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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가설기자재의 완성품에 대한 안전인증

타당성 연구

A Feasibility Study of Safety Cetification for

Finished Product of Febricated Temporary

이 정 석*․최 진 우*

Abstract

Recently, the using of prefabricated temporary equipments is increasing in the

industrial field because it can reduce the installation and dismantling period. The

various types of prefabricated temporary equipments are manufacturing with

various materials in domestic and overseas countries. However, those equipments

should win the safety certificate according to the "Governmental Notification about

Safety Certification" which regulate the member-based safety certification. It tends

to cause over performance of temporary equipments because it couldn't consider

structural benefit of the prefabricated product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conclud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 for the prefabricated temporary equipments is resonable and the

movable scaffold is appropriate for those prefabricated temporary equipment. The

movable scaffolds are using as single structure and cannot be expands horizontally.

Other types of temporary equipments are using as complex structure which can freely

expand horizontally according to the main structure.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standard of vertical compression performance of prefabricated movable scaffolds

should be more than double the performance of single main frame. Other test items

of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 should be fixed when the Notification is amended. The

prefabricated temporary equipments which are adopted for the safety standard on

assembled structure should be used, moved and kept in assembled state and not

separated discretionally. The establishment of new standard for the assembled

structure based on this study leads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types of temporary

equipments using structural efficiency of prefabricate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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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건설현장에서 시공 시 조립식 가설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공기단축을 도모할

수 있는 이유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조립식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기준은 완성품

이 아닌 각각의 구성품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시된 성능기준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과설계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조립식 가설기자재의 완

성품에 대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안전인증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국내․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

2.1 국내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

국내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의무안전인증 12종 33품목

1. 파이프서포트

2. 틀형동바리용 부재 주틀, 가새재, 연결조인트

3. 시스템동바리용 부재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트러스, 연결조인트

4. 강관비계용부재 강관조인트, 벽연결용 철물

5. 틀형비계용 부재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연결조인트

6. 시스템비계용 부재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

7. 이동식비계용 부재 주틀, 발바퀴, 난간틀, 아웃트리거

8. 작업발판 작업대, 통로용작업발판

9. 조임철물 클램프, 철골용 클램프

10. 받침철물 조절용 받침철물, 피벗형 받침철물

11. 조립식안전난간

12. 추락또는낙하방지망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자율안전확인대상 8종

선반지주, 단관비계용강관, 고정형받침철물,달기체인

달기틀, 방호선반, 엘리베이터개구부용 난간틀, 측벽용 브래킷

<표 1> 국내 안전인증 대상품목 분류

위의 국내 안전인증 대상품목 중 시스템비계/동바리, 강관틀비계 및 이동식 비계 등

의 조립식 가설기자재에 대한 안전인증은 각각의 단위부재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

여 성능기준 이상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완성품에 대

한 성능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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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

2.2.1 일본의 인정검사제도

일본은 가설공업회 자체규정으로 인정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검사에 합격한

동일형식의 가설기자재에 대해 합격을 인정하는 형식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조업

체의 능력을 검사하는 공장심사를 수행하고, 시험측정용 시료는 공장심사시 무작위로

추출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점에서 국내 안전인증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다.

일본의 인정검사제도 대상품목은 다음의 <표 2>과 같다.

법적규제품목 19종, 자율적 규격품목 30종

1. 파이프서포트

2. 보조서포트

3. 윙서포트

4. 주틀

5. 교차가새

6. 띠장틀

7. 작업대

8. 선반지주

9. 외줄비계용작업대 및 지지철물

10. 이동식비계 주틀 및 각륜

11. 벽연결용 철물

12. 강관틀비계용주틀의 암록

13.단관비계용의 단관조인트

14. 클램프

15. 강관틀비계용주틀의연결핀

16. 고정형 받침철물

17. 조절형 받침철물

18. 달기체인

19. 달기틀

노동성에서 정하는 19종의 품목 외에 가설공업회에서 독립적으로 30종의 품목에 대하여

노동성의 위임을 받아 자율적으로 성능검정을 시행.

