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현재 국내 기준 약 만대의 승강기가 운행중이며 승강기40 ,
전력의 약 가 회생되고 있다40% .
본 논문에서는 승강기의 회생전력을 계통연계형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에 추가 함으로써 일사량에의존한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개선하고자한다 제안된 시스템의 동작모드는 크게 연계형 태.
양광 인버터 발전 및 승강기 회생 전력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인터페이스 장치에의하여 승강기 회생 전력을 태양광 발전용

전력 변환 장치로 전송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확인하기위하여 시뮬

레이션 및 실험을 수행하였다.
서 론1.

현재의 국내외 태양광 연계형 시스템의 효율은 태양의 광

일사량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 여름 의 경우 정오. 12
시부터 시까지 태양광의 일사량이 최대이다 태양광 연계형1 .
전력 변환장치의 정격은 최대 일사량의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

지로 변환하는 양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그러므로 정오 시간대.
를 제외한 오전 시간대 와 오후 시간대 의 태양광 연계형 인버

터의 빛에너지의 전기 에너지 변환 효율은 저조하다 태양의.
일사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태양광 연계형 전력 변환

장치의 사용 효율을 개선하기위하여 엘리베이터의 회생에너지,
를 추가하면 일 태양광 에너지의 전기에너지로의 평균 변환1
효율을 약 이상 증진시킬 수 있다 회생전력은 엘리베이60[%] .
터 운행시 카 무게 와 균형추 무게의 불균형으로 인해 최대,
엘리베이터 정격 용량의 가 회생되는데 이 회생 전력을40[%] ,
현재는 엘리베이터 제어반내의 저항에서 소비하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및 야간에 발생하는 승강기의 회생

전력을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에 추가하여 효율을 개선하였다.
그림 은 시간에 따른 일 태양광 발전 전력 및 승강기 회생1 1

전력을 나타내었다 는 승강기의 회생전력 은 일사량에. 202 , 201
따른 태양광 발전 전력 은 태양광 발전 전력에 승강기의, 200
회생전력을 추가한 발전 전력을 표현하였다 그림 는 승강기. 2
시스템 구성도 및 모델을 나타내었다.

본 론2.
2.1 회생전력발생승강기용인버터시스템

그림 1. 일 태양광 발전 전력 및 승강기 회생 전력1

Fig. 1 PV generation power and elevator re-generation

power per day

그림 2. 엘리베이터 시스템 구성도 및 모델

Fig. 2 elevator system diagram and model

그림 에서 엘리베이터의 회생전력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3
하였으며 그림 는 무부하 상승 방향으로 기동하였을 경우의, 4
속도 지령치 및 속도 피드백치 이 경우 발생되는 회생전력 모, ,
터 전압 및 전류 입력 전류를 나타냈다 회생 전력은 무부하, .
상승 방향의 경우 가속 완료 시점부터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및 은 승강기 회생전력을 전송하기위한 인터페이스5 6

회로 및 실험 파형을 나타냈으며 그림 및 은 승강기 회생, 7 8
전력을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로 보내는 실험 장치 구성 및 실

험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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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엘리베이터 회생전력 시뮬레이션
Fig. 2 elevator re-generation power simulation

그림 4. 속도 무부하 상승방향( ), 회생전력 모터 전류 전압, , ,
입력 전류

Fig. 4 speed control(no load, up),re-generation power,
motor current, motor voltage, input current

2.2 회생전력전송용인터페이스회로

그림 5. 회생 전력 전송용 인터페이스 회로

Fig. 5 Interface circuit for re-generation power

발전 전압

발전 전류

그림 6. 회생 전압 및 전류 파형

Fig. 6 re-generation voltage and current waveform

2.2 승강기 회생 전력을 이용한 고효율 태양광 연
계형인버터시스템

그림 7. 제안한 방식의 태양광 연계형 발전 시스템

Fig. 7 the proposed method for PV generation inverter

그림 8. 시험 조건 및 실험 파형

Fig. 8 test condition and experimental waveform

결 론2.
본 논문에서는 승강기의 회생전력을 계통연계형 태양광 연계

형 인버터에 추가함으로써 일사량에 의존한 태양광 발전의 효

율을 개선하고자한다 제안된 시스템의 동작모드는 크게 연계.
형 태양광 인버터 발전 및 승강기 회생 전력 부분으로 나누어

지며 인터페이스 장치에 의하여 승강기 회생 전력을 태양광 발

전용 전력 변환 장치로 전송하여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의 효,
율을 약 정도 향상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침 저녁 및 밤60[%] . , ,
시간대의 낮은 일사량으로 인한 낮은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의

발전 효율을 출퇴근 시간대 및 야간에 이용되는 승강기의 기동

빈도에 따른 회생 전력을 이용하여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의 효

율을 증가 시킬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시스템.
의 유용성을 확인하기위하여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수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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