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69 −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Vol. 22, No. 5, 369-375, 200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국내 공기 중 섬유상 분진 숙련도 시험용 표준시료 제조 및 평가

임호주·유재혁·최성호·최아름·정현성·류정민·김현욱1·장성기★

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연구팀, 

1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009. 6. 8. 접수, 2009. 8. 17 승인)

Preparation and assessment of airborne fibrous reference
sample for a proficiency test

Hoju Lim, Jaihyuk Ryu, Sungho Choi, Arum Choi, Hyunsung Jung, 

Jungmin Ryu, Hyunwook Kim1 and Seongki Jang★

Indoor Environmental Research Team,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cheon, Korea
1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ceived June 8, 2009; Accepted August 17, 2009)

요 약: 저농도 섬유상 분진 표준시료를 제조하여 균질도와 정확성을 조사하고, 모의 숙련도 시험을 통

해 최적의 숙련도 시험 방안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표준시료 농도와 석면밀도의 상관성이 0.9863~0.9968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표준시료를 이용한 모의 숙련도 시험을 통해서, 국내에서의 숙련도 시험 결과

평가 기준은 표준시료 분석결과의 Z값이 |Z|≤2를 만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We evaluated the homogeneity and accuracy of low level airborne fibrous standard, and accomplished

the proper proficiency test. We had found that the correlation of concentration of standard solution and asbestos

density was 0.9863~0.9968, and concluded that the proper guideline of the analysis result was |Z|≤2 interval

of Z-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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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석면은 마그네슘과 규소를 포함하는 천연광물로써,

석면 섬유의 가늘고 긴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을 유발하며, 국제 암 연구기관

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1 석면은 단열성,

내마모성, 인장력, 전기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경제적

인 이유로 슬레이트, 천장재 등 건축자재와 많은 산업

부분에서 사용되어져 왔으나, 석면 분진 등의 인체 노

출 가능성으로 인해 미국, 영국, 일본, EU 선진국에서

는 석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의 경

우, 최근 들어 지하철 석면, 폐광산 및 천연 석면, 재

건축, 재개발 현장 석면 비산, 수입 활석 중 석면 함

유 등 석면이 사회적 핫 이슈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뢰성 높은 분석 및 분석기관들에 대한 숙련도 평가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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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표준시료 제조방식은 크게 Niemeyer등에 의해

개발된 습식비산(Wet dispersion) 제조 방식과 Timbrell,

Skogstad 등에 의해 개발된 건식비산(Dry dispersion)

제조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건식비산 제조방식은

저농도 범위의 석면 제조가 용이하고 다량의 표준시

료를 동시에 제조 가능하나, 제조과정에서 석면 노출

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4

국내에서는 습식비산방식을 이용해 200~1,300 개/

mm2 범위의 석면 표준시료를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

는데,5 실내·외 공기 중 석면 분진 농도가 평균 0.01

개/mL 이하이므로 보다 저농도 범위의 석면 표준시료

를 제조하여 일상생활과 유사한 농도의 표준 시료를

통한 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방식의 정

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미국은 초기에 국

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 정도관리 프로그

램을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미국산업위생학회(AIHA)

에서 PA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6 또한 미국산업

위생학회에서는 분석 능력이 검증된 개인 분석자를

등록시키는 AAR (Asbestos Analyst Registry) 제도를

통하여 분석 인력의 인프라를 관리하고 있다. 영국에

서는 산업의학 연구소(IOM)에서 RICE와 AFRICA 프

로그램, 스페인은 PICC-FA, 프랑스는 ACQCS, 벨기

에는 AFIC, 독일은 QFR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07년부터

석면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는 2008년부터 모의 숙련도 시험을 통해서 최적의 평

가 방법 및 합격 기준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위상

차 현미경을 통한 석면 분석 결과에 개인차가 존재하

여 분석기관의 숙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최적기준 마

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숙련도 시험의 운영 방식은 크게 임의의 표준 시료

를 대상 기관에 각각 제공한 후, 시료의 분석값을 평

가하는 PAT 방식과 대상 기관이 분석하고자 하는 표

준 시료를 순환시키면서 평가하는 Round-Robin 방식

이 있다. 그런데, Round-Robin 방식의 경우 동일 시료

를 분석하게 되므로, 분석 정보의 공유가 가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국내와 같이 소규모 집단의

