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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 유도의 동일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무선전력전송(WPT, Wireless Power Transfer)와 인덕션 히팅(IH,
Induction Heating) 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고효율 중전력(100W~2.4kW)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고효율 PFC 컨버터와 무선전력
전송 및 IH렌지 겸용 고주파 인버터로 구성된다. PFC 컨버터는 단위
역률과 동시에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Bridgeless PFC로 구성하였으
며 인버터는 중전력 및 넓은 출력 범위를 지니는 Full-Bridge 인버터로
구성하였다. 무선전력전송과 IH렌지를 위한 송/수신부 코일 구조를 개발
하였으며 최대 전력 전송을 위한 공진회로를 개발하였다. 중전력에서 고
효율 및 시스템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외 규제를 만족하는 시제
품을 제작하여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목표로 한다.

1. 서    론

최근에 스마트폰부터 전기자동차분야까지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응용
이 넓은 분야에 걸쳐서 적용되고 있으며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1][2]

또한 무선충전과 동일한 원리로 동작하지만 전력을 전달하는 것이 아
니라 고주파 전류로 인한 도전체의 와전류에 의하여 저항성분에 발생하
는 열을 이용하는 인덕션 히팅(IH, Induction Heating)을 이용한 조리기
구가 시중에 널리 보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 유도 기술의 동일 원리를 이용하는 무선전력전
송(WPT, Wireless Power Transfer) 기기 및 IH 조리기구 역할을 동시
에 수행할 수 있는 넓은 출력 범위에서 고효율을 지니는 WPT-IH 융합
시스템을 제안한다.

2. 본    론

  2.1 제안하는 중전력 시스템

<그림 1> 제안하는 중전력 시스템 회로

그림 1은 제안하는 중전력 시스템 회로를 나타낸다. 단상 220VAC의
입력전압은 PFC 컨버터를 통해 일정한 DC전압으로 제어된다. PFC 컨
버터를 통해 제어되는 DC전압은 인버터의 입력으로 이용되며 인버터를
통해 송신 코일(TX Coil)에 일정한 교류 전류를 제공한다. 수신 코일
(RX Coil)에 유도된 전압은 다이오드 정류 회로를 통해 제품의 구동 전
압을 제공한다.

  2.2 PFC 컨버터
그림 1에서 제안하는 PFC 컨버터는 브릿지 다이오드와 스위칭 소자
의 2단계 컨버팅을 통한 효율 감소[3]를 개선하기 위해 Bridgeless PFC
컨버터 구조로 구성되며 기존의 Bridgeless boost PFC 컨버터가 지니는
EMI 문제[4]를 개선하기 위해 Semi-bridgeless boost PFC 컨버터로 구
성하였다. L1과 L2는 입력 인덕터이며 Da와 Db는 정류 다이오드이다.
D1과 D2는 고속 다이오드이며 S1과 S2는 고속 스위칭 소자이다. 마이크
로컨트롤러를 기반으로 60kHz의 스위칭 주파수를 지니는 정현파 펄스
폭 변조 방식(Sinusoidal Pulse Width Modulation)으로 출력전압 및 단

위 역률 제어를 한다.

  2.3 Full-Bridge 인버터
그림 1에서 제안하는 고주파 공진 인버터는 200~300VDC의 넓은 출력
범위를 지니며 송신 코일은 정전류로 제어된다. S3, S4, S5, S6은 고속 스
위칭 소자이며 LINV은 인버터 인덕터를 나타낸다. CR1은 인버터 출력 커
패시터이며 CR2는 송신 코일에 대한 공진 커패시터이다. LINV, CR1, CR2
및 송신 코일을 통해 인버터는 병렬공진회로를 지니게 된다. CRS는 수
신 코일의 공진 커패시터이며 다이오드 정류회로를 통해 제품의 구동
전압을 제공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통해 20kHz의 스위칭 주파수를
지니는 위상천이 변조 방식(Phase-shift Modulation)으로 정전류 제어되
며 수신부 제품에 따라 WPT 모드 및 IH 모드로 동작한다.

<그림 2> 송신 및 수신 코일

그림 2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송신 및 수신 코일을 나타낸다. 송신 코
일은 출력전력에 따라 1kW 이하에서는 내부코일을 단독으로 사용하며
1kW 이상에서는 내부 코일과 외부 코일을 모두 사용하여 WPT 모드
및 IH 모드에서 사용된다. 수신 코일은 WPT 모드 시 사용되며 제품
내부에 수신 코일용 공진부 및 정류부와 함께 배치되어 제품 구동 시에
입력전원을 공급하게 된다.

3. 실 험 결 과

<그림 3> 제작된 중전력 시스템 송신부

그림 3은 제작된 중전력 시스템의 송신부 사진을 나타낸다. 제작된 송
신부 시스템은 입력 보호 회로부, PFC 컨버터 및 Full-Bridge 인버터부,
공진부로 구성되어 진다.
그림 4는 2.4kW 부하에서 PFC 컨버터의 입력전압과 입력전류의 파
형을 나타낸다. 입력전압 220VAC 인가 시 PFC 컨버터는 정현파 펄스
폭 변조 방식으로 스위칭하며 입력전류의 위상이 입력전압의 위상과 동
일하게 제어됨으로써 0.99의 역률을 만족한다. 스위칭 주파수는 60kHz
이며 350~400VDC의 출력전압으로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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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FC 컨버터 동작 파형

그림 5는 2.4kW 부하에 대한 WPT 모드의 인버터 출력전압, 인버터
전류 및 송신 코일 전류를 나타낸다. WPT 모드는 20kHz의 스위칭 주
파수를 지니며 공진 주파수는 스위칭 주파수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성
하였다. WPT 모드 동작 시 송신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일정한 전류로
제어함에 따라 수신 코일에 유도된 전압을 이용하여 제품을 동작 시킨
다.

<그림 5> WPT 모드에서의 인버터 동작 파형

그림 6은 PFC 컨버터의 부하에 따른 효율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전
부하 영역에서 높은 효율을 달성하였으며 최대 효율은 98.14%의 높은
효율을 달성하였다.

<그림 6> PFC 컨버터 효율 측정

그림 7은 인버터 시스템의 부하에 따른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인버터
시스템은 PFC 컨버터 출력부에서 송신시스템(Full-bridge 인버터, 송신
코일)과 수신시스템(수신 코일, 공진부 및 정류부)을 모두 포함하며 최
대 효율 95.6%의 높은 효율을 달성하였다.

<그림 7> 인버터 시스템 효율 측정 

그림 8은 개발된 2.4kW WPT-IH 겸용 중전력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
으며 아래에 있는 송신부는 WPT 모드 및 IH 모드를 이용한 조리기구
의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된다. WPT 모드용 응용 가전제품으로 전기 주
전자와 전기 믹서기를 개발하여 동작을 검증하였다.

<그림 8> 개발된 WPT-IH 겸용 중전력 시스템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 유도의 동일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무선전력
전송과 IH렌지의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고효율 중전력 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PFC 컨버터를 통해 0.99의 역률과 98.14%의
효율을 만족하였고 인버터 시스템을 통해 95.6%의 효율을 달성하였다.
시제품을 제작하여 실험함으로써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연구진흥센터의 정

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2014-044-050-003 , 자기유도 기반 중전력 (100W~2.4kW) 무선전

력전송 및 IH 융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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