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국내 산업현장 사고사망자의 49.9%(2018년 기준 485

명)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

(59.8%, 290명)이 추락 사고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또한, 추락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여러 기인

물 중 비계관련이 28.3%(8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다1). 비계(Scaffolding)는 공사 구조물(예: 건

물)의 주위에 조립 및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예: 작업발

판과 안전난간 및 지지부재)로서 공사용 통로나 작업

용 발판으로 사용된다. 건설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강

관비계, 시스템비계, 강관틀비계, 이동식비계, 말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비계 등의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2,3). 

비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비계관련 추

락재해 원인 및 유형 분석과 건설현장 비계사용 실태

조사에 집중되어 있다. 김향전 외와 김진호는 건설현

장 추락재해의 원인 분석을 통해 추락재해 예방을 위

******울산대학교 안전보건전문학과 박사과정 (Department of Safety and Health, University of Ulsan)
******(재)한국비계기술원 기술연구팀 팀장 (Technical Research Division, Korea Scaffolding Institution)
******안전보건공단 기술총괄본부 차장 (Office of General OSH Programs,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실장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School of Industrial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35, No. 4, pp. 23-31, August 2020
https://doi.org/10.14346/JKOSOS.2020.35.4.23

ISSN 1738-3803 (Print)
ISSN 2383-9953 (Online)
http://www.kosos.or.kr/jkosos 

비계작업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선행 안전난간 공법의 
도입 타당성 분석
박주동*⋅문성오**⋅이현섭***⋅정성춘****⋅권용준*****⋅정기효******†

Feasibility Analysis for Introduction of Scaffolding with 
Advanced Guardrail System to Prevent Falls
J. D. Park*⋅S. O. Moon**⋅H. S. Lee***⋅S. C. Jeong****⋅Y. J. Kwon*****⋅K. Jung******†

†Corresponding Author
K. Jung
Tel : +82-52-259-2709
E-mail : kjung@ulsan.ac.kr

Received : May 7, 2020
Revised : June 30, 2020
Accepted : August 6, 2020

Abstract : In the construction sector, there were 99 fatalities from falls associated with 
steel tube and system scaffolds for three years from 2016 to 2018 and out of which 27.3 
percent (27 workers) were found to have occurred during installing and dismantling 
procedure. To erect scaffolding which is installed for the work at height, the work 
platforms are generally installed first and the safety guardrails are installed and vice versa 
to dismantle. As a result, workers are exposed to the risk of falling because they erect 
and dismantle scaffolding without guardrails. To minimize the risk of falling, it is 
necessary to study a new construction method that can erect or dismantle scaffolding 
while guardrails are installed (called advanced guardrail system). This study analyzed 
advanced guardrail system in terms of safety regulation, workability and economic 
efficiency by investigating the domestic situation on the use of scaffolding, reviewing 
domestic and foreign standards for guardrails and conducting economic feasibility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greatly contribute to preventing falls in scaffolding 
installation and dismantlement procedure. As a follow-up study, empirical research is 
required including physical test of scaffolding with advanced guardrail system and 
effectiveness analysis after trial applications. 

Key Words : advanced guardrail system, erection of handrail first, scaff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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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안전점검표를 제안하였다4,5). 

또한, 박종근 외와 최돈흥 외는 건설현장의 비계사용 

및 안전기준 준수 실태조사를 통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비계 활성화 방안과 안전지도점검 방안을 

연구하였다6-8). 한편, 최근에는 가변형 안전발판 개발9),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 및 개선10), 선행 안전난간 설치 

공법11)과 같은 비계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국내 건설현장에는 강관비계가 널리 사용되어 왔으

나 최근 들어 추락재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스

템비계로 대체되고 있다. 강관비계는 강관을 강관조인

트와 클램프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비계로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시스템비계는 비계의 

