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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laboratory workers' exposures to airborne nanoparticles at a university lab-

oratory where acid treatment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the surfaces of engineered carbon nanotubes (CNTs). The

surface area concentrations, number concentrations, and mass concentrations of airborne nanoparticles were measured

at personal breathing zones (PBZs) for various tasks using direct reading instruments. For all three metrics, airborne

nanoparticle concentrations during the experiments were higher than background levels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s for all three metrics. Among the various tasks that were performed as part of these experiments, one task

that involved filtering a mixture of acid and CNTs showed the highest concentrations in all three metrics, with con-

centrations of 116.6 µm2/cc, 24320 pt/cc, and 9.0 µg/m3, respectively. Nanoparticle surface area concentrations mea-

sured at a representative area fluctuated with those at the PBZs in the laboratory. This result indicates that nanoparticles

generated during the experiments were not just limited to the PBZs of the workers but were also present throughout the

room, potentially exposing co-located workers. CNTs were detected by a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in an air

sample collected while handling the CNTs. All the tasks were performed inside fume hoods, with the sliding sashes open

to their required heights. It was noted that the capture velocities of the fume hoods were much lower than the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s recommendation level (0.4 to 0.6 m/s).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due

to inadequate control, laboratory researchers performing acid treatment experiments on surfaces of CNTs were exposed

to airborne nanoparticles generated during th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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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나노(nano)는 10억분의 1을 나타내며, 나노물질

(nanomaterials)은 1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제작된 1~

100 nm 크기의 입자를 포함하는 성분이다.1,2) 나노기술

(nanotechnology, NT)이란 물질을 나노크기의 수준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을

말한다.1) 미국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NNI)에서는 NT를 “특이한 특성을 나타내며 새로운 응

용이 가능한 약 1~100 nm 크기의 물질에 대한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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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로 정의하고 있으며,2) 영국 the Royal Society

and the Royal Academy of Engineering은 “나노크기

의 수준에서 형태와 크기를 제어하여 구조, 기기 및 시

스템에 대하여 디자인 및 특성화하고, 생산, 응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 

Woodrow Wilson 센터에서 수행한 나노기술 소비재

조사에 의하면, 나노물질의 세계 판매량은 2015년에는

대략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나

노기술 관련 시장의 규모가 2005년에 대략 35조 원이

었고, 2020년까지 22.6%의 연평균성장률을 나타내 593

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5) 이와 같이 최근

국내외 나노산업 규모가 점점 커져 가고 있고, 나노기

술에 의해 생성된 제품과 접할 기회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나노물질의 유익함 이면에 다음과 같이 독성

에 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동일한 화학적 조성을

가진 입자의 크기에 따른 독성은 큰 입자보다 나노입

자에 노출되었을 때 단위질량당 독성이 더 크다.6) 흡입

을 통하여 폐에 침착한 나노크기의 초미세 입자는 정

상적인 폐의 제거기작을 방해할 수 있고 다양한 경로

를 통하여 다른 먼 기관으로 이동하기도 한다.7,8)

Polymer fume 형태의 나노입자 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

한 나노입자들이 폐독성을 일으키기 쉬우며,8) 나노입자

의 폐포 침착 현상은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증가한

다고 보고되었다.9)

특히, 나노물질의 한 종류인 실린더 모양의 탄소체로

된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s, CNTs)에 대한 동

물실험에서 잠재적 독성이 발견되었고,10,11) 인체 피부

표면의 케라틴 층에 의해 다중벽(multi-walled) CNTs가

세포로 직접 흡수됨이 증명되었다.12) 가늘고 기다란

CNTs의 경우 석면과 유사하게 육아종(granulomas)과

같은 생체 조직의 염증이나 상해를 유발하고,13) 쥐의

복강 내에 주입하였을 경우 중피종(mesothelioma)을 일

으킨다고 보고되었다.14)

나노물질은 아직 공인된 측정방법이 존재하지 않으

며, 입자의 공기중 농도를 나타낼 때 단위 공기 당 입

자 질량, 입자의 수 및 표면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

다. 특히, 나노입자의 위험성은 입자의 표면적과 가장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15) 선행연구에서는

