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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BO IS 

The Challenge 
for World

 서보실업 주식회사는 1985년에 설립되어, 
고객들의 주문사양에 따른 다양한 웨빙(webbing)등을 비롯하여 

라운드슬링, 벨트슬링 및 화물자동바를 전문적으로 제조해왔으며,

모든 제품들은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 및 효과적인 생산관리를 

통해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지고있습니다. 

서보실업은 설계, 제직, 봉제, 검사에서 최종 포장, 출하까지 당사의 모든 생산과정에서 

단계별 엄격한 품질관리를 수행하고있습니다.

서보실업은 안전인증마크로서 한국의 "S" mark와 EU의 "CE"를 획득했고,

"ISO"는 물론 2002년 일본 공업 규격 "JIS"를 획득하였으며, 

2008년에는 일본 공업규격 "신 JIS"마크도 획득했습니다. 

서보실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2억원 생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며,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모든 고객들에게 안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About us

1985 ~1999'S

1985.09  서보실업 설립(서울)

1992.09  공장 확장 이전(경기 용인)

1995.11  ROUND SLING 제작 기술에 관한 특허 획득

1996.06  KOTRA 중소기업 우수기업 선정

1996.06  일본 가와데스 제철소 (현 JFE 제철소)에 

           현재까지 ROUND SLING 수출

1999.09  유럽 CE 및 한국 "S"마크 획득,  

          8개국에 수출 (ROUND SLING, LIFTING SLING)

History 

2000'S

2002.04   일본공업규격 JIS 마크 획득 (일본 외 업체로는 최초)

2005.10   ISO 획득

2006.02   ROUND SLING 산업안전공단 S마크 획득

           - POLYESTER ROUND SLING (1 ~ 40 TON)

           - UHMWPE ROUND SLING (10 ~ 40 TON)

           - POWERTEX ROUND SLING (10 ~ 40 TON)

2011.02   POWERTEX ROUND SLING (2 ~ 40 TON)

2008.09   BELT SLING 일본 신 JIS 마크 획득

2011.02   ROUND SLING 제조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획득

2013.11  1000톤 인장테스트기 도입

2014.04   DNV Type Cert획득 (Powertex roundsling, 10ton ~200ton)

2016.06   Powertex Anti-cutting roundsling 출시 

            Powertex 투명 라운드슬링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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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Contents

  Wier Rope Sling

Locking Type
Hand spliced Type
Endless Type
Grommet Type
Socket Molding Type
Socket Swaging Type
Cable Laid Grommet

  Shacles

Screw Pin Type
Bolt Type
Wide Body Shackle
ROV
Alloy Screw Pin Type_ G209A
Alloy Bolt Tyle

  Synthetic slings

Power Tex Round Sling
Power Tex Multi Round Sling
Power Tex Anti-cutting Round Sling
Power Tex Transparent Round Sling
Power Tex Anti Flame Round Sling
Polyester Round Sling
Belt Sling

  Synthetic slings Accessaries

Protection Pad
Ratchet Tie Down
Sling Net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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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llenge for World

CERTIFICATE OF APPROVAL

DNY TYPE 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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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tex Round Slings
사용상의 장점

/최고의 안전성
가볍고 접힘이 자유롭기때문에 보관하거나 꺼낼때 

불편함이 적고 보관스페이스도 작을뿐아니라 취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무거운 와이어로프를 취급시 올수있는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최적의 취급효율
예를 들어 50톤 10미터 길이로 들어올릴때 와이어로프의

경우는 무게가 280kg인데 반해 파워택스의 무게는 34kg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볍기때문에 물체에 걸거나  적응시키는데 작업 

시간과 소요인원을 대폭감소시키므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수있다.

 

/완성된 화물의 스크래치 방지
파워택스는 부드러운 특수 섬유를 소재로 

만들어진것이기때문에 적응화물에 상처를 주지않는다.

어떠한 고급물체라 할지라도 별도의 스크래치방지용 

보호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품에 스크래치등의 

상처를 입히지않으며 작업을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진행 할 수 있다.

고하중의 화물을 들기위해 특별하게 준비된 파워택스 

라운드슬링은 lifting 작업시 다음과같이 많은 이점이 있다.

파워택스 라운드슬링은 하중을 감당하는 심사(Core thread), 심사를 

감싸주는 외피(Sleeves) 그리고  후크등과 닿는 접촉부위에서의 손상을

최소화해주는 보호대(Protector)로 이루어져있습니다.

Powertex Round 
Slings의 구조

m

심사 내측표피외측표피

 외    피 : 외피는 내측표피와 외측표피의 두겹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외피의 종류에 따라서 

            내마모 외피, 내열 외피, 안티커팅 외피,      

             투명외피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보호대 : 보호대는 일반적으로 아래와같이 

            VELCRO TYPE으로 사용됩니다.

