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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ive Switching Antenna의 최적 에너지 전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ptimizing Energy Transfer of Capacitive Switching Antenna 

김 진 만†․방 정 주*․허 창 수** 

(Jin-Man Kim․Jeong-Ju Bang․Chang-Su Huh)

Abstract  -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maximum energy transfer of CSA(Capacitive Switching Antenna).  CSA  

which is radiated antenna system contain energy storage and switch, antenna needs to high voltage source for electrical 

field radiation experiment. In this experiment we employed Marx generator as a charging source. CSA can radiate 

electrical field more efficiently by varying antenna capacitance. The electromagnetic generation system which was using 

CSA has some advantages which are more simple and more effective compared to exist system. We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electromagnetic wave generating system using CSA. As a result UWB gain of system is 0.47, It is 

higher level than exist system is 0.3. Radiated electrical field strength at 1m is 70kV/m. It is measured by D-dot sensor 

and gap distance is 20㎜. Center frequency of CSA is approximately 25MHz. When vary the antenna gap distance from 

50㎜ to 20㎜, we can find the radiation field strength is decrease and antenna center frequency is increased. We also 

simulated the energy transfer efficiency to compare with experiment result. Consequentially, CSA needs to appropriate 

capacitance which is similar value from marx generator for maximum energy transfer, and gap is less than 1㎜ to 

increase the CSA capac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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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기펄스(EMP: Electromagnetic Pulse)란 자 장비를 

괴시킬 정도의 강력한 자기 를 말한다. 자기펄스 

상은 1950년 에 실시된 미국의 핵폭발 시험에서 최 로 확

인되었으며, 1962년 태평양 상공에서 실시된 고공 핵폭발 실

험에서 1000km이상 떨어진 하와이 지역의 가로등이 꺼지고 

통신시설과 각종 자장비가 오동작 는 정지하는 사태가 

발생하 다. 당시에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지만 그 후

에 이러한 상이 핵폭발에 의한 자기펄스의 향이라는 

것이 밝 졌다. 핵폭발에 의해 발생한 Γ선이나 X선이 공기 

의 원자나 분자와 충돌하여 Compton 효과에 의해 자유

자와 양이온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Compton 류는 다시 

지구 자기장과 결합하여 순간 으로 범 한 역에 자

기펄스를 발생시킨다[1]. 

자기펄스에 의한 여러 자장비의 괴 상이 확인된 

후에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선진국을 심으로 자기펄

스에 한 방어 책 연구와 함께 핵을 사용하지 않는 비핵 

자기펄스(NNEMP: Non Nuclear Electromagnetic Pulse) 

발생기술에 한 연구가 꾸 히 이루어져 왔다. 1970년  

이후로 고출력 펄스 워 발생 기술과 고속 스 칭 기술을 

이용한 펄스 성형 기술, 고출력 안테나 개발 기술의 지속

인 발 으로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강력한 자기펄스를 발

생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연구되어 왔다. 자기펄스 발생과 

련된 기술은 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연구가 이

지고 있으며 자기펄스 무기의 개발을 한 연구가 미국, 

러시아, 국, 랑스, 국, 일본 등 세계 20여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사회는 통신, 정보, 자, 제어 등 사회 기반 시설과 

산업시설의 부분이 집 회로나 반도체등과 같은 자 부

품을 사용하는 자장비가 리 사용되고 있다. 한 기술

의 발달로 반도체의 소형화, 집 화, 압 구동화 되어감

에 따라서 자기 펄스에 한 내성이 취약해 졌다. 따라서 

자기펄스 발생기술의 발 과  산업에서 반도체 기술

에 한 의존성 증가는 다가올 미래에 자기펄스 련 무기

의 출 과 이에 한 방어책이 필요하며 이에 련한 연구

로서 자기 펄스 발생장치에 한연구와 자기 에 의한 

자기기의 향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 으로 고출력 펄스 발사 실험을 하기 해서는 원