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SMPS),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TEM), diffusion charging(DC)를 이

용한 측정방법이 있으며,16) 그 밖에 condensation particle

counter(CPC), dust monitor, ultrafine condensation

particle counter(UCPC) 등을 사용한 연구17-19)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주요 활용 분야의

51%가 연구소와 대학교의 연구용으로 가장 많았다.20)

대학교는 나노물질을 소량 제조하여 연구용으로 사용

하고 있으며 나노물질의 잠재적인 위해성을 가장 잘 인

지하고 있는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나노물질의 배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인지도가 가장 낮다고 보고되었다.20) 

따라서 본 연구는 CNTs를 가공하는 모 대학교 실험

실에서 직독식 기기를 이용하여 세부작업별 나노입자

농도 분포를 파악하고 실험실 종사자의 나노입자 노출

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인 하이브리드 나노재료 실험실(370 m3)

은 연료전지에 백금 대신 CNTs를 사용하기 위해 H2SO4

와 H2O2의 혼합비를 달리하여 CNTs(직경 3~5 nm,

길이 10~20 µm)에 표면처리를 하는 실험을 하였다.

1회 공정은 2일에 걸쳐 완성되고 주 3회 반복 작업을

하였다. 보통 1회 CNTs 사용량은 600 mg으로 일주일

사용량은 약 1800 mg이었다. 실험실의 실험실종사자는

총 5명이고, 최대 3명이 동시에 실험하였다. 실험실의

자세한 모습은 아래 평면도를 참고한다(Fig. 1).

실험은 크게 1) CNTs 무게 칭량(Task W), 2) 초음

파에 의한 CNTs와 H2SO4, H2O2와의 혼합(Task S),

3) CNTs 혼합용액 가열(Task H), 4) CNTs 혼합용액

의 여과(Task F)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각 실험단계 또

는 세부작업(task)은 W, S, H, F로 표시하였고 전체

실험단계는 2일 동안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 3단계 실

험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3시간, 4단계 실험은 보통

4시간~10시간 정도 소요된다. Fig. 2는 연구대상 실험

실의 실험단계별 모습이다.

2. 연구방법

공기 중 나노입자의 노출평가를 위해 직독식 측정기

로 3가지 물리량, 즉 입자 표면적 농도(Aerotrak

9000TM, TSI), 입자수 농도(Ultrafine Particle Counter,

P-Trak Model 8525, TSI) 및 입자질량 농도(DustMate,

DM11431, Turnkey Instruments Ltd.)를 측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PM10이 1995년부터 대기환경기준에 포

함되었으며 이를 통상 미세먼지라 부르고 있다.21) 나노

물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1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제작

된 1~100 nm 크기의 물질로 정의하고 있지만, 나노물

질이 공기 중에 확산되면서 응집(agglomeration)되어 마

이크로(micro) 크기까지 입자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입자 표면적 및 입자수 측정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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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oss section of the laboratory. W: The place for weighing of CNTs, S: The place for mixing of CNTs and acids by sonication,

H: The place for heating of a mixture of CNTs and acids, F: The place for filtration of a mixture of CNTs and acids.

Fig. 2. Procedure of a CNTs processing experiment - acid treatment on surfaces of C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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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0~1000 nm와 20~1000 nm 범위의 입자 측정이

가능하고, 질량 농도 측정기기는 PM1, PM2.5, PM10 및

TSP 범위의 입자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의 나노입자란 크기가 1000 nm 이하인 서브마이크

론 입자를 말한다. 

