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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시다!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행동요령

1

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는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지와 피해 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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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요령

2

물리적 폭발 발생 시 비상조치는 무엇인가요?

CY

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사이렌, 방송, 경보기 등으로 사고를 전파하고

CMY

작업자 및 인근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킵니다.

K

가스,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는 신속히 닫아 위험원공급을 차단합니다.
사고지역은 수습요원 이외에는 접근을 막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행동요령

3

화학적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시 비상조치는 무엇인가요?
급성중독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행동합니다.
공기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환기를
실시하면서 구조활동을 실시합니다.
사고발생장소는 수습요원 이외는 접근통제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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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행동요령

4

산소결핍으로 질식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는 무엇인가요?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의심상황 발생 시 즉시 119나 회사 내 안전
보건 관리팀에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행동합니다.
구조를 위해 긴급히 밀폐공간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조치를 하고
공기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사고발생장소는 수습요원 이외는 접근통제를 실시합니다.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밀폐공간 밖에서 119가 올때까지 기다립니다.

행동요령

5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는 무엇인가요?

C

공사장이 붕괴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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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Y

CM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가급적 건드리지 말고 불가피하게 제거할 경우

MY

추가 붕괴위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CY

공사장 밖에 있는 근로자 및 주민들은 추가 붕괴 등의 위험이 있으니 사고

CMY

현장에 접근치 않도록 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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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요령

6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재난유형에 따른 정부 주관부처, 유관·실무기관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경찰관, 소방관 등의 유도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이동하며,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이 있을 경우 대피하는 것을 돕고, 압사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동참하는 인원은 적정 보호장비를 착용
해야 하며, 안전지역 철수 후에는 세척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이 화학적인자로 추정되는 경우 이에 노출된 인원은 반드시
비눗물로 샤워를 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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