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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ysotile is well known as a fibrous mineral in serpentinite by the previous studies in S. Korea. Previous studies in

other countries showed that antigorite also occurred as asbestiform and harmful to human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ibrous serpentine minerals occurred in serpentinite in

Hongseong, Chungnam and Gapyeong, Gyeonggi in S. Korea. XRD, SEM-EDS, PLM and EPMA mapping analy-

ses were used to examine the occurrence and formation mechanism of serpentine minerals. Serpentinization par-

tially occurred in amphibole-schist and calc-schist at two study sites, Hongseong, Chungnam and Gapyeong,

Gyeonggi, respectively. Both chrysotile and antigorite occurred as a fibrous mineral at Hongseong site, but chryso-

tile occurred as a fibrous mineral at Gapyeong site. Based on PLM analysis with dispersion staining, the chrysotile

was observed horizontally magenta and vertically blue colors. The antigorite appeared as horizontally gold to

golden magenta and vertically blue magenta colors under central stop dispersion staining objective(DSO). PLM and

SEM analyses showed the fibrous minerals were formed from plate form of serpentine minerals or by hydrother-

mal alternation of primary minerals. The EPMA mapping showed that Mg contents in chrysotile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in antigorite while Si and O contents in antigorite is higher than them in chrysotile. However, more stud-

ies are necessary to know the exact variation in chemical composition of chrysotile and antigorit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ven though asbestiform antigorite found associated with asbestos chrysotile in serpentinites, the

fibrous antigorite can be distinguished from chrysotile by different dispersion staining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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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석군 광물과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크리소타일(chrysotile)이 섬유상으로 산출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외에서 섬유상 안티고라이트(antigorite)의 산출이 보고되었으며 이로 인한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 홍성과 가평지역의 사문암 내에서 섬유상으로 산출되

는 사문석군 광물의 종류와 광물학적 및 화학적 특성을 XRD, SEM-EDS, PLM, EPMA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통해 사문석군 광물의 산출양상 및 형성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지역인 홍성은 각섬석 편암이 부분적으로 사

문암화 또는 활석화 되어 있으며, 가평은 석회질 편암이 사문석화 작용을 받아 석회암 및 각섬암 내 사문암대를 형성

하고 있다. 연구 결과, 홍성에서는 크리소타일과 안티고라이트가 섬유상으로, 가평에서는 크리소타일이 섬유상으로 산

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산염색법을 이용한 편광현미경 분석 결과, 크리소타일은 섬유 길이방향(n∥)에서 자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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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enta), 섬유 지름방향(n⊥)에서 파란색(blue)의 분산염색색상을 보였고, 안티고라이트는 섬유 길이방향(n∥)에서 진

한 노란색-자주색(gold to golden magenta), 섬유 지름방향(n⊥)에서 blue magenta의 분산염색색상을 나타냈다. 또한

박편관찰 및 SEM 분석을 통해 판상의 사문석 또는 암석 내 1차 광물이 열수변질작용을 받아 섬유상의 광물을 형성

한 것으로 판단된다. EPMA mapping 분석 결과, Mg 성분은 크리소타일이 안티고라이트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Si

와 O 성분은 안티고라이트가 크리소타일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두 광물의 화학성분 차이를 정확히 알

기 위해서는 많은 시료의 통계적인 분석 값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섬유상의 안티고라이트

(antigorite)는 X-선 회절 패턴과 형태적 특성이 크리소타일(chrysotile)과 비슷하여 혼동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분산

염색색상을 나타내므로 분산염색법을 이용한 편광현미경 분석을 통해 두 광물의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사문암, 섬유상, 안티고라이트, 크리소타일, 분산염색색상

1. 서 언

사문석군 광물은 Mg를 함유하는 함수규산염광물로

팔면체판과 사면체판이 1:1로 결합한 층상구조로 이루

어진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사문석군 광물은 크리소

타일(chrysotile), 안티고라이트(antigorite), 리자르다이

트(lizardite)를 포함하며, 3개의 광물은 사면체판과 팔

면체판 내 화학성분의 치환에 따라 결정구조가 다르게

나타나 서로 다른 형태를 지닌다(Fig. 1). 

