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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ly occurring asbestos (NOA) occurs in rocks and soils as a result of natural weathering and human

activities. It is proved that inhalation of asbestos fibers can lead to increase risk of developing several diseases such

as lung cancer and malignant mesothelioma. The parent rocks of asbestos have been mainly associated with

(ultra)mafic and carbonate rock. The previous studies on NOA were mainly limited to (ultra)mafic rock-hosted

asbestos, but studies on carbonate rock-hosted asbestos are relatively rare in S. Korea. Therefore,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mineralogical characteristics of carbonate rock-hosted NOA at three sites including Muju and

Jangsu, Jeonbuk province and Asan, Chungnam province. Types of rocks at the three sites mainly consisted of

Precambrian metasedimentary rocks, carbonate rock, and Cretaceous and Jurassic granites. Asbestos-containing

carbonate rock samples were obtained for mineralogical characterization. XRD, PLM, EPMA, SEM and EDS

analyses were used to characterize minera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carbonate rock-hosted NOA. From the

carbonate rock, fibrous minerals were occurred acicular and columnar forms in the three sites. Fibrous minerals

were composed of mainly tremolite and associated minerals included possibly asbestos containing materials (ACM)

such as talc, vermiculite, and sepiolite. The length and aspect ratios of tremolite were similar to the standard

asbestiform (length >5 µm, length:width = 3:1). These results indicate that both non-asbestiform and asbestiform

tremolite with acicular forms occurred in carbonate rocks at three sites. Geological and ge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mineral assemblages indicate tremolite and associated minerals might be formed by hydrothermal alternation

and/or hydrothermal veins of carbonate rocks due to intrusion of acidic igneous r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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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폐석면 광산 또는 자연적으로 산출되

는 석면에 대한 특성과 위해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연구는 (초)염기성암에서 산출되는 석면

에 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으며, 변성퇴적암류인 탄산염암에서 산출되는 자연발생석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

비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탄산염암에서 산출되는 자연발생석면의 산출양상 및 광물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연구 지역인 충청남도 아산과 전라북도 무주 및 장수 일대에는 선캠브리아기 편마암 내에 탄산염암이 분포하고,

주변에는 고생대, 중생대의 화강암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시료는 탄산염암 일대의 석면함유 암석시료로 cross/mass/

slip fiber 형태 등의 섬유상 광물이 관찰되는 부분과 모암인 탄산염암을 대상으로 채취하였으며, XRD, PLM, EP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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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EDS 분석을 실시하여 탄산염암에서 산출되는 자연발생석면의 광물학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아

산, 무주, 그리고 장수지역의 탄산염암 내에서 산출되는 자연발생석면으로 각섬석군 투각섬석이 확인되었다. 석면의

산출은 모암인 탄산염암 내에서 cross/mass/slip fiber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자연발생석면과 형태적 유사성을

가지며 석면함유가능물질에 포함되는 활석, 질석, 해포석이 함께 산출되었다. 이러한 세지역의 투각섬석은 일반적인

석면형 기준과 일치하는 길이 5 µm 이상, 종횡비 3:1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의 탄산염암 내에서 산출되는 투각

섬석은 석면형과 비석면으로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풍화와 같은 지질과정과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비석면형도 쪼개

지면 가늘고 긴 석면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질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과 광물조성과 그 산출양상을 보았

을 때 탄산염암 주변으로 관입한 규질 화성암의 영향에 의한 열수변질작용이나 열수 충진작용 등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자연발생석면, 투각섬석, 석면형, 변성작용, 탄산염암 

1. 서 언

석면(Asbestos)은 길이 5 μm 이상, 길이 대 폭의

비가 3:1 이상의 가늘고 길게 산출되는 함수규산염 광

물을 총칭하는 상업적인 용어로 미국 산업안전보건연

구원(NIOSH)과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의해 정의되

었다.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유연성 등 유용

한 특성을 갖고 있어 수세기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상

업적인 원료로 사용되었다(Park et al., 1995).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석면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밝혀지

면서 1987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노동부고시(제2008-26호)로 석면을 발암물질로 지

정했다. 주요 석면관련 질병은 석면폐, 폐암 및 악성중

피종으로 잠복기가 10-40년으로 길기 때문에 위험성을

무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Yoon, 2009). 이러한 문제점 뿐만 아니라 석면 폐광산

주변의 거주민들의 폐질환들이 보고되면서 상업적 용

도로 가공되지 않은 자연발생석면(Naturally Occurring

Asbestos, NOA) 분포지역의 환경문제가 사회적 관심

으로 대두되고 있다(Jeong and Choi, 2012).

자연발생석면이란 자연적인 풍화나 인간의 활동에

의해 암석이나 토양에서 발생하는 석면을 말한다(Lee

et al., 2008). 자연발생석면은 상업 및 산업에서 발생

되는 석면과 동일광물이지만 발생하는 장소 및 영향범

위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서로 구별되어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하다(Hendrickx, 2009). 따라서 국내에

서도 과거 석면광산의 암석과 토양에 대한 자연발생석

면 조사 및 관리방안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Yoon

et al., 2010; Park et al., 2012). 이미 가행되었던 석

면광산은 그 위치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구축되고 있는 실정이다(Song et al.,

2008; Yoon et al., 2010). 하지만 지질학적으로 석면

광물이 산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와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연구도 아직 미비하여 많

은 연구가 필요하다.