장치와 안테나가 분리되어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부분의 

방사 시스템들은 발룬(Balun)이나 피킹 스 치와 같은 매개

체가 필요하다. 한 고출력 자기  발생시키기 때문에 

안테나와 원을 연결하는 매개체에서 자계의 분산, 이

블의 손실, 연 괴 등의 시스템의 체  성능의 하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간 매개체가 필요 없고 고출력 

자기  방사가 용이한 CSA(Capacitive Switching 

Antenna)의 최  출력 달에 한 연구를 하 다. 기존의 

자기  방사장치의 경우 에 지 장장치  스 칭 소자, 

안테나의 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CSA의 경우 에 지 장

장치와 스 칭 소자, 안테나의 역할을 구조 으로 체할 수 

있다. 실험을 해 원장치인 Marx generator를 동축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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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인리스 반구를 이용한 CSA

(b) 갭 간격 조정용 스페이서

그림 1 CSA의 구조와 갭 스페이서

Fig. 1 CSA and gap spacer

로 제작하여 구조  인덕턴스를 최소화 시켰으며 제작된 

Marx generator에서 발생된 출력 압을 방사 안테나인 

CSA(Capacitive Switching Antenna)를 통해 계 방사 실

험을 진행하 다. 실험을 통하여 CSA의 커패시턴스 변화에 

따른 방사 특성을 분석하고 최  출력 달에 합한 CSA 

설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CSA(Capacitive Switching Antenna)

2.1.1 CSA의 특징

일반 인 안테나의 경우 고출력 자기  발생장치의 방

사 장치로 사용하기 해서는 고 압 원을 인가하여야 하

고 고 압 원의 크기에 비례하여 안테나의 크기도 커지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CSA(Capacitive Switching Antenna)

는 안테나 구조물 사이의 커패시턴스를 증가시켜 기존 시스

템 보다 많은 양의 에 지를 장할 수 있으며 장된 에

지를 시스템의 스 치 회로가 닫힐 때 안테나를 통해 자

기 로 변환 되어 방사시키는 구조로 일반 인 안테나에 비

하여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3].

Marx generator에서 발생된 출력을 자기 로 방사시키

기 해 비교  제작이 용이하며 고출력 출력 특성을 갖는 

바이코니컬 형태의 높은 출력 에 지 특성을 갖는 CSA를 

제작하 다.

CSA는 두 반구의 간격을 조 하여 커패시턴스를 변화시

킬 수 있으며, 커패시턴스의 변화를 통해 체 방사 에 지

를 조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CSA의 

특성을 활용하기 한 구조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해 직

경 250㎜의 스테인리스 반구 두개가 칭으로 마주하고 아

크릴 이 를 이용하여 갭 간격을 조 할 수 있도록 gap 

spacer를 제작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부의 

연은 SF6 가스를 이용하 으며 외함은 두께 15㎜의 아크

릴을 이용하여 제작하 다. 제작한 CSA와 gap spacer는 그

림 1과 같다.

2.1.2 시뮬 이션

갭 간격에 따른 CSA의 커패시턴스 변화를 확인하기 

해 시뮬 이션 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화를 확인 하 고,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갭 간격에 따른 커패시턴스 변화

Fig. 2 Calculation of CSA capacitance by simulation tool 

 CSA의 인덕턴스는 식 (1)에서 알 수 있듯이 갭 간격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4].

 ≃


                      (1)

여기서 Lgap는 갭 사이의 인덕턴스 이고 d는 갭 간격이다.

갭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인덕턴스 성분의 증가를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ap

(㎝)

Lgap

(μH)

CCSA

(pF)

Zc

(Ω)

ECSA

(mJ)

fc

(MHz)

0.1 0.08 29.0 52.5 326.3 104.5

0.3 0.24 28.9 91.2 324.9 60.4

0.7 0.56 28.3 140.7 318.3 40.0

1.0 0.8 28.0 169.2 314.4 33.7

1.5 1.2 27.7 208.2 311.5 27.6

2.0 1.6 27.5 241.2 309.5 24.0

3.0 2.4 27.2 296.9 306.3 19.7

5.0 4.0 27.0 384.9 303.7 15.3

7.0 5.6 26.9 456.4 302.4 13.0

표   1  갭 변화에 따른 CSA 특성 계산

Table 1 Characteristic of CSA according to varying gap 

distance

안테나의 에 지(ECSA)는 식 (2)와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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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험 회로의 등가회로

