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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절차도, 사업기간의 연장, 진단수행 장비의
관리에 대한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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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진단기관의 진단업무에 관련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정기검사․자체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나아가 공연의 효과를 높이며, 무대시설 안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3. 관련근거
공연법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4. 적용 범위
4.1 대상 기관
4.1.1 무대 상부ㆍ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무대기계ㆍ기구수의
합계(이하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라 한다)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ㆍ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의 착수 전에 설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4.1.2 공연장운영자는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
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4.1.3 등록한 날부터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경우 정밀안전진
단을 받아야 한다.
4.1.4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본 표준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사)대한산업안전협회에 있으며 동의 없이 수정, 변경 및 복사할 수 없습니다.
2. 본 표준문서는 최신본이 아닐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본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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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용어의 정의
4.2.1.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연간 90일 이
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을 말한다.
4.2.2. “무대시설”이라 함은 공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연장내에 설치하는 모든 무
대기계․기구를 말한다.
4.2.3. “무대기계․기구”라 함은 공연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무대를 구성하기 위하
여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를 총칭하여 말하며, 동력 또는 수동을 이용
하여 상․하 또는 수평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구동식과 고정되어 사용하는 고
정식으로 구분한다.
4.2.4. “상부무대시설”이라 함은 무대 마루바닥을 기준으로 하여 마루바닥 위쪽에 설치
되는 무대기계.기구를 말하며, 방화막․막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및 객석 상
부에 건물과 독립적으로 설치된 무대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4.2.5. “하부무대시설”이라 함은 무대 마루바닥을 기준으로 하여 마루바닥 아래쪽에 설
치되는 무대기계․기구를 말하며, 회전무대․승강무대․이동무대․연주승강무대
(오케스트라 리프트) 등을 말한다.
4.2.6. “무대시설안전진단”이라 함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가 무대기계․기구에 대하여 설계검토․등록 전 안전검사․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자체 안전검사를 시행하여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여
기서 검사 대상이나 검사주기의 기준이 되는 구동 무대기계․기구수는 영 제8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4.2.6. “안전진단기관”이라 함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1. 본 표준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사)대한산업안전협회에 있으며 동의 없이 수정, 변경 및 복사할 수 없습니다.
2. 본 표준문서는 최신본이 아닐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본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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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지정한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말한다.
4.2.7. “설계검토”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동 무대기계․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
연장 설치공사의 시작 전에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설계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방적 안전진단을 말한다. 여기서
“공연장 설치공사”라 함은 공연장의 구동 무대기계․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
를 말한다.
4.2.8. “등록 전 안전검검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을 설
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등록 전에 법 제12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안
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기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4.2.9. “정기 안전검검사”라 함은 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운영자가 안전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을 말하며, 등록한 날부터 3년마
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4.2.10.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법제12조3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안전진단을 말하며, 정밀안전
진단은 정기 안전검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경우
(3)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2.11. “자체 안전검사”라 함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운영자가 자체
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5.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업무 수행 기준
1. 본 표준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사)대한산업안전협회에 있으며 동의 없이 수정, 변경 및 복사할 수 없습니다.
2. 본 표준문서는 최신본이 아닐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본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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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시설 설계검토,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업무 수행기준은 ‘공연장 무대시
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의 별표를 준한다.
6. 무대시설 안전진단 실시 절차
안전진단 실시 절차는 아래와 [그림1]과 같이 실시한다.
01

안전진단기관

02

공연장운영자

03

관할 지자체

공연장 안전진단 계획

안전진단 신청
안전진단 접수

안전진단 제안/견적서
안전진단 일정협의

계약서 작성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기간 조정협의
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보고서 확인 및 제출
보고서 검토

