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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승강기산업에서설치도면과설계요소에대하여설계자동화가요구되고있다. 이는 현장적응성확보
와 설계오류의 감소 그리고 수출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에 투입할 자원이 충분하지 못해 도면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규모가작은기업도손쉽게투자하여사용할수있으면서사용자들이생산적인업무에집중할수있도록하는도면
자동생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파라메트릭 코딩기법을 이용한 도면 자동생성 프로그램 개발하여
제시한다. 이 프로그램은웹서비스와연계되어사용자가현장정보를웹상에입력하면자동으로도면을작성하여준
다. 이는 승강기 도면 작성시간이 줄어 승강기 설치 및 유지 보수에 유용하다.

주제어 : 설계자동화프로그램, 설계 템플릿, 엘리베이터 설계, 파라메트릭 기법, 파라메트릭 코딩

Abstract Recently, design automation of installation drawings and design elements has been required in the
elevator industry. This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role in securing adaptability on site, reducing design errors,
and enhancing export competitiveness. However, in case of a small company doesn’t have enough resources to
develop the program, and it is difficult to develop a design automation progra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n automatic drawing generation program that enables small companies to easily invest and use, while
allowing users to concentrate on productive task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utomatic drawing generation
program using parametric coding technique. This program is linked with the web service and automatically
creates the drawing when the user enters the site information on the web. This is useful for elevator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due to reduced drawing time for elevator dra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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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현재 영업설계 현황

승강기는건물내의수직교통수단으로표현되고있

다[1]. 그러므로승강기산업의영업설계분야에서승강

로 도면의 정확한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Fig. 1에서 보

듯이전체영업설계는업무프로세스의초입에해당하며

빠른 대응과 정확성이 필요하다. 영업설계 분야에서는

BOM(Bill of Material)설계를 위한 Layout 구성에 대한

업무비중이가장높다. 영업설계과정에서생성되는도

면은승강기설치후법정검사를위한신청서류에도첨

부되어야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각 업체들의 영업설계

의도면생성과정을살펴보면시장점유율이높은회사

들은 오류를 줄이고효율을극대화하기위하여표준모

델을구성후 전문설계업체에의뢰하여도면을생성하

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로 중소기업들 중

에서 규모의 확산을위해업무표준유형의도면을주로

취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반복적인 설계도면 작성 작업에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

가 많다.

Fig. 1 Lift Product Process Standard

1.2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시장에서는 빠른 대응을 요하는 작업들이 증

가하고있다. 이러한현실속에승강기시장또한짧은

납기에 대하여 기술영업팀의 빠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여기서, 빠른 대응을 위해 설치 도면

작성시간을줄이는것은매우중요하다. 승강기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달리공장에서 완성품이나오는것이아

니라 현장에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더더욱

정확한도면작성이필요하다. 승강기설치현장의상황

에 따라서 설치도면이반복적으로 변경되는경우도발

생한다. 상황에따른반복적인설계와같은작업은컴퓨

터를 이용한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에서 적절한 소재이

다. 빠른대응이필요한반복적인작업을컴퓨터프로그

램으로 하게 되면, 엔지니어들은 단순 작업보다 고부가

가치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사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조직 운영을 가능하게한다.

하지만이러한장점에도불구하고, 도면자동생성프로

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프로그램 개발에

투입할자원이충분하지않기때문이다. 규모가작은중

소업체인경우자체인력으로프로그램을개발하기에는

개발 인력 배정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또한 외

부 개발업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비용 측

면의부담이적지않다. 하나의도면자동생성프로그램

을만드는데에있어서 많은자원이소비되므로프로그

램 제작비용은 그에 비례하여 높아진다. 프로그램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과 인력을

사용하게 되는 부분은 프로그래밍이다. 이는 프로그램

을 만드는 데에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소모되는시간이나인력을줄일수있다면

프로젝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위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규모가작은기업에

서도쉽게투자하여사용할수있는도면자동생성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사용자들이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대안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하더라

도 추후 생성된 표준 도면이나, 규격에 변경 사항이 생

길 수 있다. 특히 승강기 산업에서는 승강기 사용자 안

전에 관한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기술 개발 등에 따른

표준도면의변경이많이발생하는편이다. 승강기에사

용되는각종장치들의부품수는모두약 3만개이다. 이

는 웬만한 자동차의 부품수보다 많다. 그렇다보니 관련

부품의 개정이나 변경이 발생할 경우를 위해 설계도면

생성프로그램을제작한업체와구입한승강기제작업

체 사이에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기간

에 발생하는 법률 개정에 의한 변경사항, 또는 업체의

요구사항을반영하여프로그램을수정해야하는작업이

필요하다. 유지보수를하게되면그에따른유지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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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매년지급해야한다. 비용을지불하지않으면수정

