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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처리 공법의 제안

건축 기준법 제 37조 제2호의 
인정에 따르는 성능 평가

무기질 계열의 내부 침투 고체화 형태의 
석면 비산 방지제 (2액형)



석면이란?

석면원석

석면 섬유 분사 석면 원료

이 확대 사진은 청석면으로 머리카락 
1개 정도의 굵기에 석면 섬유가 
5000개 이상이며, 
1/10,000,000mm ~ 1/100,000mm의 
굵기입니다.

하얗게 굳어진 것은 석면 침상에 
겔 형태로 고착되어 
안정성 생성물이 됨.

HYDROPROTECTOR ® By CHEMIX Co.,Ltd

석면은 1949년부터 최근까지 수입되어, 우리들 주위에 수천만 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를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분사 석면에 관해서는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 대부분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2006년 10월에 건축 기준법 제37조의 개정에 의해 분사 석면을 봉입하는 용제를 건축 재료(석면 비산 방지

제)로서 인정하는, 즉 국토 교통성(교통부) 장관 인정이 제정되어 이 인정된 용제만이 봉입 공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YDRO PROTECTOR 공법은, 무취무해의 수용성 무기질 용제를 상온에서 석면 섬유에 도포 함침시킴에 따라 침상 결정을 굵게 

하여 부유를 방지시켜 고체화 안정시킵니다. 안정화된 석면은 석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공법을 보급시킴에 따라 석면 처리에 따르는 막대한 에너지 등을 삭감시키고, 더불어 건강 피해를 해결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HYDRO PROTECTOR H/P 공법은, 

골격 천장이나 기계실, 보일러실,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입체 주차장 등, 노출 분사 석면의 비산 방지 공사에 최적으로, 

건조 후에는 시멘트 재질과 일체화되어 건축재가 됩니다. 표층부는 방수성을 발휘하며, 착색에 의한 표현의 자유도가 높은 

석면의 성질을 잃지 않고 내기후성을 높여줍니다. 이 무기화합물의 특징은, 실록산 결합에 의해 생성 시에 고온에서 산화 

환원되기 때문에 모래나 돌과 같이 타지 않는 물질입니다. 내화성, 내열성, 방음성은 분사 석면에 버금갑니다. 

수분이 없어진 분사 석면은 본래의 특성을 조장하여 재생됩니다.  앞으로 이 방식이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석면 처리 

인정 용제로서 폭넓게 일반적으로 보급시키고자 합니다.

석면의 피해와 그 처리는?

석면의 유해성은, 비산된 석면 섬유의 침상 결정이 폐 속으로 들어가 암 또는 중피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석면 처리의 근본은, 비산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처리할 수 있으면 비산되지 않습니다. HYDRO 

PROTECTOR로 처리함에 따라 석면의 장점이 되는 성질은 유지하면서 안전한 상태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석면의 성질

HYDROPROCTECTOR 에 의한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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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에는 많은 뛰어난 장점들이 있습니다.  

시공성이 높고 경제적으로는 탁월하나, 부유된 섬유에 유해성이 밝혀졌습니다.

무기질 계열 내부 침투 고체화형 석면 비산 방지제 - 인정 번호 MAEM-0017

1차 도포제 HYDRO PROTECTOR H는 분사 석면의 시멘트 재질에 도포함과 동시에 

빠르게 침투 반응하고, 침상 섬유 주변에서 증식합니다.
2차 도포제 HYDRO PROTECTOR P에 시멘트 또는 고로 슬래그 시멘트를 혼합시켜 

분사합니다. 시멘트 계열과 급격히 반응하므로 즉시 교반시켜 신속하게 

분사시킵니다. 건조 후에는 비산성이 봉인된 하나의 건축재로서 재생됩니다.
이는 [국토 교통성(교통부) 건축재 인정]인 시공 방법입니다. 이 시공 방법은 투습성을 

갖는 방수층을 형성하여 석면의 장점만을 조장합니다. 내부의 습기는 방출시켜 

안정된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철 부분의 방청 효과와 단열성, 방음성, 내화성을 

유지합니다. 이외의 마감 방법으로서 수성 아크릴 도료를 혼합하는 것으로 착색 

표현이 가능합니다.