            특수한 경우 SLEEVES TYPE의 

            보호대를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Synthetic slings

Power Tex Round Sling

파워택스 
라운드슬링

서보실업의 POWERTEX ROUND SLING은 초강력 

폴리아릴레이트 섬유와 UHMWPE섬유의 두가지 

소재를 사용해서 만든 것으로 비록 섬유이지만 

그 인장강도는 WIRE ROPE보다 강하고 질기며 

부드럽기때문에 작업물에 상처를 주지 않고 

간편하며,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경량화물 또는 초중량화물이라 할지라도 기존 

섬유로프나 체인을 대신하여 크고작은 물체를 

이동시키거나 오르고 내릴때 사용하는 슬링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섬유는 인장강도에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래에 개발된 특수섬유는 

방탄복, 방탄장갑, 우주복등에 사용되는 

특수소재로서 그 기능이 질기고 강하며, 부드럽기 

때문에 라운드슬링용으로  산업전반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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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인양) 올리는
형태별 안전사용하중

GENERAL NOTES_ 

(a) 라운드슬링의 라벨에서의 하중표시는 일자(Vertical)로 들었을때의 하중으로 구분됩니다.

 (b) 라운드슬링의 선택과 사용은 라벨에 표시된 하중으로 구별됩니다.

(c) CHOKER 타입일때의 각도는 120도 혹은 그이상이어야 합니다.(Fig.2 참조)

 * 표기되어진 각도가 아닌경우는, 다음 작은 각도의 하중을 적용하거나, 전문가에 의해 계산된 하중을 적용하십시오.
   사용하중은 아래를 기본으로 합니다.

 º 제품의 강도    º 안전율    º 걸이 형태    º 걸리는 각도 (Fig.1 참조)    º 슬링이 사용되는 곡면의 직경

Powertex Round Slings
사용의 효율성

슬링무게의 경량화
POWERTEX Round Sling 자체의 무게는 Wire Rope 1/10 정도로 가벼워 

취급이 아주 용이하다.

Wire RopePolyester Power Tex

250kg92kg34kg

전체 작업 비용의 감소

작업 효율 상승

빠른 인양 작업

작업의 간소화

화물의 안정성

인력의 감소

적용량 감소 

* 작업의 간소화 :  
  라운드슬링 자체의 무게가 가벼워 인양 작업이 간편해지며 부상의 위험도 감소한다.

* 빠른 인양 작업 :  
  가볍고 유연성이 높아 인양 작업의 시간을 단축시킨다.　

* 인력의 감소 :  
  대형화물 인양 작업시에 Wire Rope를 사용할 경우 작업걸이에 여러 사람 또는 장비가 

  동원되어야  하지만 POWER TEX Round Sling은 한두사람으로도 손쉽게 할 수 있다.　

* 화물에 대한 데미지(손상)감소 : 
  부드러운 섬유사의 재질은   화물 인양 작업시 화물에 대한 손상을 주지 않는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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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시 점검사항 :

   1. 라벨의 유무 및 제품과의 일치성

   2. 산(Acid)등으로 인한 상처(녹거나 탄 흔적)

   3. 열에 의한 상처 유무

   4. 외피의 찢어짐, 구멍, 마모등과 이로인한 심사의 노출유무

   5. 심사의 절단이나 상처

   6. 용접불똥으로 인한 외피손상과 이로 인한 심사의 노출

   7. 라운드슬링의 몸체 꼬임

   8. 슬링의 특정부위의 탈색, 부러짐, 뻣뻣함.

    9. 구멍, 부식, 갈라짐, 구부러짐, 꼬임, 도려난 자국등과 금구의 손상이 있거나,

   10. 슬링의 지속 사용에 의구심이 생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 수리 및 보수 :
   데미지를 입거나 찢어진 슬링은 사용하지말고 폐기하거나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수리는 오로지 제조사나 제조사에 의해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슬링의 선택시 고려사항 :
* 다중 구조의 멀티 레그 슬링의 사용시는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계산 설계된 하중에 맞게 사용하고, 어떤 한 개의 

  슬링도 하중을 오버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멀티 레그 슬링의 선택시 테이블1의 하중표를 참고하고 특정 각도의 사용시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계산되어진 

  하중의 슬링을 사용하며 절대로 설계되어진 하중이상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 금구사용시 적절한 형태와 사이즈의 금구를 사용할것이며, 후크나 lifting 기구에 정확하게 접속 하여야 합니다.

 

  작업자의 주의사항 :
 * 작업자는 하중이 걸리는 슬링과 크레인 혹은 호이스트로 부터 멀리 떨어져있어야 합니다.

 * 작업자는 하중이 걸리는 슬링위에 서있거나 옆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 작업자는 리프팅작업을 하고 있는 제품 아래에 서있거나 지나다녀서는 안됩니다.

* 작업자는 슬링의 하중이 특정하중으로 충분히 설계되고 시험되었다고하여도 슬링에 올라타거나 하중이 걸리고 있는 

  슬링에 올라가서는 안됩니다.

* 라운드슬링을 마치 섬유로프와같이 고삐를 만들어 매달아서는 안됩니다.

 
기타 제품의 주의사항 및  테스트 관련사항은
USE AND CARE OF POWERTEX ROUNDSLING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구 사용시 : 
  후크, 샤클, 마스터링크등의 피팅시 반드시 아래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금구의 기계적, 환경적 요구사항이 슬링과 동일해야합니다.

