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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무인 운반차의 편

리성과 작업 연속성을 해 유선 충  시스템에서 무선 

력 송(Wireless Power Transfer, WPT) 충  시스

템으로 용이 확 되고 있고[1]-[3], 이러한 무선 충  시

스템의 입력단에 단상 는 3상 다이오드 정류기와 

연된 DC-DC 컨버터로 구성된 원장치를 용하고 있

다. 교류 입력 원을 다이오드 정류기를 통해 정류하기 

때문에 입력 류(AC input current)에 펄스(Pulse)성 

류가 흘러 3, 5, 7조  등 고조  류에 의한 무효

류에 따라 입력 역률을 떨어트려 무효 력을 발생시킨

다. 따라서 IEC 1000-3-2와 같은 고조  규제를 응하

기 해 정  입력 류  정류단 출력 압을 제어하

기 한 입력 역률 개선 회로(Power factor correction 

circuit)인 PFC AC-DC 컨버터와 연된 출력을 얻기 

한 직류-직류(DC-DC) 컨버터로 구성된 2단(Two- 

stage)의 력 변환 회로가 용되고 있다. 이러한 2단 

구성 주회로 방식은 각 컨버터를 개별 제어해 주어야 

하므로 제어의 복잡성과 스 칭 소자 등을 추가로 용

해야 하므로 부품 수 증가와 단가상승 등 단 을 갖는

다. 그뿐만 아니라 무선 력 송을 한 직류-직류 컨

버터의 경우 공극  부하 변화에 따라 상제어 

PWM(Pulse Width Modulation) 제어하기 때문에 경부

하로 갈수록 최소 펄스폭 단자 압에 비해 앞선 공진 

류가 흘러 스 칭 소자의 역병렬 다이오드 역회복 특

성에 의한 단락 류에 의해 하드 스 칭(Hard 

switching)이 발생하여 효율 감소와 출력 제어 범 가 

어드는 단 을 갖는다[4].

최근 AGV 무선 충  시스템의 원장치에 있어서 

입력 역률 개선 PFC 단  연된 DC-DC 단을 하나

의 컨버터로 묶은 단일 력단(Single stage) 교류-직류

(AC-DC) 컨버터들이 발표되고 있다,[5]-[7]. 하지만, 기 발

표된 무선 력 송을 한 단일 력단 AC-DC 컨버

터의 경우 그림 1(a)에서처럼 주회로 주 스 칭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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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a) and (b) conventional single-stage AC-DC 

converters for WPT AGVs charging system, (c) and (d) 

their terminal voltage waveforms (Vab, VP).

(Q1, Q2, Q3, Q4) PWM 제어(Duty control, D)에 따라 

AC 입력단 입력 역률 개선과 함께 1차측 공진 회로부 

양단(a-b)에 그림 1(c)에서처럼 PWM 압 형(Vab)이 

인가되어 출력 압(Vo)을 제어한다. 하지만, 정격 부하 

20% 미만의 경부하에서는 1차측 공진 회로부 양단(a-b) 

PWM 압(Vab) 듀티 폭이 작아지고, 이 경우 공진 

류(IP)가 a-b 양단 압(Vab)보다 앞선 류가 흘러 소

트 스 칭 범 를 벗어나 하드 스 칭을 하게 된다. 따

라서 주 스 칭 소자들의 스 칭 손실과 불안정한 동작

을 막기 해 최소 듀티(DMin)를 제한해야 하지만 PFC 

후단의 링크 압(VLink)이 상승하게 되므로 출력 압

(Vo) 제어 범 가 작아지고, 효율 특성이 개선되지 못하

다[6]. 

그림 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경부하 시에도 소 트 

스 칭 동작이 가능하고, 링크 압(VLink)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단일 력단 AC-DC 컨

버터를 기 제안하여 발표하 다[8],[9]. 기 제안 발표된 무

선 력 충  시스템을 한 단일 력단 AC-DC 컨버

터의 스 칭 동작은 그림 1(d)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정

된 일정 스 칭 주 수에서 상제어(Phase-shifted 

modulation, Dp) 동작에 따라 1차측 공진 회로단(a-b)에 

가변링크 압(VLink/4)에 따른 50% 듀티의 구형  압

(VP)이 인가되어 동작된다. 따라서 공진 회로단(a-b)에 

(a) The proposed single stage WPT converter

(b) Operating waveforms of gate signals (Q1–Q4), boost 

inductor current (IB), the primary/secondary voltage 

(VP/VS) and current (IP/IS)

(c) AC line input voltage/current (VAC, Ia) and boost 

inductor current (IB) waveforms

Fig. 2. The proposed single stage AC-DC converter for 

WPT and its operating waveforms.

항상 구형  압(VP)이 인가됨에 따라 변압기(T) 1차 

권선에는 부하 류  자화 류가 흐르고 스 칭 이

(Switching transition) 동작 시 이들 류에 의해 모든 

부하 조건에서 소 트 스 칭 동작이 가능하여 효율이 

개선된다. 한 상제어(Dp)에 따른 링크 압(VLink) 제

어에 의해 넓은 출력 압(Vo) 제어 범 에서 동작할 수 

있다. 하지만, 기 제안 그림 1(b) 무선 력 송충  시

스템 단일 력단 AC-DC 컨버터의 경우 입력 역률 개

선 한 교류 입력단 승압 인덕터(LB1, LB2)가 각 AC 라

인에 개별 으로 용하다 보니 반주기 동안만 승압 인

덕터에 류(IB1, IB2)가 흐르고, 나머지 반주기 동안은 

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승압 인덕터(LB1, LB2)의 이용률이 

낮아지고, 집 화된 원장치 구성에 있어서 제한요소가 

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승압 인

덕터의 이용률을 높이고, 집 화에 합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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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승압 인덕터(LB)만이 용된 단일 력단 AC-DC 

