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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승강기 시스템은 ICT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융합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련 장치로 비상

통화장치는 승강기의 의무 사항으로 적용되었으며 그 적용범위 또한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음성 비상통

화장치의한계를 극복하고 VoIP기반 유무선 환경에서 화상기반의 서비스구조를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있는

통합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관리자, 서버 그리고 사용자간의 발생하는 승강기내의 다양한 데이터

와 화상 기록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데이터와 승강기내의 부가서비스들을 활용하는 통

합구조를만들어 VoIP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영상 통화 품질을 확보함과동시에 유지비용절감 및안전관

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 환경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융합, 안전관리, 승강기, 비상통화, 화상통화, VoIP

Abstract The elevator system combines various convergence technologies with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Emergency call devices which are safety related devices is applied as an obligation of the

elevator and those scope also varie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ntegrated model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voice emergency call devices and efficiently manages and manages video call based

service structures in VoIP based on wired and wireless environments. This method effectively manages

and operates various lift data and video records in the elevator between the manager, the server and the

user. And also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quality of video call in VoIP and cloud service environment and

increase the reliability of safety management and enhance various service environment by creating an

integrated structure utilizing various data and additional services in the ele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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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비상통화기능은 승강기 비상상황에서 승객을 효과적

으로 구조하기 위한 장치로 국내에서는 모든 승강기에

설치되어야 하는 법적요구사항이 되고 있다. 현재 승강

기의 비상호출은 주로 유선환경에서 기존의 전화라인을

이용한 음성호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비상호출

시스템이 존재한다[1]. 현존하는 비상통화시스템은 기존

의 전화라인을 통한 유선환경이나 일부 무선 환경의 서

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여

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유무선 통합구조

나 화상통화 구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역시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무선 통합 환경에

서 VoIP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화상 통화 시스템

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리자, 서버 그리고 사용자간의 발생하는 승강기내의

다양한데이터와화상기록들을효과적으로구축하고이

용할수있는방안이요구된다. 먼저 승강기내의 VoIP기

반의화상통화환경을구축하고이를기반으로관리자와

의 효율적인 통신 방식과 관리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각

종데이터와 승강기내의 부가서비스 활용들을 고려한 통

합모델을제시한다. VoIP기반화상통화시스템은인터넷

상에서 비용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승강기내의 정보

를시각적으로제공할수있으며비상상황시각종승강

기 정보와 조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

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관리 유지비용 절감 및 안전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 환경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 관련연구
2.1 승강기 관련 비상 통화 시스템 
IT융합을 통한 승강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다[2,3]. 이들 중 승강기 화상통합

시스템은 기존의 비상 통화에 승강기 내에 설치된

CCTV영상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완전한 화상통신 구조를 이끌어

내지는 않고 있다. 또한 음성인식과 충격신호를 이용한

비상호출제어에대한연구로음성인식과충격신호를활

용하는 비상호출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기존의 비상호출

버튼에서 이용자의 편이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 승강기내에서무선호출단말기를이용한비상호

출방식에대한연구는승강기내의비상버튼을누를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무선을 통해 비상 버튼을 동작

시킬수있는방법을제시하고있으며이러한방식역시

사용자의 이용편이성 향상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연구들

이다[4,5].

2.2 승강기 적용 VoIP기술 
VoIP나 WebRTC기반의 화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버환경이 요구된다[6,7]. NAT,

STUN, TRUN, Signal Server등이 화상 통화 서비스 환

경을 구축하기 위해 요구된다. 대표적인 서비스 플랫폼

으로 SKT의 PlayRTC라는 Pass Cloud Service가 있다.

이러한서비스플랫폼은 Server API 호출비용만을지불

하는 형태로 소량의 호출에서 이용 시 비용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다. VoIP표준[8] 기반 각 요소들과 관계도는

[Fig. 1]과 같은 연관 관계를 가진다.

[Fig. 1] The elements and relations diagram for VoIP 
call service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 Layer 3 (IP)

변환은 OSI 3계층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설IP 주소를 공

인IP 주소로 변환하는 기능이고, NAPT(Network

Address and Port Translation, PAT) - Layer 4는 (Port)

까지 변환하여 준다[9]. 자신에게 할당된 공인IP 주소만

외부로공개하고내부에서는사설IP 만사용하도록하며,

공인IP와 사설IP 간의 주소를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하여

공인IP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TURN Server(Traversal Using Relay NAT)는 NAT 환

경에서서비스가제대로동작할수있도록연계시켜주는

기능을담당하고있으며, STUN Server(Simple Traversal

of User Datagram Protocol Through NAT)는 NAT 클

라이언트(방화벽의 보호를 받는 컴퓨터)가 로컬 네트워

크 외부에서 호스트되는 VOIP 제공업체에 전화 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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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할수있는기능을제공한다[9]. 이러한 NAT를통과

하기위한 ITEF의 3가지표준은 NAT 장치의정보를알

려주는 STUN(Simple Traversal of UDP through NAT)

과 외부 공중망에 있는 TURN Server를 경유하여 호를

설정하는 TURN(Traversal Using Relay NAT) 그리고

UA가사용할수있는주소, 자신의사설 IP 주소, STUN

서버가알려준 NAT 장치의 공인 IP 주소, 패킷을중계할

TURN 서버의 IP 주소인 ICE(Interactive Connectivity

Establishment)가 있다. [Fig. 2]와 [Fig. 3]은 각각

STUN 서버와 TURN 서버를네트워크상에서의개념도

를 나타내고 있다.

