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 Int. Cl.
6

F25D 21/00

(45) 공고일자   1996년02월08일

(11) 공고번호   특1996-0001985

(21) 출원번호 특1991-0009426 (65) 공개번호 특1993-0000920
(22) 출원일자 1991년06월07일 (43) 공개일자 1993년01월16일

(71) 출원인 삼성전자주식회사    강진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416번지

(72) 발명자 심재억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 1동 주공아파트 16동 306호
(74) 대리인 서상욱

심사관 :    윤정열 (책자공보 제4327호)

(54) 냉장고의 자동운전제어방법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냉장고의 자동운전제어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 냉장고의 자동운전제어방법에 적용되는 전체블럭도. 

제2도는 본 발명 냉장고의 자동운전제어방법에 적용되는 전체 플로우챠트.

제3도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키신호 스캔단계를 나타낸 플로우챠트.

제4도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냉동, 냉장실도어와 바이메탈개폐상태의 체크단계를 나타낸 
플로우챠트.

제5도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냉동,  냉장실의  고내온도  및  온조절기  값을  디지탈로  변환시키지 온도
아날로그 디지탈변화단계를 나타낸 플로우챠트.

제6a도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냉동,  냉장실온도,  평균값  연산단계를  나타낸  플로우챠트(6)는  본 발
명에 적용되는 냉동, 냉장실의 도어 개폐상태에 따른 시간을 측정산출하는 플로우챠트

제7도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운전조건  및  도어개폐정도의  이상온도  여부에  따른  온도절단계의 플로
우챠트.

제8도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압축기 제어체크단계를 나타낸 플로우챠트.

제9도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팬히터고내등을 제어하는 구동제어단계를 나타낸 플로우챠트.

제10도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단계를 나타낸 플로우챠트.

제11도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압축기제어 및 적산단계를 나티낸 플로우챠트.

제12도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제상제어단계를 나타낸 플로우챠트.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제어부                   101 : 표시부

102 : 선택부                   103 : 입력부

104 : 온도감지부               105 : 온도조절부

106 : 기능선택부               107 : 구동부 

108 : 발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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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냉장고의  자동운전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냉장고의  온도설정,  제상주기,  압축기 
및  패모터를  도어개폐  및  개방시간,  부하상태에  따라  적정하게  자동조절되게  하여  고내의  온도를 정
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냉장고의 자동운전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냉장고는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온도조절기의  위치에  따라  온도이외에는  아무런 판단없
이  고내온도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냉장고의  사용빈도가  많을  경우  고내의  온도가  외부로 
빠져나게  되어  그  만큼  압축기를  자주  구동시켜  고내온도를  설정위치에  도달하도록  구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잦은  압축기  기동으로  인한  전력낭비를  초래하게  되었고,  또한  제상시  제상돌입직전 고내온
도의  강하후  제상할  때,  온도  조절기의  위치나  고내온도의  평균값에  의한  판단이  아닌  측정순간의 
온도에  따라  강하시키는  등  팬모터의  지연구동도  없이  실제제어대상  냉장고의  온.오프점  온도가 넓
은 단점이 있으며, 또한 냉장고는 사용빈도가 적더라도 제상시에는 설정된 제상돌입시간이 
도래하면,  고내온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제상되어  이  제상에  따른  불필요한  소비전력을  낭비하게 되
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온도조절기의  설정위치에  따라  고내온도를  제어하도록된  냉장고에  있어서, 냉장고
의  사용빈도에  따라  온도조절기  위치에  관계없이  실제의  설정위치를  설정본래위치에서  절전까지 자
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냉장고의  소비전력을  감소시키는데  있고,  또한  제상돌입시간이 경과
하면  제상주기당  도어의  개폐횟수나  총개방시간을  도어별로  산출합산하여  총횟수와  개방시간에  따라 
제상주기를  늘리거나  본래시간으로  두거나를  판단시켜주는  불필요한  제상돌입에  의한 소비전력상승
을  억제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제상돌입시간이  경과되었을때  온도조절기가 
고온방향으로  위치에  있으면  냉장고내의  평균온도가  상승된  것이므로  온도조절기와  냉장고내의 고내
평균온도에  따라  일정온도  이하로  강하시킨  후  제상돌입시키고  제상완료  즉시  고내온도가  상승하면 
압축기와  팬모터를  일정시간  구동시켜  상승된  공기가  고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시켜  고내온도를 일
정하게 유지시킴으로 고내의 저장식품의 변질을 방지시키는데 있다.

