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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 현장의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

의 동력 크레인이 사용되고 있다. 1999-2008년, 10년간

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기인물을 분석한 결과, 

동력 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401명으로 전기설비 

498명 다음으로 많았다1). 

Fig. 1은 2003-2012년까지 10년간 동력 크레인이 기인

물로 작용된 사망사고에 대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2). 

2012년 기준 동력 크레인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88명

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력 크레인은 천장크레인

(overhead crane), 승강기, 곤돌라, 리프트, 타워크레인, 이

동식크레인, 로우더(loader), 데릭(derrick) 등으로 분류되

는데, 이 중 천장크레인에 의한 사망자는 34명으로 전체 

동력크레인 중 가장 높은 38.6%를 차지하고 있다. 천장

크레인 사망사고는 주로 제조업(54.9%)에 집중되어 나

타나고 있다. 

이렇듯 위험한 기계설비인 천장크레인(갠트리 크레

인 포함)은 2014년 기준, 안전검사 대상인 정격하중 2 t 

이상이 121,158대 사용되고 있고, 호이스트는 31,746 

대가 사용되고 있다3). 

천장크레인이 기인물이 된 재해 유형으로는 떨어짐, 

Fig. 1. Death caused by all cranes and overhead c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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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cident type of overhead crane accidents(2012).

맞음, 끼임, 부딪힘 등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2012년 34건의 사망재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끼임(35.3%)

과 부딪힘(14.7%) 사고가 많았는데(Fig. 2), 이들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 원인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크

레인 조작자의 휴먼에러에 사고가 기인한 것들이다4). 

중대재해원인보고서 번호 2012-43-11-018의 사고도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한 사업장 내에서 사

용하는 3종류의 리모컨이 방향표지 버튼의 레이아웃이 

서로 달라서 착각으로 잘 못 버튼을 조작해 발생했던 

휴먼에러 사고이다. 

이처럼 천장크레인 작업자가 조작 방향에 대한 착각

으로 반대 방향으로 크레인을 조작해 중량물에 부딪히

거나 끼는 사고 등이 발생하는데 이는 조작장치의 양

립성(compatibility) 등 인간공학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양립성이란, 조작장치(controller), 표시장치(display), 혹

은 조작장치와 표시장치 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기대하

는 바대로 표시되고, 조작되는 것을 의미한다5). 

어떤 기계장치의 조작장치와 표시장치가 양립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면, 그 기계장치를 조작하는 운전원

의 조작 상 실수를 적게 하고 작업생산성도 올릴 수 있

는 반면, 반대로 양립성에 어긋난 설계는 조작 상 실수

가 유발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작업생산성도 떨

어트릴 수 있다.

국제표준 ISO 9927-1(Cranes-Inspections- Part 1: General)

에서도 “조종장치의 움직임과 그에 상응하는 움직임과

의 관계는 명확하고 뚜렷해야 한다”라고 양립성에 대해

서 지적하고 있다6).

그러나 이제까지 크레인 조작장치의 양립성 등에 관

한 인간공학적 설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Seo 

et al.(2006)의 연구에서 인간-기계 시스템에 의한 휴먼 

에러에 대한 연구가 안전보건공단의 연구과제로 처음 

시도되었으며, 이때 적용 사례로 크레인을 대상으로 

했었다. 이 연구는 크레인의 조작장치 상의 휴먼에러

도 포함하고 있으나 설계, 제작, 보전, 운전, 폐기 등 

크레인과 관련된 전 수명주기(life cycle)적인 내용을 담

고 있어 조작장치의 양립성 등 인간공학적 문제에 집

중된 결과를 내지 못했다7). 

이 외에 크레인과 관련된 인간공학 분야의 연구들은

주로 운전실(cabin)형 크레인 조작자들의 근골격계질환

과 작업 피로 감소를 위한 인간공학적 운전석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8,9).

