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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여겨져， 전 세계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 

되어왔다 

이 석변은 오랜 시간 전부터 사용 되었는데， 기록에 의 

하면 2500년 전부터 세계 각처에서 내화복， 매트 동에 사 

용되었고， 고대 로마， 그리이스， 이집트， 중국에서도 사용 

되었다 한다. 현재 세계 주 부존국가로 러시아， 브라질， 

중국， 짐바브웨， 캐나다 둥이 있다. 국내의 경우 충남지역 

에서 생산되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모두 문을 닫고 수요량 

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왔다 

하지만 이 석면은 장기간 호흡기를 통해 노출되면 수 

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 침착증(asbestosis ), 폐암(lung 

cancer), 악성 중피 종(mesothelioma) 등을 유발하고， 섭 취 

시 장관계의 암과 인후두암， 신장암， 훼장암， 임파선암 둥 

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l 억 2，500만 근로자가 석변에 노출되 

어 있고， 매년 약 9 만명의 근로자가 석변 노출과 관련된 

석면 침착증， 폐암， 악성중피종 동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석연을 오랜 시간 동안 산업 분 

야에서 사용했었던 선진국들은 석면으로부터 오는 피해 

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의 경우도 많은 언론매체와 관공서에서 건강 

과 관련하여 석변의 노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관심을 

보이고있다.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일제 시대 국내 최대 석변 광산 

이었고， 해방 이후에도 수 십 년 동안 석변을 채굴했던 충 

남 홍성군의 광천읍 상정리 덕정마을의 옛 석변광산에서 

근무했던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폐 질환 등으로 일찍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광산에서 근무한 가족 구성 

원이 있는 35가구를 조사한 결과 60세 이전에 사망한 가 

족 구성원이 있는 가구가 107}구였다 1937년 중·일 전쟁 

때 본격 개발한 덕정마을 석변광산은 194 1년을 전후해 최 

대 채광량을 기록했고， 광산 바로 아래에는 원석을 분쇄 

해 석변을 뽑아내는 공장도 있었다. 

철도공사가 올해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일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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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변에서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석면 슬레이 

트 동의 건축자재， 석변직물과 같은 방화재， 석면 시벤트 

같은 내화재， 건축물 내 보온재， 석면 가스켓 같은 단열재， 

브레이크라이닝 같은 마찰재 등에서 석면(asbestos)의 존 

재를 확인하게 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어， 

현재 3000 여개의 제품에 이 석면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 광물은 직경이 0.02-0.03μm 정도로 타지 않고， 유연 

성이 있는 견사상 광택기 있는 특이한 극세 섬유상 물질 

이다 길고 가는 섬유로 가공하면 천을 만들 수 있을 정도 

로 부드럽고 유연하며， 흡음， 단열， 내부식성， 내약품성에 

서도 매우 뛰어나다. 이런 광물이 갖는， 물리， 화학적 특 

성 탓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을 대치할 수 있는 물질이 

l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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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환·민일식 

과천선， 분당선 역사 337R 승강장의 천정과 벽의 석면 함 

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307R 역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조 

사대상 역 중 분당선 3개역을 제외한 전 역사에서 발암물 

질인 백석면이 최대 30% 가량 검출되었다. 천장 텍스타 

일 등에 대해 3개 노선에서 채취한 석변함유 의심물질 208 

개 중 84개 시료(40.4%)에서 백석면이 검출됐다. 석변은 

주로 천정 텍스타일과 벽재 및 가스켓， 석면포 등에서 검 

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한국 지하철 내 ， 한국철 

도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역에 대한 최초의 실태조사이다. 

하지만 석면에 대한 인식은 실제 우리가 아는 것보다， 

과대 포장되어 있고， 피상적이며， 단지 언론에 의해 알려 

지는 정도가 전부인 듯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석면 

의 정의， 역사， 특성， 실생활의 이용， 석면의 생산국， 석변 

에 의한 건강영향， 석면의 사회적 인식 퉁 석면의 실체를 

좀 더 명 확히 알아보고자 한다. 

11. 석면의 정의 및 특성 

석면은 섬유상으로 마그네숨이 많은 함수규산염 광물 

이다. 석면은 규산화합물로 규소， 수소， 마그네숨， 철， 산 

소， 칼숨， 나트륨 등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본구 

조는 산화규소이다， 산화규소이온이 산소를 매개로 서로 

결합하고 그 주변에 다른 원소를 연결하고 있다. 

