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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경제규모의 확 와 국제사회에서 상 제고에 걸맞게 국격을 높이자는 

주장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선진화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개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문으로 알려져 있는 농업·농 부문에서도 공공서비스기

을 마련하고,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때 ‘신비의 물’로 각 받았던 석면이 인체에 유해

한 발암물질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어 지역에 범 하게 존재하는 석면

슬 이트주택이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다. 석면은 내열, 내마모성, 단열성 등

의 장 과 렴한 가격 때문에 1970년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건축자재로 

리 이용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풍화작용으로 슬 이트가 부식되면

서 석면가루가 날리게 되었고, 이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는 

사용을 면 지하고 문업체만 슬 이트건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하도록 규

제하고 있다.

  환경부가 농가주택(본채)의 37.9%가 석면슬 이트로 되어 있고 이것이 인체

에 해롭다는 사실을 발표(2009.4)하면서 같은 해 정부는 석면처리종합 책을 

통해 석면슬 이트를 처리하는 데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하지만 부분의 슬 이트주택 거주자는 세고령자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기존의 정책수단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농어 지역 슬 이트건물의 실태를 악하고, 련정책의 추진과

정의 문제를 살펴 으로써 농어 지역 주거환경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연

구목 이 있다. 비록 짧은 기간에 수행된 수시과제로 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

가 있지만 향후 본격 인 연구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한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농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슬 이트주택 정책을 

입안하는 출발 이 될 수 있기를 기 한다.  

2010. 6.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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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2010.4.15∼6.15(3개월) 수행한 수시과제로 농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석면슬 이트건축물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처리하기 한 련 제도 

 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를 악하여 정책 안을 제시하는 데 목 이 있음.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2차 자료를 통해 석면슬 이트가 왜 해로우며, 

석면슬 이트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석면 련 제도와 

책을 살펴보고,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을 상으로 실태와 문제  처리 

방안을 조사하 음.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수 에서 석면슬 이트지붕 처리를 

한 지원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경남 남해군과 충남 보령시에 한 지

조사를 통해 실태와 문제, 석면슬 이트 처리를 한 정책과제를 악하 는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  발암물질로 호흡기가 

석면섬유에 장기간 노출되면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

피종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부터 석면  석면

제품의 제조·유통·사용을 면 지하고 있음. 농어 지역에는 1970년   지

붕개량사업으로 추진한 석면슬 이트 건물이 많이 남아 있는데 환경부의 조사

결과 농가주택의 37.9%(부속건물 포함 시 82.1%)가 슬 이트를 지붕재로 사용

하고, 오염경로를 악한 결과 오래된 낡은 석면슬 이트가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

  (2) 정부는 ‘석면처리 종합 책’을 수립·발표(2009.7)하고, 그 일환으로 석면

슬 이트건물에 한 실태조사(환경부)와 책 수립, 그리고 농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규모와 조건을 개선하고 슬 이트지붕 주택거주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농식품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석면슬 이트건물은 도시

보다는 농어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부분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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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소농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어서 기존의 주택개량사업비 

융자지원 방식에 의한 자발  처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 짐.

  (3) 농어 지역은 도시에 비해 노후주택이나 슬 이트지붕 건물이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가경제의 어려움과 고령 거주자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의욕이 낮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복지 향상 차원에

서 농어 지역 주거환경의 인 정비가 필요함. 구체 인 농어 지역 주거

환경 개선방향으로는 ①인구감소와 고령화, 귀농·귀 인구 증가 등 사회·문화

 여건변화를 제로 장기 주거환경개선 책을 마련하여 단계 으로 추진, 

②지역개발과 연계한 종합 인 주거수 으로 향상시키고, 여러 부처의 주거환

경개선 련정책을 연계하여 종합 ·체계 으로 추진, ③삶의 질 향상 차원에

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거환경의 질  측면에서 국

가최 수 (National Minimum)을 설정·추진하되 녹색성장에 부응하여 풍력이

나 태양 , 태양열 등 신재생에 지 극 활용, ④석면슬 이트지붕 문제도 생

활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차원에서 마을단 로 집단 으로 추진하되, 세고령

농이나 독거노인 등에게 공공임 주택이나 공동실버홈 제공 등 별도의 책 

마련으로 설정함.

  (4) 농어 지역 석면슬 이트건축물의 구체 인 실태를 악하고 이를 기

로 석면슬 이트 처리를 한 종합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가 심

이 되어 국의 석면슬 이트건축물에 한 실태조사를 통해 슬 이트지붕재 

사용 황  처리규모를 산정하고, 석면슬 이트 리  처리 매뉴얼을 개

발·보 하기로 하 음. 한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농어  석면슬 이트 

철거  처리 지원 책을 강구하되, 특히 처리비용 감  세농어가 지원방

안을 마련하기로 하 으나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

시방편으로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석면슬 이트건축물의 규모  노후정도, 

소유자 유형  처리방법별로 소요 산을 악, 범정부 차원의 ‘석면슬 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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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처리계획(가칭)’을 수립하여 우선순 에 따라 단계 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5) 농어 지역 석면슬 이트에 한 처리 기본방향으로는 ①석면슬 이트 

건물의 처리에 해 정부의 역할과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석

면슬 이트의 교체·수거  매립 등 처리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붕개량 

는 건축물의 개·보수와 신축 시 필요한 자 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 

②석면슬 이트는 국민건강에 해로운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상에 주택뿐만 아니라 축사나 창고 등 부속건물은 물론 무허가건축물이나 

빈집까지 포함하며,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야 함, ③석면슬 이트건축물에 한 조사결과 밝 진 건축물의 노후정도와 용

도, 거주자의 연령이나 소득수  등을 기 로 정책 상과 수단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지원 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④석면처리와 련된 지나친 규제의 

완화나 마을단  정비 등 석면슬 이트 철거비용 부담을 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6) 석면슬 이트 처리에 한 구체 인 지원방안으로는 ①슬 이트의 철거

와 수거·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 지원하고, 은 비용으로 손쉽게 

폐석면슬 이트를 공동 수거-운반-처리하는 시스템 구축, 석면슬 이트 철거 

 운반 업체 확 , 폐석면슬 이트 매립장  처리장의 확충 등으로 철거비용 

감 등 석면슬 이트의 교체와 폐석면슬 이트처리 지원방안 강구, ②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 상을 창고와 축사 등 부속건물까지 확 하고, 지원

조건도 개선하여 자발 인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소유하

는 건축물의 지붕개량  건물 개·보수에 해서는 일정부분 보조  지원. 농

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무허가건축물  빈집 정비, ③농어 지역에 원

주택 등 쾌 한 보 자리주택과 장기임 주택, 공동실버홈 건축사업을 확 하

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 ④기타 석면슬 이트주택 거주자의 건강검

진과 석면 련 질환자에 한 치료비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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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석면슬 이트의 효율  처리를 한 정책과제로는 ①석면슬 이트의 

해성과 비산과정, 안 한 취   처리방법, 련 법제도와 정책에 한 교육 

 홍보, ②마을이나 면소재지 등 농어 지역 심지에 폐석면슬 이트 집하장

을 설치하고, 수거차량이 집하장을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석면슬 이트 수거-운

반-처리시스템 구축, ③[산업안 보건법]에 의해 허가받은 폐석면슬 이트의 

철거·운반·처리(매립)업체 수를 확 하고, 매립장시설 확충, ④환경부를 비롯

하여 농식품부와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추진하고 있

는 농어 지역 주거환경개선과 련된 사업  유사· 복된 사업은 통합하고, 

서로 연계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사업의 시 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

진체계 정비, ⑤[폐기물처리법]에 의해 지정폐기물로 고형화해서 처리장에 매

립하도록 되어 있는 농어  석면슬 이트의 처리에 련된 지나친 규제를 완

화하고, 폐석면슬 이트의 불법 운송·매립  방치에 한 리·감독 강화, 빈

집  세고령자의 석면슬 이트 처리에 한 지원 등을 한 [(가칭)농어  

석면슬 이트지붕 처리지원에 한 법률] 제정 등을 들 수 있음.  

  농어 지역 슬 이트 문제는 1  발암물질로 인체에 해로운 석면을 함유하

고 있지만 부분 거주자들이 그 유해성에 해 제 로 알지 못한다는 과 

국 으로 많은 건축물이 슬 이트지붕이라는 , 자발 으로 처리하기에는 경

제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세고령자가 련되어 있다는 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단됨. 일본의 사례를 보면 석면슬 이트 문제는 경제발 과정에서 겪

을 수밖에 없는 진통으로 선진국 진입을 해서는 결국 어느 시 에서는 국가

가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단됨.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한정된 산으

로, 보다 효율 으로 슬 이트건축물을 처리할 것이냐이므로 정확한 사실을 

악하고, 련부처가 공동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고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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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ituation and Countermeasures to the 
Asbestos-Slate-Roof Problem in Rura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urrent situation and 
countermeasures to the asbestos-slate-roof problem in rural Korea.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share of asbestos slate roof occupies 
38percent of total rural residents' houses and the asbestos slate includes about 
10∼15percent of asbestos which is well known as a class one carcinogen.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favorable incentives to the residents who 
want slate-house remodeling with a long-term house loan program while 
surveys the real situation of asbestos-slate-roof houses in terms of age, usage, 
and residents. However, this program does not fit very well because most 
residents of asbestos-slate-roof houses are very old and poor, and do not have 
any intention to remodel their house any mor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s are recommended as major countermeasures:
   (1) Conduct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real situation of the 
asbestos-slate-roof houses and develop a master plan to deal with related 
issues. Since asbestos is a toxic substance and most residents of asbestos roof 
houses belong to a neglected social class, government support is necessary for 
removal and replacement of asbestos slate roof. 
   (2) Advertise to warn the people how hazardous asbestos is, and provide 
education on how to handle asbestos-slate-roof materials. This education may 
reduce the unnecessary fear which may be caused by the misunderstanding of 
the asbestos slate and help reduce the cost of removing the asbestos slate by 
themselves. Designation of waste collection sites near rural centers and proper 
education of how to handle the asbestos slate with an instruction manual are 
useful ways of reducing the cost of replacing the asbestos slate roof.
   (3) Modify the asbestos-related administrative systems which are opera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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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ecurity, and legislate laws for supporting the replacement of asbestos 
slate 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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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목

◦ 일반 으로 농어 지역의 주택은 도시지역에 비해 건축한 지 오래되었고, 

화장실, 부엌, 목욕탕 등은 냉·난방시설에 있어서도 상 으로 열악한 것

으로 알려짐. 그 에서도 1970년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농어 지역에 

범 하게 도입된 슬 이트지붕은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서 

국민건강과 련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석면(石綿)은 물리·화학 으로 내열(耐熱), 내마모성(耐磨耗性), 방음(防

音), 단열성(斷熱性) 등의 이 과 렴한 가격 때문에 건축자재(82%), 

자동차부품(11%), 섬유제품(5%), 기타(7%) 등으로 리 사용되어 왔음. 

1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석면섬유에 장기간 노출되면 15∼40년

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피종(惡性皮腫) 등을 유발하며, 

섭취 시에는 장 계의 암과 인후두암, 신장암, 취장암, 임 선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짐(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08). 

◦ 석면슬 이트는 석면과 시멘트를 혼합한 것으로 석면함유율은 8～14%나 

되는데, 그 유해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안 보건법]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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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석면함유건축물 철거 허가제도를 도입(2003.7)한 이래 2004년 11월 이

후 생산을 단하고, 2009년 1월부터는 사용을 면 지하고 있음.

- 석면슬 이트는 농어 지역의 지붕개량사업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장기

간의 풍화작용에 의해 부식되어 외부의 조그마한 압력에도 쉽게 부스러

져 석면분진이 비산(飛散)될 우려가 있음. 

- 골  는 평  형태의 제품으로 최  생산 시 연한 회색을 띄나 장기간 

사용된 경우 짙은 회색으로 변하면서 쉽게 부스러져 해체  제거 작업 

시 주의가 요망됨.

◦ 우리나라는 1970년 부터 많은 건축물에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 사용이 

격히 늘어났던 과 자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건축물 내 석면의 비산여

부  석면함유 건축자재 수  등에 해 이따 씩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정작 이에 한 구체 인 실태는 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농어 지역을 심으로 리 사용된 슬 이트 같은 석면자재의 

황이나 리실태 등에 한 축 된 정보가 없으며, 이로 인한 농어가 건

물의 철거 시 폐기물 처리 황, 농어업인들의 석면에 한 노출자료 등

이 거의 없는 실정임. 

◦ 국내에서는 2006년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 방에 한 연구(김 욱)”가 

산업안 공단 주 으로 실시된 바 있으며, 환경부에서 배포한 “석면함유 

주요 건축자재” 등의 자료를 통해 건축자재의 상당수에 석면이 함유되었

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국을 상으로 체계 이고 종합 인 석면 실

태조사나 홍보는 이루어진 이 없었음.

    - 석면 련성이 매우 높은 악성 피종(中皮腫)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2년 

27명에서 2006년 5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김형렬 교수에 의하면 

산업석면보다 생활석면에 의한 발병이 높다고 함(연합뉴스, 2009.6.3)

- 환경부는 석면 노출로 악성 피종을 앓는 환자수가 2045년경에 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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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것이라고 망한 바1 있으나, 김동일 교수는 잠복기와 석면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지 은 석면슬 이트로 인해 환자가 발생하는 기단계

이고, 2032년에 정 에 이를 것으로 망함(환경정책연구회· 한석면

리 회, 2009 석면심포지엄, 2009.7.16).

◦ 2008년 환경부 용역으로 수행된 “농가건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 981농가를 조사한 결과 슬 이트지붕재를 사용한 비율

이 372호(본채 기  3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지붕재의 종류별로는 슬 이트 37.9%, 슬라  21.4%, 기와 20.6%, 함석 

13.6% 순으로 슬 이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 특히 별채, 창고, 축사 등 부속건물에도 슬 이트지붕을 사용한 경우가 

많아 호당 슬 이트 보유량은 약 1.75톤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환경부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후화된 슬 이트지붕재의 경우 풍화와 침

식으로 표면 결합력이 약화되어 비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마련이 시

하다는 사실을 공식 으로 제기하 음. 

- 체 농가 건물 123만 호(본채 기 )  노후화된 슬 이트지붕재 건물

은 약 31만 호로, 슬 이트지붕 철거·개량 비용은 호당 300만～400만 원

으로 추정2할 경우 9,300억∼1조 2,400억 원이란 막 한 재원이 필요하

기 때문에 철거 등에 한 정책  지원이 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단

함(환경부, 2009).

1 환경부는 석면을 170톤 사용할 때 악성 피종 환자가 1명 발생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기 으로 할 때 1970년  연간 5만∼10만 톤의 석면을 사용하 기 때문에 연간 300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환경운동연합, 2009)

2 행정안 부는 농가의 호당 평균 석면슬 이트지붕 철거  개량비용을 840만 원

(2009.9), 농민신문은 철거비만 500만 원(2010.5.7)으로 각기 추계하고 있어서 용도나 

규모, 낙후정도별로 보다 구체 인 비용추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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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별채나 창고, 축사 등 부속건물과 빈집, 무허가 건축물까지 포함

할 경우 석면슬 이트건물은 2∼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단되지만 정

확한 슬 이트 주택에 한 통계자료의 미비로 아직까지 철거 등 구체

인 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 상당수의 양곡창고도 석면슬 이트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용

희 의원에 의하면 농  정부양곡창고 2,979개소  700여 곳이 석면슬 이

트지붕으로 생안  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2009.7). 한편 충청북도는 

도내 정부양곡 보 창고 168곳 가운데 33.3%인 56곳이 석면슬 이트로 구

성되어 있다고 발표함(충청북도, 2009.11.18). 

◦ 염 지역의 경우, 소 과 해주(海宙) 창고의 지붕자재로 석면슬 이트가 

리 사용되고 있음. 2009년 6월부터 5개월여 동안 남 신안, 북 부안, 충

남 태안, 경기 화성 국의 유명 염  4곳과 20여 시   염  지의 소

제품에 한 석면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사실을 밝힘.

(1) 수백 동의 소 창고와 해주창고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석면슬 이트는 

최  7%에서 최고 25%의 사문석계열의 백석면이 함유된 제품인데, 지

붕 부분은 수십 년된 오래된 슬 이트지붕재로 덮여 있고, 풍화작용

으로 낡은 시멘트성분에 붙어 있는 석면섬유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

습을 육안으로 확인

(2) 소 창고와 해주창고 주변에서 쉽게 슬 이트조각을 발견할 수 있었으

며, 심지어 염 바닥에서도 슬 이트조각을 볼 수 있었음

(3) 시 에 매되는 15개의 소 제품과 염  지에서 구입한 5개의 소

제품에 해 석면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시 에 매되는 1개의 소 제

품( 남 신안)에서 미량의 백석면이 검출되었음(최 용, 시민환경연구

소,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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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에 의하면 국 · ·고등학교에 한 수조사 결과 국 1만 

9,815학교  85.7%인 1만 6,982학교에서 석면이 건축자재로 쓰인 사실이 

드러났음(2010.7.5). 검출 학교의 부분인 82%는 험도가 낮은 3등  

정을 받았으나 1등  22개교와 2등  697개교는 즉각 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함(서울신문, 2010.7.6). 

    - 이상의 발표나 보도를 미루어 볼 때 농어 지역의 주택, 창고나 축사 등 

부 건물, 학교, 보건지소 등 각종 공공건물, 식품업체나 가공공장, 양곡

창고 등에 범 하게 석면  석면슬 이트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음. 

◦ 석면 련 주요 계법령에는 [건축법], [산업안 보건법], [폐기물 리법] 등

이 있는데, 석면처리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 보건법] 에 의

하면 “(석면이 1% 이상) 포함된 건축물을 해체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차에 따라 해체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철거비용 과다와 석면의 

유해성에 한 정보 부족 등으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행 [산업안 보건법]에는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등을 해체  철거한 

경우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석면 해체  제거 

장조사결과 555건(50.8%)이 발되어 행정  사법조치를 받은 바 있음

(노동부, 2007).

- [폐기물 리법] 개정(2008.7)으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폐기물을 지정

폐기물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처리비용이 2∼3배 증가3  

- 특히, 농어 지역 주민들의 경우 슬 이트의 유해성이나 련 법 규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슬 이트지붕을 해체할 경우 매립시설에서 처리하

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도 문제 으로 지 되고 있음.

3 가구당 처리비용은 300만∼400만 원으로 추정하는데 구성 항목별로 보면 해체·철거비 

230만 원, 수집·운반비 60만 원, 매립비 50만 원으로 구성(석면 리 종합 책, 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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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농어업선진화 원

회를 통해 석면함유 슬 이트지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2009.4.28),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서 슬 이트지붕을 체·보수할 경우 우선 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

음(농식품부, 2010).

- 하지만, 슬 이트건축물  상당수는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거나, 거주자

가 개·보수의 의사나 경제능력이 부족한 세고령자가 부분으로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석면슬 이트 책으로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슬

이트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태와 의사 악이 선행되어야 함.

◦ 슬 이트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석면의 유해성에 한 정보의 부

족으로 오해와 험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산업안 보건법], [폐기물 리

법] 등 련 제도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이 오히려 석면슬 이트 처리비용

을 인상시키는 등 농어 지역 슬 이트지붕 문제의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

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어서 련제도의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남해군과 보령시 등 일부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과 환경보  등을 해서 석면슬 이트 처리지원을 한 조례를 제정하

고, 자체 인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산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음

◦ 농어 지역의 오래된 슬 이트주택에 주거하는 주민들의 부분은 소득

층이고 고령화되어 있음. 따라서 자발 으로 슬 이트 문제를 해결할 능력

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엄격한 석면슬 이트 처리 규제와 주택개량에 

필요한 자 을 리 융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농어 지역의 경 (景觀)보

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이란 에서 새로운 정책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석면슬 이트주택에 거주하는 농어 지역 주민들의 실태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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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악하고, 의향을 조사하여 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 이 있음. 구체

으로는 연구를 통해 ①석면슬 이트 련제도와 정책의 추진실태, ②농

어 지역 석면슬 이트지붕의 실태와 문제, ③농어 지역 석면슬 이트지

붕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농어 지역 슬 이트지붕과 석면문제

  ◦ 슬 이트지붕의 도입과정

  ◦ 슬 이트에 함유된 석면의 양과 그 해성

□ 석면슬 이트 등 련제도와 정책 추진실태

  ◦ 석면슬 이트 련제도

  ◦ 앙정부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 농어  주택과 슬 이트지붕 주택의 실태와 문제

  ◦ 농어  주택의 실태와 문제

  ◦ 슬 이트지붕 건축물 실태와 고치지 못하는 이유

  ◦ 폐석면슬 이트 자재의 처리방법

  

□ 농어  슬 이트지붕 련 정책의 개선   과제

  ◦ 슬 이트지붕 개선을 한 소유자들의 정책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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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 제시

  ◦ 농어  빈집  세노령자 지원을 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

3. 연구 방법  범

□ 문헌연구

 ◦ 석면의 유해성, 슬 이트지붕의 석면함량, 농어 지역 주택의 질  수 과 

개선과제, 임 주택 등 주택정책 등에 한 선행연구 결과

 ◦ 석면처리 등에 한 제도와 련정책

□ 설문조사

  ◦ 농 경제연구원 통신원조사

 - 연구원 국 통신원  600여 명(응답자 기 ) 상

 - 응답자의 마을조사 : 마을의 가구 수  주택 수, 슬 이트주택, 빈집실태  

 - 응답자조사 : 일반특성, 주거형태, 건축연도, 슬 이트지붕 실태, 응답자

의 슬 이트지붕 해성 인지도, 지붕개량 의사 등

◦ 지역별 사례조사

 - 슬 이트지붕 주택이 많이 분포하는 5개 내외 마을 상

 - 이장 상 마을조사 : 마을의 가구 수  주택 수, 슬 이트지붕 주택, 

빈집실태 등 

 - 슬 이트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조사 : 슬 이트의 해성에 한 인지

도, 지붕개량 의사  자 조달 방법, 개선방향, 요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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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련부처 담당자  문가 네트워크 활용

  ◦ 농식품부, 환경부 등 련 부처 문가 의회

  ◦ 한석면 리 회, 한국석면환경 회 등 련분야 문가 간담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0. 5∼6(1개월)

◦ 조사 상  방법

- 한국농 경제연구원 지통신원 상으로(서울, 부산, 주,  등 제외) 

우편조사로 농어 지역 슬 이트지붕 실태와 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지통신원은 경종, 축산농가 등 1,141명이고, 회수된 설문지는 669개임. 

강원 64명, 경기 54명, 경남 99명, 경북 95명, 남 100명, 북 73명, 충남 

94명, 충북 65명 등이 분석에 이용됨.

◦ 통신원 개황

    - 응답자  남자는 568명(87.5%), 여자는 81명(12.5%)이고, 연령은 50 가 

182명(27.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 (178명), 70 (173명) 순임.

-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 원 미만이 408명(63.7%)으로 가장 높고, 

200만∼299만 원이 108명으로 16.9%를 차지하고 있음.

- 통신원 응답자의 학력은 고졸이 331명(51.8%)으로 가장 높음.

- 응답자 마을의 슬 이트건축물의 분포는 100호 이하가 259명(96.3%), 100

∼200호는 8명(3.0), 200호 이상은 2명(0.7%)으로 평균은 34채로 조사되

었음.

- 슬 이트건축물은 주택이 16채, 일반창고 13채, 축사 6채, 농기계창고 5채, 

빈집 3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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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역 거주자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0. 4∼5(1개월)

◦ 조사 상  방법

- 슬 이트 처리 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사업과 내 슬 이트주택에 

한 조사를 실시한 지자체를 상으로 지 면 조사를 실시하 음.

- 보령시와 남해군을 상으로 슬 이트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68명을 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음.

◦ 응답자 개황

- 응답자  남자는 51명(76.1%), 여자는 16명(23.85%)이고, 연령은 70 가 

26명(39.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 (24명), 50 (9명) 순임.

-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52명(82.5%)으로 가장 높고, 고

령의 거주자는 연 과 자식들의 용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 거주자의 학력은 졸 이하가 49명(80.3%)으로 가장 높음.

- 거주자 마을의 슬 이트건축물의 분포는 100호 이하가 12명(66.8%)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

- 슬 이트건축물은 주택 66채, 일반창고 34채, 축사 6채, 농기계창고 7채, 

빈집 4채 등 평균 88채로 구성되어 있음. 

□ 연구범

 ◦ 기존의 석면슬 이트와 련된 연구는 석면 함유물질 사용 등에 한 실태

조사, 석면의 유해성  안  리방안, 백석면 수입 황 등과 련된 연

구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실제 석면슬 이트주택에 주거하는 주민들을 상으로 슬 이트의 유해

성과 거주자들의 실태 등을 고려한 정책  연구는 무한 실정임.

 

 ◦ 이 연구는 석면슬 이트의 처리에 한 것으로 사회·경제  측면에서 주택의 



11

용도와 건축연도, 거주자들의 연령과 경제  수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서 

농어 지역의 석면슬 이트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한 정책과제를 도출

한다는 에서 특징이 있음.

    - 석면문제는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

자재의 경우에도 <그림 1-1>에서 보듯이 슬 이트와 같은 지붕덮개뿐만 

아니라 지붕마감재와 외장, 단열재, 방음재, 바닥재, 비닐타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건축자재 의 하나인 농어 지역의 석면슬 이트에 연

구범 를 한정하는 데 이는 농어 지역에 슬 이트건축물이 범 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부분의 슬 이트건축물이 노후화되어 비산(飛散) 

등의 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제 로 알지 못하거나, 자발 으로 해결할 의사와 능력이 부족한 세고

령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 연구의 범 는 농어 지역 석면슬 이트주택에 주거하는 주민들에게 

실 으로 지붕을 개·보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석면 등 폐기

물 처리와 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한정하 음.

◦ 특히 연구의 핵심은 농어 지역의 슬 이트주택 거주자 실태와 이를 개선

하지 못하는 이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음.

- 석면슬 이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석면 련 문제가 있으나 여기

에서는 1970년   정부가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권장하여 여 히 

범  하게 남아 있는 농어 지역의 슬 이트건축물에 범 를 한정하여 

실태와 문제를 악하고, 농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정책 안 모색

- 석면슬 이트주택에 주거하는 세 농어민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

을 한 기 자료 제공  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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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건축자재용으로 석면의 사용 사례

자료: 석면피해 ‘시한폭탄’ 언제 터질까 조마조마, 한겨 신문(20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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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석면슬 이트의 유해성  리실태

1. 석면슬 이트의 유해성과 리제도

1.1. 석면 및 석면슬레이트의 유해성

◦ 석면(石綿, asbestos)4은 물리·화학 으로 내열, 내마모성, 방음, 단열성 등의 

장 이 있으며, 값도 렴하기 때문에 한 때 인류에게 ‘자연의 축복’, ‘신의 

물질’로 여겨졌음. 연체, 충진재, 방직품, 건축자재로 벽재, 미장재, 바닥

타일, 천장재 등에 리 사용되어 왔는데 석면을 사용한 제품은 약 3,000종

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주된 석면제품으로는 스 이자재를 비롯하여 방직품, 조인트시트, 석

면종이 , 이크 라이닝, 마찰재 등 산업기계와 화학설비, 선박, 자동

차에 사용되고, 석면시멘트제품으로 석면슬 이트, 석면 , 펄 시멘트

4 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인 사문석  각섬석 물에서 채취되는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

로서 유연성이 있는 극세 섬유상 물임. 크게 청석면(Crocidolite), 갈석면(Amosite) 

 백석면(Chrysotile)로 구분되며 청석면  갈석면은 상 으로 독성이 강해 2000

년부터 제조 등의 지 물질로 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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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이  등이 건축재료나 상하수도, 방화벽과 굴뚝, 보일러, 바닥

의 비닐타일 등에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건축재가 95% 정도를 차지

◦ 하지만 석면은 직경이 0.02∼0.03, 머리카락 굵기의 5,000분의 1 크기로 

호흡기를 통해 석면섬유에 장기간 노출되면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

면폐증, 암, 악성 피종(Doll, 1955) 등을, 섭취 시에는 장 계의 암(Frunkin 

& Berlin, 1988)과 인후두암, 신장암, 췌장암, 임 선암(Maclure, 1987)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

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가 1  발암물질(Group 1, 

carcinogenic to humans)로 지정하 음.5

- 세계 으로 매년 9만여 명의 노동자가 석면 노출과 련된 석면폐증, 폐

암, 악성 피종 등의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Concha- 

Barrientos, 2004, Driscoll, 2005), 우리나라도 석면 련 직업병 환자가 발

생하고, 심지어 석면과 련이 없는 사업에 종사하 음에도 불구하고 석

면 련 질병환자가 발생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mbn 뉴스, 2008. 

10.9).6

- 세계 60여 국가에서 석면사용을 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극성 폐

기물’로 분류하여 땅에 묻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60년  후반 산업화과정에서 범 하게 석면을 사용하 는

데 1970∼1997년  187만 892톤의 석면을 수입하 으나, 2009년 1월부터 

5 1986년 청석면  석면의 스 이 작업을 지하고, 가능한 한 다른 제품으로 체

하도록 요구하는 ILO조약이 채택되고, 유럽에는 1972년 노르웨이가 분무 석면사용을 

지한 후 1983년 아이슬란드, 1984년 노르웨이가 석면사용을 면 지함(석면오염

의 황과 책, http://envitop.co.kr)

6 일본은 석면에 의한 폐암  악성 피종 산재(産災)인정 539건(1999∼2004)이고, 국

에서 피종 사망자 수는 1960년  150명에서, 2000년 1,600명으로 매년 증가. 우리

나라는 2000년 이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인정자수는 총 65명(폐암 39, 악성 피종 

18, 석면폐 8)으로 그  48명 사망( 계부처 합동, 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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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사용을 면 지하 음.

- 석면함유 건축물의 해체·처리 시 체계  리시스템이 미흡하여 부 정 

처리 우려가 있고, 철거자가 건축물의 철거 시 석면함유 여부에 한 확

인 의무가 있으나 검증시스템은 미흡

- 특히 1972년부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40만 호씩 6년간 240만 

호의 지붕을 개량하 는데, 부분 가지붕을 석면슬 이트로 체한 

결과 상당부문의 농어가 주택에 석면슬 이트가 잔존하여 석면피해가 우

려되고 있음(이동필, 한국의 농 개발, 한국경제 60년사, 미발간원고).

◦ 석면으로 인한 폐해가 보고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1월부터 [산업안

보건법]으로 청석면, 갈석면 사용을 면 지7시켰으며, 백석면 등 기타 

석면은 정한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허가를 받아 철 한 리하에 사용

하도록 조정하고 있음. 노동부는 [산업보건기 에 한 규칙]에서 석면에 

한 작업기 , 작업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제품이나 설비 등의 제거 시 발생하는 것은 비산

(飛散)여부와 무 하게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엄격히 리하도록 되어 

있어 처리비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음. 

◦ 농가건물의 석면슬 이트지붕 문제와 련하여 얼마나 많은 양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을 할 만한 수 인 것인지에 

해서는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작성한 “농가건물의 석면함

유물질 사용실태 조사연구(2008)”가 있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조사 상 981호 가운데 37.9%인 372호(본채)가 석면슬 이트지붕으로 

7 슬 이트는 1960∼1970년  새마을운동과 함께 농어 지붕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국의 가지붕을 리모델링하는 자재로 리 사용되어 근 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음. 

그 후 고  건자재(建資材)의 증과 환경문제 논란으로 1980년 부터 수요가 정체

되고 1990년 에 들어 감소하다 마침내 2004년 석면슬 이트시장을 선도해 오던 벽

산과 KCC가 생산라인을 단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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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아래채나 창고를 포함하면 82.1% 정도가 석면슬 이트를 

사용하고 있음. 191970년 에 건축한 오래된 집이 많은 비 을 차지하

고, 빈집도 약 9%나 유하고 있어서 리가 필요

(2) 농가건물의 슬 이트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는 백석면(Chrysotile)이고, 

석면 함유물질에 한 용도별 배출 가능량은 가구당 1,754kg으로 본채 

가 38.5%, 별채가 61.5%로 구성되어 있음.

(3) 침식과 풍화로 인해 노후화된 석면슬 이트의 이동경로를 확인한 결과 

간단계인 침식퇴 물에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석면슬 이트 자체도 

오랫동안 리되지 않고 외부에 노출될 경우 공기 으로 석면이 비산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책수립이 시 하다고 건의(국립

환경과학원, 게서, p.97, 2008.11)

◦ 환경부는 농어 지역과 일부 도시주거지역, 공장창고의 지붕 등에 사용되고 

있는 석면슬 이트 부분이 수명이 오래되면서 부서져 훼손되거나 풍화

됨. 이에 따라 석면섬유(asbestos fiber)가 바람에 비산되어 주변을 오염시키

고 있는데, 석면슬 이트지붕 아래의 토양 35%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함(환경부, 2009).  

1.2. 외국의 석면 관리제도

◦ 외국의 석면사용8에 한 규제사례는 <표 2-1>과 같음. 미국의 경우 환경성

(EPA)에서 [공기청정법(Clean Air Act, CAA)]과 [독성물질 리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TSCA)]에 의해 리하고 있음.

- CAA법에 의해 만들어진 유해공기오염물질에 한 방출기 (National 

8 세계의 석면 소비량은 연간 400만 톤 정도인데 그 반은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소

비되고 나머지는 국과 인도, 동남아와 남미 륙 등 개도국에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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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ssions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NESHAP) 규정은 특

정 석면 함유물질의 사용을 지하고 있는데, 석면 함유물질이 표면에 

분무된 형태는 부분 지됨(1973년 방화  단열목 으로의 석면사용

을 지하고, 1978년에는 장식목 으로의 석면사용을 지).

- 1990년 11월에는 빌딩의 건축자재, 구조물  이  등에서 1% 이상 

석면 함유물질의 스 이 사용을 지하 음. 

- 석면 지  단계  지규칙을 제정(Asbestos Ban and Phaseout Rule, 

40 CFR 763 Subpart I, Sec. 762.160-763.179, 1985)하 으며, 이 밖에 

Federal Register(58 FR 55964, Continuing restrictions on certain asbes-

tos-containing products)로 석면골 지 등 6종의 석면제품 사용을 지.

◦ 국에서는 [석면규제법 Asbestos Prohibitions(Amendment) Regulations] 에 

의해 1986년 1월부터 청석면, 갈석면  이들 석면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

공   사용을 지하 고, 1992년에는 백석면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  

사용을 지하 음.

