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10-2004-0077228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H02J 7/0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4-0077228

2004년09월04일

(21) 출원번호 10-2003-0012701

(22) 출원일자 2003년02월28일

(71) 출원인 배대환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64 정림비치아파트 1동 505호

(주)이노트론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동 경남정보대학 ICT관M306호

(72) 발명자 배대환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64 정림비치아파트 1동 505호

(74) 대리인 임승택

심사청구 : 있음

(54) 렉테나를 이용한 무선 충전 시스템

요약

렉테나(rectenna)를 이용한 무선 충전 시스템에 있어서 공중파 중계기(휴대폰 기지국, TV방송중계국, 인공위성)를 

전기 에너지의 송신부로 하고 이동통신기기 및 전자 및 전기기기를 수신부로 구성한 무선 충전 시스템이 제공된다. 

상기 무선 충전 시스템은 배열 렉테나를 이용한 것으로, 안테나 어레이를 통해 소정 전력의 전파를 방사하는 송신부

와, 상기 공중 전파되는 고주파 전력을 렉테나에 의해 수신하여 소정 레벨의 직류 전압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직류

전력 변환부 및 상기 직류 전압을 일정한 전압으로 안정화시켜 출력하는 전압안정화회로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와 같이 구성된 무선 충전 시스템은, 공중파 중계기 등과 같은 송신기의 배열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고주파 전력을 배

열 렉테나로 수신하고, 정류 및 필터링하여 정전압으로 안정화시켜 배터리 전극 연결자로 제공함으로써 파워코드 등

에 의한 길이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렉테나, 무선 충전, 휴대단말기, 블로킹 필터, 평활회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및 도 2는 종래의 기술에 의한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종래의 또다른 기술에 의한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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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에에 따른 렉테나를 이용한 무선 충전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를 타나낸 도면.

도 5는 도 4의 구성 중, 배열 렉테나를 이용한 직류 전압 변환부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원 충전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렉테나(rectenna)를 이용하여 충전지에 전압·전류를 충전시키는 

무선 충전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휴대용 무선 전화기(radio portable telephone),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 및 휴대용 캠코더(portable camcorder) 등과 같은 휴대용 단말기 등은 배터리(battery)에 충전된 전압을 동력원(po

wer source)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휴대용 단말기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재충전이 가능한 축전지가 이용되

고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휴대용 단말기에 사용되는 축전지에 전압·전류를 충전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충전장

치(charging system)가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충전장치는 이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가장 널리 보급된 충전시스템은 상용전압(AC 110VAC~220VAC)을 희망하는 전압레벨로 다운시켜 전파정류하고, 

상기 전파정류된 전압을 축전지에 공급하여 충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충전시스템은 전파정류된 직류전압의 출력단

자와 배터리의 단자들을 직접적으로 접촉(connection)하여 충전기의 전압·전류가 배터리에 공급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도 1 및 도 2는 종래의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충전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면 중, 참조부호 12는 상용전

원을 입력하기 위한 파워코드(power code)이고, 14는 상기 파워코드 12를 통해 입력되는 상용교류전원을 소정 레벨

의 전압으로 전압 강하시킨 후 정류하여 직류전압을 발생시키는 충전기이다. 상기 충전기 14에는 휴대 단말기의 배터

리의 양전극과 음전극이 접촉시키기 위한 전극 연결자(electrode connector) 16들을 갖는다. 참조번호 18은 축전이 

가능한 배터리로부터 공급되는 전압·전류에 의해 동작되는 휴대용 단말기이다. 도면에서는 휴대용 단말기를 이동통

신전화기의 예를 들어 나타내었다. 상기와 같은 휴대용 단말기 18의 뒷면(back plan)에 결합되어진 배터리의 전극이 

상기 충전기 14의 전극연결자 16들에 결합되면,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충전기 14에서 소정의 레벨로 다운되어 전

파정류된 직류전압이 상기 배터리로 공급되어 배터리에 전류를 충전하게 된다.

