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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s purposed to seek the characteristics of both asbestos in accordance with acid and heat treatment for 
chrysotile and amosite used mainly as building materials. Results of acid treatment, the refractive index, the elongation sign, the 
extinction of acid-treated chrysotile were mostly similar to those of untreated chrysotile regardless of pH, elapsed time. But the 
characteristics of acid-treated chrysotile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untreated chrysotile after 8 weeks, at pH 1.2 acidic solution. 
When chrysotile treated with acid, weight ratio (%) of O and Mg fluctuated greatly in accordance with acid treatment unlike Si. 
But the change of constituents ratio (%) was small as time passed after acid treatment. The refractive index, the elongation sign 
and the extinction of acid-treated amosite were mostly similar to those of untreated amosite regardless of pH, elapsed time. When 
amosite was treated with acid, weight ratio (%) of Fe slightly increased. But in case of O, a contrary tendency was seen. Results 
of heat treatment, the higher the temperature, the more increased the refractive index of chrysotile. When chrysotile was heated 
for 10 minutes at 1,100℃, the elongation sign of chrysotile changed from positive(+) to negative(-). The extinction of chrysotile 
didn't change apparently in accordance with heat treatment. Also weight ratio (%) of O and Mg fluctuated greatly in accordance with 
heat treatment unlike Si. The higher the temperature, the more increased the refractive index of amosite. The elongation sign and 
the extinction of amosite didn't change apparently in accordance with heat treatment. Also weight ratio (%) of O and Fe fluctuated 
greatly in accordance with heat treatment. But weight ratio (%) of Si and Mg of heated amosite were mostly similar to those of 
untreated amosite regardless of temperature, heating time.
Key Words : Asbestos, Acid Treatment, Heat Treatment, Polarized Light Microscope (PL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주로 건축자재에 많이 사용된 백석면과 갈석면을 대상으로 산 및 열처리 과정에 따른 두 석면의 특성변

화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산처리 과정에 따른 백석면의 굴절률, 신장부호, 소광특성은 대체로 산처리하지 않은 백석면 초기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pH 1.2의 강한 산성용액에서 8주 경과 후, 미지의 입자가 형성되는 등 백석면 고유의 특성이 
소실되었다. 산처리 과정에 따른 백석면 구성성분의 중량비(%)는 규소의 경우,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산소와 마그네슘의 경우, 
중량비(%)가 다소 변동하였다. 갈석면의 경우, 굴절률, 신장부호, 소광특성은 pH 및 경과시간과 상관없이 산처리하지 않은 갈
석면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갈석면 구성성분의 중량비(%)는 철의 경우, 산처리 과정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산소는 이와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규소와 마그네슘은 산처리 전․후 유사하게 나타났다. 열처리 과정에 따른 백
석면 굴절률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평방향, 수직방향의 굴절률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신장부호는 1,100℃에서 10분간 가열했
을 때 (+)에서 (-)로 변하였고, 소광특성은 변하지 않았다. 열처리 과정에 따른 백석면 구성성분의 중량비(%)는 규소의 경우, 
중량비(%)는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산소와 마그네슘의 경우, 온도별 열처리 과정에 따라 중량비(%)가 크게 변동하였다. 갈석
면의 경우, 굴절률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평방향, 수직방향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열처리 과정에서 신장부호 및 소
광특성은 변하지 않았다. 갈석면 구성성분의 중량비(%)는 산소와 철의 경우, 온도별 열처리 과정에 따라 중량비(%)가 크게 변
동하였지만, 규소와 마그네슘은 전반적으로 온도 및 가열시간과 상관없이 열처리하지 않은 갈석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주제어 : 석면, 산처리, 열처리, 편광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1. 서 론

석면은 섬유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된 사문석 

계열의 백석면(Chrysotile)과 각섬석 계열의 갈석면(Amosite), 

청석면(Crocidolite), 악티노라이트석면(Actinolite asbestos), 
안소필라이트석면(Anthophylite asbestos), 트레모라이트석면

(Tromolite asbestos) 등 2계열 6종으로 구분된다.1) 석면은 불

에 잘 타지 않고 부식과 마찰에 강하며, 방음․단열 효과가 

뛰어난 물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기 절연재, 방직재, 건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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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등 다양한 제품으로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

