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 Saf. Manag. Sci. Vol. 16 No. 4 December 2014                                       ISSN 1229-6783(Print)

http://dx.doi.org/10.12812/ksms.2014.16.4.53                                                     ISSN 2288-1484(Online)
                                                                                               

53

건설현장 작업발판의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정 성 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A study on the survey and improvement of work platforms 

at construction sites 
Seong-Chun Jeong*

*Dept. of Safety Researc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Abstract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occupational injuries in 2013, the work platforms were main objects 

causing fall injuries in construction sites. But many scaffold and platform workers use and install the 

work platforms and the fixed and mobile scaffolding without considering about safety and health 

standards. We had done a nationwide survey about how the platform workers obey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s the result of this survey,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the work platforms, we 

founded that the platform workers must obey the safety and health standards when using and installing 

the work platforms. To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conscious of the workers, it needs to educate a 

worker on safety and health standards for work platforms. Also, to effectively prevent constructin 

injuries for the work platforms, it is rextricted for workers to use only safety certified work platforms. 

And, before installing and using work platforms, it needs to make a work plan for work platforms and 

obe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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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정 및 이동식 비계 등에서 작업자가 통로 및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작업발판은 소규모 구조

물에서부터 최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초고층 및 비정형 

형태의 복잡한 구조물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작업을 위

하여 다양하게 개발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건설공

사 중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성은 감소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작업발판도 비계와 같이 가설구조물로서 본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했다가 본 구조물이 완료되

면 그 기능을 다하여 해체하여야 하는 것이 특징이

다.[1] 이러한 이유로 작업발판에서의 재해는 해마다 

약 2,000건 정도 발생하여 전체 건설재해 중 7～8%

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 작업발판은 대부

분의 건설현장에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사

용해야 하는 가설재이나 안전기준 및 작업절차,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흡한 실정이고,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시 안전기준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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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건설현장 작업발판 관련하여 발생하는 넘어

짐, 무너짐, 미끄러짐 등에 의한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

기 위해서 재해분석과 작업발판을 사용하고 있는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 특성

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사용되고 있는 작업발판의 실태를 파악하여 작업발판

에서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2.1 연구범위

  본 조사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사용하고 

있는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 건설현장은 조사시점(2014년 4월) 기준으로 

사전 파악하여 연락이 가능하고, 작업발판을 사용하고 

있는 건설현장으로서 시공능력평가등급 1-2등급, 3-4

등급, 5-6등급, 7등급 이하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또한 공사금액 100억원미만, 100-800억원미만, 800

억원이상구분하여 선정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현장은 전체 102개소 현장으로 공사종류로는 공동

주택,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건축공사와 토목구조물, 

기타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2.2 연구방법

2.2.1 자료수집 및 분석

  작업발판 관련 법령,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기준,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작업지침 등 안전규

정과 지침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2013년 작업발판 관련 재해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을 위하여 작업발판 관련 규격을 조사․분석하였

다.[4]~[10]

2.2.2 조사방법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을 반입 및 운반, 설

치, 작업, 해체 및 반출 등 전과정에 걸쳐 조사하였다. 

조사는 건설현장의 사전협조로 직접방문하여 안전, 건

축, 토목,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관계자를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첫째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방호장

치 의무안전 인증기준, 사용공종, 규제강화 등 작업발

판 설치 및 사용 시 인지도를 조사하였고, 둘째로 설치 

자격 등 확인여부, 안전기준 및 지침, 설치도면 등 작

성․활용도를 조사하였으며, 재해와 경력 및 연령대와의 

상관관계, 재해원인, 떨어짐 재해 위험을 느끼는 행위

와 높이 등을 조사하였다.

3. 건설현장 작업발판 재해 특성

  2013년도 건설재해 26,000건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관련 재해는 1,740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유효한 

1,534건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관련 작업형태별로 재해

를 구분하면 <Table 1>과 같다.