석면은 사문석계열과 각섬석 계열로 크게 분류된다. 사 

문석계열에는 백석면이， 각섬석계열에는 크로시돌라이트， 

안소필라이트，트레몰라이트， 액티노라이트， 아모사이트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문석계열과 각섬석 계열의 석면이 

사문석에서， 각섬석 계열의 석면은 대리석에서 산출된다. 

표 1. 석면의 물리화학적 특성 

계열 항목 화학식 색상 경도 비중 

백샘， Tremolite Ca2MgsS ig022(OHh 5.5 2.9- 3.2 
담갈색 

담회샘， 
Anthophyllite α19，FehS ig022(m껴 담갈색， 5.5- 6.0 3.1-3.25 

노색 

각섬석 
담회색， Amosite (Fe,Mg)Si03.(H20) 
갈색 

5.5- 6.0 3. 1- 3.25 

Croc미i벼do이l ite NaF벼Si03).FeSiC컨.Hp 청색 4 3.2- 3.3 

Actinolite 
2Ca0.4M멍).FeO. 

담록색 6 3.0- 3.2 
8Si~.H20 

백색， 
사문석 Chrysotile 3MgO.2Si022 H20 황색， 2.5- 4.0 2.4- 2.6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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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백석면이 세계 매장량의 약 95%를 차지하는 가장 

풍부한석면 형태이다 

이 석면 섬유는 불연성이며 부식되지 않으며， 매우 큰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고， 산이나 알칼리 및 열에 강하다 

또한 길고 가는 섬유형태로 제조할 경우 직물을 엮을 만 

큼 부드럽고 유연성이 좋다(표 1). 

석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요약이 아래에 있다. 

11 1. 석면의 역사 

석면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질’로， 영어 이름은 asbe와os 

이며， 이 물질은 오랜 시간 동안 인류 역사와 같이 해왔다. 

기원전 2500년 경 핀란드에서 도기에 사용되었고， 고대 

로마시대에 Vesta 여신(로마신화 중 벽난로와 불의 여신) 

을 섬긴 처녀(신녀)에 의해 램프의 심지로，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burial c1 oths(매장 옷)을 만들기 위해 이용되었다 

한다 

고대 그리 이스에 지 질학자 Strabo와 저술가 Pl iny는 석 

변을 포함하는 직물이 매우 높은 저항력을 가진 물질이라 

고 썼고， 석면 옷을 입어야만 하는 노예들이 폐에 문제가 

있다고지적했다. 

중세 시 대에는 Charlemagne 왕이 석 면으로 만들어진 식 

탁보(불속에 넣어서 세탁이 되는)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마르코 폴로는 중국을 여행하면서 석면으로 만들 

어진 방화복을 보았다고 언급했다 17 세기 말， 러시아의 

피터 대제 때 석면종이 생산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석변의 상업적인 생산은 19 세기 이탈리아에서 석변 직 

물의 생산과 함께 시작하였다. 석연의 긍정적인 사용은 19 

인장 
가연성 

용융 
여과성 내산 

내알칼 
힘。사 。 결 

강도 온도 리성 

(적다， 
주，편，섬 8,000 보통 1,450 중간 (최적) 매우크다 단사 

이다) 
*λ。L

(적다， 
주，편，섬 5,000 보통 1,450 중간 (양호) 크다 사방 

이다) 
*λ。L

주，편，섬 25,000 보통 1,100 빠름 (양호) 크다 
유상 

단사 

35,000 (크다， 1,000 빠름 (양호) 크다 섬유상 단사 
양호) 

5,000 보통 1,440 중간 보통 
주，편，섬 

단사 
*λ。L

(크다， 31,000 1,520 느림 (불량) 적다 λn4T。rλ。l 단사 
양호) 

효}국재는/관2/.표준학희'7/ 



생활 속의 석면 

세기 산업혁명의 도래와 노천광산에서 석면이 상업적으로 

채굴 되고， 기계화가 진행되며 널리 확대되게 되었다 

이 석면은 20 세기 시작과 더불어， 화재로부터 피하기 

위한 제품들， 즉 극장 커튼， 건물， 보일러， 스팀엔진， 브레 

이크 라이닝 동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물질이 되었다. 

1930 년대에 석면과 폐 질병의 연관성이 석변 가공업체와 

이들과 관련된 보험업자들에 의해 잘 알려져 왔고， 어느 

정도 까지는 석면 생산이 2차 세계 대전 시작과 함께 감 

소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전쟁 동안 배에 사용하기 위 

해 석면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30년 동안 계속 되었다. 

