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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고반복을 위한 지연시간 제어회로가 적용된 커패시터 

충전용 전원장치

A Capacitor Charging Power Supply(CCPS) using Dead Time Control Circuit 

for Stable High Re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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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apacitor Charging Power Supply(CCP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of a pulsed power system. The 

CCPS is widely used in source of lasers, accelerators and plasma generators. This paper presents design of a dead time control 

circuit and operation characteristics for stable high repetition rate of high voltage CCPS. The CCPS consists of battery, high 

voltage transformer and controller with a dead time control circuit. A dead time control circuit was simulated by PSpice. The 

performance test of the CCPS was carried out with a 7[nF] load capacitor at output voltage of 50[kV] and a pulse repetition 

frequency of 100[Hz]. As a result, we can verify that charging and discharging waveform is stable at 100[Hz]. The 

experiment results indicate that 3[ms] dead time made it possible for stable high repetition rate of 100[Hz]. This paper paves 

the way for designing an advanced CCPS which is more applicable outsid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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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전압 펄스 전원장치로 많이 이용되는 커패시터 충전형 전원

장치(CCPS : Capacitor Charging Power Supply)는 레이저나 가

속기, 펄스 플라스마용 전원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CCPS는 민수

분야에서 플라즈마 방식의 환경설비, 각종 의료분야 등에 활용되

며, 방산분야에서 막스발전기의 에너지원, 탄체가속기, 전자력포 

등에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활용분야에서 CCPS는 커패시터 

뱅크를 충전하기 위한 에너지원의 역할을 하며, 이때 고효율, 고 

신뢰성, 고반복, 소형 경량화, 전자기 적합성 및 고속충전능력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1]∼[3]

CCPS의 여러 요구사항 중 고반복 특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류모드에 따른 충전특성 비교, 기

생 커패시턴스를 고려한 충전특성 해석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최근 CCPS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서 고반복 운용을 위해 

부하 커패시터 방전에 반도체 스위치를 사용하는 추세이다. 반도

체 스위치는 반복률이 수∼수십 kHz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하지

만 최대 전압은 ∼수 kV로 제한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스파크 갭 스위치는 최대 전압이 수십∼수백 kV까지 운용이 가

능하지만 반복률이 수∼수십 Hz로 제한된다. 반복률이 제한되는 

것은 충전용 커패시터의 고전압이 스파크 갭 스위치에서 방전될 

때 아크방전으로 인하여 플라즈마가 발생하고, 이때 반복률을 증

가시키면 생성된 플라즈마의 지속시간이 증가하여 방전전극이 정

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파크 갭 스위치에서 충전과 

방전을 ∼수 kHz까지 고반복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방전전극 

사이의 가스를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적용하여야만 하는데, 이러

한 가스 순환 시스템은 구조가 복잡하고 소형화 설계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4]∼[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스 순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도 고

전압 커패시터의 방전과 충전 사이에 지연시간을 갖게 하여 고반

복 운용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실험방법

그림 1은 고전압 커패시터의 충전 및 방전파형을 보여주는 그

래프이다. 고전압 커패시터의 충전 및 방전은 고전압 커패시터의 

충전시간 (Charging Time), 충전유지시간 (Keep Time), 지

연시간 (Dead Time), 운용주기 (Period Time)로 나누어 구

분된다. 고전압 커패시터를 충전한 뒤 방전하는 동작을 고반복으

로 운용하기 위해서 방전전극에서 발생하는 아크방전에 의한 플

라즈마의 지속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연시간 는 스

파크 갭 스위치에서 일어나는 아크방전에 의한 플라즈마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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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연시간 를 적용한 커패시터 충전 및 방전 파형

Fig. 1 Charging and discharging waveforms of capacitor 

applying dead time 

그림 3 지연시간 제어회로

Fig. 3 Dead time control circuit 

그림 2 CCPS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CCPS 

시간을 감소시켜 고반복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고전압 커패시터의 충전시간 는 CCPS의 출력 전류값에 의

해 결정되는데 이때 CCPS의 전력 P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

       

×
                              (2)

여기서 P는 CCPS의 출력 전력이고,  는 출력 전류,  는 커

패시터의 충전시간,  는 CCPS의 출력 전압을 나타낸다. 아래 

식은 부하 커패시터측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sec                 (3)

 


                (4)

    


×              (5)

그림 2는 고반복 운용을 위한 CCPS의 블록도를 나타낸 것이

다. CCPS는 입력 전원부, 제어부, 고전압 발생부, 광 트리거부, 

부하로 구성된다.

