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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출시된 은나노 세탁기는 기에 나노기술이 목된 가 제품으로서 큰 심

을 끌었으나, 이후에는 은나노 없는 은나노 세탁기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나노기

술의 규제와 련하여 미국 환경보호청 역시도 일 되지 않은 모습을 보 다. 이처럼 

나노기술에 한 규제 문제와 나노물질의 범주 설정 문제는 서로 결부된 모습을 보

는데, 본 논문은 은나노 세탁기를 둘러싼 논쟁들을 보다 구체 으로 분석하면서 은

이온과 은나노의 경계가 해당 물질에 한 험인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변화했

는지를 추 할 것이다. 논쟁의 기에 두 물질 간의 경계는 한국과 미국의 맥락에 따

라 서로 다른 형태의 험인식을 거치면서 뚜렷해졌다. 하지만 미국의 환경 단체들은 

은나노 물질에 한 험인식을 바탕으로 은나노 물질에 한 새로운 정의를 제안했

고, 미국의 환경보호청과 한국의 환경부가 나노물질을 분류하는 기 이 변화하기 시

작했다. 본 논문은 은나노 세탁기를 둘러싼 최근의 역사에 한 분석을 통하여 단순

히 은이온과 은나노라는 물질의 정의가 사회 으로 구성되었다는 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특정 물질에 한 험인식이 그 물질에 한 존재론  논의에 어떤 방

식으로 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면 히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은이온, 은나노, 험인식, 규제정책

† 이 은 서울 학교에서 2012년 가을에 개설된 <과학기술과 문화연구> 수업에서 

작성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수정  보완의 단계에서 면 한 검토를 

해 주신 홍성욱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한 연구 과정에서 조언을 해주신 김

연화, 윤선희, 장하원 학형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 회에

서 조언을 해주신 김기흥 교수님, 이상욱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 해 의미 있는 논평을 남겨주신 세 분의 심사 원께도 감사드린다. 본 논

문에 여 히 남아 있는 부족한 부분들에 한 책임은 으로 필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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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나노기술은 2000년대에 들어 냉장고, 에어컨, 공기 청정기 등의 가전 용품뿐 
아니라 화장품, 건축자재에 이르기까지 이전에 비해 그 적용 범위가 폭넓게 
확장되었다(한국 경제, 2003. 2. 21; 한겨레, 2003. 10. 16).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삼성은 2003년 이른바 은나노 세탁기를 출시했고, 이에 대해 당시 삼성의 한 
전무는 “국내 최초로 은나노 기술을 적용한 은살균 세탁기를 출시함으로써 
녹색가전 확대에 대한 삼성전자의 의지를 확인시켰으며 앞으로도 고객의 건
강 및 환경을 중시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 밝혔다(전자신
문, 2003. 4. 15). 이처럼 은나노 세탁기는 2000년대의 나노기술에 관한 장밋빛 
전망과 맞물려, 제품의 기능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까지 책임지는 가
전 제품, 즉 ‘녹색가전’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상이 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미국 환경보호청의 발표는 은나노 세탁기의 열풍에 제
동을 걸었다. 미 환경보호청은 은나노 세탁기를 포함하여 은나노 기술을 사용
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자연에 무해하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과학적인 증거
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Kinney, 2006), 이는 곧 은나노 기술의 위험성 여부에 
관한 논쟁과 더불어 나노물질의 정의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2007년 미 환경보
호청은 동일한 세탁기 제품에 대해 은나노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1년 전과 달
리, “나노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보가 없다.”며 해당 제품을 이온 
생성기로 분류했다(EPA, 2007b). 다시 말해 미국 환경보호청은 삼성의 세탁기
에 대해서 2006년에는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파악한 반면, 2007년에는 
나노기술이 아닌 은이온 생성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처럼 
은나노의 위험을 평가하고 규제하는 과정에서 은나노 물질의 범주를 설정하
는 작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할 문제였다.

본 논문은 은나노 세탁기를 둘러싼 논쟁들을 분석하면서 은이온과 은나노
의 구분 문제가 해당 물질에 대한 위험 인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변화하였
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특정한 하나의 국가 내에서 국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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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채 진행되었지만, 각 국가 내에서는 당시의 맥락에 따라 독립적인 변
화를 겪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은나노 세탁기에 대한 효용성 논쟁은 한국에서
만 일어난 현상으로, 이 과정을 통해 해당 제품에 사용된 은이온은 은나노와 
다른 물질이라는 논의가 대중에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후
에 이어진 은나노 물질의 위험성 논쟁에서 한국은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
된 반면, 미국은 환경 위험성이 부각되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위험 인식은 
각 국가에서의 은이온과 은나노 간 경계 설정 작업에 영향을 끼쳤는데, 한국은 
삼성이, 미국은 환경보호청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에 미국의 환경 
단체는 과학계의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은나노 물질에 대한 위험 논의를 새
롭게 전개해 나갔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노 물질을 정의할 것을 제안했
다. 이와 같은 위험 인식과 은나노 정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미국의 경우 제
도적 차원에서 새로운 나노물질 구분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어졌고, 한국 
역시 나노물질을 정의하는 새로운 기준을 모색 중이다. 은나노 세탁기를 둘러
싼 최근의 역사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은이온과 은나노라는 물질의 정의가 사
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특정 
물질에 관한 위험 인식이 그 물질에 대한 존재론적인 논의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면 히 살펴보는 작업으로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나노기술과 위험 인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간략하게 검토한 후 본 논문이 이전의 논의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제시할 것이다. 3절에서는 과학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기반으로 은이온과 은
나노 간의 경계를 살펴본 뒤 은나노 세탁기에 적용된 기술을 분석할 예정이
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한국과 미국에서의 은나노 세탁기를 둘러싼 위험 논쟁
과 이로 인해 은이온과 은나노 간의 물질 구분이 명확해지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5절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과학계에서 수행된 은나노 위험 관련 연구
들을 살펴보고, 6절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활용한 미국 환경단체의 청
원, 그리고 은나노에 관한 새로운 존재론의 출현을 분석할 예정이다. 마지막 
7절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정리하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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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은나노 세탁기를 둘러싼 위험 논쟁에서 
은나노라는 물질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는 언제나 핵심적인 화두였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보다 면 한 분석을 위해서는 나노라는 용어가 사회적으
로 어떻게 정의되고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나노기술에 관한 위험이 어떠한 기
제를 통하여 인식되는지에 관한 기존의 과학기술학 연구자들이 제시한 논의
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노’라는 용어의 사용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 및 그 효과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최형섭과 Mody는 1950년대 이후 분자전자공
학(molecular electronics) 분야가 광고 및 언론을 통해 ‘나노기술’로 표현됨으로
써 해당 연구자들이 나노공정시설(nano fabribcation facility)에 접근하여 연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였다(Choi & Mody, 2009). 유사한 상황으로, 80년대 중반 
MIT의 마이크로구조연구소(Microstructures Laboratory)가 나노구조연구소
(Nanostructures Laboratory)로 이름을 변경했던 상황을 예로 들면서 Mody는 이
러한 접두어의 변경이 관료주의적인 연구비 지원 결정 절차 아래에서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보았다(Mody, 2009). 또한 Ebling은 나노라는 접두
어의 사용 여부가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정의와 무관하게 마케팅을 위한 전략
적인 차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나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기
업들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여러 미세 공정 기술들이 상업화 단계
를 거치면서 나노기술이라는 하나의 범주 아래에 편입되었음을 보여주었다
(Ebeling, 2008).