그러나, 상기 도 1 및 도 2와 같이 구성된 종래의 기술에 의한 충전 시스템은 충전기의 파워코드 12의 길이가 한정되

어 있어서 전원콘센트와 충전기간의 거리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여 충전하는 시간동안에는 휴대용 단말기의 이

용이 곤란하게 된다. 또한, 충전기 14의 전극연결자 16들과 휴대용 단말기 18의 전극간의 접촉 불량이 야기되어 전력

손실을 초래하며, 이러한 이유에 의한 고장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 중, 충전기 14의 전극연결자 16들과 휴대용 단말기 18의 전극간의 접촉 불량을 개선하기 위하

여 충전시스템의 전압단자와 배터리의 전극을 비접촉 상태로 충전하는 자기 유도 결합 방식과, 비방사유전체(NRD : 

Non Radiative Dielectric Wave Guide tech)이론을 응용한 비접촉 충전 시스템이 있다. 이를 도 3을 참조하면 하기

와 같다.

도 3은 종래의 또다른 기술에 의한 충전 시스템을 간략하게 나타낸다. 도 1 및 도 2의 구성과 다른 점은 충전기 14와 

휴대용 단말기 18들 각각에는 전극 연결자 16들과 전극을 접촉하는 접점부분이 없다는 점이고, 충전기 14와 휴대용 

단말기 18의 배터리간의 전압 충전은 자기 유도 결합 또는 비방사 유전체 이론에 의한 무 선 충전을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기 유도 결합에 의한 비접촉 결합 충전 시스템은 트랜스포머(transformer)들의 자유 유도 결합에 의해 전

압을 배터리에 충전시키는 것으로 송신기와 수신기간의 유도 결합 거리에 제한에 대한 문제와 부피가 크고 전력 소모

가 많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고주파 대역에서 전기의 성질이 변하는 비방사유전체(NRD) 이론을 응용한 무선충

전방식은 30 GHz이상의 고주파를 사용하므로 기존의 공중파중계기에 설치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과 공간 매질변화(

비, 안개, 수증기에 의한)에 따른 전력 손실이 야기되므로 환경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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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공간을 매체로 한 전력의 이동 시 환

경 변화(비, 안개, 수증기 등)에 따른 전력 송신 장해를 최소화하여 원격지에서 방사되는 전파를 수신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무선 충전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렉테나를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방사되는 전파를 수신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무선 충전 회로

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안테나 어레이를 통해 소정 전력의 전파를 방사하는 송신부와, 상기 공

중 전파되는 고주파 전력을 렉테나에 의해 수신하여 소정 레벨의 직류 전압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직류전력 변환부 

및 상기 직류 전압을 일정한 전압으로 안정화시켜 출력하는 전압안정화회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고주파전력을 송신하는 송신기는 공중파 중계기에서 송신하는 기본 송신시스템을 그대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부가 장비가 필요 없게된다. 또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발명에서는 별도의 변조

장치 및 신호의 품질을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송신하고자하는 고주파전력의 효율을 위하여 송신안테나의 구성은 배

열 안테나(antenna array)의 형태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신부에 해당하는 상기 직류전력 변환부는 송신기의 배열 안테나로부터 방사된 고주파전력을 수신하는 수신용 배열

렉테나; 상기 수신용 배열 렉테나에서 수신된 고주파전력을 직류화하는 RF정류기; 평활회로 및 부하에서 발생되는 

교류분(ripple) 및 전도성 전자파장해를 억제하기 위한 RF블로킹 필터(blocking filter)와; 상기 RF정류기에서 반파 

또는 전파로 정류된 고주파전력을 직류전압으로 바꾸기 위한 평활회로와; 상기 직류전력을 배터리 충전용 전압으로 

변환시키는 상기 전압안정화회로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상기 고주파전력 송신기는 공중파 중계기에서 정보 및 방송신호의 전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무선 충전 시스템은, 공중파 중계기 등과 같은 송신기의 배열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고주파 전력

을 배열 렉테나로 수신하고, 정류 및 필터링하여 정전압으로 안정화시켜 배터리 전극 연결자로 제공함으로써 파워코

드 등에 의 한 길이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더욱 상세하게 설명된다. 하기의 실시예는 설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며 당업자에

게 본 발명의 사상을 충분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임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들 실시예들은 본 발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따라 본 발명의 범위가 이들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

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명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공용에 대한 기술적 구성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생략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렉테나를 이용한 무선충전시스템을 나타낸 구성도 이다. 도 1에 도시된 고

주파 전력 송신부 20은 디지털 정보 혹은 아날로그 정보를 변조하고, 상기 변조된 정보를 전력증폭된 고주파전력을 

최종 출력 노드에 접속된 배열안테나 22를 통해 공간으로 방사한다. 이때, 상기 고주파 전력 송신부 20으로부터 출력

되는 정보는 변조되지 않은 정보일 수 도 있음에 유의 유의하여야 한다.