 * 금구의 사용하중이 적어도 슬링의 사용하중과 같아야합니다.

 * 금구의 표면이 깨끗하고, 날카롭거나 거친면이 없어야 합니다.

 * 금구는 최소한 두배이상의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품 점검 :
숙련된 점검자는 매일 슬링과 그 접속기구가 오염이나 상처가 없는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숙련된 점검자는 이에 더해 아래 조건에 

의해 결정된 사항들에 맞게 주기적으로 정기 점검하여야 합니다.

 

* 슬링의 사용 빈도

 * 작업 환경

 * 접속되는 후크등의 형태

 * 경험에서 알게된 비슷한 환경에서 사용되었던 슬링의 수명  정기검사의 

  주기는 1년이 넘지 않아야하며 작업환경이나 사용빈도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검사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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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thetic slings

Powertex Multi Roundsling

파워택스 
멀티   라운드슬링

파워택스 멀티 라운드슬링
활용의 특징

*심사의 피로도를 측정하는 파워택스 멀티 라운드슬링은 

  라운드슬링의 유지관리를 더욱 쉽게 할수있습니다.

*리프팅 전후 멀티체크 시스템을 통해서 라운드슬링을 

 더욱 안전하고 편하게  관리하세요.  

일반적인 섬유 슬링 외피는 심사의 데미지를 
보호해주는역할은 할수있으나 심사의 손상 
여부를 확인 할수 없었다.

Multi Sling은 심사(CORE)에 손상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안전 점검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슬링내부의 심사 손상정도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다.

               

안전성 테스트검사

슬링의 심사(CORE)에 전류도선이 들어있어 슬링의 사용빈도에 

따라 심사(CORE)의 피로도가 증가되면서 손상을 입는다.

이 때 아래 그림과 같이 표면에 부착된 단자에 테스터기로 

저항치를 체크하여 간단히 심사의 상태를 알 수 있다. 

파워택스 멀티 라운드슬링의 
구조 및 걸이별 하중표

m

심사(芯絲)

내측표피측정단자 외측표피

체크!!
계속사용

데스트 가능 체크결과 (예)

파워텍스 멀티
라운드 슬링의 스펙

20 ton X 4m

저 항 치 (Ω)

안전사용(Ω)

50  미만

점검필요(Ω)

50 ~ 99  미만

A/S 또는 폐기(Ω)

100  이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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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utting sleeves　

  Anti-cutting Sleeves는 방탄복, 방탄화, 방검장갑, 우주복등의

특수소재로 쓰이는 UHMWPE소재를 사용하여 라운드슬링의

약점인 쉽게 손상되는 외피를 개선한 제품입니다.

　

안티커팅 슬리브의 개발과 이로인한 파워택스 라운드슬링의 

결합으로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라운드슬링을 이용할수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각진 블록 리프팅, 스틸 코일, 철판, 특수강, 마모가 잦은 

턴오버 작업에 안티커팅 슬리브를 사용하여 더욱 쉽고, 가볍고　

제품에 스크래치없이 리프팅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걸이별 
사용하중

  Synthetic slings

Power Tex Anti-cutting Round Sling

파워택스 안티커팅
라운드슬링

섬유슬링의 단점인 Edge에 강한 파워택스 안티커팅 라운드슬링은  Cutting에 

대한 훌륭한 솔루션입니다.　

반복적인 리프트 작업, 스틸 코일 그리고 하중을 받는 각진 제품을 리프팅할수있는 

해법을 찾는다면 파워택스 안티커팅 라운드슬링이 이상적인 선택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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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택스 투명 
라운드슬링의 특징

투명한 외피를 통해서 심사의 손상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할수있습니다.

현장에서 제품의 사용가능을 바로 판단

할수있어제품의 유지관리에 큰 이점이 있습니다.

< 일반 상태 > < 파단시 >

/검사의 용이성/

제품 검사시 육안으로 쉽게 라운드슬링의 이상유무를 확인할수있으므로, 누구든지 제품검사가

용이하며 이로 인한 관리가 쉬워집니다.　

  Synthetic slings

Power Tex Transparent Round Sling

파워택스 투명 
라운드슬링

투명한 외피에 눈에 띌수있게 설계된 심사의 조합으로 현장에서 쉽게 심사의 상태를 확인할수

있으므로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제품을 사용할수있게 만든 투명라운드슬링은 제품의 사용 및 유지 

관리에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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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이별 
사용하중

이미지
추가 요청

The Challenge fo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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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nthetic slings

Power Tex Anti Flame Round Sling

파워택스 골드 라운드슬링
(Anti Flame Roundsling)

외피 및 심사를 고온에 견딜수있게 설계된 파워택스 안티플레임 라운드슬링은

최대 200℃의 작업 환경에서도 강도저하가 없이 사용할수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고온의 자재의 리프팅시 Powertex-anti flame Roundsling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파워택스 골드 
라운드슬링의 구조

Powertex-Anti Flame Roundsling은 기존 외피와 

심사를 모두 아라미드 소재로 제작하여 열에 강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일반 외피보다 마모나 스크래치에 강점이 있으며 

제강회사등의 후가공제품의 리프팅에 적합합니다.