다.2) 국내에서도 석면은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산업사

회에서 광범위하고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3), 건설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70년대부터는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도 석면이 널리 사용되었

다.4) 하지만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1급 발암물질로(Group 1) 규정하

고 있는 석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었을 경우, 석면입자는 

주로 호흡기 경로를 통해 체내로 들어와 폐포의 대식세포

(Macrophage, pH 4~4.5)에 섭취되어 점액섬모에 의해 몸 

밖으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폐 조직 깊숙이 이동하

거나, 일부는 림프계 조직, 위(Gut, pH 1.2) 등으로 넘어가는 

등5) 복잡한 메커니즘에 따른 오랜 잠복기를 거쳐 폐암(Lung 
Cancer), 석면폐증(Asbestosis) 및 중피종(Mesothelioma) 등
의 악성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7) 또한 

석면은 앞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건축물 곳곳에서 사용되었

기 때문에 노후화, 주거환경정비 등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각종 화재 및 재난현장에서 건축물의 파괴 시 필연

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등 석면에 의

한 건강 피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8) 특히 화재 및 

재난현장에서 석면은 열에 의해 변성되는데, 그 결과 정성분

석이 어렵고, 따라서 현장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민들과 현

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석면을 포함한 독성물질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사고 이후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

다는 연구결과도 있다.9) 이처럼 석면은 생체 내 유입될 경

우, 물리화학적 특성과 생체 내 구성성분이 달라질 수 있으

며, 또한 화재 등으로 인해 석면이 변성되었을 경우, 정성

분석이 어렵고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즉각적인 해결방안

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석면의 특성변화에 따른 분석오류 

및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주

로 건축자재에 많이 사용된 백석면과 갈석면을 대상으로 산 

및 열처리 과정에 따른 두 석면의 특성변화를 살펴봄으로

써, 다양한 환경조건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석면을 분석

하여 향후 서울시 석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시료준비

본 연구는 석면분석용 표준물질(six common samples, HSL 
037)의 백석면, 갈석면을 이용하여 산 및 열처리에 따른 특

성변화를 관찰하였다. 산처리의 경우, 염산(35~37% HCl)을 

증류수 50 mL에 첨가하여 pH 4.5와 pH 1.2 산성용액을 각

각 제조하였고, 각 용액에 백석면, 갈석면 표준시료를 3 mg
씩 넣고, 1주 후, 4주 후, 8주 후에 각 시험물질의 광학적 

특성과 구성성분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열처리는 백석

면의 경우 500℃ 이하에서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온도

Fig. 1. Asbestos reference standards.

Table 1. Details of acid treatment condition

pH Type Time (week)

4.5
Chrysotile 1 4 8

Amosite 1 4 8

1.2
Chrysotile 1 4 8

Amosite 1 4 8

Table 2. Details of heat treatment condition

Temp(℃) Type Time (min)

400

Amosite

10 30 60

500 10 30 60

600 10 30 60

700 10 30 60

800

Chrysotile

10 30 60

900 10 30 60

1,000 10 30 60

1,100 10 30 60

조건을 800~1,100℃의 범위에서, 갈석면의 경우 백석면보

다 낮은 온도조건에서도 어느 정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400~700℃의 범위에서 열처리를 하였다. 열처리 시간은 각 

온도에서 10, 30, 60분간 열처리를 하였다.

2.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ES 06305.1 
석면-편광현미경법｣

10)에 따라 각 pH 조건에서 산처리된 그

리고 각 온도와 시간에서 회화된 시료에 대해 편광현미경

(polarized light microscope, PLM)을 이용하여 굴절률, 신장

부호, 소광현상 등의 광학적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산

처리된 시료의 경우, 입체현미경(stereoscopic microscope, SM)
으로 백석면, 갈석면의 형태적 변화를 육안상으로 관찰하

였다. 동시에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하여 PLM에서 분석된 백석면, 갈석면의 형태 

및 화학적 조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편광현미

경(DM2500P, Leica, Germany)은 100~400배의 배율을 갖고 

있으며, 대물렌즈, 접안렌즈, 십자선 접안렌즈, 분산염색 대

물렌즈, 보정판, 재물대, 상․하부 편광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체현미경(S6D, Leica, Germany)은 6.3~40배의 배

율을 갖고 있다. 또한 주사전자현미경(SS-500, Shimadzu, 
Japan)으로 시료의 미세구조적 특징을 관찰하기 위해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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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ereoscopic Microscope, Polarized light microscope, Scanning light. 

