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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가설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은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가설기자재는 대상 품목

에 따라 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 신고(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가설기자재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인증표시의 훼손 등으로 가설기자재가 안전인증을 받

은 제품인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증 이후 제품의 재질 등을 변경한 불량가설기자재가 

유통 및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1,2).

특히, 2016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건설자재 품질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보면3), 표본 가설기자재의 54.3%가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품으로 조사되었으며, 안전

인증 표시가 훼손되어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을 여부

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가설기자재의 성능 미확보 문제와 미인증 가

설기자재의 사용은 건설현장의 잠재적인 사고 위험요

소라고 할 수 있다.

1991년에 성능검정제도로 시작된 가설기자재의 인

증제도는 2009년부터 안전인증제도로 전환되어 시행

되고 있다. 가설기자재 인증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

는 주로 국내의 관련제도의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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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4-6), 가설기자재 인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

한 연구는 최근의 감사원 지적이후 관심을 갖게 되었

다. 주요 연구내용으로 정성춘과 이학기는1) 단관비계

용 강관, 파이프서포트, 시스템동바리 수직재, 조립식 

안전난간 등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제조사별, 가설

기자재 종류별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방법, 

표시 위치 등이 상이하여 관리가 어려우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외 가설기자재 품질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한 정성춘과 이학기의 연구2)

에서는 국내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제

시하였으며, 특히, 생산단계, 유통단계, 사용단계에서

의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원방희 등7)은 설문조사와 현장 인

터뷰를 통해 안전인증 품목의 적절성, 인증 절차 등

에 대한 문제점과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

였으며, 김동원 등8)은 현장 실태조사와 설문 조사를 

통해 가설기자재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가설기자

재의 안전인증표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표시 

방법과 위치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안전인증표시

의 표시 방법과 표시 위치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인 제조자, 임대자,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2. 설문 계획 및 응답자 분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설기자재는 의무안전인

증 대상 12종 33품목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8종 8품목

이 고시되어있다. 가설기자재에 표시하는 안전인증표

시의 방법과 위치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을 도

출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이해 관계자는 제조자, 임대자, 사용자(시공

자)로 설정하였으며, 설문의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Purpose Contents

Reason for making a safety 
certification marking

⋅ Making reason for manufacturer
⋅ Using reason for lessor and user

Checking ratio of a safety 
certification marking in site

⋅ How many users are checking the safety 
certification marking?

Safety certification marking 
method

⋅ Efficient safety certification marking 
method

Safety certification marking 
location

⋅ Preferred safety certification marking 
location among manufactures, lessor, user

Table 2. Respondents distribution according to workplace size

Classification
The number of workers (persons)

0~9 10~49 50~99 100~299 ≥300 Total

Manufacturer
9

(27.3%)
12

(17.6%)
4

(7.4%)
3

(6.8%)
2

(2.5%)
30

(10.7%)

Lessor
22

(66.7%)
22

(32.4%)
3

(5.6%)
2

(4.5%)
1

(1.2%)
50

(17.9%)

User 2
(6.1%)

34
(50.0%)

47
(87.0%)

39
(88.6%)

78
(96.3%)

200
(71.4%)

Total 33
(100%)

68
(100%)

54
(100%)

44
(100%)

81
(100%)

280
(100%)

Table 3. Average careers of respondents 

Classification Manufacturing 
company

Rental
company

Construction
company

Manufacturer 8.3 year 2.1 year 0.3 year

Lessor 0.3 year 8.6 year 0.7 year

User - - 10.8 year

설문에 응답한 제조자, 임대자, 사용자 수는 제조자 

30명, 임대자 50명, 사용자(건설회사 안전관리자) 200

명으로 사업장 규모별 응답자 분포는 Table 2와 같으

며, 응답자의 관련 분야 평균 경력은 Table 3과 같다. 