상기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전원인가시  모두  램에  기억된  데이터를  클리어시키는 
초기화단계와,  각각의  단계들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한  시간에  한번씩  수행하도록  인터럽트신호를 
가해주는  인터럽트단계와,  각각의  단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력되는  키선택신호를  스캔하는  키선택 
스캔신호단계와,  입력되는  키신호를  읽어체크하는  입력체크단계와,  고내온도와  가변되는 온도조절기
의  위치를  다지탈로  변환하는  온도아날로그  디지탈  변환단계와,  냉동실온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
균값을 산출하는 제1연산단계와, 냉장실온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균값을 산출하는 
제2연산단계와,  냉동실  또는  냉장실의  도어  개폐횟수  및  개폐시간을  측정산출하여  자동온도조절을 
수행하는  제3연산단계와,  상기  온도아날로그  디지탈변환단계  및  개폐시간을  측정산출하여 자동온도
조절을  수행하는  제3연산단계와,  상기  온도아날로그  디지탈변환단계와  입력신호체크단계, 연산단계
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세팅시키는  세팅단계와,  상기  세팅단계의  결과와  제3연산단계의 고
내온도차에  의해  고내온도를  적정으로  제어시킬  수  있는  압축기제어단계와,  냉동,  냉장실의 도어개
폐  또는  압축기  온.오프에  따라서  적정하게  팬,  고내등을  구동제어시킬  수  있는  서브구동 제어단계
와,  상기  단계들의  최종결과인  온도,  온도선택조건등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단계와,  최종으로 압축
기를  제어할  수  있고,  압축기운전  총적산,  고내온도의  평균에  의한  제상돌입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제어하도록한  온도조절단계와,  제상을  제어하는  제상제어단계와,  전원주파수를  기본으로하여 타이머
를 동작시키기위한 타이머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첨부된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도는  본  발명  냉장고의  자동제어방법에  적용되는  냉장고의  전체블럭도로서  제어부(100)는  본 발
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동하는  이하설명되는  각부들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타를  연산제어  처리하는 
메모리(램), A/D변환기가 구비된 마이콤이다.

표시부(101)는  냉장고의  냉동,  냉장실에  온도를  선택표시하는  고내온도표시와,  이들  선택표시와, 온
도조절기의  자동수동  전환위치  표시하는  온도조절기의  위치표시와  자동수동  운전조건등의 기능상태
를 표시하는 기능선택표시부들로 구동된다.

선택부(102)는  타이머의  기본을  50HZ/60HZ로  선택하고자하는  주파수선택과,  제상주기를  달리하는 냉
장고의  경우,  제상주기를  달리설정하는  제상주기선택과,  온도설정을  달리하는  냉장고의  경우  온도를 
달리설정 하는 온도설정하도록 한 주파수, 제상주기, 온도설정하는 선택부들로 구성된다.

입력부(103)는  냉장고의  냉동,  냉장실의  도어개폐횟수를  읽어드리는  도어개폐감지부와  바이메탈의 
온.오프상태를 읽어 감자하는 바이메탈 감지부로 구성된다.

온도감지부(104)는  냉장,  냉동실  고내의  온도를  감지하도록  한것으로  이는  서미스터와  같은 온도센
서와 A/D변환기들로 구성된다.

온도조절부(105)는 냉동, 냉장실의 고내온도를 사용자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기능선택부(106)는  냉장고의  운전구동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운전시킬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된 
선택부로서  자동운전  선택시  절전효과를  얻기  위함이고,  수동운전  선택시에는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온도를 조절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구동부(107)는  상기  제어부(100)로부터  제어,  판별결과를  최종으로  입력받아  출력제어하도록 되어있
으며, 이 구동부(107)는 압축기, 팬모터, 고내동, 제상히터 등을 제어하도록 되어있다.

발진부(108)는 상기 제어부(100)에 구동클럭 발진신호를 인가시켜주는 외부클럭발진기이다.

즉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의  냉장고는  전원인가시,  초기화된  상태에서 기능선택부(106)로부
터  자동,  또는  수동으로  냉장고의  구동을  선택하고,  온도조절부(105)로서  냉동,  냉장실의 고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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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임의로  조절하게되면,  상기  기능선택부(106)과  온도조절부(105)에서  선택된  신호는 제어부(100)
에  입력되고  이  제어부(100)에서는  입력된  신호를  제어하여  표시부(101)에  제어신호를  출력시켜 표
시부(101)로  하여금  냉동,  냉장실의  고내온도표시와  자동,  수동등을  표시토록하는  동시에, 입력부
(103)로부터  냉동,  냉장실의  도어의  개폐횟수  및  개폐시간,  바이메틸의  온.오프  또는  불량상태를 스
캔하여  상기  개폐횟수,  개폐시간에  대한  데이타를  입력하고  바이메탈  상태에  대한  신호를  입력하며, 
온도감지부(104)로부터 냉동, 냉장실의 고내온도를 감지하게 된다.

따라서  제어부(100)에서는,  상기온도조절부(105)와  상기  입력부(103)와  온도감지부(104)로부터 입력
되는  데이타신호를  비교연산제어하여,  냉동실,  냉장실,  냉동냉장실  각각에  대한  온도의  평균값을 산
출제어처리하고,  이  제어된  데이타신호를  표시부(101),  구동부(107)로  하여금  상기 기능선택부(10
7)와  온도조절부(105)에서  선택조절된  상태에  해당하는  상태로  압축기,  팬,  히터  등을  구동시켜 고
내온도유지 및 절전등을 자동, 구동시켜주도록 한 것이다.