작업발판, 수직재, 수평재(안전난간 포함) 및 가새 등이 

규격화되어 있어 강관비계에 비해 균일 시공이 가능하

여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추락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강관비계를 사용하는 소규모 건설현장

에서는 작업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작업발판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작업의 편의를 위해 설치

된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여 작업 중 추락하는 재해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4,5). 그로 인해, 고용노동

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시스템비계 활성화를 위해 2013

년부터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

고 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소규모 건설현

장의 외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설치할 경우 강관비계

와 시스템비계의 설치비용 차액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추락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공공공사에 시스템

비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스템비계는 강관비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락위

험이 낮으나 시스템비계를 설치⋅해체할 때 여전히 작

업자가 추락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국

내 건설현장의 경우 시스템비계 설치 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설치된 안전한 위치에서 상부의 작업발판

을 조립한다. 그리고 난 후, 작업자는 상부의 작업발판 

단부에 설치될 안전난간 등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여 

안전난간을 설치(일명 후행 안전난간 설치 공법, 이하 

“후행 공법”이라 함)한다. 따라서 안전난간이 설치될 

때까지는 안전난간이 없는 작업발판에서 작업이 이루

어져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

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가 비계를 설치할 때 안전

대 부착설비를 먼저 설치한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설비 설치는 현실적

으로 어렵거나,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 자체의 위

험성도 있다. 또한, 작업자가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

Step 1: Upper advanced 
guardrail installation

Step 2: Upper work 
platform installation

Step 3: Move to the 
upper work platform

Fig. 1. Installation procedure for a crossbracing type of 
advanced guardrail system.

대를 걸고 작업하더라도 해당 설비가 작업발판 부위

(작업자의 허리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 추

락사고 시 안전대를 착용했음에도 부상의 위험이 있다. 

비계 설치⋅해체 작업 시 추락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작업발판 설치 전 안전난간을 미리 설치하는 선행 

안전난간 설치 공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선행 안전난간 

설치 공법(이하 “선행 공법”이라 함)은 Fig. 1과 같이 3

단계로 비계를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다. 먼저, 하부 작

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이 설치될 단부에 안전난간

을 미리 설치한다(Fig. 1의 step 1). 그리고 안전난간이 

설치된 상태에서 상부 발판을 설치한다(Fig. 1의 step 2). 

마지막으로,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발판으로 이동하

여 안전하게 작업(Fig. 1의 step 3)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비계에 대한 국내 실태 분석, 국내⋅외 제

도 분석,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선행 공법의 도입 타

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 공법은 비계를 안

전하게 설치할 수 있어 작업자의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선행 공법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도입 필요성, 안전 

기준, 그리고 경제성 측면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행 공법의 국내 도입 타당성 분석(3장), 안

전기준의 타당성 분석(4장), 시공성 및 경제성 분석(5

장)을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의 선행 공법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 분석 결과는 

선행 공법을 적용한 선행안전난간대의 국내 도입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선행 공법을 국내 건설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국내 실태 분석, 국내⋅외 제도 분석, 그리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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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분석 등의 종합적 타당성을 연구하였다. 첫째, 국내 

건설현장의 강관비계와 시스템비계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비계 관련 작업의 문제점을 파

악하여 선행 공법의 도입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재해 특성을 안전보건

공단 내부 전산망에 등록된 건설업 중대재해조사보고

서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 대상 중대재해조사보

고서는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재해발생일 기준)으

로 하였으며12),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1,312명을 대상

(사고 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31명 제외)으로 발생형태

별 및 비계종류별 재해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비계의 안전난간에 관

한 안전기준과 국외 안전기준을 분석하여 선행 공법의 

안전난간 기준에 관한 국내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하였

다. 국내 안전기준은 비계와 관련된 5종(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시스템비계 안전작업 지침)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

다. 그리고 국외 안전기준은 선행 공법을 산업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일본의 3종(노동안전위생규칙, 일본공

