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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생석면은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토양이나 암석에 붙어 있는
석면으로 인간의 농작물 기르기, 광물의 채취,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건설공사 등으로
공기 중에 날리게 되면 우리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학교 및 보육시설, 집 주변 등 생활공간과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발생석면의 노출 및 비산을 줄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수록하였으며,
주민, 사업장 등이 많이 활용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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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일반적인 자연발생석면 관리
1. 석면이란?
석면은 ‘불멸의 물질’이라고 하여 그리스어 a(not, 아니다)+sbestos (quenchable, 사라지다)
에서 유래 되었으며 우리말로 ‘돌솜’이라고도 한다. 100만년전 화산 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5,000분의 1 수준의 가늘고 긴 섬유 및 섬유 다발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자연 광물로 개별
석면 섬유를 눈으로 관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섬유 형태의 석면광물은 길이 5마이크로미터(㎛; 1백만분의 1미터)이상이고 종횡비가 3 : 1
이상인 섬유상 물질로 내구성, 내열성, 내약품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설자재, 전기제품, 가정용품 등 여러 용도로 널리 사용되었다. 특히 절연, 방화, 벽판,
석고, 시멘트, 바닥 타일, 브레이크 라이닝 및 지붕 재료 등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1) 자연발생석면이란?
자연발생석면은 자연계의 지질학적 순환과정에서 형성되어 암석 및 토양 내에 존재하게
된 석면을 말한다. 인간의 활동이나 자연적인 풍화에 의해 석면이 포함된 암석이나 토양 내
석면이 공기 중에 퍼지면 인체 노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사문석계 석면>

<각섬석계 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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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트레모라이트 석면>

<악티노라이트 석면>

<안소필라이트 석면>

제1부. 일반적인 자연발생석면 관리

석면은 사문석계통의 백석면과 각섬석계통의 갈석면, 청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등 6종이 있으며, 국내 자연발생석면은 백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이 주로 검출되고 있다.

2) 석면으로 인한 일반적 증상
석면으로 인한 질환은 대부분이 폐와 관련되며 호흡곤란, 기침 및 흉부통증 등이 있다.
호흡곤란 증상은 초기에는 과거에 손쉽게 할 수 있었던 일도 하기 힘들고, 운동 시에는 숨쉬기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질병이 진행되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아주 심하면 옷을 갈아입기도 불편할 정도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기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는 주로 마른 기침을 하고 저녁에 기침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증상이 심해지면 밤사이 기침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흉부통증은 주로 흉막에 질환이 있는 경우 발생하며 석면섬유가 장기를 찔러서 발생한다.

3) 석면으로 인한 주요 질병
가. 악성중피종
중피종은 가슴과 폐(흉막), 복부(복막)을 덮고 있는 곳에 발생되는 암으로서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발생한다. 보통 10년 이후에 나타나며 길게는 30 ~ 40년
후에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많이 노출되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소량의 석면에 노출되어도 발생할 수 있으며 늑막 또는 복부에 물이 차고 심한 통증과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난다.

나. 폐암
폐암은 특이적인 질환인 중피종과는 달리 흡연을 비롯하여 석면 이외에 발병원인이 많이
존재하는 질환으로 폐암의 약 80 ~ 90퍼센트가 흡연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5 ~ 10퍼센트는 직업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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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은 다양하며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폐암 발생이 크게
증가한다. 특히, 석면으로 인한 폐암은 흡연과 상관관계가 높아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되면
폐암발생률이 크게 증가한다. 사람의 발암 위험도를 1로 보았을 때 흡연력이 있고 석면
노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약 10배, 흡연력이 없고 석면 노출력이 있는 사람은 약 5배, 흡연력도
석면 노출력도 있는 사람은 약 53배로 위험도가 높아져 흡연은 석면에 의한 폐암 발병 위험도를
매우 높이므로 석면에 의한 폐암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석면폐증
우리 인체 폐 안의 폐포꽈리는 고무풍선처럼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부풀어 올랐다가
인체의 나쁜 공기가 빠지면 쭈그러드는 작용을 하면서 호흡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
폐증은 바늘처럼 날카로운 석면섬유가 폐세포들을 손상시켜 폐포꽈리가 염증 때문에 풍선처럼
부풀었다 오므렸다 하는 작용을 하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 발생하게 된다.

라. 흉막반
흉막반은 석면이 폐를 싸고 있는 흉막(중피세포라고 불리는 세포들로 구성된 종이와 같은
얇은 구조물로서 두 겹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체액이 흉부에서 앞·뒤로
순환되어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에 도달하여 세포들을 자극하여 손상을 입힌다. 흉막반이 있는
환자들이 악성중피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정기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마. 미만성 흉막비후
미만성 흉막비후는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이 석면에 의해 전체적으로 비대(미만성)
해지면서 폐기능 장해를 일으켜 호흡곤란 증상 등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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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면 관련 질환은 석면먼지만 들이마시면 걸리는 병인가?
석면이라는 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무서운 존재인 것은 확실하지만 석면을 들이마셨다고
모든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석면은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와 폐와 폐 조직선, 복강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우리 몸에
남아 있는 석면 섬유는 석면 관련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은
석면종류 및 석면 노출량(노출농도, 노출시간, 최초 노출로부터 경과시간)과 연관성이 있다.
석면 노출량이 많으면 석면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5) 석면이 호흡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인체에 들어오는 경우는?
석면에 의한 질병의 위험은 ‘호흡기를 통한 노출강도와 노출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례가
보고되 있다. 하지만 먹는물 또는 음식에 석면이 포함되어 섭취 시, 인체에서 소화기와 같은
기관에 유해한 영향을 미쳐 질병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6) 석면 노출에 따른 위험도
석면에 노출될 경우 석면 질병에 걸릴 위험도는 다음과 관련되어 있다.
가) 공기 중의 호흡성 섬유 농도
나) 노출 시간
다) 석면광물의 종류
라) 섬유의 크기 및 형태
마) 폐에서의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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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원인으로 인한 사망의 연간 위험 예측>
(단위 : 명)

사망유발 원인

위험도

평균 연간 위험*

흡연(하루 20개비)

매우 높음

3500

지하 광산(1980-1991)

매우 높음

1750

음주(하루 4캔)

높음

380

표면 광업(1980-1991)

높음

150

자동차 여행

높음

150

간접 흡연

낮음

30

석면섬유 1년 동안 들이마신 공기 1밀리리터 당 0.1개 섬유 매우 낮음
노출 20년 동안 들이마신 공기 1밀리리터 당 0.1개 섬유
낮음

2
30

* 인구 1만명 당 사망유발 원인에 노출된 연간 평균 사망자 수

2. 석면 모니터링
1) 자연발생석면 확인방법
암석 및 토양내 석면의 존재 여부는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을 실시하여야 확인이 가능하다.
초염기성암, 사문암, 열수(熱水 , 뜨거운 물) 변질작용을 받은 백운암 등은 석면함유 가능성이
높은 암석이며, 시료채취는 눈으로 석면함유가능 섬유상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석면이
나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눈으로 석면 존재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토양은
시료는 “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의 토양관리지침”에 따라 채취하고 분석한다.
암석과 토양 내 석면의 분석은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여 석면의 검출을 확인하고, 검출이
확인된 토양시료에 대해서는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여 함유량을 분석한다. 채취한 시료는
전문기관인 석면환경센터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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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공기 중 석면 측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환경대기 중 석면 시험방법” 및 “실내공기
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에 따른다.