입력 전원부는 교류 어댑터 또는 배터리를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한다. 배터리의 경우 리튬 폴리머 셀을 적층하여 약 51.8V의 

직류전원을 공급한다. 제어부에 입력된 직류전압은 필터 커패시

터를 사용하여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한다. 외부 광 트리거 장치

를 이용해 장치의 동작을 시작하며, 펄스 트리거 신호로 제어부

의 PWM(Pulse Width Modulation)회로를 구동시킨다. PWM 회

로의 출력 신호는 Gate Driver를 거쳐 Bridge 회로에 전달된다. 

Bridge 회로는 Full-Bridge로 구성되며 4개의 스위치가 2개씩 

교차로 스위칭하여 직렬로 연결된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공진시킨

다. 스위치소자로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를 주

로 사용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바이폴라 전력 

MOSFET(Metal Oxide Silicon Field Effect Transistor) 소자 등

이 사용될 수 있다. PWM 회로에서 원하는 스위칭 주파수를 설

정하고, LC 공진회로에서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하여 

공진주파수를 설정한다. 두 주파수간 비율을 조절하여 전류연속

모드(CCM : Continuos Current Mode)로 시스템을 구성하였

다.[4] 고전압 발생부는 약 50∼100[kHz]의 공진주파수에서 동

작 가능한 고주파 페라이트 코어로 트랜스포머에 적용하며, 고전

압 정류회로의 커패시터는 고전압에 적합한 세라믹 커패시터를 

사용한다. 부하에서는 고전압 커패시터 모듈을 충전하고 스파크 

갭 스위치로 방전하여 시스템을 구성한다.

지연시간(Dead Time) 제어회로는 그림 3과 같이 구성된다. 회

로 구성은 제어부의 방전검출부와 지연부, 그리고 트리거발생부로 

나눌 수 있다. 지연시간 를 만들기 위해 충전이 완료되는 시점

에서 방전을 검출하는 회로를 방전검출부라 한다. 방전검출부 회

로는 피드백전압(Feedback Voltage) 신호와 기준전압(Reference 

Voltage) 신호의 비교기와 미분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피드백전압 

신호는 부하 커패시터의 충전 및 방전 파형을 모사한 신호이고, 

기준전압 신호는 충전이 완료되는 전압을 나타내는 DC 파형이다. 

이 두 신호의 비교를 통해 방전이 발생하는 시점을 검출할 수 있

으며, 이 방전신호는 미분회로를 거쳐 하강 에지(Edge)의 형태로 

지연부의 타이머1(Timer1)에 전달된다. 지연시간 는 타이머1을 

통해 원하는 시간만큼 조절이 가능하다. 지연시간은 아래 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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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spice를 이용한 지연시간 제어회로 모델링

Fig. 5 Modeling of Dead time control circuit using Pspice

그림 6 지연시간 제어회로 시뮬레이션 결과

Fig. 6 Simulation result of dead time control circuit

과 같이 R8과 C6의 파라미터로 구성되어있다.

             ××                    (6)

지연시간은 R8을 가변저항으로 사용하여 외부에서 볼륨 스위

치를 이용해 제어할 수 있다. 방전검출부에서 수동소자로 구성된 

미분회로가 구형파 신호를 입력받아 하강 에지의 네거티브 펄스

(Negative Pulse) 신호를 출력하여 지연부의 타이머1을 동작시킨 

뒤 타이머1의 출력신호는 트리거발생부의 타이머2(Timer2)를 강

제로 리셋(Reset)시켜 직류 고전압 충전동작을 종료시킨다. 타이

머2는 타이머1에서 출력신호가 발생하는 동안에는 외부의 광 펄

스 트리거 신호를 무시하여 오동작을 방지한다.

