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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도가열은 그림 1과 같이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하여 금속

체를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므로 높은 변환 효율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다. 즉 열전달 매질을 이용하지 않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피가열체에 투여 가능하므로 큰 

용량의 피가열체를 급속 가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철강 산업과 

기계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금속의 단조, 용해, 표면경화, 풀림 

등 주요 응용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1]. 유도가열 장치의 내

부 구성도를 보면 그림 2와 같다.

특히 단조분야에 있어서 유도가열 장치는 급속가열을 통해 생

산성을 향상시키며, 화석연료대신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므로 공해

문제를 해결하며, 장치의 디지털화 및 정밀제어로 인해 품질관리

가 용이하다. 이로 인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조용 유도가

열 전원장치는 그림 3과 같이 SCR과 같은 전력반도체를 사용한 

전원장치로 병렬공진회로 방식을 압도적으로 많이 채택하고 있다

[2]-[3].

병렬공진회로방식은 직렬공진회로방식에 비해 가열코일에 흐

르는 전류가 인버터 전류용량의 Q배(10배 이상)에 해당되는 큰 

전류를 흘리므로 단조용 금속의 급속 가열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

을 갖고 있다. 더불어 전원설비의 전류용량이 작아도 되는 장점

을 갖고 있다.

또한 전류원 인버터 사용으로 전원장치에서의 고장전류 발생 

시 보호 동작이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열악한 작업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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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도가열의 원리

Fig. 1 Principle of induction heating

그림 2 고주파 유도가열 장치의 구성

Fig. 2 Configuration of high frequency induction heat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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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쉽게 고장이 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많은 단조 전문회사는 

전류원 인버터 구동방식의 병렬공진 유도 가열 전원장치를 선호

한다.

하지만 기존의 단조용 유도가열 전원장치는 다음과 같은 큰 

단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기존의 유도가열 전원장치는 직류전원을 얻기 위해 

위상제어 정류기(Phase-controlled rectifier)를 사용하며, 이로 

인해 부하와 전원 변동에 따라 전원에서 본 입력 역률이 가변할 

뿐만 아니라 현저히 낮으므로 전기료에서 역률 할증금을 내야 하

는 큰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원에서의 전류 파형이 구형파

이므로 큰 THD 특성을 지니며 유도장해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

다. 두 번째로 SCR 전류원 인버터를 사용하므로 10[kHz] 이상

의 고주파 동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Load commutation을 위

해 부하탱크회로의 공진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동작하므로 

큰 무효 전류에 의한 인버터 효율이 낮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4]. 또한 탱크회로의 초기 공진을 시작하기 위해 별도의 기동회

로(Starting circuit)를 필요로 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존 방식의 단점들을 

해결하는, 즉 부하변동에 관계없이 높은 역률 값을 가지며, 전원 

전류 파형이 정현파와 유사한 낮은 THD 전원 전류를 가지며, 

탱크회로의 공진주파수에서 인버터를 고주파 동작시킴으로 인해 

고효율의 시스템 특성을 갖는 새로운 단조용 고역률, 고효율, 대

전력 유도가열 전원장치를 제안하며 그 설계 가이드 라인을 제시

한다. 

2. 본  론

2.1 새로운 유도가열 전원장치 회로도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대부분의 단조용 유도가열 회사

들은 그림 3의 전력회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단점을 해결하

기 위해 그림 4와 같은 전원장치 회로도들을 유도가열 시스템에 

(a) 위상제어 정류기 + SCR 인버터

(a) Phase controlled rectifier + SCR inverter

(b) 역률보상용 다이오드를 갖는 SCR 인버터

(b) SCR inverter with power factor compensation diode

그림 3 기존의 단조용 유도가열 전원장치 전력회로도

Fig. 3 Previous induction heating power supply for forging 

applications

(a) 다이오드 정류기 + 초퍼 + IGBT 인버터

(a) Diode rectifier + chopper + IGBT inverter

(b) SCR 정류기 + 초퍼 + IGBT 인버터

(b) SCR rectifier + chopper + IGBT inverter

(c) PWM 정류기 + IGBT 인버터

(c) PWM rectifier + IGBT inverter

그림 4 단조용 유도가열 전원장치를 위한 역률개선 전력회로 토

폴로지

Fig. 4 Power factor improvement power circuit topology for 

induction heating power supply for forging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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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

그림 4-(a)는 다이오드 정류기 + 초퍼 + IGBT 인버터로 구성된 

회로이다[5]. 정류기의 출력전압을 조절하기 위해 위상제어를 사

용하는 SCR 정류기와 달리 초퍼를 이용하여 출력전압을 제어하

므로 위상제어 정류기에 비해 입력 역률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초퍼의 스위칭으로 인해 입력전류의 THD가 낮아 역률을 

크게 개선시키기 어렵고 또한 입력 전류의 THD를 낮추기 위하

여 입력 필터를 추가한 경우 출력용량에 따라 입력전류와 입력전

압의 위상차가 달라지므로 출력용량에 따라 입력단 역률이 달라

진다. 

