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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신호 발생회로 및 이 회로를 이용한 컴프레서 제어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선행기술의 신호발생회로(1)의 구성을 표시하는 블록도.

제 2 도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인 신호 발생회로(21)의 간략화한 구성을 표시하는 블럭도.

제  3  도는  신호발생회로(21)에  의하여  컴프레서(42)의  동작상태를  제어하는  경우의  구성을  표시하는 
블록도.

제 4 도는 신호발생회로(21)의 구체적 구성을 표시하는 블록도.

제 5 도는 신호발생회로(21)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챠트.

제 6 도는 파형데이타의 작성에 사용되는 3상교류 및 3각파의 파형을 표시하는 파형도.

제 7 도는 제 6 도의 시간(θ1) 부분을 확대하여 표시하는 파형도.

제  8  도는  30도분의  파형데이타로부터  1주기분의  신호를  발생하는  변환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3상교
류의 파형도.

제  9  도는  60도분의  파형데이타로부터  1주기분의  신호를  발생하는  신호의  변환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3상교류의 파형도.

제  10  도는  120도분의  파형데이타로부터  1주기분의  신호를  발생하는  신호의  변환동작을  설명하기 위
한 3상교류의 파형도.

제  11  도는  90도분의  파형데이타로부터  1주기분의  신호를  발생하는  신호의  변환동작을  설명하기 위
한 3상교류의 파형도.

제  12  도는  180도분의  파형데이타로부터  1주기분의  신호를  발생하는  신호의  변환동작을  설명하기 위
한 3상교류의 파형도.

제 13 도는 상승지연회로(31)에 있어서 지연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파형도.

제 14 도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인 신호발생회로(21a)의 간략화한 구성을 표시하는 블록도.

제 15 도는 신호발생회로(21a)의 구체적 구성을 표시하는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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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도는  개발단계시에서의  EPROM에의  프로그램작성에  사용되는  피기백(piggy  back)(51)의  구성을 
표시하는 사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신호발생회로                       2 : 데이타버스

3 : 중앙처리회로(CPU)              4 : 레지스터

5 : 리드온리메모리(ROM)          7 : 입출력용 레지스터

9 : 지연회로                             10 : 포토커플러

11 : 전원회로                            21 : 신호발생회로

45 : 랜덤액세스 메모리(RAM)    28 : 파형데이타전용

50 : 프로그램전용 ROM            46 : 파형발생회로

42 : 컴프레서                           35 : 지정수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예를들면  인버터회로를  가지는  공기조화(調和)장치에  사용되는  컴프레서  또는 스테핑모
터(stepping  motor)등의  펄스폭변조(PWM)신호에  의하여  제어되는  모터등의  회전을  제어하기  위한것 
등에 적합하게 실시되는 신호발생회로 및 이를 이용한 컴프레서 제어장치에 관한 것이다.

예를들면  에어컨디쇼녀  등에  사용되는  스테핑모터나  3상  교류모터등의  회전제어에는  트랜스의 랩전
환이나  위상제어등에  의한  전압가변양식이  사용되어  왔으나  모터의  토크  부족이나  소음발생등의 문
제가 있어 대신하여 인버터 방식이 사용되도록 되었다.

상기  방식에서는,  소위  원칩  마이크로  컴퓨터등에서  신호발생회로를  구성하고,  상기  신호발생회로로 
부터  제어신호를  출력하여  직류/교류  인버터를  제어하여  소망의  회전수에  대응한  주파수의  전력으로 
모터를 구동하는 것에 의하여 회전제어를 원활하게 행하는 것이다.

제  1  도는,  종래  기술의  신호발생회로(1)를  사용하여  컴프레서(12)의  제어를  행하는  구성을 표시하
는 블록도이다.

신호발생회로(1)는  데이타버스(2)를  사이에  두고  접속되는  레지스터(4),  리드온리  메모리(ROM)(5), 
중앙처리회로(CPU)(3), 내부타이머(6) 및, 입출력용의 레지스터(7)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ROM(5)에는 신호발생회로(1)의 동작프로그램 및 파형데이타가 기억되어 있다.

CPU(3)는  이  동작프로그램에  따라  레지스터(4)에  기억되는  데이타등을  참조하여  ROM(5)으로부터 파
형데이타를 선택적으로 판독한다.

더우기  레지스터(4)에  기억되는  데이타에  의거하여  데이타  변환등의  신호처리를  실시하여,  입출력용 
레지스트(7)를 사이에 두고 외부에 신호를 출력한다.

이때,  내부타이머(6)에  의하여  발생되는  개입중단신호가  라인(8)을  사이에  두고  CPU(3)이  부여되고 
이것에 의하여 출력되는 신호의 타이밍이 제어된다.

신호발생회로(1)로부터  출력된  신호는  지연회로(9)  및  포토커플러(photo  coupler)(10)를  사이에 두
고 인버터(13)의 트랜지스터(T1~T6)에 부여된다.

지연회로(9)는  트랜지스터(T1~T6)에  있어서  턴오프(turn  off)  시간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어, 포토
커플러(10)는 외래노이즈가 신호발생회로(1)에 입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트랜지스터(T1,  T2),  트랜지스터((T3,  T4)  및  트랜지스터(T5,  T6)는  각각  직열로  접속되어  있어 트
랜지스터(T1, T3, T5)의 콜렉터에는 전원회로(11)로 부터의 전원전압이 병열로 부여되어 있다.

포토커플러(10)의  출력신호(S1,  S1)는  트랜지스터(T1,  T2)의  베이스에  각각  부여되고,  출력신호(S2, 

)는  트랜지스터(T3,  T4)의  베이스에  각각  부여되고,  트랜지스터(T5,  T6)의  베이스에  각각 부여된
다.

트랜지스터(T1,  T2)의  접속부,  트랜지스터(T3,  T4)의  접속부  및  트랜지스터(T5,  T6)의  접속부에 있
어서의 신호가 라인(1a, 1b, 1c)을 사이에 두고 각각 컴프레서(12)에 부여된다.

컴프레서(12)는  예를들면  3상교류  모터에  의하여  동작되어,  등가적으로  코일(12a,  12b,  12c)에 의하
여 표시할 수가 있다.

코일(12a~12b)의  한끝단부는  서로  접속되어  있어,  전술한  라인(1a~1c)은  코일(12a~12c)의  다른 끝단
부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인버터(53)에  의하여  전원회로(11)로부터의  직류출력을  3상교류와  등가인  구형파로 
변환하여  상기  코일(12a~12c)에  인가하는  것에  의하여  컴프레서(12)에  있어서  동작상태,  즉  모터의 
전속도가 제어된다.

상기  신호발생회로(1)를  사용하여  컴프레서(12)의  동작상태를  제어하는  경우에는, 신호발생회로(1)
를 동작시키기 위하여 ROM(5)에 기억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ROM(5)으로부터의  파형데이타의  판독이나,  이  파형데이타의  변환등의  모든 동작
이  행하여지므로,  프로그램  자체가  커져서,  소프트웨어  작성상,  그  부담이  커지고  만다는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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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구나,  프로그램의  각  서브루틴등을  실행하기  위한  시간이나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각  명령을 실행
하기 위한 시간(사이클타임)에 의하여 출력되는 신호의 파형이 미묘하게 변화한다.

따라서  이  신호발생회로(1)에는  고정도의  펄스파형을  가지는  신호를  발생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
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프로그램의  작성에  있어서  부담을  대폭으로  경감하고,  고정도의 펄스파
형을  가지는  신호를  발생할  수가  있는  신호발생회로와  이를  이용하여  컴프레서를  제어하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력하는  신호에  관한  파형데이타가  기억된  메모리와, 출
력하는  신호에  관하여  기준이  되는  초기치  데이타를  출력하는  중앙처리회로와,  중앙처리회로에 데이
타  버스를  사이에  두고  접속되는  1개  또는  복수의  레지스터와  상기  레지스터에  기억되는  초기치 데
이타에  의거하여  상기  메모리상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어드레스  지정수단과,  상기  메모리로부터의 
파형데이타에  응답하여  상기  레지스터에  기억되는  초기치  데이타에  의거하여,  이  파형데이타에 신호
처리를  실시하여  외부에  신호를  출력하는  신호처리수단과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발생
회로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가장  적합한  실시형태에서는  상기  중앙처리회로에  관련하여  설치되고,  상기  초기치 데이
타의  출력을  포함하는  처리동작을  위하여  필요한  동작프로그램이  기억되는  중앙처리회로용  메모리가 
설치된다.

또,  본  발명의  호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상기  파형데이타는  출력하는  신호의주파수에  대응하여 
복수  종류에  걸쳐  상기  메모리에  기억되어,  중앙처리회로가  레지스터에  설정하는  초기치  데이타에 
응답하여, 상기 파형데이타의 종류는 선택된다.

본  발명의더욱  호적한  실시형태에서는  상기  레지스터는,  상기  파형데이타의  메모리상에서의 개시어
드레스  또는  종료어드레스를  표시하는  초기치  데이타를  기억하는  스터트/엔드  레지스터와  상기 파형
데이타를  메모리로부터  판독하는  시간간격을  표시하는  초기치  데이타를  기억하는  샘플링시간 설정레
지스터와  상기  파형  데이타의  선택되는  종류를  표시하는  초기치  데이타를  기억하는 콘트롤레지스터
와,  상기  파형데이타를  판독하여야  할  회수에  관한  초기치  데이타를  기억하고,  계수동작하는  복수의 
카운터 레지스터와 포함한다.

다시금  또  본  발명의  호적한  실시형태에서는  직류전원과,  상기  신호처리수단으로부터  출력되는 신호
에 응답하여, 상기 직류전원으로부터 직류전원을 교류전원으로 변환하는 인버터 회로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메모리에는  출력하는  신호에  관한  파형데이타가  기억되어  있어  1개  또는  복수의 
레지스터에 기억되는 데이타에 의거하여 어드레스 지정수단이 상기 메모리상의 어드레스를 
지정한다.