위와 같이 나노라는 용어 사용의 범주가 사회적으로 변화를 겪는 것과 마
찬가지로, 이러한 물질들에 대한 위험 인식 역시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은 사회적 구성은 전문인 집단에서의 논쟁(Collins, 1992)을 통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인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된 대중의 영역에서의 논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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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치게 된다(Epstein, 1993; Wynne, 1996). 특히 자사노프는 대중의 영역에서 
형성된 위험 인식이 전문가들에 의해 밝혀진 실재적 위험에 주관적 요소들이 
개입된 결과라는 주장은 비대칭적인 관점이라 비판하면서, 전문가들의 위험 
인식 역시 외부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였다(Jasanoff, 1998). 즉 
그녀가 제시한 위험 인식의 구성주의적 모형은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위험이 
아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위험을 그려냈다. 최근 몇몇 
연구자들은 나노기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로 “문화적 인지(cultural cognition)”를 꼽으면서, “평등주의-공동체주의
(egalitarian-communitarian)”적 가치를 지닐수록,1) 그리고 종교적 성향이 강할수
록 나노기술에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Kahan et al., 2008; 

Scheufele et al., 2008).

국내에서 나노기술의 위험 인식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은 다음과 같
다. 이상욱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기술에 대한 위험인식은 위험 자체에 비해 
주관적인 요소를 지닌다 여겨지지만, 이는 다수의 개인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관적이고, 모든 시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민주사회의 특성상 반
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 주장했다(Yi, 2010). 서정임은 나노기술과 관련하
여 논의되는 위험의 영역이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는데, 그는 해당 기술의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회윤리적 가치를 개념요소로 도입”하고, 물리적 
위험과 사회윤리적 위험을 모두 포함하는 위험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나노기
술의 사례들을 분석했다. 한 예로 나노 화장품은 “나노입자의 세포 내 유입으
로 인한 나노 독성”이라는 물리적 위험 요소와, “안전성 확보의 미비로 [인한] 

소비자 보호 침해”라는 사회윤리적 위험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

1) “평등주의-공동체주의”  성향이 험 인식의 방식에 향을 끼친다고 분석한 최

의 연구는 Douglas와 Wildavsky에 의해 행해졌다. 이들에 따르면 평등주의 이고 

공동체주의 인 성향이 강할수록, 규제 받지 않는 시장이 불평등의 근원이 되어 

사회에 부정  향을 끼칠 가능성에 해 우려한다(Douglas & Wildavsky, 1983). 
Kahan et al.(2008)은 나노기술에 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경향성을 통계

으로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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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됐다(서정임, 2013: 184).

본 논문은 나노라는 용어의 의미와 위험인식의 형성을 각각 사회적 요소들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려낸다는 점에서 위의 연구들과 유사하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첫 번째로는 나노기술에 관한 국내외의 기존 논문들
은 두 부류, 즉 나노라는 용어의 의미 및 사용의 범주가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논의(Choi & Mody, 2009; Mody, 2009; Ebeling, 2008), 그리고 해
당 기술의 위험인식을 분석하는 논의(Kahan et al., 2008; Scheufele et al., 2008; Yi, 

2010; 서정임, 2013)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두 문제는 대체적으로 분
리된 채 다루어져 온 반면 이 글은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문제가 위험인식 문
제와 접히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변화해 나간다는 점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즉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문제가 해당 물질에 대한 시민단체의 위험인식에 의
해 어떻게 변화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규제를 위한 정책문 상에서의 나노물질
의 구분 기준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차이로 본 논문은 큰 틀에서 은나노의 정의에 관한 사회적 구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보다 구체적으로 은나노 물질에 대한 다양한 존재론들이 각 
맥락 안의 행위자들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며 간혹 겹쳐지기도 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은 “물질성(materiality)과 사회성(sociality)은 함께 생
산된다”는 Law와 Mol의 통찰을 받아들이고(Law & Mol, 1995), “서로 다른 질
서부여의 방식들(modes of ordering)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은나노라는 실재의 “다양성(multiplicity)“을 탐색하고자 한다(Law & Mol, 2002; 

Mol, 2002).

3. 과학계에서의 은이온, 은나노, 세포, 그리고 전기분해 

과학계에서 은이온과 은나노 간의 구분은 명확하다. 은이온은 한 개의 은 원
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온 것으로, 대부분 +1의 산화수(oxidation state)를 갖



은이온 은나노 만들기

179

는다. 이 입자는 전기적으로 양성이며 반지름은 약 115pm로,2) 일반적인 나노
미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작은 크기이다. 은이온은 박테리아 내부에서 티
올기(thiol group)를 갖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고, DNA의 복제를 막는 작용을 
함으로써 박테리아를 공격한다(Feng et al., 2000; Matsumura et al., 2003).

반면 은나노 입자는 수십에서 수만 개에 해당하는 은 원자들이 하나의 알
갱이로 뭉쳐진 형태를 지닌다. 은나노의 반지름의 크기는 제조 기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5~500nm3)이다(Lindemann, 1997). 이러한 입자는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Morones et al., 

2005; Sondi & Salopek-Sondi, 2004), 이로 인해 세포벽의 투과성이 증가되어 물
질 교환 제어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박테리아 세포의 죽음으로 
이어진다(Kim et al., 2007). 한편 은나노 입자가 세포를 공격하는 기제는 은이
온의 반응성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은나노 입자의 표면에서 은이 해리를 
통해 이온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테리아는 은나노 입자에 의해서 
은나노로 인한 효과와 은이온으로 인한 효과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Hwang et al., 2008), 이 둘의 상대적 영향력은 용액에서의 리간드(Ligand)와 산
소 분자의 농도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다(Xiu et al., 2011). 

은이온과 은나노는 각각의 생성 기술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은이온을 
생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전기 분해법으로, 전하가 존재하는 용액 안에서 은
으로 만든 전극판에 전압을 걸면 전자가 반대편의 전극판을 향해 이동하면서 
은이온이 용액에 방출된다. 반면, 은나노 입자를 생성하는 기술은 크게 큰 입
자를 깎아내는 방법의 하향식(top-down)과 작은 입자를 불려나가는 방법의 상
향식(bottom-up)으로 나뉜다(Cao & Wang, 2011).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은나노 
세탁기의 경우 전기 분해법을 사용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은나
노가 아닌 은이온이 방출되는 것이다4).

2) pm(피코미터)는 10-12m, 즉 1조분의 1미터에 해당하는 크기로 nm(나노미터)의 1000
분의 1의 크기이다.

