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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0000 1111 0000 .... 0000 4444

건설기계 중대재해 사례집



ⅠⅠⅠⅠ.... 건건건건설설설설기기기기계계계계 일일일일반반반반

ⅡⅡⅡⅡ.... 장장장장비비비비별별별별 중중중중대대대대재재재재해해해해 사사사사례례례례

ⅢⅢⅢⅢ.... 기기기기타타타타

목목목목 차차차차

1111)))) 건건건건설설설설기기기기계계계계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 …………7777

2222)))) 건건건건설설설설기기기기계계계계의의의의 등등등등록록록록 및및및및 검검검검사사사사 …………8888

3333)))) 건건건건설설설설기기기기계계계계의의의의 보보보보험험험험 …………9999

4444)))) 건건건건설설설설기기기기계계계계의의의의 조조조조종종종종 자자자자격격격격 …………11110000

5555)))) 기기기기타타타타 확확확확인인인인사사사사항항항항 …………11112222

1111)))) 굴굴굴굴삭삭삭삭기기기기 …………11115555

2222)))) 로로로로더더더더 …………33331111

3333)))) 지지지지게게게게차차차차 …………33337777

4444)))) 덤덤덤덤프프프프트트트트럭럭럭럭 …………44446666

5555)))) 크크크크롤롤롤롤러러러러 크크크크레레레레인인인인 …………55556666

6666)))) Hyd'Hyd'Hyd'Hyd' CraneCraneCraneCrane …………66662222

7777)))) 카카카카고고고고크크크크레레레레인인인인 …………77775555

8888)))) 기기기기타타타타 크크크크레레레레인인인인 …………99991111

9999)))) 롤롤롤롤러러러러 …………99997777

11110000)))) 콘콘콘콘크크크크리리리리트트트트 믹믹믹믹서서서서트트트트럭럭럭럭 …………111100002222

11111111)))) 콘콘콘콘크크크크리리리리트트트트 펌펌펌펌프프프프 …………111100006666

11112222)))) 공공공공기기기기압압압압축축축축기기기기 …………111111112222

11113333)))) 천천천천공공공공기기기기 …………111111114444

11114444)))) 항항항항타타타타 및및및및 항항항항발발발발기기기기 …………111111119999

11115555)))) 준준준준설설설설선선선선 …………111133330000

11116666)))) 타타타타워워워워크크크크레레레레인인인인((((가가가가동동동동 중중중중)))) …………111133333333

11117777)))) 타타타타워워워워크크크크레레레레인인인인((((설설설설치치치치····해해해해체체체체 및및및및 인인인인상상상상)))) …………111155556666

11118888)))) 건건건건설설설설용용용용 리리리리프프프프트트트트 …………111199992222

11119999)))) 곤곤곤곤돌돌돌돌라라라라 …………222200002222

22220000)))) 고고고고소소소소작작작작업업업업대대대대 …………222200009999

22221111)))) 고고고고소소소소작작작작업업업업차차차차 …………222211117777

1111)))) 건건건건설설설설기기기기계계계계 용용용용어어어어해해해해설설설설 …………222222229999

2222)))) 건건건건설설설설기기기기계계계계의의의의 분분분분류류류류 …………222255556666

3333)))) 건건건건설설설설기기기기계계계계 용용용용어어어어색색색색인인인인 …………222266663333



2222

장장장장비비비비별별별별 중중중중대대대대재재재재해해해해 사사사사례례례례

건건건건설설설설기기기기계계계계 중중중중대대대대재재재재해해해해 사사사사례례례례집집집집

1111)))) 굴굴굴굴삭삭삭삭기기기기 …………11115555

2222)))) 로로로로더더더더 …………33331111

3333)))) 지지지지게게게게차차차차 …………33337777

4444)))) 덤덤덤덤프프프프트트트트럭럭럭럭 …………44446666

5555)))) 크크크크롤롤롤롤러러러러 크크크크레레레레인인인인 …………55556666

6666)))) Hyd'Hyd'Hyd'Hyd' CraneCraneCraneCrane …………66662222

7777)))) 카카카카고고고고크크크크레레레레인인인인 …………77775555

8888)))) 기기기기타타타타 크크크크레레레레인인인인 …………99991111

9999)))) 롤롤롤롤러러러러 …………99997777

11110000)))) 콘콘콘콘크크크크리리리리트트트트 믹믹믹믹서서서서트트트트럭럭럭럭 …………111100002222

11111111)))) 콘콘콘콘크크크크리리리리트트트트 펌펌펌펌프프프프 …………111100006666

11112222)))) 공공공공기기기기압압압압축축축축기기기기 …………111111112222

11113333)))) 천천천천공공공공기기기기 …………111111114444

11114444)))) 항항항항타타타타 및및및및 항항항항발발발발기기기기 …………111111119999

11115555)))) 준준준준설설설설선선선선 …………111133330000

11116666)))) 타타타타워워워워크크크크레레레레인인인인((((가가가가동동동동 중중중중)))) …………111133333333

11117777)))) 타타타타워워워워크크크크레레레레인인인인((((설설설설치치치치····해해해해체체체체 및및및및 인인인인상상상상)))) …………111155556666