지정된  어드레스의  파형데이타는  신호처리수단에  출력되어,  이  신호처리수단에  의하여  파형데이타에 
신호처리가 실시되어서 외부로 신호가 출력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어드레스  지정수단에  의하여  지정된  어드레스로부터  메모리상의 파형데이
타가  판독되므로,  중앙처리회로는  메모리의  어드레스  지정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고, 파형데이
타를 판독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판독된  파형데이타는  신호처리수단에  의하여  신호처리가  실시되므로,  이같은  신호처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더구나,  어드레스  지정수단  및  신호처리수단은  중앙처리회로와는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고속도
로서 처리동작을 실행할 수가 있으므로, 고정밀도의 펄스파형을 가지는 신호를 출력할 수가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적성에 있어서 부담을 대폭으로 경감할 수가 있다.

또,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작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신호를  처리하는 중앙처리회
로와,  상기  중앙처리회로에  데이타  버스를  사이에  두고  접속되어  출력하는  신호에  관하여  기준이 되
는  초기치  데이타가  기억되는  1개  또는  복수의  레지스터와,  상기  동작프로그램,  및  출력하는  신호에 
관한  파형데이타가  기억되는  메모리와,  상기  레지스터에  기억되는  초기치  데이타에  의거하여  상기 
메모리에  기억되는  파형데이타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어드레스  지정수단과,  상기  메모리로부터의 
파형데이타에  응답하여,  상기  레지스터에  기억되는  초기치  데이타에  의거하여  상기  파형데이타에 신
호처리를  실시하고  외부에  신호를  출력하는  신호처리수단,  상기  메모리로부터  중앙처리회로에의 동
작프로그램의  판독  및  상기  메모리로부터  신호처리수단에  파형데이타의  판독에  대응하여 중앙처리회
로와  메모리와의  사이의  데이타버스,  및  신호처리수단과  메모리와의  사이의  데이타버스를  전환하는 
전환수단과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발생회로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호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상기  전환수단을  중앙처리회로로부터의  버스전환신호에 응답
하여,  중앙처리회로와  메모리와의  사이에  데이타  버스로부터  신호처리수단과  메모리와의  사이의 데
이타버스에 전환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호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상기  중앙처리회로는  어드레스  지정수단에  있어서 
파형데이타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타이밍을  검출하고  상기  타이밍에  응답하여  상기  버스전환신호를 
출력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상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파형데이타  판독프로그램  및  파형데이타 처리프
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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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속처리에 의하여 고정도의 펄스파형을 가지는 신호를 출력할 수가 있다.

다시금,  상기  신호처리수단에의  파형데이타의  판독은  중앙처리회로를  사이에  둘  필요가  없으므로 예
를들면  버스  전환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파형데이타의  판독시에만,  메모리  및  중앙처리회로간의 버스
라인으로부터 메모리 및 신호처리수단간의 버스라인에 전환수단에 의하여 전환한다.

따라서  상기  파형데이타와  동작  프로그램과를  동일한  메모리에  기억시킬  수가  있어,  개발  단계시에 
활용되는  피기백등에  의한  스페이스  점유량을  대폭으로  경감할  수가  있어,  이리하여  프로그램의 작
성 및 파형데이타등의 조정에 있어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실시예]

제  2  도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인  신호발생회로(21)의  간략화한  구성을  표시하는  블록도이며, 신
호발생회로(21)를  사용하여  컴프레서(42)의  동작상태를  제어하는  경우의  구성을  표시하는 블록도이
다.

예를들면,  본  실시예의  신호발생회로(21)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가  인버터(43)에  부여되어, 컴프
레서(42)의 동작, 즉 부하인 모터의 회전수등이 제어된다.

외관억제를 위하여 포토커플러(40)가 사이에 있어 접속되어 있다.

신호발생회로(21)는,  마이크로컴퓨터등에  실현되는  중앙처리회로(CPU)(34),  랜덤액세서 메모리
(RAM)(45), 복수의 리드온리메모리(ROM)(28, 50), 파형발생회로(46)의 각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파형발생회로(46)의  블록의  내부에는  후술하는  복수의  레지스터와  어드레스 지정수단
(35)과, 또한 신호처리수단(36)이 포함되어 있다.

각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수의  ROM(28,  50)에  있어서  프로그램  전용  ROM(50)에는  CPU(34)의  동작에  필요한  동작  프로그램이 
미리  저장되어  있고  파형데이타  전용  ROM(28)은  파형데이타를  저장하는  기억수단으로서, 컴프레서
(42)에 인가하는 3상교류 파형(예를들면 60Hz)에 관한 파형데이타가 미리 저장되어 있다.

또,  RAM(45)에는  도시하지  않은  외부콘트롤러등으로  설정된  모터의  회전수나,  온도센서로부터의 온
도 정보등의 데이타가 기록된다.

각 블록은 데이타버스(bl1), 콘트롤버스(bl2, bl3)를 사이에 두고 상호접속된다.

CPU(34)는  콘트롤버스(bl2,  bl3)를  사이에  두고  각  블록의  판독/기록  모드를  명령하고  판독에 필요
한 어드레스는 어드레스버스(bl4)를 사이에 두고 지정한다.

프로그램전용  ROM(50)으로부터  판독된  동작프로그램,  및  RAM(45)으로부터  판독된  설정데이타에 있어
서  대응하는  데이타를  상기  데이타버스(bl1)를  사이에  두고  CPU(34)  및  파형발생회로(45)에  각각 입
력된다.

파형발생회로(46)와  파형데이타  전용  ROM(28)과의  사이에는  파형데이타버스(bl5)와 어드레스버스
(bl6)가  접속되고  모터에  요구되는  회전수에  대응한  독해속도에서,  파형데이타전용  ROM(28)으로부터 
상기 파형데이타가 선택적으로 판독된다.

이 판독에 필요한 어드레스 지정은 상기 어드레스버스(bl6)를 사이에 두고 행하여진다.

파형발생회로(46)에서는,  파형데이타  전용  ROM(28)으로부터  판독된  파형데이타에  의거하여  미리 
CPU(34)로부터 설정되는 초기치 데이타에 응하여 데이타 변환등의 신호처리가 행하여진다.

또, 도시하지 않는 내부타이머로부터 변환등이 신호처리가 행하여진다.

또,  도시하지  않는  내부타이머로부터의  개입중단  신호에  의하여  타이밍이  제어되고,  모터의 소망하

는 회전수에 대응한 각 상마다의 제어신호(Pa, , Pb, , Pc, )가 작성된다.

상기  제어신호(Pa~Pc)에  의하여,  인버터(13)는  공급되는  직류출력을  3상  교류와  등가인  구형파로 변
환하고, 컴프레서(42)의 각 코일(42a~42c)에 인가한다.

이같은 하여 모터의 회전속도가 제어된다.

전술한  구성에  의하여  CPU(34)로부터  파형발생회로(46)에  미리  정하는  초기치  데이타가  설정된  후는 
하드웨어로  이루어지는  파형발생회로(46)가  어드레스의  지정데이타의  변환을  자동적으로  실행하고, 
파형데이타  전용  ROM(28)으로부터  파형데이타를  판독하여  데이타  변환  후,  제어신호(Pa~Pc)로서 인
버터(13)에 출력한다.

즉,  상기  초기치  데이타의  설정후에  상기  파형데이타의  변환처리에는  CPU(34)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드레스  지정  및  파형데이타의  변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없고, 프
로그램작성의 부담이 대축으로 경감된다.

더구나  CPU(3)의  명령사이클  타임이  프로그램의  서부루틴의  길이에  의존하여  파형에  변화가  생기는 
일이 없으므로, 고정도의 신호를 출력할 수가 있다.

이하,  제  3  도를  참조하여,  신호발생회로(21)로부터의  제어신호에  의하여  컴프레서(42)를  제어하는 
구성을 설명한다.

신호발생회로(21)를  동작시키기  위한  클럭신호(CK)는,  클럭신호발생회로(39)로부터  단자(T9)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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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고 부여되어 있다.

이  신호발생회로(21)로부터  출력된  신호는  전술한  것과  같이  포토커플러(40)를  사이에  두고 인버터
(43)의 트랜지스터(Tr1~Tr6)에 부여된다.

트랜지스터(Tr1,  Tr2)  트랜지스터(Tr3,  Tr4)  및  트랜지스터(Tr5,  Tr6)는  각각  직열로  접속되어 
있어,  트랜지스터(Tr1,  Tr3,  Tr5)의  콜렉터에는  전원회로(41)로부터의  직류전원전압이  병열로 부여
되어 있다.

포터커플러(40)의  출력신호(R1, )는  트랜지스터(Tr1,  Tr2)의  베이스에  각각  부여되고, 출력신호

(R2, )는  트랜지스터(Tr3,  Tr4)의  베이스에  각각  부여되어  출력신호(R3, )는 트랜지스터
(Tr5, Tr6)의 베이스에 각각 부여된다.

트랜지스터(Tr1,  Tr2)의  접속부,  트랜지스터(Tr3,  Tr4)의  접속부  및  트랜지스터(Tr5,  Tr6)의 접속부
에 있어서 신호가 라인(La, Lb, Lc)를 사이에 두고 각각 컴프레서(42)가 부여된다.

컴프레서(42)은  예를들어  3상교류  모터에  의하여  동작되고,  등가적으로  코일(42a,  42b,  42c)에 의하
여 나타낼 수가 있다.

코일(42a~42c)의   한끝단부에  각각  접속되어  있어  상승한  라인(La~Lc)은  코일(42a~42c)의  다른 끝단
부에 각각 접속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인버터(43)에  의하여  전원회로(41)로  부터의  직류출력을  3상  교류와  등가한 구형파
로  변환하여,  상기  코일(42a~42c)에  인가하는  것에  의하여  컴프레서(42)에  있어서  동작상태,  즉 모
터의 회전속도가 제어된다.

또한  포토커플러(40)는  예를들어  포토다이오드와  포토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지고,  출력전압이 입력전
압과는 반전하므로 제 3 도에 있어서는 반전기의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다.

