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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파워 피스톤을 갖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용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며, 상기 시스템은 a) 상기 파워 피스톤과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전자기 트랜스듀서; 및 b) 상기 전자기 트랜스듀서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제어가능 발진 전력 시스

템을 포함하며: 상기 시스템은 상기 전자기 트랜스듀서의 터미널에서 소정의 전압 진폭 및 소정의 주파수를 강제하면서 상

기 전자기 트랜스듀서에 전력을 전달하거나 이 전자기 트랜스듀서로부터 전력을 수용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전자기 트랜스듀서, 제어가능 발진 전력 시스템, 파워 피스톤, 디스플레이서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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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선형 교류 발전기를 구동하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의 전기 제어 분야에 속한다.

배경기술

스털링 엔진은 내연 기관과 대조하여 외부 열원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외부 열원은 화석 연료의 연소, 집중된 태양

에너지, 방사성 동위 원소 붕괴 열, 디젤 엔진의 고온 배기 가스 또는 다른 열원으로부터 공급될 수 있다. 일찍이 스털링 엔

진은 작동 유체로서 공기를 이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30 기압 정도의 압력에서 헬륨 등의 가스를 이용한다.

발전기 등의 부하상에 유용한 기계적 동작을 행하기 위해 스털링 파워 피스톤으로부터 힘을 전달하는 2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 소위 "운동학" 설계에서는 종래의 자동차 내연 기관에서와 같이 파워 피스톤이 크랭크샤프트에 연결되고, 로터리 발

전기 등의 부하를 턴시킨다. 상기 경우에, 파워 피스톤 행정은 피스톤의 크랭크샤프트로의 고정 기계적 연결에 의해 성립

된 한계에 강제된다. 제 2 구성은 소위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FPSE")이며, 여기서 기계적 비강제 피스톤은 공기 역학

적, 기계적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회복 탄성율 및 피스톤 질량에 의해 결정되는 보통의 상태와 표면상 동

등한 주파수에서 간단한 조화 운동으로 이동된다. 전형적으로 FPSE 피스톤의 이동은 실린더 단부와 원하지 않는 충격을

야기시키는 설계 한계를 초과하는 행정을 회피하도록 기계적 부하 및 입력 열 유속의 적합한 동적 균형에 의해 제어된다.

하나의 전형적인 FPSE 적용에서는 파워 피스톤은 선형 전기 교류 발전기의 고정 스테이터부와 협력하는 실린더형 자성체

구조(종종 "무버(mover)"라 칭함)와 강성 로드에 의해 연결된다. 무버/파워 피스톤의 전후 이동은 교류 발전기의 출력에서

AC 전압을 발생시킨다. 몇몇 적용에서는, FPSE 구성은 그 운동학적 대안에 바람직하며, 하나의 명확한 이점은 FPSE가

실질적으로 피스톤-실린더 내벽 수직력을 제거하여 이들 표면의 윤활을 필요로 하지 않고 윤활-비내성 엔진 부품을 격리

시키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FPSE/선형 교류 발전기(FPSE/LA) 조합(10)의 횡단면도가 도면의 좌측에 FPSE부(50) 및 도면의 우측에 교류

발전기부(60)를 갖는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기밀(氣密) 케이스(12)는 고정 디스플레이서 로드(16)에 의해 가이드되는 자

유 이동 디스플레이서(14)를 포함한다. 이동가능 파워 피스톤(18)은 영구 자석 구조(20)에 연결된다. 다양한 링 시일(미도

시)은 디스플레이서(14)와 파워 피스톤(18) 사이의 기밀 시일 및 케이스(12)의 내부 부품의 형성에 이용된다. 대안으로, 기

밀 레이디얼 틈은 피스톤과 디스플레이서 부품 주위에 누출 흐름을 제한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무버는 전기자 코일(22)의 회전에 의해 연결되는 고정 코어(24)에서 계자속(field flux)을 발생시키는 하나 이상의 영구 자

석 요소를 사용한다. 무버의 작동은 시간-변화 코일 자속 결합 및 소위 "내부 전압"의 필연적 유도를 발생시킨다. 내부 전

압은 무버의 주파수에서 및 코일 자속 결합의 변화의 시간율에 비례하는 진폭에 의해 발진된다. 외부 부하가 전기자 코일

에 접속될 때, 디벨럽된 내부 전압은 외부 부하 임피던스를 통하여 전류를 구동함으로써 소비 부하 요소에 유용한 전력을

전달할 수 있다. 외부 부하를 통한 전기자 전류 흐름은 파워 피스톤 작용력에 의해 극복되어야 할 모터 반작용력을 차례로

야기시킨다. 상기 방식에 의하여, 파워 피스톤에 의해 무버로 전달된 기계 전력은 전기 전력으로 변환된다.

통상적으로, 케이스 내부의 4개의 중앙 공간은 하기와 같이 명명된다. 디스플레이서(14)와 케이스(12) 사이의 공간은 팽창

공간(32)이고; 디스플레이서(14) 내부의 공간은 가스 스프링(34)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서와 파워 피스톤

(18) 사이의 공간은 압축 공간(36)이고; 파워 피스톤(18)과 케이스(12) 사이의 공간은 바운스(bounce) 공간(38)이다. 케이

스(12)는 기계 스프링(미도시)에 설치될 수 있다.

스털링 엔진을 작동시키기 위한 열 에너지는 디스플레이서(14)와 대향하는 케이스(12) 외측상의 히터(40)에 의해 공급된

다. 팽창 공간(32)에서 가스를 가열할 수 있는 어떤 공급원도 이용가능하다. 재생기(42)는 케이스(12) 내부에서 디스플레

이서(14)를 둘러싸고 있다. 작동 사이클의 일단부에서는 팽창 공간(32)으로부터의 가스가 팽창 공간(32)으로부터 입구 공

간(44)을 통해 그리고 재생기(42)를 통한 출구 공간을 통하여 압축 공간(36)으로 강제된다. 사이클의 제 2 부분에서는 압

축 공간으로부터의 가스가 출구 공간(46), 재생기(42) 및 입구 공간(44)을 통하여 팽창 공간으로 리턴된다. 냉각기(48)는

출구 공간(46)의 근처에서 케이스(12)를 둘러싼다. 공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최대 열역학 효율을 이루기 위해 냉각기는 가

능한 한 많이 출구 공간(46)에서 가스를 냉각해야 한다.

스털링 엔진의 작동 원리는 스팀 또는 내연 기관의 것들보다 직관적으로 덜 분명하다. 미국 특허 제 6,062,023 호(2000년

5월 16일 이슈되었고, 출원인이 Kerwin 등이며, 발명의 명칭이 "Cantilevered Crankshaft Stirling Cycle Machine"임)에

는 참조 문헌으로 본원에 통합되어 범용 스털링 엔진의 4 단계 열역학 사이클이 기재되어 있다. 스털링 엔진은 1816년에

Robert Stirling에 의해 발명되어 기본 원리가 널리 공지되어 있다. 간략한 역사적 검토는 미국 특허 제 5,146,750 호

(1992년 9월 15일에 이슈되었고, 출원인이 Moscrip 등이며, 발명의 명칭이 "Magnetoelectric Resonance Engine"임)에

포함되고 참조 문헌으로 본원에 통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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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학적 스털링 엔진과 달리, 도 1에 예시된 FPSE/LA 조합(10)에서는, 디스플레이서(14) 또는 피스톤(18)이 케이스(12)

의 부품들에 충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없다. 설계자들은 다양한 작동 상태하에서 안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엔진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스톤 및 디스플레이서 행정을 제한하고, 이로서 충격을 방지하는 설계를 오랫동안 찾고 있었다. FPSE

의 경우에서는 열 유속 입력 및 기계 피스톤 파워 추출(예컨대, 피스톤 구동 선형 교류 발전기에 및 전기 부하를 통하여)은

피스톤 및 디스플레이서 행정에 영향을 주는데 사용될 수 있는 2개의 제어가능 요소이다. 불행하게도, 열 유속 제어는 이

들 기계의 많은 적용에서 교류 발전기의 전기 부하가 매우 신속한 변화를 받기 때문에 이 제어가 제한 구역 외의 피스톤 또

는 디스플레이서 행정 제한을 취하기에 충분히 신속하게 달성될 수 없으므로 이들 행정의 제어에 일반적으로 유용하지 않

다.

변화하는 피스톤 부하 상태하에서 피스톤 및 디스플레이서 행정 제어의 다양한 해결책들이 이용되어 왔다. 해결책 중 한

종류는 포팅(porting) 배열 등의 자기-제어 메카니즘을 통하여 피스톤 및 디스플레이서 행정의 제어 유지를 포함하고, 여

기서, 예컨대 이들 행정은 외부 부하 제어를 요구하는 것없이 유지된다. 다양한 문제 및 단점은 예컨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외부 부품 표면의 체이핑(chafing)에 의해 정상 엔진 작동에서 생기는 재료로 포트가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이 형태의 해결책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이들 선행 기술 해결책은 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향

도 있다.

선행 기술 해결책의 다른 종류는 피스톤에 의해 구동되는 교류 발전기에 위치된 전기 부하의 제어의 달성을 나타내었다.

상기 경우에, 안정기 또는 보조 부하는 외부 부하 전력 수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류 발전기에서 일정 부하를 유지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 해결책은 FPSE로 입력된 소정의 열 흐름을 위하여 교류 발전기 부하가 일정하게 남아 있

는 한 피스톤 행정이 일정 범위로 억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들 해결책은 부하 변화로부터 발생되는 가

능한 행정 및 피스톤 진폭을 제어하는 비효율적인 기술을 나타낸다.

일정 교류 발전기 부하 제어를 이용하는 해결책의 일예는 미국 특허 제 4,873,826 호(1989년 10월 17일 이슈되었고, 출원

인 Dhar. Dhar임)이고 교류 발전기 출력과 다용도 그리드 사이의 연결을 통하여 엔진 작동의 제어를 개시하고 있다. 상기

해결책이 일정 엔진 부하를 유지하는 능력 등의 많은 이점을 가질 지라도, 결과적인 작동 특성은 엔진 작동이 전력 그리드

의 동작 주파수를 매칭해야 한다는 사실에 의해 일반적으로 억제된다. 상기 억제는 50 또는 60㎐ 파워 그리드의 것보다 높

은 주파수에서의 작동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더 높은 FPSE/LA 파워 밀도의 달성을 억제한다. 또한, 시간을 경과한 주

파수 변화는, 예컨대 낮은 공기 역학 탄성율이 공칭율 값보다 낮은 주파수에서의 작동에 유리할 때 엔진 예열 동안, 또는

강제된 동작 주파수의 빠른 감소가 거의 일순간에 피스톤 및 디스플레이서 행정을 저하시킬 수 있는 범위 상태를 벗어나는

돌발 상황 동안, 등의 어떤 환경에서 유익할 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이동가능한 적용의 경우에, Dhar에 의해 요구

된 바와 같이 전력 그리드로의 접속이 종종 실현가능하지 않다.

