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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50~100 kHz의 고주파와 수 kV의 고전압으로 구동되는 냉음극 형광램프의 전류 및 전압을 계측하는 방법을 조사하였다. 
고 전압 측에 설치되는 프로브 자체의 임피던스 영향으로 램프의 휘도가 변화하고 누설 전류가 발생하여 정확한 전류 및 전압
의 계측이 어렵다. 따라서 프로브의 임피던스와 누설 전류를 고려한 회로 분석을 통하여 올바른 계측 방법을 제시하였다. 프로
브 설치로 휘도 변화 시, 인버터에 입력되는 DC 전압을 조정하여 램프의 특정 휘도를 유지하여 계측한다. 램프 전류(IG)는 접
지 측에서 전류 프로브나 고주파 전류계로 계측하며, 전압은 고 전압 측에 설치한 전압 프로브로 계측한다. 램프 전압(VC)은 
고전압이 인가되는 냉음극과 안전 캐패시터 사이에서 계측하며, 인버터의 출력 전압(VI)은 안전 캐패시터와 인버터 출력단 사
이에서 계측한다. 램프 전압(VC)과 램프 전류(IG)의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램프 자체의 순수 소모 전력은 램프 전압(VC)와 램
프 전류(IG)의 곱이다. 인버터의 출력 전압(VI)과 램프 전류(IG)의 위상차(θ)는 전압 프로브의 용량성 임피던스로 인하여 계측 
값이 부정확하며, 회로의 분석에서 얻어진 cosθ=VC /VI로부터 위상차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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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  개
냉음극 형광램프(Cold Cathode Fluorescent Lamp; 

CCFL)는 1910년 프랑스의 Georges Claude가 처음 소개한 
'네온 싸인 램프'와 유사하다 [1-2]. CCFL은 19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액정 표시(LCD; Liquid Crystal 
Display) 장치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LCD는 소형 모바
일폰 및 노트북, 중형의 모니터, 그리고 대화면의 TV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형 화면의 
경우 백라이트의 광원으로는 CCFL이 LED로 대체되고 있
으나, 대화면의 LCD-TV용 백라이트 광원으로는 여전히 
CCFL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3-5]. 

지난 10여 년 동안 CCFL이 LCD에 대규모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램프의 전기적 특성을 정확하게 계측하는 방
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램프의 계측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
적인 장치로는 전류 프로브 및 고압 프로브를 사용하여 오
실로스코프로 계측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주파와 고전압
으로 구동되는 CCFL의 전기적 특성을 정확하게 계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전류 프로브나 고압 프로브가 계측 
회로의 임피던스에 크게 영향을 주며, 계측 과정에서 램프
의 전기적인 계측 값의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고주파 및 
고전압에 따른 기생 캐패시터(parasitic capacitor)의 영향

과 계측 프로브에 의한 누설 전류도 심각하게 나타난다. 비
록 프로브의 임피던스(수 MΩ 이상)가 상당히 큰 경우에도 
프로브의 회로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설 전류를 피하기 어
렵다. 그 이유는 구동되는 CCFL 자체의 임피던스가 수 100 
kΩ으로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특히, 방전관 내부에 발생
된 플라즈마의 량이 작아서 램프의 휘도가 낮은 경우는 램
프 자체의 저항이 더 크다. 전류의 계측은 전류 프로브 이
외에 고주파 전류계를 사용할 수도 있다. 고주파 전류계는 
램프에 흐르는 전류량은 계측할 수 있으나, 전류의 파형과 
주파수 등은 알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CCFL의 전류 및 전압의 계측 및 램프 자
체의 소모 전력 등을 정확하게 계측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자 한다. 프로브를 사용하는 계측 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
점을 분석한다. 특히, 프로브 사용에 따른 회로의 임피던스 
변화를 등가 회로 분석을 통하여 이해한다. 그 결과로 램프
의 전기적인 값들을 정확하게 계측하는 방법을 다룬다.

Ⅱ. 계측 기기
 
직류(DC) 전원에 의한 입력전류와 전압은 전류계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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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chematics of measuring the current and 
voltage in CCFL circuit is shown. PI is the point 
at the inverter output side, PC is the point between 
the ballast capacitor and the lamp electrode, and 
PG is the point at the ground side. The points 
measuring current in PI are PIa and PIb that are 
located at front side and rear side of the voltage 
probe respectively. The points measuring current 
in PC are PCa and PCb that are located at front side
and rear side of the voltage probe.

압계를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는 전류의 누설이 거의 없으
므로 정확한 전류와 전압을 계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류 전류의 측정은 교류 전류계와 전류 프
로브를 사용한다. 교류 전류계(YOKOGAWA 201601 
Ammeter)는 AC와 DC 측정이 가능하며, 계측 주파수 영역
은 10 Hz~5 MHz, 전압은 250 V 이하에서 사용 가능하다. 
교류 전류계의 측정 원리는 열선과 열전대(Thermocouple)
을 이용하여 교류를 직류로 변화하고, 이를 가동 코일형 계
기로 표시한다[6-7]. 교류 전류계는 반드시 접지 측에서 
전류를 측정한다. 

본 실험에서 사용하는 전류 프로브는 Tektronix P6022
이다. 이는 AC회로에서 측정 가능 주파수 영역이 935 
Hz~120 kHz이다. 본 실험에서 전류 프로브가 회로에 미
치는 임피던스는 약 500~600 kΩ이다. 