HYDRO PROTECTOR G는 분사 석면 표면에 신속하게 침투해 갑니다. 이것만으로도 

습윤시켜 긁어낼 수 있으나, HYDRO PROTECTOR 공법에서는 곧바로 HYDRO 

PROTECTOR H를 도포합니다.
HYDRO PROTECTOR H의 반응성 성분이 석면의 침상 섬유 주변에 집중됩니다. 이 

때 급격하게 겔 상태로 변화하여 장시간 수분을 유지하여 작업 환경은 크게 

개선됩니다.

소거 공사의 경우, 많은 현장에서는 물로 습윤시켜 긁어내고 지정된 비닐 봉투에 

담습니다. 소거 후에 비닐 봉투에 담는 단계에서는 건조된 상태이므로 더욱 분진이 

피어 오르게 됩니다

HYDRO PROTECTOR R은 해체 시의 소거 전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도포하면 

빠르게 분사 석면에 침투하며 악취도 없어 작업성이 뛰어납니다. 소거해도 떼어 낼 수 

없었던 분사 석면도 건조 후에는 비산되지 않는 물질로 변해 고착됩니다. 이에 

HYDRO PROTECTOR G를 도포하는 것으로 작업 시의 분진을 방지하는 등, 소거된 

석면의 감량화에도 일조합니다.

HYDRO PROTECTOR H    +     HYDRO PROTECTOR P
봉입 공사의 장관 인정 재료

HYDRO PROTECTOR G    +     HYDRO PROTECTOR H

HYDRO PROTECTOR R

소거 공사에 사용합니다.

해체 시의 소거 공사에 최적입니다.

◇ 불연/내열성    ◇ 내약품성      ◇ 내부식성      ◇ 내마모성       ◇ 절연성

일반유기용제 도포

하이드로프로텍터 도포

일반 유기 용제 계열로는 

분사 면의 표면에서 고체화가 

시작되어 내부까지 침투하지 

않습니다. 

건축 기준법 개정 후에는 

시정이 요구됩니다. 

만약 표면이 파손된 경우, 

석면 섬유는 비산됩니다.

HYDRO PROTECTOR 

공법에서는 내부까지 빠짐없이 

침투하여 벽면에까지 도달합니다. 

HYDRO PROTECTOR는 

석면을 고정 안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본래의 물성이 모체를 

강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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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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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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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프로텍터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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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 PROTECTOR P를 침투시킨 

석면을 1600℃의 버너로 가열한다.

약 20분 정도로 석면의 수분이 없어져 

건조 상태가 된다.

열이 식은 석면에 물을 부으면 

본래의 방수성을 발휘한다.

HYDRO PROTECTOR는 왜 불에 타지 않습니까?

[무용제/무기질]은 오르가노(Organo) 실록산이라고 불리는 실리콘 계열의 수지와 무기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실리콘 

수지는 구조의 일부로 실리콘(규산)의 알콕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콕시드가 공기 중의 수분에 의해 부분 가수 

분해되어 실록산 결합 – Si-O-Si-를 생성합니다. 실록산 결합 –Si-O-Si-은 기본적으로 산성물이므로, 더 이상 산화되지 

않는 불연입니다. 돌이나 모래가 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HYDRO PROTECTOR
HYDROPROOF는 1985년부터 많은 신축 공사, 개수 공사 또는 역사적 문화재의 보수 작업 등에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HYDROPROOF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에 침투된 HYDROPROOF의 반응성 성분이 새로 발생된 균열을 통한 침수에 

의해 다시 반응을 반복하여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수 기술로 향상된 기술을 석면 처리제에 효과적으로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YDRO PROTECTOR도 개발되었습니다.

