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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루 컨베이어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1절 제193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의 규정에 따라 분체 운반공정의 스크
루 컨베이어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분체의 제조 또는 원료혼합공정의 스크루 컨베이어 투입구 및 점
검구의 방호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자동선반"이라 함은 정상적인 작업상태에서 주어진 순서에 따라 운동
및 기능이 자동적으로 행하여지는 선반을 말한다.

(나) "수동선반"이라 함은 공구이송 및 공작물 파지장치가 수동으로 조작
되는 선반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동으로 조작되는 모방장치 등을 포함
한다.

(다) "공작영역"이라 함은 공구가 절삭작업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을 말한다. 여기에는 공구가 공작물과 접촉해 있거나 절삭을 하기 위
하여 공작물로 접근하는 점을 포함하며 터릿선반에서와 같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구가 있는 부위는 제외된다.
(라) "고정가드"라 함은 기계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공구를 사용치 않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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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또는 개방할 수 없으며 운동부위가 없는 가드를 말한다.
(마) "유지가드"라 함은 미닫이 또는 여닫이 형태로 중력이나 수동조작으로
확실하게 잠겨지며, 기계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공구를 사용치 않고는
제거할 수 없는 가드를 말한다.
(바) "탈착가드"라 함은 작업장 바닥이나 기계 위에 자유롭게 세워둘 수 있
는 가드를 말하며 부주의에 의하여 쉽게 제거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야 한다.
(사) "방책형가드"라 함은 위험지역에 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충분한 높이의 담장형 가드를 말한다.(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스크루 컨베이어(Screw conveyor)"란 U자형의 트로프(Trough) 속에
나사모양의 날개를 회전시키는 구조로서 트로프 속에 공급된 운반물의
자중과 날개회전에 의한 추진력을 이용하여 운반물이 날개의 면을 따라
미끄러져 나가면서 이송되는 기계를 말한다.
(나) “트로프(Trough)”란 운반물을 담아두는 부분으로써, 나사모양의 날개를 장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U자형 케이싱을 말한다.
(다) “연동장치(Interlock system)"란 기계의 각 작동부분 상호간을 전기
적․기계적 또는 유공압을 연결하여 기계의 각 작동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그 기계를 작동
할 수 없도록 하는 기구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일반기준
스크루 컨베이어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일반사항은 안전보건기술
지침

M-07-2008 「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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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크루 컨베이어 원료투입 작업의 방호조치
5.1 원료 투입구에 착탈식 그물철망 설치
(1) 원료 투입구에 착탈 가능한 구조의 그물철망을 설치하여 원료와 함께 유
입되는 끈, 비닐, 천 등의 이물질이 그물철망에 걸리도록 하여 회전하는 스
크루 부위에 접촉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하고 쉽게 청소할 수 있도
록 한다.
(2) 그물철망 설치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투입구의 직경이 감소되는 지점에 그물철망을 설치한다.
(나) 그물철망의 간격 산정은 <표 1> 및 <그림 1>을 참조하여 신체부위가
위험점에 닿지 않도록 결정한다.
<표 1> 안전거리 환산표

주)

Y

X

Y≦6
6＜Y≦8
8＜Y≦10
10＜Y≦12
12＜Y≦30
30＜Y≦40
40＜Y≦120

X≧5
X≧15
X≧25
X≧80
X≧120
X≧200
X≧850

X : 그물철망과 위험점(스크루)간의 안전거리(mm)
Y : 그물철망의 안전간격(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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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착탈식 그물철망 상세도

5.2 투입구 내면에 가이드 설치
운반물의 특성 및 투입구의 구조상 투입구에 그물철망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투입구 내면에 가이드를 2개 이상 엇갈리게 설치하여 작업자의 신체가 회전
하는 스크루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그림 2>

<그림 2> 내면가이드 설치도

5.3 원료백 배출구의 묶음로프에 플라스틱 로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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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백을 투입구에 올려 놓은 후 배출구의 묶음로프를 칼로 절단하지 않고 묶
음로프를 해체하여 원료를 투입구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배출구 묶음로프에
로커를 설치하여 1회 조작으로 묶음로프가 자동 해체되도록 <그림 3>과 같
이 설치한다.

