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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재사사고 과실판례

06_04. 낙하물에 의한 사고

피해자
측과실

판결요지

사건번호

[사고발생경위] 브라스팅공이 브라스팅장 입구로 H빔을 싣고 들어오
는 지게차를 수신호로 유도하고 있던 중, 문턱이 있는 곳에서 지게차
에 실려 있던 H빔이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덮침.
[사용자측 과실] 비가 내리고 있어 H빔이 지게차에서 미끄러져 내리
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으므로, 평소 운반량보다 적게 운반하거나 적
재된 H빔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지게차를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이

25%

부산고법
2003나9032

를 게을리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H빔이 지게차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
므로 지게차에서 멀리 떨어져서 유도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사고발생경위] 신축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쇠파이프 등 구조물을 해
체하는 공사를 하던 인부가 쇠파이프를 뽑는 작업을 하는 도중, 다른
인부들 중 성명 불상자가 뽑아서 세워놓은 쇠파이프가 넘어지면서 머
리를 충격함.
[사용자측 과실] 해체한 쇠파이프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조치를 취하

25%

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

대전고법
2002나5420

니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었음)
[사고발생경위] 항만 근로자가 기중기 붐대 바로 아래인 부두에 접안
한 화물선의 부두쪽 파이프 난간과 화물칸 하치 통로사이에 서서 기
중기로 밀감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것에 대한 수신호 작업을 하던 도
중, 기중기의 철재 붐대가 이를 지탱하는 구동축의 파손 등 기계장치
의 이상으로 인하여 추락하면서 선체의 파이프 난간을 충격하여 파이
프 난간과 화물칸 하치 사이에 낌
[사용자측 과실] 기중기에 대한 정비불량 등 보존․관리상의 하자 혹은

광주고법
20%

2002나23

현장감독자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제주부

기중기 붐대와 떨어져 기중기 및 화물칸 양쪽을 동

시에 살필 수 있는 위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신호조작이 편리
하다는 이유로 붐대 바로 밑에서 기중기쪽의 동태를 전혀 살피지 아
니한 채 작업을 하여 추락하는 붐대를 피하지 못한 과실.
[사고발생경위] 형틀목공이 신축공사현장 지하층에서 웅벽의 형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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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작업을 하던 도중, 웅벽을 지지해 주던 형틀이 제거되어 떨어지면
서 때마침 형틀과 형틀 사이를 고정시켜 주는 폼타이를 충격, 그 폼
타이가 튀어 올라 왼쪽 눈을 충격함.
[사용자측 과실] 제거된 형틀이 떨어져 땅바닥의 물체가 갑자기 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보안경 등 안전보
호구를 착용케 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전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밝

2001나6815

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숙련된 형틀목공으로서 형틀제거작업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으므로, 땅바닥의 상황을 잘 살펴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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