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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는 안정된 장소에 있어야 안전하고 생산성 높다
■ 안전하고 건강한 영농가이드 - 농업부문의 인간공학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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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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기계 안전
체크포인트32 : 기계를 농지에서 사용할 때 안정된 장소에 배치한다.
• 왜( W HY)
농기계는 지면이 평평하지 않거나 안정적이지 않은 현장 조건에서 사용된다. 장비는 안정적인 위치
에 있을 때 안전하고 생산성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고 움직일 수 있어 자주 수정하기 위해 많
은 수고를 기울여야 한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가족이나 이웃 농업인들과 협력해 기계를 작동할 특별한 장소를 준비하거나 고정 장치를 적용해 기
계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다.
• 어떻게( HO W )
①기계의 작동과 운용 지점을 점검한다.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기계를 식별
한다.②농경지 상태를 평가하고 장비를 설치하기에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 지면이 고르고 견고해야
하며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③기존 농경지 조건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장소를 찾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에 안전한 장소를 조성한다. 외부에서 반입한 흙이나 시멘트로 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수 있다. ④고정 장치를 고안하고 적용해 기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이 조치는
바퀴가 달린 기계에 특히 중요하다.
• 협동 증진 방안
기계를 안전하게 배치할 방법에 대한 경험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의 개선 아이디어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많은 기계는 무겁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를 만들거나 기계를 옮기고 고정시킬 때 농업
인들이 협력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기계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힘을 합쳐 농장으로 가는 길
을 개선할 수도 있다.
• 추가 힌트
-장비를 설치하기에 편리한 장소를 선택한다. 기계 이동거리를 줄이려면 집 근처에 있어야 한다.
-기계를 작업장으로 안전하게 옮길 방법을 찾는다. 필요한 경우 운반로나 기타 경로를 정비한다.
-운반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계에 바퀴를 설치한다. 또는 기계를 운반할 특수 카트를 설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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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기계가 실외에 있을 경우 비, 눈 또는 강한 햇빛으로 인해 기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빗물 또는
녹은 눈으로 인해 기계가 부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한다.
• 기억해 둘 사항
기계는 안전한 장소에 고정될 때 가장 생산적이고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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