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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적시의 부하 연결을 통한 교류기 테스트 방법 및 시스템

요약

    
교류기를 테스트하는 동안 고해상도 신호들과 안정된 부하들을 제공하는 교류기 테스트 방법 및 시스템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상기 교류기를 부하에 연결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부하가 그것을 구동하는 상기 교류기 또는 모
터에 연결된 후에만 수집된 파라미터들에 기초하여 상기 교류기의 동작을 평가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일 양상에 있어서, 
상기 부하는 소정의 제 1 시간 주기 동안 상기 교류기에 인가된다. 상기 방법은 모터 속도 또는 교류기 속도가 소정의 
레벨에 도달한 후에만 상기 교류기의 속도를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부하는 이 부하가 소정의 제 2 
시간 주기 동안 상기 교류기에 연결된 후에 이 교류기로부터 자동으로 분리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교류기, 부하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2000년 6월 26일 출원한, 미국 가 특허 출원 일련 번호 60/214,254, 제목 " 자동 전기적 시스템 테스트 장
치 및 방법(AUTOMATIC ELECTRICAL SYSTEM TESTING APPARATUS AND METHODS)" 으로부터 우선권을 
주장한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교류기를 테스트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특히, 테스트하는 동안 교류기에 부하를 연결하는 것을 
제어하는 교류기 테스트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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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기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 기계적 움직임을 교류(AC)로 변환한다. 이후, AC를 DC로 변환하여, 다른 전기적 시스템
들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상기 교류는 다이오드들을 포함하는 전파 정류기 브리지(full-wave rectifier bridge)와 
같은 정류기 조립체를 통과한다. 예를 들어, 배터리 충전, 전조등에 동력 공급 등과 같은 자동차의 전기적 시스템에 동
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있는 교류기가 엔진에 의해 구동된다. 그러나, 상기 교류기 출력은 완전히 고르지는 않
다. 교류기 출력의 파형은 DC 성분에 따른 저-크기 리플(low-magnitude ripple)과 유사하다.
    

    
교류기들이 부하가 걸렸을 때 즉, 부하가 교류기의 출력 단자에 연결되어 거기로부터 전류를 이끌어낼(draw) 때 교류
기 테스트가 수행된다. 교류기 테스트기들은 흔히 출력 전압, 리플 진폭, 상기 출력의 평균 전류 등과 같은 상기 교류기 
출력의 파라미터들을 검출하는 상기 교류기의 출력 단자들에 연결하기 위해 한 세트의 프로브(probe) 또는 선(wire)
을 갖는다. 보통, 차량(vehicle) 교류기들을 테스트하는 휴대용 교류기 테스트기들은 10암페어까지 전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하를 사용한다. 자동차에서 이용되는 교류기들에 대해서, 부하가 걸렸을 때 교류기의 테스트는 전조등, 라디
오, 에어컨 등과 같이 상기 교류기에 의해 동력이 공급되는 전기적 부속물을 작동시킴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교류기를 테스트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상기 교류기 출력의 리플 성분이 작은 신호이기 때
문에, 상기 리플 파형은 잡음 간섭을 받게 되어, 관측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상기 부하가 상기 교류기에 연결될 
때, 상기 교류기 출력 파형은 부하의 변화에 즉시 응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즉, 항상 부하의 변화에 즉시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기 교류기 출력은 어떤 시간 주기가 경과할 때까지 불안정하다. 상기 테스트기가 불안정한 파형으로
부터 수집된 파라미터들에 기초하여 교류기 동작을 결정한다면, 테스트 결과에 에러가 발생할 것이다. 셋째, 부하로서 
자동차에 있는 전기적 부속물을 이용하는 것은 상기 교류기로부터 일정하지 않은 전류를 이끌어낸다. 따라서, 상기 교
류기 출력 레벨은 변동하기 쉬우며, 이는 정확한 테스트를 어렵게 한다. 또한, 교류기 테스트에 이용된 부하는 많은 열
을 발생시키며, 이는 안전문제를 야기시킨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교류기의 안정성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한 요구가 존재한다. 또한, 교류기 테스트에서 사용하기 위한 안정된 
부하를 제공하기 위한 다른 요구가 있다. 또한, 안정된 교류기 출력에 기초하여 교류기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른 
요구가 존재한다. 교류기를 테스트하는 고해상도 신호들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 요구가 존재한다. 또한, 상기 교류기를 
테스트하는 동안 상기 부하에 의해 발생된 열을 제거하기 위한 다른 요구가 있다.

