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유도가열은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하여 금속체를 직접 가열

하는 방식이므로 높은 변환 효율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조용 유도 가열

전원 장치는 주로 위상제어 정류기를 이용한다. 하지만 입력단

의 저 역률 및 입력전류 THD가 높은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기 위한 3상 다이오드 정

류기와 벅 컨버터를 사용한 고 역률 유도가열 전원 장치를 제

안한다.

1. 서 론

그림 1  유도가열의 원리

유도가열은 그림 1과 같이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하여 금속

체를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므로 높은 변환 효율로 전기에너지

를 열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다. 즉 열전달 매질을 이용하지

않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피가열체에 투여 가능하

므로 큰 용량의 피가열체를 급속 가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철강산업과 기계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금속의 단조, 용해, 표면

경화, 풀림 등 주요 응용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단조분야에 있어서 유도가열 장치는 급속가열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화석연료대신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므로

공해문제를 해결하며, 장치의 디지털화 및 정밀제어로 인해 품

질관리가 용이하다. 이로 인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조

용 유도가열 전원장치는 그림 2와 같은 SCR과 같은 전력반도

체를 사용한 전원장치로 병렬공진회로 방식을 압도적으로 많이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원장치는 입력단의 저 역

률 및 입력전류 THD가 높은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단점을 보

안하기위해 3상 다이오드 정류기와 벅 컨버터를 사용한 고 역

률 유도가열 전원 장치를 제안한다.

2. 본 론

2.1 기존의 단조용 유도가열 전원장치

그림 2는 기존의 단조용 유도가열 장치에 널리 사용되는 전

력 회로도이다. 하지만 기존의 전원장치는 직류전원을 얻기 위

해 위상제어 정류기(Phase controlled rectifier)를 사용하며, 이

로 인해 부하와 전원 변동에 따라 전원에서 본 입력 역률이 가

변 할 뿐만 아니라 현저히 낮으므로 전기료에서 역률 할증금을

내야 하는 큰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원에서의 전류 파형

이 구형파이므로 인해 큰 THD 특성을 지니며 유도장해 현상

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존 방식의 단점들을
해결하는, 즉 부하변동에 관계없이 높은 역률값을 가지며, 전원
전류 파형이 정현파와 유사한 낮은 THD 전원 전류를 가지는
새로운 단조용 고역률 고효율 대전력 유도가열 전원장치에 대
해 연구하고자 한다.

그림 2  기존의 단조용 유도가열 전원장치

2. 2 새로운 단조용 고효율 대전력 유도가열 전원장치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연구하는 새로운 단조용 고역률 고효

율 대전력 유도가열 전원장치의 회로도이다. 제안하는 회로는

다이오드 정류기 + 초퍼 + IGBT 인버터로 구성된 회로이다.

정류기의 출력전류를 조절하기 위해 위상제어를 사용하는 SCR

과 달리 초퍼를 이용하여 출력전류를 제어하므로 제어가 간단

할 뿐만 아니라 위상제어 정류기에 비해 입력 역률이 높은 특

성을 가진다. 또한 입력 전류의 THD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입

력 필터를 추가하여 출력이 가변되는 경우에도 비교적 일정한

역률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림 3  새로운 단조용 유도가열 전원장치

3상 다이오드 정류기와 벅 컨버터를 사용한 고역률 유도가열 전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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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시뮬레이션

표 1 시뮬레이션 사양그림 3 새로운 단조용 유도가열 전원

장치

사양 항목 상세 규격

입력전압(VS line) 440 [Vrms]

출력 전류 200 ∼ 320 [A]

입력 주파수 (fS) 60 [Hz]

공진 주파수 (fO) 4 [kHz]

컨버터 스위칭 주파수 (fconv) 5 [kHz]

표 1은 그림 2와 그림 3의 토폴로지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사양을 나타낸다. 컨버터 스위칭 주파수는 벅컨버

터의 스위칭 주파수를 나타내며 출력변동에 따른 비교를 하기

위하여 위상제어 정류기의 지연각을 0∼50°로 변경하였고, 다

이오드 정류기의 초퍼 듀티는 0.64∼1로 조절하여 동일한 출력

값을 가질 때의 파형을 비교하였다.

그림 4  최대 출력 시 전압 전류 파형(빨강:, 파랑:)

그림 4는 최대 출력 시 입력단의 전압 전류 파형을 나타낸

다. 위상제어 정류기의 지연각이 0°이며 다이오드 정류기 초퍼

의 듀티가 1이므로 동일한 파형이 나타난다.

(a)

(b)

그림 5  SCR정류기 지연각 변동에 따른 전압 전류파형

(a) 지연각이 25°일 때 (b) 지연각이 50°일 때 (빨강:, 파랑:)

(a)

(b)

그림 6  Diode 정류기의 초퍼 듀티에 따른 전압 전류 파형

(a) 듀티가 0.9 일 때 (b) 듀티가 0.64 일 때 (빨강:, 파랑:)

(a)

(b)
그림 7  입력 필터 추가 시 전압 전류 파형

(a) 듀티가 0.9 일 때 (b) 듀티가 0.64 일 때 (빨강:, 파랑:)

그림 8 DC link 전류() 변동 시 입력단 역률 비교

그림 5는 위상제어 정류기의 지연각에 따른 전압 전류 파형

을 나타낸다. 그림 4에 나타나듯 지연각에 따라 입력전압과 전

류의 위상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7은 다이오드

정류기 초퍼듀티에 따른 전압 전류 파형을 나타낸다. 그림 5에

나타나듯이 입력단에 필터가 없는 경우에도 입력전압과 입력전

류의 기본파의 위상은 동일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필터 추

가시 입력 전류의 THD가 개선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은

출력 변동에 따른 SCR 정류기와 다이오드 정류기+쵸퍼의 입

력단 역률 나타낸다. 그림 8에서 알수 있듯이 위상제어 정류기

에 비해 다이오드 정류기+초퍼 회로가 입력 역률 및 입력전

류 THD에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낸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조용 고역률 고효율 대전력 유도가열 전원

장치를 위한 정류기 토폴로지들을 연구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각의 토폴로지들을 분석 및 비교 하였다. 비교 검토 결

과 입력단 역률, 입력전류의 THD 측면에서 그림 3의 다이오드

정류기 + 쵸퍼로 구성된 정류기의 특성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전력 단조용 유도가열 시스템에서 그림

3과 같은 다이오드 정류기 + 쵸퍼를 이용한 전원장치 시스템

이 많이 사용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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