업규격, 가설공업회 승인기준)과 미국의 OSHA 기준, 

그리고 유럽의 EN 기준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안전기

준 분석을 통해 선행 공법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필

요한 제도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선행 공법의 시공 및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선행 공법의 시공성은 국내⋅외

에 사용되고 있는 비계의 안전난간 설치 공법(후행 공

법과 선행 공법)의 종류와 특징 등을 분석하여 파악하

였다. 그리고 난 후, 선행 공법 중에서 국내 건설현장

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파악된 공법에 대해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경제성 분석은 국내 선행안전난간 제조사

(현재 기준 총 2개사)에 설치규모 등 동일 조건(Table 

1)으로 후행 공법과 선행 공법 적용 시 소요되는 비용

(인건비 포함)을 제공받아 비교 분석되었다. 

3. 선행 공법의 국내 도입 타당성 분석

3.1 비계 작업의 실태 및 문제점

국내 건설현장의 경우 작업자가 강관비계 및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때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상부 작업발판으로 이동하여 안전난간을 설

치한다. 따라서 작업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전에는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Fig. 2를 예로 들

면,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는 최상단 작업발판 위에 있

는 작업자(①번, ②번)는 안전난간이 없어 추락위험이 

Table 1. Rental conditions of system scaffolding

The size of a 
building width×length×height : 20 m×20 m×30 m

Installation zone System scaffolding installation on all fronts in four sides 

Work platform 
installation 
conditions

single row work platform

Stairs one

Installation area
[(width+0.3 m×2)×2+(length+0.3 m×2)×2]×(height+1 m)

※ separation distance from building : 30 cm

Bracing Application of Structural analysis results

Rigid tie Within 5m×5m

Carrying distance 10km

Guard rail Installation on the outer side of the work platform(No 
installation on the inner side of the work platform)

Rent period 5 months

Others

Conventional guardrail system : Installation of outside 
horizontal guard rails of the work platform

Advanced guardrail system : Installation of outside 
crossbracing guard rails of the work platform

Fig. 2. Risk of falling during assembling of system scaffolding 
(workers #1 and #2 : high risk of falls, worker #3 : low risk of 

falls).

있으나, ③번 작업자는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발판에

서 작업하고 있어 안전하다. 

또한, 작업자는 강관비계 및 시스템비계를 해체할 

때 상부 작업발판에서 안전난간을 해체한 후 하부 작

업발판으로 이동하여 상부 작업발판을 해체한다. 따라

서 안전난간을 먼저 해체하고 나면 작업자는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Fig. 3을 예로 들면, 비계

를 해체하는 최상단 작업발판에 서있는 작업자(①번)

는 안전난간이 없어 추락위험이 있으나, 하부의 안전

난간이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 있는 작업자(③번)는 안

전하다. 그러므로 비계 설치⋅해체 시 추락위험을 근

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비계 설치 시 안전난간을 

미리 설치하고, 비계 해체 시 하부의 안전한 작업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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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isk of falling during dismantling of steel tube scaffolding 
(worker #1 : high risk of falls, worker #3 : low risk of falls).

에서 상부의 안전난간을 나중에 해체하는 선행 공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3.2 비계 작업의 중대재해 특성

최근 3년간(2016년~2018년)의 건설업 중대재해 중 

사고사망자는 1,312명으로 파악되었다. 재해발생형태

는 Table 2와 같이 떨어짐 783명(59.7%), 맞음 101명

(7.7%), 부딪힘 95명(7.2%), 무너짐 78명(5.9%), 깔림 53

명(4%)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중대재해자 중 

비계관련자는 총 231명이었으며, 그중 떨어짐 사망자

가 97.8%(226명)를 차지하였다. 

