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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erosol nanoparticles are suspected to be exposed to workers in nanomaterial manufacturing facilities. However,
the exposure assessment method has not been established. One of important issues is to characterize background level
of nanoparticles in workplaces. In this study, intensive aerosol measurements were made at a TiO2 manufacturing 
laboratory for five consecutive days in May of 2010. The TiO2 nanoparticles were manufactured by the 
thermal-condensation process in a heated tube furnace. The particle number size distribution was measured using a 
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 every 5 min, in order to detect particles ranging from 14.5 to 664 nm in diameter. 
Total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shows a severe diurnal variation irrespective of manufacturing process, which was
governed by nanoparticles smaller than 50 nm in diameter. During the background monitoring periods, significant peak
concentrations were observed between 2 p.m. and 3 p.m. due to the infiltration of secondary aerosol particles formed
by photochemical smog. Although significant increase in nanoparticle concentration was also observed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twice among three times, these particle peak concentrations were lower than those observed 
during the background measurement. It is suggested that the investigation of background particle contamination is 
needed prior to conducting main exposure assessment in nanomaterial manufacturing workplaces or labor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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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나노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의 

기술 및 소재로 가능하지 못했던 소형화, 복잡화 그

리고 강성 등이 우수한 나노소재 및 나노제품들이 

생산되기 시작했고, 나노크기의 생산기술이 성장하

고 있는 추세이다(Emerich and Thanos, 2003; Grassian
et al., 2007, Ji and Yu, 2010). 이는 나노소재 및 나노

제품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나노소재의 개발 및 생

산량의 증가를 유발하였다. 하지만 나노 크기의 물

질 및 입자들이 인체 및 주변 대기환경에 나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Borm, 2002; Donaldson et al., 2009; 
Bujak Pietrek, 2010). 
  나노소재 및 나노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장에서 나

노소재는 제조장비로부터 직접 누설되거나 공정이 

완료된 후 보관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

위 환경으로 확산되어 작업장을 오염시키고, 호흡에 

의해 작업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 특히, 나노입자

(<100 nm)의 경우 크기가 작아 인체에 깊숙이 침투

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질량당 비표면적이 넓어 

세포와 반응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출된 입자가 

나노크기인 경우 그 유해성이 커질 수 있다(Guzman 
et al., 2006; Oberdorster et al., 2008). 
  이에 따라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

업장에서 공기 중 나노입자의 노출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Masciangioli and Zhang, 2003; Nel et al., 
2006). 200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나노소재의 제조 

작업장에서 나노입자의 노출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

표되고 있으며(Brouwer, 2010), 최근 국내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 및 

은 나노입자 제조 작업장에서 노출평가에 대한 연

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Han et al., 2008; Park et al., 
2009; Lee et al., 2010a). 이러한 연구결과 등을 토대

로 나노소재의 작업장 노출기준(occupational expo- 
sure limit)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Schulte et 
al., 2010).
  실내에는 환기에 의해 외부로부터 유입되거나 프

린터 등과 같은 사무용 기기에서 발생된 나노입자

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Lee et al., 2010b),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나노소재의 안전성 

관점에서 나노소재만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에서 미량으로 노출될 수 있는 에어로졸 나

노소재를 배경 나노입자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Ono-Ogasawara et al., 2009). 
  그러므로 나노소재 또는 나노제품을 제조하는 작

업장의 노출평가에서 나노입자의 배경농도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배경농도는 

작업에 무관하게 작업장 실내에 존재하는 나노입자

의 농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나노소재 또는 나노제

품을 생산하는 작업 현장에서 노출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생산을 중지하고 배경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Lee et al., 2010a). 현재 대

표적인 나노소재로 은 나노입자, TiO2 나노입자 및 

CNT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이들 나노소재를 대상

으로 세포독성, 흡입독성, 생태계 독성, 작업장 노출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이 중 

TiO2는 광촉매, 백색안료 등으로 사용되고, 보통 기

상반응 또는 액상반응을 이용하여 제조되고 있다

(Bae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 나

노소재인 TiO2를 제조하는 실험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간 에어로졸 측정장비로 실험실 내 

나노입자의 배경농도 특징을 분석하였다. 

