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적용 범위 및 제한점

1.1 개요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법은 시료 중 석면형태 입자의 굴절률을 확인함으로서 석면 여

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붕재, 벽재, 단열재 등 대부분의 건축자재와 석면함유제품의 석면 함유여부 및 

함유된 석면의 종류를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함유율(%)로 표현된다.

1.2 적용 범위 및 제한점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법은 비교적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료 중 석면이 함유되었

는지 여부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율을 분석할 수 있어, 국내 법규상 건축물 중 석면해체ž제거작업과 

관련된 석면함유물질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 실용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다만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경우 엄밀한 의미의 중량비율은 아니다. 또한 정량분석 결과는 정확도 및 정밀도가 낮

은 사실상의 가정량 결과로 다른 일반적인 화학물질의 분석법과 같이 높은 정확도와 정밀도를 보이지 않는

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석면분석법은 입자의 여러 가지 광학특성을 관찰해야 하므

로 시료로부터 제작한 표본에 석면 섬유 수가 몇 개 이하로 매우 적으면 정확한 정성분석이 어려울 수 있

다. 특히 편광현미경은 광학현미경의 일종으로 전자현미경에 비해 낮은 확대배율과 분해능을 가지므로 매우 

가는 석면섬유를 함유할 수 있는 페인트, 바닥타일, 표면 퇴적먼지와 같은 시료에서는 석면이 있음에도 검

출하지 못하는 음성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분석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추가로 분

석할 수 있다. 공기나 수질 중에 함유된 석면도 매우 작고 가늘어 분석 시 음성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

으므로 편광현미경법을 동 분석목적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용어의 정의

- 결정습성

 : 광물의 내부 결정계와 관계없이, 광물이 보이는 일반적인 거시적 형태를 이르는 용어(각주상, 침삼, 판상 

등)

- 결합재

 : 고형시료 중 석면 및 충전재 등을 결합시키기 위해 사용된 구성성분(석고, 시멘트, 접착제 등)

- 충전재

 : 고형시료 중 석면과 결합재를 제외하고 보온 또는 단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구성성분(셀룰로오즈, 미

네랄 울, 질석, 펄라이트 등)

- 굴절률

 : 빛이 진공을 투과 시 투과속도에 대한 특정 매질을 투과 시 투과속도의 상대적인 비. 알파벳 ‘n’으로 표

시되며 투과하는 빛의 파장과 매질의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석면과 같이 3개의 굴절률을 가지는 입자는 

각 굴절률의 크기순으로 작은 굴절률부터 α, β, γ로 칭한다. 석면을 포함한 섬유는 시야 상에서 섬유의 

길이방향이 편광자의 편광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놓였을 때 보이는 굴절률을 ‘섬유 길이방향 굴절률(n‖)’, 

수직인 방향으로 놓였을 때 보이는 굴절률을 ‘섬유 지름방향 굴절률(n⊥)’이라 한다.

- 다색성

 : 편광현미경의 단일편광 하에서 입자의 결정축이 편광자의 편광축과 이루는 각도에 따라 입자의 색깔이나 

색의 강도가 달라지는 현상

- 복굴절률

 : 2개 이상의 굴절률을 보이는 비등방성 입자에서 가장 큰 굴절률과 가장 작은 굴절률의 차. 알파벳 ‘B’로 

표시한다. 석면과 같이 3개의 굴절률을 가지는 입자에서 복굴절률은 γ와 α의 차이다. 복굴절률은 값으로 

표현하거나 아래 4가지 분류 중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0 또는 등방성 : 없음

< 0.01 : 낮음

0.01 ~ 0.05 : 보통

> 0.05 : 높음

- 분산염색

 : 대물렌즈의 후방초점면에 빛을 차단하는 부위인 ‘스탑(stop)’을 배치하여 빛이 입자를 투과 시 발생하는 

분산현상에 의한 발색을 극대화하여 색깔을 관찰하는 광학기술, 입자의 굴절률을 확인하는데 이용한다.

- 색깔

 : 편광현미경의 단일편광 하에서 관찰 시 시야 상에서 보이는 입자의 색깔.

- 소광

 : 편광현미경의 교차편광 하에서 관찰 시 비등방성입자가 시야 상에서 매 90˚회전 시 마다 어두워지는 

현상, 석면을 포함한 섬유는 편광자 또는 검광자의 편광축과 평행한 부분이 모두 검게 사라지는 ‘완전소

광’, 일부만 사라지는 ‘불완전소광’으로 구분된다.



- 소광각

 : 편광현미경의 교차편광 하에서 비등방성 섬유가 완전소광을 보일 때 시야 상에서 섬유의 길이 방향과 편

광자 또는 검광자의 편광축이 이루는 각도 차. 섬유의 길이 방향과 편광자 또는 검광자의 편광축이 평행할 

때 소광되는 경우를 ‘평행소광’이라 하며 소광각은 0˚이다. 섬유의 길이 방향과 편광자 또는 검광자의 편

광축이 일정한 각도를 이룰 때 소광되는 경우를 ‘사각소광’이라 하며, 이 때 일정한 범위 내의 소광각을 

측정할 수 있다.

