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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for the genetic differences of two closed asbestos mines from Jeongjeon and Ocheon areas in Bory-

oung, Chungnam. They are mined asbestos for past several decades. Host rocks are serpentinites for Jeongjeon

mine and dolomites for Ocheon mine. Asbestos samples and their host rocks are collected from the field trips and

examined with microscopes and FESEM, and analysed with XRD and EDX to confirm for the type and/or compo-

sitions of the minerals. The asbestos occur as layers, cracks and fractures assummed as a pathway of the hydrother-

mal water, but show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 serpentinites from the Jeongjeon mine contain chrysotile, tremolite

and actinolite asbestos. Non-asbestos minerals including tremolite and actinolite were also found. The chrysotiles

occur as a cross fiber or slip fiber at veins and along cracks of several mm to cm thickness. Tremolite and actino-

lite asbestos occur along cracks and fractures of several cm to ten cm thickness. It suggests that the asbestos from

Jeongjeon area were formed by the reactions between serpentinite and hydrothermal water. The dolomites of the

Ocheon mine only contain tremolite and actinolite asbestos. The asbestos occur along layers, cracks and fractures,

suggestive of asbestos from Ocheon area formed by the reactions between dolomite and hydrothermal waters

influxed along layers, cracks and fractures.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two asbestos mines showing different host

rocks are located in a Boryoung area. They show a different type of asbestos minerals, reflecting variety of petro-

gen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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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충남 보령 정전 및 오천 지역 석면 광상의 성인적 차이에 대해서 이다. 두 광산은 지난 수십년 동안 석

면 광산으로 개발이 되었던 곳이다. 정전광산의 모암은 사문암이고 오천광산의 모암은 백운암이다. 석면 시료 및 모

암시료가 야외 조사에서 채취 되었고, 석면의 종류 및 원소 함량을 알아보기 위해 광학 현미경 및 주사전자 현미경으

로 관찰되었고, X-선 회절분석기, 에너지 분산 분광장치를 이용하여 분석 되었다. 석면들은 열수의 유입통로로 추정되

는 층리, 균열, 열극을 따라 발견이 되나, 둘 사이에서는 두드러진 특성 차이를 보인다. 정전의 사문암은 백석면, 투

각섬석 석면, 양기석 석면을 포함한다. 비석면형의 투각섬석과 양기석도 발견이 된다. 백석면은 맥에서 교차 섬유, 미

끌림섬유로서 산출되고, 수 mm에서 cm의 두께의 균열에서 산출된다. 투각섬석과 양기석 석면은 수 cm에서 수 십

cm 두께의 균열 및 열극을 따라 발견이 된다. 이는 정전지역의 석면이 사문암과 열수의 반응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암

시한다. 오천 지역의 백운암은 투각섬석 및 양기석 석면을 포함한다. 이 석면들은 층리, 균열, 열극에서 산출된다. 이

는 오천 지역의 석면이 백운암과 열수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 되었음을 암시한다. 위의 결과 들은 같은 행정 구역

인 보령 지역에서도 두 다른 모암을 갖는 석면 광산이 위치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은 성인의 차이를 반영하여 석

면광물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주요어 : 사문암, 백운암, 백석면, 투각섬석, 양기석, 열수

*Corresponding author: shsong60@naver.com



166 송석환·임호주·이우석

1. 서 론

2009년부터 시작된 광산 지역내 석면의 발견과 인근

지역의 토양에서 석면의 존재는 해외에서 지난 수 십 년

간 토의를 해왔던 자연 발생 석면(Naturally Occurring

Asbestos)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특히 광산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 결과와 석면과의 연관성

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까지 막연히 생각했던 자연 발

생 석면 문제를 심각하게 돌아보게 한다.