<대기모니터링 시료채취>

<대기모니터링 시료분석 장비 위상차현미경>

<멤브레인 필터(개방형 필터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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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면 측정·분석기관
석면의 측정 및 분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s://asbestos.
me.go.kr)이나 석면환경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1)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확인
환경부에서는 자연발생석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암석의 분포 현황을 도면으로 작성하고 있다. 작성된 석면 함유 가능 암석의
분포도는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 또는 광역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석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암석은 초염기성암, 사문암, 열수 변질작용을 받은 백운암으로,
초기염기성암 및 사문암은 주로 충청남·북도, 경기도, 경상북도 일부지역에, 열수 변질작용을
받은 백운암은 충청북도 및 강원도 일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2) 석면이 함유된 암석의 확인
초염기성암은 주로 깊은 땅 속의 맨틀에서 만들어져 융기나 침식운동에 의해 땅 위로 올라와
노출된 암석으로 이산화규소의 함량이 45퍼센트 이하이고 철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어두운 색을 띈다.
초염기성암의 변성작용으로 생성된 사문암은 바깥 부분에 매끈한 광택이 있으며, 색상은
일반적으로 암녹색을 띄지만 청록색, 황록색을 띄는 경우도 있다. 가끔 석면이 포함된
사문암은 흰색에서 베이지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다.
열수 변질작용을 받은 백운암은 주로 백색이나 회색으로 보이고 투명 또는 반투명하며
반짝이는 유리광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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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암석의 구별과 석면 함유 여부는 지질조사기관이나 석면환경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
하여 확인할 수 있다.

<초염기성암>

<사문암>

<열수 변질 백운암>

3) 석면이 함유된 암석의 관리
2012년에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사문석, 해포석, 활석, 질석은 석면함유가능
물질로 지정하여 수입과 생산과정에서 석면함유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 외
암석을 제품으로 유통할 경우에는 석면이 함유 되어서는 안된다.

4) 자연발생석면의 노출 관리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사업장내
암석에 대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는 경우 석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자연발생석면을 그대로 두고 훼손하지 않는다.
② 자연발생석면을 비닐 등으로 덮거나 밀봉한다.
③ 먼지 발생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자연발생석면이 확인된 부분을 제거하여 폐기한다.

자연발생석면의 노출 저감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공학적 관리 중 하나는 자연발생석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덮는 것이다. 덮는 재료는 깨끗한 흙이나 바위, 콘크리트, 화학 또는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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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실란트, 칩 실란트, 석유 밀봉, 아스팔트 포장, 지오텍스타일, 나무조각, 모래, 자갈 등이
포함된다.

5) 자연발생석면의 장기적인 관리대책
자연발생석면이 나오는 지역의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 또는 지자체 관계자가 국민들에게 자연발생석면의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발생석면의 노출을 줄일 수 있다.

4. 자연발생석면 산출지역 작업자의 보호
1) 작업자로부터 석면오염 제거
자연발생석면 작업장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은 오염을 제거하여야 한다. 작업자의 오염제거는
오염이 다시 발생되지 않는 석면 작업구역인 오염제거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휴식 또는 점심시간 이전에 모든 작업자는 석면섬유를 제거하기 위해 작업복과 보호장비를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하며, 신발은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손과 얼굴도 깨끗이 씻어야 한다.
① 작업을 마친 후 작업자는 보호복과 안전화를 진공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한다.
② 오염제거시설은 환기가 잘되는 다음의 3개 구역으로 분할되어 있어야 한다.
㉮ 작업복을 진공 청소하고 일회용 작업복을 폐기하는 오염지역
㉯ 샤워장소
㉰ 오염되지 않은 의류로 갈아입는 장소
③ 진공청소기는 고효율 미립자 공기필터가 부착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먼지 포집용
백과 필터는 석면 폐기물로 처리한다.
④ 자연발생석면이 나오는 구역에서 착용한 모든 작업복은 현장 시설에서 세탁하고 보관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회용 작업복을 사용하여야 한다. 오염된 일회용 작업복은
12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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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플라스틱 가방으로 포장하여 석면 폐기물 매립구역으로 보내야 한다. 플라스틱
가방은 석면오염을 나타내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⑤ 장비 세척장소와 안전화를 세척하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서 자연발생석면이 나오는
구역에서부터 석면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개인 보호장비 착용
섬유먼지로 오염될 수 있는 곳에서 작업 시 보호복 착용을 권장한다. 보호복은 섬유 침투를
방지하는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고효율 미립자 공기필터가 부착된 호흡 보호구는 자연
발생석면이 나오는 장소에서 착용하여야 한다. 보호복은 자연발생석면이 나오는 지역을
떠나기 전에 오염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보호안경은 공사현장에서 착용하여야 한다.

<개인 보호장비>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중장비 운전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작업지역 내로 들어오는
방문자를 알아보기 쉽지 않으므로 방문자는 관리자의 통제에 따라서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발사업자는 작업자들을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는 장소에 들여보내기 전에 필요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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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시 근무인원의 경우 교육은 1년에 2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용 근무의 경우 매회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프로그램은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① 작업지역에서 자연발생석면이 나올 가능성과 종류
② 석면에 잠재적인 노출을 포함하는 작업의 범위와 종류
③ 흡연과 석면노출로 인해 폐암과 위험을 가중시키는 잠재적인 건강 영향
④ 인공호흡기의 사용과 유지보수
⑤ 건강검진, 개인위생, 금연

4) 경고 표지판 설치
경고 표지판은 자연발생석면이 있는 모든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고 표지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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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대상별 자연발생석면 관리

1. 학교 등의 교육 및 보육시설
2. 주택 등 주거시설
3. 자연발생석면 노출 가능 사업장
4. 건설공사 등 개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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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등의 교육 및 보육시설

초염기성암, 사문암, 열수 변질작용을 받은 백운암은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이들 암석은 놀이터, 주차장, 운동장(야구장), 비포장 도로 등의 바닥재로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어 왔다. 열수 변질작용을 받은 백운암은 그 모양이 화려하여 조경석
등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들 암석이 사용된 학교 또는 보육시설에서 활동하는 어린이들이
섬유상의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학교 또는 보육시설에서는 석면이 포함된 암석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하며,
작업장 출입구에 작업의 내용, 작업기간, 공사업체명이 포함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
근로자에게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작업과정 중에는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충분히 적신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고 습윤성을
상시 유지하도록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 주고 작업장 주변지역에는 비산방진막을 설치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평균 초속 8미터 이상)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석면이 포함된 암석 또는
토양 등은 제거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상·하차 또는 운반 과정에서 주변지역으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는 작업장 내부 및 주변지역에서 석면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허용기준(0.01개/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할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석면비산방지
대책을 수립·보완하여 공사 승인기관에 보고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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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등 주거시설
집 주변에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하거나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면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집 마당 또는 주변에 분포하는 초염기성암, 사문암, 열수 변질작용을 받은 백운암에 석면이
존재하는 경우 석면 비산 방지를 위하여 석면이 오염되지 않은 토양 또는 물질로 덮는다.
석면이 존재하는 암석 또는 토양을 접하였을 경우에는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이나 옷을
깨끗하게 잘 털어준다.
초염기성암, 사문암, 열수 변질작용을 받은 백운암이 주변에 있는 경우 건설 공사기간
동안 또는 바람이 부는 날에는 창문 또는 문을 닫아 집안으로 먼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만일 석면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먼지가 집으로 들어오면 젖은 걸레로 먼지를 닦아내고
이불 등을 세탁한다.
집안 또는 주변에서 자연발생석면으로 추정되는 암석이나 토양을 발견했다면 직접 제거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문기관에서는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고효율 미립자 공기필터 진공청소기와 같은 특수 장비를
사용한다. 일반 가정용 진공청소기는 작은 섬유의 제거가 어렵고 오히려 집 전체로 분산시킬 수
있다.

