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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designed and fabricated two different RF-DC Converters called doubler for 5.8GHz Microwave Wireless Power

Transmission. The doubler as RF-DC Converter makes the rectified voltage be doubled. We measured and compared

voltages of the doublers with those of the previous full-wave rectifying RF-DC Converter. The doublers show rectified

double voltages. However, the full-wave rectifying converter has a high efficiency due to the suppression of reflecting

harmonics. The other fabricated doublers causes so many harmonics that they can’t convert the low-power RF to the full

DC. In this paper, we show that the different doublers doesn’t double the rectifying voltages compared with those of the

full-wave rectifying converter and give a reason abou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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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SM밴드 대역의 2.45 GHz 및 5.8 GHz마이크로파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1,2].

마이크로파 무선전력전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송효율이다. 마이크로파로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공

기 중에서 적은 감쇠를 가지는 주파수를 선택하고 전

송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RF-DC변환기의 RF-DC

변환효율을 높이는 것이 안테나와 함께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무선전력전송에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 ISM밴드 대

역의 2.45 GHz 및 5.8 GHz의 주파수가 비교적 공중에

서 손실이 적고, 소자들의 가격이 낮아 연구를 위해 제

작하는데 적합하다. 또한 이 주파수에서 높은 RF-DC

변환 효율을 지니고 또한 파장이 짧아 안테나 및 회로

소자가 소형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무선전력전송

에 주로 쓰이는 주파수이다[3].

본 논문에서는 5.8 GHz 마이크로파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RF-DC 변환기들을 설계 제작하여 각 RF-DC변

환기에 따른 전압을 측정하였다. 전압 체배기인 더블러

(doubler, 이하 더블러1) 와 이와는 다른 임피던스 매칭

을 갖는 더블러(이하 더블러2)를 설계 제작하였으며,

기존의 전파(full-wave) RF-DC변환기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2. RF-DC 변환기의 설계 및 구현

2.1. 전압 체배기인 더블러1 설계 및 제작

전압 체배기인 더블러1 회로도는 Fig. 1과 같다[4,5].

다이오드는 Microwave Schottky Detector Diode HSMS-

2862를 이용하고 앞 단에 임피던스 매칭을 하여 Fig. 2

와 같이 설계를 하였다. Fig. 3은 스미스 차트로 50 Ω

임피던스 매칭한 회로도 결과를 나타내었다. 회로도를

통해서 Fig. 4에 나타낸 것처럼 더블러1의 레이아웃을

설계하였다.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기판은 Fig. 5에

나타내었다. 기판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E-mail : sonms@sun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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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른 형태의 더블러2 설계 및 제작

같은 특성을 가지지만 대칭성을 갖도록 레이아웃을

설계하여 하모닉스를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더블러1과

는 다른 임피던스 매칭 형태의 더블러2를 설계 제작하

였다. 더블러2의 기본 회로도는 Fig. 6과 같다. 다이오

드는 같은 HSMS-2862를 이용하여 앞 단과 뒤 단에

임피던스 매칭을 하였으며 Fig. 7에 나타내었다. 임피

던스 매칭에 결과는 Fig. 8에 제시하였으며, Fig. 9와

Fig. 10에는 레이아웃과 제작된 기판을 나타내었다. 기

판에 특성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3. RF-DC 변환기 전압 측정 및 비교

3.1. 더블러 1 및 더블러 2의 전압 측정

제작된 더블러 1 및 더블러 2의 전압을 RF입력전력

8 dBm부터 12 dBm까지 변화시키며 측정하였고

Table 3에 그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1. The basic doubler 1 circuit.

Fig. 2. The impedance matching circuit for doubler 

Fig. 3. The impedance matching result of doubler 1.

Fig. 4. The PCB layout of doubler 2.

Fig. 5. The fabricated PCB board of doubler 1.

Fig. 6. The basic doubler 2 circuit. 

Table 1. The PCB board characteristic for doubler 1.

모델명 특성

RF-43
유전율(Er) 4.3

유전체 두께(H) 0.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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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파(full-wave) RF-DC 변환기의 전압측정

기존의 제작된 전파 RF-DC 변환기의 전압은 Table 4

에 나타내었고 제작된 더블러 1 및 더블러 2전압과 비교

를 위해 저항회로를 배제하고 커패시터에 걸리는 양단

전압으로 측정하였다[6].

3.3. RF-DC 변환기의 특징 비교 분석

기존의 기판은 전파 정류 방식으로 다이오드를 병렬

로 구성한 것이고, 본 논문에서 새로이 제작한 2가지

기판은 전압 체배기인 더블러 방식이다. 전압이 측정된

결과를 보면 3가지 기판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더블러는 입력전압에 대한 출력전

압은 전압 최대값이 약2배 정도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더블러 1및 더블러 2에 비해 전파 정류 RF-DC변환기

는 입력전압에 대한 출력전압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이오드를 병렬로 구성했을 때 고

Fig. 7. The impedance matching circuit of doubler 2.

Fig. 8. The impedance matching results of doubler 2.

Fig. 9. The PCB layout of doubler 2.

Fig. 10. The fabricated PCB board of doubler 2.

Table 2. The PCB board characteristic of doubler 2.

모델명 특성

TLY-5A
유전율(Er) 2.17

유전체 두께(H) 0.8 mm

Table 3. The output voltages according to input powers.

입력전력(dBm) 더블러1 전압(V) 더블러2 전압(V)

12 1.334 1.45

11 1.23 1.23

10 1.023 1.08

9 0.923 0.96

8 0.80 0.83

Table 4. The output voltages according to input powers

입력전력(dBm) 전파 RF-DC 변환기 전압(V)

12 1.45

11 1.343

10 1.116

9 1.003

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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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파 억제 효과로 인해서 더 높은 변환 효율을 나타낸

다는 것이다[1]. 비대칭 더블러 1 및 대칭 병렬 구조의

더블러2의 비교에서도 대칭 병렬 구조의 더블러2가 더

높은 변환 전압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5.8 GHz 마이크로파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RF-DC 변환기의 변환 전압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대칭의 더블러 1및 대칭 병렬 구조의 더블러2를 설

계 제작하였으며, 기존 제작된 전파 정류 방식의 RF-

DC 변환기와 비교하며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전파 정

류 방식의 다이오드 대칭 병렬 구조가 고조파 억제 효

과로 인해 가장 높은 출력 전압을 나타내었고 이러한 고

조파 억제 효과는 비대칭 구조의 더블러 1및 대칭 병렬

구조의 더블러 2 구조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고조파 억제를 위해서 BPF(band-pass filter)

를 RF-DC 앞 단에 달아서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다면

RF-DC더블러의 변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여

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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