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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나노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산업 및 바이오의약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나노

물질을 이용한 나노소비재의 증가와 함께 환경으로의 나노물질 노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나노물질의 인

체 및 환경 영향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 중에 비의도적으로 노출된 나노물질은 다양한 환경 매질에 축

적되고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재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환경 매질(대기, 수계, 토양)에 노출된 나노물질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노물질의 환경 내 거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노물질의 환경 매질별

노출 사례를 조사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업장(실험실)에서는 주로 대기 노출이 지배적이지만,

환경중으로 노출될 경우 최종적으로 수계 및 토양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기존의 하수처리장 설비로

는 완벽하게 나노물질을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여, 나노폐기물 처리에 관한 새로운 방법론 개발이 절실함

을 확인하였다. 보다 다양하고 깊이있는 환경 노출 연구를 위해서는 현장 모니터링 장비의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분석법을 제안하였다. 본 총설에서 정리한 나노물질의 환경 매질별 노출 사례 연구

들은 향후 나노물질의 환경 거동 평가 및 나노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방법 모색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Abstract − Recent rapidly growth in nanotechnolgies is promised novel benefits through the exploitation of their

unique industrial and biomedical applications. With increasing utilization of nanomaterials in consumer products, the

potential release of nanomaterials into the environment and their impacts on the ecosystem and human health have been

the issues of concern. Nanomaterials that was exposed unintentionally in environment might be accumulated in various

environmental media, and finally it will be influenced to human and ecosystem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

stand the fate and behavior of nanoparticles for understanding effects on environmental media (air, water, and soil

phase). Therefore, in this work, we investigated the several cases for environmental exposure of nanomaterials and sug-

gested the direction of further research. In workplace, exposure to air media is dominant, but finally waste and waste-

water was moved to the water and soil phase. In addition, we found the existing sewage treatment plant was not suitable

to remove completely nanomaterials in wastewater flow. To deeper study, environmental monitoring tool must be devel-

oped additionally and we suggested the several analyzing method for aged and pristin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nanomaterials exposed into environmental media. This review for nanomaterials' exposure to environmental media will

be helpful to investigate the envrionmental fate of nanomaterials and define the suitable treatment method for nano-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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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나노소비재의 생산증가와 함께 원료물질로서의 나노물질의 생산

량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시장도 향후 5년 내 250억

불까지 팽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Woodrow

Wilson, 캐나다의 ETC 그룹과 같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나노위해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1], 현재는 OECD를 중심

으로 한 나노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국제적인 틀이 구성된 상

태이다. 이와 같이 나노물질은 양적 팽창과 함께 전산업분야에 널

리 활용되고 있지만, 잠재적 위해성 문제로 인해 나노기술과 같이

첨단(尖端) 기술은 양날의 칼로 비유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썬크

림(sun block)에는 UV를 산란시키는 산화물(TiO
2
, ZnO)이 20% 정

도 포함되어 있다. 썬크림의 백탁(whitening)현상을 막기 위해 산화

물의 크기를 줄이다 보면 해당 나노입자가 모공으로 쉽게 침투하고

피부 내에 축적되어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전이될 수 있다[2]. 또한

금속성 나노물질 중에 대표적인 은나노입자(AgNPs)는 살균, 멸균

효과가 즉각적이며 나노소비재로 응용하기가 수월하여 다양한 제품

(칫솔, 치약, 화장지, 세탁기, 젖병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은나노입자의 경우는 은이온(Ag+)이 용출되면서 이온 독성효과

또한 치명적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3]. 탄소나노튜브(CNT)는 전

기전도성과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여 테니스라켓, 전자제품 등에 널

리 사용되고 있으나, 모양이 석면처럼 생긴데다 길이가 길어서 일

단 폐에 들어가면 잘 나오기 않게 되어 체내 축적이 우려된다[4]. 