    
이들 및 다른 요구들이 본 발명에 의해 제기된다. 본 발명은 교류기를 테스트하는 동안 고해상도 신호와 안정된 부하를 
제공하는 교류기 테스트 방법 및 시스템이다.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르면, 상기 교류기 동작의 평가는 상기 부하가 소
정의 시간 주기 동안 상기 교류기에 연결된 후에 수집된 파라미터들을 기초로 함으로써, 상기 파라미터들은 안정된 교
류기 출력을 반영한다. 다른 양상에 있어서, 상기 부하는 테스트하는 동안 발생된 열을 줄이기 위해 매우 짧은 시간 주
기 동안 교류기에 연결된다. 또다른 양상에 있어서, 상기 부하는 휴대용 함체(housing)에 포함되며, 더 좋은 신호 해상
도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기 교류기로부터 큰 전류 예를 들어, 50 암페어를 이끌어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상기 교류기에 부하를 연결하는 단계와, 소정의 제 1 시간 주기 동안 상기 부하가 상기 교류기에 
연결된 후에 수집된 파라미터들에 기초하여 상기 교류기의 동작을 평가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양상에 있어서, 상기 교류기는 화석 연료에 의해 동력이 공급되는 엔진과 같은 모터에 의해 구동될 수 있
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방법은 모터 속도 또는 교류기 속도를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부하
는 상기 모터 속도 또는 교류기 속도가 소정의 레벨에 도달한 후에만 상기 교류기에 인가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있어서, 소정의 시간 주기 동안 상기 부하가 상기 교류기에 연결된 후에 상기 부하는 상기 교류기로부터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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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시스템은 부하와, 교류기 특성을 표시하는 교류기 출력 신호를 수신하는 단자와, 그리고 상기 교류기에 상기 
부하를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스위치 장치를 포함한다. 상기 교류기 출력 신호의 특성을 결정하고, 상기 교류기에 상기 
부하를 연결하는 상기 스위치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 제 1 스위치 동작 신호를 발생시키는 제어기가 구성된다. 상기 제
어기는 상기 부하가 소정의 시간 주기 동안 상기 교류기에 연결된 후에 수집된 파라미터들에 기초하여 상기 교류기 출
력 신호의 특성을 결정한다.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르면, 상기 시스템은 한 손으로 잡기에 적절한 크기를 갖는 함체에 포함된다. 상기 시스템은 상
기 부하에 의해 발생된 열을 제거하기 위해 팬(fan)과 같은 냉각 장치를 더 포함한다. 상기 제어기는 상기 부하가 소정
의 시간 주기 동안 상기 교류기에 연결된 후에 상기 교류기로부터 상기 부하를 분리시키도록 상기 스위치 장치를 제어
하기 위해 제 2 스위치 동작 신호를 발생시킨다.

본 발명의 다른 장점들 및 신규성은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본 발명을 예시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명백해
질 것이다. 알게될 것인 바, 본 발명은 다른 그리고 서로 다른 실시예들이 가능하고, 그것의 여러 상세한 설명들은 모두 
본 발명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명백한 범위내에서 다양한 수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기 도면과 설명은 제한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상 예시로서 생각되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첨부 도면에서 제한적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설명되며, 여기서 동일한 참조 부호들은 동일한 요소를 나타낸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실시되는 교류기 테스트 시스템의 블럭도를 도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실시되는 교류기 테스트 시스템에서 이용된 요소들의 예시적인 회로를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실시되는 교류기 테스트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테스트 과정을 예시하는 흐름도를 도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실시되는 냉각 장치의 예를 도시한다.