작업형태 재해건수 평균 근로손실일수

발판위 작업 중 962(62.7%) 188
이동 중 286(18.6%) 220

조립 및 해체 작업 중 149(9.7%) 220
운반 및 정리 작업 중 92(6.0%) 145

옮김 작업 24(1.6%) 214
비계, 각재 위 작업 20(1.3%) 272

기타 1(0.1%) 42
분류불능 0(0.0%) 0

<Table 1> Analysis for the injuries of work 
type in platforms

(단위 : 건,일)

자료출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Table 1>에서 발판위에서의 작업 중 작업발판 관

련 재해가 962건(62.7%)으로 가장 많이발생하였으

며, 이동 중 286건(18.6%), 조립 및 해체작업 중 

149건(9.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근로

손실일수가 가장 높은 작업형태는 272일로 “비계, 

각재 위 작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내고 있다. 이러

한 원인으로는 작업발판 위 작업중일 경우에는 작업

에만 몰두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비계, 각재 

위 작업”에서 평균근로손실일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는 이유는 비계나 각재 상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의 여건상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기피하

고, 시간적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견고히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는 것에 기인된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의 작업발판 관련 재해 빈도 

및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작업발판 반입, 조립 및 

설치, 작업, 해체 및 반출 등 단위 작업 중 재해특성

군을 지정하여 안전보건교육․점검 및 관리감독을 철저

히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관련 단위작업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서 교육․점검을 수행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환류조치를 철저히 수행하여

야 할 것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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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현장 작업발판 설문조사

4.1 개요

  본 설문조사는 전국 작업발판을 사용중인 건설현장

에서의 현장 개요 및 사용현황을 알아보고 건설현장 

관리감독자 작업발판에 대한 직․간접적 재해경험여부, 

안전기준 숙지도, 준수도 및 개선여부에 대하여 파악하

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총 102개소 건설현장으로 직

접 방문을 통한 현장상황 파악 및 담당자 면담방식으

로 수행하였다. 조사대상현장의  규모는 <Table 2>, 

공사종류는 [Figure 1]과 같다.

<Table 2> Survey results on contractor's Level 

& Price

구분

시공능력평가등급 공사금액

계

1
-
2
등
급

3
-
4
등
급

5
-
6
등
급

7
등
급
이
하

계
100
억원
미만

100
-

800
억원

800
억원 
이상

현장수 102 60 11 8 23 102 31 36 35

비율
100

%
59% 11% 8% 22% 100% 30% 35% 35%

[Figure 1] Survey results on construction type

4.2 작업발판의 설치 및 사용인지 조사

   관련 규정 인지도, 사용공종, 현장 반입현황, 안전인

증 취득여부 확인, 안전인증 강제화 여부 등을 조사하

여 관련규정의 준수, 안전인증 취득 확인, 인증제품의 

사용 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4.2.1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작업발판 인지도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떨어짐 재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기준에는 작업대와 통로용작업발판만을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작업발

판 인지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102명의 응답자가 복수항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결과는 

통로용 작업대(94.1%), 통로용 작업발판(92.2%), 달

비계용 발판(79.4%), 말비계(73.5%), PSP 유공발판

(39.2%), 목재 작업발판(23.5%) 순으로 조사되었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작업발판에 대하

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발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작업발판에 대해서는 규정여부에 대

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Survey results for regulatory 

recognition

4.2.2 방호장치 안전인증 규정 작업발판 인지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강재 또는 알루

미늄 합금재로서 작업대와 통로용 작업발판은 안전인

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조사는 102명의 응답

자가 복수항으로 응답하였으며,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

증기준 인지도 조사결과는 <Table 3>와 같이 나타났

다. 대부분 작업대만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폼목에 대해서는 정

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Survey results for the compulsory 

certification standards of the protective equipment

구분
목재
작업
발판

작업대
통로용
작업
발판

달비계
용 발판

PSP
유공
발판

말비계

복수

응답비율
1.9% 84.3% 28.4% 16.7% 3.9% 7.8%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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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작업발판 사용 공종 조사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은 골조 및 내외부 마감공사

에서 작업발판 운반 및 설치, 작업 및 해체 시 이동 및 

작업을 위하여 주로 사용한다.

