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 Int. Cl.
6

H02M 5/45

(45) 공고일자   1996년09월20일

(11) 공고번호   96-012527

(21) 출원번호 특1991-0020867 (65) 공개번호 특1992-0011042
(22) 출원일자 1991년11월22일 (43) 공개일자 1992년06월27일

(30) 우선권주장 90-329377  1990년11월30일  일본(JP)  

가부시끼가이샤 히다찌세이사꾸쇼    가나이 쯔또무

일본국 도꾜도 지요다구 간다 스루가다이 4-6
(73) 특허권자

일본국 도꾜도 지요다구 간다 스루가다이 4-6
(72) 발명자 이보리 사또시

일본국 후나바시시 나라시노다이 5-39-1-206

야마시따 히또시

일본국 야찌요시 오와다신덴 1054-7 라이온즈 맨숀 니시야찌요 2105

바바 시게유끼

일본국 나라시노시 미모미쬬 1-1045-2

후지이 히로시

일본국 지바시 마꾸하리쬬 5-417-16 마꾸하리 파미루 하이쯔 3-310

감바라 다까쯔구

일본국 후나바시시 나라시느 1-7-2

이시바시 아끼라
(74) 대리인 백남기

심사관 :    정지원 (책자공보 제4641호)

(54) 직류 평활커패시터의 전하방전 제어회로가 마련된 인버터장치 및 그의 제조방법

요약

요약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직류 평활커패시터의 전하방전 제어회로가 마련된 인버터장치 및 그의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의 1실시예의 회로블럭도.

제 2 도는 제 1 도의 방전제어회로와 전원회로를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

제 3 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회로블럭도.

제 4 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정전시의 소프트웨어에 의한 처리의 흐름도.

제 5 도는 전원의 회로접속예를 도시한 도면.

제 6 도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제 7 도는 역변환기를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

제 8 도는 종래의 인버터장치를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순변환기,2 : 역변환기,

3 : 평활커패시터,10 : 저항기,

11 : 반도체 스위칭소자,13 : 교류입력전원 검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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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OR 회로,15 : 구동회로,

17 : 스위칭 레귤레이터회로,21 : 교류기의 권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인버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교류전원을  차단한  후의  평활커패시터의  잔류전하를 
임의의  시점에서  또는  순간정전  지속시간의  허용시간후에  반도체  스위칭소자를  ON시키는  것에  의해 
방전시켜서 잔류전압에 의한 감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인버터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버터장치의  내부에는  정전용량이  큰  직류  평활커패시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방전의  처치를  취하지  않으면  입력전압이  차단되더라도  장시간동안  이  평활커패시터에  전압이 잔류
하게 된다.

보수시  등에  인버터장치의  내부에  접촉되었을  때에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종래의 인버터장치에
서는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소화  59-172984(1984),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소화  60-9396(1985),  일본국 
특허  공개공보  소화  61-191299(1986),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소화  62-114492(1987),  일본국 특허공개
공보  소화  64-8894(1989)에  개시된  바와  같은  장치에  의해  직류  평활커패시터의  전하를  방전하고 있
었다.  제  8  도는  이들  종래  기술의  1예를  도시한  것으로,  교류입력전압이  차단되었을  때 전자접촉기
(84)의  접점(84b)를  폐쇄하고  저항  RB를  거쳐서  평활커패시터  CB의  잔류전압을  열에너지로서 소비하
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종래  기술은  모두  임의의  타이밍에서  직류  평활커패시터의  전하를  방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를들면  어떠한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그  위험을  즉각  방지하기 
위해서  직류  평활커패시터의  전하를  방전시키려고  해도  불가능하였다.  또,  전원이  OFF로  될  때마다 
직류  평활커패시터의  전하를  방전하는  것은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고,  기동정지의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빈번하게  충반전을  반복해서  직류  평활커패시터,  콘택터,  돌입전류  방지용  저항  등의 수명
을  단축시켜  버린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상기  종래  기술에서는  순간정전  지속시간의  허용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직류  평활커패시터의  전하를  방전하고  있으므로,  전원복원시에  직류  평활커패시터의 
전하기  방전되고  있으면  큰  돌입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어  전력  순변환기의  소자가  파괴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감전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신뢰
성이 높은 인버터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  따르면,  직류  평활커패시터에  병렬로  반도체  스위칭소자와 
저항기의  직렬회로를  접속하고,  ON/OFF  제어회로를  거쳐서  임의의  타이밍에서  이  스위칭소자를   
ON,OFF시키는  제어신호의  입력단자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하는  것에  의해,  상기  직류 
평활커패시터의 잔류전하는 반도체 스위칭소자와 저항기의 직렬회로를 통해서 방전된다.

