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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휴대기기의 충전시스템

요약

컴퓨터의 대형화, 비용 상승을 방지하고, 컴퓨터로부터 휴대기기로 충전을 행할 수 있는 휴대기기의 충전시스템을 제

공한다.

CPU (311) 는 전압센서 (312) 의 검출결과에 기초하여 컴퓨터 (2) 가 외부전원모드인지 전지모드인지를 검지한다. 

외부전원모드의 경우, CPU (311) 는 충전요구를 받으면, 휴대전화기 (1) 로 충전허가신호를 송신하고, 스위치 (319) 

를 ON 으로 설정하고, 접속케이블 (5) 을 통해 휴대전화기 (1) 로 전원을 공급한다. 또, CPU (311) 는 전지모드의 경

우, 전지관리회로 (317) 의 검출결과에 기초하여 전지 (318) 의 잔용량(殘容量;이하, 잔량이라고 함)을 검출하고, 검

출결과가 허용치 이상이면, 휴대전화기 (1) 로 전지 (318) 로부터 휴대전화기 (1) 로 전원을 공급하고, 허용치 이하이

면, 충전거부신호를 휴대전화기 (1) 로 출력한다. 휴대전화기 (1) 는 충전거부신호를 수신하면, 알람 또는 경보음에 의

해 전지 (308) 의 잔량의 저하를 통지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충전허가신호, 충전거부신호, 전지관리회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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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의 1 실시 형태에 의한 휴대기기의 충전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블록도이다.

도 2 는 도 1 의 구성에서의 외부로부터 전원이 공급되는 컴퓨터 (2) 와 휴대전화기 (1) 가 접속된 상태를 나타내는 

외관도이다.

도 3 은 도 2 의 컴퓨터 (2) 가 내부의 전지로 구동하고, 휴대전화기 (1) 와 접속된 상태를 나타내는 외관도이다.

도 4 는 컴퓨터 (2) 와 휴대전화 (1) 사이의 전원접속을 무접점화하는 구조를 나타내는 개략블록도이다.

도 5 는 컴퓨터 (2) 가 휴대전화기 (1) 로 충전을 행하는 경우의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차트이다.

도 6 은 휴대전화 (1) 가 충전을 행하는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차트이다.

도 7 은 종래에 있어서의 컴퓨터와 휴대전화기를 접속한 상태를 나타내는 외관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휴대전화기 2 : 컴퓨터

3 : DC 어댑터 4 : 인터페이스 카드

5 : 접속케이블 6 : 콘센트

301, 311 : CPU 302, 312 : 전압센서

303, 313 : 전압안정화회로 304, 314 : 제어신호버스

305, 306, 315, 316 : 다이오드 307, 317 : 전지관리회로

308, 318 : 전지 319 : 스위치

320 : 전원단자 401 : 정류회로

402, 412 : 전자접합코일 403, 413 : 통신부

411 : 인버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정보단말에 접속된 휴대기기로 충전을 행하는 충전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 휴대전화의 보급은 눈부셔 국민의 3 명에 1 명은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유아(乳兒) 와 유아(幼兒) 등

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이 보유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한편, 퍼스널 컴퓨터(personal computer; 이하, PC라고 

함)의 보급도 눈부시다. 일반 비지니스맨의 대부분이 PC로 일을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 중에서, 노트 PC와 휴대

전화 양측을 가지고 전등선(電燈線)이 미치지 않는 옥외에서 양측을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

외출한 곳에서 노트 PC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 이 전지의 충전방법이다. 특히, 노트 PC

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거나, 장시간 외출한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PC와 휴대전화 각각의 전용 충전장치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었다.

도 7 은 종래에 있어서의 컴퓨터와 휴대전화기를 접속한 상태를 나타내는 외관도이다. 휴대전화기 (51) 는 케이블 (5

5) 및 인터페이스 카드 (54) 를 통해 컴퓨터 (52) 와 접속되며,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한다. 컴퓨터 (52) 의 전원은 DC 

어댑터 (53) 를 통해 콘센트 (56) 로부터 공급된다. 그리고, 휴대전화기 (51) 로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기 (51

) 를 휴대전화기 전용 충전기 (57) 를 통해 콘센트 (56) 에 접속할 필요가 있었다.