11118888)))) 건건건건설설설설용용용용 리리리리프프프프트트트트 …………111199992222

11119999)))) 곤곤곤곤돌돌돌돌라라라라 …………222200002222

22220000)))) 고고고고소소소소작작작작업업업업대대대대 …………222200009999

22221111)))) 고고고고소소소소작작작작업업업업차차차차 …………222211117777



건건건건설설설설기기기기계계계계 중중중중대대대대재재재재해해해해 사사사사례례례례집집집집

굴굴굴굴삭삭삭삭기기기기 ((((ExcavatorExcavatorExcavatorExcavator))))

---- 도도도도수수수수관관관관 부부부부설설설설 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굴굴굴굴삭삭삭삭기기기기 버버버버켓켓켓켓에에에에 협협협협착착착착 11116666

---- 굴굴굴굴삭삭삭삭기기기기를를를를 사사사사용용용용하하하하여여여여 전전전전석석석석을을을을 덤덤덤덤프프프프트트트트럭럭럭럭에에에에 상상상상차차차차하하하하던던던던 중중중중 낙낙낙낙하하하하 11117777

---- 목목목목재재재재다다다다발발발발 인인인인양양양양 중중중중 섬섬섬섬유유유유벨벨벨벨트트트트 파파파파단단단단되되되되면면면면서서서서 낙낙낙낙하하하하 11118888

---- 굴굴굴굴삭삭삭삭기기기기 버버버버켓켓켓켓으으으으로로로로 콘콘콘콘크크크크리리리리트트트트 타타타타설설설설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버버버버켓켓켓켓 탈탈탈탈락락락락 11119999

---- 자자자자재재재재 운운운운반반반반 중중중중 회회회회전전전전하하하하는는는는 굴굴굴굴삭삭삭삭기기기기에에에에 충충충충돌돌돌돌 22220000

---- 굴굴굴굴착착착착사사사사면면면면의의의의 연연연연약약약약지지지지반반반반 붕붕붕붕괴괴괴괴로로로로 굴굴굴굴삭삭삭삭기기기기 매매매매몰몰몰몰 22221111

---- 굴굴굴굴삭삭삭삭기기기기 버버버버켓켓켓켓을을을을 타타타타고고고고 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추추추추락락락락 22222222

---- 가가가가설설설설도도도도로로로로 운운운운행행행행 중중중중이이이이던던던던 굴굴굴굴삭삭삭삭기기기기가가가가 미미미미끄끄끄끄러러러러지지지지면면면면서서서서 전전전전도도도도 22223333

---- 굴굴굴굴삭삭삭삭기기기기 붐붐붐붐에에에에 버버버버켓켓켓켓 장장장장착착착착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버버버버켓켓켓켓 낙낙낙낙하하하하 22224444

---- 굴굴굴굴삭삭삭삭기기기기를를를를 화화화화물물물물차차차차 적적적적재재재재함함함함 위위위위로로로로 싣싣싣싣던던던던 중중중중 전전전전락락락락되되되되면면면면서서서서 협협협협착착착착 22225555

---- 굴굴굴굴삭삭삭삭기기기기 버버버버켓켓켓켓으으으으로로로로 콘콘콘콘크크크크리리리리트트트트 타타타타설설설설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버버버버켓켓켓켓에에에에 충충충충돌돌돌돌 22226666

---- 땅땅땅땅고고고고르르르르기기기기 작작작작업업업업을을을을 위위위위해해해해 후후후후진진진진하하하하던던던던 굴굴굴굴삭삭삭삭기기기기에에에에 충충충충돌돌돌돌 22227777

---- 굴굴굴굴삭삭삭삭기기기기를를를를 사사사사용용용용하하하하여여여여 철철철철근근근근 운운운운반반반반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철철철철근근근근 낙낙낙낙하하하하 22228888

