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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회생전력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ybrid type Grid-Connected PV Inverter using Elevator Regeneration Power

조  수  억*

(Su-Eog Cho)

Abstract - Approximately 520thousand elevators are operating now in Korea, about 40% ~ 60% of the elevator power is 

generated. In this paper, by using the method of adding regeneration power of the elevator to the grid-tied photo voltaic 

inverter, PV generation that was dependant on the solar radiation was significantly improved.  In order to confirm this, the 

regeneration power of the elevator has been simulated in 12% of the rating load, and measured the regeneration power of the 

elevator in the actual condition to assess the differences of it. The 5[kW] hybrid grid-tied photo voltaic invertor has been 

fabricated to conduct an experiment for the confirmation of the proposing metho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ing method 

has been reassured with the result of experiment that include the transfer interface part of the regeneration power of the 

ele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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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간별 일사량 변화

Fig. 1 Solar radiation change by hour

1. 서  론

태양광 발전 연계형 시스템의 효율은 그림 1의 시간별 일사량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 여름 의 경우 정오 12시부터 1

시까지, 태양광의 일사량이 최대이다. 태양광 연계형 전력 변환장

치의 정격은 최대 일사량의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양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정오 시간대를 제외한 오전 시간대 와 

오후 시간대 의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의 발전 효율은 저조하다. 

날씨가 흐린 경우 혹은 야간에는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다. 태양

의 일사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태양광 연계형 전력 변환 

장치의 사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림 2의 엘리베이터의 회

생에너지를 추가하면, 1일 태양광 에너지의 전기에너지로의 변환 

효율을 약 60[%] 이상 증진시킬 수 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일사량이 오전 8시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정오가 되면 최대가 

되고, 오후가 되면서 서서히 약해지다가 오후 6시경 태양의 일사

량은 제로가 되나, 엘리베이터의 경우 오전 6시경부터 기동되기 

시작하여 오전 7시부터 9시경까지 출근시간대로 엘리베이터의 기

동 빈도수가 가장 많고 이로 인한 회생 전력도 최대이다. 이 시

간대는 태양광의 일사량은 거의 최대치의 5[%] 미만인 시간대이

므로 엘리베이터의 회생 전력을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로 전송시, 

사용 효율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퇴근시간대로 오전의 출근시간대와 같이 

엘리베이터의 기동빈도수가 가장 많은 경우이며 이 경우 태양광

의 일사량이 거의 없으므로 엘리베이터의 회생 전력을 추가함으

로써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의 사용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다. 엘

리베이터의 사용은 야간 시간대에도 기동함으로 태양광이 없는 

경우에도 엘리베이터의 회생 전력을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전

송시킴으로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의 평균 사용 효율을 크게 증진

시킬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아파트의 옥상에 설치하여 

엘리베이터의 회생전력을 이용하는 경우,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 

평균 사용 효율을 약 60[%]의 증진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발전 단가를 낮춰 설치비용 대비 전력량의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3][4] 국내의 경우 신규 승강기가 해마다 약 20,000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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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간별 엘리베이터 회생전력 변화  

Fig. 2 Elevator regeneration power change by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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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승강기의 4상한 운전

Fig. 3 Quadrant operation of elevator

그림 4 엘리베이터의 회생전력을 이용한 고효율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 시스템

Fig. 4 High effiency grid-tied PV inverter system using 

elevator regeneration power 

설치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수량

은 2016년 기준 약 520,000대이다. 본 논문에서는 승강기의 회생

전력을 정격 부하의 10[%]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승강기 운행 현

장에서 정격 부하의 12[%]에서 실측하여 회생전력의 차이를 확

인한다. 제안하는 방식을 실험하기 위하여, 5[kW]용 하이브리드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를 제작한다. 승강기에서 발생된 회생전력

을 인터페이스 회로를 통하여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로 전송하여 

계통으로 연계하는 장치를 제작하여 실험함으로써 제안하는 방식

의 효과를 확인한다. 

2. 본  론

승강기용 인버터의 경우, Thermal Managing을 통하여 손실을 

감소하여 효율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1] 또한, 승강기 구조상 발생되는 회생전력의 효율적 이용