환경부는 2009년 6월 12일 홍성·보령 석면광산 인

근 5개 마을 주민 215명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발

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215명 중, 흉부방사선 진단결과

110명이 폐실질 이상 및 흉막이상 소견이 있어 단층촬

영 대상자로 분류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중 95명에

대한 정밀 진단 결과 석면폐 소견자를 포함, 흉막반

소견자가 87명(91%)으로 확인되었고, 석면폐 소견자가

55명(64%)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뤄볼 때

석면광산의 광업활동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그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3월 제천시 보건소가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

협조를 얻어 실시한 제천시 수산면 석면 광산 인근 지

역 주민에 대한 X-ray 검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주민 360명 중 폐질환 관련 이상자가 67명

(18%)이 확인되었고, 4명의 주민이 종양 의심자로, 2명

은 폐결절 의심자로, 31명은 폐질환 의심자로 분류되었

다. 이 곳은 1941년대에 수산광산, 동아광산 등 석면 광

산이 위치했던 곳이다. 이 결과 또한 석면광산 인근 주

민에게 석면폐 유병율이 상관성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런 이유들로 정부는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 안전 관리법을 제정하여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 법안에는 자연 발생

석면의 관리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

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 고시 제 2012-75 호에서도 편광현미경

(PLM)을 이용한 관찰 및 정성분석을 통해 석면 모암

및 주변 암석 구성광물의 특징, 산상에 따른 석면 광

물의 차이, 변성 및 변질 정도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

한 경우 투과전자현미경법(TEM), 주사현미경법(SEM),

X-선회절분석법(XRD), 전자현미경법(EPMA) 등을 활

용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 보령시 선캠브리아기의 서산층군내

에 위치했던 사문암 및 백운암을 모암으로 갖는 자연

발생 석면에 대한 야외 산상 및 광물학적 비교 연구이

다. 연구 대상 광산 지역으로 전자는 보령시 청소면

정전리로 주 광구는 대천 83, 84, 85이며, 후자는 보

령시 오천면 교성리로 주 광구는 대천 114, 115이다.

정전 광산 지역 중 대천 83은 1967년부터 광구권이

소멸된 1988년 까지 석면 및 사문석 광산으로 등록

된 광구이다. 대천 84는 1982년부터 광구권이 소멸된

1993년까지 활석, 사문석 광산으로, 대천 85는 1985년

부터 광구권이 소멸된 1993년까지 활석 광산으로 등록

이 되어 있었다.

오천 광산 지역 중 대천 114는 1967년부터 광구권

이 소멸된 1992년까지 석면 광산으로 되어 있었고,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석면 광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

다. 대천 115호 지적은 1978년부터 광구권이 소멸된

1995년까지 석면 광산으로, 1994년부터 광구권이 소멸

된 2004년까지 규석과 석면광종으로 등록된 광구이다.

본 연구는 보령시의 성인이 다른 석면광산지역 두

곳에 대한 암석학적, 광물화학적 비교이다. 이를 위해

두 지역에 대한 야외 지질조사가 수행 되었고, 석면의

산상이 고려되었다. 실내 작업을 통해 모암의 특성을

규명했고, 두 지역에서 산출되는 석면의 종류와 모암

과의 관계를 재고하였다. 이 연구는 같은 행정 구역이

라 하더라도 모암에 따라 석면의 성인 및 석면의 종류

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

2. 연구 지역의 지질

연구 지역은 선캠브리아기의 편암류가 주인 서산층

군을 기반암으로 하여, 상부에 하부 쥬라기의 대동층

군과 대비되는 퇴적층인 남포층군이 분포하고 있다(Lee

et al., 1996, Fig. 1). 이 편암류는 서산층군을 대표하

는 층으로 연구 지역에 가장 넓게 분포한다. 이 암층

은 견운모 편암, 흑운모-견운모 편암, 석영-견운모 편암,

석영 편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곳에 다수의 규암

및 석회암이 협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 지구조

와 관련해서 지표면에 노출된 초염기성암이 분포한다. 

