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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전자기기의 전원공급 제어회로

요약

본 고안은 배터리에 의해 구동되는 디지털 전자기기의 전원공급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펄스형 전력
을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자기기에 최적의 전원을 제공하는 전원공급 제어회로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의 전원공급 제어회로는 펄스형 전력을 필요로 하는 가변부하와; 초급속 방전이 가능하여 상기 가
변부하의 주기적인 펄스전력을 잘 추종할 수 있는 제 1 전력저장소자와; 상기 제 1 전력저장소자의 전압
레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상기 제 1 전력저장소자에 공급할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제 2 전력저장소
자와; 상기 제 1 전력저장소자의 전압레벨을 감지하여 그 레벨이 일정레벨 이하로 떨어지면 상기 제 2 전
력저장소자의 저장전력을 상기 제 1 전력저장소자에 공급하는 제어유닛을 포함한다. 본 고안은 디지털 부
하의 주기적인 펄스전력을 신속하게 추종할 수 있다. 또한, 본 고안은 부하의 가변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
전원의 전압강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특히, 본 고안은 완만한 전압강하와 급격한 전압강하에 
따라 배터리에서 방전되는 전류의 크기를 조절하여 전력의 사용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대표도

도3

색인어

제 1 축전지, 제 2 축전지, 전압강하의 보상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명세서내에 통합되어 있고 명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첨부도면은 고안의 현재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
하며, 다음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고안의 원리를 설명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도 1은 종래의 전원공급계통의 간략한 블록구성도이다.

도 2a는 종래의 전원공급계통에 있어서 그 디지털부하에서의 소모전류의 특성을 시간에 대해 도시한 것이
고, 도 2b는 배터리에서 출력되는 전류의 특성을 시간에 대해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본 고안의 전원공급 제어회로에 대한 전체적인 블록 구성도이다.

도 4a는 디지털 부하의 소모전류의 특성을 시간에 대해 도시한 것이고, 도 4b는 본 고안의 주전원에서 출
력되는 전류의 특성을 시간에 대해 도시한 것이다.

도 5a는 디지털 전자기기가 대기모드에서 동작모드로 전환하여 부하측에서 큰 과부하가 발생되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도 5b는 과부하 발생시 주전원에 발생되는 급격한 전압강하를 나타낸 것이다.

도 6은 본 고안의 전원공급 제어회로가 부하의 가변에 따라 부하측에 공급할 최적의 출력전력을 결정하는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0: 외부전원 40: 부하

50: 배터리 60: 제어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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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보호회로 80: EDLC 2

90: EDLC 1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배터리에 의해 구동되는 디지털 전자기기의 전원공급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펄스형 전력
을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자기기에 최적의 전원을 제공하는 전원공급 제어회로에 관한 것이다.

최근의 기술혁신에 수반하여 실외에서의 휴대 및 운반이 가능한 사용을 고려해서 소형이고, 경량으로 설
계, 제작된 휴대형 전자기기, 즉 셀룰러폰과 같은 이동통신단말, 노트북 컴퓨터, 캠코더, MP3 등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휴대형 전자기기의 대부분은 패키지화된 배터리(이하, 배터리팩이라 
함)를 내장함으로써 상용전원을 이용할 수 없는 장소에서도 구동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들 휴대형 전
자기기의 내장 배터리로서 NiCd, NiMH, Li-ion 전지 등 충전에 의해 재차 사용이 가능한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주류다. 그래서, 이와같은 내장 배터리에 대한 주된 충전형태는 배터리팩을 시스템내에 장
치한 상태에서 외부 AC전원에서 전력 공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휴대형 전자기기는 디지털 회
로로 이루어진 디지털 부하를 내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 1에는 디지털 부하를 갖는 휴대형 전자기기의 전력공급계통의 종래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동 도면에 도
시된 바와같이, 충전식 배터리(11)와 부하(15)사이에는 휴대형 전자기기의 각 부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
한 전원공급부(13)가 개재되어 있다. 여기서의 부하(15)는 디지털 부하로서 도 2a와 같은 펄스형 전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셀룰러폰과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주기적으로 기지국과 교신하면서 단말기의 위치
를 기지국으로 알려주어 통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 일정한 슬롯싸이클을 갖는바, 이 부하의 전류소모 특성
은 도 2a와 같다.