    실시예

하기의 설명에서는, 설명할 목적으로, 본 발명의 충분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다수의 특정 상세 설명들이 규정된다. 그
러나, 본 발명이 이들 특정 상세 설명들이 없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명백해질 것이다. 다른 경
우에, 잘 알려진 구조들 및 장치들은 본 발명을 불필요하게 모호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블럭도의 형태로 도시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실시되는 교류기 테스트 시스템(100)의 블럭도를 도시한다. 예시할 목적으로, 상기 테스트 시
스템의 동작은 자동차에 있는 교류기와 함께 설명된다. 자동차에서, 상기 교류기(미도시)는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
기 자동차의 엔진에 의해 구동된다. 상기 교류기의 출력은 한 세트의 배터리 단자(125)를 통해 배터리(123)에 연결되
어 그곳으로부터 배터리를 충전한다.

    
테스트 시스템(100)은 휴대용 장치일 수도 있으며, 교류기 출력을 나타내는 교류기 출력 신호(113)를 수신하는 단자
들을 가질 수 있다. 상기 교류기 출력 신호는 상기 교류기 충전 배터리(123)에 의해 발생된 전류일 수 있다. 대안적으
로, 교류기 출력 신호(113)는 상기 교류기 출력을 나타내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부터의 신호일 수도 있다. 상기 데
이터 처리 시스템은, 예를 들어, 내장 차량 컴퓨터(on-board vehicle computer) 또는 다른 테스트 장치일 수도 있다. 
다른 양상에 있어서, 교류기 출력 신호(113)는 교류기 특성을 무선으로 나타내는 신호들을 전송하는 무선 전송 조립체
에 의해 발생된 신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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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시스템(100)은 마이크로컨트롤러(101),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105) 및 디스플레이(103)를 갖는다. 마이크
로컨트롤러(101)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제어 신호들을 생성시킨다.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105)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디스플레이(304)는 사용자에게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LCD 화면, LED 표시기 등일 
수 있다. 마이크로컨트롤러(101)는 FET 스위치와 같이 부하(117)를 상기 교류기에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스위치 장치
(121)를 제어할 수 있다. 도 1에 예시된 바와 같이, 스위치 장치(121)와 부하(117)는 연속적으로 연결되며, 다음에 
배터리 단자들(125)을 통해 병렬로 상기 교류기와 연결된다. 스위치 장치(121)가 온(on)일 경우, 부하(117)는 상기 
교류기와 연결되며, 스위치 장치(121)가 오프(off)일 경우, 부하(117)는 상기 교류기로부터 분리된다. 이 기술분야의 
당업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다른 회로 설계 기술들은 상기 교류기와 상기 부하를 연결하는 것을 제어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부하(117)는 예를 들어, 니크롬선(Nichrome wire)이 감긴 코일 양단에 작은 전압을 유지하면서도 상기 교류기로부터 
큰 전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임의의 요소일 수 있다. 예로서, 부하(117)는 상기 교류기로부터 50암페어의 전류를 이끌
어내는 니크롬 코일일 수 있다. 니크롬 코일 부하는 소형의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상당한 전류량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
어서 유리하다. 부하(117)에 의해 발생되는 열의 제거를 돕기 위해 냉각 팬(cooling fan)과 같은, 마이크로컨트롤러(
101)에 의해 제어되는 냉각 장치(115)가 제공될 수 있다.
    

