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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bestos is a commercial term of natural occurring silicated minerals and forms long, thin fibers. Chrysotile, the ser-

pentine asbestos, accounts for most use in commercial use. Asbestos is well known health hazard material and it is

proved that inhalation of asbestos fibers leads to increased risk of developing several diseases such as lung cancer,

mesothelioma, asbestosis. In these days, people most at risk for exposure are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workers and

general citizens who are working on and close to the work area at which asbestos containing material is disturbing. Non

asbestiform, though its chemical composition is same with regulated asbestos, is known to be less hazardous than

asbestiform. Exposure guideline, 0.01 f/ml, is not safe level in terms of health risk. It is reasonable to take preventable

action when asbestos is suspiciou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 between hazard and risk, to dif-

ferentiate asbestiform from non asbestiform, to make regulations for compensation for asbestos related patients, to man-

age future exposure for general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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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이란 무엇인가?

석면이란 상용적인 용어로 자연에서 발생하는 실리

카 함유 광물(규산염 광물)로 사문석 계통의 백석면

(chrysotile)과 각섬석 계통의 청석면(crocidolite), 갈석

면(amosite), 액티노라이트(actinolite, 녹섬석), 앤쏘필라

이트(anthophyllite; 직섬석), 트레모라이트(tremolite, 투

섬석)를 일컫는 용어이다. 석면은 섬유 형태로 존재하

고, 섬유 형태로 인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석면 섬유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자연계에는 석면과 동일한 화

학적 조성을 가졌으면서도 섬유 형태가 아닌 광물이

존재한다.1) 즉, 위에 열거한 여섯 가지 석면형태에는

화학적 조성이 동일한 비석면형태가 존재한다. 쉽게 이

야기하면 여섯 가지 종류의 석면에는 6가지의 비석면

쌍둥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백석면은 길고 유연성이

있고 모양이 구불구불하다. 나머지 다섯 가지 석면은

각섬석계통에 속하는데 길이가 짧고 뾰족뾰족하고 부

스러지기 쉽다. Fig. 1은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의 석

면형태와 비석면 형태를 암석과 섬유상에서 비교하고

있다.2) 그림에서 보듯이 석면형태는 섬유가 길고 가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비석면형태는 굵고 짧은 게 특징

이다. 

2. 자연발생 석면이란?

지각이 형성될 때 일정조건에서 석면이 형성되어 다

른 광물사이에 석면이 혼재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인류

가 이를 채광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석면이 섞여 있는

암반은 주로 초염기성암(ultramafic rock)과 사문암이라

고 알려졌다. 자연발생 석면이란 이런 암반이나 토양

중에 존재하는 석면 또는 이들이 인간의 활동 또는 풍

화작용으로 공기 중으로 비산된 석면섬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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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도 충청권과 경주 등에 이런 암반이 존재하여 석

면이 함유되었거나 함유가능성이 추정되고 있다. 외국

의 자료에 의하면 이들 자연광물에 존재하는 것은 대

부분 석면형태보다는 비석면 형태이거나 다른 종류의

광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각섬석의 종류는 400

여 가지가 되며 암석중 발견되는 대부분의 각섬석 계

통은 석면과 다른 광물이거나 화학적 조성은 석면과 동

일한 비석면 형태로 존재한다.3) 2009년 현재 우리나라

도 광산지역에 대한 석면 종류와 함량을 파악하는 연

구가 진행중이다.

3. 왜 석면이 사용되었나? 

석면은 물에 녹지 않으며, 불에 타지 않는다. 휘발성

이 없고, 화학약품이나 미생물에 의해서도 분해되지 않

는다. 또한 전기가 통하지 않고, 보온성이 뛰어나며, 마

모도 잘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석면은 강하고 쉽게 사

라지지 않는 물질이었다. 석면의 이런 성질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은 석면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

에서도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게된 원인이다. 백석면

이 전체 사용량의 95% 정도되고, 일부 갈석면과 청석

면이 사용되었다. 나머지 석면은 대개 불순물로 혼합되

어 있다. 

4. 석면의 유해성과 위해도

석면은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등 많은 연구기관이나 정부에서 인체의 발암성

물질로 규정한 물질이고, 석면폐도 일으키는 물질이다.

