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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구목적 :

석면은 내열, 내마모성, 단열성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저렴한 가격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전체 석면 사용량 중 백석면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석면은 폐암과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을 일으키는 등,
인체의 발암성이 확실한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의 사용이 금지되어 더 이상 석면을 사용하지 않지만, 기존에 사용
된 석면의 제거과정에서의 석면폐기물 발생, 또는 국토개발에 따른 자연
발생 석면의 노출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폐기 석면포함 자재나 자연
발생 석면 포함의 부득이한 발굴 등은 안전한 폐기가 필요하다. 국내에
서는 주로 폐석면을 매립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의 경우 폐석면의 매립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백석면 광석을
대상으로 스크리닝 실험 및 최적화 실험을 통하여 석면의 특성 변화를
관찰하고 가장 효율적인 처리 방법을 제안하여 석면함유 폐기물을 안전
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4가지 방법의 스크리닝 실험을 거쳐 2가지 방

법의 최적화 실험을 진행 하였다. 스크리닝 실험은 열처리 방법(350 ℃
-650 ℃), 화학처리 방법(옥살산, 질산, 붕산), 초음파 처리 방법(19.2
GHz), 열처리 후 화학처리 방법(열처리+화학처리)을 수행하였으며, 최적
화 실험은 스크리닝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온도에서의 고열처리
방법(600 ℃-1,000 ℃)과 압력 용기에서의 저온(200 ℃)과 화학 처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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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산, 질산)를 동시에 실험한 복합처리 방법을 수행 하였다. 처리 방법에
따른 백석면 시료를 PLM과 SEM을 이용하여 백석면의 물리적, 형태적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화학 조성의 함량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EDS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
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각 실험 결과에 따른 백석면
원석의 화학적 조성의 함량 차이 및 각 실험이 영향을 주는 정도를 비교
하였다.
연구결과 :

실험결과 700 ℃ 3시간 고열 처리한 시료를 PLM 및

SEM을 통해 분석한 결과 광학적, 형태적 변화가 관찰되기 시작하였지
만, EDS 분석을 통한 화학 조성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최적화 실
험의 복합처리 방법인 200 ℃ 옥살산 0.3 M 1시간 및 200 ℃ 질산 0.3
M 2시간 처리한 시료를 PLM, SEM, EDS 분석 결과 광학적, 형태적, 화
학 조성의 함량 변화가 모두 관찰되었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백석면의 특성 변화를 위한 최적의 실험 조건

을 선정하는 것이다. 스크리닝 실험 및 최적화 실험 결과 본 연구의 최
적의 실험 조건은 200 ℃ 옥살산 0.3 M에서 2시간 복합 처리 방법이다.

……………………………………………………………………
주요어 : 석면, 백석면, 편광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고온처리, 복합
처리
학

번 : 2010-2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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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석면은 그 종류에 따라 자연에서 발생하는 실리카 함유광물로 사문석
계통의 백석면과 각섬석계통의 청석면, 갈석면, 엑티노라이트, 앤쏘필라
이트, 트레모라이트로 구분된다(IARC, 1973). 석면은 내열, 내마모성, 단
열성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저렴한 가격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오래
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전체 석면 사용량 중 백석면
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Yoon, 2009).
석면의 사용 용도로는 슬레이트, 가스켓, 브레이크라이닝 등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석면의 사용량은 연간 약 2,000,000 톤으로 추산
된다(Kameda 등, 2014). 이와 같이, 석면은 다양한 산업 및 상업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지금까지 약 3,000개 이상의 제품에 사용되었다(NTP,
2005).
석면은 폐암과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을 일으키는 등, 인체의 발암성
이 확실한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IARC, 1973). 1920년에서 1970년, 1971
년에서 2000년, 2001년에서2012년 기간 동안 유럽은 각각 31.2, 66.5, 7.8
백만 톤을 사용하였고, 이 기간 중 중피종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71,686
명(연간 평균 4,786명 사망), 석면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5,732명
(연간 평균 542명 사망)으로 나타났다(Kameda 등, 2014). 미국의 경우
석면 소비량은 2006년 2,230 톤에서 2007년 1,730 톤으로 감소하는 추세
지만 미국 내 석면 소비량의 80% 이상을 지붕재(코팅 및 화합물 포함)
로 사용하고 있다(Virta, 2008). 이러한 석면의 사용 및 건강상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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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EU에서는 2005년 1월부터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법적으로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사용
이 금지되어 있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백석면의 함량 1% 이상 함
유된 석면시멘트 제품 및 석면 마찰 제품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
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로 지정 되었으며, 청석면, 갈석
면 및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에 대해서는 제조, 수입, 판매, 사용
을 금지하는 금지물질로 지정되어 고시하고 있다(환경부, 2019).
우리나라는 1930년대 중반부터 전국에 걸쳐 석면광산이 개발되었고,
석면을 생산하여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해방당시 전국의 석면광산
은 28개에 이르며 1984년 충남 홍성 광천광산이 폐광될 때까지 우리나라
에서 생산된 석면의 총 생산량은 145,000 톤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백석
면이었다(최정근 등, 1998). 1970년대 초 새마을 운동과정에서 농어촌지
역에 석면 시멘트제품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현재 설치 연한이 오래된
슬레이트에서의 석면 비산이 발생하고 있으며, 강우량이 증가할수록 증
가하여 빗물에 흘러 주변 환경으로 가게 되면 오염이 확산될 수 있다(김
현욱 등, 2010). 이처럼 설치 건강상 영향이 있는 오래된 석면함유제품을
철거하거나 폐기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하지만,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석면의 매립법에 의한 폐기 방법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석면폐기물 매립을 위한 운송 및 이송 중에도 2차 노출 발생이
우려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석면의 특성을 변화시켜 재활용 및 안전한