이 서산층군은 경기육괴 서부에 분포하는 철광층을

포함하는 규암층을 의미하며 Son (1971)에 의해 최초

로 정의되었고 그 후 규암 및 편암류를 통칭하여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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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다. 이 층군의 지질시대는 편암류를 관입한 화강

편마암의 절대 연령치가 2300Ma(Zoo et al., 1982)로

보아 편마암류의 지질시대는 그보다 오래된 시생대 내

지 최하부 원생대로 추정된다.

이 편암류는 최소 3 차 이상의 중복 변형작용을 받

았고, 녹색편암상에서 앱피볼라이트상에 이르는 중복

변성 작용을 받았으며, 변성작용은 선캠브리아기에 일

어난 것으로 추측(Na, 1982)된다. 서산층군의 암체는

호상편마암, 편암류, 화강편마암, 태안층으로 구성된다.

이 편암류는 곳에 따라 석영이나 장석 입자들이 커

지면서 편마암 상을 보이기고 한다. 이 편암류에 협재

되는 규암은 비교적 순수하게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곳에 따라 함철 규암이 배퇴하고 있다. 함철 규암은

정장석, 미사장석과 석영으로 구성된 아코스 사암이 규

암화 되었고, 곳에 따라 사층리가 발달하고 있다.

석회암은 규암과 같이 협재 되며, 결정질 석회암, 석

회 규산염 및 각섬암과 복합체로 보통은 폭이 5 m 이

상이나 지역에 따라 심한 층후 변화를 보인다.

주변 암석으로 하부 쥬라기의 대동층군과 대비되는

퇴적층인 남포층군이 대천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남한

의 중요 탄전 지대를 형성한다. 이 층은 하조층과 아

미산층을 포함한 하부남포층군(JN1), 조계리층과 백운

사층을 포함한 중부남포층(JN2), 성주리층을 포함한 상

부남포층(JN3)으로 3 구분된다.

남포 층군은 하부의 역암이 주인 월명산층 또는 하

조층, 사암, 역암, 셰일, 석탄층으로 구성된 아미산층,

역암, 사암, 셰일로 구성된 조계리층, 사암과 셰일 및

석탄층으로 구성된 백운사층, 최상부에 역암, 사암, 셰

일로 이루어진 성주리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을 살펴 보면 하부 남포층군은 하부로부터 하조

층의 역암층, 아미산층의 하부 사암대, 하부 셰일대, 중

부사암대, 중부 셰일대, 상부 사암대로 구성되어 있고,

중부 남포층군이 조계리 층과는 부정합 관계를 이룬다.

사암과 셰일이 호층으로 발달하고, 5-11 매의 탄층이

협재되어 있다.

하조층 역암내 역들은 편마암, 화강암, 규암, 편암

역으로 크기는 대개는 10 cm 이며 원마도는 좋다. 아

미산층의 사암대는 회색, 담회색, 중립 내지 조립 장석질

사암, 역질 사암, 박층의 흑색 셰일로 구성되어 있고,

무연탄층이 수매 협재되어 가행 대상이 되기도 한다.

셰일대는 주로 흑색 셰일 또는 실트스톤으로 구성 되

어 있고, 박층의 세립 내지 중립의 사암층을 협재한다.

중부 남포층군은 함장석 각력 사암대와 역암대로 구

성된 조계리층과 사암과 셰일도 구성된 백운사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 층군은 하부의 역암대와, 중부의

셰일과 사암의 호층대, 상부의 역암대, 흑색 및 회색의

중립 내지 세립 사암과 셰일의 호층대로 대표된다도

볼 수 있다.

조계리층은 5-8 회의 퇴적 윤회가 나타나며, 상부로

갈수로 세립화되며, 윤회상의 상부에 1-2 매의 불연속적

이고 팽축이 심한 탄층이 포켓상으로 협재되어 나타난

다. 조계리층 역암층내의 역은 직경이 3 cm 이상이다.

