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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환경부는 6월 12 일 충남 홍성， 보령 석변광산 인근 주 

민의 석면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무작 

위로 추출한 주민 215명 중 이상소견을 보인 110명 가운데 

석변폐 55명， 흉막반 소견이 87명으로 나타나는 등 상당수 

가 석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민들 

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환경부는 이날 부산 석변 방직 공장 인근 주민들을 대 

상으로 벌인 건강영향조사 결과도 발표했으며， 이달 말 

까지 피해자 구제방안 둥을 포함한 ‘석연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추진키로했다 

이 석면은 크게 사문석계열과 각섬석 계열로 크게 분 

류된다. 사문석계열에는 세계 매장량의 약 95%를 차지하 

는 chrysoti!e이 있고 각섬석계열에는 crocidolite, amosite, 

tremolite, actin이 ite ， anthophyllite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문석계열과 각섬석 계열의 석면이 사문석에서， 각섬석 

계열의 석면은 백운석에서 산출된다 

석변의 문제는 석변의 유형， 크기 그리고 이들과 연관 

된 발암성 과의 관계 이 다. 즉 asbestos-와 non-asbestos 이 

냐의 문제이고， 각각의 크기 및 폭이 발암성에 영향을 주 

느냐의 문제이다. 일부 해외 연구들은 국내 투각섬석에 

대 한 정 보를 제 공한다(Addison과 McConnell, 2007). 

본 원고는 Addison과 McConnell (2007) 연구에 대한 

제2권 제2호 2009던 6윌 

재고이며， 부수적으로 외국 연구자들의 한반도내 석변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어떤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1. 석면에 사용되는 용어들 

먼저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 asbestos" 

를 규정짓겠다. Mineralogical Society of America(Guthrie 

와 Mossman, 1993)는 “광물 먼지의 건강 효과”의 용어 

풀이에서 Asbestos를 사문석과 각섬석， 특히 chrysotile, 

crocid이 ite ， anlosite, asbestiform tremolite, asbestiform 

actinolite, asbestiform anthophyllite와 같은 as besti fonn 변 

종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 asbestos mineral들은 asbestiform 

특징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 협회는 asbestiform을 asbestos 

외관과 형상을 갖는 무기물질을 설명하는 하나의 형용사 

로설명하고 있다. 

광물을 언급할 때 fibrous 란 용어 는 그 광물이 사실상 

분리된 fiber를 포함하든 아니든 아니든지 관계없이 fiber로 

구성되어 있는 형상을 보일 때 적용된다(Veblen과 Wylie, 

1993). 

Asbestifonn은 fibrous와 같거 나 fibrous에 속하는 부류 

중의 하나이다 즉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황의 시료에서 

비 교적 작은 fiber 두께 (thickness), 큰 fiber 길 이 (length), 

유연성 (flexibility) ， 쉬운 분리 (separabi l ity) ， 평행한 정열을 

보이는 섬유 상(fibrous)의 특정으로 볼 수 있다. 종종 이 

asbestos fiber는 묶음으로 발견되어 polyfilamentous라 볼 

수있다-

위 정 의로부터 모든 fiber 또는 fibrous 광물들이 asbestiform 

이 아니며， asbestifoml이라 불리워지는 모든 fibrous 광물 

들이 asbestos가 아님 이 명 확하다. 

한 번의 총회가 fiber의 정의를 3:1 보다 크거나 같은 

as없t ratIo를 갖는 어떤 입자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초기 

미 국과 영 국의 fiber counting method(Asbestosis Research 

Council, 1969; Asbestos Textile Institute, 1971; Langer et 

a1., 1991)에서 이용되었던 fiber 정의로부터 유래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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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환 

이것은 쉽게 5: 1또는 10:1로 바뀌어 갔다. 

이 방법을 사용하며， 현미경 사용자들은 광물 형태와 

크기가 크기 기준을 충족 시키는 지를 결정하고， 이 입자를 

석면의 범주에 계산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만했다 

그 결정은 입자들에 대해 더욱 쉽고 계속적으로 3:1 보 

다 크거 나 작게 aspect ratIo를 갖게 했으며 , 높은 aspect 

ratio로 결정하는데 어렵게 하였다. 유사하게 5 μm를 최 

소 fiber 길이로 하자는 부분도， 이런 방향에서 임으로 소 

개 되었다. 

하지만 계산 시 많은 단경의 fiber(5 μm 보다 작은 길 

이) inclusion은 일관성을 보이지 않거나 명확할 것 같지 

는않다. 

Fiber counting rule의 목적 은 asbestos와 총 입 자 사이 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aspect ratio와 선택된 

length cut-otf는 일관성을 보여야 하고， 가질 수 있는 비 

와 길이는 큰 독물학적 유의성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이 런 계산 전략은 본질적으로 asbestos의 정의와는 관 

계가 없고， 이것은 fiber counting method를 하는 현미경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뿐이었다. 

Fiber counting 분석 이 400과 450 배 배 율의 phase-cα1σast 

light microscope로 수행 되 기 때 문에 , count 되 어 질 최 소 

광물 폭은 0.2-0.25 μm이다. 

Non-asbestos 각섬 석 과 그 외 non-asbestos 광물들 중 

많은 입자들이 3:1 보다 큰 aspect ratio를 가진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들은 fiber이긴 하지만 asbestos로 고려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들이 공기 먼지 포집 시 membrane 퍼te에서 

fiber로 계산되는 과정에서 보여 진다면 fiber로 고려된다 

게다가， 이 asbestos는 aspect ratio가 3 : 1과 같거나， 큰 먼지 

입자들을 만들 수 있거나， 또한 낮은 aspect ratlo를 갖는 

asbestos 먼지 입자를 만들 것이다. 

즉 이 것은 낮은 aspect ratio 입자가 asbestos가 아니 라는 

의미는 아니며， membrane filter method에서 단순히 계산 

되지 않는다는 것이 asbestos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같은 예로 fiber counting method에서 최 소 수치 인 5 μm 

보다 작은 길이를 갖는 경우도 같은 상황이 된다. 

