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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개요

안전 작업 방법

포털사이트에 ‘안전보건공단’ 입력또는주소창에http://www.kosha.or.kr 입력

안전보건자료실
콘텐츠 링크

스마트폰 APP (위기탈출 안전보건)

‘안전보건공단’ 또는‘위기탈출안전보건’을검색하여애플리케이션설치

10분 안전교육

M E S S A G E

※ 아래 자료를 클릭하세요! 해당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조우종의 폭풍검색] 끼임재해예방 1편 [VR] 자동차 수리업(차량정비용 리프트 이용 작업)

OPS 팸플릿 표지 PPT

동영상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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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용리프트
② 산업용리프트 운반구와 승강로 벽면 끼임
③ VR_[끼임] 리프트, 승강기 작업

‘리프트’ 또는 ‘승강기’ 입력

최근 리프트 작업 중 사망사고가 연속 발생함
◈ 2022.8.3. 카센터에서 트럭 운전석문을열고상체를넣어점검중트럭이전진하면서차문이

리프트지주에걸리며닫혀끼임<1명 사망>
◈ 2022.7.27. 리프트에서 화물(1.5t)을3층으로내리던중운반구가2층으로추락<1명사망>
◈ 2022.7.11. 리프트에서이동대차를꺼내던중운반구하강으로프레임과바닥사이에끼임<1명사망>

안전한 리프트 사용을 위한 필수 준수사항!!!
①승강로 주변 방호울 설치, ②출입문 바닥 끝단과 건물 바닥 전단면 간격 3.5cm 이하,
③낙하방지장치(유압식), 로프이완감지장치(권동식), 충격완충장치, 비상정지장치 설치

산업용 리프트
안전작업 가이드

안전투자혁신사업
안내

Key Message
(리프트)

현장작업자를 위한 리프트 작업안전

리프트 사망사고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2792
https://360vr.kosha.or.kr/contentDetail?contSq=151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3370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2948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3185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3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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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게차 이용 철골부재 하역 중 낙하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③ 강관파일 하역 중 파일 낙하

‘지게차’ 또는 ‘깔림’ 입력

최근 자재 적재/하역 중 깔림 사망사고가 연속 발생함
◈ 2022.7.18. 트레일러에싣던 H형강이지게차의포크에서빠지며차주가깔림 <1명 사망>
◈ 2022.7.15. 지게차로하역중이던트레일러의철골자재가낙하되며차주가깔림<1명사망>
◈ 2022.7.13. 차량적재함에서 크레인으로 하역 중이던 코일에 차주가 깔림 <1명 사망>
◈ 2022.7. 6.  트레일러에서 H형강 하역 중이던 지게차에 작업자가 깔림 <1명 사망>

단위화물 무게 100kg 이상 싣거나 내리는 작업시 준수사항!!!

①작업순서 및 순서별 작업방법 정하고 지휘, ②기구/공구 점검 및 불량품 제거,

③관계근로자외 출입 금지, ④로프풀기/덮개벗기기는 떨어질 위험 없음 확인 후 실시

[안전, 차트를 달리는 남자] 하역기계작업 편 지게차! 사고사례를 통한 작업계획서

지게차 재해사례와
위험요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동영상 VR

[사고사망] 화물,운반작업 깔림예방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1860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3783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4091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3667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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