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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ly occurring asbestos (NOA) occurs in rocks and soils as a result of natural weathering and human activi-

ties. The asbestos have been associated with ultramafic and mafic rocks, and carbonate rock. The previous studies

on NOA were mainly limited to ultramafic and mafic rock-hosted asbestos in Korea. But, studies on carbonate-

hosted asbestos are relatively rare.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mineralogical character-

istics of carbonate-hosted and metapelite-hosted NOA and to examine genesis of NOA occurred in the both rocks.

The study area was Daerori, Seosan, Chungnam Province, Korea. The major rock formation consisted of limestone

and schist which have been known to contain asbestos. Sampling was performed at outcrop which contained car-

bonate rock showing acicular asbestos crystals as well as pegmatitic intrusion that contacted with carbonate rock.

PLM, XRD, EPMA, and EDS analyses were used to characterize mineral assemblages, mineralogical characteris-

tics, and crystal habits of amphiboles and other minerals. BSEM images were also used to examine the genesis of

asbestos minerals. The amphibole group was observed in all of the carbonate rocks, and actinolite and tremolite

were identified in all rocks. These mineral habits were mainly micro-acicular crystals or secondary asbestiform min-

erals on the surface of non-asbestiform minerals appearing split end of columnar crystals produced by weathering.

BSEM images showed residual textures of samples. The residual textures of carbonate rocks showed dolomite-trem-

olite-diopside mineral assemblages that formed during prograde metasomatism stage. Some carbonate rock also

showed diopside-tremolite-talc mineral assemblages which were formed during retrograde metasomatism stage, as

the residual textures. In result the presence of asbestos actinolite-tremolite in the carbonate rocks were confirmed in

the areas where actinolite-tremolite asbestos was influenced by low temperature hydrothermal solution during meta-

somatism stage. These asbestos minerals showed the acicular asbestiform minerals, but even non-asbestiform miner-

als, a bundle or columnar shape, could transform to asbestiform minerals as potential NOA by weathering because

the end of columnar shape of non-asbestiform minerals appeared as multiple acicular shaped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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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생석면은 사문석군 석면의 모암인 초염기성암 외에도 탄산염암 및 편암, 염기성암을 모암으로 산출될 수 있

다. 하지만 사문석군 석면의 모암인 초염기성암에 비해 탄산염암에서 발생하는 각섬석군 석면의 광물학적 특성에 대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탄산염암 및 편암을 모암으로 하는 자연발생석면에 대한 광물학

적 특성을 연구하고 그 기원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지역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일대로 주된 연구

대상은 서산층군 내 석회암 및 편암이며 시대미상의 암맥에 의해 관입되거나 습곡과 단층에 의해 교란되었다. 시료채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rresponding author: rohy@jnu.ac.kr



468 정혜민·신주도·김유미·박재봉·노 열

취는 탄산염암과 편암의 접촉부에서 침상의 결정들이 관찰되는 노두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광물조성 및 동정을 위

해 PLM, XRD, EPMA 및 EDS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섬석의 형태 관찰을 위해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BSEM 이미지 분석을 통해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XRD와 PLM을 통해 광물동정 한 결과 탄산염암에서는 양기석-

투각섬석이 산출되었으며 석면형 결정의 정벽은 치밀하게 얽힌 침상이거나 비석면형의 결정이 벽개면을 따라 석면형

으로 발달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EPMA 분석결과 탄산염암에서 산출되는 석면은 양기석-투각섬석으로 총 Fe 함량

은 3~17%였다. Fe 함량이 10% 이상인 경우 양기석으로 정의되므로 이는 고용체 관계인 두 종 모두가 산출됨을 의

미하며 이는 XRD 분석결과와도 일치했다. BSEM 이미지 분석을 통해 양기석-투각섬석 형성과정에서의 잔류조직을

관찰한 결과 백운석-투각섬석-투휘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진변성단계의 잔류조직과 투휘석-투각섬석-활석으로 이어

지는 후퇴변성단계의 잔류조직이 관찰되었다. 이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탄산염암에서 발생하는 석면은 열수변

질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비석면형의 결정이 풍화와 침식을 받는 경우 잠재적으로 석면형으로 발

달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석면, 자연발생석면, 탄산염암, 양기석, 투각섬석

1. 서 언

석면(asbestos)은 길이 5 µm 이상, 종횡비 3 : 1

이상의 외형적 특징을 갖는 함수규산염광물을 총칭하

는 상업적 명칭으로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과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의해 정의되었다. 석면은

강한 인장성, 불연성, 내화성, 분해내성, 절연성, 화학

적 안정성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산업자재로

최근까지 이용되었으나 석면이 폐암 및 악성 중피종을

유발시킴이 알려짐에 따라(Becklatke, 1976) 1급 발암

물질로 지정되어 사용이 규제되었다.

