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점검의�날�점검표(시설관리)

사업장 직종

점검일 점검자 (인)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양호 불량
넘어짐

위험

1. 바닥에 방치물, 기름기 등으로 넘어질 위험여부

2. 전정기, 톱, 전지가위 등의 보관시 지정된 장소에 보관여부

떨어짐

위험

1. 사다리의 고정장치와 지지대의 견고 여부

2. 고소작업(사다리 작업), 중량물 취급 등 2인 1조 작업 준수 여부

3. 안전난간의 고정 상태의 이상 여부

무너짐 

위험

1. 적재된 물건의 무너질 위험 여부

2. 물건을 쌓아 올리고 내릴 때 적재단의 안전성 이상 여부

끼임

절단

위험

1. 기계설비의 회전 축, 벨트, 체인 등의 방호덮개 부착 여부

2. 동력을 이용한 기계 및 기구의 정비, 청소 시 전원, 동력 차단 준수 여부

3. 동력을 이용한 기계 및 기구 작업 시 작업자 간의 안전거리 유지 여부

감전

위험

1. 전동기기 등의 전원 공급 전선 노후화 또는 피복 손상 여부

2.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제품 사용 시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콘센트에   

   연결된 누전차단기 포함)

3. 정전작업 시 분전함에 시건장치 및 통전금지 표지 부착 준수 여부

4. 분전함 회로별 명칭(실명, 설비명 등) 표기 여부

5. 전선의 접지선로 단선 및 접지형 콘센트 사용 여부

화학

물질

관리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비치) 및 교육 여부

2. 취급 용기 및 보관장소에 경고(위험) 표지 부착 여부

3. 화학제품의 경우 별도 보관장소에 구획하여 보관 여부

4.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등 위험 물질 저장 및 취급장소에 소화기 비치 여부

기타

위험

1.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부착 여부

2. 유해·위험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3. 작업 또는 점검 장소에 적정한 조명 설치 여부

아차

사고

사례

점검표 이외 위험성 존재 여부 확인 등

기타

사항

조치가 필요한 항목 조치 여부 및 조치 예정일 등



안전�점검의�날�점검표(미화)

사업장 직종

점검일 점검자 (인)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양호 불량

넘어짐

위험

1. 청소 후 바닥의 세제, 물 등으로 미끄러질 위험 여부

2. 물품, 청소공구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 여부

3. 계단 등을 통행 시 뛰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여부

떨어짐

위험

1. 높은 곳 청소 시 계단식 작업 발판 등 사용 여부

2. 고소작업(사다리 작업)에서 2인 1조 작업 준수 여부

무너짐 

위험

1. 적재된 물건의 무너질 위험 여부

2. 물건을 쌓아 올리고 내릴 때 적재단의 안전성 이상 여부

끼임

베임

위험

1. 환기를 위해 출입문, 창문을 여닫을 때 출입문 끼임에 대한 사고 여부

2. 날카로운 물건에 대해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3. 작업 전 장갑 등의 착용 여부

감전

위험

1. 청소기 등 전기기기의 전선 노후화 및 피복 손상 여부

2. 벽면의 물 세척 시 전기 누전으로 감전 위험 여부

3.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취급하는 등의 위험 여부

화학

물질

관리

1. 사용 세정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비치) 여부

2. 취급 용기 및 보관장소에 경고(위험) 표지 부착 여부

3. 취급 담당자가 세정제 등 화학제품의 유해성 인지 여부

기타

위험

1. 락스 등의 제품을 활용하여 청소 시 환기 여부

2. 살균·소독·청소 시 고무장갑, 장화, 마스크 등 적합한 보호구 착용 여부

3. 작업 또는 점검 장소에 적정한 조명 설치 여부

아차

사고

사례

점검표 이외 위험성 존재 여부 확인 등

기타

사항

조치가 필요한 항목 조치 여부 및 조치 예정일 등



안전�점검의�날�점검표(조리)

