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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모터 작동 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제어 시스템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는 회로도.
제2도 내지 제5도는 본 발명이 동작하는 방식을 나타낸 도면.
제6도는 제1도에 도시된 회로를 보충하기 위한 회로도.
제7도는 본 발명의 동작 방식을 나타내는 추가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청구 범위 1항의 서두에 기재된 릴럭턴스 모터용 작동 회로에 관한 것이다.
가변 릴럭턴스 모터, 특히 스위치식 타입 구동 모터에 칭하는 모터에서 어느 한 상으로부터 다른
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통상의 방법은 회전자의 회전 위치에 대응해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나 이상의 회전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회전자에 추가 소자를 예비로 갖고
어 실제로 많은 결점으로 인하여 지장을 초래하여 특히, 좋지 못한 작업 환경하에서 에러 발생의
승을 초래한다.

상
하
있
상

가변 릴럭턴스를 갖고 작동하는 무브러쉬 모터는 본 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 본 발명에 관한 가변
릴럭턴스 모터의 종류로는 하나 이상의 위상 배열로 된 하나 이상의 여자 권선을 갖는 회전자가 있
는데 각각의 상(phase) 권선에 대해 각각의 가동 또는 작동 상태를 갖는다. 고정자 및 회전자는 기
계적인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해 자기 회로를 형성하는데, 기계적인 토크는 가동 또는 작동 권선의
암페어 회수의 제곱 및 퍼미언스 변화 시간에 거의 비례하고 그 퍼미언스 변화 시간은 모터내의 회
전자 이동과 함수 관계를 갖는다. 고정자에 대한 회전자의 위치 이동은 결과적으로 릴럭턴스의 변화
및 회전자 권선의 자기 회로에 있어서 퍼미언스의 변화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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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는 권선의 암페어 회수가 회전자 변위 또는 이동으로 인하여 퍼미언스가 증가하는 시간 간격 이
상을 유지할 경우 모터의 구동 방향에서만 얻어진다. 그러므로 상기 각각의 권선에 대해 어떤 기간
동안에만 작동된 각각의 권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구동 기술에 속하는 몇가지 이유에서
동시에 하나의 고정자 위상을 가동시키는 것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
상으로부터 다른 상으로의 전환은 권선에 대한 전류의 공급이 회전자 변위 또는 이동으로 증가된 퍼
미언스를 초래하는 하나의 회전자 위치 간격동안 각각의 상권선이 가동되거나 작동되도록 영향을 미
칠 수가 있다. 각각이 상권선에 대한 전류의 공급은 권선의 암페어 회수가 회전자 변위 또는 이동으
로 퍼미언스 감소를 초래하는 각각의 회전자 위치간격동안 적합하게, 중지되거나 감소된다. 전술한
바와같이,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은 회전자의 위치를 감지하고, 감지기 제어식 회로를
사용하여 작동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 추가의 회전자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전자 위치 감지기 없이 그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및 수단을 개발하는 일반
적인 의도가 있었다. 작동 전압이 온 오프될 수 있는 적당한 시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정자 권선
및 주변 회로의 전류 또는 전압 특성의 변화를 이용하는 몇가지 시도가 있었다. 구동 모터 타입인
스위치식 릴럭턴스 모터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그들이 고속 및 저속의 양 모드에서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동 전압을 제어할 목적으로 모터 특성을 감지하기 위한 기구를 통합하는 공지된
시스템의 대부분은 주로 스태핑 모타(stepping motor)용으로 쓰이지만 비교적 저모터 속도에서의 그
기능은 낮은 실행력을 갖고 최대 모터 속도의 50%를 초과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전혀 실행력이 없다.
미합중국 특허 제3,980,933호에 기재된 릴럭턴스 모터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는, 회전자가 회전하고,
스위칭 소자의 출력이 비전도성인 경우에 고정 권선에서 유도된 기전력(EMF)이 감지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스위칭 소자의 출력은 EMF가 소정의 레벨에 도달하는 경우에 전도성으로 된다. 이러한 모터는
간섭 마진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바이어스 전류를 필요로 한다. 그 결과로 전력손이 발생된다.
또한, 회전자 위치가 감지되는 시간 주기 동안은 권선을 통과하는 작동 전류가 없기 때문에, 모터의
최대 부하를 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자 또는 작동, 전류는 상권선중의 어느 하나를 통
해서 항상 통과되어야만 한다. 미합중국 특허 제4,520,302호에 기재된 다른 릴럭턴스 모터 제어 시
스템의 경우에, 고정 권선을 퉁과한 전류의 흐름이 회전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한 레벨에서 다
른 레벨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된다. 그러므로 전류의 흐름은 상
기 제어시에만 감지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스테핑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것인데, 고속에서 낮은 해
결 능력 즉, 최대 모터 속도의 50% 이상의 속도를 갖는다.
본 발명의 목적은 감지기는 사용되지 않지만, 모든 모터 속도 및 부하에서 모터를 구동시킬 수 있는
릴럭턴스 모터 구동 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청구 범위 제1항의 특정 기능을 갖는
작동 회로를 사용함으로서 이루어진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나머지 청구 범위에서
기재된다.
주어진 속도 V n 이상의 속도에서, 권선에 인가되는 전압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신호는 축정 과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터의 구동 없이 상기 권선을 통과하는 전류 및 그 양단 전압 모두로
부터 직접적으로 유도된다. 여기서, V n 이상의 속도로 회전자 위치 감지기의 기능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얻어진다. 회전자가 회전함에 따라, 각 고정 권선의 인덕턴스는 상기 회전 기간 동
안 퍼미언스의 변화로 인하여 주어진 곡선 모양에 따라 변한다. 본 발명에 따라서, 권선의 인덕턴스
가 소정의 값 Lk 를 갖는 시간은 각 상권선용으로 유도된 다음, 산술 유니트는 감지 시점에 이어지는
시점을 계산하고 권선에 인가된 작동전압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모터의 일반적인 동작 조건에 따
라 변화하는 동작 파라미터에 좌우된다.
본 발명은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보다 상세히 기술된다.
제1도는 3상 릴럭턴스 모터 상의 3상 권선 L1,L2,L3를 나타낸다. 본 발명은 모터의 상수에 제한되지
만 여기서는 예로서 3상만을 도시한다. 모터는 dc전압 V에 의해 구동되는데 그 전압의 예로 310V가
사용되며 그 전압은 구동 타입 및 스위치 타입 릴럭턴스 모터용의 통상 전압이다. 접지와 전원의
(+)단자 사이의 상권선 L1은 전류 측정 저항 R1, 전력 트랜지스터 Ta1의 소오스 드레인 통로 및 전
력 트랜지스터 Tb1을 결합하는 회로에 놓여 있다. 이 회로에 있어서, 하부 트랜지스터 Ta1은 상권선
L1이 완전히 작동되는 전시간 주기동안 포화 상태로 바이어스되는 반면, 상부 트랜지스터 Tb1은 상
의 작동 간격동안 스위치식 릴럭턴스 모터로서 정상 상태로 펄스되는데, 상기 상온 하나의 상에 대
한 각각의 작동 펄스가 부분 펄스로 분할되는 상이다. 구동 펄스를 부분 펄스로 분할하는 과정은 실
제적인 발명의 한 부분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못한다. 다이오드 Da1은 전자동 펄스
간격에 걸쳐 상권선 L1을 통한 전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노드가 접지에, 캐소드가 트랜지스터 Ta1
으로부터 이격된 상권선의 한 부분에 접속된다. 다이오드Db1은 트랜지스터 Ta1이 가동 즉, 차단되자
마자 전류가 상권선 L1으로부터 급속히 소모될 수 있는 전류회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노드가 트랜
지스터 Tb1으로부터 이격된 상권선 L1의 한 부분과 (+)단자에 접속되어 있다.
잔여 상권선 L2 및 L3의 각각은 동 종류의 회로 각각에 접속되어 있다. 즉, 상권선 L2는 전류 측정
저항 R2, 두개의 전력 트랜지스터 Ta2, Tb2 및 두개의 다이오드 Da2,Db2로 구성되는 회로에 결합되
며 상권선 L3는 전류 측정 저항 R3 두개의 전력 다이오드 Ta3, Tb3 및 두개의 다이오드 Da3, Db3로
구성되는 회로에 결합된다.
각각의 온, 오프 모드에 대한 트랜지스터의 스위칭은 제어 유니트(1)에 의해 제어된다. 그러한 제어
회로는 양호하기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마이크로 컴퓨터로 구성되지만, 그 대신에 통상의 제
어 부품으로 제조된 회로가 사용될 수도 있다. 제어 유니트(1)는 6개의 출력 단자를 갖고 있는데,
각 트랜지스터를 개별적으로 게이팅하기 위해 각각의 증폭기(2)를 통해 게이팅 수단인 각각의 트랜
지스터 Ta1,Ta2,Ta3,Tb1, Tb2,Tb3에 접속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권선의 인덕턴스 L은 회전자 위치 변화가 소정 인덕턴스 값 L k 도달함에 따라
인덕턴스가 증가하는 회전자 위치 간격 사이일때 회전자 위치 θk 에 상응하는 시점 tk 에서 각각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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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이 결정된다. 상태 L＞Lk 를 시험할 목적으로, 상권선 양단의 전압을 적분하고 그 적분된 값은
권선 및 소정 인덕턴스 Lk 의 전류의 적에 비교된다. L＞L k 상태를 여기서 기본 상태로 참조로 하고,
이하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권선 전류에 대한 다른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U는 상권선 양단, 트랜지스터와 관련하여 전체 상의 가동 시간 동안 여자된 트랜지스터
Ta1,Ta2 및 Ta3 양단 및 각각의 전류 측정 저항 R1,R2,R3 양단에 걸린 전압이고(트랜지스터 양단의
전압 강하는 무시된다), R은 상권선 저항과 연속적으로 활성화된 트랜지스터 저항을 더한 각각의 전
류 측정 저항 R1,R2,R3의 저항이며, L은 각각의 상권선 L1,L2,L3의 인덕턴스이고,
한 전류이다. 방정식 1은 아래와 같이 바꿔질 수 있다.