- 2 -

폐기를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국토 크기에 따른
매립에 제한이 많은 이탈리아와 일본에서도 다양한 처리 방법으로 석면
을 분해(decomposition) 하여 재활용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석면을 특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열분해 방법이다. 석면을 650 ℃에서 3시간 동안 고열로 처리하는
경우 탈수 반응(dehydroxylation)이 일어나 감람석 종류인 포스테라이트
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aremba 등, 2010). 마이크로파
를 이용하여 900 ℃ 이상에서 가열한 후 위상차 현미경으로 석면 함유
제품의 석면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SEM으로 석면의 특정
미세 침상 구조를 가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Yoshikawa 등, 2015).
또한 1,500 ℃의 아주 높은 고열에서 물리적 변화를 관찰한 연구도 있다
(Sakai 등, 1991). 이렇게 열 분해된 석면은 도자기 및 요업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원료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Kusiorowski
등, 2012).
그밖에 화학적, 마이크로파, 초음파 등 다양한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석면의 광학적, 형태적, 화학 조성의 함량 변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초음파와 옥살산으로 12시간 동안 처리 후 SEM 분석결과 섬유질
형태의 특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XRD 원소 분석에
서 마그네슘 함량이 감소하고 실리콘 함량이 높아 진 것을 확인 하였다
(Turci 등, 2010). 이러한 옥살산은 석면의 브루카이트 층(편마암과 편암
에 있는 광물이며, 사방정계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용해하고 농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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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면서 더욱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Rozalen 등,
2013). 또한, 2.45 GHz의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석면함유 폐기물을 처
리하였을 때 석면을 불활성 시키거나 유리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입
증하였다(Leonelli 등, 2006). 그밖에 마이크로파와 동시에 열처리를 이용
한 실험 결과 1200℃에서 약 60분, 1300 ℃에서의 약 30분 후 석면함유
폐기물 내 석면의 결정 구조가 제거된 것을 확인하였다(Hong 등, 2020).
석면의 특성을 변화시킨 후 인체 독성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 옥살산을 이용한 실험한 결과는 비결정형 실리카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결정형 실리카는 일시적인 폐 염증을 유발하고 시험
관 내 실험(in vivo)에서 일부 세포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
만 결정형 실리카인 석면과 달리 인간에게 비 발암성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kaewamatawong 등, 2005 ; Yu 등, 2009 ; Turci 등, 2010).
이처럼 해외에서는 석면의 특성 변화를 통해 매립의 한계에 따른 재활
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석면 특성 변
화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실험방법들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백석면 광석을 대상으로 고열 처리, 화학 처리, 복합
처리 방법을 통하여 석면의 특성 변화를 관찰하고 가장 효율적인 처리
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면함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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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활용한 석면은 사문석 계열의 백석면 광석으로 시료는 대한
민국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의 한 석면 광산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을 사
용하였다.
백석면 광석 시료는 보관 시 이중으로 포장하고 외부 누출을 방지하였
으며, 헤파(high-efficiency particulate absorption, HEPA)필터가 장착된
후드 내에서 적절한 보호구 등을 착용한 상태로 실험실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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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사전에 기존 문헌들의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스크리닝 실험
을 진행 후 편광현미경(Polarization Light microscope, PLM)으로 광학적
형태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스크리닝 실험결과 유효한 변화가 관찰된 방
법을 추가적으로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과 EDS(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을 통해 석면의 형태적, 화학적
조성의 함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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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스크리닝 실험
본 실험에 앞서 문헌조사를 통해 열처리, 화학 처리, 초음파 처리, 열
처리 후 화학 처리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열처리 방법은 600 ℃에서 3시간 가열하면 백석면의 물리적 형태가 변
화가 관찰되며, 진공상태에서의 압력과 함께 열을 가하면 좀 더 낮은 온
도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Hasimoto, 2006)을 참고하여, 전기로 가
열장치(WiseTherm, 대한과학, 한국)에 백석면 광석에서 약 300 mg을
떼어낸 시료를 전기로 전용 도자기(3 cm x 5 cm)에 넣어 350 ℃, 500
℃, 650 ℃에서 각각 2시간, 4시간, 6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화학처리 방법은 백석면 광석에서 약 300 mg을 떼어낸 시료를 50 ml
의 0.5 M과 1 M의 옥살산, 질산, 붕산이 담긴 비커에 석면을 넣어 24시
간 동안 처리하였다.
초음파