내측표피(ARAMID)

심사(芯絲/ARAMID)

외측표피(ARA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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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택스 골드 라운드슬링의 
걸이별 사용 하중

The Challenge fo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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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폴리에스터 라운드슬링, SF = 6:1 

B) 폴리에스터 라운드슬링, SF = 7:1

  Synthetic slings

Polyester Round Sling

폴리에스터 
라운드슬링

부드럽고 가벼운 폴리에스터 라운드슬링은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S마크에서 유럽 CE 

그리고, 일본 JIS 규격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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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내 S마크기준 웹슬링 (안전율 7배)

B) 국내 일반 기준 웹슬링 
   [안전율 6배]

표1] S마크 웹슬링 걸이별 사용하중표

서보실업(주)는 한국산업안전공단 

S마크 기준에 따라 안전율 7배의 

벨트슬링을 철저한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생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일본식의 SIGNAL TYPE과 

국제 규정에 맞는 제품 식별을 위한 

COLOR CODING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규정인 

ISO4878에 따라 서보실업㈜에서는 

생산하고있으며, 국내 일부 업체들과 

홍콩, 싱가폴등의 아시아 국가들에 

꾸준히 수출하고있습니다.

　

제품의 식별을 위하여 INTERNATIONAL COLOR CODE와 

추적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제품을 출하하고있습니다.

  Synthetic slings

Belt Sling

벨트슬링

서보실업㈜의 벨트슬링은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생산이 가능하며,

일본 JIS 규격, 한국 S규격, 유럽 CE규격등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으로 생산에서 출하까지 각 LOT NO별로

추적 관리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됩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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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유럽 기준 (EN1492-2 : 2000)

 표2] 내수 웹슬링 걸이별 사용하중표

표3] 유럽기준 웹슬링 걸이별 사용하중표

서보실업㈜은 유럽공동체의 CE규격인 

EN1492-2에 따라　제품을 생산 관리하고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COLOR CODING과 추적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유지하고있습니다.

The Challenge fo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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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荷重表(つり角度a=0°の場合)

*損傷強さ
（新品の状態でキズを付けた場合)

※ 波斷荷重とは、ベルトスリングが引張試験において耐えた最大荷重であり、基本使用荷重とは、1本のベルトスリングで
      ストレートに吊り上げた場合に、使用上安全に負荷することができる JIS規格で定められた最大荷重おいいます。

 ※ ベルトスリングは吊り上げる方法及び角度によって、使用荷重が変わります。
     上記使用荷重を參考に吊り上げる物の重量や形に適した幅と長さのベルトスリングを使いください。

※ 上記各使用荷重を超える吊り絶対に吊らないでください。

※こ希望により摩耗や疲労したスリングの残存強度試驗をさせていたいただきますから、お申しつけください。

*JIS B-8818 Ⅲ N(エンドレス形)
*JIS B-8818 Ⅳ N(エンドレス形)

*アピックスⅢはポリエステル原糸で織られたベルトを

 三層構造に縫製されています。

*使用荷重の一番大きい　JIS Ⅲ等級タイプです。

*機種は2種類、両端アイ形のⅢとエンドレスタイプのⅢNがあります。

アイの長さは調節できますが、余り短かすぎると強度が低下しますから好ましくありません。

スリングの長さは、こ希望通りの寸法にできますが、標準品は、E形0.5mN形0.25m間隔です。

*製造法

*JIS B-8818 Ⅲ E 型 (両端アイ形)
*新 JIS B-8818 Ⅳ E 型 (両端アイ形)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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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荷重表 (角度a=0°の場合)

最大吊り上げ能力
（４点吊り）

◎ 標準品の形状
       E形（両面アイ形）呼ば：FE形

200t

※角ばった部分は、保護PADを必ず使用してください

Japanese
STANDARD Round Sling

*使用荷重表(つり角度a=0°の場合)

※波斷荷重とは、ベルトスリングが引張試験において耐えた最大荷重であり、基本使用荷重とは、1本のベルトスリングで
    ストレートに吊り上げた場合に、使用上安全に負荷することができる JIS規格で定められた最大荷重おいいます。

 ※ベルトスリングは吊り上げる方法及び角度によって、使用荷重が変わります。
    上記使用荷重を參考に吊り上げる物の重量や形に適した幅と長さのベルトスリングを使いください。

 ※上記各使用荷重を超える吊り絶対に吊らないでください。

◎ 標準品の形状
      E形（両面アイ形）呼ば：FE形

 / 材料ー　* 側布：Polyester    *芯糸：Polyester

*とても手触りが柔らかくて、取扱いが容易な為、高価物とか、又は貴重な装備を処理するのに適当で、全然損傷を引き起こしません。

*柔らかくて強力なナイロン糸で織組したゆえ、其の引張力は非常に高いです。

*軽量の荷物も取扱いが可能だし、非常に大きなサイズの荷物も取扱い出来ます。

◎ 特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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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DGE PROTECTION SLEEVE

각진 곳에서 라운드 슬링을 보호!

