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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RF 에너지 하베스팅을 하였을 때 얻게 되는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 전력을 저장하고 이를
사용할 때 공급할수 있는전원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기존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도 개발되었던 수퍼 캐패시터를 사용하여
배터리를 보조하는 회로를 RF 에너지 하베스팅에서 얻게 되는 소전력에서도 사용할수 있도록 설계하여 측정한 결과 회로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일부를 RF 에너지 하베스팅으로 얻은 전력으로 배터리의 전력을 보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Ⅰ. 서 론

다양한 전자소자의 개발과 함계이 소자들의 소모전력과 부피가줄어다

양한 소형 디바이스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1],[2]. 하지만 배터리는

부피가줄어드는 전자소자들과는달리용량대비부피의 감소에한계가있

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게 고안된 방법 중 하나가 주 배터리와

이를 재활용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보조하여 배터리가 사용되는

전력량을줄이는것이다 [3]. 하지만 이때 사용되는 재활용 에너지는시간

당 충전 단위가 매우 작아 실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문은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선 전력의 저장 및공급을 하는 전원 제어시스

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본론

본 논문에서는 주 전원이 되는 배터리와 보조 전원이 되는 무선 전력 수

신 회로의 상호충전의 방지와 무선 전력을 받아 충전하고 방전하는데 있

어효율을늘리고자회로를설계하였다. 본 논문의회로는크게로드를제

외한 두 부분으로 주전원인 배터리에서로드로 전력을방전하는 주 전력

회로와 보조 전원인 무선 전력을 송신 받아 충전하고 이를 다시 로드로

방전하는 보조 전력 회로로 구성된다. 이 다이오드로 인한 전압강하의 전

력손실을 막고자 전압강하보상기능이있는다이오드를사용하였다. 배터

리와 다이오드만있는 주전력 회로와 달리 보조 전력 회로는다양한 소자

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선 전력을 송신하여 정류하는 Rectenna

(Rectigying Antenna)와 이 전력을 충전하는 수퍼 캐패시터, 이 수퍼 캐

패시터의 충전과 방전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초 저전력 충방전 관리 IC로

구성된다. 초 저전력 충방전 관리 IC는 Rectenna로 들어온 미소 전력을

수퍼 캐패시터에저장하고수퍼캐패시터의 전압이일정레벨이 될 때로

드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의 회로를 이용하여 렉테나 입력을 공급하고용량 1.5 F, 공칭 전

압 5.4 V 인 수퍼 커패시터를사용하고완충전압을 5V 최대방전전압을

3.7 V로 설정하였고, 로드로들어가는주전원과보조회로의전원의 전압

을 3.6 V로 설정하였을 때, 수퍼 캐패시터가 약 약 2820s 동안 충전하고

약 610s 동안 방전하였다. 그 결과 보조 전원의 도움이 없을 때와 비교하

였을 때 9.04 %만큼의 배터리 전력을 보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슈퍼 캐패시터를 이용한 무선 전력의 충전 및 이를 이용

한 배터리의 방전수명에 도움을 주는 전원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실험결과를 보았을 때 제안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 전력 시스템

에서의 배터리의 수명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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