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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계

연구 기간

2019.10.10-

2021.03.31
단계구분 총 1단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통합기반 구축 연구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심원준

해당단계

참여연구원 

수

  총:  29명

내부:  10명

외부:  19명

해당단계

연구개발비

정부: 686,000천원

민간:       천원

  계: 686,000천원

총 연구기간

참여연구원 

수

  총:  29명

내부:  10명

외부:  19명

총 연구개발비

정부: 686,000천원

민간:       천원

  계: 686,000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 부서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위해성분석연구센터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갈음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및 

사유

보안과제 해당없음

9대 성과 등록·기탁번호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

·장비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등록·기탁 

번호
5 2 1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구입기관
연구시설·

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연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

비고

(설치장소)

NTIS

등록번호

요약

선박의 운항 시간에 대한 소모 없이 이동 간에 원하는 양의 시료를 매우 손

쉽게 채취할 수 있도록, 대형 연구선의 정상 운항(10knot) 중 표층 해수를 

채취하는 장치 및 채취된 해수가 선상으로 이송되어 >20㎛의 미세플라스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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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망 막힘없이 연속으로 10톤 이상 채취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음. 

FTIR을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분석법을 비교분석하여, 최초로 수동·자동분석

의 오류율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줄일 수 있는 반자동분석법을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감쇠전반사법 대비 분석 시간 및 장비 점유 시간을 대폭 

감소시켜 해양 미세플라스틱 자료 확보에 효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자체 제작된 ATR cell이 장착된 FTIR을 이용, 액상에 존재

하는 1μm 초미세플라스틱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치와 분석법을 

개발하였음. GC×GC-ToF/MS와 LC-ToF/MS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함유 물질

을 극성에서 비극성까지 넓은 범위의 까지 탐색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

립하였음. 확립된 기술을 담수, 해양, 극지에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오염

평가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특히 서북극해 시추퇴적물 분석을 통한 북극

해로의 미세플라스틱의 시계열적 유입 경향과 남극해에서 크릴과 펭귄을 

연계한 연구는 최초로 시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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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명(중)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⑤ 과제성격(기초, 응용, 개발) 기초
③ 세부사업명(소)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⑥ 총괄과제명

국 문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통합기반 구축 연구

영 문
Research base building for contamination and fate of 

microplastics in marine environments

⑦ 주관연구기관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⑧ 사업자 등록번호 134-82-0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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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심원준 국가연구자번호

전 공 해양환경과학 직급(직위) 책임연구원

소속부서
위해성분석연구

센터
전자우편 wjshim@kiost.ac.kr

전 화 055-639-671 휴대전화 010-6425-4960
⑪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천원)

년 도

정부

출연금

(A)

기업체부담금
정부외출연금

(B)

합계

G=(A+B+E)

상대국

부담금

(F)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50,000 250,000

2차년도 436,000 436,000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합계 686,000 686,000
⑫ 총연구기간 2019. 10. 10- 2021. 03. 31 (18개월)

⑬ 다년도연구기간 2019. 10. 10- 2021. 03. 31 (18개월)

⑭ 당해연도연구기간 2020. 04. 01- 2021. 03. 31 (12개월)
⑮ 참여기업 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계

⑯ 국제공동연구
국가명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⑰ 실무담당자 성 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시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주관연구책임자 : 심 원 준 (직인생략)

 주관연구기관장 : 김 웅 서 (직인생략)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귀하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현황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김은주 선임연구원

010-8816-

8195

eunjukim@

kist.re.kr
세부연구

책임자
정부출연연구소

인천대학교 김승규 부교수
010-5014-

7329

skkim@inu.

ac.kr

세부연구

책임자
국립대학교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 요 약 문 〉

양식A201

연구개발 

목표

(500자 내외)

 미세플라스틱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기작 규명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및 담수, 하구, 

대양, 극지환경(남극 및 북극) 중 시범 분석자료 확보

 미세플라스틱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도출 및 

수립

연구개발 내용

(1000자 

내외)

 해양 미세플라스틱 시료 채취 장치 개발

 초미세플라스틱 분석 기술 개발

 환경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기술 자동화 및 함유 유해물질의 분석기술 고도화

 담수 및 하구 환경 조건에서 미세플라스틱 거동 기작 규명

 담수, 해양 및 극지환경(남극 및 북극) 보존 또는 신규 채취 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및 특성 분석 시범 연구

 해양 보존시료 활용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 특성 분석 시범 연구

 미세플라스틱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도출 및 수립

[연구개발성과]

ㅇ 대형 연구선의 10노트 정상 운항 중 표층 경계면을 포함하는 해수 연속 시료채취 

장치 개발 및 시작품 제작 및 선상에서 >20㎛ 미세플라스틱 포함 입자를 10톤이상 

연속으로 여과할 수 있는 장치 개발 및 시작품 제작

ㅇ μFT-IR 초고속 맵핑 및 스펙트럼 프로화일링을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반자동 분석

기법 확립하였으며, ATR-FTIR 기반의 실시간 초미세플라스틱 분석법을 최초로 제

안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함 

ㅇ 극지환경 보존시료의 확보/선정 및 시료 특성별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확립 완료

ㅇ 해양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 비표적 스크리닝 분석기술 확립

ㅇ 담수 및 하구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의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거동 연구를 진행하

여 수계 내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예측을 위한 핵심 정보를 제공함 

ㅇ 담수, 해양, 남극/북극 환경 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 특성 시범 평가를 통한 자료 확보

ㅇ SCI 논문 5편(JCR ranking 10% 이내 4편) 게재

ㅇ 국내특허 2건 출원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500자 내외)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포함)

ㅇ 미세플라스틱 시료채취 장치 및 분석기술은 향후 다양한 연구사업 및 모니터링 사업에 활용

ㅇ 미세플라스틱 시료채취 장치는 해양에서 매우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많은 시료를 확보하는데 기여

ㅇ 확립된 미세플라스틱 및 함유 유해물질의 분석기술은 신뢰할 만한 오염평가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많이 확보하는데 기여

ㅇ 담수, 해양, 극지에서 확보된 시범평가 자료는 미세플라스틱 및 함유 유해물질의 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

ㅇ 미세플라스틱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 기획 보고

서는 향후 신규 사업 개발에 활용

국문핵심어

(8개)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 오염평가 환경거동

해양환경 극지환경 초미세플라스틱 유해물질

영문핵심어

(8개)

Microplastics Analytical method Monitoring Environmental fate

Marine environment Polar environment Nanoplastic Hazardous substance



〈 연구 분야 〉

양식A103

코드구분
중심분야 관련분야1 관련분야2 관련분야3 관련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국가과학기술표

준분류
EH0601 60 % EH0604 20 %EH0699 20 % % %

국가과학기술표

준분류

(적용분야)

X09 100 % % % % %

과학기술

분야분류
G13505 100 % % % % %

6T

기술분류
050411 70 % 050413 30 % % % %

NTRM

분류
B030306 100 % % % % %

원천기술

개발분야
0632 100 % % % % %

<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

양식A102

보안 등급 분류

(선택)

보안 일반

N Y

결정 사유
연구책임자 의견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보안과제 해당없음 보안과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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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항목별 성과

1-1. 연구개발 목표 

최종목표

○ 담수와 하구 환경, 대양, 극지 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의 오염을 평가하

고 거동기작을 규명하기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담수/해양/극지 환경내 미세플라스틱 주요 거동기작 모식도]

세부목표

1. 해양 미세플라스틱 시료 채취 장치 개발

   : 대양 연구선에서 표면해수층을 포함하는 해수를 채수할 수 있는 장치 

및 선상용 해수 중 미세플라스틱 연속 여과 장치 시작품 제작

2. 초미세플라스틱 분석 기술 개발  

   : 정전기를 이용한 정밀분리와 MALDI-TOF-MS 기반 측정이 결합된 분

석법 개발 및 분석조건 최적화

3. 환경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기술 자동화 및 함유 유해물질의 분석기술 

고도화

   : 해수 시료의 전처리 기법 및 μFT-IR 초고속 맵핑을 이용한 미세플라

스틱의 반자동 식별 및 분석기법 확립

   : GC-TOF/MS, LC-TOF/MS를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학물질

의 비표적 분석기술 확립

4. 담수 및 하구 환경 조건에서 미세플라스틱 거동 기작 규명

   : 미세플라스틱-미생물 생물막(biofilm) 간 상호작용 규명 

   : 미세플라스틱 표면에서 미량오염물질의 속도론적/열역학적 흡착 특성 

평가

5. 담수, 해양 및 극지환경(남극 및 북극) 보존 또는 신규 채취 시료 중 미세

플라스틱 오염수준 및 특성 분석 시범 연구

6. 해양 보존시료 활용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 특성 분석 시범 연구

7. 미세플라스틱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

계획 도출 및 수립

연차별목표

 o 1차년도 : 미세플라스틱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기작 규명을 위한 요

소기술 개발 및 담수, 하구, 해양, 극지환경(남극 및 북극) 중 시범 분석

자료 확보

 o 2차년도(최종) : 미세플라스틱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기작 규명을 위

한 중장기 연구계획 도출 및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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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평가주안점별 성과

평가주안점
가중치

(%)
관련

세부목표
연차

연차별 목표

(조건/환경)
실적요약 관련증빙

(정량) 해양 미

세플라스틱 시

료 채취 장치 

개발

13.5 1
2차년도

(최종)

대양 연구선에서 표면해

수층을 포함하는 해수를 

채수할 수 있는 장치 및 

선상용 해수 중 MP 연

속 여과 장치 시작품 제

작 여부

○ 1000톤 이상의 대양 

연구선에서 표면해수층을 

포함하는 해수를 채수할 수 있는 

장치 개발 및 시작품 1식 제작

○ 선상용 해수 중 >20㎛ 

미세플라스틱을 10톤 이상 연속 

여과할 수 있는 장치개발 및 

시작품 1식 제작

1. 표층수 수집

장치 특허

2. 표층해수 연

속 채집장치 

시작품

3. 선상 MP 연

속여과 장치 

시작품

(정성) 초미세

플라스틱 분석

기술 개발

4 2 1차년도
1μm 이하 초미세플라스

틱 분석 프로토콜 도출

○ ATR-FTIR 기반 

초미세플라스틱의 실시간 

분석기술을 개발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

과 p.22-25

(정성) 환경시

료 중 미세플라

스틱 분석기술 

자동화

27 2
2차년도

(최종)

μFT-IR 고속맵핑을 이

용하여 크기 >20㎛인 

10종의 MP를 식별 분석

할 수 있는 기법 확립 

여부

○ 해수 시료의 전처리 기법 보완 및 

μFT-IR 초고속 맵핑 및 

스펙트럼 프로화일을 이용한 MP 

반자동 분석기법 확립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

과 p.26-38

(정성) 환경시

료 중 미세플

라스틱 함유 

유해물질의 분

석기술 고도화

12.4 3
2차년도

(최종)

미세플라스틱 함유 극성 

화학물질 100종 이상의 

비표적분석 기법 확립 

여부

○ GC×GC-TOF/MS, 

LC-TOF/MS를 이용한 200종 

이상 비극성 및 극성 화학물질 

비표적 분석기술 확립 : 전처리 

조건, In-house 라이브러리 구축, 

기기분석 조건, 데이터 처리기술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

과 p.39-74

(정성/정량) 담수 

및 하구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의 

거동 기작 규명

11 4
2차년도

(최종)

-미세플라스틱-미량오

염물질(5종 이상) 간 

흡/탈착 거동 분석 

-미세플라스틱-미량오

염물질 간 흡/탈착 거

동 분석 

○ 4종의 실제 환경시료로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생물막(biofilm)을 형성하고 

생물막의 미생물 군집 구조 파악

○ 담수 및 하구 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의 물리적 거동 

분석

○ 미세플라스틱 - 미량오염물질 

5종 간 흡착거동 분석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

과 p.75-88

4. 논문

5. 논문

6. 성상별 

미세플라

스틱 생물

막 형성장

치 특허

(정성) 담수 및 

하구시료를 

활용한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 시범 

평가 

11 5
2차년도

(최종)

-담수 및 하구 환경 시

료 10점 이상에서 미

세플라스틱 농도, 크

기, 폴리머 조성 데이

터 확보 여부

-실제 환경시료 3종 이

상에서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미생물 군집 구

조 파악

○ 한강 상류 및 하구에서 채취한 

표층시료 10점에서 

미세플라스틱 분석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

과 p.89-91

(정성/정량) 대양 

보존시료 활용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및 

특성 분석 시범 

연구

27 4
2차년도

(최종)

대양 표층 및 수층 해수 

시료 (30점 이상)중 미

세플라스틱 농도, 크기 

분포, 폴리머 조성 분석 

자료

○ 대양 표층 및 수층 해수 시료 

30점 중 미세플라스틱 농도, 

크기 분포, 폴리머 조성 분석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

과 

p.92-102

7.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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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정량) 

해양 보존시료 

활용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 

특성 분석 시범 

연구

12.7 5
2차년도

(최종)

해양 (미세)플라스틱 시

료 (20점 이상)중 반휘

발성 및 극성 화학물질 

시범 분석 및 함유 화학

물질 D/B 구축

○ 대양 (미세)플라스틱 시료 20점 

에 대한 반휘발성 및 극성 

화학물질 비표적 스크리닝 분석 

및 함유 화학물질 D/B 구축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

과 

p.123-160

8. 논문

(정성) 

극지환경 

보존시료 확보 

및 대상분석 

시료 선정

1 5 1차년도

양 극지방 내 거동기작

을 대표하는 보존시료(각

각 1개 매체 혹은 종 이

상) 확보 및 시범분석 대

상 시료 선정 여부

○ 극지방 시료 확보 및 북극 

표층해수(n=2), 표층 

퇴적물(n=2), 남극 

크릴(n=2), 펭귄 

배설물(n=2) 사전 조사 완료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

과

p.103-110

(정성) 선정된 

극지환경 

보존시료 분석법 

확립

5 5 1차년도

시료특성에 따른 크기 

>20㎛인  10종의 미세플

라스틱 식별 분석법 확립

여부

○ 극지방 시료(해수, 퇴적물, 

생물체) 특성별 

미세플라스틱(>20 ㎛) 

정성정량 분석법 확립 및 

검증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

과

p.110-113

(정성/정량) 

북극환경 

보존시료 

시범분석을 통한 

거동기작 기반 

구축

6.5 5
2차년도

(최종)

북극환경 보존시료 내 미

세플라스틱 분포특성과 

오염도 데이터 확보 여부

○ 북극 표층퇴적물 6 정점, 

코어 퇴적물 1정점 10개 

시료 분석 및 해석 완료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

과

p.113-119

9. 논문

(정성) 남극환경 

보존시료 

시범분석을 통한 

거동기작 기반 

구축

6.5 5
2차년도

(최종)

남극환경 보존시료 내 

미세플라스틱 분포특성

과 오염도 데이터 확보 

여부

○ 남극 주요 생물종(크릴 3개 

시료), 펭귄 배설물 8개 시료 

분석 및 해석 완료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

과 

p.119-122

(정성) MP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도출 

및 수립

7.4 7
2차년도

(최종)

MP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

한 중장기 연구계획 도

출 및 수립 여부

○‘대양 미세플라스틱 기획 

연구 보고서’제출

10. 2020 

기획연구 보

고서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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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목표 미달 시 원인 분석

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선 이사부호(6000톤)를 활용한 대양탐사 이동 시 

승선하여 한국-콜롬보 또는 한국-하와이 이동 구간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자료를 확보하

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COVID-19 대유행으로 연구선의 국외 기항이 불가능하여 장거

리 이동하는 대양 탐사가 모두 취소되어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였음.

2) 자체 보완활동

○ 차선으로 연구선 온누리호(1500톤)를 활용하여 국내 외해역에서 개발된 장비 테스트를 포함

하여 시료를 채취하였고, 추가로 어란채집기를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시범 조사로 인도양에서 

채취하였던 보존 시료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 당초 한국-인도 콜롬보 구간의 시료채취 계획 실현을 위해 해당 조사해역에 위치한 국가의 

EEZ 내에서 시료를 채취허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외교부를 통해 7개국에 공문으로 해양과

학조사 허가를 요청하였으며, 여러 국가에 연구목적 설명 등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

음. 아울러 계획에 없던 온누리호를 단독으로 용선하여 활용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연구계획

서 상에 책정된 연구선 용선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료를 채취하였음.

1-4. 연구개발 목표 및 주요내용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및 조치사항 협약변경 승인일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기존 연구계획서상에 

2차년도에 “극지환경

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평가 및 거동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도출 및 수

립”이 계획되어 있었

음

삭제

1차년도 연구수행 중에 관련 

기획보고서를 조기에 작성할 필

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총괄 및 

세부연구과제 연구팀 공동으로 

“대양 미세플라스틱 기획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1차년도

에 총괄팀에서 일괄 제출하였

음. 이에 따라 중복성이 불가피

하고 조기에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2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및 협약시, 별도의 ‘극지

방만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연

구계획 도출 및 수립’이 불필

요하여 제외하고 ‘대양 미세플

라스틱 기획연구보고서’로 대

체하여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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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선정/단계/연차점검의견 

[선정평가 시 수정 및 보완 사항 일람표]

종합의견 수정․보완 조치 사항

 ㅇ 전 지구적 환경 이슈에 대응을 위하

여 국제 협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ㅇ 전 지구적 환경 이슈에 대응을 위하

여 해양환경/오염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업 또는 계획에 대한 또는 구체적 

제시 요망함

 ㅇ 1년 6개월 수행하는 사업에서 국제기구와의 협업 또는 계

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기는 어려우며, 북태평양을 중심으

로는 다자간 국제 해양관련 기구를 통해 과제의 홍보의 성

과가 전파하는 것으로 추진전략을 보완하였음

 ㅇ 해안에서의 중대형플라스틱 공급/형

성/분쇄/미세화 과정 내용이 필요함 

 ㅇ 해안에서의 중대형플라스틱 공급/형

성/분쇄/미세화 과정에 대한 내용 추

가 필요함

 ㅇ 해안에서 중대형플라스틱의 분쇄/미세화에 따른 미세플라

스틱 생성은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을 중심으로 수행 

중인 연구사업에 포함되어 연구가 진행 중으로 본 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중복에 해당됨. 

 ㅇ MP의 거동연구 중에서 수생태계의 

먹이연쇄를 통한 생물농축, 생분해 등

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반영되었으면 

함. 국제특허 출원 등 연구 성과의 국

제화, 실용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확보

에 더욱 집중하는 것도 중요함

 ㅇ 담수, 해양, 극지를 모두 포함하는 본 사업 내용과 규모 및 

1년 6개월의 짧은 사업기간에서 먹이연쇄를 통한 생물농

축 및 연구성과의 국제특허 출원까지 성과를 내기는 현실

적으로 무리임. 단, 극지환경에서는 생물시료를 확보하여 

생물농축에 대한 시범연구를 현장시료에서 진행하는 것으

로 이미 반영되어 있음. 먹이연쇄를 통한 생물농축은 중장

기 연구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임.

 ㅇ 주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인 PE, PP, PS 플라스틱은 실

험실 조건에서는 일부 생분해될 수 있으나, 실제 수생태 

환경에서 생분해가 기여하는 바는 워낙 무시할 정도로 미

약하여 거동연구에서 생분해를 포함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

을 위한 연구계획에 부적절함. 

 ㅇ 오염평가에 대한 생물학적 damage

을 지도화 할 때 국가적 대응이 가능

한 법률적 기준 및 대응 내용도 포함

되었으면 좋겠음.

 ㅇ 생물학적 영향/피해(damage) 지도화 및 법률적 기준 및 

대응 내용은 전지구적 거동 기작 규명 연구의 Scope에 포

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해당 내용은 실험

실 생물독성 실험을 포함하는 연구, 환경위해성평가 연구 

및 환경기준 마련하는 별도의 연구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ㅇ 해저퇴적플라스틱 연구추가 필요함

 ㅇ 대양의 심해퇴적물은 공간 분포를 보기에 본 사업의 규모를 

넘어서기 때문에, 작은 대양에 해당하는 동해의 수심 >500m 

심해 퇴적물 시료에서 시범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음.

 ㅇ [세부3] 연구계획서의 [기존과제나 연구들에서 조사 및 분석

되지 않은 거동기작 관련 시료의 분석] 부분을 [기존과제나 

연구들에서 조사 및 분석되지 않은 거동기작 관련 시료의 분

석. 특히, 아래 제시한 남북극의 기 확보 혹은 확보예정 보존

시료 목록은 기존연구들에서 조사연구가 되지 않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연구된 것들을 제시한 것임. 이들 중에서 문헌연

구를 통해 연구의 중요도가 큰 시료를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

할 계획임. 대표적으로, 퇴적물(표층 혹은 코어퇴적물)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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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층으로의 침강을 대표하기 

때문에 거동기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따라서, 퇴적물 시

료를 우선분석대상 시료로 고려하여 검토될 계획임.]으로 보

완하였음.

 ㅇ 시약 재료비에서 "기타 소모성 재료: 

2.015.000"의 미생물 배양용은 세부

내용 작성이 필요함

 ㅇ 신규 계획서 양식에 기존 재료비의 상세내역이 삭제, 총 재

료비만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됨. 따라서 세부내역 작성은 불

가하나, 아래와 같이 세부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ㅇ 기타 소모성 재료 → Biofilm enrichment 반응조, pump

 ㅇ 초미세플라스틱 분석에 있어서 새로

운 원천기술개발은 미흡한 것으로 보

임.

 ㅇ 보고된 문헌을 기준으로 초미세플라스틱 분석에는 Pyrolys

is-GC/MS를 주로 사용되고 있음. 아직까지 MALDI-TOF

-MS를 (초)미세플라스틱 분석에 적용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이를 기반으로 과제기간 동안 전기영동 전처리와 연

계하여 분석기술의 원천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

임.

 ㅇ 미세플라스틱의 판별 평가는 기존의 

장비 SEM-TEM-DEX 등 많이 장비

로 가능하므로 드론 및 위성 등을 이

용한 플라스틱의 움직이는(거동)을 

판단하고 판독할 결과가 포함되면 좋

을 것으로 판단됨.

 ㅇ 기존 미생물 size관련 분석과 형태 

분석으로 SEM 및 TEM으로 가능 하

므로 미세 플라스틱에만 사용 가능한 

분석 장비를 만들면 도움이 될 것임

 ㅇ 평가의 의견의 ‘미흡한 점’을 참고하면 이 의견은 드론/

위성 등 원격탐지를 위한 분석장비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

로 크기 0.001-5mm 크기의 입자를 파도와 물결이 이는 

해상에서 원격탐지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실효성도 없을 뿐

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본 사업에서 개발이 불가능하여 별

도로 보완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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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과 

2-1.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과

제1절 해양 미세플라스틱 시료 채취 장치 개발

가. 연구배경

  국내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 연구는 주로 연안 환경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 중으로 지구의 90%를 차

지하는 대양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 및 거동과 관련된 연구는 부재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선

상에서 입자를 여과할 수 있는 장치의 프로토타입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개발하였으나, 여과망의 막힘 현상

으로 대용량의 해수를 여과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대양에서 연구선을 활용하여 미세플라스틱 분석용 시료

를 채취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주로 사용되는 표제생물채집망(Neuston Net)은 

2Knot 미만의 속도로 1시간 이상 예인하여 선박의 이용시간 소요가 크고 보통 300㎛ 이상의 미세플라스

틱만을 채취하여 오염을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선박 이동 중에 선박 내부 펌프(통상 깊이 

3-4m)의 해수를 채취하는 방식은 선박의 이용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축적되는 표

면 경계면의 해수를 채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양 탐사에 활용되는 1000톤 이상 연구선이 정상 운항을 위한 이동 중(약 

10Knot)에 표면 경계면의 해수를 포함하는 표층해수를 대양에서 선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시료채취 장치

를 개발하여 시료채취 소요비용 절감은 물론 조사 정점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넓은 해역에서 시료

를 채취하여 각 시료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채취된 해수는 선상에서 가능한 대용량을 

여과하여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포집할 수 있어야 분석 가능한 시료를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시료채취 장치에서 선상으로 이송된 해수를 망목 20㎛ 채집망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최대 20톤 이상 막

힘을 최소화하여 연속적으로 여과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나. 해양 미세플라스틱 시료 채취 장치 개발

(1) 대양 연구선에서 표면 해수층을 포함하는 해수채취 장치 개발

(가) 해수채취 장치 제작 과정

  선박이 10knot의 속력으로 이동하면서 표면 경계층을 포함하는 표층해수를 장치를 예인하면서 채취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빠른 이동 속도에 따른 저항을 극복하면서 수층으로 가라앉거나 좌우 또는 상하로 요동치

지 않고 표층에서 매우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토의를 거쳐서 표층해수 채취장치 초기 설계 제작을 시도하였고 이를 그림 2-1-1에 나타내었다. 해수시

료를 채취하는 유입구가 완전히 잠기지 않고 안정되게 해수면을 따라오도록 스키 모양과 면적을 알기위해 

직사각형 모양으로 하였고, 윗부분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 수평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고안했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제작하였으며, 그림 

2-1-2와 같이 해수채집 장치에 디프레서(depressor)를 연결하여 예인하는 힘을 디프레서가 상쇄하여 채

집장치가 튀어 오르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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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초기 표층해수 채취장치 설계도면

그림 2-1-2. 표층해수 채취장치에 디프레서 장착 

  1차 설계에 따라 제작하여 현장 테스트 해본 결과, 예상과 달리 채취장치가 수평자세를 유지하지 않고 

측면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예인되었고, 속력을 높일수록 좌우로 많이 흔들리면서 뒤집어지는 현상을 보였

다(그림 2-1-3). 장치의 자세유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2차 설계에서는 양 날개를 1차 설계보다 짧게 하고 

유입구의 직사각형의 길이 또한 작게 하여 샘플러 무게를 줄였으며, 견인부를 유입구 쪽에 새로 장착하여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수정하여하였다. 하지만 2차로 제작한 해수채취 장치를 현장에 테스트한 결과 1

차 설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그림 2-1-4). 

그림 2-1-3. 1차 설계로 제작된 해수 채취장치 현장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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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2차 설계로 제작된 해수 채취장치 현장테스트

  유입구의 모양이 아래로 긴 직사각형(50x200mm)으로 되어 균형이 잘 안 잡히고 비스듬히 예인되는 것

으로 판단하여 그림 2-1-5와 같이 1, 2차에 제작된 해수 채취장치의 유입구 부분을 양날개 선에 따라 절

개하여 현장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5-8Knot까지는 수평자세로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어 예인되었

으나, 8Knot 이상의 속도에서는 약 45도 기울어져 예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1-5). 고속으

로 항해 중에는 좀 더 보완해 제작할 필요가 있었다. 수차례 현장에서 제작된 표층해수 채취장치를 테스트

한 것을 기반으로 기존 스키에서 웨이크보드 모양으로 앞쪽 양날개의 크기를 좀 더 넓혀 그림 2-1-6과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2-1-5. 1, 2차에 제작된 해수 채취장치를 변형하여 현장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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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3차 표층해수 채취장치 설계도면 

  3차 설계도면을 기반으로 표층해수 채취장치를 제작하여(그림 2-1-7), 2020년 2월에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연구선 이사부호(6000톤)를 이용하여 동해해역에서 3차 설계 장치의 1차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2-1-8a와 같이 약 10Knot로 항해 중인 이사부호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유입공이 완전히 잠기지 않고 표

면 경계층을 포함하는 표층해수를 장치 내부로 유입되도록 대기와 표층해수 중간에 지속적으로 위치하고 

수평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림 2-1-8b와 같이 수평자세를 잘 유지하다가도 가끔

씩 채취장치가 수층으로 잠기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무게가 상당하여 고속으

로 항해중인 대형연구선에서 해수면과 선박의 높이 차가 큰 상태에서 채취장치를 넣었다가 수거하는 과정

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추가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고속항해 중 본 표층해수 채취장치를 이용하여 해수펌프를 통해 선상으로 해수시료를 연속 공급하는 테

스트는 그림 2-1-9와 같이 잘 공급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7. 3차 설계로 제작한 표

층해수 채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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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이사부호(6000톤) 이용하여 표층해수 채취장치 테스트 

그림 2-1-9. 표층해수 채취장치 이용하여 선상으로 해수 연속 공급 테스트

(나) 시작품 제작 및 현장 적용

  앞서 수십 차례 현장테스트를 통해 설계를 수정 보완하여 시작품 제작을 위한 최종 설계를 그림 

2-1-10에 나타내었다. 좀 더 안정적으로 해수면을 잘 따라오도록 채취장치의 양 날개의 폭을 50mm에서 

115mm로 넓혔고, 장치의 몸체도 100mm 더 길게 설계하였고, 재질을 스테인리스에서 티타늄으로 변경하

여 무게를 대폭 감소시켜 시작품을 제작하였다(그림 2-1-11). 2020년 9월에 제작된 표층해수 채취장치 

시작품을 가지고 현장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10knot 이상의 속도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

지하면서 해수면에서 표면 경계층을 포함한 표층해수를 연속적으로 채취할 수 있었다(그림 2-1-12). 