처리

방법은

19.2

GHz

초음파

파쇄기(Q125

Sonicator,

QSONICA, USA)를 이용하여 백석면 광석에서 약 500 mg을 떼어낸 시
료를 100 ml의 증류수에 백석면 시료를 넣고 7시간 동안 초음파 분쇄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열처리 후 화학처리 실험은 350 ℃, 500 ℃, 650 ℃에서 2
시간, 4시간, 6시간 동안 열처리가 완료된 시료를 0.5 M과 1 M의 옥살
산, 질산, 붕산에 석면을 24시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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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최적화 실험
석면의 내열, 내화학성 등의 특성과 더불어 실험에 사용한 석면이 섬
유가 아닌 광석이라는 점에 따라 예비실험 650 ℃의 열처리에 광학적 특
성의 변화가 미비 하였다. 따라서 완전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600 ℃,
700 ℃, 800 ℃, 900 ℃, 1,000 ℃에서 3시간 동안의 높은 온도에서 고열
처리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추가로, 스크리닝 실험에서 화학처리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열처리
후 화학처리를 진행한 실험에서의 미세한 변화가 관찰된 결과와 고열처
리 방법은 다량의 에너지가 필요하여 좀 더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열처리와 화학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복합처리 방법을 실시하였다. 또
한, 복합처리 방법에서 0.5 M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서 좀 더 낮은 농
도인 0.3 M에서도 실험을 진행하였다. 복합처리 방법은 흑연 재질 블록
화로 균일한 온도를 제공하는 열처리 장치(ECO-PRE, 오디랩, 한국)를
사용하였으며, 압력 용기에 약 300 mg의 백석면 광석과

옥살산과 질산

50 ml를 각각 0.3 M, 0.5 M의 농도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200 ℃ 저온 처리를 진행하였다. 온도와 산의 복합처리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같은 조건에서 증류수 50 ml에 백석면 광석을 압력 용기에 넣어
비교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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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 방법

2.3.1. 편광현미경(PLM) 분석
편광현미경(BX51, 올림푸스, 일본)은 석면의 광학적 특성 변화를 관찰
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공정시험법(NIOSH Method 9002)에 따라 석면이 가
지는 고유한 빛의 편광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NIOSH, 1994).
실험이 완료된 석면 시료를 1.550의 굴절액(High Dispersion RI 1.550,
Cargille Laboratories, USA)을 사용하여 슬라이드 글라스에 전처리를 실
시하였으며, 석면의 광학적 특성을 신장율 부호와 분산염색의 변화로 확
인하였다.
신장율 부호는 PLM의 위상판(retardation plate)을 사용하여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놓았을 때 위상판 사용 전 후의 색상 변화로 확인할
수 있다. 백석면의 경우 신장율 부호 북동-남서방향(／) 색상은 청색이
고, 북서-남동방향이(∖) 오렌지색을 가리키고 있으면 양(+)의 신장율 부
호를 의미한다(그림 2).
신장율 부호의 변화의 기준은 백석면 광석의 본래의 광학적 특성과 비
교하였으며, 색상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면 ‘X 표시’, 부분적으로 신장
율 부호의 역전 현상으로 인한 색상 변화가 관찰되면

‘△ 표시’, 신장율

부호의 역전 현상으로 북동-남서방향(／) 색상이 청색에서 오렌지색으
로, 북서-남동방향이(∖) 오렌지색에서 청색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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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표현하였다.
분산염색은 석면과 굴절시약 간의 빛의 파장에 따른 굴절률의 차이로
분산염색 색을 관찰할 수 있다. 굴절특성에 따른 백석면의 분산염색의
색상은 밝은 청색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2). 백석면의 분산염색의 조화
파장은 굴절액 1.550 기준으로 붉은 보라색(자홍색)-밝은 청색(λ0≒
520~620 nm) 이다(US EPA, 1993). <표 1>은 분산염색 색상과 조화파
장에 대한 대비표를 나타냈다(Walter 등,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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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산염색 색상과 조화파장 대비표
조화파장
( λ0 , nm )

분산염색 색상

<340

흰색-매우 옅은 노란색

400

매우 옅은 노란색

430

옅은 노란색

455

짙은 노란색

485

주황색

520

붉은 보라색(자홍색)

560

보라색

595

짙은 청색

625

청록색

660

밝은 청록색

700

옅은 청록색

1500

흰색-매우 옅은 청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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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에 따른 결과를 신장율 부호 및 분산염색 색상 변화 기준을
확인하여 석면의 광학적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림 2] 편광현미경(PLM)의 열에 의한 석면의 변형 변화
예시(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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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주사전자현미경(SEM/EDS) 분석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SEM,

MIRA

∥

LMH

CS02,

TESCAN, Czech Rep.)과 EDS(AnalyZer Model 550i, TESCAN, Czech
Rep.)을 사용하여 백석면의 물리적 형태 변화와 화학적 조성 변화를 확
인하였다.
알루미늄 마운트 표면에 백금으로 코팅된 카본 테이프를 부착하였으
며, 모든 시료는 3번씩 분석하였다. 분석 조건은 2,000배율(SEM HV:
15.00kV, WD: 15.00 mm)로 설정하여 마그네슘, 실리콘, 철의 함량 변화
를 관찰하였다.
실험결과에 따른 백석면의 화학적 조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공단의

백석면

구성성분

함량

기준과

52.0±3.5%, 실리콘 45.9±3.4%, 철 2.1±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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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으며,

마그네슘

2.3.3.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Window SPSS 20.0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값을 산출
하였으며, 독립표본 t-검정(Two independent samples t-test) 및 일원배
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여 각 실험 결과에 따른 백석
면 원석의 화학적 조성 및 함량 차이 및 각 실험이 영향을 주는 정도를
비교하였다(p<0.05). 또한, Duncan 사후 검정을 통해 최적의 처리 방법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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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스크리닝 실험 결과