---- 굴굴굴굴삭삭삭삭기기기기로로로로 도도도도로로로로 우우우우수수수수받받받받이이이이 양양양양중중중중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굴굴굴굴삭삭삭삭기기기기 도도도도괴괴괴괴 22229999

---- 흙흙흙흙막막막막이이이이 단단단단부부부부 적적적적재재재재된된된된 HHHH----형형형형강강강강과과과과 굴굴굴굴삭삭삭삭기기기기의의의의 접접접접촉촉촉촉으으으으로로로로 낙낙낙낙하하하하 33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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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목목목재재재재다다다다발발발발 인인인인양양양양 중중중중 섬섬섬섬유유유유벨벨벨벨트트트트 파파파파단단단단 되되되되면면면면서서서서 낙낙낙낙하하하하

공공공공 사사사사 명명명명 ○○ 아파트 신축공사 발발발발생생생생일일일일시시시시 2009.03.12(목) 08:15분경

재재재재해해해해형형형형태태태태 낙하 재재재재해해해해정정정정도도도도 사망 1명

소소소소 재재재재 지지지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공공공공사사사사규규규규모모모모 아파트 12개동(지상5층)

재재재재해해해해개개개개요요요요

토류판용 목재다발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섬유벨트로 결속하여 굴삭기 버켓의

훅에 걸어서 인양(높이 약 1.5m)하던 중 섬유벨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면서

목재다발이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재재재해해해해상상상상황황황황도도도도

안안안안전전전전대대대대책책책책

굴삭기 버켓의 훅에 중량물을 걸어 인양하는 등 주용도 외의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중량물 인양에 사용되는 섬유벨트는 사전에 점검하여 심하게 손상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함.

사사사사고고고고현현현현장장장장 전전전전경경경경 피피피피재재재재자자자자 재재재재해해해해위위위위치치치치 및및및및 섬섬섬섬유유유유다다다다발발발발

피피피피재재재재자자자자 협협협협착착착착지지지지점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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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굴굴굴삭삭삭삭기기기기 버버버버켓켓켓켓으으으으로로로로 콘콘콘콘크크크크리리리리트트트트 타타타타설설설설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버버버버켓켓켓켓 탈탈탈탈락락락락

공공공공 사사사사 명명명명 ○○교량 개량공사 발발발발생생생생일일일일시시시시 2008.10.23(목) 10:10분경

재재재재해해해해형형형형태태태태 낙하 재재재재해해해해정정정정도도도도 사망 1명

소소소소 재재재재 지지지지 충북 옥천군 이원면 공공공공사사사사규규규규모모모모 PC교량 1개소

재재재재해해해해개개개개요요요요

굴삭기 버켓에 콘크리트를 담아 맨홀 거푸집에 타설하던 중 버켓(0.7ton)이

퀵커플러(버켓 부착장치)에서 이탈·낙하하면서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재재재해해해해상상상상황황황황도도도도

안안안안전전전전대대대대책책책책

○ 굴삭기 버켓을 부착장치에 체결하는 때에는 체결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핀을 체결

하여야 하며,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 용도 외의 사용을 지양하고 작업반경 내에는 기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사사사사고고고고당당당당시시시시 상상상상황황황황 재재재재연연연연 QuickQuickQuickQuick Coupler(Coupler(Coupler(Coupler( 버버버버켓켓켓켓 부부부부착착착착장장장장치치치치))))

안안안안전전전전핀핀핀핀 미미미미체체체체결결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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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건건설설설설기기기기계계계계 중중중중대대대대재재재재해해해해 사사사사례례례례집집집집

로로로로더더더더 ((((Loader)Loader)Loader)Loader)

---- 로로로로더더더더 후후후후진진진진 중중중중 신신신신호호호호수수수수 충충충충돌돌돌돌 33332222

---- 페페페페이이이이로로로로더더더더로로로로 철철철철근근근근 하하하하역역역역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철철철철근근근근다다다다발발발발에에에에 협협협협착착착착 33333333

---- 로로로로더더더더로로로로 덤덤덤덤프프프프트트트트럭럭럭럭을을을을 견견견견인인인인하하하하던던던던 중중중중 견견견견인인인인 핀핀핀핀이이이이 비비비비래래래래 33334444

---- 로로로로더더더더의의의의 버버버버켓켓켓켓을을을을 이이이이용용용용하하하하여여여여 도도도도로로로로면면면면 평평평평탄탄탄탄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전전전전락락락락 33335555

---- 도도도도로로로로에에에에서서서서 로로로로더더더더 운운운운행행행행 중중중중 법법법법면면면면 아아아아래래래래로로로로 전전전전도도도도 3333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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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로로더더더더 후후후후진진진진 중중중중 신신신신호호호호수수수수 충충충충돌돌돌돌