순간정전  지속시간의  허용시간은  10ms~50ms로  선택되는  일이  많지만,  US특허등록  33,519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전자접촉기 등의 콘택터는 
10ms~20ms  이내에  동작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콘택터  또는  반도체소자를  사용해서  방전시키는 경
우에도 정전지속시간의 허용시간에 따라서 방전하는 타이밍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인버터장치로의  교류입력전원이  차단되고나서  순간정전  지속시간의  허용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  소자를  ON시키라는  명령이  입력된다.  상기  명령에  따라서  ON/OFF  제어회로에서  반도체 스위
칭소자를  ON시키라는  신호가  출력된다.  이것에  의해  마찬가지로,  직류  평활커패시터의  잔류전하가 
방전된다.  그러나,  순간정전  지속시간의  허용시간내에는  잔류전하가  방전되지  않으므로,  이 허용지
속시간내에  전원이  복원  되더라도  큰  돌입전류가  흐르는  일은  없다.  이하,  본  발명의  1실시예를  제 
1 도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제  1  도는  본  발명에  관한  인버터장치를  도시한  것이다.  3상교류  입력전원(50)와  순변환기(1)의 접
속점  R,S,T에서  3상교류  전력이  순변환기(1)로  입력되고,  순변환기(1)에  의해  직류전력으로 변환된
다.  이  직류  전력은  또,  역변환기(2)에  의해  가변전압  및  가변주파수의  교류전력으로  변환된다. 역
변환기(2)의  출력에는  교류기(4)가  접속되어  가변속  제어된다.  평활커패시터(3)은  순변환기(1)과 역
변환기(2)  사이에  마련되어  직류전압을  평활한다.  이  인버터장치의  운전개시시에  교류전력이 투입되
면,  평활커패시터(3)에  돌입충전전류가  흐른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순변환기(1)과 평활커패시터
(3)  사이에  돌입충전전류를  억제하기  위한  저항  RS가  마련된다.  운전중은  전자  접촉기(84)의 통상적
인 오픈접점(84a)에 의해 저항 RS가 단락된다.

평활커패시터(3)에  병렬접속된  반도체  스위칭소자(11)과  저항기(10)의  직렬회로는  본래 교류전동기
의  회생제동용  회로로서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스위칭소자와  저항기를  본  발명에  의한 평활커패시터
의 전하를 방전하는 방전회로로서 공용한 것이다.

(9)는  평활커패시터(3)의  전하를  방전시키는  스위칭소자(11)을  ON/OFF  제어하는  구동신호를 제어하
기  위한  ON/OFF  제어회로(12)를  포함하는  방전제어회로이다.  임의의  타이밍에서  평활커패시터(3)의 
전하를  방전시키기  위한  신호  a가  방전제어회로(9)에  입력되어  반도체  스위칭소자(1)을  ON시키도록 
구성된다.  이  반도체  스위칭소자(11)은  무접점형이다.  신호  a가  입력되면  반도체  스위칭소자(11)이 
ON되고, 평활커패시터(3)의 전하는 스위칭소자(11)과 저항기(10)을 거쳐서 방전된다.

한편,  주파수설정기(6)으로부터  인버터장치의  출력주파수를  결정하는  속도명령이  출력되고, 마이크
로  컴퓨터를  포함하는  역변환기  제어회로(5)에  입력된다.  제어회로(5)는  역변환기(2)를  펄스폭변조 
PWM모드(일반적으로,  주지의  펄스폭에  따라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에서  제어하고,  가변전압  및 가변
주파수의 교류전력을 발생하도록 역변환기(2)의 반도체 스위칭소자를 구동한다.

또,  (7)은  제어전원회로로서,  단자 R0,T0 을  거쳐서  교류전력을  입력하고,  장치전체의  제어회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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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을  공급한다.  이  교류전력은  상기  3상교류  입력전원(50)에  접속된  단자  R,S,T중의  어느  2개  또는 
별도의 전원에서 얻어지는 것이어도 좋다.