이필요한사항이생겨도프로그램에반영할수없게된

다. 이 유지보수비용도중소업체에는상당한부담으로

작용된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변경

사항을자체적으로즉시수정할수있도록하는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파라메트릭 기

법을 이용하여 표준 템플릿을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니

라승강기설계엔지니어가직접관리하는것이다. 따라

서최초의자동화프로그램개발시에는상당한양의공

수를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지보수 활동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2. 본론

2.1 선행연구 사례

승강기설치도면의자동생성프로그램을연구하거나

발표된 논문은 없다. 유사 경우의 사례를 보면 건설 분

야의업무혁신을위해연구된김인환의 ‘개방형BIM 기

반 2D도면자동생성프로그램개발에관한연구’를들어

볼수있다[2]. 이연구는개방형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도입하는과정에서중복업무를줄이고인

허가과정에서필요한각종도면을자동생성할수있도

록함으로써업무효율을 꾀하고자했다. 여기서도필

요한 도면 생성을 2D로 구현하였고, 2D평면도 및 단면

도 구현을 위해 3D화면을 구현한 다음 메쉬 절단 알고

리즘을통해 2D도면을위한시각화화면을생성하여원

하는도면을생성하도록개발되었다. 정효상의 ‘자동차

헤밋 금형의 레이아웃 자동설계 시스템 개발’에서는 자

동차에서헤밍공정이필요한보닛등의설계시설계자

가많은시간을필요로 하므로 이를자동화하여금형설

계의 자동화를 구현하고자 하였다[3]. 여기서는 타이밍

선도와 링크의 배치의 유기적 관계를 매개변수로 정의

하여자동설계를구현하고자했다. 김인한의연구는 3D

모델링기반의 2D 구현방식이고정효상의연구는타이

밍선도의작성방법 및설계 요령에 기반을 두고있다.

이와 달리 승강기 레이아웃은 창작 형 도면이 아니다.

제시된 형태의 도면이 구성되어있고 목표가 명확하다.

그렇지만 건축 도면과 시방서를 도면에 담아내기 위한

형상의 정의와 파라메타의 구성이 필요하다. 제품 설계

의초기단계에서신속한원가추정을위한연구로는한

관희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제품 구조

측면에서 조립품과단품모두를대상으로 하고원가구

성 요소 측면에서는 가공비 뿐 아니라 제품 원가 구성

요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원가 추정 방법은 기업의

ERP 및 PDM시스템과통합된변성형방법을이용하여

보다광범위한범주의제품구조와공정을포괄할수있

는 일반적인원가추정시스템의구조와기능을제시하

였다[4]. 그리고설계에서생산에걸친전과정에서기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로 한관희의

‘생산 현장 중심의 설계/생산 통합 정보 시스템 개발’을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항공기 기체 부품 생산에

있어서 생산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

인형태로사용하기쉽게제공하기위해필요한기능요

구사항 및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필요 정보들의

종류와내용을체계화하며이를기반으로 생산현장중

심의 설계/생산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현하였다[5]. 이

는 승강기산업의설계/생산통합시스템의가능성을보

여준다.

2.2 승강기설치도면의이해와표준형상의정의

승강기 설치도면의 기본구성은 6장의 도면으로 구성

되어있다. 6장의도면은승강로평면도, 기계실평면도,

피트 평면도, 승강로 단면도, 승강장 도어 평면도, 승강

장평면도로구성되어있다. 이 도면은건축도면에표시

된 승강로의 전체 규격과 시방서를 바탕으로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도면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여

기서 구성된 승강기 설치도면 즉 Layout도면은 2D

CAD도면[6]으로 구성되며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기 위

한 부품 생산을 위해 만들어질 부품도면 즉, BOM(Bill

of Material)의 기반이 된다. 그래서 설계자동화 구현을

위해각도면별도면자동생성을위한파라메타를어떤

요소를 입력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표준형상을

정의하였다.

2.2.1 승강로의 평면도

가) 승강기, 균형추를 포함한 승강로 평면도–Fig. 2

는 승강로와 승강기, 균형추, 도어 등의 주요 구성 요소

들이모두포함된가장기본적인평면도중하나를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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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andard Elevator Floor Plan

나) PIT – Fig. 3은 피트 바닥 부분의 평면도이다.

