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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RF 트랜스폰더의 정류기 파워 서플라이회로(rectifier power supply circuit)의 일부가 아닌 
다이오드 변조기(diode modulator)를 제공하며, 이는 트랜스폰더 전자 로직 및 메모리 회로에 의해 트랜
스폰더 전자 회로의 제1상태에서 RF 전류를 RF 트랜스폰더 안테나의 제2터미날로부터 제1터미날로 흐르게 
하고, 트랜스폰더 전자 회로의 제2상태에서는 흐르지 않도록 제어하며, 따라서 RF 트랜스폰더 안테나의 
로딩은  트랜스폰더  전자회로의  제1  및  제2상태  사이에서  변경되고,  RF  태그로부터 백스캐터링된
(backscattered) RF 전자기파의 밀도도 변경된다. 본 발명은 변조기와 같이 동일하게 사용되는 다이오드
가 트랜스폰더 수신기 회로에 또한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무선 주파수 트랜스폰더와 객체 위치지정 및 식별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RF 파워 및 정보를 RF 태그로/로부터 송수신하는 시스템의 블럭도.

제2도는 본 발명의 트랜스폰더의 블럭도.

제3도는 본 발명의 트랜스폰더를 구동하는 바람직한 회로도.

제4도는 본 발명의 다이오드를 스위칭하는 가장 바람직한 스위치장치의 회로를 도시한 도면.

제5도는 변조기의 다이오드가 태그 수신기 회로에서 바람직하게 사용되도록 바람직한 스위치 장치를 도시
한 도면.

제6도는 본 발명의 다이오드를 스위칭하는 더욱 바람직한 스위치장치를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 기지국                               4 : RF 에너지 소스

5 : 기지국 수신기                    6 : 기지국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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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전자기파                           8 : 컴퓨터 수단

9 : 백스캐터링된 파                10 : 안테나

11 : 트랜스폰더                     12 : 파워 정류기 회로

14 : 로직 및 메모리 회로        15, 19 : 다이오드

16 : 수신기 회로                    17 : 캐패시터

24 : 스위칭 회로                    25, 27 : 트랜지스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기지국(base  station)으로부터 RF(radio  frequency)  전자기파(electromagnetic  radiation)를 
수신하고, RF 안테나의 로드를 변조하여 정보를 기지국에 전송하는 RF 트랜스폰더(transponders)(RF 태그
(tags))에 관한 것이다.

RF 태그는 이를 소지한 객체(objects), 아이템(items), 동물 및 인간들이 정지 또는 이동하더라도 이들을 
다수의 방법으로 위치지정 및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알.엠.리챠드슨(R.M. Richardson)에 의한 미합
중국 특허 제 3,098,971호에 개시된 1960년초 이후부터 '기지국'에 의해 반송 주파수(carrier frequenc
y)로 전송된 무선 주파수(RF) 파워(power)에 의해 구동되고, 태그상의 안테나에 의해 수신될 수 있는 트
랜스폰더상의 전자 소자들이 알려져 왔다. 태그 안테나에 의해 선택된 신호는 RF 다이오드에 의해 정류될 
수 있는 안테나의 다른 전류를 포함하며, 정류 전류는 전자 소자용 파워 서플라이(power supply)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태그 안테나의 로딩(loading)은 측정될 소정의 수단 예를 들어, 인용된 특허의 마이크로
폰 저항(microphone resistance)에 의해 변경된다. 따라서, 입력 RF 에너지로부터 태그 안테나로 유도된 
발진 전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발진 전류의 변경으로 인해 태그 안테나로부터 방사된 RF 파워도 
변경된다. 태그 안테나로부터 방사된 파워의 이러한 변경은 기지국 안테나에 의해 선택될 수 있으며, 따
라서 실제로 마이크로폰은 파워 서플라이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지 않고서도 파워를 전송할 수 있다. 인용
된 특허에서, 또한 안테나 전류는 반송 주파수의 고조파(harmonic)에서 발진하는데, 그 이유는 다이오드 
전류가 두배 주파수 성분(doubled frequency component)를 포함하고, 이 주파수는 단순히 반사되는 것보
다 훨씬 용이하게 반송 주파수로부터 선택 및 분류(sort out)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태그는 
전원을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없으므로, 이 태그는 배터리(battery)를 포함하는 능동 태그(active tag)와 
구별하기 위해 '수동 태그(passive tag)'로 일컬어진다. 배터리는 에너지를 공급하여 능동 태그 전자장치
가 구동되도록 하지만, 태그 안테나로부터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또한, 능동 태그는 정보
를 기지국에 전송하기 위해 태그 안테나상의 로딩을 변경시킨다.