C) ARAMID SLEEVES(ANTI-FLAME PURPOSE)

높은 온도에서 사용가능한 아라미드 보호대

 Synthetic slings 
 Accessaries

PROTECTION PAD

보호대

A) PROTECT COVER(VELCOR TYPE)

 라운드슬링 보호대용으로 사용되며 벨크로 형태이다.

0.5m
0.5m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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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KES  
[Fittings]

RATCHET 
TIE DOWN

구성

• 차량에 적재된 화물을 안전하게 결박하여 이동하는데는 여러가지 형태의 금구를 사용합니다. 

• 화물운반의 규모와 중량에 따라 적합한 금구와 벨트를 선택하는 것으로 주용하며 아래 Ratchet
  Lashing System에 대한 사양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기본사양 입니다. 

• 용도 :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고 이동할 때 적재된 화물을 결박해주는 용도로 사용함.

• 사용방법 : 화물차량에 적재된 화물을 벨트에 연결된 고리를 이용해서, 

                 한쪽편에 고리를 걸고 반대편에 벨트를 넘겨 

                 RATCHET BUCKLE로 조여 결박함.

RATCHET BUCKLE             POLYESTER 섬유사로 직조된 벨트                          고  리

• 사용시 주의사용 

  1. 날카로운 모서리에는 사용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2. 각진 모서리에는 보호대를 사용하십시오.

  3. 손상된 벨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해진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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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NG NET
슬링네트

안전사용하중 
5.000kg

• SIZE

가로 3.2m X 세로 3.2m (현대중공업납품규격) 

가로 3.8m X 세로 3.8m

*[SIZE는 조절가능하며 기능적인 부분도 추가 가능합니다.]

/ 사용시 주의사항 /

 • 사용하중과 제품의 손상정도를 확인하시고 작업하십시오.

 • 라벨에 표시된 안전사용하중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견인시 천천히 들어올려 수평을 맞추어 견인하십시오.

 • 날카로운 물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득이한 경우는 날카로운 부분을 감싸서 적재하십시오.)

 •  손상이 있는 넷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용 도  /

 • 조선소 페인트통, 케이블선, 비료, 곡물자루 등을 

   이동할 때 사용한다.

특 징 /

 • 서보실업 자재탑재용 슬링넷트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용하는 꼼꼼한 수작업과 봉제를 

   통하여 타사에서는 볼수 없는 더욱 더 견고하고 튼튼한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재료의 원사는 선염된 고강도 폴리에스터 원사이며 염색과정을 거치지 않아 탈색현상이 

   없으며 물에 젖어도 염색물이 빠지지 않으므로 멀리서도 견인작업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 형상

OUT LINE(테두리) : 폭 75mm 두겹

IN LINE(그룸네트) : 폭 25mm 한겹

 아이고리(고리4개) : 폭 75mm 두겹

* 사용 예 / 조선소 작업현상

The Challenge fo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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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er Rope Sling

Ferule-secured eye terminations

라킹타입 

*Quality of WIRE ROPE SLING processing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s.

(6 X 37 X FC "BG")  
LOCKING TYPE

*압착식(LOCKING) 사용한계하중

※ 사용한계하중(WLL) = (로프절단하중 X 가공효율 X 줄수) /(안전율 X 하중계수), 안전율 5, 가공효율 90%

Ferule-secured eye terminations

*Quality of WIRE ROPE SLING processing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s

(6 X 37 X IWRC "BG")
OCKING TYPE

*압착식(LOCKING) 사용한계하중

※ 사용한계하중(WLL) = (로프절단하중 X 가공효율 X 줄수) / (안전율 X 하중계수), 안전율 5, 가공효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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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Spliced eye
terminations

*Quality of WIRE ROPE SLING processing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s.

(6 X 37 X FC "BG")
SPLICE TYPE(3+2)

*스플라이스(3+2) 사용한계하중

※ 사용한계하중(WLL) = (로프절단하중 X 가공효율 X 줄수) / (안전율 X 하중계수), 안전율 5, 가공효율 75%

Hand spliced Type

들어(인양) 올리는
형태별 안전사용하중

*Quality of WIRE ROPE SLING processing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s

(6 X 37 X FC "BG")
SPLICE TYPE(3+2)

*스플라이스(3+2) 사용한계하중

※ 사용한계하중(WLL) = (로프절단하중 X 가공효율 X 줄수) / (안전율 X 하중계수), 안전율 5, 가공효율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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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less Type

Ferrule-secured 
Endless terminations

*Quality of WIRE ROPE SLING processing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s.

(6 X 37 X IWRC "BG")
ENDLESS(LOCKING)TYPE

*엔드리스(압착식) 사용한계하중

※ 사용한계하중(WLL) = (로프절단하중 X 2 X 가공효율 X 줄수) / (안전율 X 하중계수), 안전율 5, 가공효율 80%

Grommet Type

Wire Rope 
Grommets

*Quality of WIRE ROPE SLING processing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s.

(6 X 37 X FC "BG")
ENDLESS(WIRE ROPE GROMMETS) TYPE

*엔드리스(매듭없는 방식) 사용한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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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ket Molding 
Type

*Quality of WIRE ROPE SLING processing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s.