전압 프로브는 Tektronix P6015A를 사용한다. DC와 
AC 회로에서 사용 가능하며, 측정 영역은 20 kV 이하이다. 
전압 프로브의 자체 임피던스는 주파수 범위 10 Hz ~100 
MHz 에서 100 MΩ~1 kΩ 사이이다. 주파수가 클수록 전
압 프로브의 임피던스가 작아진다. 실제 본 실험에서의 램
프 구동 주파수는 약 60 kHz이므로 전압 프로브 자체의 임
피던스는 약 300 kΩ이다. 이 값은 본 실험에서의 데이터 
분석으로도 확인된다. 

비록 임피던스가 큰 프로브를 사용할 지라도, 램프의 계
측에는 기생 캐패시터에 의하여 전류가 누설된다. 따라서 
누설 전류에 의하여 램프의 전류와 전압 값의 계측에 영향
을 최소화하거나, 계측기의 영향을 고려한 회로 분석을 통
하여 계측되는 값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휘도계는 Photo Research사의 PR-705를 사용한다.  
휘도의 측정 범위는 0.16~109,600 cd/m2이다. 측정각은 
1/4 °이고, 측정거리는 44 mm ~ ∞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하는 CCFL 구동용 인버터는 자려식 
Push-Pull 방식의 스위칭 인버터이다 [8-10]. DC-전원 
장치(Switching Mode Power Supply: SMPS)를 사용하
여, 인버터에 입력되는 DC전압을 수 V~ 수 10 V 범위에서 
가변 입력한다. 램프의 임피던스를 고려하여 트랜스의 인
덕턴스(Inductance) L값과 1, 2차 코일의 회로를 구동 주
파수 50~70 kHz에서 매칭 되도록 설계하였다. 본 실험에
서는 트랜스의 1차 및 2차 코일의 권선 비는 8:800이고, 각 
트랜스의 인덕턴스 비는 L1 : L2 = 0.0064 mH : 57 mH, 
그리고 결합계수는 0.62이다 .

Ⅲ. 계  측
본 연구에 사용한 CCFL은 길이 669 mm, 외경 4 mm, 

내경 3 mm이다. 램프의 구동은 자려식 Push-Pull 인버터
로서 구동 주파수는 50~70 kHz로 자체 결정되며, 인버터
에 입력되는 전압 DC 수 V에 대하여 램프에 인가되는 인버
터의 출력 전압은 AC 수 kV이다.

Fig. 1은 CCFL의 일반적인 구동 방식에서 전류 및 전압 
계측의 개략도이다. CCFL의 한쪽 전극 끝은 접지되고, 다
른 쪽 끝에는 안전 캐패시터(C=16.5 pF)를 부착하여 고압
을 인가한다. 이때, 인버터와 고압부의 연결선의 길이는 가
능한 짧게 하여 연결선에 의한 전류 누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DC 전원(power supply)은 전압 가변 한 것을 사용한
다. 교류 전류계는 Ⓐ로 표시하고, 접지 측에서 측정한다. 
전류 프로브에 의한 회로의 전류 측정은 Fig. 1에 나타낸 
측정점 (PI: 인버터 출력 단, PC: 램프 측, PG: 접지 측)들의 
전류를 측정한다. 고압 프로브와 전류 프로브를 동시에 설
치할 경우, 고압 프로브의 위치 PI에 대하여, 전류 프로브
의 위치 PI전후에 대하여 PIa 및 PIb으로 구분한다. 고압 프
로브 위치 PC 에 대하여도 전류 프로브 위치 PC 전후에 대
하여 PCa 및 PCb 로 설정한다. 

CCFL의 전류 및 전압 계측 데이터를 Table 1에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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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urrent and voltage are measured in CCFL circuit 

었다. Table 1에서 인버터에 입력되는 DC 전압은 VIN, DC 
전류는 IIN, 그리고 입력 전력은 WIN이다. Table 1에서 입
력 DC 전압(VIN)을 일정하게 하고, 전류 계측은 (1), 전압 
계측은 (2), 그리고 전류 및 전압 동시 계측은 (3)에 나타내
었다. Table 1의 (4)는 입력 전압을 조정하여 램프의 휘도
를 12,000 cd/m2로 유지하여 전류 및 전압을 측정한 데이
터이다. Table 1에 나타낸 실험 데이터의 문 번호에 대응하
여 각각 다음의 단원에서 실험 결과를 자세하게 분석한다.

