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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파를 이용한 전력 에너지 무선 전송을 위한 수신단의안테나 일체형 무선 전원 공급 IC칩

요약

본 발명은 무선 공중파(RF파, 마이크로파 및 밀리미터파를 포함)를 통해 전력 에너지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송신단과 수신

단을 포함하는 시스템)의 수신단의 전력 공급 장치를 수행하기 위한 안테나 일체형 전력 공급 장치의 단일 IC칩 구조에 관

한 것이다.

전력 에너지 무선 송수신 시스템은 송신단에서 안테나를 통해 특정 무선 주파수를 갖는 전자기파의 송신 안테나 출력을 조

절하여 전력 에너지를 전자기파의 형태로 송신할 수 있으며 이 전자기파를 안테나를 통해 수신하여 수신 전자기파의 전력

을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통해 수신부의 전력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적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전력 공급선이나 접촉 없이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의 수신단에 필수적인 수신 전력 변환 및 이를

통한 수신부의 전력 공급 장치로서 안테나 일체형 단일 칩 구조를 찾는 IC칩 구조에 대한 발명이며 이러한 단일 IC칩 구조

는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전기 및 전자 기기들과 이동 및 휴대용 전자/전기 기기 및 바이오-전자 센서들의 전원이 차

지하는 공간을 극소화하며, 손쉽게 삽입 연결함으로써 전원 공급 주장치, 전원 공급 보조 장치 및 전원 공급 충전기 장치로

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단위 IC칩 구조를 직·병렬연결을 통해 어레이(array) 형태로 구현하면 충분히 원하는 크기

의 전력 형태를 공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단일 ASIC칩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는 다른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표도

색인어

전력 에너지, 전자기파, 무선 전송, 전력 에너지 무선 전송, 무선 전력 전송, 전파 송신기, 전파 수신기, IC칩, 전파 수신 IC

칩, 무선 전원 IC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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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RF 전파를 이용한 전력 에너지 무전 전송 시스템 구성도.

도 2a는 본 발명의 따른 하나의 단위 셀로 단위 전력을 형성하는 안테나 일체형 무선 전원 IC칩의 기능 회로 작용 구성도.

도 2b는 본 발명을 위해 반도체 집적회로 공정으로 제작한 무선 전원 IC칩의 단면 기능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무선 전원 IC칩을 단위 셀로 하여 어레이(arrary) 배열 형태로 연결하여 단위 셀 보다 큰 전력을 얻기 위

한 어레이 배열형 무선 전원 IC칩의 기능 구성도.

〈주요 도면 부호에 대한 간단한 설명〉

100 : 송신단 110 : 수신단

200 : 무선 전원 공급부 210 : 안테나

220 : 전력수신부/전력변환부 230 : 전력검출부/전력제어부

240 : 전력저장부

400 : 베어칩 형태의 무선 전원 IC칩 410: 연결부 또는 연결단자

420 : IC칩을 패키징에 고정 접합시키기 위한 패드 층(예 본드 접합)

430 : IC칩 지지를 위한 유전기판 층

440 : 마이크로 스트립 회로나 마이크로 스트립 안테나 구성일 경우 공통 접지 역할의 금속 층

450 : 반도체 기판 층(Si, SiGe, Ge, SOI, GaAs 등의 반도체 기판)

460 : IC칩 내부의 집적회로 공정상의 연결 도선(금속 배선)

465 : 외부 단자와의 와이어 본딩된 금속 배선

470 : 전력저장소자

480 : 절연체인 IC 보호막 역할의 패시베이션(passivation) 층

490 : 마이크로 스트립 회로 구성이나 마이크로 스트립 안테나 구성시 공통 접지와의 배선 연결을 위한 비아홀(via hole)

을 통한 금속 배선

500 : 반도체 기판상에 금속 패턴으로 구현된 안테나와 분포소자로 이루어진 전력수신부

510 : 반도체 기판상에 집적회로로 구현된 전력변환부/전력제어부

520 : 반도체 집적회로와 동시에 구현된 하나 이상의 전력저장소자로 이루어진 전력저장부

600 : 400으로 표기된 베어칩을 단위 셀로 하여 어레이 형태로 배열 연결하여 보다 더 큰 전력을 접속하기 위한 어레이 배

열형 무선 전원 IC칩

610 : 무선 전원 단위셀 ON/OFF 제어 신호 발생부를 갖지 않고 Wired Logic으로 연결된 형태의 어레이 배열형 무선 전원

IC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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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 전력집속부