보완 및 개․보수 요구
보완 및 개․보수 실시

[그림 1] 안전진단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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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안/견적서의 작성
6.1.1 무대시설 안전진단 신청의 접수
(1) 진단접수시 대상 공연장의 업무 당담자(무대감독)와 면담(유선 또는 방문)을 통
해 보고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한다.
1) 공연장 정보 파악 : 공연장 명, 주소, 담당자, 연락처, 상,하부 무대시설 시설구
분 및 수량 등 파악.
2) 진단 목적 확인 : 당해 공연장 진단 목적 파악 (설계검토 ․ 정기검사 ․자체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3) 진단 수주자를 확인.
4) 별도의 ’서식1 무대시설진단 신청서’를 작성토록 유도하고, 신청서를 별도로 작
성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상의 정보를 유선 또는 전산으로 확보한다.
(2)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도면, 부하용량계산서, 구조검토서 등)를 검토 후 추
가로 필요 서류를 요청한다.
6.1.2 무대시설 안전진단 견적서의 작성
(1) 견적서 작성시 관련서류를 충분히 검토한다.
1) 진단의뢰서 : 견적 산출을 위한 자료이며 의뢰서 작성을 유도하거나 의뢰서에
준하는 정보를 확보한다.
2) 과업지시서 : 과업지시서에 의한 견적 요청시 지시서 상에 요구 사항을 충분
히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 협상을 한다.
3) 견적서 : 진단 요청 목적에 맞게 대상 공연장 상,하부 무대시설 구분 및 수량
을 파악하여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고
시 제2016-24호)에서 고시된 단가 금액을 적용하여 견적서를 작성한
다.
4) 공연장 무대기계기구 세부 산정기준
1. 본 표준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사)대한산업안전협회에 있으며 동의 없이 수정, 변경 및 복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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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정기준
무대시설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무대기계․기구수의 산정은 고정식과 구동식으로 구
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고정식 : 움직일 수 없도록 설치된 무대기계·기구를 말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산정
하여 대상 수를 합산한다. 고정식 무대기계·기구의 예는 고정식 하늘막, 고정식 머리
막, 고정식 천장 조명 등이 있다.
- 구동식 : 동력장치를 이용하거나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치된 무대기계·기구
를 말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산정하여 대상 수를 합산한다. 동력장치를 이용한 무대기
계·기구의 예로서는 전동식 장치봉, 유압식 연주승강무대 등이 있으며, 수동으로 움직
이는 무대기계·기구의 예는 바퀴를 달아 움직이는 이동 조명탑, 수동식 트랩, 수동식
장치봉 등이 있다.
2. 산정예시
아래 예시한 무대기계․기구를 준용하여 그 수(동일한 무대기계․기구가 2개 이상 있
을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무대기계․기구로 봄)를 조사한 후 구동식과 고정식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가. 상부무대시설
구분 무대기계․기구
명칭
방화막
curtain,
방화막 (safety
fire curtain,
iron curtain)
막시설

면막
(main curtain,

무대기계․기구 해설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프로시니엄 개구부를
차단하여 화염이나 연기가 객석으로 번지는 것을 막
고 관객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내화 구조물
무대 장면의 표현이나 전환 등을 위하여 막을 매달거
나, 공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각종 무대장치를 매
달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대기구
무대공간과 객석공간을 분리하는 막으로 공연의 시작
과 끝 또는 막과 막 사이의 장면전환이나 중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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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관객에게 무대 위의 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가
려주는 막
막이 두개로 나뉘어져 막의 상부는 장치봉에 고정되
오페라막
어 있으며 양쪽의 막이 가운데 중간이나 하단으로부
(opera curtain) 터 양쪽 상단 코너부분으로 사선으로 접어 올릴 수
있도록 만든 막
끌막
가운데가 겹쳐진 두 장의 막을 가운데로부터 양옆으
(draw curtain) 로 여닫을 수 있도록 만든 막
막의 상부는 장치봉에 고정되어 있으며 장치봉에 일
정간격으로 여러 개의 와이어로프를 막 뒷면으로 매
모양막
어달고 각 와이어로프를 수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contour curtain) 부착된 고리를 통과시켜, 와이어로프를 위에서 당기
면 밑에서부터 접어 올라가면서 다양한 모양의 곡선
과 장식적인 주름이 생기도록 만든 막
머리막
무대 상부에 가로로 길게 걸어 조명기나 장치물 등에
(border,
head curtain) 대한 수직 시각선을 가려주는 막
다리막
무대 양 옆에 세로로 길게 걸어 조명기나 장치물 등
에 대한 수평 시각선을 가려주는 막
막시설 (leg, wing)
영사막
영화나 환등 따위의 필름에 있는 상을 투영하기 위한
(screen)
막
현수막
공연이나 행사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적어
(placard)
매다는 막
공연에 사용되는 무대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감
하늘막
싸며 하늘이나 무대배경, 빈 공간 등을 표현하기 위
(cyclorama)
하여 주무대의 가장 뒤쪽에 설치되는 막
장치봉
(batten, flybar) 배경이나 장치 등을 매다는 긴 봉이나 구조물
house curtain)