공공공공 사사사사 명명명명 인천공항 장애구릉 제거공사 발발발발생생생생일일일일시시시시 2008.12.28(일) 06:50경

재재재재해해해해형형형형태태태태 충돌 재재재재해해해해정정정정도도도도 사망 1명

소소소소 재재재재 지지지지 인천시 중구 운서동 공공공공사사사사규규규규모모모모 흙깎기 10,714,000㎥

재재재재해해해해개개개개요요요요
피재자가 덤프트럭의 신호를 위하여 토취장 내 크러셔 투입구 앞에 서 있던

중 후진하는 로우더(버켓용량 3.8㎥)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재재재해해해해상상상상황황황황도도도도

안안안안전전전전대대대대책책책책
로더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및 운행구간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사사사사고고고고 발발발발생생생생위위위위치치치치 오오오오른른른른쪽쪽쪽쪽 타타타타이이이이어어어어의의의의 피피피피재재재재자자자자 혈혈혈혈흔흔흔흔

- 32 -



페페페페이이이이로로로로더더더더로로로로 철철철철근근근근 하하하하역역역역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철철철철근근근근다다다다발발발발에에에에 협협협협착착착착

공공공공 사사사사 명명명명 ○○고등학교 신축 발발발발생생생생일일일일시시시시 2007.08.03 08:55분경

재재재재해해해해형형형형태태태태 협착 재재재재해해해해정정정정도도도도 사망 1명

소소소소 재재재재 지지지지 충남 천안시 업성동 공공공공사사사사규규규규모모모모 2개동(지하1층,지상5층)

재재재재해해해해개개개개요요요요

페이로더로 철근다발을 야적장에 하역하기 위해 페이로더 앞부분의 지게(포크)를

기울이는 순간 철근 1다발(약 2ton)이 흘러내려, 근처에서 정리정돈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재재재재해해해해상상상상황황황황도도도도

안안안안전전전전대대대대책책책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철근다발 등의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기타 근로자 출입통제조치를 하여야 하며,

- 페이로더에 지게(포크)를 설치하여 철근다발 등의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철근다발이

수평되게 지게(포크)를 지면까지 내려놓은 후 하역하여야 함.

현현현현장장장장 전전전전경경경경 작작작작업업업업상상상상황황황황 재재재재연연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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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건건설설설설기기기기계계계계 중중중중대대대대재재재재해해해해 사사사사례례례례집집집집

지지지지게게게게차차차차 ((((ForkForkForkFork liftliftliftlift truck)truck)truck)truck)

---- 전전전전도도도도되되되되는는는는 지지지지게게게게차차차차에에에에 협협협협착착착착 33338888

---- 경경경경사사사사로로로로에에에에 정정정정차차차차된된된된 자자자자게게게게차차차차가가가가 움움움움직직직직여여여여 충충충충돌돌돌돌 33339999

---- 지지지지게게게게차차차차로로로로 철철철철근근근근다다다다발발발발 하하하하역역역역 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협협협협착착착착 44440000

---- 운운운운전전전전경경경경로로로로를를를를 이이이이탈탈탈탈하하하하여여여여 전전전전도도도도된된된된 지지지지게게게게차차차차에에에에 협협협협착착착착 44441111

---- 지지지지게게게게차차차차 포포포포크크크크 위위위위에에에에서서서서 전전전전선선선선 정정정정리리리리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추추추추락락락락 44442222

---- 지지지지게게게게차차차차로로로로 하하하하역역역역 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적적적적재재재재물물물물 낙낙낙낙하하하하 44443333

---- 지지지지게게게게차차차차 마마마마스스스스트트트트와와와와 헤헤헤헤드드드드가가가가드드드드 사사사사이이이이에에에에 협협협협착착착착 44444444

---- 자자자자재재재재하하하하역역역역 후후후후 후후후후진진진진하하하하던던던던 지지지지게게게게차차차차에에에에 충충충충돌돌돌돌 444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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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지지게게게게차차차차로로로로 철철철철근근근근다다다다발발발발 하하하하역역역역 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협협협협착착착착

공공공공 사사사사 명명명명 ○○ 빌딩 신축공사 발발발발생생생생일일일일시시시시 2007.12.24 08:25분경

재재재재해해해해형형형형태태태태 협착 재재재재해해해해정정정정도도도도 사망 1명

소소소소 재재재재 지지지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공공공공사사사사규규규규모모모모 지하1층, 지상 6층