  사용공종에 대한 조사는 복수항으로 답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결과는 [Figure 3]과 같이 나타났다. 조

사결과 비계공사 82명(80.4%), 거푸집공사 72명

(70.6%), 동바리공사 27명(26.5%), 설비공사 26명

(25.5%), 도배도장공사 24명(23.5%), 기타 10명

(9.8%) 순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3] Survey results for the kind of 

construction work

4.2.4 안전인증 취득여부 확인 조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는 현장 반입 시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제품만을 현장에 반입하여 설치 사용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작업발판의 안전인증 취득 확인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인

증 취득여부 확인 결과 67개소(65.7%)의 현장에서 확

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재사

용 자율등록제와 같은 위탁업체를 통하여 반입되는 것

은 별도의 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또한 현장에 반입되는 작업발판 중 안전인증 대상

품이 아닌 작업발판에 대한 성능확인 여부 조사 결과 

64명(62.7%)가 비인증 대상품목에 대한 성능확인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Survey results for safety certification 

구분
안전인증 취득 확인 비인증 제품 성능 확인
계 실시 미실시 계 실시 미실시

현장수 102개소 67개소 35개소 102 38개소 64개소
비율 100% 65.7% 34.3% 100% 37.3% 62.7%

4.2.5 인증 작업발판의 사용 규제 강화 조사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 사용 시 안전인증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제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조사 

결과 “매우 필요하다”가 33명(32.6%), 필요하다 46

명(45.3%)으로서 <Table 5>와 같으며, 긍정적인 의

견이 많이 제시 되었다.

<Table 5> Survey results for the enchance on 

safety certification regulations

구분 계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미필요

매우

미필요
응답자 102명 33명 46명 12명 8명 3명
비율 100.0% 32.6% 45.3% 11.6% 7.4% 3.2%

  작업발판의 안전인증품의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 조

사 결과 작업발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서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3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기준 준수 조사

  작업발판 설치 자격여부 확인, 설치 시 참고 기준 및 

지침, 설치도면 활용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안전기준 적

용 및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4.3.1 작업발판(비계) 설치 자격 여부 확인 조사

“작업발판(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Table 6>과 

같은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

정되어 있다.

<Table 6> Qualitification's Requirements for work 

platform installation

작업명 자격․면허․경험․기능

비계(작업

발판) 조

립 및 해

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

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자료출처:산업안전보건법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비계)를 설치하는 작업자에 

대한 자격여부 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예”가 26명

(25.3%), “아니오”가 76명(74.7%)으로 대부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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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장에서 작업발판(비계) 설치 자격여부에 대한 확인

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Table 7>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7> Survey results for checking platforms 

installation work qualification

구분 계 자격 확인 자격 미확인
응답자 102명 26명 76명
비율 100.0% 25.3% 74.7%

분포도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4.3.2 작업발판 설치 시 참고기준 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작업발판 관련 

조항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타나났으며, 다음으

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

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가설공사표준안전작

업지침, 사내규정 순으로 작업발판 설치 시 참고기준으

로 활용한다고 <Table 8>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4]~[10].

<Table 8> Survey results for checking platforms

구분 계 규칙
KOSHA

GUIDE

가설공사

시방서

가설공

사지침

사내

규정
없음

응답자 102명 48명 10명 12명 9명 5명 16명

비율 100.0% 48.5% 10.1% 12.1% 9.1% 5.1% 15.2%

분포도

  대부분의 현장이 설치기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적절

하게 활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경험에 의하

여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준 및 지

침을 활용토록 통일된 기준 정립과 홍보가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4.3.3 작업발판 안전작업지침 작성․활용도 조사

  건설현장 자체적으로 작업발판 관련 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작

성․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Table 9>과 같이 나타났다. 

이것은 작업발판의 설치․사용여건이 열약한 하도급업체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성․활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9> Survey results for creation and 

utilization of safe work instructions 

구분 계
항상

작성․활용
가끔

작성․활용

대체로 
미작성․
미활용

미작성․
미활용

응답자 102명 16 39 20 25

비율 100.0% 18.2% 38.4% 19.2% 24.2%

4.3.4 작업발판 관련 설치도면 활용도 조사

  작업발판 설치도면에 대한 작성․활용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0>와 같다. 일반적으로 시스템비계를 

