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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리드 라이트 유니트와 아이씨 카드상에 형성된 루프 안테나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추가 
형성하여 두 루프 안테나간의 상호 인덕턴스 값을 높혀 RF 신호를 증폭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리드 라이트 유니트상에 또는 아이씨 카드상에 또는 리드 라이트 유니트와 아
이씨 카드의 각각에 또는 아이씨 카드를 내장할 수 있는 비금속 외장 케이스상에 적어도 하나 이상 형성하되, 리드 라이
트 유니트 또는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상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칩 특성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형성함으로서 종래의 
제작상 많은 제약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로서 리드 라이트 유니트와 아이씨 카드의 안테나 간의 상호 인덕턴스(상호 
유도계수) 값을 증가시킬 수 있어 인식거리를 10 센티미터 이상으로 높일수 있다.

또한 종래 두 루프 안테나간에 존재하던 콘덴서 용량값 C0 에 의해 두 루프 안테나간의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 각각의 안
테나 임피던스가 변하여 특정 지점에서 데이터 인식이 안되던 것을, 본 발명에서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에 상기 
C0 값 변동에 따른 각 안테나의 임피던스 변화를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커플링 수단을 구비함으로서 데이터 인식을 안
정적으로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0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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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식 아이씨 카드 시스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 비접촉식, 아이씨 카드, 리드 라이트 유니트, 루프 안테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종래의 일반적인 비접촉식 리드 라이트 유니트의 구성도 이다.

도 2 는 종래의 일반적인 비접촉식 아이씨 카드의 구성도 이다.

도 3 은 도 2 에 의한 종래 아이씨 카드의 세부 구성도이다.

도 4 는 도 2 에 의한 아이씨 카드의 등가회로도 이다.

도 5 는 종래의 리드 라이트 유니트와 아이씨 카드간의 에너지 및 데이터 전송원리를 나타내는 도식도 이다.

도 6 은 본 발명에 의한 리드 라이트 유니트와 아이씨 카드간의 에너지 및 데이터 전송원리를 나타내는 도식도 이다.

도 7 은 본 발명에 의한 제 1 실시예로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와 동일 위상으로, 
동일 크기와, 동일 구조를 갖도록 형성한 경우이다.

도 8 은 본 발명에 의한 제 2 실시예로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와 수직 위상으로, 
동일 크기를 갖도록 형성한 경우이다.

도 9 는 본 발명에 의한 제 3 실시예로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지그재그 형태로 형성한 경우이다.

도 10 은 본 발명에 의한 제 4 실시예로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2중으로 형성한 경우이다.

도 11 은 도 10 에 의한 안테나 구조의 인식거리별 유도기전력 곡선 그레프이다.

도 12 는 본 발명에 의한 제 5 실시예로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능동소자(가변 용량 다이오드)에 연결하여 
형성한 경우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통한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의 RF 신호 증폭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중앙 연산 처리장치(CPU) 및 RF 증폭기 및 복조기 및 루프 안테나 및 루프 안테나 커플링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
어지는 리드 라이트 유니트(RWU: Read/Write Unit)와, 아이씨 칩 모듈 및 상기 아이씨 칩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루프 
안테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비접촉 아이씨 카드(IC card)간에 전자기 유도(RF)에 의해 비접촉 방식으로 데이터를 
읽고 기록하는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두 루프 안테나간의 상호 인덕턴스 값을 높혀 RF 신호를 증
폭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도 1 은 종래의 일반적인 비접촉식 리드 라이트 유니트의 구성도 이다.

 - 2 -



공개특허 특2002-0064451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리드 라이트 유니트는 중앙 연산 처리장치(CPU) 및 RF 증폭기 및 복조기 및 루프 안테나 및 
루프 안테나 커플링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리드 라이트 유니트는 안테나를 통하여 아이씨 카드를 비접촉 방식으
로 인식하며, 아이씨 카드의 아이씨 칩에 정보를 읽거나 기록하는 핵심부인 중앙 연산 처리장치는 예를 들어 13.56 메
가 헤르쯔(MHz) 신호의 변조와, 아이씨 카드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다시 받아 복조하는 복조회로를 제어한다.