비계종류별 떨어짐 사망자는 Table 3과 같이 강관비

계 94명(41.6%), 달비계 34명(15%), 이동식비계 30명

(13.3%), 작업발판 일체형 비계 28명(12.4%), 말비계 12

명(5.3%), 시스템비계 5명(2.2%)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

다. 강관비계와 작업 방법이 유사한 비계는 시스템비

계와 틀비계가 있는데, 국내는 틀비계 사용률이 매우 

낮아 틀비계의 사망자 비율이 매우 낮았다. 틀비계를 

제외한 강관비계와 시스템비계 추락사망자의 사고 당

시 작업내용(이동포함)은 Fig. 4와 같다. 작업내용별 사

망재해는 비계 위에서 일반작업 60.6%(60명), 비계 설

치 및 해체 작업 27.3%(27명), 이동 중 12.1%(12명) 순

Fig. 4. Status of fatalities from falls in steel tube scaffolding 
and system scaffolding.

Table 2. Status of fatalities by the type of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2016-2018)

Classification Total Falls Hit by objects Bumps Collapse Being pinned Catches Electro cution Others

Fatalities 1,312 783 101 95 78 53 44 43 115

Share of 
fatalities(%) 100 59.7 7.7 7.2 5.9 4.0 3.4 3.3 8.8

Table 3. Status of fatalities from falls by the type of scaffolding (2016-2018)

Classification Total
Steel tube 
scaffolding

Suspension 
scaffolding

Mobile 
scaffolding

Single unit work 
platform scaffolding

Step ladder 
scaffolding

System 
scaffolding Others

Fatalities 226 94 34 30 28 12 5 23

Share of 
fatalities(%)

100.0 41.6 15.0 13.3 12.4 5.3 2.2 10.2

Table 4. Safety standards for safety guard rails

Classification Safety standard Remarks

Components
1. It shall consist of upper guard rail, midrail, toe guard and handrail pole
(Note: It is possible to replace midrail, toe board and handrail pole with that with similar structure and capacity.)

No legal interpretation 
of exception

Structure and 
installation 

requirements

1. Upper guard rail shall be installed at a position of 90cm to 120cm from surface floor, and the midrail shall 
be installed at the mid-point between upper guard rail and surface floor.

(Note: the midrail may be omitted if the clearance between the railing columns installed on the open side of 
the stairs is less than or equal to 25 cm)
2. The toeboard shall keep up with 10 cm or more in height from a surface floor.
3. Handrail pole shall keep up with relevant distance to solidly support an upper guard rail and a midrail.
4. Upper guard rail and midrail shall keep a parallel with surface floor over entire guard rail.
5. Guard rail shall be made from rigid metal pipe with its diameter 2.7 cm or longer or material with more intensity. 
6. Safety guard rail shall endure 100 kg load which reacts to the weakest point in the weakes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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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과 이동 

중 추락 사망재해의 주요원인은 안전난간 미설치 또는 

설치미흡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안전난

간을 미리 설치하는 선행 공법의 도입은 추락재해예방

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안전난간의 안전기준 타당성 분석

4.1 국내 안전난간 기준

비계의 안전난간과 관련된 국내 기준은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

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호), KOSHA GUIDE(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등)에서 규정되어 있다. 국내 비계 

안전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

르면(Table 4) 비계에 설치되는 안전난간은 상부난간

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다. 다만,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유사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아직까지 없는 상

태이다.

안전난간에 관한 제품 인증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의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13,14),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13,15)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서 규정하고 있다. 안전인증 대상 안전난간은 조립식 

안전난간,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이동식비계용 

난간틀이 있으나, 강관비계 및 시스템비계 전용 안전

난간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은 없다. 하지만, 안전

인증업무 규정에 따라 시스템비계의 구성품인 선행안

전난간대는 수평재(특수구조인 선행 설치형)로 안전인

증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안전인증 심의위원회에

서 교차가새를 중간난간으로 인정한 경우가 없어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안전인증을 받

을 수 없거나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유해위

험기계⋅기구는 안전 성능을 평가하는 임의안전인증(S

마크)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안전인증제도는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사가 

국제표준화기구(ISO), 미국국가표준협회(ANSI) 규격 

등 특정기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3,16). 그러나 특정기준 

적용을 요청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합하

지 않을 경우 임의안전인증을 취득할 수 없다. 예를 들

면, 교차가새형 선행안전난간을 제조하는 국내 제조사

가 임의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일본공업규격(JIS) 기준

으로 임의안전인증(S마크)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교차가새가 국내 안전기준(예: 안전난간대의 평행유지 

조건과 안전난간대 간의 간격 60 cm 이내 유지)에 맞

지 않으면 중간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의안전인증

을 취득하지 못한다.

