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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접근통로 및 방책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32
조(양중기)부터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까지의 규정에 의거 크레인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사용, 유지보수를 위한 통로 등 접근
수단과 이와 관련된 안전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양중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크레인 중
다음의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축 및 일반적인 건설현장에 이용되는 해체할 수 있는 타워 크레인
(2) 영구적으로 설치된 타워크레인
(3) 해머헤드(Hammer head) 크레인
(4) 선창 및 조선용 타워크레인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다리(Ladder)”라 함은 수평면에서 50°이상 90°이하의 연속된 동
일간격의 발판이나 디딤대로 구성되어 한발 또는 양발을 지지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된 경사진 접근장치(수단) 또는 그 일부분을 말한다.
(나) “수직사다리(Vertical ladder)”라 함은 수평면으로부터 75°이상의 경사
각을 가진 사다리로서, 양발을 편리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수직 또는 수직
에 가까운 측면 난간(Side rail)과 연속된 동일간격의 디딤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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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단(Stair)”이라 함은 수평면으로부터 경사도 65°를 초과하지 않는 곳
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여러 개의 평면 발판으로 구성된 접근장치 또는
수단을 말한다.
(라) “통로(Walkway)”라 함은 크레인의 상부에서 어떠한 두 지점 사이
를 걷거나 기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수평바닥으로 된 접근장치의 일부를
말한다.
(마) “참(Landing)”이라 함은 접근로의 중간 또는 끝에 마련된 수평 바닥
이 있는 부분으로서 휴식을 하거나 다른 접근수단으로 이동할 때 대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하며, 대응하는 접근수단과 안전하
게 연결시켜 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바) “통로 참(Access landing)”이라 함은 임의의 위치에 안전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크레인 몸체 또는 고소에 위치한 통로의 일부분에
마련된 수평바닥면 또는 그 구성요소를 말한다.
(사) “안전난간(또는 난간 : Guard rail)”이라 함은 신체를 지지하거나 균
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장치를 말
한다.
(아) “작업발판(Platform)”이라 함은 크레인의 운전, 정비, 검사 또는 보수작
업을 위한 작업자를 지탱해 주는 수평 바닥면 또는 그 구성요소를 말한
다.
(자) “발판(디딤판 : Step)”이라 함은 사다리나 계단에서 양발을 지지할
수 있도록 평평한 수평면을 가진 부분을 말한다.
(차) “손잡이(Hand hold)”라 함은 신체를 지탱하기 위하여 한 손으로 움켜
잡을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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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발끝막이(발끝막이판 : Toe board)”라 함은 이탈된 부품이나 작업 중
인 공구가 발끝에 차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접근로
바닥면 주변을 따라 수직으로 둘러쳐진 판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한다.

4. 일반사항
(1) 모든 운전실 그밖의 검사, 정기적인 정비 등을 필요로 하는 크레인의
부분은 계단, 사다리, 통로, 참 등에 의하여 접근 가능해야 한다.
(2) 조립, 분해, 운전, 검사, 일상적 유지보수, 부품교환 등의 작업을 하기 위
하여 지상에 위치한 타워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은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
장소로의 접근을 위해 지지 장비, 안전난간, 손잡이, 플랫폼, 안전장치
및 그밖의 장비들을 갖추어야 한다.

5. 계단
KOSHA GUIDE M-129-2013(크레인 접근통로 설치 및 방책조치에 관
한 기술지침)에서 정해진 치수 이외에 계단이나 사다리의 권장치수는 다
음과 같다.
(1) 발판 깊이 : 200mm
(2) 발판 폭 : 500mm

6. 수직사다리
6.1. 발끝여유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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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M-129-2013(크레인 접근통로 설치 및 방책조치에 관
한 기술지침)에서 정해진 치수 이외에 발끝 여유 틈(사다리 가로대의 중심
선으로부터 측정된 치수)은 160mm 이상이 확보되도록 권장한다.
6.2. 참
크레인 타워의 사다리에는 규칙적으로 설치된 참이 있어야 하며, 사다리의 길
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6.3. 타워 내 사다리의 보호 장비
타워섹션이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아래의 구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받이울(Hoop guard)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1)
(2)
(3)
(4)
(5)