크레인 조작장치와 관련된 국내의 법규, 고시, KOSHA 

지침 등도 물론 있으나, 그 내용은 매우 선언적 수준에서

만 언급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고용노동부의 크레인 

관련 고시에서 조작과 관련해서는 ‘크레인 상단에 조작

방향을 표시하고 이를 조작장치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정도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10,11). 이러다 보니 표준화

된 방향표기 방법이 설정되어 있지 못해, 산업 현장에서

는 제 각각의 다양한 방향표기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 문

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천장크레인의 조작장치와 관련한 인간공학적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천장크레인의 사

고 방지를 위해, 천장크레인 조작과 관련한 펜던트 스위

치(pendent switch), 리모컨(remote controller), 운전실

(cabin)의 운전석 설계 등에 있어 양립성(compatibility) 

등의 인간공학적인 문제점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파

악하고자 하였다. 

2. 방 법

2.1 조사방법

본 연구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이에 따른 문제점

을 파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에 천장크레인과 

크레인 조작장치의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15개 천장크레인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 대상 업체는 제조업으로 국한했다.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인간공학과 

크레인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단을 구성해 펜던트 스위

치 혹은 리모컨 조작장치 사용 사업장 10곳, 운전실

(cabin)형 크레인을 사용하는 사업장 5곳을 조사하였다. 

현장조사는 사업장 일반사항, 크레인 조작장치, 작업자 

인터뷰 등 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장 일반사항 조사는 사업장 관리자에게 인터뷰

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회사 생산품 및 

천장크레인 주 운반품, 크레인 보유 현황(천장크레인, 

갠트리 크레인, 호이스트 등), 크레인 안전검사 결과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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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조작장치에 대한 조사는 펜던트 스위치, 리

모컨, 운전실 조작장치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현장 확인을 통해 크레인 조작장치의 종류, 조작장치

의 방향 표시방법, 조작장치 라벨의 상실 여부, 조작장

치의 양립성, 조작장치의 일관성, 조작 버튼의 레이아

웃, 크레인 표시방향과 실제 방위의 일치여부, 리모컨

의 잠금장치 장착 여부, 리모컨의 보관 장소 유무, 운

전실 조작장치 레이아웃, 운전석 시트 규격 등을 확인

하였다.

작업자에 대한 조사는 실제 천장크레인을 조작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인터뷰 내용으로는 크레인 조작 경력, 일평균 크레인 

조작 시간, 크레인 사고 및 아차사고 경험 여부, 크레

인 조작장치에 대한 운전원의 견해 등이었다.

2.2 조사대상

조사원들이 방문해 조사한 사업장 15곳의 크레인 보

유와 운전원 현황은 Table 1과 같다.

사업장의 크레인을 이용한 주 운반품은 제품 혹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이었으며 대상 사업장의 종업

원 수는 평균 184.5(±122.2)명이고 회사 설립 년도는 평

균 1996년으로 평균 19년을 운영하였으며 매출은 평균 

736억의 중소기업들이었다. 

Table 1. Crane and operator status of workplace surveyed

workplace
Crane Licensed

operatorOverhead crane Gantry crane Hoist

A 32 1 2 0

B 31 0 1 0

C 21 0 5 0

D 12 0 0 0

E 10 4 0 0

F 9 0 0 0

G 9 0 0 0

H 5 0 3 0

I 4 0 11 0

J 1 0 2 0

K 32 3 0 100

L 29 2 4 124

M 26 0 0 92

N 18 5 0 72

O 4 0 0 16

Sum 243 15 28 404

Average 16.2 1.0 1.9 26.9

SD 11.0 1.6 2.9 43.5

조사대상 사업장은 평균 16.2대의 천장크레인을 보

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1.0대의 갠트리 크레인, 평균 1.9

대의 호이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업장 A-J에 해당하는 9개 사업장은 펜던트 스위치나 

리모컨을 이용해 조작하는 천장크레인을 사용하고 있

었다. 그러나 K-O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운전석을 갖춘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운전하는 전담 운전원

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크레인 조사는 전체 사업장이 보유한 244대의 천장

크레인 중 72대, 호이스트 26대 중 5대, 갠트리 크레인 

5대 중 5대 등 총 82대만을 조사하였다. 전체 크레인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조작장치의 형태가 조사 순서상 

앞서 조사한 크레인과 동일한 경우는 제외하고 다른 

형태의 조작장치를 가지고 있는 크레인을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3. 결 과

3.1 천장크레인 조작장치 현황

천장크레인의 조작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천장크레인으로부터 케이블을 통해 연결된 펜던트 스

위치, 크레인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조작할 수 있는 리

모컨 조작장치, 그리고 크레인의 상부에 설치된 운전

실에 탑승하여 크레인을 조작하는 운전실(cabin)형 등

으로 분류된다(Fig. 3). 