에 관해서도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다. [2] 승강기는 상승과 하

강을 반복함으로써, 전기에너지의 소비와 발전을 반복한다. 기존

의 승강기용 인버터 시스템은 승강기에서 발전된 전력을 회생저

항에서 열로 소비하였으나, 최근 개발된 일부 승강기용 계통 연

계 형 인버터 시스템에서는 승강기용 전동기에서 회생된 전력을 

건물측 전원으로 되돌려 주고 있다. 이 경우, 전동기의 종류와 전

력변환장치의 효율에 따라 다르지만, 승강용량 정격의 60%에서 

40% 정도 되고 있다.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하는 전동

기 시스템의 경우, 전동기 영역과 발전기 영역이 시스템에 공존

한다. 그림 3의 승강기의 4상한 운전에서, 1상한의 경우, 은 

Loaded cage 방향, 은 상승 방향이므로 반시계방향, 는 

과 같은 반시계 방향이다. 이 경우 전력의 흐름이 정(+)이 되므

로 전동기로써 동작한다. 2상한의 경우, 은 Counter weight 

방향, 은 상승 방향이므로 반시계방향, 는 과 반대방향인 

시계 방향이다. 이 경우 전력의 흐름이 부(-)가 되므로, 발전기로

써 동작한다. 즉, 2상한과 4상한은 발전기 영역으로 동작되고, 1

상한과 3상한은 전동기 영역으로 동작된다. 그림 4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방식인 엘리베이터 회생전력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 시스템을 나타낸다. 100은 승강기의 회생

전력을 발생하는 엘리베이터 시스템 부분을 나타낸다. 300은 승

강기에서 발생한 회생 전력을 회생전력 전송제어부(400)를 통하

여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부(200)에 전송한다. 200은 태양광 연계

형 인버터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5] 

여기서, 은 모터의 각속도, 은 부하의 토크,  는 모터의 

토크, 은 엘리베이터 정격인원 승차시의 부하의 토크,는 

엘리베이터의 승차인원이 없을 경우 부하의 토크, Loaded cage

는 빈 cage와 엘리베이터 정격 승차 무게를 합한 무게, Emty 

cage는 빈 cage만의 무게, Counter weight는 빈 cage와 엘리베

이터 정격 승차 무게의 50[%]를 합한 무게를 의미한다. 



전기학회논문지 65권 10호 2016년 10월

1684

그림 5 승강기 회생전력 시뮬레이션 회로도

Fig. 5 Simulation circuit of elevator regeneration power 

(a)

(b)

(c)

(d)

그림 6 승강기 회생전력(정격부하의 10[%], 상승운전) (a) 전동

기 토크 (b) 입력 전력 (c) 모터 전류 (d) 역률

Fig. 6 Elevator of regeneration power at 10[%] of rating load,

up direction (a) motor torque (b) input power (c) motor

current (d) power factor

그림 5는 승강기의 회생전력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회로도이

다. 표 1은 시뮬레이션시 사용된 엘리베이터 시스템 사양이고, 표 

2는 시뮬레이션시 조건이다.

표 1 엘리베이터 시스템 사양

Table 1 The specification of Elevator system

인승 15

속도 [m/min] 90

정격 하중 [㎏] 1000

전동기 [㎾] 10.4

엘리베이터 무게 [㎏] 1350

균형추 무게 [㎏] 1850

로핑 2
 

표 2 시뮬레이션 조건

Table 2 The condition of Simulation

스위칭 주파수 8 [㎑]

이동 거리 10 [m]

부하 조건 정격의10 [%], 100 [㎏]

방향 상승

가속도 0.8  

가가속도 1.4  

그림 6은 정격부하의 10[%], 상승운전시의 승강기의 회생 전

력을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승강기의 속도에 따른 전동기 토크, 

입력전력, 전동기 전류, 역률을 나타내었다.

그림 7은 정격부하의 10[%], 상승운전시의 승강기의 회생전력

을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승강기의 방향 및 속도에 따라 전동기

에서 발생되는 회생전력, 회생전력의 전류를 나타내었다.

그림 8은 승강기의 방향 및 속도에 따라 전동기에서 발생되는 

회생전력의 회생전력 ON 시간, 회생전력 OFF 시간, 회생전력 

Duty, 회생전력 스위칭 주파수를 나타내었다. 

승강기의 회생전력을 정격 부하의 10[%]에서 시뮬레이션 하

였고, 승강기 운행 현장에서 회생전력의 실측치와의 차이를 비교

하기 위하여, 승강기의 속도는 90[m/min], 정격부하(인승)은 

1600[kg](24인승), hellical type, 15[Kw] 유도 전동기가 운행되

는 현장에서 정격 부하의 12[%]부하에서 회생전력을 실측하였

다. 그림 9에서 승강기 정격부하의 12[%], 상승운전, 정격속도 

구간에서 승강기의 회생전력를 측정하였다. 회생 전력은 온 구

간: 1.2[ms], 구동 전압: 700[V], 구동 전류: 26.5[A]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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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7 승강기 회생전력(정격부하의 10[%], 상승운전) (a) 회생

전력 (b) 회생 전력의 전류

Fig. 7 Elevator of regeneration power at 10[%] of rating load, 

up direction (a) regeneration power (b) current of 

regeneration power

(a)

(b)

(c)

(d)

그림 8 승강기 회생전력(정격부하의 10[%], 상승운전) (a) 회생

전력 ON 시간 (b) 회생전력 OFF 시간 (c) 회생전력 

Duty (d) 회생전력 스위칭 주파수

Fig. 8 Elevator of regeneration power at 10[%] of rating load, 

up direction (a) Regeneration power ON period (b) 

Regeneration power OFF period (c) Regeneration power 

Duty (d) Regeneration power switching frequency

그림 10에서 승강기 정격부하의 12[%],상승운전, 승강기 속도

의 감속구간에서 승강기의 회생전력를 측정하였다. 회생 전력은 

온 구간: 4[ms], 구동 전압: 700[V], 구동 전류: 26.5[A]이었다. 