는 상권선을 통

여기서, Ψ는 권선 회로의 자기 흐름이다.
상에 대한 전압이 작동되는 시간(t0 =0)으로부터 시간 까지 적분하는 경우에, i(t0 )=0으로 놓으면
즉, 상이 가동될때 상권선에 전류의 흐름이 없으면 그 식은 아래 식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여기서 t1은 변수
그 식은 아래와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원하는 상태 L＞Lk는 아래와 같이 구해진다.

즉,

방정식(2)는 본 발명에 따라 전술한 기본 상태 L＞Lk 이다. 방정식(2)에 따라 기본 상태를 계속적으
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상의 스위칭 온 시간으로부터 기본 상태가 완전히 이행되는 시간까지 각 상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여 다음의 회로가 각 상에 대해 제공된다.
전압 U를 계속적으로 감지하기 위하여 저항기 쌍 Ra1,Rb1과 Ra2,Rb2 및 Ra3,Rb3로 각각 구성되는 전
압 분할기가 제1도의 접지와 상권선의 상부 선단 사이에 접속된다. 전압 분할기는 비교적 높은 전체
저항을 갖는데, 이는 상권선 회로에 불필요한 부하를 가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전압 U의 적합한 수
치 즉, kㆍU는 각각의 접지 저항기 Ra1,Ra2 및 Ra3를 통해서 토출될 수 있다. 멀터플렉스 유니트
(3)는 3개의 전압 분할기 출력에 각각 접속된 입력을 갖는다. 멀티플렉스 유니트(3)의 출릭에 결합
시키는 등의 작용을 하는 제어 유니트(1)에 의해 제어된다. 이것은 하나의 제어 콘닥터와 스위칭 과
정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으므로, 제어 콘닥터상의 각 "1"신호에 대한 주기적 연속성에서 발생한다.
전압 U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유니트(3)으로부터의 출력 신호가 분할회로(4)에서

으로 나누어진다.