안테나 커플링 수단은 안테나의 임피던스를 50 옴(Ohm)으로 맞추는 역할을 한다. 안테나와 아이씨 카드 사이의 거리
는 10 센티미터 이내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약 4 내지 7 센티미터 정도에 불과하다.

도 2 는 종래에 의한 일반적인 비접촉식 아이씨 카드의 구성도 이며, 도 3 은 도 2 에 의한 아이씨 카드의 세부 구성도
이다.

아이씨 카드의 내부 구성은 루프 안테나와 한개의 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터리는 내장되어 있지 않다. 도 3 의 아나
로그 인터페이스는 변조 및 복조기능과, 클럭 분리기능(clock separator), 파워 리셋기능, 정류기능, 전압 조절기능을 
수행한다.

도 4 는 도 2 에 의한 아이씨 카드의 등가회로도 이다.

도 4 를 참조하여 아이씨 카드의 동작특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는 하나의 코일로서 생각할 수 있다. 코일은 인덕턴스로 작용하지만 실제로 코일은 권선저항
과 분포용량이 존재하는 등가회로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도 4 의 등가회로의 공진 주파수는 아래 수학식 1과 같이 
구해진다.

수학식 1

Lcoil : 코일의 인덕턴스

Ccoil : 코일의 분포용량

Cpack : 팩의 분포용량

Cic : 아이씨 칩의 용량

Cmount : 마운트(아이씨 칩의 표면)의 분포용량

그러나 종래 비접촉식 아이씨 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즉, 코일의 인덕턴스는 3 내지 4.2 마이크로 헨리(μH)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수학식 2 로 정의되는 코일의 퀄러
티 인자(Quality Factor) Qcoil 은 30 내지 60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다.

수학식 2

이때 ω= 2πf 이며,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는 도 4 와 같은 그래프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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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도 5 를 참조하여 종래의 리드 라이트 유니트와 아이씨 카드간의 에너지 및 데이터 전송원리에 대해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도 5 는 종래의 리드 라이트 유니트와 아이씨 카드간의 에너지 및 데이터 전송원리를 나타내는 도식도 이다.

먼저 에너지 전송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도 5 의 Ⅰ 로 나타낸 리드 라이트의 안테나에 변화하는 전류 i 가 흐르게 되면, 전류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장이 형성되
며 이에 따라 자속수도 변화하므로 아이씨 카드의 안테나 Ⅱ 에 기전력이 유기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 하
며, 이때 발생된 기전력과 전류를 각각 유도 기전력 및 유도 전류라 한다.

상기와 같은 전자기 유도를 수학식으로 나타내면 수학식 3 과 같이 자속 φ가 변화할 때의 유도기전력 e 를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3

이때 코일을 n 번 감으면 쇄교 자속수는 n φ 가 되는데, 유도 기전력은 수학식 4 와 같이 n 에 비례해서 커지게 된다.

수학식 4

이러한 전자기 유도현상에 의해 아이씨 카드의 안테나에 유도된 기전력 및 전류는 아이씨 카드 칩의 아나로그 인터페이
스에 공급되어 정류기와 전압 조절기(voltage regulator)를 거쳐 DC 전원으로 변환된 후 칩 내부의 각 유니트에 동작
전원을 공급하게 된다.

다음으로 종래 리드 라이트 유니트와 아이씨 카드간의 데이터 전송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리드 라이트 유니트의 안테나에 변화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속의 일부는 아이씨 카드의 안테나와 쇄교하게 되어 아
이씨 카드의 안테나에 전류 i2 가 흐르게 된다. 상기 전류 i2 에 의한 자속의 일부는 다시 리드 라이트 유니트의 안테나와 
쇄교하게 되므로 서로 전자기 유도를 일으키게 되머 이를 상호 유도라 한다.

아이씨 카드의 안테나 전류에 의해 권수 n2 인 아이씨 카드 안테나로 자속 φ가 흐르게 되면 쇄교 자속수는 φ= n 2 φ가 
된다.

따라서 아이씨 카드의 안테나 유도기전력 e2 는 수학식 5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5

이때 M2 = n2 dφ/di1 이라면 e2 = -M2 di1 /dt (V) 가 된다.