3. 자연발생석면 노출 가능 사업장
1) 자연발생석면 노출 가능 작업
자연발생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흙을 파거나 먼지를 일으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석면에
노출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석면 비산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포장되지 않은 마당에서 일을 하는 경우
② 조경 공사
③ 마당 쓸기 또는 낙엽 쓸기
18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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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작 또는 재배
⑤ 땅을 파거나 굴착기의 사용
⑥ 비포장 표면에서 경운기 또는 자전거 이용
⑦ 자갈 도로에서 걷기 또는 달리기
⑧ 지하 케이블 또는 파이프 설치
⑨ 포장되지 않은 표면에서 먼지 발생
⑩ 드릴, 파쇄, 적재 및 운반 작업시
⑪ 나무베기 작업
⑫ 먼지가 날릴 수 있는 지역에서 헬리콥터 작동
⑬ 철도 건설 또는 유지 보수 작업
⑭ 고속도로 건설 또는 유지 보수 작업
⑮ 석면을 포함한 토양에서 중장비 작동
⑯ 석면이 포함된 토양이나 암석을 분쇄하는 모든 행위

2) 작업환경에서 자연발생석면의 존재 여부 확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 석면의 존재는 암석, 토양, 대기질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석면 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는 활동근거 시료채취방법*을 통하여 인체에 노출
되는 양을 파악할 수 있다. 석면을 포함한 암석 등이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건강에 위험도가
낮지만, 이들 물질이 작은 크기로 공기 중에 날리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

 (활동근거 시료채취방법) 석면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주민이 일상생활을 할 때 날리는 공기
중의 석면이 인체에 노출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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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및 어린이 시료채취 위치>

<김매기>

<자전거타기>

<예초작업>

3) 자연발생석면 노출 및 비산 저감 조치
먼지가 많은 환경을 피하고 노출을 줄인다. 작업자들은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작업 시
먼지 마시는 것을 최대한으로 줄인다. 또한 작업자들은 높은 석면 농도의 지속적인 노출을
피하여야 한다.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연적으로 먼지가 발생하며,
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석면의 비산을 줄이기 위해 습윤 상태(수분 포화도 30퍼센트 이상)를 유지한다. 마당에서
일하기 전에 토양에 물을 뿌린다. 건설 현장에서 먼지가 많은 지역도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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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석면이 포함된 재료는 가급적 만지지 않는다.
③ 건조한 지역에서 청소하거나, 호미, 괭이 및 삽질을 피한다.
④ 드릴을 사용할 때 드릴과 함께 물을 사용하여 먼지를 줄인다.
⑤ 석면이 포함된 폐기물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을 따라서 처리한다.
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에 석면 섬유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면 음식 또는 음료의
섭취를 삼가한다. 가능하면 작업장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휴식을 취한다. 또한 손을
꼭 씻는다.
⑦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석면 섬유가 공기 중에 체류할 수 있는 작업지역에 방문객이나
보조자의 출입을 최소화한다.
⑧ 일회용 보호복이나 직장에서만 사용되는 작업복을 사용한다.
⑨ 작업 후 샤워(가능한 경우)하거나 머리를 감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평상복으로 갈아
입는다.
⑩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집에서 작업복을 세탁하지 않는다.
⑪ 비포장도로에서 자동차 창문을 닫고 저속(30킬로미터/시간 이하)으로 운전한다.
⑫ 차량의 내부 및 외부는 먼지가 없도록 깨끗이 세척하거나 청소하여 관리한다.

4. 건설공사 등 개발사업장
1) 자연발생석면 조사 및 조치

석면조사는 기본적으로 석면함유가능 유무 판별이 가능한 지질학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섬유상 광물이 형성될 수 있는 지질학적 특성을 가진 지역은 석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세밀하게 조사 및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석면이 나타나면
즉시 승인기관에 보고하고, 개발사업자는 가능한 빨리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연발생석면이 나올 가능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견되면 그 지역에서는 작업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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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와 더불어 비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 작업할 때
지속적으로 석면의 농도가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세제곱센터미터)을 초과하게 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작업지역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비산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석면이 존재하는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자와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자연발생석면이 나오는 구역에 들어가는 사람은 최소한 고효율미립자 필터가 부착된 호흡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발생석면이 나오는 구역에서는 흡연과 취식을
해서는 안된다. 마시는 물은 밀폐용기로 제공되어야 한다.

< 출입제한 표지판(예) >

개발사업자는 자연발생석면이 나오는 구역에서 작업을 실시한 작업자에 대하여 일정 주기
(예 : 월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등)로 다음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석면관련 질환자의
잠복기를 고려해 30년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다.
① 이름 및 건강조사 정보
② 교육 및 재교육 기간과 날짜
③ 자연발생석면이 나오는 지역에서 지낸 근무기간 및 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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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발생석면 노출 방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상 및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발생석면이
노출되거나 석면 먼지를 일으킬 수 있다.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자연발생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질 수 있으나, 작업공정에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자연발생석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① 석면 먼지는 공학적 대책과 먼지저감대책을 적용하여 발생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예: 먼지 억제, 먼지 발생지역의 격리 또는 폐쇄, 국소배기장치, 공기흐름 경로관리 등)
② 석면에 대한 위험요소가 안전하게 차단될 때까지 석면오염 사업장은 즉시 격리되어야
한다. 석면이 존재하는 모든 지역에 대한 접근은 통제되고 감시되어야 한다.
③ 암석 내 석면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암석의 풍화를 고려할 때 정기적인 조사가
있어야 하고 석면이 함유된 암석의 노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질석, 사문석, 해포석, 활석 등 광석을 채굴하는 경우 석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개인 보호장비는 공학적 방어대책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⑥ 석면함유물질의 안전한 폐기를 위한 절차와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⑦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석면에 대한 정보(안전 작업 절차 포함)를 포함하여 정기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작업자들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공기 모니터링은 비산방지대책의 효과 및 적정성을 확인하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⑨ 작업하는 장소의 안전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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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발생석면 비산 방지
가. 자연발생석면 먼지 저감 조치
개발사업자는 공사 초기에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 자연발생석면이 발견된다면 이를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석면비산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는 공사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석면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석면 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사항
•자연발생석면이 나오는 지역에서 작업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제출
•공사현장 각 지역에서 주기적인 석면 모니터링 실시
관