● 기술 데이터 ①희석제: 물  ②동결 온도: -10℃~0℃  ③동결 피해: 해당 없음  ④빙점: 110℃  ⑤크리너: 물

⑥색상: 투명 * 탁한 우유색  ⑦냄새: 약한 냄새  ⑧인화성: 해당 없음  ⑨증발: (작업 중) 해당 없음

⑩폭발 한계: 하한 * 해당 없음/ 상한 * 해당 없음

● 사    용    량 HYDRO PROTECTOR (R, G, H, P)  1ℓ당 1~4㎥  1㎥당 0.4~0.8kg (재질에 따라 다름)

HYDRO PROTECTOR R의 일반 특성

HYDRO PROTECTOR G의 일반 특성

-  

 

-  
-  

-  
-  

주성분: 규산 화합물+고 반응성 무기 촉매   -   비중: 1.1~1.2g/ml(15℃)   -   PH: 11.0~12.0(강 알칼리성)표면 장력: 32dyn/cm(20℃)

-  용매: 물   -   점도: 5mPa*s 이하   -   외관: 무색 투명한 액체 또는 반투명 액체

해체 시의 석면 소거제로서 최적.석면에 서서히 침투하여 비산성을 없앰. 악취가 없으며 작업성이 높음.

-   주성분: 칼슘 수용액+반응성 무기 촉매   -   비중: 1.04~1.14g/ml(20℃)   -   PH: 5.8~6.8용매: 물   -   점도: 15mPa*s(25℃)

중금속류를 고정하여 포조란 반응을 유발시켜 부족한 칼슘을 부여한다. 지반 개량을 위한 안정 처리제로서 개량토의 틈 사이에서 겔 형상으로 발

생되어 주변의 수분과 화합하면서 결정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결정체로는 충진시킬 수 없는 틈 사이를 겔 형상으로 포화시켜 포수성이 높으

며 기포가 적음. 결정 광물화가 진행될수록 강도가 더해져 물 침투 계수가 낮아진다. 복합 공법에서의 사용으로 보다 폭넓은 용도에 효과적.

주성분: 규산 화합물+고 반응성 무기 촉매   -   비중: 1.10~1.20g/ml(15℃)   -   PH: 11.0~13.0(강 알칼리성)   -   표면 장력: 32dyn/cm(20℃)
용매: 물   -   점도: 5mPa*s 이하   -   외관: 무색 투명한 액체 또는 반투명 액체

석면에 부착되면 급격하게 반응하여 경화된다. 또한 시멘트와의 반응이 빠르므로 분사 시에 혼합되어 급속하게 표면에서 굳어져 벗겨지기 

직전인 석면을 고정시킨다. 병용하여 HYDRO PROTECTOR G를 먼저 도포하고, 바로 HYDRO PROTECTOR H를 도포하면 급격하게 겔 형상이 

되어 분진을 발생시키지 않고 석면을 처리할 수 있다.

주성분: 알칼리 금속염 + 규산 화합물+고 반응성 무기 촉매 + 변성 실리콘   -   비중: 1.01~1.12g/ml(20℃)   -   표면 장력: 32dyn/cm(20℃)
PH: 10.0~12.0(강 알칼리성)   -   용매: 물   -   점도: 10mPa*s 이하   -   외관: 탁한 우유색   -   신장율: 300%(25℃)

HYDRO PROTECTOR P는 HYDRO PROTECTOR H의 특성에 기능성 촉매인 실리콘을 더하여 내부에서는 HYDRO PROTECTOR H의 반응 

촉매가 침투하고 표층부에서는 실리콘 계열의 방수층이 형성된다. 착색제의 혼합에 의한 표현 기법이 가능.

HYDRO PROTECTOR H의 일반 특성

HYDRO PROTECTOR P의 일반 특성



석면 어떤 장소에 사용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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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장이나 현상을 보신적 있으십니까?

매우 위험하므로 다가가지 마십시오.

기계실 등의 주변 슬레이트 지붕

내화 피복벽

한빛케미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9-6 시화공단 3나 5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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