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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예방

Quick Message
2022. 9. 14.

재해예방대책

안전한줄걸이방법준수

◆ 취급하는 중량물의 형상 및 중량에

적합한 줄걸이 방법으로 작업 수행

◆ 인양물이 불안정하거나 부재가 기울어질

경우 지상에 내려 줄걸이 방법 조정

◆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낙하,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계획서에 따라 작업 수행

재해상황

‘22.9.13.(화) 15:17경, 화성시 소재 사업장에서 암롤박스 뒷문(약 250kg) 보수작업을

위해천장크레인을 이용, 뒷문에가용접된인양용 *러그에 체인을 걸어 운반하던 중

가용접부위가파단, 전도되는뒷문에깔려사망한 재해임

* 러그(LUG) : 크레인 달기기구의윗쪽에줄걸이용구인와이어로프, 섬유로프 또는 크레인의훅 등을 직접 결속할 수 있도록원형구멍을낸 걸고리쇠

중량물하중을고려한

러그용접길이선정

◆ 용접길이 부족에 의해 러그가 탈락·낙하

하는 위험이 없도록 러그 소재, 중량물

하중에 따른 용접길이 적용

◆ 러그의 부착위치는 중량물의 처짐 방지를

위해 수직 ·수평보의 교차점으로 하고,

접촉부위가 완전히 용입되도록 용접 실시

▲재해상황 ▲파단된 용접부위

크레인 달기기구및 줄걸이작업에관한 기술지침참조
KOSHA GUIDE M-85-2011

사망사고발생경보
(제2022-20호)

https://media.kosha.or.kr/main
https://media.kosha.or.kr/main
https://media.kosha.or.kr/main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digiquitous.safetymsn
https://itunes.apple.com/kr/app/%EC%95%88%EC%A0%84%EB%B3%B4%EA%B1%B4%EA%B3%B5%EB%8B%A8/id592675442?mt=8


H형강을 인양하여 운반하던 중
클램프가 이탈되어 기둥자재가 재해자에게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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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예방

Quick Message
2022. 8.30.

재해 예방 대책

재해상황

‘22.8.18.(목) 17:04경, 용인시소재사업장에서 H형강을크레인으로인양하던과정에서

무게중심을벗어난채로운반되던 H형강의일부가바닥에부딪히며발생한충격으로

클램프가이탈되어이동되던 H형강이재해자에게낙하하여사망한재해임

◆ 입구 벌어짐이 5% 초과하거나, 패드·캠의 이(tooth)가 마모되는 등 폐기기준이 초과된 클램프 사용 금지

◆ 적정크기 클램프 사용

◆ 줄걸이 작업 시 두줄걸이, 등 적합한 줄걸이 방법을 이용해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양

◆ 중량물 인양시 유도로프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중량물 하부에는 작업자가 위치하지 않도록 통제

◆ 관리감독자 유해·위험 방지 업무 수행 철저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사망사고발생경보
(제2022-19호)

재해 발생 원인

◆ 폐기기준이 초과된 부적합한 클램프 사용하여 중량물 인양

◆ 외줄걸이를 통해 중량물은 인양, 불안정한 상태의 중량물 하부에 재해자가 위치함

◆ 관리감독자 유해·위험 방지 업무 미 수행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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