백운사층는 상부와 하부로 나뉘며, 하부는 역암, 아

코스사암, 세립사암 및 셰일 또는 실트스톤의 호층대

Fig. 1. Geological map of the study area. A) and B) mean mining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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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고, 1-4매의 탄층을 협재한다. 백운사층내의

역은 1 cm 내외이다.

상부 남포층군에 성주리층이 해당된다. 이 층은 주

로 역암, 역질 아코스 및 조립질 장석 사암으로 구성

되어 있고, 암회색 셰일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역암 내

역의 크기는 1-2 cm 내외이고, 원마도가 높으며, 규암

이 대부분의 역을 이루고 기질은 장석질 사암이다.

연구 대상인 석면 광산은 모두 편암류 지역에 위치

하고, 모암으로 정전지역은 초염기성암에서 유래된 사

문암이고, 오천 지역은 백운암이다. 

3. 시료 채취, 관찰 및 분석 방법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정전 및 오천 석면 광산,

두 곳에 대해 2008년 6월부터 2009년까지 6월까지

12 개월에 걸쳐 야외 조사를 실시하여 석면의 산상,

모암의 변성 및 변질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석면 시료 채취를 위해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정전

지역의 광산은 광구지적 대천 84로 610번 도로 남측

에 위치한다. 현재 광산 지역 일부는 밭으로 이용되고,

일부는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밭으로 사용되는 지

역에 사문석 노두, 암체 및 전석이 그대로 주변부에

흩어져 있다.

후자로 현재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광구 지적 대천

114로 40번 도로에 인접하고 현재는 일부는 밭으로,

일부는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밭으로 사용되는 지점

에서는 백운석의 노두, 암체 및 전석이 확인 가능하다.

세밀한 야외 조사를 근거로 모암 시료와 석면 시료

를 해머를 이용, 채취하였는데, 모암은 변성 및 변질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받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하여 채

취하였고, 석면시료는 석면의 산출 차이, 즉 층리

(Layer), 균열(Crack), 열극(Fracture), 세맥(Vein)을 고

려하여 채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석면안전관리법」제12조제3항과 같

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정 고시된 환경부

고시 제 2012-75 호에 따라 편광현미경(PLM)을 이용

한 관찰 및 정성분석을 진행하였고, 선택적인 분석 방

법 중 투과전자현미경법(TEM), 전자현미경법(EPMA)

분석을 제외한 X-선회절분석법(XRD), 주사현미경법

(SEM)을 진행하였다. 각 방법의 시료 전 처리 및 분

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박편 제작 및 관찰을 위해 절단기를 이용, 적당

한 크기로 대상 암편을 자른 후, 절단면을 carbide

powder를 사용하여 암석 연마기로 거칠기 순서대로

(#180, 320, 600, 1500) 연마하였다. 암석의 연마면을

에폭시 수지로 슬라이드그라스에 접착한 뒤에 열판으

로 약 30분간 가열하여 굳힌 후, 절단기를 이용, 2 mm

이하 두께로 평행하게 절단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방

법으로 다시 연마하였다. 편광 현미경(Polarized Light

Microscopy, PLM)은 BX51, Olympus (Japan)을 이

용하여 모암과 석면으로 추정되는 시료에 대해 대안렌

즈와 대물렌즈의 배율을 10 * 5, 10 * 10 배로 하여

구성 광물을 파악하였다. 완성된 박편을 편광 현미경

을 이용, 관찰 후 대표적인 부분에 한해 사진 촬영을

하였다.

둘째 편광현미경에 의한 광학적 분석 방법으로 미국

환경보호청(Enviro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EPA600/R93-116방법을 수행하였다. 즉 섬유상 형태의

백석면 및 각섬석으로 추측되는 결정을 채취하여, 핸

드밀(Mill)을 이용, 100 µm 이하로 분쇄하고, 75 µm

(200 mesh) 크기의 체에 체가름 하였다. 체가름 한 시료

를 굴절용액으로 확인하였는데 백석면으로 의심되는 물

질은 굴절율 1.550으로 확인한 결과 청색에서 붉은색으

로 변하였고, 투각감석은 굴절율 1.605로 확인하여 주황

에서 청색으로 변한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광물의 형태,

분산염색의 색상, 복굴절, 소광각, 신장부호를 확인하여

석면 여부 및 종류를 판명하였다(Perkins and Harvey,

1993). 연구에서 사용한 기자재는 ATMICROSCOPE,

PS300 (한국) 편광현미경이다.

