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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에 있어서, 브러쉬리스 모터의 약한 계자(界磁) 제어를, 미리 설정된 테이블값

등의 제어량을 이용하지 않고, 또한 인버터 회로(3)의 입력 전압과는 독립적으로 안정하게 실행한다.

전압원(1)의 출력 전압을 3상 교류로 변환해서 모터(2)에 출력하는 인버터 회로(3)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로터 위치

를 추정하는 로터 위치 추정부(5)와, 상기 추정된 로터 위치에 근거한 전류에 의해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가 구동되도록 상

기 인버터 회로(3)를 제어하는 인버터 제어부(4a)를 구비하며, 상기 인버터 제어부(4a)는 상기 추정된 로터 위치에 대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전류의 진각(進角)인 진각값 β를 지령 회전수 fo와 실(實)회전수 f의 편차가 최소로 되도

록 결정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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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로서,

전압원의 출력 전압을 구동 전압으로 변환해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출력하는 인버터 회로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로터 위치를 추정하는 로터 위치 추정부와,

상기 추정된 로터 위치에 근거한 전류에 의해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가 구동되도록 상기 인버터 회로를 제어하는 인버터 제

어부

를 구비하되,

상기 인버터 제어부는,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실회전수의 제어, 및 상기 추정된 로터 위치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전류와의 위상

차를, 전회의 위상차의 조정에 의해 발생한 브러쉬리스 모터의 회전수의 변화에 따라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실회전수가

그 목표값인 지령 회전수에 일치하도록 반복해서 조정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모터 구동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 제어부는,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전류의 진폭값을 최대값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상기 위상차를 증

감시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터 구동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전류의 최대 진폭값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는 최대의 전

류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터 구동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 제어부는,

상기 추정된 로터 위치에 근거하여 지령 전류의 파형을 작성하는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와,

상기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가 작성한 지령 전류의 파형과, 실제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흐르는 전류의 파형과의 편차

가 감소하도록, 상기 인버터 회로의 제어 신호인 펄스 신호를 작성하는 펄스 작성부를 구비하며,

상기 지령 전류의 파형의 진폭값을 최대값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상기 위상차를 증감시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회전수

를 제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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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징으로 하는 모터 구동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지령 전류의 파형의 최대 진폭값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는 최대의 전류값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모터 구동 장치.

청구항 6.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로서,

전압원의 출력 전압을 구동 전압으로 변환해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출력하는 인버터 회로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로터 위치를 추정하는 로터 위치 추정부와,

상기 추정된 로터 위치에 근거한 전류에 의해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가 구동되도록 상기 인버터 회로를 제어하는 인버터 제

어부

를 구비하되,

상기 인버터 제어부는,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전류의 진폭값을 결정하는 전류 진폭값 결정부와,

상기 전류 진폭값 결정부에 의해 결정된 전류 진폭값에 근거하여 지령 전류의 파형을 작성하는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와,

상기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가 작성한 지령 전류의 파형과, 실제로 모터에 흐르는 전류의 파형과의 편차가 감소하도록, 상

기 인버터 회로의 제어 신호인 펄스 신호를 작성하는 펄스 작성부를 가지며,

상기 지령 전류의 진폭값을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상기 추정된 로터 위치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전류와의

위상차를 변화시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회전수가 최대로 되는 위상차를 구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모터 구동 장치.

청구항 7.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로서,

전압원의 출력 전압을 구동 전압으로 변환해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출력하는 인버터 회로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로터 위치를 추정하는 로터 위치 추정부와,

상기 추정된 로터 위치에 근거한 전류에 의해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가 구동되도록 상기 인버터 회로를 제어하는 인버터 제

어부

를 구비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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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버터 제어부는,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회전수를 결정하는 회전수 결정부와,

해당 회전수 결정부에 의해 결정된 회전수와, 실제의 회전수와의 편차가 감소하도록,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전

류의 진폭값을 결정하는 전류 진폭값 결정부와,

상기 전류 진폭값에 근거하여 지령 전류의 파형을 작성하는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와,

상기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가 작성한 지령 전류의 파형과, 실제로 모터에 흐르는 전류의 파형과의 편차가 0으로 되도록,

상기 인버터 회로의 제어 신호인 펄스 신호를 작성하는 펄스 작성부를 가지며,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지령 회전수를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상기 추정된 로터 위치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되

는 전류와의 위상차를 변화시켜, 상기 지령 전류의 진폭값이 최소로 되는 위상차를 구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모터 구동 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 회로는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로부터의 회생 전류를 충전하는 콘덴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터 구동 장

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 회로는 해당 회로와 상기 전압원 사이에 접속되고, 해당 회로에서 발생한 노이즈를 차단하는 인덕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터 구동 장치.

청구항 10.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와, 해당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를 구비한 압축기로서,

상기 모터 구동 장치는 청구항 1에 기재된 모터 구동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기.

청구항 11.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를 갖는 압축기를 구비한 공기 조화기로서,

상기 압축기의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를 구비하되,

해당 모터 구동 장치는 청구항 1에 기재된 모터 구동 장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 조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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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를 갖는 압축기를 구비한 냉장고로서,

상기 압축기의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를 구비하되,

해당 모터 구동 장치는 청구항 1에 기재된 모터 구동 장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냉장고.

청구항 13.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와, 해당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를 구비한 전기 세탁기로서,

상기 모터 구동 장치는 청구항 1에 기재된 모터 구동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세탁기.

청구항 14.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와, 해당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를 구비한 송풍기로서,

상기 모터 구동 장치는 청구항 1에 기재된 모터 구동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송풍기.

청구항 15.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와, 해당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를 구비한 전기 청소기로서,

상기 모터 구동 장치는 청구항 1에 기재된 모터 구동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청소기.

청구항 16.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를 갖는 압축기를 구비한 전기 건조기로서,

상기 압축기의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를 구비하되,

상기 모터 구동 장치는 청구항 1에 기재된 모터 구동 장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건조기.

청구항 17.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를 갖는 압축기를 구비한 히트 펌프 급탕기로서,

상기 압축기의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를 구비하되,

상기 모터 구동 장치는 청구항 1에 기재된 모터 구동 장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히트 펌프 급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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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와, 해당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를 구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상기 모터 구동 장치는 청구항 1에 기재된 모터 구동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모터 구동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브러쉬리스 모터를 인버터 회로에 의해 구동 제어하는 모터 구동 장치에

관한 것이다.

브러쉬리스 모터는 그 운전에 의해 역기전력(counter electromotive force) ωE(E : 계자로서 사용되는 영구 자석의 기자

력(주(主)자속), ω : 모터의 축 각속도)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브러쉬리스 모터의 1 상당 등가 회로는 도 11(a)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또, 도 11(a) 중 R은 브러쉬리스 모터의 1 상당 1차 저항, L은 브러쉬리스 모터의 1 상당 인덕턴스, I는 브러쉬리스 모터의

1차 전류(상(相) 전류), V는 모터에 인가되는 단자 전압이다.

브러쉬리스 모터를 인버터 회로에 의해 구동할 경우에는, 인버터 회로의 입력 전압에 인버터 회로의 전압 변환비(출력 전

압/입력 전압<1)를 곱한 값이 모터의 단자 전압 V로 된다.

또, 이 브러쉬리스 모터의 단자 전압 V를 벡터 분해하고, d축 전압 Vd 및 q축 전압 Vq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상기 단자 전

압 V는 이하의 수학식 1 및 수학식 2로 나타낸다.

수학식 1

수학식 2

또한 1차 저항 R이 충분히 작다고 생각하여 수학식 1에 근거해서 벡터도를 도시하면, 해당 벡터도는 도 11(b)에 나타내어

진 바와 같이 된다.

단, Ld는 d축 인덕턴스, Lq는 q축 인덕턴스, Id는 d축 전류(계자 전류), Iq는 q축 전류(토크 전류)이다. 여기서, 계자 전류

Id 및 토크 전류 Iq는 브러쉬리스 모터의 로터 위치에 대한, 모터에 흘리는 전류(모터 전류)의 위상의 진각(이하, 진각값라

고 함)을 β, 모터 전류 I의 진폭값을 Ip라고 했을 때, 수학식 3a 및 수학식 3b로 나타낸다.

수학식 3

상기 수학식 1 및 수학식 2는 브러쉬리스 모터의 벡터 제어, 즉 계자 전류 Id 및 토크 전류 Iq를 이용한 모터 제어가 가능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벡터 제어는 계자 전류 Id의 지령값을 일정값(예를 들면 0)으로 되도록 제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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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브러쉬리스 모터에 요구되는 출력 토크에 근거하여 토크 전류 Iq의 지령값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이들의 지

령값에 근거하여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인버터 회로를 제어하면, 수학식 4에 의해 나타내어지는 출력 토크 T를 얻

을 수 있다.

수학식 4

수학식 4의 제 1 항은 계자인 영구 자석에 의해 생기는 토크 성분, 즉 마그네트 토크를 나타내고 있고, 제 2 항은 브러쉬리

스 모터의 돌극성에 의해 생기는 리럭턴스 토크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브러쉬리스 모터가 비(非)돌극기일 경우에는,

Ld=Lq로 되어, 상기 수학식 4는 제 1 항만으로 되고, 브러쉬리스 모터가 돌극기일 경우에는, Ld≠Lq로 되어, 상기 수학식

4는 제 2 항이 값을 갖게 된다.

또한 모터의 단자 전압 V는 하기의 수학식 5에 의해 나타낸다.

수학식 5

이 수학식 5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브러쉬리스 모터의 회전수 N, 즉 브러쉬리스 모터의 축 각속도 ω이 커지면, 역기

전압 ωE가 이것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역기 전압 ωE의 증가를 그대로 허용하면, 역기 전압 ωE의 증가에 의해

브러쉬리스 모터의 단자 전압 V가 인버터 회로의 입력 전압보다도 상승하여, 그 이상의 회전수로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

할 수 없어진다.

이러한 불량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는, 이른바 약(弱)계자 제어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예를 들면 비특허 문헌 1 참조).

즉, 이 방법은, 계자 전류 Id를 공급하고, 영구 자석의 계자기 자력을 감살(減殺)하는 계자기 자력을 발생시키는 제어를 행

함으로써, 고회전 대역에서의 모터 단자 전압 V를 인버터 회로의 입력 전압 이하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질을

구비하는 계자 전류 Id를 약계자 전류라고 부른다. 약계자 전류 Id는 모터의 회전수 N과 토크 T로부터 미리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테이블(맵) 등에 의해, 모터의 회전수 N 및 토크 T의 값과, 이들 회전수 N 및 토크 T의 값에 적당한 약계자

전류 Id의 값과의 대응 관계가 규정되어 있다. 실제의 계자 전류 Id의 제어에서는, 약계자 전류 Id의 값은 상기 테이블을 이

용하여, 토크 T 및 회전수 N에 적합한 값으로 설정된다(예를 들면 비특허 문헌 1 참조).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약계자 전류 Id를, 테이블값을 이용하여 제어할 경우, 인버터 회로의 입력 전압의 변동에 따라,

약계자 전류 Id가 과다 또는 과소로 되어, 모터의 구동 효율이 저하하는, 또는 요구 토크를 만족할 수 없어, 최고속 회전수

가 실현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인버터 입력 전압이 높을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약계자 전류 Id를 흘리게 된다. 도 11(b)에 나타내는 벡터도 및

수학식 5로부터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약계자 전류 Id를 흘리는 것에 의해, 단자 전압 V는 낮아지지만, 토크 발

생에 기여하지 않는 전류 Id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효율의 저하를 야기한다.

반대로, 인버터 입력 전압이 낮을 경우에는, 모터 단자 전압 V를 인버터 입력 전압 이하로 억제하는 데 충분한 약계자 전류

Id를 흘릴 수 없고, 또한 필요한 토크를 얻기 위한 토크 전류 Iq를 흘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인버터 입력 전압을 검출하고, 해당 검출한 전압과 모터에 요구되는 토크로부터 약계자 전류를 연산하는 방법이

생각되고 있다(예를 들면 특허 문헌 1 참조).

또한 약계자 전류 Id의 결정 방법으로서, 인버터 회로의 출력 전압이 인버터 입력 전압 이상으로 된 것을 검지하고, 이와 같

이 인버터 출력 전압이 높은 상태가 해소되도록, 약계자 전류 Id를 제어한다고 하는 방법도 생각되고 있다(예를 들면 특허

문헌 2 참조).

[비특허 문헌 1]

일본 평성 3년 전기학회 산업 응용 부문 전국 대회 「No.74, PM 모터의 약자속 제어를 이용한 속도 제한 시스템」

[특허 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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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 제 3146791 호(제 1 도, 제 10 도)

[특허 문헌 2]

일본 특허 공개 제 2000-341991 호(제 1 도)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종래의, 모터의 약계자 전류를 인버터 회로의 입력 전압에 따라 제어하는 모터 구동 장치에서는, 인버터 회로의 입

력 전압이, 급격하게 또는 주기적으로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입력 전압의 변동에 따라 지령되는 약계자 전류 Id의 값이

변동한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입력 전압의 변동의 모양에 의해, 모터가 매우 불안정한 거동(擧動)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

고 하는 것이다.

또한 종래의 모터 구동 장치는 인버터 입력 전압을 검출하는 회로를 갖기 때문에, 이 회로에서의 검출 정밀도와 응답성이,

약계자 제어에서의 제어량인 약계자 전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문제도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압원이 출력 전압의 급격 혹은 주기적으로 크게 변동하는 것

이어도, 브러쉬리스 모터의 약계자 제어를, 미리 설정된 테이블값 등의 제어량을 이용하지 않고 안정하게 실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브러쉬리스 모터의 최고속 회전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모터 구동 장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본원의 제 1 특징에 따른 발명은,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로서, 전압원의 출력 전압을 구동 전압으로

변환해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출력하는 인버터 회로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로터 위치를 추정하는 로터 위치 추정

부와, 상기 추정된 로터 위치에 근거한 전류에 의해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가 구동되도록 상기 인버터 회로를 제어하는 인

버터 제어부를 구비하며, 상기 인버터 제어부는, 상기 추정된 로터 위치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전류와의 위

상차를 변화시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본원의 제 2 특징에 따른 발명은,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 제어부는,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

에 공급하는 전류의 진폭값을 최대값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상기 위상차를 증감시켜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본원의 제 3 특징에 따른 발명은, 제 2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에 있어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전류의 최

대 진폭값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는 최대의 전류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본원의 제 4 특징에 따른 발명은,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 제어부는, 상기 추정된 로터 위

치에 근거하여 지령 전류의 파형을 작성하는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와, 상기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가 작성한 지령 전류의

파형과, 실제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흐르는 전류의 파형과의 편차가 감소하도록, 상기 인버터 회로의 제어 신호인 펄

스 신호를 작성하는 펄스 작성부를 가지며, 상기 지령 전류의 파형의 진폭값을 최대값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상기 위상차

를 증감시켜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본원의 제 5 특징에 따른 발명은, 제 4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에 있어서, 상기 지령 전류의 파형의 최대 진폭값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는 최대의 전류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본원의 제 6 특징에 따른 발명은,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 제어부는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

에 공급하는 전류의 진폭값을 결정하는 전류 진폭값 결정부와, 상기 전류 진폭값 결정부에 의해 결정된 전류 진폭값에 근

거하여 지령 전류의 파형을 작성하는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와, 상기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가 작성한 지령 전류의 파형과,

실제로 모터에 흐르는 전류의 파형과의 편차가 감소하도록, 상기 인버터 회로의 제어 신호인 펄스 신호를 작성하는 펄스

작성부를 가지며, 상기 지령 전류의 진폭값을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상기 추정된 로터 위치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

급하는 전류와의 위상차를 변화시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회전수가 최대로 되는 위상차를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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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의 제 7 특징에 따른 발명은,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 제어부는,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

의 회전수를 결정하는 회전수 결정부와, 해당 회전수 결정부에 의해 결정된 회전수와, 실제의 회전수와의 편차가 감소하도

록,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전류의 진폭값을 결정하는 전류 진폭값 결정부와, 상기 전류 진폭값에 근거하여 지

령 전류의 파형을 작성하는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와, 상기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가 작성한 지령 전류의 파형과, 실제로

모터에 흐르는 전류의 파형과의 편차가 0으로 되도록, 상기 인버터 회로의 제어 신호인 펄스 신호를 작성하는 펄스 작성부

를 가지며,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지령 회전수를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상기 추정된 로터 위치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

에 공급되는 전류와의 위상차를 변화시켜, 상기 지령 전류의 진폭값이 최소로 되는 위상차를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본원의 제 8 특징에 따른 발명은,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 회로는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로

부터의 회생 전류를 충전하는 콘덴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본원의 제 9 특징에 따른 발명은,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 회로는, 해당 회로와 상기 전압

원 사이에 접속되고, 해당 회로에서 발생한 노이즈를 차단하는 인덕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본원의 제 10 특징에 따른 발명은,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와, 해당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

를 구비한 압축기로서, 상기 모터 구동 장치는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본원의 제 11 특징에 따른 발명은,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를 갖는 압축기를 구비한 공기 조화기로서, 상기 압축

기의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를 구비하고, 해당 모터 구동 장치는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본원의 제 12 특징에 따른 발명은,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비하는 압축기를 구비한 냉장고로서, 상기 압축

기의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를 구비하고, 해당 모터 구동 장치는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본원의 제 13 특징에 따른 발명은,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와, 해당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

를 구비한 전기 세탁기로서, 상기 모터 구동 장치는 제 1 항에 따른 구동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본원의 제 14 특징에 따른 발명은,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와, 해당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

를 구비한 송풍기로서, 상기 모터 구동 장치는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본원의 제 15 특징에 따른 발명은,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와, 해당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

를 구비한 전기 청소기로서, 상기 모터 구동 장치는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본원의 제 16 특징에 따른 발명은,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를 갖는 압축기를 구비한 전기 건조기로서, 상기 압축

기의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를 구비하며, 상기 모터 구동 장치는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이

다.

