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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 용 IH(Induction Heating) 쿡탑은 높은 가열 성능 

 안 성 등의 장 으로 다수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

스 인지  하이라이트를 체하고 있다[1],[2]. IH 쿡탑

은 All-metal, flexible cooking zone과 같은 기능들을 

추가로 탑재하여 사용자들에게 더욱이 편의성을 제공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방 디자인  공간 효율성 개선

을 목 으로 한 고 도 설계 련 연구  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3],[4].

일반 인 3200[W]  IH 쿡탑의 경우 가격 효율성  

Fig. 1. FB-SRC based IH cooktop system.

 구성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정류기, 하  릿지

(Half-Bridge, HB) 인버터, 등가 항()과 등가 인덕

턴스()로 투 되어 나타낼 수 있는 워킹 코일  용

기로 구성된 HB-SRC(HB-Series Resonant Converter) 

토폴로지를 주로 용한다[5],[6]. 하지만 HB-SRC 토폴로

지의 경우 220[Vrms] 정류 압 조건에서 최  력 약 

3200[W]를 만족하기 한 최  등가 임피던스(max)가 

2–3[Ω] 수 으로 낮게 제한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상 으로 높은 공진 류()에 의해 력 변환장치의 

손실  발열이 증가할 수 있어 방열 설비로 인한 고 도 

설계가 제한되는 어려움을 갖는다. 따라서 방열 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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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equency power control method (FCM) in SRC 

based IH system.

Parmeters Value [Unit]

Input voltage 220 [Vrms]

Maximum input current 18 [Arms]

Input line frequency 60 [Hz]

Maximum power 3200 [W]

TABLE I

SYSTEM DESIGN PARAMETERS

부피를 감하기 해 HB-SRC 토폴로지에 비해 max

를 증가시킬 수 있는 토폴로지의 선정이 요구된다. 

력변환장치의 부피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max를 증가시

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본 논문은 그림 1과 같은 

FB-SRC (Full Bridge-SRC) 토폴로지 기반 IH 쿡탑 

시스템을 제안한다. FB-SRC 토폴로지를 용하는 경

우 공진 네트워크 입력 압()을 HB-SRC 비 2

배 증가시킬 수 있어 동일 력 조건을 만족하기 한 

max를 HB-SRC에 비해 3⎼4배 수  높게 가져갈 수 

있다. 따라서 HB-SRC 토폴로지 용 시에 비해 의 

크기를 감할 수 있어 방열 설비의 부피를 일 수 있

는 장 을 가진다. 하지만 FB-SRC 토폴로지를 용할 

경우 높은 max  값을 갖는 주 수 역에서 IH 쿡탑을 

동작시켜야 한다. 

일반 인 SRC 토폴로지 기반 IH 시스템은 주 수 제

어를 통한 력 제어(Frequency Power Control Method, 

FCM)를 수행한다[7]. 특히 그림 2에서와 같이 최  주

수() 조건에서 용기를 감지 후 주 수 제어를 수행하

므로 동작 주 수 역이 더욱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가 기기에 용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의 사양  신뢰성 등의 이유로 동작 주 수 역이 제

한되는 경우 FB-SRC 토폴로지를 용할 수 없는 단

을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B-SRC 기반 IH 쿡탑의 추가

인 력 제어 방안으로 상 천이 제어 방안(Phase 

Shift Power Control Method, PSCM)을 제안한다[8]. 제

안하는 제어 방안을 용 시 동작 주 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동등한 가열 성능을 유지하며 가열 동작을 수

행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해 최  동작 주 수가 

150[kHz]로 제한된 조건을 가정하여 PSIM 시뮬 이션

을 수행한다. 3200[W]  IH 쿡탑 로토타입을 설계 

0.12 [mm]/300

18 [Turns]

Front Back

Fig. 3. Working coil with 0.12 mm/300 Litz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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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quivalent parameters of working coil according to 

vessel size and frequency. (a)  , (b)  .