석면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고유한 성질을 유해성

(hazard)이라고 한다면, 석면에 노출되어 실제로 유해성

이 발현될 가능성을 위해도(risk)라고 한다. 석면의 위

해도가 크려면 유해성 외에도 노출강도인 농도와 노출

기간으로 표시되는 양(dose)이 커야 한다. 따라서 자연

암석에 석면이 존재하더라도 이것의 공기중으로 나올

비산가능성이 없으면 유해성은 있지만 질병을 일으킬

위해도, 즉 위험성은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

서 석면의 유해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예, 석면을 아

주 고온으로 가열하여 비석면 물질로 변환)은 극히 제

한되지만 위해도를 줄이는 방법은 가능하다. 따라서 관

리적 입장에서 본다면 석면이 자연광물에 존재하거나

건물빌딩에 존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비산

되도록 방치하거나 비산되었을 때 적절한 대책을 적용

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된다.

Fig. 1. Comparison of three types of asbestiform and nonasbestiform. Left two columns compare raw ores and right two columns

compare microscopic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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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석면과 비석면 형태의 구분은?

서론에서 여섯 가지의 석면은 화학적 조성이 동일한

비석면 형태의 쌍둥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중에서 백석

면은 비교적 그 쌍둥이인 antigorite와 쉽게 구분이 되

는데 다른 5가지 각섬석에 속하는 것들은 그들의 쌍둥

이격인 비석면 형태와 구분이 어렵고 더구나 다른 400

여 가지의 각섬석과 구분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들

의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가늘고 긴 모양을 가진 석면형태가 비석면형태보다 건

강상 영향이 크고,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들만을 규

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석면 형태는 석면형태에 비해

직경이 크고 길이가 짧으며, 길이가 길면 너비도 커지

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비석면 형태도 쪼개지면 짧

고, 굵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바늘모양, 더 가늘고

긴 모양이 될 수 있어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4)

석면 종류의 동정과 석면비석면의 구분, 석면함유량

의 결정은 분석기술과 연계되어 논의된다. 공기 중 석

면을 분석하는 기본 기기는 위상차 현미경이며, 광물,

건축자재, 토양 등의 고형시료에 존재하는 석면을 분석

하는 기기는 입체현미경과 편광현미경이다. 

그러나 이들 세 가지 현미경 모두는 매우 가는 섬유

(예, 0.2 um 이하)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분석하기 어렵

고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므로 분석자간 차이

가 심하다. 또한 위상차 현미경은 석면과 비석면 섬유

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며, 입체현미경이나 편광현미

경은 함량이 적은(예, 1% 미만) 시료에서 정확하지 못

하며, 분석자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위의 기기로 분석하기 애매한 경우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투과 전자현미경이나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

는데, 가격이 고가이므로 보편적인 기기가 아니다. 또

한 투과전자현미경은 제한된 면적만을 보게 되므로 전

체를 대표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고, 주사전자현미경은

석면이 갖는 결정구조를 판단하지 못해 비석면 섬유와

구별이 모호한 단점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런 분석기기의 한계점보다는 분석에 대한 경험이 짧

고, 정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로 인한 그 정확성

여부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석면분석에 X-ray가 사용되는데 이 기기의

단점은 결정구조는 파악하나 섬유상인지 아닌지를 파

악하지 못하며, 낮은 농도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점

이다.

따라서 많은 분석방법에서 공기중 시료를 분석할때는

위상차 현미경을 기본으로 하고, 정확히 석면을 동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자현미경으로 추가 분석하도록 하

고, 있고, 고형시료중 석면은 입체현미경과 편광현미경

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전자현

미경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5,6) 또한 분석에 앞서 시

료채취도 매우 중요한데 시료채취의 오차가 변이의 오

차보다 더 큰 것을 감안하면 전반적 시료채취 및 분석

에 대한 정도관리 및 능력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6. 석면의 노출경로와 질병

석면으로 인한 질병은 잠복기가 최소한 10년~40년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바로 노출되더라도 그 증상을 알