그림 2-1-10. 표층해수 채취장치 최종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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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1. 표층해수 채취장치 시작품 제작 

그림 2-1-12. 표층해수 채취장치 시작품 현장테스트 

  2020년 10월에 대양 연구선 온누리호(1500톤)를 이용하여 남해 및 동중국해 11개 정점(그림 2-1-13)

에서 표층해수 채취장치를 현장 적용하였다. 해수면에서 적당한 높이의 체인(5mm 굵기)에 표층해수 시료

채취 장치를 체결하고, 수집공에 연결된 호스는 일정한 간격으로 체인에 고정하면서 선상의 펌프에 연결하

였다. 표층해수 채취장치가 선박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예인 체인을 선박의 다빗(davit)과 긴 장대로 

밀어 주었다. 첫 정점 이동 중에 채취장치의 구동이 잘 되는지 한 번 더 테스트하였다. 그림 2-1-14a와 

같이 샘플러가 튀어 오르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프레서를 달았다. 테스트 하던 중에 장치

에 연결된 디프레서가 유실되었으나(그림 2-1-14b), 디프레서가 없어도 표면해수층에서 안정적으로 잘 

예인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로 여분의 디프레서 장착없이 장치의 예인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예인하거

나 수거할 때 디프레서로 인한 강한장력이 사라져 장치를 제어하는 것이 수월해졌다(그림 2-1-15). 채취

장치는 내구성 테스트를 위해서 첫 조사정점 이후에 수거를 하지 않고 조사가 수행되는 3일 간 연속적으

로 예인을 하였으며, 모든 예인 기간 동안 장치는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정상 작동하였고, 아울러 

선박의 안전운항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조사 목적으로는 정해진 정점 이동 간 10Knot 이상으로 

순항하면서 연속적으로 30분씩 예인하면서 약 2톤 정도의 해수를 성공적으로 채취하였다(그림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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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3. 표층해수 시료 채취 정점 

 

그림 2-1-14. 해수 채취장치에 디프레서 장착(a)과 제거(b)



- 14 -

그림 2-1-15. 10knot 이상 속도에서 디프레서 없이 예인되고 수거 중인 해수 채취장치 

그림 2-1-16. 조사정점에서 10knot 이상의 속도로 해수시료 채취 

(다) 해수채취 장치 부분별 설명

  해수채취 장치의 부분별 명칭을 그림 2-1-17에 나타내었다. 해수시료는 유입공을 따라 입수부를 통과

하여 수집공을 통해 채취가 된다. 좌익 및 우익은 각각 양측으로 연장된 얇은 판상의 부재로서, 바디의 길

이방향을 따라 형성되고 바디가 전방으로 이동할 때, 수면을 타고 가라앉지 않도록 날개모양으로 이루어졌

다. 유입공을 통해서 표층해수시료와 혼합되어 유입되는 공기와 여분의 해수가 쉽게 빠져나가도록 후미부

에 배기공을 만들었다. 또한 수집공을 보면 공기가 지나가는 위쪽 1/3을 남겨두고 2/3를 경사지게 반만 절

개하여 수집공으로 공기가 적게 들어가도록 하였다.

  본 해수채취 장치는 선박이 정박하지 않고 10knot 이상의 고속으로 운항 중인 상태에서 표면해수층을 

포함하는 표층해수를 연속적으로 채취할 수 있다. 본 장치는 본 사업의 목표인 미세플라스틱 분석용 시료

채취 외에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서 2020년 12월 24일에 “표층수 수집장치”로 국내 특허출원하였다(출

원번호 10-2020-0183474)(그림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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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7. 표층해수 채취장치 부분별 명칭 

그림 2-1-18. 표층수 채취장치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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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P 연속 여과장치 개발

(가) 선상용 MP 연속 여과장치 설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선상에서 입자를 여과할 수 있는 장치의 프로토타입을 개발

하였으나, 여과망의 막힘 현상으로 대용량의 해수를 여과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사업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토타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제 미세플라스틱 연구에 실질적으로 현장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하였다. 

  선박 이동 중 3톤 이상의 대용량의 해수를 선상에서 연속 여과하여 >20㎛ 미세플라스틱을 채집하는 장

치를 그림 2-1-19과 같이 설계하였다. 부분별 명칭은 1. 회전구동부, 2. 세척노즐, 3. 여과망(20㎛), 4. 

여과부, 5. 해수공급관, 6. 프레임, 7. 수위감지센서, 8. 세척관, 9. 밸브 이다. MP 연속 여과장치 회전구

동부로 여과부를 회전시키면서 해수공급관으로 공급된 해수의 여과효율을 높이고, 여과된 해수는 세척관으

로 공급되고 세척노즐로 분사하여 여과망 전체를 균일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세척하면서 MP를 채집하도록 

고안되었다. 수위감지센서는 공급되는 해수의 수위가 설정된 수위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감지하기 위하여 

여과망의 내측에 배치하였으며, 설정된 수위에 도달하는 경우에 공급해수를 차단하거나 공급량을 줄이도록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1-19. MP 연속 여과장치 설계도 

 

  미세플라스틱 시료채취 과정에서 플라스틱 재질에 의한 오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스테인레스 재질을 선택

하였고, FT-IR 현미경으로 실질적으로 분석 가능한 가장 작은 크기인 20㎛ 크기의 입자까지 채집할 수 

있도록 망목 20㎛으로 채택하였다. 여과장치의 여과율을 높이기 위해 여과망 프레임의 윗부분을 넓게, 길

이는 더 길게하여 역원뿔의 모양으로 제작하였다. 스테인레스 재질의 매운 연한 망목 20㎛의 망을 원뿔형

태로 제작하는 데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강도를 조절한 용접을 통해서 여과망을 원뿔형태로 제작할 

수 있었으며, 여과망이 강한 수압은 물론 여과망 장착 및 교체 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티타늄 프레임으로 

고정하였다(그림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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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0. 티타늄 재질의 여과망 프레임 

                        

  2019년 7월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선 이어도호(500톤)를 활용하여 동해에서 미세플라스틱 연속 

여과장치 현장 테스트를 하였다(그림 2-1-21). 선상용 해수 펌프로 공급된 해수시료는 20㎛ 스테인리스 

여과망을 통해 수중입자 또는 미세플라스틱을 연속적으로 채취하였다. 시료가 모아지는 끝부분을 볼 밸브

로 연결하여 시료병에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하였고, 고압 세척용 분무기를 두어 외부에서 내측방향으로 세

척수를 분사하여 여과망의 막힘 방지와 여과망에 남아있는 입자를 헹굴 수 있도록 했다. 전체 망을 골고루 

헹구거나 세척할 수 있게 회전손잡이로 돌릴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본 현장테스트를 통해 대체적으로 여

과는 잘 되는 편이였지만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몇 가지 나타났다. 

     

그림 2-1-21. MP 연속 여과장치 현장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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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작품 제작 및 현장 적용

  1차년에 설계한 도면을 기본으로 시작품 제작과정을 그림 2-1-22에 나타내었다. 여과된 해수시료 양은 

해수시료 공급 라인에 디지털유량계와 수도계량기를 부착하여 정확한 양을 측정 할 수 있게 하였다.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 방지용 덮개와 여과해수 튐 방지부를 추가하였고, 또한 여과된 해수를 역세척관으로 재공

급하여 노즐이 막히지 않게 변경 및 제어유닛을 장착하여 장비를 일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2-1-23). 당초 연구개발 목표는 여과망의 막힘을 고려하여 >20㎛ 이상 입자를 3톤 이상 여과하는 것이 

었으나, 기존 해양 부유 미세플라스틱 시료채취 및 분석지침에서 요구하는 >20㎛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을 

충족하고 대양에서의 낮은 미세플라스틱 풍도(abundance)를 감안하여 10톤 이상이 여과 되도록 장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림 2-1-22. MP 연속 여과장치 시작품 제작 과정 

                         

그림 2-1-23. MP 연속 여과장치 시작품 제작 

  제작된 MP 연속 여과장치는 2020년 10월에 대양 연구선 온누리호를 활용하여 현장 적용하였다. 선박 

이동 중 표층해수 채취 장치로부터 공급된 해수를 선상에서 여과 테스트한 결과 최대 23톤 까지 여과하였

으나, 여과망의 막힘 현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여과부의 자동 회전방식으로 여과되는 여과망의 

위치가 수시로 바뀌고 여과해수를 이용한 노즐 역세척으로 여과망의 막힘 현상을 거의 극복한 결과이다. 

실제 분석할 시료는 정점의 간격, 조사해역의 대표성, 전처리를 통한 방해 물질 제거 수준 등을 고려하여 

30분 동안 약 2톤의 해수를 채취하였다(그림 2-1-24). 특히 여과장치의 구동은 제어부를 설치하여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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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동화로 제작하여 인력 수요를 최소한으로 매우 간편하게 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다.

그림 2-1-24. MP 연속 여과장치 현장적용  

  미세플라스틱 연속 여과장치를 현장 적용 시에 발견 된 한 가지 개선점은 전술한 표층해수 채취장치가 

선박의 운항 중에 선상으로 해수 공급 시 공기를 포함하여 이송되는 관계로 해수 공급관에 연결된 유량계 

측정을 방해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고자 유량측정은 여과된 해수시료를 펌프를 이용하여 내보

내면서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였다(그림 2-1-25). 아울러 덮개

와 해수공급관을 일체로 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동안 공기 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차단하고, 여과망을 

손쉽게 장착 및 탈착할 수 있도록 변경 제작하였다.

그림 2-1-25. 개선된 MP 연속 여과장치 시작품 

다. 결론

  1000톤 이상의 대형 연구선이 10knot의 속력으로 정상 운항 중에 장비의 투하와 수거의 반복 없이 지

속적으로 예인을 하면서 표면 경계층을 포함하는 표층해수를 연속적으로 채취하여 선상으로 이송하는 장치

를 개발하였다. 본 장치를 사용할 경우 기존 표층 해수 시료채취 방법이 가지고 있던, 대양에서 정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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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not 저속으로 1시간 정도 예인하면서 발생하는 선박 소요시간 문제, 채집망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던 채

집 미세플라스틱 크기 제한 문제, 선박 운항 중 펌프 이용 시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축적된 표면 경계층 미

포함으로 인한 오염 과소평가의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정 지역으로 탐사

를 나가는 연구선의 경우 선박 이동 중에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시료를 원하는 

만큼 채취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장치를 예인하면서 원하는 구간에서만 시료를 원하는 양 만큼 채취할 수 

있어 시료의 대표성과 채취 시료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또한 위의 채수장치는 본 사업에서 개

발된 선상의 대용량 해수 중 미세플라스틱 연속 여과장치와 직렬로 연결하여 크기 >20㎛ 이상의 미세플라

스틱을 포함한 해수를 수십 톤까지 여과하여 채취할 수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사료된다. 두 장

치는 향후에 대양은 물론 연안과 외해역에서도 다양한 선박의 운항 시에 장비 구동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 

탑승 및 추가 시간 소요 없이 많은 시료를 쉽게 채취할 수 있어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평가와 거동 연

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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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초미세플라스틱 분석 기술 개발

가. 서론

  미세플라스틱 중 더 작은 입자 이른바 초미세 및 나노플라스틱은 스크럽 제품(Hernandez et al., 

2017)과 해양 표층수(Ter Halle et al., 2017)에서 검출된 이후 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검출 및 분석은 현미경과 분광분석을 결합한 기술과 열분석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푸리에

변환-적외선 분광법(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과 라만분석법의 입자 검출한계는 

각각 10, 1μm로 알려져 있다. 그보다 작은 초미세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 분석은 열분해 가스질량분석

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담수 내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으로 이동하는 동안 자외선, 미생물 

등에 의한 풍화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사이즈가 미세화되기 때문에 이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하는 것은 중요하다.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은 주로 나노미터사이즈의 입자에서 주로 보고

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초미세플라스틱의 계량화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초미세플라스틱 분석을 위해 기존에 제조나노물질 분석에 주로 사용되었던 동적광산란 또는 전

자 현미경 등이 적용된 바 있으나 이들은 폴리머 유형 측면에서 초미세플라스틱의 입자 조성을 식별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미세플라스틱 분석에 사용되지 않았던 MALDI-TOF-MS와 액상 

ATR-FTIR 기반의 신규 분석기술을 제안하고, 실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최근 일반 라만 분

광기나 임퍼던스 분광기에 microfluidic device를 연결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실시간 flow-through 측정법

이 보고되고 있다 (Michel et al., 2021; Mahajan et al., 2021). 이에 FTIR 분석에 있어서도 

flow-through 측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flow cell을 연결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1) 미세플라스틱 스탠다드 물질

  실험에 사용한 폴리스티렌(PS) 계열의 구형 미세플라스틱입자(50nm, 200nm, 1μm)는 Polyscience 

Inc.(USA)에서 구입하고, 별도의 전처리 없이 바로 사용하였다. 각 입자의 표면전하를 측정한 결과, pH 

5-7조건의 수용액에서 음전하를 나타냈다.

(2) 정전기분리 및 MALDI-TOF-MS 셋업  

  Stainless steel 재질의 anode를 사용하여, anode표면에 음전하를 가진 PS 미세플라스틱이 부착하도록 

하고, 별도의 분리 없이 부착된 anode 표면에 MALDI matrix를 섞어 anode 자체를 MALDI 기판으로 사

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2-2-1). 전류밀도는 15mA/cm2, 전해질로 NaCl을 사용하였으며, 교반속

도는 60rpm으로 하였다. MALDI matrix로 dithranol을 사용하였다. MALDI-TOF-MS(Bruker Daltonics)

를 이용, 양이온 모드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2-1. 정전기분리/MALDI-TOF-MS 기반 분석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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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TR-FTIR 셋업   

  자체제작한 ATR반응기가 부착된 FTIR(Vertex 80v, Bruker)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2-2-2). Static 모드에서 다이아몬드 ATR cell 이용하였다.

그림 2-2-2. ATR반응기(위)와 분석원리(아래) 

다. 결과 및 고찰

(1) MALDI-TOF-MS를 이용한 초미세플라스틱 분석

  그림 2-2-3는 50nm, 200nm, 1μm 폴리스티렌 입자의 질량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이 때 질량 스펙

트럼은 개별적으로 입자를 분리한 후 측정한 결과이다. 각각의 입자는 서로 다른 m/z를 보였지만 50nm

와 200nm는 m/z 값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입자 사이즈와 질량값은 선형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신뢰성 있는 예측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이즈에 대한 질량 스펙트럼 데

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림 2-2-3. 개별적으로 분리된 PS 입자의 

MALDI-TOF-MS 스펙트럼 

 

  실제 담수 시료에는 다양한 사이즈를 가지는 미세플라스틱 입자들이 혼합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세 가지 입자를 혼합한 suspension을 제조, 정전기 분리한 후 MALDI-TOF-MS 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림 2-2-4에서 보여지듯이 개별입자의 m/z값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입자 2개의 중

간 m/z 값을 갖는 새로운 peak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한 음 제타전위를 갖는 50nm와 20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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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가 anode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분리, 표면에서 일부 응집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2-4. 혼합용액에서 분리된 PS 입자의 

MALDI-TOF-MS 스펙트럼 

(2) ATR-FTIR을 이용한 액상 초미세플라스틱 분석

  아래 그림 2-2-5에서 보여지듯이 PS fingerprint 영역에서 26μg/mL 농도의 10μm와 1μm 입자 모

두 뚜렷한 peak를 보였다. 그러나 해당 실험에서 측정에 고농도의 suspension을 이용함으로써 

suspension 준비 및 cell에 로딩하고 측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입자가 응집되어 cell 바닥에 침전됨에 따

라 이러한 결과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ATR-FTIR 방법을 이용할 경우 액상에서 별도의 

전처리 없이 1, 10μm입자의 구분이 가능하지만, 입자 응집과 관련된 추가 실험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2-2-5. 1, 10μm PS 입자의 농도 별 IR 스펙트럼 

  액상 FTIR 기반 분석법은 시료의 별도의 전처리 없이 액체시료 내 미세플라스틱입자를 그대로 측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다이아몬드 cell을 사용하여 전반사율을 높여 1μm 초미세플라스틱 입자의 

스펙트럼이 가능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0.013-26mg/mL의 질량농도를 개수 환산할 경우 

~2.4×104-4.7×107개/mL이다. 실험에 사용한 최저농도인 0.013mg/mL에서도 background와 구분되는 

peak가 나타나기 때문에 최소 L당 107개 이상 농축할 경우 액상에서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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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본 실험에서 사용한 MALDI-TOF-MS와 액상 ATR-FTIR을 통해 초미세플라스틱 분석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두 방법 모두 분석이 가능하였으나 장단점이 존재하였다. MALDI-TOF-MS의 경우 입자 사이즈의 

관계없이 나노사이즈까지 분석이 가능하지만 폴리머 조성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ATR-FTIR 방법의 경우 폴리머 조성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1μm 이하 초미세플라스틱의 경우 

분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장 시료에 다양한 폴리머 조성을 가지는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혼재되어 존재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화학적 분석이 가능한 ATR-FTIR 방법이 신규 초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으로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ATR cell에 들어가는 액체 시료의 양이 100μl 내외의 소량이고, 기기 감도 측면에서 시료 농축

은 필수적이다. 향후 미세플라스틱 분석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ATR cell 업그레이드와 멤브레인 기반의 

농축 기술 개발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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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환경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기술 자동화 및 함유 유해물질의 분석기술 고도화

1. 환경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기술 자동화

가. 서론

  1995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Cower et al., 2020), 미세플라스틱 분석에 육안(맨눈), 

현미경, 형광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이용한 미세플라스틱의 육

안 식별법과,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법(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열분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pyrolysis gas-chromatography mass-spectrometry), 적외선분광분석기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라만(Raman) 분광기를 이용한 화학적 식별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

용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된 분석법은 현미경(육안분석)과 FTIR을 이용한 방법이었지만, 미

세플라스틱 연구 초기부터 발표된 논문들이 포함된 것을 고려해볼 때, 최근에 주로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

의 정성 및 정량분석법은 FTIR과 라만분광기를 이용한 분석법이라 할 수 있다. 육안 식별법만을 이용한 

미세플라스틱의 정량분석 결과는 긍정오류(false positive)와 부정오류(false negative)를 유발할 수 있으

며 미세플라스틱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오류는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기가 작은 미세플라스틱의 분석에

는 분광학적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Song et al., 2015).

  진동 분광학(vibrational spectroscopy)은 시료의 고유한 분자 지문(molecular fingerprint)을 생성하여 

비파괴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화학적 조성을 확인할 수 있다. FTIR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폴리머의 조성을 

확인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정성분석법은 안전하고 확인된 방법이지만 극복해야할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FTIR을 이용한 수동 분석법은 노동집약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시간소모가 매우 크다. 또한 현미경으로 

확인하며 플라스틱같이 생긴 입자를 선택하여 수동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인지편향(human bias)이나 오류

(human error)가 나타날 수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 분석시간과 인지편향을 줄이기 위해 초점면 배열(focal 

plane array) FTIR 현미경과 이미지 분석(image analysis)을 기본으로한 자동분석(autmated analysis)이 

수행되었다(Primpke et al., 2017; Primpke et al., 2018). 이 접근 방식은 통계적 방법을 기반으로 한 적

응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을 사용하고 유효성을 검사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자동분석법을 제시하였다

(Primpke et al., 2018). 완전자동분석은 미세플라스틱 분석에 매우 진보적이지만 자동화 편향으로 인한 

부정오류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점은 시료의 전체 또는 최소 1/4을 분석하여 미세플라

스틱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세플라스틱 분석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분광기를 이용하여 모든 

입자의 크기, 형태, 색깔, 조성을 모두 확인하는 방법이다. 미세플라스틱 입자의 특성은 근원(출처), 분포, 

독성, 풍화정도, 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의 거동 등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농도는 그 크기

가 작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Song et al., 2014), 작은 생물에게 쉽게 섭식되는 크기의 미세플

라스틱은(<100㎛)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평가와도 관련이 있다. 많은 연구에서 해양환경에 가장 우점하는 

미세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층(water column)에서 작은 

크기의 입자들은 밀도가 큰 폴리머로 구성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Song et al., 2018), 시추 퇴적물에서

는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폴리머 조성의 다양성이 증가하였다(Courtene-Jones et al., 2020). 폴리머의 

특성(크기와 조성)은 미세플라스틱 연구에서 기본적이며 필수적 정보이지만, 진동 분광학을 이용한 미세플

라스틱 분석법의 노동 집약적, 고비용, 많은 시간소요로 인하여 엄격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은 대표성 없는 미세플라스틱의 크기 및(또는) 조성의 정보를 이용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을 보고하고 있다. 전체 시료에서 일부만 화학적 분석을 진행할 때, 여과지에 올려진 모든 입자의 수와 선

택되어 분석된 입자 수의 정량적 정보 없이 FTIR이나 라만으로 분석된 일부 결과만을 이용하여 전체 조성

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FTIR을 이용하여 300㎛보다 큰 입자만 정성분석을 진행한 

뒤 미세플라스틱의 크기 분포는 300㎛ 이하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료에서는 300㎛보다 작은 

크기의 입자가 미세플라스틱인지 아닌지 신뢰할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분광기(FTIR과 라만 현미경)를 이용하여 분석시간, 인지편향(부정오류), 자동화 편향(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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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와 부정오류)을 줄이고, 여과지 위의 전체 또는 최소 1/2 입자를 분석하기 위한 최선의 분석법을 찾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동법, 반자동법, 완전자동법이 수행되고 비교되었다.

나. 재료 및 방법

(1) 효소반응 추가 유기물 제거 vs Fenton 반응

  초고속맵핑 방법을 적용하는데 유기물의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효소반응을 추가한 유기물 제거 전처

리 방법과 Fenton 반응 유기물 제거 방법이 비교되었다. 효소반응을 추가하기 위해 Fenton 처리 이전에 

5% 황산도데실나트륨(SDS; sodium dodecyl sulfate), 단백질 분해효소인 Alcalase와 셀룰로스, 탄수화

물 분해가 가능한 복합효소인 Viscozyme 효소처리 방법을 추가하였다. SDS와 효소처리는 각각 24시간동

안 50℃에서 반응을 시켜주었으며, Fenton 반응은 온도를 75℃에서 60℃로 낮추어 48시간 반응시켜주었

다(그림 2-3-1). 효소반응은 복합효소만 넣어주었을 때와 단백질 분해효소와 복합효소를 같이 넣어주었

을 때 유기물 제거율을 비교하였다.

  Fenton 반응 유기물 제거는 1차 반응(wet peroxide oxidation, 습식 과산화수소 산화)에서 24시간동안 

50℃에서 반응을 시켜준 후 밀도분리 및 여과결과 방해물질이 많이 없을 경우 바로 기기분석을 진행하고, 

유기물이 많아 기기분석이 어려울 경우 2차 Fenton 반응으로 유기물을 제거하였다.

  유기물의 양은 대양시료 약 3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게가 59.9-71.6㎎이었다. 유기물 제거율은 무게를 

기반으로 유기물 전과 후가 비교되었다.

Surface water (20㎛)

Wet sieve (10㎛)

SDS treatment
(5% w.v.)

Enzymatic treatment
Cellulase&Viscozyme-Acetate
buffer pH 4.8

Wet peroxide oxidation

Density separation

Filtration
Size: 13x13 mm, Pore: 10㎛

Ultrafast mapping

Nicolet iN10 MX Imaging

1d
50℃

1d

1d
50℃

2d
60℃

1st Wet peroxide 
oxidation

2nd Wet peroxide 
oxidation

1d
60℃

1d

1d
60℃

Fenton효소
처리

Density separation

Filtration UM

그림 2-3-1. 효소반응 추가 유기물 제거방법과 Fenton 반응 전처리 

과정

(2) Si 여과지 및 ZnSe 침적셀 비교 평가

  초고속맵핑을 위한 여과지를 비교평가 하기 위하여 여과지 위에서 분석될 10종의 폴리머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폴리머는 소구형태의 polystyrene(PS), 섬유형태의 co-polypropylene(co-PP), polyester(PES), 

조각형태의 polyethylene(PE), polypropylene(PP), polyethylene-vinylacetate(PEVA), alkyd, polyvinyl 



- 27 -

chloride(PVC), polyurethane(PU), polyamide(PA)로 구성되었다. 초고속맵핑 분석기술을 확인하기 위한 

여과지(Si filter)와 침적셀(ZnSe cell)의 특징은 아래 표 2-3-1에 요약하였다.

여과지
(Si filter)

침적셀
(ZnSe cell)

Size 10×10㎝ Ø20㎜

Pore size 1㎛ -
Mapping area 10×10㎝ 약 13×13㎝

Wavenumber 4000-700㎝-1 4000-700㎝-1

Polyer size 10종(n=48):154±69㎛ 10종(n=43):126±76㎛

표 2-3-1. SI 여과지와 ZnSe 침적셀 비교

(3) Si 여과지 회수율 시험

  Si 여과지에 폴리머 재질별 회수율 시험(n=4)을 위하여 밀도와 형태를 고려하여 총 4종의 폴리머를 선

정하였다. 선정된 폴리머는 PP(0.895-0.92g/㎤, 조각형태, 286±46㎛, n=10), PE(0.88-0.96g/㎤, 구

형, 118±15㎛, n=10), PVC(1.38㎤, 조각형태, 163±4㎛, n=10), PES(밀도: 1.22-1.38㎤, 섬유형태, 

736±468㎛, n=10)였다. 대양해수 100ℓ에 각각의 폴리머 10개씩 총 40개의 입자를 임의로 넣은 뒤 

Fenton 반응을 이용한 유기물 제거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크기 1.3×1.3㎝의 Si 여과지에 여과하여 회수

율을 측정하였다. 

(4) 분광분석법 비교를 위한 해안모래 전처리

  모래시료는 2016년 9월 거제에 위치한 흥남해수욕장 최상위 표착선(high strandline) 100m 범위에서 

채취되었다. 최상위 표착선은 25m 간격으로 4구역으로 나눈 뒤 무작위로 방형구(0.5×0.5㎝)를 설치하였

다. 각 방형구에서 깊이 25㎜까지의 모래를 1㎜ 체(Tyler sieve, CISA, Spain)에 통과시킨 후 스테인레스 

통에서 잘 섞어준 후 실험실로 가져왔다. 작은 미세플라스틱(small microplastics, S-MP, <1㎜)은 Eo et 

al.(2018)에서 제시된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해안에서 잘 섞여진 모래에서 50g(n=5)을 분취

하여 비커에 넣은 후 50㎖의 희석된 리튬메타텅스테이트(lithium metatungstate solution, LMT, 1.6g/㎤)

를 넣은 후 유리막대를 이용하여 1분 동안 잘 섞어주었다. 10분 동안 정치시킨 후 상층액은 250㎖ 유리비

커에 넣어주었다. 이 과정은 2번 반복되었다. 취합된 상층액은 24시간 동안 정치시키고 20㎛ 체에 거르면

서 시료에 남아있는 LMT 용액을 증류수로 씻어주었다. 체에 걸러진 입자들은 증류수로 250㎖ 유리비커에 

옮겨 담은 뒤 최소 24시간 동안 60℃ 오븐에서 완전건조 하였다. Fenton 반응(wet peroxide oxidation, 

습식 과산화수소 산화)으로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조된 시료에 20㎖의 과산화수소(H2O2)와 Fe(Ⅱ)

을 넣은 뒤 핫플레이트 위에서(75℃, 180rpm) 30분 동안 가열하였다. 30분 후에도 유기물이 눈으로 확인 

되면 과산화수소를 더 넣어주었다. 산화과정이 끝난 후 남아있는 시료는 20㎛ 체에 걸러준 뒤 LMT를 이

용하여 밀도분리용 깔대기에 넣어 준 뒤 밀도분리를 위하여 24시간 동안 정치시켰다. 밀도분리 후 가라앉

은 입자는 아래로 버리고 상등액은 anodisc(알루미늄 옥사이드, Whatman, Ø25㎜, pore size: 0.2㎛) 여

과지에 여과하였다. 바탕시료는 증류수를 이용하여 전처리부터 모래시료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5) 라만 현미경을 이용한 분석법

  Anodisc 여과지 위에 올려진 플라스틱으로 보이는 모든 입자는 라만 현미경(DXR2;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을 이용하여 532㎚ 여기 레이저(excitation laser)와 500배율로 분석되었

다. 모든 스펙트럼은 시료의 상태에 따라 3-5㎽의 세기(laser power)로 1-3초(exposure time)동안 5스

캔(sample collection)으로 수집되었다. 

  분석하는 동안 미세플라스틱의 크기, 형태, 조성과 라만을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모두 

기록되었다. 여과지 위에 올려진 모든 미세플라스틱의 크기는 Picta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측정 툴을 이용

하여 최장길이(Feret(max) 직경)를 측정하였다. 종횡비(aspect ratio, 두께/폭)가 0.2이하와 0.3이하(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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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0㎛ 보다 작을 때)일 때는 섬유형태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분류하였다. 

(6) 반자동 및 자동 분석법을 위한 초고속맵핑(ultrafast mapping)과 profile 분석법

  미세플라스틱 분석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FTIR microscope의 경우 Mercury cadmium 

telluride(MCT) 검출기가 장착되어 단일지점 분석(single point analysis)방식으로 맵핑 시 시간이 오래걸

려 주로 개별 입자를 직접 확인하며 분석하는 수동분석법을 택하여 수행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

형배열검출기(linear array detector)가 장착된 FTIR microscope(Nicolet iN10 MX; Thermo Fisher 

Scienctific, Waltham, MA, USA)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MCT검출기를 이용한 맵핑보다 10배 빨라 반자

동 및 자동 분석법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였다. 선형배열검출기를 이용한 초고속맵핑은 투과모드에서 25㎛ 

간격으로 수행되어 한 구역(~12×12㎜, 0.133s/scan)당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대략 200,000∼

300,000개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Anodisc 여과지(Ø 25㎜)에 여과된 시료는 세 구역으로 나누어 분

석되었으며 스펙트럼 범위는 Anodisc 여과지에 영향을 받아 1300-4000㎝-1이였다. 최종 측정된 스펙트

럼에서 이산화탄소 피크(2200-2400㎝-1)는 제거되었다.

 초고속맵핑으로 확보된 모든 입자의 스펙트럼 중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스펙트럼 profile을 통해 12개의 

지정된 미세플라스틱 참조(reference) 스펙트럼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검출되었다. 반자동 및 자동분석

법에서는 profile 분석을 통하여 약 200,000∼300,000개의 입자에서 지정된 폴리머를 단시간(5분 이내)에 

스크리닝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입자마다 라이브러리 검색을 수행하여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수동분석(약 

100-200개)보다 같은 구역에서 약 2,000배 더 많은 입자를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profile을 위한 12개의 스펙트럼(polypropylene, polyetylene, polyethylene 

terephthalate/polyester, pylstyrene, polyethylene vinylacetate, polyepoxide, alkyd, polyamide, 

polyvinyl chloride, poly(acrylrate:styrene), polyurethane, polyacrylate)은 투과모드에서 다양한 실제 환

경 시료에서 얻어진 스펙트럼이다(그림 2-3-2). 페인트에서 기인한 alkyd 스펙트럼은 페인트의 종류와 

풍화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시료에 있는 스펙트럼으로 profile 분석을 수행하였다. 12

가지 폴리머의 profile 분석 중 시료에서 발견된 스펙트럼은 따로 저장하여 추가로 profile 분석을 수행하

였다. Profile 분석 후 스펙트럼 매치율(matching intensity)은 폴리머의 종류와 풍화정도에 따라 10-90%

의 범위로 조절하였다. 측정된 모든 미세플라스틱 스펙트럼은 OMNIC Picta 소프트웨어의 라이브러리 스

펙트럼과 적어도 70% 이상의 일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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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FTIR 투과모드에서 다양한 환경시료에서 얻어진 Profile을 위한 12개의 참조 스펙트럼. 

