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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발된 휴대용 미끄럼 저항 측정기의 성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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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and validate a prototype slipmeter used on-site floor. The developed slipmeter was dreg 
sled type. It measured static coefficient of friction(SCOF). The developed slipmeter was evaluated with ASTM 2508-11 which use four 
different standard surfaces(polished granite, glazed porcelain, vinyl composite tile, and ceramic tile). The SCOF was then measured with 
developed slipmeter under the three different contaminants and seven different floors. The test results of slipmeter were also compared with 
those of BOT-3000, floor surface roughness, and human perception. The test results revealed that developed slipmeter successfully ranked all 
four standard surfaces and differentiated among standard surfaces with varying degrees of slipperiness. The developed slipmeter couldn't 
properly measure slipperiness under the two kind of floors(polished tile, ground steel plate) and one kind of contaminant(glycerol). The test 
results of developed slipmeter had stronger correlation with those of BOT-3000 and floor roughness under the water and detergent solution 
than under the glycerol. The test results of developed slipmeter also showed stronger correlation with those of BOT-3000 and surface 
roughness than those of human perception. The newly developed slipmeter had been found to give consistent results under the test conditions 
except for two kind of floors(polished tile, ground steel plate) and one kind of contaminant(glyc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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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미끄럼 사고와 관련된 통계자료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령화가 심한 나라일

수록 사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1) 우리나라

도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약 20%가 넘

어짐(전도) 사고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넘어짐 사고의 약 
50%는 미끄럼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어 결국 전체 

산업재해의 약 10%가 미끄럼 사고로 인한 재해로 평가할 

수 있다2).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

로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서비스업 중 음식업 관련업

종의 2011년도 재해율은 서비스업 대비 2.9배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음식업 재해율은 2001년도 1.01%에서 2011년도 
1.38%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09~’11) 
발생형태를 보면 넘어짐 재해가 27.3%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끄럼 재해를 예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

연 작업장 바닥이 얼마나 미끄러우며 앞으로 이러한 위험

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 작업장 바닥은 어느 정도까지 미

끄럽지 않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다. 현재 국내 산업현

장에서는 미끄러운 바닥을 제어 또는 개선하고 싶어 하지

만 얼마나 미끄러운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 장치 및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적으로 수많은 미끄럼 저항 측정기가 시장에 유통

되고 있고 다양한 측정 원리를 적용하여 지금도 개발 중에 
있다3).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측정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모든 목적에 합치되는 측정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각 국가별로 사용되는 측정기가 상이하고 시장에 유

통되는 측정기의 가격이 고가인 관계로 국내에는 이러한 

미끄럼 측정기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미끄럼 측정기를 개발하더라도 개발된 장치의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 또한 무용지

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외적으로 검증된 방법

이나 장치를 이용하여 개발된 미끄럼 측정기를 검증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바닥재 표면의 거칠기와 비교하는 방법4), ASTM 
2508-11을 이용하는 방법5) 및 인간의 인지적 평가를 이용

하는 방법6)이 있고 측정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표

준 측정기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측정 장치가 개발되었고 재현성,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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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유효성 및 반복성 관점에서 비교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7,8)은 개발된 장치에 대한 
성능평가를 단순히 기존 장치와 비교하거나 거칠기에 대

하여 비교하는 등 체계적인 평가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한 다른 연구자들5,6)은 미끄럼 측정기에 대한 유효성을 실

제 발생한 미끄러짐 사고와 비교하거나 아니면 제어된 시

험조건에서 사람이 느끼는 미끄러움과 비교하여 평가해 왔

다. 그러나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개발된 미끄럼 측

정기를 체계적으로 평가한 연구결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보건공단 지도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Push-Pull gauge와 간단한 부가 장치로 만으로 작업

장 바닥의 미끄러짐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휴대용 간이 
측정 장치와 이를 사용하기 위한 측정법을 개발하고 앞에

서 언급한 다양한 검증방법으로 개발된 측정기의 성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였다.

2. 연구방법

2.1. 휴대용 미끄럼 측정기 개발 

Fig. 1(a)는 본 연구에서 초기에 개발한 수동식 끌기형 

미끄럼 측정기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

는 수동으로 장치를 끌도록 되어있어 측정자들 사이에 측

정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자동으로 정지마찰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Fig. 
1(b)와 같이 개선하여 제작하였다. 이 장치는 선형모터에 

의해 수평방향으로 0.02 m/s의 속도로 전진하고 장치의 하

부 바닥에 곡면으로 처리된 고무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고
무센서의 접촉면적은 0.5~1.5 cm2 범위이며, 수직하중은 11.5 
N으로 접촉압력은 77~230 kPa로 나타났다. 장치의 특성상 
압축막 효과(squeeze film effect)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센

서가 바닥과 접촉한 후 약 1초 이내에 움직이도록 사용하

였다.