국내에서는 2009년 석면과 석면함유제품의 사용, 제

조, 유통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고(Choi et al., 1998)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상업적으로 이

용되는 석면 뿐 아니라 노두나 토양으로부터 풍화 및

인간의 활동을 통해 노출되는 자연발생석면(Naturally

Occurring Asbestos, NOA)도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

되었다. 따라서 자연발생석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

여 국내에서 산출되는 자연발생석면의 특성 및 지질학

적 산출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연발생석면이 산출될 수 있는 모암은 초염기성암,

변성염기성암, 변질 받은 탄산염암 및 편암 등이 있으

며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주요 모암은 사문암화된 초

염기성암과 탄산염암 및 편암이다(Wagner et al.,

1960; Hendrickx, 2009). 해외에서는 탄산염암 및 편

암을 모암으로 하는 석면에 대한 연구(Wagner et al.,

1960; Luo et al., 2003; Hendrickx, 2009)가 다양하

게 진행된 반면, 국내에서는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석

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문석군 석면의 광

상개발을 위한 초염기성암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져 왔다. 하지만 국내 초염기성암의 분포는 매우 협소

하며(Woo and Suh, 2000) 탄산염암 및 편암이 더 광

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사문석군 백석면에 비해 각

섬석군 석면들이 더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McDonald et al., 1989; ATSDR, 2001) 이와 관련

된 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탄산염암 및 편암을 모암으로 하여 산출되는 각섬석군

자연발생석면의 광물학적 특성과 산출특성 연구를 통

해 성인에 대해 고찰했다.

2. 연구지역 및 시료채취

2.1.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일대로

선캠브리아기의 서산층군이 해안을 따라 노출되어 있

다(Fig. 1). 주된 연구의 대상인 서산층군 내 석회암

및 편암층은 결정질 석회암과 각섬석 편암 및 운모 편암

그리고 박층의 규암으로 이루어진다(Kim and Hwang,

1982). 석회암은 조립결정질이며 대상구조를 잘 발달시

키고 곳에 따라 심하게 변질되어있으며 시대미상의 암

맥에 의해 관입되거나 습곡과 단층에 의해 심하게 교

란된 부분도 관찰된다.

2.2. 시료채취

시료채취는 탄산염암과 편암의 접촉부 및 침상의 결

정이 관찰되는 노두를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대로리 일

대에서 산출되는 섬유상 광물은 표면에 괴상의 형태로

산출되거나 cross fiber 내지 oblique fiber의 형태로

맥을 채운 것이 관찰되었다. 연구는 육안으로 침상의

결정이 잘 관찰되고 석회암 및 편암을 구성하는 암상이

모두 존재하며 이들의 접촉관계가 명확한 노두를 선택

하여 진행하였다. 노두는 산성암맥-탄산염암-편암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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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관계를 보이며 접촉부에서는 변질의 정도에 따라 다

양한 암상이 산출되었고 산성암맥과 인접한 탄산염암

에서 섬유상 광물이 다량 분포하고 있었다. 그 중 육

안으로 섬유상 광물이 확인된 탄산염암체를 대상으로

총 4개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시료명은 편암과 인접

한 곳에서부터 R1, R2, R3, R4로 명명하였다(Fig. 2).