본원의 제 17 특징에 따른 발명은,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를 갖는 압축기를 구비한 히트 펌프 급탕기로서, 상기

압축기의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모터 구동 장치는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

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본원의 제 18 특징에 따른 발명은,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와, 해당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

를 구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상기 모터 구동 장치는 제 1 항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실시예 1)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럭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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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 1의 모터 구동 장치(100a)는, 전압원(1)을 입력으로 하고, 브러쉬리스 모터(2)를, 요구되는 임의의 회전수로 구

동하는 것으로서, 상기 모터의 로터 위치에 대한 모터 전류의 위상의 진각(진각값) β를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브러쉬리스

모터(2)의 약계자 제어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실시예 1에서는, 모터 전류의 진각값 β의 제어는 모터에 대한 지령 회전수와 실제의 회전수와의 편차가 0으로

되도록 행하여진다. 또, 종래 기술에서는, 약계자 제어에 있어서의 제어 대상은 약계자 전류 Id로 하고 있지만, 약계자 제어

에서는 본 실시예 1의 모터 전류의 진각값 β와, 종래 기술에서 나타낸 약계자 전류 Id는 거의 동일한 제어 대상이다.

이하, 상기 모터 구동 장치(100a)를 구성하는 인버터 회로(3) 및 인버터 제어부(4a)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인버터 회로(3)는 인버터 제어부(4a)로부터 출력할 수 있는 드라이브 신호 Sg에 근거하여 전압원(1)의 출력 전압을 3상

교류로 변환하고, 브러쉬리스 모터(2)에 공급하는 것이다.

상기 인버터 회로(3)는 직렬 접속의 제 1 및 제 2 스위칭 소자(31 및 32)와, 직렬 접속의 제 3 및 제 4 스위칭 소자(33 및

34)와, 직렬 접속의 제 5 및 제 6 스위칭 소자(35 및 36)를 갖고 있다. 제 1, 제 3, 제 5 스위칭 소자(31, 33, 35)의 일단(고

전위측 단자)은 공통 접속되고, 해당 공통 접속점(한쪽의 입력 노드)은 상기 전압원(1)의 한쪽의 출력 노드(1a)에 접속되어

있다. 제 2, 제 4, 제 6 스위칭 소자(32, 34, 36)의 타단(저전위측 단자)은 공통 접속되고, 해당 공통 접속 점(다른쪽의 입력

노드)은 상기 전압원(1)의 또다른 한쪽의 출력 노드(1b)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상기 제 1∼제 6 스위칭 소자(31∼36)는

각각 역병렬 접속의 제 1∼제 6 다이오드(41∼46)를 갖고 있다. 그리고, 상기 제 1 및 제 2 스위칭 소자(31 및 32)의 접속

점(3a)은 인버터 회로(3)의 제 1 출력 노드, 상기 제 3 및 제 4 스위칭 소자(33 및 34)의 접속점(3b)은 인버터 회로(3)의 제

2 출력 노드, 상기 제 5 및 제 6 스위칭 소자(35 및 36)의 접속점(3c)은 인버터 회로(3)의 제 3 출력 노드다. 상기 인버터

회로(3)의 제 1∼제 3 출력 노드(3a∼3c)는 각각 모터(2)의 3상 입력의 각 상의 입력 노드로 되어 있다.

또, 이 실시예 1에서는, 인버터 회로(3)는 3상의 풀 브릿지 구성의 회로이지만, 해당 인버터 회로(3)는 3상 교류를 출력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회로 구성이어도 무방하다. 예를 들면 상기 인버터 회로(3)는 상기 3상 교류 출력 중 1상에 상당하는

회로 부분을, 콘덴서를 이용하여 구성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또한 상기 인버터 회로(3)는 각 스위칭 소자에 대해서 스너버

회로가 부가된 것이라도 무방하다.

또한 상기 전압원(1)은 출력 레벨이 변동하는 것이며, 교류 전원(도시하지 않음)의 출력 전압을 정류 회로에 의해 정류해서

얻어진 전압을 그대로 출력하는 것, 출력 전압이 평활되도록 출력측에 소용량의 콘덴서를 부가한 전원, 또는 용량의 작은

배터리 등이 생각된다.

즉, 상기 전압원(1)은 규정 레벨의 직류 전압을 항상 출력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순간적으로 출력 전압의 레벨이 변동하

는 것, 예를 들면 출력 전압의 레벨이 규정의 레벨의 절반 정도 혹은 0 레벨까지 저하하는 것이라도 무방하다.

인버터 제어부(4a)는 브러쉬리스 모터(2)가, 사용자가 희망하는 회전수로 구동되도록, 인버터 회로(3)에 드라이브 신호(게

이트 신호) Sg을 공급하는 것이며, 로터 위치 추정부(5)와, 진각값 결정부(6a)와, 드라이브 신호 생성부(7)로 구성되어 있

다.

여기서, 로터 위치 추정부(5)는 인버터 회로(3)가 브러쉬리스 모터(2)에 실제로 공급되는 전류(모터 전류) I로부터 로터 위

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또, 여기서, 로터 위치를 추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모터 전류 I로부터 로터 위치를 추정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브러쉬리스 모터(2)의 유기 전압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브러쉬리스 모터에 부착된 위치 센서의 검출 출력

에 근거하여 로터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이어도 무방하다.

진각값 결정부(6a)는 사용자의 조작 등에 의해 발생한 외부로부터의 지령 신호가 나타내는 지령 회전수 fo과, 로터 위치 추

정부(5)가 추정한 로터 위치 θ를 미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브러쉬리스 모터(2)의 실회전수 f로부터, 브러쉬리스 모터(2)

에 공급하는 전류의 진각값 β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진각값 결정부(6a)는 상기 진각값 β를 실회전수 f와 지령 회전수 fo

의 편차가 0으로 되도록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진각값 β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힐-클라이밍 방법이나 PI(비

례 적분) 제어 등이 생각된다.

드라이브 신호 작성부(7)는 인버터 회로(3)가 브러쉬리스 모터(2)에 출력하는 전류(모터 전류) I와, 로터 위치 추정부(5)에

의해 얻어진 로터의 추정 위상(추정 위치) θ와, 진각값 결정부(6a)에 의해 얻어진 진각값 β를 입력으로 하고, 모터 전류 I

의 위상이 로터추 정 위상 θ보다 진각값 β만큼 진행하도록, 드라이브 신호 Sg를 인버터 회로(3)에 출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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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전압원(1)을 입력으로 하는 인버터 회로(3)에서는, 인버터 제어부(4a)로부터의 드라이브 신호 Sg에 의해 각 스위칭 소자

(31∼36)의 온 오프 동작이 행하여지고, 해당 인버터 회로(3)로부터는 전압원(1)의 출력 전압이 3상 교류로 변환되어 모터

(2)에 출력된다. 그렇게 하면, 모터(2)는 구동된다.

이 때, 상기 인버터 제어부(4a)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지령 신호가 나타내는 지령 회전수 fo와, 모터(2)에 공급되는 전류(모

터 전류) I에 근거하여, 상기 스위칭 소자(31∼36)의 게이트에 인가되는 드라이브 신호 Sg인 펄스 신호가 생성된다.

이하, 인버터 제어부(4a)의 각 부(5, 6a 및 7)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로터 위치 추정부(5)에서는, 인버터 회로(3)가 브러쉬리스 모터(2)에 공급하는 전류(모터 전류) I로부터 로터 위치(로터 위

상)가 추정된다.

진각값 결정부(6a)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지령 신호가 나타내는 지령 회전수 fo과, 로터 위치 추정부(5)로부터의 로터 추정

위상 θ을 미분하여 얻어진 브러쉬리스 모터(2)의 실회전수 f에 근거하여, 브러쉬리스 모터(2)에 공급하는 모터 전류의 진

각값 β가 결정된다.

드라이브 신호 작성부(7)에서는, 인버터 회로(3)로부터 브러쉬리스 모터(2)에 실제로 출력되는 전류(모터 전류) I와, 로터

위치 추정부(5)에 의해 얻어진 로터 추정 위상 θ와, 진각값 결정부(6a)가 결정하는 진각값 β에 근거하여, 인버터 회로(3)

에 출력하는 드라이브 신호 Sg가 생성된다. 그렇게 하면, 인버터 회로(3)에서는 상기 드라이브 신호 Sg에 의해 각 스위칭

소자의 온-오프 제어가 행하여지고, 해당 인버터 회로(3)로부터는 그 위상이 상기 로터 추정 위상 θ보다 진각값 β만큼 진

행한 것으로 되도록 조정된 전류 I가 모터(2)에 출력된다.

이하, 힐-클라이밍 방법을 이용한 진각값 β의 결정 방법의 일례를 도 2에 나타내는 흐름도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진각값 결정부(6a)에서는, 회전수 지령 fo과 실회전수 f 사이에 편차가 있을 경우, 상기 진각 결정부(6a)에 의해 상기 진각

값 β를 결정하는 처리가 개시된다.

먼저, 단계 S1에서는, 지령 회전수 fo와 실회전수 f의 편차의 절대값(｜fo-f｜)이 산출된다.

다음에, 단계 S2에서는, β증가 플래그에 근거하여, 진각값 β를 증가시키는 처리(단계 S3)와, 진각값 β를 감소되는 처리(단

계 S4) 중 어느 하나의 처리를 실행할지가 결정된다. 즉, 상기 β 증가 플래그의 값이 [-1]이면, 단계 S3의 처리가 행하여

지고, 증가 플래그의 값이 [1]이면, 단계 S4의 처리가 행하여진다. 또, 최초로 도 2에 나타내는 흐름의 처리가 행하여질 때

는, 단계 S2의 처리에서는 β 증가 플래그의 값이 미리 초기값으로서 설정되어 있는 [1] 혹은 [―1] 중 어느쪽의 값으로 된

다.

그리고, 단계 S3에서는, 현재 출력되고 있는 진각값 β를 줄이는(늦추는) 처리가 행하여진다. 이 단계 S3에서 진각값 β를

감산하는 양은 미리 결정된 일정한 양이라도 무방하고, 회전수 지령 fo과 실회전수 f의 편차(회전수 편차), 혹은 전회 연산

한 회전수 편차와 이번 연산한 회전수 편차의 차에 근거해서 정해도 무방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회전수 편차에 근거하여

단계 S3에서의 진각값 β의 감소량을 결정하면, 힐-클라이밍의 속도(즉 힐-클라이밍 방법에 의해 진각값을 결정하는 처리

의 속도)가 향상되어, 응답성이 좋고, 상기 회전수 편차가 0으로 되는 진각값 β를 결정할 수 있다.

단계 S4에서는, 현재 출력하고 있는 진각값 β를 늘이는(진행시키는) 처리가 행하여진다. 이 단계 S4에서 진각값 β를 늘리

는 양은 미리 결정된 일정한 양이어도 무방하고, 지령 회전수 fo과 실회전수 f의 편차(회전수 편차)나, 전회 연산한 회전수

편차와 금회 연산한 회전수 편차의 차에 근거해서 정해도 무방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회전수 편차에 근거하여, 단계 S4에

서의 진각값 β의 증가량을 결정하면, 힐-클라이밍의 속도가 향상되어, 우수한 응답성으로 상기 회전수 편차가 0으로 되는

진각값 β를 결정할 수 있다.

단계 S5에서는, 모터 전류의 진각값 β를 단계 S3 또는 S4에서 결정한 진각값 β로 갱신한 상태에서, 재차 지령 회전수 fo와

실회전수 f의 편차의 절대값을 산출하는 처리가 행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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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S6에서는, 모터 전류의 진각값 β를 상기 단계 S3 또는 S4에서 결정한 진각값 β로 갱신하기 전의 회전수 편차의 절대

값과, 해당 진각값 β의 갱신 후의 회전수 편차의 절대값의 차를 산출하고, 진각값 β의 갱신 후의 값(회전수 편차의 절대값)

쪽이 진각값 β의 갱신 전의 값(회전수 편차의 절대값)보다 크면, 단계 S7의 처리가 행하여지고, 진각값 β의 갱신 후의 값이

진각값 β의 갱신 전의 값보다 작거나 동일하면, 단계 S8의 처리가 행하여진다.

단계 S7에서는, 진각값 β를 변화시키는 방향이 서로 상이하다고 함으로써, β 증가 플래그의 부호를 반전시키는 처리가 행

하여지고, 그 후 단계 S8의 처리가 행하여진다.

단계 S8에서는, 회전수 지령 fo과 실회전수 f의 편차(회전수 편차)를 산출하고, 해당 회전수 편차가 0이거나 혹은 허용되

는 범위 내에 수용되고 있으면, 진각 결정부(6a)에서의 진각값의 결정 처리(도 2의 흐름에서의 처리)가 종료되고, 상기 회

전수 편차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단계 S2의 처리가 재차 행하여진다.

상기와 같은 힐-클라이밍 방법을 이용하여 모터 전류의 진각값 β를 조정하는 처리를 실행하면, 예컨대, 인버터의 입력 전

압이 지나치게 낮아, 모터 회전수를 지령 회전수 fo까지 올릴 수 없어, 회전수 지령 fo와 실회전수 f의 편차가 0으로 되지

않아도, 모터 전류의 진각값 β는 가장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값으로 수속되어, 모터(2)의 안정한 고속 회전이 가능해진

다.

또, 도 2에 나타내는 진각값의 결정 처리의 흐름은 일례로서, 이것은 도 2에 나타내는는 흐름에서의 단계 S8의 처리를, 해

당 흐름의 단계 S5의 처리와 단계 S6의 처리 사이에서 실행하는 것이라도 무방하다. 이 경우도, 상기 도 2에 나타내는 흐

름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로부터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진각값을 결정하는 처리의 흐름은 여러가지 형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진각값의 결정에는, 상기와 같은 힐-클라이밍 방법 대신에, 회전수 지령 fo와 실회전수 f의 편차가 0으로 되도록 진각

값 β를 결정하는 PI(비례 적분) 제어를 이용하여도 된다. 단, 이 경우에는 진각값 β가 발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리미터값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 1에서는, 전압원(1)의 출력 전압을 3상 교류로 변환해서 모터(2)에 출력하는 인버터 회로(3)와, 인버

터 회로(3)로부터 모터(2)에 공급되는 전류(모터 전류)의 진각값 β를 제어하는 인버터 제어부(4a)를 구비하며, 인버터 제

어부(4a)는 상기 모터 전류의 진각값 β를 지령 회전수 fo과 실회전수 f의 편차가 최소로 되도록 결정하므로, 브러쉬리스 모

터의 안정한 약계자 제어를, 미리 설정된 테이블값 등의 제어량을 이용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다.

