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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quivalent series impedance of high-voltage pulsed power capacitor is one of the important electrical 

characteristics both for users and for capacitor manufacturers because it may have serious effects on the performance of 

pulse forming circuits. In this paper, definition of equivalent series impedance and factors which generate equivalent 

series impedance are reviewed. Theoretical analysis for the calculation of equivalent series impedance based on 

differential measurement method is described and calculation program has been developed. In order to acquire data which 

are necessary to calculate equivalent series impedance from discharging current waveform, charging-dischargig controller 

has been manufactured. Measurement results of equivalent series impedance for high voltage pulsed power capacitor have 

been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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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커패시터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기  자회로에서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표 인 수동소자 가운데 하

나이다. 이상 인 커패시터는 손실이  없으며, 임피던스

가 주 수에 해 반비례한다. 그러나 아무리 최상의 정제된 

소재와 정교한 공정으로 제조된 커패시터일지라도 실제 커

패시터에는, 커패시터의 성능에 향을 미치는 단자선들, 유

체, 내부 구조  결선 등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인덕턴

스 성분과 항 성분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성분들은 

커패시터 내부의 한 곳에 집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

에 분산되어 있는데, 편의상 는 계산을 해서 단일한 값

을 갖는 집 소자로 나타낼 수 있다. 분산되어 있는 인덕턴

스 성분들 는 항 성분들을 집 소자로 나타낸 것을 각

각 등가직렬 인덕턴스  등가직렬 항이라고 부른다[1]. 커

패시터 내부에 기생하는 이러한 성분들 때문에, 커패시터는 

동작 주 수, 피크 류, 실효 류 등의 크기에 제약을 받

게 된다. 일 로, 단락 회로에 상응할 정도로 작은 부하단 

임피던스가 사용되는 펄스 워용 시스템의 경우, 커패시터 

내부에 기생하는 수백 mΩ이나 nH 단 의 작은 임피던스도 

상당한 양의 에 지 손실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결국 원하

는 펄스를 성형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2-5].

따라서 커패시터를 이용한 회로 설계자 측면에서는, 회로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정확한 회

로를 설계하기 해 커패시터의 등가직렬 임피던스를 사

에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커패시터 제조사 측면에서

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  라미터 사양을 만족하는 커

패시터를 제공하기 해서 반드시 등가직렬 임피던스를 측

정하여 커패시터의 설계  제작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  등가직렬 임피던스의 정의, 발생 요

인, 특성 등을 기술하겠다. 그리고, 두 의 커패시터를 활용

하여 등가직렬 항과 등가직렬 인덕턴스를 측정할 수 있는 

차분 측정법에 한 이론을 개한다. 등가직렬 임피던스는 

측정된 방 류 형들로부터 방  주기와 방  류 감쇄

비를 활용하여 계산되는데, 이를 해 개발한 등가직렬 임피

던스 계산 로그램에 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펄스 워

용 고 압 커패시터에 용하여 등가직렬 임피던스를 측정

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등가직렬 임피던스

등가직렬 항은 커패시터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항성 

성분들의 합으로 정의된다. 커패시터 내부에는 유 체 고유

의 손실뿐만 아니라 단자선, 단말부  극의 항 성분들

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등가직렬 항은 원하지 않게 발생

하지만, 커패시터를 생산하기 해 사용되는 소재  제조 

기술들이 항 성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모든 커패시터들

에는 어느 정도 등가직렬 항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결과

으로 등가직렬 항은 물리 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단일 

항이 커패시터 내부의 모든 항성 성분들을 표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순수 항은 주 수가 증가하더라도 유도

성 는 용량성 성분이 나타나지 않지만 등가직렬 항은 순

수 항과 같은 거동을 보이지 않으며 표피효과가 지배 으

로 나타나는 주 수에 도달하기까지는 주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커패시터의 구조  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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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커패시터의 등가회로 모델

Fig. 1 Equivalent circuit model of capacitor

특성에도 향을 받는다. 