또한  상기  냉장고  자동제어장치의  구동을  선택부(102)에  의하여  임의로  사용,  주파수  및  제상주기, 
온도 설정을 냉장고의 사용에 따라 달리선택 설정하여 구동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제2도는  본  발명  냉장고의  자동제어방법에  대한  전체플로우챠트로서  전원이  인가되면  제어부(100)의 
모든  램에  입력된  데이타를  클리어시키는  초기화단계(200)와,  이후  설명되는  각  서브단계들을 미리
프로그래밍된  상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한번씩  수행하도록  인터럽트를  가해주는 인터럽트단계
(201)와  상기  인터럽트단계(201)에  의한  인터럽트신호에  의하여  기능선태부(107),  입력부(103), 온
도조절부(105),  온도감지부(104)로부터  선택되고  감지된  입력신호  스캔하는  키신호를  스캔하는 키신
호스캔단계(202)와,  상기  인터럽트  신호에  의하여  입력되는  데이터를  읽어들여  체크하는 체크입력단
계(203)와,  냉장고의  냉동,  냉장실로부터  감지온도와  온도조절기에서  설정된  아날로그  온도를 디지
털신호를  변화하는  온도아날로그  디지탈변환단계(204)와,  상기  냉동실온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
하여  평균값을  산출하는  제1연산단계(205)와,  상기  냉장실온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하여 평균값
을  산출하는  제2연산단계(206)와,  상기  냉동실,  냉장실의  도어  개폐횟수  및  각각의  시간을 측정산출
하여  자동온도조절을  수행하는  제3연산단계(207)와,  상기  온도아날로그  디지탈변환단계(204)와 입력
체크단계(203)의  기능의  선택과  상기  연산단계(205∼206)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판단 결
과에  따라  온도를  냉장실  이상조건으로  처리하는  온도조절단계(208)와,  상기  온도조절단계(206)의 
결과와  고내온도차에  의해  고내온도를  적정으로  제어시킬  수  있도록한  압축기  제어체크단계(209)와, 
냉동,  냉장실도어  또는  압축기의  온.오프에  따라  적정하게  팬,  고내등을  제어시킬  수  있도록  한 서
브제어단계(210)와,  상기  단계들의  최종결과인  온도,  온도선택조건등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단계
(211)와,  최종으로  압축기를  제어할  수  있고,  압축기  운전층  적산,  고내온도의  평균에  의한 제상돌
입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제어할  수  있는  압축기제어  및  적산단계(212)와,  제상돌입전에  바이메탈 
접점  온.오프여부에  따라  제상돌입  및  돌입시간을  결정하여  주는  제상제어단계(213)와, 외부인터럽
트단계(214)는 전원주파수를 기본으로 하여 타이머를 동작시키기 위한 기초기본시간을 갖는다.

타이머(215)는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입력되는  데이터를  읽어들려  체크하는  키신호캔단계의  플로우챠트로서,  제1도  본 
발명  전체블럭도의  기능선택부(107)로부터  키신호  입력을  받아  자동  1수동기능의  선택과,  표시부중 
냉동실로  표시될  것인지  냉장실로  표시될것인지를  선택하는  기능과,  제상을  강제로  돌입시키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기동을  시키고  제상주기  동안  고내온도와  관계없이  압축기가  오프됨이  없이 
운전될 것인지를 선택하는 단계이다.

즉,  제상선택  입력부(103),  기능선택부(107)와  온도조절부(105)로부터  자동수동절환키, 온도표시선
택기로부터  키신호를  입력하는  단계(300)와,  상기  단계(300)에서  입력된  키신호와  전상태 키입력신
호와  비교판단하는  단계(301)를  거쳐,  상기  단계(301)에서  일치하지  않으면  단계(301)로  가서 현상
태  키입력신호를  기억시키고  전상태  키입력신호를  초기화시키후  다음  인터럽트신호에  의하여  다음 
서브루틴을 수행한다.

상기 단계(301)에서 일치하면, 단계(303)로 가서 키신호를 읽을 수 있는가를 판별하게 된다.

이때  키신호를  읽을  수  없는  상태라면,  키신호를  읽을  수  있도록  단계(304)로  가서  키신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다음 서브루틴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상기  단계(303)에서  키신호를  읽을  수  있으면,  단계(305)로  가서  새로이  키입력신호가 있는지
를  판단하여  "없으면"다음  서브루틴을  수행하고,  있으면  단계(306)로  가서  입력키신호가 자동/수동
선택  키입력신호인가를  판단하여  자동선택  신호입력이면  단계(307)로  가서  제1도의  표시부(101)의 
자동램프전등 시켜주고 자동운전 현상태 기억클리어시키고, 다음 서브루틴을 수행한다.