포인트 호이스트 윈치타입의 구동부를 이용하여 외줄로 무대장치를 걸
(point hoist)
어 승강시킬 수 있도록 만든 무대기구
체인 호이스트
(chain hoist)

하나의 체인줄에 장치를 매달고 모터와 연결된 스크
로킷(sprocket)의 회전에 의해 체인을 감아올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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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니엄 브리
지
(proscenium
bridge)
프로시니엄 타워
proscenium
막시설 (tower)
화물용 승강기
(freight lift)
기타

음향
시설

후면음향반사판
(acoustical shell
-back wall)
측면음향반사판
(acoustical shell
-side wall)
천장음향반사판
(acoustical shell
-ceiling)
차음셔터(막)
(sound proof
door(curtain))
잔향막
(surround
curtain)
기타

조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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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 내릴 수 있도록 만든 무대기구
프로시니엄 바로 안쪽에 가로로 설치하여 프로시니엄
높이를 조정하고, 조명기를 조정하거나 특수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상자형 구조물
프로시니엄 바로 안쪽에 세로로 설치하여 프로시니엄
너비를 조정하고, 조명기를 조정하거나 특수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상자형 구조물
무대장치나 화물을 반출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승강
장치
상기 막시설 외에 무대상부에서 막이나 장치, 스피커
등을 매달기 위하여 사용되는 무대기구
무대와 객석 공간에서 공연 중 발생하는 음의 방사
특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기구
무대에서 연주공간의 뒤쪽에 객석과 마주보게 설치하
여 소리가 반사되도록 곡면이나 평면으로 만든 판
무대에서 연주공간의 양 측면을 벽으로 구성하여 소
리가 반사되도록 곡면이나 평면으로 만든 판
무대에서 연주공간의 천장부를 구성하여 소리가 반사
되도록 곡면이나 평면으로 만든 판
무대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외부로 전달되거나, 외부
의 소리가 무대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하
여 설치되는 셔터 또는 막
객석공간에서 음의 잔향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
치하는 막
상기 음향시설 외에 무대와 객석 공간에서 공연 중
발생하는 음의 방사 특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무대기구
무대 상부 또는 특정한 위치에서 빛을 비추어 공연의
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조명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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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더 라이트
(border light)
조명봉
(light batten,
electric bar)
조명 브리지
(light bridge)
하늘막 조명
(cyclorama
light)
천장 조명
(ceiling light)
앞무대 조명
(apron light)
조명탑
(lighting tower)
토멘터 라이트
(tormentor light)
파노라마 라이트
(panorama light
column)
조명 사다리
(light ladder)
기타
나. 하부무대시설
구분 무대기계․기구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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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무대기구
조명봉에 평조명기(floodlight)를 달아 무대 전체를 비
추는 조명 기구
조명기를 달아 사용할 수 있는 장치봉
조명봉을 대신하며 무대상부에서 작업자가 탑승하여
조명기를 설치하고 조명기의 위치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발판을 가진 틀 구조물
하늘막 앞에서 하늘막 배경을 비추는 조명 기구
객석 천장에 매달려 무대 정면을 비추는 조명 기구
프로시니엄 앞쪽의 천장에 매어달아 앞무대를 비추는
조명 기구
무대 양측면에서 조명기를 달아 측광을 비출 수 있도
록 탑 형태로 제작한 구조물
무대 앞쪽 양 측면의 프로시니엄 안쪽 면에 조명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다리 또는 탑 형태로 제작한 구
조물
무대 양측면의 갤러리에 가이드를 수직으로 고정시키
고 가이드를 따라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측광을 비출
수 있도록 제작한 틀 구조물
조명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다리 모양으로 제작하
여 무대 뒤나 갤러리 난간 등에 설치하는 구조물
상기 조명시설 외에 무대 상부 또는 특정한 위치에서
빛을 비추어 공연의 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조명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든 무대기구
무대기계․기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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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무대기계․기구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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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기계․기구 해설