즉, 대부분의 디지털 부하는 도 2a와 같이 일정한 주기 단위로 펄스파가 발생되는 전류소모 특성을 갖는
다. 그러나, 현재 시판되고 있는 충전식 배터리는 급속방전이 곤란하기 때문에 도 2b와 같이 부하의 전류
특성을 신속하게 추종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인해, 도 2b의 빗금친 부분과 같이 쓸모없는 전력의 소모가 
발생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종래의 디지털 부하를 갖는 전원공급계통에 있어서는 배터리가 부하의 전류소모특성을 잘 추
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력의 사용효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이와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즉, 본 고안은 디지털 부하의 전력특성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저장소자를 포함하는 전원
공급 제어회로를 제공한다.

또한, 본 고안은 부하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방해하는 급격한 전압강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
원공급 제어회로를 제공한다.

또한, 본 고안은 주전원이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도 비상전원의 공급이 가능한 전원공급 제어회로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자는 주기적인 펄스전력(이하, '펄스전력'으로 약칭한다)을 필요로 하는 디지털 부하에 대한 주전
원으로서 기존의 배터리(1차전지, 2차전지를 모두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전력소모가 크기 
때문에 전력사용 효율상 적합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펄스전력을 신속하게 추종하기 위해 급속방전이 가능한 전력저장소자만을 디지털부하의 주
전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과부하시에  발생하는  급격한  전압강하를  방지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 고안자는 디지털 부하의 주전원으로서 급속방전이 가능한 전력저장소자를 사용하되, 과부하시 
이 전력저장소자에서 발생되는 급격한 전압강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배터리를 보조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창안하였다.

즉, 이러한 기술사상을 뒷받침하는 본 고안의 전원공급 제어회로는 펄스형 전력을 필요로 하는 가변부하
와; 초급속 방전이 가능하여 상기 가변부하의 주기적인 펄스전력을 잘 추종할 수 있는 제 1 전력저장소자
와; 상기 제 1 전력저장소자의 전압레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상기 제 1 전력저장소자에 공급할 전
력을 저장하기 위한 제 2 전력저장소자와; 상기 제 1 전력저장소자의 전압레벨을 감지하여 그 레벨이 일
정레벨 이하로 떨어지면 상기 제 2 전력저장소자의 저장전력을 상기 제 1 전력저장소자에 공급하는 제어
유닛을 포함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부하조건에서는 제 1 전력저장소자만을 방전하고, 과부하시에는 상기 
제 1 및 제 2 전력저장소자를 모두 방전하여 펄스형 전력에 대한 전력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급격한 전압강하를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 1 전력저장소자는 전기 이중층 콘덴서(EDLC)이고, 상기 제 2 전력저장소자는 재충전 가능한 2차
전지인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상기 제 2 전력저장소자가 1차전지라도 본 고안의 기술사상의 범위를 벗어
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고안의 전원공급 제어회로는 상기 제 1 전력저장소자와 제 2 전력저장소자 사이에 적어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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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전원공급라인을 포함하고, 상기 전원공급라인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위칭소자가 배치되며, 상
기 제어유닛은 이 스위칭소자를 스위칭 제어하는 것에 의해 상기 제 1 전력저장소자와 제 2 전력저장소자
를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한다.

특히, 본 고안은 상기 제 1 전력저장소자와 제 2 전력저장소자 사이에 제 1 및 제 2 전원공급라인을 개재
하고, 상기 제 1 전원공급라인에는 상기 제 1 및 제 2 전력저장소자를 직접 연결하고, 상기 제 2 전원공
급라인에는 상기 제 1 및 제 2 전력저장소자를 상기 제어유닛의 내부 스위칭모듈을 개재하여 연결할 수도 
있다. 이경우, 상기 제 2 전원공급라인에 비해 상기 제 1 전원공급라인을 통해 더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
에 부하의 크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또한, 본 고안의 전원공급 제어회로는 상기 제 1 및 제 2 전력저장소자가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상기 부
하로부터 비상전력이 요구될 때 상기 제 2 전력저장소자에 공급할 비상전력을 저장하는 제 3 전력저장소
자를 부가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

이때, 상기 제 3 전력저장소자는 상기 제 1 전력저장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용량을 갖는 전기 이중층 
콘덴서(EDLC)로서 상기 제 2 전력저장소자와 스위칭소자를 개재하여 연결된다.

