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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클린사업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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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또는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정부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의 
안전·보건 시설개선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구 분 지원대상 지원품목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클린
사업장
인정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  ’18년~’19년 
  고용노동부·공단·
  민간위탁기관의 감독
  ·점검 및 기술지도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인정유효기간 내)

▶  안전·보건설비
 • 작업장 등의 안전조치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 위험설비 안전장치
 • 추락위험장소 안전조치
 • 소음 방지시설
 • 작업환경 개선설비
 • 작업공정 개선설비 등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2,000만원 까지
 ※  단, 아래기준 해당시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증가사업장 (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용노동부 협의 후 별도 선정된 고위험업종

▶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
 ※  단, 10인 미만 및 고위험업종은 70% 지원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건설업제외)

▶  사망사고 예방품목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설비
 •  지게차 충돌예방설비 등

▶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2,000만원 까지

▶  이동식크레인·고소
작업대 보유 또는 임
대사업장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
작업대 방호장치

▶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70%
 ※  단,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추락방지 
안전시설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  지원금액 : 건설현장 당 2,000만원 까지
 ※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2개소 까지

▶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
 ※  단, 공사금액 3억원미만(65%), 10억원미만 

(60%)

산업단지 
산재예방

시설

▶  산업단지 관리기관, 
사업주단체, 

  입주사업장

▶  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

▶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

※ 공단 판단금액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 등에 따름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인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인정유효기간 내)

 -  ’18년~’19년 고용노동부의 감독·점검 또는 공단·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도 사업장 

 ※  단, 고용노동부·공단에서 직접 기술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감독·점검·기술지원 실시 사업장에 한함. 

	클린사업장	(최초)인정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관리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등 클린사업장 투자

계획 확인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한 경우 자금 지원 및 클린사업장으로 인정

 ※ 관리적 사항 : 안전보건교육, 안전검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등

 ※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

	클린사업장	(재)인정

 -  클린 인정사업장의 지속적인 인정기준 유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사업장이 클린 

인정사업장으로 재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 지원사업장으로서 지원일(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된 사업장에 한함

 ※ 추가지원 조건은 클린사업장 인정기준과 동일

클린사업 우선지원선정기준

	공통적용	항목(65점)

 ❶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

 ❷ 사고사망 재해다발 위험업종(소업종 재해율)

 ❸ 지역별 재해다발 위험업종(소업종 재해율)

 ❹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❺  장년근로자(만55세이상), 장애인, 외국인, 청년(15~29세 이하) 등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사업장(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의 관련 증빙자료 제출)

 ❻ 크레인(정격하중 2톤이상), 지게차(좌·입식) 보유사업장(해당설비 사진제출)

	자율활동	우수항목(15점)

 ❼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

장(노사문화대상, 강소기업, 일학습병행제로 인정 받은 사업장 등)

 ❽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한 협력업체

	일선기관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율항목(20점)

클린사업장 인정(제조ㆍ서비스업)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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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클린사업장	(최초)인정	: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클린사업장	재인정	:	보조지원	한도금액(최대	2,000만원)에서	기	지원금액을	제외한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  보조지원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은 지원한도액을 초기화하여 재지원할 수 있되,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

보다 우선 지원할 수 없음

	지원한도액	추가지원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클린사업 재인정 참여 시에만 증액가능, 인원 1명당 200만원)

 -  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

 -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재해율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업종* 사업장

 *  고위험업종(7개업종) : 화학비료제조업(20903),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05), 합금철제조업(21817), 철강압

연업(21821), 기타금속재료품제조업(21823), 비철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21902), 석유정제품제조업(23803)

시행기간 : 년	중	수시(재원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 (클린사업 참여신청(최초, 재인정)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

클린사업 
참여신청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및 고용노동부 감독·점검 또는 공단·민간위탁기관에서 기술지도를 
실시한 사업장 중 자금지원 희망 시 참여 신청서를 제출

사업주(장) 
신용평가

신용평가 실시 후 평가등급이 “양호”인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
※  평가등급이 “요주의 또는 위험”인 경우 클린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상사업장 
선정

일선기관별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사업장을 선정
※  일선기관별 확정된 선정기준은 해당 일선기관의 홈페이지 참조

사업주 교육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사업추진절차, 지원조건·내용, 부정당 행위 
사례를 통한 청렴교육 등을 실시
※  불참한 사업장은 사업주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취소 가능

투자컨설팅
공단 직원이 투자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시설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보조금지원 
신청

투자컨설팅 결과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클린마켓에서 선정하여 
보조지원 신청서와 투자계획서를 함께 제출

보조금 지원대상자 
심사 및 결정

투자계획의 타당성, 투자설비 및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재정지원 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양산품 구매 및 공사품 설치 등 클린사업장 인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개선 진행
※  계약 및 설비투자 전단계에서 사업주가 보증보험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 및 설비투자를 진행하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투자완료 확인
공단직원이 현지 방문하여 투자내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지원설비의 안전성 및 투자사양 확인 (안전조치기준 등 사양관련 자료 일치여부 등)

보조금 지급및 
클린사업장 인정

투자완료확인 결과 투자계획서와 부합된 경우 보조금(지원비율 50~70%)을 교부하고 
클린사업장으로 인정

사후기술지도
투자완료 확인 다음연도부터 최대 3년동안 연1회 이상 사후기술지도 실시
※  보조금으로 구입·취득한 산업재해예방설비의 목적외 사용여부, 효율적인 사용지도 등