- 2003년 8월 15일 시행한 새로운 [석면규제법]에서는 ①각섬석계 석면(갈

석면, 청석면, 악티노라이트, 소필라이트, 트 모라이트)의 수입 지, ②각

섬석계 석면(갈석면, 청석면, 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 모라이트)

의 공 지, ③각섬석계 석면(갈석면, 청석면, 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

트, 트 모라이트)  각섬석계 석면함유물질의 생산품의 사용 지

◦ 호주 국립산업보건안 원회(National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om- 

mission, NOHSC)는 백석면 지에 한 외규정과 악티노라이트, 안소필

라이트, 트 모라이트의 사용을 지한다고 공포(2003.7.4)

- NOHSC는 1985년 NOHSC Act 38개 조항을 공포하 으며, 1994년 [작

업장유해물질 리법률(the National Model Regulations for the Control of 

Workplace Hazardous Substances)]의 별표 2를 [NOHSC: 1005]로 개정

하여 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 모라이트 석면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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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주요국의 석면 련 규제도입 실태

시기 유     럽 미국·캐나다 일    본

1960∼ 

1975

-작업환경측정, 배기

 장치, 건강진단 의무

-특정화학물질장해 방규칙 

제정

-노동안 생법 제정

-뿜칠제작업 지

-건설해체 장에 한 

 규제농도제정(5ea/㎤)

1976∼ 

1985

- 랑스 뿜칠 지

-독일 뿜칠 지

- 랑스 배출규제

  (5mg/cm3)

- 국 석면 지규제

-캐나다 리용지침  

 (백석면)

-미국 석면 폐기물 

 처리지침 작성

-작업자의 리농도(2ea/㎤) 

   허용농도(0.8ea/㎤) 지도

1986∼

1992

-청석면 사용 지(독일)

-뿜칠 사용 지( 국)

- EC 석면 폐기물규정

- 랑스 청석면 사용 지

- 국 백석면 이외 사용 

  지

-미국 EPA 청석면  

 사용 지규정

-캐나다 청석면 매 

  수입 지

- 기오염방지법 개정(특정

 분진발생 시설규제 도입)

-폐기물처리  청소에 

 한 법률개정(특정폐기물

 지정, 폐석면 등을 지정)

1993∼

2006

-독일 석면제품원칙 사용

지

- 랑스 백석면 면 사용 

지

- 국 백석면 단계  사용

지

-미국 석면제품 사용

지(28 품목만 사

용허가)

-노동법시행령 개정(청갈

 석면 제조  수입 지)

-백석면 함유제품 사용 지

-석면 장해 방 규칙개정

-특별 리산업폐기물의 

 폐석면 등 상범  확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농가건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조사 연구, p.21, 2008.11.

◦ 이 밖에도 EU는 EC훈령(EC Directive 83/478/EEC)에 의해 1983년부터 청

석면을, 1991년부터는 청석면, 갈석면을 포함한 5종류의 각섬석계 석면의 

매·사용을 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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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스는 정령 NO88-466에 의해 1988년부터 석면시멘트 , 내산·내열 

패킹 등을 제외한 청석면 사용을 면 지하고, 1994년부터 청석면, 갈

석면을 포함한 5종의 각섬석계 석면피의 매·사용을 면 지

◦ 일본에서는 고도경제 성장기인 1960∼1970년 에 많은 양의 석면을 수입하

고, 건축 붐을 타고 부분 건축축자재로 사용하 는데 1974년 한 해에 

무려 석면 35만 톤을 수입하 으나 최근에는 격히 감소함.

- 석면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자 1995년 [노동안 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석면, 갈석면의 사용을 지하 고, 2004년 10월 [노동안 생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청석면, 갈석면은 지물질이므로 제외) 량이 

1% 이상 석면 함유물질 10가지 제품9에 하여 제조·수입·사용  운반

을 지하고 있음.

- 재 일본에서는 법 으로 백석면의 수입은 가능하며, 의 10가지 석면

함유물질(1% 이상 석면 함유물질)을 제외한 다른 물질들의 수입  생산

은 허용하고 있음.

- 2005년 6월10 석면제품 공장근로자  인근 주민들의 석면질환이 밝 지

면서 [노동안 생법]을 개정, 2006년 9월부터 모든 석면함유물질(0.1%

미만 제외)의 사용을 지하 고, 이듬해에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

하 음(강형신, CNES, 2010.5.4). 

 9 여기에는 석면시멘트 이 (Asbestos cement pipes), 사출성형 시멘트 (Extruded 

cement panels), 주택개량용 슬 이트(Decorated cement shingles for dwelling roofs), 

섬유강화 시멘트 (Fiber reinforced cement boards), 섬유강화 시멘트사이징(Fiber 

reinforced cemnet sidings), 클러치 패이싱(Clutch facings), 클러치 라이닝(Clutch lin-

ings), 이크 패드(Brake linings), 착제(Adhesives) 등이 포함

10 2005년 6월 30일. 1960년경부터 청석면을 원료로 수도용·석면시멘트 을 생산해 온 

구보다 社가 악성 피종에 걸린 주민 3명에게 로 을 달하면서 종업원 75명이 

석면 련 질환으로 노동재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일본에서 석면의 

해성이 사회  문제로 두됨(석면과 리스크 커뮤니 이션, http://envit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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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도별 일본의 석면수입량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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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재무성 무역통계자료(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일본을 휩쓴 석면공포, 2005.10.12,  

http://kr.blog.yahoo.com/sign9300/1250096 재인용

 1.3. 우리나라의 석면 관련제도

◦ 석면의 해성(危害性)은 1980년  반에 들어 보편 으로 알려지기 시작

하 으며, 1990년 에 들어와서 선진국을 심으로 석면 는 석면제품의 

사용을 지하기 시작하 음.

- 우리나라에서 석면취  사업장의 노출실태는 1984년 노동부 국립과학연

구소에서 석면슬 이트 제조사업장, 이크 라이닝사업장, 석면 방직

업에 한 조사가 최 임. 그 후 1989년과 1992년 산업보건연구원에 의

해 국 석면사업장의 석면사용 실태와 작업환경  석면농도, 작업환경 

리실태 등에 한 조사와 개선방안이 제시됨.

- 1990년 7월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용허가 상 유해

물질에 석면을 추가하고, 1997년 5월 동법 시행령 개정 시 제조 등 지

유해물질에 청석면과 갈석면을 추가하 으며, 2009년 1월 백석면을 포

함한 모든 석면과 석면제품의 제조, 유통, 사용을 면 지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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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우리나라의 석면에 한 규제연

시  기 련 법령 주요 규제내용

1990. 7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 개정 사용허가 상 유해물질에 석면 추가

1991. 2 기환경보 법 시행규칙 제정
기오염물질특정 기유해물질에 석

면 포함

1991. 9 폐기물 리법 시행령 개정 특정 폐기물에 석면 추가

1997. 5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 개정
제조 등 지 유해물질에 석면(청, 갈

석면) 추가

1998. 1
지하생활공간공기질 리법 시행규칙 

제정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에 석면 

포함

1999. 6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 개정
제조 등 지 유해물질에 석면 함유

(1% 이상) 제재 추가

1999. 8 폐기물 리법 시행령 개정 지정폐기물에서 슬 이트 제외

2003. 6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 개정
지석면의 종류 확 (악티노, 안소

필, 모라이트)

2003. 7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허가제도 시행

2005. 10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건축물 철거 시 석면함유 여부를 시·

군·구 할 노동청에 신고

2007. 1 자동차 리법 시행령 개정 자동차용 석면 마찰제품 사용 지

2007. 2
산업보건기 에 한 규칙

개정

사 조사 의무화, 기록 보존, 개인

보호구 지   착용 등

2008. 6 농어 정비법 개정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  마을정

비구역 지정 승인

2009. 8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건축물 등 철거, 해체  석면조

사 상 신설

- 석면조사기 의 지정요건  차

- 석면제거업자 등록 완화  차

2009. 9
농어 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농어  빈집의 개축, 수락 등의 

진  농어 주택개량 자  지원

2010. 3 석면피해구제법(2011.1.1시행)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유족

에게 여 지

2010. 3 석면안 리법(입법 고)
석면의 안 한 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피해 방  쾌 한 환경조성

자료: 한석면 리 회, 홈페이지(www.asbestos.or.kr) 자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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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원재료의 수입량은 1990년  반의 8만 9,000톤에서 2005년에는 

6,000톤, 2007년에는 1,000톤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석면 함유제품의 경우 

1990년  반의 8,000톤에서 2006년의 5만 2,000톤을 고비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1만 2,000톤으로 감소하고 있음.

-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연성 등이 뛰어난 물섬유로 공업용 

원자재로 사용되었으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사용이 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약 9만 톤의 석면을 수입·사용하 으나, 1996년 이후 

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공공건물, 다 이용시설에 한 석면실태 조사결과 체 336곳  

65%인 217곳에서 석면사용을 확인하 으며, 농가건물의 슬 이트지붕재 

비율은 약 38%로 조사됨.

- 1960∼1970년  설치한 슬 이트건물은 체 67%이며, 침식·풍화에 따

른 노후화로 인근 기 비산(飛散) 가능(환경부 보도자료, 2009.4.23)

그림 2-2.  석면 련 제도의 정비와 석면  석면제품의 사용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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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련부처 합동, 석면 리 종합 책, 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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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과 련된 제도  추진체계는 <표 2-2>와 같음. 즉 석면의 수입, 제조,  

사용은 노동부와 국토부, 환경부 등이 [산업안 보건법]과 [자동차 리법], 

[유해화학물질 리법] 등에 의해 리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이용은 환경부, 

문화 부  교과부가 [다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리법],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한 법률], [학교교육법]에 의해, 건축물 철거는 국토부와 노동

부에 의해 [건축법]과 [산업안 보건법]으로 규제하고 있음. 이 밖에 폐석면 

리는 환경부가 [폐기물 리법]에 의해 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석면을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제조  유통은 물론 폐기물까

지 나름 로 리할 수 있는 제도는 갖추고 있으나 여러 법령에 복잡하

게 분산 규정하고, 소 부처 역시 국토부와 노동부, 환경부 등이 제각기 

여하여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표 2-3.  석면 련 제도  추진체계

구  분 주 요 업 무  계 법 령 소 부처

수입 

제조 

사용

-수입·제조·사용 등의 허가

-자동차등록규제(석면사용 제동장치 

장착 자동차)

-유해성물질의 지정  리 

- 산업안 보건법

-자동차 리법

-유해화학물질 리법

-노동부

-국토부

-환경부

건축물

이용

-다 이용시설 공기 질 리

- 체육시설 안 생 리

-학교의 환경 생 리

-다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리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한 법률

-학교보건법

-환경부

-문 부

-교과부

건축물

철거

-건축물 해제, 철거

-석면함유건축물의 해체·철거 등 허가

-건축법

-신업안 보건법

-국토부

-노동부

폐석면

리
-폐기물의 분류  처리 -폐기물 리법 -환경부

자료: 한석면 리 회, 홈페이지(www.asbestos.or.kr), 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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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련제도를 내용별로 보면 <표 2-4>와 같이 크게 석면 리와 석면제

거  처리, 석면피해 보상에 한 내용으로 별할 수 있음.

- 석면 리 법령의 경우 [산업안 보건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에 의한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 모라이트석면, 청석

면, 갈석면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는 사용을 지, [자동차 리법] 제

9조에 의한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 등록 지, [철도차

량안 에 한규칙] 제67조에 의한 철도차량 기 제동장치에 석면사용 

지조항이 있으나 제 로 리하지 못한다는 지 을 받고 있음.

표 2-4.  우리나라의 석면 련제도의 운 실태 

석면 리 석면제거·처리 석면피해보상 

석면사용 지

․산업안 보건법: 청석면, 

  갈석면 등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 지

․자동차 리법: 석면사용 

  제동장치차량 등록 지

․석면함유제품의 지에 

  한 고시(노동부)

작업환경측정, 근로자건강 

진단

․산업안 보건법:정기  작

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실내

공기질 리

․학교보건법: 석면단열재  사

용시 유지기

․다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

기 질 리법: 석면단열재에 

한 권고기    

건축 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

을 철거하려는 자는 석면 

함유 여부를 신고해야 함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주택철거계획

서에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 황과 철거처리계

획포함 노동 계 법령

․산업보건기 에 한 규

칙: 석면제조, 사용작업  

해체 철거작업 시 수

해야 할 규칙

․산업안 보건법: 석면조사 

해체·제거작업 시 수기

 폐기물 계 법령

․폐기물 리법에 의해 종

류와 발생량신고, 처리업

자의 능력 확인 후 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악

성 피종을 석면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인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석면

으로 인한 폐질환이 한 경

성 질환으로 규정되어 있으

나 이로 인한 배상방법이나 

차 미비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석면 련 법제의 개선방안, 안보고서 제42호,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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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이나 노동, 폐기물 련 법령에도 석면의 제거·처리 련 규제를 가

지고 있어서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 작업자  인근 주민의 건강에 미치

는 피해를 방하기 한 조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여 히 련 법령의 

수여부에 의문이 제기11되고 있음. 약 31만 호에 달하는 농가가 호당 

1.75톤에 달하는 슬 이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슬 이트지붕 철거·개량

비용이 호당 300만∼400만 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마땅한 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음(국회입법조사처, pp.12∼13, 2009).

◦ 2009년 3월에는 석면으로 인한 거낭피해자와 유족에게 여를 지 하기 

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

제하기 해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 석면 피해보상 련 법령은 석면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은 인정하고 있지

만 청구권이 소멸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환경성 질환으로서 석면피

해는 별도의 배상방법12이나 차가 없다는 한계 때문에 석면피해보상제

도의 도입을 검토 임.

◦ 특히 표 인 석면 리제도인 노동부의「산업안 보건법」에 의한 석면

리는 크게 ①석면조사제도, ②석면해체·제거작업, ③석면농도기  수, 

④석면조사기   해체·제거작업자 교육으로 구성됨(노동부, 달라지는 석

면작업제도  작업기 , 2009.7).

11 철거작업자들이 마스크나 방진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석면해체작업을 하는 모습과 

석면폐기물을 일반폐기물처럼 마 자루에 담아 처리하는 모습 공개(매일경제, 2009. 

9.25) 

12 환경부에 의하면 충남 홍성·보령지역의 석면 산과 공장 인근 주민 건강 향조사 

결과 215명  110명에서 폐실질(조직)  흉막 이상이 발견되고, 이 가운데 95명의 

컴퓨터 단층촬 (CT)결과 석면폐 소견자 55명, 흉막반 소견자 87명으로 밝 짐

(2009.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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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조사제도 : 일정규모(일반건축물 연면 이 50㎡, 주택  그 부속

건축물 200㎡) 이상의 건축물 는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하려는 자

는 노동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 을 통해 석면조사를 해야 하며( 반

시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하지 않고 철거·해체하는 경우 석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노동 서에 보고할 때까지 작업 지 명령

(3년 이하 징역 는 2,000만 원 이하 벌 )

   - 실 으로 건축물 내 석면함유에 한 구체  정보부재  체계  

조사가 미흡

(2) 석면해체·제거 작업 : 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면  이상인 

경우13 노동부장 에게 등록한 문 석면해체·제거작업자14를 통해 작

업하여야 하며( 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는 5,000만 원 이하 벌 ), 석

면해체·제거작업자는 작업시작 7일 까지 작업장 소재지 할 지방노

동 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①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명칭  소재지, 

②작업근로자의 인 사항, ③작업의 내용  작업 기간에 한 서류를 

30년간 보존해야 함( 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13 등록 문업자에 의한 석면 해체·제거 상([사업안 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7): ① 

석면이 1% 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면 의 합이 50㎡ 

이상, ②석면이 1% 이상 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 ③석면이 

1% 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등과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

질이나 자재의 면 의 합이 15㎡ 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④석면이 1㎡ 과 함

유된 이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14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자격기 (시행령 제30조의 8)에는 ①[건설기술 리법]에 따

른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련 종목의 기술자격

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장 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②[ 등교육법]

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 거나 토목·건축분

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 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등 인력기 을 갖추고, ③사무실, ④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음압기록장

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생설비(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이 설

치된 설비로 이동식 포함), 송기마스크, 습윤 장치 등 장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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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해체·제거 허가건수는 2004년 8건, 2005년 115건, 2006년 749

건, 2007년 1,933건, 2008년 1만 1,114건으로 격하게 늘어나고 있

음( 계부처 합동, 2009.7)

    - 건축물 해체·철거 시 선(先) 석면제거, 후 건물철거 시스템 미비로 

철거과정에서 안 한 석면제거 한계

(3) 석면농도 기  수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

업15장의 공기  석면농도를 기 (0.01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할 지방노동 서에 제출하여야 함( 반 시 300

만원 이하 과태료).

   - 석면함유 건축물의 해체·제거 시 체계  리시스템이 미흡, 부 정 

처리 우려

(4) 석면조사기   해체·제거작업자 교육 : 석면조사기 과 석면조사자

과정  석면해체·제거업자과정과 석면해체·제거 리자과정이 있으

며 각기 18시간(이론 10 + 실습 8)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폐기물 리법]에 의하면 폐석면의 종류와 발생량을 신고하고 처리업

자의 능력을 확인 후 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물등록 리(국토

부), 석면해체·제거 소 부서(노동부)와 폐석면 감독기 (환경부, 지자

체)과의 정보공유  조체계 미흡으로 폐석면의 정 리에 한계

   - [폐기물 리법] 개정(2007.12)으로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제품이나 

설비 등을 제거 시 발생하는 것은 비산여부와 무 하게 지정폐기물

로 분류하여 엄격히 리

   - 폐석면 리 강화에 따라 지정폐기물 매립장에만 처리해야 하나 국

15 석면농도기 을 과한 상태에서 건축물  설비를 철거·해체해서는 안 되며, 과 

시에는 기  이하가 될 때까지 청소  공기를 깨끗이 정화하여 농도기  이하가 되

도록 한 후 재측정해야 함( 반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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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정매립장이 8개소에 불과하여 그곳까지 폐슬 이트를 운반

하는 데 소요되는 운반비 부담 등 처리비 상승

◦ 환경부의 [석면피해구제법]은 2010.3.22 공포되어 2011.1.1부터 시행될 정

인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질병: 악성피종, 석면으로 인한 폐암,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질병

- 구제 여: 요양 여(자부담 의료비), 요양생활수당(매월 월정액), 장의비, 

특별유족조의   장의 (법 시행  사망자유족 지 )

- 보상기 : 악성피종, 석면폐암은 일본수 (약 3,000만 원), 석면폐는 폐기

능 장애정도에 따라 500만∼1,500만 원 차등지

- 구제 차: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수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석

면피해 정 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하게 되는데, 향후 5년간 740억 원

(연간 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상되며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 산업

계가 공동부담.

◦ 2010.3.31 입법 고한 환경부의「석면안 리법(건축물 석면 리 가이드

라인)」에 의한 석면 리는 크게 ①건축물의 사용·유지·보수 시 고려사항, 

②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고려사항, ③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리에 한 고려사항, ④폐석면처리에 한 고려사항으로 구성됨.

- 건축물의 사용·유지·보수 시 고려사항은 ①건축물 소유자에 한 석면지

도 작성 의무화, ②석면 함유 설비·자재의 안 성 평가(매 6개월마다)  

조치시행, ③건축물 소유자의 석면 리 교육이수 권고

-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고려사항은 ①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공기  석면기 (0.01개/cc) 수, ②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석면비산 

방조치 시행, 석면농도 측정, ③석면해체·제거 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  

기 (0.01개/cc) 수 등임.

-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리에 한 고려사항은 ①건축물 철거 시 

석면해체, 작업감독자 지정, ②감독자의 의무  책임범  설정



29

- 폐석면 처리에 한 고려사항은 ①폐석면, 해체작업 부산물, 작업도구의 

정처리  재사용 지, ②폐석면의 보 ·수집·운반·반출 시 필요조치 

 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석면안 리법]에는 농어 지역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

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부 는 일부 지원 근거 포함

◦ 한편 [농어 정비법] 제64조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어 지역과 농

어 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 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16, 이 경우 빈집

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농

목 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농어 주택개량자 을 우선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재해발생이나 지역개발사업 시 

높은 보상을 기 하거나 도시민들이 구입 후 가격이 오를 때까지 방치하

거나 상속문제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정책호

16 빈집정비 차는 ①빈집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으며, ②철거할 빈집의 소유자

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빈집에 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으

며, ③빈집철거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

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 하여야 함.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

을 거부하거나 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하며, ④빈집을 철거하 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 장

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탁하여야 함

(농어 정비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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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 높지 않은 실정임(농어 주택개량 진법에 의한 농 빈집정비사업

의 한계  안제시(http://blog.never.com/abyongjwn/10009695508))

- 그동안 행정안 부가 주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빈집 가구당 70만∼

100만 원을 보조·지원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문업체만 

석면슬 이트를 철거·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석면안 리법]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철거비용이 약 5배 더 소요되어 실 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석면건축물과 련하여 다양한 법체

계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석면  석면함유물질의 사용·철거·폐기 등  과

정에 걸친 석면 리가 미흡한 실정임.

표 2-5. 석면 건축물 사용·철거·폐기 단계별 문제

구   분 석면건축물의 사용, 철거, 폐기 시 당면과제

건축물 

사용 단계

- 건축물의 석면사용 비율(65%)이 높은 반면, 건축물의 석면 사용 

확인  유지· 리 규정은 미흡

건축물 

철거 단계

- 건축물 철거·멸실 단계에서 석면 확인 한계

- 건축물 석면 해체·철거 시 주변 환경으로 석면 비산

- 지도·감독 행정인력 부족으로 근로자  주민 보건 리 부실 우려

- 석면 해체·철거 업체의 문성 기 부재  공사 하청에 따른 부실

작업 우려

폐석면 

처리 단계

- 부처별 기능 분산으로 효과 인 폐석면 발생 추 · 리 한계

- 폐석면(지정폐기물) 처리비용 과다 소요

- 노후화된 농어  건물 슬 이트 방치로 환경피해 우려

자료: 계부처 합동, 석면 리 종합 책, 2009.8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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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석면슬 이트 보유실태

2.1. 환경부의 조사결과

가.  조사개요

◦ 기간 : 2008.4.28∼11.27(7개월)

◦ 조사 상 농가

- 국을 수도권, 부권, 남동권, 남권, 호남권 등으로 나 어 28개 마을 

981농가를 권역별로 선정·조사한 결과 슬 이트지붕이 37.9%(본채)를 

차지하고 있음.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85.5%로 많은 비 을 차지하지만 

빈집도 9%나 되며, 1980년 이 에 건축된 30년 이상된 노후화된 건물이 

57.1%, 70  이상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39.1%나 된다는 사실을 

확인 

- 지붕재의 종류별 분포: 슬 이트지붕 37.9%, 함석 13.6%, 기와 20.6%, 

슬라  21.3%, 싱  3.6%, 기타 2.9%

- 농가건물의 용도별 분포: 주거 839호, 빈집 92호, 축사 23호, 기타 27호

- 건축연도별 분포: 1960년  이  181호, 1970∼1980년  379호, 1990∼

2000년  252호, 2001년 이후 169호

- 거주자의 연령별 분포: 40  이하 107호, 50  180호, 60  235호, 70  

이상 384호

나 .  농가건 물 의 석면함유물 질 보유실태

◦ 28개 마을 981호를 조사한 결과 본채가 슬 이트로 된 주택은 372호

(37.9%)로 밝 졌음. 981호  석면 함유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

심이 되는 860호에 해 정  조사한 결과 805호에서 석면이 검출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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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농가의 88%가 석면함유 의심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석면 함유물질을 보유한 805호는 체 표본 981호의 82.1%로 부분

의 농가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부

권보다 호남과 남동권에서 석면함유물질을 보유한 농가가 많이 남

아 있음.

표 2-6.  환경부의 석면함유물질 보유실태 조사결과 요약

구  분
체

조사호수
슬 이트가구

(본채)
함유물질
보유호수

석면함유물질 보유량(kg)

계 본채 별채

수도권 149 60(40.2) 104(69.8) 199,448 106,205 93,243

부권 177 65(36.7) 129(72.9) 285,576 98,846 186,730

남동권 227 83(36.6) 197(86.8) 317,834 109,080 208,754

남권 121 72(59.5) 110(90.9) 189,194 81,404 107,790

호남권 307 92(30.0) 265(86.3) 420,019 147,922 272,097

합  계 981 372(37.9) 805(82.1) 1,412,071 543,457 868,629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농가건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조사연구 결과 재구성, 2008.   

◦ 조사 상 농가의 석면 함유물질 보유량은 총 1,142톤으로 보유가구 호당 평

균 1,754kg을 보유하고 있음. 건물의 용도별로는 본채가 543톤으로 38.5%

를 차지하고 별채는 868톤으로 61.5%를 차지하여 창고나 축사 등 별채건물

에 석면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 연구로 석면슬 이트의 오염경로를 밝히고 우리나라 체 농가건물  

석면슬 이트 건물이 게는 31만 호, 많게는 70만 호에 이를 것으로 추

정함으로써 농어 지역 석면슬 이트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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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행정안전부의 조사결과

가.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09. 8. 19∼9. 4(1개월)

◦ 조사 상  방법

- 시·도별(서울, 주,  제외)로 농어 지역을 임의로 선정하여 슬 이

트 주택에 한 표본조사를 실시

- 조사 상 가구 수는 1,590가구, 가구당 가구원 수는 1.98명(동부 3.87명, 

읍면부는 2.85명, 2005년 통계청 인구  주택 총조사)으로 농어 지역 

슬 이트주택 가구는 일반 인 도시·농 가구보다 가구원 수가 음.

◦ 주택 황

- 표본조사 상  주택 연한이 10년 미만 23가구(1.4%)  10∼20년 152

가구(9.6%)로 비교  새로 지은 집이 은 데 비해, 30년 이상인 가구가 

1,087가구(68.4%), 20∼30년 가구가 328가구(20.6%)로 밝 짐.

- 이는 석면슬 이트주택의 노후화로 석면 비산(飛散) 가능성  주거기능 

취약성 문제 해결을 해 정부 차원의 극 인 책이 필요함을 의미

◦ 조사 상 주택의 거주형태는 자가소유가 1,202가구(75.6%)로 가장 많고, 

세 48가구(3.0%), 월세 90가구(5.7%), 기타 250가구(15.7%)로 밝 짐

- 취약(脆弱) 계층을 상으로 한 집수리사업의 경우 거주자와 소유자가 

달라 슬 이트 철거 등 지원에 한계가 있는데 비해 농어  슬 이트주택

은 자가(自家) 비율이 높아 주택개량사업 추진 시 수혜자가 실소유자가 

되어 사업 효과성이 클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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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농어  슬 이트주택 거주자 의 생활수

◦ 표본조사 상 1,590가구의 가정경제 상황은 기 생활수 자 813가구

(51.1%), 차상 층 251가구(15.8%), 차상 층 과 405가구(25.5%), 무응

답·기타 121가구(7.6%) 등으로 차상 계층 이하 소득층이 66.9%나 됨.

    

◦ 기 생활수 자와 차상 층 등 1,064 가구를 조사한 결과 독거노인 484가

구(45.5%), 장애인 196가구(18.4%), 여성가장 84가구(7.9%), 소년·소녀가장 

10가구(0.9%)로 구성되어 농어  슬 이트주택 거주자의 상당수가 자부담 

등을 통해 주택개량을 추진하기에 곤란할 것으로 단

표 2-7.  행정안 부 조사 상  차상 층 이하 거주자의 유형 

구  분 합  계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여성가장
무응답, 
기타

가구 수 1,064 484 196 10 84 290

구성비(%) 100.0 45.5 18.4 0.9 7.9 27.3

자료: 행정안 부, 농어 슬 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 추진계획, 2009.9.30 

◦ 조사 상 1,590가구에 해 주택수리 는 시공(施工) 희망분야를 문의한 

결과 1,106가구(69.5%)가 지붕개량을 들고, 다음으로 내부수리 316가구

(19.9%), 난방시공 92가구(5.8%), 기타 76가구(4.8%) 등으로 응답함.

- 한편 170호를 상으로 지붕상태에 해 별도의 표본조사를 한 결과 

소득층이 자가주택에 거주하며 건축 연한이 30년 이상된 집은 29가구임. 

이  약 75%인 22가구는 주택상태가 양호(5가구)하거나 보통(17가구)

으로 지붕개량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밝 졌음. 양호한 주택은 슬 이트 

철거 후 지붕재 교체가 가능하고, 보통상태는 철거 후 지붕교체는 어렵

지만 덧 우기는 가능한 것으로 단하 으나 나머지 7가구(24.1%)는 

노후화되어 주택개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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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근로 로젝트를 통해 문업체만 철거  처리할 수 있는 석면슬 이

트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주택개량자 을 융자 지원

하는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으로 

슬 이트 철거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 은 의미가 큼.

   - 다만 국토부와 복지부 등 다른 부처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 

이어서 이들 사업과 연계하여 농어  주거환경개선이란 큰 계획하에서 

종합 이고, 체계 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석면 리 종합 책과 농어  슬 이트처리 지원계획

◦ 정부는 석면의 해(危害)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계부처 합동으

로 ‘석면 리 종합 책(2007.7)’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음.17

- 석면 산 주변지역 주민 건강 향, 화장품 등 탈크(talc) 사용 제품에서

의 석면검출 등 새로운 석면문제의 두로 생활 반에 범 하게 사용

된 석면에 한 보다 근원 인 국가 차원의 안 리 강구를 해 새로

운 ‘석면 리 종합 책(2009.7)’을 마련

- 새로운 ‘석면 리 종합 책’의 특징은 ①부처별, 부문별 책을 총 (환

경부)하는 범정부차원의 종합 책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 ②시간

 범 를 5년(2009∼2013)으로 설정한 장기계획, ③ 계기 은 소

별 세부 책을 수립·추진하고 그 실 을 정기 으로 평가

17 재개발사업 등 건축물의 철거공사가 증가하면서 석면함유 건축자재 철거 시 석면분

진 발생이 사회문제로 제기됨. 2004년 10월 29일 련부처 책회의를 개최하고, 

2005년 10월 20일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석

면함유 여부 표기를 의무화 함. 그 후 2006년 2월 28일에는 [유해화학물질 리법]상 

백석면을 제외한 청석면 등 5개 품목을 취 지 물질로 지정하고, 같은 해 7월 25

일 석면함유제품 수입  사용 지방안을 마련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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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정부는 ①2009년 1월부터 석면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지(노동부 고시), ②부처별 건축물 석면함유 실태조사를 통해 황 악 

 기 자료 확보, ③학교시설물 석면실태조사  DB 구축(교과부, 2008)과 

석면해체·제거작업 차 매뉴얼개발 보 (노동부, 2008) 등 석면 함유 건축

물 리기반 구축, ④1% 이상 석면이 함유된 경우  석면제거작업에 사용

된 작업복 등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특별 리하는 등 석면폐기물 기

강화(폐기물 리법 개정, 환경부, 2007.12)하고 ⑤석면 련 건강피해 황, 

규모 악을 한 조사연구18 등의 책을 추진해 왔음.

- 하지만 건축물 사용·철거·폐기 등  과정에 걸친 석면 리체계가 미흡

하고, 석면 산  자연발생 석면지역 피해 방 책 부재, 석면 련 건

강피해조사  제도  지원체계 미구축 등의 문제를 노출   

◦ 새로운 ‘석면 리 종합 책’은 ‘석면 해(危害)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란 비

 아래 ①석면 함유 가능물질 등 석면의 원천  차단, ②건축물 등 사용석

면의  과정 안 리, ③석면 건강피해 감시강화  피해구제란 목표를 

설정

- 환경부는 입법 고 인 [석면안 리법]을 제정하여 석면 함유제품의 

리 강화, 석면 함유 가능물질의 석면오염 차단, 건축물의  생애 석면

안 리, 폐석면의 안 처리  농가슬 이트철거 지원, 자연발생석면

을 리하고,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석면건강피해 방  질환

자 리강화, 석면피해의 효과  구제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농어  슬 이트 철거·처리와 련해서 1960∼1970년  건축된 슬 이트

지붕재의 노후화로 부식·풍화 등에 의한 공기  석면비산 가능성 때문에 

18 직업성 피종 감시체계 운 (58건 보고, 2008)  석면취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확 (산업안 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노동부, 2008.9), 석면 산, 공장 인근 주민 건

강 향조사 실시(환경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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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이 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음. 다만, [폐기물 리법] 

개정(2008.7 시행)으로 석면제거작업에 사용된 장갑이나 작업복까지 지정

폐기물로 분류, 처리비용이 2∼3배 증가하여 폐석면슬 이트 처리에 어려

움을 겪고 있음

- 가구당 석면슬 이트 처리비용은 해체·철거비 230만 원, 수집·운반비 60

만 원, 매립비 50만 원 등 300만∼400만 원 소요( 계부처 합동, 2009.7)  

◦ 농어 지역 석면슬 이트와 련해서 ‘석면 리 종합 책’은 환경부가 

심이 되어 ①농가슬 이트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 인 슬 이트지붕재 황 

 처리규모 등을 악하고, ②석면비산 방지를 한 리방안, 안 한 폐

석면처리방법과 기  등을 명시한 매뉴얼개발  지방자치단체 보 , ③농

식품부와 함께 농어 주택 슬 이트지붕재 철거  처리지원 책을 강구

하되 특히 처리비용 감  세농어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농식품부는 농어업선진화 원회 의결을 통해 환경부 주 의 석면 리 

종합 책에 농가주택 슬 이트지붕 처리 책을 포함하고, 지붕개량 시 

농어  주택개량자  우선지원, 주택개량자  지원규모 확 , 빈집정비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로 함.

표 2-8.  농가슬 이트지붕 석면 책 추진 략

구   분 1단계(2009) 2단계(2010∼2012) 3단계(2013 이후)

환경부와 

연계 력

- 석면 리종합 책에 

슬 이트처리비 반

- 노후슬 이트처리비

지원

-빈집정비 등과 연계

- 노후슬 이트처리비

지원

-빈집 정비 등과 연계

농어 주택

개량추진

-지원물량 확

- 주택개량사업지침 개정

-융자한도액 증액

-슬 이트주택 우선 지원

-물량  융자증액

-슬 이트주택 우선 지원

자료: 농어업선진화 원회, 농어업선진화 추진사항 보고, 200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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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의 추진실 은 환경부가 8개 시·도의 4만 5,000가구를 상으로 슬

이트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 500명을 상으로 사용 는 철거 시 

인체 해성평가 등 주민인식도 조사(2009.11∼12)를 실시함. 농식품부는 

농어 주택개량 지원물량을 당  6,000동에서 7,000동으로 확 (융자 액 

2,400억 원에서 2,800억 원으로)하고 지원조건도 세 당 4,000만 원(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개선하 음.

- 2010년 환경부는 기 자료 조사  리매뉴얼을 개발·보 하고, 정부합

동 ‘슬 이트 리 종합 책’을 수립할 계획임. 한편 농식품부는 농어 주

택개량자  지원규모를 확 하여 세 당 융자 액과 지원 세  수를 늘

리고, 사업 상 선정 시 슬 이트 주택보유자를 우선 선정 추진, 지방자

치단체의 농산어 개발사업(포 보조 사업) 추진 시 빈집정비를 반 .

