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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설현장 운영에 따른 책무의 완성은 안전이고, 성공적인

안전을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각 조직의 최고 책임자의 헌신과

구성원의 절대적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사참여자 여러분!

재해는 반드시 예방 가능하고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일선에 있는 공사참여자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명심

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솔선수범과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공사현장의 건설재해 예방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관리하는데

필요한규칙, 지침등을일목요연하게정리한자료가부족해늘아쉬움

이 있었습니다.

본『건설안전 기본지침』개정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사

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최우선시 되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사참여자 여러분께서는 본 기본지침을 숙지하여 공사관리에 적극

활용 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재해가

근절되도록 안전관리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5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행정제2부시장 이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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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락재해예방안전시설및작업기준

1. 추락방지안전시설및작업기준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작업 및 작업대, 가설통로, 개구부, 개인 안전장구에 의한 추락

재해예방을위하여안전시설, 안전작업방법에대한최소한의기준을정하고자함. 

(1) 일반사항

1)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로부터 추락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안전난간,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하여야한다.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에는

안전모, 높이또는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는안전대(또는‘안전벨트’라

한다)를지급·착용하여야한다.

3)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발판

을 설치하고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에는안전방망을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

4) 근로자에게안전대를착용시킨경우안전대를안전하게걸어사용할수있

는안전대부착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5) 높이2m 이상인장소에서작업시필요한조명유지, 악천후시작업을금지

하여야한다.     

6) 건축물·교량·비계 등의 조립·해체·변경작업에 의한 추락위험이 있을

때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고 작업 방법/절차를 근로자

에게미리주지시켜야한다.       

7) 비계설치·해체·변경작업시특별안전교육실시, 관리감독자가지휘, 안

전대착용, 작업반경내출입금지, 가공선로접촉방지, 악천후시작업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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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설치기준

1. 상부난간대는 120cm 이하 지점에 설치
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
면의중간에설치할것. 

2.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
이프나그이상의강도를가진재료일것.

3. 구조적으로가장취약한지점에서 가장
취약한방향으로 100kgf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있는튼튼한구조일것.

일반작업 철골작업

강우 50mm/회 이상 1mm/hr 이상

강설 25 cm/회 이상 1 cm/hr 이상

강풍 10m/sec 이상 10m/sec 이상

지진 진도4 이상 -

악천후기준



지하여야한다. 

(2) 강관비계설치기준및안전작업기준

1) 비계의 설치 및 해체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기능을 가진 근

로자가하여야한다. 

2)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

을사용하여야한다.

3)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재사용되는 가설기자재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

율등록제에등록된제품을사용하여야한다.

4) 가새는 비계의 외측면에 45도 각도로 교차하도록 설치하며, 교차하는

모든비계기둥에클램프로체결하여야한다.

5) 침하방지용밑받침철물을설치하거나깔판·깔목을사용하여밑둥잡이

를설치하여야한다. 

6) 기둥간격은띠장방향 1.8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로설치하여야한

다. 기둥최고부로부터 31m 되는지점밑부분의비계기둥은 2개의강

관으로설치하여야 한다. 

7) 띠장간격은 1.5m 이하로설치하되지상에서첫번째띠장은 2m 이하에

설치하여야한다.

8) 장선은내·외측비계기둥에고정하여야한다. 

9) 기둥간의적재하중은 400kgf, 접속부는부속철물로단단히결속하여

야한다.      

10) 발판의 재료·지지물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 발판 폭은

40cm 이상, 발판재료간의틈은3cm 이하, 비계파이프와발판간의이

격거리는10cm 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

11) 발판은 2이상의 지지물에 고정, 발판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작업진행

에의해난간설치가어려울경우에는안전대를착용하거나추락방지망

을설치하여야한다.

12) 작업발판간 수직이동 및 구조물로의 수평이동을 위한 가설통로를 설

치하여야한다.

13) 수직방향및수평방향5m 이내마다벽이음또는버팀을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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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강관비계는교차가새로보강하여띠장방향으로흔들림이없도록하

여야한다.

(3) 강관틀비계설치기준및안전작업기준

1) 비계기둥의밑둥에밑받침철물사용, 조

절형을사용하여수평·수직을유지하여

야한다.  

2)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

재를수반하는작업을할경우에는주틀

간의간격이1.8m 이하로하여야한다.

3) 주틀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5층이내마다수평재를설치하여야한다. 

4) 수직방향으로6m, 수평방향으로8m 이내마다벽이음을하여야한다.

5)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띠장방향으로버팀기둥을설치하여야한다.  

6) 발판의 재료·지지물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 발판폭은

40cm이상, 발판 재료간의 틈은 3cm 이하, 비계파이프와 발판간의 이

격거리는10cm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

7) 발판은 2이상의지지물에고정, 발판단부에안전난간설치, 작업진행에

의해난간설치가어려울경우에는안전대를착용하거나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야한다.     

8) 작업발판간수직이동및구조물로의수평이동을위한가설통로를설치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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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새(Brace)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의 벽체구
조에서 수평방향의 힘에 대한 보
강재로 대각선 방향으로 빗대는
경사부재(傾斜部材).압축력에 견
디는 압축가새와 인장력을 받는
인장가새가있다.

밑받침 철물 교차가새 벽이음



(4) 이동식비계설치기준및안전작업기준

1) 작업발판은작업상전면에빈틈없이깔고

고정, 추가 연장 작업대 사용을 금지하여

야한다.

2) 안전난간 및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고정/사용하여야한다.

3) 제동장치를 설치하고, 견고한 시설물에 고

정하거나 안전인증품 아웃트리거를 설치

하여야한다.

4) 최대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 작업발판의 최대적재 하중은

250kgf을초과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5) 이동시충분한인원을배치하고, 탑승상태로이동을금지하여야한다. 

6) 작업시에는추락방지를위한안전대를착용하여야한다.

(5) 말비계설치기준및안전작업기준

1)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방지장치를 하고, 양 끝부분에 서서 작업하지

않아야한다.

2)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

부재사이를고정시키는보조부재를설치하여야한다 .

3) 높이가 120cm 초과하지않도록하고작업발판의폭을 4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부식·손상·변형·옹이 등 재료가 불량한 작업대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경사구간작업시발판은수평을유지하여야한다.

6) 개구부 근접 및 추락가능 지역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

다. 

(6) 사다리설치기준및안전작업기준

1) 이동식사다리(A형)는 원칙적으로 높이 2m(바닥에서 답단까지) 미만의

작업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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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트리거(outrigger)



2) 공간협소 등으로 부득이 이동식 사다리

(A형)을 작업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갈

라짐·흠·변형·손상된불량사다리사

용금지, 각부에 미끄럼방지장치, 아웃트

리거설치및 2인1조 작업으로전도방지

조치후작업을하여야한다.

3) 이동식 사다리(일자형)는 길이가 6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사다리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의 연장

길이가있도록설치하여야한다. 

(7) 고소작업대설치기준및안전작업기준

1) 고소작업대는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

한작업대를 작업 위치로이동시키기 위

한 목적으로 생산된 차량탑재형을 포함

한다양한 형태의 것으로서 크레인을 사

용하여작업대 등에 탑승한근로자를 운

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할수없으며 추락을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이 설치되거나, 안전난간의 역

할을할수있는구조의작업대를사용하

고,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착용하고작업을하여야한다. 

2) 작업대의부재접속은구조검토에의한규정된볼트와너트등을사용하

고, 3산이상의여유나사산이확보되도록조립하여작업대의이탈방지

조치를하여야한다.

3) 근로자가탑승하는운반구를지지하는달기와이어로프또는달기체인

으로상승, 하강시안전율 10이상, 끊어져낙하하지않는구조, 유압을

사용할경우에는작업대를일정위치에유지할수있는장치를하고, 압

력의이상저하를방지할수있는구조이어야한다. 

4) 권과방지장치를갖추거나과상승을방지할수있는조치를하여야한다.

5) 고소작업대를설치할경우에는바닥면과수평이유지되도록하고, 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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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1. Scissor 형 (랜탈)
- 수직상승및굴절형식의 Table Lift 

2. 차량탑재형
- 스카이 (고소작업차)
- 굴절식바가지차 (전기, 통신작업용)

3. 건설기계관리법적용장비제외
- 터널공사용차징카등

전도방지대 / 2인 1조 작업



이동방지위해아웃트리거설치또는브

레이크를확실히사용하여야한다.

6) 작업대이동은가장낮게하강시키고, 상

승상태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

금지, 이동통로의요철상태, 장애물유무

를사전에확인하고조치하여야한다.

7) 악천후시작업을금지하고, 작업구간에조

도확보및출입금지조치를하여야한다.

(8) 특수작업대설치기준및안전작업기준

1) 특수작업대의 작업발판은 견고한 재료,

손상·변형이없고, 지지고정철저, 개구

부·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 작업대발판의틈은 3cm 이내, 각

각의 Cage 및 작업발판간의 간격은

10cm 이내를유지하여야한다.

2) 작업발판 및 작업대의 단부 발생구간, 이동통로 구간에는 견고한 안전

난간을설치하고, 안전난간의이탈방지를위해고정하여야한다.

3) 작업대의 작업발판간 및 작업구간으로의 이동구간에는 안전한 가설통

로나승강설비를설치하고, 가설통로(계단/경사로/사다리등)에는안전

난간이나 등받이 울을 설치, 통로는 작업발판간 지그재그로 설치하고

고정하여야한다.

4) 작업대는 구조검토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 작업대의 부재조립 및 구

조물과작업대의고정시에는규정된고정/분할핀, 각종볼트/너트, 강

봉, 용접등의지지고정철저, 여유나사산확보, 조립/고정부재의이탈

/이완상태 수시점검, 설치/해체시 양중기에 의한매달기전고정볼트의

사전해체를금지하여야한다.

5) 제조사의사용설명서를숙지하고작업하여야한다.

6) 작업대의 조립·해체 및 작업진행 중 발판/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대의이탈우려, 추락위험이있는경우안전대를착용하여작업하거

나추락방지망을설치하고작업을하여야한다.

| 17

특수작업대

1. Gang/ACS/GCS Form 

2. Coping/Pier Form

3. Slip/Climbing Form

4. F/T등 특수교량 Form

5. 교량 거푸집해체대차

6. Lining Form 및 터널철근/방
수대차

7. 기타 특수작업대차

차징카 헤드가드 설치



(9) 개구부방호시설설치기준및안전작업기준

1) 개구부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

험을미칠 우려가 있는장소에는 안전난

간이나 방호울을 설치하거나, 충분한 강

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로뒤집히거나 이

탈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식별이 가능토

록개구부임을표시하여야한다. 

2) 작업진행상안전난간의설치가곤란하거

나, 임시로안전난간을해체하여야하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당해 근로자

에게안전대를착용토록하여야한다. 

(10) 안전대부착설비설치기준및안전작업기준

1) 높이 2m이상의장소에서추락방지를위하여안전대를착용시킬때에는,

안전대를안전하게걸어서사용할수있는부착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2) 안전대부착설비로서지지로프를설치할경우에는처짐또는풀림을방

지할수있도록설치하여야한다.

3) 안전대 및부착설비를설치하여작업할경우에는작업시작전에이상

유무를점검하여야한다. 

4) 작업장소여건상발판없이작업할때에는체결용후크가2개인더블죔줄

그네식안전대를착용하여야한다.

2. 가설통로안전시설및작업기준

(1) 가설통로설치기준및안전작업기준

1)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통로나승강설비를설치하고항상사용가능한상태로유지하여

야한다.

2) 통로에는근로자가안전하게통행할수있도록 75럭스이상의채광또

는조명을하여야한다. 단, 갱도또는상시통행을하지아니하는지하

실등을통행하는근로자에게휴대용조명기구를사용하도록한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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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1. 바닥 대형/소형개구부

2. 발코니/E/V 개구부

3. 슬라브/데크단부

4. 계단/계단참단부

5. 굴착/흙막이단부

6. 옹벽/석축단부

7. 철골/흙막이가시설/Girder 단부

8. 작업발판/작업대단부

9. 파일, 기타 개구부



는예외로할수있다.

3) 통로를설치할경우에는걸려넘어지거나미끄러지는위험이없도록하

고, 높이 2m 이내에장애물이없도록조치하여야한다.

4) 가설통로는견고한구조, 재료는심한손상, 부식이없는것으로하여야

한다.

5) 경사는 30도이하로설치하고(계단을설치한경우는제외), 경사가 15

도를초과할경우에는미끄러지지아니하는구조로하여야한다.

6) 추락의위험이있는장소에는안전난간을설치하여야한다.

7)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길이가 15m 이상인 때는 10m 이내 마다 계

단참을설치하여야하며, 높이 8m 이상인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설치하여야한다.

8) 통로는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하며, 발판 폭은 40cm

이상, 발판 재료간의틈은 3cm 이하, 비계파이프와발판간의이격거

리는 10cm 이하, 고정철저, 못·철선·자재에 걸리지 않도록 유지하

여야한다.    

(2) 사다리식통로설치기준및안전작업기준

1) 견고한 구조로 하고, 재료는 심한 손상·

부식이없어야한다.

2)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고, 폭은

30cm 이상으로하여야한다.

3)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한다.

4) 사다리가넘어지거나미끄러지는것을방

지하기위한조치하여야한다.

5)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올라가도록설치하여야한다.

6)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

우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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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다리식통로의기울기는 75도이하로하여야한다. (높이 2.5m를초

과하는지점부터등받이울을설치한경우는제외). 단, 고정식 사다리

는 90도이하로하여야한다.

8)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는 6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철물등을사용하여기둥과수평면의각도가충분히유지되어야

한다.

9) 부서지기쉬운재료(벽돌등)를받침대로사용을금하며, 사다리를다리

처럼사용하지않아야한다. 

(3) 가설계단(Walking Tower포함) 설치기준및안전작업기준

1) 견고한구조로하고, 재료는심한손상·변형이없는것으로하여야한다.

2) 계단의 폭은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보수용·비상용·나선형계단

은제외)

3) 높이 1m 이상인계단의개방된측면에는안전난간을설치하여야한다.

4) 계단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자재 적치를 금지하고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작업/설계상 상부에 장애물이

있을경우에는충돌주의를알리는표지판을설치하고, 충격을완화시킬

수있는보호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5) 높이가 3m를초과하는계단에는높이 3m 이내마다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설치, 계단참은개구부가발생하지않도록밀실하게발판을처리

하여야한다.

6) 계단의강도는 500kgf/m2 이상의하중을견딜수있는구조이어야한다.

7) 계단에서구조물로의이동구간에는안전한통로발판을설치하고, 추락

방지를위한안전난간을설치하여야한다.

8) 가설계단의침하및전도/도괴예방을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철골공사가설통로설치기준및안전작업기준

1) 근로자가수직방향으로이동하는철골부재에는답단(踏段;딛는계단)간

격이 30cm 이내인고정된승강로를설치하여야한다. 

20 |



2) 수평방향철골과수직방향철골이연결되는부분에는연결작업을위하

여작업발판등을설치하여야한다. 

3) 철골작업중근로자의주요이동통로에는고정된가설통로를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Ⅱ. 낙하재해예방안전시설및작업기준

1. 낙하·비래안전시설및작업기준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낙하 방지시설과 관련하여 낙하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기준

과안전시설, 안전작업방법에대한최소한의기준을정하고자함

(1) 일반사항

1) 작업장의바닥·도로및통로등에서근로자에게낙하물에의한위험을

미칠우려가있는때에는보호망설치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2) 물체가떨어짐위험이있는작업에는안전모, 안전화를착용하여야한다.

3) 높이가 3m 이상인장소로부터물체를투하하는때에는적당한투하설

비를설치하거나 감시인을배치하는등위험방지조치를하여야한다. 

4) 작업으로인하여물체가떨어지거나날아올위험이있는때에는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또는방호선반의설치, 출입금지구역의설정, 보호

구의착용등위험방지조치를하여야한다.

5)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을 설치시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하며, 수평면과의각도는 20

도이상 30도이하를유지하여야한다.

2. 개구부/가설통로/작업대/가시설등의낙하방지시설

(1) 일반사항

1) 각종개구부및통로, 작업발판및작업대단부등에낙하위험이있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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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낙하방지를 위하여 수직방망이나 수직 보호망, 낙하물 방지망을 견

고하게설치하거나높이10cm 이상의발끝막이판을설치하여야한다.

2)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개구부 크기보다 덮개판의 크기를 크게 하고

밀실하게설치·고정하여낙하물이발생되지않도록조치하여야한다.

3) 개구부및통로, 작업발판및작업대, 철골 및흙막이가시설등의단부

에 근접하거나 상부에 자재를 불안전하

게적치하거나기대어놓지않아야한다.

4)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 낙하방지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

을설정하거나감시인을배치하여야한다.

3. 양중작업의 낙하방지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1) 일반사항

1)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고리걸이용 샤클 및 후크)의 안전

계수를준수하여야한다.

- 근로자가탑승하는운반구를지지하는경우 10이상

- 화물의하중을직접지지하는경우5이상

- 훅·샤클·클램프·리프팅빔의경우3이상

- 그외에는4이상

2) 고리걸이용로프또는달기체인의경우최대허용하중등이표시된표식

이견고하게붙어있는것을사용하여야한다.

3) 와이어로프를절단하여양중작업용구를제작하는경우는반드시기계

적인방법에의하여절단하여야하며, 가스용단등열에의한방법으로

절단하여아크, 화염, 고온부접촉등으로열영향을받은와이어로프를

사용하지않아야한다.

4)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와이어로프를양중기에사용하지않아야한다.

- 이음매가있는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의미]에서 끊어진 소선

[素線, 필러(pillar)선을제외한다]의수가 10%이상인것

- 지름의감소가공칭지름의7%를초과하는것

- 꼬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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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계수

와이어로프또는달기체인절단하
중의 값을 그 와이어로프 또는 달
기체인에걸리는하중의최대값으
로나눈값



- 심하게변형또는부식된것

5)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달기체인을양중기에사용하지않아야한다.

- 체인의길이의증가가그체인이제조된때의길이의5%를초과한것

- 링의단면지름의감소가그달기체인이제조된때의당해링의지름의

10%를초과한것

- 균열이있거나심하게변형된것

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섬유로프·벨

트슬링을양중기에사용하지않아야한다.

- 꼬임이끊어진것

- 심하게손상또는부식된것

7) 샤클및링등의철제품은변형되어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크레인의고리걸이용구로사용하

지않아야한다.  

8) 양중기 사용 작업시 정격하중을 초과하

는하중을걸어서사용하지않아야한다.

9) 신호방법을정하고그내용을근로자에주지하고준수하여야한다.

10) 양중기운전도중에운전위치로부터이탈을금지하여야한다.

11)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및브레이크장치등방호

장치를부착, 유효하게작동될수있도록미리조정및사용하여야한다.

12)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구비한크레인을사용하여야하며, 작업시해지장치를사

용하여야한다.

13) 갱폼 등을양중기에매달기전각종고정볼트등의사전해체를금지하

여야한다.

14) 양중기, 고리걸이, 슬링,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작업전점검을실시하고관리감독자지휘하에작업하여야한다.

15) 양중은결속철저, 2점지지이상종류/규격/형상별인양, 자재운반구및

유도로프사용, 작업반경하부출입금지및유도자(신호자) 배치를하여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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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기작업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를 사용하
는작업

고리걸이작업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섬유로프, 섬유벨트또는훅, 샤클,
링 등의철제품을사용하는작업



4. 중량물취급/기타낙하방지안전시설및작업기준

(1) 일반사항

1) 중량물을취급하는작업을하는경우에는그작업에따른추락·낙하·

전도·협착및붕괴등의위험을예방할수있는안전대책에관한작업

계획서를작성하고, 이를준수하여야한다.

2) 작업계획서의내용을해당근로자에게주지시켜야한다.

3) 중량물을취급하는작업을하는때에는당해작업지휘자를지정하여규

정을준수하여야한다. 

4) 굴삭기버켓에는버켓이탈방지용안전핀및분할핀을설치하고작업

하여야한다.

5) 모든작업시상하동시작업에의한낙하위험이없도록작업방법을개선

하고, 부득이작업이필요한경우상호충분한연락과협조에의한작업

을수행하여야한다.

6) 각종자재를적치하는경우불안전한다단적치를금지하여안전상태를

유지하고, 구름방지조치를하여야한다.

Ⅲ. 붕괴재해예방안전시설및작업기준

1. 거푸집동바리안전시설및작업기준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각종 동바리에 의한 붕괴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기준과

안전시설, 안전작업방법에대한최소한의기준을정하고자함. 

(1) 거푸집동바리의설치기준및안전작업기준

1) 변형, 부식, 심하게 손상된 재료는 사용

금지하여야한다.

2) 조립시는구조를검토한후조립도작성,

조립도에의하여조립하여야한다.

3) 깔목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침하방지조치를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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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도명시사항

동바리멍에등부재의재질·
단면규격·설치간격·이음방법

동바리

보나갱도따위가무너지지
않도록 밑에괴는짧은기둥



4) 개구부상부에동바리설치시하중을견딜수있는견고한받침대를설

치하여야한다.

5) 동바리의 상하 고정, 미끄럼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

하여야한다.

6) 동바리이음은맞댄또는장부이음으로하고, 같은품질의재료를사용

하여야한다.

7) 강재의접속부및교차부는볼트·클램프등전용철물을사용하여연결

하여야한다.

8)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

지하기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9) 조립시에는거푸집이넘어지지않도록버팀대설치등필요조치를하여

야한다.

10) 거푸집동바리에재사용되는가설기자재는재사용가설기자재자율등

록제에등록된제품을사용하여야한다.

11) 거푸집동바리에사용되는가설기자재는안전인증품을사용하여야한다.

12) 안전인증품이아닐경우성능을확인한후사용하여야한다.

(2) 파이프서포트(pipe support)의설치기준및안전작업기준

1) 파이프서포트를3본이상이어서사용하지않아야한다.

2) 파이프서포트를이어서사용할때에는4개이상의볼트또는전용철물

을사용하여야한다.

3)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직교가되도록만들고양단부는구조체에고정하여수평연결

재의변위를방지하여야한다. 

(3) 강관틀동바리의설치기준및안전작업기준

1) 강관틀과강관틀과의사이에교차가새를설치하여야한다.

2) 최상층및 5층이내마다거푸집동바리의측면과틀면의방향및교차가

새의방향에서 5개틀이내마다수평연결재를설치, 수평연결재의변위

를방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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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거푸집동바리

의틀면의방향에서양단및 5개틀 이내

마다의장소에교차가새의방향으로띠

장(Wale)틀을설치하여야한다.  

4) 멍에등을상단에올릴때는상단에강재의

단판을붙여멍에등에고정하여야한다. 

(4) 시스템동바리설치기준및안전작업기준

1) 구조검토에의한조립도에따라정확히설치하여야한다.

2) 설치높이는단변길이의 3배를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 특

성상 단변 길이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변구조물과긴결하는등수평력에저

항할수있도록조치를하여야한다. 

3) 수직재에삽입되는잭베이스의길이는잭

베이스전체길이의⅓이상이어야한다.

4) 수직 및 수평하중에의한동바리본체의

변위가발생하지않도록각각의단위수

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한다.

5) 상부수평재와하부수평재사이에연결부

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야한다.

6) 상부 U헤드는 멍에 또는 장선과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선에 맞추

어 설치하고, 이동방지를 위하여 쐐기등을 사용하여 밀착시켜 못 등으

로고정하여야한다.

7) 동바리의전체적인수직도를유지하여야한다.

8) 보로 구성된 동바리는 보의 양끝을 지지물로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탈락을방지하고, 보와보사이에수평연결재를설치하여보가옆으

로넘어지지않도록견고하게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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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베이스

상부 U헤드

수직재와의
물림부

전
체
길
이

띠장(Wale)

흙막이 가시설의 경우 벽체의 측
압을 지지하기 위한 지보공
(E/Strut 등)과의 구조적 연결부자
주로 수평으로 설치하는 강자
(H-형강)



9) 동바리의 단절구간(슬라브와 보 접합부)은 수평재 또는 강관과 전용철

물을이용하여폐합을철저히하여야한다.   

10) 조립·해체작업시에는작업발판을설치하거나추락방지망설치또는

더블죔줄그네식안전대를착용하여야한다.                      

(5) 거푸집동바리를계단형상(段狀)으로조립시안전작업기준

1)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 깔목 등을 2

단이상끼우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2) 깔판, 깔목등을이어서사용할때에는당해깔판, 깔목등을단단히연

결하여야 한다. 

3) 상·하부동바리가동일연직선상에위치하도록하여깔판등에고정시켜

야한다. 

(6) 거푸집동바리조립/해체시안전작업기준

1) 거푸집 동바리 조립 및 해체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기능을

가진근로자가하여야한다.

2) 근로자특별안전교육을실시, 관리감독자의지휘하에작업을실시하여

야한다.

3) 비, 눈그밖의기상상태의불안정으로인하여날씨가몹시나쁠때에는

그작업을중지하여야한다. 

4) 재료, 기구, 공구등을올리거나내릴때는달줄, 달포대등을사용하여야한다.

5) 보, 슬라브등의거푸집동바리등을해체할때에는낙하, 충격에의한

돌발재해를방지하기위하여버팀목을설치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

야한다.   

(7) 콘크리트타설작업안전작업기준

1) 작업을시작하기전에당해작업에관한거푸집동바리등의변형, 변위

및 지반의침하유무등을점검하고이상을발견한때에는이를보수하

여야한다. 

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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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콘크리트 펌프카의붐을조정하는경우에는주변의전선등에의한위

험을예방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침하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대피시켜야한다. 

5) 콘크리트의타설작업시거푸집붕괴의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때

에는충분한보강조치하여야한다. 

6) 설계도서상의콘크리트양생기간을준수하여거푸집동바리등을해체

하여야한다. 

7)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를 준수(기둥→벽체→보→슬라브)하고 일정구간에

집중타설로인한편심하중이발생하지않도록계획하고타설하여야한다.

2. 굴착공사안전시설및작업기준

건설현장에서 굴착공사에 따른 붕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작업방법에 대한 최소

한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1) 굴착작업시작업장소등의조사

1) 지반의굴착작업에있어서지반의붕괴또는매설물기타지하공작물의

손괴등에의하여근로자에게위험을미칠우려가있는때에는미리작

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사항을조사하여굴착시기와작업순서를정하여야한다. 

- 형상, 지질및지층의상태

- 균열, 함수(含水), 용수및동결의유무또는상태

- 매설물등의유무또는상태

- 지반의지하수위상태

2) 매설물등의유무조사를위하여굴착작업시에는도시가스관로, 통신관

로등의손상을방지할수있도록인력굴착으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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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설물등에대한방호조치를하거나이설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경

우관리감독자로하여금해당작업을지휘하도록하여야한다.

(2) 굴착공사안전시설및작업기준

1) 지반등을굴착하는때에는굴착면

의 기울기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

여야한다.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관리감독자로하여금작업

시작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동결 상태의 변화를 점검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

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 및 방호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 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빗물의침투에의한붕괴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조치를하여야

한다. 

5) 매설물, 조적벽, 콘크리트벽, 옹벽등에근접하는장소에서굴착작업을

함에있어서가설물의손괴에의하여근로자에게위험을미칠우려가있

는때에는건설물을보강하거나이설하는등위험을방지하기위한조치

를하여야한다.

6) 굴착작업 근로자에 특별안전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지휘하에 작업하여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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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면의기울기기준

구분 일반작업 철골작업

보통흙
습 지 1:1~1:1.5

건 지 1:0.5~1:1

풍화암 1:0.8

암반 연 암 1:0.5

경 암 1:0.3

지보공(支保工)

땅이나 굴을 팔 때에, 흙이 무너지지 아니
하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동
바리



3. 흙막이공사안전시설및작업기준

건설현장에서 흙막이공사에 따른 붕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작업방법에 대한 최

소한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1) 일반사항

1) 흙막이지보공의조립및해체는그작업

에필요한자격·면허·기능을가진근로

자가하여야한다.

2)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부식·심

하게손상된것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3) 흙막이지보공을조립하는때에는미리조립도를작성하여당해조립도

에의하여조립하도록하여야한다.

4) 흙막이지보공을설치시다음각호의사항을점검하고이상을발견한때

에는 즉시보수하여야한다. 

- 부재의손상, 변형, 부식, 변위및탈락의유무와상태

- 버팀대의긴압의정도

- 부재의접속부, 부착부및교차부의상태

- 침하의정도

5) 설계도서에따른계측을실시하고계측분석결과토압의증가등이상한

점을발견한때에는즉시보강조치를실시하여야한다. 

6) 조립·해체·고정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지휘하에 작

업, 설치시기 지연 및 과굴착 금지, HBP(Heaving/Boiling/Piping)

를방지하여야한다. 

4. 터널공사안전시설및작업기준

건설현장에서 터널공사에 따른 붕괴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작업방법에 대한 최소한

의기준을정하고자함. 

(1) 터널공사안전시설및작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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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도명시사항

흙막이판, 말뚝, 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 치수, 재질, 설
치방법과 순서 부재의 재질·단
면규격·설치간격·이음방법



1) 낙반, 출수, 가스폭발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미리지형, 지질및지층

상태를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하

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조사결과

에따라미리시공계획을작성하고그시

공계획에의하여작업을하여야한다.

2) 낙반등에의하여위험을미칠우려가있

는때에는터널지보공및록볼트의설치, 부석의제거등위험을방지하

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터널굴착 및 터널지보공의 작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로서 낙반·낙

석등에의해근로자에위험우려가있는장소에는관계자외출입을금

지하여야한다.

4) 출입구 부근의 지반붕괴, 토석낙하에 의하여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는흙막이지보공이나방호망설치등위험을방지하기위한필요조

치를하여야한다.

5) 낙반, 출수등에의하여재해발생의급박한위험이있는때에는즉시작

업을중지하고근로자를안전한장소로대피시켜야하며, 재해발생위험

을 근로자에 신속히 알리기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그 설치장소를

알려주어야한다.    

(2) 터널지보공안전시설및작업기준

1) 터널지보공의재료로변형, 부식 또는심

하게손상된것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2) 조립때는미리그구조를검토한후조립

도를작성, 그에의하여조립하여야한다. 

3) 조립, 변경 때는 주재를 구성하는 1개조

의 부재는 동일 평면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4) 기둥에 침하방지를 위하여 받침목을 사

용, 조립간격은조립도에의하며,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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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계획포함사항

1. 굴착의방법

2.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
방법과용수의처리방법

3.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하는
때에는그방법

조립도포함사항

부재의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이음방법

터널작업구간조도

구분 조도(lux)

막장구간 70 이상

터널중간 50 이상

입출구 30 이상

긴압(緊壓)

가공중부재를압축한정도



박는등필요조치를하고, 연결볼트및띠장등을사용하여주재상호간

을튼튼하게연결하여야한다. 

5) 터널의출입구부분에는받침대를설치하여야한다.

6) 터널내작업시적정한조도를유지관리하여야한다.

7) 다음사항을수시로점검하고이상발견시즉시보강하거나보수하여야

한다.

- 부재의손상, 변형, 부식, 변위탈락의유무및상태

- 부재의긴압의정도

- 부재의접속부및교차부의상태

- 기둥침하의유무및상태

Ⅳ. 감전재해예방안전시설및작업기준

1. 가설전기작업운영기준

건설현장 가설전기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기계. 기구

사용기준, 정전 및활선작업시안전작업방법에대한최소한의기준을정하고자함. 

(1) 일반사항

1) 전기기계·기구 사용시 감전예방계획을

수립하고, 현장반입후사용전안전검사

를실시하여야한다.

2) 정전 및 활선작업시안전조치계획을수

립하고, 안전점검을시행하여야한다.

2. 전기기계·기구사용시안전작업기준

(1) 공통

1) 전기설비는 습기나 먼지 등에 노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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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안전성검사항목

- 배선의 손상 여부, 이중 절연구
조로 된 캡 타이어 케이블선
사용여부

- 누전차단기의 경유 및 정상
작동여부

- 외함등접지여부등



않도록설치하여야한다.

2) 이동전선은 피복 손상이 없고, 이음매가

없도록설치하여야한다.

3) 휴대용전동기계·기구는접지및누전차

단기를경유하여야한다.

4) 110V저전압 계통에서 사용하는 플러그

와 콘센트는 220V 플러그와 콘센트가

구분될 수 있도록 모양이나 색깔로 구분

하여야한다.

5) 임시수전설비는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고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안전표지판설치및잠금장치설치, 금속

제울타리는접지를하여야한다.

6) 가설전등파손및감전방지를위해등보

호망을설치하고배선은가공상태에서충

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절연테이핑 등

안전조치를하여야한다.

7) 교류아크 용접기는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결선하고 외함에는 접지를

하여야한다.

(2) 접지설치에대한안전작업기준

1) 다음각호의대상에접지를하여야한다. 

-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

제외피및철대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전기기

계·기구(방폭지역)

- 물기또는습기가있는장소

- 크레인 등 이와 유사한 장비의 고정식

궤도및프레임

- 고압(교류 750V~7,000V)의 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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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

전기기기의 일부를 대지와 물리적
으로연결시켜등전위로만드는것

접지대상

접지선

접지전류
접
지
전
극

대지
(Ground)

수전설비

수전설비란 전력회사로부터 수전
한 높은 전압의 전기를 부하설비
의 운전에 적합한 낮은 전압의
전기로변환하여부하설비에전기
를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기기의총집합체



취급하는변전소, 개폐소의울타리

- 사용전압이대지전압 150V 이상으로코드및플러그를접속하여사용

하는전기기계·기구

- 고정형·이동형또는휴대형전동기계·기구로코드및플러그를접속

하여사용

- 수중펌프를금속제물탱크등의내부에설치시탱크

2) 다음각호의방법으로접지를하여야한다.  

- 옥외변대에서부터 4심케이블을포설하여 3심은동력선으로, 1심은

접지선으로활용하거나, 동력선과별도로주접지선1선을포설할것

- 접지선은 모든 배·분전반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전기기

계·기구의 접지는 전원 인출시 주접지선과 연결하거나 콘센트에 연

결사용할것

- 사용자측의잘못으로접지가누락되지않도록콘센트, 플러그및중간

접속기(케이블 릴 등)는 반드시 접지극이있는것을사용하거나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선심하나를접지선으로사용할것

(3) 누전차단기에대한안전작업기준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초과, 물 등 도전성이높은액체에의한습윤장

소, 철판, 철골위등도전성이높은장소, 임시배선의전로가설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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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드릴접지접속의예캡타이어케이블(Captire Cable)

동선(銅線)에고무나염화비닐을씌운

여러개의 전선을 한데 모아서 그 위

에 다시 고무나 염화비닐로 씌운 가

요성(可撓性)전선

접지단지

접지극

제3종접지 1차 접지선에이용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휴대용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에 의한 감전

방지를위해정격에적합하고감도가양호하며확실히작동하는누전차

단기를접속하여야한다. 

2) 누전차단기를접속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이고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것. 다만, 정격전부하

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

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격 감도전류는 200mA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이내로할수있다. 

-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

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미소

한 소용량 부하의 전로에는 분

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

반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

(플러그)형 누전차단기를 콘센

트에연결하는등파손또는감

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

에접속할것.            

(4) 전기기계기구사용시안전작업기준

1) 교류아아크용접기에는자동전격방지기를부착/결선하여사용하여야한다.

2) 아크용접등의작업에사용하는용접봉의홀더에대하여는관련법령에적

합하거나동등이상의절연내력및내열성을갖춘것을사용하여야한다. 

3) 이동전선에접속하여임시로사용하는전등이나가설의배선, 이동전선

에접속하는가공매달기식전등등을접촉함으로인한감전및전구의

파손에의한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보호망을부착하여야한다. 

4) 보호망을설치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 전구의노출된금속부분에근로자가용이하게접촉되지아니하는구조

로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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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교류600V이하의 저압전로에서 인체의 감

전사고 및 누전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위

한차단기



- 재료는용이하게파손되거나변형되지아니하는것으로할것

5) 전기기계·기구를조작함에있어서감전, 오조작에의한위험을방지하

기위하여당해전기기계·기구의조작부분은 150럭스이상의조도가

유지되어야한다. 

(5) 배선및이동전선사용시안전작업기준

1) 작업, 통행등으로접촉하거나접촉할우려가있는배선또는이동전선

에는절연피복이손상되거나노화로인한감전위험을방지위한조치를

하여야한다. 

2) 전선을서로접속하는때에는당해전선의절연성능이상으로절연될수

있는것으로충분히피복하거나적합한접속기구를사용하여야한다.

3) 물 등 도전성이높은액체가있는습윤한장소에서작업·통행등으로

인하여접촉할우려가있는이동전선, 이에부속하는접속기구는그도

전성이 높은 액체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차량기타물체의통과등으로전선의절연피복이손상될우려가

없거나손상되지아니하도록적절한조치를하여사용하는때는그러

하지아니하다.

5) 꽂음접속기를설치·사용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 

- 서로다른전압의접속기는상호접속되지아니한구조의것을사용할것

- 습윤장소사용접속기는방수형등당해장소에적합한것을사용할것

- 접속시땀등에의하여젖은손으로취급하지않도록할것

- 당해꽂음접속기에잠금장치가있는때에는접속후잠그고사용할것

6) 배전반·분전반설치는각호와같은방법으로하여야한다.   

- 분전반은잠금장치를하고“취급자외조작금지”를부착할것

- 충전부에보호판(절연덮개)를설치하고, 금속제배전반·분전반의외

함은접지할것

- 옥외분전반등의외함은빗물이스며들지않고외부로유출되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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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설치하고, 전원인출은콘센트및

플러그를통해인출하도록설치할것

7) 이동전선설치는각호와같은방법으로

하여야한다.

- 1종 캡타이어 케이블 및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이외의캡타이어케이블로서단

면적이0.75㎠이상인것을사용할것

- 임시배선은지중또는가공으로포설하

고, 도로 및 통로 등에 노출되지 않도

록조치할것

- 이동전선을서로접속하는경우전선의

절연성능이상으로절연될수있도록절연테이프로전선절연층두께

의 1.5배가되도록감아서연결할것

- 옥외에서연결할경우방수형꽃음접속기(콘센트및플러그)를사용할것

3. 정전작업시안전작업기준

(1) 공통

1) 작업책임자의임명, 전로또는설비의정전순서, 개폐기관리및표지판

부착, 단락 접지실시, 정전확인순서 등이 포함되도록 작업요령을 작성

하여야한다.

2) 단로기또는선로개폐기를개·폐로하는

때에는안전표지판을설치하여야한다.

(2) 정전작업시조치기준

1) 전로의개로에사용한개폐기에잠금장치를하고, 통전금지에관한표

지판을설치하여야한다.

2) 개로된전로가전력케이블·전력콘덴서등을가진것은잔류전하를확

실히방전시켜야한다.

3) 개로된전로의충전여부를검전기구에의하여확인하고, 단락접지기구

를사용하여확실하게단락접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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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전반(cabinet panel)

간선으로 부터 각 분기회로로 갈

라지는 곳에, 주개폐기, 분기 회

로용 분기개폐기나 자동차단기를

모아서설치한것.

단로기(斷路器, disconnector)

부하전류를 제거한 후 회로를 격

리하도록하기위한장치



4.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 작업시 안전작업기준

(1) 공통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작업장소의 주변상태,

절연용 방호구 및 보호구, 활선작업용 기

구·장치등이포함되도록활선작업계획을

작성하여야한다.

2) 저압 활선 및 근접작업시 근로자에게 절연

용보호구착용및당해충전전로에절연용

방호구를설치하여야한다.

3) 고압 활선 및 근접작업시 근로자에게 절연

용보호구착용및당해충전전로에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및장치를사용하여야한다.  

4) 특별고압활선및근접작업시활선작업용기구및장치를사용하고, 접

근한계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해 충전전로 접근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감시인을배치하여야한다.

충전전로의사용전압(단위:Kv) 충전전로에대한접근한계거리(단위:cm)

22이하 20

22초과 33이하 30

33초과 66이하 50

66초과 77이하 60

77초과 110이하 90

110초과 154이하 120

154초과 187이하 140

187초과 220이하 160

220초과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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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低壓)

750V이하 직류전압이나

600V이하의교류전압을말함.

고압(高壓)

750V이상 직류전압이나

600V-7,000V 사이의 교류

전압을말함.

특별고압(特別高壓)

7,500V이상의 모든 전기를

말함



(2) 시설물건설등의작업시감전방지

1) 가공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충전전

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

해체, 점검, 수리및도장등의작업또는

이에 부수하는 작업 및 항타기, 항발기,

콘크리트펌프카, 이동식크레인, 모터카,

멀티플타이탬퍼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근로자의 신체 등

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

의 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때는다음

의각호에해당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 당해충전전로를이설할것

-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것

- 당해충전전로에절연용방호구를설치할것

- 제1호내지제3호에해당하는조치를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때에는

감시인을두고작업을감시하도록할것

Ⅴ. 협착/충돌재해예방안전시설및작업기준

1. 기계등의안전시설및작업기준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각종 기계에 의한 협착/충돌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기준과

안전시설, 안전작업방법에대한최소한의기준을정하고자함

(1) 기계등의일반기준

1) 기계의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및체인등근로자

에게위험을미칠우려가있는부위에는덮개, 울, 슬리브및건널다리

등을설치하여야한다.

2) 회전축, 기어, 풀리및플라이휠등에부속하는키, 핀등의기계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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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타이댐퍼
(multiple tie tamper)

궤도(軌道)의 고저·수평·평면

성 등을 바로잡기 위해 도상(道

床)을 굳게다지는대형기계



묻힘형으로하거나해당부위에덮개를설치하여야한다.

3) 벨트의이음부분에는돌출된고정구사용을금지하여야한다.

4) 동력으로작동되는기계에는스위치, 클러치및벨트이동장치등동력

차단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5) 가공물등이절단되거나절삭편이날아오는등으로근로자에게위험을

미칠우려가있는때에는기계에덮개또는울등을설치하여야한다.

6)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등의작업을함에있어서근로자에게위험

을미칠우려가있는때에는당해기계의운전을정지하여야한다.

7) 기계의 운전을정지한때에는다른사람이당해기계를운전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하여당해기계의기동장치에잠금장치를하고그시동열쇠

를별도관리하거나표지판을설치하는등필요한방호조치실시하여야

한다.

8) 방호장치의 수리, 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 외에는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사용을정지하여서는아니된다.

9) 날·공작물또는축이회전하는기계를취급하는때에는그근로자의손

에밀착이잘되는가죽제장갑등외에손이말려들어갈위험이있는장

갑을하지않아야한다.

10) 기계, 기구, 설비 및 수공구등을제조당시의목적외의용도로사용

금지하여야한다.

11) 기계에 부속하는 볼트, 너트의 풀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볼트, 너트가적정하게조여져있는지여부를수시로확인하여야한다.

(2) 목재가공용기계의안전기준

1)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 톱날접촉예방

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2) 목재가공용띠톱기계의절단에필요한톱날부위외의위험한톱날부위

에는덮개또는울등을설치하여야한다.

(3) 압력용기의안전기준

1)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에 부속하는 원동기, 축이음, 벨트, 풀리의

회전부위등에는덮개또는울등을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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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기계기구의안전작업

1)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중 고속절단기·그라인더 등의 회전부에

덮개, 고압살수기·이동식 철근절단기·믹서기 등 회전부가 있는 기

계·장비에는 방호커버를 설치하거나 묻힘형으로 협착점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한다.

2) 철근가공기계등노출된스위치에불시작동에의한위험이있는경우에

덮개를설치하여야한다. 