설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면에 의한 설

치가 이루어져 설치도면을 활용하게 되지만, 강관비계

의 경우 설치도면을 작성하지 않고 작업자의 경험이나 

공사여건에 맞도록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도면을 작성․
활용하지 않게 된다. 또한 설치도면의 작성비, 설치비 

등 인건비 증가, 설치시간 증가, 현장여건상 설치불가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하여 설치도면의 활용도가 저조하

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0> Survey results for  creation and 

utilization of installation drawings

구분 계

항상

작성․
활용

가끔

작성․
활용

대체로 

미작성․
미활용

미작성․
미활용

기타

응답자 102명 20명 31명 14명 35명 2명

비율 100.0% 19.2% 30.3% 14.1% 3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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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재해 경험 있다 재해 경험 없다

응답자 102명 48명 54명

비율 100.0% 47.1% 52.9%

분포도

구분 계
목재작업

발판
작업대

통로용
작업발

판

달비
계용
작업
발판

PSP
유공
발판

응답자 48명 13명 25명 2명 3명 5명
비율 100% 27.1% 52.1% 4.2% 6.3% 10.4%

분포도

4.4 작업발판 관련 재해인지 조사

  작업발판과 재해와의 상관성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작업발판에서의 위험성을 파악하였다.

4.4.1 재해와 경력 및 연령대의 연관성 조사

  작업발판과 관련된 사고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102명 중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있다” 48명(47.1%), 

“경험이 없다” 54명(52.9%)으로 조사되어, 거의 절반 

수준은 사고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고경험

이 있는 응답자 48명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된 작업발판의 

종류에 대한 조사 결과 “목재 작업발판” 13명(27.1%), 

“작업대” 25명(52.1%), “통로용 작업발판” 2명

(4.2%), “달비계용 발판” 3명(6.3%), “PSP 유공발

판” 5명(10.4%)로 작업대에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 경험자의 사고발생 공종에 대

하여 조사한 결과 “비계공사” 14명(29.2%), “거푸집

공사” 25명(52.1%), “동바리공사” 3명(6.3%), “설

비공사” 1명(2.1%), “도배도장공사” 5명(10.4%)으로 

가설구조물에 직접적으로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사용되는 

공종인 거푸집공사와 비계공사에서 사고발생의 비중이 높

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Table 11>과 같이 나타냈다.

<Table 11> Survey results for correlations of the 

injuries and career and age

구분 계 비계공사
거푸집
공사

동바리
공사

설비
공사

도배
도장
공사

응답자 48명 14명 25명 3명 1명 5명
비율 100% 29.2% 52.1% 6.3% 2.1% 10.4%

분포도

  경력과 연령대에 따른 재해경험에 대하여 경력이 많을

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재해경험이 많을 것이라는 가

정하에 연관성을 확인해 본 결과, 경력이 많을수록 재해 

경험이 많을 것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재해경험이 없는 

자도 절반수준으로 확인되어 대칭적인 결과가 <Table 

12>와 같이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재해경

험이 많을 것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연령대와 재해경험과

는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Table 13>와 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재해경험은 경력 및 연령대와는 관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작업발판 관련재해는 많은 

다른 요인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2> Analysis on correlations of the 

injuries and career

구  분
경력

전체
5년 이하 6년 이상

재해경험
예

빈도 4 44 48
기대빈도 4.7 43.3 48.0

아니오
빈도 6 48 54

기대빈도 5.3 48.7 54.0

전체
빈도 10 92 102

기대빈도 10.0 92.0 102.0

점근 유의확률(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0.638

<Table 13> Analysis on correlations of the 

injuries and age

구  분

연령

전체20-
30세

31-
40세

41-
50세

51-
60세

재해경험

예
빈도 2 19 24 3 48

기대빈도 1.4 18.4 21.2 7.1 48.0

아니오
빈도 1 20 21 12 54

기대빈도 1.6 20.6 23.8 7.9 54.0

전체
빈도 3 39 45 15 102

기대빈도 3.0 39.0 45.0 15.0 102.0

점근 유의확률(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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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작업발판 관련 재해 발생원인 조사