상기  단계(306)에서  자동선택  키신호가  아니면,  단계(308)로  가서  강제기동/제상키신호입력인가를 
판단하여  상기  강제기동/제상키신호입력이  아니면  단계(317)로  가서  표시선택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
가를 판단한다.

그리고  상기  단계(308)에서  강제이동/제상키신호입력이면  단계(309)로  가서  제2도의 타이머단계
(215)에서  타이머를  작동시키고  3초전  키입력신호가  있느가를  판단하고,  이때  3초전의  키입력신호가 
없다면  단계(315)로  가서  판별키세트,  타이머표시,  압축기  지연운전표시,  키입력표시시키고 단계

(316)로 가서 메모리 초기와, 키입력차단시킨 후 다음 서브루틴을 수행한다.

3초전에  키입력신호가  있다면  단계(310)으로  가서  제상키가  입력되어  있나를  판단하여  제상키입력이 
있으면  단계(314)로  가서  상기  모든  키입력  초기화시키고,  상기  단계(310)에서  제상키가  입력되어 
있지않으면  단계(311)로  가서  바이메탈이  오프되어  있나를  판단하여  바이메탈이  오프되어  있으면 단
계(314)로  가서  모든  키입력을  초기화시키고,  상기  단계(311)가  오프되어  있지  않으면  단계(312)로 
가서  압축기가  오프되었나를  판단하여  압축기가  오프되어  있으면  상기  단계(314)로  가서  모든 키입
력을 초기화시키며 상기 단계(310)에서 제상키가 눌려져있지 않고 단계(311)에서 바이메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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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되고,  단계(312)에서  압축기가  온되어  있으면,  강제제상에  돌입할  수  있도록  단계(313)로  가서 제
1도의  표시부(101)에  바이메탈  정상표시,  제상키누름표시,  제상후  휴지버퍼들을  초기화시킨  후  다음 
루틴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상기  단계(308)에서  강제이동/제상키신호입력  아니면  단계(317)로  가서  표시선택스위치가 온되
었나를  판단하여  이때  표시선택스위치가  온되어  있으면  단계(318)로  가서  냉장실의  온도가  세트되어 
있나를  판단하고,  냉장실온도를  표시하도록  되었으면  냉동실온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변환하고, 냉
동실온도를 표시하도록되어 있으면 냉장실온도를 표시하도록 변환한 후 키값을 초기화시킨다.

한편,  상기  단계(317)에서  표시선택스위치가  아니면  단계(320)로  가서  다른  키가  눌려져있는지, 아
니면  키를  누르지  않은  것인지를  판별하여  다른키  또는  다른  조작방법이라면  아무런  수행도 하지않
고  다른  서브루틴을  수행하고,  키가  눌러져있지  않은  상태라면  키신호를  읽을  수  있는  상태로 해놓
고 다음 루틴을 수행하게 된다.

제4도는  본  발명의  냉동,  냉장실의  도어스위치와  바이메탈  개폐상태의  입력신호체크하는 플로우챠트
로서,  제1도의  본  발명  블록도의  입력부(103)로부터  입력되는  냉장실도어스위치와 냉동이실도어스위
치과  바이메탈스위치의  신호를  입력하는  단계(401)와  상기  단계(401)에서  입력된  신호가  새로운 입
력신호인가,  전상태  입력신호인가를  판단하는  단계(402)와,  상기  단계(402)에서  새로운 입력신호아
니면  단계(403)로  가서  새로운  입력신호를  기억시키고  서브루틴을  수행하며,  상기  단계(402)에서 새
로운  입력이면  새로운  스위치신호가  입력될  때  일정시간  지연한후  단계(404)에서  입력신호를  초기화 
체크한다.

단계(405)로 가서 스위치신호를 읽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스위치신호를  읽을  수  없는  상태라면  단계(406)로  가서  새로운  스위치신호와  입력되는 키스위
치가  일치하는가를  판단하여  일치하면  서브루틴을  주행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단계(407)로  가서 입
력스위치신호를 읽어들일 수 있는 상태로 세팅한 후 서브루틴을 수행하도록 한다.

한편,  상기  단계(405)에서  스위치신호를  입력을  읽을  수  있는  상태이면,  단계(408)로  가서  새로운 
스위치  신호를  입력버퍼에  입력시키고,  단계(409)로  가서  입력버퍼를  초기화시킨  후  서브루틴을 수
행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제5도는  본  발명  냉장고의  냉동실,  냉장실의  고내온도와  온도조절기의  값을  읽고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을  나타낸  온도아날로그디지탈  변환단계로서,  냉장고의  고내온도는  부하량에  따라  다소차이는 
있으나  온도의  변화가,  로징(Logging)하는  시간시이클에  따라  미미한  변화밖에  없으므로  일정시간 
지연을  갖도록하는  즉  온도변화시기에  맞추어  적정한  로징  및  A/D  변환하는  지연시간단계(500)와, 
제1도의  온도조절부(105)로부터  입력되는  냉동실의  온도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하는  단계(501)와, 

냉장실의 온도를 아날로그디지탈 변환하는 단계(502)로 이루어진다.

