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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승강기내 무선통화는 인명의 안전 및 보안성을 위해 필요하며 현재 이를 위해 다양한 통신설비

설치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승강기내 이동전화를 가능하기 위한 구내선로설비의 설

치방법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하기로 한다.
ABSTRACT

Wireless calls in the elevator is necessary for the safety and security of  human life. The various method of 
installation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have been used for the current. In this paper, we analyze and 
compare the each installation method, and to discuss also about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for 
this installation issues

키워드

승강기, 구내선로설비, 배관, 기술기준

Ⅰ. 서 론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을 때 화재 등 안전사고

가 발생하는 경우 외부와 통화하여 긴급상황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인명과 직결되는 사

안이다. 승강기내에서 외부 통화를 위해서는 이동

전화를 사용해야 하나 승강기는 자체가 밀폐된

공간이어서 외부로부터 전파신호가 차단되므로

이동전화가 잘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승강로나 승강기에 이동전화 중

계기 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나 승강기는 인명과

매우 중요한 시설이므로 승강로 및 승강기내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관련된 설비 이외에는 어떤 설

비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승강기 특례검사기준의 개정을 통하

여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를 승강기 또는 승

강로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승강기내 이동전화를 위한 유무선 방식의

다양한 이동통신 설비 설치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업무용 건물 및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승강기내 이동전화를 가능하기 위한 이

동통신 구내선로설비의 설치방법을 비교 분석하

고 각 설치방법에 대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제

도적 정비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하기로 한다.

Ⅱ. 승강기내 무선통화용 통신설비 설치방법

승강기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

치방법은 유선방식, 무선방식등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는 그림 1.과 같

이 건물 외부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지

국의 전파신호를 이용하여 무선통화를 달성하는

방법이나 승강기가 건물 내부에 있거나 건물 차

폐벽이 견고한 경우는 통화 품질 보장이 어렵다

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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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외부 무선설비를 이용한 승강기내 서비스

제공

현재 업무용 건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승

강기내 무선통화 서비스 제공방법은 승강기앞 천

장에 안테나를 설치하여 승강기내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In-Building 공법이다. 
In-Building 공법은 승강기 출입문 앞 천장에 무

선통신용 안테나를 설치하여 승강기 안까지 전파

신호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

용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안테나 설치에 대한 복

잡성 및 비용문제, 건물의 구조에 따른 제약 조건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
히 주거용 공둥주택의 경우 대부분은 천장은 콘

크리트로 시공되어 있어 건축물 완공 이후 안테

나를 설치하기는 거의 불가능 한 상황이다.

그림 2. 승강기 탑승구의 분산 안테나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In-Building 공법의 적용

이 곤란하므로 그림 3.과 같이 승강기에 직접 유

선 케이블에 의한 급전선을 연결하여 안테나를

부착하고 승강기내에 전파신호를 전달하는 공법

을 생각할 수 있다. 건물내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

계기의 RF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고, 광신호는 광케

이블을 이용하여 승강로를 통해 승강기에 연결하

는 방식이다. 
광케이블의 여유분을 이용하여 승강기 위에 설

치된 중계기에 연결하여 승강기를 상하로 작동시

키며 승강기 위에 설치된 중계기에서 광신호를

RF신호로 변환하여 증폭 후 승강기내 안테나로

전송하게 된다. 이 방식의 경우 통화품질은 안정

적이나 설치의 복잡성 및 비용이 문제가 되며 타

방식보다는 건축물내 전반적인 배관.배선이 잘 설

계가 되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 방법이다.

그림 3. 유선 급전선에 위한 승강기내 서비스 제공

최근에는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승강로에 직접

무선중계기를 설치하고 승강기에서 이 전파신호

를 받아 무선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그림 4.와 같이 승강로에 안테나

를 설치하는 무선 방식은 Active 방식과 Passive 
방식이 있으며 설치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나 승강

로내에서 중계기를 설치하기 위한 배관문제 및

관련 법규의 제약 등으로 인해 쉽게 구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구조이다. 

그림 4. 승강로 내 무선중계기 설치에 의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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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승강기내 구내선로설비 설치 관련 규정

승강기는「건축법」제2조(정의)에 따르면 건축설

비의 일부이다.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

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

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배수·환
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등의 설비를

포함하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의무적으

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건축법시행령」제87조(건
축설비 설치의 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다.[3][4] 

구내통신설비는 유선전화를 위한 구내통신선로

설비와 무선전화를 위한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로

구분된다.‘구내통신 선로설비’는 구내 상호간

및 구내ㆍ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하며‘이동통신구내선로설

비’란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및 휴대인터

넷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ㆍ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ㆍ전원단자ㆍ통신용

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1][2]
현재 법규에 의하면 승강기로 내에 무선통화를

위한 구내통신설비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

어 있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

17조(배관설비)의 제3호에서는 ‘승강기의 승강로

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

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타 설비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승강기 검

사기준」에서도‘승강로는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배관, 
전선 또는 장치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로 못

박고 있다. 다만,「소방법」에 의하여 승강로천장

에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본체 및 비상방송용 스피

커 등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

다.[5]
그러나 2012년도에「승강기 내 이동통신설비

검사특례 인정 및 대체검사기준」이 개정되면서

특례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카 또는

승강로 내에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을 이용하

는 이동통신중계기 및 안테나의 설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즉, 엘리베이터 카 또는 승강로 등의 엘