하여 용기 가열 시험을 진행한다. 시뮬 이션  실험 

결과를 토 로 제어 방안에 따른 가열 성능을 분석함으

로써 제안한 제어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2. 공진 네트워크 설계  시뮬 이션 검증

  2.1 FB-SRC 용 IH 시스템 공진 네트워크 설계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FB-SRC 

토폴로지 기반 IH 쿡탑 시스템의 설계를 수행한다. 동일

한 출력 조건에서 HB-SRC 토폴로지를 용 시 공진 

네트워크 입력 압의 기본  성분()과 최  

력을 만족하기 한 max는 식 (1), (2)를 통해 계

산할 수 있으며 FB-SRC 토폴로지를 용하는 경우 식 

(3), (4)를 통해 과 max를 각각 계산할 수 

있다. 식 (1)–(4)  표 1의 시스템 설계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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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frequency : 150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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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low chart of power control method to maintain 

boiling process.

HB-SRC의 max  계산 시 공진 주 수() 기  약 

3[Ω] 수 이다. 하지만 FB-SRC의 max  계산 시   

기  약 10–12[Ω] 수 으로 max가 약 4배 증가하여   

감을 통한 력 반도체 소자 손실 감 효과와 방열 

설비 부피 감을 기 할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설계된 워킹 코일에 다양한 크기의 용

기를 올려 주 수에 따른    를 측정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앞서 계산된 max  값 10[Ω]은 IH 시

스템이 에서 동작하는 것을 고려하여 계산한 값이다. 

실제 동작 시에는 보다 높은 주 수 역에서 시스템

이 동작하기 때문에 표 1의 최  력을 만족하기 해

서는 가 앞서 계산한 max에 비해 낮은 값을 갖

는 주 수에서 공진 네트워크를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에서 약 5–7[Ω] 수 의 를 갖도록 설계하 으며 

그림 4를 통해 이때의 는 120[kHz] 수 인 것을 

Fig. 6. Switching signals and Vpole waveform of FB-SRC 

IH system with phase shift duty control.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공진 커패시턴스()는 max

를 고려한 주 수 역  다양한 용기 조건에서 해당 

주 수 역의 을 고려하여 식 (5)를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은 88[nF]으로 설계한다. 

     





  (1)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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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max 





×ma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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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PSCM 용 필요성 검토  제어 알고리즘

FB-SRC가 용된 IH 시스템은 HB-SRC 비 증가

된 max  조건에서 동일 출력 만족할 수 있다. 하지만 

FB-SRC 용 시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동작 주

수 역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설계한 FB-SRC 기

반 IH 시스템에서 기존 FCM을 통한 력 제어 시 약 

400[W] 수 의 부하 조건 만족을 한 주 수 역 범

가 400[kHz] 이상으로 높게 증가하게 되어 일부 

MCU의 경우 사양 등의 이유로 인해 력 제어가 어려

울 수 있는 단 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

 동작 주 수가 제한된 조건에서의 력 제어 방안으

로 PSCM 방안을 제안하며 상한 주 수가 150[kHz]로 

가정된 경우 제안하는 제어 방법의 순서도는 그림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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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imulation waveforms of   and   according to output power and power control method.

같다. 기 동작 시 를 150[kHz]로 고정하여 유효 듀

티() 조 을 통한 력 제어를 수행한다.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 주 수 조건에서 변화하는 

에 따라서 가 증가 혹은 감소한다. 따라서 공진 

네트워크에 입력되는 압을 가변시켜 FCM 기  

150[kHz] 이상의 주 수 역에 해당하는 구간의 력 

제어 수행이 가능하다. 이때 가 최 치에 도달하여

도 지령 출력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150[kHz]의   

조건에서부터 기존 IH 쿡탑들과 동일하게 그림 2와 같

은 FCM을 통한 력 제어를 수행한다. 

