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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논문에서는 승강기의 자체 검 는 안 검사를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애 리 이

션을 설계하고 구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재 승강기 자체 검은 검자가 반 인 승강기상태를 확인한 후 양

식에 맞추어 수작업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승강기의 유지보수산업을 분석한 후, 안드

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효율 인 자체 검업무를 진행하기 한 시스템 설계방법을 소개한다. 승강

기 자체 검에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자체 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 항목에 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력을 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ABSTRACT

This thesis suggests how to design and implement an Android smart phone application which can perform self check or safety inspection of 

lifts effectively. The safety checks of lifts go in the way that inspectors check the lifts’ conditions generally and record manually following a 

form at the moment. This thesis analyses lift maintenance industry and introduces how to design a system to proceed effective self check using 

a smart phone with Android OS. By using a smart phone to check lifts, we can have advantages to improve the quality of self check and 

maintain careers establishing information database about safety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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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0년을 후로 승강기 보 이 크게 늘어나 안 사

고의 험이 높아지고 졌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한 련법규의 제정이 시 한 것으로 지 되었다. 정기

검과 보수를 한 업체가 난립하고 있었으나 자격  

규정 등을 제한하는 법규가 없어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가 불분명한 시 이었다. 이런 문제 이 발생하자 업계

에서는 기설치 된 승강기의 정기 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법규로 지정하여 안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련법규제정을 정부에 건의하여 

1991년 승강기에 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 을 확

보하기 해서 “승강기시설 안 리법”이 제정되었고  

승강기의 자체 검은 법 제17조에 의해 승강기의 리

주체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 으로 승

강기 운행의 안 에 한 검을 실시하고, 그 검기록

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승강기 자체 검을 행하는 력업체에서는 승강

기 자체 검업무와 련된 서류를 수작업으로 작성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승강

기 자체 검업무를 분석하여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

트폰을 사용하여 자체 검업무를 진행하기 한 애

리 이션을 설계하는 방법을 보인다[1][2].

비용의 감을 해서는 승강기 자체 검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설계가 요하다. 많은 클라이

언트들이 근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자원의 효율 인 

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효율 인 DB 설계

를 해 설계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효율 인 

소 트웨어 설계를 해서는 객체 지향  설계 기법을 

용할 수 있다[3][4].

안드로이드기반 스마트폰을 이용한 승강기 안 진

단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는데 있어서 특히 스마트

폰에 내장된 3축 가속도 센서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기존

의 진단장비 없이 엘리베이터의 진동․소음을 측정할 

수 있었다. 승강기 안 진단을 한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용 애 리 이션은 원격지에서 승강기 진단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5][6]. 

Ⅱ. 련연구

스마트 기술의 발 과 더불어 안드로이드 OS도 계속 

버 이 갱신되고 있다. 2010년 12월부터 진 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용자 측면에서 인터페이스

와 속도 향상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7][8]. 

사용자가 단하는 기 을 안 기 에 합하다는 

기 아래 소음과 진동부분으로 결정하고 이번 연구에

서는 소음에 하여 정의하고 기 을 잡았다. 그림 1은 

2007년도에 한국승강기안 리원에서 조사한 보수업

체의 보수․ 검의식에 한 설문 결과다. 

그림 1. 보수업체의 보수․ 검 의식에 한 설문
Fig. 1 Survey of the subcontractors consciousness 

about the repair and check

보수업체의 보수․ 검 의식을 상태를 나타낸 것으

로 지  우리나라의 자체 검 보수의식  수 을 나타

내는 자료다. 재에도 다소 형식 으로 보수 검 업무

를 진행하고 있는 사용자와 리자가 극 으로 유지

보수 리를 하기 해 새로운 방식의 리기법이 요구

되는 시 으로 정해진 안 기 의 합여부 뿐만 아니

라 사용자가 실질 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자체 검업무

를 분석한 후 표 화 자료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설계하

고 분석하는 단계로 진행되었다. 표 1은 엘리베이터 진

단의 주요 장비와 측정내용을 보여 다.

표 1. 엘리베이터 진단 주요 장비 
Table. 1 mainly diagnostic equipment of the elevator

장비명 주요측정내용 비고

동기상태진단 동기의 상태 진단 SOKEN

가이드 일측정 가이드 일 직진도 측정 LAT( 국)

로 테스터 로  소선 단 측정 일본

진동·소음계 승강기 진동 시험 PMT(미국)

소음계 소음 측정  분석 일본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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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 진단은 크게 엘리베이터와 에스컬 이

터로 나 어진다. 재 엘리베이터와 에스컬 이터의 

주요 측정 장비는 동일항목에 해서는 같은 장비를 사

용하고 있고, 에스컬 이터에는 없고 엘리베이터에만 

있는 정 진단 항목을 측정하기 한 추가 인 장비가 

있다. 