3) nm(나노미터)는 10-9m, 즉 10억분의 1미터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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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이온과 은나노는 화학적으로 다른 성질을 지닐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기술을 통하여 생성되고, 생물학적인 반응 기제 역시 다
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위험 요인들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짚고 넘
어가야 할 점은 은나노의 위험 발생 기제는 은나노 입자가 세포를 공격하는 
방식과 은나노 입자에서 해리된 은이온이 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을 모두 포함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은이온을 배출하는 세탁기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분명 은나노를 배출하는 장비와 구분되지만, 세탁기가 은이온을 배출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가능성들은 은나노를 배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가능성들의 부분집합에 해당한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와 같은 입자의 효과
를 둘러싸고 각국 정부 부처와 시민 단체 등이 벌인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이 
두 입자의 구분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4. 은이온, 은나노의 초기 구분과 위험인식 

삼성의 은나노 세탁기가 가전제품에 나노기술이라는 신기술을 적용시킨 사례
로 전세계에 소개된 이후, 은의 우수한 살균력으로 인하여 낮은 온도에서도 
세탁물에 묻은 박테리아의 99.9%가 제거되고 이러한 청결 상태가 30일간 유
지될 수 있다는 제조사측의 주장은 큰 주목을 받았다(Daily Mail, 2006. 3. 28; 

The Wall Street Journal, 2006. 6. 6). 이른바 ‘은나노 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세탁
기의 성능 향상에 대해 전세계가 크게 반응하던 무렵, 국내에서는 독자적으로 
‘은나노기술’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었다. 2005년 한국소비자원은 삼
성의 은나노 세탁기의 성능을 은의 전기분해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국내 및 

4) 제조사측은 홈페이지에서 은나노 세탁기는 은의 기분해기술(eletrolysis)이 용된 

것으로, 은이온(Ag+ ion)이 방출된다는 을 밝히고 있다.
http://www.samsung.com/sg/consumer/learningresources/silvernano/silvernano/washing
machine.html (2013년 2월 1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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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업체의 세탁기들의 성능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든 제품이 99.9% 이상
의 균 제거 능력을 보였고,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어떤 특별한 기능에 의해
서만 99.9% 살균이 구현될 수 있다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소
비자원, 2005). 이와 같은 소비자원의 발표는 은나노 세탁기가 성능에 있어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고, 은나노라는 용어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한 전문가는 칼럼을 통하여 해당 세탁기에서 전기 분해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은이온으로, 이는 수돗물에 다량으로 녹아 있는 염소 이온과 
결합하여 침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무런 효능이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은 이온은 은나노 입자와는 전혀 다른 물질”이라 밝히면서, 나노와 같
은 과학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광고 행태를 지적하였다(중앙일보, 2006. 

5. 11). 이와 같이 은나노 세탁기의 성능을 둘러싼 논쟁은 제조사측에서 사용
한 은나노라는 용어와 실제 적용된 기술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은나노와 은이온은 서로 다른 물질이라는 과학계의 지적이 대중에
게 소개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해당 제품에 은나노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과학계로부터의 지
적에 의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은나노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위험 논쟁은 은이온과 구분되지 
않았던 은나노라는 용어의 사용에 결정적인 변화를 야기했다. 2009년 8월 식
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은나노 입자의 흡입 
독성을 시험한 결과 90일 동안 은나노를 흡입시킨 흰 쥐의 폐에서 암수 모두 
폐포염이나 염증성 세포덩어리가 발견되었고 ‘육아종성 부위’ 등 폐조직 이상
이 발견됐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9. 8. 23). 이는 은나노 물질의 위험성에 관
한 국내의 논쟁을 촉발시켰는데,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마케팅을 위해 나
노라는 용어를 채택”했음을 강조하며, “나노와 이온의 차이를 소비자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용한 마케팅 용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하였다(내일신문, 2009). 이는 은나노 세탁기의 과대 광고를 
둘러싼 논쟁 당시 기업이 지적 받았던 사실들을 오히려 활용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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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전 입장과는 달리 자사 제품을 은나노 기술과 구분 지으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은나노 세탁기의 위험 논쟁을 촉발시킨 한국생활환경시험
연구원의 논문을 살펴보면, 이들의 연구는 세라믹 가열기를 활용한 증발/응축
(evaporation/condensation) 기술을 통해 2-65nm 크기의 은나노 입자를 사용했다
(Sung et al., 2009).5) 이러한 과학계에서의 은이온 및 은나노 간의 물질 구분 
기준과 위험 논쟁으로부터 탈피하고자 기업의 구사한 상업적 전략은 효과적
으로 결부되어 한국에서의 은이온과 은나노의 경계는 보다 뚜렷해졌다.6)

한편 미국에서는 삼성의 은나노 세탁기를 대상으로 또 다른 논쟁들이 발생
하였고, 이 역시 해당 제품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인식들과 결부되어 은이온
과 은나노의 구분 문제를 야기시켰다. 2006년 초 미국의 두 환경단체는7) 은이
온을 방출하는 세탁기로 인한 하수의 오염을 우려하며 미환경청에게 해당 제
품을 농약법(FIFRA: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에 의거
하여 규제할 것을 청원하였고, 환경청은 이러한 청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
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EPA, 2006a, 2006b; Kirk, 2006; Weir, 2006). 여기에서 주
목할만한 점은, 이들이 청원서와 답변 모두에서 나노라는 용어는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와 환경부 모두 은이온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었고 그들이 우려했던 위험 문제는 은이온이 수중 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5) 연구원의 논문은 독성과학 학술지(Toxicological Sciences)의 호흡기 독성(Respiration 
Toxicology) 부문에서 하이라이트 논문(Highlighted Article)으로 분류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http://toxsci.oxfordjournals.org/content/108/2.toc (2013년 10월 8일 

속)
6) 결과 으로 은나노의 험성에 한 논쟁은 세탁기 이외의 은나노 제품들을 둘러

싸고 계속되었는데, 기타 은나노 제품 생산업체들은 해당 연구에서의 은나노의 과

도한 주입량을 문제 삼으며 이를 비 하 다. 이러한 논쟁으로 인하여 결국 한국

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은나노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 다. 연구원의 공지사항은 http://www.kemti.org/board/ 
notice/ notice_bbs_View.asp?page=1&num=323 (2012년 11월 13일 속)을 참조.