다음에,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의 동작을 제 1 도 및 제 2 도에 따라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단자  R,S,T에  접속된  교류입력전원(50)이  OFF되면,  직류중간회로의  평활커패시터(3)의  에너지는 예
를  들면  CQ북  주식회사에서  1980년  발행한“Practical  Electronic  Circuits  Hand  Book”,  pp.3 274-
pp.284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평활커패시터(3)의  정극  P→다이오드  D1→스위칭 레귤레이터회로(17)→
평활커패시터(3)의  부극  N의  경로를  거쳐서  스위칭  레귤레이터회로(17)에  의해  소비된다.  그러나, 
스위칭  레귤레이터회로(17)의  소비전력은  적으므로,  평활커패시터(3)의  전압은  실질적으로 장시간동
안  유지된다.  이때,  교류입력  전원의  OFF  상태에  관계없이  반도체  스위칭소자(11)을  ON  또는  OFF할 
수  있는  신호  a를  이러한  상태에서  입력하면,  구동회로(15)를  거쳐서  반도체  스위칭소자(11)이 구동
된다. 이 신호 a는 누름버튼 등에 의해 발생시킨 매뉴얼신호로 사용할 수가 있다.

또한,  교류전동기의  회생제동시에는  직류중간회로의  전위 VPN 이  회생에너지에  의해서  상승한다.  이 

전위가  사전에  결정된  기준값 VPN
*
 이상으로  되면,  비교기(16)의  출력신호  d가  반전되어 구동회로

(15)를 거쳐서 반도체 스위칭소자(11)을 ON하도록 되어 있다.

제  1  도에  도시한  실시예에서는  평활커패시터(3)의  전하를  방전시키기  위해서,  전자접촉기  대신에 
무접점형  반도체  스위칭소자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소형이고  신뢰성이  높은  인버터장치를  제공할 
수  있음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임의의  타이밍에서  전하를  방전시킬  수가  있다.  즉,  신호  a를 누
른버튼이나  제어보드의  도어에  인터록한  신호로  사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평활커패시
터(3)의 전하를 방전시키는 일이 없으므로, 평활커패시터(3)의 수명의 점에서도 유리하다.

제  3  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이  실시예에는  제어회로(9)에  교류입력전원 검
지회로(13)  및  OR  회로(14)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  제  1  도의  실시예와  다르다.  교류입력전원 검지회
로(13)은  교류입력전원의  ON,OFF  상태를  검지하고,  전원의  OFF  상태를  검지하고나서  정전지속시간의 
허용시간이 경과한 후에 신호 b를  발생시킨다.  또,  OR  회로(14)는  그것에 신호 a와  신호 b중의 어느 
하나가  입력되면  신호  c를  출력한다.  신호  a는  제  1  도의  실시예에서  설명한  신호  a와  마찬가지로, 
예를들면 누름버튼에 의해 발생된 매뉴얼신호로 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교류전원이  차단되면  정전지속시간의  허용시간이  경과된  후  신호  b가  발생된다.  이  신호 
b는  OR  회로(14)를  거쳐서  ON/OFF  제어회로(12)에  입력되어  반도체  스위칭소자(11)을  ON시킨다. 한
편,  신호  a는  제  1  도의  실시예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의의  타이밍에서  입력되고, 마찬가지
로 반도체 스위칭소자(11)을 ON시킨다.

반도체  스위칭소자(11)은  그의  허용지속시간내의  순간정전에  있어서는  ON되는  일이  없으므로, 평활
커패시터(3)의  잔류전압은  소비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원의  복원시에  평활커패시터(3)에  큰 돌입충
전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교류기(4)의  운전을  원활하게  계속할  수가  있다.  한편,  순간정전 지속시
간의  허용시간을  초과해서  계속되면,  반도체  스위칭소자(11)은  ON되고  평활커패시터(3)의 잔류전압
은  방전된다.  또한,  신호  a를  사용하지  않고  신호  b만으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신호 a를 병용하는 것에 의해 더욱 안전을 기할 수가 있다.

이들  제어블럭(5)  및  (9)는  하드웨어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마이크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소프트웨
어로  처리할  수가  있다.  제  4  도는  정전이  발생했을  때의  소프트웨어에  의한  처리흐름을  도시한 것
이다.

정전발생  후  스텝  S1에서는  시간을  계측하고,  허용지속시간  τ1(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간  t가 
10ms~50ms인  경우가  많지만,  예를들면  30ms)을  경과했는지의  여부를  감시하고,  YES이면  스텝  S2에서 
시간  τ1이  경과한  후에  신호  b를  발생하여  반도체  스위칭소자(11)을  ON시킨다.  NO이면,  스텝  S3에 
있어서  허용지속시간  τ1이  경과할  때까지  정전이  계속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정전이 종료했으
면, 시스템의 운전이 계속된다(스텝 S4).