그림 1은 커패시터의 등가회로 모델을 보인 것으로 이것

을 이용하여 등가직렬 항을 발생시키는 요인들 별로 특성

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직렬 항에 상응하는 

속부 손실은 RS로 주어지며 단자선, 단말부, 극  납땜과 

같은 작은 항을 갖는 도체에서 발생한다. 속부에서의 손

실은 RS에 흐르는 류에 기인한다. 다음으로 그림 1에 보

인 Rins로 인해 흐르는 설 류 때문에 발생하는 설 

류 손실이 있다. 연 항은 직류에서의 항이며 매우 큰 

값이므로, 설 류에 의한 손실은 주 수에서만 향을 

미치며, 개 매우 낮은 주 수를 제외하고는 무시 가능하

다. 등가직렬 항을 발생시키는 마지막 요인은 유 손실이

다. 어떤 직류 계가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 도체가 놓여 있

으면 자유 자들은 계와 반  방향으로 흘러가 도체의 

한쪽은 음 하로 되고 도체의 다른 쪽은 양 하로 

된다. 그런데 유 체의 경우에는, 유 체 내의 음 하는 양

극 방향으로 치를 옮기는 반면에 양 하는 음 극 방향

으로 치를 옮기게 되며 결과 으로 계의 방향을 따라서 

늘어서게 된다. 한편 커패시터 내부에 있는 유 체에 교류 

압이 인가되면 분자들이 회 해서 계의 방향을 따라서 

늘어서게 된다. 계는 동작주 수에 따라서 양의 극과 음

의 극 사이에서 교번하므로 유 체를 구성하는 재질의 분

자들이 이 계를 따라서 회 하게 된다. 유 체 내의 분자

들이 회 할 때, 이와 같은 격한 분극 과정에서 분자들 상

호간의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발생하는 것

을 유 손실이라고 하며 이러한 유 체 손실로 인해서 유

체가 가열되어 극단 인 경우에는 열 인 연 괴가 발생

해서 커패시터가 괴될 수도 있다. 환언하면 유 체 분자가 

변화하는 계에 놓이게 되면 일정량의 에 지가 이 분자를 

새로운 계의 방향으로 정렬시키는데 소모되게 된다. 유

손실은 정렬하는 다이폴들의 상호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 체 내에서 열과 같은 력손실로 생각할 수 있다. 발생

되는 손실의 양은 유 체 소재의 고유 분극 방향, 인가된 

압의 크기  주 수, 그리고 압 형에 따라 변한다. 유

손실 모델은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유 흡수를 나타내는 

CDA와 유 손실을 나타내는 RDA의 직렬회로로 모의되며 정
용량 C와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1,6]. 유 손실은 직렬

항 RS처럼 작용하지도 않으며 직류를 통과시키는 연

항 Rins처럼 작용하지도 않는다. 이제 등가직렬 항을 발생

시키는 각 요인들이 등가직렬 항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커패시터의 총 등가직렬 항 ESRtotal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총 유 손실 DFtotal에 직
으로 비례한다[6].

ESRtotal DFtotal∙fC


  (1)

여기에서 ESRtotal ESRRSESRR insESRRDA, DFtotal DFRS 
DFR insDFRDA, f는 주 수, C는 커패시터의 정 용량을 각

각 나타낸다. DFtotal에 기여하는 속부 손실, 설 류에 

의한 손실  유 손실은 근사 으로 각각 식 (2), (3)  

(4)로 주어진다.

DFRSfC∙RS        (2)

DFR ins fC∙Rins


    (3)

DFRDA fC∙RDA


      (4)

여기에서 유 손실에 해 한 가지 유의 을 언 하고자 

한다. 식 (4)를 살펴보면 주 수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복잡

한 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RDA가 주 수에 따라 변

하므로 유 손실이 주 수에 역비례하지는 않고 사용가능한 

주 수 범 에서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식 (2), (3)  (4)를 식(1)에 입하여 등가직렬 항을 구해

보면 식 (5)와 같이 된다.

ESRRSRins∙fC


RDA∙fC


    (5)

식 (5)로부터 등가직렬 항은 시험 주 수와 정 용량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가직렬 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커패시터의 성능에 

향을 미친다. 먼  등가직렬 항이 클수록 커패시터에서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여 교류 회로에서 신뢰성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다. 커패시터에서 무 많은 력이 손실되면 커패

