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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for discrimination between asbestiform and non-asbestiform based on size characteristics of tremo-

lite-actinolite fibers in soils from a closed asbestos mine, Jecheon, Chungcheongbuk-do, Korea. Soils and tremolite

asbestos rocks were collected from a closed asbestos mine area. The dimensions of fibers with minimum 5 µm in

length and 3:1 in aspect ratio were measured us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and compared to the

known tremolite populations ranging from asbestiform to non-asbestiform. The geometric means of width of soils,

asbestos rocks and 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 and Technology (NIST) and Health and Safety Laboratory (HSL)

reference samples were 1.2 µm, 0.3-0.6 µm, 1.3 µm and 0.2 µm, respectively. The geometric means of aspect ratio

of soils, asbestos rocks and NIST and HSL reference samples were 7.3, 13.7-30.1, 7.2 and 37.8, respectively. The

population of tremolite-actinolite fibers from soils compared to known asbestiform and non-asbestiform tremolite

was lack of thin and high aspect ratio fibers. Upper results suggest that tremolite-actinolite fibers in soils cannot be

classified into a commercial grade asbestos. The tremolite-actinolite fibers do not mainly appear to be the result of

contamination from distance asbestos sources by wind. For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asbestos in soils, size

distributions of amphibole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asbestos survey results of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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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석면형태와 비석면형태의 구분을 위하여 충청북도 제천시에 소재한 한 폐석면광산 지역의 토양 중 트레

모라이트와 악티노라이트 섬유의 크기 특성을 파악하였다. 폐석면광산 주변지역의 토양과 트레모라이트 석면 암석을

채취하고,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길이 5 µm 이상이며 길이대너비 비율이 3:1 이상인 섬유의 크기를 측정하여 알려진

석면형태와 비석면형태를 보이는 트레모라이트의 크기 분포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섬유의 너비는 기하평균으로 토

양시료 1.2 µm, 석면 암석 0.3-0.6 µm, NIST 트레모라이트 1.3 µm, HSL 트레모라이트 0.2 µm 이었다. 길이대너

비 비율은 기하평균으로 토양시료 7.3, 석면 암석 13.7-30.1, NIST 트레모라이트 7.2, HSL 트레모라이트 37.8 이었다.

토양시료는 알려진 석면형태의 트레모라이트 뿐만 아니라 비석면형태의 트레모라이트에 비해서도 가늘고 길이대너비

비율이 큰 섬유를 적게 함유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 토양시료 중의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는 전형적 석면형태로

분류할 수 없으며, 대부분은 광산 및 채석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해 비산된 석면으로 인한 오염의 결과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토양 중 석면의 관리를 위해서 석면 오염 여부를 조사 시에는 감섬석의 크기 분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주요어 : 각섬석, 트레모라이트, 석면, 석면형태,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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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각섬석은 화성암과 변성암을 구성하는 주요 암석으

로서(Deer et al., 1992), 생성 조건에 따라 주상형태

(prismatic form), 석면형태(asbestiform) 등 여러 섬유

형태의 결정벽(crystal habit)으로 존재한다(Campbell

et al., 1977). 각섬석이 보이는 결정벽 중에서 석면형

태란 높은 인체 발암성을 보이는 석면의 모양을 정의

하기 위하여 사용된 용어로, 긴 섬유 및 섬유다발의

형태를 띠고, 쉽게 더 가늘은 섬유로 나뉘어지며, 최소

20:1에서 1000:1 이상의 큰 길이대너비 비율(aspect

ratio)을 보이고, 실로 자을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과

높은 난연성, 내화학성, 열과 전기 절연성 등 유용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된다(Virta,

2002). 그러나 석면형태의 결정벽이 결정구조 자체에서

기인하는 사문석과 달리 각섬석의 석면형태는 다중 핵

형성(multiple nucleation)과 특정 성장조건 하에서만

형성되므로(Virta, 2002), 각섬석 석면의 상업적 가치가

있는 수준의 대규모 매장은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국제광물협회(International Mineral Association,