이하, 신호발생회로(21)의 구체적 구성을 제 4 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  신호발생회로(21)는  어드레스지정수단(35)과,  파형데이타가  기억되는  ROM(28)과, 신호처리수단
(36)과, 다시 복수의 레지스터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더욱  복수의  레지스터에  관하여는,  그  레지스터명과  동일한  참조부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이들의 
레지스터는,  도시하지  않은  어드레스버스  및  데이타버스(124)를  사이에  두고  CPU(34)에  접속되어, 
미리 정하는 타이밍에서 초기치 데이타(F)가 설정된다.

각 레지스터의 어드레스와 레지스터명과는 제 1 도로서 표시된다.

[표 1]

어드레스  지정수단(35)은,  예를들면  논리곱회로(22),  업카운트(23),  어드레스  신호발생회로(24), 일
치판정회로(26) 및 멀티플렉서(27)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상술한  클럭신호발생회로(39)에  의하여  발생된  예를들면  4MHz의  클럭신호(CK)는  단자(T9)를  사이에 
두고 논리곱회로(22)의 한쪽의 입력단자에 부여된다.

또,  레지스터(CONT)의  제  7  비트는  상태  플래그로  되어  있어  제  7  비트의  논리치가 논리곱회로(22)
의 다른쪽의 입력단자에 부여된다.

예를들어  10비트의  구성의  업타운터(23)에는  샘플타입설정용  레지스터(SAMP)에  설정되는  초기치 데
이타(F)가 초기치로서 세트되어, 상기 논리곱회로(22)로부터의 출력에 의하여 계수동작을 행한다.

이  업카운터(23)가  오버플로한때에는,  예를들어  하이레벨로  되는  신호는  어드레스 신호발생회로(2
4)에 부여된다.

이  어드레스  신호발생회로(24)는  예를  들어  13비트의  업다운  카운터  등이  있어서 업카운터(23)로부
터의 신호의 상승에서 계수동작을 행한다.

그 계수동작의 동작형태는 디코더(29)로부터의 제어신호에 의거하여 후술하도록 설정된다.

어드레스 신호발생회로(24)의 초기치는 멀티플렉서(27)로부터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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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멀티플렉서(27)는  개시레지스터(STRT)  및  종료레지스터(END)에  기억되는  값을  후술하는 디코더
(29)로 부터의 신호에 의하여 선택하여 상기 어드레스신호발생회로(24)에 출력한다.

멀테플랙서(27)로부터의 출력은 일치 판정회로(26)에도 부여된다.

이  일치판정회로(26)는,  멀티플렉서(27)로부터  도출되는  데이타와,  어드레스 신호발생회로(24)로부
터  출력되는  어드레스  데이타를  비교하여  양자가  일치하였을때에  예를들면  하이레벨이  되는  신호를 
출력한다.

카운터용  레지스터(CNT12)는,  예를들면  [0]~[11]까지를  계수하는  카운터이면 일치판정회로(26)로부
터의 일치판정신호에 의거하여 계수동작을 행한다.

이때  제어용  레지스터(CONT)에  설정되는  초기치  데이타(F)에  있어서  제  4  비트가  [0]인  경우에는 레
지스터(CONT)의 제 6 비트 및 제 5 비트에 의하여 카운트업수가 미리 설정된다.

또,  레지스터(CONT)의  제  4  비트가  [1]인  경우에는  레지스터(CNT12)는  카운터로서  사용되지  않고 
CPU(34)에 의하여 임의의 값이 설정된다.

레지스터(CNT12)에  기억되는  데이타는  디코더(29)에  의하여  디코드되어  이수치에  의거하여  어드레스 
신호발생회로(24)에  있어서  어드레스  지정형태,  멀티플렉서(27)에  있어서  도출데이타의  선택형태  및 
데이타 변환회로(30)에 있어서 데이타의 변환형태가 설정된다.

또한,  레지스터(CONT)의  제  4  비트가  [0]인  경우,  즉,  레지스터(CNT12)가  카운터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스위치(25)에  의하여  레지스터(CNT12)가  오버플로  하였을때에,  예를들면  하이레벨이  되는 
신호가 라인(38)에 도출된다.

또,  레지스터(CONT)의  제  4  비트가  [1]인  경우에는  스위치(25)에  의하여  일치판정회로(26)로부터의 
신호가 라인(38)에 도출된다.

라인(38)의 신호는 CPU(34)에 개입중단신호로서 부여된다.

레지스터(CONT)의  제  4  비트가  [1]인  경우에는  이  개입중단신호에  의한  개입중단처리에서 레지스터
(CNT12)의 제 3 비트~제 10 비트에 소망의 수치가 설정된다.

또,  라인(38)의  신호는  1바이트  카운터인  레지스터(CNTFF)에도  부여되고,  이것에  의하여 CPU(34)에
는 256주기의 신호발생마다에 개입중단신호가 부여된다.

즉,  이들  개입중단신호의  타이밍에서  실행되는  개입중단처리등에  의하여  각  레지스터에서  초기치 데
이타(F)등이  갱신되어  그  결과,  모터에  인가하는  전력의  주파수를  원활하게  변화시켜,  최적의 제어
를 실현한다.

ROM(28)은,  예를들면  8K바이트×3비트  구성의  리드온리  메모리이며,  어드레스 신호발생회로(24)로부
터  출력되는  어드레스  데이타에  의하여  지정된  어드레스  3비트의  데이타를  각각  파형데이타(Da,  Db, 
Dc)로서 신호처리수단(36)에 출력한다.

신호처리수단(36)은,  데이타  변환회로(30)와  상승지연회로(31)와,  다시금  출력회로(32)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ROM(28)으로부터의 데이타(Da, Db, Dc)는 데이타 변환회로(30)에 부여된다.

데이타  변환회로(30)는  상술한  디코더(29)로부터의  신호에  의거하여  데이타  변환을  행하고, 신호

(Ea, , Eb, , Ec, )를 상승지연회로(31)에 출력한다.

상승지연회로(31)는  이들의  신호(Ea~Ec, )의  상승을  레지스터(CONT)의  제   3  비트~제  10 

비트에  의해  설정되는  지연시간(d)만큼  지연하여,  신호(Fa~Fc, )로서  출력회로(32)에 출
력한다.

출력회로(32)는  이  신호(Fa~Fc, )에  의거하여  상술한  포토커플러(40)를  구동하기  위하여 

20mA의  흡입전류에서  상술한  컴프레서(42)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Pa~  Pc, )을 단자
(T1~T6)를 사이에 두고 출력한다.

또한,  외부로부터 단자(T7 )를  사이에  두고  래치회로(33)에  정지신호를  송출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출력회로(32)의 출력동작을 정지할 수가 있다.

또, 이 정지신호는 CPU(34)에의 개입중단 신호가 된다.

이하, 제 5 도의 플로챠트를 참조하여 신호발생회로(21)에 있어서의 동작을 간단히 설명한다.

신호발생회로(21)로부터  컴프레서(42)의  제어를  행하기  위한  신호를  발생하기  앞서  스텝(n1)에서 신
호발생회로(21)의 각 레지스터군에 기억되는 초기치 데이타(F)가 설정된다.

다음에  스텝(n2)에서,  레지스터에  기억되는  초기치  데이타(F)에  의하여  어드레스  지정수단(35)에 의
하여 ROM(28)의 어드레스가 지정된다.

이것에  의하여  스텝(n3)에서  그  어드레스의  파형데이타(Da,  Db,  Dc)가  출력되어, 신호처리수단(36)
에 의하여 판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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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n4)에  있어서  신호처리수단(36)은,  이  파형데이타(Da,  Db,  Dc)에  신호처리를  실시하고 스텝

(n5)에서 신호처리의 결과를 제어신호(Pa~ Pc, )로서 출력된다.

다음은  스텝(n6)에서  멀티플렉서(27)에  의하여  도출되어  있는  신호와,  어드레스 신호발생회로(24)로
부터  출력되어  있는  어드레스  데이타가  일치하는지  아닌지가  판단된다.  일치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는,  스텝(n14)에서  다음의  어드레스를  결정하기  위해  어드레스  신호발생회로(24)로부터  출력되는 어
드레스  데이타  인크리먼트  또는  디크리먼드되어,  상술한  스텝(n2)에  되돌아  간다.  스텝(n6)에 있어
서  판단이  긍정인  경우에는  레지스터(CONT)의  제  4  비트의  논리치에  의하여  처리동작이 분기(分岐)
된다.  이  논리치[0]인  경우에는  레지스터(CNT12)를  사용하여  카운터  동작이  행하여진다.  이때의 카
운터업수는  상술한  것과  같이  레지스터(CONT)의  제  5  비트  및  제  6  비트에  의하여  설정된다.  이것 
후,  스텝(n9)에  있어서  레지스터(CNT12)에  있어서  계수치가  소정의  값,  즉  12이상인가  아닌가가 판
단된다.  이  판단이  부정인  경우  상기  스텝(n14)에서  다음의  어드레스를  결정하기  위해 어드레스신호
발생회로(24)로  부터  출력되는  어드레스  데이타의  초기치가  다시  설정된  다음  상술한  스텝(n2)에 되
돌아간다.

또,  이  판단이  긍정인  경우에는  후술하는  스텝(n10)에  이동한다.  스텝(n7)에  있어서 레지스터(CON
T)의  제  4  비트의  값이  [1]인  경우에는,  스텝(n10)에  있어서  개입중단이  발생되어,  CPU(34)은 개입
중단처리루틴  이내에서  레지스터(CNT12)에  소망의  값을  점검할  수  있다.  개입중단신호에  의하여 스
텝(n11)에서  레지스터(CNTFF)의  카운트업동작이  행하여지고,  스텝(n12)에서  레지스터(CNTFF)의 계수
치가  미리  정한  값(256)  이상인지  아닌지가  판단된다.  이  판단이  부정의  경우에는  스텝(n15)에서 다
음  어드레스를  결정하기  위해  어드레스  신호발생회로(24)로부터  발생되는  어드레스신호가  다시 설정
되어서 상술한 스텝(n2)에 되돌아간다.