즉, 본 실시예 1의 모터 전류의 진각값 제어에서는, 인버터 회로의 입력 전압의 검출 오차나 연산 오차라고 한 것이 발생하

지 않기 때문에, 인버터 입력 전압의 변동이 급격하고 혹은 주기적으로 큰 것이어도, 안정한 약계자 제어를 실행할 수 있

다.

또, 이 실시예 1에서는, 인버터 회로(3)의 입력 전압을 검출하고, 그 값으로 상기 진각값 β를 연산한다고 한 복잡한 연산 처

리가 행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모터 구동 장치를 매우 단순한 회로 구성으로 할 수 있다.

또, 상기 실시예 1에서는, 드라이브 신호 작성부(7)는 모터 전류의 진폭값에 대한 제한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드라

이브 신호 작성부(7)는 브러쉬리스 모터(2)에 공급하는 전류의 최대 진폭값이 일정값으로 유지되도록, 인버터 회로(3)의

드라이브 신호 Sg를 작성하는 것이라도 된다. 이 경우, 진각값 결정부(6a)에서는, 모터의 실회전수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모터 전류의 진각값 β의 과도한 증감이 억제되게 되어, 보다 안정한 약계자 제어를 실현할 수 있다. 또, 상기 일정값으로 유

지되는 모터 전류의 최대 진폭값을, 브러쉬리스 모터(2)가 허용하는 최대 전류값으로 함으로써, 약계자 제어를 행하여도

브러쉬리스 모터가 허가하지 않는 전류, 즉 브러쉬리스 모터가 감자(減磁)에 의해 열화되는 전류는 흐르지 않고, 안전한 모

터 구동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시예 1에서는, 상기 진각값 결정부(6a)는 브러쉬리스 모터(2)에 공급하는 전류의 값에 관계없이, 모터 전류의

진각값을, 지령 회전수 fo과 실회전수 f의 편차가 작아지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이 진각값 결정부(6a)는 브러

쉬리스 모터(2)에 공급하는 전류가, 허용되는 전류 이하일 때는, 브러쉬리스 모터(2)가 갖는 최적의 진각값(가장 리덕턴스

토크를 활용하는 진각값), 또는 일정한 진각값을 출력하는 것이라도 무방하다. 이 경우, 브러쉬리스 모터(2)의 회전수는 공

급하는 전류의 진폭값에 의해 제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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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성에서는, 약계자 제어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지령 회전수에 의해 구동할 수 있는 저회전 시에는, 모터 전류의 진

각값을 최적 진각값으로 하고, 약계자 제어를 필요로 하는 고속 회전 시에는, 모터 전류의 진각값을, 지령 회전수를 실현하

는 최저인 진각값으로 할 수 있어, 모터를, 모든 회전수 영역에 걸쳐, 브러쉬리스 모터(2)가 갖는 최대 효율을 만족하는 진

각값에서도 구동할 수 있다.

(실시예 2)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 2의 모터 구동 장치(100b)는, 실시예 1의 모터 구동 장치(100a)와 마찬가지로, 전압원(1)을 입력으로 하고, 브

러쉬리스 모터(2)를 임의인 회전수로 구동하는 것이며, 브러쉬리스 모터(2)의 약계자 제어를, 모터 전류의 진각값 β를 조

정하는 것에 의해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실시예 2에서는, 모터 전류의 진각값 β의 제어는 모터에 공급되는 전류의

진폭값을 일정값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모터에 대한 지령 회전수 fo와 실제의 회전수 f의 편차가 0으로 되도록 행하여진

다.

즉, 이 모터 구동 장치(100b)는, 상기 전압원(1)의 출력 전압을 3상 교류로 변환해서 모터(2)에 출력하는 인버터 회로(3)

와, 해당 인버터 회로(3)를 제어하는 인버터 제어부(4b)로 구성되어 있다.

인버터 제어부(4b)는, 브러쉬리스 모터(2)가 사용자가 희망하는 회전수로 구동되도록, 상기 인버터 회로(3)에 드라이브 신

호 Sg을 공급하는 것이며, 로터 위치 추정부(5)와, 진각값 결정부(6a)와,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8b)와, PWM 작성부(9)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본 실시예 2의 모터 구동 장치(100b)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여기서, 전압원(1), 인버터 회로(3), 로터 위치 추정부(5) 및 진각값 결정부(6a)는 상기 실시예 1의 모터 구동 장치(100a)

에서의 것과 동일한 것이다.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8b)는, 로터 위치 추정부(5)가 출력한 추정 위상 θ과, 진각값 결정부(6a)가 결정한 진각값 β를 입

력으로 하고, 인버터 회로(3)가 브러쉬리스 모터(2)에 공급하는 전류의 지령값(지령 전류) Io의 파형을 작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지령 전류 파형 생성부(8)에 의해 작성된 지령 전류 Io의 파형은 모터에 공급하는 전류의 지령 진폭값(지

령 전류의 진폭값)과, 추정 위상 θ에 진각값 β를 서로 합하여 얻어지는 위상을 가진 정현파 형상의 파형으로 된다. 여기서,

상기 지령 진폭값은 고정값이며, 브러쉬리스 모터(2)에 허용되는 최대의 진폭값으로 되어 있다.

PWM 작성부(9)는 인버터 회로(3)가 브러쉬리스 모터(2)에 출력하는 실제의 전류(실제로 전류) I와, 지령 전류 파형 작성

부(8b)가 작성한 지령 전류 Io를 입력이라고 하고, 실제로 전류 I의 파형과 지령 전류 Io의 파형의 편차가 0으로 되도록, 상

기 인버터 회로(3)에 공급하는 드라이브 신호 Sg인 펄스 신호를 생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PWM 작성부(9)는 지

령 전류 Io과 실제로 전류 I의 차분을 PI 제어함으로써, 실제로 전류 I의 파형과 지령 전류 Io의 파형의 편차가 0으로 되도

록, 상기 펄스 신호의 PWM(pulse width modulation) 폭을 결정한다.

다음에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실시예 2의 모터 구동 장치(100b)에서는, 인버터 회로(3)는 실시예 1의 모터 구동 장치(100a)의 것과 마찬가지로 동작

하고, 모터(2)는 인버터 회로(3)로부터의 출력에 의해 구동된다.

이 때, 상기 인버터 제어부(4b)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지령 신호가 도시하는 지령 회전수 fo와, 모터(2)에 공급되는 전류(모

터 전류) I에 근거하여, 상기 스위칭 소자(31∼36)의 게이트에 공급되는 드라이브 신호 Sg인 펄스 신호가 생성된다.

이하, 인버터 제어부(4b)의 각 부(5, 6a, 8b 및 9)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실시예 2에서는, 로터 위치 추정부(5)의, 모터 전류 I로부터 로터 위치 θ를 추정하는 동작, 및 진각값 결정부(6a)의, 모

터 전류의 진각값 β를 결정하는 동작은,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행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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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8b)에서는, 로터 위치 추정부(5)가 출력한 추정 위상 θ과, 진각값 결정부(6a)가 결정한 진

각값 β에 근거하여, 진폭값이 지령 진폭값과 일치하고, 위상이 추정 위상 θ과 진각값 β의 합에 일치한 지령 전류 Io의 파형

이 생성된다. 여기서, 상기 지령 진폭값은 항상 브러쉬리스 모터(2)에 허용되는 최대값으로 유지된다.

PWM 작성부(9)에서는, 실제의 모터 전류(실제로 전류) I의 파형과 지령 전류 Io의 파형의 편차가 0으로 되도록, 상기 인버

터 회로(3)에 공급되는 드라이브 신호 Sg인 펄스 신호의 PWM 폭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펄스 신호의 PWM폭은 지령

전류 Io와 실제로 전류 I의 차분을 PI 제어함으로써 결정된다.

도 4는 본 실시예 2의 효과를 설명하는 개념도로서, 인버터 회로의 입력 전압의 변동(도 4(a)), 진각값 β의 제어를 실행하

지 않을 경우의 모터 전류의 변화(도4 (b)), 진각값 β의 제어를 행한 경우의 모터 전류의 변화(도 4(c))를 나타내고 있다.

도면 중, Io는 모터에 흘리라고 지령하는 전류(지령 전류), I는 실제로 모터에 흐르는 전류(실제로 전류), Am은 지령 전류

의 최대 진폭값이다.

진각값 β의 제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인버터 회로(3)의 입력 전압 Vpn이 낮은 동작 구간에서는, 지령대로 모터에 전류

를 흘릴 수 없어져 있다. 한편, 진각값 β의 제어를 행한 경우에는, 인버터 회로(3)의 입력 전압 Vpn이 낮은 동작 구간에서,

진각값 β의 제어에 의해 모터에 공급되는 전류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결과, 본 실시예 2와 같이, 모터 전류의 진각값 제어

를 행함으로써, 전압원의 출력 전압이 저하해도, 필요한 모터 토크를 확보해서 지령 회전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 2의 모터 구동 장치(100b)에서는, 전압원(1)의 출력 전압을 3상 교류로 변환해서 모터(2)에 출력하는

인버터 회로(3)와, 인버터 회로(3)로부터 모터(2)에 공급되는 전류(모터 전류)의 진각값 β를 제어하는 인버터 제어부(4b)

를 구비하며, 인버터 제어부(4b)는 모터 전류의 지령값(지령 전류) Io의 진폭값을 최대값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지령 회전

수 fo과 실회전수 f의 편차가 최소로 되도록 상기 모터 진각값 β를 결정하므로,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브러쉬리스 모터의

보다 안정한 약계자 제어를, 미리 설정된 테이블값 등의 제어량을 이용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 2에서는, 상기 일정값으로 유지되는 모터 전류의 최대 진폭값을, 브러쉬리스 모터(2)가 허용하는 최대 전

류값으로 하고 있으므로, 약계자 제어를 행하여도 브러쉬리스 모터가 허가하지 않는 전류, 즉 브러쉬리스 모터가 감자에

의해 열화되는 모터 전류는 흐르지 않아, 안전한 모터 구동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실시예 3)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 3의 모터 구동 장치(100c)는, 실시예 2의 모터 구동 장치(100b)와 마찬가지로, 전압원(1)을 입력이라고 하고,

브러쉬리스 모터(2)를 임의인 회전수로 구동하는 것이며, 브러쉬리스 모터(2)의 약계자 제어를, 모터 전류의 진각값 β를

실제의 모터 회전수 f가 최대로 되도록 조정하는 것에 의해 실행하는 것이다.

즉, 이 모터 구동 장치(100c)는, 전압원(1)의 출력 전압을 3상 교류로 변환해서 모터에 출력하는 인버터 회로(3)와, 해당

인버터 회로(3)를 제어하는 인버터 제어부(4c)로 구성되어 있다.

인버터 제어부(4c)는 브러쉬리스 모터(2)가 사용자가 희망하는 회전수로 구동되도록, 인버터 회로(3)에 드라이브 신호 Sg

을 공급하는 것이며, 로터 위치 추정부(5)와, 진각값 결정부(6c)와,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8b)와, PWM 작성부(9)로 구성

되어 있다.

여기서, 전압원(1), 인버터 회로(3), 로터 위치 추정부(5),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8b) 및 PWM 작성부(9)는 상기 실시예 2

의 모터 구동 장치(100b)에서의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진각값 결정부(6c)는 로터 위치 추정부(5)가 출력하는 추정 위상 θ을 입력으로 하고, 지령 전류 파형의 진폭값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상기 추정 위상 θ의 미분에 의해 얻어지는 브러쉬리스 모터(2)의 회전수 f가 최대로 되도록, 모터 전

류의 진각값 β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진각값 β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힐-클라이밍 방법이 생각된다.

다음에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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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 3의 모터 구동 장치(100c)에서는, 로터 위치 추정부(5),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8b) 및 PWM 작성부(9)는 상기

실시예 2의 것과 마찬가지로 동작하므로, 이하 상기 진각값 결정부(6c)의 동작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도 6은 진각값 결정부(6c)가 힐-클라이밍 방법에 의해 진각값 β를 결정하는 처리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본 실시예 3에서는, 진각값 결정부(6c)는 도 6에 나타내어지는 처리 S11∼S18을 반복하여 실행한다. 단, 지령 전류의 진

폭값이 변화되었을 때는, 진각값 β가 발산하지 않도록, 상기 지령 전류의 진폭값 변화의 영향이 수속될 때까지, 진각값 결

정부(6c)는 상기 처리 S11∼S18을 실행하는 동작을 정지한다.

먼저, 단계 S11에서는, 로터 위치 추정부(5)로부터의 로터 추정 위상에 근거하여 모터(2)의 실회전수 f가 취득된다.

다음에, 단계 S12에서는, 미리 정해져 있는 β 증가 플래그의 값에 근거하여, 단계 S13의 처리와 단계 S14의 처리 중 어느

하나의 처리를 실행해야 할 지가 결정된다. 즉, 해당 β 증가 플래그의 값이 [-1]이면, 단계 S13의 처리가 행하여지고, 해

당 β 증가 플래그의 값이 [1]이면, 단계 S14의 처리가 행하여진다. 또, 최초로 도 6에 나타내는 흐름이 행하여질 때는, 단

계 S12의 처리에서는, β 증가 플래그의 값은, 미리 초기값으로서 설정되어 있는, [1] 혹은 [-1] 중 어느 하나의 값으로 된

다.

그리고, 단계 S13에서는, 현재 출력하고 있는 진각값 β를 줄이는(늦추는) 처리가 행하여진다. 이 단계 S13에서 진각값 β를

감하는 양은, 미리 결정된 일정한 양이라도 무방하고, 전회 취득한 실회전수 f와 금회 취득한 실회전수 f의 차에 근거해서

정해도 무방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편차에 근거하여 진각값 β의 감소량을 결정하면, 힐-클라이밍의 속도, 즉 힐-클라이밍

방법에 의해 진각값 β를 결정하는 처리의 속도가 향상되고, 응답성이 우수하여, 실회전수 f를 최대로 하는 진각값 β를 결

정할 수 있다.

또한, 단계 S14에서는, 현재 출력하고 있는 진각값 β를 늘리는(진행시키는) 처리가 행하여진다. 이 단계 S14에서 진각값 β

를 늘리는 양은, 미리 결정된 일정한 양이라도 무방하고, 전회 취득한 실회전수 f와 금회 취득한 실회전수 f의 차에 근거해

서 정해도 무방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편차에 근거하여 진각값 β의 증가량을 결정하면, 힐-클라이밍의 속도가 향상되고,

응답성이 우수하여, 실회전수 f를 최대로 하는 진각값 β를 결정할 수 있다.

그 후에 단계 S15에서는, 모터 전류의 진각값 β를, 단계 S13 또는 S14에서 결정한 진각값 β로 갱신한 상태에서, 재차 실회

전수 f를 취득하는 처리가 행하여진다.

또, 단계 S16에서는, 모터 전류의 진각값 β를 상기 단계 S13 또는S14에서 결정한 진각값 β로 갱신하기 전의 실회전수와,

해당 진각값 β의 갱신 후의 실회전수와의 차를 산출하고, 진각값 β의 갱신 후의 실회전수 f가 감소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

정이 행하여진다. 진각값 β의 갱신 후의 실회전수 f가 그 갱신 전의 실회전수 f보다 감소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계 S17의

처리가 행하여지고, 진각값 β의 변경 후의 실회전수 f가 그 갱신 전의 실회전수보다 증가하고 있거나 혹은 동일한 경우에

는, 단계 S18의 처리가 행하여진다.

단계 Sl7에서는, 진각값 β를 변화되어지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고 있다고 함으로써, β 증가 플래그의 부호를 반전시키는 처

리가 행하여지고, 그 후에 단계 S18의 처리가 행하여진다.