시터를 가열시켜서 고장에 이르게 된다. 열은 등가직렬 항

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교류 류에 의해 발생된 열은 커패

시터의 등가직렬 항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요인

들보다도 등가직렬 항에 의해 심하게 향을 받는 고주

수 는 류를 사용하는 회로용 커패시터의 경우, 낮은 

등가직렬 항이 가장 바람직한 특성이다. 커패시터의 온도 

상승분은 이러한 력손실과 커패시터 표면에서의 열발산율

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열 리 시에 고려해야할 사항

들은 등가직렬 항과 직 으로 련되어 있다. 두 번째로 

커패시터의 임피던스이다. 등가직렬 항은 커패시터 임피던

스의 실수부에 상응하며 임피던스를 증가시킨다. 고유 공진

주 수에서의 등가직렬 항은 커패시터의 고유 공진주 수

에서 측정된 임피던스값으로, 임피던스가 가질 수 있는 최소

값을 제한시킨다. 따라서 부하 임피던스가 단락 회로에 상응

할 정도로 작은 펄스 워 시스템의 경우, 등가직렬 항으로 

인해 피크 류가 제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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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등가직렬 인덕턴스는 커패시터의 기하학  설계 구조

(필름폭 는 극폭)와 단자선들의 길이 등에 의해 발생하

며, 계산의 목 상 커패시터 내부에 분산되어 있는 유도성 

소자들을 하나의 집 소자로 취 한 것이다. 그래서 등가직

렬 인덕턴스는 커패시터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유도성 소자

들의 합으로 주어지는 직렬 인덕턴스를 나타낸다. 일반 으

로 커패시터를 극히 높은 주 수에서 동작시키지 않는 한, 

인덕턴스는 체 임피던스에 향을 주지 않는다. 

3. 차분 측정법 기반의 등가직렬 임피던스 측정법[2]

차분 측정법을 이용해서 커패시터의 등가직렬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해서는 외부 결선의 항  인덕턴스가 커패시

터의 등가직렬 인덕턴스  등가직렬 항과 비슷한 수 의 

값이 되도록 두 의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시킨 상태에서 

커패시터를 일정 압으로 충 시킨 후, 방 시켜 방  류

를 Rogowski 코일 등의 류 센서로 측정한다. 다음으로, 한 

의 커패시터를 단락시키고, 나머지 한  커패시터를 일정 

압으로 충 시킨 후, 방 시켜서 방  류를 측정한다. 측

정된 두 개의 방 류 형들의 주기  크기들을 이용하여 

한 의 커패시터에 상응하는 등가직렬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측정 이론을 상세하게 정리하겠다.

그림 2 C과 C  직렬 연결 회로
Fig. 2 Circuit of C  in series with C

먼 , 두 의 커패시터 C과 C를 직렬로 연결시킨 회로
에 해서 회로 해석을 수행해 보자. 그림 2에서 C는 C과 
C의 직렬 연결한 정 용량이다. 그리고 LSer ies는 커패시터 
C과 C의 직렬 연결에 따른 인덕턴스와 외부 인덕턴스의 
총합이고 RSer ies는 커패시터 C과 C의 직렬 연결에 따른 
항과 외부 항의 총합이다. 즉,

RSer ies ESRC  ESRC  RExternal     (6)

LSer ies ESLC  ESLC  LExternal    (7)

이다.

커패시터의 하량 q를 미지수로 한 이 회로의 미분방정
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LSer iesdt
dq
RSer iesdt

dq
C
q
           (8)

기 조건은 다음과 같다.

qCVC at t                   (9)

i at t                                     (10)

만약 RSer ies 


C
LSer ies

인 경우, 

식 (8)을 풀고 식 (9)  식 (10)의 기 조건을 이용하면 

하량과 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qCVCe tcos

         (11)

iCVC
  e tsin          (12)

여기에서, 

LSer ies
RSer ies

,   


LSer iesC


LSer ies
RSer ies 



(13)

이다.

그림 3 직렬 연결된 두 의 커패시터  한 의 커패시터

에 한 방 류들

Fig. 3 Discharging current waveforms of both cases where 

both capacitors are connected in series and where 

one capacitor is short-circuited.

의 류 형의 한 를 도시하면 그림 3과 같이 된다. 

이 방 류 형의 첫 번째 양의 피크값과 첫 번째 음의 

피크값이 발생하는 시 들인 t과 t에서의 류 값들을 이

용하여 RSer ies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RSer ies t  t
LSer ies lnit

it      (14)

식 을 방  류 형의 반주기의 정수배의 에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RSer ies NT
LSer ies lnit

it       (15)

T: 방 류 형의 주기

N: 방 류 형의 반주기의 정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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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두 의 커패시터 에서 C을 단락시키고 C  
단독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와 같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C의 등가직렬 항 기여분을 제외한 값, 즉 C의 등가직렬
항과 외부 인덕턴스를 더한 등가직렬 항 값을 계산한다. 