3. 연구방법

채취한 시료의 광물동정을 위해 편광현미경분석

(polarizing microscope, PLM, DM 750P, Leica,

Germany)과 X-선 회절분석(X-ray diffraction, XRD,

X'Pert PRO Multi Purpose X-Ray Diffractometer,

PANalytical, Netherlands)을 실시하였다. 양기석과 투

각섬석은 고용체 관계의 광물로서 M1, M2, M3의 팔

면체 중심양이온 자리에 들어가는 마그네슘과 철의 상

대적 함량으로 구분되는데 마그네슘 단종 성분을 갖는

것이 투각섬석이고 철의 함량이 10% 이상인 경우 양

기석으로 정의된다(Leake, 1978). 하지만 JCPDS 내

표준 양기석과 투각섬석의 XRD 분석값이 서로 교차

되어 구분이 모호하며 시료를 실제 분석시 JCPDS 내

표준 양기석과 투각섬석의 XRD 값에 만족하는 결과

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이들이 풍화와 변질을 받아 저

면간격(d-값)의 미세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Meeker et al., 2006). 따라서 XRD 상에서는 이

두 광물을 구분하지 않고 전자현미분석(electron-probe

micro-analyzer, EPMA, EPMA-1600 and Genesis

XM2 EDX, Shimadzu, Japan), 주사전자현미경분석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S-4700, Hitachi,

Japan) 및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기(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분석을 실시하여 각섬석계

석면광물의 화학조성과 형태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EPMA 와 EDS 분석으로는 Fe2+와 Fe3+의 구분이

불가능하여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자연발생석면의 형

성과정 고찰을 위해 후방산란전자현미경 분석(back-

scattered electron microscopy, BSEM)을 실시하였다.

PLM 분석을 위해 암석시료는 육면체로 절단한 후

600~2000 mesh의 연마제를 사용하여 연마한 후 박편

Fig. 1. Geological map around the Daerori (modified from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1982), Seosan,

Chungnam Province, Korea.

Fig. 2. A photograph of outcrop with sampling points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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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하였으며 XRD 분석에는 200 mesh (75 µm)

표준체를 통과시킨 분말을 이용하였다. EPMA와

BSEM에 사용된 시료는 위에서 제작한 박편 시료에

6 µm와 1 µm의 연마판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연마과정

을 거쳐 준비하였으며 주사전자현미경과 에너지 분산

형 X-선 분광기 분석시료는 암석에서 육안으로 침상결

정이 관찰되는 부분을 해머로 긁어내어 준비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토의

4.1. 암석의 광물학적 특성 연구 결과

R1과 R2는 염산(15%)과 미약한 반응을 보인 탄산

염암으로 연구 지역의 노두 중앙부를 넓게 차지하고

있으며 탄산염 광물과 규질 광물대가 교대되어 나타나

차별침식의 결과로 생성된 충식 구조를 보인다. R1의

경우 현미경 상에서 백운석, 각섬석, 휘석 등이 관찰되

었으며 소량의 각섬석과 휘석이 부분적으로 백운석을

교대하는 양상으로 산출되었다(Fig. 3B). 관찰된 각섬

석의 경우 자형의 각섬석은 관찰되지 않았고 휘석의

일부가 변질된 형태로 산출되었다(Fig. 3B). R2는 육

안관찰에서 침상의 결정이 탄산염암 표면에서 관찰되

는 암석으로 R1에 비해 변질정도가 심해 염산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편광현미경 관찰결과 백운석, 각섬석,

휘석, 석영, 활석, 방해석 결정이 관찰되며 백운석의 일

부를 휘석과 각섬석이 교대한다(Fig. 4). 일부 각섬석은

R1에서와 달리 자형으로 나타나며, 조립의 주상결정에

서부터 침상 결정의 집합체를 이루기도 하였다. 또한

활석은 주로 각섬석의 변질로 형성된 것이 주를 이루

었으며 모두 타형을 이루는 2차 광물로 존재했다. R1

과 R2를 연구지역의 주변 노두에서 순수한 탄산염암

(dolomitic marble)을 채취하여 XRD 분석결과 피크를

비교한 결과, 순수한 탄산염암에서는 백운석의 피크강

도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암석의 조직관찰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특히 R1에는 백운석의 피크와 함께 양기

석-투각섬석, 휘석과 함께 석영도 관찰되었다. R2에서

는 백운석, 양기석-투각섬석, 휘석, 석영 및 활석의 피

Fig. 3. A photograph and microphotographs of carbonate rock R1: (A) a photograph of a hand specimen, (B) a

microphotograph showing fine texture of dolomite (Do) and amphibole (Amp) pseudomorph.

Fig. 4. A Photograph and a microphotograph of carbonate rock R2: (A) a photograph of a hand specimen, (B) a

microphotograph showing large diopside crystal altered to secondary talc (Tc) and a large amphibole (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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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가 관찰되어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7).