3. 인증표시 이유 분석

이해 관계자별로 가설기자재에 안전인증 표시를 하

는 이유에 대한 설문결과를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제조자를 대상으로 가설기자재에 안전

인증을 표시하는 이유를 중복응답을 허용하고 다중응

답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Table 4에 나

타내었다. 제조자들은 안전인증표시를 표시하는 주된 

Table 4. Reason for making a safety certification marking on 
the surface of temporary equipment (manufacturer) (multiple 

response is allowed)

Classification Frequency

1) It is a legal process.
27

(93.1%)a

2)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temporary equipment 
with required capacity (quality) is used at sites.

8
(27.6%)

3) It can prevent the circulation of poor and illegal 
temporary equipment.

14
(21.1%)

4) It is necessary to supply the products.
10

(48.3%)

5) It can represent the safety of our products.
14

(34.5%)

6) Others
0

(0.0%)

a : The ratio to total respondents (29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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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ason for purchasing the temporary equipment with 
a safety certification marking (lessor) or checking a safety 

certification marking (user)(multiple response is allowed)

(unit : Frequency(%))

Classification Lessor User

1) It is a legal process
20 105

(42.6%)a (54.1%)b

2)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temporary 
equipment with required capacity (quality) is 
used at sites

28 74

(59.6%) (38.1%)

3) It can prevent the circulation of poor and illegal 
temporary equipment

17 117
(36.2%) (60.3%)

4) It is necessary to supply the products
24 31

(51.1%) (16.0%)

5) Others
0 2

(0.0%) (1.0%)

a : The ratio to total lessor respondents (47 persons)
b : The ratio to total user respondents (194 persons)

이유로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을 선택했으며, 다음

으로 불량 및 불법 가설기자재의 유통 방지와 회사 제

품의 안전성을 표시하기 위한 이유를 선택하였다.

임대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안전인증표시가 된 가

설기자재를 구매하는 이유와 현장 반입시 안전인증표

시를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 설문을 수행한 결과를 분

석하였다. 중복응답에 대한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실시

한 결과(Table 5), 임대자가 안전인증표시가 된 가설기

자재를 구매하는 주된 이유로 “가설기자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를 가장 많이 선택

했으며(59.6%), 다음으로 제품 납품 시 요구되는 필수 

사항이기 때문이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량 및 불법 가설기자재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으로 선택되었다. 사용자가 안전인증표시

를 확인하는 이유는 “불량 및 불법 가설기자재의 유통

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60.3%),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설기자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순으로 선택되었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가설기자재 품목 중 사용 전에 

안전인증여부를 확인하는 품목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를 분석한 결과, 평균 70% 인증표시를 확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6). 파이프 서포트, 시스템동바리 부

재와 같이 거푸집동바리 부재는 사용 전 안전인증을 

확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일부 품목은 안전

인증 확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사용자가 안전인증

을 확인하지 못하는 비율이 약 30%이므로 사용자가 

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6. The users’ ratio of checking a safety certification 
marking on the surface of temporary equipment

