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넥터가 없는 소형 제품으로, 방수 · 방진 등의 기기 디자인 설계에 기여!

BP3621 (송전 모듈), BP3622 (수전 모듈)

13.56MHz (NFC) 무선 충전 모듈

■ 기존 무선 충전과의 비교

・무선 충전 기능 간단 도입

・세트 설계가 용이한 13.56MHz 충전 방식 채용

・데이터 통신 기능 탑재

Qi 대비 면적 80% 이상 소형화 실현

35.0mm×26.0mm×1.5mm 24.0mm×17.0mm×1.5mm

BP3621 (송전 모듈) BP3622 (수전 모듈)

표면 이면

표면 이면

10mm의 거리에서 최대 200mW의 충전 가능

안테나를 포함한 회로 규모의 소형화와 더불어, 이면 Flat 일체형 모듈

전용 칩 및 안테나를 추가하지 않고도 쌍방향 데이터 통신에 대응

Qi
13.56MHz
무선 충전

주파수 (f0) 200kHz 13.56MHz

인덕턴스 값 (L) 20μH 1μH

전력 (Power) 1W or more less than 1W

안테나 사이즈

Φ20 to 50mm

수 mm2

■ 무선 충전 모듈의 코어 기술

매칭이 완료된 안테나로 안정된 충전

기판 일체형으로 소형화 실현

 매칭 콘덴서 실장

 레이아웃 디자인

2. 고효율 충전

 NFC 태그 통신과 무선 충전 기능 탑재

3. 소프트웨어

 안테나 디자인의 최적 설계

1. 고주파 설계

패턴 안테나와 설계 파라미터의
영향을 독자적인 매칭 조정으로
시뮬레이션

최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레이아웃 설계 기술을 탑재한
기판 제작

큐브 안테나의 경우

안테나 코일 공진 주파수 매칭 특성

추천! 신상품

https://www.rohm.co.kr/?utm_medium=pdf&utm_source=rohm&utm_campaign=OP_64OP7318_KR


1개부터 구입 가능

■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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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6MHz을 통한 충전과 통신의 공통 안테나화

■ 어플리케이션 노트

■ 어플리케이션

무선 충전과 데이터
통신을 모두 실현한
제품 데모 영상

https://fscdn.rohm.com/en/products/databook/applinote/module/wi
reless/bp3621_bp3622_an-e.pdf

https://youtu.be/eyaBXbI40zg

모듈 타입
전원전압

(V)
출력전력

(mW) 인터페이스
사이즈

(mm)
중량

(g)

BP3621 송전 모듈 4.5 to 5.5 ー 35.0×26.0×1.5 0.80

BP3622 수전 모듈 ー 200
(d=10.0mm(Typ))

24.0×17.0×1.5 0.38

품명

0.5mm pitch
8pin

FPC connector

커넥터가 없고, 방수 · 방진이 필요한

소형 · 박형 기기에 최적

도입이 용이하도록
단자, 충전, 통신 각
기능의 상세 정보, 사용
방법, 탑재 방법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BP3621 (송전 모듈)

BP3622 (수전 모듈)

BP3621 (송전 모듈)

BP3622 (수전 모듈)

 Bluetooth® 페어링

 Web 사이트 점프

 어플리케이션 지정 기동

 디바이스 고유 정보 및 개인 인증
정보 판독

 펌웨어 다운로드

 센서 데이터의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배터리 출력 전압치 전송

 디바이스 고유 정보 및 개인 인증
정보, 제조 정보 등의 안전한 Rewrite

Bluetooth®는 Bluetooth SIG,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면도기

ID 카드
스마트 태그

마우스

무선 키보드

추가 안테나 없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통신 가능

무선 데이터 통신

HOST

I2C

인터럽트

송전 모듈

수전 모듈
타겟

어플리
케이션 자계 검출

I2C

인터럽트

본 자료의 기재 내용은 2021년 11월 1일 현재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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