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에 따른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일부(최대 70%)를 지원해드립니다.

“사망사고 다발 고위험 작업·설비 개선 비용 지원”

지원품목

시행기간

지원금액

지원절차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굴착기·로더·타워크레인·지게차 보유 또는 임대사업주(방호장치 지원 한정)
 태양광(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업) 및 엘리베이터(50인 미만 건설업본사) 설치 작업 시행 사업장

    * 당해 연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또는 공단 융자금 지원결정 사업장은 지원 불가

      (단,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은 중복 지원 가능)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까지(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일부품목) 지원)
    * 기존 보조지원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받은 금액을 삭감한 총 보조한도액(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끼임·추락·화재폭발 등 사고사망 예방품목*(후면 예시 참조)

보조지원
신청

투자계획
확인

보조금
결정 시설개선 투자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❶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❷ 근로자 미고용(산재보험 미가입)  ❸ 산재보험 체납  ❹ 국가·지방 등 공공단체  
❺ 지원한도 초과  ❻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❼ 부정수급 등 참여제한 사업장 등

지원대상 제외

*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연 중 수시(재원 소진 시 까지) 

보조금 신속지원 (Quick-Pass) 
공단 패트롤 현장점검 결과, 끼임·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일부(70%)를 지원해드립니다. 

공단

사업주

 온라인 신청 : clean.kosha.or.kr
 제출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류 일체

     클린 홈페이지(clean.kosha.or.kr)  »  클린사업 안내  »  서식모음 및 자료실

신청방법

  문의 1544-3088   ㅣ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지역별 문의처 참고  

서식다운

지원대상  당해 연도 패트롤 현장점검 사업장 중 지원 희망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끼임·추락 예방설비*(후면 예시 참조)

 유해위험요인 개선 후 개선비용 지원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불필요

지원품목

지원금액

지원절차

신청방법

시행기간

보조금 
지급

패트롤 
현장점검

확인서
발급

시설개선 및 
비용신청

개선완료
확인

 연 중 수시(재원 소진 시 까지) 

  사업장 당 최대 70만원 까지(사업장 소요금액(100만원 이내)의 70%)(연 1회 한정)
   * 기존 보조지원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보조한도액(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공단

사업주

     클린 홈페이지(clean.kosha.or.kr)  »  클린사업 안내  »  서식모음 및 자료실서식다운

- 기술지원 - - 재정지원 -



끼임·추락 등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Quick-Pass 지원가능 품목

지 원 품 목

끼임방지 시설
방호덮개, 롤러기·컨베이어 안전장치 등

추락방지시설

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덮개, 이동식 사다리 등
지게차·건설기계(굴착기,로더) 충돌예방설비
충돌예방설비(전후방카메라, 감지센서 등)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방호울, 라이트커튼, 안전매트 등

산업용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
방호울, 과부하방지장치 등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호장치
안전바, 안전봉(코너설치형)

프레스·전단기 안전장치
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재기동 방지장치 등

기동스위치·잠금장치 표지판
근로자 10인당 1set

크레인 안전장치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등

화재·폭발 예방 설비
환기팬, 포소화설비, 가스감지장치 등

질식재해 예방설비
호흡용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국소배기장치

* 특별관리 또는 안전검사 대상물질 등
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

* 클램프 능력, 타입에 따른 차등

원료송급 및 취출 자동화설비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자동화 설비

소음방지시설

*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안전검사 불가 천장크레인 
(3톤미만) 교체 

* 09년 이전설치 제작 및 설비구조 
불량에 한함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권과·전복·과부하방지장치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장치
*3톤 미만 무인식 한정

필수 노동자(배달종사자 등)  
근무환경개선 품목

컨테이너하우스, 샤워부스, 냉난방기

콜센터 등 집단감염 예방 품목
간이칸막이,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
* 품목당 1,000만원 이내 지원

2022-재정사업실-132

공단직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급업체의 페이백 권유 등 부패행위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청렴윤리신고센터  
또는 052-245-81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