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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mineralogy of sepiolites occurred within the carbonaceous rocks of Songak schist and

Pyeongtaek migmatitic gneiss of Precambrian Seosan group, in the western part of Chungnam. Host rocks of the

sepiolite were dolomitic rocks and have experienced hydrothermal alteration and metamorphism. Mesozoic granite

is assumed as a main source of hydrothermal alteration for the dolomitic rocks. Some of the tremolite asbestos

coexist with the sepiolites. Representative sepiolite and tremolite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e layers cracks or

fractures of the dolomitic rocks and/or examined with microscope with microscope, XRD, SEM and TEM. Sepio-

lites are mainly recognized along the cracks assumed as pathways of hydrothermal solution. Tremolites are mainly

found at layers or cracks of the dolomitic rocks and occur as asbestos as well as non-asbestos forms. It was con-

firmed that some of the tremolite asbestos were coexisted with the sepiolites.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the occur-

rences of sepiolites within the dolomitic rocks mainly result in the hydrothermal alteration and the fluid from the

acidic rocks, possibly granites. It also suggests that coexisting tremolite asbestos were formed by similar geologic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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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남 서부 서산 층군 내 송악 편암 층과 평택 혼성 편마암 층내에서 산출되는 해포석의 산출 및 이의
광물학적 조사에 대해서이다. 해포석의 모암은 백운암질암이고 열수 변질 및 변성 작용의 영향을 받았다. 중생대 화
강암류가 백운암질 석회암 열수 변질의 주요 근원으로 예상된다. 일부의 투각섬석 석면이 해포석과 같이 공존한다. 대
표적인 해포석 및 투각섬석 시료들이 엽리, 균열, 열극에서 채취되었고, 이러한 시료는 편광현미경, XRD, SEM, TEM
으로 관찰, 분석되었다. 해포석은 주로 열수의 통로로서 추측되는 균열을 따라 산출되며, 투각섬석은 주로 백운암질암
의 엽리 및 열극을 따라 산출되고 석면형 또는 비석면형으로서 산출된다. 일부의 해포석은 투각섬석 석면과 공존하며
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결과 들은 연구 지역의 백운암질암 내 해포석은 화강암류와 같은 산성암체로
부터 유입된 열수 작용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해포석과 공존하는 투각섬석도 해포석의 형성과정과 유사한 지질환경에
서 형성되었음을 암시한다.

주요어 : 해포석, 투각섬석 석면, 백운암질암, 열수 변질

1. 서 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석면관련 보도로 제조업으

로 이용하는 제품 중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고, 중공업

분야에서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석면 함유 가능 암석에

서 석면이 발견되고 있으며, 건축 및 토목 분야에서

이용하는 석면 함유 가능 암석에 석면이 노출되었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일부 지표 토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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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석면이 발견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언론 내용

들의 대부분은 석면이 인체의 건강에 위해하다는 것에

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석면광물 외에 자연 상 암체 내에서는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해서 석면 광물로 오해를 받는 광물들이 있

다. 이 광물 중 하나가 해포석이다(Galan and Ferrero,

1982; Alvarez, 1984; Yeniyol, 1992). 일부 연구들은

이 광물이 갖는 섬유상 특성 (Takatsugu et al., 2004)

또는 실험적인 결과를 근거(Chung et al., 2006;

Warheit et al., 2010)로 해포석을 석면 유사 물질 또

는 재해 물질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해포석은 점토광물로 복잡한 함 마그네슘 층상 규산염

광물이다. 화학 구조식은 Mg4Si6O15(OH)2·6H2O으로서,

섬유상, 또는 미립의 입자 또는 견고한 형태로서 산출

된다(Brauner and Preisinger, 1956; Brindley, 1959;

Nagata et al., 1974; Hillier, 2003; García-Romero

and Suárez, 2010; Giustetto et al., 2011).

해포석은 페인트의 증점제, 액상세제, 접착제, 잉크,

광택제, 화장품의 침전제 및 부유제, 석고 반죽, 유리

코팅, 천공의 찌꺼기, 비료, 건축 단열재 및 충전제(휨

강도 보강용) 등에 사용되어 진다 (Galan, 1996;

Viseras and Lopez-Galindo, 1999).