(b) 커패시턴스 변화에 따른 방사 압

(c) 커패시턴스 변화에 따른 에 지 변화

그림 3 커패시턴스 변화에 따른 CSA의 압과 에 지변화

Fig. 3 Variation of radiated voltage and energy of CSA 

according to varying capacitance

식 (2)에서, CCSA는 안테나의 커패시턴스, Vp는 스 치가 

닫혔을 때 안테나에 인가되는 압이다.

계산한 Lgap와 CCSA를 이용하여 CSA의 공진 주 수를 식 

(3)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3)

여기서 fc는 안테나의 공진 주 수이고 CCSA는 안테나의 

커패시턴스이다. 식 (3)을 통해 인덕턴스의 증가가 주 수를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덕턴스의 

크기와 커패시턴스의 크기는 반비례하고, 이는 방사되는 에

지와 CSA 심 주 수에 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커패시턴스의 변화에 따라 방사되는 에 지와 방사 압

을 알아보기 해 그림 3(a)와 같이 Marx generator와 CSA 

시스템의 등가회로 모델링을 하 다. 여기서 Cmarx, Lmarx는 

각각 Marx generator의 커패시턴스와 인덕턴스이며 기생 

커패시터와 인덕턴스는 무시하 다. 한 Tcsa와 Ccsa는 각각 

CSA의 스 치와 커패시턴스를 나타낸 것이다.

시뮬 이션 결과 그림 3(b)에서 보듯이 커패시턴스가 작

아질수록 방 되는 압의 크기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커패시턴스가 어들수록 CSA 갭 크기

가 증가하여 스 치의 동작 압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 그림 3(c)에서 볼 수 있듯이 커패시턴스가 증가함에 

따라 CSA의 방사 에 지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CSA의 커패시턴스가 210㎊인 Cmarx 보다 커지면 에 지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최  출력 방사를 해 

CSA의 커패시턴스는 소스원과 같은 크기의 커패시턴스가 

합하다는 것을 확인 하 다.

2.1.3 Marx generator

Marx generator는 용량성(Capacitive)소자를 이용한 에

지 장회로이며 주어진 압으로 충 되어 빠른 속도로 방

되는 회로이다. Marx generator의 충·방  회로는 그림 4

와 같으며 충  시 회로는 충 항과 충 압 Vcharge로 충

되는 N개의 커패시터가 병렬로 구성되며 이는 그림 4(a)

와 같다. 방  시 커패시터들은 그림 4(b)와 같이 순간 직렬 

회로로 구성되고 고 압 펄스를 발생 시킨다. 이때 이론

인 출력 압은 Vdischarge= N×Vcharge 이 되어 부하에 달된

다[5,6].  

(a) 충  회로

(b) 방  회로

그림 4 Marx generator의 충·방  회로

Fig. 4 Charging and discharging circuit of Marx generator

본 연구에서는 10단으로 구성된 Marx generator를 설계, 

제작하 다. Marx generator의 상승시간은 인덕턴스 성분의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인덕턴스를 여야 하며 이를 

해 갭 스 치의 간격  회로 길이를 최소화 했다. 실제 작

동 시에는 충  커패시터 외에도 각 층과 스 치, 지 등 

회로 구성요소들 간의 기생 커패시턴스(stray capacitance) 

 기생 인덕턴스(stray inductance) 등이 존재한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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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출력되는 압은 이론  값인 N×Vcharge 보다 낮은 

압이 출력된다[6].

