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제17조 ∼ 제19조)】

 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

1.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2.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손이나 발을 대지 않아야 한다.

3.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한다.

4.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완전히 열린 후에 타거나 내려야 한다.

5. 엘리베이터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한다.

6. 정원 또는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7.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8.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을 시도하지 않

아야 한다. 이 경우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외부에 구출을 요청하고 차

분히 기다려야 하며, 구출활동 중에는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임

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화재 또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

지 않아야 한다. 다만,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

리자 등 통제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1.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

12.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13.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출입문과 충돌하지 않도록 운전

에 주의해야 한다.

14. 줄넘기, 애완동물의 목줄 등이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에 끼이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

15.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이용자의 준수사항

1.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서는 뛰지 않아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에서는 걷지 않아야 한다.

3. 디딤판의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여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를 이용해야 한다.

4.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를 이용할 때에는 손잡이를 잡

고 이용해야 한다. 다만, 쇼핑카트를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경사형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쇼핑카트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

5. 쇼핑카트를 가지고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구에서 힘껏

쇼핑카트를 밀어주어야 한다.

6.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손잡이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아

야 한다.

7.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손잡이 난간에 몸을 기대지 않아야 한다.

8.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운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9. 유모차 또는 수레 등을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 탑승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모차 또는 수레 등을 실을 수 있도록 특수

하게 제작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

리자 등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10.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등에 탑승한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등

을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

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1.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

크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12.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누르지 않아

야 한다.

13.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휠체어리프트 이용자의 준수사항

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2.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에 손이나 발을 대지 않아야 한다.

3.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 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보호대를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한다.

4.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이 완전히 열린 후에 타거나 내려야 한다.

5. 휠체어리프트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한다.

6.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때에는 정원 또는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휠체어리프트에는 화물을 싣지 않아야 한다.

8. 휠체어리프트에 갇히는 등 비상시에는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을 시

도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외부에 구출을 요

청하고 차분히 기다려야 하며, 구출활동 중에는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9.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경우에는 임의로 조작하지 않아야 하며, 승

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해야 한다.

10. 전동 스쿠터 또는 전동 휠체어에 탑승한 이용자는 휠체어리프트에

탑승하면 전동 스쿠터 또는 전동 휠체어의 시동을 꺼야 한다.

11.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휠체어리프트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12. 정전이나 고장 등으로 휠체어리프트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비

상경보장치나 비상통화장치 등으로 구조 요청을 한 후 침착하게 기다

려야 하며, 임의로 탈출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13.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