리

•석면 모니터링결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적인 공사 중단 후
대책 수립
•개발사업자에게 자연발생석면의 발견 유무를 알리고 공사일정 및 공법을
조정하여 석면 비산을 방지
•화학 또는 먼지억제제 등을 사용하거나 습윤상태(수분 포화도 30퍼센트
이상)를 유지하여 포장되지 않은 지역에서 비산방지
•통행차량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운행
•암석 및 토양은 화학 또는 먼지 억제제와 덮개를 사용하여 차량의 통행에

석면 먼지
제

어

의한 먼지 발생 억제
•차량에 의하여 작업지역의 석면오염 토양이 도로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륜시설 등 설치·운영
•작업지역 밖으로 비산먼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장비와 작업방법을 관리
•자연발생석면을 발견하는 경우 즉각적인 석면비산방지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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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작성 및 시행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 토석채취, 터널굴착, 도로 및 철도개설 등 지형변화를 수반
하거나 석면비산 우려가 높은 작업으로 규모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자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비산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석면안전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석면비산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석면비산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면비산방지계획서는 사업의 개요, 지역개황, 석면비산가능성 예측 및 저감방안 등이
포함하여야 한다.

4) 자연발생석면 먼지 발생원별 저감방안
개발사업자는 자연발생석면 먼지 발생원별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각 작업내용별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서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한다.

가. 터널구간 공사
① 공사 중 작업장 내·외부는 물을 뿌려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특히, 암석 절단 또는
드릴 장비 사용 시 물을 뿌려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저속도 굴착 실시
② 터널 내 석면분진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방진문, 에어커튼, 살수시설 등 설치
③ 발파 시 석면분진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집진기 등 설치
- 갱내 이동식 집진기 설치로 막장내 발파 분진 1차 처리
- 갱문 고정식 집진기 설치로 갱내 분진 외부 유출 방지(2차 처리)
- 갱구부에 설치하여 터널 굴착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먼지을 완벽히 차단하는
에어커튼 등 먼지 확산 차단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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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 분무 시공>

<방진문 설치>

<고성능 이동식 집진기(갱내)>

<고성능 고정형 집진기(갱문)>

<에어커튼 설치>

<에어커튼 기류전달 방식>

- 발파와 동시에 발생하는 비산, 먼지의 오염 및 확산을 초기에 차단
④ 석면함유가능암석 확인 시 고착제 포설 또는 마대에 포장하여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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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대상별 자연발생석면 관리

<굴착(발파)>

<숏크리트 타설>

⑤ 터널내 발생 폐수를 침사조, 생화학적 침전조, 농축조, 탈수 등 시스템을 통해 정화
하여 석면 함유 폐수 처리

<오·폐수 처리시설>

<처리흐름도>

⑥ 공사 시 석면 모니터링을 통한 석면 비산 관리 및 감독

나. 절토구간 공사
① 작업지역은 높이 3미터 이상의 바람막 설치
② 습윤 상태(수분 포화도 30퍼센트 이상) 유지하며 땅깎기 시행
③ 공사 시 절토 부분은 방진 덮개 설치
④ 석면 노출이 의심되는 구간은 숏크리트 타설 또는 녹화공법을 적용하여 석면비산을
방지
자연발생석면 안전관리 가이드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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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생토(1.뿜어붙이기)>

<녹생토(2.발아전)>

<녹생토(3.발아후)>

<숏크리트>

<석면노출구간(깎기구간)>

⑤ 강한 풍속(평균 초속 8미터 이상)으로 인한 석면 먼지 비산 시 공사중지
⑥ 석면 함유가능 암석 확인 시 고착제 포설 또는 마대에 포장·운반
⑦ 작업 주변지역 석면모니터링을 통한 석면 먼지 비산 관리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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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대상별 자연발생석면 관리

다. 교량구간 공사
① 터파기 시 물을 뿌려 습윤 상태 유지
② 저속도로 굴착하거나 터파기 실시
③ 터파기 후 질 좋은 토사를 사용하여 다시 메우기
④ 작업 주변지역 석면 모니터링을 통한 석면 먼지 비산 관리 및 감독

<일반구간>

<자연발생석면 노출구간>

라. 성토구간 공사
① 표토제거 시 수분포화도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물을 뿌려 습윤 상태 유지
② 제거된 표토는 장시간 적치 시 방진덮개 등 설치
③ 성토작업 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르기 및 다짐작업 즉시 실시
④ 절·성토 법면은 석면 및 중금속을 분석하여 오염되지 않은 좋은 외부의 토사를
가져와 덮고 식물 식재 등 실시

<흙쌓기>

<법면녹화>

자연발생석면 안전관리 가이드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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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드스프레이 + 거적덮기 공법>

<석면노출구간(성토고 0.4미터 이상)>

<석면노출구간(성토고 0.4미터 이하)>

마. 토사 및 암석 운반구간 공사
① 운반 시 수분포화도 30 퍼센트 미만인 경우 물을 뿌려 습윤 상태 유지
② 운반차량용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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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대상별 자연발생석면 관리

③ 세륜시설의 처리수는 다시 활용하여 사용하거나 성분분석 후 기준초과 시 폐수처리
시설과 연계하여 정화 후 방류
④ 슬러지는 석면오염분석 후 그 결과에 따라 폐기물로 처리
⑤ 석면이 포함된 암석 및 토사는 고착제 포설 또는 마대에 포장하여 운반
⑥ 운반차량은 덮개시설을 설치하고 공사장 내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운영하여
차량 운행 중 토사의 흘러내림을 방지

<차량을 이용한 물 뿌림 작업>

<세륜시설 운영>

5) 공기 중 석면 모니터링
가. 시료 채취
공기 중 석면 섬유 노출을 결정하는 공기 시료 샘플링은 멤브레인 필터를 사용한다. 모든
공기 샘플링 결과는 공사일보에 기록한다. 샘플링의 결과는 공사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기 모니터링
정기 모니터링은 초기 모니터링 결과에 비하여 주기적인 수치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자연발생석면 안전관리 가이드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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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모니터링

토양함수비 측정

•시공 중 작업자의 안전 및 거주민의

•토양 수분 측정기는 현장내에 항시 구비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장구를 선정하기

•측정범위는 최소 0~50%이며 측정단위는

위해 실시

1% 이하

•측정지점 : 공사구역 4방위(석면오염지역,
오염토이동로 및 주거지 인접지역)
•분석방법 : 실시간 석면자동측정기 등으로
측정

•토공작업 중 오염토양을 대상으로 간이
수분 측정기를 이용하여 토양 수분 포화도를
측정 후 살수빈도 선정
•측정 결과 30%미만일 경우 (수동)살수

•기준적용 : 0.01개/세제곱센터미터

실시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석면비산 배출
허용기준
•기준초과시 작업중단후 대기중 석면농도
저감 조치 시행

<대기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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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함수비 측정>

부

록

Ⅰ.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작성방법
Ⅱ. 석면 비산 억제·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Ⅲ.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개발시 저감방안(외국 사례)
Ⅳ. 토양, 암석 및 공기 중 석면 조사 및 분석
Ⅴ. 석면환경센터 현황

