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업
사망사고 예방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건물관리업 주요 사망사고 사례, 원인·대책

최근 서울지역 건물관리업 종사자 사고사망 12건 발생!
✽주요 사망사고 사례

‘20년 11월
빌딩 내 지상 1층에 정지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운반구 상부
에서 사다리를 놓고 작업하던 중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하강
하면서 추락하여 사망
‘20년 12월
빌딩 지상 1층에서 운반구가 없는 엘리베이터 문을 비상키로
수동으로 여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사망

‘20년 8월
오피스텔 건물 지하에서 집수정 내부로 들어간 관리사무소
직원 2 명이 산소결핍으로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관리소장이 들어갔다가 3명 모두 질식 사망
‘20년 8월
공장동 정화조 청소작업을 위해 들어간 작업자 1 명이 산소
결핍으로 쓰러지자, 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를 위해 내부에
들어간 뒤 쓰러져 1명 질식 사망, 1명 부상

‘20년 7월
아파트 관리소 시설 담당 근로자가 사다리를 이용해 소방유도등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머리에 부상을 입고 사망
‘20년 10월
빌딩 내 시설업무 담당 근로자가 알루미늄 사다리에서 천장
내부 전선 정리 작업을 실시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

‘21년 1월
아파트 경비원 (70 대 ) 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침구류를 옮기던 중 지하계단에서 넘어져 부상, 치료 중 사망
‘21년 2월
빌딩 경비원(70대)이 야간 순찰을 돌며 계단을 내려오던 중
넘어져 부상, 치료 중 사망

건물관리업 사망사고 예방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작업전 안전점검! 산업재해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사고발생 원인·대책

원인

기계식
주차설비&
엘리베이터

대책

➊ 출입금지 구역 미지정, 설비 가동 중 내부 출입
➋ 설비 내부 작업 중 가동스위치 임의 조작

전원 차단 확인

사용금지
표지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➊ 점검 시 설비의 전원 차단 확인
➋ 다른 근로자가 조작하지 못하도록「사용금지」표지 부착
➌ 추락위험 장소에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착용

원인

밀폐공간
작업

대책

➊ 작업 현장 환기 미실시
➋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환기팬으로 환기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착용

농도 측정

➊ 작업 전·작업 중 환기팬으로 환기실시
➋ 작업(재출입 포함)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➌ 밀폐공간 작업 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원인

이동식
사다리

대책

➊ 작업 상황에 맞지 않는 사다리 사용
➋ 경사진 바닥에 사다리를 기울어진 상태로 설치·사용
최상부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금지

2인 1조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

➊ A형 사다리 최상부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 금지
➋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2인 1조 작업 실시
➌ 추락위험 장소에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착용

원인

이동통로
(계단 등)

대책

➊ 뒷걸음으로 내려오면서 청소하는 등 불안전한 방법으로 작업 중 넘어짐
➋ 야간 작업 중 조도 확보 미흡으로 넘어짐

미끄럼방지조치

➊ 계단 끝부분 미끄럼방지조치 실시
➋ 계단 헛디딤 사고요인 작업 방법 개선
➌ 75럭스(LUX) 이상 조도 유지

헛디딤
사고요인 개선

75

LUX

75럭스이상
조도유지

건물관리업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점검내용

점검 결과(O,X)
적정

공통사항

보호구

개인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등) 지급·착용
* 밀폐공간 작업 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주차설비 내부 출입 시 전원차단 확인

기계식
주차설비

주차설비 수리·점검 시 기동스위치에 「사용금지」 표지 부착 확인
수리 작업자 외 차량리프트 임의 탑승 금지 조치
비상정지장치 등의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확인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 2인1조 작업 ▲ A형 사다리 최상부 작업발판 용도 사용 금지

고소작업

일자형 사다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작업발판 용도 사용 금지
고소작업대, 말비계, 작업발판, 달비계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
달비계 연결부 마모, 파손 및 작업로프 체결상태 확인
잠금장치 관리 및 담당자 지정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 지정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여부 확인
밀폐공간 확인 및 무단 출입금지 조치

밀폐공간

작업 전·작업 중 환기팬으로 환기실시
작업(재출입 포함)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이동통로
(계단 등)

계단 끝단 미끄럼방지 조치, 바닥 물기 등 제거
이동통로 적정 조도 확보 및 정리정돈 실시 여부 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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