타워섹션 측면 경사재 부분의 내접원이 600mm 이하인 경우 <그림 1>
단면 사각형의 한 변이 750mm 이하인 경우 <그림 2>
단면 등변 삼각형의 한 변이 1,100mm 이하인 경우 <그림 3>
단면 이등변 삼각형의 오른쪽 변의 길이가 1,100mm 이하인 경우 <그림 4>
관 모양 타워의 지름이 1,100mm 이하인 경우 <그림 5>
[단위: mm]

φφ11
φ

1

≤ 600

<그림 1> 타워섹션 경사재 부분의 개구부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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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m]

φ

B

φ ≤ 800 (등받이 범위)

B ≤ 750 (변의 길이)

<그림 2> 사각형 타워섹션 단면 치수

[단위 : mm]
L

φ

φ ≤ 800 (등받이 범위)

L ≤ 1100 (변의 길이)

<그림 3> 등변 삼각형 타워섹션 단면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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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m]

φ

B

φ ≤ 800 (등받이 범위)

B ≤ 1100 (변의 길이)

<그림 4> 이등변 삼각형 타워섹션 단면치수

[단위 : mm]

φ
L

φ ≤ 1100
600 ≤ L ≤ 800

<그림 5> 관 모양 타워섹션 단면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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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브를 따라 설치된 통행로
7.1. 일반
(1) 다음의 경우에는 통행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브의 높이가 850mm 이하인 경우
(나) 지브가 육안검사를 위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인 경우, 혹은
그밖의 육안검사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2) 그밖의 모든 경우에는 지브를 따라 최소 300mm의 통행 폭에 양쪽에
높이 30mm의 발끝막이를 갖춘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추락방지를 위해 난간이나 작업자의 안전벨트가 부착되는 방호용 와이
어는 통행로의 수직 지지대를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통행로는 지브의 크기와 배치에 맞추어 지브의 내부 혹은 꼭대기에 설
치하여야 한다.
7.2. 삼각형 지브
(1) 지브의 틈 높이가 1,800mm 이상인 경우의 통행로는 <그림 6>의 규격
에 맞추어야 한다.
300

[단위 : mm]

h ≥ 1800
1000

30

≥300

h : 틈 높이(폭은 머리쪽, 발쪽 모두 최소 300mm 이상)

<그림 6> 삼각형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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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난간은 통행로 바닥으로부터 1,000mm 상부에 최소한 한쪽은 설치
해야 하며, 가능하면 양쪽에 모두 설치한다.
(3) 지브의 높이가 850mm 이상이면서 지브내의 틈이 1,800mm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행로는 <그림 7>과 <그림 8>에 제시된대로 지브의 측면
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대각선의 측면 지지대는 가로질러 설치되는 것이 허용된다.
(5) 지브의 높이가 1,500mm 이상일 경우의 안전난간은 <그림 7>과 같이 통
행로 바닥에서 1,000mm 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단위 : mm]
300

H≥ 1500
h < 1800
1000

30
300
H : 지브높이
h : 틈높이(폭은 머리쪽, 발쪽 모두 최소 300mm 이상)

<그림 7> 삼각형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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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m]

850 < H < 1500

30
300
H : 지브높이

<그림 8> 삼각형지브

7.3. 역삼각형 지브
(1) 지브가 1,800mm 이상의 틈 높이 h를 유지할 경우, 통행로는〈그림 9〉와
같이 지브에 맞추어져야 한다.
(2) 안전난간은 통행로 상부 1,000mm 지점에 최소한 한쪽은 설치해야
하며 가능하면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단위 : mm]

h ≥ 1800
1000
30

300
h : 틈높이(폭은 머리쪽, 발쪽 모두 최소 300mm 이상)

<그림 9> 역삼각형 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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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브가 격자 형태일 경우, 요구되는 틈 높이 h는 1,500mm까지 축소될
수 있다 <그림 10>의 경우, 통행로를 걷는 사람은 상부 수평 지지대를
지날 때 머리를 숙여 지나가야 한다.
(4) 지브의 높이가 낮아 7.3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의 통행
로는 <그림 11>과 같이 지브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난간은 통행로의 상부 바깥쪽에 1,000mm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
다.

[단위 : mm]

h ≥ 1500
1000

30

300
h : 틈높이(폭은 머리쪽, 발쪽 모두 최소 300mm 이상)

<그림 10> 역삼각형 지브

－ 10 －

KOSHA GUIDE
M - 89 - 2016
[단위 : mm]

1000

30

h < 1500
300

300
h : 틈높이(폭은 머리쪽, 발쪽 모두 최소 300mm 이상)

<그림 11> 역삼각형 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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