630 : ROM, EPROM, 또는 EEPROM과 같은 메모리와 디지털 제어신호를 갖는 무선 전원 단위 셀 ON/OFF 제어 신호 발

생부

640 : 무선 전원 단위 셀 ON/OFF 제어 신호 발생부에 프로그램을 위한 디지털 입력신호 연결

641 : 스위칭 소자를 가져 무선 전원 단위 셀 ON/OFF 제어 신호 발생부의 제어신호에 따라 단위 셀을 선택하는 가로줄 주

소부

642 : 스위칭 소자를 가져 무선 전원 단위 셀 ON/OFF 제어 신호 발생부의 제어신호에 따라 단위 셀을 선택하는 세로줄 주

소부

650 : 전력 공급 연결 배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도 1에 보인 바와 같은 무선 공중파(RF) 전력 에너지를 안테나를 통해 공중으로 방사하고 그 전자기파를 수신하

여 전력변환을 수행하여 수신단의 응용회로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이하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에 있어서 수신단의 전원 공급 장치로서의 안테나 일체형 IC칩(이하 무선 전원 IC칩)에 관한 것이다. 수신단에서 전자기파

전력을 수신 변환하면 수신단의 응용회로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원 공급선을 사용하지 않는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유도 코일 방식이

며, 따른 하나는 공기 중을 통하는 전자기파 송수신에 의한 전력 에너지 전송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인 코일을 이용하는 전자기 유도 결합 방식은 접촉 없이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할 수 있으나 수신단 구조의 크

기 및 전송 거리가 30cm 이내로 짧다는 단점을 갖는다. 두 번째 방식의 전자기파를 이용한 전력 에너지 무선 전송 방식은

수 km의 원거리에서도 전력 송수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전력 변환 효율이 낮고 높은 전력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인체에 미칠 전자기파의 유해성에 대한 전파전계 강도에 대한 제한 규약을 갖고 있어 주로 인공위성에서 태양 전지로 전기

를 발생 저장한 후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무인도나 사람의 인체 유해성이 없는 곳에서 전기를 수집하여 전기 에너지를 공급

하려는 대형 및 대전력 에너지 공급 시스템 사업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휴대폰이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노트북 등 많은 휴대기기들과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각종 센서

기기, 홈 네트워크의 각종 클라이언트 기기들이 전력 공급선 없이 이동성 및 편리성을 강조한 휴대용으로 사용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충전 건전지 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는 휴대성 및 이동성의 편리함을 확보하였기만 여전히 충전기를

통해 충전을 하여야 하며, 휴대하여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본 발명은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방식의 전자기파 전력 에너지 전송 방식으로시 특정 주파수를 갖는 전자기파(RF파 또는

마이크로파, 혹은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원거리에서의 전력 에너지 무선 송수신 시스템에서의 수신단 전력 에너지 수신 변

환장치로서의 안테나 일체형 수신 전력 변환 IC칩 구조에 관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미소한 전력 에너지를 전자기파를 통해

수신하여 충전 변환함으로써 수신단의 전원 공급 장치로서 사용하는 수신 안테나를 포함하는 전력 변환 단일 IC칩인 무선

전원 IC칩 구조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관련 기술들은 송신된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안테나와 PCB에 제작된 수신 전력 변환 회로 장치들이 단일 칩 형태의

일체형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어 안테나와 전력 변환 모듈(IC칩이거나 PCB 기판에 구현된 RF 칩 모듈) 중간에 안테나와의

임피던스 매칭 회로를 삽입 구성해야 하는 기술적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있고, 그 수신단의 크기에 있어 차지하는 공간이

커서 휴대용 전자기기 등에 간단히 삽입 연결하여 전원 장치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약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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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전자기파를 이용한 무선 전력 전송 송수신 장치는 실험실 등에서 주로 실험용으로 구현되어 이루어졌으며 상용화되

