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프 장력 조정 – 쉽게 하십시오! 

By Roland Stawinoga/ Fredrick von Maltzahn - 

CTV (Componentes de Trafico Vertical) 

EN 81-1 (9.1.3 조항)에 따르면, 로프 

승강기에는 의무적으로 최소 2 개의 로프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보통 4 개에서 12 개의 

로프가 사용되며, 시브 등과 같은 장치와 

같이 이용합니다.   EN 81-1 (9.5.1 

조항)은 로프 장력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자동 장치를 호출합니다. 가장 중요한 

케이스로는, EN 81-1(9.5.2 조항)에 자세히 

설명된 스프링에 의한 것 입니다. 승강기의 

설계 추이는 몇 가닥의 두꺼운 로프와 큰 

시브를 사용하는 1:1 배열에서 벗어나 작은 

시브에서 많은 작은 지름의 로프를 

사용하는 2:1 배열이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이유로는 공간의 제약과 비용 

문제 입니다.  

D/d 비율이 작을수록 로프 사이의 올바른 부하 

분산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등한 로프 

장력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비용절감과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중요성을 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스템 관련 상황은 로프 장력의 불균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시브의 홈은 동일한 직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홈의 깊이에서 일반적인 허용 오차 범위는 

최대 0.1mm 까지 될 수 있습니다. 2:1 

로프식 설치의 경우: 180 ° 랩에서 320mm 

시브 지름, 평형 로프 요소는 0.314mm 

(즉 0.1 × π) 길이의 최대 차이를 가지고 

있다. 

25 미터의 이동을 위해, 시브는 약 50 

회전하며, 이는 최대 30mm 길이의 

차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차이의 

일부는 그 자체가 "스프링" 효과를 갖는 

로프 등 스프링에 의해 흡수됩니다. 로프 

앵커에서 15mm 의 스프링 스트로크는 

아마도 문제의 특정 로프의 스프링 장력을 

증가 시켜서 길이 차이를 보상합니다. 

2. 시브가 서로 근접하여 배치되는 경우 

각각의 차축은 완전히 평행이 됩니다. 

만약 차축이 완전한 평형이 아니면, 홈의 

한쪽 로프는 반대편과는 다른 쪽으로 

운행할 것입니다. 이 차이는 홈의 슬립을 

통해 보상됩니다. 

3. 모든 로프 직경은 가능한 한 동일해야 

합니다. 

직경 관련 허용 오차에 의한 길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같은 배치에서 허용 

오차에 적당한 리프트 로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프가 변형된 경우 

전체 로프의 손상뿐만 아니라 변형을 

일으킵니다. 로핑 중에, 모든 로프는 같은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동일한 시간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위의 상황으로 인해 로프 길이의 차이는 

올바른 선택과 처리에 의해 줄어들 수 

있지만, 모든 로프 길이의 차이는 

견인점에서 보상 되어야 합니다. 

전체 로프의 길이 차이가 유의한 경우, 

이러한 차이는 자동으로 일부 홈의 

부분적인 로프의 미끄러짐에 의해 

보상됩니다. 이는 소음을 유발하며 

로프와 시브에 착용되고 승강기의 작동 

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로프 길이의 차이는 로프 앵커의 스프링에서 

확인 될 수 있습니다. 더 압축된 스프링은 

로프에 더 높은 장력이 가해짐을 의미합니다. 

높은 장력에서 굽혀진 로프는 적은 장력의 

로프보다 로프와 도르래의 마모가 클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로프 앵커의 

스프링 장력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똑같은 스프링이 

조정되고 조정된다면, 그것을 분석하고 수정하는 

시스템에 관련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손상된 시브를 교체하거나 로프와 견인 장치를 

교체합니다. 

