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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조사배경  

 

1)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50번지에 위치한 삼성본관(지하2층, 지상28층)은 건물리모델링을 

위해 건물철골에 뿌려진 뿜칠석면, 천정텍스석면 등을 철거하는 석면해체작업공사를 실시

하고 있다. 4층은 없으며, 모두 26개층의 석면제거작업임. 층당 700평규모로 철골뿜칠석면, 

천정텍스 등의 석면을 철거 및 제거하는 작업임. 노동부는 2009년 11월26일 석면철거를 

허가했으며 삼성그룹의 삼성전자가 발주하고 삼성에버랜드가 시공을 맡고 있다.  

 

2) 시민환경연구소는 2008년 11월2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건물 16층 사무실 책상 

위 먼지에서 청석면이 3%나 검출되는 등 석면오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1차 조사결과를 밝

힌 바 있다. 철골에 붙은 뿜칠재에서 10~13%의 청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

다. 당시 시민환경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삼성의 문제점  

1) 외부에 석면작업 경고표지를 게시하여야 하나 게시되어 있지 않음 

2)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위한 준비작업도 본격적인 해체제거작업 때와 똑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 작업자와 주변의 사무실이용자에게 청석면을 피폭시켰음.  

3) 석면비산방지조치가 안되어 인근의 사무실,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 석면공해가 확산됨.  

4) 작업장 출입구는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갱의실 등을 순서에 맞게 갖추어서 석면분진이 묻어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 

5) 철거작업이 끝나고 작업장 내부 공기중 모니터링에서 이상이 없을 때까지 밀폐가 유지되어야 하고, 밀폐가 해체

된 후에야 음압기(석면분진이 외부로 비산되지 않도록 공사장 내부에 공기를 넣어주는 기능을 하는 기계) 가동

을 중지해야 하는데 음압기가 아예 가동되지 않고 있었음. 

6) 음압기의 위치가 출입구와 반대방향에 위치해야 하는데 출입구 바로 옆에 위치하여 실질적인 음압기능을 못하

게 잘못 배치되어 있음.  

7) 사무실직원과 청소 아주머니에게는 석면의 위해성과 작업 내용을 알리고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대피시켰

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청석면 피폭이 발생했음.  

 

 노동부의 문제점  

1) 감독관청으로서 석면철거현장의 심사를 엉터리로 하여 석면철거허가를 발급함.  

2)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점검하여 삼성이 제출한 허가계획서내용과 현장이 일치하는 지,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했어야 함.   

 

 시민환경연구소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사회에 알려 석면공해의 심각성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여 

개선코자 한다. 해당기업인 삼성은 물론이고 관할 정부기관은 노동부와 정부의 석면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가 

나서 석면오염과 피해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내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삼성본관의 석면철거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자

를 문책해야 함은 물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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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소장 손두현)는 2008년12월8일 <삼성본관 석면철거 

관련 조치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을 통해 시정계획을 밝혀왔다(전문 별첨).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삼성본관 석면철거 관련 조치사항  

① 철거준비과정도 석면해체공사과정에 준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향후 작업방법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조치사항; 석

면뿜칠재 해체 철거 준비작업을 위한 천정Tex, 천정속지장물(덕트, 배관)등을 철거전 사무실 Zone을 완전밀폐하고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며, 전과정을 ETS Consulting(대표:석미희)을 통해 관리 감독.  

 

② Sample Room 석면해체제거 준비작업시 석면분진,비사넹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실이용자, 근로자,기타 

인원의 건강모니터링 계획은? 조치사항: 샘플룸 준비작업시 주변에 있었던 사무실 이용자, 근로자, 기타인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지정병원에 의뢰해 석면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석면건강영향평가 실시.  

 

③ 통로인 엘리베이터로 석면물질이 비산될 수 있는데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사항: 당현장 석면관리 용역

업체인 ETS Consulting에 의뢰해 분석실을 현장에 설치하여 엘리베이터 내부 및 엘리베이터 홀의 공기를 채집하여 

공기질 측정.  

