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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도 지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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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ower Crane Work Risk Index in Building
Construc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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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건축물이 고층화 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자재 인양장비의 효율적 사용이 프로젝트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자재인양 중 거의 50%의 물량을 인양하는 건설현장의 주
요 장비로서 건축공사 진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
에 따라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며, 금년 5월에는 충격적인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인하여 고용노
동부가 전국의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해 ‘위험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도 지수(TWRI) 모델을 제시한다. 이 지수는 장비요소, 인적요소 및 작업요소 등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며, 본 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사고현장과 무사고 현장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
을 제시하였다. TWRI 모델은 건축현장 타워크레인 작업의 위험도를 쉽게 인지하게 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제공한다.
핵심어 : 건축현장, 타워크레인, 위험, 지수, TWRI 모델

Abstract
In recent years, architectural buildings have been taller and taller, the efficient use of construction lifting
equipment makes a large influences on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construction project. Tower crane as
the most popular lifting equipment, plays a key role in the construction work, which lifts about 50% of the
amount of lifting needs in construction site. As the demand for tower crane increases, related accidents
are increasing nowadays. In May of this year, the Korea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ssued 'danger
warning' to the all over the domestic industry site which uses tower crane after recent two tremendous T/C
accidents.
In this study, firstly, we built up the TWRI (Towercrane Work Risk Index) model with combining major
risk factors of equipment factor, humant factor and work factor. Then we simulate the model with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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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project case that is proceed presently, contrasting the disaster reported case with none-disaster
reported case at the same time this year. This model can help building construction field management by
identifying the coming up risk in tower crane related works easily.
Keywords : Construction Site, Tower crane, Risk, Index, TWRI model

1. 서론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하 T/C, Tower Crane)은 자재인양 중 약 50%의 물량을 인양하는
양중 장비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 등록되어있는 타워크레인은 약 5,900여대로서 다양한 작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1]. T/C은
다른 크레인 보다 높이 보다 무거운 자재의 양중이 가능하고 작업범위가 넓기 때문에 건설현장에
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1970년대 국내 건설시장에 T/C이 도입된 이래, 그 수요가 증가한 만큼 매년 T/C에 관련된 사

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도 경기도 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T/C 붕괴사고와 삼
성중공업 거제조선소 T/C 충돌사고 등이 발생하여 큰 인명피해를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
어 금년 5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T/C 작업에 대해 ‘위험경보’를 발령하기도 하였다[2]. T/C
은 한 번의 사고로 여러 명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현장의 사고 위험성
을 쉽게 인지하고 전파할 수 있는 T/C 작업 시의 위험지수를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도
움을 주고자 한다.

2. 예비적 고찰
2.1 선행연구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 복합화가 되면서 양중 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확대되어 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의 T/C의 사용빈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건설재해 피해 또
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 양중 장비인 T/C의 건설작업 안전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 이는 T/C은 건설작업이나 건설기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건설장비 또는 기계시
스템인 관계로 그동안 연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는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T/C 관련 선행 연구들은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 재해발생 형태 분석과 위험성 분
석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3]. 본 연구도 T/C의 위험성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T/C관련 작업위험에 대한 예측 지수를 개발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개선에 일조하고자 한다. 즉,

건설현장의 T/C 관련 작업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 본 연구는 기존의 지수화 기법을 통하여 예측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T/C의 실제 사고사례를 적용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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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행연구 사례[3]
[Table 1] Case of Previous Researches

저자(연도)

연구내용
“타워크레인 주요 공종별 안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이종균
(201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상승 작업 사고 유형 분석
-타워크레인 작업 담당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이해석
(2014)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사례 분류 및 원인 분석
-타워크레인 작업 담당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최아란 외 1인
(2015)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건축공사 타워크레인 사용 위험성 분석”
-타워크레인 사용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 제시
-설문조사를 통한 위험성 분석
“타워크레인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연구”
-사망재해 현황과 원인 분석
-국내·외 법적 제도 및 운영상 사례 비교