Fig. 3. Refractive index (n∥) of acid-treated chrysotile. Fig. 4. Refractive index (n⊥) of acid-treated chrysotile.

Fig. 5. Chrysotile that is not treated with acid (×100).  Fig. 6. Acid-treated chrysotile to pH 1.2 for 8 weeks (×100).

Fig. 7. Acid-treated chrysotile to pH 1.2 for 8 weeks (×100). 

각의 시료를 탄소테이프가 부착된 지지대(stub) 위에 올려놓

고, 약 8~12 nm 정도의 두께로 백금도금(platinum coating)
한 다음 주사전자현미경으로 15 kV에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산처리 과정에 따른 백석면 및 갈석면 특성

3.1.1. 백석면 광학적 특성

산처리 과정에 따른 백석면의 굴절률 변화를 Fig. 3과 4
에 나타내었다. 산처리하지 않은 백석면 초기 굴절률은 수

평방향에서 1.550, 수직방향에서 1.548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처리된 백석면의 굴절률은 수평방향 1.550~1.555, 수직방

향 1.547~1.552로 나타나는 등 대체로 pH 및 경과시간과 상

관없이 산처리하지 않은 백석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

지만 pH 1.2 산성용액에서 8주 경과 후의 백석면을 편광현

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분산염색 색깔이 수평방향, 수직방

향 모두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등 백석면의 굴절률을 도출

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산처리 등 인위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백석면 

고유의 신장부호와 소광현상은 각각 (+), 완전 및 평행소광

을 한다. 우선 산처리 과정에 따른 백석면의 신장부호 변화

를 살펴보면, pH 4.5 산성용액에서는 모든 시료에서 신장

부호가 (+)로 나타났지만(Fig. 5), 반면에 pH 1.2 산성용액

에서 8주간 산처리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신장부호(파란색, 
노란색 등 고유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등 백석면 

고유의 신장부호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없었다(Fig. 6). 하
지만 Fig. 7에서 보듯이 소광현상 변화를 살펴보면, pH 1.2 
산성용액에서 8주간의 시간을 보내도 각 실험단계에서 소

광특성은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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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hrysotile that is not treated with acid (×25). Fig. 9. Acid-treated chrysotile to pH 1.2 for 8 weeks (×25). 

Fig. 10. Chrysotile that is not treated with acid (×500). Fig. 11. Acid-treated chrysotile to pH 1.2 for 8 weeks (×2,000). 

Fig. 12. Acid-treated chrysotile for 7 days. Fig. 13. Acid-treated chrysotile for 8 weeks. 

3.1.2. 백석면 형태 및 화학적 조성

일반적으로 백석면의 형태는 굴곡이 많고 구불구불하며, 
섬유다발의 끝이 분산되어 있는 굴곡진 형태를 보이고 있

다. 본 연구에서 입체현미경으로 산처리에 따른 백석면의 

형태적 변화를 살펴보면, 산처리하지 않은 백석면의 형태와 

거의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하지만 Fig. 9에서 보듯이 pH 
1.2 산성용액에서 8주 경과 후의 백석면의 형태를 살펴보

면, 섬유다발의 끝이 서로 엉키면서 마치 입자처럼 형성되

어 백석면 주위에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산처리 과정에 따른 백석면의 형태 및 화학적 조성을 주

사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석면은 천

연의 결정형 섬유상 수화규산마그네슘 광물(fibrous hydrated 
magnesium silicate mineral)로서, 이 중 사문석 계열의 백석

면의 화학식은 Mg3Si2O5(OH)4이다. 우선 백석면의 형태를 

살펴보면, Fig. 10과 같이 산처리하지 않은 백석면의 형태

는 가늘고 부드러운 솜모양을 띠고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pH 1.2 산성용액에서 8주 경과 후의 백석면의 형태