연주
승강
무대

연주승강무대
(orchestra lift)

회전
무대

회전무대
바닥면이 회전을 하면서 장면전환이 가능하도
( r e v o l v i n g 원형의
록
만든
무대
stage)
무대하부와 무대사이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치된
승강기구
공연 중 장면 전환이나 연기자의 등장 등을 위하여
승강 무대
무대바닥의 일부분이 수직으로 승강할 수 있도록 만
(stage lift)
든 무대

승강
시설

이동
무대

트랩
(trap)
보상무대
(compensating
stage,
sinking stage)
화물용 승강기
(freight lift)
경사무대
(tilting stage,
raked stage)
슬립무대
또는 슬라이딩
무대
(slip stage,
sliding stage)

오페라, 발레, 뮤지컬 등을 공연할 때 오케스트라(관
현악단)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앞무대 전방 하부
에 별도로 마련한 승강식 무대

배우나 소규모 장치가 무대 밑에서 나오거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대바닥을 여러 개로 분할하
고 개별적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제작한 전환 장치
수평이동무대가 이동함에 따라 원래 자리에 생긴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한 주행거리가 짧은 승강장치
무대장치나 화물을 반출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승강
장치
무대바닥의 일부를 필요에 따라 경사지게 사용하는
무대공연 중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장면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무대
자주적인 구동장치를 가지지 않고 옆이나 아래에 설
치된 외부 구동장치의 작동에 의해 주무대로 이동하
는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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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무대기계․기구
명칭
왜건무대
(wagon stage)
이동객석
(seat w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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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기계․기구 해설
덧마루 형태로 자주식 구동장치에 의해 수평으로 이
동하는 무대
이동용 좌석 유닛을 연주승강무대에 실어 객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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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관광부고시 제2016-24호) 고시된 수수
료 단가는 아래와 [표1]과 같다.
[표 1]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단가표
□ 기 본 료 (구동 무대기계·기구수 0개 기준)
○ 정기안전검사 : 1,852,690원
직급

인원 수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0
1
2

육안검사용 장비
전기시설 검사용 장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총 인건비

단가
(원/시간)
44,295
34,774
27,826

시간

10,410
7,373

총 장비사용료
주재비
인건비의 30%
출장여비
인건비의 10%
인쇄비
10부 기준
인건비의 110～120%
(인건비+제경비)의 20～40%
총 금액의 10%
수수료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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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원)
0
6
6
0
0

110
20

0
208,644
333,912
542,556
0
0
0
162,767
54,256
100,000
596,812
227,874
168,426
1,85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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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안전진단(구동기기 0개 기준) : 2,564,070원

단가
시간
(원/시간)
0
44,295
1
34,774
2
27,826
1
44,295
0
34,774
0
27,826
총 인건비
육안검사용 장비
0
전기시설 검사용 장비
0
비파괴검사장비
0
(내시경제외)
총 장비사용료
주재비
인건비의 30%
직접경비
출장여비
인건비의 10%
인쇄비
제경비
인건비의 110～120%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40%
부가가치세
총 금액의 10%
수수료 총액
직급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인원 수