2. 건설기계등의안전시설및작업기준

각종 건설기계에 의한 협착/충돌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기준과 안전시설, 안전작업

방법등최소한의기준을정하고자함

(1)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및건설기계등의일반기준

1) 작업계획을작성하고그작업계획을당해근로자에게교육하고작업계

획에따라작업을실시하여야한다.

2) 작업지휘자(유도자), 신호방법및제한속도지정하여관리하여야한다.

3) 하역 또는운반중인화물이나그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또는화물에

접촉위험장소에는근로자출입을금지하여야한다.

4)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포크 및 버켓 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갑작스런주행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하고시동열쇠는별도로관

리하여야한다.

5) 승차석외의위치에근로자탑승금지및주용도외사용금지하여야한다.

6) 전조등및헤드가드를설치하여야한다.

7) 운전자는안전모등필요한보호구를착용하여야한다.

(2) 지게차의안전기준

1)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 외에서 작업시 전조등 및 후미등을 설치하

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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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헤드가드및백레스트의설치및유지하여야한다.

3) 지게차를운전하는자는좌석안전벨트를착용하여야한다.

(3) 고소작업대의안전기준

1) 고소작업대설치시와이어로프또는체인의안전율은10이상이어야한다.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하여 상승, 하강시킬 때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

에유지할수있는장치를갖추고압력의이상저하를방지할수있는구

조로하여야한다.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한다.

4) 바닥과고소작업대는수평을유지하여야한다.

5) 불시이동을방지하기위하여아웃트리거또는브레이크등을사용하여

야한다.

6) 고소작업대이동시작업대를가장낮게하강하여야한다.

7) 작업대를상승시킨상태에서작업자를태우고이동하지않아야한다.

8) 이동통로의요철상태또는장애물의유무등을확인하여야한다. 

9) 고소작업대사용시안전모, 안전대등의보호구착용및관계자외출입

을금지하여야한다.

10) 적정조도유지및악천후시 10m 이상의높이에서고소작업대작업을

중지하여야한다.

Ⅵ. 전도재해예방안전시설및작업기준

1. 전도예방및안전작업기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작업대, 작업자 등이 이동 및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전도

사고를예방하기위한최소한의기준을정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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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계사용시전도방지시설설치기준및안전작업기준을준수
하여야한다.

(2) 작업대설치시전도방지시설설치기준및안전작업기준을준수하
여야한다.

(3) 작업자통로확보및안전작업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2. 건설기계·장비 및 운반하역기계(이하”건설기계”라 한다) 사용시
전도방지시설설치기준및안전작업기준

(1) 공통사항

1) 건설현장에투입·사용되는모든건설기계는관련법령을준수하여야한다

2) 건설기계를이용한작업시작업계획서를작성하고관련근로자를대상

으로안전작업방법등에대한사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3) 건설기계는유자격운전자(해당면허소지자)에의하여관리되어야한다.

4) 건설기계는 주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변칙으로 운행하지

않아야한다.

5) 작업시에는작업반경내근로자등출입인원을통제하여야한다.

6) 건설기계는일상점검을실시하고그결과를유지기록하여야한다.

7)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사용하는작업을함에있어서그기계가넘

어지거나굴러떨어짐으로써근로자에게위험을미칠우려가있는때에

는그기계를유도하는자를배치하고지반의부동침하(不同沈下) 방지

및갓길의붕괴를방지하기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8) 건설기계는최대 20km/h 이하로운행속도를제한하여야한다.

9) 모든건설기계는제작사의안전장치기준에적합하게유지관리하여야한다.

(2) 크레인등아웃트리거를사용하는건설기계

1) 아웃트리거는편평하고견고한지면에설치하고가능한최대로인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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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설치하여야한다.

2) 연약지반에설치시아웃트리거하부에견고한받침목설치하여야한다.

3) 아웃트리거받침목은수평을유지하도록설치하여야한다.

4) 정격하중을표시하고과부하방지장치를부착하여야한다.

(3) 기타건설기계

1) 이동로 또는 작업장소상에 요철 또는 장애물 발생시 요철 또는 장애물

을제거하여수평상태확보후작업또는이동하여야한다.

2) 연약지반에서이동또는작업시지압철판을사용하여야한다.

3) 전도위험구간에서의작업및이동시유도/신호자를배치하여야한다.

4) 굴착 또는 성토구간의 단부에 근접하여 운행시 전도/전락을 방지하기

위해토사다이크및라바콘등장비의접근을금지시킬수있는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3. 작업대설치시전도방지시설설치기준및안전작업기준

(1) 강관비계

1)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 5m 이내마다 벽이음 또는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의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을설치하거나깔판, 깔목을사용하여밑둥잡이를설치하여야한다.

(2) 이동식비계

1) 경사면설치또는작업대높이과다로전도의우려가예상되는경우, 아

웃트리거를설치하거나구조물에고정하여야한다.

(3) 사다리(작업대사용)

1) 재질은알루미늄/금속재사다리를사용하여야한다.(목재사다리사용금지)

2) 아웃트리거는필수적으로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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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인 1조로작업하고추락의위험시안전대를사용하여야한다.

4) 높이 2m미만의작업에한하여사용하여야하며, 추락위험시안전대를

착용하여야한다.

5) 미끄럼방지(고무, 코르크, 강스파이크등)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6) 고정장치를부착하여사용하여야한다.

7) 사다리는노후, 훼손변형등이없어야한다. 

(4) 고소작업대

1) 이동로 또는 작업장소상에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 소형 개구부, 지면

단차 등의 유무를 확인 및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은 제거, 개구부에는

견고한덮개를설치, 지면단차구간은경사로를설치하여야한다. 

2) 작업대를상승시킨상태에서작업자를태우고이동하지않아야한다. 

3) 작업대 상승시 과상승 방지장치 및비상정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충

돌예방장치를부착하여야한다.

4. 작업자통로확보및안전작업기준

(1) 통로

1) 넘어지거나미끄러지는등의위험이없도록통로상에자재적치금지및

결빙또는오일등을제거하여야한다.

2) 통로에는75럭스(lux) 이상의조도(채광또는조명시설)를유지하여야한다.

3) 부득이조명확보가곤란한경우, 통로상에

휴대용조명기구를비치하여야한다.

4)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장애물

은제거및부득이장애물제거가곤란한

경우, 장애물상에 충격 흡수재 설치와 충

돌주의안내표지판을설치하여야한다.

(2) 작업장소

1) 작업장소 내부와 통하는 장소에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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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기준

작업 조도(lux)

초정밀 750 이상

정 밀 300 이상

보 통 150 이상

기 타 75 이상



가능한상태로유지하여야한다. 

2)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소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야한다.

3) 작업장소에는충분한채광또는조명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3) 사다리식통로

1) 넘어지거나미끄러지는것을방지하기위해사다리상단은견고한장소에

고정및하단은미끄럼방지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2) 사다리식통로의기울기는75도이하로하여야한다.

(4) 정리정돈및구획정리

1) 현장 내 주요 이동통로에는 정리정돈 철저로 통행에 간섭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철근 가공장, 목재 가공장, 설비 가공장, 자재 적치장, 기타 작업구간

및자재적치구간에는구획을설정하여안전상태를유지하여야한다.

Ⅶ. 화재/폭발/질식재해예방안전시설및작업기준

1. 화재/폭발/질식예방및안전작업기준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질식에 대한 재해 위험도가 높으므로 작업 중 재해예방을

위한최소한의기준을정하고자함.

(1) 전기및가스용접각종고압용기(LPG, 산소등) 

1) 가스용접기게이지파손및호스접속상태(전용밴드/클립)를확인하여야한다.

2) 가스용접기호스균열, 운반구사용유무, 전도방지상태를확인하여야한다.

3) 작업구간소화기비치및불꽂방지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4) 작업자는보안경, 용접장갑등보호구를착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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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밀폐장소에서화기작업시작업전/작업재

개시전가연성가스측정을하여야한다.

6) 작업전 주변 가연성 물질 사전 제거 등

사전안전조치를하여야한다.

7) 배관용접작업시배관내가스유무에대

한확인을하여야한다.

8) 탱크 용접 작업시 탱크내 가스 등 완전

제거후작업을실시하여야한다.

9) 각종 고압용기(LPG, 아세틸렌, 산소 등)

는 실병과 공병을 구분하여 세워서 보관

하고전도방지조치를하여야한다.

10) 현장내흡연구역설정을하고근로자에

게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 고속절단기, 그라인더화재예방관리

1) 고속절단기사용시불꽃비산방지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2) 회전날의비래방지조치를하여야한다.

3) 고속절단기연삭날은기계의회전수이상의것을사용하여야한다.

4) 작업시개인보호구를착용하여야한다.

5) 작업구간에소화기를비치하여야한다.

6) 작업구간주변은정리정돈을하여야한다. (작업전작업주변인화성

물질확인)

7) 작업중흡연을금지하여야한다.

(3) 사무실및편의시설화재예방관리

1) 화재발생을대비하여경보및대피계획을작성하고교육하여야한다.

2) 주출입구이외의비상구를설치하여야한다.

3) 정격의누전차단기를설치하여야한다.        

4) 휴대용버너, 불량전열기구등의숙소내반입을금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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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절단기 불꽃비산방지 시설

작업구간 소화기 비치 및
주변 정리정돈



5)가설사무실및숙소에는소화설비를비치하여야한다. 

6) 현장 내 모든 장소에서는 음주를 금지하며 허가되지 않은 숙소에서의

숙박을금지하여야한다.         

7) 흡연구역을설정하여운영관리하여야한다. 

(4) 전기전선결선안전사항

1) 전선 고유의 기계적 강도(인장)를 유지

하여야한다.

2) 전선 피복과 동등한 절연 성능을 유지

하여야한다.

3) 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길이

로꼬아결선하여야한다.

4) 안전한전기결선방법및취급사항에대

해각호의내용을교육하여야한다.

- 전기제품은한국산업표준(KS) 마크가있는것사용, 정격용량의전선

사용, 노후된전선교체할것

- 누전차단기설치, 문어발식코드사용금지, 퓨즈는정격용량의규격품

사용할것(철사사용금지)

- 평상시불필요한전원끄고, 퇴근시사용하지않는전원코드를제거할것

- 전원플러그를뺄때전선을당기지않

을것

(5) 전열기기/난방설비사용시화재예방

1) 난방기기/난방설비에 대한 허가제를 운

영하고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관리하여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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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선 결선 방법

울 및 소화기 비치

①심선피복제거 ②꼬아접속

③심선테이프작업

⑤외장테이프작업 ⑥완성

④심선별테이프작업(3가닥)

휴게실 소화기 비치 흡연구역 설정, 숙소 소화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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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기사용주변에울(fence)을설치하고, 소화기및방화사를비치하여야

한다.

3) 연료공급및이동시에는전원을차단하는등안전조치를취하여야한다.

4) 휴식또는작업종료시에는소화를확인하고이석하여야한다.

(6) 소방시설설치및관리

1) 각층별, 각실별, 대상물별방호능력단위이상으로설치하여야한다.

2) 화재위험이예상되는집합건물또는실내에는보행거리 20m 이내 마

다소형소화기를배치하고, “소화기”표지를게시하여야한다.

3) 소화기는장소에따른조건을고려하여화재초기진압에충분한수량으

로비치하여야한다.

4) 소화기는정기적으로점검을실시하고이상발견시즉시교체등조치

하여야한다.

5) 근로자에게소화기사용법에대해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7) 밀폐공간도장, 방수및단열작업시화재/폭발/질식예방

1) 방폭형조명기구(랜턴포함) 사용, 환기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2) 작업장내소화기를비치하여야한다.

3) 비상대피시설설치및위험물질에대한작업전취급방법에대해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4) 지하공간또는대규모실내등에보관하는단열재의경우화재의위험

실내 소화기 비치 소화기 게이지 확인

지시압력계
윗레
벨브

본체마개

본체용기

사이폰관

지시압력계가
홍색부분이면
재충전

스프링

페킹

호스

노즐

노즐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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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도록 구획을 지정하고 화기금지 표지, 소화설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5) 단열재보관장소는화재가발생하는경우유독가스가외부로빠져나갈

수있는장소를고려하여선정하여야한다. 

6) 작업장내발화물질휴대금지조치를하여야한다.

7) 밀폐된공간에들어가는경우산소·유

해가스의농도를측정하여적정공기상

태일경우에만출입하고적정공기상태

가유지되지않을경우다음각호의안

전조치를하여야한다.

- 작업 시작 전 및 작업중에 적정공기

상태가유지되도록환기할것.

- 작업의성질상환기하기곤란한경우송기마스크등을지급하여착용

토록할것.

8) 현장내흡연구역을설정하여관리하여야한다. 

9) 작업주변정리정돈을철저하게하여야한다.(작업전주변가연성자재

제거)

(8) 콘크리트양생(열풍기등사용)

1) 호흡용 보호구등개인보호구를착용하여야한다.

2) 양생중적절한환기실시및산소·유해가스농도측정를실시하여야한다. 

3) 관리감독자를배치하고근로자단독작업을금지하여야한다.

4) 갈탄또는열풍기등화기사용시주변인화성·가연성물질제거및소화

기비치를하여야한다.

호흡용 보호구 소화기 비치

“적정공기”상태

1. 산소농도 18~23.5%

2. 탄산가스농도 1.5% 미만

3. 황화수소농도 10% 미만

4. 기타 유해가스허용기준이내



CHAPTER.2

안전시설및설비에대한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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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분
야

1. 설치기준

안전 안전난간 공통 - 001

•안전난간대의기둥간격은2m 이내마다설치한다. 

•단부로부터첫번째난간기둥은50cm이내에설치한다.

•상부난간대는바닥면, 발판, 경사로의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120cm 이

하로설치하며, 중간대는 바닥면과상부난간대의중간에설치한다. 

•상부난간대를 120cm 이상설치시중간난간은 2단이상균등설치하고, 상·

하간격은60cm 이하되도록한다. 

•발끝막이판은바닥면으로부터10cm 이상의높이를유지한다. 

(단, 수직보호망을설치하는경우는제외) 

•난간대는지름 2.7cm 이상의금속제파이프나그이상의강도를가진재료

를사용한다. 

•안전난간은100kgf 이상의하중에견딜수있는튼튼한구조로한다. 

2. 설치방법

난간기둥간격 : 2m이내

상부난간

전용철물

중간대

H : 90 ~ 120㎝

H : 45~ 
60㎝

발끝막이판 (H) = 10㎝

수직방망

안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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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분
야

1. 설치기준

안전 작업발판및계단 공통 - 002

•작업발판의폭은40cm 이상으로한다. 

•발판간의틈은3cm 이하, 비계파이프와발판간의틈은10cm 이하로한다. 

•작업발판은뒤집히거나떨어지지않도록2개소이상고정한다. 

•경사도가30도이상, 60도미만인경우가설계단을설치한다. 

•계단은1단의높이가23㎝이내, 발디딤판의폭은23㎝이상으로설치한다.

•계단의강도는500kgf 이상으로한다.

•높이가 3m를초과하는계단은높이3m 이내마다너비 1.2m 이상의계단참

을설치한다.

•경사로의높이가1m를초과할경우추락방지용안전난간을설치한다. 

•가설계단의폭은 1m 이상으로설치하되비계내부계단등부득이한경우에

는사용허가를위한사전승인을득하고설치·사용한다.

2. 설치방법

23cm 이상

23cm 이내

단관 PIPE

30~60도

계단의 구조 가설계단의 유형



경사각 간격 경사각 간격

30도 30cm 22도 40cm

29도 33cm 19도 20분 43cm

27도 35cm 17도 45cm

24도 15분 37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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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가설경사로 공통 - 003 

•외력에견디도록견고한구조로하고항상사용가능하도록한다. 

•비탈면 경사각은 30도 이하로 하고, 15도 초과시 등간격으로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폭은최소90cm 이상,  높이7m 이내마다계단참을설치한다.

•추락방지용안전난간을설치한다.

•발판은폭40cm 이상, 틈은3cm 이하로설치한다.

•발판은장선에결속하고결속용못이나철선이발에걸리지않게한다. 

2. 설치방법

미끄럼막이 설치각도

미끄럼방지
(등간격으로설치)

미끄럼막이
불필요

30°이하

15°이하

가설경사로 설치상태

미끄럼막이 설치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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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사다리 (일자형) 공통 - 004

•사다리는통로용으로만사용한다. 

•사다리의폭은30cm 이상으로하고, 상부에60cm 이상의여장길이를둔다.

•디딤판의간격은25~30cm 일정한간격으로설치한다.

•사다리를설치할바닥은평평한곳에설치하며바닥이고르지않을경우보조
기구를사용한다. 

•현장에서임의로제작한사다리는사용을금한다. 

•이동식사다리의기울기는75도이하로한다. 

•이동식사다리의길이는6m를초과하지않는다.

•고정식 사다리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고정식사다리의기울기는 90도이하로하고, 높이 7m 이상인경우바닥으
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단, 등받
이울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추락방지대(완강기 또는 로립 등)를 설치할 수
있다.

2. 설치방법

등간격으로
설치

여유길이
(60㎝ 이상)

이동식 사다리

고정식 사다리

설치각도(7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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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사다리 (A형) 공통 - 005

•재질은알루미늄/금속재사다리를사용한다.(목재사다리사용금지)

•아웃트리거는필수적으로설치하고, 2인 1조로작업한다.

•작업공간상부득이하게아웃트리거설치가어려울경우사다리상부를고정

하고2인1조로작업한다.

•높이2m(바닥에서디딤판까지높이) 이하의작업에한하여사용한다. 

•추락위험시에는안전대를착용한다.

•높이 1.2m(바닥에서디딤판까지높이) 이하의작업에는말비계를사용하고A

형사다리사용을금지한다.

•미끄럼방지(고무, 코르크, 강스파이크등) 및고정장치를부착사용한다.

•사다리는노후, 훼손변형등이없는것을사용한다. 

2. 설치방법

아웃트리거 벌어짐방지

벌어짐방지2인 1조 작업 미끄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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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말비계 공통 - 006

•재질은알루미늄또는철재의기성품(공장제작품)을사용한다.

•규격은발판폭40cm 이상, 길이2m 이하, 높이120cm 이하로한다.

•지주부재와수평면의기울기는75도이하로한다.

•현장목재제작품발판사용을금지한다.

•변형및노후제품사용을금지한다.

•견고하고흔들림이없는것을사용한다.

2. 설치방법

폭 40㎝ 이상

높이 120㎝ 이하

길이 2m 이하

폭 40㎝ 이상

높이 120㎝ 이하

75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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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 공통 - 007

•비계는안전인증품을사용한다. 

•작업발판은수평을유지하고작업발판위에서안전난간을딛고작업을하거나

추가작업대사용을금지한다. 

•작업발판의최대적재하중은250kgf을초과하지않도록한다.

•승강설비는 통로폭 30cm 이상, 발디딤판 간격 40cm 이상, 발판 틈새는

3cm 이하로유지한다. 

•안전난간은상부난간대90∼120cm, 중간대45∼60cm로서기성품만사용한다.

•사용허가표지판은확인후부착한다.(확인자및최대적재하중표기)

•바퀴는바깥지름이125mm 이상으로서제동장치가부착된것을사용한다.

•바퀴를고정시키고아웃트리거를설치한다.

•수직방망또는높이10cm 이상의발끝막이판을설치한다. 

•설치높이는밑변최소폭의4배이내로한다.

1. 설치기준

안전

발끝막이판

달줄사용

제동장치설비

아웃트리거

작업발판

승강설비

설치높이
(밑변 최소 폭
4배 이내)

최대적재
하중 표시

안전난간대

이동식비계 설치도

안전난간대 및
발끝막이판

발판 및 가새

아웃트리거 바퀴

2. 설치방법



1.5m 이하

1.5m 이하

벽연결
수평/수직 :
5m 이하

1.5m 이하

2m 이하

1.8m
 이
하

장선

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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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새

깔목 밑둥잡이

강관비계

1. 설치기준

안전

•조립도에따라조립하고사용허가증을부착한다.(확인자표기) 

•기둥간격은띠장방향1.5m∼1.8m, 장선방향1.5m 이하로한다. 

•띠장간격(수평재)은1.5m 이하, 첫번째띠장간격은2m 이하로한다. 

•장선간격은1.5m 이하로설치하고비계기둥및띠장에결속한다.

•비계기둥간적재하중은400kgf 이하로한다. 

•작업발판은밀실설치, 고정철저하고발판단부외측/내측/끝에는추락방지
와낙하물방지조치를한다. 

•수직이동통로는수평방향30m 이내마다1개소설치한다. 

•벽이음은비계기둥하부로부터수직·수평방향5m 이내마다전용철물을사
용하여설치한다. 단, 강관틀비계는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
내벽이음을한다.

•기둥간격10m 이내마다45도각도로교차하도록가새를설치한다.

•밑받침철물또는깔판, 깔목을설치하고밑둥잡이를설치한다.

•강관의접속부, 교차부는클램프등전용철물을사용하여결속한다.

•장선은내외측비계기둥에설치한다.

•비계의설치및해체작업은자격을갖춘근로자가한다.

2. 설치방법

공통 -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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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비계 벽 연결

밑받침 철물

안전 시스템비계 공통 - 009

•조립도에따라조립하고사용허가증을부착한다.(확인자표기) 

•기둥밑둥에는밑받침철물사용, 고저차가있는경우조절형밑받침철물사

용, 경사지에는피벗형받침철물또는쐐기사용하여수평·수직을유지한다. 

•수직재와받침철물은밀착설치, 수직재와받침철물연결부겹침길이는받침

철물전체길이의⅓이상이되도록한다.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45도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체결한다.

•벽연결재의설치간격은제조사가정한기준에따라설치한다. 

•최대적재하중 표지판을 부착하고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지정된통로를이용하며통로상부에는낙하물방지망을설치한다.

•같은수직면상의상·하동시작업을금지하며설치·해체작업장에관계근

로자의출입을통제한다.

•가공전로에근접설치시가공전로이설또는절연용방호구설치한다. 

1. 설치기준

2.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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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거푸집동바리 공통 - 010

•구조검토실시및 견고한구조의조립도를작성·검토하고조립에따라조립한다.

•동바리, 장선, 멍에 등의 사용재료는 손상, 변형, 부식, 단면 손실된 재료의

사용을금지한다. 

•안전인증품또는재사용가설재성능검정품에스티커를부착하여사용한다.

•동바리의높이가 3.5m 초과시높이 2m 이내마다수평연결재를양방향으로

직교되도록하여전용철물로고정한다.

•높이4.2m 이상시재사용가설재등성능검정이인정되지않은동바리의사

용을금지하며, 시스템동바리등안전성이확보된동바리를사용한다.

•경사지동바리설치시높이와관계없이반드시수평연결재를설치한다.

•거푸집의조립및해체작업은자격을갖춘근로자가한다.

2. 설치방법

파이프 서포트의 구조

시스템 동바리

수평연결재

내관

외관

받이판

물빼기구멍

못구멍

볼트구멍외관

지지판

수나사

암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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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시스템동바리 공통 - 011

•작업전구조검토실시, 견고한구조의조립도를작성하고조립도에따라조

립하며해체는조립의역순으로하고최하단수평재의과도한사전해체를금

지한다.

•수직재와수평재는직교되게설치, 흔들림없도록전용연결핀으로고정한다.

•수직재및수평재에는검토된가새재를조립도에따라설치한다.

•상·하수평재사이에수직재의연결부가2개소이상생기지않도록설치한다.

•설치높이는단변길이의 3배를초과하지않아야하며, 초과시에는주변구조

물에지지하는등붕괴방지조치한다.

•최상단과최하단의수직재와받침철물은서로밀착설치, 수직재와받침철물

의겹침길이는받침철물전체길이의⅓이상되도록한다. 

•U-헤드의장선과멍에는편심이생기지않도록중심선에맞추어설치, 쐐기

등을사용하여멍에와U-헤드를밀착시키고고정한다.

•반복사용으로심하게변형, 부식된재료사용을금지한다.

•조립·해체작업시에는안전대부착설비설치후안전대를걸고작업한다. 

•추락방지망은높이 10m 이내마다설치하고가설통로상부는낙하물방지망

설치및지정통로외출입금지조치한다. 

•슬라브(보포함) 두께가0.5m 이상일경우수직재최상단및최하단으로부터

40cm 이내에첫번째수평재를설치한다.

•수직재는연결철물을사용하여견고하게연결하고, 연결부위가탈락하지않

도록고정핀을설치한다.

•상재하중에의한지반침하방지조치를하며, 바닥 구조물의붕괴방지를위

해타설전하부층에잭베이스등지지대를설치한다.

•전체 동바리 구조체에 전·후 방향 및 좌·우측으로 균형되게 가새 경사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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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방법

4.2㎜
이상

수직개

링

잭베이스

시스템 동바리 설치 사례

시스템 동바리의 구조

수직가새

연결핀

유헤드잭

수평재

멍에또는장선
쐐기

수직재와의
물림부

전
체
길
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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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낙하물방지망 공통 - 012

•안전방망은가설기자재안전인증을받은제품을사용한다.

•안전망설치간격은높이10m 이내마다1단을 설치한다.   

•바닥면에서높이8m 이내에1단을설치한다.

•망의겹침폭은30cm 이상으로하고방망과방망사이빈틈이없도록한다.

•지지점의강도는100kgf 이상으로한다.

•내민길이는벽면또는비계외측으로부터2m 이상되도록설치한다.

•설치각도는20도~30도로한다.

2. 설치방법

1단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10m이내

20~30도

10m이내

10m이내

8m이내

낙하물방지망

가설통로 방호선반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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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자재운반구 공통 - 013

1. 설치기준

•현장에서임의로제작한운반구사용을금지한다.

•운반구재질은철판으로한다.

•부식되거나변형된운반구는사용을금지한다.

•짐걸이철물은전용샤클을사용한다.

•적재하중및적재높이(운반구의90% 이내)를표시하여관리한다.

•인양시에는반드시2줄4점걸기로한다.

2. 설치방법

운반구의 90% 이내 적재 최대 적재하중 표시

전용 샤클 및 와이어로프 운반구 제원 표기



종류
양중고리가마대를감싸는 양중고리가마대상부에 슈트형
형태로부착됨(U형) 부착됨(일자형) (하부에슈트부착)

허용하중 1,500㎏ 500㎏, 600㎏, 900㎏, 1000㎏ 500㎏

사용가능
적재하중을고려하여

사용금지 사용금지이상유무확인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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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2. 설치방법

사용금지

사용금지사용가능

•양중고리가마대전체를감싸는형태의항공마대를사용한다.

•마대에는인양시손상이우려되는내용물(철근, 철판등날카로운내용물)적

재를금지한다.    

•마대용량의90% 이상적재하지않는다.

•반복사용으로부식및손상된항공마대사용을금지한다.

항공마대 공통 -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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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굴착단부및흙막이가시설 공통 - 015

굴착 단부 안전난간 가설 통로

붕괴 및 접근방지 시설 굴착사면 붕괴 방지

•굴착사면단부에안전난간과발끝막이판을설치한다.

•굴착사면의붕괴를방지하기위한보호덮개설치한다.

•굴착흙막이가시설점검용생명줄을설치한다.

•굴착사면에가배수로설치등외곽유입수방지를한다.

•굴착바닥면으로이동하는가설통로(가설계단)를설치한다.

•관로굴착사면단부에는접근방지시설을설치한다.

•철골자재운반시유도로프를설치한다.

•굴착사면은부석을정리하여낙하위험이없도록한다.

•흙막이지보공설치시과굴착을금지한다.

•토질의특성에맞는굴착사면기울기를준수한다.

•굴착작업전지하매설물확인을철저히한다.

•계측관리를철저히하여붕괴위험성을제거한다.

•굴착한토사를굴착단부에근접하여적치하지않도록한다.

•굴착단부근처에중량자재적재및장비주차를금지한다.

2.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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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2. 설치방법

안전 분전반 공통 - 016

•현장설치전에사전검사를하고승인된분전반을사용한다.

•분전반단자에결속하는전선은압착터미널을사용한다.

•모든가설전기는누전차단기(감도전류30mA, 동작시간0.03초이하)를경유
하여사용한다.

•콘센트(접지형)를외함에설치하여내부에서전기를인출하지않도록한다.

•분전반단자함의충전부는Cover를설치한다.

•분전반의회로도부착및차단기에부하명을표기한다.

•철재분전반의외함은필히접지를실시한다.

•관리책임자(정/부)를지정·표기하고, 잠금장치를한다.

•작업자는절연용보호구를착용한다.

•접지모선이연결되어있는지확인한다. 

•누전차단기의정상작동여부를주기적으로확인한다, 

메인 접지 용도 식별 Tag

위험·관리책임자 표지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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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가설전선 공통 - 017

•작업또는통행등으로인하여접촉하거나접촉할우려가없도록설치한다.

•배선또는이동전선의절연피복이손상되거나노화가없도록설치한다.

•습윤한장소에서절연효과가있는전선을사용하고가공으로배선한다.

•바닥에설치시에는전선관, 보호커버등으로피복이손상되지않도록방호한다.

•가설전선은가용성이좋은캡타이어케이블로단면적이0.75㎠ 이상인것으
로한다.

•전선이피복손상, 꼬임및결속부가많은것은사용을제한한다.

•접지형콘센트및플러그를사용하고, 전선은3P선을사용한다.

•이동식전선설치는누전차단기(ELB)를경유하여인출된콘센트에전원을연
결하여사용하고, 동작상태를주기적으로확인한다.

•콘센트는보호Case를설치한다.

•분전반단자와결선시압착터미널을사용한다.

•옥외사용시방수형제품을사용하고가정용전선& 멀티탭의사용을금지한다.

2. 설치방법

전선거치대 누전차단기 내장형 케이블 릴

접지선 내장 전선 접지형 플러그 방수형 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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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기계·기구접지 공통 - 018

•접지선은 녹색의 비닐피복을 한 직경 1.6mm 이상의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지하75cm 이상접지봉을매설한다.

•휴대용전기기구에서는부속코드또는캡타이어케이블등의선심중녹색

피복의것을플러그로부터콘센트의접지용전극을경유해서접지한다.

•전동기계기구의금속체외함, 외피등금속부분은누전차단기를접속한경우

에도가능한접지한다.

•접지선은모든배전반·분전반에서접속되도록하고개별전기기계·기구의

접지는전원인출시주접지선과연결하거나콘센트에연결한다.

2. 설치방법

접지대상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전기기계
·
기구

케이블 릴/
콘센트

가설분전반

주배전반/TR

수중펌프 투광등 그라인더 절단기 파쇄기

버스바

↑

접지선

접지선(녹색/녹황색)
↓

터미널
러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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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이동식발전기 공통 - 019

•외함에접지를한다.

•별도의분전함을설치(배선용차단기및누전차단기경유) 한다.

•충전부에덮개를설치한다.

•운반및인양시PP로프사용을금한다.

•바닥에기름이유출되지않도록관리하고소화기를비치한다.

•현장반입전, 사용전반드시안전검사를실시한다.

•조작담당자를지정하고담당자의책임하에사용한다.

2. 설치방법

소화기 비치 별도 분전함

분전반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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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투광등 공통 - 020

•투광등은기동성이좋고안전성이구비된것을사용한다.

•접지선이포함된구심형케이블을접지형콘센트에연결해사용한다.

•접지선이포함된3심형케이블을사용한다.

•등보호및습기의침입을방지하기위한내열강화유리를사용하고보호망을
설치한다.

•조명기구설치대는넘어지지않도록안정되게설치한다.

•투광등철제외함접지및전선입입부피복이손상되지않도록조치(고무패
킹) 한다.

•전구파손시즉시교체하고미사용시별도보관장소에보관한다.

•고인물및습한바닥에설치하지않는다.

등보호및습기의
침입을방지하기
위한내열강화유
리의보호망

콘센트접지극을
분전반에서접지선으로
접지시킨다.

케이블지지를
위한브리켓

고무등절연재질의
케이블마개

옥외형일경우
고무패킹필요

등기구상하이동및
고정용브라켓

임시조명기구이동
설치용지지대

투광등의 구조

접지극

접지형
플러그

접지선이포함된
3심형케이블

이동형 투광등 접지

투광등 거치대

2.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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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케이블은2종이상의캡타이어케이블을사용한다.

•단자접속부는절연테이프또는절연카바등절연조치한다.

•교류아크용접기는반드시자동전격방지기를설치하고, 직류(인버터) 용접기

는자동전격방지기가내장되어기능을유지하는상태로작업한다.

•작업전하부에가연성, 폭발성물질확인및격리조치한다.

•용접기는누전차단기를경유하고접지하며, 보관함에외함접지를하고사용

한다.

•보안경, 보안면등용접용보호구를착용한다.

•홀더는KS 규격품을사용하고절연물이파손된홀더는사용을금지한다.

•용접작업구간주변에소화기를근접하여배치하고작업장소에적합한불꽃

비산방지조치를한다.

•화기작업시관리감독자는작업중, 작업후잔여불티를확인한다.

2. 설치방법

용접기 보관함 자동전격방지기 단자 보호카바 외함접지

용접용 보호구 불꽃비산방지 방화수 및 소화기 KS홀더

용접작업및용접기 공통 -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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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철근절단기및절곡기 공통 - 022

•비상정지버튼및풋스위치덮개를설치한다.

•반드시누전차단기를경유하여사용한다.

•금속제외함에접지를한다.

•절단및절곡작업시미숙련공의작업을금지한다.

•작업장주변은가설휀스를설치하여구획을구분한다.

•전원인입구단자함및on/off 스위치에빗물유입을차단한다.

2. 설치방법

외함 접지 풋 스위치 덮개

철근 절곡기 작업장 구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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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방법

1. 설치기준

안전 산소절단기및가스용기 공통 - 023

•평상시가스용기는통풍이나환기가잘되는장소, 화기를사용하지않는장

소의저장소에보관한다.

•고압 가스용기에는 역화방지기를 부착하고 양호한 압력게이지를 설치하며

작업중단시밸브를잠금하여관리한다.

•심한부식·변형및충전기한이경과된가스용기는사용을금지한다.

•천공·균열·마모등불량한호스의사용을금지하며호스접속부는전용

조임기구를사용하여체결한다.

•가스용기의 온도는 40도 이하를 유지하고 용기 고정장치 또는 전도방지

조치를한다.

•가스용기는운반및보관시캡을씌운다.

•사용중인용기, 사용전의용기, 사용한빈용기명확하게구별하여보관한다.

•작업시방화수또는소화기를비치하여화재예방조치를한다.

•작업및운반시전용대차를사용한다.

•작업후잔여불티를확인한다.

역화방지기 부착 운반용 대차위험물 저장소보호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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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철재위험물보관창고를별도로제작하여운영한다. 

•관리책임자및안전수칙이있는안전표지판을부착한다.

•출입문에는잠금장치를한다. 

•통풍이잘되는구조로한다. 

•외부에는소화기를설치한다. 

•사용및보관중인유해화학물질및위험물은위험물저장소등취급근로자

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물질안전보건자료(GHS MSDS)를게시하고교육

하며, 각각의용기등에기준에적합한경고표지를부착한다.

•유출방지시설(방유제, 흡착포, 모래등)을한다. 

•인양·운반시PP로프사용을금지하며2줄4점걸기로한다.

2. 설치방법

위험물보관소 공통 - 024

GHS MSDS 표기방법위험물 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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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냉수가열기 공통 - 025

1. 설치기준

•히터및사용수조는반입검사를필하고사용한다. 

•접지형플러그사용및누전차단기경유하여사용한다. 

•과열방지를위한온도조절기가설치된히터를사용한다. 

•부식, 손상, 변형된히터의사용을금지한다. 

•다음사항을준수하여사용한다. 

- 수조·물통에2/3 이상의물이채워진상태에서사용한다. 

- 물이없는상태의수조·물통에전원을투입하여사용을금지한다. 

- 수조등의청소시반드시전원을차단한다. 

- 플라스틱재질의수조등은히터봉이직접닿지않도록설치한다. 

- 본체윗부분이나전선이물에잠긴상태로사용을금지한다. 

- 히터봉에피부접촉을금지한다.

- 공시체집게손잡이는절연조치한다. 

2. 설치방법

수조용 히터 / 공시체 집게 마감작업용 냉수 가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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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고속절단기 공통 - 026

•절단기는연삭날의회전수등기계사양에적합하게사용한다.

•회전수를알수없는목재절단용톱날의사용을금지한다.

•작업자는보호구(보안경, 보안면, 방진마스크, 귀마개등)를착용하고작업한다.

•보호덮개와보조덮개를설치하고, 불꽃비산을위한방지시설및소화기를설

치한다.

•핸들바이스를부착하고고정하며, 손잡이는절연조치한다.

•숫돌교체시및작업후전원을차단한다.

•작업 시작전에 1분이상, 숫돌을 교체한 후 3분이상 시운전하고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2. 설치방법

소화기 불꽃비산방지막

보호덮개 설치 핸들바이스

보호덮개

보조덮개

규격품
사용

재료의견고한고정
접지형케이블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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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목재가공용둥근톱 공통 - 027

2. 설치방법

톱날접촉예방방지 비상정지장치

누전차단기목재가공용 둥근톱 표지판

•손상또는변형된톱날의사용을금하며작업시작전공회전을시켜이상

유무를확인한다.

•톱날이재료보다너무튀어나오지않도록조정한다.

•사용시에는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및반발예방장치를설치한다. 

•톱날교체및보수작업시전원을차단한다.

•비상정지장치를설치한다.

•분전함충전부에방호덮개를설치한다.

•전원인입부에누전차단기를설치한다.

•작업중면장갑착용을하지않는다.

•위험표지판을부착하고소화기를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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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2. 검사기본항목

•모든 위험기계·기구류는 반입전 및 정기검사(매월)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기또는부착한다. 

•검사를실시하여야할대상기계·기구는다음과같다.

- 용접기(소형용접기포함)

- 목재가공톱, 공기압축기, 핸드그라인더

- 발전기, 소형전기기구, 전기분전반, 전선류등

- 고속절단기, 철근절단/절곡기, Winch             

- 배수펌프

- 고소작업대

- 환풍기(송풍기)

구분 검사항목 검사결과 비고

1 안전장치는부착되어제대로작동되는가?

2 운전원은작동방법을알고있는가?

3 외함의접지는좋은가?

4 접속용전선은확실히접속되어있고, 절연피복선을사용하는가?

5 접지형콘센트를사용하는가?

6 누전차단기는설치되고확실하게작동하는가?

7 노후되거나외함의손상은없는가?

※세부검사항목은각기계·기구별점검체크리스트를준한다.

위험기계·기구안전검사 공통 -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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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건설기계 공통 - 029

•작업장소의지형및지반상태등의조사결과를고려하여사용한다.

•기계별주요용도외사용을제한하고실명제로관리한다.

•전도·전락방지를위해노폭을유지, 갓길의붕괴방지, 지반의침하방지조

치를한다.

•유자격운전자를배치하고정격하중과제한속도를준수한다.

•폭풍·폭우·폭설등의악천후시작업을중지한다.

•유도자를배치하여작업을유도하고표준신호를정하여신호한다.

•기계의작업범위내에작업관계자외출입을금지한다.

•작업전운전자및근로자안전교육을실시한다.

•승차석이외의위치에근로자를탑승시키지않는다.

•건설기계의시동열쇠는별도관리한다.

•운전자가 운전석 이탈시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조치를하며버켓, 리퍼등작업장치를지면에내려놓는다.

•각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방호장치(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

장치/브레이크장치)를부착한다.

•아웃트리거 사용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사용하고 하중이

지반에균일하게전달하기위한2단이하의균질한재질의깔판을사용한다.

•훅해지장치를사용한다.

•근로자를운반하거나달아올린상태에서작업하지않는다.

•모든건설기계는제작사의안전장치기준에적합하게유지관리한다.

•건설기계는 후방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 단, 독립된 장소에서 단독작업은

유도자(신호수)로대체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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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방법

운전면허증

아웃트리거 받침목

자체건설기계 관리운영

장비 실명제 카드부착

권과 방지장치

유도자(신호수) 배치 운전원 안전모·안전대 착용

후진 경고등/경고음·후방감시카메라

건설기계 5대 안전 운행 수칙

•운행시 전조등 켜기

•후진시 경고음 켜기

•작업시작전 점검하기

•신호지시에 따르기

•규정 제한속도 지키기



와이어로프직경(㎜) 클립 수(개)

16 이하 4

17~28 5

28 초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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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와이어로프 공통 - 030

1. 설치기준1. 설치기준

2. 설치방법

•모든 와이어로프는 반입전 및 정기검사(매월)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기

또는부착한다. 

•와이어로프폐기기준은아래와같다. 

- 와이어로프한꼬임에소선수가10% 이상절단된것

- 킹크현상(꼬임)이발생한것

- 현저히변형또는부식된것

- 공칭직경의7% 이상이감소한것

- 압축이음새가풀어져있는것

- 압축이음새의와이어로프가약해진것

•와이어로프는별도의보관소를설치하여보관한다. 

•와이어로프는산소등열에의한절단및가공을금지한다. 

적합 부적합부적합

•클립고정개수

•클립고정방법

•클립간격기준(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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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벨트슬링의폐기기준은아래와같다.

- 고리

①결을알아볼수없을정도로보풀이일고, 경사(輕絲)의손상이인지된것

②두드러진잘린흠, 스친흠, 긁힌흠등이인지되는것

③봉제실이절단되어고리의모양이유지되지않는것

- 봉제부

①두드러진잘린흠, 스친흠, 긁힌흠등이인지되는것

②봉제실이절단되어벨트의박리가조금이라도인지되는것

- 몸체

①벨트의전체나비에걸쳐서보풀이일고, 경사의손상이인지된것

②폭의1/10, 두께의1/5에상당하는잘린흠, 긁힌흠이인지된것

③봉제실이벨트의나비이상절단된것

•지정된장소에별도로보관한다.

•사용후훅에서제거, 겨울철동파방지,습기가많은장소를피한다.

봉제선의 풀어진 길이가
벨트의 폭보다 큰 경우

봉제선의 풀어진 길이가 봉재부
길이의 20%를 넘는 경우

표면이 털모양으로
일어난 경우

2. 확인방법

아이 부위 봉제선이
풀어진 경우

폭의 1/10, 또는 두께의 1/5에 상당하는 잘린 흠,
긁힌 흠이 있는 경우

벨트슬링 공통 -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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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2. 작업방법

안전

•버켓에이탈방지안전핀을설치하고하부출입을금지한다.

•훅해지장치를하고, 슬링안전율5이상확보, 한줄걸이를금지한다.

•경고등, 경고음작동및후방감시카메라확인후이동한다.

•유도자를 배치하고 회전 반경내에 근로자가 접근하거나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운전자가 운전석 이탈시 시동키(key)를 분리하고 운전자 외 근로자 탑승을

금지한다.

•장비주차시버켓은지면에내려놓는다.

굴삭기 공통 - 032

굴삭기 점검사항 이탈방지 안전핀·훅 해지장치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운전석 비산석 방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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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이동식크레인 공통 - 033

•사용하는장비의종류및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안전점검사항등을확
인하고작업계획서를수립한다.

•이동식크레인은중량물을매달아상하및좌우(수평선회를말한다)로 운반
하는용도이외의사용을금한다.

•유도자(신호수)를배치하고신호에따라작업한다.

•승차석이외의위치에근로자를탑승시키지않는다.

•운전원의자격, 검사증, 보험가입을확인하고숙련정도를확인한다.

•작업구역내에출입금지구역을지정하여작업관계자외출입을금지시킨다.

•운전원·작업책임자및근로자를대상으로특별안전교육을실시한다.