각종 종래 기술 예는 대안으로 다용도 그리드와 접속없는 제어를 제공한다. 상기 제어 시스템의 일예는 미국 특허 제

4,642,547 호(1987년 2월 10일에 이슈되었고, 출원인이 사용자 부하가 변화함에 따라 일정 엔진 부하를 유지하기 위한

교류 발전기 전기자 탭 접속뿐만 아니라 조절 가능한 안정기 부하를 제공하는 제어 시스템을 가르치는 Redlich임)에 기재

되어 있다. 미국 특허 제 6,050,092 호(2000년 4월 18일 이슈되었고, 출원인이 Gentsler 등임)에서는 작동 중에 부하를

동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변화가능한 부하 부재를 이용한 작동을 또한 제어함으로써 피스톤 행정을 제어한다. 상기 해결책

들에 의해 실시된 바와 같이, 일정한 엔진 부하를 유지하기 위한 교류 발전기의 안정기 로딩(loading)의 이용은 비효율적이

다. 게다가, 상기 방법들 및 기재된 실시예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많은 이유에 바람직한 엔진 주파수의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교류 발전기 출력에서의 전기 부하의 제어에 의한 피스톤 행정 제어의 대안으로서, 미국 특허 제 5,385,021 호(1995년 1

월 31일에 이슈되었고, 출원인이 Beale임) 및 미국 특허 제 5,502,968 호(1996년 4월 2일 이슈되었고, 또한 출원인이

Beale임)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제어가능한 밸브, 스프링 및 링크 장치를 이용하는 다양한 기계적 방법이 제안되어 왔다. 이

들 해결책이 피스톤 행정 제어의 달성을 요구할 지라도, 그들은 동작 주파수의 제어를 수행하지 않는다. 게다가, 설명된 제

어가능 비율 전자기 탄성 요소는 권선 저항, 이력 현상, 및 와전류손을 반드시 초래하고, 이들 모두는 전력 플랜트의 전체

효율을 떨어뜨린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하나의 양상은 허용가능한 범위내에서 FPSE 엔진 작동 특성을 유지하는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양상은 허용가능한 범위내에서 피스톤 행정을 유지하는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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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양상은 허용가능한 범위내에서 디스플레이서 행정을 유지하는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양상은 고정 파워 그리드에 접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양상은 FPSE 휴대성을 허용하는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양상은 FPSE 내에서 피스톤 및/또는 디스플레이서 행정을 제어하기 위하여 교류 발전기 터미널에서 양 전압 진폭

및 전압 파형 주파수의 실시간 조절을 허용하는 제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양상은 FPSE에서 피스톤 및/또는 디스플레이서 행정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양상은 FPSE 내에서 피스톤 및/또는 디스플레이서 행정을 제어하기 위하여 교류 발전기 터미널에서 양 전압 진폭

및 전압 파형 주파수의 조절을 사용하는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양상은 매우 크고, 무겁고 비싼 부품 및 구성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없이 FPSE 내에서 피스톤 및/또는 디스플레이

서 제어를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어 시스템의 바람직한 형태는 다양한 실시예를 포함한다. 하나의 그러한 실시예는 선형 교류 발전기/FPSE 전

력 플랜트에서의 교류 발전기의 터미널과 사용자 전기 부하 간에 접속되는 제어가능 전력 전기 장치의 이용을 포함한다.

상기 장치는 동기 전력 컨버터("SPC") 기능을 하여, 교류 발전기 터미널 전압의 진폭 및 주파수를 강제하는 동안, 교류 발

전기 전력을 전기 부하로 전송함으로써 교류 발전기 전력을 흡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교시에 의하면, 시스템 제어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에 의해 전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력 전기 장치는 전

압 진폭 및 주파수의 거의 일순간의 제어가능성의 부가 이익으로 큰 전력 그리드로의 접속에 의해 얻어지는 편리한 교류

발전기 및 엔진 작동 상태를 마찬가지로 가능하게 한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FPSE/LA 시스템은 전력 그리드로의 접속을

요구하지 않는 독립 전력 플랜트로서 작동할 수 있다.

본 발명의 SPC는 과도 부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충전가능 배터리 등의 에너지 저장 소자를 포함한다. 게다가, SPC가

양지향성이므로, 저장 소자는 교류 발전기로 전력을 간단히 전달하는데 이용될 수 있어, FPSE의 개시 작동에서 보조하기

위해 모터로서 작동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교시에 의하면, SPC는 설계 한계 내에서 피스톤 및 디스플레이서 행정이 시스템 내에서 유지되는 것을 확실하

게 하는 FPSE/LA 이동가능 또는 고정 전력 플랜트에 삽입되는 제어가능한 전력 전기 유닛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선형

교류 발전기 터미널에서의 양 전압 진폭 및 파형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방법을 통하여 성취된다. 상기 작동상

의 양상들을 제어함으로써 FPSE에서의 피스톤 및 디스플레이서와 연관되는 주행의 속도 및 범위 둘 다가 제어될 수 있다.

일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의 시스템은 선형 교류 발전기의 터미널에 부착되는 SPC에 관하여 양 전기 에너지의 공급과 감소

를 허용한다. 몇몇 작동상의 특징하에서, SPC는 그것이 개시 모터로서 그것을 작동시키는 배터리 또는 다른 에너지 저장

소로부터 교류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하는 모터 구동 용량에서 작용하고, 다른 작동상의 특징하에서는 SPC는 전력을 흡수

하여 그것을 사용자 부하로 전달하거나 그것을 배터리 등의 저장 소자에 저장한다.

본 발명은 FPSE/LA 시스템의 작동을 제어하는 방법 및 특히 작동 중의 피스톤과 디스플레이서의 행정을 제어하는 방법을

더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교류 발전기의 터미널과 전기 부하의 그것들 사이에서 상술한 SPC의 부착, 및 전압 진폭 및 주

파수 둘 다에 관한 터미널에서의 전압 파형 제어를 필요로 한다. 이들 제어를 교류 발전기상에서 어서트함으로써, 엔진 작

동이 제어되어, 피스톤과 디스플레이서 행정은 시스템 설계에 의해 결정된 한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파워 피스톤을 갖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용 제어 시스템이 제공되며, 상기 시스템은:

a) 상기 파워 피스톤과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전자기 트랜스듀서; 및

b) 상기 전자기 트랜스듀서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제어가능 발진 전력 시스템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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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스템은 상기 전자기 트랜스듀서의 터미널에서 소정의 전압 진폭 및 소정의 주파수를 강제하면서 상기 전자기 트랜

스듀서에 전력을 전달하거나 이 전자기 트랜스듀서로부터 전력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 구동 전력 플랜트가 제공되며, 상기 전력 플랜트는:

a) 파워 피스톤;

b) 상기 파워 피스톤과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전자기 트랜스듀서; 및

c) 상기 전자기 트랜스듀서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제어가능 발진 전력 시스템을 포함하며:

상기 시스템은 상기 전자기 트랜스듀서의 터미널에서 소정의 전압 진폭 및 소정의 주파수를 강제하면서 상기 전자기 트랜

스듀서에 전력을 전달하거나 이 전자기 트랜스듀서로부터 전력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전자기 트랜서듀서를 구동시키는 파워 피스톤을 갖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을 제어하는 방법이 제공되며, 상기

방법은:

a) 최적 엔진 발진 주파수 및 피스톤 변위를 선택하는 단계; 및

b) 상기 전자기 트랜스듀서의 터미널 전압의 진폭 및 주파수를 강제함으로써 상기 선택된 주파수 및 변위에서 동작하도록

상기 파워 피스톤을 구속하는 발진 전력 시스템을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전자기 트랜스듀서를 구동시키는 파워 피스톤을 갖는 제어된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을 제어하는 방법이 제공되며,

상기 방법은:

a) 상기 전자기 트랜서듀서의 출력 터미널에서 전압 주파수를 강제하도록 발진 전력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파워 피스톤

발진 주파수를 강제하는 단계;

b) 파워 피스톤 변위를 측정하는 단계; 및

c) 소망하는 파워 피스톤 변위를 확립하도록 발진 전력 시스템에 의해 강제된 전자기 트랜서듀서 터미널 전압의 진폭을 조

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이하 더 상세히 설명되고 당업자에 의해 이해되는 바와 같이 가능하다.

본 발명은 이제 실시예에 의해서만 제공된 본 발명의 바람직한 형태를 참조하여, 그리고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더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관련 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은 FPSE/LA 시스템의 기본 구성을 예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설명에 의한 교류 발전기 터미널 전압 진폭 및 주파수상의 강제를 통한 피스톤 이동 제어를 설명하는 그

래프 세트이다.

도 3은 일실시예에 의한 본 발명의 제어 및 전력 시스템을 예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4는 다른 실시예에 의한 본 발명의 제어 및 전력 시스템을 예시하는 블록도이다.

도 5는 특히 본 발명의 도 4의 실시예에 의한 제어 및 전력 시스템 회로를 더 예시하는 회로도이다.

도 6은 도 5의 회로도에서의 스위치를 형성하는 MOSFET 소자의 예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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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a) 및 7(b)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PWM 타이밍을 예시하는 파형의 세트를 포함하는 그래프이다.

실시예

도 1-7에 예시된 실시예가 언급될 것이고 여기서 첨부 번호가 그것을 통한 부분을 나타내는데 이용될 것이다.

본 발명의 교시에 의하면 "SPC"는 FPSE/LA 전력 시스템의 교류 발전기 터미널과 전기 부하 사이에 접속된다. 본 발명의

설명이 적용될 수 있는 FPSE/LA 전력 시스템의 교류 발전기는 어떤 선형 교류 발전기를 포함할 수 있고, 예컨대 선형 교

류 발전기가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선형 교류 발전기의 다른 구성 및 타입 또한 이용될 수 있다. 교류 발전기 터미널에서

전압 진폭 및 파형 주파수를 제어하는 SPC를 이용함으로써, FPSE 피스톤 배치는 소망의 작동 범위 내로 제어될 수 있다.

상기 명세서의 목적으로 및 당업자에 의해 즉시 이해되는 바와 같이, 피스톤 행정만이 논의될 것이다. FPSE의 정황에서는

피스톤 행정 제어에 의해, 디스플레이서 행정이 상기 FPSE 구성 요소들의 교차 결합 작동 특성의 결과로서 유사하게 제어

될 것이다. 언급된 바와 같이, 논의가 피스톤 제어에 한정될 지라도, 본 발명의 교시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디스플레이서

행정의 직접적인 제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에 의해 즉시 이해될 것이다.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교류 발전기 터미널 전압 진폭 및 주파수의 강제를 통하여 피스톤 제어 특성의

간략한 논의가 도 2와 관련하여 제공된다. 당업자에 의해 이해되는 바와 같이, 도 2에서의 그래프는 피스톤 배치 Xp가 교

류 발전기 터미널 전압 진폭(Va)의 강제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게다가, 도 2는 표준화된 전압 크기(Va)

가 유닛당(pu) 1.0에 접근함에 따라 피스톤 배치(Xp)가 전압 주파수의 제어에 확실히 응답하는 것을 더 예시한다.