    
상기 교류기 테스트는 임의의 교류기 속도 또는 엔진 속도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상기 엔진은 상기 교류기가 안정된 교
류기 출력 신호를 생성하도록 하기 위해 1500rpm 또는 그 이상과 같은 안정된 엔진-속도로 구동될 수 있다. 대안으로
서, 상기 테스트는 이상적인 엔진 속도에서 수행될 수 있다. 사용자는 상기 엔진 속도가 회전 속도계(tachometer)로부
터의 판독값을 관측함으로써 어떤 레벨에 도달했는지를 시스템에 나타낼 수 있다. 대안적으로, 노련한 사용자들은 상기 
엔진에 의해 발생된 가청 잡음을 기초로 한 엔진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시스템은 차량 컴퓨터 
또는 다른 테스트 장치 등과 같은 다른 데이터 처리 시스템들로부터 엔진 속도 또는 교류기 속도를 나타내는 신호를 수
신할 수 있다. 상기 엔진 속도 또는 상기 교류기 속도를 나타내는 신호는 마이크로컨트롤러(101)로 공급될 수 있고 마
이크로컨트롤러(101)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상기 엔진 속도 또는 상기 교류기 속도가 엔진 속도에 대해 1500rpm과 같은 소정의 레벨에 도달했을 때, 마이크로컨트
롤러(101)는 스위치(324)를 턴온(turn on)하기 위해 제 1 스위치 제어 신호를 발생시켜, 부하는 배터리 단자들(125)
을 통해 상기 교류기와 연결된다. 상기 교류기는 이제 부하하에서 동작하고 있다.

교류기 출력 신호(151)는 우선 고조파 뿐만 아니라 배터리 단자들(125)에서 발견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대역 통과 
필터(113)를 통과할 수 있다. 대역 통과 필터(113)는 100Hz 와 4kHz 사이의 대역을 통과할 수 있다. 이후, 교류기 
출력 신호(151)는 신호 레벨을 증폭시키기 위해 증폭기(111)를 통과할 수 있다.

    
이후, 교류기 출력 신호(151)는 검출 회로(109)로 공급된다. 검출 회로(109)는 리플 진폭, 전압 레벨 등과 같은 상기 
교류기 출력 신호(151)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신호(153)를 발생시킨다. 이 전류는 원하는 교류기 파라미터들을 생성시
키기 위해 통상적인 필터링 및 부하 검출을 사용할 수 있다. 동일 발명가에 의해 본원과 동시에 출원되고 공동 양도된, 
동시계속 임시적이 아닌 특허 출원 일련 번호 _______, 제목, " 리플 검출을 이용하는 교류기 테스트 방법 및 시스템(
Alternator Testing Method and System Using Ripple Detection)" 은, 실시될 수 있는 특정 리플 검출 회로 및 방
법론을 설명한다. 상기 개시는 참조로서 본원에서 인용되었다. 상기 파라미터들은 상기 교류기의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마이크로컨트롤러(101)에 의해 이용된다. 교류기 동작을 결정하기 위해 교류기 출력 신호들의 파라미터들을 이용하는 
기술들은 미국 특허 3,629,704, 4,459,548 및 4,315,204에 기재되어 있으며, 참조로서 본원에서 인용된다. 파라미터 
신호(153)는 다음에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105)로 전송된 다음, 마이크로컨트롤러(101)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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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부하(117)가 배터리 단자들(125)을 통해 상기 교류기에 연결할 때 교류기 출력 신호
(151)의 파라미터들이 이용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마이크로컨트롤러(101)는 부하(117)가 0.75초와 같은 소정의 시
간 주기 동안 상기 교류기와 연결된 후에만 공급되는 파라미터들에 기초하여 교류기 안정성을 평가할 것이다. 상기 교
류기 출력 신호가 안정할 때 발생하도록 선택된 상기 소정의 시간 주기는 교류기 모델, 교류기 등급(rating), 부하의 타
입과 같은 파라미터들에 기초하여 경험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있어서, 부하(117)가 소정의 시간 주기 예를 들어, 1초 동안 상기 교류기와 연결된 후에, 마이
크로컨트롤러(101)는 스위치 장치(121)를 턴오프(turn off)하기 위해 제 2 스위치 제어 신호를 발행할 것이며, 결과
적으로 상기 교류기로부터 부하(117)를 분리시킨다. 부하(117)는 짧은 시간 주기 동안 상기 교류기와 연결되기 때문
에, 전류가 부하(117)를 통과함으로써 발생된 열은 최소이다. 상기 소정의 시간 주기는 그것을 통과하는 전류로 인해 
너무 뜨겁게 되기 전에 시간 지점에서 선택된다. 상기 소정의 시간 주기는 임계 온도, 교류기 모델, 교류기 등급, 부하의 
타입과 같은 파라미터들에 기초하여 경험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마이크로컨트롤러(101)에 의해 제어되는 팬과 같은 냉각 장치(115)는 부하(117)에 의해 발생된 열을 제거하는 것을 
돕도록 구현될 수 있다. 테스트 시스템(100)은 부하(117) 근처 또는 부하(117)에 상기 온도를 나타내는 마이크로컨
트롤러(101)에 온도 신호를 발생시키는, 부하(117) 근처에 배치된 온도 감지기(119)를 가질 수 있다. 검출된 온도에 
기초하여, 마이크로컨트롤러(101)는 냉각 장치(115)의 동작을 제어하는데, 상기 온도가 70℃와 같은 소정의 온도보
다 더 큰 경우, 마이크로컨트롤러(101)는 냉각 장치(115)를 동작시키기 위해 신호를 발행하며, 상기 온도가 소정의 온
도보다 더 작은 경우, 마이크로컨트롤러(101)는 냉각 장치(115)를 동작시키지 않기 위해 신호를 발행한다.
    