•이동식크레인조립및해체시에는제작사의매뉴얼등의작업방법과기준을
준수한다.

2. 작업방법

작업구획 및 신호수 배치 아웃트리거 확장설치 및 지반침하방지

샤클고정 및 유도로프 낙하방지 줄걸이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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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기준

안전 타워크레인 공통 - 034

•타워크레인의운전은반드시유자격자가한다.

•유도자(신호자)의 신호에 따라 정격하중 이내에서만 작업한다.(유도자는 반
드시1인)

•운전자가운전석을떠날때는스루잉브레이크를해체하고주전원을차단한다.

•크레인을역방향으로동작하고자할때는정지상태로한다음동작한다.

•작업풍속이 20m/s 이상의 악천후시에는작업을중지하고선회브레이크를
풀어지브가자유선회하도록한다.

•작업개시 전 와이어로프와 슬링벨트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보조
로프를사용한다.

•타워크레인간충돌방지, 회전반경내지장물등확인후작업을실시한다.

•운전자가타워크레인마스트승·하강시추락방지대와안전대를연결할수
있도록수직안전로프를설치한다.

•과부하장치, 권과방지장치, 후크해지장치가정상적으로작동하게한다.

•마스트연장작업은풍속10m/s 이내일때만실시한다.

2. 작업방법

타워크레인의 구조 풍속계 설치·운영

운전원 승·하강 수직 구명줄 설치·연장·해체 구간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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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지게차 공통 - 035

•백레스트를설치하여후방으로적재물의낙하를방지한다.

•헤드가드(강도는지게차의최대하중의2배이상)를설치한다.

•작업등, 방향지시등, 와이퍼등은정상작동되며브레이크및제동상태는양호

하도록한다.

•운전원은유자격자로서좌석안전벨트와안전모를착용한다.

•FORK(지게발) 승강용체인및포크고정핀의상태가적합하도록한다.

•후진경고음, 후방감시카메라, 사이드밀러가정상작동되도록한다.

•포크위에사람을태워서올리거나내리지않는다.

•허용하중을초과하여화물을적재하는것을금지한다.

•포크에와이어등을걸어서짐을매달지않는다.

•운전자가지게차에서이탈시에는포크를가장낮은위치에두고시동을끄고

시동열쇠를분리한다.

2. 설치방법

경광등

헤드가드

후방감시카메라 모니터

운전원 좌석 안전벨트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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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고소작업대(시저형) 공통 - 036

•작업계획서를작성하고근로자에게주지시킨다.

•작업대에발끝막이판을설치하고작업구간주변에접근금지조치를한다.

•장비 사용전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실명제 표지를 부착하며, 허가된 자만이

운행할수있도록관리한다

•전도방지장치의부착상태를확인한다. 

•작업대상부45cm 이상높이에2개이상의과상승방지장치를설치한다. 

•비상정지장치부착및작동상태확인한다. 

•상승된상태에서이동이되지않도록리미트스위치를설치한다.  

•화기작업시작업대외부에불꽃비산방지시설및소화기를비치한다. 

•조작스위치는 풋 스위치와 손조작을 동시해야 작동되는 방식을 사용하며,

조작반의각부스위치는육안으로확인할수있도록명칭및방향표식을부착

한다.

•바퀴(타이어)의노후, 훼손및변형된것은사용을금지한다. 

•`’09.7.1 이후출고된장비에한하여안전인증에합격된장비만사용한다.

2. 설치방법

접은후 이동 안전수칙 표지판

비상정지장치시저형고소작업대 안전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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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2. 설치방법

안전인증합격필증 작업대안전난간대

적재하중표지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공통 - 037

•작업계획서를작성하고근로자에게주지시킨다.

•작업대는추락에대비하여안전난간을설치하고탑승하는인원과자재는정격하

중을초과하지않도록한다.

•별도의안전대부착설비를설치하고사용한다. 

•확장형작업발판사용시고정상태를확인한다. 

•전로접근작업시감시자배치및전선방호조치를실시한다. 

•아웃트리거는최대한인출하고, 연약지반시보강하거나깔판을사용하여지

반의침하를방지하고, 타이어가지면에서뜨도록한다.

•작업구역내근로자출입금지조치를한다. 

•`’09.7.1 이후출고된장비에한하여안전인증에합격된장비만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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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곤돌라 공통 - 038

•조립·해체시작업지휘자를배치하고관리감독한다.

•강풍(10m/sec 이상) 등의악천후시에는작업을중지한다.

•작업구역내에관계자외출입을금지한다.

•운반구안에서말비계, 사다리등을사용하지않는다.

•공구및자재의낙하방지조치를하고높이 10cm 이상의발끝막이판을설치

한다.

•와이어로프및강선의안전계수는10이상으로한다.

•안전대를착용하고별도의수직수명줄을설치한다.

•안전장치(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를부착한다.

•곤돌라상승시상부지지대에서50cm 하부지점에정지시킨다.

•적재하중표지를부착하고허용하중을초과하지않는다.

2. 설치방법

곤돌라 작업 발끝막이판

적재하중 표지 안전대 수직 구명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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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

안전

•작업구간하부통제구역설정및통행통제를한다.

•부적격작업자의작업투입을금지하고작업전건강상태를확인한다.

•타공종작업자의해당로프체결구역(옥상등) 출입을금지한다.

•로프규격는주로프20~22㎜이상, 보조로프14~16㎜이상을준수한다.

•견고한부위에로프를체결하며청소용고리, 골조, 지붕트러스외결속금지
한다.

•작업용로프와수직구명줄2점지지결속확인및잠금장치를한다.

•최초로프탑승시안전대를착용하고수직구명줄에안전대를체결한다.

•로프마찰부분에완충재를설치한다.

2. 설치방법

달비계의 구조

로프 및 달비계 설치

로프 풀림방지 잠금장치

외부로프작업 공통 - 039

결속및
잠금장치

완충재

작업로프

달비계

수직구명줄

안전대
추락방지대



거푸집의길이 인양고리
인양고리의길이 (전장,cm)

(m) 수량(개)

1.5 이하 2 70

1.5~6 2 150

6 이상 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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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갱폼 공통 - 040

1. 설치기준

•인양고리의길이및수량기준을준수한다.(단, 별도의구조검토실시할경우

제외한다)

•난간대는상부난간90∼120cm, 중간대45∼60cm로설치한다.

•케이지및작업발판간간격은10cm 이내를유지한다.

•작업발판중상부4단은50cm, 하부1단은60cm 폭이상으로설치한다.

•작업발판은 높이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외부에 수직 방망을

설치한다.

•상·하작업발판간수직이동을위해수직사다리를지그재그로설치한다.

•부재조립은풀림방지용볼트/너트사용, 풀림·변형·유동방지위한유지관

리를한다.

•갱폼 설치시에 고정용 앵커볼트 설치 누락금지, 갱폼 인양시에 크레인에

매달기전고정볼트사전해체금지, 갱폼인양후전도방지조치를실시한다.

•설치/인양/해체구간 하부에 출입금지구역 설정, 표지판을 설치하고 감시자

를배치한다.

2. 설치방법

인양고리 길이 및 수량

갱폼 고정 및 인양작업 발판 감시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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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가설사무실 / 창고 공통 - 041

1. 설치기준

•천정확산소화기를설치(3m×3m : 1대)한다.

•누전차단기를설치한다.

•구급함및소화기를배치한다.

•내부비상연락망을부착한다.

•화재위험이있는인화성물질은위험물보관소에보관한다.

•안전장치가부착된전열기구를사용한다.  

•정리정돈을철저히한다.

•가설사무실이철재콘테이너일경우외함접지를한다.

•가설사무실및창고는출입구에잠금장치와명판을부착한다.
(명판내용: 업체명, 사용기간, 관리책임자정/부성명및전화번호)

•비접지및문어발식콘센트사용을금지한다.

•최종퇴실자는사무실점검기록을유지한다.

2. 설치방법

확산소화기, 노출배관 소화기배치

누전차단기설치 접지 화재수신기·감지기



| 95

공
통
분
야

안전 밀폐공간작업 공통 - 042

1. 설치기준

•밀폐공간 내부에서의 작업 시에는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
작업한다.

•산소및유해가스의농도를측정하여적정공기의기준범위를충족하지않을
경우에는환기를실시한다.

•환기실시한후산소및유해가스의농도를다시확인하고작업하며, 작업중
에도계속환기를실시한다.

•산소결핍및유해가스질식위험장소에서의환기는급·배기를동시에실시
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환기를실시할수없는산소결핍및유해가스질식위험장소에들어갈때는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등호흡용보호구를착용한다.

•감시인을배치하고비상시관계자에게연락할수있는체제를유지한다.

•2인1조작업을하고150lux의조도를확보한다.

•승인받지않은밀폐공간은출입을금한다.

2. 설치방법

밀폐공간 산소농도 측정 작업투입전 산소농도 측정

긴급구조장비 비치 환기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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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각호에따라작업조건에맞는보호구를작업하는근로자수이상으로

지급하고착용하도록한다.

- 물체가떨어지거나날아올위험또는근로자가추락할위험이있는작업은안

전모를착용할것

- 안전모는턱끈을착용하도록하고오염시수시교체할것

- 높이또는깊이2미터이상의추락할위험이있는장소에서하는작업은안전

대를착용할것(단, 시스템동바리작업등여건상발판없이하는작업은

더블죔줄그네식안전대를착용한다)  

- 물체의낙하·충격, 물체에의끼임, 감전또는정전기의대전에의한위험

이있는작업은안전화를착용할것

- 물체의흩날릴위험이있는작업은보안경을착용할것

- 용접불꽃이나물체가흩날릴위험이있는작업은보안면을착용할것

- 감전의위험이있는작업은절연보호구를착용할것

- 고열에의한화상등의위험이있는작업은방열복을착용할것

- 분진이심하게발생하는작업은방진마스크를착용할것

•보호구를받거나착용지시를받은근로자는그보호구를착용한다.

•보호구를상시점검하여이상유무를확인하고교환하는등그기능을유지한다.

1. 착용기준

안전 개인보호구 공통 - 043

2. 착용방법

안전모+턱끈

보안경 보안면 방진마스크

더블죔줄 그네식 안전대 안전화



CHAPTER.3

공사분야별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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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이설작업

•지장물이란 구조물 시공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상,지중의 기존구조물로서

지상의전주및지중전력구,가스관,상하수도관을말한다.

•굴착또는지상건축물축조시에는사전에지장물의종류와위치를파악하여

공사중손상되지않도록보강하거나이설조치하여야한다.

3. 주요위험작업

강지보 설치 숏크리트 타설

락볼트 타입 특수보강 FRP 등

2. 공정흐름

1단계

관계기관업무협의
지장물조사굴착

2단계

지장물보호보강

3단계

지장물이설

4단계

지장물되메움

▶ ▶ ▶

1. 작업개요

① ②

④③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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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장물조사굴착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굴삭기 운전원과 근로자간의 의사소통
미흡으로굴삭기에근로자가충돌

•적치토사를 굴착면에 근접 적치하여
토사가붕괴되어근로자가매몰

•지장물 인접부에서 굴삭기 굴착작업으
로가스관등의지하매설물을손괴

•연약지반굴착시법면토사붕괴로근로
자가토사에매몰

•작업전 굴삭기 운전원과 근로자간의
신호체계를확립

•굴착토사는굴착면에서굴착깊이이상
떨어진장소에적치

•굴착 작업전 지장물 현황도를 작성한
후관련부서와협의및입회하에굴착

•지장물1m부터는인력굴착실시

•흙막이지보공(간이토류벽)을설치

2) 지장물보호보강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안전모등개인보호구미착용하고작업
중 지장물 보호용 앵글에 부딪히거나
찔림등의재해발생

•지장물보강재의가볼트체결로보강재
가파단되면서지장물을손괴

•지장물 보강중 굴착상단부의 자재가
근로자에게낙하되는재해발생

•지중가시설물의무리한해체로지장물
보강중근로자에게붕괴되는재해

•안전모등개인보호구착용철저

•지장물보강재의볼트체결철저

•굴착상단부에자재, 공구등의적재금지

•굴착상단부에안전휀스설치

•보강작업위해 지중 가시설물의 무리한
해체금지

•별도구조보강후가시설물해체

지장물이설작업지하철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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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장물이설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이설 지장물 과적재 후 고임목 등을
미설치하여구름등으로근로자가협착
재해발생

•이설 지장물을 인양중 비닐인양로프로
인양하다 파단되어 근로자에게 낙하재
해발생

•인양용로프를 1줄로묶어자재하역시
흔들리면서근로자와충돌

•인양고리에훅해지장치미설치로인양
중로프가탈락되어하부근로자에게낙
하재해발생

•이설시 상·하수도관 이음부 부실로 인
한누수

•원형지장물자재는2단이하로적재

•고임목, 쐐기등으로고정

•비닐인양로프사용금지

•인양로프는자재의무게를충분히지지
할수있는견고한와이어로프사용

•인양용로프는 2줄로묶고배관은수평
으로유지하면서인양또는하역실시

•인양고리에는훅해지장치설치하여와
이어로프탈락방지

•용업, 플랜지이음 등 접합부 정밀작업
후관리감독자확인

4) 지장물되메움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운전원의 운전미숙으로 굴삭기와 주변
근로자가충돌재해발생

•되메우기 작업시 되메움토(암포함토)가
지장물에낙하되어손괴발생

•덤프트럭(일대) 후진중 신호 불일치로
인하여유도자가 덤프트럭에협착재해
발생

•전력·통신·도시가스관·상하수도관 지장
물작업후되메우기부실로인한지반침하

•굴삭기운전원의자격유무확인

•작업전특별안전교육실시

•되메움토는모래를사용

•일대덤프트럭도 후진경고음 부착(사전
통보)

•트럭에서이격하여신호실시

•흙다짐 작업을 밀실하게 하고 최종 관
리감독자확인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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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작업은지하구조물등을만들기위해굴착할때토사가붕괴되

지않도록지중에흙막이벽체를설치하는작업을말한다.

•중량 부재를 인양,거치하는 과정과 고소작업 수행에 따른 붕괴,전도,추락,

낙하위험에대한주의가요구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줄파기 및 천공 자재반입 및 파일근입

굴착 및 지장물 보호공 가설강재 설치

2. 공정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줄파기및
천공

자재반입및
파일근입

굴착및지장
물보호공

가설강재
설치

토류판설치 발파 토사반출

▶ ▶ ▶ ▶ ▶ ▶

① ②

④③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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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류판 설치 발파작업

토사반출 토사반출

⑤ ⑥

⑧⑦

지하철



| 103

지
하
철
분
야

흙막이가시설작업 지하철 - 002지하철

1) 줄파기및천공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장비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근로자와
충돌

•안전통로미확보로근로자이동중넘어짐

•굴착면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작업중
붕괴,매몰

•줄파기작업시지중매설물의파손

•천공기 하부 지반 침하방지조치 미실
시로 전도

•천공기 붐대와 리더의 연결부가 파단
되면서리더낙하

•로드교체작업시추락위험

•천공홀에근로자추락

•장비 운전원의 자격유무 등 사전확인
및유도원을배치하여안전하게유도

•안전통로확보및돌출물이없도록제거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작업지휘감독 및
굴착구배준수

•지장물 주변굴착 작업시 인력굴착실시
(지장물 관리주체와 협조구축 및 입회
하에굴착

•침목, 철판등으로침하방지조치

•작업전 붐대와 리더의 연결부 및 용접
부체결상태점검

•안전대체결등안전보호구착용

•추락방지용 개구부 덮개 및 위험표지
부착

2) 자재반입및파일근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이동식크레인 운전원의 조작 미숙에
의한자재낙하

•자재인양 작업중 지반 침하에 의한
크레인전도

•자재인양크레인회전중자재에근로자
또는주변시설물과충돌

•와이어로프의 손상으로 파단, 훅에서
와이어로프탈락으로자재낙하

•근입이 안된 파일의 와이어로프 제거
작업시추락

•파일근입을 위한 바이브레타 작업시
바이브레타의전도위험

•운전원의자격유무, 경력유무확인

•크레인은견고하고평탄한지반에설치
하고아웃트리거의하부에견고한받침
목설치

•유도자 배치하여 장비유도 및 근로자
등주변출입통제

•작업전 와이어로프 손상유무 점검 및
탈락방지용훅해지장치설치

•고소작업을위한견고한달비계와안전
대를착용한다

•작업주변 근로자 접근통제 및 바이브
레타조정원과신호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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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굴착및지장물보호공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굴삭기 운전원의 운전미숙으로 전도,
충돌재해발생

•굴착에의한법면붕괴

•흙막이 상부 지상에서 작업시 굴착면
단부로추락

•굴착작업시지중매설물의파손

•지장물보호작업시근로자추락

•운전원의자격유무, 경력유무확인

•과굴착을금지하고토질에적합한굴착
구배준수

•흙막이 상부 굴착단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설치

•지장물 주변굴착 작업시 인력굴착실시
(지장물 관리주체와 협조구축 및 입회
하에굴착

•안전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대착용

4) 가설강재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버팀보및띠장에서의이동시추락

•파일을 1줄로 인양중 흔들리는 자재와
근로자충돌

•파일설치 인양시 신호 불일치에 의한
충돌및낙하

•파일에 구멍을 뚫기 위해 드릴 작업중
손가락협착

•용접봉홀더의절연체파손으로용접자
감전

•안전대부착설비를설치하고안전대를
체결한상태에서이동하도록함

•파일결속시2줄걸이로견고하게결속및
유도자배치로유도및주변접근통제

•인양장비 운전원과 근로자간 신호체계
통일및유도로프사용

•드릴사용 천공 작업시 장갑착용 금지
및팁제거시전용솔사용

•작업전 용접봉 홀더 상태점검 및 절연
체가부착된것사용

5) 토류판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토류판설치작업중배면토사붕괴

•토류판설치미비로인한붕괴

•토류판을1줄걸이로내리다자재낙하

•토류판설치를위한사다리이용작업시
사다리전도

•배면토사 이완되기 전에 토류판 설치
할수있도록설치시기관리

•비규격토류판사용금지및밀실하게설치

•인양물은2줄걸이로, 인양전결속상태점검

•전도위험방지를위한2인작업및높은부위

•설치작업시작업발판설치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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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파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뇌관류의보관, 취급소홀에의한폭발

•장약작업중누설전류에의한폭발

•발파시비산석에의한비래위험

•불발화약에의한폭발

•낙석에의한낙반

•뇌관류보관은박스나배낭을사용하고
폭약과뇌관은2m이상떨어지게보관

•장약 작업전 누설전류 측정기로 측정
및누전원인제거후작업

•비산방호 매트 설치 및 피난시설설치
대피

•전기뇌관의 경우 발파모선을 점화기에
서 분리후 5분 그 외는 15분경과 후
접근하여불발화약제거

•낙하우려부석제거및접근금지휀스설치

7) 작업구토사반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차량진.출입시작업장내근로자와충돌

•운반차량 후진시 크레인 및 토사 반출
구와충돌

•토사반출용버켓과운반트럭에과적에
의한부석등낙하

•토사반출용버켓인양중버럭낙하

•토사반출용버켓의와이어로프파단으
로인한낙하

•차량유도자배치, 근로자통로설치

•스토퍼를설치하여충돌방지조치

•적재시낙하위험이없도록적정하게적재

•하부작업구간에접근금지를위한유도
자배치및수직방망설치

•수시 와이어로프의 상태 및 연결부
체결상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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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굴착작업에서 터널환기시설,지하터널과 수직연결 통로설치 등을 위해

지반을수직으로굴착하는작업을말한다.

•수직구작업시에는수직터널형성을위한천공, 발파, 버럭처리등수직구를

형성해나가는과정에서의붕괴, 추락등의위험에대한주의가요구된다.

3. 주요위험작업

수직구 보강 수직구 굴착

수직구 토사반출 수직구 흙막이 지보공

2. 공정흐름

1단계

수직구보강

2단계

수직구굴착

3단계

수직구토사반출

4단계

수직구흙막이
지보공사

▶ ▶ ▶

1. 작업개요

① ②

④③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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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직구보강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전선 및 보링기의 약액주입 호스에
근로자가이동중걸려전도되는 재해

•지장물 미파악 상태에서 보링 작업 중
지하매설물을손괴

•보링 Rod이음작업시갑작스런회전에
의하여근로자의손이협착되는재해발생

•전선의전선거치대를이용하여공중거치

•호스는손상방지용덮개를설치

•지장물현황사전파악

•지장물주변보링시관련기관협조,입회

•보링기조정및보수시정지후작업

•Rod이음작업시안전작업절차준수

2) 수직구굴착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굴착기선회중굴삭기주변에있던유
도자와충돌재해발생

•크람셀 버켓 하강시 굴삭기의 붐대와
충돌하는재해발생

•유도자는굴삭기의붐회전반경외에서
신호

•버켓하강시신호음방송

•상·하부유도자배치

•버켓상단면이하로적재

3) 수직구토사반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크램셀 버켓에 토사를 과적하여 버켓
승강시토사가근로자에게낙하되는재
해발생

•토사를덤프트럭에적재중적재함반대
편에서통행중이던근로자에게토사가
낙하되는재해발생

•수직구상부단부에안전난간미설치에
의한추락재해발생

•토사반출시하부통행금지

•덤프적재함반대편에유도자를배치하여
근로자통행금지조치

•수직구상부에안전난간설치

•발끝막이판설치

지하철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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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직구흙막이지보공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과굴착으로인한토사붕괴

•승강설비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하부작
업장으로 무리하게내려다가실족재해
발생

•상부에서토류판등을작업장소로던지
다하부근로자맞는재해발생

•강재설치시안전대미착용으로인한추
락재해발생

•굴착깊이가1m이상이되기전에흙막이벽
을설치

•상하부가견고히고정된승강설비설치

•토류판등의자재는2줄걸이로장비인양

•기타공구, 소자재는달줄, 달포대를이용

•안전대걸이로프를선설치

•근로자는안전대착용후작업실시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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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굴착작업이란 터널 단면을 형성하기 위해 폭약에 의한 발파력을 이용

하여계획된파괴단면을형성하여지반내로굴진해나가는작업을말함.

•폭발성이 강한 폭약뇌관 등의 취급과 발파진동에 의한 지반의 이완 등에

따른철저한관리와주의가요구된다.

3. 주요위험작업

터널 천공 터널 장약

터널 발파 터널 버럭처리

2. 공정흐름

1단계

터널천공

2단계

터널장약

3단계

터널발파

4단계

터널버럭처리

▶ ▶ ▶

1. 작업개요

① ②

④③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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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널천공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천공시소음으로인하여근로자가난청
발생

•천공장비에 사용되는 고압선(440V)을
바닥에방치하다근로자가접촉하여감전

•좁은 공간에서 장비 운행중 운전원이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근로자를
협착

•천공작업자에재한귀마개착용관리

※필수보호구

안전모, 귀마개,  보안경, 안전장갑, 
분진마스크

•고압전선을바닥에깔지않고전선
거치대를설치

•장비에후진경고기설치및근로자는
확인가능한반사조끼착용

•작업장소에대한적정조도확보

※터널조명기준

1. 막장구간 : 70lux이상

2. 터널중간구간 : 50lux이상

3. 터널출입구,수직구 : 30lux이상

2) 터널장약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장약시누설전류에의하여장약시폭발
발생

•상,하동시 장약작업을 실시하다 상부
낙석이 하부근로자에게 낙하되어 재해
발생

•뇌관충격으로 폭발사고발생(원인:누전,
낙뢰, 충격)

•작업대차의 작업대 출입문 잠금장치
미확인으로근로자가추락

•장약전화약주임,전공이누설전류측
정기를이용하여터널내누전체크

•작업전부석정리및 확인

•상,하동시장약작업금지

•화기작업및흡연금지

•화약,뇌관충격금지

•화약주임통제철저

•작업대출입문고정확인및안전대
착용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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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널발파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발파시근로자대피미확인에의한
발파석

•비산으로근로자가맞는재해발생

•불발잔류화약을확인하지않고근로
자가

•작업중불발탄이충격에의하여폭발

•발파후유해가스, 분진발생으로
근로자가흡입하여직업병발생

•터널내부출입시인원확인

•발파전터널외부로대피확인

•발파경고음(싸이렌등) 방송

•발파후잔류화약유무확인및발파후
5분이상이경과후근로자를터널로출입

•급기,배기,집진기를설치하여환기실시

•정기적으로유해가스농도측정실시

•방진마스크착용

4) 터널버럭처리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버럭작업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에 의한
차량또는장비와의충돌사고발생

•후진하는 페이로더 장비에 근로자가
협착되는재해발생

•버럭처리시부석제거소홀로하부작업
중인근로자에게상부에서부석이낙하
되는재해

•버럭처리시근로자절대출입금지또는
구획정리

•페이로더후면에는후진경고등및
경고음설치

•근로자는확인가능한야광또는반사
조끼착용

•근로자(보행자) 전용통로설치

•버럭처리작업전부석정리철저

•작업후부석제거상태확인후근로자투입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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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기는건설공사에서근로자화물등을수직, 수평으로인양하는기계기구

로서이동식크레인등을말한다.

•양중기는설치, 해체시재해가발생되거나사용중에자재가낙하하는등의

재해가발생되므로설치, 해체작업과정에서각별한주의가요망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건설기계 현장반입 건설기계 사용전 점검

건설기계 설치 작업 + 아우트리거 버팀목 등 양중작업(H-Pile) 실시

2. 공정흐름

1단계

건설기계
현장반입

2단계

건설기계투입신청서,
건설기계사용전

안전점검표작성및
제출(협력사)

3단계

건설기계장비
운전원실명원

부착

4단계

건설기계설치

5단계

양중작업
실시

▶ ▶ ▶ ▶

① ②

④③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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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계현장반입및사용전점검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이동식크레인 운전원의 운전미숙으로
주변근로자와인양자재충돌

•아웃트리거 하부 받침대 탈락 또는 부
러지면서 충격으로 자재 요동에 의한
근로자충돌

•이동식크레인 훅에서 와이어로프
탈락, 자재낙하

•와이어로프 절단에 의안 H-Beam 
인양중낙하

•인양중이동식크레인붐이부러지면서
자재낙하

•이동식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작업의적정성사전점검

•아웃트리거의 하부 받침대는 하중에
견딜수있는규격품사용

•이동식크레인 훅에는 와이어로프
탈락방지용훅해지장치설치

•와이어로프는 작업전 손상, 변형 등이
없는지점검후사용

•이동식크레인은 반입 후 본체, 붐대, 
기계장치등의안전성을점검후사용

2) 건설기계설치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아웃트리거 하부 받침대 탈락 또는
부러지면서 충격으로 자재요동에 의한
근로자충돌

•이동식크레인 훅에서 와이어로프
탈락, 자재낙하

•인양중이동식크레인붐이부러지면서
자재낙하

•자재인양중아웃트리거가침하되면서
전도

•이동식크레인을 경사지에 설치하여
작업중전도

•고압선 근처에서 작업 중 붐대가 고압
선에걸리면서감전

•아웃트리거의 하부 받침대는 하중에
견딜수있는규격품사용

•이동식크레인 후크에는 와이어로프
탈락방지용훅해지장치설치

•이동식크레인은 반입 후 본체, 붐대, 
기계장치등의안전성을점검후사용

•아웃트리거는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
위에거치

•고압선 등 위험물 인근에서의 작업은
지양하고부득이한작업시유도자배치
하여접근한계거리유지

지하철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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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중작업실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유도자미배치로작업중자재에충돌

•인양 와이어로프가 자재 인양 중 끊기
면서낙하

•자재인양중아웃트리거가침하되면서
전도

•고압선 근처에서 작업 중 붐대가 고압
선에걸리면서감전

•붐의 각도를 과하게 올리거나 내리던
중전도

•자재 인양 중 자재가 크게 흔들리면서
충돌

•붐대를세운채로운행중크레인전도

•이동식크레인을 경사지에 설치하여 작
업중전도

•훅 해지장치가 미설치되어 자재 인양
중자재낙하

•과부하방지장치고장으로중량물인양
중붐대꺽임

•이동식크레인 운전원의 조작미숙에 의
한자재의불시낙하

•근로자의개인보호구미착용에의해부
딪히거나추락

•이동식크레인회전중크레인후면부에
근로자충돌

•해체된자재를불안전하게적재하여붕괴

•유도자 배치하여 자재 인양 안전하게
유도

•와이어로프등인양로프는손상이없고
견고한것을사용

•아웃트리거는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거치

•고압선 등 위험물 인근에서 작업시
유도자배치하여접근한계거리유지

•붐의 각도는 인양하중 조견표에 따라
적정하게유지

•자재인양시에는유도로프등을사용하
여 자재가 인근 구조물에 걸려 요동치
는것금지

•붐대를세운채로운행금지

•이동식크레인은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
에거치

•인양 훅에는 훅 해지장치 설치하여
사용

•과부하 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수시
점검

•이동식크레인운전원자격유무, 경험유
무확인, 작업의적정성사전점검

•근로자개인보호구착용철저

•이동식크레인회전반경충돌위험부위
에접근위험표지설치, 유도자에의해
주변근로자통제

•해체된 자재 적재시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적재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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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50m 이상굴진시에는천공, 장약, 발파, 버럭 처리, 보강작업등

여러가지요인으로발생되는분진및유해가스등환기가제대로이루어지

지 않음으로 인하여 터널작업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를 일으킬 요인이 많이

있다.

•따라서 특히 지하철 현장 터널공사와 같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는 작업

중근로자의건강에해를입지않도록작업환경개선에노력이필요하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특고압 송풍기 반입 특고압 송풍기 설치

VENT TUBE 연결 특고압 송풍기 가동

2. 공정흐름

1단계

터널공사용특고압
송풍기반입

2단계

특고압
송풍기설치

3단계

특고압
송풍기가동

4단계

특고압
송풍기해체

5단계

특고압
송풍기반출

▶ ▶ ▶ ▶

① ②

④③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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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고압송풍기반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송풍기하역또는상차시결속로프해
체, 자재유동에의한손가락협착

•지게차 운전원의 조작 미숙에 의한
충돌협착

•지게차 기계장치 연결부 파단에 의한
인양중파일낙하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조작
미숙에의한오작동발생

•인양중와이어로프파단에의한낙하

•양중기 기계장치 이상으로 조작 중
갑작스런회전또는자재낙하

•작업 전 결속로프 상태를 확인하고
근로자간신호일치및작업순서확인

•지게차운전원자격여부확인

•지게차는 기계장치 연결부의 이상유무
를작업전점검

•카고크레인등양중기운전원의자격유
무, 경력확인

•양중기와이어로프작업전손상, 마모,
변형등이없는지견고성확인

•인양 중 훅에는 해지장치 설치하여
사용

2) 특고압송풍기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조작
미숙에의한오작동발생

•인양중와이어로프파단에의한낙하

•양중기 기계장치 이상으로 조작 중
갑작스런회전또는자재낙하

•서비스카의 작업대 연결부 탈락, 근로
자추락

•송풍기고정작업을위해이동중서비
스카와접촉, 충돌

•송풍기를 불안전하게 설치하여 송풍기
낙하

•카고크레인등양중기운전원의자격유
무, 경력확인

•양중기와이어로프작업전손상, 마모,
변형등이없는지견고성확인

•인양 후 훅에는 해지장치 설치하여
사용

•서비스카의연결부는작업전점검실시

•터널내에서이동또는작업시서비스카
등차량과의충돌방지를위하여유도자
배치, 조명확보

•송풍기 설치시에는 낙하되거나 전도
되지않도록고정철저

지하철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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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환기작업 지하철 -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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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ENT TUBE 연결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안전대 미착용하고 철골빔 상에서
튜브연결작업중추락

•서비스카운전중회전부접촉에의한협착

•송풍기와환기튜브연결불량으로유해
가스, 분진누출

•환기튜브 지지 와이어가 처져 튜브
파손으로인한유해가스, 분진누출

•방진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 튜브연결
작업중호흡기질환발생

•철골빔상에서안전대체결하고이동및
연결

•서비스카작업시안전수칙준수

•송풍기와 환기튜브의 연결은 누출되지
않도록견고하게체결

•환기튜브는 20m 등간격으로 터널면에
앙카볼트를견고하게타격하여고정할것

•분진, 유해가스 발생 장소 작업시 방진
마스크등개인보호구착용철저

4) 특고압송풍기가동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송풍기에연결된분전함판넬에누전차
단기, 접지미설치로사용중누전에의
한감전

•송풍기와환기튜브연결불량으로유해
가스, 분진누출

•유해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배출구
를충분히돌출시키지않아유해가스가
터널내부로역류

•안전작업절차를무시하고송풍기분전
함의 차단기를 임의 조작 중 근로자
감전

•절연, 접지상태 점검 미흡으로 누전
되어근로자감전

•분전함우수침투로누전에의한감전

•분진의 종류, 유해성을 미파악하고
작업중유해분진에질환발생

•송풍기에 연결된 분전함 등 전기 기계
기구는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하여
감전재해예방

•송풍기와 환기튜브의 연결은 누출되지
않도록체결철저및수시점검

•송풍기의 배출구는 유해공기가 역류되
지않도록외부로충분히돌출시킬것

•분전함외함에시건장치설치하고전기
담당자에의해조작토록조치

•절연상태, 접지상태수시점검으로누전
에의한재해에방

•분전함 옥외 설치시에는 우수 등이
침투하지않도록옥외형사용

•분진발생장소작업전분진의종류및
유해성등을사전파악후예방대책마련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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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지하 암석파쇄작업 또는 터널작업을

위해암석굴착작업등에이용되며암석을천공하고폭약과뇌관을천공구멍

에넣고폭파시켜화약의폭발력으로암석을파쇄하는작업을말한다.

•발파작업시에는화약의반입,보관관리,천공장비에의한재해,발파시암석의

비산등의위험이있으므로이에대한주의가필요하다.

3. 주요위험작업

발파 천공 발파 장약

발파 발파 암처리

2. 공정흐름

1단계

발파천공

2단계

발파장약

3단계

발파

4단계

발파암처리

▶ ▶ ▶

1. 작업개요

① ②

④③

발파작업 지하철 - 007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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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파천공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천공시발생되는분진을흡입하여근로
자가직업병발생

•천공기 리더의 유압장치 고장에 의한
리더의낙하재해발생

•노면불규칙에의한천공기전도재해발생

•분진마스크착용철저

•유압장치 부위 점검시 리더 등 유압계
부위에안전블럭설치

•천공기는견고하고평탄한장소에거치

2) 발파장약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화약장약장소로 근로자가 출입하다
발파모선을접촉하여폭발재해발생

•시방에 명기된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장약하다폭발재해발생

•화약, 폭약 주위에서 흡연중 폭발재해
발생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 업무소홀로
화약류도난발생

•장약시누설전류에의하여폭발재해발생

•화약장약 장소를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주변에휀스를설치

•시방에명기된화약으로장약실시

•화약폭약류주변에서흡연금지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는 화약류가
현장 도착부터 발파 완료시까지 현장
에서지휘, 감독

•화약저장소에보관및시건장치관리

•장약전 화약주임,전공이 누설전류측정
기를이용하여누전체크

발파작업 지하철 - 007지하철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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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파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발파암 비산방호 매트 미설치 또는
불량설치로인하여근로자가발파비산
석에맞는재해

•발파시연락체계미비에의해근로자가
발파장소로 접근하다 발파 비산석에
의한폭발재해발생

•발파후잔류화약미확인으로인한폭발
재해

•발파암비산방호매트는견고하고충분
히덮도록설치

•발파시 무전기,사이렌,깃발 등 연락체
계를 갖추고 발파장소,시간,횟수를 근
로자에게충분히숙지시키고발파전발
파기, 발파선로, 대피상황 등을 최종적
으로점검

•전기뇌관의경우발파불량시발파모선
을점화기에서분리하고 5분이지난후
접근하고전기뇌관이아닌경우 15분이
지난후발파장소에접근

•발파후 발생된 버럭을 완전히 처리 후
발파되지않은발파공발견시잔류화약
존재유무를확인하여제거

4) 발파암처리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발파암반출시크람셀버켓에과적하여
하부로통행하는근로자에게낙하

•굴삭기후진시유도자미배치로인하여
주변근로자를충돌협착

•크람셀버켓에과적금지

•인양작업 하부로 근로자가 출입, 통행
하지않도록휀스, 울등을설치

•유도자 배치 및 근로자 통행로 별도
지정

발파작업 지하철 - 007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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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작업 지하철 - 008

•터널배수작업은터널의근로자통행및장비의원활한이동을위하여배수

를통해지반의연약화를방지하고작업능률을향상하기위하여건조한상태

로배수관리하는것을말한다.

•배수작업 과정에서 배수 불량에 의한 지반의 연약화, 양수기 사용에 의한

감전위험에대하여주의가요구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터널 배수구간 터파기 침사지 설치

집수정 설치 폐수처리장 분전반 설치

2. 공정흐름

1단계

터널배수구간
터파기

2단계

침사지설치

3단계

폐수처리시설
설치

4단계

양수기및
배수관설치

5단계

안전시설물
설치

▶ ▶ ▶ ▶

① ②

④③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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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작업 지하철 - 008지하철

1) 터널배수구간터파기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터널내 협소한 터파기 작업 장소에 근
로자 출입에 의한 차량 또는 장비와의
충돌

•터널내 조도 불량으로 굴삭기 및 덤프
트럭의시야미확보에의한충돌

•덤프트럭으로버럭운반시과적에의해
적재함에서토사석낙하

•터널내근로자이동시덤프운반차량과
충돌

•사토장에서버럭을부리다덤프트럭전락

•터널입구에버럭작업관계자이외출
입금지 조치, 작업반경내 근로자 정리
출입금지조치

•갱내 조도 확보, 차량 교행 이동경로
형성및운행

•운반차량 적재기준 설정, 운반시 덮개
설치

•차도와 인도의 경계 설정, 제한속도
설정, 차량통행로의평탄성확보

•덤프트럭 후진시 유도자 배치 및 정지
선설정

2) 침사지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양수기 용량 부족에 의한 유출수 월류
로미끄러운토사에전도

•양수 작업 중 양수기를 움직이다 벨트
에끼이면서협착

•배수로 설치 불량으로 바닥 토사에
미끄러짐.

•침사지 설치시 담당근로자 외 타공종
근로자가 작업하다 감전 및 익사사고
위험

•전기담당자의전기시설관리능력부족
으로인한감전

•미고정전선소켓으로양수기연결하다
놓쳐 고인물에 떨어진 소켓의 누전에
의한감전

•양수기 설치전 용량 조사 및 여분의
양수기 확보, 돌발 용수에 대비한 예비
양수기비치

•양수기 조정 또는 보수 작업시 전원
차단후작업

•배수로의 적정 구배 및 단면유지, 배수
로수시정비실시

•침사지설치작업시안전담당자를배치
하여유경험근로자배치

•전기 담당자는 전기관련유자격자를
선임하여 관리조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실시

•전기 배선을 측벽에 고정하여 가공
설치, 인출 전원은 누전차단기가 연결
된분전함에서인출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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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작업 지하철 - 008지하철

3) 집수정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집수정주변인접하여이동하다집수정
단부개구부에서실족

•배수로설치불량으로바닥토사에미끄
러짐

•양수기 용량 부족에 의한 유출수 월류
로미끄러운토사에전도

•지하수 처리 미흡에 의한 바닥 지반
습윤으로전도

•미고정전선소켓으로양수기연결하다
놓쳐 고인물에 떨어진 소켓의 누전에
의한감전

•양수 작업 중 양수기를 움직이다 벨트
에끼이면서협착

•집수정 주변 안전난간 등 방호시설
설치및점검통로, 발판설치

•배수로의 적정 구배 및 단면유지, 배수
로수시정비실시

•양수기 설치전 용량조사 및 여분의
양수기 확보, 돌발 용수에 대비한 예비
양수기비치

•배수용량에 맞는 양수기 설치 및 예비
양수기확보, 지하수처리적기실시

•전기 배선을 측벽에 고정하여 가공
설치, 인출 전원은 누전차단기가 연결
된분전함에서인출

•양수기 조정 또는 보수 작업시 전원
차단후작업

4) 폐수처리장분전반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안전작업절차를 무시하고 분전함의
차단기를조작하다감전

•분전함우수침투로누전에의한감전

•절연, 접지상태 점검 미흡으로 누전
되어감전

•외함 시건장치 미설치로 임의 조작중
근로자감전

•콘센트미설치로분전함내부에서전선
인출중감전

•전기 기계기구가 누전차단기에 연결되
어있지않아사용중누전에의한감전

•전기담당자외근로자가임의조작중
감전

•분전함차단기조작시연결된기계기구
의사용여부를확인하여급작스런전기
차단또는통전에의한재해발생방지

•우수등이침투하지않도록옥외형사용

•절연상태, 접지상태수시점검

•외함에시건장치설치하고전기담당자
에의해조작토록조치

•콘센트를 외함에 설치하여 내부에서
전기인출하지않도록조치

•누전차단기 설치하여 전기 기계기구가
누전차단기에연결되어사용토록조치

•분전함조작은전기담당자에의해조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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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방수작업은방수쉬트를터널면에설치하여터널면에방수층을형성

시켜침투수를배수구로유도시키는작업을말한다.

•고소작업대에서방수작업하는과정에서발생되는추락, 감전등의위험에

대한주의가요구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방수대차 조립 및 해체 방수 쉬트 설치

방수막 앵커볼트 설치 필터관 접속부 방수

2. 공정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자재반입
방수대차
조립

방수쉬트
설치

방수막앵커
볼트설치

필터관
접속부방수

품질봉합
시험

방수대차
해체

▶ ▶ ▶ ▶ ▶ ▶

① ②

④③

지하철



| 125

방수작업 지하철 - 009

지
하
철
분
야

지하철

1) 방수대차조립 및해체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근로자 신체적 결함 및 불안전한 행동
등으로인한사고

•단관 파이프 자재 하역 또는 상차시
결속로프 해체, 자재 유동에 의한 손가
락협락

•방수대차 조립시 클램프 등 조임 불량
으로파이프붕괴

•방수대차 상부 조립시 대차의 유동에
의하여조립근로자추락

•윙카선설치시누전에의한감전

•작업투입전음주측정및혈압등건강
상태체크후작업개시

•작업전 결속 로프 상태를 확인하고
근로자간신호일치및작업순서확인

•조립시 2인 1조로 하여 조임 위치 등
동시에클램프체결실시

•대차 상부 조립 근로자 안전대 및
훅고리체결후작업

•전선은3P 전용선을사용하고누전차단
기의연결및접지실시

2) 방수쉬트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방수 쉬트를 작업대에 끌어 올리다
쉬트부재와접촉에의한인양물낙하

•작업대단부에서불안정한자세로무리
하게작업도중실족하여근로자추락

•방수 쉬트에 접하여 조명등 설치에
의한화재

•작업대이동시상부에근로자탑승상태
에서이동중유동에의한근로자추락

•방수쉬트겹이음부융착작업시융착부
열선신체접촉에의한화상

•작업대차이동중대차와공사차량과의
접촉에의한충돌

•작업대차에설치된조명등의전선피복
손상에의한누전으로감전

•인양작업시도르레등인양장비사용
및인양하부에상하동시작업금지

•작업대 단부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
착설비(와이어생명줄) 설치및안전대
착용

•조명등설치시방수쉬트벽면으로부터
이격

•작업대이동시근로자탑승금지

•융착기 속도를 적정 범위 내로 조정
운영 및 사용방법,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실시

•작업중모든공사차량통행금지실시

•주기적으로전선사용점검실시, 누전차
단기연결및접지실시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126 |

방수작업 지하철 - 009

지
하
철
분
야

3) 방수막앵커볼트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천정을향하여작업함에따른목·허리
의통증발생

•보안경 미착용 상태에서 천공 중 분진
에의한각막손상

•천공 작업 중 릴선의 손상으로 누설전
류에의한감전

•작업대단부에서불안정한자세로무리
하게작업도중실족하여근로자추락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근로자 교대를
실시, 주기적인스트레칭 및휴식부여

•작업자보안경분진마스크등개인보호
구지급및착용

•작업릴선 등은 현장 투입전 반드시
이상유무및사용중수시점검및확인

•작업대 단부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
착설비(와이어생명줄) 설치및안전대
착용

4) 필터관접속부방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인화성, 가연성 자재 주변에서 화기
(LPG 가스토치등) 사용중화재발생

•LPG 가스토치등화기사용시근로자
화상

•터널내자재인력운반중통로장애물
에걸려근로자전도

•안전성, 가연성자재주변에서화기사용
금지 및 소화기 비치하여 화재에 대한
방호조치실시

•토치 등 화기 사용시 화상방지용 안전
장갑착용

•터널내 조명은 70lux(럭스) 이상으로
유지하고인력운반통로주변정리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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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작업(Reinforcement Bar Work)이란철근을사용하는가공, 조립, 배근

등의작업을말한다.