따라서 석면은 1970년대 까지 절연체， 파이프의 포장， 

건축물 동에 폭넓게 다양하게 확대 되어 나간다. 이외에도 

목면에서 폭넓게 사용되었다. 

한국의 경우 새마을운동이 한창이었던 1 960~ 1 980년대 

지붕개량사업을 위해 슬레이트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역시 주된 성분 중 하나가 석면이다. 

한국을 포함， 동양의 역사 속에서도 석변에 대한 기록 

들이 존재 한다. 실학자 이수광( 1 563~ 1 628)의 ‘지봉유설’ 

에서 ‘화완포(火洗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이 바로 석면이라고도 한다. 화완포란 ‘불로 빨래하는 포 

목’이란 뜻이다. 이수광은 화완포에 대해 언급하며， 남쪽 

바다에 화산이 있는데， 이곳에 사시장철 계속되는 불꽃 

가운데서도 타지 않는 나무의 껍질로 있으며， 이 들로 싼 

포목이 바로 화완포라는 것이다 

중국의 고대 문헌 ‘열자’에도 화완포가 나오는데， 화완 

포는 더러워져도 불에 넣고 빨아 털기만 하면 눈처럼 희 

게 변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실학자 이 익 ( 1 68 1 ~ 1 763)의 ‘성호사설’에서도 화완포가 

동장한다. 이곳에 한 개의 항목으로 따로 구분해 제법 길 

게 화완포를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 말한 열자의 기록과 

그 밖의 많은 중국 기록이 함께 소개되어 있다. 1 766년 일 

본의 강호 시대에도 타지 않은 헝깊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석면으로 추측된다 

이 런 기록들은 동， 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시간동아 석면 

이 우리생활에 긴요한 물질로서 사용되었음을 암시한다. 

IV. 석면의 일반용도 

오늘도 수 천 만 명의 사람들이 수 백 종의 석 변 함유 

가능성이 있는 생산품을 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헤 

어드라이기， 전기담료， 거푸집 점토， 건조한 내벽 부스러 

기 (dry wall patch), 다락의 단열재， 파이프를 둘러싸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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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재， 벽난로 내 가짜 목재 등 우리 생활의 거 의 모든 부 

분에서 석면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 

되고 있다. 이 외에도 크레용， 종이 뜯어 붙이기， 혼용지， 

인조 벽 난로의 재， 보온재， 관 및 파이프의 방음 벽지 등 

에 석면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소재 비영리기구인 환경실무그룹(EnvirOl1mental 

Working Group, EWG)의 2004년 보고서 는 석 면제 품의 일 

부는 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CPSC)에 의 해 

금지 되어 있으나 많은 제품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있다. 

미국의 경우 많은 기타 제품들에도 석연의 가능성이 있 

음이 지적되고 있다. 예로 고기 굽는 기구， 전기 바베큐 

점화장치， 프라이팬， 전기 튀김 팬 및 석쇠， 전기 믹서기， 

팝콘 그릇， 렌지와 오븐， 토스터 기， 옷 세탁기와 건조기， 

접시 청소기， 냉장고， 전기 컬링용 아이언， 직물 도료， 벽 

지， 테이프 및 판지， 열 발생 제품 뒤에 있는 벽 보호 부분， 

나무와 무연탄 스토브 밑의 마루 보호 부분， 고온 인조 벽 

판， 연소기 메트， 바베큐 장갑， 포트 받침대， 나무나 무연 

탄 난로의 고온 패킹， 난로 연통 테두리， 금고， 가마， 보호 

케이스， 서류 정리용 캐비넷， 소각로가 있다. 

한국의 경우도 석면은 건축 산업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 

어 왔고， 석면을 첨가함으로써 제품의 강도와 안전성이 

증가하고， 열 저항성， 풍화 등에 대한 내성을 강화되어， 

공업용으로도 널리 사용되어 왔다 

즉 석면-시벤트 판3 석면-시멘트 파이프가 건축 산업에서 

이용되는 건축 재료에， 브레이크 라이닝， 클러치 페이싱 

같은 특수섬유 원료로， 윤활제， 접착제， 페인트 등의 첨가 

제， 방화재， 전기절연재 그리고 전해막 용재， 플라스틱 강 

화재 같은 플라스틱 공업용으로， 그리고 기타， 충전재 등 

으로 석면이 사용되고 있다 몇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석 

면의 예가아래에 있다. 

