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착용해야하는보호구?

T사의근로자분들은~

•프레스: 안전모, 안전화, 귀마개(덮개)

•지게차: 안전화, 귀마개, 안전모

•금형운반시: 안전모, 안전화, 귀마개착용지양

•산업용로봇: 안전모, 귀마개, 보안경,방진마스크

•생기: 용접작업시보안면, 귀마개, 방진마스크

•전기작업시: 절연용방호장비일체



안전보호구!
얼마나잘착용하십니까?

잘착용한다

32%

착용하지않는다

54%

기타

14%



안전모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 용접용보안면 방음보호구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안전화

전동식호흡보호구

•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위험요

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기구

• 재해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작업자가 착용하여 작업을 하는

기구나 장치



•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근로자보호가불가능하거나불충분한

경우존재

• 근로자보호가부족한경우보호구를지급, 착용

• 보호구의특성, 성능, 착용법숙지

• 생명과재산보호



• 착용하여작업하기쉬울것

• 유해위험물질로부터보호성능이충분할것

• 사용되는재료는작업자에게해로운영향을주지않을것

• 마무리가양호할것

• 외관이나디자인이양호할것

착용하여 작업
하기 쉬울 것



눈

날아오는물체, 빛

머리

떨어지거나날아오는 물체, 
높은곳에서떨어짐

귀

소음
호흡기

분진, 화학물질

안면

날아오는물체, 화학물질
손

화학물질,
뜨거운물체, 진동

발

떨어지는물체, 
화학물질, 뜨거운물질,
날카로운물체

전신

화학물질, 뜨거운 물체, 
방사선, 분진



보안경
차광보안경, 일반보안경

안전모
가죽A종, AB종, AE종,
ABE종

안전화
가죽제, 고무제, 정전기, 
발등, 절연화, 절연장화

전동식호흡보호구
전동식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후드및보안면

송기마스크
호스마스크, 에어라인마스
크, 복합식에어라인마스크

방독마스크
전면형, 반면형

방진마스크
전면형, 반면형

청력보호구
귀마개, 귀덮개

보안면
용접용, 일반

안전장갑
절연장갑, 화학물질용

안전대
벨트식, 안전그네식

보호복
방열복, 화학물질용



• 작업중 보호범위를벗어날 위험은?

- 보호구의 보호범위를 벗어날위험이 있는지 검토

- 황산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황산이 일정한 농도 이하로 유지

된다면아황산용 방독마스크사용 가능

- 누출로 단시간에 고농도 황산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황산배

관수리작업 등에서는 반드시 송기마스크나 산소마스크 착용



• 산소결핍 위험은?

- 작업장에 산소 결핍위험이 있는지 파악

- 산소가 충분한 곳에서는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 사용

- 18% 미만의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송기마스크나

산소마스크 착용



• 작업장의유해 · 위험요소 분석

- 가스, 분진, 화학물질, 소음, 유해광선, 정전기, 고압전기, 산

소 결핍, 고열 등의 유무를 조사하여 해당 유해 · 위험요소에 맞

는보호구 선택

• 작업장의 유해 · 위험요소의 수준

- 유해 · 위험요소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유

해 · 위험요소 수준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로부터 알 수 있고 때

로는보건관리자나 관리감독자가 직접 측정



• 사용빈도에 따른선택

- 보호구를 얼마나 자주사용하는지 파악

- 사용 빈도가 높으면 내구성이 있고 장기간 사용에 적합한 보

호구를선택 경제적, 근로자 보호에도바람직

- 임시로 하는 분진작업

일회용 안면부 여과식방진마스크 사용

- 장기간 작업

반면형이나 전면형의 방진마스크 적합



• 보호범위설정

- 사용 장소의 작업환경에 따라 보호범위설정

- 연마 작업장에서 방진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쓰지만 전면형

방진마스크를착용하여 보호범위를넓힘

- 기계가공 작업장에서 날아오는 칩에 대비해 보안경을 쓰지만

얼굴전체를 가리는 보안면 착용





모체, 착장제, 충격흡수제
및 턱끈의이상유무확인

자신의머리크기에맞도록
착장체의머리고정대조절

귀의양쪽에턱끈이
위치하도록착용

안전모가벗겨지지않도록
턱끈을견고히조여고정



• 사용방법및 관리

- 착장체조절나사로자신의머리크기에맞게착용

- 착용한다음벗겨지지않게턱끈을조임

- 착용중모체가충격을받거나변형되면폐기

- 모체를유기용제등으로닦거나세척금지

- 턱끈등착장체는변형되거나인증되지않은부품으로교체금지



• 사용방법및 관리

- 정전화는감전위험장소에서착용금지

- 안전화는훼손, 변형 금지

(특히뒤축꺾기금지)

- 절연화, 절연장화는구멍이나찢김시즉시폐기

- 내부항상건조관리

- 가죽제안전화는물에젖지않도록관리

- 안전화가화학물질에노출시물에씻어말려관리



• 사용방법및 관리

- 사용전구멍이나찢김확인

- 내전압용안전장갑은항상건조한상태로사용

- 내전압용절연장갑은기계, 화학, 열 손상되거나물리적이상을보이면

즉시폐기

- 내전압용절연장갑은제품에표시된최대사용전압범위내에서사용

- 내전압용절연장갑은유류, 휘발용제, 산·알칼리등에매우약하므로

절대접촉금지



• 착용법(분리식방진마스크)