도 2는 상기 교류기에 부하(117)를 연결하는 제어 회로(207)와 냉각의 목적으로 팬(fan)의 동작을 제어하는 조절 회
로(205)의 예를 도시한다. 제어 회로(207)는 마이크로컨트롤러(101)로부터 제어 신호를 수신하는 로직 IC(206)를 
포함하고, 응답하여 FET 스위치(121)의 온/오프(ON/OFF)를 제어하기 위해 스위치 제어 신호(208)를 발생시키며, 
결과적으로 상기 교류기에 부하(117)를 연결하는 것을 제어한다.

    
조절 회로(205)는 팬의 동작을 제어한다. 트랜지스터(204)는 상기 팬의 전압을 조절한다. 상기 팬은 FET 스위치(20
2)를 통해 전원에 연결하며, 이는 마이크로컨트롤러(101)에 의해 발생된 제어 신호에 의해 제어된다. 상기 FET 스위
치(202)는, 상기 제어 신호의 내용에 응답하여, 상기 팬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공급하지 않는다. 부하(117)에서의 온도
가 너무 높을 때,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전원에 상기 팬을 연결하도록 FET 스위치(202)를 제어하기 위해 제어 신호를 
발생시켜, 상기 팬을 동작시킨다. 부하(117)의 온도가 소정의 온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마이크로컨트롤러(101)는 
상기 팬의 전력을 공급하도록 상기 FET 스위치(202)를 제어하기 위해 다른 제어 신호를 발생시킨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실시되는 교류기 테스트 시스템에 의해 실행되는 테스트 과정을 예시하는 흐름도를 도시한다. 
단계들(301과 303)에서, 마이크로컨트롤러(101)는 상기 엔진 속도 또는 교류기 속도가 소정의 속도에 도달했는지 여
부를 결정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상기 결정을 계속해서 수행한다. 만약 그렇다면, 마이크로컨
트롤러(101)는 스위치를 동작시키고 상기 교류기에 상기 부하를 연결하기 위해 스위치 제어 신호를 발생시킨다. 또한, 
마이크로컨트롤러(101)는 타이머를 동작시킨다(단계(305)). 단계(307)에서, 마이크로컨트롤러 (101)는 상기 타이
머를 읽고, 상기 부하가 0.75초 이상인 경우 상기 교류기에 연결되었는지를 결정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로컨
트롤러(101)는 상기 결정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로컨트롤러(101)는 0.75초 후에 수집된 교류
기 출력 신호의 파라미터들에 기초하여 상기 교류기의 안정성을 결정하기 시작한다(단계(309)). 이후, 마이크로컨트
롤러(101)는 상기 부하가 1초 이상인 경우 상기 교류기에 연결되었는지를 결정한다(단계(311)). 만약 그렇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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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컨트롤러(101)는 상기 결정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로컨트롤러(101)는 상기 스위치를 
동작시키지 않고 상기 교류기로부터 상기 부하를 분리시키기 위해 스위치 제어 신호를 발행한다(단계(313)). 그 다음, 
마이크로컨트롤러(101)는 디스플레이에 결정 결과를 발생시키고, 상기 타이머를 재설정한다(단계들(315와 317)).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실시되는, 함체(400)의 부분을 갖는 냉각 구조의 예를 도시한다. 함체(400)는 한손으로 잡기에 
적절한 크기를 가지며, 마이크로컨트롤러(101), 검출 회로(109), 대역 통과 필터(113), 증폭기(111) 및 다른 요소들
을 갖는 회로 보드(450)를 수신한다. 부하 감지 요소로서, 온도 감지기(119)는 니크롬 코일(117) 근처 위치에 배치된
다. FET-형 스위치일 수도 있는 스위치(121)는 코일(117)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공기 입구(411)는 상기 함체의 
한쪽에 배치되며, 팬(401)은 상기 함체의 다른쪽에 배치되어, 공기 입구(411)와 팬(401) 사이에 있는 선형 채널(41
3)은 팬(401)이 동작중일 때 공기 흐름 경로를 형성한다. 상기 채널은 상기 함체의 잔여부분으로부터 상기 공기 흐름 
경로를 분리시키는 벽(410)에 의해 정의된다. 코일(117)에 의해 발생된 열은 주변 공기로 분산되고, 팬(401) 자체에 
의해 설정된 출구를 통해 상기 함체(400)로부터 흘러나갈 것이다.
    

