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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자수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a 도~제1e 도는 본 발명에 관한 자수기의 1실시예를 각각 개략적으로 도시한 기능 블럭도.

제 2  도는 본 발명에 관한 자동 자수기의 1실시예의 제어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하드 구성 블
럭도.

제 3 도는 제 2 도에 있어서의 조작 패널의 일예를 도시한 평면도.

제 4 도는 제 2 도에 있어서의 데이타 RAM의 메모리 맵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제  5  도는  제  2  도에  있어서의  마이크로  컴퓨터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메인  루틴을  표시한 플로우
차트.

제 6a 도, 제 6b 도는 제 5 도의 메인루틴내의 미싱주축 정지루틴의 일예를 도시한 플로우차트.

제 7 도는 제 6b 도에 있어서의 팩설정 서브루틴의 일예를 도시한 플로우차트.

제 8 도는 제 6a 도에 있어서의 데이타 입력 서브루틴의 일예를 도시한 플로우차트.

제 9 도는 제 5 도의 메인루틴내의 미싱주축 운전루틴의 일예를 도시한 플로우차트.

제  10  도는  제  9  도의  루틴과  함께  실행되는  엔코더  클럭  인터럽트  서브루틴의  일예를  도시한 플로
우차트.

제  11  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관한 것으로,  데이타 입력 서브루틴의 변경예를 도시한 플로우
차트.

제 12a 도, 제 12b 도는 제 11 도의 처리실행중에 있어서의 표시기의 표시예를 도시한 도면.

제  13a  도~제  13c  도는  여러개의  종이  테이프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를  조합하여  하나의  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로써 데이타 RAM(14)에 기억할때의 메모리 맵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제  14  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관한  것으로,  미싱  주축  정지루틴의  변경예를  도시한 플로
우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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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도는 제 14 도에 있어서의 데이타 변경처리 서브루틴의 일예를 도시한 플로우차트.

제 16 도는 제 14 도에 있어서의 데이타 삭제처리 서브루틴의 일예를 도시한 플로우차트. 

제 17 도는 제 14 도에 있어서의 데이타 삽입처리 서브루틴의 일예를 도시한 플로우차트.

제 18 도는 제 5 도의 메인루틴내의 미싱주축 운전루틴의 일예를 도시한 플로우차트.

제  19  도는  제  18  도의  미싱주축  운전루틴내에서  실행되는  엔코더  클럭  인터럽트  서브루틴의  일예를 
도시한 플로우차트.

제 20a 도, 제 20b 도는 제 14 도의 처리실행중에 있어서 표시기의 표시예를 도시한 평면도.

제 21a 도~제 21c 도는 데이타 편집시에 있어서 데이타 RAM(14)의 메모리 맵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제  22  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것으로  미싱주축  정지루틴의  변경예를  도시한 플로
우차트.

제 23 도는 제 22 도에 있어서의 리모트 모드 서브루틴의 일예를 도시한 플로우차트.

제 24 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의 제어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하드 구성 블록도.  

제  25a  도,  제  25b  도는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의 미싱주축 정지루틴의 일예를 도시한 것으로,  제 
6a 도, 제 6b 도의 변경예에 해당하는 플로우차트.

제 25c 도, 제 25b 도의 변경예를 도시한 플로우차트.

제 26 도는 제 25a 도에 있어서의 무늬 표시루틴의 일예를 도시한 플로우차트.

제 27 도는 제 25c 도에 있어서의 서어치 등록루틴의 일예를 도시한 플로우차트.

제 28 도는 자수무늬모양 표시예를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임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바느질  데이타를  각 자수
무늬마다  기억함과  동시에,  해당  바느질  데이타를  변경하는,  또는  해당  바느질  데이타에  관련된 자
수  바느질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의  제어  데이타를  각  자수무늬마다  기억하고,  바라는 자수무늬
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데이타를 리드하여 이것에 따라 자수 바느질 동작의 실행 및 제
어를 행하도록한 자수기에 관한 것이다.

또  본  발명은  임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하는,  리드/라이트  가능한  바느질 
데이타  기억  수단을  구비하고,  이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서  바라는  자수무늬의  바느질  데이타를 
리드해서  바느질  동작의  제어를  행하도록  한  자수기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여러개의  종이 테이프등
의  외부  기록장치에  분할  기록되어  있는  여러조의  바느질  데이타를  조합하는  것에  의해  연속하는 1
개의  무늬  바느질  데이타로써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  기억하여  리드하도록  한  자수기에 관
한 것이다.

또,  본  발명은  메모리에  기억한  자수무늬의  바느질  데이타에  대해서  임의의  스티치로  변경,  삭제, 
삽입등의  데이타  편집을  행할  수  있는  자수기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자수  바느질  작업도중에 자수
무늬의  임의의  스티치로  미싱주축의  회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정지한  스티치에  관련되는 바라
는  스티치에  관해서  데이타  편집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해  실제의  자수무늬를  확인하면서 
간편하게 데이타 편집을 행할 수 있는 자수기에 관한 것이다.

또  본  발명은  자수무늬에  있어서,  임의의  스티치의  바느질  데이타에  대해서  변경,  수정등의  데이타 
편집을  행할  수  있는  자수기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바라는  자수무늬를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
키고,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서  상기  자수무늬를  확인하면서  해당  바느질  데이타의  임의의 스티
치에 대해서 데이타의 변경,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자수기에 관한 것이다.

또,  본  발명은  통신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자수기에  관한  것으로써,  특히  통신기능을  갖는 컴퓨터등
의  외부기기와의  사이에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바느질  데이타와  그  바느질  데이타에 
관련된  자수바느질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의  제어  데이타의  양쪽을  송수신할  수  있는  자수기에 
관한 것이다.

자동  자수기에  있어서의  종이  테이프등의  외부기억  장치에  여러가지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
이타를  기억해  놓고,  바라는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한  종이  테이프등의  외부 기
억장치를  세트하여  이  바느질  데이타를  내부의  기억장치에  전송기억하도록  되어  있다.  자수무늬에 
관련된  데이타로써  종이  테이프등의  외부  기억장치에  기억되는  데이타는  종래부터  상기  자수  무늬에 
대응하는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바느질  데이타(이  바느질  데이타는  각  스티치마다 자수
틀의  이동량을  지시하는  X,Y데이타  및  필요한  스티치에  있어서의  색변환,  미싱주축정치,  점프등의 
자수미싱의  각  동작을  지시하는  기능  데이타등,  1스티치마다  자수  바느질  동작에  관한 데이타이다)
뿐이며,  이것이  그대로  내부  기억장치로  전송기억된다.  자동  자수기에서는  내부  기억장치로  전송 기
억된 바느질 데이타를 리드해서 리드한 바느질 데이타에 따라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행한다.

또,  이와  같은  바느질  데이타를  여러개의  자수무늬에  관해서  내부  기억장치에  각각  기억하고, 그중
에서 바라는 자수무늬의 바느질 데이타를 선택해서 리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최근의  자동  자수기에  있어서는,  자수무늬의  변경  또는  자수  바느질  동작의  제어에  관련된 여
러  가지의  기능이  실용화되고  있다.  그와  같은  변경,  제어기능으로써는  예를들면,  ①  실의  색변환 
순서를  지시하는  것,  ②  자수무늬의  축소  또는  확대,  회전등의  변경을  행하기  위하여  바느질 데이타
중의  자수틀의  X,Y이동량을  지시하는  X,Y데이타를  축소  또는  확대,  회전등의  파라미터에  따라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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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는  것,  ③  멀티헤드식  자수기에  있어서  각  미싱헤드마다  운전/정지를  선택하는  것,  ④  여러개의 
자수무늬를  조합해서  연속적으로  바느질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수무늬의  바느질  순서를  지시하는  것, 
⑤  같은  자수무늬의  바느질  동작을  반복해서  행하는  것,  ⑥  보오링메스가  부착된  바늘  위치가 선택
되었을때,  자수틀을  오프셋하는  오프셋량을  보오링메스의  부착위치에  따라서  설정하는  것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변경,  제어기능에  관한  데이타의  설정에  있어서,  종래에는  자수기에  마련된  설정수단을 
사용하여  행하여져  왔을  뿐이며,  이  설정수단에  의한  설정내용에  따라  자수기의  동작을  직접 제어하
도록  하고  있었다.  즉,  변경,  제어기능에  관한  데이타는  자수기에  전속하는  데이타로써  설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내부  기억장치에  기억된  각  자수무늬의  바느질  데이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따
라서,  자수무늬에  관련시켜  이들의   변경,  제어기능에  관한  데이타의  설정을  행하고자하는  경우,  각 
자수무늬의  자수  바느질  동작을  행하기전에  그때마다  설정수단으로  바라는  변경,  저어기능에  관한 
데이타 설정을 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때문에  자수  바느질하고자  하는  무늬를  바꿀때마다  바라는  변경,  제어기능에  관한  데이타를  다시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어 매우 번거로우며, 또한 작업자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었다.

근래,  자동  자수기에  있어서  자수  바느질하는  무늬의  사이즈의  확대와  다색화가  진행되어 자수무늬
의  바느질  데이타량도  증대하는  경향에  있다.  이  바느질  데이타를  외부기억장치로써의  종이 테이프
에  기억하는  경우,  통상의  종이  테이프는  1개당  최대  70만개  바늘  정도의  기록용량이기  때문에,  이 
기록용량  이상의  바느질  데이타가  있는  경우는  여러개의  종이  테이프에  분할해서  기록하지  않으면 
안된다.  종래의  자수기에서는  일련의  바느질  데이타를  분할  기록한  여러개의  종이  테이프를  각각 1
조인  바느질  데이타로써  종이  테이프  입력장치에서  리드해서  자수기  메모리에  등록하고,  이  각각의 
1조의  바느질  데이타마다  자수  바느질  동작을  행하고  있었다.  또,  여러  무늬의  바느질  데이타를 기
억할  수  있는  리드/라이트  가능한  데이타  메모리를  구비하고,  그  데이타  메모리에  기억한  여러 무늬
의  바느질  데이타를  적절하게  편집할  수  있는  메모리  편집  기능을  갖는  자동  자수기도  존재하고 있
으며,  그곳에서는  데이타  메모리에  등록한  여러무늬의  바느질  데이타를  메모리  편집기능에  의해 연
결시키는  것  등으로  해서  일련의  무늬의  바느질  데이타에  편집하고,  이것에  따라  자수  바느질 동작
을 행하고 있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의  자수기에  있어서는  일련의  바느질  데이타를  분할  기록한  여러개의  종이 테
이프를  각각  1조인  바느질  데이타로써  종이  테이프  입력장치에서  리드해서  자수기  메모리에 등록하
고,  이  각각의  1조의  바느질  데이타마다  자수  바느질  동작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련의  무늬를 
바느질  하기  위하여  종이  테이프에  기록되어  있는  바느질  데이타의  수만큼  자수무늬의  전환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  무늬의  전환  작업은  바느질  동작을  실행하고자  하는  바느질  데이타마다  대응하는 제
어  데이타등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서  효율적인  자수  바느질  작업의 장
해가   되고  있었다.  한편,  메모리  편집  기능을  갖는  자동  자수기에서는  데이타  메모리에  기억한 여
러개의  바느질  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이  번거로우며,  또  메모리  편집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구성 
장치가 많이 필요하므로 코스트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또,  종래의  자동  자수기에서는  데이타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바느질  데이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
우,  실제의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행하는  운전  작업  모드와는  전혀  다른  바느질  데이타를  변경, 수
정하기  위한  전용의  편집  작업  모드로  행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실제의  자수무늬를  확인한 
후에  데이타  편집을  행하고자  하면,  자수기를  일단  운전  작업  모드로  작동해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자수무늬의  개시위치에서  실행하고,  그후  자수기의  동작  모드롤  전용의  편집  작업  모드로  전환해서 
바라는 데이타 편집 처리를 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같이  종래의  자수기에  있어서  데이타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바느질  데이타의  내용을 변경하
기  위해서는  특별한  편집  작업모드로  자수기의  동작모드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어  자수  바느질 작
업 도중에서 그  운전 작업 모드를 계속하면서 행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해당 바느질 데이타의 내용
을  변경하기  위한  순서의  일예를  나타내면,  먼저  해당  바느질  데이타에  따라서  실제의  자수  바느질 
동작을  무늬  전체에  걸쳐서  실행하고,  완성된  자수무늬를  확인해서  필요한  변경,  수정할  곳을 확정
하고,  다음에  자수기의  동작  모드를  데이타  변경을  위한  특별한  편집  작업  모드로  변경해서  바라는 
곳의  바느질  데이타를  각각  변경,  수정하는  편집처리를  행하고,  또  편집된  바느질  데이타를 확인하
기  위해서는  자수기의  동작모드를  운전  작업  모드로  변경해서  자수무늬의  개시위치에서  자수  바느질 
동작을 개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때문에 편집 작업과 자수 바느질 동작 및  무늬확인 작업이 분
리되어 전체로 봐서 작업이 번거롭게 되고,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되고 있었다.

또,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  및  제어에  관한  조작에  있어서,  종래에는  자수기에  마련된  설정수단을 사
용해서  행하여지고  있을  뿐이며,  이  설정수단에  의한  설정내용에  따라  자수기의  동작을  직접 제어하
도록  하고  있었다.  즉,  변경  제어  기능에  관한  데이타는  자수기에  전속하는  데이타로써  설정  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자수무늬의  자수  바느질  동작을  행하기전에  그때마다  설정수단으로  바라는  변경, 
제어 기능에 관한 데이타 설정을 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편,  통신라인을  거쳐서  외부기기와의  사이에서  자수무늬에  관한  바느질  데이타를  송수신할  수 있
는  자동  자수기도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  송수신  데이타는  바느질  데이타에만  한정되는  것이며, 
제어  데이타에  관해서는  바느질  데이타  변경마다  설정수단으로  바라는  변경,  제어기능에  관한 데이
타 설정을 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때문에,  자수  바느질을  하고자  하는  경우마다  바라는  변경,  제어기능에  관한  제어  데이타의  수동 
설정을 행하지 않으면 안되어 매우 번거로우며 작업자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었다.

또,  자동  자수기에  있어서  일단  설정한  제어  데이타를  외부기기에서  보존하거나  편집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였다.

본  발명의  목적은  각  자수무늬에  관한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함과  동시에,  바느질  데이타  변경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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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수  바느질  동작  제어용의  각종의  제어  데이타를  각  자수무늬마다  기억하고,  바라는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데이타를  리드하여  이것에  따라  자수  바느질  동작의  실행  및 제어
를  행하도록  하는  것에  의해  제어  데이타의  설정에  관한  작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자수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종이  테이프등의  외부기억장치에  기록된  여러개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
질  데이타를  연속적으로  조합해서  하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일련의  바느질  데이타로써  메모리에 
입력하고,  이  메모리에  입력된  바느질  데이타에  따라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행할  수  있는 자수기
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자수  바느질  작업  도중에  자수무늬의  임의의  스티치로  바느질  동작을 일
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정지한  스티치에  관련된  바라는  스티치에  관해서  데이타  편집을  실행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에  의해  자수  바느질  동작의  과정에서  실제의  자수무늬를  확인하면서  간편하게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 삭제, 삽입등의 편집처리를 행할 수 있는 자수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표시기로 자수무늬 모양을 표시하고,  이  표시를 보고 바라는 스티치를 지
정하여  상기  지정한  스티치에  관한  바느질  데이타의  편집처리를  행할  수  있는  자수기를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통신라인을  거쳐서  외부기기와의  사이에서  자수무늬에  관한  바느질 데이
타  뿐만  아니라  바느질  데이타  변경용  또는  자수  바느질  동작  제어용의  각종  제어  데이타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해  제어  데이타의  설정에  관한  작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어 데이타의 처리에 관해서 외부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처리 기능
을 확장할 수 있는 자수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제  1  의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의 자수기는 임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하는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  이  바느질  데이타에  따라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행하는  자수  바느질  동작  실행수단,  상기  바느질  데이타를  변경,  또는  상기  바느질 
데이타에  관련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의  제어  데이타를  임의로  설정하기  위한 제
어  데이타  설정수단,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  있어서,  상기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하는 자수
무늬마다  상기  제어  데이타  설정수단으로  설정한  상기  제어  데이타를  각각  기억하는  제어  데이타 기
억수단,  바라는  자수무늬에  관한  상기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데이타를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
단  및  제어  데이타  기억수단에서  리드하고,  리드한  바느질  데이타에  따른  자수  바느질  동작을  상기 
자수  바느질  동작  실행수단에  의해  실행시킴과  동시에  리드한  제어  데이타에  따라서  상기  바느질 데
이타의 변경 및 상기 자수 바느질 동작의 제어를 행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한 것이다.

제어  데이타  설정수단에  의해  바느질  데이타를  변경  또는  상기  바느질  데이타에  관련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의  제어  데이타를  임의로  설정한다.  설정한  이들  1조의  제어  데이타는 바
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  있어서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한  자수무늬중,  바라는  자수무늬에  대응해서 
제어  데이타  기억수단에서  기억된다.  이렇게해서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  있어서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한  각  자수무늬마다  제어  데이타  설정수단에  의해  1조의  제어  데이타를  각각  임의로  설정하고, 
설정한 제어 데이타를 제어 데이타 설정수단에서 각각 기억한다. 

자수  바느질을  행하는  경우는  제어  수단에  의해  바라는  자수무늬에  관한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데
이타를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  및  제어  데이타  기억수단에서  리드하고,  리드한  바느질  데이타에 따
른  자수  바느질동작을  자수  바느질  동작  실행수단에  의해  실행시킴과  동시에,  리드한  제어  데이타에 
따라서 상기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 및 상기 자수 바느질 동작의 제어를 행한다.

본  발명의 제  2  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수기는 임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현
하기  위한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하는  리드/라이트  가능한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  외부 기록장치에
서  순차적으로  리드한  여러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여러조의  바느질  데이타를  연속적으로  조합해서 하
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로써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  라이트하는  제어수단,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  수단에서  바느질  데이타를  리드하고,  리드한  바느질  데이타에  따라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행하는 수단을 구비한 것이다.

통상은  외부  기억장치에서  리드한  하나의  자수무늬의  바느질  데이타  그  자체가  하나의  자수무늬의 
바느질  데이타로써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  기억된다.  그러나,  제어  수단의  작용에  의해 외부기록
장치에서  순차적으로  리드한  여러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여러조의  바느질  데이타가  연속적으로 조합
해서 하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로써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 라이트된다.

여러  자수무늬의  조합으로  되는  자수무늬의  바느질  동작이  선택되면,  실행수단에서는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서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상기  조합으로  되는  일련의  바느질  데이타를  순차적으로 리드하
고, 리드한 바느질 데이타에 따라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행한다.

