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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ccurrence and mineralogical characteristics of asbestos in dolostone at Ungdo, Seosan were investigated by

analyses of PLM, XRD, and SEM/EDS. Representative outcrops of dolostone at Ungdo were examined and four

dolostone samples were collected according the occurrence type to identify the shape of asbestos in dolostone sam-

ples. The host rock of dolostone had been produced from the hydrothermal alteration and/or thermal metamor-

phism of which main source was assumed as the acidic granite. Tremolites were observed near the cracks or

fractures of the dolostone as tamping or gob types. From the mineralogical analyses, main minerals of dolostone

were dolomite with calcite, quartz, talc, amphibole, and pyroxene. From SEM/EDS analyses, tremolite-actinolite

asbestoses were observed in dolostone and their shapes were prismatic and fibrous (less than 1 µm in width). Non-

asbestos prismatic forms were also found and they would transfer to asbestos particles resulting from the cleavage

and fracture of the prismatic particles.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asbestoses in Ungdo dolosotnes were mainly

tremolite-actinolite and they were originated from the hydrothermal alteration of Ca-Mg rich dolo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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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청남도 서산시 웅도 백운암에서 산출되는 석면에 대하여 박편관찰, X-선 회절분석, 주사전자현미경 관

찰 등을 통해 석면의 광물학적 및 형태적 특성을 규명하고, 백운암의 광물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석면의 형

성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모암은 열수 변질 및 변성작용을 받았으며, 광물학으

로는 주로 백운석과 소량의 방해석, 석영, 활석, 각섬석, 휘석 등으로 이루어진 백운암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암 내 존

재하는 석면은 섬유상-침상 입자형태를 가진 양기석-투각섬석계 석면이었으나, 변성정도에 따라 주상 및 침상형태를

가진 비석면형의 양기석-투각섬석도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상이나 침상 형태의 광물을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주상의 경우 벽개면을 따라 더 작은 침상 또는 주상의 입자로 쪼개지는 특성을 나타내어, 풍화과정에 의한 쪼

개짐 현상에 의해 석면입자로 산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양기석-투각섬석 광물군에서 너비가 1 µm 이하

인 휘어진 형태의 섬유상 석면 입자가 발견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백운암 내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석면 입자

가 웅도 백운암에서 검출되었고, 광물학적 분석 결과 석면광물은 Ca, Mg를 함유한 백운암질 석회암이 열수 변질을

받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주로 양기석-투각섬석 석면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어 : 백운암, 투각섬석, 양기석, 석면, 열수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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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석면(asbestos)은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6개의 섬유상

광물 종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주 구성 광물에 따라

사문석(serpentines) 기원인 백석면(chrysotile)과 5 종

류의 각섬석류(amphiboles)인 청석면(crocidolite), 갈석

면(amosite), 직섬석(anthophylite), 투각섬석(tremolite),

양기석(actinolite) 등 두 그룹으로 분류되며(USGS,

2001; Virta, 2002; IARC, 2012), 이를 정리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석면 중에서 상업적으로 가치가

높은 석면은 백석면으로 주로 초염기성 화성암에서 산

출된다. 반면에, 상업 시장 점유율이 백석면에 비해 적

은 각섬석계 석면은 사문암(serpentinite), 탄산염암

(carbonate rocks), 철광층(iron formation)을 포함한

화성암과 변성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산출된다

(Rohbvacher, 1973). 석면의 광물학적 입자 형태를 살

펴보면, 사문석 광물인 백석면은 실린더 모양의 격자

구조를 갖는 광물로서 가늘고 질기며 휘어지는 긴 섬

유상 외에 다른 형태로는 거의 산출되지 않는 반면

(Jeong and Choi, 2012), 각섬석 광물인 양기석-투각

섬석은 열수, 변성, 교대 등의 다양한 지질환경에서 섬

유상(fibrous), 침상(acicular), 주상(columnar)과 같이

매우 다양한 입자 형태로 산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unter, et al., 2007). 특히 Ca, Mg가 주성분인

백운암이 열수의 유입으로 Si와 물과 반응하는 환경에

서 투각섬석이 생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해 변질작용을 받은 백운암 분포지역이 자연발생석

면의 산출 가능 지역으로 보고되었으나(Jeong and

Choi, 2013), 최근 국내 주요 백운석 광산을 대상으로

광상에서 산출되는 광물들의 산상과 광물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석면상의 투각섬석은 산출되지 않았다

(Hwang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던 서

산 웅도 백운암에서 산출되는 양기석-투각섬석의 광물

학적 특성과 다양한 석면 입자형태를 관찰하여 백운암

에서 산출되는 석면의 광물학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지역의 지질과 시료 채취 

연구지역인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는 선캠

브리아기의 서산층군에 해당하며 상부규암, 석회암 및

편암, 대산리층 흑운모 편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암

층들은 대체로 북동-남서 방향의 분포상태를 보인다.