어 판매되어지는 무선 전원 IC칩 형태는 없었다. 또한 이러한 단점을 갖는 수신단은 충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장치로서만

활용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휴대기기들의 휴대성을 극대화하고 무선 전력 전송이라는 전력산업의 새로운 수익 모델

을 창출 구현하기 위해 원거리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에서 수신단의 전자 및 전기 기기의 상시 전원 공급 장치 및 충전을

위한 전원 공급 장치로서의 안테나 일체형 단일 ASIC칩 구조 형태의 무선 전원 IC칩 형태(베어 칩) 및 패키징된 모듈 형태

(무선 전원 IC칩을 내장하고 패키징된 개별 IC 부품)로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전파를 이용한 전력 에너지 무선 전송 시스템에서 송신기에

서 공중 방사된 RF 전파 전력을 원거리에서 수신하여 수신단 전기/전자기기의 전원 공급 장치로 처리하기 위한 안테나 일

체형 무선 전원 IC칩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무선 전원 공급 기능(상시 주전원, 보조전원 및 충전 전원 공급)을 제공하는 무

선 전원 IC칩의 형태는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무선 전원 IC칩을 하나의 단위 셀로 하여 하나 이상 연결 조합하여 어

레이(array) 형태로 배열한 패키징이 되지 않은 베어 칩(이하 무선 전원 베어 칩)이거나 이러한 무선 전원 베어 칩을 단위

로 하여 하나 이상 PCB 기판위에 금속 배선을 통해 연결 조합하여 패키징이 되지 않은 일체형으로 만든 형태(이하 무선 전

원 모듈)이거나 하나의 단위 셀 무선 전원 베어 칩이나 무선 전원 모듈을 어레이 배열 형태로 반도체 기판 상에 집적한 원

칩 형태의 어레이 배열 IC칩 형태(이하 어레이형 무선 전원 베어 칩)이거나 이들 각각을 내장하여 패키징한 개별 IC 부품

형태들(위의 서술된 순서대로 각각 무선 전원 IC 부품, 무선 전원 모듈 부품, 어레이형 전원 IC 부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전원을 공급 하는 장치로서의 각각의 IC칩, 모듈, IC 부품, 모듈 부품

을 하나의 단위 전원 장치로 하여 하나 이상의 어레이 배열을 통해 새로운 대전력 장치(칩, 모듈, 부품 형태)를 구성하는 것

을 포함한다. 여기서 칩과 모듈은 패키징이 되지 않은 베어 칩이나 베어 모듈 형태를 말하며 이들을 내장하여 패키징한 형

태를 부품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으며 이하에서는 이 구분을 사용하여 서술한다.

또한, 상기 서술한 원거리로부터 송신된 무선 공중파 전력 에너지를 수신하여 전력변환을 통해 수신단 기기의 전원 장치로

사용하고, 일체형 집적회로 칩 형태의 미세 장치를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하나의

단위 무전 전원 IC칩(이하 단위 셀)의 연속 기능 구성은; 안테나; 전력수신부; 전력변환부; 전력검출부; 전력제어부; 전력저

장부; 연결부; 기능 구성들을 포함하며 상기 서술한 연속 기능을 일체형 집적회로로 구현한 단위 ASIC 원칩이나 그 단위

ASIC 원칩을 하나 이상 PCB 금속 배선이나 집적회로 배선을 통해 연결 조합하고 패키징한 부품의 형태로 제공된다는 데

그 특징을 갖는다.

또한, 상기 서술한 본 발명의 단위 무선 전원 장치 셀의 연속 기능부들은 원거리에서 공중 방사된 전자기파의 전력 에너지

를 수신하는 작용을 하는 안테나; 특정 주파수를 선택 통과시키고 반사파로 인한 주변 전자파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

파수필터 작용을 하는 전력수신부; 과전압을 제한하여 이후 IC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압제한 기능과 정류 기능을 갖는