 

④ 철거업체 교체하는 것은 어떤지? 조치사항: 철거업체에서 석면해체저거 준비작업인 천정Tex해체,천장속 지장물(덕트, 

배관재)을 석면해체작업환경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업체교체는 어려움. 대안으로 철거업체에 석면컨설팅

업체(ETS)의 관리하여 석면해체, 제거전문업체의 자문과 숙련근로자를 지원받아 석면해체작업을 시행하겠음.  

 

⑤ 외부감리 및 모니터링 업체를 선정하여 수행하면 어떻겠는가? 조치사항: 현재 ETS Consulting에 석면제거작업 전체

(현장공사감리, 교육, 모니터링, 시료분석, 폐기물반출 감시 등 전체)에 대한 용역을 주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철거

한 사전, 사후공사관리 시행하겠음. 현장에 분석실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겠음.  

 

⑥ 작업 전환경, 안전담당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석면관련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조치사항: 당현장 석면관련 

Consulting을 맡고 있는 ETS Consulting에 작업착수전 관계자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신규자 교육 및 정

기안전교육, 특별교육시 석면관련 교육을 필히 이수토록 관리하고 교육대상을 만들어 비치.  

 

⑦ 삼성의 모근 건물의 석면지도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조치사항: 당현장은 공사현장으로 착수전 석면

컨설팅 업체를 통해 석면지도를 만들었음. 제안하신 내용과 의미를 전체가 공유하고 전파하여 석면의 유해성에 대

한 경각심을 가지고 각 건물마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4) 2009년 1월 시민환경연구소는 삼성측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현장실사를 위해 

삼성본관을 방문했으나 삼성측은 조사를 거부하고 출입을 막았다.   

 

5) 삼성측은 위와 같은 시정조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작업기일을 과도하게 짧게 잡

아 무리한 공사를 추진하면서 건물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로 석면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판

단 하에 2009년 3월 4일~6일 사이 건물내부와 주변환경 오염실태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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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조사결과 

① 시료분석결과; 삼성본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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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료분석결과; 삼성본관 외부 주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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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본관 주변 석면오염지도(반경 160미터); 석면종류기호 안은 시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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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요약  

① 삼성본관 내부오염  

A 리모델링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업체들이 행정사무실로 사용하는 지하1층 사무실 공

간 등에서 채취한 11개의 대기 및 먼지,고형시료 중 91%인 10개 에서 청석면, 트레

몰라이트,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B 이중 개인착용방식으로 석면작업장 이외의 일반공간에서 펌프 3(리터/분)의 조건에

서 3시간 측정한 2개의 대기시료는 각각 0.022(개/cc)와 0.058(개/cc)로 <다중이용시

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기준치 0.01이하(개/cc)를 2배, 5배 초과하고 있

었다.   

C 지하1층 사무실 천정트러스의 뿜칠시료에서는 청석면이 20% 함유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지하1층 사무실바닥과 복도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청석면, 백석면이 검출되었

다.   

D 1층의 현관바닥에서 채취한 고형시료에서 청석면이 검출되었으며, 1층 외부공간인 

폐기물상차장 주변에서 채취한 2개의 고형시료에서 백석면과 트레몰라이트가 검출

되었다. 또 폐기물을 담는 고철상차 벽체에서도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이 고철상자

는 트럭에 실려 외부로 반출된다.  

E 각 시료는 대기시료 3개, 고형시료7개, 먼지시료1개이며, 이중 지하1층에서 채취된 

사무실내 대기시료(SEM용 필터사용)에서 청석면과 트레몰라이트가, 그리고 사무실

바닥에서 채취한 먼지시료에서 청석면과 백석면이 검출되는 등 2개시료에서 2종류

의 석면이 검출되었다.  

F 석면분석은 2곳의 전문분석업체에 시료특성(채취위치)을 밝히지 않고 보내 분석하였

다. 

G 오염원인분석;  

a 석면철거 설계가 잘못됐다. 

 100%석면제거가 아닌 부분제거임; 이유는 건물내 엘리베이터 등 이전에 리모

델링한 부분은 석면제거를 위해 철거하지 않음으로 발생함., 그러나 이 조건

으로 잔여석면이 남게 되고 이로 인해 석면비산의 원인을 제공함.  