한편 아이씨 카드의 안테나 전류 i2 에 의해 리드 라이트 유니트의 안테나에는 e1 = -M1 di2 /dt (V) 가 생기지만 M 1 과 
M2 는 전류의 크기에는 관계가 없고, 회로의 크기 및 주위의 매질 및 리드 라이트 유니트의 안테나와 아이씨 카드의 안
테나 사이의 상호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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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1 = M2 = M 이 되고, 서로 근거리에 있을수록 그 값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 이것을 리드 라이트 유니트의 안테
나와 아이씨 카드의 안테나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 또는 상호 유도계수라 한다.

또한 아이씨 카드 칩의 아날로그 인터페이스에는 변조기/복조기만 있고, 13.56 메가 헤르쯔 RF 증폭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송신이 불가능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리드 라이트 유니트의 안테나와 근거리(약 4 내지 7 센티미터)에 있
을때는 위의 상호유도작용에 의해 데이터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게된다.

    
이상과 같이 상호 유도작용을 감안하면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의 코일 권수를 n 회 더늘려서 감으면 아이씨 카드의 
안테나에 유기되는 기전력의 크기를 크게하여 인식거리를 높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아이씨 카드의 
칩 특성상 루프 안테나의 인덕턴스 Lcoil 값 및 용량 C 값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만약 루프 안테나의 코일 권수를 n 
회 더 늘려서 감아 Lcoil 값을 높히는 경우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에 흐르는 유도전류가 저하되어 오히려 칩에 전
력공급이 원할하지 않게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유도전류의 저하로 인한 자속의 감소로 인해 상호 인덕턴스가 감소되어 아이씨 카드의 안테나와 리드 라이트 유니
트의 안테나 사이의 인식거리가 감소되는 단점도 있다.