•철근의 가공, 조립, 운반시에 감전, 낙하, 도괴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작업

지침준수가요구된다

3. 주요위험작업

철근반입 철근조립

철근조립 조립완료

2. 공정흐름

1단계

작업계획수립

2단계

철근반입

3단계

철근가공및운반

4단계

철근조립

▶ ▶ ▶

1. 작업개요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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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반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트럭에서 지게차로 철근 하역중 운전
미숙으로 철근이균형을잃고 떨어져
주변근로자협착

•지게차로철근을들어올려회전을하는
순간옆에신호를보던근로자와충돌

•지게차로철근을들어올린후후진하는
순간경광등이 설치되어있지않아 뒤
에 있던 근로자가 미쳐 피하지 못하고
협착

•작업을마치고트럭위에있던근로자가
급하게뛰어내리다가다리가부러짐

•철근 하역중 철근이 주변 구조물에
부딪히면서낙하

•작업전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여부 및
보험여부확인을하고유도자를배치하
여작업반경내근로자출입통제

•신호를볼때에는지게차의 작업반경내
서 벗어나 신호를 하고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통제

•작업전지게차의후면에경광등설치및
안전장치를확인하고설치를하도록함

•트럭위에서 이동 및 작업시 서두르지
않도록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
감독철저

•작업전지게차운전원에게주변구조물
의 위치를 주지시키고 일정 간격을 두
어철근이부딪히지않도록함

2) 철근가공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철근 절단기로 작업중 접지가 되어
있지않아 근로자감전

•철근절단기로 철근을 절단하던중 절단
면에조각이눈으로튀어눈을다침

•철근절단기로 절단중 작동이 안되자
손으로 제거하던중 절단날에 손가락이
끼어부러짐

•절단기 및 절곡기 외함 접지를 하여
감전예방조치

•보안경을 착용하고 절단작업시 작업
반경내타근로자접근통제

•보조기구(철근, 막대등)를 사용하여
제거하도록하고 전원을 차단한 상태
에서작업실시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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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근운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복공판을열고상부안전난간대를설치
하지않고작업을하던중근로자추락

•크레인으로 철근 인양시 손상된 와이
어로프가파단되어철근낙하

•1줄걸이로 하역중주변 구조물에부딪
히는순간철근이빠져낙하

•크레인으로 철근 인양시 크레인 붐대
연결볼트가파손되어근로자협착

•복공판을열고작업시에는즉시안전난
간대를설치하고작업실시

•인양작업전 와이어로프의손상여부를
확인하고손상시교체후작업실시,작업
중에와이어로프가손상될우려가있으
므로수시로확인하도록함

•2줄걸이로 철근 하역하고 양끝에 달포
대를 달아 낙하방지. 유도자를 배치하
여구조물과의충돌을방지하고끝부분
에로프를매달아철근유도

•작업전크레인의이상유무확인및안전
장치 확인. 점검이 어려운 크레인은
반출조치

4) 철근조립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슬라브 단부에서 철근 조립중 중심을
잃고하부로낙하

•철근작업중이음부에나와있는철근에
찔림

•슬라브철근조립을위해철근을옮기려
고 이동중 철근 사이에 발이 빠져서
넘어져발목을다침

•1단벽체 철근조립 작업중파이프를작
업발판으로 사용하여 작업을하던중
근로자가중심을잃고아래로추락

•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철근에 매달려
작업을하다가중심을잃고추락

•단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난
간대 설치가 어려운 경우 생명줄 설치
후안전고리를걸고작업하도록함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및 찔림의 위험
이있는철근에는철근캡설치

•철근작업장이동방향으로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통로 주변에자재적재
를금지

•규격화된작업발판을사용및안전난간
대설치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않도록 비계
또는 이동식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을
하도록관리감독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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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작업 지하철 - 011

•거푸집(Form)이란 콘크리트가 응결, 경화하는 동안 콘크리트를 일정한

형상과치수로유지시키는가설구조물작업을말한다. 

•가설구조물의조립, 해체시추락, 낙하, 비래, 충돌위험에대한주의가요구

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거푸집 반입 하부 동바리조립

거푸집 설치 거푸집 해체

2. 공정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작업계획
수립

안전성검토 거푸집반입
안전시설
설치

거푸집조립 거푸집해체 거푸집반출

▶ ▶ ▶ ▶ ▶ ▶

① ②

④③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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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푸집반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크레인을 이용하여 거푸집 투입시 훅
해지장치파손으로낙하

•자재반입시 1줄걸이로작업중거푸집
낙하

•상부안전난간대를설치하지않고복공
판을열고작업중근로자추락

•자재를내리던중지나가던근로자협착

•자재를들어올리는순간크레인붐대가
전선에접촉되어감전

•작업전 크레인 후크해지장치등 안전장
치확인후작업실시

•2줄걸이로견고하게결속후수평으로
인양

•복공개방시즉시복공안전난간대설치

•유도자를배치하고하부안전표지판및
휀스등근로자접근금지조치.작업구에
는윙카를설치하여작업구가잘보이도
록 하며, 하역시 경고음이 울리도록 경
보기설치

•전선에보호조치를하고유도자를배치
하여접촉방지

2) 거푸집조립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거푸집 설치를 위해 비계를 설치하고
작업중작업발판이흔들려근로자추락

•슬라브단부작업시안전난간대가설치
되어있지않아추락

•벽체상단거푸집에핀을박다떨어뜨려
하부근로자와충돌

•거푸집설치를위해 이동중 발을헛디
뎌작업장바닥으로추락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작업중 아웃
트리거미설치로이동식비계전도

•덮개가파손된전기그라인더를사용하
여자재를절단중손가락을다침

•작업발판 설치시 찌그러지거나 비틀린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철선 등으
로결속조치

•단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난
간대 설치가 어려운 경우 생명줄 설치
후안전대를걸고작업실시

•상하동시작업을하지않도록관리감독
철저

•동바리사이마다작업용발판을설치하
고작업을하도록함

•이동식비계의 아웃트리거등안전장치
확인

•그라인더의덮개가파손된경우교체하
여사용하고전선피복상태를확인하여
감전예방

지하철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132 |

지
하
철
분
야

거푸집작업 지하철 - 011

3) 거푸집해체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거푸집 핀 해체중 핀이 튀어 근로자
눈에맞음

•거푸집해체중거푸집을떨어뜨려지나
가던근로자와충돌

•거푸집 해체 절차를 무시하고 작업중
거푸집낙하

•해체한 거푸집을 높이 쌓아 놓아 근로
자가 지나가다가 거푸집이 쓰러지면서
협착

•근로자가이동중해체한거푸집에걸려
전도

•안전통로를이용하지않고슬라브동바
리를타고내려오다미끄러져바닥으로
추락

•보안경등안전보호구착용철저

•상부작업시에는하부에다른근로자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자 배치 및
안전표지판, 안전띠등을설치

•작업전 작업절차를 수립하고 순서 및
절차에따라해체실시

•거푸집은 1.5m 이상 쌓지 않도록 하고
안전통로확보

•해체즉시정리정돈을실시하고안전통
로확보

•지정된 통로이외에는 통행하지 못하도
록사전교육및관리감독철저

4) 거푸집반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거푸집 자재를 싣다 자재 사이에 손가
락이협착

•1줄걸이로 인양중 거푸집 낙하하여
하부근로자가맞음

•작업구로 올리던 동바리가 떨어지면서
하부에서신호를하던근로자가맞음

•차선을막고크레인으로거푸집반출중
거푸집이떨어져지나가던차량파손

•자재를 적재 할 때는 작업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자재간 사이 공간을 충분히
띄운후작업

•인양시에는 2줄걸이를 사용하고 하부
에 근로자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자배치및안전표지판설치

•소부재의경우추가결속을하고톤백마
대등 달포대에 담아서 인양 실시. 신호
시에는 자재와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신호실시

•차선점령작업시에는라바콘등을설치
하여충분한공간을확보하고유도자를
배치하여차량접근방지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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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작업 지하철 - 012

•콘크리트작업은동바리,거푸집설치및철근조립을하고레미콘을타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형상 및 치수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레미콘을 타설하는 과정에 충돌.협착, 전도, 추락, 

낙하, 감전위험에대한주의가요구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운반 및 작업 타설

다짐 마무리 및 양생

2. 공정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계량 비빔 운반및반입 타설 다짐 마무리 양생

▶ ▶ ▶ ▶ ▶ ▶

① ②

④③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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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작업 지하철 - 012

1) 콘크리트운반, 반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레미콘운반트럭이후진을하다가근로
자와충돌, 협착

•연약지반에 CON’C펌프카를 설치하여
펌프카전도

•펌프카 운전기사의 오동작으로 펌프카
붐에근로자충돌

•유도자를배치하여주변근로자를통제
하고후진방지턱설치

•작업전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펌프카
아웃트리거및받침용철판설치

•작업전운전기사의자격,보험여부확인
을하고작업반경내근로자출입통제

2) 콘크리트타설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콘크리트타설중호스연결부분의결속
불량에의해파단되어근로자와충돌

•버팀보 상부에서 콘크리트호스를 잡고
있던근로자가호스요동에의해 몸의
중심을잃고추락

•거푸집이 터지면서 콘크리트에 쓸려
구조물단부로근로자추락

•펌프카붐대가 고압선에 접촉되어 근로
자감전

•호스를 와이어로프나 안전로프로 결속
하고타설속도준수

•콘크리트호스를 2m이상높이에서잡고
있을 경우 요동방지 조치, 안전대 착용
후안전고리를걸고작업을하도록함

•편심하중이발생하지않도록타설속도,
타설높이를준수

•충전전로에절연용방호구및방호캡을
설치하고유도자배치및이격거리준수

3) 콘크리트다짐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다짐용진동기의피복이벗겨져작업중
이던근로자감전

•다짐용 진동기의 피복상태,누전차단기
및접지점검

지하철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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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작업 지하철 - 012

4) 마무리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마무리 작업을 위해 안전통로 미설치
상태에서이동중미끄러져넘어짐

•작업을마친후펌프카호스를올리다가
호스안에남아있던콘크리트찌꺼기낙하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통로확보

•호스를올릴때에는끝에달포대를설치
하여잔여물이떨어지지않도록함

5) 콘크리트양생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양생중 부직포가 열풍기에 접촉되어
화재발생

•양생 살수 작업시 바닥에 전선 피복이
벗겨져근로자감전

•열풍기 주변 정리정돈 및 소화기 비치.
수시점검실시

•양생 살수 작업전 전선거치대에 거치
및 피복상태, 누전차단기 및 접지 수시
점검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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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작업 지하철 - 013

•터널굴진 과정에서 라이닝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지반의 이완

으로 인한 지지력 저하의 방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Wire mesh,

Shotcrete, Rock Bolt 등으로보강하는작업을말한다.

•터널보강과정에서중량물의운반, 지반붕락등의위험에대한주의가요구됨

3. 주요위험작업

강지보 설치 숏크리트 타설

락볼트 타입 특수보강 FRP 등

2. 공정흐름

1단계

강지보설치

2단계

숏크리트타설

3단계

락볼트타입

4단계

특수보강 FRP 등

▶ ▶ ▶

1. 작업개요

① ②

④③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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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작업 지하철 - 013

1) 강지보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강지보 자재 하역 또는 상차시 결속로
프해체, 자재유동에의한손가락협착

•강지보설치중부석낙하

•지보공배치작업중대차의유동에의한
지보공, 대차사이에협착

•지보공조립과정에서작업방법불량에
의한지보공에협착

•착암기를강지보작업대로사용중과하
중에의한유동으로추락

•작업전 결속 로프 상태를 확인하고
근로자간신호일치및작업순서확인

•강지보 운반전 통행로 평탄성 확보, 
차량운행속도제한

•조립위치작업전부석가능여부를확인
하고 안전모 및 안전조끼(엔보싱) 착용
확인

•작업대차아웃트리거설치등고정조치

•지보공을 세울때 홀더 등으로 고정점
형성, 상단볼트체결철저, 조립작업시
작업지휘자배치

•장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강지보 전용
작업대차사용

2) 숏크리트타설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개인보호구지급및착용불량으로분진
흡입및안구손상

•분사기 호스 청소도중 경화된 잔류
콘크리트 비래

•분사기 분사중 호스 분리로 압송력에
의한호스비래로인한전도, 추락

•숏크리트분사작업중숏크리트낙하

•후진하는레미콘차량과분사기사이에
근로자협착

•굴착 장비로 분사기 견인중 전도로
에어호스들고가던근로자협착

•방진마스크, 보안경지급, 착용확인

•호스 청소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작업하도록호스위치확인

•호스접속부결속상태확인및압력에
맞는규격호스사용, 환접속부이탈방
지고리설치

•분사 작업 순서 준수 (측벽 → 상부), 
분사작업시하부출입금지

•장비유도자배치

•적정 장비 사용, 통행로 평탄성 확보,
근로자와 장비는 일정거리를 유지하
면서이동

지하철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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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락볼트타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작업용 케이지 또는 근로자가 굴착면
돌출부에충돌

•레진 삽입후 락볼트 삽입중 발생된
레진파편에하부근로자맞음

•천공 작업중 운전석 이탈로 붐대 유동
에의한충돌

•락볼트 설치 작업중 부석 발생에 의한
낙하

•주입장비호스청소중경화된모르타르
비래에의한사고

•천공기 호스 분리로 고압에 의한 호스
비래

•감시인 배치 및 운전자와의 신호체계
정립

•락볼트작업하부출입금지조치

•운전중 운전자 이석 금지, 천공중 장비
주변출입금지조치

•안전모, 낙하물 보호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및유도자배치하여부석발생감시

•호스 청소시 무인 방향으로 호스 압송
배출

•고압호스결속상태수시점검및확인

4) 특수보강 FRP 등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혼합기에그라우팅재료투입하다실족

•그라우팅혼합기혼합도중혼합기날에
신체접촉에의한베임

•천공 작업부 회전부 신체 접촉에 의한
협착

•천공 작업중 무리하게 힘을 주자 작업
대가기울면서탑승자추락

•부석낙하로근로자맞음

•혼합기 전원공급, 분전반의 분진 누적
에의한절연기능상실로감전

•천공기 천공 작업중 과부하에 의한
천공기전도

•혼합기투입구부위에작업발판설치

•혼합작업시신체접촉방지조치(덮개),
혼합기조정시정지후조정

•천공중 장비 주변 출입금지, 천공중
조정및보수금지

•작업대 상에서 작업시 무리한 힘을
주지말고안전대착용

•작업전부석정리철저

•누전차단기로부터전원인출및분전함
외합접지, 주시적으로청소실시

•천공기 설치시 바닥 정지, 천공기 아웃
트리거설치

보강작업 지하철 - 013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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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터널(SHIELD) 작업 지하철 - 014지하철

•SHIELD라는강재원통형기계의CUTTER HEAD를회전시켜지반을굴착

하고 보조공법으로 막장면의 붕괴를 방지하면서 SEGMENT를 반복설치

하여터널을굴착하는작업을 말한다.

•중량SHIELD 장비및SEGMENT를투입,조립하는과정에지반붕괴, 도괴,

추락, 낙하, 충돌, 협착, 감전, 산소결핍위험에대한주의가요구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쉴드기계 투입 쉴드기계 조립

SEGMENT 조립 쉴드기계 반출

2. 공정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쉴드기계투
입, 조립

반력대설치 초기굴진 본굴진 도달가벽설치 굴진완료
쉴드기계
해체, 반출

▶ ▶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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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쉴드기계투입, 조립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쉴드기계 상부 조립 용접.용단작업시
전기감전으로추락

•쉴드기계 투입작업시 과하중에의한
인양장비전도

•쉴드기계 조립 작업시 중량물 사이에
충돌, 협착

•누전차단기, 자동전격방지기, 호올더,
전선피복 손상여부 사전확인 및 안전
벨트부착설비설치

•장비의 정격하중에 의한 인양각도
검토, 아웃트리거 설치, 철판, 받침목
설치, 계측관리

•충돌, 협착방지용안전장치설치, 작업반경
설정및쉴드기계좌·우및내측에서작업

2) 반력대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반력대단부안전난간미설치로인한추락

•반력대설치 용접작업시 강재 간섭에
의한전선피복손상으로인한감전

•반력대설치산소절단작업시불꽃비산
으로인한산소, LPG  화재, 폭발

•반력대설치후단부적기안전난간대설치

•용접작업시전선피복손상여부사전확인,
강재간섭구역에서이격및전선정리. 정돈

•산소절단작업시고압용기지하부 반입금
지및불티방지포사용

3) 초기굴진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SEGMENT 운반.하역작업시 과하중
으로슬링벨트파단되어낙하

•초기 굴진작업시 SEGMENT 조립작
업중손가락협착

•초기 굴진작업전 가설 SEGMENT 
조립시세그먼트좌굴,처짐,이탈로인한
붕괴

•초기굴진작업시막장안정화미흡으로
인한지반붕괴(진출입부20M)

•안전율5이상의슬링벨트사용및1일1회
이상유무점검

•SEGMENT 조립작업순서준수, 근로자
상호간신호쳬게준수

•가설세그먼트는하부에서 상부로진행,
볼트체결 및 좌굴,이탈,처짐방지용 와이
어설치

•초기굴진작업시막장 이수압상시관리
및계측실시

지하철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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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굴진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SEGMENT 운반. 하역작업시 과하중
으로슬링벨트파단되어낙하

•SEGMENT 이동.조립작업시 협소한
공간으로인한충돌.협착

•쉴드터널 본굴진 작업시 산소부족으로
인한산소결핍및유독GAS에의한질식

•밧데리카 레일받침 강재 절단 작업시
쉴드머신에소요되는윤활유, 구리스로
인한화재

•안전율 5이상의 슬링벨트 사용 및 1일
1회이상유무점검

•협착방지용 안전장치 설치, 작업반경
설정, SEGMENT 좌, 우측 및 내측에
서작업

•적정 용량의 급기휀 설치, 비상용 산소
호흡기비치및 1회용산소캔 50m마다
비치

•후방대차에 전용보관소, 하론소화기
설치및비상조명등설치

5) 도달가벽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도달가벽설치용접작업시강재의간섭
에의한전선피복손상으로감전

•도달가벽 설치 산소절단작업시 불꽃
비산으로인한산소, LPG 화재, 폭발

•용접작업시 전선피복 손상여부 사전확
인, 강재 간섭구역에서 이격 및 전선
정리, 정돈

•산소절단작업시 고압용기 지하부 반입
금지및불티방지포사용

6) 쉴드기계해체. 반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쉴드기계조립.해체작업시중량물사이
에협착

•쉴드기계 상부 해체작업시 원통형구조
로안전대부착설비곤란, 미설치로인
한추락

•쉴드기계 인양작업시 과하중에 의한
크레인도괴

•쉴드기계 반출작업시지반보강미실시
로인한지반침하로지반붕괴

•협착방지용안전장치설치,작업반경설정
및쉴드기계좌.우측및내측에서작업

•좌우 작업대차 상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체결후작업

•크레인인양하중조견표에따라적정중
량인양작업

•허용하중을 고려한 흙막이, 지반보강
실시및계측관리(변위계,하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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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파일작업은연약지반에구조물을축조할때기초의지내력을증대시키기

위하여지중에파일을박거나구축하는공사이다. 

•파일 작업시에는 파일 인양 중 파일낙하, 파일 항타기의 전도, 파일 박기

해머에근로자가맞아사망하는등의재해가발생된다.

3. 주요위험작업

자재 및 장비 반입 천공

파일 항타 두부정리

1. 작업개요

2. 공정흐름

1단계

자재반입및
적치

2단계

장비반입및
조립

3단계

천공

4단계

항타

5단계

두부보강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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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재반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지게차운전원의조작미숙에의한충돌,
협착

•작업중파일등에머리, 발등신체부위
접촉

•연약지반에파일을적재하여부등침하
에의한파일붕괴

•적재파일의구름방지용쐐기미설치로
충격에의한파일붕괴

•파일과적재로인한붕괴발생

•지게차운전원파일하역중파일낙하

•지게차 사용시 유도자 미배치로 주변
근로자충돌, 협착

•하역하기 위하여 파일을 고정한 철물
해체시파일이근로자위로떨어짐

•업체 선정시 사전 운전원의 자격 유무
확인

•하역작업시안전화, 안전모착용철저

•파일 적재시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적재

•적재된파일은구르거나붕괴되지않도
록구름방지용쐐기 설치

•파일은무너지지않도록 3단이상적재
금지

•지게차는헤드가드가설치된것사용

•지게차로 파일 하역, 운반시 유도자
배치, 주변근로자통제

•파일 고정 철물 해체시 지게차를 이용
하여파일을지지한후해체

2) 장비반입및조립

안전작업방법 안전작업방법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충돌, 
협착

•항타기운전원과조립공과의신호불일
치로조립공의신체부위협착

•항타기 붐대, 스크류, 햄머 등 부속품
조립시걸이방법불량으로자재낙하

•붐대, 스크류, 햄머등의인양시와이어
로프파단으로인한자재낙하

•부속품 하차 후 출발하는 추레라에
근로자충돌

•유도자 미배치로 크레인이 전후 이동
또는선회시근로자와충돌

•투입전운전원의자격유무확인(서류제출)

•항타기운전원과조립공사이의신호를
중계하는유도자배치

•부속품 인양시 2줄걸이 방법으로 하고
붐대나스크류등의인양시는유도로프
사용

•와이어로프는작업전관리감독자가확
인하고 손상된 와이어로프는 교체 후
사용

•부속품이 완전히 하차될 때 까지는
조립을 금지하고 유도자으로 하여금
차량통제

•유도자을배치하여장비와작업자통제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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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공및항타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항타기주변에서작업중파일, 장비등
에충돌

•해머를인상시켜놓고하부에서점검중
해머낙하

•항타기운행또는파일항타중지반침
하에의한전도

•해머의타격강도가과하여파일파손에
의한파편낙하

•항타기 붐대와 리더의 연결부 탈락에
의한리더의전도

•항타기붐대가움직이는과정에서권과
방지장치가작동이안되붐이크레인뒤
로꺾임

•항타기회전중후면부에근로자충돌

•파일로부터파일잡이로프를풀때수직
구명줄이없어근로자추락

•파일 위치 조정 중 운전원과 근로자간
신호 불일치로 해머를 하강시켜 발이
파일과지면사이에협착

•작업장 주변에서 작업중인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등개인보호구착용

•해머를 인상시켜 놓고 해머 하부에서
작업금지, 해머를이동시키고파일상태
점검실시

•항타기하부에는 1.2cm이상의 철판을
이용하여침하방지조치

•해머의 최종 경타시 충격흡수판(목재)
을사용하여파일의파손을방지

•항타기 붐대와 리더의 연결부 등 체결
상태작업전 점검실시

•작업전 권과방지장치의 작동상태 점검
(관리감독자와장비운전원이실시) 

•항타기후면부에접근금지, 위험표지를
설치하고유도자에의한근로자유도

•항타기에리더 조립전 수직구명로프를
설치하고근로자승하강시안전대착용

•운전원은신호자의신호를철저히따르
며 근로자는 파일 하부에 발이 위치하
지않도록자세교정

4) 기초파일두부정리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파일컷팅작업중(산소절단작업) 근로자의
머리등신체부위가파일, 장비등에부딪힘

•불티가근로자의눈에들어감

•절단되어넘어가는파일에의한협착

•절단되어넘어가는파일에의한협착

•파일절단면(산소절단)을그라인딩시
그라인더날에신체부위상해

•중량물의보강재운반시요통발생

•파일컷팅근로자는안전모등. 
개인보호구착용철저

•컷팅작업시보안경을착용

•절단시크레인을사용하여파일을고정
하고컷팅작업실시

•그라인더 날 접촉부에는 방호 덮개를
설치하고작업전1분이상시운전할것

•중량을이동시적절한기계, 기구를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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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작업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를 구성하는 공사로서 철근조립

후 패널 등을 이용하여 기초, 기둥(Column), 벽체(Copping) 등의 형상을

만드는공사이다.

•거푸집 공사시에는 개구부로 추락, 구조물하부로의 추락,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동바리붕괴등의재해가발생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승강시설 설치 자재 반입 및 가조립

거푸집 인양 및 설치 거푸집 해체

2. 공정흐름

1단계

거푸집반입및
가조립

2단계

거푸집인양및설치

3단계

거푸집해체

4단계

자재정리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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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시설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승강시설하부연약지반으로인하여전도

•승강시설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추락

•승강시설 상부와 하부 동시 작업시
상부에서 공구 등의 자재가 낙하하여
하부근로자가격

•발판이 조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
하게이동하다추락

•개인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아 자재에
협착또는상부에서추락

•승강시설 하부에는 con`c로 기초를
만들고 밑받침 철물을 사용, 파이프를
이용하여전도방지지지대설치

•승강시설상부및계단부에는 2단표준
안전난간을설치

•관리감독자로하여금상부와하부동시
작업금지

•승강시설은작업순서에따라조립

•안전모,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하고,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고
리를체결할것

2) 자재반입및가조립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카고크레인등양중기조작중조작미숙
에의한오작동발생

•인양중 와이어로프(슬링벨트)파단에
의한인양자재의낙하

•크레인에 거푸집 자재를 불안전하게
적재하여자재운반중자재낙하

•자재 인양시 1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자재낙하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크레인전도

•거푸집의 가조립시 사용하는 전동공구
불량으로근로자감전

•슬링벨트샤클을체결하기위하여사다
리를이용해상부로오르다사다리전도

•가조립 된 거푸집 적치상태 불량으로
거푸집전도되어근로자협착

•크레인운전원의자격유무확인후작업
투입

•작업전 와이어로프(슬링벨트)의 손상,
마모, 변형이없는지견고성확인

•자재를과적하지않으며적재함과자재
의결속을견고히하여운반

•자재 결속시 2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
하고무게중심을맞추어수평으로인양

•근거리 운행시에도 반드시 붐을 접고
운행하도록관리감독자가점검지도

•작업반투입전전동공구를점검하고합
격필증 부착, 작업전 전선(3P) 및 접지
상태점검

•사다리는전도방지지지대가부착된기성
제품(AL)을사용하고2인1조로작업할것

•가조립된거푸집은평탄한지반에받침
목을사용하여적재하고파이프등으로
전도방지조치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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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푸집인양및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가조립된부재의중량을고려하지않고
크레인을선정하여거푸집인양중크레
인전도

•거푸집인양중바람의영향으로부재가
심하게요동치며인근구조물에충돌

•인양중 와이어로프(슬링벨트)파단에
의한인양자재의낙하

•크레인의연약지반설치및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자재인양시크레인전도

•크레인 위치 조정시 세워진 붐대를
접지않고이동하다가크레인전도

•근로자와크레인운전원과의신호불일
치로 근로자의 신체 일부분이 부재 사
이에협착

•거푸집 상부 난간대를 거푸집 조립후
설치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하부로
추락

•안전모등개인보호구미착용하고작업
중부딪히거나찔림

•부재와 부재의 볼팅 작업시 난간을
밟고올라서서작업하다하부로추락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여 상부로
공도구 등의 자재를 올리다 로프의
결속이풀리면서자재낙하

•전동공구 사용시 전선 및 접지상태
불량으로인하여근로자감전추락

•작업전 공사담당자는 가조립된 부재의
중량을 확인하고 허용인양능력 이상의
크레인을선정

•거푸집인양시에는유도로프등을사용
하여 자재가 인근 구조물에 걸려 요동
치는것을방지

•와이어로프등인양로프는손상이없고
견고한것을사용

•크레인은평탄하고견고한지반에거치
하며, 반드시 아웃트리거 및 전용 받침
목을사용

•크레인 이동시는 반드시 붐을 접고
이동하도록 작업전 운전원 교육 및
관리자가감독

•근로자와 운전원과의 신호를 중계하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무전기를 사용하여
신호전달

•거푸집난간대는지상에서선조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부에서 거푸집
접속부 등의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안전대를착용

•작업시작전개인보호구착용상태점검
후근로자투입

•여건상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우므
로 안전대 고리를 반드시 체결하고 작
업

•상부로인양전로프의결속상태를점검
하고 하부 근로자는 자재의 낙하범위
밖으로이동

•전선을 분전함으로 부터 멀리 인출할
때에는 전선거치대를 사용하고 전동공
구는 반입전 확인검사를 하여 접속부
및접지상태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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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푸집해체및정리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해체순서를 지키지 않고 작업하다가
거푸집붕괴되면서근로자추락

•거푸집해체시상부에서콘크리트잔재물,
볼트등이낙하하여근로자상해입음

•콘크리트타설로팽창된거푸집해체시
거푸집의갑작스런분리로인하여근로
자충돌추락사고발생

•상부 근로자가 거푸집에 매달려 내려
오다가거푸집이낙하또는흔들림으로
인하여추락

•해체된 자재의 적재 상태가 불량하여
전도사고발생

•근로자는해체작업전특별교육을통해
작업순서를숙지하고공종담당자는해체
작업시현장에상주하여작업을지휘

•해체 작업시에는 유도자을 배치하여
인양물하부에접근금지조치실시

•운전원은 상부 신호자의 신호에 따라
크레인을움직이며크레인의힘이로프
에 전달될 때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위치로이동

•거푸집을 해체한 후 상부에 남은 근로
자는크레인버켓을이용하여하강

•해체된자재는평탄한고견고한지반에
적재하며주변에근로자접근금지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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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구조물에서콘크리트는압축력을, 철근은인장력을부담하는

역할을하고있어철근시공은구조적으로매우중요한작업이다.

•철근작업시에는철근배근중개구부또는작업발판단부로추락, 철근조립

중철근구조물전도, 철근인양중낙하재해등이발생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철근 반입 및 보관 철근 가공 및 운반

철근조립

2. 공정흐름

1단계

철근반입및보관

2단계

철근가공및운반

3단계

철근조립

▶ ▶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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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반입및보관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철근에
부딪히거나깔림

•철근적재용받침대가부러지면서철근
과지면사이에발등신체부위협착

•지게차로 철근 하역중 철근이 균형을
잃고떨어져주변근로자협착

•철근 하역중 철근이 주변 구조물에
부딪히면서낙하

•지게차의 후면부에 경광등 및 경고음
발생장치 미설치로 후진하는 지게차에
근로자충돌

•철근 반입 작업중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착용철저

•철근은평탄하고견고한지반에적재하
며 받침대는 토류판 두께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지게차로철근하역중철근의중심부에
서 정확히 인양하고 주변에 근로자
접근금지조치

•철근인양및하역시작업전인근구조
물의위치를운전원에게인식시켜지게
차의운행경로를수립

•지게차 후면부에는 경광등 및 후진
경고등을설치하여지게차가주변접근
시근로자에게경고

2) 철근가공및운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개인보호구미착용하고작업중철근에
부딪히거나찔림

•철근 가공기로 철근 절단, 절곡 작업중
감전

•철근 절단기 컷팅날 부위의 잔여철근
정리시 낙하한 물체에 의해 클러치가
작동하여근로자신체일부가협착

•철근 인양중 로프 파단으로 인양중인
철근낙하

•철근 인양시 1줄걸이로 작업중 철근이
한방향으로기울어져낙하

•철근 밴딩 작업중 회전하는 철근에
주변근로자와충돌

•철근 인양시 철근 다발을 묶어놓은
철선에 훅를 걸어 인양하다가 철선이
절단되어철근이낙하

•철근가공및운반작업중에는안전모,
안전화등개인보호구착용철저

•철근 가공기는 반드시 외함 접지하여
감전예방조치

•철근절단작업을중지할경우에는전원
을차단하고클러치에덮개를설치하여
클러치가임의적으로눌리지않도록조치.

•인양 로프는 작업전 점검하여 손상된
로프는 교체하고, 철근 중량을 충분히
견딜만한견고한로프사용

•철근 인양시 2줄걸이로 결속하여 수평
으로인양

•철근가공장주변에울타리를설치하여
독립된공간을확보

•철근 인양시에는 2줄걸이로 하며 와이
어로프 또는 슬링벨트를 철근다발에
1회전감아결속하여인양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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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근조립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조립된 벽, 기둥 철근에 무리하게 올라
서서작업중추락

•각재등을얹고그위에올라서서작업
중각재가부러지면서추락

•이동식비계에안전난간미설치로작업
중 추락

•조립된 벽체 또는 기둥 철근이 근로자
쪽으로전도되면서철근에깔림

•가공된 철근을 작업 발판 위에 과적
하여무게를이기지못하고비계전도

•중량이무거운장철의철근가닥을 1인
이운반하려다요통발생

•철근 간격이 넓게 배근된 기초 철근
위를 통행시 철근 사이에 발이 끼면서
근로자가찰과상내지골절상입음

•지정된승강시설을이용하지않고조립
된 철근을 밟고 상부로 이동하다 실족
하여추락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튀어나온
철근에찔림

•철근조립전비계를설치하고작업발판
을설치하여작업실시

•각재나목재사다리를작업발판으로사
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이동식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실시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난간에 벨트 고리를 고정할
것

•철근 조립중 또는 조립후 철근이 전도
되지 않도록 사보강 철근을 배근하고,
파이프등을사용하여전도방지조치

•가공된철근을무리하게작업발판에과적
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필요량만큼수시로올려준다

•중량이 무거운 장철의 철근 가닥을
운반할 때에는 2인이 양측에서 철근이
바닥에끌리지않도록운반

•벽체및기둥철근조립을위하여기조립
된 기초 철근 위를 통행시 합판(T=
12mm)을깔아통행로확보

•근로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승강시설을
설치하고 작업반장 또는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지적, 교육
실시

•옆으로 튀어나온 철근은 방호조치를
하고근로자는안전보호구착용을철저
히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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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작업은철근콘크리트구조물에서철근배근과거푸집작업을완료

하고거푸집내에콘크리트를부어넣어철근콘크리트구조물을만드는작업

을말한다.

•콘크리트작업시에는운반차량에서의추락, 협착및타설용고무호스의갑작

스런요동에의한근로자충돌및전도, 콘크리트타설중단부로의추락등의

발생위험이있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콘크리트 반입 및 운반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

콘크리트 양생

2. 공정흐름

1단계

콘크리트반입및운반

2단계

콘크리트타설및다짐

3단계

콘크리트양생

▶ ▶

① ②

③



| 153

콘크리트작업 교량, 도로 - 004

교
량
·
도
로
분
야

교량·도로

1) 콘크리트반입및운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레미콘운반트럭이도로에서현장진입
시진행하던일반차량과충돌

•레미콘 운반트럭 후진시 근로자 충돌
협착

•콘크리트잔량을확인하기위하여상부로
올라가던중회전하는믹서에손이협착

•펌프카붐설치중주변고압선에접촉감전

•콘크리트 펌프카 유압장치 점검 중 붐
이낙하하여협착

•2단의콘크리트배출슈트를내리다가1단
과2단슈트사이에손가락이끼어절단

•현장진출입도로양측에유도자 2인을
배치하여진행차량통제실시

•레미콘운반트럭후진시유도자(레미콘회사
관계자)를배치하여장비주변근로자통제

•잔량확인을위하여상부로올라갈때에는
승강용난간대를잡고올라가도록교육

•펌프카붐설치시주변고압선에방호관
설치, 유도자를배치하여이격거리유지

•펌프카유압장치수리중붐의낙하방지
를위한안전조치실시(안전블럭사용)

•배출슈트를내를때는2단슈트에설치
된손잡이를이용

2) 콘크리트타설및다짐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장화 미착용으
로인한피부질환발생

•콘크리트타설시규격이상의자갈이섞여
콘크리트압송관을막아파이프터짐

•콘크리트타설중펌프카운전원의조작
미숙으로붐이근로자와충돌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또는 지반 부등
침하로인하여펌프카가전도되면서근
로자와충돌

•콘크리트타설하는근로자가작업발판상
에서이동시개구부또는단부로추락

•기초또는슬래브콘크리트타설시철근
사이로발이빠져찰과성또는골절상입음

•진동기와연결된전선손상이나접지미
실시에의한감전

•콘크리트 타설 후 펌프카 후면부 피니
셔에있는콘크리트잔재물을청소하던
중회전부에신체협착

•안전모, 보호장갑, 보호의, 안전장화등
개인보호구착용철저

•펌프카피니셔상부에10cm 이하의간격을
가진거름망설치되어있는지반입시확인

•펌프가거래업체와계약시운전원의자
격유무를필히확인하고현장에반입시
에도확인

•펌프카는평탄하고견고한지반에설치
하며 아웃트리거를 충분히 펴고 전용
받침목사용

•콘크리트 타설 작업전 개구부 및 단부
를확인하고필요한안전시설을설치

•철근배근상부에통로용작업발판을설치

•진동기와연결된전선손상및접지실
시여부점검후작업

•피니셔 내부 청소는 고압 살수기를 이
용하며신체를피니셔내부에위치시키
지않도록관리감독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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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크리트양생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콘크리트 양생을 위하여 비닐 및 양생
포를 설치하던 중 개구부 또는 작업발
판단부로추락

•겨울철콘크리트양생용으로갈탄사용
시유독가스발생에의한질식

•관리감독자또는근로자가단독으로양
생장소에출입하다가질식

•겨울철콘크리트양생용으로전기스팀
보일러사용시전선손상또는접지미
실시로감전사고발생

•갈탄을사용하여양생중양생용천막내
지부직포에불티가튀어서화재발생

•개구부에 덮개 및 발판 단부에 안전난
간대설치

•양생중적절한환기실시, 산소및가스
농도를측정하여안전성확인후출입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2인 1조
로하여안전성확인후출입

•분전함으로부터보일러까지전선거치
대를 사용하고 전선 손상여부, 접지여
부확인후가동시작

•갈탄난로는 파이프 등을 이용, 양생용
자재와적당한이격거리를유지하고소
화기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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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 (Prestressed concrete) 교량작업은 PSC 거더를 지상에서 제작한 후

교각에인양,거치하여상부구조를형성시키는작업을말한다.

•PSC 거더의제작,운반,거치하는과정에서중량물취급및고소작업에의한

붕괴, 추락등의재해가발생되므로이에대한주의가요구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PSC 거더 제작 PSC 거더 운반

크레인에 의한 PSC 거더 거치 안전시설물 설치

2. 공정흐름

1단계

PSC 거더제작

2단계

거더인양및운반

3단계

거더거치

4단계

안전시설물설치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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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SC 거더제작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철근 조립시 임시제작 작업발판위에서
작업하다흔들임에의한무게중심을잃
고추락

•형틀조립해체작업용장비의작업반경
내근로자의접근으로충돌사고위험

•거더폼설치시전도방지조치를하지
않아서전도되면서작업중인근로자협착

•PSC 거더에불량사다리를이용하여승
강 중주변 근로자의 건드림에 의하여
전도및추락

•PSC강선 인장 시 후방에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강선의 튐에
의한근로자와충돌

•PSC거더야적시전도에의한협착

•작업발판은철제기성제품사용및개인
보호구착용철저.

•장비후방경보음및유도자을배치하여
장비작업반경내근로자통제.

•버팀대를 설치하여 거더폼의 전도방지
조치

•사다리는 철제 기성품 사용 및 전도되
지않도록상하부고정조치.

•접근 금지 방지시설 또는 유도자 배치
로접근통제

•야적 시 전도 방지 조치 및 지반내력
평탄성확보

2) 거더인양및운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크레인 자재 인양 중 지반부등침하로
인하여크레인전도

•트레일러 후진 작업 시 유도자를 보지
못하고진입중유도자와충돌

•트레일러에 PSC 거더 상차 후 전도방
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이어
로프를 제거하여 거더가 도괴 되면서
유도자협착

•비탈 면에서 거더 하차 시 트레일러가
미끄러지면서후방에있는근로자와충돌

•주행로요철에의한운행중적재물도괴.

•차량운반도중운반차량이사면에서전락

•이동 경로 내 과속으로 인양물 요동에
의한도괴

•지반평탄작업및지지력시험실시후작업

•유도자위치는트레일러운전원의시야
내에위치

•PSC 거더 상차 후 크레인이 잡아준
상태에서전도방지조치

•거더하차시운전원은사이드브레이크
확인 및 유도자는 정차 시 구름방지용
쐐기설치

•차량운반전주행로점검및유지보수
실시

•이동 주행로 구획을 설정하고 노견
부위에위험표지및토사다이크설치

•작업 전 안전교육시 지정속도 준수
교육및주행로제한속도표지판설치.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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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더거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크레인 중량물 인양 정격하중 및 인양
하중조견표를사전검토하지않고인양
작업 중 인양물의 하중에 의해 크레인
도괴

•크레인 자재 인양 중 아웃트리거의
받침목지반침하로크레인전도

•인양작업 시 와이어로프 감은 면과
거더 모서리의 접촉부위를 보호조치
하지않아끊어져하부근로자협착

•교각 거더 거치 상부 근로자가 거더
거치중무게중심을잃고추락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PSC거더 상부로
자재운반중돌출철근에걸려추락

•PSC 거더거치작업중전도방지조치
소홀로PSC 거더도괴

•거더 하부 이동을 위한 목재 사다리
사용중사다리파단, 추락

•부재의최대중량을확인하고크레인조
견표에 따라 적정크레인 선정 및 안전
율을고려한적정중량인양

•지반평탄 작업 및 지지력 시험 실시후
작업

•거더 인양 전 와이어로프가 손상되지
않도록와이어로프보호조치실시또는
거더모서리와 와이어로프 접촉부위
패드설치

•교량점검시설을선설치하여교각위의
상부근로자추락재해예방

•거치 전 거더 상부에 안전대 걸이시설
을선설치및상부근로자걸이시설에
안전대연결고리걸고작업

•PSC거더 거치 후 나무쐐기 및 와이어
로고정철저

•거더 하부 이동을 위한 통로로 기성품
철제사다리사용및상하부고정

4) 안전시설물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크레인 탑승설비를 이용한 작업 중
근로자가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크레인 이동에 따른 무게중심
을잃고추락

•낙하물방지공·망작업시하부근로자
미통제하에작업중하부근로자낙하
물과충돌

•탑승설비 근로자는 안전대 연결고리를
탑승설비에걸고작업

•상부 작업 시 하부 근로자 출입통제
시설설치및접근금지유도자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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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설치작업은강부재를박스또는트러스구조로연결하여, 교량상부구

조를설치하는작업을말한다.

