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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simultaneous control which improve in transient state performance of mechanical parking

facilities through simultaneous control of PLC and inverter. In conventional mechanical parking facilities, it is controlled

only by PLC, and it is more likely to generate over-currents in induction motors, and the ride comfort is reduced due to

wear and damage caused by friction on the brake pads, and the life is shortened. To improve this problems the

application of control techniques through simultaneous control of PLC and inverter prevents over-currents in induction

motors, protects brake pads, improves ride comfort, increases control and ensures safety. We verify its validity by

applying the proposed control method via simultaneous control of PLC and inverter to a mechanical parking facil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과도 상태 성능 향상이 있는 PLC와 인버터의 동시 제어기법을 제안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설비에서는 PLC

만을 활용한 제어 방식이어서 유도전동기에 과전류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고, 브레이크 패드에 마찰로 인한 마모와 손상으로

승차감이 낮아지고, 수명이 단축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PLC와 인버터의 동시 제어를 통한 제어 기법을 적용한 경우 유

도전동기에 과전류를방지하며 브레이크 패드를보호하고, 승차감 향상, 제어성 상승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제안한 PLC와 인

버터의 동시 제어를 통한 제어 방식을 기계식 주차설비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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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계식 주차설비는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자동으

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격납고로 이동하는 설비

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열린 올림픽 이후

자동차 수의 확대 보급으로 많은 사회적 혼란이 야

기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면적 150 [㎡]

당 1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좁은 대지

에서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에 유일하게 각광받고 있다[1]-[2].

기존의 기계식 주차설비와 같이 PLC로만 제어할

경우, 제어 방식이 간단하여 기계적인 구성이 간단

하나 유도전동기에 과전류 발생과 브레이크 패드

에 마찰로 인한 마모와 손상이 발생한다. 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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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명이 단축되고, 유지 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3].

앞서 언급한 PLC로만 제어한 방식의 단점을 개

선하기 위해 PLC와 인버터의 동시 제어를 활용한

기법이 제안되었다. PLC와 인버터를 동시에 활용

한 제어를 수행할 경우 과전류로부터 유도전동기

를 보호하며 브레이크 패드에 마찰로 인한 마모를

방지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PLC의 기계적 제어 방

식과 인버터의 전기적 제어 방식을 융합하여 기계

식 주차설비의 효율 및 성능을 높일 수 있다[4].

본 논문에서는 PLC와 인버터의 동시 제어를 통

해 기계식 주차설비의 과도 상태 성능 향상을 다룬

다. 기계식 주차설비의 개요와 시스템을 설명하였

고, PLC로만 제어한 기법과 PLC와 인버터를 동시

에 활용한 제어기법을 비교 및 분석한다. 현장 실

험 결과를 바탕으로 PLC와 인버터의 동시 제어를

통한 기계식 주차설비의 과도 상태 성능 향상을 검

증한다.

Ⅱ. 본론

1. 기계식 주차설비의 소개

본 장에서는 기계식 주차설비를 소개한다. 기계

식 주차설비에 대한 정보와 수집된 선정 내용을 바

탕으로 개요를 설명하고, 기계식 주차설비의 선두

인 일본 기술 동향을 나타내며 이해하기 쉽게 그림

을 포함하여 대표적인 종류를 나열하였다.

가. 기계식 주차설비 개요

기계식 주차설비는 전용 기계를 사용하여 차량을

반송 및 격납하는 주차시설로 독립적이거나 건물

내부에 속한 형태로 존재한다. 기계식 주차기는 노

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

기계 장치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

동하며 이러한 기계식 주차장치를 기계식 주차장

이라고 부른다. 자동차의 확대 보급이 많아져서 건

축물의 부설주차장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

지만 지가가 높은 수도권 등과 같은 도시에서는 한

정된 대지 안에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힘

든 상황에 직면해있다. 앞서 말한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하여 기계식 주차설비를 적용하여 주차관리

를 편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통 파레트라

불리는 주차용 금속바닥판을 이용하여 적층형 구

조로 주차의 공간효율을 높인다. 기계식 주차설비

는 대게 수직순환식과 승강기식, 평면왕복식, 다층

순환식, 승강횡행식 등으로 나뉜다.