일부 과학자들과 단속자들에 의한 3: 1 aspect ratio와 

5 μm 길이를 근거로 한 fiber counting protocol은 석면의 

정의를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과학적이지 못하다. 아마 

질병과 석면 노출 사이의 역학적 상관성이 유도 가능한 

airbome fiber의 먼지가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접근한 측 

정 기준이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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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결정들이 크게 다른 물리적 성질을 가지기는 

하지만 유사한 화학구조와 기본적인 화학 방정식을 갖는 

calcic amphibole group 중 한 member가 tremolite이 다. 

이 그룹은 si licon oxide tetrahedra가 2 중 체 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기본적인 체인 구조에 7-8 개의 넓은 원 

소 조성 범위를 갖는 금속 양이온들이 들어 있다(Deer et 

a l., 1997). 이것은 각섬석 그룹내에 여러 이름으로 불리 

워지는 이형과 종들을 만들어 낸다(Leake et a l., 1997, 

2004) 

Actinolite와 ferro-actinolite는 tremolite와 고용체 (s이id 

solution) 관계를 이루며， 단지 철에 의해 마그네숨이 치 

환하는 양에 의해서 차이를 보인다. 

각섬석 광물 모두， 특히 tremolite는 강한 산과 염 기 에 

의 한 화학적 공격 에 대해 저 항력 을 갖는다(Addison과 

Davies, 1990). 따라서 호흡이 되었을 때 생물학적지속성 

(biopersistence)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 될 수 있다. 

이 런 화학적 다양성 외에도， 광물들은 화학작용에 영 

향을 받지 않는 crystal habit (Dorling and Zussman, 1987) 

라는 변수들을 가지고 있다 

광물의 habit는 결정이 보통 형성된 방법을 설명할 때 

또는 morphology를 언급할 때 이용된다. 

각섬석에서 가장 흔한 결정 habit는 prismatic(각기둥)， 

즉 신장된 프리즘 형태를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한 방향으 

로는 짧고 땅딸막한 프리즘으로 변화해 가고， 한편으로 

가는 바늘 같은 결정 또는 가는 머리털 같은 결정 

(bysso lite로 알려진)을 가지는 마름모꼴 형태의 단연을 

가지기도한다. 

Prismatic habit는 화성암 및 변성암 각섬암 중 가장 일 

반적 형태로， 지구상 대륙 지각을 통해 폭넓게 분포한다. 

일부 각섬석은 asbestiforrn이 라 불리워지는 habit를 가지 

고 발견된다. 이것은 그 결정들이 매우 가는 fiber들이 묶 

음(bundles) 또는 헝 클어 진 덩 어 è1 (matted masses)로서 결 

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형태의 외형들은 전단변형， 결함， 열수 변질 같은 

2 차적인 변형의 증거를 보여 준다. 이것들은 아래와 같 

이 3 유형의 지질환경에서 발견된다. 

1) Cross-fiber veins으로 산출 : 남아프리 카 riebeckite 

(crocidolite) asbestos와 grunerite(amosite) asbestos 광산과 

같은 2 차원적 열극(planar fissures)을 채우는 fiber 들 

(2) Shear plane변에서 형성 단층이나， 전단연의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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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뿐이었다. 

Fiber counting 분석 이 400과 450 배 배 율의 phase-cα1σast 

light microscope로 수행 되 기 때 문에 , count 되 어 질 최 소 

광물 폭은 0.2-0.25 μm이다. 

Non-asbestos 각섬 석 과 그 외 non-asbestos 광물들 중 

많은 입자들이 3:1 보다 큰 aspect ratio를 가진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들은 fiber이긴 하지만 asbestos로 고려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들이 공기 먼지 포집 시 membrane 퍼te에서 

fiber로 계산되는 과정에서 보여 진다면 fiber로 고려된다 

게다가， 이 asbestos는 aspect ratio가 3 : 1과 같거나， 큰 먼지 

입자들을 만들 수 있거나， 또한 낮은 aspect ratlo를 갖는 

asbestos 먼지 입자를 만들 것이다. 

즉 이 것은 낮은 aspect ratio 입자가 asbestos가 아니 라는 

의미는 아니며， membrane filter method에서 단순히 계산 

되지 않는다는 것이 asbestos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같은 예로 fiber counting method에서 최 소 수치 인 5 μm 

보다 작은 길이를 갖는 경우도 같은 상황이 된다. 

일부 과학자들과 단속자들에 의한 3: 1 aspect ratio와 

5 μm 길이를 근거로 한 fiber counting protocol은 석면의 

정의를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과학적이지 못하다. 아마 

질병과 석면 노출 사이의 역학적 상관성이 유도 가능한 

airbome fiber의 먼지가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접근한 측 

정 기준이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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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결정들이 크게 다른 물리적 성질을 가지기는 

하지만 유사한 화학구조와 기본적인 화학 방정식을 갖는 

calcic amphibole group 중 한 member가 tremolite이 다. 

이 그룹은 si licon oxide tetrahedra가 2 중 체 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기본적인 체인 구조에 7-8 개의 넓은 원 

소 조성 범위를 갖는 금속 양이온들이 들어 있다(Deer et 

a l., 1997). 이것은 각섬석 그룹내에 여러 이름으로 불리 

워지는 이형과 종들을 만들어 낸다(Leake et a l., 1997, 

2004) 

Actinolite와 ferro-actinolite는 tremolite와 고용체 (s이id 

solution) 관계를 이루며， 단지 철에 의해 마그네숨이 치 

환하는 양에 의해서 차이를 보인다. 

각섬석 광물 모두， 특히 tremolite는 강한 산과 염 기 에 

의 한 화학적 공격 에 대해 저 항력 을 갖는다(Addison과 

Davies, 1990). 따라서 호흡이 되었을 때 생물학적지속성 

(biopersistence)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 될 수 있다. 

이 런 화학적 다양성 외에도， 광물들은 화학작용에 영 

향을 받지 않는 crystal habit (Dorling and Zussman, 1987) 

라는 변수들을 가지고 있다 

광물의 habit는 결정이 보통 형성된 방법을 설명할 때 

또는 morphology를 언급할 때 이용된다. 