또, 콘센트 (56) 가 없는 옥외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휴대전화 (51) 를 컴퓨터 (52) 에 접속하여 인터넷통

신 등을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52) 의 전지의 잔량은 충분히 남아 있는데, 휴대전화 (1) 의 전지가

소모되어 통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휴대전화기 (51) 의 충전을 행하기 위해 휴대전화기 (51) 의 전용 충전기 그 자체를 컴퓨터에 탑재하는 것만

으로는 컴퓨터의 충전회로와 중복되어 컴퓨터가 대형화하고, 생산비용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컴퓨터와 휴대전화기를 통일적으로 충전할 수 있고, 또 외부전원을 전원으로 하지 않은 상태, 즉 컴퓨터가 내장하고 

있는 전지로 동작하고 있으며, 이 전지의 잔량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에 있어서 휴대기기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

스템이 필요했 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컴퓨터의 대형화, 비용 상승을 방지하고, 더욱이 

컴퓨터로부터 휴대기기로 충전을 행할 수 있는 휴대기기의 충전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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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 중 제 1 항에 기재된 발명은 전지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에 의해 동작하는 휴대기

기가 정보단말에 접속되고, 통신수단에 의해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정보단말에 형성되고, 

상기 정보단말에 공급되는 전원을 상기 휴대기기로 공급하는 전원출력수단과, 상기 휴대기기에 형성되고, 상기 전원

출력수단으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받아 상기 휴대기기의 전지에 충전을 행하는 제 1 전지관리수단을 갖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제 2 항에 기재된 발명은 제 1 항에 기재된 휴대기기의 충전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 1 전지관리수단이 상기 휴대기

기의 전지의 잔량을 검출하고, 상기 전원출력수단이 상기 제 1 전지관리수단이 검출한 잔량이 제 1 허용치 이하인 경

우, 상기 휴대기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 3 항에 기재된 발명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기재된 휴대기기의 충전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정보단말이 배터리구

동인지를 식별하는 식별수단이 상기 정보단말에 형성되고, 상기 전원출력수단은 상기 식별수단이 배터리구동을 지시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기 휴대기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 4 항에 기재된 발명은 제 3 항에 기재된 휴대기기의 충전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정보단말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

리의 잔량을 검출하는 제 2 전지관리수단이 상기 정보단말에 형성되고, 상기 전원출력수단은 상기 식별수단이 배터리

구동을 지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상기 제 2 전지관리수단이 검출한 잔량이 제 2 허용치 이상의 경우, 상기 휴대

기기로 전원을 공급하고, 상기 식별수단이 배터리구동을 지시하고 또한 상기 제 2 전지관리수단이 검출한 잔량이 제 

2 허용치 이하의 경우, 상기 휴대기기로 전원의 공급을 정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 5 항에 기재된 발명은 제 4 항에 기재된 휴대기기의 충전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지관리수단이 검출한 잔량

이 제 2 허용치 이하이고, 상기 정보단말로부터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전지의 잔량의 저하를 표시하는 표시수단

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 6 항에 기재된 발명은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기재된 휴대기기의 충전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지관리수단이

검출한 잔량이 제 2 허용치 이하이고, 상기 정보단말로부터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경고음을 발하는 경고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 7 항에 기재된 발명은 제 1 항 내지 제 6 항에 기재된 휴대기기의 충전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정보단말에 설치되고

, 상기 정보단말로부터 전원이 공급되는 송전코일과, 상기 휴대기기에 설치되고, 상기 송전코일과 전자결합되어 유기

되는 전압을 상기 휴대기기로 공급하는 수전코일을 가지며, 상기 통신수단은 무선통신 또는 광통신에 의해 상기 정보

단말과 상기 휴대기기 사이의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실시 형태

이하, 본 발명의 1 실시 형태에 의한 휴대기기의 충전시스템을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 은 이 발명의 1 실시 