건설현장의 작업 안전관리를 위한 지수개발 사례는 [그림 1]과 같이 여름철 폭염 시 작업자 안
전을 위한 건설작업 온도지수(CWTI, Construction Work Temperature Index)가 개발[4]된 바 있으
며, 이 지수는 건설 작업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체감온도 요소를 크게 온도요소, 작업요소 및 작
업자요소로 구분하였으며, 각 요소 하부에 세부요인을 결합하였다.
즉, 온도요소는 WBGT라는 변환온도 요인을, 작업요소에는 작업공종과 실내 개구율 요인을, 마
지막으로 작업자요소에는 작업자 연령과 작업자 복장 요인을 결합한 후, 각 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부여하여 전체 폭염 작업의 체감온도 지수를 구한다. 이를 통하여 여름철 폭염 시 각 현장작업의
온도수준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위험 예측을 제시하여 작업자 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도구로 제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CWTI를 활용하여 건설현장 가설공사 관련 위험
도지수 모델을 제시한다.

Improved

        

 단           
◾ TI(Temperature Index) = WBGT
◾ WI(Work Index) = Wactivity + Wopenness

ratio

◾ HI(Human Index) = Hage + Hclothing

ധ =

weighting coefficient

[그림 1] 건설공사 온도지수 모델
[Fig. 1] CWTI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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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타워 크레인 (T/C)
T/C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직 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

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으로 정의
한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T/C은 크
게, 기초, 마스트, 지브, 카운터 웨이트, 조종실
등으로 구성된다. T/C의 기초는 T/C 최하단부
와 지면과의 고정부를 말하며, 기초앵커와 기초
앵커를 고정해주는 콘크리트판을기초라 한다.
마스트(tower mast)는 T/C을 지지해 주는
기둥 역할 구조물로서 핀 또는 고장력 볼트로
연결시켜 나가며 설치 높이를 조절한다. 지브
(jib)는 회전식 크레인의 팔의 역할을 하며 건설

자재 등을 훅블럭(hook block)을 통하여 양중한
다.
[그림 2] 타워크레인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tower crane

카운터 웨이트(counter weight)는 지브 길이
에 따라 크레인 균형 유지에 적합하도록 여러

개의 판상형의 철근 콘크리트 블록이 지브 반대 측에 설치되어 전체 회전 팔 길이를 짧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텔레스코핑(telescoping)은 유압실린더와 유압모터를 이용해 마스트를 쌓아 올리는 T/C
상승작업을 말하며 다음의 사고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붕괴 등의 위험이 상존한다.

3. 사고사례 조사 및 분석
3.1 타워크레인 사고 사례
2017년 5월 1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

급 타워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그림 3]과 같이 T/C의 지브(jib) 구조물이 작업자들의 휴게공간으
로 추락하여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5]. 또한, 2017년 5월 23일 남양
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높이 50m 규모의 18톤급 T/C의 마스트(mast)가 꺾이면서 [그림 4]와 같
이 T/C의 텔레스코핑(telescoping) 작업 중이던 작업자 5명이 추락을 하여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
2017년 10월 10일에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크레인 해체를 위해 T/C

의 텔레스코핑 후 마스트 유닛(mast unit) 제거 작업 중 갑자기 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전도되어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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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거제 타워크레인 사고[4]

[그림 4] 경기도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5]

[Fig. 3] Tower Crane Accident Case-1

[Fig. 4] Tower Crane Accident Case-2

4. TWRI
4.1 TWRI

모델

모델

본 연구에서는 사고 사례 및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T/C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T/C
위험도 지수인 TWRI (Tower-crane Work Risk Index) 모델을 [그림 5]와 같이 제시한다. TWRI 지
수는 장비 노후 수준, 작업자 조건 및 작업조건을 주요위험요소로 설정하였으며, 각 요소 하부에
세부 위험인자를 결합한다.

이때,

TWRI
ധ1=0.4,

=

Tc +

ധ1

2=0.3, ധ3=0.3

ധ

Hc +

ധ2

(단,

Ac

ധ3

ധ1+ധ2+ധ3=1.0)

▪ Tc = T/C age + T/C situation + T/C maintenance
▪ Hc = H operator-career + H signal-system + H safety-support
▪ Ac = A weather-condition + A interference + A process-delay
※ TWRI 주요위험요소(Main Risk Factors)
- Tc : T/C Condition (장비 노후 수준)
- Hc : Human Condition (작업자 조건)
- Ac : Activity Condition (작업조건)

[그림 5]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도 지수 모델
[Fig. 5] Developed TWRI Model

즉, 장비 노후 수준은 T/C 연령, T/C 상태, T/C 정비수준을, 작업자 조건에는 T/C기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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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현장 T/C 신호체계 수준, 현장의 안전지원 수준을, 마지막으로 작업조건에는 작업 당일의 기
상 조건, T/C 등 주변 장비간 상호 간섭도, 해당현장의 공정 지연도를 결합한 후, 각 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부여하여 전체 TWRI 지수를 구한다. 이를 통하여 건설현장 T/C관련 작업의 위험도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위험 예측을 제시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도구로 제시한다.