4.2 국외 안전난간 기준

일본의 경우 비계의 안전난간과 관련된 기준은 노동

안전위생규칙 제552조(안전난간의 구조와 설치기준)이

다. 노동안전위생규칙의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의 높

이 85 cm 이상, 중간난간대의 높이 35 cm~50 cm이거

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중간난간대는 후생노동성 유권해석(후생노동성 

기발 제0311001호)에 따라 Fig. 5와 같이 2개의 경사재

(대각재)를 인정하고 있다. 

<A-Type> <B-Type> <C-Type>

Fig. 5. Type of two diagonal bracing as midrail (Source: https:// 
www.mhlw.go.jp/bunya/roudoukijun/anzeneisei26/dl/04.pdf).

선행안전난간의 규격기준은 일본공업규격과 가설공

업회 승인기준이 있다. 일본공업규격은 선행안전난간

을 Fig. 6과 같이 강관비계용, 시스템비계용, 틀비계용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설공업회 승인기준의 시스템

<Steel tube scaffolding> <System scaffolding> <Prefabricated steel 
tube scaffolding>

Fig. 6. Example of using advanced safety guard rail (Source: 
JIS A 8961:2014, Fig. 2~4). 

<X Type> <Y Type>

Fig. 7. Type of advanced safety guard rail for system scaffolding 
(Source: http://www.kasetsu.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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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선행안전난간은 Fig. 7과 같이 안전난간 역할과 

가새재 역할을 동시에 하는 X종과 안전난간 역할만을 

하는 Y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건설현장에는 강관비계용 선행안전난

간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강관비계의 특성

상 수직재 간격을 동일하게 설치하기 어려워 규격화된 

선행안전난간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또한, 시스템비계 전용의 선행안전난간 중 일

본 가설공업회의 승인을 득한 제품은 X종만 있으며 이

는 작업의 편리성과 경제성의 이유로 대부분 X종을 선

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공업규격(JIS A 8961:2014)에 따르면 “선행형 안

전난간(Advanced and Secured Handrail)은 비계의 설치 

작업 시 작업자가 윗단으로 오르기 전에 선행하여 설

치가 가능한 안전난간으로 작업자의 추락과 전도방지

를 위해 비계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포함한 비계 위에

서 행해지는 모든 작업 시 항상 안전난간이 있는 상태

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17). 교차 가

새 구조의 선행형 안전난간의 경우 삼각형 공간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어 적정한 공간의 크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Fig. 8과 같이 상부난간대의 높이(H)는 

90 cm 이상이고, △AOB와 △AOC 등 삼각형의 모든 

Fig. 8. Structure of X-type safety guard rail (H : Height, d : 
diameter, △AOB and△AOC : area of triangle, Source: JIS A 

8961:2014, Fig. 7). 

면적은 0.5 m2이하이거나, 삼각형의 각 변에 내접하는 

원의 직경(d)이 60 cm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삼각형 공간으로 직경 60 cm의 원형이 통과하지 

않는 경우가 승인기준에 해당된다. 

