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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ocidolite quality control (QC) sampling created by the wet generation method has been validated by validation tests

such as the accuracy, precision, and storage tests. For this study we designed and developed a manufacturing apparatus

and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making these QC samples. The most important step in the procedure of making

QC samples was the stage eliminating static electricity in asbestos fibers. This static electricity hampers the fibers clog

functioning. In accuracy and precision tests by phase contrast microscopy analys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ference

values and the studied values was at maximum 17.8%. This satisfies the AIHA proficiency analytical test criteria for

asbestos. We could confirm the nearly even distribution of crocidolite fibers on the membrane filter. Also, there was

no loss of fibers in the storage test after the on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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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석면에 노출되면 석면폐(asbestosis)와 예후가 불량한

폐암(lung cancer), 악성중피종(mesothelioma) 등 불치

의 질병이 유발되며, 특히 중피종은 저농도의 석면에도

일정기간 폭로되면 발생될 수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

다.1) 우리나라에서 199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석면노

출로 인해 암으로 인정받은 근로자수는 총 60명(중피

종; 19명, 폐암; 41명)이고, 이 중 50명(중피종; 14명,

폐암; 36명)이 2000년 이후에 발생하였다.2)

석면노출에 의한 건강장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

법은 인체 내로 석면이 전혀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석면노출

에 의한 건강장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출기준을 설

정하여 관리하게 되는데 석면의 경우 현재 석면의 종

류에 관계없이 그 기준은 0.1개/cm3이다.3) 이 기준은

작업자가 동 농도에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평생 작

업시간 동안 노출되어도 거의 모든 근로자가 석면에 의

한 건강장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이

다. 따라서 작업시 작업장 공기중 석면의 농도를 이 기

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이 기준 이상

으로 존재시, 석면농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환경개선을

해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 제거 작업과 같이 작업특성

상 작업환경 개선만으로는 기준농도 이하로 유지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공기중 석면의 농도에 따라 그에 적

합한 호흡보호구 종류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해야 한다.

공기중 석면의 농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

은 석면노출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

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지금까지 국제적으

로 가장 신뢰성 있게 공기 중 석면을 측정하는 방법으

로 사용되는 것은 석면이 포함된 공기를 여과지로 채

취하여 위상차현미경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며, 시료채취

방법은 거의 동일하지만 위상차현미경 이외에도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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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전자현미경 경우 워낙 고가의 분석장비인 관계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위상차현미경 방법이며, 국

내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4-7)

모든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분석방법이 다 마찬가지

지만 정확한 분석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장비와

인력에 대한 정도관리(quality control)가 반드시 필요하

며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위상차현미경 경

우 분석자의 숙련도에 따라 분석결과의 편차가 매우 크

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관리하지 않

는다면, 그 분석결과의 신뢰성은 급격히 떨어지게 마련

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70년대 이전에 석면이 사회적 문

제로 부각하면서 석면분석기관의 질적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정도관리 프로그램이 수립시행되

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2년에 미국산

업위생학회(AIHA)와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US

NIOSH)의 공동주관으로 위상차현미경 분석법을 이용

한 석면분야 정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 오

다가 현재는 AIHA가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다.8)

국내의 경우 최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및 국립환경

과학원에서 석면에 대한 정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사문석계열의 백석면과 각섬석계열의 갈석

면에 대하여 정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가장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각섬석계열의 청석면(crocidolite)에 대

한 정도관리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청석면에 대한 정도관리 시료를 조제할 수

있는 조제장치 및 조제방법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조

제된 시료의 정도관리시료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한 결

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표준석면 고형시료, 여과지 및 산화알루미늄

연구에 사용된 벌크청석면 표준품은 SPI(PA, USA)가

공급하는 청석면(crocidolite South African)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여과지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 석면측정에 주로 사용

하는 직경의 25 mm의 MCE(mixed cellulose ester

membrane) 여과지를 사용을 우선 고려하였는데, 동 여

과지의 경우 공극이 0.45 µm와 0.8 µm 여과지 두 종

류가 있다. 두 여과지 중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석면시료가 채취되는 현장의 경우 공기중 먼지가

많아(특히,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시) 시료채취시 압

력손실이 크기 때문에 0.8 µm의 여과지가 주로 사용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공극이 0.8 µm이면서 직경이

25 mm인 MCE 여과지(SKC, USA)를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일반 작업환경중 석면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석면만

채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먼지 등이 함께 채취되며,

이러한 것들은 석면분석시 방해물질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정도관리용 표준시료에서도 이러한 방해물질 역

할을 하는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으며, 본 연구에

서는 산화알루미늄(Sigma-Aldrich, USA)을 사용하였다.