분석기관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습식비산방식 및 건식비산방

식으로 200 개/mm2 범위의 저농도 석면 표준시료를

제조하여 균질도와 정확성을 조사하고, 숙련도 시험

Fig. 1. Device for manufacturing standard sample by dry disper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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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평가 방법 및 합격 기준 결정 방법을 평가해보

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습식 표준 시료 제조

시판되는 미세 백석면(SPI supplies, Zvishavane,

Matabeleland South, Zimbabwe), 갈석면 분말(SPI

supplies, Northern Province, South Africa)을 증류수에

희석하고, 초음파 분쇄기로 분쇄하여 석면 섬유를 균

질하게 하였다. 석면 섬유의 뭉침을 방지하기 위해 음

이온 계면활성제인 Aerosol OT액을 첨가, 교반한 후

직경과 공극이 각각 25 mm, 0.8 μm의 멤브레인 필터

에 여과하여 표준시료를 제조하였다.7

2.2. 건식 표준 시료 제조

건식 비산 방식 석면 표준시료 제조를 위해 Fig. 1

과 같은 장치를 제작하였다. 장치는 크게 챔버, 시료

채취관, 유리튜브, 유리구슬, 쉐이커, 펌프, 정전기 저

감 장치, 직독식 섬유상 분진 측정기 등으로 구성하였

고, 석면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구자의

안전을 위하여 HEPA 필터가 장착된 챔버실 내부에

설치하였다. 

시료 포집을 위해 펌프와 연결된 챔버 하단의 입구

로 석면이 유입되어 내부에 장착된 팬을 통해 골고루

분산되면서 반대편 상단 출구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하여 시료 포집관에 장착시킨 직경과 공극이 각각 25

mm, 0.8 μm의 멤브레인 필터가 부착된 필터홀더를

통해 석면이 포집되게 하였다. 

석면 분말은 쉐이커를 이용해 분쇄 한 후, 시료 포

집관을 이용해 비산된 분말을 포집, 건조하여 표준시

료를 제조하였다.

2.3. 시료의 정밀성 시험

석면 분말 사용량에 따른 석면밀도를 측정하여 표

준시료의 정밀성을 평가하기위해, 습식 방식의 경우,

갈석면과 백석면을 100 μg/L에서 1,000 μg/L 농도 범

위의 희석액으로 제조한 후, 필터 여과하여 표준시료

를 제조하였고, 건식 방식의 경우, 갈석면과 백석면

석면 분말을 각각 100 μg, 500 μg, 1 mg, 5 mg 씩 칭

량하여 유리관에 투입한 후, 쉐이커에 장착하여 30

rpm으로 90분간 운전한 후, 10개의 시료 포집관에 석

면 시료를 포집하였다. 표준 시료는 실내공기질공정시

험방법에 따라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하여 석면 밀도를

측정하였고, 석면투입량과 석면밀도의 상관성을 분석

하였다.8

2.4. 시료의 균질성 시험

건식방식의 표준시료 제조 장치의 시료 채취 개수

에 따라 석면 농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시료를 각

각 10개, 50개, 100개씩 포집하여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해 석면 밀도를 측정하였다. 시료 포집수에 따

른 시료의 균질성은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평가하였

고, 시료 채취수별 석면밀도의 상대포집편차를 분석

하였다. 

2.5. 표준 시료를 이용한 모의 숙련도 시험

표준시료를 이용한 숙련도 시험 결과의 평가 방법

및 분석기관의 합격 여부 결정 기준을 결정하기위해,

습식 비산 표준시료 제작방법에 따라 갈석면(10 μg/L,

20 μg/L, 80 μg/L, 100 μg/L), 백석면(10 μg/L, 50 μg/L,

80 μg/L)으로 제조하고, 건식비산 표준시료는 갈석면(1,

5 mg), 백석면(1 mg)을 주입한 시료를 제조하여 66개

석면 분석 기관을 대상으로 석면 밀도를 조사하였다.

제출받은 표준시료의 분석 밀도를 대상으로 Z 값을

구한 후, 대상시료의 분석 결과 만족 기준을 ,

,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적 Z 값 범위를 선정하였다. 

