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적용 범위 및 제한점

1.1 개요

 시료 채취한 여과지는 아세톤 증기를 이용하여 투명화된 슬라이드로 전처리하고 위상차현미경으로 정해진 계

수법에 따라 길이가 5㎛ 이상이며 길이 대 지름의 비가 3:1 이상인 섬유를 계수한다. 분석결과는 개/㎤(채취

된 섬유 수/채취한 공기의 부피)로 표현된다.

1.2 적용 범위

 근로자 개인 시료와 지역 시료 노출(권고) 기준과의 비교평가에 모두 적용가능하고 작업환경 중 석면 노출

에 대한 위해도평가에도 적절히 이용가능하다.

1.3 제한점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분석방법은 입자의 길이 대 지름의 비를 확인하여 섬유상 입자와 비섬유상 입자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입자 중 길이가 5㎛ 이상이며 길이 대 지름의 비가 3:1 이상인 모든 섬유상 물질을 석면

으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석면과 석면이 아닌 섬유를 구분하지 못하므로, 비석면 섬유상 물질은 분석의 방해

물질로 작용하여 이러한 입자의 농도가 높은 환경에는 본 분석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비석면 섬유와 석면 

섬유의 구분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전자현미경이나 투과전자현미경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위상차현미경으로 석면 분석 시 검출 가능한 섬유의 최소지름은 0.2~0.04㎛ 정도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석면 분석결과는 여과지에 채취된 섬유 중 관찰이 가능한 일정 지름 이상의 일부 섬

유만을 계수한 결과이므로 공기 중 모든 석면섬유 농도가 아니며 석면섬유 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일정한 지

표로서의 농도이다. 각각의 개별 섬유 수준의 작은 크기의 석면섬유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투과전자현미경이나 

전계방사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해야 한다.

2. 분석 절차

보호 장비 착용 (마스크, 장갑 등)

후드 내에서 시료 전처리 및 슬라이드글라스에 시료 번호(연번) 기입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석면 계수분석 및 계수분석서(수기) 작성

결과처리(섬유 농도 계산) 및 서류(계수분석서 pdf 전환, 분석 시료 대장) 작성

결과 통보(분석서 작성)



3. 기구 및 시약

3.1 기구

 
1) 위상차현미경 : positive phase, 10배 대안렌즈, 40배 대물렌즈(N.A.: 0.65~0.75), 총 배율 400배, 그린

필터(λ=530㎚) 등

2) 슬라이드글라스 : 25×75 ㎜, 두께 약 1㎜

3) 커버슬립 : 24×35 ㎜(여과지 2등분 시), No. 1 1/2

- 여과지를 4등분 시에는 22×22㎜의 커버슬립이 사용에 적당하다. 커버슬립의 두께는 대물렌즈

에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No. 1 1/2호를 사용한다.

4) 수술용 칼 : #10호, 곡석형 날 사용

5) 핀셋 : 여과지용

6) 아세톤 증기화장치

7) 마이크로피펫(50~500㎕) 또는 주사기

8) Walton-Beckett 그래티큘 Type G-22

9) HSE/NPL 테스트 슬라이드

10) 스테이지 마이크로미터 : 0.01 ㎜/div × 100 div 또는 동등수준 이상

11) Phase centering telescope : 집광고리와 위상판의 이미지를 관찰하고 중심을 맞추기 위해 사용

12) Slide box : 공기 중 시료 보관을 위해 사용

3.2 시약

1) 아세톤 : 시약 등급, 시료의 투명화를 위해 사용

2) 트리아세틴 : 시약 등급, 시료의 고정을 위해 사용

3) 투명 매니큐어

4. 위상차현미경

4.1 위상차현미경의 구성

1) 광원 : 할로겐램프 광원, 투과조명방식

2) 집광기 : 집광고리가 삽입된 집광기

3) 대물렌즈 : 10배 위상차 대물렌즈, 40배 위상차 대물렌즈(석면 분석 시 총 배율은 400배임)

4) 재물대 : X, Y  축으로 이동 가능한 형태로 슬라이드 고정을 위한 표본고정 클립이 있는 것

5) 대안렌즈 : Binocular 또는 trinocular 타입의 헤드, Wide-eyefield 또는 Huygenian 타입의 10배 대

안렌즈로 Walton-Beckett 그래티큘 삽입이 가능한 형태

6) 기타 : Walton-Beckett 그래티큘(Type G-22), Phase centering telescope, 그린필터(λ≒530㎚) 