멀티플렉스 유니트(5)는 각각의 저항기 R1,R2.R3에 접속된 3개의 입력을 갖는데, 그 모두는 저항
R'를 갖는다. 멀티플렉스 유니트(5)는 멀티플렉스 유니트(3)의 제어와 더불어 제어 유니트(1)에 의
해 동기적인 제어를 받는다. 그러나 이경우 제어 유니트(1)은 어느 입력이 출력에 접속되어야 하는
지를 나타내는 디지탈 신호를 발생한다.
멀티플렉스 유니트(5)로부터의 출력 신호가 승산기에 인가되는데, 승산기(6)은 저항 R'로 나누어진
전체 권선 회로용으로 저항 R을 승산한다. 회로(6)으로부터의 출력 신호는 값 R1을 갖는다. 전압 U
를 갖는 분할 회로(4)의 출력이 (+)입력이 (+)입력에 결합되고 전압 R1을 갖는 승산기(6)에 대한 출
력은 그 출력상의 전압이 (U-Ri)가 되도록 미분기(7)의 (-)입력에 결합된다. 이 신호가 적분 회로
(8)에 인가되고 적분회로 (8)는 제어 회로(1)에 의해 결정된 시간 동안 회로(7)로부터의 신호를 적
분한다. 회로(8)는 제어 회로(1)로부터 수신된 제어 신호로 새로운 적분을 시작한다. 이러한 제어
신호는 상이 가동되는 각 시간마다 회로(8)에 인가된다. 멀티플렉스 유니트(5)의 출력 또한 신호
R'를 Lk/R'로 승산하는 승산기(9)에 결합된다.
그러므로, 유니트(9)로부터의 출력 신호는 값 Lk ㆍ i가 된다. 여기서 Lk 는 검출된 인덕턴스이다. 적
분기(8)
및 승산기(9)로부터의 신호가 비교기(10)의 각 입력에 각각 공급되고, 비교기(10)는 적분
기(8)로부터의 신호값이 회로(9)로부터의 신호 값을 초과하자마자 출력에서 신호 "1"를 발생시킨다.
제어 유니트(1)이 비교기(10)으로부터 수신한 신호가 일정 시간 간격내에 있을 경우 이하 상세히 기
술하는 바와같이 실제상에 대해 기본 상태가 검출된다. 그러면 제어 유니트(1)는 멀티플렉스 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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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및 (5)에 직접적으로 제어 신호를 송출하여, 이를 장치로 하여금 통과할 차례로 감지된 다음 상
으로부터의 신호를 수용하도록 가동을 야기시킨다. 선택적으로, 상기 유니트는 다음상의 가동중에
스위치될 수 있다.
이해하는 바로, 기본 상태의 전체 계산은 그 값의 k배인 인수로 계산되어 회로(4)에 대한 필요가 없
어진다.
그러나,제어 유니트(1)은 방정식(2)에 따른 기본 상태의 이행 문제에 있어서, 즉시 상을 가동시키는
점을 알아야 하며, 그것은 제2도 내지 제5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기술된다. 대신에 제어 유니트(1)은
상이 가동되는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프리세트 상태에 따라 계산을 수행한다. 이러한 상태는 부분적
으로 회전자의 회전 속도

와 전류

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전류값 i가 직접적으로 제어 유니트(1)에 가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멀티플렉스 유니트(5)
의 출력이 A/D 콘버터(1)에 결합되고 제어 유니트(1)의 각각의 입력에 인가되고 그것이 다시
을 구하기 위해 구해진 값 R'로 나누어진다. 상기 값
사용되며 그것 또한 이하에서 상세히 기술된다.

값

는 또한 저속 렌지에서 모터를 구동시킬때

전술한 바와같이, 방정식(2)에서의 L k 상태 또는 기본 상태에서 L k 상태 각θk 가 구해지며 그 각 θk
는 권선의 전류 강도 즉, 제어 유니트(1)에 의해 막 구동된 상권선에서의 전류 강도에 좌우된다. 이
것은 인덕턴스가 회전자 위치의 작용에만 있지 않고 전류 i에서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2도에
상세히 기술되는데, 1회전을 약간 넘는 회전각 θ의 기능에 따라 하나의 상에서 인덕턴스 변화를 나
타낸다. 도면은 각각의 정전류 강도에 대한 4개의 다른 곡선 l1,l2,l3,l4 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l1 은
최저 전류 강도를 나타내며, l4 는 최고 전류 강도를 나타낸다. 전류 강도는 특히, 모터에 부하기 지
워지거나, 모터가 구동되는 정도에 따라 차례로 변한다. 곡선의 모양이 전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평적으로 되는 것은 모터 자기 회로내의 철이 큰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인덕턴
스 L의 실제 곡선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정전류 강도가 아니라 앞선 전류나 순간 전류에 따라 인덕
턴스 L이 변한다는 사실이지만 제2도에서는 인덕턴스가 전류 강도와 함계 어떻게 변하는가를 도시한
다.
검출된 Lk 에 대한 θk 는 즉, 회전자 위치 각이 증가하고, 전류 강도가 증가하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는 것을 제2도로부터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따른 전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류