첫째 석면-시벤트재는 시벤트에 1 0-1 5%의 석면을 혼합， 

제조한다. 이용되는 석연은 백석면과 아모사이트， 크로시 

돌라이트이며 단일 광물， 또는 조합， 이용한다. 백석면은 

열， 습기， 알칼리나 생물학적 저항에， 아모사이트는 산에 

강하고， 크로시돌라이트는 인장강도와 강화재로서의 특 

성을더해준다 

둘째 석면 절연재로서 판이나 스프레이 형태로 이용된 

다 석변 절연판은 백석연 또는 아모사이트와 칼슐규산염 

으로 제작되고， 높은 강도를 가지며， 산이나 습기에 강하 

며 불에 타지 않는다. 건물이나 선박의 내화재로서 지붕 

절연， 내화벽， 천정 및 벽 재료로서 이용된다. 

셋째 마찰재로서 석면은 소형 차량의 클러치로부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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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항공기의 브레이크까지 이용이 다양하다. 주 이용은 

차량이며， 석면은 재질을 강화시키고 습기에 강하며， 우 

수한 마모 특성과 적절한 제조비용 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넷째 석면 섬유재로서 현재는 전 세계 소비량의 약 1% 

만을 차지하고 있다. 섬유로 사용가능 온도는 600 0C 정 

도이며， 주로 소화용 의복이나 내열복으로 이용되고， 고 

온을 다루는 현장에서 내화용 피복， 장갑， 모자， 패킹 및 

커튼 퉁으로 이용된다. 또한 단열재， 퓨즈 박스 라이닝이 

나 램프와 스토브의 심지 둥으로도 이용된다 

M 석면의 등급과이용 

석면은 각각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그 용도가 결정 

되지만， 실제로 섬유상의 길이에 따라 퉁급이 매겨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구지역에서 백석면의 퉁급 책정에 

는 퀘 벡 석 면 광업 협회(Qu해ec Asbestos M뻐ng Association, 
QAMA)의 분류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표 2). 

분류장비는 세 단계의 sleve로 구성 되어 있고， 각 단계의 

sieve에 남은 석면의 무게비로 석면의 퉁급을 결정한다. 

sieve의 순서에 따라 잔류비가 높을수록 긴 섬유 결정이 

많음을 나타내고 이는 QAMA 그룹지수로는 낮게 표현되 

고， 잔류비가 낮을수록 단 섬유 결정이 많음을 나타내고 

이는 QAMA 그룹지수로는 높게 표현된다. 

장섬유， 즉 QAMA 그룹지수가 낮은 석면은 직물 및 절 

연제로， QAMA 그룹지수가 높은 석면， 즉 단섬유 및 초단 

섬유는 아스팔트 구성물 및 포장재， 플라스틱 강화재， 페 

인트，이수첨가재 둥에 사용된다. 

VI. 석면의 종류과 이용 

석면은 각각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따라 그 용도가 결 

정되지만， 주로 이용되는 석연은 크리소타일(백석면)이다. 

자연상태의 석면종류와 이들의 이용되는 제품이 표 3에 

있다. 

VII. 석면 생산국 

전 세계의 주요 석면 생상국의 생산량이 아래에 도표화 

되어 있다(표 4). 주 생산국으로 러시아， 중국， 캐나다가 

있고 브라질， 짐바브워l도 많은 양의 석변을 생산하고 있 

다. 아래 석면 주 생산국들의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 

았다. 

러시아:ll개소의 석면 광상이 부존되어 있다. 이들 광 

상의 총 부존량은 l억 8000만 톤으로， 이들 중 75%는 우 

랄지역에， 나머지 25%는 시베리아 지역에 부존되어 있다. 