케이스안에여과
재를끼워넣는다

머리끈을머리
위로걸어준다

안면부를코, 입, 턱
밑까지충분히감싼
후목끈을잡아당긴
다

잡아당긴목끈의고
리를목뒤에서걸어
준다

목끈을얼굴에맞도록
조인후양손으로밀
착검사를실시한다

케이스의잠금장치
를찰칵소리가나도
록눌러닫아준다



• 착용법(안면부여과식방진마스크)

마스크를컵모양
으로둥글게편다

아래방향으로머리

끈을떨어뜨린다

마스크의가장자리

를펴가며얼굴과의

틈새를막아준다

코누름쇠를구부려

코부위와잘맞도

록고정시킨다

안면부가얼굴에완전히

밀착되었는지양손으로

밀착검사를한다

턱아랫부분에마스크를갖

다댄후한손으로마스크

를 잡고다른손으로머리

끈을잡아당겨착용한다



• 사용방법및 관리

- 사용전에흡·배기밸브의기능과공기누설여부점검

- 필터를수시로확인, 습하거나흡·배기 저항이크면교체

- 흡·배기밸브 청결유지

- 면체는중성세제로흐르는물에씻어그늘에말림

- 면체는기름이나유기용제, 직사광선피함

- 사용전점검·장착·사용법을교육, 훈련

- 면체접안부에손수건등덧댐금지

- 다음의경우에부품교환또는폐기

여과재뒷면이변색하거나호흡할때 이상한냄새

흡기저항이뚜렷하거나분진포집효율떨어짐느낌

면체흡·배기 밸브등의파손이나변형확인



마스크를얼굴위에대고머

리끈을머리위로 넘긴뒤목

뒤에서목끈의고리를끼운다

손바닥으로배기밸브를막은후

부드럽게숨을내쉰다. 면체가

부풀어오르고얼굴과면체사이

로 공기가새는것이느껴지지

않도록양압밀착검사를실시

손바닥으로정화통을막은후숨을

들이쉰다. 면체가얼굴쪽으로오그

라들고면체와얼굴사이로공기가

새는것이느껴지지않도록음압 밀

착검사를실시

목끈을당겨서얼굴에밀착

되게조절한다



• 사용방법및 관리

- 작업내용에적합

- 산소농도 18% 미만, 유해가스농도 2%(아모니아 3%) 이상인

장소이거나장시간작업할때송기마스크사용

- 사용설명서에나와있는파과시간지나면즉시교체

- 밀봉된상태로서늘한곳보관

- 면체, 배기밸브등은 방진마스크사용·관리법동일



압축공기공급원, 중
압호스, 유량조절장
치, 안면부등의이상
유무를확인

압축공기공급원과
여과장치를연결

장착재를허리에착
용한뒤누설이없도
록안면부를착용

공급되는공기의필
요공기유량과공기
압이상유무를확인

송기마스크착용이상유
무를확인(작업안전수칙
준수)

중압호스를유압조절장
치및여과장치에연결하
고연결관을안면부및
유량조절장치에연결



• 사용방법및 관리

- 여과장치로기름, 분진, 유해물질을걸러신선한공기 공급

- 공급공기의압력은 1.75㎏/㎠이하

- 여러명이동시에사용할때는압력조절

- 실린더내공기잔량을점검해알맞게대처

- 수동송풍기형은장시간작업할때 2명이상교대

- 작업전도구점검, 착용법지도, 착용상태확인및산소농도측정

- 작업중다음과같은이상상태발생시즉시대피

송풍량감소

가스나기름냄새발생

호흡공기수분섞임, 온도상승

기타이상상태



• 사용방법및 관리

- 사용전배터리충전과펌프작동상태확인

- 산소결핍위험지역에서는사용금지

- 방진·방독마스크의사용과관리기준동일



보호복다리부분을
착용한뒤보호복을
끌어올린다

보호복의팔부분
을착용한다

목 부분까지지퍼를
최대한
올린다

지퍼측면에있는벨
크로(찍찍이)를부
착

착용상태의이상
유무를확인

보호복뒤쪽에부착
되어있는모자를착
용한다



양다리에그네식
안전대를끼우고
들어올린다

양어깨에그네식
안전대를끼운다

훅을구명줄에
건다

수직구명줄인경
우훅을안전대의
D링에건다

착용상태의이상
유무를확인

가슴조임줄을채운다



• 사용방법및 관리

- 안전대걸이(부착설비등) 설치

- 안전대설치구조물은벨크보다조금높은곳위치

- 로프는되도록 2m 이내짧게사용

- 로프가마모되거나금속제가변형되지않았는지점검

- 지지로프 2명이상사용금지

- 작업시작전안전대및부속설비점검

- 안전대죔줄은예리한구조물등접촉금지



• 사용방법및 관리

- 작업에맞는보안경및보안면확인

- 안전인증확인

- 사용중렌즈에흠, 더러움, 깨짐발견시교체

- 착용시거리감이불량하거나이물감등이느껴지면교체

- 청결히보관, 사용



• 착용법(귀마개)

귀마개를돌려가면
서크기를압축

귀를잡고 당긴상태
에서귀마개를완전
히밀어넣는다

착용후약 15초정도
눌러튀어나오지않도
록한다



• 착용법(귀덮개)

귀덮개파손이상
유무를확인

머리크기에맞도록
귀덮개의좌우측조
절대를조절

귀전체를완전히
덮도록착용



• 사용방법및 관리

- 사용설명서에서안전인증, 차음성능확인

- 귀마개가자신의귀에맞는지확인

- 귀마개는반대쪽손으로귀를잡고위로당기며압축해삽입

- 귀마개는귀내부로충분히삽입착용

- 귀덮개가귀보다커서귀를짓누르지않는지확인

- 귀마개는오염되거나더러워지면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