나. 기계식 주차설비 기술 동향

기계식 주차설비는 자주식 주차장과 비교하여 차

도와 주차구획 상의 면적을 매우 절약하는 장점이

있으나 설비의 시공, 설치비와 운영유지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주차 대기에

의한 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기에 대기 주차 공간

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하고,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

거나 큰 규모의 주차장에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

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법에 의한 기계식 주차설비

법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일본의 기

술은 한국보다 먼저 기계식 주차설비를 도입했다.

주차 선진국인 일본의 기계식 주차설비 연혁을 보

면, 1960년에 2단형 기계식 주차설비 제1호 설치로

시작하여 1961년에는 수직순환식, 1962년에 승강기

식, 1964년 다층순환식, 1966년 수평순환식, 1967년

평면왕복식, 1975년 다단식 설치 등의 순차적으로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이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다

[1]. 1995년 시점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총 수용 대

수가 100만여 대를 돌파하며 적용과 활용적인 측면

에서도 세계적인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의 기계식주차설비 법규는 VDI(독일 기술자 협회)

4466 Blatt 1의 ‘자동 주차 시스템’에서 규정된다.

기계식 주차설비는 용도별로 개인의 차고와 공공

주차장으로 나뉘며 전방과 후방의 오버행을 설계

고려한 표준 자동차의 크기에 의거하여 주차설비

를 설계한다[2].

Fig. 1. Tower Type.

그림 1. 승강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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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Relay 제어반 PLC

크기 대형 매우 소형

처리 속도 느림 빠름

노이즈 우수 양호

제어l 설계와 설치 시 많은 시간 소요 간단

복합 기능 없음 있음

기능의 변화 매우 어려움 아주 쉬움

유지 보수 매우 어려움 아주 쉬움

Table 1. Comparison of relay control and PLC control.

(Reference：Korea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Institute[15])

표 1. Relay 제어와 PLC 제어의 비교

(출처：한국직업능력개발원[15])

Fig. 2. Multiple Floor Type.

그림 2. 평면왕복식

Fig. 3. Multilayer Circulation Type.

그림 3. 다층순환식

Fig. 4. Puzzle Type.

그림 4. 승강횡행식
Reference：Taechang ENP [14]

출처：태창이엔피[14]

다. 기계식 주차설비 대표적인 종류[14]

기계식 주차설비는 설치되는 건물과 그 공간에

따라서 각각 다르고, 다양하여 종류가 수십 가지이

다. 본 장에서는 대체로 많이 설치하여 보급 및 적

용률이 높은 대표 종류 다섯 가지를 설명하였다.

승강기식은 그림 1과 같이 보여준다.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상승, 하

강하며 이동하는 리프트라 불리는 운반기가 자동

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지정된 공간에 주차하도

록 설계되었다.

그림 2는 평면왕복식으로 기술력이 좋은 주차설

비이다. 평면으로 배치되어있는 공간에 리프트의

승강과 운반기라 불리우는 카트의 왕복 동작을 하

는 제어 방식이다.

여러 층으로 구성된 다층순환식은 그림 3과 같이

설계되어 있다. 자동차가 진입하면 양쪽 끝의 리프

트가 파레트를 수직으로 상승, 하강하고, 이어서 파

레트를 수평으로 순환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다.

그림 4는 대게 ‘Puzzle’이라고, 불리는 승강횡행

식 주차설비이다. 수직순환식과 함께 초창기에 많

이 설치되었으며 하단부의 파레트는 좌, 우로 움직

이며 상단의 파레트는 상, 하로 이동하여 퍼즐의

조각과 같이 동작하는 시스템이다.

2. 기계식 주차설비 제어시스템

기계식 주차설비 제어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소개

하였다. HMI, Touch Screen으로 조작하여 입고 또

는 출고 명령을 통신으로 PLC에 송신한다. 그 명

령을 수신한 PLC는 내부의 로직 프로그램의 연산

을 통해 신호를 인버터와 MC에 출력한다. 그 출력

신호를 전달받은 인버터와 MC가 작동하여 유도전

동기를 회전하며 기계식 주차설비가 동작된다.

가.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자동제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제어반에 적용

되던 전자 계전기와 타이머, 카운터 등의 하드웨어

제어 장치들을 전자적인 반도체 소자로 대체하여

소형화하고, 순차적인 제어 기능 외의 산술 및 논

리 연산 등의 부가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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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소형 컴퓨터이다. 미국 전기 공업회(NEMA) 규

격에서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입력, 출력 장치를

사용하여 논리 연산과 시퀀스 제어 등과 같이 특수

기능들을 특수 명령어로 프로그램하며 기계를 제

어하는 전자 장치로 정의한다. 시스템은 그림 7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Fig. 6. PLC(Reference：LS Electric Data Sheet[12]).

