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베이터 구조도 ※ 녹색으로 표기된 명칭은 승강기의 

     주요 안전장치입니다. 

권상기
주로프가 걸린 도르래를 회전시켜 카를 상승 또는 

하강시키는 장치로 전동기, 제동기, 감속기어로 구성

• 감속기어가 있는 기어식과 전동기의 회전축에 

    도르래를 부착한 무기어식이 있음

로프브레이크
카의 상승방향과 과속 또는 문이 열린 채 운행되는 

것을 감지하여 카를 정지시키는 장치

• 상승방향과속방지: 고장 등으로 카가 상승방향으

로 과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 개문출발방지: 고장 등으로 카 또는 승강장문이 

   열린 채 카가 운행되는 것을 감지하여 카를  

   정지시키는 기능

과속조절기 
카와 연결된 과속조절기로프를 통하여 카의 속도를 

감지하여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 스위치

를 작동시켜 카를 정지시키는 장치 

또한, 안전스위치가 작동되어도 카가 정지하지 않고 

계속 하강하는 경우 추락방지안전장치를 작동시켜 

기계적으로 카를 강제로 정지시키는 장치

제동기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관성에 의한 

전동기의 회전을 제지하거나, 정지된 

카가 카와 균형추와의 무게불균형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제지하는 

장치로 권상기에 설치된다.

추락방지안전장치
로프의 절단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카가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하강하는 경우 가속

조절기에 의하여 작동되어 카를 기계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

리미트스위치류
카가 최하층 또는 최상층을 

지나쳐서 운행하는 경우

카를 정지시키는 장치로 

파이널리미트스위치는 카 또는 

균형추가 완충기에 도달하기 

전에 작동하여야 한다.

도어인터록장치
잠금장치와 안전스위치(도어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승강장문이 열려 있으면 카가 운행될 수 없도록 하고, 카가 없는 층에서는 

특수한 카를 사용하지 않으면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잠금장치

카 도어스위치
카문이 열려 있으면 

카가 운행되지 않고 카문이 완전히

 닫혀야만 카가 운행되도록 하는 

안전스위치

문닫힘안전장치
카문에 설치되어 있으며 

문이 닫힐 때 문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이 끼이면 문이 다시 

열리도록 하는 장치

카 완충기
카 또는 균형추가 추락방지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속도로

승강로 바닥에 충돌하는 경우에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하부 리미트스위치

상부 리미트스위치

제어반

매다는 장치(주로프)

주도르래

고정도르래

기계대

전동기

로프소켓

과속조절기로프

카

카틀

카바닥

카도어

보호판

균형추 주행안내레일 

균형추 완충기

과속조절기로프 인장장치 

카 주행안내레일브라켓 

카 가이드롤러

도어개폐장치

도어행거

승강장실

승강장문

토가드

이동케이블

카 주행안내레일 

보상수단(균형체인) 

하부 파이널리미트스위치

상부 파이널리미트스위치

균형추
카의 반대편에 두레박 식으로 연결되어 전동기의 부하를 줄이는 역할을

하며, 균형추의 무게에 따라 카를 움직이는 견인력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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