(a)polypropylene(PP), (b) polyethylene(PE), (c)polyester/polyethylene 

terephthalate(PES/PET), (d)polystyrene(PS), (e)polyethylene vinylacetate(PEVA), 

(f)polyepoxide(epoxide), (g)alkyd, (h)polyamide(PA), (i)polyvinylchloride(PVC), 

(j)poly(acrylate:styrene), (k)polyurethane(PU), (l)polyacrylate

  미세플라스틱의 반자동(semi) 분석을 위해, 스펙트럼 profile을 통해 측정된 모든 스펙트럼은 수동분석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인지 아닌지 확인되었다(그림 2-3-3a, 그림 2-3-4). 반자동 분석의 두 번째 그룹

(semi-1; 그림 2-3-3a)에서는 섬유형태의 미세플라스틱 확인절차가 추가되었다. 화학적 이미지 상에서 

일반적인 섬유의 경우 파편이나 소구와 형태적으로 구분이 쉽지만(그림 2-3-5a), 두께가 넓고(>5㎛) 짧

은(<300㎛) 일부 섬유의 경우 화학적 맵핑 이미지 상에서 파편으로 오인받기 쉽다(그림 2-3-5b, 노란색 

화살표). 따라서 반자동 분석의 두 번째 그룹에서는 광학 맵핑 이미지 상에서 섬유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을 

확인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의 자동분석은 초고속맵핑과 스펙트럼 profiling 후에 OMNIC Picta 소프트웨어의 화학적 

이미지 분석을 이용하여 미세플라스틱의 크기, 형태, 농도를 빠르게 측정하였다(auto; 그림 2-3-3a, 그

림 3-1-4c). 이진영상처리(binary image processing)로 직경이 3픽셀(75㎛) 미만인 구멍은 채우고 직경

이 1픽셀(25㎛) 미만은 제거하였다. 이미지 이진화(image binarization)에는 분산기반 임계값

(variance-based thresholding) 방법이 사용되었다. 미세플라스틱의 완전자동 분석 후에 긍정오류 확인을 

위하여 최종 스펙트럼은 추가로 수동분석 하였다(auto-1, 그림 2-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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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분석법 구성도. (a)5가지 분석법 [수동(1. manual)vs반자동(2. semi, 3. semi-1) vs 자동

(4. auto, 5. auto-1)], (b)분광분석법의 비교(1. FTIR-ATR 수동분석, 2. 

FTIR-transmission 수동분석, 3. FTIR-초고속맵핑 반자동분석, 4. 라만 수동분석)

a

b

c

그림 2-3-4. FTIR 초고속맵핑 후 반자동 분석을 위한 스펙트럼 profiling 후 과정. (a)초고속맵핑 후 화학

적 이미지, (b)PP의 스펙트럼 profiling 후 화학적 이미지, (c)라이브러리 스펙트럼과 비교하

여 PP 스펙트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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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b

그림 2-3-5. 섬유형태의 화학적 및 광학적 맵핑 이미지(a)일반적인 섬유형태, (b)파편으로 오인받기 쉬운 

섬유형태(노란색 화살표)와 (c)OMNIC Picta 소프트웨어에서 자동분석을 위한 화학적 이미지 

분석 결과

(7) FTIR-투과(transmission)와 FTIR-ATR의 수동분석 방법

  Anodisc 여과지 위의 미세플라스틱 같은 입자는 모두 FTIR의 투과모드에서 측정되었다. 여과지 위에 올

려진 모든 미세플라스틱의 크기는 Picta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측정 툴을 이용하여 최장길이(Feret(max) 

직경)를 측정하였다. 종횡비(aspect ratio, 두께/폭)가 0.2이하와 0.3이하(크기가 100㎛ 보다 작을 때)일 

때는 섬유형태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분류하였다. 스펙트럼은 액체질소 냉각 MCT 검출기를 이용하여 

1300-4000㎝-1의 범위에서 16 스캔 후 기록되었다. 

  Ge 팁을 이용하는 FTIR-ATR 모드에서의 수동분석을 위하여 anodisc 여과지 위의 모든 입자는 마이크

로 핀셋과 증류수를 이용하여 털어준 후 폴리카보네이트 여과지(Ø 25㎜, pore size: 5㎛)에 다시 여과하

였다. ATR 모드에서도 투과모드와 같은 검출기를 사용하였고, 크기와 형태 측정법은 동일하였으나, 스펙

트럼 범위는 674-4000㎝-1에서 16 스캔 후 기록되었다. 여과지를 바꾸는 과정에서의 오염을 확인하기 위

하여 깨끗한 anodisc 여과지를 시료와 같은 방식으로 폴리카보네이트 여과지에 다시 여과한 결과 미세플

라스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단, 핀셋과 증류수로 입자가 모두 제거된 후 anodisc 여과지 위에 일부 미세

플라스틱이 남아있어 투과 모드로 재측정 하였다.

(8) 분석시간

  미세플라스틱 분석시간(FTIR: n=5, 라만: n=3)은 장비 운영자에 의해 장비와 컴퓨터가 점유되는 시간

을 기록하였으며, 운영자가 관여하지 않는 초고속맵핑 시간은 따로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수동분석시간은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모두 기록하였고, 반자동 분석시 초고속맵핑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스펙트럼 

profiling, 스펙트럼 수동 확인 과정, 섬유형태 추가 확인)이 기록되었다. 자동분석시도 마찬가지로 초고속

맵핑 시간을 제외한 스펙트럼 profiling과 이미지 분석(긍정오류, 부정오류 확인과정 포함)과정동안 소요된 

시간이 모두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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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ver. 19.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간의 분석시간 차이, 평균 크기, 섬유 개수 차이는 모수분석(parametric, Duncan’s 

multiple-range test)를 사용하였고, 미세플라스틱의 농도와 폴리머 유형의 수 차이는 정규성 검정

(Shapiro-Wilk W test) 후 비모수분석(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 followed by 

multiple comparisons)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다. 결과 및 고찰

(1) 효소반응 추가 유기물 제거 vs Fenton 반응

  효소반응과 Fenton 반응의 1차 유기물 제거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Fenton 반응에 의한 유기물 제거율

(96.5%)이 복합분해효소만을 이용한 제거율(87.7%)과 단백질 분해효소와 복합분해효소를 이용한 제거율

(80.7%)보다 높았다(표 2-3-2). 2차 Fenton 처리 후 유기물 제거율은 효소반응과 Fenton 반응 모두 비

슷한 제거율을 보였다. 위 결과 Fenton 반응을 이용한 유기물 제거가 효소를 이용한 유기물 제거방법 보

다 더 효율적이고 분석절차가 간단하여 전처리 과정 시간이 단축되어 미세플라스틱 분석 전처리 방법에 더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약 3톤의 대양시료의 경우 고형물의 무게가 평균 65.5㎎이고 연안해수 100

ℓ의 고형물 무게 범위는 0-2720㎎(평균: 143㎎, 중간값: 35㎎)으로 해수 기준 고형물 무게가 약 70㎎ 

이상일 때 Fenton 반응은 2번 또는 시료의 50%만 분취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유기물 양(㎎) 1차 제거율(%) 2차 Fenton 처리 후 제거율(%)

Fenton 반응 71.6 96.5 98.6
효소1(복합분해효소) 59.9 87.7 98.4

효소2(단백질 분해효소+

복합분해효소)
65 80.7 98.1

표 2-3-2. 효소반응 추가 후 유기물 제거율과 Fenton 반응 후 유기물 제거율

(2) Si 여과지 및 ZnSe 침적셀 비교 평가

  초고속맵핑 분석결과 Si 여과지는 총 24,020개의 스펙트럼이, 침적셀은 총 30,334개의 스펙트럼이 측정

되었다(표 2-3-3). 여과지와 침적셀의 맵핑 시간은 약 30-40분이 소요되었으며 profile과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스펙트럼 분석은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측정된 스펙트럼의 profile 분석 결과 스펙트럼 

intensity가 Si 여과지에서는 80-90%, 침적셀은 60-85%에서 스펙트럼 측정이 가능하여 스펙트럼 

intensity는 Si 여과지가 침적셀보다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intensity를 너무 높이게 되면 찾고자 하는 폴

리머가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intensity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비슷한 스펙트럼의 입자들이 선택되어 플라

스틱이 과대평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지 분석시 thresholds도 profile의 스펙트럼 intensity와 마찬가지

의 원리로 Si 여과지가 침적셀보다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임의로 올려진 10종의 폴리머를 각각의 여과지

와 침적셀 위에서 확인해 보았을 때, 여과지에서는 85%가 측정되었고 측정된 크기의 차이는 26.8%로 확

인 되었다. 침적셀에서는 70%가 측정되었고 측정된 크기의 차이는 37.9%로 확인되었다. 초고속맵핑으로 

폴리머의 스펙트럼을 확인하고, profile과 이미지 분석을 이용하여 폴리머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침적셀

보다 Si 여과지가 초고속맵핑 방법에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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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지
(Si filter)

침적셀
(ZnSe cell)

스펙트럼 24,020 30,334

Profile/스펙트럼 intensity 80-90% 60-85%
Image analysis thresholds 60-85% 30-85%

Particle count rate 85% 70%

Difference of average size of 

counted particles
26.8% 37.9%

표 2-3-3. FTIR 초고속맵핑 분석 결과 비교(SI 여과지와 ZnSe 침적셀)

(3) Si 여과지 회수율 시험

  회수율 측정결과 PE가 95%로 회수율이 가장 높았으며, PVC가 80%로 회수율이 가장 낮았다. 그 외 

PP는 85%, PES는 83%가 회수되었다(그림 2-3-6). 형태적으로는 소구형의 회수율이 가장 높았고 섬유

형태와 파편형태의 회수율은 비슷하였다. 여과지의 면적 1.3×1.3㎝에서 40개의 입자(폴리머 4종류)중에 

미세플라스틱은 평균적으로 86%가 회수되었다. 본 결과로 유기물의 방해 유무와 전처리 과정중의 회수율 

및 초고속맵핑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위 결과에서 확인 된 회수율의 값은 앞으로 본 연구에서 정립된 

유기물 처리와 분석법을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3-6. 해수의 유기물 제거 후 Si 

여과지 위에 올려진 4종의 

폴리머 사진

(4) 수동 vs 반자동 vs 완전자동

  FTIR을 이용한 다섯 가지 분석방법이 수행된 후 비교되었다(그림 2-3-3a). 첫 번째 그룹(manual)은 

투과모드에서의 수동분석법이다. 두 번째 그룹(semi)과 세 번째 그룹(semi-1)은 초고속맵핑과 스펙트럼 

profile을 이용한 반자동 분석법으로 긍정오류를 확인하였고, 세 번째 그룹에서는 광학 맵핑 이미지 상에서 

섬유 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네 번째 그룹(auto)은 초고속맵핑과 스펙트럼 

profile, 화학적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완전자동분석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 그룹(auto-1)에서는 완전자동

분석 후에 긍정오류를 확인하였다. 다섯 개의 그룹간 분석시간, 폴리머 종류 수, 미세플라스틱 농도, 평균 

크기, 측정된 섬유의 수의 차이가 비교되었다.

  FTIR을 이용한 다섯 가지 분석방법 중 소요된 시간은 비슷하였다(manual: 6.1±0.8h, semi: 

5.5±0.6h, semi-1: 5.9±0.6h auto: 4.7±0.5h, auto-1: 5.5±0.5h) (그림 2-3-7a). 운영자가 장비를 

점유하지 않아도 되는 초고속맵핑시간(대략 1.5h)을 분석시간에서 제외하였을 때, 반자동과 완전자동 분석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semi: 4.0±0.6h, semi-1: 4.4±0.6h, auto: 3.2±0.5h, auto-1: 4.0±0.5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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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분석(manual)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5) 줄었다(그림 2-3-7b).

  스펙트럼 profile은 12개의 지정된 참조 스펙트럼을 기본으로 수행되었으며, 평균 10.8±1.3개(manual), 

11.6±1.8개(semi), 8.4±2.5개(auto), 6.0±1.9개(auto-1)의 폴리머가 측정되었다(그림 3-1-7c). 

Profiling 분석 중 지정된 12개의 스펙트럼 외에 새롭게 관측된 폴리머는 polyimide, polystyrene 

butadiene, poly(styrene acrylonitrile),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로 수동분석(manual)과 반자동분

석(semi; profiling 후에 긍정오류 확인과정 중)에서 관측되었다. 한편, 완전자동분석(auto)에서 관측된 일

부 폴리머는 추가적으로 수행된 스펙트럼 확인과정(auto-1; 화학적 이미지 분석 후 긍정오류 확인)에서 

제거되었다. 

  미세플라스틱의 농도는 완전자동분석에서 가장 높은 값(auto; 159±43n/50g)으로 다른 분석법의 결과

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으나, 이 값은 추가적으로 수행된 수동적 스펙트럼 확인 과정

(auto-1; 30±21n/50g)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어들었다(그림 2-3-7d). 이는 완전자동분석에 

의해 미세플라스틱의 농도가 5배 이상 과대평가되었음(긍정오류)을 의미한다. 한편, 수동분석(manual)과 

반자동분석(semi) 결과 미세플라스틱의 농도는 각각 72±20n/50g와 93±28n/50g였다. 수동분석과 

auto-1(완전자동 분석 후 추가 확인), 반자동분석과 auto-1간의 미세플라스틱 농도 차이는 자동분석으로 

미세플라스틱이 과소평가되었음(부정오류)을 의미한다. 따라서 완전자동분석법은 미세플라스틱 분석에 결

과에 긍정오류와 부정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평균크기는 수동, 반자동, 자동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p>0.05)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림 2-3-7e). 관측된 섬유의 수는 수동분석에서 반자동분석법인 semi(화학적 맵핑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섬유 관측)와 semi-1(광학적 맵핑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섬유 관측)보다 각각 2배, 1.6배 더 많았지

만, 통계적으로(p>0.05)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이는 반자동분석법을 이용하여 섬유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을 측정할 때는 화학적 맵핑 이미지보다 광학적 맵핑 이미지에서 형태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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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FTIR을 이용한 다섯가지 분석법 비교 (a)초고속맵핑시간을 포함한 분석소요시간, (b)초고속맵핑시

간을 포함하지 않은 분석소요시간, (c)관측된 폴리머 종류, (d)미세플라스틱 농도, (e)미세플라스틱 

평균 크기, (f)섬유형태의 미세플라스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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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분광기를 이용하여 분석시간, 인지편향(부정오류), 자동화 편향(긍정오류와 부정오류)을 

줄이고, 여과지 위의 전체 또는 최소 1/2 입자를 분석하기 위한 최선의 분석법을 찾고자 수동법, 반자동

법, 완전자동법이 수행되고 비교되었다. 여과지의 전체 면적(Ø25㎜)을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분석시간은 

완전자동분석법에서 가장 짧았지만, 폴리머의 다양성, 섬유형태의 미세플라스틱 관측, 농도 측면에서는 적

합하지 않았다. 관측된 폴리머의 종류는 profile 분석에 사용된 12가지의 참조 스펙트럼에 한정되었고, 섬

유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은 관측되지 않았으며, 긍정오류율도 80±15%에 달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의 완전자

동화분석을 위해서는 분석 알고리즘은 오류를 줄이기 위해 모든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신뢰성 있

는 미세플라스틱 분석결과를 위하여 최소한 긍정오류율 검사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각 분

석법을 이용한 바탕시료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자동화분석에서 8.0±5.6n/filterpaper(auto), 

0.7±5.6n/filterpaper(auto-1), 반자동화분석에서 2.7±1.5n/filterpaper(semi), 수동분석에서 

1.0±1.5n/filterpaper(manual)이었다. 완전자동화분석을 통해 바탕시료에서 약 92%의 미세플라스틱이 과

대평가되었으며, 이 값은 반자동화분석 결과보다 3배 높았다. 비록 분석 알고리즘은 다르지만 바탕시료에

서의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은 자동처리된 FTIR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 관측하고 보고되었다(Bergmann 

et al., 2019; Horton et al., 2021). Bergmann et al. (2019)에서는 분석된 시료를 불확실성

(uncertainty)을 이용하여, Horton et al. (2021)에서는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와 정량한계

(limit of quantification; LOQ)를 이용하여 미세플라스틱의 값이 보정(blank-corrected)되었다. 하지만 

자동화 편향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였다. 

  반면에 초고속맵핑 후 스펙트럼 profile을 이용한 반자동분석 결과는 모든 면에서 미세플라스틱 분석에 

적합하였다. 미세플라스틱 분석시간은 수동분석보다 약 2시간 정도 단축(manual: 6.1±0.8h, semi: 

4.0±0.6h)되었고, 맵핑 이미지를 통해 섬유형태의 미세플라스틱도 충분히 구별하였다. 또한 반자동분석은 

인지오류로 인한 부정오류를 줄여 수동분석보다 미세플라스틱을 22±12% 더 많이 측정하였다. 

  더욱 효과적인 반자동분석법을 위해, 첫째, 여과지의 면적을 Ø25㎜에서 Ø13㎜로 줄인다면 분석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과지의 면적이 Ø25㎜일 경우 소프트웨어의 한계로 인하여 시료 전체면

적을 3구역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여 시료당 90분 이상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여과지의 면적이 Ø13㎜

로 줄어든다면 초고속맵핑시간은 약 30분 정도로 단축된다. 물론 이는 유기물이 여과지를 덮어 초고속맵

핑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anodisc 여과지를 양질

의 스펙트럼을 확보할 수 있는 Si 여과지로 바꾸는 것이다. 분광분석법을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분석에서 

Si 여과지의 장점은 anodisc 여과지와 비교하여 Kӓppler et al. (2015)에 제시되었다. Anodisc 여과지는 

측정 가능한 스펙트럼의 범위가 3800-1250㎝-1로 제한되어 고유한 폴리머의 식별을 위한 특징적인 파장

대를 포함한 지문영역(1400-600㎝-1)의 측정이 불가능하다(Loder et al., 2015). 분광학적인 이점 이외에

도 평평한 Si 여과지는 보다 선명한 매핑 이미지를 제공하여 섬유 검출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일정하고 정

밀한 구멍으로 시료를 여과할 수 있다.

(5) FTIR-ATR(수동) vs FTIR-투과(수동) vs FTIR-반자동 vs 라만(수동)

  미세플라스틱 분석에 있어 두 가지 분광분석법(FTIR과 라만)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4가지의 분석법

(FTIR: ATR 수동분석, 투과 수동분석, 초고속맵핑과 스펙트럼 profile을 이용한 반자동분석, 라만: 수동분

석)이 비교되었다(그림 2-3-3b). 각 그룹 간 분석소요시간(n=3), 측정된 폴리머 수(n=5), 미세플라스틱 

농도(n=5), 미세플라스틱의 평균 크기(n=5)가 비교되었다. 분석시간은 라만을 이용하였을 때 가장 오랜시

간(34±1.5h)이 소요되었으며 그다음 투과 수동분석(5.6±0.3h), ATR 수동분석(4.8±0.9h), 반자동분석

(3.6±0.6h) 순이었다(그림 2-3-8a). 관측된 폴리머 종류의 수는 ATR 수동분석에서 7.4±1.7개, 투과 수

동분석에서 10.8±1.3개, 반자동분석에서 11.6±1.8개, 라만 분석에서 7.4±1.8개였다(그림 2-3-8b). 

Polytetrafluoroethylene과 안료(alcian yellow, copper(Ⅱ) phthalocyanine)는 라만분석에서만 측정되었

다. 라만분석을 통해 측정된 미세플라스틱 농도(134±15n/50g)는 반자동분석(93±28n/50g), 투과 수동분

석(72±20n/50g), ATR 수동분석(45±19n/50g)보다 각각 1.4, 1.9, 3배 더 높게 측정되었다(그림 

2-3-8c). 미세플라스틱의 평균크기는 99±27㎛(라만분석), 121±28㎛(반자동분석), 124±20㎛(투과 수

동분석), 142±19㎛(ATR 수동분석)였다(그림 2-3-8d). 라만분석 결과에서 미세플라스틱의 농도는 그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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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작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FTIR의 결과에서는 50-100㎛의 크기구간에서 피크를 보였다

(그림 2-3-9). 폴리머 조성비는 모든 분석법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그림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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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미세플라스틱의 크기분포 (a)FTIR: ATR 수동분석, (b)FTIR: 

투과 수동분석, (c)FTIR: 반자동분석 (d)라만분석

  
Perc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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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0. 4가지 분석법에서의 폴리머 조성비(FTIR: ATR 수동분석, 투과 수동분석, 

초고속맵핑과 스펙트럼 profile을 이용한 반자동분석, 라만: 수동분석)

  FTIR과 라만 분광분석법 모두 정보가 풍부한 스펙트럼을 제공하며 장점과 단점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분

석을 상호보완 할 수 있다. 시료에 따라 약한 FTIR 흡수체는 진동 활성화(IR의 경우 쌍극자 모멘트, 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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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분극률)에 의해 종종 강한 라만 방사체를 방출한다. FTIR은 분해능에 따라 이론상 10㎛ 또는 20

㎛까지의 입자를 측정할 수 있지만 실제 환경시료에 적용했을 때 50㎛ 이하의 입자는 측정이 어려운 경향

이 있다. 반면 라만은 이론적으로 1㎛까지 측정이 가능하지만 실제시료에서는 5㎛ 이하의 입자는 측정이 

어려웠다. 이러한 장비의 측정 성능에 따라 라만으로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하면 기술적인 오류를 줄여 크기

가 작아질수록 그 농도가 증가하는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

내었다(그림 2-3-9). 이러한 이유로 라만으로 측정한 미세플라스틱의 농도는 FTIR 반자동화 분석의 결과

보다 1.4배 더 높았으나 대상입자의 크기가 작아지고 배율이 커지면서 측정시간은 반자동화 분석보다 9배 

더 증가하였다. Cabernard et al. (2018)에서 보고한 결과에서도 500㎛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을 ASPEx-

μ-Ram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FTIR 이미징 분석 결과보다 미세플라스틱의 농도는 2배 증가하였으

나 소요시간은 4배 증가하였다. 라만을 이용한 분석은 맵핑을 하더라도 FTIR에 비해서 분석시간이 길어 

일부 연구에서는 전체 여과지의 1.6%(Imhof et al., 2016), 4.4%(Oßmann et al., 2018)만을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또한 라만 스펙트럼은 환경 안료, 첨가제, 오염물질과 같은 형광에 의해 간섭 되는 반면 FTIR 

스펙트럼은 수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라. 결론

  FTIR과 라만과 같은 분광학적 분석법을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분석법은 미세플라스틱을 정량 및 정성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며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분광학적 분석법은 시료를 측정하는데 걸

리는 시간소요가 크고 노동집약적이며 현미경을 이용하여 입자를 선택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인지편향적

인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시간을 줄이고 인지편향으로 인한 부정오류와 자동화

분석으로 인한 긍정오류와 부정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수동분석, 반자동분석, 완전자동분석법을 비교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 초고속맵핑, 스펙트럼 profile, 화학적 이미지 분석을 이용한 완전자동분석법 결과, 측정

된 폴리머의 종류는 profile 스펙트럼에 한정되었고, 섬유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은 구분하지 못하였으며, 자

동화 편향으로 인하여 긍정오류율이 80±15%에 달하여 현재의 수준에서는 완전자동분석법을 미세플라스

틱 분석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반면, 초고속맵핑과 스펙트럼 profile을 이용한 반자동분석법은 모

든면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하는데 적합하였다. 미세플라스틱 분석 시간은 수동분석보다 약 2시간 단축

하였으며, 광학적 맵핑 이미지를 통해 섬유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을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인지편향으로 

인한 부정오류율을 줄여 수동분석보다 22±12% 더 많은 입자를 관측하였다. 

  라만분석법은 작은 크기의 미세플라스틱(<100㎛)을 분석할 때 적합하지만 분석시간이 비효율적이다. 라

만분석에 소요되는 분석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라만 맵핑 또는 subsampling) 측정하고자 하는 미세플라스

틱의 크기 범위에 따라 라만 분석법은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 39 -

2. 환경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의 분석기술 고도화

가. 서론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관한 연구는 2010년 이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Hong 

et al., 2017). 현재까지 추진된 대부분의 연구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으로부터 흡착한 잔류성 유기오염물

질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최근에 플라스틱 첨가제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대상물질이 점차 

확장되는 추세이다. 환경에서 채취한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화학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대부분 분석대상

물질을 특정한 표적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정량농도 자료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 

모니터링에 주요 대상이 되어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CBs, DDTs, PAHs, PBDEs 등)에 대한 연구가 가

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으나, 정량 분석법이 확립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분석 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해 

현재까지 도출된 (미세)플라스틱 관련 화학물질 정보는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플라스틱 첨가제의 경

우, 환경매질에 비해 플라스틱에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플라스틱이 오염원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음에

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을 포함한 환경시료에서 첨가제류를 분석하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사용되는 

첨가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현재까지도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비표적 분석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후,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에 적용하여 함유된 화학물질의 종류와 특성을 탐색하였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비표적 스크리닝 기법을 적용한 사례로는 2건(Gauquie et al., 2015; Rani et 

al., 2015)이 있다. 두 연구 모두 시범연구 성격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에 함유된 유기 화학물질을 탐색하였으나, 가스상으로 분리되기 어려운 극성 화학물질을 분석대

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비표적 분석을 위한 추출, 정제, 자료처리 등 분석과정 전반을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피/비행시간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y × gas chromatography – time of flight mass spectrometry, GC×GC-TOF)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비행시간질량분석기 (liquid chromatography - quadrupole time of flight mass 

spectrometry, LC-qTOF)를 이용하여 (미세)플라스틱에 함유된 극성에서 비극성에 이르는 화학물질 전반

을 탐색할 수 있는 분석기술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다차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 비행시간질량분석기가 결합된 분석은 복잡한 환경 혼합물에서 유기물질을 

밝힐 수 있는 분석기술이다. 해당 분석에는 2개의 다른 특성을 가지는 크로마토그래피 컬럼이 적용되어 단

일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기법에 비해 향상된 분리능(중첩되는 화합물 분리)과 감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결합된 비행시간질량분석기는 4중극자(quadrupole) 질량분석기보다 데이터 획득 속도가 빠르고, 높은 감

도로 전체 질량 스펙트럼(full mass spectra)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물질의 목적성분분석과 비

표적분석에 모두 유용하다. 그림 2-3-11에 단일 기체크로마토그래피와 다차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 

기법에 따른 분리능 및 정확도 차이를 비교하였다. 단일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화합물 A+B가 중첩되

어 용출될 가능성이 높으나, 다차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A와 B화합물이 분리되어 질량분석기에서 

검출되기 때문에 분리능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분리능과 정확성 향상을 통해 미지물질의 탐색, 

시료 중 소량으로 함유된 물질의 탐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GC×GC-ToF에서 생성된 많은 양의 데이터

로 인해, 데이터 처리 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많은 양의 데이터는 

비표적 분석 시간의 지연뿐만 아니라 인적 오류의 원인이 되어 실험실 간 불일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용화된 프로그램 또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활

용한 자동화된 접근법을 데이터 처리과정에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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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기법에 따른 분리능 및 정확도 향상 

(Miljodirektoratet, 2013)

그림 2-3-12. 일반적인 GC-MS와 LC-MS로 분석 가능한 화합물 범위  

  다차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피기법은 비휘발성의 수용성물질에 대한 탐색에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피/비행시간질량분석기이다(liquid chromatography-quadrupole time of flight 

mass spectrometry, LC-qTOF MS)를 플라스틱 내 극성을 가지는 화학물질 탐색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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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플라스틱 함유 화학물질의 비표적 분석기술 확립

(1) 플라스틱 시료 전처리 기법 확립

(가) 시험물질 제작

  플라스틱 전처리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중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폴리머 형태인 

polyethylene (PE) 재질의 시험물질을 제작하여 화학물질을 흡착시켰다. 시험에 사용된 플라스틱은 저밀

도폴리에틸렌(low density polyethylene, LDPE, CAS# 9002884)으로 입경이 300㎛미만인 것을 사용하였

다. 시험 대상 화학물질로는 최대한 많은 종류의 플라스틱 함유 화학물질을 스크리닝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자량과 옥탄옥-물 분배계수(Kow), 수용성(Water solubility) 값을 가지는 대표적인 화학물질을 선정하였

다. 선정된 시험물질은 해양플라스틱에서 빈번히 검출되는 흡착성 화학물질 4종과 첨가제 3종으로 총 7종

이다. 대표적인 흡착오염물질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이페닐(polychlorierte biphenyl, PCBs) 2종(PCB14, 

PCB50)과 폴리브로미네이티드디페닐에테르(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2종(BDE47, 

BDE154)을 선정하였다. 플라스틱 첨가물질로는 난연제(hexabromocyclododecane, HBCD) 1종, 광안정

제(UV328) 1종, 비스페놀A(BPA)를 선정하였다. 각 화학물질의 정보는 표 2-2-4에 제시하였다.

Compound Name MW (g/mol) Log Kow
Water solubility 

(mol/L)

PCB14 3,5Dichlorobiphenyl 233.1 5.4 3.11e06

PCB50 2,2',4,6Tetrachlorobiphenyl 292 5.6 2.24e07

PCB188 2,2',3,4',5,6,6'Heptachlorobiphenyl 395.3 6.8 3.24e09

BDE47 2,2',4,4'Tetrabromodiphenyl ether 485.8 6.4 3.88e08

BDE154 2,2',4,4',5,6'Hexabromodiphenyl ether 643.6 7.1 4.79e09

γHBCD gammaHexabromocyclododecane 641.7 5.2 1.89e08

UV328 Phenol, 2(2Hbenzotriazol2yl)

4,6bis(1,1dimethylpropyl)

351.5 7.4 1.05e05

BPA Bisphenol A 228.3 3.3 5.26e04

표 2-3-4. 시험 화학물질 정보

  선정된 시험플라스틱에 화학물질을 흡착시켜 추출 용매 평가에 사용하였다. 우선 시험 플라스틱을 세척

하기 위해 극성이 다른 유기용매인 메탄올(methanol), 디클로르메탄(dichloromethane, DCM), 그리고 헥

산(hexane)에 각각 1일씩 담군(soaking) 후, 진공오븐(VOS-210C, EYELA)으로 건조하였다. 세척된 시험

플라스틱(PE 입자) 25g을 비이커에 넣고 각 화학물질을 주입(spiked)한 후, 500 ㎖의 acetonitrile:water 

(8:2)에 담가 교반기(250rpm)에서 14일 동안 흡착시켰다. 주입한 화학물질의 양 및 농도를 표 2-3-5에 

제시하였다. 14일 후 화학물질을 흡착시킨 PE 입자를 체에 걸러 겉면을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하고, 동결 

건조기(Gamma 1-16 LSCplus, Martin Christ)를 이용하여 건조하였다(그림 2-3-13).

a) b) c)

그림 2-3-13. 시험 플라스틱의 화학물질 흡착 과정. a) 교반기에서 14일간 흡착, b) 

체에 걸러 플라스틱 겉면을 증류수로 세척 c) 동결 건조



- 42 -

Compound
in 500mL of Acetonitrile:water (8:2)

㎍ ppb(ng/㎖)

PCB14 12 24

PCB50 12 24

PCB188 12 24

BDE47 20 40

BDE154 20 40

γHBCD 50 100

UV328 50 100

BPA 50 100

표 2-3-5. 흡착실험 중 시험 플라스틱에 노출시킨 화학물질 농도

(나) 플라스틱 시료에 대한 추출 용매 및 추출 방법 확립

  다양한 극성을 가진 용매를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추출 용매를 선정하였다. 용매는 극성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택하였다. 헥산(polarity Index: 0.1), 디클로르메탄(3.1), 메탄올(5.1), 아세토니트릴

(Acetonitrile, 5.8)로 선정하였으며, 각 용매 30㎖에 화학물질이 흡착된 플라스틱(0.3g)을 담궈 3일 동안 

추출하였다(하루 30㎖씩, 총 90㎖). 추출한 용매는 질소농축하고, GC-MS와 LC-MS/MS를 사용하여 정

성·정량하였다. 추출효율이 가장 좋은 용매에서 검출된 값을 100%로 설정해서, 다른 용매의 결과와 비교

하였다.