그림 6. PLC(출처：LS산전 Data Sheet[12])

(1) PLC 하드웨어의 구조

마이크로프로세서와 함께 메모리를 기반으로 인

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CPU)이다.

외부 기기들과의 신호를 주고받는 입ㆍ출력 장치

와 각각의 장치에 전원 공급을 하는 전원 장치 그

리고 PLC 내부의 메모리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기억시키거나 그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과 자료들

을 읽는 주변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CPU：PLC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부분이며 메

모리에 저장 및 기록되어있는 프로그램을 해독, 분

석하여 처리 내용과 구성에 따라 데이터의 교환과

연산, 비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MEMORY：프로그램을 기억, 저장하는 부분으

로 입력 또는 수정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일반적

으로 램(RAM)을 사용하며, 프로그램이 마무리, 완

성되면 롬(ROM)에 기억, 저장하여 사용한다.

(2) PLC 소프트웨어의 구조

릴레이 시퀀스 회로에서 사용하는 코일(Coil)이

나 접점들을 전자 부품으로 대체하여 내부 프로그

램으로 처리 및 수행한다. 코일 또는 접점들이 실

제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메모리에 기억,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산 수행하여 회로가 작동되

도록 그림 8과 같이 설계된다.

2-1. 보조 접점 사용

릴레이 시퀀스 회로 내부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릴레이와 타이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조 접점은

제어기기 당 2c, 3c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릴레이

회로를 구성할 때는 사용하는 보조 접점들의 개수

를 절약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하나 PLC는 릴레이

시퀀스와 달리 동일 접점이 무제한 사용 가능하다.

Fig. 7. PLC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그림 7. PLC 시스템 구성도

2-2. 제어 신호 흐름

PLC는 항상 제어의 신호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되도록 구성

되어 있으며 릴레이 시퀀스 회로와 같이 오른쪽에

서 왼쪽으로 흐르는 회로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회로를 절대 구성할 수가 없다.

Fig. 8. PLC Input.

그림 8. PLC 입력부

Fig. 9. PLC Output.

그림 9. PLC 출력부

PLC의 입력부에서는 외부에서 수신되는 여러 입

력신호들을 CPU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신호 레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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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하여 연산부 CPU에 전송한다. 그림 8과 같이

입력부에서 버튼과 리밋스위치, 근접 센서 등 입력

신호들을 제어 연산부에 전기신호로 연결하기 위

한 통신 역할을 담당 및 수행한다.

PLC의 출력부에서는 순차적인 프로그램의 연산

결과에 의해 그림 9처럼 실린더, 모터나 램프 등과

같은 여러 제어대상들을 동작하거나 제어 장치와 컴

퓨터로 처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연산부와 제어

대상 간의 신호들을 결합 및 수행하는 부분이다.

2-3. 기계식 주차시스템의 PLC 역할

기계식 주차시스템에서의 PLC의 역할은 이렇다.

기계의 상태와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전원이 24V

인 센서를 사용하여 N24로 PLC 입력부에 센서의

신호를 입력받는다. CPU에서는 입력받은 신호를

연산하여 기계식 주차설비가 동작할 수 있는 상황

을 판단한 후 인버터에 출력 신호를 보낸다. 출력

신호를 받은 인버터는 유도전동기에 전류를 흘려

보내 기계식 주차설비를 구동시킨다.

다. 제동의 종류와 소개

3-1. 발전 제동(Dynamic Braking)

유도전동기 부하의 회전 에너지를 활용하여 유도

전동기의 발전 작용을 통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

며 이 에너지를 제동 저항기 등에서 열에너지로 소

비시키는 제동 방식으로 제동운전 빈도가 적은 기

계에 적합하다. 제동 저항기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에는 유도전동기 내부의 손실률이 약 20 [%]에서

의 제동력으로 동작한다.

3-2. 전원 회생 제동(Regenerative Braking)

회전 에너지를 전동기의 발전을 통하여 전기 에너

지로 변환하고, 그 에너지를 전원 측으로 반환하는

제동 방식이다. 제동운전의 빈도가 높은 경우에 활용

하며 전원 회생의 전기 회로만큼 가격이 상승한다.

