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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나노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나노물질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환경 및 인체 유해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나 법규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PMN에서 
지정한 제조나노물질 13종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인 aluminium oxide의 거동평가를 실시하여 연
구활동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지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실제 연구실을 1/6의 크기로 축소하여 
제작한 chamber에서 진행되며, NIOSH method 0500에 준하여 질량농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질량 농도는 물질
의 입자 크기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기 설비의 작동만으로 질량농도가 약 1/8배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향후 나노물질 관련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안전지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나,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입경에 따른 질량농도, 수농도 측정등의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나노, WPMN, 제조나노물질, 질량농도, 나노 안전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nanotechnology, the amount of nanomaterials increases and the problems of 
environment and the toxic property associated with it have become a social problem. But regulations and laws 
of nanomaterials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tilize as the database of safety 
guidelines for research activities’ workers associated with nanomaterials to conduct a behavior evaluation of 
aluminium oxide, which is most widely used in thirteen kinds of WPMN manufactured nanomaterials in the 
country. The experiment proceeds in the chamber reduced to 1/6 size of the actual laboratory, the test method 
was performed in NIOSH 0500. As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mass concentration was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particle size of the nanomaterials. And the mass concentration during the operation of ventilation 
equipment was reduced to about 1/8 times. In the future, it can be utilized as the database of safety guidelines 
for research activities’ workers associated with nanomaterials. However,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study, the experiment of the mass concentration by particle size and Condensation Particle Counters will be 
needed addi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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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나노기술은 고체의 물질이 나노미터(nm) 수 으로 작

아지며 변하는 내부구조와 성질을 이용하여 1∼100 nm

역의 원자와 분자 수 에서 물질의 특성을 규명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말한다[7]. 나노기술은 새로운 물질과 

기능을 창출하는 미세 기술로써 기존에는 근할 수 

없었던 나노 단 의 새로운 원천기술의 개발과 신물질 

합성으로 다양한 산업  용이 가능하여 21세기의 새로

운 산업 명을 주도할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8]. 

이에 미국의 국가나노기술개발 략을 시작으로 세계 각

국에서 나노기술 개발 정책에 한 추진  투자를 확

하고 있다[1]. 나노기술은 반도체, 신소재 등의 첨단 기술

에 다양하게 용이 가능하며, 특히 경제 인 향력은 

지속 으로 확 되고 있다[20].  세계 으로 나노 소재 

개발 기술과 그 응용 기술의 개발에 한 연구  개발이 

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나노물질 연구  제조에 종

사하는 근로자 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5]. 실제로 

국내의 나노기술 분야에 한 정부지원비의 상당부분이 

연구개발에 집 되어 있으며 나노분야 연구인력과 산업

체 종사자수는 년 비 각각 4.8%, 11.9%로 매년 증가

하고 있다[10,11].

나노물질은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기존의 화학물

질과 다른 물리·화학  특성과 형상을 갖는다. 한 표면

이 증가함에 따라 독성이 증가하여 환경  인체에 미

치는 향에 한 심과 우려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노기술이 산업 반 으로 핵심 인 역할을 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인체 유해성 문제는 정치

, 사회  이슈로 두되고 있다[12,13]. 공기 에 부유

하고 있는 나노입자는 흡입, 피부  등의 다양한 경로

를 통해 생물체에 노출되며, 노출된 나노입자는 세포에 

근하기가 용이하다[2,14]. 특히 100 nm이하의 작은 입

자는 흡입을 통해 기 지  기도 입구에 침착하거나 폐

에 도달하기 용이한데, 부분의 제조나노물질의 크기는 

100 nm이하이다[3,5,13].

미국과 캐나다에서 나노물질의 해성에 한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나노 안

리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5]. 각 나라별 표

인 나노물질 안 리 략으로는 미국의 ‘TSCA', 

'FIFRA', EU의 ‘REACH’ 등이 있으며 나노기술에 해 

국가별 차원의 안 리 략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력개발기구(OECD)는 나노물질에 한 안 성을 확보하

고, 그에 따른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하여 2006년 제조

나노물질작업반(WPMN; Working Party on Manufactured 

on Nanomaterials)을 구성하 으며, 제조나노물질 13종

을 선정하여 물질에 한 정의, 분류, 해성 평가, 규제

체계 마련 등에 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15].