승강기의 회생전력이 정속구간보다 감속구간에서 증가함을 시뮬

레이션 및 실측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승강기 회생전력 측정(정격부하의 12[%], 상승운전, 정격

속도)

Fig. 9 Measurement of elevator regeneration power at 12[%] 

load of rating, up direction, rating speed

그림 10 승강기 회생전력 측정(정격부하의 12[%], 상승 운전, 감

속도)

Fig. 10 Measurement of elevator regeneration power at 12[%] 

load of rating, up direction, deceleration speed.

그림 11 승강기 회생전력 변화 추이(정격부하의 12[%], 상승운전)

Fig. 11 Trend of elevator regeneration power at 12[%] load 

of rating, up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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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승차 인원에 따른 승강용량 및 회생 용량 시뮬레이 및 

실측치

Table 3 The Elevator power according to persons and the 

simulation values and the  measured values of the 

regeneration power

속도

[m/min]

인승

[kg]

승차

인원
효율

승강

용량

[kw]

회생용량

(시뮬레이션)

[kw]

회생용량

(실측치)

[kw]

비고

90.00 1,600 0.00 0.75 15.69 7.15 

90.00 1,600 0.10 0.75 12.55 5.72 

90.00 1,600 0.12 0.75 11.92 5.43 4.97 0.91 

90.00 1,600 0.30 0.75 6.27 4.47 

90.00 1,600 0.40 0.75 3.14 2.24 

90.00 1,600 0.50 0.75 0.00 0.00 

그림 12 승강기 회생전력용 M-G 세트 및 전송용 인터페이스부

Fig. 12 M-G Set for regeneration power of elevator and 

Interface part for transfer

그림 13 엘리베이터의 회생전력을 이용한 고효율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 시스템 

Fig. 13 High efficiency grid-tied PV inverter system using 

elevator regeneration power 

그림 14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 출력 파형(Theta, R-Phase 

Voltage, R-Phase Current)

Fig. 14 Waveform of grid-tied PV inverter system

(Theta, R-Phase Voltage, R-Phase Current)

그림 15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 전력 분석 파형

(Current, 정격, 주파수)

Fig. 15 Power analyzer waveform of grid-tied PV inverter 

system(current, power rating, frequency)

그림 11에서 승강기 정격부하의 12[%], 상승 운전시 회생전력

의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다. 전동기 구간에서는 DC-LINK 전압

이 535[V]를 유지하다가 회생전력이 발생하는 발전기 구간에서

는 700[V]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표 3은 승강기의 승차 인원에 따른 승강용량 및 회생 용량 시

뮬레이션 및 실측치를 나타내었으며, 정격의 12[%] 부하에서 실

측치가 시뮬레이션치의 91[%]임을 확인하였다.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로는 균형추의 오차가 존재하고, 승강기의 제어반 입력 전압

의 오차, 부하 센싱의 오차 등이다.

그림 12는 제안한 방식인 승강기의 회생전력을 이용한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의 기본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제작된 승강기 회생

전력용 M-G 세트 및 전송용 인터페이스부이다. 그림 13은 

5[kw]급 엘리베이터의 회생전력을 이용한 고효율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 시스템이다. 그림 14는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의 출력 파

형인 Theta, R-상전압, R-상 전류이다. 그림 15는 태양광 연계

형 인버터의 전력 분석 파형이며, 전류, 정격, 주파수 값들을 보

여주고 있다.

3. 결  론

현재 국내 기준 약 52만대의 승강기가 운행 중이며, 승강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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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약 40%에서 60%가 회생 발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승

강기의 회생전력을 계통연계형 태양광 인버터에 추가함으로써 일

사량에 의존한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개선하였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도심의 아파트 옥상에 설치하여, 엘리베이터의 회생전

력을 추가하는 경우,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 평균 사용 효율을 약 

60[%]의 증진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발전 단가를 낮춰 설치

비용 대비 전력량의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승강기의 회생전력을 정격 로드의 10[%]에서 시뮬레이

션 하였고, 승강기 운행 현장에서 정격 부하의 12[%] 부하에서 

실측하여 회생전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제안하는 방식을 실험

하기 위하여, 5[kW]용 하이브리드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를 제작

하였다. 승강기에서 발생된 회생전력을 인터페이스 회로를 통하

여 태양광 연계형 인버터로 전송하여 계통으로 연계하는 장치를 

제작하여 실험함으로써 제안하는 방식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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