그림 2-3.  석면 리 종합 책의 기본구상 

  석면함유제품관리강화석면함유제품관리강화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석면오염 차단석면오염 차단

  건축물의 전 생애 석면 건축물의 전 생애 석면 
안전관리안전관리

석면안전관리법석면안전관리법(제정)(제정) 석면건강피해구제법석면건강피해구제법(제정)(제정)

석면 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석면 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석면함유 가능물질 등 석면의 원천적 석면함유 가능물질 등 석면의 원천적 차단차단

건축물 등 사용 석면의 전 과정 안전관리건축물 등 사용 석면의 전 과정 안전관리

석면 건강피해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석면 건강피해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

비전비전

목표목표

수단수단

중점중점

추진추진

과제과제

  석면 건강피해 예방 및 석면 건강피해 예방 및 

질환자 관리 강화질환자 관리 강화

  석면피해 효과적 구제석면피해 효과적 구제

 석면위해도소통 강화 석면위해도소통 강화

자료: 계부처 합동, 석면 리 종합 책, 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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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농어 지역 주거환경과 석면슬 이트 사용에 

한 조사결과

1. 농어 지역의 주거환경 실태와 만족도

1.1. 농어촌지역 주거환경의 실태와 만족도

◦ 최근 인구증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가구가 소규모로 분화되면서 주택 수는 

늘어났지만 주택보 률은 1975년의 70.0%에서 2005년의 82.7%로 완만하

게 증가하고 있음.

- 농어 지역의 경우 인구와 가구, 주택 수가 모두 감소하지만 인구가 더 

빠른 속도로 고 있어서 같은 기간 면(面)부의 주택보 률은 91.5%에서 

105.2%로 증가하고 있음.

- 도시지역인 동(洞)부에서는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282만 8,641호나 부

족한 반면 농어 지역인 면부에서는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9만 5,381호

나 많아 빈집 방치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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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도시와 농 의 인구  주택 수 비교

                                                                     단 : 호, %

구  분 1975 1985 1995 2005

주택

국 4,734,169 6,104,210 9,204,929 13,222,641

동부
1,809,410 3,349,327 6,562,695 9,997,532 

38.2 54.9 71.3 75.6 

읍부
528,163 796,855 851,456 1,293,996 

11.2 13.1 9.3 9.8 

면부
2,396,596 1,958,028 1,790,778 1,931,113 

50.6 32.1 19.5 14.6 

인구

국 34,706,620 40,448,486 44,608,726 47,278,951 

동부
16,792,771 26,442,980 35,036,473 38,514,753 

48.4 65.4 78.5 81.5 

읍부
3,723,354 4,817,236 3,484,148 3,943,827 

10.7 11.9 7.8 8.3 

면부
14,187,007 9,188,270 6,088,105 4,820,371 

40.9 22.7 13.6 10.2 

가구

국 6,761,239 9,571,361 12,958,181 15,988,274 

동부
3,418,290 6,330,798 10,031,978 12,826,173 

50.6 66.1 77.4 80.2 

읍부
722,593 106,070 1,014,190 1,326,369 

10.7 11.6 7.8 8.3 

면부
2,620,356 2,134,493 1,912,013 1,835,732 

38.8 22.3 14.8 11.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 가구별 세  구성을 비교해 보면 1975년의 경우 2세 로 구성된 가구가 

68.9%, 3세 가 19.2%를 차지하고 1세 는 6.7%에 불과하 으나 2005년에는 

2세 는 55.4%, 3세 는 6.9%로 감소한 반면 1세 는 16.2%로 크게 늘어났

음.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1975년에는 4.1%인 28만 1,007호에 지나지 않았으

나 2005년에는 무려 20%에 달하는 317만 675호로 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 인구감소와 가족 해체,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단독세   1인 가구세 는 

도시보다 농어 지역에서 더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음. 단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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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비 은 읍부에서 1975년의 6.1%  4.4%에서 2005년에는 

19.4%  19.1%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면부에서는 4.8%  3.8%에서 

28.8%  26.2%로 증가하여 2005년 재 농어 지역에는 단독세 가 

78만 1,391호, 1인 가구가 73만 914호나 존재하고 있음.  

표 3-2.  도시와 농 의 가구당 세  구성
 단 : 호, %

구  분　 1975 1985 1995 2005

1세

국 446,826 915,529 1,640,434 2,574,717 

동부
275,269 594,660 1,059,993 1,793,326 

8.3 9.4 10.6 14.1 

읍부
43,426 93,880 149,824 255,507 

6.1 8.5 14.8 19.4 

면부
128,231 226,989 430,617 525,884 

4.8 10.6 22.5 28.8 

2세

국 4,580,227 6,412,196 8,200,487 8,807,326 

동부
2,427,459 4,421,238 6,720,167 7,482,096 

72.9 69.8 58.9 52.0 

읍부
495,936 733,186 587,162 686,441 

69.7 66.3 67.0 58.7 

면부
1,656,832 1,257,772 883,158 638,789 

63.6 58.9 46.2 35.0 

3세

국 1,277,783 1,382,870 1,265,537 1,092,562 

동부
461,645 746,866 903,772 842,183 

13.9 11.8 9.0 6.6 

읍부
134,191 179,880 114,359 100,584 

18.9 16.3 11.3 7.6 

면부
681,947 456,124 247,406 149,795 

26.2 21.4 12.9 8.2 

1인  
가구

국 281,007 660,941 1,642,406 3,170,675 

동부
150,660 427,574 1,185,514 2,439,761 

4.5 6.8 11.8 19.1 

읍부
31,594 73,729 135,665 252,907 

4.4 6.7 13.3 19.2 

면부
98,753 159,638 322,227 478,007 

3.8 7.5 16.9 26.2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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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유형태를 보면 2005년의 경우 자가(自家) 소유 79.0%(773만 5,057

호), 세(傳貰) 11.9%(212만 2,422호), 월세  사 세가 5.9%(79만 7,817

호)를 차지하고 있는데 1975년과 비교하면 자가 소유 비 이 어든 반면 

세와 월세의 비 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

- 지역별 자가 주택 비 을 보면 면부에서도 95.2%에서 84.1%로 감소하고 

있으나 도시(83.4%⇒75.6%)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농

어 지역의 자가 주택 비 이 높은 것은 새로운 주택공 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구 유출로 주택수요가 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 한편 세 주택의 비 은 동부에서 10.5%에서 22.5%로 늘어난 데 비해 

면부에서는 0.9%에서 6.9%로 증가하 음. 월세주택의 비 은 동부에서 

4.1%에서 7.8%로 증가한 데 비해 면부에서는 0.9%에서 4.3%로 각기 증

가하 는데 특히 농어 지역의 세  월세 주택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

고 있음. 이는 농어 지역 산업구조의 다양화와 혼주화(混住化)  역

화로 도시근교 농어 지역에서는 외지인의 유입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

으로 이해됨.

◦ 주택의 건축연도를 보면 국 으로 2000∼2005년이 22.1%로 많고, 1980

∼1989년 19.6%, 1990∼1999년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1970∼

1979년 7.0%, 1960∼1969년 2.4%, 1959년 이 에 건축한 주택도 3.3%를 

차지하고 있음.

- 1990년 이후 건축한 주택은 도시의 경우 70%를 차지하는 데 비해 군(郡)

부에서는 60.2%로 농어 지역에 신축 건물이 은 신 1979년 이 의 

오래된 건물은 도시가 9.1%인 데 비해 농어 에는 24.5%나 되어 농어

지역에는 오래된 낡은 주택이 더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음.

- 농어 지역 에서도 읍(邑)부보다 배후지인 면부에 오래된 낡은 주택이 

더 많은데 1959년 이 에 건축한 주택은 읍부가 6만 6,704호인데 면부에

서는 22만 3,793호, 1960∼1969년은 읍부가 4만 3,916호인데 면부는 11

만 3,494호, 1970∼1979년은 읍부가 8만 7,343호인데 면부는 17만 8,665

호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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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도시와 농 의 주택 건축연도

 단 : 호, %

구 분 1959 이 1960∼1969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5

시부
12,275 144,953 605,553 1,997,472  4,534,195  2,174,807  

1.3 1.5 6.3 20.9 47.3 22.7 

군부
29,290,497  157,410 266,008 447,592 1,174,838  581,227 

10.0 5.4 9.1 15.3 40.3 19.90 

합계
410,772 302,363 871,561 2,445,064  5,709,033  2,756,034  

3.3 2.4 7.0 19.6 15.7 22.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 주택의 크기를 보면 도시지역(동부)의 경우 1975년에는 연건평 29.7∼62.8

㎡ 48.2%, 62.8∼129㎡ 29.0%, 29.7㎡ 미만 16.8%로 이들 세 그룹이 체

의 94.0%를 차지하 음. 2005년에는 62.8∼129㎡형이 46.5%로 늘어난 반

면 29.7∼62.8㎡과 29.7㎡ 미만은 각기 38.5%와 2.2%로 어들어 주택규모

가 확 되고 있음.

- 농어 지역의 경우 1975년에는 29.7∼62.8㎡ 58.4%, 62.8∼129㎡ 19.2%, 

29.7㎡ 미만 21.2%로 이들 세 그룹이 체의 98.8%를 차지하 음. 2005

년에는 62.8∼129㎡형이 59.5%로 늘어난 반면 29.7∼62.8㎡과 29.7㎡ 미

만은 각기 33.8%와 1.4%로 총 94.7%로 어 주택규모의 확 가 도시보

다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05년 ‘인구  주택 총조사’ 자료를 기 로 한 농어 지역 주거환경의 특

징은 도시에 비해 주택보 률과 단독세   1인가구 비 , 자가주택 비율

이 높지만, 노후주택이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

원이 발표한 ‘2008년 주거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농 가구는 공가(空家) 비율이 9.5%(30.8만 호)로 도시지역의 4.2% 

(42만 호)보다 높고, 최  주거기 19 미달가구 비율이 22.1%로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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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에 비해 높아 주택재고 리정책  주택개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함(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제249호, 2009.10.26).

◦ 농어 지역 주민들의 주택에 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1987년

과 1992년에는 5.8%와 6.4% 수 에서 2001년과 2004년에는 15.4%와  15.8% 

수 으로 높아지고, 반면 ‘매우 불만’이란 응답은 11.8%와 8.1%에서 7.5%와 

7.9% 수 으로 어들어 반 으로 주택에 한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재 주택에 해 불만을 가진 응답자의 비

은 31.6%나 되고 있음.  

표 3-4.  농어  주민들의 주택에 한 만족도

                                                                    단 : %

연  도
주택에 한 만족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1987 5.8 17.7 33.6 31.1 11.8

1992 6.4 17.2 33.5 32.9 8.1

1997 11.2 18.7 34.3 29 6.7

2001 15.4 22.0 33.9 21.2 7.5

2004 15.8 22.5 30.1 23.7 7.9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 연도.

◦ 농어 지역 주민들에게 주택에 한 불만이유를 문의한 결과 주택의 노후

와 소란 응답이 가장 많았음. 그 밖에 난방 등 부 시설과 상·하수도시설 

미흡, 화장실 불편 등이 많은 비 을 차지하 으나 최근에는 일조량 부족과 

19 최 주거기 은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   용도별 방의 개수, 용 입식부엌·수세

식화장실 등 필수 인 설비기 ,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기 을 포함하는데 당  

2000년 10월 건교부가 법  근거 없이 고시한 것을 2004년 10월 [주택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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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通風) 불량, 유지 리비 과다 등의 문제와 함께 경제  가치가 없기 때

문에 불만이란 이유도 새롭게 제기하고 있음

표 3-5.  농어 지역 주민들의 주택에 한 불만 이유

 단 : %

주택에 한 불만 1987 1992 1997 2001 2004

일조·통풍 불량 1.6 1.5 2.8 2.4 6.6

주택의 노후 38.4 39.0 41.8 47.1 54.3

주택의 소 28.8 19.9 25.5 19.7 25.7

화장실 불편 2.1 4.5 6.2 7.8 -

난방 등 부 시설 미흡 21.8 31.9 14.6 7.3 -

상·하수도시설 미흡 6.7 2.1 4.0 3.3 -

유지  리비 과다 - - 0.9 1.6 2.0

경제  가치 없음 - - 2.9 7.6 6.4

기 타 0.6 1.0 1.3 3.3 5.0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 연도.

1.2. 조사농가의 주거환경 실태와 만족도

◦ 본 연구에서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통신원과 보령시  남해군의 사례연구

지역 거주자를 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통신원  응답자가 거주하는 주택

의 건축연도는 1990∼1999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주택도 18.7%를 차지하고 있음. 

- 통신원 조사 상 가구의 건축연도는 평균 으로 1982년이고, 넓이는 

106.7㎡ 정도이며, 방의 개수는 3개,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62세 정도로 

나타남.

- 지통신원은 지역에서 비교  농규모가 크고, 경제  여력이 상

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농어 지역의 평균 인 농가의 실태보다 다소 상

향으로 치우친 것으로 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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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지역 석면슬 이트주택 거주자의 주택의 건축연도는 통신원들과는 달

리 1960∼1970년 사이가 39.4%로 높게 나타나고, 2000년 이후 건축한 주택

은 겨우 6%에 불과하여 상 으로 낡고 오래된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 짐.

- 실제 슬 이트주택의 거주자는 고령의 소득층 주민이 부분을 차지

하고 있음. 부분 연 과 자녀들의 용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 조사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평균 건축연도는 1967년, 넓이는 96.5

㎡, 방의 개수는 3.4개 정도임. 

그림 3-1.  응답자 가구주택의 건축연도별 분포

단 : %

27.3

39.4

27.3

6.1

8.2 

13.9 

59.2 

18.7 

1959년이전

1960∼1979

1980∼1999

2000년이후

통신원 사례지역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  사례지역 조사, 2010.4～6. 

◦ 주거면 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비교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

졌는데 그 에서도 통신원은 69.4∼99㎡이 367명(57.9%)으로 사례지역 

거주자 13명(26.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

    - 방의 개수는 통신원의 경우 3∼4개가 480명(79.7%)이고, 사례지역 거

주자들은 44명(64.7%)으로 이 규모에서 각기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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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는 통신원의 경우 2명 이하가 체 52.2%(345명) 지만 사례

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2명 이하가 체 73.5%(50명)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상은 사례지역의 경우 석면슬 이트 거주자를 상으로 조사

하 기 때문에 상 으로 세고령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산업화 과

정에서 이농·이 과 고령화 등으로 가구원 수는 작지만, 주거면 은 상

으로 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표 3-6.  응답자 주택의 방 개수  가구원 수
단 : 명, %

구   분

방 개수

통신원 사례지역 거주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개 이하 73 12.1 11 16.2

3∼4개 480 79.7 44 64.7 

5∼6개 38 6.3 13 19.1 

7개 이상 11 1.8 - -

합    계 602 100.0 68 100.0

구   분

가구원 수

통신원 사례지역 거주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명 이하 345 52.2 50 73.5

3∼4명 211 31.9 11 16.2

5∼6명 85 12.9 6 8.8

7명 이상 20 3.0 1 1.5

합    계 661 100.0 68 100.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  사례지역 조사, 2010.4∼6.

◦ 슬 이트지붕으로 된 주택에 거주하는 통신원은 체 응답자의 27.7%(140

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개량주택, 한옥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음.

- 석면슬 이트주택 거주자의 비율이 환경부 조사결과보다 낮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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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조사 상이 부분 농어 지역의 선도(先 ) 농가이기 때문으로 

단 됨.  

- 사례지역의 거주자조사는 기본 으로 석면슬 이트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을 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주택의 소유형태별로는 자가 주택이 

98.5%를 차지하고, 월세는 겨우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7.  지붕재의 슬 이트 여부  개·보수 의사

단 : 명, %

구 분
슬 이트주택 개·보수 의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슬 이트지붕 140 27.7 65 51.2

비 슬 이트지붕 365 72.3 62 48.8 

합  계 505 100 127 10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조사, 2010.4.

◦ 통신원으로서 슬 이트주택에 거주하거나 창고 등을 소유한 응답자 에서 

지붕을 개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응답자의 51.2%가 지붕

개량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하지만 사례지역 거주자들에게 재 살고 있는 석면슬 이트주택의 개·

보수 의사를 문의한 결과 응답자의 80%(48명)가 보수할 의사가 없는 것

으로 악되었고, 20%(12명)만 개·보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슬 이트지붕의 개·보수 의사와 련해서 연령이 높을수록 개·보수 의사

가 낮아지고 있는데 실제 석면슬 이트지붕 개·보수 의사가 없는 통신원 

에서 70 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 , 50  순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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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통신원들의 연령별 개·보수 의사 여부

단 : 명, %

연   령 있   음 없   음    체

30세 이하  1( 0.8)  2( 1.6)  3( 2.4)

31∼40  4( 3.2)  1( 0.8)  5( 4.0)

41∼50  5( 4.0)  9( 7.1) 14(11.1)

51∼60 21(16.7) 12(9.5) 33(26.2)

61∼70 17(13.5) 17(13.5) 34(27.0)

71세 이상 16(12.7) 21(16.7) 37(29.4)

  체 64(50.8) 62(49.2) 126(10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조사, 2010.4

◦ 통신원들에게 석면슬 이트주택에 거주하지만 지붕의 개·보수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한 결과 통신원의 경우 ‘경제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밖에 ‘지 까지 별 문

제 없기 때문’이 19.7%, ‘나이가 많아 굳이 개·보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 이 

16.9%로 조사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사례조사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음.

표 3-9.  슬 이트지붕 개·보수 의향이 없는 이유

소득수 별
(만 원)

지 까지 
별 문제 
없음

경제  
여력이 
없음

나이많아 
개·보수 
필요 없음

집이낡아 
고치기 
어려움

기 타  체

∼100
통신원 6(8.5) 16(22.5) 8(11.3) 0(0.0) 3(4.2) 33(46.5)

사례지역 12(27.3) 17(38.6) 11(25.0) 2(4.5) 42(95.5) -

100∼199
통신원 3(4.2) 11(15.5) 3(4.2) 4(5.6) 1(1.4) 22(31.0)

사례지역 0(0.0) 1(2.3) 1(2.3) 0(0.0) 2(4.5) -

200∼ 통신원 5(7.0) 6(8.4) 1(1.4) 2(2.8) 2(2.8) 16(22.5)

 체
통신원 14(19.7) 33(46.5) 12(16.9) 6(8.5) 6(8.5) 71(100.0)

사례지역 12(27.3) 18(40.9) 12(27.3) 2(4.5) 44(100.0) -

  주: 복수응답임.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  사례지역 조사, 2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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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유로는 본인의 주택이 아니거나 개발사업 추진으로 주택이 철거

되기 때문에, 장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음. 

- 실제 가구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경제  여력이 없어 개·보수 의향이 없

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 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음.

◦ 통신원을 상으로 최근 10년간 주택을 신축 는 개량한 이 있는지 문의

한 결과 응답자의 46.7%(306명)가 주택을 개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주택을 신축한 사람이 193명(41.5%)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부엌  

개량이 20.0%(93명), 지붕 개량이 15.1%(70명)로 조사되었으며, 그 밖에 

화장실 개량 9.5%(44명), 방과 목욕시설 개량이 각기 3.7%(각 17명), 기

타 6.7%(31명)로 나타남.

- 한편 사례지역 거주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65.7%(44명)

가 주택을 개량한 것으로 응답하 음. 다만 통신원 조사결과에 비해 개

량을 한 건수는 많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주택신축보다는 부엌이나 

지붕 등을 소소하게 고쳐 쓰는 경우가 많았음.

- 를 들어 사례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부엌을 개량한 사람과 신축한 사람

이 각기 19명(34.6%)과 18명(32.7%)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하고, 그 밖에 

지붕 개량 23.6%(13명), 방 개량 5.5%(3명), 목욕시설 개량 3.6%(2명)로 

나타났으며, 부분의 석면슬 이트지붕이 노후화되어 철거해야 할 형편

이지만, 경제  여력이 없어 기존 슬 이트지붕에 함석 등을 덧 워서 

사용하는 사례도 다수 조사되었음.

◦ 농어 지역의 주거환경의 질  수 을 살펴보기 해 부엌과 화장실, 목욕

시설 등에 해 문의한 결과 응답자들이 소유한 주택의 질  수 은 다음과 

같음. 입식부엌과 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을 체로 갖추고 있으나 여 히 

간이상수도나 펌  의존도가 높고, 비용이 렴한 가스보일러 도입비율이 

낮아 농어  주거환경의 당면문제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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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농어 지역 응답자주택의 질  수

단 : %

부    엌
통신원 96.9(입식부엌) 3.1

사례지역 100(입식부엌)

화 장 실
통신원 86.3(수세식) 13.7

사례지역 94.1(수세식) 5.9

목욕시설
통신원 87.3(온수시설) 6.3 6.3

사례지역 77.6(온수시설)   9 13.4

수도시설
통신원 48.3(상수도) 25.5 23.7 2.5

사례지역 22.1 76.5(간이상수도) 13.4

난방시설
통신원 59.4(기름보일러) 2.1 30.1 1.7 0.5 5.8 0.5

사례지역 88.2(기름보일러) 7.4 1.5 2.9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  사례지역 조사, 2010.4～6.

- 부엌의 경우 통신원은 650명의 응답자  630호(96.9%)가 입식(立式) 부

엌으로 부분을 차지하지만 여 히 20호(3.1%)는 재래식 부엌을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사례지역 거주자들은 68명의 응답자  68

명(100%)이 입식 부엌을 사용하고 있음.

- 화장실은 통신원의 경우 656명의 응답자  수세식(水洗式)이 566명

(86.3%)으로 부분을 차지하지만 재래식도 90호(13.7%)이고, 사례지역 

거주자들은 수세식이 64명(94.1%)으로 부분을 차지하지만 재래식도 4

호(5.9%)나 됨.

- 목욕시설의 경우 통신원은 응답자 647명  565명(87.3%)이 온수시설을, 

41명(6.3%)은 냉수시설만 갖추고 있으나 41명(6.3%)은 아  목욕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례지역 거주자들은 52명(77.6%)이 온수시설을, 

6명(9.0%)은 냉수시설만 갖추고 있으나 9명(13.4%)은 목욕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주택의 수도(水道)시설에 한 조사결과 통신원은 650명의 응답자  상

수도 314호(48.3%), 간이상수도 166호(25.5%), 자동펌  154호(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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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6호(2.5%)로 나타나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택이 무려 

51.7%에 이르는데 사례지역 거주자들은 상수도 15명(22.1%), 간이상수

도 52명(76.5%), 자동펌  1명(1.5%)으로 부분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

하는 것으로 밝 짐.

- 난방시설에 해 문의한 결과 통신원은 655명의 응답자  기름보일러 

389호(59.4%), 가스(LPG)보일러 14호(2.1%), 기보일러 197호(30.1%), 

연탄보일러 11호(1.7%), 연탄 3호(0.5%), 화목 38호(5.8%), 기타 3호(0.5)

로 나타난 데 비해 사례지역 거주자들은 기름보일러 60명(88.2%), 기

보일러20 5명(7.4%), 연탄보일러 1명(1.5%), 화목 2명(2.9%) 등으로 가스

보일러는  없는 것으로 밝 짐.

◦ 주택의 크기와 시설에 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통신원의 경우 ‘만족한

다’는 응답이 29.8%인 데 비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6.6%에 이

르고 있음. 하지만 사례지역 거주자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32.4%인 

데 비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4.7%로 재 거주하는 주택의 크기 

 시설 등에 해 반 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통신원  사례지역 거주자 모두 시설별 만족도에서 화장실과 목욕시설 

 방음·소음 부문의 매우 불만족이 다소 높게 나타남. 그리고 부엌과 일

조·통풍은 상 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응답자는 재 거주하는 주택의 크기  시설 등에 해 반 으로 만

족하고 있는 것으로 단됨.

20 한석유 회에 의하면 2005년 9월 도시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월평균 난방비는 

10만 원, 농어  소도시의 등유사용가구의 난방비는 22만 3,500원인데, 이는 세

차이 때문임. 즉 등유 1ℓ에 붙는 세 은 277원(특소세 154원+교육세 23원+부과세 

76원+부과  23원)으로 체가격의 32%나 되지만 도시가스 1㎥에는 89원(특소세 

40원+부가세 49원)이 세 으로 가격의 16%에 불과함. 1000㎉의 열량을 내는 비용

으로 환산하면 등유는 96원이지만 도시가스는 51원에 불과(조선일보 20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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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주택의 크기와 시설에 한 만족도

단 : %

주택시설 조사지역 만 족 정 도

만족도
통신원

사례지역

주택규모
통신원

사례지역

부엌
통신원

사례지역

화장실
통신원

사례지역

목욕시설
통신원

사례지역

주택구조
통신원

사례지역

방음소음
통신원

사례지역

일조통풍
통신원

사례지역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  사례지역 조사, 2010.4~6.

1.3.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 농어 을 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에 한 자 지원(융자)

을 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기 생활수 자 등 세한 계층에 한 

지원이 미흡하며, 오지에 들어오는 사람(은퇴, 귀농, 귀 자)에 한 주택공

  지원방안도 부실하여 농어 지역의 토지이용이나 경 보존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자 지원(융자) 자체도 신용과 상환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세소농, 장애인, 소득층을 한 공공임 주택이나 실버홈, 그리고 귀

농자(歸農 )나 도시 은퇴자를 상으로 한 원주택 등 다양한 농어  

주민들을 상으로 한 주택정책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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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 상은 허가받은 일정규모(100㎡. 단, 원마

을조성사업에 의한 지원은 150㎡) 이하의 농 주택으로 제한되고, 각종 지

방세 부과로 농어 지역의 주택건축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어 규제완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농가주택의 경우 건축연도가 오래된 건물이 많고 그 에는 [건축법]이 

시행되기 이 에 지은 무허가 건축물도 상당하나 이들은 지원 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 농어 지역의 특성상 축사(畜 )나 농업용 창고 등 비교  규모가 큰 부

시설의 설치를 한 지원정책이 없음

- 그 밖에도 소득정책이나 산업정책, 기타 지역개발정책 등과 연계 없이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시 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 농어 지역을 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식품부와 행안부, 복지

부, 환경부, 농진청, 지자체 등 여러 부처가 제각기 주택 련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지원조건의 차이에 따른 혼선과 재정투자의 비효율을 래

하고 있음.

- 토지이용이나 건축과 련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어 지역의 자연경 , 

환경, 어메니티, 인근주택과 어울리지 않는 주택이 양산되고 있음.  

- 석면슬 이트 처리에 해서도 여러 법령을 통해 제각기 리하고 있으

나 실효성 있는 안이 없어 법 집행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농어 지역의 주택사업이 지역의 경 이나 토지이용은 물론 상하수도, 오폐

수시설 등 마을기반정비와 연계되지 않아 난(難)개발을 래하고 있음.

- 일부 지역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농 주택 신축과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공동 주차장이나 창고, 마을회  등 마을기반시설 정비

가 연계성이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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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통신원과 실제 거주자를 상으로 슬 이트주택 실태와 정책방

향 등에 해 조사하 음. 

- 남해군과 보령시의 실제 슬 이트 거주자들은 상 으로 지통신원에 

비해 연령은 높고, 경제  능력이 낮아 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하

는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참여할 능력이 없고, 실제로 정부에서 

슬 이트 철거비를 일부 보조해 주어도 지붕개량에 소요되는  부

담과 노력부족으로 개선보다는 재 상태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단됨.

- 사례지역으로 남해군과 보령시를 선정한 이유는 해안가 지역일수록 바

람 등의 향으로 가집에서 슬 이트지붕으로 개량비율이 상 으로 

높고, 그  다수가 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석면슬 이트 

처리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극 인 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특히 농식품부 선진화 원회에서 ‘농가슬 이트지붕 석면 리 책’을 의결

하고, 기존의 농어 주택개량사업 지원 규모를 확 ·추진하고 있음.

- 빈집 철거사업의 경우 국비보조 없이 동당 70만∼100만 원의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안 보건법]  [폐기물 리법]의 규제강화로 석

면슬 이트의 수거  처리에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 

자체가 어려움

-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상환능력이 있는 주민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부분 세고령자가 거주하는 석면슬 이트 문제 해결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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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지역의 석면슬 이트건축물 조사 결과

2.1. 남해군 석면슬레이트건축물 보유실태

◦ 2010년 3월 재 남해군의 건축물 장에 등록된 슬 이트건물은 1만 2,081동

으로 체 가구 수의 54.4%이고, 용도별로는 주택 7,245동, 기타 4,836동으로 

구성된 것으로 악되나, 군의  다른 자료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3만 846동

(139.0%)의 슬 이트건축물을 보유한 것으로 악됨21.

- 통계상의 혼란은 조사 상을 가구 수  주택으로 한정하 는지,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 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해됨. 이유 여하를 

표 3-11.  남해군 건축물 장에 등록된 슬 이트건물 실태

단 : 가구, %

읍면별
슬 이트지붕 건축물

가구 수(C)
슬 이트 비율(%)

계(A) 계(B) A/C B/C

합  계 12,081 30,846 22,197 54.4 139.0

남해읍 1,415 4,036 5,505 25.7 73.3

이동면 1,516 3,759 2,160 70.2 174.0

상주면 473 1,105 891 53.1 124.0

삼동면 1,121 2,687 2,103 53.3 127.8

미조면 427 816 1,283 33.3 63.6

남  면 1,536 4,059 2,156 71.2 188.3

서  면 1,324 3,503 1,583 83.6 221.3

고 면 1,457 3,891 2,035 71.6 191.2

설천면 1,099 3,160 1,580 69.6 200.0

창선면 1,713 3,830 2,901 59.0 132.0

 자료: 남해군 자료 재정리, 2010.

21 이와 련하여 남해군 생태도시과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확인하 으나 자세한 내막

을 알기 어려웠음. 다만 남해권의회의 공식자료로 발표한 <표 3-11>의 A와는 달리 

B의 경우 <표 3-12>에서 읍·면별  용도별 실태를 밝히고 있어 신뢰성 여부를 떠

나 슬 이트건축물에 한 실태 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해 소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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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문하고 동일 군내에서 각기 다른 자료가 존재할 만큼 석면슬 이트건

축물에 한 실태 악이 제 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음.

- 본채와 사랑채, 창고, 축사 등으로 구성된 농어  주택의 특성상 실제 슬

이트건축물은 거주 주택의 2배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밖에도 상당

수의 건축물 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큼. 

◦ 공간 으로 읍이나 면소재지의 경우 그동안 부분 주택개량을 하 기 때

문에 농어  배후지에 있는 주택의 경우 슬 이트지붕 비율이 훨씬 높은 것

으로 나타남. 이는 남해군 내에서도 비교  도시화가 많이 진 된 남해읍과 

미조면, 창선면 등의 석면슬 이트건축물 비율이 낮은 반면 배후 농어 지

역인 남면, 서면, 고 면의 슬 이트건축물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석면슬 이트건축물의 용도별 실태를 보면 체 3만 846동의 건물  

주택과 창고가 각기 51.5%(1만 5,881동)와 43.7%(1만 3,470동)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이 밖에 공장과 공공건물, 사무실  상가 등의 순으로 나

타나는데 지역별로 용도는 다소 차이가 있음. 

표 3-12.  남해군 석면슬 이트건축물의 용도별 분포

단 : 동

읍면별 공공건물 공장 부 시설 사무실 주택 창고 축사 기타 합계

남해읍 136 123 36 91 2,202 1,444 0 4 4,036

이동면 36 61 8 10 1,817 1,808 5 14 3,759

남면 33 71 12 11 2,004 1,899 2 27 4,059

서면 15 67 15 21 1,684 1,689 10 2 3,503

고 면 43 78 10 22 1,807 1,923 5 3 3,891

설천면 39 27 2 14 1,268 1,808 1 1 3,160

창선면 23 59 6 24 2,366 1,327 2 23 3,830

상주면 19 21 3 7 733 313 0 9 1,105

삼동면 26 85 17 27 1,408 1,112 4 8 2,687

미조면 25 13 5 18 592 147 3 13 816

합  계 395 605 114 245 15,881 13,470 32 104 30,846

자료: 남해군 내부자료 재정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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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령시 석면슬레이트건축물 보유실태 

◦ 2009년 말 재 보령시의 석면슬 이트건물은 7,730동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체 가구수 4만 3,645호의 17.7% 수 으로 국 평균보다는 상

으로 슬 이트건물이 은 것으로 나타남.

- 보령시는 2010년 석면슬 이트건축물 처리를 지원하기 한 시 조례를 

제정하고 5,000만 원의 시 산을 확보하여 동당 250만 원씩 지원, 20호

의 석면슬 이트지붕을 개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공간 으로 읍이나 면소재지는 부분 주택개량을 하 기 때문에 농어  

배후지에 있는 주택의 경우 슬 이트지붕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는데 이는 <표 3-13>에서 보령시 천 1∼5동의 석면슬 이트건축물 비율

이 성주면이나 주산면, 남포면에 비해 훨씬 낮다는 에서 입증되고 있음.

표 3-13.  보령시의 읍·면별 석면슬 이트건축물 보유실태

단 : 동, 가구, %

읍면별
슬 이트지붕 건축물　

가구 수(C)
슬 이트 비율(%)

계(A) 주택(B) 기타 A/C B/C
합   계 7,730 5,260 2,470 43,645 17.7 12.1 

천1동  507  341  166 6,399  7.9  5.3 

천2동   66   43   23 2,921  2.3  1.5 

천3동  511  306  205 4,418 11.6  6.9 

천5동  507  384  123 3,439 14.7 11.2 

웅천읍 1,150  785  365 3,361 34.2 23.4 

주포면  372  166  206  909 40.9 18.3 

주교면  594  380 214 2,407 24.7 15.8 

오천면  167  144  23 2,681  6.2 5.4 

천북면  305  187 118 1,851 16.5 10.1 

청소면  586  316 270 1,472 39.8 21.5 

청라면  736  462 274 2,012 36.6 23.0 

남포면  829  600 229 2,564 32.3 23.4 

주산면  627  412 215 1,451 43.2 28.4 

미산면  140  112  28   981 14.3 11.4 

성주면  633  622  11 1,248 50.7 49.9

자료: 보령시 자료 재정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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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용도별 분포를 보면 주택이 5,260동으로 슬 이트건축물의 68.0%를 

차지하고, 그 밖에 창고 1,724동, 축사 374동, 부 시설 157동, 사무실  상

가 127동, 빈집 29동, 공공건물 28동, 공장 17동 등으로 악되었음.

   - 농어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이라 할 수 있는 보령 시내에도 상당수의 

슬 이트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3. 조사농가의 석면슬 이트 보유실태와 처리방법

◦ 여기서는 통신원과 사례지역 거주자를 상으로 석면슬 이트지붕을 어떻

게 도입하게 되었으며, 개·보수 후 폐슬 이트는 어디에 버렸는지, 석면슬

이트 철거비용 지원 시 개·보수의향과 방법, 석면슬 이트의 유해성에 

한 인지도, 폐슬 이트의 처리방법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개

선사업에 한 인지도 등에 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 음.

 ◦ 먼  슬 이트지붕 보유실태를 보면 통신원 조사결과 응답자 에서 재 

슬 이트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27.7%에 불과하지만 과거 슬 이트주택

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체 응답자 649명 에서 79.4%(515명)를 

차지하고 있음.

- 1979년 이 에 석면슬 이트주택을 소유했던 사람은 220명(48.7%)이고, 

1980년∼1990년에 소유한 사람도 204명으로 45.2%를 차지하고 있음.

- 사례지역 조사 상자의 경우 기본 으로 슬 이트주택 거주자를 조사하

기 때문에 직  비교하기 어려움.