소자를 통해 DC 전력으로 변환하는 작용을 하는 전력변환부; DC 전력변환 출력을 검출 비교하여 전압 또는 전류로 인한

과충전 및 전력신호가 없을 시에 안테나 쪽으로의 역방전을 막아서 이어지는 전력저장부의 전력충전 보호 회로로 작용하

는 전력제어부; 연속파로 전송되는 전자기파 전력신호가 상시 전원으로 기능하기 위해 전력을 일시 저장하여 디지털 데이

터 전송의 버퍼처럼 사용하기 위한 전력 에너지 임시 저장 버퍼로 작용하는 전력저장부; 외부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

한 컨넥터 단자 작용의 연결부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본 발명의 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무선 전원 IC칩의 사용 즉, 전력 에너지 무선 수신 후 원하는 형태의 전력변환

을 통해 수신단의 응용회로나 충전 건전지에 DC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 장치로서의 기능 작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기 시술한 각 기능들을 다음 순서로 연속 처리하여 얻어진다. 각 기능의 연속 순서는 안테나부→전력수신부→전력변환

부→전력제어부→전력저장부→연결부의 순으로 전력에너지를 변환/처리/제어하고 연결부를 통해 외부 회로나 충전장치

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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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연속 구성으로 구현된 무선 전원 IC칩의 작용은 위에서 언급한 연속 처리 순서대로 전력저장부

를 포함하는 연결부를 통한 외부 응용회로에 연결하는 연속 구성에서는 상시 전원을 외부 응용회로에 공급하는 작용이거

나 위에서 언급한 연속 구성 중에서 연결부를 통해 충전장치에 연결되는 다른 하나의 연속 구성은 전력저장부를 생략하고

전력제어부에서 연결부를 통해 충전 장치에 바로 연결하는 구성은 충전기장치에 충전 전원 공급 장치로서 작용을 포함한

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전원 IC칩의 두 가지 구성에 따른 무선 전원 IC칩의 작용에 따른 용도들은, 즉 위에서 언급한 연

속 구성 작용에 따라 상시 전원 공급용과 충전기 전원 공급용으로 구분된 무선 전원 IC칩 제작 실시예를 포함하며 다른 또

하나의 실시예는 집적회로 제작 시 전력저장부 구성 회로는 그대로 연결부에 연결하여 외부 장치에 접속 구성하고 전력제

어부와 전력저장부 사이의 연결선에서 병렬 바이패스 연결 선로를 만들어 연결부에 이 연결에 의해 생긴 상시 전원용 병렬

단자 두개를 추가 제작 구성하여 상시 전원 용도와 충전 전원 용도를 동시에 구현하는 연결 구성 또한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전원 공급 IC칩 장치의 상세한 기능 작용을 설명한다.

도 1은 전력 에너지 무선 전송 시스템을 보이는 RF 전파(RF파, 마이크로파, 밀리미터파를 포함하는 전자기파) 방식의 전

력 에너지 무선 전송 시스템이며 무선 전원 공급부에서 전력을 수신/변환/제어하여 수신단의 응용회로나 충전장치의 충전

용 건전지와 연결된다.

도 2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전원 공급 IC칩의 구성을 보이는 기능블록도로서, 외부에서 공중파를 통해 방사된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안테나(210), 안테나에 수신된 특정 주파수를 선택하기 위한 전력수신부(220)와 전력을 원하는 형태

로 변환하기 위한 전력변환부(220), 그리고 전력 변환된 전력을 검출하기 위한 전력검출부(230), 검출된 전력을 비교하여

제어하기 위한 검출 제어부(230), 그리고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전력저장부(240), 그리고 외부 응용회로나 충전용 건전지

에 연결하기 위한 연결부(410)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을 일체화한 베어칩(400)이나 이것을 패키징한 개별 부품(400과 410

을 포함하여 컨넥터 단자를 갖는 개별 단품)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전력수신부는 안테나와 주파수필터 회로로 동시에 구성될 수 있으며, 전력변환부는 전압제한회로와 정류회로로 구성된다.

또한 전력 검출부는 전압, 전류, 전력저장부의 온도를 검출하며, 이들을 설정된 비교 전압이나 전류, 온도와 증폭 비교하여

전압/전류/온도를 전력제어부에서 제어한다. 이러한 제어 작용이외에 전력 제어부의 방전 방지회로는 전자기파가 더 이상

수신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지 않는 경우에 전력저장부의 전력저장 소자로부터 안테나 쪽으로 전류가 방전될 수 있으므로

다이오드와 같은 소자를 이용해 역방전을 막는 회로를 포함한다. 전력저장부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소자로 이루어지고

재충전용 소자로 구성되며 연결부의 단자들을 통해 외부 응용회로나 충전용 건전지에 연결된다.