미국에서는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1926.502 (Fall Protection System Criteria 

and Practices) 규정에 따라 안전난간의 구조 중 상부난

간대는 42 inch(1.1 m), 중간난간대는 바닥에서 21 inch 

(53 cm) 이상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중간난간대는 스

크린, 메쉬, 패널, 중간 수직부재 등으로 대체할 수 있

다. 또한,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규

격인 ANSI/ASSP A10.8(Scaffolding Safety Requirements)

Classification
Conventional 

guardrail system20)

Advanced guardrail system

Progressive type20) Telescopic type21) Push up type using tool22) Crossbracing type23)

Schematic
diagram 

Source
Scaffolding in New Zealand 
(WorkSafe New Zealand, 

2016)

Scaffolding in New Zealand 
(WorkSafe New Zealand, 

2016)
www.layher.co.nz www.haki.com

Monthly safety and health+ 
(KOSHA, March 2020)

Characteristics

Risk of falls due to guard 
rails installation after 
installation of work 

platform

Need to install additional 
work platform for guard 

rails installation

Preceding installation 
using telescopic type guard 

rails

Installing guard rails 
frames in advance using 

tools by two workers

Installing crossbracing type 
guard rails with brace 

function

Workability Medium Very low Low Low Very high

Economic feasibility Medium Very low Low Low High

Need to install brace Need Need Need Need No need

Risk of falling while 
installing Very High Low Low Low Low

Risk of falling after 
installing

Very low Very low Very low Very low Very low

Remarks Fall risk during scaffolding 
installation and dismantling

Installation of additional 
work platform is required

Risk of falls from the 
additionally installed work 

platform

Need to install safety guard 
rail separately from 

temporary telescopic safety 
guard rails

Low workability due to 2 
person 1 set work

Cross-bracing type guard rails 
acts as brace and guard rail.

Table 5. Comparison of guard rail install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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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7.5에 따르면 상부난간대를 설치한 경우 2개의 가

새재 교차점이 바닥면에서 20~30 inch(50.8~76.2 cm)인 

경우 중간난간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8). 

유럽은 EN 12811-1(Temporary Works Equipment Part1: 

Scaffolds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General Design) 

규정에 따라 상부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1 m 이상

이어야 하고, 난간대 사이 순간격은 47 cm 이하이여야 

한다. 중간난간대는 1개 이상의 수평난간대, 프레임 또

는 울타리 구조로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19). 

5. 선행 공법의 시공성 및 경제성 분석

5.1 안전난간 설치 공법의 시공성 비교

국내 및 국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후행 공법과 선행 

공법을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후행 공법을 주로 적용하고 있어 작업발판에서 안전난

간 설치 전까지 추락위험이 상존하여 안전대를 부착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대를 

부착하기 어려워 상당수가 안전대를 부착하지 않고 작

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국외는 순차형 난간, 상승

형 난간, 틀형 난간, 교차가새형(X형) 난간 등의 선행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순차형 난간 설치공법은 상부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위해 임시 작업발판을 추가 설치

해야 하므로 작업성과 경제성이 낮다. 상승형 난간 설

치공법은 길이조절이 가능한 상승형 임시 난간을 설치

하므로 추가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하여 경제성이 낮다. 

틀형 난간 설치공법은 하부 작업발판에서 2명이 1조가 

되어, 난간 설치 공구를 사용하여 틀형 안전난간을 설

치하므로 작업성이 낮다. 이러한 공법은 모두 가새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교차가새형 선행 안전

난간 공법은 가새와 안전난간 역할을 동시에 하는 X형 

안전난간(교차가새와 상부 안전난간대가 일체식으로 

제작)을 미리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공성, 경제성 및 작

업안전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건설현장에는 교차가새

형 선행 공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5.2 경제성 분석 

동일 조건에 대한 후행 공법과 교차가새형 선행 공

법의 경제성 비교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교차가새형 

선행 공법이 후행 공법에 비해 총액기준 6.9%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해당작업

의 시공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건비 측면

에서도 교차가새형 선행 공법이 약 5.3%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Fig. 9와 같이 시스템비계(후행 공법

Table 6. Comparison of economic efficiency between conventional 
guardrail system and advanced guardrail system 

(Unit : 1,000 won)