표 2 퀘벡의 석면 등급분류 

퉁급 길이(mm) 용도 

장섬유 NO.l > 19 직물 

NO.2 9.5-19 직물，절연 

NO.3 6-9.5 직물， 팩킹， 브레이크라이냥， 클러치페이싱， 절연 

중섬유 No .4 3-6 석면-시멘트파이프 

NO.5 3-6 석면-시벤트재， 브레이크라이닝， 개스킷，석면지 

NO.6 <6 석연-시멘트재， 브레이크라이닝， 개스킷 

단섬유 NO.7 <3 바닥타일，아스팔트구성물，플라스틱 강화재，페인트，이수첨가재 

NO.8 wtJvo l 위와동일 

초단섬유 NO.9 wtJvol 아스팔트 포장재， 매립재 

표 3. 석면의 유형과 주 사용처 

유형 주요생산국 사용/주 

러시아， 캐나다， 중국， 브라질， 카자흐스탄， 
함석연 시멘트 제품(파이프， 낙수홈통， 타일， 지붕); 절연， 

크리소타일(백석면) 
짐바브웨 

방화， 플라스틱 강화재 (e . g 팬 날개); 직물; 마찰재(브레이 
크라이닝， 개스킷); 석면지; 필터; 스프레이 

크로시돌라이트 (청석연) 남아프리카，서부호주 위의 제품과 결합해서 이용 

아모사이트(갈석면) 남아프리카 위의 제품과 결합해서 이용 

안소필라이트(회석면) 불가리아， 핀란드， 인도， 남 아프리카， 미국 
고무나 플라스틱의 중진제 
매우 소량， 단지 부분적 이용 

트레몰라이트 인도， 이탈리아， 한국， 파키스탄， 남 아프리카 매우 소량， 단지 부분적 이용 

액티노라이트 남아프리카，대만 매우 소량， 단지 부분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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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국들의 석면의 생산량 
(단위 .톤)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러시아 675,000 750,000 750,000 775,000 878,000 923,000 925 ,000 925 ,000 

브라질 170,000 209,332 172,695 194,732 231 ,117 252,067 236,047 236,100 

중국 247 ,000 370,000 310,000 562,000 500,000 400,000 350,000 350,000 

짐바브웨 115,000 145,000 136,327 168,000 147,000 104,000 122,041 100,000 

캐나다 337,000 320,000 276 ,790 242241 

러시아의 Chrysotile-asbestos 광상 중， 매장량 순위에서 

Sverdlovsk에 위 치 하는 Bazhenovsk 광상이 60,000,000 톤 

으로 제 일 많고， 같은 지 역 의 Ki히nbaevsk 광상이 18,000,000, 

그 다음으로 Molodezhnoe에 위 치 하는 B따yatla광상이 

13,000,000 톤이다. 2006년에 925 ,000 톤이 생산되어 1999 

년 675,000 톤에 비해 250,000 톤이 증가 되었다. 

브라질 : 2006년에 236,100 톤이 생산되어 1999년 170,000 

톤에 비해 66,100 톤이 증가 되었다.2006 년도 생산량 중 

50%는 브라질 국내에서 소모 되었다. 

중 국: 100개가 넘는 광산에서 연간 300,000 톤의 백석 

변을 생산한다. 주 생산 지역은 서부의 청해성과 신강성， 

동부의 요녕성과 하북성이다. 생산량 대부분은 석변 시벤 

트용인 단 섬유질이다 2006년에 350,000 톤이 생산되어 

1999년 247,000 톤에 비해 103,000 톤이 증가되었다. 

짐바브웨: 수 년 동안 남부아프리카 지역 중 백석면의 

중요한 생산국이었다. 이 나라는 금과 석탄 다음으로 석 

면이 국가의 중요한 광업부문 수입원이 되어왔다.2002년 

도 백석면 생산량은 100,000 톤으로 2000년 145,000 톤 생 

산이래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캐나다: 4700만 톤의 백석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광산으로 Cassiar Mines and Meta1s 

Inc.와 J.M. Asbestos Inc .가 있다. 전자는 브리 티 시 컬 럼 비 

아의 선광장을 보유하고 있는 Cass때광산에서 백석면 섬유 

생산을， 후자 광산은 퀘벡주 Asbestos에서 갱내 개발을 하고 

있다.2006년에 243,500 톤이 생산되어 1999년 337,000 톤에 

비해 93 ,500 톤이 감소되 었다. 

VII I. 석면과 건강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 

한 지 이제 겨우 50 여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석연을 

일찍부터 사용한 유럽과 미국， 일본 동 각국에서 매년 

3，000여명이 죽어간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다. 석면은 1977년 

Intem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발암 물질 

로분류된다. 

제 1권 제3호 2008던 9윌 

240,500 200,500 243 ,000 243 ,500 

하지만 석면과 관련된 건강의 위험성은 20세기 초에 최 

초로 기록이 되어 있다. 1900 년에 런던의 한 의사는 부검 

에서 석면직물 공장 노동자의 폐에서 석면섬유를 발견했 

다. 191 7 년에는 펜실버니아의 석면공장 근로자의 가슴 

x-rays에서 폐의 흉터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l년 후 보험 

통계학자들은 가상된 건강의 위험성 때문에 석면 근로자 

들의 문제를보험에 적용시키는것을부정했다. 