수신 안테나는 특정 주파수를 선택하기 위한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분포소자들과 집적되어 안테나에 임

피던스 매칭을 완료한 금속 패턴으로 동시에 구현 가능하며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주파수 필터 회로이다. 주파수 필터링에

의해 특정 주파수를 갖는 전자기파의 전력은 이어지는 IC칩을 파괴할 수 있는 큰 전압을 유기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과

전압으로부터 IC칩을 보호하기 위해 전압제한 회로가 필요하며 전압제한 회로에 의해 제한된 전압이 정류소자를 거쳐 DC

전압으로 정류된다. 이러한 회로를 정류 회로에서 담당하게 된다.

본 발명의 무선 전원 IC칩이 상시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 전력저장부의 전력저장버퍼는 하나이상의 전력을 충전하는 소

자로 구현되며 전력 충전을 통해 일시적으로 안테나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기를 계속 동작시키고 전

원이 공급되지 않음을 경고 안내하는 기능을 갖는 회로를 포함한다.

연결부는 외부 회로와 연결하기 위한 단자들이며, 이들이 칩의 형태인 경우에는 PCB나 집적회로상의 금속 배선일 수 있으

며, 패키징된 경우에는 금속배선과 연결된 단자들을 포함하는 패키징된 커넥터 형태이다.

도 2b는 반도체 공정 및 MEMS(microeletromechanical system) 공정을 이용해 집적회로로 구현된 본 발명의 무선 전원

IC칩을 절단한 후 절단면을 본 측면도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안테나가 마이크로 스트립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아래로부터

칩을 지지하기 위한 유전체 기판(430); 마이크로 스트립의 공통 접지 금속(440), 반도체기판(450); 금속 패턴을 갖는 안테

나 금속(210); 전력저장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전력저장 층(470); 반도체 집적회로 및 전력저장 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패

시베이션(passivation) 절연층(480); 이들을 연결하기 위한 반도체 공정을 위한 금속 배선(460); 신호 안테나와 접지 금속

과의 연결을 보여주는 비아홀(via hole) 금속 배선(490); 외부 단자와의 연결을 위한 와이어 본딩(465); 그리고 외부 단자

와 연결하기 위한 금속 배선 단자(410)들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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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무선 전원 칩은 위에서 언급한 반도체 공정이나 MEMS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PCB에 구현 일체화된 형태,

즉 통상적 모듈 타입으로 구현된 것을 포함한다.

도 3은 상기 언급한 본 발명에 따른 단위 무선 전원 IC칩을 이용해 필요한 전력을 칩셋의 직·병렬접속 형태로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도면이다. 직·병렬접속은 다양한 어레이 배열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단위 칩셋의 기본적인 출력을 직·병렬

접속에 의해 다양한 전력으로 변환하여 집속하고 원하는 전력을 얻을 수 있다.

단위 무선 전원 IC칩을 구동시키기 위한 무선 전원 단위 셀 ON/OFF 제어 신호 발생부(630); 이들을 Wired Logic으로 연

결 배열하는 금속 배선(612); 이들의 연결로 원하는 전력 출력을 만들기 위한 전력집속부(620); 이들 전력 집속 결합을 외

부와 연결하는 연결부(410)로 이루어진다.