또한,  외부기억장치에  기억하고  있는  여러  자수무늬와는  각각  서로  다른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것으
로  하여도  좋고,  또  본래는  1개의  자수무늬지만,  기록장치의  기록용량등의  관계에서  여러무늬로 분
할한 것이어도 좋다.

본  발명에 관한 제  3  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수기는 임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하는  리드/라이트  가능한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  이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서  바느질  데이타를  1스티치마다  순차적으로  리드하고,  리드한  바느질  데이타에 
따라서  자수틀을  이동해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행하는  실행수단,  자수무늬  도중의  스티치로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서의  바느질  데이타의  순차적  리드를  일시  정지함과  동시에,  바느질 동작
을  일시  정지시키는  정지수단,  바느질  동작의  정지시에  상기  바느질  동작을  일시  정지한  스티치를 
기준으로  하여  바라는  스티치에  관한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  삭제,  삽입을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
수단에  대해서  행하는  데이타  편집수단,  일시정지하고  있던  상기  바느질  데이타의  순차적  리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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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느질 동작을 재개시키는 기동수단을 구비한 것이다.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서  바느질  데이타를  1스티치마다  순차적으로  리드하고,  리드한 바느
질  데이타에  따라서  자수틀을  이동하여  자수  바느질  동작을  행한다.  이  바느질  동작  실행중에  자수 
바느질을  행하였던  스티치에  대응하는  무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지수단에  의해서  자수무늬의 
도중의  스티치로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서의  바느질  데이타의  순차적  리드를  일시 정지시킴
과  동시에,  바느질  동작을  일시  정지시킨다.  이  바느질  동작  정지시에  데이타  편집수단에서는  상기 
바느질  동작을  일시  정지한  스티치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는  스티치에  관한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 
삭제,  삽입을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  대해서  행한다.  다음에  바느질  데이타의  편집  종료후, 
기동수단에  의해서  일시정지하고  있던  상기  바느질  데이타의  순차적  리드와  바느질  동작을 재개시킨
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자수  바느질  작업도중에  실제의  자수무늬를  확인하면서  간편하게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 삭제, 삽입등의 편집처리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발명에  관한  제  4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수기는  임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하는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  이  바느질  데이타에 따라
서  자수  바느질  동작으르  실행하는  수단,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  기억한  바느질  데이타에 
대응하는  자수무늬  모양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수단,  상기  표시수단의  화면상에,  표시된  자수무늬   
모양에  있어서의  바라는  스티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지정수단,  상기  지정수단에  의해  지정된 스티
치  위치에  대응하는  상기  바느질  데이타를  변경  또는  설정하기  위한  데이타  편집수단을  구비한 것이
다.

표시수단은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  기억된  바느질  데이타에  대응하는  자수무늬  모양을  표시한다. 
이  표시수단의  화면상에,  표시된  자수무늬  모양에  있어서의  바라는  스티치  위치를  지정수단에  의해 
지정한다.  이  지정수단은  예를들면  커서등이다.  지정수단에  의해  바라는  스티치  위치를  지정하고, 
이  스티치  위치에  대응하는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  있어서의  바느질  데이타를  변경  또는 설
정하기 위한 적당한 데이타 편집처리를 데이타 편집수단에 의해 행한다.

본  발명에  관한  제  5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수기는  임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형하기  위한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하는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  상기  바느질  데이타를 변
경  또는  상기  바느질  데이타에  관련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  제어  데이타를 기억
하는  제어  데이타  기억수단,  상기  바느질  데이타가  기억수단에서  리드한  바느질  데이타와,  상기 제
어  데이타  기억수단에서  리드한  제어  데이타에  따라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행하는  자수  바느질 동
작  실행수단,  외부기기와의  사이에서  상기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데이타의  송수신을  행하는  통신 
인터페이스  수단,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수단을  거쳐서  외부기기에서  수신한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데이타를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  및  제어  데이타  디억수단에  라이트하고,  상기  통신 인터페이
스  수단을  거쳐서  외부기기에  송신해야할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데이타를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
수단 및 제어 데이타 기억수단에서 리드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바느질  데이타와  상술한  제어  데이타  양쪽을  통신  인터페이스수단을  거쳐서 외부기기와
의 사이에서 송수신할 수 있다.

[실시예]

다음에 실시예에 따라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한다.

제  1a  도의  실시예에서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1)은  임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자수  바느질 동작
을  실현하기  위한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하는  것이며,  자수  바느질  동작  실행수단(2)에서는  이 기억
수단(1)에 리드한 바느질 데이타에 따라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행한다.

제어  데이타  설정수단(3)에  의해  바느질  데이타를  변경  또는  해당  바느질  데이타에  관련된  자수 바
느질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의  제어  데이타를  임의로  설정한다.  이  제어  데이타  설정수단(3)에 
의해  설정되는  제어  데이타  종류로써는  예를들면,  상술한  바와  같은  변경,  제어기능에  대응해서  ① 
실의  색변환  순서를  지시하는  데이타(이것을  프로그램  콘트롤  설정  데이타("프로콘  설정 데이타"라
고  약칭한다)이다),  ②  자수무늬의  축소,  확대,  회전등의  변경을  행하기  위하여  바느질  데이타중의 
자수틀의  X,Y이동량을  지시하는  X,Y데이타를  축소,  확대,  회전등을  지시하는  파라미터 데이타(이것
을  "데이타  변환  파라미터"라  한다),  ③  멀티헤드식  자수기에  있어서  각  미싱헤드  마다  운전/정지를 
선택하는  데이타(이것을  "헤드  선택  데이타"라  한다),  ④  여러  자수무늬를  조합해서  연속적으로 바
느질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수무늬의  바느질  순서를  지시하는  데이타(이것을  무늬  프로그램  콘트롤 
설정  데이타("무늬  프로콘  설정  데이타"라고  약칭한다)이다),  ⑤  같은  자수무늬의  바느질  동작의 반
복  횟수를  설정하는  데이타(이것을  "반복  설정  데이타"라  한다),  ⑥  보오링  메스가  부착된  바늘 위
치가  선택되었을때  자수틀을  오프셋하는  오프셋량을  설정하는  데이타(이것을  "오프셋  설정 데이타"
라 한다)등이 있다.

설정한  이들  1조의  제어  데이타는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1)에서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하는 자수무
늬중,  바라는  자수무늬에  대응해서  제어  데이타  기억수단(4)에서  기억된다.  이렇게해서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1)에  있어서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하는  각  자수무늬마다  제어  데이타 설정수단(3)
에  의해  1조의  제어  데이타를  각각  임의로  설정하고,  설정한  제어  데이타를  제어  데이타 기억수단
(4)에서 각각 기억한다.

자수  바느질을  행하는  경우는  제어수단(5)에  의해  바라는  자수무늬에  관한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데이타를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1)  및  제어  데이타  기억수단(4)에서  리드하고,  리드한  바느질 데
이타에  따른  자수  바느질  동작을  자수  바느질  동작  실행수단(2)에  의해  실행시킴과  동시에,  리드한 
제어 데이타에 따라서 해당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 및 해당 자수 바느질 동작의 제어를 행한다.

따라서,  자수  바느질을  하고자  하는  무늬를  바꿀때마다  제어  데이타를  다시  설정할  필요는  없고, 단
순히  바라는  자수무늬의  선택을  행하는  것  만으로  사전에  설정한  제어  데이타를  재현할  수  있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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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데이타의 설정에 관한 작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제  1b  도의  실시예에  있어서,  제어수단(170)은  외부  기록장치(171)에서  순차적으로  리드한  여러 자
수무늬에  대응하는  여러조의  바느질  데이타를  연속적으로  조합하여  하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
느질  데이타로써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  라이트하는  제어를  행한다.  여러  자수무늬의  조합으로 
되는  자수무늬의  바느질  동작이  선택되면,  실행수단(2)에서는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1)에서  여러 
자수무늬의  조합으로  되는  일련의  바느질  데이타를  순차적으로  리드하고,  리드한  바느질  데이타에 
따라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행한다.

제  1c  도의  실시예에  있어서  정지수단(173)은  자수  바느질  운전중에  자수무늬의  도중의  스티치로 바
느질  데이타  기억수단(1)에서의  바느질  데이타의  순차적  리드를  일시  정지함과  동시에,  바느질 동작
을  일시정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데이타  편집수단(172)는  바느질  동작의  정지시에  있어서  해당 바느
질  동작을  일시  정지한  스티치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는  스티치에  관한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  삭제, 
삽입을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1)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다.  바라는  바느질  데이타의  편집  종료후, 
기동수단(174)의  조작에  의해서  일시정지하고  있던  상기  바느질  데이타의  순차적  리드  및  바느질 동
작을  재개시킨다.  따라서,  이  실시예에  의하면  자수  바느질  작업도중에  실제의  자수무늬를 확인하면
서 간편하게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 삭제, 삽입등의 편집처리를 행할수 있다.

제  1d  도의  실시예는  표시기로  바라는  자수무늬  모양을  표시하고,  이  자수무늬  표시를  확인하면서 
바느질 데이타의 편집을 행하도록 한 것이다.

표시수단(175)는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1)에  기억된  바느질  데이타에  대응하는  자수무늬  모양을 
표시한다.  이  표시수단(175)의  화면상에,  표시된  자수무늬  모양에  있어서  바라는  스티치  위치를 지
정수단(176)에  의해  지정한다.  이  지정수단(176)는  예를  들면  커서등이다.  지정수단(176)에  의해 바
라는  스티치  위치를  지정하고,  이  스티치  위치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1)에  있어서 바
느질  데이타를  변경  또는  설정하기  위한  적당한  데이타  편집처리를  데이타  편집수단(177)에  의해 행
한다.

예를들면,  표시수단(175)에  의해서  표시된  자수무늬의  일예로써,  제  28  도와  같다고하면,  상기 자수
무늬의  a점과  b점의  스티치에  대응해서  실의  색변환을  행하기  위한  "정지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 것
이다.  이  경우에  이  자수무늬는  2가지  색으로  자수  바느질이  실행된다.  즉  개시점에서  a점까지는  제 
1  의 실의 색,  a점에서 b점까지는 제 2  의 실의 색,  b점에서 종료점까지는 제 3  의 실의 색에 의해
서  각각  자수  바느질된다.  이  상태에서  표시수단(175)의  화면을  보고  자수무늬의  예를들면 c,d,e점
에서  각각  재차  실의  색변환을  행하고자  하였다고  가정한다.  그  경우,  지정수단(176)(예를들면, 커
서)에  의해  표시수단(175)의  화면상에,  표시되어  있는  자수무늬의  바라는  위치(여기에서는 c,d,e
점)를  각각  지정하고,  데이타  편집수단(177)에  의해  지정한  각  점의  스티치에  대응해서  기능 데이타
로써  "정지코드"를  각각  설정한다.  그렇게하면,  실의  색변환이  5회  행하여지게  되어  자수무늬는 6가
지 색으로 바느질되게 된다.

따라서,  이  실시예에  의하면  자수무늬를  표시수단(175)에  표시해서  화면상으로  자수무늬를 확인하면
서  바라는  스티치  위치를  지정하고,  이  스티치  위치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  수정등의 데
이타  편집처리를  행하도록  하였으므로,  바라는  스티치  위치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 수정
등의 데이타 편집처리를 신속하고 매우 간편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

제  1e  도의  실시예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구비히고,  통신기능을  갖는  컴퓨터등의  외부기기와의 사이
에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바느질  데이타와  이  바느질  데이타에  관련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의 제어 데이타 양쪽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어  데이타  기억수단(178)에서는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1)에  기억한  바느질  데이타를  변경하기 
위한,  또는 그  바느질 데이타에 관련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의 제어 데이타를 기
억한다.  자수  바느질  동작  실행수단(2)에서는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1)에서  리드한  바느질 데이타
와  제어  데이타  기억수단(178)에서  리드한  제어  데이타에  따라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행한다. 외
부기기(179)와의  사이에서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데이타의  송수신을  행하기  위하여  통신 인터페이
스  수단(180)이  마련된다.  이  통신  인터페이스수단(180)을  거쳐서  외부기기(179)에서  수신한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데이타를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1)  및  제어  데이타  기억수단(178)에  라이트하고, 
또한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  수단(180)을  거쳐서  외부기기(179)에  송신해야할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데이타를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1)  및  제어  데이타  기억수단(178)에서  리드하기  위하여 제어수단
(181)이  마련된다.  외부기기(179)에서  통신  인터페이스수단(180)을  거쳐서  수신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외부기기(179)에서  바느질  데이타와  제어  데이타를  송출하고,  자동 자수기에
서는  이  양쪽  데이타를  통신  인터페이스수단(180)을  거쳐서  수신하고,  수신한  제어  데이타  및 바느
질  데이타는  제어수단(181)에  의해  제어  데이타  기어수단(178)과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1)에  각각 
라이트되어 기억된다.

한편,  자동  자수기에  있어서,  사전에  임의로  설정된  제어  데이타  및  바느질  데이타를  동신 인터페이
스수단(180)을  거쳐서  외부기기(179)에  송신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어수단(181)에  의해서  제어 
데이타가  기억수단(178)에서  외부기기(179)에  송신하고자하는  바라는  제어  데이타를  리드하여  통신 
인터페이스수단(180)을  거쳐서  송신한다.  또  외부기기(179)에  송신하고자하는  바라는  바느질 데이타
를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1)에서  리드하여  통신  인터페이스수단(180)을  거쳐서  외부기기(179)에 
송신한다.  제어  데이타의  종류로써는  상술한  바와  같이  실의  색변환  순서를  지시하는  "프로콘  설정 
데이타"등, 그 이외의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이와같이,  통신기능에  의해  바느질  데이타와  상기  바느질  데이타에  대응한  제어  데이타를  통신 인터
페이스수단(180)을  거쳐서  외부기기(179)와의  사이에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제어 데
이타의  설정에  관한  작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어  데이타의  처리에  관해서 
외부기기를 사용할 수도록하는 것에 의해서 그 처리 기능을 확장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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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실시예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 2 도는 본 발명에 관한 자동 자수기의 제어 시스템의 1실시예를 도시한 하드 구성도이다. 
CPU(11),  프로그램  ROM(12),  워킹  RAM(13)을  포함하는  마이크로  컴퓨터에  의해서  이  자동  자수기 전
체의  동작이  제어된다.  데이타  RAM(14)는  바라는  자수무늬모양을  실현하는  바느질  데이타  및  각 자
수무늬마다  상술한  각종  제어  데이타  및  그  이외의  자수  바느질에  관련된  각종의  데이타를  기억하는 
것이다.

조작  패널(15)는  각종  설정  스위치나  표시기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종이  테이프  리이더(16)은  종이 
테이프에  기록된  바느질  데이타(1스티치마다  자수틀의  위치를  지시하는  X,Y  데이타와,  색변환, 미싱
주축정지,  점프등의  자수  미싱의  각  동작을  지시하는  기능  데이타등,  자수  바느질  동작에  직접 관련
된  데이타)의  리드를  행하는  것이며,  임의의  자수무늬를  실현하는  바느질  데이타를  기록한 종이테이
프(17)이  세트된다.  이  종이  테이프  리이더(16)을  거쳐서  종이  테이프(17)에서  리드된  바느질 데이
타가 데이타 RAM(14)에 전송기억된다.

X축  펄스  모터(18)은  자수틀(20)을  X축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며,  Y축  펄스  모터(19)는 자수틀
(20)을 Y축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상기 펄스 모터(18),(19)에는 펄스모터 드라이버(21)을 거쳐서 구동신호가 주어진다.

주축  모터(22)는  이  자동  자수기의  미싱주축(23)을  회전구동시키는  것이며,  공지와  같이  이 미싱주
축(23)의  회전에  따라서  바늘대나  이동틀(가마솥)이  구동된다.  로터리  엔코더(24)는  주축(23)(또는 
모터(22))의 회전 각도를 검출하는 것이다.

하나의  바느질  헤드  HD가  다침본봉  헤드라고  하면,  이  헤드  HD는  여러개의  바늘대(각  바늘대에는 다
른  색의  실이  각각  꿰어져  있다)를  구비하고  있다.  색변환  모터(25)는  그  회전구동에  의해서  상기 
헤드  HD의  여러개의  바늘대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헤드  HD내의  바늘대  구동기구에  의해서  구동될 
수  있도록  한다.  바늘대  구동기구는  미싱주축(23)의  회전에  따라서  바늘대를  상하운동시키는 것으로
써  공지의  것이기  때문에  도시하지  않는다.  바느질  헤드  HD는  1개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개 마련되
어 있어도 좋다.

기동/정지  스위치(26)은  바  스위치로  되며,  바를  예를  들면  오른쪽  방향으로  조작하면  기동 스위치
가  ON으로  되고,  왼쪽방향으로  조작하면  정지  스위치가  ON으로  된다.  기동  스위치가  ON일때에는 미
싱주축(23)의 회전기 개시되고, 정지스위치가 ON일때에는 미싱주축(23)의 회전이 정지된다.

통신  인터페이스(27)은  외부기기(28)과의  사이에서  바늘  데이타  및  제어  데이타의  입출력을  행하기 
위한 외부 입출력 인터페이스이며, 예를들면 전기 규격이 RS-232C 직렬 인터페이스이등이다.

외부기기(28)은  예를들면,  통신  기능을  갖는  퍼스널  컴퓨터,  또는  적당한  지능형  단말장치등으로 되
는  것이며,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데이타의  설정,  편집,  기억등을  적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며,  자수기와의  사이에서  통신라인을  거쳐서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데이타의 입
출력을 행한다.

자동  자수기에  있어서는  또  그  이외의  장치,  기기가  마련되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도시하지  않는다. 
자동  자수기의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장치는  인터페이스I/F를  거쳐서  마이크로  컴퓨터와의 사
이에서 신호를 주고 받는다.

조작 패널(15)에 마련된 스위치와 표시기의 일예를 나타내면 제 3 도와 같다.