이 광물은 미국의 유타 및 네바다 주(Ehlmann et

al., 1962), 서부 택사스 및 뉴 멕시코 (Mclean et al.,

1972), 터어키의 Siva 분지(Yalçin and Bozkaya, 2006),

스페인의 Vicalvaro(Galan, 1996), 일본의 Tochigi

Prefecture (Hayashi et al., 1969), 탄자미아와 케냐

의 Amboseli 분지(Hay et al., 1995) 등의 탄산염암

(Ehlmann et al., 1962) 및 사문암(Yalcin and Bozkaya,

2004)에서 산출이 된다.

이 광물은 한국에서 2009년 석면 사건 이후 석면의

대체 물질로서 업체에서 이용이 되고 있다. 국내 일부

연구들도 이 광물이 한국내 석면 및 석면 함유 가능

광산에서 산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대표적인 연구로 Hwang (1991)은 울산사문석광산에

서 해포석이 사문암과 염기성암체와의 접촉부에 발달

된 열극충진상 세맥에서 산출됨을 언급하고 있다. 산

상 및 광물학적 특성으로 볼 때 이 해포석은 열수용액

에서 직접 침전하여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Choi et al. (2010)는 전북 장수군 선캠브리아기의

백운암질 석회암을 채굴하는 광산에서 채취된 섬유상

광물이 해포석임을 확인하였으며, 백운암질 석회암이

변질을 받아 사문석 광물과 수반되어 나올 수 있음을

언급했다.

본 연구는 당진지역 송악면 일대의 백운암에 협재되어

산출되는 해포석에 대해서이다. 일부 암체에서는 각섬

석계 석면이 해포석과 공존하며 산출된다. 이 지역에

대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에 백운암 내 각섬석계 광물

에 대한 보고는 있지만 (Lee et al., 1989) 해포석의

산출 및 각섬석계 석면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진의 서산충군 내 송악편암 그

리고 평택혼성편마암 내에 협재되어 있는 백운암질암

에서 산출되는 해포석 및 각섬석계 석면의 야외 산상

을 기재하고, 해포석 및 각섬석계 석면에 대한 광물학

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일반 지질

연구 지역에는 하부로부터 선캠브리아기의 서산 층

군, 경기 편마암 복합체와 이를 관입하는 시대 미상의

각섬암, 쥬라기 및 백악기 화성암류가 있다(Kim et

al., 1979, Lee et al., 1989). 서산층군에는 송악편암

과 평택혼성편마암이, 경기 편마암 복합체에는 반상변

정질 편마암과 온양 편마암이 있다(Fig. 1).

각각을 살펴 보면 서산층군 중 송악편암은 중립~조

립질이며 석영운모편암, 석영장석질편암, 흑연편암, 결

정질석회암, 석회규산염암, 규암 등으로 구분된다. 대

표적인 암상은 석영운모편암이고 평택혼성편마암과 점

이적인 변화를 보인다.

흑연편암은 표토상에서는 암흑색을 띄며, 약간의 적

철석을 함유한다. 석회암은 단속적으로 운모편암의 주

향을 따라 연장된다. 흑연편암내에 협재되는 것은 결

정질로서, 암석의 폭은 약 100 m 정도이다. 지역에

따라 석회질편암 및 석회암, 석회규산염암과 규암이 호

층을 이루기도 한다.

평택혼성 편마암은 호상편마암이 주이나, 그 외에 화

강암질편마암, 주입편마암 등이 같이 산출된다. 송악편

마암체와 여러 곳에서 점변상으로 직접하며 중첩습곡

과 추정단층들에 의해 심히 교란을 받았고 신평화강암,

조립화강암 등에 의해 관입을 받고 있다.

이 암체 내에 소량의 규암과 석회암의 협층이 존재

하고 여러 곳에서 석영맥, 화강암질암맥의 관입을 받

았다. EW주향의 단층 외에도 NW-SE, NS 방향의 단

층들이 존재한다. 흑연편암은 대상으로 분포하고, 석회

암은 극소량이나 혼성편마암 중에 호상으로 협재된다.