피트는카가운행되는최하층승강장의하부승강로이

다. 이곳에는완충기, 조속기풀리, 하부 구동형일경우

머신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궁극적인 역할은 완충

지대 역할로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Fig. 3. PIT Standard Contour Definition

다) 기계실 TM– Fig. 4.은 MRL(기계실없는승강

기) 타입의최상부에 TM을얹기위한빔들의평면도를

나타낸다. 이는 최상층 오버헤드의 법적인 규격 및 카

케이지의 높이 등과 매우 연관이 깊다. MRL타입은 승

강로 천정부위에 머신룸(기계실)이 위치하므로 승강로

상부 공간의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Fig. 4 Machine to Beam Floor Plan

라)오버헤드 – Fig. 5는 최상부의 오버헤드 단면도

를나타낸다. 각빔의포켓이나후크, 머신빔의높이등

을표시해주고있다. 우리는편의상과거의관행에따라

오버헤드라고 부르고 실제 설계자는 그렇게 이해하며

작업하기도 한다.

Fig. 5 Overhead Section

최근의 EN-CODE(EN81-1)[7]나 우리나라의 규정[8]은

상부 여유거리라는표현을쓰고있고상황에따라여러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카가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 카의 구조 중 가장 높은 위

치에있는것과천정까지의거리일것이다. 이것은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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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0.035V(여기서, V는 m/sec단위를 갖는 엘리베이

터의 정격속도 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2.2 승강기 부품 및 표준 형상 정의

승강기 표준 형상에 부여하는 파라미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캐드 프로그램이 치수 구속

을부여할때자동으로할당해주는치수파라미터이고,

두번째는사용자가형상의원하는곳에임의의파라미

터를부여하는사용자정의파라미터이다. 본 논문에서

는승강로 평면도치수구속만예로소개하며, 치수 구

속자동파라미터는제외한다. 사용자가임의로지정하

는 파라미터들을 도면 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예) 승강로 평면도 – CD1, CD2, CDD, CW, DD,

DW, GHD, GVD, SD1, SD

Fig. 6. Elevator Floor Plan Parameters

Fig. 6은 도면 별 사용자 파라미터 값과 실제 값을

매핑 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2.3 파라메트릭 기법을 적용한 도면 작업

2.3.1 승강로 평면도에 적용된 파라미터

아래 Fig. 7과같이표준화한승강로평면도에오토캐

드의 파라미터 기능을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설정한 후,

Solving 했을 때 주어진 변수 값대로 변화하는 지를 일

일이확인해야한다. 이러한반복작업을하며최종적으

로 원하는 형태로 변경되어진 형상을 템플릿으로 사용

한다.

Fig. 7. Example of Applying Parameters to Elevator Floor Plan

2.3.2 PIT

PIT는기본적으로승강로의바닥을의미하며승강로

평면도와 동일 크기의값을 가진다. PIT 바닥에는 승강

기 추락에 대비하여 버퍼 역할을 하는 스프링, 오일, 또

는 우레탄 버퍼 타입의 완충 장치가 설치되고, 법적 기

준치를 충족해야 한다. 그 외 카 레일이나 균형추 레일

의게이지값이표시되며, PIT바닥으로이동할수있게

작업자용 사다리 혹은 전등, 배수 장치 등 다른 요소가

표시될수있다. PIT에는 0.5m×0.6m×1.0m 이상의장

방형블록을수용할수있는충분한공간이있어야하고,

카의 가장 낮은 부품과 PIT바닥 사이의 수직거리는

0.5m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움직이는 카 또는 균형추

의 하부구조물과 피트 바닥사이의 수직거리는 0.3m를

초과하여야 한다.

2.4 규격 데이터 테이블 작성 및 UI 작성

2.4.1 CAD 적용 UI

규격 데이터 테이블은 별도 파일에 기술되어 있다.

해당파일에정의되어있는규격데이터를자동화프로

그램의초기설정값을표시하거나기본검증방식을적

용하기 위해 사용한다. 데이터 입력의 편의성을 도모하

기위하여사용자 UI는 최대한간략하게정의하였다. UI

구성은 CAD와의 호환을 위해 비쥬얼베이직을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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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UI Template

Fig. 8과 같이 개별 템플릿에 적용된 형상 구속 조건

과 치수 구속 조건을 사용하여 VB.NET으로 나머지 부

분 코드들을 작성하였다[9,10]. 이를 통해서 기존 소스

코드작성방식에비해많은프로그램소스코드를줄일

수 있게 되었다.