단계 S18에서는, 모터가 정지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정이 행하여지고, 모터가 정지하고 있으면, 진각 결정부(6c)에서의 진

각값의 결정 처리가 종료되고,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계 S12의 처리가 재차 행하여진다.

이와 같이 상기 단계 S11∼S18에 의해, 브러쉬리스 모터의 리덕턴스 토크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알맞은 진각값을,

간단한 회로 구성로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 3에서는, 전압원(1)의 출력 전압을 3상 교류로 변환해서 모터(2)에 출력하는 인버터 회로(3)와, 인버

터 회로(3)로부터 모터(2)로 공급되는 전류(모터 전류)의 진각값 β를 제어하는 인버터 제어부(4c)를 구비하며, 인버터 제

어부(4c)는, 지령 전류의 진폭값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상기 진각값 β를 실제의 모터 회전수가 최대로 되도록 결정

하고, 결정한 진각값 β에 근거하여 인버터 회로(3)에 공급하는 펄스 신호를 발생하므로, 브러쉬리스 모터의 약계자 제어의

제어량인 모터 전류의 진각값을, 간단한 회로 구성에서 최적인 진각값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최적의 진각값은 모터

회전수가 최대로 된다, 브러쉬리스 모터의 리덕턴스 토크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브러쉬리스

모터를, 필요로 되는 토크를 만족하는 최소의 전류값으로 구동할 수 있어, 모터의 구동 효율을 최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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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실시예 3에서는, 진각값의 제어는, 모터 회전수가 최대로 되도록 행하여지므로,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성하는 각종

정수의 편차 등에 의해 추정 로터 위치와 실제의 로터 위치에 오차가 생긴 경우에도, 그 오차가 흡수되도록 진각값이 조정

되게 된다. 이에 따라, 브러쉬리스 모터의 최대 효율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로터 추정 위치에 오차가 생겨서 브러쉬리스

모터가 탈조(脫調)해 버린다고 하는 현상을 피하여, 안정한 모터의 구동을 실현할 수 있다.

(실시예 4)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 4의 모터 구동 장치(100d)는, 실시예 2의 모터 구동 장치(100b)와 마찬가지로, 전압원(1)을 입력으로 하고, 브

러쉬리스 모터(2)를 임의인 회전수로 구동하는 것이며, 브러쉬리스 모터(2)의 약계자 제어를, 모터 전류의 진각값 β를 지

령 전류 Io의 진폭값이 최소로 되도록 조정하는 것에 의해 실행하는 것이다.

즉, 이 모터 구동 장치(100d)는, 전압원(1)의 출력 전압을 3상 교류로 변환해서 모터에 출력하는 인버터 회로(3)와, 해당

인버터 회로(3)를 제어하는 인버터 제어부(4d)로 구성되어 있다.

인버터 제어부(4d)는, 브러쉬리스 모터(2)가 사용자가 희망하는 회전수로 구동되도록, 인버터 회로(3)에 드라이브 신호

Sg를 공급하는 것이며, 로터 위치 추정부(5)와, 진각값 결정부(6d)와,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8d)와, PWM 작성부(9)로 구

성된다.

여기서, 전압원(1), 인버터 회로(3), 로터 위치 추정부(5) 및 PWM 작성부(9)는 상기 실시예 2의 모터 구동 장치(100b)에

서의 것과 동일한 것이다.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8d)는, 외부로부터의 지령 신호가 나타내는 지령 회전수 fo과, 로터 위치 추정부(5)가 출력하는 로

터의 추정 위상 θ와, 진각값 결정부(6d)가 출력하는 모터 전류의 진각값 β를 입력으로 하고, 인버터 회로(3)가 브러쉬리스

모터(2)에 공급해야 할 전류인 지령 전류 Io의 파형을 작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8d)는,

상기 모터 전류의 지령 진폭값과, 추정 위상 θ에 진각값 β를 서로 더한 위상을 가진 정현파 형상의 파형을 상기 지령 전류

Io의 파형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모터 전류의 지령 진폭값은, 외부로부터의 지령 신호가 나타내는 지령 회전수 fo와, 로

터 위치 추정부(5)가 출력하는 추정 위상 θ의 미분값으로부터 구해지는 실회전수 f와의 편차가 0으로 되도록 결정된다. 예

를 들면 지령 회전수 fo와 실회전수 f에 대한 PI 제어를 행하여 지령 진폭값이 구해진다.

진각값 결정부(6d)는,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8d)가 작성한 지령 전류 Io를 입력으로 하고, 회전수 지령 fo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지령 전류 Io의 진폭값이 최소로 되도록 진각값 β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 진각값 결정부(6d)에서의 구체적인 제어

방법으로서는 힐-클라이밍 방법이 생각된다.

또, 본 실시예 4에서는, 진각값 결정부(6d)는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8d)가 작성한 지령 전류 Io를 입력으로 하고 있지만,

지령 전류 Io의 진폭값만을 입력으로 해도 된다.

다음에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실시예 4에서는, 전압원(1)의 출력 전압이, 실시예 3과 마찬가지로, 인버터 회로(3)에 의해 3상 교류로 변환되어서 모

터(2)에 공급되어, 모터(2)가 구동된다.

이 때, 상기 인버터 제어부(4d)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지령 신호가 나타내는 지령 회전수 fo와, 모터(2)에 공급되는 전류(모

터 전류) I에 근거하여 상기 인버터 회로(3)의 스위칭 소자(31∼36)에 드라이브 신호 Sg으로서 인가하는 펄스 신호가 생성

된다.

즉, 로터 위치 추정부(5)에서는, 인버터 회로(3)가 브러쉬리스 모터(2)에 공급하는 전류(모터 전류) I로부터 로터 위치가

추정된다.

지령 전류 파형 생성부(8d)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지령 신호가 나타내는 지령 회전수 fo과, 로터 위치 추정부(5)가 출력하

는 로터의 추정 위상 θ과, 진각값 결정부(6d)가 출력하는 모터 전류의 진각값 β에 근거하여, 인버터 회로(3)가 브러쉬리스

모터(2)에 공급해야 할 전류인 지령 전류 Io의 파형이 작성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8d)에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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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전류 Io의 진폭값은 회전수 지령 fo와, 로터 위치 추정부(5)가 출력하는 추정 위상 θ의 미분값으로부터 구해지는 실회

전수 f와의 편차가 0으로 되도록 결정된다. 예를 들면 지령 회전수 fo와 실회전수 f에 관한 PI 제어를 행하여 지령 전류 Io

의 진폭값이 구해진다. 또한 지령 전류의 위상은 로터의 추정 위상 θ에 진각값 β를 서로 더한 위상으로 된다.

진각값 결정부(6d)에서는,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8d)가 작성한 지령 전류 Io를 입력으로 하고, 회전수 지령 fo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지령 전류 Io의 진폭값이 최소로 되도록 진각값 β이 결정된다. 이 진각값 결정부(6d)에서의 구체적인 진각값

β의 제어 방법으로서는 힐-클라이밍 방법이 생각된다.

PWM 작성부(9)에서는, 실제의 모터 전류(실제로 전류) I와 지령 전류 Io의 편차가 0으로 되도록, 상기 인버터 회로(3)에

공급되는 드라이브 신호 Sg인 펄스 신호의 PWM 폭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펄스 신호의 PWM 폭은 지령 전류 Io과 실

제로 전류 I의 차분을 PI 제어함으로써 결정된다.

도 8은 진각값 결정부(6d)가 힐-클라이밍 방법에 의해 진각값 β를 결정하는 처리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본 실시예 4에서는, 진각값 결정부(6d)는 도 8에 나타내어지는 처리 S21∼S28을 반복하여 실행한다. 단, 지령 회전수 fo

가 변화되었을 때는, 진각값 β이 발산되지 않도록, 지령 회전수 fo의 변화의 영향이 수속될 때까지, 진각값 결정부(6d)는

상기 처리 S21∼S28을 실행하는 동작을 정지한다.

먼저, 단계 S21에서는, 회전수 지령 fo과, 로터 추정 위상 θ의 미분에 의해 얻어지는 실회전수 f로부터 지령 전류 Io의 진

폭값이 취득된다.

다음에, 단계 S22에서는, 미리 정해져 있는 β 증가 플래그의 값에 근거하여, 단계 S23의 처리와 단계 S24의 처리 중 어느

처리를 실행해야 할 지가 결정된다. 즉, 해당 β 증가 플래그의 값이 [-1]이면, 단계 S23의 처리가 행하여지고, β 증가 플래

그의 값이 [1]이면, 단계 S24의 처리가 행하여진다. 또, 최초로 도 8에 나타내는 처리가 행하여질 때는, 단계 S22의 처리

에서는, β 증가 플래그의 값은 미리 초기값으로서 설정되어 있는 [1] 혹은 [-1] 중 어느 하나의 값으로 된다.

그리고, 단계 S23에서는, 현재 출력하고 있는 진각값 β를 줄이는(늦추는) 처리가 행하여진다. 이 단계 S23에서 진각값 β를

줄이는 양은 미리 결정된 일정한 양이어도 무방하고, 전회 취득한 지령 전류 Io의 진폭값과 금회 취득한 지령 전류 Io의 진

폭값의 차에 근거해서 정해도 무방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편차에 근거하여 진각값 β의 감소량을 결정하면, 힐-클라이밍

의 속도, 즉 힐-클라이밍 방법에 의해 진각값 β를 결정하는 처리의 속도가 향상되고, 응답성이 좋아지며, 지령 전류 Io의

진폭값을 최소로 하는 진각값 β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단계 S24에서는, 현재 출력하고 있는 진각값 β를 늘리는(진행시키는) 처리가 행하여진다. 이 단계 S24에서 진각값 β

를 늘리는 양은, 미리 결정된 일정한 양이어도 무방하고, 전회 취득한 지령 전류 Io의 진폭값과 금회 취득한 지령 전류 Io의

진폭값의 차에 근거해서 정해도 무방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편차에 근거하여 증가량을 결정하면, 힐-클라이밍의 속도가

향상되고, 응답성이 좋아지며, 지령 전류 Io의 진폭값을 최소로 하는 진각값 β를 결정할 수 있다.

그 후에 단계 S25에서는, 모터 전류의 진각값 β를 단계 S23 또는 S24에서 결정한 진각값 β로 갱신한 상태에서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고, 재차 지령 전류 Io의 진폭값을 취득하는 처리가 행하여진다.

또, 단계 S26에서는, 모터 전류의 진각값 β를 상기 단계 S23 또는 S24에서 결정한 진각값 β로 갱신하기 전의 지령 전류의

진폭값과, 그 갱신 후의 지령 전류의 진폭값의 차를 산출하고, 진각값 β의 갱신 후의 지령 전류 진폭값이 그 갱신 전의 지령

전류 진폭값보다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정이 행하여진다. 진각값 β의 변경 후의 지령 전류 진폭값이 그 갱신 전의 지

령 전류 진폭값보다 증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계 S27의 처리가 행하여지고, 진각값 β의 갱신 후의 지령 전류 진폭값이

그 갱신 전의 지령 전류 진폭값보다 감소하고 있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단계 S28의 처리가 행하여진다.

단계 S27에서는, 진각값 β이 변화시키는 방향이 서로 틀리다고 함으로써, β 증가 플래그의 부호를 반전시키는 처리가 행

하여지고, 그 후에 단계 S28의 처리가 행하여진다.

단계 S28에서는, 모터가 정지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행하여지고, 모터가 정지하고 있으면, 상기 진각 결정부(6d)에서

의 진각값의 결정 처리가 종료되고,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계 S22의 처리가 재차 행하여진다.

이와 같이 상기 단계 S21∼S28에 의해, 간단한 회로 구성에 의해 최적의 진각값, 즉,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전류와,

추정한 로터 위치로부터 브러쉬리스 모터의 리덕턴스 토크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진각값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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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실시예 4에서는, 전압원(1)의 출력 전압을 3상 교류로 변환해서 모터(2)에 출력하는 인버터 회로(3)와, 인버

터 회로(3)로부터 모터(2)로 공급되는 전류(모터 전류)의 진각값 β를 제어하는 인버터 제어부(4d)를 구비하며, 인버터 제

어부(4d)는, 지령 회전수 fo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상기 진각값 β를 지령 전류의 진폭값이 최소로 되도록 결정하고,

결정한 진각값 β에 근거하여, 인버터 회로(3)에 공급하는 펄스 신호를 발생하므로, 간단한 회로 구성으로 최적의 진각값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최적의 진각값은 모터 회전수가 최대로 되는, 브러쉬리스 모터의 리덕턴스 토크를 최대한으로 이

용하는 것이 가능한 값이기 때문, 브러쉬리스 모터를, 필요로 되는 토크를 만족하는 최소의 전류값으로 구동할 수 있고, 모

터의 구동 효율을 최대로 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 4에서는, 진각값의 제어는, 지령 전류의 진폭값이 최소로 되도록 행하여지므로,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성하

는 각종 정수의 편차 등에 의해, 추정 로터 위치와 실제의 로터 위치에 오차가 생긴 경우에도, 그 오차가 흡수되도록 진각

값이 조정되게 된다. 이에 따라, 브러쉬리스 모터의 최대 효율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로터 추정 위치에 오차가 생겨서 브

러쉬리스 모터가 탈조해 버란다고 하는 현상을 피하여, 안정한 모터 구동을 실현할 수 있다.

(실시예 5)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 5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 5의 모터 구동 장치(100e)는, 실시예 1의 모터 구동 장치(100a)의 인버터 회로(3)의 입력측에, 모터로부터의 회

생 전류를 충전하는 소 용량의 콘덴서(12)를 부가한 것이며, 해당 콘덴서(12)는 상기 전압원(1)의 한쪽의 출력 단자(1a)와

다른쪽의 출력 단자(1b) 사이에 접속되어 있다.

본 실시예 5의 모터 구동 장치(100e)의 그 밖의 구성은 실시예 1의 모터 구동 장치(100a)와 동일하다.

여기서, 상기 콘덴서(12)의 용량은 모터 회생 전류에 의한 장치의 손상이 회피되는 정도의 용량으로 하면 된다. 예를 들면

모터 제어 장치가, 가정용의 공기 조화기에 사용되는 압축기의 모터를 제어하는 것인 경우에는, 상기 콘덴서(12)의 용량은

0.1㎌∼50㎌ 정도가 좋다. 이 값은 모터의 인덕턴스의 용량, 인버터 입력 전압에 대하여 허용되는 최대 변동량, 및 모터에

흘리는 전류의 최대값로부터 구해지는 최소의 한계값이다.

즉, 모터에 최대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에 모터가 유지하고 있는 에너지는 인덕턴스의 용량으로부터 구해진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모터 회생 전류로서 콘덴서에 인가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콘덴서의 단자 전압의 상승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근거하여 상기 콘덴서의 용량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모터에 흘리는 최대 전류를 Im, 모터 내부의 인덕턴스를 Lm, 콘덴서 단자 전압의 상승 허용 전압값을 Vm이

라고 하면, 상기 콘덴서의 용량 Cm은 Cm>Lm·Im·Im/Vm/Vm으로 결정된다.

다음에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실시예 5의 모터 구동 장치(100e)에서는, 인버터 회로(3), 인버터 제어부(4a)는 실시예 1의 것과 마찬가지로 동작하므

로, 이하에서는 실시예 1과 다른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모터(2)의 정지 시나 인버터 회로(3)의 스위칭 동작의 정지 시에는, 모터(2)에 흐르고 있는 전류가 인버터 회로(3)의 입력

측으로 회생된다. 그 회생 전류가 크면, 인버터 회로(3)의 입력측 전압이 과대 전압으로 되어, 모터 구동 장치가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실시예 5의 모터 구동 장치(100e)에서는, 도 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인버터 회로(3)의 입력측에 콘덴서(12)가 부가

되어 있으므로, 모터(2)의 정지 시 등에는, 모터(2)로부터의 회생 전류가 상기 콘덴서(12)에 충전되게 되어, 상기 회생 전

류에 의한 인버터 회로(3)의 입력측 전압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터 정지 시 등에 발생하는 모터 회생 전류에 의해 모터 구동 장치가 손상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보다 안

전한 모터 제어 장치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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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실시예 5에서는, 실시예 1의 모터 구동 장치(100a)의 인버터 회로(3)를, 상기 모터로부터의 회생 전류를 충

전하는 콘덴서를 구비하는 것으로 했으므로, 실시예 1의 효과에 부가하여, 모터의 정지 시나 인버터 회로의 스위칭 동작이

정지했을 때에 발생하는 인버터 입력 전압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 소자 등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상기 실시예 5에서는, 실시예 1의 모터 구동 장치(100a)의 인버터 회로(3)의 입력측에 상기 모터로부터의 회생 전류를

충전하는 콘덴서를 부가한 것을 도시했지만, 이러한 콘덴서를 부가한 모터 구동 장치는 실시예 1의 것에 한정되지 않고,

실시예 2 내지 4 중 어느 하나의 모터 구동 장치이어도 무방하다.