- 석면

① 석면(Asbestos) = ‘A’ : not + ‘sbestos’ : extinguishable

② 광물학적 정의 : 석면형태의 결정습성을 보이는 규산염 광물의 총칭

③ 규제적 정의 : 법으로 규제되는 6가지 석면(사문석 : 백석면, 감석석 : 갈석면, 청석면, 안소필라이트-석

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 석면형태

 : 결정습성 등이 석면과 같은 형태의 광물을 칭하는 용어. 일부 석면형태 광물의 경우 긴 섬유상이거나 높

은 인장강도 등 석면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물성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시 

석면형태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형태적 특징들로 구분할 수 있다(각각의 섬유가 아닌, 표본에 분포된 섬유

들의 전체적인 특징임).

① 길이가 5㎛보다 긴 섬유들에 대해 평균 길이 대 지름의 비가 20:1에서 100:1 또는 그 이상인 것

 (길이 대 지름의 비는 개별 섬유에 대해서만 적용, 섬유 다발에 대해서는 길이 대 지름의 비를 적용하지 

않음)

② 개별섬유가 일반적으로 지름 0.5㎛ 이하로 매우 가늘며, 아래의 특징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징을 보이는 

것

 ⒜ 섬유가 평행하게 모여 있는 섬유 다발

 ⒝ 섬유 다발로서 다발의 끝부분이 각각의 섬유로 넓게 퍼진 모양

 ⒞ 헝클어진 섬유들의 덩어리

 ⒟ 섬유 또는 다발의 굴곡

- 신장부호

 : 비등방성 섬유의 높은 굴절률과 낮은 굴절률을 보이는 결정축의 방향, 높은 굴절률을 보이는 결정축이 

섬유 길이 방향인 경우 ‘+’, 반대의 경우 ‘-’로 정의된다.

- 조화파장

 : 표본 중 입자와 굴절시약을 투과 시 같은 굴절률을 보이는 빛의 파장. ‘λ0’로 표기한다. 분산염색 색상

표를 이용해 관찰한 분산염색 색깔을 파장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3. 기구 및 시약

3.1 기구
 
 - 편광현미경 (다음의 기능을 갖추거나 동등수준 이상의 것)

① 조명방식 : 투과조명, Kohler 조명 방식, 램프 필라멘트 50W 이상(권장)

② 집광기 : 탑렌즈(집광렌즈)를 필요에 따라 광학경로에서 제거 가능한 형태

③ 재물대 : 가장자리에 눈금과 버니어가 있으며, 360°회전 가능한 것

④ 대물렌즈 : 10배, 20배, 40배 편광대물렌즈, 10배 중앙차단식 분산염색 대물렌즈

⑤ 대물렌즈장착대 : 4개 이상의 대물렌즈 장착이 가능하며 대물렌즈 중심조절이 가능한 것

⑥ 대안렌즈 : 쌍안형 이상, 10배 또는 이상의 배율, 한쪽 렌즈에 십자선 또는 눈금자가 인쇄된 레티클이 삽입

된 것

⑦ 위상판 : 광로차 λ ≒ 540±20 ㎚인 것

⑧ 기타 : 편광자, 검광자, 버트랜드렌즈(권장)

- 입체현미경 : 쌍안형, 10~40배

- 흄후드 : HEPA필터가 장착된 것

- 진공청소기 : HEPA필터가 장착된 것

- 저울 : 측정단위 10-4g 이상

- 전기로 : 600℃ 이상 작동 가능한 것

- 도가니 : 용량 10~20ml 이상, 유약 칠해진 자기 재질로 뚜껑이 있는 것

- 진공여과추출장치 (펀넬, 진공펌프 등)

- PC 또는 MCE 여과지 : 기공 크기 0.8㎛ 이하(PC여과지는 0.4㎛ 이하)

- 막자/막자사발 : 마노석 재질

- 슬라이드글라스

- 커버슬립

- 시료 전처리 도구 : 정밀핀셋, 소형가위, 송곳, 바늘 등

- 온도계

- 오렌지 필터

- 스테이비 마이크로미터 : 0.01 mm/눈금 × 100 눈금

- 분산염색 색상 차트(dispersion staining color chart)

- Michel-Levy 복굴절 차트

3.2 시약

- 굴절시약 : 1.55 HD, 1.68, 1.605 HD 및 기타 굴절시약

- 정성분석용 석면 표준시료 : 여섯 가지 석면 또는 석면이 고정된 표본

- 정량분석용 석면 표준시료 : 일정 석면 함유율의 표준시료

- 굴절률 보정 표준(solid refractive index standards)

- 25% v/v 염산용액

- 증류수



4. 편광현미경

4.1 편광현미경의 주요 부위별 명칭



4.2 편광현미경의 조정법(Kohler 조명 구현)

① 전원을 켠다.