전체 시료 중 Z값 범위를 만족한 시료의 비율을

100, 90, 80, 70, 60, 50% 로 구분하여 대상 기관의 합

격, 불합격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적 시

료 합격률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시료의 정밀성 평가 결과

Fig. 2은 갈석면 주입 농도별 습식 방식 표준시료의

Z 3≤

Z 2≤ Z 1≤

Fig. 2. Change of asbestos densities by concentraions of
amosite standard sample by wet disper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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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밀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갈석면 표

준시료의 농도를 100 μg/L에서 1,000 μg/L까지의 100

μg/L씩으로 구분하여 석면 밀도를 분석한 결과, 석면

표준시료의 농도와 석면 밀도의 상관성이 0.9956으로

써 매우 높게 나타났다. Niemeyer의 연구에서는 습식

방식으로 제작된 백석면 표준시료의 농도 범위가

300~1,500 μg/L이고, 밀도 범위는 316~1,435 개/mm2

으로써 상관계수는 0.97로 나타났으나, 본 표준시료의

정밀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Niermeyer의 연구

에서는 표준시료의 희석을 2 L의 증류수에 2 g의 계

면활성제액을 넣어 희석을 시켰으나 본 연구에서는 1

L의 증류수에 3 mL로 희석을 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은 백석면 주입 농도별 습식 방식 표준시료

의 석면 밀도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백석면

표준시료의 농도와 석면 밀도의 상관성이 0.9929로

서 높게 나타났다. 석면밀도 범위를 100~1,300 개/

mm2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백석면 표준시료를 100

μg/L에서 600 μg/L정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를 통해 석면밀도 100 개/mm2 이하의

표준시료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본 기술은 습식 비산방식의 다른 제작기술과 비

교했을 때 산화알루미늄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특징

이 있다. 산화알루미늄을 첨가 했을 경우에는, 현장

시료처럼 보이게 하여 실제 분석능력을 평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세한 섬유가 여과지 표면

의 인공물과 구분이 곤란하여 석면 분석이 어렵게

되는 단점이 있다.9 현재, 미국 NIOSH에서는 표준

시료의 석면 밀도를 100~1,300 개/mm2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WHO에서는 100~650 개/mm2로 규정하

고 있다.10 따라서, 본 표준시료의 석면밀도가 100

개/mm2에서 700 개/mm2정도 이므로, 표준 시료 석

면 밀도 범위에 적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Fig. 4는 건식비산 방식의 표준시료 제작 챔버 내 갈

석면 투입량에 따른 석면밀도 조사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석면 분말 투입량이 0.1 mg일 경우에는 밀도가

6.62±1.41 개/mm2 이였고, 5 mg일 때에는 74.46±39.94

개/mm2으로 나타남으로써, 석면 투입량이 증가 할수

록 포집되는 시료의 석면 밀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

었으며, 상관계수가 0.9863으로써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Fig. 5는 챔버 내 백석면 투입량에 따른 석면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투입량이 0.1 mg일 경우에는 밀도가

6.49±2.01 개/mm2 였고, 5 mg일 때에는 102.03±58.09

개/mm2로 나타남으로써, 석면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포집되는 시료의 석면 밀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

으며, 결정계수가 0.9984로써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시료의 균질도 평가 결과

Table 1은 포집시료 개수에 따른 평균 갈석면 밀도

를 나타낸 것이다. 포집 시료수가 10개인 경우에는 평

균 석면밀도가 84.36±43.19 개/mm2 이였고, 100개인

경우에는 14.44±5.23 개/mm2로써 시료 포집개수가 증

가할수록 평균 석면밀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3. Change of asbestos densities by concentraions of
chrysotile standard sample by wet dispersion method.

Fig. 4. Change of asbestos densities by amosite input with
dry dispersion method.

Fig. 5. Change of asbestos densities by chrysotile input with
dry disper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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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Skogstad가 제조한 건식 비산방식 갈석면

표준시료의 경우, 본 연구와 유사한 16.9 개/mm2 석면

밀도에서는 상대표준편차가 30.8로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석면밀도가 증가할수록 상대

표준편차가 감소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4

이는 본 건식비산장치의 포집 시료수가 적을수록 포집

되지 않는 빈공간의 영향이 커져서 비산 석면에 변화

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석면 표준 시료의 균

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집 시료수를 최대한으로 하

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Table 2는 포집시료 개수에 따른 평균 백석면 밀도

를 나타낸 것이다. 포집 시료수가 10개인 경우에는 평

균 석면밀도가 102.68±57.63 개/mm2 이였고, 100개인

경우에는 41.78±10.87 개/mm2로써 시료 포집개수가

증가할수록 평균 석면밀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0143). 평균 석면 밀도 표준편차의 변화에 있어서,

백석면 역시 갈석면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표준시료 제작방법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모

