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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many fields, nanotechnology is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purposely-engineered nanoparticles and devices dem-

onstrating new, unique and non-scalable properties. However, concern has been expressed that these same properties

may present unique challenges in terms of the potential health impact. Airborne particles associated with engineered

nanoparticles are of particular concern, as they can readily enter the body through inhalation. Research into the potential

occupational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inhaling engineered nanoparticles is actively being conducted in the U.S. and

globally. In this article, the potential occupational health effects of inhaled nanoparticles and methods for measuring

exposure to nanoparticles are discussed. Critical research needs in this field are also briefly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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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나노기술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하여 최근 작업장과

대기환경에서 발생하는 나노입자에 대한 연구가 상당

한 관심을 얻고 있다. 나노기술(nanotechnology)이란

일반적으로 새로운 물질과 구조 및 장치를 만들기 위

하여 원자크기 수준에서 물질을 조작하는 기술을 통칭

한다.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나노입자

(nanoparticle)가 기존의 거대물질(bulk material)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유한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잇점이 있는 반면,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런

고유한 성질을 지난 나노입자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되었다.1,2) 한 예로 최근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단일벽면 탄소나노튜브(single-

walled carbon nanotube)는 금속보다 훨씬 가벼우면서

기계적 강도가 강철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주 엘

리베이터를 만드는데 사용하기 위한 재료로 제안되었

다.3)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 탄소나노튜브가 응

용될 수 있는 반면, 최근 밝혀진 독성연구결과에 의하

면, 단일벽면 탄소나노튜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폐질환과 폐의 점진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4,5) 나노기술을 이용한 나노입자

및 나노제품 제조 분야는 현재 미국 정부의 연구계획

에 있어 최고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비록 매우 미세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지만, 나노

기술은 엄청난 잠재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1997년부터 2003년에 걸쳐, 이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각 정부가 투자한 금액은 연간

432백만 달러에서 약 30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나노기술과 관련된 제품이 가져다 줄 전세계적인 경제

적 효과는 2015년에는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6) 하지만, 나노기술이 미칠 인체와 환경에 대

한 새로운 위험성이 적절하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밝혀

지지 않는다면, 나노기술로부터 얻게 될 경제적, 사회

적 유익은 상당히 반감될 것이다. 따라서 나노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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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책임있는 나

노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나노입자가 인체의 건강에 미

칠 잠재적인 유해성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 하겠다. 

나노입자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는 2004년 미국 직업

안전보건 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이하 NIOSH로 언급함) Nanotech-

nology Research Center 설립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나노입자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나노입자에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경로 중 흡입

을 통한 노출에 중점을 두어 살펴 보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 나노입자에 작업자가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

는 잠재적인 인체의 유해성에 대해 살펴 보고, 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어떤 측정 방법들이 사용되며, 실제 작

업장에서 발생하는 나노입자에 대한 노출 측정 및 평

가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아

울러, 이 분야에 있어 향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

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II. 고찰 및 토의

1. 나노입자와 잠재적인 인체의 유해성

나노입자란 3차원 중 적어도 1차원에 대한 크기가

100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마이크로 미터의 천분의

일, 1밀리미터의 백만분의 일에 해당된다) 이하의 크

기를 갖는 입자를 말한다.1) 예를 들면, 나노화이버

(nanofiber)는 길이가 수 마이크로 미터에 해당되나 직

경이 100 나노미터보다 작기 때문에 나노입자로 분류

된다. 나노입자에는 일반적으로 공학용 나노입자

(engineered nanoparticle), 대기 초미세입자(ambient

ultrafine particle), 그리고 생물학적 나노입자(biological

nanoparticle)가 포함된다. 나노입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나노물질(nanomaterial)도 정의될 수 있다. 즉, 적어도

1차원의 크기가 분자크기보다는 크고 100나노미터보다

는 작은 크기에서 고유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나노입자가 기존

의 거시입자(macro-particle)와 비교하였을 때, 입자의

어떠한 성질이 인체에 잠재적인 위험을 일으킬 수 있

는가? 지금까지는 호흡기를 통한 거시입자가 인체에 미

치는 영향은 흡입되는 입자의 질량(mass)과 조성

(composition)만으로 결정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얼

마나 많은 입자를 흡입하는가와 그 입자가 어떠한 성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만 파악된다면 호흡기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나노입