<표 2> 일본의 인정검사제도 대상품목 분류

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모두 “仮”자 마크를 각인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도

록 하고 있으며, 불합격한 제품에는 합격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인정검사제도에서도 조립식 가설기자재의 완성품에 대한 성

능검사 및 인증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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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미국의 인증제도(Underwrites Laboratories Inc. Mark-UL Mark)

UL Mark 인증은 인증신청시 첨부한 샘플의 검사결과가 제품이나 UL요구사항과 일

치할 경우 최종보고서를 신청자에게 송부하고, UL Follow-up Service 계약에 의하여

UL현장조사자가 공장을 방문하여 제품이 당초 UL검사기준에 맞게 생산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현장검사가 끝난 후에야 UL Mark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제품이 불합력할 경우에는 신청업체에서 결점을 보완하여 다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비계류에 대해서는 OSHA(산업안전보건청)에서 법적 규격화

하고 있으며, ANSI(미국국립표준협회)에서도 세부적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조립

식 가설기자재의 완성품에 대한 안전인증기준 및 규격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2.2.3 유럽의 인증제도(European Communities-CE Mark)

CE Mark 인증은 EU공동규격(EN규격)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형식으로, 각 대상품

목별 지침에 정해진 인증모듈에 따라야 하며 각 회원국은 CE Mark의 사용과 부착에

있어 지침과 규격의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해당제품의 회수는 물론, 적합성 인증서

에 서명한 제조업자나 역내 수입․유통업자에 대해 법적 제재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가설기자재와 관련한 CE Mark인증의 절차는 ISO 9000시리즈를 기반으로 하며 EU공

인기관의 평가를 받거나, EU공인기관이 정기적으로 샘플링검사를 실시하여 증명 받거

나, 혹은 특수한 경우 제조사 선언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Technical

Construction File, Technical Documentation을 만든 후 적합성 선언서에 서명하고 CE

Mark를 부착한다.

유럽의 경우는 BSI(영국표준협회), DIN(독일표준협회), AFNOR(프랑스국가표준국),

EN(유럽규격)에서는 비계류에 대해선 설치, 구성부재, 재료, 안전요구성능, 시험방법

등에 대한 규정 및 세부적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특히 EN규격에서는 조립식 가

설기자재의 완성품의 구조해석 및 성능시험과 관련된 규격(EN 12810-2, EN 12813)이

제시되어 있어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3. 국내․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 비교․분석

국내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제도에 대해 일본, 미국 및 유럽의 인증제도와 비교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국내의 안전인증은 가설기자재의 각각의 단위부재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성

능기준 이상의 제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국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인정검사제도도 제품별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평가하는 절차로 진행되므로 국

내의 안전인증 절차와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는 표준규격에 대하여 법적 규격화를 실시하여

국내의 안전인증제도와는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N규격에서는 가설기자재 중

조립식 가설기자재의 완성품에 대한 성능시험, 구조해석,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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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단위부재에 대한 평가보다 조립체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구분 우리나라 일본 미국 및 유럽

인증제도 •안전인증제도 •인정검사제도
•안전인증관련제도는

없으나 우리나라 KS규

격과 같은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법적 규격화함.

ex)

-미국(OSHA,ANSI)

-EU(EN)

-영국(BS)

-독일(DIN)

-프랑스(AFNOR)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67조의2,제68조,제69조(벌칙)

-시행령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

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등)

•노동안전위생법

-제42조(양도 등의

제한 등)

-제119조(벌칙)

-시행령 제13조

(노동대신이 정하는

규격 또는 안전장치를

구비해야 할 기계 등)

시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설협회
•가설공업회

대상품목

•의무안전인증

-12종 33품목

•자율안전확인신고

-8종

•규격기준품 -49종

•법적규제 대상 -19종

•가설공업회 자체기준

-30종

•주로 비계 및 그 구성

부재를 중심으로 대상품

목 제정

성능검사
•공장심사

•샘플링 시험에 의한 형식검정

•공장심사

•샘플링 시험에 의한 형식검정
•안전인증

<표 3> 국내․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관련제도 비교

4. 조립식 가설기자재의 완성품에 대한 안전인증 타당성 분석

4.1 조립식 가설기자재 완성품 대상 분석

4.1.1 안전인증 타당성 분석을 위한 적용 대상 선정

조립식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대상품목으로 선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조건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① 수직재 및 수평재, 가새재의 설치위치가 고정적인 조립식 가설기자재

