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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도르래 및 엘리베이터의 원리를 이해하고, 힘의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엘리베이터의 탑승 인원의 변화를 고려한 최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본다.

미래의 승강기 꿈을 잡아라!

프로그램명

- 작은 힘으로 세상을 바꿔라.

유형

전시연계 /
설치실습

01 아침에 일어나 학교로 출발하기까지 나의 일상을 살펴봅시다.
어떤 시설들을 이용했을까요?
그 외에 어떤 시설들이 더 필요할까요?

대상학년

목 표

중학교 1 ~ 3학년

2 차시

▶

도르래 및 엘리베이터의 원리를 이해하고, 힘의 이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엘리베이터의 탑승 인원의 변화를 고려한 최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본다.

구 분

상황 제시

총 차시

주제별 교수 학습 활동

▶

아침에 일어나 학교로 출발하기까지 나의 일상을 살펴봅시다.

▶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가능했던 경험을 공유해봅시다.

융합요소

① 전기설비로서는 조명설비 ·전열설비 ·약전설비(弱電設備) ·변전 및 배선설비 ·예비전원설비 ·피뢰설비 등이
T, E

(10분)

가정에서 이용하는 시설들의 종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있으며, 약전설비로서는 통신 ·전화 ·신호 ·화재경보 ·라디오 ·확성장치 ·전기시계 ·중앙감시제어장치 등이 있다.
② 급배수 ·위생 설비로서는 급수설비 ·급탕설비 ·배수설비 ·위생기구설비 ·오수정화설비(汚水淨化設備) 등으로

생각하기

나누어진다. 위생기구설비는 건물의 내외에서 급수 ·급탕 ·배수 등의 배관 말단에 설치하는 기구의 총칭으로서, 세면대
▶

엘리베이터에서 전기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장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엘리베이터에서 균형추가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모터의 힘의 크기는 차이가

·욕조 ·소변기 ·대변기 ·세척기 등이 있으며, 재료는 목재 ·철기 ·금속판 ·천연석 ·인조석 ·법랑철기(琺瑯鐵器)
·도기(陶器) ·합성수지 ·유리 등 여러 가지 것이 사용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도기이다.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

다음의 엘리베이터에서 적정한 균형추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의적 설계
(90분)

▶

엘리베이터 구조에서 사용된 도르래의 역할에 대해 생각 해 봅시다.

▶

엘리베이터에서 힘의 이득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적정 균형추의 무게는 어떻게

③ 냉난방 및 환기 설비도 전기 ·급배수 설비와 같이 가장 보편적이고 또한 대규모의 설비로서, 일반 주택이나 사무소건물,
S, T, M, A

기타 건물에 있어서 3대 설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될까?
▶

최고의 힘을 가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본다.

▶

우리들만의 안락하고 합리적인 우주엘리베이터를 디자인 해 봅시다.

④ 수송설비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메일슈트 ·더스트슈트 등이 일반적이다. 공장에는 주행(走行)크레인 ·각종
컨베이어, 기타 대규모의 수송 및 기계설비가 필요하다.

찾아보기, 생각하기, 공유하기, 만들기

⑤ 그 밖의 설비로서 대규모가 아닌 것에는 방재설비(防災設備) ·주방설비 ·가스설비 ·오물처리설비 등이 있다.
▶

팀별로 디자인한 엘리베이터에 대해 토론한다.

▶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 해 보고

방재설비로서는 소화 ·방화 ·피뢰 설비가 있고, 특수한 것으로서 방폭설비(防爆設備) ·방설설비(防雪設備)
등이 있다.

공유한다.

감성적 체험
(20분)

▶

미래의 엘리베이터 및 안전한 엘리베이터에 대해 생각해 보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

T, E

[네이버 지식백과] 건축설비의 종류 (두산백과)

공유하기, 생각하기

작은 힘으로 세상을 바꿔라

01

02 오늘은 친구들과 놀이동산 야간개장에 가기로 했다.