자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의 통용되는 이 두가지 요

소만으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이 결정될 수 있

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입자의 크기(size), 형상(shape),

응집상태(agglomeration state), 표면적(surface area), 표

면화학특성(surface chemistry), 용해도(solubility), 나노

결정구조(nano structure)가 각각 인체의 유해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7) 예를 들면,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노입자가 Fig. 1(a)와 1(b)와 같은

응집상태를 갖을 경우, 각각의 응집상태가 입자의 생물

학적 반응성에 다르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또 다른 예로, 분무를 통해 발생된 단일벽면 탄소

Fig. 1. Different agglomeration states of nanoparticles. They may affect differently its biological activity in the lung.

(a) Agglomerated silver nanoparticles generated by an evaporation/condensation method: Adapted from Ku and Maynard

(2005)21), (b) Agglomerated single walled carbon nanotubes aerosolized by a laboratory vortex shaker: Adapted from Ku et

al. (2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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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튜브는 서로 상이한 2가지 형상을 가질 수 있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미줄 형태의 형상을 지

닌 상대적으로 성긴 나노튜브와 공처럼 밀한 형상을 가

진 나노튜브가 존재한다. 예측컨대, 이 두가지 형상을

지닌 나노입자는 인체와 반응할 때 다르게 작용할 것

이다. 만일, 나노입자의 노출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척

도(metric)로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질량을 사용한다

면, 거시입자에 적용할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큰 위험

성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같은 질량에 노출될 경우,

단위 밀도(1 g/cm3)를 갖는 1 마이크로 미터 입자 하나

의 질량과 10 나노미터 입자 백만개의 질량이 같지만,

직관적으로 하나의 입자가 폐속에 흡입되는 경우와 백

만개의 입자가 흡입되는 경우는 폐에 미치는 영향이 다

를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나노입자의 경우에는 질

량이 노출기준의 적절한 척도가 되지 못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입자의 어떤 척도가 나노입자의 유해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적합한 것인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입자의 여러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인체의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지금까지 보고된 나노입자 독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많지는 않지만, 나노입자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

해 제한적으로 알려진 연구결과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호흡기를 통해 흡입된 나노입자는 혈관속으로

침투될 수 있고, 또한 다른 기관(말하자면, 뇌)으로 전

이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8,9) 생쥐를 이용한 동물실험

에서, 용해도가 낮은 나노입자는 거시입자에 비해 호흡

기 질환, 세포조직 손상과 폐종양을 일으키는데 있어서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0-15) 그리고, 단

일벽면 탄소나노튜브는 생쥐 폐에 폐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4,5) 또 다른 연구결과로서, 화학조성과

분자구조, 나노입자의 표면특성의 변화는 잠재적 독성

에 영향을 줄 수 있다.16) 나노입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

향 중 최근 발표된 2개의 논문에서는,17,18) 다중벽면 탄

소나노튜브(multi-walled carbon nanotubes)가 석면과

같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 사실은 위에서 언급된 나노입자의 여러 특성 중 나

노입자의 형상(구체적으로 탄소나노튜브의 길이)이 독

성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한다.

Poland 외 논문에서,17) 20 µm 보다 긴 다중벽면 탄소

나노튜브는 석면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만, 20 µm보다

짧거나 실타래처럼 엉킨 탄소나노튜브에 있어서는 어

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위 연구결과 중 호흡기를 통해 흡입된 나노입자가 뇌

로 전이될 수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이

다. 이는 거시입자의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연구

결과이며 나노입자가 셀을 통과하여 혈관속으로 침투

될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조금

씩 나노입자의 독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지

만, 아직까지 나노입자 유해성에 관해 밝혀지지 않은

많은 질문들이 존재한다. 몇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열거

하면, 

•나노입자의 독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척도는 무엇

인가? - 입자의 수농도, 표면적, 질량, 또는 이것들

의 조합, 아니면 완전히 다른 그 무엇인가?

•나노입자의 어떤 성질이 독성을 일으키며 인체는 그

것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안전하게 호흡할 수 있는 나노입자의 노출량은 얼

마인가?