 석면해체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짧게 잡았다;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석면작업장 외부와 건물외부로 석면이 비산되는 등 석면철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사조건을 다르지만, 지난 2008년 하반기

에 이루어진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승강장 석면뿜칠 제거작업의 경우 700

여평의 뿜칠석면제거에 6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그러나 방배역 석면철거작업

완료된 현장에서 2009년 1월 채취된 먼지시료에서 트레몰라이트가 검출된 바 

있다). 삼성본관의 경우 700평 1개층에 일주일 정도로 공기를 짧게 잡고 있다.       

 석면철거준비과정에서(석면제거작업 이전에) 천정의 전기시설, 통신시설, 소방

시설, 환기덕트 등 제반설비 철거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되었다. (2008년 11월 

1차조사결과)   

 지하1층은 사무실, 상가공간으로 뿜칠석면이 있어 안정화작업을 했다지만 엉

터리 시공으로 석면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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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된 석면은 지정폐기물로 처리되고 다른 폐기물들은 일반건축폐기물로 취

급된다. 그러나 건축폐기물에 석면이 오염된 경우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   

b 발주처, 시공사의 석면에 관한 인식부족;  

 리모델링 전체 철거작업과 석면철거작업이 분리되지 않는 문제; 전문화되지 

못한 일반철거업체가 석면철거까지 포함하여 수주하여 문제가 발생함. 의무적

으로 분리발주 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지난 2008년 11월 

1차 조사당시 철거업체를 교체할 것을 건의했지만 삼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문적인 석면컨설팅을 하겠다고 했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

려 외부로 석면오염이 확산됐다.      

 전문적 석면철거에 필요한 적정 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저가로 수주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엉터리제거, 날림불법공사의 원인이 됨; 소위 품셈문제로 

현재 업계 등에서 국토해양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c 석면철거작업에 대한 행정당국의 감독부실; 

 현재 석면해체작업의 행정당국은 노동부(삼성본관의 경우 중구 소재 서울지방

노동청임)로서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

인 현장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노동부는 발주기관, 철거업체, 전문석면철거업체, 석면컨설팅업체 등 관련기관

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d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컨설팅(감리)의 문제점;  

 컨설팅업체의 기능은, 석면함유조사와 석면지도작성, 감리기능, 작업장 내외부 

환경모니터링 등으로 석면해체작업 현장에서 막중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가능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감리가 이

루어 지지 않고 있다.  

 개선방향으로 컨설팅과 감리기관을 노동부가 직접 선정, 감독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다.    

e 작업자 및 공사장 출입자들이 내부에 오염된 석면먼지 등을 묻힌 상태에서 외부

로 다니면서 석면오염을 확대시키는 문제;   

    

② 삼성본관 외부오염  

A 삼성본관 뒤편 폐기물 승차장으로부터 반경 170여미터의 외부공간에서 전체 22개 

시료중 55%인 12개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B 시료는 먼지 및 토양시료로 전자현미경과 성분분석기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중 3개

의 시료에서 2종류의 석면이 분석되어 모두 15개의 석면이 분석되었다. 석면의 종

류는 청석면이 10개 시료로 가장 많고, 백석면 4개 시료, 트레몰라이트 1개 시료이

다.  

C 석면오염이 확인된 위치는  

a 삼성본관 뒷편이 11곳으로, 교회옥상(33m, 45m 떨어진 2곳), 식당창틀(23m 떨어

진 2곳), 식당광고물(23m, 113m, 150m 떨어진 3곳), 빌딩1층 토양(50m 떨어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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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빌딩1층 사무실 창틀(50m떨어진 1곳), 주차장난간(50m 떨어진 2곳) 등이다.  

b 삼성본관 앞쪽(태평로)에서는 직선거리로 160m떨어진 가판대 차양막 1곳에서 청

석면이 검출됐다.  