국내의 경우 ‘나노안 리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나

노물질의 잠재  유해성으로부터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

하고 나노기술  련 산업의 발 을 지원하고 있으며

[16], 이러한 지속 인 정책  지원으로 인해 재 한국

의 나노기술 수 은 세계 4 로 향상되었다[17].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나노물

질에 한 규제나 법규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21]. 

한 ‘연구실 안 환경 조성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

행하고 있으나 안 리 체계가 미비하고 문인력  

산이 부족하여 장 용에 한계가 있다[3]. 실제로 연

구·실험실에 한 안 리는 시설물 리 차원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노물질에 한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환경에 한 리

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 WPMN에서 지정한 제조나노물

질의 거동에 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나노물질 

련 연구활동종사자를 한 안 지침  규제와 법규 

마련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내의 제조나노물질의 거동연구

를 핵심목표로, 실험구획에 비산시킬 물질은 WPMN에

서 지정한 제조나노물질 13종  국내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aluminium oxide를 

선정하 다. Aluminium oxide는 높은 내열성, 내화학성, 

내식성의 특성을 갖고 있어 내마모재, 연마재, 필터, 섬유 

등의 범 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실험에는 SIGMA ALDRICH사의 alunimiun oxide, 

nano powder, <50 nm를 사용하 으며 <Table 1>에 물

질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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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Molecular weight (g/mol) 101.96

Particle size (nm) <50

Exposure limit (mg/m
3
) TWA 10

Density (g/cm3) 4.0

Specific gravity (g/cm3) 3.965

CAS No. 1344-28-1

<Table 1> Characteristic of Aluminium oxide

2.2 측정장치

실험실 내의 제조나노물질의 거동을 연구하기 해 

실제 학교에서 나노물질 련 실험수업을 진행 인 실

험실의 1 : 6의 비율로 chamber를 제작하 다. 제작된 

chamber에는 환기 유무에 따른 물질의 거동을 평가하기 

하여 풍량 1.0 LPM(ℓ/min)의 환풍기를 설치하 으며, 

chamber의 바닥 정 앙에 나노물질을 비산시킬 수 있는 

generator를 연결하 다. 나노물질은 generator를 통해 

0.2 MPa의 압력으로 약 1 간 비산된다. 다음 [Fig. 1]에 

chamber의 체 인 구조를 나타내었다.

Chamber내에 비산되어 있는 나노물질의 질량농도를 

측정하기 해 사용된 sampling pump는 MSA사의 

ESCORT ELF로 generator의 입구로부터 15 cm이격된 

거리에 치시켰으며, Sampling을 한 필터로는 SKC

사의 glass fiber filter(37mm)를 사용하 다[19].

[Fig. 1] Structure of the experimental chamber

2.3 실험 준비

Aluminium oxide는 습도, 정 기 등의 원인으로 인한 

응집을 최소화하기 하여 45 ㎛의 sieve로 분류하여 건

조기에서 60℃로 48시간 이상 건조하 으며, 자주사

미경(SEM)을 통해 입자의 크기  형상을 확인하 다. 

필터는 카트리지에 조립하기  량 W1(mg)을 측정하

여 기록하 으며, 카트리지 조립 후 기 에 부유하고 

있는 외부물질과 습도에 향을 받지 않도록 desicator에

서 2시간 이상 보 하 다.

본 실험에 앞서 펌 의 유량과 sampling시간을 정하

기 한 비실험을 진행하 다. 그 결과 1시간이 경과 

한 후의 질량농도의 변화는 거의 미미한 수 이었으며, 

펌 의 유량이 환풍기 유량보다 작을 경우 필터에 포집

되는 물질의 양이 히 어지는 것을 확인하 다. 