도 2의 그래프 최상부는 다수의 표준화된 전압 주파수에서의 교류 발전기 터미널 전압과 피스톤 배치 사이의 관계를 설명

하는 다양한 곡선을 예시한 반면에 도 2의 그래부 저면은 다수의 표준화된 전압 진폭에서의 교류 발전기 터미널 전압 주파

수와 피스톤 배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곡선을 예시한다. 상기 곡선들은 MathCAD 및 MicroCAP SPICE 등의

툴을 통하여 수치 분석 기술을 이용한 FPSE/LA 작용의 설계에 의해 발생된다. 상기 툴들은 구체적 작동 상태하에서

FPSE/LA 시스템의 동적인 성능을 예측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이용되어 왔다. 특히, 도 2에 활용된 적용가능한 식의 해결

책과 결과는 MathSoft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MathCAD 2001i 일반 목적 계산 툴을 이용하여 얻어졌다.

분석에 고유한 "등온의 모델"은 다양한 엔진 체적이 고정 온도에서 작동한다는 단순화하는 가정에 의거한다는 것에 주목해

야 한다. 모델에 의해 제공되는 피스톤 배치 및 교류 발전기 출력 전력 등의 적절한 파라미터의 추정은 일반적으로 모범 결

과와 일치하고, 그것으로서 본 발명의 시스템과 방법에 연관되는 특성을 설명할 목적으로 충분히 정확한 모델로서 관측된

다.

도 2의 상단의 그래프를 먼저 참조하면, 모든 테스트된 전압 주파수(0.95, 0.98, 1.00 및 1.03의 표준화된 주파수)에서는

표준화된 피스톤 진폭과 표준화된 적용 교류 발전기 터미널 전압 진폭 사이에 거의 선형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상기 관계의 결과로서, 및 여기에 논의된 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피스톤 배치는 특별한 작동 환경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

은 SPC를 이용한 교류 발전기 터미널에서의 전압 진폭을 명령함으로써 제어될 수 있다.

유사하게, 도 2의 하단의 그래프는 테스트된 전압 진폭(0.6, 0.8, 및 대략 0.9의 표준화된 주파수)에서는 표준화된 피스톤

배치가 표준화된 전압 진폭이 1.0에 접근함에 따른 주파수 변화에 제어가능하게 응답한다. 상기 관계가 주어지고 상기 전

압 진폭을 적용함으로써, 교류 발전기 터미널 전압 주파수의 강제는 피스톤 배치를 안정시키거나 제어하는데 또한 효과적

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설명에 의한 PSE/LA 시스템의 선형 교류 발전기(60)로 접속됨에 따른 SPC 부품의 블록

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3에 도시된 및 이와 관련하여 설명된 실시예는 제품 배치에 특히 적합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목적

을 테스트하기 위한 연구실 환경에서 주로 이용되는 전형적인 실시예를 나타낸다. 이것은 주로 본 발명의 상기 실시예에

어떤 저장 소자도 존재하지 않고, 그리드 전력화 연구 장치가 SPC의 작동을 시물레이트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이다.

당업자에 의해 이해될 것인 바와 같이, SPC(100)의 회로 및 부품은 박스 또는 다른 인클로저 내에 포함될 수 있다. 바람직

하게는, 외부 터미널 접속은 인클로저에 이용되어 교류 발전기(60)로의 그리고 SPC(100)로부터의 터미널의 용이한 접속

및 비접속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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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그리고 하기에 더욱 상세히 논의될 것인 바와 같이, SPC(100)는 양 모터(전력 원) 모드에서 그리고 발생

기(전력 흡수기) 모드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된다. 게다가, SPC(100)는 양 전력원 및 특히 피스톤 행정의 제한에 관해서 안

정된 엔진 작동을 총체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모터 모드 동안, SPC(100)는 FPSE/LA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한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어떤 저장 소자도 존재하지 않으므

로, 모터 모드 전력은 가변 주파수/진폭 전원(110)에 의해 공급된다. 상기 모드는 전형적으로 FPSE의 개시에 이용될 수 있

고, 또한 일시적 부하 돌발 사고시에 엔진 안정화를 증진할 수 있다. 본 실시예가 저장 소자를 포함하지 않는 한, 비록 전기

에너지 저장을 할 수 있는 다른 부품이 사용될 수 있어도, 활용가능 시스템에서는 SPC(100) 내에서의 저장 소자가 배터리

인 것이 바람직하다. 예들은 제한없이, 플라이횔(flywheel) 소자, 울트라-커패시터 또는 필요에 따라 전기 에너지를 흡수

하고 임의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소자를 포함한다.

대안으로, SPC(100)의 전형적 작동 상태인 발생기 모드 동안, 교류 발전기(60)는 접속된 사용자 부하에 에너지를 전달하

고/하거나 상술한 저장 소자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SPC(100)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 모터 모드로부터 발생기 모드

로의 전환은, 예컨대 시동시에, 엔진을 구동하는 피스톤에 대립되는 바와 같이, 엔진이 피스톤 구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상기 시점에서, SPC(100) 외로 및 교류 발전기(60) 내로의 전류 흐름에 대비되는 바와 같이, 교류 발전기(60)에

의해 전력 전달에 대응하는 터미널 전압과의 위상 관계에서 전류는 SPC(100)내로 흐르기 시작한다. 전류 흐름 방향에서

의 변화는 모드 변화 시점에서, 엔진 작동의 결과로서 교류 발전기(60)에 의해 디벨럽된 내부 전압이 교류 발전기의 내부

임피던스 드롭 및 SPC(100)에 의해 유지되는 터미널 전압의 총합을 초과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당업자에 의해 이해될 것인 바와 같이, 전류가 SPC(100)로 흐르는 지점에 대한 내부 교류 발전기 전압을 얻기 위하여, 피

스톤(18) 및 결합된 교류 발전기 무버는 양 교류 발전기 전기자 코일(22)의 내부 임피던스 및 교류 발전기 전기자 코일 터

미널에서의 전위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내부 전압을 유도할 라디안 주파수 및 피크 변위의 곱과 동일한 피크 선형 속도를

얻어야 한다. 피스톤(18) 속도 및 교류발전기(60)의 디벨럽된 내부 전압이 명목상 비례하므로, 특정 주파수에서의 교류 발

전기(60)의 터미널에서 전압을 제어함으로써, 속도 및 행정의 양 관점에서의 피스톤(18)의 이동은 본원에 나타낸 교시에

따라 제어될 수 있다.

예컨대, 주어진 안정 작동 시점으로부터, 교류 발전기 터미널 전압 진폭이 강제되는 SPC가 더욱더 증가하면, 상기 전압과

내부 전압 진폭간의 차이는 순간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교류 발전기 전류 및 상기 전류에 기인한 무버 반작용력도

감소될 것이다. 파워 피스톤상에 가해진 더 작은 무버 반작용력에 의해, 발진 엔진 압력파는 더 작은 저항을 만날 것이고

피스톤과 무버 배치를 증가시킬 경향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 발전된 내부 전압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교류 발전기 전

압의 강제된 증가가 피스톤 행정의 감소로 귀착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비슷한 추론으로서, 교류 발전기 터미널

전압 진폭의 증분상의 감소가 피스톤 행정의 감소로 귀착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SPC에 의한 교류 발전기 터미널 전압 주파수 및 진폭의 강제가 내쇼널 전력 그리드 등의 더 큰 전력 시스템과 동기화할 통

상적인 엔진-구동 동기 발생기와 아주 동일한 방식으로 SPC에 의해 FPSE/LA 시스템을 동기화하는 것을 야기한다는 것

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FPSE/LA의 동기화는 FPSE의 구동 모터로서 교류 발전기를 초기에 작동시킴으로써 즉시 이

루어진다. 엔진 온도가 내부 시스템 손실을 극복하기 위한 충분한 진폭의 피스톤 구동 발진 압력파를 생성하기에 충분할

때, 교류 발전기 모터 모드 전류는 영으로 줄어들 것이고, 그 후 SPC에 의한 동기 손실 없이 교류 발전기 방향으로 강제된

전압을 형성한다. SPC가 교류 발전기 터미널에 접속될 때, FPSE 작동 유체(가스)가 이미 작동 온도에 있으면, 단지 짧은

전환 모터-모드 전류가 흘러 엔진 발진을 개시하고 발생기 모드 작동은 그 후 즉시 발생한다

도 3에 예시된 구체적 실시예를 다시 참조하면, SPC(100)는 다수의 구성상의 부품을 포함한다. 전원(110)은 제어가능 주

파수 및 진폭의 단일 위상 AC 전력을 공급한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전원(110)은 FPSE/LA에 의해 발생된 전력을 흡수할

수 없다. 연구실의 테스트 목적으로 상기 가능성을 시뮬레이트하기 위해, 안정기 부하(140)는 전원(110)의 출력부와 병렬

로 접속된다. 전원(110)은 안정기 부하(140)를 거치는 일정 전압을 유지하고 따라서 상기 부하에 전달된 전력은, 예컨대

102 ㎏-m/sec(1,000W)의 값에 고정된다. 도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변 비율의 단권 변압기(120)의 입력은 또한

전원(110)의 출력을 거쳐서 또한 접속되고, 상기 변압기의 출력 탭에서의 조절가능 전압이 교류 발전기(60)의 터미널 및

직렬 접속된 전력 요소 정정 커패시터(130)에서 전압을 강제한다. 교류 발전기가 전력을 수용할 때(예컨대, 엔진 시동의

목적)[예컨대, 10.2 ㎏-m/sec(100W)], 전원(110)에 의해 공급되는 전체 전력은 안정기 부하(140)에 공급되는 전력의 총

합이고, 모터로의 역할을 하는 교류 발전기에 공급되는 전력의 총합이며, 따라서 102.0에서 112.22 ㎏-m/sec(1,000에서

1,100W)까지 증가한다. FPSE에 의해 구동되는 교류 발전기가 전력을 생산할 때, 예컨대, 51 ㎏-m/sec(500W), 그것은

안정기 부하(140)로 흐르고, 그 결과 전원(110)상의 버든(burnen)이 상기 102에서 51㎏-m/sec(1,000에서 500W)로의

양으로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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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방법으로, 안정기(140)에 공급되는 전력은 교류 발전기(60)가 전력 원인지 전력 수요인지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남는

다. 상기에 의거하여, 안정기(140)가 엔진의 최대 전력 출력보다 근소하게 높은 전력 최대치를 처리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전원과 안정기 부하의 결합이 SPC의 활용가능한 실시예의 전력 공급/감소 기능성을 시뮬레이트하는

역할을 한다.