본 고안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은 하기에 설명될 것이며, 본 고안의 실시에 의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본 고안의 목적 및 장점들은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낸 수단 및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구성을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도 3에는 본 고안의 전원공급 제어회로에 대한 상세한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본 고안의 전원공급 제어회로는 크게 배터리(50), 제어유닛(60), 보호회로(70), EDLC1(90), EDLC2(80) 및 
복수의 스위칭소자(51, 52, 53, 54, 55)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보호회로(70)의 외측에는 도 4a와 같
은 전류소모특성을 갖는 디지털 가변부하(40)와 예를들어, AC 상용전원과 같은 외부전원(30)이 접속된다.

상기 배터리(50)는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전하는 일종의 전력저장소자로서 1차전지, 재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 및 태양전지 등이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도 3에는 배터리로서 재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가 적용된 
예를 도시하였다.

상기 EDLC 2(80)는 일종의 전력저장소자의 하나인 전기 이중층 콘덴서(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
r)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1차전지나 2차전지에 비해 초급속 충전과 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펄스형 전력이 
요구되는  디지털  부하의  주전원으로서  적합하다.  또한,  상기  EDLC  1(90)은  용량에  있어서  상기  EDLC 
2(80)와 상이할뿐 동일한 전기 이중층 콘덴서를 의미한다. 다만, EDLC 1(90)은 그 용량이 상기 배터리
(50)나 EDLC 2(80)에 비해 작기 때문에 본 고안에 있어서는 비상전원용으로 사용되었다.

상기 제어유닛(60)은 배터리(50), EDLC 1(90), EDLC 2(80)의 전압레벨을 감지하기 위한 
전압감지부(63)와, 복수의 스위칭소자 SW1, SW2, SW3, SW4, SW5의 턴-온(turn-on)과 턴-오프(turn-off)를 
제어하기 위한 스위칭 제어부(61) 및 내부스위칭 모듈(62)로 구성된다.

상기 스위칭소자는 제어부의 스위칭 제어신호에 따라 전력 공급라인을 온, 오프할 수 있다면 어떠한 소자
라도 무방하지만 전력의 소모가 적은 MOS-FET(Metal-oxide semiconductor-Field effect transistor) 스위
치와 같은 반도체 소자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상기 보호회로(70)는 본 고안의 전력저장소자의 충전 및 방전시 발생되는 과충전이나 과방전으로부터 전
력저장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본 고안에 적용되는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인 경우에는 상
기 보호회로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본 고안에 적용되는 배터리가 다른 종류인 경우에는 상기 보호회로는 
생략될 수 있다.

상기 부하(40)는 휴대형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 부하로서, 특히 도 4a와 같은 펄스전력 특성을 갖는 
가변부하를 뜻한다.

또한, 상기 외부전원(30)은 일반적으로 AC 상용전원을 의미하지만, 본 고안자에 의해 이미 대한민국 특허
청에 기출원되어 있는 특허출원 제 98-43924 호 및 제 99-43024 호에 개시되어 있는 자가발전기일 수도 
있다.

도 3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배터리(50)와 EDLC 2(80) 사이에는 두개의 전원공급라인이 개재된다. 이 
전원공급라인에는 각기 두개 씩의 스위칭소자가 배치되는바, 제 1 전원공급라인에는 SW3(53), SW4(54)가 
설치되고,  제  2  전원공급라인에는  SW1(51)과  SW2(52)가  설치된다.  또한,  상기  제  2  전원공급라인의 
SW1(51)과 SW2(52) 사이에는 상술한 제어유닛(60)이 개재된다. 즉, 상기 제 2 전원공급라인은 배터리(5
0)와 EDLC 2(80)를 두개의 스위칭소자(SW1, SW2)와 제어유닛의 내부 스위칭모듈(62)을 통해 연결하고 있
다. 상기 제어유닛의 내부 스위칭모듈(62)은 배터리(50)를 통해 방전되는 전류의 임계치를 제한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따라서, 제 2 전원공급라인을 통해 흐르는 전류는 제 1 전원공급라인에 흐르는 전류에 비해 
그 크기가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상기  제  1  전원공급라인의  SW4(54)는  배터리(50)와  EDLC  2(80)의  연결지점에  배치되고,  상기 
SW3(53)는 배터리(50)와 보호회로(70) 사이에 배치된다.