지질도에서는 이 지역을 석회암 및 편암으로 기재되어

있지만(Kim and Hwang, 1982), 야외조사 시 노두에

서 묽은 염산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백운암질 석회

암이 주이고 그 외 각섬석 편암과 운모편암, 박층의

규암이 협재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인 백운암 내

에서 산출되는 석면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웅도 해안선의 노두를 따라 석면이 함유될 수 있

Table 1. Classification of asbestos minerals (modified from USGS (2001), Virta (2002), and IARC (2012))

Common 

name
Synonyms

Non-asbestos

mineral analogue

Idealized chemical 

formula
Occurrence properties

Serpentine

group
chrysotile 

serpentine

asbestos;

white asbestos

chrysotile Mg3Si2O5(OH)4

as veins in serpentine and

mass fiber deposits;

alteration and 

metamorphism of basic

igneous rocks rich in 

magnesium silicates

Amphibole

group

crocidolite blue asbestos riebeckite NaFe2+3Fe3+2Si8O22(OH)2
fibrous in ironstones;

regional metamorphism

amosite brown asbestos grunerite (Mg,Fe2+)7Si8O22(OH)2

lamellar, coarse to fine,

fibrous and asbestiform;

metamorphic

anthophyllite
ferroantho-phyllite; 

azbolen asbestos
antho-phyllite (Mg,Fe2+)7Si8O22(OH)2

lamella, coarse to fine,

fibrous and asbestiform

metamorphic

actinolite unspecified actinolite Ca2(Mg,Fe2+)5Si8O22(OH)2

long, prismatic, and 

fibrous aggregates

metamorphic

tremolite
silicic acid calcium 

magnesium salt
tremolite Ca2Mg5Si8O22(OH)2

long, prismatic, and 

fibrous aggregates

metamor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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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백운암을 대상으로 외형적으로 층상, 섬유상, 주상

을 보이는 4지점(U1~ U4)에서 노두를 관찰하였고, 분

석을 위하여 암석 시료를 채취하였다. 

3. 연구방법

채취한 암석시료는 볼밀과 핸드밀을 이용하여

100 µm이하로 분쇄한 후 석면의 광물학적 분석을 위

해 X-선 회절분석(XRD)을 실시하였다. X-선 회절분석

은 SHIMADZU사의 LabX XRD-6000 기기를 사용하

여, CuKα선과 Ni필터에 의한 X-선으로 가속 전압

40 kV, 주사 속도 1o2θ/min, 시정수 1 sec, 슬릿

1o~0.3 mm~1o의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편광현미경

(Polarized Light Microscopy: PLM)에 의한 석면의

광학적 분석 방법으로는 미국환경보호청(EPA)의

EPA600/R93-116 방법을 적용하였다. 핸드밀을 이용을

이용하여 100 µm 이하로 분쇄하고, 75 µm크기의 체

에 체가름하였다. 체가름한 시료는 특정한 굴절용액과

편광현미경(ATMICROSCOPE, PS300)을 사용하여 광

물의 형태, 분산염색의 색상, 복굴절, 소광각, 신장부호

를 확인하여 석면 여부 및 종류를 규명하였다(Perkins

and Harvey, 1993). 

석면의 조직과 형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Nikon 사의

모델 ECLIPSE LV100N POL 편광현미경과 ZEISS사

의 모델 SUPRA 25 FE-SEM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

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에서 석면의 섬유조직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암시료를 핸드밀로 100 µm

이하로 분쇄하여, 가속전압 20 kV, 10~15 nA의 측정

조건에서 관찰하였으며, 에너지 분산 분광장치(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EDS)를 이용하여 정

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석면 분석

과정을 정리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1. Geological map of the research area and the sampling locations (modified from Kim and Hwang, 1982).