셋째 핸드밀을 이용하여 100 µm 이하로 분쇄된 분말

시료를 X-선 회절분석기(LabX XRD-6000, SHIMADZU,

JAPAN)의 시료 홀더에 충진하여 광물이 가지는 고유의

피크를 확인하였다(분석 조건은 Cu Ka선, 가속 전압

40 kV-40 mA, 주사범위 5~60o 2θ, 주사속도 1o 2θ/분,

0.02o스텝, 시료회전 60 RPM). 이 결과 나온 고유의

각에서 나타나는 d값을 미국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의 표

준참고물질(Standard Reference Materials, SRM)과

비교하여 석면의 여부와 종류를 판명하였다.

넷째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을 이용한 섬유 조직을

파악하고, 에너지 분산 분광장치(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EDX)를 이용한 화학 분석을 실

시하였다.

섬유조직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모암시료를 100µm

이하로 분쇄하여 15 nm로 Pt 코팅된 시료를 주사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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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FNOVA NANOSEM 400, FEI, USA)에서 일만

배 확대하였다. 분석 조건은 가속전압 20 kV, working

distance 5 mm이다. 에너지 분산 분광장치(NORAN

system SIX, THERMO, USA)를 이용, 섬유의 주 원

소를 분석하여 규제대상인 석면 여부와 종류를 판명하

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모암 차이

두 광산 지역은 선캠브리아기의 편암류가 주인 서산

층군을 기반암으로 한다. 하지만 석면의 모암과 석면

의 산출상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즉 모두 보령

시 한 행정 구역에 있으나 전혀 다른 지질학적 기원을

갖고, 산출되는 석면의 산상은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

인다.

정전 지역 석면의 모암은 초염기성암이 변성 및 변

질을 받은 사문암이나 (Figs. 2 and 4), 오천 지역의

석면 모암은 백운암이다 (Figs. 3 and 5).

첫째 초염기성암은 실리카(SiO2)의 함유량이 45 % 이

하인 화성암으로서 주로 고철질(mafic) 광물이나 철산

화물로 구성되어 있다. 고철질 광물로 감람석, 휘석, 첨

Fig. 2. Photographs of Jeongjeon area and asbestos occurrences. A) for a complete  view adjacent to the asbestos mine used

as a vegetable garden, B) for a pit mouth,  C, D) for a  abandoned mine tailing and areas, E) for chrysotiles occurred along

the crack  and F) for tremolites occurred as the a v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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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각섬석 등을 주로 포함한다(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1973; Raymond, 2002).

이 암석은 맨틀 기원 암석이다. 맨틀 기원의 암석은

현무암과 킴벌라이트 같은 암석의 포획암으로 산출되

거나, 지구적인 운동에 의해 암체로서 지표면에 노출

된다(O'Hanley, 1996). 초염기성암 중 지구조 운동에

의해 노출된 암석들은 알파인형 초염성암으로 불리워

진다(Turner, 1981). 알파인형 초염기성암은 조산운동

과 관련해 맨틀로부터 기원하여 지표면에 노출된 초염

기성암을 말한다. 초염기성암은 감람석, 사방휘석, 단

사휘석이 주 구성 광물이고 분류상 크게 페리도타이트

와 파이록시나이트로 나뉜다(Ehlers and Blatt, 1982;

Le Bas and Streckeisen, 1991).

초염기성암 구성광물은 사문암화 작용으로 사문석으

로 전환이 되고 (Turner 1981; Ehlers and Blatt,

1982; Mevel et al., 1991) 이 과정 중 일부는 석면

이 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보통 사문암체는 강

하게 구조 운동을 받았고 단층 및 전단대와 수반된다.