2.2. ASTM 2508-11을 이용한 성능평가

Fig.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ASTM F2508-11의 4종류 

표준타일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이러한 표준타일을 이용

하여 개발한 휴대용 미끄럼 측정 장치를 검증하였다. 
Table 1과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 피시험자가 표준 타일이 

물로 오염되었을 때 보행하여 나타난 미끄럼 사고 횟수

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 타일들은 미끄럼 위험성에 대해 

일정한 순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a) original design (b) improved design
Fig. 1. Photos of newly developed slipmeters.

(a) RS-A(granite) (b) RS-B(porcelain)

(c) RS-C(VCT) (d) RS-D(ceramic)
Fig. 2. Photos of standard tile(ASTM F2508-11) used.

Table 1. Slip accident results5)

Surface No slip Toe slip Heel slip Rank

RS-A 1 6 13 1

RS-B 5 11 4 2

RS-C 13 7 0 3

RS-D 20 0 0 4

것이다. 이들 타일들은 실재 피시험자를 이용한 미끄럼 시

험5)에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개발된 미끄럼 측정기는 

이들 타일에 대해 피시험자의 결과와 같이 일정한 순위를 

갖고 동시에 각 타일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어야 한다. 실험에 사용된 타일은 Fig. 2에 나타

난 것과 같이 연마된 검은색 화강암(RS-A), 시유 자기타

일(RS-B), 비닐복합타일(RS-C), 거친 세라믹 타일(RS- D)이
다. 이들 타일 중 연마된 화강암은 표면에 물이 거의 뭍

지 않고 뭉쳐지기 때문에 증류수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Triton X-100)를 체적기준으로 0.04% 첨가하였다. 나머지 

타일은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4종류 타일에 대한 정지마찰계수 측정순서는 무작위적

(random)으로 이루어 졌다. 표준 타일 위에는 액막이 충분

히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물 또는 세제수용액을 분무하

였고 측정기의 센서는 각 실험 전 세척되었고 연마솔로 

균일하게 연마하였다. 각 표면에 대한 마찰계수는 한방향

에 대해 12번 측정하고 다시 90도씩 회전시켜 측정하여 총 
48번(동서남북 방향으로 측정) 측정하였다. 각 방향에서 측

정된 값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평균

하였다.

2.3. 표면 거칠기 측정

실험에 사용된 바닥재는 Fig. 3과 같이 연마된 대리석타

일, 세라믹타일 및 60번 사포로 연마한 스테인리스 철판 등 
7가지로 표면 거칠기는 Table 2과 같다. 모든 바닥재는 5
개씩 표본을 추출하여 실험 전 표면 거칠기 측정 장치

(Surtronic Duo)로 중앙과 각 변 및 모서리의 9곳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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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surface roughness results for the floor spe-
cimens

Floor samples
Roughness Rz(㎛)

Mean SD Range

Tile A 1.7 1.06 0.5~4.7

Tile B 5.3 0.74 3.9~6.9

Tile C 28.9 12.9 7~67.5

Tile D 21.3 9.23 8.9~43.7

Tile E 78.5 16.2 29.9~118.3

Tile F 20.7 6.58 10.5~41

Tile S 2.42 0.35 1.9~3.2

Fig. 3. Photos of tested floor with developed slipmeter, roughness 
checker and human subjects.

여 총 45회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여 평균을 취하였다. 측
정된 바닥재 사이의 사후검정(t-test)결과 바닥재 D와 F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p>0.05) 나머지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를 나타내었다.

2.4. 인지적 미끄럼 저항 측정

인지적 평가실험에는 20세에서 50세까지 건강한 성인 남

성 12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피시험자의 연령은 36.5 
± 8.54세, 신장은 171±3.81 cm, 몸무게는 72.7±5.29 kg로 나

타났다. 또한 실험에 참여한 피시험자는 요통이나 하지의 

정형외과적 처치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 
바닥재를 실험실 바닥에 평면으로 설치하고 바닥재에 세

제수용액(SLS 4%; Sodium Lauryl Sulfite)을 분무한 상태에

서 피시험자로 하여금 7가지 바닥재중 무작위로 2가지를 선

택하게 하여 1회씩 걷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 피시험자는 

총 21가지 조합(반복이 허용되지 않는 조합)으로 이루어

진 보행실험을 하였다.
모든 피시험자들로 하여금 최대한 정상상태에서 보행할 

때와 동일한 상태로 바닥재 위를 걷도록 하였다. 동일한 실

험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피시험자는 동일한 신발을 

신도록 하였으며 보행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고 신발과 바

닥재는 다시 세척하였다. 
피시험자는 한쪽에서 출발하여 반대편에 도달하면 다시 

뒷걸음으로 출발점까지 온 후 다시 전방으로 보행하여 반

대편에 도달하고 다시 방향을 180도 돌아 원래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Gao
와 Abeysekera9)에 의하여 수행된 방식과 동일하다. 