제6도의  (a)의  냉동,  냉장실온도의  평균치를  연산하는  단계를  나타낸  플로우챠트로서  실제 고내부하
의  온도를  압축기가  온.오프하거나,  사용빈도에  따른  실제온도의  평균을  유지하게  되는바,  상기 제1
도의  온도감지부(104)로부터  입력되는  온도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산출한  다음,  두값을  평균을 계산
하여  디스플레이  또는  다른  제어수단에  데이타의  이용하여  사용빈도에  따른  실제고내온도를  정확히 
디스플레이하고  냉장고의  상황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단계로서,  즉  냉장고의 초기구
동시  제1동의  온도감지부(104)의  온도감지센서로부터  냉동실의  고내온도를  감지하고  이  감지된 온도
는 제5도의 온도아날로그 디지탈변환단계를 거쳐 입력되게 된다.

따라서  제어부(100)에서는  온도감지부(104)로부터  온도아날로그디지탈  변환단계를  거쳐  현재 감지되
어  입력되는  냉장고의  현재온도와  이전의  온도보다  높은가를  판단하는  단계(600)와,  상기 단계(60
0)에서  현재감지된  온도가  이전온도보다  높지않으면  낮은가를  판단하는  단계(601)와,  상기 단계
(601)에서  낮지않으면  서브루틴을  수행하고,  낮으면  최저온도체크가  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단계(60
2)와,  최온도체크완료  표시단계(603)와,  이전온도를  최저점으로  기억시키는  단계(604)와, 최저계산
을  완료하는  단계(605)로  이루어지고,  상기  단계(600)에서  높으면,  최고온도체크가  완료되었나를 판
단하는  단계(606)와,  상기  단계(606)에서  최고  온도체크가  완료되었으면  서브루틴을  수행하고, 최고
온도체크가  완료되지  않았으면  최고온도감지를  표시하는  단계(607)와,  이전온도를  F최고점에 기억시
키는  단계(608)와,  최고값  계산을  완료하는  단계(609)로  수행하고,  상기  최고,  최저값  온도계산이 
완료되었나를  판단하는  단계(610)와,  상기  단계(610)에서  계산완료가  되지않았으면  현재온도를 평균
온도로  기억시키는  단계(611)를  거쳐,  서브루틴을  수행하고  상기  단계(610)가  완료되었으면 F최고점
-F최저점을  2로  나눈값에  F최저점을  더한값을  평균온도를  기억시키는  단계(612)를  수행하며 냉동실
의  경우  서브루틴을  수행하고,  냉장실의  경우에는  상기  단계(612)에서의  평균온도가  냉장실에 적정
한가를  판단하는  단계(613)를  거쳐  적당하면  서브루틴을  수행하고,  적당하지  않으면  제1도의 표시부
(101)를 구동시 냉장실 이상표시하는 단계(614)를 수행하고 서브루틴을 수행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제6도의  (b)는  냉동,  냉장실의  도어개폐상태에  따른  시간을  측정산출하는  플로우챠트로서,  즉 제1도
의  입력부(103)로부터  냉장,  냉동실의  도어가  소정시간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일정시간  이상열리면, 
열린시간에  따른  닫혀있어야  할  평형시간  경과여부를  체크하여  평형시간이  경과하면  도어개폐가 이
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별하고  온도상승조건으로  표시하면  평형시간내에  도어개폐가  이루어지면 
온도강하  조건으로하여  한번만  일단열리면  온도강하  또는  온도상승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온도유지
표시를 하도록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  사용빈도에  따라  온도조절기를  자동으로  절환하여  최적의  온도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단계로서,  제1도의  입력부(103)로부터  냉장고의  냉동,  냉장실의  도어개폐상태에  따른 도어개폐
신호를  입력받게  되는데,  먼저  냉장고를  가동시킨  상태에서  제1도의  입력부(103)으로부터  냉동, 냉
장실의  도어가  열림  있나를  판단하는  단계(620)와,  상기  단계(620)에서  도어가  열려있으면 도어폐쇄
시간을  초기화시키는  단계(621)와,  도어열림시간을  측정하는  단계(622)를  거친  후  서브루틴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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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기  단계(620)에서  도어가  열려있지  않으면,  도어폐쇄시간을  측정하는  단계(623)를  거쳐 평
형시간이  경과하였나를  체크하는  단계(623)와,  상기  단계(624)에서  평형시간이  경과하였으면 도어열
림시간을  초기화시키는  단계(625)와,  온도상승조건  표시단계(626),  1차체크완료  클리어단계(627)를 
거쳐  서브루틴을  수행하고,  상기  단계(624)에서  평형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1차체크완료 판단하
는(627)를  통해  판단  후,  1차체크가  완료되었으면  도어개폐가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는 단계(628)에
서  판단  후  도어개폐가  이루어졌는가를  판단단계(629)로  가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상기  평형시간 
경과판단단계(624)로가고,  상기  도어개폐가  이루어졌으면  온도하강조건  표시단계(630)을  거쳐 표시
후 서브루틴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상기  단계(628)에서  1차체크가  완료되지  않았으면,  냉장/냉동실도어가  열려져  있나를  판단하는 
단계(631)를  거쳐  판단하고  이때  냉동,  냉장실의  도어가  열려있지  않았으면  온도유지를  표시하는 단
계(632)를 거쳐 서브루틴을 수행토록 한다.