표시기  DPY는  여러  가지  데이타의  설정시에  설정중의  데이타를  표시하거나  또는  설정이  끝난  각종 
데이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며,  문자  표시와  필요에  따라서  도형표시도  가능한  것이다.  표시기  DPY는  모든  표시모드로 사용
할  수가  있고,  그  표시모드의  하나로써  여러가지  데이타의  설정  또는  그  설정내용의  확인표시를 위
한 표시모드가 있다. 그 경우, 제 3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표시기 DPY는 그 상단에서 비교적 큰 에
리어를  점유하는  설정내용  표시부  DPY1과  그  하단의  기능  스위치  설명  표시부,  DPY2로  나누어져 작
용한다. 예를들면, 이 표시기 DPY로써 액정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표시기  DPY의  하측에  6개의  기능  스위치  F1~F6이  마련되어  있다.  상술의  기능  스위치  설명  표시부 
DPY2는  이들의  각  기능  스위치  F1~F6에  현재  할당되어  있는  기능을  설명하는  표시를  행하는  것이다. 
각  기능 스위치 F1~F6에  대한 기능 할당 상태에 있어서는 좌측의 5개의 기능 스위치 F1~F5가 실질적
인  각종  데이타  설정기능등에  대응하는  기능  스위치로  되고,  나머지  스위치  F6이  다음 후보NEXT)선
택 키로써 작용하는 것이다.  기능 스위치 설명 표시부 DPY2는  각  기능 스위치 F1~F6에  대응하는 6개
의 표시틀로 되고,  F1~F6에  대응하는 각  표시틀에는 각  기능 스위치 F1~F6에  현재 할당되어 있는 기
능을  설명하는  표시(예를들면,  이  표시는  "데이타  입력"  또는  "프로콘"  등의  문자로  된다)가 나타난
다.  그  경우,  기능  스위치  F6이  다음  후보  선택키로써  작용하고  있으면,  F6에  대응하는  표시틀에는 
그 다음 후보 선택키 기능을 설명하는 표시 "NEXT"가 나타난다.

표시기  DPY의  오른쪽에  인접해서  배치된  기능  메뉴부  MENU는   기능  스위치  F1~F6에  할당  가능한 모
든  데이타  설정기능을  표시하는  표시를  가시적이며,  또한  고정적으로  표시한  일람표이다.  이  기능 
메뉴부  MENU는  프로그램  모드  메뉴  PRO.MENU와  운전  모드  메뉴  RUN.MENU로  된다.  프로그램  모드 메
뉴  PRO.MENU는  프로그램  모드시에  각  기능  스위치  F1~F6에  할당  가능한  모든  기능을  표시하는 것이
다.  운전 모드 메뉴 RUN.MENU는  운전 모드시에 각 기능 스위치 F1~F6에  할당 가능한 모든 기능을 표
시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모드라함은  바라는  자수무늬를  실현하기  위한  자수  바느질  프로그램에  관련된  각종의 데이
타  설정(예를들면,  바라는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의  입력,  즉  "데이타  입력"이나  실의 
색변환  순서의  설정,  즉  "프로콘  설정"등)을  행하는  모드이다.  운전  모드라함은  자수기의  운전 개시

41-8

특1994-0010388



에 앞서서 각종의 운전 조건(예를들면, 미싱주축 회전수등)의 설정을 행하는 모드이다.

표시  전환  스위치  SW1은  표시기  DPY의  표시모드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들면,  도시한  바와 같
이  설정내용  표시부  DPY1과  기능  스위치  설명  표시부  DPY2로  나누어서  표시기를  사용하는 표시모드
에서 다른 표시모드로 전환할때에 이 표시전환 스위치 SW1을 조작한다.

프로그램  모드  스위치  SW2는  이  자수기의  동작모드를  상기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할때에  조작하는 스
위치이다.

운전  모드  스위치  SW3은  이  자수기의  동작  모드를  상기  운전모드로  설정할  때에  조작하는 스위치이
다.

틀  이동키  스위치  FKY는  자수틀(20)을  수동조작으로  이동시킬때에  조작하는  스위치이다.  텐  키 스위
치  TKY는  각종의  수치  데이타를  입력하기  위한  스위치이다.  설정  확인  스위치  SW4는  각종의  데이타 
설정조작에  있어서  설정내용을  확인할때에  조작하는  스위치이다.  세트  스위치  SW5는  텐  키  스위치 
TKY에  의해서  입력한  수치  데이타를  등록할  때,  또는  기능설정  완료시에  조작되는  것이며, 리턴키로
써 작용한다.

제  4  도는  데이타  RAM(14)의  메모리  맵의  일예를  도시한  것이다.  데이타  RAM(14)는  크게  구별해서 
무늬  데이타  디렉트리(14A)와  무늬  데이타  메모리부(14B)로  된다.  무늬  데이타  메모리부(14B)는 여
러종류의  바느질  무늬에  대응하는  무늬  데이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이  끝난  무늬 데이타
에  대응해서  각각의  무늬  데이타를  기억한  무늬  데이타  에리어  P1,P2,P3(예를들면  등록이  끝난  무늬 
데이타가  3종류인  것으로  한다)이  마련된다.  무늬  데이타  메모리부(14B)에  있어서  아직  무늬 데이타
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에리어는  블랭크로  되어  있다.  무늬  데이타  디렉트리(14A)는  무늬  데이타 메
모리부(14B)에 등록이 끝난 각 무늬 데이타의 기억 에리어(즉, 각 무늬 데이타 에리어 
P1,P2,P3....)를 지시하는 데이타를 기억하는 것이다.

무늬  데이타  디렉트리(14A)는  무늬  데이타  메모리부(14B)에  등록이  끝난  각  무늬  데이타  에리어 
P1,P2,P3...마다  그  무늬  번호와  개시  어드레스(각  에리어  P1,P2,P3...의  선두의  어드레스)와  엔드 
어드레스(각  에리어  P1,P2,P3의  최후의  어드레스)를  각각  기억하는  것이다.  무늬  번호는  각  에리어 
P1,P2,P3...마다,  "1","2","3"...과  같이  임의로  설정되는  번호이며,  등록이  끝난  무늬  데이타를 식
별하는  것이다.  등록시에  있어서  임의의  무늬  번호가  데이타  입력에  의해  설정되었을  때,  그 무늬번
호에  대응하는  디렉트리를  무늬  데이타  디렉트리(14A)에  개설한다.  또,  리드시에  있어서  임의의 무
늬  번호가  데이타  입력에  의해  지정되었을  때,  무늬  데이타  디렉트리(14A)에서  그  무늬번호에 대응
하는  개시  어드레스를  리드하고,  이것에  의해  그  무늬번호에  대응하는  어느것인가  하나의  무늬 데이
타 에리어 P1,P2,P3...을 특정하고, 그곳에 액세스한다.

각  무늬  데이타  에리어  P1,P2,P3...는  제어  데이타  메모리  에리어  GME와  그것에  계속해서  바느질 데
이타  메모리  에리어  SME로  된다.  제어  데이타  메모리  에리어  CME는  본  발명에  따른  제어  데이타를 
해당  무늬번호에  대응해서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바느질  데이타  메모리  에리어  SME는  바라는  자수 
바느질을  실현하기  위한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제어  데이타  메모리  에리어  DME는 
해당  무늬번호에  대응해서  설정된  각종의  데이타,  이  예에서는  앞서  나온  "프로콘  설정  데이타", "
데이타  변환  파라미터",  "헤드  선택  데이타",  "무늬  프로콘  설정  데이타",  "반복  설정  데이타", "오
프셋  설정  데이타"등을  기억한다.  바느질  데이타  메모리  에리어  SME는  종래부터  공지인  바느질 데이
타(자수틀의  이동량을  지시하는  X,Y  데이타  및  소요  스티치에  있어서의  색변환,  미싱주축정지, 점프
등의  자수미싱의  각  동작을  지시하는  기능  데이타등,  1스티치마다  자수  바느질  동작에  관한 데이타
이다)를 1스티치마다 기억한다.

다음에,  마이크로  컴퓨터의  제어하에서  제  2  도의  자동  자수기에  의해서  실행되는  동작중,  특히  본 
발명에 관련된 부분의 동작에 대해 제 5 도 이하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자동  자수기의  전원이  들어가면,  제  5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먼저,  소정의  초기와  루틴을  거쳐서 
미싱주축  정지루틴으로  진행한다.  각종의  데이타  설정처리  동작은  이  미싱주축  정지루틴에  있어서 
실행된다.  비운전시는  이  미싱주축  정지루틴을  항상  실행하고  있으며,  기동/정지  스위치(26)에  의해 
기동  스위치  ON으로  되면,  운전  루틴으로  이행한다.  운전  루틴에서는  미싱주축(23)을  구동하여  그 
주축의  1회전에  동기해서  1스티치마다  바느질  데이타를  바느질  데이타  메모리  에리어  SME에서 순차
적으로 리드하여 이것에 따라 자수 바느질 동작을 행한다.

미싱주축  정지루틴의  일예에  대해  제  6  도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먼저,  정지  초기화  루틴에 있어서
는  미싱  정지시에  있어서  소정의  초기와  처리를  행한다.  다음의  스텝(30)에서는  동작모드  플래그의 
내용에  따라  동작  모드가  운전  모드인가  프로그램  모드인가를  조사한다.  동작모드는  다음에 기술하
는  바와같이  프로그램모드  스위치  SW2를  ON하는  것에  의해  프로그램  모드로  되고,  운전모드  스위치 
SW3을 ON하는 것에 의해 운전모드로 된다.

프로그램  모드이면,  스텝(31)  이후의  루틴으로  진행하여  프로그램  모드에  있어서의  각종  데이타의 
설정처리를  행한다.  프로그램모드에  있어서의  각종  데이타의  설정모드의  선택은  다음과  같이  기능 
스위치 F1~F6의 조작에 의해서 행한다.

프로그램  모드에  있어서  표시기  DPY의  화면은  먼저  초기에  제  3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되고,  기능 
스위치  설명  표시부  DPY2에서는  프로그램  모드에  있어서의  A~E의  모드의  설명을  표시한다.  기능 스
위치  F6을  눌러서  다음  후보를  선택하면,  기능  스위치  설명  표시부  DPY2는  프로그램  모드에 있어서
의  F~J의  모드의  설명을  표시하는  화면으로  전환한다.  또  기능  스위치  F6을  눌러서  다음  후보를 선
택하면,  기능  스위치  설명  표시부  DPY2는  프로그램  모드에  있어서의  K~M의  모드의  설명을  표시하는 
회면으로  전환된다.  이와같이  기능  스위치  설명  표시부  DPY2의  화면을  프로그램  모드에  있어서의 바
라는  데이타  설정모드(예를들면  항목  A~M)의  설명을  표시하는  상태로  하고,  거기에서  화면으로 표시
되어  있는  바라는  데이타  설정모드(예를들면,  항목  A~M)의  설명표시에  대응하는  하나의  기능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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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F5를  조작하는  것에  의해  상기  바라는  데이타  설정모드(예를들면,  항목  A~M중의  하나)를 선택한
다.  또한  제  6  도의  플로우차트에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표시기DPY의  화면에  바라는 표
시를  행하거나,  기능  스위치  F6의  조작을  검출해서  그  표시를  전환하는  처리  스텝의  도시를 생략하
고 있다.

스텝(31)에서는  "데이타  입력  설정  스위치가  ON"인가를  조사한다.  여기에서는  항목  A의  모드,  즉 "
데이타  입력  설정모드"를  선택하기  위하여  기능  스위치  설명  표시부  DPY2로  항목  A~E의  설명표시를 
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기  항목  A에  대응하는  기능  스위치  F1이  ON  되었는가를  조사했다.  YES이면 
스텝(32)의  "데이타  입력  서브루틴"을  실행한다.  이  "데이타  입력  서브루틴"의  일예는  제  8  도에 도
시되어  있다.  스텝(31)이  NO이면  스텝(33)으로  진행하여  다른  데이타  설정모드에  대해서  조사한다. 
또한,  "데이타  입력  설정모드"라  함은  바라는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를  종이 테이프
(17)에서  입력하고  있는가,  또는  데이타  RAM(14)에서  리드하는가  중  어느쪽으로  하는가의  설정을 행
하는 모드이며, "데이타 입력 서브루틴"에서는 그를 위한 처리를 행한다.

스텝(33)~(38)에서는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  또는  바느질  동작의  제어를  위한  각종  제어 데이타(앞서
나온  "프로콘  설정  데이타","데이타  변환  파라미터","헤드  선택  데이타","무늬  프로콘  설정 데이
타","반복  설정  데이타","오프셋  설정  데이타"등)를  설정하는  모드를  선택하기  위한  스위치  조작이 
이루어졌는가를 조사한다.

서브루틴(33)에서는  "프로콘  설정  스위치가  ON"인가를  조사한다.  여기에서는  항목  B의  모드,  즉 "프
로콘  설정모드"를  선택하기  위하여  기능  스위치  설명  표시부  DPY2로  항목  A~E의  설명  표시를  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기  항목  B에  대응하는  기능  스위치  F2가  ON되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YES이면, 
서브루틴(39)의  "프로콘  설정  서브루틴"을  실행한다.  이  "프로콘  설정  서브루틴"에서는  "프로콘 설
정모드"에 있어서의 데이타 설정처리를 행한다.

"프로콘  설정모드"라  함은  실의  색변환  순서를  지시하는  데이타를  설정하는  모드이다.  즉,  이 "프로
콘  설정  서브루틴"에서는  실의  색변환의  각  순서에  있어서  선택해야  할  바늘대  번호를  표시하는 데
이타를  각각  설정하는  처리를  행하는  것이다.  실의  색변환의  각  순서에  대응해서  설정된  피선택 바
늘대  번호  데이타를  프로콘  설정  데이타라  한다.  바라는  바늘대  번호  데이타는  텐  키  스위치  TKY에 
의해서  입력한다.  설정  입력된  프로콘  설정  데이타는  워킹  RAM(13)내의  제어  데이타  메모리 에리어
에 일시 기억된다.

스텝(34)에서는  "데이타  변환  파라미터  설정  스위치  ON"인가를  조사한다.  여기에서는  항목  C의 
모드,  즉  "데이타  변환  파라미터  설정모드"를  선택하기  위하여  기능  스위치  설명  표시부  DPY2로 항
목  A~E의  설명  표시를  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기  항목  C에  대응하는  기능  스위치  F3이 ON되었는가
를  조사하는  것이다.  YES이면  스텝(40)의  "데이타  변환  파라미터  설정  서브루틴"을  실행한다.  이 "
데이타  변환  파라미터  설정  서브루틴"에서는  "데이타  변환  파라미터  설정모드"에  있어서의  데이타 
설정처리를  행한다.  "데이타  변환  파라미터  설정모드"라  함은  바느질  데이타중의  자수틀의 X,Y이동
량을  지시하는  X,Y  데이타를  축소,  확대,  회전등을  시키기  위한  데이타  변환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모드이다.  데이타  변환  파라미터로써는  자수무늬를  축소  또는  확대하기  위한  배율   데이타  A, 자수
무늬를  회전시키기  위한  회전각  데이타  θ,  자수무늬를  미러  반전하는가  아닌가를  설정하는  미러 반
전데이타  M등이  있다.  미러  반전  데이타  M은  미러  반전을  해야할때  "1",  하지  않을  때  "0"이다.  각 
데이타  변환  파라미터의  바라는  값은  텐  키  스위치  TKY에  의해서  입력한다.  설정  입력된  각  데이타 
변환 파라미터 A,θ,M은 워킹 RAM(13)내의 제어 데이타 메모리 에리어에 일시 기억된다.

스텝(35)에서는  "오프셋  설정  스위치  ON"인가를  조사한다.  여기에서는  항목  D의  모드,  즉  "오프셋 
설정  모드"를  선택하기  위하여  기능  스위치  설명  표시부  DPY2로  항목  A~E의  설명  표시를  행하고 있
는  상태에서  상기  항목  D에  대응하는  기능  스위치  F4가  ON  되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YES이면, 
스텝(41)의  "오프셋  설정  서브루틴"을  실행한다.  이  "오프셋  설정  서브루틴"에서는  "오프셋 설정모
드"에  있어서의  데이타  설정처리를  행한다.  "오프셋  설정모드"라  함은  상술의  자수틀의  오프셋양을 
설정하는  오프셋  설정  데이타를  설정하는  모드이다.  바라는  오프셋양은  텐  키  스위치  TKY에  의해서 
설정입력한다.  설정입력된  오프셋  설정  데이타는  워킹  RAM(13)내의  제어  데이타에  메모리  에리어에 
일시 기억된다.

스텝(36)에서는  "헤드  선택  설정  스위치  ON"인가를  조사한다.  여기에서는  항목  E의  모드,  즉  "헤드 
선택  설정모드"를  선택하기  위하여  기능  스위치  설명  표시부  DPY2로  항목  A~E의  설명  표시를  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기  항목  E에  대응하는  기능  스위치  F5가  ON  되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YES이면, 
스텝(42)의  "헤드  선택  설정  서브루틴"를  실행한다.  이  "헤드  선택  설정  서브루틴"에서는  "헤드 선
택  설정모드"에  있어서의  데이타  설정  처리를  행한다.  "헤드  선택  설정모드"라  함은  멀티헤드식 자
수기에  있어서  실의  색변환을  행하는  스탭마다  각  미싱헤드마다  운전/정지의  조합을  설정하는  헤드 
선택  설정  데이타를  설정하는  모드이다.  각  실의  색변환  순서에  대응하는  각  미싱헤드마다 운전/정
지의 바라는 조합은 텐 키 스위치 TKY에  의해서 설정 입력한다.  설정 입력된 헤드 선택 설정 데이타
는 워킹 RAM(13)내의 제어 데이타 메모리 에리어에 일시 기억된다.

스텝(37)에서는  "무늬  프로콘  설정스위치  ON"인가를  조사한다.  여기에서는  항목  H의  모드,  즉  "무늬 
프로콘  설정모드"를  선택하기  위하여  기능  스위치  설명표시부  DPY2로  항목  F~J의  설명표시를  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기  항목  H에  대응하는  기능  스위치  F3이  ON  되었는가로  조사하는  것이다.  YES이면, 
스텝(43)의  "무늬  프로콘  설정  서브루틴"에서는  "무늬  프로콘  설정모드"에  있어서의  데이타 설정처
리를  행한다.  "무늬  프로콘  설정모드"라  함은  상술의  무늬  프로그램  콘트롤  설정  데이타를  설정하는 
모드이다.  즉,  이  "무늬  프로콘  설정  서브루틴"에서는  여러  자수무늬를  조합해서  연속적으로 바늘질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수무늬의  각  바느질  순서에  대응해서  바라는  자수무늬의  무늬번호를  텐  키 
스위치  TKY에  의해서  설정입력하는  처리를  행한다.  설정  입력된  무늬  프로콘  설정  데이타는  워킹 
RAM(13)내의 제어 데이타 메모리 에리어에 일시 기억된다.