  2.3 시뮬 이션을 통한 동작 검증

본 에서는 앞서 언 한 것처럼 최  를 

150[kHz]로 가정하고 PSIM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설

계한 IH 시스템의 정상 동작을 확인한다. 이때 제어 방

안에 따른 성능 평가를 하여 기존 FCM만 용한 방

안과 PSCM을 용한 두 제어 방안에 해 모두 시뮬

이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7(a)–(c)와 같

다.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해 FCM 용 시 가 감소

할수록 입력 력이 증가하여 지령 력을 출력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그림 7(b)를 통해 400[W]의 경

부하 출력을 만족하기 한 는 430[kHz]까지 증가하

는 것 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제안하는 PSCM 방안 

용 시 그림 7(a)에서 2000[W] 이상 조건에서는 가용  

 

Device IPW65R080CFD

Type 


 [V] 

 [V] 

  [Ω] 


 [V]

Si 700 43.3 0.08 0.9

Device C3M0045065K

Type 


 [V] 

 [V] 

  [Ω] 


 [V]

SiC 650 49 0.045 4.8

TABLE Ⅱ

POWER SEMICONDUCTOR AND PARAMETERS 

주 수 범  내에서 동작하여 FCM을 수행하며 이후 그

림 7(c)와 같이 가 최  주 수 150[kHz]에 도달했을 

때   제어를 통한 PSCM 력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다.

3. 제어 방안에 따른 가열 성능 분석  검증

  3.1 손실 분석을 한 력 반도체 소자 선정

본 에서는 제안하는 제어 방안의 타당성을 분석하

기 해 IH 쿡탑의 력 제어 방안에 따른 각 손실  

효율을 정량 으로 비교 분석한다. FCM만을 용할 경

우 경부하 동작 시 400[kHz] 이상의 높은 주 수 역

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 주로 용되는 Si 

기반 소자와 더불어 고주  동작 특성이 우수한 W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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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Power loss and Efficiency in HB-SRC IH system, (b) Power loss and Efficiency in FB-SRC I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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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ZVS-Turn ON waveform at switching device.

Parameter HB-SRC FB-SRC

  [kHz] 40 120

  [kHz] (@3200 [W]) 50 130

  [nF] 350 88

  [Arms] 33 18

TABLE Ⅲ

COMPARISON OF HB-SRC AND FB-SRC IH SYSTEM

 

소자 용을 고려해야 한다[9]-[11]. 반면 PSCM 용 시 

가 최  150[kHz] 이내로 제한되므로 Si 기반 소자 

용이 합하며 SiC 기반 소자 용 시 역병렬 다이오

드 특성 때문에 손실 측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따라

서 동등한 조건에서 제어 방안에 따른 효율  손실을 

비교 분석하기 해 Si 소자와 SiC 소자를 각각 용했

을 때의 손실을 도출하여 소자 종류에 따른 효율 향

을 확인한다. 이를 해 Si 소자로는 Infinieon 社의 

IPW650R080CFD와 SiC 소자로는 Cree 社의 

C3M0045065K를 각각 선정하 으며 각 소자에 한 주

요 라미터는 표 2와 같다. 손실 분석에 앞서 FB-SRC 

IH 시스템에서 다양한 손실이 발생하나 본 논문에서는 

력 반도체 소자의 도통 손실(), 스 칭 손실(), 

역병렬 다이오드 도통 손실()의 주요 손실만을 고

려하며 각 손실은 식 (6)–(8)을 통해 구할 수 있다[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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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Junction temperature of switch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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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FCM  PSCM을 용한 IH 시스템의 력 반도

체 소자의 경우 그림 9와 같이 ZVS(Zero Voltage 

Switching)-Turn ON을 통한 소 트 스 칭을 하기 때

문에 Turn OFF 시의 만을 고려한다. 한 손실  

효율 비교 분석은 FCM 기  150[kHz] 이상 를 요구

하는 2000[W] 이하 조건만 고려하여 진행한다.