는 백석면 주위에 미지의 입자들이 생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11). 
산처리 과정에 따른 화학적 조성변화를 Fig. 12와 13에 나

타내었다. 우선 산처리하지 않았을 때, 백석면의 중량비(%)
는 산소 60.70%, 마그네슘 9.32%, 규소 29.98%로 나타났다. 
산처리했을 때, 화학성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원
소의 중량비(%) 변화를 살펴보면 규소의 경우, pH 1.2 산성

용액에서 8주 경과 후, 16.41%로 중량비(%)가 크게 감소하

였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산처리 과정에 따라 

중량비(%)가 크게 변하진 않았다(25.40~30.39%). 이와 달리 

산소와 마그네슘의 경우, 산소의 중량비(%)는 다소 줄어들

었으며(pH 4.5, 4주 경과, 최소 38.31%), 동시에 이와 비례

하여 마그네슘 중량비(%)는 크게 증가하였다(pH 1.2, 8주 

경과, 최대 35.30%). 이러한 결과는 백석면이 각섬석 계열의 

석면에 비하여 pH 변화에 따라 마그네슘 변화율이 심하다

는 결과11)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하지만 산처리 후 시간경

과별 구성성분의 변화는 작게 나타났다.
이처럼 산처리 과정에서 백석면의 화학적 조성의 비율이 변

하고, 특히 pH 1.2 산성용액에서 8주간 산처리한 경우에는 더

욱 더 강하게 산과의 반응으로 백석면 주위에 미지의 입자들

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굴절률, 분산염색 색깔, 신장

부호 등 백석면 고유의 광학적 특성이 변한 것으로 판단된다.

3.1.3. 갈석면 광학적 특성

산처리 과정에 따른 갈석면의 굴절률 변화를 Fig. 14와 15
에 나타내었다. 산처리하지 않은 갈석면 초기 굴절률은 수

평방향에서 1.691, 수직방향에서 1.674로 나타났다. 한편 산

처리된 갈석면의 굴절률은 수평방향 1.698~1.700, 수직방향 

1.681~1.682로 나타나는 등 대체로 pH 및 경과시간과 상관

없이 산처리하지 않은 갈석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백석면과 마찬가지로 산처리 등 인위적인 영향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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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Refractive index (n∥) of acid-treated amosite. Fig. 15. Refractive index (n⊥) of acid-treated amosite. 

Fig. 16. Amosite that is not treated with acid (×100). Fig. 17. Acid-treated amosite to pH 1.2 for 8 weeks (×100).

Fig. 18. Acid-treated amosite to pH 1.2 for 8 weeks (×100). 

Fig. 19. Amosite that is not treated with acid (×25). Fig. 20. Acid-treated amosite to pH 1.2 for 8 weeks (×25).

Fig. 21. Amosite that is not treated with acid (×500). Fig. 22. Acid-treated amosite to pH 1.2 for 8 weeks (×500).

은 갈석면 고유의 신장부호와 소광현상은 각각 (+), 완전 및 

평행소광을 한다. 산처리 과정에 따른 갈석면의 신장부호 

및 소광현상 변화를 살펴보면, Fig. 16과 17에서 보듯이 pH 
1.2 산성용액에서 8주간의 시간을 보내도 각 실험단계에서 

신장부호는 (+)로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소광특성 또한 변

하지 않았다(Fig. 18).

3.1.4. 갈석면 형태 및 화학적 조성

일반적으로 갈석면의 형태는 백석면과 달리 바늘과 같이 

날카롭고 곧은 직선형이며 굴곡이 거의 없는 특징을 보이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입체현미경으로 산처리에 따른 갈석

면의 형태적 변화를 살펴보면, 산처리하지 않은 갈석면의 

형태와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각섬석 계열의 석면인 갈석면의 화학식은 (Fe2+,Mg)5Si8O22 

(OH)2이다. 본 연구에서 갈석면의 형태는 Fig. 21에서 보듯

이 날카롭고 가는 바늘 모양의 뾰족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또한 산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도 모양이 크게 변화되지 않

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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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Acid-treated chrysotile for 7 days. Fig. 24. Acid-treated chrysotile for 8 weeks. 