2. 노출평가 실험

  나노입자의 배경농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

정한 TiO2 나노입자 제조 실험실의 평면도를 그림 1
에 나타냈다. 좌측은 TiO2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 

실험실이고, 우측은 일반 실험실로 아래의 문으로 

사람들이 출입하였다. 이 실험실은 지하 2층, 지상 4
층 건물에서 지상 1층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

었다. 건물 전체는 중앙 공조시스템을 이용하여 냉

난방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실험실에는 천장에 급

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출입문을 통해 복도

로부터 건물 냉난방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

으며, 실험실 천장에 설치된 배기설비를 통해 건물 

옥상으로 실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었다. 
  이 실험실에서는 기상방법의 하나인 튜브 전기로

를 이용하여 TiO2 입자를 제조하였다. 즉, TiO2 입자

의 전구물질인 TTIP(titanium tetraisopropoxide, Ti 
[OCH(CH3)2]4)와 산소를 전기로의 열원을 이용하여 

반응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조된 TiO2 입자의 크기를 전자현미경 이미지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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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or-plan view of a TiO2 manufacturing 
laboratory.

Date Air temperature (℃) Relative humidity (%) Weather Precipitation (mm)

April 30, 2010
May 1, 2010
May 2, 2010
May 3, 2010
May 4, 2010
May 5, 2010

9.6 (7.0∼13.2)*
12.3 (5.8∼17.5)
17.2 (9.9∼23.3)
18.2 (16.5∼19.5)
20.2 (18.2∼25.3)
20.6 (15.4∼25.2)

63.3
49.5
43.4
79.5
70.3
57.5

Mist
Clear
Clear

Rain and mist
Mist
Rain

-
-
-

0.0
-

0.0

* Average (Min.∼Max.)

Table 1. Meteorological conditions in Seoul for the measurement period.

석하면 5∼20 nm 범위이었다(Park et al., 2008). 에어

로졸 측정장비를 사용하면 온도, 유량 등의 공정 변

수가 제조되는 TiO2 나노입자의 크기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Bae et 
al., 2004), 향후 이러한 연구를 포함하여 제조공정의 

나노입자 발생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

가 있다. 
  2010년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실험실에서 나노입자의 노출평가 실험을 실시하였

다. 4월 30일과 5월 1∼2일 그리고 5일에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노입자의 배경농도를 측

정하였으며, 3일과 4일에는 낮 시간 동안 TiO2 제조

작업을 실시한 상태에서 나노입자를 측정하였다. 그
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TiO2 제조장치가 놓인 작

업대에서 약 0.5 m 떨어진 곳에 에어로졸 측정장비

(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 SMPS)를 설치하여 

24시간 연속으로 입자를 측정하였다. 사람의 호흡 

높이를 고려하여 샘플링 튜브의 입구(inlet)를 약 1.5 
m 높이에 설치하였다. 이곳은 제조된 TiO2 입자를 

채집하는 곳에 매우 가까운 위치이기도 하다. 응축

입자계수기(condensation particle counter, CPC, TSI 
3010)와 regular differential mobility analyzer(DMA, 
TSI 3081)로 구성된 SMPS(TSI 3936)로 14.5∼664 
nm 범위의 에어로졸 입자를 5분마다 측정하였다. 
이때 CPC의 샘플링 유량은 0.3 L/min으로 설정하였

다. 
  측정기간 동안의 서울시 기상정보를 기상청으로

부터 입수하여 표 1에 나타냈다. 5월 1일과 2일의 

날씨는 맑았고, 4월 30일, 5월 3일과 4일에 박무(엷
은 안개)가 끼었으며, 5월 3일과 5일에 매우 적은 양

의 비가 내렸다.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날의 작업일정을 표 2에 정

리하여 나타냈다. 5월 3일에는 오후에 TiO2 제조공

정을 한번 수행하였고, 4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번씩 TiO2 제조공정을 수행하였다. 제조공정이 끝