상기 설명된 실시예들은 어떤 원하는 시스템 또는 엔진과도 이용될 수 있다. 그것들의 시스템들 또는 엔진들은 휘발유, 
천연 가스, 프로판 등과 같은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아이템(item)을 포함할 수 있다. 그것들의 시스템들 또는 엔진들은 
자동차, 트럭, 보트 또는 배, 오토바이, 발전기(generator), 비행기 등과 같은 다른 시스템들에 통합될 수 있다. 상기 
실시예들은 약 12볼트, 약 42볼트 등과 같은 어떤 적절한 전압 레벨과도 포함되거나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예시적인 실시예와 결합하여 설명되었지만, 상기 개시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첨부된 청구항들의 
정신 및 범위내에 포함되는 다양한 수정들 및 등가 구조들을 포함하고자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교류기의 동작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모터 속도 또는 교류기 속도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모터 속도 또는 상기 교류기 속도가 소정의 레벨에 도달했을 때, 상기 교류기에 부하를 연결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부하가 소정의 제 1 시간 주기 동안 상기 교류기에 연결된 후에 교류기 특성을 나타내는 교류기 출력 신호의 특성
을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터는 자동차의 엔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하는 니크롬 코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교류기의 동작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교류기에 부하를 연결하는 단계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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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부하가 소정의 제 1 시간 주기 동안 상기 교류기에 연결된 후에만 상기 교류기의 출력을 나타내는 교류기 출력 신
호의 특성을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부하가 상기 소정의 제 1 시간 주기 보다 더 큰 소정의 제 2 시간 주기 동안 상기 교류기에 연
결된 후에 상기 교류기로부터 상기 부하를 분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교류기의 동작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서,

부하와,

교류기 특성을 나타내는 교류기 출력 신호를 수신하는 단자와,

엔진 속도 또는 교류기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 신호를 발생시키는 감지기와,

상기 교류기에 상기 부하를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스위치 장치와,

상기 교류기 출력 신호의 특성을 결정하고 상기 스위치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기와,

여기서, 상기 엔진 속도 또는 상기 교류기 속도가 소정의 레벨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상기 속도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어기는 상기 교류기에 상기 부하를 연결하도록 상기 스위치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 제 1 스위치 동작 신호를 발생시키
며, 그리고

상기 제어기는 상기 부하가 소정의 제 1 시간 주기 동안 상기 교류기에 연결된 후에 수집된 파라미터들에 기초하여 상
기 교류기 출력 신호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부하는 니크롬 코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부하에 의해 발생된 열을 제거하는 냉각 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냉각 장치는 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손에 잡을 수 있을 만큼 적절한 크기의 함체내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1.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부하는 상기 교류기로부터 적어도 50암페어의 전류를 이끌어내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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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부하가 소정의 제 2 시간 주기 동안 상기 교류기에 연결된 후에 상기 교류기로부
터 상기 부하를 분리하도록 상기 스위치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 제 2 스위치 동작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시스템.