3-3. 직류 제동(DC Dynamic Braking)

유도전동기의 권선 부분에 직류 전류를 흘려보내

회전자 부분에서 전력을 소비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외의 다른 기계나 장치가가 필요 없어 가장 금액

이 저렴하다. 제동력은 40∼60 [%] 정도이며 운전

듀티는 유도전동기의 발열로 인해 제한되어 있어 3

∼5 [%] 영역이 가장 적당하다.

라. 유도전동기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여

바꾸어주는 기계 장치이다. 유도전동기는 교류 전

원으로 동작되는 대표적인 예로, 그림 12처럼 고정

자와 회전자로 분리되어 구성된다. 유도전동기는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인승

용 엘리베이터보다 몇 배로 무거운 차량을 들어 올

리기 위해서는 유도전동기의 품질과 사양이 높아

야 한다.

Fig. 12. Structure of induction motor

(Reference：MOTORTREND[18]).

그림 12. 유도전동기의 구조(출처：MOTORTREND[18])

Fig. 13. Current torque curve of induction motor

(Reference：[16])

그림 13. 유도전동기의 전류 토크 곡선(출처：[16])

(1) 유도전동기의 전류 특성

그림 13은 유도전동기의 전류 토크 곡선을 나타

내는 그래프이다. 유도전동기를 회전하기 위해 회

전 자속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동할 때는 비교

적 낮은 저항을 가지는 권선에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된다. 이 전류를 바로 기동 전류라고 한다. 전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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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곡선에서처럼 유도전동기에는 기동 전류가 많

이 흐르고, 운전 속도에 도달하며 감소한다. 부하의

토크와 유도전동기의 토크가 만나는 곳이 부하 전

류(Load Current)이며 전동기 토크와 만나는 점을

무부하 전류(No Load Current)라고 한다.

(2) 유도전동기의 토크 특성

기동 토크(Starting Toque)는 유도전동기가 정지

인 상황에서 주파수와 정격 전압으로 발생하는 최

소 토크이며 기동 토크가 낮고, 최대 토크는 동기

속도의 80∼90% 사이에서 발생한다.

Table 2. Type of torque.

표 2. 토크의 종류

명 칭 설 명

기동 토크 전동기가 기동할 때, 발생하는 토크

최소 토크
기동 후, 최대 토크에 도달하기까지

사이에서의 최소 토크

최대 토크
정격 전압 인가상태에서의 전동기가 낼 수

있는 최대 토크

가속 토크
부하 토크와 전동기 출력 토크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토크

전 부하 토크
전 부하 속도에서 정격 부하는 인가할 수 있는

토크

3. PLC와 인버터의 동시 제어를 통한 기계식

주차설비의 과도 상태 성능 향상 실험

본 장에서는 PLC와 인버터의 동시 제어를 통해

제어되는 기계식 주차설비의 과도 상태 성능 향상

을 보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Auto CAD로

전기 회로를 설계하였고, 이에 준하여 전기 판넬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였다. 현장에 시스템을 구

성 및 설치 후 PLC 프로그래밍과 인버터의 파라미

터를 조정하여 실험을 진행하며 결과를 모니터링

및 기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비교,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1. 기계식 주차설비의 시스템 구성

PLC와 인버터의 동시 제어를 통한 기계식 주차

설비의 과도 상태 성능 향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용량이 큰 유도전동기가 필요하다. 연구소나 실험

실에서는 시스템 구성에 한계가 있어 실험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약 2,000 kg의 자동차를 주

차할 수 있는 실제 기계식 주차설비 현장에서 실험

을 진행하였다. 그림 15와 같이 국산 ‘LS산전’의

PLC와 프랑스산 ‘Schneider Electric’의 인버터, 독

일산 ‘Nord Drivers’의 유도전동기로 제어시스템을

구성하였다.

Fig. 15. Control System Diagram of Mechanical Parking

Equipment.

그림 15. 기계식 주차설비의 제어시스템 구성도

Fig. 16. Electric circuit of control system.