스텝(38)에서는  "반복  설정  스위치  ON"인가를  조사한다.  여기에서는  항목  I의  모드,  즉  "반복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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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를  선택하기  위하여  기능  스위치  설명  표시부  DPY2로  항목  F~J의  설명  표시를  행하고  있는 상
태에서  상기  항목  I에  대응하는  기능  스위치  F4가  ON  되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YES이면, 스텝
(44)의  "반복  설정  서브루틴"을  실행한다.  이  "반복  설정  서브루틴"에서는  "반복  설정모드"에 있어
서의  데이타  설정처리를  행한다.  이  "반복  설정  서브루틴"에서는  같은  자수무늬의  바느질  동작의 반
복  횟수를  설정하는  데이타를  텐  키  스위치  TKY에  의해서  설정  입력하는  처리를  행한다.  설정 입력
된 반복 설정 데이타는 워킹 RAM(13)내의 제어 데이타 메모리 에리어에 일시 기억된다.

다음의 스텝(45)에서는 프로그램 모드에 있어서 그 이외의 데이타 설정처리를 행한다.

다음의  스텝(46)에서는  "팩  설정  스위치  ON"인가를  조사한다.  여기에서는  항목  F의  모드,  즉  "팩 설
정  모드"를  선택하기  위하여  기능  스위치  설명  표시부  DPY2로  항목  F~J의  설명  표시를  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기  항목  F에  대응하는  기능  스위치  F1이  ON  되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YES이면, 스텝
(47)의 "팩 설정 서브루틴"을 실행한다. 이 "팩 설정 서브루틴"의 일예는 제 7 도에 도시되어 있다.

"팩  설정  서브루틴"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설정  입력되어  워킹  RAM(13)내의  제어  데이타  메모리 
에리어에  일시  기억된  1조의  각종  제어  데이타(이것을  제어  데이타  팩이라  한다)를  데이타 RAM(14)
내의  바라는  무늬번호에  대응하는  제어  데이타  메모리  에리어  CME에  일괄해서  등록(기억)하는 처리
를 행한다.

제  7  도에  있어서,  먼저  스텝(48)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설정  입력한  제어  데이타  팩을 등록하고
자  하는  무늬번호를  텐  키  스위치  TKY에  의해  지정  입력한다.  다음의  스텝(49)에서는  워킹 RAM(13)
내의  제어  데이타  메모리  에리어에서  제어  데이타  팩을  리드하고,  이것을  앞서의  스텝에서  지정 입
력한  무늬번호에  대응하는  데이타  RAM(14)내의  제어  데이타  메모리  에리어  CME에  라이트  한다.  그후 
메인루틴으로 리턴한다.

제  6b  도로  되돌아가서  스텝(50)에서는  운전모드  스텝  SW3이  ON  되었는가를  조사한다.  NO이면, 스텝
(31)로 되돌아가서 프로그램 모드의 처리를 반복한다.

운전모드  스위치  SW3이  ON되면,  동작모드는  프로그램  모드에서  운전모드로  전환된다.  운전모드로 전
환된 직후는 자수 바느질 동작개시를 위한 각종 데이타의 초기와 처리를 행한다(스텝(51)).

스텝(52)에서는  운전모드에  있어서의  각종  데이타의  설정  처리를  행한다.  운전모드에  있어서  표시기 
DPY의  기능  스위치  설명  표시부  DPY2에서는  먼저,  운전모드에  있어서의  A~E의  모드의  설명을 표시한
다.(제  3  도의  운전모드  메뉴  RUN.MENU  참조).  기능  스위치  F6을  눌러서  다음의  후보를  선택하면, 
기능 스위치 설명 표시부 DPY2에서는 운전모드에 있어서의 F,G의 모드의 설명을 표시한다.

기능  스위치  설명  표시부  DPY2로  바라는  모드를  표시하는  상태로  하여  기능  스위치  F1~F5의  조작에 
의해서  바라는  모드를  선택한다.  그리고,  텐  키  스위치  TKY등의  조작에  의해서  바라는  데이타를 설
정한다.  예를들면  미싱의  회전수를  설정하는  경우는  B의  "회전수  모드"를  선택하여  텐  키  스위치 
TKY에  의해  바라는  회전수를  설정  입력한다.  이렇게  해서  스텝(52)에서는  필요한  미싱  운전  조건을 
설정한다.

스텝(53)에서는  기동/정지  스위치(26)에  의해  기동  스위치가  ON으로  되었는가를  조사한다.  기동 스
위치가  ON이면,  메인루틴으로  리턴해서  운전루틴(제  5  도)으로  진입한다.  기동  스위치가  ON이 아니
면,  스텝(54)으로  진행하여  프로그램  모드  스위치  SW2가  ON  되었는가를  조사한다.  NO이면, 스텝(5
2)로  되돌아가서  운전모드에  있어서의  각종  데이타의  설정처리를  위한  루틴을  반복한다.  프로그램 
모드  스위치  SW2가  ON  되면,  동작  모드는  운전모드에서  프로그램  모드로  전환되어  스텝(31)로 진행
하여 상술한 프로그램 모드에 있어서의 각종 데이타의 설정처리를 위한 루틴을 반복한다.

다음에  제  8  도를  참조해서  "데이타  입력  서브루틴"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데이타  입력 서브루
틴"에서는  먼저,  기능  스위치  설명  표시부  DPY2의  표시내용을  "데이타  입력  설정모드"에  있어서의 
하위  표시로  전환하여  기능  스위치  F1에  대응해서  "메모리  리드  모드"를  표시하는  표시를  행하고, 
기능  스위치  F2에  대응해서  "메모리  라이트  모드"를  표시하는  표시를  행한다.  "메모리  리드  모드"라 
함은  바라는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를  데이타  RAM(14)에서  리드하는  것을  지시하는 모
드,  "메모리  라이트  모드"라  함은  바라는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를  종이 테이프(17)에
서 입력하여 데이타 RAM(14)에 라이트하는 것을 지시하는 모드이다.

스텝(55)에서는  기능  스위치  F1이  ON  되었는가,  즉  상기  "메모리  리드  모드"가  선택되었는가를 조사
한다.  NO이면,  스텝(56)으로  진행하여  기능  스위치  F2가  ON되었는가,  즉  상기  "메모리  라이트 모
드"가  선택되었는가를  조사한다.  NO이면  스텝(55)로  되돌아가지만,  YES이면  스텝(7)로  진행하여 바
라는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를  종이  테이프(17)에서  입력하여  데이타  RAM(14)에 기억하
는 처리를 행한다.  이때 바라는 무늬번호를 텐  키  스위치 TKY의  조작에 의해서 지정하고,  이  지정된 
무늬번호에  대응해서  데이타  RAM(14)내의  무늬  데이타  메모리부(14B)에  있어서  무늬  데이타 에리어
를  마련하고,  이  지정된  무늬  번호에  대응하는  무늬  데이타  에리어내의  바느질  데이타  메모리 에리
어 SME에 종이 테이프(17)에서 입력한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한다.

한편,  "메모리  리드  모드"가  선택된  경우는  스텝(58)로  진행하여  리드하고자  하는  자수무늬의 무늬
번호를 텐 키 스위치 TKY의 조작에 의해서 지정한다.

다음의  스텝(59)에서는  지정된  무늬번호에  대응하는  데이타  RAM(14)내의  제어  데이타  메모리 에리어
CME에  제어  데이타  팩이  등록되어  있는가를  조사한다.  YES/이면  스텝(60)으로  진행하여  지정된 무늬
번호에  대응하는  제어  데이타  메모리  에리어  CME에서  제어  데이타  팩을  리드해서  워킹  RAM(13)내의 
소정의  기억장치에  기억한다.  또한,  운전시에  있어서는  이  워킹  RAM(13)내의  소정의  기억위치에 기
억된  제어  데이타  팩(프로콘  설정  데이타,  데이타  변환  파라미터,  헤드  선택  데이타,  무늬  프로콘 
설정  데이타,  반복  설정  데이타,  오프셋  설정  데이타등의  1조)이  리드되어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이
나 바느질 동작의 제어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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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스텝(61)에서는  데이타  RAM(14)의  리드  어드레스를  지정된  무늬번호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
타  메모리  에리어  SME의  선두  어드레스(즉,  제1스티치의  어드레스)에  설정하고,  그  바느질  데이타 
메모리 에리어 SME에서 바느질 데이타를 리드할 준비를 한다. 그후 메인루틴(제 5 도)로 리턴한다.

다음에  제  5  도의  메인루틴에  있어서  미싱주축  운전루틴의  일예에  대해  제  9  도를  참조하면서 설명
한다.

운전루틴에서는 먼저, 소정의 초기화 처리를 실행한 후에 주축모터(22)를 기동시킨다.

다음의 스텝(62)에서는 자수 바느질 동작을 위한 각종의 운전처리를 실행한다.

다음의  스텝(63)에서는  현재의  처리중의  스티치에  관한  기능  데이타의  내용이  색변환  코드인가를 조
사한다.  또,  스텝(64)에서는  현재  처리중의  스티치에  관한  기능  데이타의  내용이  자수무늬의  종료를 
표시하는  종료코드인가를  조사한다.  스텝(65)에서는  미싱주축의  정지가  완료하였는가를  확인한다. 

미싱주축이 정지하고 있지  않으면 스텝(62)로 되돌아서 운전루틴 처리를 반복한다.

이  운전루틴의  처리중에  미싱주축(23)의  로터리  엔코더(24)에서  주축회전각에  따른  클럭  신호가 주
어지면, 그때마다 처리를 중단하고 제 10 도와 같은 엔코더 클럭 인터럽트 서브루틴으로 진행한다.  

엔코더  클럭  인터럽트  서브루틴에서는  엔코터  카운터를  한  개  카운트업한  후(스텝(301)),  그 계수값
이  어떤  처리  타이밍에  대응하는  것이가를  순차적으로  판단하고(스텝(302),(303)),  각  타이밍에 따
른  처리를  행한다.  자수를  이동  타이밍에  있어서는  스티치  카운터의  출력에  따라서  현재의  자수 바
느질 스티치에 대응하는 X,Y 데이타 및 기능 데이타를 데이타 RAM(14)에서 리드한다(스텝(304)).

다음의  스텝(305)에서는  데이타  변환처리를  행한다.  여기에서는  이  워킹  RAM(13)에  기억한  제어 데
이타  팩중,  데이타  변환  파라미터를  리드하고,  이  데이타  변환  파라미터에  따라서  X,Y  데이타를 변
환하는  처리를  행한다.  상세하게는  데이타  변환  파라미터로써의  상술의  배율  데이타  A,  회전각 데이
타θ,  미러반전  데이타  M(이것은  상술한  것과  같이  "1"  또는  "0"이다)에  따라서  본래의  X,Y데이타를 
다음식에 따라서 변환하고, 변환된 데이타 Xa,Ya를 구한다.

Xa=A(M.Xcosθ-Ysinθ)

Ya=A(Ycosθ+M.Xsinθ)

이렇게  해서  변환된  자수를  X,Y  데이타  Xa,Ya에  따라서  자수틀(20)을  X-Y  이동하고(스텝(306)),  그 
후 스티치 카운터를 다음의 바느질 스티치로 진행한다(스텝(307)). 그리고, 운전루틴으로 리턴한다.

또한,  스텝(308)에서는  정지  타이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처리를  실행하고,  스텝(309)에서는  점프 제
어등 그 이외의 처리를 실행한다.

제  9  도의  운전루틴의  설명으로  되돌아가서  스텝(63)에서  기능  데이타의  내용이  색변환  코드인  것이 
확인되면, 스텝(66),(67),(68),(69),(70)의 처리를 행한다.

스텝(66)에서는 미싱주축(23)을 정지하기 위한 처리를 행한다.

스텝(67)에서는  색변환  카운터에  계수값을  진행하는  처리를  행한다.  스텝(68)은  "프로콘  설정 처리
루틴"이며,  여기에서는  워킹  RAM(13)에  기억한  제어  데이타  팩중,  프로콘  설정  데이타를  리드하고, 
이  프로콘  설정  데이타에  따라서  실의  색변환  처리를  행한다.  더  상세하게는  색변환  카운터의 계수
값에  의해서  표시된  색변환  순서에  대응해서  설정된  바늘위치를  지시하는  데이타를  리드하고,  이 바
늘 위치를 선택하도록 색변환 모터(25)를 제어한다.

스텝(69)는  "헤드  선택  처리루틴"이며,  여기에서는  워킹  RAM(13)에  기억한  제어  데이타  팩중,  헤드 
선택  데이타를  리드하고,  이  헤드  선택  데이타에  따라서  각  미싱  헤드마다  운전/정지를  제어하는 처
리를 행한다.

스텝(70)은  "오프셋  설정  처리루틴"이며,  여기에서는  워킹  RAM(13)에  기억한  제어  데이타  팩중, 오
프셋 설정 데이타를 리드하고, 이 오프셋 설정 데이타에 따라서 자수틀을 오프셋하는 처리를 
행한다.

한편,  스텝(64)에서  기능  데이타의  내용이  종료코드인  것이  확인되면,  스텝(71),(72),(73)의  처리를 
행한다.

스텝(71)에서는 미싱주축(23)을 정지하기 위한 처리를 행한다.

스텝(72)는  "무늬  프로콘  설정  처리루틴"이며,  여기에서는  워킹  RAM(13)에  기억한  제어  데이타 
팩중,  무늬 프로콘 설정 데이타를 리드하여 이  무늬 프로콘 설정 데이타에 따라서 지금 바느질을 끝
낸 자수무늬의 다음에 조합하여야 할 자수무늬의 바느질 동작을 개시시키기 위한 처리를 행한다.

스텝(73)는  "반복  설정  처리루틴"이며  여기에서는  워킹  RAM(13)에  기억한  제어데이타  팩중,  반복 설
정  데이타를  리드하여  이  반복  설정  데이타에  따라서  지금  바느질을  끝낸  자수무늬의  다음에,  같은 
자수무늬의 바느질 동작을 반복시키기 위한 처리를 행한다.

이상의  구성에  의해  제어  데이타를  설정하는  경우는,  정지루틴(제  6  도~제  8  도)의  처리에  의해 바
느질  데이타를  등록한  각  자수무늬마다(각  무늬번호마다)  바라는  내용의  제어  데이타의  1조를 설정
하여  등록한다.  또,  운전시는  운전개시에  앞서서  제  8  도의  스텝(58)~(61)의  처리에  의해  자수 바느
질을  하고자  하는  바라는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1조의  제어  데이타  팩을  리드하고,  운전루틴(제  9 
도,  제  10  도)의  처리에 의해 그  제어  데이타 팩의 각  데이타의 내용에 따라서 자수 바느질 동작의 
제어 및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 제어를 실행한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데이타  설정  및  그  이외의  처리는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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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처리에 의해서 실행하고 있지만, 전용의 하드웨어회로에 의해서 실행하여도 좋다.

또,  각  자수무늬  대응해서  데이타  RAM(14)에  설정등록한  제어  데이타  팩을  그것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와 함께 종이 테이프 및 그 이외의 외부 메모리에 보존기록하여도 좋다.

다음에  메모리에  기억하고  있는  여러개  무늬의  바느질  데이타를  조합하는  것에  의해  연속하는  1개의 
새로운 무늬의 바느질 데이타로써 제공할 수 있는 실시예에대하여 설명한다.

이  실시예에  과한  자수기의  하드  구성도는  제  2  도와  마찬가지로써  좋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는 정
지루틴에 있어서의 "데이타 입력 서브루틴"을 제 11 도와 같이 구성하면 좋다.

데이타 입력 모드가 선택되면 제 11  도의 스텝(80)의  처리에 의해 표시기 DPY의  표시를 제 12a와 같
은 "데이타 입력" 모드 표시상태로 전환하여 다음의 스텝(81)로 진행한다.

스텝(81)에서는  기능  스위치  F1  또는  F2가,  ON  되었는가를  조사한다.  이  표시상태에  있어서는  기능 
스위치  F1에  대응하는  기능은  "메모리  리드"모드  설정이고,  자수기의  데이타  RAM(14)내에  등록되어 
있는  바라는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를  리드하는  경우에  상기  스위치  F1을  ON하여 "메모
리  리드"모드를  선택한다.  또  기능  스위치  F2에  대응하는  기능은  "메모리  라이트"모드설정이고, 바
라는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를  외부  기록장치에서  데이타  RAM(14)에  라이트해서 등록하
는  경우에  상기  스위치  F2를  ON으로  해서  "메모리  라이트"모드를  선택한다.  기능  스위치  F1이  ON된 
경우는 스텝(82)로 진행하고, F2가 ON된 경우는 스텝(83)으로 진행하다.

스텝(83)에서는  데이타  RAM(14)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수무늬의  번호를  텐  키  스위치  TKY의  조작에 
의해  설정  입력한다.  이것에  의해  설정  입력한  무늬번호가  데이타  RAM(14)에  등록되어  바라는 자수
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를  리드하고자  할때에는  상기  무늬번호를  설정  입력하는  것에  의해 
지정한다.

다음의  스텝(84)에서는  표시기  DPY의  표시를  제  12b  도와  같은  "데이타  입력  선택  메모리 라이트"모
드 표시상태로 전환환여 다음 스텝(85)로 진행한다.

스텝(85)에서는  데이타  RAM(14)에  설정  입력된  자수무늬  번호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를 라이트하
기 위한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를 상기 무늬번호에 대응하는 소정의 개시 어드레스에 
세트한다.

다음의  스텝(86)에서는  메모리  등록하고저  하는  자수무늬에  대응한  바느질  데이타가  기록되어  있는 
종이 테이프를 종이 테이프 리이더(16)에 세트하여 다음의 스텝(87)로 진행한다.

스텝(87)에서는기능  스위치  F1또는  F2가  ON  되었는가를  판단한다.  이  표시상태에  있어서  기능 스위
치  F1에  대응하는기능은  종이  테이프에서  바라는  바느질  데이타를  리드하기  위한  통상의  "통상 테이
프  개시"모드  설정  스위치이고,  1개의  종이  테이프에서  1조의  바느질  데이타를  리드하는  경우  또는 
여러개의  종이  테이프의  바느질  데이타를  조합해서  1개의  자수무늬의  데이타로써  등록하기  위해  이 
여러개의  종이  테이프중  최후의  종이  테이프를  리드하는  경우에  상기  스위치  F1을  ON으로  해서 "통
상  테이프  개시"모드  설정을  선택한다.  또,  기능  스위치  F2에  대응하는  기능은  여러개의  종이 테이
프의  바느질  데이타를  조합해서  리드하기  위한  "멀티  테이프  개시"모드  설정  스위치이고,  여러개의 
종이  테이프의  바느질  데이타를  조합해서  1개의  자수무늬  데이타로써  등록하는  경우에  있어서 최후
의  종이  테이프  이외의  다른  종이  테이프의  데이타  리드  개시시에  상기  스위치  F2를  ON으로 하여,
 "멀티 테이프 개시"모드 설정을 선택한다.  기능 스위치 F1  또는 F2가  ON된  경우는 스텝(87)로 진행
하고,  어느것의  스위치도  ON  되지  않은  경우는  어느것인가의  스위치가  ON  되기까지  스텝(87)에 대기
한다.

