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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any kinds of falling prevention systems with a safety block have been supplied in order to prevent falling accidents and 
acquire the long life and cost down for the maintenance. However, there are not the reliable and domestic the falling prevention system 
until now. Almost systems were imported from U.S.A, Japan, U.K and Germany.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imported safety block is 
satisfied sufficiently, but it has heavy weight due to the cover with the aluminum and thickness. Especially, the falling prevention system 
as the safety block is very expensive. It brings about flow the enormous money out of country. Furthermore it has a heavy weight when 
workers climbed the ladder with a falling prevention system and moved, many workers are not feeling themselves. Thus, the aim of this 
work is to develop a commercial self-escape SRL(Self Retracting Lifeline) with the safety block function that has a light weight and an 
advanced strength. The cost efficiency and convenience of the system and safety for workers also will be improved remarkably even 
though this system has a light weight. The results show that the maximum stress is obtained in each part by the lower more than yield 
strength and has sufficient safety in the developed new safety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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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소작업이 필수적인 건설현장, 철골 구조물 및 조

선업 등의 여러 산업현장에서는 구조물 설치 및 유지

보수 작업 시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그네식 안전벨트(Full Body Harness – 이하 안전

벨트)에 죔줄(Lanyard)과 SRL(Self Retracting Lifeline)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1,2). 하지만 현재 국내에 생

산․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SRL은 추락발생시 자동

잠김장치로 인해 즉각적인 추락을 방지 할 수 있으나, 
작업자 자력으로 지면에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구

조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단독작업을 하거나 구조

자가 근방에 없어서 구조장비 지연 도착 등의 이유로 

장시간 매달려 있을 경우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쇼크

가 올 수 있다3,4). 공단기준에 따르면 그네식 안전벨트

는 추락발생 후 30분 7초를 구출 제한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NSL(미 교육기관)에 따르면 신체, 연령, 성별에 

따라 유동적이나 추락 후 SRL을 통해 매달려 있는 시

간이 5분이 지나면 혈액이 하부로 쏠리면서 심장박동

이 빨라지고 뇌로 혈액공급이 줄어들면서 25분이 지나

면 실신에 이르게 된다. Harness의 연구에 의하면 5~25
분 사이에 실신에 이를 수 있고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

면 구출 후에도 급격한 혈액공급으로 인한 뇌혈관 및 

심장에 과부하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

과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기존 SRL의 추락방지 기능에 

자가탈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추락재해 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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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재해방지를 위한 자가탈출용 SRL 시스템의 개발은 

대단히 중요하다5,6).
국내 제품의 경우 내구성 및 신뢰도 면에서 외국 제

품에 비해 열악하여 제품의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안전기술이 선진화 된 나

라에서 생산되는 고가의 수입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현

실이며, 2009년 KOSHA의 안전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국내 제품의 수거검정으로 판매제품들을 성능실

험 한 결과 부적합 판정의 문제가 발생하여 검․인증

이 취소를 통보받아 신규인증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자가 탈출이 가능한 

추락 억제용 SRL은 추락 시 가이드롤러를 통해 인출

된 죔줄이 원심력을 이용한 스토퍼 작동으로 짧은 감

속거리로 인한 추락 충격 하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추

락방지 기능과 추락 후 드럼 브레이크(drum brake) 안
쪽면과 브레이크슈(brake shoe)의 마찰로 인해 일정한 

속도로 인출되어 내려옴으로서 구조자의 도움 없이 자

가 구조가 가능 하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기존의 대용

량 안전블럭의 경우 추락에 의한 충격하중을 두꺼운 

금속재질인 커버가 분담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작업자의 이동 및 사용 시 상당히 불편한 실정이다. 따
라서 하중의 전달구조를 내부 축을 통해 외부 손잡이

로 전달되는 구조로 변경하고 커버를 경량화하여 사용

상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안전 기

술의 독창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 외국기술에 의

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제품개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하고자 한다.