Asbestosis(석 면 침 착증)이 라는 명 칭 은 1924년 여 성 석 

면 직조 노동자의 사인을 설명하기 위해 지어졌다 석변 

과 관련된 건강의 위험성이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폭넓 

게 받아 들여지기는 했지만， 석면의 제조는 전쟁 중 및 후 

에도 무시되었다. 많은 기록에서 석면광산， 제조회사， 보 

험회사는 석변의 위험성을 심히 우려했다는 증거들이 많 

이 있으나， 이들은 이들 노동자 및 국민들은 석변으로 부 

터 보호하고，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는 부분에 태만했고， 

책임을지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 1940에서 1979사이 기간 동안 27.5 백만 명 

근로자 중 730，000명 이 석 변생산과 관련된 회사에 대해 

법률적 소송을 시작 하였다. 이들 중 많은 부분에서 승소 

가 되었는데 이는 1970 년대와 이전을 통해서 은익한 증 

거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1960 년대에 석연과 관련된 

악성 중피종 환자가 남아프리카의 crocido1ite 광산에서도 

33 명 이 기록되었다. 

그 이후에도 석면과 관련된 피해가 프랑스 및 일본에서도 

기록된다. 

프랑스의 경우 1974년 클레르몽에 위치한 석연공장 ‘아 

미솔’에서 노동자 271명 중 12 명이 폐암으로 사망， 공장 

문을 닫기도 했다 그 이후 1992년 석면피해자가 902명으 

로 집계됐으며， 1995년 파리 7대학 직원 2명이 석변에 의 

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다. 1995년 프랑스 노동총동맹은 

자체조사 결과 한 해에만 석변으로 노동자 3000명이 사망 

한다고발표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기계체조업체인 ‘구보타’가 간자키 

공장 인근 지역 주민 3명에게 석면피해보상금을 지급하 

였다. 단순한 직업병을 넘어 공장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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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로서， 일반인에 대한 2차 피해사례까지 드러난 것이 

다. 또한 간자키공장 직원 790여 명 중 79명이 석면 관련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석면업체인 ‘니치아스’도 1976년부터 2004년까지 30 여 

년 동안 종업원 86명 이 ‘중피종’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후 석면 사망자가 조선 자동차 건설 둥에서도 나타났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5년 8월， 451 명이 석면으로 인해 

사망하고， 106명이 치료 중이라 발표 하였다. 

IX. 중피종 

중피종은 종양의 드문 유형으로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 

막， 위나 간 동을 보호하는 복막，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 

동의 표면을 덮고 있는 중피에서 많이 발생한다. 흉막중 

피종·복막중피종·심막중피종 퉁이 있으며， 양성과 악성으 

로 나눌 수 있다. 모든 양성 중피종은 국소성이고， 악성 

중피종은 한 곳에 덩어리를 형성하는 국소성과 흉막이나 

복막을 따라서 스며들듯이 자라는 미만성이 있다. 악성은 

드물지만， 그 원인의 대부분은 석면에서 영향을 받는 것 

으로알려져 있다. 

양성 중피종은 증세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드물게 

종기가 커진 경우에는 흉통·기침이 일어나거나 폐와 심장 

을 압박하여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악성 중 

피종은 흉막(65-70%)과 복막(25%)에서 발생하고， 그 외에 

난소， 음낭， 심낭에서도 발생한다 흉막에 발생하면 흉수 

가 고이기 때문에 호흡곤란·흉통이 일어나고， 복막에 발 

생하면 고인 복수 때문에 복부 팽만 증세 퉁이 나타난다. 

양성 중피종은 수술을 통해 거의 완치할 수 있지만 모 

든 종류의 악성 증피종은 예후가 좋지 않으며， 항상 빠른 

시간에 치명적이 된다. 악성 중피종은 외과적 수술， 방사 

선요법， 항암제를 투여하는 화학요법， 대증요법 등을 병 

행하여 치료한다. 

악성 중피종은 두려운 징후와 우울한 예측을 보이는 끔 

직한 질병으로 언급된다 이런 표현은 매우 정확하다 한 

번 진단되어 확인되고， 의심되었다 하면 환자들은 희망 

없음을 느낀다. 진단 후 환자들은 평균 4-18 개월을 생존 

하고 특히 치료 없이 6-8 개월을 생존한다. 사실상 12개월 

내에，환자의 50%가죽고，드물게 2년을생존한다. 