본 연구에서 제작한 Marx generator의 총 단수는 10단으

로 구성되었으며 각 단은 10㏀ 무유도 충·방  항과 2.1

㎋, 내압 50㎸의 고압 세라믹 커패시터로 구성하 다. 항

은 충  류를 제어하여 커패시터를 보호하며 방  시에 

Marx generator로부터 충 용 원장치와 Marx generator

를 분리하여 원장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제작된 

Marx generator의 특성과 제작형태는 표 2와 그림 5에 나

타나 있다.

Parameter Value

Number of stages 10 단

Maximum charging voltage per stage 50 kV

Capacitance per stage 2.1 nF

Erected capacitance 210 pF

Load resistance 180 Ω

Pulse rise time > 15 ns

Insulation Gas type SF6

표   2  고속 Marx generator의 특성

Table 2 Parameters of Ultra fast Marx generator

  

그림 5 10단 Marx Generator

Fig.  5 10 stages Marx Generator

2.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제작한 Marx generator의 임피던스가 180Ω

으로 180Ω의 해액 압분압기를 이용하여 입력 펄스를 

측정하 으며, 분압기의 총 길이는 226.5㎜이며 항 R1의 

길이는 225㎜, 항 R2의 길이는 1.5㎜로 분압비는 125:1이

다. 고 압 로 와 오실로스코 를 이용하여 제작된 해

액 압분압기를 보정하여 측정에 사용하 다[7,8].

방사되는 신호를 측정하기 해 자기  측정에 리 사

용되고 있는 D-dot 센서를 사용하여 계를 측정하 으며 

센서에서 측정된 형을 식 (4)와 같이 분하면 계강도 

E(t)를 계산할 수 있다.

 

 




                (4)

여기서 R은 부하임피던스(100Ω), Aeq는 등가면 (Equivalent 

area), ε0는 공기의 유 율이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D-dot 센서의 등가면 은 4.2×10
-4
이

고, 사용 주 수는 최  3GHz까지 사용가능한 역 특성

을 갖고 있다[9]. 

그림 6 실험 구성도

Fig. 6 Test set-up schematic diagram

CSA의 커패시턴스 변화에 따른 최  출력 달에 해 

실험하기 해 그림 6과 같이 방사실험을 구성하 으며, 

CSA의 갭 간격을 20㎜부터 50㎜까지 변화시켰다.

입력 펄스로는 피크 값 150㎸의 Marx generator 출력을 

이용하 으며 방사되는 계강도를 측정하기 해 D-dot 센

서와 20W, 20dB 사양의 감쇄기 1개를 이용하여 10:1의 비

율로 신호를 감쇄시켜 오실로스코 를 사용하여 계를 측

정하 다.

2.3 실험 결과

갭 간격 20㎜ 일 때, 방사되는 에 지는 약 305mJ로 최  

이며 50㎜에서는 약 300mJ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 다.  

실험결과와 시뮬 이션 결과를 비교하 을 때 평균 3.3mJ의 

오차가 발생 하 으며 Marx generator의 이블 손실  

속 부분에서의 손실에 의해 오차가 발생하 다.

그림 7 갭 간격 변화에 따른 방사 에 지 측정값과 이론값

Fig. 7 Theoretical and measured value according to varying 

gap distance

그림 8은 갭 간격 변화에 따른 계  계 스펙트럼, 

안테나 달함수의 심주 수를 나타내었다. 그림 8(a)를 

통해 갭 간격 증가함에 따라 높은 계가 방사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으며 이는 시뮬 이션에서 확인하 듯이 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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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갭 간격의 변화에 따른 계

(b) 갭 간격의 변화에 따른 계 스펙트럼 심주 수

(c) 갭 간격 변화에 따른 CSA 달함수의 심주 수

그림 8 갭 간격 변화에 따른 CSA 특성

Fig. 8 Characteristics of CSA according to varying gap 

distance

갭 사이의 연 내력이 높아져 스 치의 동작 압이 높아지

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림 8(b)를 보면 안테나의 갭 간격의 

증가에 따라 안테나 심주 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갭 간격이 20㎜에서 안테나의 심주 수는 약 

25MHz이나 갭 간격이 50㎜일 때에는 21.5MHz로 감소된 것

을 그림 8(c)에서 확인 하 다. 이는 식 (1)과 식(3)에서 알 

수 있듯이 갭 간격의 증가로 CSA의 진성 인덕턴스가 증가

하고 이에 따라 공진주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림 9은 안테나 직경 250㎜, 갭 간격 30㎜, 기압의 SF6 

하에서 측정한 신호를 식(4)을 이용하여 계산한 형이다.