스텝(88)에서는  종이  테이프  리이더(16)에  의해  종이  테이프(17)에  기록되어  있는  1스티치분의 바느
질 데이타(X,Y 데이타 기능 데이타)를 리드한다.

다음의  스텝(89)에서는  스텝(88)에서  리드한  1스티치분의  바느질  데이타를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에  의해  지시된  데이타  RAM(14)내의  어드레스에  라이트하고,  그후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를 
1스티치분만 진행한다.

다음의  스티치(90)에서는  스텝(88)에서  리드한  바느질  데이타에  포함되는  기능  데이타의  내용이 종
료코드  인가를  조사한다.  이  종료코드는  자수무늬의  바느질  데이타의  종료를  표시하는  것이고,  또 1
개의  종이  테이프에  기록되어  있는  바느질  데이타의  리드  동작  완료를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능  데이타의  내용이  종료코드가  아닌  경우는  스텝(88)로  되돌아가서  테이프  입력에  의한 1스티치
분의  바느질  데이타의  리드와  메모리  등록  및  1스티치분의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  진행을 반복
한다. 이 기능코드의 내용이 종료코드인 경우 스텝(91)로 진행한다.

스텝(91)에서는  스텝(40)에서  설정된  테이프  입력  모드가  "멀티  테이프  개시"모드인가  아닌가를 판
단한다.  "멀티  테이프  개시"모드인  경우는  스텝(2)로  진행하고,  "통상  테이프  개시"모드인  경우는 
메인루틴으로 리턴한다.  

스텝(92)에서는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를  1스티치분만  앞으로  되돌려서  그  어드레스에 라이트
되어  있는  "종료코드"를  "정지코드"에  리라이트한다.  "정지코드"는  미싱  회전을  일시  정지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고  무늬의  종료는  지시하지  않는다.  이것에  의해  종이  테이프가  종료하여도  무늬는 종
료하지  않게  되어  다시  바느질  데이타를  계속하게  된다.  또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를 1스티치
분만 진행하여 스텝(86)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지금  막  리드시킨  종이  테이프의  데이타  다음에  조합되어야  할  다른  종이  테이프에  관해서, 
상술한  스텝(86)~(92)의  처리를  반복한다.  계속해서  조합하여야  할  테이프가  아직  있는  경우는  재차 
"멀티 테이프 개시"모드로 하고, 스텝(91)의 YES에서 스텝(92)로 진행하여 스텝(86)으로 
되돌아간다.  한편,  조합의  최후  종이  테이프의  데이타  리드를  행할때에는  "통상  테이프  개시"모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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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스텝(91)의 NO에서 리턴으로 진행하여 데이타의 리드를 종료한다.

한편,  메모리  리드모드가  선택된  경우는  스텝(81)에서  (82)로  진행한다.  스텝(82)에서는  데이타 
RAM(14)에  등록되어  있는  바라는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를  리드하기  위하여  바라는 무
늬번호를  텐  키  스위치  TKY의  조작에  의해  설정  입력된다.  그리고,  다음의  스텝(93)에서는  데이타 
RAM(14)를  리드  모드로써  그  리드  어드레스  DMA를  이  무늬번호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의  선두 어
드레스에 설정하고, 리드 준비상태로써 메인루틴으로 리턴한다.

이상과  같은  구성에  있어서  종이  테이프  데이타  입력시의  "통상  테이프  개시"모드와  "멀티  테이프 
개시"  모드의  기능을  제  13  도의  메모리  맵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예를들면,  3개의  종이  테이프 
A1~A3의  데이타를  조합해서  1개의  무늬  A의  메모리  데이타로써  메모리에  등록하는  것으로  한다. 먼
저,  소정의  설정처리를  실행하고나서(스텝(80)~(85)),  최초의  종이  테이프  A1을  종이  테이프 리이더
(16)에  세트한다(스텝86)).  다음에  "멀티  테이프  개시"모드에  기능  설정되어  있는  기능  스위치  F2를 
ON으로  하고(스텝(87)),  종이  테이프  A1에  기록되어  있는  무늬  데이타를  리드하여  데이타  RAM(14)의 
소정의  어드레스에  라이트한다(스텝(88)~(90)).  리드시킨  바느질  데이타에  포함되는  기능  데이타의 
내용이  종료코드로  되기까지  상술한  리드동작을  반복해서  이  종료코드를  검출한  경우는  제  13a  도와 
같이  종료코드를  라이트해서  리드동작을  종료한다(스텝(90)).  이때  "멀티  테이프  개시"모드에  기능 
설정되어  있으므로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를  1스티치분  되돌려서  제  13a  도와  같이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테이프  A1의  무늬의  "종료코드"를  제  13a  도와  같이  "정지코드"로  리라이트하여 다음
의  종이  테이프  A2의  데이타를  리드해서  메모리에  라이트  하기  위해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를 
진행한다(스텝(92)).

다음에  스텝(86)으로  되돌아가서  종이  테이프  A2를  테이프  리이더(16)에  세트한다.  그리고  기능 스
위치  F2를  재차  ON으로  해서  "멀티  테이프  개시"모드에  기능  설정하여(스텝(87)),  상술한  바와 마찬
가지의  리드동작을  반복한다.  종이  테이프  A2의  데이타  리드동작은  제  13b  도와  같이  종료코드를  이 
데이타의  최종  어드레스에  대응해서  라이트해서  종료한다.  그후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를 1스
티치분  되돌려서  이  "종료코드"를  제  13c  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정지코드"에  리라이트하여 다음
의  종이  테이프  A3의  데이타  리드와  메모리  라이트를  행하기  위해서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를 
진행한다.

이와  같이  종이  테이프  데이타를  리드할때에  "멀티  테이프  개시"모드에  기능  설정하는  것에  의해 메
모리에  라이트한  이  데이타의  최후  어드레스에  기억된  종료코드를  정지코드에  리라이트하고, 계속해
서  다음의  종이  테이프  리드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여러개의  테이프  데이타군을  연속한  바느질 데
이타로써 메모리에 등록한다.

다음에  스텝(86)에  되돌아가서  최후의  종이  테이프  A3을  테이프  리이더(16)에  세트한다.  이번에는 
최후의  종이  테이프이므로  스텝(87)에서는  기능  스위치  F1을  ON으로해서  "통상  테이프  개시"모드에 
기능  설정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리드동작을  반복한다.  리드시킨  테이프  데이타에  포함되는  기능 데
이타의  내용이  종료코드로  되었으면,  제  13c  도와  같이  데이타의  최하위에  종료코드를  라이트해서, 
종이 테이프 A3의  데이타 리드 동작을 종료한다.  이  종료코드는 그  이상 변경되지 않는다.  즉  "통상 
테이프  개시"모드에서는  스텝(91)이  NO로  되어  스텝(92)로  진행하지  않고  리턴하므로,  종료코드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테이프  A1  및  A2의  종료코드를  정지코드로  변경하여  최후의  테이프 A3
의  종료코드를  그대로  해두는  것에  의해  여러개의  테이프  A1~A3의  바느질  데이타를  연속적으로 조합
해서 1개의 자수무늬의 바느질 데이타로써 데이타 RAM(14)에 기억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데이타  RAM(14)에  기억된  여러개의  무늬  조합으로  되는  바느질  데이타는  미싱 운
전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리드해서  이것에  따라  자수  바느질  동작이  행해진다.  먼저,  상술한 정지
루틴에  있어서  자수기의  동작모드를  프로그램  모드에  설정하여  자수하고자  하는  바라는  무늬번호를 
조작패널(15)의  스위치  조작에  의해  지정하고,  이  지정한  무늬번호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 에리
어의  선두  어드레스를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에  세트하여  이  무늬번호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
타를  리드하는  준비를  한(스텝(82)(90)).  다음에  운전모드로  전환해서  기동/정지  스위치(26)을  기동 
스위치  ON  상태로  하여  운전루틴으로  이동한다.  운전루틴에서는  미싱주축모터(22)를  운전  구동하여 
바느질  동작의  1스티치마다  데이타  RAM(14)에서  각  스티치마다  바느질  데이타를  순차적으로 리드하
여  이것에  따라  자수  바느질  동작을  위한  각종  운전처리를  실행한다.  예를들면,  제  13c  도와  같이 
데이타  A1~A3의  데이타를  조합해서  되는  바느질  데이타를  데이타  RAM(14)에서  리드하는  경우  최초에 
테이프  A1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를  순차적으로  리드하여  곧이어  리드한  데이타  내용이 정지코드
로  되면  미싱주축모터(22)의  회전은  일단  정지한다.  그때  색변환등의  미싱정지시의  처리를  행한 후
에  다음의  테이프  A2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의  리드로  이행한다.  이  데이타의  리드가  종료하면 
정지코드에  의해  상술과  마찬가지로  처리되어  다음에  테이프  A3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의  리드로 
이행한다.  이와  같이  해서  최후의  바느질  데이타를  순차적으로  리드하여  곧이어  종료코드로  되면 자
수기는 일련의 바느질 동작을 종료한다.

이상과  같이  여러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를  조합해서  하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연속한 바
느질  데이타로써  데이타  RAM(14)에  기억하고,  이  바느질  데이타를  리드하여  자수  바느질하는  경우, 
1개의  무늬  번호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이  무늬번호에  대응하는  자수무늬를  구성하는  여러  무늬 데이
타가 순차적으로 리드된다.

또,  조작패널(15)에  있어서의  표시기  DPY의  표시수단으로써는  액정  디스플레이에  한정되지  않고, 
CRT  디스플레이나  LED  디스플레이등의  전기,  전자장치외에  인자  프린트등의  하드카피장치이어도 좋
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제  13  도와  같이  여러개의  종이  테이프의  바느질  데이타를  조합해서  1개의 
무늬에  대응하는  데이타로  하는  경우,  데이타  RAM(14)의  연속한  어드레스에  저장하고  있지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메모리  뱅크  전환방식과  같이  불연속의  메모리  어드레스에  이  여러개의  종이 테이프
에 대응하는 데이타를 저장하도록 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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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느질 데이타의 외부 기록장치로써는 종이 테이프에 한정되지 않고, 자기 테이프, 자기 
드스크,  광디스크,  자기  카드,  IC카드등  다른  어떠한  기록매체라도  좋다.  그  경우  기록매체가  큰 용
량이면  1개의  기록메체에  다수의  무늬  데이타를  기억해  두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다수의  무늬중 하
나 또는 여러 무늬를 선택적으로 조합하는 것에 의해 본 발명을 실시하도록 하면 좋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멀티  테이프  개시"모드  설정  스위치와  "통상  테이프  개시"모드  설정 스위치
의 조작에 의해서 하나 또는 임의의 여러개의 종이 테이프,  즉  무늬 데이타의 조합을 설정하고 있지
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  또는  임의의  여러무늬  데이타의  조합을 설정
하도록  해도  좋다.  예를들면,  무늬  데이타를  리드시키기에  앞서  조합해야  할  무늬의  수를  미리  설정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설정  입력된  수만의  무늬  데이타를  조합하는  처리를  상기  실시예에  따라서 
행하도록 하여도 좋다.

다음에  자수  바느질  작업도중에서  미싱의  운전을  일시정지시켜  자수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등의 바느
질 데이타 편집 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한 실시예에 대해서 제 14 도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  14  도는  미싱주축  정지루틴에  있어서의  운전모드의  루틴을  도시하고  있고,  제  6b  도에  있어서의 
스텝(50),(51)(52)의  부분에  대응하고  있다.  즉  스텝(50)은  제  6b  도의  동일부호의  스텝(50)에 대응
하고  있으며,  스텝(51a)~(51c)는  제  6b  도의  스텝(51)에  대응하고  있고,  스텝(520)~(530)은  제  6b 
도의 스텝(52)에  대응하고 있다.  도시하지 않았지만,  제  14  도의 스텝(530)의  다음에 제  6b  도의 스
텝(53)이 온다고 생각하여도 좋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운전모드  스위치  SW3이  ON  되면,  동작모드는  프로그램  모드에서  운전모드로 
전환된다.  운전모드로  전환된  직후는  데이타  RAM(14)에서  바느질  데이타를  리드하기  위한  데이타 메
모리  어드레스  DMA를  이  무늬의  최초의  스티치에  대응하는  선두  어드레스에  세트하는  등  자수 바느
질  동작개시를  위한  각종  데이타의  초기화  처리를  행한다(스텝(51a)).  또  제  8  도의  스텝(61),  제 
11 도의 스텝(90)에서 동일한 처리를 행한 경우는 이 스텝(51a)는 생략하여도 좋다.

다음의  스텝(51b)에서는  스티치  카운터의  계수값을  "0"으로  리세트한다.  스티치  카운터는  자수 바느
질 동작을 행하기 위한 각 스티치의 순번을 지시하는 것이다.

다음의 스티치(51c)에서는 자수 바느질 동작새시를 위한 그외의 데이타의 초기화 준비처리를 
행한다.

다음의  스텝(520)에서는  스티치  백  스위치가  ON되었는가를  판단한다.  스티치  백  스위치  ON은 기동/
정지  스위치(26)을  정지  스위치  ON  상태로  계속하는  것에  의해서  ON으로  된다.  YES인  경우는 스텝
(521)로  진행하여  스티치  백  처리를  행한다.  한편,  NO이면  스텝(525)로  진행하여  데이타  편집 모드
에 있어서의 바라는 데이타 설정 처리를 위한 루틴을 행한다.

스텝(521)에서는  스티치  카운터의  계수값이  "0"인가를  조사한다.  즉  자수틀(20)이  이  자수무늬의 개
시위치에  있는가를  조사한다.  이  계수값이  "0"인  경우는  이  스텝(521)은  YES로  되어  스텝(525)로 점
프하여  스티치  백  동작은  행하지  않는다.  한편,  이  계수값이  "0"이  아닌  경우는  이  스텝(521)은 NO
로  되어  스텝(522)로  진행한다.  스텝(522)에서는  스티치  카운터의  현재  계수값에서  1스티치분을 감
산한다.

다음의  스텝(523)에서는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를  1스티치분  되돌려서  이  어드레스에서 1스티
치분의 바느질 데이타를 리드한다.

다음의  스텝(524)에서는  스텝(523)에서  리드한  1스티치분의  바느질  데이타(X,Y)에  따라서 자수틀
(20)을  되돌리도록  역방향으로(-X,-Y만)구동하여  1스티치분의  스티치  백  동작을  행한다.  다음에 스
텝(520)으로  되돌아서  스티치  백  스위치가  ON되어  있는가를  조사하여  ON되어  있으면,  상술한 스텝
(521)~스텝(524)의 처리를 반복한다.

제  14  도에 있어서 스텝(525)에서는 운전모드에 있어서의 표시기 DPY의  표시를 제  20a  도와  같은 상
태로  하여  "데이타  편집  모드  스위치"로써  작용하는  기능  스위치  F3이  ON  되었는가를  판단한다. 데
이타  RAM(14)에  기억되어  있는  바느질  데이타를  편집하는  경우에  이  스위치  F3을  ON으로  한다. 그러
면  표시기  DPY의  표시는  제  20b  도와  같이  전환되어  임의의  기능  스위치  F1~F3을  ON하는  것에  의해 
바라는 데이타 편집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  스위치  F1은  작업중의  바느질  데이타를  변경하는  "데이타  변경"모드설정을  위해서 조
작하는  스위치로써  작용한다.  기능  스위치  F2는  작업중의  바느질  데이타  삭제  모드  설정을  위해서 
조작하는  스위치로써  작용한다.  기능  스위치  F3은  작업중의  바느질  데이타에  새로이  다른  바느질 데
이타를  삽입하는  "데이타  삽입"모드  설정을  위해서  조작하는  스위치로써  작용한다.  또  기능  스위치 
F6은  "편집  모드"를  인출하기  위한  종료  스위치로써  작용한다.  스텝(525)에서  "편집  모드"설정 스위
치로써  작용하는  기능  스위치  F3이  ON된  경우는  스텝(526)으로  진행하고,  ON되지  않은  경우는 스텝
(530)으로 진행한다.

스텝(526)에서는  제  20b  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데이타  변경  모드"스위치로써  작용하는  기능 스
위치 F1이  ON  되었는가를 판단한다.  이  기능 스위치 F1이  ON된  경우는 다음에 기술하는 데이타 변경 
처리  스텝(400)을  행하기  위한  서브루틴(제  15  도)으로  진행한다.  이  스위치가  ON  되지  않는  경우 
이 스텝(526)은 NO로 되어 스텝(527)로 진행한다.

스텝(527)에서는 "데이타 삭제 모드"스위치로써 작용하는 기능 스위치 F2가 ON 되었는가를 
조사한다.  이  스위치  F2가  ON  된  경우는  다음에  기술하는  데이타  삭제  처리(스텝500))를  행하기 위
한 서브루틴(제 16 도)으로 진행한다. 이 스위치가 ON 되지 않는 경우는 스텝(528)로 진행한다.

스텝(528)에서는  "데이타  삽입  모드"설정  스위치로써  작용하는  기능  스위치  F3이  ON  되었는가를 조
사한다.  이  스위치  F3이  ON된  경우는  다음에  기술하는  데이타  삽입처리(스텝(600))를  행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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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루틴(제 17 도)으로 진행한다. 이 스위치 F3이 ON되지 않은 경우는 스텝(529)로 진행한다.

스텝(529)에서는  데이타  편집의  종료를  선언하는  스위치로써  작용하는  기능  스위치  F6이  ON 되었는
가를 조사한다.  이 스위치 F6이  ON  된  경우는 이 스텝(529)는  YES로  되어 표시기 DPY의  화면을 운전
모드에  있어서  최초의  표시상태로  전환해서  스텝(530)으로  진행한다.  이  스위치  F6이  ON  되지  않는 
경우는  이  스텝(529)는  NO로  되어  스텝(526)으로  되돌아가서  상술한  스텝(526)~(529)의  처리를 반복
한다.

스텝(530)에서는  운전모드에  있어서의  그외의  각종  데이타  설정처리를  행한다.  다음에  스텝(53)(제 
6b  도)로  진행하여  기동/정지  스위치(26)에  의해  기동  스위치가  ON으로  되었는가를  조사한다.  기동 
스위치가 ON이면 메인루틴으로 리턴해서 운전루틴(제 18 도)으로 진입한다.

다음에  제  14  도에  도시한  정지루틴의  "데이타  편집  모드"에  있어서의  데이타  변경  서브루틴에 대하
여 제 15 도의 플루우챠트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스텝(401)에서는  작업중의  자수무늬(즉  제  8  도의  스텝(58)  또는  제  11  도의  스텝(82)에서  설정된 
무늬번호에  대해  대응하는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중  현재의  스티치에  관한  X축  구동 
데이타의 바라는 변경값을 텐키 스위치 TKY의조작에 의해 입력 설정한다.