2.4 실험 방법

본 실험은 NIOSH method 0500에 하여 측정을 진행

하 다[22]. Desicator에서 2시간 이상 보 한 카트리지

는 3 cm의 tygon tube를 사용하여 sampling pump와 연

결하 으며, sampling pump의 유량은 1.5 LPM으로 

chamber내의 generator 입구로부터 15 cm이격된 거리에 

치시켰다[19].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aluminium oxide를 

0.1, 0.3, 0.5 g씩 계량하여 0.2 MPa의 압력으로 약 1  간 

분사시켜 30분, 60분 동안 sampling을 진행하여 기록하

다. 환풍기 작동유무에 따른 나노물질의 거동 평가를 

해 와 같은 조건으로 환풍기가 작동하는 상태에서의 

sampling을 하 다. 다음 <Table 2>에 환풍기 작동여부

에 따른 실험 조건을 나타내었다.

Ventilator Time(min) Amount(g)

On 30 0.1 0.3 0.5

On 60 0.1 0.3 0.5

Off 30 0.1 0.3 0.5

Off 60 0.1 0.3 0.5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

Sampling이 완료된 카트리지는 외부 표면의 먼지  

잔여물을 제거하여 desicator에서 최소 2시간 이상 보

하여 평형을 유지하 다. Desicator에서 2시간 이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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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 Amount(g) Time(min) Temp.(℃) Hum.(%)
Mass concentration(mg/m3)

Min. Max. Mean

Off

0.1 30 23.4 51.3 2.22 6.67 4.44

0.3 30 23.8 54 4.44 8.89 7.41

0.5 30 23.9 57 13.33 22.22 17.78

0.1 60 23.4 51.3 2.22 3.33 2.96

0.3 60 23.8 54 5.56 7.78 7.04

0.5 60 23.9 57 6.67 14.44 11.11

On

0.1 30 25.4 60 0 2.22 0.74

0.3 30 25.1 61.3 2.22 4.44 3.70

0.5 30 24.5 61.7 4.44 6.67 5.19

0.1 60 25.4 60 0 1.11 0.37

0.3 60 25.1 61.3 2.22 2.22 2.22

0.5 60 24.5 61.7 2.22 3.33 2.96

<Table 3> Mass concentration of Aluminium oxide for condition

한 카트리지의 필터를 분리하여 자 울을 사용하여 포

집 후 량 W2(mg)을 측정하 다. Sampling으로 포집된 

나노입자의 질량농도를 계산하기 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

여기서, W1 = sampling  필터 량(mg), W2 = 

sampling 후 필터 량(mg), B1 = sampling  필터의 

량 평균(mg), B2 = sampling 후 필터의 량 평균(mg)을 

나타낸다. 의 식으로 도출된 질량농도를 통해 환풍기

의 작동여부에 따른 질량농도를 비교·분석 하 으며, 필

터에 포집된 aluminium oxide의 morphology를 확인하고

자 비디오 미경을 사용하 다.

3. 연구 결과

3.1 Morphology(Aluminium oxide)

Aluminium oxide의 거동을 평가하기 에 SEM을 사

용하여 물질의 입자의 크기와 형상을 확인하 다. 확인 

결과 aluminium oxide는 약 10∼140 nm의 입도를 갖는 

구형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약 40 nm의 입도를 가진 

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Fig. 2]는 

aluminium oxide의 morphology를 나타낸 것이다.

[Fig. 2] SEM image of Al2O3

3.2 질량 농도(M.C; Mass Concentration)

질량 농도 측정 결과 <Table 3> 환풍기 미작동 상태

에서의 Aluminium oxide의 질량농도는 작동 상태의 질

량농도에 비하여 약 2∼8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분

을 경과하며 질량농도가 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것은 chamber내 부유 인 나노물질이 시간이 경과

하면서 벽면이나 바닥면으로 침강하기 때문이다.