② 조리개를 연다.(밝기 조정나사를 이용하여 최대 밝기로 한다)

③ 초점조절나사의 정확한 작동법을 이용한다.(조동나사와 미동나사 구분)

④ 두 대안렌즈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여 분석자의 동공 사이의 거리에 맞도록 시간거리를 조절한다.

⑤ 표본을 현미경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초점을 맞춘 후, 대안렌즈를 각각 한쪽 눈으로 관찰하며 다이옵터를 조

절하여 표본 또는 레티클이 가장 또렷하게 관찰되도록 한다.

⑥ 표본 중 한점을 선택하여 십자선 중심에 오도록 이동시킨 후 초점을 맞추고 재물대를 돌려 입자가 회전하면 

입자가 중심에서 가장 먼거리에 있을 때 조절나사를 조절하여 중심과 가장 먼거리에 있을 때의 거의 1/2만큼 

이동시킨다.(입자가 중심에서 회전하지 않을 때까지 수회 반복)

⑦ 시야조리개와 개구조리개를 최대로 연다.

⑧ 집광기의 높이를 최대한 올린다.

⑨ 시야조리개를 최대한 닫는다.

⑩ 집광기의 높이를 조절하여 개구부 8각형 가장자리가 또렷하게 보이도록 초점을 조절한다.

⑪ 집광기 중심조절나사를 조절하여 시야조리개의 개구부가 시야의 중앙에 오도록 맞춘 후 시야조리개를 열어 

개구부가 시야에 접하도록 한다.

⑫ 개구조리개의 개구부를 조절하여 적절한 이미지가 관찰되도록 한다.

4.3 측미법(대안렌즈 레티클의 스케일 보정)

① 재물대에 스테이지 마이크로미터를 올려 놓는다.

② 10× 대물렌즈를 표본에 맞춘다.

③ 스테이지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 또렷하게 보이도록 현미경의 초점을 적절히 조절한다.

④ 스테이지 마이크로미터와 재물대를 조절하여 스테이지 마이크로미터의 눈금과 대안렌즈 스케일의 눈금이 서

로 평행하게 겹치도록 한 후, 대안렌즈 눈금의 한쪽 끝이 스테이지 마이크로미터의 임의의 한 눈금과 겹치도록 

조절한다.

⑤ 서로 겹치는 한쪽 눈금부터 다음 겹치는 한쪽 눈금까지 스테이지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수(S.S.)와 대안렌즈 

스케일의 눈금 수(O.S.)를 각각 센다.

⑥ 다음 식을 이용하여 대안렌즈 스케일의 한 눈금의 길이를 계산한다.

대안렌즈 스케일 한 눈금의 길이 =

 

(스테이지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수)×(스테이지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

(대안렌즈 스케일의 눈금 수)

⑦ 20×, 40× 대물렌즈에 대해서도 10× 대물렌즈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정한다.



5. 표본제작

5.1 육안검사

- 육안검사를 실시 하는 목적

① 시료의 종류를 구분하고 시료의 성상, 색깔, 개괄적인 양 등 특성 관찰

② 시료가 균일한지 여부, 여러 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시료인지 관찰하고 표본제작 시 채취할 시료의 대표적

인 부분을 결정

③ 시료 중 육안으로 관찰된는 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관찰된 섬유의 특징 기록

④ 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결합재 및 충전재의 성상 확인과 전처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시 적절

한 전처리 방법 선정

- 시료의 균일성과 섬유 관찰을 위해서 입체현미경을 함께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시료 포장 개봉 시 HEPA필터 또는 동등 효율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후드 내에서 시료를 개봉하여 

관찰한다.

5.2 입체현미경을 이용한 예비분석 및 표본제작

- 입체현미경을 이용한 예비분석 및 표본제작을 실시하는 목적

① 시료 중 관찰되는 섬유가 있는지 판단하고, 섬유가 검출되면 각각의 모양, 색깔, 핀셋으로 취급 시 특성 

등을 통해 석면의 종류를 각각 구분하여 기록

② 관찰된 섬유의 특징을 통해 섬유의 종류를 잠정적으로 가정성하고 각각의 함유율(부피 비)을 가정량

③ 표본을 확대 관찰하며 제조함으로서, 시료 중 석면이 의심되는 섬유상 입자를 잘 유리시키고 입자가 균일

하게 분포된 표본을 제작

- 시료로부터 석면 섬유가 비산될 수 있으므로 입체현미경은 반드시 HEPA필터 또는 동등 효율 이상의 공기

정화장치가 장착된 후드 내에 설치하여 사용해야 한다.