◦ 당 에 석면슬 이트지붕을 도입한 이유를 문의한 결과 통신원의 경우 새

마을운동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도입한 경우가 51.5%(258명)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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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다음으로 ‘지붕재의 가격이 렴’해서 도입한 사람은 36.5%(183명)나 

되었는데 사례지역 거주자들도 비슷한 응답을 하 음.

- 가지붕에서 새마을운동의 향으로 당시 신소재인 슬 이트를 지붕재 

많이 사용한 것으로 이해됨22. 당시 정부의 강한 권유가 있었지만 6년이

란 비교  짧은 기간에 240만 호나 되는 주택개량이 가능했던 것은 한편

으로는 가지붕을 슬 이트로 바꾸면 화재염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

공품(藁工品) 제조나 가축사료로 볏짚을 활용할 수 있었고, 매년 지붕개

량에 소요되는 노동력 감 등이 가능하 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신소재

인 슬 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 으로 유리하다고 단한 것으로 이

해됨. 이는 <그림 2-1>과 같이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서로 경제

발  기단계에 석면슬 이트를 많이 사용하 다는 사실에서 경제  

동기가 컸다고 짐작할 수 있음.

그림 3-3.  석면슬 이트지붕 도입 이유

단 : %

36.5 

51.5 

5.2 

6.8 

40.0 

56.9 

0.0 

3.8 

지붕재의가격이 저렴해서

정부의정책에 따라서

주위의권유

기타

통신원 사례지역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  사례지역 조사, 2010.4～6.

22 이동필, 석면슬 이트와 노인건강, 한국일보(20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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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통신원들과 사례지역 거주자의 경우 각기 체 응답자 에서 62.3%(312

명)와69.2%(45명)가 주거주택 이외에 슬 이트지붕으로 일반창고,축사,농기

계 창고 등 부속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 짐.

-부속건물의 슬 이트지붕 개·보수 의사를 문의한 결과 개·보수 의향이 없

다고 응답한 자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한 결과 통신원의 경우 ‘경

제 여력이 없어’가 37.5%,‘지 까지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22.4%

등을 들고 있으나 사례지역 거주자들은 ‘경제 여력이 없어’가 60.0%,

‘지 까지 별 문제 없었기 때문’이 22.2%등으로 경제 이유를 강조하고

있음.

그림 3-4.부속건물 슬 이트지붕을 개·보수하지 못하는 이유
단 :%

22.4 

37.5 

20.8 

13.1 

6.1 

22.2 

60.0 

11.1 

4.4 

2.2 

지금까지별문제 없기때문

경제적여력이없기때문

나이가 많아개·보수할이유없음

너무낡아신축해야함

기타

통신원 사례지역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 사례지역 조사,2010.4～6.

◦ 통신원들에게 과거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개·보수할 때 발생한 폐석면슬

이트 처리방법과 련해서 문의한 결과 응답자들의 55.2%(148명)가 ‘본

인 스스로 처리하 다’고 응답하 고,29.0%는 ‘개·보수할 때 건축업자가

처리하 다’고 응답하 음.

-폐슬 이트의 처리방법으로는 마을 인근에 매립(32.7%),마을인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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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 다고 응답하 는데, 폐기물 처리장에 처

리한 경우는 2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폐슬 이트를 몰래 투기하는 이유를 문의한 결과 ‘비용부담’이 44.3%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그 밖에 ‘편리해서’ 20.6%, ‘이웃이 하니까’ 14.2% 등으로 나타났는

데, 응답자의 53.9%(289명)는 지 도 몰래 폐슬 이트를 투기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 폐석면슬 이트를 불법 폐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도가 정착하지 못한 이

유도 있지만 석면의 유해성에 한 인식이 부족하고, 폐기할 수 있는 가까

운 장소가 마땅치 않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행 [산업안 보건법]  [폐기물 리법]이 시행되기 에는 폐석면슬

이트를 문업자가 철거하지 않고, 편리한 방법으로 아무 게나 처리

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음.

표 3-14.  슬 이트건축물 개·보수 시 폐슬 이트 처리방법

단 : 명, %

처리방법 빈도 비율 처리장소 빈도 비율

본인 스스로 148 55.2 폐기물 처리장  74 28.5

문허가업체  17  6.3 마을 인근매립  85 32.7

건축업자  78 29.1 마을 인근 야  39 15.0

기 타  25  9.3 기 타  62 23.9

합  계 268 100.0 합   계 260 100.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조사, 2010.4 

◦ 정부(지자체)가 ‘슬 이트지붕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면 소유하고 있는 석면

슬 이트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의한 결과 통신원의 경우 ‘지붕만 

교체하겠다’는 응답이 체의 60.2%(328명)를 차지하고, ‘건물을 재건축하

겠다’ 29.7%, ‘고치지 않고 그 로 살겠다’ 6.6%, ‘지붕만 도색을 하겠다’ 

3.0% 등으로 나타났음. 조사지역 거주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 결과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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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교체하겠다’는 응답이 체의 62.7%(42명)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건

물을 재건축하겠다’는 응답은 14.5%로 어든 반면 ‘ 재 그 로 고치지 않

고 살겠다’ 16.4%와 ‘지붕만 도색을 하겠다’ 4.8%로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극 으로 개선할 의지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슬 이트지붕 철거비를 지원한

다면 지붕만 교체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의 의사가 높게 조사되었는데, 석

면슬 이트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 으로 세고령자들과 소득

층이 많아 비록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가 인 비용발생에 

한 걱정 때문에 주택개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됨. 

표 3-15.  연령별 슬 이트지붕 철거비용 지원 시 개선방안

단 : 명, %

연령별

건물 체 
재건축

지붕만 도색 지붕만 교체 재 그 로

통신원
사례
지역

통신원
사례
지역

통신원
사례
지역

통신원
사례
지역

30세 이하 0.2 - 0.2 - 0.4 - - -

31∼40 0.9 - - - 1.3 - - -

41∼50 4.1 4.6 - - 7.9 3.1 0.6 3.1

51∼60 11.1 3.1 0.2 - 15.9 10.8 1.1 -

61∼70 7.5 1.5 0.8 4.6 18.6 27.7 1.7 1.5

71세 이상 6.2 4.6 1.9 1.5 16.3 21.5 3.2 12.3

 체 30 13.8 3 6.2 60.4 63.1 6.6 16.9

소 득 
수 
(만 원)

건물 체 
재건축

지붕만 도색 지붕만 교체 재 그 로

통신원
사례
지역

통신원
사례
지역

통신원
사례
지역

통신원
사례
지역

∼100 8.6 9.7 1.5 3.2 18.3 58.1 3.2 11.3

100∼199 10.5 4.8 0.8 - 20.4 6.5 1.1 1.6

200∼299 4.6 - 0.4 - 10.5 - 0.8 1.6

300∼399 1.9 - 0.2 1.6 5.7 1.6 1.1 -

400∼499 2.3 - 0 - 2.9 - 0 -

500∼ 2.3 - 0.2 - 2.7 - 0.2 -

 체 30.1 14.5 3 4.8 60.4 66.1 6.5 14.5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  사례지역 조사, 2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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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이 포함된 슬 이트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문의한 

결과 통신원의 경우 응답자의 86.2%(557명)  사례지역 거주자의 94.1% 

(64명)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 으나 부분 TV 등을 통해 얻은 단편 인 

지식으로 석면문제에 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단됨.

- 왜냐하면 행 [산업안 보건법]의 석면슬 이트 처리규정에 해 알고 

있는지 문의한 결과 통신원의 75.7%(490명)  사례지역 거주자의 58.8% 

(40명)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석면의 유해성이나 처리방법과 

차 등 구체 인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단됨

- 한편 슬 이트의 유해성에 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문의한 결과 TV 

등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신원의 94.5%(528명) 

 사례지역 거주자의 81.0%(51명)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그림 3-5.  석면슬 이트의 유해성 정보 습득방법

단 : %

1.4 

94.5 

2.3 

0.2 

1.6 

4.8

81

9.5

0

4.8

이웃사람

TV 등매스컴

관공서

자녀

기타

통신원 사례지역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  사례지역 조사, 2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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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슬 이트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나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

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산업안 보건법]에 따라 ‘ 문업체가 슬 이

트를 철거해야 한다’는 규정에 해 문의한 결과 통신원의 46.7%  사례

지역 거주자의 53.7%는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 음.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 행 법에 규정된 슬 이트 처리규정을 잘 모른다’고 응답

한 비율도 각기 통신원의 33.8%  거주자의 35.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어서 이를 기 으로 련규제의 완화여부를 단하기는 어려움.

- 다만 석면슬 이트는 고형화(固形化)되어 비산 가능성이 없으면 인체에 

별로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행 제도상의 지나치게 엄격한 석면취  규

제는 오히려 석면슬 이트의 해성이나 처리방법 등과 련하여 불필

요한 오해와 사회  불안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이에 한 재검토

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임

◦ 이는 련 질문에서 석면처리 비용을 감하기 해서는 ‘ 문교육을 이수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고 직  수거 는 철거할 수 있

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통신원의 78.7%(469명)  사례지역 

거주자의 45.2%(28명)나 되었음.

- 행 [산업안 보건법]  [폐기물 리법] 등 련제도 때문에 농어 지

역에서 슬 이트주택의 철거와 운반  처리를 오로지 문업체가 수집·

고형화해서 멀리 떨어진 처리장까지 운반, 매립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처리비용이 발생하여 거주자들에게 경제  부담을 주고, 실질 인 석면

처리를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슬 이트주택과 련하여 추진하는 여러 

가지 주택개량사업에 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통신원들에게 사업별 인지도를 문의한 결과 빈집정리사업의 경우 응답

자의 27.2%가 알고 있었으며,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 23.7%, 슬 이



66

트지붕개선시범사업 14.6%, 희망근로 로젝트 8.4% 등으로 각기 인지하

고 있으며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11.0%로 조사되었음.

- 한편 사례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빈집정리사업은 응답자의 27.0%가 알고 

있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개량사업 20.8%, 슬 이트지붕개선시

범사업 18.2%, 주거환경개선사업 16.4%, 희망근로 로젝트 11.3% 등으

로 나타났음. 사례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극 으로 석면슬 이트에 

응하고 있어서 상 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한 인지

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단됨.  

그림 3-6.  정부  지자체 슬 이트주택 련 사업인지도

단 : %

   

23.7 

8.4 

27.2 

15.1 

14.6 

11.0 

16.4

11.3

27

18.2

20.8

6.3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

빈집정리사업

슬레이트지붕개선시범사업

자치단체주택개량사업

모름

통신원 사례지역

  주: 복수응답임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  사례지역 조사, 2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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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석면슬 이트지붕 개량 련시책의 내용과 추진사례

1. 농어  주거환경개선 련사업의 추진

1.1. 농식품부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1.1.1. 추진배경 

◦ 1976년부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농어  불량주택 개량  취락구조 개

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후 [농어 주택개량 진법(1995.12.29)] 제정으

로 농어  기 마을의 종합 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농어 정비법](제2조, 제55조, 제67조, 제108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

상  농산어 지역개발 진에 한 특별법](제29조)에 의해 낡고 불량한 

농어 주택의 개량 진 등 농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 지역의 주

거문화 향상  주거복지를 실 하고 농어  정주의욕 고취, 도시민 유치 

진  농어  활성화를 도모함.

◦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과거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던 농어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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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업(2006년까지 39만 2,000동에 4조 3,380억 원을 융자)과 빈집정비사

업, 그리고 농식품부가 추진하던 주택개량사업(1990~2006년  3만 9,896

동에 5,376억 원 융자)을 통합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주택의 신축  개량에 

필요한 자 을 장기· 리 융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에 따라 지방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음. 

- 농 진흥청은 1983~2004년 기간  17만 2,642호에 2,923억 원을 융자

하여 목욕실 개량(호당 400만~490만 원, 지원 리 4%)사업과 2001~2004

년  1,218개소에 37억 원을 보조하여 친환경 화장실 개량(200만~280

만 원, 국비 50%)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환 

-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까지 2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5만 9,128동의 빈집을 철거(동당 30만 원 지원)하고 있으나 2005년 이

후 지방비사업으로 환 

- 건설교통부(주택공사)가 읍·면지역에서 시행한 임 주택사업(1979~2002

년)은 총 64단지(읍 60, 면 4) 2만 7,000세 에 불과함. 

◦ 농식품부는 낙후된 농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진하기 하여 주택

개량 사업량을 지속 으로 확 하고, 지역주민의 부담 경감을 해 융자  

지원 리를 인하하는 등 지원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어 지역의 정서에 

맞는 ‘농어  주거모델’도 개발하여 보 할 계획임.

1.1.2.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 

가.  농어 주택개량사업

◦ 읍·면지역(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동 지역(주거·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등 농어 지역을 상으로 노후·불량주택 개량자

을 융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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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 정비법] 제2조(정의),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67조

(농어 주택개량자 의 조성 등), 제108조(자 지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어 지역개발 진에 한 특별법] 제29조(농산어 의 

기 생활여건 개선) 등에 사업추진 근거를 두고 있음.

- 출 상주택은 세 당 주거 용면  100㎡ 이하 주택( 원마을조성사

업지역의 주택은 세 당 주거 용면  150㎡이하 주택)임.

- 농어 주택개량자 을 이용하려는 자는 먼  할 시장·군수·구청장으

로부터 농어 주택개량사업 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주택을 개량(신축·

수리)한 후에 할 농 에 자  출을 신청하면 됨.

- 2007년 지원물량은 5,600세 , 세 당 융자한도액은 4,000만 원이며, 자

지원액은 2,240억 원, 2008년에는 2,400억 원(융자)으로 신·개축은 세

당 4,000만 원, 부분개량은 세 당 2,000만 원을 지원하여 6000동을 개

량하 으며, 2010년 계획은 세 당 융자한도액을 1,000만 원 증액하여 

가구당 5,000만 원, 지원물량은 8,000세 로 늘어났음.

그림 4-1.  농어 주택개량사업의 추진 체계

사업물량배정

(농식품부→시·도

 →시·군·구)

→

사업신청  

상자선정

(시·군·구)

→

건축허가(신고)

(시·군·구)

사업시행·완료

(사업자)

→

사용승인

(시·군·구)

융자 신청

(사업자→농 )

→

융자  출· 

사후 리

(농 /시·군)

(1～2월) (1～3월) (연 ) (연 ) (연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2010.

◦ 농어 주택개량사업의 추진은 사업물량의 배정, 사업신청  상자 선

정, 건축허가  사업시행, 사용승인, 융자  출  사후 리 등의 단계

로 진행

- 연 (1∼2월)에 사업물량이 배정되고, 이후 차를 진행하며, 건축허가, 

사용승인, 융자  출 등은 연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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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최근 농어 주택개량사업 지원 실

단 : 세 , 백만 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계획)

지원 물량 5,600 6,000 7,000 8,000

세 당 융자한도액 40 40 40 50

자  공 액 224,000 240,000 280,000 400,0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10. 1.

◦ 2007년∼2013년까지 4만 5,600동 2조 9,440억 원(119조 투융자 계획)의 노

후·불량주택에 한 개량  정비 등을 지원하여 농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농어 지역으로 이주를 진함. 

- 2008년까지 재특·농특, 주택기 , 지방비 등 다양한 재원으로 농어 주

택개량자  5조 4,496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이 후 2010년부터는 사

업을 통합하여 4,000억 원(농 자  2,800억 원, 지방비 1,200억 원)의 

산으로 8,000동을 개량할 계획임.

◦ 2010년부터 농어 주택개량자 으로 통합하여 단일자 으로 운용

- 2009년까지 농어 주거환경개선자 과 농 주택정비자 으로 분리되어 

운 되었지만, 운 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해 년부터는 농어 주

택개량자 으로 통합23하여 추진되고 있음.

◦ 2010년 농어 주택개량자 의 재원을 농 자 과 지방비로 통합하여 운  

 리의 효율성을 제고

- 2009년까지 농어 주택개량자 은 국민주택기 , 농특회계, 지방비, 농

자  등 자 의 출처가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운 되었음.

23 ‘농어  지역개발·복지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이동필 외, 2006)’ 연구결과에 기

하여 2007년부터 행정안 부가 별도로 추진해오던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농

식품부의 주택개량사업과 통합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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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농어 주택개량사업 추진 황

단 : 억 원

2009년도 사업 2010년도 사업 

자 명
사업물량
(사업비)

재원구성 자 명
사업물량
(사업비)

재 원 구 성

농어

주거환경

개선자

4,500동

(1,800억 원)

농특회계(10%): 180

국민주택기 (60%)

: 1080

지방비(30%): 540 

농어

주택개량

자

8,000동

(4,000억 원)

농 자 (70%): 2,800

지방비(30%): 1,200
농 주택

정비자

2,500동

(1,000억 원)

농 자 (100%)

: 1,000

  주: 농 주택정비자 은 다가구·다세 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 용  

  면 에서 제외)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재정리, 2010. 1.

나 .  빈집정비 사업

◦ 농어 주택개량 진법 제2조  제12조에서 빈집정비 사업의 상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거주 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

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 주택 는 건축물 등이 

해당됨. 

◦ 2010년부터 빈집철거  폐기물처리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산은 지방

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다만, 농산어 지역(마을)의 경 개선, 생활환경정비, 환경보  등을 

해서 일반농산어 개발사업(포 보조사업)에 반 되어 있는 빈집정비사

업에 해서는 철거비(슬 이트 철거·처리비용 포함)를 해당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빈집정비사업은 일반농산어 개발사업에서 포 보조 산 사업으로 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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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정비사업은 5개의 일반농산어 개발사업에서 ‘일반농산어  지역

발 을 한 기  인 라 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 빈집정비사업은 1997～2000년까지 사업비 19억 8,000만 원으로 6,600동이 

정비되었고, 2005년에는 41억 7,000만 원으로 6,611동을 정비한 이래 해마

다 조 씩 늘려 2009년에는 86억 1,000만 원의 산으로 9,646동을 정비하

음. 따라서 빈집정비사업이 시작된 1997년 이래 2009년까지 국의 빈집 

사업은 총 451억 3,000만 원의 산으로 9만 587동을 완료하 음.  

- 빈집정비사업의 사업량과 사업비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

인구의 지속 인 이 (離村)과 고령자들의 사망 등으로 인해 해마다 

빈집의 수도 늘어나고 있어서24 정확한 실태조차 악이 어려운 상황임.

- 2009년 사업지침에서는 빈집철거  폐기물처리비 보조율은 국비 70%, 

지방비 30% 지만, 2010년부터 특회계 일반농산어 개발사업 지원 

등으로 정부보조 없이 지방비로 집행해야 함.

표 4-3.  농어  빈집정비사업 추진실

단 : 동, 백만 원

연 도 별 사 업 량 사 업 비

2000  6,600  1,980

2005  6,611  4,171

2006  6,685  3,956

2007  7,057  5,217

2008  7,948  6,157

2009  9,646  8,618

합  계 90,587 45,23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2010.

24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농 의 빈집이 

2006년 5만 7,000호에서 2007년에는 8만 3,000호로 늘어나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 

2003년 1만 3,268호에서 2007년에는 2만 9,608호로 증가하 음(정해걸 의원 블로그, 

경북 농 빈집 3만여 채 흉물 방치, 20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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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2009년까지 사업량과 산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남이 2만 1,047동, 

84억 1,000만 원, 북 1만 7,900동, 82억 3,900만 원의 추진실 을 보이고 있음.

◦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100만 원 내외의 지방비를 지원하여 빈집의 철거  

정비 등을 도모함.

- 지원액은 빈집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결정(마을정비사업지구 내 빈집은 마을정비사업비로 보조 지원) 

- 빈집에 한 치, 면 , 구조, 용도, 소유자 등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합법  범 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농어 빈집정보센터’를 운  

표 4-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방법

사  업  명 사업의 추진방법

농어

주거환경

개선사업

융자 상

- 농어 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  

주민(무주택자 포함)

- 농어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이 추천한 자

상지역

읍·면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역

시  시에 소재하는 동(洞) 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상주택

- 세 당 주거 용면  100㎡ 이하인 주택(다만, 원마을

조성사업 주택은 세 당 주거 용면  150㎡ 이하) 

- 다세 형 주택 허용(세 별로 독립 인 주거공간을 확보

하고, 세 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출한도
- 신·개축: 세 당 5,000만 원 이내

- 부분개량·증축: 세 당 2,500만 원 이내

융자조건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빈집정비

사업

사업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

어 있는 농어 주택 는 건축물의 철거  정비

지원기

- 빈집철거  폐기물처리비 등 산은 지방비를 확보하여 지원

- 다만, 농산어 지역(마을)의 경 개선, 생활환경정비, 환경

보  등을 해서 일반농산어 개발사업(포 보조사업)에 

반 되어 있는 빈집정비에 해서는 철거비(슬 이트 철

거·처리비용 포함)를 해당 사업비에서 지원

주: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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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방법

◦ 시·군 - 시·도가 제출한 사업수요를 바탕으로 농식품부가 농어 주택개량사

업을 확정하고 시·군 - 시·도로부터 융자 신청을 받아 농 을 통해 자 을 

지원함.

- 농식품부는 시·도의 년도 집행량, 신청량, 사업 우선순 , 지방비 분담

분 확보 상황, 빈집정비 실  등을 종합 검토

◦ 시·군·구는 문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사업신청 공고를 하여 융자 신

청을 받고, 당해 연도 ‘농어 주택개량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시

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자  사업 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함.

(1) 특정사업 지원 등을 목 으로 배정하는 물량(특별배정물량)에 해서

는 특별배정의 목 에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 상자 선정

(2) 특별배정물량 이외의 배정물량(농어 지역개발사업지역 배정, 일반

배정)에 해서는 배정물량의 25% 범  내에서 ①지붕재가 슬 이

트인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②타 시·군·구 농어  이외의 도시지역

에서 당해 농어 에 거주를 희망하는 귀농·귀 자, ③신재생에 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를 우선 선정 

(3) 농어 지역개발사업 지역에 배정하는 물량(  농 주택정비자 )은 ①

농산어 지역개발사업지구( 원마을, 농산어 마을종합개발 등) 안에

서 주택개량 희망자, ②수해지구, 재해 험지구, 기타 사업지구(한옥마

을조성 등)에서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를 우선 선정하고, 잔여물량 발생 

시 일반배정물량으로 환하여 사업자 선정 

(4) 일반 노후·불량 주택 개량희망자를 상으로 하는 물량(일반배정)에 

해 ①주택 노후도(노후도 높을수록 우선 지원), ②소득수 (소득수  

낮을수록 우선 지원), ③신청자 연령(연령 높을수록 우선 지원), ④가족

원 수(가족원 수가 많을수록 우선 지원), ⑤농어  경 과의 조화(경

계획 등에 부합 시 우선 지원), ⑥슬 이트주택 여부(슬 이트주택 개

량 시 우선 지원)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 를 정하여 신청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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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안전부의 농어촌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

1.2.1. 추진배경

◦ 1960년  이후 보 된 농어 지역 슬 이트주택은 노후화로 목조 부식, 방

습불량, 단열  생 불량 등 주거(住居)로서 기능이 열악하 음.

◦ 특히 환경부 조사결과 35년 이상 가구만 약 31만 호나 되는 농어 지역 슬

이트주택은 노후화로 인해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아 주민건강을 함.

- 국내에서도 석면 련 직업병 사례(65명)가 보고되었으며, 향후 30년간 

1만 1,764명(약 400명/년) 석면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환경부)

  

◦ 그동안 융자방식으로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자부담 능

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거빈곤과 환경빈곤

의 험에 동시에 노출된 농어 지역 슬 이트주택 거주 소득 취약계층

에 해서는 정책  지원이 미흡하 음.

- 경제  여건이 취약한 소득계층의 건강권 제고  주거복지 증진을 동

시에 고려하는 책 수립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슬 이트주택 지붕개

량사업 추진

◦ 행정안 부는 2009년부터 희망근로 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어 지역 소

득층의 슬 이트지붕 개량사업 추진하고 있음.

- 희망근로 농어 소득층 슬 이트주택 지붕개량 표본조사(2009.8.31)를  

통해 주택연한(年限), 거주형태, 가구원 수, 경제수 , 주택수리 시 우선 

시공분야, 특이계층(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여성가장 등)을 

악하여 사업 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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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농어  슬 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의 내용

◦ 농어  슬 이트주택 자가 거주 기 생계비 수 자, 차상  계층을 상으

로 134.4억 원(＝1,600가구×840만 원)의 산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함

- 시·군별 주택개량사업 추진기 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범사업 

- 특별시, 역시의 자치구는 세민 집지역을 심으로 시범사업 실시 

◦ 석면 제거  주거복지 증진 차원에서 슬 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사업을 추

진하되, 주민요구  주택상태를 고려하여 덧 우기 방식을 병행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필요시 재료비 부담이 은 기배선, 도배 등의 주택 내부 수리서비스

를 추가 제공하여 주민수요에 부응

◦ 슬 이트지붕개량사업 추진 시 가구당 84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

정하고, 사업추진 시 재료비 비율은 50%까지 사용, 사업비의 30%(약 250만 

원)는 별도로 국비 지원함.

1.2.3. 농어  슬 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의 추진방식

◦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부서는 환경·복지부서와 조하여 사업추진을 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재원  인력조달 방안을 검토하여 지자체별 사업계

획을 확정·공고하고 사업 상자를 선정함.

 

◦ 시·군별로 2명 이상의 문인력과 8명 이상의 희망근로인력으로 구성한 ‘희

망근로 슬 이트주택개량 담추진 ’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음.

- 문인력은 지붕작업  체 인 사업 리 역할 부여, 지방자치단체 여

건에 따라 집수리자활기  등과 연계하여 문인력 수   사업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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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근로인력은 노동 강도를 감안하여 배치하되, 목공·건축분야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숙련도 제고

 

◦ 가구당 소요 산 840만 원 범  내에서 슬 이트 철거  지붕시공을 하되 

슬 이트 철거  처리는 문업체가 담당하여 지붕시공은 담추진 의 

직  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실정과 지붕면  등을 감안하여 소요

산 증감이 가능함.

- 행정안 부가 배포한 ‘슬 이트지붕 개량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업장 특

성에 맞게 작업추진

◦ 2009년 ‘희망근로 로젝트’를 통해 스스로 집수리를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을 상으로 2만 775호(슬 이트 개량 1,502호 등)의 집수리사업을 추진하

으며, 이와는 달리 사회운동으로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매일경제신문·농 앙회·GS건설·남 재단과 공동 약을 통해 소득

층 가구에 한 슬 이트지붕 개량사업 등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민

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4개 기 이 사회  나눔운동으로의 확산을 해 

상호 력하는데, 농 ·GS건설·남 재단에서는 자재비  사인력을 

지원하고, 매일경제신문에서는 장취재, 기획시리즈 보도 등 홍보를,  

행정안 부에서는 상가구 선정  행·재정 인 지원을 담당

- 이 밖에도 농어 공사와 다솜둥지복지재단, 농 앙회 기술지원 사단, 

한국사랑의 집짓기연합회 등 NGO 단체에서 농어 지역의 취약계층에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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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건복지가족부의 저소득층집수리사업

1.3.1. 추진배경

◦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11조, 제15조, [국민기 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

조  [국민기 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5조, 제26조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음.

- 주거 물 여에 따른 수 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

이고, 소득층이 직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이 목 임.

◦ 사업 상은 ‘자가(自家) 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 자(자가가구 등 범 )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 자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수 자로 함.

- ‘자가 가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나 수선  검서비스가 필요한 가

구도 시･군･구청장이 단하여 실시 가능

1.3.2. 소득층 집수리사업 내용

◦ 집수리사업의 산은 주거 물 여 산과 자활근로사업 산을 재원으로 

하며, 필요시 별도재원을 활용하여 상한액을 과하는 집수리공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물 여의 취지와 집수리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구원 수에 계없이 상

한액을 용하되, 가구당 집수리사업에 한 지원 상한 액은 150만 원임

- 가구당 실제 소요되는 수리비용을 반 하되, 최  150만 원의 범  내에

서 집수리를 지원토록 사업계획 수립  사업량을 책정하여야 하며, 지

나친 계획으로 가구당 집수리 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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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에는 250억 원으로 18만 5,000가구

를 지원하 으며, 2010년에는 300억 원(지방비 100%) 산으로 국 기

생활수 자 2만 가구의 불량주택을 상으로 집수리사업을 추진할 계

획임.

1.3.3. 소득층 집수리사업의 추진방식

◦ 사업 시행주체는 시·군·구청장인데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시·군·구는 지

역자활센터에 우선 탁함(국민기 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 지역자활센터가 지원하는 집수리 련 자활공동체에 우선 탁

- 자활공동체 운 이 곤란한 경우 지역자활센터의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탁(불가피한 경우 사회  일자리형으로 추진 가능)

   

◦ 지역자활센터가 없는 지역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 리법인,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집수리사업 수행능력 는 경험이 있는 민간기 (단체, 개

인) 등에 공모를 통한 탁

-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집수리사업단에 해서는 별도

의 공모 차 없이 탁 가능

◦ 지역별 특성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  ‘집수리

사업단(시장진입형 는 사회 일자리형)’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것도 가능

◦ 시·군·구 단 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과 인 집수리사업 수행을 

하여 인 한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역단 로 실시 가능

- 역사업단을 구성·운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수행 가능

- 역사업으로 운 할 경우에는 련 시·군·구  사업실시기 과 사

에 의하여 ‘ 역사업단 운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집수리사업 탁규모, 역사업 운  지원, 사후 리 등 역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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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사항에 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의하여 추진

◦ 당해 연도 1월부터 연  사업을 단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년도 12월 

 집수리 상 가구에 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탁 차를 추진

1.4. 기타 국토해양부, 환경부의 관련 사업

1.4.1. 국토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존의 주거복지 사업이 무주택(無住 ) 임차인 주로 

시행되기 때문에 자가 소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책이 상 으로 미흡

하다고 단,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의 개·보수사업

을 통해 소득층의 주거수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택 개·보

수사업의 추진을 비하고 있음.

◦ 사업목 은 사회취약계층의 노후주택 개·보수를 통한 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개·보수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

성화 도모

- 국토해양부 ‘사회취약계층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시달

- 국토해양부는 2010년 처음으로 480억 원(서울은 국비 60%·지방비 40%, 

지방은 국비 80%·지방비 20%)을 책정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불량주택 

개·보수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함

◦ 사업 상은 개·보수가 필요한 기 생활수 자의 자가 주택이며, 노후도가 

심한 주택을 우선 선정

- 가구원의 특성(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려하되, 기존 개·보수사업의 수혜

를 받은 주택은 후순 로 하며, 개발 정지 내에 속한 주택이나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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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은 상에서 제외

- 사업 상 선정 후 실태조사  공사발주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할 계획임 

◦ 국토해양부는 역자치단체를 통해 지원 상 주택을 추천받아 8,000가구

를 선정, LH에 맡겨 시행할 정이나 2010년 5월까지 산을 확보하지 못

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남 1,861가구, 경북 1,377가구, 북 1,137가구, 경남 903가구, 충남 

780가구, 충북 574가구 등임.

1.4.2 환경부의 석면 리 종합 책  석면슬 이트 련사업

◦ 환경부는 ‘석면 리 종합 책’ 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농어업

선진화 원회에서 제기한 ‘농어  슬 이트지붕 석면 리 책’뿐만 아니라 

석면 리 종합 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농어  슬 이트 철거  처리 지원방안에서 환경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국 농가 슬 이트 사용 황 조사(2009~2010년, 환경부)

- 국토해양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미등록 건축물에 한 

추가 실태조사 실시

- ‘슬 이트 리  처리 매뉴얼’ 개발·보 (2010년, 환경부)

- 농어 주택 슬 이트지붕재 철거  처리 지원 책 강구(2010년, 환경

부, 농림수산식품부)

◦ 환경부의 2010년도 석면슬 이트 련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1) 기 자료 조사  리 매뉴얼 개발·보 (2010년 상순, 환경부)

- 도심지 슬 이트 사용 황 조사, 처리 방법별 타당성 검토(시범사업 포

함)  세 농어가 지원 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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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이트 사용 시 안  리방안, 폐석면 처리방법 등 수요자별 리 매

뉴얼 개발·보

 (2) 정부합동 슬 이트 리 종합 책 수립(2010년 하순, 환경부) 

    - 조사·연구 결과를 토 로 부처별 역할분담,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장기 슬 이트 리 책 마련

◦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정부 부처가 분산하여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 혼선을 래하고, 효율 인 산의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

2. 남해군의 석면슬 이트 련사업 추진사례

2.1.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농림수산식품부)

◦ 농어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으로 생활환경 개선  정주여건 조성, 노

후·불량한 주택정비로 안 사고 방  주요 도로변 양질의 경  형성, 농

어민 삶의 질 향상에 있음.

- 사업 상지역은 시·군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을 상으로 노후주택 개량과 빈집철거 지원 

사업

- 주택개량에 필요한 자 은 융자지원(도비 30%, 농 자  70%)할 때, 주

택규모는 세 당 주거 용면  100㎡ 이하( 원마을조성사업 주택에 

해서는 150㎡ 이하)를 상으로, 융자지원 한도는 세 당 5,000만 원 이

내(부분개량 2,500만 원) 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

- 빈집정비 지원(도비 50%, 시·군비 50%)은⃚ 슬 이트지붕 건물 동당 300

만 원(보조  2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일반지붕은 동당 150만 원(보

조  100만 원, 자부담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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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경상남도  남해군의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은 <표 

4-5>와 같음.

- 2010년 남해군은 주택개량(일반배정 57동, 그린홈 7.5동 등 주택개량 

64.5동과 슬 이트지붕 24동, 일반지붕 11동(군 자체사업 6동 6,000만 원 

제외) 등 빈집정비 35동을 배정받기로 되어 있으나 5월 재 1차분 주택

개량 30.5동과 빈집정비 35동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 임

-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2008년까지 70만 원(도비 50%, 군비 50%)을 지원

하 으나 2009년 슬 이트지붕에 해 동당 80만 원의 추가 지원하여 도

비 35만 원, 군비 115만 원 등 150만 원을 지원하여 30동 철거, 2010년부

터 일반지붕과 구분하여 추진

표 4-5.  2010년 경상남도  남해군의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단 : 동, 백만 원

구      분
주택개량 빈집정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경남도(계획) 998.5 49,925 769 1,296

남해군(배정) 64.5 3,225 41 59

자료: 남해군 내부자료, 2010.