본 발명의 교시에 의하면, 전원(110)이 안정기 부하(140)에 일정한 전력 레벨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동된다. 이것은 안정기

부하(140)의 터미널에서 일정한 전압 진폭을 유지함에 의해 행해진다. 상기 실시예에서의 안정기 부하(140)는 예컨대, 관

련 분야에 공지되어 있고 특정한 시간에서 에너지 흡수 요구에 따라 저항의 다른 레벨로 조절가능한 큰 저항성의 네트워크

일 수 있다.

이제 도 3을 다시 참조하여, SPC(100)의 부품 및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서의 서로간의 그들의 관계가 논의된다.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SPC(100)의 기능은 엔진 작동 상태에 따른 교류 발전기(60)에서의 규정된 터미널 전압 및 주파수

를 동시에 강제하는 동안 요구되는 교류 발전기로부터 또는 교류 발전기로 전력을 흡수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

공하는 것이다. 전원(110)은 안정기 부하(140)를 거치는 일정 전압(Vs)을 공급하기 위해 제공된다. 이것은 PL과 같이 안정

기 부하(140)에 공급되는 평균 공급 파워(Ps)를 발생시킨다. 전원(110)은 여기에 또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조절가능 주파

수에서 조절가능 전압 진폭을 공급하도록 또한 선택된다. 전원(110)은 한 방향만으로 작동하도록 구성되고, 안정기(140)

또는 교류 발전기(60) 중 하나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나 전원(110)은 전력을 감소시킬 수 없다.

가변 비율의 단권 변압기(120)는 양 안정기 부하(140) 및 전원(110)과 병렬로 위치한다. 가변 비율의 단권 변압기(120)는

안정기(140)를 거쳐서 일정 전압 진폭을 유지하는 동안, 교류 발전기 터미널 전압 진폭의 조절을 허용한다. 가변 비율의 단

권 변압기(120)는 안정기 부하 전압이 일정하게 남는 동안, 교류 발전기(60)의 터미널에서 전압 진폭을 제어하기 위한 작

동시에 수동으로 또는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다. 교류 발전기 입력/출력 전력(PA)은 표준 작동시의 단권 변압기 내로 및 개

시시 등의 구체적 시간에서 단권 변압기 외로 흐르는 전력에 의해 가변 비율의 단권 변압기(120)에 의해 수용되거나 전달

된다.

교류 발전기 입력/출력 전력(PA)은 교류 발전기(60) 내로 또는 외로 흐르는 전류(IA) 및 교류 발전기(60)의 터미널을 거치

는 전압(VA)으로 귀결된다. 바람직한 일실시예에서는 200 내지 500㎌의 상태에서의 예시값을 갖는 전력 요소 커패시터

(130)가 교류 발전기(60)의 내부 유도 리액턴스를 보상하기 위한 가변 비율의 단권 변압기(120)와 교류 발전기(60) 사이

에 배치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SPC 시스템 모델을 이용하여 피스톤 스트로크는 교류 발전기(60)의 터미널에서 나타나는 어느 한쪽의

또는 양 전압 진폭 또는 전압 파형의 주파수를 변화시킴으로써 제어될 수 있다. 고정된 값에서 강제된 주파수에 의해 전압

진폭 제어가 일반적으로 피스톤 스트로크를 제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반면에, 표준 피스톤 행정 한계가 교란되

어 왔거나 다른 비정형 상태가 존재할 때, 제어에 의거한 주파수는 또한 이용될 수 있고 엔진 작동 특성의 범위 내의 저장

에 특별한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개시시에 가스 온도 및 결과로 생기는 가스 압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 결과, 피스

톤상에 공기 역학상의 효과에 의해 달성되는 탄성 비율도 낮다. 본 발명은 개시 및 엔진이 예열함에 따라 주파수 작동을 점

차적인 증가시에, 상기 낮은 주파수에서 엔진이 작동하도록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시스템의 일반적인 개요 및 본 발명의 방법이 본 발명의 전형적인 연구실 실시예와 관련하여 제공되었으므로, 보다 즉시

활용가능한 실시예에 관련하는 하기의 논의가 본 발명의 설명에 의거하여 제공된다.

도 4를 다시 참조하면, 그것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본 발명의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의 블록도가 있다. 도면 좌측으

로부터 시작하여, 교류 발전기(260)가 교류 발전기 터미널을 통하여 양방향 AC/DC 전력 컨버터(210)로 전기 접속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AC/DC 전력 컨버터(210)에 의해 제어됨에 따라 전류가 교류 발전기(260) 내로 또는 교류 발전기(260)

외로의 어느 하나로 흐를 수 있다. 하기에 더욱 상세히 논의될 것인 바와 같이, AC/DC 전력 컨버터는 다수의 부품으로 구

성된다. 예컨대, 바람직한 실시예에서의 AC/DC 전력 컨버터(210)는 주파수 및 진폭에서 제어가능한 교류 발전기 터미널

에서 효과적인 사인 전압을 생산하는 등의 펄스 폭 변조 방식에서 교류 발전기(60) 터미널을 DC 링크(202)로 선택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H-브리지" 위상에서 제공된 4개의 스위치의 세트를 포함한다. 게다가, AC/DC 전력 변환기(210)는 DC 링

크(202)의 터미널들간에 접속된 DC 링크 커패시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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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DC 전력 변환기(210)는 DC 링크(202)의 터미널들을 거쳐서 전압을 감지하기 위한 전압 센서, 교류 발전기(260) 안으

로 또는 밖으로 전류 흐름을 감지하기 위한 전류 센서 및 교류 발전기(260)의 터미널들을 거쳐서 전압을 감지하기 위한 전

압 센서 등의 전류 및 전압을 감지하기 위한 다수의 센서를 더 포함한다. AC/DC 전력 컨버터(210)는 바람직하게는 AC/

DC 전력 컨버터(210)의 전체적인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 일체화된 회로로서 제공되는 제어 프

로세서를 또한 포함한다. AC/DC 전력 컨버터(210)의 부품과 작동의 보다 상세한 관계가 도 5와 관련하여 하기에 제공된

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본 발명의 시스템에서는 각각 배터리 팩(215)의 충전 및 방전에 이용되는 벅(buck) 컨버터(220)

및 부스트(boost) 컨버터가 또한 포함된다. 벅 컨버터(220)는 한 쌍의 MOSFET[양 컨버터(220 및 230)에 의해 공유됨]

뿐만 아니라 벅/부스트 인덕터 부품[양 컨버터(220 및 230)에 의해 공유됨]을 포함한다. 배터리 팩(215)이 충전될 때,

MOSFET들 중 하나가 펄스 폭 변조 방식으로 스위칭되고 다른 것은 그렇지 않다. 비스위칭된 MOSFET은 고유의 다이오

드 기능을 제공한다. 배터리 팩(215)의 방전시에는 부스트 컨버터(230)에 의해 제어되는 바와 같이 그 반대는 일정하다.

상기 경우에, 스위칭된 및 비스위칭된 MOSFET는 고유의 다이오드 기능을 제공하는 MOSFET에서의 역이다. 벅 컨버터

(220) 및 부스트 컨버터(230)를 통한 충전 및 방전 기능상의 더 상세한 설명은 하기에 제공된다.

도 4의 블록도에 의해 예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시스템의 또 다른 가능한 양상은 DC/AC 인버터(270)가 DC 링크(202)

로부터 유도된 DC 전력을 고정된 주파수(예컨대, 50, 60 또는 400㎐) AC 전력으로 변환하고 상기 DC 전력은 표준 전압

(예컨대, 120Vrms, 60㎐)에서 작동하는 AC 부하(290)에 의해 이용되는 것이다. AC 전력 인버터(270)는 충전 레벨의 충분

한 배터리 상태에 의거하여 선택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어될 수 있다. 상기 방식에서, 배터리 팩(215) 또는 다른 저장 소자가

소정의 임계값에 맞추는 충전 레벨을 가질 때까지, AC 부하에 접속된 사용자로의 접속은 선택적으로 연기될 수 있다. 유사

하게, 자동차의 12 VDC 적용에서 등의 DC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때, DC/DC 벅 컨버터(280)는 전압을 낮추고, 요구되는

출력 DC 전압을 제한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DC 링크(202)상의 전압은 100 VDC 또는 200 VDC의 등급 또는 그

이상일 수 있고 DC/DC 벅 컨버터(280)를 통하여 요구되는 12 VDC로 전압이 낮추어질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본 발명의 구성 요소의 일반적 개요가 제공되어 왔으므로, 이제 특정 회로 및 관련된 기능성의 보

다 상세한 설명은 하기와 같다. 도 4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및 도 5와 관련하여 이제 보다 상세하게 논의된 실시예에 의

해, 도 3과 관련하여 논의된 회로의 필수적인 특색이 이용되지만, 추가적인 구성 요소가 전력 전자 기술 기능의 자동 제어

및 저장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추가된다. 상기 실시예와 관련하여, 교류 발전기 터미널(306)은 제어가능한 접속 충격 계수

(衝擊係數)에 의해 시스템 주파수(fs)에서 먼저 DC 링크 양 터미널(302)로 및 그 후 DC 링크 음 터미널(304)로, 스위칭 소

자(335, 345, 355, 365)에 의해 구성된 스위칭 브리지에 의해, 번갈아 접속된다. 동시에, 그리고 교류 발전기 터미널(306)

의 스위칭에 의해 동기로, 교류 발전기 터미널(308)은 먼저 DC 링크 음 터미널(304)로 및 그 후 DC 링크 양 터미널(302)

로 번갈아 접속된다. DC 링크 터미널(302 및 304)은 DC 링크(202)에 의해 공급되는 DC 전력이 표준, 고정된 부하 동작

주파수, 예컨대 50, 60 또는 400㎐ 및 표준 전압, 예컨대 120 Vrms인 AC 전력으로, 또는 인버터 또는 DC/DC 컨버터(322)

를 통하여 낮추어진 DC 전압으로 변환되는 인버터로 DC 입력을 형성한다. 인버터 및/또는 DC/DC 컨버터(322)는 요구되

는 바와 같이 DSP(400)(하기에 논의됨)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인버터 및/또는 DC/DC 컨버터(322)는 하나 이상의 사용

자 AC 및/또는 DC 부하(324)로 직접 접속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SPC에 접속될 때의 단일 교류 발전기의 도면이다. 도시되지 않았지만,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교류 발전

기가 도 5에 예시된 바와 같이 단일 SPC에 의해 제어될 수 있도록 대안으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경우에, 각 상기 교류 발

전기는 도 5에 하나의 교류 발전기로 예시된 바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DC 링크의 터미널(302 및 304)과 병렬로 접속될

것이다. 또 다른 대안은 하기에 서술된 브리지 등의 단일 스위칭 브리지와 직렬로 배선된 다중 교류 발전기에 대한 것이다.

대안으로 단일 스위칭 브리지는 각 교류 발전기와 결합될 수 있으며, 모든 브리지는 공통의 DC 링크에 접속될 것이다.