  각 화합물에 따라 추출효율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PCBs, PBDEs, γ-HBCD, UV328은 디클로

르메탄 (100%) = 헥산(92%-110%, 101±6%) > 메탄올(23%-101%, 64±32%) > 아세토니트릴

(0%-100%, 62±30%) 순으로 나타났다. BPA는 메탄올(100%) > 아세토니트릴(64%) > 디클로르메탄 

(18%) > 헥산(2%) 순으로 높은 효율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디클로르메탄과 헥산

을 이용하였을 때 플라스틱에 흡착된 화학물질의 추출효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극성이 높은 

BPA는 메탄올에서 추출효율이 가장 높았다(표 2-3-6, 그림 2-3-14).

Compound (%) Dichloromethane Hexane Methanol Acetonitrile

PCB14 100 92 34 71

PCB50 100 110 54 62

PCB188 100 96 23 61

BDE47 100 102 88 70

BDE154 100 100 99 70

γHBCD 100 98 47 0

UV328 100 107 101 100

BPA 18 2 100 64

표 2-3-6. 용매에 따른 각 화학물질의 추출효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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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CB14, PCB50, PCB188,  BDE47, BDE154, γ-HBCD, UV328

DCM Hexane Methanol A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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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4. 각 용매에 따른 화학물질 a) PCB14, PCB50, PCB188, 

BDE47, BDE154, γ-HBCD, UV328, b) BPA 추출효율 

값 비교

  플라스틱에 흡착시킨 화학물질에 대하여 용매추출 효율이 높게 나타난 디클로르메탄과 헥산을 4:1의 비

율로 혼합하여 다양한 추출방법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화학물질을 흡착시킨 플라스틱을 용매

(DCM:Hexane=4:1, v/v)로 초음파(sonication), 속실렛(soxhlet), ASE (accelerated solvent 

extraction), Soaking 방법과 비교하였다. 추출방법에 대한 효율은 Soaking (100%) > Sonication 

(58%-81%, 69±7%) > Soxhlet (41%-85%, 61±14%) > ASE (26%-48%, 36±9%)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플라스틱에 함유된 비극성 화학물질 추출방법은 Soaking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Soaking 방법은 열거한 추출방법에 비해 비교적 에너지가 적은 방법으로 함께 추출되는 방해물질의 영향

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BPA는 사용한 추출용매(DCM, Hexane)의 극성 영향으로 모든 추출 방법에

서 낮은 효율을 보였다(표 2-3-7, 그림 2-3-15). 이와같이 함유하고 있는 대상 물질에 따라 추출 용매 

선택이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디클로르메탄과 

헥산 혼합용액,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메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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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 Soaking Sonication Soxhlet ASE

PCB14 100 68 53 48

PCB50 100 65 52 47

PCB188 100 58 41 37

BDE47 100 70 67 28

BDE154 100 81 67 29

γHBCD 100 68 63 26

UV328 100 73 85 34

BPA 10 5 2 1

표 2-3-7. DCM:Hexane(4:1) 용매 사용 추출기법에 따른 각 화학물질 추출효율 비교 

Soaking Sonication Soxhlet 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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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5. 추출기법에 따른 화학물질 추출효율 비교 

  결론적으로, 비극성 화학물질의 추출법으로 디클로르메탄과 헥산 (4:1, v/v) 혼합용매에 3일간 Soaking

을, 극성 화학물질 추출법으로 메탄올에 3일간 Soaking을 최종 선정하였다(그림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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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on
(Soaking, DCM:Hexnae, 4:1) Extraction

(Soaking, Methanol)

Concentration

Concentration

Filtration
(0.20 ㎛)

For Non polar-medium 
polar compounds

For polar-medium polar 
compounds

Plastic debris sample

Grinding

Polymer Identification

GCxGC TOF MS LC qTOF MS

그림 2-3-16. 플라스틱 내 비극성 및 극성물질 분석 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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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라스틱 내 함유물질 기기분석 방법 확립

(가) GC×GC-ToF 기기분석 방법

  시료분석은 Agilent사의 6890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LECO사의 2단계 모듈레이터(cryogenic 

modulator)와 비행시간형질량분석기가 장착된 GC×GC-ToF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GCxGC에 장착된 

일차원 컬럼(1D)은 비극성의 Rtx-5MS(30m × 0.25㎜ I.D. 필름두께 0.25㎛)을 사용하고, 이차원 컬럼

(2D)은 Rxi-17(1m × 0.15㎜ I.D. 필름두께 0.15㎛)를 사용하였다. 1차 컬럼의 오븐 온도 프로그램은 초

기온도 50℃(1분간 정치), 승온 4℃/min, 최종온도 310℃로 설정하였다. 2차 컬럼의 오븐온도 조건은 초

기온도 70℃(12분간 정치), 승온 4℃/min, 최종온도 330℃로 20℃로 설정하였다. 주입구의 온도는 300℃, 

이온화원 온도는 250℃로 설정하였다. 상세한 GC×GC의 모듈레이터의 조건과 기기분석 조건은 표 

2-3-8에 제시하였다.

Autosampler Agilent 7683 Autosampler

Gas Chromatograph Agilent 6890/LECO Dual Stage, Quad Jet Modulator

  Injection 2 μL Splitless @ 300 ℃

  Carrier Gas He @ 2 mL/min, Corrected Constant Flow

  Columns 1st dimension 
(1D)

Rtx-5 MS, 30 m × 0.25 mm i.d. × 0.25 μm (Restek, 
Bellefonte, PA, USA)

2nd dimension 
(2D)

Rxi-17 Sil MS, 1 m × 0.15 mm I.d. × 0.15 μm 
(Restek, Bellefonte, PA, USA)

  Modulation 6 s with temperature maintained +30 ℃ relative to 2nd 
oven

  Transfer Line 280 ℃

Mass Spectrometer LECO Pegasus BT 4D

  Ion Source Temperature 250 ℃

  Ionization Mode EI

  Mass Range 50-900 m/z

  Acquisition Rate 200 spectra/s (GC×GC)

표 2-3-8. Pegasus BT 4D GC×GC-TOF 기기조건

(나) LC-qToF 기기분석 방법

  액체크로마토그래피(Nexera X2, Shimadzu, Japan)와 비행시간질량분석기(TripleTOF 5600, AB 

SCIEX, Singapore)를 이용하여 시료 분석을 하였다. LC 조건에서 이동상은 두 가지로 진행하였다. 첫 번

째로 이동상 A는 물(HPLC grade, 0.1% formic acid), 이동상 B는 아세트니트릴(0.1% formic acid)이었

고, 두 번째는 이동상 A는 물(HPLC grade), 이동상 B는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시료 5㎕를 Gemini 

C18(50 x 2.00mm, 5㎛) 칼럼에 주입하여 분리하는데 사용하였다. qTOF MS의 조건은 대기압이온화 방

식(Atmospheric-pressure chemical ionization, APCI(positive/negative), 전자분사 이온화 방식

(Electrospray ionization, ESI(positive/negative)의 두 가지 이온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APCI, ESI 모드

에서 Source 온도 600℃, CE(Collision energy) ±35V로 하였고, DP(declustering potential)값은 APCI 

모드 80V, -200V로 ESI 모드는 ±80V 설정하여 자료 획득을 하였다. 상세한 분석조건은 표 2-3-9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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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Chromatograph Nexera X2, Shimadzu

Column Gemini C18 (50 x 2.00, 5㎛)

Mobile Phase   A: water (0.1% formic acid)
  B: ACN (0.1% formic acid)

A: water 
B: Methanol

Injection vol. 5 ㎕

flow rate 0.6 mL/min

Mass spectrometer TripleTOF 5600, AB SCIEX

Source Temp. 600℃

DP(declustering potential)   80V, -200V ±80V

CE(Collision energy) ±35V

ISVF
(Ionspray voltage floating)

Positive 5500
Negative -4500

  Ionization Mode   APCI (+/-) ESI (+/-)

  Mass Range TOF MS   100-2000 m/z
IDA-MSMS 50-1000 m/z

표 2-3-9. LC-qTOF MS 기기분석 조건

(3) 분석자료 처리 방법 확립

(가) GCxGC-ToF 분석자료 처리방법 (Data processing method)

  GCxGC/ToF 기기분석 자료는 ChromaTOF v.4.51의 데이터 처리 및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수행하였

다. 분석자료의 처리(peak picking)를 위해서는 baseline collection, peak picking 방법 설정, 질량라이

브러리 검색, 정량적 확인을 위한 총이온크로마토그래피(total ion chromatography, TIC) 또는 unique 

mass에 기초한 면적이나 높이 계산이 필요하다. ① Baseline 오프셋은 노이즈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이즈의 위 부분으로 설정하였다. ② Peak find 방법은 true signal deconvolution®(TSD®) 기능을 

활용하여 선택된 피크의 정확한 조각이온(purification)을 통해 라이브러리를 검색하고 미지화합물을 유추

하였다(그림 2-3-17). TIC에서 피크의 deconvolution을 위해서는 피크 폭 설정과 부가 설정(머무름시간, 

match score 등)이 필요하다. 1D 및 2D 피크 폭은 크로마토그램에서 관찰된 폭에 기초하여 각각 24(분

석물질의 슬라이스 수(3-4) × 모듈레이션 시간(6s)) 및 0.1로 하였다. 2D에서 유사도 800 이상인 화합

물과 신호 대 잡음비(S/N) 컷오프를 최소 60으로 하여 설정한 값에 해당하면 동일한 화합물로 간주하였

다. ③ 질량라이브러리 검색은 질량범위 40-900, 매칭도 700이상으로 설정하고, NIST 17, Wiley 10 그

리고 실험실에서 구축한 custom library를 이용하여 식별하였다. 매칭도가 700이상은 화합물명으로 나타

내고, 매칭도가 700미만은 미지의 화합물(unknown peak no#)로 표시하였다. ④ 선택된 화합물은 

unique mass에 기초하여 면적 계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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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7. ChromaToF 프로그램의 TSD® 기능을 이용한 피크 deconvolution

  크로마토그래피 정렬(alignment)은 ChromaTOF의 statistical compare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크로마

토그램에서 피크가 동일한 화합물로 인식되려면 머무름시간과 질량스펙트럼이 최소 일치 기준(minimum 

match criteria)을 충족해야 한다. 정렬을 위해서 첫번째 컬럼의 머무름시간(1tR)은 6s(1 모듈레이션) 이상 

차이가 날 수 없으며, 두번째 컬럼에서 머무름시간(2tR)은 동일한 물질에서 100ms 이하이다. 예로, 각 시

료에서 동일하게 검출된 1,3,5-triphenyl cyclohexane은 다음과 같은 머무름시간(1tR = 2820s, 
2tR = 

2.61-2.64s)을 가진다. 정렬된 피크에 대한 질량스펙트럼은 최소 일치 임계값(threshold)을 충족해야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스펙트럼 매칭을 위해 mass threshold를 10%로 하고, 최소 유사도는 60%로 설정하였

다. 머무름시간에 대한 매칭 임계치는 모듈레이션 동안 최대 2개의 peak, 최대 머무름시간 차이는 0.2s로 

설정하여 정렬된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각 시료의 정렬된 결과에 대해 질량 스펙트럼 매치 스코어를 이용

하여 피셔 비율을 산출하였다. 전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의 흐름도와 주요 분석 파라미터를 그림 2-3-18

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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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8. GCxGC ToF 분석결과 데이터프로세싱 과정

(나) LC-qToF 분석자료 처리방법 (Data processing method)

  LC-qTOF는 IDA(Information Dependent Acquisition)모드에서 작동하여 MS와 MS/MS 정보를 동시에 

획득하였다. MS의 질량범위는 100-2000m/z이고, MS/MS는 50-1000m/z로 설정하였다. 획득된 자료는 

PeakView™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MasterView™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표적 및 비표적 스크리닝 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2-3-19). 분석자료 처리(Peak picking)는 background peak, 피크 선택 방법설정, 라

이브러리 검색 등이 요구된다. Full scan을 통해 얻어진 신호 정보에는 상당한 양의 noise signal이 포함

되어 있어 control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background peak 정보를 제거하여 실제 시료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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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물질의 피크를 선별해야 한다. 피크탐색 방법은 MasterView™의 peak picking 알고리즘을 활용하

여 선택된 피크의 정확한 조각이온을 통해 라이브러리 검색과 미지의 화합물을 잠정적으로 식별하였다. 라

이브러리 검색은 SCIEX All-in-on과 NIST 2017, 그리고 실험실에서 구축한 자체 라이브러리(In-house 

library)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브러리 점수(library score), formula finder score 70 이상을 

보고하였다.

그림 2-3-19. MasterView™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료처리

(4) 자체(In-house) 라이브러리 구축 (custom library)

(가) GCxGC-ToF를 이용한 자체 라이브러리 구축 (custom library)

  PCBs 22종, OCPs 27종, PAHs 65종, n-알칸 35종, 플라스틱 첨가제인 PBDEs 7종(BDE 209 제외), 

HBCDs 3종, 유기인계난연제 10종, 프탈레이트류 3종, 벤조페논류 3종, 산화방지제 4종, UV 안정제 5종

의 화합물을 GC×GC-TOF를 활용하여 분석 후 custom library에 저장하였다(표 2-3-10, 그림 

2-3-20). 과불화화합물(Perfluorinated compounds, PFCs), 단쇄염화파라핀(short 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는 극성 화합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위해 silylation 과정이 요구되거나, 전기

이온화(electron ionization, EI) 방식으로 분석에 한계가 있는 물질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표 2-3-10에 custom library에 구축된 표적물질에 대하여 요약하였다.

Chemical Group Compound Name

Organochlorinepesticide

PeCB, HCB, α-HCH, β-HCH, γ-HCH, δ-HCH, α-chlordane, γ

-chlordane, Oxychlordane, heptachlor, heptachlor epoxide, cis-nonachlor, 

trans-nonachlor, aldrin, dieldrin, endrin, mirex, methoxychlor, endosulfan I, 

endosulfan II, o,p'-DDE, p,p'-DDE, o,p'-DDD, p,p'-DDD, o,p'-DDT, 

p,p'-DDT, DDMU

표 2-3-10. GC×GC-ToF로 구축된 custom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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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Group Compound Name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8, PCB18, PCB28, PCB29, PCB44, PCB52, PCB66, PCB87, PCB101, 

PCB105, PCB110, PCB118, PCB128, PCB138, PCB153, PCB170, PCB180, 

PCB187, PCB195, PCB200, PCB206, PCB209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41 kind of PAHs (2 to 7 benzene ring, and alkyl substituted PAHs), 24 kind of 

Nitro-PAHs (Nitro substituted PAHs)

Saturated hydrocarbons

(CnH2n+2)
n-alkanes (C8 to C40)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BDE 28, BDE 47, BDE 100, BDE 99, BDE 154, BDE 153, BDE 183, BDE 209

Brominated flame retardants

(Hexabromocyclododecane)

α-HBCD, β-HBCD, γ-HBCD

Novel brominated flame retardants PBT, PBEB, DPTE, HBBz, HCDBCO, BTBPE, OBIND, DBDPE

Organophosphorus esters Tris(2-chloroethyl) phosphate (TCEP), Tris(1-chloro-2-propyl) phosphate 

(TCPP), Tris(1,3-dichloro-2-propyl)phosphate (TDCPP), Triisobutyl phosphate 

(TIBP), Tributyl phosphate (TBP), Tris(2-butoxyethyl) phosphate (TBEP), 

Triphenyl phosphate (TPhP), 2-Ethylhexyl diphenyl phosphate (EHDPP), 

Tricresyl phosphate (TpCP), Tris(2-ethylhexyl) phosphate (TEHP)

Siloxanes D4, D5, D6, L6, L7, L8, L9, L10, L11, L12, L13, L14, L15, L16, L17

Benzophenone derivatives 2,4-2OH-BP, 2-OH-4MeO-BP, 2,2',4,4'-4OH-BP

Bisphenol analogues Bisphenol F, Bisphenol S, Bisphenol A, nonyl phenol

Perfluoroalkyl acids (PFAAs)
PFBA, PFPeA, PFHxA, PFHpA, PFOA, PFNA, PFDA, PFUnA, PFDoA, PFTriA, 

PFTA, PFBS, PFHxS, PFOS, PFOSA

Phthalates

DEHP, DnOP, DBP

Benzotriazole ultraviolet stabilizers UVMC80, UV320, UV326, UV327, UV328

Antioxidant Irganox 1076, Irganox 1010, 2,4-DTBP, BHT



- 52 -

그림 2-3-20. GC×GC-ToF를 이용한 custom library구축(예, PCB와 OCPs 화합물) 

(나) LC-qToF를 이용한 자체 라이브러리 구축 (custom library)

  브롬계 난연제 8종, 페놀류 5종, 신규 방오제 14종,  프탈레이트류 3종, 산화방지제 4종, UV 안정제 5

종, 벤조페논 3종의 화합물을 LC-qTOF를 활용하여 자체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 유기인계 난연제, 실

록산 등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는 한계가 되는 물질로 자체 라이브러리로 구축하지 못하였다. 구축

된 화합물의 이동상과 사용된 칼럼, 이온화방법, 분자량을 표 2-3-11에 자세하게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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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s MW Formular Mode Method file column

Benzophenone 2,4-2OH-BP 214.22 C13H10O3 APCI (-) A: water, 100% B: MeOH 100% Sciex neg (DP 80) Gemini 5um C18 110A, 50x2mm

2-OH-4MeO-BP 228.25 C14H12O3 APCI (-) A: water, 100% B: MeOH 100% Sciex neg (DP 80) Gemini 5um C18 110A, 50x2mm

2,2',4,4'-4OH-BP 246.22 C13H10O5 APCI (-) A: water, 100% B: MeOH 100% Sciex neg (DP 80) Gemini 5um C18 110A, 50x2mm

Phenols BPF 200.23 C13H12O2 APCI (-) A: water, 100% B: MeOH 100% Sciex neg (DP 80) Gemini 5um C18 110A, 50x2mm

Bisphenol S 250.27 C12H10O4S APCI (-) A: water, 100% B: MeOH 100% Sciex neg (DP 80) Gemini 5um C18 110A, 50x2mm

Bisphenol A 228.29 C15H16O2 APCI (-) A: water, 100% B: MeOH 100% Sciex neg (DP 80) Gemini 5um C18 110A, 50x2mm

PCP 266.34 C6HCl5O APCI (-) A: water, 100% B: MeOH 100% Sciex neg_2 (DP 80) Gemini 5um C18 110A, 50x2mm

NP 220.35 C15H24O APCI (-) A: water, 101% B: MeOH 101% Sciex neg_2 (DP 81) Gemini 5um C18 110A, 50x2mm

brominated flame retardants HBCDs 641.7 C12H18Br6 APCI (-) A: water,(0.1% fomic acid) B: ACN (0.1% formic acid) APCI neg DP200 25min Gemini 5um C18 110A, 50x2mm

TBBPA 543.87 C15H12Br4O2 APCI (-) A: water,(0.1% fomic acid) B: ACN (0.1% formic acid) APCI neg DP200 25min Gemini 5um C18 110A, 50x2mm

BTBPE 687.64 C14H8Br6O2 APCI (-) A: water,(0.1% fomic acid) B: ACN (0.1% formic acid) APCI neg DP200 25min Gemini 5um C18 110A, 50x2mm

PBCD 560.783 C12H17Br5 APCI (-) A: water,(0.1% fomic acid) B: ACN (0.1% formic acid) APCI neg DP200 25min Gemini 5um C18 110A, 50x2mm

DTBP 206.32 C14H22O APCI (-) A: water,(0.1% fomic acid) B: ACN (0.1% formic acid) APCI neg DP200 25min Gemini 5um C18 110A, 50x2mm

TBP 330.8 C6H3Br3O APCI (-) A: water,(0.1% fomic acid) B: ACN (0.1% formic acid) APCI neg DP200 25min Gemini 5um C18 110A, 50x2mm

TBBPA-DBPE 943.62 C21H20Br8O2 APCI (-) A: water,(0.1% fomic acid) B: ACN (0.1% formic acid) APCI neg DP200 25min Gemini 5um C18 110A, 50x2mm

HCDBCO 540.7 C13H12Br2Cl6 APCI (-) A: water,(0.1% fomic acid) B: ACN (0.1% formic acid) APCI neg DP200 25min Gemini 5um C18 110A, 50x2mm

UV stabilizer UV 320 323.1998 C20H25N3O APCI (-) A: water,(0.1% fomic acid) B: ACN (0.1% formic acid) APCI pos DP80 Gemini 5um C18 110A, 50x2mm

UV 326 315.1138 C17H18ClN3O APCI (-) A: water,(0.1% fomic acid) B: ACN (0.1% formic acid) APCI pos DP80 Gemini 5um C18 110A, 50x2mm

UV 327 357.1608 C20H24ClN3O APCI (-) A: water,(0.1% fomic acid) B: ACN (0.1% formic acid) APCI pos DP80 Gemini 5um C18 110A, 50x2mm

UV 328 351.2311 C22H29N3O APCI (-) A: water,(0.1% fomic acid) B: ACN (0.1% formic acid) APCI pos DP80 Gemini 5um C18 110A, 50x2mm

UV MC80 290.1882 C18H26O3 APCI (-) A: water,(0.1% fomic acid) B: ACN (0.1% formic acid) APCI pos DP80 Gemini 5um C18 110A, 50x2mm

Phthalates DBP 278.1518 C16H22O4 APCI (-) A: water,(0.1% fomic acid) B: ACN (0.1% formic acid) APCI pos DP80 Gemini 5um C18 110A, 50x2mm

DEHP 390.277 C24H38O4 APCI (-) A: water,(0.1% fomic acid) B: ACN (0.1% formic acid) APCI pos DP80 Gemini 5um C18 110A, 50x2mm

DnOP 390.277 C24H38O4 APCI (-) A: water,(0.1% fomic acid) B: ACN (0.1% formic acid) APCI pos DP80 Gemini 5um C18 110A, 50x2mm

Antioxidants 2,4-DTBP 206.1671 C14H22O APCI (-) A: water,(0.1% fomic acid) B: ACN (0.1% formic acid) APCI pos DP80 Gemini 5um C18 110A, 50x2mm

Iganox1076 530.4699 C35H62O3 APCI (-) A: water,(0.1% fomic acid) B: ACN (0.1% formic acid) APCI neg DP200 25min Gemini 5um C18 110A, 50x2mm

Irganox 1010 1176.784 C73H108O12 APCI (-) A: water,(0.1% fomic acid) B: ACN (0.1% formic acid) APCI neg DP200 25min Gemini 5um C18 110A, 50x2mm

BHT 220.35 C15H24O APCI (-) A: water,(0.2% fomic acid) B: ACN (0.2% formic acid) APCI neg DP200 26min Gemini 5um C18 110A, 50x3mm

Antifouling Chlorothalonil 263.8816 C8Cl4N2 ESI (+) A: water, 100% B: MeOH 100% sciex pos Gemini 5um C18 110A, 50x2mm

Copper Pyrithione 314.9323 C10H8CuN2O2S2 ESI (+) A: water, 100% B: MeOH 100% sciex pos Gemini 5um C18 110A, 50x2mm

Dichlofluanid 331.9623 C9H11Cl2FN2O2S2 ESI (+) A: water, 100% B: MeOH 100% sciex pos Gemini 5um C18 110A, 50x2mm

Diuron 232.017 C9H10Cl2N2O ESI (+) A: water, 100% B: MeOH 100% sciex pos Gemini 5um C18 110A, 50x2mm
Econea 347.9277 C12H5BrClF3N2 ESI (+) A: water, 100% B: MeOH 100% sciex pos Gemini 5um C18 110A, 50x2mm

Irgarol 1051 253.1361 C11H19N5S ESI (+) A: water, 100% B: MeOH 100% sciex pos Gemini 5um C18 110A, 50x2mm
Octhilinone 213.1187 C11H19NOS ESI (+) A: water, 100% B: MeOH 100% sciex pos Gemini 5um C18 110A, 50x2mm

Sea-Nine 211 281.0408 C11H17Cl2NOS ESI (+) A: water, 100% B: MeOH 100% sciex pos Gemini 5um C18 110A, 50x2mm
Zinc Pyrithione 315.9319 C10H8N2O2S2Zn ESI (+) A: water, 100% B: MeOH 100% sciex pos Gemini 5um C18 110A, 50x2mm

Ziram 303.9175 C6H12N2S4Zn ESI (+) A: water, 100% B: MeOH 100% sciex pos Gemini 5um C18 110A, 50x2mm
TCMS Pyridine 292.8639 C6H3Cl4NO2S ESI (+) A: water, 100% B: MeOH 100% sciex pos Gemini 5um C18 110A, 50x2mm

TCPM 274.9308 C10H4Cl3NO2 ESI (+) A: water, 100% B: MeOH 100% sciex pos Gemini 5um C18 110A, 50x2mm
Thiram 239.9883 C6H12N2S4 ESI (+) A: water, 100% B: MeOH 100% sciex pos Gemini 5um C18 110A, 50x2mm
Tolylfluanid 345.978 C10H13Cl2FN2O2S2 ESI (+) A: water, 100% B: MeOH 100% sciex pos Gemini 5um C18 110A, 50x2mm

Mobile phase

표 2-3-11. LC-qToF로 구축된 custom library

(5) 플라스틱 시료 내 표적물질 및 비표적물질 탐색 기법 확립

(가) GC×GC-ToF를 이용한 플라스틱 시료 내 표적물질 및 비표적물질 탐색 

  플라스틱 시료 내 표적과 비표적 화합물에 대한 탐색 방법은 ChromaToF로 데이터 프로세싱 후 생성되

는 피크 테이블(peak table) 및 화합물질 표(compound table)를 활용하였다. Peak table에는 NIST 17, 

Wiley 10, 자체 라이브러리에서 700 이상으로 매칭된 화합물의 경우 화합물명(CAS번호, 구조식, exact 

mass)으로 제시되며, 700 미만인 화합물은 unknown#(peak#)으로 제시된다(표 2-3-12). Compound 

table은 ChromaToF 프로그램 내 Statistical compare라는 보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검출된 화합물명, 머

무름시간(평균, 편차)을 기준으로 정렬(alignment)과정을 수행하여 피크면적(평균, 편차), S/N비(평균, 편

차), 검출빈도수(count), fisher ratio 등이 통계 처리된 결과이다.

  플라스틱 시료 내 표적물질 및 비표적물질 탐색 방법에 대한 모식도를 그림 2-3-21에 나타내었다. 대

상화합물 탐색 방법은 Matlab 2016b를 활용하여 Custom library에서 구축된 물질의 질량조각이온, CAS

번호, 화합물명, 구조식에 대하여 해당 시료의 peak table에서 대상 화합물을 검색하는 스크립트를 구성하

여 각 시료의 대상화합물을 나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화합물에 대하여 정량을 수행하지 않았다.

  비표적물질 탐색은 ChromaToF 프로그램 내 Statistical compare를 활용하여 반복 분석된 분석 결과

(peak table)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렬하였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피크를 줄이고, 분리가 잘된 피크에 

대하여 높은 질량 정확도 가지는 화합물을 얻을 수 있다. 정렬은 1D 머무름시간(6초), 2D 머무름시간(0.1

초), 질량스펙트럼 match score를 700으로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부가적으로 S/N비를 100으로 설정하여 

비교적 낮은 시그널을 가지는 화합물은 제외하였다. 모든 분석 시료에 대하여 동일한 정렬을 수행하였다.