* Socket Process Method, which is the method of 
molding the terminal parts by injecting RESIN and 
compound metals(Tin, Zinc), is the most superior
method with load efficiency(100%) fo SLING WIRE PROCESS 
method and does not require the load table of 
sling use additionally.
In case of calculating the use load of SLING WIRE, 
the safety rate of 5:1 can be applied to the breaking load of 
WIRE ROPE for use.

OPEN SPELTER SOCKETS

*엔드리스(압착식) 사용한계하중

Socket Swaging 
Type

*SOCKET SWAGING PROCESS is the method that connects
WIRE ROPE to a socket and does SWAGING the terminal part. 
When the safety load of sling use in the 90 ~ 95% 
load efficiency is required, the safety rate of 6 to 1 
should be applied to the breaking load of WIRE ROPE for use.

* How to order Socket Swaging

 •WIRE ROPE DIA

 •WIRE ROPE structure and breaking load

 •The length of SLING WIRE

 •SOCKET TYPE : (Select either OPEN or CLOSED)

OPEN SWAGE SO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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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Laid 
Grommet

*Quality of WIRE ROPE SLING processing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s. 

(6 X WS(36) + IWRC "BG")
CABLE LAID GROMMETS TYPE

*케이블 레이드 그로멧 사용한계하중

※ 사용한계하중(WLL) = 단위로프절단하중 X 12가닥 X 90%(회전손실) / 안전율(사용자 선택) ※ 사용한계하중(WLL) = (단위로프절단하중 X 6가닥) X 90%(회전손실) X 80%(꼬임효율) / 안전율(사용자 선택)

*Quality of WIRE ROPE SLING processing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s. 

(6 X WS(36) + IWRC "BG")
CABLE LAID GROMMETS TYPE

*케이블 레이드 슬링 사용한계하중

Ferule-secured eye ter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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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cles

Screw Pin Type

Crosby® 
스크류 핀 샤클

• 2t ~ 25t의 보우와 스크류 핀은 평균 -20℃(-4℉)에서 42J(31ft-lbs.)에 대한 샤르피 충격 테스트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증되었습니다.

• ASME B30.26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초과합니다.

• ABS 2006 강철 선박 규정 1-1-17.7 ABS 크레인 인증 가이드에 따른 형식 승인 및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 Crosby의 2t ~ 25t G209 앵커 샤클은 DNV 인증 규정 2.7-1 오프쇼어 컨데이너(Offshore Containers)에 따라 

  형식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이러한 Crosby 샤클은 통계적 프루프 및 충격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테스트는 

  Crosby에서 시행하며 3.1 테스트 인증은 요청 시 제공됩니다.

• Crosby의 정품 품질 표시인 Red Pin을 확인하십시오.

• 용량 : 1/3 ~ 55미터 톤

• 단조 - 담금질 및 템퍼링(합금 핀 포함)

• 모든 샤클에는 사용 한계 하중이 영구적으로 표시됩니다.

• 용융 아연 도금 또는 비도금 처리됩니다.

• 피로율이 지정됩니다.

• 25t 이상의 샤클에는 RFID가 장착됩니다.

• 샤클은 ABS, DNV, Lloyds 또는 다른 인증 등의 지정된 표준에 대한 인증서와 함께 프루프 테스트를 거친 

  상태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주문 시 요청 할 경우 프루프테스트 및 인증에 대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샤클은 담금질 및 템퍼링되며 -20℃(-4℉)에 42J(31ft-lbs.)의 DNV 충격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스크류 핀 앵커 샤클

G-209 스크류 핀 앵커샤클은 미국 연방 규격(Federal Specification)

RR-C-271D TYPE lV A, Grade A, Class 2의 성능 요구 사항

(계약자 필수 조항은 제외)을 충족합니다. 

스크류 핀 체인 샤클

G-209 스크류 핀 앵커샤클은 미국 연방 규격(FederalSpecification) 

RR-C-271D TYPE lV A, Grade A, Class 2의 성능 요구 사항

(계약자 필수 조항은 제외)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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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by® 
볼트 유형 샤클
Bolt Type

• 용량 : 1/3 ~ 150미터 톤

• 모든 샤클에는 사용 한계 하중이 영구적으로 표시됩니다.

• 단조 - 담금질 및 템퍼링(합금 핀 포함)

• 용융 아연 도금 또는 비도금 처리됩니다.

• 피로율(1/3t ~ 55t)이 지정됩니다.

• 25t 이상의 샤클에는 RFID가 장착됩니다.

• 2t ~ 25t의 보우와 볼트는 평균 -20℃(-4℉)에서 최소 42J(31ft-lbs.) 에 대한 샤르피 충격 테스트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증되었습니다.

• ASME B30.26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초과합니다.

• 85미터 톤 이상의 샤클은 사용 한계 하중의 2배에 대해 개별적으로 프루프 테스트를 거칩니다.

• 120미터 톤 이상의 샤클은 다음과 같은 상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핀 및 보우가 일렬로 연결됨• 자분 탐상 검사 수행

• 소재 인증서(화학)• 인증서는 주문 시 요청해야 합니다. 

