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Limit switch의 종류

     ① 과부하 방지장치   ② 권과 방지장치    ③ 과전류 차단장치

     ④ 압력 제한장치      ⑤ 이동식 덮개       ⑥ 프레스 게이트가드 방호장치

 

2. 승강기 안전장치

     ① 과부하 방지장치 ② 화이널 리미트 스위치 ③ 비상정지 장치 ④ 조속기 ⑤  출입문 인터록크

 

3. 크레인 안전장치

     ① 권과 방지장치  ② 과부하 방지장치 ③ 과전류 차단장치  ④ 경보장치  ⑤ 경사각 지시장치

 

4. 원동기, 회전축등의 위험방지

     ①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치차, 풀리, 플라이휘일 및 밸트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울, 슬리이브 및 건널다리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회전축, 치차, 풀리 및 플라이휘일등에 부속하는 키이 및 핀등의 고정구에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밸트의 이음부분에는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건널다리에는 높이 90㎝이상의 손잡이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모떼기 기계의 날접촉 예방장치

    모떼기 기계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예방보전운동의 종류

     ① PRM (예지보전)  ② TBM (시간기준보전)  ③ CBM (상태기준보전)

 

7. 안전장치 설치거리 :  S = 1.6 t (Tℓ+Ts)  [mm/s]                   

                                 S : 설치거리(mm)

                                 t : 작동소요 총 시간

 

8. 개구부의 허용한계 : Y = 6 + 0.15 X

                                Y : 안전율 개구부의 허용한계 (mm)

                                X : 개구부에서 위험점까지의 거리(mm)

 

9. 기계의 안전조건

     ① 외형의 안전화        ② 기능의 안전화      ③ 구조의 안전화

     ④ 작업의 안전화        ⑤ 표준화                ⑥ 작업보전의 안전화

 

10. 구조부분의 안전화 (결함을 사전에 제거하여 구조적 안전 구축)

      ① 재료상의 결함       ② 설계상의 결함      ③ 가공상의 결함     

 

11. 기계설비의 본질적 안전화 방법

     ① 조작상 위험이 없도록 설계할 것

     ② 안전기능이 기계설비내에 내장되어 있을 것

     ③ 페일세이프(fail safe)의 기능을 가질 것

     ④ 풀푸르프(pool proof)의 기능을 가질 것

 

12. 풀푸르프(pool proof) 기구의 종류

     ① 가드(guard)        ② 조작기구        ③ 록(lock) 기구       ④ 트립(trip)   

     ⑤ 오버런(over-run) 기구     ⑥ 푸쉬&풀(push&pull)     ⑦ 기동방지기구

 

13. 원주속도 구하는 공식 :  V = πDN ÷ 1,000     
                                           V : 원주속도 (mm/min)
                                           D : 숫돌직경 (mm)
                                           N : 회전속도 (rpm)



 

14. 연삭기 노출각도
      ① 탁상용 연삭기 : 90° (수평기준 이하 노출각도 : 125˚  / 수평기준으로 상부 노출각도 : 65°)
      ② 휴대용 연삭기 : 180˚
      ③ 원통형 연삭기 : 180˚
      ④ 절단평면 연삭기 : 150˚
 

15. 연삭기 작업시 준수사항
      ① 숫돌 속도제한 장치를 개조하거나 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② 워크레스크의 간격을 1~3(mm)정도로 유지하고 숫돌의 결정된 사용면 이외의 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연삭숫돌의 파괴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덮개 및 칸막이의 설치 또는 작업장을
          격리시켜 설치한다.
      ④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분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 3분이상 시운전하여 이상유무를
          파악해야 한다.
      ⑤ 투명 비산방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16. 연삭숫돌 파괴원인
      ① 숫돌의 회전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균열이 있을 때
      ② 플렌지가 현저히 작을 때 (플렌지의 크기는 전체 숫돌차의  ⅓ 이상이여야 한다)
      ③ 숫돌의 치수가 부적당할 때
      ④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주거나 작업에 부적당한 숫돌을 사용했을 때
 

17.  연삭숫돌의 덮개
       ① 회전중인 연삭숫돌이(직경: 5㎝)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분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 3분이상 시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연삭숫돌의 최고사용회전속도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삭숫돌이외의 연삭숫돌은 측면을 하용하도록 하여서
           는 아니된다.
 

