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 비산 측정 분석결과표】
(Outside Air Sample-Testing Result)

▣ 석면농도 노출기준 : 0.01개/㎤ 미만(검출한계(LOD) 미만 포함)

▣ 분석시료는 특별한 요청이 없을 시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

▣ 분석방법 : 위상차현미경

▣ 본 결과서는 동의 없이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본 시료의 분석결과는 의뢰된 시료에서 국한된 것이며,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SARA-5100 12EA

유량(ℓ/min) 시간(min) 총유량(ℓ)

OS #01 부지경계선 - - - - -

OS #02 부지경계선 - - - - -

OS #03 부지경계선 - - - - -

OS #04 부지경계선 - - - - -

OS #05 위생설비 입구 9.49 50 474.50 0.003 노출기준 미만

OS #06 작업장 실내 - - - -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OS #07 작업장 실외 - - - - -
음압기 설치시

제외

OS #08-1 음압기 9.56 50 478.00 0.005 노출기준 미만

OS #08-2 음압기 9.62 50 481.00 0.005 노출기준 미만

OS #08-3 음압기 9.66 50 483.00 0.006 노출기준 미만

결과표 일련번호 OS-2020-040-2 측 정 일 2020년 8월 9일

분 석 사(Analyst) 박지홍 분 석 일 2020년 8월 10일

측정장비(종류/수량) 검출석면의 종류 노출기준 미만

Information

의뢰자 동남중학교

현장주소 경기도 포천시 솔모루로3번길 69 (소흘읍 송우리, 동남중고등학교)

현장명(공사명) 2020년 동남중 교사동(1층, 옥탑) 석면해체,제거공사

분 석 결 과

우천으로

측정지점

제외

시료번호

(Sample

Number)

측정 지점

(Sample

Point)

시료채취 유량
측정결과

(개/㎤)
결과평가 비고



【석면 비산 측정 분석결과표】
(Outside Air Sample-Testing Result)

▣ 석면농도 노출기준 : 0.01개/㎤ 미만(검출한계(LOD) 미만 포함)

▣ 분석시료는 특별한 요청이 없을 시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

▣ 분석방법 : 위상차현미경

▣ 본 결과서는 동의 없이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본 시료의 분석결과는 의뢰된 시료에서 국한된 것이며,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SARA-5100 12EA

유량(ℓ/min) 시간(min) 총유량(ℓ)

결과표 일련번호 OS-2020-040-2 측 정 일 2020년 8월 9일

분 석 사(Analyst) 박지홍 분 석 일 2020년 8월 10일

측정장비(종류/수량) 검출석면의 종류 노출기준 미만

Information

의뢰자 동남중학교

현장주소 경기도 포천시 솔모루로3번길 69 (소흘읍 송우리, 동남중고등학교)

현장명(공사명) 2020년 동남중 교사동(1층, 옥탑) 석면해체,제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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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08-4 음압기 9.48 50 474.00 0.005 노출기준 미만

OS #08-5 음압기 9.40 50 470.00 0.005 노출기준 미만

OS #08-6 음압기 9.39 50 469.50 0.006 노출기준 미만

OS #08-7 음압기 9.61 50 480.50 0.005 노출기준 미만

OS #08-8 음압기 9.60 50 480.00 0.005 노출기준 미만

OS #08-9 음압기 9.53 50 476.50 0.005 노출기준 미만

OS #08-10 음압기 9.47 50 473.50 0.005 노출기준 미만

OS #09 폐기물 반출구 9.37 50 468.50 0.003 노출기준 미만


	3.분석결과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