그림 16. 제어시스템의 전기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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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I, Touch Screen을 조작하여 정회전 또는 역

회전 명령 신호가 PLC로 입력되면 내부 로직 프로

그램을 기반으로 연산 수행 후 디지털 출력 신호를

인버터로 출력한다. 그 출력 신호가 인버터에 입력

되면 조정한 파라미터에 의해 기동 신호를 다시

PLC로 출력하여 기동 명령을 이중 확인한다. 이와

동시에 인버터에서 유도전동기로 주파수 출력과

함께 전압을 인가한다. 이 때, PLC에서도 브레이크

전자 접촉기(Magnetic Contactor) 코일에 출력을

보내어 유도전동기의 잠겨있던 브레이크를 해제한

다. 인버터에서 유도전동기로 보내는 전류와 전압,

토크 특성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PC를 활용

하여 오실로스코프 기능인 있는 Schneider Electri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전기적인 설계의 구성도

는 그림 16의 전기 회로도를 참고한다. 380 [V] 60

[Hz]의 교류 전원을 공급하였고, 75 [A] 용량의 차

단기를 사용하였다. 인버터와 유도전동기의 용량은

22 [kW]로 1:1 설계를 하였고, 잔류 전류를 열 에

너지로 변환하기 위해 8 [kW] / 14 [Ω]의 제동 저

항을 적용하였다.

Fig. 17. Control System Panel of Mechanical Parking

Equipment.

그림 17. 기계식 주차설비의 제어시스템 판넬

그림 17은 전기 판넬의 내부 구성을 보여준다. 최

하단의 단자대를 통해 전원이 공급되며 최상단에

MCCB 차단기가 위치 해있다. 전기 판넬 측면에는

380 [V]에서 220 [V]로 변환하는 변압기, 220 [V]

를 24 [V]로 바꾸는 SMPS가 설치되어 있다.

Fig. 18. PLC（XGT).

그림 18. PLC（XGT)

Fig. 19. Inverter (ATV71).

그림 19. 인버터(ATV71)

Fig. 20. Induction motor.

그림 20. 유도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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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Nameplate of Induction motor.

그림 21. 유도전동기의 규격

Table 3. Specification of induction motor.

표 3. 유도전동기의 사양

용 량 22 [kW] 극 수 4 [P]

사용 전압 220 / 380 [V] 전 류 72.7 / 42 [A]

주 파 수 60 [Hz] 회전 수 1780 [RPM]

효 율 93.6 [%] 보호 등급 IP 55

Brake 400 [Nm] / 400 [VAC] / 180 [VDC]

그림 18은 기계식 주차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에

사용된 PLC를 나타낸다. 사용 전원은 교류이며 220

[V]에 60 [Hz], 디지털 입력은 싱크(Sink)나 소스

(Source) 타입으로 80 접점이며 디지털 출력은 릴

레이 타입으로 32 접점이다. CPU에 있는 RS-232

시리얼 통신 포트 1개와 통신 유닛에 있는 RS-422/

485 시리얼 포트 2개로 사용자가 개별의 다른 장치

가 없어도 여러 장비들과의 통신 네트워크의 구성

이 용이하다.

그림 19는 기계식 주차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에

사용되는 인버터이다. 입력 전압은 교류 3상에 380

[V], 60 [Hz], 인버터 출력은 3상 380 [V]이고, 400

[Hz]까지 가능하다. 센서리스 벡터 제어, 벡터 제

어, 지락 보호, RS-485 시리얼 통신 등의 다양한

제어 기능이 포함되어 제어시스템 구축에 적용이

쉽다.

그림 20과 표 3는 기계식 주차설비에 사용된 유

도전동기를 보여준다. 유도전동기는 3상 4극 22

[kW]이고, 정격 전압은 220 [V]나 380 [V]로 본 실

험에서는 380 [V]를 적용하였다. 정격 전류는 정격

전압별로 각각 72.7 [A], 42 [A]이고, 유도전동기의

회전 수는 1780 [min]이다.

2. 기계식 주차설비의 성능 실험 및 고찰

기계식 주차설비의 성능 실험은 PLC와 인버터를

동시에 이용하여 22 [kW] 유도전동기를 좀 더 효

율적 구동하도록 설계 및 구성하였다. PLC가 기동

신호 N24 (0 [V])를 입력받으면 CPU에서 기억하

고 있는 로직 프로그램으로 연산 후 결과를 인버터

에 정회전, 역회전 신호(N24)를 전달하고, 전자 접

촉기에 브레이크 해제 신호(220 [V])를 출력했다.

구동 신호를 받은 인버터는 조정된 파라미터에 기

반하여 정회전, 역회전을 판단하여 전압 및 주파수

를 유도전동기에 출력한다. 전자 접촉기는 브레이

크 해제 신호를 전달받아 접점이 닫히면서 유도전

동기의 브레이크 정류기에 380 [V] 전압을 인가한

다. 브레이크 정류기에서는 교류를 직류로 정류 후

브레이크 코일에 출력하여 브레이크를 해제하였다.