(실시예 6)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 6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 6의 모터 구동 장치(100f)는 실시예 1의 모터 구동 장치(100a)의 인버터 회로(3)와 전압원(1) 사이에 인덕터

(13)를 삽입한 것이며, 해당 인덕터(13)는 전압원(1)과 인버터 회로(3)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본 실시예 6의 모터 구동 장치(100f)의 그 밖의 구성은 실시예 1의 모터 구동 장치(100a)와 동일하다.

여기서, 상기 인덕터(13)의 용량은, 인버터 회로의 스위칭 동작에 따라 발생하는 스위칭 전류 노이즈를 제거하고, 전압원

의 출력 전류의 파형이 왜곡되지 않을 정도의 값으로 하면 된다. 예를 들면 모터 구동 장치가, 가정용의 공기 조화기에 사

용되는 압축기의 모터를 구동하는 것인 경우에는, 인덕터(13)의 용량은 0.01mH 내지 4.0mH 정도가 좋다. 이 값은 인버터

회로(3)에서의 캐리어 주파수의 역수에 비례한 값으로 되고, 캐리어 성분의 고조파를 억제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감쇠시키고 싶은 양을 ―X[dB], 원주율을 π, 캐리어 주파수를 f[㎐]라고 했을 경우, 상기 인덕터의 값 Lr은

10×1og(2×π×f×Lr)>X를 만족하는 값으로 결정된다.

다음에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실시예 6의 모터 구동 장치(100f)에서는, 인버터 회로(3) 및 인버터 제어부(4a)는 실시예 1의 것과 마찬가지로 동작하

므로, 이하에서는 실시예 1과 다른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전압원(1)의 출력 전류는 인버터 회로(3)의 스위칭 동작의 영향을 받아, 스위칭 전류가 노이즈로서 중첩된다.

본 실시예 6의 모터 구동 장치(100f)에서는, 도 1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전압원(1)과 인버터 회로(3) 사이에 삽입된

인덕터(13)에 의해, 인버터 회로(3)에서 발생한 노이즈가 차단되게 되어, 전압원의 출력 전류에 중첩되는 전원 스위칭 노

이즈가 저감된다. 이에 따라 전압원(1)의 출력 전류의 파형이 왜곡되는 것이 억제되어, 입력 전류의 역률(力率)이 개선된

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 6에서는, 실시예 1의 모터 구동 장치(100a)의 인버터 회로(3)의 입력과 전압원(1) 사이에, 상기 인버

터 회로(3)에서 발생한 노이즈를 차단하는 인덕터(13)를 삽입했으므로, 실시예 1의 효과에 부가하여, 전압원(1)의 출력에

중첩되는 스위칭 노이즈를 저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입력 전류의 역률을 높여, 전류 파형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상기 실시예 6에서는, 실시예 1의 모터 구동 장치(100a)의 인버터 회로(3)와 전압원(1) 사이에, 인버터 회로(3)에서 발

생한 노이즈를 차단하는 인덕터(13)를 삽입한 것을 나타내었지만, 이러한 인덕터를 구비하는 모터 구동 장치는 실시예 1

의 것에 한정되지 않고, 실시예 2 내지 4 중 어느 하나의 모터 구동 장치이어도 무방하다.

또한 상기 실시예 5에서는, 모터 구동 장치는 모터 구동 장치를 구성하는 인버터 회로의 입력측에 콘덴서를 부가한 것, 상

기 실시예 6에서는, 모터 구동 장치는 모터 구동 장치를 구성하는 인버터 회로와, 전압원 사이에 콘덴서를 삽입한 것으로

하고 있지만, 모터 구동 장치는 상기 콘덴서와 인덕터의 양쪽을 구비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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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인덕터와 콘덴서로 이루어지는 직렬 접속 회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공

진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1/2π (LC)이며, 인덕터와 콘덴서의 용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공진

주파수가, 전원에 대한 고조파 규제의 대상으로 되는 주파수보다도 높아지도록, 인덕터와 콘덴서의 용량을 결정하면, 보다

발생 노이즈의 적은 모터 제어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각 실시예의 모터 구동 장치는, 공기 조화기에 사용되는 압축기의 모터를 구동 제어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

고, 인버터 회로를 사용해서 모터를 구동 제어하는 것이면 어떤 기기의 모터를 구동 제어하는 것이라도 무방하다.

예를 들면 상기 각 실시예의 모터 구동 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기는 모터 및 그 구동 전류를 발생하는 인버터 회로를 탑

재한 냉장고, 전기 세탁기, 전기 건조기, 전기 청소기, 송풍기, 히트 펌프 급탕기 등의 기기가 있다. 어느 기기에 대해서도,

인버터 회로를 소형화, 경량화함으로써,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저렴한 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등, 효용은 헤아릴 수 없다.

이하, 실시예 1의 모터 및 모터 구동 장치를 이용한 기기인 공기 조화기, 냉장고, 전기 세탁기, 송풍기, 전기 청소기, 전기

건조기, 히트 펌프 급탕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실시예 7)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 7에 따른 공기 조화기를 설명하는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 7의 공기 조화기(250)는 실내기(255) 및 실외기(256)를 구비하며, 냉난방을 행하는 공기 조화기이다.

이 공기 조화기(250)는 냉매를 실내기(255)와 실외기(256) 사이에서 순환시키는 압축기(250a)와, 전압원(1)을 입력으로

하고, 해당 압축기(250a)의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250b)를 구비하고 있다. 여기서, 전압원(1), 압축기(250a)의

모터, 및 모터 구동 장치(250b)는 각각 상기 실시예 1의 전압원(1), 브러쉬리스 모터(2), 및 모터 구동 장치(100a)와 동일

한 것이다.

또한 상기 공기 조화기(250)는 냉매 순환 경로를 형성하는 사방 밸브(254), 조임 장치(253), 실내측 열교환기(251) 및 실

외측 열교환기(252)를 구비하고 있다. 여기서, 실내측 열교환기(251)는 상기 실내기(255)를 구성하고 있으며, 조임 장치

(253), 실외측 열교환기(252), 압축기(250a), 사방 밸브(254) 및 모터 구동 장치(250b)는 상기 실외기(256)를 구성하고

있다.

상기 실내측 열교환기(251)는, 열 교환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송풍기(251a)와, 해당 열교환기(251)의 온도 혹은 그 주변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센서(251b)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실외측 열교환기(252)는, 열 교환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송풍기

(252a)와, 해당 열교환기(252)의 온도 혹은 그 주변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센서(252b)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본 실시예 7에서는, 상기 실내측 열교환기(251)와 실외측 열교환기(252) 사이의 냉매 경로에는 압축기(250a) 및

사방 밸브(254)가 배치되어 있다. 즉 이 공기 조화기(250)는 냉매가 화살표 A의 방향으로 흘러, 실외측 열교환기(252)를

통과한 냉매가 압축기(250a)에 흡입되고, 해당 압축기(250a)로부터 토출된 냉매가 실내측 열교환기(251)로 공급되는 상

태와, 냉매가 화살표 B의 방향으로 흘러, 실내측 열교환기(251)를 통과한 냉매가 압축기(250a)에 흡입되고, 압축기(250a)

로부터 토출된 냉매가 실외측 열교환기(252)에 공급되는 상태가, 상기 사방 밸브(254)에 의해 전환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조임 장치(253)는, 순환하는 냉매의 유량을 조르는 조임 작용과, 냉매의 유량을 자동 조정하는 밸브의 작용을 모

두 갖는 것이다. 즉, 조임 장치(253)는, 냉매가 냉매 순환 경로를 순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응축기로부터 증발기로 송출된

액(液)냉매의 유량을 조여 해당 액냉매를 팽창시키고, 또한, 증발기에 필요로 되는 양의 냉매를 과부족없이 공급하는 것이

다.

또, 상기 실내측 열교환기(251)는 난방 운전에서는 응축기로서, 냉방 운전에서는 증발기로서 동작하는 것이며, 상기 실외

측 열교환기(252)는, 난방 운전에서는 증발기로서, 냉방 운전에서는 응축기로서 동작하는 것이다. 응축기에서는, 내부를

흐르는 고온 고압의 냉매 가스는 보내지는 공기에 의해 열을 빼앗겨서 서서히 액화하여, 응축기의 출구 부근에서는 고압의

액냉매로 된다. 이것은, 냉매가 대기 중에 열을 방열해서 액화하는 것과 동등하다. 또한 증발기에는 조임 장치(253)에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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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저압으로 된 액냉매가 흘러 들어온다. 이 상태에서 증발기에 방의 공기가 보내지면, 액냉매는 공기로부터 대량의 열을

빼앗겨 증발하여, 저온 저압의 가스 냉매로 변화된다. 증발기에 의해 대량의 열을 빼앗긴 공기는 공기 조절기의 분무구로

부터 찬바람이 되어서 방출된다.

그리고, 이 공기 조화기(250)에서는, 공기 조화기의 운전 상태, 즉 공기 조화기에 대하여 설정된 목표 온도, 실제의 실온 및

외(外)기온에 근거하여 브러쉬리스 모터의 지령 회전수가 설정되고, 모터 구동 장치(250b)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해

당 설정된 지령 회전수에 근거하여 압축기(250a)의 브러쉬리스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한다.

다음에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실시예 7의 공기 조화기(250)에서는, 모터 구동 장치(250b)로부터 압축기(250a)로 구동 전압이 인가되면, 냉매 순환

경로 내에서 냉매가 순환되고, 실내기(255)의 열교환기(251) 및 실외기(256)의 열교환기(252)에서 열 교환이 행하여진

다. 즉, 상기 공기 조화기(250)에서는, 냉매의 순환 폐로로 봉입된 냉매를 압축기(250a)에 의해 순환시킴으로써, 냉매의

순환 폐로 내에 주지의 히트 펌프 사이클이 형성된다. 이에 따라 실내의 난방 혹은 냉방이 행하여진다.

예를 들면 공기 조화기(250)의 난방 운전을 실행할 경우,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상기 사방 밸브(254)는 냉매가 화살표 A

로 나타내는 방향으로 흐르도록 설정된다. 이 경우, 실내측 열교환기(251)는 응축기로서 동작하고, 상기 냉매 순환 경로에

서의 냉매의 순환에 의해 열을 방출한다. 이에 따라 실내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

반대로, 공기 조화기(250)의 냉방 운전을 실행할 경우,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상기 사방 밸브(254)는 냉매가 화살표 B로

나타내는 방향으로 흐르도록 설정된다. 이 경우, 실내측 열교환기(251)는 증발기로서 동작하고, 상기 냉매 순환 경로에서

의 냉매의 순환에 의해 주변 공기의 열을 흡수한다. 이에 따라 실내가 차거워진다.

여기서, 공기 조화기(250)에서는, 공기 조화기에 대하여 설정된 목표 온도, 실제의 실온 및 외기온에 근거하여 지령 회전수

가 결정되고,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령 회전수에 근거하여, 모터 구동 장치(250b)에 의해 압축기(250a)의 브러쉬

리스 모터의 회전수가 제어된다. 이에 따라, 공기 조화기(250)에서는 쾌적한 냉난방이 행하여진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 7의 공기 조화기(250)에서는, 압축기(250a)의 동력원으로서 브러쉬리스 모터를 이용하고, 해당 브러

쉬리스 모터에 공급되는 전류의 진각값 β를,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지령 회전수 fo과 실회전수 f와의 편차가 최소로 되도

록 결정하므로, 인버터의 입력 전압이 변동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전류 진각값을 변화시키는 것뿐의 간단하게 안정한 약계

자 제어에 의해, 브러쉬리스 모터를 고속 회전까지 안정하게 구동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브러쉬리스 모터 및 그 구동 장

치를 탑재한 공기 조화기(250)를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실시예 8)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 8에 따른 냉장고를 설명하는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 8의 냉장고(260)는 압축기(260a), 모터 구동 장치(260b), 응축기(261), 냉장실 증발기(262), 및 조임 장치

(263)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압축기(260a), 응축기(261), 조임 장치(263) 및 냉장실 증발기(262)는 냉매 순환 경로를 형성하는 것이며, 모터

구동 장치(260b)는 전압원(1)을 입력으로 하고, 상기 압축기(260a)의 구동원인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것이다. 또,

상기 전압원(1), 압축기(260a)의 브러쉬리스 모터 및 모터 구동 장치(260b)는 각각 상기 실시예 1의 전압원(1), 브러쉬리

스 모터(2) 및 모터 구동 장치(100a)과 동일한 것이다.

조임 장치(263)는 상기 실시예 7의 공기 조화기(250)의 조임 장치(253)와 마찬가지로, 냉매가 냉매 순환 경로를 순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응축기(261)로부터 보내진 액냉매의 유량을 조여 해당 액냉매를 팽창시키고, 또한, 냉장실 증발기(262)에,

필요로 되는 양의 냉매를 과부족없이 공급하는 것이다.

응축기(261)는, 내부를 흐르는 고온 고압의 냉매 가스를 응축시키고, 냉매의 열을 외기로 방출하는 것이다. 해당 응축기

(261)에 보내진 냉매 가스는 외기에 의해 열을 빼앗겨 서서히 액화하여, 응축기의 출구 부근에서는 고압의 액냉매로 된다.

냉장실 증발기(262)는 저온의 냉매액을 증발시켜서 냉장고 내의 냉각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냉장실 증발기(262)는 열 교

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송풍기(262a)와, 냉장고 내의 온도를 검출하는 온도 센서(262b)를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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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냉장고(260)에서는 냉장고의 운전 상태, 즉 냉장고에 대하여 설정된 목표 온도, 및 냉장고 내의 온도에 근거하

여 지령 회전수가 설정되고, 모터 구동 장치(260b)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해당 설정된 지령 회전수에 근거하여 압축

기(260a)의 브러쉬리스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한다.

다음에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실시예 8의 냉장고(260)에서는, 모터 구동 장치(260b)로부터 압축기(260a)의 브러쉬리스 모터에 구동 전압 Vd가 인가

되면, 압축기(260a)가 구동해서 냉매 순환 경로 내에서 냉매가 화살표 C의 방향으로 순환하고, 응축기(261) 및 냉장실 증

발기(262)에서 열 교환이 행하여진다. 이에 따라 냉장고 내가 냉각된다.

즉, 응축기(261)에서 액상(液狀)으로 된 냉매는 조임 장치(263)에서 그 유량이 조여지는 것에 의해 팽창하여, 저온의 냉매

액으로 된다. 그리고, 냉장실 증발기(262)로 저온의 액냉매가 보내지면, 냉장실 증발기(262)에서는 저온의 냉매액이 증발

되어, 냉장고 내의 냉각이 행하여진다. 이 때, 냉장실 증발기(262)에는 송풍기(262a)에 의해 강제적으로 냉장실 내의 공기

가 보내지고 있어, 냉장실 증발기(262)에서는 효율적으로 열 교환이 행하여진다.