IMA)의 광물분류에 따르면 다섯 종의 각섬석계 석면

중에서 갈석면은 석면형태의 그루너라이트(grunerite)-

커밍토나이트(cummingtonite), 청석면은 석면형태의 리

베카이트(riebeckite)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 두 종의

광물은 결정벽에 따라 석면형태와 비석면형태가 별도

의 광물로 분류되지만,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악

티노라이트는 결정벽에 따라 별도의 광물로 분류되지

않는다(IMA, 2014), 그러나 석면을 규제하는 해외 정

부기관에서는 석면형태인 각섬석을 석면으로 정의하므

로 모든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악티노라이트가

석면은 아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US OSHA)은 비

석면형태의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악티노라이트

는 석면과 같은 건강영향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부

족하다고 결론내리고, 1992년부터 섬유형태인 것을 규

제하던 기존의 정책을 변경하여 석면형태인 것에 한하

여 석면으로 규제하고 있다(US OSHA, 1992). 이러한

석면에 대한 규제적 정의는 미국 환경청(US Environ-

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과 미국 광산안

전보건청(US 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US MSHA)의 석면에 대한 정의에서도 동일하다(US

EPA, 1986; US MSHA, 2008).

인체 발암성을 보이는 석면에 대한 정확한 규제와

분석을 위하여 지난 수십 년간 여러 학술단체와 정부

기관이 석면형태를 정의하였으나(Lowers and Meeker,

2002), 석면형태에 대한 명확한 형태적 정의와 석면형

태와 비석면형태를 구분하는 분석기준은 현재까지 확

립되지 않았다. 최근에 발행된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의 상업용 고형물질에 대한 석면 분석법 국제표준은

석면 분석 시 광학현미경 수준에서 보이는 석면형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ISO, 2012).

(a)평균 길이대너비 비율이 20에서 100 또는 그 이

상이며 길이가 5 µm 보다 긴 섬유가 존재하며,

(b)섬유의 길이방향으로 일반적으로 너비가 0.5 µm

미만의 매우 가는 개별섬유로 갈라지는 것

다음 특성에 대한 관찰을 통해 추가로 석면형태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평행한 섬유다발들

- 펼쳐진 끝 모양을 보이는 섬유다발들

- 가는 바늘 형태의 섬유들

- 헝클어진 개별 섬유들의 덩어리들 그리고/또는 

- 굴곡을 보이는 섬유들

석면형태와 비석면형태를 구분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전자현미경으로 섬유의 길이와 너비를 측정하여 섬유

의 크기 분포를 비교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석면형태

와 비석면형태의 각섬석은 섬유의 너비 분포와 길이대

너비 비율의 분포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비석면형

태의 각섬석은 분쇄하더라도 그 형태가 석면형태의 섬

유로 분쇄되지 않는다(Campbell et al., 1977; Kelse

and Thompson, 1989; Van Orden et al., 2009). 석

면형태와 비석면형태의 크기 분포의 양 끝단 자료가

서로 겹치기 때문에 모든 각섬석에 대해 구분이 가능

하지는 않지만, 크기 분포를 활용하면 광학현미경을 이

용하여 형태적 특성을 관찰하는 방법에 비해 보다 객

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석면형태와 비석면형태를 구분

할 수 있다. Van Orden et al.은 과거 독성 실험 결

과가 보고된 석면형태와 비석면형태의 각섬석의 크기

분포 자료를 제시하고, 각섬석 석면 분석 시에는 석면

형태를 구분하기 위하여 섬유의 너비 분포가 고려되어

야 한다고 제안하였다(Van Orden et al., 2009).

Chatfield는 각섬석의 너비와 길이대너비 비율을 동시

에 고려하여 너비가 1.5 µm 보다 가늘고 길이대너비

비율이 20:1 보다 큰 섬유를 석면으로 간주하고, 길이

가 5 µm 보다 길고 길이대너비 비율이 3:1 이상인

섬유 중의 비율을 구하여 석면형태와 비석면형태를 구

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Chatfield, 2008). 