15개 사업장에서 조사된 82대의 크레인 조작장치 비율

은 펜던트 형 52대(63.4%), 리모컨 형 21대(25.6%), 운전

실(cabin) 형 9대(11.0%)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펜던트 스위치의 조작 방향 표시 언어를 구분해 보

면 기호인 화살표 표시가 52개 중 20개(38.5%)이며, 뒤

를 이어 한글 18개(34.6%), 일본어 7개(13.5%), 영어 3

개(5.8%)로 나타났다. 미상의 경우가 4대(7.7%)이었는

데 이는 펜던트 스위치의 라벨이 완벽히 훼손되어 어

떠한 언어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었다.

Fig. 3. Crane operation modes(pendant switch, remote controller, 
operation ca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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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tio of control signs by each crane controller

Sign Type

Crane controllers

Pendant SW
Remote 

controller
Controllers 
in cabin

Characters

Symbol 20 (38.5%) 0 0

Korean 18 (34.6%) 10 (47.6%) 0

English 3 (5.8%) 11 (52.4%) 9 (100%)

Japanese 7 (13.5%) 0 0

Unknown 4 (7.7%) 0 0

Direction sign

↗(arrows) 20 (38.5%) 0 0

UDEWSN1 11 (21.2%) 20 (95.2%) 0

UDFBLR2 14 (26.9%) 0 9 (100%)

etc 7 (13.5%) 1 (4.8%) 0

Sum 52
(63.4%)

21
(25.6%)

9
(11.0%)

1: UDEWSN: Up, Down, East, West, South, North
2: UDFBLR: Up, Down, Forward, Backward, Left, Right

리모컨에서 조작 방향 표시를 하는 언어를 구분해 

보면 전체 21대 중 11대(52.4%)의 리모컨이 영어로 표

시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나머지 10대(47.6%)가 한글로 

표시되어 영어와 한글이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펜던트 스위치와 달리 화살표로 표시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실(cabin)형의 경우에는 9대의 

운전석 조작장치 모두 영어로 표현 되어 있었다. 

펜던트 스위치의 조작방향 표시 방법을 살펴보면 그

림과 같이 화살표 20대(38.5%), 전후좌우 14대(26.9%), 

동서남북 11대(21.2%)로 나타났다. 화살표와 문자를 병

기한 경우를 포함해 기타가 7대(13.5%)로 나타났다.

리모컨 조작장치의 표시방법은 대부분 리모컨의 버

튼이 동서남북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며(95.2%), 1대의 

리모컨만이 방향표시 위치에 사업장 설비 명으로 방향

을 표시하고 있었다.

운전실형의 경우 운전석 조종석의 표시는 9대 모두 

전후좌우로 표기되어 있으며 호이스트의 권상/권하 표

시는 상승, 하강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3.2 천장크레인 조작장치의 문제점

천장크레인 조작장치들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현행 천장크레인 조작장치의 설계 상 문제점과 운

용과 관리상의 문제점을 조작장치 종류별로 요약, 정

리하였다.

1) 펜던트 스위치 조작장치

첫째, 펜던트 스위치의 경우 한 사업장 내에서도 천

장크레인이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방향표기 

Fig. 4. Different direction control signs on pendant SW.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조작방향 표기 

방법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곳이 많았다. Fig 4와

과 같이 화살표, 동서남북, 전후좌우 등 여러 가지 표

기 방법의 펜던트 스위치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표기

방법이 모든 크레인 펜던트 스위치에 대해 통일된 표

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10개사 중 오직 1개 

사뿐이었다.