R3는 탄산염암을 관입하는 산성암맥 사이에 20~50 cm

정도로 협재되어 있으며 주변 탄산염암에 비해 변질과

풍화정도가 심하였다. 편광현미경에서 백운석이 결여되

는 특징을 보이며 주로 휘석과 각섬석이 주 구성광물

로 관찰되며 소량의 석영, 활석, 금운모가 관찰되었다

(Fig. 5). 휘석은 각섬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이 많으

며 각섬석을 교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부 각섬석은

c축 방향으로 발달한 벽개면에 관찰되었지만 휘석에 의

해 교대되거나 심하게 변질되었다. R4는 산성암맥 주

변에 대상으로 개재된 암석으로 육안으로 주상의 정벽

을 보이는 각섬석이 관찰되었다. 편광현미경 상에서 관

찰된 주요 광물 역시 각섬석이며 소량의 휘석과 석영

이 관찰되었다(Fig. 6). R3와 유사한 광물조성을 보였

으나 휘석 함량이 매우 낮고 각섬석이 주를 이루며 각

섬석은 주상에서 침상을 이루는 다양한 정벽을 보였다.

R3와 R4는 탄산염암과 산성암맥의 접촉부를 따라 심

하게 변질된 암석이며 XRD 분석결과 두 암석모두 양

기석-투각섬석의 피크가 휘석에 비해 높은 피크강도를

보였다(Fig. 8). 이러한 결과는 각섬석 결정도 차이 때

문으로 사료된다.

Fig. 5. A photograph and a microphotograph of carbonate rock R3: (A) a photograph of a hand specimen and (B) a

microphotograph showing medium texture of pseudomorph amphibole (Amp).

Fig. 6. A photograph and a microphotograph of carbonate rock R4: (A) a photograph of a hand specimen and (B) a

microphotograph showing subhedral amphibole (Amp).

Fig. 7.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carbonate rock R1 and

R2. (Ac = actinolite, Tc = talc, Tr = tremolite, Do =

dolomite, Pyx = pyroxene, Qtz = 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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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각섬석계 석면의 광물학적 특성 연구

R1에서 관찰된 각섬석은 모두 휘석에 의해 교대되

어 형성되었으며 결정의 정벽의 타형으로 비석면형을

이룬다(Fig. 9A). SEM 분석을 통해 관찰된 결정은 비

석면형의 짧고 뭉툭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Fig. 9B)

EDS 분석결과 투각섬석의 화학조성을 보였다(Fig. 9C).

즉 비석면형의 투각섬석을 확인했다. R2는 육안으로도

석면형의 침상결정들이 관찰된 암석으로 편광현미경 상

에서 각섬석은 일부 백운석을 직접적으로 교대하거나

휘석의 가상(pseudomorph)을 이루며 비석면형의 결정

형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침상의 각섬석 결정들이 치밀

Fig. 8.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carbonate rock R3 and

R4. (Ac = actinolite, Tr = tremolite, Do = dolomite, Pyx =

pyroxene, Qtz = Quartz)

Fig. 9. Polarizing micrographs and SEM-EDS analyses of carbonate rock R1 showing crystal habits of diopside (Di),

dolomite (Do) and tremolite (Tr): (A) a polarizing micrograph showing coarse texture of calcsilicate minerals in R3-1, (B)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showing non-asbestiform tremolite in R1, (C) EDS spectrum of tremolite in R1, (D) a

polarizing micrograph showing acicular crytstals of tremolite in R2, (E)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showing asbestiform

tremolite, and (F) EDS spectrum of trem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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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합체를 이루고(Fig. 9D) SEM 상에서 석면형의