상기  단계(631)에서  도어가  열려있으면,  1차체크  완료표시단계(633),  온도유지표시단계(634)를  거쳐 
표시후 서브루틴을 수행하게 된다.

제7도는  본  발명의  운전조건  및  도어개폐정도와  냉장실의  이상온도여부에  따른  온도조절단계를 플로
우챠트로서,  제1도의  입력부(103)로부터  냉장실의  도어  및  온도감지부(104)로부터  온도의 이상온도
여부와,  기능선택부(106)로부터  자동,  수동운전  선택여부에  따라  다르게되는  온도절상태,  즉 수동운
전일  때  온조조절부(105)의  온도조절기  선택위치에  따라  온도조절되도록  온도조절상태  메모리에 저
장하고,  자동운전일  때  냉장실온도가  규정범위이상으로  높아졌는가의  판정결과에  따라  냉장실이 이
상온도  조건이면,  현재의  온도조절값에  일정온도  이하로  떨어지도록  감산하여  그  결과를  메모리에 
기억시키고,  냉장실  이상온도표시를  클리어시켜  완료하고,  냉장실  이상표시조건이  아니면 온도강하
조건인지  아니면  온도상승조건으로  할것인지를  편별한  결과에  따라  온도를  냉장실  이상 조건처리방
법으로 한다.

먼저  자동운전모드인가를  판단하는  단계(700)와,  이  단계(700)에서  자동모드가  아니면  온도조절값을 
온도조절기에  기억시키는  단계(701)를  거쳐  서브루틴을  수행하고,  상기  단계(700)에서 자동운전모드
이면,  냉장실  이상표시인가를  판단하는  단계(702)와  이  단계(702)에서  이상표시  상태이면 온도조절
값에서  냉동값을  빼고  이  차값을  온도조절기에  기억시키는  단계(703)와  냉장실  이상표시를 클리어시
키는 단계(704)를 거쳐 서브루틴을 수행한다.

한편,  상기  단계(702)에서  냉장실  이상표시상태가  아니면  온도강하조건  인가를  판단하는 단계(705)
를  거쳐,  상기  온도강하조건이  아니면,  온도상승조건  인가를  판단하는  단계(706)를  거쳐 온도상승조
건이  아니면  현재온도  유지단계(707)를  거쳐  서브루틴을  수행하고,  상기  단계(706)에서 온도상승조
건이면  유지지연시간이  경과하였나를  판단하는  단계(708)를  거쳐  절전위치가  온도조절조건보다 큰가
를  판단하는  단계(709)에서  절전위치가  온도조절조건보다  크면  절전원값을  온도절값에  기억시키는 
단계(710)를  거쳐  온도조절값을  유지지연시간으로  기억시키는  단계(711)를  거쳐  서브루틴을 수행하
고,  상기  단계(709)에서  절전위치가  온도  조절위치보다  작으면  온도조절값에  해동값을  더한후, 온도
조절값에 기억시키는 단계(712)와, 상기 단계(711)를 거쳐 서브루틴을 수행한다.

한편  단계(705)에서  온도하강  조건이면  유지지연시간이  경과하였으나를  판단하는  단계(713)를  거쳐 
상기  단계(713)에서  유지지연시간이  강과하였으면  온도조절기의  온도가  온도조절값보다  작으냐를 판
단하는  단계(714)를  통해  판단하여  상기  온도조절기값이  작지않으면  온도조절기를  온도조절값에 기
억시키는  단계(715),  상기  단계(711)를  거쳐  서브루틴을  수행하고,  상기  단계(714)에서  작으면 온도
조절값에  냉동값을  뺀후  2차  이의값을  온도조절기에  기억시키는  단계(716),  상기  단계(711)를  거쳐 
서브루틴을 수행하게 한다.