하지만 치료는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젊을수 

록， 치료에 긍정적일 수록， 발생 초기일수록， 중피종의 유 

형에 따라， 흉곽 고통이 적을수록， 정상적인 적혈구를 가 

질수록 생존 가능성이 높다. 

악성 중피종은 실제적으로 석변에 노출된 후 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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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는 암이다 이 기간 동안 환자 

는 질병을 가졌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징후가 들어 났 

을 때 암은 종종 흉막을 통해 폭넓게 퍼져 있거나， 인접한 

장기， 즉 폐， 심장， 횡경막에 직접적으로 침투되어 있다. 

미국 워싱턴 소재 비영리기구인 환경실무그룹(Environ

mental Working Group, EWG)의 2004년 나온 보고서 에서 

앞으로 10 여 년 동안 석면과 관련된 질병， 즉 악성 중피 

종， 석면 침착증， 폐암， 위암으로 100,000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 미국인 중 악성 중 

피종으로 2509명， 석면 침착증으로 1398명， 폐암으로 4800명， 

위암으로 1200명 이 사망했다고 보고한다. 

이 수치 중 악성 중피총， 석면 침착증에 의한 사망자수 

만을 고려 시 2004년은 1979년의 700여명， 300여명과 3-5 

배의 차이가 난다. 1979년에서 1998년까지의 기간 동안 

악성 중피종， 석면 침착증에 의한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 

했고， 1979년에서 200 1 년의 24년의 기간 동안 석면 침착 

증에 의한 사망률은 7.8% 증가 했는데 이 수치는 악성 중 

피종의 연간 증가율 2.3%의 3배 보다 컸다 

이 보고서는 2014년이 되면 악성 중피종으로 3 ，776명， 

석면 침착증으로 2，536명， 총 6312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 

측되어， 이 수치는 200 1 년 미국 정부가 발표했던 3864 명 

의 거의 두 배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어지 

는 10여 년 동안 악성 중피종으로 35 ，000명， 석면 침착증 

으로 22,000 명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석면 노출과 폐암 발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석변은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폐암 

사망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X. 석면의 사회적 인식 

위에 언급된 석면의 위해성에 대한 정부， 업체 및 단체， 

개인의 인식이 얼마나 변환되어 왔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 

지난 3 년 동안 인터넷상의 뉴스를 되돌아보았다. 

서울시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하철과 관련된 석면 문제 

가주가된다. 

2007년 5월， 정부의 조사 결과， 서울지하철 1~4호선 117 

개 역 가운데 102개 역사에 석면이 함유된 내부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하철역에 어떤 석면이 

얼마만큼 사용됐는지를 조사해 지도를 만들었다. 처음으 

로 ’석 연지도’가 제작된 방배역의 경우 문제가 된 곳은 지 

하철을 기다리는 승강장의 천장이며， 채취한 35개 시료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된데다， 석변의 비산 가능성까지 아 

주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 근로자들이 일하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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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석면 

표실 동의 천장과바닥재에서도석면이 검출됐다. 

2008년 4 월 뉴스에서는 석면이 든 건축재가 쓰인 서울 

지하철 방배역의 석면 제거 작업이 5 월부터 시작된다고 

알리고 있다. 방배역은 천장을 마감한 재료에 석면이 최 

고 15%까지 들어있어 문제가 제기됐던 곳이다. 마감재가 

천장에 달라붙어 있어， 지하철 진동 등으로 부스러져 내릴 

가능성이 있는 바， 시민들에게 석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전 

철이 운행되지 않는 새벽 시간에만 공사를 벌이려 한다 

숭강장을 네 곳으로 나누어 천장을 밀폐하고， 판넬과 천막， 

비닐 둥 최소 4겹으로 밀봉했고， 밀폐된 천장 밑에서 안전 

복을 입은 작업자가 손으로 마감재를 긁어내게 된다. 

일부 뉴스는 건축물내의 석면 자재 제거의 문제점과 인 

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노동부가 2003년 7월부 

터 석면 함유 자재가 쓰인 구조물을 해체하기에 앞서 노 

동사무소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2004년 들어온 석면 함유 건물 철거허가 신청은 

전국에서 단 8건에 불과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6월말까지 

6건에 그쳤다. 