도 5를 다시 참조하면 그리고 그 도면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일 때, 교류 발전기가 파워 및 제어 시스템에 접속되어

교류 발전기의 터미널(A 및 B)이 직렬-접속 전력 요소 정정 커패시터(Cpfc)(330) 및 전류 센서(312)를 통하여 H 브리지

노드 C 및 D에 결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및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교류 발전기는 그와 관련하

여 내부 전압(Vint)(390), 내부 인덕턴스(La) 및 내부 저항(Ra)를 갖는다. 전압 센서(314)는 교류 발전기 터미널(A 및 B)에

서 교류 발전기 터미널 전압(Va)을 모니터링하도록 제공된다. 전류 센서(312)는 교류 발전기 내로 또는 외로 흐르는 전류

(Ialt)를 모니터링하도록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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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브리지는 바람직하게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향성 스위치[S1(335), S2(355), S3(345) 및 S4)]를 이용하여 제공

된다. 각 단향성 스위치는 단일 MOSFET로 구성된다. MOSFET의 상세한 관점이 도 6에 제공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

시예에 의하면, MOSFET은 비용-효과적 제공 및 DC 링크에 접속된 다른 파워 변환 회로의 효율적인 작동에 유리한 교류

발전기의 정해진 전력 및 DC 링크 전압을 도모하는데 적합한 전압 및 전류 비율을 갖는 국제 정류기 IRFP260N 소자 또는

유사한 MOSFET을 포함한다. 이들 고려는 관련 분야에 널리 공지되어 있다.

절연 게이트 양극 트랜지스터(IGBTs)는 대안으로 H 브리지 스위치를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적용이 적합한 전압, 전

류 및 전력 비율의 MOSFET보다 낮은 도전 손실을 제공함에 따라 고전력 적용[예컨대, 2,549 ㎏-m/sec(25㎾)]이 바람직

할 수 있다. 게다가, 매우 높은 전력 레벨[예컨대, 10,197 ㎏-m/sec(100㎾)]에서, 적합한 전압, 전류 및 전력 비율의

MOSFET은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IGBT 소자가 MOSFET의 진성 역방향 다이오드 기능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

라, 외부 다이오드 소자는 IGBT 컬렉터 터미널로 접속된 다이오드 캐소드 및 IGBT 에미터 터미널로 접속된 다이오드 애

노드를 갖는 각 IBGT 소자를 거쳐서 분기 회로에 설치되어야 한다.

유사하게, MOSFET 또는 IGBT 스위치 및 5 ㎑ 이상의 등급상의 캐리어 주파수에서의 지지 펄스 폭 변조 작동뿐만 아니라

고유 또는 분리 역방향 다이오드의 기능성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스위칭 소자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 양 방향성

도전 및 차단을 고유하게 제공할 수 있는 소자를 포함한다. 예컨대, 대체 실시예에서는 H 브리지 스위치는 양 방향성이고

공급 터미널에 맞대어 접속된 2개의 MOSFET로 구성될 수 있다. 남은 논의를 위하여,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단일의, 단

향성 MOSFET 소자의 이용이 추정될 수 있다.

단향성 스위치에 의해 형성된 H-브리지는 특별한 스위치 연결 구성 및 교류 발전기 내부의 및 터미널 전압 진폭에 따른 교

류 발전기 내로 또는 외로의 어느 하나로 전류가 흐르도록 선택적으로 허용한다. FPSE/LA 시스템의 오실레이션은 SPC와

자동적으로 동기화하므로 교류 발전기 내부 전압의 주파수 및 그 터미널에서의 주파수는 항상 동일하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위치 S1(335)와 S4(365)는 모두 "온" 또는 모두 "오프"가 되도록 짝을 이룬다. 한 쌍의 스위치

S2(355)와 S3(345)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쌍의 스위치(S1-S4와 S2-S3)의 도전 듀티 싸이클(conduction duty cycle)

은 당업계에 공지된 펄스폭 변조(PWM) 방법에 의해 제어되어 교류 발전기 단자에서 발전된 유효 전압 파형은 제어가능한

주파수 및 진폭의 사인 곡선이다. 조건에 맞는 충실도의 유효 사인 곡선 전압을 달성하기 위해, PWM 스위칭 또는 캐리어

주파수는 교류 발전기 단자 전압의 최고 기본 주파수의 30배 가량의 최소값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MOSFET 스위칭 손

실이 최소화되도록 적절한 전압 파형 충실도를 제공하는 최저 PWM 캐리어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류 발

전기의 인덕턴스는 PWM에 의해 합성된 비전형 사인 곡선 전압의 고조파 소자에 의해 다르게 구동될 수 있는 전류 소자의

흐름을 억제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단자 전압 일그러짐 보다는 교류 발전기 전류가 FPSE/LA 성능에 더 큰 충격, 특

히 진동 및 손실을 줌에 따라, 적절한 정도의 교류 발전기 단자 전압 일그러짐은 로우 캐리어 주파수와 결과 MOSFET 스

위칭 손실에 대한 허용의 이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당업계에 공지된 바에 따라, 합성된 교류 발전기 단자 전압의 유효 진폭은 PWM 듀티 싸이클에 의해 순간적으로 제어된다.

미미한 사인 곡선 파형을 달성하기 위해, 듀티 싸이클은 바람직한 단자 전압 주파수에서 사인 곡선 변조 공통 템플릿에 따

라 변화된다. 또한, 합성된 유효 교류 발전기 전압의 사인 곡선 진폭을 제어하기 위해, 사인 곡선 공통 템플릿은 필요에 따

라 스케일링 업 또는 스케일링 다운될 수 있다. 바람직한 유효 사인 곡선 교류 발전기 단자 전압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H 브

릿지 스위치를 제어하는데 필요한 PWM 신호는 당업계에 공지된 몇가지 방법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바람직한 교류 발전기 단자 전압 진폭을 생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스케일링된 교류 발전기 단자 전압의 바람

직한 주파수에서의 사인 곡선 템플릿 신호가 PWM 캐리어 주파수에서 삼각 파형과 비교되는 "사인-삼각"법이다. 삼각 반

송파(triangular carrier wave)의 진폭이 템플릿의 진폭을 초과하는 경우, 이진 PWM 신호 상태는 스위칭된다(예컨대, 게

이트 드라이브 온에서 게이트 드라이브 오프로 스위칭됨). 삼각 반송파 진폭이 템플릿의 진폭 아래로 리턴되는 경우, PWM

신호 상태는 이전 상태로 스위칭된다(예컨대, 게이트 드라이브 오프에서 게이트 드라이브 온으로 스위칭됨).

선택적으로, 필요한 PWM 신호 상태는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 장치(400)의 전체 부분으로서 형성되는 목적에 맞게 설

계된 카운터-비교기 디지털 회로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카운터-비교기는 유효한 DSP 주변 장치이고, 그 동작 파라미터

는 제어 레지스터 비트 상태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제어 레지스터 구성은 초기화 서브루틴에 의해 확립될 수 있고, 초기

화 서브루틴은 비휘발성 프로그램 메모리내에 상주하는 DSP 펌웨어의 일부이며, 비휘발성 프로그램 메모리는 DSP 칩

(400)의 전체 부분일 수도 있다. TI TMS320LF2406A DSP 또는 성능이 유사한 DSP 장치를 사용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초기화 서브루틴은 바람직한 캐리어 주파수(예컨대, 2.5㎑)를 갖는 H 브릿지 스위치 PWM 제어 신호의 생성을 위

한 카운터 타이머 제어 레지스터를 구성한다. 특히, 바람직하게는 카운터-비교기가 PWM 캐리어 주파수와 동일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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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업/다운 카운터로서 동작하도록 구성된다. 초기화 구성의 다른 형태는 각 PWM 캐리어 싸이클의 마지막에서 생성되

는 인터럽트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각 PWM 캐리어 싸이클의 마지막에 활성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ISR)은 다음

PWM 기간에 필요한 듀티 싸이클을 계산한다.

ISR 부분은 엔진 제어 시스템(ECS)으로부터 수신된 주파수 설정 포인트 명령(410)에 의해 결정된 주파수의 사인 곡선 템

플릿을 생성한다. 주파수 설정 포인트 명령이 아날로그 모양의 SPC DSP와 통신하고, 혼합된(아날로그와 디지털) 회로에

의해 제공되는 16개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 채널 중 하나에 의해 판독되고, 상기 혼합 회로도 DSP 칩(400) 내

에 통합되는 경우에 SPC로부터 분리된 DSP 또는 마이크로컴퓨터 유닛에 의해 ECS 기능이 수행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분리되어 수행되는 ECS는 주파수 설정 포인트 명령을 직렬 또는 병렬 디지털 링크를 통해 SPC DSP로 통신할 수 있다.

ECS 기능이 SPC를 제어하는 동일한 DSP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주파수 설정 포인트 명령은 DSP 프로그램 내의 디지털

수단을 통해 통신된다.

템플릿의 진폭은 ECS에 의해 명령된 피스톤 변위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교류 발전기 단자 전압에 의해 결정된다. 주파수

설정 포인트 명령의 경우에 있어서, 피스톤 변위 설정 포인트 명령은 분리된 ECS DSP 또는 마이크로컴퓨터에 의해 생성

되어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수단을 통해 SPC DSP로 통신될 수 있다. ECS 와 SPC 기능이 공통 DSP에 의해 수행되는 곳

에서의 피스톤 변위 설정 포인트는 DSP 프로그램 내의 디지털 수단에 의해 통신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요구되

는 전압 진폭은 명령된 피스톤 변위(420)를 갖는 피스톤 위치 감지기(신호 445)에 의해 표시되는 바에 따라 전류 피스톤

위치를 비교함으로써 결정된다. 피스톤 위치 감지기 신호(445)는 제 3 ADC 채널에 의해 판독된다.

다음 PWM 듀티 싸이클을 계산해야할 ISR 부분은 다음 단계를 실행함으로써 동작될 수 있다:

1. 교류 발전기 전압 주파수 명령의 전류값을 판독하는 단계;

2. 주파수 명령을 사용하여 기간의 마지막에 0으로 리셋하는 단조롭게 증가된 값을 생성하는 업 카운터의 기간을 업데이

팅하는 단계;

3. 사인 곡선의 -180 ~ 180도를 나타내는 -1 ~ 1의 범위 내의 정규화된 각을 나타내는 전류 카운터값을 취하고 이 사인

각의 근사 다항식을 계산하는 단계;

4. 전류 ECS 피스톤 변위 명령을 판독하는 단계;

5. 피스톤 위치 감지기에 의한 전류 피스톤 위치 표시를 사용하여 최근의 피크 피스톤 변위의 전류 측정을 업데이팅하는

단계;

6. 명령된 피스톤 변위와 피크 피스톤 변위의 최근 측정을 비교하고, 결과적인 에러 신호를 제어 시스템 계산에 적용하여,

에러의 최소화에 요구되는 교류 발전기 단자 전압의 측정된 진폭을 업데이팅하기 위해 제어 시스템 계산은 비례-적분(PI)

또는 비례-적분-미분(PID) 제어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

7. 계산된 단자 전압 진폭의 정규화된 값을 사용하여 단계 3에서 계산된 사인값을 스케일링하는 단계; 및

8. 이 스케일링된 사인 템플릿값을 사용하여 다음 PWM 기간의 듀티 싸이클을 확립하는 단계.