일부 지역에서 신평화강암체와 관입접속을 하고, 사문

암화 되어 있다. 변성상은 대체로 중온저압~중온중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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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속한다.

경기편마암복합체 중 반상결정질편마암은 평택혼성

편마암과는 점변하고, 조립화강암이 관입하고 있다. 이

의 연장부는 WWN-EES 방향의 단층에 의해 단절되어

분포한다.

온양편마암은 석회암의 협층을 포함하고, 부분적으

로 복운모화강암에 관입당하고 있다. 그 외에 국부적

으로 소규모의 각섬암맥이 온양편마암을 관입하고 있

다. 이 암석은 감람석 현무암에 의해 관입당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연구 지역의 탄산염질암들은 중생대의

편마상각섬석화강암, 흑운모 화강암, 신평화강암, 복운

모화강암, 조립 화강암 등 산성암체에 의해 관입되고

있다.

2.2. 시료 채취

당진 송악면 지역을 대상으로 2010년 중반부터

2011년까지 중반 까지 1 년여 동안 상세한 야외 조사

를 실시하였다. 야외 조사로서 석면 함유 가능 암석인

백운암의 분포에 대해 확인을 하였고, 열수의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암석 엽리(Layer), 균열

(Crack) 및 열극(Fracture)에서 2차적으로 형성된 광물

시료를 채취하였다. 

2.3. 관찰 및 분석 방법

해포석 및 석면으로 추정되는 광물에 대한 관찰 및

분석을 위해 기존의 광천 지역의 연구과 같은 방법

(Song et al., 2008)으로 시료를 제작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해포석으로 추정되는 광물에 대해서도 XRD 분

석, SEM 관찰, TEM 관찰을 실시하였다. 투각섬석에

대해서는 PLM 분석이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1) 박편관찰: 박편의 제작을 위한 단계는 암석 절단

기로 절단, 절단면의 연마, 연마한 면을 접착제로 슬라

이드 그라스에 접착, 열판으로 약 30분 간 가열하여

굳히기, 굳힌 시료를 암석절단기로 2 mm 이하의 두께

로 평행하게 절단, 다시 절단면을 전자와 같은 방법으

로 연마, 그리고 관찰의 순서를 따랐다. 제작된 박편에

대해 편광현미경으로 광물 조합을 관찰하고,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 사진 촬영을 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편

광현미경(Polarized Light Microscopy, PLM)은 BX51,

Olympus (Japan)이다.

2)편광현미경(PLM)에 의한 광학적 분석: PLM 분석

은 미국환경보호청(Enviro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EPA600/R93-116방법으로 진행 하였고, 광물

질의 형태,색상, 다색성,굴절률, 신장부호,분산염색, 소

광특성, 복굴절 등을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해 시료를

100 µm 이하로 분쇄한 후 75 µm(200 mesh) 크기

의 체에 체가름 하였다. 체가름 후 슬라이드 유리 위

에 굴절시약 1~3 방울을 떨어뜨린 후, 시료의 일정량

Fig. 1. Geological map of the study area and sample loc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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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슬라이드 유리 위 굴절시약에 담근다. 이 시료를

바늘, 핀셋 등으로 시료를 적절히 분리한 후, 분쇄하여

슬라이드 유리 위에 고르고 평평하게 배치시킨다. 커

버 유리로 덮고, 커버 유리를 핀셋이나 고무 등으로

살짝 눌러주어 공극을 제거하였다. 모두 5개의 굴절액

을 사용하여 6종의 석면섬유를 판별하였다. 분석에 사

용한 기자재는 ATMICROSCOPE, PS300(한국) 편광

현미경이다.

3)X선 회절 분석기(XRD)를 이용한 분석: 분석을 위

해 시료 10 g을 파쇄하여 75 µm 이하(200 mesh)로

체질 후 통과된 분말 시료를 분석하였다. 이때 시료의

분말은 표면이 매끈하고 미세한 압분체를 사용하였다.