  예상 화합물(suspected compounds)은 조각이온 스펙트럼이 NIST 및 Wiley 라이브러리로 검색결과 매

칭도가 700 이상, 확률은 5000 이상에 해당되는 화합물, 그리고 자체 라이브러리에 구축된 화합물의 질량

스펙트럼과 유사한 특정 모체 조각이온을 가지고, 선택이온(extracted mass ion) 및 다차원 크로마토그램

의 정렬특성에서 그룹으로 분류되는 화합물로 정의하였다(그림 2-3-22). 미지 화합물(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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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s)은 라이브러리 검색결과 매칭도가 700 미만이며, 크로마토그램 정렬특성으로 분류가 가능하

면 화합물을 명명하고, 그렇지 않으면“analyte#”로 지정하였다. 미지화합물 중에 상대적 세기(intensity)

가 높은 화합물은 관심을 가져야 할 화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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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CAS RT Formula UniqueMass Exact Mass Similarity Probability Quant S/N Library

Unknown 104 0-00-0 1008 , 0.920 C5H12O2 61 104.0837 522 3035 63.856 W10N14M1

Tetradecane 629-59-4 1008 , 0.930 C14H30 57 198.2348 900 1566 586.92 W10N14R

3(S)-fluoro-4-methyl-1,4-pentanediol 86677-83-0 1008 , 1.310 C6H13FO2 59 136.0900 807 4151 95.203 W10N14M1

1H-Indene, 2,3-dihydro-4,7-dimethyl- 6682-71-9 1008 , 1.570 C11H14 131 146.1096 824 7230 60.758 replib

1-Phenoxypropan-2-ol 770-35-4 1008 , 1.800 C9H12O2 94 152.0837 807 5902 42.317 W10N14M1

Unknown 105 0-00-0 1014 , 0.830 C22H28O4Si 327 384.1757 485 2675 54.763 W10N14M2

Trimethyl(5-methyl-2-pentylphenoxy)silan 0-00-0 1014 , 0.870 C15H26OSi 193 250.1753 733 6232 1046.6 mainlib

Unknown 106 540-97-6 1014 , 0.900 C12H36O6Si6 73 444.1127 510 7249 82.779 replib

Unknown 107 75-52-5 1014 , 0.910 CH3NO2 61 61.0164 593 6969 59.532 W10N14R

(1R,2R,5R,E)-7-Ethylidene-1,2,8,8-tetrame 193695-14-6 1014 , 1.120 C14H24 177 192.1878 775 2698 192.62 mainlib

Benzene, (1,3-dimethylbutyl)- 19219-84-2 1014 , 1.340 C12H18 106 162.1409 753 2155 54.620 W10N14M1

Hexane, 1,1'-oxybis- 112-58-3 1020 , 0.970 C12H26O 97 186.1984 735 5180 35.269 replib

Benzene, 1,3-bis(1,1-dimethylethyl)- 1014-60-4 1020 , 1.240 C14H22 175 190.1722 803 8454 103.69 replib

1-Ethyl-2-methyl-1,2-dihydrocyclobutabe 0-00-0 1020 , 1.380 C11H14O 133 162.1045 723 3208 36.304 W10N14M1

Benzeneacetic acid, 4-methyl-?oxo- 7163-50-0 1020 , 1.650 C9H8O3 119 164.0473 891 913 252.84 mainlib

1,9-dibromo-2,7-nonadiyne 115227-67-3 1026 , 0.780 C9H10Br2 118 275.9149 826 5679 36.707 W10N14M1

Phosphonoacetic Acid, 3TMS derivative 53044-27-2 1026 , 0.880 C11H29O5PSi3 73 356.1060 642 6723 101.23 W10N14M2

o-Ethylhydroxylamine 624-86-2 1026 , 0.900 C2H7NO 61 61.0528 635 4854 59.352 W10N14M1

8-(2-Acetyloxiran-2-yl)-6,6-dimethylocta- 91186-38-8 1026 , 1.010 C14H20O3 123 236.1412 728 2361 91.185 W10N14M1

Benzaldehyde, 4-methoxy- 123-11-5 1026 , 2.190 C8H8O2 136 136.0524 938 7311 270.42 W10N14R

Benzene, hexyl- 1077-16-3 1032 , 1.340 C12H18 92 162.1409 823 6291 80.473 replib

Benzenamine, 2,4,6-trimethyl- 88-05-1 1032 , 1.890 C9H13N 120 135.1048 888 6069 135.33 replib

2(3H)-Furanone, dihydro-5-(2-propenyl)-, 82934-87-0 1032 , 2.010 C7H10O2 85 126.0681 883 3556 44.891 W10N14M1

Unknown 108 0-00-0 1038 , 0.870 C21H42OSi 281 338.3005 456 3110 54.094 W10N14M2

Heptadecane, 2,6,10,14-tetramethyl- 18344-37-1 1038 , 0.950 C21H44 85 296.3443 879 1254 1076.1 mainlib

Benzene, (1,1-dimethylbutyl)- 1985-57-5 1038 , 1.370 C12H18 119 162.1409 745 4256 35.317 mainlib

3-Phenylpropyl benzoate 60045-26-3 1038 , 1.650 C16H16O2 118 240.1150 672 1596 158.21 mainlib

1-Phenylpent-3-en-1-yne 0-00-0 1038 , 1.820 C11H10 141 142.0783 829 3207 37.705 W10N14M1

Benzene, 1-propenyl- 637-50-3 1044 , 0.770 C9H10 118 118.0783 528 3708 35.663 W10N14R

Cyclopentasiloxane, decamethyl- 541-02-6 1044 , 0.850 C10H30O5Si5 73 370.0940 826 7484 644.86 W10N14M2

Unknown 109 0-00-0 1044 , 0.890 C16H15N5S2 61 341.0769 572 1298 60.562 W10N14M2

1,7-Dimethyl-4-(1-methylethyl)cyclodecan 645-10-3 1044 , 0.960 C15H30 97 210.2348 782 1513 398.97 mainlib

3,5-Octadiene, 4,5-diethyl-3,6-dimethyl- 61233-79-2 1044 , 1.020 C14H26 123 194.2035 770 5039 123.59 W10N14M1

Benzene, (1-methylbutyl)- 2719-52-0 1044 , 1.370 C11H16 105 148.1252 751 1807 79.986 W10N14M1

Naphthalene, 1,2,3,4-tetrahydro-5-methy 2809-64-5 1044 , 1.640 C11H14 118 146.1096 906 4559 300.40 replib

Benzonitrile, 4-amino- 873-74-5 1044 , 2.440 C7H6N2 118 118.0531 880 4757 137.46 W10N14R

3,5-DIISOPROXY-1,1,1,7,7,7-HEXAMETHYL 71579-67-4 1050 , 0.870 C18H50O7Si6 73 546.2172 759 4650 233.45 W10N14M2

⦙
Oxazole, 4,5-dihydro-2-methyl-4-(1-meth 88362-46-3 972 , 1.580 C7H13NO 84 127.0997 736 4133 34.981 W10N14M1

2-Methyl-2-phenyltetrahydropyran-6-ol 133549-38-9 978 , 0.800 C12H16O2 118 192.1150 772 6313 31.138 W10N14M1

Unknown 100 0-00-0 978 , 1.580 C14H17N 84 199.1361 551 2314 55.897 W10N14M1

Cyclohexane, isothiocyanato- 1122-82-3 978 , 1.840 C7H11NS 141 141.0612 826 9680 45.745 replib

Dodecane, 4,6-dimethyl- 61141-72-8 984 , 0.930 C14H30 71 198.2348 718 826 96.332 mainlib

(S)-3-(2-Methylpropan-2-sulfonyl)cyclooc 0-00-0 984 , 1.010 C12H22O2S 123 230.1341 685 7306 30.387 W10N14M1

Benzene, 1-(1,1-dimethylethyl)-4-methyl- 98-51-1 984 , 1.490 C11H16 133 148.1252 844 1694 60.238 W10N14M1

1-ethyl-2,3-dihydro-1H-indene 4830-99-3 984 , 1.570 C11H14 117 146.1096 763 3781 49.357 W10N14M1

Unknown 101 540-97-6 990 , 0.920 C12H36O6Si6 61 444.1127 547 7083 58.297 W10N14M2

Unknown 102 351327-47-4 990 , 1.220 C14H23N3O2 107 265.1790 578 2262 31.941 W10N14M1

Benzene, (1-methylenepentyl)- 20826-80-6 990 , 1.410 C12H16 118 160.1252 853 2083 1055.2 W10N14M1

(1S-cis)-1-Ethynyl-2-methylbicyclo[3.1.0]h 0-00-0 996 , 0.790 C9H10 118 118.0783 636 3189 31.245 W10N14M1

Unknown 103 141-78-6 996 , 0.920 C4H8O2 61 88.0524 551 6881 57.525 W10N14M1

Tridecane 629-50-5 996 , 0.930 C13H28 57 184.2191 934 4695 549.99 replib

HEX-5-EN-3-OL 688-99-3 996 , 1.320 C6H12O 59 100.0888 675 2846 91.881 W10N14M1

표 2-3-12. ChromaToF로 데이터 프로세싱 후 생성되는 peak table (예, M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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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processing by GCxGC-ToF MS software (ChromaTof®)

Raw GCxGC-ToF MS chromatogram

Baseline correction, peak picking, S/N>100, unique mass based area calculation, library search (≥ 600)

RT and spectrum for “Knowns” 
(In-house library)

Summary table
(identification and 

quantification)

Spectrum search, alignment, 
pattern recognition

Screening for suspect

Removal of peaks with low peak 
area (baseline subtraction)

- Peak area ≤ 10 x Blank
- S/N < 100

Compare spectra with EI spectra 
in the library or fragment 

interpretation

Spectrum search, alignment, 
pattern recognition

Compare spectra with EI spectra 
in the library or fragment 

interpretation

Screening for unknowns

Peak table (retention times, mass spectra, similarity, classification, quant S/N, area) – number of Peaks <3,000 

Provisional identification of 
individual unknowns

Peak picking
high peak intensity

Identification of suspected 
compound list

Target analysis

Analytical standards
- OCPs, PCBs, PAHs, n-alkanes, PBDEs, 
PFRs, NBFRs, Ops, BPs, BPs, PFAAs, 
Additives (UV stabilizers, antioxidants)

Confirm with reference standard Standard available ?

Removal of peaks with low peak 
area

- Peak area ≤ 3 x Blank
- S/N < 30

Yes

No

- Peak grouping
(target related comp.)

- Match score < 700
Unknown
- High peak intensity 

Screening of CAS No.

Removal of peaks with low peak 
area (baseline subtraction)

- Peak area ≤ 10 x Blank
- S/N < 100

Concerned comp. listSuspected comp. list

Statistical compare Statistical compare

- Peak grouping
(target related comp.)
- Match score≥ 700
- Probability ≥ 5000

그림 2-3-21. GCxGC-ToF를 이용한 플라스틱 내 표적물질과 비표적물질 탐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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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C×GC 크로마토그램을 이용한 정렬 특성을 이용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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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tracted ion을 이용한 특정 화합물 검색

Saturated hydrocarbons

2 ring-PAHs 

3 ring-PAHs 

Naphthalene and alkylated Naphthalenes
m/z 128 142 156 170 184 

C10H8

C11H10 C12H12 C13H14 C14H16

Phenanthrene and alkylated Phenanthrenes
m/z 178 192 206 220 234 

C14H10 C15H12 C16H14 C17H16

그림 2-3-22. Extracted ion 및 크로마토그램 정렬특성을 이용한 그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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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C-qToF를 이용한 플라스틱 시료 내 표적물질 및 비표적물질 탐색

  플라스틱 시료 내 표적과 비표적 화합물에 대한 탐색 방법은 MasterView™로 데이터 프로세싱 후 생성

된 MasterView table을 활용하였다. MasterView table에는 AB Sciex All-in-on, NIST 2017, 자체 라이

브러리에서 library score가 70 이상으로 매칭되고, 상대적세기(Intensity) 500이상, S/N비 10이상, Mass 

error 5ppm 미만인 화합물을 나타내었다(표 2-3-13).

  시료 내 표적물질 및 비표적물질 탐색 방법에 대한 모식도는 그림 2-3-23에 나타내었다. 표적 탐색은 

MasterView 소프트웨어에서 구축한 자체 라이브러리 표를 불러오고, 비표적 탐색은 Non-targeted peak 

finding을 설정하여 검색할 라이브러리(Sciex All-in-on, NIST 2017, KIOST)와 Confidence 

setting(Mass Error(ppm), Retention time error(%), Isotope ratio difference(%), Library score, 

Formula Finder score)을 한 후 프로세싱 한다(그림 2-3-24). 앞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분석된 분석

결과에 대하여 정렬을 수행함으로써 803개에서 114개로 대상화합물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표적과 비표적 물질탐색 설정기준에 충족하면서 library hit된 화합물을 선정하였다. 시료 당 생성된 

네 개의 peak table은 Matlab 2016b를 활용하여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하였고, 각각 화합물에 대한 카테고

리를 지정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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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3. MasterViewTM로 데이터 프로세싱 후 생성된 화합물 리스트 (플라스틱, Sample ID: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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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ection of extracted samples into 
AB SCIEX TripleTOF® system

Data acquisition

Targeted processing Non-targeted processing

Screening, quantitation, and identificati
on of targeted compounds based on R
T and accurate mass MS data and MS/
MS library searching

XIC

TOF-MS TOF-MS/MS

Sample-control-comparison
Identification of unknowns using accurate mass MS, 
isotope pattern, adducts, and MS/MS data using for
mula finding and automatic ChemSpider search

ToF-MS-IDA-MS/MS

그림 2-3-23. LC-qToF를 이용한 플라스틱 내 표적물질과 비표적물질 탐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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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4. MasterView™에서 프로세싱 후 Peak finding list

다. 확립된 비표적 분석법의 플라스틱 시료 적용

(1) 분석시료 선정 및 전처리

  상점에서 구매한 플라스틱 새제품(MP 1, MP 11)과 거제 해안에서 채집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MP22, 

MP33)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특히 물병(PET)의 경우 사용되지 않은 새제품(MP11)과 해양쓰레기(MP33) 

간의 화학물질 성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표 2-3-14에 제시하였다.

  확립된 전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중 화학물질을 추출하였다. 플라스틱 시료는 로터밀(speed 

rotor mill, FRITSCH)을 이용하여 갈아(grinding)서 내측의 화학물질이 추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플라스

틱 시료(0.3g, EPS는 0.03g)를 DCM:Hexane(4:1, v/v) 혼합용매를 사용하여 soaking하고, 하루 30㎖씩 

총 3일간 총 90㎖ 추출액을 수집하였다. 추출액은 고순도 질소를 이용하여 농축하고, 농축액을 0.2㎛ 바이

얼형 여과지로 여과하여 기기분석을 위해 1.5㎖ GC-vial로 옮겨 담았다.

  장비분석 시 바탕시료를 포함한 모든 시료는 반복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3-25은 플라스틱 시료 

추출 후 잔여물로 MP1은 혼합용매에 일부 녹아 뭉쳐졌으며, MP11, MP22, 그리고 MP33은 분쇄된 형태

가 보존되어 있었다. EPS는 혼합용매에 모두 용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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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ID 플라스틱 용도 폴리머 형태 시료 사진

MP 1
Packing strings 

(포장용 끈)

PE, PP

(iPP)
new

MP 11
Water bottle

(플라스틱 물병)
PET new

MP 22
Fire cracker

(폭죽)
PE Debris

MP 33
Water bottle

(플라스틱 물병)
PET Debris

EPS 

(Expanded polystyrene)

Buoy

(양식장부이)
EPS Debris

표 2-3-14. 시범분석 시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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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1 MP11

MP22 MP33

EPS

그림 2-3-25. 플라스틱 시료 용매 추출(DCM:Hexane, 4:1) 후 잔여물

(2) GC×GC-ToF를 이용한 플라스틱 시료 내 표적물질 및 비표적물질 탐색

  분석된 시료에서 피크의 개수는 데이터 처리(peak picking, S/N>100)를 통해 blank에서 253-341개의  

피크가 탐색되었으며, MP1에서 9,467-15,553개, MP11에서 1,759-1,911개, MP22에서 7,383-8,484

개, MP33에서 2,123-2,168개의  피크가 검출되었다. EPS에서는 2,757-2,841개의  피크가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플라스틱 시료량은 EPS를 제외하고(EPS는 1/10) 동일하게 추출하였다. 시료에서 검출된 

피크 수는 MP1 > MP22 > EPS > MP33 > MP11 순이었다(그림 2-3-26). 검출된 피크 수는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용도에 따른 고유 함유물질의 차이, 재질에 따른 용매 용해도 차이, 환경 중 잔류 시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MP1은 포장용 끈으로 FT-IR분석 결과에서 PE와 PP가 혼합된 

재질이며, MP22는 폭죽 케이스로 PE 재질이다. 양식장 부이는 EPS로 추출에 사용된 용매에 완전히 용해

되어 1/10의 양을 사용하였음에도 다수의 피크가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PET재질의 플라스틱 물병인 

MP11과 MP33은 유사한 피크를 가지고 있으며, MP33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크가 검출되었다. 이는 

동일 재질에서 용출되는 물질이 유사하며, 제조과정 중의 첨가물의 차이 또는 사용 중 또는 환경에 머무르

는 동안 MP33에 더 많은 물질이 흡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부적인 영향인자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시료 내 대상화합물 탐색”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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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6. 플라스틱 시료에서 데이터 프로세싱 후 생성된 피크(peak) 수 

(가) 플라스틱 시료 내 대상화합물 탐색

  시범 분석된 플라스틱 시료의 GC×GC 크로마토그램을 그림 2-3-27에서 그림 2-3-31에 제시하였다. 

Peak picking을 통해 식별한 크로마토그램으로, 주요하게 검출된 화합물명과 구조식을 크로마토그램 상에 

나타내었다. 1D 컬럼에서 머무름 시간이 길어지면 끓는점이 높아지는 물질로서 일반적으로 탄소수가 증가

한다. 2D 컬럼에서 극성이 다른 물질이 용출되며, 작용기와 구조(사슬, 사이클릭, 방향족)의 차이 등이 극

성이 달라지는 요인이 된다.

  분석된 플라스틱 시료에서 표적물질을 탐색한 결과 공통적으로 노말 알칸류, 산화방지제류, UV안정제, 

프탈레이트류,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유기인계난연제류가 검출되었다. 신규 난연제 화합물은 분석된 시료에

서 검출되지 않았다(표 2-3-15).

  MP1 플라스틱 시료에서는 포화 탄화수소(saturated hydrocarbons)가 다른 플라스틱 시료에 비해 뚜렷

하게 나타났으며, 정렬특성을 잘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렬특성과 추출이온을 통해 대략적으로 화합물 종

을 예측할 수 있다. 머무름시간(2,076s 2.01s)에 용출되는 피크는 diisobutyl phthalate(DBP)로 표적물질

에 해당한다. 그리고 머무름시간(2,880s, 1.52s와 3,102s, 1.58s)에 두 개의 높은 면적을 가지는 피크가 

검출되었다(그림 2-3-27). 이 피크는 palmitic acid와 stearic acid로 비누나 화장품, 그리고 몰드의 이

형제(release agent)로 활용되는 포화지방산 계열의 화합물로서, 본 연구에서 표적물질로 구축되어 있지는 

않으나, 향후 표준물질을 구입하여 표적물질로 구축이 가능하다. 자체 라이브러리 물질로 구축한 표적물질 

중에서 PAHs 6종, 알칸류가 검출되었으며, 플라스틱 첨가제인 bisphenol A, bis(2-ethylhexyl)phthalate, 

UV안정제인 UV326, 산화방지제류인 Irganox 1076, 2,4-DTBP, BHT, 유기인계난연제인 triphenyl 

phosphate가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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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7. MP1 플라스틱 시료의 GC×GC 크로마토그램

  MP22 시료는 폭죽 케이스로 해변에서 채취한 시료이다. 분석된 GC×GC 크로마토그램을 살펴보면 플

라스틱에서 용출된 물질 외에도 다른 플라스틱 시료에서 보이지 않는 피크들이 다수 관찰되고 있다(그림 

2-3-28). 이 다수의 피크들은 다른 플라스틱에 비해 높은 알칸 및 유류 기원의 화합물로 환경 중에 머무

는 동안 유류가 흡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적물질인 알칸이 nC14에서 nC38이상이 뚜렷하게 분포하고 있

Chemical Group MP1 MP11 MP22 MP33 EPS

OCPs 　 PeCB, HCB 　 　

PCBs 　 　 di-PCB 　 　

PAHs
Naph, Acnt, Fl, 
Phen, Pyr, Flrt, 

Dbt

Naph, Bip, Acnt, 
Fl, Flrt, Ret

Naph, and alkyl 
Naph, Phen and 
alkyl Phen, Flrt, 

Pyr, Chr 

Naph, Bip, Fl, 
Phen, Pyr

Naph, Bip, Acnt, 
Fl, Phen

Alkanes
n-alkanes 

(C11 to C36)
n-alkanes (C12 

to C36)
n-alkanes (C11 

to C36)
n-alkanes (C11 

to C36)
n-alkanes (C11 

to C36)

PBDEs 　 　 　 　 　

BFRs 　 　 　
HBCD
(low)

HBCD
(high)

NBFRs 　 　 　 　 　

OPRs TPhP TCEP TCEP TDCPP TBP

Benzophenone 
derivatives

　 　 　 　 　

Bisphenols Bisphenol A Bisphenol A Bisphenol A Bisphenol A 　

PFAAs 　 　 　 　 　

Phthalates DEHP, DBP DEHP, DBP DEHP, DBP DEHP, DBP DEHP, DBP

UV안정제 UV326 UV326 UV326, UV327 UV326, UV328

Antioxidant
Irganox 1076, 
2,4-DTBP, BHT

Irganox 1076, 
2,4-DTBP, BHT

2,4-DTBP, BHT
Irganox 1076, 
2,4-DTBP, BHT

Irganox 1076, 
2,4-DTBP, BHT

표 2-3-15. 분석된 플라스틱 시료에서 확인된 대상화합물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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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유류 기원 화합물인 hopanes과 steranes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이 화합물은 풍화에 강한 분자화

석으로 불리는 물질로서 유지문 감식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유류계 바이오마커로서, 연구팀이 표준물질

(NIST2266)을 보유하고 있어 표적물질로 포함이 가능하다. 이는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으로 유입되고 거동

하는 동안 플라스틱의 제조과정에서 첨가된 물질 이외에 다른 외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MP22에 검출된 표적물질에서는 다른 플라스틱시료와 유사하나 유류에 의한 영향으로 알킬 치환된 PAHs

가 다수 검출되었으며, 첨가물 중 UV안정제인 UV326 외에 한 종(UV327)이 더 검출되었다. 그리고 환경

에서 흡착된 오염물질로 추정되는 유기염소계화합물인 pentachlorobenzene, hexachlorobenzene, 

di-PCB가 확인되었다.

MP 22

nC14
nC16 nC18

nC20
nC22

nC24

nC36

Hopanes

Steranes

그림 2-3-28. MP22 플라스틱 시료의 GC×GC 크로마토그램

  MP11과 MP33은 PET재질의 플라스틱 물병으로 GC×GC 크로마토그램에서 유사한 피크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른 플라스틱 시료에 비해 크로마토그램에서 포화 탄화수소(n- 및 iso alkanes)의 위쪽으로 분포

하는 사이클릭구조(cyclo-)의 화합물이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이는 플라스틱 재질에 따른 차이로 추정된

다. MP33시료는 1D 머무름 시간 1,536s (2D 머무름시간, 3.59s)에 위치하는 “2-aminobenzamide”와 

1038s(2.52s)에 위치하는 4-aminobenzonitrile, 1854s(3.56s)에 용출되는 4-aminoquinoline-2-one 

화합물이 MP11 시료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2-3-29). 유럽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를 포장용

기에서 식품으로 특정이동제한물질(specific migration limit, SML)로 규제(식품 6mg/kg, EU 2011)하고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첨가제로서 2-aminobenzamide가 PET병 제조공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2-3-30). 2-Aminobenzamide는 PET 물병과 음료에서 50㎍/L 이내로 사용이 승인되고 있다(EU 

2011). 따라서, M33에서 확인된 이들 화합물은 PET 제조공정에서의 첨가된 첨가물로 추정된다.

  MP11과 MP33에서 공통적으로 검출된 표적물질은 PAHs 4-6종, 알칸류, bisphenol A, 

bis(2-ethylhexyl)phthalate, UV326, 산화방지제류인 Irganox 1076, 2,4-DTBP, BHT가 검출되었다. 

MP33 시료에서는 낮은 수준의 HBCD와 UV328이 추가로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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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P11 플라스틱 시료의 GC×GC 크로마토그램

b. MP33 플라스틱 시료의 GC×GC 크로마토그램

MP 33

그림 2-3-29. MP11과 MP33 플라스틱 시료의 GC×GC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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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o Benzamide Amino Benzonitrile Amino Quinolin-2-ol

NH2 O

NH2

NH2

N

N
OH

NH2

PET제조과정에서의 acetaldehyde와 2-aminobenzamide의 반응 메카니즘

그림 2-3-30. MP33에서 검출된 PET 제조과정의 첨가물 및 반응 메커니즘

  EPS는 굴 양식장에 있는 부이에서 채취한 시료로서 앞서 서술한 시료들과 다른 피크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구진은 선행연구(Rani et al., 2014)를 통해 다양한 EPS 제품과 해양쓰레기에서 

HBCD(hexabromocyclododecane, 0.1-960㎍/g 수준)가 상당한 함량으로 함유되어 있음을 정성·정량적

으로 확인한 바 있다. GC×GC 크로마토그램 상에 1D 머무름시간 2,454s(2D 머무름시간 2.83s)에서 

3,522s(5.13s)에서 생성된 피크는 라이브러리 검색에서 HBCD 관련 화합물로 확인되었다(그림 2-3-31). 

HBCD는 이론적으로 16개의 상이한 입체 이성질체가 가능하며, technical HBCD는 cis-, trans-, 

trans-1,5,9-cyclododecatriene에 브롬을 첨가하여 상업적으로 생산되며, 그 결과 혼합물은 3 개의 주요

한 입체 이성질체 α-, β-, γ- 형태로 γ-가 가장 높은 함량(75-89%)을 보이고 α-, β-는 각각 

10-13%, 1-12%의 수준이다. 해당 화합물 그룹이 EPS에서 주요하게 나타났으며, 머무름시간 

2,940s(2.97s)에 위치한 피크는(2,3-diphenylcyclopropyl)methyl phenyl sulfoxide(CAS 131758-71-9) 

계열로 검색되었으나 자세한 용도는 불명확하다. 주요하게 검출된 표적물질은 PAHs 5종, 알칸류, 그리고 

HBCD 계열 화합물이었고, 다른 플라스틱 시료와 다르게 UV안정제는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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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

그림 2-3-31. EPS 플라스틱 시료의 GC×GC크로마토그램

(나) 플라스틱 시료 내 비표적 화합물 탐색

  각 시료에서 분류된 화합물은 그림 2-3-32와 같이 머무름시간에 검출된 화합물을 스캐터 플랏 형태로 

나타내었다. MP1시료는 411개의 화합물, MP11는 296개, MP22는 466개, MP33은 299개, 그리고 EPS는 

330개의 화합물이 탐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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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P1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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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P11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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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P22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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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MP33 시료

e. EPS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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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2. 머무름 시간에 따른 비표적 분석된 물질의 분포

  플라스틱에 존재하는 화합물들은 1차 컬럼의 머무름시간 100-3,500초, 2차 컬럼의 머무름시간 0.5–1.5
초 부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머무름 시간을 가지는 화합물은 aliphatic 탄화수소 그룹이 주요하

며, normal alkanes, branched alkanes, iso-, cyclic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머무

름시간을 기준으로 X축은 0-500초, 500-1000초, …, 4000-4500초, 그리고 Y축은 0-0.5초, 0.5-1.0

초, …, 4.5-5.0초 등으로 세분화하여 탐색하였다. 세분화된 배열 내 대상물질과 라이브러리 검색 정확도

가 높은 화합물(Match score 800이상, Probability score 5000이상)을 기준 화합물로 설정하고, GCxGC

의 정렬특성을 이용하여 예상 화합물을 탐색하였다.

  탐색된 화합물 목록은 주요인분석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2-3-33). Score 플롯 상에

서 플라스틱 시료의 분포는 폴리머 재질에 따라 분리되었다. 추가로 플라스틱 시료를 PLS-DA로 

classification을 통해 판별에 기여하는 각 데이터의 시각화를 극대화하고 실험군 간 차이가 있는 물질을 

찾을 수 있게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분류에 기여한 성분을 살펴보았다. VIP(variable importance in the 

projection) score를 얻어 유의성 있는 변수를 추출하여 그룹간 기여도가 큰 변수들을 찾았다. 보통 VIP 

score가 1이상인 변수들에 대하여 유의성이 있다고 보며, 1.7이상인 경우 주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

단한다. VIP score가 1이상인 값들은 대부분 알칸, 알켄, iso-, cyclic-계열이었으며, 이 이외에 첨가제 

화합물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PET시료(new: MP11, debris: MP33)에서는 환경에 체류하는 동

안 흡착되는 지속성 유기오염물질보다 2-aminobenzamide와 같은 첨가물에 따른 차이가 주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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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다(표 2-3-16). MP22는 n-알칸, 알킬치환된 PAHs 및 유류계 바이오마커가 주요하게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PE, PP

PET

EPS
PE

그림 2-3-33. 플라스틱 시료 내 표적물질, 예상물질, 그리고 미지물질에 대한 주요인분석

  플라스틱 시료에서 탐색된 화합물의 목록을 표 2-3-17에 나타내었다. Rank score는 match%, 

prob%, TIC area, S/N를 이용하여 계산된 순위로 “rank score = 5”는 match 90%, prob 50%, TIC 

area 및 S/N(상위 10%)로 라이브러리와 가장 유사한 화합물이며, 면적비가 높은 화합물로 우선 고려되어

야 할 화합물을 나타낸다. 즉, rank score가 높을수록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화합물로 판달 할 수 있

다. 대상화합물은 “■”로, 예상화합물은 “■”로 나타내었다.

  정리하면, 해양플라스틱 시료에 확립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기반 비표적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함유된 화

학물질을 성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분석법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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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6. 플라스틱 시료의 분류에 기여한 화합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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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7. 분석된 플라스틱 시료 내 대상화합물(■), 예상화합물(■)및 비표적물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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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7. 계속



- 75 -

제4절 담수 및 하구 환경 조건에서 미세플라스틱 거동 기작 규명

1. 담수 및 하구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의 물리화학적 거동 기작 규명

가. 서론

  하구는 하천이 개방해역과 연결되어 있어 담수와 해수의 혼합에 의해 수역의 물리화학적 특성의 변화

가 일어나게 된다. 미세플라스틱은 수계 환경에서 다양한 인자에 의해 응집, 풍화 등 물리화학적 특성 변

화를 겪으며, 이러한 특성 변화는 미세플라스틱과 오염물질 간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kir et 

al., 2014; Liu et al., 2019). 