나노입자 표면적 농도는 전체 실험시간 동안 실험실

종사자의 호흡위치(personal breathing zone, PBZ)에서

연속 측정하였고, 나노입자의 입자수와 질량 농도는 세

부작업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때 모든 측정은 동일

한 지점에서 동시에 실시하였고, 표면적 농도의 측정은

동일한 장비 두 대를 사용하였다. 실험시작 전 또는 실

험종료 후 30분 동안 실험실 내부에서 배경농도

(background level)를 측정하여 개인노출농도와 비교하

였다. 또한, 공기중 나노입자 표면적 농도는 실험실 내

실험위치로부터 최장거리(9.7 m)에서 추가 측정하여, 작

업대에서 공기중으로 발생된 나노입자가 주변 실험실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대상 실험

실의 측정 및 실험 위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실험실

의 평면도를 참고한다(Fig. 1). 본 논문에서 실험실종사

자의 호흡위치에서 측정한 시료를 개인시료라고 하고,

실험실 내 실험위치로부터 최장거리에서 추가 측정한

시료를 지역시료라고 한다. 대학 실험실의 특성상 하루

실험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기중 나노입자

측정은 실험 시작부터 종료 시간까지 실시하였다.

나노입자의 성분 및 형태 분석을 위해 mixed

cellulose ester(MCE) 막 여과지(직경: 37 mm, 공극

크기: 0.8 µm)에 개인시료채취펌프(GILAIR, Gillian®)를

사용하여 유량 1.5~2.0 l/min의 유량으로 개인시료와 지

역시료를 동시에 채취하였다. 공기시료 채취시간은

180~300분이었다. 공기중 CNTs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공기시료를 투사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으로 15,000~600,000배율에서 탐

색하였고 4000배율에서 이미지를 관찰하였다. 실험

실 흄 후드(fume hood)의 제어풍속은 열선풍속계

(VELOCICALC® Plus Meters 8386, TS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기술통계, 상관분석 등 모든 통계적

처리는 SPSS® for Windows, Release 17.0(SPSS In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PowerPoint® 2007

(Microsoft Office Inc.)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세부작업별 공기중 나노입자 농도

Table 1은 연구대상 실험실의 세부작업별 공기중 나

노입자의 표면적, 입자수 및 입자질량 농도 분포를 나

타낸 것이고, Table 2는 실험중 시간에 따른 공정내용

을 나타낸 것이다. 첫째 날 실험중 나노입자의 표면적

농도가 실험 시작전 배경농도보다 높았으며 실험 종료

후에도 실험중 발생된 입자가 공기중에 정체되어 실험

시작전 농도보다 높았다(p<0.01). 한편, 칭량작업을 제

외한 모든 세부작업 그리고 실험 종료후 입자수 농도

는 실험전 입자수 농도보다 높았다(p<0.01). 실험이 진

행되면서 공기중에 발생된 입자가 배출이 되지 않고 실

Table 1. Airborne nanoparticle surface area, number and mass concentrations by task in a CNTs processing laboratory

Day Task

PSA conc. (µm2/cc) PN conc. (pt/cc)
PM conc. (µg/m3)

PM1 PM2.5 PM10 TSP

N* Mean±SD Range Mean±SD Range N*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1st

Before

W

S

H

After

105

8

30

6

21

20.3±0.5

31.2±0.6

30.7±0.9

31.9±1.3

24.5±0.5

 18.5-21.7

 30.4-32.3

 29.1-32.2

 30.5-33.5

 23.7-25.3

 7664±495

 7189±187

 7995±808

 9742±872

 9916±528

5540-9570

6700-7510

5570-10100

8450-13600

6820-11900

1

1

1

1

-

3.0

2.7

4.1

3.2

-

10.2

10.3

12.0

11.4

-

58.4

61.9

59.6

70.4

-

132.6

140.9

120.3

160.9

-

Total 170 31.6±3.1  18.5-33.5  8264±945 5540-13600 4 3.8±0.6 11.5±0.9 61.2±5.4 129.5±17.1

2nd

Before

F

After

53

206

59

69.9±6.3

118.7±7.3

97.9±3.9

 56.5-80.2

108.7-146.8

 91.2-109.0

23431±2337

24203±2111

18991±557

18400-29800

18600-30500

16300-22000

1

5

-

6.9

9.4±0.5

-

23.3

30.8±1.2

-

85.4

138.1±14.0

-

148.6

278.7±43.0

-

Total 318 116.6±12.2  56.5-146.8 24320±2193 16300-30500 6 9.0±1.1 29.5±3.2 129.3±24.9 257.0±65.6