시료의 비중에 따라 1-2 g 정도의 시료를 취하여 알루

미늄 홀더에 넣고 수평이 되도록 유리 슬라이드로 다

듬은 후, 준비된 홀더를 엑스선 회절기의 고니오미터

에 장치하여 엑스선 회절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결

과를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표준참고물질(SRM)

과 비교하여 석면의 여부와 종류를 해석하였다. 사용

된 X-선 회절분석기는 X-PertPRO Multi Purpose X-

Ray Diffractometer, PANalytical사이다(분석 조건은

Cu Ka(알파)선, Ni-Filter, 가속전압 40 kV, 전류 30 mA,

scab speed 0.13o/s, step size 0.026o 2θ).

4)주사 전자 현미경(SEM)을 이용한 광학적 특성 및

화학적 분석: 시료를 50 µm 이하로 분쇄하여 15 nm로

Pt 코팅하고, 이 시료를 만 배 확대하여 주사전자현미

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을 이용, 섬유조직의 형태를 확인하였다. 이

방법은 주로 시료 표면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시료의

두께, 크기 및 준비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광학

현미경에 비해 집점 심도가 2배 이상 깊고, 또한 광범

위하게 집점을 맞출 수 있어 입체적인 상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분광 장치(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EDX)를 이용하여 화학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용된 주사전자현미경은 TESCAN MIRA(독일)이

며 분석 조건은 가속전압 15 kV, working distance

14.98 mm, SEM 배율 1.50 kx이다.

5)투사전자현미경(TEM)에 의한 광학적 특성: 채취

된 시료를 막자사발에 넣고 빻으며. 염산을 첨가시켜

탄산염을 포함하는 물질들을 용해시킨다. 석면 입자를

추출하기 위해 0.22 µm MCE filter로 거른 다음. 필

터를 투명화 시키고, 플라즈마 에칭기(plasma etcher)

로 필터 표면을 회화한다. 탄소증발기를 이용하여 표

면을 탄소로 코팅하며, TEM 시료 격자에 올려놓는다.

이 미디엄 필터를 아세톤용액이 든 Jaffe washer로 완

전히 용해시키고 시료는 ED와 EDXA 기능을 갖는 가

속전압 80에서 120 keV TEM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

행한다.

이 분석법은 가속전압에 의해 발생된 전자선이 시편을

거쳐 투과될 때, 그 투과된 강도 차에 의해 형광 스크린

상에 명암으로 시편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투과전자

현미경의 직접배율 범위는 통상 100배에서 100만배 가

량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석면 섬유와 비 석면 섬유를

구분할 수 있으며 석면의 종류 또한 구분할 수 있다.

실험에 이용된 투과전자현미경은 Tecnai G2 (FEI, 미국)

을 이용하였고, 분석 조건은 가속전압 120 keV 이다.

3. 결과 및 토의

3.1. 야외에서의 관찰

상세한 야외 조사 결과 당진의 서산층군 내 송악편

암 그리고 평택혼성편마암내에 협재되어 있는 백운암

의 균열에서는 해포석이 산출되고, 엽리(Layer), 균열

(Crack) 및 열극(Fracture)에는 투각섬석 및 양기석 광

물 및 섬유 형태 각섬석계 석면이 산출되었다. 일부

지역에선 해포석과 공존하며 각섬석계 석면이 산출되

었다(Figs. 2 and 3). 일반적으로 엽리면을 따라서는

투각섬석 및 양기석이 우세하고, 1~9 cm의 균열 및

10 cm 이상의 열극에는 투각섬석 및 양기석이 해포석

과 같이 산출되었다. 이 암석은 부분적으로 활석화 되

어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해포석은 지질도상 서산충군

송악편암내 결정질 석회암, 석회 규산염암층에서 존재

한다. 이 인접부에 화강암류가 있고, 석영 맥들이 분포

하고 있다. 또한 지질도에 기재 되지 않았던 열수의

근원으로 추정되는 산성관입암체들이 도처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건에서 투각섬석 및 양기석 석면이

발견되고, 일부는 해포석과 공존하며 산출된다. 즉 탄

산염질암이 열수와의 작용을 통해 해포석과 투각섬석

계 석면이 형성되었음을 암시한다.