정벽으로 산출되기도 한다(Fig. 9E). 또한 EDS 분석결

과에서도 Si, Mg, Ca, O가 검출되어 R2에서는 석면

형의 투각섬석을 확인하였다(Fig. 9F). R3는 편광현미

경에서 각섬석은 휘석을 교대하는 가상으로 관찰되어

비석면형을 보였으며(Fig. 10A) SEM 분석에서 도변상

내지 주상으로 석면형으로 산출된 것은 아니었다

(Fig. 10B). EDS 분석에서는 투각섬석의 화학성분을 보

여 비석면형의 투각섬석을 확인하였다(Fig. 10C). R4

는 편광현미경 상에서 벽개면이 발달된 조립의 각섬석

결정을 보였으며(Fig. 10D) SEM 분석에서는 주상의

비석면형 투각섬석에서 풍화된 벽개면을 따라 형성된

세립의 석면형 결정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

과는 자연발생석면을 연구하는데 있어 비석면형 결정

이라도 잠재적인 자연발생석면으로 인지할 필요성이 있

음을 지시한다(Fig. 10E). EDS 분석결과에서도 투각섬

석의 화학조성을 보여 석면형의 투각섬석이 관찰되었

다(Fig. 10F).

연구지역에서 채취된 탄산염암에서는 각섬석군의 광물

이 검출되었으나 암석의 풍화와 변질정도가 심하여 편광

현미경 분석에서 광물의 기본적인 특징을 관찰하기 어려

웠고 XRD 분석에서는 양기석과 투각섬석을 구분하는데

Fig. 10. Polarizing micrographs and SEM-EDS analyses of carbonate rock R3 and R4 showing crystal habits of tremolite

(Tr) and diopside (Di): (A) polarizing micrograph showing cleavage of tremolite and pyroxene, (B)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showing non-asbestiform tremolite, (C) EDS spectrum of tremolite, (D) polarizing micrograph showing

cleavage of tremolite, (E)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showing asbestiform tremolite on the surface of columnar crystal,

and (F) EDS spectrum of trem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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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어 각섬석에 대한 정확한 동정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EPMA 분석을 통해 탄산염암에서 관찰되는

각섬석의 광물 화학을 연구하고 이들을 종류별로 세분

하였다. EPMA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구조식을 계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구조식을 보였으며(Table 1) 이는

Leake (1978)가 제시한 투각섬석-양기석의 이상화학식

Ca2Mg5Si8O22(OH)2 − Ca2Mg5.0-4.5Fe2+
0.0-0.5Si8O22(OH)2

과 비교했을 때, Mn과 Al을 소량 포함하고 있으나 거

의 일치한다.

R1: (Ca1.87Mg0.11)(Mg4.90Fe0.07Al6+
0.02)

(Al4+
1.47Si7.94)O22(OH)2

R2: (Ca1.89Na0.05)(Mg4.58Fe0.20Al6+
0.06)Si8.07O22(OH)2

R3: Ca2.13(Mg4.84Mn0.29Fe0.01)(Al4+
0.26Fe0.22Si7.57)O22

(OH)2

R4: (Ca1.95Mg0.08Mn0.01)(Mg4.53Fe0.40Al6+
0.08)

(Al4+
0.23Si7.81)O22(OH)2 

일반적으로 양기석-투각섬석과 같이 OH를 포함하는

조암광물의 경우 OH가 불소(F)나 염소(Cl)에 의해 치

환되기도 한다(Lira and Ripley, 1992; Bucher and

Frey, 1994; Icenbower and London, 1997). 시료 내

의 양기석-투각섬석에 대한 불소 함량 측정결과 R1,

R2, R3, R4 모든 시료에서 불소가 검출되었다. 검출된

불소의 함량은 R1은 0.1 %(wt.) 미만이나 그 외의 경

우 0.4~0.7 %(wt.) 까지 비교적 높은 함량으로 나타

Table 1. Representative analyses of amphiboles occurred in carbonate rock R1, R2, R3 and R4