이와 같이 나노물질을 생산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위해성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2007년에 있었던 삼성 은나노세탁기와

같이 미국 내 수출금지 제재(embargo)를 받을 수 있다[5,6]. 나노물

질이 포함된 모든 제품의 인체 및 생체 위해성 여부(무해함)를 증명

하지 않는다면 제품의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환경무역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OECD의 나노물질 안전관리 및 평가 가이드 라인 작성 활동에서도

주축으로 활동하면서 자국 내 수입되는 나노제품에 관한 엄격한 관

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나노물질은 특성에 따라 보다 다양한 노출 경로를 가지며,

인체 및 환경에서의 거동 또한 기존의 화학물질과 다른 특성을 보

인다. 2009년 영국 Lancaster Environment Centre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7], AgNP는 의료, 건강 보건, 가정용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

에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폐수처리장이나 매립으로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었다(Table 1). 이들은 화학물질과는 다르게 제조과정이

나 사용 후 폐기시에 관한 적절한 규제 정책이 갖춰져 있지 않아 다

양한 경로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즉 우선적으로 나

노물질에 대한 여러 경로 중 의도적/비의도적으로 인체 및 환경에

가장 큰 위험을 미치는 노출 경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나

노물질의 환경노출에 앞서 직접적인 나노물질의 노출이 일어나고

있는 작업장(연구실 포함)에서는 나노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나노물질의 취급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8]. 작업

장에 존재하는 나노물질이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될 경

우, 다양한 독성을 발현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에 노출된 나노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와 그 거동 예측

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9]. 나노물질의 위해성은 그 독특한 물

리화학적 성질에 의해 결정되지만,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는 여러 가

지 환경 변수에 의해 물리화학적 특성 또한 변화하게 되고 궁극적

으로 환경 독성도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나노물질의 물

리화학적 특성이 변화하면서 환경 거동 또한 바뀌며 이에 대한 새

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대기 노출은 인체의 호흡과 직접 관련되며

수계 노출은 음용수의 잠재 오염을 야기할 수 있게 된다. 토양 환경

은 나노 입자의 축적가능성이 높고, 육상생태계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인류의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 

이에, 본 사례 조사 연구에서는 나노물질의 환경 매체별 노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나노물질이 환경 매체 내 노출 되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 연구가 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2. 환경 매체별 노출 사례

2-1. 국제적 활동 사례: OECD, EU 등

나노물질이 환경에 노출되는 경로는 주로 하수처리, 소각, 매립,

재생 등의 과정을 거치고 발생되는 비의도적 노출이나 미처리된 상

태의 노출이 있을 수 있으며, 나노위해성 정보의 부재로 인한 의도

적 환경노출이 있을 수 있다.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나노물질은

생산, 소비, 폐기 등의 전과정을 통해 대기, 수계, 토양의 환경 매체

별로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OECD를 중심으로 한 범정

부차원의 관리와 몇 개 연구그룹을 중심으로 한 나노물질의 환경거

동 연구가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현재 OECD WPMN SG8 활동으로 “Exposure measurement and

exposure mitigation” 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10]. 그러나

주로 작업장 노출 및 환경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어서 환경 매체

(대기, 수계, 토양)별 노출에 관한 프로젝트는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2010년 말에는 “Compilation and comparison of guidelines related to

exposure to nanomaterials in laboratories” 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실험실수준에서의 노출평가와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바

있다[11].

EU의 경우, 7차 Framework Programme의 일환으로 나노물질 환

경노출에 관한 NANEX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2010년 말에 보고서

“Report on exposure scenarios and release of nanomaterials to the

environment”를 발간하였다[12]. 환경노출 시나리오, 실험 방법론,

분석법 등이 소개되고 있으며 작업장 및 소비자 노출에 관한 조사

Table 1. The potential exposure pathways of nanosilver from nanoproducts into the environment [7]

Category Release pathway Products #

Medical application Medical Incineration, landfill 1

Health and fitness Wastewater, landfill 11

Home and garden Wastewater, landfill, runoff, direct & diffuse pathway to aquatic environment 3

Food and beverage Landfill, recycled, lost, ions to water 2

Appliances Wastewa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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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수록되었다. 환경노출에 관한 시나리오 작성시 섬유제품에

사용된 은나노(AgNP)와 썬크림에 사용된 TiO
2
, 복합소재로 사용된

CNT를 대상물질로 선정하여 작업장 및 소비자 노출 시나리오를 작

성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 노출은 직접노출에 의한 점

오염원이나 제품 사용에 의한 확산노출로 구분되며, 대부분 토양과

수계 노출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Table 2).