청구항 13.

교류기의 동작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서,

부하와,

교류기 특성을 나타내는 교류기 출력 신호를 수신하는 단자와,

상기 교류기에 상기 부하를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스위치 장치와,

상기 교류기 출력 신호의 특성을 결정하고 상기 교류기에 상기 부하를 연결하도록 상기 스위치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 
제 1 스위치 동작 신호를 발생시키는 제어기와, 그리고

여기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부하가 소정의 제 1 시간 주기 동안 상기 교류기에 연결된 후에만 수집된 파라미터들에 기
초하여 상기 교류기 출력 신호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부하가 소정의 제 2 시간 주기 동안 상기 교류기에 연결된 후에 상기 교류기로
부터 상기 부하를 분리하도록 상기 스위치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 제 2 스위치 동작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교류기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자동차에서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교류기의 동작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교류기에 부하를 연결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부하가 소정의 제 1 시간 주기 동안 상기 교류기에 연결된 후에 수집된 파라미터들에 기초하여 상기 교류기의 동
작을 평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교류기 테스트기의 함체로서,

회로 보드를 수용하는 제 1 구획과,

부하를 포함하는 제 2 구획과,

상기 제 2 구획의 한쪽에 배치되는 공기 입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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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2 구획의 다른쪽에 공기 출구를 형성하는 팬과, 그리고

여기서, 상기 부하, 상기 공기 입구 및 상기 팬은 대체적으로 한줄로 있으며, 상기 공기 입구와 상기 팬은 공기 흐름 경
로를 형성하며, 상기 팬이 동작중일 때, 상기 부하에 의해 발생된 열은 주변 공기로 분산되고 상기 공기 출구를 통해 흘
러나가며, 그리고 상기 함체는 한손에 들어오기에 적절한 크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함체.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기는

상기 테스트기에 연결된 코드를 통해 상기 교류기에 상기 부하를 연결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부하가 소정의 제 1 시간 주기 동안 상기 교류기에 연결된 후에만 교류기 특성을 나타내는 교류기 출력 신호의 특
성을 검출하는 단계로 교류기의 동작을 평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함체.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부하가 소정의 제 1 시간 주기보다 더 긴 소정의 제 2 시간 주기 동안 상기 교류기에 연결된 
후에 상기 교류기로부터 상기 부하를 분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테스트기는 교류기 특성을 나타내는 교류기 출력 신호를 수신하는 단자와, 상기 회로 보드에 
배치되며, 상기 교류기 출력 신호의 특성을 결정하고, 상기 교류기에 상기 부하를 연결하도록 상기 스위치를 제어하기 
위해 제 1 스위치 동작 신호를 발생시키는 제어기를 가지며, 그리고 상기 제어기는 상기 부하가 소정의 제 1 시간 주기 
동안 상기 교류기에 연결된 후에만 수집된 파라미터들에 기초하여 상기 교류기 출력 신호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함체.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부하가 소정의 제 2 시간 주기 동안 상기 교류기에 연결된 후에 상기 교류기로
부터 상기 부하를 분리하도록 상기 스위치를 제어하기 위해 제 2 스위치 동작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함체.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구획은 상기 부하 근처 위치에 배치되며, 상기 제어기에 연결되며, 상기 제 2 구획에서 
온도를 나타내는 온도 신호를 발생시키는 연결온도 감지기와, 그리고 상기 교류기에 상기 부하를 연결하는 스위치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기는 소정의 값보다 더 큰 온도를 나타내는 상기 온도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팬을 동작시키는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함체.

청구항 23.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단자는 무선 링크를 통해 상기 교류기 출력 신호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링크는 적외선 무선 링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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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링크는 전파(radio wave) 무선 링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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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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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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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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