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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의 위험 요소와 불편함이 최소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상 승강기 

도어 자동 센싱 시뮬레이션을 제안한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듯한 가상의 승강기 테스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개발 시간을 줄이고, 설계의 정합성을 높여준다. 또한, 아두이노 기반의 승강기 도어 제어기 

디바이스 펌웨어와 구현된 스마트 버튼 펌웨어를 블루투스로 연결하고, 가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연동시킨다. 

이때, 연동된 오픈소스 센서는 참여 연구원들의 다양한 코딩 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본 논문에서는 코딩을 

통해 구현된 결과를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연구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효과검증을 통한 성취를 도출한다.

키워드: 승강기(elevator), 펌웨어(firmware), 블루투스(bluetooth), 

센싱(sensing), 시뮬레이션(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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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승강기는 건물의 층과 층 사이로 사람이나 짐을 자동으로 이동시켜 

주는 기계 장치이다. 최근에는 승강기 문을 열고 닫는 기능뿐만 아니라 

음성, 지문인식 등의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승강기 버튼 패널이 등장했

다. 이렇듯 건물을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용자의 

이용 유형, 상황 등의 요인에 따라 누구나 경험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려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환경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승강기 도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OSHW의 한 종류인 아두이노로 구현한 승강

기 도어 제어기와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한 스마트 버튼을 연동한다.

II. Preliminaries

2.1 성장하는 IOT시장

IoT란, 사물에 각종 센서를 부착행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한다. IoT 기술은 블루투스나, NFC, 센서데이터 

등의 무선 통신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연결된 기기가 사람의 도움없이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점에서 IoT는 오픈소스 

하드웨어(OSHW) 시장에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OSHW는 아두

이노, 라즈베리파이, ARM 등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IoT 중심인 

요즘에는 OSHW를 활용하는 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산업경제연

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IoT 시장은 

약 8배 성장하고, 전세계적으로는 약 5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2 생활밀착형 ICT 융합 서비스

생활밀착형 ICT는 안전, 건강, 환경 등 인간 생활과 밀착된 분야와 

ICT의 융합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서비스이다. 

경제 중심의 생산성,효율성 강화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 복지 등 

사회 현안 문제해결에 효율적이다. 공간이나 고객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ICT 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8권 제2호 (2020. 7)

580

수요 수요대응형 서비스

건강에 대한 

수요

• 지능형 의료 시스템

• 고령층 독거노인 헬스케어 서비스

• 만성질환자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

학습에 대한 

수요

• 평생 지능형 학습 시스템

• 스마트 기를 활용한 저소득층 대상 

학습 제공 서비스

에너지 절감에 

대한 수요

• 가정 및 회사에서의 에너지 절감

및 모니터링 시스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

• 적절한 실내 온도 및 습도 유지 모

니터링 시스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수요

• 식품 유해성 진단 시스템

• 스마트폰 활용 실시간 식품정보 확인

육아 안전에 

대한 수요

• 안심할 수 있는 IT 기반 보육 환경 

시스템

• 실시간 육아 위치추적 서비스 

Table 1. ICT convergence service type

III. The Proposed Scheme

전체 시스템의 구성은 움직임 감지 센서와 블루투스 통신기능을 

내장한 스마트 버튼, 블루투스 통신을 기반으로 스마트 버튼에서 

입력되는 이벤트를 수신하여 승강기문을 제어하는 승강기 도어 제어

기, 승강기 도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Fig. 1. Elevator Service Simulation System

먼저 스마트 버튼은 승강장의 올라감, 내려감 버튼 외에 별도의 

배려 버튼이다. 해당 버튼이 눌려지면 일정시간 동안 주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열림 버튼이 활성화된다. 더 이상 탑승자

가 없으면 버튼이 바활성화 되며 승강기 문이 닫힌다. 승강기 도어 

제어기는 이러한 스마트 버튼에서 발생한 입력신호를 시리얼번호로 

승강기 도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보낸다. 승강기 도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실제 승강기 구동을 대신하여 기능 시스템의 동작 확인과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승강기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스마트 버튼을 설계하고 가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환경에서 테스트

하며 궁극적으로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승강기 

도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단순히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닌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다양한 코딩 

및 테스트, 유지보수를 병행하게 된다. 이러한 코딩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결과를 효과검증하면서 성취를 도출하고 연구원들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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