03 엘리베이터에서 전기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장치는

약속시간 10분전. 집에 가서 무거운 책가방도 내려놓고, 옷도

어떤 것이 있을까?

갈아입어야 한다. 아파트 1층에 도착했다. 앗!!! 엘리베이터 점검중
비슷한 경험을 공유 해 봅시다.

엘리베이터의 편리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엘리베이터에는 우리가 타고 내리는 승강장, 엘리베이터를 구동하는 장치들이 있는 기계실,승강기의 이동통로인 승강로,
승강로의 제일 아래 부분인 피트로 구분되어 있다.
기계실에는 주로프에 걸린 도르래를 회전시켜 카를 상승 또는 하강 시키는 권상기, 카를 멈추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제동기,
엘리베이터를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반, 속도를 감지는 조속기, 이상속도 발생 시 비상정지 시키는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승강로는 엘리베이터와 균형추가 이동하는 통로로 가이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카와 균형추가 가이드레일을 따라서 이동하게
된다.
피트에는 카나 균형추가 어떤 원인으로 최하층에 정지하지 않고 피트로 내려올 때 충격을 완화 시켜주는 장치인 완충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장치 중 균형추는 카의 무게와 최대적재하중의 40%~50%의 무게를 더한 무게로 설치하며 엘리베이터의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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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 엘리베이터에서 균형추가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모터의 힘의

06 다음의 엘리베이터 구조에서 사용된 도르래의 역할에 대해

크기는 차이가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 해 봅시다.

-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탑승하는 카의 무게와 최대 적재하중의 40%~50%에 해당하는

- 일반적인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1:1로핑 방법을 선택하고 자동차용에는 2:1로핑을

균형추를 설치한다.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다.

ㅇ 균형추가 없는 경우 전동기는 카의 무게와 최대 적재 하중을 이동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예시) 카무게
 1,000kg + 최대적재하중 1,000kg = 모터의 필요 용량 2,000kg					
카무게 1,000kg + 최소적재하중 0kg = 모터의 필요 용량 1,000kg						
그러므로 전동기의 필요 용량은 2,000kg이다.
ㅇ 균형추를 카의 무게와 최대 적재하중의 40%~50%로 설치하였을 때 						
예시) (카무게

1,000kg + 최대적재하중 1,000kg)-균형추무게 1,500kg = 전동기의 필요 용량 500kg			
(카무게 1,000kg + 최소적재하중 0kg)-균형추무게 1,500kg = 전동기의 필요 용량은 500kg
▲ 그림1

그러므로 전동기의 필요 용량은 500kg이다.

▲ 그림2

▲ 그림3

일반적으로 승객용에서 사용되는 1:1로핑 방법은 적재하중이 현재 개발된 전동기의 힘을 충분히 지탱하므로 힘의 방향을 바꾸는

05 다음의 엘리베이터에서 적정한 균형추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

고정도르래를 사용하고 있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서는 2:1로핑으로 움직도르래 1개와 고정도르래 1개를 이용한
로핑 방법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탑승하는 카의 무게와 최대 적재하중의 50%에
해당하는 균형추를 설치한다.

●

●

●

04

카의 무게 : 1,000 kg
최대적재하중 : 1,000 kg
최소적재하중 : 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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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힘으로 세상을 바꿔라

05

07 다음의 도구를 활용하여 최소의 힘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를
설치 해 보고, 사용된 도르래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토론 해
본다.

참고자료

▶ 위대한 학자 정약용의 위대한 개발 기구
우리나라의 실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학자인 정약용의 설계로 만들어진 거중기는 위에 고정도르래
4개, 아래 움직도르래 4개, 좌우에 큰 도르래를 연결하여 물레로 줄을 감아서 물체를 올도록 만들
어진 기구이다.

엘리베이터 모형을 이용하여 도르래의 개수의 변화를 주며 실험하도록 지도한다.