•중량부재를인양, 거치하는과정과고소작업수행에따른붕괴, 전도, 추락,

낙하위험에대한주의가요구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지조립장 지반정리 강교 자재반입

강교 인양 거치 안전시설물 설치

2. 공정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지조립장
지반정리

강교
자재반입

강교지조립 BENT 설치
강교

인양거치
안전시설물

설치
강교

수부재조립

▶ ▶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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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조립장지반정리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백호 지반 정리 작업 중 장비작업반경
내근로자가접근하여충돌.

•백호작업시후방경보음작동및유도
자를배치하여근로자접근방지.

2) 강교자재반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지반지지력을확인하지않아자재적재
시받침목지반침하로도괴

•트레일러 현장진출입시 도로이용 차량
을인지하지못하고진입중교통사고.

•부재하역작업중받침목의상태가불안
정하여인양물도괴.

•와이어로프및슬링로프를손상으로인한
인양작업중파단되어부재낙하

•강부재를크레인으로인양작업중강
풍에의한요동으로주변근로자충돌.

•지반평탄 작업 및 지지력 시험 실시후
작업.

•강부재반입시교통통제유도자배치

•강부재반입전받침목을점검하여손상
및파손이있을시교체

•와이어로프 및 슬링로프 사용 전 점검
하여규정미달시교체(여분로프준비)

•인양부재에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인양
물의요동방지(악천후시작업중지)

강교 소부재 조립

⑤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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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교지조립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미고정사다리를이용한BOX 상부로이동
중사다리가움직여승강하던근로자추락

•지 조립 BOX상부에서 근로자 보행 시
STUD BOLT 및 ANCHOR BOLT에
옷이걸려추락

•지조립시유도자와크레인운전자가신
호가 명확하지 않아 작업자 인양물에
인한충돌및협착

•와이어로프 자재 인양 중 와이어로프
파단으로인한부재낙하

•크레인후진시운전자가뒤에있는근로
자를인식하지못하고충돌

•강교볼트체결작업중바닥에전선및
호스등 선정리를 하지 않고 작업중 주
변근로자가걸려넘어지거나무게중심
을잃은체결작업자가부재에충돌

•사다리상부를STUD BOLT에고정

•작업전복장을점검하고보호구를착용

•작업전크레인운전자와유도자간신호
체계확립후작업실시및유도자는운전
석에보이는위치에배치

•인양작업전와이어로프점검

•크레인작업시후방에대한유도자배치

•전선 및 호스가 작업장 바닥에 놓이지
않도록 전선 거치대를 사용하여 전선
정리

4) 강교인양거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크레인 중량물 인양 정격하중 및 인양
하중 조견표를 사전 검토하지 않고 인
양작업중인양물의하중에의해크레
인도괴

•거치상부근로자와크레인운전원의신
호불일치로설치근로자가인양물과충
돌및협착

•크레인이 들어설 지반 평탄작업 및 지
지력미검토에의한부재인양중아웃
트리거부등침하에의한전도

•가조립박스인양작업중유도로프미
사용으로 인한 강풍에 의해 부재가 돌
면서상부유도자과충돌

•부재의최대중량을확인하고크레인조
견표에 따라 적정크레인 선정 및 안전
율을고려한적정중량인양

•크레인운전원및설치작업근로자간의
수신호및무전신호체계를확립하고운
전원 및 근로자가 보이는 곳에서 수신
호및무전신호실시

•지반평탄 작업 및 지지력 시험 실시후
작업

•인양작업시하부유도자는박스가강
풍에 의해 돌지 않도록 유도로프를 사
용(악천후시작업중지)



| 161

강교 설치작업 교량, 도로 - 006

교
량
·
도
로
분
야

교량·도로

5) 안전시설물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작업대차를 이용한 작업 중 근로자가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작업
대차 이동에 따른 무게중심을 잃고 추
락

•낙하물방지망작업시하부근로자미
통제하에 작업 중 하부 근로자 낙하물
과충돌

•STUD BOLT에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
시무게중심을잃고추락

•작업대차가임의로움직이지못하게구
름방지 쐐기 설치 및 근로자는 안전대
고리를작업대차에걸고작업

•상부 작업 시 하부에 근로자가 출입통
제시설및접근금지유도자배치

•안전난간대는추락방지시설이완료후
작업

6) 강교소부재조립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강부재를크레인으로인양작업중인
양로프의 연결고리가 풀리면서 인양물
낙하

•크레인으로인양된강부재를볼트체결
하기 위해 작업중 불안전한 행동으로
무게중심을잃고추락

•브라켓등자재운반하다STUD BOLT
에걸려거더단부로실족

•달대비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
중 비계가 파손되어 작업중인 근로자
추락

•BOX 내부 도장 작업시 환기를 시키지
않고작업중근로자질식

•BOX 내부 도장작업을 마치고 교대에
설치한 미고정 사다리로 내려 오던 중
미고정된상단이탈락하면서추락

•인양물인양작업자는자재인양전연결
고리상태를점검후인양

•소부재연결근로자는안전난간대또는
STUD BOLT에 안전대 고리시설을 걸
고작업.

•거더상단에안전난간대설치

•달대비계 사용 전 용접,상태 점검 및
근로자는달대비계작업시상부STUD
BOLT에안전대고리체결후작업

•환기설비설치,방독마스크,휴대용공기
호흡기등개인보호구지급착용.

•이동식사다리설치시상단고정및하부
미끄럼방지조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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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SLAB작업은상부구조물거치후거푸집, 철근을조립하고콘크리트를

타설하여상부도로를형성하는작업

•고소작업수행에따른거푸집붕괴, 전도, 추락, 낙하위험에대한주의가요

구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SLAB 거푸집 조립 철근조립

CONCRETE 타설 SLAB 거푸집 해체

2. 공정흐름

1단계

SLAB 거푸집조립

2단계

철근조립

3단계

CONCRETE 타설

4단계

SLAB 거푸집해체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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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LAB 거푸집조립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슬라브 단부 거푸집 작업 시 근로자가
무게중심을잃고추락

•동바리설치시근로자가작업중무게
중심을잃고추락

•단부(까치발) 부위안전안전난간대설치
작업중무게중심을잃고추락

•강풍에의한나무토막및자재들이비산
되어하부에있는근로자와충돌할위험
이있다

•거푸집 작업 중 작업공구 전선 정리를
하지않아자재운반중인근로자가바닥
전선에걸려넘어짐

•혹서기 작업 시 휴식공간이 없어 근로
자가열병,열경련등을일으킬수있다.

•SLAB 거푸집 조립 전 낙하물방지공·
망선설치후근로자투입

•SLAB 거푸집 조립 전 낙하물방지공·
망선설치후근로자투입

•SLAB 거푸집 조립 전 낙하물방지공·
망선설치후근로자투입

•안전난간대설치및안전망을설치하고
비산될수있는소규모자재정리후결속

•안전난간대에 전선 거치대를 설치하여
전선정리

•휴식공간(텐트) 설치및물통설치

2) 철근조립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철근을1줄걸이로인양작업중철근요
동에의해근로자와충돌

•유도자 미배치하에 인양 작업 중 주변
근로자와충돌

•돌출부위철근에옷이걸려넘어짐

•철근슬라브상부철근조립작업중2인
1조로철근운반하던근로자가상부철
근에걸려전도

•철근인양시 2줄걸이로결속하여수평
으로인양

•주변근로자통제및매달린물체아래
접근금지유도자배치

•작업투입전 복장 점검 및 개인보호구
착용

•철근근로자및철근운반근로자가상부
철근 위를 통행할 수 있는 작업 발판
설치.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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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CRETE 타설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타설중후방에서오는피니셔회전부에
접촉

•레미콘트럭후진시유도자를미쳐발
견하지못하고협착

•펌프카붐인장시고압선에감전

•펌프카 운전원 시야 미확보 상태에서
운전중콘크리트호스와근로자가충돌

•타설중교량단부에실족하여추락

•철근 배근 상부에 작업발판 및 통로를
미설치하여 타설중인 근로자가 철근에
걸려전도

•피니셔 회전부에 덮개 설치 및 피니셔
운전원은조작중이탈금지.

•유도자는장비운전원이보이는장소에
서후방유도

•타 설전 펌프카 설치위치 주변 고압선
상황및지반상태점검

•펌프카운전원은콘크리트호스와근로
자가잘보이는곳에서운전

•타설전단부부위안전난간대설치

•철근배근상부에통로용작업발판설치

4) SLAB 거푸집해체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크레인탑승설비를이용한거푸집해체시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붐대
가움직이면서무게중심을잃고추락

•방호벽거푸집해체작업중안전대미
착용상태에서해체작업중무게중심을
잃고추락

•카고크레인탑승설비를이용한거푸집
해체시카고크레인아웃트리거인발(펼
침) 부족및발침목미설치하에작업중
무리하게자재인양작업중전도.

•거푸집해체후자재정리정돈작업을
하지 않아 인근 근로자가 해체된 자재
위를지나던중걸려넘어짐

•탑승설비 근로자는 안전대 착용 및 고
리를 탑승설비에 걸고 작업 및 운전원
은운전석에서이탈금지

•안전대 걸이대 설치 후 근로자는 안전
대및고리사용

•카고크레인 작업시 지반 평탄작업 및
아웃트리거 인발(펼침) 최대 및 아웃트
리거받침목을설치하고운전원은인양
하중조견표를숙지

•해체된자재는즉시정리정돈을실시하
고,무너지지않도록안전하게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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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 (Movalble Scaffolding System)공법이란 교량의 상부시공이 이동식

비계보에거푸집을고정시켜여러가지유압Jack을이용하여전,후진구동이

되며비계보와내외부,상,하,좌,우로조정하여시공토록고안된기계화가설

공법이다.

•중량 부재를 인양,거치하는 과정과 폼 이동시 고소작업 수행에 따른 붕괴, 

전도, 추락, 낙하위험에대한주의가요구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Pier bracket 및 Main girder 설치 EXTERNAL FORM 설치 및 폼 이동

Bottom/web 콘크리트 타설 인장 및 그라우팅

2. 공정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지반정리및
pier bracket 및
Main Girder 설치

MSS 폼
셋팅

Bottom/web
철근조립및
콘크리트타설

상부 SLAB
철근조립및
콘크리트타설

강연선삽입
및인장

MSS폼 이동 그라우팅

▶ ▶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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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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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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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도로

1) Pier bracket 및 Main girder 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근로자의 불안전한 심리 및 행동과 신체적
결함으로인한사고발생

•작업방법 및 순서의 안전 미흡과 기계,설비
의결함으로인하여중대재해발생

•협소한작업공간및불량한작업환경으로인
하여충돌및전도사고발생

•Pier bracket 및 Main Girder에서 무리하
게인양작업중상부에서추락

•인양작업 중 인양용 부적격 와이어로프 및
슬링벨트사용과부적절한작업방법으로인
하여낙하및충돌사고발생

•근로자및관리감독자의사전안전교육과훈
련의부족으로인하여사고발생시능동적인
사고대책및수습미흡

•심리상태가불안전한근로자는사전에보고
조치하며고소작업시작전고혈압및건강상태
를체크하여적정한작업배치

•사전에 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며작업에필요한기계,설비를점검하
여사고요인를사전에제거

•작업시작전충분한작업공간을확보하며지
반 약화시 양질의 토사 및 버력으로 치환하
여지지력을확보한후작업시행

•Pier bracket 및Main Girder 상부에안전
시설을설치하고상부작업근로자는특별교
육을실시하여안전그네등고소작업에맞는
개인보호구지급

•인양작업전와이어로프및슬링벨트를 점
검하고크레인조정수와유도자,담당자에게
특별안전교육실시

•해당근로자들에게안전교육을실시하며사
고발생시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모의
시나리오를작성하여사전에훈련실시

2) EXTERNAL FORM 설치및폼이동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고소작업에부적합한근로자투입으로인하
여추락및충돌사고발생

•작업방법및순서의안전화미흡과기계, 설
비의결합으로인하여중대재해발생

•인양작업 중 인양용 부적격 와이어로프 및
슬링벨트사용과부적절한작업방법으로인
하여낙하및충돌사고발생

•부재인양시지반침하로인하여전도및도
괴사고발생

•근로자및관리감독자의사전안전교육과훈
련의부족으로인하여사고발생시능동적인
사고대책및수습미흡

•고소작업전근로자음주및혈압체크및안전
교육을실시하여심리적생리적위험요인을제거

•작업방법및순서에대하여사전에교육을실
시하며기계, 설비의사전점검을철저히실시

•인양작업전와이어로프및슬링벨트를 점
검하고크레인운전원과유도자,담당자에게
특별안전교육실시

•작업시작전충분한작업공간을확보하며지
반약화시양질의토사및버력으로치환하여
지지력을확보한후작업시행

•해당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사
고발생시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모의시
나리오를작성하여사전에훈련실시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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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ottom/web 콘크리트타설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콘크리트타설시근로자의불안전한행
동으로인하여추락및충돌사고발생

•노후화된펌프카사용으로인하여펌프
노즐탈락으로인한충돌사고발생

•타설시 거푸집 이음상태 및 연결상태
불량으로인하여붕괴사고발생

•타설시진동기의외함에누전으로인하
여감전사고발생

•작업순서 및 방법의 사전 교육 부재로
인하여 타설시 붕괴 사고 및 중대재해
발생

•콘크리트타설시사전에근로자의심리
적,생리적상태를체크하고안전교육을
실시

•장비투입전펌프카상태점검및노후
화된펌프카현장투입금지조치

•타설 전 거푸집 이음상태 및 연결상태
를 충분히 점검하고 필요시 보강 조치
한후타설실시

•타설전진동기누전여부를체크하고해
당담당자는사용방법을충분히숙지후
작업실시

•해당 담당자 및 근로자에 대한 사전에
사고사례를바탕으로한안전교육을실
시하고타설시해당담당자상주조치

4) 인장및그라우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인장 및 그라우팅 작업시 근로자의 불
안전한 행동으로 인하여 협착 및 충돌
사고발생

•인장작업시설비및기계장치의노후화
및 유압유의 누출로 인하여 강선 인장
시강선절단으로인한중대재해발생

•강연선 절단 및 그라우팅 시 근로자의
보호 장구 미착용으로 인하여 강연선
파편과재료비래로인한안구손상및
피부질환발생

•작업순서 및 방법의 사전 교육 부재로
인한작업시중대재해발생

•인장 및 그라우팅 작업시 사전에 근로
자의 심리적,생리적 상태를 체크하고
안전교유을실시

•인장작업전설비및기계장치의철저
한 점검을 실시하고 강봉 컷팅 작업전
강봉의 응력을 제거하고 담당자 확인
조치

•보안경, 분진마스크, 고무장갑등을착
용하여 그라우팅 재료 및 강선파편 비
래에대비

•해당담당자및해당근로자에대한사
전에교육을철저히실시하고사고사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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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도로

•포장작업이란도로등과같이차량의교통하중을직접받는아스팔트, 콘크

리트등으로도로표면에포설하여포장층을형성하는작업을말한다.

•포장 작업 중에는 차랑계 건설기계 이용한 포장 작업 과정에서 충돌, 협착,

전도등의재해가주로발생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아스콘 반입작업 아스콘 하역작업

아스콘 포설작업 아스콘 다짐작업

2. 공정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장비반입 유제살포 아스콘반입 아스콘하역 아스콘포설 다짐
교통안전
시설설치

▶ ▶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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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도로

1) 장비반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이동경로내과속으로운반차량전복

•롤러하역작업중경사로에서내려오던
롤러가전복하여깔림

•반입장비인양작업중슬링벨트의걸림
에의한회전으로충돌

•인양로프장비인양하역작업중로프파
단에의한낙하

•인양장비및운반차량작업반경내근로
자출입에의한충돌

•롤러가 경사면을 자주식으로 올라오다
법면단부에서도괴

•지정 구간내 제한속도 규정, 지정속도
준수

•경사로의 고정상태확인, 경사로 재질
및 결속상태 확인, 경사로 설치 지반의
지반지지력확보

•인양직후 일단정지 확인후 인양 및 인
양상태불량시내린후재인양

•인양로프는장비의중량을충분히견딜
수있고견고한로프사용

•유도자 배치 및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경사면 이동시 사면 단부에서 떨어져
이동, 장비의 무게 중심을 고려하여 주
행방향결정

2) 아스콘포설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피니셔의 아스콘 버켓로울러에 근로자
의발이들어가협착

•아스팔트포장한도로에차량과속운행
으로 포장된골재비산

•아스콘포설근로자주위소홀로작업운
반차량과충돌

•주행로로부터이격하여작업실시

•포장장소주행차량저속운행, 제한속도
지정

•작업차량의 과속방지 교육 및 유도자
배치로안전작업유도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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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도로

3) 다짐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롤러다짐작업중장비기사사후방시야
를확인못하고후진하던중작업반경내
작업중이던근로자와출동

•로울러후진시경보음미실시로근로자
와충돌, 협착

•유도자 배치 및 신호에 의해 다짐경로
유도, 후방 경보기설치, 장비운전자 후
방이동시주위확인철저

•로울러장비에는경보기을설치하여후
진시주변근로자에게경고조치

4) 안전시설물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포장완료 후 도로경계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시 통행차량과 근로자와
충돌위험

•눈에 잘 뛰는 조끼 착용 및 유도자를
배치하여지시에따라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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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도로

•포설 및 다짐작업은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도로면 하부에 자갈,토사 등

보조기층을포설하고다짐하는작업을말한다.

•포설 및 다짐 작업시에는 건설중장비를 이용하여 토사 및 골재를 하역하고

포설하는과정에서충돌및협착등의위험에대한주의가요구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골재상차 작업 골재 하차작업

골재 포설작업 골재 다짐작업

2. 공정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골재생산/
반입

장비반입 골재상차 골재하차 골재포설 골재다짐
안전시설
설치

▶ ▶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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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재상·하차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굴삭기로 토사 상차 작업중 주변 근로
자충돌

•덤프트럭적재함이들린채로이동하다
전선에걸려감전사고발생

•골재 운반차량이 현장내 과속에 의한
근로자및장비와충돌

•정차중인차량하부에서근로자가휴식
하다차량의이동으로협착

•유도자배치및굴삭기작업반경내출입
금지조치실시

•포설구간전선이설및유도자를배치
하여전선에걸릴위험시지적실시

•현장내제한속도지정및장비운전자에
게교육실시

•휴식장소및보행통로지정운영

2) 골재포설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포설작업중장비의경광등및후진경
보음미작동으로주변근로자가장비와
충돌

•포설 작업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차량
주행중충돌및추락으로재해발생

•포설장비와 골재운반 차량간의 주행중
충돌

•고성토부끝단부포설작업시장비의전복

•작업전경광등및후방경보기작동확인

•작업후음주를최대한줄이고숙소에서
숙면을취할수있도록환경조성

•유도자배치하여장비및차량유도

•안전시설 설치 및 유도자의 신호에 의
해작업실시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 173

포설및다짐작업 교량, 도로 - 010

교
량
·
도
로
분
야

교량·도로

3) 골재다짐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롤러 다짐 작업시 후방 근로자와 충돌
및도로를무단횡단하는장비와충돌

•연약지반 롤러 다짐 작업시 장비 하중
에의해지반붕괴로전복

•포설구간 끝단부 다짐 작업중 운전자
부주의로전복

•다짐 작업시 장비의 경보음 작동 확인
및유도자를배치하여근로자와장비유
도실시

•작업전연약지반확인후접근금지조치
및유도자의신호에의해작업실시

•단부 다짐은 소형 다짐 장비로 다짐,
유도자배치하여안전하게작업유도

4) 안전시설물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골재포설구간의튀어나온철근을차량
운전자가 잘 보지 못하여 차량 평크에
의한추락

•성토부 끝단부 PE드럼, 라바콘 설치시
근로자 경사법면으로추락

•철근위에라바콘을설치하여시각적인
경고조치

•끝단부에서 1m이상 안쪽에 안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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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흐름

1단계

터파기

2단계

철근운반및
조립

3단계

비계설치및
해체

4단계

거푸집동바리
설치해체

5단계

콘크리트
타설

6단계

되메우기및
뒷채움

▶ ▶ ▶ ▶ ▶

•통·수로박스설치작업은콘크리트의라멘구조로연결하여, 통로박스, 수로

박스 등의토공하부의구조물설치하는작업을말한다.

•비계 및 거푸집 설치, 해체 하는 작업시 고소작업 수행에 따른 추락, 낙하

붕괴위험에대한주의가요구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터파기 비계 설치 및 해체

거푸집 동바리 설치, 해체 콘크리트 타설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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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 파기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굴삭기 운전원의 운전미숙으로 작업중
근로자와충돌.

•법면, 토질이나 지층상태 절(切)리에
따른붕괴

•굴착법면의 굴착구배 미준수에 의해
법면붕괴

•터파기 토사를 사토 시키지 않고 상부
의적재시하부의토사법면붕괴.

•굴삭기회전중후면부에충돌.

•양수작업시불량전선사용및누전차단
기 미설치로근로자감전사고

•굴삭기운전원은자격유무를확인등의
건설기계투입신청서작성및확인검토.

•작업전, 작업중 법면상태,토질 및 지층
상태를 관리감독자가수시로확인.

•굴착구배 준수. 경사법면 보호천막
설치및하부의가배수로설치.

•반드시토사를반출하여터파기상단에
적재된토사가없도록할것.

•굴삭기 후면부에 경광등 설치 및 유도
자배치

•누전차단기설치및 3p전선사용및기
타등

2) 철근운반및조립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을 운반작
업시개인보호구미착용으로철근에찔림.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운반 작업
중로프파단으로인양중인철근낙하

•훅해지 장치 미설치로 철근운반 중에
로프가탈락하면서철근낙하

•철근을 1개걸이로 운반작업 중 무게중
심이편심에의해근로자와충돌

•철근조립 작업시 각재 등을 발판으로
사용하여 작업중 각재가 부러지면서
추락

•철근운반및배근조립작업시에는개인
보호구착용철저.

•견고한 로프사용을 위해 와이어 로프
사용(슬링벨트는사용금지)

•반드시훅에해지장치를설치하여사용

•철근운반작업시반드시2개걸이로결속
하여수평으로운반

•충분한폭강도등을갖춘비계설치및
작업발판을사용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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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계설치및해체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하고 비
계상에서작업중부딪히거나추락.

•비계기둥의하부지반침하로비계기둥
이 침하되면서붕괴.    

•비계설치및해체작업중인근고압전
선과접촉하여감전.

•비계 설치 작업시 결속부의 전용 클램
프를사용하지않아비계붕괴.

•비계의해체작업시상,하동시작업으로
인한낙하사고

•고소2M 이상의추락의위험이있는작
업발판의 단부에 추락위험방지 시설을
하지않아추락.

•근로자개인보호구착용및확인감독.

•비계기둥하부에는밑둥잡이및지반침하
방지를위해콘크리트타설, H-BEAM
사용.

•인근의 고압전선에 전선보호관을 설치
하고접촉하지않도록표지판설치.

•비계의 결속부등은 전용철물 사용하여
체결.

•동시작업금지시키고부득이동시작업
의 경우에는관리감독자가상시확인.

•추락의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는 안
전난간 설치 및 추락위험 방지시설물
설치.

4) 거푸집동바리설치해체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설치,해체작업시 개인보호구 미착용으
로충돌.낙하. 추락

•동바리미검정품사용으로붕괴사고

•동바리 조절핀을 철근도막으로 사용하
다내력감소로인해붕괴

•연약지반에서설치작업시지반침하로
동바리붕괴사고

•동바리상하부의미고정에따른붕괴

•해체된 자재는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
근로자전도또는충돌

•해체작업시동시작업으로인한하부근
로자낙하사고

•설치, 해체작업시개인보호구착용철저.

•안전인증품사용. 

•전용조절용핀을사용.

•콘크리타설및강재사용등으로 견고
한지반에서동바리설치.

•동바리중심축이정위치에오도록상하
부를견고하게고정

•해체된자재는즉시정리정돈실시.

•해체작업시상하동시작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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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콘크리트타설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레미콘 운반트럭 후진시 근로자 충돌,
협착.

•붐대상부의고압전선의접촉으로감전

•펌프카를 이용하여 타설작업시 아웃트
리거침하로펌프카전도.

•진동다짐 작업시 누전차단기 및 접지
미실시에의한감전.

•상부의 단부면 타설작업시 안전시설물
미설치로추락.

•레미콘트럭후진시유도자배치.

•상부의고압전선확인및보호관설치.

•견고하고평탄한지반위에받침목. 깔목
등을설치하여아웃트리거사용.

•진동기에접지,누전차단기설치.

•상부 단부면에 추락 위험시설물 설치
및작업발판설치.

6) 되메우기및뒷채움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덤프트럭 진동로라 후진시 유도자 미
배치로장비간의충돌.전도추락

•경사지에서의다짐작업시장비전도.

•되메우기 토사 법면 단부면에 방호 조
치미흡으로추락.

•통로미설치상태에서다른작업장소로
이동중추락

•후진작업시에는반드시유도자배치및
후진경고음사용.

•반드시 전도방지를위해스토퍼설치
및유도자배치갓길붕괴방지할것.

•단부면에 안전난간 설치 및 추락위험
시설물설치

•다짐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할 통로(사
다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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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종배구관설치작업은상수, 우수, 용수 등의목적으로관로를매설하기

위한공사이다.

•굴착에따른토사붕괴또는 , 관운반.부설야적시충돌. 협착낙하사고등이

예상된다.

3. 주요위험작업

터파기 관부설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콘크리트 타설, 되메우기

1. 작업개요

2. 공정흐름

1단계

터파기

2단계

관부설

3단계

거푸집조립및
해체

4단계

콘크리트타설

5단계

되메우기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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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 파기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굴삭기 운전원의 운전미숙으로 작업중
근로자와충돌.

•굴착법면의굴착구배미준수에의해법
면붕괴

•터파기 토사를 사토 시키지 않고 상부
의 적재시하부의토사법면붕괴.

•굴삭기회전중후면부에충돌.

•굴삭기 운전원은 자격유무를 확인 등
의 건설기계투입신청서 작성 및 확인
검토.

•굴착구배 준수. 경사법면 보호천막 설
치.

•반드시 토사를 반출하여 터파기 상단
에적재된토사가없도록할것.

•굴삭기 후면부에경광등설치및유도
자배치.

2) 관 부설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백호를 이용하여 관을 운반,부설시 인
양로프가파단이되면서관로낙하.

•관로를손으로무리하게움직이려던중
관로에손이협착.

•백호를이용하여관을운반부설시굴
삭기인양고리가탈락되면서관로낙하.

•관부설시백호의운전원의시야가확보
되지 않아 하부 관부설 근로자 버켓에
협착. 

•컷팅기를 이용하여 관을 컷팅 작업시
덮개미설치로비래, 충돌

•인양로프는 손상되지 않고 견고한 로
프사용작업전관리감독자확인.

•관로 이동,위치 변경시에는 지렛대 등
을이용하여작업실시.

•당해 관리감독자는 버켓에 용접된 인
양고리 체결.용접상태 등의 견고성 확
인후작업지시.

•터파기상단에장비운전원배치.

•컷팅 작업시에는보안경착용및덮개
설치충분한날강도갖출것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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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푸집조립및해체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거푸집조립작업시각재를이용하여발
판을사용한경우근로자추락.

•작업장의정리정돈이되지않아인력자
재운반및해체시근로자충돌전도. 

•전동구를 이용하여 거푸집 제작 및 조
립 작업시 불량전선,콘센트 등을 사용
하여감전

•충분한폭및강도를갖춘견고한작업
발판을사용.

•작업장의정리정돈및주변통로를확
보하여작업실시.

•전선은 거치대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설치 및 3p전선 사용 및 불량 콘센트
사용금지.

4) 콘크리트타설및되메우기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백호를 이용하여 타설 작업시 버켓에
의한 근로자충돌.

•작업장 통로가 확보가 되지 않아 근로
자추락또는전도.

•되메우기작업시장비간의충돌로인해
근로자충돌협착.

•유도자의 복장이 확보가 되지 않아 야
간작업시유도자협착. 

•장비유도자을배치확인.

•작업발판을이용하여통로확보.

•후진경고음및경광등설치. 장비유도
자을배치하여충돌, 협착방지.

•유도자의복장은야간식별장치를갖춘
복장을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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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굴착) 작업은 작업구획주변건축물에서인출되는기존관거정비

(우수,오수) 및신설관거와배수설비를지중에매설하기위한작업이다.

•하수관로(굴착) 작업시에는 터파기 굴착에 따른 토사 붕괴사고, 맨홀 개구

부로추락, 굴착장비에의한협착,충돌,낙하위험에대한주의가요구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터파기부 굴착장비 작업시 가시설 설치/해체

맨홀 및 관로 부설 포설 및 다짐/포장

2. 공정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시공계획서
작성/지장물

조사

터파기및
가시설설치

기초콘크리트
타설

맨홀및관로
부설

보호콘크리트
타설

가시설해체/
되메우기

포설및다짐
포장면복구

▶ ▶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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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파기부굴착장비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굴착예정부지장물상태파악미흡으로
굴착버켓과 접촉된 가스관, 상수관, 전
력구 등의 파손으로 폭발, 분출수에 토
사붕괴,감전,위험

•굴삭기운전원조작미숙으로인한전도,
접촉위험

•굴착법면및상부측부석미제거로인한
굴착저면에낙하위험

•굴착토사 및 부석 상차시 트럭 적재함
에서초과되어 토사및부석낙하위험

•굴착작업시 유도자 미배치로 작업장비
에근로자접촉, 충돌위험

•작업전관할유관기관비상연락체계수
립후담당자입회요청및상주하에상
호업무교류후굴착(지장물근접굴착
시인력굴착)

•굴삭기 운전원의 자격유무 확인(적격자
는건설기계승인검사합격증발부)

•굴착법면및상부측에돌출.이완된부석
은굴착장비버켓으로제거

•적재함 덮개 설치부 이하까지만 적재
(적재함상부50mm이만으로과적금지)

•굴착장비 조정원 시야 위치에 유도자
를 배치하여 근접 근로자 통제(보행자
이동통로확보및주변지역에접근주
의표지설치)

2) 가시설설치/해체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가설재 인양중 인양로프가 파단되면서
가설재낙하위험

•가설재판넬를유도자가미배치된상태
에서인양하여 올리거나 내리다가 가설
재에협착,충돌위험

•가설재 판넬를 시공관로에 2줄걸이 상
태로이동시켜인양하다가가설재판넬
이회전하여주변근로자와충돌위험

•가설부재인양중량초과로장비전도위험

•인양로프는 손상, 부식되지 않고 견고
한 것 사용(로프점검시 불량로프는 적
색페인팅후폐기)  

•유도자 및 근로자위치는양중조정원
시야에 위치하여 작업시행(안전모 등
개인보호구착용)

•가설재판넬4각에부재회전방지유도
로프를 1개소이상 부착하여 이동 지점
까지유도

•장비등록표상의제원에따라적정장
비사용(판넬의 경우1개이상 인양금지
→sk판넬-300형이상)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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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맨홀및관로부설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흄관 및 이중벽관 관부설 접합시 이음
관사이에손가락이협착위험

•사용 하수관 비탈면 적재시 구름방지
고임목 미설치로 하수관이 굴러 주변
근로자와충돌위험

•협소공간에 관부설 후 보호 콘크리트
인력타설시작업발판미비로인한추락
위험

•관로 이동.위치 변경시 지렛대를 사용
(작업지휘자를배치하여이음강도조절)

•사용 하수관은 경사가 없거나 완만한
곳에구름방지고임목을설치(하수관2
단이상적치금지)

•굴착 상부면 작업발판 관로경 간에 이
탈없이 설치, 작업 수래 적재함에 작업
발판의 작업 과하중이 없도록 조치(과
적금지, 2인 1조로작업)

4) 안전시설물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작업장비운영구간및굴착구간주변에
보행자 이동 통로 미확보로 충돌,협착,
추락위험

•굴착부 개방으로 공사 휴지기간(야간)
등에보행자등굴착지면에추락위험

•시공구간에 PE휀스 또는 라바콘 설치
로보행자이동통로유도및확보

•12T이상의 안전발판을 굴착 개구 전면
부에 설치 또는 상부면에 H빔의 수평
자립기초구조에안전난간및수직방망
을 설치(상부난간에 윙카 점멸등 및 경
광등설치)

5) 포설및다짐 / 포장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포설 및 다짐(포장포함)작업시 근로자
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중장비와 충
돌위험

•덤프트럭 적재함 들린 채로 이동하다
전선에감전위험

•아스팔트포장작업중고열의아스팔트
와신체접촉에의한화상위험

•작업구간에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
와 장비 유도 실시(작업전 장비 후사경
부착, 경보기 작동상태, 주변 접근위험
표지설치확인)

•작업구간내 작업지휘.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적재함 상승작동 실시(들린채로
이동금지)

•가죽장갑, 안전장화등개인보호구지급
착용



184 |

하수관로(비굴착) 작업 교량, 도로 - 014

교
량
·
도
로
분
야

교량·도로

•본공종은지중에매설되어있는노후하수관을보강하거나또는균열및파손

등으로 지하수 및 하수의 유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보수 공법으로 지면을

굴착하지않고여러장비와재료를사용하여단기간에공사를시행하는선진

국형공사이다. 

•하수관로(비굴착) 작업시에는맨홀및하수관등밀폐공간작업에따른산소

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재해와 아울러 다종의 감전, 추락, 낙하,

접촉.충돌위험에대한주의가요구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관거 내부 지장물 제거

2. 공정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하수관내부조사
(CCTV, 육안)

하수관준설및
세정

지장물제거
수압및공기
압반전

튜브경화및
양생

관입출구절단
및마무리

연결관천공/관
CCTV검사

▶ ▶ ▶ ▶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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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 경화 및 양생

관 입출구 절단 및 마무리

연결관 천공 및 마무리

수압 및 공기압 반전(반전삽입공법)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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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거내부지장물제거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관거내 절삭 로봇을 삽입하여 지장물
제거시등 지상 맨홀 뚜껑 개방에 의한
근접근로자및보행자추락위험

•인력작업을 통해 관거 내부로 돌출된
지장물을제거시밀폐공간산소결핍질
식위험

•작업전교통흐름에적절한교통안내표
지판 및 안전휀스 또는 라바콘을 지상
맨홀주변에설치(유도자배치)

•작업시작전반장은작업구역내산소농
도 (18~23.5%)확인 및 작업 근로자 산
소농도 측정기 착용 후 작업실시(감시
인배치, 2인1조작업)

2) 수압및공기압반전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반전장치가맨홀측방향으로선회고정
중근접근로자와충돌할위험

•반전드럼에서튜브를수작업으로견인
시 취급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수지 첨
가제(물질)에 손바닥 등의 피부접촉으
로피부자극을야기할위험

•작업 지휘자 배치 및 접근금지 표지,
라바콘설치

•작업전 첨가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비치 및 취급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실시(코팅장갑, 방수우의등을착용)

3) 튜브경화및양생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반전튜브 종점 수증기 배출 배관부에
고온의 수증기 배출로 근접 근로자 신
체접촉되어화상을야기할위험

•배출지역에 접근통제 감시원 배치 및
배출부와 이격 거리(2m)에 접근금지표
지, 라바콘설치/ 보일러및공기압축기
조작 안전수칙 제정 및 준수(압력유지
☞0.3~0.4Kgf/cm2, 공기와스팀비율
☞7 : 3)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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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 입축구절단및마무리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맨홀내튜브경화로인한잔류가스환기
불충분으로질식위험

•이동식배풍기의잦은이동환기로전선
이훼손되어감전될위험

•맨홀내 튜브 절단전 이동식 배풍기(풍
량 61 m3/min 이상)를 작업 입출구측
에설치환기실시하여산소농도18%이
상시작업시행(내연기관의절단기사용
시2인1조로수시환기실시, 작업자방
독마스크착용)

•작업전전선피복훼손/벗겨짐등이상
유무확인(절연켑타이어케이블사용)

5) 연결관천공및마무리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관거내 절삭 로봇을 삽입하여 연결관
천공시등 지상 맨홀 뚜껑 개방에 의한
근접근로자및보행자추락위험

•인력작업을 통해 관거 내부의 연결관
부위를천공시밀폐공간산소결핍질식
위험

•작업전교통흐름에적절한교통안내표
지판 및 안전휀스 또는 라바콘을 지상
맨홀주변에설치(유도자배치)

•작업시작전 반장은 작업구역내 산소농
도 (18~23.5%)확인 및 작업 근로자 산
소농도측정기착용후작업실시(감시인
배치, 2인1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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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추진작업은도로, 지장물등에의하여개착이곤란한장소의관부설을

위해지장물하부로관을압입관통하여설치하는작업을말한다.

•압입관의인양, 적재하는과정과굴착작업에따른붕괴, 낙하, 추락위험및

추진관용접에따른감전사고의위험에대한주의및관리가필요하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Sheet Pile 항타작업 추진기지 기사설 설치작업

관로추진 및 용접작업 관로추진 및 용접작업

2. 공정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자재반입및
인양

파일항타 가기설설치 반력벽설치 추진관인양 관로추진
해체및되메

우기

▶ ▶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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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재반입운반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도로에서 하역작업을 실시중 전방시야
차단으로인한교통사고발생위험

•인양물을 운반중 지반 침하로 인한 크
레인전도발생위험

•인양용와이어로프를 1개걸이또는한
방향으로2개사용하다낙하

•관 적재시 관의 유동으로 인하여 굴러
근로자를협착

•크레인 인양 작업중 강부재의 하중에
의한도괴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상에서 하역작
업을할경우전, 후방에유도자를배치
하여차량이원활하게소통되도록함

•양중장비의 아웃트리거에는 폭목을 설
치하며견고하고평평한곳에아웃트리
거를설치

•인양용 와이어로프를 2줄 걸이로 결속
하고지그의이물질을제거하여부착력
유지관리

•관적재시평평한곳에야적을하며하
부에는 모래 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고
정을시킴

•크레인인양하중조견표에따라적정중
량인양작업

2) 파일항타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Sheet Pile 인양시장비의선회반경내
타근로자가이동하다충돌사고발생

•Sheet Pile 연결부위 작업중 근로자의
신체가틈새에협착되는사고

•Sheet Pile 인양중와이어로프결속불
량으로 인하여 Sheet Pile이 탈락되며
전도된Sheet Pile에근로자가협착

•Sheet Pile 요철부에부착된토사및모
래 등이 비산되어 근로자의 눈에 들어
가는사고

•작업반경내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안
전표지를 설치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실시

•작업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근로
자와장비운전원간신호체계를확립

•훅에는반드시해치장치를장착하여완
전히결속하여인양한다.

•근로자는안전모와보안경등개인보호
구를 철저히 착용하며 모든 자재는 관
리를철저히하여청결상태를유지한다.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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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시설설치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산소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중 비산된
불꽃이근로자의눈에들어가는재해

•높이 2M 이상의장소에서가시설설치
및 조립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이동
중실족하여추락

•띠장 및 버팀의 결속 불량으로 인하여
하중을견디지못하고가시설이붕괴되
어근로자매몰

•상하 이동시 근로자의 전도로 인한 추
락사고

•가시설 상부에서 흙, 자재 등의 낙하에
의한하부근로자의사고위험

•모든 근로자는 보안경과 안전모, 안전
대등개인보호구를철저히착용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는 표준안전난
간을 설치하고 이동이 필요한 곳엔 생
명줄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미연에방지

•띠장및버팀의볼트조립시4개소이상
의 볼트를 체결하며 우각부 사보강재
후면엔Stiffener를설치보강을실시

•승강설비 및 통로는 견고한 구조로 설
치하며안전난간을반드시설치한다

•가시설 상부 및 지면의 정리정돈을 철
저히하며단부엔낙하물을막을수있
도록나무등을이용하여턱을설치한다

4) 반력벽설치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근로자가 이동 중 철근의 돌출부에 찔
림을당하는사고발생위험

•콘크리트 타설 중 콘크리트 비산물이
근로자의눈에들어가는사고

•펌프카를이용하여콘크리트타설중지
반의침하로인한콘크리트펌프카전도

•펌프카에 콘크리트를 공급하기 위하여
레미콘믹서트럭이후진중펌프카와레
미콘차량의사이에서근로자협착

•콘크리트타설중다짐을위하여바이브
레터를운전중인근로자가감전사망

•철근 등의 돌출부위에는 찔림 방지 시
설을설치한다

•모든근로자는보안경및안전모등개
인보호구를철저히착용한다

•펌프카 세팅전 지반의 상태를 점검하
고, 아웃트리거 설치시 반드시 지압판
을설치하여보강한다.

•후진시엔장비유도자을배치하여후방
시야를확보한다

•전기식 바이브레터보단 엔진식 바이브
레터를 사용하고 가설 전선의 접지 및
피복상태점검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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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관인양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크레인 운전원과 근로자간 의사소통이
되지않아인양물에작업자협착

•인양용와이어로프를 1개걸이또는한
방향으로2개사용하다낙하

•크레인와이어로프의불량으로인한파
단으로인양물이낙하하여하부근로자
사고

•작업반경내 이동하던 근로자가 인양물
과충돌하는재해

•작업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작업
장내표준신호체계를설정

•인양용 와이어로프를 2줄 걸이로 결속
하고지그의이물질을제거하여부착력
유지관리

•작업전와이어로프의상태점검철저

※와이어로프의교체기준

1. 이음매가있는것

2. 소선의절단이10% 이상인것

3. 공칭지름의감소가7% 이상인것

4. 꼬인것

5. 심한변형이나부식이있는것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하고 인양작업시
상하동시작업을금지한다

6) 관로추진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유압장치내배관호스가터지면서자유
운동하는호스에작업자가맞아부상을
당함

•관로내부의 토사가 세굴되면서 상부지
반의침하또는붕괴가발생

•관로내부토사제거작업중흘러내린토
사에근로자가매몰되는사고

•관로내부에공기의유동이부족하여산
소농도 희박으로 인한 작업자 질식(중
독)사고위험

•추진관 연결을 위한 용접 작업중 근로
가가감전되어사망하는사고발생위험

•유압호스및압송관은일정거리마다고정
된부위에결속을하며연결부위는색을
칠하는등의방법으로관리하며주의를요함

•추진기지주변의지반은주기적으로침
하, 변형 등의 이상발생 여부를 측정하
여관리함

•작업전 토사면의 상태 및 토질을 확인
하고일정량이상의절토작업은금한다

•작업전산소농도측정을실시하며산소
결핍의 우려가 발생할 경우 환풍기를
이용하여송풍을실시함

•발전기를비롯한모든전기기기는접지를
실시하며 용접기는 ELB(자동 전격 방
지기)를설치하여정상작동여부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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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체및되메우기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해체된 추진장비 인양 작업중 인양용
와이어로프를 1개걸이또는한방향으
로2개사용하다낙하

•크레인와이어로프의불량으로인한파
단으로인양물이낙하하여유도자사망
위험

•작업공정을무시한채해체작업을실시
하여가시설붕괴로인한근로자매몰

•인양용 와이어로프를 2줄 걸이로 결속
하고지그의이물질을제거하여부착력
유지관리

•작업전와이어로프의상태점검철저

•되메우기를먼저실시후안전성이확보
된상태에서가시설의해체를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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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설치되어있는고압선로하부에서의주요작업공종은하부구조물철거, 측량

작업, 장비작업, 구조물설치및해체등을하는작업을말한다

•고압선로라함은 22.9Kv 이상으로써근접작업시접촉,접근만으로감전및

화재등대형사고가발생하므로특별관리대책이필요하다.