형태에 의한 휴대기기의 충전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개략블록도이다. 먼저, 도 1 에 나타낸 컴퓨터 (2) 는, 예컨대 

운반 가능한 노트형 컴퓨터이다. 전압센서 (312) 는 전원단자 (320) 를 통해 공급되는 전압을 측정하고, 검출결과를 

제어신호버스 (314) 를 통해 CPU (중앙처리장치) (311) 로 출력한다. 다이오드 (316) 는 전지 (318) 로부터 전원단

자 (320) 측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전원이 전원단자 (320) 를 통해 컴퓨터 (2) 로 공급되어 있지 않은 경

우, 전압센서 (312) 의 내부저항과, 이 다이오드 (316) 의 작용에 의해 전압센서 (312) 의 입력전압은 거의 0 V 까지 

저하된다. 한편, 전원이 공급되어 있는 경우, 전압센서 (312) 에 의해 전원단자 (320) 를 통해 외부로부터 전압이 가

해지는 전압이 검출된다.

전지관리회로 (317) 는 CPU (311) 의 지시에 기초하여, 전원단자 (320) 를 통해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에 의해 

전지 (318) 를 충전한다. 또, 전지관리회로 (317) 는 전지 (318) 의 잔량을 검출하고, 검출결과를 CPU (311) 로 출력

한다. 이 전지 (318) 의 잔량은 전지 (318) 의 단자전압을 검출하고, 이 검출결과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또, 전지관리

회로 (317) 가 전지 (318) 의 충전전류와 방전전류의 적산(積算;이하, 곱셈이라고 함)을 행하여 잔량을 검출하도록 해

도 된다. 전압안정화회로 (313) 는 CPU (311) 로 공급되는 전원을 안정화시킨다.

CPU (311) 는 전압센서 (312) 로부터 출력되는 검출결과와, 미리 결정된 소정의 전압치를 비교하고, 검출결과가 소

정의 전압치 이상인 경우, 외부전원으로부터 DC 어댑터 (3) (도 2 참조) 와 전원단자 (320) 를 통해 공급되는 전원에 

의해 구동하는 외부전원 (전등선) 모드로 설정한다. 또, CPU (311) 는 검출결과가 소정의 전압치 이하인 경우, 전지 (

318) 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에 의해 구동하는 전지 (배터리구동) 모드로 설정한다.

CPU (311) 는 전지모드인 경우로서, 전지관리회로 (317) 의 검출결과에 기초하여 전지 (318) 의 잔량이 미리 설정되

거나, 또는 사용자에 의해 설정되는 허용치 이하인 것을 검지한 경우, 스위치 (319) 를 OFF 상태로 하고, 휴대전화 (1

) 로의 전원의 공급을 정지한다. 한편, 전지 (318) 의 잔량이 허용치 이상인 경우, CPU (311) 는 스위치 (319) 를 ON 

상태로 하고, 전지 (318) 로부터 휴대전화 (1) 로 전원을 공급한다. 또한, 이 CPU (311) 에 의한 스위치 (319) 의 전

환동작은 휴대전화 (1) 로부터의 충전요구에 따라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CPU (311) 는 휴대전화기 (1) 로부터 

충전요구가 있고, 또한 전지 (318) 의 잔량이 소정치 이상인 경우, 스위치 (319) 를 ON 상태로 하고, 전지 (318) 로부

터 휴대전화 (1) 로의 전원공급을 행한다. 한편, 휴대전화기 (1) 로부터 충전요구가 없는 경우, 또는 전지 (318) 의 잔

량이 허용치 이하의 경우에는 스위치 (319) 를 OFF 로 한다.

외부전원모드에 있어서, 컴퓨터 (2) 는 다이오드 (316, 315) 와 전압안정회로 (313) 를 통해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전

원에 의해 동작함과 동시에, 전지관리회로 (317) 를 통해 전지 (318) 에 충전을 행한다. 또, 외부전원모드인 경우, CP

U (311) 는 스위치 (319) 를 휴대전화기 (1) 로부터의 충전요구가 있었던 경우, ON 상태로 전환하고, 외부전원측으

로부터 전원단자 (320), 다이오드 (316), 스위치 (319) 를 통해 휴대전화 (1) 로 전원을 공급한다.