3.1 전류 계측 (입력 전압 일정)

Table 1의 데이터 (1)의 CCFL 전류 계측에서 인버터에 
입력되는 전압을 DC 7.8 V로 고정하였다. 데이터 (1)-①에
서, 입력 전류는 DC 0.99 A, 입력 전력은 7.72 W, 그리고 
램프 휘도는 12,000 cd/m2이다. 접지 측에서 계측한 교류 
전류계와 전류 프로브의 값은 각각 5.56 mA와 5.33 mA이
다. 전류 프로브의 값이 교류 전류계의 측정치 보다 약 4% 

작다. 접지 측의 교류 전류계가 회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
며, 접지 측의 전류 프로브도 회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그러나, 전류 프로브를 고압 부에 설치하면, Table 1 
(1)-②와 (1)-③과 같이 전류 프로브가 회로에 영향을 미
친다. 실험 데이터 (1)-②에서, 전류 프로브를 인버터 출력
단 (PI)에 설치한 경우, 입력 DC 전류가 0.99 A에서 1.00 
A로 약 1 % 증가하고, 휘도(12,250 cd/m2)와 교류 전류계
의 전류 값(5.61 mA)도 약 1%정도 증가한다. 그런데 전류 
프로브의 측정치는 7.25 mA로 크게 증가한다. 이는 고압
부에 설치된 전류 프로브에 의한 누설 전류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누설 전류는 고압 측의 전류 7.25 mA와 접지 측
의 전류 5.61 mA의 벡터 차이 값으로서 약 3 mA이다. 

실험 데이터 (1)-③에서, 전류 프로브를 ballaster와 램
프 측의 위치 PC에 설치한 경우, 전류 프로브가 회로에 미
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입력 전류 값이 0.83 A로서 약 
0.16 A 감소 (약 16% 감소)하고, 휘도가 8,558 cd/m2로서 
30% 감소, 그리고 교류 전류계의 램프 전류도 4.35 m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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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다. 그러나 계측 위치PC에서 계측한 전류 프로브의 전
류 값은 5.60 mA로서 전류 프로브를 설치 않은 경우((1)-①
에서 5.33 mA)보다 다소 증가한다. 이때, 교류 전류계의 램
프 전류 4.35 mA, 전류 프로브 전류 5.60 mA의 벡터 차이
가 전류 프로브에 의한 누설 전류로서 약 2 mA가 된다.

전류 계측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i) 접지 
측에서 교류 전류계와 전류 프로브로 전류를 측정하는 경
우는 계측기 설치 전후에 램프의 휘도 변화가 거의 없다. 
그리고, 교류 전류계와 전류 프로브의 측정값이 거의 같다. 
(ii) 고압 측에서 전류 프로브로 전류를 측정하는 경우는 프
로브가 회로 자체에 영향을 주어 전류 값이 크게 증가한다. 
CCFL은 인버터 출력 단에 전류 프로브 설치하면, 입력 전
류도 증가하고, 램프의 전류와 휘도가 증가한다. CCFL의 
램프 측에 전류 프로브 설치하면, 입력 전류는 급감하고, 
램프 전류 및 휘도가 급감하며, 상당 많은 전류는 전류 프
로브에서 누설된다.

 
3.2 전압 계측 (입력 전압 일정)

Table 1의 데이터 (2)는 입력 DC 전압(7.8 V)을 일정하
고, CCFL의 구동 회로에서 전압 프로브에 의한 전압 계측
이다. Table 1 (2)-①에서 출력단 (PI)에 고압 프로브를 설
치하면, 입력 DC 전류가 설치 이전의 DC전류 0.99 A에서 
1.14 A로 증가하고, 램프 휘도가 12,000 cd/m2에서 
14,670 cd/m2로 증가하며, 접지 측의 교류 전류계의 전류
도 5.56 mA에서 6.46 mA로 증가한다. 이때의 위치 PI에서
의 전압 프로브의 계측 전압은 1.67 kV이다. 고압 프로브 
설치에 따른 입력 전류의 증가와 램프 휘도의 증가 원인은 
고압 프로브에 의한 임피던스 변화로 기인한 것이다. 상세
한 내용은 다음 절의 등가회로에서 분석한다.

Table 1 (2)-②에서, 램프 측(위치 PC)에 고압 프로브를 
설치하는 경우이다. 램프의 휘도가 1,367 cd/m2로 줄고, 
방전이 매우 약하다. 이때의 고압 프로브의 전압은 1.11 kV
로 계측된다. 이 결과에 대한 분석도 다음 절의 등가회로 
분석에서 설명한다.

3.3 전류 및 전압 계측 (입력 전압 일정)

CCFL의 구동에서 입력 전압을 DC 7.8 V로 유지하고, 
전류 프로브 및 전압 프로브를 위치 별로 설치하여 전류와 

전압을 동시에 측정한 데이터가 Table 1 (3)이다.
Table 1의 (3)-①~③에서와 같이 고압 프로브를 인버

터 출력 측(PI)에 설치하고, 전류 프로브를 PG, PIa, PIb의 
위치에 설치하여 전류를 측정한 경우이다. 입력 전력이 증
가하고, 램프의 전류 및 휘도가 증가하며, 프로브 전압은 
1.66~1.62 kV이다. Table 1 (3)-④~⑥에서와 같이 고압 
프로브를 램프 측(PC)에 설치하고, 전류 프로브의 위치를 
달리하여 측정하면, 램프 전류 및 휘도는 급감한다. 이때의 
고압 프로브의 계측 전압은 1.11~0.99 kV이다.

 위의 데이터 Table 1 (2)~(3)의 전압 계측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입력 DC 전압이 일정할 때, 인버터 출력 단(PI)에 
고압 프로브 설치하면, 램프 전류 및 휘도가 증가한다. 이
때, 측정 전압은 1.6 kV이다. 램프 측(PC)에 고압 프로브를 
설치하면, 램프의 전류와 휘도는 급감한다. 이때의 계측 전
압은 ~1.0 kV이다. 

