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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ers and builders are omitting structural design and relying on workers' experience,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caffolding in domestic construction sites, and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collapsing 

accidents such as inappropriate wall joint installation and non-compliance with work procedures. Therefore, risk 

factors were analyzed in detail and major risk factors were derived from opinions of site managers and scaffolding 

expert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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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국내 건설 현장의 사고 원인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설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공정이나, 현재 국내의 건

설현장에서는 비계구조의 중요성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시공 전에 구조설계 부분을 생략하고,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의 이유로 소홀하

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현장 근로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재료비의 산출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고려한 비계형태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1).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계는 시스템 비계와 강관비계가 주로 사용되

고 있으며, 강관비계는 시스템 비계에 비하여 설치 및 해체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공사비가 저렴하여 주로 소규모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수직재와 수평재가 규칙적으로 설치되어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갖는 시스템 비계에 비해 강관비계는 기둥의 수직도, 부재간 체결의 불량 등으

로 구조적인 불안전성이 큰 가설구조물이다. 강관비계는 건축물의 외벽에 세워지므로 폭에 비하여 높이가 높을 경우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불

안정한 상태를 갖으며, 강관비계의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비계를 건축물 외벽에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일정간격으로 연결하는 

벽이음 철물을 일정 규모이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과 “가설공사 표준안

전작업지침(고노동부고시 제2012-92호)”에 의한 벽이음 설치기준과 작업절차가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부적

절한 벽이음 설치 및 해체로 강관비계 붕괴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높다.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설비계 설치작업에서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현장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고 사전에 위험요인들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건설비계 안전성 저해요인 분석

이성청(2013)3)의 연구에 따르면 비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중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설계·견적 전문가 10인, 발주자 또는 감

독자 10인, 시공관리 전문가 10인을 통해 델파이분석을 수행하여 저해요인을 정량화하였다.

설계단계에서는 ‘저가발주로 현장조사 미흡’, ‘현장별 특성 미고려’, ‘표준품셈에 따른 비현실적 내역’, ‘안전보건법 지식 및 인식부족’ 등

이 높은 저해요인으로 나타났고, 도급단계에서는 ‘상세도면 없이 도급내역 작성’, ‘발주처가 도급내역에서 단가 낮춤’, ‘도급내역서 물량이 

“㎥”으로 상세내역 부족’, ‘설계와 실제 물량 상이하나 도급위해 무시’, ‘설계 적정성 검토보다 책임성 제시 급급’, ‘안전관리비 항목의 제한

적 사용’ 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시공단계에서는 ‘추가 공사비에 따른 책임회피, 발주자 거부’, ‘저가수주로 안전시설물 비용 부족’, ‘안

전시설 실행예산 편성 불가’, ‘전담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 없어 소홀’, ‘불량 중고가설재 사용’ 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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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계별 건설비계 안전성 저해요인

3. 건설현장의 건설비계설치작업 위험요인 도출

본 연구에서는 건설비계설치작업의 위험요인 도출을 위하여 3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관리자 및 건설비계 전문가 10인에게 실제 건설비계 

설치작업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시스템 비계 설치(내부) 시스템 비계 설치(외부) 시스템 비계 적재

그림 2. 건설 시스템 비계설치 현황

1) 건설비계 자재의 이력관리 및 사용기간 제한 없음: 하중 및 사용 이력 특성에 따라 가설자재 내구성 차이 심함

2) 가설 수량 산정 기준 및 구조검토 미흡: 시스템 비계 일위대가 없음, 가설재 누락 심함, 구조검토 과정에서 저가 수주

3) 자재 반입 검사 및 품질시험 기준 미비: 감리자의 가설자재 반입 점검 안됨, 점검기준 상이로 점검자에 따라 결과 다름, 성능중심으로 

품질시험 기준과 규모별 품질검사 개수 변화 없음

4) 설치작업 관리 어려움: 시스템비계 작업자 부족, 무겁고 해체가 어려움, 코너가 굴곡이 진 도면에서는 적용 어려움, 강관비계의 경우 

작업발판 간격이 나오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단가 내역이 잡혀 있지 않음

5) 벽이음, 가새 누락: 마감공사단계에서 벽이음 해체 및 자재 과적으로 붕괴, 시공계획서상에 해체 순서 없음, 가새 누락

6) 비계 체결 기준 미비: 파이프와 강관연결핀만 품질시험 대상이며 클램프 시험 누락, 시스템비계 긴결 기준 없음

4. 결 론

국내 건설현장에서 비계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구조설계 부분 생략하고 근로자 경험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벽이음 설

치, 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붕괴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저해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현장 관리자 및 비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하여 자재 이력관리, 수량 산정기준, 구조검토, 품질시험 기준, 설치작업 관리, 체결 

기준 등 주요 위험요인들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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