또는 블루필터



4.2 위상차현미경의 주요 부위별 명칭



4.3 위상차현미경의 원리

 위상차현미경은 얇고 투명한 현미경 표본으로부터 높은 명암비의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도록 고안한 광학현

미경 중 하나이다. 표본에서 입자를 투과한 빛과 투과하지 않은 빛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위상의 차이를 

진폭의 차이로 바꾸어 높은 명암비로 입자를 또렷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집광고리를 이용한 조명을 이용해 표본을 통과한 주변파(표본 중 입자가 아닌 입자 주변을 투과하여 원래의 

광학경로에 따라 진행하는 등위상선)와 회절파(표본 중 입자를 투과하여 넓은 호의 형태로 회절되어 대물렌즈

의 개구부 전체로 퍼져 나가는 빛)를 분리시키고, 이를 대물렌즈의 후방초점면에 위치한 위상판의 서로 다른 

위치에 투영시켜 진폭과 위상을 각각 조절하여 두 빛의 간섭효과(입자파 형성)를 극대화시킴으로서 높은 명암

의 이미지를 얻는다.

4.4 위상차현미경 조정법

1) 두 대안렌즈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여 분석자의 동공 사이의 거리에 맞도록 시간거리를 조절한다.

2) 적당한 표본을 현미경 재물대 위에 올려놓는다.

3) 집광기의 회전판을 돌려서 명시야 상태로 맞춘다. (보통‘O’ 또는 ‘B’ 로 표기되어 있다.)

4) 시야조리개와 개구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한다.

5) 집광기를 최대 높이로 올린다. (표본 바로 아래 약 0.5~1㎜ 높이)

6) 40배 대물렌즈로 표본에 초점을 맞춘다.

7) 현미경 시야를 한쪽 눈으로 각각 관찰하며 다이옵터를 조절한다. 이미지 또는 레티클이 가장 또렷하게 관찰되

도록 한다.

8) 시야조리개를 최대한 닫은 후, 집광기의 높이를 조절하여 시야조리개의 개구부 가장자리가 또렷하게 보이도록 

초점을 맞춘다.

9) 집광기 중심조절나사를 이용해 시야조리개의 개구부가 시야 중앙에 오도록 조절한 후, 시야조리개 개구부가 

시야에 접하도록 연다.

10) 개구조리개의 개구부를 적절히 조절한다.

11) 집광기의 회전판을 돌려서 집광고리를 삽입한다.

12) 대안렌즈 하나를 제거하고 phase centering telescope를 삽입한다.

13) 집광고리 중심조절나사를 조절하여 집광고리의 이미지(밝은 고리형태의 이미지)와 위상판의 이미지(어두운 

고리형태의 이미지)의 중심이 서로 일치하도록 조절한다.

 - 반드시 집광고리의 밝은 고리 이미지가 위상판의 어두운 고리형태의 이미지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14) Phase centering telescope를 제거하고 대안렌즈를 삽입한다.

4.5 HSE/NPL 테스트 슬라이드

1) HSE/NPL 테스트 슬라이드란 석면 계수분석 시 위상차현미경의 분해능 확인을 위해 개발한 표준슬라이드

이다.

2) 현미경의 분해능을 확인하는 방법

 ① 40배 대물렌즈와 10배 대물렌즈를 이용하여 현미경이 위상차 모드에서 최적의 성능을 갖도록 조절한다.

 ② HSE/NPL 테스트 슬라이드를 알루미늄 라벨이 붙은 면이 위쪽을 향하도록 재물대 위에 올려놓는다.

 ③ 슬라이드의 투명한 원형의 중심 부위에 있는 시험구간으로 재물대를 이동하고 현미경의 초점을 맞춘다.

 ④ 첫 번째 밴드로부터 하나씩 각 밴드를 시야의 중심으로 이동 후 초점을 맞추어가며 관찰한다.



4.6 Walton-Beckett 그래티큘

1) 석면 계수분석 시 사용되는 레티클

2) Walton-Beckett 그래티큘의 실제 인쇄 지름, dc 계산법

 ① 사용 가능한 그래티큘을 대안렌즈 내에 넣는다.