제8도에  본  발명의  냉장고의  고내온도를  적정하게  제어시킬  수  있도록한  압축기  제어체크단계의 플
로우챠트로서,  상기  온도조절단계의  결과와  고내온도차에  의해  고내온도를  적정으로  제어시키도록 
하는  단계로서  압축기  온조건인가를  판단하는  단계(801)에서  압축기가  온조건아니면  압축기를 오프
조건인가를  판단하는  단계(802)와,  상기  단계(802)에서  오프조건이  아니면  서브루틴을  수행하고, 상
기  오프조건이면  강제기동이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단계(803)와,  상기  단계(803)에서  가능조건이 아
니면  압축기의  기동  버트를  클리어시키는  단계(804)와,  3분지연  타이머정지를  초기화시키는 단계
(805),  팬모터를  초기화시키는  단계(806)를  거쳐  서브루틴을  수행하고,  상기  단계(803)에서 강제기
동이  가능하면,  3분타이머  경과단계(807)를  거쳐  압축기  기동조건단계(808)로  하여  서브루틴을 수행
하며,  상기  단계(801)에서  압축기  온조건이면,  강제기동  가능  한가를  판단하는  단계(809)와  이 단계
(809)에서 강제기동이 가능하면 상기 단계(808)에서 압축기 기동조건으로 하고 서브루틴을 
수행하고,  상기  단계(809)에서  강제기동  가능조건이  아니면,  3분지연  타이머작동단계(810)와  상기 
단계(808)를 거쳐 서브루틴을 수행토록 한 것이다.

제9도는  본  발명  냉장고의  도어개폐,  압축기  온.오프에  따라  적정하게  구동하는  팬,  고내등  히터를 
제어하는  구동제어단계에  플로우챠트로서  냉동실의  도어개방상태를  판단하는  단계(900)와  이  냉동실 
도어개방이  아니면  냉장실도어  개방상태를  판단하는  단계(901)와  상기  단계(901)에서 팬오프단계
(905),  고내등  온단계(906)을  거쳐  서브루틴을  수행하면,  냉장실  개방상태가  아니면  압축기 온상태
인가를  판단하는  단계(902)와  이  단계(902)에서  압축기  온상태가  아니면  팬오프단데(903) 고내등오
프단계(904)를  거쳐  서브루틴을  수행하고,  상기  단계(902)에서  압축기가  온상태이면  팬모터 온단계
(907)고내등 오프단계(904)를 통해서 서브루틴을 수행한다.

한편  단계(900)에서  냉동실  개방상태이면  냉장실  개방상태인가를  판별하는  단계(908)에서  냉장실 개
방이  아니면  팬모터  오프단계(909)를  거쳐  서브루틴을  수행하고,  상기  단계(908)에서  냉장실이 개방
이면 상기 팬모토 오프단계(905), 고내등 온단계(906)를 거쳐 서브루틴을 수행하게된다.

제10도는  본  발명의  최종결과인  온도,  온도선택조건등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단계의 플로우챠트로
서,  냉동실온도표시선택을  판단하는  단계(1000)에서  냉동실이  아니면  냉장실  평균온도  강,  중,  약을 
판단하는  단계(1001),  (1002),  (1003)을  차례선택하고  그에  해당하는  상태로  램프를  강,  중,  약으로 

17-5

특1996-0001985



점등시키는  단계(1004∼1006)와,  상기  냉동실온도표시  선택판단단계(1000)에서  냉동실  평균온도  강, 
중,  약  절전인가를  판단하는  단계(1007∼1009),  (1010)에  해당하는  상태로  램프를  강,  중,  하 절전
으로  표시하는  단계(1004∼1005),  (1011)와,  상기  단계들에서  이상이  있으면  이상온도램프를 점등시
키는  단계(1012)와  온도조절기의  온도조절  상태를  강,  중,  약을  판단하는  단계(1013∼1015)와  이를 
표시하는 단계(1016∼1018)와 조절기의 온도가 "절전"상태로 구동시키는 단계(1019)로 이루어진다.

제11도는  본  발명  냉장고의  압축기  제어  및  적산하여  고내온도의  평균에  의한  제상돌입여부를 판단
제어하는  압축기제어  및  적단단계의  플로우챠트로서,  먼저  제상중인가를  판단하는  단계(1100)에서 
제상이  아니면  휴지타임중인가를  판단하는  단계(1101)와  휴지타임이  아니면  고내온도강제 강하인가
를  판단하는  단계(1102)와,  이때  고내온도강제강하가  조건이면  제상전  온도  강하단계인  고내온도가 
-25C  이하인가를  판단하는  단계(1118)와,  이  단계(1118)가  -25C가  아니면  총운전  1시간경과 했는가
를  판단하는  단계(1119)로  가서  경과하였으면  압축기  오프,  팬오프,  제상시작준비,  압축기  관련 타
이머초기화시키는  단계(1120)를  거쳐  서브루틴으로가고,  상기  단계(1120)에서  1시간이  경과하지 않
았으면 고내온도를 강제강하시키는 단계(1121)로 가서 서브루틴을 수행한다.