2.2. 농어촌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행정안전부)

◦ 행정안 부는 희망근로 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어 지역 소득층의 슬

이트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09년 하반기 슬 이트지붕 개량사

업 물량을 배정하 는데 도시를 제외한 국 1,600가구  경남 200가구, 

그  남해군은 5가구(4,200만 원)를 배정받았음(희망근로 참여인원 경남도 

1만 7,071명, 남해군 2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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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슬 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원칙, 필요시 재료비 부담이 은 기

배선, 도배 등의 주택 내부수리서비스 추가제공 가능

- 재료비와 인건비는 시·군별 체 사업비의 40%를 과하지 않는 등 행

정안 부의 지침을 수

- 석면슬 이트 철거와 처리는 련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문등록업

체를 통하여 처리

◦ 사업 상자 선정  추진(2010년 희망근로사업 종합지침, 행정안 부)

- 농어 슬 이트 자가주택 거주 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을 상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원회에서 상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집수리 자활기  등과 연계하여 문인력 

수   사업 리, 필요시 주민수요를 반 하여 기배선  도배 등의 

주택 내부수리 서비스 제공(석면제거  주거복지 증진 측면에서 슬 이

트 철거 후 지붕개량)

- 사업규모는 2010년 국에서 2,000가구, 168억 원(가구당 840만 원을 지

원하되 재료비 부족분은 지방자치단체 부담)  

2.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는 기 생활보장 수 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 으로 소득층의 지붕, 화장실, 부엌 개량, 보일러 정비  설

치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2010년 경상남도 체에서 400가구(8억 원: 도비 30%, 시·군비 70%)를 지

원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남해군은 경남도로부터 19동(3,800만 원)을 배정받았는데 그  5명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슬 이트지붕 개량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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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설치 2, 화장실 개·보수 4, 샷시 설치 2, 일반지붕 개량 2, 부엌 

개량 1, 벽체방수·도배·장  1, 지붕방수 1 등임

◦ 지원 상  기 은 기 생활보장수 자로서 다음 주택 소유자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로 군수가 선정하여 1가구당 150만 원 이내에서 지

원할 계획임.

- 수 자 본인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주택 체 무료 임차자

- 무허가주택 소유 거주자(기존 무허가 리 장에 등재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가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

◦ 유사한 성격의 자 을 기 지원받은 자와 도시계획도로  도구역에 치

하고 있어 향후 보 기간이 짧은 경우, 기존 무허가 리 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상에서 제외함.

2.4.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는 낙후된 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그 에서도 특히 무주택 

임차인 주의 주거복지사업에서 탈피, 상 으로 미흡한 자가 소유 취약

계층의 주거안  책을 해 사회취약계층의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지원

을 실시하고 있음.

◦ 기 생활수 자의 개·보수가 필요한 자가(自家) 주택 4,831호에 해 동당 

약 600만 원(국비 80%, 시·도비 각 10%)를 지원하여 매년 900여 동씩 개·

보수할 계획임.

- 남해군에는 기 생활수 자가 686호 있는데 그  양호한 주택 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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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력 56호를 제외한 339호가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악됨(개·보수 

형태별로는 개축 21호, 긴 보수 33호, 편의도모 219호, 도배 등 60호, 기

타 6호 등으로 구성).

- 남해군의 개·보수 상 339호  2010년에는 64호에 한 사업비 3억 

8,400만 원(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을 배정하기로 함.

표 4-6.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보유 황

단 : 동

합  계 양호

개·보수 상

미입력
소 계 개 축

긴
보수

편의
도모

도 배 기 타

12,128 5,294 4,831 477 296 2,091 1,761 206 2,00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9.12.31

◦ 사회취약계층(기 생활수 자)의 자가주택 보유 황에서 개·보수가 필요

한 경남의 기 생활수 자의 자가주택은 국 4만 2,800호의 11.3%인 

4,831호임.

◦ 남해군은 2010년 사업으로 경상남도를 통해 64동을 배정받아 LH가 공사를 

시공할 정이지만 아직까지 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다리고 있는 실정임

2.5. 경상남도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

◦ 석면이 함유된 슬 이트건축물의 지붕개량사업으로 환경오염원 제거  건

강  해소, 농어 지역 노후·불량지붕 개량으로 아름다운 경 형성, 녹색

뉴딜사업 일환으로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도정 시책사업 확 )



87

- 석면피해 실태 악  피해방지 책 마련(2009.7.6 도지사 지시사항 제

515호)

◦ 사업량  사업비는 경상남도 체 10만 4,800동, 1조 4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0년 시범사업 이후 2011년 3,000동, 2012년 5,000동 

등 연차 으로 확  추진할 계획임.

- 2010년 시범사업계획은 경남 체 으로 25억 원의 산으로 250동을 

추진할 계획인데 남해군은 8동에 해 4,000만 원을25 지원(동당 500만  

원 지원 도비 40%, 군비 60%)할 계획임.

◦ 추진방향은 일반  주거용 건축물슬 이트지붕  주거용 시설 우선 시행

(2010년 시범사업), 일반건축물  긴 을 요하는 시설(양곡창고 등)에 해 

앙부처의 녹색뉴딜정책사업 반  건의, 국비 산 확보 시 추진, 주택개량 

상 가옥 선정 시 슬 이트지붕 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임.

◦ 시행방법으로 기존 노후·불량  슬 이트지붕 철거 후 단열재 시공(施工) 

 구조를 보강하여 컬러강 (4.5mm) 등으로 시공할 계획임.

- 보조 지원기 (조례  규칙 등)  사업지침을 수하여 보조 지 ·

정산·공사지도· 검 등을 실시

- 노후·불량 건축물보다 슬 이트건축물을 우선 지원, 경제  능력이 충

분한 슬 이트주택 소유자는 상자 선정을 지양하여 주택개량사업으

로 추진 유도  2011년부터 연차별 시행계획을 한 실태조사  계

획수립

25 사업비는 50㎡ 규모 동당 1,000만 원(지붕개량 86,000원/㎡, 철거  폐기물 처리 

114,000원/㎡)으로 추정(남해군 내부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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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책사업 공모를 통한 석면슬레이트 처리 노력 

2.6.1. 행정안 부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 2007년 행정안 부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응모하여 국 20여 

개 시·군  하나로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가 사업 상으로 선정, 2008∼

2010년  20억 원의 보조 을 수혜받게 되었음.

- 포상 으로 ‘참 좋은 물건만들기 기본계획(2007)’을 수립하여 시설  주

거공간 개선, 마을경 개선 등 공간의 품질 향상과 마을 랜드가치 제고

를 통한 소득기반 창출, 계층별 의견수렴으로 맞춤형소 트웨어 목 등 

삶의 질 향상, 주민참여형 지역공동체 복원의 4  과제를 추진하기

로 함.

◦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된 주택정비사업에는 지붕개량  담장정비, 

빈집활용 방안 등이 포함됨.

- 노후화된 지붕을 경사형 지붕으로 개량하고 통기와·동 기와 컬러아

스팔트 등으로 교체하고, 구역별 재료  색채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정비 상 93호를 상으로 단계 으로 추진

- 빈집 17가구를 철거 상 8호, 유보 7호, 시범활용 2호로 구분하고, 시범

으로 활용할 주택은 수리 후 농어 의 생활양식 시공간이나 통황

토방체험공간, 테마형갤러리  시공간, 기타 주민 소모임공간  휴게

시설로 활용할 계획임.

◦ 슬 이트지붕 개량사업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 8가구(1,255만 원), 

2차 19가구(2,499만 4,000원), 3차 22가구(3,195만 원) 총 6,949만 4,000원의 

보조 으로 총 49가구에 한 슬 이트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하 음.

- 건축물(주택, 아래채, 창고 등)의 규모에 따라 작게는 50만 원에서 많게

는 300만 원까지 사업비의 50%를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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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단 로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 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 다는 정

인 측면이 있으나 사업비가 소액이라 부분 슬 이트지붕에 양철로 된 지

붕을 덧 우는 방식으로 시공을 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석면슬 이트

를 걷어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이 밖에도 물건리 주변에 다수의 외지인이 모양이나 재질, 색상이 모두 

제멋 로인 원주택을 짓고 있어서 주변경 이 보존된 아늑한 포구마

을로서 합리 인 토지이용이나 경 보 이 어려운 실정임.  

2.6.2. 문화체육 부의 다랭이마을 1.5차산업 활성화 시범사업

◦ 한·미 FTA 등 격한 환경변화에 응, 농산어  지역에 한 새로운 소득

원창출 성공모델 제시  확산할 필요성이 제기됨.

- 농가소득 증 와 직결될 수 있는 명품 개발  로그램 지원

- 문컨설턴트  운  등  문인력 지원체계 마련

- 인터넷 등을 통한 마  강화  폐교 매입 등을 통한 숙박시설 고 화  

◦ 문화체육부는 2007년 남 구례산수유마을, 충북 제천산야 마을, 강원 평

창배두둑마을, 제주 서귀포상하모리마을 등과 함께 경남 남해다랭이마을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었음.

- 다랭이마을 체험 로그램  상품개발, 주민교육, 홍보  자문을 해 

마을 표에게 4,250만 원 지원

- 2008.7∼2009.6  마을당 10억 원의 산으로 다랭이마을 등 4개 마을

을 상으로 ‘1.5차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2008.10)

◦ 당  ‘다랭이마을 1.5차산업 활성화계획’에는 다랭이논두 산책로  가마

우지탐방로 조성, 야 장겸용 논두  쉼터, 생태논, 마을안 고샅길정비 등 

하드웨어에 9억 원, 인력육성, 사업역량강화교육, 문가 장 컨설 ,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소 트웨어에 1억 원의 산을 사용할 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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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획을 변경하여 폐석면 처리를 포함한 ‘테마가 있는 

술지붕’ 설치란 명목으로 5동의 석면슬 이트지붕 철거사업을 포함 

49동의 지붕개량을 해 3억 8,997만 원을 집행( 체 사업을 포 으로 

군에서 집행하 기 때문에 개별 보조 규모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5동

의 본채에 한 석면슬 이트 철거비만 2,192만 원 지출)

  

◦ 마을단 로 계획을 수립하여 석면슬 이트지붕 등 노후주택을 개량함으로

써 은 비용으로 농어 주거환경을 개선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나 석면

슬 이트지붕을 가진 건축물  본채만 지원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아래

채나 창고 등은 석면슬 이트건축물을 방치하고 있음.

2.6.3. 농식품부의 농어  그린홈마을 조성사업 

◦ 농어 주택의 에 지는 석유류 심으로 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고, 개별

주택 심의 신재생에 지를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녹색성장, 마을경  형성을 해 체계 인 신재생에 지의 도입이 필요

하고, 농어 지역개발사업과 신재생에 지 보 사업을 연계, 마을단 로 

신재생에 지를 도입하여 농어  그린홈(친환경주택)을 조성

◦ 2010년에는 농어  그린홈마을 35개를 조성하고, 2012년까지 100개소를 조

성할 정임.

- 농어 주택에 태양 , 목재팰릿보일러 등 신재생에 지시설을 마을단

로 도입하는 농어  그린홈마을 35개소 조성하고, 이 그린홈마을을 농어

지역 탄소 녹색성장 거 마을로 육성

◦ 마을단 의 ‘신재생에 지도입계획’을 수립, 그린홈 100만 호 보 사업을 

활용, 지식경제부와 에 지 리공단의 조를 받아 태양  등 신재생에

지를 마을단 로 집단 ·체계  도입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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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  그린홈마을 조성에 주택을 개량(신축, 수리)하여 신재생에 지 

도입 시 농어 주택개량자 을 우선 지원(28개 마을 533호, 약 208억 원

을 특별배정)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린홈마을의 품격제고, 경   생활환경개선 등을 

해 포  보조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추진(12개 마을에 98억  

원의 농 지역개발사업 지원)

- 그 밖에 에 지 약형 농어 주택표 설계도 보 , 그린홈마을 조성 

컨설 지원반 구성·운용 등의 지원

◦ 남해군의 경우 그린홈 100만 호 보 지원 사업으로 2건(양지마을, 동

마을)의 그린빌리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 임.

표 4-7.  남해군의 그린홈 사업계획 

단 : 동, 백만 원

구     분 가구수 태양
사업비 추계

총계 국고지원 지자체지원 자부담

남해읍 양지마을 23 69(kW) 498 249 49 200

창선면 동 마을 15 45 324 162 32 130

자료: 남해군 내부자료, 2010.5

   

◦ 양지마을은 경상남도 신도시과를 통해 군 생태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

으나 동 마을은 도 기업지원과를 통해 군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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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농식품부의 원주택개발사업

◦ 농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마을  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해군수가 사업자가 되어 외지인을 상으로 지역유치를 목 으

로 특징 있는 원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여 외지인을 유치하기 한 사업이지만 직·간

으로 농어 지역 주거환경개선에 기여

◦ 남해군에는 독일마을(2000∼2006), 아메리칸빌리지(2005∼2007) 2개의 

원마을은 기 조성·분양 완료하 고, 향 지구와 문항지구는 추진 임.

- 아메리칸빌리지는 단독주택 21동  19동은 입주 완료함.

표 4-8.  남해군의 원마을개발 실

구 분 독일마을 아메리칸빌리지 향 지구 문항지구

치 삼동면 물건리 이동면 용소리 서면 선구리 설천면 문항리

사업기간 2000∼2006 2005∼2007 2006∼2010 2009∼2011

사업비
76억 원

(군비 7,600)

23억 2,900만 원

(균특 800, 군비 1,529)

37억 3,800만 원

(국비 800, 군비 2,938)

25억 5,000만 원

(국비 459, 군비2,091)

시설 황 주택 53동 주택 21동 주택 21동 주택 20동

면 90,080㎡ 24,794㎡ 22,239㎡ 26,340㎡

특징
독일 부, 

간호사 귀향마을
미국교포 귀향마을

도시민 유치 

원마을

도시민 유치 

원마을

자료: 남해군 내부자료, 2010.

◦ 원주택개발사업은 농어 지역에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고 주민을 집단 유

치함으로써 합리 인 토지이용과 경 보존, 계획입지 등의 장 이 있으나 

택지조성을 통한 종합개발 과정에서 군 건설교통과 농지기반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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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가 여하여 추진체계가 혼란한 실정임.

- 외지인을 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개발 혜택에서 소외

- 원주택의 디자인이나 색상 등에 해 소극 으로 권유26는 할 수 있으

나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난개발 래할 가능성 상존

2. 7 .  남 해군  슬 이트지붕 철 거지원 에 한 조례제정

◦ 석면이 함유된 슬 이트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 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여 슬 이트지붕 철거지원에 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 [산업안 보건법] 제38조의 3  4, [폐기물처리법] 

제17조에 근거하여 2010.3.22 남해군 슬 이트 철거지원에 한 조례안 

입법 고(남해군의회공고 제2010-4호)

◦ 슬 이트지붕 철거지원 범 를 지붕부분 철거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폐기물 처리로 한정하고, [건축법]  그  

밖에 계 법령에 반한 건축물은 지원하지 않도록 지원 상을 설정함.

- 동 조례에 의해 매년 수요조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지원신청  신청자의 자격에 한 사항

26 주택건축의 권장사항에는 ①주변경 과 잘 어울리고 에 지를 약할 수 있는 환경 

친화 인 재료와 형태를 권장한다든지, ②높이는 3층(15m) 이하, 건폐율 30%이하, 

용 률 80% 이하로 계획, ③외벽재료는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울리는 자연재와 지역

에서 구입하기 용이한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주변경 과 조화되는 색채사용, ④외벽

색은 무채색계획(N9∼N9.5), 명도 8.5 이상, 채도 3 이하로 자연환경색채와 조화, ⑤

지붕형태는 주변 자연경 과 조화되는 경사(박공, 모임)지붕형태를 극 권장하며, 

그 외 곡면지붕형태 등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가능하나 평지붕(슬라 ) 형태는 

사용 억제, ⑥담은 투과성 있는 재료로 높이 1.2m 이하로 설치하여 거주자의 심리

인 안락감과 친 감을 부여하고 공개공지로 이웃과의 사회 인 교류장소로 활용, ⑦

마당은 잔디, 마사토, 자연석 등의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며 시멘트 포장 등은 사용하

지 않도록 함 등의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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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가 직  시행하되 농어 빈집정비사업  농어 주택개량사업으로 

선정된 경우는 건축주가 실시하도록 사업시행에 한 사항을 규정

◦ 이 조례에 의해 2010년부터 경상남도의 자체 사업인 노후불량  슬 이트

지붕개량사업(8동 - 동당 군비 200만 원, 도비 300만 원 지원), 농어 주거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슬 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20동 - 동

당 도비 30만 원,  군비 140만 원 지원 요청)을 추진하는 데 참고하고 있음. 

하지만 수요조사를 통한 계획수립은 물론 군 재정이 취약하여 자체 인 신

규사업은 구상하지 못하고 있음. 

- 지원제외 상에 [건축법]에 반된 건축물과 농어 주택개량사업 상

건축물, 그 밖에 계 법령에 반된 건축물은 물론 주거용 이외 건축물

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공해물질로서 석면슬 이트의 처리라는 에서

는 다소 소극 으로 응   

3. 지방자치단체의 석면슬 이트 처리 한계와 당면과제 

◦ 농어 지역의 부락단 에 남아 있는 슬 이트지붕은 주로 세고령자·독거

노인·빈집 등이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일부 마을창고와 축사도 있음.  

- 특히 세고령자와 빈집이 많아 석면슬 이트의 해성을 알더라도 스

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농어  주

거환경개선사업 자 융자를 통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고

령농이나 빈집 등에 한 별도의 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농어  정주여건개선사업은 생활여건개선부문(마을안길, 마을연결도로, 상·

하수도 등 마을기반정비, 기 인 문화·복지시설, 소하천정비 등)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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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등에 을 맞

추어 추진하되 부문 간 상호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석면슬 이트 처리와 빈집철거 등은 농어 정주여건개선사업에 포함하

여 추진하고, 노후 주택 개량 등을 통한 생활편의 향상이 이 사업의 주요 

목 이 되도록 함.

- 농어  주택의 특성을 살려 무허가주택이나 자가주택 여부에 따른 지원 

제한과 농어 주거환경개선 사업 상 선정 시 면 제한 등 지나친 규제

철폐, 세고령자와 독거노인, 창고나 축사 등에 한 추가 인 지원 등

의 제도개선 요구

◦ 석면슬 이트지붕 개량에는 많은 산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정확한 실태

를 악하고, 종합 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단 로 토지이용이나 경 보

존을 한 지역개발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등을 서로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를 들어 남해군의 슬 이트 주거가옥 1만 호에 해 슬 이트 철거  

교체비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할 경우 1,000억 원의 자 이 소요될 것

으로 추정되지만 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종

합계획을 수립하여 처리비용을 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단계별로 추

진해야 할 것임.

- 련사업의 성격에 따라 세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상으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앙정부의 별도 지원 필요

◦ 한 농식품부와 행안부, 복지부 등 여러 앙부처가 추진하는 유사한 사업

이 시·도  시·군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기 고유한 행정라인을 통해 

집행되기 때문에 소규모 분산추진 등 문제를 낳고 있는 만큼 련사업의 

통·폐합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함. 

- 남해군의 경우 군생태도시과 환경건축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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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노후 불량슬 이트건축물 개량사업), 군 경

제과(농어 슬 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 농어  그린홈마을 조성사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주민생활지원과(기 생활보장수 자 주거환

경개선사업), 건설교통과 농지기반 ( 원주택개발사업), 문화 과 문

화재 (다랭이마을 1.5차산업 활성화시범사업) 등 앙정부-도-군의 계

선조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련사업과 연계 력이 어려움.  

◦ 석면슬 이트주택에는 부분 경제  여력이 부족한 세고령자들이 거주

하고 있기 때문에 석면문제의 자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석면슬 이트의 

철거와 수거·운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하는 방안을 극

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새마을운동 당시 슬 이트의 장당 가격은 2,000∼3,000원이었지만, 지

은 처리비만 장당 15만 원(50㎡≈15평당 70장, 1,000만 원 소요)으로 처

리비가 과다하여 자체 으로 처리할 의사와 능력이 미약

- 석면슬 이트주택 철거비는 평균 으로 호당(50㎡ 내외) 300만∼400만 

원 소요될 뿐만 아니라 특히 석면의 경우 문허가업체만 취 가능하기 

때문에 남해군 난음리나 물건리 등 일부지역에서는 단순하게 슬 이트

에 색칠만 하거나(호당 50만∼60만 원 소요), 지붕 에 슬 이트를 그

로 두고 양철지붕을 덧 우는 방식으로 개선(호당 약 280만 원 소요)하

여 새로운 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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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농어 지역 석면슬 이트의 처리방향과 정책과제

1. 농어  주거환경개선의 방향과 과제   

1.1.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방향

◦ 농어 지역은 도시에 비해 노후주택이나 최  기 에 미달하는 주택이 많

고, 특히 인체에 해로운 석면을 함유한 슬 이트지붕 건물이 큰 비 을 차

지하고 있음. 하지만 거주자들의 고령화와 농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주거환

경을 개선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 향상이란 차원에서 

농어 지역 주거환경의 인 정비가 필요함.

- 농어 마을의 특성상 으로 분포해 있어 주거 도(住居密度)가 낮고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자발  개발을 기 하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고령자들이 많아 기존의 자 융자 주의 주

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한계

- 특히 행정안 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인 기 생활수 자에 한 

주거지원 조차 자가(自家)주택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 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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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이하의 주택 등으로 지원 상을 한정하고 있어서 도시에 비해 농어

지역의 취약계층에 한 주거지원 정책이 허술한 실정  

◦ 조사연구의 결과  제3장 농어 지역 주거환경의 실태와 만족도  석면슬

이트건축물의 실태와 문제 등에 한 논의를 제로 할 때 향후 농어 지

역 주거환경 개선 정책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1) 농어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새로운 라이 스타일을 추구하는 귀농·

귀 인구 증가 등 사회·문화·정책 여건 변화를 제로 장기 농어 주거

환경개선 책을 마련하여 단계 으로 추진

- 농어 지역 주민들의 주거실태와 개발의사에 한 조사를 바탕으로 주

거환경개선 종합 책을 마련하되, 농어 지역의 특성과 거주자 유형별 

주거환경정책의 수립  추진

- 주거의 질  개량과 함께 세고령자에 한 임 형 공동주택 보 27, 도

시 은퇴자나 귀농·귀 자를 상으로 한 원마을조성 등 정책 상자의 

높이에 맞춘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2) 단순한 주택공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개발과 연계한 종합 인  

주거수  향상 정책으로 환하고, 여러 부처의 주거환경개선 련정책을

연계하여 종합 ·체계 으로 추진

- 농림수산물의 생산  유통 등 농어 지역 산업 활동의 특성과 늘어나는 

자동차·농기계 등을 고려한 ‘농어 형 주택모형’ 개발·공

- 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토지이용은 물론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주차장  복지시설 등 농 정주 여건개선사업과 연계

27 우리나라의 공공임 주택 재고는 체 주택의 3% 수 으로 랑스 17%, 독일 20%, 

국 22%, 네덜란드 36%에 비해 낮은 수 이며, 부분이 도시지역에 개발되어 농

어 지역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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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란 차원에서 주거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화

장실과 목욕탕 개량은 물론 냉·난방시설 등 주거환경에서 국가 최  수

(National Minimum)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마을단 의 합리 인 토

지이용이나 경 보 , 그리고 녹색성장에 부응하여 풍력이나 태양 ·태양

열 등 신재생에 지의 극 활용

표 5-1.  국토부에서 추진 인 공공임 주택의 종류

공공임  주택 사 업 내 용

① 구임 주택(1989) 공공기 이 재정(사업비의 10∼85%) 는 기 지원 

하에 소형( 용 23.1∼59.5㎡)으로 건설하여 30년 이

상 임

②50년 임 주택(1993)

국민

임

주택

③국민임 주택(1989)

④다가구매입임 주택

  (2004)

도심 내 소득층을 하여 공공기 이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 하는 국민임 주택

⑤ 세 임 (2005)
소득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집을 주고, 지자체가 

세계약 체결 후 시 임 료의 반이하로 재임

⑥5년 임 (1993) 일정기간 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계층을 상으로 

주로 민간기업이 기 지원하에 형평형까지 건설

하여 임 (5∼10년) 후 입주자에게 분양 환⑦10년 임 (2003)

산층

임

주택

(2006)

⑧ ·월세형

주택공 개발지구 등에서 신규 건설되는 주택( 용 

84.9㎡ 과)  일부 주택을 산층을 해 ·월세

로 신규임  

⑨ 형아 트매입
기존 형 아 트( 용 84.9∼148.7㎡) 매입 후 재 

임

⑩비축용 장기임 주택(2007)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평균 99㎡ 규모의 장기임 주

택을 신규 건설하여 임

⑪재개발·재건축 공공임 주택 

  (2005)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주거환경개선사

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시 건설되는 의

무 공공임 주택

자료: 박윤호 외, 농 형 임 주택 도입방안  사업운 체계 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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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하는 석면슬 이트지붕 문제도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차원에서 빈집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계획 으로 추진하

되, 석면슬 이트 처리비용을 감하기 하여 련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강구  

2. 농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과제

◦ 앞 에서 제시한 농어  주거환경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기 해서는 농식

품부가 운용하고 있는 농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범 를 확 하고 추진

방법을 재정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이 될 수 있음.

-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매년 4,000억 원의 산으로 호당 5,000만 원

까지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장기 리 융자를 통해 농

어  주택개량  신축에 필요한 자 을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 상은 건축허가 받은 자가(自家) 소유 주택의 개·보수에 한정함으

로써 축사나 창고를 비롯하여 빈집과 무허가 건물 등이 제외되어 있어서 

종합 인 농어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계

- 특히 석면슬 이트와 련해서 배정물량의 25%까지 지붕재가 슬 이트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분 

세고령자이거나 빈집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석면슬 이트주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부의 표 인 주택개량

을 한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갖는 의미나 가능성은 매우 큼. 

다만 농어 지역 주민들의 상당 부분이 련 사업에 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통신원들에게 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농어  주택개량

사업’에 해 알고 있는지 문의한 결과 사업에 해 ‘조 이라도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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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330명(50%)이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은 27.4%(181명)로 밝 졌으

나, 사업에 해 ‘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도 8.3%(55명)로 나타나 체

로 주거환경개선 련 사업에 한 이해가 높지 않은 것으로 밝 짐.

- 이와 같은 상황은 사례지역의 거주자들도 비슷한데 정부가 실시하고 있

는 ‘농어 주택개량사업’에 해 ‘조 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38명

(55.9%)이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은 22.1%(15명), ‘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8.8%(6명)로 체로 련 정책사업에 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

로 밝 졌음.

그림 5-1. 농어  주택개량사업에 해 알고 있는지 여부

단 : %

27.4

50.0 

8.3

22.1

55.9

8.8

잘알고 있음

조금알고있음

전혀모름

통신원 사례지역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  사례지역 조사, 2010.4~6.

◦ 한편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실제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한 사람이 

있는지 문의한 결과 통신원의 경우 응답자의 36.5%(234명)나 되었는데, 이

는 통신원의 경우 지역의 리더로 자부담으로 주택개량을 할 만큼 비교  경

제  여력이 있는 농가가 많이 포함되어 국 평균 농가보다는 다소 상향 

편기(偏嗜)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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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문의한 결과 통신

원들은 ‘신규주택건설 자 지원’이 30.4%(193명)로 가장 많고,다음으로

‘주택개량사업 지원조건 개선’28.7%와 ‘고령자 공동주택 건설’24.1%등

으로 응답함.

-같은 질문에서 사례지역 거주자들은 ‘주택개량사업 지원조건 개선’이

43.3%(29명)로 가장 많고,다음으로 ‘농 임 주택건설’과 ‘고령자 공동

주택 건설’이 16.4%로 나타나 상 으로 지원조건 개선을 더 많이 기

하고 있는 것으로 밝 짐.

그림 5-2.농어 지역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정책 지원

단 :%

28.7

30.4

14.8

24.1

1.9

43.3

13.4

16.4

16.4

10.5

주택개량사업 지원조건 개선

신규주택 건설자금 지원

농어촌 임대주택 건설

고령자 공동주택 건설

기타

통신원 사례지역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통신원 사례지역 조사,2010.4~6.

◦ 농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정책 지원과 련해서 통신원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의 정책 지원에 심이 많고,특히 신규주택 건설자 지원

과 주택개량사업 지원조건 개선에 많은 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석면슬 이트 거주자들은 연령이 많을수록 사례지역 거주자들은 주택개

량사업 지원조건 개선과 고령자 공동주택 임 주택 건설에 많은 심

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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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소득수 별 농 지역 주거환경개선 정책지원

단 : 명(%)

소득수 별

주택개량
사업 

지원조건
개선

신규주택 
건설자  
지원확

농어
임 주택
건설

고령자 
공동주택 
건설

기타 합계

100만 원 이하 56(9.2) 51(8.4) 33(5.4) 52(8.5) 2(0.3) 194(31.9)

100만∼199만 52(8.5) 58(9.5) 26(4.3) 49(8) 5(0.8) 190(31.2)

200만∼299만 37(6.1) 30(4.9) 11(1.8) 25(4.1) 2(0.3) 105(17.2)

300만∼399만 14(2.3) 23(3.8) 11(1.8) 9(1.5) 0(0) 57(9.4)

400만∼499만 6(1) 10(1.6) 7(1.1) 4(0.7) 1(0.2) 28(4.6)

500만 원 이상 10(1.6) 11(1.8) 5(0.8) 8(1.3) 1(0.2) 35(5.7)

체 175(28.7) 183(30) 93(15.3) 147(24.1) 11(1.8) 609(10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조사, 2010

◦ 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  주택개량사업에 한 구체 인 개선사항이 무

엇인지 문의한 결과 통신원들은  ‘융자  지원한도 증액’이 45.9%(10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융자 의 이자율 인하’ 23.8%, ‘융자 상자 

확 ’ 19.1% 등을 제시하고 있음. 같은 질문에서 사례지역 거주자들은  ‘융

자 상자 확 ’가 37.9%(22명)를 가장 많이 지 하고, 다음으로 ‘융자 의 

이자율 인하’ 24.1%, ‘융자  지원한도 증액’ 22.4%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 주택개량사업의 역할이 증 되

고 있지만, 체 인 산제약 등으로 정책수요를 충분히 반 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에 사업 상과 지원단가를 확 해 달라는 지 이 많은 것으

로 악됨.

- 이 밖에 농어  주택개량사업 융자 의 이자를 좀 더 낮추어 달라는 요

구도 있었는데 이는 농어 지역 주택의 경우 투자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

에 목돈을 들여 개·보수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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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농어  주택개량사업의 개선사항
단 : %

45.9 

23.8 

7.8 

19.1 

3.5 

22.4 

24.1 

0.0 

37.9 

15.5 

융자금의지원한도 증액

융자금의이자율 인하

융자금지원절차 간소화

융자대상자 확대

기타

통신원 사례지역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  사례지역 조사, 2010. 4~6.

◦ 구체 으로 ‘농어 주택개량사업의 융자한도액이 얼마나 되었으면 좋겠느

냐’는 질문에 통신원들의 경우 융자한도액 증액의 평균 액은 7,700만 원, 

이자율은 평균 1.9%, 거치기간은 6.5년에 상환기간은 평균 16.5년을 희망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례지역 거주자들은 융자한도액은 평균 5,900만 원, 

이자율은 평균 2.2%, 거치기간은 6년에 상환기간은 평균 16.4년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융자상한액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통신원의 경우 5,000만∼8,000만 원이 

50.8%, 5,000만 원 이하 25.5%, 8,000만∼1억 5,000만 원 22.7%로 각기 

나타났으나 경제  형편이 좀 더 어려운 사례지역 거주자들은 5,000만 

원 이하가 55.6%, 5,000∼8,000만 원 37.8%로 지원단가 인상보다는 오히

려 지원 상의 확 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주택융자 의 이자율은 통신원의 경우 1∼2%가 56.5%, 1% 이하가 

23.5%, 2∼3%가 19.5%를 차지하 으나 사례지역 거주자들은 2∼3%가 

46.5%, 1∼2%가 39.5%, 1% 이하가 14.0%로 행 3%보다 다소 인하해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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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농어 주택개량사업의 융자한도  이자율 개선방향

단 : 명, %

통신원에 한 조사결과 

융자  한도 빈도 비율 이자율 빈도 비율

5,000만 원 이하 117 25.5 1% 이하 112 23.5 

5,000만∼8,000만 원 233 50.8 1∼2% 269 56.5 

8,000만∼1억 5,000만 원 104 22.7 2∼3% 93 19.5 

1억 5,000만 원 이상 5 1.1 3% 이상 2 0.4 

합     계 475 100.0 합    계 476 100.0

사례지역 주민에 한 조사결과

융자  한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5,000만 원 이하 25 55.6 1% 이하 6 14.0 

5,000만∼8,000만 원 17 37.8 1∼2% 17 39.5 

8,000만 원 이상 3 6.6 2∼3% 20 46.5 

합     계 45 100.0 합    계 43 100.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  사례지역 조사, 2010. 4~6.

3. 농어  석면슬 이트 처리를 한 새로운 근방향

3.1. 석면슬레이트지붕 처리대책의 추진과 한계

◦ 2009년 7월에 발표된 정부의 ‘종합 석면 책’과 2010년 1월에 발표된 실천

계획에 의하면 환경부가 심이 되어 국 농가 슬 이트 사용 황 조사

(2009~2010, 환경부)를 실시28하고, 년 말까지 ‘슬 이트 리  처리 매

뉴얼’을 개발·보 하기로 하 음. 

28 국토해양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미등록 건축물에 한 추가 실태조

사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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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공동으로 2010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농어 주

택 슬 이트지붕재 철거  처리 지원 책 강구

◦ 2009년까지 주요 추진실 을 보면 환경부가 건축물등록자료 등을 기 로 

국 단  슬 이트 사용실태 조사, 사용 는 철거 시 인체 해성 평가 

등 기 조사를 실시(2009.11~, 환경부)하고, 슬 이트 사용실태 장(8개 

시·도, 약 4만 5,000가구)  주민인식도를 조사(500명, 2009.11~12)하여 

재 환경부가 집계 임.

- 농식품부는 농어업선진화 원회에서 ‘농가 슬 이트지붕 석면 리 책’

을 논의(2009.4, 농식품부)하고, 이를 기 로 2010년 농어 주택개량자

 지원규모(물량, 융자한도액)를 확 하도록 산에 반 하 음.

◦ 2010년에는 환경부가 농어 지역의 석면슬 이트건축물에 한 기 자료 

조사  리 매뉴얼을 개발·보 하고, 조사·연구 결과를 토 로 하반기에

는 부처별 역할 분담,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합동 ‘ ·장기 슬 이

트 리종합 책’을 마련할 정임.

- 도심지역의 석면슬 이트 사용 황 조사, 처리 방법별 타당성 검토(시

범사업 포함)  세 농어가 지원 책안 마련

- 석면슬 이트 사용 시 안  리방안, 폐석면 처리방법 등 수요자별 

리 매뉴얼 개발·보

◦ 농식품부는 농어  주택개량자 (융자 ) 지원규모를 2009년 2,800억 원에

서 2010년에는 4,000억 원으로, 지원 세 수를 7,000세 에서  8,000세 로 

각기 확 하고, 같은 기간 세 당 융자한도액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으로 증액하 음.

- 농식품부는 2010년 1월부터 농어  주택개량사업자 선정시 지자체(시·

군·구)에서, 농어 주택개량사업자 선정 시 슬 이트주택 보유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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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농식품부는 2010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산어 개발사업(포

보조 사업) 추진 시, 빈집정비를 포함하도록 ‘농어  주택개량사업시행

지침’ 등 련 정책에 반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50만∼100만 원의 보조

을 주고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석면취 에 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빈집정비사업이 제 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29

◦ 하지만 농어 지역 석면슬 이트 거주자의 부분이 세고령자로 석면의 

해성에 한 인식도 낮고, 무엇보다 경제력 여력이 없고 담보능력도 부족

하여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융자를 받을 엄두조

차 내지 못하는 것이 실임.