- 입체현미경에서 관찰 시 석면 종류별 특징(석면의 산지와 고형시료의 상태에 따라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종류 색상 질감 모양 인장력 유연성 탄성

백석면
무색-옅은 

노란색
부드럽고 매우 

가는 섬유 및 다발
유연함, 굴절시약에 담그면 

핀셋에 잘 달라붙음
높음 높음 낮음

갈석면 무색-갈색
부드럽거나 거친 

섬유 및 다발
곧고 굴절시약에 담그면 

핀셋에 잘 달라붙지 않음
높음 높음 높음

청석면 짙은 청색
부드럽거나 거친 

섬유 및 다발
곧고 굴절시약에 담그면 

핀셋에 잘 달라붙지 않음
높음 높음 높음

안소필라이트
석면

무색-갈색
부드럽거나 거친 

섬유 및 다발
곧고 굴절시약에 담그면 

핀셋에 잘 달라붙지 않음
중간 높음 높음

트레모라이트
석면

무색-갈색
부드럽거나 거친 

섬유 및 다발
곧고 굴절시약에 담그면 

핀셋에 잘 달라붙지 않음
낮음 높음 높음

악티노라이트
석면

무색-연녹색
부드럽거나 거친 

섬유 및 다발
곧고 굴절시약에 담그면 

핀셋에 잘 달라붙지 않음
낮음 높음 높음



6. 전처리

6.1 건조

 시료가 수분에 젖어 있으면 정성분석 시 시료가 굴절용액에 충분히 잠기지 않으므로 분산염색 색깔 등 광학

특성을 적절히 관찰할 수 없고, 정량분석 시 석면의 함유율을 과소평가할 수 있으므로 시료를 가열램프 또는 

오븐 활용, 공기 중에서 자연 건조시킨 후 분석한다. 오븐을 활용할 경우 건조 온도가 약 60℃를 넘지 않도

록 한다. 가열램프나 자연건조는 반드시 후드 내에서 작업한다.

6.2 분쇄 및 혼합

- 목적

① 시료 중 결합재의 입자 크기를 줄여 표본제작을 용이하게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산 처리 등 전처리 가능

② 결합재에 쌓여 있는 섬유를 유리시켜 석면 검출이 용이

③ 시료 조성을 균일화시켜 정량분석의 정확도와 정밀도 향상

- 필요한 도구 : 대리석 재질의 막자와 막자사발, 펜치나 플라이어, 분쇄기 등

- 막자와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분쇄 시 강한 힘으로 오래 분쇄하면 입자가 너무 작아져서 석면 검출이 어려

우므로 적당한 힘으로 약 10~20초 이내로 짧은 시간동안 분쇄한다.

6.3 회화

 시료를 고온에서 회화시키면 시료 중 셀룰로오즈 및 합성 고분자물질 등 유기물 결합재를 쉽게 제거할 수 

있으므로, 석면을 결합재로부터 유리시키거나 광학특성이 석면과 유사한 유기섬유를 제거하여 분석의 정확도

를 높일 수 있다.

① 사용할 도가니(뚜껑 포함)의 무게 측정

② 적당량의 시료(100~500㎎)를 채취하여 미리 무게를 측정한 도가니에 담고 뚜껑을 덮은 후 무게를 측정

③ 도가니를 전기로에 넣고 회화 (300℃~500℃, 대부분 450℃에서 6시간 가열)

④ 도가니를 전기로에서 꺼내 상온으로 냉각시킨 후 무게 측정

⑤ 회화 후 잔여물의 무게를 최초시료 무게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시료 중 회화되지 않은 잔여물의 함유을 

계산

회화되지 않은 잔여물의 함유율 = 
회화 후 잔여물의 무게

× 100
최초시료 무게

⑥ 회화 후 잔여물을 편광현미경으로 분석하거나, 필요 시 산 처리를 추가로 실시 (ex) 비닐바닥타일)

 ※ 백석면과 갈석면을 대상으로 열처리 과정에 따른 두 석면의 특성변화

 열처리 과정에 따른 백석면 굴절률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평 방향, 수직 방향의 굴절률이 모두 증가하
였으며, 신장부호는 1,100℃에서 10분간 가열했을 때 (+)에서 (-)로 변하였고, 소광특성은 변하지 않았
다. 열처리 과정에 따른 백석면 구성성분의 중량비(%)는 규소의 경우, 중량비(%)는 크게 변하진 않았지
만, 산소와 마그네슘의 경우, 온도별 열처리 과정에 따라 중량비(%)가 크게 변동하였다. 갈석면의 경우, 
굴절률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열처리 과정에서 신
장부호 및 소광특성은 변하지 않았다. 갈석면 구성성분의 중량비(%)는 산소와 철의 경우, 온도별 열처리 
과정에 따라 중량비(%)가 크게 변동하였지만, 규소와 마그네슘은 전반적으로 온도 및 가열시간과 상관없
이 열처리하지 않은 갈석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6.4 산처리

 시료를 강산용액으로 용해시키면 시료 중 산 용해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석면을 결합재로부터 유리

시키거나 광학특성이 유사한 일부 무기섬유를 제거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회화된 시료를 

산 처리하면 회화 시 생성된 탄화물도 제거할 수 있다.