② 별도의 구조설계가 요구되지 않는 정형화된 조립식 가설기자재

가설기자재가 설치되는 현장여건에 맞게 구조설계가 실시되는 조립식 가설기자재는 구조

설계에 따라 설치간격 및 보강재의 위치 등이 변경되므로 안전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 선

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 적합한 대상품목으로 이동식비계, 시스템비계

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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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완성품의 안전인증 타당성 분석을 위한 성능비교

(1) 단위부재별 성능시험실시

현재 안전인증기준에서 제시된 성능시험평가방법을 통해 대상품목별 가설기자재

의 구성부재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내력을 평가한다.

(2) 완성품 성능시험실시

① 완성품 성능시험 모델 계획

조립식 가설기자재의 완성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 그림과 같

이 시험용 지그와 시험체를 제작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이동식비계 모델]

[가새재가 없는 시스템비계 모델]

[가새재가 있는 시스템비계 모델]

<그림 1> 완성품 성능시험 모델 계획

(3) 성능시험결과 비교

조립체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적 거동을 확인하고 부재별 성능시험결과와 비

교․분석함으로써 성능시험기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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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립식 가설기자재 완성품의 성능시험 결과

4.2.1 성능시험 개요

조립식 가설기자재의 완성품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체로 이동식비계와

시스템비계 2종을 선정하였다. 또한 완성품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용 지그를 별도로 제

작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성능시험방법은 『방호장치의무안전인증고시(고용노

동부고시 제20120-36호)』에 따른다.

구분 이동식비계(A사) 시스템비계(B사) 비 고

1단

BT-1-1 SS-1-1

※ 시스템비계의 가

새재 설치유무에 따

른 모델명을 동일하

게 적용함.

BT-1-2 SS-1-2

BT-1-3 SS-1-3

2단
BT-2-1 SS-2-1

BT-2-2 SS-2-2

3단
BT-3-1 SS-3-1

BT-3-2 SS-3-2

<표 4> 성능시험 모델 구분

4.2.2 성능시험 결과

(1) A사 이동식비계의 성능시험결과 비교

A사의 이동식비계의 단일품과 조립체의 성능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A’사 성능 시험 결과

구분

(단위:kN)
1단 2단 3단

주틀의

성능시험결과

안전인증

성능기준
비 고

조립체 111.7 115.4 113.8

62.2 44

※ 조립체는 2개의 주틀로

구성

주틀 환산 55.8 57.7 56.9
※ 주틀 1개

※ 조립체 성능결과의 1/2

성능비교 89.7% 92.7% 91.5% 평균 91.3% (8.7% 감소)

이동식비계의 조립체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게 되면 2개의 주틀로 구성되어진다.

이에 위의 안전인증결과를 토대로 조립체가 부담할 수 있는 압축하중은 62.2×2=124.4

kN 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조립체의 성능시험결과는 1단 조립체 111.7 kN, 2단

조립체 115.4 kN, 3단 조립체 113.8 kN으로 위의 추정한 압축하중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립체에 대한 성능시험결과는 단일품의 성능에 대해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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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B사 시스템비계의 성능시험결과 비교

B사의 시스템비계의 단일품과 조립체의 성능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B'사 성능시험 결과

구분

(단위:kN)
1단 2단 3단

수직재의

성능시험결과

안전인증

성능기준
비고

조립체
가새없음 190.0 111.7 62.9

44.3 30

※ 조립체는 4개

의 수직재로 구

성가새있음 189.8 187.8

단일

수직재

환산

가새없음 47.5 27.9 15.7 ※ 수직재 1개

※ 조립체 성능

결과의 1/4가새있음 47.4 46.9

성능비교
가새없음 107.2% 63.0% 35.4%

-
가새있음 106.9% 105.8%

시스템비계를 타워형의 조립체 형태로 설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시스템비계

의 조립체에 대한 성능시험은 4개의 수직재와 2개의 수평재를 구성으로 하여 압축시

험을 실시하였으며 가새재의 설치유무에 따른 압축시험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조립체

가 부담할 수 있는 압축하중을 단일품의 결과로 추정하면 44.3×4=177.2 kN 이다.