Fig. 2. Schematic of the analytical process for the asbestos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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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및 토의 

4.1. 석면을 함유한 모암 특성 

노두를 조사한 결과 웅도지역의 백운암은 조립의 결

정질로 열수변질을 많이 받아 육안으로도 구별이 가능

한 섬유상의 투각섬석이나 양기석을 많이 포함하고 있

었고(Fig. 3(A)와 Fig. 3(B)), 주로 균열 및 열극을 충

진하는 각섬석 계열의 형태로 산출되었으며(Fig. 3(C)),

직경이 10 cm 이상 되는 snow-ball 모양의 투각섬석

충진 광물군(Fig. 3(D))도 관찰되었다. 백운석의 열수

변질에 의해 투각섬석이 생성되는 대표적인 지화학 반

응은 아래와 같다(Joesten, 1991).

5CaMg(CO3)2 + 8SiO2 +H2O →
  dolomite      quartz

Ca2Mg5Si8O22(OH)2 + 3CaCO3 + 7CO2

     tremolite         calcite

백운암체에 나타나는 담황색과 적갈색을 띠는 세맥

및 변질부는 주로 일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침철석

과 같은 산화철 광물과 카올린 광물 등이 포함되어 있

었다(Fig. 3(E)와 Fig. 3(F)). 이러한 모암 특성은 주로

화성활동에 의해 석회암이 부분적으로 열수 변질이나

변성작용을 받은 후, 지표 풍화과정을 겪는 경우에 흔

히 나타난다.

4.2. 박편에 의한 광물학적 분석결과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여 광물들의 광학적 특성을 확

인한 결과, 웅도 지역 석면의 모암은 백운암으로 주 구

성광물은 백운석이며, 소량의 방해석, 석영, 휘석, 양기

석-투각섬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Fig. 4). 방해석과 백

운석은 현미경하에서 구별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묽은

염산(HCl)과 알리자린 레드 에스(alizarin red S)을 이

용하여 반응시키면, 방해석은 반응하여 적색 침전물을

Fig. 3. Photographs for the occurrences of asbestos in dolostones at U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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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반면, 백운석은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아 색이

변하지 않는 특성을 이용하여 구별하였다. 백운석들은

주로 능면체, 입상, 괴상의 일반적인 백운석의 결정형

태로 존재하였으며, 백운석 주변에서 주상, 침상, 섬유상

형태를 보이는 다양한 양기석-투각섬석이 관찰되었다.

특히 박편사진에서 검은 불투명 광물들이 분산되어 나타

나는 것은 주로 침철석과 같은 산화철에 해당되며, 이

러한 산화철로 인해 암적색 또는 황갈색을 띠는 것으

로 보인다(Fig.4(B)와 Fig.4(D)). U1, U2, U4 박편사

진에서 탄산염 광물인 백운석과 방해석은 복굴절률이

Fig. 4. Results of microscopic analyses for Ungdo dolostones (A) U1, B) U2, C) U3 and D) U4) (left: open nicol, right:

crossed ni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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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기 때문에 교차니콜하에서 높은 간섭색을 띠며

(Fig.4(A-2), Fig.4(B-2), Fig.4(D-2)), U3 박편사진에서

는 완전한 벽개를 가진 양기석-투각섬석이 침상의 구조

를 보이며, 개방니콜에서 무색을 띠는 것으로 보아 녹

색인 양기석보다는 투각섬석에 가까웠다(Fig. 4(C-1)).

4.3. PLM에 의한 광학적 분석 결과

웅도 백운암에 대해 특정의 굴절액에 침액하여 편광

현미경으로 광물의 형태를 조사하기 위해 굴절율

1.605로 확인한 결과 각섬석류 석면은 주황색이 청색

으로 변하였으며, U1, U2와 U4의 시료에서는 비석면

형(non-asbestiform) 각섬석류가 확인되고, U3시료에서

석면형(asbestiform) 각섬석류가 확인되었다(Table 2).

4.4. X-선 회절분석 결과

웅도 백운암 내의 석면 광물을 확인하기 위한 X-선

회절분석 결과, U1~U4 지역 모두 양기석과 투각섬석

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 외 백운석, 휘석, 활석, 석영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Table 2). 양기석-투각섬석의 회

절선(2θ)은 10.55o, 28.59o, 33.03o에서 나타났는데, 양

기석과 투각섬석은 SiO4 사면체들이 산소를 공유하면

서 복쇄형(Si4O11
-6) 체인을 이루는 구조를 가진 완전한

고용체로서, 팔면체 자리에 Mg가 90% 이상이면 투각

섬석(Ca2Mg5Si8O22(OH)2), 90% 이하이면 양기석

(Ca2Fe5Si8O22(OH)2)으로 명명한다. 이로 인해서 X-선

회절분석으로 양기석과 투각섬석을 각각 구별하는 것

은 쉽지 않다. 회절선 20.85o, 26.65o, 50.14o에서 석

Fig. 5. Results of XRD analyses for Ungdo dolostones (A) U1, B) U2, C) U3 and D) U4).

