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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importance of the construction lift is increasing, no improvements are being made to its operating 

system. This study proposed an optimal call-response algorithm of the construction lift for high-rise building 

construction by using image sensing technology, height measuring sensor, and load cell. This algorithm makes 

turn-around decision of the construction lift by considering the information and the number of user. It occurs 

when the call comes from a floor where the construction lift already have pa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uce the total latency of the construction lift user.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prevent delay in construction 

duration by carrying out a priority operation of the construction lift for the critical 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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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건축물이 초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자원의 수직 양중 장비 중 하나인 건설 리프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1) 하지만 현재 초고층 

건축공사의 경우 리프트의 호출 응답은 고용된 운전수의 경험과 직관에 의한 단순한 호출 대응으로, 이용자의 대기시간 증가 및 공기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리프트 호출 시 자동으로 탑승인원과 대기인원의 숫자와 정보를 고려하여 운행할 수 있는 최적 호출 

응답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특정층에서 리프트 호출 시 이용자들이 탑승해 있는 리프트가 해당층을 지나쳤을 때, 선회의 

유무를 판별하는 상황으로 한정한다. 이는 전체 인원의 총 대기시간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탑승한 중요 작업 인원에 대한 우선 주행을 하여 

공기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2. 리프트 호출에 따른 최적 응답 결정 과정

제안된 시스템에서 리프트 호출에 따른 응답의 결정은 그림 1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용자들이 탑승해 있는 리프트가 호출 시점에서 

호출층을 지나갔을 때 리프트의 진행 방향과 호출층의 호출 방향을 비교하여 같은 방향일 때만 해당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Load cell은 리프트의 

추가 적재 가능 인원을 판단하는데 이용되고, 헬멧에 대한 Image sensing은 이용자와 대기자의 숫자 및 정보를 판단하여 식 (1)에 대입될 

인원의 수를 결정하는 데에 쓰인다. 이 때 중요 인원은 색이 다른 헬멧을 착용하여 인원의 수 결정 시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높이 측정 센서는 각 층과 운행 중인 리프트의 높이 차를 계산할 때 쓰이며, 이를 통해 리프트가 선회 및 운행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는 리프트가 N층에서 지상층까지 운행하는 상황에서, 특정층(20층)에서 호출을 하였을 때 기존의 운행방식과 개선된 

운행방식을 개략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식 (1) 은 리프트의 선회로 인해 발생하는 탑승인원의 총 시간 손실과 대기인원의 총 시간 이익을 비교하여 

선회를 결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항목을 비교하여 전체 인원의 총 대기시간 감소를 목적 함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때, back은 리프트의 선회, forth는 리프트가 진행하던 방향으로 계속 진행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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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리프트의 최적 응답 결정 알고리즘(선회 유무 판단) 그림 2. 기존의 운행방식과 개선된

운행방식의 비교

    

     
   탑승 중인 일반 인원 수   대기 중인 일반 인원 수
  탑승 중인 중요 인원 수   대기 중인 중요 인원 수
  중요도 계수        

- (1)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작업자에 대한 총 대기시간의 감소를 목적으로 리프트 호출에 따른 응답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운행 시 장비가 

아닌 탑승 인원만을 고려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장비에 대한 가중치를 활용하여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한 후,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실효성을 입증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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