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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circuit consisting of a simmer power supply unit and a series 

trigger unit that can be applicable to xenon lamp driving. An 

LCC resonant converter based on the continuous conduction 

mode (CCM) is applied to the simmer circuit and by using 

the current output control it is possible to maintain the 

ionization of the lamp which has the negative resistance load 

characteristic.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generate a high 

voltage, a series trigger circuit which has a number of 

capacitors and diodes is designed. The generated high 

trigger output voltage could ionize the xenon gas. This paper 

explains the configuration and features of the integrated 

circuit system, and verifies the proposed design and stable 

operation of the xenon lamp. The experimental and 

simulation results show the not only rationality but also 

stability of the proposed circuit.

1. 서 론

제논 램프는 기체 방전을 통하여 가시광선을

발생시키는데, High color rendering 과 높은 발광 효율, 긴

수명, 안정된 전기 아크 등의 장점으로 인해 특수 조명과

인쇄전자 광소결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 제논 램프는 고압

방전 램프로서 램프 양단에 수 킬로볼트의 전압을 인가해야

점등이 된다. 이는 고전압으로 램프 안에서 유리하는

기체들이 이온화 된 후에야 비로소 제논 램프가 점등 됨을

의미한다. 제논 램프는 램프의 독특한 저항 특성 때문에

구동하는 데에 특별한 방법이 요구된다. 점등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고전압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전압을

이용한 이온화 후 램프 양단에 안정적인 전류를

공급해야한다.
[1, 2] 

본 논문에서는 제논 램프에 안정적인 전류를 공급하는

simmer 회로와, 초기 램프의 이온화를 위한 고압 방전을

생성하는 trigger 회로로 구성되는 제논 램프 구동 전원

장치의 통합 회로를 제안한다. 제논 램프 구동에 있어, 

trigger는 초기 램프 이온화 시에 사용되고 simmer회로는

램프의 이온화 후 점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각

전원 장치들의 정격 출력이 필요한 순간이 다르다. 따라서 두

개의 변압기에 인버터 부를 공유하는 형태로 회로를

제작하고 출력 전력이 요구되는 순간이 다른 점을 이용하면, 

하나의 인버터 부로도 각 전원장치들의 출력을 생성하고

사용되는 소자의 개수는 감소한 simmer와 trigger의 통합

회로를 만들 수 있다. 제안하는 통합 회로는 그림1과 같다.

2. 회로 분석

그림1에 보이는 것처럼 simmer 회로는 첫 번째

변압기(TR1)을 이용하여 연속 모드에서 동작하는 LCC 

공진형 컨버터로 구성되고, 이와 동시에 두 번째

변압기(TR2)로부터 DC trigger 회로가 구성된다. 배압

회로는 2개의 커패시터와 2개의 다이오드가 하나의

스테이지로 구성되고, 이러한 스테이지들이 직렬로 결선되어

고전압 출력을 생성한다. 결과적으로 DC trigger는 수

킬로볼트의 고전압으로 제논 램프 내부의 제논 분자들을

이온화시키고, 이온화 된 제논 분자들은 simmer 회로의

출력으로부터 램프의 점등 상태를 유지한다.

Fig.1 The suggested high voltage trigger and simmer power 

supply integrated circuit

Fig.2 The simulation circuit diagram of the simmer circuit



2.1 simmer 회로 분석

Simmer 회로는 연속모드에서 동작하는 풀 브리지 LCC 

공진형 컨버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변압기의 누설

인덕턴스를 공진 인덕턴스로 이용하여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다. 또한 스위치가 꺼질 때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스위치 양단에 턴-오프 스너버 커패시터를 추가해 효율을

향상시켰으며, 풀 브리지 정류 다이오드에 병렬로 값이 작은

커패시터를 결선하여 공진 전류의 파형을 개선해 전력

효율을 높였다. 정류 다이오드에 병렬로 결선 된 커패시터는

공진 전류가 양의 방향으로 전환 될 때 빠르게 충전되어

공진 전류의 파형을 사인파 형태가 아닌 사다리꼴 모양으로

변화시키며, 이는 동일한 실효치에 비해 전류 피크치를 줄여

도전 손실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simmer 회로는 제논 램프가 점등

되기 전에는 수 백 볼트의 전압을 출력하며 램프의 이온화

순간을 기다린다. 이 후 trigger의 고전압에 의하여 제논

분자들이 이온화 되면 램프의 임피던스가 감소하여

simmer의 출력 전류가 램프를 통해 도통되고 램프의 점등

상태를 유지한다.

설계한 simmer 회로의 PSpice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3와 그림4에 나타내었다. ir 는 공진 전류, Vo는 simmer 

출력 전압이다. 그림3에서 공진 전류의 방향이 바뀔 때

다이오드와 병렬로 연결 된 커패시터를 충전하기 때문에

전류의 상승 기울기가 큰 값을 갖게 되고, 해당 커패시터를

완전히 충전한 다음에는 전류의 기울기가 감소되어

최종적으로 공진 전류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4는 부하의 값을 100옴으로 설정 할

때의 출력 전압 파형이다.

