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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보도자료 2010년 6월 23일자  

 

캐나다는 죽음의 수출을 멈춰라! 

Stop Canada, Death Export! 
 

 
<포스터; 석면의 영문자 asbestos의 이니셜과 눈에 안보이는 발암물질 먼지인 석면비산을 

캐나다의 상징인 단풍잎과 연계한 이미지, designed by SeoungJin LEE>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연간 20만톤 이상 수출하여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온 캐나다가 퀘벡주

의 석면광산을 대규모로 재정지원하고 신규광산을 허가할 계획이다. 연간 10만~15만명의 노동자

를 암으로 사망케하고 수 만 명 시민의 목숨을 공해병으로 앗아가는 최악의 공해물질 석면. 캐나

다는 석면수출량 대부분(2009년도 86%)을 아시아에 공해수출(pollution export)해왔다. 영국 런던

과 미국 워싱턴 그리고 아시아 곳곳에서 캐나다의 석면광산지원 및 석면광산 신규허가 취소를 요

구하는 국제캠페인이 6월24일 퀘벡의날과 7월1일 캐나다의날에 맞춰 전개된다. 한국석면추방네트

워크는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측에 메시지를 전달한다.  

 

- 모임; 캐나다 석면수출 중단촉구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 주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  

- 

- 

일시; 2010년 6월24일 목요일 오후12시  

- 참석자;  

장소; 서울 종로구 146-1 이마빌딩 캐나다 퀘벡무역사무소 앞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고문  

 최형식; 악성중피종(석면암)환자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종주; ‘석면공해’, ‘조용한 시한폭탄 석면’ 

저자 

 김은기; 민주노총 국장 

 조기홍; 한국노총 국장  

 스즈키 아키라;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조수자; 환경보건시민센터 공해피해자지원

위원장  

 최예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프로그램; 인사말, 캐나다 석면수출실태, 세계 석면피해실태, 규탄사, 성명서발표 등  

- 내용문의; 최예용 choiyy@kfem.or.kr 010-3458-7488  

mailto:choiy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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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성명서 2010년 6월24일  

 

캐나다는 죽음의 수출을 멈춰라! 

Stop Canada, Death Export!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아직도 연간 200여만톤씩 생산되고 있다. 연간 10만~15만여명 노동자의 목

숨을 앗아가고 수 만 여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석면은 최악의 작업환경 위해물질이자 공해물

질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9월까지 5년여동안 무려 1천만톤이 생산되었고 러시아, 중국, 카

자흐스탄, 브라질, 캐나다, 짐바브웨 등 6개 나라가 전체의 99%를 생산했다. 이들 나라들은 지구

촌 곳곳을 오염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오염자(polluter)이자 살인자(killer)인 것이다.   

 

특히 캐나다는 과거 석면생산 1위에서 점점 밀리자 석면광산이 있는 퀘벡주 정부가 석면광산업계

에 5천8백만불(약 725억원)을 지원하여 사양산업인 캐나다 석면광산업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퀘벡 Jeffrey에 새로운 석면광산개발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는 새 광산에서 매년 

20만톤의 석면을 추가로 생산하여 수출하게 되고 향후 25년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 죽음의 광물

인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지구촌 곳곳에서의 지난한 노력에 

찬물을 끼엊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특히 캐나다는 석면수출의 대부분을 아시아에 집중시키고 있는데 1999년 70%에서 2009년 86%

로 대 아시아 수출비중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북미와 남미 그리고 아

시아의 한국와 일본 등 석면사용중단 국가들이 늘어나자 가난한 아시아 나라들에 ‘잘만 사용하면 

괜찮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를 내세워 석면수출을 증가시켜왔다. 자신들은 석면사용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발암물질을 대규모로 팔아먹으려는 캐나다의 파렴치한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아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캐나다의 석면수출 확대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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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Ban Asbesto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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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석면수출은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파키스탄 등 가난한 아시아 나라들

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지난 17년 동안 전체 석면수입의 59%인 44만여 톤을 

캐나다에서 수입했었다. 현재 한국인이 고통 받고 있는 석면공해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가 바로 

캐나다인 것이다. 한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석면사용을 중단시켰지만 이전에 사

용한 수 천 만톤의 석면제품으로 인한 앞으로 수 십 년 이상 동안 수 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는 아시아 각국이 석면대체물질 제조기술을 공유하여 석면사용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석면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WHO, UNEP, ILO, WTO 등 국제기구

는 석면사용중단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오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

서 열리는 제2회 아시아환경보건장관회의는 아시아의 석면문제를 주요의제로 채택하고 ‘석면사용

중단’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들 국제기구와 정부간회의체는 캐나다가 계획

중인 석면수출확대 계획을 철회하도록 국제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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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곳곳에서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이때 OECD멤버 캐나다 퀘벡주

의 죽음의 광물인 석면채굴을 확대하고 아시아 등지로 수출하려는 시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

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캐나다연방정부와 퀘벡주정부가 이성을 되찾아 석면채굴과 수출을 중단

하고 살기좋고 평화로운 지구촌 만들기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  

 

• Stop! Death Export 죽음의 수출을 멈춰라!  

• Stop Canada! Death Export 캐나다는 죽음의 수출을 멈춰라   

• Stop Quebec! Death Export 퀘벡은 죽음의 수출을 멈춰라  

• Canadian Chrysotile Asbestos, Safe to Die 캐나다 백석면은 죽음을 부른다  

• Quebec Chrysotile Asbestos, Safe to Die 퀘백 백석면은 죽음을 부른다  

• Sell Now, Kill Later 지금은 팔지만 결국 죽인다   

 

2010년 6월 24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상임대표,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장) 

  

내용문의; 최예용 집행위원장 (010-3458-7488 choiyy@kfem.or.kr)   

 

 

참고자료; 

 

한국의 백석면 수입통계
(1991~2007), 단위 톤

환경보건시민센터

 

향후 우리나라 석면질환발생 추산의 예
2009년, 최예용&박영만

흉막질환
117,600명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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