또한,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스패어(Spare)용 전원인 EDLC 1(90)은 스위칭 소자 SW5(55)를 매개로 상
기 배터리(50)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주전원인 배터리(50)와 EDLC 2(80)가 완전 방전된 경우에도 부
하에서 요구하는 긴급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다.

상기 복수의 스위칭소자들은 도 3의 점선(제어라인)으로 표현된 바와같이, 제어유닛의 스위칭 제어부(6
1)에 의해 스위칭 제어된다. 또한, 상기 제어유닛의 전압감지부(63)는 도 3에 도시된 센싱라인을 통해 상
기 전력저장소자들의 전압레벨을 수시로 체크한다. 또한, 상기 전력저장소자(배터리, EDLC 1, EDLC 2)로

11-3

2019990027009



부터 방전되거나 외부전원(30)에 의해 충전되는 전력은 도 3에 도시된 전원공급라인을 통해 공급된다.

이하, 도 4 내지 도 6을 참고하여 본 고안의 전원공급 제어회로의 작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모든 스위칭소자가 오프(이하에서 스위칭소자의 오프는 전원공급라인이 개방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된 상태(통상적인 부하조건)에서 디지털 가변부하(40)가 도 4a와 같은 펄스전력을 요구하면, 초
급속 방전이 가능한 EDLC 2(80)는 도 4b와 같이 가변부하의 펄스전력을 신속하게 추종하는 전류(IEDLC2)를 

방전하게 된다.

도 2b와 도 4b를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종래의 배터리에 비해 EDLC가 펄스전력을 잘 추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 4b의 τ2가 도 2b의 τ1에 비해 휠씬 작다는 사실로부터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

서, 펄스전력을 요구하는 디지털 부하에 대한 주전원으로 EDLC를 사용할 경우 기존의 배터리에 비해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이 EDLC 2는 도 5a와 같이 부하에서 갑작스런 고전류를 요구할 경우(과부하 상태)에는 도 5b와 같
이 급격한 전압강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이 전압강하치(Vdrop )가 문턱전압치(Vth )를 하회할 

경우에는 전원공급계통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고안의 제어유닛은 도 6에 도시된 
과정을 통해 주전원(EDLC 2)에서 발생되는 급격한 전압강하를 방지하고 있다.

이하, 도 6을 참고로 본 고안의 제어유닛이 부하의 가변에 따라 최적의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도 6에 표시된 용어를 간단히 정리한다.

VBATT : 배터리의 출력전압, VE2 : EDLC 2의 출력전압, V1, V2, V3, V4 : 제어유닛의 내부메모리(도면에 미도

시)에 기억되어 있는 설정전압(이 설정전압은 부하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다)을 나타낸다. 
도 6에 있어 제어유닛이 스위칭 제어를 수행하는 과정은 크게 충전모드 수행단계(S20)와 방전모드 수행단
계(S30)로 나눌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서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또한, 스위칭 제어를 수행하는 초기과
정에 있어서, 스위칭소자 SW1과 SW2는 턴온되고, 스위칭소자 SW3, SW4는 턴오프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
으로 한다.(단계 S11)A. 충전모드(charging mode)

제어유닛의 전압감지부(63)는 배터리(50)로부터 전압레벨을 감지하여(단계 S12),  이 감지된 전압레벨을 
설정전압 V1 (예를들어, 셀룰러폰의 경우 3.0V)과 비교한다.(단계 S13)  이때, 배터리의 전압레벨(VBATT )이 

설정전압(V1)에 비해 작을 경우 상기 제어유닛(60)은 스위칭소자 SW3(53)를 턴-온(나머지 스위칭소자는 턴

오프한다)하여 배터리(50)를 충전한다. (단계 S20)