3. 주요위험작업

운행중인 지하철내 현황 측량 고압선하부 구조물 철거

고압선 인접 가설구조물 작업

1. 작업개요

2. 공정흐름

1단계

관계기관신고이설,
단선조치협의

2단계

고압선로및
이격거리확인

3단계

작업방법확정

4단계

보호구착용및
사용자재확인

5단계

교육실시후
작업시행

▶ ▶ ▶ ▶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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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 물적요인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고압선로 하부 인접 작업시 졀연장갑,
절연모등보호구미착용

•“괜찮을꺼야”라고 생각하는 안전의식
부재

•고압선로 하부 인접 작업시 절연용 기
계, 기구, 자재미사용으로접촉감전

•고압선로 인접 작업중 접근한계유지거
리 미확보 및 전로에 대한 절연방호조
치(절연덮개) 미설치

•고압선로하부작업시절연장갑,절연모
등 개인보호구착용

•사고사례전파및TBM 교육실시

•측량작업용 스타프는 재질이 플라스틱
등절연용재료로사용

•고압선로별 접근한계유지거리 확보,접
촉 의 위험시 절연방호조치(절연덮개
설치)
- 접근한계거리 : 22.9Kv(50cm),
154KV(3.0M), 354Kv(5m)

2)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고압선로하부측량작업시(인력)

- 사전유관기관과의단선요청및방호
장치설치 미협의상태에서작업시행
중감전

- 상단부고압선로미확인상태에서스
타프거치등불안전한행동으로선로
와접촉, 감전

- 절연보호구미착용및관리감독자미
배치

•고압선로하부측량작업시(인력)

- 사전유관기관과의단선요청및담당
자 배치, 방호장치설치가 완료 상태
에서작업시행

- 사전에 재해사례를 교육하여 위험성
인지및안전한작업방법교육

- 절연보호구 착용확인 및 관리감독자
배치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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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고압선하부구조물철거작업시(크레인)

- 사전 유관기관과 지장물 사전 이설
미실시

- 이설불가시선로절연방호장치미설
치후작업시행

- 절연보호구미착용및작업방법교육
미실시

•고압선인접구조물설치시(크레인접근
불가)

- 사전유관기관과의단선요청및방호
장치설치 미협의상태에서작업시행

- 접근한계 유지거리 미확보된 상태에
서작업시행중감전및화재

- 절연보호구미착용및관리감독자미
배치

•고압선하부구조물철거작업시(크레인)

- 작업전유관기관과이설요청후담당
자현장입회

- 작업전 절연방호장치 사전 설치(안전
관리비집행)

- 절연보호구(절연장갑,절연모 등)지급
및착용작업방법교육(위험요인인지)

•고압선인접 구조물 설치시(크레인 접근
불가)

- 사전유관기관과김밀한관계유지하
여협조체계구축

- 협조불가시작업방법강구, 접근한계
유지 거리 확보후(인력 및 기계 기구
사용작업)   

- 절연보호구착용및관리감독자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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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갱구부사면을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한작업으로편압및사면활동의

영향이없는안정된지반의자연사면에직교하도록설치

•초기 갱구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면붕괴 및 고소 급경사 면에서 작업시

추락등의위험에대한주의가요구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깍기 천공

강관다단 그라우팅

2. 공정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측량
가배수로
설치

깍기
강관다단
그라우팅

FRP
그라우팅

깍기
갱구
가시설

▶ ▶ ▶ ▶ ▶ ▶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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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관다단그라우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천공장비는 고압전류에 의해 작동되고
흐름으로인한누전사고

•운행 차량에 의한 점보드릴 고압전선
누전

•보행 및 작업지시를 위해 점보드릴 근
접시 뜬돌에의한낙하위험

•운전미숙, 불안전한 자세로 승차 무자
격자운전등으로전도, 협착

•기타등

•누전차단기및접지시설을설치함

•고압전선의 피복손상 유무를 확인하고
손상발견시즉시보수함.

•관리 감독자 등 점보드릴 운전원에게
작업지시를위해근접시운전원이인지
할수있도록한후접근(교육실시)

•점보드릴 등 현장에서 운용하는 모든
장비는자격유무를확인후채용

2) FRP그라우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크로라 드릴 천공 작업시 근로자가 방
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호흡기및눈등에분진이들어감

•ROD를 회전시켜 돌릴 때 또는 이탈시
킬때장갑이말려들어감

•많은 양의 분진이 발생하므로 주변 민
원발생이많으므로분진발생억제대책
을세우고투입되는근로자는방진마스
크등보호구를착용하고작업에투입.

•로드작업에투입되는근로자는면장갑
을착용하지않도록함.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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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발파는특정한사용목적을위해지하암반내에공동을생성시키기위한

방법.

•폭발성이강한폭약뇌관등의취급과발파진동에의한지반의이완등에따른

철저한주의가요구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천공작업 장약작업

발파작업 암버럭처리

2. 공정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조사측량
천공패턴
마킹

천공 장약및결선 발파 환기 암버럭처리

▶ ▶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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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공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천공장비는 고압전류에 의해 작동되므
로감전사고

•운행 차량에 의한 점보드릴 고압전선
누전

•보행 및 작업지시를 위해 점보드릴 근
접시 뜬돌에의한낙하위험

•운전미숙, 불안전한 자세로 승차 무자
격자운전등으로전도, 협착

•누전차단기및접지시설을설치함

•고압전선의 피복손상 유무를 확인하고
손상발견시즉시보수함.

•관리감독자등점보드릴운전원에게작
업지시를위해근접시운전원이인지할
수있도록한후접근(교육실시)

•점보드릴 등 현장내 사용되는 모든 장
비는 허가증, 보험관련 사항 건설기계
에 적법한 증명서류와 운전원에 대한
자격유무를확인한다

2) 장약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화약 운반시 뇌관과 폭약의 동시 이동
으로인한폭발위험

•장약 작업전 확실한 부석제거를 하지
않음으로인한낙반위험

•조명등에 보호망을 미설치하여 근로자
감전위험

•고소작업시차징카출입문미고정으로
인한작업중근로자추락위험

•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작
업중 근로자의 눈에 분진이 들어가 실
명위험

•ROD를회전시켜돌릴때또는이탈시
킬때장갑이말려들어감

•화약 및 뇌관은 반드시 분리하여 보관,
운반을 하고 별도의 뇌관 보관함을 제
작하여관리함

•작업투입전경험이풍부한작업반장에
의한뜬돌유무를확인후근로자투입

•조명등보호망은보호캡을설치하여관
리함.

•작업용 대차(차징카)는 출입문에 자석
을설치하여고정하도록하고근로자의
교육을하여출입문을고정하도록함.

•로드작업에투입되는근로자는면장갑
을착용하지않도록함.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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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파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발파후가스에의한질식및중독위험

•터널막장에서발파를위한화약장약및
전기뇌관연결작업을마치고발파준비
중돌발적인낙뢰에의해화약폭발

•발파시갱문틈새로발파석이튕겨나가
작업대기중인근로자타격

•발파후충분한환기가된후터널안으
로 들어가며 환기시설은 30분 이내에
환기가될수있는시설을설치함.

•터널발파작업에서사용하는뇌관은비
전기식뇌관을사용함. 

•근로자를 발파전 터널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대피

4) 버럭처리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터널 내에서 상차작업 중 운전 부주의
로덤프와페이로우더가접촉사고

•뜬돌 제거 불량으로 버럭 낙하에 의한
근로자머리타격

•덤프트럭,페이로우더등동원되는장비
의후진및운행중작업자협착위험

•덤프운행시과적및덮개미설치로인
한 적재물 낙하로 인한 보행중인 근로
자타격

•부석정리작업중백호가미발파된화약
을충격하여폭발

•터널 내부에서 작업하는 모든 장비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경광등, 후진 경보
음, 야광 테이프등을 설치하여 시인성
확보함.

•부석낙하를미연에방지하기위한방안
으로경험이많은백호운전원을별도로
운용하며작업전관리감독자가순시함.

•덤프운행시적재물의낙하를방지하기
위해적재함의상단10cm이하로적재하
며덮개를설치하고운행함.

•부석정리 작업 전에 화약 불발공 유무
확인및불발화약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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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굴진 과정에서 라이닝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Wish Mesh, Steel Rib, Shotcrete, Rock Bolt 등으로 보강하는

작업을말한다.

•터널보강과정에서중량물의운반, 지반붕락등의위험에대한관리가요구

된다.

3. 주요위험작업

1차 숏크리트 강지보 설치

2차 숏크리트 락볼트설치

2. 공정흐름

1단계

1차 숏크리트

2단계

강지보설치

3단계

2차 숏크리트

4단계

락볼트설치

▶ ▶ ▶

1. 작업개요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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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지보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강지보 자재 하역 또는 상차시 결속로
프해체, 자재유동에의한손가락협착

•강지보설치중부석낙하

•지보공 배치 작업중 대차의 유동에 의
한지보공,대차사이에협착

•지보공조립과정에서작업방법불량에
의한지보공에협착

•착암기를강지보작업대로사용중과하
중에의한유동으로추락

•작업전 결속 로프 상태를 확인하고
근로자간신호일치및작업순서확인

•강지보 운반전 통행로 평탄성 확보, 차
량운행속도제한

•조립위치작업전부석가능여부를확인
하고 안전모 및 안전조끼(엔보싱) 착용
확인

•작업대차아웃트리거설치등고정조치

•지보공을 세울때 홀더 등으로 고정점
형성, 상단볼트체결철저, 조립작업시
작업지휘자배치

•장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강지보 전용
작업대차사용

2) 숏크리트타설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개인보호구지급및착용불량으로분진
흡입및안구손상

•분사기호스청소도중경화된잔류콘크
리트비래

•분사기분사중호스분리로압송력에의
한호스비래로인한전도, 추락

•숏크리트분사작업중숏크리트낙하

•후진하는레미콘차량과분사기사이에
근로자협착

•굴착 장비로 분사기 견인중 전도로 에
어호스들고가던근로자협착

•방진마스크, 보안경지급, 착용확인

•호스 청소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작
업하도록호스위치확인

•호스접속부결속상태확인및압력에맞는
규격호스사용, 호스이탈방지고리체결

•분사작업순서준수 (측벽→상부), 분
사작업시하부출입금지

•장비유도자배치

•적정장비사용, 통행로평탄성확보,근
로자와 장비는 일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동

터널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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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록볼트타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작업대차(차징카)에서 록볼트 그라으팅
작업중몰탈흘러내림방지용캡부분의
공기배출구가 막혀 순간적으로 몰탈액
이공기압력으로천공구멍과갭틈사이
로 새어나와 근로자의 안구에 들어가
실명.

•에어 콤푸레샤에서 온 연결 호스가 이
탈되면서요동치자근로자가이를붙잡
으려고하다호스에안면을가격

•레진 삽입후 록볼트 삽입중 하부에서
작업하던근로자가레진파편에맞음.

•차징카의 운전원이 운전미숙으로 인해
사고발생

•터널내부근로자는전원보호구를착용
후작업실시하도록교육실시및상하
동시작업이되지않도록함.

•고압 공기 호스의 접속부 결속상태 확
인. 압력에맞는규격호스사용

•호스접속부이탈방지고리체결

•차징카는자격자가운전토록하고안전
교육실시. 작업및이동시유도자배치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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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굴착전에고강도FRP관(강관)을Umbrella 형태로적절히배열, 설치하고

주입재에의한지반고결로보강재와주변지반을일체화시켜 Beam Arch를

형성하는공법으로차수및보강효과를동시에얻을수있는공법이다.

•터널특수보강( 강관다단그라우팅) 작업하는과정에서발생되는낙석, 낙반,

충돌, 협착, 추락등의위험에대한주의가요구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천공 작업 강관 근입 및 연결

주입 그라우팅

2. 공정흐름

1단계

주량및위치선
정확인

2단계

천공작업

3단계

강관근입

4단계

주입구코킹

5단계

주입

6단계

그라우팅완료
후주입상태확인

▶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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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공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작업방법및순서의안전화미흡과기계,
설비의결함으로인하여 중대재해발생

•협소한작업공간및불량한작업환경으
로인하여충돌및전도사고발생

•보안경 미착용 상태에서 천공 중 분진
에의한각막손상

•막장관찰, 천공작업중부석낙하

•점보드릴 작업 중 전선 거치대 미설치
및충전부노출로인한누설전류에의한
감전

•천공장비의천공위치조정및천공
작업중주변근로자와충돌

•천공기작업중 회전부에 손등신체
접촉에의한충돌

•사전에 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충
분히 실시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설
비를점검하여사고요인을사전에제거

•작업시작전충분한환기조치및작업
반경내자재정리정돈조치

•천공작업시보안경, 분진마스크등개
인보호구지급및착용철저

•천공작업전막장점검및부석제거후
충분한실링조치후작업실시

•점보드릴 케이블을 전선거치대에 거치
하며 주기적인 누설 전류 발생여부 점
검, 충전부방호조치, 가설전설가공처
리, 누전차단기로부터전원인출사용

•유도자배치및신호체계수립, 장비이
동작업반경내출입금지조치실시

•작업중 회전부에 신체 접촉 금지를 위
한사전에안전교육을통한안전작업수
칙준수철저, 면장갑착용금지

2) 강관근입및연결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고소작업에 부적합한 근로자 투입으로
인하여추락및충돌사고발생

•기계,설비의결합으로인하여위험

•강관근입작업시강관무게에의한협착
및전도

•천공내주입관삽입도중놓쳐낙하

•근입 작업중 무리하게 힘을 주자 작업
대가기울면서탑승자가추락

•고소작업전 사전에 근로자 음주 및 혈
압 체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심리
적생리적위험요인을제거

•작업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사전에 교
육을 실시하며 차징카 및 작업대의 사
전점검을철저히실시

•강관 근입 작업시 무리한 작업을 지양
하며 2인1조가되어작업실시하며안전
담당자상주조치

•주입관길이에따른작업조편성및작
업대에주입관과적재금지

•작업대상에서작업시무리한힘을주지
말고안전대착용철저

터널

터
널
분
야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터널

206 |

그라우팅작업 터널 - 004

3) 주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재료배합시근로자의불안전한행동으
로인하여협착및추락사고발생

•기계,설비의결함으로인하여위험

•혼합기 사용시 분진 및 그라우팅 재료
비산에의한각막손상및피부질환발생

•혼합기에그라우팅재료를투입하다실족

•그라우팅혼합기혼합도중혼합기날에
신체접촉으로베임

•혼합기 전원공급, 분전반의 분진 누적
에의한기능상실에의한감전

•재료 배합 작업전 사전에 근로자의 심
리적,생리적상태를체크하고안전교육
을실시

•작업시작전 안전교육 및 기계,설비를
점검하여사고요인를사전에제거

•근로자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
호구착용철저

•혼합기 투입구 부위에 작업발판 및 경
고표지판설치

•혼합기에덮개등신체접촉방지조치
및혼합기점검및수리시정지후작업

•누전차단기로부터전원인출및분전함
외함접지, 주기적으로청소실시

4) 그라우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그라우팅 작업시 그라우팅 약액 신체
접촉에의한피부질병발생

•그라우팅 작업시 주입재, 침투재 주입
중 시멘트 밀크, 모르타르 등이 주입구
로터역류하여비산

•그라우팅 주입관 압송 파이프가 막혀
요동에의한충돌

•작업대 하부 근로자 출입 및 작업으로
인하여 작업대 자재 및 작업도구 낙하
로인한충돌

•작업순서 및 방법의 사전 교육 부재로
인한작업시위험

•근로자는 보안경, 방진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착용철저

•주입시 그라우팅 유압 및 유량관리, 보
안경,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착용

•주입압력및주입량측정및압송파이
프로부터근로자일정거리유지후통
행및작업

•그라우팅 작업시 상,하부 동시 작업 금
지및작업대상부자재및작업도구정
리정돈조치

•담당자 및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작업순
서및방법의사전에교육을철저히실
시하고사고사례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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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작업은 터널 공사로 발생되는 용수 및 유출수를 자연유수 또는 강제

배수장치에의해터널밖의침사조로처리하며, 침사지에서침전된용수는

폐수처리장에서희석후공사용수로재활용또는방출처리하는공종이다.

•터널내용수및유출수처리과정에서충돌, 감전, 전도 사고위험에대한

주의가요구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배수구간 터파기 침사지 설치

집수정 설치 폐수처리장 분전반 설치

2. 공정흐름

1단계

배수구간터파기

2단계

침사지설치

3단계

폐수처리장설치

4단계

배수파이프및
양수기설치

5단계

안전시설물설치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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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수구간터파기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협소한작업공간및불량한작업환경으
로인하여충돌및전도사고발생

•터파기 작업시 유도자 부재로 인한 백
호(B/H) 및 덤프트럭 (D/T) 등 중장비
차량충돌 및근로자협착

•근로자및관리감독자의사전안전교육
과 훈련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능동적인사고대책및수습미흡

•터파기 작업 시작전 자재 정리 정돈을
통하여충분한작업공간을확보하고배
수로의적정한구배및단면유지

•터파기작업시관련근로자는반사조끼
를착용시키며유도자는빨간색안전모
를착용시켜유도업무만전담시킴

•해당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
며 사고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모의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사전
에훈련실시

2) 침사지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침사지설치시담당근로자아닌사전지
식이없는외부근로자가작업하다감전
및익사사고발생위험

•양수기 용량 부족에 의한 유출수 월류
로미끄러운토사에전도

•미고정전선소켓으로양수기를연결하
다 놓쳐 고인물에 떨어진 소켓의 누전
에의한감전

•양수기인출전선이노후화되어충전부
노출에의한감전

•전기 담당자의 전기시설 관리 능력 부
족으로인한감전사고발생

•침사지설치작업시안전담당자를배치
하며경험이풍부한근로자를배치

•양수기설치전용량조사및여분의양
수기확보, 돌발용수에대비한예비양
수기비치

•전기 배선을 측벽에 고정하여 가공 설
치,인출전원은 누전 차단기가 연결된
분전함에서인출

•노후화된양수기는사용금지시키며전
선 피복상태 및 충전부 방호시설을 설
치하여감전사고를예방

•전기담당자는전기관련유자격자를선
임하여 관리조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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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수정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집수정주변인접하여이동하다집수정
단부개구부에서실족

•배수로설치불량으로바닥토사에미끄
러짐

•집수정 침전 시설 미설치에 의한 유수
방출

•양수기로배수작업중전원을연결하다
전선을놓쳐물웅덩이에떨어진전선에
감전

•집수정주변안전난간미설치로이동중
추락

•파손된 콘센트 및 노호화된 양수기 누
전으로인한감전사고

•전기 담당자의 전기시설 관리 능력 부
족으로인한감전사고발생

•집수정주변안전난간등방호시설설치
및점검통로및발판설치

•배수로의적정구배및단면유지, 배수
로수시정비실시

•용량이 충분한 침전시설 설치 및 침전
구간슬러지수시로청소및반출

•전기배선을측벽에고정하여가공설치
하며 인출 전원은 누전 차단기가 연결
된분전함에서인출

•집수정주변안전난간설치및주의경
고판설치

•노호화된양수기사용금지및전기시설
피복상태및접지상태수시로확인

•전기담당자는전기관련유자격자를선
임하여 관리조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실시

4) 폐수처리장분전반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분전반 설치시 무자격근로자의 설치로
인하여감전사고발생

•부적격 분전반 설치로 인한 감전사고
및화재발생

•담당 근로자의 전기시설 관리 능력 부
족으로인한감전사고발생

•분전반설치시유자격자를선임하여설
치조치하고정기적으로전기시설관리

•분전반 설치 전 분전반 검정제품 여부
확인및누전차단기,접지시설작동상태
확인후설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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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방수작업은방수쉬트를터널면에설치하여터널면에방수층을형성

시켜침투수를배수구로유도시키는작업을말한다.

•고소 작업대에서 방수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추락,감전 등의 위험에

대한주의가요구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방수작업대 설치 및 해체 부직포 설치

방수 쉬트 설치 방수 작업대 이동

2. 공정흐름

1단계

자재반입

2단계

방수작업대설치

3단계

부직포설치

4단계

방수쉬트설치

5단계

품질시험
(봉합시험)

6단계

방수작업대
해체

▶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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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수작업대설치및해체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근로자의불안전한심리및행동과
신체적결함으로인한사고발생

•방수작업대부적격자재사용으로
인하여전도및붕괴

•방수작업대설치및해체시사전에
작업순서미숙지로인하여전도및붕괴

•노후화된용접기및전격방지기미설치
로인하여감전사고발생

•근로자안전대미착용으로인하여
작업대설치중추락

•심리상태가 불안전한 근로자는 사전에
보고조치하며고소작업시작전고혈압
및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적정한 작업
배치

•방수작업시작전자재상태및연결부
속철물의검정필여부확인조치

•방수 작업대 설치 및 해체시 시공상세
도에 맞게 시공 및 작업순서를 충분히
교육조치

•전격방지기미설치및노후화된용접기
는현장반입금지조치하며사전에점
검실시후합격필증부착후작업실시

•모든근로자는안전대를지급하고사전
에특별안전교육실시조치

2) 부직포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근로자의 불안전한 심리 및 행동과 신
체적결함으로인한사고발생

•작업대끝단부에서무리하게작업도중
실족하여추락

•천정을 향하여 작업함에 따른 목,허리
에통증발생

•부직포 융착 작업시 안전수칙 무시로
인한화재발생

•작업대차에설치된조명등의전선피복
손상에의한누전으로감전

•심리상태가 불안전한 근로자는 사전에
보고조치하며고소작업시작전고혈압
및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적정한 작업
배치

•작업대단부안전난간및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근로자는안전대착용후작업
실시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근로자 교대를
실시하며주기적인스트레칭및휴식

•융착작업시작업반경내근로자출입금
지조치및소화기상시비치조치

•주기적으로 전기사용 점검 실시 및 누
전차단기연결및접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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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수쉬트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근로자의불안전한심리및행동과
신체적결함으로인한사고발생

•작업대끝단부에서무리하게작업도중
실족하여추락

•천정을 향하여 작업함에 따른 목,허리
에통증발생

•방수 쉬트 겹이음부 융착 작업시 융착
부열선신체접촉에의한화상

•작업대차에설치된조명등의전선피복
손상에의한누전으로감전

•심리상태가 불안전한 근로자는 사전에
보고조치하며고소작업시작전고혈압
및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적정한 작업
배치

•작업대단부안전난간및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근로자는안전대착용후작업
실시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근로자 교대를
실시하며주기적인스트레칭및휴식

•융착기속도를적정범위내로조정운
영및사용방법, 안전수칙에대한교육
실시

•주기적으로전기사용점검실시및누전
차단기연결및접지실시

4) 방수작업대이동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작업대이동전이동구간노면상태불량
과무리한작업으로인한전도및도괴

•작업대이동시상부에근로자탑승상태
에서이동중유동에의한근로자추락

•작업대이동시상부에자재적치로인하
여하부근로자자재낙하로인한충돌

•이동구간은 사전에 노면 정리 조치 및
시공순서에맞게작업실시

•작업대 이동시 근로자 탑승금지 및 이
동전레일및바퀴상태점검및조정

•작업대이동전상부자재하역조치및
이동구간내근로자접근금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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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닝거푸집은터널굴착완료후터널내부에라이닝콘크리트를타설하기

위하여설치하는철제대형거푸집을말한다.

•라이닝거푸집은제작후, 설치, 해체를반복적으로수행하는과정에서중량물

취급에따른협착, 운반차량에충돌, 작업대차단부에서추락하는등의재해가

주로발생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자재 반입 및 하역 자재 용접 및 샌딩

라이닝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라이닝 거푸집 이동

2. 공정흐름

1단계

자재반입및하역

2단계

라이닝거푸집설치

3단계

라이닝거푸집해체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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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재반입및하역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근로자의 불안전한 심리 및 행동과 신
체적결함으로인한사고발생

•안전모등개인보호구를미착용하고작
업중추락및 충돌

•인양작업중인양용부적격와이어로프
및슬링벨트사용과부적절한작업방법
으로인하여낙하및충돌사고발생

•인양장비및운반차량작업반경내근
로자출입에의한충돌

•자재하역중운반차량정비상태불량과
자재하역시요동에의한충돌

•심리상태가 불안전한 근로자는 사전에
보고조치하며고소작업시작전고혈압
및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적정한 작업
배치

•현장 내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및미착용자경고조치

•인양작업전와이어로프및슬링벨트를
점검하고크레인조정수와유도자,담당
자에게특별안전교육실시

•유도자은빨간색안전모를착용시켜신
호작업을 실시하며 작업반경내에는 근
로자출입금지조치

•운반차량의사이드브레이크및제동장
치를 사전에 확인하며 비탈면에서 주
정차시고임목을설치한후작업실시

2) 자재용접및샌딩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해당근로자의보호구미착용으로인하
여용접및샌딩작업시비산에의하여
안구손상및피부질환발생

•노후화된용접기및전격방지기미설치
로인하여감전사고발생

•드릴, 샌딩머신등전동기사용시누전
으로인하여감전사고발생

•상부 샌딩 작업시 안전시설물 미설치
및안전대미착용으로인하여추락

•해당근로자는보안경및분진마스크를
착용하고작업순서에맞게작업실시

•전격방지기미설치및노후화된용접기
는현장반입금지조치하며사전에점
검실시후합격필증부착후작업실시

•사전에전동기누전여부및점검을실
시한후작업투입조치

•상부 샌딩 작업시 안전로프 및 안전시
설물설치조치및근로자는안전대착
용후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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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닝거푸집설치및해체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근로자의불안전한심리및행동과
신체적결함으로인한사고발생

•안전대 미착용하고 거푸집 상부에서
거푸집의 녹제거 등 표면 정리 작업중
추락

•라이닝거푸집의갑작스런이동에의한
협착

•라이닝거푸집설치및해체시측면거푸
집낙하로하부의이동근로자와충돌

•라이닝 거푸집 표면 그라이딩 작업시
감전

•라이닝 거푸집 설치 및 해체시 작업순
서미준수로인하여거푸집도괴

•인양작업중인양용부적격와이어로프및
슬링벨트 사용과 부적절한 작업방법으
로인하여부재낙하및충돌사고발생

•심리상태가 불안전한 근로자는 사전에
보고조치하며고소작업시작전고혈압
및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적정한 작업
배치

•라이닝 거푸집 상부에 안전대 부착 설
비설치및근로자는안전그네착용조
치

•라이닝 거푸집 하단 레일에 고임목을
설치하여고정조치

•라이닝거푸집측면하부에근로자출입
금지조치및안전담당자상주조치

•전기기계기구사용시누전차단기연결
하여사용

•거푸집 설치 및 해체시 사전에 작업순
서를 충분히 교육시키고 사고에 대비
모의훈련실시

•인양작업전와이어로프및슬링벨트를
점검하고 크레인 조정수와 유도자, 담
당자에게특별안전교육실시

4) 라이닝거푸집이동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라이닝거푸집이동시근로자개인보호
구미착용으로인하여충돌및협착

•차량으로거푸집이동시장비와유도자
의신호불일치로거푸집전도

•근로자및관리감독자의사전안전교육
과 훈련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능동적인사고대책및수습미흡

•모든근로자는안전모, 안전대등개인보
호구착용을철저히하며이동시작업반
경내출입금지

•사전에장비유도자는작업순서및안전
교육을충분히실시하고안전담당자상주
조치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
며사고발생시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
하여 모의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사전에
훈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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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라이닝철근콘크리트구조물에서콘크리트는압축력을, 철근은인장력을

부담하는역할을하고있어철근시공은구조적으로매우중요한작업이다.

•철근작업시에는철근배근중개구부또는라이닝폼단부로추락, 철근조립

중철근구조물붕괴, 철근인양중낙하재해등이발생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자재 반입 및 하역 철근가공 및 운반

철근조립 철근 작업대 이동

2. 공정흐름

1단계

자재반입

2단계

철근가공및운반

3단계

철근조립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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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재반입및하역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으로인하여작업중철근에부딪히거나
깔림

•지게차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철근
하역중충돌

•지게차로 철근 하역중 철근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주변근로자 협착 및
충돌

•지게차후면에경광등미설치로후진하
는지게차에충돌

•철근반입작업중안전모, 안전화등개인
보호구착용철저

•지게차운전원의자격여부를사전에
확인하고작업실시

•지게차로철근하역중철근의중심부에
서 정확히 인양하고 주변에 근로자 접
근금지조치

•지게차 후면부에는 경광등 설치하여
주변근로자에게경고조치

2) 철근가공및운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철근에
부딪히거나찔림

•철근 인양중 인양 로프 파단으로 인양
중인철근낙하

•철근을 1줄걸이로 인양 작업중 철근의
요동에의해충돌

•철근 인양중 훅에 해지장치 미설치로
철근 인양중 로프가 탈락되면서 철근
낙하

•철근 가공기로 철근 절단, 절곡 작업중
감전

•철근 가공 및 운반 작업중에는 안전모,
안전화등개인보호구착용철저

•인양로프는철근중량을충분히견딜만
한견고한로프사용

•철근 인양시 2줄걸이로 결속하여 수평
으로인양

•철근 인양시 훅에 해지장치 설치하여
사용

•철근 가공시에는 외함 접지하여 감전
예방조치

터널

터
널
분
야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터널

218 |

철근작업 터널 - 008

3) 철근조립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근로자의불안전한심리및행동과
신체적결함으로인한사고발생

•천정을향하여작업함에따른목,허리에
통증발생

•철근 배근 작업시 철근에 주변 근로자
가찔림

•철근작업대단부에안전난간미설치로
인하여작업중추락

•기조립된철근이결속상태불량으로
철근전도및붕괴

•철근작업대승강시설없이사용중승강
중추락

•심리상태가 불안전한 근로자는 사전에
보고조치하며고소작업시작전고혈압
및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적정한 작업
배치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근로자 교대를
실시하며주기적인스트레칭및휴식

•철근배근작업시안전담당자배치하여
주변근로자통제조치

•철근작업대작업발판단부에안전난간
대및위험표지판설치

•철근 조립중 또는 조립후 철근이 전도
되지 않도록 전도방지 시설 설치 후속
근로자는결속상태확인

•사다리등승강시설설치및난간상부
에위험표지판설치

4) 철근작업대이동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작업대이동전이동구간노면상태불량
과무리한작업으로인한전도및도괴

•작업대이동시상부에근로자탑승상태
에서이동중유동에의한근로자추락

•작업대이동시상부에철근및자재적치
로인한자재낙하로하부근로자타격

•이동구간은 사전에 노면 정리 조치 및
시공순서에맞게작업실시

•작업대 이동시 근로자 탑승금지 및 이
동전레일및바퀴상태점검및조정

•작업대이동전상부자재하역조치및
이동구간내근로자접근금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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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라이닝콘크리트작업은철근콘크리트구조물에서철근배근과라이닝폼

단부쪽거푸집설치작업을완료하고거푸집에콘크리트를부어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만드는작업을말한다.

•콘크리트 작업시에는 콘크리트 운반차량에서의 추락, 협착 및 타설용 고무

호스의갑작스런요동에의한근로자충돌및전도, 콘크리트타설중라이닝폼

단부에서추락등재해위험성이있다.

3. 주요위험작업

콘크리트 반입 및 운반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라이닝 폼 탈형 및 이동

2. 공정흐름

1단계

콘크리트반입, 운반

2단계

콘크리트타설및다짐

3단계

콘크리트양생

4단계

라이닝폼탈형및이동

▶ ▶ ▶

1. 작업개요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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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반입및운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레미콘운반트럭후진시유도자미배치
로근로자와충돌및협착

•안전모등개인보호구미착용으로작업
중부딪히거나찔림

•콘크리트 타설중 펌프카 붐 파단에 의
한낙하

•펌프카 장비 사용방법 미숙지에 의한
오작동사고

•콘크리트펌프카유압장치점검중붐이
낙하하여협착

•레미콘 운반트럭 후진시 유도자 배치
및장비주변근로자접근금지조치

•콘크리트 반입 운반시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착용철저및위반시경고조치

•펌프카반입시붐의연결부등사전점
검실시및장비이력확인

•지정된운전원만사용토록관리감독조치

•펌프카유압장치수리중붐의낙하방지
를위한안전조치실시

2) 콘크리트타설및다짐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라이닝폼단부에서망치질및다짐작
업중안전난간미설치로추락

•콘크리트 타설시 보안경 등 보호구 미
착용으로 인한 안구손상 및 피부질환
발생

•콘크리트 호스, 파이프 연결부 결속불
량에의한파단사고

•진동기 누전차단기 및 접지 미실시에
의한감전

•라이닝 거푸집 단부 거푸집 연결부 탈
락및손상에의한붕괴

•라이닝폼단부안전난간설치및안전
담당자상주조치

•안전모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보호
구착용조치

•타설 전 호스와 파이프 연결부 체결상
태확인조치

•진동기 접지 및 누전 차단기 설치여부
및작업전안전담당자점검실시

•타설전 거푸집 연결부 이음상태 점검
및미흡시보수, 보강조치후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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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절기콘크리트양생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호흡용보호구등개인보호구미착용으
로양생장소출입중 질식

•부적격 열풍기 및 보일러 설치로 인하
여화재및감전재해발생

•콘크리트 양생시 방화시설 미배치로
인하여화재발생시초기진압실패

•24시간양생시당직근무자미배치로인
하여화재발생시초기대응미흡

•콘크리트양생장소출입시호흡용보호
구착용하며갈탄난로사용시산소, 가
스농도측정조치

•노후화된 열풍기 및 보일러 사용 금지
하며 전기 기계기구에 접지, 누전차단
기를 연결하며 사전 점검 조치후 합격
제품만사용조치

•라이닝 콘크리트 양생시 소화기 및 방
화사등방화시설을설치조치

•24시간 양생시에는 2인 1조 당직 근로
자를 편성하여 당직근무 실시 및 화재
발생 대비 모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훈련실시

4) 라이닝폼탈형및이동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라이닝 폼 이동전 이동구간 노면상태
불량과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전도 및
도괴

•라이닝 폼 이동시 상부에 근로자 탑승
상태에서 이동중 유동에 의한 근로자
추락

•라이닝폼탈형및이동시유압류누출
로인하여전도및충돌

•이동구간은 사전에 노면 정리 조치 및
시공순서에맞게작업실시

•라이닝 폼 이동시 근로자 탑승금지 및
이동전레일및바퀴상태점검및조정

•라이닝폼이동전유압류및실린더를
사전에 점검, 정비 조치하며 이동시 근
로자접근금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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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플랜트란건설공사에서사용되는콘크리트및숏크리트를생산하기위한

골재저장, 계량장치및혼합장치를가진 Batch Plant 설비와암석을파쇄

시켜건설용골재를만드는크라샤설비등을말한다.

•가설플랜트에서는 골재 운반장비 반출입 및 플랜트 운전 중에 협착, 충돌

등의재해가주로발생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가설 플랜트 설치 및 해체 콘크리트 Batch Plant

숏크리트 Plant 크라샤 Plant

2. 공정흐름

1단계

가설플랜트
설치

2단계

콘크리트
Batch Plant

3단계

숏크리트
Plant

4단계

크라샤
Plant

5단계

품질시험

6단계

반출

▶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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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플랜트설치및해체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근로자의불안전한심리및행동과
신체적결함으로인한사고발생

•작업방법 및 순서의 안전 미흡과 기계,
설비의결함으로인하여 중대재해발생

•협소한작업공간및불량한작업환경으
로인하여충돌및전도사고발생

•인양작업중인양용부적격와이어로프
및슬링벨트사용과부적절한작업방법
으로인하여낙하및충돌사고발생

•플랜트 유닛 조립 중 무리한 작업으로
인하여크레인전도사고및상부근로
자추락

•근로자및관리감독자의사전안전교육
과 훈련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능동적인사고대책및수습미흡

•심리상태가 불안전한 근로자는 사전에
보고조치하며고소작업시작전고혈압및
건강상태를체크하여적정한작업배치

•사전에 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충
분히 실시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설
비를점검하여사고요인를사전에제거

•작업 시작 전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
하며지반약화시양질의토사및버력
으로치환하여지지력을확보한후작업
시행

•인양작업전와이어로프및슬링벨트를
점검하고크레인조정수와유도자,담당
자에게특별안전교육실시

•플랜트유닛조립작업시에는시공순서에
맞게작업하며상부에서작업하는근로
자는고소작업에맞는보호구를착용

•해당근로자들에게안전교육을실시하며
사고발생시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
모의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사전에 훈련
실시

2) 콘크리트 Batch Plant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혼합기로승강하다실족하여추락

•콘크리트 배출구 청소 작업 중 상부에
서콘크리트낙하

•벨트컨베이어점검통로이동중벨트
컨베이어에 협착 및 정비 중 회전부에
협착

•호퍼에낀골재를제거하려다호퍼내부
로실족

•페이로더로 골재 운반 중 후방의 근로
자와충돌

•수직승강로에수직구명줄설치및방호
울이있는승강로설치

•콘크리트배출구주변콘크리트등부착
물사전제거확인후하부작업투입

•벨트컨베이어비상정지스위치및회전
부 방호장치 설치 및 운전중 정비,보수
금지조치

•골재 호퍼 상부에 스크린형 덮개 설치,
골재제거시보조기구사용

•장비작업반경내근로자통행금지및장비
작업동선밖으로근로자보행통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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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숏크리트 Plant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혼합기로승강하다실족

•벨트컨베이어하부로이동하다컨베이
어에협착및상부낙하물에맞음

•호퍼 상부에서 작업중 단부 개구부로
추락

•골재 및 숏크리트 운반차량과 주변
근로자충돌

•페이로더로골재운반중후방근로자와
충돌

•수직 승강로에 수직 구명줄 설치 및
방호울형승강로설치

•벨트컨베이어에 접근 방책을 설치하고
하부에는출입금지조치

•호퍼상부에작업발판및안전난간설치

•골재 및 숏크리트 운반차량 이동시
유도자배치및신호에의해운행

•장비 작업반경내 근로자 통행 금지 및
장비 작업 동선 밖으로 근로자 보행통
로선정

4) 크라샤 Plant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벨트컨베이어하부로이동하다컨베이
어에협착및상부낙하물에맞음

•호퍼에암투입시밖으로튀어나가낙하

•크라샤Jaw에낀암을제거하다Jaw내
부로실족

•암 투입 장비와 운반차량과의 신호
불일치로충돌

•암투입통제사무실과운반차량과신호
불일치로덤프트럭호퍼에전락위험

•벨트컨베이어에 접근 방책을 설치하고
하부에는출입금지조치

•호퍼 주변에 비산방지 울 설치, 호퍼
하부에출입금지조치

•암 제거 작업은 쇠추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여실시

•유도자 배치, 유도자는 운전원의 인식
가능한장소에위치하여유도실시

•암 투입 통제 사무실은 마이크와 신호
등을설치하여덤프트럭운전원과수시
로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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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파일작업은연약지반에건축물을축조할때기초의지내력을증대시키기

위해지중에파일을박거나구축하는공사이다. 

•파일작업시에는파일인양중파일낙하, 파일항타기의전도, 파일박기해머에

근로자가맞아사망하는등의재해가발생된다.

3. 주요위험작업

자재, 장비반입, 운반보관 천공

파일 항타 두부정리

2. 공정흐름

1단계

자재, 장비반입.
운반보관

2단계

천공

3단계

파일항타

4단계

두부정리

▶ ▶ ▶

1. 작업개요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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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재반입, 운반보관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지게차운전원의조작미숙에의한충돌
협착

•견고하지못한장소에파일을적재하여
침하에의한파일붕괴

•파일과적재로인한붕괴발생

•지게차운전원파일하역중파일낙하

•지게차후면에경광등미설치되어
후진중협착,충돌

•지게차사용시유도자미배치로주변
근로자충돌,협착

•파일적재용받침대가부러지면서파일
붕괴

•지게차운전원자격여부확인

•파일 적재시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적재

•파일은 무너지지 않도록 1.5m이하 또
는 3단이내의높이로적재

•지게차는헤드가드가설치된것사용

•지게차후면에경광등설치하여후진시
주변 근로자위험경고

•지게차로 파일 하역, 운반시 유도자배
치, 주변근로자통제

•파일 적재용 받침대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견고한것사용

•받침대에구름멈춤대설치

2) 파일천공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굴삭기운전원의조작미숙에의한충돌
발생

•천공기 하부 지반 침하방지 조치 미실
시로전도

•천공기붐대와리더의연결부가파단되
면서리더낙하

•굴삭기 후면부 경광등 미설치에 의한
주변근로자와의충돌, 협착

•천공기,항타기 운행중 근로자 충돌,협
착

•천공기 후면 또는 본체 회전중 후면부
에충돌,협착

•굴삭기운전원자격유무확인

•천공기 하부 지반 침하방지 조치 실시
(철판20mm이상설치)

•천공기 붐대와 리더의 연결부 및 용접
부체결상태작업전점검

•굴삭기후면부에경광등접근금지표지
설치

•천공기, 항타기운행중유도자배치

•천공기 후면부 회전 반경내 접근금지
표지설치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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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항타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항타기주변에서작업중파일,잡이등에
충돌

•적재된파일이굴러내리면서협착재해
발생

•항타기 운행 또는 항타중 지반 침하에
의한전도

•파일항타중파일파괴에의한파일파편
비산

•항타기 주변에서 작업중인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등개인보호구착용

•적재된파일은굴러내리지않도록쇄기
등으로고정조치

•항타기하부에는침하방지조치

•파일 파편 비산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중지, 파일교체

4) 기초파일두부정리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파일 커팅 작업중 운전미숙에 의해
주변근로자충돌

•파일 커팅장비 붐대 연결부 파손에
의한붐대의낙하

•작업 또는 이동중 전도에 의해 파일
상부로넘어져철근에찔림

•파일 커터장비로 콘크리트 파일 커팅
작업중파일파편비산에의한낙하재해

•파일 커터장비 운행, 회전중 주변 근로
자충돌

•운전원의자격유무, 숙련도등확인하여
작업의적합성사전확인

•붐대의 연결부, 기타 기계장비의 이상
유무확인후작업실시

•파일두부정리후돌출된철근에찔림방
지시설설치

•해드커버가 설치되어 있는것 사용, 
주변근로자는안전모,보안경등착용

•후면부에접근금지표시설치, 유도자를
배치하여안전하게장비유도,인근근로
자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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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작업은건축물을구축하기위해지반에터파기를하는작업을말하며,

토사의 붕괴를 막기 위해 주변에 흙막이 시설을 설치하고 흙막이 내부의

토사를굴착하게된다.