  3.2 FB-SRC 토폴로지 타당성 검증

력 제어 방안에 따른 손실 분석에 앞서 앞 에서 

선정한 FB-SRC 토폴로지의 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HB-SRC 토폴로지를 용했을 경우와 효율  

력 도를 각각 비교 분석한다. 이를 해 그림 4의 등

가 라미터 특성을 보이는 워킹 코일을 용하여 최  

출력 3200[W]의 HB-SRC를 설계한다. 2.1 에서 언 한 

것처럼 HB-SRC 토폴로지의 가 FB-SRC 토폴

로지의 에 비해 반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max  조건은 max에 비해 4배 감소한다. 따라서 

그림 4의 등가 라미터를 참고하여 약 3[Ω] 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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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를 만족하도록 를 40[kHz] 수 으로 선정하

으며 그에 따라 선정된 는 350[nF]이다. 토폴로지에 

따른 설계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주요 출력에 한 손

실  효율 분석 결과는 각각 그림 8(a), (b)와 같다. 이

때 손실  효율 분석에는 3.1 에서 선정한 SiC 소자의 

라미터를 용했으며 HB-SRC 기반 IH 시스템의 경

우 상 천이 제어 방법을 용할 수 없기 때문에 FCM

만을 용하 다. HB-SRC 토폴로지 용 시 800[W] 

 경부하에서는 효율 측면에서 FB-SRC에 비해 약 

0.3% 앞서나 력 반도체 소자의 주요 손실 차이는 

3[W] 수 으로 크지 않다. 반면에 FB-SRC 토폴로지 

용 시 출력이 증가할수록 손실과 효율 측면에서 평균 

0.3% 수  개선 효과가 있다. 최  부하 3200[W] 기  

HB-SRC의 는 약 33[Arms] 수 이나 FB-SRC의 경우 

약 18[Arms] 수 으로 약 2배 감소한다. FB-SRC 용 

시 HB-SRC에 비해 가 증가하여 가 증가하지만 

이 감소하는 향이 더 크기 때문에   증가량에 비

해 가 많이 감소하여 최  부하 기  약 0.5% 력 

반도체 효율 개선 효과를 보인다. 선정한 SiC 소자의 데

이터 시트를 참고하여 부하와 토폴로지에 따른 소자 온

도를 계산한 결과는 그림 10과 같으며 FB-SRC 용 

시의 소자 온도는 HB-SRC 비 반 수 으로 감소한

다. 따라서 FB-SRC 용 시 력 반도체 소자에서 발

생하는 손실 감을 통해 소자 온도가 감소하여 

HB-SRC 토폴로지가 용되는 기존 IH 시스템의 방열

 부피에 비 방열 의 부피를 약 60%를 감할 수 

있다. 한 FB-SRC 용 시 가 증가하는 향으로 

인해 과 같은 수동 소자 부피도 추가 으로 감할 

수 있어 시스템의 력 도를 약 2.5배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FB-SRC 용 시 1600[W] 이상 부하에서 효율 

증가 효과와 더불어 방열부  수동 소자 부피 감에 

따른 력 도 개선 효과를 통해 토폴로지 용 타당성

을 확인하 다.

  3.3 소자 종류  제어 방안에 따른 손실 분석

Si 소자 용 시 제어 방안에 따른 력 반도체 주요 

손실  효율은 각각 그림 11(a), (b)와 같다. 그림 11(a)

의 손실 경향에 따르면 는 제어 방안에 상 없이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다. FCM 용 시 150[kHz]에서 동작하는 PSCM에 비

해 더 높은 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가 더 크다. 

PSCM를 용했을 때 부분의 출력 구간에서 FCM에 

비해 역병렬 다이오드를 통한 환류 구간이 길어 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출력에 따른 분석 결과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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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 Power loss, (b) Efficiency with Si based power semiconductor according to power control method, (c) Power loss, 

(d) Efficiency with SiC based power semiconductor according to power contro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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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 용 시 800[W]까지의 경부하 역에서는 FCM 

방안이 PSCM 방안에 비해 최  430[kHz] 수 의 높은 

  역에서 동작하여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의 향

이 와 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력 손실이 크

다. 반면 출력이 증가할수록 은 낮아지기 때문에   

손실 비 은 감소하고 도통 류 크기가 증가하여 
의 향이 커진다. 1200[W] 이상 출력이 증가할 때 
가 체 손실에 한 비 이 증가하며 특히 1600–

2000[W] 출력 조건에서는 FCM 용 시 PSCM 용 

시보다 의 크기가 작고 역병렬 다이오드를 통한 환

류 구간이 짧아   한 감소하여 효율이 약 0.06% 

수  크게 나타난다.