자연발생석면은 주로 초염기성암, 염기성암 그리고

변성퇴적암(탄산염암)에서 산출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초염기성암은 국지적으로 충청도에 주로 분포하는데 비

해 변성퇴적암(탄산염암)과 염기성암은 보다 광범위하

게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를 보면 주로 석

면의 모암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변성퇴적암(탄

산염암)보다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초염기성암에

서 산출되는 석면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Song

et al., 2001; Song et al., 2004; Pakr et al., 2012).

이것은 초염기성암에서 산출되는 사문석계 석면이 상

업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 직업적으로 노출될 수 있었

고, 그에 따른 피해사례들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Jeong et al., 2012). 반면 해외의 경우는 이미 석면

의 모암으로 초염기성암과 변성퇴적암(탄산염암)에 대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어 그에 따른 석면의 피해

로부터 관리 방안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Hendrickx, 2009; Selden et al, 2001; Van Gosen,

2007). 따라서 국내에서는 초염기성암 및 염기성암에

비해 연구가 미비한 변성퇴적암(탄산염암)에서 산출되는

자연발생석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충

청남도 아산과 전라북도 무주 및 장수에 일부 분포하

는 탄산염암 내에 산출되는 자연발생석면을 확인하고,

그 산출양상 및 광물학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지역 및 방법

2.1. 일반 지질

연구 지역은 경기육괴에 속하는 충청남도 아산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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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육괴에 속하는 전라북도 무주와 장수지역으로 세 지

역 모두 선캠브리아기 고원생대 변성퇴적암 사이에 협

재하는 탄산염암체이며 주변에 고생대나 중생대의 화

강암 및 암맥이 관입하고 있다. 첫 번째 지역은 충청

남도 아산시 염치읍 대동리 일대(Fig. 1)로 선캠브리아

기의 변성퇴적암류와 호상편마암이 기저를 이루며 쥬

라기 각섬석 편마상 화강암과 흑운모 화강암이 기저암

을 관입하고 있고 백악기말 또는 3기의 중성-산성맥암

들이 맥상으로 분포되고 있다. 변성퇴적암류는 주로 석

회암으로 결정질 탄산염암에 해당되며 호상편마암내에

협재되어 있다(Shin et al., 1979). 두 번째 지역은 전

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에 위치한 채석장(Fig. 2)

으로 선캠브리아기의 변성퇴적암류로 구성된 괴목리층

과 화강편마암 및 우백화강암질편마암 및 백악기말의

페그마타이트와 산성맥암 등이 분포하고 있다(Lee and

Nam, 1969). 마지막 지역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일대(Fig. 3)로 선캠브리아기 흑운모 편마암과

이를 기반암으로 퇴적된 변성퇴적암류 그리고 이들을

관입하고 있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각섬석 흑운모 화

강암, 쥬라기 육십령 화강암 및 백악기 산성-중성-염기

성 맥암들이 분포하고 있다(Hong and Yoon, 1993).

2.2. 시료채취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암체는 선캠브리아기의 변

성퇴적암류를 이루고 있는 결정질 탄산염암체로 이들

탄산염암체와 탄산염암체 내에 발달된 맥상의 석면형

광물의 산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 부분을 선정하였다.

시료채취시 암석의 색과 섬유상 광물의 형태 등의 특

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암상에 따라 아산(AS 1, AS 2,

AS 3, AS 4), 무주(MJ 1, MJ 2-1, MJ 2-2, MJ 2-

3, MJ 3, MJ 4), 장수(JS 1, JS 2, JS 3-1, JS 3-2,

JS 4, JS 5, JS 6)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였다(Fig. 4).

Fig. 1. Satellite image and geological map around Asan, Chungnam Province, South Korea (modified from Shin et al., 1979).

Fig. 2. Satellite image and geological map around Muju, Jeonbuk Province, South Korea (modified from Lee and Nam, 1969).



312 신은혜 ·정현이 ·백지연 ·정혜원 ·박재봉 ·노 열

또한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의 rock-color

chart에 따라 시료의 암색을 기재하였으며, 야외 관찰

시 확인된 섬유상 광물의 산출 형태와 풍화정도를

Table 1에 기재하였다.

Fig. 3. Satellite image and geological map around Jangsu, Jeonbuk Province, South Korea (modified from Hong and Yun,

1993).

Fig. 4. Photographs of a hand-sized specimen of carbonate rock, the host rock, occurred in Asan, Muju, and Jangsu area: AS

1 (A), AS 2 (B), AS 3 (C), AS 4 (D), MJ 1 (E), MJ 2 (F), MJ 3 (G), MJ 4 (H), JS 1 (I), JS 2 (J), JS 3-1 (K), JS 3-2 (L), JS 4

(M), JS 5 (N), and JS 6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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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료전처리

본 연구를 위하여 암석시료는 박편시료와 분말

(powder)시료의 형태로 준비하였다. 박편시료는 육면체

로 절단한 후 200~2,000 mesh의 연마제를 사용하여

연마한 후 박편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박편은 편광현

미경(PLM) 분석을 진행하였고, 추가적인 전자현미

(EPMA) 분석을 위해 6 μm와 1 μm의 연마판을 사용

한 연마과정을 거쳐 박편시료를 제작하였다. 분말시료는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암석을 분쇄 한 후 200 mesh

(75 μm) 표준체를 통과시켜 분말 형태의 시료로 제작

하였다. 제작한 시료는 X-선 회절분석(XRD)과 분산염

색대물렌즈를 장착한 편광현미경분석(PLM), 주사전자

현미경분석(SEM-EDS)에 사용하였다. 분산염색대물렌

즈를 장착한 편광현미경 분석은 분말시료를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분산시키면서 얹은 뒤, 1.550, 1.605,

1.680 HD 굴절시약을 4~6방울을 떨어뜨려 시료를 분

산시킨 후 정사각형(22×22 mm) 커버글라스를 덮어 제

작하였다. SEM-EDS 분석용 시료는 분말시료와 더불

어 암석에서 육안으로 섬유상결정이 잘 관찰되는 부분

을 해머로 긁어서 분리한 시료로 제작하였다.