각섬석에서 가장 흔한 결정 habit는 prismatic(각기둥)， 

즉 신장된 프리즘 형태를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한 방향으 

로는 짧고 땅딸막한 프리즘으로 변화해 가고， 한편으로 

가는 바늘 같은 결정 또는 가는 머리털 같은 결정 

(bysso lite로 알려진)을 가지는 마름모꼴 형태의 단연을 

가지기도한다. 

Prismatic habit는 화성암 및 변성암 각섬암 중 가장 일 

반적 형태로， 지구상 대륙 지각을 통해 폭넓게 분포한다. 

일부 각섬석은 asbestiforrn이 라 불리워지는 habit를 가지 

고 발견된다. 이것은 그 결정들이 매우 가는 fiber들이 묶 

음(bundles) 또는 헝 클어 진 덩 어 è1 (matted masses)로서 결 

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형태의 외형들은 전단변형， 결함， 열수 변질 같은 

2 차적인 변형의 증거를 보여 준다. 이것들은 아래와 같 

이 3 유형의 지질환경에서 발견된다. 

1) Cross-fiber veins으로 산출 : 남아프리 카 riebeckite 

(crocidolite) asbestos와 grunerite(amosite) asbestos 광산과 

같은 2 차원적 열극(planar fissures)을 채우는 fiber 들 

(2) Shear plane변에서 형성 단층이나， 전단연의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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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의해 만들어진 면에서 형성된 slip(미끄러짐) fiber들 

(3) Disseminated fibe이흩 뿌려 진 fiber) 들: Libby, Montana 

α1eeker et al., 2003)와 같은 열수변질에 의해 형성된 fiber들 

에smatic이냐 그 외 형태이냐로 비교되어 지는 asbestos 각 

섬석의 형성 방법 차이는， 결정 구조를 상술 할 때 미묘 

한 차이를 발생 시키며， 물리적 성질에서 큰 차이의 원인 

이 된다(Langer et al., 1991). asbestos 각섬석의 상업적 채 

굴은， 이 광물들이 쉽게 쪼개져 길고 가는 fiber 형태를 보 

이고， 높은 인장력을 갖는 지와 같은 성질들에 좌우된다. 

이런 물리적 차이는 이 광물이 분쇄 될 때 형성된 먼지 

의 크기 분포와 그 물질의 발병가능성에 영향을 주어， 논 

쟁의 여지가 있는 차이(먼지들이 흡입 되었을 때 발암성 

성질이 되는지 아닌지)에 원인이 된다 

벽개변(Cleavage planes)은 어떤 광물들이 갈라 질 때의 

비교적 약한 면들이고， 결정격자 외형에 의해 결정된다. 

예로 운모류는 silicate sheet 구조를 따라 쉽게 쪼개지 

기 때문에 하나의 완전한 벽개 (single perfect 이eavages)를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 방해석은 광물들이 쪼개 질 때 완 

벽한 능면체 (rhombohedra)를 형성하고 3 완전한 벽개를 

가진다. 각섬석은 서로 1260를 이루는 두 세트의 벽개면 

을 보이고， 결정 의 장축에 평행(우세한 prismatic crystal 

face에 평행)하다. 이외에도 (1 00) 벽개면을 가진다. 

이 것들은 완벽 한 벽 개 (perfect cleavages)가 아니 다. 이 

것들은 asbestos 각섬석의 fiber사이의 분리라기보다 더욱 

폭넓은 간격을 가지며 결정을 따라 또는 가로 질러 지속 

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Byssolites를 포함한 이런 prismatic 각섬석은 비교적 낮은 

인장력 (tensile strength)을 가지고， 장축을 따라 가는 침상의 

결정들이 쉽게 분쇄된다. 이것들은 또한 결정의 장축에 

평 행 한 cleavage plane을 따라 분쇄 된다 

Prismatic 각섬석이 분쇄될 때 비교적 낮은 비율의 파 

편들이 결정의 단구(fracture)를 따라 cleavage에 의해 결 

정된 face에 신장되어 나타난다. 이런 신장된 입자들은 

종종 석 변 허 용 노출 한계 내 에서 asbestos fiber에 대 한 

단속 시， 크기 기준에 해당되나， 냉정한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asbestos fiber와는 다르다. 

이 cleavage fragment fiber들은 종종 1260 각도를 이루는 

cleavage face에 의해 결정되는 전형적이 마름모꼴형태의 

단면을 보인다 이 cleavage fragment fiber들은 cleavage 

plane의 간격 때 문에 asbestos fiber보다 두꺼 운 경 향을 띄 

며， 주어진 길이에서 대략 asbestos fiber보다 2 배이다. 

매우 드물기도 하지만， 10μm 보다 긴 cleavage 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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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er가 1 μm 보다 작은 직경을 가지기도 한다. 

Cleavage fragment fiber들은 폭 분포가 매 우 넓 고， 폭은 

길이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 따라서 aspect ratlO는 낮 

아지거나， 좁은 분포를 보인다. 

전체적인 크기 분포에서， asbestos fiber는 매우 좁은 폭 

분포를 보이 고， fiber의 폭은 길이 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aspect ratio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한다. 

Cleavage fragment와 asbestiform fiber의 형 태 적 인 측면 

에서 어느 정도는 다른 결정 표변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 이것은 밑에서 언급될 독물학적 성질에서의 차 

이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IV.실염적인 동물 연구 

5 생체내(띠 vivo) 실험적인 동물 연구는 pnsmatlc, non

asbestos tremolite, tremolite asbestos 로부터 유래 된 먼지 

들의 발암성 차이에 대한 정보를제공한다. 

Davis et al. (1 985)는 tremolite asbestos를 이용하여 수 

행한 제일가는 흡입 실험자로 남아 있다. 이전에 Smith 

et al. (1979)는 다양한 유형의 tremolite를 햄스터의 가슴 

막(in없ple때) 내 주입(때ection)하였다 쥐의 가슴 막 

(inσapleural)내에 Stanton et al. (1981)은 두 다른 유형의 

σemolite를 implantation시 켰고， Wagner et al. (1 982)는 3 

다른 유형의 tremolites를 주입 (injection)하였다 후에 Davis 

et 외. ( 1991)는 6개 다른 형태의 tremolites를 쥐의 복막내 

(intraperitoneal)에 주입 (in jection)시켰다. 

