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보건부 

석면 안전 교육 최초 과정- 학생 정보
본 정보는 여러분이 참석하는 이 최초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문서를 읽고 서명한 후에, 기록을 위해 사본을 받 
으실 것입니다. 
  
본 교육에는 교실 수업과 체험 훈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체험 훈련은 실제 작업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체험 훈련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스폰서는 모든 필수 주제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으며 주정부 
및 연방정부 석면 규제사항에 대한 판독 가능한 사본을 포함하는 인가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반드시 특 
정 교육 시간 수를 이수하고 교재 없이 실시한 객관식 시험에서 최소 7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과정/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동그라미하십시오.

뉴욕주 보건부(NYSDOH)가 승인한 석면 안전 교육 과정은 반드시 뉴욕주 법령집, 규칙 및 규정(NYCRR)의 타이틀 10, 파 
트 73에 의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하루 교육일은 8시간 수업으로 구성됩니다. 식사 및 휴식시간으로 반드시 한시간 반 
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과정은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지만, 24시간 기간 중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저녁 과정은 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반드시 과정이 시작한 첫 날부터 14역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과정을 완료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뉴욕주 보건부 석면 안전 교육 수료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또한, 인증을 위해 뉴욕주 
노동부(DOL)에 제출할 DOL 사본과 학생 기록을 위한 학생 사본을 받을 것입니다. 석면을 다루는 작업을 위한 교육은 이 
과정을 완료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교육을 갱신하려면 연례 갱신 과정 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완료한 날짜 
로부터 2년 이내에 갱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이 교육이 무효가 되며 최초 과정을 재수강 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 석면 관련 프로젝트를 작업하려면 DOL의 석면 허가증을 취득 또는 갱신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 
하시면 DOL에 (518) 457-2735번으로 전화하거나 DOL 웹사이트 www.labor.state.ny.us를 방문하십시오.

수강한 교육에 대해 질문, 의견, 불만사항이 있으면 NYSDOH 석면 안전 교육 프로그램 사무실에 
boh@health.state.ny.us으로 이메일 하거나 또는 (518) 402-7940 또는 1-800-458-1158 (뉴욕주 내 
무료 전화)으로 전화하십시오. 모든 연락사항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본인(학생)은 이 문서의 내용을 모두 숙독하고 이해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이름 정자로 기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정/과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육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늘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육 제공자는 서명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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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목 교실 교육 현장 훈련 시험 문제(분)

연합 무역(AT) 12시간 4시간 50

조업 및 정비(OM) 16시간 4시간 25

석면 처리사(AH) 32시간 16시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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