2.4. 분석방법

채취한 암석의 구성광물을 알아보기 위하여 X-선 회

절분석(XRD), 편광현미경분석(PLM)을 실시하였다.

XRD분석에 사용된 기기는 PANalytical 사제, X‘Pert

PRO Multi Purpose X-ray Diffractometer이고 Cu-

Kα선과 Ni-filter를 이용하였으며, 가속 전압은 40 kV,

전류는 30 mA 조건에서 분석하였다. 박편관찰을 위해

사용된 편광현미경은 Leica사제 DM 750P를 이용했으

며, 10배에서 40배의 배율로 분석하였다. 또한 박편상

관찰된 광물의 화학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현미

분석(EPMA)을 실시하였다. EPMA 분석에 사용된 기기

는 SHIMADZU 사제 EPMA-1610으로, 분석조건은 가

속전압 15~30 kV, Beam current: 20 nA 이며 5 μm

의 빔 사이즈(beam size)로 분석하였다. 

자연발생석면 광물종의 형태 및 크기, 화학조성을 확

인하여 석면형 및 종류를 판단하기 위해, 분산염색대

물렌즈를 장착한 편광현미경(PLM) 분석, 주사전자현

미경분석(SEM-EDS)을 실시하였다. 분산염색대물렌즈

를 장착한 편광현미경(PLM) 분석에 이용된 기기는

Leica사제 DM 750P이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600/R93-116방법(Perkins and Harvey, 1993)과 한국

광물학회의 석면표준분석법(The Mineralogical Society

of Korea and Mine Reclamation Corporation, 2010)

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SEM-EDS 분석은 Hitachi사의

S-4700를 이용하여, 가속전압 15, 20 kV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토의

3.1. 광물조성 및 형태

3.1.1. X-선 회절 분석(XRD)

채취한 모든 시료들에 대해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

Table 1. Summary of field and naked-eye observation of the asbestos containing samples from the host rock, carbonate rock

Features
Sites

Rock colors Fiber type Weathering degree

Asan

AS 1 Moderate Reddish Brown (10R 4/6) Cross fiber High

AS 2 Yellowish Gray (5Y 8/1) Fiber Moderate

AS 3 White (N9) Fiber Moderate

AS 4 Light Blue Green (5BG 6/6) Non fiber Low

Muju

MJ 1 White (N9) Fiber High

MJ 2-1 Grayish Green (10G 4/2) Non fiber Low

MJ 2-2 Medium Light Gray (N6) Non fiber Low

MJ 2-3 Ligh Gray (N7) Non fiber Low

MJ 3 Very Light gray (N8) Non fiber Low

MJ 4 White (N9) Fiber High

Jangsu

JS 1 Medium Light Gray (N6) Fiber Moderate

JS 2 Very Light gray (N8) Non fiber Low

JS 3-1 White (N9) Slip fiber Moderate

JS 3-2 Moderate Reddish Brown (10R 4/6) Cross fiber High

JS 4 Pale Greenish Yellow (10Y 8/2) Non fiber Low

JS 5 Pale Greenish Yellow (10Y 8/2) Non fiber Low

JS 6 White (N9) Fiber Moderate



314 신은혜 ·정현이 ·백지연 ·정혜원 ·박재봉 ·노 열

고, JCPDS(Joint Committee on Powder Diffraction

Standards) 카드 내의 표준 광물들의 X-선 회절 값과 비

교하여 구성광물 조성을 확인하였다. 자연발생석면광물

의 JCPDS 자료는 Table 2와 같다(U.S. EPA, 1982).

XRD 분석결과 충남 아산에서 육안상 섬유형이 관찰

된 AS 1, AS 2, AS 3에서는 투각섬석, 방해석, 돌로

마이트 및 활석이 확인되었다. Cross fiber 형태를 보

인 AS 1은 투각섬석이 높은 강도를 보였고, 그 외에

방해석과 돌로마이트, 활석이 포함되었다. AS 1에 비

해 상대적으로 밝은 색을 띠었던 AS 2, AS 3 시료에

서는 방해석과 돌로마이트 값의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AS 4는 주로 방해석, 돌로마이트와 소량의 투각섬석과

사문석, 활석이 확인되었다(Fig. 5A). 분석된 투각섬석

AS 1(8.37Å, 3.12Å, 2.703Å), AS 2(8.35Å, 3.12Å,

2.701Å), AS 3(8.37Å, 3.12Å, 2.703Å), AS 4

(8.41Å, 3.12Å, 2.708Å)는 2theta 10.4o~10.6o,

28.4o~28.6o범위 안에서 JCPDS 내의 표준 투각섬석

(8.38Å, 3.12Å, 2.705Å) 면간거리(d-spacing)와 강

도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투각섬석으로 판단했다.