4.2 TWRI

모델의 주요 인자별 적용구간 설계

아래 [그림 6]과 같이 TWRI 지수는 장비 노후도, 작업자 숙련도, 현장 작업도 등 세 가지의 주
요요소로 구성되며, 각각은 40%, 30%, 30%의 중요도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이를
실제 현장의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환류(feedback)하여 시뮬레이션 하여 TWRI 모델을 적정화한다.
이어 각 TWRI 지수의 주요요소는 [그림 6]과 같이 각각 세 가지씩 주요 위험인자들로 구성된다.

[그림 6] TWRI 지수 모델의 주요 위험인자 구성
[Fig. 6] Main Risk Factors in TWRI Model

4.3 TWRI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도 지수

먼저 TWRI의 첫 번째 요소인 T/C의 노후 수준은 T/C의 연령(age), T/C의 상태(situation),
T/C의 정비수준(maintenance) 등의 주요 위험인자로 구성되며, 적용구간 설정 및 적용값은 금년

국토교통부의 국회 답변 자료[8]와 관련 자료[9]을 참고하여 [표 2], [표 3], [표 4]와 같이 설정한다.
두 번째 요소인 작업자 조건의 주요 위험인자는 T/C 기사의 경력(operator career), T/C 신호체
계 수준(signal system) 및 현장의 안전지원 수준(safety support) 등의 세 가지이며 T/C기사의 경
력은 T/C 운전 기능사 자격을 획득한 기사의 근속년수[10], 신호 체계는 T/C 기사의 T/C 조종을
도와줄 수 있는 신호수나 기타 지원 시스템, 그리고 안전 지원수준은 현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지
원 수준으로서 안전 지원팀 배치, 안전거리 유지를 위한 현장 통제 등의 종합적인 판단이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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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 6], [표 7]과 같이 설정한다.

마지막 요소인 작업 조건의 주요 위험인자는 작업 당일의 기상 조건(weather condition), T/C
등 주변 장비 간 상호 간섭도(interference), 해당현장의 공정지연도(process delay) 등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기상 조건은 해당 건설현장의 당일 예상 풍속을 기준으로 삼으며, 설치해체시의
작업 중단 기준인 10m/s, 운영중단 기준인 15m/s, 중단 후 T/C 보강 기준인 30m/s 중 가장 작
은 10m/s[11]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주변 장비 간 상호 간섭도는 T/C와 간섭되는 주변 장비와 발생할 수 있는 간섭 정도를 나타낸
다. 현장의 공정 지연도는 해당현장 전체의 공정 지연정도를 발하며, 지연 정도가 클수록 급속공사
에 의한 사고발생 확율이 높아진다고 가정하고 [표 8], [표 9], [표 10]과 같이 설정한다.
[표 2] 타워크레인 노후정도

[표 5] 기사경력

[표 8] 기상조건

[Table 2] T/C Age

[Table 5] Operator career

[Table 8] Wether condition

노후 정도

Range Value

기사 경력

Range Value

기상 조건

Range Value

20년 이상

40

6개월 미만

40

악천후

40

15년~20년

30

6개월~5년

35

10m/s 이상

35

10년~15년

25

5~10년

25

5m/s~10m/s

30

10년 미만

10

10년 이상

10

5m/s 미만

10

[표 3] T/C상태

[표 6] 신호체계수준

[표 9]T/C 간섭도

[Table 3] T/C Situation

[Table 6] Signal System

[Table 9] T/C Interference

T/C상태

Range Value

신호 체계

Range Value

T/C 간섭도

Range Value

해체

30

매우 미흡

30

2점 간섭이상

30

설치

25

미흡

20

1점 간섭

25

사용(자립식)