는 L k 상태가 이행될 때 제어 유니트에 의해 측정된다. θk 후에는 지연 θs 가 있는데

권선내의 전류

θs 는

에 좌우된다. 저전류는 긴 지연을 발생시키고 전류는 짧은 지연을 발생시킨다. 그

좌우 정도는 전류
에 대해 전적으로 선형적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모터 구조에 좌우된다. 제어
유니트(1)은 관련 모터에 대해 θk 에 대한 전류 i의 관계를 갖는데, 그 전류에 따라 지연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상의 여자 또는 가동이 중지된 회전 위치 각 θ OFF 또한 모터의 회전 속도에 따라 변해
야 한다. 상수 θOFF 에서, 모터는 직렬 모터 특성을 갖는데, 이는 전력이 속도에 반비례함을 나타낸
다. θOFF 가속도 증가와 더불어 감소되면, 모터는 수평적인 토크/속도 특성을 갖게 되어, θOFF 를 제어
함으로서 정전압 모터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θ OFF 에서 상을 폐쇄하기 전에 θS 글 이외에 추가의
지연 θω 을 도입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지연은 회전 속도에 좌우된다. 제3도는 저전류
및 고속에서 구동된 모터에 대한 θ의 기능에 따른 인덕턴스 L의 곡선 모양을 도시하는 반면, 제4도
는 고전류와 고속에서 구동된 모터의 기능에 따른 인덕턴스 L의 곡선 모양을 도시한다.
그러므로, 전류에 따른 전류 보상 인수인 θs 와 속도에 따른 보상 인수인 θω 는 θX 와 θ OFF 사이의
시간이 비교적 길게 되므로 낮은 값을 갖는다. 제4도는 θs 와 θω 가 간격이 짧음을 도시하므로, θk
와 θOFF 사이의 시간 또한 짧다.
전술한 보상에 대한 변화 범위는 대부분의 모터에 있어서 비교적 길게 되어 있는데, 그 경우의 기본
상태 L＞LK 는 초기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보상 시간이 적분 시간 t를 초과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3도에 도시되며, 여기서 θS 와 θω 의 합성 시간은 위상이 가동되거나 여자된 회전
각을 나타내는 θON 과, θk 사이의 시간보다 길다. 본 발명에 따른 구동회로는 릴럭턴스 모터에서 감
지기 회로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어 유니트(1)은 양호하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되어
있어서, 정상 감지기 제어를 할 수 있는 기준 모터를 제조하고, 다른 속도 및 다른 부하에서 모터를
가동시키고, θk 를 표시하며,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의 고정 메모리에 있는 θk 와 θ OFF 사이의 지연을
기억시킴으로서 감지기 제어식의 모터가 θOFF 상 어디에서 비 가동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실제적인
응용에 있어서 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구동 기술의 열면으로부터 한 상의 여자로부터 다음 상
의 여자로의 천이가 즉시 발생하도록 변환 각을 구성하도록 θOFF를 만드는 것이 편리하다.
고회전 속도에서는, 변환이 매우 빨리 일어나고 그에 의해 지연 θω 는 0으로 이동한다. 다음 상 L에
대한 θON 에서의 위상 가동이 기본 상태 인덕턴스 Lk 보다 커지는 것이 가능하다. 선헝 상에서의 전류
가 변환이 발생하는 시간에서, 높을 경우 L ON 또한 Lk 보다 커지므로 θS 가 작아진다. 제5도는
레벨
이러한 과정을 도시하고 있다. 파선 곡선은 i=0에 대한 θ와 함수 관계를 갖는 인덕턴스 L의 변화를
도시하며, 실선 곡선은 i=ik 인 경우 θ 함수에 따른 L의 변화를 도시한다. 상이 가동되면, i=0은 상
내에 포함된 다. 그 다음 인덕턴스는 파선 곡선을 따른다. 회전각 θON 에서, 상 권선내의 인덕턴스는
LON 이 된다. 도면의 좌상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LON 이 Lk 보다 크며 또한 전류 ik 가 권선내에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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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때 보다 훨씬 크다(실선 곡선 참조).
전류 는 θON 에서 상의 가동중 값 0으로부터 비교적 서서히 상중하며 L≥L min 인 경우 가동 기간의
첫 부분 동안에는 비교적 느리다. 이 경우 인덕턴스는 파선 곡선을 따른다.
그러므로, L곡선의 간격은 상 공급의 시작에서 바르게 찾아질 수 있다. 즉, 기본 상태 L＞Lk 가 이행
되는 동안 제5도의 θON 에서 θQ 까지에서 보여진다. 이러한 간격 동안 상이 비가동되는 것을 방지하
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기본 상태의 감지는 가동에 뒤따르는 주어진 기간 동안
양호한 마진에 의해 θQ 로부터 이격되어 회전각 θB 까지 차단된다. 이러한 추가적인 차단 기능은 프
리세트 레벨 이상의 속도 레벨 및/또는 프리세트 레벨 이상의 전류 i k 레벨에 적용될 수 있다. 그
러한 차단은 일반적인 기능으로도 쓰여질 수 있다. 간섭 마진은 차단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
여 상기와 같은 차단으로 인하여 개선될 수 있는데 이는 작은 구동각에 대해 그 정도가 작은 L k ·
i와

(U-R · i)d를 비교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가 상 가동시간에서 O[A]로 되어야 한다는
전술한 바로, 방정식(2)에 따른 L k 상태는 권선의 전류
조건하에서 유도된다. 이것은 상이 θOFF 에서 가동된 후에도 역기전력이 상 권선내에 오랫동안 흐르
므로 불확실한데, 제5도 곡선

의 우측 부분에 잘 도시되어 있다.

가동시 상 권선에 전류가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전류가 0이 되기까지 상 가동은 본 발명에
따라서 차단된다. 이 전류는 상기 가동되지 않는 경우 하브 트랜지스터 Ta1, Ta2, Ta3(제1도)가 가
동전에 스위칭 오프되기 때문에 전류 측정 저항기 R1, R2, R3 양단에서 측정되지 않는다. 상 가동
차단 기능은 적어도 두가지 다른 방법에 의해 구득된다.
차단 기능을 구독하는 첫번째 방법은 제6도에 도시되어 있는데, 그 회로는 제 1도에 따른 제어 유니
트(1), 증폭기(2) 및 가동 차단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부가 수단외에 제3상 권선 L3와 그와 관련한
작동 회로 Ta3, Tb3, R3, Da3, Db3로 구성된다. 제1도의 각각의 상 권선 회로는 제6도에 도시된 회
로와 같은 부가 수단과 함께 제공된다. 이러한 수단은 상 권선 L3의 상부와 공급 전압의 (+) 단자
사이에 접속된 "풀업" 저항기라 칭하는 저항기 RP 를 갖는다. 전압 분할기 Ro 및 Rd는 풀업 저항기 RP
와 접지에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전압 분할기 Rc 및 Rd의 출력은 비교기(12)에 접속되는데, 비교기
(12)는 다른 입력에 결합된 기준 전압 Uref 를 갖는다. 전압 분할기에 걸린 전압은 역 기전력이 앞서
는 동안은 거의 0V이다. 역기전력의 종료시 전압은 R.를 통해 거의 공급 전압 V의 레벨까지 상술한
다. 비교기(12)는 역 기전력이 계속 발생하는 동안의 논리 신호 "0"을 송출하고, 역 기전력의 발생
이 종료되자마자 논리 신호"1"을 송출한다. 자연적으로, 등가의 양호한 결과가 소위 "풀다운" 저항
기로서 상 권선의 권선 출력을 감지하거나, 다른 권선 구성 즉 2선 권선으로서 상기와 동일한 방식
을 사용함으로서 생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도면에서 도시하지 않았다.
상 가동을 차단하는 다른 방식은 역 기전력 시간이 정 전원 V에서의 구동 시간보다 항상 짧다는 사
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5도의 곡선