북 캘리포니아주, Blue Ridge Belt 지역에서는 애팔

래치안 조산대 남부에 나타나는 두 개의 넓은 띠 형태

지역에 알파인 초염기성암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 암

체의 크기는 작고 큰 판상체와 렌즈(100 m 이하에서

Fig. 3. Photographs of the Ocheon area and asbestos occurrences. A) for a complete  view adjacent to the mine area, B) for a

pool used during the mining,  C) for adjacent Mesozoic Nampo sedimenary group, D) for weathered surface of a dolomitic

rock, E) for a  dolomitic rock showing a hydrothermal alteration, F) for a rock fragment showing tremolite asbes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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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m이상까지)로 산재되어 산출된다. 사문암체에서

백석면은 벽면에 고각도로 평행한 섬유상(교차 섬유,

cross-fiber) 으로 산출되고, 그 광물이 발견되는 표면

및 맥의 변두리에 평행한 미끌림 섬유(slip-fiber)로서

산출된다(Churchill and Hill, 2000).

정전 지역 사문암 원암은 알파인형 초염성암이고 페

리도타이트이다 (Figs. 2 and 4). 변질이 덜 받은 암

체는 주 구성 광물로 감람석, 사방휘석, 첨정석을, 부

Fig. 4. Photomicrographs of serpentinites from the Jeongjeon area. A) for a typical serpentinite showing serpentines rimmed

by magnetites, B) for  a peridotite containing olivine, orthopyroxene and amphibole,  C) showing several histories for the

influx of hydrothermal waters, D) showing a cross fiber occurrences, E) showing acicular shaped tremolites, and F) showing

the talcification. Abbbreviation: Se for serpentine, Mt for magnetites, Ol for olivine, Opx for orthopyroxene, Am for

amphibole,  Tr for tremolite and Tc for Ta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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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광물로 각섬석, 녹리석, 활석 등을 포함한다. 정

전지역에서는 석면으로 사문석 계열과 각섬석계열이 모

두 나타난다. 균열 및 열극을 따라 형성된 수 cm 폭

으로 나타나는 각섬석계열의 양기석 및 투각섬석과 세

맥 및 균열을 따라 유입된 열수에 의해 수 mm에서

cm의 두께로 형성된 백석면이 있다. 이 암체 인접부에

석영맥, 반화강암류와 같은 산성암류가 존재한다. 이들

산성 암체가 석면을 형성 시킨 열수의 근원으로 추정

된다.

둘째 백운암이란 광물명의 돌로마이트와 암석명의

돌로마이트가 있다. 따라서 돌로마이트를 광물로서 백

운석, 암석면으로서 백운암이라 부를 수 있다(Bates

and Jackson, 1980). 광물명으로서 돌로마이트의 구조

식은 CaMg(CO3)2 이다. 여기에서 Mg는 부분적으로

Fe로 치환이 되고, 소량이 Mn으로 치환 된다.

광물 백운석은 삼방정계-마름모체로서, 백색, 회색에

서 연분홍색을 보이고 보통은 굽은 결정을 보인다

(Deer et al., 1997). 이 광물의 물리적 성질은 방해석

과 유사하나, 긁히거나 입자 파우더의 형태가 아니라

면 염산에 용해되거나 거품이 나지 않는다. 모호 경도

는 3.5-4이고, 비중은 2.85이다.