석면형태의 불명확한 형태적 정의와 분석기준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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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발생석면(naturally occurring asbestos, NOA)의 독

성과 분석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으며(Harper, 2008),

국내에서도 각섬석의 석면형태 구분에 대하여 몇몇 논

란들이 있어 왔다. 김수진은 트레모라이트 석면광산으

로 알려진 충청남도 보령시 신석광산에서 산출되는 트

레모라이트는 암석이 분쇄될 때의 특성과 광학현미경

하에서 관찰되는 형태적 특징을 고려할 때 석면형태의

특성을 보이지 않으므로 석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Kim, 1988). 정기영과 최진범은 충청남도 홍성군 광

천광산, 보령시 신석광산, 경상북도 안동시 사문석 광

산에서 채취한 다양한 결정벽의 트레모라이트-악티노

라이트의 형태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국내에서 검출

되는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의 형태적 다양을 고

려할 때 석면 분석 시 형태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Jeong and Choi, 2012). 그러나 최근까

지 정부 조사에 따르면 석면광산 주변 토양에서 트레

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 석면이 검출된 사례가 다수 보

고되었으나, 그것을 석면으로 분류한 형태 또는 크기

분포의 특성은 보고되지 않았다(MOE, 2011; MOE,

2012; MOE, 2013).

각섬석 중에서도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는 칼슘

이 풍부한 기반암을 구성하는 흔한 광물로서 석면형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므로, 토양과 같이

의도적으로 석면을 첨가하지 않은 자연발생적으로 존

재하는 각섬석의 경우에는 정확한 석면분석을 위하여

석면형태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각섬석 석면 오염지역으로 알

려진 충청남도 제천시에 소재한 한 폐석면광산 주변의

토양에서 검출되는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를 대상

으로 섬유의 크기 분포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알려진

석면형태 및 비석면형태의 트레모라이트와 비교하여 고

찰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인 충청북도 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폐석

면광산은 194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석면에 대한 광업

권은 1985년에 소멸되었으나 이후 인근에 채석장이 개

발되어 조경석 등 건축자재 생산을 목적으로 운영되었

다(MOE, 2011). 이 지역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의 백

운암층 지질로서 광맥을 따라 칼슘을 함유하는 트레모

라이트와 악티노라이트가 검출된다(MOE, 2011). 광산

은 주출입구와 함께 광맥을 따라 몇 개의 출입구가 개

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광산의 출입구는 폐

쇄되어 있다. 주출입구 주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왕

복 2차선 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도로 주변으로 수풀

로 덮인 노지 또는 밭이 분포하고 있다. 주출입구로부

터 약 1 km 남쪽으로 산의 서남쪽 사면을 따라 최근

까지 조경석 등 건축용 골재를 생산했던 채석장이 위

치해 있다.

2.2. 시료채취 및 분석

광산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약 2 km 내 수산

면 전곡리, 구곡리 등 일대의 도로 주변 논밭 또는 노

지에서 13 개의 토양시료를 채취하였다(Fig. 1). 채취

한 시료에서 검출되는 각섬석 섬유의 크기 분포 결과

를 비교하기 위하여 암석의 외관과 굳기를 활용하여

석면으로 잘 발달한 것으로 보이는 트레모라이트-악티

노라이트 석면 암석을 채석장에 적치되어 있는 파쇄된

암석 중에서 2 개, 폐갱구 앞에 위치한 암석 중에서 1

개씩 채취하였다. 또한 석면의 표준시료로 미국 표준

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 and

Technology, NIST)의 표준시료(Standard Reference

Material, SRM) 트레모라이트와 영국 보건안전연구소

(Health and Safety Laboratory, HSL)의 표준시료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CRM) 트레모라이트를

함께 비교하였다.