3.1.1. 열처리 방법
<표 2>은 백석면 광석을 열처리한 시료를 PLM으로 확인한 결과 650
℃ 이상에서 석면의 광학적 특성이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장율
부호의 색상은 북동-남서방향(／) 및 북서-남동방향이(∖)에서 일부 역
전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분산염색에서는 자홍색 및 노란색으로의 조화
파장에 변화가 발생하였다(그림 3). 하지만, 그 외의 실험 온도(350 ℃,
500℃)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스크리닝 실험의
온도 조건에서는 백석면 광석을 대상으로 완전한 석면의 광학적 특성 변
화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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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크리닝 실험 - 열처리 방법의 PLM 분석 결과
온도(℃)

시간

신장부호(/)

신장부호(\)

(+)

(-)

2

X

X

X

4

X

X

X

6

X

X

X

2

X

X

X

4

X

X

X

6

X

X

X

2

△

△

X1)

4

△

△

○2)

6

△

△

○3)

백석면 광석

350

500

650

- X : 변화 없음
- △ : 부분 변화
- ○ : 변화
1) 자홍색-밝은 청색(λ0≒520-620 nm)
2) 짙은 노란색-자홍색(λ0≒455~520 nm)
3) 짙은 노란색(λ0≒45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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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염색
λ0≒520~62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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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크리닝 실험 - 열처리 방법(650 ℃)의 PLM 분석 결과

3.1.2. 화학처리 방법
<표 2>는 화학물질로 처리한 시료를 PLM 분석 결과 옥살산 0.5 M에
서 24시간 후 부분적으로 신장율 부호와 분산염색에서 석면의 광학적 특
성 변화가 발생하였지만, 1 M에서는 부분적인 신장율 부호의 색상 변화
만 관찰 되었다. 붕산의 경우 검게 그을린 자국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
인 광학적 특성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질산 1 M, 24시간 처리한 시
료에서는 부분적으로 신장율 부호와 분산염색에서 석면의 광학적 특성
변화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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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스크리닝 실험 - 화학 처리(24h) 방법의 PLM 분석 결과
용액

몰 농도(M)

신장부호(/)

신장부호(\)

(+)

(-)

0.5

△

△

△1)

1

△

X

X

0.5

X

X

X

1

△

△

X

0.5

X

X

X

1

△

△

△1)

백석면 광석

분산염색
λ0≒520~620
nm

옥살산

붕산

질산

- X : 변화 없음
- △ : 부분 변화
- ○ : 변화
1) 부분적인 밝은 청록색-옅은 청록색(λ0≒660~7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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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초음파 처리 방법
증류수를 이용한 초음파 처리한 시료는 물리적으로 분해되어 백석면의
시료가 서로 엉킨 모양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지만 PLM 분석 결과, 신장
율 부호 및 분산염색에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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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열처리 후 화학 처리 방법
열처리 방법과 화학처리 방법에서의 일부 석면의 특성이 변화는 결과
를 바탕으로 두 시험을 연속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단독으로 실험했
을 때 변화지 않았던 350 ℃의 온도에서 화학처리를 한 실험 결과, 일부
광학적 특성 변화가 관찰되었다.
<표 4>와 같이 350 ℃의 온도에서 4시간 열 처리한 시료를 옥살산
0.5 M과 1 M에서 24시간 동안 화학처리를 시험한 결과 부분적인 신장
율 부호의 역전 현상이 발생 하였으며, 분산염색 색상은 부분적으로 짙
은 노란색(λ0≒455 nm)과 밝은 청록색(λ0≒660 nm) 을 나타냈다. 좀 더
높은 온도인 500 ℃에서는 2시간 열처리한 시료에서도 부분적인 광학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표 5>에서는 온도에 따른 붕산을 이용한 화학 처리 결과를 정성적으
로 나타냈지만 백석면의 광학적 형태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500 ℃ 열처리와 붕산 화학처리 각각의 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6>의 결과에서는 350 ℃와 500 ℃의 온도에서 4시간 열 처리한
시료를 질산 0.5 M과 1 M에서 24시간 동안 화학처리 결과 옥살산의 결
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신장율 부호와 분산염색의 광학적 형태
변화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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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스크리닝 실험 - 열처리 후 화학 처리(옥살산, 24h) 방법의
PLM 분석 결과
온도(℃)

시간

몰
농도(M)

신장부호(/)

신장부호(\)

(+)

(-)

0.5

X

X

X

1

X

X

X

0.5

△

△

△1)

1

△

△

△1)

0.5

△

△

△1)

1

X

X

X

0.5

△

△

△2)

1

△

△

△2)

백석면 광석

분산염색
λ0≒520~620
nm

2
350
4

2
500
4
- X : 변화 없음
- △ : 부분 변화
- ○ : 변화
1) 부분적인 밝은 청록색(λ0≒660 nm)
2) 부분적인 짙은 노란색(λ0≒455 nm), 밝은 청록색(λ0≒66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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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스크리닝 실험 - 열처리 후 화학 처리(붕산, 24h) 방법의
PLM 분석 결과
온도(℃)

시간

몰
농도(M)

신장부호(/)

신장부호(\)

(+)

(-)