수는 없다. 석면은 호흡기나 소화기관으로 인체에 들어

올 수 있지만 피부로 들어올 가능성은 적다. 석면의 노

출경로에 따라 지금까지 밝혀진 질병은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석면에 가장 위험한 노출경로는 흡입에 의한 호흡기

노출이다. 따라서 암석이나 고형건축물에 포함된 석면

이 비산되어 흡입노출가능성이 있을 때 위험성이 증가

된다. 따라서 이들 암석이나 건축물에서 석면섬유가 비

산될 가능성이 없으면 노출의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호흡기를 통한 노출로 인해 폐의 섬유화가 진행

되는 석면폐, 흉막 비후늑막이상과 비후이상, 폐암, 중

피종이 알려졌고, 기타 위장관계(식도, 위, 직장, 결장,

직장), 신장, 뇌, 방광에서도 암의 발생이 보고되었다. 

흡연자에게 석면의 노출은 폐암 위험을 상승적으로

증가시킨다. Selikoff 등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 인구의

폐암 사망률을 1이라고 했을 때, 직업적 석면 노출자

는 5.17배, 흡연자는 10.9배 증가하는데 흡연자가 석면

에 노출되면 53.2배나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

다고 하였다.7) 석면폐로 인한 사망자도 비흡연자에 비

해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되면 2.8배 증가한다고 보고

되었다.8) 

석면 석면폐와 폐암은 노출량(농도x기간)과 유의한 관

계가 있음을 밝혔다.8) 석면 폐는 폐조직이 괴사되어 더

이상 산소를 혈액에 전달되지 못하며, 숨이 차며, 숨을

들이쉴 때 마르고 갈갈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증상이 일

어난다. 석면폐는 석면에 노출되어 많이 발생하는 질병

이나 진폐증의 다른 원인도 많으므로 인과관계를 밝히

기가 어렵다. 숨이 차며, 가슴통증이 지속되고 빈혈증

상도 있다. 중피종은 폐, 가슴, 배와 심장을 싸고 있는

얇은 막에 암이 발생되는 것으로 거의 석면노출에 의

해서만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음용수 섭취로 인한 석면 노출이 가능하나 음용수중

석면이 포함된 지역의 주민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

민보다 암발생이 약간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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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흡연 등 다른 인자일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

다.10) 미국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물중에 존재하는

석면은 대개 백석면으로 길이가 5 µm보다 짧다고 하였

다. 사람과 동물연구에서 석면을 섭취하면 비발암성 위

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급성 경구노출로

인해 결장암의 전구체가 유발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섭

취를 통해 위장관계에 들어간 석면이 세포벽을 통해 다

른 부위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가더

라도 아주 작은 입자만 소량 이동할 것이라고 추정하

고 있다.9) 

직업적으로 피부노출이 되면 작은 사마귀가 생긴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 사마귀 안에서 석면이 검출되지는 않

았다. 이것은 대개 노출후 10일 이내에 생기며, 초기에

는 통증이 있으나 그 후는 딱딱해지고, 병리학적인 소

견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10) 

석면에 노출되면 어린이에게 더 위험한지에 대한 명

확한 결론은 없다. 다만, 어린이는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기간과 석면 질환의 발현 가능성 기간이 더 길

다. 의학적으로 석면이 인체에 들어오면 성인의 폐보다

어린이 폐에서 더 오래 머무른 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

였다.10) 

석면 종류별 독성 차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었

는데 일반적으로 백석면보다는 각섬석 계통의 석면이

위험하고, 그중에서 청석면이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졌

다.10) 따라서 과거에는 석면의 종류에 따라 직업적 노

출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었는데 석면이 발암성물질이라

는 것을 이유로 현재는 종류에 상관없이 석면의 노출

농도를 설정하고 있다. 

 

7. 누가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가?