토양시료는 CARB(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435 방법을 준용하여 표층과 2-3 inch 깊이 이내의 지

표면에서 채취하였다(CEPA, 1991). 채취된 토양시료는

시료에 함유된 섬유상 입자를 크고 무거운 토양 입자

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FBAS(fluidized bed asbestos

segregator)를 활용하여 공기 중으로 비산시킨 후

Fig. 1. Geological map of this study with details of soil

sample collection sites (A-M) in Jeche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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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E(mixed cellulose esters) 막 여과지로 채취하였

다(Januch, 2013). 전처리는 국제표준기구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분석법인 ISO 10312 규격에 따라 직접

전처리법(direct transfer method)을 활용하였다(ISO,

1995).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제작된 시편에서 길

이 5 µm 이상이며 길이대너비 비율이 3:1 이상인 섬

유 최대 50 개 또는 120 개의 그리드 격자를 분석하

였다. 검출된 각각의 섬유는 종류를 구분하고 길이와

너비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채석장과 폐갱구 주변에서 채취한 석면 암석과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및 영국 보건안전연구소의 표준시료는

막자와 막자사발로 분쇄하여 수 ml의 이소프로필알콜

에 혼합하고, 초음파분쇄기에서 10 분간 방치하여 현

탁액으로 제조하였다. 현탁액에서 수 방울을 취하여 탄

소막이 코팅된 그리드 위에 올리고 건조하여 투과전자

현미경 시편으로 제작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

여 제작된 시편에서 길이 5 µm 이상이며 길이대너비

비율이 3:1 이상인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 섬유

200 개의 길이와 너비를 측정하였다.

2.3. 자료의 처리

길이대너비 비율은 측정한 각 섬유의 길이를 너비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시료별 너비와 길이대너비 비율의

대푯값은 KolmogorovSmirnov 검정 결과 대수정규

분포를 따르는 자료의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기하평균

으로 제시하였다. 자료의 정규성 검정을 위한 통계분

석은 version 18.0 SPSS 통계프로그램(SPSS Inc.,

USA)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토양시료 13 개 중 11 개(85%)에서 트레모라이트와

악티노라이트가 검출되었다(Table 1). 토양시료 중 트

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 섬유의 너비는 기하평균 1.0-

1.5 µm로 모든 시료가 기하평균 1 µm 이상이었으며,

길이대너비 비율은 기하평균 6.3-9.6으로 모든 시료가

10 미만이었다. 시료 L에서 가장 많은 수의 석면이 검

출되었으며 기하평균 기준으로 가장 가늘은 너비와 큰

길이대너비 비율을 보였으나, 시료별 크기 분포를 비

교 시 가늘거나 길이대너비 비율이 작은 트레모라이트

-악티노라이트 섬유는 특정 시료에 편중되어 분포하지

않았다. 토양시료에서 검출된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

트 섬유 중 투과전자현미경에서 관찰된 석면형태와 비

석면형태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섬유의 모양은 Fig. 2

와 같았다.

섬유의 너비는 기하평균으로 전체 토양시료 1.2 µm,

석면 암석 0.3-0.6 µm, NIST 트레모라이트 1.3 µm,

HSL 트레모라이트 0.2 µm 이었다(Table 2). 토양시료

중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 섬유의 너비 분포는 석

면 암석과 HSL 트레모라이트에 비해 가늘은 섬유가

Table 1. Fiber size dimensions of tremolite-actinolite fibers

5 µm and longer with a minimum aspect ratio (length to

width ratio) of 3:1 released from soils

Sample 

number
N† Width‡ 

(µm)

Aspect 

ratio‡
Asbestos type

A 12 1.4 6.6 Tremolite, actinolite

B 5 1.1 8.0 Tremolite, actinolite

C 29 1.4 7.0 Tremolite, actinolite

D 30 1.2 7.8 Tremolite, actinolite

E 0 - - -

F 27 1.1 7.7 Tremolite, actinolite

G 37 1.2 6.5 Actinolite

H 32 1.2 6.3 Tremolite, actinolite

I 34 1.2 7.1 Tremolite, actinolite

J 0 - - -

K 7 1.2 7.5 Actinolite

L 41 1.0 9.6 Tremolite, actinolite

M 35 1.5 6.8 Tremolite
†Number of fibers analyzed.
‡Width and aspect ratio were expressed as geometric mean. 

