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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al with the structure and the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the two-dimensional elevator system and the
concept that supports to the circuit design for the driving control of
the LIM in the simplest possible way.
The Horizontal Axis, The Vertical Axis, that is to say, designed a
motor that can move between two dimensions by using two of
LIMs, especially this control system was described by a sequence
control design drawing. The body of this paper has shown the
characteristics and validity of this control design system and also
analyzed how to apply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the LIM in the
elevator industry.

1. 서    론

고층빌딩 뿐만 아니라 연면적이 넓은 빌딩의 건설이 일반화 되고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엘리베이터 시스템의 수가 증가하며, 엘리베이터를
고층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와이어를 여러
개 사용하여 위로 올라감에 따라 와이어가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와이어를 사용하여 엘리베이터를 구동하게 될 경우 와이어 유지,
보수 비용으로 국내에서 한 해 약 6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 한다고 한
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엘리베이터가 수직으로 견인하는
원리에서 벗어나 횡축으로의 구동도 가능할 수 있는 LIM엘리베이터로
대체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물이 커짐
에 따라 건물에서 엘리베이터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높아진다. 하
지만 LIM을 사용 하게 된다면 그러한 면적의 비효율성을 극복 할 수
있게 된다.[1-3]
LIM은 다른 회전기기와는 다르게 직선으로의 추진력을 갖기 때문에
전동기지만 자기부상열차, 엘리베이터 종축, 횡축 자동 반송장치로써 넓
게 이용되고 있다.[4]
기존의 엘리베이터의 경우 면적이 넓은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
할 경우 목적지까지 한참 걸어가야 하는 단점이 있다. 사람이 많이 모
이는 장소의 경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어려움
이 따르며,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이용 할 경우 큰 불편함이 있어왔다.
인구가 점점 도시로 밀집하고, 평균 나이가 높아져 노인의 인구수가 매
우 많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에서, 또한 노
인과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겠다. 이후 더 나아가 하나의 통로를 통하여 많은 엘리베이터
를 운전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5-6]
구상은 리니어 모터 2개를 이용하여 하나는 횡축, 하나는 종축으로 이
동 할 수 있게 배치하여 권선의 역접속에 의한 정, 역 회전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엘리베이터가 정
차하는 각 구간마다 리미트 센서를 설치하여 엘리베이터가 목적지에 도
달 한 경우 센서가 작동하여 정확히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회로를 작성
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2차원 엘리베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방식으로 시퀀
스제어를 채택하였고, 시퀀스제어를 통해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식
으로 제어를 하기 위하여 회로도를 구성 했다.

2. 본    론
 
그림 1은 다양한 선형 전동기들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를 잘라 펴냄으로써 리니어모터의 구조가 되는 과정
을 보여준다. 회전력을 발생시키던 2차측(회전자)가 반대로 고정자가 되
어 길게 레일을 구성하고, 1차측의 고정자가 이동자로 변환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자리에서 회전운동을 하는 전동기와 달리, 길게
펼쳐져있는 2차 측 고정자를 따라 1차 측 이동자가 직선으로 운동을 하
게 됨으로 인하여 회전형 전동기에서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꾸어
주어야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조치나 구성의 필요로 인한 비
용이나 노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즉 복잡한 설비가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모터 두 개를 수직
으로 세우고, 횡축으로는 모터 하나를 더 붙여서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엘리베이터는 위쪽과 아래쪽으로 구동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횡축으로
붙어있는 엘리베이터는 좌편과 우편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다.

<그림 1> 선형 전동기의 종류

<그림 2> 리니어모터의 구조

그림 3은 2차원 엘리베이터에 적용 예정인 리니어모터의 초기 모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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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리니어모터의 외관

<그림 4> 리니어모터 2대를 연동한 구동장치

그림 4은 횡축과 종축으로 각각 이동 할 수 있도록 리니어모터 2대를
연동해 놓은 그림이다.2차원 엘리베이터의 주 구동장치가 된다. 밑의 두
개의 bar가 모터 두 대와 기둥 한 개를 지지 해주고 1대의 선형 유도
전동기를 왼쪽의 종축에 설치하고 또 다른 하나의 선형 유도 전동기를
그 위에 부착하여 종축, 횡축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고, 오른쪽에는 고정
지지대를 종축으로 설치하여 하중이 오른쪽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 하였
다.

<그림 5> 엘리베이터 제어회로

그림5는 이러한 엘리베이터를 구동하기 위한 제어 회로를 보여준다.
엘리베이터에 승차 하게 되면 원하는 호에 찾아 갈 수 있는 버튼이 배
치되어 있다. 만약 202호로 가고 싶다면 수직으로 설치된 모터인 M1이
2층으로 이동하여 리미트센서 1번을 작동시켜 M1이 멈출 것이고, 그와
연동되어 M2가 오른쪽으로 두 칸 작동하여 리미트센서 2번을 작동시켜
회로가 정지하고, 인터록 되어있던 출입문이 열리게 되어 회로의 동작
은 완료 된다. 그렇게 되면 202호라는 원하는 위치에 엘리베이터는 정
차하여 있게 된다.
그림 6는 2차원 엘리베이터를 1층에 있는 재 위치로 복귀시키는 회로
이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위해 버튼을 누르면 모터 권선이 역접
속 되어 M2가 역회전 하게 하다가 리미트 센서 1번을 작동시켜 M2는
정지하고 그 뒤 M1이 역회전 하게 되어 엘리베이터는 제자리로 돌아오
게 된다. 간단한 방식으로 제어가 되어 유지, 보수가 용이 할 뿐만 아니
라 복귀회로 작동시 위치가 초기화 되므로 오차 누적에 대한 염려도 없
다.

<그림 6> 엘리베이터 복귀회로

3. 결    론

본 논문 에서는 2차원 엘리베이터의 모양 및 구성과 그에 맞는 시퀀
스 제어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재의 와이어를 이용한 엘리베이터의
제어와 다르게 리니어모터에 접점과 릴레이를 이용한 간단한 제어 회로
를 채택함에 있어서 공사비용이 절감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신뢰성
및 편리성에도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우 큰 건물이 들
어서는 요즘 도시상황에 맞춰 횡축으로도 이동 가능한 엘리베이터의 실
용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되며 더 나아가 원형 또는 타원형 건물
에도 건물 외관에 맞게 설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신축건
물에 채택되어 일반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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