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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労働者に対する安全衛生教育教材作成事業（建設業）

고소작업차
(1)운전 자격

고소작업차의 운전은 다음 자격이 필요합니다.

기능 강습 특별교육
작업 바닥 높이가 10m 이상 〇

작업 바닥 높이가 10m 미만 〇 〇

“전기통신 업무”
안전위생의 포인트

기능 강습이 
필요

능력이 
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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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약한 지반에서의 주의

① 갓길과 수분이 많이 포함된 연약한 지반에 잭을 달아서 
    작업할 때는 하중이 많이 걸린 잭이 빠져서 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② 연약한 지반에서는 잭이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③ 맨홀 및 배수구 뚜껑 위에 직접 잭을 세팅하지 마십시오.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고소작업차 “전기통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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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추락 제지용 기구(안전대) 사용

① 버켓 탑승자는 추락 제지용 기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십시오.
② 구조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변형이나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③ 탑승 즉시 추락 제지용 기구의 후크를 후크걸이에 확실히 
    걸어주십시오.

고소작업차 “전기통신 업무”

안전모

안전대
(풀 하네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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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작업 위치 근처에서의 주의

선회・기복 조작은 붐이 펼쳐진 만큼 그 움직임이 빠르고, 
충격이 커집니다. 작업 위치 근처에서 선회・기복 조작은 
액셀을 저속으로 전환하여, 레버 조작을 1개씩 하거나 신축 
또는 좌우 회전 조작으로 버켓의 위치를 결정하십시오.

고소작업차 “전기통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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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사지에서의 위치 결정

① 경사지에서는 반드시 앞쪽이 내려가게 주차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서 풋 브레이크를 떼어도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② 바퀴 고임목은 손잡이를 잡고, 전체 바퀴가 언덕 아래쪽 
    타이어에 닿도록 세팅하십시오.
③ 7°가 넘는 경사지에서는 고소작업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소작업차 “전기통신 업무”

① 주차 브레이크

② 각 타이어에 바퀴 고임목
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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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잭 세트

① 아우트리거는 최대로 돌출시키십시오.
② 경사지에서는 “잭 자동 돌출”을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후순차작동 기능 포함, 자동수평설치 기능 포함)
③ 잭을 세팅할 때는 반드시 ①앞쪽 잭→②뒤쪽 잭 순으로 실
    시하십시오. (주차 브레이크는 뒷바퀴에 걸려 있으므로)
④ 잭을 세팅할 때는 잭이 잭 베이스에 닿은 시점에서 일단 
    멈추고, 잭 베이스가 어긋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나서 
    조작을 이어 가십시오.

고소작업차 “전기통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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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량의 수평 확보

① 노면의 경사와 관계없이 차량이 수평이 되도록 
    잭업하십시오.
② 이때, 차량 전후방향의 수평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경사 각도가 3°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단, 좌우 
    방향은 반드시 수평을 확보)
③ 잭 베이스를 사용하여 수평을 확보할 때는 2장, 
    20cm 이내를 한도로 하십시오.
④ 4개의 잭 전부에 하중이 가해지고 있는지, 모든 타이어가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소작업차 “전기통신 업무”

수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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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잭의 격납

① 작업이 종료되면 붐을 완전히 격납하십시오.
② 잭을 격납할 때는 반드시 ① 뒤쪽 잭→② 앞쪽 잭 순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주차 브레이크는 뒷바퀴에 걸려 
    있으므로)
③ 잭을 격납할 때는 타이어가 지면에 닿은 시점에서 일단 
    멈추고, 바퀴 고임목이 타이어에 확실히 걸려 있는지 
    확인한 후, 조작을 이어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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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 “전기통신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