로부터 볼 수 있다. 상 권선은 회전각이 θOFF 일 때 비

가동된다. 여기에서 부속 전류 는 지수 곡선을 따라 하강하고, 회전각 θm 에서 값 0에 도달한다.
그래서, θOFF 와 θ m 사이의 시간은 항상 θON 과 θ OFF 사이의 시간보다 짧다. 따라서, V가 관련 상 권
선 작동 회로를 통해 인가되는 전시간 즉, θON 과 θ OFF 사이의 시간이 측정된 다음, 역 기전력이 동
일 시간동안 지속하여 가동될 때까지 상의 가동이 차단된다. 이것은 역 기전력 가동 시간을 높이 잡
음을 뜻하지만 모든 실제적인 중요성 면에서는 결점을 갖고 있다. 실제 검사란 상기와 같은 차단 기
능의 형태는 모터의 가속화 면에서는 실제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나타낸다.
전술한 구동 장치는 정상 모터 가동시 긍정적인 전환을 제공한다. 그러나 고전류에서는, 방정식(2)
에 따른 상태의 비이행으로 인하여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를 갖는다. 이것은 인덕턴스가 레벨 Lk까
지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류가 고전류로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사실은 하부 곡선
L4로 제2도에 도시되어 있다. 3개의 인덕턴스 곡선 l1 , l2 , l3 이 레벨 Lk 를 초과한 다음, 전환이 발생
한다. 곡선 l4 는 레벨 Lk 에 이르지 못한다. 이 경우 전환을 발생치 않는다. 이 문제는 저 인덕턴스에
서 Lk 를 선택하고 제3도 및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술한 지연 θ S 및 θω 와 상기의 저 Lk 간을
합성함으로서 부분적으로 해결된다. 이것은 전환 기능이 제1도의 상부 트랜지스터 Ta1, Tb2, Tb3의
영향을 받는 상 권선의 구동을 펄스화시키기 위해 통합될 때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이것
은 전류를 충분히 낮은 값으로 제한시킨다. 그러나 이것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특히, 첨두 전류값이
전환으로 인한 최대 전류보다 높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곡선 모양은 제5도에 도시되어 있는데, 여
기서 전류 는 첨두 값 ip 에 이르며, ip 는 θk 에서 측정된 전류 i k 휠씬 이상에 있다. 전환이 항상
과도한 과전류에서도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전류 제한레벨이 사용된다. 이러한 고전류 제한레
벨은 모터에 대한 전자공학 분야의 보호를 위해 모터에서는 꼭 사용되야 하며, 이하 상세히 기술하
는 방식으로 전환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라 상기 제한레벨이 사용된다.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동 상 권선에서의 전류는 A/D 콘버터(11)을 통해 제어 유니트(1)에 의
해 연속적으로 감지된다. 저전류 제한 값을 감지하는 경우 상부 전력 트랜지스터 Tb1, Tb2 또는 Tb3
는 스위치 오프된 다음, 전류 는 정상적으로 하강한다. 권선 회로내에 하나의 전력 트랜지스터를
스위치 오프함에 뒤따라, 전류는 모터의 인덕턴스가 감소할 때만 상승한다. 전류가 상부 전력 트랜
지스터를 스위치 오프함에
따라 상승해야 한다면, 이것은 인덕턴스 곡선의 최대 인덕턴스 위치가
전환이 발생치 않고 통과되고, 인덕턴스 곡선의 (-) 측상의 어딘가에 각 위치가 도달했음을 의미한
다. 그러면 모터는 구동 역 기전력을 발생하고, 전류는 감소한다. 그러므로, 전류가 최대 전류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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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 전류가 즉시 발생한다.
제7도는 Lk 가 감지되지 않는 경우 정류시 곡선 i(θ) 모양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회전 위치 θc
에서 과 전류 또는 초과 전류 imax 가 감지된다. 여기서 상부 트랜지스터 Tb1, Tb2 또는 Tb3가 스위치
오프된 다음 전류 i(θ)는 하강한다. 상부 전력 트랜지스터가 θd 에서 다시 스위치 온되고 전류는
상승하며, 회전 위치 θe 에서는 다시 imax 로 되고, 상부 트랜지스터는 다시 스위치 오프된다. 그러나
인덕턴스 곡선은 그 시점에서 최대 위치를 통과하며, 실선 곡선 L(θ,i)로 도시되어 있다. 여기서
전류 i(θ)는 더 이상 하강하지 않고 대신에 비교적 서서히 상승한다. 회전 위치 θOFF 에서 imax 보다
더 높은 전류 iP 감지된다. 다음에 다음 상으로의 전환이 즉시 발생한다.
A/D 콘버터(11)를 통해 최대 전류를 감지하는 대신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일상적인 것으로, 초과 전
류나 과전류에 달한 경우 개별적으로 초과 전류를 감지하기 위해 구성된 추가의 비교기 회로를 제공
하고, 제어 유니트(1)에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제1도에 파선으로 도시된 전
압 분할 회로에 도시되는데, 전원 V상의 + 단자와 접지 사이의 직렬 접속 저항기 Re, Rf, Rg를 포함
한다. 저항기 Rf와 Rg 사이의 출력이 비교기(13)의 기준 전압 입력에 접속되고, 저항기 Re와 Rf 사
이의 출력이 비교기(14)의 기준 전압 입력에 접속된다. 멀티플렉스 유니트(5)로부터의 출력이 비교
기(13,14)의 (+) - 입력에 결합된다. Rg 양단 전압은 프리세트 최대 허용 전류 레벨 imax 가 되자마자
비교기(13)이 신호 "1"을 발생시키도록 선택된다. 비교기(14)에 대한 기준 전압은 비교기(13)에 대
한 기준 전압보다 다소 높다. 그러므로, 비교기(14)는 최대 허용 레벨 imax 보다 다소 높은 전류 레벨
에 대한 신호 "1"을 발생시킨다. 비교기(13,14)에 대한 각각의 출력은 전술한 방식으로 제어하는 제
어 유니트(1)의 각각의 입력에 접속한다. 제1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 유니트(1)에는 병렬 입
력 외부로부터 제어 신호가 인가된다. 이 제어 신호는 제어 장치에서 소망의 속도를 나타낸다. 또한
이 제어 신호는 제어 장치에서 모터가 작동을 시작하거나 정지되는 때를 나타낸다. 특별한 시동 기
능이 모터의 시동을 위해 필요하다. 이에 관련한 간단한 방법은 제2도는 2 상에서 두개의 전력 트랜
지스터를 조정함으로서 하나의 상에서 전류 펄스를 가하도록 하는 제어 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모터가 상기 상에 대한 최대 인덕턴스 상태에서 차단되도록 한다. 그러면 다음 상으로의 전환이 영
향을 받아 이후 부속적인 전환이 전술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
전술한 감지 및 제어 기준이 고속 및 평균 속도에서 충분히 동작하여, 통상의 감지기와 같은 양호한
전환을 제공한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기준은 초당 0 회전의 회전 속도로 철저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 권선 저항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저항은 정확
하게 저속에서 증가하는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권선 저항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저항이 변하고
특히 모터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어렵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 저속에서 정확한 보상을 행하기는 어
렵다.
검사는 전술한 감지 및 제어 기준이 모터의 최대 속도의 5%에서 10%까지 충분한 기능을 갖는 것을
나타내며 모터가 작은 부하에서만 가동되도록 제공되는 제로 속도 상태를 포함하는 아주 저속에서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전 범위에 걸친 모터 속도에 걸쳐 모든 상태하에서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구독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모터 속도를 모니터하 고, 모터가 비교적 저속 V n 즉,
최대 모터 속도의 20%인 속도를 유지하는 경우를 감지하거나 감지하도록 제조된다.
V n 이상의 속도에서, 제1도에 도시된 회로는 상을 비가동시키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시동점을 형
성하는 인덕턴스 값 Lk 를 탐색하기 위해 가동되는 상 권선 인덕턴스를 측정함으로서 전술한 기준에
따라 작동된다.
V n 미만의 속도에서는, 전환이 상 가동을 위해 있어야 하는 인덕턴스 값에서 그 인덕턴스를 검지하
기 위해 가동되는 상의 인덕턴스을 상기 측정 대신에 감지하는 것이 적합하다. 비가동 권선에서는
정상적인 전류의 흐름이 발생치 않으므로, 권선 인덕턴스는 상술한 방식과는 다르게 나타내야 한다.
따라서 짧은 지속 시간 동안의 고주파 펄스가 가동을 위해 다음 순차로 된 상기 권선용의 구동 회로
에 전력 트랜지스터의 게이팅 수단에 공급된다. 각 펄스는 주어진 지속 시간