그림 9 직경 250㎜, 갭 간격 30㎜, SF6에서 계

Fig. 9 Electrical field of the CSA at Φ250mm, d=30mm, 

SF6 

그림 10 CSA의 실험 심주 수와 이론값

Fig. 10 Center frequency of measured and theoretical CSA 

CSA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기 해 UWBgain을 식 (5)

와 같이 정의하 다.

                  (5)

여기서 Vp는 Marx generator의 출력이다. 한 far 

voltage를 식 (6)과 같이 계산하 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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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f는 Far voltage이고, r은 안테나와 D-dot 센서

와의 거리, Ep는 측정된 계를 나타낸다[3]. 

계산된 Far voltage가 약 70kV로 UWBgain은 약 0.47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 무지향성 안테나 시스템들의 

UWBgain 0.3에 비해 동등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표 3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o.

Name 

organization 

country

Voltage 

on 

pulser

Vf/fc
UWB

gain

Pulse power 

source

1
DS110, Diehl, 

Germany
1MV

300kV/

50~100Mhz
0.30

Marx 

generator

2
DS350, Diehl, 

Germany
400kV

125kV/

375Mhz
0.31

Marx 

generator

3
DSTO, 

Australia
200kV

60kV/

50Mhz
0.30

Tesla

Transformer

4
Loughborough 

Univ., U.K
400kV

124kV/

75Mhz
0.31

Tesla

Transformer

표   3 기존 무지향성 안테나를 이용한 자기  발생시스템

Table 3 Conventional HPUWBS with omni directional antenna

CSA의 경우 안테나의 구조  커패시턴스를 이용하여 에

지를 장하 다가 close switching 동작을 이용하여 방사

하는 원리이다. CSA에 최  출력을 달하기 해서는 그

림 3(c)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CSA의 커패시턴스를 Marx 

generator의 커패시턴스 크기와 같게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

므로 C=εA/d에 의해 갭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여야 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gap spacer의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

하 다. gap spacer의 경우 제작이 용이하게 20㎜, 30㎜, 50

㎜로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 하 으며, 그 이하의 갭 간격에 

해서는 시뮬 이션을 통해 CSA의 커패시턴스 변화와 그

에 따른 출력 변화를 비교하 다. 

시뮬 이션과 실험을 통해 안테나의 커패시턴스가 펄스 

발생장치의 커패시턴스와 같을수록 방사되는 에 지는 커지

고 방  압의 크기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므로 CSA의 갭 간격을 1㎜이하로 최소화하여 커패시턴스의 

크기를 Marx generator의 커패시턴스와 동일하게 하여 

CSA의 입력된 에 지를 최 의 효율로 방사 시킬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arx generator와 CSA(Capacitive 

Switching Antenna)를 이용한 고출력 자기  방사 시스

템을 제작하고 CSA의 커패시턴스 변화에 따른 최  출력 

달에 하여 연구하 다. CSA의 입력 발생장치로 Marx 

generator를 이용하여 150kV의 펄스를 CSA에 인가하여 

자기 펄스를 방사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 방사된 계의 

세기는 안테나로부터 약 1m 치에서 D-dot 센서로 측정하

으며 70kV/m의 피크 값과 23MHz의 심주 수가 측정

되었다. 한 시뮬 이션을 통해 실험데이터의 유효성을 검

증하 다. CSA의 UWBgain은 0.47로 기존 무지향성 안테나 

시스템들의 0.3에 비해 동등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며 CSA 

커패시턴스의 크기를 Marx generator의 커패시턴스와 동일

하게 하여 CSA의 입력된 에 지를 최 의 효율로 방사 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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