이와 같이 구한 두 등가직렬 항 값들의 차로부터 C의 등
가직렬 항 값을 구할 수 있다. C을 단락시키고 C  단독으
로 연결된 상태에서의 방 류 형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

다.

iCVC
  e tsin     (16)

여기에서 

LSingle
RSin gle

,   


LSingleC


LSingle
RSingle 



            (17)

이다. 단, RSingle ESRC  RExternal, 
LSingle ESLC  LExternal이다.

이 방 류 형의 첫 번째 양의 피크값과 첫 번째 음의 

피크값, 그리고 이 피크값들이 발생하는 시 들인 ′과 ′
를 이용하여 RSingle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RSingle t′ t′
LSingle lnit′

it′         (18)

이제 RSer ies와 RSingle의 차이로부터 커패시터 C의 등가
직렬 항값을 결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등가직렬 인덕턴스를 구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두 의 커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

을 때, 방 류의 공진주 수로부터 회로의 등가직렬 인덕

턴스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LSer ies CC
C C

                                  (19)

이제 두 의 커패시터 에서 C을 단락시키고 C  단독
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공진주 수로부터 C의 등가직렬 인
덕턴스 기여분을 제외한 값, 즉 C의 등가직렬 인덕턴스와 
외부 등가직렬 인덕턴스를 더한 등가직렬 인덕턴스 값을 계

산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LSingle C

                                     (20)

이와 같이 구한 두 등가직렬 인덕턴스 값의 차로부터 C
의 등가직렬 인덕턴스 값을 구할 수 있다.

ESLLSer ies LSingle C
 


wC
C C

w
 


             (21)

그런데 주기 T

이므로,

ESLC
 


C
C C TSer ies TSingle




                (22)

두 의 커패시터의 커패시턴스가 동일하면, 즉 CEA   
C C , 등가직렬 인덕턴스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SLC

TSer ies TSingle                   (23)

이상과 같이, 펄스 워용 커패시터의 주요 라미터들은 

등가직렬 항과 등가직렬 인덕턴스를 구하기 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차분 측정법 기반의 등가직렬 임피던스 측정 시험을 수행

하여 방 류 형들을 획득한 이후, 이 형들로부터 계산

에 필요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등가직렬 임피던스를 계산하

여야 한다. 측정자가 획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손쉽게 등가

직렬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도록 그림 4에 보인 바와 같

이 MATLAB[7] 기반 의 등가직렬 임피던스 계산 로그램

을 개발하 다.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최  5회의 측정 시험

을 수행하고, 이것들을 평균하여 등가직렬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구성하 다. 

그림 4 MATLAB 기반 등가직렬 임피던스 계산 로그램 개

발 

Fig. 4 Equivalent series impedance calculation program 

developed with MATLAB

4. 차분 측정법 기반의 등가직렬 임피던스 측정 사례

펄스 워용 커패시터의 등가직렬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해, 그림 5와 같이 커패시터 충   방  제어기를 제작하

다. 한 방  류를 측정하기 해 로고우스키 코일을 

내장하 다. 그림 6은 제어기의 블록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

이다. 이 제어기는 등가직렬 임피던스 측정 개시 버튼을 

르면 커패시터의 충   방  동작이 자동 으로 연계되어 

진행된다. 이 때, 커패시터는 30V로 충 되고, 충 완료 후 

방  스 치가 자동 으로 투입되어 방  류가 로고우스

키 코일(수동소자 분방식)에 의해 측정되어 BNC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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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등가직렬 임피던스 측정용 10㎸, 100kJ, 1.0J/cc  

펄스 워용 고 압 커패시터

Fig. 7 10kV, 100kJ, 1.0J/cc high-voltage pulsed power 

capacitors for equivalent series impedance measurement

그림 8 충   방  제어기를 이용하여 방  류 측정

(두 의 커패시터 직렬 연결)

Fig. 8 Discharge current measurement using charging and 

discharging controller(C  in series with C )

를 통해 오실로스코 로 달되게 된다. 방  류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짧으며, 실험자가 정상 인 동작을 알 수 

있도록 지시등이 장착되어 있다. 표 1은 등가직렬 임피던스 

측정용 커패시터 충   방  제어기의 사양을 정리한 것

이다.