부록

<부 록>
Ⅰ.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작성방법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분석 결과,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석면 먼지 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방안 등을 석면비산방지계획서에
포함한다. 석면비산방지계획은 공사기간 전반에 걸쳐 수립하고, 공사지역의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에 활용한다.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작성방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1]

1. 요약문
가. 개발사업 개요, 지역 개황(槪況), 석면비산의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
결론의 순서로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나. 기재 내용이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내용과 중복될
경우에는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해당 항목과 내용은 생략이 가능함
2. 개발사업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 추진배경 등을 제시
2) 사업 추진 근거 법령 및 관계 기관, 절차별 추진 일정,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술
나. 사업의 내용
1) 시간적 범위: 공사기간, 운영기간(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기간이 제한된 경우)
2) 공간적 범위: 위치, 계획도면, 위치도(축척 1:25,000) 등
3) 내용적 범위: 토지이용계획도(축척 1:5,000), 공정별 작업방법, 주요 시설 설치
또는 운영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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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개황
가. 사업부지 일반 현황
1) 관할 행정구역(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지리적·지형적 여건, 기상 자료,
주변지역 토지 이용 현황 등
2) 주변지역의 주거 및 인구 분포 현황, 민감시설 분포 현황
3) 지역 개황도 작성(A4 용지 또는 A3 용지 크기에 도면화, 축척 1:25,000 또는
적정 규격, 동심원 설정)
나. 지형 및 지질분포 현황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암석·지질 분포 현황(출처 또는 근거 명시)
2) 석면 광산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광산, 초염기성암 또는 염기성암 분포현황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4. 석면비산의 가능성 예측 및 저감 방안
가. 환경영향 예측
1) 석면 발생원(發生源), 사업 및 작업 공정, 기상 현황 등에 따른 석면비산 영향권역
설정·제시
2) 환경영향 예측[가급적 정량적(定量的)으로 제시하되, 불가피할 경우 정성적
(定性的)으로 예측하고 근거 제시]
3)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 조사·분석 결과(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되, 토양 시료는 최소 3개 지점 이상에서 채취)
나. 석면비산 저감 대책
1) 석면 발생원별 관리 방안, 작업 공정별·장비별 석면비산 방지 대책 제시
2) 석면비산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3) 그 밖의 석면비산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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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다. 석면비산 모니터링 계획
1) 석면비산 모니터링 기본계획(조사기간, 조사기관 포함)
2) 모니터링 상세 계획(측정 지점, 시료 채취 시기 및 주기, 분석방법 등 포함)

5. 종합평가 및 결론
사업 개요, 지역 개황, 환경영향 예측 결과를 토대로 석면비산 저감 대책의 실효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

6. 부록
가. 작성자(또는 작성 대행자)의 인적사항, 석면조사·분석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나. 석면비산방지시설 상세 명세 및 설치·운영비용
다. 석면비산방지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인력 운용계획
라. 석면 관련 각종 조사·분석 결과(시료별 석면조사·분석 결과 제시), 문헌조사
또는 통계자료
마. 용어 해설(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해설)
바.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석면비산방지계획서’는 당해 사업장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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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석면 비산 억제·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1. 석면비산 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2조 관련, 별표 2]

사업자는 아래의 작업 내용 및 과정별 시설 설치 등 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작업 내용별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구분

시설 설치 등 조치기준
1) 살수(撒水) 시설

1. 모 든 작 업 에 2) 저수(貯水) 시설
필 수 적 으 로 3) 세륜(洗輪) 시설
설치하여야 할 4) 방진(防塵) 시설[방진벽과 방진막을 포함하며, 방진막은 가급적
시설

석면 투과를 방지할 수 있는 고밀도 내수성(耐水性) 재질을 사용
한다)

2. 작업 과정별로
설치하여야 할
시설
1)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살수 시설을 갖추고 수시로 물을 뿌릴 것
2) 필요한 경우 공기질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
가. 굴착(掘鑿)

3) 굴착 장비는 깨끗하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작업이
끝난 장비는 세척 장비를 이용하여 세척할 것
4) 모든 굴착과정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공정을
계획·관리할 것
1) 토양 제거과정 중에는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 석면비산을 방지할 것

나. 토양의 제거

2) 토양의 제거는 작업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한 방향으로
수행하며, 방향은 석면비산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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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구분

시설 설치 등 조치기준
1) 야적물질을 장기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2)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방진벽을 설치
하고,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이 되는 방진망(방진막)을
설치할 것
3)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 시설을

다. 야적(野積)

설치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물을 뿌릴 것
4) 작업장 내에서 석면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련 분체상(粉體狀)
물질(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할 경우, 3면 이상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보관하고 보관시설의 출입구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1) 석면함유가능물질이나 채취한 토석의 가공·변형 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옥외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공·변형 시설 또는 장비 주위로 방진막을 설치할 것

라. 가공·변형

2)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가급적 가공·변형 작업을 중지할 것
3) 가공·변형 중에는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 석면비산을 방지할 것
4) 가공·변형 작업 중에 작업장 부지 경계에서 공기질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석면이 다시 흩날리지 않도록 할 것

마. 싣고 내리기

2)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3) 석면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과 관련한 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릴 때는
가급적 밀폐된 시설에서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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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 설치 등 조치기준
1) 적재함을 최대한 가릴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
서 보이지 않게 하고 흘러내림이 없도록 할 것
2) 적재물은 적재함 상단 이하까지만 싣고, 적재물이 적재함 옆면에
닿도록 실을 것

바. 수 송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라목에 따른 자동식
세륜 시설 또는 수조(水槽)를 이용한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것
4) 수송 차량은 바퀴를 세척하고 옆면에 물을 뿌린 후 운행하도록 할 것
5) 사업장 안의 통행 차량은 저속(低速)으로 운행할 것
6) 통행 차량의 운영기간 중에는 통행 도로에 하루에 한 번 이상 물을
뿌릴 것

사. 야외 절단,
야외 연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야외 도장(塗裝),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따를 것. 다만, 승인
건축물 축조,

기관의 장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토목공사,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건물 해체

15에 제시된 기준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

작업 등

2. 석면 비산 발생 억제를 위한 엄격한 조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 관련, 별표15]

사업자는 「1. 석면비산 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아래 기준 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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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가. 야적물질을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할 것

1. 야 적

나. 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 보관·저장시설은 가능하면 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가. 최대한 밀폐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 내에서만 분체상물질을 싣거나

2. 싣기와
내리기

내릴 것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
(물뿌림반경 7m 이상, 수압 5㎏/㎠ 이상)을 설치할 것
가.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할 것
나. 다음 규격의 세륜시설을 설치할 것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3. 수 송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
의 효과를 지닌 자동물뿌림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다.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를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라.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도록 할 것

비고 : 시·도지사가 별표 15의 기준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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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개발시 저감방안(외국 사례)
자연발생석면(NOA) 발생 지역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석면비산 저감을 위한 대책방안 미국 사례

1. 대표적인 사례
■(사례 1) 미국 캘리포니아 Placer County
공사명 : (미국 캘리포니아 Placer County) North Auburn Highway 49
Transmission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일 시 : 2009년 9월