 

2. 표준시료제작장치 개발 및 조제방법 확립

정도관리용 시료를 조제하는 방법은 석면이 함유된

분진을 발생시켜 이를 공기중에서 직접 시료채취하여

조제하는 건식 조제방법과9,10) 분산용액에 석면이 일정

하게 희석된 용액을 여과지에 여과하여 조제하는 습식

조제방법이11)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습식 조제방

법을 사용하였는데, 습식 조제방법을 통한 정도관리 시

료조제의 경우 일반적인 과정은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

인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이 알려져 있기 않기 때문에

직접 제조장치를 개발하여 많은 시행착오과정을 거쳐

제조방법을 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료제작장치의 개발 기본방

향은 시료 제작시 석면섬유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여

러 개의 시료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

고, 시료 제작과정이 가능하면 단순하고, 또한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시스템이어야 하고, 그리고 시료

제작에 참여하는 작업자가 가능한 석면에 노출되지 않

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반복실험을 통해 최종 확립한 표준시료

조제과정의 전체 흐름도는 Fig. 1과 같다. 석면시료 조

제과정 중 가장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분

산용액에 들어 있는 석면섬유가 서로 뭉치지 않고 개

별 섬유별로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핵심사항

이다. 석면섬유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미경을 통

해서만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제과정 중에서는 그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수차례 반복실험을 통해 확

인한 것으로 완전한 석면분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

정은 표준고형시료를 일정량 채취한 후 처리하는 초음

파처리과정을 통한 석면섬유의 정전기 제거과정과 분

산용액의 교반과정이었다. 

3. 석면시료 분석방법

조제된 석면시료는 위상차현미경(LEICA DM2500,

Germany)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NIOSH 7400의 A 규정에 따라 석면섬유를 계수하였다

(NIOSH, 19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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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료적합성 평가방법

정도관리 시료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12) 환경보호청(EPA)13,14) 및

산업안전보건청(OSHA)15)은 정확도(accuracy), 정밀도

(precision), 그리고 시료안정성(sample stability)을 평가

하도록 권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항목은 농도수준

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가지

농도수준(저농도, 고농도) 이상에서 평가토록 하고 있

다. 또한 각 농도수준별 시료수는 최소한 7개 이상 평

가토록 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도 이 권고기준에 따

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확도(accuracy)

정확도라 함은 실제값(이론값)에 분석결과가 어느 정

도 일치하는 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유기용제나 금속

같은 정도관리 시료의 경우 정도관리용 표준매체에 주

입하는 이론적인 양을 계산하여 그 값이 어느 정도 인

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값은 이론적인 값일 뿐,

실제 평가에 사용하는 값은 이론값이 아니라 실제 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난 기준값(reference value)을

사용하게 된다. 석면정도관리 시료의 경우 이론값 계산

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정확도 평가에 기본이 되는 기

준값 설정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미국 석

면국제정도관리(IHPAT)에 참여하여 15년 이상 분석능

력을 검증받은 사람 1인이 동일농도 수준의 시료를

7개를 분석한 값의 평균값을 기준값으로 사용하여, 다

음 식에 의한 상대정확도(relative accuracy)를 계산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으며(식 (1)), 또 다른 두 명의 분석

자의 경우 역시 5년 이상의 석면분석경험을 가지고 있

는 사람이다.

