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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투입장치로 위험 줄이고 생산량 늘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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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포인트31 : 위험을 피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적절한 투입 장치를 사용한다.
• 왜( W HY)
재료를 기계에 공급할 때 손이 큰 위험에 노출된다. 가끔 농업인들이 타작기에 볏단을 투입하다가
손이나 팔을 잃기도 한다. 제분기, 연마기, 또는 탈각기를 다룰 때도 동일한 위험이 존재한다. 사소
한 실수가 신체의 중요한 부위인 손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안전한 투입 장치는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이고 심각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적절한 투입 장치는 안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작업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 투입하는 동안 팔과 손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면 피로가 발생하고 작업 속도가 느려진다. 간단한 중력 또는 자동 공급 메커니즘
으로 작업이 훨씬 수월해지고 작업 시간이 절약된다.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
• 어떻게( HO W )
①슈트 형태의 중력 투입 장치를 설계한다. 투입 장치는 기계에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장치 개구부
로부터 원료가 기계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이 설계는 탈곡기에 특히 유용하다. ②깔때기 장치를 설
계하고 기계의 투입구 가까이에 배치한다. 농산물의 무게로 인해 기계로 밀려들어 간다. 이 메커니
즘은 농산물의 압착, 제분, 또는 연마에 좋다.
• 협동 증진 방안
마을과 농경지 주변을 둘러본다. 이웃이 사용하는 투입 장치를 찾을 수 있다. 어떻게 발명되고 사용
됐는지를 이웃과 기술적 경험을 공유한다. 기계에 대해 논의하고 투입·배출 장치를 함께 설계하고
개량한다.
• 추가 힌트
-투입 장치를 기계에 장착할 때 장치의 기존 보호 장치나 기타 안전장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투입 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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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둘 사항
편리한 투입 장치를 사용해 사고를 피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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