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권리이고, 청렴은 의무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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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설산업(주), 등 공급업체 230개소 대표

(경유)
제목

건설업 보조지원 사업장 시스템비계 설치기준 준수 및 시공자격 강화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건설업 추락 사고사망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방지 안전시설 보조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이에, 시스템비계 지원사업장의 추락사망 예방을 위해 추락위험이 높은 비계~구조물 사이
이격거리를 30㎝ 이하로 하는 등 설치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미준수한 경우
보완요청하여 반드시 개선토록 조치 예정이오니 설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별표3] 부정당
공급업체 제한기준에 의거 “안전조치 기준에 맞지 않은 지원설비에 대한 보완을 요청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1년간 공급업체 참여제한
< 공단 업무추진지침: 시스템비계 설치기준(‘18년~현재) >
○ 시스템비계 구성품목 일체를 설치하되, 제조사가 정한 기준을 준수
- 비계 설치높이 : 건물 높이 + 1m 이상
- 시스템비계 작업발판과 구조물과의 이격거리 : 30㎝ 이하
- 작업발판 : 각 단별 작업발판 2열(40㎝×2ea) 설치, 발판간 틈 3㎝ 이내
* 사업장 여건상 부득이 1열 설치 시 설치수량 만큼 정산

- 안전난간대 : 작업발판 외측으로 2단 설치
- 벽연결(벽이음) :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
- 가설계단 설치 : 1개소 이상(건물외주(4면)길이 50m 이상 시 1개소 추가)
* 돌출계단으로 설치하고 현장이 협소하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내부계단 설치

- 그 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C-32-2020) 준수

3. 아울러, 전문업체 시공에 따른 시스템비계 설치 수준 향상을 통해 추락사망을 예방코자

‘22년부터 시공자격을 다음과 같이 강화할 예정이오니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 존

개 선

사업주와 공급업체 계약 시 비계 임대비와 설치·
해체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이 1천5백만원 이하면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 건설업 미등록 업체 시공 가능

사업주와 공급업체 계약 시 2건 이상으로 분할
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하여
1천5백만원 이상일 경우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건설업 등록증 보유업체만 시공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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