질량농도는 환풍기 미작동 상태에서 0.5 g을 부유시켰

을 때 30분 측정 시 평균 17.78 mg/m3으로 높게 측정되

었으며, 60분 측정 시 농도는 평균 11.11 mg/m3으로 이것

은 시간가  평균노출기 (TWA-10 mg/m3)를 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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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ss Concentration for ventilation
and time

3.3 Morphology(Filter)

Aluminium oxide를 chamber내에 비산시킨 양이 많을

수록 카트리지와 펌 가 연결된 필터의 간 지 에 물

질이 으로 포집되어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 으며, 이를 자세히 찰하고자 비디오 미경을 

사용하여 필터 표면의 상태를 확인하 다. <Table 4> 

300배로 확 하여 필터의 심을 확인한 결과 질량 농도 

측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환풍기 작동 여부에 따라 필터

에 포집되는 양이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sampling ·후의 량변화가 없어 량농도를 계산하지 

못한 필터를 비디오 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물질은 포

집되었지만 그 양이 극소하여 0.1 mg단 까지 측정이 가

능한 자 울로는 측정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Fig. 

4]는 측정하기  필터의 morphology를 나타낸 것이다.

[Fig. 4] Morphology of blank filter

Time
Ventilator

on off

30min

M.C 6.66 mg/m3 22.22 mg/m3

60min

M.C 3.33 mg/m
3

14.44 mg/m
3

<Table 4> Morphology of aluminium oxide 0.5g 

3. 결론 및 고찰

나노물질을 취   사용하는 실험실에 한 규제와 

법규가 없는  실정에 련 규제와 법규를 제정하기 

해서는 나노물질에 따른 작업장 환경  인체 해성 평

가가 필수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PMN에서 지정

한 제조나노물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aluminium oxide를 취 ·사용하는 사업장

의 실태에 기 하여 실험실  연구실에서의 나노물질의 

거동에 한 평가를 하고자, sampling을 한 chamber를 

제작하고 분산량, 시간, 환풍기 작동유무 등의 조건을 변

경하여 질량농도를 측정하 다.

그 결과 분산량이 많을수록 질량농도는 높게 나타났

으며, 환풍기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chamber내에 유체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아 많

은 양의 aluminium oxide가 필터에 포집되었다. 그러나 

실제 실험·연구실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이동  외부

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유체이동 등의 이유로 바닥면에 

침강하는 물질이 다시 공기 으로 부유할 수 있기 때문

에 측정된 질량농도의 결과값보다 높은 수치의 질량농도

가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정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chamber내에서 

부유하던 나노물질이 벽이나 바닥면으로 침강하여 질량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물질의 



연구실 환경에서의 질량농도 측정을 통한 Aluminium oxide의 거동 평가

28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Mar; 14(3): 279-285

입경에 따라 침강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단되어 물질

의 입경에 따른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험에 사용된 chamber는 0.6319 m3의 부피를 갖는 

공간으로,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여 환풍기의 풍량을 제

어하 다. 실험 결과 환풍기의 작동만으로 질량 농도를 

약 1/2∼1/8배로 낮출 수 있었다. 이것은 연구실  실험

실의 환기시설이 공기 의 물질의 부유성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연구활동 종사자의 

노출건강에도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나노물질은 경구, 경피 등의 경로로 인체로 들어올 수 

있으며 입자의 표면 , 모양, 반응성 등의 성질에 따라 건

강 험성이 좌우된다. 이러한 이유로 나노물질의 거동에 

한 평가를 진행하는 연구자는 각 물질의 morphology

를 찰하여 형상  크기에 한 정보를 확인하고, 물질

의 물리·화학  특성과 독성에 한 정보를 숙지하고 실

험에 임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나노물질 취 ·사용 실험실  

연구실에 한 작업환경 평가를 할 수 있었다. 나노물질

의 입경에 따른 허용농도에 한 규제를 마련하는 게 시

하다고 단되며, 물질의 비산을 방지하기 하여 환

풍기의 설치에 한 규제나 법규의 강화 한 실히 필

요한 것으로 단된다. 나노물질 련 법규, 규제  안

지침을 정립하는 기 자료로 사용하기 해서는 질량농

도 측정과 더불어 수농도 측정, 표면  측정 등의 추가

인 측정방법과 다양한 조건들을 용하여 신뢰도 높은 

나노 물질의 거동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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