- 이때 사용하는 그래티큘은 Walton-Beckett 그래티큘, Porton 그래티큘 등 현미경 시야 내에서 양 끝

단이 명확히 관찰 가능한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사용가능하다. 그래티큘은 항상 분석자의 우세한 눈(주로 

사용하는 눈) 쪽에 삽입하여 관찰한다.

 ② 제물대에 스테이지 마이크로미터를 올려놓고 40배 대물렌즈를 표본에 맞춘다.

 ③ 시간거리와 현미경의 초점을 적절히 조절하여 그래티큘과 스테이지 마이크로미터의 선이 명확히 보이도록 

한다.(시간거리는 그래티큘의 지름 계산이 끝날 때 까지 바꾸지 않는다.)

 ④ 스테이지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그래티큘의 길이, L(㎛)를 측정한다.

- 0.01 ㎜/div 스테이지 마이크로미터를 아용할 경우 작은 눈금의 1/10인 1㎛까지 측정한다.

⑤ 그래티큘을 꺼내 실제 그래티큘의 길이, L(㎜)를 측정한다.

- 최소 눈금크기 1/64 inch 이하의 정밀자 등을 이용하여 반복 측정한다. 그래티큘을 꺼내지 않고 버니

어가 장착된 재물대를 이용해 측정할 수도 있다.

 ⑥ 다음 비례식을 이용하여 Walton-Beckett 그래티큘의 지름, d(㎜)를 계산한다.

(결과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

L(㎜) : L(㎛) = d  : 100 ㎛

3) Walton-Beckett 그래티큘의 계수면적 보정법

 ① 재물대에 스테이지 마이크로미터를 올려놓는다.

 ② 40배 대물렌즈를 표본에 맞춘다.

 ③ 시간거리와 현미경의 초점을 적절히 조절하여 그래티큘과 스테이지 마이크로미터의 선이 명확히 보이도록 

한다.

 ④ 재물대를 조절하여 그래티큘의 양 끝이 스테이지 마이크로미터의 눈금과 동일 선상에 위치하도록 한 후, 

그래티큘의 한쪽 끝을 스테이지 마이크로미터의 임의의 한 눈금에 맞춘다.

⑤ 그래티큘의 지름, d(㎜)를 스테이지 마이크로미터 눈금의 1/10 까지 측정한다.

 ⑥ 아래 식에 따라 측정한 그래티큘의 지름, d(㎜)로부터 시야상의 그래티큘의 면적, A(㎟)를 계산한다. 계

산한 결과는 0.00754 ㎟ ~ 0.00817 ㎟ 이내여야 한다.

- 현미경 광학부품을 교체 또는 재조립 했거나 시간거리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티큘의 면적을 다시 

보정하여 분석결과 계산에 사용한다.

A  = πd/4



5. 전처리

1) 카세트를 열고 난 후 여과지의 오염을 막기 위해 마개를 열기 전에 젖은 헝겊 등을 이용하여 카세트의 외부를 

닦는다.

2) 슬라이드글라스와 커버 슬립에 먼지가 없도록 깨끗이 닦는다.

3) 카세트를 분리한다.

 - 카세트 분리 시 내부에 음압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세트 끝단의 작은 마개를 먼저 제거한다. 수술용 

칼 등을 이용하여 카세트의 카울과 베이스 사이를 밀봉한 테이핑을 절개한 후, 카울과 베이스를 조심스럽게 

분리한다.

4) 핀셋으로 여과지의 가장자리를 잡고 카세트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후 시료를 채취한 면이 위쪽을 향하도록 슬

라이드글라스 위에 올려놓는다.

5) 여과지의 손상 없이 시료 채취가 이루어졌는지 여과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 만약 여과지의 가장자리가 접혀있거나 파손되어 있거나 가장자리에 카울에 의해 원형으로 눌려진 자국이 명확

히 남아 있지 않으면, 카세트의 조립 상태가 불량하여 시료 채취 시 공기가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분석결과는 실제 농도가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6) 수술용 칼을 이용하여 날의 면을 따라 굴리듯이 움직여서 여과지를 이등분(또는 4등분)으로 절단한다.

