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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기존의 복잡한 구조의 전통적인 엘리베이터 도어의 문제점을 개선한 리니어유도모터(LIM)

를 적용한 단순 메커니즘 구조와 직접 구동의 신개념의 엘리베이터 도어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것으로

최적의 도어 구조와 리니어모터의 설계, 벡터제어에 의한 고성능 구동제어기 및 최적 운전 패턴을 제

안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리니어도어시스템의 설계와 제작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서슬하며

실제 제작되어 분석과 시험에 의해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1. 서론

엘리베이터 도어는 승객과 직접적으로 접하는 부

분으로서 도어의 개폐 동작은 엘리베이터 전체 제품

전체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엘리베이터 도어를 조금 더 부드럽고

빨리 운전한다면 엘리베이터 사용자로부터 더 좋은

인상을 기대할 수 있다[1].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엘리베이터 도어는 회전

형 모터와 기어, 크랭크, 체인 등의 회전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환하는 복잡한 기계 메커니즘으로 구성

되어 간접적으로 구동되기에 전체 시스템의 효율은

낮으며, 개폐시간의 단축과 부드럽고 낮은 진동, 소

음 등의 다이내믹 성능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또한 엘리베이터 사고가 2007년도 기준으로 119출

동이 연간 5,000건 이상 발생하며 대부분의 사고가

도어 고장이 원인으로 복잡한 도어 기계 메커니즘에

기인되고 있다[2]. 따라서 기존 회전형 모터를 대체

하는 단순한 도어 메커니즘에 의한 제작비용의 절감

및 설비, 보수의 용이성과 다이내믹 성능 향상이 절

실히 요구되고 있기에 대표적으로 리니어모터에 의

해 직접 구동되는 새로운 도어시스템이 제안되고 있

다[3].

본 논문은 리니어유도모터(LIM)를 적용한 단순 메

커니즘 구조와 직접 구동의 신개념의 엘리베이터 도

어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것으로 최적의 도어 구조와

리니어모터의 설계, 벡터제어에 의한 고성능 구동제

어기 및 최적 운전 패턴을 제안하며 분석과 실험에

의해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리니어 도어시스템의 구성과 사양

[그림 1] 기존 도어시스템의 구성

[그림 2] 리니어 도어시스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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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기존의 엘리베이터 도어시스템의 형상과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도어는 회전형 모터

와 기어, 벨트, 체인 및 링크와 암으로 구성되어 구

조가 복잡하고 최적의 속도패턴으로 운전하기가 어

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리니어유도모터(LIM)가

직접 도어를 구동하는 새로운 구조의 리니어 도어시

스템을 그림 2와 같이 제시한다. 리니어 도어시스템

은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복잡한 기계

메커니즘이 제거된 리니어모터와 연동로프만으로 구

성되어 기존의 도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

적 구조로 고려될 수 있다.

3. 도어용 리니어모터의 개발

3.1. 도어 및 리니어모터의 사양 결정과 설계
도어용 리니어모터의 최적 설계를 위해서는 적용

하려는 도어시스템의 사양을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

는 가장 많이 설치되어있는 60m/min급 엘리베이터

의 도어 사양, 즉 표준높이 2,100[mm], 폭

700~1,100[mm], 도어 최대 총 무게 190kg의 2매 중

앙개폐방식의 도어를 기반으로 선정하며 그 결과는

그림 3의 도어 속도 패턴 및 [표 1]의 사양과 같다.

따라서 리니어 도어에 적용되는 리니어모터의 사

양은 추력 150[N]이상, 최대속도 0.6[m/sec]이상이

요구된다.

리니어모터의 설계는 등가회로를 기반으로 하는

최적설계 과정과 유한요소해석(FEA)의 검증을 반복

하여 최적 설계치를 도출하였다.

[그림 3] 도어 속도 패턴
[표 1] 마착 계수 ( = 0.04G)인 경우의 도어 속도패턴 사양

OP [mm] 700 1100

도어 무게[kg] 114 150 140 190

마찰력[N] 45 59 55 75

가속력[N] 95 81 85 65

A [sec] 0.577 0.697 0.862 1.114

B [sec] 0.577 0.697 0.862 1.114

C [m/sec] 0.53 0.43 0.57 0.43

총 Open Time 1.75 1.994 2.324 2.828

[그림 4] 리니어모터 코어 형상과 치수

[그림 5] 리니어유도모터의 Slip 특성 곡선

[표 2] 리니어 모터 설계 결과
모터 폭(n) 80mm Coil 직경 0.65F*3

모터 길이(g) 488 mm 점적율 38%

극 간격 70.5mm 슬롯깊이(e) 45mm

기계적 공극 1.5mm 선간 전압 150[V]

총 Slot 수 18 주파수 13.8[ Hz]

Slot Pitch 23.5mm Slip 0.66

치 폭(b) 8mm 극 수 6

Slot 폭(a) 15.5mm 상전류 3.72[ A]

Turn 수 132 속도 0.66[ m/ sec]

Coil 단면적 1.005mm^2 힘 159[ N]

EndWnd 길이 30mm 역률 58.5%

2차 동판 2mm 효율 18.6[%]

리니어모터의 설계는 등가회로를 기반으로 하는

최적설계 과정과 유한요소해석의 검증을 반복하여

최적 설계치를 도출하였다. 그림 4는 설계 결과의

리니어 모터의 형상을 보여주며 치수와 사양 그리고

최대 정격 동작 점은 [표 2]와 그림 5와 같다.