누구나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주민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직업

적 노출이 없는 사람의 습윤조직 폐 1 g당 적게는 13

만개, 많게는 68만개가 검출되었다는 보고도 있고, 비

직업적 노출의 기준으로 석면소체가 폐 1 g당 100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지불식간에

노출된다고 할 수 있다.6)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건축된 대다수의

건물이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제거하여

야 하는 점이다. 미국 학교 예를 들면 초기에는 학교

건물의 석면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었는데 제거하는

과정에서 석면 섬유의 비산가능성이 크고, 그로인 해

위해도가 증가되는 점을 들어 부득이 건물을 해체하거

나 리모델링할 때는 먼저 철저한 계획을 세워 석면을

제거하고, 일반 건물은 잘 유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고 있다.11) 우리나라도 석면이 포함된 건물을

해체하고, 리모델링할 때 철저히 대책을 세우고, 일반

건물은 잘 유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평상시 일반 건물에서의 노출농도는 높지 않다고 보고

되었다.12)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나 가능한 노출을 줄여야 하는데

고농도 노출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도 산업장에서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적 노출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

이다. 다만 석면 철거업자는 석면에 가장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다.

·부적절한 관리 대책하에 석면이 포함된 빌딩이나 자

재가 해체, 철거, 노화, 리모델링할 때 작업자뿐 아

니라 인근 주민의 노출이 있을 수 있다.

·자연발생 석면이 있는 곳에서 석면이 비산될 가능성

이 있을 때 지역주민의 노출이 있을 수 있다.

8. 석면의 기준은 안전한가?

우리나라의 석면 기준은 직업적 노출인 경우 0.1개/

ml, 일반 환경 노출가이드라인은 0.01개/ml이 있는데

이는 대개 선진국 비슷하다. 이 기준은 과거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일정한 모델을 사용하여 추정한 것인데

노출기준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노출집단의 차이, 노출

기간의 차이, 위해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

다. 직업적 노출에서는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씩

45년동안 노출되었을 때 근로자 1,000명당 1명의 초과

암발생 수준에서 설정하고, 일반 주민은 모든 인구 계

층이 하루 24시간 평생 노출되었을 때 인구 백만명 또

는 10만명당 1명의 초과 암발생 수준에서 결정하는데

주로 백만명당으로 추산한다.13)

석면에 관련하여 직업적 노출은 인구 1000명당 1~2

명의 초과 암발생이 있는 수준이 0.1개/ml 수준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일반 환경에서는 0.01개/ml 수준에서

인구 백만명당 1명정도만 석면으로 인해 암에 걸릴까?

그렇지 않다. EPA에서 추정한 공기중 석면의 위해도는

암 발생수준이 1/104일 때(인구 10만명당 1명 암발생)

의 공기 중 농도는 4×10−4 f/ml, 1/105일 때의 공기 중

농도는 4×10−5f/ml, 1/106일 때의 공기 중 농도는

4×10−6/ml로 추정하고 있다(EPA IRIS, 2009). 인구 백

만명당 1명의 암발생 수준일 때의 공기 중 농도는

0.000004개/ml로 0.01개/ml보다 2500배 낮은 수준이고,

십만명당 1명으로 하여도 현재의 기준보다 250배 낮은

0.0004개/ml이 되어야 한다. 미국은 이외에도 음용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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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있어 7 MFL(million fibers/L)로 규정하고 있는데

호흡기를 통한 체내침입보다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

9. 우리나라에서 왜 이슈가 되나?

우리나라에서 석면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첫 번째 이

유는 석면이 사용되었다는 점과, 자연적으로 석면이 존

재하는 점, 그리고 현재의 많은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일제 강점기부

터 석면광산이 있었고, 1984년까지 채광의 기록이 있

다. 산업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은 새마을 운동과

자동차 브레이크 산업이 발달한 1970년대 이후 이고,

경제 발전과 더불어 1990년대에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

하다가 IMF 경제위기 이후사용량이 감소하였다. 2000

년대까지 약 200만톤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9년 석면과 ACM의 사용제조 유통 수입이 금지되

었다.14) 그러나 석면의 노출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 사용되었던 석면의 대부분이 건축자재에 있어

노출가능성이 현재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석면의 직업적 노출군에 대한 염려이

다. 과거 석면방직업, 슬레이트업, 브레이크 라이닝 산

업에 종사했던 사람의 건강영향과 이에 따른 보상 문

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건설업도 석면에 유의하게

노출되는 직업인데 이에 대한 국내연구는 매우 미약한

편이다. 직업적 노출은 과거문제만이 아니다. 석면 해

체, 제거, 리모델링 작업자, 석면 포함물질에 대한 정비

작업자는 향후로도 직업적 노출가능성이 충분히 존재

한다.