또한 본 실시예 8의 냉장고(260)에서는, 해당 냉장고(260)에 대하여 설정된 목표 온도 및 냉장고 내의 실온에 따라 지령

회전수가 설정되고, 해당 모터 구동 장치(260b)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해당 설정된 지령 회전수 fo에 근거하여 압축

기(260a)의 브러쉬리스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한다. 이에 따라 ,냉장고(260)에서는 냉장고 내의 온도가 목표 온도로 유지

된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 8의 냉장고(260)에서는, 압축기(260a)의 동력원으로서 브러쉬리스 모터를 이용하고, 해당 브러쉬리

스 모터에 공급되는 전류의 진각값 β를,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지령 회전수 fo과 실회전수 f의 편차가 최소로 되도록 결

정하므로, 인버터의 입력 전압이 변동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전류 진각값을 변화시키는 것만의 간단하고 안정한 약계자 제

어에 의해, 브러쉬리스 모터를 고속 회전까지 안정하게 구동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브러쉬리스 모터 및 그 구동 장치를

탑재한 냉장고(260)를,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실시예 9)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 9에 따른 전기 세탁기를 설명하는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 9의 전기 세탁기(270)는 세탁기 외부 프레임(271)을 구비하고, 해당 세탁기 외부 프레임(271) 내에는 외조

(273)가 서스펜션 로드(22)에 의해 매달려져 있다. 해당 외조(273)내에는 회전 자유롭게 세탁겸 탈수조(24)가 배치되고,

해당 세탁겸 탈수조(274)의 바닥부에는 교반 날개(275)가 회전 자유롭게 부착되어 있다.

상기 세탁기 외부 프레임(271) 내의, 외조(273) 아래쪽의 공간에는 세탁겸 탈수조(24) 및 교반 날개(275)를 회전시키는

브러쉬리스 모터(276)가 배치되고, 또한 세탁기 외부 프레임(271)에는 외부의 전압원(1)을 입력으로 하여 상기 브러쉬리

스 모터(276)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277)가 부착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전압원(1), 브러쉬리스 모터(276) 및 모터 구동 장치(277)는 각각 실시예 1의 전압원(1), 브러쉬리스 모터(2)

및 모터 구동 장치(100a)와 동일한 구성을 구비하는 것이며, 상기 모터 구동 장치(277)에는 전기 세탁기(270)의 동작을 제

어하는 마이크로 컴퓨터(도시하지 않음)로부터 사용자의 조작에 따른 지령 회전수를 나타내는 지령 신호가 입력된다.

다음에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실시예 9의 전기 세탁기(270)에서는, 사용자가 소정의 조작을 실행하면, 마이크로 컴퓨터로부터 모터 구동 장치(277)

로 지령 신호가 입력되어, 모터 구동 장치(277)로부터 브러쉬리스 모터(276)로 구동 전압이 인가된다. 그렇게 하면, 브러

쉬리스 모터(276)의 구동에 의해, 교반 날개(275) 혹은 세탁겸 탈수조(274)가 회전하여, 세탁겸 탈수조(274) 내의 의복 등

등의 세탁이나 탈수가 행하여진다.

이 때, 본 실시예 9의 전기 세탁기(270)에서는, 마이크로 컴퓨터로부터의 지령 신호가 나타내는 지령 회전수에 근거하여,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모터 구동 장치(277)에 의해 브러쉬리스 모터의 회전수가 제어된다. 이에 따라, 전기 세탁기(270)

에서는 세탁물의 양이나 오염에 따른 동작이 행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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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실시예 9의 전기 세탁기(270)에서는, 동력원으로서 브러쉬리스 모터(276)를 이용하고, 해당 브러쉬리스 모

터에 공급되는 전류의 진각값 β를,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지령 회전수 fo과 실회전수 f의 편차가 최소로 되도록 결정하므

로, 인버터의 입력 전압이 변동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전류 진각값을 변화시키는 것만의 간단하고 안정한 약계자 제어에

의해, 브러쉬리스 모터를 고속 회전까지 안정하게 구동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브러쉬리스 모터 및 그 구동 장치를 탑재한

전기 세탁기(270)를,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실시예 10)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 10에 따른 송풍기를 설명하는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 10의 송풍기(280)는 팬(281)과, 해당 팬(281)을 회전 구동하는 브러쉬리스 모터(282)와, 전압원(1)을 입력으로

하여,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282)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283)를 갖고 있다.

여기서, 상기 전압원(1),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282) 및 모터 구동 장치(283)는 각각 실시예 1의 전압원(1), 브러쉬리스 모

터(2) 및 모터 구동 장치(100a)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 것이며, 상기 모터 구동 장치(283)에는 송풍기(280)의 동작을 제어

하는 마이크로 컴퓨터(이하 마이콤이라고 함)로부터, 사용자의 조작에 따른 지령 회전수를 나타내는 지령 신호가 입력된

다.

다음에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실시예 10의 송풍기(280)에서는, 사용자가 소정의 조작을 실행하면, 마이크로 컴퓨터로부터 모터 구동 장치(283)로 지

령 신호가 입력되고, 모터 구동 장치(283)로부터 브러쉬리스 모터(282)로 구동 전압이 인가된다. 그렇게 하면, 브러쉬리스

모터(282)의 구동에 의해 팬(281)이 회전하고, 송풍이 행하여진다.

이 때, 본 실시예 10의 송풍기(280)에서는, 마이크로 컴퓨터로부터의 지령 신호에 근거하여,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모터

구동 장치(283)에 의해 브러쉬리스 모터(282)의 출력이 제어된다. 이에 따라 송풍기(280)에서는, 송풍량이나 바람의 강도

의 조정이 행하여진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 10의 송풍기(280)에서는, 동력원으로서 브러쉬리스 모터(282)를 이용하고, 해당 브러쉬리스 모터

(280)에 공급되는 전류의 진각값 β를,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지령 회전수 fo와 실회전수 f의 편차가 최소로 되도록 결정

하므로, 인버터의 입력 전압이 변동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전류 진각값을 변화시키는 것만의 간단하고 안정한 약계자 제어

에 의해, 브러쉬리스 모터를 고속 회전까지 안정하게 구동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브러쉬리스 모터 및 그 구동 장치를 탑재

한 송풍기(280)를,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실시예 11)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 11에 따른 전기 청소기를 설명하는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 11의 전기 청소기(290)는, 바닥면에 흡인구가 형성된 바닥용용 흡입구(297)와, 공기를 흡인하는 청소기 본체

(290a)와, 일단(一端)이 바닥용 흡입구(297)에, 그 타단이 청소기 본체에 접속된 흡진(吸塵) 호스(296)를 갖고 있다.

상기 청소기 본체(290a)는, 전면(前面)의 일부에 흡진 호스(296)의 타단이 개구된 집진실(295)과, 해당 집진실(295)의 배

면측에 배치된 전동 송풍기(291)로 구성되어 있다.

전동 송풍기(291)는 해당 집진실(295)의 배면에 대향하도록 배치된 팬(42)과, 해당 팬을 회전시키는 브러쉬리스 모터

(293)와, 전압원(1)을 입력으로 해서 해당 브러쉬리스 모터(293)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294)로 구성되며, 팬(292)의

회전에 의해 상기 공기의 흡인이 행하여지도록 송풍을 실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전압원(1), 브러쉬리스 모터(293) 및 모터 구동 장치(294)는 각각 실시예 1의 전압원(1), 브러쉬리스 모터(2)

및 모터 구동 장치(100a)와 동일한 것이며, 상기 모터 구동 장치(294)에는 전기 청소기(290)의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컴퓨터(이하 마이콤이라고 함)로부터, 사용자의 조작에 따른 지령 회전수를 나타내는 지령 신호가 입력된다.

다음에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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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 11의 전기 청소기(290)에서는, 사용자가 소정의 조작을 실행하면, 마이콤으로부터 모터 구동 장치(294)로 지령

신호가 입력되고, 모터 구동 장치(294)로부터 브러쉬리스 모터(293)로 구동 전압이 인가된다. 그렇게 하면, 브러쉬리스 모

터(293)의 구동에 의해 팬(292)이 회전하고, 청소기 본체(290a) 내에서 흡인력이 발생한다. 이 청소기 본체(290a)에서 발

생한 흡인력은 호스(296)를 거쳐서 바닥용 흡입구(297)의 바닥면에 마련한 흡인구(도시하지 않음)에 작용하고, 바닥용 흡

입구(47)의 흡인구로부터 피청소면의 진애가 흡인되어, 청소기 본체(290a)의 집진실(45)에 집진된다.

이 때, 본 실시예 11의 전기 청소기(290)에서는, 마이콤으로부터의 지령 신호에 근거하여,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모터

구동 장치(294)에 의해 브러쉬리스 모터(293)의 회전수가 제어된다. 이에 따라, 전기 청소기(290)에서는 흡인력의 강도의

조정이 행하여진다.

이렇게 본 실시예 11의 전기 청소기(290)에서는 동력원으로서 브러쉬리스 모터(293)를 이용하고, 해당 브러쉬리스 모터

(293)에 공급되는 전류의 진각값 β를,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지령 회전수 fo과 실회전수 f의 편차가 최소로 되도록 결정

하므로, 인버터의 입력 전압이 변동되는 상황에 있어서도, 전류 진각값을 변화시키는 것만의 간단하고 안정한 약계자 제어

에 의해, 브러쉬리스 모터를 고속 회전까지 안정하게 구동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브러쉬리스 모터 및 그 구동 장치를 탑

재한 전기 청소기(290)를,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실시예 12)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예 12에 따른 전기 건조기를 설명하는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 12의 전기 건조기(360)는, 압축기(360a), 모터 구동 장치(360b), 응축기(361), 증발기(362, 및 조임 장치(363)

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압축기(360a), 응축기(361), 조임 장치(363) 및 증발기(362)는 냉매 순환 경로를 형성하는 것이며, 모터 구동 장

치(360b)는 전압원(1)을 입력으로 하여, 상기 압축기(360a)의 구동원인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것이다. 또, 상기 전

압원(1), 압축기(360a)의 브러쉬리스 모터 및 모터 구동 장치(360b)는 각각 상기 실시예 1의 전압원(1), 브러쉬리스 모터

(2) 및 모터 구동 장치(100a)와 동일한 것이다.

조임 장치(363)는, 상기 실시예 7의 공기 조화기(250)의 조임 장치(253)와 마찬가지로, 냉매가 냉매 순환 경로를 순환하

고 있는 상태에서, 응축기(361)로부터 보내진 액냉매의 유량을 조여 해당 액냉매를 팽창시키고, 또한, 증발기(362)에, 필

요로 되는 양의 냉매를 과부족없이 공급하는 것이다.

응축기(361)는 내부를 흐르는 고온 고압의 냉매 가스를 응축시켜, 냉매의 열을 외기로 방출하는 것이다. 해당 응축기(361)

에 보내진 냉매 가스는 외기에 의해 열을 빼앗겨서 서서히 액화하여, 응축기의 출구 부근에서는 고압의 액냉매로 된다.

증발기(362)는 저온의 냉매액을 증발시켜서 건조기 내의 제습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증발기(362)는 제습의 효율을 높이

기 위한 송풍기(362a)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건조기(362)에서는, 모터 구동 장치(360b)는 건조기의 운전 상태, 즉 건조기에 대하여 설정된 제습도, 및 건조

기 내의 습도에 근거하여 압축기(360a)의 모터의 출력을 제어한다.

다음에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실시예 12의 전기 건조기(360)에서는, 모터 구동 장치(360b)로부터 압축기(360a)의 브러쉬리스 모터로 구동 전압 Vd

가 인가되면, 압축기(360a)가 구동해서 냉매순환 경로 내에서 냉매가 화살표 E의 방향으로 순환하고, 응축기(361) 및 증

발기(362)에서 열 교환이 행하여진다. 이에 따라, 건조기 내의 제습이 행하여진다.

즉 이 전기 건조기(360)에서는, 응축기(361)에서 액상으로 된 냉매는, 조임 장치(363)에서 그 유량이 조여지는 것에 의해

팽창하고, 저온의 냉매액으로 된다. 그리고, 증발기(362)에 저온의 액냉매가 보내지면, 증발기(362)에서는, 저온의 냉매액

이 증발되어, 건조기 내의 제습이 행하여진다. 구체적으로는, 건조기 내의 습한 공기가 그 노점 온도 이하까지 냉각되어,

수분이 응축수로서 제거된 공기가 재가열(재열)된다. 이 때, 증발기에는, 송풍기에 의해 강제적으로 건조기 내의 공기가 보

내지고 있어, 증발기에서는, 효율적으로 열 교환이 행하여져 제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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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실시예 12의 전기 건조기(360)에서는, 압축기(360a)의 동력원으로서 브러쉬리스 모터를 이용하고, 해당 브

러쉬리스 모터에 공급되는 전류의 진각값 β를,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지령 회전수 fo과 실회전수 f의 편차가 최소로 되도

록 결정하므로, 인버터의 입력 전압이 변동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전류 진각값을 변화시키는 것만의 간단하고 안정한 약계

자 제어에 의해, 브러쉬리스 모터를 고속 회전까지 안정하게 구동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브러쉬리스 모터 및 그 구동 장치

를 탑재한 전기 건조기(360)를,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실시예 13)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예 13에 따른 히트 펌프 급탕기를 설명하는 블럭도이다.

본 실시예 13의 히트 펌프 급탕기(380)는, 공급된 물을 가열해서 온수를 배출하는 냉동 사이클 장치(381a)와, 냉동 사이클

장치(381a)로부터 배출된 온수를 저장하는 저탕조(貯湯槽)(381b)와, 이것들을 연결하는 물 배관(386a, 386b, 387a 및

387b)을 갖고 있다.

상기 냉동 사이클 장치(381a)는 냉매 순환 경로를 형성하는 압축기(380a), 공기 열교환기(382), 조임 장치(383) 및 수열

(水熱)교환기(385)를 갖고, 또한, 전압원(1)을 입력으로 하여 해당 압축기(380a)의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

(380b)를 갖고 있다.

여기서, 상기 전압원(1), 압축기(380a)의 모터, 및 모터 구동 장치(380b)는 각각 실시예 1의 전압원(1), 브러쉬리스 모터

(2) 및 모터 구동 장치(100a)와 동일한 것이다.

조임 장치(383)는 상기 실시예 7의 공기 조화기(250)의 조임 장치(253)와 마찬가지로, 수열교환기(385)로부터 공기열교

환기(382)로 보내진 액냉매의 유량을 조여, 해당 액냉매를 팽창시키는 것이다.

수열교환기(385)는 냉동 사이클 장치(381a)에 공급된 물을 가열하는 응축기이며, 가열된 물의 온도를 검출하는 온도 센서

(385a)를 갖고 있다. 공기열교환기(382)는 주변 분위기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증발기이며, 열 교환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송풍기(382a)와, 해당 주변 온도를 검출하는 온도 센서(382b)를 갖고 있다.

또, 도면 중 (384)는 상기 냉매를 압축기(380a), 수열교환기(385), 조임 장치(383) 및 공기열교환기(382)에 의해 형성되

는 냉매 순환 경로를 따라 순환시키는 냉매 배관이다. 해당 냉매 배관(384)에는, 압축기(380a)로부터 토출된 냉매를 수열

교환기(385) 및 조임 장치(383)를 바이패스해서 공기열교환기(382)로 공급하는 제상(除霜) 바이패스관(384a)이 접속되

어 있고, 해당 바이패스관(384a)의 일부에는 제상 바이패스 밸브(384b)가 마련된다.

상기 저탕조(381b)는 물 혹은 온수를 저장하는 저탕 탱크(388)를 갖고 있다. 해당 저탕 탱크(388)의 수수(受水)구(388c1)

에는, 해당 저탕 탱크(388) 내로 물을 외부로부터 공급하는 급수 배관(388c)이 접속되고, 상기 저탕 탱크(388)의 온수 출

구(388d1)에는 해당 저탕 탱크(388)로부터 욕조로 온수를 공급하는 욕조 급탕관(388d)이 접속되어 있다. 또한 상기 저탕

탱크(388)의 물 출입구(388a)에는, 해당 탱크(388)에 저장된 온수를 외부로 공급하는 급탕관(389)이 접속되어 있다.