한편,  상기  단계(1102)에서  고내온도  강제강하가  아니면  압축기  온조건  판단단계(1103)로  가서 압축
기  온상태가  아니면  압축기  오프시키고  서브루틴을  수행하고,  상기  단계(1103)에서  압축기 온상태이
면  3분경과했나를  판단하는  단계(1104)로  가서  3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서브루틴을  수행하고  3분이 
경과하였으면  압축기  온단계(1105),  팬지연타이머  온단계(1106)를  거쳐  제상사이클이  경과했나를 판
단하는  단계(1107)에서  경과하지  않았으면  서브루틴을  수행하고  제상사이클이  경과하였으면, 1차보
상완료  판단단계(1108)와  상기  단계(1108)에서  제상시간  보상단계인  1차보상이  완료되었으면  상기 
제상전  온도강하단계(1118),  (1119),  (1120),  (1121)를  수행하고,  상기  단계(1108)에서  1차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냉동실,  냉장실의  도아개방시간을  합하는  단계(1109)와  개방시간이  미약,  보통, 
다수  판단단계(1110),  (1111),  (1112)를  거쳐  상기  판단단계가  아닌  경우  제상전 온도강하단계
(1118),  (1119),  (1120),  (1121)를  수행하고,  상기  판단단계(1110),  (1111),  (1112)조건  상태에 따
라  제상주기  2시간증가  단계(1113)제상주기  1시간증가단계(1114),  제상주기  30분증가단계(1115), 1
차보상완료단계(1116)를 거쳐 서브루틴을 수행하는 단계(1117)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2도는  본  발명  냉장고의  제상제어  과정을  나타낸  플로우챠트로서,  제1도의  선택부(102)로부터 제
상조절부로부터  제상시작  준비가  되었느냐를  판단하는  단계(1201)와  이  단계(1201)에서  준비가 안되
었으면  서브루틴을  수행하고,  준비가  되었으면  바이메탈이  온되었나를  판단하는  단계(1202)와  상기 
단계(1202)에서  바이메탈이  온되어  있으면,  강제제상  및  강제제상시간  적산하는  단계(1203)를  거쳐 
서브루틴을  수행하고,  상기  단계(1202)에서  바이메탈이  온되지  않았으면,  강제제상시간이 경과하였
나를  판단하는  단계(1204)와  이판단단계(1204)에서  강제제상시간이  경과하였으면,  압축기를 오프하
고,  히터오프  휴지타임  타이머작동시키는  단계(1205)와,  상기  단계(1205)에서  휴지타임이 오버되었
는가를  판단하는  단계(1206)에서  휴지타임이  오버되었으면  처음  동작수행가능단계(1207)를  거쳐 서
브루틴을 수행하고 휴지타임이 오버되지 않았으면 서브루틴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본  발명의  냉장고의  사용빈도에  따라  온도조절기의  위치에  관계없이 온
도조절기를  자동으로  절환제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고, 제상돌입
전  냉장고의  사용빈도  및  도어개방시간에  따라  제상주기를  고유설정시간  또는  임의의  시간으로 운전
하고,  온도조절기  위치와  고내온도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일정온도  이하로  강하시킨  후 제상돌입시키
고,  제상완료후에는  고내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축기와  팬모터를  지연구동시켜 고
내온도를  일정온도  이하로  강하되도록  자동제어함으로써  고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수  있어 고내
의 저장식품의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온도조절기의  설정위치에  따라  고내온도를  제어하도록  된  냉장고에  있어서,  전원인가시  입력된 데이
타를  클리어시키는  초기화단계(200)와,  각  서브단계를  미리  프로그래ALD된  상태에  따라  정해진 시간
에  한번씩  수행하도록  인터럽트신호를  가해주는  인터럽트단계(201)와,  상기  인터럽트단계(201)에 의
한  기능선택부(107),  입력부(103),  온도조절부(105),  온도감지부(104)로부터  선택되고  감지된 입력
신호를  스캔하는  키신호스캔단계(202)와,  입력되는  데이터를  읽어드려  체크하는 체크입력단계(203)
와,  냉동냉장실로부터  감지된  온도와  온도조절기에서  설정된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탈신호로  변환하는 
온도아날로그디지탈  변환단계(204)와,  상기  냉동실,  냉장실온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하여 평균값
을  산출하는  제1,  제2연산단계(205),  (206)와,  상기  냉동냉장실  도어개폐횟수  및  각각의  시간을 측
정산출하여  자동온도조절을  수행하는  제3연산단계(207)와,  상기  제3연산단계(207)의  결과를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그  파단결과에  따라  온도를  냉장실이상  조건으로  처리하는  온도조절단계(208)와, 상
기  온도조절단계(208)의  결과와  고내온도차에  의해  고내온도를  적정으로  제어시킬  수  있도록  한 압
축기  제어단계(209)와,  팬,  고내등,  히터를  구동제어하는  서브구동제어단계(210)와,  최종으로 압축
기를  제어할  수  있고,  압축기운전총적산,  고내온도의  평균에  의한  제상돌입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제어하도록한  온도조절단계(212)와,  제상을  제어하는  제상제어단계(213)와  타이머를  동작시키는 타
이머단계(215)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장고의 자동운전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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