 - 전처리 중 시료의 훼손에 대비하고, 정도 관리나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추가 분석 등을 위해 시료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여과지를 절단하여 일부분만 전처리한다. 전처리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여과지 

조각은 다시 카세트에 넣어 보관한다.

7) 절단한 여과지를 올린 슬라이드글라스를 아세톤 증기화 장치의 증기가 나오는 부분 하단에 잘 맞춰 놓고, 아세

톤 증기화 장치에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양의 아세톤을 주입하여 여과지를 투명화시킨다.

 - 지나치게 많은 양의 아세톤을 사용하면 여과지에 채취된 분진이 아세톤 증기에 의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여과

지를 투명화시킬 수 있는 최소량을 사용한다.

 - 사용되는 아세톤의 양은 적지만 연속된 작업 시 과량의 아세톤 증기에 노출되거나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환기가 잘되는 후드에서 작업한다.

8) 여과지가 투명화되면 즉시(30초 이내) 마이크로피펫 또는 주사기 등을 사용해서 여과지 위에 트리아세틴을 

떨어뜨린다.

 - 트리아세틴은 커버 슬립을 덮었을 때 전체를 투명하게 채울 수 있는 적당량을 사용한다. 25㎜ 여과지를 이등

분하여 전처리 시 약 3~4방울 정도가 적당하다. 트리아세틴을 과량 사용하면 채취된 분진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여과지의 투명화 후 즉시 트리아세틴 처리를 하지 않으면 투명화된 여과지의 굴절률이 증가하여 현미경으로 

관찰 시 이미지의 명암이 나빠지므로 주의한다.

9) 커버 슬립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천천히 여과지 위에 얹는다.

 - 커버 슬립을 얹은 후 밀거나 과하게 누르면 여과지에 채집된 섬유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10) 여과지가 투명화되는 과정은 다소 시간이 걸린다. 여과지의 투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슬라이드가온기나 

핫플레이트 또는 오븐 등을 이용하여 약 50~55℃에서 수 분 이상 가열한다. 이때 온도가 너무 높으면 트리아

세틴이 증발하여 기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11) 커버 슬립의 가장자리를 매니큐어로 칠하여 밀봉하고, 유리 마킹용 펜을 사용하여 슬라이드의 후면에 여과지

의 가장자리를 표시한다.



6. 계수분석

1)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현미경이 최적의 Kohler 조명과 위상차 이미지 형성조건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조절한

다.

2) HSE/NPL 테스트 슬라이드를 이용해 위상차현미경의 분해능을 확인한다. 매일 일련의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3) 현미경 재물대에 전처리한 시료를 올리고 총 배율 400배에서 초점을 맞춘 후 ‘A 규정’에 따라 계수한다.

4) 100개의 섬유가 계수될 때까지 최소 20개 이상 충분한 수의 계수면적을 계수하되, 계수한 시야 수가 100개

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섬유 계수법  A 규정

① 섬유의 길이 5㎛ 이상, 길이 대 지름의 비 3:1 이상의 섬유를 계수한다.
② 섬유의 양쪽 끝이 모두 계수면적 안에 있으면 1개, 한쪽 끝만 계수면적 안에 있으면 1/2개로 계수한

다.
③ 섬유의 양쪽 끝이 원의 면적 밖에 있거나 원의 면적을 관통하는 섬유는 계수하지 않는다.
④ 하나의 줄기에서 여러 갈래로 쪼개진 섬유는 1개로 계수한다.
⑤ 섬유 다발은 각 섬유의 끝이 명확히 보이지 않으면 전체를 하나의 섬유로 간주하여 계수하고, 각 섬유

의 끝단이 보일 경우 각각을 하나의 섬유로 간주하여 계수한다.

※ 계수 시 주의사항

① 전처리한 여과지의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게 전체적인 면적을 골고루 계수한다. 시야의 이동은 여과지
의 한쪽 끝에서 지름을 따라 반대 끝까지 계수하고, 수직으로 조금 움직여 반대 방향으로 계수한다. 최
소 하나의 지름선 상은 한쪽 끝에서 중심을 지나 반대편까지 분석이 되도록 한다.

② 시야를 이동할 때에는 분석자가 의도적으로 시야를 선택하지 않도록 현미경에서 잠시 눈을 떼고 이동시
킨다.