Relative accuracy =

(1)

2) 정밀도(precision)

정밀도는 동일한 시료를 여러 개 조제하여 분석시 시

료간의 농도변이가 얼마나 일정한 범위 내에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변이

계수(CV: coefficient variation) 값으로 평가를 실시하

였다. 변이계수는 자료의 산포성을 비교하는데 유용한

통계지표이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가 달라짐으

로서 발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변이정도를 알아보기 위

해 식 (2)와 같이 통합변이계수(pooled CV) 값을 산출

하여 평가하였다. 

Pooled CV = (2)

CV : coefficient of variation(standard deviation*100)/

mean

i : index for three counters

CVi :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observations at the

ith counter

fi : degree of freedom, which is equal to the number

of observations minus 1. 

counter concentartion reference value–( ) 100×

Reference value
--------------------------------------------------------------------------------------------------------------------

f
i
CV

i
( )

2

i 1=

3

∑

f
i

i 1=

3

∑
----------------------------

Fig. 1. Overall procedure for preparation of asbestos quality control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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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안정성(sample stability)

분석능력 검증을 위한 일반적인 정도관리 절차는 시

료조제 → 정도관리 참여기관에 대한 시료분배 → 시

료분석 → 분석결과 취합 → 분석결과 자료처리 및 적

합여부 판정의 순서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조제된 시료가 정도관리 참여기관에 우편 등

으로 이송되고 이들 기관이 이송 받은 시료를 분석할

때까지 조제된 시료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정도관리

시료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시료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국내외적

으로 실시되는 석면 정도관리 경우를 보더라도 정도관

리 실시기관에서 시료를 이송하여 정도관리 참여기관

이 시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기간이 한

달 이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있어서도 한

달 정도의 시료안정성만 입증된다면 정도관리 시료로

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4) 시료균질성

분석특성 상 유기용제나 금속의 정도관리 시료와는

달리 석면시료의 경우는 여과지 표면 전체에 석면이 가

능한 균질하게 골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조제된 석면시료가 여과지 표면위에 균질하

게 분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relocatable field

slide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동 슬라이드는 여과지를

동일한 간격의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구분하여 총 140개

격자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수평라인(1-5)과 수직라인

(A-N)의 70개 이상의 격자에 존재하는 석면 섬유를 계

수하였으며, 각 격자에 존재하는 석면섬유 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

복없는 이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검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통계프로

그램(ver 12.0)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정확도평가결과

Table 1은 청석면(crocidolite)으로 조제된 석면정도관

리시료의 정확도 평가결과이다. 제조된 표준시료가

1,000 l의 공기를 채취하여 얻어진 결과라 가정할 때 공

기중 석면농도로 추정하면 저농도(76.8개/mm2) 수준의

시료는 공기중 농도로 0.04개/cc에 해당하며, 고농도

(156.1개/mm2) 시료는 0.08개/cc이다.

정확도평가결과, 저농도 수준에서 기준값과 분석자 A

와 B의 분석값과의 상대정확도는 각각 2.4%(상대정확

도 범위: −10.4~17.8%), 0.7%(상대정확도 범위:

−13.6~7.8%)였으며, 그리고 고농도 수준에서는 각각

2.5%(상대정확도범위: −6.5~13.9%), 5.9%(상대정확도

범위: −1.6~11.4%)였다. 기준값과 분석값 간의 차이는

최소 −13.6%에서 최대 17.8%의 차이를 보였다.

미국산업위생협회(AIHA)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능

력 검증을 위한 정도관리 프로그램에서 정확도 한계를

보면, 활성탄관을 이용하는 유기용제나 여과지를 이용

하는 금속분석의 경우 분석값이 기준값에서 ±12% 정

도, 확산식 시료채취기를 이용한 유기용제 분석의 경우

는 ±18% 정도, 본 연구와 동일한 분석방법인 위상차현

미경을 이용한 석면시료 분석의 경우 ±20% 정도를 정

확도 한계로 삼고 있다.16,17)

이광용 등이 백석면과 갈석면을 대상으로 습식조제

방식을 활용한 정도관리시료의 정확도를 기준시료값과

분석값 간의 차이를 변이계수로 평가한 결과에서도 백

석면의 경우 시료농도 수준에 따라 7.6~14.5%, 그리고

갈석면의 경우는 8.8~14.1%로 평가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18) 따라서 습식조제방식을 이용하여 조제하는 방

법은 과거 우리가 사용하였던 주요 석면의 3종류, 즉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에 대하여 모두 적용 가능한 방

법으로 판단된다. 