나면 제조된 TiO2 입자를 수거하였으며, 모든 공정

을 마친 후에 간단하게 청소하였다. 
  배경농도를 측정하는 기간 동안 우측의 실험실에

서 3∼4명이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지만, 제조공정 실

험실에서는 아무런 활동도 수행하지 않았다. TiO2 
제조공정을 실시한 날에는 제조장비와 이를 운용하

는 1명만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배

기설비의 환풍기는 24시간 계속 가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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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Time of day Operation

April 30 to May 2, 2010 Measurement of background particles

May 3, 2010

11:00
14:10
16:40
16:42
16:49

Preparation of TiO2 manufacturing 
Turn on the TiO2 manufacturing equipment
Turn off the TiO2 manufacturing equipment
Transport of the collected TiO2 particles
Termination of all processes

May 4, 2010

10:00 
11:06
13:30
13:33
14:24
16:30
16:31
16:45

Preparation of TiO2 manufacturing
Turn on the TiO2 manufacturing equipment (first process)
Turn off the TiO2 manufacturing equipment
Transport of the collected TiO2 particles and cleaning of the laboratory 
Turn on the TiO2 manufacturing equipment (second process)
Turn off the TiO2 manufacturing equipment
Transport of the collected TiO2 particles 
Termination of all processes

May 5, 2010 　 Measurement of background particles

Table 2. Time course of events in the TiO2 manufacturing laboratory during the measurement period.

3. 결과 및 고찰

3.1 배경농도의 특징

  측정기간 동안 14.5 nm 이상인 입자의 총 수농도

의 변화를 그림 2에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입자의 

수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상당히 큰 폭

으로 변하며, TiO2 입자의 제조공정을 실시한 시간

대에 특별히 높은 수농도를 나타내지 않아 실험실 

내 입자의 배경 수농도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오히려 TiO2 입자를 제조하지 않은 

날에 더 높은 수농도가 자주 관측되기도 하였다. 보
통 작업장 노출평가 연구에서 제조공정이 이루어지

기 이전에 짧은 시간 동안 측정한 자료를 배경농도

로 간주하고,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측정한 

자료를 배경농도와 비교하여 작업장에서 나노소재

의 노출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Wang et 
al., 2010). 이것은 작업장의 배경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거의 일정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림 2의 결과는 단순히 입자 수농도의 증감

을 통해 작업장에서 나노소재의 노출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출평가에 

앞서 작업장 내 배경농도의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배경농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TiO2를 제조

하기 이전 이틀(5월 1일과 2일)과 제조한 이후 하루

(5월 5일)를 대상으로 입자 수농도의 일변화를 그림 

3에 나타냈다. 배경농도를 측정한 3일 동안 입자 수

농도의 일변화는 서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특히 

근무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농도의 

변화 양상이 더욱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새벽부

터 9시까지 수농도 변화는 측정일에 따라 차이가 있

지만, 9시 이후부터는 수농도가 빠르게 감소하여 11
∼12시 사이에 가장 낮아지고(5300∼6100개/cm3), 다
시 급격이 증가하여 14∼15시 사이에 수농도가 가

장 높아진 후(11900∼18400개/cm3) 자정까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측정기간이 5월로 봄철이라 중앙 공조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고, 실험실 실내에 특별한 입자 발생

원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수농도의 일변화는 건물 

외부 공기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

한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SMPS로 측정한 입경

분포의 일변화를 그림 4에 나타냈다. 5월 1일의 입

경분포를 보면, 40∼100 nm 범위인 입자가 0∼10시 

사이에 고농도를 나타냈고, 5∼7시 사이에 30 nm 이



TiO2 제조 실험실에서 나노입자의 배경농도 특징   117

PAAR Vol. 7, No. 4(2011)

Time of day

4/30  5/1  5/2  5/3  5/4  5/5  5/6  P
ar

tic
le

 n
um

be
r c

on
ce

nt
ra

tio
n 

(p
ar

tic
le

s/
cm

3 )

0

5000

10000

15000

20000

Manufacturing period

Fig. 2. Variation of total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14.5 nm) in the TiO2 manufacturing laboratory
during the intensive measure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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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urnal variations of total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14.5 nm) in the TiO2 manufacturing
laboratory for background monitoring days. 

