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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최근 베이비 우더의 석면 함유문제가 두되면서 석면과 활석(Talc)에 해 심이 

격히 커지고 있다.  한국 물학회에서도 년 5월 8일에 이러한 이슈에 발맞추어 “석면의 

물질  본질과 그 오염방지 책”에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필자들이 그동안 

석면에 심을 가지고 물학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로 얻어진 자료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석면심포지엄에서 “국내 석면의 분석기술  연구 동향”에 해 발표

하 다.  그리고 최근에 연구한 “부산지역 다 이용시설에 한 석면의 존재특성”에 해서

도 4월의 지질과학공동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상의 발표내용과 일부 첩되는 

부분도 있으나, 여기서는 우리 생활환경에 련되는 건축자재, 의약품, 건강용품, 폐기물 등

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과 함께 그에 수반되는 물들의 특성에 해 실제 조사한 내용을 소

개하고자 한다.  생활환경의 다양한 제품에 석면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에 한 자세한 자

료가 국내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석면은 물이기 때문에 물 문가에 의해 정확히 

평가 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그러한 환경이 잘 조성되지 못하 다.  따라서 이러한 에서 

국내 생활환경 제품에 해서도 물 문가들이 더 많은 심을 가지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

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공식 으로 유해한 것으

로 정한 6가지 물로 국한하 다.  즉, 사문석 물 족에 속하는 chrysotile(온석면, 백성면), 

각섬석족에 속하는 amosite(갈석면, 황석면), crocidolite(청석면), anthophyllite(직섬석), 

tremolite(투각섬석), actinolite(양기석)으로 섬유상을 나타내는 물들이다. 

2.  시료  채 취   실 험  방 법

   건축자재는 주택재개발지구, 지하철역사, 건자재상 등에서 수집하 고, 의약품, 폐기물 등

도 개별 으로 수집하 다.  이들 시료들에 해서는 1차 으로 주로 X-선회 분석을 통하

여 정성분석을 수행하 고, 섬유형태를 찰하기 하여 편 미경, 상차 미경, 주사

자 미경(SEM)을 사용하 다.  건축자재  석면의 정량분석은 일본공업표 법(JIS) 의 

건자재 제품  석면 함유량 측정법(JIS A 1481)에 따라 XRD방법으로 분석하 다. 

   건자재에 포함된 석면을 분석하는데 방해가 되는 물질에 해 EPA  JIS방법에 의한 

가열  산처리를 행하 으며, 처리에 따른 물성분의 변화도 검토하 다.

3 .  결 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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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주택, 학교, 공공건물, 지하철역사 등에 설치된 많은 건축자재들 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그 함량도 제시되었다.  석면으로는 부분 온석면(crysotile)이 함유되어 나타

났고, 일부 시료에서 소량의 투각섬석 석면이 함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자재 에 

수반되는 물들로는 석고, 방해석, 석 , 운모, 활석 등이 주로 나타났다.  슬 이트는 온석

면과 함께 방해석이 주로 함유되고 있고, 학교천장재에서는 온석면과 투각섬석석면이 소량 

함유되며, 그 외에 석고가 수반되었다.  분석한 일반 석고보드에서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았

고, 석고가 소량의 석 과 함께 부분을 하 다.

    일본공업표 법(JIS)에 의해 X-선회 강도를 측정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여 석면 함량을 

측정하 다.  그 결과, 분석한 두 슬 이트 시료가 6.8-6.9%의 온석면을 포함하여 다른 건자

재에 비해 가장 많이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닐쉬트  나무라이트의 

건자재시료에서 3% 이상의 온석면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의 두 천정재에서는 1.62-1.67%

의 온석면 함량을 나타내고 0.51-0.18%의 투각섬석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분석결과는 상 계수가 높은 검량선이 도출되었고 유사 시료에서는 유사한 정량값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보아서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분석한 시료에서 포함되는 투각섬

석 석면은 0.16-0.70%의 함량범 를 나타내어 온석면에 비해 아주 은 함량을 보인다.  이

것과 이들의 지질학  산출상태를 감안해 보면 투각섬석은 온석면에 본래 수반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정량 분석의 결과 매우 은 함량의 석면도 정확히 정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석면이 다량 함유된 슬 이트 시료에 해서 가열실험을 행하

고, 각 온도별 가열 후의 시료에 하여 X-선회 분석을 행하 다.  그 결과, 550℃ 가열

까지는 온석면의 회 선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600℃ 이상의 가열에서는 모든 회 선이 소

멸되고 비정질의 패턴을 보 다.  그러나 600℃  700℃ 가열 후 시료에 하여 학 미

경으로 형태를 찰한 결과, 섬유상의 형태가 그 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정구조는 변화되

었으나 외형은 가상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의 건자재 시료 이외에도, 폐기물로 문제가 발생했던 폐석면섬유와 각종 생활용품인 

베이비 우더, 화장품, 약품 등에 해서도 일부 X-선회 분석, 미경 찰, 자 미경 찰 

등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한 폐석면섬유에서는 거의 순수한 온석면으로 구

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이비 우더, 화장품, 등에서는 활석, 녹니석, 온석면, 투각섬석 등

이 제품에 따라 여러 조합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 생활환경에서 쉽게 하는 제품 

에 나타날 수 있는 석면과 그 수반 물에 해 실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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