컨버터를 제안하 다. 제안된 컨버터의 스 칭 동작은 

기 제안된 그림 1(b) 주회로 스 칭 동작과 동일하게 고

정된 일정 스 칭 주 수에서 상제어(Phase-shifted 

modulation, Dp) 동작에 따라 무선 력 송을 한 1

차측 공진 회로단(a-b)에 가변 링크 압(VLink/4)에 따

른 50% 듀티(Duty) 구형  압(VP)이 인가되어 동작된

다. 따라서 비  변압기(Loosely coupled transformer) 

커 러 1, 2차측 권선 사이 큰 공극 변화를 갖는 무선 

력 송 공진 회로단(a-b)에 항상 구형  압(VP)이 

인가됨에 따라 비  변압기(T) 1차 권선에는 부하공

진 류  자화 류가 흐르고 스 칭 이(Switching 

transition) 동작 시 이들 류에 의해 모든 입력 압 

 부하 조건에서 소 트 스 칭 동작이 가능하여 효율

이 개선된다. 특히 공극 변화(40–60mm)에 따른 직렬-

직렬 보상 회로의 공진특성 변화에 의해 앞선 류가 

흐를 경우에도 승압 인덕터(LB) 리셋 류에 의한 승압 

인덕터 압(VLB)과 입력 필터 커패시터(CFa, CFb) 압

(VAC/2)의 합 압에 의해 풀- 리지 스 칭 소자(Q2, 

Q3) 역병렬 다이오드에 부 류가 흐르지 않도록 역바이

어스 되어 항상 소 트 스 칭으로 동작하므로 공극 변

화에 강인성을 갖고 동작한다. 한 상제어(Dp)에 따

른 가변 링크 압(VLink) 제어에 의해 넓은 출력 압

(Vo) 제어 범 에서 동작할 수 있다. 

제안된 무선 력 송 충  시스템을 한 단일 

력단 AC-DC 컨버터의 동작 특성을 분석하기 해 

1kW 최  출력 용량에서 비  변압기 1, 2차측 공극

(Air-gap: 40–60mm)  정렬(Misalignment: 0–20mm)

에 따른 커 링 변화 범  내에서 요구된 출력 압 제

어 범 (Vo: 39–54VDC)를 갖고 동작할 수 있도록 승압 

인덕터(LB)를 설계 용하 고, 무선 력 송시스템

(WTP)에 있어서 상제어(Dp)에 의한 공진 탱크 회로

의 직렬-직렬 보상회로(SS)에 한 이득 특성을 분석하

여 1kW 시제품 제작  실험을 통해 용 가능성을 검

증하 다. 

2. 개선된 WPT를 한 단일 력단 교류-직류 

컨버터 동작 특성 분석

2.1 단일 력단 AC-DC 컨버터 동작 모드

단상 교류 AC 원을 입력 원(VAC)으로 하여 입력 

역률 개선  연된 넓은 출력 압 제어 특성을 갖는 

그림 2(a)의 제안된 무선 력 송 충  시스템 단일 

력단 교류-직류 컨버터는 입력 필터(LFa/LFb, CFa/CFb) 

 하나의 승압 인덕터(LB), 입력 정류 리지 다이오드, 

링크 커패시터(C1/C2), 주 스 칭 소자(Q1, Q2, Q3, Q4)로 

구성되며, 비  변압기 커 러 1차측 공진 회로  2

차측 공진 회로와 출력 정류부를 포함한다. 주회로 동작 

모드를 검토하면 그림 2에 나타낸 것처럼 Q1/Q2  

Fig. 3. Operating modes 1 (t0–t1) of proposed converter.

Q3/Q4가 동시에 턴-온 동작 시 승압 인덕터(LB)에 단상 

AC 압(VAC)의 1/2인 필터 커패시터(CFa/CFb)의 압이 

인가되고, 에 지가 축 된다. 주 스 칭 소자 Q1( 는 

Q4)이 턴-오  되면 승압 인덕터(LB)에 축 된 에 지는 

필터 커패시터(CFa/CFb)와 입력 정류 리지 다이오드, 

링크 커패시터(C1/C2), 순환 다이오드(D1/D2)  스 칭 

소자(Q2/Q3)의 경로로 류(IB)가 흐르면서 그림 2(b)에 

나타낸 것처럼 리셋 되며 감된다. 한 연된 직류-

직류단 력변환을 해 비  변압기(T) 커 러 1차

측  2차측 권선에 공진 커패시터(Cr1, Cr2)가 각각 연

결된 직렬-직렬 보상회로(Series-Series compensation 

circuit)를 용하 으며, 고정된 일정 스 칭 주 수

(85kHz)에서 주 스 칭 소자(Q1–Q4)의 상제어(Dp) 동

작에 의해 1차측 공진 회로부 양단(a-b)에 VLink/4 가변

링크 압이 인가되는 하 - 리지 동작에 따라 항상 

구형  압(VP)이 인가되고, 비  변압기 커 러 2차

측에 이득 특성에 따른 압이 달된다. 따라서 제안된 

단일 력단 AC-DC 컨버터는 1차측 스 칭 소자(Q1–

Q4)들이 모든 부하 조건에서 압 스 칭(ZVS) 동작

이 가능하며, 2차측 출력 정류 다이오드 한 소 트 스

칭 동작된다. 그뿐만 아니라 넓은 출력 압에 응하

기 해 상제어(Dp)를 통해 PFC단 링크 압(VLink)을 

승압 제어함으로 넓은 출력 압(Vo)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림 3에서부터 그림 7은 무선 력 충  시스템 단일 

력단 AC-DC 컨버터의 동작 모드로 압 스 칭

(ZVS) 동작이 일어나는 데드 타임 구간을 포함하여 6가

지 동작 모드를 나타냈다. 이때 정(Positive)의 AC 입력 

압이 인가되고 있고, 정상 상태 동작이라고 가정한다. 