0.5

X

X

X

1

X

X

X

0.5

X

X

X

1

X

X

X

0.5

X

X

X

1

X

X

X

0.5

X

X

X

1

X

X

X

백석면 광석

분산염색
λ0≒520~620
nm

2
350
4

2
500
4
- X : 변화 없음
- △ : 부분 변화
- ○ :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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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스크리닝 실험 - 열처리 후 화학 처리(질산, 24h) 방법의
PLM 분석 결과
온도(℃)

시간

몰
농도(M)

신장부호(/)

신장부호(\)

(+)

(-)

0.5

X

X

△1)

1

X

X

△1)

0.5

X

X

△1)

1

X

X

△1)

0.5

X

X

△1)

1

X

X

△1)

0.5

X

X

△1)

1

△

△

△1)

백석면 광석

2
350
4

2
500
4
- X : 변화 없음
- △ : 부분 변화
- ○ : 변화
1) 부분적인 짙은 노란색(λ0≒455 nm), 밝은 청록색(λ0≒66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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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염색
λ0≒520~620
nm

3.2. 최적화 실험 결과

3.2.1. 고열처리 방법
스크리닝 실험 결과 온도가 높을수록 석면의 광학적 특성 변화가 발생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은 최적화 실험에서의 고열 처리한 백
석면의 시료를 PLM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성적으로 표현하였다. 700 ℃
3시간에서 시료의 일부에서 신장율 부호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분산염색의 색상도 짙은 노란색(λ0≒455 nm)으로 변화였다. 특히, 1,000
℃ 3시간 이상에서는 신장율 부호가 (+)에서 (-)로 완전한 역전 현상 발
생하였으며, 분산염색의 색상도 매우 흰색-매우 옅은 노란색(λ0<340
nm)으로 나타났다(그림 4).
[그림 4]에서 SEM으로 고열 처리한 백석면 시료의 형태적 특성 변화
를 관찰한 결과 600 ℃ 이상에서 석면의 결정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백석면 광석의 경우 구불구불한 얇은 실 모양과 끝부분에는
침상형 모양의 형태가 나타나지만, 고열 처리한 시료에서는 구불구불한
모양이 사라진 상태로 부서져있으며, 끝 부분이 사각형 막대 모양의 모
습으로 변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표 8>은 고열 처리한 시료를 EDS로 분석하여 백석면의 화학적 조성
의 함량 값을 나타냈다. 마그네슘, 실리콘, 철의 함량은 KOSHA의 백석
면 화학 조성의 함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백석면 광석과 온도
에 따른 고열 처리한 시료의 화학적 조성의 함량의 통계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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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조성의 함량 변화는 마그네슘과 실리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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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최적화 실험 – 온도 변화에 따른 고열처리 방법의 PLM
분석 결과
온도(℃)

시간

백석면 광석

신장부호(/)

신장부호(\)

분산염색

(+)

(-)

λ0≒520~620
nm

600

3

X

X

△1)

700

3

△

△

○2)

800

3

△

△

○2)

900

3

△

△

○3)

1000

3

○(-)

○(+)

○4)

- X : 변화 없음
- △ : 부분 변화
- ○ : 변화
1) 부분적인 짙은 노란색(λ0≒455 nm), 자홍색(λ0≒520 nm)
2) 옅은 노란색-짙은 노란색(λ0≒430~455 nm)
3) 매우 옅은 노란색-짙은 노란색(λ0≒400~430 nm)
4) 흰색-매우 옅은 노란색(λ0<34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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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최적화 실험 – 온도 변화에 따른 고열처리 방법의 PLM, SEM 분석 결과

52.0%±3.5

45.9%±3.4

2.1%±0.9

Mg

Si

Fe
-

1.26%±0.08

47.80%±0.45

50.95%±0.38

백석면 광석

49.85%±0.39*

50.18%±0.54*

변화 없음

변화 없음

1.15%±0.95

49.0%±0.55*

48.72%±0.47*

1.11%±3.5

700℃ 3시간

600℃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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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석면 광석과 처리 조건에 따른 평균 차이(t-test) 결과 : *p<0.05, **p<0.001

KOSHA 기준에 따른
조성 변화

KOSHA 기준

%

변화 없음

1.09%±0.16

49.42%±0.53*

49.49%±0.52*

800℃ 3시간

변화 없음

1.41%±0.40

49.21%±0.26*

49.38%±0.40*

900℃ 3시간

<표 8> 최적화 실험 – 온도 변화에 따른 고열처리 방법의 EDS 분석 결과

변화 없음

1.23%±0.11

49.16%±0.16*

49.61%±0.27*

1000℃ 3시간

3.2.2. 복합처리 방법
복합 처리한 시료를 PLM으로 분석한 결과, 옥살산 0.3 M과 0.5 M에
서 200℃의 온도로 가열시 모든 농도에서 1시간 이후부터 광학적 특성
변화가 관찰되었다(표 9). 신장율 부호는 부분적인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
으며, 분산염색의 색상도 밝은 청록색(λ0≒660 nm)과 옅은 청록색(λ0≒
700 nm)으로 변화였다. 질산 0.3 M의 경우 200 ℃ 가열시 신장율 부호
는 3시간 이후부터 일부 역전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분산염색은 1시간
이후부터 짙은 노란색(λ0≒455 nm)과 밝은 청록색(λ0≒660 nm)으로 변
화가 나타났다(표 10). 대조군인 증류수로 200 ℃ 가열한 시료의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5, 6]과 같이, SEM으로 복합 처리한 백석면 시료의 물리적 형태
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옥살산과 질산 처리 시료의 SEM 분석 결과 1시
간 이후부터 형태적 변화가 나타났다. 옥살산으로 복합 처리한 시료에서
작은 알갱이 또는 섬유가 끊어진 형태로 관찰되었고, 질산의 경우 두꺼
운 막대기 모양을 나타냈다.
복합 처리한 백석면의 화학적 조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EDS 분석
결과를 <표 11, 12>로 정리하였으며, 옥살산 및 질산 복합 처리한 시료
에서 마그네슘, 실리콘의 함량이 크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비교를 위한 백석면 광석의 화학 조성의 함량과 매우 큰 차이가 나
타났지만, 처리 시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 30 -