상기 단계 S13에서 배터리(50)의 전압레벨이 설정전압 V1에 비해 큰 경우에는 배터리가 만충전된 것으로 

판단하여 단계 S30의 방전모드 수행단계로 넘어간다.B 방전모드(discharging mode)제어유닛은 EDLC 2(VE

2)의 전압레벨을 감지하여 아래와 같이 방전모드 제어동작을 실행한다.(단계 S31)이때 설정전압의 대소관

계가 V₂＞ V₃＞ V₄라면, 제어유닛이 부하의 가변에 따라 스위칭 제어를 수행하는 과정은 크게 네가지 
범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ⅰ) VE2 ＞ V₂상기 단계 S31에서 감지한 EDLC2의 전압레벨(VE2)이 설정

전압 V₂(예를 들어, 셀룰러폰의 경우 3.8V)에 비해 큰 경우에는 전압강하가 발생되지 않은 통상의 방전
모드인 것으로 판단하여 모든 스위칭소자(스위칭 소자 SW1,SW2, SW3, SW4)를 오프하고(단계 S37), 단계 
S12로 복귀한다.(ⅱ) V₃＜ VE2 ＜ V₂ 반면에, EDLC 2의 전압레벨이 설정전압 V2에 비해 작고, 설정전압 V

₃에(예를 들어, 셀룰러폰의 경우 3.1V)비해 큰 경우에는 EDLC2에 어느 정도의 전압강하가 존재하지만 
EDLC2단독으로도 부하에 충분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단계 S12로 복귀한다.(단계 S33)(ⅲ) 
V₄＜ VE2 ＜  V₃상기 단계 S33에서 EDLC2의 전압레벨이 설정전압 V3에 비해 작고 설정전압 V₄(예를들어, 

셀룰러폰의 경우 3.05V)에 비해 큰 경우에는 EDLC2에 어느 정도의 과부하가 걸려 미세한 전압강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어유닛의 스위칭 제어부(61)는 스위칭소자 SW1(51)과 SW2(52)를 턴-온(turn on)하고, 
스위칭 소자 SW3와 SW4를 턴-오프하여 제 1전원공급라인을 개방한다.(단계 S34, S35)(ⅳ) VE2  ＜ V₄

상기 단계 S34에서 EDLC2의 전압레벨이 설정전압 V₄(예를 들어 셀룰러폰의 경우 3.05V)보다 작은 경우에
는 EDLC2에 매우 큰 과부하가 걸려 급격한 전압강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어유닛의 스위칭 제어부
(62)는 스위칭소자 SW1, SW2를 턴-오프하고, 스위칭소자 SW3, SW4를 턴-온하여 제 2 전원공급라인을 개방
한다.(단계 S34, S36)

상기 제 1 전원공급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배터리 방전전류는 제어유닛의 내부 스위칭모듈(62)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전류의 상한치가 일정한 임계치로 제한되기 때문에 제 2 전원공급라인에 비해 더 작은 전류
가 흐른다.

따라서, 제어유닛(60)은 EDLC 2(80)에 완만한 전압강하가 있을 때는 제 1 전원공급라인을 개방하고, 급격
한 전압강하가 있을때에는 제 2 전원공급라인을 개방하여 전압강하로 인해 발생되는 계통의 문제점을 해
소한다.

한편, 상기 단계 S17에서 EDLC 2의 전압레벨(VE2)이 설정전압 V3에 비해 큰 경우에는 단계 S21로 넘어가서 

EDLC 2의 전압레벨(VE2 )이 설정전압 V4(예를들어, 셀룰러폰의 경우 3.8V)보다 더 큰지를 비교한다. 이때 

EDLC 2의 전압레벨(VE2)이 설정전압 V4보다 크면, 배터리의 방전전류에 의해 EDLC 2의 전압강하가 보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제어유닛의 스위칭 제어부(61)는 스위칭소자 SW1과 SW2를 턴-오프하여 통상의 방전모드
로 복귀한다.(단계 S22)

한편, 상기 단계 S21에서 EDLC 2의 전압레벨(VE2)이 설정전압 V4에 비해 작으면 EDLC 2의 전압강하가 계속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단계 S16으로 복귀한다.

또한, 제 2 전원공급라인이 개방되어 있는 단계 31이후의 경우에도 상기 단계 21 및 22와 마찬가지로 단

11-4

2019990027009



계 S32 및 단계 S33을 거치게 된다.