다음으로, 도 1 에서의 휴대전화 (1) 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도면에 있어서, 전압센서 (302) 는 컴퓨터 (2) 로

부터 출력되는 전원전압을 검출하고, 검출결과를 제어신호버스 (304) 를 통해 CPU (301) 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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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오드 (306) 는 전지 (308) 로부터 컴퓨터 (2) 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컴퓨터 (2) 로부터 전원이 공급되

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압센서 (302) 의 내부저항과, 이 다이오드 (306) 의 작용에 의해 전압센서 (302) 의 입력전

압은 거의 0 V 까지 저하된다. 한편, 컴퓨터 (2) 로부터 전원이 공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압센서 (302) 에 의해 컴퓨

터 (2) 로부터 공급되는 전압이 검출된다.

전지관리회로 (307) 는 CPU (301) 의 지시에 기초하여 ,컴퓨터 (2) 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에 의해 전지 (308) 를 충전

한다. 또, 전지관리회로 (307) 는 전지 (308) 의 잔량을 검출하고, 검출결과를 CPU (301) 로 출력한다. 이 전지 (308)

의 잔량은 전지 (308) 의 단자전압을 검출하고, 이 검출결과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또, 전지관리회로 (307) 가 전지 (

308) 의 충전전류와 방전전류의 곱셈을 행하여 잔량을 검출하도록 해도 된다. 전압안정화회로 (303) 는 CPU (301) 

로 공급되는 전원을 안정화시킨다.

CPU (301) 는 전압센서 (302) 로부터 출력되는 검출결과에 기초하여 컴퓨터 (2) 로부터 전원이 공급되어 있는지를 

검지한다. 또, CPU (301) 는 전지관리회로 (307) 로부터 출력되는 검출결과에 기초하여 전지 (308) 의 잔량이 미리 

설정된다. 또는, 사용자에 의해 설정되는 허용치 이하인 것을 검출한 경우, 전지관리회로 (307) 를 통해 전지 (308) 의

충전을 행한다. 또, CPU (301) 는 전지 (308) 의 잔량이 소정치 이하일 때, 표시기에 의해 알람을 표시시키고, 스피커

에 의해 경보음을 울려 사용자에게 전지잔량이 저하된 것을 통지한다.

도 1 의 구성에서의 휴대전화기 (1) 와 컴퓨터 (2) 가 접속된 상태의 일례를 도 2 에 나타낸다. 이 도면에서의 컴퓨터 

(2) 는 도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휴대전화기 (1) 에 대하여 충전을 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 7 에서의 휴

대전화 (51) 의 전용 충전기 (57) 가 필요 없고, 이에 의해 충전기 (57) 와 콘센트 (56) 의 접속이 필요 없다.

컴퓨터 (2) 의 충전, 및 동작을 위한 전원은 DC 어댑터 (3) 를 통해 콘센트 (6) 로부터 공급된다. 휴대전화기 (1) 로의 

충전은 컴퓨터 (2) 로부터 인터페이스 카드 (PCMCIA 카드 등) (4) (도 1 에서는 생략) 와 접속케이블 (5) 을 통해 행

해진다. 또, 휴대전화기 (1) 와 컴퓨터 (2) 사이의 데이터통신 및 휴대전화기 (1) 로 충전을 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제

어통신의 송수신은 인터페이스 카드 (4) 와 접속케이블 (5) 을 통해 행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도 2 에서의 컴퓨터 (2) 는 전원이 외부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경우인데, 컴퓨터 (2) 를 콘센트 (6)

가 없는 옥외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도 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DC 어댑터 (3) 는 콘센트 (6

) 로 접속되지 않으며, 컴퓨터 (2) 는 내장된 전지로 동작한다.