Fig. 22.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Mechanical Parking

Equipment Performance Using PLC and Inverter.

그림 22. PLC와 인버터를 활용한 기계식 주차설비 성능

실험

그림 22는 실제 현장에서의 실험 환경을 보여준

다. 시스템 자동제어를 위한 제어기 PLC와 로직 프

로그래밍 작업 및 수행하기 위한 노트북은 USB 케

이블로 연결되었다. 유도전동기를 구동시키는 인버

터와 오실로스코프 기능을 하는 노트북은 LAN 케

이블로 연결되어 있어 유도전동기의 기동 전류와

전압, 토크 등의 값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였다.

(123)



124 j.inst.Korean.electr.electron.eng.Vol.25,No.1,116～127,March 2021

1) PLC만 이용한 제어 실험

PLC만 이용한 제어 방식에서는 내부 로직 프로

그램의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여 브레이크를 제어

한다. 타이머의 명령어는 ‘TON’으로 입력조건이

On 되는 순간부터 현재치가 증가하여 타이머 설정

시간 (t)에 도달하면 타이머 접점이 On 된다. 반대

로 입력조건이 Off 되거나 리셋(Reset)명령을 만나

면 타이머 출력이 Off 되고 현재값은 0이 된다. 그

림 23을 참고하면 유도전동기의 기동(P038 리프트

런) 후[TON T095 6] 타이머 명령을 사용하여 0.6

초 지연 시간을 활용한다. 물리적으로 토크를 확보

한 뒤, 유도전동기의 브레이크(P060 리프트 BK)를

해제하면서 유도전동기가 회전하였다. 즉, 유도전동

기의 구동 중에 브레이크 패드로 유도전동기를 구

속하여 강제적으로 토크를 확보한 후 해제하였다.

Fig. 23. Logic Program for Control System Using PLC Only.

그림 23. PLC만 이용한 제어시스템 LOGIC 프로그램

45 [A]전

류

시간

Fig. 24. Control System Current Measurement Graphs

Using PLC Only.

그림 24. PLC만 이용한 제어시스템 전류 측정 그래프

그림 24와 같이 약 45 [A]의 기동 전류의 값이

측정되었고, 유도전동기의 용량은 22 [kW]로 정격

전류는 42 [A]이다. 정격 전류보다는 약 3 [A]

(6.66 [%]) 정도로 높았으며 큰 차이는 없으나 하루

에 수백 번씩 동작하며 충격이 축적되면 유도전동

기와 브레이크 패드에 마찰로 인한 마모와 손상이

예상된다. 그림 25와 그림 26에서 기동 시 전압이

약 27 [V]이고, 토크는 약 58 [Nㆍm]의 값이 측정

되었다.

27 [V]전

압

시간

Fig. 25. Voltage measurement graph.

그림 25. 전압 측정 그래프

58 [Nㆍm]
토

크

시간

Fig. 26. Torque measurement graph.

그림 26. 토크 측정 그래프

2) PLC와 인버터를 동시에 활용한 제어 실험

PLC와 인버터를 동시에 활용한 제어 기법에서는

PLC의 내부 로직 프로그램과 인버터의 파라미터

조정을 기반으로 유도전동기의 브레이크를 제어한

다. 그림 27를 보면 유도전동기가 기동(P038 리프

트 런)하면 인버터가 PLC로부터 기동 신호를 입력

받아 설정된 파라미터대로 PLC에 브레이크 해제

신호를 전달했다. 그 후, PLC가 브레이크 해제 신

호(P02A 리프트 인버터 BK)를 받아 브레이크(P060

리프트 BK)를 해제하였다. PLC와 인버터를 동시

에 활용하여 PLC만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토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전동기에 전류를 흘려

보내어 전기적으로 토크를 확보하여 안정된 조건

을 보장하였다.

전류의 측정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 28에서 기동

전류는 약 38 [A]이다. 유도전동기는 22 [kW]로 정

격 전류는 42 [A]이다. 정격 전류보다는 약 4 [A]

(10.52 [%]) 낮아 안전한 조건에서 기동하였다. 그

림 29와 그림 30에서 기동 시 전압은 약 23 [V],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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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Logic Program for Control System Using PLC and

Inverter at the same time.