SiC 소자 용 시 각 제어 방안에 따른 력 반도체 

주요 손실과 효율 그래 는 각각 그림 11(c), (d)와 같

다. SiC 소자는 스 칭  도통 특성이 Si 소자에 비해 

우수한 장 을 가진다. 이는 그림 11(b)와 그림 11(d)를 

비교했을 때 SiC 소자 용 시 Si 소자 용 시보다 동

일 출력에서 와 가 감소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SiC 소자의 경우 표 2의 SiC 소자의 

주요 라미터에서 역병렬 다이오드 특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향이 Si 소자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력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체 손실의 경우 FCM 비 

PSCM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400[W] 출력에

서는 FCM 용 시 높은 에 의한   증가 향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효율 측면에서는 PSCM을 

용했을 경우가 약 0.88% 높다. 800[W] 출력 역으로부

터 시스템 도통 류가 증가하여 는 출력에 비례하

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그림 4(a)의 는 주

수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여 주 수가 

150[kHz] 고정된 PSCM의 경우 등가 임피던스가 더 높

은 주 수에서 동작하는 FCM 비 도통 류가 증가하

기 때문에 가 FCM 용 시보다 크다. 의 경우 

Si 소자 용 시와 마찬가지로 상 으로 높은 에서 

동작하는 FCM에서 출력 부하에 무 하게 더 큰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1600[W] 출력 부하까지는 에 의한 

손실 증가에 따른 효율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며 

PSCM 용 시 800–1600[W]에서 약 0.2–0.25% 수  

효율이 감소한다. 반면에 2000[W] 출력 시 도통 류 

증가에 따른   증가가   증가 향보다 크게 나

타나며 이에 따라 약 0.09% 수  효율이 감소한다. 

그림 11을 통해 제어 방안에 따른 손실  효율 차이

를 분석한 결과 400[W] 출력 역에서는 Si 소자 용 

기  최  3.3% 수  효율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800[W] 이상 주 사용 출력 조건에서는 력 반도체 소

자 종류에 상 없이 제어 방안에 따른 효율 차이는 최

 0.25% 수 으로 차이가 매우 근소함을 확인하 다. 

따라서 주 수 제한 조건에서 PSCM을 용 시 기존 

FCM 제어 방안과 유사한 가열 성능을 상할 수 있다.

Fig. 12. Test-bed of FB-SRC IH system.

Vpole (350V/div.)

Ir (20A/div.)

Power : 3200 [W]  FCM @ fsw = 129 [kHz] 2us/div.

Fig. 13. Experimental result at 3200 [W] (FCM).

Si  SiC 소자 용에 따른 분석 결과 제어 방안의 차

이는 부하에 따라 약 0.2–1.3% 수 의 효율 차이가 발

생할 뿐 손실  효율 양상은 동일하다. 2000[W] 이하 

출력에서는 두 소자 간의 효율 경향은 유사하나 SiC 소

자 용 시 제어 방안에 따라 최  1% 수  효율 차이

를 보인다. 하지만 출력이 증가할수록 Si 소자 비 SiC 

소자 용 시 최  0.6% 수  효율 증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제어 방법을 용한 IH 시스

템 설계 시 가격/효율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력반도체

소자 선정이 요구된다.