또,  이  판단이  긍정인  경우에는  스텝(n13)에  이동하여  개입중단신호가  발생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
서는,  CPU(34)는  개입중단신호가  입력되는  것에  의하여  각  레지스터의  초기치  데이타(F)의  갱신 등
의  소정의  개입중단동작을  행하도록  구성할  수가  있다.  이와같이  하여  신호처리수단(36)으로부터는 

컴프레서(42)의 동작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신호(Pa~ Pc, )가 출력된다.

이하, 신호발생회로(21)에 있어서 각 동작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① 샘플링 시간의 설정

신호발생회로(21)에서는,  ROM(28)으로부터  파형데이타(Da~Dc)를  판독하는  시간간격(이하, 샘플링시
간이라함)을  레지스터(SAMP)에  설정되는  초기치  데이타에  의거항  변경할  수가  있다. 레지스터(SAM
P)는  어드레스  번호  FF24h([h]는  16진  표시인  것을  나타냄)  및  어드레스  번호(FF26h)에서 지정되는
기억영역으로 이루어지며, 각 비트의 의미는 제 2 표에 표시되는 것과 같다.

[표 2]

즉  어드레스번호(FF25h)는  샘플링  시간을  나타내는  데이타의  하위  8비트를  나타내고, 어드레스번호
(FF26h)의  하위  2비트는  샘플링  시간을  나타내는  데이타의  상위  2비트를  나타낸다.  따라서,  샘플링 
시간을  나타내는  데이타는  00h~33FFh까지의  값을  취할  수가  있다.  이  값이  업카운트(23)의  초기치가 
된다.  업  카운터(23)는  최대  4MHz의  클럭신호에  의하여  계수동작을  샘플링타임은  00h~3FFh에 대응하
여 256μ초로부터 0.25μ초 까지 0.25μ초 마다 선택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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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샘플링  시간을  나타내는  데이타가  00h일  때에는  샘플링  시간을  256μ초가  된다. 또,어드레스
번호(FF26h)의  제  7  비트는  업  카운터  세트를  플래그로  되어  있어,  논리치[1]이  설정되면,  상기 샘
플링시간을  나타내는  데이타가  업  카운터(23)에  초기치로서  설정된다.  초기치로서,  설정된  후에는 
이 업카운터세트 플래그는 [0]이 된다.

② 파형데이타의 작성

업카운터(23)로부터의  신호의  상승마다에  어드레스  신호발생회로(24)는  ROM(28)에  어드레스 데이타
를  출력한다.  이  ROM(29)에  기억되는  파형데이타는  아래에  설명하는  것과  같이  하여  작성되며,  미리 
기억되어  있다.  3상  교류  모터의  구도에  필요한  3상교류의  파형은  제6(1)에  표시하는  것과  같이, 위
상이  서로  2π/3(=120°)만큼  간격이  있는  3상의 정현파(l1~l3 )이며,  그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것에 

의하여  상기  모터의  회전수가  제어된다.  상기  주파수의  가변범위는  예를들어  20~180Hz이다.  상기 파
형데이타(Da~Dc)는  제  6  도(2)에  표시되는  주기  2π/n(n  정수이며,  제  6  도(2)에  있어서는  n=24)의 
삼각파(l4)를 상기 정현파형(l1~l3)에 의한 펄스복변조(PWM)에서 샘플링하는 것에 의하여 

구하여진다.

제  7  도에는,  예로서  제  6  도의  시간(θ1)에서  표시되는  30도분의  파형데이타(Da~Dc)의  생성을 설명
하기 위하여, 상기 시간(θ1)에 있어서 3상교류의 파형을 표시하는 파형도가 표시되어 있다.

즉,  시간(θ1)을  다시금,  예를들어  16비트에  대응하는  16으로  시분할하여,  각  시간(t0~t15)에 있어
서의 정현판(l1~l3 )와 삼각파(l4 )와의  크기를  비교한다. 정현파(l1 )와 각파(l4 )와의  비교에  의하여 파

형데이타(D6)가  작성되고,  다시금 정현파(l3 )와 삼각파(l3 )와 삼각파(l4 )와의  비교에  의하여 데이타

(Dc)가 작성된다.

즉,  각 시각(t0~t15 )에  있어서 정현파(l1~l3 )의  값이 삼각파(l4 )의  값  이하인  경우에는,  파형데이타의 

논리치는  [0]으로  되어, 정현파(l1~l3 )의  값이 삼각파(l4 )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형데이타의 

논리치는  [1]이  된다.  이와같이  하여  작성된  30도분의  파형데이타(Da~Dc)는  제  3  표에  표시된다. 또
한  상기  분할수에  의하여  데이타의  비트  길이가  증감하여,  펄스변조를  실시하는 삼각파(l4 )의 주기

에  의하여  샘플링정밀도가  정하여진다.  따라서  상기 삼각파(l4 )의  주기가  짧고  분할수가  많을수록 

정밀도는 향상한다.

[표 3]

후술하는  것과  같이  30도분의  파형데이타로  부터  1주기분의  신호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데이타 변환
회로(30)에  의하여  상기  30도분의  파형데이타에  후술하는  것과  같은  데이타  변환이  실시되어, 일주
기에  걸쳐  파형데이타가  얻어진다.  예를들면,  제  3  표에  표시되는  30도분의  파형데이타(Da)로  부터 
데이타 변환에 의하여 제 4 표에 표시되는 파형데이타가 작성된다.

[표 4]

제  4  표에  있어서  파형데이타(-Da)는  파형데이타(Da)의  시계열적으로  병열되는  각  논리치를 역방향
으로  한  것이며,  어드레스의  지정방향을  역방향으로  갱신시켜서,  지정하는  것에  의하여  얻을  수가 

있다.  또, 파형데이타 는  파형데이타(Da)를  발전하는  것에  의하여  얻을  수가  있다.  따라서, 파

형데이타 는 파형데이타(-Da)의 반전이다.

③ 파형데이타의 변환

ROM(28)으로부터  출력되는  파형데이타(Da~Dc)는  레지스터(CONT,  CNT12)에  설정되는  초기치 데이타
(F)에 의하여 복수형태로 변환된다. 레지스터(CONT)의 내용은 제 5 표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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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레지스터  CONT의  제  0  비트~제  3  비트는  후술하는  것과  같은  지연시간(d)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다.  또,  제  4  비트는  상술한  것과  같이  레지스터(CNT12)를  카운터로  하여  사용하는가  아닌가를 선택
하기  위한  선택플래그로  되어  있다.  제  5  비트  및  제  6  비트는  파형데이타의  종류를  선택하기 위하
여 설치된다.

또한,  제  7  비트는  스타트  플러그로  되어  있어  논리치[0]일  때에는  상기  신호발생회로(21)로부터의 
신호의  출력이  정지된다.  이  스타트플래그가  [0]으로부터  [1]로  변환할  때  레지스터(CNT12)  및 후술
하는  레지스터(CNTFF)는  초기치[0]에  설정되어,  전술한  레지스터(STRT,  END,  SAMP)의  최상위비트는 
리세트된다.  레지스터(CNT12)의  제  3  비트~제  0  비트는  파형데이타의  변환형태를  설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상술한  레지스터(CONT)의  제  4  비트가  [1]인  경우에는  CPU(34)로부터  임의의 수치
(0~11)를  설정할  수가  있다.  레지스터(CNT12)의  제  3  비트~제  0  비트의  값과  데이타의  변환형태와의 
관게는,  후술하는 것과 같이 제 7  표에 표시되어 있다.  또,  레지스터(CONT)의  제 4  비트가 [0]인 경
우에는  이  레지스터  CNT12의  제  3  비트~제  0  비트는  카운터로서  사용된다.  레지스터(CONT)의  제  6 
비트 및 제 5 비트의 수치와 레지스터(CNT12)에 있어서 카운트업수와의 관계는 제 6 표에 표시된다.

[표 6]

이하,  레지스터(CONT)의  제  6  비트~제  4  비트의  수치마다  파형데이타(Da~Dc)의  변환에  관하여 상세
히 기술한다.

(a) 레지스터(CONT)의 제 6 비트~제 4 비트가 [000]인 경우.

레지스터(CONT)의  제  6  비트~제  4  비트가  [000]인  경우에는  30도분의  파형데이타로부터  1주기의 출
력신호가  생성된다.  이때  레지스터(CNT12)는  카운트업수가  [+1]에  설정되어  [0]으로부터  [11]까지 
카운트업수  [+1]에서  순차  계수동작을  행한다.  이것에  의하여  30도분의  파형데이타(Da~Dc)는 1주기
에 있어서 제 8 도의 각도(θa1~θa12)까지에 걸쳐 12회 판독되는 것이 된다.

또,  디코더(29)로부터  어드레스  신호발생회로(24)  및  멀티플렉서에는  레지스터  CNT12의  제  0  비트에 
의거하여  신호가  도출된다.  따라서  레지스터(CNT12)의  제  0  비트가  [0]일  경우에는 멀티플렉서(27)
는  우선  레지스터(STRT)에  기억되는  수치를  도출한다.  이것에  의하여  어드레스  신호발생회로(24)의 
초기치는  레지스터(STRT)에  기억되는  초기치  데이타(F)로  된다.  또,  어드레스  신호발생회로(24)는 
디코더(29)로부터의  신호에  의하여  업카운터로서  기능하고,  순차어드레스치를  인크리먼트하면서 지
정하는 것이 된다.

이때  멀티플렉서(27)는  레지스터(END)를  도출하도록  전환되어,  일치판정회로(26)에서는  어드레스 신
호발생회로(24)로부터의  어드레스  데이타와  레지스터(END)를  도출하도록  전환되어 일치판정회로(2
6)에서는  어드레스  신호발생회로(24)로부터의  어드레스  데이타와  레지스터  END에  기억되는  초기치 
데이타(F)와를  비교한다.  이  경우에는  어드레스  신호발생회로(24)에  의하여  예를들면  16회 어드레스
가 지정되면 일치판정회로(26)의 출력은 하이레벨로 변화한다.