Mode 1 [t0⎼t1]: t0–t1 구간, t0 시 에 주 스 칭 소자 

Q1과 Q2가 턴-온 되고, 이때 2개의 류 흐름에 의해 

압 스 칭 동작되는 구간이다. 하나의 류 흐름은 

입력 필터 커패시터 압(VFb)과 링크 압(VLink) 차 

압에 의해 감소하며 흐르고 있던 승압 인덕터(LB) 류

(IB)는 스 칭 소자(Q1, Q2) 역병렬 다이오드→링크 커패

시터(C1, C2)→입력 정류 리지 다이오드→필터 커패시

터(CFb)→승압 인덕터(LB)→스 칭 소자(Q1, Q2)의 역병

렬 다이오드의 류 경로로 흐르면서 빠르게 0 류로 

리셋되고 있고,  하나의 류 흐름은 1차측 공진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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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erating modes 2 (t1–t2) of proposed converter.

부에 링크 압(VLink)의 1/4이 인가되어 공진 류(IP, 

IS)가 흐르기 시작하지만, 1차측 공진 류(IP)는 이 에 

흐르던 부의 순환 공진 류(IP)가 스 칭 소자(Q2) 역병

렬 다이오드→커패시터(CB1)→권선(NP)→공진 커패시터

(Cr1)→스 칭 소자(Q2)의 역병렬 다이오드의 류 경로

와 스 칭 소자(Q2) 역병렬 다이오드→ 라잉 커패시터

(CB)→커패시터(CB2)→권선(NP)→공진 커패시터(Cr1)→스

칭 소자(Q2)의 역병렬 다이오드의 경로로 순환 공진 

류(IP)가 흐르면서 스 칭 소자의 압 스 칭에 기

여하며 동작하는 구간이다.

Mode 2 [t1⎼t2]: t1–t2 구간 주 스 칭 소자 Q1과 Q2가 

턴-온 되어 있으므로 승압 인덕터(LB)에 단상 AC 압

(VAC)의 1/2인 필터 커패시터 CFa(CFb)의 압이 인가되

어 필터 커패시터(CFa, CFb)→입력 정류 리지 다이오드

→Q1→Q2→LB→필터 커패시터(CFa, CFb)의 경로로 승압 

인덕터 류(IB)가 상승하며 흐르며 승압 인덕터(LB)에 에

지를 축 한다. 이와 동시에 1차측 공진 회로에는 링

크 압(VLink)의 1/4이 계속 인가되고 있어 공진 류(IP, 

IS)가 흐르고 있다. 이때 1차측 공진 류(IP)는 커패시터

(CB1)→스 칭 소자(Q2)→공진 커패시터(Cr1)→권선(NP)

→커패시터(CB1)의 경로로 공진 류가 흐르고, 이와 동

시에 링크 커패시터(C1)→스 칭 소자(Q1)→스 칭 소자

(Q2)→공진 커패시터(Cr1)→권선(NP)→커패시터(CB2)→순

환 다이오드(D2)→링크 커패시터(C1)의 경로로 공진 

류가 흐르면서 2차측 출력 정류부에 력 달 된다. 2차

측 출력 정류부는 변압기 2차측 권선(NS)→2차측 공진 

커패시터(Cr2)→출력 정류 다이오드→출력 커패시터(Co) 

 부하→권선(NS)→출력 정류 다이오드→변압기 2차측 

권선(NS)의 경로로 2차측 공진 부하 류(IS)가 흐르면서 

출력 커패시터(Co)를 충 시키며 부하 류를 공 한다. 

Mode 3 [t2⎼t3]: t2–t3 데드 타임(Dead time) 구간으로, 

t2 시 에서 Q1이 턴-오 되면, 승압 인덕터 류(IB)  

1차측 공진 류(IP)에 의해 스 칭 소자 Q1  Q4의 기

생 출력 커패시턴스(CJ)는 충·방 을 개시한다. 동시에 

클램핑(Clamping) 다이오드 D1와 D2의 합기생 커패시

턴스(CDJ)들도 방   충 을 개시한다. Q1의 기생 출력 

커패시턴스(CJ)의 압과 클램핑(Clamping) 다이오드(D2)  

Fig. 5. Operating modes 3 (t2–t3) of proposed converter.

Fig. 6. Operating modes 4 (t3–t4) of proposed converter.

의 합 기생 커패시턴스(CDJ)의 압이 링크 압의 

1/2(VLink/2)에 이르고, Q4의 기생 출력 커패시턴스(CDJ)의 

압과 클램핑 다이오드(D1)의 합 기생 커패시턴스(CDJ) 

압이 0으로 감소하고 이후 Q4의 역병렬 다이오드를 통

해 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이 모드는 끝난다.

Mode 4 [t3⎼t4]: t3 시 에서 Q4가 압에서 턴-온되

고, t3–t4 구간 이  Mode 2에서 장된 입력 승압 인

덕터(LB) 에 지는 단상 교류 압(VAC)의 1/2인 필터 

커패시터(CFa/CFb)의 압과 링크 압(VLink)의 1/2인 링

크 커패시터(C1) 압과의 차 압에 의해 승압 인덕터 

LB→필터 커패시터 CFa(CFb)→입력 정류 리지 다이오

드→커패시터(C1)→클램핑 다이오드(D1)→스 칭 소자 

Q2→승압 인덕터 LB의 류 경로로 승압 인덕터(LB)에 

장된 에 지가 리셋 되며 승압 인덕터 류(IB)가 감

소하기 시작한다. 한 1차측 공진 회로에는 Mode 2에

서처럼 링크 압(VLink)의 1/4(VLINK/4)이 계속 인가되고 

있어 공진 류(IP, IS)가 흐르고 있다. 이때 1차측 공진 

류(IP)는 커패시터(CB1)→스 칭 소자(Q2)→공진 커패

시터(Cr1)→권선(NP)→커패시터(CB1)의 경로로 공진 류

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이와 동시에 라잉 커패시터

(CB) 는 링크 커패시터(C2)→스 칭 소자(Q2)→공진 

커패시터(Cr1)→권선(NP)→커패시터(CB2)→ 라잉 커패시

터(CB) 는 스 칭 소자(Q4)  링크 커패시터(C2)의 

경로로 공진 류(IP)가 흐른다. 2차측 출력 정류부도 모

드 2와 마찬가지로 변압기 2차측 권선(NS)→2차측 공진 

커패시터(Cr2)→출력 정류 다이오드→출력 커패시터(Co) 