사업장 직종

점검일 점검자 (인)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양호 불량

넘어짐

위험

1. 바닥의 물(때), 기름, 세제 거품 등으로 미끄러질 위험 여부

2. 통로 확보 및 통행로에 물품 적재·방치 여부

3. 장애물(문턱, 배관, 패인 곳 등)로 인해 넘어질 위험 여부

4. 조리시설, 계단, 통로 등 작업 공간의 적정한 조명 설치 여부

5. 계단에 난간 설치, 답단 끝에 미끄럼 방지 조치 여부

6. 미끄럼 방지용 안전장화(작업화) 등 착용 여부

감김

끼임

위험

1. 재료 운반대차 및 배식대, 배식차, 솥뚜껑 등에 끼일 위험 여부

2. 양념재료 분쇄기·절단기·파절기 등의 말려들 위험 여부

3. 기계의 회전체(벨트·체인·날개 등)의 방호덮개 설치 여부

4. 조리설비를 고정하는 핸들 잠김장치의 정상적인 설치 여부

절단

베임

위험

1. 절단기·분쇄기·파절기 등의 칼날 부위 등에 베임 방지용 덮개 설치 여부

2. 칼날 등에 날카로운 조리기구의 보관 상태 준수 여부

3. 보호장구류 착용 여부

감전

위험

1. 전기 기계 · 기구에 감전 사고 방지용 접지 상태 여부

2. 누전차단기 설치 및 월 1회 이상 동작 점검 여부

3. 전선의 노후 및 피복손상, 심하게 구부러짐 여부

4. 식자재 가공기계의 청소·점검 시 전원 차단 시행 여부

화학

물질

관리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비치) 여부

2. 취급 용기 및 보관장소에 경고(위험) 표지 부착 여부

3. 가스 안전수칙 준수와 가스누출감지기의 정상작동 확인 여부

4. 락스 등의 제품 사용 시 고무장갑, 장화, 마스크 등 적합한 보호구 착용   

   여부

기타

위험

1. 뜨거운 물체에 의한 화상 방지 조치(장갑, 경고표지 등) 여부

2. 급식실 후드 청소 등의 작업 시 추락 위험 여부

3. 조리실 등 고온다습하고 환기가 필요한 장소에 환기, 통풍, 냉방시설 등   

  설치 및 작동 여부

4. 고온 스팀이 나오는 장소에 경고 표시 여부 등

5. 기타 각종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조치 여부

아차

사고

사례
점검표 이외 위험성 존재 여부 확인 등 

기타

사항

조치가 필요한 항목 조치 여부 및 조치 예정일 등



안전�점검의�날�점검표(경비)

사업장 직종

점검일 점검자 (인)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양호 불량

넘어질

위험

1. 바닥 및 순찰 경로 등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 여부

2.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 등의 사전 제거 및 통로에 물건 적치 여부

3. 계단 등을 통행 시 뛰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여부 

4. 주머니에 손을 넣고 경사, 결빙, 어두운 구간 등 순찰 여부

떨어짐

위험

1.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 설치 여부

2.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 준수 여부

무너짐

위험

1. 사무실 및 휴게공간 등의 책상, 캐비닛 상단에 불안정하게 물건을 쌓아 두

거나 깨지는 물건 적치 여부

2. 순찰 장소에 위험하게 적재 되어 있는 적치물의 여부

감전

위험

1. 상태가 불량한 전선 및 콘센트 등의 사용 여부

2. 콘센트 및 멀티탭 주변에 화재 발생 위험 물건을 방치하거나 먼지가 쌓여 

있는지 여부

3.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기타

위험

1. 어두운 순찰 장소를 순찰 시 충분한 밝기의 손전등 사용 여부

2. 가스총 등에 대한 사용 및 보관 등 관리 방법 숙지 여부

3. 순찰 및 근무 장소의 적절한 조명 설치 여부

4. 소화전(소화기) 위치와 사용 방법 숙지 여부

5. 화재 발생 시 소방 및 대피 유도 방법 숙지 여부

6. 순찰 장소의 비상구 등에 문을 임의로 열어두지 않았는지

아차

사고

사례

점검표 이외 위험성 존재 여부 확인 등

기타

사항

조치가 필요한 항목 조치 여부 및 조치 예정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