*Number of samples

PSA: Particle surface area, PN: Particle number, PM: Particle mass, SD: Standard deviation, Before: Concentrations before the

experiment, After: Concentrations after the experiment, W: Weighing of CNTs, S: Mixing of CNTs and acids by sonication, H:

Heating of a mixture of CNTs and acids, F: Filtration of a mixture of CNTs and ac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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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공기에 정체되고 계속 축적됨으로써 농도가 증가하

였고 실험 종료 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

단된다. 

둘째 날 실험전 공기중 입자 표면적, 입자수 및 입자

질량(PM1) 농도(69.9 µm2/cc, 23431 pt/cc, 6.9 µg/m3)는

첫째 날 실험전 측정한 농도보다 약 2~3배 높았다

(p<0.01). 첫째 날 실험 종료후 12시간 동안 지속된 가

열 작업(H)에서 발생한 나노입자가 밀폐된 실험실 공

기중에 축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험실에서는 전날 발생된 나노입자가 공기중에 정체

되어 다음 날의 배경농도를 상승시킨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날의 여과작업(F)에서 공기중 나노입자 표면적,

입자수 및 입자질량(PM1) 농도가 각각 118.7 µm2/cc,

24203 pt/cc, 9.4 µg/m3으로 모든 세부작업 중에서 가장

높은 농도수준을 보였다. 여과작업(F)에서의 나노입자

의 농도가 작업전 농도보다 입자 표면적 및 입자질량

농도에서만 각각 1.7배 및 1.4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흄

후드 외부에서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작업으로 발생한

미스트가 공기중에 부유하던 나노입자와 응집된 것으

로 추정된다. 

둘째 날의 공기중 입자질량 농도(PM1, PM2.5, PM10,

TSP)가 첫째 날의 입자질량 농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1). 첫째 날의 PM1, PM2.5, PM10 농도는 각각

TSP 농도의 2.9%, 8.9% 및 47.3%이고, 둘째 날의 경

우 각각 3.2%, 11.5%, 50.3%였다. 혼합작업(S)에서의

PM1, PM2.5, PM10 농도는 TSP 농도의 3.4%, 10.0%,

49.7%이고 여과작업(F)의 경우 각각 3.4%, 11.1%,

49.5%로 두 세부작업의 TSP중 미세먼지의 함량비율은

유사하였다. CNTs 칭량(W)작업에서의 PM1, PM2.5,

PM10 농도는 TSP 농도의 1.9%, 7.4%, 44.2%이고 가

열작업(H)의 경우 2.0%, 7.1%, 44.0%로 두 작업에서

발생된 입자의 입경분포는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CNTs 칭량작업(W), 혼합작업(S), 가열작업(H), 여과작

업(F)에서 PM1 농도는 PM10농도의 4.3%, 6.9%,

4.5%, 6.8%으로, 혼합작업과 여과작업에서 발생된 전체

입자중에 나노입자를 비롯한 미세입자의 비율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은 실험중 시간대별로 측정된 공기중 나노입자

표면적 농도와 입자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둘째 날

실험은 첫째 날 실험종료 12시간 뒤에 시작하였다. 둘

째 날의 공기중 나노입자 표면적 농도와 입자수 농도

는 각각 116.6 µm2/cc 및 24320 pt/cc로, 첫째 날의 나

노입자 표면적 농도와 입자수 농도보다 각각 약 3.7배

및 2.9배 높았다. 

실험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area)에서의 표면

적 농도는 동시에 측정된 호흡위치에서의 농도와 유사

하게 변동하였다. 이것은 실험대에서 발생한 나노입자

가 확산되어 같은 공간 내 주변 실험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험이 완전히 종료된 시간

(12:30)부터 공기중 나노입자의 표면적 농도와 입자수

농도가 점점 감소하였다.