 부하→권선(NS)→출력 정류 다이오드→변압기 2차측 

권선(NS)의 경로로 2차측 공진 부하 류(IS)가 흐르면서 

출력 커패시터(Co)를 충 시키며 부하 류를 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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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perating modes 5 (t4–t5) of proposed converter.

Fig. 8. Operating modes 6 (t5–t6) of proposed converter.

Mode 5 [t4⎼t5]: t4–t5는 Q2  Q3의 데드 타임 구간으

로, t4 시 에서 Q2가 턴-오 되고, 승압 인덕터 류(IB) 

 1차측 공진 회로부의 공진 류(IP)에 의해 스 칭 

소자 Q2 와 Q3의 기생 출력 커패시턴스(CJ)는 충·방 을 

한다. 이때 1차측 공진 회로부 단자(a-b) 압(VP) 극성

이 바 어 -VLINK/4 압이 인가되므로 2차측 권선(NS) 

한 극성이 바 다. t5 시 에 Q3의 기생 출력 커패시

턴스(CJ)의 압이 0 압으로 감소하고 이후 Q3의 역병

렬 다이오드를 통해 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이 모드는 

끝난다.

Mode 6 [t5⎼t6]: t5 시 에서 Q3가 압에서 턴-온되

고, t5–t6 구간 주 스 칭 소자 Q3과 Q4가 턴-온되어 있

지만, 승압 인덕터(LB)에 축 된 에 지가 아직 리셋이 

안 되어있어 입력 필터 커패시터 압(VFb)과 링크 압

(VLink) 차 압에 의해 승압 인덕터(LB) 류(IB)는 스

칭 소자(Q3, Q4)의 역병렬 다이오드→승압 인덕터(LB)→

필터 커패시터(CFa)→입력 정류 리지 다이오드→링크 

커패시터(C1, C2)→스 칭 소자(Q3, Q4)의 역병렬 다이오

드의 류 경로로 흐르면서 빠르게 0 류로 리셋 된다. 

한, 1차측 공진 회로부 단자(a-b)에 링크 압(VLink)

의 1/4(-VLink/4)이 인가되고 있어 공진 류(IP, IS)가 흐

르고 있지만 이 에 흐르던 순환 류가 스 칭 소자(Q3)

의 역병렬 다이오드→공진 커패시터(Cr1)→권선(NP)→커

패시터(CB2)→스 칭 소자(Q3)의 역병렬 다이오드의 

류 경로와 스 칭 소자(Q3) 역병렬 다이오드→공진 커패

시터(Cr1)→권선(NP)→커패시터(CB1)→ 라잉 커패시터

(CB)→스 칭 소자(Q3)의 역병렬 다이오드의 경로로 공

진 류(IP)가 흐르면서 스 칭 소자의 압 스 칭에 

기여하며 동작하는 구간이다.

이후 반주기 동작은 유사 반복 동작이므로 기술은 생

략한다.

Fig. 9. Waveforms of boost inductor current (IB) and AC 

line input voltage/current (VAC/Ia), link voltage (VLink) and 

boost inductor reset current (ILink).

2.2 입력단 승압 인덕터 설계  링크 압 분석 

그림 9는 60Hz 0<ωt<π/2 교류 입력 압(VAC)에서 

승압 인덕터(LB) 류(IB)  압(VLB)과 입력 류(Ia) 

형을 나타냈다. 입력 압(VAC)  링크 압(VLink)의 

크기에 따라 승압 인덕터 류(IB)의 상승  리셋 기울

기가 2개와 3개로 나 어지며, 이러한 형태의 류 형

을 구분하는 임계각을 Φcr로 정의하 다. 입력 압(VAC)

양(Positive)의 반주기를 0<ωt<Φcr, Φcr<ωt<π-Φcr 2구간

으로 나  수 있으며, π/2를 기 으로 칭된 형이므

로, 0≤ωt<Φcr구간과 Φcr≤ωt<π/2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 0≤ωt<Φcr 구간에는 주 스 칭 소자(Q1/Q2 는, 

Q3/Q4)가 턴-온되는 DpT에 교류 입력 압(VAC)의 1/2

인 필터 커패시터(CFa/CFb) 압이 승압 인덕터(LB)에 인

가되며 승압 인덕터 류(IB)는 상승하며 에 지 축 되

고, 주 스 칭 소자(Q1 는 Q4)가 턴-오 되는 D2T에

는 승압 인덕터(LB)에 축 된 에 지는 교류 입력 압

(VAC) 1/2인 필터 커패시터(CFa/CFb) 압과 링크 압

(VLink) 1/2인 링크 커패시터(C1/C2) 압과의 차 압

(VAC/2-VLink/2)에 의해 필터 커패시터 CFa(CFb)→입력 

정류 리지 다이오드→커패시터 C1(C2)→클램핑 다이오

드 D1(D2)→스 칭 소자 Q2(Q3)→승압 인덕터 LB의 류 

경로로 승압 인덕터(LB)에 장된 에 지가 리셋되며 승

압 인덕터 류(IB)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때 분압 커

패시터(C1/C2) VLink/2 압과 필터 커패시터(CFa/C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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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VCFa/VCFb: VAC/2) 차이가 커 스 칭 반주기 T/2 내