2. 시험방법

2.1 동하중 성능시험방법

자가 탈출이 가능한 추락 억제용 SRL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동하중성능시험은 추락 시 인체

에 전달되는 최대 전달 충격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으로 제품의 신뢰성 및 안전성검증을 위해 꼭 필

요한 시험방법이다.
Fig. 1은 안전대시험방법 제 27조 8항에 의거한 동하

중성능시험의 장치개략도를 나타내고 있다. SRL 부품

의 동하중 성능 시험은 전달충격력 측정장치에 안전블

록을 걸고 무게 100 kg의 시험 추를 설치한다. 연결고

리를 포함한 죔줄 길이를 600 ㎜로 조정한 후 수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림에서와 같이 클립을 부착한다. 
시험 추에 부착된 고리와 전달충격력 측정 장치의 수

직중심선은 수평으로 300 ㎜이내에 두도록 한다. 마지

Fig. 1. Dynamic performance test configuration.

막으로 시험 추를 올려 죔줄의 길이만큼 자유낙하 시

킨 후 가해진 전달충격력 및 인출속도를 측정한다. 

2.2 구조해석

2.2.1 해석모델

해석대상은 SRL 몸체이다. SRL의 내부구조와 하우

징(housing)부에 대한 도면은 Fig. 2에 나타내었으며, 

① plate spring ② wire cable ③ stopper ④ drum brake ⑤ cable drum 
⑥ brake pad ⑦ grip ⑧ brake shoe ⑨ brake gear ⑩ guide roller ⑪ a 
shaft ⑫ stopper spring ⑬ guide bush ⑭ rotation ring ⑮ an adjustable 
hook  lock switch  lock switch pad

Fig. 2. An assembly drawing of self-escape S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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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RL

(b) cable drum & latch (c) drum body

(d) brake pad (e) cable drum plate

(f) shaft (g) brake shoe

Fig. 3. SRL and its main parts.

실제 모델과 주요 각 부품은 Fig. 3 (a)~(g)에 나타내었

다. 해석을 위해 CATIA에서 모델링을 거친 후 ANSYS 
Workbench에서 임포트(import)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기존에 사용되어져온 SRL의 경우 하우징부가 두께 

약 7mm의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과중한 무게로 인해 작업자가 사용 시에 상당히 불편

한 실정이다. 또한 추락에 의한 충격하중을 하우징부

로 전달되게 하는 구조로 제작되었으므로 두께가 두꺼

운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SRL은 추락에 의한 

충격하중 발생 시에 하중전달 경로를 케이블 드럼

(cable drum)에서 드럼 브레이크로 연결되는 축을 통해 

외부 손잡이로 전달되는 구조를 채택하였으며, 하우징

부의 경량화를 위해 nylon66재질을 적용하였다.
시험은 시험 추를 낙하시킨 후 낙하에 의한 진동이 

사라진 시점으로 한다. 이때 측정된 전달충격력은 CE 
및 안전인증제도 기준으로 6 kN이하이어야 한다. 이는 

추락을 방지하면서도 추락방지 시에 인체에 전달되는 

충격력 때문에 중추신경계에 전달될 수 있는 하중을 

줄여야만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하중 성능시험을 통해서는 SRL부품의 건전성 및 전

달충격력 등을 확인하고 측정한다. 또한 추락잠김장치 

작동 후 인출속도는 CE인증기준으로 0.5~2 m/s이므로, 
이에 대한 측정은 동영상촬영을 통해 측정․분석한다.

2.2.2 해석조건

SRL의 성능은 동하중성능시험의 반복측정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였고, 구조적 부품 건전성 확보는 구

조해석을 통해 검증한다. Fig. 4의 (a)는 SRL내부의 도

면과 와이어로프 케이블 드럼을 나타낸다. Fig. 1에서

와 같이 시험 추를 낙하하게 되면 하중작용방향에 의

해 케이블 드럼은 일시적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회전

함과 동시에 래치(latch)가 브레이크 패드(brake pad)에 

걸리게 되어 케이블 드럼은 회전을 멈추고 케이블 드

럼 플레이트(cable drum plate)와 마찰을 통해 정지하게 

된다. 따라서 해석시의 작용하중은 Fig. 3의 케이블 드

럼에서와 같이 회전력이 발생되도록 하중을 부여하였

다. 동하중 성능시험 기준으로 20 m의 경우 최대하중

이 2.5 kN이 작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조해석 시의 

작용하중은 CE인증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안전율 등을 

고려하여 최대하중이 6 kN이 되도록 비례적으로 각부 

하중을 증가시켜서 부하하여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

하였다7).
Fig. 3의 (b)는 유한요소모델을 나타내며 해석에 사

용된 요소 수는 약 81만개이다.