특히 이곳에는 백운암을 채굴했던 송악 채석장이 분포

하고 있다. 이 채석장 폭은 동서 방향으로 400-500 m

에서 700-800 m 폭이고, 길이는 남북 방향으로 900-

1000 m이다. 야외에서 이 암체는 백색에서 암회색. 암

녹색을 띄며 대부분이 괴상이나, 부분적으로 층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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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다. 이 암석에서 해포석이 균열에 1 mm- 3 cm

두께로 해포석이 산출되고, 열수 유입통로인 열극에서

1 mm- 10 cm 두께의 투각섬석 및 양기석이 산출된다.

일부 경우는 10 cm가 넘는 각섬석계 석면 암체 덩

어리가 산출되는 데 이는 열수가 모암 내 유입되기 전

에 모암내에는 어느 정도 크기의 불규칙한 모양의 공

간이 존재해 있었고, 이 공간에 열수가 유입되었으며,

이 때 모암과의 상호 반응을 거쳐 형성된 각섬석계 석

면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평택 혼성 편마암에도 석회암이 협재되고, 이

곳에서 해포석이 발견이 되고, 흔히 투각섬석 및 양기석

석면이 산출되기도 한다. 이들 암석은 석영맥, 화강암

질 암맥과 같은 산성 관입암체에 의해 관입되어 있다.

송악 편암과 같이 평택 혼성 편마암 층내의 석회암

질암에서 산출되는 투각섬석과 해포석도 탄산염질암이

열수와의 작용을 통해 투각섬석 및 해포석이 형성 되

었음을 암시한다.

즉 연구 지역에서 백운암질 암 인근에 분포하는 중

생대 화강암류가 해포석의 형성시 열수의 근원으로 추

정되고, 각섬석계 석면의 원인자로 추정된다.

이런 백운암체 내 해포석의 산상은 충북 제천 수산

면 채석장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 일제 치하에 이

곳에서는 지피, 또는 기피(석유피)라 불리는 광물이 채

취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광물은 백운암질암의 균열

Fig. 2. Field views of the studied area and representative samples. A) for the sepiolite within cracks of the dolomitic rocks,

B) for a fragment of the sepiolites, C) for typical Songak schist, D) for a dolomitic rock containing tremolites, E) for

Pyeongtaek migmatic gneiss, and F) for a dolomitic rock containing tremo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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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열극에서 산출되며, 해포석으로 확인 되었다. 이 곳

에서도 열수의 유입 통로로 추정되는 엽리, 균열, 열극

을 따라 투각섬석 및 양기석과 같이 산출되며, 일부는

해포석과 공존하며 산출되기도 한다.

3.2. 편광현미경(PLM)에 의한 관찰 및 광학적 분석

편광 현미경을 이용해서 광물들의 광학적 특성을 확

인하였고, 석면 광물의 종류를 파악하였다. 석면 함유

가능 암석에 대한 관찰 결과 대상 암석은 백운암화된

결정질 석회암으로 확인 되었다(Fig. 3).

이 암석들은 주 구성 광물로 방해석 및 백운석을,

그 외에 소량의 석영, 흑운모, 사장석 등을 포함한다.

방해석은 능면체의 방향으로 방해석은 3 방향의 벽개

면을 보인다. 백운석은 판자 모양(tabular), 만곡면

(curved face), 주상(columnar), 입상(granural), 과상

(massive) 형태를, 방해석은 결정질(crystalline), 입상

(granular), 괴상(massive), 능면체(rhombohedral)의 결

정형태를 보였다.

Fig. 3.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s of sample fragment from the studied area. A1) for the typical Songak schist

showing foliation, B2) for a dolomitic rock containing recrystallization, C1) for dolomitic rocks within the Pyeongtaek

migmatic gneiss showing coexisting dolomite and tremolite asbestos, and D) for a dolomitic rock containing tremolite

asbestos. Abbreviations: Bi for  biotite, Q for Quartz, Do for Dolomite and Tr for Tremolite.