그림 4-(b)는 SCR 정류기 + 초퍼 + IGBT 인버터로 구성된 회

로이다[6]. 기존의 위상제어 SCR 정류기만 사용하여서 정류기 

출력전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초퍼를 추가하고 정류기부의 

스위칭 알고리즘을 조절하여(참고문헌 6) 기존에 SCR 정류기에 

비해 입력전류가 낮은 대역에서 고조파가 적고 변위 역률이 높고 

THD가 낮은 특성을 가진다. 

그림 4-(c)는 PWM 컨버터 + IGBT 인버터로 구성된 회로이다. 

컨버터의 스위칭 알고리즘으로 공간 벡터 PWM을 사용하여 출력

전압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으며 또한 입력전압과 입력전류의 위

상을 동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입력전류의 THD 또한 우수하

여 매우 높은 입력단 역률을 가진다. 

그림 4의 3가지 토폴로지에 대한 특성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입력단 역률, 입력전류 THD 특성, 필터설

계 부분 등에서 그림 4-(c)의 PWM 정류기 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다[7]-[8].

구 분
위상제어

정류기

다이오드 정류기

+ 초퍼

SCR 정류기

+ 초퍼

PWM

컨버터 

DPF 0~1 1 1 1

PF 낮음 낮음 중간 1

THD 중간 높음 높음 낮음

필터크기 큼 큼 중간 작음

필터설계 어려움 어려움 쉬움 쉬움

표 1 단조용 유도가열 전원장치 전력회로 토폴로지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power circuit topology of induction 

heating power supply for forging applications.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4-(c) PWM 정류기 + IGBT 인버

터 방식의 토폴로지방식을 채택하여 그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며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해 그 특성을 검증하였다.

2.2 새로운 유도가열 전원장치의 전체구성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단조용 고역률, 고효율, 대전

력 유도가열 전원장치의 회로도를 나타내고 있다. 시스템은 입력 

전원단 역률 개선을 위한 고역률, 대전력 PWM 전류원 정류기 

전력회로, 병렬공진탱크에 탱크공진주파수와 같은 교류전류를 공

급하는 고효율, 고주파 전류원 인버터 전력회로, 정류기의 고역률 

제어와 인버터의 공진주파수 추종제어를 위한 유도가열 전원장치

의 제어회로, 피가열체에 유도가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열코일을 

포함하는 공진탱크회로로 크게 4개의 주요 회로부로 구성되어 있

다. 표 2는 유도가열 전원장치의 기본 사양이다. 입력전압은 

VS.line = 440 [Vrms]이며 SO=40 [kVA]의 정격 출력전력을 가진다.

2.3 소자 선정을 위한 전력회로 사양 해석

3상 PWM 정류기와 인버터에 사용되는 스위치 소자의 선정을 

위해 컨버터와 인버터의 전압 및 전류를 계산해야 한다. 컨버터 

회로의 스위칭 기법으로 전류원 공간 벡터 PWM 방식이 이용되

며 따라서 컨버터의 최대출력 전압은 식 (1)과 같이 나타난다. 

          ×            (1)

사양 항목 상세 규격

정격 용량(SO) 40 [kVA]

입력 전압(VS.line) 440 [Vrms]

입력 주파수(fS) 60 [Hz]

공진 주파수(fO) 3~10 [kHz]

컨버터 스위칭 주파수(fconv) 5 [kHz]

표    2 유도가열 전원장치의 기본 사양

Table 2 Basic specification of induction heating power supply

그림 5 유도가열 전원장치의 전체 구성도

Fig. 5 Overall configuration diagram of induction heating 

power supply

그림 6 3상 PWM 정류기의 출력평균전압과 인버터의 입력전압

과 출력전압 파형

Fig. 6 The output average voltage of the PWM rectifier and 

the input voltage and output voltage of the  i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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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정류기의 출력평균전압 Vrec와 인버터 입력전압Vinv를 

나타낸다. 그림 6에서 나타나듯이 Vrec전압은 식 (2)와 같이 Vinv

전압의 평균치이며 Vinv의 첨두치와 출력전압 VO의 첨두치는 동

일하며, 식 (3)과 같다.