Fig. 25. Refractive index (n∥) of heated chrysotile. Fig. 26. Refractive index (n⊥) of heated chrysotile. 

Fig. 27. Chrysotile that is not heat-treated (×100). Fig. 28. Chrysotile heated to 1,100℃ for 10 minutes (×100).

Fig. 29. Chrysotile heated to 1,100℃ for 60 minutes (×100).

산처리 과정에 따른 화학적 조성변화를 Fig. 23과 24에 나

타내었다. 우선 산처리하지 않았을 때, 갈석면의 중량비(%)
는 산소 31.95%, 규소 28.01%, 철 35.00%, 마그네슘 5.04%
로 나타났다. 산처리했을 때, 화학성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원소의 중량비(%)는 철의 경우, 산처리 과정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pH 1.2, 8주 경과, 최
대 58.32%), 이와 반대로 산소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H 1.2, 8주 경과, 최소 16.60%). 반면에 규소와 마그네슘

은 대체로 pH 및 경과시간과 상관없이 산처리하지 않은 갈

석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갈석면은 산처리 과정에 따른 광학적 특성과 형

태 등이 산처리하지 않을 때와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백석면보다 산에 좀 더 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열처리 과정에 따른 백석면 및 갈석면 특성

3.2.1. 백석면 광학적 특성

각 온도와 열처리 시간에 따른 백석면의 굴절률 변화를 

Fig. 25와 26에 나타내었다. 가열하지 않은 백석면 초기 굴

절률은 수평방향에서 1.550, 수직방향에서 1.548로 나타났

다. 하지만 Fig. 25와 26에서 보듯이, 가열된 백석면의 굴절

률은 수평방향, 수직방향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평방향, 수직방향의 굴절률이 모두 증

가하였으며, 특히 1,000℃와 1,100℃에서 10분간 열처리했

을 때 굴절률이 수평방향은 각각 0.018, 0.025, 수직방향은 

각각 0.018, 0.029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10분 이후에는 온도에 상관없이 굴절률 변화가 거

의 없었다. 따라서 열처리 과정에 따른 백석면의 굴절률 변

화는 1,000℃ 이상의 고온에서(최소 900℃가 넘는 고온에

서) 가열 후 10분 이전에 결정된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열처리 등 인위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백석면 고유의 신장부호와 소광현상은 각각 (+), 
완전 및 평행소광을 한다. 우선 열처리 과정에 따른 백석면

의 신장부호 변화를 살펴보면, 1,000℃에서 60분간 가열했을 

때도 신장부호는 (+)로 나타났지만(Fig. 27) 백석면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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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Chrysotile that is not heat-treated (×500). Fig. 31. Chrysotile heated to 1,100℃ for 60 minutes (×500). 

Fig. 32. Chrysotile heated by temperature for 10 minutes. Fig. 33. Chrysotile heated by temperature for 60 minutes. 

Fig. 34. Refractive index (n∥) of heated amosite. Fig. 35. Refractive index (n⊥) of heated amosite. 

℃에서 10분간 가열했을 때 수직방향의 굴절률은 1.577로, 
수평방향의 굴절률은 1.575로 나타나는 등 신장부호가 (+)
에서 (-)로 바뀌었다(Fig. 28). 하지만 Fig. 29에서 보듯이 백

석면의 소광현상 변화를 살펴보면, 1,100℃에서 60분간 가

열했을 때까지 각 실험단계에서 소광특성은 변하지 않았다.