재재재재해해해해개개개개요요요요

현장 전면도로에서 지게차로 철근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게차 포크위의

철근 다발이 미끄러져 낙하하면서, 철근다발 고임목 위치를 조정하고 있던

피재자를 가격·협착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재재재해해해해상상상상황황황황도도도도

안안안안전전전전대대대대책책책책

길이가 8m인 철근다발을 지게차로 하역하는 경우 불균형 및 반동 등으로 낙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작업토록 하고,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사사사사고고고고현현현현장장장장 전전전전경경경경 재재재재해해해해 당당당당일일일일 최최최최초초초초 하하하하역역역역한한한한 철철철철근근근근 다다다다발발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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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지지게게게게차차차차 포포포포크크크크 위위위위에에에에서서서서 전전전전선선선선 정정정정리리리리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추추추추락락락락

공공공공 사사사사 명명명명 ○○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발발발발생생생생일일일일시시시시 2007. 8.11 11:00분경

재재재재해해해해형형형형태태태태 추락 재재재재해해해해정정정정도도도도 사망 1명

소소소소 재재재재 지지지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공공공공사사사사규규규규모모모모 아파트 28개동(지하3층, 지상 32층)

재재재재해해해해개개개개요요요요

피재자가 지하주차장 천정 가설전선 정리작업을 위해 지게차 포크의 한쪽 편에 올라서서

전선을 천정에 고정하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반대편 포크에 피재자의

흉부가 충돌한 후, 약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재재재해해해해상상상상황황황황도도도도

안안안안전전전전대대대대책책책책

지하주차장 천정에 가설전선 정리작업을 하는 때에는 이동식비계(B/ T)의 작업발판위에서

진행하고, 화물의 적재·하역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주 용도외의 사용은 금하여야 함.

사사사사고고고고발발발발생생생생 경경경경로로로로 지지지지게게게게차차차차의의의의 포포포포크크크크 간간간간격격격격 :::: 약약약약 4444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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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건건설설설설기기기기계계계계 중중중중대대대대재재재재해해해해 사사사사례례례례집집집집

덤덤덤덤프프프프트트트트럭럭럭럭 ((((DumpDumpDumpDump truck)truck)truck)truck)

---- 콘콘콘콘크크크크리리리리트트트트 포포포포장장장장 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후후후후진진진진하하하하는는는는 덤덤덤덤프프프프트트트트럭럭럭럭에에에에 깔깔깔깔림림림림 44447777

---- 움움움움직직직직이이이이는는는는 트트트트럭럭럭럭을을을을 제제제제동동동동시시시시키키키키기기기기 위위위위해해해해 탑탑탑탑승승승승시시시시도도도도 중중중중 뒷뒷뒷뒷바바바바퀴퀴퀴퀴에에에에 협협협협착착착착 44448888

---- 덤덤덤덤프프프프트트트트럭럭럭럭 사사사사토토토토하하하하역역역역 후후후후 이이이이동동동동 중중중중 암암암암사사사사면면면면 붕붕붕붕괴괴괴괴로로로로 매매매매몰몰몰몰 44449999

---- 움움움움직직직직이이이이는는는는 덤덤덤덤프프프프트트트트럭럭럭럭을을을을 정정정정지지지지시시시시키키키키려려려려던던던던 중중중중 협협협협착착착착 55550000

---- 트트트트레레레레일일일일러러러러에에에에 적적적적재재재재된된된된 파파파파일일일일 하하하하역역역역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협협협협착착착착 55551111

---- 급급급급발발발발진진진진하하하하는는는는 덤덤덤덤프프프프트트트트럭럭럭럭 하하하하부부부부에에에에 협협협협착착착착 55552222

---- 덤덤덤덤프프프프트트트트럭럭럭럭 후후후후진진진진 중중중중 굴굴굴굴착착착착저저저저면면면면으으으으로로로로 전전전전도도도도 55553333

---- 후후후후진진진진하하하하는는는는 덤덤덤덤프프프프트트트트럭럭럭럭 하하하하부부부부에에에에 협협협협착착착착 55554444

---- 덤덤덤덤프프프프 트트트트레레레레일일일일러러러러 점점점점검검검검 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협협협협착착착착 555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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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콘콘콘크크크크리리리리트트트트 포포포포장장장장 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후후후후진진진진하하하하는는는는 덤덤덤덤프프프프트트트트럭럭럭럭에에에에 깔깔깔깔림림림림