•흡입된 나노입자가 장기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은 어떠한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일 단일벽면 탄소나

노튜브가 석면처럼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면, 20-30년

전에, 석면의 경우에 밟았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이 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노입자의 노출량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규정된 노출허

용한계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나노입

자의 허용한계를 기존의 거시입자의 허용한계로 임시

적으로 대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 연방

노출허용한계(permissible exposure limit: PEL)가 흑연

입자에 대해 5 mg/m3이지만, 몇몇 독성학자들은 이 노

출허용한계에서 한달동안 탄소나노튜브에 노출된 사람

은 폐질환을 얻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탄소

나노튜브의 노출허용한계가 기존의 5 mg/m3 보다는 훨

씬 작아야 하고, 나노입자의 노출허용한계를 나타내는

척도가 질량농도가 아닌 입자의 수농도나 입자의 표면

Fig. 2.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image of purified

single walled carbon nanotube (SWCNT) particles

aerosolized by spraying. Two different shapes of

SWCNTs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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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아직

까지 질량이 아닌 다른 척도로 나노입자의 독성을 뒷

바침해 줄 연구결과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다행스럽

게도, 전세계적으로 나노입자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이내 위에 언급

된 질문들 중 상당부분은 답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 나노입자 분석 및 측정 방법 

Oberdörster 외의 최근 나노입자 및 나노물질의 독성

연구에 관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1) 나노입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노입

자의 화학적 성질뿐만 아니라 입자의 물리적 구조

(structure)의 중요성도 강조되었고, 특히 나노입자의 물

리·화학적 특성을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되었다. 이와 같이 포괄적인 나노입자의 분석을 강조한

주된 이유는 단일벽면 탄소나노튜브 물질의 독성과 관

련하여, 다양하고 통일되지 않은 접근방식이 다른 독성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며, 이러한 결과의 불일치로 말

미암아, 잠재적인 나노물질의 독성연구를 수행하기 전

에 나노입자의 충분한 물리 화학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1) 나노입

자의 다양성과 복합성 때문에 독성실험에 적절한 나노

입자의 분석수준이 맞추어 져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앞

에서 간략히 언급한 것처럼, 인체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노입자의 성질로는 나노입자의 수농

도, 크기, 형상, 응집상태, 표면적, 표면화학특성, 질량

을 들 수 있다.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갖는 나

노입자를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최근

NIOSH에서 발표된 보고서와 다른 기관에서 발행된 연

구 논문들에서 보고되었다.19,20)

 

1) 나노입자에 대한 노출측정방법

지금까지 알려진 독성자료에 의하면, 나노입자의 노

출과 관련된 인체 유해성을 결정할 때, 입자의 표면적

과 크기가 입자의 질량보다 더 중요한 물리적 성질이

라는 가설을 뒷받침해 주지만, 아직까지 입자의 노출

측정에 기준이 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

존의 거시입자에 대한 노출 측정과 비교하여 나노입자

의 노출측정은 다양한 입자의 노출척도의 모니터링을

요구한다. 몇가지 대표적인 측정방법에 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7)

•기존의 거시입자에 적용해 왔던 입자의 질량측정을

나노입자 측정에 적용시키는 방법

-연속성을 가지고 기존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나노입자의 경우, 질량 측정의

민감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입자의 수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이지만, 작업장에서 프로세

스와 관련된 입자와 백그라운드 입자를 구분하기

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입자의 크기분포를 측정하는 방법

-많은 입자의 물리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작

업장에서 휴대용으로 사용하기는 비실제적이다.

•입자의 표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몇몇 나노입자와 관련이 많으나 실시간으로 입자

의 표면적을 측정하는 장비가 미흡하다.

2) 나노입자의 노출을 측정하는 장치

나노입자의 노출을 측정하는 장치는 공기중에 부유된

나노입자를 샘플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입자를 모니터

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즉, 온라인 측정방법을 이

용하며 실시간으로 입자에 대한 노출을 측정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입자의 성분과 결정구조를 파

악하기 위해서는 필터를 이용한 입자샘플링이 필수적

이다. 

•응축 입자 계수기(Condensation Particle Counter,

CPC) 

- 10 nm에서 약 ~1 µm 크기를 갖는 입자의 수농도

를 측정할 수 있다. 입자의 측정가능한 최대 수농

도는 100,000개/cm3(대표적인 장치로서, 3007

portable CPC, TSI Inc.).