① 시료를 담을 용기(뚜껑 포함)의 무게를 측정

(용기는 산에 녹지 않는 재질의 도가니 또는 유리초자 등 사용)

② 적당량의 시료(100~500㎎)를 채취하여 미리 무게를 측정한 용기에 담고 뚜껑을 덮은 후 무게 측정

③ 시료가 담긴 용기에 25% 염산용액을 가함

(자석젓개로 용액을 저어주거나 초음파 또는 온도를 다하여 용해 반응을 촉진 시킬 수 있다. 시료에 소량의 

염산 용액을 2~3회 더 가한 후 기포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관찰하여 반응의 종결을 확인한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면 석면이 산에 용해될 수 있으므로 반응이 종결되는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④ 진공여과추출장치에 미리 무게를 측정한 여과지를 올린 후 산 처리된 시료를 여과시킴

(증류수로 산 처리된 시료가 담긴 용기를 수 회 이상 씻어주고 여과지 위의 여과물을 씻어준다.)

⑤ 여과지(여과물+여과지)를 꺼내 건조시킴

⑥ 건조된 여과지(여과물+여과지)의 무게를 측정하고 여과 전의 여과지 무게를 빼서 산처리 후 여과물의 무

게를 계산

산처리 후 여과물의 무게 = 건조된 여과지(여과물+여과지)의 무게 - 여과 전의 여과지 무게

⑦ 산 처리 후 여과물의 무게를 최초시료 무게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시료 중 산에 녹지 않은 여과물의 함

유율을 계산

시료 중 산에 녹지 않은 여과물의 함유율 = 
산 처리 후 여과물의 무게

× 100
최초시료 무게

⑧ 여과물을 편광현미경으로 분석

 ※ 백석면과 갈석면을 대상으로 산처리 과정에 따른 두 석면의 특성변화

 산 처리 과정에 따른 백석면의 굴절률, 신장부호, 소광특성은 대체로 산 처리하지 않은 백석면 초기 특
성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pH 1.2의 강한 산성용액에서 8주 경과 후, 미지의 입자가 형성되는 등 백석
면 고유의 특성이 소실되었다. 산 처리 과정에 따른 백석면 구성성분의 중량비(%)는 규소의 경우,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산소와 마그네슘의 경우, 중량비(%)가 다소 변동하였다. 갈석면의 경우, 굴절률, 신장
부호, 소광특성은 pH 및 경과 시간과 상관없이 산 처리하지 않은 갈석면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갈석면 
구성성분의 중량비(%)는 철의 경우, 산 처리 과정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산소는 이와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규소와 마그네슘은 산 처리 전후 유사하게 나타났다. 



7. 정성분석

7.1 형태

 입자의 형태, 특히 석면형태인지 여부를 관찰

7.2 색깔/다색성

 편광현미경의 단일편광 하에서 관찰 시 시야 상에서 보이는 입자의 색깔과 다색성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 

다색성이 있는 경우 섬유 길이 방향(‖) 섬유 지름 방향(⊥)의 색깔을 각각 구분 관찰

7.3 굴절률

 중앙 차단식 분산염색 대물렌즈를 이용해 분산염색 색깔을 확인하는 분산염색법을 이용하여 섬유 길이 방향

(‖) 섬유 지름 방향(⊥)의 색깔을 각각 관찰하고 색깔 또는 조화파장 기록

7.4 복굴절률

 2개 이상의 굴절률을 보이는 비등방성 입자에서 가장 큰 굴절률과 가장 작은 굴절률의 차, B로 표시.

 석면과 같이 3개의 굴절률을 가지는 입자에서의 복굴절률은 ɣ와 ɑ의 차로 값으로 표현하거나 아래 4가지 

분류 중 하나로 표현

  0 또는 등방성 : 없음

  < 0.01       : 낮음

  0.01 ~ 0.05 : 보통

  > 0.05       : 높음

7.5 신장부호

 비등방성 섬유의 높은 굴절률과 낮은 굴절률을 보이는 결정 축의 방향을 의미하며, 높은 굴절률을 보이는 결

정축이 섬유 길이 방향인 경우 ‘+’, 반대의 경우 ‘-’로 정의

7.6 소광

 소광이란 편광현미경의 교차편광 하에서 관찰 시 비등방성입자가 시야 상에서 매 90° 회전 시마다 어두워지

는 현상으로 석면을 포함한 섬유는 편광자 또는 검광자의 편광축과 평행한 부분이 모두 검게 사라지는 ‘완전

소광’, 일부만 사라지는 ‘불완전소광’으로 구분. 