상기 저탕 탱크(388)와 냉동 사이클 장치(381a)의 물열교환기(385)는 배관(386a, 386b, 387a 및 387b)에 의해 접속되어

있고, 저탕 탱크(388)와 물열교환기(385) 사이에는 물의 순환로가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물 배관(386b)은 물을 저탕 탱크(388)로부터 수열교환기(385)로 공급하는 배관이며, 그 일단은 저탕 탱크(388)의

물 출구(388b)에 접속되고, 그 타단은 조인트 부분(387b1)을 거쳐서 물열교환기(385)의 입수측 배관(387b)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이 물배관(386b)의 일단에는 저탕 탱크(388) 내의 물 혹은 온수를 배출하기 위한 배수 밸브(388b1)가 부착되

어 있다. 상기 물 배관(386a)은 물을 수열교환기(385)로부터 저탕 탱크(388)의 되돌아가는 배관이며, 그 일단은 저탕 탱크

(388)의 물 출입구(388a)에 접속되고, 그 타단은 조인트 부분(387a1)을 거쳐서 수열교환기(385)의 배출측 배관(387a)에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물열교환기(385)의 입수측 배관(387b)의 일부에는, 상기 물 순환로 내에서 물을 순환시키는 펌프(387)가 마련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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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급탕기(380)에서는 급탕기의 운전 상태, 즉 급탕기에 대하여 설정된 온수의 목표 온도, 저탕층(381b)으로부터 냉동

사이클 장치(381a)의 수열교환기(385a)로 공급되는 물의 온도 및 외기온에 근거하여 브러쉬리스 모터의 지령 회전수가

결정되고, 모터 구동 장치(380b)는 지령 회전수에 근거하여 압축기(380a)의 브러쉬리스 모터에 요구되는 모터 출력을 결

정한다.

다음에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압축기(380a)의 브러쉬리스 모터에 모터 구동 장치(380b)로부터 구동 전압이 인가되어 압축기(380a)가 구동되면, 압축기

(380a)에 의해 압축된 고온 냉매는 화살표 E가 나타내는 방향으로 순환하고, 즉 냉매 배관(384)을 통해 수열교환기(385)

에 공급된다. 또한 물 순환로의 펌프(387)가 구동하면, 저탕 탱크(388)로부터 물이 수열교환기(385)에 공급된다.

그렇게 하면, 수열교환기(385)에서는, 냉매와 저탕 탱크(388)로부터 공급된 물과의 사이에서 열 교환이 행하여지고, 열이

냉매로부터 물로 이동한다. 즉 공급된 물이 가열되고, 가열된 물은 저탕 탱크(388)로 공급된다. 이 때, 가열된 물의 온도는

응축 온도 센서(385a)에서 감시되고 있다.

또한 수열교환기(385)에서는, 냉매는 상기 열 교환에 의해 응축하고, 응축한 액냉매는 그 유량이 조임 장치(383)에 의해

조여지는 것에 의해 팽창하고, 공기열교환기(382)로 보내진다. 이 급탕기(380)에서는, 해당 공기열교환기(382)는 증발기

로서 작용한다. 즉, 해당 공기열교환기(382)는 송풍기(382b)에 의해 보내진 외기로부터 열을 흡수하고, 저온의 냉매액을

증발시킨다. 이 때, 상기 공기열교환기(382)의 주변 분위기의 온도는 온도 센서(382b)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

또한 냉동 사이클 장치(381a)에서는, 공기열교환기(382)에 서리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상 바이패스 밸브(384b)가 열려,

고온의 냉매가 제상 바이패스로(384a)를 거쳐서 공기열교환기(382)에 공급된다. 이에 따라 공기열교환기(382)의 제상이

행하여진다.

한편, 저탕조(381b)에는, 냉동 사이클 장치(381a)의 수열교환기(385)로부터 온수가 배관(387a 및 386a)을 거쳐서 공급

되고, 공급된 온수를 저탕 탱크(388)에 저장할 수 있다. 저탕 탱크(388) 내의 온수는, 필요에 따라서, 급탕관(389)을 통과

시켜서 외부로 공급된다. 특히, 욕조에 온수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탕 탱크 내의 온수는 욕조용 급탕관(388d)을 통과시켜

서 욕조에 공급된다.

또한, 저탕 탱크(388) 내의 물 혹은 온수의 저장량이 일정량 이하로 된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급수관(388c)을 거쳐서 물이

보급된다.

그리고, 본 실시예 10의 급탕기(380)에서는, 모터 구동 장치(380b)에 의해, 해당 급탕기(380)에 대하여 설정된 온수의 목

표 온도, 수열교환기(385a)에 공급되는 물의 온도, 및 외기온에 근거하여 브러쉬리스 모터의 지령 회전수가 결정되어, 실

시예 1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령 회전수에 근거하여 모터 구동 장치(380b)에 의해 압축기(380a)의 브러쉬리스 모터의 회

전수가 제어된다. 이에 따라 급탕기(380)에서는 목표 온도의 온수의 공급이 행하여진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 13의 히트 펌프 급탕기(380)에서는, 압축기(380a)의 동력원으로서 브러쉬리스 모터를 이용하고, 해

당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되는 전류의 진각값 β를,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지령 회전수 fo과 실회전수 f의 편차가 최소로

되도록 결정하므로, 인버터의 입력 전압이 변동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전류 진각값을 변화시키는 것만의 간단하고 안정한

약계자 제어에 의해, 브러쉬리스 모터를 고속 회전까지 안정하게 구동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브러쉬리스 모터 및 그 구동

장치를 탑재한 히트 펌프 급탕기(380)를,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실시예 14)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예 14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설명하는 모식도이다.

본 실시예 14의 하이브리드 자동차(400)는 내연 기관과 모터라고 하는 2개의 동력원을 조합한 자동차이며, 상황에 따라

동력원을 동시에 또는 개별적으로 작동시켜서 주행하는 것이다.

즉,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400)는, 동력 Ep를 발생시키는 내연 기관(410)과, 입력된 전력에 따라 동력을 발생하고, 또한

외부로부터 공급된 동력에 따라 발전을 실행하는 전동기(402)와, 내연 기관(401) 혹은 전동기(402)에서 발생된 동력에 의

해 자동차의 구동력을 발생하는 구동 장치(440)를 갖고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400)는 배터리(401) 및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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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와, 상기 내연 기관(410)에서 발생한 동력 Ep을 2 계통으로 분할하며, 분할된 발전 계통의 동력 Ep1을 상기 발전기

(430)에 공급하고, 또한, 분할된 구동 계통의 동력 Ep2를 상기 전동기(402)에 공급하는 동력 분할 기구(420)와, 상기 배터

리(401)의 출력 Bc 및 발전기(403)의 출력 Gc를 입력으로 하여, 상기 전동기(402)를 모터로서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

(400a)를 갖고 있다.

여기서, 상기 전동기(402)는, 실시예 1의 브러쉬리스 모터(2)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며, 자동차의 주행 상태에 따라 모터 혹

은 발전기로서 동작하는 것이다. 즉, 이 전동기(402)는 동력 분할 기구(420)로부터의 분할 동력 Ep2, 혹은 구동 장치(440)

의 제동력 Bp에 의해 회전 구동하고, 또한, 모터 구동 장치(400a)로부터의 구동 전류 Dc에 의해 구동력을 발생하는 것이

다. 또한, 상기 구동 장치(440)는, 1대의 구동륜(441)과, 해당 구동륜(441)에 접속된 구동 샤프트(442)와, 전동기(402)로

부터 공급된 동력 Dp를 구동축(442)을 거쳐서 구동륜(441)에 구동력으로서 전달하고, 또한 구동륜(441)의 제동력 Bp을

전동기(402)의 구동력으로서 구동축(442)을 거쳐서 전동기(402)에 전달하는 기어 기구(443)를 갖고 있다. 또, 상기 모터

구동 장치(400a)는, 실시예 1의 모터 구동 장치(100a)와 동일한 회로 구성을 갖는 것이며, 여기서는, 모터 구동 장치

(400a)의 입력 노드(1a 및 1b)에는 상기 배터리(401)의 출력 단자 및 발전기(403)의 출력 단자가 접속되어 있다.

다음에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400)는, 내연 기관(410)에 의해 발전기(430)를 회전시켜서 발전된 전력에 의해 배터리(401)를 충

전하고, 배터리(401)의 출력 혹은 발전기(430)의 출력을 주행 에너지로서 활용해서 주행한다.

예를 들면, 내연 기관(410)의 구동에 의한 주행 효율이 나쁜 저속 시에는, 배터리의 출력 Bc가 모터 구동 장치(400a)에 의

해 전동기(402)에 공급되고, 전동기(402)에서 발생한 구동력 Dp가 구동륜(441)에 전달된다. 이에 따라, 이 하이브리드 자

동차(400)에서는 모터에 의한 주행이 행하여진다.

또, 주행 속도가 임의의 속도 이상으로 되면, 내연 기관(410)이 구동하기 시작하고, 내연 기관(410)에서 발생된 동력 Ep가

동력 분할 기구(420)를 거쳐서 구동 계통의 동력 Ep2로서 전동기(402)에 공급되고, 또한 전동기(402)에서는 모터 구동 장

치(400a)로부터의 구동 전류 Dc에 의해 동력이 발생하며, 내연 기관으로부터 공급된 동력 Ep2와, 구동 전류에 의해 발생

한 동력이 구동 장치(440)에 구동력 Dp으로서 공급된다. 이에 따라, 구동 장치(440)에서는, 상기 구동력 Dp이 기어 기구

(443) 및 구동축(442)을 거쳐서 구동륜(441)에 전달된다.

또,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400)에서는, 구동륜(441)의 구동 부하가 가벼워지면, 동력 분할 기구(420)는 내연 기관(410)에

서 발생한 동력 Ep의 일부를 발전 계통의 전력 Ep1로서 발전기(430)로 분배한다. 그렇게 하면, 발전기(430)에서 발전된

전력 Gc는 모터 구동 장치(400a)를 거쳐서 배터리(401)에 충전 전력 Cc으로서 공급되고, 이에 따라 배터리(401)의 충전

이 행하여진다. 이 상태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400)는 배터리(401)를 충전하면서 주행하게 된다.

또한,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400)에서는, 감속 시나 정지 시 등에 제동 동작이 행하여지면, 구동륜(441)의 제동력 Bp가 구

동축(442) 및 기어 기구(443)를 거쳐서 전동기(402)에 그 구동력으로서 전달된다. 이 때, 전동기(402)는 발전기로서 동작

하고, 제동력 Bp에 의해 발전된 회생 전력 Rc가 모터 구동 장치(400a)를 거쳐서 배터리(401)에 인가되어, 배터리(401)의

충전이 행하여진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 14의 하이브리드 자동차(400)에서는, 동력원으로서 브러쉬리스 모터(402)를 이용하고, 해당 브러쉬

리스 모터에 공급되는 전류의 진각값 β를,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지령 회전수 fo과 실회전수 f의 편차가 최소로 되도록

결정하므로, 인버터의 입력 전압이 변동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전류 진각값을 변화시키는 것만의 간단하고 안정한 약계자

제어에 의해, 브러쉬리스 모터를 고속 회전까지 안정하게 구동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브러쉬리스 모터 및 그 구동 장치를

탑재한 하이브리드 자동차(400)를,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또, 상기 실시예 14에서는, 전기 자동차는 가장 일반적인 시리즈·패러렐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인 경우를 나타내었지만,

실시예 14의 전기 자동차는, 도 20에 나타내는 시리즈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500) 혹은 도 21에 나타내는 패러렐 하이

브리드 전기 자동차(600)이라도 무방하다.

예를 들면, 도 20에 나타내는 시리즈 하이브리드 자동차(500)는, 도 19에 나타내는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400)에서의

전동기(402)를 대신하는 모터(402a)를 구비하고, 내연 기관(410)의 동력 Ep에 의해 발전기(430)를 구동하며, 발전된 전

력 Gc에 의해 배터리(401)의 충전 혹은 모터(402a)를 구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500)는 도 19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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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의 동력 분할 기구(420)는 갖고 있지 않고, 내연 기관에 의해 직접 구동륜(411)을 구동할 뿐

만 아니라, 구동륜(441)을 모터에 의해서만 구동하는 것이다. 또,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500)는 2개의 동력원인 내연 기관

과 모터와 직렬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시리즈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도 21에 나타내는 패러렐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600)는, 도 19에 나타내는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400)에서의

동력 분할 기구(420)를 대신하는 변속기(450)를 구비하고, 내연 기관(410)의 동력 Ep를, 해당 변속기(450)를 거쳐서 전동

기(402)에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600)는 도 19에 나타내는 발전기(430)는 갖고 있지 않다.

이 패러렐 하이브리드 자동차(600)에서는, 내연 기관(410)이 주로 주행에 이용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내연 기관(410)

이 배터리(401)를 충전하는 동력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연 기관에 부하가 걸리는 발진 시나 가속 시에는, 모터 구동 장치(400a)로부터 공급되는 전력 Dc에 의해 전

동기(402)가 모터로서 동작하고, 전동기(402)는 내연 기관에서 발생한 동력 Ep와, 전동기(402)에서 발생한 동력을 구동

력 Dp으로서 구동 장치에 출력한다. 이에 따라, 구동륜(441)의 구동은 모터의 동력에 의해 보조되는 것으로 된다. 또한, 내

연 기관의 동작 효율이 나쁜 경부하 시에는, 상기 전동기(402)가 발전기로서 동작하고, 내연 기관의 동력에 의해 배터리의

충전과 구동륜의 구동이 행하여지며, 내연 기관의 부하 변동이 작게 억제된다. 또한,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600)에서는, 제

동 시나 강판(降坂) 시에는, 전기 자동차의 회생 제동에 의한 전력의 회수(回收)나, 정차 시의 엔진 정지에 의해 주행 시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600)는 2개의 동력원에 의한 구동, 즉 내연 기관에 의한 구동

과 전동기에 의한 구동이 병행되어서 행하여지므로 패러렐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 실시예 14의 전기 자동차는, 내연 기관을 갖지 않고, 배터리로부터의 전력만으로 주행하는 전기 자동차이어도 되고, 이

경우도, 상기 실시예 14와 동일한 효과가 얻어진다.

또한 상기 실시예 7 내지 14에서는, 동력원인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는 실시예 1의 모터 구동 장치와

동일한 것으로 하고 있지만, 실시예 7 내지 14에서의 모터 구동 장치는 실시예 2 내지 6 중 어느 하나의 모터 구동 장치와

동일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산업상이용가능성]

본 발명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는, 전압원이 출력 전압의 급준하거나 혹은 주기적으로 크게 변동을 하는 것이어도, 브러쉬

리스 모터의 약계자 제어를, 미리 설정된 테이블값 등의 제어량을 이용하지 않고 안정하게 실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브러

쉬리스 모터의 최고속 회전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원의 제 1 특징의 발명에 의하면,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로서, 전압원의 출력 전압을 구동 전압으

로 변환해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출력하는 인버터 회로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로터 위치를 추정하는 로터 위치

추정부와, 상기 추정된 로터 위치에 근거한 전류에 의해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가 구동되도록 상기 인버터 회로를 제어하는

인버터 제어부를 구비하되, 상기 인버터 제어부는, 상기 추정된 로터 위치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전류와의

위상차를 변화시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미리 설정된 테이블값 등의 제어량

을 이용하지 않고, 인버터 회로의 입력 전압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절한 약계자 제어를 실행할 수 있다.

즉, 인버터의 입력 전압을 검출하여, 그 값으로부터 약계자 제어량을 연산한다고 한 복잡한 처리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회로 구성에 의해 약계자 제어를 실행할 수 있고, 또, 인버터 입력 전압의 검출 오차나 약계자 제어량의 연산

오차라고 한 것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인버터 입력 전압이 변동해도 안정한 약계자 제어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결과, 안정한 브러쉬리스 모터의 구동 제어를 간단한 회로 구성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본원의 제 2 특징의 발명에 의하면,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 제어부는, 상기 브러쉬리스 모

터에 공급하는 전류의 진폭값을 최대값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상기 위상차를 증감시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브러쉬리스 모터에 흐르는 전류의 변동이 억제된 상태에서 회전수 제어가 행하여지게 되

어, 더욱 안정한 약계자 제어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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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의 제 3 특징의 발명에 의하면, 제 2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에 있어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전류의

최대 진폭값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는 최대의 전류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므로, 약계자

제어를 행하여도 브러쉬리스 모터가 허가하지 않는 전류, 즉 브러쉬리스 모터가 감자되는 전류는 흐르지 않아, 안전한 구

동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류 진폭값이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는 최대의 전류값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상기 위상차의

조정에 의해 회전수가 제어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약계자 전류에 의해, 필요로 되는 회전수가 실현되게 되어, 그 결과, 가

장 효율이 좋은 전류 진각값이라도 모터를 구동할 수 있다.