또한 아이씨 카드의 안테나와 리드 라이트 유니트의 안테나 사이에는 콘덴서 용량값 C0 가 존재하는데, C0 /d 에 의해 
서로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 C0 는 커지게 된다. 상기 C0 에 의해 서로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 각각의 안테나 임피던스가 
변하는데 이 변화로 인해 어느 한 지점에서의 데이터 인식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비접촉식 아이씨 카드 시스템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창안된 것으로서, 리드 라이트 유니
트와 아이씨 카드상에 형성된 루프 안테나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추가하여 두 루프 안테
나간의 상호 인덕턴스 값을 높혀 RF 신호를 증폭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서는 상기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 연산 처리장치(CPU) 및 RF 증폭기 및 복조기 및 루프 안테나 및 루
프 안테나 커플링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종래의 리드 라이트 유니트(RWU: Read/Write Unit)와, 아이씨 칩 모
듈 및 상기 아이씨 칩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루프 안테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종래의 비접촉 아이씨 카드(IC card)
간에 전자기 유도(RF)에 의해 비접촉 방식으로 데이터를 읽고 기록하는 종래의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상기 두 루프 안테나간의 상호 인덕턴스 값을 높혀 RF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상기 두 루프 안테나간의 상호 인덕턴스 값을 높혀 RF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제 1 실시예로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
테나를 상기 리드 라이트 유니트상에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다른 제 2 실시예로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아이씨 카드상에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다른 제 3 실시예로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리드 라이트 유니트
와 아이씨 카드의 각각에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다른 제 4 실시예로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비접촉 아이
씨 카드를 내장할 수 있는 비금속 외장 케이스상에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적어도 하나 이상 형성하되, 상기 리드 라이트 유니트 또는 아이씨 카드의 루
프 안테나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상에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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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아이씨 카드상 또는 외장 케이스상에 형성하는 경우에 대한 제1 실시예로서,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와 위상을 달리 하기 위해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가 이루는 폐곡선의 내부 및 외부 위치
에 각각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일정하게 소정 간격을 두고 이중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가지며, 각각의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소정 용량을 갖는 하나의 콘덴서와 독립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중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가 이루는 폐곡선의 외부에 형성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와 일정한 간격을 가지며, 루프 안테나의 바깥쪽과 안쪽을 일주하여 연결되
도록 형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가 이루는 폐곡선의 외부에 형성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에 연결된 콘덴서
의 콘덴서 용량은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와 리드 라이트 유니트의 루프 안테나가 먼 거리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 대
한 두 루프 안테나간에 존재하는 콘덴서 용량값이 매칭되도록 선택하며, 상기 폐곡선의 내부에 형성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에 연결된 콘덴서의 콘덴서 용량은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와 리드 라이트 유니트의 루프 안테나가 가까
운 거리로 근접한 경우에 대한 두 루프 안테나간에 존재하는 콘덴서 용량값이 매칭되도록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아이씨 카드상 또는 외장 케이스상에 형성하는 경우에 대한 다른 제2 실시예로서,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와 위상을 달리 하기 위해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가 이루는 폐곡선과 일정한 간격을 가
지며, 루프 안테나의 바깥쪽과 안쪽을 일주하여 연결되도록 형성하고, 상기 두 루프 안테나간에 존재하는 콘덴서 용량
값의 존재로 인한 안테나 임피던스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피던스 값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콘덴서 용량값을 매칭
시켜주는 자동 커플링 장치를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상기 자동 커플링 장치는, 인가전압 증가에 따라 전기 용량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가변 용량 다이오드인 것이 바
람직하다.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아이씨 카드상 또는 외장 케이스상에 형성하는 경우에 대한 또 다른 제3 실시예로
는,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아이씨 카드상에 형성된 루프 안테나의 방향과 직교되도록 형성하며, 상기 두 
루프 안테나간에 존재하는 콘덴서 용량값의 존재로 인한 안테나 임피던스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피던스 값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콘덴서 용량값을 매칭시켜주는 자동 커플링 장치를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에 전기적으로 연
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아이씨 카드상 또는 외장 케이스상에 형성하는 경우에 대한 또 다른 제4 실시예로
는,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상기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가 이루는 폐곡선의 외부 및 내부를 사각파형 
형태로 반복적으로 교차하는 형태로 형성하되, 상기 두 루프 안테나간에 존재하는 콘덴서 용량값의 존재로 인한 안테나 
임피던스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피던스 값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콘덴서 용량값을 매칭시켜주는 자동 커플링 장
치를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아이씨 카드의 상면, 배면, 가운데면의 적어도 일면상
에 형성하거나 또는 외장 케이스의 상면, 배면, 내부면의 적어도 일면상에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6 은 본 발명에 의한 리드 라이트 유니트와 아이씨 카드간의 에너지 및 데이터 전송원리를 나타내는 도식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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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도 6 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구비한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의 에너지 및 
데이터 전송원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리드 라이트 유니트와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와 서로 독립된 위치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구성함으로서 종래의 아이씨 카드 안테나에서 야기되던 칩 특성의 영향에 기인한 제작상 많은 제약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로서 리드 라이트 유니트와 아이씨 카드의 안테나 간의 상호 인덕턴스(상호 유도계수) 값을 증가시킬 수 있
어 인식거리 또한 10 센티미터 이상으로 높일수 있다.

즉, 본 발명에 의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의 코일 권수는 종래의 비접촉식 아이씨 카드보다 제약을 덜 받게 되므
로 코일 권수를 늘려서 감아도 종래기술에서 야기되던 단점 없이도 유기되는 기전력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고, 전류의 
소모도 적기 때문에 아이씨 카드의 안테나 쪽으로 더 많은 유도 기전력과 자속을 공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상호 인덕
턴스를 높일수 있게되어 두 루프안테나간의 인식거리를 10 센티미터 이상으로 높일수 있게 된다.

또한 종래 두 루프 안테나간에 존재하던 콘덴서 용량값 C0 에 의해 두 루프 안테나간의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 각각의 안
테나 임피던스가 변하여 특정 지점에서 데이터 인식이 안되던 것을, 본 발명에서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에 상기 
C0 값 변동에 따른 각 안테나의 임피던스 변화를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커플링 수단을 구비함으로서 데이터 인식을 안
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 의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 사이에 존재하는 분포용량값이 최소화 되도
록 설계한다. 일 실시예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와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 사이의 간격은 약 0.2 내지 0.5 
미리미터로 하며, R-L-C 병렬 공진회로에 대한 임피던스의 주파수 특성곡선에 있어 공진주파수를 13.56 메가 헤르쯔
(MHz)로 하는 경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가 최대의 유도성 리엑턴스와 퀄더티 인자값을 갖도록 공진 주파수보
다 낮은 주파수에서 공진이 될 수 있도록 공진 특성점을 선택한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이용한 실험예를 통해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의 바람직한 설계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실시예 1〉

도 7 과 같이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와 동일 위상으로, 동일 크기와, 동일 구조를 갖
도록 형성한 경우에는, 분포용량의 증가로 인해 자속생성 및 상호 인덕턴스값 M 이 감소되어 인식거리는 상호 유도 증
폭 중계 안테나가 없는 경우에 비해 약간 감소하거나 증가하여 약 6 내지 8.5 센티미터의 값을 나타냈다.