• ABS 2006 강철 선박 규정 1-1-17.7 및 ABS 크레인 인증 가이드에 따른 형식 승인 및 [참조하십시오.]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 3.1 인증은 샤르피 및 통계적 프루프 테스트에 대한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3페이지의 경우 DNV271 및 EN13889에 대해 25t까지만).

• Crosby의 2t ~ 25t G2130 앵커 샤클은 DNV 인증 규정 2.7-1 오프쇼어 컨테이너 (Offshore Containers)에 

  따라 형식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이러한 Crosby 샤클은 통계적 프루프 및 충격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테스트는 Crosby에서 시행하며 3.1 테스트 인증은 요청 시 제공됩니다. 

 리프팅 응용 부문(루즈 기어[Loose Gear])에 대한 DNV 규정의 추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Crosby 콜드 터프

 (COLD TUFF) 샤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Crosby의 정품 품질 표시인 Red Pin을 확인하십시오. 

 볼트 유형앵커 샤클

G-2130 코터 핀이 있는 얇은 헤드의 볼트 및 너트가 포함된 볼트

유형 앵커 샤클입니다. 미국 연방 규격 RR-C-271D TYPE lVA ,

Grade A, Class3의 성능 요구 사항(계약자 필수 조항은 제외)을 

충족합니다. 

볼트 유형체인 샤크

G-2150 볼트 유형 체인 샤클입니다.

코터 핀이 있는 얇은 육각 헤드와 볼트 및 너트가 함께 제공됩니다. 

미국 연방 규격 RR-C-271D TYPE lVA , Grade A, Class3의 성능 요구

사항(계약자 필수 조항은 제외)을 충족합니다. 

G -  2130 / S - 2130

G - 2150 / S - 2150 

* 참고 :  최대 보증 하중은 사용 한계 하중의 2배입니다. 최소 극한 강도는 사용 한계 하중의 6배입니다. 

* 개별적으로 프루프 테스트를 수행하고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 * 앵커 스타일로만 제공되며 핸들이 용접된 라운드 헤드 볼트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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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 BODY
SHACKLE

• 모든 크기는 강도 극대화를 위해 담금질 및 탬퍼링됩니다.

• 7 ~ 300미터 톤의 단조 합금강

• 400 ~ 1,550미터 톤의 주조 합금강

• 300미터 톤 이하의 크기는 사용 한계 하중의 2배에 대해 프루프 테스트를 거칩니다.

• 400미터 톤 이상의 크기는 사용 한계 하중의 1.33배에 대해 테스트를 거칩니다.

• 모든 등급은 미터 톤이며 보우 측면에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 G-2160(7~55t)은 용융 아연 도금 처리되며 핀은 빨간색으로 도색됩니다.

• G-2160(75t 이상)의 경우 보우는 디메트코트(Dimetcoted)된 상태로 제공되며 핀은 디메트코트 
  후 빨간색으로 도색됩니다.

• S-2160 보우 및 핀은 빨간색으로 도색됩니다.

• 30t 이상의 샤클에는 RFID가 장착됩니다.

• 와이어 로프 슬링 수명을 대폭 개선합니다.

• HIGH STRENGTH 합성 웹 슬링 HIGH STRENGTH 합성 라운드 슬링 또는 와이어 로프 슬링을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크기는 강도 극대화를 위해 담금질 및 탬퍼링됩니다.

• 7 ~ 300미터 톤의 단조 합금강

• 400 ~ 1,550미터 톤의 주조 합금강

• 300미터 톤 이하의 크기는 사용 한계 하중의 2배에 대해 프루프 테스트를 거칩니다.

• 400미터 톤 이상의 크기는 사용 한계 하중의 1.33배에 대해 테스트를 거칩니다.

• 모든 등급은 미터 톤이며 보우 측면에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 G-2160(7~55t)은 용융 아연 도금 처리되며 핀은 빨간색으로 도색됩니다.

• G-2160(75t 이상)의 경우 보우는 디메트코트(Dimetcoted)된 상태로 제공되며 핀은 디메트코트 

  후 빨간색으로 도색됩니다.

• S-2160 보우 및 핀은 빨간색으로 도색됩니다.

• 30t 이상의 샤클에는 RFID가 장착됩니다.

• 와이어 로프 슬링 수명을 대폭 개선합니다.

• HIGH STRENGTH 합성 웹 슬링 HIGH STRENGTH 합성 라운드 슬링 또는 와이어 로프 슬링을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7t ~ 300t의 보증 하중은 사용 한계 하중의 2배입니다. 극한 하중은 사용 한계 하중의 5배입니다.

400t ~ 1,550t의 보증 하중은 사용 한계 하중의 1.33배입니다. 극한 사중은 사용 한계 하중의 4.5배입니다. 

단조 및 주조 합금강으로 제공됩니다.

측면 하중 적용으로 인한 사용 한계 하중 축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G-2160/S-2160 Crosby® "와이드 바디" 샤클

G-2160 / S-2160

"와이드 바디" 

샤클

특허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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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by®
전문 샤클

• 용량 : 6-1/2t ~ 55t.

• 단조강, 담금질 및 템퍼링(합금 핀 포함).

• 모든 샤클에는 사용 한계 하중이 영구적으로 표시됩니다.