또,  레지스터(CNT12)의  제  0  비트가  [1]인  경우에는  멀티플렉서(27)는  우선  레지스터(END)에 기억되
는  초기치  데이타(F)를  어드레스  신호발생회로(24)에  도출한다.  이  경우에는  디코더(29)로부터의 제
어신호에  의하여  어드레스  신호발생회로(24)는  다운카운터로서  기능한다.  어드레스 신호발생회로
(24)에  의하여  16회  어드레스가  지정되면  멀티플렉서(27)로부터  전환되어서  도출되어  있는 레지스터
(STRT)의  초기치  데이타(STRT)의  초기치  데이타(F)와  (53)  어드레스  신호발생회로(24)로  부터의 어
드레스가  일치판정회로(26)의  출력이  하이레벨이  된다.  이와같이  하여  ROM(28)으로부터  출력되는 파
형데이타(Da~Dc)에는 데이타 변환회로(30)에 의하여 데이타의 변환이 실시된다.

즉,  디코더(29)로부터는  레지스터(CNT12)의  제  3  비트~제  0  비트의  데이타가  도출되어,  이것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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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술한  것과  같이  데이타의  변환이  실시된다.  데이타  변환회로(30)에  있어서  변환형태는  제  7 
표에 표시된다.

[표 7]

즉,  예를들어  한예로서,  각도(θa1)에  있어서는  레지스터(CNT12)에  기억되는  값이  [0]이므로, 파형
데이타(Da~Dc)가 그대로 파형데이타(Ea~Ec)로서 출력된다.

파형데이타 는 파형데이타(Ea~Ec)를 각각 반전환데이타 이다.

또,  각도(θa2)에  있어서는,  레지스터(CNT12)의  값은  [1]이므로  파형데이타(Dc)가 파형데이타(Ea)로
서 출력되어, 파형데이타(Eb)로서 출력되고, 파형데이타(Da)가 파형데이타(Ec)로서 출력된다.

이와같이  각  각도(θa1~θa12)에  있어서는  제  7  도에  표시되는  것과같이,  데이타  변환회로(30)는 파

형데이타(Da~Dc)  및 파형데이타 를,  디코더(29)로부터의  데이타에  의거하여 다른형태에

서 파형데이타(Ea~Ec) 및 파형데이타 에 변환하여 도출한다.

이와같이하여  데이타  변환회로(30)에  의하여  30도분의  파형데이타(Da~Dc)로부터  1주기분의 파형데이

타(Ea~Ec, )가  데이타  변환에  의하여  작성된다.  따라서  파형데이타(Ea~Ec)에  의거하여 동
작되는 컴프레서(42)의 각코일(42a~42c)에는, 제 8 도에 표시되는 3상교류를 구성하는 정현파
(l1a~l1c)에 가까운 전압강하가 생긴다.

또한, 제 8 도에 있어서 정현파(l1a~l1c)는 파형데이타(Ea~Ec)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즉  제  4  도에  표시되는  것과  같은  적어도  3종류의  파형데이타(Da~Dc)를  ROM(28)에  저장시켜두면, 모
터의 구동에 필요한 3상 교류파형을 용이하게 복조(復調)시킬수가 있다.

또,  ROM(28)으로부터의  파형데이타(Da~Dc)의  샘플링  속도를  가변하는  것에  의하여,  용이하게  모터에 
요구되는 회전수에 대응시킬수가 있다.

(b)  레지스터(CONT)의  제  6  비트~제  4  비트가(010)의  경우  레지스터(CONT)의  제  6  비트~제  4  비트가 
[010]인 경우에는, 60도분의 파형데이타로부터 1주기의 출력신호가 생성된다.

이때  레지스터(CNT12)는  카운트업수가[+2]  설정되어  [0]으로부터  [10]까지  카운트업수[+2]에서 순차
계수 동작을 행한다.

이것에  의하여  60도분의  파형데이타(Da~Dc)는  1주기에  있어서  제  9  도의  각도(θb1~θb6)까지에 걸
쳐 6회 판독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레지스터(CNT12)의  수치는  항상  짝수이며,  그  제  0비트가  [0]이므로,  멀티플렉서(27)는  우선 
레지스터(STRT)에 기억되는 초기치데이타(F)를 도출한다.

이것에  의하여  어드레스  신호  발생회로(24)의  초기치는  레지스터(STRT)에  기억되는 초기치데이타
(F)로  된다.  또,  어드레스  신호  발생회로(24)는  디코더(29)로부터의  신호에  의하여  업  카운터로서 
기능하고, 순차 어드레스치를 인크리먼트하면서 지정하는 것이 된다.

이때  멀티플랙서(27)는  레지스터(END)를  도출하도록  전환하여,  일치판정회로(26)에서는  어드레스 신
호발생회로(24)로부터의  어드레스  데이타와  레지스터(END)에  기억되는  초기치  데이타(F)와를 비교한
다.  이  경우에는  어드레스  신호  발생회로(24)에  의하여  예를들면,  각  각도(θb1~θb6)를  각각 시분
할하는 32회분의 어드레스가 지정되면, 일치판정회로(26)의 출력은 예를들면 하이레벨로 변한다.

이와같이  하여  ROM(28)으로부터  출력되는  파형데이타(Da~Dc)에는,  데이타  변환회로(30)에  의하여 데
이타의 변환이 실시된다.

즉,  디코더(29)로부터는  레지스터(CNT12)의  제  3  비트~제  0  비트의  데이타가  도출되어,  이것에 의거
하여 전술한것과 같이 데이타의 변환이 실시된다.

데이타 변환회로(30)에 있어서 변환형태는 제 8 표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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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즉,  예를들면  한예로서,  각도(θb1)에  있어서는,  레지스터(CNT12)에  기억되는  값이  [0]으므로, 파형
데이타(Da~Dc)가 그대로 파형데이타(Ea~Ec)로서 출력된다.

파형데이타 는 파형데이타(Ea~Ec)는 파형을 각각 반전한 데이타이다. 

또,  각  도(θb2)에  있어서는,  레지스터(CNT12)의  값은[2]이므로 파형데이타 가 파형데이타(Ea)

로서  출력되어 파형데이타 가  파형데이타(Eb)로서  출력되어, 파형데이타 가 파형데이타
(Ec)로서 출력된다.

이와같이  각  각도(θb1~θb6)에  있어서는  제  8  도에  표시되는  것과  같이  데이타  변환회로(30)는 파

형데이타(Da~Dc)  및 파형데이타 를  디코더(29)부터의  데이타에  의거하여  다른  형태로서 

파형데이타(Ea~Ec) 및 파형데이타 로서 도출한다.

이와같이하여  데이타변화회로(30)에  의하여  60도분의  파형데이타(Da~Dc)로부터  1주기분의 파형데이

타(Ea~Ec, )가 데이타 변환에 의하여 작성된다. 

따라서,파형데이타(Ea~Ec)에  의거하여  동작되는  컴프레서(42)의  각  코일(42a~42c)에는,  제  9  동에 
있어서 정형판(ι2a~ι2c)에 가까운 전압강화가 생긴다. 

또한, 제 9 도에 있어서 정형판(ι2a~ι2c)는 파형데이타(Ea~Ec)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C)  레지스터(CONT)의  제  6  비트~제  4  비트가[100]의  경우 ㅎ의 제  6  비트~제  4  비트가[100]인 경우
에는 120도분의 파형데이타로부터 1주기의 출력신호가 생성된다. 

이때  레지스터(CNT12)는  카운트업수가[+4]에  설정되어  [0]로부터  [8]까지  카운트업수[+4]에서 순차
계수동작을 행한다. 

이것에  의하여  120도의  파형데이타(Da~Dc)는  1주기에  있어서,  제  10  도의  각도(θc1~θc3)의  까지에 
걸쳐 3회 판독되는 것이된다. 

따라서,  레지스터(CNT12)의  수치는  항상  짝수이며  그  제  0  비트가  [0]이므로  멀티플렉서(27)는  우선 
레지스터(STRT)에 기억되는 초기치데이타(F)를 도출한다. 

이것에  의하여  어드레스  신호  발생회로(24)의  초기치는  레지스터(STRT)에  기억되는  초기치 데이타
(F)가  된다.  또,  어드레스신호  발생회로(24)는  디코더(29)로  부터의  신호에  의하여  업카운터로서 기
능하고, 순차어드레스치를 인크리먼트하면서 지정하는 것이 된다.

이때  멀티플렉서(27)는  레지스터(END)를  도출하도록  전환되어,  일치  판정회로(26)에서는  어드레스 
신호  발생회로(24)로  부터의  어드레스  데이타와  레지스터(END)에  기억되는  초기치  데이타(F)를 비교
한다.

이  경우에는  어드레스  신호  발생회로(24)에  의하여  예를들면,  일치  판정회로(26)의  출력은  예를 들
면 하이레벨로 바뀐다.

이와같이하여  ROM(28)으로부터  출력되는  파형데이타(Da∼Dc)에는,  데이타  변환회로(30)에  의하여 데
이타의 변환이 실시된다.

즉,  디코더(29)로  부터는  레지스터(CNT12)의  제  3  비트~제  0  비트이  데이타가  도출되어  이것에 의거
하여  상술한것과  같이  데이타의  변환이  실시된다.  데이타  변환회로(30)에  있어서의  변환형태는  제  9 
표에 표시된다.

25-11

특1993-0010167



[표 9]

즉,  예를들면  한예로서  각도(θc1)에  있어서는  레지스터(CNT12)에  기억되는  값이  [0]이므로, 파형데
이타(Da~Dc)가 그대로 파형데이타(Ea~Ec)로서 출력된다. 

파형데이타 는 파형데이타(Ea~Ec)를 각각 반전한 데이타이다. 