그림 27. PLC와 인버터를 동시에 활용한 제어시스템

LOGIC 프로그램

38 [A]
전

류

시간

Fig. 28. Control System Current Measurement Graph

Using PLC and Inverter Simultaneously.

그림 28. PLC와 인버터를 동시에 활용한 제어시스템 전류

측정 그래프

23 [V]
전

압

시간

Fig. 29. Voltage measurement graph.

그림 29. 전압 측정 그래프

51 [Nㆍm]
토

크

시간

Fig. 30. Torque measurement graph.

그림 30. 토크 측정 그래프

크는 약 51 [Nㆍm]가 측정되었다. 표 4는 실험 조

건을 나타낸다. 브레이크의 해제 전류는 유도전동

기 정격 전류의 70∼80 [%]로 설정하여 무리를 주

지 않는 적당한 영역으로 설정했으며 브레이크의

해제 지연 시간과 해제 주파수는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며 적용하였다.

Table 4. Inverter parameter.

표 4. 인버터 파라미터

브레이크 해제 전류 33.6 [A]

브레이크 해제 지연 시간 0.3 [s]

브레이크 해제 주파수 0.9 [Hz]

표 4와 같이 인버터의 파라미터를 설정하였으며

브레이크 해제 전류가 33.6A이며 주파수가 0.9Hz

에 도달한 후, 브레이크 해제 지연 시간 0.3초 동안

지연하여 토크를 확보한 뒤 브레이크를 해제하는

기법입니다.

3) 두 제어기법의 비교 및 분석

유도전동기가 토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

레이크가 해제되면 기계식 주차설비는 순간적으로

부하가 큰 쪽으로 이동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다. 따라서 기동 시에는 유도전동기가 토크를 확보

한 후 브레이크를 해제하면서 동작해야 한다.

전력 손실은 모터 코일의 열로 발생하며 기동

전류가 높으면 모터 코일에 열이 더 많이 발생한

다. 높은 기동 전류를 감안하여 코일이 굵어지면

같은 용량의 모터라도 더 부피가 증가한다. 기동

전류를 높게 사용하면 지속적으로 기계식 주차설

비에 충격을 주며 수명도 단축된다. 전력을 공급

하는 전력선도 높아진 기동 전류를 기준으로 더

굵어지며 각종 차단기, 제어 장치 등의 용량도 커

진다. 전압이 1.16배 정도 증가하면 기동 전류가

정격의 6∼7배로 증가하고, 열 손실은 I²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1.4∼1.5배 상승한다. 엘리베

이터와 유사한 시스템인 승강기식 주차설비는 기

동 시에 전류와 전압, 토크가 순간적으로 높이 올

라간다. 이 순간 승차감이 낮아지며 이러한 현상

이 축적되어 유도전동기와 브레이크에 충격을 주

어 수명이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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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control performance between using

PLC only and using inverter.

표 5. PLC만 이용한 경우와 인버터를 활용한 경우의

제어 성능 비교

PLC만 이용한
제어기법

PLC와 인버터를 동시에
활용한 제어기법

제어시스템
(전기회로 및
시스템 구성)

전기회로 설계
및 구성이
간단하다.

PLC에서 인버터의
브레이크 신호를 피드백
받도록 설계 및 구성을
추가해야 한다.

기동 전류 (기동
시 발생하는 전류)

45 [A]
(정격

전류：42 [A])

38 [A]
(정격 전류：42 [A])

기동 전압 (기동
시 발생하는 전압)

27 [V] 23 [V]

기동 토크 (기동
시 발생하는 토크)

58 [Nㆍm] 51 [Nㆍm]

Ⅲ. 결론

기계식 주차설비의 과도 성능 향상을 위해 PLC

와 인버터에 기반한 제어시스템을 제시하였다. PLC

의 기계적인 제어 방식과 인버터의 전기적인 제어

방식을 융합하여 전장을 설계 및 구성하였다. PLC

와 인버터를 함께 활용한 제어 방식이 정격 전류보

다 약 4 [A] (10.52 [%]) 낮아 과전류로부터 유도전

동기를 보호할 수 있었으며 토크를 확보한 후 브레

이크를 해제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에 마찰 마

모를 방지하여 안전성이 향상되었다. 게다가 전압

과 토크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이며 유도전

동기의 수명이 연장된다. 이와 같이 현장 실험을

통하여 PLC와 인버터에 기반한 제어시스템을 적

용한 기계식 주차설비의 성능 향상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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