2.4.2 WEB Service

승강기설계엔지니어가아닌일반사용자의경우에

는CAD 사용법을알지못하여자동작도기능이구현되

어있어도사용하지못하는경우가있다. 이에영업현장

에서 현장정보를 웹상에서 입력하면 해당정보를 WEB

Service를통해사내의CAD서버가받아서 5∼ 10분이

후에 도면을 그려서 DWG 혹은 PDF 포맷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를위해몇가지간단한WEB Service 기능을아래와

구현해 보았다.

가) getQueueList – Fig. 9.와같이사전에입력된코

드에 따라 요청 Queue의 상태값 전송. WEB에서 CAD

로 요청이 있는 경우,

Fig. 9. Get Queue List

나) getDrawingInfo – WEB을 통해 전달받은 승강

기제원을모두가져와표시하며 Fig. 10이 이를보여준

다.

Fig. 10. Drawing Info

3. 결론

3.1 결론

배경설명에서제기하였던, Fig. 11의 3가지문제를처

리해줄수있는전담자동프로그램은성공적으로개발

되었다.

Fig. 11. The Need for an Automation Program

그동안도면난이도에따라엔지니어들이적게는 2, 3

시간부터 많게는 이틀씩 소요되던 작업이 대부분 5분

이내의빠른시간안에도면이작성되었다. Fig.12는 자

동 설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자동화된 도면 작도 프

로그램 개발은 숙련된 전담 엔지니어의 노하우를 시스

템화함으로써 숙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들과 CAD 프로

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영업 사원들까지 손쉽게 승강

기설치도면을생성할수있게되었다. 이는 비숙련자

는 숙련자의 노하우를, 영업사원의 승강기 설치도면의

이해를돕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물론계속변

화하는 어려운 규정들은 숙련된 엔지니어의 검토 후에

시스템에 반영되기 때문에 비숙련 엔지니어들과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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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또한, 일

반적인성과로는반복작업의감소및인적오류의감소

다. 또한현장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웹기반에서의

작동 메커니즘을 함께 구성해서 활용성을 증대시켰다.

이번자동도면작도프로그램연구를통해우리는 Fig.

13과같이향후유지보수과정에있어서획기적인성과

를가지게되었다. 프로그램개발자가대부분의수정작

업을 처리하느라 지속적인 유지보수에 큰 부담을 가져

야 했던 많은 제조업체들이 파라메트릭 기능의 활용하

여 대부분의 유지보수 업무를 엔지니어 같은 사용자가

직접처리할수있게되었다. 이는 Fig.12에서보듯이많

은부분의작업이사용자에의해제어되는영역으로속

하게 되었음 보여준다.

Fig. 12. Drawing Generation Specification

과제를 시작하고 1차 성공 이후 법규의 개정 등과 설

계기준의 변경을 추적하며 최근까지 상용화에 노력한

결과중소기업들의단체와협업으로웹상에서지원하는

상용화버전을가동중이며지속적인노력이진행중이

다.

Fig. 13. Maintenance Flow Chart According to Future
Rule Changes

3.2 향후과제

표준도면자동생성에서멈추지않고비표준도면작성

에까지연구를확장시킨다면사용가치가더높은프로그

램을완성시킬수있을것이다. 현재승강기업계에서대

기업을중심으로설계자동화에나서고있지만중소기업

은대형현장의수주및표준화작업에설계자동화가절

실한 형국이다. 또한, BOM자동화를 연계하여 선행연구

에서보았던설계/생산통합시스템의개발이승강기산

업의경쟁력강화에큰도움이되고이는융복합시대의

승강기산업의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11]를

발전시키는계기가될것으로사료된다. 또한, 설계자동

화는해외진출시설계의유연성을확보할수있고고객

의 요구에 신속한 대응이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에절실한과제이다. 앞으로우리나라는 2019년

승강기검사기준의전면개편을앞두고있다. 다행히우리

나라의승강기분야의검사및인증기준은국제규격에뒤

지지않는다. 따라서새로운규정에맞는자동설계프로그

램의개선과노력은우리나라중소기업의경쟁력을한층

강화시키리라고기대한다. 변경되는규정을쫓으며수년

을 달려온 만큼 변화에 쉽게 적응하는 메커니즘을 향후

연구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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