10

양호

10

수직 간섭

15

사용(고정식)

5

매우 좋음

5

간섭 없음

10

[표 4] 정비수준

[표 7] 안전지원수준

[표 10] 공정지연도

[Table 4]T/C Maintenance

[Table 7] Safety Support

[Table 10] Process Delay

노후 정도

Range Value

안전 지원

Range Value

지연도

Range Value

수시검사미달

30

현장통제미흡

30

5% 이상

30

정기검사미달

25

현장통제보통

25

3%~5%

25

정기검사통과

10

현장통제원활

15

1%~3%

20

신규검사통과

5

현장통제좋음

10

1% 이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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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타워크레인 위험도 지수의 판정구간 설정
본 TWRI 모델의 활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TWRI 지수를 적용할 위험도 구분 구간을 [그림 7]
과 같이 ‘안전’,주의’,‘위험’등 3단계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해당 현장의 TWRI 지수가 30이상 60미
만을 나타날 때는‘안전’하다고 판단되어 평상적인 관리활동을 통하여 T/C 관련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TWRI 지수가 60이상 85미만은 ‘주의’구간으로 설정하고, 평상적인 관리활동 외에 T/C작업
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TWRI 지수가 85이상을 나타낼 때
는‘위험’구간이며, 해당 현장은 T/C관련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자뿐만 아니라 기사나 신호수 및 작업자들도 스스로 안전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구간으로 설정한다.

[그림 7] TWRI 지수의 구간 설정
[Fig. 7] Indexing Range Definition of TWRI

5. 사례 연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TWRI 지수 모델의 타당성과 활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8]과 같이
재해 사례가 보고된 현장과 같은 시기의 무사고 현장의 사례를 분석하여 적용한다. 두 사례는 공
사의 규모와 공정 진행 상황이 유사한 현장으로 선정하였으며, 사고 사례의 경우, 자료 획득의 한
계에 따라 관련 기사, 전문가의 판단과 합리적 가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남양주 L아파트 신축현장 (2017. 5월 현재)[6]

창원 L센터 신축현장 (2016. 10월 현재)

[그림 8] 사례적용 현장
[Fig, 8] TWRI Applied two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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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남양주 L아파트 신축현장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TWRI 모델에

적용하였다. 또한, 그 결과 지수값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현장 설치 T/C의 비슷한 규모와 특성
을 가진 창원 L센터 신축현장 정상 사례를 TWRI 모델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 9]와 같이
나타났다.
구분

T/C
노후도

T/C
상태

정비
수준

기사
경력

신호
체계

안전
지원

기상
조건

T/C
간섭도

공정
지연도

남양주 L사례

40

28

30

40

30

30

30

25

25

창원 L사례

25

25

10

5

10

25

10

25

20

남양주 L아파트 신축현장 TWRI

창원 L센터 신축현장 TWRI

TWRI=ധ1Tc+ധ2Hc+ധ3Ac

TWRI=ധ1Tc+ധ2Hc+ധ3Ac

=0.4*98+0.3*100+0.3*80 = 93.2

=0.4*60+0.3*40+0.3*55 = 52.5

[그림 9] 사례의 CTRI적용
[Fig. 9] CTRI Application of the Cases

사례 연구를 통하여 TWRI 지수 모델에 두 현장의 조건을 대입한 결과, 실제 사고가 일어난 남
양주 L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93.2의 TWRI 지수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곧 ‘위험’ 구간에 속해있
음을 [그림 10]과 같이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비슷한 조건의 무사고현장인 창원 L센터 신축현장의
조건을 적용한 결과, TWRI 지수가 52.5로서 ‘안전’ 구간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사례분석의 CTRI 적용결과
[Fig. 10] Case Applied Resulrs of the Cases to the CTRI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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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현재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는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발생시 큰 인명피해와 함께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므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한 대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타워크레인 관
련 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결합하여 수치상으로 쉽게 나타낼 수
있는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도 지수(TWRI)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 및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TWRI는 타워크레인 작업 시 안전 위험도를 미리 제시하여 이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및
철저한 대비를 통하여 건설현장의 작업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는
타워크레인 관련 건설작업의 위험정도를 예측하는 기초 모델이며, 이를 통하여 타워크레인 위험관
리 기술개발의 기초적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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