 소광각이란 비등방성 섬유가 완전소광을 보일 때 시야 상에서 섬유의 길이 방향과 편광자 또는 검광자의 편

광축이 이루는 각도 차.

 섬유의 길이 방향과 편광자 또는 검광자의 편광축이 평행할 때 소광되는 경우를 ‘평행소광’이라 하며 소광각

은 0°이고, 섬유의 길이 방향과 편광자 또는 검광자의 편광축이 일정한 각도를 이룰 때 소광되는 경우를 ‘사

각소광’이라 하며, 이 때 일정한 범위 내의 소광각을 측정



※ 석면의 광학특성

석면 형태 및 색상
굴절률

α                γ
복굴절률

소광/

소광각

신장

부호

백석면

웨이브 또는 구불구불한 섬유 및 섬
유다발, 무릎의 굽은 부위와 같은 굴
곡이 흔히 관찰됨
길이 대 지름의 비 > 10:1
무색-노란색, 다색성 없음

1.493-1.546 1.517-1.557
1.532-1.549 1.545-1.556
1.529-1.559 1.537-1.567
1.544-1.553 1.552-1.561

0.004-
0.017

완전소광
0˚

+

갈석면

곧은 직선형, 약한 굴곡의 섬유 및 
섬유다발
길이 대 지름의 비 > 10:1
무색-갈색, 다색성 없거나 매우 약함

1.657-1.663 1.699-1.717
1.663-1.686 1.696-1.729
1.663-1.686 1.696-1.729
1.676-1.683 1.697-1.704

0.021-
0.054

완전소광
0˚

+

청석면

곧은 직선형, 약한 굴곡의 섬유 및 
섬유다발, 두꺼운 섬유와 다발이 흔
히 관찰됨
길이 대 지름의 비 > 10:1
다색성 있음(편광자 편광축에 수평방
향 짙은 청색, 수직방향 회색)

1.693       1.697   
1.654-1.701 1.668-1.717
1.680-1.698 1.685-1.706

0.003-
0.022

완전소광
0˚

-

안소필라이트 
석면

곧은 직선형, 약한 커브형태의 섬유 
및 섬유다발
길이 대 지름의 비 > 10:1, 10:1 이
하의 벽개조각도 관찰됨
무색-연갈색, 다색성 없거나 약함

1.598-1.652 1.623-1.676
1.596-1.694 1.615-1.722
1.598-1.674 1.615-1.697

0.013-
0.028

완전소광
0˚

+

트레모라이트 
석면

곧은 직선형, 약한 커브형태의 섬유 
및 섬유다발
길이 대 지름의 비 > 10:1, 10:1 이
하의 벽개조각도 관찰됨
무색-갈색 또는 연녹색, 다색성 없거
나 철 함유율에 따라 약하게 나타남 

1.600-1.628 1.625-1.655
1.604-1.612 1.627-1.635
1.599-1.612 1.625-1.637 0.017-

0.028

완전소광
0˚~21˚

(잘 발달된 
섬유 및 섬
유 다 발 은 
평행소광)

+

악티노라이트 
석면

1.600-1.628 1.625-1.655
1.612-1.668 1.635-1.688
1.613-1.628 1.638-1.655

+

※ 석면의 분산염색 색깔 및 조화파장

석면 굴절용액 n‖ n⊥

백석면 1.550HD
자홍색 ~ 밝은 청색-녹색

λ  ≒ 520~620 ㎚
청녹색 ~ 옅은 청색
λ  ≒ 600~700 ㎚

갈석면 1.680
노락색 ~ 자홍색

λ  ≒ 420~520 ㎚
청색-자홍색 ~ 밝은 청색

λ  ≒ 560~660 ㎚

청석면 1.680
노락색 ~ 자홍색

λ  ≒ 420~520 ㎚
옅은 노란색 ~ 짙은 노란색

λ  ≒ 360~460 ㎚

안소필라이트 석면 1.605HD
옅은 노란색 ~ 노란색
λ  ≒ 330~430 ㎚

짙은 노란색 ~ 밝은 청색-녹색
λ  ≒ 460~770 ㎚

트레모라이트 석면 1.605HD
옅은 노란색 ~ 노란색
λ  ≒ 330~430 ㎚

짙은 노란색 ~ 밝은 청색-녹색
λ  ≒ 460~770 ㎚

악티노라이트 석면
1.605HD
1.630HD

옅은 노란색
λ  ≒ 260~360 ㎚

노란색 ~ 자홍색
λ  ≒ 420~520 ㎚

옅은 노란색 ~ 짙은 노란색
λ  ≒ 360~460 ㎚
짙은 노란색 ~ 청색
λ  ≒ 450~600 ㎚



※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한 석면의 광학성질



※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정성분석 흐름도

섬유 검출 섬유 불검출

두개 이상의 표본을 추가로 제작하여 관찰

섬유 검출 섬유 불검출

등방성 비등방성

불검출로 결과통보

비등방성 섬유

유리섬유

미네랄 울/ 

글라스 울
1. 소광특성 관찰

2. 신장부호 관찰

신장부호 (+) 신장부호 (-)