크리소타일은 Si 이온이 들어가는 사면체의 크기가

Mg 양이온이 들어가는 팔면체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

으로 작아 사면체판 방향으로 휘어지게 된다(Choi,

2009). 이는 Mg의 이온반경이 Si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며, 그 결과 1:1 층이 휘어져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감기게 되면서 실린더(cylinder) 형태의

‘‘hollow tube’’ 결정 구조를 이루게 된다(Ann, 2009)

(Fig. 1C). 따라서 크리소타일은 주로 섬유상으로 단열

이나 맥에 수직으로 성장하는 cross fiber의 형태로 나

타나며, slip fiber 혹은 mass fiber 형태로도 산출된다

(Deer et al., 1992; Koh, 2009). 이러한 특징으로 인

해 크리소타일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 6종 중 하나

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안티고라이트는 팔면체판과 사

면체판이 일정한 간격의 상하방향으로 결합하여 마치

물결무늬 형태의 구조를 갖게 되어 판상 혹은 섬유상

의 결정형으로 나타난다(Choi, 2009; Page and Park,

1968) (Fig. 1B). 또한 리자르다이트는 Mg 이온이 크

기가 작은 Al3+나 Fe3+로 치환되면서 팔면체판의 크기

가 작아지고, Si 이온이 크기가 작은 Al3+로 치환되면

서 사면체판의 크기가 커지게 되어 두 층의 크기가 상

호 보완되어짐에 따라 판상의 결정형으로 발달한다
(Page and Park, 1968; Deer et al., 1992; Choi, 2009)

(Fig. 1A). 이러한 사문석군 광물은 초염기성암이 열수

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암석 내 감람석 또는 휘석이

열수와 반응하거나(Hwang et al., 1993; Koh et al.,

2006), 석회규산염암이 변성작용을 받게 되면서 형성된

다(Bae et al., 2008). 이러한 사문석은 특징적인 결정

형태와 물리화학적 특성 때문에 제철소의 소결로 용융

제 원료, 용성 인산비료, 건축재료, 장식용 석재 등으

로 이용되고 있다(Hwang, 2002). 

국내 선행 연구에 따르면 크리소타일은 일반적으로

섬유상으로 산출되며, 그 외 안티고라이트와 리자르다

이트는 판상으로 산출된다(Bae et al., 2008; Song et

al., 2008; Park et al., 2012). 또한 섬유상으로 산출

되는 광물 중 석면에 대한 유해성 연구만 진행되고 있

는 실정이다. 하지만 안티고라이트도 섬유상으로 산출

되어 석면형의 특성을 지니며, 섬유상의 안티고라이트

가 인체에 유입 시 활성산소와 일산화질소를 발생시켜

세포의 염증을 유발해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

구가 국외에서 보고된 바 있다(Cardile et al., 2007;

Pugnaloni et al., 2010).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Fig. 1. The crystallographic structures of serpentine-group

minerals: (A) lizardite; (B) antigorite; (C) chrysotile. The

triangles represent tetrahedral sheet and squares represent

octahedral sheet (modified from Thomas and Midgle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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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홍성과 가평지역의 사문암 내에서 섬유상으로 산

출되는 사문석군 광물의 종류를 확인하고 광물학적 및

화학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문석

군 광물의 산출양상 및 형성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연구지역 및 시료채취

첫 번째 연구지역은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마온리

일대로 선캠브리아기 변성퇴적암 및 편마암류와 백악

기에 관입한 각종 화성암류가 주이며 시대미상의 변성

암류 또한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Lee and Kim,

1963). 이 연구에서는 선캠브리아기 월현리층에 협재된

사문암 시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지역의 사문암들은 주

변암인 선캠브리아기의 화강편마암 또는 각섬석 편암

내에 타원형 또는 암맥상 내지 렌즈상으로 협재된 특

징을 보인다(Woo and Suh, 2000; Woo and Kim,

2003; Woo and Ka, 2003) (Fig. 2). 사문암 분포 지

역에서 cross fiber (HS 1), slip fiber (HS 2, HS 3),

radial fiber (HS 4) 형태로 산출되는 암석 시료를 채

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Fig. 4A, B, C, D).

두 번째 연구지역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일대로 기저를 이루는 고기 편마암류와 이와 단층 및

부정합으로 접하고 있는 비교적 신기의 편마암, 편암

및 규암과 이들을 관입하고 있는 각종 화성암류로 이

루어져 있다(Kim et al., 1974) (Fig. 3). 연구지역은

칼크 편암으로 각섬암, 결정질 석회암 및 이들 속에

층상으로 존재하는 호상편마암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후

에 사문암화 작용을 받아 석회암 및 각섬암 중에 사문

암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문암대에서 채

취한 사문암 시료를 사용하였으며, 사문암 분포지역에

서 cross fiber (GP 1)와 slip fiber (GP 2) 형태로

산출되는 암석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 4E, F). 하나의 암석 내 서로 다른 암색과 암상

으로 관찰된 GP 1에 대하여 연녹색 (GP 1-1)과 백색

(GP 1-2)의 slip fiber와 백색의 cross fiber (GP 1-3)

형태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3. 연구방법

채취한 암석 시료 내 섬유상 광물의 동정을 위해

X-선 회절(X-ray diffraction, XRD)분석을 실시하였다.