Coffin와 Palekar(l978), Coffin et al. (1982, 1983), Cook 

et al. (1982)는 쥐에게 fibrous f농rro-actinolite를 가슴막내 주입 

(inπapleural injection)시 키 고， 호흡관내 주입 (intratracheal 

in stillation)시켰다. 

Pott et al. (1 974, 1989, 1991)는 granul따 actinolite와 

asbestiform actinolite를 복막내 주입 (띠trapenton않1 injection)한 

결과를 기록하였다. NTP (1990), McConnelJ et a1. (1 983)는 

쥐에게 평생 동안(어미에 노출시키고 신생아기에 위관에 

노출 시키는 것을 포함) 뭉둑한 tremolite를 경구 섭취(식 

사의 1 %)시킨 결과 발암 활동에 대한 증거를 보이지 못 

했다. 

그 외 연구로 각섬석과 asbestiform 변종들에 대한 상대 

적인 발암성에 대한 토론에 기여하는 내용 들이 있다 

Berman et 매. (1995)는 수년 동안 lnstitute of Occupational 

Medicine에서 흡입 연구에서 사용되 었던 모든 asbestos 

먼지 크기 분포를 재 고 해 보았다. 여 기 에 한국 asbestos 

tremolite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노출에 대한 일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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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의해 만들어진 면에서 형성된 slip(미끄러짐) fiber들 

(3) Disseminated fibe이흩 뿌려 진 fiber) 들: Libby, Mont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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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발생 시키며， 물리적 성질에서 큰 차이의 원인 

이 된다(Langer et al., 1991). asbestos 각섬석의 상업적 채 

굴은， 이 광물들이 쉽게 쪼개져 길고 가는 fiber 형태를 보 

이고， 높은 인장력을 갖는 지와 같은 성질들에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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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여지가 있는 차이(먼지들이 흡입 되었을 때 발암성 

성질이 되는지 아닌지)에 원인이 된다 

벽개변(Cleavage planes)은 어떤 광물들이 갈라 질 때의 

비교적 약한 면들이고， 결정격자 외형에 의해 결정된다. 

예로 운모류는 silicate sheet 구조를 따라 쉽게 쪼개지 

기 때문에 하나의 완전한 벽개 (single perfect 이eavages)를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 방해석은 광물들이 쪼개 질 때 완 

벽한 능면체 (rhombohedra)를 형성하고 3 완전한 벽개를 

가진다. 각섬석은 서로 1260를 이루는 두 세트의 벽개면 

을 보이고， 결정 의 장축에 평행(우세한 prismatic crystal 

face에 평행)하다. 이외에도 (1 00) 벽개면을 가진다. 

이 것들은 완벽 한 벽 개 (perfect cleavages)가 아니 다. 이 

것들은 asbestos 각섬석의 fiber사이의 분리라기보다 더욱 

폭넓은 간격을 가지며 결정을 따라 또는 가로 질러 지속 

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Byssolites를 포함한 이런 prismatic 각섬석은 비교적 낮은 

인장력 (tensile strength)을 가지고， 장축을 따라 가는 침상의 

결정들이 쉽게 분쇄된다. 이것들은 또한 결정의 장축에 

평 행 한 cleavage plane을 따라 분쇄 된다 

Prismatic 각섬석이 분쇄될 때 비교적 낮은 비율의 파 

편들이 결정의 단구(fracture)를 따라 cleavage에 의해 결 

정된 face에 신장되어 나타난다. 이런 신장된 입자들은 

종종 석 변 허 용 노출 한계 내 에서 asbestos fiber에 대 한 

단속 시， 크기 기준에 해당되나， 냉정한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asbestos fiber와는 다르다. 

이 cleavage fragment fiber들은 종종 1260 각도를 이루는 

cleavage face에 의해 결정되는 전형적이 마름모꼴형태의 

단면을 보인다 이 cleavage fragment fiber들은 cleavage 

plane의 간격 때 문에 asbestos fiber보다 두꺼 운 경 향을 띄 

며， 주어진 길이에서 대략 asbestos fiber보다 2 배이다. 

매우 드물기도 하지만， 10μm 보다 긴 cleavage 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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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er가 1 μm 보다 작은 직경을 가지기도 한다. 

Cleavage fragment fiber들은 폭 분포가 매 우 넓 고， 폭은 

길이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 따라서 aspect ratlO는 낮 

아지거나， 좁은 분포를 보인다. 

전체적인 크기 분포에서， asbestos fiber는 매우 좁은 폭 

분포를 보이 고， fiber의 폭은 길이 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aspect ratio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한다. 

Cleavage fragment와 asbestiform fiber의 형 태 적 인 측면 

에서 어느 정도는 다른 결정 표변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 이것은 밑에서 언급될 독물학적 성질에서의 차 

이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IV.실염적인 동물 연구 

5 생체내(띠 vivo) 실험적인 동물 연구는 pnsmatlc, non

asbestos tremolite, tremolite asbestos 로부터 유래 된 먼지 

들의 발암성 차이에 대한 정보를제공한다. 

Davis et al. (1 985)는 tremolite asbestos를 이용하여 수 

행한 제일가는 흡입 실험자로 남아 있다. 이전에 Smith 

et al. (1979)는 다양한 유형의 tremolite를 햄스터의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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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82)는 쥐에게 fibrous f농rro-actinolite를 가슴막내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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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ariate) 측정도 폐 종양 발병율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길이가 20μm보다 길 때 가장 잘 맞았다. 게다가 폭이 

0.5 μm 보다 큰 fiber의 발암성 잠재 력 은 0 이 었다. 