3.2.2. 백석면 형태 및 화학적 조성

열처리 과정에 따른 백석면의 형태 및 화학적 조성을 주

사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가열하지 않은 백석면

의 모양은 Fig. 30에서 보듯이 가늘고 부드러운 솜 모양을 띠

고 있으며, 또한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도 모양이 크게 변

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1). 
열처리 과정에 따른 화학적 조성변화를 Fig. 32와 33에 

나타내었다. 우선 가열하지 않았을 때, 백석면의 중량비(%)
는 산소 60.70%, 마그네슘 9.32%, 규소 29.98%로 나타났다. 
가열했을 때, 화학성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원소

의 중량비(%) 변화를 살펴보면 규소의 경우, 온도별 열처

리 과정에 따라 중량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22.16~ 
34.17%). 이와 달리 산소와 마그네슘의 경우, 800℃, 900℃
에서 산소의 중량비(%)가 줄어들었으며(1시간 가열 시, 50.40 
%, 47.51%), 동시에 이와 비례하여 마그네슘 중량비(%)는 

크게 증가하였다(1시간 가열 시, 27.44%, 28.98%). 하지만 

1,000℃, 1,100℃의 고온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처음의 화

학적 조성과 유사하게 변화되는 등(1시간 가열 시, 10.22%, 

10.89%) 다른 원소에 비해 열처리 과정에 따라 마그네슘 변

화율이 심하였다. 반면 열처리 시간에 따른 구성성분 변화는 

작게 나타났다.

3.2.3. 갈석면 광학적 특성

각 온도와 열처리 시간에 따른 갈석면의 굴절률 변화를 

Fig. 34와 35에 나타내었다. 가열하지 않은 갈석면 초기 굴

절률은 수평방향에서 1.691, 수직방향에서 1.674로 나타났

다. 하지만 가열된 갈석면의 굴절률은 백석면과 마찬가지

로 수평방향, 수직방향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평방향, 수직방향의 굴절률이 모두 증

가하였으며, 특히, 700℃에서 10분간 열처리했을 때 굴절률

이 수평방향은 0.014, 수직방향은 0.019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60분간 열처리했을 경우에도, 굴
절률은 계속해서 수평방향 0.016, 수직방향 0.027까지 증가

하는 등 백석면과 달리 10분 이후에도 굴절률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석면과 마찬가지로 열처리 등 인위적인 영향을 받지 않

은 갈석면 고유의 신장부호와 소광현상은 각각 (+), 완전 및 

평행소광을 한다. 열처리 과정에 따른 갈석면의 신장부호 및 

소광현상 변화를 살펴보면, Fig. 36과 37에서 보듯이 700℃
에서 60분간 가열했을 때까지 각 실험단계에서 신장부호는 

(+)로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소광특성 또한 변하지 않았다

(Fig.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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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Amosite that is not heat-treated (×500). Fig. 40. Amosite heated to 700℃ for 60 minutes (×500). 

Fig. 41. Amosite heated by temperature for 10 minutes. Fig. 42. Amosite heated by temperature for 60 minutes.

Fig. 36. Amosite that is not heat-treated (×100). Fig. 37. Amosite heated to 700℃ for 60 minutes (×100). 

Fig. 38. Amosite heated to 700℃ for 60 minutes (×100). 

3.2.4. 갈석면 형태 및 화학적 조성

열처리 과정에 따른 갈석면의 형태 및 화학적 조성을 주사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가열하지 않은 갈석면의 

모양은 Fig. 39에서 보듯이 날카롭고 가는 바늘 모양의 뾰족

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또한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도 모

양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0).
열처리 과정에 따른 화학적 조성변화를 Fig. 41과 42에 나

타내었다. 우선 열처리하지 않았을 때, 갈석면의 중량비(%)는 

산소 31.95%, 규소 28.01%, 철 35.00%, 마그네슘 5.04%로 나

타났다. 열처리했을 때, 화학성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지

만, 원소의 중량비(%)는 산소의 경우, 10분간 가열 시, 온도

가 증가할수록 다소 증가하다가(32.61~34.36%), 700℃에서는 

크게 감소하였으며(22.80%), 1시간 가열 시에는 온도변화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26.73~35.26%). 하지만 

철은 온도 및 가열시간과 상관없이 열처리했을 때, 대체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700℃, 10분 가열 시, 최대 44.63%). 
반면에 규소와 마그네슘은 전반적으로 온도 및 가열시간과 

상관없이 열처리하지 않은 갈석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생체 내 유입, 건축물 화재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석면이 변성되었을 경우, 정성분석이 어렵고, 따라

