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 

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
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다목 및 라
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
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
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92조 
및 별표 28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석면건축물 해체·제거(산업안전보건법 제 122조)

1.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
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
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서는 아니 된다

3.석면해체ㆍ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124조
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
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산업안전보건법 제 121조)

1.석면해체ㆍ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을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 123조)

1.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
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근로자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제1항의 작업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산업안전보건기준 제 489조)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
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
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경고표지의 설치(산업안전보건기준 제 490조)

1.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
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
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산업안전보건기준 제491조)

1.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
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글형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될 경
우에만 지급한다.

2.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다만, 분무된 석면이
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송기마
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4.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출입의 금지(산업안전보건기준 제 492조)

1.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
ㆍ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흡연 등의 금지(산업안전보건기준 제 493조)

1.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
를 해서는 아니 된다.

위생설비의 설치 등(산업안전보건기준 제 494조)

1.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



업복 탈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탈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3.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
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4.사업주는 보관 중인 개인보호구를 폐기하거나 세척하는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 제 495조)

1.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
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라.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
(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나.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것(석면함유 벽체ㆍ바닥타일ㆍ천
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나.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습식작업 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
동을 중단할 것

4.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
당한다)

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
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산업안전보건기준 제 496조)

1.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산업안전보건기준 제 497조)

1.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
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사업주는 청소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아니 된다.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 제 497조)

1.사업주는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폐기물(석면의 제거작업 등에 사용된 비닐시트ㆍ방진
마스크ㆍ작업복 등을 포함한다)을 처리하는 작업으로서 석면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석면분진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
거나 습식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