<표 9> 최적화 실험 – 시간 변화에 따른 옥살산(0.3 M)의
복합처리 방법의 PLM 분석 결과
온도(℃)

시간

백석면 광석

신장부호(/)

신장부호(\)

(+)

(-)

분산염색
λ0≒520~620
nm

200

1

△

△

○1)

200

2

△

△

○1)

200

3

△

△

○1)

200

4

△

△

○1)

- X : 변화 없음
- △ : 부분 변화
- ○ : 변화
1) 밝은 청록색(λ0≒660 nm), 옅은 청록색(λ0≒7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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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최적화 실험 – 시간 변화에 따른 질산(0.3 M)의
복합처리 방법의 PLM 분석 결과
온도(℃)

시간

백석면 광석

신장부호(/)

신장부호(\)

(+)

(-)

분산염색
λ0≒520~620
nm

200

1

X

X

○1)

200

2

△

X

○1)

200

3

△

X

○1)

200

4

△

△

○1)

- X : 변화 없음
- △ : 부분 변화
- ○ : 변화
1) 짙은 노란색(λ0≒455 nm), 밝은 청록색(λ0≒66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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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최적화 실험 – 시간 변화에 따른 옥살산(0.3 M) 복합처리 석면의 PLM, SEM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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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최적화 실험 - 시간 변화에 따른 질산(0.3 M) 복합처리 석면의 PLM, SEM 분석 결과

52.0%±3.5

45.9%±3.4

2.1%±0.9

Mg

Si

Fe
-

1.26%±0.08

47.80%±0.45

50.95%±0.38

백석면 광석

변화 없음

변화

0.80%±0.61

0.36%±1.65*

1.48%±0.59

97.74%±0.71**

97.66%±1.18**

50.12%±0.59*

변화

1.46%±0.63**

1.98%±1.25**

48.40%±1.15*

200℃
2시간

200℃
1시간

증류수
200℃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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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변화에 따른 처리 조건별 평균 차이(ANOVA)의 F값 결과 : ***p<0.001

- 백석면 광석과 처리 조건에 따른 평균 차이(t-test) 결과 : *p<0.05, **p<0.001

KOSHA 기준에 따른
조성 변화

KOSHA
기준

%

변화

0.32%±0.13*

98.70%±0.77**

0.98%±0.66**

200℃
3시간

변화

0.78%±0.72

97.11%±2.69*

2.11%±1.97**

200℃
4시간

<표 11> 최적화 실험 - 시간 변화에 따른 옥살산(0.3 M) 복합처리 방법의 EDS 분석 결과

0.865

0.539

0.513

F

52.0%±3.5

45.9%±3.4

2.1%±0.9

Mg

Si

Fe
-

1.26%±0.08

47.80%±0.45

50.95%±0.38

백석면 원석

96.77%±1.56**

50.12%±0.59*

변화 없음

변화

1.26%±1.14

1.97%±0.43**

48.40%±1.15*

1.48%±0.59

200℃
1시간

증류수
200℃3시간

변화

1.46%±0.77

96.78%±1.15**

1.76%±0.39**

200℃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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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변화에 따른 처리 조건별 평균 차이(ANOVA)의 F값 결과 : ***p<0.001

- 백석면 광석과 처리 조건에 따른 평균 차이(t-test) 결과 : *p<0.05, **p<0.001

KOSHA 기준에 따른
조성 변화

KOSHA
기준

%

변화

0.87%±0.36

97.67%±0.51**

1.46%±1.80**

200℃
3시간

변화

2.15%±0.63

93.78%±0.92**

4.05%±0.44**

200℃
4시간

<표 12> 최적화 실험 - 시간 변화에 따른 질산(0.3 M) 복합처리 방법의 EDS 분석 결과

1.431

7.059

29.890

F

3.3. 최적의 처리 방법 결과
<표 13, 14>는 백석면 원석, 1000℃ 3시간 고열처리, 옥살산 0.3 M 1
시간 복합처리, 질산, 0.3 M 1시간 복합처리, 증류수 3시간 복합처리한
시료의 마그네슘 및 실리콘 함량의 차이를 비교 하였다. 처리 방법에 따
른 마그네슘 및 실리콘 함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p<0.001). 마그네슘과 실리콘 함량의 변화는 옥살산과 질산의 복합
처리 방법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d,c>e,b>a), 광학적, 형태적,
화학적 특성 변화를 고려한 결과 본 연구의 최적의 처리 방법은 옥살산
은 이용한 복합 처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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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0.94

49.61

1.98

1.97

48.85

실험방법

백석면 원석(a)

1000℃ 3시간(b)

200℃ 옥살산 0.3M 1시간(c)