그림 2-4-1. 염 농도에 따른 미세플라스틱-오염물질 간 흡/탈착 거동 모식도 

 

  플라스틱은 그 자체로 유기성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특성이 있고, 육상 환경에 가까운 강과 하구 지역은 

하폐수처리장 방류수의 혼합과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오염물질 유입으로 오염물질의 노출, 사용 환경에 접

해 있어 해양보다 그 농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유기오염물질 간 거동에 대한 연구는 담수 

환경에서 특히 중요하다. 특히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풍화는 표면적과 친수성 등과 같은 구조와 물리화학

적 특성을 변화시켜 오염물질에 대한 상이한 흡착 거동을 보일 수 있다(Alimi et al., 2018). 기존 연구에

서는 미량오염물질, 방향족탄화수소, 중금속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왔다. 몇몇 연구에서는 자외

선에 의한 풍화가 진행될 시 미세플라스틱에 작용기를 도입하여 입자의 친수성을 증가시켜 소수성인 유

기 오염물질의 흡착율이 감소함을 밝혔다(Huffer et al., 2018).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산소 함유 작용

기에 의한 비표면적 및 흡착 사이트의 증가로 유기오염물질의 흡착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Zhang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다 자세하게 입증하기 위해 담수 및 하구 환경 조

건에서 자외선 풍화에 의한 미세플라스틱의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와 이에 따른 미량오염물질 간 흡착거

동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 재료 및 방법

(1) 흡착실험

  실험에 사용한 PS 미세플라스틱(50nm, 1μm, 10μm)은 Polyscience Inc.(USA)에서 구입하였다. 실

험에 사용한 유기오염물질은 국내 하천수계에서 발견되는 미량오염물질 중 농도가 높은 물질을 대상으로

bisphenol A, carbamazepine, sulfamethoxazole, atrazine, PFOA 총 5종을 선정하였다. 흡착실험은 

100~2000μg/L인 5가지 종류의 오염물질을 0.05g/L 미세플라스틱 현탁액에 첨가한 후, 25℃에서 9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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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교반한 후 샘플링하였다. 흡착반응 전후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는 HPLC로 분석하였다. 

    

(2) 열역학 분석  

  등온적정열량계(NanoITC, TA instrument)를 이용하여 25℃에서 열역학 분석을 수행하였다. 적정 전에 

모든 용액은 진공 하에서 20분 동안 기포를 제거하였다. 각 적정은 250rpm에서 교반하면서 미세플라스틱 

현탁액 (0.05g/L)을 포함하는 1mL 샘플 셀에 유기오염물질 (2000μg/L)를 20회 연속 7μL 주입하면서 

진행하였다. 데이터 fitting은 기기에 내장된 NanoAnalyze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3)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표면전하 및 유체역학적 직경은 Zetasizer(Nano ZS, Marvern)를 통해 측정하였다. 미세플라스틱 입자

의 표면 작용기 변화는 FTIR(Vertex 80v, Bruke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 결과 및 고찰

(1) 담수 및 하구 환경 조건에서 미세플라스틱의 물리적 거동 규명

(가) 미세플라스틱의 응집 분석

  다양한 수계 조건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응집에 따른 유체역학적 직경과 표면전하를 분석하고, 염분, 용

존이온, 자연유기물질(휴믹산) 인자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림 2-4-2. (a) NaCl, (b) CaCl2, (c) LaCl3, (d) HA에 의한 50nm 나노플라

스틱 입자의 제타포텐셜 및 유체역학적 직경 변화 

  PS 나노플라스틱은 이온강도가 높은 조건에서 응집되는 경향을 보이며, 전해질 양이온의 전하가 클수

록 더 낮은 농도에서 응집이 일어난다. 이와 반대로 휴믹산이 존재할 시, 입자가 매우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2-4-2). 이러한 결과는 실험 조건인 pH 6에서 PS 나노플라스틱과 휴믹산은 모두 음전하를 

띄기 때문에 둘 간의 정전기 결합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대신에 수용액 상에서 둘 간의 정전기적 척력

에 의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노플라스틱의 응집 속도는 LaCl3 > CaCl2 > NaCl 순이였다(그림 2-4-3). 양이온의 전하가 클수록 

전하 중성화효과가 크기 때문에 나노플라스틱의 응집이 촉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담수와 하구 환경

에서의 염 농도를 고려할 때 수계 내 미세플라스틱 거동에 있어 나노플라스틱의 동종 응집이 미치는 영



- 77 -

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4-3. (a) NaCl, (b) CaCl2, (c) LaCl3 농도에 따른 50nm 

나노플라스틱 입자의 응집속도

  수계 조건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응집에 대한 열역학적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등온적정열량계 분석을 수

행하였다(그림 2-4-4). 용존이온에 따른 나노플라스틱의 응집 반응은 자발적 반응이며, 엔탈피보다는 

엔트로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나노플라스틱 표면과 용존이온 주변의 수화층에 

의해 둘 간의 결합시 엔탈피보다는 수화층 내 물분자의 분산으로 인한 엔트로피 증가가 훨씬 크기 때문

이다. 그러나 반응엔탈피가 초반에 음의 값에서 시작되어 점점 0으로 포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NaCl과 

CaCl2와는 달리 LaCl3의 경우 양의 값에서 시작되어 0으로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열

역학 분석에 사용한 농도 범위에서 LaCl3의 적정에 의해 초반에 응집이 일어나서 응집에 의한 엔트로피

가 발생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4-4. NaCl, CaCl2, LaCl3 적정에 의한 50 nm 나노플라스틱 입자의 반응엔탈피 변화와 열역학 

상수(inset) 

  실제 담수 환경에는 미세플라스틱 외에도 자연 콜로이드, 제조나노물질 등이 혼재되어 있다. 위에서 언

급한 것처럼 미세플라스틱 동종 응집보다는 이러한 다른 입자들과의 이종 응집이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노플라스틱과 제조나노물질(TiO2), 미세플라스틱 간 이종 응집에 따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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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역학적 및 열역학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pH 6에서 나노플라스틱은 음전하를 띄지만 amidine PS와 

TiO2 입자는 양전하를 띄었다. 초반에 결합 시에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둘 간의 결합이 촉진되어 나노

플라스틱 표면 전하가 결합된 입자에 의해 하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이들의 응집되어 침전된 후에는 나머

지 결합되지 못한 나노플라스틱의 전하가 측정되는 경항을 보인다(그림 2-4-5).

그림 2-4-5. Amidine PS와 TiO2 결합에 따른 50nm 나노플라

스틱 입자의 제타포텐셜 변화

  이종 응집의 열역학 거동은 적정 입자의 종류와 사이즈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그림2-4-6). 입자

의 사이즈가 더 작아 표면전하 비표면적이 큰 TiO2입자의 경우 나노플라스틱과의 결합이 빠르기 때문에 

낮은 농도에서 나노플라스틱의 하전이 일어나지만 입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응집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 반대로 Amidine PS의 경우 입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나노플라스틱과 결합 시 빠르게 응집되어 

초반에 양의 반응엔탈피를 보이고 점점 포화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그림 2-4-6. Amidine PS와 TiO2 입자 적정에 의한 반응엔

탈피 변화  

  

(나) 미세플라스틱의 자외선에 의한 풍화 분석

  미세플라스틱은 수 환경에서 자외선에 의해 풍화되어 더 작은 입자로 쪼개질 수 있다. 따라서 자외선 조

건에서 미세플라스틱의 풍화에 따른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용한 48시간 

자외선 처리는 약 200일 정도의 태양광 노출과 유사한 조건이다. 10μm 미세플라스틱 입자에 48시간 동

안 자외선을 노출시킨 결과, 노출시간이 증가할수록 1-3μm 크기 범위의 작은 미세플라스틱 입자 농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그림 2-4-7). 그러나 입자의 형태적 특성 변화는 48시간 노출시킨 샘플에서만 

뚜렷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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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UV 노출시간에 따른 10μm 미세플라스틱 입자의 형태(위)와 

크기 농도(아래) 변화 

 

  FTIR을 이용하여 자외선 노출 이후 표면 작용기 변화를 관찰한 결과, 그림 2-4-8에서 보여지듯이 

pristine입자에 비해 자외선 노출 이후 풍화된 입자 표면에서 다양한 oxygen-containing 작용기들이 나타

났다. 또한 자연수계에 다양한 유기산들이 존재하는 점에 기반하여 유기산(oxalate와 citrate)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자외선 노출을 진행한 결과, 미세플라스틱의 풍화가 가속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oxalate

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더욱 많은 작용기들이 생겼다. 이러한 결과는 자외선이 유기산을 활성화시켜 유기산

라디칼을 만들어내고 생성된 유기산라디칼이 PS chain에서 다양한 산화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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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UV 노출시간에 따른 10μm 미세플라스틱 입자의 형태(위)와 

크기 농도(아래) 변화

  FTIR 스펙트럼에 나타난 작용기들이 PS 입자 표면에 흡착된 유기산에 의해 유래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

기 위해 유기산만 분석을 수행하였다. PS chain의 산화에 의해 생성된 작용기와 유기산 자체의 작용기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그림 2-4-8에서 관찰된 작용기는 자외선 조건에서 

미세플라스틱 풍화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2-4-9. 유기산과 유기산/UV 조건에서 풍화된 샘플의 

IR 스펙트럼 비교 

(2) 미세플라스틱-오염물질 간 흡착 거동 연구 

  수계에서 자주 발견되는 미량유기오염물질 5종(bisphenol A, carbamazepine, sulfamethoxazole, 

atrazine, PFOA)에 대해 PS 미세플라스틱으로의 흡착율을 측정하였다. 모든 오염물질은 동일하게 1일이 

경과했을 때부터 포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구조에 따라 흡착율은 상이하였다. 흡착율은 bisphenol A > 

PFOA > sulfamethoxazole > carbamazepine, atrazine 순이었다(그림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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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0. 오염물질 종류에 따른 10μm 미

세플라스틱으로의 흡착율  

  테스트한 5종의 미량유기오염물질의 흡착은 구조에 따라 흡착율의 차이는 있었지만, 4일 이내에 포화되

는 경향은 모두 유사하였다. 따라서 이 중 bisphenol A를 대표오염물질로 선정하고, pristine 입자와 자외

선에 의해 풍화된 입자로의 흡착양을 측정하였다. 그림 2-4-11에서 보여지듯이 bisphenol A로 대표되는 

유기오염물질은 풍화 정도가 클수록 더 많이 흡착되는 경향을 보였다. 풍화된 미세플라스틱에 더 많은 오

염물질이 흡착된 이유는 기존 문헌에서 미세플라스틱과 방향족 유기오염물질 간 흡착은 hydrophobic 

interaction에 의해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풍화로 인해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새로운 작용기가 많이 생

길수록 hydrogen bonding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complexation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4-11. 유기산과 유기산/UV 조건에서 풍

화된 샘플의 IR 스펙트럼 비교 

라. 결론

  담수 및 하구 환경조건에서 미세플라스틱 응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계 인자는 용존이온이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응집은 열역학적으로 자발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실제 용존이온 농도를 고려할 때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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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및 하구 환경 조건에서 미세플라스틱 특히 나노플라스틱의 응집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오염물질은 풍화된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더 잘 흡착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계에 존재하

는 대부분의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환경 요인에 의해 표면이 풍화된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수 

환경에서 다양한 유기오염물질의 매개체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세플라스틱 광풍화가 오염물질 

흡착에 미치는 영향은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서 매우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연구는 주로 미세플라스틱 

입자에 개별 오염물질의 흡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환경에는 다양한 오염물질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세플라스틱-오염물질 간 경쟁적 흡착 거동 연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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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플라스틱-미생물 군집 간 생물학적 상호작용 연구

가. 서론

  수계에 유입된 미세플라스틱은 수생태계에서 미생물이 집락을 형성하는 데 독특한 생장 조건을 제공하며, 

다양한 미생물들이 군집을 이루며 biofilm을 형성한다. 미세플라스틱 biofilm은 외래 미생물 혹은 오염물질을 

부착시켜 먼 거리를 이동시킬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 biofilm은 환경 시료나 미세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독특한 미생물 군집을 형성할 수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 시료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biofilm 미생물 군집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1) 미세플라스틱 biofilm 반응조 구축 및 운전조건 도출 

  미세플라스틱 담지 방법을 다르게 하여, 총 4개의 연속회분식 biofilm 형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전하였다(표 

2-4-1). 1번 biofilm 형성 반응조는 금속 재질의 스테인리스스틸 망을 이용하여 유리비드(glass bead)를 담

지하고, 2번 반응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망을 이용하여 미세 플라스틱과 유리비드를 각각 담지시켰다. 3번 반

응조는 내부 구조체 없이 유리비드를 담지하였다. 4번 반응조는 biofilm 반응조 내부에 소용량 유리 구조물 내

부 공간에 미세플라스틱을 담지하여 미세플라스틱이 수표면에 부유하지 않도록 하였다.

반응조 ① 반응조 ② 반응조 ③ 반응조 ④
담지 매체 glass bead glass bead & microplastic glass bead microplastic

매체담지 전략 스테인리스스틸망 스테인리스틸망 - 유리 구조물
유효체적 1.6 L 2 L 2 L 2 L

표 2-4-1. Biofilm 형성 반응조 구축 조건

  

  인근의 담수 시료를 채취, 53μm의 체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해 준 후, 사용전까지 냉장 보관하였다. 

Biofilm 형성을 위해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연속 회분식 모드로 운전하였다(반응조에 신선한 담수를 주 2회 

주입). 장기간(8주) 운전하면서,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biofilm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관찰하였다. 

(2) 미세플라스틱 biofilm 형성 촉진을 위한 환경 시료 미생물 가속 생장 조건 도출

  미생물 군집 분석이 가능한 충분한 양의 미세플라스틱 biofilm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 시료 내 미생물 가

속 생장 조건을 추가로 도출하였다. 문헌에 기반하여, biofilm 가속화를 위해 혼합기질(Gong et al., 2019) 

혹은 N,P 기질(Villanueva et al., 2011)을 주입하며, 이를 고려하여 4개의 반응조(유효체적 1.5L)를 운전하였

다(표 2-4-2). 휘발성 부유 고형물질(Volatile suspended solid, VSS) 농도를 측정하여, 미생물 생장을 평

가하였다.

반응조 ① (대조군) 반응조 ② 반응조 ③ 반응조 ④
기질 종류 - 혼합 기질 혼합 기질 N, P 기질

기질 농도 -
Peptone 1.0g/L

Yeast extract 0.5g/L

Peptone 0.1g/L

Yeast extract 0.05g/L

10mg N/L

10mg P/L

표 2-4-2. 환경 시료 미생물 생장 가속화 실험 조건 

(3) 현장시료를 이용한 반응조 운전 및 biofilm 미생물 군집 분석

  한강 수계에서 4종의 환경 시료를 채취하여 53μm 체로 필터링하여 협잡물을 제거하였다. 각 환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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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부터 유래하는 미세플라스틱 biofilm 미생물 군집 구조를 도출하기 위하여, biofilm 형성 시스템(유효

체적 2L)을 구축하였으며, polyethylene(PE)와 polystyrene(PS)를 반응조 내에 담지시켰다. 1차년도 연

구에서 도출한 biofilm 형성 가속화 조건(혼합기질)에서 4기의 반응조를 간헐 교반하며 약 1달 동안 운전

하였다. 두 번째 biofilm 형성 조건으로 기질 주입 없이 환경 시료에 장기간 노출하여 biofilm을 형성시

켰으며, 이를 위하여 4기의 biofilm 반응조를 추가로 구축하였다. 기질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첫 

번째 실험(biofilm 가속화)과 동일하게 시행하였으며, biofilm 형성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여 

약 5달 동안 운전하였다. 추가 연구로써 고농도 산소(DO>8mg/L) 조건에서 biofilm 형성 가속화를 진행

하였다(환경시료 B와 C의 미생물 군집이 유사한 것을 고려하여 3개 환경시료에 대해서 추가 연구 시행). 

3기의 biofilm 반응조를 구축하고 약 1달 동안 운전하였다. 운전 종료 후, PE와 PS표면에 형성된 

biofilm을 채취하여 DNA를 추출하고, Next generation sequencing(NGS) 분석을 의뢰하였다. Biofilm 

반응조 운전 조건은 아래 표 2-4-3과 같다.

순번 실험 조건 대상수 종류 플라스틱 종류 기질 조건 특이 사항

1
Biofilm 형성 

가속화 조건

환경 시료 A
Polyethylene (PE)

Polystyrene (PS)

Peptone 1.0g/L

Yeast extract 0.5g/L
-

환경 시료 B
환경 시료 C
환경 시료 D

2
환경 시료 장기

간 노출 조건

환경 시료 A
Polyethylene (PE)

Polystyrene (PS)
-

기질투입 없

음

환경 시료 B
환경 시료 C
환경 시료 D

3

고농도 산소 

biofilm 형성 가

속화 조건

환경 시료 A
Polyethylene (PE)

Polystyrene (PS)

Peptone 1.0g/L

Yeast extract 0.5g/L
DO>8mg/L환경 시료 C

환경 시료 D

표 2-4-3. 미세플라스틱 biofilm 형성을 위한 biofilm 형성 반응조 운전 조건 

다. 결과 및 고찰

(1) 미세플라스틱 biofilm 반응조 운전조건 최적화 

  먼저, 5주 동안 biofilm 반응조를 운전하여 biofilm 형성 정도를 관찰한 결과, 1번 반응조와 2번 반응조의 

경우, 미세플라스틱과 유리 비드에는 biofilm이 형성되지 않고, 스테인리스스틸망에만 biofilm이 형성되었다. 

3번 반응조의 경우에도 biofilm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으며, 4번 반응조의 경우에서만 미세하게 biofilm이 형성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biofilm 형성 경향은 8주간 운전한 경우에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4번 

반응조(유리구조물 설치)에서 상대적으로 biofilm이 가장 많이 형성되었다. 아래 그림 2-4-12는 8주 운전 시

점에 확인한 4번 반응조의 미세플라스틱 확대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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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 4번 반응조 미세플라스틱 확대 

사진(육안으로도 쉽게 구분

되는 지점 붉은색 표시)

  Biofilm 형성 시스템 장기 운전 결과는 유리 재질의 구조체를 활용하여 미세플라스틱을 담지시키는 것이 미

세플라스틱 biofilm 형성에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반면에 금속 재질(스테인리스 스틸)을 담지 구조체로 사용하

면, 오히려 미세플라스틱 표면 biofilm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실험의 연속회

분식 운전 조건(신선한 담수 주기적 공급)에서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담수 biofilm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biofilm 반응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내 특허를 1건 출원하였다.

(2) 미세플라스틱 biofilm 형성 촉진을 위한 환경 시료 미생물 가속 생장 조건 도출

  환경 시료 미생물 생장 가속화 실험 결과, N,P 기질을 투입한 4번 반응조의 VSS 추이 결과는 대조군 반응

조와 유사하였으며(20mg/L 이하), 저농도 혼합기질을 주입한 3번 반응조의 경우에도, VSS 농도가 소폭 증가

하였으나, 대조군 대비 증가폭이 미비하였다. 고농도 혼합기질을 투입한 2번 반응조의 경우, 반응 초기 2일 

만에 VSS 농도가 10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7일 동안 해당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었다(표 2-4-4). 본 연구 

결과는 환경 시료 내 미생물의 가속 생장을 위해서는 혼합 기질을 고농도로 주입하는 것이 적절함을 나타낸다.

운전기간(일)
반응조 ①

(대조군)

반응조 ②

(고농도 혼합기질)

반응조 ③

(저농도 혼합기질)

반응조 ④

(N, P 기질)
0 15.8 ± 0.0 19.4 ± 4.9 9.1 ± 1.3 15.1 ± 1.6
2 15.9 ± 0.4 201.4 ± 5.4 43.0 ± 0.0 14.4 ± 0.3
5 15.4 ± 2.0 254.7 ± 3.8 29.4 ± 0.7 18.6 ± 0.6
7 20.5 ± 0.4 211.0 ± 26.4 21.9 ± 3.3 13.4 ± 3.7

표 2-4-4. 운전 기간에 따른 각 반응조에서의 VSS 농도 변화(단위 : mg/L) 

(3) 다양한 환경시료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biofilm 미생물 군집 도출

(가) Biofilm 형성 가속화 조건에서의 미세플라스틱 biofilm 미생물 군집 분석 결과

  Biofilm 형성 가속화 조건에서의 미생물 군집 clustering pattern 분석 결과, 환경 시료 원수 미생물 군집

(A-Raw, B-Raw, C-Raw, D-Raw)과 미세플라스틱 biofilm 생물막 군집(A-Ano-PE, B-Ano-PE, 

C-Ano-PE, D-Ano-PE, A-Ano-PS, B-Ano-PS, C-Ano-PS, D-Ano-PS)이 각각 clustering 되었으

며, 이는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환경 시료와 다른 독특한 미생물 군집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그림 

2-4-13). 또한, 미세플라스틱 biofilm 군집 중에서는 염분 조건에 따라 미생물 군집이 clustering 되었으며

(A, B, C 환경 시료 미세플라스틱 biofilm 군집 vs. D 환경 시료 biofilm 군집), 담수 biofilm 군집 중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종류(PE vs. PS)에 따라 clustering 되었다. 

  Acidobacteria, Actinobacteria, Bacteroidetes, Gemmatimonadetes, Proteobacteria, Verrucomicrobia,  
Firmicutes, Cyanobacteria가 주요 미생물 군집 phylum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4-13). 그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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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obacteria, Bacteroidetes, Firmicutes 미생물의 경우, 미세플라스틱 biofilm에서 각각 46.8±12.8%, 

27.6±8.3%, 20.4±9.4% 의 높은 우점도를 나타내었다. 

  종 수준에서는 Brevundimonas naejangsanensis, Macellibacteroides fermentans, Comamonas 
testosterone, Pseudodesulfovibrio indicus 등이 주요 미세플라스틱 biofilm 미생물 군집으로 도출되었다. 

M. fermentans의 경우, 미세플라스틱 종류와 관계없이 담수 biofilm에서 전반적으로 우점하였으며, B. 
naejangsanensis의 경우, 담수 환경 시료(A, B, C)의 PS biofilm에서 특이적으로 우점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B. naejangsanensis는 국내 토양에서 발견된 미생물로써, 다양한 유기물을 기질로 활용하는 미생물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Brevundimonas genus는 호기성 미생물이나, B. naejangsanensis 미생물 종은 혐기성 조

건에서도 생장 가능하며, 이러한 생장 특징으로 인해 다양한 용존 산소 조건에서 생장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대체적으로 저농도 염분 조건을 선호하여, 담수 환경에서 쉽게 우점할 수 있다(Kang et al.,(2009)). 

본 연구에서도 B. naejangsanensis는 담수 조건의 미세플라스틱 Biofilm에서 우점하였으며, 고농도 염분 조

건에서는 Biofilm을 거의 형성하지 않았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은 아니지만, 다른 환경 Biofilm 시료에서 발견

된 사례가 있으며(Kim et al.,(2018)), 이는 미세플라스틱 표면에도 Biofilm을 잘 형성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B. naejangsanensis과 유사하게 M. fermentans와 C. testosterone도 저농도 염분 조건을 선호하는 종속

영양미생물로써(Jabari et al., 2012; Stanier et al., 1966), 이러한 담수 환경을 선호하는 특징으로 인해, 담

수 조건 미세플라스틱 Biofilm에서 우점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두 미생물 모두 미세플라스틱은 아니지만, 

다양한 환경 조건의 Biofilm에서 발견되고 있어(Dai et al., 2020; Priya et al., 2021), Biofilm을 잘 형성시

킬 수 있는 미생물들로 추측된다. 특히, C. testosterone은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Priya 

et al., 2021), 미세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P. indicus는 해양 환경에서 발견된 미생물로써, 혐기성 조건을 선호하는 종속 영양 미생물이다 (Cao et 

al., 2016). 본 연구에서 Biofilm 형성 가속화 조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농도 용존 산소 조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P. indicus와 같은 혐기성 미생물도 Biofilm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1-7% 염분에서 

생장 할 수 있는 호염성 미생물이며(2% 염분 조건에서 최적 생장), 이러한 이유로 고염분 조건의 미세플라스

틱 Biofilm에서 우점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그림 2-4-13. Biofilm 형성 가속화 조건에서의 미세플라스틱 biofilm 미생물군집 clustering(좌) 및 phylum 

결과(우) 

(나) 환경 시료 장기간 노출 조건에서의 미세플라스틱 biofilm 미생물 군집 분석 결과

  1차적으로는 염분 조건에 따라 미생물 군집이 clustering 되었다(A, B, C 미생물 군집 vs. D 미생물 군집). 

담수 미생물 군집 내에서는 환경 시료(A-Raw, B-Raw, C-Raw)와 미세플라스틱 biofilm 생물막 군집

(A-PE, B-PE, C-PE, A-PS, B-PS, C-PS)이 각각 clustering 되었으며, 고염분 미생물 군집 또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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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D-Raw)와 미세플라스틱 biofilm 군집(D-PE, D-PS)으로 clustering 되었다(그림 2-4-14). 

  Acidobacteria, Actinobacteria, Bacteroidetes, Gemmatimonadetes, Proteobacteria, Verrucomicrobia,  
Firmicutes, Cyanobacteria가 주요 미생물 군집 phylum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4-14). 그 중에서도 

Proteobacteria와 Cyanobacteria가 각각 46.7±20.8%와 32.1±24.6의 높은 우점도를 나타냈다.

  종 수준에서는 Foliisarcina bertiogensis와 유사한 미생물(16S rRNA gene 서열 유사도 97% 미만)이 전반

적으로 우점하였으며, Solimonasterrae, Frigidibacteralbus 와 유사한 미생물(16S rRNA gene 서열 유사도 

97% 미만)은 담수 환경 시료(A, B, C)의 PE biofilm에서만 우점하였다. 고염분 환경 시료(D)의 경우, F. 
bertiogensis와 유사한 미생물 종을 제외하고, PE biofilm과 PS biofilm에서 상이한 미생물이 우점하였다.

  F. bertiogensis는 Cyanobacteria 계열의 미생물로써, 아직까지 미생물 종의 생장 특징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Stanier et al., 1966). 본 연구에서 담수 환경 시료(A, B, C)와 고염분 환경 시료(D)에서 F. 
bertiogensis와 유사한 미생물이 모두 우점하였으며,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다양한 범위의 염

분 조건에서 Biofilm을 형성시킬 수 있는 미생물로 추측된다. 

  S. terrae는 국내 지역의 토양에서 발견된 미생물로써, 염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생장할 수 없는 담수성 미

생물이며(Kim et al., 2014), F. albus도 저농도 염분 조건(0-1.5% NaCl)을 선호하는 미생물이다(Li & 

Zhou, 2015). 본 연구에서도 위의 두 종의 미생물과 유사한 미생물이 담수 환경 시료(A, B, C)에서만 우점하

였으며,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염분이 미세플라스틱 Biofilm 미생물 군집에 주요한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

다. 아직까지 해당 미생물들에 대한 Biofilm 형성 능력, 미세플라스틱 분해 등에 대한 정보는 밝혀진 바 없으

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림 2-4-14. 환경 시료 장기간 노출 조건에서의 미세플라스틱 biofilm 미생물 군집 clustering(좌) 및 phylum 

결과(우) 

(다) 고농도 산소 biofilm 형성 가속화 조건에서의 미세플라스틱 biofilm 미생물 군집 분석 결과

  고농도 산소 biofilm 가속화 실험 조건에서도 다른 실험 조건과 유사하게 환경 시료 미생물 군집(A-Raw, 

C-Raw, D-Raw)과 미세플라스틱 biofilm 미생물 군집(A-Aer-PE, C-Aer-PE, D-Aer-PE, A-Aer-PS, 

C-Aer-PS, D-Aer-PS)이 각각 clustering 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그림 2-4-15). 또한, 미세플라스틱 

biofilm 미생물 군집 중에서는 환경 시료의 종류에 따라 미생물 군집이 clustering 되는 경향을 보였다.

  Acidobacteria, Actinobacteria, Bacteroidetes, Gemmatimonadetes, Proteobacteria, Verrucomicrobia,  
Firmicutes, Cyanobacteria가 주요 미생물 군집 phylum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4-15). 그 중에서도 

Proteobacteria, Bacteroidetes, Firmicutes가 고농도 산소 가속화 조건에서 형성된 미세플라스틱 biofilm에

서 각각 50.1±12.8%, 25.5±19.8%, 14.3±13.2%의 높은 우점도를 나타내었다.

  종 수준에서는 B. naejangsanensis, Bacillus cereus, Simplicispira metamorpha, Arenibacter lateric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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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bacterium ganghwense 등이 주요 미세플라스틱 biofilm 미생물 종으로 도출되었다. 담수 환경 시료

(A, B, C) 조건에서는 플라스틱의 종류와 관계없이 B. naejangsanensis, B. cereus, S. metamorpha가 우

점하였으며, 고농도 염분 환경 시료(D)의 경우, A. latericius, P. ganghwense가 우점하였다.

  B. naejangsanensis의 경우, 앞에서 보고하였던 Biofilm 가속화 조건(저농도 산소 조건) 뿐만 아니라, 고

농도 산소 Biofilm 가속화 조건에서도 우점하였으며, 이는 B. naejangsanensis 미생물이 호기성 조건과 혐기

성 조건에서 모두 생장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S. metamorpha의 경우, 호기성 종속영양미생물로써(Hylemon et al., 1973), 영양분이 다량 존재하는 고

농도 산소 조건을 선호하며, 미세플라스틱은 아니지만, 환경 조건에서 형성된 Biofilm에서 발견된 바 있다(Tal 

et al., 2003). B. cereus는 통성혐기성(호기 조건, 혐기 조건 모두 생장 가능) 종속영양 미생물로써(Garrity 

et al., 2010),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Biofim을 잘 형성시킬 수 있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Oosthuizen et 

al., 2002). 특히, B. cereus의 경우,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들

어 미세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로 주목받고 있다(Auta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B. cereus이 

영양분이 풍부한 고농도 산소 조건을 선호하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우점하였다고 사료되나, 이러한 

B. cereus와 같은 미생물 종은 적절한 환경 조건이 형성되면, 미세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 latericius는 해양 환경에서 처음 발견된 호기성 종속영양 미생물로써, 1-7%의 염분 조건에서 생장가능

하며, Na+ 성분이 생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Ivanova et al., 2001). P. ganghwense는 국

내에서 처음 발견된 통성 혐기성 미생물(호기성 조건, 혐기성 조건 모두 생장 가능)로써, 1-7% 염분 조건에

서 생장 가능하며, 2% 염분 조건에서 최적 생장을 하는 호염성 미생물이다(Park et al., 2006). 고농도 산소 

조건 및 고염분 조건을 선호하는 고유한 생장 특징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고염분 환경 시료 미세플라스틱 

Biofilm에서 우점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직까지 위 2종의 미생물에 대한 Biofilm 형성 능력, 미세플라스틱 분

해 능력 등에 대한 정보는 밝혀진바 없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림 2-4-15. 고농도 산소 biofilm 형성 가속화 조건에서의 미세플라스틱 biofilm 미생물 군집(좌) clustering 

및 phylum 결과(우) 

  미세플라스틱 Biofilm은 미세플라스틱의 생물학적 거동(침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이

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형성된 Biofilm이 미세플라스틱의 

수직적 운송(침강)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델 개발을 시도하였으며(Kooi et al., 2017), 미생물이 

분비하는 세포외분비물질(exopolymeric substances, EPS)이 미세플라스틱 agglomeration에 주는 영향을 파

악하는 연구도 수행된바 있다(Summers et al., 2018). 해당 연구에서는 EPS를 분비하는 1종의 특정 미생물

(Halomonas sp. TGOS-1)을 선정하여 EPS를 추출하고, EPS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gglomeration되는 

미세플라스틱 개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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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S 보다 직접적인 증거로써,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Biofilm이 형성되면 미세플라스틱 침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Chen et al., (2019)은 플라스틱을 수계에 오랜 기간 담지 할 경우,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플라스틱 표면에 Biofilm이 많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상응하며 담지한 전체 플라

스틱의 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미세플라스틱 사례는 아니지만, 플라스틱 표면에 Biofilm이 형성되면

서, 담지한 플라스틱 매체의 밀도가 증가함을 확인함).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Biofilm이 형성됨에 따

라 밀도가 증가하여, 침강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Semcesen and Wells, 2021).