장， 단 fiber amosite를 가지고 한 흡입 및 복막내 iniection 

한 실험 (Dav i s et a l. , 1986), 다양한 크기의 chrysotil e을 

가지고 한 흡입 실험 (llgren과 Chatfield, 1998; McConnell et 

외.， 1984; W.맹ler et 외 , 1984), 그리고 세포 연구(Donaldson et 

a l., 1989, 199 1; Donaldson과 Golyasnya, 1995; Brown et 

외 ， 1 986)가 발암성과 섬유기원성 (fibrogenic ity)에서 fiber 길 

이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다른 기계학적인 연구들이 Kane ( 1991 )과 같은 연구자에 

의해 진행 되었고， Oberdrster와 Lehneπ (1 99 1), Jaurand 

( 1 991)에 의해 재고 되었던 내용도， 같은 광물화학 조성을 

보이며 ， 여러 외형을 나타내는 asbestos 입자와 다른 업자 

사이에서 관찰되는 다른 반웅을 이해하는 데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다. 

M 릅입실험 

Davis et a l. (1 98 5)는 쥐 (SPF male Wistar, whole body 

엠)()Sure)에게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채굴된 tremol따 asbestos를 

12 달 동안 10 mg!m3 농도， 1600 fJmL (>5 μm)로 노출 시 

켰다. 이 결과 39 마리의 동물 중 높은 비율의 pulmonary 

fibros is 뿐만 아니 라， 16 carcinomas, 2 mesotheliomas (쥐 

의 흡읍 실 험 에서 드물게 발견되 는)가 나타나 lnstitute of 

Occupational Medicine(UK)에서 연구된 것 들 중 가장 위 

험 한 광물로 고려 되 었다. 이 한국 tremolite asbestos는 

후에 복막 내 주입 시 험 (intraperitonea l 비tj ect i on 실험 )으 

로 사용되었던 것과 같다(Davi s et a l. , 199 1). 

한국 tremolite asbestos의 크기 분포에 대 한 중요한 특 

징은 대부분 fiber의 직경 이 0.5 μm 이하이고， 길이가 

5 μm 보다 짧았으며， 이들은 전형적인 asbestos 각섬석 

이었다는점이다 

0.4 μm 보다 긴 한국 tremolite asbestos fi ber의 기하학 

적 인 평균 직경은 0 .24 μm (SD 1. 6)이 었고， 평균 길이는 

1.97 ψn (SD 2 . 11 )였다. 이것은 어느 정도 crocidolite 광산 

(GM diameter 0.076 μm， GM length 0.98 μm) (Hwang과 

Gibbs, 198 1 )으로부터 온 airbome fi ber보다 길거나 두꺼 

웠다 

한국 tremolite asbestos의 높은 발암성 은 5 μm ( 1600 fJ 

mL)보다 긴 fiber들이 airbome에서 높은 농도를 보였기 때 

문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같은 10 mg!m3 먼지 농도이나， 

grunerite (amosite) asbestos 550 fJmL와 riebeckite (crocid이 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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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be앙os 860 fJmL (Davis et al ., 1 978)같이 UICC amphiboles 

의 거 의 두 배 였다. 이 것은 또한 한국 σemolite asbestos가 

갖는 작은 직경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VI. Injection과 implantation 실힘들 

Smith et 떠. ( 1 979)는 일정 범위의 σemolite와 tremolitic 

ta l c를 햄스터(특별하지 않은)의 가슴막내에 I 회당 1 0과 

25 mg를 주입 (inject)하였다. 동물들은 600여 일이 넘게 생 

존하였고， 마지막 생존자는 해부 되었다. 어떤 종양도 마 

지막생존자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Smith et al. (1 979)에 의해 사용된 시료들 중 

asbestos 또는 asbesti-form들은 tremolite 또는 tremolitic 

ta lc로 설명된 것보다 햄스터에서 높은 비율의 fi brosis, 

많은 수의 mesothe liomas를 생성시켰다. 대부분의 종양은 

mesothe liomas로 진단되 었다. 

Campbell et al. (1 979)는 Smith et al. (1 979)에 사용되었 

던 일부 tremolite 시료를 시험하였고 두 시료 (275와 

FD72)를 더욱 상세히 설명하였다. 

Fiber 이미지인 FD72 (tumor rate 5/23과 3/ 1 3)는 asbestos로， 

275(tumor rate, 0/3 1 과 0/34)는 prismatic amphibo l e였 다. 

σ'emolite asb않tos는 l μm보다 작은 직경 과 많은 수， 

> 10 μm 길 이 의 fiber가 나타나고， non-asbestos minera l에 

서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Tremolite FD72에서의 5 μm 보다 긴 tìber 들은 σemoli te 

275 (23.0 뻐d 19. 1 암석현미경과 SEM, 각각)의 10:1 보 

다 큰 aspect rati o를 보였다. 

Campbell et al. (1 979)과 Wylie et al. ( 1 993)는 광물 유 

형에 따른 분류를 확립하였다. 이 결과에서 tremolitic ta lc 

또는 non-asbestos tremo1ite과 비 교되 는 asbestiform으로 

보여지는 물질들이 높은 발암성을 갖는 다는 것을 명확 

하게 설명하였다. 

Wa밍ler et a l. (1 982)는 SPF(Sprague Dawley and Wistar 

rats)의 in vitro test에서 가슴막내 주입 (intrapleural injection 

experiments)실험을 위해 ， Davis et a l. ( 1 985)에 의해 이용 

한 것과 같은 실험 재료인 Califomia 활석 광산로부터 온 

tremoli te(A), Greenland의 prismatic tremolite (B), 한국의 

tremo1ite asbestos(C), 3 유형의 시료를 이용하였다. 이 것 

들이 inject 되었을 때 쥐의 나이는 8-10 주 였고， 죽을 때 

까지 살도록 허용하였다 injection 후에 생존시간의 중간 

값은 시료 A, B and C에 대해 각각 644, 549, 557 일 

였다. 

Wagner et al. ( 1982)의 injecti on실험의 결과， trem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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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이 결과 39 마리의 동물 중 높은 비율의 pulmonary 

fibros is 뿐만 아니 라， 16 carcinomas, 2 mesotheliomas (쥐 

의 흡읍 실 험 에서 드물게 발견되 는)가 나타나 lnstitute of 

Occupational Medicine(UK)에서 연구된 것 들 중 가장 위 

험 한 광물로 고려 되 었다. 이 한국 tremolite asbestos는 

후에 복막 내 주입 시 험 (intraperitonea l 비tj ect i on 실험 )으 

로 사용되었던 것과 같다(Davi s et a l. , 199 1). 