•굴착작업시에는흙막이붕괴, 흙막이버팀보사에서의추락, 굴삭기에의한

충돌, 협착재해등이주로발생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굴착장비반입 굴 착

굴착 토사 반출

2. 공정흐름

1단계

굴착장비반입

2단계

굴착

3단계

굴착토사반출

▶ ▶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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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굴착장비반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굴삭기운전원의운전미숙에의한전도
재해,충돌재해발생

•장비 하역시 안전 작업절차 미준수에
의해하역중장비전도

•운반트럭에설치된경사로탈락에의해
하역중장비도괴

•하역작업근로자가작업방법을숙지하
지못하여무리한작업진행중전도

•장비반입시부속품낙하, 전도, 연결부
탈락

•운전원의자격유무, 경험정도등을
사전에확인실시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중 안전
작업절차준수

•운반트럭에하역용경사로설치시연결
부가탈락되지않도록견고하게설치

•하역작업시관리감독자배치하여근로
자가무리한작업을하지않도록통제

•반입 장비는 연결부, 기계장치의 이상
유무를사전점검하고운행및조작실시

2) 굴착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굴삭기 운전원의 운전미숙으로 작업중
근로자와충돌

•법면, 토질이나 지층 상태 점검 소홀에
따른붕괴

•굴착 법면의 굴착구배 미준수에 의해
법면붕괴

•과굴착에의한법면붕괴

•굴삭기 버켓이 연결부에서 탈락되면서
낙하

•굴삭기회전중후면부에충돌

•굴삭기운전원의자격유무확인하여
작업적합성확인

•작업전, 작업중법면상태, 토질및
지층상태를수시로확인

•굴착법면은붕괴위험이있는장소에
근로자출입금지, 굴착구배준수

•과굴착을금지하고토질에적합한굴착
깊이준수

•굴삭기버켓연결부위작업전체결상태
확인

•굴삭기후면부에경광등, 접근금지표기
설치, 유도자에의한주변근로자통제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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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굴착토사반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굴삭기 운전원의 운전미숙으로 작업중
근로자와충돌

•토사반출시주변법면붕괴

•버켓과 운반트럭에 토사과적재에 의한
부석등낙하

•굴착단부주변에서작업중단부로추락

•굴삭기회전중굴삭기후면부에근로자
충돌

•굴삭기 버켓 연결부 탈락에 의한 버켓
낙하

•굴삭기 운전원의 자격유무 확인하여
작업적합성확인

•토사반출작업장주변법면이굴착구배
준수, 붕괴위험방지조치실시

•버켓운반트럭에토사적재시낙하위험
이없도록적정하게적재

•굴착단부등추락위험장소에안전난간
등안전시설설치

•경광등,접근금지표지설치

•굴삭기반입시사전안전점검실시, 
연결부체결상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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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은 지하를 굴착할 때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지중에 흙막이

벽체를설치하는작업이다.

•흙막이지보공설치작업중H-pile의낙하, 흙막이버팀보상에서추락등의

재해가주로발생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자재, 장비반입, 운반보관 천공

파일 항타 두부정리

2. 공정흐름

1단계

자재반입

2단계

흙막이지보공설치

3단계

흙막이지보공해체

4단계

자재반출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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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자반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이동식크레인 운전원의 조작미숙에
의한자재의불시낙하

•아웃트리거 하부 받침대 탈락 또는
부러지면서 충격으로 자재요동에 의한
근로자충돌

•이동식 크레인 인양 작업중 지반 부등
침하에의한크레인전도

•작업시 유도자 미배치에 따라 자재인
양,이동식 크레인 회전 등 주변 근로자
충돌

•H-beam을 1줄로 결속하여 인양중
흔들리는자재와근로자와충돌

•이동식크레인 훅에서 와이어로프
탈락, 자재낙하

•운전원의 자격유무을 확인하여 작업의
적정성사전점검

•아웃트리거의 하부 받침대는 하중에
견딜수있는규격품사용

•이동식크레인은견고하고평탄한지반
에서설치

•유도자 배치하여 안전하게 장비유도,
주변근로자통제및작업장주변출입
통제조치

•결속시2줄걸이로견고하게결속, 인양
시수평유지

•이동식크레인 훅에는 와이어로프
탈락방지용훅해지장치설치

2) 흙막이지보공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흙막이버팀대상에안전대부착설비미
설치로안전대미체결하고작업중 추
락

•이동식 크레인을 흙막이 상부에 근접
거치하여흙막이가파손

•H-beam을 1줄로 결속하여 인양중 흔
들리는자재와근로자와충돌

•H-beam 교차부에볼트가누락시공되
어구조적취약

•이동식크레인훅해지장치미설치에따
라자재인양중와이어로프탈락

•용접봉 홀더의 절연체 파손으로 용접
근로자감전

•흙막이버팀보상에는안전대부착설비
설치

•이동식크레인, 자재등중량물은흙막이
에인접하여적재금지

•결속시2줄걸이로견고하게결속, 인양
시수평유지

•H-beam 교차부에볼트등을누락없이
견고하게체결

•이동식크레인훅에해지장치설치

•용접봉홀더는절연체가부착된안전한
것사용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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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흙막이지보공해체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이동식크레인 운전미숙으로 자재 불시
낙하, 근로자와충돌

•와이어로프절단에의한H-beam 인양
중낙하

•해체된자재를불안전하게적재하여붕괴

•복공판단부에서작업중추락

•H-beam 상에서작업시실족하여추락

•와이어로프 훅에 해지장치 미 설치로
자재인양중와이어로프탈락

•운전원의 자격유무,경력 등 확인하여
작업의적정성판단

•와이어로프는 작업전 손상,변형 등이
없는지점검후사용

•붕괴되지않도록안전하게적재

•복공판단부에안전난간설치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체결하고작업실시

•와이어로프를 훅에 체결시 훅해지장치
설치하여와이어로프탈락방지

4) 자재반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이동식크레인 운전미숙으로 자재불시
낙하, 근로자와충돌

•자재인양중이동식크레인붐대가꺽이
면서자재와함께낙하

•길이가 긴 자재를 인양중 자재일부가
탈락하면서낙하

•자재를 1줄로 결속하여 인양중 흔들리
는자재와근로자와충돌

•지재인양중와이어로프가훅에서빠지
면서자재낙하

•이동식크레인 회전중 후면부에 근로자
충돌

•운전원의 자격유무,경력 등 확인하여
작업의적정성판단

•이동식크레인은사용전붐대연결부,기
계장치의이상유무확인후사용

•길이가 긴 자재는 인양시 탈락되지 않
도록견고하게결속

•결속시2줄걸이로견고하게결속, 인양
시수평유지

•자재 인양시 이동식크레인 훅에는 훅
해지장치를설치하여훅에서로프가탈
락되지않도록조치

•후면부에 접근금지 표지 설치,유도자
배치하여안전한작업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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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작업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를 구성하는 공사로서 철근조립

후패널등을이용하여, 보, 기둥, 벽체등의형상을만드는공사를말한다.

•거푸집 공사 시에는 조립, 해체 등의 과정에서 작업발판 전도, 거푸집(Al-

Form)에기인한추락, 전도, 충돌등의위험에대한주의가요구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AI-Form 벽체조립 AI-Form 슬라브조립

AI-Form 해체 AI-Form 자재상승

2. 공정흐름

1단계

AI-Form
자재입고, 인양

2단계

AI-Form
벽체조립

3단계

AI-Form
벽체조립슬라브조립

4단계

AI-Form
해체작업

5단계

AI-Form
자재상승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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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재입고, 인양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지게차로 Al-Form자재 하역시, 작업
구역미설정으로작업외근로자와충돌

•인양시느슨하게샤클을체결함으로샤
클핀이풀려인양물이이탈되면서인양
물낙하

•Al-Form 자재를불균형으로적재함으
로인한Al-Form 자재도괴

•슬링벨트로인양작업중슬링벨트걸림
에의한회전으로충돌

•관리감독자(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
구역을설정한후자재반입작업시행

•유도자는별도로슬링벨트샤클의결속
여부를확인후인양작업시행

•화물 인양 작업전 화물 적재장소의 균
형을확인한상태에서작업시행

•인양직후일단정지확인후인양하고,
인양물회전반경밖에서작업

2) Al-Form 벽체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벽체조립작업시불량한작업발판사용
으로인한전도

•조립작업을위하여Al-Form을무리하
게들고이동하다가근로자허리부상

•벽체조립작업시안전모미착용상태에
서머리가Al-Form 등에충돌

•벽체조립작업시철근에기대놓은Al-
Form이전도하면서주변근로자와충돌

•벽체조립 작업시 Al-Form 연결핀을
충분하게연결하지않아Al-Form 전도

•계단실 조립작업시 수평이 맞지 않는
작업발판사용으로인한전도

•작업발판의 폭, 넓이를 준수하고, 기성
제품 또는 공장에서 제작된 발판으로
작업

•작업 전 충분히 몸을 풀고, Al-Form
자재를적정량으로운반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후, Al-Form 조립작업시행

•조립근로자는자재정리를철저히하고,
철근에기대어놓는행위를지양할것

•벽체 연결 후 연결핀을 빠짐없이 연결
한후다음부분조립작업시행

•계단실작업시에는높낮이조절가능한
기성품의작업발판으로작업시행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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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l-Form 슬라브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슬라브조립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발판
사용으로인한전도

•슬라브조립 작업 시 서포트 미비로 인
한상부슬라브작업시Al-Form 붕괴

•슬라브에 철근 인양 시 무리한 적재로
인한Al-Form 붕괴

•슬라브 박리재 작업 후 급히 서두르며
작업하다가미끄러짐으로인한전도

•슬라브조립작업시안전모미착용상태
에서머리가Al-Form 등에충돌

•슬라브조립후자재운반용개구부를폐
쇄하지 않음으로 인한 근로자 추락 및
자재낙하

•작업발판의폭, 넓이를준수하고, 기성품
또는공장에서제작된발판으로작업

•슬라브하부가충분히지지된상태에서
상부슬라브작업시행

•슬라브 위에 철근 자재는 0.5ton/㎡을
넘지않도록철근을적재할것

•박리재 작업 후에는 서두르지 않도록
반복적으로주의를환기시킴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후, Al-Form 조립작업시행

•철근작업이행해지기전단계까지는자
재운반용개구부 폐쇄

4) Al-Form 해체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연결핀을빼내기위해망치로칠때, 보
안경미착용시핀의비래로인한안구
손상위험

•해체 작업 시 작업방법 불량으로 인한
소음발생

•해체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발판 사용
으로인한전도

•해체 작업 시 Al-Form 자재를 방치
하여근로자가이동시충돌

•해체 작업 시 작업구역 미설정으로
인한Al-Form자재와타근로자충돌

•해체 작업 시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머리가Al-Form 등에충돌

•보안경등개인보호구를철저히착용하
고연결핀해체작업시행

•해체작업시에는한번에해체하지말고
낱개로 해체하고, 바닥에 흡음재 설치
후작업

•작업발판의폭, 넓이를준수하고, 기성제품
또는공장에서제작된발판으로작업

•해체작업시에는해체작업과자재인양
작업을 병행하여 자재 방치를 줄이며
작업시행

•해체 작업 시에는 필히 위험인지 표시
및작업구역을설정한후작업시행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후, Al-Form 해체작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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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l-Form 자재상승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자재운반시상하부근로자손발이맞지
않아상하부근로자Al-Form과충돌

•자재 운반 시 작업방법 미숙으로 인하
여운반인양개구부로근로자추락

•자재 운반 작업용 개구부 덮개를 방치
하여주위작업근로자추락및자재낙하

•자재운반시3인 1조로작업하며, 운반
작업자를별도로지정, 관리

•자재 운반 작업 시 특별교육 실시하여,
개구부 주위 작업방법을 숙지시킨 후
작업시행

•자재를 인양할 때를 제외하고는 자재
인양개구부를항상폐쇄조치하며작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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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이란 대형 패널폼에 작업용 비계 및 작업발판을 일체화 시켜서 거푸집

설치와해체를용이하게하고성력화시킨시스템폼으로일반적으로크레인

을사용하여인양및해체작업을한다.

•갱폼작업시에는갱폼을인양하고해체하는단계에서갱폼이낙하하는재해,

갱폼상에서이동중추락등의재해가발생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조립 인양

설치 해체, 반출

2. 공정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사전준비 자재반입 조립 인양 설치 상승 해체, 반출

▶ ▶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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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준비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작업자임의작업으로인한추락및갱
폼낙하위험사전검토

•갱폼작업 사전 위험성 검토 미흡으로
작업투입시사고발생위험

•로프파단으로인한갱폼낙하위험사
전검토

•타워크레인인양능력부족구간갱폼
인양시양중기전도위험및안전성결여

•조립및해체순서협의, 접근통제구역
지정,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일정 계획
(회의시 관리감독자, 작업반장, 타워기
사, 유도자등참여)

•작업전TBM 활동철저통보

•압축강도(50㎏/㎠이상) 확인후탈형통보

•구조검토서, 작업계획서제출통보

•와이어로프 이음매및절단, 지름감소,
마모및손상, 변형여부등확인

•갱폼인양능력이상의와이어로프사용
전달 슬링벨트사용가급적 지양(슬링벨
트약간의훼손이발생하여도폐기조치) 

•양중기인양능력대비갱폼중량확인

2) 자재반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안전모등개인보호구미착용으로작업중자
재에부딪히거나찔림

•운반차량으로부터자재인양, 하역중인양
로프파단에의한낙하

•인양자재를차량에서내려놓을때자재에협
착위험

•반입된자재가불안전하게적재되어외부충
격또는편심에의해무너지면서근로자협착

•반입된자재가평탄하지않은장소또는경사
지반에적재되어전도발생

•유도자없이운반차량을후진중차량에충돌

•해지장치가없는훅에로프를걸어자재인양하
여적재중로프가탈락하면서자재낙하위험

•인양고리굵기및환봉부위용접상태미흡으로
설치시용접부가탈락하면서갱폼낙하위험

•자재반입시근로자개인보호구착용철저

•인양로프는손상되거나변형, 부식되지않
은와이어로프사용

•인양 자재를 내려 놓을때 자재에 유도로프
체결하여협착위험방지

•반입된 자재 적재 시 무너지거나 전도되지
않도록안전하게적재

•반입자재적재장소는평탄하고견고한지반
에마련하고깔목등을사용하여수평유지

•차량 현장 내 운행시 유도자 배치하여 안전
하게유도

•인양용훅에는해지장치를설치하여인양중
로프탈락방지

•냉강압연의22㎜이상의환봉사용, 용접은수
직기둥에접촉면적전체용접실시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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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립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근로자개인보호구미착용으로인하여
부딪히거나찔림

•조립중용접, 그라인더작업시불티로
인한화재위험

•설치후 con’c타설 시 진동이나 충격으
로변형또는볼트, 핀 탈락.  탈락으로
인한위험구간발생위험

•조립된 갱폼을 불안전한 상태로 적재
하여전도위험

•근로자 단독 작업 시 전도되는 갱폼에
깔림

•조립된 갱폼을 크레인으로 인양 정리
중근로자가갱폼에충돌할위험

•근로자개인보호구착용철저

•불티 비산 방지포 사용 및 소화기 배치
철저, 가연성물질제거

•캐이지발판및난간대설치작업중볼
트, 핀설치시견고하게설치

•조립된갱폼은안전한상태로적재하고,
적재시전도방지조치실시

•관리감독자배치하여작업지휘감독전
도방지조치후작업실시

•갱폼 인양 정리시에는 유도로프 사용하
여갱폼의갑작스런요동을방지

4) 인양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근로자 개인 보호구 착용 미흡으로 인
한작업중부딪히거나추락위험

•갱폼인양시로프가파단되면서갱폼
이낙하할위험

•갱폼 인양 중 인양고리 용접부 탈락되
면서갱폼낙하

•갱폼발판에놓아둔공구, 자재등이낙하

•갱폼을 1줄걸이로 체결하고 인양중 갱
폼의요동등으로로프가파단돼서갱
폼낙하위험

•근로자개인보호구착용철저

•갱폼인양시와이어로프사용
(와이어로프사용전점검철저)
슬링벨트 사용은 가급적 지양(손상 부
위발생시즉시폐기조치)

•갱폼인양고리부분용접상태재점검

•갱폼 발판상에 공구, 자재등 낙하물 제
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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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근로자가 무리하게 갱폼 밖으로 나가

프레임을밟고승강중낙하위험

•갱폼 볼트 체결 중 갱폼이 흔들리면서

갱폼과건물벽체사이로추락위험

•갱폼 볼트 체결시 볼트 체결 완료되기

전에 와이어 로프 해체로 인해 갱폼과

함께근로자추락위험

•크레인훅해지장치없이갱폼인양중

훅로 부터 와이어 로프 탈락하여 갱폼

낙하위험

•갱폼 케이지 간격이 넓어 근로자 이동

및 케이지에서작업시추락위험

•갱폼 난간대 설치 미흡으로 인한 근로

자추락위험

•발끝막이판 미설치로 인한 자재 낙하

위험

•케이지 내부 작업발판 폭 기준 미달로

근로자추락위험

•관리 감독자 배치 하여 근로자의 불안

전한행동통제및지휘감독, 승강로로

이동할수있도록지속적인교육

•갱폼 상에서 작업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고리체결철저

•갱폼볼트체결이완료된후갱폼인양

고리부분의와이어로프해체

•크레인 및 양중기 훅에는 해지장치 부

착하여 로프가 훅에서 탈락 되는 것을

방지

•갱폼케이지간격은근로자추락및케이

지간충돌을충분히방지할수있는범

위에서 20cm이내가되도록제작, 설치

하여 근로자 작업발판 이동 시 추락을

방지하여야함. 발판간격최소화시킴

•갱폼난간대는상부난간대 900~1200

㎜, 중간난간대 450~600㎜ 기준에 벗

어나지않도록설치

•케이지발판에 10㎝이상의발끝막이판

설치또는 갱폼 수직망 설치하여 자재

낙하방지

•케이지 내부 작업발판 중 상부 3단은

50㎝폭으로, 하부 1단은 60 ㎝폭으로

케이지 중앙부에 설치하고, 발판 띠장

재 각파이프를 발판의(폭) 양단에 2줄

또는 3줄로케이지가로재에용접고정

하여 케이지 내에서 작업발판 양쪽의

틈이10cm 이내가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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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승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근로자개인보호구미착용으로작업시
상승준비작업중갱폼에서추락위험

•타워 크레인으로 갱폼 상승작업 준비
중 인양고리부분 미 체결 중임에도 불
구하고 근로자가폼타이볼트및앙카
볼트해체시갱폼낙하및근로자추락
위험

•타이볼트및앙카볼트해체시 1, 6열
앙카볼트까지 해체로 인해 갱폼 추락
위험

•체인블럭 사용시 갱폼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체인이 파단 되거나 체인블럭
훅 해지장치 파손으로 인해 와이어 탈
락으로갱폼낙하위험

•근로자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히 하고,
안전대부착철저히할것.

•인양 전 타워크레인으로 갱폼 인양 고
리부분 체결 철저. 와이어가 체결된 후
앙카볼트해체실시

•1,6열앙카볼트부분갱폼과다른색상
으로표시하여선해체금지, 타워크레
인에 물린 상태에서 1, 6열 앙카 볼트
해체

•상승작업전체인블럭점검실시

•갱폼하중을충분히견딜수있는체인
블럭사용철저

•해체, 인양장비(타워크레인, 와이어, 체
인블럭등) 점검후근로자배치

7) 갱품해체,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갱폼 해체 중 근로자가 안전대 미착용
및 무리하게 나와 작업하는 등 불안전
한상태로작업중추락위험

•인양용와이어로프파단으로인한갱폼
낙하위험

•해체중갱폼상의볼트등낙하물로인
한사고위험

•갱폼해체중근로자가갱폼외부로나
오는 등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배치하여관리감독철저

•인양전와이어점검철저

•갱폼해체전갱폼상의낙하위험물사
전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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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F (Self Climbing Form) Form은Hydraulic Unit와양중용Profile을이

용하여 별도의 양중 장비 없이 자체적으로 1개 층씩 형틀을 상승시키면서

Concrete를타설하는공법으로골조의품질이우수하고안전시설물이일체

화되어있으며3일~4일에1개층씩Concrete 를타설할수있는장점이있

어30층이상의초고층공사에적합하다.

•작업 시 SCF를 인양하고 해체하는 단계에서 자재 및 잔재물이 낙하 하는

재해, 작업중추락등의재해가발생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조립 설치

인양/상승 해체, 반출

2. 공정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사전준비 자재반입 조립 인양 설치 상승 해체, 반출

▶ ▶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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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준비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작업자 임의 작업으로 인한 추락 및
SCF 낙하위험사전검토

•SCF작업 사전 위험성 검토 미흡으로
작업투입시사고발생위험

•로프파단으로인한 SCF 낙하 위험사
전검토

•타워크레인인양능력부족구간 SCF
인양시양중기전도위험및안전성결
여

•조립및해체순서협의, 접근통제구역
지정,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일정 계획
(회의시 관리감독자, 작업반장, 타워기
사, 유도자등참여)

•작업전TBM 활동철저통보

•구조검토서, 작업계획서제출통보

•와이어로프 이음매및절단, 지름감소,
마모및손상, 변형여부등확인

•SCF 인양능력 이상의 와이어 로프 사
용전달

•슬링벨트 사용 가급적 지양(슬링벨트
약간의훼손이발생하여도폐기조치) 

•양중기인양능력대비SCF 중량확인

2) 자재반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으로 작
업중자재에부딪히거나찔림

•운반 차량으로부터 지게차로 자재 인
양, 하역중인양자재를차량에서내려
놓을때자재에협착위험

•반입된 자재가 불안전 하게 적재 되어
외부 충격 또는 편심에 의해 무너지면
서근로자협착

•반입된 자재가 평탄하지 않은 장소 또
는경사지반에적재되어전도발생

•인양고리굵기및환봉부위용접상태
미흡으로 설치시 용접부가 탈락하면서
갱폼낙하위험

•자재 반입시 근로자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지게차유도자배치하여차량유도및
근로자 협착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제하도록할것

•자재 적재 시 무너지거나 전도되지 않
도록안전하게적재

•반입 자재 적재 장소는 평탄하고 견고
한 지반에 마련하고 깔목 등을 사용하
여수평유지

•냉강압연의22㎜이상의환봉사용, 용
접은 수직 기둥에 접촉면적 전체 용접
실시(재작된 상태로 현장내 반입 될 경
우사전에업체통보)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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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립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근로자개인보호구미착용으로인하여
부딪히거나찔림

•조립중용접, 그라인더작업시불티로
인한화재위험

•근로자단독작업시전도되는 SCF 부
속자재에협착위험

•설치전하부에서 승강로미설치상태
로벽체에 SCF 설치 시승하강시설이
없어승강로가아닌곳으로이동시추
락위험

•차후용접작업발생시(창호, SCF갱폼
수정등) 불티가SCF로튀어화재의위
험

•근로자개인보호구착용철저

•불티비산방지포사용및소화기배치
철저, 가연성물질제거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작업 지휘 감독
전도방지조치후작업실시

•설치전하부에서승강로를설치하여벽
체에 SCF 설치 시 승하강이 가능하도
록할것

•SCF 발판에방염페인트를칠하여차후
불티로 인한 화재 예방(SCF 설치가 전
체적으로 완료가 된 후 작업이 진행돼
도무방)

4) 인양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근로자 개인 보호구 착용 미흡으로 인
한작업중부딪히거나추락위험

•SCF 인양 시로프가파단되면서 SCF
가 낙하할위험

•SCF 인양시 발판에 놓아둔 공구, 자재
등을방치한상태로인양작업중공구
및자재들이낙하할위험

•SCF을 2줄걸이로체결하고인양후설
치를 위해 근로자가 메달려 있는 SCF
발판위로 건너가서 설치 작업 중 SCF
의 요동 등으로 발판 위에서 작업중인
근로자추락위험

•조립된 SCF를 크레인으로 인양 정리
중근로자가SCF에충돌할위험

•근로자개인보호구착용철저

•SCF 인양시와이어로프사용
(와이어로프사용전점검철저)
슬링벨트사용은가급적지양(손상부위
발생시즉시폐기조치)

•SCF 발판상에 공구, 자재 등 낙하물
제거후인양실시

•SCF 인양(설치)시 와이어 로프 체결상
태를 4점으로하여인양(기상상태불안
정시작업대기및중지)

•SCF 인양정리시에는유도로프사용하
여 갱폼의 갑작스런 요동에 대한 충돌
방지



건축·기타

246 |

건
축
·
기
타
분
야

SCF폼작업 건축 - 006

5) 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근로자가 무리하게 SCF로 나가 설치
작업시, SCF로 건너갈 때 SCF의 유동
이발생하여근로자추락위험

•SCF에서 설치 작업 중 SCF의 유동으
로인해근로자가 SCF와 건물벽체사
이로추락할위험

•크레인훅해지장치없이 SCF 인양 중
훅로부터 와이어 로프 탈락하여 SCF
낙하위험

•설치되는SCF 발판의틈발생및벽체
와 SCF 사이의틈발생으로인하여낙
하물발생위험

•SCF 갱폼 난간대 설치 미흡으로 인한
근로자추락위험

•발끝막이판 미설치로 인한 자재 낙하
위험

•SCF 설치중갱폼수정및보수를위하
여용접작업시불티로인한화재위험

•관리 감독자 배치 하여 근로자의 불안
전한 행동 통제 및 지휘 감독, 안전대
부착을 한 상태에서 SCF 발판으로 건
너가작업시추락하지않도록함.

•크레인 및 양중기 훅에는 해지장치 부
착하여 로프가 훅에서 탈락 되는 것을
방지

•SCF 설치 이후 틈 발생 구간 합판 및
고무판으로 보강 하여 낙하물 예방을
할것
토류판이설치된후토류판사이틈발
생 구간 실리콘 및 우레탄폼을 이용하
여틈새보강
(최하단 -3발판은반듯이합판을설치
하여낙하물이발생되지않도록할것)

•난간대 기준은 900mm~1200mm이지
만초고층작업에걸맞는SCF 갱폼난
간대는 상부 난간대가 1200㎜ 이상이
되도록하여근로자가고소공포증이발
생되지않도록난간조치를할것, 

•SCF 발판에 10㎝ 이상의 발끝막이판
설치 또는 SCF 수직망 설치하여 자재
낙하방지

•SCF 발판 하부확산형소화기설치또
는 20m 이내마다확산형소화기를비
치하여화재발생시신속한조치를할
것.(발판상층별, 구간별소화기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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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승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상승전사전점검미실시된상태에서
상승작업중프로파일낙하및잔재물
낙하위험

•유압장치및조작레버를확인않고상
승중프로파일및SCF의낙하위험

•설치 후 유압에 의해 상승 및 사용 중
진동이나충격으로볼트가헐거워지거
나, 핀이 탈락하여 SCF의 결함 발생으
로인한사고위험

•프로파일상승시유압장치및상승레
버위치상태, 안전핀설치 미조치발
생시프로파일낙하의위험

•상승시낙하물방지조치합판미확인
으로합판이파손돼서낙하의위험

•상승시 SCF인양신청서작성하여사전
에제출할것
supervisor가 상승 전 유압 장치와 상
승레버를확인하고점검후상승작업
할것

•SCF 사용시 볼트 풀림이 발생 됨으로
수시로볼트풀림상태확인할것

•프로파일 추가 안전 조치로 프로파일
상부볼트를시공하여클라이밍케리지
에걸려낙하되지않도록보강조치

•상승작업준비시합판연결상태확인
하여낙하물발생되지않도록할것

7) 갱폼해체, 반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SCF 해체 중 근로자가 안전대 미착용
및 무리하게 나와 작업하는 등 불안전
한상태로작업중추락위험

•인양용와이어로프파단으로인한갱폼
낙하위험

•해체중인SCF의발판위에볼트등낙
하물을정리하지않고작업중양중시
낙하물이발생하여사고위험

•해체작업시SCF 단부발생하여타근
로자출입시추락위험

•SCF 해체 중근로자가 불안전한행동
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관리감독 철저히하고 해체 작업 시 안
전대부착설비시설을설치하여안전
대부착후해체작업진행할것

•인양전와이어점검철저

•SCF 해체 전 발판상부에 낙하 위험물
사전제거(정리정돈철저)

•해체 후 남은 구간 단부 발생 시 난간대
설치및수직망설치하여단부처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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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철근은 인장력을 부담하는

역할을하고있어철근시공은구조적으로매우중요한작업이다.

•철근작업시에는철근배근중개구부또는슬라브단부로추락, 철근조립중

철근구조물전도, 철근인양중낙하재해등이발생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반입 가공 및 운반

기둥, 벽체 조립 보, 스라브 조립

2. 공정흐름

1단계

철근반입

2단계

철근가공및운반

3단계

기둥, 벽체 철근조립

4단계

보, 슬라브철근조립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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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반입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지게차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철근
하역중충돌

•안전모,안전화등개인보호구미착용하
고작업중철근에부딪히거나깔림

•적재된철근이지반침하로무너지면서
철근에협착

•지게차로 철근 하역중 철근이 균형을
잃고떨어지면서주변근로자협착

•유도자를 미배치하고 작업하여 지게차
회전중충돌

•지게차후면에경광등미설치로후진하
는지게차에충돌

•지게차운전원의자격여부를사전에확인
하고작업실시

•철근반입작업중안전모, 안전화등개인
보호구착용철저

•철근적재시견고하고평탄한지반에적재

•지게차로 철근 하역중 철근의 중심부에
서정확히인양하고주변에근로자접근
방지

•지게차 사용시 유도자 배치하여 안전하
게유도및근로자통제

•지게차 후면부에는 경광등 설치하여
주변근로자경고조치

2) 철근가공및운반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중 철근에
부딪히거나찔림

•철근 인양중 인양 로프 파단으로 인양
중인철근낙하

•유도자 미배치 상테에서 철근 인양중
철근에주변근로자충돌

•철근을 1줄걸이로 인양 작업중 철근의
요동에의한충돌

•철근 인양용 훅에 해재장치 미설치로
철근 인양중 로프가 탈락 되면서 철근
낙하

•철근 가공기계(절단기,절곡기)에 협착
또는감전

•철근 가공 및 운반 작업중에는 안전모,
안전화등개인보호구착용철저

•인양로프는 철근중량을 충분히 견딜만
한견고한로프사용

•철근인양 및 운반 작업시 유도자를 배
치하여안전하게인양,작업통제실시

•철근 인양시 2줄걸이로 결속하여 수평
으로인양

•철근 인양시 훅에 해지장치 설치하여
사용

•철근안전수칙준수

•철근가공기계외함접지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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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근기둥, 벽체철근조립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B/T이동식 틀비계 및 비계설치시 안전
난간,아웃트리거,버팀목 미설치로 작업
대가전도되어근로자가작업대에서추락

•놓이가 높은 세로 장철이 넘어져 작업
중인근로자를밀쳐작업대에서근로자
가추락

•작업대에 승강사다리를 설치하지 않아
승강중이던 근로자가 미끄러져 하부로
떨어짐

•작업대 상부에 철근 자재를 과다로 적
재하여 작업발판이 파손되어 근로자가
떨어짐

•B/T이동식 틀비계는 반드시 안전난간,
아웃트리거,승강용 사다리를 필히 설치
할것

•높이가높은세로장철은수평철근을적
당한간격으로설치를하며, 버팀목을설치
하여철근기둥이넘어지지않도록한다.

•이동식틀비계및작업대용비계는반드
시승강용사다리를설치한다.

•B/T이동식 틀비계 및 비계상부에는 적
재중량을400Kg으로제한한다.

4) 보, 스라브철근조립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안전모미착용으로인한머리찔림

•철근을 내려 놓을때 던짐으로 인해 주
변근로자협착

•스라브 개구부 미조치로 철근 근로자
개구부로추락

•철근 운반시 급회전으로 주위 근로자
충돌

•철근 운반시 배근된 철근 위로 이동하
다 발이 빠져서 넘어져 주위 근로자의
협착

•타워로 장철 운반시 로프가 파단되어
하부근로자

•작업중안전모반드시착용

•철근운반은 2인 1조로 실시하며, 내려
놓을때는주위를둘러본후1번에내리
지말고,2번에걸쳐내린다.

•스라브 작업전 개구부 덮개등 설치후
작업

•철근 인력 운반시 급회전 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실시

•철근운반이동동선상에작업발판설치

•타워크레인와이어및슬링벨트손상여
부확인후사용

•하부 통제,장철 운반시 보조로프 반드
시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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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작업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 배근과 거푸집 설치작업을

완료하고 거푸집내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을말한다. .

•콘크리트작업시에는콘크리트운반차량에서의추락, 협착및타설용고무호

스의갑작스러운요동에의한근로자충돌및전도, 콘크리트타설중슬라브

단부로추락등의재해위험성이있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콘크리트 반입 운반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양생

2. 공정흐름

1단계

콘크리트반입, 운반

2단계

콘크리트타설및다짐

3단계

콘크리트양생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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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반입운반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작업구역내 접근방지책 미설치로 인하
여레미콘차량후진운행시주변근로
자와의협착및운반차량에서의추락

•콘크리트펌프카의아웃트리거하부받
침대가 견고한 지반에 설치하지 않아
펌프카의전도

•펌프카 및 레미콘 운전기사의 무자격
자의 운전 및 조작으로 인한 펌프카의
전도및레미콘차의충돌

•펌프카의 붐 설치중 주변 고압선에
접촉감전

•작업구역내 접근방지책을 설치하고
레미콘차량유도자배치하여장비주변
근로자통제

•지반상태 확인후 아웃트리거 전용받침
대를사용하여설치

•작업시작전장비의성능확인, 펌프카및
레미콘운전자의자격여부파악.

•품프카붐설치시주변고압선에방호관
설치, 유도자배치하여이격거리유지

2) 콘크리트타설및다짐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장화 미착용으
로인한사고및피부질환발생

•콘크리트 호스, 파이프 연결부 결속불
량에의한파단사고

•레미콘 타설장소 주변 개구부, 슬라브
단부에안전조치미실시에의한추락

•진동기 누전차단기 및 접지 미실시에
의한감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도중 집중타설,
거푸집 및 거푸집 동바리의 이상으로
붕괴

•안전모, 보호장갑, 보호의, 안전화등
개인보호구착용

•콘크리트호스와파이프연결부를견고
하게체결, 연결부이탈방지고리체결

•개구부에 덮개 및 슬라브 단부에 안전
난간대설치

•진동기에접지, 누전차단기에연결하여
사용하고가능한전기형식진동히사용
을지양하고엔진진동기사용

•타설계획 및 순서에 따라 균형있게
타설하고 담당자를 배치하여 타설 전,
중, 후이상유무를확인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건축·기타

| 253

건
축
·
기
타
분
야

콘크리트타설작업 건축 - 008

3) 콘크리트양생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보양용 갈탄 사용시 유독 가스에 의한
질식

•콘크리트양생장소주변개구부, 슬라브
단부에안전난간미설치에의한추락

•관리감독자 미배치로 근로자 단독으로
콘크리트양생장소출입중질식

•열풍기 사용시 철제 외함에 접지 미실
시로인한감전

•양생장소 주변 정리정돈 불량 및 소화
기미배치로인한화재

•작업 전·중·후 산소농도 측정 실시, 
양생중 적절한 환기를 실시하고 산소
마스크 및 방독마스크등 호흡용 보호구
적절히착용

•개구부덮개, 슬라브단부안전난간설치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 관리감독자
입회하에 사전안전성 확인후 출입하고
갈탄, 열풍기 등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 장소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 감독
에따라근로자출입실시

•열풍기외함접지및누전차단기에연결
하여사용

•주변정리정돈및주변소화기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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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는공장에서생산된규격화된재료를사용하여설계도서및제작도

에 따라 철골부재를 가공.제작하는 공장제작 공정과 현장에서 부재를 조립

하는현장시공공정으로크게나뉨.

•특히현장시공공정에직접투입되는근로자는철골공사의특성으로다양한

재해발생위험에노출됨으로각공정에대한충분한사전계획이필요함.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부재반입 및 하역 부재인양 및 설치

볼트조립 용접작업

2. 공정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공장제작 부재반입 부재인양 부재설치 수직검수 볼트조립 용접작업

▶ ▶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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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재반입및하역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차량진입시 운전자의 미숙으로 보행중
인근로자협착

•자재입고 하역 적재시 지반 및 자재
수평 불일치로 전도 위험성 발생하여
근로자협착

•크레인 자재양중시 와이어 파단 및
자재과다양중으로낙하물발생

•차량진입시 유도자는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도록 신호봉 및 형광조끼 착용후
보행자동선유도관리철저.

•작업 반경내 타작업자 진입을 통제하며
지반수평과고임목상태확인후하역, 유도
로프이용하여원하는위치에안착한다.

•자재중량확인및양중와이어안전적합
성을 확인하고 양중자재 수평확인 및
적재양중금지,양중BOX 이용하여양중
한다. 크레인 반경 하부작업 통제하고,
호각을이용위험성을통보한다.

2) 부재인양및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고소작업에 필요한 안전시설 미부착으
로근로자추락위험

•부재인양 및 설치시 와이어 및 샤클
탈락으로낙하위험.

•인양 및 설치 장비 사용시 지반상태
악화로전도위험

•지게차로부재이동시무게중심이탈로
부재의낙하협착사고위험

•부재 설치중 상부 체결 근로자가 안전
로프에안전고리를체결하지않아추락
사고위험

•고소작업에 필요한 안전시설은 가능한
지상에서 부착하여 (빔포트 및 생명줄)
부재와함께양중한다음부재조립즉
시안전시설을설치하여사용할수있도
록함.

•걸이기구(와이어로프,샤클)와 인양장비
의 정격하중,인양물중량 등의 안전성
검토하고인양부재의중량,중심을확인
한다.

•크레인 지반상태가 약하면 아웃트리거
하부 철판으로 보강 후 양중 및 설치
작업을진행한다.

•지게차로 부재 이동시 도로정리 및
차량유도자배치를한다.

•작업 투입전 TBM을 통한 근로자 안전
수칙교육및개인보호구착용철저.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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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볼트조립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볼트조립시공도구및볼트낙하위험

•근로자빔상부수평및수직이동시추락
위험

•볼트 조립시 하부 근로자 통재 철저. 
공도구및볼트는낙하물최소화

•근로자 수평 이동구간에 생명줄 선설치
후안전고리걸고이동하고수직이동시
에는로립및안전블록을사용.

4) 용접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용접 작업시 하부 보양천막 등 인화성
물질에불꽃이날려화재가발생

•용접작업중전선및피복상태불량으
로인한근로자감전사고발생

•용접부위마다 불꽃이 하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불티비산 방지포 이용하여 1차
보양을 하고,하부화재 감시 및 소화기
를배치한다.

•화재감시자는소화기및호각을준비하
여화재발생시즉각조치를할수있도
록교육및관리한다.

•작업전 전선 및 분전반 차단기 상태확
인 후작업, 전선 거치대를 사용하여 전
선을띄우고작업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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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작업은단순한기능을요구하는작업이며, 주로실내에서작업하는시간

이길어근로자들이개인보호구착용을꺼려하는경향이있는작업이다.

•규정에맞지않는작업발판(합판, 각재, 드럼통, 박스류등)을설치하여불안

전한상태에서작업하다재해가발생할수있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반입 가공 및 운반

기둥, 벽체 조립 보, 스라브 조립

2. 공정흐름

1단계

자재하역및운반작업

2단계

작업발판설치

3단계

초벌및정벌미장

4단계

작업발판해체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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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재하역및운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지게차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근로자와충돌사고발생

•자재를 인양한 상태에서의 급회전 및
과속 등으로 인한 자재의 낙하로 근로
자협착

•리어카를이용한운반작업시과적으로
운반한계를초과한충돌및전도사고

•지게차운반시전담유도자배치및신호에
의한이동작업실시(전방주시습관화)

•자재를인양한상태에서급회전및과속
은작업전교육으로주지, 유도자가통
제철저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자배치및현장에서통제(2인1조작업)

2) 작업발판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이동식비계설치시하부에아웃트리거
를미설치하고작업하던중전도

•이동식비계상부에안전난간대를미설치
하고작업하던중근로자가하부로추락

•경사로(계단실등)에작업발판설치시작
업발판의높이가맞지않음으로인한전도

•이동식비계의아웃트리거를부착및설
치하여작업토록관리

•이동식비계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추
락사고를대비하여안전대걸고리사용

•경사로 작업 시는 발판이 수평을 유지
할수있도록낮은쪽을보강(보강대설
치)하여근로자의 안전을확보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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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벌및정벌미장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작업발판(말비계)에 다량의 자재를 과
적하여작업발판이무게를이기지못하
고붕괴

•몰탈 믹서기 사용 중 조작 미숙으로
회전하는회전날에신체의일부가접촉
하여다침

•몰탈믹서기의작업전선피복이벗겨지
거나본체의이상으로누전이발생하며
감전사고

•작업발판(말비계)에는자재의적재를금
지하여근로자의작업반경확보및붕괴
사고예방

•몰탈 믹서기 사용은 숙련공이 직접하
며, 회전날이 반죽통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한다.

•월 1회공도구점검을통해몰탈믹서기
의 작업전선 피복상태 및 본체 이상유
무를확인

4) 초벌및정벌미장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이동식비계해체작업시작업순서를준
수하지않고임의로작업하다붕괴

•이동식비계상부에서해체한자재를내
리던중몸의중심을잃고하부로추락

•이동식비계상부의작업자가해체한자
재를 내려주던 중 놓쳐 하부의 근로자
를가격

•비계상부에서하부로자재를투척하여
자재가낙하하여바닥에튕겨근로자가
맞음

•해체작업은 반드시 조립의 역순으로
실시하여야한다(붕괴사고예방)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는반드시안전대의걸고리를부착설비
에걸고작업실시

•해체작업 중 자재를 내릴 경우에는 하
부에서 자재를 받아주어야 하며, 신호
를정해서작업

•해체작업 시 상부의 자재를 하부로 투
척하는행위는절대금지(인력으로받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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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작업은시멘트와모래를비벼벽돌또는블록을쌓는작업을말한다.

•작업발판 설치, 벽돌 쌓기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추락, 낙하, 붕괴에

대한주의가요구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자재하역 및 운반 1단 벽돌쌓기

작업발판 설치 2단 벽돌쌓기

2. 공정흐름

1단계

작업통로확보

2단계

자재하역및운반

3단계

1단 벽돌쌓기

4단계

작업발판설치

5단계

2단 벽돌쌓기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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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통로확보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건물 주변 작업장소에서 작업 시 상부
에서낙하물발생

•작업장소 및 통로상의 미 정리된 자재
방치로인하여작업자가이동중충돌

•통로상에 소형 개구부에 대한 덮개 미
설치로발이빠져서넘어지는전도

•낙하물방지망의설치및작업장소주변
상·하부동시작업금지

•작업통로 주변에는 근로자들이 원활한
통행을위해자재를적재하는행위금지

•소형 개구부는 덮개를 설치하고, 근로
자가육안으로쉽게볼수있도록표지
를부착

2) 자재하역및운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사전 준비운동 없이 무리하게 중량물
취급시허리부상(디스크등) 발행

•인력을이용한자재하역시실수로인
한자재의낙하로협착

•장비(지게차)를 이용한 하역.운반작업
시 유도자 및 관리감독자를 미 배치하
고, 작업하던중장비에근로자협착

•장비운반 시 자재를 파렛트에 고정된
상태가아닌낱개로해체하여운반하던
중자재가낙하하여충돌또는협착

•인력운반(리어카) 시 과적으로 인해 운
전한계를 초과하여 무리하게 이동 중
리어카가전도되어협착

•벽돌을 많이 실은 리어카를 건설용
LIFT 문을닫지않은상태로싣고올라
가다가진동에의해낙하물이발생하는
재해

•하역작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및 몸풀
기를실시하고작업(작업책임자상주)

•중량물 취급은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
며, 작업전상호간의신호를협의한후
작업실시

•장비를 이용한 하역 또는 운반작업 시
는유도자와관리감독자가상주토록하
며, 정확한 유도 및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통제

•반입 자재는 반드시 파렛트에 랩핑 또
는고정조치가된상태로반입토록하며
현장에서임의로고정을해체하여운반
하는행위금지

•리어카를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시는 1
인이 운반이 가능한 양만 지정하여 주
고, 운반작업시는관리감독자(반장등)
가확인. 