7) 두 환경단체는 국립청정수연합(NACWA: National Association of Clean Water 
Agencies)과 캘리포니아공유처리작업기술자문단(Tri-TAC: technical advisory group 
for Publicly Owned Treatment Works in Californi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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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1월 미 환경청은 이러한 청원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규제 결정
을 언론을 통하여 발표했는데, 이 때 은나노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은나노 입자는 환경에 예상치 못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살균 목적으로 은나노 기술 혹은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는 어느 기업이든 해당 제품이 환경적인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과
학적인 근거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밝혔다(Kinney, 2006). 이에 대해 우드로윌
슨국제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ors)의 최신나노기술프
로젝트(Project on Emerging Nanotechnologies)의 수석자문위원인 메이나드
(Andrew D. Maynard)는 이 발표가 “하나의 시험 사례(test case)”로 작용할 것이
라고 예측하였다. 그는 나노기술이라는 용어가 “서로 다른 너무나도 다양한 
물질들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은나노 세탁기에 대한 규제와 같
은 “특정한 사례는 현존하는 규제들이 적절한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한
다”고 보았다(Washington Post, 2006. 11. 23). 메이나드의 지적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나노기술을 뚜렷하게 규정하고 있는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미 환경보호청은 은나노 세탁기가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범
주에 속한다고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약 1년 후인 2007년 9월, 미 환경청은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였는데 이
는 앞선 규정과 비교하여 큰 차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해
당 세탁기가 농약법의 적용 하에 규제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면
서도, 세탁기가 방출하는 물질에 대해 은나노라는 용어 대신 은이온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면서, “이온을 생성하는 세탁기가 나노기술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EPA, 2007b). 즉 규제의 대상을 은나노 물
질이 함유된 모든 제품이 아닌 은이온 물질과 관련된 제품에 국한시킴으로써, 

이전까지 은나노라는 용어에 포함되어 있었던 은이온이 은나노로부터 명확하
게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은이온을 은나노의 범주에 포함시켰던 2006년과 달리 2007년에 들어 미 환
경청이 두 물질을 분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2006년 발표 당시 언론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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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 환경청의 2006년 발표에 대해서, 언론은 이 사례
가 “재료과학과 의학에서 주된 진보를 약속하는 기술적 진보의 새로운 엔진
인 나노기술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규제“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하며, 이
는 “급성장하는 나노기술 분야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 보도했다
(Washington Post, 2006. 11. 23). 이는 물론 나노기술산업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은이온과 은나노 간의 분리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2006년 
당시 환경청의 규제로 인해 나노기술 관련 산업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2007년 미 환경청이 두 물질을 구분하면서 발표
문의 마지막에 “이 발표는 나노기술을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거론한 문
장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은 공통적으로 은이온과 은나노 간
의 물질 구분이 명확해지는 과정을 경험했으나 각각의 경우는 독자적인 맥락
을 지니고 있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은나노 세탁기에 대한 효용성 논쟁
을 통하여 처음으로 물질의 경계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은나노 물질의 
독성에 관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보고서로 발생한 위험 관련 논쟁으로 
인하여 보다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했다. 은나노의 위험 관련 논쟁에서 드러
나는 위험 인식의 내용적인 측면 역시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니
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
구 결과가 보도되면서 은나노 물질에 대한 인체 위험성이 주된 논쟁 거리가 
되었다. 반면 미국은 두 환경단체의 청원으로 인한 규제 결정 보도 이후로 환
경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동일한 세탁기 제품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각각 인체 위험성과 환경 위험성
이라는 서로 다른 위험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은나노 세탁기의 사용이라는 같은 현상에 대해 두 국가에서 인체 위험성과 
환경 위험성이라는 서로 다른 위험인식을 갖게 된 배경에는 세탁을 둘러싼 
위험 논쟁에 관한 역사적인 맥락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에서는 세탁기가 널리 
사용되기 이전에 먼저 합성 세제가 세탁 비누를 대체하면서 널리 확산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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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합성 세제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인
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언론에 의해 보다 부각됐다. 1970년 동아일보의 한 기
사는 합성세제가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기름기를 녹이기 때문”에 “손[을] 거
칠게 하기도” 한다며 이는 “세제 자체가 가루로 된 것이 세탁기 사용을 전제
로 한 것처럼 구태여 손으로 만질 필요가 없는 선진국 본위의 개발 결과”라 
보도했다(동아일보, 1970. 11. 5).8) 이와 같은 세제의 인체 위험성에 관한 인식
은 드럼 세탁기의 유행 이후 다시 한번 등장했다. 2009년 쥐 실험 결과가 보
도되기 이전인 2007년에는 은나노 세탁기를 포함한 모든 드럼 세탁기들에 대
해서 세제가 물에 충분히 헹구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공론화됐다. 소비자 불
만에 관한 제보를 통해 소비 제품이나 서비스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프로그램
인 MBC <불만제로>의 제작진은 2007년 9월 20일의 방송에서 드럼 세탁기를 
사용하는 세탁 실험을 수행했고 그 결과 세탁을 끝낸 세탁물에서 다량의 비
누 거품이 발생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내용이 방영된 이후 드럼세탁기의 세제 
잔여물로 인한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인체 위험에 대한 우려는 더욱 증폭됐
고, 이에 대응하여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하우젠 드럼세탁기 청정헹굼’

과 ‘안심 헹굼 스팀 트롬’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동아일보, 2008. 3. 

8) 의 보도 이후로 합성세제가 인체 험성에 한 논의는 지속 으로 거론된 반

면, 합성세제의 환경 험성에 한 논의의 빈도는 1980년  후반에 들어서야 

증하기 시작했다. 물론 1973년에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논의들이 일부 등장했는

데, 이는 미국의 우지수출 지의 여 로 세탁비 의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체하기 한 합성세제의 증가가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우려로, 이
는 1973년 이후 지속 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1984년의 한 

기자는 기사의 서두에 합성 세제가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건강에도 

지 않은 악 향을 미치고 있다” 말하면서도 정작 본문에서는 환경 오염에 한 

논의는 조 도 제시하지 않은 반면, 우리 몸에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특히 유아 피부병, 여성들의 자궁 질환에 해서는 “합성세제 잔

류분이 요한 원인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이들과 련된 기사들은 다음을 

참조. (매일경제, 1973. 6. 13; 경향신문, 1973. 7. 13; 동아일보, 1973. 7. 13; 매일경

제, 1984. 10. 5; 동아일보, 1987. 8. 5; 동아일보, 1989. 8. 17; 경향신문 1990. 6. 20; 
경향신문 1990. 10. 15; 한겨  1990. 11. 30; 경향신문 1992. 1. 22; 매일경제 199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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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60년 후반 미국에서는 오대호 중 특히 이리호(Lake Erie)의 녹조 및 
적조 현상과 세탁 세제 물질과의 연관성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했고 이와 동
시에 환경 오염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이 한층 고조되기 시작했다. 갤럽 조사
에 따르면 해결이 시급한 국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1965년
에는 미국인의 17%가 환경 오염의 문제를 지목한 반면 1970년에는 53%에 달
하는 미국인이 환경 오염 문제를 선택했다(Gallup, 1972). 또한 수질오염이 심
각하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도 1965년 35%에서 1968년 58%로 급증했다(Davies, 

1970: 79). 당시 오대호의 녹조 및 적조 현상의 원인으로 세탁 세제가 지목된 
원인은 세제의 성분 중 물 속에서 칼슘과 같은 물질들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
는 인산염(phosphate)이 조류를 비정상적으로 증식시키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
문이다(Commoner, 1971: 151-155). 이에 대응하여 버팔로 주에서는 1970년 4월 
오염을 끝내기 위한 주부들(Housewives to End Pollution)이란 여성 단체가 결
성됐고 이들은 세제 제조사들의 모임인 비누 및 세제 연합(Soap and Detergent 

Association)에게 모든 세제 상품들의 인산염 함량 자료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들은 이후에 이리 자치주(Erie County)의 인산염 규제 관련 입법 과
정에서 자문 위원으로 활동했고 이어서 인디애나와 뉴욕 등 다른 지역 역시 
인산염 포함 상품에 대한 전면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Kehoe, 1992: 31-32).