■(사례 2) 미국 샌프란시스코 Hunters View Redevelopment Project
공사명 : Hunters View Redevelopment Project
일 시 : 2010년 2월

2.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개발 시 대책
1) 공사 전
•공사 수립과 공사 지역에서 자연발생석면 산출가능성 조사
- 일반적인 현황
- 근접 지역의 지질학적 조사
•해당지역의 특성(과거의 석면광산 또는 자연발생석면의 산출된) 파악
- 기존 조사된 지질도 파악 및 조사
•해당지역의 석면 산출 가능성이 높은 암석의 발생지역 파악
- 초염기성암, 사문암 및 자연발생석면 함유 가능 암석 또는 토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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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생석면 지역 사전조사로 자연발생석면 산출지역 파악 및 산출특성 조사
- 공사 시 굴착 등 계획이 있는 경우 시굴, 시추 등을 통한 지하조사 포함
- 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 System 명명법에 따른 암석의 종류
분류
- 샘플링을 통한 조사
- 석면을 확인하기 위한 광물학적·암석기재학적·화학적 분석 조사
- 지질학적 조사, 방법, 데이터, 등 기록

2) 공사 중
•식물제거 및 공사를 위한 지역 준비
•깍기 구간/복토 구간/터널 구간에 대하여 자연발생석면 비산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공사 실시
•공사 중 발생한 석면함유 토양, 사문암과 석면처분지 마련
•작업자 보호 및 주민 보호: 보호장비 및 교육 수립
•비산방지 방안 마련: 물/비산방지제를 이용하여 비산방지
- 트럭, 호스,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물을 뿌려 도로 표면을 젖게 함으로써 비산 방지
- 파내어진 더미를 물에 적시거나, 방수천, 플라스틱 시트, 또는 이와 비슷한 덮개를
이용하여 덮음
- 작업 중인 지역을 항시 젖은 상태로 유지
- 작업 지역 주변에 바람막 설치
- 작업 지역의 오염 토양 방출 방지를 위해 장비와 이동 차량을 청소하여 오염물 제거:
비포장 패드, 타이어 셰이커, 휠 세척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작업차량의 이동시
오염 토양 제거 및 오염 토양 방출 방지
- 암석 커팅 또는 드릴 장비에 스프레이 분무 시스템을 장착하여 작업시 적시면서
드릴 또는 커팅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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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깊이까지 파낸 후 오염되지 않은 토양을 다시 메움으로써 추후 보수 공사시
잠재적인 NOA 깊이까지 굴착 필요성 제거
- NOA 함유 물질 운반시 트럭의 과부하 방지: 트럭 칸의 윗부분 아래까지만 적재하고
방수천으로 덮은 후 이동
- NOA의 비산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활동 제안: 작업지역의 차량과 민간인 접근 제한
- NOA 분포 지역임을 표지판에 표시
- 작업지역의 차량 속도 줄임
- 드릴과 굴착 속도 줄임
- 바람이 많은 기간 동안 작업 제한
•에어모니터링(Air Monitering) 실시(시료채취 및 분석) 방안 마련

3) 공사 후
•공사 후 공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석면 산출 여부 조사
- 암석 또는 토양 시료의 채취를 통한 석면 산출 여부 조사
•공사 후 비산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기적인 에어모니터링 실시
- The Air Pollution Control Officer(APCO) 규정에 맞는 에어모니터링(Air
Monitoring) 실시

3.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 석면조사 및 비산방지 계획수립 근거
2002년 7월 29일(2004년 3월 10일 수정)에 캘리포니아 환경청에서 수립된 Asbestos
Airbone Toxic Control Measure (ACTM) for Construction, Grading, Quarrying, and
Surface Mining Operation (http://www.arb.ca.gov/toxics/atcm/asb2atcm.htm)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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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 비산대책 수립 : 캘리포니아 Air Resources Board와 Placer County
2) 비산 가능한 석면의 에어모니터링
3) 파이프라인 건설작업 시 사문암과 석면 산출 지역 및 특성 조사
4) 석면으로부터 작업자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 수립
5) 건설작업 시 발생한 사문암과 석면의 처분 방안 수립
※ 미국 환경청에서 발표
- 비산먼지 저감대책은 공사시 살수대책이 주요 공법임
- 터널의 경우 갱문 고정식 집진기 설치사례는 없음

※ 구글 언급사례
미국, 이태리 녹생토 설치 사례가 있음

※미국의 경우 에어모니터링기준 : 0.01fiber(섬유)/cc보다 높을 경우 중지시키고 물
뿌리고 안정화 되면(0.01이하가 되면) 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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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양, 암석 및 공기 중 석면 조사 및 분석
1) 예비조사
토양 및 암석에 대한 개략적인 지표 지질 및 토양조사를 실시한다.
가. 토양시료 채취
가) 기초조사 단계에서 토양시료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표토(0∼10cm),
중간토(10∼40cm), 심토(40∼100cm)와 같이 심도를 구분하여 채취
(1) 표토의 대표시료는 대상지점 1개 지점과 주변 4방위 5m 거리에 있는 1개
지점씩 총 5개 지점에서 토양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채취
(2) 잡초나 돌 등 입자가 큰 이물질만을 제거한 후 토양시료 채취기로 약 500g 씩
채취
(3) 채취한 토양시료는 4분법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고르게 혼합하여 균질화한 후
이중 약 500g을 분취하여 표토의 대표시료로 채취
(4) 논토양의 경우 농지의 내부로 들어가 지그재그 모양으로 약 5m 간격으로 5개
지점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
- 현장 여건상 시료채취가 어려울 경우 논의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논두렁을
따라 7 ~ 8개 정도의 시료를 채취하여 혼합·분취한 후 대표 시료로 선정
(5) 중토 및 심토는 핸드오거(Hand Auger)를 이용하여, 표토와 같은 방법으로
대표시료를 채취
(6) 자연적으로 암석이 풍화된 토양이 아닌 복토된 지역의 경우 복토층을 제외한
기존 층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
(7) 현장의 특이사항은 시료채취 현장기록지에 기재하여 향후 조사 결과 분석에
활용
나) 시료채취 밀도를 약 10,000㎡ 당 1개 시료를 채취, 중간토의 경우 표토 3개 시료
당 1개 시료, 심토는 표토 6개 시료 당 1개 시료를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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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취한 토양시료는 대상지역의 토양을 대표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료채취지점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토양에 포함된 오염물질 분포가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균일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료 채취과정에서 충분한
균질성 확보
라) 모든 조사지점을 대상으로 시료채취를 수행한 후 조사지점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번호가 기입된 말뚝을 설치
마) 시료채취를 마친 후 대표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지점의 좌표를 획득

5m

<일반대지 시료채취>

<논에서의 시료채취>

바) 채취한 시료는 현장에서 바로 분석의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시 확인한 후
분석기관에 배송
사) 분석의뢰 인수인계서 확인은 시료의 번호와 개수 그리고 현장을 대조하여 이루어지며
조사자와 확인자를 달리하여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함.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도 확인
아) 채취된 시료는 시료당자에 담고 시료상장 상단에 채취날짜, 채취기관명과 분석의뢰
인수인계서가 들어있음을 기록하고 분석의뢰 인수인계서는 물에 젖지 않도록
지퍼가 달린 비닐봉투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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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료의 분석은 “포인트 계수(CARB 435, 400 포인트 계수) 방법”을 활용하여
정량분석을 실시하여 오염도를 파악