•벽돌을 실을 때에는 리어카 상단 높이
이내로 싣도록 관리하며 건설용 LIFT
의문은꼭닫은상태로운반.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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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단 벽돌쌓기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1일1.5m이상무리한쌓기로인한무너짐

•몰탈이 너무 묽게 배합하여 벽돌의 무
너짐

•지지대를설치하지않음으로인한무너짐

•작업발판을드럼, 빈페인트통등을사
용하여 그 위에서 작업하다 허술한 발
판자체가도괴되거나붕괴되는경우가
많고발판의구조적불안정으로인하여
몸의 균형을 잃기 쉬워 헛디딤으로 인
한추락

•1일쌓기높이를초과하지않도록관리

•몰탈의물시멘트비점검

•1m이상쌓을시지지대를설치

•작업발판은드럼, 빈페인트통, 현장에서
제작한목재발판등을사용하지못하도록
하며규격품을(발판폭40cm이상) 사용하
도록관리및확인

4) 작업발판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이동식비계하부에아웃트리거를미부
착하고작업하던중전도

•이동식비계상부에안전난간대를 미설
치하고 작업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하부로추락

•경사로(램프구간 등)에 작업발판 설치
시 작업발판의 높이가 맞지 않음으로
인한전도

•이동식비계의아웃트리거는반드시부착하
여야하며, 작업시설치하여활용토록관리

•이동식비계상부작업발판에는안전난간
대를설치하여추락사고를예방토록관리

•작업발판의높이를맞추기위하여벽돌
이나빈페인트통등을사용하는것을
금지하고철물등으로받침을반드시설
치하도록함.

5) 2단 벽돌쌓기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작업발판상부자재(벽돌, 블록)의무리
한적재로인한작업발판의도괴

•벽돌쌓기의수직도가맞지않음으로인
한붕괴

•인방 Con’c 설치시 단독작업으로 인한
낙하

•작업발판상부자재적재시에는 400kg
을초과하지않도록관리및확인

•2단 벽돌쌓기를 할 때에는 수직도를
Check하여붕괴를방지

•인방Con’c는2~3명이상이함께운반
및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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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출작업은 내.외부작업 시행하며, 특히 외부 작업시에는 추락 및 낙하물

발생의위험이상존하고있어철저한사전안전관리가요구되는작업이다.

•외벽 견출 작업시는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가 어려우며, 개인보호구(안전

대) 착용및활용이무엇보다중요하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자재반입, 하부작업 작업발판 설치

전동기계, 기구관리 외벽 로프작업

2. 공정흐름

1단계

자재하역및
운반작업

2단계

작업발판설치

3단계

작업발판해체

4단계

전동기계기구사용

5단계

외부로프작업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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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통로확보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사전 준비운동 없이 무리하게 시멘트
취급시허리부상(디스크등) 발행

•장비(지게차)를 이용한 하역.운반작업
시 유도자 및 관리감독자를 미 배치하
고, 작업하던중장비에근로자협착

•장비운반 시 자재를 파렛트에 고정된
상태가아닌낱개로해체하여운반하던
중자재가낙하하여충돌또는협착

•인력운반(리어카) 시 과적으로 인해 운
전한계를 초과하여 무리하게 이동 중
리어카가전도되어협착

•인력운반(리어카)시 가속도를 이용키
위하여 과속 운반, 작업량을 맞추기 위
하여급히서두르다충돌, 전도

•하역작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및 몸풀
기를실시하고작업(작업책임자상주)

•장비를 이용한 하역 또는 운반작업 시
는유도자와관리감독자가상주토록하
며,정확한 신호 및 타작업자의 출입을
통제

•반입 자재는 반드시 파렛트에 랩핑 또
는 고정조치가 된 상태로 반입토록 하
며 현장에서 임의로 고정를 해체하여
운반하는행위금지

•리어카를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시는 1
인이 운반이 가능한 양만 지정하여 주
고, 운반작업시는관리감독자(반장등)
가확인.  

•뛸 정도로 속도를 내지 않도록 지도교
육을철저히시행

2) 작업발판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이동식비계하부에아웃트리거를미설
치하고작업하던중전도

•이동식비계상부에안전난간대를미설
치하고 작업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하부로추락

•이동식비계에 별도의 승강시설을 부착
하지않고올라가던근로자가실족하며
추락

•이동식비계 2단 이상 설치하고 작업하
던중근로자의진동으로인한전도

•발판폭이확보되지않은작업발판을사
용하다발판붕괴, 추락

•이동식비계의아웃트리거는 반드시부
착여야 하며, 작업 시 설치하여 활용토
록관리

•이동식비계 상부 작업발판에는 안전난
간대를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토록
관리

•이동식비계에 별도의 승강시설을 부착
하여근로자의승하강시안전을확보

•이동식비계를 2단 이상 설치하고 작업
할경우는 아웃트리거외에전도방지
시설추가설치

•발판폭이 40cm이상인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을사용토록한다.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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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발판해체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이동식비계해체작업중근로자가작업
순서무시하고임의로해체를실시하던
중실족으로추락

•이동식비계해체작업중상부에서투척
한자재가바닥에튕겨근로자를가격

•해체작업은조립의역순으로진행, 관리
감독자(반장)가 상주하여 올바른 작업
방법의준수여부를확인(감시단활용) 

•해체작업 시 상부의 자재는 인력 또는
로프를 이용하여 내리며,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4) 전동기계, 기구사용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햄머드릴또는망치를이용한파취작업
수행중 잔재가튀어안구손상

•불안전한자세에서무리하게작업을수
행함으로인한허리또는손목부상

•이동공구(햄머드릴 등)를 이용하여 작
업중작업전선의피복이까져서감전

•안전보호구(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토록교육및착용상태수시확인

•몸의중심을뒤에두고허리를편상태로
작업토록교육및관리감독

•현장투입시공도구점검및작업전이
동공구, 작업전선 피복상태 점검 후 작
업실시

5) 외부로프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외벽 로프작업 중 로프에 연결된 근로
대에서미끄러지며하부로추락

•외벽 견출작업용 로프를 타 공정 작업
자가 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임의로해체하여작업자가추락

•외벽작업중강풍으로인해로프가날
리면서 작업자가 작업대에서 이탈되어
추락

•로프마찰로파단되어추락

•외벽로프작업시에는안전대걸이시설
(생명줄)을 별도로 설치하여 근로자의
안전확보

•외벽 작업용 로프를 설치하고, 별도의
시건장치(로프 풀림방지)를 설치함으로
임의조작에의한사고예방

•외벽 로프 설치시 하부에 중량물(2ton)
이용하여로프를고정함으로로프날림
방지

•로프마찰부분의완충제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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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작업은작업장소및시공방법의특성에따라달라지며, 이로인해재료

및시공과정이판이하게달라진다.

•벽체작업 시는 고소작업으로 인해 설치된 작업발판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발생함으로작업시각별한주의가요망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자재반입, 하부작업시 방수 파취작업

이동식비계 안전시설 설치 전동기계 기구사용

2. 공정흐름

1단계

작업통로확보

2단계

자재하역및
운반

3단계

조명시설설치

4단계

안전시설설치

5단계

전동기계
기구사용

6단계

해체및
정리작업

▶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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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통로확보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건물 주변 작업장소에서 작업 시 상부
에서낙하물발생

•작업장소 및 통로상의 미 정리된 자재
방치로인하여근로자가이동중충돌

•통로상에 소형 개구부에 대한 덮개 미
설치로발이빠져서넘어지는전도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및 작업장소 주
변상·하부동시작업금지

•작업통로 주변에는 근로자들이 원활한
통행을위해자재를적재하는행위금지

•소형 개구부는 덮개를 설치하고, 통행
자가육안으로쉽게볼수있도록표지
를부착

2) 자재하역및운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사전 준비운동 없이 무리하게 중량물
취급시허리부상(디스크등) 발행

•인력을이용한자재하역시실수로인
한자재의낙하로협착

•내림틀을 급경사로 설치하고, 미 고정
상태로 자재를 연속적으로 하역 중 내
림틀이이탈되어충돌또는협착

•장비(지게차)를 이용한 하역.운반작업
시 유도자 및 관리감독자를 미 배치하
고, 작업하던중장비에근로자협착

•장비운반 시 자재를 파렛트에 고정된
상태가아닌낱개로해체하여운반하던
중자재가낙하하여충돌또는협착

•인력운반(리어카) 시 과적으로 인해 운
전한계를 초과하여 무리하게 이동 중
리어카가전도되어협착

•하역작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및 몸풀
기를실시하고작업(작업책임자상주)

•중량물 취급은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
며, 작업전상호간의신호를협의한후
작업실시

•내림틀을설치하여작업하는경우는경
사를 완만하게 하며 반드시 내림틀의
고정작업을실시하여이탈방지

•장비를 이용한 하역 또는 운반작업 시
에는 유도자와 관리감독자가 상주토록
하며,정확한 유도 및 주변 근로자의 출
입을통제

•반입 자재는 반드시 파렛트에 랩핑 또
는고정조치가된상태로반입토록하며
현장에서입의로고정를해체하여운반
하는행위금지

•리어카를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시는 1
인이 운반이 가능한 양만 지정하여 주
고, 운반작업시는관리감독자(반장등)
가확인.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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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명시설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임의 제작한 가설분전반에 누전차단기
가작동불능이거나미설치된상태에서
사용중감전사고발생

•분전반의외함또는내함의접지를연결
하지않고사용하던중감전사고발생

•작업선을물기가있는바닥에깔아놓고
사용하던중피복이벗겨져감전

•투광등을 바닥이나 물기가 있는 벽에
걸어놓고작업하던중

•가설분전반 사용 전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상태를 확인 후 현장 배치하며
주기적인점검및누전차단기테스트를
실시(월1회)

•분전반의내.외함의접지및작업선의접
지상태를작업전확인(월1회공도구점검)

•작업선은 반드시 전선거치대를 이용하
여공중배선하여사용토록관리

•투광등에 접지시설을 설치하고 반드시
상부에고정시켜서사용토록관리

4) 안전시설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이동식비계하부에아웃트리거를미부
착하고작업하던중전도

•이동식비계상부에안전난간대를미설
치하고 작업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하부로추락

•이동식비계에 별도의 승강시설을 부착
하지않고올라가던근로자가실족하며
추락

•이동식비계의아웃트리거는 반드시부
착여야 하며, 작업 시 설치하여 활용토
록관리

•이동식비계 상부 작업발판에는 안전난
간대를 설치하여추락사고를예방토록
관리

•이동식비계에 사다리등 승강시설을 부
착하여근로자의승하강시안전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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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체및정리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이동식비계 및 가설비계 해체작업 시
근로자가 작업순서 및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작업하던중실수로추락

•이동식비계 또는 가설비계의 해체작업
시 상부에서 투척하여 자재가 바닥에
튕겨근로자를가격

•작업이완료된장소주변의정리및자
재의야적상태가불량하여통행하던근
로자가자재에걸려넘어짐

•해체작업은 조립의 역순으로 진행하며
반드시 관리감독자가 상주하여 올바른
작업방법의준수여부를확인(해체시사
고위험증가) 

•해체작업 시 상부의 자재는 인력을 이
용하여 받아 내리기를 실시하며, 투척
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작업반경내 타
근로자접근금지) 

•작업완료후작업장소주변의자재정리
및 쓰레기 또는 돌출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불필요한자재외부반출)

5) 전동기계.기구사용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햄머드릴또는망치를이용한파취작업
수행중 잔재가튀어안구손상

•불안전한자세에서무리하게작업을수
행함으로인한허리또는손목부상

•이동공구(햄머드릴 등)를 이용하여 작
업중작업전선의피복이까져서감전

•안전보호구(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토록교육및착용상태수시확인

•몸의 중심을 뒤에 두고 허리를 편상태
로작업토록교육및관리감독

•현장투입시공도구점검및작업전이
동공구, 작업전선 피복상태 점검 후 작
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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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작업은가공된재료를현장에서재단및가공과정을거쳐설치하는중량

물취급작업이며, 운반.인양시는크레인또는지게차등의장비를이용한다.  

•석재의재단, 가공시는전동공구사용이빈번하며, 고소 작업시는작업발판

에재료를과적하여붕괴될수있는위험공종이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석재 인양 및 운반작업 석재 가공

작업발판 설치 석재 시공

2. 공정흐름

1단계

자재하역및
운반작업

2단계

작업발판설치

3단계

석재가공

4단계

석재시공

5단계

작업발판해체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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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재하역및운반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건물 주변 작업장소에서 작업 시 상부
에서낙하물발생

•작업장소 및 통로상의 미 정리된 자재
방치로인하여근로자가이동중충돌

•통로상에 소형 개구부에 대한 덮개 미
설치로발이빠져서넘어지는전도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및 작업장소 주
변상·하부동시작업금지

•작업통로 주변에는 근로자들이 원활한
통행을위해자재를적재하는행위금지

•소형 개구부는 덮개를 설치하고, 통행
자가육안으로쉽게볼수있도록표지
를부착

2) 작업발판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비계기둥하부보강을미실시하여지
반침하로인한비계붕괴

•비계에설치된작업발판이불량하여작
업중인근로자하부로추락

•비계상에자재를과적재하여비계가하
중을견디지못하고붕괴

•비계에서발생한낙하물이하부에서작
업하던근로자를가격

•비계간 결속 시 전용 클램프를 사용하
지않아비계붕괴

•비계에승강시설을미설치하여근로자
가무리하게올라가던중추락

•비계벽이음전용철물을이용하지않고
반생, 목재 등으로 설치하여 붕괴 사고
발생

•비계상에안전난간대를미설치하여작
업하던근로자추락

•비계 기둥 밑단에는 침하 방지조치(깔
목.합판등)를실시하여침하로인한붕
괴사고예방

•작업발판은틈새가없도록견고히설치
하며, 별도의고정작업(반생)을실시

•비계에는 자재의 적재 하중 표시를 부
착하고과적재하지않도록관리(400kg
이내)

•비계에는 수직 보호망 등의 낙하물 방
지조치를실시하여야한다

•비계 결속부 작업시는 전용철물(클램
프.연결핀)을사용하여설치

•비계 내.외부에 사다리 및 비계다리 등
의승강시설을설치하여근로자의안전
확보

•비계는 벽이음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5m 이내마다수직.수평으로벽체와긴결

•비계상에 안전난간(상단 90cm.중단
45cm)를2단설치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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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재가공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석재 절단작업 중 보안경을 미 착용하
여비산되는잔재에안구손상

•석재 절단작업 시 분진마스크를 미 착
용하여직업병(진폐) 발생

•전동공구를이용한절단작업중장갑이
말려들어손가락이절단되는사고발생

•전동공구작업선이석재에눌려피복이
까지며근로자가감전

•비산의위험이있는작업(석재가공)시는
반드시보안경을착용하고작업실시

•절단작업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돌가
루)의 흡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진마
스크착용

•전동공구(핸드그라인더)의안전카바를
임의로해체하고작업하는행위금지

•전동공구작업선은공중배선하여피복
이벗겨지는사고를예방

4) 석재시공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석재 붙임작업 중 자재가 낙하하여 하
부근로자를가격

•앙카 구멍작업 시 회전하는 드릴 날이
철근에 끼며 드릴 몸체가 회전하여 근
로자가격

•용접작업 시 어스를 비계에 설치하여
용접하던중근로자감전(우천시)

•중량물(석재)인경우는2인1조의작업을
원칙으로하며, 하부에접근금지조치

•드릴의안전손잡이를임의해체하는행
위및무리한힘을가하여행하는작업
금지

•용접어스선은용접부재에직접연결하
여작업하며, 전격방지기작동상태확인

5) 작업발판해체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비계해체작업시작업순서를준수하지
않고 상호 협의없이 임의로 해체하다
붕괴

•비계 상부에서 해체한 자재를 내리던
중몸의중심을잃고하부로추락

•비계상부에서하부로자재를투척하여
자재가낙하하여바닥에튕겨근로자가
맞음

•해체작업은 조립의 역순으로 실시하며,
상호간의협조체제구축(붕괴사고예방)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의걸고리를걸고작업실시

•해체작업시상부의자재를하부로투척
하는행위는절대금지(인력으로받아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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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작업은운반과정을제외하고는내부에서이루어져통제가어렵고, 근로

자들의안전의식이미흡하여보호구착용을기피하는경향이높은공정이다.  

•많은 양의 타일과 소형의 타일을 절단해야 하므로 손가락 다칠 수 있으며, 

또한장시간앉아서작업하는형태이므로허리에부담을주는작업이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자재하역 및 운반 작업발판 설치

타일 시공 전동기계, 기구관리

2. 공정흐름

1단계

자재하역및운반작업

2단계

작업발판설치(말비계)

3단계

타일시공

4단계

전동기계기구작업

▶ ▶ ▶

① ②

④③



건축·기타

274 |

건
축
·
기
타
분
야

타일작업 건축 - 015

1) 자재하역및운반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지게차 하역 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
고작업하다운전자의부주의로근로자
와충돌

•자재를 인양한 상태에서의 급회전 및
과속 등으로 인한 자재의 낙하로 근로
자협착

•리어카를이용한운반작업시과적으로
운반한계를초과한충돌및전도사고

•장비를 이용한 하역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하고반드시신호에의해작업실시

•자재를인양한상태에서급회전및과속
은작업전교육으로주지, 유도자가통
제철저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자배치및현장에서통제(2인1조작업)

2) 작업발판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작업대(말비계)를수평이맞지않은상태
에서설치하고작업하던중근로자전도

•작업대(말비계)에 타일 자재를 과적하
여 작업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
손되며추락

•발판 폭이 좁은 작업발판을 사용하다
발판에서추락

•이동식비계하부에아웃트리거를미설
치하고작업하던중전도

•이동식비계상부에안전난간대를미설
치하고 작업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하부로추락

•이동식비계에 별도의 승강시설을 부착
하지않고올라가던근로자가실족하며
추락

•이동식비계 2단 이상 설치하고 작업하
던중근로자의진동으로인한전도

•작업대(말비계)는 항상 수평을 유지할
수있도록설치하고, 주변자재는정리정
돈실시

•작업대에많은양의타일자재를적재하
는행위금지및꼭필요한양만올리도
록관리

•발판 폭이 40cm이상인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을사용토록한다.

•이동식비계의아웃트리거는 반드시부
착여야 하며, 작업 시 설치하여 활용토
록관리

•이동식비계 상부 작업발판에는 안전난
간대를 설치하여추락사고를예방토록
관리

•이동식비계에 별도의 승강시설을 부착
하여근로자의승하강시안전을확보

•이동식비계를 2단 이상 설치하고 작업
할경우는아웃트리거외에전도방지시
설추가설치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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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일시공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안전모를미착용하고작업하던중발판
에서미끄러지며머리를벽체에충돌

•타일 더미(중량물)를 무리하게 혼자 들
다가허리를다치는사고발생

•작업발판을드럼, 빈페인트통등을사
용하여 그 위에서 작업하다 허술한 발
판자체가도괴되거나붕괴되는경우가
많고발판의구조적불안정으로인하여
몸의 균형을 잃기 쉬워 헛디딤으로 인
한추락

•작업 전 보호구 착용에 관한 안전교육
및보호구착용상태수시관리감독

•중량물의경우는반드시2인1조의작업
으로진행하며몸에밀착한상태에서들
어올림

•작업발판은드럼, 빈페인트통, 현장에
서제작한목재발판등을사용하지못하
도록하며규격품을(발판폭40cm이상)
사용하도록관리및확인

4) 전동기계, 기구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핸드 그라인더 또는 망치를 이용한 절
단작업수행중 잔재가튀어안구손상

•핸드 그라인더 날에 신체가 접촉되어
절단또는다치는사고발생

•잦은사용으로작업선의콘센트접지극
이눌려접지가되지않아감전

•이동공구(핸드 그라인더 등)를 이용하
여 작업 중 작업전선의 피복이 까져서
감전

•화장실 내 조명시설(투광등)을 설치하
여 사용하던 중 누전되어 감전(접지선
단선)

•안전보호구(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토록교육및착용상태수시확인

•핸드그라인더의안전카바를임의로해
체하여작업하는행위금지

•작업전접지극의상태를확인하고접지
극이 눌려 불량한 콘센트는 즉시 교체
실시

•입시공도구점검및작업전이동공구.
작업전선피복상태점검후작업실시

•투광등의헤더부분의케이블보호고무의
상태및접지선의연결상태수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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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공사는 실내 건축공사의 여러 공정 중에 최종 마무리 작업단계를 말하

며, 석고보드, 도배, 카펫트공사등마감공사를말한다.

•작업발판 등을 사용하는 과정과 위험기계기구의 사용에 따는 추락, 화재, 

전도, 감전, 절단, 말림, 위험에대한주의가요구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목공사)

2. 공정흐름(목공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목재및석고
보드경량틀
자재반입

목재및경량
틀절단

목재틀및경
량벽틀설치

석고보드
설치

경량천정틀
설치

천정석고
설치

천정및벽체
도배

▶ ▶ ▶ ▶ ▶ ▶

목재등 자재 반입 목재 및 경량틀 절단 목재틀 및 경량벽틀 설치

석고보드 설치

천정 및 벽체도배

경량천청틀 설치 천청 석고보드 설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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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재반입및운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지게차로자재하차및운반시자재낙하

•자재 운반시 기게차 등으로 부터 충돌,
협착

•카고등 장비를 이용하여 세대로 인양
중자재중심이맞지않거나강풍에의
한자재낙하

•인양자재를내려놓다인양물에협착

•인양용 슬링벨트 파손으로 인한 자재
낙하

•인력에의한자재운반중타근로자와
충돌

•자재를무리하게운반하다가허리요통

•자재결속확인및균형확인후작업실
시(작업반장장비사용교육실시)

•지게차운전원의시야확보확인후이
동및하차

•1.5m 인양한 다음 균형이 맞는지 확인
후 인양을 하며, 강풍시 인양작업을 중
지한다.

•유도자 및 근로자 위치는 양중 조정원
시야에위치하여작업시행

•인양작업전슬링벨트파손여부확인

•운반작업자의시야확보후운반작업실시

•인력자재운반시2인1조로실시(근골격계
질환관련안전수칙첨부하여교육실시)

2) 목재및경량틀절단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목재절단시둥근톱기계덮개및반발예
방장치탈착으로인한절단

•목재및경량틀절단시장갑착용으로둥
근톱에말려절단

•경량틀 절단시 고속절단기 안전덮개 탈
착으로인한절단

•둥근톱기계반입전위험기계기구반입
신청, 제출및신청기계기구확인

•둥근톱 기계 사용전 장갑 미착용 확인
및착용금지표지판부착

•고속절단기 반입전 위험기계기구 반입
신청 제출 및 신청 기계기구 확인(반입
완료후덮개설치여부수시확인)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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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재틀및경량벽틀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작업발판을 비규격품으로 사용하다 발
판 다리가흔들리거나부러져전도

•타카총안전핀제거후연속격발작업중
핀이튀어안구손상

•안전모 미착용하고 작업중 부딪히거나
낙하

•에어컴프렛샤의구동부(벨트)에손말림

•검증된작업발판(말비계등) 구입하여확
인후작업실시

•타카총안전핀부착상태확인후작업실시

•작업전안전모착용상태확인

•에어 컴프렛샤의 구동부 덮개 확인 및
장갑을벗은후컴프렛샤사용확인

4) 석고보드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타카총안전핀제거후연속격발작업중
핀이튀어안구손상

•작업발판을 비규격품으로 사용하다 발
판다리가흔들리거나부러져전도

•소형둥근톱사용시덮개미부착으로상해

•작업중담뱃불로인한화재

•타카총안전핀부착상태확인후작업실
시

•검증된작업발판(말비계등) 구입하여확
인후작업실시

•위험기계기구반입신청서확인및덮개
설치, 점검후작업실시

•흡연장소 별도 지정(지정장소외 흡연시
퇴출)

5) 경량천정틀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작업발판을 비규격품으로 사용하다 발
판다리가흔들리거나부러져전도

•고속절단기사용시덮개미부착으로상해

•핸드드릴 작업시 드릴 회전부에 장갑이
말림

•핸드드릴로 천정 작업시 콘크리트 파편
이눈에튀어안구손상

•검증된작업발판(말비계등) 구입하여확
인후작업실시

•위험기계기구반입신청서확인및덮개
설치, 점검후작업실시

•핸드드릴작업시장갑착용금지및확인

•핸드드릴로천정작업시보안경착용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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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정석고보드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작업발판을 비규격품으로 사용하다 발
판 다리가흔들리거나부러져전도

•타카총안전핀제거후연속격발작업중
핀이튀어안구손상

•안전모 미착용하고 작업중 부딪히거나
낙하

•에어컴프렛샤의구동부(벨트)에손말림

•검증된작업발판(말비계등) 구입하여확
인후작업실시

•타카총안전핀부착상태확인후작업실시

•작업전안전모착용상태확인

•에어 컴프렛샤의 구동부 덮개 확인 및
장감벗은후컴프렛샤사용확인

7) 천정및벽체도배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천정도배중도배풀이떨어져안구손상

•작업발판을비규격품으로사용하다발판

•다리가흔들리거나부러져전도

•도배용지에풀바르던중허리를삐끗함

•작업중담뱃불로인한화재

•천정작업시 2인 1조로 작업을실시하
며, 숙련공에 의한 작업을 실시(작업투
입전교육)

•검증된작업발판(말비계등) 구입하여확
인후작업실시

•2인 1조로풀칠을하며, 쉬는시간을이
용하여 근골격질환예방 운동을 실시함
(작업전허리및무릎풀기운동교육)

•흡연장소 별도 지정(지정장소외 흡연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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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오수관로공사는우수관로, 오수관로, 하수암거, 빗물받이, 맨홀등단지

또는 도시계획시설에서 발생하는 우수 및 오수를 배제하기 위한 시설물

공사를말한다.

•오,우수 관로 공사 시에는 주로 굴삭기,로울러 등 건설기계 장비에 충돌하

거나굴착법면붕괴, 추락등의위험에대한주의가요구된다.

1. 작업개요

2. 공정흐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노선설정 상세도작성 자재반입 터파기
맨홀및
관부설

되메우기 다짐작업

▶ ▶ ▶ ▶ ▶ ▶

3. 주요위험작업

터파기 맨홀 및 관 부설

되메우기 다짐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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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파기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개인보호구미착용에의한충돌,추락

•운전원의운전미숙으로근로자와충돌

•법면,토질등지층상태점검소홀에따른
붕괴

•굴착구배미준수에의해법면붕괴

•과굴착에의한법면붕괴

•굴삭기버켓연결부가탈락하면서낙하

•굴삭기회전중후면부에충돌

•안전모등보호구착용상태확인

•굴삭기운전원자격유무확인

•작업전,작업중법면상태,토질및지층상
태확인

•붕괴위험장소는 근로자 출입금지,굴착
구배준수

•과굴착금지및토질에적합한굴착깊이준수

•작업전 버켓 연결부 체결상태 확인 및
버켓탈락방지안전핀설치

•경광등및접근금지표지판설치,유도자
배치

2) 맨홀및관부설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개인보호구미착용에의한충돌,추락

•운전원의운전미숙으로근로자와충돌

•굴착법면상부의부석이낙하

•굴착면 상부에 적재된 토사의 중량으로
붕괴

•굴삭기 버켓에 용접된 인양고리가 탈락
되면서인양중이던관로낙하

•관로인양중인양로프파단으로관로낙하

•관로를 손으로 무리하게 움직이려던 중
관로에협착

•굴착법면을수직으로굴착하여법면붕괴

•유도자미배치로굴삭기에근로자충돌

•굴삭기버켓연결부가탈락하면서낙하

•굴삭기회전중후면부에충돌

•안전모등보호구착용상태확인

•굴삭기운전원자격유무확인

•굴착법면상부에부석등낙하물제거

•굴착면상부에굴착토사적재금지

•굴삭기버켓에용접된인양고리의체결,
용접상태등견고성사전확인

•작업전인양로프는손상,부식여부확인

•관로이동,위치변경시지렛대등을사용
하여안전하게작업

•굴착구배준수하여법면붕괴방지

•유도자배치하여작업반경내출입통제

•작업전 버켓 연결부 체결상태 확인 및
버켓탈락방지안전핀설치

•경광등및접근금지표지판설치,유도자배치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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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되메우기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개인보호구미착용에의한충돌,추락

•운전원의운전미숙으로근로자와충돌

•굴착면되메움작업중붕괴

•유도자 지시없이 후진중 법면으로 굴삭
기전복

•야간에반사조끼신호봉없이신호중유
도자가굴삭기에충돌

•굴삭기버켓에토사과적으로토사낙하

•토사반입용버켓하강시하부근로자충돌

•굴삭기로토사운반중버켓연결부가탈
락하면서낙하

•굴삭기회전중후면부에충돌

•안전모등보호구착용상태확인

•굴삭기운전원자격유무확인

•작업중법면사면유지및붕괴우려장소
에는접근금지조치

•유도자배치

•유도자는신호봉, 반사조끼착용하고신
호실시

•버켓이용하여토사운반시부석,토사가
낙하되지않도록과적재금지

•토사 반입용 버켓 상,하 작업반경내 근
로자출입금지조치

•작업전 버켓 연결부 체결상태 확인 및
버켓탈락방지안전핀설치

•경광등 및 접근금지 표지판 설치, 유도
자배치

4) 다짐작업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로울러 운전원의 운전미숙으로 근로자
와충돌,협착

•되메움 토사법면 하부에서 작업중 토사
붕괴

•통로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장소로 이동
중실족

•되메움토사법면단부로추락

•유도자 없이 다짐 작업 중 굴삭기에 충
돌,협착

•되메움법면단부방호조치미흡으로추락

•다짐장비의전도

•건설기계의수리또는부품교체시협착

•로울러운전원의자격유무및경력사항
확인

•안정구배준수,붕괴위험장소하부에접
근금지

•다짐작업장소로안전하게이동할통로
설치

•법면단부구간안전난간설치

•유도자배치하여주변근로자통제

•법면단부에안전난간설치등추락방호
조치

•경사지등에서다짐작업시전도방지조치

•안전지주, 안전블럭등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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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작업은 건축물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전기

배선공사, 전등및콘센트등전열공사와인입공사, 전기실공사등이있다.

•전기설비작업은건물골조공사시배선을인입하는등작업시사다리, 이동식

비계및고속절단기등의사용으로추락및감전재해가발생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자재반입 사다리이용 배관작업

장비 이용 옥외배관작업 고속절단기작업

2. 공정흐름

1단계

자재반입작업

2단계

운반작업

3단계

배관작업

4단계

배선작업

5단계

기구취부작업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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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재반입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전기자재하역중차량에무리하게올라
가서작업중운반차량에서추락

•전기자재를내려놓다자재와차량에협착

•전기자재를받침목위에내려놓다지반
침하로전기자재도괴

•전기자재인양중인양용와이어로프를
1개걸이 또는 한 방향으로 2개사용하다
낙하

•전기자재 인양 중 인양로프가 끊어지면
서자재낙하

•안전모, 안전화등개인보호구미착용하
고작업중부딪히거나찔림

•전기자재하역중차량에무리하게올라
가지않도록사전교육실시및관리감
독 철저

•전기자재하역시유도자를배치하여안
전하게하역유도

•전기자재하역장소를정하여사전지반
상태를확인

•인양용와이어로프를2줄걸이로결속하
고지그의이물질을제거하여부착력유
지관리

•전기자재인양용로프는중량을충분히
견딜수있는로프사용, 사전(정기)적 점
검실시

•자재반입시개인보호구착용에관한교
육실시및관리감독철저

2) 자재운반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전기자재인양중인양용와이어로프를
1개걸이 또는 한 방향으로2개사용하다
낙하

•전기자재운반지게차후진중근로자와
차량충돌로인한협착

•전기선등운반중허리요통발생

•소형가공자재를로프로인양중탈락하
면서낙하

•인양용 훅에 해지장치가 미설치되어 인
양로프가훅에서탈락되면서자재낙하

•인양용와이어로프를2줄걸이로결속하
고지그의이물질을제거하여부착력유
지관리

•운반용 지게차 작업시유도자를 배치하
여안전하게운반

•전기선 등 중량물 운반시 적정 무게
(35kg) 이하로운반하며, 손수레사용

•소형가공자재는규정된인양박스에담
아서인양운반

•인양용훅에는해지장치부착여부와로
프가훅에서탈락되지않도록조치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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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안전모, 안전대미착용하고작업중배관
에부딪히거나협착

•사다리, 이동식틀비계사용중전도되어
근로자가추락

•배관설치중바닥돌출물에걸려전도

•고속절단기 사용시 자재 이물질이 눈에
튀어실명위험

•함마드릴 사용시 콘크리트 등 이물질이
눈에튀어실명위험

•작업발판등각재등으로불안전하게설
치하여작업중각재가탈락하면서추락

•배관작업시자재인양구근로자추락

•옥외배관작업시장비와의협착및토사
붕괴로인한재해

•배관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
호구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관
리감독철저

•사다리, 이동식틀비계사용시평탄하고
견고한지반에설치하며, 전도방지대설치

•배관설치중바닥에돌출물등을제거,
정리정돈및운반구에탑재하여운반실시

•고속절단기사용시안전모, 보안경착용
철저

•함마드릴 사용시 안전모, 보안경 착용
철저

•작업발판은 탈락되지 않도록 2개소 이
상결속하고견고한것사용

•작업전자재인양구덮개확인및뒤걸음
질하지않도록교육실시

•옥외배관작업시유도자를배치하여협
착및붕괴재해예방

4) 배선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안전모, 안전대미착용하고작업중부딪
히거나협착

•배관설치중바닥돌출물에걸려전도

•사다리, 이동식틀비계사용중전도되어
근로자가추락

•작업발판등각재등으로불안전하게설
치하여작업중각재가탈락하면서추락

•배선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
호구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관
리감독철저

•배선 작업중 바닥에 돌출물 등을 제거,
정리정돈및운반구에탑재하여운반실시

•사다리, 이동식틀비계사용시평탄하고
견고한지반에설치하며, 전도방지대설치

•작업발판은 탈락되지 않도록 2개소 이
상결속하고견고한것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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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구취부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안전모, 안전대미착용하고작업중부딪
히거나협착

•등기구설치작업중사다리에서추락

•전기분전반설치작업중충전부전기스
파크에의한화재

•작업발판등각재등으로불안전하게설
치하여작업중각재가탈락하면서추락

•전기계량기설치작업중전기감전

•활선및활선근접작업시관리감독자없
이근로자단독으로작업중감전

•배관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
호구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관
리감독철저

•등기구설치중사다리사용시바닥상
태를확인하며, 전도방지대사용

•전기분전반설치중충전부전기스파크
로 인한 화재방지를 위해 인화성 물질
격리, 소화기비치

•전기계량기설치전전원투입여부확인
실시,작업중절연장갑착용

•고압활선 작업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
여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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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작업은건축물의냉, 난방시설, 정화시설, 소방시설등을설치하는

작업을말한다.

•기계설비작업은덕트설치, 냉난방배관설치, 기계설치작업중고소장비및

고속절단기등의사용으로추락, 감전및중량물에의한낙하, 협착재해들이

주로발생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고소장비 이용 배관작업 고속절단기 사용 작업

전기용접 작업 드릴 사용 작업

2. 공정흐름

1단계

자재반입작업

2단계

운반작업

3단계

배관작업

4단계

보온작업

5단계

기구취부작업

▶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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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재반입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기계자재하역중차량에무리하게올라
가서작업중운반차량에서추락

•기계,자재를지게차를이용하여내려놓
다자재와지게차에협착

•기계,자재를받침목위에내려놓다지반
침하로강관자재등이도괴

•기계,자재인양중인양용와이어로프를
1개걸이또는한방향으로2개사용하다
낙하

•기계,자재인양중인양로프가끊어지면
서자재낙하

•안전모, 안전화등개인보호구미착용하
고작업중부딪히거나찔림

•기계,자재를 하역 중 차량에 무리하게
올라가시않도록사전교육실시및관
리감독 철저

•기계자재하역시유도자를배치하여하
역유도하고후진신호등부착여부확인

•기계,자재 하역 장소를 정하여 사전 지
반상태를확인

•인양용 와이어로프를 2줄 걸이로 결속
하고지그의이물질을제거하여부착력
유지관리

•기계,자재인양용로프는중량을충분히
견딜수있는로프사용, 사전(정기)적점
검실시

•자재반입시개인보호구착용에관한교
육실시및관리감독철저

2) 자재운반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기계,자재인양중인양용와이어로프를
1개걸이또는한방향으로2개사용하다
낙하

•기계,자재운반지게차후진중근로자와
차량충돌로인한협착

•밸브류, 파이프등운반중허리요통발생

•소형가공자재로프로인양중탈락하면
서낙하

•인양용 훅에 해지장치가 미설치되어 인
양로프가훅에서탈락되면서자재낙하

•인양용 와이어로프를 2줄 걸이로 결속
하고지그의이물질을제거하여부착력
유지관리

•운반용지게차작업시유도자를배치하
여안전하게운반

•중량물운반시적정무게이하로운반하
며, 손수레사용

•소형가공자재는규정된인양박스에담
아서인양운반

•인양용훅에는해지장치를설치하여로
프가훅에서탈락되지않도록조치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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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안전모, 안전대미착용하고작업중부딪
히거나협착

•사다리, 이동식틀비계사용중전도되어
근로자가추락

•배관설치중바닥돌출물에걸려전도

•고속절단기 사용시 자재 이물질이 눈에
튀어실명위험

•함마드릴 사용시 콘크리트 등 이물질이
눈에튀어실명위험

•작업발판등각재등으로불안전하게설
치하여작업중각재가탈락하면서추락

•배관 용접 작업 중 배관내 가스로 인한
폭발

•옥외배관작업시장비와의협착및토사
붕괴로인한재해

•고소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중 추락
및리미트스위치파손으로스라브와협착

•배관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
호구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관
리감독철저

•사다리, 이동식틀비계사용시평탄하고
견고한지반에설치하며, 전도방지대설치

•배관설치중바닥에돌출물등을제거,
정리정돈및운반구에탑재하여운반실시

•고속절단기사용시안전모, 보안경착용철저

•함마드릴사용시안전모, 보안경착용철저

•작업발판은 탈락되지 않도록 2개소 이
상결속하고견고한것사용

•배관용접작업시배관내가스가있는지
확인후작업실시, 배관내부가스제거

•옥외배관작업시유도자를배치하여협
착및붕괴재해예방

•고소이동장비실명제표부착확인, 작업
중 탑승구난간대설치및리미트스위
치사전점검실시

4) 보온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안전모, 안전대미착용하고작업중부딪
히거나협착

•고소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중 추락
및리미트스위치파손으로스라브와협착

•사다리, 이동식틀비계사용중전도되어
근로자가추락

•작업발판등각재등으로불안전하게설
치하여작업중각재가탈락하면서추락

•보온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
호구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관
리감독철저

•고소이동장비실명제표부착확인, 작업
중 탑승구난간대설치및리미트스위
치사전점검실시

•사다리, 이동식틀비계사용시평탄하고
견고한지반에설치하며, 전도방지대설치

•작업발판은 탈락되지 않도록 2개소 이
상결속하고견고한것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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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구취부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안전모, 안전대미착용하고작업중부딪
히거나협착

•기구취부중사다리에서추락

•작업발판등각재등으로불안전하게설
치하여작업중각재가탈락하면서추락

•전기용접작업시용접불꽃이튀어화재

•전기드릴을이용하여작업중감전

•취부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
호구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관
리감독철저

•사다리사용시바닥노면상태를확인하
고, 전도방지대사용

•작업발판은 탈락되지 않도록 2개소 이
상결속하고견고한것사용

•전기용접 작업시 불티비산방지포를 이
용하여 불꽃 확산을 막고, 작업장 주위
소화기배치

•사전공도구점검(공도구상태, 전선피
복상태, 접지유무, 누전차단기부착릴
선사용) 후작업실시



건축·기타

| 291

건
축
·
기
타
분
야

커튼월작업 건축 - 020

•커튼월 공사는 기둥,보,바닥판으로 형성되는 구조부의 외부를 금속재 또는

무기질재료로공간의수직방향으로막아내는공법을말한다.

•커튼월 공사시에는 달비계 및 곤도라 작업이 이루어 지므로 추락, 자재인

양시낙하등의재해가주로발생한다.

1. 작업개요

3. 주요위험작업

자재 반입 및 운반 먹메김

창호틀 설치 유리 설치

2. 공정흐름

1단계

자재반입및운반

2단계

먹메김(수직, 수평)

3단계

창호틀설치

4단계

유리설치

▶ ▶ ▶

① ②

④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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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재반입작업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지게차로자재하차및운반시자재낙하

•자재 운반시 기게차 등으로 부터 충돌,
협착

•카고등 장비를 이용하여 세대로 인양중
자재중심이맞지않거나강풍에의한자
재낙하

•인양자재를내려놓다인양물에협착

•인양용슬링벨트파손으로인한자재낙하

•인력에의한자재운반중타작업자와충돌

•자재를무리하게운반하다가허리요통

•윈치로 인양작업중 지지용 삼각대가 꺽
이면서자재가낙하

•자재결속확인및균형확인후작업실시
(작업반장장비사용교육실시)

•지게차운전원의시야확보확인후이동
및하차

•1.5m 인양한 다음 균형이 맞는지 확인
후 인양을 하며, 강풍시 인양작업을 중
지한다.

•유도자 및 근로자 위치는 양중 조정원
시야에위치하여작업시행

•인양작업전슬링벨트파손여부확인

•운반작업자의시야확보후운반작업실
시

•인력자재운반시2인1조로실시

•윈치로인양시안전장치및상부와이어
등고정상태확인하고작업반경내접근
금지조치

2) 먹메김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먹메김작업중발을헛딪여슬라브단부
에서추락

•먹줄을팅기다먹물이눈에들어감

•먹줄작업중돌출물등에머리를부딪힘

•수직피아노선작업중중심을잃고추락

•먹메김 작업장내 안전시설물 설치여부
확인후작업을실시한다.

•먹물이 튀지 않도록 양을 조절하며, 고
개를든상태에서튕기도록한다.

•먹줄작업장내돌출물은제거하고, 근로
자는안전모를착용한상태에서작업을
실사한다

•수직 피아노선 작업전 안전대의 안전고리
를난간대등에체결한후작업을실시한다.

4. 위험요인및안전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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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호틀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외부비계를밟고작업중비계및작업발
판이흔들려추락

•창호설치작업시안전대등미착용하고
작업하다가추락

•창호설치작업중자재를들다가낙하됨

•곤도라 사용시 안전장치 미작동 등으로
탑승자와함께하부으로추락

•작업중창호에머리를부딪혀중심을잃
고하부로추락

•핸드드릴 작업시 드릴 회전부에 장갑이
말림

•작업전비계및작업발판고정상태확인
후작업을실시한다

•작업전안전대등개인보호구착용을확
인후작업에투입할수있도록확인및
교육실시

•창호 설치 작업장 하부에 유도자 배치
및작업구획표시를한다

•곤도라사용전안전장치및상부와이어
고정상태확인및안전대착용하고작업

•개인보호구착용및안전고리체결확인

•핸드드릴작업시장갑착용금지및확인

4) 유리설치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외부비계를밟고작업중비계및작업발
판이흔들려추락

•유리설치 작업시 안전대 등 미착용하고
작업하다가추락

•유리설치작업중유리가미끄러져손베임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중 강풍에 흔들려
추락

•작업전비계및작업발판고정상태확인
후작업을실시한다.

•작업전안전대등개인보호구착용을확
인후작업에투입할수있도록확인및
교육실시

•장갑을착용한상태에서작업을실시하
고, 무게가10kg 이상인 경우는 2인1조
로한다

•장비작업전안전대의안전고리를장비
에체결하고,강풍시(10m/s이상) 작업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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