전술한 업/다운 카운터의 전류값과 전류 스케일링된 사인 템플릿은 디지털 비교기에 의해 비교된다. 카운터값이 템플릿값

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된 PWM 출력 신호 상태가 변화된다(예컨대, 게이트 드라이브 온에서 오프로 변화). 카운터 값이 템

플릿 값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PWM 출력 신호 상태가 이전 상태(예컨대, 게이트 구동 오프에서 온으로 변화)로 복귀된다.

Y업/다운 카운터의 사용은 합성된 유효 사인 곡선 교류 발전기 단자 전압의 고조파 컨텐트를 감소하기 위해 공지된 소위

대칭 PWM파를 제공한다. 동일한 DSP 카운터-비교기 주변 장치로 수행될 수 있는 대체 절차는 업 카운터를 채택하여 덜

바람직한 비대칭 PWM파를 얻는다.

바람직하게는, DSP 카운터-비교기 주변 장치 회로는 S1과 S2, 또는 S3과 S4가 동시에 온(ON)이 되지 않는 S1과 S4 온

(ON)으로부터 S2와 S3 온(ON)으로 변화되게 하는 수단도 포함한다. 이것은 모든 스위치가 오프 상태인 동안 게이트 제어

신호내에 짧은(예컨대, 2 마이크로세컨드) "데드(dead)" 또는 "블랭킹(blanking)" 시간 간격을 삽입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

고, 이것은 당업계에 실제로 공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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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프로텍션의 부족으로, (S1, S2, S3 또는 S4)의 동시적인 전도는 "슈트 스로우(shoot through)"상태를 야기하여, 비

록 이들이 스위칭되어 거의 확실히 그것을 실패하게 하더라도 DC 링크 전압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전류를 구동할 수 있

다. 아래에 설명된 게이트 드라이버 회로를 주목하면, 데드 또는 블랭킹 시간 간격을 제공할 수 있다. DSP 400, 게이트 드

라이버 또는 둘 다 슈트 스로우 위험을 막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 (7a) 및 도 7(b)은 적용된 PWM 웨이브폼과 결과적인 내부 교류 발전기 말단 전압에 대하여 SPICE 시뮬레이션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생성된 그래프이다. 도 7(a)는 고 710과 저 720 사이드 PWM 웨이브폼을 예시한다. H 브릿지 스위치를

제어하는 것을 적용했을 경우 효율적인 교류 발전기 말단 전압을 발생할 것이다. 웨이브폼(730)은 듀티 사이클을 제어하

는 생성된 사이 곡선의 템플릿을 나타낸다. 도 7(b)는 결과적인 내부 교류 발전기 말단 전압 웨이브폼(740)을 예시한다. 적

용된 사인 곡선의 템플릿 웨이브폼(730)과 비교되는 웨이브폼(750)에 의해 나타내어진 바와 같이 저 통과 필터링이 효과

적인 사인값을 보여준다. PWM 전압 웨이브폼(740) 상의 작은 사인 리플(ripple)이 DC 링크(302)상의 전압 변동에 기인

한다. 이 리플은 DC 링크 커패시터(398)의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벅/부스트 컨버터(316)와 DC 링크(302) 사이의 연통을

통하여 배터리(315)에 의해 제공된 전압 규제에 의해 억제될 수 있다. 리플 진폭의 적당한 양(예컨대, 5 ~ 10% 피크-피

크)이 허용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SPC는 교류 발전기 말단 전압 진폭의 조절에 의해 세트 포인트 값을 명령한 ECS에 따라 최대 피

스톤 변위를 제어할 것이다. 그러나, 상기 DSP 펌웨어는 순간 피스톤 위치 부근과(예컨대, 피스톤 위치 센서 출력의 가장

최근의 4DC 샘플의 이동 평균으로부터 유도된) 안정한 작동 피스톤 변위 임계값을 또한 비교한다. 명백하거나 회복될 수

없는 오작동에 기인하여 야기되는 이 임계값의 검출된 위반은 엔진 내연 시스템의 코오디네이트된(coordinated) 턴다운뿐

만 아니라 교류 발전기 말단 전압 진폭의 즉각적인 감소 및/또는 전압 주파수의 동시적인 감소를 개시한다. DSP 펌웨어 특

성은 FPSE/LA 작동을 중단시키거나 반복된 피스톤 순환 위반이 FPSE/LA 시스템을 중단시킬 경우의 명백한 오작동 조건

으로부터 작동 회복을 시도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전력과 제어 시스템(300)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Texas Instruments Incorporated로부터 제조되

고 입수가능한 TMS320LF2406A인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 장치 또는 다른 유사한 용량의 DSP 장치를 포함한다. 일

반적으로 DSP는 대다수의 요구 기능성, 보조 적분 회로를 제공하는 반면에 기타 전자부품은 필터, 버퍼 그렇지 않으면 종

국적으로 DSP 입출력 포트와 인터페이스되는 조건 신호에 포함될 수 있다.

DSP 콘트롤러(400)는 다양한 아날로그와 DSP(400), 교류 발전기 전류 및 전압 센서(312, 314) 각각의 사이에 인터페이

스를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2진수 입출력을 포함하고, 엔진 제어 시스템(도시되지 않음)과 다양한 기타 부품이 전력 및 제

어 시스템(300) 내에 포함된다. DSP(400)로의 입력(410, 420)은 동작 주파수이며 피스톤 변위 세트포인트가 엔진 제어

시스템(ECS)에 의해 생성된 입력을 명령한다. ESC 기능은 분할 DSP, "일반적인 목적" 마이크로컴퓨터 또는 SPC를 제어

하는 동일한 DSP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ECS로부터의 DSP로의 명령 입력값은 이들을 제외한 아날로그 신호가 일련 또

는 평행한 디지털 포맷일 수 있는 바와 같이 도 5에 도시된다. ECS 및 SPC 제어 기능이 공통 DSP와 함께 수행되는 곳에서

이들 명령은 ECS 및 SPC 처리 과정에 의해 기록 및 판독된 펌웨어 변수일 수 있다.

당업계에 공지된 바와 같이, ECS는 소망의 히터 헤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연료 및 연소 에어 흐름 비율의 제어를 포함하

는 전체적으로 FPSE 작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상기 ECS는 상기에서 언급된 동작 주파수에 대한 세트포인트 명령을

SPC로 전달하도록 구성되고 ECS가 예측하는 피스톤 변위가 예를 들어, 가장 빠른 웜 업(warm up) 또는 최적 연료 효율을

포함하는 소망의 성능 특성을 제공할 것이다. 이들 세트포인트 명령은 상기 SPC에 의해 관찰되며 주파수 명령 세트포인트

가 교류 발전기 말단 전압의 주파수를 조절하기 위해 직접 적용된다. 또한, 상기 SPC는 순간 피스톤 변위와(적당한 피스톤

위치 센서로 바로 관찰되거나 교류 발전기 내부 전압 진폭으로부터 추론되는) 상기 ECS에 의해 제공된 피스톤 변위 세트

포인트를 비교하고 상기 명령된 값을 얻기 위한 상기 비교로부터 얻어진 변위 "에러"에 따라 교류 발전기 말단 전압의 진폭

을 제어한다. "비례적" 에러와 선택적인 그 적분 및 미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조절된 교류 발전기 말단 전압의 진폭으로

피드백 제어 루프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데드비트(deadbeat)" 제어, 피드포워드 제어 및 퍼지 논리 기술

과 같은 대안적인 방법론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채택될 수 있다.

지금까지, 상기 SPC의 주파수 응답 및 피스톤 변위 세트포인트 명령이 설명되었다. 또한, 상기 SPC는 전류 교류 발전기

전력 출력(465)과 배터리(455)의 충전 상태(SOC) 또는 ECS의 동등한 에너지 저장 유닛을 기록한다. 히터 헤드 온도의 더

욱 효율적인 제어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ESC는 연소 시스템으로의 피드포워드 입력으로서의 교류 발전기 전력 지시를 사

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부하 조건에 기인하여 히터 헤드 온도에서의 미결정 변화를 예상하는 교류 발전기 부하 조건

에서의 변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기 전력 피드포워드 신호(465)는 요구의 "진행 통지"를 추가적인 또는 감소된 히트 입력

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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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SPC는 상기 ECS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배터리의 충전 상태의 표시에 의해 ECS를 제공하여 충분한 저장 에너

지를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FPSE/LA 전력 레벨을 결정하여 불시의 수요 감소를 완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저장 헤드룸"이

되게 하면서 불시의 전력 수요 증가를 충족시킨다. DSP 출력(465 및 455)은 상기 ECS에 상기 표시를 제공한다. 상기 출

력이 아날로그 신호로서 도 5에 나타낸 경우, 이들은 직렬 또는 병렬 디지털 형태 중 어느 하나이어도 좋다. ECS 및 SPC

제어 기능성이 통상의 DSP에 의해 충족되는 경우, 이들 교류 발전기 전력 및 배터리 SOC 표시는 각각의 SPC 및 ECS에

의해 읽고 쓰는 것이 가변적인 펌웨어일 수 있다.

배터리(315)의 충전 상태는 공지의 기술분야에서의 각종 방법에 따라서 DSP(400)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

예에 있어서, 예컨대, 배터리(315)로서 VRLA(valve regulated lead acid, 밸브 제어 납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것은 충전

의 상태가 후술하는 바와 같은 "쿨롱 카운팅"으로 결정될 수 있다. 최초 전력 상승시에, 충전의 상태는 셀당 볼트로 표준화

된 무부하 전압을 관찰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상기 시스템이 가동하고, 최초의 충전 상태로부터의 변동인 그 상에 부하

가 가해진 후, 상기 미부하 배터리 전압의 관찰에 의해 제 1 결정이 배터리의 전류 흐름 입출력을 통합하고, 상기 배터리

(315)의 정격 암페어시 용량에 의해 적분값을 규정함으로써 산출될 수 있다.

DSP(400)에 추가 입력은 교류 발전기 터미널 전압(Va)을 나타내는 출력(430) 및 입력(440)을 통하여 DSP(400)에 제공

되는 교류 발전기의 내부 또는 외부를 흐르는 전류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는 상기와 같은 장치가 사용되어 피

스톤 변위를 모니터하는 하나 이상의 피스톤 위치 센서용 입력(445)이 포함된다. 복수의 피스톤 FPSE에 의해서라도 우수

하게 설계되고 제조된 유닛에서, 피스톤 변위는 명목상 동등하다고 기대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피스톤 변위 센서가 충분

할 수 있다. 또한, 적당한 계산을 행함으로써 교류 발전기 터미널 전압(314)으로부터 피스톤 위치를 추측할 수 있어 내부

저항과 인덕턴스 소자를 가로지르는 전압 강하를 감함으로써 내부 전압이 유도된다. 또한, 시간과 온도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무버의 자기장 강도에 있어서, 조정이 요구되어 불확실에 대하여 보정될 수도 있다.