Table 1. Representative PLM results of the tremolite and actinolite asbestos from the Dangjin area

Locality Sample Num. Tremolite Actinolite Morphology

Songak schist

DJ 11-01 ○ straight, acicular

DJ 11-02 ○ bundle, twist

DJ 11-03 ○ ○ straight

Pyeongtaek

gneiss

DJ 12-01 ○ bundle, twist

DJ 12-02 ○ straight

DJ 12-03 ○ ○ acicular, twist



충남 서부 서산층군 내 해포석의 산출 147

각섬석계 광물은 두 방향의 벽개면을 보이는 육각형

형태이거나 침상 구조를 보였다(Fig. 3). 해포석으로 추

정되는 광물은 백색 및 회백색을 띄고, 섬유상 형태를

보였다.

섬유상 석면 광물을 확인하기 위해 EPA 600/R92-

116 방법으로 동정하였다. 그 결과 당진의 서산충군 내

송악편암 그리고 평택혼성편마암내에 협재되어 있는 백

운암내에서에서 석면 유형의 침상을 보이는 투각섬석

및 양기석 석면이 동일하게 확인되었다(Table 1). 

3.3. X선 회절 분석기(XRD)를 이용한 분석 

해포석으로 추정되는 시료와 투각섬석 및 양기석으

로 확인된 시료를 100 µm 이하로 분쇄하여 XRD로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시료의 결과치가 Fig. 4에 있다.

분석 결과 당진의 서산충군 내 송악편암 그리고 평택

혼성편마암내에 협재되어 있는 백운암내에서 해포석이

확인 되었고, 투각섬석 및 양기석이 동일하게 확인되

었다. 일부 시료는 투각섬석 및 양기석이 공존하며 검

출되었다.

즉 서산층군 내 송악편암 그리고 평택혼성편마암내

에 협재되어 있는 백운암내 균열, 열극에서 채취된 시

료에서 해포석이 관찰 되었다. 또한 균열, 열극 및 작

은 세맥에서 산출되는 투각섬석 및 양기석은 석면 유

형의 광물로 판명되었다.

3.4.주사 전자 현미경(SEM)을 이용한 광학적 특성

및 화학적 분석

PLM 및 XRD 관찰 결과 섬유상을 보이는 각석면계

석면으로 관찰된 시료 중 대표적인 시료에 대해 2만배

확대하여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였다. 관찰 결

Fig. 4. Representative XRD results of samples from the studied area. A) for sepiolite coexisting with calcite(DJ 06-01), B)

for talc coexisting with calcite(DJ 06-03), C, D) for tremiolite coexisting with actinolite (DJ 11-03, DJ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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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침상조직의 형태인 것들 대부분은 석면으로서 투각섬

석 및 양기석으로 확인되었다 (Fig. 5). XRD 관찰 결과

해포석으로 추정되는 시료에 대해 각섬석계 석면을 관

찰했던 방법과 같이 관찰을 했다. 그 결과 파동상을 보

이는 광물은 해포석으로 판명되었다. 에너지 분광 장치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EDX)를 이

용한 화학분석 결과 해포석은 높은 Si(68.6-71.8 wt %)

및 Mg(27.2-30.4 wt %)값과 낮은 Fe(0.9-1.9 wt %)을

보여, 비교적 낮은 Si(56.1-56.7 wt %)와 Mg(23.1-

26.3 wt %)값과 높은 Fe(2.8-3.6 wt %)와 Ca(13.9-

17.0 wt %)값을 보이는 투각섬석과 명확한 차이를 보

였다(Fig. 5) 

3.5. 투사전자현미경(TEM)에 의한 광학적 특성

PLM 및 XRD 관찰 결과 섬유상을 보이는 각석면계

석면으로 관찰된 시료 중 대표적인 시료에 대해 2 만배

확대하여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였다(Fig. 6).

결과 침상조직의 형태인 것들 대부분은 각섬석계 석면

이었고, 파동상을 보이는 광물은 해포석으로 판명 되

었다 (Fig. 6).