                            (2)

             


                 (3)

그림 7은 인버터의 출력전압 VO와 출력전류 IO, 그리고 인버터

의 입력전류인 DC link 전류 Idc의 파형을 나타낸다. 그림 7과 

같이 기본파 위상이 같다고 가정하면 출력역률 DPFout = 1 이 되

고 이때 최대 출력전력은 PO.max=40[kW]가 되며, 출력전류 IO의 

실효값은 Idc와 같다. 따라서 Idc는 식 (4)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인버터의 효율을 0.95로 가정하면 정격출력전력 40[kW]를 

출력할 때 Idc의 최솟값은 정류기의 출력전압이 최대일 때의 값이

며 식 (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4)

          





          (5)

그림 8은 부하가 변동하여 인버터의 출력전류가 증가할 때에

도 40[kW]의 출력을 유지하기 위한 컨버터의 출력전압을 나타낸

다. 그림 8과 같이 부하단의 임피던스 특성이 변화하여 전류가 

증가할 경우 40[kW]의 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력 전압은 줄

어들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출력단의 전압이 Vrec.max의 1/2로 줄어드는 범

위, 즉 Idc가 152[A] 범위까지만 40[kW]의 출력을 유지하고, 출

력전압이 Vrec.max의 1/2 이하로 줄어드는 범위에서는 Idc.max값을 

제한하기 위해 Vrec의 값을 더욱 낮추어 출력이 40[kW] 이하로 

떨어지도록 설정하였다.

2.4  DC Link 인덕터 Ldc 설계

그림 9는 Idc의 리플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간략화한 등가회로

이다. 그림 9 나타나있듯이 Idc의 리플 성분은 Vrec와 Vinv에 의한 

리플 성분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Ldc를 설계하기 위해선 

Vrec와 Vinv에 의한 전류의 리플을 각각 계산하여 Ldc를 선정해야 

한다.

그림 9 Idc 분석을 위해 간략화한 등가회로

Fig. 9 Simplified equivalent circuit for Idc analysis

2.4.1 Vinv에 의한 DC link의 리플 전류 I2h.pk

Vinv의 최저차 리플 성분은 VO의 2차 고조파 성분(2fO)으로 식 

(6)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식 (7)과 같이 나타난다.

          




×
            (6)

                                    (7)

 

Idc의 리플 값이 가장 큰 경우는 공진 주파수가 최소인3[kHz]

일 때이다. 이때 전류의 리플을 10%로 제한한다면 Ldc의 값은 

식 (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8)

2.4.2 Vrec에 의한 DC link의 리플 전류

그림 10은 Vrec의 리플 전압과 그에 따른 Idc의 리플 전류를 

나타낸다. Vrec의 리플 전압 관점에서 최악의 조건은 Duty cycle

이 0.5이고 전원 선간전압 피크치가 인 조건이며, 전압

그림 7 인버터 출력전압, 출력전류 및 DC 링크 인덕터 전류

Fig. 7 Inverter output voltage, output current and DC link 

inductor current

그림 8 부하 변동 시 40[kW]를 출력하는 전압/전류의 범위

Fig. 8 Range of voltage and current that outputs 40[kW] 

under load flu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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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은 식 (9)와 같다.

 ∆

∆
                (9)

Vrec의 주파수는 전원주파수의 6배인 360[Hz]이며, 컨버터의 

스위칭 주파수는 5[kHz]이다. 이때 Idc의 리플 전류를 Idcmin의 

20%로 제한한다면 DC링크 인덕터 Ldc는 식 (10)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10)

Vrec에 의해 선정한 값과 Vinv에 의해 선정한 값 중에서 큰 값

을 선정하면 Ldc = 4.1[mH]에서 여유분을 주어 최종적으로 Ldc는 

Idc.sat가 152[A]인 5[mH] 인덕터로 선정한다.

그림 11 PWM 정류기의 입력단 단상 등가회로와 각부 파형

Fig. 11 Input phase single-phase equivalent circuit of PWM 

rectifier and each part waveform

2.5 Input filter 설계

그림 11은 Input filter 설계를 위한 단상 등가회로와 각부 파

형을 나타낸다. 입력 전원 주파수는 fS = 60[Hz] 이며, fcutoff = 

10fS = 600[Hz]로 설정하였으며 컨버터의 스위칭 주파수는 fconv 

= 5000[Hz]이다. 