<그림 3> 원료백 배출구의 묶음로프에 로커설치 상세도

6. 스크루 컨베이어 트로프의 방호조치
6.1 트로프 점검구에 그물철망 설치
작업자의 신체가 트로프 내부에서 회전하는 스크루에 접촉되지 않도록 점검
구에 그물철망을 설치한다. <그림 4>

<그림 4> 그물철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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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트로프 상부 방호덮개에 연동장치 설치
리밋스위치
트로프 상부 방호덮개를 닫아야 컨베이어의 운전이 가능하고 트로프 상부 방호
덮개를 개방할 경우 조작회로가 차단되어 컨베이어의 운전이 자동정지되도
록 연동장치를 설치하며, 연동장치는 컨베이어의 형식 및 작업여건에 따라 아
래의 연동장치 중 선택하여 적용한다.
6.2.1 덮개별 연동장치 설치
(1) 트로프 상부 방호덮개가 1～3개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적
합하다.<그림 5>

<그림 5>덮개별 연동장치 설치도

(2) 덮개별 연동장치는 트로프 덮개별로 연동장치를 설치하는 구조로 덮개별 연동
장치는 AND회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연동장치의 리밋 스위치는 작업자가 임의로 기능을 무효화 하거나 조정
할 수 없도록 설치한다.
6.2.2 잠금용 로프식 연동장치
(1) 트로프 상부 방호덮개가 4개 이상 분할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적
합하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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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잠금용 로프식 연동장치 설치도

(2) 잠 금 용 로 프 식 연 동 장 치 는 다 수 로 분 할 된 트 로 프 상 부 방 호 덮 개 를
1개의 리밋스위치와 잠금용 로프로 트로프 상부 방호덮개를 연동시킬 수
있는 구조로써, 트로프 상부 방호덮개에서 잠금용 로프를 분리할 때에는
컨베이어의 운전이 정지되도록 한다.
(3) 잠금 로프의 재질과 크기는 인장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여 설치
한다.

6.2.3 열쇠형 잠금바(Bar) 연동장치

(1) 트로프 상부 방호덮개가 4개 이상 분할되어 있는 경우에 <그림 7>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2) 열쇠형 잠금바 연동장치는 트로프 상부 방호덮개를 기계식과 전기식으로
이중 잠금하는 연동장치로 트로프 상부 방호덮개가 전부 닫혀야 1차로 기
계식 잠금장치가 작동되고, 2차로 기계식 잠금바를 열쇠로 잠금 조치할 수
있는 구조로 열쇠를 사용해야만 트로프 상부 방호덮개를 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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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도 >

① 열쇠
② 잠금바 핀
③ 잠금바
④ 트로프 덮개바

“잠금바 잠금장치” 상세도

“트로프 덮개바 잠금장치”상세도

<그림 7> 열쇠형 잠금바 연동장치 설치도

7. 점검․정비작업 시 타작업자의 설비가동 방지조치
(1) 조작패널의 기동스위치를 키타입으로 설치하여 트로프 내부의 이물질 제
거, 점검․정비 등의 작업 시 기동스위치 조작키를 작업자가 뽑아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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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록 하여 타작업자에 의한 조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2) ‘정비중’, ‘보수중’, ‘전원투입금지’등의 표지판을 조작패널의 스크루 기동스
위치에 부착한다.
(3) 트로프 내부에 내장된 중간베어링 급유 시 덮개를 열지 않고 급유할 수
있도록 급유구(동관)를 외부로 설치한다.
(4) 베어링의 급유구를 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이거나 급유가 어려운 위
치의 베어링은 무급유 베어링으로 설치한다.
(5) 추락의 위험이 있는 스크루 컨베이어의 원료투입구 등의 작업발판에는 안
전난간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 ㎝ 이상 120 ㎝ 이하에 설치
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는 등)을 설
치한다.
(6) 스크루 컨베이어의 체인, V-벨트 등 동력전달부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
고, 커플링에 설치된 연결볼트는 묻힘형으로 체결하거나 해당부위에 덮개
를 설치한다.

8. 점검 및 관리
8.1 점검항목
8.1.1 전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1) 전동기 과열여부

(2) 주변에 오일 누유 여부

(3) 체인, 커플링 정상작동 여부
(4) 이상 소음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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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컨베이어 장치
(1) 컨베이어의 손상여부
(2) 스크루의 회전상태 이상 유무
(3) 이물질의 부착여부
(4) 이상 소음 유무
8.1.3 전기장치
(1) 전기장치의 손상여부
(2) 전기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3) 금속부의 접지여부
(4) 전선 피복의 정상영부
(5) 전선의 연결상태 정상여부
8.1.4 안전장치
(1) 작업자가 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방호커버의 설치여부
(2) 트로프 방호덮개의 연동장치 정상작동여부
(3) 비상정지스위치의 조작은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비상정지장치의

정

상작동여부

8.2 점검결과 조치 및 관리
(1) 일상점검은 담당 및 운전부서에서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설 담당
부서, 정비부서 등에 통보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2) 일상점검결과는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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