(a) Bounda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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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nite element model

Fig. 4. Boundary condition and finite element model for 
analysis.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the main parts in SRL

SRL parts

Elastic Modulus (GPa) Poisson's ratio Tensile ultimate 
strength (MPa)

nylon66 85.3 0.21 179

Al 6061-T6 70.1 0.3 290

STS 304 193 0.29 597

S45C 205 0.29 690

Table 1에는 SRL에 사용된 각 종 부품들 중에 하중

을 주로 분담하는 부품들에 대한 기계적 물성치를 나

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동하중성능시험결과

Fig. 5의 (a)~(c)는 SRL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동하

중성능시험을 한 결과이다. 시험대상은 15 m, 18 m 그
리고 20 m용량의 SRL에 대해 수행하였다. 시험추의 

낙하 후에 인체에 전달되는 최대 및 주요 충격하중들

은 1초안에 발생되므로 시험결과는 시험시작에서부터 

1초 이내까지의 결과를 제시한다.
Fig. 5(a)는 15 m SRL의 동하중성능시험결과이다. 

최대전달하중은 약 2 kN으로 나타났으며, 진폭은 평균 

약 450 N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안전블럭의 성능기준인 6 kN 보다 훨씬 낮은 

인체전달 충격력을 보여 우수한 성능을 보유했음을 나

타낸다. 또한 브레이크 슈가 작동하면서 인출되는 속

도는 1.3 m/s로 측정되어 CE인증기준에 충분히 부합되

(a) 15m SRL

(b) 18m SRL

(c) 20m SRL

Fig. 5. The result of dynamic performance test.

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b)는 18 m SRL의 동하중성능시험결과이다. 

최대전달하중은 약 2 kN으로 나타났으며, 진폭은 15 m 
SRL 보다는 다소 높게, 최대 1.2 kN, 최소 110 N으로 

평균 약 590 N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안전블럭의 일반

적인 최대 및 최소하중의 진폭인 3k N의 진폭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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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낮은 안전한 진폭을 나타내는 수준으로 판단된

다. 또한 18 m의 경우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

하는 안전블럭의 성능기준인 6k N 보다 훨씬 낮은 인

체전달 충격력을 보여 우수한 성능을 보유했음을 나타

낸다. 브레이크 슈가 작동하면서 인출되는 속도는 1.45 
m/s로 측정되어 CE인증기준에 충분히 부합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Fig. 5(c)는 20 m SRL의 동하중성능시험결과이다. 

최대전달하중은 약 2.52 kN으로 나타났으며, 진폭은 

15 m와 18 m SRL 보다는 다소 높게, 최대 1.51 kN으

로 나타났다. 20 m SRL 또한 안전블럭의 일반적인 최

대 및 최소하중의 진폭인 3 kN의 진폭보다는 충분히 

낮은 안전한 진폭을 나타내는 수준으로 판단되며, 안
전한 인체전달 충격력을 보여 우수한 성능을 보유했음

을 나타낸다. 브레이크 슈가 작동하면서 인출되는 속

도는 1.51 m/s로 측정되어 CE인증기준에 충분히 부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복 시험 후 SRL의 외부 

케이스 및 손잡이에 대한 변형 및 파손이 발생되지 않

아 구조적인 부품 건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 구조해석결과

Fig. 6는 구조해석에서 사용된 하중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해석대상인 모델은 동하중성능 시험결과 최대하

중이 2.52 kN으로 나타났으나 SRL부품의 건전성을 위

해 하중수준을 높여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적용된 하

중수준은 그림에서와 같이 20 m SRL의 동하중성능 시

험결과에 비례적으로 하중을 상승시켜 과도해석을 수

행하였다.
해석결과에서는 경량화를 위해 하우징부에 적용한 

nylon66에 대한 해석결과와 SRL 내부 부품 중에서 상

대적으로 높은 응력값을 나타낸 부품들에 대해 그 결

과를 나타내었다.