• 피로율

• 퀵 체크(QUIC-CHECK) 변형 및 각도 표시기가 보우에 단조되어 있습니다.

• 달리 설명하지 않는 한 모든 ROV 샤클 보우는 아연 도금 후 형광 노랑으로 도색됩니다.

• Crosby의 정품 품질 표시인 Red Pin을 확인 하십시오.

 

* 참고 : ROV 후크는 116 및 1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최소 극한 하중은 사용 한계 하중의 5배입니다.

* 아연 도금으로 마감하여 제공됩니다. 

ROV

G - 209R ROV 샤클

* 최대 보증 하중은 사용 한계 하중(미터 톤)의 2배입니다. 최소 극한 하중은 사용 한계 하중(미터 톤)의 4.5배입니다.

측명 하중 적용으로 인한 사용 한계 하중 축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용량 : 6-1/2t ~ 55t.

• 단조강, 담금질 및 템퍼링(합금 핀 포함).

• 모든 샤클에는 사용 한계 하중이 영구적으로 표시됩니다.

• 피로율.

• 퀵 체크(QUIC-CHECK) 변형 및 각도 표시기가 보우에 단조되어 있습니다.

• 달리 설명하지 않는 한 모든 ROV 샤클 보우는 아연 도금 후 형광 노랑으로 도색됩니다.

• Crosby의 정품 품질 표시인 Red Pin을 확인 하십시오.

 

* 참고 : ROV 후크는 116 및 1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G-209A Crosby® 합금 스크류 핀 샤클

Crosby®
합금 스크류 핀 샤클
Alloy Screw Pin Type_ G209A

G-209A 스크류 핀 앵커 샤클은 미국 연방 규격 

RR-D-271E Type lV A, Grade B, Class 2의 성능 요구 사항

(계약자 필수 조항은 제외)을 충족합니다. 

G - 2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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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7, 12.5 및 18미터 톤  / • 단조 합금강

• 강도 극대화를 위해 담금질 및 템퍼링됩니다. 

• 아연 도금 및 비도금 마감으로 제공됩니다.

• 개별 프루프 테스트 및 자분 탐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주문 시 Crosby 인증이 제공됩니다.

• 식별 정보, 연성, 디자인 요소, 보증 하중 및 온도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ASME B30.26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샤클은 ASME B30.26에서 다루지 않는 피로 수명, 
  충격 속성 및 소재 이력 추적 가능성 등의 다른 주요 성능 요구 
  사항까지 충족합니다.

• Crosby의 정품 품질 표시인 Red Pin을 확인하십시오.

* 극한 하중은 사용 한계 하중의 5배입니다. 단조 합금강 보증 하중은 사용 한계 하중의 2배입니다.

• G-2169/S-2169 Crosby® "와이드 바디" 샤클

• 200미터 톤 이상의 샤클은 다음과 같은 상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핀 및 보우가 일렬로 연결됨

• 소재 인증서(화학)

• 자분 탐상 검사 수행

• 인증서는 주문 시 요청해야 합니다.

• 식별 정도, 연성, 디자인 요소, 보증 하중 및 온도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ASME B30.26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샤클은 ASME B30.26에서 다루지 않는 피로 수명, 충격 속성 및 

  소재 이력 추적 가능성 등의 다른 주요 선능 요구 사항까지 충족합니다.

• ABS 2006 강철 선박 규정 1-1-17.7 및 ABS 크레인 인증 가이드에 따른 형식 승인 및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 Crosby의 정품 품질 표시인 Red Pin을 확인하십시오.

Crosby®
합금 볼트 유형 샤클
Alloy Bolt Tyle

• 담금질 및 템퍼링

• 합금 보우 및 볼트

• 30 ~ 175미터 톤의 단조 합금강. 200 ~ 400미터 톤의 주조 합금강

• 모든 샤클에는 사용 한계 하중이 영구적으로 표시됩니다.

• 핀은 아연 도금 후 빨간색으로 도색됩니다.

• 모든 크기에는 RFID가 장착됩니다.

• 샤클은 담금질 및 템퍼링되며 -20℃(-4℉)에 42J(31ft-lbs.)의 DNV 충격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크기는 사용 한계 하중의 2배에 대해 개별적으로 프루프 테스트를 거칩니다.

• 리프팅 응용 부문(루즈 기어[Loose Gear])에 대한 DNV 규정의 추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Crosby 

  콜드 터프(COLD TUFF) 샤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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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최대 보증 하중은 사용 한계 하중의 2배입니다. 

  최소 극한 하중은 200 ~ 400미터 톤에 대한 사용 한계 하중의 4배입니다. 

  30 ~ 175미터 톤 크기의 경우 최소 극한 하중은 사용 한계 하중의 5.4배입니다.

 

* 주조 합금강

   핸들링을 위한 아이볼트가 부착된 라운드 헤드 볼트가 함께 제공됩니다.

• G-2140/S-2140 Crosby® 합금 볼트 유형 샤클

G-2140은 미국 연방 규격 RR-C-271D, 

Type lVA, Grade B, Class 3의 

성능 요구 사항(계약자필수 조항은 제외)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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