무선 전원 단위 셀 ON/OFF 제어 신호 발생부는 디지털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신호 발생기와 메모리로 구성되며 이 메

모리는 ROM, EPROM, EEPROM 등의 형태를 갖는다. 무선 전원 단위셀 ON/OFF 제어 신호부가 생략된 형태인 경우에는

단위 셀인 무선 전원 IC칩은 Wired Logic 연결을 통해 집속되어 전력 결합부에서 원하는 전력을 연결부 단자를 통해 전원

을 공급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된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장점은 안테나를 포함하는 일체형 IC칩으로 구현되어 무선 전원 공급 미세장치로 작용하므로 수신단의 휴대기

기/전자기기/전기기기의 전원 부가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화하여 이에 따른 기기 장치들의 집적도를 높이는 장점을 가지며,

또한 송수신 거리를 늘리기 위해 충전 전원을 필요로 하는 RFID 및 RFIC나 무선 전력 전송기가 설치되어 있는 원격 근거

리 지역 내에서의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등의 휴대기기/전자기기/전기기기들의 원격

무선 상시 전원 공급 장치로 구현 실시될 수 있으므로 무선 전원을 사용하는 각 기기들의 전원 장치를 없애 부피 및 무게를

줄이는 장점과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전송 IC칩을 충전 장치에 여분의 보조 장치로 연결하면 공중파 RF 전력을 수신 받아

충전기 장치를 계속 충전하면서 휴대기기는 충전건전지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아 동작하면 되므로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하

지 않아도 장시간 휴대기기/전자기기/전기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갖는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에서 서술한 본 발명의 무선 전원 IC칩의 장점 중에서 휴대기기나 바이오-전자 센서 등의 상시 전원 장치로 사

용할 수 있게 무선 전원 IC칩을 베어 칩 형태로 휴대기기/전자기기/전기기기 업체에 공급하여 이 기기들에 내장 장착토록

한다면 접촉에 의한 유선 충전 장치를 없애고 무선 전력 송신기를 각 가정이나 사무실 및 옥외 장소에 설치하는 실시예 또

한 가능하다. 휴대/전자/전기 기기들에 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글 타입의 모듈 부품으로 제공하여 각 기기의 전원 컨넥

터 연결부에 접촉 연결한다면 무선 전력 송신기에서 보내는 연속파 형태의 공중파 전력 에너지를 받아 상시 전원 장치의

기능과 충전 보조 장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장시간 기기를 무선으로 작동할 수 있어 휴대성, 이동성 및 편리성을 극

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중파를 통해 전력 에너지를 송수신 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수신측에서 공중으로 방사된 전자기파를 수신하여 전력을 변

환하여 수신단의 휴대기기/전자기기/전기기기의 전원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안테나를 가지고 무선 전자기파 전력 변

환 회로를 포함하여 수신단에 전원을 공급하려는 안테나 일체형 집적 미세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무선 전자기파 전력 변환 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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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와 전력수신 회로, 전력 변환 회로, 전력 제어 회로, 연결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일체형 미세장치; 및 안테나와 전력

수신 회로, 전력변환회로, 전력제어회로, 전력저장부, 연결부들로 구성된 일체형 집적 미세장치를 포함.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의 일체형 미세장치는

안테나와 전력 변환 회로를 포함하여 무선 전력 수신 기능과 수신단 기기의 전원 공급 기능을 갖기 위해 안테나부와 청구

항 제 2항에서 요구하는 전력변환회로를 반도체 집적회로 공정이나 MEMS 공정을 사용해 제작한 ASIC칩 형태의 IC칩; 및

PCB에 연결 집적한 모듈 형태의 일체형 집적 미세장치.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일체형 미세장치는

상기 언급된 도 3에서의 어레이 배열형 무선 IC칩과 같이 하나 이상의 기본 단위 무선 전원 IC칩을 직·병렬로 Wired Logic

으로 연결한 전력집속부 및 디지털제어회로에 의해 스위칭되는 배열 구성에 의해 전력을 결합 집속하는 전력집속부를 포

함하여 처리하는 형태로 원하는 전력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의 ASIC 칩; 및 PCB에 직·병렬로 연결 배열 구성한 모듈 형태의

일체형 집적 미세장치를 포함.

청구항 5.

청구항 제 3항이나 제 4항에서의 일체형 미세장치로서

주장한 IC칩이나 모듈은 베어 칩 형태; 및 이들을 내장하여 원하는 무선 전원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원하는 기기와의 접속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외부 단자 커넥터를 포함하여 이들을 패키징한 형태의 전자 부품으로서의 개별 부품; 및 이를 내장

연결하여 전원으로 구동되어 다른 응용 기능을 구현하는 휴대기기/전자기기/전기기기를 포함.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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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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