상술한 실시예에 본 고안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갖는 자
에 의해 본 고안의 기술사상과 아래에 기재될 특허청구범위의 균등범위내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
능함은 물론이다.

    고안의 효과

본 고안은 디지털 부하의 주기적인 펄스전력을 신속하게 추종할 수 있다.

또한, 본 고안은 부하의 가변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전원의 전압강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특히, 
본 고안은 완만한 전압강하와 급격한 전압강하에 따라 배터리에서 방전되는 전류의 크기를 조절하여 전력
의 사용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고안은 주전원인 EDLC와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도 부하에서 요구하는 긴급한 전력에 대
응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펄스형 전력을 필요로 하는 가변부하와;

초급속 방전이 가능하여 상기 가변부하의 주기적인 펄스전력을 신속하게 추종할 수 있는 제 1 전력저장소
자와;

과부하로 인해 상기 제 1 전력저장소자의 전압레벨이 급격히 떨어질 때, 그 전압강하를 보상하기 위한 전
력을 저장하는 제 2 전력저장소자와;

상기 제 1 전력저장소자의 출력전압을 감지하여 그 레벨이 일정레벨 이하로 떨어지면 상기 제 2 전력저장
소자의 저장전력을 상기 제 1 전력저장소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상기 제 1 및 제 2 전력저장소자 사이에 
전원공급라인을 설정하는 제어유닛을 포함하고;

이로인해, 통상적인 부하조건에서는 제 1 전력저장소자만을 방전하고, 과부하시에는 상기 제 1 및 제 2 
전력저장소자를 모두 방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자기기의 전원공급 제어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력저장소자가 전기 이중층 콘덴서(EDLC)이고, 상기 제 2 전력저장소자는 재충전 가능한 2차
전지 또는 1차전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자기기의 전원공급 제어회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력저장소자와 제 2 전력저장소자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원공급라인이 배치되고, 이 
전원공급라인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위칭소자가 설치되며, 상기 제어유닛은 이 스위칭소자를 스위칭 
제어하는 것에 의해 상기 제 1 전력저장소자와 제 2 전력저장소자를 서로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자기기의 전원공급 제어회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력저장소자와 제 2 전력저장소자 사이에는 제 1 및 제 2 전원공급라인이 개재되고, 상기 제 
1 전원공급라인은 상기 제 1 및 제 2 전력저장소자를 직접 연결하고, 상기 제 2 전원공급라인은 상기 제 
1 및 제 2 전력저장소자를 제어유닛의 내부 스위칭모듈을 개재하여 연결하며,

상기 내부 스위칭모듈은 흐르는 전류의 상한치를 일정한 임계치로 제한하여 제 2 전원공급라인 보다 제 1 
전원공급라인에 더 큰 전류가 흐르도록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자기기의 전원공급 제어회
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전원공급라인에는 최소 하나 이상의 스위칭소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자기기의 전원공급 제어회로.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유닛은

상기 제 1 및 제 2 전원공급라인에 설치되어 있는 스위칭소자를 제어하기 위한 스위칭제어부와,

상기 제 1 및 제 2 전력저장소자의 전압레벨을 감지하기 위한 전압감지부 및

상기 제 2 전원공급라인을 통해 흐르는 전류치의 상한을 제한하기 위한 내부 스위칭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자기기의 전원공급 제어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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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전력저장소자가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상기 부하로부터 비상전력이 요구될 때 상기 제 
2 전력저장소자에 공급할 비상전력을 저장하는 제 3 전력저장소자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자기기의 전원공급 제어회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전력저장소자는 상기 제 1 전력저장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용량을 갖는 전기 이중층 콘덴서
(EDLC)로서 상기 제 2 전력저장소자와 스위칭소자를 개재하여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자
기기의 전원공급 제어회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유닛은 상기 제 1 및 제 2 전력저장소자의 전압레벨을 감지하여 이 제 1 및 제 2 전력저장소자
가 완전방전된 상태에서 부하로부터 긴급 전력이 요청되면 상기 스위칭소자를 턴-온하여 상기 제 3 전력
저장소자의 전력을 제 2 전력저장소자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자기기의 전원공급 제어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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