다음으로, 도 1 의 구성에서의 컴퓨터 (2) 로부터 휴대전화기 (1) 로 충전을 행하는 동작에 대하여 도 5 및 도 6 의 플

로차트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도 5 는 휴대전화기 (1) 로 충전을 행하는 경우의 컴퓨터 (2) 의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차

트, 도 6 은 휴대전화 (1) 가 충전을 행하는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차트이다. 먼저, 초기상태에서 스위치 (319) 는 OFF

상태이다. 그리고, 컴퓨터 (2) 로 전원이 투입되면, 전압센서 (312) 는 전원단자 (320) 의 전압을 검출하고, 검출결과

를 CPU (311) 로 출력한다. 또, 전지관리회로 (317) 는 전지 (318) 의 잔량을 검출하고, 검출결과를 CPU (311) 로 

출력한다. 이와 동시에, CPU (311) 는 휴대전화기 (1) 로부터 충전요구가 있는지를 검지한다 (스텝 S1). 휴대전화기 

(1) 로부터 충전요구가 없는 경우, CPU (311) 는 스위치 (319) 를 OFF 상태인채로 한다 (스텝 S7).

다음으로, 휴대전화기 (1) 로부터 충전요구를 받으면, CPU (311) 는 전압센서 (312) 로부터의 검출결과에 기초하여 

외부전원모드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검지한다 (스텝 S2). 외부전원모드의 경우 (스텝 S2-예), CPU (311) 는 휴대전화

기 (1) 로 충전을 허가하는 신호를 송신하고 (스텝 S3), 스위치 (319) 를 ON 상태로 전환하여 충전을 개시한다 (스텝 

S8).

한편, 외부전원모드가 아닌 경우 (스텝 S2-아니오), 즉 전지모드의 경우, CPU (311) 는 전지관리회로 (317) 로부터

의 검출결과에 기초하여 전지 (318) 의 잔량 (B2) 을 검출한다 (스텝 S4). 그리고, 전지 (318) 의 잔량이 허용치 이상

인 경우 (스텝 S5-예), CPU (311) 는 휴대전화기 (1) 로 충전을 허가하는 충전허가신호를 송신하고 (스텝 S3), 스위

치 (319) 를 ON 상태로 전환하여 휴대전화기 (1) 로의 충전을 개시한다 (스텝 S8).

전지 (318) 의 잔량이 허용치 이하인 경우 (스텝 S5-아니오), CPU (311) 는 충전을 거부하는 충전거부신호를 휴대전

화기 (1) 로 송신하고 (스텝 S6), 스위치 (319) 를 OFF 상태로 하고, 충전동작을 정지한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1) 의 동작에 대하여 도 6 의 플로차트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전원이 투입되면, 전지관리회로 (3

07) 는 항상 전지 (308) 의 전지 잔량 (B1) 을 검출하고 (스텝 S10), 검출결과를 CPU (301) 로 출력한다. CPU (301)

는 이 검출결과에 기초하여 전지 (308) 의 잔량이 소정의 허용치 이상의 경우 (스텝 S11-예), 컴퓨터 (2) 로 충전요구

신호의 송신을 정지하고, 충전동작을 정지한다 (스텝 S16).

한편, 전지 (308) 의 잔량이 소정의 허용치 이상의 경우 (스텝 S11-아니오), CPU (301) 는 컴퓨터 (2) 로 충전요구를

송신한다 (스텝 S12). 그리고, 컴퓨터 (2) 로부터 충전허가신호가 입력되지 않고 (스텝 S13-아니오), 충전허가신호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스텝 S14-예), 다시 충전요구를 한다 (스텝 S12).

한편, 충전허가신호를 수신한 경우 (스텝 S13-예), CPU (301) 는 전지관리회로 (307) 에 의해 전지 (308) 로 충전을 

개시한다 (스텝 S17). 다른 한편, 충전거부신호를 수신한 경우 (스텝 S14-예), CPU (301) 는 알람표시 또는 경보음에

의해 사용자로 전지잔량이 저하된 것을 통지하고 (스텝 S15), 충전요구의 송신을 정지한다 (스텝 S16).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휴대전화기 (1) 와 컴퓨터 (2) 가 접속케이블 (5) 에 의해 접속하여 데이터 및 전원의 공급을 행

하고 있는데, 이 접속케이블 (5) 을 무접점화한 구조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4 는 컴퓨터 (2) 와 휴대전화 (1) 사이의 

전원접속을 무접점화하는 구조를 나타내는 개략블록도이다. 이 도면에서, 통신부 (403, 413) 는 BLUETOOTH (URL

: http://www.bluetooth.com/default.asp 참조) 등의 무선 인터페이스나, IrDA (URL : http://www.irda.org/ 참조) 

등의 적외선이 사용된 인터페이스에 의해 구성되며, 데이터의 전송을 무접점 전송으로 한다.