호주에서는 National Research FLAGSHIPS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2010년 4월에 “Fate of manufactured nanomaterials in the Australian

environment” 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13]. 주로 수계 노출에 대

한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수계 노출에 따른 토양 노출도 일부 다루

고 있다. 수계 노출에 집중한 이유는 대기 노출의 경우 대부분 토양

이나 수계로 이동하게 되고, 수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기물

(NOM, natural organic matter)과 염들에 의해 나노물질의 응집, 유

기물과 결합, 이온노출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해당 매체 노출

에 주안을 두었다[13]. 수계 노출은 하수처리장을 거쳐 상당부분 제

거가 되지만, 발생되는 슬러지는 매립이나 소각을 거치게 되고 최

종적으로는 토양으로 이동하게 된다. 토양 내 투과 특성이 좋으면

장기간 잔류하게 되고 토양 내 미생물이나 식물성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전반적인 환경 매체 노출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환경 노출

에 가장 주요한 매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 매체별 나노물질 노출의 초기연구는 Boxall 그룹에 의해 다

양한 연구가 시도되었고[14], 현재는 많은 그룹에서 환경 매체별 노

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 노출의 경우 상당부

분이 작업장 노출에 제한되고 있고, 수계 노출은 시나리오 설정에

의한 하수처리장 물질수지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토양 노출

의 경우는 나노물질에 따라서 분석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기에, 컬

럼 실험과 같은 실험실 내 모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외 다

양한 연구그룹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노출 모델을 설정하여 환경

거동 시나리오 분석 및 물질수지 해석을 통해 환경예측농도

(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PEC)를 제시하였다.

초기연구를 바탕으로 한 환경 노출 사례 조사의 경우, Fig. 1과

같이 대부분 매체별 주요한 분석 특성(end-point)이 공통적으로 지

적되고 있다. 수계 노출 시에는 분산된 입자의 크기와 시간에 따른

입도 변화, 용해도가 주요한 end-point로 지적되고 있다. 침전물의

경우, 시간에 따른 용해도와 대상 매질 내 입자의 입도 분포가 측정

수단으로 파악되고 있다. 토양도 침전물과 유사하게 다뤄지고 있으

며, 토양 내 유기물과의 반응과 토양층 내 흡수/흡착이 고려되고 있

다. 대기에 관해서는 궁극적으로 수계 및 토양으로 이동한다고 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계, 토양 노출에 집중하고 있다. 

즉, 나노물질을 포함한 나노소비재나 원료로서의 나노입자는 폐

수처리시설이나 소각시설 등을 거쳐서 가능한 환경 노출 전에 무해

한 수준까지 처리를 시도하게 된다(Fig. 2).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

소화하지 못한 나노물질은 폐수처리시설의 침출수에 포함되어 수계

에 노출되고, 슬러지는 토양에 노출된다. 소각시설에서는 매립을 통

Table 2. Key compartments of nanoparticles' exposure [12]

Source Example Compartment

Point sources (direct release or release 

from technical compartments)

Groundwater remediation Groundwater

Application of agrochemicals Soil, air

Use for water treatment Water

Release from waste incineration plants Air, soil

Release from wastewater treatment plants Water, soil

Leaching/draining from landfills Groundwater, soil

Diffuse sources (release from products)

Wear during use, e.g. nano-Ag in texiles, nano-Si in tyres etc. Air, soil, water

Nano-TiO
2
 wash-off from sunscreen (in lakes etc.) Water

Weathering of nano-TiO
2
 from paints Soil, water

Use of CeO
2
 in fuels Air, soil, water

Spreading of biosoilds onto land Soil

Fig. 1. Key end-points of released nanoparticles into environmental

media (air/water, sediment, and soil).