D 석면오염원인 분석;  

a 오염원인은 다음 몇 가지로 추정된다. 이들 원인은 개별적으로 작용하거나 복합

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b 석면오염된 건설폐기물을 건물내부에서 1층 외부상차장으로 반출과정에서 비산;  

 내부의 엉터리 석면제거작업으로 여러형태의 폐기물이 석면에 오염되었고 이

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석면먼지가 비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폐기물을 상차

하는 과정에서 집게로 눌러 압축하는 과정과 2층 등에서 직접 폐기물을 1층

으로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비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근거1; 조사자들이 3월5일과 6일 현장에서 시료채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

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었고 먼지비산과 소음이 매우 심했다.  

 근거2; 인근의 교회옥상(3층) 2개 지점에서 석면이 검출됨.  

 근거3; 인근 식당 2층과 3층 창틀에서 석면이 검출 됨.  

 근거4; 직선거리로 50미터 떨어진 모생명회사 건물의 뒷편(삼성본관 방향) 1층 

토양과 1층 사무실 창틀에서 석면이 검출됨.   

c 석면에 오염된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으로부터 주변환경으로 석면비산;  

 근거1; 폐기물차량이 지나가는 태평로 삼성생명건물 앞의 버스정류장 가판대

에서 청석면 검출.  

d 건물출입자들에 의해 외부로 석면오염확산;  

 신발이나 옷 등에 석면오염된 상태로 작업자 등 건물출입자들이 주변 식당 

등을 이용하면서 오염을 확산시킴. 조사팀이 3월5일과 6일 각각 1시간여 현

장을 지켜본 결과 삼성본관건물에서 작업복과 작업화를 착용한 작업자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주변 식당, 상가 등을 이용하고 인근 소공원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근거1; 23미터 떨어진 인근 식당 입간판에서 석면검출.  

 근거2; 각각 113미터, 150미터 떨어진 식당골목의 입간판에서 석면검출.   

E 비 온 다음날 먼지시료에서도 청석면 검출;  

a 외부환경시료채취가 3월5일과6일 두차례 이루어졌는데 3월5일 1차 시료채취 직

후부터 비가 내렸다. 따라서 2차 시료채취가 이루어진 3월6일의 경우 비료 먼지

가 씻겨 내려갔을 것으로 보였지만 전체 13개 시료 중 4개에서 모두 청석면이 

검출되었다.  

b 이는 삼성본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석면비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F 석면에 오염된 건축폐기물의 외부처리과정에서 석면오염 확산우려;  

a 조사팀은 3월6일 오후 삼성본관에서 나오는 20톤 규모의 건축폐기물차량 2대를 

추적했다. 이들 차량은 삼성본관->태평로 삼성생명건물앞->영천교->마포 아현초

등학교 앞길->강변북로->자유로의 코스로 이동하여 자유로 옆의 모건축폐기물중

간집하장에 폐기물을 하차했다. 폐기물종류는 주로 건물천정에서 철거된 덕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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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시설이 많았는데 현장작업자들에 의해 분류되었다. 이 전과정에서 차량운전자, 

집하장의 포크레인기사, 분류작업자 모두 호흡기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였다.  

b 1개층 700평 전체 28개층의 대형빌딩 리모델링 현장에서 많은 량의 건축폐기물

이 석면에 오염된 채 외부로 반출되어 운반, 폐기되는 모든 과정에서 석면먼지가 

비산되어 오염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c 근거; 폐기물을 운반하는 폐기물상차(덤프트럭이 들어올려 싣고 운반하는 덮개가 

없는 대형박스)와 주변바닥 시료에서 청석면, 트레몰라이트, 백석면 검출. 