3.4 휘도 유지 전류 및 전압

Table 1의 데이터 (4)는 CCFL의 휘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여, 전류 및 전압을 측정한 데이터이다. 휘도를 12,000 
cd/m2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입력 전원의 입력 DC 
전압을 조절한다. Table 1의 (4)-①은 프로브를 설치하지 
않고 교류 전류계만을 접지 측에 설치한 경우로서 Table 1의 
데이터 (1)-①와 동일하다. 입력 전압 및 전류는 DC 7.8 
V, DC 0.99 A이며, 입력 전력은 7.72 W이고, 램프 전류는 
5.56 mA이고, 이때의 휘도는 12,000 cd/m2이다. (4)-②는 
전류 프로브를 접지 측(PG)에 설치하고, 고압 프로브를 출력
단(PI)에 설치한 데이터이다. 입력 전압이 DC 7.8 V에서는 
휘도가 약 14,000 cd/m2로 상승하므로, 입력 전압을 DC 7.5 
V로 낮추어 휘도를 12,000 cd/m2로 조정하였다. 입력 전력
은 입력 전류의 상승으로 7.88 W로 증가한다. 이때의 전류 
프로브 값은 교류 전류계와 4 % 범위 이내에서 일치하고, 
전압은 1.6 kV이다. 다만, 입력 전력은 프로브에 의한 소모 
전력이 약 0.16 W 발생하여 7.88 W로 상승한다. 

출력 단에 고압 프로브 설치하고, 전류 프로브를 고압 측
의 전압 프로브 전후에 설치 시의 계측 데이터는 Table 1의 
(4)-③ (전류 프로브 설치 위치 PIa)과 (4)-④ (전류 프로
브 PIb)이다. (4)-③에서 전류 프로브를 전압 프로브 전에 
설치하면, 전류 프로브의 전류 계측 값은 접지 측에 비하며 
약 180% 크다. 이는 램프전류에 전압 프로브 및 전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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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quivalent circuit of CCFL is shown. PI is 
the point at the inverter output side, PC is the point
between the ballast capacitor and the lamp 
electrode, and PG is the point at the ground side. 
The current and voltage are II and VI in PI. The 
current and voltage are Ic and Vc in Pc. The 
current is IG in PG.

브의 누설전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4)-④에서 전류 프
로브를 전압 프로브 후에 설치하면, 전류 프로브의 계측 값
은 접지 측에 비하며 약 140% 크고, (4)-③의 값보다는 작
다. 이는 전류 프로브의 계측 값이 램프 전류와 전류 프로
브의 누설전류를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전압 프로브의 전
압은 1.6 kV로 계측 된다. 즉, 고압 측에서 전류와 전압을 
계측하는 경우는 전류는 누설전류 영향으로 전류 값이 크
게 계측되고, 전압은 회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램프 측(PC)에 고압 프로브를 설치한 계측 데이터가 
Table 1의 (4)-⑤~⑦에 나타내었다. 프로브의 설치로 휘
도 및 전류가 급감하기 때문에, 동일한 휘도를 유지하기 위
하여 입력 전압을 DC 7.8 V에서 DC 8.7 V로 조정한다. 이
때의 입력 전력도 8 W로 증가한다. 전압 프로브의 전압은 
약 1.1 kV로 일정하나, 전류는 고압 측의 경우 누설 전류의 
영향으로 계측 전류의 값이 커진다.

위의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i) 램프 휘도는 
램프 전류에 비례한다. 램프 전류는 접지 측의 교류 전류계 
혹은 전류 프로브로 계측한다. (ii) 램프 전압 계측을 위하
여 고압부(PI)에 고압 프로브 설치하면, 전류 및 휘도 상승. 
따라서 입력 DC전압을 낮추고, 휘도를 유지하여, 고압부의 
전압을 계측한다. (iii) 램프 측 고압 부(PC)에 고압 프로브 
설치하면, 램프 휘도 및 램프 전류가 급감한다. 따라서 입
력 DC 전압을 높여서 휘도를 유지하고, 전압을 계측한다.

위의 실험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류 프로브 및 고압 프로브를 고압 부(PI 및 PC)에 설치하는 
경우, 램프 전류 및 휘도 변화 원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올바른 전류 및 전압의 계측 방법 및 램프
의 순수 소모 전력의 계측법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이들 
문제를 다음의 등가 회로 분석을 통하여 이해 하고자 한다.

Ⅳ. 등가회로 분석
CCFL의 전류 및 전압 계측과 관련하여 등가 회로를 분석

한다. 4-(1) 절은 CCFL 구동의 등가회로이고, 4-(2) 절은 
고압 프로브나 전류 프로브의 설치에 따른 등가 회로이다.

4.1 CCFL 등가 회로

CCFL 구동의 등가회로를 Fig. 2에 나타내었다. CCFL의 

정상 글로우 방전(normal glow discharge)의 램프 저항은 RL
이다. CCFL의 구동에서는 안전 캐패시터(ballast capacitor) 
C를 고전압 출력 단(PI) 에 부착한다. V(t)는 교류 전원이
고, 인버터 출력 전압은 VI , 램프 측 전압은 VC이다. 고압 
측의 계측 전류는 II , 접지 측에서 계측되는 램프 전류는 
IG이다. VI는 램프와 캐패시터 C를 포함한 인버터 출력 전
압이다. VC는 순수한 램프 전압이다. 