Fig. 2. TEM micrographs of representative asbestiform (a, b)

and non-asbestiform (c, d) tremolite fibers detected from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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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적게 분포하였으며, NIST 트레모라이트와 비교

시에도 0.5 µm 이하와 0.3 µm 이하의 가늘은 섬유가

적게 분포하였다(Fig. 3). 길이대너비 비율은 기하평균

으로 전체 토양시료 7.3, 석면 암석 13.7-30.1, NIST

트레모라이트 7.2, HSL 트레모라이트 37.8 이었다

(Table 3). 토양시료 중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 섬

유의 길이대너비 비율은 석면 암석과 HSL 트레모라이

트에 비해 큰 섬유가 현저히 적게 분포하였으며,

NIST 트레모라이트와 비교 시에도 큰 섬유가 적게 분

포하였다(Fig. 4). Chatfield가 제안한 방법에 따른 분

Table 2. Width distributions of tremolite-actinolite fibers 5 µm and longer with a minimum aspect ratio (length to width

ratio) of 3:1

Sample N† GM‡ 

(µm)

≤0.3 µm

(%)

≤0.5 µm

(%)

≤1.0 µm

(%)

Tremolite-actinolite from soils 289 1.2 1.0 9.0 43.9

Tremolite rock from a mine entrance 200 0.5 29.0 54.0 89.0

Tremolite rock from a quarry (A) 200 0.6 16.5 40.5 81

Tremolite rock from a quarry (B) 200 0.3 40.0 75.5 97.0

NIST SRM tremolite 200 1.3 6.5 11.0 35.0

HSL CRM tremolite 200 0.2 75.0 92.0 97.0
†Number of fibers analyzed.
‡Geometric mean.

Fig. 3. Width distributions of tremolite-actinolite fibers

5 µm and longer with a minimum aspect ratio (length to

width ratio) of 3:1.

Table 3. Aspect ratio distributions of tremolite-actinolite fibers 5 µm and longer with a minimum aspect ratio (length to

width ratio) of 3:1

Sample N† GM‡ ≥50:1

(%)

≥20:1

(%)

≥10:1

(%)

Tremolite-actinolite from soils 289 7.3 0.3 3.8 23.5

Tremolite rock from a mine entrance 200 19.4 7.0 49.5 83.0

Tremolite rock from a quarry (A) 200 13.7 6.0 26.0 69.5

Tremolite rock from a quarry (B) 200 30.1 25.0 71.5 91.0

NIST SRM tremolite 200 7.2 1.0 7.5 25.5

HSL CRM tremolite 200 37.8 34.5 82.0 96.0
†Number of fibers analyzed.
‡Geometric mean.

Fig. 4. Aspect ratio (length to width ratio) distributions of

tremolite-actinolite fibers 5 µm and longer with a minimum

aspect ratio of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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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섬유 중 석면으로 간주되는 크기의 섬유 비율은

토양시료 3.8%, 석면 암석 26.0-71.5%, NIST 트레모

라이트 7.5%, HSL 트레모라이트 82.0% 이었다(Fig. 5).

4. 고 찰

최근까지 트레모라이트의 형태적 차이와 발암성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형태에 따라 발암

성에 차이가 있으며, 비석면형태 트레모라이트는 석면

과 같은 높은 발암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지

한다(Addison and McConnell, 2008; Gamble and

Gibbs, 2008). 특히 Wylie et al.은 다양한 동물실험

결과 암 발생률은 너비가 1 µm 보다 가늘은 섬유의

투여량과 비례한다고 보고하였으며(Wylie et al.,

Fig. 5. Size distributions of tremolite-actinolite fibers in relation to width and aspect ratio (length to width ratio): (a)

tremolite-actinolite from soils, (b) tremolite rock from a mine entrance, (c) tremolite rock from a quarry (A), (d) tremolite

rock from a quarry (B), (e) NIST SRM tremolite, (f) HSL CRM tremolite. The inscribed box represents the region used to

define fibers regarded as asbes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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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Stanton et al.은 쥐에 대한 흉막 주입 실험결

과 트레모라이트의 발암성은 섬유의 물리화학적 성질

보다 가늘고 긴 형태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Stanton et al., 1981).