에 완 히 리셋되어 2가지 류 기울기가 나타난다. Φcr

≤ωt<π/2 동작 구간에는 교류 입력 압 VAC이 증가하

여 분압 커패시터(C1/C2) 압(VLink/2)과 필터 커패시터

(CFa/CFb)의 압(VCFa/VCFb: VAC/2) 차이가 작아 스 칭

반주기 T/2 내에 완 히 리셋되지 못하고, 주 스 칭 소

자(Q2 는 Q3)가 턴-오 될 때, D3T 동안 분압 커패시

터(C1/C2)의 합 압인 링크 압(VLink)과 필터 커패시터

(CFa/CFb) 압(VCFa/VCFb: VAC/2)의 차(VAC/2-VLink)에 

의해 완 히 리셋되는 3가지 류 기울기가 나타난다.

  따라서 Φcr≤ωt<π/2 구간 주 스 칭 소자(Q1/Q2 는 

Q3/Q4)가 턴-온 되는 DpT(D3T+D1T)에 승압 인덕터(LB) 

에 지가 아직 리셋되지 않아 0로 감되는 D3T 시간 

간격과 다시 에 지를 축  장하는 D1T로 나 어 나

타난다. 그러므로 그림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분압 커패

시터(C1/C2)로 리셋되는 류 ILink는 각 동작 구간(0≤ω

t<Φcr, Φcr≤ωt<π/2)으로 나 어 나타낼 수 있으며, 스

칭반 주기(T/2)에서의 승압 인덕터 리셋 류(ILink)의 평

균 류 값으로 순시 부하 평균 류(<ILink1>, <ILink2>)를 

각각 정의하 다. 0≤ωt<Φcr 구간 승압 인덕터(LB)에 축

 장된 에 지가 D2T 동안 링크 커패시터에 리셋 

달하는 스 칭반주기(T/2)에 한 순시 부하 평균 류

를 <ILink1>, Φcr≤ωt<π/2 구간 D2T, D3T 동안 리셋 

달되는 스 칭 반주기(T/2)에 한 순시 부하 평균 

류를 <ILink2>로 정의하 다. 순시 부하 평균 류

(<ILink1>, <ILink2>)와 PFC 링크 부하 항과(RLink)의 

계를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PFC단 링크 부

하 항(RLink)은 2차측 부하 항을 1차측으로 변환한 DC 

등가 항이다. 여기서 n은 1, 2차측 코일 턴수비(N1/N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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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C단 링크 부하 항(RLink)과 승압 인덕터(LB) 순시 

부하 평균 류(<ILink1>, <ILink2>)를 이용해 각 구간의 

순시 링크 압(VLink1, VLink2)을 식 (3)과 식 (4)을 통해 

구할 수 있고, 링크 압(VLink)을 식 (5)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식 (3), (4), (5)을 이용하여 1kW 링크 부하 항(RLink)

에서 승압 인덕터(LB)값  상제어 DpT에 따른 링크 

압(VLink) 변화에 해 그림 10의 시뮬 이션에 나타냈

다. 시뮬 이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승압 인덕터(LB)

값이 작을수록 승압 제어 범 가 커지지만 링크 압이 

클수록 승압 인덕터 류(IB)가 커져 효율을 감시킨다. 

그 기 때문에 무선 력 송 비  변압기 1, 2차측 

공극(Aig-gap)  커 링 조건 상태에서 최  출력  

Fig. 10. The simulated DC link voltage (VLink) of a 

single-phase single stage AC-DC converter operating with 

different boost inductances (LB: 15 uH, 20 uH, 25 uH) at 

full load (54 VDC, 1 kW).

Fig. 11. Equivalent circuit of SS compensation circuit.

압 제어 범 와 정격 부하 조건(1kW)을 고려하여 링

크 압(VLink) 제어 범 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비

 변압기 1, 2차 커 러 간 공극 간격(40–60mm)  

링크 압(VLink) 제어 범 (600V) 설정 후 그림 10의 시

뮬 이션 결과를 토 로 승압 인덕터(LB)값을 20uH로 

결정하 다. 한 상제어(DP)가 0.39 이상에서는 링크 

압이 감소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최  DP값을 제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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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직렬-직렬(Series-Series) 보상회로 이득 분석 

그림 2의 제안 컨버터는 Q1/Q2와 Q3/Q4의 가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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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DP)로 가변 링크 압의 1/4이 1차측 공진 회로부 

양단(a-b)에 항상 구형  압(VP)이 인가되고, 상제

어(DP)와 모든 부하 범   비  변압기 1, 2차측 권

선 간 공극 범 (40–60mm) 내에서 원하는 출력 압

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림 11은 제안된 단일 력단 컨버

터에 용된 직렬-직렬 보상 회로의 등가회로로 비  

변압기 1, 2차측 커 러의 설 인덕턴스(Ll1, Ll2)  자화 

인덕턴스(Lm) 그리고 공진 커패시터(Cr1, Cr2), AC 등가 

부하 항(Rac)으로 구성되어 있다. Cr1과 Cr2는 각각 1, 2

차측 공진 커패시터로 비  변압기 1, 2차측 권선 간 

공극 범 (50mm)에서 표 1에 나타낸 설 인덕턴스 Ll1, 

Ll2에 튜닝한 공진 주 수(fr5)로 보상한 값이고, Rac는 

DC 부하 항을 등가 AC 항으로 변환하 다. DC-DC

단 압 이득 특성은 FHA(Fundamental Harmonic 

Approximation)을 통해 해석하 고, 기본 만을 고려하

여 용하 다. 식 (6)은 직렬-직렬 보상회로의 입·출력

이득(Gv)으로 커 링계수(k)와 함께 비  변압기 1, 2

차측 자기 인덕턴스(LP, LS)  설 인덕턴스(Ll1, Ll2)로 

나타내었다. 그림 1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직렬-직렬 

보상회로의 공진 주 수(fm5, fr5, fp5)는 3개이며, 첫 번째 

공진 주 수(fm5)는 식 (7)의 A로 1, 2차측 공진 커패시

터(Cr1, Cr2)와 2차측 자기 인덕턴스(LS) 그리고 자화 인

덕턴스(Lm)와의 합인 공진이며, 두 번째 공진 주 수(fr5)