○ 구조해석(구동기기 0개 기준) : 1,731,570원

0
6
6
5
0
0
0
0
0
110
20

단가
직급
인원 수
시간
(원/시간)
특급기술자
1
44,295
7
고급기술자
0
34,774
0
중급기술자
1
27,826
7
총 인건비
구조해석 및 분석장비
41,667
0
총 장비사용료
주재비
인건비의 30%
직접경비
출장여비 인건비의 10%
인쇄비
제경비
인건비의 110～120%
110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40%
20
부가가치세
총 금액의 10%
수수료 총액
※ 1원 단위 반올림/ 장비사용료는 제경비에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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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원)
0
208,644
333,912
221,475
0
0
764,031
0
0
0
0
229,209
76,403
100,000
840,434
320,893
233,097
2,564,068*
금액 (원)
310,065
0
194,782
504,847
0
0
151,454
50,485
100,000
555,332
212,036
157,415
1,73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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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1개～19개인 공연장 수수료
- 기본료 + (구동기기 단가 × 구동기기 개수)
* 구동기기 단가 = {현행 단가(구동기기 20개 기준) - 기본료} ÷ 20
구분
상부
시설
하부
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막시설
방화막
리프트
회전무대
승강무대
이동무대

정기검사
최저
최대
126,569 279,810
163,102 341,884
53,501 155,662
163,102 341,884
199,636 403,958
163,102 341,884
126,569 279,810
90,035 217,736

정밀안전진단
최저
최대
215,645 368,389
258,626 430,463
172,624 306,315
215,645 368,389
301,607 492,537
301,607 492,537
215,645 368,389
129,683 244,241

구조해석*
최저
최대

42,365

99,644

-

-

□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 수수료
- 구동기기 단가 × 구동기기 개수
구분
상부
시설
하부
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막시설
방화막
리프트
회전무대
승강무대
이동무대

설계검토
최저 최대
85,962 124,148
“
“
“
“
“
“
171,924 248,296
“
“
“
“
“
“

정기검사
최저 최대
219,203 372,444
255,736 434,518
146,135 248,296
255,736 434,518
292,270 496,592
255,736 434,518
219,203 372,444
182,669 310,370

