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 측정 방법]

1. 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1.1.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방법

①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내의 석면 먼지, 이물질 등 잔재물이 존재하는지 청소가 완벽히 이루어졌는

지 확인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인지 확인

③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송풍기를 이용하여 비산

④ 시료 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

⑤ 제거작업장에 들어가기 전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측정 후 나올 시 위생설비에서 반드시 

샤워를 한 뒤 나올 수 있도록 한다.

⑥ 시료 채취가 끝난 후 시료는 밀봉하여 시료가 섞이지 않도록 시료 번호와 위치를 기록 한 후 반

출하도록 한다.

1.2. 시료 채취 수 선정

- 계산식 = 밀폐면적(A, ㎡)⅓ - 1 (소수점 이하는 버림)

작업장 밀폐면적 시료 채취 수

8 ~ 26.99㎡ 1

27 ~ 63.99㎡ 2

64 ~ 124.99㎡ 3

125 ~ 215.99㎡ 4

216 ~ 342.99 5

343 ~ 511.99㎡ 6

512 ~ 728.99㎡ 7

729 ~ 998㎡ 8

998~1,330.99㎡ 9

특기사항

8㎡ 미만은 측정하지 아니한다. 단,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

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2. 석면 비산 측정

2.1. 석면 비산 측정 방법 (개별)

① 부지경계선, 실외, 실내, 위생설비입구,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폐기물 보관지점, 폐기물 상차지점에 시료채

취펌프를 설치하여 작업공간 밖으로 비산되는 석면농도를 측정한다. 석면농도 기준치는 0.01개/㎤ 이하이

며. 석면 농도 기준치가 초과 되었을 시에는 현장관리감독관(감리), 해체업자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해서 작

업을 중단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부지경계선 측정은 해체·작업장 당일 풍향을 기준으로 부지를 경계하는 선을 만들어 카세트 필터 위치를 

설치하도록 하며, 실외 측정의 경우 외부 작업이 있을 시 반드시 측정하여야 하며, 실내 측정은 해체·작업

장 건물 내에 사용자가 존재하는 경우 측정한다. 위생설비입구는 1m 이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음압기 

배출구는 당일 작업에 가용되는 모든 음압기를 대상으로 작업기간 동안 배출구에서 1m이내의 지점에서 측

정을 하며 작업상황에 따라 이동될 경우 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폐기물보관지점은 폐기물

이 완전히 반출될 때까지 측정하여야한다.

③ 측정은 작업이 시작되는 기간부터 끝나는 날까지 계속 측정되어야 하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을 아니한다. 하지만 작업장이 밀폐보양되어 음압기가 가동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 배출구와 폐기물보관지점은 측정이 되어야 한다.

④ 시료 채취 유량은 부지경계선은 2,400L, 작업장 주변 실내 및 실외는 1,200L를 기준으로 하며 위생설비

입구, 음압기, 폐기물 반출지점, 폐기물 보관지점, 폐기물 상차지점의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400L 이상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
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전수”(全數)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2.2. 석면 비산 측정 방법 (재개발·재건축)

① 부지경계선, 실외, 실내, 거주자 주거지점, 위생설비입구,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폐기물 보관지점, 폐기물 

상차지점에 시료채취펌프를 설치하여 작업공간 밖으로 비산되는 석면농도를 측정한다. 석면농도 기준치는 

0.01개/㎤ 이하이며. 석면 농도 기준치가 초과 되었을 시에는 현장관리감독관(감리), 해체업자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해서 작업을 중단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부지경계선 측정은 해체·작업장 당일 풍향을 기준으로 부지를 경계하는 선을 만들어 카세트 필터 위치를 

설치하도록 하며, 실외 측정의 경우 외부 작업이 있을 시 반드시 측정하여야 하며, 실내 측정은 해체·작업장 

건물 내에 사용자가 존재하는 경우 측정하며, 거주자 주거지점은 작업부지내 거주자가 석면 해체·제거 기간

에 거주하는 경우 가장 인접한 거주지 주변 2m~3m 이내 지점에 측정한다. 위생설비입구는 1m 이내 지점

에 설치하여야 하며, 음압기 배출구는 당일 작업에 가용되는 모든 음압기를 대상으로 작업기간 동안 배출구

에서 1m이내의 지점에서 측정을 하며 작업상황에 따라 이동될 경우 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폐기물보관지점은 폐기물이 완전히 반출될 때까지 측정하여야한다.

③ 측정은 작업이 시작되는 기간부터 끝나는 날까지 계속 측정되어야 하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을 아니한다. 하지만 작업장이 밀폐보양되어 음압기가 가동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 배출구와 폐기물보관지점은 측정이 되어야 한다.