전북 무주에서 육안상 섬유상 형태를 보인 MJ 1 시

료는 투각섬석과 방해석, 돌로마이트 및 활석이 나왔

고, MJ 4 시료에서는 해포석, 방해석, 돌로마이트가 확

인되었다. 따라서 이 두 시료에서는 각각 형태적으로

섬유상으로 유사하게 관찰되는 투각섬석과 해포석이 검

출되었다. MJ 2 시료는 담록색/암회색/회색으로 색의

분대를 보여 각각의 분대를 분석한 결과, 사문석, 방해

석, 돌로마이트로 모두 동일한 조성으로 광물의 강도의

차이는 크게 없었다. MJ 3 시료는 투각섬석, 사문석,

방해석, 돌로마이트, 활석이 관찰되었다(Fig. 5B). MJ 1

(8.38Å, 3.12Å, 2.706Å), MJ 3(8.39Å, 3.12Å,

2.706Å)의 투각섬석은 JCPDS 카드 내의 표준 투각

섬석(8.38Å, 3.12Å, 2.705Å)과 거의 일치하였고,

일반적인 투각섬석의 2-theta 범위(10.4o~10.6o, 28.4o

~28.6o)안에서 확인되었다.

전북 장수에서 섬유상 형태가 관찰된 JS 1, JS 3

시료는 투각섬석과 방해석, 돌로마이트, 활석 및 질석이

확인되었다. JS 6 에서는 해포석, 방해석, 돌로마이트,

활석, 질석이 나왔다. 따라서 무주와 같이 형태적으로

섬유상으로 유사하게 관찰되는 투각섬석과 해포석을 확

인하였다. JS 2, JS 5 시료는 방해석, 돌로마이트, 질석

이 나왔고, 담록색을 보인 JS 5는 사문석 또한 확인되었

다(Fig. 5C). 분석된 투각섬석은 10.53o~10.57o, 28.61o~

Table 2. X-ray powder diffraction data (spacing in Å) of

asbestos minerals from JCPDS (Joint Committee on Powder

Diffraction Standards)

Minerals
Principal d-spacing (Å) 
and relative intensities

Chrysotile (Serpentine)

7.31100 3.6570 4.5750

7.36100 3.6680 2.4565

7.10100 2.3380 3.5570

Amosite (Grunerite)
8.33100 3.0670 2.75670

8.22100 3.06085 3.2570

Anthophyllite
3.05100 3.2460 8.2655

3.06100 8.3370 3.2350

Crocidolite (Riebeckite)
8.35100 3.1050 2.72035

8.40100 3.1255 2.72640

Actinolite 2.72100 2.54100 3.4080

Tremolite

8.38100 3.12100 2.70590

2.706100 3.1495 8.4340

3.13100 2.70660 8.4440

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fibrous serpentine samples from Asan (A), Muju (B), and Jangsu (C) [Cal: calcite, D:

dolomite, Sep: sepiolite, Ser: serpentine, Tc: talc, Tr: tremolite, Ver: vermiculite].



국내 탄산염암 지역(아산, 무주, 장수)에서 산출되는 자연발생석면의 광물학적 특성 315

28.64o 2theta에서 JS 1(8.36Å, 3.12Å, 2.703Å),

JS 3-1(8.38Å, 3.12Å, 2.705Å), JS 3-2(8.37Å,

3.12Å, 2.704Å) 투각섬석은 JCPDS 내의 표준 투각섬

석(8.38Å, 3.12Å, 2.705Å)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2. 편광현미경(PLM) 분석: 암석박편 관찰

충남 아산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모두 석면광물이

관찰되었다. 백색의 cross fiber 형태가 보였던 갈색의

암석 AS 1은 편광현미경에서 갈색부분과 cross fiber

모두 직교니콜 하에서 청색, 황색 등의 다색성을 보이

고, 소광각 15~20o로 경사소광의 특성을 가지는 투각

섬석이 관찰되었으며, 대략적으로 길이는 300μm 이상,

폭 38 μm 이하로 종횡비 8:1 이상에 해당되는 침상

및 주상의 집합체 형태로 나타났다(Fig. 6A). 노란 회

색빛(yellowish gray)을 보이는 AS 2 시료와 백색의

AS 3 시료는 암석표면을 해머로 긁어보면 길이 1 cm

이하로 섬유상이 관찰되었는데 두 시료의 소광각과 다

색성을 확인한 결과 모두 일반적인 투각섬석으로 확인

되었다. 길이는 200 μm 이상 폭이 10 μm 이하, 종횡

비가 20:1 이상으로 AS 1에 비해 더 가는 침상의 집

합체 형태를 보였다(Fig. 6B, 6C). AS 1, AS 2, AS

3 시료 모두 XRD 분석결과와 같이 투각섬석과 탄산염

광물이 일부 확인되었지만 활석은 관찰되지 않았다. 섬

유상이 관찰되지 않은 AS 4에서도 부분적으로 투각섬

석과 함께 활석, 사문석, 방해석, 돌로마이트도 확인되

었다(Fig. 6E). 또한 복굴절이 높은 감람석의 불규칙한

벽개를 따라 사문석화 되어 감람석을 사문석이 교대하

고 있는 것이 보이고, 부분적으로 활석이 관찰되었다

(Fig. 6D).