또,  각도(θc2)에  있어서는,  레지스터(CNT12)의  값은  [4]이므로,  파형데이타(Dc)가 파형데이타(Ea)
로서  출력되고,  파형데이타(Da)가  파형데이타가  파형데이타(Eb)로서  출력되어,  파형데이타(Db)가 파
형데이타(Ec)로서 출력된다. 

이와같이  각  각도(θc1~θc3)에  있어서  제  9  표에  표시되는  것과  같이  데이타  변환회로(30)는 파형

데이타(Da~Dc)  및 파형데이타 를  디코더(29)로부터의  데이타에  의거하여  다른  형태에서 

파형데이타(Ea~Ec, )가 데이타 변환에 의하여 작성된다.

따라서,  파형데이타(Ea~Ec)에  의거하여  동작되는  컴프레셔(42)의  각코일(42a~42c)에는  제  10  도에 
표시되는 3상교류를 구성하는 정형판(ι2a~ι2c)에 가가운 전압강하가 생긴다. 

또한,  제  10  도에  있어서,  정형판(ι2a~ι2c)로 파형데이타 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
다. 

(d)  레지스터(CONT)의  제  4  비트가  [1]의  경우(90도분의  파형데이타가  ROM(28)에  기억되어  있는 경
우)

레지스터(CONT)의  제  4  비트가  [1]인  경우에는,  임의의  각도분의  파형데이타로부터  1주기의 출력신
호가 생성된다. 

이하  90도분의  파형데이타로부터  1주기의  출력신호가  생성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  11  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때  레지스터(CNT12)에는  제  10  표에  표시한  것과  같은  수치가  각  각도(θd1~θd4)에  있어서 설정
된다. 

이  레지스터(CNT12)의  수치가  짝수,  즉  제  0  비트가  [0]인  경우에는,  멀티플렉서(27)는  우선 레지스
터(STRT)에  기억되는  초기치  데이타(F)를  도출한다.  이것에  의하여  어드레스  신호  발생회로(24)의 
초기치는  레지스터(STRT)에  기억되는  초기치  데이타(F)가  된다.  또,  어드레스  신호  발생회로(24)는 
디코더(29)로  부터의  신호에  의하여  업카운터로서  기능하고,  순차어드레스치를  인크리먼트하면서 지
정하는 것이 된다.

이때  멀티플렉서(27)는  레지스터(END)의  초기치  데이타(F)를  도출하도록  전환되어, 설치한정회로
(26)어드레스  신호  발생회로(24)로부터의  어드레스  데이타와  레지스터(END)에  기억되는  초기치 데이
타(F)를 비교한다.

이  경우에는  어드레스  신호  발생회로(24)에  의하여  소정의  회수(예를들면  각  각도(θd1~θd4)를 시
분할하는  48회)만큼만  어드레스가  지정되면,  일치판정회로(26)의  출력은  예를  들면  하이레벨로 변한
다.

또  레지스터(CNT12)의  제  0  비트가  [1]인  경우에는  멀티플렉서(27)는,  우선  레지스터(END)에 기억되
는 초기 ι 치데이타(F)를 어드레스 신호 발생회로(24)에 도출한다. 

이  경우에는  디코더(29)로  부터의  제어신호에  의하여  어드레스  신호  발생회로(24)는  다운카운터로서 
기능한다. 

어드레스  신호  발생회로(24)에  의하여  48회  어드레스가  지정되며  멀티플렉서(27)로부터  전환되어서 
도출되어있는  레지스터(STRT)의  초기치  데이타(F)와  어드레스  신호  발생회로(24)로부터의  어드레스 
데이타가 일치하여, 일치판정회로(26)의 출력이 하이레벨이 된다. 

이와같이  하여  ROM(28)로부터  출력되는  파형데이타(Da~Dc)에는  데이타  변환회로(30)에  의하여 데이
타의 변환이 실시된다. 

즉,  디코더(29)로  부터는  레지스터(CNT12)의  제  3  비트~제  0  비트의  데이타가  도출되어  이것에 의거
하여 상술한 것과 같이 데이타의 변환이 실시된다. 

데이타 변환회로(30)에 있어서는 변환형태는 표 10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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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즉,  예를들면  한예로서  각도(θd1)에  있어서는  레지스터(CNT12)에  기억되는  값이[0]이므로, 파형데

이타 가 그대로 파형데이타(Ea~Ec)로서 출력된다. 

파형데이타 는 파형데이타(Ea~Ec)를 각각 반전한 데이타이다. 

또,  각도(θd2)에  있어서는,  레지스터(CNT12)의  값은  [5]이므로,  파형데이타(Da)가 파형데이타(Ea)
에서  출력되고,  파형데이타(Dc)가  파형데이타가  파형데이타(Eb)로서  출력되어,  파형데이타(Db)가 파
형데이타(Ec)로서 출력된다. 

이와같이  각  각도(θd1~θd4)에  있어서는  제  10  표에  표시하는것과  같이 변환회로(30)에파형데이타

(Da~Dc)  및 파형데이타 로서  도출한다.  이와같이하여  데이타  변환회로(30)에  의하여 90

도분의  파형데이타(Da~Dc)로부터  1주기분의  파형데이타(Ea~Ec, )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  레지스터(CONT)  제  4  비트가  [1]의  경우(180도분의  파형데이타가  ROM(28)에  기억되어  있는 
경우)  레지스터(CONT)  제   4  비트가  [1]이며,  180도분의  파형데이타로부터  1주기의  출력신호가 생성
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 12 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이때,  레지스터(CNT12)에는,  제  11  표에  표시하는  것과  같은  수치가  각  각도(θe1,  θe2)에  있어서 
설정된다. 

이  레지스터(CNT12)의  수치는  항상  짝수이며,  제  0  비트가  [0]이므로,  멀티플렉서(27)는  우선 레지
스터(STRT)에 기억되는 초기치 데이타(F)를 도출한다. 

이것에  의하여  어드레스  신호  발생회로(24)의  초기치는  레지스터(STRT)에  기억되는  초기치 데이타
(F)로 된다.

또,  어드레스신호  발생회로(24)는  디코더(29)로  부터의  신호에  의하여  업카운터로서  기능하여 순차
어드레스치를 인크리먼트하면서 지정하는 것이 된다.

이때  멀티플렉서(27)는  레지스터(END)의  초기치  데이타(F)를  도출하도록  전환되어  일치 판정회로
(26)에서는  어드레스  신호  발생회로(24)로부터의  어드레스  데이타와  레지스터(END)에  기억되는 초기
치 데이타(F)를 비교한다.

이  경우에는  어드레스  신호  발생회로(24)에  의하여  소정의  회수(예를들면  각  각도  ＜θe1,  θe2)를 
시분할하는  (6회)  만큼  만  어드레스가  지정하되면,  일치  판정회로(26)의  출력은  예를  들면 하이레벨
로 변한다.

이와같이하여  ROM(28)으로부터  출력되는  파형데이타(Da∼Dc)에는  데이타  변환회로(30)에  의하여  제 
3비트∼제 0비트의 데이타가 도출되어, 이것에 의거하여 상술한것과 같이 데이타의 변환이 
실시된다.

데이타 변환회로(30)에 있어서의 변환형태는 표 11에 표시된다.

즉,  각도(θe1)에  있어서는,  레지스터(CNT12)에  기억되는  값이  [0]이므로,  파형데이타(Da∼Dc)가 그
대로 파형데이타(Ea∼Ec)로서 출력된다.

파형데이타 는 파형데이타(Ea∼Ec)로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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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도(θe2)에  있어서는  레지스터(CNT12)의  값은[6]이므로, 파형데이타 가 파형데이타(Ea)

로서  출력되고, 파형데이타 가  파형데이타(Eb)로서  출력되며, 파형데이타 가 파형데이타
(Ec)에서 출력된다.

이와같이  각  기간(θe1,  θe2)에  있어서는  제  11표에  표시하는  것과  같이  데이타  변환회로(30)는 파

형데이타(Da∼Dc)및 데이타 를  디코더(29)로  부터의  데이타에  의거하여  다른형태에서 파

형데이타(Ea∼Ec) 및 파형데이타 로서 도출한다.

이와같이  하여,  데이타  변환회로(30)에  의하여  180도분의  파형데이타(Da∼Dc)로부터  1주기분의 파형

데이타(Ea∼Ec, )가 데이타 변환에 의하여 작성된다.

따라서,  파형데이타(Ea∼Ec)에  의거하여  동작도는  컴프레서(42)의  각코일(42a~42c)에  제  12  도에 표
시하는 3상 교류를 구성하는 정현파(ι5a~ι5c)에 가까운 전압강하가 생긴다.

또한, 제 12 도에 있어서 정현파(ι5a,ι5c)는 파형데이타(Ea~Ec)에 개별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④지연동작

상술한것과  같이  변화된 파형데이타(Ea∼Ec, )는  상승지연회로(31)에  의하여  소망의 지연
시간(d)에서 그 상승이 지연된다.

이와같은  출력신호에  지연을  필요로하는  이유는,  상술한  파워  트랜지스터(Tr1~Tr6)는  턴오프  시간이 
늦으므로,  예를들면  트랜지스터(Tr1,Tr2)와의  각  베이스에  상호  반전된  신호가  부여된  경우 일시적
으로 쌍방의 트랜지스터(Tr1,Tr2)가 도통상태로 된다.

이것에 의하여 트랜지스터(Tr1,Tr2)를 사이에 두고 과대한 전류가 흐르는 수가 있다.

이와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승지연회로(31)는  파형데이타(Ea∼Ec, )의  상승은 지
연하고 있다.

즉,  제  13  도(1)에  표시하는  것과  같이  파형데이타(Da)(제  3  표의  파형데이타(Da)가  데이타 변환회
로(30)에 출력된 경우에는 레지스터(CNT12)의 수치가 [0]인 경우에는, 데이타 
변환회로(30)로부터는,  제  13  도(2)  및  제  13  도(3)에  표시되는  것과  같은  파형데이타(Ea)  및 파형

데이타 가 각각 출력된다.