[Fig. 2] STUN(Simple Traversal of UDP through NAT) 
Server Structure

[Fig. 3] TURN(Traversal Using Relay NAT) Server

일반적으로서버및네트워크비용을줄이기위해 p2p

연결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STUN 서버이다.

또한 STUN을 통해 연결이안되는경우 TURN인 중계

서버를이용할수있다. Signal 서버는특정단말에전화

신호호출을위해필요하고 SIP, XMPP와같은프로토콜

로 구현된다. STUN통해 포트포워딩 없이 알아서 연결

경로를 만들어서 줄 수 있다. UPNP나 NAT PMP 같은

프로토콜로공유기를거치는방법도있으나 STUN과복

합적으로적용해서 P2P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활용된다[16]. 본 논문은위의구조를이용해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3. VoIP 서버 기반 승강기 비상 화상 
통화 통합 관리 시스템 

3.1 비상 화상 통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조 
VoIP 서버기반시스템구성요소는관리서버, 관리자

및 엘리베이터 셋탑의 네트워크 상의 위치와 상호 연결

구조를가지고있으며이러한시스템구성요소와관계는

[Fig. 4]와 같다.

[Fig. 4] VoIP-based lift emergency video call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structure

시스템 환경에서 엘리베이터 승객은 통화 요청을 승

강기 내 설치된 영상통화 장치를 통해 외부의 관리자의

스마트폰과화상통화가이루어진다. 통화 설정과연결은

VoIP기반 릴레이를 담당하는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이

루어진다. 이때 관리 서버는 영상 통화 접속 관리 및 장

치로부터 전송되는 통화 메시지, 화상통화 파일 그리고

통화로그정보를수신저장관리하게된다. 승강기비상

화상 통화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조는 관리자 영역과 서

버영역그리고승강기내부영상통화장치영역을구분

된다. 이를 각 영영에 포함한 요소 및 관계는 [Fig.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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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mergency video call software architecture

관리자 및 승강기 내부 비상 화상 통화 시스템은

Android 기반으로 운영되며 화상 처리를 위한 코덱기능

을 제공하고 영상 미디어 처리를 위한 모듈들을 포함한

다. 서버는 VoIP기반 영상통화서비스를위한구성요소

를포함하여관련정보의저장관리를위한데이터베이스

서버를두고있으며, 승강기비상화상통화시스템은화

상 통신을 위한 채널 생성과 관리자의의 통화설정 과정

에 대한 프로세스 기반으로 운영된다.

3.1.1 채널의 생성과 종료 프로세스
화상 통신 채널의 생성은 엘리베이터 화상 통화 장치

로부터이루어진다. 채널생성시계정정보를연동하여

어떤사용자가채널을생성하였는지에대한정보를서버

(Server)에 저장하고 관리자는생성된채널목록을통해

해당엘리베이터의화상통화장치가정상작동유무를확

인할 수 있다. [Fig. 6]은 이러한 채널 생성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Elevator App Channel Server Admin App

Create Channel
(Device ID)

Response to 
Channel Info

create

Device DB

Search Request to
Channel List

Channel List

Search Get Device LIst

Device List

[Fig. 6] The creation process for the video call channel

승강기 화상 통화 장치는 인증/허가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과정이 끝나면 즉시, 화상통화 채널을 개

설을하며채널정보에자신의디바이스계정(Device ID)

을 입력한다. 이후 관리자 앱(Admin App)에서 현재 생

성된정보를채널서버(Channel Server)로부터가져오고

디바이스 데이터베이스 (Device DB)로부터 장치 계정

목록을 가져온 후 디바이스 계정을 비교하여 해당 장치

의정상기동여부를확인한다. 승강기화상통화가종료

되면 채널 서버로 채널 삭제를 요청하여 채널을 종료하

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3.1.2 관리자 호출 프로세스
관리자의 호출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FCM 메시지

(Firebase Cloud Messaging)을 기반으로 구현된다.

FCM은 App이 실행 중이지 않은 상태이거나 네트워크

연결유지를하지않는모바일(Mobile)의 특성을고려한

원격 푸쉬 알림 (Remote Push Notification)을 실현하기

위해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다.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특정한 상대를 지정하기 위해 고유 디바이스 계정

(Unique Device ID)을 사용해야하는데안드로이드내에

서 토큰(Token) 형태로 제공한다.