공공공공 사사사사 명명명명 ○○콘테이너 기지사업 발발발발생생생생일일일일시시시시 2009.11.28(토) 15:20경

재재재재해해해해형형형형태태태태 충돌 재재재재해해해해정정정정도도도도 사망 1명

소소소소 재재재재 지지지지 경북 칠곡군 지천면 공공공공사사사사규규규규모모모모 10개동

재재재재해해해해개개개개요요요요

포장공인 피재자가 컨테이너 하역장의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포설작업을 위해 바닥에

깔아 놓은 모르타르 누수방지용 비닐 고정 작업 중 포장용 콘크리트를 하역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입하는 덤프트럭(24.5톤)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재재재해해해해상상상상황황황황도도도도

안안안안전전전전대대대대책책책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통제를 실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에 의해

유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사사사사고고고고현현현현장장장장 전전전전경경경경 재재재재해해해해발발발발생생생생 위위위위치치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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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움움움직직직직이이이이는는는는 덤덤덤덤프프프프트트트트럭럭럭럭을을을을 정정정정지지지지시시시시키키키키려려려려던던던던 중중중중 협협협협착착착착

공공공공 사사사사 명명명명 ○○ 공원 개선공사 발발발발생생생생일일일일시시시시 2008.10.22(수) 13:40분경

재재재재해해해해형형형형태태태태 협착 재재재재해해해해정정정정도도도도 사망 1명

소소소소 재재재재 지지지지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공공공공사사사사규규규규모모모모 산책로 포장개선 300a

재재재재해해해해개개개개요요요요

피재자가 덤프트럭(5ton)에 상차한 포장 철거 파쇄물을 임시 적치장소에 하차 후

트럭에서 내려서 하차상태를 확인하던 중, 트럭이 노면경사(약 3%)로 인해 움직이자

트럭을 정지시키기 위해 차량에 탑승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적치장 측면의

교량 교각에 부딪힘에 따라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협착ㆍ사망한 재해임.

재재재재해해해해상상상상황황황황도도도도

안안안안전전전전대대대대책책책책

하역작업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원의 운전석 이탈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이탈할 때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정확히 작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차차차차량량량량 충충충충돌돌돌돌 부부부부위위위위 피피피피재재재재자자자자 협협협협착착착착 부부부부위위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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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건건설설설설기기기기계계계계 중중중중대대대대재재재재해해해해 사사사사례례례례집집집집

기기기기중중중중기기기기 ((((CrawlerCrawlerCrawlerCrawler Crane)Crane)Crane)Crane)

---- 크크크크롤롤롤롤러러러러 크크크크레레레레인인인인으으으으로로로로 케케케케이이이이싱싱싱싱 운운운운반반반반 중중중중 전전전전도도도도 55557777

---- 흙흙흙흙막막막막이이이이 가가가가시시시시설설설설과과과과 크크크크람람람람쉘쉘쉘쉘 버버버버켓켓켓켓의의의의 충충충충돌돌돌돌로로로로 추추추추락락락락 55558888

---- 크크크크롤롤롤롤러러러러 크크크크레레레레인인인인의의의의 붐붐붐붐이이이이 갑갑갑갑자자자자기기기기 하하하하강강강강하하하하여여여여 피피피피재재재재자자자자를를를를 가가가가격격격격 55559999

---- 크크크크람람람람쉘쉘쉘쉘 회회회회전전전전 중중중중 안안안안전전전전난난난난간간간간과과과과 크크크크람람람람쉘쉘쉘쉘 사사사사이이이이에에에에 협협협협착착착착 66660000

---- 이이이이동동동동 중중중중이이이이던던던던 앵앵앵앵글글글글크크크크레레레레인인인인의의의의 버버버버켓켓켓켓이이이이 낙낙낙낙하하하하 666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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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크롤롤롤롤러러러러 크크크크레레레레인인인인의의의의 붐붐붐붐이이이이 갑갑갑갑자자자자기기기기 하하하하강강강강하하하하여여여여 피피피피재재재재자자자자를를를를 가가가가격격격격

공공공공 사사사사 명명명명 ○○항 건설공사 발발발발생생생생일일일일시시시시 2007.08.15 10:15분경

재재재재해해해해형형형형태태태태 낙하 재재재재해해해해정정정정도도도도 사망 1명

소소소소 재재재재 지지지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공공공공사사사사규규규규모모모모 아파트 9개 동방파제 680m

재재재재해해해해개개개개요요요요

바지선에 선적했던 크롤러 크레인을 육상으로 이동하던 중, 이동을 위해 분할핀을

해체하자 불안전하게 고정되었던 백히치의 고정핀이 탈락되면서, 크레인의 붐이 갑자기

하강하며 크레인 훅이 물량장 위에 있던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재재재해해해해상상상상황황황황도도도도