다음의  스텝(402)에서는  스텝(401)고  마찬가지로  해서  현재의  스티치에  관한  Y축  구동  데이타의 바
라는 변경값을 입력 설정하여 다음의 스텝(403)으로 진행한다.

스텝(403)에서는  스텝(401)  및  (402)와  마찬가지로  해서  현재의  스티치에  관한  기능  데이타(F 데이
타라고 한다)의 바라는 변경 코드를 입력 설정한다.

다음의  스텝(404)에서는  기능  스위치  설명  표시부  DPY2에  있어서  변경  "종료  스위치"로써  작용하는 
기능  스위치  F6이  ON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현재의  스티치에  관한  바라는  X,Y,F  데이타의  변경값 또
는  변경코드의  입력  설정이  종료한  경우는  변경  "종료스위치"로써  작용하는  기능  스위치  F6을 ON으
로  한다.  이  스위치가  ON인  경우는  스텝(405)로  진행하고,  이  스위치가  ON이  아닌  경우는  "데이타 
편집 모드"의 루틴으로 리턴한다.

스텝(405)에서는  현재의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가  지시하고  있는  데이타  RAM(14)의 어드레스
(즉 현재의 스타치에 대응하는 어드레스)에 입력 설정한 변경 데이타를 라이트한다.

또,  여기에서  "현재  스위치"라  함은  데이타  RAN(14)의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에  DMA  에  의해서 현
재  지시되고  있는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스티치이며,  이  정지루틴에  진입하게  직전에  자수  바느질 동
작을 행한 스티치의 다음의 스티치(즉 지금부터 바느질을 행하고자 흐는 스티치)또는 스텝
(47),(80)~(83)의 스티치 백 처리에 의해서 몇 스티치인가 되돌려진 스티치이다.

다음에  "데이타  편집모드"에  있어서의  삭제  서브루틴에  대하여  제  16  도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스텝(501)에서는  스치티  카운터의  계수값이  "0"인가  아닌가를  조사한다.  즉  현재의  자수틀(20)이 바
느질  동작개시  위치에  있는가를  판단한다.  이  계수값이  "0"인  경우  이  스텝(501)은  YES로  되어 "데
이타  편집모드"의  루틴으로  리턴한다.  왜냐하면,  데이타  삭제는  "현재의  스티치"의  1스티치전의 스
티치에  대해서  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스티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데이타  삭제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0"이 아닌 경우, 이 스텝(501)은 NO로 되어 스텝(502)로 진행한다.

스텝(502)에서는 스티치 카운터의 계수값을 1감산한다.

다음의 스텝(503)에서는 데이타 메모리어드레스 DMA를 1스티치분 앞으로 되돌린다.

다음의  스텝(504)에서는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가  지시하는  어드레스  RAM(14)의  어드레스에서 
1스티치분의 바느질 데이타를 리드한다.

다음의  스텝(505)에서는  스텝(504)에서  데이타  RAM(14)에서  리드시킨  바느질  데이타중,  X  및  Y축 구
동  데이타에  따라  자수틀(20)을  -X  및  -Y만  역방향으로  구동출력해서  자수틀(20)을  1스티치분 되돌
린다.

다음의  스텝(506)에서는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가  지시하는  데이타  RAM(14)의  어드레스에 1스
티치분의  삭제  데이타  (X=FFH,Y=FFH,F=FFH,  단  FFH는  2자리수  16진수의  최대값)를  라이트한다.  즉 
삭제하고저  하는  바라는  1스티치분의  바느질  데이타(X,Y,F)를  FFH로  리라이트하고,  이  스티치에는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행하지  않도록  공백의  데이타로써  "데이타  편집모드"의  루틴으로  리턴하는 것
이다.

다음에  "데이타  편집모드"에  있어서의  데이타  삽입  서브  루틴에  대하여  제  17  도의  플로우차트를 참
조하면서 설명한다.

스텝(601)에서는  삽입하고자  하는  바라는  바느질  데이타의  스티치수  N을  텐  키  스위치  TKY로  입력 
설정한다.

다음의  스텝(602)에서는  현재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가  지시하는  데이타  RAM(14)의 어드레스에
서  바느질  데이타의  엔드  어드레스까지의  데이타를  스텝(601)에서  입력  설정한  삽입  스티치수  N에 
대응하는  어드레스  영역분만큼  뒤쪽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해서  삽입  스티치수  N분의  빈곳을 만든
다.

다음의  스텝(603)에서는  현재의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가  지시하는  데이타  RAM(14)의 어드레스
를  삽입하고저  하는  바라는  바느질  데이타를  라이트하기  위한  어드레스를  지시하는  라이트  어드레스 
WAD로써 세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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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스텝(604)에서는  스텝(601)에서  입력  설정한  스티치수  N이  "0"인가를  판정한다.  즉, 삽입해
야  할  바느질  데이타의  유무를  판정한다.  여기에서는  N〈1의  조건이  성립되므로  이  스텝(604)는 YES
로  되어  "데이타  편집모드"의  루틴으로  리턴한다.  또  삽입해야할  바느질  데이타를  모두  데이타 
RAM(14)에 라이트 종료해서 N20으로 된 경우 이 스텝(604)는 NO로 되어 스텝(605)로 진행한다.

스텝(605)에서는  삽입하고저  하는  바라는  1스티치분의  바느질  데이타(X,Y,F)를  텐  키  스위치  TKY의 
조작에 의해 입력 설정한다.

다음의  스텝(606)에서는  라이트  어드레스  WAD에  의해서  지시되는  데이타  RAM(14)의  어드레스에 스텝
(605)에서 입력 설정한 바느질 데이타를 라이트한다.

다음의 스텝(607)에서는 라이트 어드레스 WAD를 1스티치분만 진행시킨다.

다음의  스텝(608)에서는  스텝(601)에서  입력  설정한  스티치수  N에서  1감산해서  스텝(604)로 되돌아
가서  삽입해야  할  바느질  데이타의  입력  설정이  종료하기까지  스텝(604)~(608)의  처리를  반복하는 
것이다.

다음에 이 실시예에서 채용한 운전루틴의 일예에 대하여 제 18 도를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제 18 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먼저, 소정의 초기화 처리를 실행한 후에 스텝(160)으로 진행한다.

다음의 스텝(160)에서는 주축모터(22)를 가동시킨다.

다음의 스텝(161)에서는 자수 바느질 동작을 위한 각종 운전처리를 실행한다.

다음의  스텝(162)에서는  미싱주축  정지완료를  플래그가  세트되어  있는가를  조사한다.  이  플래그가 
세트되어  있는  경우는  이  스텝(162)는  YES로  되어  메인루틴으로  리턴한다.  이  플래그가  세트되어 있
지 않은 경우는 이 스텝(162)는 NO로 되어 스텝(163)으로 진행한다.

스텝(163)에서  미싱주축  정지조건이  성립하고  있는가를  판정한다.  기동/정지  스위치(26)이  정지 스
위치  ON상태인  경우나  실의  절단이  발생한  경우,  미싱주축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  기능 
데이타의  내용이  색변환  코드인  경우나  자수무늬의  종료를  표시하는  종료코드등인  경우에도 미싱주
축을  정지시켜야한다고  판단한다.  스텝(163)이  YES일  때  스텝(168)로  진행하고,  NO일때는 스텝(16
1)로 되돌아간다.

스텝(168)에서는  미싱주축  정지요구  플래그를  세트함과  동시에  정지  카운터에  수치  "2"를  세트하여 
다음의 스텝(169)로 진행한다.

스텝(196)에서는  미싱주축모터(22)를  감속하여  스텝(161)로되돌아가서  각종  운전처리를  실행하는 루
틴을 반복한다.

이  미싱주축  운전루틴의  처리중에  로터리  엔코더(24)에서  클럭  신호가  주어지면,  제  19  도와  같은 
엔코더 클럭 입터럽트 서브루틴으로 진행한다.

엔코더  클럭  인터럽트  서브루틴에서는  엔코더  카운터를  1카운트  업한후(스텝(301)),  그  계수값이 어
느것의  처리  타이밍에  대응하는  것인가를  차례로  판단하여(스텝(302),(303)),  각  타이밍에  따른 처
리를  행한다.  자수틀  이동타이밍에  있어서는  스위치  카운터의  출력에  따라서  현재의  자수  바느질 스
위치에  대응하는  X,Y  데이타  및  기능데이타를  데이타  RAM(14)에  리드한다(스텝(304)).  이  리드한 데
이타  내용이  데이타  삭제  처리를  핸한  데이타(X=FFH,Y=FFH,F=FFH)인가를  조사하여(스텝(351)), YES
인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를  1스티치분  진행해서(스텝(352)),  스텝(304)를  되돌아가서  데이타 
RAM(14)에서  1스티치분의  바느질  데이타를  리드하는  처리를  반복한다.  이렇게해서  삭제  데이타의 데
이타가  리드되기까지의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를  진행시킨다.  데이타  RAM(14)에서  리드한 바느
질  데이타의  내용이  데이타  삭제  처리를  실행한  것이  아닌  경우,  이  X,Y  데이타에  따라서 자수틀
(20)을  X-Y  구동하고(스텝(353)),  그후  스티치  카운터를  다음의  바느질  스티치로 진행해서(스텝
(354)),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를  1스티치분만  진행하여(스텝(355)),  메인  운전루틴으로 리턴
한다.

미싱주축  정지  타이밍이면  미싱주축  정지요구  플래그가  세트되어  있는가를  조사하여(스텝(310)), 
YES이면 정지카운터를 1카운트 다운해서 그 계수값이 0으로 되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고(스텝
(311),(312)),  계수값이  0으로  되면  미싱주축모터(22)를  정지함과  동시에  미싱주축  정지완료 플래그
를 세트한다(스텝(313)).

또, 점프 제어등 그외의 처리는 그외의 자수 타이밍 처리(스텝(314))에서 실행된다.

이상의  구성에  있어서  작업중의  자수무늬모양(즉  바느질  데이타)를  변경,  삭제  또는  새로운 데이타
의 삽입을 실행하기 위한 "데이타 편집모드"에 있어서의 동작 순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자수무늬의  바느질  동작  실행중에  상기  무늬의  모양을  변경하는  경우,  기동/정지  스위치(26)의 
조작에  의해  정지  스위치  ON으로  해서  미싱주축의  회전을  중지시키고  메인루틴의  정지루틴으로 진행
하여  자수기의  동작모드를  운전모드로  판정한다(제  6a  도의  스텝(30)).  이  운전모드에서  최초의 표
시기  DPY의  표시상태는  제  20a  도와  같이  된다.  여기에서  "데이타  편집모드  스위치"로써  작용하는 
기능  스위치  F3을  ON으로  해서(스텝(525)),  데이타  편집을  실행하기  위한  모드로  전환하여  표시기 
DPY의  표시상태를  제  20b  도와  같이  전환한다.  그리고,  바라는  기능  스위치를  ON하는  것에  의해 데
이타  RAM(14)에  기억되어  있는  작업중의  바느질  데이타에  대해서  바라는  편집처리를  실행할  수 있도
록 한다.

먼저,  데이타  변경처리의  동작에  대해서  제  21a  도의  메모리  맵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어드레스 
영역  P는  이미  자수  바느질을  실행  완료한  바느질  데이타가  기억되어  있는  데이타  RAM(14)의 어드레
스  영역이다.  이  어드레스  영역  P의  최후  어드레스  E에는  데이타  변경처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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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축을  정지한  시점에  있어서의  스티치  바느질  데이타가  기억되어  있다.  이  최후의  스티치(즉 어드
레스E)의  자수틀  구동데이타  출력완료후,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는  다음의  어드레스로 진행되
므로(스텝(355)),  현재의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에  의해서  지시되어  있는  어드레스  Q는 어드레
스  E의  다음  어드레스이고,  이  어드레스  Q에는  다음의  스티치로  바느질  동작을  행해야할  바느질 데
이타가  가억되어  있다.  이  어드레스  Q에  기억되어  있는  1스티치분의  바느질  데이타의  내용을 변경하
는  것이다.  텐  키  스위치  TKY의  조작에  의해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바느질  데이타(X,Y,F)를  입력 
설정한다(스텝(401)~(403)).  그후  데이타  입력  "종료  스위치"로써  작용하는  기능  스위치  F6을 ON하
는  것에  의해서(스텝(404)),  입력한  데이타가  어드레스  Q에  라이트된다.  즉  다음의  스티치의  바느질 
데이타가  기억되어  있는  어드레스  Q의  데이타  내용을  리라이트해서  이  어드레스  Q에서  재차 계속해
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행하는 것이다.

다음에 제 21b 도의 메모리 맵을 참조해서 데이타 삭제 처리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어드레스  Q는  현재의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에  의해서  지시되고  있는  어드레스이고,  데이타 삭
제  처리를  실행하기  위해  미싱주축을  정지한  시점에  있어서의  자수틀  구동  데이타  출력  완료시의 최
종  어드레스  E의  다음  어드레스이다.  어드레스  E에는  정지시에  바느질  동작을  행한  스티치의  바느질 
데이타가  기억되어  있고,  이  데이타가  삭제의  대상으로  된다.  스티치  카운터의  계수값을 "1"감산해
서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를  1스티치분만큼  되돌려서  이  1스티치분의  바느질  데이타를  데이타 
RAM(14)에서  리드한다(스텝(501)~(503)).  이  리드한  바느질  데이타에  따라서  자수틀(20)을  -X,-Y축 
방향으로  구동하여(스텝(505)),  자수틀(20)을  1스티치분  되돌린다.  그리고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가  지시하는  어드레스  E에  있어서의  1스티치분의  바느질  데이타를  삭제  데이타  (X=FFH,  Y=FFH, 
F=FFH)로  리라이트한다.  삭제  데이타를  라이트하는  것에  의해서  이  스티치의  바느질  데이타는  모두 
무효 데이타로써 작용하는 것이다.

다음에 제 21c 도의 메모리 맵을 참조하면서 데이타 삽입 처리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어드레스  Q는  현재의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에  의해서  지시되고  있는  어드레스이고,  데이타 삽
입처리를  실행하기  위해  미싱주축을  정지한  시점에  있어서의  자수틀  구동  데이타  출력  완료의  최종 
어드레스  E의  다음의  어드레스이다.  어드레스  Q와  자수무늬의  최종  어드레스  H  사이의  어드레스 영
역  I에는  아직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행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바느질  데이타가  기억되어  있다. 어
드레스  영역  P와  어드레스  영역  I  사이의  어드레스  영역에  바라는  바느질  데이타를  새로  삽입하는 
것이다.  먼저  삽입해야  할  바라는  바느질  데이타의  스티치수  N을  텐  키  스위치  TKY의  조작에  의해 
입력  설정하여  이  스티치수  N에  대응하는  어드레스  영역분만큼  어드레스  영역  I를  뒤쪽으로 되돌린
다(스텝(602)).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를 삽입 데이타 라이트 어드레스에 세트한다(스텝
(604)).  그리고  삽입해야  할  바라는  바느질  데이타(X,Y,F)를  텐  키  스위치  TKY의  조작에  의해  입력 
설정하여  데이타  RAM(14)에  라이트한다(스텝(604)~(606)).  1스티치분만큼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를  진행해서(스텝(607)),  다음의  삽입  데이타의  라이트에  대비하여  설정한  스티치수  N분의 데이
타가  라이트  종료시까지  1스티치분만다  바느질  데이타의  입력설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삽입 데이타
의  입력  설정과  라이트가  종료하면,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를  어드레스  Q에  세트해서  삽입한 
스티치의 바느질 데이타에서 자수 바느질 동작을 계속해서 재개한다.

또,  스티치백  동작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다음과  같은  자수  바느질  데이타  편집  작업도  가능하다. 
자수  바느질  작업  도중에서  바느질  작업을  일시  정지하여  그때까지  자수  바느질한  실제의  자수 무늬
를 확인한 다음에 바라는 자수 바느질이 끝난 무늬의 부분을 변경,  삭제 또는 삽입하는 경우 스티치
백  스위치를  ON으로  해서  바라는  스티치까지  자수틀(20)을  되돌리도록  역방향(-X,-Y만)으로 구동한
다.  그리고  변경,  삭제  또는  삽입하고자  하는  스티치에  관련된  바느질  데이타의  편집을  상술한 데이
타 변경, 삭제, 삽입의 각 서브루틴(제 15 도~제 17 도)에 따라서 행한다.

또,  데이타  변경,  삭제,  삽입등의  편집처리  순서는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면 
상기  실시예에서는  "데이타  변경"은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에  의해서  지시되고  있는  현재의 스
티치(즉,  다음에  바느질  동작을  행해야할  스티치)에  대해서  실시되지만,  이것은  그  1스티치전의 스
티치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데이타  변경,  삭제,  삽입들의  편집처리를  실행하는  데이타  편집수단은  상기  실시예와  같은 소
프트웨어 처리에 의한 것에 한정하지 않고, 전용의 하드웨어 장치에 의한 것이라도 좋다.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미싱의  기동,  정지  및  스티치백을  공통의  바스위치  조작에  의해  제어하고 있
지만, 이것은 각각의 스위치를 사용하여도 좋다.

다음에  통신기능을  사용해서  외부기기(28)과의  사이에서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데이타의  송수신을 
행하는 실시예에 대하여 제 22 도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는  미싱주축  정지루틴에  있어서의  동작모드로써  상술한  프로그램  모드  및 운전모
드에  부가해서  "리모트  모드"가  있다.  리모트  모드라함은  이  자수기와  통신기능을  갖는 외부기기
(28)과의  사이에서  통신  인터페이스(27)을  거쳐서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데이타의  입출력을  행하기 
위한 동작 모드이다.

조작 패널(15)에  있어서 리모트 모드 스위치 SW6이  마련되어 있다(제  3  도).  이  리모트 모드 스위치 
SW6은 이 자수기의 동작모드를 상기 리모트 모드에 설정할 때에 조작하는 스위치이다.