태그가 태그 안테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패턴으로 에너지를 전파(broadcast)하고, 대부분의 에너지가 전
송 안테나에 다시 제공될 수 없더라도, 반송 주파수에서 입력 RF 에너지의 '재방송(rebroadcast)'은 전형
적으로 '백 스캐터링(back scattering)'으로 일컬어진다.

1970년대에, 로직 및 판독/기록 메모리가 구비된 태그가 제안되었다. 이 방식에서, 태그는 몇가지 특성 
예를 들어, 밸드윈(Baldwin) 등에 의한 미합중국 특허 제4,075,63322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동물의 온도
를 측정하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동물을 식별하는 데에도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안테나 로드는 트랜지
스터를 사용하므로써 변경되었다. 트랜지스터 스위치는 에이. 코엘레(A. Koelle)에 의한 미합중국 특허 
제4,786,907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트랜스폰더의 로딩을 변경한다.

안테나 전류를 두배의 반송 주파수로 변조하는 조합 다이오드 정류기 회로 및 균형화된 변조기는 게리 
티. 케롤(Gary T. Carroll)에 의해 미합중국 특허 제4,724,427호에 기재되어 있다.

종래 기술의 태그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정보를 수신하고 태그로부터의 정보를 기지국에 전송하기 위해 전
자 로직, 메모리 회로, 수신기 회로 및 변조기 회로를 사용했다.

소형화, 고속 처리 및 저전력 소모에 관한 반도체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능은 크게 증가되
고 태그의 비용은 크게 감소되었다. 현재 사용가능한 연구 및 개발 기술은 통신 기술에서 새로운 기능 및 
상이한 제품을 가능케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 기술과 같이 트랜지스터 스위치를 트랜스폰더 안테나의 로
딩을 변경하는데 사용하면, 안테나에 접속되고 단일칩으로 구성된 전체 통합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므로 
그 비용이 증대된다. 종래 기술의 트랜지스터 스위치는 적절한 시간에 칩상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정보
를 전송하도록 요구되는 높은 반송 주파수에서 제대로 수행되도록 충분히 빨라야 하며 낮은 캐패시턴스를 
가져야 한다. 전체 칩이 동일한 기법으로 구현되어야 하고, 전체 칩이 트랜지스터 소자가 여러가지 속도
로 동작되도록 요구되므로, 이 트랜지스터의 칩 제조시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가 초래된다. 기지국으로부
터 태그까지의 통신 거리의 영역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 영역은 안테나 및 태그상의 정류 회로에 의해 설
정된 전압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종래 기술의 태그는 정류기 회로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전압을 감
소시키는 수신기 회로 및 변조 회로를 갖고 있다. 기지국 반송 주파수와 상이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종래 
기술의 태그는 안테나가 단일 주파수에 대해 설계될 때, 통상적으로 최대 효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불리
하다.