2. 8시간 시간가중평균 나노입자 노출농도

Table 3은 실험중 개인의 8시간 시간가중평균 나노입

자 노출농도(8 hour-TWA)를 보여 주고 있다. 8 hour-

TWA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하루 실험시간(T1) 동안

은 실험자의 호흡기 주변에서 측정된 공기중 나노입자

의 평균농도(C1)를 적용하였고, 실험이 없는 나머지 시

간(T2 = 8-T1)은 실험시작 전 또는 실험종료 후 측정한

배경농도(C2)를 적용하였다. 

첫째 날 실험에서의 공기중 나노입자 표면적, 입자수

및 입자질량(PM1) 농도의 8 hour-TWA는 각각 24.5

µm2/cc, 7889 pt/cc 및 3.3 µg/m3이고, 둘째 날 실험의

경우 각각 93.2 µm2/cc, 23876 pt/cc 및 8.0 µg/m3이었

다. 즉, 둘째 날 실험에서의 공기중 나노입자 표면적,

입자수 및 입자질량의 8 hour-TWA는 첫째 날보다 약

2.4~3.7배 높았다.

대상 실험실은 창문이 열리지 않았고 실험실에 흄 후

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흄 후드의 제어풍속은 0.14

m/s로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Table 2. Process and time of CNTs surface treatment

experiment

Day Time Process

1st

19:00-19:44 Before an experiment

19:45-19:49 Weighing

19:49-21:46 Mixing of CNTs and acid by sonication

21:47-21:52 Heating for 12 hours (over night)

21:52- After the experiment (people went out)

2nd

9:25-9:59 Before an experiment

10:00-10:18 Watching the filtering process 

10:18-10:27 Open the filtering apparatus and poured

the diluted solution

10:27-10:32 Washing glass flasks attached CNTs on

the surface

10:37-10:48 Filtering with a centrifugal separator

10:50-11:34 Filtering (3 people stayed in the room)

11:34-11:36 Washing a mop next to filtering table

11:37-12:20 Filtering (alone)

12:20- After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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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기준(0.4~0.6 m/s)22)에 미달하였으며, 실험실 종사

자는 흄 후드의 슬라이딩 새쉬(sliding sash)를 24시간

열어두었다. 또한 CNTs 무게 칭량 작업과 여과 작업은

흄 후드 외부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중 실험실종사자는

실험가운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무게칭량 작업(W)에서

만 방진마스크(80%)를 착용하였다. 

Fig. 3. Airborne nanoparticle surface area and number concentrations during the CNT processing experiments. PBZ: Concentrations

measured in personal breathing zones, Area: Concentrations measured in area, B; Background concentration before or after

the experiment, W: Weighing of CNTs, S: Mixing of CNTs and acids by sonication, H: Heating of a mixture of CNTs and

acids, F: Filtration of a mixture of CNTs and acids, #; Washing a mop next to filtering table.

Table 3. Estimated 8 hour-TWA of nanoparticle surface area, number and mass concentrations in a CNTs processing laboratory

Day
Sampling time 

(min)

PSA conc. (µm2/cc) PN conc. (pt/cc) PM(PM1) conc. (µg/m3)

PBZ B 8 hr-TWA PBZ B 8hr-TWA PBZ B 8 hr-TWA

1st 180 31.6 20.3 24.5 8264 7664 7889 3.8 3.0 3.3

2nd 240 116.6 69.9 93.2 24320 23431 23876 9.0 6.9 8.0

Total - - - 58.9±48.6 - - 15883±11305 - - 5.6±3.3

PBZ: Mean of concentrations measured in personal breathing zones during the experiments, B: Background concentration when

the experiment is over, PSA: Particle surface area, PN: Particle number, PM: Particle mass, 8 hr-TWA: 8 hour-time weighted

average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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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NTs의 성분 및 형태 분석