Admin App Account DB Firebase Server Elevator App

Register 
Device ID

Unregister 
Device ID

Respose 
Device ID

Search
Get Admin 
Device ID

Send Invite 
Message

Deliver to 
Meesage

Logout

[Fig. 7] The call process to a video call manager

이토큰을입력하여 FCM서버로메시지전송을요청

하면 해당 토큰을 가진 디바이스로 입력된 메시지가 전

달된다. 비상통화 호출 수신은 관리자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자 App이 기동하여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안

드로이드로 부터 디바이스 토큰(Device Token)을 획득

하고해당정보를계정데이터베이스(Account DB)에 변

경(Update)하도록 한다.

3.2 승강기 내 비상 화상 통화 장치 시스템 구조  
승강기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상 통화 장치와 관리자

의 스마트폰과 통화시스템 구현 및 관리 서버와의 연동

을위해소프트웨어구성및기본모듈관계를 [Fig. 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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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구성한다. 맨 하위 계층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에서제공하는디바이스와전송관련트랜스포트계층등

으로이루어져있으며, 기본계층바로위에는통화를개

설하기 위한 STUN/TURN/ICE 관련 모듈로 구성된다.

또한 맨 상위계층에는 통화영상을 처리하고, 푸시알림

서비스를 하는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Fig. 8] The platform and components of video call 
device

3.3 승강기 내 비상 화상 통화 장치 시스템 구조
비상 화상 통화 관리서버는 승강기 내에서 발생되는

비상상황에관련된데이터를수집하고화상통화연결을

관리하며 통화 정보를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

한 비상통화시스템에서 관리서버와의 데이터 흐름도는

[Fig. 9]와 같이 표현된다.

[Fig. 9] The data flow between emergency video 
call devices and a server

관리서버의기본모듈과플랫폼은크게기본모듈들과

기본플랫폼으로구성되며, 기본모듈은최상위레벨, 중

간 레벨, 하위 레벨, 최 하위 플랫폼으로 나누어진다.

[Fig. 10]은 기본 모듈 및 플랫폼 관계를 보여준다.

[Fig. 10] The relations for emergency management 
server platform and basic modules 

최상위레벨의Presentation 모듈은사용자입력을받을

수있는뷰및워크플로우이며, 중간레벨의 Controller는

사용자로부터의 요청이나 애플리케이션 내부의 실행 문

맥에 맞는 처리를 담당하는 제어 모듈이다. 또한, Data

Model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 모델

을 담당하는 모듈이다. File Service는 파일들을 생성하

고, 리스트를 나열하고 관리하는 파일관리 서비스 모듈

이며, Network Service는 다른 PC 혹은 서버와 통신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 모듈이다. 하위 레벨의

Data Source는물리적인파일들로부터데이터를읽거나

저장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최 하위 레벨은 기본 플랫

폼을 표현하고 있으며 운영체제와 .NET Framework기

반으로 구성한다.

4. 시스템 구현
4.1 구현 시스템 동작 환경 
시스템 구현에서 동작 환경은 크게 승강기내 비상 화

상통화시스템과화상통화를실시하고관리하는관리

자용스마트폰용앱그리고비상상황정보의전달과데

이터 관리를 위한 관리서버 환경으로 구성된다. 먼저 승

강기내 비상 화상 통화 시스템은 평상시에는 승강기내

광고정보를 전달하고 비상시 관리자와 신속하게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성을 가진다. [Fig. 11]은 승강기 내

에 존재하는 비상 화상 통화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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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implementation for the emergency video 
call system

승강기 내의 화상 통화 시스템은 승강기 관리를 위한

아이디 정보를 유지하며 평상시 광고 정보가 출력되고

비상호출 버튼 클릭시 광고화면이 통화화면으로 전환되

어관리자와비상통화를실시할수있는구조를가진다.

관리자용 스마트폰용 앱은 관리자 로그인 및 비상통화

수신대기 기능, 계정관리 및 비상 전화 호출 목록 설정

기능, 광고사용 설정 및 광고 동영상 파일 관리 및 장치

관리를담당하는역할을수행하며 [Fig. 12]와 같은인터

페이스 구조를 가진다.

[Fig. 12] The app interface for a lift manager  

관리 서버는 통화기록관리 및 재생 컨트롤 기능을 가

지고있으며서버및광고설정그리고통화기록기간에

따른관리기능을가지고있다. 또한데이터대여폭설정

및 레코딩 포맷 그리고 관리되어야할 승강기 정보 등을

포함하여구성된다. [Fig. 13]은 이러한 관리서버 인터페

이스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Fig. 13] The lift management server interface structure

5. 결론
ICT산업의발전은승강기산업의새로운변화를이끌

어내고 있다. 승강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한 승강기

를만들고사용자에게더많은부가서비스제공을통해

질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승강기환경을제공하기위한비상화상통화관

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유무선 통신환경 시스템을 저

렴한 비용으로 구축하고 승강기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기인식할수있는구조를통해다양한부가서비

스를제공할수있도록오픈프레임워크기반으로제시하

였다. 향후승강기의브랜드별통합및기기정보의빅데

이터를 통해 보다 지능적인 승강기 구조 및 통합IT시스

템 구축하여보다많은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을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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