③ 석면오염범위와 석면노출인구;  

A 석면오염범위;  

a 삼성본관건물의 경우 전층(지하2층, 지상28층)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  

b 외부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된 시료중 가장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떨

어진 것이 직선거리로 160미터의 태평로 삼성생명앞 버스정류장 가판대로 최소 

반경 160미터이내의 범위는 청석면, 트레몰라이트, 백석면 등의 석면에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 

B 석면노출인구;  

a 삼성본관건물을 출입한 모든 이용자(작업자, 관리자 등 수천여명 추산)들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삼성카드 등 리모델링후 입주할 삼성계열사 일부 직원들이 출입

하며 입주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리모델링 작업자 외 일반사무실 직원들의 

석면노출도 우려된다. 지난 2008년 11월 1차조사때에는 석면제거작업을 준비하

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삼성계열사 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

다.  

b 외부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석면오염이 확인된 곳만해도 교회, 식당(4곳), 주차장, 

대형건물, 버스정류장(가판대) 등으로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반경 160미

터 이내 전체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를 모두 고려하면 석면노출인구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④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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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삼성본관 지하1층 천정뿜칠모습, 석면뿜칠된 위에 안정제를 도포했으나 사무실 여

기저기에서 채취한 먼지와 고형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2009년 3월 촬영>  

 
<사진, 삼성본관 뒷편 석면오염된 지역, 2009년 3월5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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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석면이 검출된 시료번호 4지점에서 본 삼성본관 석면제거 및 리모델링 폐기물 외부상차

장 주변모습, 2009넌 3월5일 촬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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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본관에서 배출된 건축폐기물이 서울시내 주요도로(태평로->영천교->마포)를 경유하여 자유

로 도로변에 위치한 건축폐기물 집하장에서 처리되는 과정, 2009년 3월6일 촬영>  

 

⑤ 청석면 석면분석 전자현미경(FE-SEM)과 성분분석기(EDS)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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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t. Line Atomic 

% 

Atomic

Ratio 

Conc Units Error

2-sig

 

Na Ka 11.378 1.0000 7.919 wt.% 0.342  

Mg Ka 8.123 0.7140 5.977 wt.% 0.266  

Si Ka 59.477 5.2273 50.567 wt.% 0.720  

Fe Ka 21.021 1.8475 35.537 wt.% 1.101  

  100.000  100.000 wt.%  Total 

 

３ 문제해결방향  

1) 오염행위 중단조치;  

① 삼성본관건물 폐쇄 및 오염된 건축폐기물의 외부 반출중단.  

② 오염을 주변으로 확산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건물출입중단, 불가피한 경우 오염방제조

치 철저히 시행.  

2) 추가 정밀조사 실시;  

① 오염범위가 이번 조사보다 넓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폐기물차량의 이동경로와 처리

장 주변의 오염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삼성본관 건물내부와 주변환경에 대한 오염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3) 주변 환경정화 조치; 오염지역에 대한 석면제거 등의 환경정화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석면노출자에 대한 건강피해대책;  

①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오염지역 출입자들에 대해 명단을 작성하고 노출평가 및 

장기적인 건강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② 석면에 노출되면 특별한 자각증상 없이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중피종암, 폐암, 석면

폐, 흉막반 등의 석면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석면은 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

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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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성그룹의 대국민사과 및 법적, 도의적 책임. 

6) 노동부, 환경부, 서울시, 중구청 등 관련 행정당국의 책임. 

7) 안전한 석면철거 위한 사회적 대책마련(재발방지); 

① 재개발, 뉴타운, 건물리모델링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축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철거 및 제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법적, 기술적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②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무고한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감시체계

를 갖추어야 한다. 

8) 석면피해보상 및 석면문제 예방활동을 제도화하는 석면특별법 시급히 제정;  

① 충남북 지역의 석면폐광산지역 주민의 석면건강피해 사건을 계기로 여야3당이 각각 제

출한 석면특별법이 관련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고 있다.  

② 이들 법안은 모두 석면피해가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내용만 담고 있는데, 이

번 삼성본관 석면문제와 같이 작업자와 시민들이 직업성 및 환경성으로 석면에 노출되

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석면채굴->제조->사용 및 소비->폐기의 전과정

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석면문제(아래 표 참조)를 예방하는 활동을 보완한 

석면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③ 또한 이 석면특별법에는 ‘국가석면센터’와 같은 석면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기구설

치의 필요성이 담겨야 하고, 중피종 등 석면관련 질환에 대한 의무보고를 통해 전국적

인 피해를 정확하게 집계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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