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PC공사안전시공계획
Safety Construction Plan for Apartment PC Construction

노동자의부족, 3D(Dirty(더러움), Difficult(힘듦), Dangerous(위험함))기피현상,기능공의노령화및인건비상승등이러한현상으로인해 PC(Precast Concrete)공법의수요가증가하고있고그와 비례하여 PC공사

사고사례가발생하고있다.우리는위험성평가를통해 PC공사에유해위험요인을파악하고안전대책을수립하여사고를예방할수있는안전시공계획서를제시하려한다.

■설계배경

노동자의 부족, 3D(Dirty(더러움), Difficult(힘듦), Dangerous(위험함))기피현상, 기능공의 노령화 및 인건비 상승 등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PC(Precast Concrete) 공법의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공동주택인경우지하층을 PC조로 하고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춘1동 170-1번지 일대

지역지구 | 제2종, 제3종 일반거주지역, 중심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대지면적 | 462,771,40㎡(130,913,35평)

연 면 적 | 492,548,48 ㎡(148,996평)

구조형식 | 지하주차장 : PC구조, 세대 : 무량판 구조

■ 공사개요

■ 중량물 세부사항

중량물의 품명

중량물의 크기(mm) 및 무게(t)

W(가로) L(세로) H(높이) 단위중량 양중횟수

PC기둥 500 600 10700 9.3 1회

PC거더 800 7880 650 8.3 1회

PC슬라브 7250 2280 350 7.3 1회

PC램프월 350 8100 8100 10.8 1회

■ 크레인 제원표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제품명 LTM1070-4.1 HK480H-20

최대 양중능력 70ton 20ton

최대 작업반경 40m 80m

최소 작업반경 12m 2.8m

최대 인양높이 50m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6.3m

■ 크레인 설치 위치 및 반입 경로 ■ 중점 안전관리 사항

1. 기둥 반입 및 하차 시 구획설정 및 유도자 배치

2. 신호수와 크레인기사 신호체계 확립

3. 프롭서포트 3개소 설치 후 인양고리 해체

4. 타 근로자 출입 통제

■ 공정표

■ PC 작업 범위 및 구획 설정

124동 - 기둥 56개, 보 135개, 슬래브 227개

■ 공사 방법

[ 중량물 양중형태 : 4줄형 로프 슬링 ]

줄걸이 안전하중 5.63ton

줄걸이 판단 예

와이어로프
직경 길이 파단하중

22mm 8000mm 33.8ton

줄걸이 재료 체결방법 및 세부사항

체결구 종류 규격 하중 줄걸이수 각도

링크클러치 10ton 10ton 2,4줄 60도

■ PC공사 중 사고사례 유형

재해개요 재해유형 재해현황

PC보 전도 및 탈락으로 인한 추락사고 추락 3명 사망, 2명 부상

PC보 및 슬래브 붕괴(이천) 붕괴 9명 사망

평택 PC전도 사고 전도 3명 사망

경남 거제 PC전도 사고 전도 1명 사망

PC슬래브 하부 동바리해체 작업중 PC슬래브 붕괴 붕괴 1명 사망, 1명 부상

PC슬래브 설치작업 중 기둥에서 보 이탈 추락 사망자, 부상자 발생

PC판넬과 함께 PC패널 조립공 추락 사망 추락 1명 사망

■ 사고사례 분석

공 사 명 | 서울시 송파구 00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재해현황 | 사명 1명, 부상 1명

사고원인 | 잭서포트 미실시, 안전고리 미체결, 상부하부 동시작업

재해개요 | 서울시 송파구 00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PC슬래브를 보에 설치 작업 중 기둥에 얹혀진 큰 보 하부 모서리

가 깨지면서 기둥으로부터 탈락되면서 하부 작업중이던 작업자

사망, 상부 작업자 부상 한 재해임

공 사 명 | 대구시 북구 동천동 ○○타운 신축공사 현장

재해현황 | 사명 1명

사고원인 |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담당자의 직무 소홀, 작업

방법의 불량

재해개요| 대구시 북구 동천동 ○○타운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지하1층에

서 바닥 Slab PC패널 거치 후 위치 조정작업 중 PC 패널과 함께 지하2층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재해임

■ 설계목표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PC공사 안전시공계획서 중 PC조립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요구조건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5장 제 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제2편 제5장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2. KCS 14 20 52 : 202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의거하여 작성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6장 제 2절(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및 제2편 제5장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

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4.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건축구조물 조립안전보건작업 지침(한국산업안전공단)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을파악하고유해위험요인에의한부상또는질병의빈도와강도를추정하여안전대책을수립하여실행하는일련의과정

[ 위험성 추정방법 ] :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

위험성을 발생빈도와 사고심각성의 곱으로 평가하는 방법

（5＊4 단계）

9이상으로 평가된 위험요소는 허용불가로 판정 -> 안전대책을 반드시 수립

■ 안전 작업 절차서

■ 체크리스트

각조립공정에서안전작업절차서에따라안전조치사항이제대로이행되었는지확인하기위한체크리스트

■ 작업 허가서 (PTW)

각조립공정을단계별로정리하여 안전작업수행에필요한사항인안전준비사항, 안전조치사항을작성한작업허가서

■ 계획서 검토 및 비교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5장 제 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제2편 제5장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한 작성여부 검토 및 누락여부 확인

2. KCS 14 20 52 : 202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의거하여 작성여부 검토 및 누락여부 확인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6장 제 2절(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및 제2편 제5장(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한 작성여부 검토 및 누락여부 확인

4.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의 규정에 의거한 작성여부 검토 및 누락여부 확인

5.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제거여부 확인

6.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누락여부 확인

7.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건축구조물 조립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여부 검토 및 누락여부 확인

기존 계획서 기존지침, 작업절차서는 각 조립공정에 대해 안전대책, 안전조치사항을 나열

안전작업절차서 각 조립공정을 작업 전, 중, 후로 나누어 작업순서에 따라 안전대책을 대입하여 작성

- 순차적인 작업절차에 대해 안전작업절차서가 더 명확하여 작업자가 지켜야할 지침들을 받아들이고 이행하기 쉽다.

■ 위험성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