XRD 분석에 사용된 기기는 X’Pert PRO Multi Purpose

X-Ray Diffractometer로 CuKα선과 Ni-filter를 이용하

였으며, 가속 전압 40 kV, 전류 30 mA 조건에서 분

석을 수행하였다. 사문석군 광물의 경우 (001) 면의

7.26~7.3 Å 회절선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혼합되어

있는 경우 광물의 종류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d = 2.55~2.45 Å 사이의 피크를 이용하여 구

분한다(Moon, 1996). 분석 시 확인된 동일한 회절선에

대해서는 S(serpentine)로 표시하였으며 JCPDS(Joint

Fig. 2. Geological map around Maon-ri, Guhang-myeon, Hongseong-gun, Chungnam, South Korea (modified from Lee and

Kim,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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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on Powder Diffraction Standards) 카드

내 표준 광물의 X-선 회절 값과 비교하여 사문석군 광

물을 확인하였다. 채취한 암석 시료들을 상온에서 건

조시킨 후 섬유상 광물만을 긁어내어 막자사발을 이용

해 파쇄한 후 75 µm 표준체를 통과시켜 XRD 분석

시료를 제작하였다.

XRD 분석으로는 광물의 형태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섬유상 광물의 광물학적 특성과 형태을 파악하기 위해

분산염색법을 이용한 PLM 분석과 주사전자현미경분

석(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및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기(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

scopy, ED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염색법을 이용한

PLM 분석은 대물렌즈의 후방초점면에 빛을 차단하는

부위인 ‘스톱(stop)’을 배치하여 빛이 입자를 투과 시

발생하는 분산현상에 의한 발색을 극대화하여 색깔을

관찰하는 광학기술로, 편광현미경에 중앙 차단식 분산

Fig. 3. Geological map around Wigok-ri, Seorak-myeon, Gapyeong-gun, Gyeonggi, South Korea (modified from Lee et al.,

1974).

Fig. 4. Photographs of a hand-sized specimen showing fibrous minerals occurred in Hongseong and Gapyeong serpentinite:

fibrous minerals was observed as cross-fiber (A), (F), slip-fiber (B), (C) and radial-fiber forms (D). In the hand-sized

specimen of GP 1 (E), the veins appeared as cross-fiber (GP 1-3) and slip-fiber with pale green to white in colour (GP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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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대물렌즈(central-stop dispersion objective, DSO)

를 장착하여 실시하였다. 단일편광 상태에서 빛의 흡

수에 의한 입자의 형태와 색상 및 다색성 그리고 분산

염색색상(dispersion staining color)을 관찰한다. 교차

편광 상태에서는 복굴절률과 비등방성 섬유의 높은 굴

절률과 낮은 굴절률을 보이는 결정축의 방향을 의미하

는 신장부호(sign of elongation)를 관찰하고, 소광현상

을 관찰한다. McCrone 사의 asbestos reference set

를 참고하여 분산염색법을 실시하였다. 암석 내 발달

한 섬유상 광물을 핀셋을 이용하여 떼어낸 후, 슬라이

드 글라스에 올리고 1.550HD 굴절액을 4~5방울 떨어

뜨려 분산시킨 후 커버글라스를 덮어 시료를 제작하였다.

광물 동정 및 섬유상 광물의 형성과정을 규명하고자

암석의 박편을 제작하여 편광현미경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암석시료를 육면체로 절단한 후 600~200

mesh의 연마제로 연마한 후 슬라이드 글라스에 연마

된 면을 부착하여 박편시료를 제작하였다. 또한 섬유

상 광물의 화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현미분석

(Electron-probe micro-analyzer, EPMA)을 이용하여

mapping 분석을 진행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토의

4.1. 광물동정

사문석군 광물들은 서로 유사한 X-선 회절패턴을 지

니므로 정확한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Whittaker

and Zussman (1956)에 따르면 안티고라이트에서는 다

른 광물종에서 발견되지 않는 1.56~1.57 Å이 특징적

으로 나타나며, 리자르다이트는 1.54 Å과 1.50 Å이

같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안티고라이트와 리

자르다이트의 구별에 있어서 안티고라이트는 2.53 Å에

해당하는 회절선이 나타나지만, 리자르다이트의 경우

2.50 Å 이하의 회절선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크리소

타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3.90 Å이 리자르다이트에서는

나타나 두 광물의 구별이 가능하다(Nemecz, 1981).