실험 전 참여한 모든 피시험자에게 실험의 목적, 위험성 

등을 고지하였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연구윤리위원

회에서 승인한 동의서를 받았다.

2.5. 정지마찰계수 측정

개발된 장치는 Fig. 3에 제시된 7가지 바닥재 위에 3가지 

오염물질을 충분히 분무한 상태로 정지마찰계수를 측정

하였다. 3가지 오염물질은 증류수, SLS을 체적비 4%로 

첨가한 세제수용액, 글리세롤을 체적비 92.5%(점도 : 200 
cp)를 첨가한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정지마찰계수(Static Coefficient Of Friction; SCOF)는 각 

바닥재별로 방향에 따라 12회 측정하고 각 방향(동서남북

방향)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평균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ASTM F2508-11를 이용한 평가

Fig. 4는 개발된 휴대용 미끄럼 측정기를 이용하여 ASTM 
F2508-11에 사용된 표준 바닥재의 정지마찰계수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개발된 미끄럼 측정기로 측정한 정지마찰계수는 0.444에
서 0.880사이로 나타났다. 이들 값은 유사한 측정기로 측

정한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타일 A와 D에서는 조금 

높게 나타났고 타일 B와 C에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따라

서 본 측정기는 매우 매끈한 면과 매우 거친 면에서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Table 3은 각 표준 바닥재에 대하여 측정한 정지마찰계수, 

표준편차 등 통계자료를 보여주는 표이다. 또한 각 표준 

바닥재를 측정한 결과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정(t Test) 결과도 나타내었다. 
개발된 미끄럼 측정기로 측정한 정지마찰계수는 기존 

연구결과와 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나며 사후검정 결과

(paired t-Test),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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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atic coefficient of friction(SCOF) measured with developed 
slipmeter for the four standard surfaces.

Table 3. Summary of SCOF for the standard surfaces 

Floors RS-A RS-B RS-C RS-D

Mean 0.444 0.465 0.681 0.880

SD 0.038 0.054 0.043 0.057

SE 0.0059 0.0085 0.0068 0.0090

95th confidence lower 0.4334 0.448 0.668 0.862

95th confidence higher 0.4560 0.4815 0.6944 0.8971

Rank 1 2 3 4

Paired t-Test value　 2.18 23.32 13.58

p value <0.05 <0.01 <0.01

었다. 이는 개발된 미끄럼 측정기가 ASTM F 2508-11에 제

시된 미끄럼 측정기의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5). 
따라서 이 장치는 미끄럼 측정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앞에서 설명하였듯 매우 매끈한 면이나 거

친 면에서 과대평가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Table 1에서 보여주었듯 RS-C에서 7명이 전족부 미끄

럼(toe slip)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측정한 값이 최소한 

RS-C에서 측정한 값보다는 높아야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10). 그러므로 개발된 미끄럼 측정기로 RS- 
C를 측정한 결과, 신뢰구간 상위 95%에서 0.6944를 나타

나기 때문에 개발된 장치의 미끄럼 안전기준은 0.7로 결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3.2. 오염물질 및 바닥재별 정지마찰계수

Fig. 5는 Fig. 3에 나타난 7개의 바닥재에 오염물질로 증

류수, 세제수용액(SLS), 글리세롤 수용액을 사용하여 측

정한 정지마찰계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기존의 연구결과11) 정지 또는 동마찰계수는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의 점도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Fig. 5
에서는 타일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고점도(200 cp)인 글리세롤은 개발된 측정기로 정확하게 
정지마찰계수를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지 또는 동마찰계수는 바닥재의 거

칠기에 비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4) Table 2에 나타난 바

닥재별 거칠기와 Fig. 5를 고려하면 매끈한 바닥재인 A와

인위적으로 연마한 바닥재 S는 표면 거칠기에 비해 상대 

Fig. 5. SCOF measured with developed slipmeter for the seven floors 
under three contaminants.

적으로 높은 정지마찰계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개발된 측

정기는 매끈하게 연마된 바닥재나 인위적으로 연마된 바

닥재의 정지마찰계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개발된 측정기의 성능평가를 위해 앞에서 나

타난 한계점을 고려하여 이후 비교 평가에서 오염물질은 

글리세롤을 제외하고 바닥재는 A와 S를 제외하여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다.