제 22  도는 미싱주축 정지루틴을 도시하고 있으며,  제 6a,b  도의 변경예이다.  먼저 제 6a  도의 스템
(30)이  제  22  도에서는  스텝(30a)와  (30b)로  변경되어  있다.  계속되는  제  6a  도의  스텝(31)에선  제 
6b  도의  스텝(46),,(47)까지의  처리는  이것을  그대로  제  22  도에서도  사용해도  좋으므로  제  22 도에
서는 도시하지 않는다. 6b 도의 스텝(50)~(54)의 부분은 제 22 도에서는 스텝

(50),(54),(101),(102),(103),(106),(30a),(30b),(51),(52),(53),(104),(105)와  같이  변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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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도에  있어서,  스텝(30a)에서는  동작모드  플래그의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  모드인가  아닌가를 
조사한다.  프로그램  모드이면  스텝(31)  이후의  처리로  진행하여  제  6a,b  도를  참조해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의  프로그램  모드시의  처리를  행한다.  프로그램  모드가  아니면  스텝(30b)로  진행하여 동작
모드 플래그의 내용에 따라 운전모드인가 아닌가를 조사한다.

운전모드이면  제  6b  도에  도시한  것과  마찬가지의  스텝(51),(52),(53)의  처리를  행한다.  운전모드에 
있어서  기동  스위치가  ON이면,  메인루틴으로  리턴해서  운전루틴으로  진입한다.  기동  스위치가  ON이 
아니면, 스텝(53)에서 스텝(50)으로 진행하여 운전모드 스위치 SW3이 ON되었는가를 조사한다.

한편,  운전  모드가  아니면  스텝(306)은  NO로  되어  스텝(104)로  진행하고,  동작  모드  플래그에  따라 
리모트  모드인가  조사한다.  리모트  모드이면  스텝(105)로  진행하여  다음에  기술하는  리모트  모드 서
브루틴(제 23 도)의 처리를 실행한다. 그후 스텝(50)으로 진행한다.

스텝(50)에서는  운전모드  스위치  SW3이  ON되었는가를  조사한다.  YES이면  운전모드  플래그를  ON으로 
세트하여 (스텝(101)), 스텝(30a)로 되돌아간다. NO이면 스텝(54)로 진행한다.

스텝(54)에서는  프로그램  모드  스위치  SW2가  ON되었는가를  조사한다.  프로그램  모드  스위치  SW2가 
ON되면, 프로그램 모드 플래그를 ON으로 세트하여(스텝(102)), 스텝(30a)로 되돌아간다.

한편,  프로그램  모드  스위치  SW2가  ON되지  않는  경우,  스텝(54)도  NO로  되어  스텝(106)으로 진행한
다.

스텝(106)에서는  리모트  모드  스위치  SW6이  ON되었는가를  조사한다.  외부기기(28)과의  사이에서 통
신  인터페이스(27)을  거쳐서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데이타의  송수신을  행하는  경우는  리모트  모드 
스위치  SW6을  ON으로  한다.  상기  스위치  SW6이  ON된  경우는  리모트  모드  플래그를  ON으로  세트해서 
(스텝(103)), 스텝(30a)로 되돌아 간다. NO이면 스텝(103)을 넘어서 스텝(30a)로 되돌아간다.

다음에 제 23 도를 참조하면서 "리모트 모드 서브루틴"에 대하여 설명한다.

스텝(201)에서는  통신  인터페이스(27)의  상태  레지스터를  조사해서  외부기기(28)에서  통신  명령이 
송신되어  왔는가를  판단한다.  YES이면  스탭(202)로  진행하고,  NO이면  제  22  도의  정지루틴으로 리턴
한다.

스텝(202)에서는  바라는  무늬번호를  텐  키  스위치  TKY의  조작에  의해  지정한다.  여기에서  데이타를 
송신하는  경우는  데이타  RAM(14)에서  리드하고자  하는  바느질  데이타에  대응한  자수무늬의 무늬번호
를  지정하고,  또는  데이타를  수신하는  경우는  데이타  RAM(14)에  바느질  데이타를  라이트해야  할 자
수무늬의 무늬번호를 지정한다.

다음의  스텝(203)에서는  통신  인터페이스(27)의  상태  레지스터를  조사하여  통신  명령이  데이타의 송
신인가  수신인가를  판단한다.  이  통신  명령에  데이타  송신인  경우는  이  스텝(203)은  YES로  되어 스
텝(204)로  진행하며,  데이타  송신을  위한  각종  처리를  행한다.  이  통신  명령이  데이타  수신인  경우 
이 스텝(203)은 NO로 되어 스텝(210)으로 진행하며, 데이타 수신을 위한 각종 처리를 실행한다.

스텝(204)에서는  각종  제어  데이타를  워킹  RAM(13)에서  리드하여  통신  인터페이스(27)을  거쳐  통신 
라인으로 출력한다.

다음의 스텝(205)에서는 스텝(202)에서 지정된 무늬번호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를 데이타 
RAM(14)에  리드해서  통신  인터페이스(27)을  거쳐  통신라인으로  출력하여  제  22  도의  정지루틴으로 
리턴한다.

한편,  스텝(210)에서는  통신  인터페이스(27)을  거쳐  통신  라인에서  수신한  각종  제어  데이타를  워킹 
RAM(13)에 라이트한다.

다음의  스텝(211)에서는  통신  인터페이스(27)을  거쳐  통신  라인에서  수신한  바느질  데이타를 스텝
(202)에서  지정된  무늬번호에  대응하는  데이타  RAM(14)의  소정의  어드레스  영역에  라이트하고,  제 
22 도의 정지루틴으로 리턴한다.

이상의  구성에  있어서,  통신  인터페이스(27)을  거쳐  외부기기(28)과의  사이에서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데이타의  입출력을  행하는  경우는  정지루틴(제  22  도,  제  23  도)의  처리에  의해  리모트  모드 
서브루틴으로  진입한다.  통신  인터페이스(27)의  상태  레지스터를  조사해서  외부기기(28)에서  통신 
명령이  송신되어  있는가를  판단한다.(스텝(201)).  통신  명령이면  외부기기(28)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바느질  데이타에  대응한  무늬번호  또는  외부기기(28)에서  송신하고자  하는  바느질  데이타에  대응한 
메모리  등록의  무늬번호를  지정한다(스텝(202)).  재차  통신  인터페이스(27)의  상태  레지스터를 조사
해서  외부기기(28)에서의  통신  명령이  데이타의  송신인가  수신인가를  판단한다(스텝(203)).  통신 명
령이  송신인  경우는  워킹  RAM(13)에서  제어  데이타를  리드하여  통신  인터페이스(27)을  거쳐서 외부
기기(28)로  전송한다(스텝(204)).  또  지정한  무늬번호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를  데이타 RAM(14)
에서  리드하여  통신  이터페이스(27)을  거쳐서  외부기기(28)로  전송한다(스텝(205)).  이때 외부기기
(28)에  있어서는  이들  수신한  데이타를  편집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기억장치에  기억보존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신  명령이  수신인  경우는  통신  인터페이스(27)을  거쳐서  외부기기(28)에서  제어 데이타
를  수신하여  워킹  RAM(13)에  라이트한다(스텝(210)).  다음에  통신  인터페이스(27)을  거쳐서 외부기
기(28)에서  바느질  데이타를  수신하여  지정한  무늬번호에  대응하는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가 
지정하는 데이타 RAM(14)의 어드레스 영역에 라이트한다(스텝(211)).

또,  상기 실시예에서는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데이타의 통신 기능의 설정 및  그외의 처리는 마이크
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소프트웨어  처리에  의해서  실행하고  있지만,  전용의  하드웨어  회로에 의해
서 실행하여도 좋다.

또,  각  자수무늬에  대응해서  개별로  제어  데이타를  설정하여  이것을  데이타  RAM(14)에  각각 기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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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여도  좋고,  이  데이타  RAM(14)내의  제어  데이타  팩을  그것에  대응한  바느질  데이타와  함께 
통신  인터페이스(27)을  거쳐  외부기기(28)과의  사이에서  송수신하도록  하여도  좋으며,  종이  테이프 
및 그외의 외부 메모리에 보존 기록하여도 좋다.

또,  자동  자수기의  제어  시스템을  범용  통신망에  접속하여  원격지의  컴퓨터  시스템등에서 자수무늬
의 바느질 데이타나 제어 데이타 정보를 공급하도록 하여도 좋다.

다음에,  바라는  자수무늬를  표시기의  화면상에서  표시시켜  기능  데이타를  포함하는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  설정등을  행하고자  하는  바라는  스티치를  화면상에서  커서등에  의해  지정하고,  이렇게  하여 
바느질 데이타 편집을 행하도록 한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실시예의 하드 구성도를 도시하면,  제 24  도와 같은 것으로써 제 2  도와 동일한 구성에 부가해서 
버스(29)를 거쳐 CPU(11)(제 2 도)에 접속된 영상 메모리 GPM을 갖고 있다.

영상  메모리  GPM은  조작패널(15)의  표시기  DPY에  표시하기  위한  영상  데이타를  기억하는  것이며, 예
를들면  RAM으로  된다.  예를들면,  자수무늬  모양을  표시하기  위한  영상  데이타나  그외의  여러가지 영
상  데이타가  이  영상  메모리  GPM에  기억된다.  이  경우  표시기  DPY는  예를들면  CRT  칼라 디스플레이
로  되는  것으로  하고,  영상  메모리  GPM에  리드한  영상  데이타에  따라  자수무늬  모양등의  영상을 칼
라로 표시하거나 그와 필요한 문자, 도형등을 표시한다.

또, 이 실시예에 있어서의 조작패널(15)에 스위치 SW10,SW11,SW12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정지  코드  등록  스위치  SW10은  바라는  바느질  동작스텝  대응해서  기능  데이타로써  "정지코드"를 등
록하는 경우에 조작하는 스위치이다.

포워드  스위치  SW11은  표시기  DPY에  있어서의  커서  표시를  스티치  단위로  전진  이동시키기  위해서 
조작되는 스위치이다.

백  스위치  SW12는  표시기  DPY에  있어서의  커서  표시를  스티치  단위로  후퇴  이동시키기  위해서 조작
되는 스위치이다.

이들 스위치 SW10~SW12의 기능을 기능 스위치 F1~F6에 할당해도 좋다.

바느질  데이타의  편집을  행하기  위해  표시기  DPY에  있어서  이  바느질  데이타에  대응하는  자수무늬 
모양을  표시하는  경우,  자수무늬  모양과  함께  커서가  표시되어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  수정을 행해
야  할  바라는  스티치를  이  커서에  의해  지시한다.  포워드  스위치  SW11  또는  백  스위치  SW12의 조작
에  의해  이  커서의  위치를  스티치  단위로  전진  또는  후퇴시키는  것에  의해  바느질  데이타(X,Y 데이
타 및 기능 데이타)의 변경, 수정을 행하고저 하는 바라는 스티치를 지정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바느질  데이타  편집처리"는  미싱주축  정지루틴에  있어서의  프로그램  모드시에 
실행된다.  또  다음의  부분에서는  "바느질  데이타  편집처리"로써  실의  색변환  등을  지시하는 "정지코
드"를 설정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25a,b  도는  이  실시예를  실시하기  위한  정지루틴의  일예를  도시하고  있고,  제  6a,b  도의 변경예
에  해당한다.  스텝(31)은  제  6a  도의  동일부호의  스텝과  동일한  처리를  행하는  것이다.  스텝(31)이 
YES인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데이타 입력 서브루틴"을 실행한다. 제 25a 도에서는 스텝
(110)~(116)의 처리가 "데이타 입력 서브루틴"에 해당한다.

제  25a  도에  있어서,  스텝(110)에서는  제  8  도의  스텝(55)와  마찬가지로  "메모리  리드  모드"인가를 
조사한다.  YES이면  스텝(111)로  진행하여  데이타  RAM(14)에서  리드하고자  하는  바라는  자수무늬의 
무늬번호를  지정하는  입력을  행한다.  "메모리  라이트  모드"이면  스텝(112)로  진행하여  바라는 무늬
번호를  설정  입력한다.  다음의  스텝(113)에서는  제  8  도의  스텝(57)과  마찬가지로  종이 테이프(17)
등에서 리드한 바느질 데이타를 데이타 RAM(14)에 라이트하여 기억한다.

스텝(114)에서는  스텝(111)또는  (112)에서  지정  또는  설정한  무늬번호의  바느질  데이타(X,Y  데이타 
및  기능  데이타  F)를  데이타  RAM(14)에서  1스티치마다  순차적으로  리드한다.  다음의 스텝(115)에서
는 리드한 바느질 데이타에 대응하는 자수무늬 모양을 표시기 DPY로 표시한다.

이  스텝(115)에  있어서의  처리의  상세한  예를  도시하면  제  26  도와  같다.  제  26  도에  있어서 스텝
(117)에서는  데이타  RAM(14)에서  1스티치마다  리드된  바느질  데이타중  X,Y  데이타에  따라  표시기 
DPY의  화면상에서의  각  땀마다의  좌표위치(Xa,Ya)를  각각  구하는  연산을  행하고,  이  각  땀마다 좌표
위치(Xa,Ya)에  따라  일련의  자수무늬  모양의  영상  데이타를  작성하여  이것을  영상  메모리  GPM에 기
억한다.  다음의  스텝(118)에서는  이  영상  메모리  GPM에  기억한  영상  데이타에  따라  선택된 자수무늬
에  대응하는  자수무늬  모양을  표시기  DPY로  표시한다.  다음의  스텝(119)에서는  표시기  DPY의 화면상
의 커서를 자수무늬 개시점에 표시하여 리턴한다.

제  25a  도로  되돌아가서  스텝(116)에서는  데이타  RAM(14)에서  바느질  데이타를  리드하기  위한 데이
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를,  선택된  자수무늬의  바느질  데이타의  선두  어드레스에  세트하고, 운전개
시시의  리드에  대비함과  동시에  스티치  카운터의  값을  초기화한다(즉  상기  바느질  데이타의 개시점=
스티치 1에 설정한다). 이렇게해서 "데이타 입력 서브루틴"을 끝내고 스텝(12)으로 진행한다.

다음의  스텝(120)에서는  정지코드  등록  스위치  SW10이  ON되었는가  아닌가를  조사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바라는  스티치에  대응한  기능  데이타로써  실의  색  변환등을  지시하기  위한  "정지코드"를 설정
등록하는  경우  이  정지코드  등록  스위치  SW10을  ON으로  해서  "정지코드  등록모드"를  선택하여 스텝
(122)(제 25b 도)로 진행한다. NO이면 스텝(121)로 진행한다.

스텝(121)에서는  프로그램  모드에  있어서의  그  외의  각종  데이타의  설정처리를  행한다.  이 스텝
(121)은  제  6a,b  도의  스텝(33)~(47)의  처리에  대응한다.  스텝(121)의  다음에  제  6b  도의 스텝(50)
에 대응하는 처리로 이행하지만 도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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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정지루틴에  있어서  표시기  DPY로  표시되어  자수무늬  모양을  보면서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등 
편집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  다음에  설명하는  예는  바라는  스티치에게  기능 데
이타로써 실의 색 변환을 위한 "정지코드"를 설정 등록한다는 편집작업을 행하는 예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메모리  리드  모드  또는  라이트  모드에  있어서  바라는  자수무늬의  무늬번호를 
지정  또는  설정하여  그  무늬모양을  표시기  DPY로  표시시킨다(제  25a  도의  스텝(110)~(116)).  이 상
태에서,  예를들면  제  28  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무늬모양이  표시되어  a,b점에서  실의  색이  변해 
있다고  한다.  바라는  스위치,  예를들면  c점에서  다시  실의  색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앞서  기술한 
정지코드  등록스위치  SW10을  ON한다.  이렇게  하면,  제  25a  도의  스텝(120)이  YES로  되어  제  25b  도 
또는 제 25c  도의 스텝(122)로 진행한다. 또 제 25c  도는 제 25b  도의 변경예로써 먼저 제 25b  도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스텝(122)에서는  기능  스위치  F1~F6중  완료  스위치로써  작용하는  소정의  기능  스위치가 ON되
었는가  아닌가를  조사한다.  완료  스위치는  이  정지  코드  등록처리를  완료할때  조작하는  것이며, 처
음에  상기  완료  스위치는  ON되어  있지  않고  스텝(123)으로  진행한다.  상기  완료  스위치는  ON된 경우
는 스텝(121)(제 25a 도)로 되돌아가서 프로그램 모드 이외의 처리로 이행한다.

스텝(123)에서는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에 의해서 지시되는 어드레스에 대응하여 데이타 
RAM(14)에서  리드한  바느질  데이타중,  기능  데이타  F가  무늬의  종료를  나타내는  "종료코드"인가 조
사한다. 처음에는 아직 "종료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스텝(123)은 NO이면 스텝(125)로 진행한다.

스텝(124)에서는  세트  스위치  SW5가  ON되었는가  아닌가를  판단한다.  세트  스위치  SW5는 "정지코드"
를 등록할 때 ON한다.

최초의  표시기  DPY에  있어서의  커서  표시는  자수무늬  모양에서의  개시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커서 
표시를  포워드  위치  SW11과백  스위치  SW12의  조작에  의해서  바라는  스티치에  대응하는 위치까지(예
를들면  제  28c  도  점이  바라는  위치이면  c점까지)움직여서  이  상태에서  세트  스위치  SW5를  ON하는 
것에 의해 이 스위치에 대응하여 "정지코드"가 등록되는 것이다.

따라서, 커서 표시가 바라는 위치에 오지 않으면 세트스위치 SW5는 ON하지 않아 스텝(124)는 
NO이며, 스텝(124)로 진행한다.

스텝(125)에서는  포워드  스위치  SW11이  ON되었는가를  조사한다.  상기  스위치  SW11이  ON된  경우,  이 
스텝(125)는  YES로  되어  스텝(126)으로  진행한다.  상기  스위치  SW11이  ON되지  않는  경우, 스텝(12
7)로 진행한다.

스텝(126)에서는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의  값을  +1진행하고,  이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에 
의해서  지시되는  바느질  데이타(X,Y)에  따라  1스티치분만큼  다음의  스티치의  위치로  커서위치를 이
동한다.  다음에  스티치  카운터의  값을  +1  진행하여  스텝(122)로  되돌아간다.  또,  이  스티치 카운터
의 값을 수치표시하고, 현재 및 스티치째인가를 표시한다.

스텝(127)에서는  스티치  카운터의  값이  초기값=1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  그  스티치  카운터의  값이 
초기값=1인  경우,  이  스텝(127)은  YES로  되어  스텝(122)로  되돌아가지만,  초기값=1이  아니면, 스텝
(128)로 진행한다. 그 이유는 개시점에서 백 스위치 SW12를 무효로 하기 위한 것이다.

스텝(128)에서는  백  스위치  SW12가  ON  되었는가를  판단한다.  스위치  SW12가  ON된  경우,  이 스텝
(128)은  YES로  되어  스텝(129)로  진행한다.  스위치  SW12가  ON되지  않은  경우,  스텝(122)로 되돌아간
다.