한국과 미국에서의 세탁 세제를 둘러싼 과거의 논쟁 사례들은 은나노 세탁
기라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각국에서 인체 위험성과 환경 위험성이 상대적으
로 뚜렷이 부각되었던 문화적 맥락을 제공한다. 물론 한국과 미국에서 과거에 
세탁 세제에 대해 인체 위험성과 환경 위험성만 제기되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도 세제의 환경 위험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것과 
같이 미국에서도 이후 인산염 대체제로 제안된 NTA(Nitrilotriacetic acid, 

C6H9NO6)라는 물질이 인간의 생식 능력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했다. 그러나 적어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은 세탁 세제에 대해
서 한국과 미국이 각각 인체 위험성과 환경 위험성과 관련된 문제에 보다 빠
르게 관심을 보이며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는 인체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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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환경 위험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세탁 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세탁기
의 등장 이전 합성 세제에 관한 우려로부터 일반 드럼 세탁기의 세탁 잔여물 
논쟁에 이르기까지 인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반면, 미국에서는 환경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더불어 세제의 환경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됐
다. 이러한 문화적 성향은 은나노 세탁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같
은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위험인식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 간의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은 은나노 세탁기에 대해 
서로 다른 위험인식으로 이어졌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각
각 삼성과 환경청이 은이온과 은나노 간의 경계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
행했다.9) 하지만 정책적인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는 
한국과 미국이 일관된 기준을 지닌 채 은이온 및 은나노 간의 물질 구분에 
있어서 삼성과 환경청의 작업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 환경청은 
은이온과 은나노를 구분한 두 번째 발표를 하기 전인 2007년 2월에 출판한 나
노기술백서를 통하여 나노기술의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
면 나노기술은 1~100nm의 크기를 다루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로 나노기술계획(NNI: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에서 정의된 기준을 들
고 있다(EPA, 2007a: 5). 그리고 나노기술계획 역시 나노기술을 “1~100nm의 범
위에서 수행되는 과학, 공학,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NSTC, 2000). 즉, 이들이 
정의하고 있는 나노기술에 범주에 의하면, 은이온은 나노기술의 영역으로부
터 배제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나노기술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나
노기술을 “나노미터 수준의 물질에 대한 이해와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과학
9) 앞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삼성과 미 환경청의 경계 설정 이 에 은나노 세탁

기의 기능성 과장 고 논란과 련하여 은이온과 은나노는 다른 물질이라는 문

가의 견해가 언론을 통해 소개된 이 있다. 물론 이 역시 두 물질 간의 경계 설

정에 어느 정도 향을 끼쳤을 것이나, 소비자원의 과장 고 시정조치 요구에 

해 공정거래 원회가 의 없음을 발표함으로써(주간경향, 2007. 7. 17), 해당 논쟁

은 이후의 험 논쟁에 비해 상 으로 지속 인 심을 끌지 못했던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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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2001년 7월 수립된 나노기술종합발전계
획에 명시된 나노기술의 개념에서 찾고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5). 

그리고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역시 나노기술에 대해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
인 원자, 분자 수준에서 현상을 규명하고, 구조 및 구성요소를 조작, 제어하는 
기술”이라 정의하고 있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1: 2). 이를 통하여 나노기술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나노기술에 대해 유사한 정의
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정의가 나타나는 원인
은 실제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이 NNI를 따랐기 때문”으로, 

이는 “초기 단계에 과감하게 진입하여 선진국과 나란히 경쟁”하기 위함이었
다(이은경, 2007).

5. 과학계에서의 은나노 위험 연구 

2000년대에 들어 과학계에서는 은나노의 독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됐는데 이 중 몇 논문들은 환경단체들에 의해 인용되면서 이후 새로운 위험 
인식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환경단체들이 주목한 이 시기의 연
구 결과들은 은나노의 포유류 세포에 대한 독성 반응 연구, 독성 반응에 대한 
기제 연구, 은이온 및 은나노의 박테리아 변화 유발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한 연구 그룹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은나노 입자는 다른 종류의 나노 입자
들에 비해 포유류 세포에 여러 측면에서 강한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들은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나노 입자들, 즉 15nm, 100nm 크기의 은
나노 입자, 30nm, 150nm 크기의 무수몰리브덴(MoO3), 30nm, 103nm 크기의 알
루미늄(Al), 30nm, 47nm 크기의 사산화삼철(Fe3O4), 40nm크기의 이산화티타늄
(TiO2)을 세포에 노출시킨 뒤 그 결과를 관찰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세포는 
포유류인 쥐의 간에서 추출된 BRL 3A 세포로 이를 위의 나노 입자들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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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농도로 용해된 용매에 24시간동안 노출시켰다. 이들은 세포의 파괴 정
도를 분석하기 위해 용매 상에 존재하는 LDH(lactate dehydrogenase)의 농도를 
측정했다. 이 물질은 정상적인 세포의 세포질에 존재하지만 세포막이 파괴될 
경우 용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용매에서의 LDH 농도의 증가는 곧 파괴된 
세포의 비율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측정 결과 은나노가 아닌 물질들의 
용매에서는 250㎍/㎖의 농도에서 LDH의 농도가 증가한 반면 은나노 용매의 
경우 25㎍/㎖의 농도부터 LDH의 농도가 크게 증가했고, 은나노 물질이 10㎍/

㎖ 농도 이상으로 존재할 때 미토콘트리아의 활성이 50% 이하로 저하됐다. 

이와 동시에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의 농도는 10

배 이상 증가했으며 세포 내에 존재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 GSH(Glutathione Sulfhydryl)의 농도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Hussain 

et al., 2005). 위와 동일한 나노 물질들에 대해 동일한 측정법을 동원하여 쥐의 
줄기 세포를 대상으로 수행된 실험에서도 다른 물질들에 비해 은나노의 
10~25㎍/㎖의 농도에서 세포 파괴와 미토콘트리아의 활성 감소가 두드러졌고 
이와 동시에 LDH 농도 증가가 관찰됐다(Braydich-Stolle et al., 2005).

2008년에는 은나노 입자의 독성을 보고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한 종설 논문
이 발표됐는데 이 논문에서는 위의 두 실험 결과가 발생하게 된 기제를 추측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저자들은 특히 은나노 입자가 미토콘드리아의 활성 
저하를 일으키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 현상 자체는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분명하게 입증됐지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제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간세포를 대상으로 수행된 위의 연구 결과에서 활성 산소 
농도의 증가와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의 저하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에 기반
하여 산화 작용을 통해 독성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은
이온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저해했다는 연구 결과와 GSH 물질이 이러한 
반응을 저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GSH 농도의 감소라는 결
과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은이온의 작용으로 인한 것이라 추정했다(Chen & 

Schluesener, 2008). 결국 이들이 제시한 은나노의 독성 반응 기제에서 가장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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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물질은 은나노 입자가 아닌 은나노 입자의 표면으로부터 해리된 은이
온이었던 것이다.