2개의 펄스폭 변조(PWM) 출력(450 및 460)의 세트는 DSP(400)에 의해 이용된다. 이들 신호가 사용되어 각각의 한쌍의

제어 스위치 S1/S3 및 S2/S4가 제어된다.

도 5에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하이 사이드" 및 "로우 사이드" 게이트 드라이버 회로를 실행시키는 버퍼링 회로는 DSP

(400)의 PWM 출력(450 및 460)과 MOSFET게이트 커넥션 사이에 끼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버퍼 소자는 예컨대,

International Rectifier, Inc.에 의해 시판되는 IR2100 등의 고전압 주문형 집적 회로(ASIC)이어도 좋다. 이와 같이, DSP

(400)으로부터의 3.3V 출력 신호는 H-브리지 MOSFET 스위치를 조절하기에 적당한 15V 게이트 구동 신호로 전환될 수

있다. 특히, 하이 사이드 스위치 S1(335) 및 S3(345)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이 스이드 구동기는 상기 게이트의 고동

상 모드(high common mode)로부터 DSP PWM 명령 출력을 분리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이 특성은 예증 IR2110게

이트 구동 장치에 의해 실행된다.

도 5의 오른쪽으로 가동을 계속하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제공하기 위한 배터리(315)를 포함한 각종 기타 구성 요소가

포함된다. 하이 사이드 MOSFET(본래의 다이오드를 지님) 스위치(375) 및 로우 사이드 MOSFET(본래의 다이오드를 지

님) 스위치(385)(예컨대, 모두 스위치에 관해 상술한 바와 같은 International Rectifier IRFP 260N이어도 좋다)는, 후술

하는 바와 같이 배터리 충전 및 배터리 방전 기능을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상술의 H-브리지인 경우이면, 상기 MOSFET

및 그 고유 역방향 다이오드의 기능성을 제공하고, 5kHz 이상의 오더에 대한 반송 주파수시에 펄스폭 변조 조작을 지지할

수 있는 임의의 스위칭 장치가 각각의 하이 및 로우 사이드 스위치(375 및 385)를 이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스위

치는 단향 전도 및 블로킹 제어만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역방향 다이오드는 각각에 대해 제공되어야 한다. 상

기 MOSFET 장치의 고유 역방향 다이오드는 이들 기능을 제공하지만, IGBT인 경우, 분리된 역방향 다이오드가 IGBT 이

미터에 연결된 다이오드 양극 및 IGBT 컬렉터에 연결된 다이오드 음극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DSP(400)에 아날로그 입력

(470)은 DC 링크 양극의 단자(302)와 DC 링크 음극의 단자(304)를 가로지른 전압을 나타낸다. DSP(400)에 아날로그 입

력(480)은 전류 센서에 의해 감지된 배터리(315)의 내부 또는 외부를 흐르는 전류(Ibat)를 나타낸다. DSP400에 아날로그

입력(415)은 배터리(315)의 단자를 가로지른 전압(Vbat)을 나타낸다.

DSP(400)으로부터 PWM 출력(490)은 배터리 충전 및 방전 조작과 관련된 MOSFET Q5의 제어를 제공한다. 동일하게,

DSP(400)으로부터 PWM 출력(425)은 배터리 충전 및 방전 조작시에 MOSFET Q6의 제어를 제공한다. PWM 출력 신호

(490 및 425)는 DSP(400)의 다른 출력에 관하여 상술한 하이 사이드 및 로우 사이드 게이트 구동기 기능을 통해 버퍼링된

다. 최종적으로, 상술한 바와 같이, DSP(400)는 상기 엔진 제어 시스템에 공급되는 2개의 아날로그 출력(455 및 465)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예상되는 미래 엔진 열전력 요건을 설명하기 위해, 출력 신호(455)

는 상기 엔진 제어 시스템에 교류 발전기 전력 피드포워드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출력 신호(465)는 상기 엔진 제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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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 배터리의 충전 상태 데이터를 제공하여 전류 배터리 저장 레벨에 관한 데이터를 사용한 엔진 조작을 최고로 활용하

기 위해 엔진 제어 시스템을 허용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ECS에 대한 보고인 DSP, SPC 출력은 직렬이나 병렬 형식

인 디지털 신호의 형태일 수 있다. ECS 및 SPC 제어 기능성이 통상의 DSP에 의해 실행되면, 이들 파라미터는 ECS 및

SPC 펌웨어 절차에 의해 각각 판독 및 기록되는 프로그램 변화일 수 있다.

하나의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관련 부품 및 회로의 개요를 나타내면, 이하의 설명은 전력내의 배터리(315)를 충전 및 방

전하기 위한 공정, 및 제어 시스템(300)을 포함한다. 예컨대, 미래 엔진 전력 요건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그 저장 레벨이

낮게 되면, 배터리(315)를 충전하거나 또는 외부 부하의 불시의 중단 후에, 즉시 교류 발전기 로드가 과도하게 유지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배터리(315)를 방전시켜 사용할 수 있는 FPSE 전력이 불시에 증대되는, 예컨대, 로드 증가가 FPSE/

LA 발전소에 불시에 연결되는 경우가 바람직하다. 배터리(315)로부터 전력의 추가는 상기 증가된 로드를 어드레스에 제

한 시간동안 제공하거나, 또는 상기 추가 로드를 지지하기 위한 엔진에 추가열을 공급할 수 있을 때까지 제공되어도 좋다.

배터리(315)를 충전하기 위해, 하기 절차가 제안된다. 정상적으로 MOSFET 스위치 Q5 375 및 Q6 385는 OFF/부전도 상

태이다. 또한, 기본 조작 상태에 있어서, DC 링크 양극 레일(302)에서 DC링크 음극 레일(304)까지 전류가 흐를 수 없도록

다이오드(D5 및 D6)는 대립된다. 충전 조작을 개시시키기 위해, DSP(400)은 트랜지스터(Q5)에 출력(490)에 의해

MOSFET 스위치(Q5)를 통하여 전류가 양극 DC 링크 레일(302)로부터 흐르는 동안의 상응하는 시간으로 야기된 순간의

MOSFET 게이트 구동 펄스를 갖는 신호인 PWM 신호를 제공한다. 상기 작용은 유도자 L승압/강압가 레일(302)에서의 전압

까지 노드(E)를 이르게 하도록 잡아 당기고, 그 결과, 상기 유도자 및 배터리(315) 중의 전류는 램프업(ramp up)되기 시작

한다. 램핑은 V가 상기 유전자를 가로지른 전압이고, L은 상기 유전자의 인덕턴스인 V/L의 램프 레이트로 발생된다. 따라

서, 램프 레이트는 시간에 대해 일정하다. 출력(490)으로부터 양극 펄스가 끝나는 지점에서, 전류가 연속적으로 흐르고,

MOSFET 본래 다이온드 D6(385)를 통하여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Q5(375)는 부전도가 된다.

결과적으로, 전류 루프가 일시적으로 형성된다. 이 루프는 인덕터를 통해 Ibat 전류 센서(318)를 통하여 배터리 터미널

(315)로 흐르고, 다이오드를 통해 다이오드(D6)의 애노드 상방으로 흘러 다이오드(D6)의 캐소드로 나와 인덕터(316)의

우측 터미널로의 흐름을 포함한다. 유동 전류의 감쇠가 나타난 후, 새로운 펄스가 추가 배터리를 충전시키기 위해 공급된

다. 펄스는 고정된 PWM 캐리어 주파수율(예컨대 5kHz)로 설정하고, 펄스의 충격 계수에 따라 배터리(315)를 소망하는

수준으로 충전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며, Q5(375)에 인가된 펄스의 충격 계수는 외부 및 내부 전압을 구비한

DSP과 전류 비례 적분(PI) 제어기에 의해 제어된다. 외부 루프(PI) 제어기는 센서(326)를 통해 DC 링크 전압을 관찰한 후,

이 값과 고정된 설정값을 비교하여, 내부 전류 루프 PI 제어기의 설정값으로 제공되는 전압 제어기 출력을 형성하도록 조

합되는 비례 적분항을 계산한다. 내부 전류 루프 PI 제어기는 전류 센서(318)에 의해 관찰된 배터리 전류를 외부 루프 전압

제어기에 의해 명령된 전류를 비교하여, 버크 스위치 Q5(375)에 대한 PWM 충격 계수를 결정하는 제어 출력을 형성하도

록 조합되는 비례 적분항을 계산한다. 이러한 내포형 외부 전압 및 내부 전류 루프 구성은 유리한 동적 제어 특성, 예컨대

동시에 배터리 전류를 안전치로 한정하는 수단을 공급하는 동시에 빠른 응답 및 최소의 오버슈트를 가진 안정한 조작성을

을 제공하기 위해 채용된다.

충전 모드는, 외부 부하의 갑작스런 인터럽션에 의한 DC 링크 전압의 상승이 억제될 때에 종료된다. 외부 부하의 갑작스런

감소 후의 교류 발전기 부하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개시된 배터리 충전의 기간은 교류 발전기 파워 피드포워드 지시의

갑작스런 중단에 의해 개시된 ECS에 의한 엔진 열류량 출력의 동시 감소에 의해 한정된다.

또한, 다른 충전 방식이 채용되어도 좋다(예컨대, 배터리 전류가 상위의 충전 상태 조건을 나타내는 임계값을 하회하도록

일정 배터리 터미널 전압을 충전하는 방식). 이 경우, 충전 제어기를 구비한 DSP가, 배터리 전류 센서(318)에 의해 관찰된

배터리 전류를 모니터하면서 센서(320)에 의해 기록된 배터리 터미널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 MOSFET 스위치 Q5(375)

를 제어하는 PWM 신호의 발생에 대한 DSP 펌웨어 방법론은 H 브리지 스위치에 대해 상술한 것과 동일하다.

배터리 충전은 하기 프로세스를 통해 달성된다. 펄스 열이 MOSFET Q6(385)의 게이트를 향해 DSP(400)의 출력(425)에

공급된다. 이 펄스에 의해 Q6(385)의 게이트가 ON으로 되면, 이것이 전도되어, 배터리(315)가 인덕터(316)에 의해 단락

된다. 이 경우, 회선은 시계 방향의 루프로 흐르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램프속도 V/L로 램프업한다. 그러나, 이 경우, V는

원칙적으로 배터리(315)의 터미널을 횡단하는 전압이다. 램프업이 달성된 후, DSP(400)의 출력(425)으로부터 나오는 게

이트 턴온펄스의 결정시 Q6(385)가 개방된다. 이 때, 인덕터 밖의 전류는 MOSFET 고유 다이오드(D5)를 통해 상방향으

로 프리휠하여, DC 링크 캐패시터(398)를 충전한다.