펜던트 스위치에 전담 작업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

황에서 조작방향 표기방법이 다를 경우, 서로 다른 펜던

트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 크레인 작업자들은 버튼 조

작 시 혼동을 겪을 수 있고 사고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펜던트 스위치의 버튼에는 조작방향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펜던트 스위치 버튼의 

라벨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버튼의 라벨이 분진 및 오

 

Fig. 5. Labels erased on pendant swi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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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등에 의해 오손되어 버튼 라벨이 한 개 이상 훼손된 

경우가 전체 52개의 펜던트 스위치 중 19개(36.5%)이

었으며, 전체가 상실된 경우도 52개 중 4개(7.6%)나 되

었다(Fig. 5). 버튼의 라벨이 훼손되어 있다면 작업자는 

버튼 조작에 따른 크레인의 진행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어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안전검사의 

한 항목이기도 한데, 실제 안전검사에서 문제로 지적

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펜던트 스위치의 버튼 배열은 공간양립성에 

맞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서대로 배열되어

야 할 것이다. 공간 양립성은 조작자의 기대에 맞춰 크

레인이 움직이는 상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전후좌우, 동서남북과 같이 진행과 방향에 대한 순서

를 인식하고 있으나 Fig. 6과 같이 버튼의 배열이 일반

인들이 생각하는 ‘상하전후좌우’가 아닌 ‘상하우좌전

후’로 정렬되어 있는 크레인의 버튼은 작업자의 공간 

양립성에 배치되기 때문에 혼동을 느낄 수 있다. 현재 

국내 기준으로는 버튼의 배열에 대한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넷째, 적어도 한 업체 내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의 버

튼 배열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Fig. 7에 보이

는 것처럼 한 회사 내에서도 버튼의 배열이 서로 다른 

펜던트 스위치가 바로 인접해서 사용되고 있었다. 좌측

의 펜던트 스위치는 ‘우좌후전’으로 우측은 ‘우좌전후’

Fig. 6. Incompatible layout of direction control signs.

Fig. 7. Inconsistency in direction control sign layout in the 
same workplace.

로 표기되어 있어 크레인 작업자가 작업 중 혼동을 일

으킬 수 있다.

다섯째, 방향표지판과 조작방향이 불일치되는 경우

도 발견되었다. 이 경우는 최악의 경우에 해당된다. 고

시에 의하면 크레인 조작장치의 방향조작과 일치하는 

표지판이 조작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

야 한다. 

이는 크레인 조작자로 하여금 방향을 착각해 오조작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대의 천장크레인에서 펜던트 스위치의 방향표기와 방

향표지판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향표지판을 보고 조작할 경우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조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의 위

험성을 매우 높이는 경우이다. 

여섯째, 방향표지판을 ‘동서남북’으로 표기해 붙이

는 경우 가능한 실제 방위와 일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

다. 그러나 조사 대상 업체 중 많은 곳에서 방향표지와 

실제방위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현대인들이 

방위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충실히 방향표지판을 보고 

조작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

고 실제 방위를 기준으로 조작한다면 실제 조작방향은 

의도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곱째, 펜던트 스위치에 표기되는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일본 

회사로부터 도입한 천장크레인에 한자와 일본어로 라

벨이 표기된 경우가 있었다. 실제 천장크레인 조작자

들 중 일부는 버튼에 표기된 일본어를 해독 못해 버튼

의 기능을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외국

인 근로자가 늘고 이들의 크레인 조작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방향표기를 한국어로 할 것인지 영어로 할 것

인지 아니면 병기할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덟째, 펜던트 스위치는 크레인에 보권(auxiliary 

hoist) 등이 있으면 버튼의 숫자가 늘어나 펜던트 스위

치가 상하 혹은 좌우로 커지게 된다. 좌우로 커질 경우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조작하기에 불편해진다. 

펜던트 스위치의 그립(grip)을 위해서는 적절한 크기가 

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국인 성인의 손의 길이를 고려

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 대상이 되었던 펜던트 

스위치의 평균 너비(width)는 69.4 mm 두께(thickness)

는 56.4 mm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 펜던트 스위치는 

한 손으로 쥐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 (a)에 나타난 펜던트 스위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자 펜던트 스위치 둘레에 추가로 프레임을 설치한 경

우이다. (b)는 너비가 커서 한 손으로 쥐고 조작하기에 

매우 불편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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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yout with two columns (b) Wide width

Fig. 8. Uncomfortable grips of pendant switch.