본 연구에서 토양시료 중의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

이트는 전형적인 석면형태인 같은 지역에서 채취한 석

면 암석과 HSL 트레모라이트 표준시료에 비하여 가늘

은 섬유와 길이대너비 비율이 큰 섬유의 함유율이 현

저하게 낮았다. 토양시료 중의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

이트는 NIST 트레모라이트와 비교적 유사한 크기 분

포를 보였으나, 너비 0.5 µm와 0.3 µm 이하의 가늘

은 섬유와 길이대너비 비율 20:1 이상의 섬유 분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Chatfield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너비와 길이대너비 비율을 동시에 고려 시에도

토양시료 중의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는 석면 암

석, HSL 트레모라이트, NIST 트레모라이트에 비하여

석면으로 간주되는 섬유의 함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본 연구는 FBAS를 이용하여 토양시료에서 공기 중

에 비산된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 섬유를 채취하

여 분석하였다. 같은 길이의 섬유라도 가늘고 길이대

너비 비율이 큰 섬유일수록 공기역학적 직경이 작아서

공기 중에 쉽게 비산되므로, 공기 중에 비산되기 전의

토양시료 자체에 함유된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 섬

유는 가늘고 길이대너비 비율이 큰 섬유의 분포가 본

연구결과 보다 낮을 수 있다. 또한 토양시료 중 트레

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는 NIST 트레모라이트와 비교

적 유사한 크기 분포를 보였으나, NIST 트레모라이트

는 벽개조각(cleavage fragment)이 많고 석면으로 간

주할 수 있는 섬유를 적게 함유하여 석면의 표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되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Brown

and Gunter, 2003; Van Orden et al., 2009). 

기존에 보고된 다양한 형태의 트레모라이트의 크기

분포(Table 4)와 비교 시(Van Orden et al., 2009),

본 연구의 토양시료 중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는

석면형태는 물론 비석면형태의 트레모라이트에 비해서

도 가늘거나 길이대너비 비율이 큰 섬유의 분포가 낮

았다. 특히 Van Orden et al.이 크기 분포를 보고한

자료 중 비석면형태인 Shinness 트레모라이트는 쥐의

복강 내 주입실험 결과 유의미한 석면관련 독성이 확

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Davis et al., 2009).

Gouverneur 트레모라이트는 기존의 쥐의 흉막 내 주

입실험 결과 유의미한 암 발생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

았으며(Stanton et al., 1981), 노출되는 광산 근로자에

대한 역학연구 결과 유의미한 암 발생의 증가가 확인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Gamble, 1993; Honda

et al., 2002).

상기 결과를 종합할 때 본 연구의 토양시료 중 트레

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 섬유의 크기 분포는 동일 지역

에 존재하는 석면 암석 및 알려진 석면의 크기 분포와

명확한 차이를 보였으며,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전형적

인 석면형태로 볼 수 없다. 또한 연구에서 나타난 크

기 분포와 트레모라이트의 형태와 발암성의 관계에 대

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할 때, 토양시료

중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는 전형적인 석면의 발

암성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토양시료 중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

트의 크기 분포는 채석장과 광산입구주변에서 채취한

석면 암석과 명확한 차이를 보였으며, 채석장 또는 광

산입구와의 거리 근접성과 관계 없이 크기 분포에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지역 토양에서 검출되

는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의 대부분은 석면 채광

또는 채석 활동으로 인하여 공기 중에 비산된 석면으

Table 4. Fiber size dimensions of selected tremolite fibers 5 µm and longer with a minimum aspect ratio (length to width

ratio) of 3:1

Sample Visual description

Width Aspect ratio

Mean

(µm)

<0.5 µm

(%)

<1.0 µm

(%)

Mean

(µm)

<10:1

(%)

>20:1

(%)

