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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年 5月 중공업에서는 기억하기 싫은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운반장비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어 관리 기준을 만들고 안전 수준을 높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18年 5月 관련 중대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초대형 

운반 장비가 아닌 작은 운반 공구도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비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마트한 공구관리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먼저 운반공구의 관리부터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운반 공구는 크레인 등 

운반장비에 연결하여 중량물을 옮기는 데 필요한 모든 공구이다. 하지만 중공업 

야드에서는 이러한 운반공구의 이력이 관리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시작할지 고민 하였고, 운반공구가 입고되는 

순간부터 폐기하는 순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입고 時 RFID 칩을 장착하여 여러 정보들을 입력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 

 

            

 

중공업의 열악한 작업여건상 RFID 칩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 수많은 연구개발 

끝에 최적의 사이즈와 타입을 찾아냈다.(기존대비 1/8 사이즈 축소) 

 
 

이러한 이력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중공업만의 독자적인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운반공구 수리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으로 운반공구 관련 사고는 최근 5년간 67%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또한, KSSS(Korea Shipyard Safety Standardization) Award Ceremony에 초청되어 

우수 추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선주 발주처 HSE Forum에도 초대를 받아 

중공업의 안전에 대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 다음으로 스마트한 계측기 관리를 시작했다. 계측기는 온도,습도,치수 등을 

측정하여 정도를 높이는데 사용하는 장비이다. 산소농도 및 가스농도 측정 및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래의 사진처럼 들쭉날쭉한 줄자로 측정을 한다면, 치수가 맞지 않는다면 

아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폭발 및 질식사고로 소중한 동료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며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중공업 계측기의 검교정(Calibration)은 제대로 이루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었다. 未교정률이 2020년 기준 24%에 달했다. 

       
 

 담당자가 수기로 수많은 계측기의 미교정률을 엑셀로 관리하고, 미교정 대상을 

보유하고 있는 작업자가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다보니 Human Error가 발생하기 

일쑤였다. 이에 스마트한 계측기 관리를 위해 RPA(Robot Process Operation)를 

적용했다. AI 로봇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교정도래 대상을 보유한 작업자에게 

1달전, 1주일전, 하루전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공업의 계측기 미교정률은 0%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미교정 되는 장비가 없는 작업장을 조성해야겠다. 



 

 

 

 

 

 

 마지막으로 그라인더 개선이다. 그라인더는 회전 숫돌을 회전하여 공작물의 면

을 깎거나 절단을 하는 기계이며 조선소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공구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중공업에서 그라인더 베임 사고는 총 55건이 발생했으며, 

2016년에는 베임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위험한 그라인더를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여 데드맨 타입의 그라인더를 개발하고, 사용자가 쉽게 

사용하도록 개선하기 시작했다. 데드맨 타입이란 조종자가 의식 상실, 사망 등 

조종 능력을 상실한 경우 자동적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어진 

장치이다. 일반적으로는 열차 등 기계를 다룰 때 실수나 실패 혹은 사고 발생시 

최소한의 피해로 줄이기 위해 지하철, 급유기, 화물 엘리베이터, 잔디깎이, 트랙터, 

제트스키, 기계톱, 트레드밀, 스노우모빌 등에 장치 되어 있다. 

 

 이러한 데드맨 타입의 그라인더를 적용하여 사용자가 그라인더를 놓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개선을 진행했다. 

 

 그라인더는 크게 에어를 사용하는 에어 타입과,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타입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진다. 먼저 에어타입에는 레버식 그라인더를 적용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레버를 오래 잡고 있다보니 사용상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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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손목 밴드형으로 개선을 진행하여 안전하고 사용이 편한 그라인더를 

적용했다. 수많은 현장 설문조사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안전한 

그라인더를 만들기 위한 일념으로 진행하여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전기식은 기존 스위치 타입에서 센서를 적용하여 더욱 사용이 쉽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라인더 베임 사고는 올해 2건으로 줄었고, 전사 치공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라인더로 발생되는 사고는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 

 

 삼성중공업에서 안전은 최고의 가치이며 세계 최고의 안전 수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선시황이 좋지 않아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에 관한 투자와 개선만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대형 장비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 작은 공구도 스마트하게 

관리하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삼성의 안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중대재해가 1건도 없는 작업장,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안전한 길에 모두 아름답게 동행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