본 발명의 목적은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될 수 있는 회로를 포함하는 RF 트랜스폰더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고주파에서 사용될 수 있는 RF 트랜스폰더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최대 영역을 갖는 RF 트랜스폰더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표준 반도체 제조 
기법으로 단순하게 제조될 수 있는 RF 트랜스폰더용 전자칩(electronic chip)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
명의 또다른 목적은 본 발명의 RF 트랜스폰더와 통신하는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본 발명을 사용하므로써 통신 시스템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목적
은 본 발명의 트랜스폰더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사용 및 변경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은 수동(passive) RF 트랜스폰더의 정류기 파워 서플라이 회로(rectifier power supply circuit)
의 일부가 아닌 다이오드 변조기(diode modulator)를 제공하는데, 이는 트랜스폰더 전자 로직 및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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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에 의해 트랜스폰더 전자 회로의 제1상태에서 RF 전류가 RF 트랜스폰더 안테나의 제2터미날로부터 제
1터미날로 흐르게 하고, 트랜스폰더 전자 회로의 제2상태에서는 흐르지 않도록 제어하며, 따라서 RF 트랜
스폰더 안테나의 로딩은 트랜스폰더 전자회로의 제1 및 제2상태 사이에서 변경되고, RF 태그로부터 백스
캐터링된(backscattered) RF 전자기파의 밀도도 변경된다. 또한, 본 발명은 변조기와 같이 동일하게 사용
되는 다이오드가 트랜스폰더 수신기 회로에 또한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제1도에는 기지국 및 RF 트랜스폰더의 블럭도가 도시되어 있다. 기지국(2)은 적어도 하나의 기지국 안테
나(6)와 접속된 RF 에너지의 소스(4)를 포함한다. 컴퓨터 수단(8)은 RF 에너지 소스(4)의 파워 및 주파수
를  제어할  수  있다.  RF  전자기파(7)는  기지국의  안테나(6)로부터  RF  트랜스폰더의  안테나(10)로 
전송된다. 트랜스폰더의 안테나(10)는 전자기파를 '백 스캐터링(back scattering)'할 수 있으며, 백 스캐
터링된 파(9)는 기지국의 안테나(6) 또는 다른 안테나(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선택되고, 회로(3)에 의해 
기지국 수신기(5)로 루트(route)된다. 기지국 수신기(5)는 백스캐터링된 신호를 복조하고 복조된 신호를 
컴퓨터 수단(8)으로 전송한다. 컴퓨터 수단(8)은 또한 결정을 위해 복조된 신호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수
신, 처리, 저장 및 이용하는데 사용하거나 혹은 이 정보를 디스플레이 수단 또는 통신 수단(도시되지 않
음)에 전송할 수 있다.

기지국의 바람직한 주파수는 400MHZ를 초과하는 RF 또는 마이크로파 주파수이다. 기지국의 더욱 바람직한 
주파수는 900MHZ를 초과하는 주파수다. 기지국의 가장 바람직한 주파수는 2,300MHZ를 초과하는 주파수다. 

제2도에는  본  발명의  트랜스폰더(11)가  도시되어  있다.  다이폴  안테나(dipole  antenna)(10)는 리드
(leads)(20, 22)에 의해 블럭(12)으로 도시된 파워 정류기 회로와 접속된다. 그러나, 어떤 안테나 설계라
도 본 발명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이들 안테나 설계는 안테나 설계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휩  안테나(whip  antennas),  루프  안테나(loop  antennas),  패치  안테나(patch 
antennas), 폴딩된 다이폴 안테나(folded dipole antennas), 벤트 다이폴 안테나(bent dipole antennas) 
등과 같은 안테나일 수 있다. 태그는 하나를 초과하는 안테나를 구비할 수 있다. 태그의 블럭(14)으로 도
시된 바와 같이 로직 및 메모리 회로는 리드(29)를 통해 파워 정류기 회로(12)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다. 본 발명의 정류수단은 다이오드(19)로 도시되어 있으며, 이는 스위칭 회로(24)에 의해 탭(taps)(20, 
22)의 안테나 리드 사이에 접속된다. 다이오드(19) 및 스위칭 회로(24)는 파워 정류기 회로(12)와 병렬로 
접속된다. 다이오드(19)는 파워 정류기 회로(12)의 일부가 아니다. 스위치 회로(24)는 로직 및 메모리 회
로(14)에 의해 제어된다. 안테나(10)로부터 백스캐터링되는 파는 스위치 회로(24)의 상태에 의해 효율적
으로 제어된다. 다이오드(19)는 스위치 회로(24)의 제1상태에서 안테나를 효율적으로 '쇼트 아웃(short 
out)'시킨다. 안테나의 전류를 유도하는 RF 전자기(EM)파의 첫번째 1/2 사이클 동안, 전류는 안테나(10)
의  하나의  레그(leg)로부터  리드(20)를  통해  흐르며,  실질적으로  다이오드(19)를  통해  리드(30)로 
흐르고, 이어서 스위치(24)를 통해 리드(22)로 흐르고, 그후 안테나(10)의 다른 레그로 인가된다. 안테나
(10)의 전류를 유도하는 RF 신호의 두번째 1/2사이클 동안, 전류는 실질적으로 안테나(10)의 다른 레그로
부터 리드(22)를 통해 흐르고, 이어서 파워 정류 회로(12)의 다이오드 수단을 통해 리드(20)로 흐르고, 
그후 안테나(10)의 첫번째 레그로 인가된다. 따라서, 안테나는 쇼트되고, 높은 전류(high current)가 RF 
전자기파의 양 사이클 동안 안테나의 하나의 레그로부터 다른 레그로 전송될 수 있다. 안테나가 입력 RF 
필드와 공진(resonant)하게 되면, 높은 전류흐름은 파워를 높게 방사 즉, 실질적으로 '백 스캐터링'할 것
이다. 스위치 회로(24)의 제2상태에서, 다이오드(19)는 실질적으로 전류를 흐르게할 수 없다. 따라서, RF 
전자기파의 첫번째 1/2 사이클 동안, 전류는 안테나(10)의 하나의 레그로부터 리드(20)를 통해 흐르며, 
그후 블럭(12)으로 표시된 파워 회로를 통해서만 안테나(10)의 다른 레그에 대한 리드(22)에 인가될 수 
있다. 따라서, 안테나로부터 방사된 파워는 제어 회로가 제1상태일 때보다 작다. 안테나가 입력 RF EM 필
드와 공진하지 않으면, 제2상태에 비해 제2상태에서 더많은 전류가 흐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기지국에 의해 선택되고 디코딩될 수 있는 방사된 파워간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태그는 기지국 반송 주파수와 공지하는 안테나를 구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기지국은 캐리어된 태
그로부터 신호를 기지국 반송 주파수 변조로서 수신한다.