④ 시료 채취 유량은 부지경계선은 2,400L, 작업장 주변 실내 및 실외는 1,200L를 기준으로 하며 위생설비

입구, 음압기, 폐기물반출지점, 폐기물보관지점, 폐기물 상차지점의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400L 이상 시

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
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보관지점 전수(2개 이상)
폐기물 보관소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거주자 주거지역 2개소 이상 
해체·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3m,
높이 1.2-1.5m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 “전수”(全數)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3.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 방법

3.1. 시료 채취 수

시료 채취장소 및 지점 수는 측정하려는 대상 시설의 구조와 용도, 예상되는 오염물질 발생원의 분포 및 발생 

강도, 환기설비의 설치 위치와 운용패턴, 시설의 이용 빈도 및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대상 시설이 여러 개의 동과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시설의 용도 및 사용 목적을 대표할 수 있는 기

준 동과 층을 위주로 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건물의 용도와 사용 목적의 중요도에 따라 여러 개의 동과 

층에서 측정지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대상 시설의 동일층 내에서도 시설의 구조특성과 용도가 달라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명확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간을 구분하여 측정지점을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대상 시설의 최소측정지점 수는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사용위치에 대해서는 전수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 실내외 공기는 침기와 환기 절차에 의해 상시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외공기를 동시에 측정해서 실내

공기 측정값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시에는 대상 시설 건축물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져

서 실외공기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시료 채취 당시의 온도, 습도, 풍속 등 물리적 환경인자에 관한 정보

를 기록한다.

3.2. 시료 채취 위치

시료 채취 위치는 환기시설의 위치, 시설 이용자의 다수 여부, 석면 건축 자재의 분포, 실내기류 분포, 공기질

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① 시료 채취 위치는 주변 시설 등에 의한 영향과 부착물 등으로 인한 측정 장애가 없고, 대상 시설의 오염도

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선정한다.

② 시료 채취지점의 중앙점에서 바닥면으로부터 1.2 ∼ 1.5 m 높이에서 수행한다. 

③ 측정지점에 자연 환기구나 기계 환기설비의 급배기구가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급배기구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최소한 1m 이상)에서 채취하며, 다수의 환기 및 급배기구가 존재할 경우는 인접한 환기구 설치지

점의 중간지점을 채취지점으로 한다.

석면자재면적(m2)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500 이하 3

500 초과 ∼ 1,000 이하 4

1,000 초과 ∼ 2,000 이하 5

2,000 이상 6



※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사용 위치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을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시료 채취 조건

 석면건축물에서 시료 채취는 해당 시설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시간 내에 실제 운영환경에서 실시한다. 자연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거나 기계 환기설비가 가동되는 대상 시설의 경우, 채취지점이 이러한 공기 유동 경로 

및 기류 발생원 주변에 위치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한다. 단, 지하역사 승강장 등 불가피하게 기류가 발생하

는 곳에 한해서는 실제 조건하에서 시료 채취를 수행한다.

※ 황사 특보 및 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시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시료 채취는 실시하지 않는다.

대상시설 시료 채취 위치의 예 비고

공공건축물 사무실, 복도, 로비 등 주요활동공간 -

다중

이용

시설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연결통로 등
환승역사의 경우 점포가 

있는 연결통로
(승강장은 반드시 포함)

지하도 상가 주 보행공간 등 -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시설의 대합실,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

대합실, 승강장 등
승강장이 외기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대합실만 해당

도서관 주 열람실, 개방형 서고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주 관람 및 전시실 등 -

의료기관 로비, 대기공간 등 -

산후조리원 로비, 대기공간 등 -

노인요양시설 침실, 휴식공간, 식당, 강당, 로비 등 -

어린이집 보육실, 놀이공간, 식당, 로비 등 -

대규모 점포 층별 주요 활용공간
지하층이 있을 경우, 

지하층 1개 지점 필히 
포함

장례식장 로비 등 주요 활용공간 -

영화상영관 상영관, 대합실 등 -

학원 강의실, 로비 등 -

전시시설 주 관람실 및 전시실 등 -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 영업시설
주요 활동공간 -

실내주차장 층별 주차공간 및 여유공간
지하층이 있을 경우, 

지하층 1개 지점 필히 
포함

기타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주요 활용공간 -

의료시설 로비, 대기공간 등 -

노인 및 어린이시설
침실, 휴식공간, 식당, 강당, 로비 등(노인)
보육실, 놀이공간, 식당, 로비 등(어린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