  본 과제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환경 시료 및 환경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미세플라스틱 Biofilm 미생물 

군집이 형성됨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환경 시료의 종류, 영양분, 용존산소, 염분 조건 등에 따라, 미세플

라스틱 표면에 다른 미생물 군집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미생물 종에 따라 Biofilm을 형성

하는 능력(ability)이 다르며(예를 들어, 특정 미생물 종은 EPS를 과다하게 분비하는 등, Biofilm을 잘 형성시

킬 수 있음), 이는 어떠한 미생물 종이 미세플라스틱 Biofilm을 형성하는지에 따라 Biofilm의 형성 정도가 달

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환경 시료 및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른 미생물 군집으로 구성된 Biofilm이 만들어

지게 되면, Biofilm 형성 속도 등이 달라져서, 궁극적으로 각기 다른 생물학적 거동(침강 속도, 접착 능력 등)

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미세플라스틱 생물막(Biofilm)에 의한 미세플라스틱의 침강 속도 및 생

물학적 거동에 주는 영향을 조사할 때는 이와 같이 미세플라스틱 Biofilm을 형성하는 미생물 종(혹은 군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라.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biofilm에 환경 시료 미생물 군집과 다른 독특한 미생물 군집이 형성되고, 환경 

시료 및 미세플라스틱 종류(PE, PS)에 따라 biofilm 미생물 군집이 clustering 됨을 확인하였다. 환경 시료 중

에서는 염분 조건(담수 환경 시료 vs. 고염분 환경 시료)에 따라 명확하게 미생물 군집이 구분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또한, biofilm 형성 조건(biofilm 가속화, 장기간 환경 시료 노출, 고농도 산소 biofilm 가속화 조건)에 

따라 세부적으로 우점하는 미생물 종은 차이가 있으나, 특정 미생물 종이 PE biofilm과 PS biofilm에서 우점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biofilm을 형성하는 특정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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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담수, 대양 및 극지환경 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및 특성 분석 

시범 연구

1. 담수 환경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및 특성 분석 시범 연구

가. 서론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유입원은 육상 기인과 해양 기인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약 80% 정도 육상에서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수처리시설에서 걸리지 않은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하천으로 유입, 하구를 거쳐 바

다로 흘러가지만 아직까지 담수 및 하구 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과 거동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상당량의 플라스틱이 육지에서 사용되고 폐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담수 환경은 다양한 육

상 기반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sink 역할을 한다. 도시지역 강은 하폐수 방류, 도시 유출, 주변 유입하천

으로부터 미세플라스틱이 유입되고(Murphy et al., 2016), 해양 오염경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담수 내 

미세플라스틱 오염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담수 및 하구시료에 대한 전처리 

및 분석법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강 수역에서 채취한 현장 시료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를 분

석하고자 한다. 

나. 재료 및 방법

(1) 시료 채취 

  한강은 서울과 인근지역에 식수를 제공하는 가장 큰 식수 보존지역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이

다. 현장시료는 2020년 8월과 11월에 각각 한강 수역 내 하구 환경(A 지점)과 미사대교 인근 상수원(B와 

C 지점) 3지점에서 채취하였다(그림 2-5-1). 표층에 대해 각각 25 L씩 그랩 샘플링을 진행하였다. 

그림 2-5-1. 시료채취 지점 

   

(2) 시료 전처리 및 분석   

  실험실로 운반한 시료는 20μm 스테인리스 체로 거른 후, 유기물 제거를 위해 펜톤산화(Fe(II)/H2O2, 

60℃, 12시간)를 진행하였다. 이 후 ZnCl2(3.66M) 첨가 후 밀도분리 깔때기로 옮겨 밀도분리를 수행하였

다.가라앉은 입자들을 제거한 후 20μm stainless mesh filter에 필터링한 시료는 기기 분석 전에 6시간 

동안 60℃에서 건조 오븐에 두었다. 미세플라스틱은 Raman microscope(In Via, Renishaw)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분석하였다. 라만 스펙트럼은 532nm 레이저의 파장으로 여기되었고, 500–3500cm-1의 범위에서 

기록되었다. 미세플라스틱의 폴리머 조성은 기기의 라만 스펙트럼 라이브러리와 비교하여 유사도 값이 ≥

70% 임계 값을 사용했다. 또한 모든 미세플라스틱은 형태(섬유, 파편 등)별로 분류되었고, 미세플라스틱 

크기는 가장 큰 단면에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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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고찰 

  한강 유역 A-C 지점에서 미세플라스틱은 L 당 0.06~1.7개였으며, 하구 지점에서 가장 많은 미세플라

스틱이 발견되었다(그림 2-5-2). 담수에 비해 하구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더 풍부하다는 점은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Fok and Cheung, 2015), 하구 수역이 미세플라스틱이 풍부한 hot spot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2-5-2. 미세플라스틱 농도 분포 

  아래 그림 2-5-3에서 보여지듯이 25L 시료에서 검출된 전체 미세플라스틱 중 80-100%가 30-200

μm 크기 범위에 분포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라스틱이 더 작고 작은 조각으로 분해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에있는 미세플라스틱의 크기 분포는 더 작은 크기 분포쪽으로 치우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5-3. 미세플라스틱 크기별 분포 

  미세플라스틱의 형태는 파편과 섬유만 발견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파편 형태였다(그림 2-5-4). 이는 

대부분의 미세플라스틱이 2차 기원임을 나타낸다. 구형 입자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국내에서 2017년 이

래로 스크럽, 화장품 등과 같은 제품에 구형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 정책을 발효한 것과 상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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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미세플라스틱 형태별 분포  

  모든 지점에서 polypropylyene(PP), polyethylene(PE)이 주로 검출되었으며, 하구지점에서는 

polyester 등도 일부 검출되는데 이는 하구에서의 어업활동에 의해 유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5-5. A지점에서 발견된 미세플라스틱 형태  

라. 결론

  한강유역 내 강과 하구 지역의 미세플라스틱 오염현황을 시범 분석한 결과, 하구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한강 상류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확보된 전처리 및 분석기법과 시범 데이터는 향후 보다 

다양한 지점에서의 시료 채취와 분석을 통해 한강수계 내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과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 부하량을 예측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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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양 환경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및 특성 분석 시범 연구

가. 서론

  우리나라 해수 중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보고한 연구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Song et al., 2015; 

Kang et al., 2015; Song et al., 2018; Kwon et al., 2020; Jang et al., 2020).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연안에서 수행된 연구로, 먼 바다에서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남해 외해역은 대륙붕 해

역이며 평균 수심이 100m인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까지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

가 분지되어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이다. 본 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우리나라 외해역의 미

세플라스틱의 분포 및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로 분지되어 유입되는 쿠로시오 해류가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기존의 해수 중 미세플라스틱 시료 채취는 주로 네트(manta, neuston net 등)를 느린 속도(2-3노트)로 

예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Stock et al., 2019). 네트를 이용한 시료 채취의 장점은 대량의 물을 여과할 

수 있고, 입자가 샘플링 중에 직접 농축된다는 것이다(Hidalgo-Ruz et al., 2012). 네트의 망목 크기는 

300㎛이기 때문에 네트를 이용한 연구는 300㎛ 크기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300㎛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우리나라 해안에서 81%, 연안 해수에서 86%, 강에서 

74%를 차지하고 있다(Eo et al., 2018; Song et al., 2018; Eo et al., 2019).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아질수록 그 양이 많아지며 생물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Wright et al., 2013; Van 

Cauwenberghe et al., 2015), 더 작은 크기의 미세플라스틱 분포에 대한 정보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

다. 네트를 이용하여 표층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채집 및 분석하는 것이 전세계 자료와의 비교 분석 

등에 유리하나, 운항 중 시료 채취를 위해 멈추거나 느린 속도로 이동해야 하므로 각 정점마다 작업 시간

이 소요된다. 조사 선박을 이용할 시 많은 예산이 소모되어 한정된 예산으로는 원하는대로 시료 채취 작업

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별도의 멈춤 또는 느린 속도의 이동이 필요 없으며, 본래 속도로 

이동하는 선박을 이용한 해수 중 >20㎛ 미세플라스틱의 채집 방법을 개발 한 바 있다(본문 1절 참고). 미

세플라스틱 시료의 분석은 현미경, FTIR, 라만, pyro-GC/M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him 

et al., 2017). 이들 중 FTIR의 감쇠전반사모드를 이용한 분석이 미세플라스틱 분석에 가장 정확하고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나, 분석 시간과 노력의 소모가 매우 큰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μFT-IR의 

투과모드를 이용한 반자동 분석 방법으로 분석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킬 수 있는 초고속맵핑 분석방법을 개

발한 바 있다(본문 3-1절 참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표층 해수 채집 장치’및‘μFT-IR 초고속맵핑 분석방법’을 현장 시료에 적용하

여,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 및 효율을 시험하였다. 표층 해수 채집 장치로 남해 외해역 11정점을 선정하여 

전반적인 미세플라스틱 농도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치의 효율 검증을 위해 5개 정점

에서 표층 해수 채집 장치, 선상 펌프, 만타 네트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였다. 만

타 네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방법이며, 선상 펌프는 수심 3m에서 해수를 끌어올리며 

수층의 미세플라스틱 채취 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이사부호에 장착된 어란채집기(CUFES, 

Continuous Underway Fish Egg Sampler)를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시료 채취 효율을 검토하기 위해 

2019년에 채취된 보존 시료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본래 어란채집기는 어란을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

심 약 3m에서 해수를 끌어올려 505㎛ 여과망에 여과시키나, 미세플라스틱 채취를 위한 용도로 300㎛ 여

과망을 제작하여 장착하였다. 또한, 다양한 미세플라스틱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함

으로써 추후 연구에 적용한다면 더 효율적인 미세플라스틱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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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료 및 방법

(1) 미세플라스틱 시료 채취

(가) 표층 해수 채집 장치를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시료 채취

  미세플라스틱 시료 채취는 2020년 10월 15-18일 남해 외해역에서 연구선 온누리호에 탑승하여 수행되

었다. 조사 지역은 총 11정점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표층 해수 채집 장치를 이용하여 표층 해수 시료를 

채취하였다(그림2-5-6). 시작 정점에서 종료 정점까지 총 30분간 정선 없이 10노트로 장치를 예인하였

다. 장치에 유량계가 장착되어있으나, 표층 해수 채취 시 공기가 함께 유입되어 정확한 유량 측정이 어려

웠다. 장비 가동 전 실제 유량 측정을 위해 10L 양동이를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을 10회 측정하여 각 정

점별 평균 실측유량을 함께 구하였다. St.1-St.11 이동 중 총 유량은 유량계 및 실측유량에서 각각 19.9, 

22.8톤이었으며, 유량계가 실측유량의 약 87%였다. 미세플라스틱 농도 계산은 실측 유량을 사용하였으며, 

각 정점별 유량은 표 2-5-1과 같다. 채취된 시료는 여과장치에서 바로 여과되어 채집통(cod-end)에 모

였다. 모인 시료는 유리병에 담아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그림 2-5-6. 남해 외해역 미세플라스틱 시료 채취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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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시작정점 종료정점

유량(㎥)
위도(°N) 경도(°E) 위도(°N) 경도(°E)

St.1 34.9405 128.8635 34.8557 128.8597 1.64

St.2 34.7063 128.8195 34.6415 128.7547 2.30
St.3 34.2608 128.4993 34.1938 128.4432 2.19

St.4 33.8637 128.1660 33.8090 128.1028 2.26

St.5 33.4625 127.8360 33.3890 127.7787 2.34
St.6 33.0607 127.5075 32.9087 127.4503 1.97

St.7 32.6408 127.1495 32.5735 127.0907 1.97

St.8 32.2313 126.8198 32.1593 126.7713 1.89
St.9 31.7948 126.4727 31.7322 126.4063 1.90

St.10 31.3918 126.1434 31.3298 126.0809 2.00

St.11 30.9542 125.7985 30.8747 125.7776 2.34

표 2-5-1. 남해 외해역 미세플라스틱 시료 채취 정점 및 유량 

  본 연구에서 개발한 채집 장치의 효율 비교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 만타

네트(폭 100cm, 높이 20cm, 망목크기 330㎛) 및 선박에 장착되어 있는 선상 펌프를 이용하여 미세플라

스틱 시료를 채취하였다. 표층 해수 채집 장치와 만타네트는 각 선박의 좌우 측면에서, 선상 펌프는 선박

에 장착된 수심 3m에서 해수를 끌어올리는 펌프를 이용하여 30분간 2-3노트의 속도로 동시에 예인하였

다. 시료 채취는 위 항차에서 돌아오는 길(역방향)에 수행되었으며, 총 5개 정점(St.7-St.3)에서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시료를 각각 채취하여 총 15개의 시료를 획득하였다. 시료 채취 정보는 표 

2-5-2와 같다.

정점 시료채취방법
시작정점 종료정점

유량(㎥)
위도(°N) 경도(°E) 위도(°N) 경도(°E)

St.7 표층해수채집장치 32.6736 127.1790 32.6958 127.1973 2.44

선상펌프 2.25

만타네트 528
St.6 표층해수채집장치 33.0611 127.5079 33.0807 127.5246 2.26

선상펌프 1.97

만타네트 629
St.5 표층해수채집장치 33.4666 127.8411 33.4949 127.8628 2.49

선상펌프 2.40

만타네트 547
St.4 표층해수채집장치 33.8821 128.1804 33.9015 128.1994 2.46

선상펌프 2.16

만타네트 445
St.3 표층해수채집장치 34.2802 128.5185 34.2161 128.5353 2.40

선상펌프 2.27

만타네트 392

표 2-5-2. 시료 채취 방법 비교용 미세플라스틱 시료 채취 정점 및 유량

(나) 인도양 어란채집기 시료 채취 정점 및 방법

  이사부호에 장착된 어란채집기(CUFES, Continuous Underway Fish Egg Sampler)를 이용한 미세플라

스틱 시료 채취 효율을 검토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였다. 본래 어란채집기는 어란을 채취하기 위한 목적

으로 수심 약 3m에서 해수를 끌어올려 505㎛ 여과망에 여과시키나, 본 연구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채취를 

위한 용도로 300㎛ 여과망을 제작하여 장착하였다. 시료는 2019년 5-6월 인도양 항차 중 10노트의 속도

로 2, 4, 6, 8시간동안 채취되었으며, 각 정점은 표 2-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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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정점 종료정점
유량(㎥)

위도(°S) 경도(°E) 위도(°S) 경도(°E)

2h 14.1956 64.4404 13.9987 64.7283 42

4h 13.8406 64.9585 13.4489 65.5280 84
6h 12.5877 66.2347 11.6276 66.3849 126

8h 17.7266 60.8928 18.7043 59.3568 168

표 2-5-3. 어란채집기를 이용한 인도양 미세플라스틱 시료 채취 정점 및 유량

(2) 미세플라스틱 시료 분석

(가) 표층 해수 채집 장치를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시료 분석

1) 시료 전처리 방법

  표층 해수 채집 장치 및 선상 펌프를 이용해 채취한 각 시료는 20㎛ 체에 걸러 체 해수를 제거해주고, 

체 위의 입자들을 증류수로 헹궈 비커로 옮긴 후 60℃ 오븐에서 완전히 건조시켰다. 유기물 제거를 위해 

시료에 35% H2O2와 FeSO4 용액을 각 20㎖씩 넣어 교반기 위에서 교반시켰다(75℃; 180rpm). 30분 후 

유기물이 계속 관찰될 시 H2O2 20㎖를 추가로 넣어 교반시키고, 이 과정을 유기물이 관찰되지 않을 때까

지 반복하였다. 시료를 20㎛ 체에 거르고 체 위의 입자를 증류수로 헹궈 남은 용액을 씻어내었다. 입자들

은 lithium metatungstate(1.6g/㎤)를 이용하여 밀도분리 깔때기에 옮기고 하루 동안 침전시켰다. 침전된 

입자는 아래로 빼서 버리고, 남은 용액은 실리콘 여과지(10㎛; 25㎜Ø)에 여과하였다. 여과지는 상온에서 

건조시켜 보관하였다. 만타 네트 및 어란채집기를 이용해 채취한 시료는 사용한 체의 망목 크기만 300㎛

로 다르고, 모든 분석 과정은 위와 동일하다. 만타 네트 시료는 처음 체에 걸러 해수를 제거하는 과정 중, 

눈에 보이는 큰 입자는 핀셋으로 분리하여 따로 분석하였다. 유기물 제거 후에도 남은 방해물질이 여과지

를 다 덮어 투과모드로 분석이 어려운 시료는 폴리카보네이트 여과지(5㎛; 47㎜Ø)에 여과하였다. 

2) 시료 분석 방법

  실리콘 여과지에 여과된 시료는 μ-FTIR의 초고속맵핑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된 스펙트

럼 범위는 700-4,000㎝-1, 측정 간격은 25㎛였다. 폴리카보네이트 여과지에 여과된 시료는 μ-FTIR의 

감쇠전반사 모드를 이용하여 여과지에 있는 입자들 중 플라스틱으로 의심되는 모든 입자를 분석하였다. 미

세플라스틱 입자별로 크기, 형태 및 폴리머 종류를 각각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파편 

및 섬유 형태로 구분하였으며, 각 입자의 장축 길이를 측정하였다. 만타 네트 시료 중 핀셋으로 분리해낸 

시료는 4가지 크기 그룹(0.3-0.5, 0.5-1, 1-2, 2-5mm)에 따라 분류하고 형태를 기록하였으며, FTIR을 

이용하여 폴리머 종류를 기록하였다.

다. 결과 및 고찰

(1) 표층 해수 채집 장치를 이용한 남해 외해역 미세플라스틱 시료 분석 결과

  남해 외해역 미세플라스틱 농도 범위는 92(St.5)-683(St.9)n/㎥이었으며, 평균 농도는 226±216n/㎥이

었다(그림 2-5-7). 연안(St.1, 630n/㎥)과 발포스티렌 입자가 많이 발견된 지역(St.9, 683n/㎥)에서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그 외 지역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농도를 보였다. 최소 분석 크기가 100㎛ 이하인 다른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 지역에서 관찰된 평균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우

리나라 연안 표층 해수보다는 7.7배 낮았으며(Song et al., 2018), 황해 서쪽 및 남중국해보다는 각각 

23.5배, 11.4배 낮았다(Cai et al., 2018; Jiang et al.,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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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 남해 외해역 미세플라스틱 농도 분포 

모든 정점에서 파편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이 우세하였다(그림2-5-8). 파편형태의 비율은 St.7에서 68.6%

로 가장 낮았고, St.9에서 95.3%로 가장 높았다. 이전 연구에서 감쇠전반사모드로 미세플라스틱 분석 시 

현미경 화면이 뚜렷하게 나와 모든 형태의 정확한 구분이 가능하여 파편, 섬유, 소구, 필름 네 가지 형태

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초고속맵핑 모드로 분석 시 한꺼번에 모든 화면을 모자이크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입자의 특성상 모자이크된 화면만으로 정확한 형태의 판별이 어렵다. 특히 소구 및 파편의 형태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매우 흐릿한 경우 파편 및 섬유 형태의 구분도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형태를 파편 및 섬유 두 가지로만 구분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자의 좌표를 찾아 현미경으

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나, 이 작업은 반자동 분석방법의 이점인 소요시간 단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해안, 해수 등에서 파편 형태가 우점하고 소구 및 필름 형태는 매우 소수인 

것으로 볼 때 파편 및 섬유의 두 가지 분류체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Eo et al., 2018; 

Song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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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8. 남해 외해역 미세플라스틱의 형태 조성

  남해 외해역에서 발견된 미세플라스틱 입자 크기 범위는 31-3,718㎛이었다. 미세플라스틱 입자 크기의 

중간값은 106㎛이었고, 2,000㎛ 이상 크기를 제외한 평균 크기는 157㎛이었다. 100㎛ 이하 크기가 46%

를 차지하며, 300㎛ 이하 크기는 88.5%를 차지한다(그림 2-5-9). 이것은 미세플라스틱 분석 시 최소 분

석크기 설정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형태 구분과 마찬가지로, 모자이크된 이미지 상에서 입자의 형태가 뚜

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기 측정 역시 어려움이 있다. 모자이크 이미지에서 입자 크기의 측정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화학적 이미지에서 크기를 측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화학적 이미지는 가까이 있는 입자들을 

하나로 인식하거나, 스펙트럼이 약한 부분의 인식이 안 된 경우 하나의 입자를 두 개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정확한 크기 측정이 어렵다. 

그림 2-5-9. 남해 외해역 미세플라스틱의 크기 분포 

  폴리머 조성은 polypropylene(PP)이 24.7%로 가장 많았고, polyester(PES, 21.6%), polystyrene 

copolymer(PS copolymer, 17.9%), polyepoxides(8.5%), polyvinyl chloride(PVC,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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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amide(PA, 6.8%), polyethylene(PE, 6.1%), alkyd(2%), polyacrylate copolymer(1.1%), 

polyurethane(PU, 1.1%) 순이었다(그림 2-5-10). 나머지 폴리머는 1% 이하로 관찰되었다. 이 중 해수

(1.02g/㎤)보다 밀도가 낮은 플라스틱을 저밀도 폴리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PP, PE, PEVA 세 가지 폴

리머가 해당된다. 저밀도 폴리머는 각 정점에서 9.4%-61%의 범위로 나타났다. 두 정점(St.5, 61%; 

St.6, 51%)을 제외한 9개 정점에서 저밀도 폴리머는 모두 40% 이하로, 표층임에도 불구하고 고밀도 폴리

머가 상당량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앞선 우리나라 외해역 해수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전 수층에 고밀도 폴

리머가 74% 존재하는 것과 일치한다(Eo et al., 2021).

그림 2-5-10. 남해 외해역 미세플라스틱 폴리머 조성

(2) 해수 중 미세플라스틱 채집 방법 세 가지 비교 결과

  미세플라스틱 채집을 위한 세 가지 방법 비교 결과 표층 채집 장치(표층, 73±28n/㎥) 및 펌프(3m 수

층, 62±38n/㎥)로 채집한 미세플라스틱이 만타(1.52±1.30n/㎥)로 채집한 미세플라스틱의 농도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Kruskal-Wallis test, p<0.05, 그림 2-5-11). 그러나 만타를 이용한 채집 방법은 300㎛ 이

상의 미세플라스틱만을 채집하는 방법이므로 두 방법과 직접 비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정확한 비교를 위

해 300㎛ 이상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만을 비교했을 때 펌프(13±11n/㎥) 및 표층 채집 장치(8.0±3.9n/㎥)

가 만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Kruskal-Wallis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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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플라스틱은 표층에 몰려있다고 알려져 있어(Song et al., 2014) 펌프보다는 표층 채집 장치에서 농

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정점별 농도를 보면 St.3 및 St.4에서 펌프로 채집한 미세플라스틱의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2-5-12). 특히 St.3에서는 약 3배 높았는데, 폴리머 조성을 보면 PP가 

82.6%로 매우 높았다. 현미경 사진으로 봤을 때 대부분 같은 색상과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이는 실제 현

장에 같은 기원의 PP가 다량으로 존재하고 있었거나, 실험과정 중 풍화에 의해 약해져있는 PP가 파편화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전체 평균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표층 채집 장치가 펌프보다 1.2배 높았고, 예외적

으로 펌프에서 높은 농도를 보였던 St.3을 제외하면 1.8배 높았으나,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Mann-Whitney U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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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2. 남해 외해역 정점별 미세플라스틱 채집 방법에 따른 농도

  표층 채집 장치와 펌프로 채집한 미세플라스틱의 크기는 50-100㎛에서 각각 42%, 36%로 최대값을 보

였으며, 크기가 커질수록 농도가 감소하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그림 2-5-13). 300㎛ 이하의 크기는 표

층 채집 장치 및 펌프가 각각 87.1%, 85.8%를 차지하였다. 20-50㎛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것은 시

료 채취 혹은 전처리상의 오류, 또는 장비 분석상의 오류일 수 있다. 실제로 미세플라스틱 크기별 회수율 

실험을 진행했을 때 입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회수율이 낮아졌으며, 특히 100㎛ 이하부터 급격하게 낮아지

는 경향을 보였다. 만타로 채집한 미세플라스틱의 크기는 300-500㎛에서 16.2%, 500-1000㎛에서 

8.8%, 1000-2000에서 13.6%였고, 2000-5000㎛에서 61.4%였다. 특히 2000㎛ 이상의 미세플라스틱 중 

89%가 EPS 입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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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3. 미세플라스틱 채집 방법별 크기 분포

  표층 채집 장치에서는 79.6%로 파편 형태가 우세하였고, 그 다음 섬유(18.3%) 및 EPS(2.1%) 순이었다

(그림 2-5-14). 펌프에서는 파편이 86.5%였으며, 섬유가 13.5%였다. 만타에서는 EPS가 66.8%로 가장 

많았고, 파편 24.6%, 페인트입자 4.5%, 섬유 4.2%였다. 표층 채집 장치 및 펌프에서는 파편 형태가 우세

한 반면, 만타에서는 EPS가 우세하였다. 펌프에서는 EPS 형태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EPS는 PS를 발포시

킨 형태로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 부력이 매우 높아 표층에만 떠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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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4. 미세플라스틱 채집 방법별 형태 조성

  표층 채집 장치에서는 PP가 42.7%로 가장 높았고, PE 13.7%, PES 13%, polyepoxides 12.6%, PS 

copolymer 6.3%였으며, 나머지 폴리머는 5% 미만이었다(그림 2-5-15). 펌프에서는 PP 52.5%, PES 



- 102 -

13.4%, alkyd 5.1%였으며, 나머지 폴리머는 미만이었다. 만타에서는 PS copolymer가 56.7%, PP가 

18.7%, PE가 13.5%, alkyd가 6.5%였으며, 나머지는 5% 미만이었다. 특히 만타에서의 PS는 EPS가 

96% 이상을 차지하였다.

0% 20% 40% 60% 80% 100%

Manta

Pump

Surface
sampler

Polypropylene
Polyethylene
Polyethylene vinylacetate
Polystyrene copolymer
Polyester
Polyepoxides
Polyvinyl chloride
Polyamide
Alkyd
Polyurethane
Polyacrylate
Polyacrylate copolymer
Polyvinyl copolymer
Poly(acrylate:styrene)
Poly(methyl methacrylate)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Polycarbonate
Polyoxymethylene

그림 2-5-15. 미세플라스틱 채집 방법별 폴리머 조성

  표층 해수 채집 장치 및 선상 펌프는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끌어 올려 시료 채취 면적이 다소 좁으나, 

작은 크기의 망목의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만타는 입구 면적이 넓고 망목이 커 넓은 면적의 시료 채취에 

용이하다. 표층 해수 채집 장치와 선상 펌프를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채취 시 두 방법이 표층과 3m 수층이

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점, 파편이 우세한 점, PP가 우점하는 유사한 점을 

보였다. 그러나 만타는 시료 채취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농도가 유의하게 낮은 점, EPS가 우세함에 따라 

PS가 우점하는 폴리머인 것과 같이 앞의 두 가지 방법과는 전혀 다른 미세플라스틱 분포 특징을 보였다. 

이는 미세플라스틱 시료 채취 시 사용하는 망목의 크기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특히 양식장 부표의 사용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EPS 입자가 중요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펌프

보다는 만타가 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3) 어란채집기를 이용한 인도양 미세플라스틱 시료 분석 결과

  총 20시간(2, 4, 6, 8시간) 동안 채수한 인도양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0.06n/㎥이었다.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2h, 4h, 6h로 갈수록 점점 감소하다가 8h에서 증가하였다(그림 2-5-16). 인도양에서 전체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이 적어 실제 여과지 위에서는 6h에서 계수한 미세플라스틱이 더 많더라도, 2h에서 유량이 

더 적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개수는 2h에서 더 많아지게 된다. 실제로 여과지 위에서 관찰된 미세플라스틱

의 개수는 시간 순서대로 3, 5, 5, 13개였다. 시간별 시료 채취 실험 결과, 최대 8시간 동안 어란채집기의 

막힘으로 인한 물 넘침은 없었다. 파편형태가 57%로 우점하였으며, 섬유 33%, 페인트 입자 10%였다(그

림 2-5-17 좌). 총 7종의 폴리머가 발견되었으며, 조성은 PP 41%, acrylic 12%, alkyd 12%, PE 12%, 

PES 12%, polyepoxides 6%, PMMA 5%였다(그림 2-5-17 우).