에 대한 것이며 지속

시간 는 일정 시간에 짧은 상관성을 갖고 있어 전류는 각 펄스 사이에서 0까지 하강한다. 이 전류
는 각 펄스에서 A/D 콘버터에 의해 측정된다. 또한 이 전류는 순간 인덕턴스의 측정을 하는 각 펄스
의 지속을 통해 상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속도 범위내에서, 제어유니트(1)은 고속 범위의 경우와
같은 선행 가동 상회로에서가 아닌 가동을 위해 다음 순차로된 상회로내에 통합된 저항기 R1, R2,
R3 양단에 전압을 공급하도록 멀티플렉스 유니트 (5)에 명령한다.
제어 유니트(1)은 방정식(U-Ri)=d/dτ(Li)를 U=L·di/dτ에 가깝게 함으로서 인덕턴스를 측정하는데
이 U=L·di/dτ는 소전류 와 저속 즉, 저 dL/dτ에 대한 양호한 근사값이다.
미합중국 특허 제4,520,302호의 서문에서, 비여자 상에서의 전류 변화에 대한 시간을 측정하는 시스
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상기 상에서의 인덕턴스를 측정하는 것을 나타낸다. 결
템
과적으로, 종전의 간행물에 있어서의 전환은 측정된 상에서의 인덕턴스가 소정의 값에 달했을때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공지된 제어 시스템에서는 구동 전압은 불변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구동 전압 V는 부분적으로는 정상 전압 변화에 따라, 또한 부분적으로는 +V가 a·c 전압으
로 정류될때 얻어진 리플 전압에 따라서 급속히 변화한다.
비여자상의 인덕턴스 또한 여자상의 전류강도에 좌우된다. 미합중국 특허 제 4,520,302호는 전류 레
벨로 인한 그러한 인덕턴스 변화를 계량하지 않아서, 다른 부하에서 상기 명세서에 기술된 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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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시키는 것이 어렵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의 인덕턴스는 그 인덕턴스내의 앞선 전류에 크게 좌우된다. 오늘날 인덕턴스
모터 아이언회로의 대부분은 여러개의 상에 대해서 가장 일상적인 헝태이다. 그러므로 포화 및 그로
인해 유도된 상의 인덕턴스(제2도 참조)가 잔여 상내에 부분적인 포화 및 그로인한 유도 인덕턴스를
발생한다.
따라서, 제2도는 다른상에서의 잔류 와 함수 관계인 상의 인덕턴스를 주로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전류가 측정이 이루어진 상에서 낮은 경우에 상의 인덕턴스를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2도내의
여러 곡선은 비여자상의 측정된 경우 여자상내의 다른 전류에 대응하는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추가적인 전개에 따라, 보상은 저속 범위 즉, 공급 전압의 변화와 작동 권선
내의 전압 두 경우에 대해 V n 미만의 속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두개의 직렬 접속 저항기 Rx 와 Ry 를
포함하는 전압 분할기를 전원 +V의 (+)단자와 접지 사이에 접속되어 있다. 전압 분할기의 Rx , R y 출
력이 멀티플렉스 유니트(5)의 제4입력에 접속된다. 여기서 Ry 앙단 측정 전압 U'는 +V에 비례한다.
모니터된 권선에 송출된 짧은 지속 시간을 갖는 각각의 펄스 경우에, 제어 유니트(1)은 선택된 연속
성, 모니터된 상태의 저항기 R1 , R2 , R 3 양단 전압, 여자상내의 측정 저항기 R1 , R2 , R3 를 통한 전압
및 저항기 Ry를 통한 전압 U'를 조정한다.
그러므로, 제어 유니트(1)은 짧은 지속 펄스의 종료시 A/D 콘버터(11)의 제어 입력에 제어 펄스를
공급하므로서 비여자상내에 모니터 권선에 송출된 각각의 짧은 지속 펄스의 종료에서 순간 전류를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즉, 펄스 공급 바로 전후에, 근사한 시점에서 멀티플렉스 유니트(5)와
A/D 콘버터(11)를 조정함으로서 작동 상내의 전류와 전압 U'로 표시가 나타난다. 그러면 제어 유니
트(1)은 A/D 콘버터(11)에
접속된 입력에서, 측정을 원했던 그 신호에 공지된 비율을 갖는 신호를
수신한다.
선택된 회전 속도에 가능한한 일정한 위치점 θOFF 를 얻기 위해서, 고속 범위에서 θS 로 실행된 방식
으로, 아나로그 방식의 가변 보상과 더불어 보상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모터가
정상인 경우 즉, 실제로 모터를 시동한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순간 인덕턴스나 그에 비례하는 값을 결정하는 대신에 측정 인덕턴스 값을 보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상
의 전류 함수에 따라 상
내의 인덕턴스의 함수 La,(θ,ib )는 Ib와는 선형적이
지 못하다. 인덕턴스 모터 형태 대부분에 대한 양호한 인덕턴스의 근사값은
La (θc,O)/Lb (θc,ib) = (1+c=ib)
로 주어지는데, 여기서 상수
는 θ OFF 상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터에 대해 개별적으로 측정된다.
θc 는 고속 범위내의 θk 에 대응하며, θOFF 는 양호하게 저속 범위내의 θc 와 동일하다. 자연적으로,
이것은 인덕턴스의 보상이 전술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으면, 적용될 것이다. 순간 공급 전압 레벨과
작동 전류 레벨 모두에 대한 인덕턴스 보상에서 이행되는 전환 상태를 다음과 같다.
L=Lc