정밀안전진단
구조해석*
최저 최대 최저 최대
343,848 496,592 128,943 186,222
386,829 558,666 “
“
300,867 434,518 “
“
343,848 496,592 “
“
429,810 620,740 429,810 620,740 343,848 496,592 257,886 372,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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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무대시설 안전진단 제안/견적서의 발송
(1) 결재 완료된 견적서는 PDF 파일로 변환한다.
(2) 작성된 ‘견적서’, ‘제안서’ 및 ‘필요자료’는 공연장 담당자에게 모사전송 또는
E-mail로 전송한다.
6.1.4 견적금액의 협의
(1) 보고서 작성 범위의 조정에 의한 견적금액 협의
1) 시방서 및 관련 제반서류 검토
(2) 최종 견적서 제출시 사용인감계에 날인되는 사용 인감도장을 날인 할 것
6.2 계약 및 착수
6.2.1 계약서의 작성
(1) 용역금액, 용역기간, 결과물 제출 권수 및 기타 요구 사항을 명확히 검토하여 진
단 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한다.
(2) 계약에 관한 서류 : 진단요청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한다.
1) 견적서(최종) : 반드시 사용인감계에 날인되는 사용 인감도장을 날인 할 것.
2) 원가계산서 : 견적서로 대치되나 별도 요구하는 기관이 있음.
3) 과업수행계획서 : 진단 요청 기관의 과업지시서로 대치 되기도 하며 이 경우
과업 수행에 대한 요구 조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4) 계약서 : 용역금액, 용역기간, 결과물 제출 권수 및 기타 요구 사항을 명확히
검토하여 진단 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5년간
1. 본 표준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사)대한산업안전협회에 있으며 동의 없이 수정, 변경 및 복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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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5)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각서 : 별도 요구하는 기관이 있음.
6) 수의계약각서 : 별도 요구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이 있음.
7) 보안각서 : 별도 요구하는 기관(정부 산하 연구원)이 있음.
8) 법인등기부등록,지방세완납증명서,인감증명서 : 원본
9) 사용인감계 : 원칙적으로 중앙회 사용인감을 사용하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
해 상황에 따라 우리 협회 지회법인 도장을 사용인감으로 사용
해도 무방하니 참고할 것.
10) 착수계 :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 사용한다.(ex.용역명=계약서
상의 용역명)
11) 현장대리인계 : 진단 참여자 중 팀장 또는 선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다.
12) 참여기술자명단 : 진단 참여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13) 예정공정표 : 개략적 업무 진행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 대조필
15) 기술 자격 수첩 사본 : 원본 대조필
6.3 사업의 실시
6.3.1 공연장의 상,하부 무대시설 수량에 맞게 투입인력 및 진단일수를 탄력적으로 운
영한다.
6.3.2 공연장 진단에 관한 서류 : 진단팀 구성 및 진단 일정을 획정하여 기안하고 공문
으로 발송한다.
(1) 출장신청 : 내규에 의해 출장신청서 및 원인행위결의서 작성
(2) 진단준비서류 요청 : 진단사업 별로 요구되는 준비 서류를 확인할 것.
(3) 안전교육일지 : 현장 진단 시작 전 팀장 또는 선임자의 주도하에 작업 내용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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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작성한다.
(4) 강평자료 : 진단 종료 후 중요 안건에 대해 강평하고 강평자료는 수기로 간략히
정리하거나 별도의 프리젠테이션을 작성한다.
6.4 결과의 분석 및 보고
6.4.1 결과보고서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5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작성한 계약서 및 시방서를 근거로 부록에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별표 5]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기준
구 분
작성기준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 진단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가 포함되도록 한다.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한
다.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1. 일반사항 우에는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
용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
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진단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
를 기록한다.
표지제목에는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
2. 표 지 보고서의
단 등 해당 안전진단의 종류를 병기한다.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
다.
가. 제출문(안전진단기관의 장)
3. 서 두
나. 참여 진단요원 명단
다. 공연장의 전경사진
라. 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마. 보고서 목차
4. 안전진단 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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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다.
가. 진단의 목적
나. 공연장 및 무대시설의 개요 및 이력사항
개 요
다.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라. 사용장비 및 기기
마. 진단 수행일정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진단의 종류에
따라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5조로부터 제8조까지의 검사기준에 따른 진단결과를
작성한다.
조사·시험·측정의 경우는 결과분석과 평가결과를 기록한다.
진단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할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다
5. 안전진단 (설계검토의 경우는 대안을 제시한다)
실시결과 안전진단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평가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교체 : 신규로 교체가 요구되는 사항
나. 보수 : 수리가 요구되는 사항
다. 수정 : 재조정하여 수정될 수 있는 사항
라. 주의 :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
마. 권고 : 안전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항
진단결과의 종합결론
ㅇ 무대시설의 안전수준을 무대기계·기구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양호 : 안전상태가 양호한 무대시설
- 요보수 : 보수나 요소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무대시설
- 요교체 : 구동부 전체 또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교체가 필요한 무대시설
ㅇ 설계검토의 경우는 설계상의 개선 요망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ㅇ 등록 전 안전검사의 경우는 무대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요구사항을 무대
기계·기구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안전검사의 경우는
6. 종합결론 ㅇ 정기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이후 작성한
및 건의사항 다.
- 정밀안전진단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무대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요구
사항을 무대기계·기구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ㅇ 정밀안전진단의 경우는
-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나타난 무대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요구사항을 무대기계·기구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진단결과 무대시설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를 작성한다.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을 작성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다.
7. 부 록

검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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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험성과표
무대기계·기구 현황 자료
※ 설계검토의 경우는 무대시설 설계도면 등
설계검토의 경우는 해당 안전진단의 내용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작
성한다.