2) 리모컨 형 조작장치의 문제점

천장크레인 리모컨의 경우도, 버튼형 리모컨의 경우

는 펜던트 스위치가 가지고 있는 방향표기방법, 레이

아웃, 라벨 훼손문제를 거의 다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는 그러한 문제 외에 리모컨 사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천장크레인 리모컨에는 Fig. 9(a)

와 같이 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에 따라서 관계자 이

외의 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이 설치되어

야 한다. 그러나 조사된 21개의 리모컨 중 18개(84%)에

서 리모컨에 잠금장치가 없거나 잠금장치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금장치가 없는 리모컨

은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자칫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크레인의 리모컨은 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에 

(a) Remote controller with lock (b) Remote controller without lock

Fig. 9. Lock of remote controller.

(a) Remote controller in 
reserved area

(b) Remote controller in 
inappropriate area

Fig. 10. Remote controller storage place.

따라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을 해야 하나, 보관 장소

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가 전체 21개의 리모컨 중 13개

(58%)이었다(Fig. 9). 이렇듯 별도의 지정된 보관 장소 

없이 보관된 리모컨은 잠금장치가 없는 리모컨과 같이 

관계자 외 작업자가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

이 높아진다.

3) 운전실 형 조작장치의 문제점

조사된 9대의 운전실 형 조작장치는 모두 전후좌우 

상하를 영문으로 표기하고 있었으며, 좌측 레버에 전

후좌우를 우측 레버에 상하의 동일한 레이아웃을 적용

하고 있었다(Fig. 11). 일부 라벨이 훼손된 경우는 있었

지만 조작 방향과 관련해 양립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운전실 형 조작장치는 운적석 시트 크기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ISO 기준에 의하면 크레인 운

전석의 시트는 좌면 너비 420-510 mm, 좌면 깊이 

410-460 mm, 등판 높이는 560-400 mm, 등판 너비는 약 

510 mm 이어야 한다(Fig. 12)12). 그러나 조사 대상 9대

의 크레인 운전석 중 1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반적

으로 좌면너비와 좌면 깊이가 기준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나 기준에 못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Fig. 11. Layout of direction controls of lever controllers. 

Fig. 12. Dimensions of overhead crane operators’ seat in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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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mensions of operator’s seat in cabin

Crane 
No

Dimensions of seat(mm) ISO standards(mm)
Compliance

Height Width Depth Width Depth

1 450 400 400

420-510 410-460

No

2 450 550 550 No

3 450 540 540 No

4 480 520 500 No

5 480 530 500 No

6 480 520 540 No

7 520 440 440 Yes

8 550 520 520 No

9 550 520 520 No

Ave 490.0 504.4 501.1

SD 40.6 50.0 50.1

3.4 크레인 조작자 설문결과

천장크레인을 조작하는 작업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천

장크레인 사용 시 발생한 사고 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인터뷰는 총 35명의 크레인 작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하였으며 이 가운데 펜던트 스위치를 사용하는 작업자 

14명, 리모컨 사용 작업자 13명, 운전실 형 작업자는 9

명이었다. 크레인 작업자들의 평균 연령은 운전실 형 

크레인 운전자가 44.9세, 펜던트 스위치 작업자 42.9세, 

리모컨 작업자 40.8세이었다. 

작업자들의 작업 시간 중 천장크레인을 조작하는 평

균 시간은 운전실형 작업자 약 6시간 30분, 리모컨 작

업자 약 2시간 10분, 펜던트 스위치 작업자 약 1시간 

20분이었다. 

크레인 작업자에게 조작장치의 방향 조작에 관한 레

이아웃이 잘되어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대

상 작업자 35명 중 32명이 답변을 했다. 대답한 응답자 

중 8명(25%)이 크레인 조작장치를 사용할 때 조작방향

에 대한 혼동을 경험했다고 답변하였다.