든 국가에서 습식 비산 방식을 통해 석면 표준 시료

를 제조하고 있다. 이는 건식 비산 방식 운영 시, 석

면밀도 100 개/mm2 이하의 저농도 시료 제조에 용이

한 반면, 제조 과정에서 석면 노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 관리 시스템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

구에서는 습식비산방식으로 석면밀도 100 개/mm2 이

하의 저농도 표준시료의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으

므로, 습식비산방식 표준 시료를 통해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3. 표준 시료를 이용한 숙련도 시험 결과

Fig. 6은 표준 시료의 Z값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낸

것으로써, 약 -3.5~3.5 범위를 보였으며, Z값을 바탕으

로 시료 정확성의 만족, 불만족 여부를 평가할 최적의

신뢰구간으로써 다음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Table 3

은 다양한 신뢰구간에 따른 시료의 만족, 불만족 여부

를 평가한 것으로써, , , 의 범위

로 구분하여 정확성을 만족하는 시료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구간에서는 정확성 만족 시료의 비율

이 98.6%에 달하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구간으로 시료를 평가할 경우, 정확성 만족 시료의 비

율이 88.9%로써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구간에서는 정확성을 만족하는 시료의 비율이

96.2%에 달했다.

분석 시료의 평가를 위한 Z값은 국가별로 다른 기

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은 90%의 신뢰구간을 이

용하는 반면, 스페인은 70% 신뢰구간으로 분석시료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국가 내 분석기관의 석

면 분석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숙련도 시험의

목적이 분석기관의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처

음부터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완화된 기준

으로 분석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구간으로 시료의 정확성 만족 여

부를 결정한 후, 향후 분석 기술 향상에 맞추어서 강

화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Table 4는 대상기관의 표준시료별 정확성 만족 여

부를 바탕으로 대상기관의 숙련도 시험 합격 결정을

위해, 정확성을 만족한 표준시료의 비율을 50~100%

로 구분하여 대상기관의 합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60%일 경우에는 참여한 모든 기관

이 합격이었고, 100%일 경우에는 모든 시료의 정확

성을 만족한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

일 경우에도 66.7%의 기관만이 합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는 총 시료의 80%에서 만족

을 해야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려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Z 3≤ Z 2≤ Z 1≤

Z 3≤

Z 1≤

Z 2≤

Z 2≤

Table 1. Change of amosite concentration by the number of
sample

Number of 

sample

Asbestos density

(fiber/mm2, 

Mean±SD)

Relative standard 

deviation

(%)

p-value

10 84.36±43.19 51.2

<.000150 56.64±26.00 45.9

100 14.44±5.230 36.2

Table 2. Change of chrysotile concentration by the number
of sample

Number of 

sample

Asbestos density

(fiber/mm2, 

Mean±SD)

Relative standard 

deviation

(%)

p-value

10 102.68±57.63 56.1

0.014350 62.49±26.99 43.2

100 41.78±10.87 26.0

Table 3. Proficiency test with standard samples

Classfication N
Samples successed 

in the test (%)

Samples failed

in the test (%)

505

449(88.9) 56(11.1)

486(96.2) 19(03.8)

498(98.6) 7(01.4)

Z 1≤

Z 2≤

Z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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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석면 밀도 200 개/mm2 이하의 저농

도 석면 표준시료를 제조하여 균질도와 정확성을 조

사하고, 숙련도 시험 결과 평가 방법 및 합격 기준 결

정 방법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표준시료는 습식 및

건식 비산 방식으로 제조하였고, 제조된 표준시료를

통해 국내 석면 분석기관을 대상으로 모의 숙련도 실

험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갈석면 및 백석면 표준

Fig. 6. Histogram of z-score for proficiency test.

Table 4. Labs successed in the proficiency test

Samples successed in 

the test (%)

Ratio of labs successed in the 

test(%)

100 0(0/9)

90 66.7(6/9)

80 77.8(7/9)

70 88.9(8/9)

60 100.0(9/9)

50 10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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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농도와 석면밀도의 상관성이 0.9863~0.9968으로

표준시료의 정확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표준시료를

이용한 모의 숙련도 시험을 통해서, 국내에서의 숙련

도 시험 결과 평가 기준은 표준시료 분석결과의 Z값

이 를 만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중 섬유상 분진 숙련도 시험용 표

준시료만을 제조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석면이 건

축자재 등에 혼합되어져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건축자재 등의 고형시료에 포함된 석면 표준시료

의 제조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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