그림 5 등가직렬 임피던스 측정용 커패시터 충   방  

제어기(로고우스키 코일 내장)

Fig. 5 Charging and discharging controller of capacitor for 

equivalent series impedance measurement (built-in 

Rogowski coil)

그림 6 충   방  제어기의 블록다이어그램

Fig. 6 Block diagram of charging and discharging controller

표 1 등가직렬 임피던스 측정용 커패시터 충   방  

제어기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charging and discharging controller 

for equivalent series impedance measurement

항 목 성 능

충 압 직류 30V 

구동 원 9V 배터리

충방  동작 개시 Push Button One Touch

방 류측정  

- 내장형 로고우스키 코일

- 최 측정 류 : 10 kA

- 수동방식 분기 내장

오실로스코  연결 방식 BNC 커넥터

충방  동작 지시기 LED 방식 

 충방  동작 완료 시간

1분 이내

(충방  동작 개시 후, 방 류 

측정 완료 까지의 소요 시간)

그림 7은 차분 측정법을 이용한 등가직렬 임피던스 측정

용으로 제작한 다섯 의 10㎸, 100kJ, 1.0J/cc  펄스 워용 

고 압 커패시터들로, 모두 외함을 단자로 이용하는 1 붓싱 

방식이다. 사용자가 요구한 이 커패시터의 등가직렬 임피던

스 요건은 등가직렬 인덕턴스가 200 nH 이하, 등가직렬 항

이 0.5mΩ 이하가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림 8은 

두 의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시킨 후, 충   방  제어

기를 이용하여 방  류를 측정하기 한 시험 장면을 보

인 것이고, 그림 9는 한 의 커패시터를 단락시킨 후, 나머

지 한 에 해서 충   방  제어기를 이용하여 방  

류를 측정하기 한 시험 장면을 보인 것이다. 비 측정 

결과, 충   방  제어기를 이용한 등가직렬 임피던스 

형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측정은 1 회씩 실

시하여 커패시터의 등가직렬 임피던스 값으로 제시하 다. 

표 2는 앞서 언 한 로 차분 측정법을 용하여 5 의 

커패시터에 해 측정한 등가직렬 임피던스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5  모두 등가직렬 인덕턴스는 200 nH 이하를 만

족하 으나, 등가직렬 항은 0.5mΩ 이하를 만족하지 못했

다. 따라서, 등가직렬 항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결선 부  

등에 한 재검토를 수행하여 제조 공정에 반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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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충   방  제어기를 이용하여 방  류 측정(한 

의 커패시터 단락)

Fig. 9 Discharge current measurement using charging and 

discharging controller(one capacitor is short-circuited)

표 2 차분 측정법을 용한 커패시터 등가직렬 임피던스 

측정 결과

Table 2 Measurement results of equivalent series impedance 

of capacitors using differential measurement method

No. 등가직렬 인덕턴스 [nH] 등가직렬 항 [mΩ]

1 110 1.28

2 100 1.39

3 95 1.50

4 95 1.04

5 105 1.33

5. 결  론

커패시터의 등가직렬 임피던스는 기 , 열   기계

인 측면에서 회로의 성능에 크게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

서 커패시터 사용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등가직렬 임피던스

는 요한 기  라미터이므로, 이를 측정하여 커패시터

의 설계  제작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  

등가직렬 임피던스의 정의, 발생 요인, 특성 등을 기술하고 

두 의 커패시터를 활용하여 등가직렬 항과 등가직렬 인

덕턴스를 측정할 수 있는 차분 측정법에 한 이론을 기술

하 다. 차분 측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방 류 형들로

부터 방  주기와 방  류 감쇄비를 활용하여 등가직렬 

임피던스를 계산하기 한 로그램도 개발하 다. 마지막으

로 펄스 워용 고 압 커패시터에 용하여 등가직렬 임피

던스를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 다. 등가직렬 임피던스 측정 

기술은 단순한 기  라미터 측정 기술이 아니라, 커패시

터의 등가직렬 임피던스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설계 

 제조 기술 개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결과 으로, 커패

시터 제조사는 이 측정 기술을 기반으로 커패시터의 설계 

 제조 능력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하며, 

사용자들에게는 보다 정확한 기  사양과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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