는 식 (8)의 B로 비  변압기 1, 2차측 커 러 설 

인덕턴스(Ll1, Ll2)와 공진 커패시터(Cr1, Cr2)와의 공진으

로 등가 AC 항(Rac)이 바 어도 이득 특성에 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스 칭 주 수(fs)를 공진 주 수(fr5: 

85kHz)로 설정하 다.

세 번째 공진 주 수(fp5)는 식 (9)의 C에서 나타낸 것

처럼, 비  변압기 1차측 자기 인덕턴스(LP)와 공진 

커패시터(Cr1) 사이의 공진이며, 등가 AC 항(Rac)에 의

해 이득 특성이 가장 크게 변한다. 특히, 부하 증가 시 

이득 특성 기울기가 음(-)으로 바 는 구간이 발생하므

로 공진 류(IP)가 공진 압(VP)의 상을 앞서게 되

어 하드 스 칭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림 1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  변압기 1, 2차측 커 러 권

선 간 공극 간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비  변압기 

1, 2차측 커 러 권선 간 공극이 증가(50mm→60mm)하

게 되면, 설 인덕턴스(Ll1, Ll2)가 증가해, 그림 12(a)의 

두 번째 공진 주 수(fr6)가 감소하게 되지만, 스 칭 주

수(fs)가 공진 주 수(fr6)보다 높은 주 수에서 스 칭 

동작되기 때문에 단자 압(VP)에 비해 공진 류(IP)가 

지연되어 스 칭 소자가 소 트 스 칭 동작되는 역

이다. 하지만 비  변압기 1, 2차측 커 러 간 공극이 

(a) 60 mm air-gap (k = 0.286)

(b) 50 mm air-gap (k = 0.325)

(c) 40 mm air-gap (k = 0.396)

Fig. 12. Gain Characteristics of series-series compensation resonant circuit due to load conditions and air-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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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erating mode in the interval t0-1–t1

(b) Operating mode in the interval t4–t5

(c) Operating waveforms of gate signals (Q1–Q4), boost 

inductor currents (IB)/Voltages (VLB), the primary 

voltage/current (VP/IP), and Q2 Voltage/Current (VQ2/IQ2),

Q3 Voltage/Current (VQ3/IQ3)

Fig. 13. Operating modes and waveforms of proposed 

converter when the leading current in the primary is 

flowing.

감소(50mm→40mm)하게 되면, 설 인덕턴스(Ll1, Ll2) 

감소로 인해 두 번째 공진 주 수(fr4)가 증가하게 되어 

그림 12(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부하 시 이득 특성의 

기울기가 음(-)이 되어 단자 압(VP)에 비해 공진 류

(IP)가 앞서게 되므로 하드 스 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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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하지만 제안된 단일 력단 AC-DC 컨버터는 공극의 

범 (50mm→40mm)가 어들어 공진 류(IP)가 공진 

압(VP)보다 앞서는 상황에서도 그림 13(a)와 그림 

13(b)에 나타낸 동작 모드(t0-1–t1, t4–t5)에서처럼 승압 

인덕터(LB)의 리셋 류(IB)에 의한 승압 인덕터 압

(VLB)과 교류 입력 압의 1/2인(VAC/2) 입력 필터 커패

시터 압(VCFa, VCFb)의 합 압(VLB+VAC/2)에 의해 스

칭 소자(Q3 는 Q2)의 역병렬 다이오드에 부 류가 

흐르지 않도록 역바이어스 압이 인가되어 소 트 스

칭 동작된다. 

따라서 단자 압(VP)보다 앞서 흐르던 공진 류(IP)

는 동작 모드 구간(t0-1–t1) 단자 a를 기 으로 승압 인

덕터 압(VLB)과 입력 필터 커패시터 압(VCFb)의 합 

압(-VLB-VCFb(-VAC/2))에 의해 스 칭 소자 Q3이 역

바이어스 되어 역병렬 다이오드를 통해 앞선 공진 류

(IP)가 흐르지 못하고, 승압 인덕터 LB→공진 커패시터

(Cr1)→비  변압기 1차측→커패시터(CB2)→순환 다이

오드(D2)→링크 커패시터(C2)→입력정류 다이오드→입력 

필터 커패시터 CFb→승압 인덕터 LB의 류 경로와 승

압 인덕터 LB→스 칭 소자 Q2의 역병렬 다이오드→

라잉 커패시터(CB)→순환 다이오드(D2)→링크 커패시터

(C2)→입력정류 다이오드→입력 필터 커패시터 CFb→승

압 인덕터 LB의 류 경로로 흐르고 있으므로 t0시 에

서 스 칭 소자 Q2가 턴-온 시 압 스 칭 된다.