Temporary equipment Ratio

Mandatory 
safety 

certification 
items

1. Pipe support 93.6%

2. Frame type 
support

2-1. Main frame 75.2%

2-2. Bracing 63.6%

2-3. Joint 65.6%

3. System 
support

3-1. Vertical members 91.9%

3-2. Horizontal members 90.6%

3-3. Bracing 85.3%

3-4. Truss 79.9%

3-5. Joint 77.7%

4. Steel pipe 
scaffold

4-1. Steel pipe joint 72.0%

4-2. Steel devices for wall connection 66.4%

5. Frame type 
scaffold

5-1. Main frame 68.9%

5-2. Crossing bracing 55.1%

5-3. Wale frame 60.9%

5-4. Joint 52.8%

6. System 
scaffold

6-1. Vertical members 90.5%

6-2. Horizontal members 90.5%

6-3. Bracing 80.9%

6-4. Joint 72.1%

7. Moveable 
scaffold

7-1. Main frame 67.3%

7-2. Wheel 47.4%

7-3. Railing frame 58.7%

7-4. Outrigger 56.1%

8. Working 
platform

8-1. Working table 71.5%

8-2. Working platform
 for passage

73.4%

9. Clamping 
devices

9-1. Clamp 69.5%

9-2. Clamp for steel structure 64.0%

10. Supporting 
devices

10-1. Supporting devices for control 56.9%

10-2. Pivot type supporting devices 52.1%

11. Prefabricated safety railings 63.2%

12. Falling or 
dropping 
prevention 
net

12-1. Safety net 91.8%

12-2. Vertical protection net 88.9%

12-3. Vertical type net for protection 
fall 89.9%

Voluntary 
safety 

confirmation 
items 

13. Shelf support 45.6%

14. Single scaffolding steel pipe 77.7%

15. Fixing type supporting devices 51.4%

16. Hanging chains 53.0%

17. Hanging frame for scaffolding 48.5%

18. Protection shelves 61.0%

19. Guard frame for elevator opening 59.8%

20. Sidewall type bracket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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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표시 방법 분석

가설기자재에 안전인증 표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 가

설기자재 품목별로 음각, 양각, 라벨(스티커), 프린트, 

도장, 기타의 방법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후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중복응답을 허용하

고 다중응답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7

에 나타내었다. 가설기자재 품목과 상관없이 안전인증 

표시방법은 음각의 방법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가설기자재 품목별 응답의 평균을 보면, 제조

Temporary equipment Intaglio Relief Label Print Painting Others

Mandatory 
safety 

certification 
items

1. Pipe support 15/24/87(126)a 3/13/69(85) 2/6/19(27) 0/1/5(6) 0/3/23(26) 0/1/3(4)

2. Frame type  
support

2-1. Main frame 11/18/92(121) 2/10/66(78) 2/5/13(20) 0/1/5(6) 1/6/25(31) 0/2/3(5)

2-2. Bracing 8/16/90 (114) 2/11/65(78) 3/4/13(20) 0/2/6(8) 0/6/26(32) 0/2/1(3)

2-3. Joint 9/18/90 (117) 2/8/63(73) 1/4/11(16) 0/3/6(9) 0/6/27(33) 0/1/1(2)

3. System 
support

3-1. Vertical members 11/14/96(121) 0/7/67(74) 1/3/12(16) 0/0/5(5) 0/2/23(25) 0/1/0(1)

3-2. Horizontal members 11/14/96(121) 0/7/67(74) 1/3/12(16) 0/0/5(5) 0/2/23(25) 0/1/0(1)

3-3. Bracing 9/14/96(119) 0/6/66(72) 3/3/12(18) 0/0/5(5) 0/3/23(26) 0/1/0(1)

3-4. Truss 7/14/95(116) 1/7/65(73) 3/3/13(19) 1/0/5(6) 0/2/23(25) 0/1/0(1)

3-5. Joint 8/12/96(116) 0/7/65(72) 2/3/11(16) 0/2/5(7) 0/2/25(27) 1/1/0(2)

4. Steel pipe 
scaffold

4-1. Steel pipe joint 12/27/93(132) 0/10/69(79) 1/3/11(15) 0/3/6(9) 0/3/24(27) 0/0/0(0)

4-2. Steel devices for wall connection 12/23/92(127) 0/9/69(78) 3/3/12(18) 0/1/7(8) 0/3/22(25) 0/0/0(0)

5. Frame type 
scaffold

5-1. Main frame 10/19/93(122) 0/11/65(76) 3/3/14(20) 1/1/4(6) 0/3/26(29) 0/1/1(2)

5-2. Crossing bracing 11/20/92(123) 0/10/64(74) 3/3/14(20) 0/2/5(7) 0/3/27(30) 0/1/0(1)

5-3. Wale frame 10/19/93(122) 0/10/65(75) 3/3/13(19) 0/2/4(6) 0/3/25(28) 0/1/1(2)