승강기 정 진단 장비의 부분은 외국산이다. 이러

한 장비 에서 소음측정을 하여 사용되는 장비는 진

동·소음계(EVA-625)과 노트북 장비다. 승강기의 카 내

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여 승강기 주행 소

음을 확인한다. 그림 2는 동기 연열화상태 측정 장

치(좌), 진동·소음계와 노트북(우) 이다.

그림 2. 승강기 안 진단 측정 장비의 
Fig. 2 Example of the lift safety diagnostic equipment

엘리베이터의 진동을 측정하는 방법은 진동·소음계

를 카 바닥 앙에 놓은 후, 최하층에서 최상층까지 카를 

상승·하강 시키면서 측정한다. 승강기가 운  에 발생

하는 진동과 소음을 측정을 해 스마트폰의 마이크와 3

축자이로 센서를 사용하면 기존 장비의 측정을 신할 

수 있다.  

Ⅲ. 승강기 안 진단 시스템 설계

3-Tire 시스템의 일반 인 구성은 클라이언트 측에 

젠테이션 로직을 작성하고, 서버 측에는 데이터베이

스 층과 이것을 조작하여 클라이언트와 정보를 주고받

는 비즈니스 로직 층이 치한다. 

개발의 확장성 측면에서 이기종 H/W와 데이터베이

스가 구축되어도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고 확

장성이 뛰어나다. 재사용 측면에서도 동일한 비즈니스 

로직을 필요로 하는 젠테이션 로직을 다양하게 구

할 수 있어서 비즈니스 로직을 모듈화 하여 클라이언

트/서버 환경과 웹환경에서 동시에 사용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시스템 개발환경은 표 2와 같다.

표 2. 시스템 개발환경 
Table. 2 System develop environment

로그램개발도구 Eclipse : Indigo Release(30110615)

Android Android 2.3.3

데이베이스 MySQL Server 5.5

DB 모델링 도구 Version : ErWin 7.1

웹서버 Apache Tomcat Version 7.0.21

스마트폰 갤럭시 탭 10.1 : SHW-M380K

승강기 안 진단 업무 로세스를 분석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설계하 다. 그림 3은 업무분석을 토 로 설계

된 데이터베이스의 ERD를 보여 다.

그림 3. 승강기 안 검사를 한 ERD
Fig. 3 ERD for the lift safety inspection

업무분석을 토 로 생성된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를 바탕으로 생성된 스키마 집합은 MySQL 

DBMS에 생성되었다. 엘리베이터 안 진단에 한 정

보를 장하기 해서 Lift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 

체 테이블을 생성하 다. 

Ⅳ. Application 구

승강기의 안 진단에 사용되는 다양한 설비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일부 개선함으로써 스마트폰을 이용한 

승강기 진단업무가 가능하며, 한 스마트폰에 내장된 

다양한 센서를 내장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이용

하면 기존의 엘리베이터 진단업무를 체할 수 있다. 

승강기 안 진단 장비를 하여 측정된 데이터는 안

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형

태로 장될 수 있다. 그림 4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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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음을 측정하는 애 리 이션의 메뉴화면과 검사

자료를 등록하는 화면이다.

 

그림 4. 진동 소음 측정 앱
Fig. 4 App for the vibration and sound level meter

주 메뉴를 처리하는 MainActivity 클래스와 MainActivity 

클래스에서 Intent로 호출되는 Inspector Activity로 구성

되어 있다. Inspector Activity를 사용하여 측정된 데이터

를 등록하는 알고리즘은 그림 5와 같이 구 되었다. 

그림 5 mainActivity와 Inspector Activity 구  
Fig. 5 Implementation for the main and Inspector Activity

2개 Activity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Android 

Manifest.xml이 리하는 res.layout 폴더에 main.xml과 

inspect.xml로 리된다. 

그림 6은 구 맵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치를 조회하는 지도화면과 앱상에서 웹검

색을 실행한 화면을 보여 다. 

스마트폰의 GPS센서의 도와 경도를 이용하여 역

방향 지오코딩(Reverse Geocoding) 기능을 이용하여 

검 치의 주소를 추가 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6. 구 맵과 구 을 이용한 검색 
Fig. 6 Search using the Google map and Google

지도 서비스를 해서 마이크로소 트웨어에서 제

공하는 Bing Map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구 맵을 이용하 다. 구 맵을 이용한 클래스의 코드

는 다음과 같이 구 되었다.