여기에서,  교류입력전원이  OFF된  후의  제어전원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제어전원이 확실하
게  유지되지  않으면,  반도체  스위칭소자(11)을  ON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하,  이점에  대해서 설
명한다.

제  2  도에  도시한  제어전원회로(7)에  있어서  평활커패시터(3)의  전압과  커패시터 C1 의  전압중의 높

은 쪽이 다이오드 D1 또는 D2를 거쳐서 스위칭 레귤레이터회로(17)에 입력전류전압 VSR로서 

공급된다.  상기  교류입력전원이  OFF로  된  후에  반도체  스위칭소자(11)을  ON하면,  평활커패시터(3)의 
잔류전압은  0으로  되어  버린다.  이  상태에  있어서도  장치전체의  제어전원은  제어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R0 과 T0 에  접속된  제어전원(52)를  인버터장치의  R,S,T에  접속된  교류입력전원(50)과는  다른 별

개의  전원으로서  마련한  경우는  평활커패시터(3)의  전압이  소멸되더라도  별개의  전원으로부터 스위
칭  레귤레이터회로(17)에  계속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므로,  스위칭  레귤레이터회로(17)의  전압은 통상
의  값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  순간정전(수초)인  경우에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별개의  전원을 R0 과 T0

에 접속하면, 제어회로로의 전력공급에 관해서는 문제없다.

다음에,  제  5  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R0 과 T0 을  상기 교류입력전원의 R,S,T중의 어느 2개에 접속하는 

경우,  상기  교류입력전원이  OFF되면 R0 , R0 으로부터의  전력이  입력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스위칭 

레귤레이터회로(17)의  전압을  유지시키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상기  교류입력전원이 OFF
로  된  후에,  평활커패시터(3)의  에너지가  소비되더라도  스위칭  레귤레이터회로(17)에  전압을 유지시
킬 수  있도록 커패시터 C1 의  용량을 충분히 크게 한다.  즉,  커패시터 C1 의  전압 VSR 이  실질적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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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값으로  유지되는  기간이  상기  평활커패시터(3)의  용량과  저항기(10)의  저항에  의해  결정되는 
시정수(Td)  또는  평활커패시터(3)의  방전시간과  순간정전  지속시간의  허용시간의  합이상으로  되도록 
커패시터 C1 의  용량을  결정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커패시터 C1 에  의해  스위칭 레귤레이터회로

(17)로  전력이  공급되므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기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는  다른 방법으로
서, 전력단자 R0과 T0을 브레이커 MCB의 일차측에 다른 브레이커를 거쳐서 접속할 수도 있다.

또, 제 6 도 및 제 7 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제 1 도~제 3 도와 동일한 
기호는 동일한 구성요소임을 나타낸다.

제 6 도는 제 1 도에 도시한 반도체 스위칭소자(11) 대신에 역변환기(2)의 반도체 스위칭소자 
UP,VP,WP,UN,VN,WN을  이용하고,  저항기(10)  대신에  교류기의  권선(21)을  이용하는  경우의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제  7  도는  역변환기(2)를  상세하게  도시한  것이다.  이  실시예에서는  역변환기(2)에  있어서의  선택된 
2개의  스위칭소자(UP,VP,WP),  (UN,VN,WN)을,  예를들면  UP와  VN을  ON,  OFF  제어하는  것에  의해, 평활
커패시터(3)의  잔류전압을  교류기의  권선(21)을  거쳐서  열에너지로서  소비시키거나  방전시키면 방전
전류를  적절한  값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  이  실시예에  의해,  상기  실시예와  모두  마찬가지의  효과가 
얻어진다.  이  경우의  방전전류는  평활커패시터(3)의  전극→반도체  스위칭소자  UP→교류기의 권선
(21)→반도체  스위칭소자  VN→평활커패시터(3)의  부극의  경로로  흐른다.  여기에서,  반도체 스위칭소
자는 상하부 암의 각  1개씩일 필요는 없다.  상부암의 UP소자와 하부암의 VN,  WN  소자  또는 상부암의 
VP,  WP  소자와  하부암의 UN  소자는 방전전류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해도 좋다.  요컨대,  교류기를 거
쳐서  방전전류가  흐르도록  상하부암의  적합한  소자를  선택하면  좋다.  또한,  교류기의  통상의 회전시
의  스위칭의  방법으로  역변환기의  모든  소자(UP∼WN)을  제어하는  것에  의해  교류기를  거쳐 평활커패
시터를  방전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상기  실시예에서는  정전시에  상기  교류기를  부주의로  회전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택된 소자만이 ON/OFF 제어된다.