암석명의 돌로마이트(돌로스톤 이라고도 부름)는 광

학 현미경 하에서 광물명의 백운석을 중량 및 면적으

로 50% 이상을 포함하는 탄산염 기원의 퇴적암을 말

한다(Bates and Jackson, 1980). 그 외에도 광물명의

마그네슘을 포함하는 탄산염 광물인 백운석을 풍부하

게 포함하는 석회암 및 대리암을 말한다. 여기에서 풍

부하게 의미는 전암 분석 시 MgO 함량이 19.5-21.6 %

를 포함하거나, 광물 백운석을 41.0-45.4 %를 포함하

거나, Ca/Mg 비가 1.5-1.7 인 것을 의미한다(Bates

and Jackson, 1980). 백운암의 이름은 현재 북 이탈리

아의 Dolomite Alps로 알려진 곳을 조사하던 프랑스의

지질학자인 Déodat Gratet de Dolomieu(1750–1801)

에 의해 암석으로서 1791년에 언급되었다(Bates and

Fig. 5.  Photomicrographs of dolomitic rocks  from the Ocheon area. A, B) for a dolomitic rocks showing columnar, massive

or crystalline textures, C) showing acicular or fibrous shaped tremolites  (cross nicol for C, open nicol for D). Abbbreviation:

Do for dolomite and Tr for trem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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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son, 1980).

이 암석은 선캠브리아기부터 현생까지 나타나나, 하

부 고생대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견이 된다.

한국의 경우 고생대의 캄브리아기-오르도비시아기의 퇴

적암에서 주로 발견이 된다. 하지만 중생대, 신생대 및

현생대 환경의 백운암은 주로 쇄설성 암석과 같이 협

재된다(You and Woo, 2002).

오천 지역 석면의 모암은 백운암질암이고(Figs. 3

and 5) 주 구성 광물로 방해석 및 백운석을 포함한다.

석면은 층리, 균열 및 열극을 따라 형성된 수 cm 폭

으로 나타나는 각섬석계열의 양기석 및 투각섬석이 주

이다. 백운암에서 산출되는 각섬석류은 일부 만이 석

면형이고 대부분은 비석면형이다. 이 암체 인접부에 있

는 화강암, 석영맥, 반화강암류와 같은 산성암류가 존

재하며, 이들 산성 암체가 석면을 형성 시킨 열수의

근원으로 추정된다.

4.2. 산출광물 및 산출상태

두 비교 지역의 광물학적, 광물 화학적 특징은 아래

와 같다.

첫째 편광현미경(PLM)에 의한 관찰 및 광학적 분석

에서 석면의 모암과 석면의 산출상에서 두드러진 차이

를 보였다. 정전지역의 석면 모암은 사문암체로 망상,

물시계, 리본 조직을 보였다(Fig. 4). 일부 암체에서는

수회의 열수유입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세맥을 따라 백

석면이, 균열 및 열극에서 채취된 시료에서 침상 형태

의 투각섬석이 확인된다. 부분적으로는 활석화되어 나

타나기도 한다.

Fig. 6. Representative XRD analyses of asbestos from Jeongjeon(JJ) and Ocheon(OC) areas. Ch for chryostile and Ac for

actinolite.

Table 1. Representative PLM results of the asbestos from Jeongjeon(JJ) and Ocheon(OC) areas

Sample Num. Chryostile Tremolite Actinolite Morphology 

JJ 06-01 ○ twist, wave

JJ 06-02 ○ bundle, wave

JJ 06-03 ○ twist 

JJ 06-04 ○ straight, acicular

JJ 06-05 ○ straight, acicular

OC 08-01 ○ straight, twist

OC 08-02 ○ ○ straight, acicular

OC 08-03 ○ bundle, twist

OC 08-04 ○ ○ bundle, tw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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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지역의 석면 모암은 백운암체로, 주 구성 광물

은 방해석 및 백운석이다. 이 들 광물은 만곡면, 주상,

입상, 괴상 형태를 보이고, 일부는 재 결정 형태를 보

이기도 한다(Fig. 5). 석면 광물로 투각섬석과 양기석이

확인되었다. 이곳에서 투각섬석과 양기석은 침상 조직

을 보이고, 직선 및 곡선 형태를 보이도 한다. 일부는

다발 형태로 산출되고 끝부분이 분산되어 나타났다. 부

분적으로는 활석화 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둘째 X-선 회절분석기를 이용한 대표적인 시료의 정