CCFL의 등가 회로는 램프 자체 방전 저항 RL과 캐패시
터 C가 연결된 회로이다. 따라서 전원 V(t) 및 회로 전류 
I(t)에 대한 등가 회로 방정식은
  


   

 

  


(1)

이다. 전압과 전류를 V(t)=Voexp(jωt)와I(t)=Ioexp(jωt) 
로 나타내면, 식(1)의 해는 Io=Vo /(RL+XC) 이다. 이때, 캐
패시터의 리액턴스(reactance)는 XC=1/(jωC)이다. 램프회
로의 임피던스는 ZL=RL-j/ωC이며, 임피던스의 크기는
|ZL|=[RL2+(1/ωC)2]1/2이다. 전류 및 전압의 측정치인 II 
및 VI와 위의 변수와의 관계는 VI=Vo /√2 및 IG=Io /√2이
고, 누설 전류가 없다면 II=IG이다.

냉음극 형광 램프의 소모 전력은 P=Re{Io*Vo}에서 계산
된다 [11]. 여기서 Io*=Vo(RL+j/ωC)/[RL2+(1/ωC)2]이므
로, P=(Vo2/2RL)/[1+1/(ωCRL)2]가 된다. 전류I(t)와 전압
V(t)의 위상차의 각 θ이면, tanθ=|XC|/RL=1/ωCRL 및 
cosθ =RL /|ZL| =VC /Vo이다. 여기서 VI=|IIZL|, VC=IIRL. 
따라서 누설 전류가 없는 경우(II=IG), 소모 전력 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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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quivalent circuit of CCFL with the probe 
is shown. (a) The probe is set up at inverter output
side PI. (b) The probe is set up at PC, the point 
between ballast capacitor and CCFL. 

       (2)
이다. 

결론적으로, (i) 램프의 전류는 접지 측 전류 (IG)이다. 
이는 교류 전류계나 전류 프로브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ii) 
램프 전압 (VC)은 고압 프로브의 값이다. (iii) 램프의 소모 
전력은 P=IGVC , 혹은 P~IGVIcosθ이다. θ는 고압 측의 전
류 I(t)와 V(t)의 위상차를 오실로스코프로 계측한다. 이
때, 임피던스가 큰 고압 프로브를 사용하더라도 정확한 위
상차를 얻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정확한 위상차는 cosθ
=VC /VI에서 결정한다.

4.2 프로브 등가회로

Fig. 2에서 고전압측인 PI 및 PC에 고압 프로브 혹은 전
류 프로브를 연결하면, 프로브가 회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 이는 고주파의 고전압부에 연결된 프로브는 자체적인 
기생 캐패시터에 의한 임피던스로 의하여 회로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따라서 고 전압부에 프로브를 설치한 경우의 
계측 결과 값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Fig. 3는 CCFL의 계측에서 고전압부에 설치된 프로브
를 포함한 등가 회로이다. 이때의 프로브는 전류 프로브 혹
은 전압 프로브가 된다. Fig. 3(a)는 인버터의 출력단 PI에 
프로브를 설치한 경우이다. Fig. 3(b)는 램프측 PC에 프로
브를 설치한 경우의 등가 회로이다. 출력단의 위치 PI에 전
류 프로브를 설치하여 측정한 전류는 II이고, 고압 프로브
를 설치하여 계측한 전압은 VI이다. Fig. 3(b)에서는 PC지
점에 전류 프로브 전류는 IC이고, 고압 프로브의 전압은 VC
이다.

Fig. 3(a)에서 CCFL의 램프 저항 RL과 ballast capacitor 
C에 의한 임피던스 ZL=RL+XC와 프로브 임피던스 ZP가 병렬 
연결된 회로이다. 회로 전체의 임피던스 ZT는 1/ZT= 
1/ZL+1/ZP의 관계이다. 회로 방정식의 해는 I(t)=V(t)/ZT이
다. 따라서 PI에서 계측한 전류 II와 전압 VI의 관계는 II=VI 
/|ZT|이다. 일반적으로 병렬 연결 회로는 |ZT|<|ZL|이다. 
따라서 위치 PI에 설치한 프로브를 포함한 회로의 전류
(II=VI/|ZT|)는 설치 이전의 전류(II=VI/|ZL|)보다 커진다. 
따라서 입력 전압 V(t)가 일정한 경우, PI에 전류 프로브를 
설치(Table 1 (1)-②)하면 전류는 II=7.25 mA이며, 전류 프
로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전류 IG=5.33 mA보다 크다. 

또는, 정상 글로우 방전에서, CCFL 램프 방전 상태는 회
로 변동에 민감하다. 즉 인버터 출력 전압을 약간 증가해
도, 램프 전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램프 저항은 작아진
다, 그르나 램프 전압은 그의 변동 없다. 본 실험에서 램프
는 공진상태에서 구동 되며 램프 전류는 주로 안전 캐패시
터로 제한된다. 인버터 출력 측에 고압프로브 설치 시, 램
프 회로와 병렬된 고압프로브는 주로 용량 성 임피던스
(~3pF)로, 회로 전체 C값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인버터 
공진조건이 변동되며 출력이 약간 증가하며, 램프회로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PI에 고압 프로브 설치하면(Table 1 (2)-①), 램프 전압
은 VI=1.67kV로서 휘도 12,000 cd/m2일 때 전압 1.60kV 
보다 약 70V 더 높다. 램프 전류 IG=6.46 mA로서 고압 프
로브 설치 이전의 전류 IG=5.56 mA보다 더 크고, 휘도도 
12,000 cd/m2에서 14,670 cd/m2로 증가한다. 동일한 현상
들이 Table 1 (3)과 (4)에서도 나타난다.