〈실시예 2〉

도 8 과 같이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와 수직 위상으로, 동일 크기를 갖도록 형성한 
경우에는, 분포용량의 영향을 매우 적게 받으므로 인식거리가 월등히 증가하였다.

이때 분포용량 C0n 은 C01 + C02 + C03 + C04 이며, 실측 인식거리는 16 센티미터 이었다.

〈실시예 3〉

도 9 와 같이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형성한 경우에는 상기 실시예 1 보다는 인식거리가 크고, 실시예 2 보다는 
작은 인식거리를 나타내었다.

〈실시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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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과 같이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2중으로 형성한 경우에는, 제 1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아이씨 카
드의 루프 안테나 사이에 존재하는 분포용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간격을 정하고, 상호 인덕턴스값 M 을 증가시켜 리
드 라이트 유니트와의 인식거리를 높히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제 1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최초 인식거리에서 공진특성점(ω1 )을 가지게 되며,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
나는 최대의 유도성 리엑턴스를 갖게 된다(공진 주파수 ω0 는 13.56 MHz).

그러나 리드 라이트 유니트의 루프 안테나와 제 1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의 간격이 가까워질수록 그 사이에 존재
하는 분포용량 Co/d 값의 변화로 인해 제 1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의 유도성 리엑턴스 및 퀄러티 인자값이 감소하
게된다.

또한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는 리드 라이트 유니트의 루프 안테나와 가까워질수록 그 사이에 존재하는 분포용량 C
o/d 값의 증가로 인해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 특성도 변하여 공진상태가 되고, 이때 데이터 전송이 되지 않되어 카
드인식이 되지 않는 블랭크 구역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제 2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상기 블랭크 구역이 발생되는 점에서 최초 공진 주파수(ω 1 )의 공
진특성을 갖도록 조절하여 블랭크 구역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즉, 도 10 과 같은 구조의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개별적으로는 상호 유도 증폭을 하는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자
동 커플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실제 실험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 인식거리가 약 7.5 센티미터이고, 블랭크 구역은 약 0.8 내지 
1.5 센티미터 이었다.

다음으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추가한 경우에는 최대 인식거리가 약 14.5 센티미터이고, 이때의 유도기전력
은 약 0.8 내지 1.2 V p-p 이었다. 인식거리별 유도기전력 곡선은 도 11 과 같았다.

〈실시예 5〉

도 12 와 같이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능동소자(가변 용량 다이오드)에 연결하여 형성한 경우에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가 리드 라이트 유니트의 루프 안테나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유도기전력이 증가하고 또한 그 사이의 
분포용량값 Co/d 도 증가하는 특성이 있으나 가변 용량 다이오드인 바렉터 다이오드의 특성으로 인해 C 값의 변화가 
없어 상호간의 거리에 관계없이 공진특성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블랭크 구역이 발생하지 않게된다.

본 발명에 의한 RF 신호를 증폭하는 방법 및 장치는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즉, 지하철이나 버스등에 사용되는 
교통카드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기 교통카드를 핸드폰이나 반지등에 장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아이씨 카드 안테나를 칩 특성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형성함으로서 종래의 제작상 많은 제약을 배제
할 수 있으며, 이로서 리드 라이트 유니트와 아이씨 카드의 안테나 간의 상호 인덕턴스(상호 유도계수) 값을 증가시킬 
수 있어 인식거리를 10 센티미터 이상으로 높일수 있다.