상기 고주파 전력 송신부 20은 공중파 중계기, 예를 들면,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of cellular mobile 

radio system)의 중계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공중파 중계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공간으로 방사되는 고주파

전력의 효율 증대를 위하여 안테나는 도 5와 같이 배열 안테나로 구현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상기 고주파 전력 송신부 20의 배열 안테나 22로부터 방사되는 고주파 전력은 공간상에서 이격되어진 원격지의 휴대

용 단말기(도시하지 않았음)에 내장되어 수신기에 연결된 배열 렉테나 24로 수신되어진다.

상기 배열 렉테나 24는 수신된 고주파 전력을 정류하여 직류전압으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직류전압을 필터링하여 

그에 포함된 고주파 및 불요파 성분을 제어하여 전압안정화회로 26으로 공급한다.

상기 전압 안정화 회로 26은 상기 정류되어 평활된 직류전압의 레벨을 정전압으로 안정화시켜 출력노드에 연결된 충

전 배터리(rechargeable battery) 28의 전극으로 공급하여 상기 충전 배터리 28을 충전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공중파 중계기로 구성되는 고주파 전력 송신기 20가 배열 안테나 22를 통해 공중으로 고주파 전력

을 방사하면, 휴대용 단말기의 내부에 탑재(혹은 내장, 설치)된 배열 렉테나 14가 고주파 전력을 수신하여 직류전압을

검파(정류) 및 필터링하여 직류전압으로 변환하여 전압안정화회로 26로 공급함으로써 휴대용 단말기에 연결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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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28에 전압이 충전되게 됨을 알 수 있다.

도 4의 구성에서는 충전 배터리 28의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한 구성이 도시되어 있지 않으나, 충전 배터리 28의 전압

레벨을 감지하여 전압안정화회로 26의 출력을 '온/오프'스위칭하여 배터리의 과충전을 방지하는 과충전방지회로가 

추가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동작은 수신기, 즉 휴대용 단말기의 내부에 내장되어지는 배열 렉테나 24, 전압안정화회로 26 및 충전배

터리 28들간의 상세한 연결 구성을 나타내는 하기 도 5의 동작을 참조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도 5는 도 4의 구성 중, 배열 렉테나를 이용한 직류 전압 변환부의 상세한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배열 렉테나 24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렉테나가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 접속되어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렉테나는 이

격된 두개의 안테나 31과 33의 사이에는 고주파 전력을 정류하기 위한 쇼트키 다이오드 30의 애노드와 캐소드가 접

속되며, 상기 쇼트키 다이오드 30의 애노드와 캐소드 사이에는 리플(ripple) 및 전도성 전자파 장해를 억제하기 위한 

RF 블록킹 필터 32와 상기 쇼트키 다이오드 30에서 반파 혹은 전파 정류된 고주파 전력을 직류전력으로 변환하기 위

한 평활회로 34가 접속되어 구성된다. 이때, 다수의 렉테나들은 하나 이상의 컬럼(column)과 로우(row)의 방향으로 

배열되어 매트릭스의 형태를 갖는다. 각 컬럼에 배열된 쇼트키 다이오드 30들은 병렬 접속된 형태를 갖는다.

상기와 같은 매트릭스형태 배열 렉테나 24중 첫 번째 컬럼에 위치된 렉테나들내의 다수의 쇼트키 다이오드 30들의 

애노드는 전압안정화회로 26의 음전극에 접속되며, 최종 컬럼에 위치된 렉테나들내의 쇼트키 다이오드 30들의 캐소

드는 상기 전압안정화회로 26의 양전극에 접속되어진다. 그리고, 상기 첫 번째 컬럼 및 최종 컬럼의 사이에 위치된 렉

테나들내의 쇼트키 다이오드 30들의 캐소드와 애노드는 이웃하는 컬럼에 위치된 쇼트키 다이오드 30들의 애노드와 

캐소드에 접속되어 있다.