5-4. Joint 11/22/92(125) 0/8/65(73) 1/3/13(17) 0/2/4(6) 0/3/26(29) 0/1/1(2)

6. System 
scaffold

6-1. Vertical members 14/18/93(125) 0/7/66(73) 1/3/14(18) 0/0/5(5) 0/2/24(26) 0/1/1(2)

6-2. Horizontal members 12/18/93(123) 1/7/65(73) 1/3/14(18) 0/0/5(5) 0/2/24(26) 0/1/1(2)

6-3. Bracing 11/18/94(123) 0/7/64(71) 3/3/14(20) 0/0/5(5) 0/2/24(26) 0/1/1(2)

6-4. Joint 8/18/94(120) 1/7/64(72) 2/3/12(17) 0/0/5(5) 0/2/26(28) 1/0/1(2)

7. Moveable 
scaffold

7-1. Main frame 10/25/93(128) 0/10/62(72) 3/3/15(21) 0/2/6(8) 0/3/26(29) 0/1/1(2)

7-2. Wheel 11/23/93(127) 0/10/64(74) 1/3/13(17) 0/1/6(7) 0/3/26(29) 0/1/1(2)

7-3. Railing frame 9/24/92(125) 0/10/63(73) 3/3/15(21) 0/2/6(8) 0/3/26(29) 0/1/1(2)

7-4. Outrigger 11/25/92(128) 0/10/65(75) 1/3/14(18) 0/1/7(8) 0/3/26(29) 0/0/1(1)

8. Working  
platform

8-1. Working table 12/28/90(130) 2/8/65(75) 1/5/14(20) 0/2/5(7) 0/3/25(28) 0/0/1(1)

8-2. Working platform for passage 13/24/90(127) 2/8/66(76) 1/4/12(17) 0/1/6(7) 0/3/26(29) 0/0/1(1)

9. Clamping  
devices

9-1. Clamp 11/28/93(132) 0/7/68(75) 0/1/11(12) 0/4/3(7) 0/3/23(26) 0/0/0(0)

9-2. Clamp for steel structure 11/22/93(126) 0/7/67(74) 0/1/11(12) 0/3/3(6) 0/3/23(26) 0/0/0(0)

10. Supporting 
devices

10-1. Supporting devices for control 10/25/92(127) 0/5/72(77) 1/3/11(15) 0/1/5(6) 0/3/21(24) 0/0/0(0)

10-2. Pivot type supporting devices 10/23/91(124) 0/4/72(76) 1/3/12(16) 0/1/5(6) 0/3/21(24) 0/0/0(0)

11. Prefabricated safety railings 12/21/90(123) 0/5/69(74) 5/2/11(18) 0/1/5(6) 0/3/22(25) 0/0/1(1)

Voluntary 
safety 

confirmation 
items 

13. Shelf support 9/19/92(120) 0/4/67(71) 1/3/14(19) 0/1/4(5) 0/1/23(24) 0/0/1(1)

14. Single scaffolding steel pipe 6/21/93(120) 0/9/66(75) 2/3/12(17) 5/4/4(13) 0/3/23(26) 0/0/1(1)

15. Fixing type supporting devices 10/24/94(128) 1/6/66(73) 1/3/14(18) 0/1/5(6) 0/3/20(23) 0/0/1(1)

16. Hanging chains 9/18/90(117) 0/4/65(69) 1/2/12(15) 0/1/4(5) 0/3/23(26) 0/0/1(1)

17. Hanging frame for scaffolding 9/16/89(114) 0/4/64(68) 1/2/10(13) 0/1/4(5) 0/3/22(25) 0/1/1(2)

18. Protection shelves 6/17/91(114) 0/4/66(70) 5/2/13(20) 0/0/5(5) 0/0/25(25) 0/0/1(1)

19. Guard frame for elevator opening 7/16/93(116) 0/4/63(67) 8/3/12(23) 0/1/5(6) 0/1/25(26) 0/0/1(1)

20. Sidewall type bracket 12/24/93(129) 0/4/68(72) 3/4/13(20) 0/1/6(7) 0/3/23(26) 0/0/1(1)

Average 

Manufacturer 10.2[79%] 0.4[3%] 2.1[16%] 0.2[1%] 0.0[0%] 0.1[0%]

