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사고사례

집수정 덮개 위의 버럭을
제거하던 중 덮개가 붕괴

3. 재해발생상황
� 터널 상단면 굴진작업장은 지상에서 40m

4. 원인과 대책
【원 인】

아래의 암반층이며 터널 막장 굴진 작업에

� 작업방법 불량

1. 사고 경위

의해 파쇄된 버럭들이 작업장 바닥에 쌓여

- 터널 갱부 내 파쇄된 버럭을 버켓에 싣기전

� 공 사 명 : 지하철노반 신설공사

있는 상태였고 수직구 굴착 작업장 바닥 중

에는 버켓용량에 맞는 크기로 버럭을 분쇄한

� 사 고 : 지하철노반 신설공사 현장에서 굴삭

앙에는 지하수를 배출하기 위한 집수정(3×

후 버켓에 실어 반출하여야 하나 암석을 여

기를 이용하여 환기구 수직구 굴착 바닥에

3m, 깊이 h≒2.4m)이 설치되어 있었음.

과없이 임시 사토장으로 운반

설치된 집수정덮개 위에 있던 버럭을 제거하

� 터널 상단면 굴진 작업중에 파쇄된 버럭들

는 작업을 도와주던 중 덮개가 무너져 내리

은 상차를 위해 수직구 바닥면 안쪽으로 운

면서 피재자가 집수정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

반되었고, 이중 버럭(중량 300kg)이 집수

� 작업방법 개선

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도

【대 책】

정 상부에 설치된 덮개위로 떨어져 있어,

- 터널갱부내암석은버켓에담을수있는크기

� 굴삭기 운전원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집수정

로 미리 파쇄한 후 운반 또는 이동시켜야 하고

상부 덮개에 있던 버럭을 제거하려 했으나 양

과중한 중량의 버럭이 굴러 떨어진 집수정 덮

수기를 매달고 있던 로프 사이에 버럭이 걸쳐

개위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지양하고 출입이

져있어작업이용이치않아,

불가피 할 경우 집수정 덮개의 견고함을 사전

� 피재자가 집수정 덮개 위로 내려가 버럭에 걸

에 확인한 후 집수정 주위에 기 설치된 안전난

쳐져있던로프를제거하는순간, 집수정덮개

간에 안전대를 걸고 집수정 덮개 위로 내려가

가 무너져 내려 바닥으로 추락하였으며 동시

작업하는등작업방법개선

에 버럭이 낙하하면서 피재자의 흉부를 강타
하여사망한재해임.

옥상 방수턱 거푸집설치
작업중 추락

3. 재해발생 상황

【대 책】

� 당 현장은 학교 급식실 증축 공사현장으로

� 추락방지조치 철저

1. 사고경위

2층 외벽거푸집 해체 및 옥상 방수턱 외벽

� 공 사 명 : ○○중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거푸집 설치작업을 실시함.

� 사 고 : 학교 급식실증축공사 현장에서 피

� 방수턱 외벽거푸집 설치작업은 대부분 설치

재자가 옥상 방수턱 외벽거푸집 설치 작업

(600×1200, 약 66장)한 상태로 도서실

을 위해 발판위에서 작업중 추락하여

측만 남겨놓은 상태였음.

(2.9m) 사망한 재해임.

� 옥상 방수턱 외벽거푸집 설치작업을 위해
옥상층과 외부비계발판 사이를 오고가며 작

2. 재해상황도

- 2m 이상 고소작업시 추락으로 인한 재해
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비계 작업발판 등
에는 안전난간 설치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고소작업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관리감독자는 보호구 착용여부 및 적정성
등을 관리감독

업을 하다 발판 위에서 몸의 중심을 읽고 추
락하여(2.9m)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발판 등 개구부에서 작업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판에 안전난간을 설
치하지 않아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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