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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거용 용기를 마련하라
■ 안전하고 건강한 영농가이드 - 농업부문의 인간공학 체크포인트
2021년 06월 25일 (금) 14: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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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농업 부문의 인간공학 체크포인트’ 한국 공식 번
역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인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안전지침 100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작업과 관련
된 사고와 질병을 줄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는 등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영농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Ⅰ. 재료 보관 및 취급
체크포인트14 : 작업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편리한 용기 또는 기타 수단을 개발한다.
• 왜(WHY)
폐기물은 물자의 손상과 원활한 작업 흐름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폐
기물 용기를 제공하면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다.
편리한 장소에 폐기물 용기를 제공하지 않으면 원활한 작업이 어렵다. 편리하게 배치되고 비우기 쉬
운 폐기물 용기는 여유 공간을 만들고 청소 작업을 줄여준다.
• 어떻게(HOW)
①현지 재료나 재활용 상자를 이용해 각종 폐기물에 적합한 폐기물 용기를 만든다. ②작업 현장 근처
에서 충분한 수의 폐기물 용기를 찾는다. ③물건 또는 농산물 종류에 따라 적절한 폐기물 용기를 선
택한다.(예: 고형 폐기물용 상자, 액체용 밀폐 용기, 긴 품목용 플랫폼) ④일터에서 폐기물을 수거하
는 이웃 농업인들의 모범사례를 학습한다.
• 협동 증진 방안
적절한 폐기물 용기는 모든 농경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폐기물 용기를 어디에 둘지 논의하고 생성된
폐기물 종류에 맞게 다양한 크기의 용기를 제공한다. 가능한 많은 폐기물을 재활용할 적절한 방법을
찾는다. 동료 농업인이나 모범사례로부터 학습한다.
적절한 간격으로 폐기물 용기를 비울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이웃 농업인에게 문의한다. 같은 구역의
사람들 간에 비우기 작업을 교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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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힌트
-각 작업 구역에 간단한 플라스틱 용기를 배치해 각 근로자 그룹이 폐기물 처리 장소를 찾을 수 있도
록 한다.
-각기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나 각기 다른 출처의 폐기물에 대해 별도의 용기를 제공한다. 재활용에
도움이 된다.
-치우기 쉽도록 폐기물 용기 밑에 바퀴를 장착한다.
• 기억해 둘 사항
적절한 정리를 위해서는 폐기물 용기를 적절한 장소에 둬야 한다. 이렇게 저장된 폐기물은 재활용될
수 있다.

<자료제공/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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