Lessor 20.2[57%] 7.5[21%] 3.1[9%] 1.3[4%] 2.8[8%] 0.6[2%]

User 92.4[46%] 66.0[33%] 12.8[6%] 5.0[3%] 24.1[12%] 0.8[0%]

Total 122.8[49%] 73.9[30%] 17.9[7%] 6.5[3%] 26.9[11%] 1.4[1%]

a : The number of respondents classified by Manufacturer/Lessor/User [Total]

Table 7. Number of respondents to the efficient safety certification mark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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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79%, 임대자의 57%, 사용자의 46%가 음각의 방

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자는 음각, 라벨, 

양각의 순으로 표시 방법을 선호하였으나, 임대자는 

음각, 양각, 라벨의 순으로, 사용자는 음각, 양각, 도장, 

라벨의 순으로 표시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그러므로 인증표시의 방법은 제조 과정의 문제점

이 없으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음각의 

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재사용 등으로 음각으로 표시한 인증표시가 사라진 경

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품질

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인증표시 위치 분석

가설기자재 품목 별로 안전인증표시를 가설기자재 

표면에 표시할 위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증표시 방법은 이해관계자인 제조자, 임대자, 사용자

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인증 표시 위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일치하는 품목과 일치하지 

않는 품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1 표시 위치 분석 결과

제조자와 임대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품목을 조사하

여 Table 8에 나타내었다. 시스템 동바리와 시스템 비

계와 같은 주요 가설구조물의 경우, 제조자와 임대자

는 제조과정에서 안전인증표시를 표시하기 편리한 부

속품 등을 선호하였으나, 사용자의 경우는 부속품에 

표시하는 것 보다 설치 후 쉽게 찾을 수 있는 원형 강

관의 주부재에 표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임대자와 사용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품목

은 Table 9에 나타내었다. 품목마다 의견이 다르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결과를 분석하면, 제조자의 경우는 가설기자재 

제작 과정에서 편리하게 안전인증표시를 표시할 수 있

는 부속품 부분을 선호하며, 사용자는 쉽게 확인(볼 수 

있는)할 수 있는 부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입장차이가 

3. System support
3-1. Vertical members

3. System support
3-2. Horizontal members

3. System support
3-3. Bracing

5. Frame type scaffold
5-3. Wale frame

  

Manufacturer
B(60%)
Lessor
B(36%)

User
A(39%)
D(39%)

Manufacturer Lessor User
A(85%) A(44%) B(70%)

Manufacturer Lessor User
A(58%) A(46%) B(67%) Manufacturer Lessor User

D(82%) D(33%) A(49%)

6. System scaffold
6-1. Vertical members

6. System scaffold
6-2. Horizontal members

6. System scaffold
6-3. Bracing

7. Moveable scaffold
7-1. Main frame

  

Manufacturer
B(60%)
Lessor
A(42%)
B(32%)

User
A(39%)
D(40%)

Manufacturer Lessor User
A(80%) A(47%) B(73%)

Manufacturer Lessor User
A(57%) A(47%) B(75%)

Manufacturer Lessor User
A(46%) A(56%) D(48%)

8. Working platform
8-1. Working table

8. Working platform
8-2. Working platform for passage

11. Prefabricated safety railings

Manufacturer Lessor User
E(75%) E(44%) D(43%)

Manufacturer Lessor User
E(81%) E(46%) B(58%)   

Manufacturer
D(41%)
Lessor
D(48%)

User
A(48%)

Table 8. Preferred safety certification marking location (agreement between manufacturer and l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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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결부 또는 부재의 사이즈가 작은 품목인 경우, 안

전인증표시를 표시할 위치에 대해 선택의 폭이 거의 

없어 제조자, 임대자, 사용자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Table 10), 이해 관계자 모두 의견이 일치하

지 않는 항목도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1).