전북 무주에서 채취한 시료 중 육안상 백색의 섬유

가 관찰된 MJ 1은 소광각 12o~15o의 청색 내지 담록

색의 다색성을 보이는 길이 250 μm 이상, 폭 16 μm

이하, 종횡비 16:1 이상의 침상의 투각섬석 집합체가

확인되었다(Fig. 7A). 담록색-암회색-회색의 색의 분대를

보인 MJ 2 암석에서 담록색 부분 MJ 2-1(Fig. 7B)은

주로 사문석으로 그 외 탄산염광물이 확인되었다. 이

사문석은 감람석을 완전히 교대한 가상조직을 보이며,

교차니콜에서 일정한 선구조의 형태를 보이며 청색의

간섭색이 나타났다. 암회색의 MJ 2-2와 회색의 MJ 2-

3에서는 감람석이 사문석으로 교대된 후 남은 잔류물

로 이루어진 잔류상 조직이 다수 관찰되었다(Fig. 7C,

D). MJ 3 시료의 경우 XRD 분석에서 투각섬석이 확

인되었으나 박편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에 두 방

향으로 벽개가 잘 발달 되고 소광각이 20o~30o인 각

섬석이 확인되었다(Fig. 7E). MJ 3 시료의 XRD 분석

에서 나온 투각섬석은 각섬석과 d값이 유사하여 분석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MJ 1 시료에서 투각섬

석이 확인되었으므로 MJ 3 시료에도 일부 소량으로

Fig. 6. Photomicrographs of carbonate rocks from Asan: AS 1 (A), AS 2 (B), AS 3 (C), and AS 4 (D, E) [Cal: calcite, Oli:

olivine, Tc: Talc, Tr: trem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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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가능성을 가지고 주사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백색의 두꺼운 섬유가 관찰된 MJ 4

시료에서는 현미경 하에서 폭 500 μm, 길이는 0.2 cm

이상으로 해포석이 관찰되었다. 해포석은 투각섬석 보

다 길고, 폭이 넓었으며, 다색성이 없고, 교차 및 개방

니콜에서 모두 녹갈색이었다(Fig. 7F). 

전북 장수에서 채취한 시료 중 투각섬석의 집합체가

관찰된 시료는 JS 1, JS 3-1, JS 3-2 시료이다. JS 1

은 방해석 사이에서 길이 250 μm 이상, 폭 80 μm 이

하, 종횡비 3:1 이상의 침상 및 임상의 투각섬석 집합

체가 관찰되었다(Fig. 8A). Slip fiber 형태를 보인 JS

3-1의 투각섬석은 길이 187 μm 이상, 폭 31 μm 이하,

종횡비 6:1 이상을 보였다(Fig. 8C). Cross fiber 형태

를 보이는 JS 3-2는 섬유상의 집합체가 한쪽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었다(Fig. 8D). 이 광물은 단일입자 간의

구분이 어려웠으나 대략적으로 길이 375 μm 이상, 폭

8 μm 이하, 종횡비 47:1 이상이었다. 3개의 섬유상 집

합체 모두 일반적인 투각섬석 소광각 15o~20o를 보였

으며, XRD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투각섬석으로 사료

된다. 방해석과 돌로마이트는 투각섬석 결정립 주면에

재결정된 형태를 이루거나 투각섬석 내 포획상 형태를

보였다. 상위 3개의 시료와 달리 나머지 시료에서는 석

면 광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백색의 시료 JS 2에서는

주로 방해석, 돌로마이트가 관찰되고, 일부 감람석이

보였다(Fig. 8B). JS 4에서는 활석이 탄산염 광물사이

에 산점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Fig. 8E). 연녹색을 보

이는 JS 5에서는 감람석이 벽개를 따라 사문석화 되어

있는 것과 일부 각섬석이 확인되었다(Fig. 8F). JS 6은

방해석 사이에서 끝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두꺼운 섬

유상으로 관찰되었으며, 이 광물은 XRD 분석결과에

따라 해포석으로 판단되며, 단일 섬유상이 아니라 여

러 섬유상의 집합체임을 확인하였다(Fig. 8G). 

3.1.3. 전자현미분석(EPMA) 결과

연구 지역의 탄산염암에서 산출되는 투각섬석들의

정확한 화학성분 및 화학구조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자

현미분석을 실시하였다. 화학조성 결과 아산지역의 투

각섬석은 SiO2가 55.12~58.71 wt.%(평균 57.08 wt.%),

MgO가 24.24~21.48 wt.%(평균 23.20 wt%), CaO가

12.19~13.42 wt.%(평균 13.06 wt.%), FeO가 0.02~

2.49 wt.% (평균 0.52 wt.%)였다. 무주지역의 투각섬석

은 SiO2가 54.42~56.71 wt.%(평균 55.87 wt.%), MgO

가 23.11~23.39 wt%(평균 23.21 wt.%), CaO가 12.09~

13.36 wt%(평균 13.12 wt.%), FeO가 0.49~0.68 wt.%

(평균 0.61 wt.%)였다. 장수지역의 투각섬석은 SiO2가

58.46~59.64 wt.%(평균 58.87 wt.%), MgO가 24.08~

24.68 wt.%(평균 24.41 wt.%), CaO가 12.34~14.43 wt.%

(평균 13.69 wt.%), FeO가 0.062~0.44 wt.%(평균

Fig. 7. Photomicrographs of carbonate rocks from Muju: MJ 1 (A), MJ 2-1 (B), MJ 2-2 (C), MJ 2-3 (D), MJ 3 (E), and MJ 4

(F) [Amp: amphibole, Cal: calcite, Oli: olivine, Sep: Sepiolite, Ser: serpentine, Tr: trem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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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wt.%) 였다. 세 지역 모두 주성분원소의 화학조성

은 거의 일반적인 투각섬석의 화학조성과(SiO2 :