18. 밀링작업시 안전
        ① 밀링커터의 날은 예리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취급시 걸레등을 이용한다.
        ② 칩이 가늘고 예리하므로 칩의 제거는 반드시 솔이나 브러쉬를 사용하다.
        ③ 재해예방을 위하여 작업시에는 보호안경을 착용하며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 장갑 착용금지 작업 : 드릴. 선반. 밀링
        ④ 강력 절삭시에는 일감을 바이스에 깊게 물려 고정한다.
        ⑤ 공작물을 풀어낼때나 측정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실시한다.
        ⑥ 작업종료후 상하, 좌우의 이송장치의 핸들은 풀어둔다.
        ⑦ 보링작업, 드릴작업, 내면홈파기등이 가능하다.
 

19. 선반의 방호장치의 종류
          ① 쉴드 : 칩 및 절삭유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전후, 좌우, 위쪽에 설치하는 플라스틱재 덮개
          ② 칩브레이크 : 가공시 발생되는 칩을 잘게 끊어주는 장치
          ③ 척커버 : 기어등을 복개한는 장치(덮개)
          ④ 브레이크 : 긴급상황발생시 기계를 급정지 시키는 장치
          ⑤ 방진구 : 공작물의 길이가 직경의 12배 이상인 가늘고 긴 가공물의 고정하는 장치
          ⑥ 고정브리지 (bridge)
          ⑦ 천대장치
 

20. 선반의 크기표시 방법
        ① 최대 가공물의 크기
        ② 양센터 사이의 거리



        ③ 본체 스윙의 거리
 

21. 선반작업시 안전
        ① 공작물의 길이가 직경의 12배 이상인 가늘고 긴 가공물의 고정에는 방진구를 사용한다.
        ② 선반의 리드스크류 부분에 작업자의 옷등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③ 공작물의 재질, 바이트의 재질, 바이트 날끝의 형상과 각도, 선반의 강도, 절삭유의 사용유무
            등을 고려하여 절삭속도를 결정한다.
        ④ 고속도강 공구를 사용하여 연강재를 절삭시 표준원주속도는 70~90(m/min)이 적당하다.
        ⑤ 선반척이나 척에 물려있는 가공물이 돌출하여 회전할때는 척덮개를 설치하여 위험예방조치
            를 한다. 
        ⑥ 선반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안경을 착용하며 장갑착용은 하지 않는다.
        ⑦ 절삭칩 제거시에는 브러쉬를 사용한다.
 

22. 세이퍼의 안전장치의 종류
        ① 칩받이         ② 칸막이    ③ 방책(울타리)
 

23. 기계구성 부분의 안전화
        ① 재료의 강도  ② 균열       ③ 부식
 

24. 프레스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①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② 크랭크축, 플라이휘일,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보울트의 풀림유무
       ③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④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기구의 기능
       ⑤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보울트 상태
       ⑥ 당해 방호장치의 기능검정
       ⑦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5. 동력프레스기- 자체검사(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①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② 크랭크축 또는 플라이휘일 기타 동력전달장치의 이상유무
       ③ 클러치 브레이크 기타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④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⑤ 연결봉과 슬라이드와의 상호기능상태의 이상유무
       ⑥ 전자밸브 압력조정밸브 기타 공압제품의 이상유무
       ⑦ 전자밸브 유압펌프 기타 유압계통의 이상유무
       ⑧ 리미트스위치, 릴레이 기타 전자부품의 이상유무
 

26. 프레스 작업의 가공방법의 종류
       ① 트리밍(trimming) : 가장자리를 잘라내는 작업
       ② 슬리팅(slitting) : 깍아 일으키는 작업
       ③ 스웨이징(swaging) : 윤곽을 잡는 작업
       ④ 업세팅(upsetting) : 단면가공
 

27.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특징(동력프레스)
       └> 특징: 작업자의 시계가 차단되지 않는 방식 (시계각도 : 200도) 
       └> 보턴간 거리 : 300mm 이상
       └> 양수조작식 안전장치의 설치거리 (m/s)
               " 160 x 프레스가 작동후 작업점까지의 도달시간 (sec) 이상 거리
 

         ① 장점 : ⓐ 행정속도가 빠른 기계에 사용할수 있다.
                      ⓑ 다른장치와 병행하는 것이 좋다.
                      ⓒ 정상적인 사용에서는 완전한 방호가 가능하다.
        



         ② 단점 : ⓐ 행정속도가 느린 기계에 사용할 수 없다.
                      ⓑ 기계적 고장에 의한 2차 낙하에는 비효과적이다.
 

28.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① SPM 120 이하에 대하여 사용한다.
         ② 슬라이드 행정 길이가 50mm 이상의 것에 사용한다.
         ③ 손쳐내기식 막대는 그 길이 및 진폭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④ 금형크기의 절반 이상의 크기를 가진 손쳐내기판을 손쳐내기 막대에 부착한다.
 