  작업발판과 관련된 재해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40명(39.2%), “안전

난간의 설치상태 미흡․미설치”가 18명(17.6%), “작

업발판 설치상태 미흡”이 35명(34.3%), “제품상태 

불량”이 9명(8.8%)으로 <Table 14>과 같이 확인되

었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요소와 작업발판의 설치

상태 불량이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안전의식 및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4> Survey results for platforms-related 

injuries cause 

구분 계
작업자

불안전한
행동

안전난간
미설치
및 미흡

작업발판
설치상태

미흡

제품상태
불량

응답자 102명 40명 18명 35명 9명

비율 100.0% 39.2% 17.6% 34.35 8.8%

  작업발판에서 떨어짐 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헛디딤 67명(65.7%)으로 가장 많았고, 걸

러넘어짐 18명(17.6%), 미끄러짐 11명(10.8%), 기타 

6명(5.9%)로 <Table 15>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15> Survey results for falls-related 

injuries cause 

구분 계
걸러

넘어짐
미끄러짐

헛디딤
(실족)

기타

응답자 102명 18명 11명 67명 6명

비율 100.0% 17.6% 10.8% 65.7% 5.9%

분포도

  떨어짐 재해의 원인 중 헛디딤(실족)에 의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헛디딤의 원인으

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작업발판과 관련된 사고원

인을 확인하고자 <Table 16>과 같이 분석하였다.

  <Table 16>에서 떨어짐 재해의 원인 중 헛디딤에 

의한 재해발생은 작업발판의 설치상태와 작업자의 불

안전한 행동이 주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발판 설치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교육, 점검 및 철저한 관리감

독을 통해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able 16> Analysis on correlations of the 

injuries and causes

구  분
작업발판 관련 재해원인

전체
제품상태 설치상태

안전난간
미설치

불안전한
행동

떨

어

짐

재

해

원

인

걸러

넘어짐

빈도 1 7 3 7 18

기대

빈도
1.6 6.2 3.2 7.1 18.0

미끄

러짐

빈도 1 2 4 4. 11

기대

빈도
1.0 3.8 1.9 4.3 11.0

헛디짐

(실족)

빈도 5 24 11 27 67

기대

빈도
5.9 23.0 11.8 26.3 67.0

기타

빈도 2 2 0 2 6

기대

빈도
0.5 2.1 1.1 2.4 6.0

전체

빈도 9 35 18 40 102

기대

빈도
9.0 35.0 18.0 40.0 102.0

4.4.3 떨어짐 재해 관련 위험도 조사

  작업발판에서의 떨어짐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을 느낀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조립 및 해체작업”

이 59명(5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동”

이 23명(22.2%), “자재운반”이 10명(10.1%), “자

재적재”가 7.1%(7명), “기타”가 4명(4.0%)순으로 

<Table 20>와 같이 조사되었다. 또한, 떨어짐 재해의 

발생위험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높이로는 2~4m미만 

낮은 높이에서 가장 많은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고, 그 다음으로는 2m미만 28명(28.9%), 4~6m미

만 11명(11.3%), 6~10m미만 7명(7.2%), 10m이상 

3명(3.1%) 순으로 [Figure 4]와 같이 확인되었다.

[Figure 4] Survey results for situation type of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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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짐 재해 관련 위험도 인식 조사 결과 가장 높게 

나타난 4m미만 낮은 높이에서의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기준에 의거 작업발판을 조립 및 해 

체작업을 수행하고, 안전의식이 함양되도록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17> Survey results for the height of falls 

injuries

구분 계 10m이상 6-10m 4-6m 2-4m 2m미만
응답자 102명 3명 7명 11명 48명 28명

비율
100.0

%
3.1% 7.2% 11.3% 49.5% 28.9%

분포도

5. 고찰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떨어짐 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안전규정에서 정하는 인증 작업발판을 설

치하여야 하나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인증 제품인 

유로폼, 각파이프, 강관파이프, 각재 등을 설치하여 작

업을 수행하고 있어 항상 유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

태이다. 이와 같이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비인증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무너짐, 넘어짐, 헛디딤, 미끄러짐 등으

로 인하여 떨어짐 재해에 노출되게 된다. 작업발판 등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