1.68 굴절시약으로 표본제작

굴절률 = 1.55인 경우 굴절률 > 1.55인 경우

청석면의 형태 및 광학특성 확인

백석면의 형태 및 

광학특성 확인

1.68 굴절시약으로 표본제작

굴절률 = 1.68인 경우 굴절률 > 1.68인 경우

갈석면의 형태 및 광학특성 확인 1.605HD 굴절시약으로 표본제작

평행소광만 하는 경우 평행 및 사각소광하는 경우

안소필라이트석면의

형태 및 광학특성 확인

트레모라이트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의

형태 및 광학특성 확인



※ 석면으로 오인하기 쉬운 일부 섬유상 물질의 광학특성

섬유 형태 굴절률 복굴절률 소광/소광각 신장부호

종이/
셀룰로오즈

납작하며 끝부분이 매끈하
거나 점점 가늘어짐.
리본처럼 부분적으로 접혀 
있기도 함

n‖≒1.580
n⊥≒1.530

높음
(0.05)

불완전소광/
평행소광

(때때로 완전소광)
+

폴리에틸렌
가늘 실과 같은 섬유다발 
또는 갈라진 끝단

n‖≒1.556
n⊥≒1.512

중간
(0.044)

완전소광 +

수활석
직선형의 곧은 섬유 및 
섬유다발

n‖≒1.580
n⊥≒1.580

~1.600

중간
(0.012~

0.02)

완전소광/
평행소광

(때때로 사각소광)

-
(때때로 

+)

규회석
바늘과 같은 직선형 또는 
긴 쐐기 형태의 섬유

n‖≒1.632
n⊥≒1.610

, 1.632

낮음~
중간

(0.002)

완전소광/
평행 및 사각소광

+, -

섬유상 
활석

얇고 구불구불함
리본처럼 접혀 있기도 함

n‖≒1.589
~1.60

n⊥≒1.539
~1.55

높음
(0.06)

완전소광/
평행 및 사각소광

+

유리섬유
곧고 길면 일정한 지름의 
직선형 섬유

n≒
1.52~1.55

등방성
(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미네랄울/
세라믹울

다양한 지름과 길이의 섬
유, 완만하게 굽어 있거나 
일부 곧은 섬유, 동그란 
멍울 등이 보임

n‖≒
1.52~1.72

등방성
(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8. 정량분석

8.1 시야평가법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여 본 관찰 시 시야 상의 면적을 통해 석면의 함유율을 가정량하는 방법이다. 시료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3개 이상의 표본을 제작하고, 표본의 전체 면적을 관찰하여 정량한다. 시야평가법은 
결합재 및 충전재의 종류에 따라 석면이 일정한 중량비율로 함유된 정량표준시료와 비교 정량하여 분석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8.2 포인트계수법

 현미경 대안렌즈의 십자선을 이용하여 시야에서 십자선의 교차점과 중첩되는 입자 중 석면의 비율을 산출하
는 방법이다. 1% 함유율을 기준으로 분석 시 십자선의 중심과 중첩되는 입자를 최소 400개 이상 계수한다.

1) 시료가 균일하지 않거나 입자가 커서 표본제작이 어려운 시료는 분석 전에 분쇄 및 혼합한다. 
  (필요시 열 회화, 산 처리 등 적절한 전처리 선행)
2) 시료를 핀셋을 이용해 4~8회 무작위로 채취해서 표본을 제작한다.
3) 제작한 표본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입자가 균일하게 분포되고 표본이 잘 제작되었는지 확인한다.
4) 교차편광 하에서 위상차판을 삽입한 상태로 100배의 배율에서 관찰하면서 십자선의 교차점과 중첩되는 

포인트의 수를 계수한다. 각 섬유와 입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첩되는 포인트의 수를 기록한다. 석면
이 결합재와 함께 동시에 중첩되는 경우 두 번(각각 1개로) 계수한다.