안안안안전전전전대대대대책책책책

크롤러 크레인 등을 운반·이동시키는 때에 주변 지장물에 간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갠트리에 연결된 백히치의 고정핀을 해체한 경우에는 재설치 할 때와 이동·작업 사전에

크레인 구조부 고정핀 체결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사사사사고고고고발발발발생생생생 위위위위치치치치 철철철철판판판판이이이이 파파파파단단단단 된된된된 백백백백 히히히히치치치치 부부부부재재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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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크람람람람쉘쉘쉘쉘 회회회회전전전전 중중중중 안안안안전전전전난난난난간간간간과과과과 크크크크람람람람쉘쉘쉘쉘 사사사사이이이이에에에에 협협협협착착착착

공공공공 사사사사 명명명명 ○○빌딩 신축공사 발발발발생생생생일일일일시시시시 2006. 4. 22(토) 09:40 경

재재재재해해해해형형형형태태태태 협착 재재재재해해해해정정정정도도도도 사망 1명

소소소소 재재재재 지지지지 공공공공사사사사규규규규모모모모 지하 7층, 지상 14층

재재재재해해해해개개개개요요요요

토공 협력업체 소속 주유원인 피재자가 굴삭기에 기름을 주유하기 위해 클람쉘 좌측

후면에서 굴착저면으로 주유호스를 내리던 중 굴착한 토사를 상차하기 위해

회전하는 클람쉘과 복공판 단부 안전난간 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재재재재해해해해상상상상황황황황도도도도

안안안안전전전전대대대대책책책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함

○ 차량계 건설기계에 근로자 등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유도원 배치 및 근로자 등은

유도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교육하고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출입금지조치

사사사사고고고고현현현현장장장장 전전전전경경경경 피피피피재재재재자자자자 협협협협착착착착 위위위위치치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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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건건설설설설기기기기계계계계 중중중중대대대대재재재재해해해해 사사사사례례례례집집집집

기기기기중중중중기기기기 ((((Hyd'Hyd'Hyd'Hyd' Crane)Crane)Crane)Crane)

---- 연연연연약약약약지지지지반반반반에에에에서서서서 소소소소나나나나무무무무 인인인인양양양양 중중중중 이이이이동동동동식식식식 크크크크레레레레인인인인 전전전전도도도도 66663333

---- 철철철철골골골골 지지지지붕붕붕붕 트트트트러러러러스스스스 인인인인양양양양 중중중중 달달달달기기기기구구구구에에에에서서서서 탈탈탈탈락락락락 66664444

---- 슬슬슬슬라라라라브브브브 단단단단부부부부에에에에서서서서 신신신신호호호호 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추추추추락락락락 66665555

---- 냉냉냉냉각각각각기기기기 TubeTubeTubeTube BundleBundleBundleBundle 해해해해체체체체 및및및및 인인인인양양양양 중중중중 피피피피재재재재자자자자 가가가가격격격격 66666666

---- 카카카카고고고고 트트트트럭럭럭럭에에에에 집집집집진진진진판판판판을을을을 상상상상차차차차하하하하던던던던 중중중중 피피피피재재재재자자자자를를를를 가가가가격격격격 66667777

---- 굴굴굴굴뚝뚝뚝뚝 해해해해체체체체 중중중중 와와와와이이이이어어어어로로로로프프프프에에에에서서서서 이이이이탈탈탈탈된된된된 굴굴굴굴뚝뚝뚝뚝이이이이 탑탑탑탑승승승승설설설설비비비비를를를를 강강강강타타타타 66668888

---- Hyd'Hyd'Hyd'Hyd' CraneCraneCraneCrane 의의의의 달달달달기기기기구구구구가가가가 파파파파단단단단되되되되면면면면서서서서 탑탑탑탑승승승승설설설설비비비비와와와와 함함함함께께께께 추추추추락락락락 66669999

---- Hyd'Hyd'Hyd'Hyd' CraneCraneCraneCrane 이이이이 전전전전도도도도되되되되면면면면서서서서 철철철철골골골골기기기기둥둥둥둥을을을을 타타타타격격격격 77770000

---- 이이이이동동동동식식식식 크크크크레레레레인인인인으으으으로로로로 운운운운반반반반작작작작업업업업 중중중중 감감감감전전전전 77771111

---- 맨맨맨맨홀홀홀홀 인인인인양양양양 중중중중 이이이이동동동동식식식식 크크크크레레레레인인인인 선선선선회회회회부부부부 파파파파단단단단으으으으로로로로 붐붐붐붐 낙낙낙낙하하하하 77772222