- 석면슬 이트건축물의 부분이 1970∼1980년 에 건축한 것으로 골조

가 무 오래되어 상 으로 비용이 게 소요되는 지붕수리만 하기 곤

란하기 때문에 감히 주택개량사업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거나, 석면슬

이트지붕 에 새로운 지붕재를 덧 우는 편법처리가 성행하고 있음.

    - 더구나 석면슬 이트주택 거주자의 상당 부분(통신원조사 응답자 48.8% 

 사례조사 응답자 80.0%)이 자발 으로 슬 이트지붕을 고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주로 경제 인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29 농어 지역의 빈집문제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①농 주민들의 이농 상과 고령화로 

인한 자연사(自然死), ②고령자 사망 시 도시거주 상속자들이 자진철거의 필요성이

나 의지 부족, ③투기목 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외지인들의 철거의지 부족, ④

[농어 주택개랑 진법]에 의한 철거비지원 신청부터 최종 정산서류제출까지  과

정을 소유자 본인이 평일 근무시간에 수를 하고, 직  철거업체를 섭외해야 하지

만 외지에 거주하는 건물소유자가 이를 하기 어려움, ⑤자진 철거를 독려하기 해 

지원하는 철거비 보조 이 실비용보다 부족하고, 슬 이트건물은 엄두도 내기 어렵

기 때문임(http://blog.naver.com/abyongjun/1000969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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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슬 이트지붕재의 석면비산 방지 처리방법 비교

구 분 
표면도색

(세척 없음)

표면도색

(세척 후)

약품처리

(표면 코 )
개량 덧 우기

장
비용 렴

주변환경 개선
주변환경 개선

비용 렴

시간 약

방지효과 우수

주거환경 개선

단
손우려

석면비산 우려

손우려

석면부산물
추가연구 필요 비용부담

용 상
해안가 주택, 

본채

견고한 

슬 이트지붕

오래된 

별채 지붕

부분 

농가본채

비용추계(호당) 100만∼200만 원 200만∼300만원 50만∼100만 원 300만∼400만 원

  주: 개량  덧 우기 비용추정 시 폐석면 처리비용은 제외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농가건물의 석면함유물질사용 실태조사 연구, <표 3-10>, 2008.11 

◦ 일반 으로 농가주택의 노후슬 이트 석면 비산방지를 한 방법으로는 

지붕덧 우기, 표면페인트 칠, 표면 고형화 작업 등을 들 수 있으나 실

으로는 석면슬 이트지붕재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으로 단되고 

있음.

- 지붕덧 우기와 개량기와나 라스틱슬 이트 등 다른 지붕재로 체하

는 방법은 미 (美觀) 개선이나 기능성 향상, 주민건강 방을 해 주거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비용부담이 크고30, 

지붕개량으로 인해 석면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농가주택의 지붕에 페인트칠을 해서 슬 이트의 부식을 막고 미 을 개

선하는 방법은 렴한 비용으로 시공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우리나

라의 슬 이트는 부분 30∼40년 이상 오래되어 손 험이 있고 효과

가 오래가지 못하여 주기 으로 칠을 해야 함. 

-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세척 후 표면도색이나 약품을 처리하여 

30 국 으로 평균 3.3㎡당 20만 원 정도의 개선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는데, 

이 때 폐석면을 제거하는 비용과 처분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액임(국립환경

과학원, 게서, p.114,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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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을 코 하는 방법은 비교  렴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용사례가 

없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표 5-5.  농가슬 이트지붕 개량 비용 추정

구   분 수리비용 내역
   액

(만 원/가구)

구성비(%)

슬 이트

철거포함

슬 이트

철거미포함

지붕시공비

보조인력 8명 132 15.7 33.0

문인력 2명  80  9.5 20.0

자재비(강철 지붕재) 180 21.4 45.0

장비구입  8.5  1.0  2.0

슬 이트

철거처리비

슬 이트 철거처리

( 문업체 처리)
440 52.3 -

합    계 - 840
100.0

(840만 원)

100.0

(400만 원)

자료: 행정안 부, 농어  슬 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 추진계획, 2009.9.30 재구성

◦ 문제는 석면슬 이트지붕재를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인데 행

정안 부는 건축면  66㎡(지붕면  99㎡) 슬 이트지붕을 개량하기 해

서는 가구당 약 84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범 에서 지원하

고 있음. 하지만 유사한 목 으로 추진되는 복지부의 소득층 집수리사업

은 150만 원, 국토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600만 원, 경남도

의 노후불량  슬 이트지붕 개량사업은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유

형별 석면슬 이트의 철거  처리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사업목 에 

따라 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됨.

- 슬 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것이 석면을 완 히 제거할 수 있다

는 장 이 있으나 비용 많이 들고 시공기간이 5일 이상 소요됨. 따라서  

비용이 상 으로 고(약 400만 원) 시공기간도 2∼3일이면 가능한 덧

우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환경문제의 핵심인 석면을 남겨둔다는 

에서 권장하기 어려운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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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어 지역 석면슬레이트 처리를 한 책수요

◦ 농어 지역의 석면슬 이트를 처리하기 해서는 구체 으로 석면처리의

책임이 구에게 있는지,건물주들이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정

부에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처리의 우선순 나 지원의 수 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석면슬 이트 처리문제의 핵심인 비용 감을 해 문철

거업체에 의한 처리나 운반,그리고 고형화 후 매립하도록 규정한 지나친

규제의 완화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등에 한 단이 매우 요한 과제임.

◦ 먼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함유한 슬 이트지붕의 철거 책임이 과연 구

에게 있는지31문의한 결과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신원

은 43.4%(282명)로 나타났으나 사례지역 거주자들은 무려 48.5%(33명)나

그림 5-4.석면슬 이트 철거 책임 여부
단 :%

정부에있음,

43.4
정부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책임이

있음,  

35.9

건물소유자,

10.9

지방자치단체,

3.9 잘모르겠음, 

6

통신원에 한 조사결과

정부에있음, 

48.5

정부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책임이있음,       
26.5

건물소유자, 

5.9

지방자치단체, 

10.3

잘모르겠음, 

8.9

사례지역 주민에 한 조사결과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 사례지역 조사,2010.4～6.

31그동안 석면은 주택,빌딩,학교,자동차 등 일상생활에 한 곳에서 별 다른 안

의식 없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석면피해에 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용하기 어려움(강형신,CNEWS,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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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음. 한편 ‘정부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통

신원의 35.9%(35.9%)와 사례지역 거주자의 26.5%(18명)를 차지하 으며, 

통신원의 10.9%(71명)  사례지역 거주자들의 5.9%(4명)는 건물소유자에

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을 하 음

- 이 밖에 통신원의 3.9%(25명)와 거주자의 10.3%(7명)는 지방자치단체에

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 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각기 통신원과 

거주자의 6.0%(39명)  8.9%(6명)나 되었음.

◦ 정부가 상당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극 인 홍보와 권장 등으로 슬 이트지붕이 

속히 보 되어 철거와 련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건물소유자의 의무를 지 하는 응답도 지 않았음.

- 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한 통신원조사와는 달리 재 석면슬 이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상으로 조사한 사례지역 거주자조사에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응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실

으로 이들이 슬 이트주택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 세고령

자들로 별도의 정부지원이 없으면 자발 으로 석면슬 이트를 처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 슬 이트지붕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문의한 결과 

통신원의 경우 ‘슬 이트지붕 교체비용 지원(71.3%)’과 ‘석면 처리, 운반  

처리시설 확 (21.9%)’가 각기 1, 2 순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사례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슬 이트지붕 교체비용 지원(65.0%)’과 ‘ 세고령자 주거

복지 책 강구(36.7%)’가 1, 2 순 로 비교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밖에도 석면슬 이트 처리문제와 련하여 통신원들은 세고령자에 

한 주거복지 책 강구(20.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18.2%), 슬

이트지붕으로 된 식품업체와 축사에 한 생 책 강구 등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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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사례지역 거주자들은 슬 이트지붕 교체비용 지원(20.0%), 석면

처리·운반업체  시설확 (15.0%)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5-6.  석면슬 이트지붕 문제를 해결하기 한 정책 수요

정  책  내  용
통 신 원 사례지역

1순 2순 1순 2순

슬 이트지붕 교체비용 지원 461(71.3) 44(6.9) 39(65.0) 12(20.0)

세고령자 주거복지 책 강구 49(7.6) 129(20.2) 14(23.3) 22(36.7)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 45(7.0) 116(18.2) 2(3.3) 7(11.7)

석면처리, 운반업체  시설 확 24(3.7) 140(21.9) 1(1.7) 9(15.0)

석면의 유해성에 한 교육 34(5.3) 49(7.7) - 3(5.0)

슬 이트지붕 축사의 가축 생 책 6(0.9) 70(11.0) 2(3.3) 7(11.7)

슬 이트지붕 식품업체 생 책 28(4.3) 91(14.2) 2(3.4) -

합  계 647(100.0) 639(100.0) 60(100.0) 60(100.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  사례지역 조사, 2010.4~6.

◦ 한편 석면슬 이트 문제는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하다

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통신원들의 경우 ‘환경부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는 응답이 60.4%(43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행정안 부 10.0%(66명), 

농식품부 8.8%(58명), 노동부 1.1%(7명), 기타 0.5%(3명) 으며, ‘ 련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처해야 한다’도 19.3%(127명)나 되었음.

- 사례지역 거주자를 상으로 한 같은 질문에 농림수산식품부가 33.8% 

(2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밖에 환경부 30.9%(21명),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처해야 한다’는 응답도 26.5%(18명)나 되었음. 이와 같은 사

실은 통신원과는 달리 석면슬 이트주택 거주자의 경우 당장 주택개량

에 필요한 자 을 운용하는 농식품부가 농어 지역 슬 이트 문제의 해

결에 좀 더 극 인 역할을 하기를 기 하는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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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석면슬 이트 문제에 한 담당 부처

단 :%

환경부, 

60.4

행정

안전부,

10

농림수산

식품부, 

8.8

고용

노동부,

1.1
기타,

0.5

통신원에 한 조사결과 사례지역 주민에 한 조사결과

환경부, 

30.9

농림수산

식품부,   

33.8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함, 

26.5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 사례지역 조사,2010.4～6.

◦ 석면슬 이트를 처리할 경우 비용과 시간 등의 실 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를 일시에 처리하기 어려워 우선순 를 정하여 연차 으로 처리할 수밖

에 없을 것임.따라서 석면슬 이트 책을 수립할 때 철거의 우선순 를

설정하는 매우 요한 과제가 될 수 있는데 슬 이트건축물 철거 시 우선순

를 문의한 결과 지역별로는 통신원들의 경우 ‘농 지역의 심지’가

35.9%로 1순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2순 에서는 ‘노후주택’을 우선하

자는 응답이 36.0%로 조사되었으나 사례지역 거주자들은 1순 에서는 오

래된 노후주택이 50.0%,2순 에서는 세고령자주택이 53.3%로 가장 높

게 나타났음.

-용도별 우선순 에서는 통신원의 경우 1순 에서는 ‘개인주택’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2순 에서는 ‘식품업체’가 22.1%로 응답한 데 비해

사례지역 거주자들은 1순 는 개인주택 75.7%,2순 에서는 양곡창고

16.7%로 나타났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석면슬 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

공기 이나 식품업체와 양곡창고 등에 해서는 자발 으로 석면슬 이

트를 처리하도록 계도하고,개별주택 등에 해서는 우선순 를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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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되 원칙 으로 비산 우려가 큰 노후주택과 세고령자주

택을 우선 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표 5-7.  통신원들의 석면슬 이트 처리 우선순

구  분
통 신 원 사례지역

1순 2순 1순 2순

지역별

농어 지역 심지 229(35.9)  82(13.1)  8(13.3)  1( 1.7)

농어 지역 배후지 

 오지마을
 67(10.5) 126(20.2) -  4( 6.7)

세 고령자주택 138(21.6) 185(29.6) 21(35.0) 32(53.3)

오래된 노후주택 202(31.7) 225(36.0) 30(50.0) 23(38.3)

기   타   2( 0.3)   7( 1.1)  1( 1.7) -

용도별

공공건축물 151(23.5)  65(10.2)  6( 9.1)  6( 9.0)

개인주택 303(47.7) 132(20.7) 50(75.7) 10(15.2)

양곡창고  36( 5.6)  80(12.5)  2( 3.0) 11(16.7)

식품업체  86(13.4) 141(33.1)  1( 1.6)  5( 7.6)

축사  21( 3.3) 120(18.8)  2( 3.0) 16(24.2)

빈집  45( 7.0) 100(15.7)  5( 7.6) 18(27.3)

기타   1( 0.2)   1( 0.2) - -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  사례지역 조사, 2010. 4~6.

◦ 한편 석면슬 이트의 철거  주택개량과 련하여 바람직한 정부의 지원방

식에 해 문의한 결과 슬 이트지붕 철거비는 보조, 주택개량비는 융자를 

하는 방식(76.5%)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붕 철거는 보조하고, 

주택개량은 자부담하는 방식이 16.5%로 악되었음. 이 밖에 지붕철거와 주

택개량비를 모두 융자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나 되었으며, 지붕철

거는 융자로 하되 주택개량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음.

- 사례지역 거주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 결과 통신원 조사결과와 마찬

가지로 슬 이트지붕 철거는 보조, 주택개량비용은 융자방식을 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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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지원을 89.7%가 선호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해서는 나름 로 

공감 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그림 5-6.  슬 이트 철거비와 주택개량비 지원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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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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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철거(보조), 주택개량비(자부담)

지붕철거(보조), 주택개량비(융자)

지붕철거(융자), 주택개량비(자부담)

지붕철거(융자), 주택개량비(융자)

통신원 사례지역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  사례지역 조사, 2010.4∼6.

◦ 구체 으로 석면슬 이트 철거와 련하여 ‘정부의 보조비율은 어느 수

이 당할 것인지’ 문의한 결과 70% 이상 보조해야 한다는 응답이 59.8% 

(268명)로 가장 많고, 50∼70%는 14.5%로 나타나 비교  높은 보조비율을 

지지하고 있음.

- 사례지역 거주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 결과 ‘정부보조 의 비율이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8.4%(30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

70%는 12.9%로 나타나 통신원원 조사와 마찬가지로 석면슬 이트 철거

비의 상당부분은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

- 한편 주택개량비를 정부가 융자로 지원할 경우 희망하는 융자비율은 

얼마가 정한지 문의한 결과 통신원들은 소요 액의 70% 이상 융자가 

체 응답자의 42.1%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례지역 거주자들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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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50% 이하 융자가 응답자의 51.1%로 비교  높게 나타났는데 거

주자들의 경우 주택개량 지원에 한 기 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반 하

고 있음.

- 석면슬 이트지붕 철거비와 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수 은 통신원의 경우 평균 보조비율은 79.4%, 융자비율은 평균 41% 정

도이고, 주택개량비 융자비율은 평균 69.4%로 나타났으나 사례지역 거

주자들은 슬 이트지붕 철거비 보조비율은 76%, 융자비율은 평균 48% 

정도이고, 주택개량비 융자비율은 평균 48%로 조사되었음.

표 5-8.  석면슬 이트지붕 철거비지원에 한 의사

통신원에 한 조사결과

보  조 빈도 비율 융  자 빈도 비율

50% 이하 115 25.7 50% 이하 214 89.5

50∼70% 65 14.5 50∼70% 18 7.5

70% 이상 268 59.8 70% 이상 7 2.9

합  계 448 100.0 합  계 239 100.0

사례지역 주민에 한 조사결과

보  조 빈도 비율 융  자 빈도 비율

50% 이하 24 38.7 50% 이하 30 93.8

50∼70% 8 12.9 50∼70% 1 3.1

70% 이상 30 48.4 70% 이상 3 9.4

합계 62 100.00 합  계 32 100.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  사례지역 조사, 2010.4∼6.

◦ 석면슬 이트 철거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진 규제완화에 해 문

의한 결과 통신원들의 경우 응답자의 78.7%(469명)는 ‘ 문교육을 이수하

지 않더라고 농 장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철거할 수 있도록 완화’를 

희망하 고, 12.4%(74명)는 ‘철거는 문업체가 하지만, 운반은 주택소유자

가 직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의 완화를 희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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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지역은 응답자의 45.2%(28명)는 ‘ 문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고 농

장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철거할 수 있도록 완화’를 희망하 고, 

29%(18명)는 ‘철거는 문업체가 하지만, 운반은 주택소유자가 직  할 

수 있도록 재 규정의 완화를 희망하 음. 

◦ 한편 사례지역 거주자들에게 세고령자들의 주거복지를 해 ‘정부가 주

민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는 임 주택을 제공한다면 입

주하겠는지’ 의사를 문의한 결과 응답자의 54.4%(37명)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악되었지만, 27.9%(19명)는 공동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밝 졌음.

◦ 이 밖에도 기존의 ‘마을회 을 개조하여 주거시설을 겸하도록 하면 어떻겠

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2.7%(29명)는 ‘좋다’고 답하 고, 38.2%(26명)는 

‘싫다’고 응답하 음.

- 세고령자나 독거노인 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 임 주택

을 건설하거나 거 지역 마을회 을 주거(住居) 겸용으로 개선하는 것도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한 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하 음.

3.2.3. 석면슬 이트 처리를 한 새로운 근방향

◦ 농어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과 보령  남해지역의 

석면슬 이트주택 거주자들에게 ‘슬 이트지붕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필요

한 정책이 무엇인지’ 문의한 결과는 <표 5-9>와 같음.

- 정책건의 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석면슬 이트 철거  지붕교체에 필요

한 자 지원’이 압도 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석면슬 이트를 철거

하는 데 필요한 지붕자재와 인력, 철거장비 지원 요구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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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자 지원 규모를 확 하고 지원조건

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원 상을 기존의 주택에서 창고나 축

사 등 부속건물까지 확 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어 지역의 특

성상 [건축법] 도입 이 에 지은 무허가 건물과 연면  100㎡ 이상의 건

물에 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음. 

- 그리고 ‘석면의 해성이나 취 방법 등에 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에 한 교육과 홍보’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며, 련 규제를 완화하

여 실성 있는 석면슬 이트 수집-운반-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업

자나 주민들도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처리비용을 

낮추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음.

- 이 밖에도 노후화된 슬 이트건물에 거주하는 ‘ 세고령자 등 취약계층

을 해서는 농어 지역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 주택의 건설이나 

공동실버홈 건설 등의 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음.  

표 5-9.  석면슬 이트지붕 처리를 한 건의사항

건   의   내   용 
통신원 사례지역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철거  지붕교체비 지원(보조, 융자) 898 63.9 53 60.2 

석면의 유해성 등에 한 교육, 홍보 140 10.0 9 10.2 

주택개량사업 확   지원조건 개선 108 7.7 10 11.4 

처리장시설, 운반시설 확충 73 5.2 11 12.5 

공공임 주택, 고령자 공동홈 지원 53 3.8 2 2.3 

철거 문 인력지원 33 2.3 0 0.0 

철거업체 지정  육성 32 2.3 1 1.1 

지붕자재지원 26 1.9 1 1.1 

빈집정비확 21 1.5 0 0.0 

축사  창고 개량 지원 19 1.4 1 1.1 

철거장비 지원 2 0.1 0 0.0 

합  계 1,405 100 88 10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통신원  사례지역 조사, 2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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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살펴 본 건의사항과 석면슬 이트건물의 사용여부와 용도  노

후도, 거주자의 연령과 소득수 , 지붕  주택개량 의사 등에 한 실태와 

정책수요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향후 농 지역 석면슬 이트건물 처

리 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석면슬 이트건물의 처리에 해 정부의 역할과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석면슬 이트의 교체, 수거  매립 등 처리는 국가의 책무

로서 지붕개량 는 건축물의 개·보수와 신축 시 필요한 자 의 일부를 지

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석면슬 이트 처리에 한 지원의 근거는 ①석면은 비산되어 불특정 다

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공해(公害)물질이고, ②1970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슬 이트지붕을 시공하 다는 , ③낡은 슬

이트 건물은 농 경 이나 환경보 에 부정  향, ④ 부분 경제  

여력이나 개·보수 의사가 없는 세고령자들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

이란 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농어 지역 내부에서도 사유재산의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무조

건 인 지원에 해서는 부정 인 견해를 가진 주민들도 있는 만큼 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건물소유주 간에 한 책임분담을 하되 세고

령자 등 취약계층에 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 

- 한편 자체 으로 처리능력이 있는 정부 건물이나 공공기 , 식품업체나 

양곡창고 등에 해서는 우선 으로 석면슬 이트를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둘째, 석면슬 이트는 국민건강에 해로운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상에 건축허가의 법성 여부를 떠나 주택뿐만 아니라 축사나 창고 

등 부속건물은 물론 빈집32까지 포함해야 함. 농어 지역의 주거복지나 

32 농어 지역의 빈집은 부분의 소유주가 도시로 이농을 하거나 사망하고 방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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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보존, 그리고 Clean Korea33 구 이란 에서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

고 련 사업을 통합·조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석면슬 이트를 처리해야 

할 것임.

- 다만 석면슬 이트 처리에 소요되는 산 사정이나 상자의 경제  부

담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석면슬 이트건축물은 주로 농어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빈집정비나 축사  창고 개축, 마을안길 정비 등 농어 지역 환경개선

이나 화장실과 냉난방장치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긴 히 연계해서 추

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세고령자나 독거노인 등에 한 주거복지 차원의 공동노인홈

건설이나 공공임 주택 등 련정책과 연계한 새로운 로그램 개발 

필요

◦ 셋째,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해서는 석면슬 이트를 

다른 친환경 지붕재로 교체하는 것이 시 하지만 석면슬 이트 교체  처

리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한 정책과제임. 이를 해서는 친환경 체지붕재의 양산(量産)과 

마을단  공동시공, 그리고 폐석면슬 이트의 운반  처리에 한 [산업안

리법]  [폐기물처리법]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이나 일반건축

업자도 철거·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석면슬 이트의 처리에 한 종합 이고 구체 인 책이 마련되어

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데 지역의 경 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되는 등 문제를 야기

하고 있음. 평창군의 경우 도로변 빈집가운데 1년 이상 거주 는 사용하지 않은 빈

집 348동에 해 500만 원을 들여 철거하기로 하 으나 소유주가 불분명하거나 원

하지 않는 경우가 부분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세계일보, 2010.7.20). 

33 환경부가 추진하는 깨끗한 한민국(Clean Korea) 만들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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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 지역 폐석면슬 이트 공동 수거-운반-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슬

이트로 건축물에서 슬 이트의 철거와 수거·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

용은 국비 지원하거나 신고 시 국가지정업체에서 철거  처리업무 수행

한다든지, 석면슬 이트 철거  운반업체 확 , 폐석면슬 이트 매립장 

 처리장의 확충 등으로 폐슬 이트 처리비용 감방안 강구

- 슬 이트건물 소유자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농어 주거환경개

선사업의 지원 상을 창고와 축사 등 부속건물까지 확 하고, 마을단

로 체 지붕재와 장비, 기술  인력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석

면슬 이트건축물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유도

- 빈집과 세소농 등 취약계층이 소유하는 건축물의 지붕개량  건물 

개·보수에 해서는 일정부분의 보조  지원, 무허가건물  빈집 정비, 

석면슬 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건물 개·보수  신축 시 지원 확

- 농어 지역에 원주택 등 쾌 한 보 자리주택과 장기임 주택, 공동실

버홈(Silver Home)건축사업을 확 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를 향

상하고, 석면슬 이트 거주자에 한 건강검진과 석면 련 질환자에 

한 치료비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넷째, 석면슬 이트건축물에 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 로 

건축물의 노후정도와 용도, 거주자의 연령이나 소득수  등에 의거하여 정

책 상과 수단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지원 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의 사용여부를 기 으로 빈집, 는 용도폐기 된 건축물을 구분하

여 수리나 개·보수가 필요한 건축물의 수를 악

- 노후정도를 기 으로 지붕개량이 가능한 건물과 면 인 개·보수 는 신

축이 필요한 건물로 나 어 지붕개량, 주택 개·보수  신축 상을 구분

- 지붕개량이나 주택 개·보수 상은 거주자의 연령이나 경제  형편, 건축

물의 용도를 기 으로 재분류하여 지원의 규모와 방법 결정 

- 석면슬 이트의 처리(교체·수거·운반·매립)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지

붕개량이나 주택 개·보수  신축 상은 <표 5-7>의 유형에 따라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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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형은 지붕개량, 주택 개·보수  신축 비용의 일부를 융자하고, 취

약계층들이 소유한 ③  ④에 해서는 지붕개량  건축물 개·보수비

의 일부를 보조  융자, 빈집은 원칙 으로 철거하되 노후정도가 낮은 

건물은 이를 수리하여 남해군 다랭이마을처럼 마을회 이나 민박, 기타 

귀농·귀 자에게 여하는 등 공공목 으로 활용하는 방법 강구34 

그림 5-7.  농어 지역 석면슬 이트건축물의 유형 

일반거주자 주택  

부속건물 ①

취약계층 주택  

부속건물 ③

빈집(주택  부속건물, 

축사 창고 등) ⑥

그  개·보수 곤란한 

노후주택 ②

그  개보수 곤란한 

노후주택 ④ 그  개보수 곤란한 

노후주택 ⑦

축사  창고 등 ⑤

◦ 다섯째, 석면슬 이트건축물에 한 정책부처의 연계  체계 인 응이 

필요함. 환경부를 비롯하여 농식품부,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

에서 개별 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과 련된 사업  유사· 복

된 사업은 사업 산과 지원조건 등을 통합하거나 서로 연계함으로써 재정

투자의 효율성과 사업의 시 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석면슬 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함유한 물질이란 에서 환경부

가 책임지고 련부처와 합동으로 종합 인 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

34 를 들어 고흥군의 경우 내 농어  빈집을 지역 활성화를 한 편의시설(마을공

동· )과 귀농·정착 희망인(도시민, 정년퇴직자, 출향 향우 등) 주거시설로 활용하

여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민 유치와 체류형 자원 활용을 해 행·재정  지원하

고 있음. 즉 내 활용 가능한 빈집을 구입한 자나 향후 5년간 무상 사용가능한 빈

집을 소유한 자, 그리고 2006. 01. 01 이후 입한 자를 상으로 세 당 총수선비의 

1/2 범  내에서 600만 원을 보조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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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하지만 주택개량이란 에서는 국토부가, 농어 주거환경개선이란 

에서는 농식품부가 여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행안부는 일자리창출을 한 희망 로젝트를 통해 

제각기 농어 지역 석면슬 이트와 련된 사업을 분리·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종합 이고 체계 인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여섯째, 석면의 처리와 련한 다양한 법령의 련규제를 정비35하고, 빈집

처리나 세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한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근거

를 확보하는 등 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석면 는 석면이 함유된 제품에 해서는 [산업안 보건법]과 [폐기물

리법]을 비롯해서 [건축법]과 [유해화학물질 리법], [다 이용시설등

의실내공기질 리법], [학교보건법] 등으로 제조·유통·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석면의 해성 등에 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법령에서 제각기 단편 으로 규제하여 규제의 효율이 높지 않음  

    - 석면슬 이트건축물은 교체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농어 지역의 세고

령자가 부분 소유하거나 빈집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아서 기존의 주

거환경개사업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오래된 석면슬 이

트는 비산되어 주민건강에 나쁜 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해물질로 빠른 

시일 내에 완 하게 처리하기 해서는 기존의 [산업안 보건법], [폐기

물 리법], [석면안 리법] 등의 지나친 규제를 실성 있게 조정하고, 

외지인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의 경우 본인이 아니라 임(委任)에 의해서

도 빈집정비사업의 추진  이에 한 실비(實費)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

록 별도의 법  근거 확보 필요       

35 석면해체 제거작업은 [건설산업기본법(국토해양부)]에 근거한 문공사업자가 수행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 보건법(노동부)]을 근거로 수행하고 있어서 입찰공고 시 

발주처에 따라 같은 석면해체 제거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석면해체제거공사로도 발

주하고 석면해체제거용역으로도 발주하고 있어서 체계 인 리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음(환경일보, 2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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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면슬 이트지붕 문제 해결을 한 정책과제

4.1. 석면슬레이트지붕의 실태파악과 범정부적 종합대책 수립 

4.1.1. 농어 지역 석면슬 이트지붕의 실태 악

◦ 농어 지역 슬 이트지붕의 실태에 해서는 2008년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

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농가주택의 37.9%  체 건축물의 82.1%가 석

면슬 이트로 된 지붕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게

는 31만 호, 많게는 70여만 호의 슬 이트주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2009년 8월 행정안 부가 석면슬 이트주택 거주자 1,590가구를 상으로 

주택 황과 거주자의 경제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축 후 30년 이상인 가구가 

1,087가구(68.4%), 기 생활수 자 813가구(51.1%), 차상 층 251가구

(15.8%) 등 소득층 66.9%로 나타났음. 이들이 거주하는 1,064가구를 조사

한 결과 독거노인 484가구(45.5%), 장애인 196가구(18.4%), 여성가장 84

가구(7.9%), 소년·소녀가장 10가구(0.9%)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음.

- 한편 170호를 상으로 지붕상태를 조사한 결과 소득층이 자가(自家) 

거주하며 주택 연한이 30년 이상인 경우는 29가구로, 이  약 75%인 22

가구가 주택상태가 양호(5가구)하거나 보통(17가구)으로 지붕개량사업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25%는 무 낡아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악

  

◦ 본 연구 과정에서 입수한 남해군과 보령시의 석면슬 이트 수조사 결과 

각기 1만 2,081동  7,730동의 슬 이트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나 무허가 건축물과 주택 이외 부 건물의 포함 여부가 불확실하여 정확한 

실태를 알기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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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통신원 조사에서 석면슬 이트주택 거주자는 27.7%, 과거 슬 이

트 주택에 거주한 이 있던 자는 79.4%로 악되었으나 기 이 다르기 

때문에 국 인 상황과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사례지역 거주자에 한 지조사는 행정안 부 조사와 같이 슬 이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슬 이트건축물의 

규모를 악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의 거주자가 세고령자들로 나이가 

많고, 경제 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융자방식에 의한 석면슬

이트 처리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석면물질 함유 건축물은 용도와 사용여부, 노후정도, 빈집과 무허가건물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건축물의 노후정도나 거주자의 연령과 경제  형

편, 개발의사 등에 한 구체 인 정보가 있어야 한 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 악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석면 함유물질은 인체에 유해한 공해물질로 치나 규모 등을 악

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처방안을 교육·홍보해야 한다는 

에서도 실태 악의 필요성이 있으며, 혹시 석면슬 이트 거주자  석

면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지 피해여부나 건강문제에 한 조사도 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4.2. 석면슬 이트지붕 처리를 한 종합 책 마련

◦ 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석면 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한 석면

리종합 책(2009.7)’에 의하면 환경부가 심이 되어 농식품부와 함께 농어

주택 슬 이트지붕재 철거  처리 지원 책을 강구하되 특히 처리비용 

감  세농어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 으나 아직까지 실효성 있

는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농어 슬 이트 철거지원과 련하여 환경부는 황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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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직도 조사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농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규모와 가구당 지원액을 확 하 으나 농어 지역 슬 이트지

붕 문제 해결을 한 체 인 계획이 없이 임시방편 으로 추진하고 있어

서 이에 한 종합 책과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 특히 산제약으로 일시에 모든 석면슬 이트를 철거하기 어려운 만큼 

건물의 용도나 문제해결의 긴 성 여부에 따라 우선순 를 설정하여 단

계별로 근

◦ 따라서 슬 이트지붕 건축물의 규모  노후도, 소유자 유형별 처리방법 별

로 처리비용과 소요 산을 악하여 범정부 차원의 석면슬 이트지붕 건축

물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 주민들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그 에서도 

세고령자 주택과 공공건물, 식품업체 등 우선순 를 정해 단계 으로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임.36

- 우선 으로 처리해야 할 건물로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세고

령자, 비산 험이 큰 노후건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생과 

련된 식품업체  양곡창고, 자발 인 지붕교체 희망자 등이 될 수 있

을 것임.  

◦ 이 밖에도 한국농어 공사와 (재)다솜둥지복지지단37, 농 앙회 기술지원

사단38, 한국사랑의 집짓기연합회 등 기존의 농어  환경개선지원사업에 

36 독일의 경우 농가건물의 석면제품 평가와 개·보수지침을 마련하고 긴 성을 단하

는 몇 가지 지표를 기 으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긴

성단계Ⅰ’과 어도 2년 안에 다시 평가해서 처리하는 ‘긴 성단계Ⅱ’, 5년 안에 다

시 평가해서 처리하는 ‘긴 성평가Ⅲ’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사업추진(국립환경과

학원, 게서, p.126, 2008.11)

37 2007년 농어 공사와 농식품부 임직원이 심이 되어 설립한 비 리 재단으로 소

득층, 독거노인, 소년가장, 다문화가정 등 농어 소외계층의 노후주택을 고쳐주거나 

새로 집을 지어주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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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NGO는 물론 벽산이나 KCC 등 석면슬 이트와 련된 업체, 새

마을운동 앙본부나 해비타트운동39 등과 연계하여 범국민운동으로 농어

지역 주거환경개선운동을 추진하는 것도 단기간에 석면슬 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임. 

4.2. 석면 함유물질의 유해성과 처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오래된 슬 이트에서 떨어져 나온 석면섬유는 침식퇴 물, 빗물, 토양 등에 

함유되어 있고, 이들이 건조되고 바람의 향으로 인해 공기 으로 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짐. 하지만 슬 이트주택 

거주자의 부분이 경제  능력이 취약한 세고령자이고 일부는 빈집이나 

폐가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서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사업에

도 불구하고 자발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임.

- 특히 통신원  지조사 결과 상당수의 농어 지역 주민들은 지 까지 

석면슬 이트주택에 살았지만 별문제가 없었다는 응답이 각기 20%  

26%(표 3-9)나 되어 석면문제의 실상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단됨.

◦ 석면슬 이트가 고형화되어 석면가루가 비산하지 않으면 특별한 험이 있

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폐기물 리법]에서 1  발암물질  지정

38 2005년 건축설비, 기, 통신 등의 문기술인력으로 결성되어 매년 수차례 국의 

어려운 농 의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상으로 지붕개량, 주택수리, 보일러 검 

 교체, 수배  보수, 기배선  등교체 등 반 인 주택수리를 무료로 하

는 기술 사단임.

39 해비타트운동(Habitat for Humanity)은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A world 

where everyone has a decent place to live)을 추구하는 비 리국제 NGO단체로 시작

하여 2008년 재 95개국에서 30만 채 이상 주택건설지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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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로 지정하여 화감을 조성하고 처리비용을 인상하여 오히려 문제해

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음. 따라서 석면슬 이트의 

해성(危害性)과 비산과정, 안 한 취   처리방법, 련 법제도와 정책

에 한 교육  홍보가 필요함. 