그림 4는 지연시간 제어가 적용된 회로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충전시작 후 충전이 완료될 때 피드백전압 신호와 기준전압 신호

를 비교하여 방전이 검출되고, 미분회로의 하강에지 펄스가 타이

머1을 동작시킨 뒤에 타이머2가 리셋되면 지연시간이 생성되어 

한 사이클이 종료된다. 다음 사이클은 광 트리거부의 펄스트리거

에 의해 부하 커패시터가 충전을 시작한다.

그림 4 지연시간 제어회로 블록도

Fig. 4 Block diagram of dead time control circuit

지연시간 제어회로의 M&S는 부하 커패시터의 방전 후 다음 

충전 사이에 지연시간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그림 3의 지연시간 제어회로의 제어부를 Cadence사

의 Orcad PSpice를 이용해 그림 5와 같이 모델링하였다. 지연시

간 제어회로의 동작은 그림 4의 방전 블록도의 순서대로 진행된

다. 부하 커패시터가 충전될 때 피드백전압은 비교기에서 기준전

압과 비교된다. 설정한 전압에 도달하면 방전이 검출되고 이때 

발생한 구형파는 미분회로에서 하강에지의 네거티브 펄스를 발생

시켜 타이머를 거쳐 지연시간이 생성된다. 여기서 피드백전압 파

형은 커패시터에 충전되는 삼각파형을 0∼10[V]범위에서 모사하

였으며 충전이 완료되는 기준전압을 설정하여 방전 타이밍을 결

정하였다. 실제 실험에서는 부하 커패시터가 약 50[kV]까지 충전

하게 되므로, 피드백 전압 회로에서 전압을 5000:1의 비율로 축

소하여 50[kV]를 10[V]로 모사하였다. 비교기에서 검출된 구형

파는 미분회로를 통해 하강에지의 펄스로 타이머에 입력된다. 이

때 지연시간을 3[ms]로 설정하기 위해 타이머 출력단의 저항 

R7과 커패시터 C10의 값을 각각 1[Ω]과 2.73[uF]으로 설계한

다. 충전전압과 반복률을 고려하여 지연시간은 약 3[ms]로 설정

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프로브는 총 3개의 전압을 모니터링 하였다. V_Feedback은 

부하 커패시터의 피드백전압 모사 신호, V_Reference는 충전 완

료 전압 설정을 위한 기준전압 신호, Timer_Output은 지연시간

을 나타내는 구형파 신호이다. 3개의 전압 모니터링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내었으며, 방전파형과 충전파형 사이에 지연시간이 

3[ms]로 설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충전구간에 표시된 V_Feedback 파형은 일정한 전류로 커패시

터를 충전한다. 충전시간은 식 (2)와 같이 부하 커패시턴스 값, 

충전전류 값, 충전전압 값에 의해 결정되며 7[nF]의 부하 커패시

터를 고려하여 7[ms]동안 충전하였다. 또한 100[Hz]의 반복률로 

운용하기 위해 주기가 10[ms]가 되도록 지연시간은 3[ms]로 설

정하였다. V_Reference 파형은 기준전압 값을 나타내는 파형으로 

실제 부하 커패시터 충전 전압 값과 유사하게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약 48.8[kV]에서 방전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9.9[V]로 설정

했다. Timer_Output 구형파는 지연부 타이머1의 출력을 발생시

켜 트리거 발생부의 타이머2를 리셋하는 역할을 한다.