MCE 여과지에 채취된 공기 시료를 TEM으로 분석

한 결과, 둘째 날 측정한 지역시료에서 CNTs를 발견할

수 있었다(Fig. 4). Fig. 4에서 보이는 긴 CNT의 길이

는 약 1.6 µm, 두께는 약 50 nm이고 짧은 CNT의 길

이는 약 300 nm이고 두께는 약 100 nm였다. 연구 대

상 실험실에서 측정된 나노입자의 표면적, 입자수 및

질량 농도는 CNTs와 기타 탄소 입자와 관련이 있었

고, 이러한 실험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기중으로 발생된

CNTs에 노출되어 흡입될 위험이 있었다. 연구대상 실

험실은 주 2회 학부생 수업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동인구의 이동으로 인한 나노입자의 노출이 외부로

발생할 수 있었다. 한편, 식사공간과 실험공간이 구분

되어 있지 않는 연구대상 실험실에서 섭취 및 흡입을

통한 인체 노출 위험이 있었다. 

나노물질 사용 실험실의 표면적 농도 측정결과, 유동

인구의 신발류로 나노입자의 이동이 발견 되었다는 연

구결과23)가 있었다. 공기중 입자상의 물질은 흡입 및

섭취로 인해 인체에 영향을 주며, 특히 나노크기의 입

자는 크기가 큰 호흡성분진보다 폐에 더 잘 침착된다

는 연구결과24,25)가 보고된 바 있다. 

IV. 결  론
 

탄소나노튜브를 가공(표면처리)하는 실험실 종사자의

공기중 나노입자 노출을 조사한 결과 얻은 결론은 다

음과 같다.

1. 실험중 및 실험 종료 직후 공기중 나노입자의 표

면적 및 입자수 농도가 실험전 농도보다 높았는데, 이

것은 실험이 진행되면서 공기중에 발생된 입자가 배출

되지 않고 정체된 실내 공기에 계속 축적됨으로써 농

도가 증가하였고 실험 후에도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둘째 날 실험전 공기중 입자 표면적, 입자수

및 입자 질량(PM1) 농도는 첫째 날 실험전 농도보다

약 2~3배 높았는데, 전날 밤 가동중인 혼합용액 가열설

비에서 발생된 나노입자가 축적되어 배경농도를 상승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2. 전체 세부작업중 공기중 나노입자의 표면적, 입자

수 및 PM1 농도는 여과 작업에서 각각 116.6 µm2/cc,

24320 pt/cc, 9.0 µg/m3으로 세가지 농도가 다른 세부작

업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3. 둘째 날 실험에서의 공기중 나노입자 표면적, 입자

수 및 입자질량의 8 hour-TWA는 첫째 날보다 약

2.4~3.7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과작업이 입자발생

량이 많으며 전날 발생된 입자가 공기중에 정체되어 영

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실험실 내 특정 지역에서의 표면적 농도는 동시에

측정된 호흡위치에서의 농도와 유사하게 변동하였다.

따라서 실험중 발생된 나노입자는 전체 실험실 공간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둘째 날 작업자 옆에서 측정한 공기시료를 TEM으

로 분석한 결과 CNTs가 검출되었고 CNT의 길이는 약

1.6 µm, 두께는 약 50 nm이고 짧은 CNT의 길이는 약

300 nm이고 두께는 약 100 nm였다. 

6. 대상 실험실은 창문이 열리지 않았고 실험실에 흄

후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흄 후드의 제어풍속은

0.14 m/s로 ANSI 권고기준(0.4~0.6 m/s)에 미달하였

으며, 실험실 종사자는 흄 후드의 슬라이딩 새쉬를

24시간 열어두었다. 또한 CNTs 무게 칭량 작업과 여과

작업은 흄후드 외부에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대

상 실험실의 경우 해당 실험 종사자는 물론 인근의 재

실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해물질 노출관리가 미흡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대상 CNTs 가공 실험실은 기

관, 실험실 및 실험자의 나노물질의 잠재된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 공학적 관리 등 실험실 노출관리의 부

족으로 해당 실험 종사자와 다른 재실자가 실험중 발

생되는 나노입자에 노출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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