2. 정밀도 평가결과

Table 2, 3은 저농도 및 고농도에서 실시한 정밀도

평가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저농도 수준의 결과를 보

면, 석면분석자 A의 경우 동일농도 수준의 시료 7개를

각각 분석시 평균값에서 각 분석값 간의 차이를 말하

는 변이계수값이 4.7%, 분석자 B는 7.4%, 그리고 분

석자 C는 15.0%를 보였으며, 전체 21개 시료에 대한

Table 1. Accuracy test results of crocidolite quality control samples

Concentration 

level

Reference value 

(fibers/mm2)
Counter N

Mean of relative 

accuracy (%)

Range of relative 

accuracy (%)

Low level 76.8
A

B

7

7

2.4

0.7

-10.4-17.8

-13.6-17.8

High level 156.1
A

B

7

7

2.5

5.9

 -6.5-13.9

 -1.6-11.4

Total 28 2.9 -13.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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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 3인의 통합변이계수 값은 10.0%를 보였다. 

고농도 수준의 결과를 보면, 분석자 A가 6.1%, 분석

자 B가 2.5%, 분석자 C가 8.6%, 그리고 분석자 3인

의 통합변이계수 값은 6.3%를 보였다.

저농도 수준보다는 고농도 수준에서 정밀도가 약

3.7% 정도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비록 사

람이 석면섬유를 현미경 하에서 계수하여 분석하는 석

면분석방법의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분석의 경우 일반

적으로 저농도 수준보다는 고농도 수준에서 분석이 용

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분석자 C가 다른 두 분

석자(A, B)보다는 분석결과 값들 간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분석개인의 분석능력 차이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는 저농도와 고농수준에서 분석자 3인의 분석

결과 간의 결과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

의수준 5%에서 실시한 일원배치분산분석결과이다. 통

계검증결과 저농도와 고농도에서의 p 값은 각각 0.056,

0.272로 분석결과 값들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시료균질성 평가결과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구분하여 총 140개 격자모양을

만들 수 있는 relocatable field slide를 사용하여 수평

라인(1-5)과 수직라인(A-N)의 70개 이상의 격자에 존재

하는 석면 섬유를 계수하여 시료 균질성 여부를 평가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저농도 경우 수평라인 격자들 안에 존재하는 석면섬

유의 전체 평균은 1.1개(전체표준편차: 0.1개)였으며, 수

직라인 격자들 안에 존재하는 석면섬유의 전체 평균은

1.1개(전체표준편차: 0.2개)였다. 

고농도 경우 수평라인 격자들 안에 존재하는 석면섬

유의 전체 평균은 2.2개(전체표준편차: 0.1)였으며, 수직

라인 격자들 안에 존재하는 석면섬유의 전체 평균은

2.2개(전체표준편차: 0.5개)였다.

저농도와 고농도 모두 수평라인 격자들 사이에서의

석면섬유 수 분포가 수직라인 격자들 사이에서의 석면

섬유 수 분포보다는 좀 더 균질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수평라인과 수직라인이 만나 이루어진 격자 안에서

 

Table 2. Precision test results of crocidolite at low concen-

tration level

Sample 

number

Concentration (fibers/mm2)

Analyst A Analyst B Analyst C

1 78.3 82.4 76.9

2 77.1 86.9 69.2

3 73.9 89.4 83.3

4 80.3 99.6 72.1

5 84.7 90.0 74.1

6 78.3 98.3 93.4

7 74.5 99.6 102.4

Mean 78.2 92.3 81.6

Standard deviation 3.7 6.9 12.2

Coefficient of 

variation (CV) (%)

4.7 7.4 15.0

Total mean  84.0

Pooled CV (%)  10.0

Table 3. Precision test results of crocidolite at high concen-

tration level

Sample 

number

Concentration (fibers/mm2)