(1) 결과보고서 제출 공문작성(결재/발송)
(2) 결과보고서 : 계약서 및 시방서 상에 명시된 권수를 송부한다.
(3) 결과보고서 CD : 기관에서 CD제작 요청시 결과보고서 파일과 요구 조건에 따라
모든 사진을 저장한다.
(4) 결과보고서 관리 : 제출된 결과보고서는 관계기관의 보안사항과 관련이 없을 경
우 진단보고서 저장장소 웹하드에 PDF파일로 보관한다.
(5) 세금계산서 : 계산서 발행일을 협의해야 한다.
(6) 통장사본 : 계약 준비 서류로 요구할 수도 있다.
(7)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계약 준비 서류 제출 시 생략
(8) 대금청구서 : 별도 요구하는 기관이 있음.
6.4.2 진단 결과의 보고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연장의 무
대감독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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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표준문서는 최신본이 아닐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본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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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업기간의 연장
6.5.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 기간내에 안전진단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단, 공연장에서 안전진단 업무지원 지연시는 제외.)
6.5.2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
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5 사업의 종료
6.5.1 진단실적 관리 등
6.5.2 미수금 관리 등
7. 무대시설 안전진단 관리 절차
7.1 진단팀 수행 인력의 관리
7.1.1 진단팀의 기술인력은 제출한 견적서에 적합한 인원으로 구성되며 진단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표 1-1] 진단팀의 조직 구성
팀장
기계안전 분야
1. 본 표준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사)대한산업안전협회에 있으며 동의 없이 수정, 변경 및 복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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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진단 수행 장비의 관리
7.2.1 진단장비 관리에 관한 필요업무 서식 및 양식은 각 항목을 참고한다.
(1) 공구와 기구 재물조사표 : 정기 재물조사를 위한 기초 양식.
(2) 집기 및 비품 재물조사표 : 정기 재물조사를 위한 기초 양식.
(3) 진단팀 장비 대장 : 자체적인 장비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자료.
(4) 검수조서 : 신규 장비 또는 팀 내부로 장비 이관 시 해당 장비의 조서를 작성하
여 기록.
(5) 장비구매관련 서류 : 우리협회 내규에 의함.(견적서, 물품구매요구서)
(6) 장비불용관련 서류 : 우리협회 내규에 의함.(불용승인신청서, 불용목록, 사진)
7.2.2 장비의 교정
(1) 장비는 KOLAS-G-103의 교정주기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 교정을 의뢰하여 유
지 관리하며, KOLAS-G-103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장비는 사내에서 자체적으
로 주기를 정하여 교정을 실시한다.
(2) 고장이나 수리를 받은 장비는 교정주기에 상관없이 교정을 다시 받아 장비의 적
합성을 보장하며 과도한 충격 또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장비의 정밀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정주기에 상관없이 교정을 받는다.
(3) 장비의 교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장비관리 절차서(KISA-D-P-05)에 따른다.
1. 본 표준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사)대한산업안전협회에 있으며 동의 없이 수정, 변경 및 복사할 수 없습니다.
2. 본 표준문서는 최신본이 아닐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본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대외비
Safety Leader Global KISA

무대시설 안전진단 업무 지침서

문서번호 : KISA-D-I-08
페이지 번호 : 24/25

7.2.3 장비의 점검
(1) 진단 장비 중 교정주기 내에 신뢰성 차원에서 교정결과 값의 확인이 필요한 장
비의 경우,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2) 장비담당자는 진단 장비 작동시험 방법 및 작동시험 주기는 장비관리 지침서
(KISA-D-I-17)에 따라 실시하고 작동시험을 실시한 경우 장비작동시험 결과표
( KISA-D-I-17-01)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7.3 진단 수행 실적의 관리
7.3.1 진단실적 보고에 관한 필요 업무 서식 및 양식
(1) 분기별 실적 심사분석
(2) 지출예산편성
(3) 주간 및 월간업무보고
(4) 소요자금신청 : 매월 말일 경
(5) 수입결정액 통보
(6) 사업별 수입내역 보고
(7) 사업확장 장려금 신청
(8) 세금계산서 발행 리스트 : 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입내역 확인을 위한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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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수금 발생 사업장 관리 : 전화독촉 → 내용증명 발송 → 소액청구 재판
8. 관련문서
8.1 협회 내부규정
8.2 공연법 및 하위법령
8.3 장비관리 절차서(KISA-D-P-05)
8.4 장비관리 지침서(KISA-D-I-17)
9. 관련서식
No.

서식명

서식번호

보존기간

1

안전진단 업무지연 통지서

KISA-D-I-08-01

1년

2

장비 작동시험 결과표

KISA-D-I-17-01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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