나. 암석시료 채취
가) 채취 지점 선정
(1) 노두조사 시료채취 지점은 해당지역의 기존 지질도, 자연발생석면 광역 또는
정밀지질도, 지질조사 보고서, 광산시추조사 보고서, 관련 논문 등을 근거로
선정
- 조사대상 지역 전체의 지질학적 암상 분포를 먼저 확인한 후 석면과 관련된
암석,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암석 노두를 채취 지점으로 선정
(2) 시추조사 시료채취지점 선정의 경우 노두조사 시료채취지점 선정과 마찬가지로
문헌 조사, 자연발생석면 광역 또는 정밀지질도 검토, 현장 방문조사 및 노두
조사를 선행한 후 시추 조사 지점을 선정
(3) 시추조사 지점 선정방법
(가) 조사대상 지역을 포함하는 지질도, 자연발생석면 광역 또는 정밀지질도 및
기존 보고서들을 검토하여 조사 대상 지역 전체의 지질학적 암상의 분포를
먼저 확인
(나) 석면광산과 인접한 지역에서 석면함유 암석을 대표 시료 조사지점으로 선정
(다) 조사 대상지역의 지질학적 암상 중 충적층을 제외하고 석면함유 가능성이
높은 변성퇴적암류 및 염기성 내지 초염기성 암류의 암상을 대상으로 선정
- 대상지점 중 지표 지질과 지하 지질의 연계 해석이 가능하도록 노두가
발달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추조사 지점을 선정
(4) 기초조사 단계에서는 조사부지에서 500m 완충지대(Buffer zone)를 두어 조사를
정확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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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료채취
(1) 노두조사 및 암석 시료채취
(가) 문헌조사 및 노두조사 지점 선정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광산 및 주변
지역의 노두를 확인하여 지층 및 암석의 분포, 주요암상을 확인하고 석면
광물의 존재 여부를 조사
(나) 현장조사 시 암석의 주요 구성광물 및 미세구조를 관찰해야 하며, 광물의
변질 특성을 파악하고 석면의 분포 형태를 조사
(다) 경사계(Clinometer)를 이용하여 지질구조에 관련된 엽리의 주향 및 경사를
조사
(라) 암석시료는 눈으로 확인이 되거나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주먹 정도 크기로 다듬어 채취
(마) 암석시료는 지퍼가 달린 비닐봉투에 이중으로 넣어 파편의 분산을 최소화
하고 대기와의 접촉을 차단
(바) 시료채취를 마친 후 채취한 지점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지점의 좌표를 획득
(2) 시추조사
(가) 시추조사는 NX 구경(Φ 75mm)으로 수행하고 각 지점의 현 지반고를
기준으로 G.L. - 10.0m까지 굴진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나 충적층 및 풍화대가
깊은 경우에는 암석 코어시료 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굴진을 수행
(나) 조사지점의 굴진 심도 전체에서 암반층이 나타나지 않고 충적층 및 풍화대만
확인하였을 경우 풍화암 시료 및 표준관입시험을 통해 회수된 충적층 시료를
암석 조직이 교란되지 않도록 잘 보존한 후 분석시료로 채취
(다) 지표 노두 암석시료는 지표에 노두가 들어난 경우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은 암석시료를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방법(환경부 고시)」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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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 중점사항을 참고하여 그 암체 내에서 맥, 변질대 등의 부분에서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며 지질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기본적으로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라) 지표에 노두가 드러나 있지 않고 터널 등의 지하공간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200m(한국건설시험연구원 지반조사 기준) 단위로 하나의
시추공을 뚫어서 조사 실시
-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심도내의 시추공 내에서 기본적으로 3m 단위로
시료를 채취하고 지질학적으로 암상이 바뀌거나 석면이 함유될 개연성이
높은 암석일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마) 시추조사 중 시추코어가 회수가 되지 않는 구간(공동, 맥)에 대해서는 1m
단위로 슬라임 시료를 채취하여 자연발생석면 함유 여부를 분석

2) 본조사
토양 및 암석에 대한 시추조사를 실시한다.

가. 토양시료채취
가) 토양시료채취 본조사 단계에서는 기초조사 단계에서 석면이 검출된 지역 주변부로
토양 조사를 정밀하게 실시
나) 토양시료는 표토(0∼10cm), 중간토(10∼40cm), 심토(40∼100cm)와 같이 심도를
구분하여 채취
다) 시료채취 밀도를 1,500㎡ 단위로 1개 시료를 채취, 중간토의 경우 표토 3개 시료
단위로 1개 시료, 심토는 표토 6개 시료 단위로 1개 시료를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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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암석시료채취
가) 암석시료채취 본조사 단계에서는 기초조사 단계에서 석면이 검출된 지역 주변부로
암석 조사를 정밀하게 실시
나) 기초조사 단계의 지표 노두 암석시료 채취결과 지표에 노출된 암체에서 석면이
검출될 경우 암체 주변부로 약 50m 간격을 두고 정밀한 시추조사를 실시
-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심도내의 시추공 내에서 기본적으로 3m 단위로 시료를
채취하고 지질학적으로 암상이 바뀌거나 석면이 함유될 개연성이 높은 암석일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다) 기초조사 단계에서 200m 단위로 시추공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이 검출되었을
경우 그 시추공 주변으로 약 50m 간격을 두고 정밀한 시추조사를 실시
-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심도내의 시추공 내에서 기본적으로 3m 단위로 시료를
채취하고 지질학적으로 암상이 바뀌거나 석면이 함유될 개연성이 높은 암석일
경우 개수에 상관없이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
라) 시추코어의 시료 채취의 경우, 터널구간, 절토구간 및 교량구간으로 구별하여
샘플채취 지점을 선정
(1) 터널구간은 노선 계획을 기준으로 터널구간 높이와 터널구간 상·하부로부터
각각 2m 씩 완충지대(Buffer zone)을 선정하여 3m 단위로 시료 1개씩 채취
(2) 절토구간은 노선 계획지점 아래 2m 까지 3m 단위로 1개씩의 시료를 채취
(3) 교량부는 표층 아래 깊이에서 각 1개의 시료를 채취
마) 시추 조사중 시추코어가 회수가 되지 않는 구간(공동, 맥)에 대해서는 1m 단위로
슬라임 시료를 채취하여 자연발생석면 함유 여부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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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유형별 시추조사 간격>
구 분

조

사

간

격

•2개소 이상
건

축

물

•각 방향으로 15 ~ 30m
•가장 적절한 방향을 따라서 지층 단면도가 작성될 수 있도록
•교대, 교각 각 위치 1개소

교

량

•지층의 변화 상태에 따라 조사 개소 증감
•폭이 큰 교량, 특수 교량은 횡단 방향 조사

도로, 철도

•절토부 개소 당 1개소 이상
•자연발생석면 암체의 분포를 고려하여 50m ~ 100m 단위 실시
•입출부에 각 2개소

터

널

•자연발생석면 암체의 분포를 고려하여 50m ~ 100m 단위 실시
•지질학자의 판단에 의한 추가 시추조사 실시

연 약 지 반
대절토사면

항만구조물

댐, 저수지

•자연발생석면 암체의 분포를 고려하여 50m ~ 100m 단위 실시
•자연발생석면 암체의 분포를 고려하여 50m ~ 100m 단위 실시
•횡단방향의 지층구성 파악이 필요할 경우 횡방향 조사 실시
•계획선을 따라 100 ~ 200m 단위 실시
•연약지반은‘연약지반 조사기준'에 따라 결정
•30 ~ 50m 단위 실시
•교대, 여수로, 배수공과 같은 중요 구조물