동작 모드 구간(t4-t5)에서는 단자 a를 기 으로 승압 

인덕터 압(VLB)과 입력 필터 커패시터 압(VCFa)의 

합 압(VLB+VCFa(VAC/2))이 스 칭 소자 Q2에 역바이어

스 인가됨으로 역병렬 다이오드를 통해 앞선 공진 류

(IP)가 흐르지 못하고, 비  변압기 1차측→공진 커패

시터(Cr1)→승압 인덕터 LB→입력 필터 커패시터 CFa→

입력정류 다이오드→링크 커패시터(C1)→순환 다이오드

(D1)→커패시터(CB1)→비  변압기 1차측으로 흐르는 

류 경로와 승압 인덕터 LB→입력 필터 커패시터 CFa

→입력정류 다이오드→링크 커패시터(C1)→순환 다이오

드(D1)→ 라잉 커패시터(CB)→스 칭 소자 Q3의 역병렬 

다이오드→승압 인덕터 LB의 류 경로로 흐르므로 t5 

시 에서 스 칭 소자 Q3는 압 스 칭되며 비  

변압기 1, 2차측 커 러 권선 간 공극 변화에 강인성을 

갖고 동작될 수 있다. 

3. 실험 결과

그림 14와 표 1,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극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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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Loosely coupled transformer coupler for wireless 

power transfer.

TABLE I

PARAMETERS OF THE LOOSELY COUPLED 

TRANSFORMER FOR WPT

Core Size 300 mm×200 mm×4 mm

Transformer Ratio n (N1/N2) = 2.5

Conditions of Air-gap 40 mm 50 mm 60 mm

Pri. Self Inductance 
(LP)

65.50 uH 63.25 uH 62.29 uH

Sec. Self Inductance 
(LS)

15.14 uH 14.94 uH 14.98 uH

Magnetizing 
Inductance (Lm)

31.16 uH 24.99 uH 21.83 uH

Pri. Leakage 
Inductance (Ll1)

34.34 uH 38.26 uH 40.46 uH

Sec. Leakage 
Inductance (Ll2)

10.15 uH 10.94 uH 11.49 uH

Coupling Coefficient 
(k)

0.396 0.325 0.286

Resonance Frequency
(fr4, fr5, fr6)

90.5 kHz 85 kHz 83.2 kHz

Resonant Capacitor 
(Cr1/Cr2)

90.76 nF/320 nF

정렬(Misalignment: 0mm) 기 에서 측정된 라미터와 

공진 커패시터(Cr1: 90.76nF, Cr2: 320nF)를 사용해 1kW 

단일 력단 AC-DC 컨버터 시제품을 제작하여 넓은 공

극 범 (Air-gap: 40–60mm)에서도 강인성을 갖고 출력 

압 범 (VO: 39–54VDC)로 제어 가능함을 보 다. 마이

크로칩사 dsPIC33FJ16GS502 16bit DSP를 통해 85kHz 

고정주 수에서 상제어(Dp)를 통해 출력 압(Vo)을 

제어하 다.

그림 15와 그림 16, 그리고 그림 17과 그림 18은 공극 

50mm  정렬 조건에서 경부하 39VDC/75W와 정격 부

하 1kW  각 출력 압(VO: 39VDC/48VDC/54VDC) 제어 

동작 조건에서 제안된 컨버터의 PFC단 승압 인덕터 류

(IB), 교류 입력 압(VAC), 입력 류(Ia), 링크 압

(VLink)  공진 탱크 회로의 1차측 압(VP), 류(IP)와 

2차측 압(VS), 류(IS)를 측정하여 나타냈다. 

TABLE Ⅱ

MAIN INPUT/OUTPUT SPECIFICATIONS AND THE 

USED DEVICES

Major 
Ratings

AC input line voltage 
(VAC)

220 Vrms

Output voltage (Vo)/
output power (Po)

39–54 VDC/1 kW

Switching/resonance 
frequency (fs/fr5)

85 kHz/85 kHz

Used 
Devices

Switching devices 
(Q1–Q4)

UJ3C065030KS
[650 V/85 A/27 mΩ/SIC]

Circulating diodes
(D1, D2)

UJ3D06560KSD
[650 V/60 A/1.5 V/SIC]

Input rectifier diodes
GP2D050A120B

[1200 V/50 A/1.4 V/SIC]

Paramet
ers

Output diodes
63CPQ100

[100 V/60 A/0.64 V]

LFa,LFb/LB
6.9 mH [DKIH-3242- 
160Q-NK]/20.79 uH

C1,C2/CB,CB1,CB2,CFa,CFb 1500 uF/3.3 uF

 

(a)

Ch1: 200 V/div, Ch2: 6 A/div,

Ch3: 200 V/div,

Ch4: 20 A/div, 5 ms/div

 

(b)

Ch1: 100 V/div, Ch2: 10 A/div,

Ch3: 50 V/div,

Ch4: 50 A/div, 2 us/div

Fig. 15. Experimental waveforms of (a) the PFC circuit and 

(b) the current/voltage across the loosely coupled 

transformer’s primary and secondary [50 mm/39 VDC/75 W].

(a) 

Ch1: 200 V/div, Ch2: 6 A/div,

Ch3: 200 V/div,

Ch4: 20 A/div, 5 ms/div

 

(b)

Ch1: 100 V/div, Ch2: 10 A/div,

Ch3: 50 V/div,

Ch4: 25 A/div, 2 us/div

Fig. 16. Experimental waveforms of (a) the PFC circuit and 

(b) the current/voltage across the loosely coupled transformer’s 

primary and secondary [50 mm/39 VDC/1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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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1: 200 V/div, Ch2: 6 A/div, 

Ch3: 200 V/div,

Ch4: 20 A/div, 5 ms/div 

 

(b)

Ch1: 100 V/div, Ch2: 10 A/div,

Ch3: 50 V/div,

Ch4: 25 A/div, 2 us/div

Fig. 17. Experimental waveforms of (a) the PFC circuit and 

(b) the current/voltage across the loosely coupled 

transformer’s primary and secondary [50 mm/48 VDC/1 

kW].