로프 장력과 수명의 관계는 Feyre (슈투트가르트 

대학)의 방법에 의해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로프 제조 업체의 연구로 로프의 

장력 차이가 감소 할 때, 수명이 크게 

증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동일한 로프 장력의 중요성은 

특히, 다수의 서스펜션 (2:1, 3:1 및 4:1)과 고층 

및 고속 애플리케이션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더 작은 시브와 더 작은 직경의 로프를 

다수 사용하는 승강기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 



이는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주요 로프 제조 업체의 연구로 로프가 

동일하게 장력을 받았을 때 로프의 수명이 

50~60 %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하지 않은 로프 장력은 세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도한 로프의 마모, 승강기 로프의 

진동 및 두드림으로 인한 과도한 시브의 마모와 

소음. 처음 두 효과는 그 특성상 비용 면에서 큰 

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프 장력은 기술적인 면보다는 

주관적으로 설치자의 "느낌"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예전의 촉각을 이용하는 방법들 

보다는 정확한 다른 방법들도 현재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 로프 장력 조정 과정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리며, 

„정적“상태“ (시스템을 멈추고 수행)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지기 어려웠습니다.. 

전문 미디어는 이 심각한 문제를 분석하고 

업계에서는 승강기 시스템에서 동등한 로프 

장력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 장치를 

출시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모든 장치는: 진단을 하기 위함일 뿐 

“정적” 상태를 고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로프 

장력을 진단하는 동안, 승강기는 정지상태이고 

수동으로 로프 장력을 동일하게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정확도가 감소하며, 일부 운행에서 

다른 부하 조건을 가지고 승강기가 운행하는 동적 

조건에서 개별 로프 장력은 정적으로 맞춰진 

상태에서 더 나쁜 쪽으로 벗어나기 시작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로프 이음 

요소 (2:1, 4:1, etc)에서, 잦은 운행과 고속 

운행은 로프의 이탈을 악화 시킬 것입니다. “정적” 

조정은 설치 중 자연적 신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조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 입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촉각을 이용하는 방법보다 

확실히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완벽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수의 로프를 가진 

시스템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높은 트래픽 또는 고품질 설치 시 일년에 

보통 두 번의 재조정은 책임을 맡은 유지 

기업들에게 있어 불가피한 일입니다. 

2008 년으로 돌아가, "밸런스"라는 최초의 100% 

동적 로프 등화 시스템은 독일에서 개발되어 

특허를 취득하였고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열린 

인터리프트(Interlift) 2009 에서 발표되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특히, 독일시장에서). 이후 

독자적으로 각각의 승강기 포트폴리오로 승강기 

로프 메이커 PFEIFFER DRAKO 뿐만 아니라 

다임러(Daimler)와 BASF 같은 중요 고객들에 

의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이제 새로운 승강기와 주요 현대화에 있어 

특화되고 있습니다. 

 “밸런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로드, 어떠한 

로프식 승강기 시스템에도 영구적인 장치로 

고품질 합금 블록과 계속해서 움직이는 유압식-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상호 접속된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프 앵커는 

로드에 장착되고 물리의 기본 원리인 혈관 연결 

원리에 따라 로프 장력을 어떠한 정적 또는 동적 

환경뿐만 아니라 로프의 전체 수명을 위해서 

자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떠한 이탈도 보상하여 

100%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로프의 장력 

조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일일이 장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밸런스"는 진단 도구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곧바로 문제를 교정하여 정확한 로프 장력 값은 

완전히 보존되며, 모든 상황에서 100% 정확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조정 프로세스를 

제공함으로써 승차감, 시스템 성능 및 로프식 

승강기에 대한 기대를 주며, 또한 이는 초기 

비용을 없애고 장시간의 로프 장력 조정과 고가의 

부품 마모를 없앱니다.  

"밸런스" 시스템은 업계 유일의 유압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설치 중 계속해서 로프 

장력을 어떠한 부하, 속도, 상승과 위치 조건, 

주어진 시간을 통해 100% 정확한 로프 장력 조정, 

시간이 지남에 따른 로프 늘어남에 있어 감안을 

포함하여 자동적으로 동일하게 합니다. 친환경적 

오일(0.85 ℓ)로 충전되는 비용 절약 시스템은 

유지, 보수가 필요 없으며, 시중에 나와있는 

어떠한 시스템 보다 뛰어납니다. 

부가기능인 슬랙(느슨한) 로프와 과부하 측정 

장치는 “밸런스”를 더욱 완벽히 만들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만드는 올인원 솔루션으로 장점을 

부각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항공 산업을 위한 유압 부품의 제조를 

포함하여 유압 시스템에서 입증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독일 제조자 월터 마이어(Walter 

Mayer)에 의하여 페르티마(Vertima) / 

CTV(Componentes de Trafico Vertical)가 

독점적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과 품질의 "독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