5.2 인증표시 위치 개선 방법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표시 위치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에 따라 선호하는 위치가 다른 항목들이 존재하

였으나, 가설기자재의 품질 확보 측면에서 가설기자재

의 인증표시 위치를 특정한 위치로 규정하는 것이 사

용자에게 유리하며, 또한 사용자들의 가설기자재 관리

에도 편리하다. 특히, 이해관계자에 따라 선호도가 다

른 항목들에 대해 특정 위치로 인증표시 위치를 규정

할 경우사용자가 선호하는 쉽게 확인 가능한 위치로 

규정하는 것이 가설기자재 품질확보 측면에서 유리하

다. 다만, 각인 표시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과 내구성을 

분석한 결과, 별도의 전용설비 설치로 인한 제조자의 

비용 증가 문제와 각인이 어려운 부재가 존재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국가표준기본법에는 인증표시를 제조자가 제

품표면에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

어 가설기자재에 대해 인증표시를 항목별로 특정 위

치에 표시하도록 규격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직면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가설기자재에 대한 선행 연구8)

에서 가설기자재 인증표시 식별번호로 제공되는 정보

에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 위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사

용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효과

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즉, 인증표시 식별번호는 

가설기자재 인증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시스템 구

축을 통해 제공하여야 하며, 식별 고유번호를 통해 해

당 가설기자재에 대한 인증번호, 제조회사명, 모델명, 

규격, 중량, 제조번호, 인증 표시 위치 등의 인증 관련 

정보를 사용자가 현장에서 쉽게 확인 및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장에서 인증표시 위치를 쉽게 확

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안

전보건공단의 가이드 등을 제정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인증표시 위치를 제조자가 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하

1. Pipe support
2. Frame type support
2-1. Main frame

2. Frame type support
2-2. Bracing

3. System support
3-4. Truss

  

Manufacturer
B(32%)
Lessor
D(27%)
E(29%)

User
D(48%) Manufacturer Lessor User

A(46%) B(35%) B(47%)
Manufacturer Lessor User

A(58%) B(49%) B(49%)
Manufacturer Lessor User

A(64%) B(54%) B(63%)

4. Steel pipe scaffold
4-2. Steel devices for wall connection

5. Frame type scaffold
5-1. Main frame

5. Frame type scaffold
5-2. Crossing bracing

9. Clamping devices
9-2. Clamp for steel structure 

Manufacturer Lessor User
C(64%) A(39%) A(79%)

Manufacturer Lessor User
A(42%), B(42%) B(36%) B(47%)

Manufacturer Lessor User
A(77%) B(44%) B(49%)

Manufacturer Lessor User
C(64%) B(50%) B(38%)

20. Sidewall type bracket

  

Manufacturer
B(62%)
Lessor
A(50%)

User
A(53%)

Table 9. Preferred safety certification marking location (agreement between lessor and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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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Preferred safety certification marking location (all 
disagreement among manufacturer, lessor, and user)

7. Moveable scaffold
7-4. Outrigger 18. Protection shelves

Manufacturer Lessor User
A(33%)
E(33%)

A(31%)
D(31%)

B(39%)
Manufacturer Lessor User

D(40%) G(33%) C(32%)

여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제조사들이 

안전인증 표시를 가설기자재에 표기하도록 유도하도

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분리되는 가설기자재의 경우는 

분리되는 가설기자재 모두에 인증표시가 표시되어야 

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설기자재의 품질확보를 통한 가설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 통계

분석을 통해 안전인증 표시를 확인하는 이유와 안전인

증표시 방법과 위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2. Frame type support
2-3. Joint