•전기이동도 분석기(Differential Mobility Analyzer,

DMA)

- 10 nm에서 700 nm에 해당되는 입자들의 크기분포

를 측정할 수 있다. 

•전기 저압 임팩터(Electrial Low Pressure Impactor,

ELPI)

- 7 nm에서 10 µm에 해당되는 입자들의 크기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

-측정시간은 1초보다 짧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

화하는 입자의 크기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

•투과 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 1 nm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미세한 입자의 형상

을 분석할 수 있다.

•에어로졸 포토미터(Aerosol Photometer)와 필터미디

어(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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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자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 필터를 이용한 측정방법이 더 정확하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에 사용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투과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전자회절분석기(Energy

Dispersive X-ray Analysis, EDX)

-입자 표면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

•확산대전(Diffusion Charging)을 이용한 입자의 표

면적 모니터(Diffusion Charger, DC)와 Brunauer-

Emmett-Teller (BET) 방법

-입자의 표면적을 측정할 수 있다.

- BET 방법이 보다 정확하지만, 실시간으로 입자의

표면적을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확산대전을 이용하는 장치는 실시간으로 입자의

표면적을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 입자의 총표면적

이 아닌, 입자의 겉표면적만을 측정할 수 있다.21-23)

•전기이동도 분석기와 질량분석기(Aerosol Particle

Mass analyzer, APM)

-입자의 응집상태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두 장치를 이용하여 입자의 유효밀도(effective

density)를 측정할 수 있다.24,25)

위에서 설명한 입자 측정장치 중 실제로 작업장에서

나노입자의 노출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장

치로는 응축입자 계수기, 전기 저압임펙터, 에어로졸 포

터미터와 필터, 그리고 확산대전을 이용한 입자의 표면

적 모니터가 해당된다. 위에 언급한 입자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작업장에서 나노입자의 노출을 측정한 연구

들을 살펴 보면, Evans 등은 카본 나노화이버를 제조하

는 작업장에서 모바일 에오로졸 샘플링 장치를 이용하

여 나노화이버의 수농도, 표면적, 크기 분포, 질량을 동

시에 측정하였다.26) Bello 등은 전기이동도 분석기를 이

용하여 작업장에서 탄소나노튜브 입자의 크기 분포를

측정하였다.27) Heitbrink 등은 자동차 엔진 제조 작업장

에서 응축입자 계수기, 확산대전 모니터와 에오로졸 포

토미터를 이용하여 입자의 수농도, 표면적, 질량을 측

정하여 이 세 척도들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28) 이

연구들외에도 비슷한 장치들을 이용하여 나노입자의 노

출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29,30) 아직까지 나노

입자의 노출을 평가하는 최적의 척도가 결정되지 않았

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서로 다른 척도들(입자의 수농

도, 크기, 표면적, 질량)을 동시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

는 것이, 현재 나노입자에 대한 노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맥락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31) 궁극적으로

나노입자의 노출을 동시 다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소

형이면서 경제적이고, 배터리에 의해 구동가능한 장치

개발이 NIOSH를 비롯한 미국의 다른 연구기관에서 진

행 중에 있다.

3. 작업장에서 나노입자의 노출 측정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나노입자 및 나노

물질이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나노입자가 발

생하는 구체적인 위치를 찾아내야 한다. 보편적으로 나

노입자의 발생은 나노물질 제조과정에서 일어나는데,

다양한 제조과정 중에서 특별이 나노입자 발생이 급격

하게 일어나는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고온

고압을 이용하여 나노입자를 발생하는 공정이거나 나

노입자를 포함한 용액을 분무시켜 반응로내에서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나노입자를 발생하는 공정을 들 수 있

다. 일단 입자가 발생되는 위치가 파악이 되면, 이곳에

서 다양한 노출척도를 가지고 나노입자의 노출을 포괄

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나노입자의 노출

을 평가하는 최적의 척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서로 다른 척도들(입자의 수농도, 크기, 표

면적, 질량, 입자크기분포)과 입자의 조성 및 형상을 동

시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현재 근로자의 나노

입자에 대한 노출로부터 보호하는 맥락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생되는 나노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측정 및 분석하는 것이 절실히 요