③ 입자 덩어리 또는 섬유 다발이 계수면적의 1/6 이상을 차지하면 그 시야는 버리고 다른 곳으로 시야를 
이동시킨다. 버린 시야는 분석결과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40배 대물렌즈는 초점심도가 매우 짧으므로 같은 시야 내에서도 계수 가능한 모든 섬유가 동시에 초점
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매 시야마다 계속해서 미세 초점 조절 나사를 조절하면서 주의 깊게 
계수한다.

⑤ 여과지의 유효시료 채취면적에 대해서만 계수한다. 여과지 가장자리로부터 3㎜, 여과지를 절단한 면으
로부터 2㎜까지의 가장자리 부분은 계수하지 않는다.

⑥ 석면과 비석면 또는 석면의 종류를 섬유의 형태만 가지고 임의로 구분하여 계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즉, 계수 규정에 따라 모든 섬유를 계수한다). 만약 섬유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는 전처리하지 않은 여
분의 여과지로 전자현미경 등 다른 분석방법을 이용해 추가로 분석해야 한다.

⑦ 정전기가 발생하여 시료 채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상대습도가 낮거나(20% 미만) 에어로졸 
발생원 가까이에서 시료 채취 시 정전기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입자가 여과지의 전체 시료 
채취면적에 균일하게 채취되지 않고 여과자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섬유밀도가 줄어든다. 분석 중 
이런 현상이 관찰되면 가능한 여과지의 중심 부위에 가까운 시야를 선택하여 계수하도록 한다.

※ 섬유 계수법  B 규정
① 섬유의 끝만을 계수하며 섬유의 길이 5㎛ 이상, 지름 3㎛ 이하의 섬유를 계수한다.
② 길이 대 지름의 비가 5:1 이상의 섬유를 계수한다.
③ 섬유의 끝이 계수면적 안에 있는 섬유를 계수하며, 섬유의 양쪽 끝부분이 계수면적 안에 있으면 2개, 

한쪽 끝만 계수면적 안에 있으면 1개로 계수한다.
④ 섬유 덩어리와 섬유 다발의 끝이 구분이 가능할 때 최대 10개(5개 섬유)를 계수한다.
⑤ 200개의 끝이 계수되도록 충분한 시야 수를 계수한다. 섬유가 많더라도 20개 이상의 시야를 관찰하고 

섬유 수에 관계 없이 100개 시야에서 계수를 중단한다.
⑥ 섬유가 분진 등의 다른 입자에 붙어 한쪽 끝이 보이지 않으면 보이는 부분만 계수한다.
⑦ 계수한 전체의 끝의 수를 2로 나눈 값이 섬유의 수이다.



※ A 규정에 의한 섬유 계수법 예시

번호 섬유 수 비 고

① 1개
섬유 다발의 형태로 각 섬유의 양 끝단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섬유 전체를 하나
하나 계수하지 않고 1개의 섬유 다발로 계수

② 2개
가는 섬유들이 모여진 섬유 다발과 단일 섬유가 동시에 관찰될 경우 섬유 다발
과 섬유를 각각 계수함

③ 1개 폭이 3㎛ 이상이라도 섬유의 길이 대 지름의 비가 3:1 이상이면 계수

④ 1개 섬유다발에 많은 가지 나온 경우, 섬유 가지는 섬유 다발의 일부분으로 계수

⑤
계수하지 

않음
섬유의 길이가 5㎛보다 작으므로 계수하지 않음

⑥ 1개
섬유가 분진에 가려져 있으나 양 끝이 보이고 동일한 섬유로 판단되는 경우, 섬
유의 길이, 길이 대 지름의 비가 A 규정에 적합하면 계수

⑦ 1/2개 섬유의 한쪽 끝만 계수면적 안에 있으면 1/2개로 계수

⑧
계수하지 

않음
섬유의 양끝이 계수면적 밖에 있으므로 계수하지 않음

⑨
계수하지 

않음
섬유가 계수면적 밖에 있으므로 계수하지 않음



7. 결과처리 및 통보

7.1 유효시료 채취면적 계산

1) 시료 채취 여과지 표면에 실제로 시료가 채취되는 면적인 유효시료 채취면적을 측정·계산한다.