이  파형데이타(Ea)  및 파형데이타 는  상승지연회로(31)에서  그  상승만이  지연시간(d)만큼만 지

연된다.  상승지연회로(31)로부터의  출력신호(Fa)  및 출력신호 는  제  13  도(4)  및  제  13  도(5)에 
각각 표시된 것과 같다.

또한,  상승지회로(31)로부터의 출력신호(Fa~Fc, )는  출력회로(32)에  의하여  20mA의 흡입전
류로서 출력된다.

따라서 출력단자(T1~T6)으로부터는 반전된 신호가 출력된다.

출력단자(T1,T2)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Pa, )는 제 13 도(7)에 각각 표시됨과 같다.

상기 제어신호(Pa, )포토플래그(40)를 사이에 두고 반전되어, 출력 신호(R1, )가 된다. 

따라서,  상기 신호(R1, )는  제  13  도(4)  및  제  13  도(5)에  각각  표시되는 출력신호(Fa, )에 
대응하여,  트랜지스터(Tr1,Tr2)의  동시  도통을  면할  수  있다.  신호발생회로(21)에  있어서는, 레지스
터(CONT)의 제 3 비트~제 0 비트는 지연시간(d)을 설정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있다.

지연시간(d)과  레지스터(CONT)의  제  3  비트~제  0  비트와의  값의  관계는  표  12에  표시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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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이와같이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사용되는  파워  트랜지스터(Tr1~Tr6)의  종류에  의하여  소망의 지연시
간(d)를 선택적으로 부여할수가 있다.

이와같이하여  단자(T1~T6)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Pa∼Pc, )는  포토커플러(40)를  사이에 
두고  파워트랜지스터(Tr1~Tr6)에  부여되어,  이것에  의하여  컴프레서(42)에  부여되는  인가전압을 제
어하고  컴프레서(42)에  있어서  회전이  제어된다.  이와같이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각  레지스터에 기
억되는  초기치  데이타(F)에  의거하여  어드레스의  지정데이타의  변환이  하드웨어에  의하여 행하여진
다.

따라서,  이같은  어드레스의  지정  및  데이타의  변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없이, 프로그
램 작성의 부담이 대폭으로 경감된다.

더구나  CPU(34)의  명령  사이클  타임이  프로그램의  서브루틴의  길이에  의존하여  파형으로  변화가 생
기는 일이 없으므로, 고정도의 신호를 출력할수가 있다.

따라서  예를들면  지연시간(d)을  최적한  값으로  가능하게  설정하는등의  신호처리를  실시  할  수도 있
다.

제  14  도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인  신호  발생회로(21a)의  간략화한  구성을  표시하는  블록도이다. 
제  14  도에  있어서,  제  2  도와  동일  혹은  대응하는  부분에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붙여서  표시한다. 
이하 제 14 도를 참조하여 신호 발생회로(21a)의 구성을 설명한다.

신호발생회로(21a)에  마이크로  컴퓨터  등에서  실현되는  CPU(34a),  RAM(45),  ROM(28a) 파형발생회로
(46a)의  각  블록과  전환수단인  라인전환스위치(47a,  47b,  47c)에서  구성되어,  파형발생회로(46a)의 
블록은  내부에  후술하는  복수의  레지스터와  어드레스  지정수단(35)과,  다시  신호처리수단(36)을 포
함한다.

ROM(28a)에는  CPU(34)의  동작에  필요한  동작프로그램(p)과,  컴프레서(42)에  인가하는  3상교류 파형
에 관한 파형데이타가 미리 정하는 영역에 저장되어 있다.

또,  ROM(45)에는,  외부  콘트롤러(20)등에서  설정된  모터의  회전수나  온도센서로부터의  온도정보등의 
데이타가 기록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상기  라인  전환스위치(47a~47c)를  설치하고,  CPU(34a)와  ROM(28a)과의 사이에
서 필용한 어드레스 지정 및 프로그램데이타의 전송을 실행하는 때에는 상기 라인 전환스위치
(47a~47c)의  각  전환접편(接片)(SW1~SW3)은  CPU(34a)측에  설정되어  어드레스  데이타용으로서 버스라
인  ι15,  ι16)및  프로그램데이타용으로서  버스라인(ι11,ι12)  다시금  판독용 콘트롤버스(ι18,ι
19)가 각각 접속된다.

CPU(34a)는  읽어  넣은  동작프로그램(p)에  의거하여,  파형발생회로(46a)를  구성하는  레지스터에 버스
라인(ι24)을 사이에 두고 초기치데이타(F)를 설정하는 등, 다른 블록을 제어한다.

한편, ROM(28a)으로부터 파형데이타의 판독을 요구 할때에는 상기 파형발생회로(46a)로부터 
CPU(34a)에  전환요구신호(Dk)가  라인(ι22)을  사이에  두고  출력되어,  CPU(34a)에서는  상기 전환요구
신호(Dk)에  응하여  라인(ι23)을  사이에  두고  버스전환신호(Bk)를  출력하고,  상기 라인전환스위치
(47a~47c)의 전환접펀(SW1~SW3)을 파형발생회로(46)측에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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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의하여  파형데이타  용의  버스라인(ι12,ι13)  및  어드레스  데이타용의  버스라인(ι16,ι17), 
다시 판독용콘트롤버스(ι19,ι20)가 서로 접속된다.

초기치  데이타(F)가  설정된  파형발생회로(46a)는  CPU(34a)가  관여하는  일  없이,  따라서 파형발생회
로(46a)로부터,  RAM(45)  및  ROM(28a)에  어드레스  데이타를  전송하여,  상기  RAM(45)의  데이타  및 
ROM(28a)의  파형데이타를  판독할때에는,  상기  CPU(34a)에  어드레스  데이타용  및  파형데이타용의 버
스라인이 접속될 필요가 없다.

즉,  상기  CPU(34a)는  대기  상태이다.  이리하여  파형발생회로(46a)는 판독명령 을  출력하고, 
상기  파형발생회로(46a)와  ROM(28a)와의  사이에서  필요한  어드레스  지정  및  파형데이타의  전송이 실
행된다.

상기  파형데이타가  파형발생회로(46a)내에  격납되면  상기  버스전환신호(Bk)에  의하여  상기  라인전환 
스위치(47a~47c)의  전환접편(SW1~SW3)이  CPU(34a)측에  복귀하여,  이후,  CPU(34a)는  중단하고  있던 

동작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한,  기록용콘트롤버스(ι21)은  항상  CPU(34a),  파형  발생회로(46a)  및  RAM(45)의  사이에  접속되어 
있다.

제  15  도는  신호발생회로(21a)을  제  3  도에  표시되는  신호발생회로(21)와  같은  정도에  표시하는 구
체적인 구성이다.

제  15  도에  있어서  제  3  도의  동일  혹은  대응하는  부분에는  동일한  참조부를  부쳐서  표시한다. 
ROM(28a)의 입출력버스라인에 관하여 라인전환 스위치(47a~47c)가 설치된다.

라인전환스위치(47a~47c)의  전환접편(SW1~SW3)이  CPU(34)로  부터의  버스전환신호(Bk)에  의하여  파형 
발생회로(46a)측에  설정되어  있을때(제14도  참조)에  상기  ROM(28a)에는  에드레스신호 발생회로(24)
로  부터  출력되는  어드레스데이타가  입력되어  지정된  어드레스의  파형데이타(Da,Db,Dc)를 신호처리
수단(36)에 출력한다. 

한편,  상기  전환접편(SW1~SW3)이  CPU(34a)측에  설정  될때는  상기  ROM(28a)에는  CPU(34a)로부터의 어
드레스 지정에 의하여 동작프로그램(P)이 판독된다.

상기  라인전환스위치(47a~47c)의  전환타이밍  즉,  버스전환신호(Bk)의  출력도는  타이밍은,  상기 어드
레스  신호  발생회로(24)가  어드레스  데이타를  발생할때이다.  따라서,  상기  어드레스  데이타의 발생
시간  일치하면,  상기  업  카운터(23)의  오버플로시의  하이  리벨으로  되는  신호가  상기 전환요구신호
(Dk)로서 CPU(34a)에 부여된다.

CPU(34a)에서는,  상기  신호(Dk)에  응답하여  상기  제  14  도에  표시되는  라인(ι23)을  사이에  두고 버
스전환신호(Bk)를  출력하고,  라인전환스위치(47a~47c)의  전환접편(SW1~SW3)을  파형발생회로(46)측에 
전환하여,  상술한것과  같이  ROM(28)에의  어드레스  데이타의  지정  및  파형데이타의  전송을  실행한다. 
또,  상기  라인전환스위치(47a~47c)가  전환되는  타이밍을  제  4  도에  표시되는  플로챠트를  따라 표시
하면,  스텝(n2)에  있어서  어드레스  지정수단(35)에  의하여  ROM(28a)에  어드레스가  지정될때에 버스
전환신호(Bk)에  의하여  상기  전환접편(SW1~SW3)과  형발생회로(46a)측에  설정되고,  한편 스텝(n3)에
서 ROM(28a)으로부터 파형데이타가 출력되며, CPU(34a)측에 설정되는 것이된다.

또한, 다른블록에 있어서 동작 및 타이밍은 제 1 실시예에서 기술한 구성과 마찬가지이다.

이와같이,  파형발생회로(46a)는  ROM(28a)에  어드레스를  직접  지정하여  판독된  파형데이타를  직접 읽
어넣는  소위  다이렉트메모리액세스(약칭  DMA)  전송방식을  사용하여  CPU(34a)를  사이에  놓지  않고 직
접  파형  데이타를  독해할수가  있으므로  상기  ROM(28a)에는  파형데이타  판독용의  프로그램을  기록할 
필요가 없고 상기 파형데이타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따라서,  프로그램작성의  부담이  현저하게  경감되고  또,  고속으로  파형데이타를  판독할  수가 있으므
로 제어의 적응성이 현격하게 향상한다.