CCPS를 이용한 부하 커패시터 충전 및 방전과 관련된 사양은 

표 1에 나타내었다. CCPS의 입력 전압은 리튬폴리머 셀을 적층

하여 배터리로 51.8[V]가 입력된다. 출력 전압은 25∼50[kV]로 

가변 가능하며 최대 50[kV]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출력 전

류는 부하 커패시터의 충전을 선형적으로 하기 위해 정전류 충전

방식으로 50[mA]로 설계하였다. 부하 커패시터의 용량은 7[nF]

이며, 충전시간은 약 7[ms]이고 지연시간은 3[ms]로 설계하여 

100[Hz]의 반복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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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연시간 제어회로 동작 파형

Fig. 8 Operation waveform of dead time control circuit 

[a] 1Hz 충전 및 방전 파형

[b] 100Hz 반복구동 충전 및 방전 파형

그림 9 부하 커패시터 충전 및 방전 전압파형

Fig. 9 Charging and discharging voltage waveforms of 

load capacitor

입력전압 DC 51.8 V 출력전압 최대 DC 50kV

부하 커패시터 7 nF 출력전류 50 mA

충전시간 7 ms 반복률 100 Hz

표    1 CCPS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CCPS

그림 7은 제작된 CCPS를 이용해 부하 커패시터의 충전 및 방

전특성과 지연시간 제어회로를 통한 고반복 동작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구성도를 나타낸다.

 CCPS 고전압 출력부는 DC 50[kV]에서 절연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실리콘 케이블을 사용하였고, 부하는 700[pF]의 커패시터 

10개를 병렬로 연결한 7[nF] 커패시터에 연결하였다. 또한 스파

크 갭 스위치(Spark Gap Switch)를 이용해 부하 커패시터에 충

전된 전압을 방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방전된 에너지는 250

[Ω]의 저항에서 소모시켰다. 부하 커패시터에 사용된 커패시터

는 TDK사의 UHV-223A를 사용하였다. 50[kV]에서 방전되도록 

하기 위해 스파크 갭 스위치의 갭거리는 2[mm]로 설정하였으며, 

절연을 위해 질소가스를 3[bar]로 가압하였다. 그리고 부하저항

은 3RLab사의 탄소세라믹 저항을 사용하였다. 부하 커패시터의 

충전 및 방전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DC 100[kV]까지 측정 가능

한 Pulse Electronic Engineering사의 EP-100K를 사용하였다. 

파형 측정을 위해 주파수 500[MHz]까지 측정 가능한 오실로스

코프인 Tektronix사 DPO4054로 커패시터 충전 및 방전 파형을 

측정하였다.

그림 7 실험구성도

Fig. 7 Configuration of experimental system

2.2 실험결과 결과 및 고찰

그림 8은 지연시간 제어회로의 동작 파형을 측정한 그래프이

다. 0[V]에서 10[V]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V_Feedback 파형

은 부하 커패시터 충전 및 방전 파형에 대한 피드백전압 신호를 

나타낸다. 부하 커패시터에서 전압은 –50[kV]를 충전하는 음의 

파형이지만, 피드백 파형은 제어 용이성을 위해 버퍼회로를 이용

해 극성 바꾸어 양의 전압 파형으로 출력하였다. DC 10[V]의 

V_Reference 파형은 기준전압 신호를 나타내며, 15[V]의 

Timer_Output 구형파는 지연시간 발생 구간을 나타낸다.

CCPS가 부하 커패시터를 충전하여 기준전압에 도달하면 피드

백전압 신호와 기준전압 신호를 비교하여 방전을 검출한다. 출력

된 15[V] 방전신호는 미분회로를 거쳐 지연부에서 타이머1로 입

력되고, 타이머에 설정된 3[ms]동안 15[V]가 유지되어 구형파가 

발생하였다. 이 구형파는 트리거 발생부의 타이머 2를 3[ms]동

안 리셋시켜 부하 커패시터가 충전되지 못하도록 하므로, 방전이 

검출된 뒤에 피드백전압 신호가 3[ms]동안 충전되지 않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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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파형별 충전전압

[b] 각 파형별 지연시간

그림 10 100Hz 반복 운용에 따른 충전전압 및 지연시간

Fig. 10 Charging voltage and dead time of 100Hz repetition 

rate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림 8과 같이 피드백전압 신호가 

7[ms]동안 선형적으로 증가한 뒤 방전검출 후 지연시간 3[ms]