2.5.1 Cf 설계

그림 11(b)에서 Vu가 상승하는 구간동안 식 Idc는 식 (11)과 

같이 표현된다.

       ∆

∆
                (11)

또한 △ur은 식 (12)와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식 (11)과 (12)

를 정리하여 Cf△를 식 (1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12)

       ∆  




               (13)

Vu의 리플 전압을 10%로 제한한다면 식 (13)으로부터 Cf△는 

식 (14)와 같이 계산되어진다. 

  ∆  




×××


    (14)

2.5.2 Lf 설계

Q >>0.5로 가정하면 차단주파수와 공진주파수는 거의 동일하

다. 즉 차단 주파수는 식 (15)와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식 (15)

를 정리하고 선정된 Cf의 값을 대입하면 Lf를 식 (16)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15)

 





× ×× 


   (16)

2.5.3 Rf 설계

출력단 인버터에서 Q는 식 (17)과 같다. Q = 8.3으로 설정하고

(underdamping) 식 (17)을 Rf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Rf는 식 

(1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7)

       





 


×× 

× 

 Ω      (18)

2.6 유도가열 전원장치의 제어회로

그림 12는 유도가열 전원장치의 기동/정지 시퀀스를 나타낸다

[9]-[10]. 기동 시 가열명령이 내려지면 컨버터는 공간 벡터 

PWM 동작을 수행하며 탱크회로의 초기공진을 위해 인버터는 모

든 스위치를 ON시켜서 Idc전류를 상승시키며 Idc 전류가 일정 값

을 가질 때 인버터는 공진을 위한 스위칭을 시작한다. 반대로 정

지 시에는 컨버터 스위치 중 한 폴만 ON시켜서 입력단으로부터 

전력이 공급되는 것을 막고 인버터는 정상적인 공진스위칭을 하

그림 10 Vrec의 리플전압과 Idc의 리플전류

Fig. 10 Vrec ripple voltage and Idc rippl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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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진전압이 서서히 줄어들게 된다. 

그림 13은 단조용 유도가열 시스템의 전체적인 제어회로를 나

타낸다. 제어부는 총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Ma_Phase 제어부로서 컨버터의 공간 벡터 PWM에 

사용되는 Iref(전류명령치의 위상)을 구하고 또한 공간 벡터 PWM

에서 Dwell Time을 계산하는데 이용되는 Ma를 제어하는데 사용

되는 제어부이다. ZCD 부분은 입력전압의 va상을 검지하여 전압

의 위상을 구하는 부분이다. Φvi detector 부분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계산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입력단의 역률을 최대

로 만들기 위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명령치는 0으로 설정되며 

검지된 위상과 위상명령치의 오차 값을 PI제어기를 통해 공간 벡

터 PWM에 사용되는 Modulation index Ma를 제어한다.

두 번째는 α_Power부로서 공간 벡터 PWM의 Dwell Time을 

계산하기 위한 α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부분이다. 

탱크공진전압을 검지하여 평균값을 얻어내고 DC link 전류를 검

지하여 두 값의 곱을 통해 전력을 계산한다. 계산되어진 값과 전

력 명령치를 비교하여 그 오차 값을 이용하여 PI제어기를 통해 

Idc 전류의 명령치를 제어한다. 그 후 검지된 Idc와 전력 오차 값

을 통해 얻어진 Idc 명령치를 비교하여 그 오차 값을 이용하여 

PI제어기를 통해 α를 결정한다.

세 번째는 PWM Generator부로서 Ma_Phase부와 α_Power부

에서 결정된 Ma와 α 그리고 va의 위상(Iref의 위상)을 통해 컨버

터의 스위칭을 결정한다. va의 위상에 의해 섹션이 결정되어지고 

Ma와 α를 통해 스위치의 Dwell time을 계산하고 스위칭 신호를 

출력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은 인버터부로서 vo전압을 검지하여 인버터의 스위칭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인버터의 출력전압 즉 탱크회로의 공진전압과 

그림 12 단조용 유도가열 전원장치의 기동 / 정지 시퀀스

Fig. 12 Starting / stopping sequence of induction heating 

power supply for forging applications

그림 13 단조용 유도가열 전원장치의 제어회로도 

Fig. 13 Control circuit diagram of induction heating power 

supply for forging applications

사양 항목 상세 규격

정격 용량(SO) 40 [kVA]

입력 전압(VS.line) 380 [Vrms]

입력 주파수(fS) 60 [Hz]

공진 주파수(fO) 3 ~ 10 [kHz]

컨버터 스위칭 주파수(fconv) 5 [kHz]

표    3 실험사양

Table 3 Experimental specifications

(a) 10[kW] 구동 시         (b) 20[kW] 구동 시

(a) When driving 10[kW]    (b) When driving 20[kW]

(c) 30[kW] 구동 시         (d) 40[kW] 구동 시

(c) When driving 30[kW]    (d) When driving 40[kW]

그림 14 출력용량에 따른 va와 ia의 실험 파형

Fig. 14 Experimental waveform of va and ia according to 

output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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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의 출력을 동상으로 제어한다.