29. 행정길이에 따른 방호장치의 종류
          ① 1행정 1정지식 (크랭크식) : ⓐ 양수조작식   (보턴간 거리 : 300mm 이상)
                                                    ⓑ 게이트 가아드식
 

          ② 행정길이 40mm 이상의 프레스 : ⓐ 손쳐내기식
                                                          ⓑ 수인식
 

          ③ 슬라이드 작동중 정지 가능한 구조(마찰식) : ⓐ 감응식(광전식)
                                                                              (광축간 거리는 50mm 이하로 한다)
                         
 

30. 프레스에서 안전블럭을 사용하는 경우

         └> 프레스, 금형의 부착해체, 조정작업시 슬라이드 불시하강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험방지 장치

 

          ① 금형부착  ② 해체    ③ 조정 

 

31. 프레스의 본질안전화 방법

          ① 금형에 안전울 설치

          ② 안전금형의 사용

          ③ 전용프레스 사용

          ④ 자동송급배출 기구가 있는 프레스 사용

          ⑤ 자동송급배출 장치를 부착한 프레스 사용

      ☞ 안전울식 안전덮개 : 금형안으로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금형이나 프레스에 고정덮개를 설치

                                       1차 가공에 효과적임. (틈은 8mm이하여야 한다)

             

             └> 안전울의 종류: 고정식, 인터록식, 조절식

        

 

32. 프레스 이송장치 부품

          ① 스트리퍼 : 재료의 압력장치

          ② 이젝터 핀 : 재료의 위치 고정핀

          ③ 스토퍼 : 재료의 정지 장치

 

33. 급정지장치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는것 : 양수 조작식, 감응식

 

34. 급정지장치가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것

          ① 양수 기동식  ② 게이트 가아드식  ③ 수인식  ④ 손쳐 내기식

 

35. 프레스 작업시의 수공구의 종류(금형을 꺼내는 공구류)

         ① 밀대, 갈고리류  ② 핀셋트류  ③ 마그넷공구류  ④ 플라이어류  ⑤ 진공컵류

 

36. 프레스의 금형표시 사항

         ① 사용가능한 프레스의 압력능력(ton)

         ② 길이(mm) - 전후, 좌우, 다리높이



         ③ 총중량 (kg)

         ④ 상형중량 (kg)

 

37.  전단기 - 자체검사(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①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②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③ 슬라이드 기능의 이상유무

       ④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⑤ 전자밸브, 감압밸브 및 압력계의 이상유무

       ⑥ 배선 및 개폐기의 이상유무

 

38. 보일러의 폭발위험의 방지

       보일러의 폭발사고 예방을 위하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조절장치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① 압력방출장치

             ⓐ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적합한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압력방출장치는 1년에 1회이상씩 표준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압력을 시험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압력제한스위치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고저수위조절장치

             고저수위조절장치의 동작상태를 작업자가 쉽게 감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저수위지점을

             알리는 경보등, 경보음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급수 또는 단수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39. 보일러 - 자체검사(6개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①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② 보일러 본체의 손상유무

      ③ 연소장치의 이상유무

 

      ④ 자동제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 압력방출장치의 토출상태

            ⓑ 압력제한 스위치의 표준 압력에 의한 작동시험

            ⓒ 고저 수위조절장치와 급수펌프와의 연결된 작동상태

            ⓓ 기타 제어장치의 기능상태

 

       ⑤ 각종밸브의 정상작동상태

 

40. 보일러의 파열원인

       ① 구조상의 결함 : 설계불량, 공작불량, 재료불량

       ② 취급불량 : 이상감수, 과열, 압력초과, 부식

 

41. 보일러 과열의 원인

      ①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이 두껍게 쌓여 있을 때

      ② 이상 감수로 인한 보일러 수위가 저하 될 때

      ③ 관수중에 유지분이 섞여 있을 때

      ④ 화염이 국부적으로 진행 될 때



 42. 압력용기에 압력방출장치의 설치에 관한 내용

       ① 압력용기등의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는 과압방지 압력방출장치를 각 단마다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압력방출장치가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 이전에 작동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④ 압력방출장치는 1년에 1회이상 표준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압력을 시험한 후 납으로 봉인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가 토출압력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하여 납으로 봉인된 압력방출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정항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3.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공기압축기의 공기저장압력용기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공기저항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4. 압력용기-자체검사(6개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① 압력용기등의 본체의 상태

       ② 표준압력계에 의한 압력방출장치를 토출시험 후 납으로 봉인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 언로드밸브의 작동시험 (공기압축기에 한함)

       ④ 드레인밸브의 조작과 배수상태

       ⑤ 기타 부속장치의 부식 및 균열등 이상유무

45. 아세틸렌 용접시 불순물의 영향 (PH3, H2S, NH3)

      ① 용착금속의 성질을 나쁘게 한다.