수신기 회로(16)는 정류기 회로(12)와 병렬로 접속된다. 수신기 회로(16)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데이
타를 리드(18)를 통해 로직 및 메모리 회로(14)로 전송한다. 또한, 수신기 회로(16)는 바람직하게 정류 
회로(도시되지 않음)의 일부 또는 변조 회로(이하 도시됨)의 일부일 수도 있다.

종래 기술에서, 로직 및 메모리 회로로부터의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트랜지스터 스위치는 안테나의 전류
를 변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종래 기술의 트랜지스터는 고가의 낮은 캐패시턴스 소자인데, 그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캐패시턴스를 갖는 트랜지스터는 '오프(off)' 상태에서도 안테나(10)에 대해 부분
적인 고주파 쇼트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다이오드는 매우 낮은 캐패시턴스를 
갖는 쇼트키 다이오드(Schottky diode)이며, 쇼트키 다이오드(19) 및 스위치(24)의 전체 캐패시턴스는 오
프 상태에서 낮은 캐패시턴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렬 캐패시턴스로서 추가된다. 또한, 쇼트키 다이오드
(19)는 단일칩상에 현대 전자장치의 n-FET 및 p-FET 트랜지스터 뿐만 아니라 트랜스폰더에 대한 모든 전
자 소자가 하나의 칩내에 합체될 수 있도록 로직 및 메모리 회로(4)와 다른 RF 아날로그 회로의 소자들과 
함께 집적될 수 있다. 다이오드가 하나로 도시되었지만, 본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충분
히 낮은 캐패시턴스를 갖는 임의의 RF 전류 정류 소자(들)가 다이오드(19)를 대체해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제3도에는 파워 정류기 회로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다이오드(15, 13)는 캐패시터(1
7)와 함께 파워를 리드(29)를 통해 로직 및 메모리 회로에 제공하는 전압 배가 회로(voltage doubling 
circuit)를 구성한다. 회로(3)에 다이오드(13, 15) 및 캐패시터(17)를 포함하는 단순한 전압 정류 및 배
가 방안이 도시되어 있지만, 본 기술 분야에 알려진 바와 같은 다른 전(full) 또는 부분 파형 정류 방안
과, 전원 공급 기술 분야에 알려진 다른 전압 승산 및 가산 방안도 마찬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

블럭(14)의 로직 및 메모리 회로(도시되지 않음)는 본 기술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 가장 바람직한 판독/
기록 메모리 소자는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지만, 강유전(ferroelectric) 메모리 소자와 같은 다른 기술들도 마찬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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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도에는 로직 및 메모리 회로(14)로부터의 리드(26)상의 전압에 의해 제어되는 바람직한 스위치 회로
(24)가 도시되어 있는데, 이  스위치 회로(24)는 n-FET 트랜지스터(27)가 '온'일 때 다이오드(19)의 하위
측의 전압이 라인(22)상으로 인가되도록 하는 단일 n-FET 트랜지스터(27)를 사용한다.