1789년, 한강에 배다리를 놓는 데 사용하였고, 특히 1794년부터 쌓기 시작한 수원성은 “거중기”
와 수레의 일종인 “유형거”, 고정도르래를 이용한 “녹로”를 이용하여 10년으로 예상되었던 공사
기간을 2년 반만인 1796년 8월에 완성하였다.

08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주로 가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50년 이 되면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려면 몇 일 또는 몇 주를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야 할껍니다. 우리만의 편안하고 합리적인 엘리베이터를
디자인 해 봅시다.
준비물 A3용지, 싸인펜 등

우주엘리베이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은에너지로 엘리베이터를 구동하는것이 필요하다. 최소의 크기, 최소의 무게 그러면서
오랜시간 탑승해야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공간의 확보
이런것을 고려해서 창의적 엘리베이터를 디자인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거중기
출처 : 화성성역의궤

녹로전도
출처 : 화성역성의궤

참고동영상

실학사상이 담긴 발명품 거중기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YTN science] https://tv.naver.com/v/127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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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도르래의 원리

예를 들어 무게 1000N 인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리려면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최소한의 힘 1000N
이 필요하다. 고정도르래를 이용하여 이 물체를 원하는 높이까지 들어 올리려면 그림1의 (가)와 같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리는 방법

이 장치한다. 그림1의 (가)에서 보는 것처럼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은 줄 하나가 지탱하고 있으므

사람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물체 무게의 한계는 얼마나 될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장미란
선수는 여자 75kg급 역도 부문에서 인상 140kg, 용상 186kg 을 들어 올려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다. 중력에 대항하여 사람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물체 무게의 극한에 도전하는 스포츠인
역도 기록을 보면 아무리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는 선수라고 해도 자기 몸무게의 약 3배를 넘기
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한다.

로 직접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이 힘의 이득은 없으며 고정 도르래로 인해 줄을 당기는 힘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다. 팔을 올리는 것보다 내리는 것이 더 편하듯이 물체를 높은 곳으로 직접 들어올리
기 보다는 줄을 잡아당겨 내림으로써 물체가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 훨씬 편하며 방향을 원하는 데
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또한 물체를 1m 들어올리기 위해 잡아당기는 줄의 길이도 1m 면 된다. 힘
의 이득이 없다는 이 상황은 이상적인 경우이다.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무게와 약간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도르래 무게, 도르래의 회전, 줄의 무게, 도르래의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고정

하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에 가보면 크고 무거운 돌로 성곽을 쌓은 것을 볼 수 있

도르래는 국기게양대, 엘리베이터, 블라인드 등에 사용되고 있다

다. 매우 무거운 돌 하나, 하나를 사람이 어떻게 쌓았을까? 이 궁금증은 성을 축성한 과정을 기록
한 ‘화성성역의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성곽에 사용한 돌은 약 18만개이며…거
중기를 이용하여 12,000근의 큰 돌을 불과 30명의 장정으로 움직여 한 사람당 넉넉히 400근을
감당할 수 있었다. ’ 라고 쓰여 있다. 1근을 600g이라고 한다면 7200kg 의 돌을 1인당 240kg 씩
나누어 든 셈이다. 만약 사람이 역도선수처럼 직접 이 무게를 감당한다면 도저히 들어 올릴 수 없

움직도르래

고정도르래

복합도르래

힘의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힘의 이익은 크다

힘의 방향은 바꿀 수 있지만
힘의 이익은 없다

힘의 방향은 바꿀 수 있으며
힘의 이익도 크다

는 무게이지만 이 작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약용이 제작한 거중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1/8의 힘만 들었을 뿐이다. 거중기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도구이다. 4개의 고정
도르래와 4개의 움직도르래 그리고 녹로가 응용된 도구로 무거운 물체를 손쉽게 들어 올림과 동시
에 무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고안이 되었다고 한다.