Fig. 2. Mass flow for nanoparticles from nano-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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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토양 노출이 발생되며, 소각 시 배출되는 연소가스 내 나노물질

로 인해 대기노출이 발생된다.

2-2. 대기 노출 사례

나노입자가 대기로 노출되는 사례는 주로 작업장에서의 노출과

환경 중으로의 노출로 구분되며, 특히 후자는 광화학 반응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성 변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나노입

자는 정전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기 노출 시에 바닥이

나 장비에 쉽게 부착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주변의 배경 입자와

결합하여 응집된 형태나 크기가 증가된 형태를 보이게 된다[15].

SMPS(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로 분석한 작업장 내 에어로

졸의 대기 노출 결과를 살펴보면, 배경 입자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

지만 나노입자의 크기와 수는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해 대기 중으로 노출되는 나노입자는 배경 입자와 상호작용을 통

해 그 크기와 형상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배경

입자의 존재 유무가 대기 중 나노물질의 크기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진에 의해서 실시한 은나노 입자를 생산

하는 국내 나노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대기 노출평가를 수행한 결과

를 살펴보면, 액상 설비를 이용하여 나노물질을 제조하더라도 대기

중으로 에어로졸 형태로 나노입자가 노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16].

노출된 나노입자는 수분과 함께 액적형태로 증발하게 되며, 이는 에어

로졸 입자의 인체 흡입 노출을 야기할 수 있다. 

기상공정에 의해 나노입자가 제조되는 경우는 벤트시설이 없을

경우, 인체 및 환경 노출이 직접적으로 발생된다. 몇 가지 사례를 보

면 다음과 같다. 휴대용 에어로졸 샘플링 장비를 이용하여 탄소계

나노물질 제조시설에 대한 실시간 노출 모니터링을 실시한 사례를

보면, 여타 대기 노출평가에서와 동일하게 작업공정 중에 나노물질의

대기 노출이 가장 심각했으며, 해당 공정은 배경나노입자도 발생되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8]. 배경입자에 비하여 공정 중에 최대 106배

만큼 많은 나노입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CNT를 화학증

기증착법으로 제조하는 공정에서도 나노물질이 대기 중으로 쉽게

노출된다[17]. 열반응기에서 펌프로 흡입하는 가스에 대한 시료 채

취로 입도분포를 확인하였을 때, 운전온도에 따른 나노입자 노출도

및 크기가 달라진다는 보고가 있었다. 후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서 배출되는 나노물질이 배경 입자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대부분의 기상 공정에서 적절한 환기시설이 없을 경우 대

기 노출이 증가하지만, 흐르는 물을 이용한 차단법(wet-cutting)으로

대기 노출을 억제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작업장 내 인

체 호흡 노출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용이한 방법인 벤트설비의 중

요성이 강조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18]. 

작업장(실험실 포함)에서 노출된 나노물질이 환경 중으로 노출된

사례도 몇 건 보고되고 있다. 나노물질의 사용처에 따라 환경 매질

내 노출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매질 흐름 분석법(substance flow

analysis)을 통해 소각, 매립, 하수처리에 따른 환경 매질(대기, 토양,

수계)로의 노출되는 양을 모델링한 사례가 보고되었다[19]. 해당 기

법을 통하여 주로 노출되는 매질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며, 환경예측

농도(PEC)를 파악할 수 있다. 예로 TiO
2
는 제품이나 원료물질로부

터 직접적인 환경 노출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하수처리장, 소각장, 매

립 과정을 거치게 된다. 썬크림 제품의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노출

되는 TiO
2
가 소각, 매립, 하수처리 시설로 이동할 경우, 70% 정도는

매립되어 토양에 노출되며, 하수처리장의 침출수로는 12% 정도가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기로는 1% 미만으로 나노 소비재