설기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거 의무안전인

증 대상이다.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에 의하면 인증 작업발판은 작업대

와 통로용작업발판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성능기준과 강

재․알루미늄 합금재 이상의 재료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제작된 것을 생산․유통․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안

전인증을 받은 작업발판은 작업대와 통로용작업발판이

라는 것을 인지하고, 현장반입 시 안전인증 취득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제품만 사용하도록 한다면 작업발판 설치

기준 준수 및 안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작업발판(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대부

분 자격 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작업발판 관

련 기준 및 지침, 설치도면의 작성․활용도가 저조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건설현장에서는 작업발판 

관련 자격 등을 가진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작업자의 경험, 현장여

건 및 경제적 여건에 맞추어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실

정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현장여건과 진행공종에 부합하는 

안전기준 및 지침, 설치도면을 작성하여 작업을 수행하

여야 하나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업발판 관련 재해원인 중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과 작업발판 자체의 설치상태 불량이 주요 원인으로 나

타나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동시에 개선시

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떨어짐 재해 관련 위험도를 가장 

높게 느끼는 4m미만 조립․해체작업에서의 불안전한 행

동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작업

자의 안전의식 및 사고전환이 필요하고, 작업발판 관련 

불안전한 상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작업발판 반입, 설치, 

작업, 해체 및 반출로 이어지는 단위작업별 위험성평가

를 통한 환류조치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발판 관련 설

치 및 사용 인지, 설치 및 사용기준 준수, 재해의 인지 

및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항목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작업발판 인지도 조사 결

과 작업대와 통로용 작업발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호장치 안전인증 규정 작업발판 인지도에서는 작업

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작업발판을 현장 반입 시 67개소(65.7%)가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탁업

체나 협력업체를 통하여 반입되는 경우 64명(62.7%)

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작업발판 사용 시 인증제품만을 사용하

도록 규제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셋째, 작업발판(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등 유해하

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전문인력이 당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76명(74.7%)이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작업발판 설치 시 안전기

준, 지침 및 설치도면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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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나타났다.

  넷째, 재해는 현장근무경력과 연령대와는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발판과 관련된 재해원인 

중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작업발판 설치상태 미흡

이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또한 작업발판 위에서의 

떨어짐 재해원인 중 헛디딤(실족)이 67명(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작업발판 위에서의 떨어짐 위험을 가장 많이 

느끼는 작업은 조립 및 해체작업이고, 설치 높이는 4m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증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홍보가 필요

하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에 의거 인증 받은 제품은 작업대와 통로용발판이고, 

이것을 사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건설현장(특히,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지속적으로 알려

야 할 것이다.

  2) 작업발판 사용에 따른 관리주체가 필요하다. 위탁

업체 및 협력업체를 통하여 현장에 반입되는 작업발판

은 인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협력업체 및 위탁업체에서 작업발판을 반입 시 

원청 또는 발주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이 정착되어야만 현장에 인증 작업발판이 반입되어 사

용되어질 것이다.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자격 등을 가진 

전문인력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착이 필

요하다. 작업발판(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등 유해하

거나 위험한 작업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인

력이 확보가 필요하며, 당해 작업을 할 경우 자격 등을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4)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에 노출되지 않도

록 작업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작업발판 설치 및 

해체 시 작업발판을 설치가 불완전하여 작업공간을 확

보하기가 어렵고,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부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작업발판위에서

의 작업 시 유해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이유는 작

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간, 자

금 및 공사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기피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작업발판 관련 작업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단위작업의 절차에 기초한 위험성평가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실행 및 환류조치를 하여야 재해예방

에 효과적일 것이다.

  5) 낮은 높이 작업발판 관련 작업에서의 떨어짐 예

방을 위해서는 안전난간과 설치하고,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이에 안전대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높이

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설치 것과, 안전대부착

설비에 안전대를 부착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이다. 따

라서 낮은 높이일 경우에도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등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안전대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이에 안전대를 부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작업발판 해체 시 안전대를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는 제품개발이 된다면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 관련 

재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순수 작업발

판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나머지 작업발판으로 사용

되어지는 말비계형 발판, 달비계용 발판 등 작업발판으

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조사결과는 향후 작업발판 관련 제도․정책

방향과 건설현장 지도․점검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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