▶ 도르래의 종류
도르래는 둥근 바퀴에 튼튼한 줄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감아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
는 도구이다. 이 도르래는 지레와 함께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가장 기본이 되는 도르래는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이다. 고정 도르래는 줄을 감은 바퀴의 중심
축이 고정되어 있으며 힘의 이득을 볼 수는 없지만 힘의 작용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
정도르래를 사용할 때는 그림1의 (가)와 같이 줄의 한쪽에 물체를 걸고 다른 쪽 줄을 잡아 당겨 물
체를 원하는 높이까지 움직인다. 힘의 이득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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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복합도르래를 이용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힘의 변화

▶ 엘리베이터의 균형추로 전기에너지를 잡아라.
관련 내용

힘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움직도르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1의 (나)와 같이 움직도르래는
도르래 축에 직접 물체를 지탱하기 때문에 줄을 당기면 물체와 함께 도르래 축의 위치도 움직인다.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필요한 균형추는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을 퍼텐셜에너지(위치에너지)로

움직도르래를 사용하려면 그림1의 (나)와 같이 줄을 감고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이 때 물체를

전환하여 전기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지탱하는 줄은 두 가닥이 된다. 물체의 무게만 고려하였을 때 두 줄의 합력이 물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힘과 같으므로 나란한 각 줄에 걸리는 힘은 물체 무게의 1/2 이 된다. 즉 물체의 무게는
각 줄에 분산 되어 두 사람이 각각의 줄을 잡고 동시에 들어 올리는 효과가 나므로 움직도르래
한 개를 사용하면 물체 무게의 1/2의 힘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물체를
1m 들어올리기 위해 당겨야 하는 줄의 길이는 물체가 올라가는 높이의 2배인 2m이다. 왜냐하면
물체가 1m 올라갈 때 물체를 지탱하는 두 줄도 동시에 1m 씩 움직여야 하므로 도르래를 통해
줄을 당기는 쪽으로 감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움직도르래를 이용하여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면 실제로 줄은 물체가 움직여야 하는 높이의 2배가 필요하게 된다. 만약, 물체를 움직이는
힘을 더 줄여 힘의 이득을 보고 싶으면 움직도르래의 개수를 증가시키고 움직도르래의 연결법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 된다. 이러한 움직도르래는 높은 빌딩을 짓기 위해 무거운 건축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바다 속에 침몰한 배를 인양하는 크레인에 고정도르래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움직도르래와 고정도르래를 함께 사용하면 힘의 이득과 더불어 힘의 방향도 바꿀 수 있는데 이를
복합도르래라고 한다.

균형추의 무게는 대체로 카의 무게와 최
대 정원무게의 40∼50% 정도, 로프
(rope)의 장력은 최대 정원 무게의 약
12배 이상으로 설계된다고 한다.
만약 엘리베이터의 카와 최대정원의 무
게의 합이 20,000N이고 균형추의 무
게가 10,000N이라면 엘리베이터가 상
승할 때 균형추는 하강하므로 균형추
의 감소된 퍼텐셜에너지(위치에너지)
가 엘리베이터의 퍼텐셜에너지(위치에
너지) 증가에 사용되기 때문에 전동기는
10,000N에 해당되는 무게만 들어 올리

[네이버 지식백과] 도르래의 원리 -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리는 방법 (원리사전)

게 되므로 그만큼 전기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빈 카로 하강 할 때는 균
형추 무게 10,000N 만큼의 일을 하게
된다.
균형추를 설치하는 것은 최대로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관련 단원
중학교 2학년 과학 Ⅳ-3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고등학교 물리Ⅰ Ⅰ-1-05 일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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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고자료

▶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 안 누르면 절전 효과 있나?