3. System support
3-5. Joint

4. Steel pipe scaffold
4-1. Steel pipe joint

5. Frame type scaffold
5-4. Joint

Manufacturer Lessor User
B(78%) B(70%) B(75%)

Manufacturer Lessor User
B(70%) B(72%) B(79%)

Manufacturer Lessor User
B(82%) B(76%) B(80%)

Manufacturer Lessor User
B(80%) B(76%) B(81%)

6. System scaffold
6-4. Joint

7. Moveable scaffold
7-2. Wheel

7. Moveable scaffold
7-3. Railing frame

9. Clamping devices
9-1. Clamp

Manufacturer Lessor User
B(78%) B(79%) B(79%)

Manufacturer Lessor User
A(100%) A(87%) A(88%)

Manufacturer Lessor User
C(80%) C(57%) C(54%)

Manufacturer Lessor User
B(91%) B(53%) B(64%)

10. Supporting devices
10-1. Supporting devices for control

10. Supporting devices
10-2. Pivot type supporting devices 13. Shelf support 14. Single scaffolding steel pipe

 

Manufacturer
B(73%)
Lessor
B(88%)

User
B(93%)

 

Manufacturer
C(82%)
Lessor
C(68%)

User
C(59%)

Manufacturer Lessor User
A(30%), B(30%), 

D(30%) A(63%)A(65%)

Marking space
① 50cm 이내 ② 50cm-1m ③ 1.5m
④ 2m ⑤ 3m ⑥ 4m ⑦ 기타

Manufacturer Lessor User
②(42%) ②(47%) ②(36%)

15. Fixing type supporting devices 16. Hanging chains 17. Hanging frame for scaffolding 19. Guard frame for elevator opening

Manufacturer Lessor User
B(73%) B(94%) B(92%)

Manufacturer Lessor User
A(100%) A(100%) A(89%)

Manufacturer Lessor User
B(86%) B(48%) B(58%)

Manufacturer Lessor User
G(36%) G(36%) G(34%)

Table 10. Preferred safety certification marking location (all agreement among manufacturer, lessor, and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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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가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하는 주된 이유는 

불량 및 불법 가설기자재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기 때

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용자의 평균 70%만 사용 

전에 안전인증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

푸집동바리 부재는 사용 전 안전인증을 확인하는 비율

이 높게 나타났으나, 일부 품목은 안전인증 확인 비율

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용자가 가설기자재의 안

전인증 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

2) 인증표시 방법은 제조자, 임대자, 사용자 모두 모

든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음각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인증표시 내구성에 관한 전문가 자문 내용을 고려하였

을 때, 음각으로 인증표시를 각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

적이라고 판단된다. 단, 가설기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각인된 인증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가설기자재의 

경우(표시가 사라진 경우)는 해당 가설기자재는 인증

제품으로 간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인증표시 위치의 경우 제조회사는 가설기자재를 

생산할 때 추가 공정이 필요하지 않는 부속품에 각인하

는 방안을 선호하였고, 사용자의 경우 쉽게 확인이 가

능한 기둥 부위 등을 선호하였다. 제조회사의 기술적 

가능성이 뒷받침 된다면 실질적으로 가설기자재를 사

용하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위치에 인증표시를 각인하

는 것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였다. 그러나 국가표준기본

법에는 인증표시를 제품표면에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설기자재 항목별로 특정 

위치에 인증표시를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인 다

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증표시 위치를 사용자가 요

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안전보건공단의 가이드 

등을 통해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제조

사들이 표시하도록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증표시 방법과 위치의 개선을 통해 현장 관리자들

과 근로자들은 상시 가설기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불량 가설기자재의 유통과 사용을 방지하여 

가설기자재 성능부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재사용이란 특성으로 가설기

자재의 안전인증 표시는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없어지

는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불량 가설기자재의 

유통에 대해서도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향후 가설

기자재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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