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승압형 PFC 컨버터를 사용하고 풀브리지 하

프브리지 제어를 적용한 넓은 결합계수 범위에서 동작하는

2 stage 자기유도방식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설계 방법을 제

안한다. 결합계수, 출력전압 범위 및 bridgeless 정류기의 최대

승압비를 고려하여 풀브리지 하프브리지 동작 영역과 승압형

PFC 컨버터의 DC link 전압 범위를 설계한다. 설계 결과를 기

존 시스템과 비교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를 검증한다.

1. 서 론

2 stage 자기유도방식 무선전력전송 (inductive power trans

fer, IPT) 시스템은 3 stage IPT 시스템의 수신측 DC DC 컨

버터 대신 bridgeless 정류기를 사용하여 수신측 전력밀도를

개선한 시스템이다. Bridgeless 정류기는 승압형 구조이기 때문

에 넓은 결합계수 범위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DC link 전압

범위가 넓어야한다. 송신측 시스템에 넓은 DC link 전압 범위

를 갖는 승압형 PFC 컨버터를 사용하는 경우, DC link 전압의

최댓값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소자의 정격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의 경우, 송신측 시스템을

승 강압형 PFC 컨버터로 구성하였다[1]. 하지만 승 강압형 PFC

컨버터의 강압 동작 모드는 승압 동작 모드에 비하여 역률이

낮으며, 승압형 PFC 컨버터에 비하여 소자 수가 많아 송신측

전력밀도 및 효율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송신측 전력밀도 및 효율 향상을 위

하여 승압형 PFC 컨버터를 사용하며, DC link 전압 범위를 증

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풀브리지 하프브리지 제어를 적용한

2 stage IPT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결합계

수 범위 및 bridgeless 정류기의 최대 승압비를 고려하여 풀브

리지 (full bridge, FB) 동작 영역과 하프브리지 (half bridge,

HB) 동작 영역을 선정하고, DC link 전압 및 출력전압 범위를

설계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2. 시스템 설계

2.1 시스템 구성 및 설계 조건

그림 1은 기존의 2 stage IPT 시스템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시스템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송신측 전력밀도 및

효율 향상을 위하여 승압형 PFC 컨버터를 사용하며, 풀브리지

인버터에는 DC link 전압 변동폭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기

위하여 결합계수에 따라 FB 또는 HB 제어를 적용한다[2]. 표 1

은 2 stage IPT 시스템의 설계 사양을 나타내며, 본 논문에서

송수신 공진네트워크는 출력전압이 부하 변화에는 무관하고 결

합계수 에만 비례하는 정전압 출력 특성의 LCCL S 네트워

크를 선정하였다.

2.2 제안하는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

그림 2 (a)는 기존 시스템의 DC link 전압 및 출력전압 설

계 결과를 나타낸다. 승 강압형 PFC 컨버터의 DC link 전압

은 최대  조건에서 최솟값인 200V로 제어되며  감소에

반비례하도록 제어된다. 의 최댓값은 반도체 소자 정격을

고려하여 500V로 선정하였으며 결합계수 
0.048 보다

낮은 결합계수 조건에서는  500V로 유지된다.

공진네트워크 설계 포인트는 최소  조건이며 bridgeless 정

풀브리지-하프브리지 제어를 적용한 넓은 결합계수 범위에서

동작하는 2-stage IPT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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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 [Unit]

Rated power,  1300 [W]

Input voltage,   220 [Vac]

Output voltage,  300 420 [V]

Switching frequency,  100 [kHz]

Coupling coefficient,  0.03 0.12

표    1  2-stage IPT 시스템의 설계 사양

Table 1  Design specifications for 2-stage IP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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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stage IPT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1  Block diagrams of 2-stage IPT systems.



류기의 최대 승압비를 2.5배로 선정하여, bridgeless 정류기가

스위칭 하지 않고 다이오드 정류기처럼 동작할 때의 출력전압

_을 설계 포인트에서 170V가 되도록 공진네트워크를 설

계하였다. _은 가 증가함에 따라 
0.048에서

272V까지 상승하고   
인 조건에서는 가 감소하여

_는 272V를 유지한다.

그림 2 (b)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FB HB 동작 영역 및 DC

link 전압 범위 설계 결과를 나타낸다. FB HB 제어의 경계점

은 HB 제어 시 출력전압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고려하

여 전체 결합계수 변동 범위를 기준으로 절반인   인 지

점으로 선정하였으며 경계점보다 낮은 결합계수에서는 FB 제

어를, 높은 결합계수에서는 HB 제어를 적용한다. 공진네트워크

는 기존 시스템과 동일하게 최소 결합계수 조건에서 설계한다.

는 입력전압 범위와 전력반도체 소자의 정격을 고려하여

각각의 브리지 동작 영역에서의 최대 에서 최솟값  

380V로 제어하며 가 감소함에 따라  500V까지 증가

시킨다. 가 최댓값이 되는 각 브리지 동작 영역에서의 결합

계수 조건  or는 식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or인 조건에서는 를 500V로 유지한다.

or  or ×


(1)

_  _ ×or

or
(2)

_은 각 브리지 동작 영역에서의 최소  조건에서

170V가 되도록 설계하며, or인 결합계수 조건에서

의 _은 식 (2)를 통하여 258V로 계산할 수 있다.

2.3 시뮬레이션을 통한 설계 검증

그림 3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설계 검증을 위하여 수행한, 각

브리지 동작 영역의 최대 및 최소  조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송신측 시스템에 승압형 PFC 컨버터를 사용하더

라도 풀브리지 인버터에 FB HB 제어를 적용하면 동작 모드에

따라서 DC link 전압을 증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승 강압형 PFC 컨버터를 사용한 시스템과 동일한 결합

계수 변동 범위에서 동작할 수 있다. 또한 승 강압형 PFC 컨

버터 대비 소자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송신측 전력밀도 향상과

더불어 고효율 및 고역률 동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승압형 PFC 컨버터를 사용하고, 동작 모드에

따라 DC link 전압 증감 효과를 갖는 풀브리지 하프브리지 제

어를 적용한 2 stage IPT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스

템은 승압형 PFC 컨버터를 사용하지만 승 강압형 PFC 컨버터

를 사용한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결합계수에서 동작할 수 있으

며, 기존 시스템 대비 송신측 전력밀도 개선이 가능하며 고효

율 및 고역률 동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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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C link 전압 및 출력전압 설계

Fig. 2  Design of DC link voltage and output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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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하는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

Fig. 3  Simulation results of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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