Sample No. R1-a R1-b R2-a R2-b R2-c R3-a R4-a R4-b

SiO2 55.65 56.99 59.02 59.4 57.01 49.73 58.58 59.04

Al2O3 0.59 0.11 0.34 0.36 0.52 1.06 0.1 0.31

FeO 0.79 0.81 1.67 1.7 1.76 3.08 3.31 1.28

MgO 23.69 23.71 22.65 22.61 22.02 21.79 22.07 23.45

TiO2 0.02 0.01 0.01 0.01 0.01 0.05 0.01 0.05

CaO 12.04 12.36 12.61 12.74 13.26 13.26 12.76 12.55

MnO 0.02 0.01 0.05 0.06 0.03 0.03 0.091 0.04

Na2O 0.21 0.11 0.23 0.37 0.35 0.12 0.046 0.26

K2O 0.09 0.05 0.16 0.2 0.26 0.05 0.038 0.03

F 0.09 0.04 0.51 0.77 0.32 0.06 0.64 1.29

Total 93.19 94.2 97.25 98.22 95.54 89.23 97.65 98.3

Numbers of ions on the basis of 23 oxygens

Si 7.922 8.011 8.094 8.094 7.994 7.581 8.074 8.062

Al(IV) 0.077 - - - 0.005 0.191 - -

Ti - - - - - 0.006 - -

Fe - - - - - 0.22 - -

ΣTet. 8 8.011 8.094 8.094 8 8 8.074 8.062

Al(VI) 0.027 0.019 0.054 0.058 0.081 - 0.016 0.049

Ti 0.002 - 0.001 - 0.001 - 0.001 0.001

Fe 0.094 0.095 0.191 0.194 0.206 0.171 0.381 0.146

Mg 4.881 4.885 4.631 4.593 4.604 4.951 4.536 4.774

ΣM1, M2, M3 5 5 4.879 4.846 4.896 5.123 4.946 4.969

Mg 0.147 0.083 - - - - - -

Mn 0.003 0.001 - - - - - -

Ca 1.837 1.862 1.852 1.86 1.993 2.165 1.884 1.836

Na 0.012 0.028 0.062 0.099 0.006 - 0.012 0.069

ΣM4 2 1.976 1.915 1.96 2 2.165 1.896 1.905

Ca - - - - - - - -

Na 0.045 - - - 0.089 0.036 - -

K 0.017 0.01 0.279 0.035 0.048 0.009 0.006 0.006

ΣA 0.063 0.01 0.279 0.035 0.137 0.046 0.006 0.006

*Σ = cation subtotal.

*M1, M2 and M3 is the five octahedral (C) sites (place enough Mg, Fe2+ and Mn to brint the total to 5. if Σ(Al(VI)...Mn)

< 5, then place all these elemets here.)

*M4 is the two (B) sites (place any Mg, Fe2+ or Mn and Ca remaining after step (ΣM1, M2 and M3) here.)

*ΣA is the single large (A) site (place any remaining Na and K here.)



충남 서산 대로리 일대 자연발생석면의 광물학적 특성 475

났다. 일반적으로 불소나 염소와 같은 할로겐 원소들

은 마그마 분화과정의 산물로 정출되어 수산화물을 치

환한다(London, 1987; Bergantz, 1991; Webster and

Duffield; 1991; Nash, 1993). 때문에 탄산염암에서 불

소의 검출은 탄산염암을 모암으로 하는 자연발생석면

의 형성이 마그마기원의 열수와 관계가 있음을 지시한

다고 사료된다. 

4.3.석면을 포함하는 암석의 조직관찰 및 화학적

분석

BSEM 이미지 관찰로 미세 조직과 광물 간 접촉관

계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잔류조직을 근거로 전진변

성 및 후퇴변성 단계에서의 반응식을 유도하였다. 기

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백운암과 규질 열수에 의한

변성 및 변질작용(metasomatism)은 백운석-투각섬석-

투휘석으로 이어진 일련의 전진변성 작용 및 보다 저

온열수와의 반응으로 인한 투휘석-투각섬석-활석으로

이어진 후퇴변성 작용을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다(Ferry,

1994; Ferry 1996).

자연발생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던 R1은 BSEM 이미지

관찰결과 전진변성작용의 잔류조직을 보였다(Fig 11).

관찰된 백운석-투각섬석-투휘석으로 이어진 전진변성단

계에서의 잔류조직을 근거로 유도한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1, 2).

5Dolomite + 8SiO2 + H2O = Tremolite + 3Calcite

+ 7CO2 (1)

Tremolite + 3Calcite + 7SiO2 = 5Diopside + 3CO2

+ H2O (2)

기존의 조립질 백운석 결정은 규질 성분을 포함하는

열수와의 반응을 통해 투각섬석을 형성하고 잉여 칼슘

(Ca)은 열수에 의해 이동되거나 주변에 방해석을 침전

시키는 방식으로 소거된다. 투각섬석의 안정 온도, 압

력 범위를 넘어 보다 고온, 고압의 조건에 이르면 기

존의 투각섬석 결정은 주변의 방해석, 석영 등과 반응

하여 투휘석을 형성한다. BSEM 이미지에서 관찰되는

전진변성 단계의 잔류조직은 형성과정에서 성분과 시

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온도와 압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비평형 상태의 반응이 R1의 주요

조직을 형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R2는 후퇴변성 단계

의 전형적인 잔류조직을 보인다(Fig. 12). 기존의 투휘

석 결정이 투각섬석, 활석, 석영으로 변질된 조직이 관

찰되며 조직과 광물조성에 근거하여 반응식을 유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3, 4, 5).