은나노 물질의 포유류에 대한 위험 연구뿐 아니라 은나노가 박테리아를 공
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연구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됐다. 은나노 
물질의 박테리아에 대한 영향력에 관해 연구한 결과들을 정리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박테리아는 은나노의 공격에 대응하여 그들의 세포벽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독성 물질을 세포 밖으로 방출하는 새로운 펌프를 만들어내
기도 했다. 이러한 방출 펌프(efflux pump)를 위한 유전자 암호는 박테리아의 
염색체 내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은의 공격이 극심할 경우 발현되는 것으
로 알려졌다. 실제로 새에서 추출한 박테리아와 살모넬라 균 중 일부, 그리고 
인간의 입 안에 있는 박테리아 중 일부는 이미 은에 대한 저항력이 강화됐다
는 사실이 보고되기도 했다(Melhus,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은나노의 강한 
독성이 박테리아의 내성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환경 생태계의 교란과 같
은 환경 위험뿐만 아니라 인체 위험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가리킨다.

과학계에서 수행된 위의 연구 결과들에 대해 몇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있
다. 위의 결과들은 은나노 물질의 위험성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실은 쥐의 간세포와 줄기세포 실
험은 모두 생체 외(in vitro) 반응 실험으로 이상화된 조건을 바탕으로 생화학
적 반응을 관찰한 결과라는 점이다. 이는 주어진 조건에 한해 비교적 명확한 
인과 관계를 제시할 수 있지만 실제로 훨씬 더 복잡한 생체 내에서의 나노 
물질과 세포 간의 반응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지 못한다. 마찬가지
로 은나노의 세포 공격 기제가 은이온의 반응성에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은이
온을 방출하는 삼성의 세탁기가 은나노를 방출하는 기기들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도 논란의 여지가 
충분한데, 그 이유는 은이온이 염화물(chloride) 또는 황화물(sulfide)과 같은 리
간드들과 결합하여 침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은이온이 생명체의 
세포까지 도달하여 상호작용할 확률과 그 기제를 예측하는 작업은 더욱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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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처럼 과학계의 연구 결과들이 
지니고 있는 불확실성들이 은이온 또는 은나노 물질의 위험성을 부정하는데 
기여하지는 않는다. 다만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러한 물질 위험 
연구들이 각각의 실험에 사용된 특정한 조건의 개입으로 인해 보다 일반화된 
진술로 확장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계의 
연구 결과물들은 이후 환경 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되었고, 그 
결과 이전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위험 인식과 은나노 물질에 관한 존재론을 
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6. 은나노의 새로운 정의 

위와 같은 과학계에서의 연구 결과들은 미 환경청이 은이온과 은나노를 명확
히 구분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새로운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대응하는 과
정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됐다. 여기에서 새로운 문제란, 2006년의 최초 규
제의 범위가 은나노 기술을 적용한 생산품 모두에 해당되었던 것과 달리 새
로운 기준은 그 범위를 은이온에 국한시킴으로써 오히려 은나노 제품 자체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국제기술평가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Technology Assessment)는 그린피스 등 13개의 시민단체
들과 연합하여10) 2008년 5월 미 환경청에 청원서를 제출하며 최소 260개에 달
하는 은나노 제품들에 대한 조속한 법적 절차 마련을 요청하였다. 여기에서 

10) 청원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다(ICTA, 2008).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echnology Assessment, The Center for Food Safety, Beyond Pesticides, Friends of 
the Earth, Greenpeace, The Action Group on Erosion, Technology and 
Concentration, Center for Environmental Health, Silicon Valley Toxics Coalition,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 Clean Production Action, Food & Water 
Watch, Loka Institute, The Center for the Study of Responsive Law, Consumer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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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이전 청원서와 다른 점은 은나노와 은이온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
면서도 은나노라는 용어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며, 또한 수중 생물에 대
한 위험성만을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가능성도 제
기하면서 이와 관련된 과학계 연구 결과를 환경청이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ICTA, 2008).

시민단체들은 은나노 입자에서 해리된 은이온들이 수중 생물에 대해 독성
을 지닌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함께(Hogstrand, 1997) 위에서 제시된 당시의 
연구 결과들을 인용함으로써, 은나노에 대한 새로운 위험 인식을 제시했다. 

이들은 포유류에 대한 은나노 입자의 위험 요소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위의 
Hussain과 Braydich-Stolle의 연구 결과들을 인용하며 “은나노가 활성산소를 생
산”하고, 이러한 독성이 “포유류의 간세포, 줄기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주장했다. 또한 Chen과 Schluesener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은나노는 독특
한 독성 메커니즘”을 통해 “활성산소의 축적을 이끌고 미토콘드리아의 파괴
를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들은 은나노 입자의 위험 요소를 고려하는 과
정에서 은나노 입자 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은이온의 위험성, 그리고 은나
노 입자로부터 은이온으로의 해리 가능성과 연관된 연구 결과들을 모두 반영
함으로써 은나노의 위험성에 은이온의 위험성을 포함시킨 것이다. 더욱이 이
들은 Melhus의 연구 논문을 인용하면서 “은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수록 […] 항
생 물질에 대한 내성의 잠재력을 증가시킬 것”이라 우려하면서, 박테리아의 
이러한 변화가 환경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했다(ICTA, 2008).

이러한 주장들은 은나노 세탁기에 대해 환경 위험성만을 우려하였던 과거
의 모습과 달리, 환경 위험성과 인체 위험성이 서로 분리되지 않은 채 인식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은나노와 은이온의 위험 문제가 이처럼 서
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보이고 더 나아가, ‘나노’라는 접두어가 단순히 10

억분의 1미터라는 크기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
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고도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I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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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미 환경단체들은 과학계에서 발표된 새로운 관계들 즉, 은나노와 활
성 산소와의 관계, 활성산소와 포유류 세포와의 관계, 은이온과 포유류 세포
와의 연결고리들을 청원서에 제시함으로써 이전과는 달리 은이온을 포함하는 
은나노의 존재론을 형성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논문에 의해 촉발된 국내에서의 은나노 위험성 논쟁을 면 히 재검토하는 것
은 은나노에 관한 새로운 존재론의 출현에 요구되는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한국에서의 인체 위험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위의 연구 논문은 앞서 밝
힌 바와 같이 은나노 입자의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실험을 함으로써 은나노의 
체내 축적 효과를 측정하였다. 그런데 이 논문 후반부의 토의 부분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한계점 중 하나로 “은의 이온 형태들을 구분하지 않았음”을 거
론하며, 이에 따라 “관측된 은의 분포에 관한 기제를 기술할 수 없었다”는 점
을 인정하고 있다(Sung et al., 2009: 460). 즉, 이 논문에서 은이 쥐의 체내에 축
적되는 과정에서 주입될 당시의 은나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이러한 독성 실험 결과는 중간에 은이온으로 형태가 변화하였
을 가능성을 모두 포함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이 발표되었
던 2009년은 앞 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은나노의 위험 기제로서 은이
온이 제시된 이후였다. 당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실행이 내포했던 부
분적 한계점, 그리고 은나노의 위험 기제로서 은이온의 반응을 지목한 학계에
서의 논문들은 은나노의 위험성에 은이온의 위험성이 결부된다는 점을 명백
히 보여주고 있으나, 이들은 청원서와 같은 매개물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지 
못했고 그 결과 은나노에 관한 새로운 존재론은 형성되지 않았다.