이  실시예의  제어전원회로(7)에  대해서는  상술한  실시예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력단자 R0 과 T0 을 

입력전원과는  별개의  다른  전원에  접속하거나  커패시터 C1 의  용량을  대용량으로  하면  좋다.  제  6 도

에  도시한  실시예의  제어모드에서는  방전전류를  소정의  범위  S0에  유지하기  위해서,  역변환기(2)의 
반도체소자의 스위칭을 전류검출기(19) 또는  (20)의 신호에 따라서 제어하여도 좋다.

이  실시예에  따르면,  역변환기의  반도체  스위칭소자와  전동기의  권선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장치를 
소형화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구성부품수가  저감되므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방전회로를  회생제동회로  또는  역변환기의  스위칭소자와  교류기의 
권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별개의 방전회로를 전용으로 마련해도 좋은 것은 
물론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인버터장치의  교류입력전원이  OFF된  후의  직류중간회로내의  잔류전압을  임의의 
시점에서  방전할  수  있으므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처리를  실행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순간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과대한  전류가  흐르는  일이  없으므로,  신뢰성이  높은  인버터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이상,  본  발명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발명을  상기  실시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지만,  본 발
명은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가지로  변경가능한 것
은 물론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교류전력을  수신하기  위해  교류전원에  접속하는  입력부와  수신한  교류전력을  직류전력으로 변환
해서  출력하는  출력부를  갖는  순변환기,  상기  순변환기의  상기  출력부에  접속되고  평활커패시터를 
구비하는 직류중간회로, 상기 질류중간회로에 접속되고 교류전력장치로 교류를 출력하는 
역변환회로,  상기  평활커패시터에  병렬로  접속된  반도체  스위칭소자와  저항체의  직렬회로  및  적어도 
소정시간  입력교류전력의  차단이  계속된  것에  따라서  상기  반도체  스위칭소자를  온시키는 방전제어
회로를 구비한 인버터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직렬회로는 회생에너지를 방전하는 방전회로인 인버터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방전제어회로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방전신호에  의해서  상기  반도체 스위칭
소자를 온시키는 인버터장치.

청구항 4 

입력교류전력을  수신하기  위해  교류전원에  접소괴고  수신한  교류전력을  직류전력으로  변환해서 출력
하는  순변환기,  상기  순변환기의  출력에  접속되고  상기  직류전력을  평활하는  평활커패시터를 구비하
는  직류중간회로,  상기  직류중간회로에  접속되고  상기  평활된  직류전력을  수신하고  상기  평활된 직
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반도체  스위칭소자를  구비한  역변환기,  내부에  저항체를  갖는  상기 
역변환기의  출력에  접속된  교류전력장치,  상기  평활커패시터를  상기  저항체를  통해서  방전하도록 적
어도  소정의  시간  입력교류전력의  차단이  계속된  것에  따라서  상기  반도체스위칭소자를  온시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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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어회로를 구비한 인버터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시간은  상기  입력교류전력의  전력차단의  허용지속시간에  따라서 결정
되는 인버터장치.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시간은  상기  입력교류전력의  전력차단의  허용지속시간에  따라서 결정
되는 인버터장치.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방전제어회로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방전신호에  의해서  상기  반도체 스위칭
소자를 온시키는 인버터장치.

청구항 8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방전제어회로는  외부에서  입력된  제  1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  상기 교류전
원에 접속되고 적어도 상기 소정시간 상기 교류전원이 차단된 것에 의해서 제  2  신호를 발생하는 교
류전력  검출회로,  상기  제  1  신호와  상기  제  2  신호중의  어느  하나에  따라서  온명령을  발생하는  OR 
회로 및 상기 온명령에 따라서 상기 반도체 스위칭소자를 온시키는 구동회로를 구비한 인버터장치.

청구항 9 

평활커패시터를  갖는  직류중간회로를  구비한  가변주파수  교류전원회로에서의  상기  평활커패시터의 
전하  방전제어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교류전원의  순간전력차단의  허용지속시간보다  큰 소정시
간  동안  상기  교류전원으로부터의  전압  차단이  지속되는지  지속되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스텝과  상기 
스텝에  의해  적어도  상기  소정  시간동안  상기  차단이  지속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상기 평활커패시
터의 전하를 방전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스텝을 포함하는 평활커패시터의 전하 방전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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