Analyst A Analyst B Analyst C

1 168.8 179.6 176.1

2 169.4 175.2 196.6

3 153.5 181.5 164.7

4 170.7 175.8 151.2

5 163.7 168.8 159.4

6 157.3 178.3 170.2

7 184.7 172.0 164.8

Mean 166.9 175.9 169.0

Standard deviation 10.2 4.4 14.5

Coefficient of 

variation (CV) (%)

6.1 2.5 8.6

Total mean 170.6

Pooled CV (%)  6.3

Table 4. Result of one-way analysis of variance for precision data 

Category SSTa dfb MSc F p

Low conc

Inter-group

Intra-group

Total

1810.207

4785.191

6595.398

2

18

20

905.103

265.844

3.405 0.056

High conc.

Inter-group

Intra-group

Total

310.803

1998.763

2309.566

2

18

20

155.401

111.042

1.399 0.272

aSST: Total sum of soure, bdf: degree of freedom, cMS: Mean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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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된 석면 섬유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반복없는 이원분산분석

결과, 저농도시료 경우 수평라인의 F-값은 1.841이고

유의확률은 0.135, 그리고 수직라인의 F-값은 1.661이

고 유의확률은 0.098이었다. 따라서 수평 및 수직라인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격자들 간의 석면섬유 수에 있

어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고농도시료 경우 역시 수

평라인의 F-값은 0.540이고 유의확률은 0.707, 그리고

수직라인의 F-값은 1.816이고 유의확률은 0.065로 유의

수준 5%에서 격자들 간의 석면섬유 수에 있어서 통계

적 차이가 없었다. 

3. 시료안정성평가

조제된 정도관리 시료가 시간의 경과 및 보관조건에

따라 그 안정성이 달라진다면 정도관리 시료로서는 부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제된 시료를 한 달

간 상온보관하면서 조제 1일 후, 15일 후, 그리고 한

달 후에 조제된 시료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

였다. 시료조제 후 한 달 정도까지 시료의 변화가 없다

면 정도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 필요한 시료

안정성의 충분한 기간이 된다. 

평가결과(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장기간에 따

른 석면시료의 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유기용제나, 금속 같은 물질의 경우 실온에서 보

관하는 경우 시료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석면이라는 물질

특성상 상온에서도 매우 안정하고, 또한 한번 여과지

위에 침착하고 나면 시료손실의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실제현장에서 석면시료채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직경 25 mm, 공극 0.8 um의 MCE 여과지를

사용하여 습식방법을 통해 청석면의 정도관리시료 조

제장치를 개발한 후 이를 통해 조제된 시료를 바탕으

로 정도관리시료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 것이다.

습식방법을 통한 표준시료조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석면섬유 뭉침 방지를 위한 석면섬유의 정전

기 제거 및 교반과정이 핵심사항임을 규명하였으며, 정

확도 정밀도, 그리고 시료안정등의 평가를 통한 정도관

리 시료로서의 적합성 평가결과, 저농도 및 고농도에서

상대정확도로 평가한 정확도의 경우 이론적인 참값(기

준값)과 분석값 간의 차이는 최소 −13.6%에서 최대

17.8%의 차이를 보였으나, 이는 미국 산업위생협회

(AIHA)에서 실시하고 있는 석면분석능력 검증을 위한

정도관리 프로그램에서 정확도 한계인 ±20% 이내에 들

었다.

정밀도의 경우, 저농도 수준에서 통합변이계수 값은

10.0%, 그리고 고농도 수준에서는 그 값이 6.3%로 비

교적 석면섬유가 여과지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

다. relocatable field slide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에서

도 각 격자 안에 존재하는 석면섬유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p>0.05).

조제된 시료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 달간 실시

한 시료안정성평가결과에 있어서도 조제된 시료의 손

실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 Homogeneous test results for number of fibers on membrane filter at low and high concentration level 

Conc. levels No. of cell Lane Mean of fibers SDa of fibers p-Value

Low 70
Horizontal 1.1 0.1 0.135

Vertical 1.1 0.2 0.098

High 70
Horizontal 2.2 0.1 0.707

Vertical 2.2 0.5 0.065

aStandard deviation.

Fig. 2. Storage test results of crocidolite during 3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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