지하 토류벽

•300 ~ 500m 단위 실시

산

•산사태가 예상되는 조사측선을 따라 30 ~ 50m 단위 실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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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의 분석
채취된 토양 및 암석시료에 대하여 기기분석을 진행한다.
가. 편광현미경(PLM) 분석
가) 시료 전처리
(1) 슬라이드 제작은 시료준비 → 분산 → 굴절액 혼합 → 커버글라스 덮기 →
공극률 확인 과정의 순서로 실시
(2)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굴절시약 1~3 방울을 떨어뜨린 후, 암석 및 토양시료의
일정량을 슬라이드 글라스 위 굴절시약에 올림
- 슬라이드 당 5mg, 슬라이드 면적의 약 30% 정도의 입자 올림
(3) 실험용 핀셋 등으로 상하 좌우로 여러 번 반복하여 휘저어 시료가 균질하게
분포하도록 한 후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커버 글라스를 덮고 핀셋 등으로 살며시
눌러 수평적 공극을 제거
나) 정성평가
(1) 석면섬유의 유무 판단은 100배율(대안렌즈 x 대물랜즈 : 10 ×10)로 넓은
범위를 관찰하여 석면의 존재를 확인
- 광학적 특성을 이용한 석면의 동정은 주로 200배율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2) 현미경 시야에서 검출되는 섬유의 형태, 굴절률, 다색성, 복굴절, 소광각, 신장율
부호, 분산염색을 관찰하여 석면의 광학성질과 비교함으로써 석면 종류를 확인
다) 정량평가(CARB 435방법)
(1)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포인트 계수법을 적용하여 평가
- 포인트 계수법은 현미경 대안 렌즈의 십자선을 사용하여 시야에서 십자선의
교차점과 중첩되는 입자 중 석면의 비율을 산출하는 방법
(2) 1% 함유율을 기준으로 분석 시 십자선의 중심과 입자가 중첩되는 포인트의 수를
최소 400개 이상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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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가 기기분석
석면형광물의 정확한 판별을 위하여 아래의 기기분석을 실시한다.
가) XRD(X-선 회절) 분석
(1) X-선 주입 각도와 크기를 이용하여 시료의 결정 구조, 결정 크기를 알 수 있고,
브래그(Bragg)의 법칙(nλ= 2dsinθ)을 이용하여 결정 내 회절면 사이의 간격을
구함으로써 광물의 동정
(2) 석면의 결정 특성에서 기인하는 엑스선 회절 패턴의 유사성을 통해 석면 가능
광물종을 확인
나) 주사전자현미경(SEM-EDS)
(1) 높은 에너지의 전자를 시료에 주사시켜 발생하는 이차전자를 검출하여 시료의
표면 형태와 크기 등을 분석
(2) 섬유상 결정이 잘 관찰되는 부분이나 가능성 있는 부분을 분석하여 석면형
형태와 화학 조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석면 여부와 종류를 확인
다) 투과전자현미경(TEM-EDS)
(1) 고에너지를 갖는 전자선이 전자 렌즈계를 거쳐 시료를 통과하여 형광판에
상을 맺게 하여 시료의 밀도, 두께 차이에 의한 명암상으로 분석
(2) 섬유상 결정이 잘 관찰되는 부분이나 가능성 있는 부분을 분석하여 석면형
형태와 화학 조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석면 여부와 종류를 확인
(3) 주사전자현미경과 비교 할 때 전자회절상(electron diffraction)을 이용하여
결정체의 독특한 구조를 알 수 있어 다른 석면분석방법에 비하여 석면의 성상과
종류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

다. 분석결과 활용
토양시료의 조사 분석결과 0.25% 이상 검출된 지역은 정확한 자연발생석면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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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기 중 석면 조사
가. 시료채취지점 선정방법은 조사지역을 격자형으로 나눈 후 기존조사결과 토양 및
대기에서 석면이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료채취 지점을 선정
- 대기질 및 실내공기질 시료채취 지점은 “석면공장 및 광산 등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결과를 근거로 선정

나. 일반 대기 및 실내공기 시료채취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채취
가) 일반대기 및 실내공기 시료채취에는 셀룰로오스에스테르제(또는 셀룰로오스나
이트레이트제) pore size 0.8~1.2㎛, 직경 25㎜을 가진 멤브레인 필터, 40㎜의
COWL을 홀더에 장착된 개방형 멤브레인 필터 홀더, 0.5~16L/min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로터리 펌프 또는 다이아프램 펌프 등의 장비를 사용
나) 시료채취 높이는 지상에서 약 1.5m 되는 위치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필터를
향하게 한 후 0.5 ~ 16L/min 정도의 흡입유량으로 채취
다) 채취된 공기량은 약 1,200L 이상 채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실시
라) 정확한 샘플링을 위해 펌프의 보정은 정기적으로 실시
마) 일반 대기 및 실내공기 시료채취의 세부 방법
(1) 시료채취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2) 밀폐 용기 속에 보존하였던 멤브레인 필터를 공기가 새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홀더에 고정
(3) 시료 포집면이 아래방향을 향하도록 설치
(4) 전원스위치를 켜고 포집시작 시간을 기록
(5) 흡입을 시작하고부터 약 10분 후에 진공계 또는 마노미터로 차압을 측정하여
흡입 유량을 정확히 보정
(6) 포집종료 시간을 기록하고 흡입 공기량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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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터를 다시 밀폐 용기 속에 삽입
(8) 시료채취가 끝나면 각각의 시료에 시료채취시의 기상과 시료채취의 제반
조건 및 시료채취자의 성명 등에 관하여 기록
(9) 유량의 보정 및 주의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름
(가) 시료채취 종료 후 필터의 정보를 확인한 후 충진재를 넣어 흔들리지 않게
보관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험실로 운반
(나) 공기질 시료의 경우, 채취시료의 변질을 최소화하고자 시료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분석기관에 시료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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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석면환경센터 현황
기관명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서 울 특 별 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

http://health.
seoul.go.kr

02-570-3171

선 문 대 학 교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00

전 남 대 학 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http://www.
ncae.or.kr

062-530-0150

한국환경공단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http://www.
keco.or.kr

032-590-4751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

http://www.
mireco.or.kr

033-902-6747

한국화학융합
시 험 연 구 원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http://www.
ktr.or.kr

02-2092-3812

한국건설생활환경
시 험 연 구 원

경기도 군포시 당 14-1
현대아이벨리 805

https://www.
kcl.re.kr

031-389-9104

한
관

국
리

광
공

해
단

http://asec.
041-530-2114
sunmoon.ac.kr/

 석면환경센터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석면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석면의 관리·처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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