조립체에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1단 조립체 190.0 kN, 2단 조립체 111.7

kN, 3단 조립체 62.9 kN의 결과가 나왔으며, 가새재를 설치하였을 경우는 2단 조립체

189.8 kN, 3단 조립체 187.8 kN의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 1단 조립체의 가새재를 설치

하지 않았을 경우는 단일품의 안전인증결과의 추정 값보다 상위를 보이므로, 성능시험

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조립체에 대한 성능시험결과는 단일품의 성능에 대해 6.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조립식 가설기자재의 완성품에 대한 안전인증 타당성 제시

5.1. 안전인증 적용 대상 제시

조립식 가설기자재의 완성품에 대한 안전인증은 이동 또는 보관시 구성부품이 분리

가 되지 않는 일체화된 부재로 조립되는 가설기자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가설기자재는 완성품의 안전인증을 적용하도록 한다.

(1) 이동․보관․설치시 수직재와 수평재, 가새재의 결합부가 일체화되어 있으며, 임

의로 변형 또는 해체를 할 수 없는 가설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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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립식 가설기자재의 형상은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설기자재로써, 임

의로 형상을 변형할 수 없는 가설기자재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며 정형화된 가설기자재로써 이동식비계와

시스템비계의 단위부재 및 완성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완성품에 대한 성능이

단위부재의 성능보다 저하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가설기자재의 완성품에 대한 성

능을 확인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는 타당성을 제시한다.

5.2. 안전인증 적용 방안

조립식 가설기자재 완성품의 안전인증을 적용 대상 중 타워형 비계에 대해서는 국

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제품이 없으므로 이동식비계에 대하여 안전인증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의 안전인증기준은 이동식비계의 개별 구성부재의 성능시

험을 실시하여 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단위부재와 완성품의 압축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체의 성능을 확인

한 결과, 단위부재인 주틀의 경우 안전인증 성능기준인 44kN보다 이상인 62kN의 성능

을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동식비계의 완성품의 경우에 주틀은 2개로 구성되

어 있으며, 성능시험결과는 단위부재 성능의 2배보다 다소 작은 111kN의 성능이 확인

되었으며 단위부재와 완성품의 성능시험결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성능기준인 44kN의 2배인 88kN이상의 성능은 확보하고 있으므로 성능기준에는 만족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식비계 완성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성능기준은 압축성능시험에 대한 성

능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완성품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단위부재의 압축

성능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완성품에 대한 압축성능시험을 실시한 것이며, 이외의 개

별부재는 현 성능기준의 시험방법을 따르거나 다른 성능시험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

이다. 이동식비계 완성품의 압축성능은 현재의 성능기준보다 저하되지 않아야 하므로

성능기준의 2배를 적용하여 완성품에 대한 안전인증 성능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

적이며 타당할 것이라 사료된다.

5.3. 완성품의 성능기준

이동식비계의 완성품에 대한 안전인증 성능기준은 단위부재 주틀의 압축성능시험의

성능기준을 2배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제시하는 완성품의 성능기준은 주틀의 압축성능시험에 대한 성능결과의 비교

이므로 완성품 전체의 성능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완성품의 성능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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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현행 개정(안)

이동식

비계용

주틀의

시험성능기준

항 목 시험성능기준

압축강도 44,000N 이상

수직처짐량 10.0㎜ 이하

<주틀의 시험성능기준>

항 목 시험성능기준

압축강도
단일품 44,000N 이상

완성품 88,000N 이상

수직처짐량 10.0㎜ 이하

<주틀의 시험성능기준>

<표 5> 이동식비계 안전인증 성능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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