성분석에서 두 지역은 석면의 산출상에서 두드러진 차

이를 보였다(Fig. 6). 정전 광산의 사문암체 내 세맥

및 열극에서 채취된 광물은 대부분이 사문석 계열의

백석면이었고, 열극 및 균열에서 채취된 광물은 각섬

석계 계열의 양기석이었다. 하지만 오천 지역 백운암

체 내의 층리, 열극, 균열에서 산출된 광물은 각섬석계

석면으로서 양기석 만이 검출되었다.

셋째 주사 전자 현미경(SEM)을 이용한 광학적 특성

및 화학적 분석에서 두 지역의 우세한 석면차이가 명

확하였다. 정전 광산의 사문암체 내 세맥 및 열극에서

채취된 광물은 대부분이 사문석 계열의 백석면이었고,

Fig. 7. Photomicrographs of chryostiles from the Jeongjeon area. A, B) for a typical chryostile showing twist and wave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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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꼬이거나, 파도 형태를 보였다(Figs. 7 and 8).

열극 및 균열에서는 각섬석계 석면인 투각섬석이 대부

분이었고 침상 및 굴곡형태를 보였다.

하지만 오천 지역 백운암체 내의 층리, 열극, 균열에

서 산출된 광물은 각섬석계 석면으로서 투각섬석 석면

이 산출되었으며(Figs. 9 and 10), 이 광물은 침상 및

굴곡형태를 보이며 산출되거나, 다발형태로 산출되며

끝이 분산되어 나타났다. 에너지 분산 분광장치를 이

용한 분석 결과 이들 광물들이 각섬석계 석면 및 백석

면으로 확인 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충남 보령시에 위치하는 선캠브리아기의

편암류가 주인 서산층군을 기반암으로 하는 정전 및

오천 지역의 석면 광산에 대한 비교 연구 이다. 두 지

역은 수 십 년 동안 석면 광산으로서 개발이 되었다

휴광 및 폐광된 곳으로 두 곳 모두 현재 밭 등으로

쓰여 지고 있고,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 하고 있다.

연구를 위해 지질조사와 함께 모암시료가 채취되었

고, 열수의 유입통로로 추정되는 층리, 균열 및 열극을

Fig. 8. Photomicrographs of tremolite asbestos from the serpentinite of the Jeongjeon area. A, B) showing acicular or curved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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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석면 가능 시료를 채취하여, 편광현미경 관찰,

XRD,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두 광산 지역은 선캠브리아기의 편암류가 주인

서산층군을 기반암으로 하나 정전 지역 석면의 모암은

초염기성암이 변성 및 변질을 받은 사문암이고, 오천

지역의 석면 모암은 백운암이다. 두 암체 인접부에 있

는 석영맥, 반화강암류와 같은 산성암류가 존재하는 바

이들이 석면을 형성 시킨 열수의 근원으로 추정된다. 

둘째 정전지역에서 사문석 계열과 각섬석계열 석면

이 모두 나타난다. 균열 및 열극을 따라 수 cm 폭으

로 각섬석계열의 양기석 및 투각섬석 석면이 산출되고,

세맥 및 균열을 따라 수 mm에서 cm의 두께로 백석

면이 산출된다.

셋째 오천지역에서 석면은 각섬석계열만이 나타난다.

층리, 균열 및 열극에서 수 cm 폭으로 각섬석계열의

양기석 및 투각섬석 석면이 산출된다. 하지만 백운암

에서 산출되는 각섬석류 중 일부 만이 석면형이고 대

부분은 비석면형이다.

넷째 같은 행정구역이라 하더라도 모암이 차이가 있

으면 우세한 석면 종류에서 차이가 있고 석면의 산상

Fig. 9. Photomicrographs of tremolite asbestos from dolomitic rocks of the Ocheon area. A, B) showing acicular or curved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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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양성을 보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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