- 슬 이트지붕 건축물 거주자에게는 석면슬 이트의 취 방법에 한 교

육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슬 이트 처리 시 안 성 확보

- 안 한 취 방법에 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태풍이나 가건물 수리 시 

발생하는 비교  간단한 석면슬 이트 문제는 거주자가 직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석면슬 이트건축물 소유자와 인근 주민 간에 생

길 수 있는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 해소

 

◦ 석면철거  운반업자 등에게는 철거  운송·매립 시 필요로 하는 문

인 지식, 정부의 석면슬 이트 련 제도, 합법 인 처리의 요성에 한 

교육과 함께 불법매립  처리에 한 사후 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석면분석·해체는 기술 인 어려움이 많아 고도의 문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1년 남짓한 석면분석 과정을 거쳐야 자격을 부여하

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4~5일 교육으로 문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능

력을 갖춘 처리업체가 부족(국토일보, ‘죽음의 먼지’ 석면, 규모 재앙

실, 2008.3.18)

- 정부는 석면의 해성을 포함 처리 차와 방법, 문업체 알선 등 석면

슬 이트건축물 소유자에게 필요한 문정보와 컨설 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4.3. 농어촌지역 석면슬레이트 교체-수거-처리시스템 구축

◦ 석면 함유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지방

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석면문제의 해결과 주거환경개선이란 에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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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되, 가장 큰 걸림돌인 처리비용의 감을 해 폐석면슬 이트를 지

정폐기물로 인정, 고형화해서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폐기물 리법]의 일부

를 개정하고, 보다 실 인 석면 함유물질의 매립  수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어 지역에는 슬 이트지붕 건축물이 많이 있으며 야  는 방치된 석

면 함유물질 등으로 인해 주변으로 오염 가능성이 크고, 손  비산물질

을 방출할 가능성이 커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태조사와 자

재(資材)  문인력 지원 등 일정부분을 부담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는 2009년 12월 도내 슬 이트 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터, 나

지, 산간계곡 등에 버려진 폐슬 이트가 131개소 1만 100㎡, 석면슬

이트지붕재는 9만 6,083동이나 되는 것으로 악하고 2010년 6억 원의 

산을 투입하여 폐슬 이트를 수거하기로 함(세계일보, 210.5.2)

◦ 석면 함유물질 수거의 일정부분을 공공부문에서 부담하되, 남해군 다랭이 

마을이나 물건리처럼 마을단 로 계획을 수립·확보하되 주민들의 참여를 

제로 한국환경자원공사40의 폐비닐수거시스템과 같은 수거  처리시스

템을 도입하면 철거  처리비용 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 농가에서 발생하는 석면 함유물질을 일정 분량씩 모아 에 띄는 색상

( : 노란색)의 비닐시트와 착테이 로 포장하여 배출

- 마을이나 면단 로 집하장을 설치하고 농가에서 포장된 석면 함유물질

을 집하장에 옮겨 놓으면 수거차량이 순회하면서 수거

- 수거한 정부 는 민간이 운 하는 보 장소나 처리장으로 보내 처리, 

는 매립하는 방식 강구

40 한국환경자원공사는 국 10개 지사에 52개의 사업소를 운 하고 있으며, 화물용  

작업용 차량을 217  보유(국립환경과학원, 게서, p.132,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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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석면함유물질 수거-처리체계 구상(안)

농가건물 석면함유물질(슬레이트 등) 수거 ․처리 체계도

❚

슬레이트

(기타 석면

함유판정

건축자재)

자치단체
및 공사

발생
(가옥, 축사, 창고)

수거
(소유주, 자치단체, 공사)

보관
(공사, 민간)

매립처리
(공사, 민간)

❚ ❚ ❚
집하장

(마을 공동

집하장)

민간

처리

업체

지정매립

민간

(수집/보관)

공사

(수집/보관)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게서, 그림 3-10, 2008.11 

4.4. 폐기물처리업체 및 폐석면 매립장의 확대설치 

◦ 재 [산업안 보건법]제38조의 4에 의해 통령령이 정하는 함유량과 

면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하려는 자는 노동부장

에게 등록한 석면해체 제거업자에게 탁하도록 되어 있음.

- 석면은 인체에 노출되면 발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성분이 포함된 건

축물을 해체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 주변을 통제하고, 분진의 흩날림 

등을 방지하면서 작업해야 하고 폐기물은 특수처리 과정을 거쳐 지정된 

시설에 매립해야 함.

- 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약 1,200개 업체에 이르고 있으나  

폐석면처리업체는 국에 매립업체 12개와 고형화업체 5개 등 모두 17

개에 불과하여 처리장소까지 운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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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시·도별 석면슬 이트폐기물 처리업체 분포 황 

★ 매립업체    ● 고형화처리 업체    ◉ 매립 및 고형화처리 업체

●

●

●

◉

●

★ ★

★

★
★

★

★
★★

★

★

         자료: 한석면 리 회, 내부자료 재구성, 2010

◦ 석면 함유물질의 리체계에서 폐석면함유 물질의 매립 등 리를 철

하게 하는 것이 매우 요하며 특히 매립장 리가 요한 것으로 단됨.

- 매립장에서 석면의 매립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에 한 차  

방법을 지침으로 제정하여 엄격하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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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석면슬레이트 관련 제도정비

◦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지자체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석면 함유 주택개

량사업은 2008년 7월 시행한 [폐기물 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문업체만

이 석면슬 이트의 철거·운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농가에서 개량하거나 보수해야 할 가옥에 슬 이트가 포함된 경우에는 문

제가 복잡해지고, 폐기물처리비용이 상승되어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해할 우려가 있음.

- [폐기물 리법]상 석면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고형화(固形化) 내지 

고온(高溫)융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 고온융용시설은 한 

곳도 없고, 고형화시설만 2곳이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

라는 주장도 있음(국토일보, 2008.3.18).

- 한정된 산으로 연간 개량할 가옥 수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경우 석면함

유물질 처리비용의 추가발생으로 개선 상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만큼 

련 규정의 외인정으로 탄력  법 용이 필요 

◦ 석면슬 이트 처리비용을 이기 해서는 비산성에 한 우려가 비교  

은 고형화(固形化 )된 슬 이트와 고형화 처리가 곤란한 비닐시트, 방진

마스크, 작업복 등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석면폐기물)로 분류41하는 것도 

안이 될 수 있음.

- [폐기물 리법]에 의해 폐석면을 고형화해서 처리하도록 규정한 기존의 

방식은 석면슬 이트 폐기물에 시멘트를 섞어 20% 정도 분량을 늘리는 

것으로 결국 처리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이를 이  포장

41 외국의 지정폐기물 분류기 을 보면 미국은 1% 이상 석면을 함유한 물질로 건조했

을 경우 손가락 힘으로 부서지고 분쇄되는 물질로, 일본은 ①석면이 분무된 것으로

부터 제거된 석면, ②석면해체작업에 의해 제거된 것으로 석면보온재료 등 고형화되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③사람의 , 기류  진동 등에 의해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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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매립할 수 있도록 련 규제 완화 

- 석면은 비산되지 않도록 고형화되어 있을 때는 특히 험하지 않기 때문

에 일반건축업자도 교육을 받고 안 처리 수칙을 지킬 경우 소규모의 석

면슬 이트는 자체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42

- [산업안 보건법]에 의해 주택  그 부속건물이 200㎡ 과하면 석면

조사를 의무 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농어  지역의 경우 특례로 지정하

여 용 상을 여 비용의 감을 도모할 수 있음.

◦ 농어 지역 석면슬 이트건축물의 실태조사와 석면의 해성에 한 교육 

 홍보, 석면슬 이트건축물 처리계획 수립,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세고령자  무허가건물·빈집 등 석면슬 이트의 철거  지붕

개량이나 건물 개·보수  신축 시 특례 용, 석면슬 이트 피해자에 한 

건강검진과 치료 등을 포함한 [(가칭)농어 지역 석면슬 이트건물처리지

원에 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을 공포(2010.3.22)하고, 석면함유제품의 수

입·제조·사용을 지하는 한편 유통 인 제품에 한 조사, 그리고 자

연 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의 분포 황을 악하고 리를 해 

지질도를 작성하고,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리지역으로 지정, 

폐석면 수집·운반·처리기  마련과 농가 슬 이트 철거·처리 지원방안

을 포함한 [석면안 리법]을 입법 고하 으나 이 법으로 농어  주거

환경개선과 세고령농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빈집정리와 경

보  등이 얽 있는 농어 지역의 석면슬 이트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의 법제정을 검토할 필요.  

42 미국은 석면폐기물을 비닐로 (密 )한 후 드럼통에 넣어 매립하고(http://cafe 987. 

daum.net/c21-), 일본은 석면폐기물을 운반하는 동안 비산방지를 해 폐기물에 습기

를 주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 다음 강도가 높은 라스틱포장에 이 으로 포장하거

나 는 견고한 용기로 해 보 함(일본의 석면오염 상과 책, 환경공업신문, 

20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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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석면슬레이트지붕 처리 추진기구의 설립 및 추진체계 정비

◦ 석면해체작업의 주무부서는 노동부이지만 석면은 환경부, 국토해양부와도 

한 계가 있으며 그 밖에 농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취약계층에 

한 주거복지 문제를 다루는 농식품부와 복지부, 지방 사무를 장하는 행

정안 부 등도 련되어 있어 추진체계가 매우 복잡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앙정부  시·도의 사업별 추진체계에 따라 실과

별로 유사한 사업을 나 어 제각기 집행하기 때문에 체 인 입장에서 

체계 이고 종합 인 농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에 한계

◦ 석면슬 이트건축물은 정부, 구체 으로 환경부와 행정안 부, 농림수산식

품부 등 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분이지만 일

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문업체,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장도 있음.

- 유해물질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석면슬 이트의 철거와 수입  운

반 등은 국가( 앙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하되, 건축물의 개·보수나 신축

의 경우 민간부문의 자율  참여 유도

◦ 련법에 규정된 슬 이트 철거  처리 비용이 실 으로 상당히 높고 많

기 때문에 일시에 모두 슬 이트건축물의 해체  폐슬 이트 처리는 불가

하지만 마을단 로 집단철거나 사회 기업 활용 등 효율 인 방안을 고려

하면 상당한 비용을 감할 수 있을 것임.

- 개별 가구단 로 처리하는 것보다 사 에 계획하여 지역단  는 구역

단 로 해체  철거 작업을 진행하면 고정비용의 감이 가능하며,

- 지역단 의 사회 기업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여, 철거는 기존의 

문업체가 담당하고, 지역단 에서 단순작업· 장  운반은 지역의 사

회 기업이 담당하면, 새로운 일자리와 폐석면 처리비용의 감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임. 단, 지역 인력의 작업 투입 시 사  교육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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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국의 슬 이트건축물을 실태에 련한 기  통계자료는 환경부에서 

작업 이며, 처리비용을 기 으로 추정하면 략  1조 5,000억～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상하고 있음(가구기 : 500만 원, 동기 : 264만 원의 처리

비용 기 ).

- 그러나 건축물 장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통계는 

실 으로 악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 폐기물의 임시보 소를 지정하여 일시 으로 재해 두었다가 일정량이 

되면 한번에 폐기물 처리장으로 수송하거나, 마을단 로 공동처리, 주민

참여 방안 강구 등을 통해 석면슬 이트 철거  폐기물 처리비용의 

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국에 산재해 있는 석면슬 이트건축물의 해체와 련하여 비용과 시간  

제약조건이 있으므로 단계 으로 근해야 할 것임. 우선, 학교 인근 지역

부터 실시해야 할 것임.

- 유(幼)·청소년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므로 학교, 마을에서도 유·청소년의 

집 지역부터 해체해야 할 것임.

- 다만 빈집정리나 세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여 체 지붕재나 장비  인력지원 등을 통해 지역단 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 강구

◦ 석면슬 이트지붕 건축물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 으로 30만∼70만 가구 이상의 국민생활과 연 되어 있으며, 

처리에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종합 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

으로 추진하되 총리실 산하에 계부처와 민간 문가가 참여하는 석면 책

원회와 실무 으로 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조직을 설치·운 할 필요

가 있음.

- 석면슬 이트건물은 인체에 해로운 석면문제뿐만 아니라 농어  주거

환경 개선을 한 재정지원과 경 보존, 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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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복지문제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 부처의 련 업무

를 총 , 조정할 수 있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행정안 부, 농림수산식품부

에서 나 어 추진하고 있는 석면슬 이트 련 사업  유사· 복사업은 

통합하고, 상호 연계· 력하여 폐석면슬 이트 처리를 한 투자의 효율

성과 시 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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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조사표

「농어 지역 슬 이트지붕 실태」설문 

조사표(통신원)

지통신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지통신원으로 활약해 주시는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농어  지역의 슬 이트지붕에 포함된 석면의 유해성이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어  지역의 슬 이트주택에 거주하는 주

민들의 실태와 문제 을 악하여 책 방향을 모색하기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은 오직 연구를 하여 사용되며, 개인 인 사

항은 어떠한 형태로도 발표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환

경개선 등 필요한 정책  수단 마련에 귀 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 5월 7까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4월 

한국농 경제연구원



138

I. 선생님이 거주하는 주택과 련된 질문입니다. 

1. 선생님이 사시는 주택의 일반  사항에 하여 말 해 주십시오.

거
주
가
옥
실
태

건축

연도
면 방 수

지붕재의

슬 이트 여부

개·보수 의향

여부

(    )

년

건평

(    )평

(     )

개

①  

② 아니오(☞ 2번으로)

①     

② 아니오(☞ 1.1번으로)

1.1. 만약 선생님이 살고계시는 주택의 지붕이 슬 이트이지만 개·보수 의향이 

없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 까지 살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

   ② 경제  여력이 없기 때문

   ③ 나이가 많아 굳이 개·보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

   ④ 집이 무 낡아 고치기 어렵기 때문

   ⑤ 기타(                                       )

2. 선생님이 거주하는 주택구조는 다음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목조(스틸하우스) ② 목조(한옥) ③ 조립식 구조 

   ④ 벽돌조 ⑤ 황토주택 ⑥ 슬라 주택 ⑦기타

3. 선생님이 재 살고 계시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② 세 ③ 월세 ④ 무상 ⑤ 기타 

4. 재 선생님 에 거주하는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본인 포함       명)

5. 최근 10년간 선생님의 주택을 신축 는 개량한 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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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만약 신축 는 개량을 하 다면 다음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면 개량(신축)       ② 부엌 개량         ③ 화장실 개량 

   ④ 목욕시설 개량 ⑤ 방 개량 ⑥ 지붕 개량 ⑦ 기타(         )

6. 재 거주하는 주택의 시설과 련된 질문입니다. ‘√’ 표시해 주십시오.

시설별 다음  어떤 형태입니까?

부엌 ① 입식          ② 재래식

화장실 ① 수세식        ② 재래식

목욕시설 ① 온수          ② 비온수          ③ 없음

상수도 ① 상수도        ② 간이상수도      ③ 자동펌    ④ 기타

난방시설
① 기름 보일러   ② 가스(LPG) 보일러     ③ 기 보일러  

④ 연탄 보일러   ⑤ 연탄            ⑥ 화목       ⑦ 기타

7. 선생님이 재 거주하는 주택에 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각의 분야별로 

만족하는 정도를 해당 칸에 ‘√’ 표시해 주십시오

         만족 정도

 분 야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주택 규모(크기) 

(2) 부엌 

(3) 화장실

(4) 목욕시설 

(5) 주택 구조

(6) 방음(소음)  

(7) 일조, 통풍

(8) 주택에 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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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농어 주택개량사업에 한 질문입니다.

8. 재 정부가 실시하는 농어 주택개량사업에 해 알고 있습니까?(    )

  ①  모른다    ② 모른다   ③ 조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9. 선생님은 농어 주택개량사업을 통하여 재 주거하고 있는 주택을 신축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② 아니오(☞ 11번으로)

10. 농어 주택개량사업의 융자  지원에 해 개선할 이 있다면 무엇입니

까?(    )

  ① 융자 의 지원한도 액이 낮아서 ② 융자 의 이자율이 높아서  

  ③ 융자  지원 차가 복잡해서 ④ 융자 상자가 무 작아서

  ⑤ 기타(                      ) 

11. 정부에서 농어 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자 을 융자를 지원한다면 이용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② 아니오

 

12. 정부가 실시하는 농어 주택개량사업 융자 의 지원한도, 이자율  상환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융자한도액:( 재 5,000만 원,      만 원), 이자율: ( 재 3%,     %) 

     상환기간: ( 재 5년 거치, 15년,      거치       년)

13. 농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련하여 정책 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주택개량사업 지원조건 개선 ② 신규주택 건설자  지원 확

  ③ 농어  임 주택 건설           ④ 고령자 공동주택 건설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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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슬 이트주택(주택과 창고 포함)의 실태에 련된 질문입니다.

14. 선생님은 과거에 슬 이트지붕 주택을 소유한 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9번으로)

14-1 만약 있다면, 언제 (          년)이며, 슬 이트지붕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붕재의 가격이 렴해서    ② 정부 정책에 따라서

   ③ 주 에서 권유해서           ④ 기타

15. 선생님의 건축물  슬 이트지붕으로 된 것이 있으면 말 해 주십시오. 

그리고 슬 이트주택이 여러 채이면 기타에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면 건축연도 개·보수 의향 여부

일반창고 (     )평 (     )년 ①    ② 아니오(☞ 15.1번으로)

농기계창고 (     )평 (     )년 ①    ② 아니오(☞ 15.1번으로)

축사 (     )평 (     )년 ①    ② 아니오(☞ 15.1번으로)

기타(     ) (     )평 (     )년 ①    ② 아니오(☞ 15.1번으로)

기타(     ) (     )평 (     )년 ①    ② 아니오(☞ 15.1번으로)

15.1. 만약 선생님의 건축물  슬 이트지붕 건물을 개·보수할 의향이 없으시다

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 까지 살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

   ② 경제  여력이 없기 때문

   ③ 나이가 많아 굳이 개·보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

   ④ 집이 무 낡아 고치기 어렵기 때문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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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선생님의 주택에서 슬 이트지붕을 개·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② 아니오(☞ 17번으로)

16-1. 선생님은 언제 슬 이트건축물을 개량하 습니까?(              )년

16-2. 선생님은 건축물 개·보수 시 폐슬 이트를 가 처리하 습니까?(    )

   ① 본인 스스로    ② 문허가업체    ③ 건축업자  ④ 기타(        )

16-3. 슬 이트건축물 개·보수 시 폐슬 이트를 어디에 처리하 습니까?(    )

   ① 폐기물 처리장  ② 마을 인근매립   ③ 마을인근 야   

   ④ 기타(                                             )

16-4. 폐슬 이트를 몰래 투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비용 부담 ② 주변 이웃도 하니까  ③ 편리해서  ④ 기타(         ) 

17. 슬 이트지붕을 철거하여 몰래 버리는 실태가 지 도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

   ① ② 아니오

18. 정부(지자체)에서 슬 이트지붕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면 재 슬 이트건

축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건물 체 재건축  ② 지붕만 도색  ③ 지붕만 교체  ④ 재 그 로

19. 만약 슬 이트지붕 철거비와 주택개량비를 정부에서 보조 는 융자한다

면 다음의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붕철거-보조, 주택개량비-자부담 ② 지붕철거-보조, 주택개량비-융자

③ 지붕철거-융자, 주택개량비-자부담 ④ 지붕철거-융자, 주택개량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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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부(지자체)가 슬 이트지붕 철거와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한다면 어느 정

도의 보조와 융자가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

   ① 슬 이트지붕 철거비(보조:      %), (융자:      %) 

   ② 주택개량비(융자:      %)

21. 선생님은 거주가옥, 축사, 창고 등에서 석면이 포함된 슬 이트지붕의 사용

은 사람과 동물 등에 해로운 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② 아니오(☞ 22번으로)

21-1. 슬 이트가 인간과 동물에 유해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이웃사람  ② TV 등 매스컴  ③ 공서  ④ 자녀  ⑤ 기타(    )

22. 선생님은 산업안 보건법에서 규정한 슬 이트지붕의 철거 차와 방법에 

해서 알고 있습니까?(    )

   ① ② 아니오

23. 산업안 보건법 등에서 슬 이트 철거 시 문업체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실 으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24. 슬 이트 철거 련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면, 어떤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농 장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철거

할 수 있도록 완화

   ② 철거는 문업체가 하지만 운반은 주택소유자가 직  할 수 있도록

   ③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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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 정부와 지자체는 슬 이트주택과 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업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② 희망근로 로젝트 ③ 빈집정리사업

   ④ 슬 이트지붕개선시범사업 ⑤ 지방자치단체 주택개량사업 ⑥ 모른다

26. 농 지역에는 슬 이트지붕으로 된 주택, 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슬 이트지붕 철거의 책임은 구에게 있습니까?(    )

   ① 정부 ② 지자체 ③ 건물소유자  

   ④ 정부와 건물소유자 ⑤ 잘 모르겠다

27. 국가가 슬 이트지붕 건축물을 개선할 때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우선

으로 실시해야 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

오.(1순 :         ),  (2순 :         )

   ① 농 지역의 심지 우선     ② 농 지역의 배후  오지마을 우선 

   ③ 세노령자 주택 우선  ④ 노후주택 우선  ⑤기타(                 ) 

28. 슬 이트지붕의 개선 사업에서 우선 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무엇

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1순 :        ),   (2순 :        )

   ① 공공건물  ② 개인주택   ③ 양곡창고    ④ 식품업체  

   ⑤ 축사      ⑥ 빈집       ⑦ 기타(                ) 

 

29. 만약 슬 이트지붕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1순 :      ), (2순 :       )

  ① 슬 이트지붕 교체비용 지원   ② 세고령자의 주거복지 책 강구

  ③ 주거환경개선 사업 연계       ④ 석면 처리, 운반  처리시설 확

  ⑤ 석면의 유해성에 한 교육    ⑥ 슬 이트지붕 축사의 가축 생 책  

  ⑦ 슬 이트지붕 식품업체(양곡창고) 생 책  

  ⑧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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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슬 이트지붕 문제와 련하여 환경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의 

부처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부처가 슬 이트 문제를 담당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환경부 ② 노동부 ③ 행정안 부 

   ④ 농림수산식품부 ⑤ 공동으로 ⑥ 기타

31. 농 지역에서 슬 이트지붕 주택과 련하여 정책 으로 어떤 지원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말 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Ⅳ. 다음은 선생님의 마을(자연부락)의 주택 실태에 련된 질문입니다.

32. 선생님이 사시는 마을의 가구 수와 주택은 몇 채나 됩니까?

    총가구 수(             )호,  총 (      )가구

33. 선생님 마을의 주택  지붕이 슬 이트로 된 주택은 용도별로 몇 가구입

니까?

사용형태 주택 일반창고 축사 농기계창고 빈집 계

주택 수

 * 연  령: 만 (     )세, 

 * 성  별: 남(     ) 여(      )

 * 학  력: ① 졸 이하   ② 고졸   ③ 졸   ④ 학원    

 * 주된 소득원 : ① 농업  ② 축산업   ③ 상업   ④ 회사/공무원   ⑤ 기타

 * 월평균 소득 : ① 100만 원 이하     ② 100만～199만 원   ③ 200만～299만 원 

                ④ 300만～399만 원 ⑤ 400만～499만 원  ⑥ 5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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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 지역 슬 이트지붕 실태」설문 

조사표(거주자)

안녕하십니까?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농업·농  련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 입니다. 

  최근 농어  지역의 슬 이트지붕에 포함된 석면의 유해성이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어  지역의 슬 이트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들의 실태와 문제 을 악하여 책 방향을 모색하기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은 오직 연구를 하여 사용되며, 개인 인 사항은 

어떠한 형태로도 발표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환경개선 등 

필요한 정책  수단 마련에 귀 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2010년  5월 

한국농 경제연구원

◦성명:                      

◦주소:            도         시·군        읍·면         리

◦ 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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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선생님이 거주하는 주택과 련된 질문입니다. 

1. 선생님이 사시는 주택의 일반  사항에 하여 말 해 주십시오.

거주
가옥
실태

건축연도 면 방 수 개·보수 의향 여부

(     )

년

건평(    )

평

(    )

개

①    

② 아니오(☞ 1.1번으로)

1.1. 만약 선생님이 살고계시는 주택의 지붕이 슬 이트이지만 개·보수 의향이 

없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 까지 살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

   ② 경제  여력이 없기 때문

   ③ 나이가 많아 굳이 개·보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

   ④ 집이 무 낡아 고치기 어렵기 때문

   ⑤ 기타(                                       )

2. 선생님이 거주하는 주택구조는 다음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목조(스틸하우스) ② 목조(한옥) ③ 조립식 구조 

   ④ 벽돌조    ⑤ 황토주택     ⑥ 슬라 주택 ⑦ 기타

3. 선생님이 재 살고 계시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② 세 ③ 월세 ④ 무상 ⑤ 기타 

4. 재 선생님 에 거주하는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본인 포함       명)

5. 최근 10년간 선생님의 주택을 신축 는 개량한 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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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만약 신축 는 개량을 하 다면 다음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면 개량(신축) ② 부엌 개량  ③ 화장실 개량 

   ④ 목욕시설 개량     ⑤ 방 개량    ⑥ 지붕 개량  ⑦ 기타(       )

6. 재 거주하는 주택의 시설과 련된 질문입니다. ‘√’ 표시해 주십시오.

시설별 다음  어떤 형태입니까?

부엌 ① 입식     ② 재래식

화장실 ① 수세식   ② 재래식

목욕시설 ① 온수     ② 비온수      ③ 없음

상수도 ① 상수도   ② 간이상수도  ③ 자동펌    ④ 기타

난방시설
① 기름 보일러    ②가스(LPG) 보일러    ③ 기 보일러  

④ 연탄 보일러    ⑤ 연탄       ⑥ 화목       ⑦ 기타

7. 선생님이 재 거주하는 주택에 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각의 분야별

로 만족하는 정도를 해당 칸에 ‘√’ 표시해 주십시오.

         만족 정도

 분 야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주택 규모(크기) 

(2) 부엌 

(3) 화장실

(4) 목욕시설 

(5) 주택 구조

(6) 방음(소음)  

(7) 일조, 통풍

(8) 주택에 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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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농어 주택개량사업에 한 질문입니다.

8. 재 정부가 실시하는 농어 주택개량사업에 해 알고 있습니까?(    )

  ①  모른다      ② 모른다    ③ 조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9. 농어 주택개량사업의 융자  지원에 해 개선할 이 있다면 무엇입니

까?(    )

  ① 융자 의 지원한도 액이 낮아서  ② 융자 의 이자율이 높아서  

  ③ 융자  지원 차가 복잡해서 ④ 융자 상자가 무 작아서

  ⑤ 기타(                      ) 

10. 정부에서 농어 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자 을 융자를 지원한다면 이용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② 아니오

 

11. 정부가 실시하는 농어 주택개량사업 융자 의 지원한도, 이자율  상환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융자한도액:( 재 5,000만 원,      만 원), 이자율: ( 재 3%,      %)

     상환기간: ( 재 5년 거치, 15년,       거치       년)

12. 농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련하여 정책 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주택개량사업 지원조건 개선 ② 신규주택 건설자  지원 확

   ③ 농어  임 주택 건설 ④ 고령자 공동주택 건설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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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슬 이트주택(주택과 창고 포함)의 실태에 련된 질문입니다.

13. 선생님이 슬 이트지붕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붕재의 가격이 렴해서   ② 정부 정책에 따라서

   ③ 주 에서 권유해서          ④ 기타

14. 선생님의 건축물  슬 이트지붕으로 된 것이 있으면 말 해 주십시오. 

그리고 슬 이트주택이 여러 채이면 기타에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면 건축연도 개·보수 의향 여부

일반창고 (       )평 (     )년 ①    ② 아니오(☞ 15.1번으로)

농기계창고 (       )평 (     )년 ①    ② 아니오(☞ 15.1번으로)

축사 (       )평 (     )년 ①    ② 아니오(☞ 15.1번으로)

기타(      ) (       )평 (     )년 ①    ② 아니오(☞ 15.1번으로)

기타(      ) (       )평 (     )년 ①    ② 아니오(☞ 15.1번으로)

14.1. 만약 선생님의 건축물  슬 이트지붕 건물을 개·보수할 의향이 없으시

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 까지 살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

   ② 경제  여력이 없기 때문

   ③ 나이가 많아 굳이 개·보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

   ④ 집이 무 낡아 고치기 어렵기 때문

   ⑤ 기타(                                       )

15. 정부(지자체)에서 슬 이트지붕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면 재 슬 이트건

축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건물 체 재건축  ② 지붕만 도색  

   ③ 지붕만 교체  ④ 재 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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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만약 슬 이트지붕 철거비와 주택개량비를 정부에서 보조 는 융자한다

면 다음의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붕철거-보조, 주택개량비-자부담 ② 지붕철거-보조, 주택개량비-융자

③ 지붕철거-융자, 주택개량비-자부담 ④ 지붕철거-융자, 주택개량비-융자

17. 정부(지자체)가 슬 이트지붕 철거와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보조와 융자가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

   ① 슬 이트지붕 철거비(보조:         %), (융자:          %) 

   ② 주택개량비(융자:         %)

18. 선생님은 거주가옥, 축사, 창고 등에서 석면이 포함된 슬 이트지붕의 사용

은 사람과 동물 등에 해로운 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② 아니오(☞ 19번으로)

18-1. 슬 이트가 인간과 동물에 유해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이웃사람   ② TV 등 매스컴   ③ 공서   

   ④ 자녀   ⑤ 기타(     )

19. 선생님은 산업안 보건법에서 규정한 슬 이트지붕의 철거 차와 방법에 

해서 알고 있습니까?(    )

   ① ② 아니오

20. 산업안 보건법 등에서 슬 이트 철거 시 문업체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실 으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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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슬 이트 철거 련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면, 어떤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농 장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철거

할 수 있도록 완화

   ② 철거는 문업체가 하지만 운반은 주택소유자가 직  할 수 있도록

   ③ 기타(                                          )

22. 재 정부와 지자체는 슬 이트주택과 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업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② 희망근로 로젝트   ③ 빈집정리사업

   ④ 슬 이트지붕개선시범사업 ⑤ 지방자치단체 주택개량사업  ⑥ 모른다

23. 농 지역에는 슬 이트지붕으로 된 주택, 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슬 이트지붕 철거의 책임은 구에게 있습니까?(    )

   ① 정부           ② 지자체          ③ 건물소유자  

   ④ 정부와 건물소유자 ⑤ 잘 모르겠다

24. 국가가 슬 이트지붕 건축물을 개선할 때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우선

으로 실시해야 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

오.(1순 :         ),  (2순 :         )

   ① 농 지역의 심지 우선   ② 농 지역의 배후  오지마을 우선 

   ③ 세노령자 주택 우선     ④ 노후주택 우선 ⑤ 기타(          ) 

25. 슬 이트지붕의 개선 사업에서 우선 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무엇

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1순 :        ),  (2순 :        )

   ① 공공건물    ② 개인주택    ③ 양곡창고 ④ 식품업체  

   ⑤ 축사        ⑥ 빈집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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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만약 슬 이트지붕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1순 :      ), (2순 :       )

  ① 슬 이트지붕 교체비용 지원   ② 세고령자의 주거복지 책 강구

  ③ 주거환경개선 사업 연계       ④ 석면 처리, 운반  처리시설 확

  ⑤ 석면의 유해성에 한 교육    ⑥ 슬 이트지붕 축사의 가축 생 책  

  ⑦ 슬 이트지붕 식품업체(양곡창고) 생 책  

  ⑧ 기타(                                  )

27. 슬 이트지붕 문제와 련하여 환경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의 

부처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부처가 슬 이트 문제를 담당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환경부               ② 노동부             ③ 행정안 부 

   ④ 농림수산식품부       ⑤ 공동으로           ⑥ 기타

28. 정부에서 공동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식의 공동주택 는 임 주택을 

제공한다면 이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29. 만약 마을의 마을회  등에 주거 시설을 갖추어 제공하는 것에 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① 좋다   ② 싫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30. 농 지역에서 슬 이트지붕 주택과 련하여 정책 으로 어떤 지원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말 해 주십시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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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선생님의 마을(자연부락)의 주택 실태에 련된 질문입니다.

31. 선생님이 사시는 마을의 가구 수와 주택은 몇 채나 됩니까?

    총가구 수(        )호,  총 (       )가구

32. 선생님 마을의 주택  지붕이 슬 이트로 된 주택은 용도별로 몇 가구 입

니까?

사용형태 주택 일반창고 축사 농기계창고 빈집 계

주택 수

 * 연  령: 만 (     )세, 

 * 성  별: 남(     ) 여(      )

 * 학  력: ① 졸 이하   ② 고졸   ③ 졸   ④ 학원    

 * 주된 소득원 : ① 농업  ② 축산업 ③ 상업   ④ 회사/공무원   ⑤ 기타

 * 월평균 소득 : ① 100만 원 이하    ② 100만～199만 원   ③ 200만～299만 원 

                 ④ 300만～399만 원  ⑤ 400만～499만 원   ⑥ 5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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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일본의 슬 이트지붕 책 추진사례

1. 일본 석면문제의 두 경

◦ 일본에서 석면 사용은 제2차 세계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증함.43 

석면은 력산업, 조선, 화학공업에 열처리와 효율  사용을 해 필수

이었음. 석면필터는 화학산업에 해물을 얻기 하여, 특히 황산암모늄 제

조와  수확증 를 하여 사용되었음

- 건물과 열차의 천장, 벽면, 철골에 분무도표 석면이 1957년 이래로 사용

되기 시작하 고, 1960～1970년에 건축에 리 사용되었음.

 

◦ 석면 사용에 따른 피해는 이미 1950년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52년 이

후 석면침착증은 진폐의 하나로 보상되었고, 1978년에는 석면으로 인한 폐

암과 악성 피종의 보상 기 이 마련되었으며, 이 두 가지 암은 산재로 규

정되었음. 그 지만 석면이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비 은 1980년  이후 증

가하 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에는 198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석면분진 문제가 일

본사회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었음. 

- 2005년 6월 말에 아마가사키 시(尼崎 )의 석면제품공장44의 종업원이 

폐암과 피종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 공표되었고,45 

43 Kenji Morinaga, Yasushi Shinohara(일본 국립산업보건원, 문의). “일본의 경험(석

면 피해, 규제와 보상)”.「국제노동 리 」(한국노동연구원). 2005.

44 오사카에 본사를 둔 기업 농기계 제조 문회사(쿠보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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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주변의 주민과 종업원의 가족이 피종등 발병  이로 인해 사

망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었음. 더욱이 8월에는 문구  주인이 피종

으로 사망하고, 포 내에서 사용하던 도장(吹付)아스베스토가 원인으로 

생각된다는 것이 보도되었음. 

2. 일본 정부의 석면 종합 책

◦ 이에 일본 정부는 2005.7월에 아스베스토(석면)문제에 한 계각료회합

(이하 ｢각료회합｣)을 설치하고, 아스베스토 문제에 한 당면 응을 취함

과 아울러, 12월에는 ｢빈틈(隙間)이 없는 건강피해자의 구제｣, ｢ 후의 피

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한 조치｣, ｢국민이 가지는 불안에의 응｣을 골자

로 하는 정부의 종합 책을 수립했음.

◦ 이 종합 책을 받아, 제164회 통상국회에서 2006년 2월 3일에 아스베스토

에 의한 건강피해 책 등을 한 보정(補正) 산,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구제에 한 법률｣, ｢석면에 의한 건강 등에 한 피해의 방지를 한 기

오염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하게 된 것임.  