Table 2. PLM and XRD results of the Ungdo dolostones

Sample No.
Main minerals related to asbestos in dolostone

PLM XRD

U1 actinolite and tremolite actinolite/tremolite, dolomite, talc, pyroxene, quartz

U2 actinolite and tremolite actinolite/tremolite, dolomite, talc, pyroxene, quartz

U3 actinolite-asbestos and tremolite-asbestos actinolite/tremolite, dolomite, talc, pyroxene, quartz

U4 actinolite and tremolite actinolite/tremolite, dolomite, talc, pyroxene, 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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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피크와 9.45o, 19.32o, 60.46o에서 활석의 피크가

확인되었다. 또한 30.99o, 41.17o, 51.13o에서 백운석

피크도 관찰되었다(Fig. 5). U1, U2, U4의 경우 구성

광물인 양기석-투각섬석, 백운석, 휘석, 활석, 석영들의

유사한 피크값과 강도를 보여주지만, U3의 경우 구성

광물 중 특히 양기석-투각섬석과 휘석의 피크 강도가

높은 값을 가졌다. 

4.5. 전자현미경 분석결과

전자현미경의 EDS를 이용한 분석 결과, Si, Mg,

Fig. 6. SEM images and EDS analyses of the tremolite-actinolite in Ungdo dolostones (A) U1, B) U2, C) U3, and D) 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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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Fe으로 구성된 양기석-투각섬석 광물들이며,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양기석-투각섬석은 섬유상

(fibrous), 침상(acicular), 주상(columnar)과 같은 매우

다양한 입자 형태로 산출되었다. 웅도 백운암 U1 시료

는 주상의 각섬석 입자가 벽개를 따라 더 작은 침상

또는 주상 입자로 쪼개지는 특성을 나타내며 쪼개진

입자들이 석면입자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

다(Fig. 6(A)). U2와 U4 시료는 평행하게 배열된 침상

및 주상의 입자들이 주로 관찰되었으며, 섬유상 입자

들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Fig. 6(B)와 Fig. 6(D)).

U3 시료에서 발견된 석면입자는 너비 1 µm 이하이고

길이가 수십 µm 이상인 휘어진 형태의 전형적인 석면

의 섬유상을 나타낸다(Fig. 6(C)). 전자현미경 분석결과

백운암 시료의 석면 입자 분석 결과는 PLM 분석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의 산출상 참조).

5. 결 론

본 연구는 충청남도 서산시 웅도 백운암 지역에서

산출되는 석면의 광물학적 및 형태적 특성 등을 확인

하고 백운암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석면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지역은 선캠브리아기의 서산

층군에 해당하는 백운암질 석회암으로, 이들 지역에 현

장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백운암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박편관찰, X-선 회절분석 및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등

을 통하여 구성광물의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백

운암 내 존재하는 석면의 광물학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웅도 백운암은 백운석과 소량의 방해석, 석영, 활석,

휘석 등으로 이루어진 백운암질 석회암이며, 다량의 양

기석-투각섬석이 발견되었다. 그 외에 담황색, 적갈색

등을 띠는 세맥 및 변질부는 주로 일라이트로 구성되

어 있으며 침철석과 같은 산화철 광물과 카올린 광물

등이 포함되어, 웅도 백운암에서 산출되는 양기석-투각

섬석이 Ca, Mg를 함유한 백운암질 석회암이 열원과

수용액 유체에 의한 열수 변질 및 변성작용을 받아 형

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주사전자현미경(SEM)과 편광현미경 등을 사용하여

양기석-투각섬석의 형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양기석

-투각섬석은 섬유상, 침상, 주상과 같이 매우 다양한 입

자 형태로 산출되었으며, 특히 섬유상 입자형태를 가

진 석면형의 양기석-투각섬석이 발견되었다. 침상-주상

입자형태를 가진 비석면형의 양기석-투각섬석도 존재

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입자들은 쪼개짐에 의

해 석면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백운암석에서 석면입자를 형성하는

주 구성 광물과 그 산출 형태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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