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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 석면안전진단 사업 대상 모집공고

□ 사업개요
- 석면안전진단사업이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조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노인시
설)을 대상으로 무료 석면조사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석면이란 IARC(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1군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사용 금지되었으나 석면이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건축자재(슬레이트지붕, 텍스타일, 밤라이트, 바닥타일 등) 및 기계설비 등 다
양한 분야에 사용되었음

- 사업 수행절차
대상선정
· 사회복지시설(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300개소('21년 2~3월)
석면조사 및 위해성평가
· 석면건축자재 사용여부, 위치,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석면지도 작성 및 위해성 평가 실시('21년 6~10월)
석면안전관리 컨설팅
· 석면조사 결과 및 석면 건축자재 유지관리방안 안내
· 석면조사 결과서, 석면 안전관리 가이드북 제공
· 석면 불검출시설 석면안심공간 현판제공('21년 10~12월 예정)
사후관리
· 석면건축자재 사용 시설에 대한 비산방지를 위한 손상 석면건축자재 보수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22년 예정)
만족도 조사
· 사업 만족도 조사 및 개선 의견수렴('21년 12~'22년 1월)

□ 모집개요
- 선정대상
· 아래 필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복지시설(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300개소
(필수) 1. 「석면안전관리법」 상 건축물 석면조사 미의무대상(시설 연면적 500㎡ 미만)
2. 착공일 '09. 1. 1 이전
3. 석면조사 미실시 시설(기존 석면조사 실시 시설 제외)
(우대) 저연령자* 이용시설, 생활시설 및 노후건축물 우선 선정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순으로 우선 선정
- 사업기간 및 모집기간
· 사업기간 : '21. 12. 31까지
· 모집기간 : 공고일 ~ 3. 23(화)
- 선정방법
·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보장원(아이온홈페이지) 공모 및 선정
· (청소년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모집 및 선정
·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관할 지자체 모집 및 추천
- 대상선정 및 결과통보
· 4.30(금), 개별통보
- 문의사항
· 사업문의 :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안전부(☎032-590-4144)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전액무료로 진행됨
· 사후관리는 석면건축자재 손상이 있는 시설 또는 위해성평가 결과 중간등급 이상인 시설 중 차년도 실시예정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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