제안하는 LCC 공진형 컨버터의 공진 주파수는 아래처럼

계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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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rigger 회로 분석

직렬 DC trigger 회로는 제논 램프 초기 점등 시 제논

분자들을 이온화 시키는 고전압을 생성한다. 제안하는 DC 

trigger 회로는 별도의 인버터 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simmer 회로에서 사용하고 있던 인버터부분을 공유하고, 두

번째 변압기를 이용해 배압 회로의 입력 전력을 만든다. 이와

같은 결선에서는 simmer 회로의 구동을 위한 스위칭

주파수와 DC trigger의 스위칭 주파수가 동일하지만, 

변압기의 턴수비와 배압 회로의 커패시턴스를 조절하여

원하는 출력 전압을 만들 수 있다. 

Trigger 회로는 변압기를 통해 배압 된 전압을 입력

전압원으로 voltage multiplier의 커패시터들을 충전한다.

충전 과정에서 변압기의 출력 전압과 첫 번째 커패시터의

충전 전압이 더해져 voltage multiplier 나머지 커패시터들을

충전한다. 그 결과 램프와 직렬로 결선 된 커패시터 들은 수

킬로볼트의 출력전압을 만들어내고 제논 램프를

이온화시킨다. 

PSpice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그림5와 같이  

Trigger 회로의 최종 출력 전압 14kV를 확인하였다.

변압기의 턴수비 만큼 배압 된 입력 전압이 voltage 

multiplier 첫 번째 커패시터(Cvm1)를 1.1kV까지 충전하고

나머지 커패시터들(Cvm2~ Cvm22)은 변압기 2차 측의 출력

전압과 첫 번째 커패시터 전압의 합인 2.2kV로 전압을

충전하고자 하나, 커패시터의 전압 강하로 인하여 충전 되는

전압은 2.0 kV이다. 커패시터의 전압 강하로 인하여 voltage 

multiplier의 뒤쪽으로 갈수록 하나의 커패시터에 충전되는

전압은 점점 더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3 The resonant current of simmer circuit

Fig.4 The output voltage of the simmer circuit

Fig.5 The output voltage of the proposed trigger circuit

Fig.6 The voltage of the first four capacitors in the trigger 

circuit



표 1 제안하는 simmer 회로와 trigger 회로의 파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designed simmer & trigger circuit

simmer

fsw 280k Csn 1nF

Vdc 310v Cr 1uF

Vo ~500V Lr 33uH

Cs 10nF Turns ratio 0.75

trigger Cvm 3.3nF Vo 14kV

Fig.7 The experimental waveform of the proposed simmer & 

trigger circuit  

3. 실험결과

제안하는 제논 램프 구동 전원장치 파라미터는 표1와 같다.

표 1의 설계 변수들을 이용하여 전원 장치를 제작하였으며, 

그 결과 제안하는 통합된 전원 장치 회로로 제논 램프를

안정적으로 점등할 수 있었다. 제논 램프가 점등 될 때의

simmer 출력과 램프 전압 실험 파형은 그림 7로 나타낸다.

그림7은 제논 램프를 성공적으로 작동시키는 파형이다.

CH1는 simmer 회로의 출력 전류이고 CH3는 simmer 회로의

출력 전압, CH4는 램프 양단의 전압이다. 제논 램프를

작동시키기 전에 simmer 회로는 최대 740V의 출력전압을

인가하고, 이와 동시에 trigger 회로는 voltage multiplier을

이용하여 램프 양단에 고전압을 생성한다. 제논 램프 안의

기체를 이온화 시킬 수 있는 일정한 고전압에 도달하면 고압

방전이 발생하며 trigger와 simmer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순간적으로 소비된다. 이는 그림 7과 같이 simmer 회로의 출력

전압 감소로 나타난다. 고압 방전으로 램프의 임피던스가

감소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램프가 안정화되면서 램프의

등가 저항도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 때 simmer 회로는 출력

전압이 아닌 출력 전류를 제어하여 램프의 밝기를 조절하는데

그림 7에서는 simmer의 출력 전압이 200V로 유지된다.

4. 결론

본 논문은 제논 램프의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램프

점등을 유지할 수 있는 simmer 회로와 초기의 램프 점등용

고전압을 인가하는 trigger 회로를 하나로 통합한 회로를

제안한다. 통합한 회로는 trigger 회로에 사용되던 인버터 부를

제거해 전원 장치의 부피와 메인 스위치의 개수를 줄인 장점을

갖는다.

하나의 인버터 부를 공유한 형태로 두개의 변압기를

이용하여 simmer와 trigger을 설계하고 변압기의 누설

인덕턴스 값을 조절하였으며, 시뮬레이션 및 실제 제논 램프

점등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trigger 회로와 simmer 회로의

통합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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