  3.4 실험 결과를 통한 분석  하드웨어 검증

본 에서는 제어 방안에 따른 가열 성능을 평가함으

로서 제안한 제어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성능 평가

는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Standard) 60335-2-9 규격을 기 으로 수행된다[14]. 본 

논문의 가열 실험에는 180[mm] 규격 용기를 용하

으며 [14]를 참고하여 1.6[L]의 수부하 조건에서 가열시

험을 진행하 다. 한, 제어 방안에 따른 가열 시간 측

정을 통해 열 달 효율을 비교하 다. 이때 SiC 소자가 

Si 소자에 비해 시스템 효율이 반 으로 상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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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ole (350V/div.)

Ir (20A/div.)

Power : 1600 [W]  FCM @ fsw = 156 [kHz] 2us/div.

(a) 

Vpole (350V/div.)

Ir (20A/div.)

Power : 1600 [W]  PSCM @ fsw = 150 [kHz] 2us/div.

(b)

Fig. 14. Experimental waveforms at 1600 [W] according to 

power control method. (a) FCM, (b) PSCM.

Vpole (200V/div.)

Ir (20A/div.)

Power : 400 [W]  PSCM @ fsw = 150 [kHz] 1us/div.

ZVS-Turn ON

Fig. 15. Experimental result at 400 [W] (PSCM).

Vessel Diameter: 180 [mm], Quantity of Water: 1.6 [L]

Power [W] Power Control Method Boiling Time 

800
FCM 9 min 24 sec

PSCM 9 min 36 sec

1600
FCM 4 min 39 sec

PSCM 4 min 55 sec

TABLE Ⅳ

BOILING SPEED TEST RESULT

이 과 제어 방안에 따른 최    역이 150[kHz]에

서 430[kHz]까지 상이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고주

 특성이 유리한 SiC 소자를 용하 다. 따라서 SiC 

소자 기반 그림 1과 같은 토폴로지의 3200[W] 로토타

입을 제작하 으며 그림 12과 같이 테스트베드

(Test-bed)를 구성하 다. Test-bed는 MCU를 포함한 

FB 인버터 보드와 워킹 코일, 규격 용기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림 13을 통해 Test-bed의 Boiling Test 시 최  

출력 3200[W]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 으며, 그림 14(a)

는 FCM을 통한 1600[W] 출력 형을 보여주며 그림 

14(b)는 PSCM을 통한 1600[W] 출력 형을 보여 다. 

그림 15는 400[W] 출력 조건에서 PSCM을 통한 정상 

동작 형을 보여주며 력 반도체 소자의 ZVS-Turn 

ON 소 트 스 칭 동작 수행을 확인할 수 있다. 

800[W]  1600[W] 출력에서 제어 방안에 따라 Boiling 

Speed Test를 실행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실험 결과 

두 출력에서 제어 방안에 따른 가열 시간 차이는 12–

16  수 으로 근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설계한 FB-SRC IH 시스템에서 제안한 PSCM을 

용했을 때와 기존 FCM 용 시의 열 달 효율이 유

사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작 주 수가 제한

된 조건에서 제안하는 PSCM 용 시 기존과 유사한 

가열 성능을 갖는 것을 확인하 으며 제어 방안 용 

타당성을 검증하 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용 주 수 제한 조건에서 IH 시스템

의 추가 인 력 제어 방안으로 PSCM 방안을 제시하

다. 동작 주 수 역에 따른 워킹 코일의 등가 라

미터를 고려하여 FB-SRC 기반 IH 시스템을 설계하

으며 시뮬 이션을 통해 각 제어 방안 용 시 설계한 

시스템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 다. 한 제어 방안 용 

타당성 검증을 해 Si  SiC 력 반도체 소자와 출

력 제어 방안에 따른 각 손실  효율 분석을 진행하

다. 시뮬 이션 분석 결과 주 사용 출력 역에서 기존 

FCM 방안 비 0.25%의 효율 차이를 보여 제시한 

PSCM의 용 가능성을 확인하 으며 이를 검증하기 

해 3200[W]  로토타입을 제작하 다. 기존 FCM과 

제안한 PSCM의 Boiling Speed Test 결과를 통해 

PSCM 제어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

원으로 한국에 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 (20212020800020, 통합형 최 설계 

랫폼 기반 고효율 력변환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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