서 신뢰할 수 있는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

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로 건축자재에 많이 사용된 

백석면과 갈석면을 대상으로 산 및 열처리에 따른 두 석면의 

특성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산처리 된 백석면의 굴절률, 신장부호 및 소광특성은 

대체로 pH 및 경과시간과 상관없이 산처리하지 않은 백석

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pH 1.2 산성용액에서 8주
간 산처리한 경우에는 섬유다발의 끝이 서로 엉키면서 마

치 입자처럼 형성되어 백석면 주위에 생기는 등 백석면의 

형태가 변하였으며, 불완전한 신장부호 등 백석면 고유의 신

장부호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없었다.
2) 산처리 된 백석면의 화학성분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원소의 중량비(%)는 규소의 경우,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산소와 마그네슘의 경우, 산소의 중량비(%)가 다소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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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동시에 이와 비례하여 마그네슘 중량비(%)는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산처리 후 시간경과별 구성성분의 변화

는 작게 나타났다. 
3) 산처리 된 갈석면의 굴절률, 소광특성은 백석면과 마

찬가지로 pH 및 경과시간과 상관없이 산처리하지 않은 갈

석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신장부호는 백석면과 달리 

pH 1.2 산성용액에서 8주간의 시간을 보내도 각 실험단계

에서 (+)로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형태 또한 산처리하지 않

은 갈석면의 형태와 거의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4) 산처리 된 갈석면의 화학성분 변화는 백석면과 마찬가

지로 일어나지 않았다. 원소의 중량비(%)는 철의 경우, 산처

리 과정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산소는 이

와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규소와 마그네

슘은 대체로 pH 및 경과시간과 상관없이 산처리하지 않은 

갈석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5) 열처리된 백석면의 굴절률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평

방향, 수직방향의 굴절률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1,000 ℃
와 1,100℃에서 10분간 열처리했을 때 굴절률이 수평방향, 
수직방향 모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신장부호

는 1,000℃에서 60분간 가열했을 때까지 (+)로 나타났지만 

1,100℃에서 10분간 가열했을 때 (+)에서 (-)로 바뀌었다. 반
면 형태 및 소광특성은 각 실험단계에서 변하지 않았다. 

6) 열처리 된 백석면의 화학성분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원소의 중량비(%)는 규소의 경우,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산소

와 마그네슘의 경우, 800℃, 900℃에서 산소의 중량비(%)
가 줄어들었으며, 동시에 이와 비례하여 마그네슘 중량비(%)
는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1,000℃, 1,100℃의 고온으로 올

라가게 되면 다시 처음의 화학적 조성과 유사하게 변화되었다. 
반면 열처리 시간에 따른 구성성분 변화는 작게 나타났다.

7) 열처리된 갈석면의 굴절률은 백석면과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 수직방향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700℃
에서 10분간 열처리했을 때 굴절률이 수평방향, 수직방향 모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백석면과 달리 

10분 이후에도 굴절률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신장부호는 700℃에서 60분간 가열했을 때까지 (+)로 일

정하게 나타났으며, 형태 및 소광특성 또한 변하지 않았다. 
8) 열처리 된 갈석면의 화학성분 변화는 백석면과 마찬

가지로 일어나지 않았다. 원소의 중량비(%)는 산소의 경우, 
10분간 가열 시, 온도가 증가할수록 다소 증가하다가, 700 
℃에서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1시간 가열 시에는 온도변화

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철은 대

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규소와 마그네슘은 

전반적으로 온도 및 가열시간과 상관없이 열처리하지 않은 

갈석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최근 학교 및 학원건물, 어린이집, 공원이나 하천의 조경

석 등 석면과 관련된 사건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

서 일상생활 중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아직까

지 석면함유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이 상당수 남아있기 때문

에 이에 따른 석면에 의한 건강 피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석면이 생체 내 유입될 경우, 물리화학

적 특성과 구성성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각종 화재 및 

재난현장에서 건축물의 파괴 시, 열에 의해 석면의 고유 성

질이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석면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할 수 있는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
국 석면을 포함한 독성물질이 현장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

민들과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노

출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처

럼 산 및 열처리 과정에 따른 석면의 특성변화에 관한 연구 

등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환경조건에서도 신속하고 정확

하게 석면을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예방 및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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