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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승강기관련 사고의 요인은 많은 것이 있다. 많은 요인 중 건물의 노후화와 보수 및

설치부실로 인한 가이드레일 변형과 가이드슈의 이탈은 사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의 카와

균형추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두 구조물이 가이드레일에서 이탈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이로센서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의 이탈을 감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을 보인다.
   

1. 서론

엘리베이터 카와 균형추의 가드레일 이탈은 두 개의 구조

물이 충돌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러

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의

카와 균형추가 가이드레일을 이탈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

지할 수 있어야하고, 사고 발생 시에 승객의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엘리베이터 피난운전을 실시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엘리베이터 카(car)와 균형추

(count weight)의 이탈을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를 통해 카와 균형추의 가이드레일 이탈을 검지하여 카

내의 승객들과 관리주체 담당자에게 경고 정보를 제공하고,

엘리베이터를 비상안전 운전으로 변환하여 승객들을 안전

하게 관제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2. 관련연구

엘리베이터의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카와 균형추의

이탈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기 위해 2개의 자이로 센서를 이

용하였다.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서 EzSen-Accl 가속도 센서

를 이용하였다.

EzSen-Accl은 NXT와 연결 가능한 가속도 센서 모듈로

서 I2C 방식의 디지털 센서이다. 가속도의 측정 범위는

±4G이며, 주소변경이 가능하여 다수의 센서를 연결하여

사용 가능하다. 또한 3축의 가속도 중 원하는 축의 가속도

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 필터링 기능이 구

현되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가속도 데이터를 필터링하

여 사용할 수 있다. Offset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센서 특

징에 따른 offset을 설정하여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미국 NI(National Instrument)사에 제공하는 LabVIEW

는 컴퓨터를 이용한 계측과 제어를 위해 많은 분야에서 활

용되고 있다[3]. 본 논문에도 시스템에 필요한 임베디드 소

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개발과 유지보수를 이용하여

LabVIEW 2010을 이용하였다. 그림 1은 EzSen-Accl과

NXT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취득하는 LebVIEW 프로그램

을 보여준다.

그림 1. EzSen-Accl을 이용한 데이터 취득

그림에서 NXT와 연결을 위해 가속도 센서의 주소 값을

설정하고 FILTER와 출력범위의 값을 설정하면 실수 값

의 레이블을 통하여 X, Y, Z 값을 모니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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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설계

엘리베이터의 이탈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이탈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구조물에 각각 2개 이상의 자이로센서가 부착

되어야한다. 그림 2는 기어 타입의 로프식 엘리베이터

(Electric Elevator)의 구조도에 카와 균형추를 부착한 경우

를 보여준다.

그림 2. 엘리베이터에 자이로센서가

부착된 예

엘리베이터의 주요 구조물인 카와 균형추에 부착된 자이

로센서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 정보인 X, Y, Z값을 제

어부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2개의 자이로센서로부터 감지된 신

호를 제어반의 기울기/위치를 산출할 수 있는 제어반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제어반에서 기울기/위치 정보를 해석하여

카와 균형추의 가드레일의 이탈을 판별할 수 있다.

가드레일 이탈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경보 신호를

발생시키고, 비상정지 장치 구동부를 가동 시켜서 엘리베이

터의 운행을 중지시켜야 한다.

또한 엘리베이터 설비가 높이 200m~300m의 고층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라고 가정할 경우, 자이로 센서로부터 감

지된 위치정보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통신 방식을 사용

해야 한다.

4. 구현

카와 균형추의 가드레일 이탈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자이

로센서로부터 입력되어지는 값을 판별하기 위한 제어반이

필요하며 엘리베이터의 전체 운전을 제어하는 제어부와의

데이터 송수신도 필요하다.

자이로센서로부터 입력되는 값의 분해능(Resolution)을

높이고, 엘리베이터의 기울기를 측정하기 위한 입력 범위에

알맞게 신호를 증폭 또는 축소하여 최적의 입력범위(Input

Range)를 산정하는 기능의 구현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다

음과 같은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한 설계가 필요하다.

Ÿ 자이로센서에서 수집된 x, y, z 축의 각속도 신호를

적분하여 각도 정보로 변환 시키는 각도 정보 변환부

의 설계와 구현

Ÿ 다수의 자이로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엘리베이터의 카와 균형추의 기울기 각도를 구하여

적분하고 누적오차를 보상하는 보상부의 설계와 구현

Ÿ 엘리베이터 운전의 시험 테스트를 통하여 데이터 비

교기의 상수 값을 설정하는 기능의 설계와 구현

설계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효성과 성능 평가를

위하여 PLC와 인버터로 구성된 제어반에 2stop용 엘리베이

터를 설치하였다.

카와 균형추로부터 실시간 가속도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Master-K80s와 Q-5000인버터를 컨트롤러로 사용하였다.

자이로센서와의 통신은 NI cDAQ-9191을 사용하여 WIFI

를 통하여 windwos7이 탑재된 노트북으로 측정값을 받아

들였다.

자이로센서의 출력 값을 무선인터넷으로 송신해주는 모

듈은 외부에 직렬로 연결된 건전지로부터 5V의 전압과 전

류를 받아서 자체 전력을 사용한다. 또한 무선 AP 역할을

해주는 송수신기인 NI cDAQ-9191도 직렬로 연결된 자체

건전지로부터 모듈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구

성되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2개의 자이로센서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요인 중 가장 위험한 사고일

수 있는 카와 균형추의 이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방법을 보였다.

자이로센서로부터 취득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어하기

위하여 NI사의 NI cDAQ-9191 컨트롤러를 사용하였고, 분

석된 데이터를 비교 판별하여, 엘리베이터 제어정보를 노트

북으로 전송하였다.

정상운행을 중이던 엘리베이터가 가이드레일 이탈이 되

었을 경우 구현된 시스템의 제어반에서 Master-K80s로 운

전되는 엘리베이터 제어반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관제운행

의 명령을 결정하게 되는 설계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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