제5도에 도시된 바람직한 회로는 캐패시터(32)를 포함한다. 기지국에 의해 제공된 RF 신호의 변조는 캐패
시터(32)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므로써 결정될 수 있다. 이 방법에 있어서, 태그 변조기 또는 태그 수신기 
어느쪽도 다이오드 전원의 일부가 아니므로, 파워 서플라이는 더욱 큰 전압을 태그 전자장치에 전송할 수 
있다. 캐패시터(32) 및 전압 측정 회로의 RC 시상수(time constant)는 기지국에 의해 반송 주파수상에 제
공된 변조 주파수를 따를 수 있을만큼 충분히 작아야 한다. 오프 상태의 n-FET 트랜지스터(27)의 캐패시
턴스는 자체로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적절할 수 있다.

제6도에 도시된 바람직한 스위치 회로는 리드(26)상의 전압이 '1'에서 '0'으로 변경될 때 다이오드(10)를 
풀 다운(pull down)시키고 션트오프(shunt off)시키는 부가적인 p-FET 트랜지스터(25)를 사용한다. 다이
오드(19)의 하부측은 파워 서플라이 전압 리드(29)와 접속되고, 바이어스 오프(bias off)된다. 이러한 배
열은 다이오드(19)가 제4도의 회로보다 훨씬 빠르게 션트오프(shunt off)되도록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제어 회로의 제어에 따라 다이오드(19)를 온/오프 상태로 바이어싱하는데 사용되는 특정 유형의 스위칭 
회로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제6도에 도시된 푸쉬 풀 회로(push pull circuit)는 다이오드(19)의 저 전압측을 바이어싱하고 메모리 및 
로직 회로(14)의 제어에 따라 리드(22)에 대한 RF 전류를 온/오프 상태로 스위칭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본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잘 알려진 다수의 방안들중 하나이다. 제4도, 제5도 및 제6도
의 회로의 스위치들은 안테나(10)로부터의 백 스캐터링된 방사를 변조하는데 필요한 변조 주파수만큼의 
속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조 주파수는 1kHZ-1MHZ 범위가 바람직하고, 10~100kHZ 범위가 더욱 바람직하
며, 20~60kHZ 범위가 가장 바람직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주파수 트랜스폰더(a radio  frequency(RF)  transponder)에 있어서, RF  전자기(electromagnetic: E
M)파에 의해 기지국(a base station)으로부터 상기 RF 트랜스폰더로 전송된 파워(power) 및 정보를 수신
하는 안테나(an antenna)와; 상기 안테나로부터 RF 파워를 수신하고, RF 전류 정류 수단(an RF current 
rectification means)을 포함하는 제1수단(a first means)과; 상기 안테나로부터 방사되는 파워를 제어하
고, 상기 제1수단으로부터의 파워만을 수신하는 제2수단(a second means)과; 상기 안테나로부터 정보를 
수신하고, 정보를 상기 제2수단과 통신하는 제3수단(a third means)과; RF 전류를 정류하고, 파워를 수신
하는 상기 제1수단과 이격되고, 파워를 제어하는 상기 제2수단에 의해 파워를 제어하는 상기 제2수단의 
제1상태(a first state)에서 상기 안테나로부터 RF 전류를 실질적으로 흐르게하고, 파워를 제어하는 상기 
제2수단의 제2상태(a second state)에서는 상기 안테나로부터 RF 전류가 실질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어
하여, 상기 안테나의 상기 RF 전류의 크기를 변조하고 상기 안테나로부터 백스캐터링된(backscattered) 
상기 RF 전자기파를 변조하는, 제4수단을 포함하는 무선 주파수 트랜스폰더.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안테나로부터 방사된 파워를 제어하는 상기 제2수단은 로직 및 메모리 회로(logic 
and memory circuitry)를 포함하는 무선 주파수 트랜스폰더.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RF 전류 정류용의 상기 제4수단은, 파워를 제어하는 상기 제3수단에 의해 제어되는 제5
스위치 수단(a fifth switch means)에 의해 제어되는 무선 주파수 트랜스폰더.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5스위치 수단은 RF 전류 정류용의 상기 제4수단의 하위측과 상기 안테나의 제1터
미날(a first terminal) 사이에 접속되고, RF 전류 정류용의 상기 제4수단의 상위측은 상기 안테나의 제2
터미날(a second terminal)에 접속되는 트랜지스터 스위치(a transistor switch)인 무선 주파수 트랜스폰
더.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정보를 수신하는 상기 제3수단은, RF 전류 정류용의 상기 제4수단의 상기 하위측과 상기 
안테나의 제1터미날 사이의 상기 트랜지스터 스위치와 병렬로 접속되는 무선 주파수 트랜스폰더.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제6캐패시턴스 수단(a sixth capacitance means)은, RF 전류 정류용의 상기 제4수단의 
상기 하위측과 상기 안테나의 제1터미날 사이의 상기 트랜지스터 스위치와 병렬로 접속되는 무선 주파수 
트랜스폰더.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5스위치 수단은, 파워를 제어하는 상기 제2수단의 상기 제1상태에서 RF 전류 정
류용의 상기 제4수단의 상기 하위측을 상기 제1터미날과 접속하여, 실질적으로 RF 전류가 RF 전류 정류용
의 상기 제4수단을 통해 흐르도록 하고, 파워를 제어하는 상기 제2수단의 상기 제2상태에서 RF 전류 정류
용의 상기 제4수단의 상기 하위측을 파워를 수신하는 상기 제1수단의 포지티브 전압 출력(a  positive 
voltage output)과 접속하여, 실질적으로 RF 전류가 RF 전류 정류용의 상기 제4수단에 흐르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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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푸쉬 풀 회로(a push pull circuit)인 무선 주파수 트랜스폰더.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RF 전류 정류용의 상기 제4수단은 쇼트키 다이오드(a Schottky diode)인 무선 주파수 트
랜스폰더.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RF 전류 정류용의 상기 제4수단은 쇼트키 다이오드인 무선 주파수 트랜스폰더.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RF 전류 정류용의 상기 제4수단은 쇼트키 다이오드인 무선 주파수 트랜스폰더.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RF 전류 정류용의 상기 제4수단은 쇼트키 다이오드인 무선 주파수 트랜스폰더.