하인 입자의 수농도가 높아졌다. 그림 3에서 4∼7시 

사이에 입자의 수농도가 증가한 것은 이러한 30 nm 
이하인 입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12∼16시 

사이에 바나나 모양의 고농도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광화학 스모그에 의해 입자가 생성되어 성

장하는 전형적인 대도시 대기오염 현상과 매우 유

사하다(Watson et al., 2006). 이러한 현상은 5월 2일

과 5일에도 관측되었다. 5월 5일의 입경분포를 보

면, 5∼11시 사이에 40∼150 nm 범위인 입자의 수농

도가 높아졌는데, 이것은 자동차에서 배출된 입자의 

크기와 유사하다(Kittelson et al., 2006a, 2006b).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9시 이전에 입자의 수농도

가 높아진 것은 아침 시간대에 자동차 등에서 배출

된 입자로 오염된 외부 공기가 건물 실내로 침투한 

것에 기인되고, 9시 이후 수농도의 감소는 실내에서 

중력침강, 벽면침착 등 자연적 감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스모그 현상에 의해 낮 시간대에 생

성된 많은 입자가 실내로 유입되어 실험실 내 입자 

수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실험실 내 입자의 배경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입경

을 파악하기 위하여 SMPS로 측정한 입경분포 자료

를 4개의 입경범위(14∼50 nm, 50∼100 nm, 100∼

200 nm, 200∼600 nm)로 구분하여 수농의 일변화를 

그림 5에 나타냈다. 실험실 내 200 nm 이상인 입자

의 수농도는 1000개/cm3 이하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

았고, 50∼100 nm와 100∼200 nm 범위인 입자의 수

농도가 높지만 완만한 일변화를 나타냈다. 그런데 

14∼50 nm 범위인 입자의 수농도는 50∼100 nm 및 

100∼200 nm 범위인 입자의 수농도와 비슷하다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수농도의 일변화가 

매우 큰 양상을 나타냈다. 이것으로부터 50 nm 이하

인 입자가 실험실 내 배경농도의 일변화를 주도하

였다고 판단된다.

3.2 작업일의 입자 수농도 특징

  TiO2 제조공정을 수행한 5월 3일과 4일을 대상으

로 입자 수농도의 일변화를 그림 6에 나타냈다. 두 

날의 입자 수농도의 일변화 경향은 유사하여 보이

나, 근무시간대 일변화 양상이 배경농도 측정일과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9시 이후에도 입자 

수농도가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여 배경농도 

측정일과 달리 11∼12시 사이에서도 수농도가 상당

히 높았다. 이것은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박무로 

인해 대기 중 입자 수농도가 증가하여 실내에 영향

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3일에는 14시 10분부터 16시 40분까지 제조공정

이 이루어졌고, 4일의 경우 첫 번째 공정은 11시 6
분부터 13시 30분까지 그리고 두 번째 공정은 14시 

24분부터 16시 30분까지 이루어졌다. 이들 작업이 

수행된 기간 동안 입자의 수농도는 공정이 이루어

지기 바로 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절대적인 

수농도는 배경농도와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도 있었

다. 4일의 경우 두 번째 공정 시 더 높은 수농도가 

관측되었다. 그런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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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urnal variations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in the TiO2 manufacturing laboratory for background 
monitoring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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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urnal variations of size-segregated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s for background monitoring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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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urnal variations of total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14.5 nm) in the TiO2 manu- 
facturing laboratory for working days.