A =    (㎟)

A  : 유효시료 채취면적, ㎟

D  : 시료가 채취되는 여과지 면의 지름, ㎜

7.2 섬유 농도 계산

1) 아래의 식에 따라 여과지의 단위면적당 섬유밀도, E (개/㎟)를 계산한다.

- 계산된 섬유밀도가 1300 개/㎟를 초과하거나 여과지 면적의 25~30% 이상이 입자로 덮여 있는 경우 결과 

통보 시 계수 불가 또는 분석결과가 실제에 비해 과소평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E = 
  

 (개/㎟)

E  : 단위면적당 섬유밀도 (개/㎟)

F  : 시료에서 계수된 섬유 수

n  : 시료에서 관찰한 총 시야 수

B  : 공시료에서 계수된 섬유 수

n : 공시료에서 관찰한 총 시야 수

A  : 계수면적(약 0.00785㎟)

2) 아래의 식에 따라 공기 중 섬유 농도, C (개/㎤)를 계산한다.

C = × 
 (개/㎤)

C  : 공기 중 섬유 농도 (개/㎤)

E  : 단위 면적당 섬유밀도 (개/㎟)

A  : 여과지의 유효시료 채취면적(약 385㎟)

V  : 공기채취량 (L)



7.3 공시료

1) 채취매체 공시료

 사용하지 않은 새 시료채취매체 박스를 개봉 시 마다 1~4개를 분석한다. 시료 채취 전에 시료채취매체의 오

염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채취매체의 제조사가 여과지의 분진으로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시판하

는 채취매체로서, 현장 공시료의 분석결과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이면 채취매체 공시료를 분석하지 않을 수 있

다.

2) 현장 공시료

 현장에서 채취하는 시료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되 펌프를 이용한 시료 채취만 하지 않은 시료로서, 시료 채취 

및 운반과정에서의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최소 2개 이상, 시료 채취 수의 10% 만큼 준비한다.

 

3) 실험실 공시료

 시료의 실험실 내에서의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로서, 매일 일련의 분석 시 또는 채취매체 공시료가 오염

되었거나 시료의 실험실 내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분석한다. 

 채취매체 공시료에서는 계수 가능한 섬유상 입자가 관찰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연속된 2개 이상의 채취매체 

공시료나 현장 공시료에서 100시야 당 3개 이상의 섬유가 계수되고 이 수치가 시료에서 계수된 100시야 당 섬

유 수의 10%를 초과하면 해당 시료 세트의 분석결과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7.4 결과 통보

 본 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섬유 농도 결과는 현실적으로 과포집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능한 채기량과 낮은 

섬유밀도의 시료 분석 시 발생하는 분석결과의 높은 변이를 고려할 때 소수점 셋째자리 수준의 낮은 값은 거의 

의미 없다. 따라서 0.01 개/㎤ 보다 낮은 분석결과는 거의 의미가 없으나 분석결과가 0.01 개/㎤ 에 가까운 경우 

수치를 반올림하면 노출기준 초과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분석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

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한다.

 동일한 시료를 여러 번 분석하였을 경우에는 분석한 결과의 평균을 이용하여 결과 통보할 수 있다. 또한 결

과 통보 시에는 공기 중 섬유 농도뿐만 아니라 적용한 분석법, 계수한 시야 및 섬유 수, Walton-Beckett 

그래티큘의 면적, 개인 시료 또는 지역 시료 여부, 채취한 공기량, 시료 채취 위치, 검출한계 등 시료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함께 결과 통보하면 정확한 분석결과 정보전달에 도움이 된다.

※ 검출한계와 정량한계

① 검출한계
 신뢰성 있게 바탕 또는 공시료와 구분할 수 있는 최소농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공시료를 여러번 분석
한 후 표준편차의 세배를 검출한계로 한다. 고용노동부의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허용기준 측정분석법에서 
검출한계는 여과지의 섬유밀도 기준으로 7개/㎟ 가 적용된다. 이는 한 시야당 계수면적이 0.00785 ㎟인 
경우 100 시야당 5.5 개의 섬유가 계수되는 수준이다.

② 정량한계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최소농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의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허용기준 측정분석법에서 정량한계는 여과지의 섬유밀도 기준으로 100~1,300개/㎟ 가 적용된다. 이는 분
석결과 섬유밀도가 이 수준 이하 또는 이상일 경우 분석결과의 재현성이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을 뜻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