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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표지속에 갇히다?

2019년 5월

오른쪽 두 사진은 공항에서 찍은 것으로,
사진 속 장비는 작업지점까지 인력을 올려
주는 데 사용되는 개인용 리프트 (lift,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플랫폼에 붙은 경고
표지만 24장입니다. 리프트를 조작하는 인력
중 몇 명이나 이를 읽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경고 표지에는 나름의 의미와 효용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고 표지가 너무 많다면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과도한 나머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에 곤란을 겪어본 적
없으십니까? 공정 산업현장에서 작업자가
무심코 경고 표지를 읽지 않고 지나치거나
혹은 절차상의 유의사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경고 표지는 해당 지역의 특정
장비나 공정 상의 위험을 상기
시키고자 게시됩니다.

 공정지역을 출입하거나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항상 경고
표지를 확인하고, 해야만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상기해 보세요.

 경고 표지는 또한 해당 작업장
에서나 특정 장비로는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작업들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운영 절차, 유지보수 절차나 작업허가 문서에 명시된 안전과
PPE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 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의문점은 감독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지역 작업현장에 게시된
표지는 대부분 필요한 개인
보호구(이하 PPE)와 기타
안전관련 사항을 알려줍니다.
경고와 필수 PPE는 운영 및
유지보수 절차나 작업허가
문서에도 명시됩니다.
 경고 표지나 절차에 주의사항이
너무 많은 경우, 작업자는 그 중
일부를 간과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면 절차나 표지판에 경고가 너무 많아 정작 꼭 필요한
정보가 간과될 정도라면 귀하의 상사에게 알리세요.
 경고 표지가 적합한 장소에 게시되었습니까? 개수는
적당한가요? 작업자가 유의사항을 환기하기에 적절한가요?
내용은 정확한가요?
 경고 표지나 절차상 주의사항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안을
하세요. 예를 들어 위 사진에서 플랫폼에 붙은 경고 표지가 총
24장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표지는 합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룹으로 묶으면 안될까요? 어떤 표지가 제일 중요한가요?
이 표지가 모두 필요합니까?
 2013년 5월호에서 부실한 표지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세요.

경고 표지는 필요하지만 간결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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