Classification
Conventional 

guardrail system
Advanced 

guardrail system
Cost reduction 

rate(%)

Total 37,403 34,807 6.9%

Basic fee 1,905 1,662 12.8%

Rental 14,301 13,186 7.8%

Labor costs 20,063 18,990 5.3%

Carrying cost 1,135 970 14.5%

Table 7. Comparison of one-storied system scaffolding

Classification
Conventional 

guardrail system
Advanced 

guardrail system
Reduction 

rate(%)

Total weight(kg) 95.3 78.3 17.8%

Number of members 18 14 22.2%

Number of the 
connection points 12 8 33.3%

(a) Conventional guardrail system (b) Advanced guardrail system

Fig. 9. One-storied system scaffolding(○ : connection point). 

과 선행 공법)를 1단 조립후 전체 중량 등을 비교 분석

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선행 공법은 후행 공법 대

비 전체 중량 기준으로 17.8% 감소하였고, 총부재수는 

2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직재와 안전난

간(또는 띠장)의 연결점은 33.3% 감소한 것으로 분석

되어, 선행 공법은 후행 공법대비 재료비 감소, 작업시

간 단축 등 경제성과 시공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6. 토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선행 공법에 대한 종합적 타당성 분석 결

과를 토대로 선행 공법의 국내 도입 필요성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4가지 측면에서 제언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국내 비계 작업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계 

설치⋅해체 작업 시 안전난간을 나중에 설치하는 후행 

공법을 적용하고 있어, 추락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

다. 또한, 최근 3년간 건설업 중대재해 분석결과에 따

르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강관비계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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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에서 9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비계 설

치⋅해체 작업에서 27.3%(27명)가 발생되어 선행 공법

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의 국내⋅외 안전난간 기준에 대한 분

석 결과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의 안전기준은 교차가새

를 중간난간대로 인정하는 등 추락방지에 유효한 구조

인 경우 안전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중간난간대의 인정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이 없어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차가새형 선행안전난간

대를 국내에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성, 

시공성, 그리고 경제성이 우수한 교차가새형 선행안전

난간대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간난간대에 대

한 유권해석(ANSI 규격 등을 반영한 해석) 등의 제도

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교차가새형 선행안전난간의 안전인증기준 마

련을 위해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인증기준을 개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안전인증 대상품목에 선행

안전난간을 추가하고, 재료기준을 현행 시스템비계용 

부재 및 조립식 안전난간의 재료 기준(강재 및 알루미

늄 합금재)을 준용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

기준은 상부난간 높이 90 cm이상이고, 삼각형 개구부

의 허용공간은 원형 기준틀(d=60 cm)이 통과하지 않도

록 설정하는 것이 추천된다. 난간의 처짐과 휨시험기

준은 국내 안전인증기준의 이동식비계용 난간틀 시험

방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다. 또한, 수평저항력 시험

은 틀형 비계용 교차가새시험과 일본의 가설공업회 승

인기준을 참고하고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차가새형 선

행안전난간은 수직보강재가 없는 X종(X-Type)을 사용

하고 있으나, 설치 후 삼각형 개구부로 추락위험이 일

부 있고, 고소작업 시 작업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삼각형 개구부의 적정 크기에 대한 인

간공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개구부의 크기를 최소화

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난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예를 들면, 선행안전난간의 삼각형 개구부를 형

성하는 대각재에 연결할 수 있는 수직 보강 장치 등을 

추가로 개발하면 추락위험성 감소와 구조적 성능 향상

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건설현장의 비계 설치⋅해체 

작업 시 추락방지와 편리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선

행 공법의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선행 공법의 활

성화를 위해 공공공사의 시스템비계 의무 사용에 맞춰 

선행안전난간대 사용을 함께 권장할 수 있으며, 안전

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면 건설

현장의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선

행 공법이 국내 건설현장에 적용될 경우 비계 설치⋅
해체 작업 중 추락재해예방과 더불어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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