4.1.1. 홍성 사문암 산출 섬유상광물

홍성 연구지역 사문암에서 cross fiber (HS 1) 형태

로 산출되는 시료의 XRD 분석 결과, 주로 크리소타일

의 회절선(d = 4.59 Å, 2.49 Å, 1.53 Å)이 확인되었으

며, 안티고라이트의 회절선(d = 2.53 Å, 2.14 Å)이 약

하게 확인되었다. 반면 HS 3 (slip fiber) 시료에서는

안티고라이트 회절선(d = 2.52 Å, 7.26 Å, 3.64 Å)이

확인되었다. 이 외 HS 2 (slip fiber) 시료에서는 크리소

타일 회절선과 약한 리자르다이트 회절선(d = 3.88 Å)

이 같이 나타났다. Radial fiber (HS 4) 형태로 산출되

는 시료를 분석한 결과, 활석의 회절선(d = 9.33 Å,

3.11 Å, 4.67 Å)과 함께 크리소타일(d = 2.43 Å), 안티고

라이트(d = 2.53 Å, 1.56 Å), 리자르다이트(d = 1.50 Å)

의 회절선이 확인되었다(Fig. 5A).

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fibrous serpentine samples from Hongseong (A) and Gapyeon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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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가평 사문암 산출 섬유상광물

가평 연구지역 사문암에서 cross fiber (GP 1-3,

GP 2) 형태로 산출되는 시료의 XRD 분석 결과, 주로

크리소타일의 회절선(d = 4.59 Å, 2.49 Å, 1.53 Å)이 확

인되었다. 또한 GP 2에서 안티고라이트의 회절선(d =

2.52 Å)이 약하게 나타났다. 암색이 다른 slip fiber

(GP 1-1, 1-2) 형태로 산출되는 시료에 대한 분석 결

과, 사문석군 광물의 유사한 회절선을 제외하고 크리

소타일과 리자르다이트 회절선이 확인되었다(Fig. 5B).

4.2. 광물학적 특성

4.2.1. 광물의 종류, 형태 및 화학조성: 분산염색법

및 SEM-EDS 분석 결과

사문석군 광물의 경우 유사한 X-선 회절패턴을 지니

기 때문에 정확한 구별이 어려운 점이 있어 분산염색

법을 통한 섬유상 광물의 구별을 실시하였다. 또한

SEM-EDS 분석을 통해 사문석군 광물의 형태 및 화

학조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차편광 하에서 위상판을 삽입하여 신장부호를 확

인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위상판과 섬유의 느린 방향

으로 서로 평행하여 양(+)의 신장부호가 관찰되었다.

크리소타일의 분산염색색상을 관찰한 결과, 섬유 길

이방향(n∥)에서 자홍색, 섬유 지름방향(n⊥)에서 파란

색으로 나타났다(Fig. 6A, B). 편광현미경과 SEM 하

에서 실처럼 휘어지는 섬유상 결정들이 서로 얽혀 섬

유다발을 이뤘으며 끝부분이 갈라지는 형태를 보였다

(Fig. 7A). EDS를 통해 광물의 화학성분을 확인한 결

과, O, Mg, Si 그리고 소량의 Fe로 구성되어 있었다
(Fig. 7C).

안티고라이트는 섬유 길이방향(n∥)에서 진한 노란

색 또는 진한 노란색과 자주색이 같이 나타났으며, 섬

유 지름방향(n⊥)에서 blue magenta의 분산염색색상을

나타냈다(Fig. 6C, D). 형태적으로는 크리소타일과 같

은 형태로 길이가 긴 개별 섬유들이 뭉친 섬유다발로

휘어짐을 보이는 섬유상으로 관찰되었으며(Fig. 7B), 이

는 홍성의 slip fiber (HS 3) 형태로 산출되는 시료에

서만 확인되었다. 반면 판상 또는 주상으로 한 방향의

벽개를 지니며, 이 벽개를 따라 짧은 주상 내지 원주

상으로 쪼개지는 특징도 관찰되었다(Fig. 8A). 또한

EDS를 통해 광물의 화학성분을 확인한 결과, O, Mg,

Si, Fe, Al로 구성되어 있었다(Fig. 7D, 8C). 