Fig. 11. Back-scattered electron microscopy image of

carbonate rock R1 showing prograde reaction textures of

calcite (Cal), diopside (Di), dolomite (Do), and tremolite (Tr).

Fig. 12. Back-scattered electron microscopy image of

carbonate rock R2 showing texture of calcite (Cal),

diopside (Di), talc (Tc), tremolite (Tr) and quartz (Qtz).

Fig. 13. Back-scattered electron microscopy image of

carbonate rock R4 showing texture of diopside (Di),

tremolite (Tr), and quartz (Q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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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iopside + 3CO2 + H2O = Tremolite + 3Calcite

+ 2Quartz (3)

4Diopside + Mg2+ + 2H+ = Tremolite + 2Ca2+ (4)

Tremolite + Mg2+ + 2H+ = 2Talc + 2Ca2+ (5)

기존의 투휘석 결정이 후퇴변성 단계에서 열수와 반

응하여 투각섬석을 형성하고 잉여 칼슘과 규산염이 방

해석과 석영을 침전시킨다. 투각섬석이 형성된 후 온

도, 압력조건이 더욱 낮아지면서 투각섬석은 활석을 형

성하고 잉여 칼슘은 방해석을 만들거나 열수에 의해

이동되어 소거된다. 즉, 온도와 압력이 낮아지면서 투

휘석-투각섬석-활석으로 이어진 일련의 후퇴변성작용을

인지할 수 있는 잔류조직이 관찰된다. 주로 투각섬석

으로 구성되는 R4 역시 투휘석의 변질작용을 통해 투

각섬석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3).

5. 결 론

충남 서산시 대로리 일대에 노출된 서산층군 내 탄

산염암을 모암으로 산출되는 자연발생석면의 광물학적

특성에 대해 고찰한 결과, 탄산염암 및 탄산염암의 변

질암으로 구성된 노두 전체에서 각섬석이 관찰되었다.

양기석-투각섬석이 실제 석면형으로 산출되는지 확인

하고자 편광현미경 관찰과 SEM-EDS 분석을 실시했

으며 분석결과 R2, R4에서는 석면형 각섬석이 확인되

었다. SEM 이미지 분석을 통해 자연발생석면의 형태

를 관찰하면 자형의 양기석-투각섬석이 석면형을 이루

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R4에서는 주상의 비석면

형 투각섬석에서 벽개면을 따라 세립의 석면형 결정이

발달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BSEM 이미지로

양기석-투각섬석 형성 당시의 잔류조직을 확인한 결과,

양기석-투각섬석은 전진변성단계와 후퇴변성단계에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발생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던 R1에서 전진변성의 투각섬석 잔류조직이 확인

되었고 R2, R4에서 후퇴변성 단계에서 형성된 양기석

-투각섬석의 잔류조직이 관찰되었다.

EPMA 분석을 실시한 결과 R1과 R2에서는 투각섬

석 단종 성분의 각섬석이 검출되었으며 R3와 R4에서

는 양기석과 투각섬석이 모두 산출되었다. 특히 이들

각섬석에서는 모두 불소가 검출되었는데 스카른 조건

의 변질대에서 산출되는 조암광물의 수산화물(OH)은

할로겐원소에 의해 자주 교대되며 이 할로겐 원소는

마그마 기원의 열수에 의해 제공된다고 알려져 있다

(London, 1987; Bergantz, 1991; Webster and Duffield,

1991; Nash, 1993). 즉 각섬석에서 불소가 검출된

R1, R3 및 R4는 마그마 기원의 열수와의 반응으로 양

기석-투각섬석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결

과 탄산염암과 편암을 모암으로 산출되는 자연발생석

면은 열수에 의한 변성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을 지시하며 비석면형의 결정도 풍화와 변질과정을 통

해 석면형이 될 수 있음을 지시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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