에 의한 대기 노출은 거의 없으며, 대체로 수계와 토양에 비의도적

으로 자연노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노출된 나노입자 중 금

속계나 산화물계 나노먼지(nano-dust)는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

으킬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환경오염 물질인 광물성 미세입자

(mineral dust aerosol)로 간주되고 있다[20]. 이들은 대기 중 다양한

유기화학물질과 반응하여 나노입자의 물성이 변하게 된다. Al
2
O

3
,

TiO
2
, FeOOH, Ag 등과 같은 나노먼지는 NOx, SOx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대기에 노출된 나노물질은 장기간 채류 후(aged

nano-dust), 최종적으로 수계와 토양 생물계로 이동한다. 이상의 여

러 대기 노출 사례에서와 같이, 나노입자의 대기 노출은 곧 표면이

변형된 나노물질의 토양 및 수계 노출의 최종적인 공급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수계 노출 사례

대기 노출의 경우, 배경입자와의 결합 이외에는 노출된 입자의 성

상 변화가 적고 시료의 채취가 용이하여 입자 분석이 다른 환경 매

질로의 노출에 비하여 용이한 편이다. 그러나 수계로의 노출은 수

계 내 존재하는 다양한 유기물과 염 등과 반응하여 성상 및 형상이

변하게 되어 시료 채취 후에도 입자의 물성 분석이 어렵게 된다. 또

한 토양 노출의 경우는 수계보다도 분석이 까다로워서 수계 및 토

양 노출에 관한 보고가 많지 않은 편이다.

나노물질의 환경노출에 대한 노출량이 명확하지 않고 노출된 나

노입자의 농도평가에도 명확한 방법론이 없는 실정이다. 나노물질

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나노물질 본연의 친수성, 소수성에 특성

에 따라서 환경 매질 내 존재영역이 제한된다. 또한 pH, 이온강도

에 영향을 받으며, NOM이 나노입자와 결합하여 음전하를 갖게 하

고 응집을 억제한다는 결과도 보고하고 있다[21]. 수계에 노출된 나

노물질은 공존하는 염에 의해 쉽게 응집되어, 수계 노출 시 가장 중

요한 환경 인자가 염의 존재여부가 된다. 대부분 액상 내 나노물질

은 DLS(dynamic light scattering)를 이용하여 시료를 분석한다. 또

한 응집에 의한 침전이 발생했을 때, 해당 환경매질에 장기간 체류

할 수 있게 되어 환경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분자나 계

면활성제로 표면처리가 되어 용액 내 분산안정성을 높인 나노입자

의 경우, 수계 내 체류시간이 더욱 길어지게 된다[22]. 단, 태양광에

노출 시에는 태양광에 포함되어 있는 UV가 나노입자간의 응집을

유도하여 나노입자의 수계 분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경재배 작물에 대한 뿌리 발아 영향 평가 시, 입자의 응집성이 클

수록 발아율에 악영향이 적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계면

활성제나 고분자들은 훌륭한 분산 안정화제로 사용되지만, 이는 역

으로 생각하면 환경 노출 시에 수계 내에서 응집되지 않고 나노특

성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Citrate-TiO
2
는 강산에

서 응집되고, 중성에서는 안정성을 유지하며, citrate가 없는 TiO
2
는

반대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수계 노출 시 코팅제 유무에 따라서 중

성 조건에서 응집성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23]. 플러렌을 수계에

노출시키면, 액상 내 humic acid와 결합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기물

의 흡착은 pH가 낮을수록 플러렌에 잘 고정되어 최종적으로는 플

러렌의 응집이 발생된다. 