다시금,  상술한것과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여  CPU(34a)에  있어서  동작프로그램을  판독하는  타이밍 
및  파형발생회로(46a)에  있어서  파형데이타의  판독타이밍에  응하여  상기  메모리로  부터  CPU(34a)에 
및,  파형발생회로(46a)에서의  버스라인을  각각  전환하도록  구성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종류의 데
이타를  공통의  ROM(28a)에  1개의  메모리인  ROM(28)에  상기  동작프로그램(P)  및  파형데이타를  저장할 
수가 있다.

그런데, 상술한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신호 발생회로(21)의 구성에 있어서는, CPU(34)에 
관련하여,  동작프로그램전용  ROM(50)  및  파형발생회로(46)에  관련하여  파형데이타전용  ROM(28)의 적
어도  2개의  메모리가  개별적으로  필용하다.  한편,  마이크로컴퓨터를  사용한  시스템의  개발 단계에서
는,  당해시스템을  구성하는  ROM을  기록  소자가  자재로운  EPROM에  치환(値換)하고,  시행착오에 의하
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수법이  일반적으며,  그것때문에  제  16  도에  표시되는  피기백(51)이 사용된
다.

피기백(51)은,  마이크로컴퓨터를  내장한  패케이지(51a)상에  EPROM용의  소케트(51b)를  탑재하여, 소
케트(51b)에  EPROM을  끼워붙여서  응용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몇번이라도  바꾸어써서,  최종프로그램을 
완성시켜서 가기위한 툴(Tool)이다.

또, 피기백(51)를 사용하여 제품의 실장체크를 행할수도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피기백(51)을  사용하여  상술한  신호발생회로(21)에  필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할려고 
하면,  패케이지(51a)에는  소케트(51b)에는  소케트(51b)를  적어도  2개  탑재하지  않으면  않되나, 이것
은 패케이지(51a)의 스페이스로부터 보다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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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쪽의  EPROM에  동작  프로그램을  기록하여  검토하고,  다음에  다른쪽의  EPROM에  파형데이타를 
기록하여  검토한다는  시간이  걸려,  프로그램작성의  시간,  노력의  코스트가  높은  것이  되고  만다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  2  실시예의  신호발생회로(21a)에서는,  상기  관점을  고려하여,  라인전환스위치에  의하여, 
메모리  CPU간  및  메모리  파형발행회로간의  데이타  전송을  전송하여야할  데이타의  판독이  타이밍에 
응하여 전환 되도록 구성한다.

이것에  의하여  데이타버스  점유의  문제를  해소하고,  상기  파형데이타  및  동작프로그램을  동일한 메
모리에 저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리하여  상기  신호  발생회로의  개발단계시에  있어서  피기백에  의한  스페이스  점유량이  경감되고, 
그 결과, 프로그램 및 데이타의 작성에서의 부담이 대폭으로 감속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상술한  데이타의  변환형태  및  지연시간(d)의  설정을  ROM(28)에  기억되는 데
이타의 종류등에 응하여 CPU(34)의 동작프로그램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러나,  예를들어  범용보트등을  사이에  두고  CPU(34)에  명령코드등을  부여하여,  이것에  의거하여 데
이타의 변환형태 및 지연시간(d)를 설정할수가 있도록 하여도 좋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모터를  구동하는  구성에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이것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은,  그 정신 또는 주요한 특징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 없이,  다른 여러가지 모양을 실시할 수
가 있다.

따라서  전술한  실시예는  모든점에서  단순한  예시에  지나지  않고,  본  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
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명세서 본문에는 하등 구속되지 않는다.

다시금 특허청구의 범위의 균등범위에 속하는 변형이나 변경은 모두 본 발명의 범위내의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출력신호를  발생하는데  사용되는  파형  데이타를  저장하는  기억수단(28)과,  상기  파형데이타의 어드
레스를  지정하는  적어도  하나의  레지스터에  초기치  데이타를  저장하되,  데이타  버스에  의해  상기 레
지스터와  접속되어  있는  중앙처리회로(34)와,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상기  초기치  데이타에 의거하
여  상기  기억수단(28)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어드레스  지정수단(35)과,  상기  출력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상기  초기치  데이타에  의거하여  상기  지정된  어드레스에  있는  상기 파
형데이타를  처리하는  신호처리수단(36)을  구비하되,  상기  적어도  하나의  레지스터는  상기  초기치 데
이타의  개시  어드레스와  종료  어드레스중  하나를  저장하는  개시/종료  레지스터(START/END)와,  상기 
기억수단(28)에서  제공된  파형데이타를  독출하기  위한  시간  간격에  관한  데이타를  저장하는  샘플 타
임  설정용  레지스터(SAMP)와  일종의  파형  데이타를  저장하는  제어용  레지스터(CONT)  및,  상기 파형
데이타가  상기  기억  수단(28)으로부터  매번  독출되는  회수를  계수  및  저장하는  복수의  카운터용 레
지스터(CNT12, CNT FF)를 포함한 신호발생회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처리회로(34)는  처리용  및  상기  초기치  데이타의  상기  레지스터의 출력
용 동작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50)을 포함하는 신호발생회로.

청구항 3 

동작  프로그램에  따라  출력신호를  처리하는  중앙처리회로(34a)와,  데이타  버스를  통하여  상기 중앙
처리회로(34)에  접속하여,  상기  출력신호를  위해  기준이  되는  초기치  데이타를  저장하는  적어도 하
나의  레지스터와,  상기  출력신호를  발생하는  데  필요한  상기  동작프로그램과  파형  데이타를 저장하
는  기억수단(28a)과,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상기  초기치  데이타에  따라  상기  기억수단(28)에 저장
된  파형  데이타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어드레스  지정수단(35)과,  상기  출력신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상기  초기치  데이타에  의거하여  상기  지정된  어드레스에  있는  상기  파형 데
이타를  처리하는  신호  처리수단(36)  및,  상기  동작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정보가  상기 기억수단(28
a)에서  상기  중앙처리회로(34a)로  독출되는  것일때에는  상기  중앙처리회로(34a)와  상기 기억수단
(28a)이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또한  상기  파형데이타가  상기  기억수단(28a)에서  상기 신호처리수단
(36)으로  독출되는  것일때에는  상기  신호처리수단(36)과  상기  기억수단(28a)이  전기적으로 접속되도
록 상기 데이타 버스를 전환하는 전환수단(47a, 47b, 47c)을 포함하는 신호발생회로.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파형 데이타는 발생될 상기 출력신호의 주파수에 의거하여 상
기  기억수단(28a)에  저장되고,  또한  상기  파형데이타는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초기치  데이타에 따
라 선택되는 신호발생회로.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직류전원을  발생하는  전원회로(41)와,  상기  신호처리수단(36)에 의
해  발생된  상기  출력신호에  따라  상기  전원회로(41)에서  제공된  직류전원을  교류전원으로  변환하는 
인버터(43)를 부가한 신호발생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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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환수단(47a,  47b,  47c)은  상기  중앙처리회로(34a)에서  제공된  버스 스위
칭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중앙  처리회로(34a)와  상기  기억수단(28a)의  전기적  접속을  상기 신호처리
수단(36)과 상기 기억수단(28a)의 전기적 접속으로 상기 데이타 버스를 전환하는 신호발생회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처리회로(34a)는  상기  어드레스  지정수단(35)에  의해  상기 파형데이타
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시간간격의  데이타를  검출하고,  또한  상기  파형데이타와  동작  프로그램이 
상기  기억수단(28a)에  저장될  수  있도록  상기  시간간격의  데이타에  응답하여  상기  버스 스위칭신호
를 발생하는 신호발생회로.

청구항 8 

동작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제  1  ROM(50)과,  복수의  모터  회전속도에  대응하는  파형  데이타를 저장하
는  제  2  ROM(28)과,  상기  제  1  ROM(50)에  저장된  상기  동작  프로그램의  어드레스를  지정하고  또한 
상기  제  2  ROM(28)에  저장된  파형  데이타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중앙처리회로(34)와,  외부의 콘트
롤러에서  제공된  회전속도를  받아서  출력하는  RAM(45)  및,  컴프레서  제어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상기 
동작  프로그램에  따라  상기  중앙처리회로(34)에  의해  어드레스가  지정된  상기  파형데이타를 처리하
는  파형발생회로(46)를  구비한  신호발생회로(21)와  직류출력으로부터  노이즈를  제거하는 포토커플러
(40)와,  상기  RAM(45)에  저장된  상기  회전속도와  상기  컴프레서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직류출력을 3
상의  교류와  동일한  구형파로  변환하는  인버터(43)  및,  상기  컴프레서의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상기 
3상의 교류를 받는 컴프레서 코일(42a~42c)를 포함하는 컴프레서 제어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포토커플러(40)는  복수의  포토트랜지스터를  구비하고,  상기  인버터(43)는 
직류출력을  공급하는  전원회로(41)와  상기  직류출력을  3상의  교류출력으로  변환하는  복수의 트랜지
스터(Tr1~Tr6)를 구비한 컴프레서 제어장치.

청구항 10 

외부의  콘트롤러(20)에  의해서  설정된  모터의  회전속도를  저장하는  RAM(45)과,  동작  프로그램과 파
형  데이타를  저장하는  ROM(28a)과,  상기  ROM(28a)에  저장된  동작  프로그램의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중앙처리회로(34a)와,  모터의  회전속도가  상기  RAM(45)에  저장된  회전속도와  일치하도록  모터를 제
어하기  위해  사용된  컴프레서  제어신호를  발생하기  위하여  상기  동작  프로그램에  따라  파형 데이타
의  어드레스를  지정하고  또한  지정된  파형  데이타를  처리하는  파형  발생회로(46a)와,  상기  동작 프
로그램이  상기ROM(28)으로부터  독출될  때에는  상기  RAM(45)과  상기  ROM(28a)을  상기 중앙처리회로
(34a)에  접속되게  하고,  또한  상기  파형데이타가  상기  ROM(28a)에서  독출될  때에는  상기  RAM(45)과 
상기  ROM(28a)을  상기  파형  발생회로(46a)에  접속되게  하는  라인전환수단(47a~47c)를  포함하는 신호
발생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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