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 발생 시 석면 대책

구마모토시 환경국
환경추진부 환경정책과



피해상황[인적・주택・택지피해]
●지진 개요

전진(前震)： 2016년 4월 14일 21시26분（M６.５, 진도７）
본진(本震)： 2016년 4월 16일 1시25분（M７.３, 진도７）

●인적 피해(2018년3월31일 현재)

사망자： 85명(직접사 6명 관련사 79명)
부상자： 768명(중증장애 5명 포함)

●주택 피해(이재증명서 교부 건수)(2018년 3월 31일 현재)
완 전 붕 괴： 5,763건
대규모반파： 8,952건
반 파： 38,867건
일 부 피 해： 81,907건

계 ： 135,489건
●택지 피해 상황(추계)

산사태 피해 호(戸) 수 ： 약4,300호
지반 액상화 피해 호수： 약2,900호

계 ： 약7,200호

2016년 구마모토 지진

구마모토 지진

상점가슈퍼마켓붕괴건물붕괴
전진: M6.5（진도7）
본진: M7.3（진도7）



지진 발생 시의 석면 비산 대책

지진 발생 시는
①피해건축물의석면분무재(레벨1 ･2) 노출에의한석면비산
②지진후, 일제히시행된건축물해체(주로레벨 3)에의한석면비산

리스크 발생
주）레벨1：분무재등, 레벨2：굴뚝단열재등, 레벨3：규산칼슘판등보드종류

↓

각각의피해 유형에 맞춘비산 방지 대책 필요
①피해건축물의석면노출부분피복및출입금지등응급조치
②건축물해체시적정해체（수작업・습윤작업등）철저

＋

③대기환경중의석면비산상황에대한모니터링조사도필요
(이유：대책효과확인및 주민들께설명할책임)



위험도 판정구역
방화(防火)・준방화지역

조사 구역

피해 건축물의 석면 노출상황 조사구역

중심시가지

부도심

옛 조난마치
(城南町)

움직인 활단층

■■■■ ■

・철골 구조・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의 비산성이 높은 레벨１･２를 대상으로 분무재・단열재 등（석면
함유 여부를 가리지 않음）의 노출상황 조사를 지진 발생 후 약 40일에 걸쳐 대상지(위험판정구역・
방화(防火) 지역 등) 16,068호 조사
・그 중 노출된 1,156호를 전문가와 분석기를 동원, 석면 함유 유무 재조사
・28호의 석면 사용 건축물에서 석면 노출이 판명되어 신속히 피복(被覆) 등의 응급조치 실시



⇒

⇒

떨어진
석면

1층 천장은 분무된 석면이 노출된 상태

바닥 확인

지진 발생 전 지진 발생 후

상태가 나쁜 석면 사용 건축물 대책



상태가 나쁜 석면 사용 건축물 대책

신속히 비계를 짜고 외부에 전면
시트 설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가며 세세한
부분까지 전문 업체에 의뢰

작은 틈새까지 꼼꼼하게 채워
석면의 외부 유출 방지

집진기도 충분히 설치소량의 분무 석면도 남김없이 제거

지진 발생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현장 조사 내용

공비 해체 계획을 쓰지 않고, 긴급
석면제거 공사 실시하기로

거실과의분리벽내부에떨어진
석면덩어리도내벽철거전에
HEPA필터진공청소기로꼼꼼하게
제거

제거중이아닌,
신축당시분무
작업에의해석면
덩어리가떨어진
경우가많음 거실과분리벽

균열이 생긴 곳에 우레탄 폼 주입



・철골조 건물의 분무재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도 보드계（레벨3）에 석면이 사용되고 있다.
・보통은 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해체 시에는 비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

일반(일본) 가옥의 석면 사용 부분

석면시멘트원통 주택장식용슬레이트 규산칼슘판제1종요업계사이딩

석고보드

가스켓(패킹)

규산칼슘판제1종

가스켓(패킹)

석고보드
비닐바닥 타일

바닥시트(긴 염화비닐시트등)



・공비 해체 리스트（시(市) 발주）

・건설 재활용법 해체공사 신고 목록
(연 면적 80㎡ 이상)

⇒ 최대한 많은 현장 조사・폐기물 임시 하치장 반입 허가 목록
(시 관리로 무상 반입 가능)

파악된 10,793건 중 78％인
8,414건의 현장 조사 실시

그 중, 부적정 해체(기계 작업 등) 
26건을 포함한 219건(대부분 표시
간판이 없는 것) 계도

지진 발생 2년 후

석면 분석기로 레벨3（석면함유 보드 등）의
수작업・습윤 상태 확인

반입 시 레벨3(석면 함유 보드 등)의
분별 상황 확인

건축물의 석면 사전 조사에서 레벨3 
유무를 미리 확인

정부의 대기 모니터링 조사
결과, 구마모토 시내의 석면
농도는 정상으로 확인됨

건축물 해체 공사 시의 석면 비산 방지책

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