58.87 wt.%, MgO : 26.35 wt.%, CaO : 14.25 wt.%)과

유사하게 나타났다(Table 3). 이를 각섬석의 구조식에

대입하면, 평균적으로 아산은 (K0.03Na0.06)(Ca1.9)

(Mg4.84Fe0.06Al0.07)(Al0.02,Si7.98)O22(OH)2, 무주 (K0.01Na0.01)

(Ca2.07Mg0.08)(Mg4.93Fe0.05)(Al0.004Si7.98)O22(OH)2, 장수

(K0.01Na0.02)(Ca1.99)(Mg4.93Fe0.05)(Al0.02Si7.98)O22(OH)2

로 이상적인 투각섬석의 구조식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Mg/(Mg+Fe)비와 Si의 함량을 기준으로 각섬석 분

류표에 각각을 도시하여 더 명확히 분류하였다(Leake

and Woolley, 1997). 투각섬석 화학성분 결과, 각섬석

의 단위 사면체에 들어가는 Si의 함량은 7.87~8.1이고,

팔면체의 중심양이온 자리인 M1, M2, M3 자리에 들

Fig. 8. Photomicrographs of carbonate rocks from Jangsu: JS 1 (A), JS 2 (B), JS 3-1 (C), JS 3-2 (D), JS 4 (E), JS 5 (F) and

JS 6 (G) [Cal: calcite, Dol: dolomite, Oli: olivine, Sep: Sepiolite, Ser: serpentine, Tc: talc, Tr: trem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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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는 Mg을 이용한 Mg/(Mg+Fe)비는 0.94~1.00 범

주를 보여 모두 투각섬석에 해당된다(Fig. 9).

또한 이러한 투각섬석의 주변에는 주로 방해석이 존

재하였고, 부분적으로 돌로마이트가 확인되었다. 그 외

Table 3. Electron Microprobe Analysis(EPMA) and structural formulas of fibrous tremolite from sample AS 1, AS 2, AS 3,

AS 4, MJ 1, JS 1, JS 3

Sample No.
AS 

1-a

AS 

1-b

AS 

1-c

AS 

2-a

AS 

2-b

AS 

3-a

AS 

3-b

AS 

4

MJ 

1-a

MJ 

1-b

MJ 

1-c

JS 

1

JS 

3-1

JS 

3-2-a

JS 

3-2-b

SiO2 56.48 56.98 58.28 57.66 55.12 57.50 57.25 57.44 54.42 56.71 56.49 58.66 59.64 58.46 58.71 

TiO2 0.02 0.04 0.01 0.02 - 0.004 0.004 - 0.02 - 0.01 - - 0.09 0.04 

Al2O3 0.85 2.02 0.27 0.22 0.25 0.17 0.34 0.17 0.04 0.01 0.02 0.11 0.253 0.22 0.34 

FeO 0.55 2.49 0.44 0.30 0.33 0.02 0.02 0.02 0.49 0.68 0.67 0.06 0.096 0.42 0.44 

MnO 0.02 - 0.01 0.06 0.02 0.014 0.004 - 0.01 0.01 0.01 0.02 - - 0.02 

MgO 22.73 21.48 22.52 23.74 22.64 24.03 24.22 24.24 23.11 23.39 23.14 24.68 24.66 24.08 24.22 

CaO 13.00 13.32 13.02 13.09 12.19 13.13 13.42 13.29 12.90 13.36 13.10 14.07 13.93 14.43 12.34 

Na2O 0.34 0.36 0.37 0.08 0.19 0.078 0.14 0.09 0.04 0.08 0.06 0.05 0.06 0.12 0.11 

K2O 0.16 0.25 0.31 0.06 0.40 0.031 0.098 0.08 0.04 0.08 0.10 0.02 0.04 0.08 0.11 

F 0.68 0.55 0.54 - - - - - 0.01 - 0.04 - - 0.11 0.13 

Total 94.86 97.58 95.77 95.22 91.13 94.99 95.49 95.32 91.06 94.32 93.64 97.67 98.68 98.01 96.46 

Numbers of ions on the basis of 23 oxygens

Si 7.958 7.870 8.099 8.011 8.013 7.999 7.942 7.973 7.938 7.986 8.002 7.960 7.996 7.940 8.040 

Al 0.042 0.130 　- - - 0.001 0.056 0.027 0.007 0.002 - 0.018 0.004 0.040 -　

ΣTet 8.000 8.000 8.099 8.011 8.013 8.000 7.998 8.000 7.944 7.988 8.002 7.978 8.000 7.980 8.040 

Al 0.099 0.199 0.044 0.035 0.042 0.028 - - - - 0.003 - 0.016 　- 0.055 

Ti 0.002 0.004 0.001 0.002 0.000 0.000 0.000 0.000 0.002 - 0.001 0.000 0.000 0.010 0.004 

Fe 0.065 0.288 0.051 0.035 0.041 0.003 0.002 0.002 0.004 0.068 0.079 0.007 0.022 0.050 0.051 

Mg 4.774 4.420 4.665 4.916 4.905 4.969 4.998 4.998 5.000 4.909 4.885 4.990 4.927 4.870 4.891 

ΣM1,M2,M3 4.940 4.911 4.761 4.988 4.988 5.000 5.000 5.000 5.006 4.977 4.965 4.997 4.964 4.930 5.000 

Mg -　 　- -　 - - 0.013 0.009 0.017 0.024 - - - - 　- 0.053 

Mn 0.006 0.010 0.000 0.006 0.002 0.002 0.000 0.000 0.001 0.001 0.001 0.002 0.000 0.000 0.002 