스텝(129)에서는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의  값을  -1  후퇴시키고,  이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에  의해서  지시되는  바느질  데이타(X,Y)에  따라  1스티치분  만큼  앞의  스티치의  위치로  커서 위치
를  되돌린다.  다음에  스티치  카운터의  값  -1후퇴시키고  스텝(122)로  되돌아간다.  또  이  스티치 카운
터의 값을 수치표시하고, 현재 및 스티치째인가를 표시한다.

이렇게  해서  포워드  스위치  SW11,  또는  백  스위치  SW12를  조작하는  것에  의해서  표시기  DPY의 화면
상의  커서  위치를  자수무늬  모양  표시에  있어서  바라는  스위치  위치까지  이동한다.  커서가  바라는 
스티치  위치로  왔을  때,  세트  스위치  SW5를  ON으로  하고  스텝(130)으로  진행한다.  또한,  이때, 데이
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는  커서  위치에  대응하는  스티치에  관한  데이타  RAM(14)에서의  어드레스를 
지시하고  있다.  스텝(130)에서는  데이타  RAM(14)에  있어서  그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에  의해서 
지시되는  어드레스에  기억되어  있는  바느질  데이타(X,Y,F)중,  기능  데이타  F로써  "정지코드"를 등록
한다.

그리고,  바라는  모든  스위치에  관해서  "정지코드"의  등록을  완료하면,  완료  스위치를  ON으로하고, 
제 25b 도에 도시된 정지코드 등록처리를 종료한다.

또한  표시기  DPY의  화면상에  표시되는  자수무늬  모양이  화면내로  들어가도록  적당히  축소표시,  또는 
화면의 스크롤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제  25c  도는  제  25b  도의  변경예이며,  1스티치마다  커서를  이동시키기  위한  포워드  스위치  SW11과 
백  스위치  SW12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예를  도시한다.  이  경우,  커서  위치를  화면상에서  상하 좌
우로  이동하는  4개의  커서  키  스위치를  사용한다.  이  4개의  커서  키  스위치로써  틀  이동  키  스위치 
FKY(제 2  도)를 사용하여도 좋다. 다음에 4개의 틀 이동키 스위치 FKY를 상 커서 키(상 FKY),  하 커
서 키(하 FKY), 우 커서 키(우 FKY), 좌 커서 키(좌 FKY)로써 설명한다.

먼저,  최초에  상술한  바와  같이  스텝(122)가  실행된다.  다음에  스텝(124)에서는  상술한  바와 마찬가
지로  세트  스위치  SW5가  ON되었는가를  조사한다.  상기  세트  스위치  SW5가  ON된  경우,  즉 "정지코
드"로  등록하는  경우  스텝(131)로  진행하여  제  27  도에  상세하게  도시한  서어치,  등록  처리  루틴을 
실행한다. 아직, "정지코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스텝(132)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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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132)에서는  우  커서  키(우  FKY)가  ON되었는가를  판단한다.  그  우  커서  키가  ON된  경우, 스텝
(133)으로  진행하여  표시기  DPY의  화면상의  X축  커서축을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또한,  이  경우 
커서표시를  세트로  연장한  X  커서축과  그것에  직교하는  가로로  연장한  Y  커서축으로  되며, 양커서축
의 교점이 커서위치이다.

스텝(134)에서는  좌  커서  키(좌  FKY)가  ON되었는가를  판단한다.  그  좌  커서  키가  ON된  경우 스텝
(135)로 진행하여 표시기 DPY의 화면상의 X 커서축을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스텝(136)에서는  하  커서  키(하  FKY)가  ON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하  커서  키가  ON된  경우 스텝(137)
로 진행하여 표시기 DPY의 화면상의 Y 커서축을 아래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스텝(138)에서는  상  커서  키(상  FKY)가  ON되었는가를  판단한다.  상  커서  키가  ON되었는가를 판단한
다.  상  커서 키가 ON된  경우,  스텝(139)로  진행하여 표시기 DPY의  화면상의 Y  커서축을 위쪽 방향으
로 이동한다.

이렇게해서,  커서  키를  조작하는  것에  의해서  표시기  DPY의  화면상의  커서  위치를  자수무늬  모양 표
시에  있어서  바라는  스티치  위치까지  이동한다.  커서가  바라는  스티치  위치로  왔을  때,  세트  스위치 
SW5를  ON하고  스텝(131)로  진행한다.  이  예의  경우,  커서  위치가  어떤  스티치  위치에  대응하고 있는
가를 아직 판단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  27  도에 상세하게 도시한 스텝(131)의  처리에 의해 커서 
위치가 어떤 스티치위치에 대응하고 있는가를 서어치하는 것이다.

제  27  도의  서어치,  등록루틴에  있어서  스텝(140)에서는  X  커서축과  Y  커서축의  교점의 좌표(Xc,Y
c)를 커서 위치의 좌표로써 구한다.

스텝(141)에서는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를  상기  바느질  데이타의  선두  어드레스에  세트한다. 
그리고,  표시중의  자수무늬의  개시좌표(Xs,Ys)에  대응하는  화면상의  절대좌표를  스티치 좌표(Xh,Y
h)로써 등록하고, 스티치 계수값을 "1"에 초기화한다.

다음의  스텝(142)에서는  스티치  좌표(Xh,Yh)와  커서  위치  좌표(Xc,Yc)가  소정의  오차  범위내에서 일
치하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그  스티치  좌표와  그  커서  위치  좌표가  소정의  오차범위내에서  일치하고 
있는  경우,  이  스텝(142)는  YES로  되어  스텝(143)으로  진행한다.  상기  스티치  좌표와  상기  커서 위
치 좌표가 소정의 오차 범위내에서 일치하고 있지 않은 경우 스텝(144)로 진행된다.

스텝(144)에서는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DMA의  값을  진행하여  그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에 의
해서 지시되는 스티치의 바느질 데이타중의 X,Y 데이타에 따라 스티치 좌표(Xh,Yh)의 값을 
갱신한다.  즉  앞의  스티치까지의  스티치  좌표(Xh,Yh)에  다음의  1스티치분의  X,Y  데이타(이것도 화면
상의  좌표값으로  환산한  값인  것으로  한다)를  각각  가산  또는  감산하여  다음의  스티치의  화면상의 
절대좌표를  구한다.  또  스티치  카운터의  내용을  +1  한다.  또  이  스티치  카운터의  값을  수치 표시하
고, 현재 몇 스티치째인가를 표시한다.

스텝(145)에서는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에  의해서  지시되는  스티치의  바느질  데이타의  기능 데
이타가  "종료코드"인가를  판단한다.  그  기능  데이타가  종료코드인  경우,  이  스텝은  YES로  되어  제 
25c  도의  루틴으로  리턴한다.  그  기능  데이타가  종료코드가  아닌  경우,  이  스텝은  NO로  되어 스텝
(142)로 되돌아가서 상술한 스텝(145)까지의 처리를 반복한다.

이렇게해서  스티치  좌표(Xh,Yh)를  1스티치씩  이동해가서  이윽고  그  스티치  좌표와  상기  커서  위치 
좌표가  소정의  오차  범위내의서  일치하면,  스텝(142)가  YES로  되어  스텝(143)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서는  그때의  스티치  좌표(Xh,Yh)에  커서  위치가  완전하게  일치하도록  커서  표시를  이동한다.  또한, 
이때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는  커서  위치에  대응하는  스티치에  관한  데이타  RAM(14)에서의 어
드레스를 지시하고 있다.

스텝(146)에서는  확인  스위치  SW4가  ON인가  아닌가를  조사한다.  커서  표시가  바라는  스티치에 대응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상기  스위치  SW4를  ON하고  스텝(147)로  진행한다.  스텝(147)에서는 데
이타  RAM(14)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메모리  어드레스  DMA에  의해서  지시되는  어드레스에  기억되어 
있는  바느질  데이타(X,Y,F)중  기능  데이타  F로써  "정지코드"를  등록한다.  그후,  제  25c  도의 루틴으
로 리턴한다.

확인  스위치  SW4가  ON이  아닌  경우는  스텝(148)로  진행하여  취소  스위치가  ON인가  아닌가를 조사한
다. 최소 스위치의 기능은 기능 스위치 F1~F6중, 소정의 것에 할당된다.

상기  취소  스위치가  ON인  경우,  이  스텝(148)은  YES로  되어  제  25c  도의  루틴으로  리턴한다.  상기 
취소 스위치가 ON인 경우, 이 스텝(148)은 NO로 되어 스텝(146)으로 되돌아간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는  바라는  스티치에  대응하는  기능  데이타로써,  "정지코드"를  등록하도록 하
고  있지만,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정지코드"를  상쇄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 
편집  가능한  기능  데이타로써는  "정지코드"에  한정되지  않고  "점프코드"등  그  밖의  기능 데이타이어
도 좋다. 또, X,Y 데이타를 변경, 수정하도록 하여도 좋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개별의  자수무늬에  대응해서  1조의  제어  데이타를  각각  기억하고, 
바라는  자수무늬에  관한  자수  바느질을  행하는  경우는  상기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1조의  제어 데이타
를  리드하고,  이것에  의해  상기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  및  자수  바느질  동작의 
제어를  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자수  바느질을  하고자  하는  무늬를  바꿀때마다  제어  데이타를  다시 설
정할  필요가  전혀  없이  단지,  바라는  자수무늬의  선택을  행하는  것만으로  자수무늬에  대응해서 사전
에  설정한  1조의  제어  데이타를  재현할  수가  있어  제어  데이타의  설정에  관한  작업자의부담을 경감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자수 바느질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우수한 효과를 얻는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외부  기록  장치에  리드한  여러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를 조합해
서  하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연속한  바느질  데이타로써  메모리에  등록하고,  운전시에는  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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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되는  하나의  무늬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바느질  동작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각 종
이  테이프에  기록한  개별의  바느질  데이타마다  자수무늬의  선택  및  운전조건등의  설정작업을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제거되어  자수작업의  능률향상과  정확한  자수  바느질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자수무
늬의 편집기능 실현을 위한 복잡한 장치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음과 동시에,  데이타 편집을 위한 번
거로운 조작에서도 작업자가 해방된다는 여러가지 우수한 효과를 얻는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바라는  자수무늬에  대응한  바느질  데이타에  따른  자수  바느질  작업  실행중에 
바느질  동작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바라는  스티치의  바느질  데이타의  내용을  적절하게  편집한 
후,  자수 바느질 동작을 계속해서 재차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자수 바느질 동작의 과정에
서  실제의  자수무늬를  확인하면서  간편하게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  삭제  삽입등의  편집처리를  행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자수  바느질  데이타  편집작업의  효율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우수한  효과를 얻
는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자수무늬를  표시수단에  표시하여  화면상으로  자수무늬를  확인하면서  바라는 
스티치  위치를  지정하고,  그  스티치  위치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  수정등의  데이타 편집
처리를  행하도록  하였으므로,  바라는  스티치  위치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  수정등의 데이
타 편집처리를 신속하고 극히 간편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우수한 효과를 얻는다.

또,  본  발명에  의하면  통신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외부기기와의  사이에서  각  자수무늬에  관한  바느질 
데이타와  바느질  데이타  변경용  또는  자수  바느질  동작  제어용의  각종  제어  데이타의  송수신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바라는  자수무늬에  관한  자수  바느질을  행하는  경우는  그  자수무늬에 대응하
는  각종의  제어  데이타를  컴퓨터등의  외부기기에서  통신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리드하고,  이것에 의
해  그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  및  자수  바느질  동작의  제어를  행할  수가 있으므
로,  자수  바느질을  하고자하는  무늬를  바꿀때마다  제어  데이타를  다시  설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 단
지  바라는  자수무늬의  선택을  행하는  것만으로  그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와  함께  제어 
데이타로  컴퓨터등의  외부장치에서  공급할  수  있어  제어  데이타의  설정에  관한  작업자의  부담을 경
감할 수  있음과 동시에,  자수 바느질 작업의 효율을 높일수 있다는 우수한 효과를 얻는다.  또, 자수
기의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데이타를  통신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외부기기
에  전송해서  자수기에서  용이하지  않은  복잡한  편집등  여러가지의  처리를  외부기기에서  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임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자수바느질  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하는  바느질 데
이타  기억수단과  이  바느질  데이타에  따라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행하는  자수  바느질  동작 실행수
단을  구비한  자동  자수기에  있어서,  상기  바느질  데이타를  변경  또는  상기  바느질  데이타에  관련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의  제어  데이타를  임의로  설정하기  위한  제어  데이타 설정수
단,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  있어서  상기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하는  자수무늬마다  상기  제어 
데이타  설정수단에서  설정한  상기  제어  데이타를  각각  기억하는  제어  데이타  기억수단,  바라는 자수
무늬에 관한 상기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제이타를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 및 제어 데이타 기
억수단에서  리드하고,  리드한  바느질  데이타에  따른  자수  바느질  동작을  상기  자수  바느질  동작 실
행수단에  의해  실행시킴과  동시에  리드한  제어  데이타에  따라서  상기  바느질  데이타의  변경  및  상기 
자수 바느질 동작의 제어를 행하는 제어수단을 구비한 자수기.

청구항 2 

특허청구의  범위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각종의  제어  데이타는  실의  색변환의  순서를  지시하는 데
이타와  상기  바느질  데이타중의  자수틀의  X,Y이동량을  지시하는  데이타를  변환하는  파라미터 데이타
등을 포함하는 것인 자수기.

청구항 3 

임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하는 리드/라
이트  가능한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  외부  기록장치에서  순차적으로  리드한  여러  자수무늬에 대응
하는  여러조의  바느질  데이타를  연속적으로  조합해서  하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로
써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  라이트하는  제어수단,  상기  바느질  기억수단에서  바느질 데이타
를 리드하고, 리드한 바느질 데이타에 따라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행하는 수단을 구비한 자수기.

청구항 4 

특허청구의 범위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기록장치는 1개의 기록 메체에 따라 1조의 바느질 데
이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상기  제어수단은  여러개의  기록  메체에서  여러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여러조의  바느질  데이타를  순차적으로  리드하고,  이  여러조의  바느질  데이타를  순차적으로  조합해서 
하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로써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  라이트하는  것인 자
수기.

청구항 5 

특허청구의 범위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기록매체는 종이 테이프인 자수기.

청구항 6 

특허청구의 범위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기록 장치는 1개의 기록매체에 대해 여러조의 바느질 
데이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상기  제어수단은  하나  또는  여러개의  상기  기록매체에서  여러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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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무늬에  대응하는  여러조의  바느질  데이타를  선택적으로  리드하고,  이  여러조의  바느질  데이타를 
순차적으로  조합해서  하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로써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
에 라이트하는 것인 자수기.

청구항 7 

특허청구의  범위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기록장치에  있어서의  1조의  바느질  데이타에서는 최
후의  데이타로써  종료코드를  각각  기억하고  있으며,  상기  제어수단은  외부  기록장치에서  순차적으로 
리드한  여러조의  바느질  데이타를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  라이트함과  동시에,  조합되어야 
할  여러조의  바느질  데이타중  최후의  조인  바느질  데이타를  제외한  나머지의  각조의  바느질 데이타
의  상기  종료코드를  미싱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정지코드로  변환해서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 
라이트하고,  최후의  조인  바느질  데이타의  상기  종료코드는  그대로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 
라이트하도록  하는  것에  의해  여러조의  바느질  데이타의  최후에만  종료코드가  오도록  하고,  이것에 
의해  상기  여러조의  바느질  데이타를  조합해서  하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바느질  데이타로  하는 
것인 자수기.

청구항 8 

임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하는 리드/라
이트  가능한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서  바느질  데이타를 1스티치마
다  순차적으로  리드하고,  리드한  바느질  데이타에  따라서  자수틀을  이동해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
행하는  실행수단,  자수무늬의  도중의  스티치로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서의  바느질  데이타의 
순차적  리드를  일시  정지함과  동시에,  바느질  동작을  일시  정지시키는  정지수단,  바느질  동작의 정
지시에  있어서  상기  바느질  동작을  일시  정지한  스티치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는  스티치에  관한 바느
질  데이타의  변경,  삭제,  삽입을  상기  바느질  기억수단에  대해서  행하는  데이타  편집수단,  일시 정
지하고  있던  상기  바느질  데이타의  순차적  리드  및  바느질  동작을  재개시키는  기동수단을  구비한 자
수기.

청구항 9 

특허청구의  범위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편집수단은  바느질  동작을  일시  정지한  스티치를 
기준으로  해서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의  바느질  데이타를  1스티치씩  역방향으로  리드해서  이 
리드  출력에  따라  자수틀을  1스티치씩  바라는  스티치까지  되돌리는  스티치백  수단을  포함하는  것인 
자수기.

청구항 10 

임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하는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  상기  바느질  데이타를  변경,  또는  상기  바느질  데이타에  관련된  자수  바느질 동작
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의  제어  데이타를  기억하는  제어  데이타  기억수단,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
수단에서  리드한  바느질  데이타와  상기  제어  데이타  기억수단에서  리드한  제어  데이타에  따라서 자
수  바느질  동작을  실행하는  자수  바느질  동작  실행수단,  외부기기와의  사이에서  상기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데이타의  송수신을  행하는  통신  인터페이스  수단,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  수단을  거쳐서 외
부기기에서  수신한  바느질  데이타  및  제어  데이타를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  및  제어  데이타 
기억수단에  라이트하고,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  수단을  거쳐서  외부기기로  송신해야  할  바느질 데이
타  및  제어  데이타를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  및  제어  데이타  기억수단에서  리드하는 제어수단
을 구비한 자수기.

청구항 11 

임의의  자수무늬에  대응하는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바느질  데이타를  기억하는  바느질 
데이타가  기억수단과  이  바느질  데이타에  따라서  자수  바느질  동작을  실행하는  수단을  구비한 자수
기에  있어서,  상기  바느질  데이타  기억수단에  기억한  바느질  데이타에  대응하는  자수무늬  모양을 표
시하기  위한  표시수단,  상기  표시수단의  화면상에,  표시된  자수무늬  모양에  있어서  바라는  스티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지정수단,  상기  지정수단에  의해  지정된  스티치  위치에  대응하는  상기  바느질 
데이타를 변경 또는 설정하기 위한 데이타 편집수단을 구비한 자수기.

청구항 12 

특허청구의  범위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지정수단은  상기  표시수단의  화면으로  커서를  표시하고, 
이  커서의  위치를  자수무늬  모양의  표시에  있어서  바라는  스티치  위치까지  이동하는  것에  의해  상기 
바라는 스티치 위치의 지정을 행하는 것인 자수기.

청구항 13 

특허청구의  범위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타  편집수단은  상기  지정된  스티치  위치에  대응하는 
상기  바느질  데이타에  포함되는  기능  데이타로써  소정의  제어  기능을  지시하는  코드를  설정하는 것
인 자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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