8명 가운데 펜던트 스위치 조작자 4명, 리모컨 조작

자 4명이 첫 사용 시 버튼 배열에 혼동을 경험했다고 

했다. 반면에 운전실형 크레인의 경우에는 방향의 혼

동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펜던트 스위치와 

리모컨의 경우에는 조작자가 서있는 위치에 따라 ‘전

후좌우’ 등의 방향이 달라지기에 그러한 경험을 한 것

으로 판단된다. 

크레인 작업 시 사고 및 아차사고를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에 35명의 작업자 중 10명이 아차 사고를 경험 하였

으며, 1명의 작업자는 사망사고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아차사고의 경우 스위치 오조작에 의해 발생된 경우 

5건, 줄걸이 파손 및 줄걸이 오류로 인한 아차 사고 2

건, 충돌 방지 장치의 불량으로 인한 무인 크레인과의 

충돌로 인한 아차 사고 2건, 크레인 작업 반경에 무단

으로 침입하여 발생한 아차사고 1건 등이 있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정비 중인 크레인의 리모컨을 착각하여 

작동해 정비 중인 크레인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가 떨

어져 발생한 사건 1건이 있었다.

크레인 오조작은 크레인 사용 초기나 크레인 사용 

빈도가 낮은 작업자가 펜던트 스위치나 리모컨의 버튼

과 운행방향에 대해 숙지가 덜 된 상태에서 자주 나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운전실형에서 크레인을 

조작 하는 크레인 운전원은 방향 착각을 하는 오조작 

사고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운전실형의 경우 

운전원에게 자격증이 요구되며 천장크레인과 함께 운

전실이 움직이므로 운전원이 전후좌우의 조작방향을 

혼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신에 운전실형의 천장크레인 운전원들은 장시간 

작업과 야간근무 작업 등에 따른 신체와 정신의 피로 

등으로 인해 천장크레인의 인양물을 이송하거나 내려

놓을 때 다른 설비나 원자재 등에 부딪치는 사고를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토의 및 결론

천장크레인 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그간 구조적, 기계적, 전기적 부문에 

대한 안전 기준은 상대적으로 자세하고 명확하게 제시

되어 있고, 제작 과정과 정기 안전검사 등에서 이에 대

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크레인 조작 중 휴

먼에러 유발 가능성과 관련해 조작장치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현장 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현장

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펜던트 스위

치와 리모컨에서는 방향조작 표시 방법의 표준과 일관

성이 결여된 것, 버튼 레이아웃에 대한 표준 설정이 없

는 것 등이 그러한 대표적 예이다. 운전실 형 조작장치

에도 조작 레버의 레이아웃 등에 대한 표준이 없는 것

도 문제이다. 실제 외국의 사례에서도 조작장치의 레

이아웃의 표준 미비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13). 

또한 운전석 설계에 대한 표준도 제정되어 있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도 ISO 표준이나 외국의 

연구사례를 참조해 표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14,15). 

표준 혹은 고시 설정과 관련해 본 조사 결과를 토대

로 몇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조작장치의 언어

표시에는 한글표기가 우선되어야 하겠으나, 외국인 근

로자 증가에 따라 한영 병기 표시도 고려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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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화살표만을 사용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말

아야 할 것이다. 화살표만 표기할 경우 조작자의 위치

에 따라 조작 방향에 혼동이 발생하고, 이를 보완할 방

향표지판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16). 

둘째, 펜던트 스위치와 리모컨에서는 동서남북과 전

후좌우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Park(2014)의 연구를 

고려할 때, 휴먼에러 발생을 낮출 수 있는, 동서남북으

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16). 전후좌

우 표기방법은 조작자의 위치에 따라 조작방향에 혼동

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조작장치의 버튼 배열에 따른 레이아웃에서도 

표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1열 배열의 펜던트 

스위치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상하동서남북’으로 표

준화한다. 2열 배열의 리모컨에서는 좌측열에 ‘동서남

북’ 우측열에 ‘상하’를 배치하는 것을 추천한다. 레버

형 리모컨과 운전실 형 조작장치는 좌측 레버에 각각 

‘전후좌우’를 배정하고 우측 레버에는 앞뒤 방향으로 

‘하상’을 배정한다4). 

본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관련 고시의 개정과 국가 

표준 제정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4년 

연구 용역(천장 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끼임사고 방지 

연구)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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