Ca 1.962 1.971 1.939 1.948 1.898 1.958 1.995 1.976 2.016 2.016 1.988 2.045 2.000 2.100 1.810 

ΣM4 1.968 1.981 1.940 1.955 1.900 1.972 2.004 1.993 2.041 2.017 1.990 2.047 2.000 2.100 1.866 

Na 0.092 0.096 0.101 0.020 0.054 0.021 0.038 0.025 0.011 0.014 0.016 0.013 0.016 0.030 0.028 

K 0.029 0.044 0.054 0.011 0.074 0.006 0.017 0.015 0.007 0.014 0.018 0.003 0.007 0.010 0.019 

ΣA 0.122 0.140 0.155 0.032 0.128 0.027 0.056 0.040 0.018 0.028 0.034 0.016 0.023 0.050 0.047 

Fig. 9. Mg/(Mg+Fe) atomic ratio vs numbers of Si in the unit cell formula of amphiboles for fibrous tremolite occurred in the

carbonate rock (according to Leake and Woolle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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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분석결과, 편광현미경과 X-선 회절 분석에서 확

인된 사문석은 세 연구지역 모두 비석면인 안티고라이

트이고, 감람석은 포스터라이트로 분석되었다. 

3.2. 광물학적 특성

3.2.1. 편광현미경(PLM) 분석: 분말시료 박편관찰

편광현미경분석은 모두 길이가 5 μm 이상, 종횡비가

3:1 이상인 석면형에 포함되는 섬유들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모두 길이가 50~600 μm 이상, 폭 3~60 μm

이하 종횡비 6~200:1 이상의 가늘고 긴 곧은 섬유다

발 및 개별 섬유가 확인되었다. 특히 암석에서 섬유상

이 관찰된 시료는 관찰되지 않은 시료보다 길이가

2~3배 더 긴 섬유들이 보였다. 하지만 편광현미경의

배율의 한계가 있어 주사전자현미경에서 확인 후 석면

형 및 비석면형이 구분 및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일

반적으로 백석면의 섬유는 굴곡진 형태를 보이지만 각

섬석군 섬유는 길고 가는 직선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

태 관찰 결과, 각섬석군 석면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

었다(Fig. 10A).

이러한 섬유들의 신장부호를 확인한 결과 모두 양의

값(+)을 보였다. 양의 값(+)은 현미경에서 북서방향( )

으로 섬유를 놓으면 노란색 계열, 북동방향( / )으로 놓

으면 파란색 계열로 판단되어진다(Fig. 10B). 또한 교

차편광 하에서 석면과 같은 비등방성 결정은 결정축의

방향에 따라 점차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소광현상을

보인다. 투각섬석 및 양기석의 소광각(0~20o) 범주에

서 섬유상 모두 0~10o로 사소광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평행소광(0o)을 하였다. 분산염색대물렌즈(central stop

dispersion staining objective, DSO)를 이용하여 빛이

입자를 투과 시 발생하는 분산현상에 의한 분산염색

색을 확인하였다. 각섬석군 석면에 이용되는 1.680HD

(갈석면, 청석면 확인 시약), 1.605HD (직섬석, 투각섬

석, 양기석 확인 시약) 굴절시약으로 시료제작을 하여

관찰하였다. 그 결과 1.680HD에서는 색의 변화가 없

었으며, 1.605HD에서 섬유가 놓인 방향에 따라 섬유

길이방향(n=∥)에서 옅은 노란색~노란색으로 지름방

향(n=⊥)에서 청색~자주색의 분산염색 색을 보였다

(Fig. 10C, D). 이러한 분산염산 색은 일반적으로 투각

섬석의 특징으로 분석한 시료 모두에서 석면형의 투각

섬석이 확인되었다.

3.2.2. 주사전자현미경(SEM-EDS) 분석

섬유상으로 관찰된 시료는 O, Si, Mg, Ca 로 구성되

고, 길이 6~150μm, 폭 0.02~3μm, 종횡비 12~150:1

Fig. 10. PLM images of fibrous tremolite: One polar (A), crossed polar and retardation polar (B), central-stop DSO images

(C; fiber diameter direction, D; fiber length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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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석면형 투각섬석이 확인되었다(Fig. 11A). 또한 가늘

고 긴 섬유가 평행하게 또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Fig. 11B), 석면형의 투각섬석(Fig. 11C)은 폭이 쪼개

지면서 길이변화 없이 갈라지지만, 비석면형 투각섬석

(Fig. 11D)은 길이만 주로 잘게 쪼개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침상 및 섬유형 형태의 석면형 투각섬

석은 주로 비석면형의 투각섬석의 벽개면을 따라 생성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길이, 폭, 종횡비 등을 종합한

결과 육안으로 섬유상 투각섬석이 확인된 시료는 그렇

지 않은 시료보다 더 길고, 종횡비가 큰 석면형이 확

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풍화과정을 받을 경우,

육안으로 관찰된 섬유상의 투각섬석이 상대적으로 더

가늘고 긴 석면형 광물로 산출 될 수 있음을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석면형과 비석면형 광물의 구분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논쟁 중인 사항이지만, 자연발생석면의 형

태적 특성 구분에 대해서는 풍화와 같은 환경적인 요

인이 고려되어 석면형의 기준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3.3. 성인에 대한 고찰

연구지역인 충청남도 아산지역과 전라북도 무주와

장수지역은 모두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와 변성퇴적

암류인 탄산염암이 기저암을 이루며 이들을 관입한 중

생대 규질 심성암류가 편마암류와 탄산염암체 주변으

로 넓게 분포하고, 산성 내지 중성 맥암들이 도처에

발달되어 있다. 대상암체인 탄산염암체는 돌로마이트와

방해석이 우세한 대리암과 규산염광물이 혼재된 석회

규산염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

면 이들 편마암류와 탄산염암은 고원생대 무렵에 광역

변성작용을 받았다(Park, 1996; Lee and Cho, 2012).