3.2. 리니어모터의 제작 및 해석과 실험결과
설계된 리니어모터의 제작형상을 그림 6에 보여주

었다. 모터의 코어는 S20 규소강판을 0.5T 두께로

적층하였으며 금형 제작하였다. 코일은 EIW F종

0.65Φ 3개를 1턴으로 하여 각 슬롯당 132턴, 2층 구

조, 분포권으로 감았으며 NOMEX지로 절연하여 에

폭시수지로 바니시 작업을 하였다. 그림 7은 리니어

모터의 등가회로 정수를 나타내며 등가회로 특성식

과 유한요소해석(FEA) 그리고 실험에 의한 측정 결

과를 [표 3]과 같으며 해석과 실험치가 오차가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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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정밀도를 신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리니어유도모터의 제작 형상

[그림 7] 리니어유도모터의 등가회로
[표 3] 리니어 모터 파라메터의 결과치

FEA 해석 등가회로 해석 실험

R1 - 5.85 [Ω] 5.8[Ω]

L1 75.5 [mH] 77.17 [mH] 75.6 [mH]

Lm 204.7 [mH] 205.69 [mH] 218.0 [mH]

L2 - 6.41 [mH] -

R2 - 19.76[Ω] 18~21[Ω]

회전형 모터의 발생 토오크의 측정은 토오크메터

를 구비한 부하시험장치에서 측정이 가능하나 속도

운전 중 리니어모터의 발생 추력은 측정이 불가능하

고 모터를 구속시킨 상태에서 그림 8과 같은 장치를

기반으로 구속시에서의 추력만 측정가능하다. 본 연

구에서는 그림 8과 같이 리니어모터 1차측을 고정하

고 2차측을 로드셀에 연결하여 모터에 전압을 갸변

시키면서 로드셀로 추력, Power Meter로 전력량, 선

간전압, 전류, 주파수를 측정하였으며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해석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이를 근거로 운

전 중의 특성을 해석을 기반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9는 시험과 해석결과의 특성 비교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으로부터 해석과 시험이 잘 일치하며

설계결과가 전류 3.7A에 150N이 발생하여 3.1절의

요구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시험은 전압 50V

에서 150V까지 주파수는 10Hz,15Hz, 20Hz에 대해서

수행하였으며 전류 4.5A에 대해 온도 측정도 수행하

여 100°C로 포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구동제어기 설계와 성능시험 결과

[그림 8] 리니어유도모터의 구속시험장치 구성

[a] 20Hz 시 전류와 추력 구속시험 결과

[b] 15Hz 시 전류와 추력 구속시험 결과

[c] 10Hz 시 전류와 추력 구속시험 결과

[그림 9] 리니어유도모터의 구속시험 결과

[그림 10] 제어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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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어기는 고성능의 제어성능을 실현하

기 위하여 기존의 V/F 제어기가 아닌 벡터제어 기

반 속도제어를 구현하였으며 그 구성은 그림 10과

같다. 그림 11은 본 제어기로 구동한 도어의 개폐시

속도와 리니어모터의 전류 파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속도제어와 전류제어가 잘 이루어지며 오

픈과 클로즈 시간이 2.5초안에 수행되고 있다. 또한

토크 전류패턴에 따른 진동 특성을 그림 12와 같이

수행하여으며 구형파 토크전류패턴보다 사인파 토크

전류패턴이 진동이 현저히 감소함을 알 수 있어다.

[a] 도어 Open 시 속도, 전류 파형

[b] 도어 Close 시 속도, 전류 파형

[그림 11] 도어 운전 시험

[a] 구형파 토크전류지령의 진동 파형

[b] sin 토크전류지령의 진동 파형

[그림 12] 도어 진동 측정 시험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리니어유도모터(LIM)를 적용한 단

순 메커니즘 구조와 직접 구동의 신개념의 엘리베이

터 도어시스템의 개발과 결과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적의 리니어모터 설계와 제작 기반

그리고 구동제어기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리니어모터

적용한 최적의 도어 구조를 제시하였다. 또한 성능

시험을 수행하여 요구사양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며

기존의 도어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도어

시스템의 생산이 가능한 단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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