리베이터 시설에는 엘리베이터의 기능과 관계없

는 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배관 및 배선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특례검사기

준을 만족하는 경우 RF 이동케이블을 이용하여

유/무선 통신방식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를

엘리베이터 카 또는 승강로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6] 
- 엘리베이터 카 내에는 –15dBm/FA, 승강로 내

에는 0dBm/FA의 최대 출력 기준을 준수하여

야 하며, 안테나 및 관련 설비 등이 엘리베이

터의 안전운행 및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유선통신방식을 이용하여 무선 신호를 카 내

부에 전달하는 경우 사용되는 케이블은 KS B 
6948(엘리베이터 유연케이블)의 기계적 유연성

및 구부림 특성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해야 하

며 엘리베이터의 주행 시 승강로 내 관련 설

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 사용되는 중계기 및 안테나는 이동통신사간

공용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식 방식 중 하나의 방식만을 이용해야 하나

기존 유선 통신 방식의 설비가 설치된 경우

무선 통신 방식 설비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유선 통신 방식을 이용할 경우 통합된 1개의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IV. 승강기내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 관련

시사점

승강기내 무선통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

은 II.장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4가지의 방법 즉, 
기존 기지국을 이용하는 방식, In-Building 방식, 
유선 접속방식, 무선중계기 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중 앞의 두가지 방식은 승강로내 통신

설비의 설치 제한 규정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첫 번째 방식은 고려할 사항이 없으며 두 번째

방식은 건물주와 협의를 거쳐 무선통신 안테나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면 가능하다. 세 번째 방식

의 경우는 III.장에서 설명한 특례규정에 따라 설

치가 가능한 방식이며 현재 이 방식에 따라 일부

공동주택에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업무용 건물의 경우는 대부분 건물 천장부가

텍스 형태로 되어 있어 In-Building 방식을 적용하

기가 용이하다. In-Building 방식의 경우 매 층마

다 승강기 출입문과 인접한 천장 부분까지 급전

선을 인입하고 그곳에 실내 중계기를 설치하여

승강기내에 까지 전파신호가 전달되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물구조상

In-Building 방식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므로 승강기

에 직접 유선 케이블을 연결하여 전파신호를 전

송하거나 승강로내에 무선중계기를 설치하여 전

파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선 케이블을 연결하여 설

치하는 방식은 현재 법규에서 허용이 되고 있으

나 시공의 복잡성 및 비용 문제가 대두되어 전면

적으로 확산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비

교하여 저비용이며 효율적으로 무선통화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은 승강기내 무선중계기

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통상 1개의 중계기당 건물

내 10층~15층 정도 거리까지는 전파신호의 커버

가 가능하므로 건물 높이에 따라 무선중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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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설치하면 승강기내 무선통화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할 수 있다. 
이 방식의 적용을 위해서는 승강로까지 급전선

이 인입될 수 있도록 승강로 벽에 배관이 설치

되어야 한다. 승강로 벽 배관설치는 건축물 설계

시부터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또한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급전선은 지하 통신장비로부터 트레

이와 같은 배관설비를 통해 각 층으로 인입되므

로 트레이와 승강로벽 배관사이의 거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 설계시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 규정으로서는 승강로내 배관설비

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

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현재로서 건물 시공시 내벽을 관통하는 배관설

비의 설치는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굳이 근거라면「건축법시행령」제87조의

‘건축설비는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

도록’해야 한다는 정도이며 이 원칙을 적용하더라

도 설계시 배관구조를 반영할 수 있을지 시공에

어려움은 없는지 사용성.내구성에 지장이 없는지

건축업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무선중계기의 급전선에 대한 배관설비의 설치

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규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구내선로 고시에 이

에 대한 세부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적정하며 아

울러 전파전달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내 배관설치

에 대한 세부 표준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승강기내 무선통화가 가능해 지면 안명의 안전

및 보안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신설비의 설치요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

다. 승강기내에 무선통화를 위한 통신설비의 설치

는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며 어떠한 방식을 선

택할 것인가는 건물의 위치 및 구조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유선방식에 의한 통신설비 설치방식은 신호전

달시 손실이 최소화되므로 무선방식보다 품질이

좋다. 여러 방식중에서 시공비용은 In-Building 공
법이 가장 많이 소요되며 유선방식과 무선방식은

승강기 수 및 건물 층수에 따라 영향을 받으나

대개 유선방식이 훨씬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무선방식의 경우는 통신설비 설치 이전에 건물

내 구조에 따른 전파신호 전달 특성에 대한 면밀

한 측정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층의 TPS실에

서 승강로까지 거리가 아파트 구조에 따라 다양하

여 배관설치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의 모색과 관련 법규의 마련이 필요하다. 
In-Building 공법은 기존 구내 음영지역 해소용으로

사용해온 방식이므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

는 없다. 
승강기내 무선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설

비의 설치는 건물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승강기 규정의 개정, 승강로내

배관설비 설치와 관련된 기술기준 규정 및 구내

선로 고시의 개정 등 여러 법 제도에 대해 관련

조항의 구비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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