구된다. 이렇게 측정된 다양한 척도들과 입자의 물리/

화학적 특성 데이타는 나노입자의 독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장

에서 나노입자의 노출을 가져오는 물리적인 프로세스

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20) 

실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나노입자를 모니터링하는

방법과 나노입자의 노출척도와 형상 및 조성을 분석하

는 방법들에 대해서 몇몇 연구보고서에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였다.20,32,33)

나노입자의 노출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는, 사용되

고 있는 물질의 양과 이 물질이 공기중으로 쉽게 분말

의 형태로 부유될 수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물질을 취

급하는 시간이 포함된다. 현재, 나노입자에 대한 노출

을 가져올 수 있는 작업장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정

보가 상당히 부족하지만, 나노입자를 제조하는 작업장

에서 나노입자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

는 작업환경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나노입자 분말을 취급하는 작업

•나노입자를 쏟거나 혼합하는 작업

-나노입자를 취급할 때 나노입자에 대한 노출과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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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게 관련된 입자의 물리적 성질 중 더스티니스

(dustiness)가 있다. 이 물리적 성질은 나노입자 분

말에 일정한 에너지를 가했을 때 나노입자 분말이

공기중으로 부유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기계가공, 연마공정 또는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물질

을 기계적으로 파손하는 작업 

•쏟아진 나노입자나 버려지는 나노입자를 청소하는

작업

•입자를 포집하는 장치(예를 들면, 진공청소기)를 청

소하는 작업

 

현재 작업장에서 나노입자의 노출 측정방법에 대한

세계적으로 동의된 기준은 없다. 그러나 나노입자의 노

출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최근 국제 표

준화 기구(ISO)에 의해 만들어졌고, NIOSH에서

‘Approaches to Safe Nanotechnology’라는 제목으로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20) 이 보고서에 의하

면 다양한 척도들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을 제안하였

다. 기존의 산업위생 포집방법(고정된 위치에서 입자를

샘플링하는 방법과 작업자의 호흡영역에서 샘플링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나노입자의 질량을 측정하고, 실시간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입자의 수농도, 크기 또는 크기

분포와 표면적을 측정한다. 여기에 입자의 형상과 조성

을 분석하기 위한 입자의 샘플링이 추가된다. 

나노입자의 노출을 모니터링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가 있지만, 여기서는 NIOSH에서 제안된 샘플링 방법

을 소개하고자 한다(Fig. 3 참조).20) 나노입자를 샘플링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나노입자가 발생

하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입자의 수농도를

측정하는 응축 입자계수기(condensation particle

counter: CPC)를 사용하여 주로 이루어진다. 나노입자

제조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되는 입자의 수농도를

측정하기 전에, 이미 작업장에 존재하는 주위입자

(background particle)의 수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위입자 수농도의 측정을 통해 나

노입자가 실제로 발생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일단 나노입자가 발생하는 위치가 확인되면, 실시

Fig. 3. Schematic diagram for evaluation of potential

nanoparticle release.

Fig. 4. Number and surface area concentrations of nanomaterial (Lithium Titanate) generated in the workplace. Notice that a sudden

but small increase in the number and surface area concentration happens during the drum changing and cleaning. The number

concentration was measured by a condensation particle counter (CPC) and the surface area concentration measured by a

diffusion charger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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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측정 장비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노출척도들을 포괄

적으로 측정한다. 여기에는 입자의 표면적, 크기분포,

질량이 포함된다. 이때 측정장비들은 가능하면 작업자

의 작업영역에 가깝게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

막으로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입자의 형상 분석과 입자

의 조성파악을 위하여 필터나 그리드(grid)를 이용하는

퍼스널 샘플링(personal sampling)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나노입자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고

나노입자의 노출척도를 측정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방

법을 이용하여 실제 작업장에 나노입자를 모니터링한

결과가 Fig. 4에 나타나 있다. Fig. 4는 나노물질인 티

타니움 산화물(TiO2)을 제조하는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나노입자의 수농도와 표면적을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보