Fig. 6. The applied load condition for transient analysis.

Fig. 7. The relationship of DIC and strain gauge values ( u = 
0.5mm/min).

Fig. 8. The relationship of DIC and strain gauge values ( u = 
1.0m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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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SRL 하우징에서 발생된 von Mises 응력 등

고분포를 나타낸다.
최대 응력값이 2.8 MPa로 드럼의 몸체 케이스와 연

결된 링크 바(link bar)와 손잡이와의 연결‧접촉부에서 

발생하였다. 하지만 하우징제조에 사용된 재료의 인장

강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값을 나타내어 SRL
의 사용 시에 발생되는 충격하중에 대해 구조적 안전

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된다. 이는 충격하중 발

생 시에 외부 하우징의 파손이 발생되는 국내의 타제

품과는 달리 제품 설계 시에 하우징부 보다 상대적으

로 강도가 강한 내부 부품으로 응력이 전달되도록 한 

것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Fig. 8은 SRL 내부 부품 중 케이블 드럼에 발생되는 

von Mises 응력 등고분포를 나타낸다. 
최대 응력값은 약 23.4 MPa로 브레이크 드럼과의 연

결부인 케이블 드럼 하단부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케

이블 드럼 제조에 사용된 재료인 Al 6061 T6의 인장강

도인 290 MPa에 훨씬 못미치는 값으로 안전율이 약 

12.4에 해당하여 SRL의 사용 시에 발생되는 충격하중

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된다.
Fig. 9는 SRL 내부 부품 중 드럼 몸체 케이스와 링크 

바에 발생되는 von Mises 응력 등고분포를 나타낸다.

Fig. 9. The relationship of DIC and strain gauge values ( u = 
3.0mm/min).

최대 응력값은 약 29.7 MPa로 드럼 몸체 케이스와 

링크 바의 직각연결부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링크 바 

제조에 사용된 재료인 STS 304의 인장강도인 597 MPa
에 훨씬 못 미치는 값으로 안전율이 약 20.1에 해당하

여 SRL의 사용 시에 발생되는 충격하중에 대해 구조

적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가탈출이 가능한 SRL모델은 

추락에 의해 발생되는 충격하중 작용 시 하중이 전달

되는 구조가 SRL내부 부품의 강도를 통해 견디게 하

는 기존모델과는 달리 내부의 마찰에 의한 하중 경감

구조와 손잡이를 통해 외부로 전달되도록 하는 구조로 

변경하였으므로, 최대응력은 기존에 가장 취약부로 여

겨져 온 래치에서 발생되지 않고 부품 각부에서 고르

게 분포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가탈출이 가능하고 경량화한 SRL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CE인증 및 국내인증기준에 부합

하는 성능시험 및 구조해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동하중성능시험에서 SRL의 용량별 최대 충격전

달하중은 최대 2.25 kN에서 최소 약 2 kN으로 나타났

으며, 충격하중 진폭 또한 낮은 범위로 나타나 산업안

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안전블럭의 성능기준인 6 kN 
보다 훨씬 낮은 인체전달 충격력을 보여 우수한 성능

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CE인증 통과기준의 중요한 지표인 인출속도는 

각 용량별로 1.3, 1.45 그리고 1.51 m/s로 나타나 안전

한 범위에서 인출됨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측정된 인출속도는 100 kg의 시험추에 국한된 것

으로 향후 추가적인 마찰실험 등을 통해 브레이크 슈

의 크기 및 마찰면적의 수정․보완으로 보다 안정적인 

속도제어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구조해석의 결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기존 안

전블럭의 하중전달구조에서 외부로 충격하중이 전달

되는 구조로 변경한 결과 각 부품에서 고르게 낮은 응

력분포가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품의 경

량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서 사용자의 편의성 향

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가탈출이 가능한 SRL은 

모든 고소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저

부의 지형안전하거나 근로자가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

는 곳에 사용될 수 있는 모델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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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모든 고소작업현장에서 사용

될 수 있는 인출의 on/off 기능이 탑재된 모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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