2.7 실험결과

그림 14는 출력용량에 따른 va와 ia의 측정 파형을 나타낸다.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부하변동에 관계없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동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ia전류 또한 정현파와 유사한 

낮은 THD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는 출력용량에 따라 측정된 ia 전류의 THD 그래프를 

나타낸다. 그림 1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출력용량이 적은 5kw 

구동시를 제외한 범위에서 부하변동과 관계없이 6.34% 이하의 

낮은 THD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은 인버터 입력전압 Vinv와 인버터 스위칭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6에서 알 수 있듯이 인버터의 스위칭이 출력 공

진주파수를 정확히 추종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7은 출력 공진주파수에 따른 인버터 출력전압(탱크 공

진전압) vo와 인버터 출력전류 iinv 실험 파형을 나타낸다. 그림 

17에서 나타난 것처럼 출력 공진 주파수에 관계없이 vo와 iinv 전

류의 기본파 성분은 항상 동상을 유지하여 무효전력 성분이 최소

화됨을 알 수 있다. 

(a)                          (b)

(c)                          (d)

그림 17 인버터 출력전압(탱크 공진전압) vo와 인버터 출력전류 

iinv 측정 파형; (a) 공진주파수가 4.45[kHz] 시, (b) 공

진주파수가 5.5[kHz] 시, (c) 공진주파수가 6.65[kHz] 

시, (d) 공진주파수가 7.3[kHz] 시

Fig. 17 Measured waveform of inverter output voltage (tank 

resonance voltage) vo and inverter output current 

iinv; (a) When the resonance frequency is 4.45[kHz]

        (b) When the resonance frequency is 5.5[kHz]

        (c) When the resonance frequency is 6.65[kHz]

        (d) When the resonance frequency is 7.3[kHz]

그림 18 출력 용량에 따라 측정된 입력단 역률

Fig. 18 Input power factor depending on output capacity

그림 18은 출력 용량에 따라 측정된 역률 그래프를 나타낸다. 

그림 18에서 나타나듯이 출력용량이 낮은 5[kW]구동시를 제외하

면 부하변동과 관계없이 모든 출력 범위에서 역률이 0.97이상으

로 매우 높은 역률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9는 출력 용량에 따른 전원장치의 입출력 효율 그래프

그림 15 출력 용량에 따라 측정된 ia 전류의 THD

Fig. 15 THD of ia current according to output capacity

(a)                      (b)

그림 16 인버터 입력전압 Vinv파형과 인버터 스위칭 실험파형

        (a) 동작 공진주파수가 4.84[kHz] 시

        (b) 동작 공진주파수가 7.35[kHz] 시

Fig. 16 Experimental waveform of inverter input voltage 

Vinv and inverter switching

       (a) When the resonance frequency is 4.84[kHz]

       (b) When the resonance frequency is 7.35[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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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다. 그림 19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이 40[kW] 정격 구동 

시 0.93 이상의 높은 효율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0은 인덕터 가열로에서 소재가 가열된 모습을 나타내며, 

그림 21은 제작된 단조용 유도가열 전원장치이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단조용 유도가열 전원장치의 단점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단조용 고역률 고효율 대전력 유도가열 전원장

치를 제안하였다. 제시한 전원장치의 전력회로는 입력단의 역률

을 높이기 위한 IGBT를 사용한 PWM 전류원 컨버터 정류기와 

출력단의 고효율을 위한 IGBT를 이용한 인버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력회로의 사양을 해석하여 그에 따른 전력회로 및 필터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장치는 부하 및 전원변

동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용량에서 0.97~1의 역률을 가지며 전원 

전류 파형이 정현파와 유사한 낮은 THD(6.34%이하) 전원 전류

를 가지며 탱크회로의 공진주파수에서 인버터를 고주파 동작시킴

으로 인해 고효율의 시스템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제안한 유도가열 전원장치는 넓은 출력범위를 갖는 단조용 유도

가열 전원장치 시스템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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