▶ 안전한 엘리베이터에 대해 알아본다.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 자체는 절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에서

1. 배트맨의 거미줄 보다 단단한 엘리베이터의 지킴이 강철케이블

인위적으로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자동으로 설정된 시간(약 3~4초)에 닫히게 하면 그만큼 운행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빨리 닫고 올라가
면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못 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한 번 더 엘리베이터를 운행해야

관련 내용
엘리베이터의 도르래에 연결된 줄은 중력과 관성력을 견디면서 안전을 위해 최대 정원 무게의 10배
이상으로 견딜 만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

하니까 그만큼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닫히는 엘리베이터를 다시 열면 전력이 더 소모됩니다.
그런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뛰어오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 문을 다시 열면 전력이 소모되니까 그
냥 닫아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을 위해 엘리베이터가 한 번 더 운행되어
야 하니까 결과적으로 훨씬 더 전력이 낭비됩니다.

엘리베이터에 연결된 로프는 최대 정원과 관성력을 견
뎌야 하는 카의 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같
은 굵기의 한 가닥의 강철 케이블보다 여러 가닥의 강철
케이블을 꼬아 만든 로프의 인장 강도가 수백 배는 강하
다. 따라서 섬유조재의 심 중심으로 여러 겹의 강철을
꼰 선을 다시 꼬아 만들어 안전을 위해 최대 정원 무게
의 10배 이상을 견딜 만큼 가장 튼튼하게 만든다.
앞으로는 강철 케이블의 단점인 부식 방지와 마모방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신조재의 활용한 나
노섬유 개발이 예상된다.
관련 단원
중학교 1학년 과학 Ⅱ. 여러 가지 힘
고등학교 물리Ⅰ Ⅱ-2-04 신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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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의 엘리베이터

2. 엘리베이터의 안전지킴이 비상정지장치

- 우주 엘리베이터로 달나라 여행이 가능할까?

관련 내용
자동차 충돌 시 안전장치는 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안전벨트이고, 추락하는 엘리베이터에는 날개가 있다
그것은 비상정지장치이다.

관련 내용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 빠르고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도약을 위해
다양한 신소재와 과학기술의 집합체가 될 것이고, 더불어 우주여행의 꿈도 실현 될 수 있다.

우주 엘리베이터는 지상에서 우주 공간
까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시설입니다.
우주 엘리베이터는 기존의 우주선처럼
대량의 연료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동영상

[EBS동영상] 엘리베이터 누가 발명했을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5198
3&cid=51648&categoryId=51648

추락이나 폭발의 위험도 적기 때문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우주로의 이동 수
단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되고 있
었지만, 카본 나노 튜브 개발 이후는 충
분히 실현 가능한 시설이 되고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이미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 되었다고 한다.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은 지구에 낙하하는 “중력”과 우주 공간으로 나아가는 “원심력”이 균형을 이

안전벨트를 천천히 잡아당기면 벨트의 줄이 잘 풀리는데, 빠르게 잡아당기면 줄이 잠겨 풀리지 않

루는 고도를 유지하면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의 자전과 같은 속도로 비행하는 인

습니다. 원리는 관성의 법칙 때문인데, 그것은 ELR(Emergency Locking Retractor)장치인데 내

공위성은 지상에서는 한 점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한 점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

부구조는 무게추를 이용해서 사고 시 관성에 의해 무게추가 앞으로 쏠리면 안전벨트 풀림을 잠그

는 궤도를 “정지궤도”라고 부르며 정지궤도를 도는 인공위성과 지상을 케이블로 연결된 우주 엘리

는 구조입니다. 엘리베이터도 평균 운행 속도의 1.4배가 넘으면 조속기의 로프에 연결된 비상정

베이터를 실현할 수 있다.

지장치가 작동되어 멈추게 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지더라도 엘리베이터는

❶ 케이블의 강도를 높이는 소재의 개발

추락하지 않고 비상정지하게 됩니다.
우주 엘리베이터를

관련 단원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

고등학교 물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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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엘리베이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
❹ 사고 발생기 승객의 안전장치 등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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