청구항 12 

객체(objects)를 위치지정하고 식별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정보를 전송 및 수신하고, RF 
전송기, RF 수신기 및 적어도 하나의 기지국 안테나를 포함하는 기지국과; 상기 객체와 연관되고, 정보를 
상기 기지국에 전송하고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다수의 RF 트랜스폰더(a plurality of RF 
transponders)로서, 상기 각각의 트랜스폰더는 RF 전자기(electromagnetic: EM)파에 의해 상기 기지국으
로부터 상기 RF 트랜스폰더로 전송된 파워 및 정보를 수신하고 제1터미날 및 제2터미날을 구비하는 적어
도 하나의 트랜스폰더 안테나(at least one transponder antenna)와, 상기 트랜스폰더 안테나로부터 파워
를 수신하고 상기 트랜스폰더 안테나의 상기 제1터미날 및 상기 제2터미날과 접속되고 RF 전류 정류 회로
(an RF current rectification circuit)를 포함하는 제1수단과, 상기 트랜스폰더 안테나로부터 방사된 파
워를 제어하고 상기 제1수단으로부터만 파워를 수신하는 제2수단과, 상기 트랜스폰더 안테나로부터 정보
를 수신하고 상기 제1수단으로부터만 파워를 수신하고 수신된 정보를 파워를 제어하는 상기 제2수단에 전
송하는 제3수단과, RF 전류를 정류하고 파워를 수신하는 상기 제1수단의 일부는 아니며 파워를 제어하는 
상기 제2수단에 의해 파워를 제어하는 상기 제2수단의 제1상태에서 실질적으로 RF 전류를 적어도 하나의 
안테나의 두개의 터미날 사이에 흐르게 하고, 파워를 제어하는 상기 제2수단의 제2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전류를 적어도 하나의 안테나의 두개의 터미날 사이에 흐르지 않도록 제어하는 제4수단을 포함하는, 상기 
다수의 RF 트랜스폰더를 포함하는 객체 위치지정 및 식별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다수의 트랜스폰더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컴퓨터 수단을 더 포함
하는 객체 위치지정 및 식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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