(1+c·ib)·U·T/i=Lc

이것은 작동상의 전류 강도와 공급 전압 각각에 대해서 얻어질 수 있는 정적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전술한 방식의 회전 위치에 좌우되는 정적 전환은 속도가 저속이라면 또한 구득될 수 있다. 첫째로,
근사값 d/dτ(L·i)=L·di/dτ 적용되어야 하고(즉, dL/dτ《Ldi)/dτ인 상태에서), 둘째로, 인덕턴
스 감지 펄스 주파수가 모터 전환 주파수보다 높아야 하는데, 이는 그 주파수가 정류 과정에서 시분
할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행에 있어서 이러한 제한은 상기의 정류 방법의 적용시 모터 최대 속도의 20%와 50% 사이에서만
구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미만에서는 회전자 위치 감지기로 구득된 기
능에 완전히 대응하는 기능을 갖는다. 회전자 위치 θOFF 는 제3도 및 제4도를 참조하여 전술했다. 각
상권선은 개별적인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으며, 또한 상 사이의 오버랩으로 두개의 상이 주어진 간
격동안 동시에 구동되는만큼 임의적인 방식으로도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회전각 θOFF 에서 한 상에서 다른 상으로 전환이 됨에 의해 상 사이의 오버랩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에 θON 은 θOFF 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회전각내에 대체된다. 제3도에서, θOFF 는 인덕턴스 곡선의 상부
에 비교적 근접하여 놓여 있으며, θON 는 인덕턴스가 낮은 인덕턴스 범위내에 있다. 고속 및 고전류
에 θOFF 는 훨씬더 좌측으로 이동된다. 즉, 제4도에 도 시된 바와 같이 인덕턴스 곡선 상승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하강한다. 여기서 θ ON 또한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좌측으로 이동하며, 정상 가동시
는 곡선이 (-)측 경사를 갖는 인덕턴스 곡선상의 간격으로 발생한다.
이것 또한 제5도 및 제7도에서 도시하고 있다. 과도히 낮은 속도에서는 저속 범위에 대한 전술한 작
동 과정에 있어서, 곡선의 상승 부분의 시작되는 위치에서, 상을 즉시 가동 또는 작동시키는 것이
적합하고, 저속 범위내에 다소 높은 속도의 경우 특히 속도가 Vn 에 가까와지는 경우는 상기와는 다
르게, 매우 낮은 인덕턴스 영역보다 바로 앞서 인덕턴스 곡선의 (-)측면상에서 가동이 미리 발생하
도록, 가동이 훨씬더 좌측으로 시작되는 회전위치 θON을 이동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 결과 모터의 기능이 더욱 개선되고 평활해지며 특히 모터가 속도 Vn 을 통과하는 경우, 구동 회로
가 저속 범위에서의 구동 또는 작동 모드로부터 고속 범위에서의 구동 또는 작동 모드로 스위치하는
경우에 그 기능이 더욱 개선된다. 인덕턴스 곡선의 상승측으로부터 상기 곡선의 하강 측으로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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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θON 의 변환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인덕턴스가 매우 낮은 경우 인덕턴스 곡선
의 다음 직선 부분동안 다른 인덕턴스를 감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대신에 인덕턴스 곡선의 상
승 및 하강 부분동안 연속적으로 θOL 을 이동하고 이들 위치 사이에 단계적 이동을 실행하는 것이 적
합하다. 가동 위치는 많은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이동한다. 가동 위치의 대체 가능성의 문제는 적은
상에서는 보다 중요해진다. 따라서, 대체 가능성의 가장 큰 중요성이 2상 또는 3상을 갖는 모터에
있다. 그러므로, 제어 유니트(1)은 인덕턴스 값 및 θON 을 설정하기 위한 인덕턴스 변화에 대한 신호
가 저속 범위내의 다른 속도와 속도 범위 대해서 다르게 나타나는 저속 범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
공받을 수 있다.
감지 모드 사이에서 제어 시스템이 스위치하는 경계 속도 Vn 은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지만,
최대 속도의 10-20%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 양호하다. 자연적으로, 감지 모드 사이의 스위칭 속도에
서 주어진 히스테리시스로 발생된다.
상이한 모터 구조에 따라 다르게 될 수 있는 경계 속도 Vn 을 적합하게 선택함으로써 전 범위의 모터
속도에 걸쳐 전환을 얻는 것이 가능한데, 이 전환은 회전 위치 감지기로 구득된 전환에 전적으로 대
응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제어 시스템으로 제공된 가변 릴럭턴스 모터는 최적의 가동 상태에서 정지
상태로부터 최적 회전 속도를 갖는 상태까지의 모든 속도에서 구동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공되는 고정자와, 회전자 위치가 각각의
하나 이상의 상에 대해 하나 이상의 권선(
상기 권선의 자기 회로를 갖는 회전자의 결합에 의해 상기 고정자 권선 각각의 퍼미언스에 영향을
주는 회전자와, 각각의 상권선이 작동될때 상기 회전자의 적어도 회전 일부 동안 각각 상권선의 인
덕턴스에 따르는 특성을 유도하는 수단(R1,R1,R3 ,5.1)을 포함하고 상기 감지된 특성을 이용한 회전자
위치 및 구동상을 오프하는 스위칭 시간을 계산하며 계산된 스위칭 시간에 따라 상기 상권선
(L1,L2,L3 )을 온 및 오프로 스위칭 제어하는 감지, 계산 및 제어장치(1 내지 l1,R1,R2,R3 )를 구비하는
가변 릴럭턴스 모터용 작동 시스템에 있어서, 각 상에 대해 상기 감지, 계산 및 제어장치가 적어도
상기 상을 모니터하는 시간 동안 상권선의 잔류 i(t)를 나타내고 값 Lk *i(t)를 연속적으로 형성하도
록 구성되고(여기서, Lk 는 일정한 소정의 인덕턴스) ; L(t)*i(t) 결과로 제공되는 값을 연속적으로
형성하며(여기서, L(t)는 상권선의 순간 인덕턴스) ;
상기 형성된 값들간에 연속적으로 비교를 행
하여 상기 비교가 상기 연속적으로 형성된 값들이 서로 같음을 나타낼때 상권선의 작동 또는 여자
상태를 변화시키는 회전 위치를 결정하도록 시동점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릴럭턴스
모터용 작동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계산 및 제어장치(1 내지 11)가 권선에 직렬 접속된 레지스터(R1,R2,R3 )
양단의 상권선(L1,L2,L3 )의 전류 i(t)를 나타내는 수단(5,1)과 ; 권선 및 레지스터의 각 직렬 접속
양단의 전압을 나타내는 수단(Ra1,Rb1,Ra2,Rb2,Ra3, Rb3,3)과 ;