5) 하나의 표본에서 중첩되는 포인트를 50~100개씩 계수하여 한 시료에서 모두 400개 이상 계수한다.
  (표본 하나에서 50 포인트 계수 시 8개, 100 포인트 계수 시 4개의 표본을 제작)
6) 석면 함유율(백분율)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석면함유율(%) = (석면의 중첩된 포인트 수/전체 중첩된 포인트 수) × 100

＊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나 십자선의 교차점과 중첩된 포인트가 없거나 3개 이하인 경우, 미량검출
(미량 : 1% 미만)로 통보한다

8.3 중량분석법

 미리 무게를 측정한 일정량의 시료를 전처리를 통해 석면을 제외한 물질을 제거한 후, 최종 잔여 무기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시료 중 석면의 함유율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먼저 시료 중 섬유상 물질을 구분하고 어떤 종
류의 석면이 있는지 정성분석이 끝난 후에 정량분석을 위한 전처리를 실시한다. 전처리는 열 회화를 통해 시
료 중 유기물질을 제거한 후, 산처리를 통해 산용해성 물질을 제거시킨다. 이 과정에서 저울을 이용해 최초 
전처리에 사용된 시료의 무게와 각 전처리 단계별로 감소된 잔여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최종 잔여물의 중량 
함유율을 계산한다. 전처리가 끝난 시료는 편광현미경으로 시야평가법 또는 포인트계수법을 이용해 정량하여 
시료 중 석면의 함유율을 계산한다.

1) 사용할 도가니(뚜껑 포함)의 무게를 측정한다.-A
2) 적당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미리 무게를 측정한 도가니에 담고 뚜껑을 덮은 후 무게를 측정한다.-B
3) 도가니를 전기로에 넣고 회화시킨다.
4) 회화가 끝나면 도가니를 전기로에서 꺼내 상온에서 냉각시킨 후 무게를 측정한다.-C
5) 회화가 끝난 시료가 담긴 도가니에 25% 염산용액을 가해 산 처리 한다.
6) 여과지의 무게를 측장한다.-D
7) 진공여과추출장치에 무게를 측정한 여과지를 올려놓고, 산 처리가 끝난 시료를 여과시킨다.
8) 여과물이 걸러진 여과지(여과물+여과지)를 꺼내 건조시킨다. 건조가 끝나면 무게를 측정한다.-E
9) 여과지 위의 여과물을 편광현미경으로 정량 분석하여 여과물 중 석면의 함유율을 구한다.-F
10) 시료의 석면 함유율 계산

① 최초 시료 무게 = B-A
② 회화 후 시료 무게 = C-A
③ 산 처리 후 시료 무게 = E-D
   
    시료 중 유기물질 함유율(%) = [(①-②)/①] × 100
    시료 중 산 용해성 물질 함유율(%) = [(②-③)/①] × 100

④ 시료 중 잔여 무기물 함유율(%) = (③/①) × 100
   
    잔여 무기물 중 석면 함유율(%) = F
    시료 중 석면 함유율(%) = (④ × F)/100



9. 결과처리

 분석결과통보서에는 시료 중 석면의 검출여부와 검출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율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결과서에 기
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시료의 특성 : 시료의 종류, 양, 색깔, 질감 등 개괄적인 특성
2) 입체현미경을 이용한 예비분석결과 : 입체현미경으로 관찰 시 섬유 검출여부, 검출된 섬유상 물질의 수 및 

특성
3) 시료의 균일성 : 시료의 균일성이 높은지 또는 낮은지 여부, 시료가 2개 이상의 상이한 층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
4) 적용 분석법 : 시료의 정성 및 정량분석에 적용한 분석방법 

ex) 분산염색을 이용한 편광현미경법/ 시야평가법
5) 전처리 방법 : 열 회화 또는 산처리 등 시료의 전처리 방법(적용 시에 한함)
6) 석면분석결과 : 석면 검출여부, 검출된 석면의 종류별 함유율, 기타 검출된 섬유상 물질
7) 검출된 석면의 결정광학 특성 : 형태, 색깔/다색성, 굴절률, 복굴절률, 신장부호, 소광특성, 분산염색 색깔
8) 기타 : 외부 석면 분석 정도 관리 최근 회차의 참여 결과 등 기타 분석결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

고 결과 해석에 도움이 되는 제반 정보들

 ※ 기타 분석결과 통보 시 주의사항

1) 시료가 성상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층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결과 통
보해야 한다.

2)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나 함유율이 1% 또는 1% 미만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시야평가법 만으로 
정량하여 결과 통보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포인트계수법 또는 중량분석법 등 보다 정확도
와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정량분석법을 추가 적용하여 함유율이 1%를 초과하지 않는지 면밀하
게 분석해야 한다.

3) 시야평가법을 적용한 결과가 포인트계수법 또는 중량분석법과 다를 때에는 포인트계수법이나 중량분석
법을 적용한 분석결과가 시야평가법의 결과보다 우선한다.

4) 포인트계수법 또는 중량분석법을 적용 시 결과가 1% 에 가까울 때에는 결과가 정수가 되도록 반올림
해 결과 통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400포인트 계수 시 석면이 5포인트가 검출되었다
면 분석결과는 1.25% 로 통보되어야 한다. 이것을 반올림해서 1% 로 결과 통보하지 않도록 한다.

5) 바닥타일, 매스틱, 페인트 시료에서 석면이 불검출되었거나 함유율이 1% 또는 1% 미만으로 결과 통
보할 경우에는 결합재 등 기질을 회화, 산처리 또는 용해시키는 방법으로 제거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