은이온과 은나노의 위험인식에 기반한 미국 시민단체들의 청원에 대한 결
과로, 미 환경청은 2008년 11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해당 청원
서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하였다. 의견 수렴 기한은 2009년 1월 
20일까지였는데, 이 기간 동안 온라인 상의 의견 수렴 공간인 regulation.gov에 
등록된 의견들의 수는 633개에 달하였고, 기한은 3월 20일로 연장되어,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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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1284개의 의견이 등록되었다.11) 이들은 미 환경청의 은나노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열띤 논쟁을 벌였는데, 양 진영에서 인
식하고 있는 효용 및 위험 인식은 대부분 은나노와 은이온의 기제로 인한 효
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고 이러한 효과들을 드러내는 문장들에서 대부분 은
이온이 아닌 은나노라는 용어가 사용됐다.12)

이듬해 미 환경청은 3일에 걸쳐 농약법과학자문패널(FIFRA Scientific 

Advisory Panel Meeting)을 개최하고, 과학 전문인, 시민단체연합, 기업연합 대표
들이 모여 은나노의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13) 이들은 “현재의 
과학지식 수준으로는 은나노의 위험을 절대적인 수치의 형태로 평가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위험 평가를 위해 나노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들을 통합시키는 방법에 관한 작업 틀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
히 이들은 “명확히 해야만 할 중대한 문제는 나노라는 용어의 사용”이라는 
점을 들어, 표준화 작업을 위하여 은나노의 고유한 특성들이 모두 밝혀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위험으로 이어지는 노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은나노
입자에 해당되는 “단위 질량 농도(unit mass concentration), 표면적 농도(surface 

area concentration), 개수 크기 분포(number and size distribution)들이 정의되어야
만 한다”고 보았다 (FIFRA, 2010: 37-38). 이들의 논의에서 비록 과학자, 시민단
체, 기업 등 각각의 참여자들이 어떤 주장을 제기하고 각 주장들이 어느 정도
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면 히 파악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들은 은나노 

11) 안건번호는 다음과 같다. EPA-HQ-OPP-2008-0650. 이와 련한 보다 세부 인 정

보는 http://www.regulations.gov에 속 후 메인 검색 창에서 안건번호를 입력하

거나, http://www.regulations.gov/#!searchResults;rpp=25;po=0;s=EPA-HQ-OPP-2008- 
0650;fp=true;ns=true로 직  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3월 17일 속)

12) 해당 게시 은 다음을 참조. http://www.regulations.gov/#!searchResults;rpp=25;po=0;s
= EPA-HQ-OPP-2008-0650 (2012년 11월 13일 속)

13) 이들은 2009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미 환경청에서 모임을 갖고 이에 한 보

고서를 2010년 1월 26일에 발표하 다(FIFRA SAP, 2010). 모임에 한 안건 번호

는 EPA-HQ-OPP-2009-0683이다. 직  속하기 한 경로는 다음을 참조. 
http://www.regulations.gov/#!searchResults;rpp=25;po=0;s=EPA-HQ-OPP-2009-0683;f
p=true;ns=true (2013년 4월 6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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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입자의 크기뿐 아니라 해당 물질의 위험과 연계되
는 입자의 특성들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구별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 해인 2010년 미 환경청이 발표한 은나노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는 은
이온과 은나노를 구분했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드러난다. 이 보고서
는 먼저 일반적인 나노물질의 크기에 대해 1-100nm의 범위를 그대로 따르지
만(EPA, 2010: 1), “은나노물질은 적어도 한쪽 길이가 100nm 이하인 입자”라며 
하한선을 생략한 채 정의하고 있다(EPA, 2010: 10). 이러한 문장 상의 미묘한 
차이 외에 삼성 세탁기 제품에 대한 인식 변화는 더욱 명료한데, 이들은 해당 
세탁기 제품을 이온 생성기라 분명하게 지칭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은나노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EPA, 2010: 86). 더욱 직접적으
로 이 보고서는 해당 세탁기 제품의 사진을 삽입하고 이에 대해 “은나노를 
함유하고 있는 최초의 소비자 상품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EPA, 2010: 

84-85).

나노물질의 관리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환경부 역시 최근에 이와 
같은 물질 정의 변화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였다. 국내의 경
우 2011년 11월에 환경부 주관으로 수립된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환경부, 2011). 제1차 계획은 2012-2016년에 걸쳐서 나노안전관
리 기반을 구축하고 나노관리를 제도화 하는 등 나노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환경부의 화학물질과 담당자는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통하여 나노의 정의를 만들고” 있으며, “정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을 산업계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2011년 
10월 발표된 EU의 기준이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조광연, 2012. 10. 12). 즉, 

국내 정부부처의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가 미국의 나노기술계획과 같이 명확한 
크기 범위를 지니고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안전관리의 제도화 과정에서는 EU

의 영향을 받아 보다 탄력적인 정의를 마련 중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의 환경부가 나노물질을 제도적으로 재정의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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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될 EU의 나노물질 구분 기준을 잠시 간략하게나
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U 집행위(환경총국)는 2011년 10월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를 EU 집행위 권고(Commission Recommendation)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이
들은 신규발생위해성과학위원회(SCENIHR: Scientific Committee on Emerging 

and Newly Identified Health Risks)와 EU 공동연구센터의 연구를 기초로 공공의
견 수렴과정을 거쳐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사용하고 있는 정의를 기본으로 하되 규제적 측면에서 실제 
응용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권고안의 2항은 나노물질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크기 분포(size distribution)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최소 한쪽의 크기가 1-100nm인 입자가 50% 이상 존재할 때 이것을 나노물질
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건강 및 환경과 연관될 경우, 함량 비율의 한계값은 
50%에서 1~50% 중 한 값으로 변경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 5항은 완전히 새
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특별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요구될 경우, 부피 
대비 표면적 값을 기준으로 이 값이 60m2/cm3이상일 때 나노물질로 정의한다
(Commission, 2011: 5). 다시 말해 1-100nm 크기의 물질이 전체의 1%만 차지하
더라도, 혹은 이보다 작은 물질들로만 이루어져 있더라도 해당 물질을 나노물
질로 분류할 수 있는 탄력성이 보장된 것으로, 은이온은 위의 물리량 기준을 
따를 경우 은나노 물질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이 국내 제조업체의 세탁기를 둘러싼 은이온과 
은나노의 구분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채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권고안의 3

