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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차량에 화물을 손쉽게 싣을 수 있는 휴대용 간이 리프트의 안정성을 위하여 안드로
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휴대용 간이 리프트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다. 이를 위해 Arduino 

Uno R3 보드를 활용하 다. 기존의 휴대용 간이 리프트를 해체하여 Arduino Uno R3 보드와 회로를 
장착하고 블루투스 통신으로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게 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물류 활동의 안전 
작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developed software for portable lifter using Android application for stability of portable 

lifter which can load freight easily. Arduino Uno R3 boards were used for this purpose. The existing portable 

lifts were disassembled to mount the Arduino Uno R3 board and circuit, and to send and receive signals via 

Bluetooth communication. This study can be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safety work of logistic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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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다양한 장비들의 개발․보급은 작업능률
을 높여주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제작기간과 비
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적은 노동력으로도 최
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에 안전불감증으로 안한 사고에 대한 경각심으
로 인해 산업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으로써 
근로자들의 위험 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사항을 
줄여줌으로써 산업 재해를 감소시키려 하는 노
력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을 이용하여 각종 안전 장비 및 작업 도구의 기
능 개발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휴대용 간이 리프트를 
개량하여 안정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를 위해 Arduino Uno R3 보드와 안드로이드 어
플리케이션을 응용하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탐색하며, 

3장에서는 본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한 과정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II. 선행 연구

2.1 휴대용 간이 리프트

본 연구에서 사용할 휴대용 간이 리프트의 정
의를 살펴보자면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 레일
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서 소형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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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반 및 상하차를 주목적으로 하는 승강기와 
유사한 구조러서 운반구의 바닥이 1평방미터 이
하이거나 천정 높이가 1.2m 이하인 리프트를 뜻
한다[2].

2.2 아두이노

아두이노는 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
한 스위치나 센서로부터 입력 값을 받아들여 모
터나 LED와 같은 출력 부품들로부터 출력 값을 
제어함으로써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과의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블루투스를 장착하여 데이터
의 송수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가지고 다양
한 제품들을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개발이 가능
하다. 또한 아두이노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
어서 누구나 직접 보드를 만들고 개량할 수 있
으며,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소스를 손쉽게 구하여 개량하
여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3-4].

III. 설계 및 구현

3.1 하드웨어 설계

그림 1. 개량할 휴대용 간이 리프트.

본 논문에서 기존에 발매되어있는 전동식 휴
대용 간이리프트를 해체한 후 아두이노와 전자
회로를 추가하여 개량하 다. 본 논문에서 개량 
대상으로 활용될 휴대용 간이리프트는 그림 1과 
같다.

3.2 소프트웨어 구현

본 논문에서는 Arduino Uno R3를 활용하
으며 블루투스를 장착하여 스마트폰과 송수신을 
하게 하 다. 

아두이노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스마트폰을 통하여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여서 
신호에 따라 움직임을 구현한다. 아두이노 IDE

에 프로그래밍한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과정.

또한 아두이노에 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안드
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 다. MIT App 

Inventor로 개발하 으며 해당 도구로 개발할 때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데 모자람이 없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블루투스 연결 및 해제 기능과 연결
된 장치이름 표시기능이 있으며, 리프트의 동작
을 위해 리프트의 상승/하강 버튼과 배출/회수 
버튼을 설치하 다. 기존의 전동식 휴대용 간이 
리프트는 작업 공간과 거리가 가까워서 위험한 
순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블루투스 
통신 범위 안에서 동작이 가능하므로 위험한 순
간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제안한 스
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화면은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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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휴대용 간이 리프트 제어 애플리케이션.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
이션을 활용하여 휴대용 간이 리프트를 개발하
다.

아두이노와 App Inventor와 같은 저렴하거나 
손쉬운 기술을 활용하여 간단히 장착할 수 있고 
안전한 산업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학교에서 주어진 예
산으로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아직 일정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다양한 기능
을 많이 넣지 못하 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구현한 제품의 추가 기능
과 아두이노와 전자회로를 보관하는 용도의 케
이스에 대한 디자인과 금형을 완성하고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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