---- 이이이이동동동동식식식식 크크크크레레레레인인인인의의의의 아아아아우우우우트트트트리리리리거거거거 파파파파단단단단으으으으로로로로 붐붐붐붐이이이이 PSCPSCPSCPSC 빔빔빔빔에에에에 충충충충돌돌돌돌 77773333

---- 이이이이동동동동식식식식 크크크크레레레레인인인인 붐붐붐붐이이이이 고고고고압압압압전전전전선선선선에에에에 접접접접촉촉촉촉 777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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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Hyd'Hyd'Hyd' CraneCraneCraneCrane 이이이이 전전전전도도도도되되되되면면면면서서서서 철철철철골골골골기기기기둥둥둥둥을을을을 타타타타격격격격

공공공공 사사사사 명명명명 ○○공장 증축공사 발발발발생생생생일일일일시시시시 2007.02.06. 14:20분경

재재재재해해해해형형형형태태태태 추락 재재재재해해해해정정정정도도도도 사망 1명, 부상 1명

소소소소 재재재재 지지지지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공공공공사사사사규규규규모모모모 지상 1층

재재재재해해해해개개개개요요요요

철골보 조립을 위해 피재자 2명이 기 조립된 철골기둥에서 대기하던 중, 철골보 부재의

인양작업을 하던 Hyd' Crane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전도되면서 철골기둥을 타격하여,

피재자 2명이 추락함에 따라 1명은 사망, 1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재재재재해해해해상상상상황황황황도도도도

안안안안전전전전대대대대책책책책

---- Hyd' Crane을 이용한 양중작업 시에는 크레인의 붐 길이와, 작업반경, 인양각도를

고려하여 정격하중 이내의 중량물을 양중하고 과부하방지장치의 경고부저가 울리거나

아웃트리거의 받침판이 들리는 등 크레인에 과부하가 감지 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함.

사사사사고고고고현현현현장장장장 전전전전경경경경 재재재재해해해해 상상상상황황황황도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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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이이동동동동식식식식 크크크크레레레레인인인인 붐붐붐붐이이이이 고고고고압압압압전전전전선선선선에에에에 접접접접촉촉촉촉

공공공공 사사사사 명명명명 ○○산업(주) 철골야적장 발발발발생생생생일일일일시시시시 2005. 1. 6 14:40분경

재재재재해해해해형형형형태태태태 감전 재재재재해해해해정정정정도도도도 사망 1명

소소소소 재재재재 지지지지 경기도 이천시 공공공공사사사사규규규규모모모모 H-형강 자재운반 (4,277백만원)

재재재재해해해해개개개개요요요요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H-형강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붐이 고압전선(22.9㎸)에

접촉되어 양중자재를 잡고 있던 피재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재재재해해해해상상상상황황황황도도도도

재재재재해해해해발발발발생생생생

상상상상 황황황황

○ 이동식 크레인(25Ton)으로 H-형강 재생 자재(600× 300× 10, L=12m, 2ton)를 양중

하여 고압선(22.9㎸) 위로 넘겨서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함.

○ H-형강 재생 자재를 고압선위로 넘겨서 지상에 안착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 붐을

하강시키던 중 고압선에 접촉되어 H-형강 자재를 잡고 있던 피재자가 감전, 사망함

발발발발생생생생원원원원인인인인

○○○○ 감감감감전전전전방방방방지지지지조조조조치치치치 미미미미실실실실시시시시

- 특고압(22.9㎸) 가공선로에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상태에서 가공선로에 접근하여 크레

인으로 H-형강 운반 작업중 크레인 붐이 특고압 가공선로에 접촉.

○○○○ 절절절절연연연연용용용용 보보보보호호호호구구구구 미미미미착착착착용용용용

- 특고압(22.9㎸) 가공선로에 접근하여 작업시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를 착용한 상태

에서 작업하여야 하나 미실시.

안안안안전전전전대대대대책책책책

○○○○ 절절절절연연연연용용용용 방방방방호호호호구구구구 설설설설치치치치

- 가공선로에 접근하여 작업시 가공설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 접촉 또는 접근에

의한 감전재해 예방.

○○○○ 절절절절연연연연용용용용 보보보보호호호호구구구구 착착착착용용용용

- 가공선로에 접근하여 작업시 절연용 방호구 또는 방책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를 착용하여 감전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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