컴퓨터 (2) 의 인버터 (411) 는 스위치 (319) 로부터 출력되는 직류전원을 교류전원으로 변환하여 전자접합코일 (412

) 로 출력한다. 한편, 휴대전화 (1) 에는 전자접합코일 (412) 에 대향하는 위치에 전자접합코일 (402) 이 설치되어 있

다. 전자접합코일 (412) 과 전자접합코일 (402) 은 자성체의 코어를 갖고 있고, 근접하여 대향시킴으로써 전자결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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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트랜스가 형성된다. 전자접합코일 (412) 과 전자접합코일 (402) 의 권선의 비(比)는 컴퓨터 (2) 의 전원전압 (예컨

대, 12 V) 과 휴대전화 (1) 의 전원전압 (예컨대, 3 V) 에 따라 설정되며, 이에 의해 서로의 전원전압이 크게 다른 경

우에도 전력의 전송이 가능하다.

전자접합코일 (412) 과 전자접합코일 (402) 의 전자결합에 의해 휴대전화기 (1) 로 공급되는 전원은 정류회로 (401) 

에 의해 직류전원으로 변환된다. 이에 의해, 휴대전화기 (1) 로 전력을 공급하고, 전지 (308) 로 충전을 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컴퓨터 (2) 와 휴대전화기 (1) 를 물리적으로 접속하지 않고, 무접 점으로 접속하여 데이터의 전송 및 

충전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 설명한 실시예에서는 컴퓨터로부터 휴대전화기로 충전을 행하는 경우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기술을 바꿔 휴대

전화기를 컴퓨터로 치환하고, 컴퓨터를 휴대전화로 치환해도 동일한 것이 성립된다. 즉, 정보단말장치를 휴대전화기

로 대표하고, 휴대기기를 컴퓨터로 대표한다. 컴퓨터가 휴대전화기에 충전요구를 출력하고, 이 충전요구에 기초하여 

휴대전화기가 컴퓨터로 충전을 행하도록 해도 된다.

또한, 상기를 전부 조합하여 정보단말과 휴대기기 사이에서 어느 쪽의 전지가 소모된 경우에 서로 전력을 융통하도록

해도 된다.

본 발명은 전지와 외부전원의 2 종류의 전원으로 동작 가능한 정보단말장치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휴대기기의 충전기

능을 갖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단말장치의 대표적인 것은 노트형 PC이고, 휴대기기

로서는 휴대전화기나 디지털 카메라, 휴대정보단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발명에서는 정보단말장치를 노트형 P

C (단지 노트 PC 또는 PC라고 기재함) 로 대표하고, 휴대기기를 휴대전화로 대표하는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이 기술했

다고 해도, 본 발명은 정보단말장치와 휴대기기 사이의 충전에 관한 것임은 명백하며,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정보단말로 공급되는 전원을 휴대기기로 공급하고, 충전하도록 했기 때문

에, 휴대기기의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기기의 충전을 행할 수 있어 현저하게 편리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얻어진다.

또한, 이 발명에 의하면, 정보단말이 배터리구동이고, 이 배터리의 잔량이 허용치 이상의 경우, 휴대기기로의 충전을 

하고, 잔량이 허용치 이하인 경우에는 휴대기기로 충전을 행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의해, 휴대기기로의 충전을 행

함으로써, 정보단말의 전지의 잔량이 없어져 정보단말이 사용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얻어진다.