Jamestown Asbestos 0.33 78 97 65.8 4 89

North Carolina Asbestos 0.29 88 >99 73.6 2 95

Ala di Stura Mixed asbestos and non-asbestos 1.04 27 54 21.3 47 27

NIST SRM 1897 Mixed asbestos and non-asbestos 1.21 13 40 15.3 43 22

Austria Byssolitic fibers 0.69 29 79 25.4 19 40

Gouverneur Non-asbestos 0.78 38 69 21.1 35 41

Shinness Non-asbestos 0.96 14 56 13.0 56 15

*Data are referenced from a paper of Van Orden and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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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오염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곳 토양에 존

재하는 기반암의 풍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환경청의 자연발생석면에 대한 위해성평가 모

델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시 길이 5 µm 초과, 너비

0.2 µm 이상, 길이대너비 비율 3:1 이상인 PCME(phase

contrast microscopy equivalent) 섬유를 계수한 결과

를 활용한다(US EPA, 2001). 그러나 PCME 섬유의

크기 기준은 위상차현미경에서 섬유상 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의 크기로서 석면과 비석면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Kelse and Thompson, 1989). 본 연구

에서 시료별 PCME 섬유 비율은 토양시료 100%, 석

면 암석 83-96%, NIST 트레모라이트 99%, HSL 트

레모라이트 49% 이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비산되었

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분석법

을 활용할 경우, 토양시료 중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

트는 여과지에 채취된 길이가 5 µm 보다 긴 섬유를

모두 계수한 결과인 반면에, 가늘은 너비의 석면형태

로 잘 발달한 HSL 트레모라이트는 5 µm 보다 긴 섬유

중 49% 만을 계수한 결과로 실제로는 길이가 5 µm

보다 긴 섬유가 분석결과 보다 2 배 이상의 농도로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과 같

이 전형적인 석면형태를 보이지 않는 트레모라이트-악

티노라이트에 대하여 미국 환경청의 자연발생석면에 대

한 위해성평가 모델을 적용할 경우, 석면형태로 잘 발

달한 전형적인 석면에 비해 위해성이 과대평가될 수

있음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서 크기 분포에 근거한 발암성

에 대한 추론은 연구대상 지역의 토양을 이용한 직접

적인 발암성에 대한 실험 결과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

므로 정확한 발암성은 향후 독성학 및 역학적 후속 연

구를 통하여 본 연구 결과와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연구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의 토양에

서 시료를 채취한 결과로, 균질도가 낮은 토양시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료채취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 결

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석면안전관리

법은 석면을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 정

의하고 있으므로(MOE, 2014), 본 연구 결과는 연구대

상 지역의 토양 중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가 국내

에서 관련법에 따라 석면으로 분류되어 규제되어야 하

는지 여부의 판단과 무관하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각섬석 석면 오염지역

으로 알려진 충청남도 제천시에 소재한 폐석면 광산

주변 토양에서 검출되는 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를

대상으로 크기 분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폐석면 광산 주변 토양에서 검출된 트레모라이트

-악티노라이트는 동일 지역에 존재하는 석면 암석 및

알려진 석면과 크기 분포에 차이를 보였으며, 전형적

인 석면형태로 구분할 수 없다.

2. 폐석면 광산 주변 토양에 함유된 트레모라이트-악

티노라이트의 대부분은 원래부터 같은 지역 토양에 존

재하는 기반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해서는 토지 재산과 지질

자원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고, 복구 시 상당한 사회

적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토양 중 비석면형태의 각섬

석이 자연발생석면으로 관리되는 경우, 과장된 위해성

평가 결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석

면에 대한 공포를 심어 주고 과도한 복구 조치로 이어

질 수 있다. 따라서 토양의 석면에 의한 오염 여부를

조사 시에는 석면형태와 비석면형태의 구분을 위하여

검출되는 각섬석의 크기 분포가 고려되어야 한다. 현

재까지의 불명확한 분석기준으로 인하여 형태를 구분

한 결과가 모호하더라도 크기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지역 주

민들과 건강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도우며, 적절한

관리 수준과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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