이외에 하수처리장 내 나노입자가 노출된 경우, 잔류 특성을 보

고한 사례도 있다. 기존의 하수처리장 설비를 그대로 이용하며, 처

리공정별로 노출 농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TiO
2
는 이온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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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acid digestion(HNO
3
+H

2
SO

4
)

방법으로 이온화하여 ICP(inductive coupled plasma)로 측정하게 된

다. 미국 아리조나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수계 노출평가를

실시하였을 때, 254 ppb의 유입수에 대해 1차, 2차 유출수에는 각

각 138, 20 ppb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하수처리장에

일단 나노입자가 유입되면 완벽하게 나노입자가 제거되지는 않는다

는 것을 나타낸다[24]. SiO
2
의 폐수처리시 환경 거동을 살핀 결과에

서는, 잔류중인 나노입자가 생물학적 처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지적한 결과도 있다. 수계에 노출된 나노입자가 폐수처리시설로

이동하여, 1차 침전조를 거쳐 모두 제거된다면 환경에 영향이 없겠

지만, 잔류중인 나노입자는 2차 생물학적 처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5]. 즉 Tween으로 표면처리된 SiO
2
는 폐수 내 빠른 응집이

발생하여 1차 침전조에서 쉽게 제거되지만,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SiO
2
는 일반적인 채류시간 동안에는 침전이 발생하지 않고 2차 반

응조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나노입자의 표면처리

여부가 하수처리조 내 잔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4. 토양 노출 사례

유럽, 미국, 스위스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사례에 의하면, 매질 흐

름 분석법과 노출 농도 예측법을 사용하여 토양 내 잔류할 수 있는

나노입자의 질량과 농도를 분석할 수 있음을 보였다[26]. TiO
2
, Ag,

ZnO, CNT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확률밀도함수와 환경독성연구 결

과를 활용하여 예측하였다. TiO
2
는 표층수에 21 ng/L, 폐수에 4 µg/L,

슬러지 처리된 토양에는 89 µg/kg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통해 어떠한 환경 매질에 대한 노출 영향을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평

가할 수 있으며, 토양 내 침척이 환경 매질 노출의 최종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노출된 나노입자가 토양에 얼마나 오랜시간 체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균일 토양 컬럼을 이용한 투과평가법이 있

을 수 있다[27]. 다양한 균일상 토양 컬럼을 이용하여 TiO
2
의 응집

과 토양 내 투과 여부를 평가하였을 때, 토양 내 유기물이 많을수록

잔류 TiO
2
가 증가하였으며, 이온강도, pH, 제타전위에는 음의 상관

성을 보인다. 또한 TiO
2
의 용액 분산성이 우수할수록 토양 내 유동

성이 좋았다. 즉 더 깊은 토양층까지 투과되어 장기간 토양에 잔존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공성 사토에 노출된 TiO
2
의 침적 특성을 살

펴보았을 때[28], TiO
2
 나노입자는 다공성 매질(sandy porous

media)내에서 응집과 침전 특성을 보인다. 보통 나노입자가 토양과

직접적인 결합을 선호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험결과는 나

노입자-나노입자의 결합력이 나노입자-토양 결합력 보다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나노입자간의 응집이 발생하고 이

차적으로는 토양 내 침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양에 노출

된 나노입자는 토양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수 마이크로 크기로 성장

하고, pH 조건에 따라서도 체류 정도가 차이가 난다. 낮은 pH에서

는 토양 내 채류 가능성이 낮고 중성에 가까울수록 응집특성이 좋

아서 체류가 장기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토양에 노출된 나노입자는 토양과 결합하여 장기간 체류

하게 되고, 토양 내 성장하는 식물의 발아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29]. 토양 내 노출된 다양한 나노물질은 이온화 되거나 응집되어 토

양에 무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특정 식물군에서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CuNP, C
60

, CeO
2
는 뿌리를 통해 침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지만, TiO
2
, AgNP, CNT 등은 결론을 명확히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다. 즉, 어떤 작물에는 순작용을 하여 식물발아의 더 좋은 영향을 미

치지만, 어떤 경우는 발아에 명확한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그 예로 CNT는 토양 내 수분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고, AgNP

와 TiO
2
는 살균, 살충 효과와 같은 순작용을 한다고 보고한 사례도

있다.