고압측 전류 프로브에 측정되는 II는 프로브에 의한 누설 
전류 IP와 램프 전류 IG로 나누어진다. 램프 전류 IG는 접지 
측에서 교류 전류계 혹은 전류 프로브로 계측한 것이다. 따
라서 프로브를 설치하더라도 접지 측에서 계측된 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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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 전류로서 신뢰할 수 있다. 또한, 고압 측의 전압 프로
브의 계측 값 VI도 신뢰할 수 있다. 고압 프로브 계측 전압 
VI와 전류 프로브 계측 전류 II혹은 IG와의 위상차 는 임피
던스의 변화로 인하여 신뢰 할 수 없다. 따라서 회로 전체
의 소모 전력 PT=IIVIcosθ에서, θ는 프로브의 임피던스 영
향이 크므로 정확하게 계측할 수 없다. 

Fig. 3(b)는 CCFL 계측 시, 캐패시터 C와 CCFL의 냉음
극 사이의 위치 PC에 프로브를 연결한 경우의 등가회로이
다. 프로브 임피던스 ZP가 램프 저항 RL과 병렬 연결된다. 
이때의 병렬 연결 임피던스 ZLP는 1/ZLP=1/RL+1/ZP이다. 
Ballast Capacitor C와 ZLP는 직렬 연결되어 회로 전체의 
임피던스는 ZT=XC+ZLP 이다. 여기에서 XC=1/jωC이며, 
그 값은 ~155 kΩ이다.

회로의 전류 해는 I(t)=V(t)/ZT이다. ZLP<RL이므로, 
|ZT|<|ZL=XC+RL| 이다. 즉, 프로브를 설치하면 프로브 
설치 이전보다 임피던스가 작아진다. 따라서 동일한 전원 
V(t)에 대하여 프로브를 연결하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I
는 프로브 설치 이전 보다 증가한다. 즉, II=VI/|ZT| 
>VI/|ZL|이다. II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 이므로 C를 지난 
Cathode 측의 PC점에서 계측한 전류 IC와 동일한 값이다. 
따라서 전류 프로브 측정치 IC는 접지 측의 램프 전류 IG보
다 커진다. 이때, 병렬 회로에서 IC는 IG와 프로브에 의한 
누설 전류 IP로 나누어진다. 

한편, 인버터 출력 전압 VI가 동일한 경우, PC위치의 고
압 프로브 전압 VC=IG|ZLP|가 계측된다. 이때, |ZLP|<RL
이므로, PC점의 전압은 VC<IGRL이다. 따라서 VC는 고압 프
로브를 연결하지 않은 경우보다 작아진다. 즉, 고압 프로브
의 연결에 의하여 램프 양단에 인가되는 전압 VC의 값이 작
아지므로 램프의 전류 IG도 감소하고, 램프의 휘도 도 감소
한다. 램프 방전이 약화되면서 결국 암 전류(dark current) 
영역으로 떨어지며, 램프저항은 가장 커진다, (3)-⑤ 데이
터를 보면 RL=0.99/0.3=3.3 (MΩ)이며, 무한대로 볼 수 
있다. 등가 회로 3(b)는 ballast capacitor 와 프로브 직렬 
회로로 볼 수 있다, 즉 ZLP≅ZP. 이때, 램프에 걸리는 전압
은 VC=VoZP /|XC+ZP|≅1,600×300/(155+300) 
V=1,050 V이다, 프로브 설치 전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러
나 램프는 암 전류(dark current) 영역에서 방전하므로, 램
프 관에는 가장 작은 전류(0.3 mA) 만 흐른다. 이를 실험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한 램프 휘도에 대하여 고압 프로

브로 계측한 출력 전압 VI 및 램프 전압 VC는 신뢰할 수 있
는 값이다. 램프 전류는 접지 측에서 계측한 교류 전류계 
혹은 전류 프로브에서 측정한 IG이다. 램프 전류(IG)와 램프 
전압(VC)의 위상차는 거의 없으며, 실제로 계측된 값은 
1.50 °로서 신뢰 할 수 있다. 인버터 출력 측(PI)의 고압 
프로브의 전압과 접지 측 전류 프로브의 전류와의 위상차
는 이론적인 값과 다소 차이가 있다. 출력 측 전압(VI)과 접
지측 전류의 위상차는 cosθ=VC /VI이다. 따라서 회로 전체 
소모전력(프로브의 손실전력 감안)은 PT=IIVIcosθ이다. 
램프 소모 전력은 P=IGVC이다.