Fig. 5. Representative SEM results of  sepiolites(A, B) and  tremolites(C, D)  from the studied area. Sepiolites(A, B)

showing twisted and wave shapes, and  tremolites(C, D) showing acicular or curved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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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석면의 대체제로서의 해포석, 그리고 해포석의

위해성

석면의 위해성이 알려지면서 해포석은 석면의 대체

제로서 오랜 시간 동안 산업제품으로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일부의 연구 들은 해포석의 제품속의 석면의

존재를 지적하고, 위해성의 연구들은 해포석의 건강위

해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Takatsugu et al. (2004)는 중국으로부터 온 석면의

대체 물질로서의 장 섬유 형태의 해포석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3D-LM(three dimensional particle

measurement laser microscope)과 PLM를 사용하였

는데 분석결과 투각섬석 석면이 % 단위로 검출되었다

하였다.

현재 인체에 대한 해포석의 유전독성, 생식독성 및

발암성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한 실정이다. 하지만 일

부 해포석에 대한 위해성의 연구 들은 해포석의 흡입

결과 위해성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Chung et al. (2006)은 랫드에 대한 서로 다른 형

태의 해포석의 흡입독성 시험결과를 발표 하였다. 이

결과 해포석은 실험동물에서 폐 무게를 증가시키고, 폐

조직의 육아종 및 가벼운 섬유화 발현을 나타내어 폐

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Fig.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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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포석의 열처리 및 종류에 따른 독성 정도가 뚜렷하

지 않다고 언급 하였다.

Warheit et al. (2010)은 수컷 랫드에 해포석 1 mg/kg,

5 m/kg 농도로 기관지 주입 후 폐독성 효과를 관찰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5 mg/kg)

군에서 호중구성 염증반응을 유발하지만 단기간 지속

되며, 최소한의 폐포대식세포의 응집과 다핵세포가 관

찰된다고 하였다. 폐포관 및 폐포 인접부의 약간의 국

소적 중격 비후가 관찰되지만, 폐 이외의 기관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7.4 µ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중국

산 해포석은 2.8 µm 이하의 Vicalvaro 해포석에 비해

폐 무게를 증가시키고, 폐 섬유형성과 육아종을 잘 형

성한다고 언급 하였다.

이 연구들은 해포석의 위해성은 추후 연구의 여지가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지질현상에서 공존 가능성을

고려 해볼 때 산업적으로 해포석 제품에서 석면이 존재

할 가능성이 있음도 고려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충남 서부 선캠브리아기의 서산층군지역

에서 해포석의 존재에 대해서이다. 조사 대상 지질층

은 송악 편암 층과 평택 혼성 편마암 층내의 백운암질

암으로 이 암석들은 수차례의 열수 변질 및 변성 작용

의 영향을 받았다. 

연구를 위해 상세 지질조사를 실시하였고, 모암 및

열수의 유입통로로 해당되는 엽리(Layer), 균열(Crack)

및 열극(Fracture)에서 시료를 채취, 편광현미경을 통

해 관찰하였고, XRD, SEM, TEM으로 분석을 수행하

였다.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해포석은 주로 열수의 통로로서 추측되는 백운

암질암의 균열을 따라 수 mm-수 cm 두께로서 산출되

었다. 이는 박편관찰 및 XRD, SEM, TEM의 분석으

로 확인이 되었다.

둘째 박편관찰, PLM 관찰, 그리고 XRD, SEM,

TEM의 분석결과 백운암질암의 엽리 및 열극을 따라

산출되는 광물은 투각섬석 및 양기석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광물은 석면형으로 뿐만 아니라 비석면형으로서

도 산출이 된다.

셋째 균열 및 열극에서 산출되는 일부 해포석은 투

각섬석 석면과 공존하며 산출되었다. 이는 상세 지질

조사 및 실내 관찰, 그리고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넷째 백운암질암 인근에 분포하는 중생대 화강암류

와 같은 산성암체가 백운암질내에서 해포석의 형성시

열수의 근원으로 추정되고, 각섬석계 석면의 원인자로

추정된다.

Fig. 6. Representative TEM results of sepiolites (A)  and

tremolites(B1, B2) from the studi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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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해포석의 위해성은 연구의 여지가 남아 있지

만 지질현상에서 해포석과 각섬석계 석면과의 공존 가

능성을 고려 해볼 때 산업적으로 쓰이는 해포석 제품

에서 각섬석계 석면이 산출됨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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