(a)

Ch1: 200 V/div, Ch2: 6 A/div, 

Ch3: 200 V/div,

Ch4: 20 A/div, 5 ms/div

 

(b)

Ch1: 100 V/div, Ch2: 10 A/div,

Ch3: 50 V/div,

Ch4: 25 A/div, 2 us/div

Fig. 18. Experimental waveforms of (a) the PFC circuit and 

(b) the current/voltage across the loosely coupled 

transformer’s primary and secondary [50 mm/54 VDC/1 

kW].

실험 동작 형으로부터 PFC단 승압 인덕터(IB) 류

가 모든 출력 압(Vo) 제어 범 (VO: 39–54VDC)에서 

불연속 모드(DCM)로 동작되어 입력 역률(PF)  입력 

류 형(Ia)이 개선됨을 볼 수 있고, 무선 력 송을 

한 직렬-직렬(SS) 공진 보상 회로에 인가되는 구형  

압(VP)과 류 형(IP)을 보면 상 제어(Dp)에 따라 

링크 압(VLink) 가변에 응하여 출력 압(VO)이 제어

되고, 1차측 스 칭 소자들은 모두 압 스 칭(ZVS)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비  변압기 1, 2차측 권선 간 공극이 40mm, 

39VDC/1kW 부하 조건에서 그림 19(a)와 그림 19(b)의 실

험 형에서 보면 승압 인덕터(LB)의 리셋 류(IB)에 의

한 승압 인덕터 압(VLB)과 입력 필터 커패시터(VCFa, 

VCFb) 압의 합 압(t0-1–t1: -VCFb-VLB, t4–t5: VCFa+VLB)

에 의해 각 스 칭 소자 동작 이 구간(t0-1–t1, t4–t5)에 

스 칭 소자(Q3 는 Q2)의 역병렬 다이오드에 부 류가 

흐르지 않도록 역바이어스 인가되어 소 트 스 칭 동작

됨을 볼 수 있다. 

그림 20은 가장 높은 출력 압(Vo) 54VDC 제어 조건

에서 무선 력 송을 한 비  변압기 1, 2차 커 러 

            (a)                         (b)

Ch1: 100 V/div, Ch2: 10 A/div, Ch3: 250 V/div,

Ch4: 15 A/div, 2 us/div

Fig. 19. Experimental waveforms of (a) VP/IP and 

VLB+VCFb/IB, (b) VP/IP and VLB+VCFa/IB when the leading 

current in the primary is flowing, in conditions of the 

air-gap 40 mm and misalignment 0 mm, 39 VDC/1 kW.

Fig. 20. Link voltage (VLink)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ange of air gap (40, 50, 60 mm) between the primary and 

secondary of the coupler under the output voltage (Vo) 54 

VDC control condition.

간 공극(40, 50, 60mm) 조건에서 부하 변화에 따른 링크 

압(VLink) 실험 측정값을 나타냈다. 공극 간격  링크 

압(VLink) 제어 범 (600V) 설정을 해 승압 인덕터

(LB)값을 20uH로 결정하 던 그림 10의 시뮬 이션 결과

와 그림 20의 실험 측정값과 유사한 동작 특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그림 2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  변압기 1, 2차

측 커 러 사이 공극 40mm/54VDC/1kW에서 효율은 

89.39%이었고, 50mm/54VDC/1kW에서는 89.00%, 60mm/ 

54VDC/1kW에서는 88.03%의 효율특성을 얻었다. 최  효

율은 40mm/54VDC/500W 실험에서 91.47%, 공극 60mm/ 

54VDC/75W에서는 70.45%로 가장 낮은 효율특성을 얻었

다. 하지만 기 발표된 무선 력 송을 한 단일 력

단 AC-DC 컨버터[5].[6]의 경우 20% 부하 이하의 경부하 

조건에서는 최소 듀티 제어에 따라 하드 스 칭 등 불안

한 동작을 하지만, 본 제안 컨버터의 경우 듀티 제어가 

아닌 상제어(Dp)를 통해 단자 압(Vp)에 항상 구형  

압이 인가되므로 무부하까지도 소 트 스 칭 동작된다. 

한 그림 21(b)에 나타낸 입력 역률(PF)  고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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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1. (a) Efficiency and (b) input power factor (PF) and 

THDi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single stage AC-DC 

converter for WPT with 50 mm air-gap.

형률(THDi)도 출력 용량 250W 이상에서 입력 역률(PF)

은 95% 이상이며 고조  왜형률(THDi)은 28% 이하인 

것을 확인하 으며, 60mm/48VDC, 1kW 정격 부하 조건

에서 7.07%의 가장 낮은 THDi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기 발표된 정격 부하에서 무선 력 송을 한 단일 

력단 AC-DC 컨버터[6]의 입력 역률(PF, 0.98)   고

조  왜형율(THDi, 16%)보다 더 개선된 동작 특성을 보

여 을 알 수 있다. 

본 실험 결과 측정을 해 입력 AC 원으로 ES2000S 

 자 부하(63202, Chroma, 2.6kW)와 항 부하(1.6–

20Ω), 력 메타(PW3390)를 용하여 제안된 무선 력 

송을 한 단일 력단 AC-DC 컨버터의 동작 특성을 

검증하 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무선 력 송 단일 력단 

AC-DC 컨버터에 한 설계  주회로 동작 특성을 분

석하 으며, 1kW 시제 실험을 통해 1, 2차측 권선 간 

공극(40–60mm)과 넓은 출력 압 범 (39–54VDC) 조

건에서 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특히, 공극(40mm) 

1kW 부하에서 공진 류(IP)가 단자 압(VP)보다 앞서

는 상황에도 압 스 칭 동작됨을 확인하 고, 정격 

부하 조건에서 고조  왜형률(THDi)  입력 역률

(PF)도 개선됨을 확인하 다.

  이 논문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

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GV 무선 력 송 충  시스템 상용화 기반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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