세 번째는 환경적 노출문제이다. 건축자재나 지하철

천정재, 배관시설, 건물 해체 제거과정에서 공기중으로

비산되고 누출되는 문제, 자연발생 석면에 대한 향후

노출가능성이 있다. 200년도 연구에서 석면 광산에 종

사하지 충북 일부지역의 지역주민에게서 석면관련질환

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들의 석면 노출이 직업적 노출

은 아니더라도 채광당시에 환경 노출인지, 아니면 전혀

인위적 활동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의 노출인

지도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네 번째 이슈는 유해성과 위해도을 구분하여 관리하

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공

기 중으로 비산되지 않으면 위해도가 적다고 가정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선진국 행정부의 입장이다.

국내에서는 방향정립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석면 존

재 그 자체만으로 이슈화가 되기도 한다. 

다섯 번째는 정확한 석면 분석의 어려움이다. 석면

분석의 경험이 짧은데다가, 일부는 고가기기인 전자현

미경의 결과는 맹신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고형시료

의 석면함유량을 몇 %까지 관리하여야 적정한가의 문

제와 이 수준에서의 정확한 분석문제는 아직도 과학적

으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저 농도 시료, 분석이

어려운 시료, 석면 섬유와 비석면 섬유의 정확한 구분

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10. 석면에 대해 잘 알려진 사실과 더 연구가 

되어야 할 이슈들

석면에 대하여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종합

하여 ASTDR(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은 과학자와 보건관련기관에 석면의

건강영향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사실로 다음을 열거하

였다.10)

·석면의 종류에 상관없이 노출되면 폐암, 중피종, 비

악성 폐 및 복막에 이상을 줄 수 있다.

·석면의 노출 농도, 노출기간, 노출 빈도 및 석면의

크기와 지속성이 석면의 독성에 영향을 미친다.

·청석면, 트레몰라이트 석면, 액티노라이트 석면같은

각섬석 계통 섬유는 같은 크기의 백석면보다 기관지

계 하부에 더 오랫동안 잔류하게 된다. 

·폐 간질 섬유화는 콜라겐의 침착, 폐조직 경화, 가스

교환능력상실, 괴사등과 관련이 있다.

·석면폐와 폐암은 초기 노출 후 15년 이상의 잠복기

를 가진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석면에 노출되면 폐암위험성

이 훨씬 증가된다.

·석면 노출후 중피종의 진단은 대개 30년이후에 이

루어진다. 

·석면취급근로자의 경우 가족 구성원과 석면광산지역

주민은 직업적 노출이 없어도 중피종이 보고되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석면에 대하여 노출기간 및 노출

빈도, 잠복기간, 노출농도, 석면의 종류, 크기, 흡연여

부, 기존질병 및 감수성에 대해 심층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다음도 더 명확히

해결되어야 할 점이다.

·석면의 유해성과 위험성의 차이의 인식 : 위에서 언

급했거니와 석면을 관리한다거나 석면정책을 수립하

여 시행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유해성과 위해도가

다르고, 잘 관리하면 위해도를 줄일 수 있다는 기본

적 전제에 바탕을 둔다. 우리나라는 연구자들조차 유

해성과 위해도, 즉 위험성을 동일시 하기도 한다. 석

면이 발암성 물질이라는 점, 누구나 노출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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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 둘을 동일시하는 보수적 관점이 필요할 수도 있

지만 자칫 사회적 혼란과 끊임없는 소모적인 논쟁으

로 이어질 수 있다.