DC 링크 캐패시터의 점진적 방전 후에 새로운 게이트 턴온 펄스가 MOSFET Q6(385)에 인가되어 배터리(315)의 방전을

계속하여, 소정 범위내의 DC 링크 전압을 지원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Q6(385)에 인가된 펄스의 충격 계수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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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및 내부 전압을 구비한 DSP 및 전류 비례 적분(PI) 제어기에 의해 제어된다. 외부 루프 PI 제어기가 센서(326)를 통해

DC 링크 전압을 관찰하고, 그 값과 고정된 설정값을 비교하여, 내부 전류 루프 PI 제어기의 설정값으로 제공되는 전압 제

어기 출력을 형성하도록 조합되는 비례 적분항을 계산한다. 내부 전류 루프 PI 제어기는 전류 센서(318)에 의해 관찰된 배

터리 전류를 외부 루프 전압 제어기에 의해 명령된 전류를 비교하여, 부스트 스위치 Q5(385)에 대한 PWM 충격 계수를 결

정하는 제어 출력을 형성하도록 조합되는 비례 적분항을 계산한다. 이 네스트(nested) 외부 전압 및 내부 전류 루프 구성

은 유리한 동적 제어 특성, 예컨대 동시에 배터리 전류를 안전치로 한정하는 수단을 공급하는 동시에 빠른 응답 및 최소의

오버슈트를 가진 안정한 조작성을 을 제공하기 위해 채용된다.

앞서 더 상세히 논의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다양한 SPC 제어 신호가 DSP(400)에 의해 수신 발생

된다. 이들 신호의 특성은 앞서 충분히 논의되었다. 이하, DSP(400)의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SPC의 전체 제

어와 관계가 있는 그외의 형태에 대해서 바람직한 실시예를 통해서 설명한다.

예컨대 배터리 전류(480), DC 링크 전압(470) 및 피스톤 위치(445) 등의 DSP(400)에 제공되는 입력 신호에 있어서, DSP

ADC 채널은 통상적으로 단극형 신호만을 수락하므로, 그 결과 다극형 입력은 바이어스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임의의 당업계에 공지되는 있는 각종 방법을 통해 행해져도 좋다.

본 발명의 SPC에 있어서, PWM는 교류 발전기 및 파워 인수교정 캐패시터의 터미널에 인가되는 그리드 전압(제어된 주파

수 및 진폭)을 종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DSP(400)에 의해 발생되는 정현파 기준 신호의 사용이 요구

된다. 이것을 위해서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는 임의의 각종의 방법, 예컨대 표 찾아보기 방법 또는 실시간 계산 방법이 사용

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그리드 접압 진폭은 DSP 엔진 제어 루틴(PID 또는 PI 제어기 출력)에 의해 통과된

피스톤 스트로크 명령에 따라 제어되어 소망한 피스톤 스트로크를 달성한다.

대역제어의 관점에서의 허용가능한 동적 성능 또는 등량적으로 허용가능한 스텝 변경 응답 시간 및 오버슈트로 안정하게

조작시키기 위해서, PI를 통한 적분 피드백을 사용한 피스톤 변위 제어 방법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채용한다. 허

용가능한 동적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례 적분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분항을 사용해도 좋고, 그렇지 않

아도 좋다. 그 하나의 경우, 즉 PI 또는 PID 제어기의 경우, 순시 피스톤 위치가 관찰되고, 이들 값으로부터 변위 메트릭이

DSP에 의해 계산된다. 변위 메트릭은 피크값 변위, RMS 변위, 또는 정류위치 정현파의 평균이어도 좋다. 본 발명에 따르

면, 당업자에 의해 명백해지듯이, 본 발명이 그 바람직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실시예를 최종 선택

한다. RMS 또는 정류 위치 정현파의 계산 평균 중 하나에는, 최소 래그로 최대 전류를 추정하도록, 한 사이클에 걸쳐 계산

된 코히어런트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채용한다. 코히어런트 평균을 내는 것은 DSP 제어 하에서 종합되는 발

진기 터미널 전압의 주파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엔진-교류 발전기 발진 기간은 공지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 용이하

게 된다.

상기 메트릭 중 어느 하나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변위는 ECS에 의해 공급된 전위 설정 명령과 게속적으로 비교되고, 그 차

(에러)가 적용되어 단일 제어 출력으로서 총합되는 비례, 적분 및 필요에 따라 미분항을 계산한다. 이 제어 출력은 사인 곡

선의 템플릿의 증폭을 조절하여 명령된 피스톤 변위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교류 발전기 터미널 접압 진폭의 증가 또는 감

소시키는데 사용된다.

또한, DSP(400)은 DC 링크에 적당한 전압을 유지시키는 것을 담당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전압이 너무 높으면,

링크가 버크 변환기를 거쳐 배터리(315)에 부하된다. 전압이 너무 낮으면, 링크가 부스트 컨버터를 거쳐 배터리(315)에 지

원된다. 배터리 충전 상태가 사용불가한 전위실행을 하도록 경계 밖이 되도록 경정하면, 셧다운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배터리(315)의 충전 상태는 바람직하게는 DSP(400) 제어 알고리즘에 의해 유지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충전 상

태가 너무 높지만, 소정의 경계 한계 내이면, 엔진 제어기에 대한 충전 상태의 피드포워드의 이득이 감소된다. 대안으로,

충전 상태가 너무 낮지만 경계내이면, 엔진 콘트롤러로의 피드포워드 이득이 감소된다.

또한, DSP(400)은 전압 조건 전반에 걸치거나 또는 전류 조건에 걸치는 등의 고장 조건을 모니터하는 것을 포함하는 고장

감시 등의 다른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DSP(400)는 바람직하게는 진단 LED 또는 다른 고장 표시기가 사건의 고장 조건을

나타내도록 프로그램한다.

스털링 엔진을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 및 신호 프로세스 방법은 개시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티칭은 특히 왕복부내의

제어와 관게되는 것들에 대해 다양한 용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은 FPSE 구동 선형 교류 발전기와 연관하

여 개시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여기의 티칭은 FPSE 구동의 다른 장치, 예컨대 교류 발

전기 및 그외의 장치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전자 변환기를 포함하는 변환기에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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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제의 발명에 대해서 도면 및 상기 설명에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개시된 실시예는 설명에 도움이 되는 실례로서 이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은 그 내용이 보호되는 한에서 각종 변형이 가해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파워 피스톤을 갖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용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a) 상기 파워 피스톤과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전자기 트랜스듀서; 및

b) 상기 전자기 트랜스듀서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제어가능 발진 전력 시스템을 포함하며:

상기 시스템은 상기 전자기 트랜스듀서의 터미널에서 소정의 전압 진폭 및 소정의 주파수를 강제하면서 상기 전자기 트랜

스듀서에 전력을 전달하거나 이 전자기 트랜스듀서로부터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용 제어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시스템은 상기 파워 피스톤의 주행 범위를 제어하도록 동작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

용 제어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은 디스플레이서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 시스템은 상기 디스플레이서의 주행 범위를 제어

하도록 동작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용 제어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 트랜스듀서로부터 수용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용 제어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주파수 및 진폭 둘 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제어되는 전압을 발생시키는 전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 피

스톤 스털링 엔진용 제어 시스템.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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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피스톤의 행정 범위는 상기 전자기 트랜스듀서의 터미널을 가로질러 상기 전압 진폭을 변화시킴으로써 제어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용 제어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피스톤의 행정 범위는 상기 전자기 트랜스듀서의 터미널을 가로질러 전압 파형을 변화시킴으로써 제어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용 제어 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 트랜서듀서의 터미널은 H-브릿지 스위치 세트와 전기 접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

용 제어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H-브릿지 스위치 세트를 제어하여 상기 전자기 트랜스듀서의 터미널을 가로질러 전압 진폭 및 전압 주파수를 선택적

으로 제어하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용 제어 시스템.

청구항 10.

a) 파워 피스톤;

b) 상기 파워 피스톤과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전자기 트랜스듀서; 및

c) 상기 전자기 트랜스듀서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제어가능 발진 전력 시스템을 포함하며:

상기 시스템은 상기 전자기 트랜스듀서의 터미널에서 소정의 전압 진폭 및 소정의 주파수를 강제하면서 상기 전자기 트랜

스듀서에 전력을 전달하거나 이 전자기 트랜스듀서로부터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 구동 전력 플랜트.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가능 발진 전력 시스템은 주파수 및 진폭 둘 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제어되는 전압을 발생시키는 전원을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 구동 전력 플랜트.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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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피스톤의 행정 범위는 상기 전자기 트랜스듀서의 터미널을 가로질러 상기 전압 진폭을 변화시킴으로써 제어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 구동 전력 플랜트.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파워 피스톤의 행정 범위는 상기 전자기 트랜스듀서의 터미널을 가로질러 전압 파형을 변화시킴으로써 제어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 구동 전력 플랜트.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 트랜서듀서의 터미널은 H-브릿지 스위치 세트와 전기 접속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

구동 전력 플랜트.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H-브릿지 스위치 세트를 제어하여 상기 전자기 트랜스듀서의 터미널을 가로질러 전압 진폭 및 전압 주파수를 선택적

으로 제어하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 구동 전력 플랜트.

청구항 16.

전자기 트랜서듀서를 구동시키는 파워 피스톤을 갖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최적 엔진 발진 주파수 및 피스톤 변위를 선택하는 단계; 및

b) 상기 전자기 트랜스듀서의 터미널 전압의 진폭 및 주파수를 강제함으로써 상기 선택된 주파수 및 변위에서 동작하도록

상기 파워 피스톤을 구속하는 발진 전력 시스템을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

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 트랜서듀서의 터미널은 H-브릿지 스위치 세트와 전기 접속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

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공개특허 10-2006-0059953

- 18 -



상기 H-브릿지 스위치 세트를 제어하여 상기 전자기 트랜스듀서의 터미널을 가로질러 전압 진폭 및 전압 주파수를 선택적

으로 제어하는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19.

전자기 트랜스듀서를 구동시키는 파워 피스톤을 갖는 제어된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전자기 트랜서듀서의 출력 터미널에서 전압 주파수를 강제하도록 발진 전력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파워 피스톤

발진 주파수를 강제하는 단계;

b) 파워 피스톤 변위를 측정하는 단계; 및

c) 소망하는 파워 피스톤 변위를 확립하도록 발진 전력 시스템에 의해 강제된 전자기 트랜서듀서 터미널 전압의 진폭을 조

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된 자유 피스톤 스털링 엔진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기 트랜서듀서의 터미널은 H-브릿지 스위치 세트와 전기 접속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어된 자유 피스톤 스털

링 엔진을 제어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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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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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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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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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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