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M Plan1.0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프로그램
실행 후 도움말 사용설명서 참고.

“Asbestos Risk Management Plan”
Software Program



시작하기

ARMplan1.0

2007년 2월

은 ㈜에이렉에서 개발한 석면지도작성 및 석면유지관리를 위해 개

발되었습니다. 현재 보급하고 있는 본 프로그램은 석면지도작성용으로 활용가능하

며, 석면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추가 옵션이 필요하므로 본 보급프로그램으로는 석면

함유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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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plan1.0 설치하기
setup 더블클릭 후 팝업창이 뜨면 실행버튼을 클릭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저장할 폴더를 찾은 후 설치시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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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plan1.0 설치하기
설치를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중단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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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를 완료합니다.



ARMplan1.0 시작화면

시작하기

1. 건물에 대한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2.도면을 볼 수 있는 메인 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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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버튼을 클릭하거나 마우스오른쪽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건물 생성창이 열리면 건물명을 입력합니다.

ARMplan1.0 입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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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plan1.0의 입력방법

→ 추가하신 건물명을 더블클릭 하거나 추카버튼 또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층 추가창이 열리면 입력합니다.

→ 도면은 도면데이터 입력을 체크한 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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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삽입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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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도로 사용할 도면은 윈도우 그림판(paint brush)에서
직접 그려 bmp 또는 jpg 파일형태로 저장하여 이용하거나
오토캐드(Auto CAD) 파일을 jpg 또는 bmp파일로 전환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도면삽입하기



석면자료입력방법

도면 위에서 마우스를 놓고 드래그(Drag) 합니다.                       
원이 나오고 석면자료 추가 팝업창이 뜨면 자료입력을 합니다.

→ 석면자료를 입력하고자 할 때 석면지도상 원안에는 가능
한 한 요약된 자료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주로 약어를 사용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약어는 도움말에서 제공하는
PDF파일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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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석면 비 함유

예) 

시료채취장소 시료물질종류

시료번호

Boff-2

C AT

석면함유



석면정보입력방법

① 사진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② 자료인쇄, 화면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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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정보자료입력 및 도면삽입화면

① 원을 클릭하면, 석면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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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정보자료 및 사진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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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자료입력 최종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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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 다음의 장소에 침실3에 바닥에서 한 개의 시료를 채
취하였고, 석면이 함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일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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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을 클릭한 후, 저장할
폴더를 찾습니다. 



석면자료 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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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를 지정합니다. 다시 저장된 파일을 열어볼 때 암호를
입력하고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파일명을 입력하듯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단, 저장된 파일은 프로그램 실행 후 불러오기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