3. 환경매체별 모니터링 방법론 제안

이와 같이 작업장(실험실)이나 나노제품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노

출경로를 통해 대기, 수계, 토양으로의 나노입자의 노출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기 노출의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은 현장 모

니터링이 그나마 현재 개발된 장비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분석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계와 토양에 노출된 나노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 모니터링 장비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환경매체별로 노출되는 나노입자의 특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

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노물질이 환경 중에 노출될 때는 다양한 주변환경요인(온도, 습

도, 대기순환 등)으로 인해 노출된 순간부터 나노물질의 성상, 응집

도, 표면특성 등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을 정확히 모니

터링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며, 간단하면서 신속하게 나노물질

노출을 환경매질별로 가능한 현장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법 제시

요구된다.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on-site

analysis)와 시료 채취 후 외부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

(off-site analysis)로 구분할 수 있다[30]. 

현장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분석 가능한 물성으로는 질량, 입자수,

표면적, 조성 등이 있으며, 대체로 입자의 크기 또는 입자분포는

SMPS, DLS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분석하게 된다. 기상으로 노

출되는 분말상 입자나 액상 내 나노입자의 에어로졸 형태로의 노출읜

SMPS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액상 내 존재하는 나노입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ELS(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 DLS를 이용

하여 분석한다. SMPS를 이용한 현장 분석 시에 시료는 포집기에

설치된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그리드를 이용하여

채취하고 이를 추후 TEM을 통하여 입자의 크기 분포 또는 성분분

석, 결정성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휴대성이 떨어지는 SMPS의 문

제점으로 인해, 현재는 휴대성을 강조한 나노입자를 모니터링을 하는

기법이 개발 중에 있다. 최근 대표적인 SMPS 제조업체인 GRIMM

(www.grimm-aerosol.com)에서는 고정형(stationary version)과 휴

대형(mobile version) 장비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가능하면 현

장에서 노출되는 나노물질을 실시간으로 직접 검출하는 것이 바람

직하나 현 기술의 한계로 인해 SMPS 분석 만이 대기 노출에 관해

서는 가장 좋은 노출평가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액상 내 노출된 시

료의 경우는 현장에서 ELS를 이용하여 1분 내외로 분석이 가능하

며, 이온선택전극(ion selective electrode)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은

이온의 농도를 분석할 수 있다. 액상 노출이 발생할 경우는 현장에

서 직접분석도 가능하나 일정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며, 액상

내 나노물질은 시간변화, 온도조건, 염, pH 등에 쉽게 응집되는 특

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히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양으로 노출되는 나노물질의 경우는 토양 내 다양한 유무기물질

로 인해 노출과 함께 응집 현상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더 이상 나노

가 아닌 상태로 변하게 되므로, 현장분석이 거의 불가능하며, 외부

기관에 정밀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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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질의 환경노출도 평가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환경 중에 노출된 나노물질은 그 물리화학적 특성이 시간

또는 주변 환경요인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분석

이 이루어져야 한다. 액상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깨끗한 튜브(유리,

플라스틱 재질)에 적당량 채취하여 밀봉한 다음 외부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기상으로 노출되는 나노물질의 채취는 일반적으로 마이

크로 수준은 충격기(impactor)를 사용하거나, 정전기적 인력을 이용

한 전기적 집진기법을 사용한다. 기상 및 액상 내에 존재하는 나노

물질이 환경 중에 노출되었을 때는 그 성상에 따라서 시료채취 방

법이나 채취지점이 변경될 수 있다(Fig. 3). 주로 액상반응을 사용

하는 TiO
2
나 은나노 입자 제조는 수증기와 함께 기화된 나노입자를

포집해야 하며, 수계로 나가는 물질의 특성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기상반응을 주로 사용하는 CNT의 경우는 고체상 덩어리와 구분되