한국 tremolite asbestos의 크기 분포에 대 한 중요한 특 

징은 대부분 fiber의 직경 이 0.5 μm 이하이고， 길이가 

5 μm 보다 짧았으며， 이들은 전형적인 asbestos 각섬석 

이었다는점이다 

0.4 μm 보다 긴 한국 tremolite asbestos fi ber의 기하학 

적 인 평균 직경은 0 .24 μm (SD 1. 6)이 었고， 평균 길이는 

1.97 ψn (SD 2 . 11 )였다. 이것은 어느 정도 crocidolite 광산 

(GM diameter 0.076 μm， GM length 0.98 μm) (Hwang과 

Gibbs, 198 1 )으로부터 온 airbome fi ber보다 길거나 두꺼 

웠다 

한국 tremolite asbestos의 높은 발암성 은 5 μm ( 1600 fJ 

mL)보다 긴 fiber들이 airbome에서 높은 농도를 보였기 때 

문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같은 10 mg!m3 먼지 농도이나， 

grunerite (amosite) asbestos 550 fJmL와 riebeckite (crocid이 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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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be앙os 860 fJmL (Davis et al ., 1 978)같이 UICC amphiboles 

의 거 의 두 배 였다. 이 것은 또한 한국 σemolite asbestos가 

갖는 작은 직경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VI. Injection과 implantation 실힘들 

Smith et 떠. ( 1 979)는 일정 범위의 σemolite와 tremolitic 

ta l c를 햄스터(특별하지 않은)의 가슴막내에 I 회당 1 0과 

25 mg를 주입 (inject)하였다. 동물들은 600여 일이 넘게 생 

존하였고， 마지막 생존자는 해부 되었다. 어떤 종양도 마 

지막생존자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Smith et al. (1 979)에 의해 사용된 시료들 중 

asbestos 또는 asbesti-form들은 tremolite 또는 tremolitic 

ta lc로 설명된 것보다 햄스터에서 높은 비율의 fi brosis, 

많은 수의 mesothe liomas를 생성시켰다. 대부분의 종양은 

mesothe liomas로 진단되 었다. 

Campbell et al. (1 979)는 Smith et al. (1 979)에 사용되었 

던 일부 tremolite 시료를 시험하였고 두 시료 (275와 

FD72)를 더욱 상세히 설명하였다. 

Fiber 이미지인 FD72 (tumor rate 5/23과 3/ 1 3)는 asbestos로， 

275(tumor rate, 0/3 1 과 0/34)는 prismatic amphibo l e였 다. 

σ'emolite asb않tos는 l μm보다 작은 직경 과 많은 수， 

> 10 μm 길 이 의 fiber가 나타나고， non-asbestos minera l에 

서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Tremolite FD72에서의 5 μm 보다 긴 tìber 들은 σemoli te 

275 (23.0 뻐d 19. 1 암석현미경과 SEM, 각각)의 10:1 보 

다 큰 aspect rati o를 보였다. 

Campbell et al. (1 979)과 Wylie et al. ( 1 993)는 광물 유 

형에 따른 분류를 확립하였다. 이 결과에서 tremolitic ta lc 

또는 non-asbestos tremo1ite과 비 교되 는 asbestiform으로 

보여지는 물질들이 높은 발암성을 갖는 다는 것을 명확 

하게 설명하였다. 

Wa밍ler et a l. (1 982)는 SPF(Sprague Dawley and Wistar 

rats)의 in vitro test에서 가슴막내 주입 (intrapleural injection 

experiments)실험을 위해 ， Davis et a l. ( 1 985)에 의해 이용 

한 것과 같은 실험 재료인 Califomia 활석 광산로부터 온 

tremoli te(A), Greenland의 prismatic tremolite (B), 한국의 

tremo1ite asbestos(C), 3 유형의 시료를 이용하였다. 이 것 

들이 inject 되었을 때 쥐의 나이는 8-10 주 였고， 죽을 때 

까지 살도록 허용하였다 injection 후에 생존시간의 중간 

값은 시료 A, B and C에 대해 각각 644, 549, 557 일 

였다. 

Wagner et al. ( 1982)의 injecti on실험의 결과， trem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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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과 비석면 투각섬석， 그리고 그 외 각섬석들의 발암성 연구에 대한 재고 

asbestos(C)는 3 tremolites에서 유일하게 14 마리 (47 쥐 

중， 30%)가 발암성을 보였다. 그 외의 어떤 non-asbestos 

σemo li tes도 쥐에서 종양을 생성시키지 못하였다. 

Stanton et 외. ( 1 981 )는 70회 실험을 실시하였고， Osbome . 

Mendel 쥐의 흉막 표면에 남게 하기 위해 개흉술(thora∞tomy) 

에 통해 경화된 gelatin안에 40 mg의 OJ:을 implant 하였다 

이 것 은 intrapleural 및 intraperi toneal 매ectlOn과는 반대 의 

개 념 으로， 이 “ hardened ge l at띠” 노출 기 술은 표적 조직 

(target tissue, pleura)에 fiber를 접 착시 키 는 것 이 고， 잠재 

적 인 macrophage 식작용(세포의 괴멸) 및 입자의 제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기술은 잠재적인 fiber에 대한 발암성을 

접근하는데 이용되는 모든 노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투여 방법이 펼 수 있었다. 

Stanton et al. ( 1 98 1 )는 같은 실험실에서 얻은 2 σemolite 

asbestos 시료에 대해 결과를 발표하며， 이것들이 발암성을 

위한 적합한 크기라고 언급했다. 그들이 예견 했듯이 ， 그 

두 tremolite는 100% tumor 가능성과 함께， 28 동물 중 중 

각각 2 1과 22 동물들에서 mesotheliomas를 생성 시켰다. 

뻐lie et 띠. (1993)는 S때1ton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tremolite 

l 과 2와 ta lc 6을 다시 겁증 하였다. 그들은 tremolite 1 과 

2는 같은 물질인， Cal ifom ia에서 온 σemolite asbestos로 

모두 상업적으로 amphibole asbestos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다. 