실제 측정 데이터를 적용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입
력 DC 전압을 조정하여 램프 휘도(12,000 cd/m2)를 일정
하게 유지하여 측정한 데이터가 Table 1 (4)이다. 인버터 
입력 전압과 전류는 Table 1 (4)-①에서 VDC=7.8 V, 
IDC=0.99 A로 입력 전력은 7.72 W이고, 교류 전류계에 의
한 램프 전류는 5.56 mA이다. 램프의 전압은 Table 1 (4)-
⑤에서, 램프 측(PC)에 고압 프로브를 설치하여 휘도를 
12,000 cd/m2로 유지하기 위하여 입력 전압을 DC 8.7 V로 
조정하면 입력 전류는 DC 0.93 A이고, 입력 전력은 8.09 
W로 증가한다. 고압 프로브를 설치함에 따라서 입력 전력
의 차이 8.09-7.72 = 0.37 (W)가 고압 프로브에 의한 회
로의 손실 전력이다. 이때의 고압 프로브에 의한 램프 전압
은 VC=1.13 kV이고, 전류계 및 전류 프로브의 전류는 각각 
IG=5.52 mA 및 IG=5.41 mA이다. 여기서 전류 프로브와 
고압 프로브의 전류 및 전압의 위상차는 1.5 °로서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휘도12,000 cd/m2일 때, 램프 전압 
VC=1.13 kV이고, 램프 전류는 전류계 기준으로 IG=5.52 
mA이면, 램프 자체의 저항 RL=VC /IG=205 kΩ이고 
램프의 순수 소모 전력은 PL=IG×VC =6.24 W이다. 고압 
프로브 설치에 따른 회로의 손실 전력을 고려하면, 순수 
인버터의 효율은 η=6.24 W/7.72 W=0.81이 된다.

Table 1 (4)-②에서 휘도 12,000 cd/m2 유지하여 위치 
PI의 고압 측에 전압 프로브 계측에 의한 램프의 전압과 소
모 전력을 분석할 수 있다. 위치 PI에서 계측한 전압은 
VI=1.60 kV이며, 이때의 접지 측에서 계측한 전류 프로브
와의 위상차는 35.2 °이다. (4)-⑤의 위치 PC의 전압 
Vc=1.13 kV. 앞에서 이론에서 위상차는 cosθ=Vc /VI 
=1.13/1.60 =0.706, 따라서 계산에 의하면, θ=45.1 °이다. 
계측 결과와 약 10 °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고압 
프로브에 의한 임피던스 변화에 의한 것이다. 램프의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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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은 Table 1의 (4)-②에서 IG(5.37 mA)VI(1.60 
kV)cosθ(θ=35.2 °) =7.02 W는 실제 값 6.24 W보다 크
게 계측된다. 이는 위상차가 프로브 자체의 임피던스 영향
으로 실제 45.1 °보다 작은 값 35.2 °로 계측되었기 때문으
로 해석된다.

위치 PI의 전압과 접지 측의 전류와의 위상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CCFL의 램프의 저항은
VC=IGRL에서 RL=205 kΩ이고, tanθ=1/ωCRL에서 ω=62 
kHz, C=16.5 pF, RL=205 kΩ에서 θ=37.2 °가 된다. 이는 
위의 cos(θ)=Vc /VI=0.706에서 얻어진 45.1 ° 와 다소 차
이가 있다. 이는 고주파 고전압 회로에서 안전 캐패시터의 
실제 값은 표시 값 16.5 pF보다 작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Ⅴ. 결과 및 논의
CCFL의 한쪽 전극을 접지하고 다른 쪽 전극에는 고전압

을 인가하는 일반적인 구동 방식에서, 전류 및 전압을 계측
하였다. 

고전압 측에서 전류 프로브로 전류 값을 계측하는 경우
는 전류 프로브 자체의 임피던스(500~600 kΩ)가 회로에 
영향을 미치며, 누설전류를 피하기 어렵다. 전류 프로브를 
인버터 출력 측에 설치한 경우, 회로 전체의 임피던스가 작
아져서 입력 전류가 커지고, 접지 측에 계측되는 램프 전류 
값도 다소 커지며, 전류 프로브에서의 누설 전류에 의하여 
전류 프로브에 계측되는 전류도 상당히 커진다. 전류 프로
브를 ballaster와 램프 사이에 설치한 경우, 회로에 미치는 
임피던스의 영향으로 램프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져서 램프 
전류 및 휘도가 급감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전류 프로브의 
누설전류를 포함하는 계측 전류 값은 램프 전류보다 크다.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전압 프로브의 회로에 미치는 영
향도 전류 프로브의 영향과 유사하다. 즉, 전압 프로브를 
인버터의 출력 측에 설치하는 경우, 전압 프로브의 임피던
스가 램프 임피던스에 병렬 연결되므로 전체 임피던스는 
작아져서 인버터의 출력 전류가 증가하고, 램프 전류 및 휘
도가 증가한다. 전압 프로브를 ballaster와 램프 사이에 설
치한 경우, 램프 전류와 램프 휘도가 급감한다, 이때의 전
압 프로브의 임피던스(~300 kΩ)가 전류 프로브보다 상당
히 작으므로, 램프 전류 및 휘도 변화는 더욱 저하된다. 