는 미세입자와 나노튜브의 노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노물질의 물성 분석 시 한 가지 더 고려해야할 사항은, 환경 매

질인 대기, 수계, 토양에 노출되기 전과 후의 물성변화가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Pristine PChem(physicochemical)과 환경 매질 내

노출 시의 exposure PChem 분석법이 달라진다(Table 3). 현재

pristine PChem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실

시간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나노물질의 성상(고상, 액상), 성분

(금속, 산화물, 탄소, 유기물)에 따라서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도 발생한다. 따라서 exposure PChem에 대해서는 우선분석 가능한

물성부터 분석을 실시한다.

대기 중에 노출된 나노물질의 경우, 대기 중 유기물질이 없으면

pristine PChem에 준하게 되어 물성 분석이 용이하다. 반면 수계에

노출된 나노물질의 경우는 수계 내 존재하는 다양한 염에 의해 표

면 성질이 변하게 되어 입자가 응집, 침전하게 된다. 따라서 수계 노

출 시에는 염의 농도에 따라서 DLS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

다. 하수처리장을 모사하는 경우는 더욱 복잡하여 입도분포를 DLS

로 분석하고 TEM으로 검증해야 한다. 토양에 노출된 SiO
2
는 토양

성분과 분리가 어려워 분석자체가 불가능하다. TiO
2
의 경우는 acid

digestion 후에 농도 분석이 가능하다. 입도분포는 DLS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는 있지만 토양성분과 혼합되어서 나노물질 본래의 특성

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4. 결 론

나노물질의 환경 매질로의 노출 가능성을 살펴보고, 대기, 수계,

토양 노출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나노물

질의 현장 모니터링 분석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질

량 흐름 분석법과 예측환경농도 분석법 등을 통하여 환경 매질에 노

출되는 나노물질의 정량 및 정성적 해석을 추진하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었다. 작업장(연구실)에서는 대기노출이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전 과정 흐름 분석에 의하면 수계와 토양 노출이 최종적인 종착점

임을 확인하였다. 수계 노출 시에는 하수처리장 작업을 통한 침출

Fig. 3. Flow-chart of analysis and sampling nanoparticles released

from liquid- and gas-phase reactor.

Table 3. Candidated analysis tools for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nanomaterials released into environmental media

Media Key propoerties
Examples of nanomaterials

AgNP TiO
₂

SiO
₂

CNT

Air

Agglomeration/aggregation SMPS SMPS SMPS SMPS

Crystalline phase XRD XRD - -

Representative TEM TEM TEM TEM TEM

Size/size distribution SMPS, TEM SMPS, TEM SMPS, TEM SMPS, TEM

Zeta potential ELS ELS ELS ELS

Photocatalytic activity - Phenol degradation - -

Water

Agglomeration/aggregation DLS DLS DLS DLS

Crystalline phase XRD XRD XRD XRD

Representative TEM TEM TEM TEM TEM

Size/size distribution DLS, TEM DLS, TEM DLS, TEM DLS, TEM

Zeta potential ELS ELS ELS ELS

Photocatalytic activity - Phenol degradation - -

Dispersion stability in water MLS MLS MLS MLS

Soil

Agglomeration/aggregation TEM, SEM TEM, SEM TEM, SEM TEM, SEM

Crystalline phase XRD XRD XRD XRD

Representative TEM TEM TEM TEM TEM

Size/size distribution - - - -

Zeta potential ELS ELS ELS ELS

Photocatalytic activity - Phenol degrad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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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침전물에 의해 비의도적인 노출이 있었으며, 토양 노출 시에는

소각장의 잔류물질의 매립과 하수처리장의 침전물의 매립 등이 원

이 되고 있다. 또한 기존 하수처리장 설비가 나노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노폐기물(nano-waste)

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기 노

출에 비하여 수계 및 토양 노출 사례 연구가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개발된 환경 모니터링 기술의 한계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실

시간 현장 모니터링이 가능한 나노분석 장비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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