3.3. 개발된 휴대용 미끄럼 측정기 성능평가

3.2에서 언급하였듯 오염물질이 글리세롤일 경우와 바

닥재가 A와 S일 경우 개발된 측정기로 측정할 경우 다양

한 문제를 유발시키므로 성능평가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Fig. 6은 오염물질이 물, 세제수용액일 때 5가지 바닥재

에 대하여 개발된 미끄럼 측정기로 측정한 정지마찰계수와 
표면 거칠기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전체적으로 정지마찰계수는 표면 거칠기에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로그함수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오
염물질이 물인 경우 pearson 상관계수가 0.86이고 세제수

용액인 경우 0.91로 나타나 물보다 세제수용액일 때 표면 

거칠기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7은 오염물질이 물, 세제수용액일 때 5가지 바닥재

에 대하여 개발된 미끄럼 측정기로 측정한 정지마찰계수

와 인지적 평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정지마찰계수와 인지적 평가 사이에 로그함수적인 상

관관계를 나타내어 표면 거칠기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

고 있으나 표면 거칠기에 비해 상관계수가 조금 낮게 나

타나고 있다. 이는 인간이 느끼는 미끄러움과 정지마찰계

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오염물

질이 물인 경우 pearson 상관계수가 0.79이고 세제수용액

인 경우 0.73으로 나타나 세제수용액보다 물일 때 인지적 

평가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은 오염물질이 물, 세제수용액일 때 5가지 바닥재

에 대하여 개발된 미끄럼 측정기로 측정한 정지마찰계수

와 ANSI/NFSI B101.112)에 제시된 미끄럼 저항 측정기로 

측정한 정지마찰계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개발된 장치와 기존의 측정기로 측정한 정지마찰계수

사이에 로그함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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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OF measured with developed slipmeter .vs. surface roug-
hness.

Fig. 7. SCOF measured with developed slipmeter .vs. human per-
ception.

Fig. 8. SCOF measured with developed slipmeter .vs. SCOF measured 
with BOT-3000.

발된 장치가 높은 마찰계수 영역에서 마찰계수를 구별하

는 성능이 조금 떨어짐을 의미하는 한편 낮은 마찰계수 영

역(미끄럼 위험영역)에서 마찰계수를 구별하는 성능이 우

수함을 의미한다. 미끄럼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낮은 마찰계수 영역에 대한 판별능력이 우수한 장치가 필

요하다. 따라서 개발된 장치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오염물질과 관계없이 상관계수가 0.9이상으

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물의 경우 상관계수가 0.97로 세

제수용액의 상관계수 0.90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개발된 장치가 기존 장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므

로 현장 측정용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개발된 현장 측정용 미끄럼 측정기를 바닥

재의 거칠기, 인지적 평가 및 기존 장치와의 비교를 통해 

성능을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오염물질이 물일 때가 세

제수용액일 때보다 미끄럼 위험성을 더 잘 평가하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세제수용액도 충분히 미끄럼 위

험성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발된 현장 측정용 미끄럼 측정기는 실험된 범

위에서 매우 매끈하게 연마되거나 인위적으로 연마된 금

속 바닥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바닥재에 대해 일상적인 오

염물질인 물과 세제수용액에서 충분한 미끄럼 저항을 평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미끄럼 측

정기를 개발하고 이를 바닥재의 형태, 오염물질에 따라 평

가하여 사용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바닥재의 거

칠기, 인지적 평가 및 기존 장치의 측정결과와 비교함으

로써 미끄럼 측정기로써 성능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개발된 미끄럼 저항 측정기를 ASTM 2508-11의 평가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평가한 결과, 개발된 미끄럼 측정

기는 미끄럼 측정기로써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켰다.
2) 3가지 오염물질과 7가지 바닥재 조건 하에서 측정한 

결과, 개발된 미끄럼 측정기는 글리세롤과 같이 점도가 높

은 오염물질, 매우 매끈한 바닥재 및 인위적으로 연마된 

바닥재에 대하여 미끄럼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였다.
3) 개발된 미끄럼 측정기로 물 및 세제수용액으로 오염된 

5가지 바닥재에 대하여 측정한 정지마찰계수는 표면 거

칠기, 인지적 평가 및 기존의 측정기(BOT-3000)와 높은 상관

성을 나타내었다.
4) 개발된 현장 측정용 미끄럼 저항 측정기는 일반적인 

바닥재 및 오염물질 범위에서 미끄럼 위험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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