      ② 용접강도를 저하시킨다.

      ③ PH3는 폭발위험이 있다.

      ④ 독성및 악취를 발생시킨다.

 

46.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① 후렌지, 밸브, 콕크등의 접합부에는 가스켓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등의 조치를

           할 것.

      ②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대하여 2개이상의 안전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44.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① 발생기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시평균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트 송급량을 발생기

           실내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② 발생기실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

       ③ 발생기에서 5 미터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 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④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과의 혼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것.

       ⑥ 이동식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등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6. 충전가스용기의 도색기준(공업용)

 

 가 스 명 도 색  가 스 명  도 색 
 산소 녹색  암모니아  백색 
 수소 주황색   아세틸렌 황색 
 탄산가스 청색   프로판 회색 
 염소 갈색   아르곤 회색 



47.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분할날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분할날 구하는 공식 : L = ∏ D ÷ 6     ( D : 톱날의 직경 )

            분할날 두께 : 톱 두께의 1.1 배

            분할날 설치 위치 : 톱날 후방 12mm 이내 

 

48.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원목등 목재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는

      제외)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9. 원심기 - 자체검사(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①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② 회전체 이상유무

     ③ 주축의 축수부 이상유무

     ④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⑤ 외곽의 이상유무

     ⑥ 위 부분의 보울트의 풀림유무

 

50.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설치거리

      ① 손조작식(로프식) : 밑면에서 1.8mm 이내

      ② 복부조작식 :         바닥에서 0.8m ~ 1.1m 이내

      ③ 무릎조작식 :         바닥에서 0.6mm 이내

 

51. 국소배기장치의 자체검사항목

      ① 후드와 닥트의 마모, 부식 기타 손상의 유무와 그정도

      ② 닥트와 배풍기의 청결상태

      ③ 닥트 접속부의 헐거움 유무

      ④ 전동기와 선풍기를 연결하는 밸트의 작동상태

      ⑤ 흡기 및 배기능력

 

52. 국소배기장치의 사용전 점검사항

     ① 닥트 및 배풍기의 분진퇴적상태의 점검

     ② 닥트 접속부의 이완유무

     ③ 흡기 및 배기 능력의 점검

     ④ 기타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점검

 

53. 자동전격방지장치의 정기점검사항

     ① 전방장치의 용접기 외함 부착상태

     ② 전방장치와 용접기의 배선상태

     ③ 표시등의 파손유무

     ④ 퓨즈의 이상유무

     ⑤ 전자접촉기의 주접점 및 보조접점의 마모상태

     ⑥ 테스터 스위치의 작동 및 파손유무

                                               ※ 전압변동 허용 : 85 ~ 110%

 

54. 산업용 로봇 작업시작전 점검

     ① 외부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유무

     ②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유무

     ③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55. 콘베이어 사용시작전 안전점검

     ①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유무

     ② 이탈등의 방지장치기능의 이상유무



     ③ 비상정지장치기능의 이상유무

     ④ 원동기, 회전축, 치차 및 풀리등의 덮개 또는 울등의 이상유무

 

56. 컨베이어의 안전장치

      ① 비상정지장치

      ② 덮개, 울

      ③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 이탈 방지장치 : 전자식 브레이크, 유압식

           ⓑ 역주행 방지장치 : 리체트식, 전자, 롤러

 

57. 총하중 구하는 공식 :  W2 = W0 + W1

     동하중 구하는 공식 :  W1 = (W0 × a) ÷ g 

 

       W0 : Kg  / W1 : 동하중  / W2 : 총하중  / g :  중력가속도(9.8 m/sec2)  / a : 가속도(m/sec2) 

 

58. 와이어 로프 안전율 (S) : S = NP / Q

 

       P : 와이어로프의 파단강도(kg)

       N : 로프가닥수

       Q : 안전하중(kg)

 

59. 곤도라의 안전장치의 조정

     곤도라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제동장치 기타의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60. 승강기의 안전장치의 조정

     승강기의 과부하방지장치, 화이날리미트스위치, 비상정지장치, 조속기, 출입문 인터로크

     기타의 안전장치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61. 지게차의 주행시의 좌우 안정도

      안정도(%) : 15 + 1.1V    [ V : 속도(km/h) ] ※ 접촉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다. (37%)

 

62. 구내속도

     ① 최고속도 : 10km/h 이하

     ② 안전속도 : 8km/h 이하

     ③ 차간간격 : 2 m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