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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년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가동중인 승강기의 대수는2009약 여대 이다 승강기 시장규모는 세계 위 누적대수로는404,220 . 3 ,세계 위이며 신규설치대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승강기8산업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나란히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승강기 부품의 내구연한 및 교체 시기에 대해 정확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승강기 예방정비를 하는것이 현실적으로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부품 교체 시기는 유지보수업체의 자체.규정에 맡겨두고 있어 적절한 시점에서의 부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조기 교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교체 시기를 놓쳐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승강기, .선진국가에서 도입한 승강기 부품 내구연한은 사용연수로 기준을 정하여 건물용도나 층수가 다른 여러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할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품의 내구연한을 승강기 운행.횟수나 주행거리로 정의하고 실제 승강기의 운행횟수를 카운터하여 이를 교체주기로 정의하면 정확한 예방정비를 할수 있을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마모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이.불가능한 부품 와이어로프 전자접촉기 에 대해 최대 사용횟수( , )를 연구하고 실험 모델을 통하여 교체주기를 정의하여 정확한예방정비를 시행하는데 있다.와이어로프의교체주기연구와이어로프의교체주기연구와이어로프의교체주기연구와이어로프의교체주기연구2.와이어로프와이어로프와이어로프와이어로프2.1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로프의 형상은 심강 주위를 소선들(core)의 꼬임으로 이루어진 스트랜드 가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strand)다 국내 승강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로프의 구조는. 8×Si(19)형이며 종과 종으로 구분된다 종의 인장강도는 이, E A . E 135kgf/㎟고 종의 인장강도는 이다, A 165kgf/ .㎟피로굴곡시험을 통한 수명예측식피로굴곡시험을 통한 수명예측식피로굴곡시험을 통한 수명예측식피로굴곡시험을 통한 수명예측식2.2

N=1.32×
×

× 식----------------- (1)여기서 로프 안전율, sf : 시브직경로프의 직경D/d : /식 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로프의 수명은 다음과 같다(1) .

Table 1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 승강기승강기승강기승강기사양사양사양사양 설계안설계안설계안설계안전율전율전율전율(sf)
직경비직경비직경비직경비 파단까지파단까지파단까지파단까지굴곡횟수굴곡횟수굴곡횟수굴곡횟수시브직경시브직경시브직경시브직경 로프직경로프직경로프직경로프직경 D/d사A 1000kg

90m/min
이상12 600 12.6 47.6 4,710,000사B 1000kg

90m/min
이상12 580 12.84 45.2 4,190,000사C 1000kg

90m/min
이상10 600 12.6 47.6 3,823,000로프의 안전율 로프직경 시브직경 등의 현장특성에 따라, ,와이어로프의 파단까지의 굴곡횟수를 판단할 수 있다.

피로가속 수명시험기를 이용한 수명 예측피로가속 수명시험기를 이용한 수명 예측피로가속 수명시험기를 이용한 수명 예측피로가속 수명시험기를 이용한 수명 예측2.3

와이어로프수명시험기 수명시험기의로프취부형태Fig. 1 Fig. 2그림과 같이 실제 와이어로프를 시험기에 걸어 파단 측정실험을 할 수 있다 실제 의 지름과 를 변형시키며. Test Sheave Load실험을 하여 현장 특성에 따라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이와 같은 방정식과 실험으로 와이어로프의 파단까지의 굴곡횟수를 파악할 수 있다 승강기 회 운행시 와이어로프가 주도르. 1래에 걸쳐 있어 회 굴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승강기 운행횟수를1이용하여 와이어로프 파단까지의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2]전자접촉기의교체주기연구전자접촉기의교체주기연구전자접촉기의교체주기연구전자접촉기의교체주기연구3.전자접촉기전자접촉기전자접촉기전자접촉기3.1전자접촉기란 전자석의 여자에 의해 폐로하고 소자에 의해,개로하는 접촉자접점을 갖고 엘리베이터의 교류전동기 전원,을 개폐하거나 엘리베이터의 동력입력 전원 을(U,V,W) (R,S,T)개폐하는데 사용한다 또한 브레이크 등에도 사용한다 접촉자. .접점의 성능 면에서 평가하면 통전부의 주울 열과 차단 시에( ) ,발생하는 아크열에 의해 통전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 접점마모되는 전기적 요인이 문제가 된다.[3]전자접촉기의 수명 예측 그래프전자접촉기의 수명 예측 그래프전자접촉기의 수명 예측 그래프전자접촉기의 수명 예측 그래프3.2

3Ø AC 200~220V 3Ø AC 380~440V전자접촉기수명예측그래프Fig. 3은 사의 모델에 따른 사용 전압별 급별 및 용량에Fig. 3 L ,따른 수명그래프 중 하나이다 세로축은 수명만회이며 가로축. ( )은 정격사용전류 이다 예를 들어 가로축 의 실선을 따라(A) . 20A올라가면 만회 수명에서 그래프가 꺾이다 이 지점이 개폐수명250을 나타낸다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용 중인.전자접촉기 수명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정확한 교체주,기를 선정 예방정비를 할 수 있다, .[5]

승강기부품의내구연한에 관한연구승강기부품의내구연한에 관한연구승강기부품의내구연한에 관한연구승강기부품의내구연한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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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밀공학회 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2010승강기운행횟수측정에관한실험모델승강기운행횟수측정에관한실험모델승강기운행횟수측정에관한실험모델승강기운행횟수측정에관한실험모델4.는 승강기 운행횟수 측정에 필요한 실험 모델이다 승강Fig. 4 .기 운행에 필요한 주전원을 투입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주전원ㆍ전자접촉기의 전원단자를 이용하여 를 설치한다 주전원counter .전자접촉기의 회 동작시 가 회 동작하여 실제ON/OFF 1 counter 1승강기 운행횟수가 디스플레이 된다.

승강기운행횟수측정에관한실험모델Fig. 4과 에서 와이어로프와 전자접촉기의 내구연한을Table 1 Fig. 3최대 사용 가능 횟수로 정리하였다 보통 승강기 회 운행시. 1와이어로프의 굴곡이 회 발생하며 전자접촉기의 동작도 회1 1발생한다 전자접촉기의 동작 횟수나 와이어로프의 굴곡횟수는.승강기 운행횟수와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에 표시되는. counter운행 정보를 이용하여 부품의 교체주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있다 따라서 부품의 손상이나 파단이 발생하기 전에 부품 교체가.가능하다 이는 승강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조기교체에 따른.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결론결론결론결론5.건물용도별 승강기의 하루 운행횟수는 상이하다 이는 승강기.의 부품 마모정도가 건물별로 다르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부품.교체 주기는 건물 여건에 따라 상이하여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부품 교체 주기를 적용하였을 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조기 교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과 정확한 내구연한 파악이안 됨으로 인해 승강기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부품별 내구연한을 운행연도가 아닌 운행횟수로 연구 및 정의하여 교체 주기를 적용한다면 올바른 예방정비가 가능하리라 본다.향후 모든 부품의 내구연한을 최대 사용 횟수로 연구 및 정의하여 부품 교체 주기로 삼아 정확한 예방정비가 가능해 질것이다.이로 인해 안전하고 올바른 승강기 문화를 정착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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