항은 크기 분포라는 새로운 변수를 활용한 정의에 의해서 나노물질로 간주되
어야만 하는 물질을 열거하면서 플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단일 벽 탄소나노튜브(single wall carbon nanotube)를 그 예시로 들고 있
다 (Commission, 2011: 5). 비록 이러한 정책적 변화 과정이 오직 은이온을 나
노물질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작업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일반적인 
나노물질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과거의 정의와는 명료하게 차별화되는 것으
로, 은나노와 은이온을 구분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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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은나노와 은이온간의 경계는 학계에서의 구분
법에만 기대지 않은 채 논쟁에 참여한 시민단체 및 기업, 규제 기관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해왔다.14)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각각 다른 형태의 위험 인식을 드러냈고 서로 다른 시기에 은나노와 
은이온 물질의 경계가 변화를 겪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환경단체가 위험인
식에 기반하여 그려낸 나노물질에 관한 새로운 존재론은 환경청이 해당 물질
에 대한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과학계가 제시한 새로운 물리량들(단
위 질량 농도, 표면적 농도, 개수 크기 분포)과 결합하면서 은이온으로 하여금 
은나노에 포함되게끔 만들었다. 이는 위험인식과 연계된 시민단체의 은나노
에 관한 존재론, 그리고 물리량들과 연계된 과학계의 존재론이 모두 반영된 
결과로, 공존하는 “서로 다른 질서부여의 방식들(modes of ordering)”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기보다는 이러한 방식들이 결합”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은이
온을 포괄하는 은나노의 존재론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Law & Mol, 1995; Mol, 

2002).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은나노 세탁기를 둘러싼 국제적인 논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나노기술의 정의 문제와 위험 문제가 긴 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14) 물론 은나노와 은이온 간의 경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총체 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다. 를 들어 국제표 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OECD의 제조나노물질작업반(Working Party Manufactured Nanomaterials), 미국 

NNI의 경우 이 의 나노물질 정의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의 목 은 

나노의 정의에 한 반 인 변화보다는 은나노 세탁기의 험 논쟁을 둘러싸

고 있는 국소 인 맥락 하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미

국의 환경보호청과 한국의 환경부에 보다 주목하여 이들의 규제문 상에서의 나

노물질  기술의 경계가 어떻게 재설정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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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4절에서는 은이온과 은나노의 구분 문제가 단
순히 과학지식에 기반하여 결정되지 않고, 각국의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종
류의 위험인식이 형성되면서 서로 다른 행위자에 의해 경계가 형성될 수 있
음을 확인했다. 은나노 세탁기가 처음 출시되었을 무렵, 은이온 생성기술은 
나노기술의 일종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국내의 경우 효용성 논란 이후로 은이
온과 은나노는 다른 물질이라는 과학 전문가의 의견이 대중 매체를 통해 소
개됐다. 이 기간 동안 제조사 측은 명시적으로 은이온과 은나노를 분리하지 
않았으나, 은나노 물질에 대한 위험 논쟁이 불거지자 제조사 역시 은이온을 
은나노와 구분하기 시작했다. 국제 시장을 대상으로 판매된 해당 제품의 특성
상 이러한 논쟁의 양상은 미국에서도 형성되었다. 환경단체의 청원을 시작으
로 논쟁이 시작된 미국의 경우, 은나노 세탁기로 인한 환경 위험성이 상대적
으로 부각되었다. 반면, 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이 매체를 통하여 소개된 
한국의 경우, 환경 위험성에 비해 인체 위험성이 주된 우려의 대상으로 부각
되었다. 이와 같이 은나노 세탁기라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서 
서로 다른 위험 인식이 구성된 배경에는 각국이 과거로부터 지니고 있었던 
세탁 세제 위험에 관한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이 자리잡고 있었고, 이는 곧 
미국의 경우 환경보호청에 의해, 한국의 경우 제조사에 의해 은나노와 은이온
의 분리로 이어졌다.

5절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수행된 과학계에서의 은나노 및 은이온의 위험 
관련 연구 결과물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은나노의 위험 발생 기제와 은이
온의 위험 발생 기제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떤 연구자는 은으로 인한 박테리아의 변형이 수중 생태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와 같
은 과학계의 논문들을 대부분 실험실의 이상적인 실험 조건 하에 수행된 연
구들이었지만 미국의 환경 단체들은 이를 기반으로 이전과는 다른 위험인식
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6절에서 살펴볼 수 있었듯 미국의 환경 단체들은 환경
위험성만을 우려했던 과거와는 달리, 청원서를 통해 과학계의 연구 결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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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인체 위험성과 환경 위험성을 모두 우려하는 통합된 
위험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새로운 위험인식에 기반하여 나노 물질을 정
의하는 새로운 방법, 즉 크기가 아닌 반응성으로 정의되는 은나노 물질에 대
한 새로운 존재론을 제시했는데 이를 따를 경우 은이온이 은나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환경보호청의 과학자문패널을 통해 은나노 물
질을 정의하는 새로운 물리량들이 제시됐고, 이러한 물리량 기준들은 은이온
을 더 이상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역시도 환경부 주관으로 나노 물질을 재정
의하는 작업을 수행 중인데, 이들의 참고 대상이 되는 EU의 규제문에서의 물
리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은이온이 은나노의 범주에 포함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나노 세탁기를 둘러싼 논쟁은 은나노의 물질성
을 변화시켰다. 이 과정은 논쟁에 참여한 정부 부처, 기업, 시민단체 등이 결
부된 사회적 역사임과 동시에 은이온을 배제하던 은나노의 존재가 은이온을 
포함하는 은나노의 존재로 전환되는 사물의 역사이기도 했다. 우리가 살펴본 
은나노의 역사는 1-100nm 크기의 은나노로부터 출발하여, 위험 논쟁에 관여한 
기업, 규제 기관, 전극판, 세포 등의 정렬에 따라 국내와 미국에서 은나노의 
물질성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거친 뒤, 최근에는 각국 규제
문들의 변화와 함께 은이온을 포함하는 은나노의 존재가 출현하는 것으로 마
무리됐다. 본 논문은 이러한 흐름에 대한 면 한 관찰을 통하여 은나노를 구
성하는 사회적 요소들뿐 아니라 이들과 결부된 입자 생성 기술, 입자와 세포
의 관계를 규정하는 논문들, 시민단체의 실행들의 연결망을 탐색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은나노의 물질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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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ions and nanoparticles in the making

Yoo, Sang Woon

Launched by Samsung in 2003, nano-silver washing machines were a 
representative application of nanotechnology in commercial products 
until the 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 decided to 
regulate companies that produce nano- silver products in 2006. A year 
later, however, the EPA reclassified the washing machines not as an 
application of nanotechnology but as an ion-generating machine. As 
shown by  the EPA's equivocation on this issue, establishing a 
category for nano-silver material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dure of risk assessment and regul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controversy over Samsung's nano-silver washing machines more in 
detail to study how the demarcation between silver ion and 
nano-silver can vary according to the risk perception of 
nanotechnology. In Korea and the US, the boundary between silver 
ion and nano-silver was malleable and mobilzed depending on the 
context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recent history of nano-silver 
washing machines, this paper explores the influence of risk perception 
over the ontological perspectives on a certain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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