ElevatorInspector.java

public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etContentView(R.layout.main);

    //MapView객체의 참조 얻기
    MapView myMapView = 
       (MapView)findViewById(R.id.myMapView);
   //Map View's controller 참조 얻기
   mapController = myMapView.getController();

   myMapView.setSatellite(true);    //앱의 환경 설정
   myMapView.setStreetView(true);

   //MyPositionOverlay를 추가한다.
   positionOverlay = new MyPositionOverlay();
   List<Overlay> overlays = myMapView.getOverlays();
   overlays.add(positionOverlay);

   LocationManager locationManager;
   String context = Context.LOCATION_SERVICE;
   locationManager=LocationManager)getSystemService(context);

MapActivity를 확장한 ElevatorInspect 클래스는 주요 

메서드인 onCreate()를 overriding해서 MapVeiw클래스

의 인스턴스인 myMapView를 생성하여 Map을 생성하

고, Map을 리할 수 있는 MapController 핸들러를 생성

된 myMapView 객체로부터 얻는다. 

재의 치를 표시하기 한 Overlay 클래스를 상속

받은 MyPositionOverlay클래스의 draw() 메서드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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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재 치를 지도상에 표시한다. 구 맵으로 구

된 지도에서 보듯이 지도의 간에 원으로 표시된 “ 검 

치”라는 자를 볼 수 있다. 

Ⅴ. 분석  평가

엘리베이터 진동・소음 진단 애 리 이션을 사용

하여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서 측정된 정보를 애

리 이션을 이용하여 원격지 DB에 송하 다. 

“Lift”로 명명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장된 데이

터를 그림 7에서 볼 수 있다.

그림 7. Lift 데이터베이스에 진단정보 조회
Fig. 7 Query for the inspection data in the lift DB

진동․소음측정방식은 소음계를 카 바닥 앙에 놓은 

후 최하층에서 최상층까지 카를 상승․하강 시키면서 측

정하며, 같은 방식으로 기계실에서도 측정을 한다. 엘리

베이터에서의 소음 기 은 표 3을 기 으로 한다. 단, 소유

자의 요구  설계치 반  시 기  값은 변경될 수 있다.

표 3. 엘리베이터 소음 안  기
Table. 3 Safety standards for the elevator noisy

평가기 비교 상

카내 로 식 55[dB]
에어컨 실내기 43

에어컨 실외기 54

엘리베이터의 진동․소음을 측정하는 목 은 승강기

의 가속, 감속, 주행 시 카 내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정도를 

측정하여 승강기 주행상태  승차감 등을 확인하기 함

이다. 스마트폰의 3축 가속도센서(3-Axis Accelerometer 

Sensor)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 카의 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 진동 단 기 은 표 4를 기 으로 한다. 

표 4. 진동 안  기
Table. 4 Safety standards for the vibration

평가기 상주 수 기 (단  : gal)

카 바닥
횡진동 1 ~ 10 [Hz] 10 이하

종진동 1 ~ 10 [Hz] 10 이하

그림 8은 실제 엘리베이터의 진동・소음 측정으로 최

값이 88dB 최소값이 35dB로 주행구간의 소음은 40dB 

반인 것으로 측정되어 표 3의 단 기 으로 양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 소음측정용 앱
Fig. 8 Noisy inspection 

App

  
그림 9. 자체검검양식 
Fig. 9 Example of the self 

checkup form

이러한 진단 앱을 자체 검에 목하여 소비자에게 

비주얼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자체 검기록도 그

림 9와 같이 소비자의 입장으로 개선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안드로이드기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승강기 안 진단 시스템 구 에 필요한 사용자 화면

과 서버 측 설계의 와 구  방법을 보 다. 엘리베이

터 주요 진단 장비 의 하나인 진동・소음계를 스마

트폰의 마이크와 3축 가속도 센서를 처하여 측정함

으로써 효율 인 진단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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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송된 데이터는 원격지 데이터베이

스 서버에서 리되어 진단 이력을 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주기 으로 교

체가 필요한 엘리베이터 설비 부품을 악할 수 있다. 

한 각 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진단결과를 DB로 구

축함으로써, 추후 승강기 안  검사와 진단업무의 통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승강기 안  진단에 있어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폰을 이용한 애 리 이션을 사용하면 모바일 기기가 

가진 블루투스, Wi-Fi, 카메라, 마이크, 조도센서, 자기장

측정센서등과 같은 내장장치를 이용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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