본원의 제 4 특징의 발명에 의하면,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 제어부는 상기 추정된 로터 위

치에 근거하여 지령 전류의 파형을 작성하는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와, 상기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가 작성한 지령 전류의

파형과, 실제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흐르는 전류의 파형과의 편차가 감소하도록, 상기 인버터 회로의 제어 신호인 펄

스 신호를 작성하는 펄스 작성부를 갖고, 상기 지령 전류의 파형의 진폭값을 최대값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상기 위상차를

증감시켜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브러쉬리스 모터에 흐르는 전류의 변동이

억제된 상태에서 회전수 제어가 행하여지게 되어, 보다 안정한 약계자 제어를 실현할 수 있다.

본원의 제 5 특징의 발명에 의하면, 제 4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에 있어서, 상기 지령 전류의 파형의 최대 진폭값은 상

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는 최대의 전류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약계자 제어를 행하여도 브러

쉬리스 모터가 허가하지 않는 전류, 즉 브러쉬리스 모터가 감자되는 전류는 흐르지 않아, 안전한 구동 장치를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전류 진폭값이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는 최대의 전류값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상기 위상차의

조정에 의해 회전수가 제어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약계자 전류에 의해, 필요로 되는 회전수가 실현되게 되어, 그 결과, 가

장 효율이 좋은 전류 진각값이라도 모터를 구동할 수 있다.

본원의 제 6 특징의 발명에 의하면,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 제어부는, 상기 브러쉬리스 모

터에 공급하는 전류의 진폭값을 결정하는 전류 진폭값 결정부와, 상기 전류 진폭값 결정부에 의해 결정된 전류 진폭값에

근거하여 지령 전류의 파형을 작성하는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와, 상기 지령 전류 파형 작성 부가 작성한 지령 전류의 파형

과, 실제로 모터에 흐르는 전류의 파형과의 편차가 감소하도록, 상기 인버터 회로의 제어 신호인 펄스 신호를 작성하는 펄

스 작성부를 갖고, 상기 지령 전류의 진폭값을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상기 추정된 로터 위치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전류와의 위상차를 변화시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회전수가 최대가 되는 위상차를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므로, 상기 추정된 로터 위치에 대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전류의 진각인 전류 진각값을, 상기 위상차를 변화

시키는 것만의 간단한 회로 구성에 의해 최적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최적의 전류 진각값은 브러쉬리스 모터

의 리덕턴스 토크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브러쉬리스 모터는, 필요로 되는 요구 토크를 만족하는 최

소의 전류값으로 구동되게 되어, 모터의 구동 효율이 최대로 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상기 추정된 로터 위치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전류와의 위상차를 변화시켜, 상기 브러

쉬리스 모터의 회전수가 최대로 되는 위상차를 구하고 있으므로,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성하는 각종 정수의 편차 등에 의

해, 추정 로터 위치와 실제의 로터 위치에 오차가 생긴 경우에도, 상기 전류 진각값은 그 오차를 흡수하는 값으로 되고, 이

때문에, 브러쉬리스 모터의 최대 효율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추정 위치에 오차가 생겨서 브러쉬리스 모터가 탈조해 버린

다고 하는 현상을 피하여, 안정한 모터 구동을 실행할 수 있다.

본원의 제 7 특징의 발명에 의하면,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 제어부는, 상기 브러쉬리스 모

터의 회전수를 결정하는 회전수 결정부와, 해당 회전수 결정부에 의해 결정된 회전수와, 실제의 회전수와의 편차가 감소하

도록,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전류의 진폭값을 결정하는 전류 진폭값 결정부와, 상기 전류 진폭값에 근거하여

지령 전류의 파형을 작성하는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와, 상기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가 작성한 지령 전류의 파형과, 실제로

모터에 흐르는 전류의 파형과의 편차가 0으로 되도록, 상기 인버터 회로의 제어 신호인 펄스 신호를 작성하는 펄스 작성부

를 가지며,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의 지령 회전수를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상기 추정된 로터 위치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

에 공급되는 전류와의 위상차를 변화시켜, 상기 지령 전류의 진폭값이 최소로 되는 위상차를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므

로, 상기 추정된 로터 위치에 대한,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전류의 진각인 전류 진각값을, 상기 위상차를 변화시

키는 것만의 간단한 회로 구성에 의해 최적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최적의 전류 진각값은 브러쉬리스 모터의

리덕턴스 토크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브러쉬리스 모터는 필요로 되는 요구 토크를 만족하는 최소의

전류값으로 구동되게 되어, 모터의 구동 효율이 최대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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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서는, 상기 추정된 로터 위치와,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에 공급하는 전류와의 위상차를 변화시켜, 상기 브러

쉬리스 모터의 회전수가 최대로 되는 위상차를 구하고 있으므로,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성하는 각종 정수의 편차 등에 의

해, 추정 로터 위치와 실제의 로터 위치에 오차가 생긴 경우에도, 상기 전류 진각값은 그 오차가 흡수되는 값으로 되고, 이

때문에, 브러쉬리스 모터의 최대 효율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추정 위치에 오차가 생겨서 브러쉬리스 모터가 탈조해 버린

다고 하는 현상을 피하여, 안정한 모터 구동을 실행할 수 있다.

본원의 제 8 특징의 발명에 의하면,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 회로는 상기 브러쉬리스 모터

로부터의 회생 전류를 충전하는 콘덴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모터의 정지 시나 인버터 회로의 스위칭 동작이 정

지했을 때에 발생하는 인버터 입력 전압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자 등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

다.

본원의 제 9 특징의 발명에 의하면,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인버터 회로는, 해당 회로와 상기 전

압원 사이에 접속되고, 해당 회로에서 발생한 노이즈를 차단하는 인덕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인버터의 입력측에

발생하는 스위칭 노이즈를 저감할 수 있고, 또 입력 전류의 역률을 높여서 전류 파형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

다.

본원의 제 10 특징의 발명에 의하면,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와, 해당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

치를 구비한 압축기로서, 상기 모터 구동 장치는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인버터의 입력

전압이 변동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전류 진각값을 변화시키는 것만의 간단하고 안정한 약계자 제어에 의해, 브러쉬리스 모

터를 고속 회전까지 안정해서 구동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브러쉬리스 모터 및 그 구동 장치를 탑재한 압축기를,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본원의 제 11 특징의 발명에 의하면,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비하는 압축기를 구비한 공기 조화기로서, 상

기 압축기의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를 구비하되, 해당 모터 구동 장치는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인버터의 입력 전압이 변동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전류 진각값을 변화시키는 것만의 간단하

고 안정한 약계자 제어에 의해, 브러쉬리스 모터를 고속 회전까지 안정하게 구동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브러쉬리스 모터

및 그 구동 장치를 탑재한 공기 조화기를,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본원의 제 12 특징의 발명에 의하면,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를 갖는 압축기를 구비한 냉장고로서, 상기 압축기

의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를 구비하되, 해당 모터 구동 장치는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므로, 인버터의 입력 전압이 변동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전류 진각값을 변화시키는 것만의 간단하고 안정한

약계자 제어에 의해, 브러쉬리스 모터를 고속 회전까지 안정하게 구동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브러쉬리스 모터 및 그 구동

장치를 탑재한 냉장고를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본원의 제 13 특징의 발명에 의하면,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와, 해당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

치를 구비한 전기 세탁기로서, 상기 모터 구동 장치는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인버터의

입력 전압이 변동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전류 진각값을 변화시키는 것만의 간단하고 안정한 약계자 제어에 의해, 브러쉬리

스 모터를 고속 회전까지 안정하게 구동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브러쉬리스 모터 및 그 구동 장치를 탑재한 전기 세탁기

를,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본원의 제 14 특징의 발명에 의하면,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와, 해당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

치를 구비한 송풍기로서, 상기 모터 구동 장치는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인버터의 입력

전압이 변동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전류 진각값을 변화시키는 것만의 간단하고 안정한 약계자 제어에 의해, 브러쉬리스 모

터를 고속 회전까지 안정하게 구동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브러쉬리스 모터 및 그 구동 장치를 탑재한 송풍기를,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본원의 제 15 특징의 발명에 의하면,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와, 해당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

치를 구비한 전기 청소기로서, 상기 모터 구동 장치는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인버터의

입력 전압이 변동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전류 진각값을 변화시키는 것만의 간단하고 안정한 약계자 제어에 의해, 브러쉬리

스 모터를 고속 회전까지 안정하게 구동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브러쉬리스 모터 및 그 구동 장치를 탑재한 전기 청소기

를,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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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의 제 16 특징의 발명에 의하면,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를 갖는 압축기를 구비한 전기 건조기로서, 상기 압

축기의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를 구비하되, 상기 모터 구동 장치는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

인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인버터의 입력 전압이 변동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전류 진각값을 변화시키는 것만의 간단하고

안정한 약계자 제어에 의해, 브러쉬리스 모터를 고속 회전까지 안정하게 구동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브러쉬리스 모터 및

그 구동 장치를 탑재한 전기 건조기를,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본원의 제 17 특징의 발명에 의하면,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를 갖는 압축기를 구비한 히트 펌프 급탕기로서, 상

기 압축기의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치를 구비하되, 상기 모터 구동 장치는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므로, 인버터의 입력 전압이 변동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전류 진각값을 변화시키는 것만의

간단하고 안정한 약계자 제어에 의해, 브러쉬리스 모터를 고속 회전까지 안정하게 구동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브러쉬리스

모터 및 그 구동 장치를 탑재한 히트 펌프 급탕기를,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본원의 제 18 특징의 발명에 의하면, 동력을 발생하는 브러쉬리스 모터와, 해당 브러쉬리스 모터를 구동하는 모터 구동 장

치를 구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상기 모터 구동 장치는 제 1 특징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인

버터의 입력 전압이 변동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전류 진각값을 변화시키는 것만의 간단하고 안정한 약계자 제어에 의해,

브러쉬리스 모터를 고속 회전까지 안정하게 구동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브러쉬리스 모터 및 그 구동 장치를 탑재한 하이

브리드 자동차를,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100a)를 설명하는 블럭도,

도 2는 실시예 1의 모터 구동 장치(100a)에서의 진각값 결정부(6a)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으로서, 진각값 β의 결정 방법

의 일례인 힐-클라이밍 방법(hill-climbing method)의 처리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100b)를 설명하는 블럭도,

도 4(a)는 상기 실시예 2의 모터 구동 장치(100b)의 동작을 설명하는 파형도로서, 입력 전압의 파형을 나타내고 있는 도

면,

도 4(b)는 상기 실시예 2의 모터 구동 장치(100b)의 동작을 설명하는 파형도로서, 진각값의 제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의

출력 전류의 파형을 나타내고 있는 도면,

도 4(c)는 상기 실시예 2의 모터 구동 장치(100b)의 동작을 설명하는 파형도로서, 진각값의 제어를 실행한 경우의 출력 전

류의 파형을 나타내고 있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 3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100c)를 설명하는 블럭도,

도 6은 상기 실시예 3의 모터 구동 장치(100c)에서의 진각값 결정부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으로서, 진각값 β의 결정 방

법의 일례인 힐-클라이밍 방법의 처리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100d)를 설명하는 블럭도,

도 8은 상기 실시예 4의 모터 구동 장치(100d)에서의 진각값 결정부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으로서, 진각값 β의 결정 방

법의 일례인 힐-클라이밍 방법의 처리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 5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100e)를 설명하는 블럭도,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 6에 따른 모터 구동 장치(100f)를 설명하는 블럭도,

도 11(a)는 종래의 기술인 모터의 약한 계자(界磁) 제어를 설명하는 도면으로서, 모터 등가 회로를 나타내고 있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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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b)는 종래의 기술인 모터의 약한 계자 제어를 설명하는 도면으로서, 모터의 벡터 제어에서 이용하는 계자 전류와 토

크 전류를 나타내고 있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 7에 따른 공기 조화기(調和機)(250)를 설명하는 모식도,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 8에 따른 냉장고(260)를 설명하는 모식도,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 9에 따른 전기 세탁기(270)를 설명하는 모식도,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 10에 따른 송풍기(280)를 설명하는 모식도,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 11에 따른 전기 청소기(290)를 설명하는 모식도,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예 12에 따른 전기 건조기(360)를 설명하는 모식도,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예 13에 따른 히트 펌프 급탕기(380)를 설명하는 모식도,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예 14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400)를 설명하는 모식도,

도 20은 상기 실시예 14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400)의 변형예를 설명하는 모식도로서, 시리즈 하이브리드 자동차

(500)의 동력 계통을 나타내고 있는 도면,

도 21은 상기 실시예 14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400)의 다른 변형예를 설명하는 모식도로서, 패러렐 하이브리드 자동

차(600)의 동력 계통을 나타내고 있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전압원

1a, 1b : 출력 노드

2 : 브러쉬리스 모터

3 : 인버터 회로

3a∼3c : 접속점

4a, 4b, 4c, 4d, 4e, 4f : 인버터 제어부

5 : 로터 위치 추정부

6a, 6c, 6d : 진각값 결정부

7 : 드라이브 신호 작성부

8b, 8d : 지령 전류 파형 작성부

9 : PWM 작성부

12 : 콘덴서

13 : 인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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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스위칭 소자

41∼46 : 다이오드

100a, 100b, 100c, 100d, 100e, 100f, 277, 283, 294, 400a : 모터 구동 장치

250 : 공기 조화기

250a, 260a, 360a, 380a : 압축기

250b, 260b, 270b, 360b, 380b : 모터 구동 제어부

251 : 실내측 열교환기

251a, 252a, 262a, 362a, 382a : 송풍기

251b, 252b, 262b, 362b, 382b, 385a : 온도 센서

252 : 실외측 열교환기

253, 263, 273, 363, 383 : 조임 장치

254 : 사방 밸브

255 : 실내기

256 : 실외기

260 : 냉장고

261, 361 : 응축기

262 : 냉장실 증발기

270 : 전기 세탁기

272 : 서스펜션 로드

273 : 외조(外槽)

274 : 세탁겸 탈수조

275 : 교반 날개

276, 282, 293 : 브러쉬리스 모터

280 : 송풍기

281, 292 : 팬

290 : 전기 청소기

290a : 전기 청소기 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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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전동 송풍기

295 : 집진실

296 : 호스

297 : 상용 흡입구

360 : 전기 건조기

362 : 증발기

364 : 건조실

380 : 히트 펌프 급탕기

381a : 냉동 사이클 장치

381b : 저탕조

382 : 공기 열교환기

384 : 냉매 배관

384a : 제상(除霜) 바이패스 배관

384b : 제상 바이패스 밸브

385 : 수열(水熱) 교환기

386a, 386b, 387a, 387b : 물(水) 배관

387a1, 387b1 : 조인트 부분

387 : 펌프

388 : 저탕 탱크

388a : 물 출입구

388b : 물 출구

388b1 : 배수 밸브

388c : 급수관

388c1 : 수수(受水)구

388d : 욕조 급탕관

388d1 : 탕출구

389 : 급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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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500, 600 : 하이브리드 자동차

401 : 배터리

402 : 전동기

402a : 모터

410 : 내연 기관

420 : 동력 분할 기구

430 : 발전기

440 : 구동 기구

441 : 구동륜

442 : 구동 샤프트

443 : 기어 기구

450 : 변속기

A∼C, E, F : 냉매 흐름 방향

Bc : 배터리 출력 전류

Bp : 제동력

Cc : 충전 전류

Dc : 구동 전류

Dp : 구동력

Ep : 엔진 출력

Ep1, Ep2 : 분할 엔진 출력

fo : 지령 회전수

Gc : 발전 전류

I : 실(實)전류

Io : 지령 전류

Rc : 회생 전류

Sg : 게이트 신호(드라이브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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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 진각값

θ : 로터 위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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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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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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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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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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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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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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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도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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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0

도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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