정을 실시하지 않은 날에도 낮 시간대에 고농도 피

크가 관찰되어 공정 중 나노소재의 작업장 노출로 

인한 수농도의 증가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작업일에 측정된 입자의 크기분포 특징을 파악하

기 위하여 SMPS로 측정한 입경분포의 일변화를 그

림 7에 나타냈다. 배경농도 측정일과 달리 작업일 

동안 박무로 인해 광화학 스모그가 생기지 않아 이

와 관련된 나노입자가 실내로 유입되는 현상은 발

생되지 않았다. 5월 3일에는 15∼20시 사이에 30∼

100 nm 범위의 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관측되었는

데, 이것으로부터 제조공정 중 나노입자가 실내로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5월 4일에는 

16∼17시 사이에 40 nm 이하인 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관측되었는데, 이것도 두 번째 공정에 의한 오

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SMPS로 측정한 입경분포 자료를 4개의 입경범위로 

구분하여 수농도의 일변화를 그림 8에 나타냈다. 실
험실 내 200 nm 이상인 입자의 수농도는 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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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urnal variations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in the TiO2 manufacturing laboratory for working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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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urnal variations of size-segregated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s for working days.

/cm3 이하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고, 50∼100 nm와 

100∼200 nm 범위인 입자의 수농도가 높고 상대적

으로 뚜렷한 일변화를 나타냈다. 배경농도 측정일과 

유사하게 14.5∼50 nm 범위인 입자의 수농도는 50
∼100 nm 및 100∼200 nm 범위인 입자의 수농도와 

비슷하다가 농도 차이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배경농도 측정일과 마찬가지로 50 nm 
이하인 입자가 실험실 내 입자 수농도의 일변화를 

주도하였다고 판단된다. 세 번의 제조공정 기간 중 

5월 3일 오후와 4일 두 번째 제조공정 기간에 50 nm 
이하인 나노입자의 수농도가 증가하였으므로, TiO2 

제조공정 과정에서 실내로 TiO2 나노입자가 누출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   

4. 결 론

  나노소재를 이용한 나노제품 관련 산업이 초기 

단계이므로, 일부 양산 단계인 나노소재 작업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 시설로 후드설비 등 작업

환경설비를 잘 갖춘 작업장에서 연구나 생산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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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자가 나노소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나노입자의 노출실태를 파악하여 후드설비 등의 보

완을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TiO2 나노입자의 제조를 연구하는 

실험실을 대상으로 나노입자의 노출실태를 파악하

기 위하여 작업 여부에 따른 실내 나노입자의 일변

화를 측정하여 배경농도가 나노입자의 노출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첫째, 실험실의 실내 나노입자의 수농도는 외부 

공기의 유입으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낮 시간대 광화학 스모그에 의해 생성된 고농

도 나노입자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노출

평가 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실시간 입자 

측정장비만으로 낮 시간대에 작업 중 실내로 누출

되는 나노소재를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작업 여부에 무관하게 실내에서 200 nm 이
상인 입자의 수농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고 일

변화도 거의 없었으며, 주로 50 nm 이하인 입자가 

수농도의 일변화를 주도하였다. 즉, 외부에서 입자

가 유입되거나 작업 중 입자가 실내로 누출되는 경

우 50 nm 이하인 입자의 수농도가 급격히 증가하

였다. 
  셋째, 세 번의 작업 기간 중 50 nm 이하인 입자의 

수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되어 TiO2 제조공정

에서 나노입자가 실내로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만, 수농도의 절대값이 배경농도보다 현저하게 높지 

않으므로 TiO2 나노입자가 누출되었다고 단정하기

는 어렵다.
  현재 작업장에서 나노소재의 노출량을 평가하는

데 SMPS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실내에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노입자가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으므

로, 근무시간 동안의 SMPS 측정자료만으로 작업장 

내 나노소재의 노출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작업장에서 나노소재의 노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서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장 

실내의 배경농도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실내와 실외를 SMPS
로 동시에 측정하여 측정 당시 외부 공기의 영향을 

파악하고, 필터 샘플링에 의한 화학적 조성의 분석, 
수농도 이외에 표면적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실

시간 나노입자 측정장비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적

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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