200℃ 질산 0.3M 1시간(d)

200℃ 증류수 3시간(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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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0.24

0.72

2.27

0.47

표준편차

4375.287

F

<표 13> 처리 방법에 따른 마그네슘(Mg) 함량 차이 결과

<0.001

p

d,c>e,b>a

duncan

평균(%)

47.80

49.16

97.66

96.77

50.03

실험방법

백석면 원석(a)

1000℃ 3시간(b)

200℃ 옥살산 0.3M 1시간(c)

200℃ 질산 0.3M 1시간(d)

200℃ 증류수 3시간(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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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1.56

1.18

0.16

0.55

표준편차

2401.716

F

<표 14> 처리 방법에 따른 실리콘(Si) 함량 차이 결과

<0.001

p

c,d>e,b>a

duncan

4.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백석면의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
를 관찰하고 최적의 처리 조건을 선정하는 것이다. 스크리닝 실험에서의
온도와 화학 처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압력용기에 열과 화학 처리
를 동시에 실험하여 200 ℃ 옥살산 0.3 M 2시간 복합 처리 과정에서 최
적의 실험 조건을 얻었다. 옥살산 복합처리의 경우 EDS 분석 결과 1시
간 처리에도 화학적 조성의 함량 변화가 크게 나타났지만, PLM 분석 결
과 2시간 이후부터 광학적 특성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최적의 처리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옥살산을 이용하여 석면의 브루카이트 층
을 용해시켜 특성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이전 연구에서도 진행하였지만
(Rozalen 등, 2013), 낮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옥살산을 처리한 것에 차별
성을 두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옥살산이 브루카이트 층을 용해하는
것은 증명 할 수 없었다.
고열 처리한 시료의 PLM 분석 결과 광학적 특성은 600 ℃ 3시간 이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000 ℃ 3시간에서는 신장율 부호가 (+)
에서 (-)로 완전히 변화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고열처리에서 신장
율 부호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Laughlin 등,
1989 ; Prentice 등, 1989 ; Lee 등, 2015). 하지만, 화학처리 및 복합처리
방법에서는 완전한 신장율 부호의 역전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
과를 통해 백석면의 신장율 부호의 역전 현상은 화학적 요인보다는 열에
의한 영향이 좀 더 연관성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산염색 결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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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요인과 열에 의한 변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열 처리의
경우 흰색-매우 옅은 노란색(λ0<340 nm)에서 짙은 노란색(λ0≒455 nm)
의 파장을 나타냈지만, 복합 처리에서는 일부 짙은 노란색(λ0≒455 nm)
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료에서 밝은 청록색(λ0≒660 nm)과 옅은 청록색
(λ0≒700 nm)을 나타냈다.
고열 처리한 시료의 SEM 분석 결과 온도가 높아질수록 구불구불한
모양에서 잘게 부서졌으며, 끝 부분은 침상형 모양에서 사각형 나무 막
대 모양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의 유사 실험에서도 SEM 분석 결과
본 연구와 동일하게 잘게 부서진 나무 막대 모양을 나타냈으며(Gualtieri
등, 2000 ; Moon, 2014 ; Lee 등, 2015), 그라인딩 후 고열 처리하면 650
℃의 처리 조건에서도 쉽게 백석면의 형태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Zaremba 등, 2010). 복합 처리한 시료의 SEM 분석 결과 고열 처리와
마찬가지로 잘게 부서지는 형태적 특성을 나타냈으나, 두께가 두꺼워지
는 형태를 나타냈다. 이는, 옥살산 및 질산에 의한 비섬유 파편 생성 현
상으로 추측된다. 초음파와 옥살산으로 동시에 처리한 실험에서(Truci
등, 2010)의 SEM 분석 결과 구불구불한 실 모양에서 미세한 비섬유 파
편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리 방법에 따른 백석면 시료의 화학 조성의 함량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EDS 분석 결과 고열 처리에서는 화학 조성의 함량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복합 처리한 시료에서는 마그네슘과 실리콘의 함량
변화가 발생하였다. 고열 처리한 백석면의 화학 조성의 함량 변화에 대
해서는 EDS 분석 결과, 변화가 없음을 기존 연구를 통해 재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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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2014 ; Lee 등, 2015). 복합 처리한 시료에서의 화학 조성의 함량
변화는 초음파를 이용한 12시간 옥살산 처리 실험에서도 마그네슘 함량
이 줄어드는 것을 조성비(Mg/Si=0.20)로 표현하였다(Truci 등, 2010).
증류수를 이용한 복합 처리한 시료와 비교 실험의 경우 광학적, 형태
적, 화학적 특성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결과로 볼 때 백석면의
화학적 조성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자는 온도, 압력, 화학 인
자가 동시에 작용해야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복합 처리 실험은
고열처리 보다 적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좀 더 효율 적인 실험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석면 광물의 열분해는 흡착 된 물의 손실과 석면 광물 구조에서 구조
적 OH 그룹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비결정 물질로 불활성 시키는 것을
말한다(Paolini 등, 2019). 열처리 된 석면은 500 ℃보다 높은 온도에서
감람석의