또, 이 발명에 의하면, 무선통신 또는 광통신에 의해 휴대기기와 정보단말의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고, 정보단말과 

휴대기기에 각각 코일을 설치하고, 전자결합에 의해 전력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해, 휴대기기와 정보단말을 접

속하는 케이블 등이 쓸모없게 되고, 또한 휴대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얻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지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에 의해 동작하는 휴대기기가 정보단말에 접속되고, 통신수단에 의해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정보단말에 형성되고, 상기 정보단말에 공급되는 전원을 상기 휴대기기로 공급하는 전원출력수단과,

상기 휴대기기에 형성되고, 상기 전원출력수단으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받아 상기 휴대기기의 전지에 충전을 행하

는 제 1 전지관리수단을 가지며,

상기 제 1 전지관리수단은 상기 휴대기기의 전지의 잔량을 검출하고,

상기 전원출력수단은 상기 제 1 전지관리수단이 검출한 잔량이 제 1 허용치 이하인 경우, 상기 휴대기기로 전원을 공

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기기의 충전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단말이 배터리구동인지를 식별하는 식별수단이 상기 정보단말에 형성되고,

상기 전원출력수단은 상기 식별수단이 배터리구동을 지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기 휴대기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기기의 충전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단말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의 잔량을 검출하는 제 2 전지관리수단이 상기 정보단말

에 형성되고,

상기 전원출력수단은 상기 식별수단이 배터리구동을 지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상기 제 2 전지관리수단이 검출

한 잔량이 제 2 허용치 이상의 경우, 상기 휴대기기로 전원을 공급하고, 상기 식별수단이 배터리구동을 지시하고 또한

상기 제 2 전지관리수단이 검출한 잔량이 제 2 허용치 이하의 경우, 상기 휴대기기로 전원의 공급을 정지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충전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지관리수단이 검출한 잔량이 제 2 허용치 이하이고, 상기 정보단말로부터 전원이 공급

되지 않은 경우, 전지의 잔량의 저하를 표시하는 표시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기기의 충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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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전지관리수단이 검출한 잔량이 제 2 허용치 이하이고, 상기 정보단말로부

터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경고음을 발하는 경고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기기의 충전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단말에 설치되고, 상기 정보단말로부터 전원이 공급되는 송전코일

과,

상기 휴대기기에 설치되고, 상기 송전코일과 전자결합되어 유기되는 전압을 상기 휴대기기로 공급하는 수전코일을 

가지며,

상기 통신수단은 무선통신 또는 광통신에 의해 상기 정보단말과 상기 휴대기기 사이의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기기의 충전시스템.

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단말에 설치되고, 상기 정보단말로부터 전원이 공급되는 송전코일과,

상기 휴대기기에 설치되고, 상기 송전코일과 전자결합되어 유기되는 전압을 상기 휴대기기로 공급하는 수전코일을 

가지며,

상기 통신수단은 무선통신 또는 광통신에 의해 상기 정보단말과 상기 휴대기기 사이의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기기의 충전시스템.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단말에 설치되고, 상기 정보단말로부터 전원이 공급되는 송전코일과,

상기 휴대기기에 설치되고, 상기 송전코일과 전자결합되어 유기되는 전압을 상기 휴대기기로 공급하는 수전코일을 

가지며,

상기 통신수단은 무선통신 또는 광통신에 의해 상기 정보단말과 상기 휴대기기 사이의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기기의 충전시스템.

청구항 10.
전지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에 의해 동작하는 휴대기기가 정보단말에 접속되고, 통신수단에 의해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정보단말에 형성되고, 상기 정보단말에 공급되는 전원을 상기 휴대기기로 공급하는 전원출력수단과,

상기 휴대기기에 형성되고, 상기 전원출력수단으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받아 상기 휴대기기의 전지에 충전을 행하

는 제 1 전지관리수단을 가지며,

상기 정보단말에 설치되고, 상기 정보단말로부터 전원이 공급되는 송전코일과,

상기 휴대기기에 설치되고, 상기 송전코일과 전자결합되어 유기되는 전압을 상기 휴대기기로 공급하는 수전코일을 

가지며,

상기 통신수단은 무선통신 또는 광통신에 의해 상기 정보단말과 상기 휴대기기 사이의 데이터의 송수신을 행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기기의 충전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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