리자르다이트는 SEM 하에서 벽개가 없는 넓은 판

상의 광물이 쌓여 층상구조를 보였으며(Fig. 8B), EDS

를 통해 광물의 화학성분을 확인한 결과 O, Mg, Si,

Fig. 6. Central stop dispersion staining objective (DSO) images of fibrous chrysotile (A, B) and antigorite (C, D): fiber length

direction (A, C) and fiber diameter direction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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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Al로 구성되어 있었다(Fig. 8D). SEM 하에서 소

량 존재하는 리자르다이트는 섬유상으로 확인되지 않

았으며, 분산염색법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다. 

이와 같이 섬유상으로 산출되는 사문석군 광물은 크

리소타일과 안티고라이트로 확인되었다. 섬유상 안티고

라이트는 크리소타일과 형태적으로 구별이 어려울 수

있으나 서로 다른 분산염색색상을 나타내므로 분산염

색법을 통해 구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2.2. 광물 관찰 및 사문석군 광물 형성과정 유추:

박편관찰 및 SEM-EDS 분석

편광현미경 하에서 관찰된 사문암은 불투명 광물인

자철석이 사문석 결정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망상조직(mesh texture)을 보였다(Fig. 9A). 박편 내에서

열수의 유입 흔적이 확인되었고, 이로부터 멀어질수록

좁은 영역의 cross fiber 형태가 형성되었다(Fig. 9B).

이는 유체의 중심부가 가장자리보다 더 활발한 반응을

Fig. 7. SEM-EDS analyses of fibrous serpentine minerals from study areas: SEM image and EDS spectrum of chrysotile (A,

C), SEM image and EDS spectrum of antigorite (B, D).

Fig. 8. SEM-EDS analyses of non-fibrous serpentine minerals from study areas: SEM image and EDS spectrum of antigorite

(A, C), SEM image and EDS spectrum of lizardite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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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의 섬유상 광물을 형성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암석 내 존재하는 입상의 감람석 결

정 중심부로부터 균열을 따라서 사문석화 작용이 진행

되었으며(Fig. 9C), 휘석의 결정 주변부로부터 경계를

따라 사문석이 형성되었다(Fig. 9D). 

섬유상 광물과 접해있는 광물을 SEM 분석한 결과,

판상의 광물이 쌓인 층상구조가 관찰되었으며 층상광

물로부터 섬유상 결정들이 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Fig. 10A, B). 이와 같이 편광현미경 하에서도 1차

적으로 형성된 사문석군 광물로부터 섬유상 광물이 형

성됨을 확인하였다(Fig. 10C). 박편 관찰 및 SEM 분

석을 종합해 보면 섬유상 광물은 열수 변질을 받은 판

상의 사문석군 광물 또는 암석 내 1차 광물로부터 형

성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안티고라이트가 slip fiber 형

태로 산출되는 HS 3의 박편을 관찰한 결과, 불투명

광물인 자철석이 농집 된 경향을 보였으며, 섬유상 광

물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활석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 10D). 안티고라이트가 다른 광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형성되므로

(O’Hanley, and Wicks, 1995) 이 조건의 영향을 받아

활석화 작용이 안티고라이트 광물이 형성되는 부분에

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4.3. 화학적 특성

연구 지역의 사문암 박편 내에서 섬유상으로 산출되

는 광물과의 화학성분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EPMA

mapping을 실시하였다. 크리소타일과 안티고라이트가

섬유상으로 각각 cross fiber 형태와 slip fiber 형태로

산출되는 시료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EPMA mapping

분석 자료에서 파란색부터 흰색으로 색이 변함에 따라

화학성분의 함량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크리소타일이 섬유상의 cross fiber 형태로 산출되는

부분에서는 O 성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Fig. 11A)

반면, Al과 Fe 성분은 섬유상 광물이 산출되지 않는

부분에서 산재되거나 띠 모양으로 나타났다(Fig. 11D,

E). Si와 Mg 성분이 시료 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분

포하였다(Fig. 11B, C). 안티고라이트가 섬유상의 slip

fiber 형태로 산출되는 부분에서는 O와 Mg 성분이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Fig. 11F, H). Cross fiber 시

료와는 달리 섬유상 광물이 산출되는 부분에서 Fe 성

분이 같이 혼재되어 있거나 일부분에 농집되어 나타났

으며(Fig. 11J) 이 부분에서는 Si 성분이 낮은 경향을

Fig. 9. Photomicrographs of serpentinites from two study areas: Polarizing micrograph showing mesh texture of serpentinite

(A), and arrow indicates fluid flow paths that infiltrate into the rock (B), olivines and pyroxene altered to serpentine in

serpentinite (C, D) Mag = magnetite, Oli = olivine, Px = pyroxene, Ser = serpentine. 



