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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농작업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일본의 농업을 지탱하는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룰을 소개합니다.



눈을 떼지 않는다 소화용 물을 준비한다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 도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쉽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질문한다

넘어지지 않도록 물건을 치우고 정리를 한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명을 잘 듣는다

작업의 진행방법과 주의사항을 이해한다

서로의 안전을 체크한다

불을 다룰 때의 포인트

룰을 지킵시다룰을 지킵시다❶

정리 정돈을 합시다정리 정돈을 합시다❷



먹을 것

복장

수면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참지 말고 상담한다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해서 일하지 않는다

  고용주와 상담한다
산과 들에는 몸에 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먹지 마십시오.

기온에 맞지 않는 옷을 입지 않는다 기온에 맞는 복장을 선택한다

충분히 수면을 취한다밤늦게까지 놀러 다니거나 일어나 있지 않는다

무리하면 
안돼요!

기침발열복통 피부 이상 나른함

같이 병원에 
가요

열이 있어요

  평상시의 몸 상태 관리를 위하여  평상시의 몸 상태 관리를 위하여❸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참지 말고 상담합시다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참지 말고 상담합시다❹



올바른 복장

늘어진 끈늘어진 끈

잠그지 않은 소매

소음에 의한 
청력 저하

진동에 의한 
손가락 저림

방진 안경

헬멧

귀마개, 귀덮개

정강이 보호대

장갑

늘어진 끈, 비어져 나온 수건, 
잠그지 않은 소매는 기계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위험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보호구를 착용한다

늘어진 끈 /
비어져 나온 수건

올바른 복장과 필요한 방호를 합시다올바른 복장과 필요한 방호를 합시다❺

작업에 맞는 보호구
예초기의 경우



여러 명이 작업할 때

풀숲에 잠재된 위험

소단을 이용하거나 발밑을 단단히 다지는 등 자세를 안정되게 한다

작업하기 전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구조물을 확인한다

두 명 이상이 작업할 때는 서로 충분한 간격을 둔다

15m 이상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엔진을 끈다

칼날에 풀이 뒤엉킨 경우

예초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예초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❻
경사면에서 예초 

작업을 할 때



후방 발밑을 꼼꼼히 확인해 물건이 있으면 치운다후방을 확인하지 않으면 작은 것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천천히 회전시키며 밭을 간다빠른 회전으로 밭을 갈면 경운기가 급발진할 수 있다

브리지를 사용해 물건을 싣고 내린다가볍다고 생각해 무리하지 않는다

후진할 때

흙이 단단할 때

경운기를 옮길 때

경운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경운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❼



높은 곳에서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한다

양발에 체중을 실어 밟아서 접사다리를 안정되게 한다

벌어짐 방지 체인을 장착한다

접사다리에서 몸을 내밀지 않는다

한 손으로 무거운 것을 들고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다

맨 위 발판에 올라가지 않는다

접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할 때에는접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할 때에는❾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❽



짐 드는 방법

작업 로테이션

무거운 것을 옮길 때에는

허리에 통증을 느꼈을 때에는

몇 가지 작업을 번갈아 하고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한다같은 자세로만 오래 일하지 않는다

허리를 낮추고 짐을 몸에 밀착시켜 들어 올린다등을 굽히고 들어 올리면 허리에 부담이 간다

두 명이 함께 운반한다양을 나누어 운반한다무리해서 운반하지 않는다

고용주와 상담해 조기에 진찰을 받는다

10 요통 예방을 위하여요통 예방을 위하여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궁리한다

대형 농기계의 주변 작업

그늘을 만드는 궁리

수분 섭취 방법

오퍼레이터가 볼 수 없는 위치에 접근하지 않는다 접근할 때는 오퍼레이터에게 신호를 보낸다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셔도 예방이 되지 않는다

11열사병 예방을 위하여열사병 예방을 위하여

 밭일 및 원예 작업을 할 때에는 밭일 및 원예 작업을 할 때에는12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과 
염분을 자주 섭취한다



가능한 한 기계의 힘을 이용한다

수확물을 운반할 때

말을 걸면서 천천히 접근한다뒤에서 갑자기 접근하지 않는다

소에게 접근할 때

움직이는 돼지부터 차례로 유도한다싫어하는 돼지를 억지로 밀지 않는다

돼지를 이동시킬 때

휴식 시간에 스트레칭을 한다같은 자세로만 오래 일하지 않는다

양계장에서

과수 작업을 할 때에는과수 작업을 할 때에는13

축산 작업을 할 때에는축산 작업을 할 때에는14



괜찮다고 함부로 판단해 방치하지 않는다

농약을 살포한 후에는

 손 씻기 가글하기 세수하기 몸 씻기 옷 빨기

즉시 고용주에게 보고한다

눈을 비비지 않는다

맨손으로 농약을 섞지 
않는다

더러운 손으로 먹지 
않는다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15

다쳤을 때에는다쳤을 때에는16

농약을 섞을 때는 
도구를 이용한다

고무 바지의 
끝단을 장화 

밖으로 꺼낸다

마스크, 고글, 긴소매옷, 
고무장갑을 착용

농약을 살포할 
때의 복장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❶〜❺

❶　룰을 지킵시다
❷　정리 정돈을 합시다
❸　평상시의 몸 상태 관리를 위하여
❹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참지 말고 상담합시다
❺　올바른 복장과 필요한 방호를 합시다

작업할 때 주의할 것 ❻〜15

❻　예초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❼　경운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❽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❾　접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할 때에는

10　요통 예방을 위하여
11　열사병 예방을 위하여
12　밭일 및 원예 작업을 할 때에는
13　과수 작업을 할 때에는
14　축산 작업을 할 때에는
15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16〜17

16　다쳤을 때에는
17　고민거리가 있으면 혼자서 끌어안지 말고 
        상담합시다

안전하게 농작업을 하기 위하여(목차)

혼자서 고민하지 않는다

동료와의 관계 돈에 관한 고민 언어에 관한 고민
향수병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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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우리의 바람입니다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고민거리가 있으면 혼자서 끌어안지 말고 상담합시다고민거리가 있으면 혼자서 끌어안지 말고 상담합시다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