가 적용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ms]의 지연시간은 부하 커패시터의 방전 후 다음 주기의 

충전 전까지 플라즈마의 지속시간을 감소시켜 안정적 반복구동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9는 부하 커패시터의 충전 및 방전 전압파형을 나타낸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부하 커패시터에 충전 및 방전하는 반복률 

1[Hz]의 전압파형을 측정하였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반복률 

100[Hz]로 100번의 전압파형을 측정하였다. 제작된 CCPS는 부

하 커패시터의 안정적인 방전특성을 위해 –50[kV]로 충전한 뒤

에 방전하는 음의 방전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림 9[a]는 반복률 1[Hz]로 부하 커패시터에 충전 및 방전

했을 때의 전압파형을 나타내며, -50[kV]까지 충전시간이 7[ms]

임을 확인하였다. 부하 커패시터의 충전파형이 선형적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CCPS가 정전류 전원장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부하 커패시터 용량 7[nF], 충전전압 50[kV], 충전시간 

7[ms]이므로 식 (2)에 의해 전류가 50[mA]임을 구할 수 있다. 

그림 9[b]는 반복률 100[Hz]로 부하 커패시터를 충전 및 방전한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전압 측정 파형 100개가 안정적인 것으로 

보아 부하 커패시터를 방전시키는 스파크 갭에서 매우 안정적인 

충전 및 방전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0은 반복률 100[Hz]에서 횟수별 충전전압 값과 지연시

간 값을 그래프에 도식한 결과이다. 그림 10[a]는 반복률 100Hz

에서 100번의 부하 커패시터 충전전압 값을 순서대로 도식한 결

과이다. 분석결과 충전전압 값은 최소 48.8[kV]에서 최대 

51.2[kV]로 최대오차가 약 4.8%임을 확인하였다. 그림10[b]는 

횟수에 따른 지연시간 값을 나타낸다. 지연시간은 최소 2.97[ms]

에서 최대 3.03[ms]로 최대오차가 약 2%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약 3[ms]의 지연시간이 스파크 갭 스위치 내의 

아크 방전에 의한 플라즈마 지속시간을 감소시켜 100[Hz]의 고

반복 운용을 가능케 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보아 

100[Hz] 이상의 반복률에서도 지연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면 안정

적 방전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3. 결  론

본 연구는 CCPS의 안정적 고반복 특성 향상을 위한 지연시간 

제어회로의 설계에 관해 다루었다. CCPS의 부하 커패시터를 스

파크 갭 스위치로 방전할 때 반복률이 수∼수십 Hz로 제한되어 

고반복 운용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연시간 를 갖

는 제어회로를 설계하였다. 지연시간 제어회로는 부하 커패시터

의 충전 및 방전 파형을 피드백전압 신호로 검출하여 제어한다. 

피드백전압 신호는 기준전압 신호와의 비교를 통해 타이머로 입

력되고, 타이머의 시정수를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하여 지연시간

을 만든다. 부하 커패시터의 용량과 100[Hz]의 반복률을 고려하

여 지연시간을 3[ms]로 설계하였으며, PSpice를 이용해 제어회

로의 지연시간이 3[ms]임을 확인하였다. CCPS는 출력전압 

50[kV], 출력전류 50[mA]로 제작하였고, 7[nF] 커패시터를 부

하로 충전 및 방전 실험을 진행하였다. 부하 커패시터의 충전전

압은 50[kV]이며, 고반복 운용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100[Hz]의 반복률로 충전 및 방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충전전압 값은 최소 48.8[kV]에서 최대 51.2[kV]로 오차가 

약 4.8%임을 확인하였으며, 지연시간은 최소 2.97[ms]에서 최대 

3.03[ms]로 오차가 약 2%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약 3[ms]

의 지연시간이 스파크 갭 스위치 내의 아크 방전에 의한 플라즈

마 지속시간이 감소시켜 100[Hz]의 고반복 운용을 가능케 했음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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