한

종류인

포스테라이트의

형태로

변형이

일어나지만

(Jeyaratnam 등, 1994 ; MacKenzie 등, 1994), 본 실험을 통해 석면의
특성을 변화 시켜 PLM, SEM, EDS로 분석한 결과가 포스테라이트의
형태로의 변화라는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PLM을 통한 분석방법은 비용이 적게 들고 조작방법이 간단하며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이 가능하므로 스크리닝 실험 등에 적합하다. 하지만 주
관적인 판단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석 시 경험
있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Ham 등, 2019).
EDS 분석 결과를 통해 복합 처리한 시료는 마그네슘의 함량을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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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의 함량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독성학적 관점에서는 백
석면의 마그네슘 함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조건이 마그
네슘이 금속 이온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철
의 함량도 인체 독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Fubini 등, 1999).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철의 농도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처리 방법은
없었다.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형 실리카인 석면을 비결정 실리카의 형태
로 변환 시키는 연구도 이전 연구문헌 조사를 통해 확인 하였지만
(kaewamatawong 등, 2005 ; Yu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은 진행하지 않았다.
그밖에도 예비실험에서 초음파 파쇄기를 활용한 처리 방법을 진행하였
지만, 화학물질(옥살산, 질산 등)을 사용할 경우 누출 및 인체 노출 가능
성이 있어 부득이하게 증류수로만 실험을 진행한 제한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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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백석면의 특성 변화를 관찰하
여 최적의 실험 조건을 선정 하였다.
최적화 실험 방법인 고열 처리한 시료에서의 특성 변화는 다음과 같
다. 광학적 특성 변화는 1,000 ℃ 3시간 처리 과정에서 신장율 부호의 역
전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분산 염색의 색상 파장은 700 ℃에서 짙은 노
란색(λ0≒455 nm)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형태적 특성 변화는 온도가 높
아질수록 끝 부분은 침상형 모양에서 사각형 나무 막대 모양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석면의 화학 조성 성분인 마그네슘, 실리콘, 철의 함량
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적화 실험 방법인 복합 처리한 시료에서의 특성 변화는 다음과 같
다. 광학적 특성 변화는 신장율 부호의 역전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분산 염색의 색상 파장은 옥살산 복합 처리 결과 밝은 청록색(λ0≒660
nm)과 옅은 청록색(λ0≒700 nm)으로 변화가 나타났으며, 질산 복합 처
리 결과 노란색(λ0≒455 nm)과 밝은 청록색(λ0≒660 nm)으로 변화가 나
타났다. 형태적 특성 변화는 석면 섬유의 두께가 뭉쳐져 두꺼워 졌으며,
화학적 조성의 함량 변화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p<0.05).
본 연구를 통한 최적의 실험 조건 은 200 ℃ 옥살산 0.3 M에서 2시간
복합 처리한 방법이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보았을 때 단순한 고열처리
보다 산과 병행 처리하면 저온에서 빠른 시간 내에 백석면의 특성을 변
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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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treatment methods for
changing the characteristics of
chrysotile asbestos
Sungchan Ka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Advisor Chungsik Yoon, Ph.D., CIH

Objective : Asbestos has long been used in various industries due
to its physical chemical properties such as heat resistance, abrasion
resistance, and low price advantages, and among them, chrysotile
accounts for about 95% of total asbestos use. Asbestos is defined as
a substance with certain carcinogenic properties, such as lung cancer,
malignant mesothelioma, asbestos lung, etc., Although Korea has no
longer used asbestos since 2009 due to the ban on asbesto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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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possibility that asbestos waste may be generated during
the process of removing asbestos used previously or that naturally
generated

asbestos

may

be

exposed

due

to

national

territory

development. As such, it is necessary to dispose of materials
containing waste asbestos or the inevitable excavation of naturally
occurring

asbestos.

In

Korea,

the

method

of

reclaiming

waste

asbestos is mainly used, but in Korea, where the land is narrow,
there is a limit to the reclamation of waste asbesto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afe treatment of asbestos-containing
waste by observing the change in the characteristics of asbestos
through

screening

experiment

and

optimization

experiment

on

chrysotile asbestos ore and proposing the most efficient treatment
method.
Method

:

This

study

conducted

four

methods

of

screening

experiment and two methods of optimization experiment. Screening
experiments carried out thermal treatment methods (350 °C-650 °C),
chemical treatment methods (oxalic acid, nitric acid, boric acid),
ultrasonic treatment methods (19.2 GHz), and optimization experiments
performed high heat treatment methods (600 °C-1,000 °C) and low
temperature (200 °C) and chemical treatment (oxic acid) in pressure
vessel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creening experiments. chrysotile
samples according to the treatment method were observed t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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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ysical an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rysotile using
PLM and SEM, and analyzed with EDS to observe the change in
content of chemical composition. To verify the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analysis results,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one-way
ANOVA analysis were used to compare the difference in the content
of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chrysotile asbesto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ach experiment and the extent to which each
experiment affects.
Results : Although optical and morphological changes began to be
observed as a result of analyzing specimens treated with high heat of
700 °C for 3 hours through PLM and SEM, no change in chemical
composition through EDS analysis was observed. The composite
treatment method of optimization experiment, 200 °C oxalic acid 0.3
M 1 hour and 200 °C nitric acid 0.3 M 2 hours, were all observed in
the analysis of PLM, SEM and EDS.
Conclusion : In this study, the optimal experimental conditions for
changing the characteristics of chrysotile asbestos are selected. As a
result of the screening experiment and the optimization experiment,
the optimal experimental condition of this study is a complex
treatment method for 2 hours at 200°C oxalic acid 0.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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