또한 종래 두 루프 안테나간에 존재하던 콘덴서 용량값 C0 에 의해 두 루프 안테나간의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 각각의 안
테나 임피던스가 변하여 특정 지점에서 데이터 인식이 안되던 것을, 본 발명에서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에 상기 
C0 값 변동에 따른 각 안테나의 임피던스 변화를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커플링 수단을 구비함으로서 데이터 인식을 안
정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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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중앙 연산 처리장치(CPU) 및 RF 증폭기 및 복조기 및 루프 안테나 및 루프 안테나 커플링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
는 리드 라이트 유니트(RWU: Read/Write Unit)와, 아이씨 칩 모듈 및 상기 아이씨 칩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루프 안
테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비접촉 아이씨 카드(IC card)간에 전자기 유도(RF)에 의해 비접촉 방식으로 데이터를 읽
고 기록하는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두 루프 안테나간의 상호 인덕턴스 값을 높혀 RF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 상기 리드 라이트 유니트상에 또는 아이씨 
카드상에 또는 리드 라이트 유니트와 아이씨 카드의 각각에 또는 아이씨 카드를 내장할 수 있는 비금속 외장 케이스상
에 적어도 하나 이상 형성하되, 상기 리드 라이트 유니트 또는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상에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구비한 비
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아이씨 카드상 또는 외장 케이스상에 형성하는 경우, 아이씨 카
드의 루프 안테나와 위상을 달리 하기 위해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가 이루는 폐곡선의 내부 및 외부 위치에 각각 적
어도 하나 이상의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구비한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일정하게 소정 간격을 두고 이중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가지며, 
각각의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소정 용량을 갖는 하나의 콘덴서와 독립적으로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구비한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중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가 이루는 폐곡선의 외부에 형성된 상
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와 일정한 간격을 가지며, 루프 안테나의 바깥쪽과 안쪽을 일주
하여 연결되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구비한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가 이루는 폐곡선의 외부에 형성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에 연
결된 콘덴서의 콘덴서 용량은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와 리드 라이트 유니트의 루프 안테나가 먼 거리로 떨어져 있
는 경우에 대한 두 루프 안테나간에 존재하는 콘덴서 용량값이 매칭되도록 선택하며, 상기 폐곡선의 내부에 형성된 상
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에 연결된 콘덴서의 콘덴서 용량은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와 리드 라이트 유니트의 루프 
안테나가 가까운 거리로 근접한 경우에 대한 두 루프 안테나간에 존재하는 콘덴서 용량값이 매칭되도록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구비한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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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아이씨 카드상 또는 외장 케이스상에 형성하는 경우, 아이씨 카
드의 루프 안테나와 위상을 달리 하기 위해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가 이루는 폐곡선과 일정한 간격을 가지며, 루프 
안테나의 바깥쪽과 안쪽을 일주하여 연결되도록 형성하고, 상기 두 루프 안테나간에 존재하는 콘덴서 용량값의 존재로 
인한 안테나 임피던스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피던스 값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콘덴서 용량값을 매칭시켜주는 자
동 커플링 장치를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구비한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 커플링 장치는, 인가전압 증가에 따라 전기 용량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가변 용량 다이
오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구비한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아이씨 카드상 또는 외장 케이스상에 형성하는 경우,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아이씨 카드상에 형성된 루프 안테나의 방향과 직교되도록 형성하며, 상기 두 루프 안테나간
에 존재하는 콘덴서 용량값의 존재로 인한 안테나 임피던스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피던스 값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
로 콘덴서 용량값을 매칭시켜주는 자동 커플링 장치를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구비한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아이씨 카드상 또는 외장 케이스상에 형성하는 경우,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상기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가 이루는 폐곡선의 외부 및 내부를 사각파형 형태로 반복적
으로 교차하는 형태로 형성하되, 상기 두 루프 안테나간에 존재하는 콘덴서 용량값의 존재로 인한 안테나 임피던스 변
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피던스 값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콘덴서 용량값을 매칭시켜주는 자동 커플링 장치를 상기 상
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구비한 비접촉 아
이씨 카드 시스템.
    

청구항 10.

제 2 항내지 제 9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아이씨 카드의 상면, 배면, 가운데면
의 적어도 일면상에 형성하거나 또는 외장 케이스의 상면, 배면, 내부면의 적어도 일면상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구비한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

청구항 11.