- 정부의 종합 책은 당면한 석면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각 성청이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46 

◦ 응책으로는 첫째, 후 피해가 확 되지 않도록 하기 해 건축물의 해체 

시 등의 비산 방을 철 히 하고(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제조·신

규사용 등을 조기에 면 지하며(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학교 등에서의 

아스베스토 발생방지 책을 강구함(문부과학성, 소방청). 

45 일본 국토교통성 아스베스토 책추진본부. 2006.3.31. “국토교통성에서의 아스베스

토 책의 추진”.

46 2005.7.29 아스베스토 문제에 한 계각료회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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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2-1 일본의 석면종합 책47 48 49

석면(asbestos) 문제에 관한 종합대책의 개요
(2005.12.27 결정)  

1. 틈새가 없는 건강피해자의 구제

  2005년도 보정 산액 388억 엔   2006년도 산액 93억 엔

◦ 노재인정기 의 개정

◦ 노재제도의 주지 철

노재제도의 주지 철저 등

◦ 피종 항암제 ｢페멧트 셋트｣
의 조기 승인 등

연구 추진 등

◦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구제

에 한 법률｣의 제정(2월 3

일 성립, 2월 10일 공포)

구제 신법의 제정

2. 금후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

   2005년도 보정 산액 1,417억 엔  2006년도 산액 29억 엔

◦ 지방자치단체의 처에 한 지원
                  (지방재정법 개정*)
◦ 국가의 건축물 등에 한 제거 등 실시
◦ 민간건축물에서의 처를 지원
   (조성조치의 신설+ 소기업 등을 상으로 

한 리융자제도의 창설)
◦ 도장 아스베스토 등의 사용규제
                 (건축기 법 개정)

기존 시설에서의 제거 등

◦ 비산방지를 한 규제의 확충
    ( 기오염방지법 개정*)
◦ 석면장해 방규칙 등의 주지·지도)

해체 시 등의 비산·발생 방지

◦ 체화를 진하여 2006년도 에 면 지

조치 

아스베스토 조기 전면 금지

◦ 아스베스토 폐기물의 무해화 처리 추진
   (폐기물처리법 개정* + 세제상 조치의 신설)
◦ 폐아스베스토 정처리의 규제강화

아스베스토 폐기물의 적정처리

3. 국민이 갖는 불안에 대한 대응
   2006년도 산액 4억 엔

◦ 해체 장 주변의 기  농도 측정

◦ 실내 아스베스토 농도지표 설정에 필요한 조사

연구

◦ 건강피해자의 실태조사

실태파악·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 국민의 건강상담에 한 응

◦ 건강 리수첩의 교부요건 등의 수정

◦ 아스베스토 련 작업에 종사한 퇴직자에 한 건강

진단 실시

◦ 일반주민의 건강 리 진

건강상담 등의 대응

47 일 법(｢석면에 의한 건강 등 피해 방지를 한 기오염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

는 법률｣로서 2006년 통상국회 모두에 제출(2월 3일 성립, 2월 10일 공포)

48 2006년도 산액은 계각료회합을 구성하는 계성청에 의한 책과 련한 액임.

49 2006년도 산액에서는 시설정비 등의 교부  등(약 1.4조 엔)의 내수(內數)로 되어 

있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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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국민이 가지는 불안을 해소화기 하여 국민에 하여 극 으로 정

보를 제공하고(총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노동

자, 퇴직자, 가족, 주변주민을 상으로 한 건강상담창구를 개설하며(후생노

동성, 환경성), 국민의 일반  불안·의문에 응하기 한 질의응답집

(Q&A)을 작성·공표함(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 

◦ 셋째, 과거의 피해에 하여는 노재보상제도 등을 철 하게 주지토록 하고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소방청 등), 노재보상제도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노동자, 가족  주변주민의 피해에 하여는 구체 인 실태 악을 추진하

여 폭넓게 검토, 2005년 9월까지 결론을 내림(후생노동성, 환경성 등). 

◦ 넷째, 정부의 과거의 응에 하여는 아스베스토에 련한 지 까지의 통

지·통달, 행정문서, 연구결과 등에 한 계 성청에서의 조사를 토 로 

2005년 8월까지 검증함(후생노동성, 환경성 등).

◦ 다음에 실태 악을 강화하기 하여는 도장(吹付) 아스베스토 사용 실태조

사 등을 실시하여 조기 공표하고(국토교통성,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

성 등), 사업장에 하여는 입회조사를 하며(후생노동성), 아스베스토제품 

제조 사업소 주변지역 등에서의 기  아스베스토 농도를 측정조사하고

(환경성), 아스베스토에 의한 피종, 발암리스크 등에 한 연구를 추진하

며(후생노동성), 도도부 (都道府縣)·시정 ( 町村)의 한 정보 악을 

진함( 계 성청).

◦ 이와 같이 계성청별 석면문제에 응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성청이 긴 하게 연계 력하여 신속하게 책을 실

시함과 아울러, 국민에 한 정보제공에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인 

응이며 재도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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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2-2. 일본 정부의 석면 문제 응 개요

석면 문제의 당면 대응

￭ 각 부성(府省)의 긴 한 연휴(連携)

￭ 신속성 있는 책

￭ 국민에 한 정보 제공

◦ 건축물의 도장(吹付) 아스베스토 사용 실태조사 

◦ 사업장에 한 출입조사

◦ 제조공장 주변에서의 기  농도의 실측조사

◦ 피종, 발암의 리스크에 한 연구 등

실태파악의 강화

◦ 건축물 해체 시의 
   비산 방조치

◦ 제조·신규 사용 등
의 조기 면 지

◦ 학교 등에서의
   발생방지 책

피해의 확대 방지

◦건강피해 상황의 
  국민에 한 
  정보 제공

◦건강상담창구의
  개설

◦국민의 불안·의문에 
  응한 Q&A의 공표

국민의 불안에의 대응

◦노재보상제도 등의
  주지

◦노재보상을 받지 않고 
사망한 노동자, 가
족, 주변주민의 피
해에 한 응에 
해 검토

과거 피해에 대한 대응

◦정부의 과거의  
  응에 한 검증

과거의 대응의 검증

자료: 아스베스토 문제에 한 계각료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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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50

피해의 미연 방지

◦ 구제신법의 제정

◦ 노재제도의 주지철

◦ 연구의 추진

빈틈이 없는 피해자 구제

◦ 실태 악

◦ 정보제공

◦ 건강상담의 응

국민의 불안 해소

◦ 기존 시설에서의 제거 추진(건축기 법 개정, 지방재정법 개정)

◦ 해체 시 등의 비산·발생방지( 기오염방지법, 석면 방규칙 제정)

◦ 아스베스토 폐기물의 정처리(폐기물처리법 개정)

환경성,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총무성 등

국가(아스베스토 문제에 관한 관계각료회합)

連携

국가 지방기관

◦ 노동안 생법령의  

  시행

도 노동국·노동
기준감독부서

◦구제신법의 수·

  상담

환경성 지방환경
사무소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정촌)

◦ 사용실태의 악

  ․ 각 성청으로부터의 조사, 도·시정 의 독자조사

◦ 계법령의 시행

  ․ 건축기 법(도 건축지도과, 특정행정청)

  ․ 기오염방지법(도 환경보 과, 정령시)

  ․ 폐기물처리법(도 순환형사회추진과, 정령시)

◦ 공유시설등의 제거 추진

  ․ 지자체 보유시설의 제거 추진(道 아스베스토 책본부)

  ․ 지도지침에 근거 비산방지 책(상동)

◦ 도민·시민의 불안 해소

  ․ 건강상담의 실시, 구제신법의 수(보건소 등)

  ․ 아스베스토 련정보의 제공(道 아스베스토 책본부)

자료: 일본 홋카이도 홈페이지

50 홋카이도의 사례이나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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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련 석면 책

◦ 일본의 석면 문제 응은 정부가 종합 으로 처하지만, 구체 으로는 각 

성청이 산하기   장하는 사업에 따라 개별 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농 주택의 석면 문제만을 별도로 다룬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여기에서는 주택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성의 석면 련 정책과 농

업·농 정책을 다루는 농림수산성의 석면 련정책은 어떠한지를 살펴

보기로 함.

3.1. 국토교통성의 석면 책

◦ 일본은 주택정책을 국토교통성에서 장하고 있고, 국토교통성이 석면과 

련하여 책을 추진하는 분야는 철도역(여객용 공간), 버스터미 (여객

용 공간), 공항터미 (여객용 공간), 국가기  건축물, 공공주택, 민간건축

물 6개 부문임.

◦ 이 에서 농가주택과 련성이 있는 부문은 공공주택과 민간건축물임.

- 그러나 국토교통성에서 다루는 두 부문 모두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주

택이나 건축물을 상으로 하고 있고,

- 나머지 부문도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시설을 상으로 하고 있는 은 

마찬가지임.

- 다시 말해서 농 주민 개개인이 이용하는 농가주택은 이 책의 상이 

아니며, 일반 주택의 석면문제는 기존 제도의 범  내에서 지원되고 있

음<부록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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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1.  국토교통성에서의 아스베스토 책의 처상황(2006.9.8)

조사건수

도장(吹付)  

아스베스토 등의

사용이 확인된 건수

책 실시 상황

①
철도역

(여객용 공간)
201사 20개 역 체 비산방지 책 완료

②
버스터미

(여객용 공간)
2,253사 4개 버스터미

3개 버스터미 에 해서는 비산방지 책 

완료.

1개 버스터미 에 해서는 비닐에 의한 

피복 등의 책을 완료하고 제거공사를 실

시 임. 11월 하순까지 제거 완료 정

③
공항터미

(여객용 공간)
95공항 2개 공항 체 비산방지 책 완료

④
국가기 의

건축물
84,215동 698동

310동에 해서는 비산방지 책( 합 등) 실

시 완료. 

곧바로 비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다고 생각되지만, 나머지 시설에 해서

는 비산방지 책 등을 실시. 

⑤ 공공주택
40,200단지

(247,401동)

254단지

(908동)

251단지에 해서는 비산방지 책( 합 등) 

실시 완료. 

나머지 3단지에 해서는 곧바로 비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다고 생각되

지만, 하고 신속하게 책을 실시(그  

시 에서 2단지는 착수 완료, 나머지 1단

지는 후 공사 착수).

⑥ 민간건축물 256,025동 11,851동

민간건축물 소유자로부터의 보고에 근거하여 

지방공공단체와 연휴하여 제거 등의 책을 

추진.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에 하

여 도장(吹付) 아스베스토 등의 제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창설(2005년도 보정 산). 

주택에 해서는 기존 제도에 의해 지원

주1: ｢도장(吹付) 아스베스토 등｣이란 도장(吹付) 아스베스토  아스베스토를 함유하는 도장(吹付) 

로크울(rock wool)을 말함.

주2: ①～⑥의 아스베스토 책의 실태조사에 해서는 계속 추가 보완함.

주3: ⑥의 도장(吹付) 아스베스토 등의 사용이 확인된 건수에 해서는 조사건수 25만 6,025동 , 

민간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20만 2,779동의 보고가 있었던 것을 기 로 집계한 것임.

  자료: 아스베스토 문제에 한 계각료회합(제6회, 2006.9.8)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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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성에서 석면 문제에 응하는 정책 의 하나가 지역주택교부 제

도임.51 이 정책은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성과 창의 인 연구를 활성화하고, 

주택 정비와 거주환경 정비 등 지역의 주택의 생활을 종합 으로 지원하기 

한 것이고, 그 개요는 <부록 표 2-2>와 같음.

부록 표 2-2.  지역주택교부 제도 교부 상사업의 개요

① 교부기간: 략 5년 이내

② 교부 상사업

  (가) 기간사업: 공 주택과 고령자 우량임 주택의 정비, 집주택 시가지의 정비 

등의 지역의 주택정책을 한 심 인 사업. 우량건축물 등 정비사업(아

스베스토 개수형)  공 임 주택 아스베스토개수사업이 2006년 2월 3일

에 추가되었다.

  (나) 제안사업: 지방공공단체 도자의 제안에 의한, 지역의 주택정책의 실시에 필

요한 사업 등.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아스베스토 제

거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주택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는, 제안사업으

로서 교부 을 교부하는 것이 가능.

 ③ 보조내용

    ․교부 은 상사업비의 략 45%52

    ․각 사업에 한 교부  충당률을 자유로이 결정 가능

    ․사업의 진척에 따라 사업 간·연도 간에 교부 의 충당률을 자유로이 조정 가능

 ④ 교부 상: 도도부 ·시구정

51 국토교통성의 아스베스토 문제에 한 응의 하나임(국토교통성. 2006.3.31 국토교

통성에서의 아스베스토 책의 추진 p.24)

52 공 주택 등의 건설 등에 해서는 교부 충당 후의 지방부담액이 기채(起債) 상

(충당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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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림수산성의 석면 책53

◦ 농림수산성 석면 책의 상이 되는 시설은 도매시장, 경마장, 공공사업시

설 등 다 (多衆)이 이용하는 시설임.

- 이들 시설에 하여 석면 실태를 조사하고 응하는 책을 시행하고 있

음(부록 표 2-3). 

- 따라서 농림수산성에서는 농 주택의 석면문제에 하여 직  여하지 

않고 있고, 단지 농림수산성이 장하는 시설에 하여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 로 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부록 표 2-3.  농림수산성의 아스베스토 책 처상황(실태조사, 2006.9.8)

1) 농림수산성 련시설 등54

① 보고시설 수
123,740

(123,53)

② ① , 도장(吹付) 아스베스토 등이 확인된 시설
1,732

(1,776)

③
② , 비산(飛散)의 우려가 있는 도장(吹付) 아스베스토 등이 

   확인된 시설55

15

(9)

2) 식품산업에서의 오  등(2005.3.31 공표)

① 조사 상 기기 수(오  등) 110,763

② ① , 아스베스토 사용기기 수 30,410

③ ② , 책완료된 것(폐기완료, 부분교환 완료 등) 2,839

④ ② , 비산의 우려가 없는 것 27,571

⑤ ② , 미 책으로 비산의 우려가 있는 것 0

 자료: 농림수산성

53 아스베스토문제에 한 계각료회합(제6회, 2006.9.8) 자료

54 상시설은 도매시장, 경마장, 공공사업시설 등임

55 시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 후 제거가 완료된 시설이 있는 한편, 계속 조사되

고 있던 시설이 새로이 계상되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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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결과 비산의 우려가 있는 도장(吹付) 아스베스토가 확인된 시설에 

해서는 출입 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제

거공사를 시행하도록 함. 한 기존 아스베스토 제품에 해서도 체화에 

노력하도록 계단체를 통해 지도하고 있음.

4. 시사

◦ 이상에서 간단히 일본의 석면 책, 특히 농 주택의 석면문제와 련한 정

책을 살펴 . 그러나 재 일본에서 이와 유사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움. 

그 이유는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석면 사용이 체로 20여 년 앞섰기 때

문이라고 단됨. 즉 일본에서는 1950∼1960년 에 석면이 많이 사용되어, 

그 결과 이미 상당 부문은 철거되었고 남아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 일본에서는 이미 25년 에 석면 해체  처리와 련하여 국가에서 지

원하 다고 함.56. 련비용의 50%를 보조하고, 30%는 장기 리로 융자

하 으며 20%만 자부담으로 하 고, 자부담은 실제로는 처리업체가 감

당하여 주택 소유주는 부담이 거의 없었음. 

◦ 이와 같이 개별 주택에 하여는 특별한 석면 책을 추진하지 않은 데 비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건축물 등에 하여는 장하는 정부 부

처별로 실태조사를 지속 으로 실시하면서, 조사 결과를 토 로 그때그때 

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과거 건설 붐이 일었을 때 건축된 시설물들에 포함된 석면이 오래되어 

사람들의 건강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한 것임. 

56 문가 간담회 시 논의된 내용을 토 로 작성함(20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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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재 일본에

서 가장 큰 심을 보이는 것은 이미 석면과 련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한 책을 강구하는 것임<부록 그림 2-4>. 

- 2005년도 석면 동 이후 피해자 실태 악은 물론 피해자들에 한 구제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이를 체계 으로 추진하기 하여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 구제에 한 법률｣을 제정하 음. 

- 일본의 경우 석면 문제에 국가 으로 응하고 있으나 시기가 늦어 이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 지 않은 산이 지출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련 부처를 심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기를 놓치면 인 , 물 으로 많은 힘이 든다는 일본의 사례를 거울 삼아 

정확한 실태 악과 한 책을 서둘러야 할 것임. 

◦ 특히, 농 주택의 경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지붕개량사업이 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슬 이트지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 

- 일본과 같이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더 큰 사회문제가 되기 에 미리미

리 책을 강구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극 인 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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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2-4.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 구제에 한 법률 개요

목  :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에 한 피해자 등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함

시행일: 기 의 창설                         2006년  2월 10일

       구제 부·특별유족 부 의 지       2006년  3월 27일

       사업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2007년  4월  1일

       의료비 등의 지 상기간의 확  등 2008년 12월  1일

※ 제도 체에 하여 5년 이내에 수정함.

노재보상 등에 의한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한 구제급부

석면건강피해구제기금
(독)환경재생보 기구

환경대신(大臣) 중앙환경심의회

  구제급부
 아스베스토에 의한 피종과 폐암으로 인정된 자에 한 부

  ․ 의료비(자기부담분)

  ․ 요양수당(103,870엔/월)

  ․ 장제비(1,990,000엔)

  ․ 구제 부조정

 유족에의 급부
 ․특별유족조 (2,800,000엔) ․특별장제료(199,000엔)

피해자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사업자

① 체사업주

  ※노동보험징수시스템을 활용

②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주(석면과의 련이 깊은 사

업주)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

국가

◦ 2005년도 보정 산에 의해 

기 에 갹출

◦기 창설시의 사무비의 액 

 2007년도 이후는 사무비

의 1/2을 부담

지방공공단체

◦국가의 기 에 한 비용부

담의 1/4에 상당하는 액

을 일정기간에 기 에 갹출

〔특별유족 부  지 〕

  ① 상자: 지정 질병 등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특별가입자를 포함)의 유족으로서, 시효에 따라 노재

보험법에 근거한 유족조상 부 지 을 받을 권리를 소멸한 자

  ② 부액: 특별유족연  원칙 240만 엔/년

             ※ 특별유족연 의 지 상이 되지 않는 유족에게는 일시 을 지 함

  ③ 재  원: 노동보험특별회계 노동계정으로부터 부담함 

노재보상을 받지 않고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에 대한 구제조치

자료: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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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남해군 조례

남해군 슬 이트지붕 철거 지원에 한 조례안

제1조(목 )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 이트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

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여 슬 이트지붕 철거 지원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 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으로 건

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 주택”이란 ｢농어 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  지역에 

치하여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

한다.

제3조(지원범 )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철거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군수가 지붕개량을 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제외) 슬 이트지붕 철거 지원제외 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와 같다. 다만, 농어  빈집정비사업에 따라 철거하는 건축물  농어 주택 개

량사업을 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은 외로 한다.

  1. ｢건축법｣에 반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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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밖에 계 법령에 반된 건축물

제5조(수요조사) ① 군수는 매년 슬 이트지붕 철거 희망자에 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슬 이트지붕 건축물 황을 정책의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하여 

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리하여야 한다.

제6조(정비계획)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 로 매년 슬 이트

지붕 철거 등에 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슬 이트지붕 건축물에 하여 산

의 범  안에서 지붕철거 비용의 일부 는 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  빈집정비사업으로 선정된 건축물의 지붕이 슬 이트로 된 경우에

는 슬 이트지붕 철거 지원  폐기물처리 비용을 최고 200만 원 범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슬 이트지붕 철거 후 지붕개량의 경우에는 500만 원 범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은 건축물의 철거가 완료된 

후에 지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슬 이트지붕 철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

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9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상자를 심사·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는 

건축물 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

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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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시행) ① 군수는 슬 이트지붕 정비사업을 직  시행하여야 하며, 

철거  폐기물처리는 문업체에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경우는 건축물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 시 건축신고( 수선) 등의 인·허가 차는 건축물 소유자가 이

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 리) 슬 이트지붕 건축물의 지붕개량 시 사후 리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안에서 그 사무에 하여 조례를 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는 의무 부과에 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임이 있어야 한다.

｢산업안 보건법｣
제38조의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 의 수)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

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

업기 을 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4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 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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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경우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는 노동부장 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

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가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 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에 노동부장 에게 신고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 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하여 석면해체·제

거작업의 안 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차는 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 ·방법  공표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하여는 제15조의2를 용한다.

｢폐기물 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

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 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

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기 에 맞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

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 하는 자에게 탁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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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한 같다. <개정 2007.8.3>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

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 에게 제출하

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표자가 환경부장 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1. 폐기물처리계획서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 문기 의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그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서류 

 변경사항과 련된 서류를 환경부장 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

다. <신설 2007.8.3>

⑤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

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하여 환경부장 과 계 앙행정기

의 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

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⑥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는 법인이 합병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7.8.3>

⑦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산에 한 법률｣에 따른 환가

(換價)나 ｢국세징수법｣·｢ 세법｣ 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하는 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부 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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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일본의 석면 련 법령

1. 석면에 한 법규제의 변천57

  석면에 한 법규제는 석면제조공장 등에서의 노동자의 건강장해 방을 

해 1960년에 제정된 ｢진폐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71년에 ｢특정화학물질

등장해 방규칙｣(특화칙)이 제정됨으로써, 그 후로 석면에 의한 노출 상황이 

크게 변화했다고 생각된다.  석면의 암원성 등에 착안한 책의 강화로써 

1975년에 특화칙이 개정되고, 더욱이 건축물의 해체에 수반한 노동자의 석면 

노출 방지조치를 강화하기 해, 석면장해 방규칙이 2005년에 제정되었다. 

  석면의 비산에 의한 기오염을 방지하기 해 1989년에 기오염방지법(이

하 ｢ 방법｣이라고 함)의 개정에 의해, 석면제품제조공장에 한 규제가 도입

되고, 부지경계기 이 설정되었다. , 1991년의 폐기물처리법의 개정에 수반

하여 폐석면 등이 특별 리산업폐기물에 지정되었다. 다음에, 1995년의 신·

담로 진재에 의한 도괴빌딩의 해체 등에 수반한 석면비산문제가 계기가 되

어, 1996년에 방법이 개정되고, 도장(吹付)(吹付)석면이 사용되고 있는 건축

물의 해체 등의 작업에 한 규칙이 개시되었다. 2005년 6월 말 이후의 아스베

스토 문제를 받아, 동년 12월의 방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해, 규제

상의 건축물의 규모요건 등의 철폐와 석면함유단열재 등의 규제 상에 추가가

되어, 2006년 2월에는 ｢석면에 의한 건강 등에 한 피해의 방지를 한 기

오염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건축물의 해체 등의 작업

과 마찬가지로, 석면이 사용되고 있는 공작물의 해체 등의 작업에 한 규제가 

도입되어, 2006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57 건축물 해체 등에 한 석면비산방지 책매뉴얼편집 원회. 2007.6. ｢건축물 해체 등에 

한 석면비산방지 책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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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1.  석면 계 법규의 변천

연도 법규, 통달명 법규·통달의 개요

1960 ｢진폐법｣ 제정 진폐건강검진에 하여 규정(석면도 상)

1971
｢노동기 법특정화학물질등장

해 방규칙(특화칙)｣ 제정

제조공장이 상,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측

정의 의무 부여(측정방법의 규정은 없음)

1972
｢노동안 생법｣ 제정

｢특화칙｣ 재제정

노동안 생법이 새로이 제정되고 특화칙

은 동법에 기 하여 규정으로 

1975

｢노동안 생법시행령｣의 개정 명칭 등 표시(석면 5% 과 상)

｢특화칙｣의 개정(1974년 ILO 

직업간 조약 비 을 해)

석면 5% 과 상, 취  작업도 상, 석

면 등의 취부 작업의 원칙 지. 특정 화학

물질 등 작업 주임자의 선임, 작업의 기록, 

특수검진의 실시, 개시 등

1988 고시 ｢작업환경 평가 기 ｣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물질의 리 농

도를 규정(석면도 상: 2f/㎤)

1989
｢ 기오염방지법( 방법)·동시

행령·동시행규칙｣의 개정

석면을 특정 분진으로 하고, 특정분진 발생

시설의 계출, 석면 제품 제조/가공 공장의 

부지 경계 기 을 10f/L로 규정

1991
｢폐기물의 처리  청소에 한 

법률｣(폐기물 처리법)의 개정

특별 리 산업폐기물로서 ｢폐석면 등｣을 새

로이 재정. 취부석면, 석면함유보온제 등의 

석면함유폐기물이 해당

1995

｢노동안 생법시행령｣의 개정 아모사이드, 청석면의 제조 등 지

｢노동안 생규칙｣의 개정 취부석면 제거작업의 사  계출

｢특화칙｣의 개정

석면 1% 과까지 상이 확 , 취부석면 

제거 장소의 격리, 호흡용 보호부, 보호의의 

사용

1996 ｢ 방법｣의 개정 특정건축재료(취부석면)을 사용하는 일정요

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해체·개조·보수하는 

작업이 「특정분진배출 등 작업」으로 되고, 

사  계출, 작업기 의 수의무를 규정
1997

｢ 방법시행령·동시행규칙｣의 

개정

1999

｢특정화학물질의 환경에의 배출

량의 악 등  리의 개선의 

진에 한 법률｣ 제정

특정 제1종 지정과학물질로서 석면이 규정

되고, 연간 500kg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환

경에의 이동·배출량을 국가에 보고 의무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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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1.  석면 계 법규의 변천(계속)

연도 법규, 통달명 법규·통달의 개요

2004
｢노동안 생법시행령｣의 개정

석면함유건재, 마찰재, 착제 등 10품목이 

제조 등 지

고시 ｢작업환경평가기 ｣ 석면의 리용도를 개정(시행기일 2005.4.1)

2005
｢석면장애 방규칙｣의 제정

(시행기일 2005.7.1)

특정화학물질 등 장애 방규칙으로부터 석면

련을 분리하고, 단독의 규칙인 석면장애

방규칙을 제정. 해체·개수에서의 규제(계출, 

특별교육, 석면작업주임자 등)를 추가

2005
｢ 방법시행령·동시행규칙｣의 

개정(시행기일 2006.3.1)

취부석면의 규모요건 등의 폐지와 특정건축

재료의 석면함유보온제, 내화피복재, 단열재

가 추가, 쇄 등을 행하지 않는 경우의 작

업기 을 규정

2006

｢ 방법｣의 개정

(시행기일 2006. 10.1)
법 상의 건축물의 가공작물도 규제 상이 됨

｢노동안 생법시행령｣의 개정 

(시행기일 2006.9.l)

석면 0.1 량% 과의 제품의 면 지(일

부 외 있음)

｢석면장애 방규칙｣의 개정

(시행기일 2006.9.1)

규제 상을 석면 0.1 량% 과로 확

일정조건하에서의 입, 포장작업에 한 규

제의 강화 등

｢폐기물처리법｣의 개정

(시행기일 2006.10.1)

석면 0.1 량% 과를 함유하는 폐기물을 

석면함유 폐기물로 정의.  무해화 처리 인

정제도가 발족됨(시행기일 2006.8.9)

주1. 건축기 법: 일정규모 이상의 증·개축에 있어서 취부석면, 석면함유취부 로크울 시

공되어 있는 부분은 제거하는 것이,  일정규모 미만의 증·개축, 규모 모양교체, 

규모 수선의 경우는 제거 는 입, 포장을 시행하는 것이 의무가 됨(시행기일 

2006.10.1).

    *일정규모: 증·개축 부분의 상면 이 증·개축 의 상면 의 1/2

주2. 택지건물거래법: 건물의 매 등의 거래에 있어서 석면이 사용되고 있는가 조사한 

경 가 있으면 그 결과를 건물을 가진 주인 는 택지건물 거래업자는 매입자 등

에 하여 석면의 사용을 요사항으로 통지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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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면에 한 법령58

  석면(아스베스토)이란, 법 으로 섬유상을 보이고 있는 그리소타일(온석면, 

백석면), 아모사이드(茶석면), 그로시드라이드(청석면), 안소필라이트, 트 모

라이트, 악치노라이드의 6종류이다.

  이 , 아모사이드, 그로시드라이드는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1995년 4월에 

법 으로 지되었다. 더욱이 일부의 석면제품(건재, 마찰재, 착제)에 해서

는 2004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부터는 면 으로 수입·제조·사용 등

이 지되었다. 외 으로 당분간 한정 업종의 특정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제

품은 후생성(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다.

3. 일본의 석면에 한 법규 등

  재 일본에서의 석면의 규제는 노동자의 건강장해의 방을 목 으로 한 

것과 일반환경의 보   공해 방지를 목 으로 한 것이 있다. 여기에서는 특

히 해체에 한 법규 등을 심으로 살펴본다.

가.  노동안 생법 · 동시행 령 · 노동안 생규 칙( 후생노동성)

  노동안정 생법(약칭: 안 법)은 노동재해방지에 한 종합계획  책을 

추진함으로써, 직장에서의 노동자의 안 과 건강을 확보함과 아울러 쾌 한 작

업환경의 형성을 진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석면에 계되는 사

항에는 제조 등의 지, 명칭 등 표시, 건강 리수첩 등이 있다.

나 .  석면장해 방규 칙( 후생노동성)

  석면장채 방규칙에서는 석면에 의한 노동자의 폐암, 피종 등의 건강장해

를 방하기 해, 작업방법의 개선, 계시설의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

58 (사)일본석면 회. 2009.4. ｢법규칙 응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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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석면에 의한 발생의 정도를 최소한도로 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다. 

  본 규칙에서는 해체 등의 업무에 한 조치를 심으로 석면  석면함유제

품을 제조 는 취  시의 리기 을 정하고 있다.  

다.  작업 환경측정법 · 동시행 령 · 동시행 규 칙( 후생노동성)

  작업환경의 측정에 하여 작업환경측정사의 자격, 작업환경측정기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라 .  진폐 법 · 동시행 규 칙( 후생노동성)

  분진을 흡임함으로써 폐에 발생한 線維增殖性 변화를 주체로 하는 질병을 

진폐(塵肺)라고 한다. 이 진폐에 하여 정한 방  건강 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의 유지 기타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

을 목 으로 하여, 진폐법이 제정되어 있다.

마 .  기 오염방지법 · 동시행 령 · 동시행 규 칙의 개요 ( 환경성)

  기오염방지법(약칭: 방법)은 공장  사업장에서의 사업활동  건축물

등의 해체 등에 수반하는 매연,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진 배출 등을 규제하고, 

기 오염에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과 생활환경을 보 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바.  폐 기 물 의 처리  청소 에 한 법 률 · 동시행 령 · 동시행 ( 환경성)

  폐기물의 처리  청소에 한 법률(약칭: 폐기물처리법)은 폐기물을 정하

게 처리하고,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   공 생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처리법에서는 산업폐기물에 

하여 통상의 산업폐기물과 특별 리산업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특별 리산업폐기물에 해당하는 석면을 포함하는 폐기물로는 건축물 는 

공작물로부터 제거된 도료용 석면(석면함유 도료재), 석면함유 보온재, 석면함

유단열재, 석면함유내열피복재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들을 ｢폐석면 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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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 구체 인취 에 해 폐기물처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 건축물 는 공작물로부터 제거된 석면을 포함하는 슬 이트와 비닐형

타일 등의 성형품은 산업폐기물(기와류, 유리부스러기, 콘크리트부스러기, 도

자기부스러기 는 폐 라스틱류)의 ｢석면함유산업폐기물｣로 취 할 필요가 

있다. 

사.  건 축 기 법 ( 국 토 교 통 성)

  건축기 법에 의해 비산 우려가 있는 석면함유건재의 사용을 지하기 해 

정한 규칙을 실시한다.

아 .  택지건 물 거래업 법 · 동시행 규 칙( 국 토 교 통 성)

  택지건물거래업법  동시행규칙에 의해 건물의 매매, 교환 는 차(貸借)

에 있어서, 당해 건물에 하여 석면사용의 유무에 하여 조사결과가 기록되

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 .  건 축 리사이클법 ( 국 토 교 통 성)

  건설리사이클법의 특정건설자재인 석면제품은 상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건설자재에 석면제품이 혼입하면 특정건설자재의 리사이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건축물 등의 해체 등에 있어서는 석면제품의 분별을 확실하게 실시하

는 것이 필요하다.

차 .  주택의 품 질확보의 진 등 에 한 법 률 ( 국 토 교 통 성)

  주택의 품질확보의 진에 한 법률에 있어서 주택성능표시제도가 제정되

어 있으며, 기설 주택의 도료재를 기본으로 하고, 석면의 유무 조사  실내석

면분진농도의 측정방법이 표시되어 있다(농도기 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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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폐기물 처리업체 황

구 분

수집운반업체 폐기물소각장 폐기물매립시설

업체 수 차량 수 시설 수
시설용량
(kg/시간)

매립
지수

매립지면
(㎡)

매립지용량
(㎥)

서울 164 1,737 4 118,750 - - -

부산 180 1,127 3 41,665 1 758,342 24,494,000

구 105 677 1 25,000 1 585,334 9,224,941

인천 181 969 9 43,689 5 228,561 3,222,381

주 62 487 1 16,666 2 240,503 2,924,905

47 158 2 16,666 1 608 8,762,000

울산 68 520 1 16,667 2 288,263 5,271,656

경기 691 3,473 22 139,555 10 560,779 7,737,446

강원 184 862 13 12,426 24 1,092,039 15,114,378

충북 196 788 7 7,905 12 398,275 5,124,553

충남 181 775 12 22,242 19 564,220 5,238,912

북 161 539 3 16,773 15 899,711 8,737,418

남 95 564 46 16,206 54 1,394,058 16,323,268

경북 226 1,016 30 16,168 45 1,041,012 13,140,423

경남 289 1,459 16 49,314 30 2,059,678 22,850,783

제주 23 78 7 11,939 10 318,760 2,686,078

합 계 2,853 15,229 177 571,631 231 10,430,143 150,85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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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

처리업체정보

업체명 주소 연락처

고형화

(유)에스앤피 라북도 주시 덕진구 여의동 751-41 063-212-7700

인선ENT(주)- 양 라남도 양시 호동 863-1 061-791-0190

(주)하나이앤에스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노진리 16-11 031-498-4934

(주)신앤우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번암리 177-3 042-546-8881

(주)이솔루션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6-1 043-537-6541

매립

(주)미래산업개발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1791 054-956-7240

동양에코(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면 옥명리  

200-1
054-278-1112

인선ENT(주)- 양 라남도 양시 호동 863-1 061-791-0190

(주)유니큰 울산 역시 남구 용잠동 529-27 052-229-0614

(주)코엔텍 울산 역시 남구 용잠동 산157 052-228-7344

한솔이엠이(주)

군산사업소
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85 063-467-2285

(주)원 인바이로텍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 리 336  

아산국가산업단지 고 지구 내
041-357-5651

에코시스템(주) 경상남도 창원시 동 산14-6 055-263-6677

(주)이에스티 울산 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248 052-238-8721

(주) 이엠그린

구미지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백 리 

산 192-10번지
054-71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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