(여기서는, U는 지시된 전압, i는 지시된 전류 i(t), R은 상권선의 저항에 부가된 레지스터의 저항
이고 시간 t=0는 상의 가동 또는 작동에 사용되는 시간이다)로부터 L(t)*i(t) 결과가 제공되는 값을
연속적으로 형성하는 수단(4,6 내지 10,1)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동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계산 및 제어장치는 상기 비교가 연속적으로 형성된 값이 모터의 일반
적인 가동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가동 파라미터에 좌우되는 시간 지연을 계산하기 위한 시동점과 같
음을 나타낼때 상기 시간을 모니터된 상권선(L1,L2,L3 )의 작동 또는 여자 상태를 변화하는 시간으로
취하고 계산된 시간으로 각각의 상권선을 온 또는 오프로 스위칭하는 제어수단
(1,2,Ta1,Ta2,Ta3,Tb1,Tb2,Tb3,Da1,Da2,Da3,Db1,Db2,Db3,R1,R2,R3)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동 시스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 파라미터의 하나가 상기 감지, 계산 및 제어장치의 상기 인덕턴스 유도
수단(R1,R2,R3,5,1)에 대해 감지된 상권선의 일반적인 전류 강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동 시스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 파라미터의 하나가 상기 계산 수단(1)에 의해 계산된 일반적인 모터 속
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동 시스템.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계산 및 제어장치는 회전자가 모니터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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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작동시킴에 뒤따르는 소정의 회전자각을 통해서 회전할때까지 비교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작동 시스템.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계산 및 제어장치는 구동 상권선을 통한 전류
가 0인 시점 이후까지 비작동상의 작동을 방해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동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계산 및 제어장치는 작동과 비작동간의 시간을 나타내고, 작동과 비작
동간의 시간과 적어도 같은 비작동후 시간이 될때까지 작동될 다음 작동 상권선을 지연시키도록 구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동 시스템.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계산 및 제어장치는 작동상에서 권선을 통과
한 전류가 소정의 최고 허용 전류 레벨에 도달할때를 나타내고 권선에 펄스를 공급함에 의해 상권선
의 작동상태를 조정하며 ; 소정 레벨을 갖는 펄스 휴지 동안 모니터된 상권선의 전류가 소정의 최고
전류 레벨을 초과할때 번갈아 작동될 다음 작동 상으로의 전환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동
시스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계산 및 제어장치는 회전자 속도를 나타내거나 또는 계산하는 수단(1)
을 포함하고 ; 상기 검출, 계산 및 제어장치는 소정 속도 V n 이상의 속도로 상의 비작동을 계산하는
시동점을 구성할 수 있는 인덕턴스 Lk 를 나타내도록 하는 바와 같은 작동 상권선의 인덕턴스를 모니
터하는데 적합하고 번갈아 작동될 다음상의 상권선의 인덕턴스를 나타내는데 적합한 소정 속도 V n
이하의 속도로 제어 수단이 상기 상권선을 작동시키는 시점을 얻기 위해 적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동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계산 및 제어장치는 제어 수단이 작동될 상권선을 조정하도륵 제어되
는 인덕턴스 곡선의 위치가 상기 속도 범위내에서 저속 및 고속에 대해 다른 소정 속도 V n 이하의
속도로 상권선의 제어를 변화시키도록 구성되고, 인덕턴스 곡선이 양측을 갖는 회전자 위치에서 매
우 낮은 속도로 그리고 인덕턴스 곡선이 음측을 갖는 회전자 위치에서 비교적 Vn 에 가까운 속도로
작동시키도록 상권선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동 시스템.
청구항 12
제10항 또는 제11항에 있어서, 소정의 속도(Vn ) 이하의 속도에서, 상기 감지, 계산 및 제어장치(111)의 전류 감지 수단(R1,R2,R_ ,5)은 작동상의 상권선 전류를 감지하고, 상기 감지, 계산 및 제어장
치의 상기 계산수단(1)은 작동상의 전류에 따르는 교정 인수에 따라 차례로 작동될 다음 상의 상권
선의 표시된 인덕턴스를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동 시스템.
청구항 13
제10항 또는 제11항에
순간 구동 전압 레벨을
동 전압 레벨에 따르는
하는 수단(1)을 구비하는

있어서, 소정의 속도(Vn ) 이하의 속도에서, 상기 감지, 계산 및 제어장치는
감지하는 수단(Ra1 내지 Ra3,Rb1 내지 Rb3,Rc1 내지 Rc3,3)과, 일반적인 구
인수에 따라 차례로 작동될 다음 상에서의 상권선의 표시된 인덕턴스를 조정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동 시스템.

청구항 14
제10항 또는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계산 및 제어장치는 차례로 작동될 다음 상에서 상권선
양단의 짧은 지속 전압 펄스를 공급하는 수단(1,2,Ta1,Ta2,Ta3)과, 각 펄스에 대해 상기 펄스의 지
속이 t인 펄스의 종료시 상기 상권선의 전류 레벨 ia 를 측정하며, 작동상의 상권선의 전류 ib 와 측정
ia 와 관련된 구동 전압 U'를 측정하고, 각 측정 모멘트에서 인덕턴스 계산 L=(1+k*ib)*U'·t/ia ,을
하며, (여기에서, k는 관련 모터에 따른 상수)계산된 인덕턴스와 전환이 발생할 인덕턴스 값 Lc 를
비교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작동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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