    
중앙 연산 처리장치(CPU) 및 RF 증폭기 및 복조기 및 루프 안테나 및 루프 안테나 커플링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지
는 리드 라이트 유니트(RWU: Read/Write Unit)와, 아이씨 칩 모듈 및 상기 아이씨 칩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루프 안
테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비접촉 아이씨 카드(IC card)간에 전자기 유도(RF)에 의해 비접촉 방식으로 데이터를 읽
고 기록하는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의 상기 두 루프 안테나간의 상호 인덕턴스 값을 높혀 RF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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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리드 라이트 유니트상에 또는 아이씨 카드상에 또는 리드 라이트 유니트와 아이씨 카드의 각각에 또는 아이씨 카
드를 내장할 수 있는 비금속 외장 케이스상에 적어도 하나 이상 형성하되, 상기 리드 라이트 유니트 또는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상에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통한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의 RF 신호 증폭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아이씨 카드상에 형성하거나 또는 외장 케이스상에 형성하는 경
우,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와 위상을 달리 하기 위해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가 이루는 폐곡선의 내부 및 외부 
위치에 각각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
테나를 통한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의 RF 신호 증폭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일정하게 소정 간격을 두고 이중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갖도록 
형성하며, 각각의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소정 용량을 갖는 하나의 콘덴서와 독립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통한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의 RF 신호 증폭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중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가 이루는 폐곡선의 외부에 형성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와 일정한 간격을 가지며, 루프 안테나의 바깥쪽과 안쪽을 일
주하여 연결되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통한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의 R
F 신호 증폭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가 이루는 폐곡선의 외부에 형성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에 
연결된 콘덴서의 콘덴서 용량은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와 리드 라이트 유니트의 루프 안테나가 먼 거리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 대한 두 루프 안테나간에 존재하는 콘덴서 용량값이 매칭되도록 선택하며, 상기 폐곡선의 내부에 형성된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에 연결된 콘덴서의 콘덴서 용량은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와 리드 라이트 유니트의 루
프 안테나가 가까운 거리로 근접한 경우에 대한 두 루프 안테나간에 존재하는 콘덴서 용량값이 매칭되도록 선택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통한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의 RF 신호 증폭 방법.
    

청구항 16.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아이씨 카드 또는 외장 케이스상에 형성하는 경우, 아이씨 카드
의 루프 안테나와 위상을 달리 하기 위해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가 이루는 폐곡선과 일정한 간격을 가지며, 루프 안
테나의 바깥쪽과 안쪽을 일주하여 연결되도록 형성하고, 상기 두 루프 안테나간에 존재하는 콘덴서 용량값의 존재로 인
한 안테나 임피던스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피던스 값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콘덴서 용량값을 매칭시켜주는 자동 
커플링 장치를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
나를 통한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의 RF 신호 증폭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자동 커플링 장치는, 인가전압 증가에 따라 전기 용량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가변 용량 다이
오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통한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의 RF 신호 증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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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아이씨 카드 또는 외장 케이스상에 형성하는 경우,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아이씨 카드상에 형성된 루프 안테나의 방향과 직교되도록 형성하며, 상기 두 루프 안테나간
에 존재하는 콘덴서 용량값의 존재로 인한 안테나 임피던스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피던스 값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
로 콘덴서 용량값을 매칭시켜주는 자동 커플링 장치를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통한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의 RF 신호 증폭 방법.
    

청구항 19.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아이씨 카드 또는 외장 케이스상에 형성하는 경우,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상기 아이씨 카드의 루프 안테나가 이루는 폐곡선의 외부 및 내부를 사각파형 형태로 반복적
으로 교차하는 형태로 형성하되, 상기 두 루프 안테나간에 존재하는 콘덴서 용량값의 존재로 인한 안테나 임피던스 변
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피던스 값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콘덴서 용량값을 매칭시켜주는 자동 커플링 장치를 상기 상
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통한 비접촉 아이
씨 카드 시스템의 RF 신호 증폭 방법.
    

청구항 20.

제 12 항내지 제 19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상호 유도 증폭 중계 안테나는 아이씨 카드의 상면, 배면, 가운데
면의 적어도 일면상 또는 외장 케이스의 상면, 배면, 내부면의 적어도 일면상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 유
도 증폭 중계 안테나를 통한 비접촉 아이씨 카드 시스템의 RF 신호 증폭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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