홍성과 가평 사문암 내에서 섬유상으로 산출되는 사문석군 광물의 종류 및 특성 9

보였다(Fig. 11G). 또한 Al 성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

았다(Fig. 11I). 이 분석을 통해 섬유상의 크리소타일과

안티고라이트가 성분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

확한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료의 통계적인

분석 값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이 연구를 통해 홍성과 가평 사문암 내에서 섬유상

으로 산출되는 사문석군 광물의 종류를 확인하고 광물

학적 및 화학적 특성을 통해 섬유상의 사문석군 광물

Fig. 11. Mapping of O, Si, Mg, Al, and Fe by EPMA for serpentine specimen showing cross fiber (A-E) and slip fiber (F-J).

Fig. 10. SEM-EDS analyses and photomicrographs of serpentinites from two study areas: SEM images showing the fibrous

minerals formed from layer-structure mineral (A, B); polarizing micrograph showing fibrous minerals and talc (C, D) Mag =

magnetite, Ser = serpentine, Tc = Ta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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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출양상 및 형성과정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하였

다. 두 연구지역의 사문암 내에서 섬유상 광물이 산출

되는 암석 시료를 채취하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홍성과 가평 연구지역의 XRD 분석 결과, cross

fiber 형태로 산출되는 시료에서는 주로 크리소타일이

확인되었으며, Slip fiber 형태로 산출되는 시료에서는

주로 크리소타일과 안티고라이트가 확인되었다. Radial

fiber 형태로 산출되는 시료는 주로 활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분산염색법 및 SEM 분석을 이용하여 섬유상

광물의 형태를 관찰한 결과, 크리소타일은 휘어짐을 보

이는 개별 섬유들이 뭉쳐 끝이 갈라지는 섬유 다발의

형태로 섬유 길이방향(n∥)에서 자홍색, 섬유 지름방향

(n⊥)에서 파란색의 분산염색색상이 나타났다. 안티고

라이트는 휘어지는 섬유 다발 또는 한 방향의 벽개를

지닌 주상 및 판상으로 벽개를 따라 짧은 주상 내지

원주상으로 쪼개지는 특징을 보였으며, 섬유 길이방향

(n∥)에서 진한 노란색-자주색, 섬유 지름방향(n⊥)에서

blue magenta의 분산염색색상이 나타났다. 반면 리자

르다이트는 SEM 하에서 벽개가 없는 넓은 판상의 광

물이 쌓여 층상구조를 보였다. 이를 통해 크리소타일

과 안티고라이트가 섬유상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홍성 지역에서만 섬유상 안티고라이트가 slip

fiber 형태로 산출되었으며, 크리소타일이 안티고라이트

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관찰되었다. 하지만 섬유상

안티고라이트도 비교적 큰 시료에서 약 15cm 길이로

길게 산출되는 것을 통해 넓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를 실시하면 섬유상 안티고라이트가 상당량 산출 되어

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박편 관찰 및

SEM 분석을 종합한 결과, 섬유상 광물은 열수 변질에

의해 판상의 사문석군 광물 또는 암석 내 1차 광물이

변화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EPMA mapping

분석을 통해, Mg 성분은 cross fiber 형태로 산출되는

크리소타일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Si와 O 성분은 slip

fiber 형태로 산출되는 안티고라이트가 높은 경향을 보

였다. 하지만 정확한 성분상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다

양한 시료의 통계적 분석 값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결과 섬유상으로 산출되는 사문석군 광물은

크리소타일과 안티고라이트로 확인되었다. 섬유상의 안

티고라이트는 X-선 회절 패턴과 형태적 특성이 크리소

타일과 비슷하여 혼동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분산염

색색상을 나타내므로 분산염색법을 통한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섬유상의 안티고라이트는 석면

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크리소타일과 산출환경 및 광

물학적 특성이 매우 유사하므로 석면 평가 시 두 광물의

구별이 고려되어져야하며, 추후 섬유상 안티고라이트에

대한 인체 유해성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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