CCFL의 전압 측정을 위하여 고전압 측에 전압 프로브를 
설치하는 경우는 계측 회로의 임피던스 변화를 피하기 어
렵다. 즉, 수십 kHz의 고주파와 수 kV의 고전압의 교류 전
압의 측정을 위한 고압 프로브의 낮은 용량 성 임피던스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램프 자체의 임피던스가 수 100 kΩ
으로 높기 때문에 고주파 및 고전압에서 사용 가능한 수 M
Ω의 임피던스를 갖는 고전압 프로브의 제작도 어렵다. 따
라서 인버터에 입력되는 DC 전원의 전압을 조정하여 램프
의 휘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이 합
리적인 방법이다.

입력 DC 전압을 조정하여 램프 휘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고, 램프 전류는 접지 측에서 고주파 전류계나 전류 프로브
를 설치하여 계측하고, 램프의 고전압부의 전압은 고전압 
프로브를 설치하여 동시에 계측할 수 있다. 

접지 측에서 계측한 고주파 전류계 및 전류 프로브는 회
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접지 측의 램프에 흐르는 
전류 값만을 계측하는 경우는 입력 DC 전압을 조정하여 휘
도를 일정한 값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접지 측의 고주파 
전류계와 전류 프로브의 계측 값은 4 % 정도의 차이를 보
이며 거의 동일하다. 다만, 고주파 전류계의 계측에서는 전
류의 파형과 주파수 등을 알 수 없다. 

전류 프로브의 계측은 오실로스코프에 의하여 파형을 관
측할 수 있으므로 구동 주파수 등을 알 수 있다. 램프 전압
(VC)과 인버터의 출력단과 안전 캐패시터 사이의 전압(VI)
를 계측하는 경우는 인버터에 입력되는 DC전압을 조정하
여 휘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접지 측의 전류 프로브의 전류 파형과 램프 측의 고압 
프로브의 전압 파형의 위상차는 램프 자체의 캐패시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위상차는 거의 없으며, 실제의 계측에서 
위상차는 1.5°로 계측되었다. 결과적으로 CCFL의 휘도가 
12,000 cd/m2일 때, 램프 전압 Vc=1.13 kV이고, 램프 전
류는 전류계 기준으로 IG=5.52 mA이면, 램프 자체의 저항 
RL=205 kΩ이고, 램프의 순수 소모전력은 PL=IG×VC= 
6.24 W이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LCD 백라이트용 광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냉음극 형광램프의 램프 전류 및 램프 전압과 순수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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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의 정확한 계측 방법을 조사하였다. 입력 정격 DC 전
압이 명시된 인버터에 의하여 구동되는 냉음극 형광램프는 
특정한 휘도 값을 갖는다. 그러나 이른 상태에서 고전압부
에 설치된 프로브의 임피던스는 램프 회로에 영향을 미쳐
서 램프의 전류와 휘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측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CCFL의 계측을 위한 프로브의 임피던스를 고
려한 등가 회로 분석을 통하여 램프 전류 및 전압, 그리고 
소모 전력의 올바른 측정법을 제시하였다. 인버터에 입력
되는 DC-전압을 조정하여 CCFL의 특정 휘도를 유지한 상
태에서 전류와 전압을 계측한다. 램프 전류는 접지 측에 교
류 전류계나 전류 프로브로 계측하며, 전압은 램프 측 고전
압부에 고전압 프로브를 설치하여 계측한다. 

특정 휘도에서 계측된 접지 측의 램프 전류(IG)와 램프 
측 고압부의 램프 전압(VC)에 의하여 방전램프 자체 저항은 
RL=VC /IG이며, 램프에서 소모되는 순수 전력은 PL=IGVC이
다. 안전 캐패시터와 인버터 출력 단 사이의 전압(VI)를 고
압 프로브로 계측하며, 이때의 오실로스코프 전압 파형과 
접지 측 전류 프로브의 전류 파형으로부터 위상차(θ)를 
계측할 수 있다. 이 위상차는 개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나, 정확한 값은 이론적으로 cosθ=VC /VI에서 얻어진다.

이 연구는 LCD 백라이트용 냉음극 형광램프의 계측 및 
평가를 위한 표준화 기술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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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 of measuring the current and voltage is suggested in the circuit of cold cathode 
fluorescent lamps (CCFLs) which are driven at a high frequency of 50~100 kHz and a high 
voltage of several kV. It is difficult to measure the current and voltage in the lamp circuit, 
because the impedance of the probe at high voltage side causes the leakage current and 
the variation of luminanc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equivalence circuit with the probe 
impedance and leakage current, the proper measuring method is to adjust the input DC voltage 
and to keep the specific luminance when the probe is installed at a high voltage circuit. 
The lamp current is detected with a current probe or a high frequency current meter at 
the ground side and the voltage is measured with a high voltage probe at the high voltage 
side of lamp. The lamp voltage(VC) is measured between the ballast capacitor and the lamp 
electrode, and the output voltage(VI) of inverter is measured between inverter output and 
ballast capacitor. As the phases of lamp voltage(VC) and current (IG) are nearly the same 
values, the real power of lamp is the product of the lamp voltage(VC) by the lamp current(IG). 
The measured value of the phase difference between inverter output voltage(VI) and lamp 
current(IG) is appreciably deviated from the calculated value at cos=VC/VI. 

Keywords : Cold Cathode Fluorescent Lamp, LCD Backlight, Current Probe, Voltage Probe, 
Probe Impedance, Leakag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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