Davis et a l. ( 1 99 1 )는 숫놈 SPF Wistar rats에 saline 

injection 실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intraperitoneal fiber의 

경우 아래의 6 tremolite를 썼다 

1. 미 국 California, Jamestown으로부터 온 tremolite asbestos 

2. 한국으로부터 온 tremolite asbestos 

3. Great 8ri tam의 Wales에서 온 tremolite asbestos 

4. I ta l y의 Ala di Stura에서 온 tremolite, long needle-l ike 

crystals 

5. Scotl and의 Dornie에서 온 tremolite, short needle-Iike 

crysta ls 

6. Scotland의 S바mess에서 온 σemolite， prismatic crystals 

여기에 언급된 한국 tremolite는 Oavis et al. (1 99 1 )가 초기 

에 inha l at i on과 injection 실험 을 한 것과 같다 1 0 ，000배 

확대 한 결과 0.1 μm길이가 보였고， 이들 중 5 μm 보다 

긴 100 fi ber를 측정하여 쥐에게 10 mg 투여 하였다. 이 

것들의 aspect ratlO는 3: 1 보다 낮았다. 쥐들은 fu ll li fe 

span기간을 살도록 허용되었고 tumor 형성 및 약함의 정 

후을 보일때까지 생존하였다 

제2권 제2호 2009던 6윌 

이 실험의 주된 결론 중 하나가 tremolite 모두가 쥐에 

게 intraperitoneal inj ection시 mesothe li oma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 이다. 

Coffi n과 Palekar ( 1978), Coffin et al. ( 1982, 1983), 

Cook et al. ( 1 982)는 ferro-actinol ite asbestos가 쥐에서 

mesothelioma를 발생 시키는데 높은 잠재 력 이 있음을 확인 

했다. 각 경우에 ferro-actinol ite asbestos는 ‘Stanton range’ 

에 포함되는 많은 수의 fiber를 이용하였다. 

위 Coffin과 그의 동료는 Mesabi Range (USA) 철 광상 

으로부터 온 actinotite asbestos의 intratracheal instillation와 

intrapleural ÎIηectlOn을 실시 하였고， UICC 때oSlte와 비교 

하였다. 

이 결과 amoslte에 의한 반응은 기존에 했던 실험치 보 

다 낮았다(Stanton et al. , 198 1). 

Coffin et a l. (1 983)의 연구에서 UICC 때osite 20 mg을 

가슴막내 inject했던 F344 쥐 의 33.6%가 mesothe li oma를 

생성시켰다. actmolite asbestos의 반응은 UICC amosite 

및 대 량투여 했던 amoslte보다 낮았고， 하지 만 ‘Stanton 

fi ber ' 수에 비교해 반응 정 도는 높았다. 

Cook et a l. ( 1 982)는 ferro-actinol ite 가 쥐 의 흉막과 폐 

에 유입될 때 ， fiber들이 짧아 지거나 분열되어 있으면 비 

교적 높은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Pott et al. (1988) 연구는 주어진 크기 분포가 제공되지 

는 않았지 만 0.3 mg의 Gerrnan actin이 i te를 intraperitoneal 

LIlJ ectlOn하고 2년 후 tumor를 가진 쥐 가 80%가 넘 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Pott et a l. (1 989)는 같은 German actinolite 0.25 mg을 

injection한 결과 tumor를 가진 쥐가 56%가 되었다. 그 크 

기 분포는 상세하지 않았으나 4.2 ll1ll보다 긴 것이 10%, 

0.2 μm 보다 작은 것이 fiber의 90% 였다 반대로 granular 

actinolite 4*25 mg을 투여시키며 유사한 실험을 했을 때 

tumor가 발생하지 않았다(Pott et a l. , 1974). 

VII. Grunerite (amosite) asbestos 연구들 

장， 단 fiber amosite asbestos를 가지고 Oavis et aI. (1 986)는 

ÎIlhalation와 inσaperitoneal mjection 실험을 하였다. amosl te는 

같은 bul k batch로 만들어 졌고， ceramic ball milling에 의 

해 short forrn을， 세척에 의해 long forrn을 준비하였다. 

TEM 실험은 분쇄된 단 fiber 시료들은 결정도의 손실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이 다. 

Inhalation 연구에서 장， 단 fi ber 유형 각각을 호흡을 통 

해 먼지로 유입 시키기 위해 각각 11.9, 11.6 mglm3 (12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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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과 비석면 투각섬석， 그리고 그 외 각섬석들의 발암성 연구에 대한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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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 환 

동안 224 일)통안 노출시 켰다. 그 연무질들은 5 μm 보다 

긴 fiber로 2060, 70 f/mL를 포함하고， 10 1m보다 긴 fiber 

로 1110, 12 f/mL를 포함하였다 

lnjection연구에서 two batch의 쥐 들이 호흡할 수 있도 

록 vertical elutriator를 이 용하여 inhalation experiment 

chamber로부터 모아진 먼지 10과 25 mg의 투여 하였다 

이 결과 단 fiber grunerite (때osite) asb않tos에 노출된 

쥐 보다 장 fiber grunerite (amosite) asbestos에 노출된 쥐 

들은 매 우 높은 수준의 pu1monary fibrosis를 발생 시 켰고， 

더 욱 많은 lung tumor를 발생 시 켰다. 

사실상， 단 fibe에 노출된 동물들은 control animal보다 그 

이 상의 fibrosis를 발생시 키지 않았고， pu1monary tumor가 

없었다. 

단 fiber에 노출된 쥐 들은 inhalation period 후에 직 접 적 

으로 폐에서 asbestos 의 높은 부담을 가져야 했고， 이어 

지는 6 개월 동안분리하여 남아 있었다. 

그 i매ection experiment에서 장 grunerite (때OSlt비 asbestos 

를， 각각 10, 25 mg 씩 주입한 결과， 쥐에서 각각 88%, 

95%의 mesothelioma를 발생 시켰다. 

단 fiber grunerite (amosite) asbestos로 같은 양을 투여 

시 각각 0%와 4% (1 동물) tumor를 발생 시 켰다. 단 fiber 

grunerite (amosite) asbestos는 10 μm보다 긴 fiber를 0.1%, 
5 μm 보다 긴 fiber를 2% 포함 한데 반해 장 fiber gruneri te 

(amosite) asbestos는 10 μm 보다 큰 결정이 11%, 25 μm 

보다 큰 결정이 3% 포함 하였다. 