그러므로 연구지역에 산출되는 석면형 광물은 각섬석

계열의 투각섬석으로 탄산염암 내에 또는 탄산염암에

발달하는 열극을 채우며 mass fiber, cross fiber, slip

fiber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편광현미경하에서 장수지

역은 투각섬석, 방해석, 돌로마이트 및 활석 등이 관찰

되었으며 아산과 무주 지역에서는 여기에 감람석과 사

문석이 첨가된 광물조성을 보인다(Table 4). 투각섬석

은 입상조직과 섬유상조직 모두 관찰되었고, 감람석은

사문석화 되거나 활석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들 탄

산염암은 편마암화 작용을 받은 광역변성작용시 최고

변성작용을 겪으면서 재결정작용을 받아 입상조직의 대

리암이나 석회규산염암을 형성시켰으며, 그 이후 후퇴

변성작용이나 후기에 관입한 규질화성암체의 유체가 탄

Fig. 11. SEM-EDS analysis of the fibrous tremolite (A, C) and non fibrous tremolit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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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염암 내에서 변질교대작용과 암체 내에 발달한 열극

을 충전하면서 섬유상 투각섬석, 활석 및 사문석 등의

광물을 형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탄산염암과 석회규산염 물질 사이에서 투각

섬석과 활석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반응식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형태로 탄산염광물이 변

질작용을 받아 투각섬석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

다(Puhan and Hoiler, 1973).

3 Ca,Mg(CO3)2 + 4 SiO2 + H2O = 

  dolomite        quartz

Mg3Si4O10(OH)2 + 3 CaCO3 + 3 CO2  (1) 

   talc             calcite

5 Mg3Si4O10(OH)2 + 6 CaCO3 + 4 SiO2 = 

    talc              calcite     quartz

3 Ca2Mg5Si8O22(OH)2 + 6 CO2+ 2 H2O  (2) 

 tremolite

2 Mg3Si4O10(OH)2 + 3 CaCO3 = 

      talc             calcite

Ca2Mg5Si8O22(OH)2 + Ca,Mg(CO3)2 + CO2 + H2O (3)

  tremolite         dolomite

  

5 Ca,Mg(CO3)2 + 8 SiO2 + H2O = 

    dolomite         quartz

Ca2Mg5Si8O22(OH)2 + 3 CaCO3 + 7 CO2  (4) 

  tremolite         calcite

2 Ca,Mg(CO3)2 + Mg3Si4O10(OH)2 + 4 SiO2 = 

  dolomite            talc          quartz

Ca2Mg5Si8O22(OH)2 + 4 CO2  (5) 

 tremolite

4. 결 론

충남 아산과 전북 무주와 장수 일대에서 분포하는

탄산염암 내에 산출하는 각섬석계열의 석면형 광물인

투각섬석을 확인하고, 산출 양상 및 광물학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세 지역의 탄산염암 내에서 관찰된 석면

형 투각섬석은 cross/slip/mass fiber 형태로 관찰되었

다. 투각섬석이 확인된 시료의 광물조성 결과, 아산과

무주에서는 투각섬석-방해석-돌로마이트-활석과 투각섬

석-방해석-돌로마이트-활석-감람석-사문석으로 되어 있

는 두 개의 광물군이 나타나며, 장수지역에서는 투각

섬석-방해석-돌로마이트-활석-질석의 광물군이 확인되

었다. 또한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아산은 활석, 무주는

활석과 해포석, 그리고 장수는 활석, 질석, 해포석이 함

께 확인되었다. 연구지역인 아산, 무주 장수지역은 선

캠브리아기의 편마암과 탄산염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은 고원생대 경에 광역변성작용으로 탄산염암은 대

리암이나 석회규산염암이 형성되고 최고의 변성작용 이

후 후퇴변성작용이나 후기에 관입한 규질 화성암으로

부터 유래된 유체와 탄산염암과의 반응에 의해 탄산염

암체나 암체 내에 발달한 열극을 따라 섬유상 투각섬

석, 활석 및 감람석을 교대한 사문석 등이 형성된 것

으로 사료된다. 연구지역의 투각섬석은 입상과 석면형

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풍화와 같은 지질

작용과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입상조직을 하고 있는

비석면형 투각섬석도 벽개면을 따라 쪼개지면 가늘고

긴 석면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석면형 광물이 풍화작용이나 인위적인 과정에서 벽

개면을 따라 쪼개지면서 석면형을 보일 경우 이들에

대한 독성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검증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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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ineral assemblages of tremolite asbestos containing samples from carbonate rocks

Area Mineral assemblages

Asan
Tremolite-Calcite-Dolomite-Talc

Tremolite-Calcite-Dolomite-Olivine-Talc-Serpentine

Muju
Tremolite-Calcite-Dolomite-Talc

Tremolite-Calcite-Dolomite-Olivine-Talc-Serpentine

Jangsu Tremolite-Calcite-Dolomite-Talc-Vermicu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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