여 준다. 또한 그리드를 이용하여21) 포집한 입자의 전

자현미경 이미지도 보여 준다. Fig. 4의 그래프에서 나

노입자의 수농도와 표면적이 주위입자보다 급격하게 상

승하는 때가 존재함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작업자가

입자가 포집되는 드럼을 바꿀 때 발생하였다. 나노입자

의 수농도는 응축 입자계수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입

자의 표면적은 확산대전기(diffusion charger: DC)를 이

용하여 측정되었다. 이상적으로는 다양한 노출척도(입

자의 수농도, 크기분포, 표면적, 질량)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소형이면서 가격이 저렴한 측정장치를 개발하

여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몸에 부착하여 정확하고 용이

하게 나노입자의 노출을 측정하는 것이 요구된다.31,34)

이러한 기능을 만족하는 새로운 입자 샘플러를 개발하

는 연구가 미국내에서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편, 나노입자 발생이 작업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 사는 일반환경을 통해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반환경에서 나노입자의 노출은 작업장에서와는 달리

나노입자를 포함한 물질이나 제품이 생산에서부터, 사

용, 폐기 그리고 재활용될 때 발생된다. 이러한 나노입

자를 포함한 나노물질의 라이프사이클을 통하여 나노

물질이 일반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에 대해 최근 미국 환경 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나노물질 연구전략 보고서에서

언급하였다.35) 

4. 작업장에서 나노입자 방출 및 노출을 제어하기 위한 제안

나노입자를 혼합하거나 완성된 나노입자를 포장할 때

발생하는 나노입자에 대한 노출은 작업공정에서 흔히

일어난다. 주의깊은 작업훈련이나 적절한 엔지니어링

제어를 통해 작업자가 나노입자에 노출되는 것을 상당

히 줄일 수 있다. 엔지니어링 제어방법에는 나노입자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나노입자를 연속적인 풀다운

비닐백에 담는 방법36)과 팬에 의한 환기(ventilation)를

이용하는 방법이37) 있다. 팬를 이용하는 환기방법을 통

해 작업자가 나노입자를 취급할 때 작업자 주위에 발

생된 나노입자를 팬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외부로 방

출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은 산업공정에서 꾸준히 사용

되어 오고 있으며 이 방법을 나노입자에 적절히 적용

한다면, 나노입자에 대한 노출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팬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분

말형태의 값비싼 최종 제품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발

생된 나노입자을 충분히 포집할 수 있도록 환기유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한 논문에서 국

부 환기 시스템이 나노물질에 적용되었지만, 이러한 점

을 고려하지 않았다.38) 일반적으로, 입자의 노출을 제어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는, 분말형태의 입자를 다룰

때 공기중에 부유된 입자들은 작업자로부터 완전히 고

립시키거나 안전하게 포집되도록 하는 것이다.

5. 향후 연구방향 및 제안

NIOSH는 나노기술과 나노입자와 관련된 직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

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20) 공기중에 부유된 나노입자

의 노출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아직도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생물학적 반응에 기여하는 나노입자의 물리.화학

적 성질들이 무엇인지 독성연구를 통하여 밝혀져

야 한다.

•나노입자의 세가지 척도(수농도, 표면적, 질량)를 동

시에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에어로졸 장치

(universal aerosol monitor)가 개발되어야 한다.31)

•작업장에서 측정대상이 되는 나노입자를 주위입자

와 선별해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이 개발되어

야 한다. 

•작업장에서 나노입자의 발생, 이동, 축적, 재유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들을 결정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나노입자에 대한 노출이 작업활동에 따

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해야 한다.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거시입자와 비교하여 나노입자의 어떠

한 성질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현재

까지 알려진 제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 보았

다. 나노입자의 크기, 형상, 응집상태, 표면적, 표면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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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용해도, 나노결정구조가 각각 인체의 유해한 영

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나노입자의 수

농도, 크기, 형상, 응집상태, 표면적, 표면화학특성, 질

량을 측정하는 방법과 장치들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

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나노입자의 노출을 측

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나노기

술은 새롭게 나타난 신 기술이기 때문에 나노입자의 유

해성에 대해 아직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았다. 따

라서, 나노입자에 대한 독성연구결과가 충분히 밝혀질

때까지, 작업장에서 나노입자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

향으로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로서 근로자

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Disclaimer

본 논문의 내용은 미국 직업안전보건 연구원의 견해

가 아닌 저자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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