사업주     공단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Ⅱ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방호장치 설치 시)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지원금액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소요금액의	70%)

 - 「클린사업장 인정」 사업과 함께 신청할 경우 사업장당 보조한도액은 2,000만원

지원설비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전ㆍ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경보장치 등)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설비(호흡용 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구출설비 등) 

 - 화재ㆍ폭발 예방을 위한 방폭형 전기ㆍ기계기구장비 및 설비, 압력방출장치 등

 - 특별관리물질 등의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 소음방지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4~36조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방호장치 등

지원절차

보조금
지원신청

 투자계획 확인 
보조금지원 
대상자결정

 시설개선 
투자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사업주     공단  

※ 안전검사 대상품의 경우 안전검사 실시(합격) 후 투자완료 확인요청

※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미제출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신청방법
	접수처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1544-3088)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류 일체

 ※ 클린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시행기간 : 년	중	수시(재원	소진	시까지)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알림마당(참여사업장)  
서식모음 및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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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 추락방지 안전시설 : 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지원금액

	건설현장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단,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2개소까지 지원 가능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장 : 공단 판단금액의 50%까지 지원

 ※ 3억원 미만 65%, 10억원 미만 60%까지 지원

지원절차

보조금
지원신청


투자계획

확인


보조금지원 
대상자결정


시설

임대·설치


설치
확인


해체
확인


보조금
지급

사업주     공단  

신청방법

	접수처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1544-3088)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류 일체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시행기간 : 년 중 수시(재원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산업단지	관리주체,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사업주단체

지원금액
		산업단지	당	10억원까지	지원	가능(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  기 지원받은 산업단지는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하며, 건물 건축비, 관리비 및 운영비 등은 지원 제외

지원절차

보조금
지원신청

 투자계획 확인 
보조금지원 
대상자결정

 시설개선 
투자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산업단지     공단  

지원대상설비 :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근로자가	공동	이용하는	안전보건	자료실,	

상담실,	안전보건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샤워시설	등

신청방법 및 시행기간 : Ⅱ.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등과	동일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한함)

	융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절차

융자금
지원신청


투자계획

확인


보조금지원 
대상자결정


시설
개선


투자완료

확인


투자확인서 
발급

 융자금지급

사업주     공단     은행  

지원대상설비
	산업재해	예방	또는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안전장치가	완비된	유해·위험	기계·기구

	깨끗한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

	안전인증( 	또는	 )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시설·장비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신청방법 및 시행기간	:	Ⅱ.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등과	동일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사업Ⅳ

추락재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지원Ⅲ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알림마당(참여사업장)  
서식모음 및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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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개선설비

흡음·방음·댐핑시설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시설 국소냉방설비

유해광선 차단판 저소음 대체설비 세척·세안시설

작업공정 개선설비

이동식 대차 자동승강대차 컨베이어 에어발란스

사출성형기 호퍼로더 내충격성 바닥재 드럼 리프트 높낮이 또는 각도 조절 작업대

안전설비개선

바닥도장·안전통로 작업발판 작업대 적재대

공구대 리프트 안전장치 산업용로봇 방호울 산업용로봇 안전매트

안전난간 동력전달부 방호덮개 프레스 자동화설비 프레스 방호장치

금형교환장치 직류아크용접기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전기설비 접지

고압가스용기 운반구 원스탑 용접운반구 이동식 코드릴
(누전차단기 부착형)

칩비산방지판

클린사업 지원설비는 기술지원 및 투자계획수립 컨설팅 시 제기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재해예방설비를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설비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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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바닥 도장 및 안전통로 설치



작업장 바닥 에폭시 도장 
및 안전통로 확보로 전도재
해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프레스 방호장치(양수조작식·광전자식 방호장치)



프레스의 종류 및 
작업방법에 적합한 
방호장치 (광전자식, 
양수 조작식 등) 설치

안전난간 및 사다리(등받이울 포함) 설치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사디리 
설치로 추락재해 예방

국소배기장치 설치


국소배기장치 설치로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중량물 운반용 보조기구(에어발란스)



중량물 운반작업을 
보조하여 작업자의 
신체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량물 운반 보조기구 
설치

개선사례Ⅶ
자세한 내용은 전국번호 1544-3088로 문의하시거나 클린사업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clean.kosha.or.kr > 알림마당(참여사업장) > 지역별 문의처

연번 기관명 주소 부서명 연락처

1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7,8층) 사업지원부 02-6711-2851

2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사업총괄부 033-815-1051

3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 3층) 지역1부 033-820-2510

4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사업지원부 051-520-0522

5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2층, 4층) 사업총괄부 052-226-0513

6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 사업지원부 055-269-0523

7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빌딩 9층) 사업지원부 062-949-8732

8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고용노동부종합청사 4층) 사업총괄부 063-240-8531

9 전남동부지사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지역1부 061-689-4913

10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사업총괄부 061-288-8726

11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사업총괄부 064-797-7503

12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사업지원부 032-510-0521

13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층) 사업지원부 031-259-7173

14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재정지원부 031-828-1962

15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제이엘컨벤션웨딩홀 2층) 재정지원부 031-481-7542

16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20층) 사업지원부 053-609-0524

17 경북동부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지역2부 054-271-2034

18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3 사업총괄부 054-478-8062

19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사업지원부 042-620-5611

20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 (KT빌딩 3층) 사업총괄부 043-230-7142

21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사업총괄부 041-570-3403

지역별 신청서 접수처



청렴한 KOSHA가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