2005년 8월 뉴스에서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대형빌딩 

지하상가의 리모텔링을 위한 작업 현장의 석변에 대한 무 

감각증을 지적하고 있다. 빌딩 지하상가의 리모델링을 위 

한 작업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이미 상당 부분 철거가 진행 

된 상태였는데， 천정에 붙어 있던 텍스들이 조각조각 부 

서져 바닥에 깔려 있었지만， 작업장은 밀폐되지 않았고 

공사장으로 향하는 계단 입구에 작은 바리케이드 하나만 

달랑놓여 있었다한다. 

2007년 9월，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은 석면 성분이 포함 

된 건축자재를 불법으로 뜯어낸 혐의로 철거회사 대표를 

구속했다. 경기 고양에서 건물 철거 작업을 벌이면서 석 

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과 텍스타일 천장을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 때문이다. 조사 결과 이 회사 대표는 적법한 

방식으로 철거 할 때 드는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또 

다른 사업자와 저가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2월， 서울대가 사회 과학관 건물에서 냉난방 시 

설 개선 공사를 하면서 석면 폐기물을 복도에 방치해 학 

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즉 서울대가 석변 먼지가 발생 

되는 배관작업을 하기 위해 천장재를 일부 철거하면서 천 

장의 몇 곳에서 구멍이 생겼고， 뜯겨진 천장재는 비닐봉 

투에 담겨진 채 복도에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석면 

먼지가 날리는 공사장에 대한 출입 통제도 제대로 이뤄지 

지 않았고， 학교 당국은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 

다한다. 

2008년 9월， 대전시는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대전천 퉁 

제1권 제3호 2008던 9올/ 

3대 하천의 생태하천 및 목척교 주변 복원사업을 위해， 

1974년 대전 중심가를 통과하는 대전천의 다리인 목척교 

를 철거하고， 하상에 건립되었던 중앙데파트를 철거키로 

하였다. 대전시는 폭파에 따른 하천 오염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석면을 해체한 후 물길의 방향을 틀어 오염을 

최소화할 방침 이라 한다. 

정부도 늦게나마 석면 관련 업체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 

해 지원을 하고 있다. 2007년 10월， 노동부는 석면 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하반기부터 석변제품 제조 근 

로자에게만 발급해 오던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을 석면 

함유제품 가공이나， 석면건축물 해체 · 제거 · 보수작업 근 

로자 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매년 한 차례씩 석면 관련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수있다. 

한국의 경우도 석변에 의해 피해를 본 근로자들의 소송 

이 시작 되었고， 일부는 승소하고 있다. 

2007년 12월， 국내 최초의 석면피해 손해배상 판결이 

대구지방법원에서 되었다. 법원은 76년 부산에서 석면원 

단을 만드는 회사에 2년 여 동안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28년이 지난 2004년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 

년 뒤 숨진 46살 근로자의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 

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는 작업장에 방진과 집 

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가통하지 않고 방진마스크 

필터도 제대로 교체해 주지 않아 피해자가 석면분진을 흡 

입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 측에 석면 피 

해 대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10% 

정도과실을인정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학교 시설 내 석면 조사 

결과는 생각하게 하는 바가 많다 즉 2008년 9월， 교육과 

학기술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 · 중 · 고동학교 100곳을 조사 

결과， 88곳에서 석변 성분이 검출되었다. 특히 초 · 중 · 고 

퉁학교의 경우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아 석면 

검출 비율이 90%를 넘었다. 슬레이트( 100%)와 천장 마감 

재 (77%) 퉁은 상당 부분에서 석면 성분이 검출되었다. 교 

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석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2 

월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XI.결 로 

앞에서 살펴 보았 듯이 석면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인 

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고， 흡음， 단열， 내부식성， 내약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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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 같은 물리， 화학적 특성 때문에 매우 유용한 물질로 사 

용되어 왔던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의식 하든， 하지 않든 건축 재료로， 

특수 섬유의 원료로， 첨가제로， 플라스틱 공업용 둥으로 

사용되는 석면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세상에 알려지 

기 시작한 지는 50 여년밖에 되지 않으나， 이들로부터 오 

는 피해는 석면을 일찍부터 사용한 선진국에서 매년 3000 

여명이 죽어간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한국의 경우도 정부， 각 관공서 및 단체， 개인의 석면에 

대한 인식이 피상적인 부분에서 건강을 생각하고， 각각의 

권리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 

인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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