상기 배열 렉테나 24는 다수의 렉테나들이 매트릭스 어레이 형태로 접속되어 있어 원하는 전력량의 직류 전압을 얻을

수 있게된다. 또한, 안테나 31과 33의 사 이에 접속된 쇼트키 다이오드 30의 접속 위치를 조정하여 안테나들 31, 33

과 쇼트키 다이오드 30간의 임피던스 정합을 취하여야 한다.

도 5와 같이 구성되는 배열 렉테나 24는 유전체 기판상에 형성된 도전성 키판을 적절하게 설계하여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microstrip Line) 구조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도 4와 같이 구성된 고주파 전력 송신부 20에서 출력하는 고주파 전력이 배열 안테나 22에 의해 송신되어 도 5

와 같이 구성된 배열 렉테나 24로 입사되면, 상기 배열 렉테나 24내의 안테나 31, 33들이 상기 고주파 전력을 수신하

게 된다. 이때, 상기 안테나 31 및 33의 사이에 접속된 쇼트키 다이오드 30들이 극간의 기생 용량값을 최소화하여 직

류 전압으로 검파한다. 즉, 쇼트키 다이오드 30들이 안테나 31 및 33을 통해 수신되는 고주파 전력을 정류한다.

상기 쇼트키 다이오드 30들의 애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접속된 RF 블록킹 필터 32와 평활회로 34들은 정류된 직류전

압에 포함된 리플 성분 및 전도성 전자파 장해신호를 억제/제거하여 고주파 전력의 레벨에 따른 직류전압을 전압 안

정화 회로 26으로 제공한다.

상기 전압 안정화 회로 26은 상기 배열 렉테나 24로부터 출력되는 직류 전압의 레벨을 안정화시켜 소정의 레벨로 클

램프된 정전압을 휴대용 단말기에 결합된 충전용 배터리 28의 음전극과 양전극으로 제공하여 배터리 28내의 배터리 

셀에 전압이 충전되도록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배열 렉테나 24에 의해 공중파 중계기 등과 같 은 고주파 전력 송신부로부터 방사된 고주

파 전력을 수신하여 소정 레벨의 직류 전압으로 변환후 불요파를 제거하여 충전 배터리의 충전 전압으로 제공함으로

써 휴대용 단말기의 배터리의 충전을 보다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상기한 실시예에서는 충전 배터리의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술적 구성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지만, 이 분야의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라면 충전 배터리의 충전 전압 레벨을 검출하여 전압 안정화 회로의 출력을 적절하게 스위칭시키는 구성

이 더 부가될 수 있음에 유의 하여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렉테나를 이용한 무선충전시스템에 의하면 유선 충전시스템에 발생된 거리상의 제약과 

공간에서의 전력손실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거리의 제약이나 공간손실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어느 장소에서

든지 항상 전자기기 및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 배터리의 용량이 문제시되는 휴대용 단말기 등을 보다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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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충전 시스템에 있어서,

고주파 전력을 공중으로 방사하는 송신부와,

상기 공중 전파되는 고주파 전력을 렉테나에 의해 수신하여 소정 레벨의 직류 전압으로 변환 출력하는 직류전압 변환

부 및,

상기 직류 전압을 일정한 전압으로 안정화시켜 출력하는 전압안정화회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렉테나를 이용한

무선 충전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부는 고주파 전력을 배열 안테나를 통해 방사 출력함을 특징으로 하는 렉테나를 이용한 무선 충전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직류 전압 변환부 및 전압 안정화 회로는 휴대용 단말기의 내부에 내장됨을 특징으

로 하는 렉테나를 이용한 무선 충전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직류전력 변환부는 송신기의 배열 안테나로부터 방사된 고주파전력을 수신하는 배열 렉테나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렉테나를 이용한 무선 충전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배열 렉테나는 이격된 두개의 안테나들 사이에는 고주파 전력을 정류하기 위한 쇼트키 다이오

드의 애노드와 캐소드가 접속되며, 상기 쇼트키 다이오드의 애노드와 캐소드 사이에는 리플 및 전도성 전자파 장해를

억제하기 위한 RF 블록킹 필터 및 상기 쇼트키 다이오드에서 정류된 고주파 전력을 직류전력으로 변환하기 위한 평

활회로가 접속되어 구성된 렉테나들이 매트릭스 형태로 접속되어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렉테나를 이용한 무선 충

전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렉테나의 안테나들은 유전체 키판상에서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의 구조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렉테나를 이용한 무선 충전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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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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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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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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