·석면의 정확한 분석 : 국내에서 석면에 대한 정확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교과서적

으로는 석면분석방법이 여러 기관에서 공정시험법으

로 되어있지만 경험이 매우 필요하고, 분석자간, 분

석기관간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석면이 저

함량일 때의 평가방법, 분석이 까다로운 토양 및 바

닥재 등의 분석방법, 석면과 비석면의 구분, 석면 함

유가능성이 있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정확한 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석면 관련기관의 질적 향상 : 최근 석면이 이슈화

되면서, 석면 교육기관, 석면 조사기관, 석면 전문

철거업체, 폐기물 배출업체 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

다. 사회적 수요가 있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현

상이지만, 수익적 목적과 아울러 석면 관리의 책임

성을 가질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하다. 이들 각 기관

의 능력향상 지원과 질 관리가 되어야 하며, 과도

한 경쟁을 통한 덤핑과 행정적 요식에만 맞추려는

실질적 관리의 부재 등이 더 큰 위험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석면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비

용과 이익을 저울질하게 된다. 석면이 발암성 물질이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된 점, 국민의 건강에의 관심사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균형을 고려해야 하지만 비

용보다는 잘 관리함으로서 위해도를 줄일 수 있는 것

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다고 유해성과 위험성

을 동일하게 하는 것도 관리의 부재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 

11. 석면의 노출을 줄이려면?

석면의 노출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차원에

서 논의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비직업적 노출에 대한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석면포함물질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무엇인

지 인식하는 것이다. 만일 불확실하면 있다고 가정하

고, 대처하는 것이 예방법의 기본이다. 가정내에서 주

로 석면이 있을만한 곳은 천정 텍스나 천정 비닐타일,

화장실, 거실의 바닥타일, 보일러실의 보온재 등이 있

다. 그러나 가정에서 천정에 텍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벽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

에 위험성은 낮다. 비닐타일이나 바닥타일의 경우 석면

비함유 제품이 많고,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라도 손상되

지 않으면 공기 중으로 비산이 되기 어려움으로 노출

로 인한 위험성은 낮다. 대부분의 보일러 보온재도 석

면이 아닌 유리섬유가 많은데 오래된 보일러는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석면인지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타

일 공사나, 보일러 교체 등 먼지의 비산가능성이 있을

때는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적 합선

위험이 없을 때는 물을 뿌려 비산을 줄이는 방법이 매

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반 빌딩에서 석면이 자주 발견되는 곳은 천정의 텍

스와 일부 석고보드, 벽면의 마감재 등이다. 이들 해당

물질도 석면 함유량이 정확히 파악되어야겠지만 잘 모

르는 상태에서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노

출이 안 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사무작업이 이루어지

고 있을 때 옆에서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며, 천정 공

사시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 공공

건물에 대해서는 모두 석면지도 작성이 의무화되기 때

문에 자기 거주공간의 석면 함유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골지역이나 오래된 건물의 일부에서는 슬레이트가

발견되는데 대다수의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

다. 이들이 온전한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가능성은 낮지

만,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비산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할 것 없이 공사

가 많이 이루어진다. 법적으로는 석면 포함여부를 확인

하여 석면을 철저히 제거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

으나 법시행초기라는 점과 또 소규모인 경우 잘 지켜

지지 못하고, 모든 건축물의 석면을 제거하기도 힘들므

로 가중하면 기존 건물, 특히 낡은 건물의 해체시 그

주변의 먼지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석면 포함의심물질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비질을

피하고, 물을 뿌리고 제거한다. 일반 진공청소기는 미

세먼지가 도로 배출될 염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헤파필

터가 있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결  론

석면의 종류, 석면과 비석면의 구별, 유해성과 위해도

의 구별, 석면으로 인한 질병, 노출가능집단, 현재 석면

기준이 안전한가, 향후 논의방향,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향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석면은 6가지 종류로 대

별되며, 같은 화학적 조성을 가진 비석면 형태가 존재

하여 위해도평가를 어렵게 한다. 석면의 대표적 질병은

석면폐, 폐암, 중피종으로 모두 잠복기가 길고, 특히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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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은 폐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향후 석면 관리는

기존 건물의 해체과정에서의 작업자와 인근주민 및 자

연광산 인근 주민의 노출관리가 주가 되어야 한다. 석

면관리는 석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연구, 의

사소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석면은

분명히 유해성이 큰 물질이다. 그러나 공기 중으로의

석면비산을 최소화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노출을 최소

한 억제해야 건강상 장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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