직경분포는 0.5 μm보다 작은 것들이 50% 이었다. 이 

결과들은 단 fiber grunerite (amosite) asbestos가 장 fiber 

grunerite (amosite) asbestos 보다 비교적 낮은 발병성을 

보인다는점이다. 

V川. In vitro cell 연구들 

Donaldson et aL (1989, 1991 , 1992), Brown et al. (1 986), 

H川 et al. (1 995)의 세포 배양 연구에서는 5 μm보다 작은 

fiber, 사실상 10μm 작은 경우 병리학적 효과가 일반적 

으로 호흡할 수 있는 규산염 광물 먼지로부터 기대되는 

것보다도낮았다. 

장， 단 fiber grunerite (amosite) asbestos (Donaldson et 외.， 

1992)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대식 세포(macrophages) 로 

부터 방출되는 종양괴사 요인은 fiber length에 좌우된다 

같은 광물에서 실험 한 결과 macrophages에 의해 super

oxide anjon의 방출을 보이 는 정 도는 크게 다르다(Hill et 

al., 1995). 그런 요소들은 inflammation, pulmonary, fibro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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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nor formation와 연관 되며， 이것은 fiber length가 fiber 

의 발병성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라고관점을고려한다. 

IX. 그 외 관련 연구들 

10M (Miller et al., 1999a,b; Searl et al., 1999)연구들은 

biopersistence(생물학적 지속성)이 폭넓은 인공 광물들이 

동물에 미치는 병인을 통제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내구력이 있는 fiber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fiber length임을 확인한다 

lntraperitoneal 매ection studies 연구에서 mesothelioma 

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과 in vivo biopersistence factor 

(inσaσacheal instillation 전， 후에 fiber의 측정치로부터 유 

래된)가 비교가 되었는데 이 결과 0.95 μm 보다 작은 직 

경과 20 μm 보다 긴 fiber 수가 좋은 예로 밝졌다. 

같은 suit의 fiber로 한 inhalation 연구에서 pulmonary 

tumor 생 성 정 도(Iung cancer)가 가짜 생 리 식 염 수를 계속 

해서 흘려보내면서 측정된 용해 비율과 0.95 μm보다 작 

은 직경과 20μm 보다 큰 길이의 fiber 수와 같은 함수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 주고 있다 

X. 결 로 

Asbestos-와 non-asbestos 투각섬석을 이용한 동물 실험 

연구는 asbestos-tremolite가 더 욱더 높은 발암성 을 보임 을 

암시 한다 직 접 적 인 유추로도 asbestos-와 non-asbestos 각 

기퉁(pRISMATIC)형 σemolite의 발암성의 차이는 asbestos 

와 non-asbestos habits로 결정화된 다른 유형의 각섬석류 

에도같을것이다. 

초기 동물 실험 연구는 현대의 표준 방법인 타당한 통 

로를 통한 흡입보다는 외과적인 주입 (injection) 또는 투 

입 (implantation)을 함으로서 실험 설 계 에서 제 한을 가졌 

으나， asbestos-와 non-asbestos 각섬 석 의 발암성 차이 는 

충분히 컸다. 

이 런 광물과 관련 광물의 후세 연구들과 함께 , non

asbestos 각섬석의 짧고 두꺼운 fiber와 연관된 재해는 

asbestos 유형 의 광물보다 매 우 낮았다. 

non-asbestos 각섬석은 성가신 먼지로 고려되는 다른 

규산염 광물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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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광물에서 실험 한 결과 macrophages에 의해 super

oxide anjon의 방출을 보이 는 정 도는 크게 다르다(Hill et 

al., 1995). 그런 요소들은 inflammation, pulmonary, fibro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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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nor formation와 연관 되며， 이것은 fiber length가 fiber 

의 발병성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라고관점을고려한다. 

IX. 그 외 관련 연구들 

10M (Miller et al., 1999a,b; Searl et al., 1999)연구들은 

biopersistence(생물학적 지속성)이 폭넓은 인공 광물들이 

동물에 미치는 병인을 통제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내구력이 있는 fiber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fiber length임을 확인한다 

lntraperitoneal 매ection studies 연구에서 mesothelioma 

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과 in vivo biopersistence factor 

(inσaσacheal instillation 전， 후에 fiber의 측정치로부터 유 

래된)가 비교가 되었는데 이 결과 0.95 μm 보다 작은 직 

경과 20 μm 보다 긴 fiber 수가 좋은 예로 밝졌다. 

같은 suit의 fiber로 한 inhalation 연구에서 pulmonary 

tumor 생 성 정 도(Iung cancer)가 가짜 생 리 식 염 수를 계속 

해서 흘려보내면서 측정된 용해 비율과 0.95 μm보다 작 

은 직경과 20μm 보다 큰 길이의 fiber 수와 같은 함수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 주고 있다 

X. 결 로 

Asbestos-와 non-asbestos 투각섬석을 이용한 동물 실험 

연구는 asbestos-tremolite가 더 욱더 높은 발암성 을 보임 을 

암시 한다 직 접 적 인 유추로도 asbestos-와 non-asbestos 각 

기퉁(pRISMATIC)형 σemolite의 발암성의 차이는 asbestos 

와 non-asbestos habits로 결정화된 다른 유형의 각섬석류 

에도같을것이다. 

초기 동물 실험 연구는 현대의 표준 방법인 타당한 통 

로를 통한 흡입보다는 외과적인 주입 (injection) 또는 투 

입 (implantation)을 함으로서 실험 설 계 에서 제 한을 가졌 

으나， asbestos-와 non-asbestos 각섬 석 의 발암성 차이 는 

충분히 컸다. 

이 런 광물과 관련 광물의 후세 연구들과 함께 , non

asbestos 각섬석의 짧고 두꺼운 fiber와 연관된 재해는 

asbestos 유형 의 광물보다 매 우 낮았다. 

non-asbestos 각섬석은 성가신 먼지로 고려되는 다른 

규산염 광물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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