- 103 -

0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2h 4h 6h 8h

Ab
un

da
nc

e 
(n

/m
3 )

그림 2-5-16. 어란채집기를 이용한 시간별 인도양 미세플라스틱 

농도

Shape Polymer

그림 2-5-17. 어란채집기를 이용한 시간별 인도양 미세플라스틱 

형태(좌) 및 폴리머(우) 조성

라.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표층 해수 채집 장치 및 μFT-IR 초고속맵핑 분석법을 남해 외해역 미세플라스

틱 시료 채취 및 분석에 적용하였고, 세 가지 시료 채취 방법을 비교하였다. 남해 외해역 미세플라스틱의 

농도는 비슷한 분석 크기를 가진 다른 연구들보다 낮은 편이었으며, 파편형태가 우세하였다. 대부분이 300

㎛ 이하 크기의 입자였으며, PP와 PES, PS copolymer가 널리 분포하였다. 표층 해수 채집 장치와 선상 

펌프를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채취 시료 분석 결과 농도 및 특징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망목 크기가 

달랐던 만타를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채취 시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미세플라스틱 시료 채취 시 사용

하는 망목의 크기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표층 해수 채집 

장치 및 μFT-IR 초고속맵핑 분석법은 추후 미세플라스틱 시료 채취 및 분석에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양식 부이를 널리 활용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일부 지역에서는 넓은 면적의 시료를 채취

할 수 있는 만타가 적절할 수 있다. 아직까지 통일된 미세플라스틱 시료 채취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구 목

적에 맞게 적절한 시료 채취 방법을 선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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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극지 환경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및 특성 분석 시범 연구

가. 서론

(1) 연구 배경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9년 기준 3억 6,800만 톤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Plastics 

Europe, 2020), 2015년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총 2억 7,5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

했으며 이 중 480~1,270만 톤이 바다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Jambeck et al., 2015). 해양환경

으로 유입된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기작을 통해 심해로 유입되거나 해류를 통해 장거리 수송이 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Kane et al., 2019), 전 지구 해양환경 중 주요 아열대 환류 지역 중심부나 극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오염도가 관측되고 있다(Cόzar et al., 2014; 2017). 특히, 최근의 연구들은‘기후 변화

의 진원지이자 결과’이며 미래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극지방(특히, 북극)에서 고농도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어(Obbard et al., 2014; Cόzar et al., 2017; Peeken et al., 2018), 극지방으로의 미세플라

스틱 유입과 그로 인한 극지방 환경 내에서 미세플라스틱의 거동 기작, 생태계 노출,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해빙 감소가 가속화 되면서 극지방해역에서의 자원개발이 가시화되

고 자원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의 유입·발생과 그로 인한 극지생태

계 영향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극지방은 해류를 통해 육지로부터 수송된 물질들이 유입되는 최종경로이고 주변의 오염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극지방에서의 오염도는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오염의 척도가 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극해는 일부 북극환경 시료(해수 혹은 해빙)에서 대양의 환류지역 보다도 높은 고농도의 미세플

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어 해류의 최종 도착지로써 전 지구에서 발생한 부유성 미세플라스틱의 최종 종결지

로써 의심되고 있다(Cόzar et al., 2017; Peeken et al., 2018). 한편, 북극 중앙분지의 표층퇴적물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으며 아북극 및 북극 해역의 저서생물이 0.2-0.46개/g의 미세플라

스틱을 섭취한다는 보고도 있다(Fang et al., 2018).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들은 극지방의 표층해수 및 해

빙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은 해빙감소에 따라 북극해 전체로 확산할뿐더러 심해로 침강하여 전체 북극생

태계에 위협을 줄 것을 암시한다. 

북극과는 다르게 남극은 남극 순환류(Antarctic Circumpolar Current; ACC)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북

극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해류를 통한 유입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연구에

서는 중위도 지역에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이 ACC를 뚫고 남극해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

고 있다(Isobe et al., 2017). 한편, 남극 특성상 연구활동(연구 기지), 관광의 증가로 내부적 오염원에 의

한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 연구들에서 다양한 남극 환경매체에서도 미세플라

스틱의 오염수준이 보고되고 있다(Munari et al., 2017; Absher et al., 2019). 남극 환경에 서식하는 갑

각류인 크릴의 경우 광범위한 수직 이동을 보여주는데, Dawson et al. (2018a)에 따르면 실험실 실험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 남극 크릴이 나노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특징은 플

라스틱의 생지화학적 순환 및 침강기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크릴과 같은 주요 종의 미세플라

스틱 섭식은 해양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통한 전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크릴 및 남극 생태계 먹이망을 통한 

이들의 소비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섭식을 통한 상위 영양단계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노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영 생물(크릴, 펭귄) 및 저서 생물 등 남극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생물군

들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해양내 미세플라스틱 잔류량은 ‘플라스틱 생산량 및 해양으로의 배출량을 고려하여 추정된 양(1-150

백만톤)’과 ‘전 대양 표층수에서 관측된 양으로부터 추정된 양(평균 0.014백만톤)’ 사이에 100-10000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양/극지 환경으로의 유입 및 거동 메카니즘(즉, 대양으로

의 이동과 확산, 심해로의 빠른 침강, 해양생물의 과다노출, 풍화에 의한 무기화, 극지방으로의 이동과 축

적 등)에서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해류 및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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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을 고려할 때 극지방은 장거리 수송의 최종종착지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극지방에서의 거동기작에 대

한 연구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의 시계열적 변화와 지구적 규모에서의 미세플라스틱의 확산

과 거동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극지방 생태계 및 지구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추정하는데 필수불가

결하다. 극지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거동기작은 해류 및 선박을 통한 유입기작, 대기를 통한 유입기작, 

풍화에 의한 발생기작, 해빙/빙하 응집기작, 심해 침강기작, 심해퇴적물 침적기작, 극지생물로의 전이 및 

축적기작 등 다양하며, 이들 유입·발생·거동기작들은 극지생태계 및 극지환경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그림 2-5-18). 그러나, 극지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연구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가 오

염현황 파악 등에 머물러 있고, 최종적으로 지구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전술한 거동기작

들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져왔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전술한 거동기작 관련 연

구를 순차적으로 지속하여 수행함으로써 극지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연구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연구에서는 대양연구의 한계로 인해 주로 큰 크기군(≥100㎛ 혹은 ≥300㎛)을 대상으로 관측하여 생

태계 및 거동기작 규명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극지환경 시료에서 잔류하는 더 작은 크기군(≥20㎛)

에 대한 정성정량분석법 확립이 필요하다.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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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8. 극지환경 내 미세플라스틱 주요 거동기작 모식도 

전술한 바처럼, 남극 및 북극을 포함한 극지방은 지구환경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확인되는 지역이자 미

래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극지방 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는 생태계, 자원, 지구

환경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 지역에서의 미세플라스틱의 오염강도와 그 영향이 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과 협력이 요구되고 강화되고 있다. 북극권은 북극이사회(PAME)를 

중심으로 북극 해양쓰레기 지역행동계획 수립 및 실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남극권에서는 남극조약을 기초

로 최근 남극해양생물자원보호협약(CCMLR) 위원회를 중심으로 남극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

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극지 연구기지 및 쇄빙선을 운용하는 국가로써 극지환경 연구를 선도하여 국제사

회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진은 국내 쇄빙선(아라온호) 및 연구기지를 활용하여 국내 연구진으로는 최초로 서북극해 및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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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지 인근의 해수 및 해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미세플라스틱 오염현황을 파악한 바가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들은 선행연구 성격의 모니터링으로써 상대적으로 입자크기가 큰 미세플라스틱(≥100㎛ 혹은 ≥

300㎛)을 대상으로 주로 해수 혹은 특정지역 중심의 오염도를 파악하는데 집중되었다. 본 연구는 극지연구 

기반구축을 위한 기획성격의 연구로써, 해당 연구기간(1.6년) 내에 접근성과 시료채취에 제약이 있는 극지

방에 대한 직접 현장조사와 전술한 모든 거동기작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

라서, 선행연구의 한계점 및 기획연구 특성을 고려하여 양 극지방 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유입·발생·

노출을 추적할 수 있는 주요 거동기작들을 대상으로 1) 극지연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극 극지환경

에서 채취한 보존시료를 확보하여, 2) 각 극지환경 내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거동기작들 중 기존연구에서 

수행되지 않거나 연구가 한정적으로 이뤄진 거동기작과 관련된 시료를 선정하고, 3) 시료특성에 따른 미세

플라스틱 정성정량분석법을 확립한 후, 4) 선정된 보존시료 내 잔류 미세플라스틱의 분석을 통해 해당 거

동기작 규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획득된 분석법 및 관측자료는 향후 극지환

경 연구를 위한 기반구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극지환경(남극 및 북극) 내 미세플라스틱 오염 및 거동 기작

을 대표하는 보존 시료의 활용 및 시범분석’을 통해 극지 환경 내 미세플라스틱의 생물적·화학적 거동 

평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미세플라스틱의 극지환경으로의 유입과 발생, 극지 환경 내 매체 간 전이 

및 거동, 극지 생태계 및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 계획의 기초자료를 도출하고

자 하였다. 이것을 위하여, 

1) 1차년도(2019.10.10-2020.03.31.)에는 극지 환경에서의 오염 및 거동기작과 관련된 주요 보존 

시료를 확보·선정하여, 시료 특성(해수, 퇴적물, 생물체)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분석법을 현재의 미세플라

스틱 분석 최소크기(≥20㎛)에 맞춰 확립하고,

2) 2차년도(2020.04.01-2021.03.31.)에는 남극 및 북극 환경을 대표하는 극지방 보존시료를 활용

하여 각 극지방 내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시범평가를 진행하였다.

나. 재료 및 방법

(1) 극지환경 보존시료 확보 방법 및 연구추진 체계 

본 연구의 핵심은 남극 및 북극환경을 대표하는 극지방 보존시료를 활용하여 미세플라스틱 오염과 거동

을 이해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시범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극지환경 보존시료를 확보하

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연구를 위해 국내 극지연구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남북극의 연구기지 

및 아라온호를 활용하여 다년간에 걸쳐서 남·북극해 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거동과 관련된 주요 보존시

료를 확보하였다. 확보한 시료들에 대해 기존문헌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수행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기초

자료가 부족한 거동관련 분석대상 시료를 선정한 후 각 시료특성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분석법을 확립하였

다(그림 2-5-19). 확립된 분석법은 대다수의 기존연구들과 달리 20㎛ 이상의 크기를 갖는 미세플라스틱

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남·북극 시료를 분석하여 각 환경에서의 오염도 및 거동(혹은 전

이)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연구진의 협업을 통해 대양 내 거동기작 중장기 연구계획을 도출·수립하여 

총괄연구팀(1세부)에서 일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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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환경 거동 관련 문헌연구

극지환경 거동 관련 시범분석
을 위한 주요 보존시료 확보

국내 극지연구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

북극 및 남극 환경 각각에 대
한 분석대상 보존시료 선정

각 시료 특성 별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확립
(북극 및 남극 환경 선정 보존시료 대상)

북극해 보존시료(퇴적물) 분석 남극해 보존시료(생물) 분석

북극해 오염도/거동 특성 파악 생물 종간 전이 특성 파악

극지환경 내 미세플라스틱 거동특성 기반 구축

대양 내 거동기작 중장기 연구
계획 수립 사전조사(총괄(1세

부), 2세부, 3세부 협업)

미세플라스틱의 지구적 규모의 오염평가 및 거동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
구계획 도출 및 수립(총괄(1세부)에서 일괄 제시)

1 
차

년
도

2 
차

년
도

그림 2-5-19. 본 연구의 추진 체계 

(2)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를 통한 극지방 환경시료의 특징 

(가) 대기시료(air sample)

최근의 연구들은 중위도권에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들이 해류뿐만 아니라 대기를 통해 장거리 이동하

여 북극권까지 도달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Bergmann et al., 2019; Evangeliou et al., 2020). 대기

시료는 능동형 대기시료채취(active air sampler)를 통해 대기에 잔류하는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시료와 대

기로부터 표면에 침적되는 건·습식 침적시료들로 구성된다. 이들 시료는 극지방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

의 대기를 통한 유입량의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나) 해수시료(seawater sample)

해수시료는 해수에 부유하는 미세플라스틱을 포집하기 위한 시료로써 주요 해역에서의 해수에 잔류하

는 오염도의 공간분포를 이해하는데 활용된다. 통상 해수시료는 대용량 해수의 여과를 위해 manta 혹은 

neuston 네트를 연구조사선을 통해 견인하면서 채취하는데, 이 경우 네트 막힘(net clogging)을 고려하여 

메쉬크기 ≥200㎛ 혹은 330㎛의 네트를 사용하며 연구지점에서 2-3knot 속도로 견인하여 채취한다

(Lusher et al., 2015; Cόzar et al., 2017). 이렇게 채취한 시료는 대기-해양 계면을 포함한 표층에 부유

하는 미세플라스틱을 대표하며 대용량을 채취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큰 입자의 미세플라스

틱을 포집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수직적 분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층별로 펌프를 통해 채취하거나 

Niskin 병을 이용하여 채취하기도 한다. 이 모두는 선박을 정선하여 채취해야하기 때문에 연구선 사용 및 

조사지점 선정 등에서 제한이 따른다. 반면, 연구선의 정선없이 이동항해 중에 수심 6-7m 아래의 해수를 

연속으로 환류시키는 유입수(underway water)를 이용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

게 채취한 시료는 정선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연구선 내에서 대용량을 여과를 조절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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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네트 견인방법을 통해 채취한 시료와 달리 분석가능한 최소크기의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포집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기-해양 계면에 부유하는 미세플라스틱 포집이 불가능하므로 두 방법들 사

이의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

(다) 침강퇴적물 시료(sediment trap sample)

미세플라스틱의 환경거동에서 중요한 기작은 표층의 미세플라스틱이 저층 혹은 심층으로 침강하는 기

작이다. 이 기작은 미세플라스틱의 표층에서 심해로의 이동량을 추정하고 저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해역에서 트랩채취기를 설치하여 1년 이상 유지하

면서 포집해야하는데 채취기의 오작동 혹은 유실 등의 위험이 있어 시료채취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라) 표층 및 코어 퇴적물 시료(surface / core sediment sample)

표층퇴적물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은 극지방 해양환경의 복합적 기작(물리, 화학, 생물학적 변화)과 

전술한 침강기작의 결과로 발생한다. 특히, 남북극해는 수층별로 표층, 중층, 심해층에 서로 다른 기원(예, 

북극해-태평양 여름수, 태평양 겨울수, 대서양 수)의 해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해수의 물리적 특성

으로 인해 실제 심해저면에 도달되는 미세플라스틱은 해역이나 수층에서의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플라스틱은 궁극적으로 해저면에 침강하여 축적하게 된다. 특히, 해당 해역에

서의 입자의 퇴적이 안정적이라면 퇴적물 각 층은 해당 기간 동안 퇴적된 미세플라스틱 양을 반영하기 때

문에, 코어퇴적물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는 극지방으로의 유입 혹은 발생한 미세플라스틱 양의 시계열적 

변화경향을 추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마) 해양얼음 시료(sea ice sample)

극지방의 표층해수는 온도변화 즉, 계절변화에 따라 결빙(freezing)과 해빙(melting)을 반복한다. 최근

의 연구들은 해양얼음(sea ice)의 형성과정에서 해수에 부유하는 미세플라스틱을 해양얼음 속에 고농도로 

농축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Obbard et al., 2014; Peeken et al., 2018). 고농도로 농축된 미세플라스

틱은 해빙과정에서 인근의 해수로 배출되어 각 환경매체로 재분배된다. 그러므로, 극지방 얼음은 극지방 

환경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이동·잔류를 제어하는 중요한 매체로 작용할 수 있다.

(바) 해양생물 시료(marine biota sample)

극지환경에 체류한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극지생물들에 오인섭취될 수 있는데 초창기에는 바닷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포유류, 어류, 저서생물, 갑각류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Bessa et 

al., 2019; Le Guen et al., 2020). 괄목할만한 연구들 중에 크릴에 섭취된 미세플라스틱이 소화과정에서 

더 작은 크기의 (초)미세플라스틱으로 변환된다는 연구가 있다(Dawson et al., 2018a). 섭취된 미세플라

스틱은 또한 배설물과의 응집하여 심해로 침강할 수 있다. 따라서, 생물체 섭취는 섭취한 생물에 대한 직

접적인 영향, 먹이사슬을 통한 전이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의 제거·발생·이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해역에서 먹이사슬을 고려한 서로 다른 생물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3) 극지 보존시료의 선정

전술한 다양한 극지시료들 중에서 기존문헌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수행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기초자료

가 부족한 거동관련 분석대상으로 북극해에서는 표층 underway water 해수시료와 퇴적물(표층 및 코어) 

시료를, 남극해에서는 생물시료를 선정하였다.

북극은 베링해협을 통해 북태평양과 연결된 서북극해, 프람해협을 통해 대서양과 연결된 유라시안분지

해, 중앙북극해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유라시안분지해와 중앙북극해에서 수행

되었고 서북극해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구 기초자료가 빈약하다. 서븍극해는 북태평양과 연결되어 있으며, 

뷰포트환류(Beaufort gyre)에 의해 이동확산에 영향을 받고 서북극해~중앙북극해~프람해협으로 흐르는 북

극횡단류(transpolar drift)가 발원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 및 거동기

작을 이해하는 것은 북극권 전체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이동확산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북극해로 유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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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은 궁극적으로 해저면으로 침강하게 되기 때문에 해저퇴적물에 대한 조사는 북극해로 유입된 

미세플라스틱의 현황 및 거동기작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극권 전체에서 

진행된 미세플라스틱 연구들 중 퇴적물에 대한 연구는 5편에 불과하며, 그 중 4편은 대서양과 연결된 프람

해협과 중앙북극해에서 진행되었다(Bergmann et al., 2017; Kanhai et al., 2019; Mu et al., 2019a; 

Tekman et al., 2020; Collard et al., 2021). 이들 연구들은 서로 다른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을 측정한 자

료로써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및 잔류특성을 직접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서북극해에서 유일하게 

보고된 조사자료(Mu et al., 2019a)는 베링해와 베링해협에 집중되어 있으며 ≥100㎛을 최소크기로 측정

한 한계가 있다. 표층퇴적물과 달리 코어퇴적물은 미세플라스틱 오염도의 시계열적 경향을 규명하는데 활

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극권에서 코어퇴적물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초자료가 빈약한 서북극해에서 채취한 표층퇴적물 및 코어퇴적물을 분석대상 시료로 

선정하였다. 한편, 기존 북극권해수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전술한 바처럼, 메쉬크기 ≥200㎛ 혹은 330

㎛의 네트를 사용하여 연구되었다(Lusher et al., 2015; Cόzar et al., 2017).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크기

의 미세플라스틱을 측정한 자료를 해수-퇴적물로 연결되는 미세플라스틱의 거동을 이해하는데 직접 비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범연구로써 서븍극해에서 채취된 underway water를 선정

하여 ≥20㎛의 미세플라스틱을 측정함으로써 기존 연구결과 및 본 연구에서 측정된 퇴적물에서의 미세플

라스틱 오염도 및 잔류특성과 비교하였다.

남극해는 동쪽으로 흐르는 남극순환류(ACC)에 의해 남대양(Southern Ocean)과 분리되는데 남극해 내

에서는 서쪽으로 흐르는 남극연안류와 웨델환류(Weddell gyre)와 로스해환류(Ross sea gyre)가 주된 해

류를 구성한다. 남극환경에 대한 연구는 초창기 대형플라스틱류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최근에는 해수, 퇴적

물, 생물체 등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연구조사로 확장하고 있으며 주로 연구기지 인근을 해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남극은 갑각류인 크릴(Krill)을 먹이원으로 하는 펭귄 및 고래류 등으로 구성되는 독특한 생

태계를 구성한다. 특히, 우리나라 장보고기지가 위치한 로스해는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의 

연구는 남극크릴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여 (초)미세플라스틱으로 파편화할 뿐만 아니라 섭취된 후 생물

농축시키지 않고 빠른 시간안에 배설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Dawson et al., 2018a; Dawson et al., 

2018b). 이것은 크릴을 먹이원으로 하는 남극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전이에 대한 불확실성

을 제시한다. 그러나, 남극환경에서 서식하는 크릴의 미세플라스틱 노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극생태계에서의 먹이사슬을 통한 전이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해양보호지역인 로스

해에서 채취한 남극생태계를 대표하는 크릴과 펭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펭귄의 경우 생체시료 채집이 불

가능하므로 배설물시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4) 선정된 극지 보존시료 채취 및 주요 특성

(가) 북극 보존시료

본 연구에서 선정된 북극 보존시료는 표층해수(n=2), 표층퇴적물(n=6), 코어퇴적물(1개 정점 n=10)로 

구성되었다. 확보된 해수시료는 2019년 아라온호의 이동 및 연구 항차기간에 underway system을 이용하

여 이동항차 중에 수심 6-7m에서 연속적으로 채취되었다. 채취한 시료는 현장에서 20㎛ 망목크기를 갖는 

네트를 이용하여 농축시킨 후 4% 포르말린으로 고정한 후 1L 유리병에 보관하여 운반되었다. 해당 시료는 

북위 74도와 79도에 위치하여 각각 여름철 해양얼음이 완전히 녹은 지역과 녹지 않고 상존한 지역을 대표

한다(그림 2-5-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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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0. 북극 해수(a)와 북극 퇴적물(b) 조사 정점도 

한편, 북극 환경 퇴적물 시료는 2017년 서북극해 아라온 항차 기간에 척치해와 동시베리아해의 대륙붕

과 대륙사면 지역에서 박스코어(40cm×30cm×60cm)를 이용하여 채취되었다(그림 2-5-20b). ST3과 

ST6은 대륙사면에 위치하고 나머지 정점들은 대륙붕에 위치하였다(표 2-5-4). 표층퇴적물은 회수된 박스

코어로부터 표층 2cm를 사전 세척된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스푼을 이용하여 채취하여 분석 전까지 사

전 세척된 스테인레스 스틸 용기에 냉동보관하였다. 채취된 6개 정점들 중 베링해와 가장 근접한 ST1에서

는 표층퇴적물과 별개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라이너를 이용하여 40cm의 코어퇴적물을 채취하였다. 코

어퇴적물은 냉장보관 상태로 운반된 후 연구실에서 1cm 간격으로 절단한 후 분석 전까지 사전 세척된 유

리병에 냉동보관하였다. 각 절단층에 대해 납동위원소(210Pb)를 이용하여 연대측정값을 획득하였다. 연대측

정값을 토대로 표층부터 10개 층의 시료를 취하여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하였다.

시료 종류 정점 위도 경도 수심 (m)

표층해수
UW1 74°48.03′N 167°53.66′W 194
UW2 79°36.90′N 160°04.34′W 3452

표층퇴적물

ST1 72°21.60′N 168°40.00′W 51
ST2 73°34.82′N 168°16.95′W 126
ST3 75°46.17′N 177°09.52′E 529
ST4 75°00.05′N 173°36.00′E 140
ST5 74°00.00′N 170°00.00′E 47
ST6 75°09.00′N 174°54.90′E 528

코어퇴적물 ST1 72°21.60′N 168°40.00′W 51

표 2-5-4. 선정된 북극 보존시료의 채취 위치 

(나) 남극 보존시료

남극 보존시료로써 2018년 남극의 로스해에서 채취된 남극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생물 종인 크릴

(n=3)과 펭귄배설물(n=8)이 선정되었다. 크릴 시료는 로스해 3정점에서 각 정점 당 5마리가 채취되어 

6% 포르말린에 고정되어 보관되었다(그림 2-5-21). 펭귄배설물(Penguin scat)의 경우 장보고 인근의 4

지점에서 황제펭귄(Aptenodytes forsteri) 배설물 시료와 아델리펭귄(Pygoscelis adeliae) 배설물 시료가 

획득되었다. 펭귄의 종 별 서식지가 달라서 황제펭귄 배설물은 Coulman Island(CI; n=1)와 Cape 

Washing(CW; n=3)에서 채취되었고, 아델리펭귄 배설물은 Cape Hallett(CH; n=1), Inexpressible 

Island(II; n=3)에서 채취되었다. 펭귄배설물 시료는 사전 세척된 코니컬 튜브에 담아 분석 전까지 냉동보

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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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 Hallett (CH)

Coulman Island (CI)

Cape Washington
(CW)

Inexpressible 
Island (II)

JBG station (장보고 기지)

Penguin scat 

Krill-1

Krill-2

Krill-3

Krill

그림 2-5-21. 남극 크릴과 펭귄배설물 시료 채취 정점도

다. 결과 및 고찰

(1) 극지환경 보존시료 특성 별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확립 

해수시료는 다양한 부유성 방해입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퇴적물시료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광물입

자 등이 미세플라스틱 분석에 방해입자로 작용할 수 있고, 생물체시료는 생물 골격이나 껍질 구성물질들이 

방해입자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된 극지 보존시료들에 잔류하는 20㎛ 이상의 미세플

라스틱을 정성정량화하기 위하여 먼저 보존시료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분석법을 확립하였다(그림 

2-5-22). 먼저, 기존 문헌 및 본 연구진의 분석경험을 토대로 각 매체특성에 맞는 분석절차를 확립한 후, 

해당 분석법을 통한 분석결과의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알려진 미세플라스틱들을 첨가하여 회수율을 측정

하였다.

(가) 해수 내 잔류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채취된 해수시료(~2m3/시료)는 20㎛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메쉬스크린을 통해 여과하여 농축한 후, 

10% KOH와 34.5% H2O2를 사용하여 유기물 분해를 진행하였다. 유기물 분해가 완료 된 시료를 새로운 

메쉬스크린에 재여과한 후 CaCl2:ZnCl2 혼합 용액(1.58g/mL) 속에서 밀도분리를 진행하여 밀도가 큰 방

해입자(예, 광물질)로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분리하였다. 유기물 분해와 밀도 분리가 완료된 시

료는 여과와 건조(60℃)를 거쳐 최종 정성·정량 분석을 진행하였다(그림 2-5-22a).

확립된 분석법의 재현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크기가 서로 다른 폴리에틸렌(PE) 입자 일정 갯

수(20-95개)를 미세플라스틱이 제거된 해수시료에 주입한 후 확립된 분석법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실험은 3회 반복수행하였다. 회수된 각 크기군 별 PE입자(27-300㎛)의 회수율은 71-100% 

(91.1±8.5%)였고, 3회 반복수간의 상대표준편차는 각 크기군에 대해 2.7-13.3%였다(표. 2-5-5). 따라

서, 본 연구에서 확립된 분석법이 해수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20㎛)을 정성·정량하는데 적합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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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digestion (34.5% H2O2)

Filtration (20 μm)

Organism

Microscopic & Spectroscopic analysis 
(μ-FTIR)

Organic matter Decomposition
(10% KOH)

Filtration (20μm)

Filtration (20 μm)

Sample (water)

Digestion (10%KOH + 34.5% H2O2) 

Supernatant

Microscopic & Spectroscopic analysis 
(μ-FTIR)

Filtration (20 μm)

Density separation
(ZnCl2:CaCl2; density = 1.58 g/cm3)

Filtration (20 μm)

Density separation

Filtration (20 μm)

Homogenization & Weighing

Density separation
(ZnCl2:CaCl2; density = 1.58 g/cm3)

Settling 

Supernatant Settled solids

Discard

Digestion (10%KOH + 34.5% H2O2) 

Filtration (20μm)

Microscopic & Spectroscopic analysis 
(μ-FTIR)

3회
반

복

(a) (b) (c)

그림 2-5-22. 매체별 미세플라스틱 분석 흐름도: (a)해수, (b)퇴적물, (c)생물체

반복수 시편 종류(크기 ㎛) 전처리 전(n) 전처리 후(n) 회수율(%)

Spike test-1

PE spherule(27-32) 95 82 86.3

PE spherule(53-63) 59 57 96.6

PE spherule(250-300) 27 27 100

Spike test-2

PE spherule(27-32) 93 86 92.5

PE spherule(53-63) 46 42 91.3

PE spherule(250-300) 20 19 95.0

Spike test-3

PE spherule(27-32) 76 54 71.1

PE spherule(53-63) 35 32 91.4

PE spherule(250-300) 25 24 96.0

표 2-5-5. 해수시료 잔류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검증결과

(나) 퇴적물 내 잔류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표층 및 코어퇴적물을 해동한 후 사전세척된 스테인레스 스틸 스푼을 이용하여 균질화하였다. 이후 표

층퇴적물과 코어퇴적물은 각각 습중량 기준으로 ~50g과 ~30g을 취하여 미세플라스틱 분석에 사용하고, 

각 시료의 일부(2-5g)를 취하여 60℃ 오븐에서 건조시켜 건중량을 측정하여 해당 퇴적물시료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를 건중량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사용하였다. 

습중량 상태로 무게가 측정된 퇴적물 시료를 1L 유리 비커에 담은 후 밀도분리 용액(CaCl2:ZnCl2 혼합 

용액; 밀도=1.58g/mL)을 넣고 유리막대를 사용하여 5분 이상 저어준 후에 6시간 이상 정치시켜 상등액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밀도분리를 최소 3회 반복하여 퇴적물로부터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효과적으로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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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3회의 밀도분리를 거쳐 획득한 상등액은 20㎛ 메쉬스크린에 여과 후, 여과된 시료를 깔때기에 옮겨 

재차 밀도분리를 진행하여 FTIR분석에서 방해가 되는 광물입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였다. 최종 밀도분리

를 진행한 상등액을 새로운 메쉬스크린에 여과한 후 10% KOH와 34.5% H2O2를 사용하여 유기물 분해를 

진행하였다. 유기물 분해를 마친 시료는 여과와 건조 과정을 거친 후 20㎛이상의 입자에 대한 정성·정량 

분석을 진행하였다(그림 2-5-22b).

확립된 분석법이 미세플라스틱 회수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크기가 서로 다른 플라스틱입자 일정 개

수(41-56개)를 미세플라스틱이 제거된 퇴적물시료에 주입한 후 확립된 분석법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퇴적물 시료에 주입된 미세플라스틱 시편은 퇴적물로의 침강을 고려하여 밀도가 작은 spherule형 PE 입자

와 밀도가 큰 fiber형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를 선택하였다. 주입된 미세플라스틱 시편의 회수율

은 54-96%(79.9±13.7%)였으며, 3회 반복수간의 상대표준편차는 각 재질의 각 크기군에 대해 

12.8-24.8%였다(표. 2-5-6).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립된 분석법이 퇴적물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

20㎛)을 정성·정량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복수 시편 종류 (크기 ㎛) 전처리 전(n) 전처리 후(n) 회수율(%)

Spike test-1

PE spherule(27-32) 43 36 83.7

PE spherule(53-63) 55 32 58.2

PE spherule(250-300) 51 43 84.3

PET fiber(약 50-100) 41 22 53.7

Spike test-2

PE spherule(27-32) 54 42 77.8

PE spherule(53-63) 53 51 96.2

PE spherule(250-300) 55 48 87.3

PET fiber(약 50-100) 41 38 92.7

Spike test-3

PE spherule(27-32) 51 38 74.5

PE spherule(53-63) 48 40 83.3

PE spherule(250-300) 56 54 96.4

PET fiber(약 50-100) 45 32 71.1

표 2-5-6. 퇴적물 잔류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검증결과

(다) 생물 시료 내 잔류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크릴시료는 분석 전에 각 개체에 대한 전장(5.3±0.5cm) 등 기초정보를 측정한 후, 각 정점에서 채취

한 5마리를 1개의 조합시료로 구성하여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전처리 전에 각 크릴시료 외부에 흡착되었

을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세플라스틱이 제거된 물(MP-free water)로 충분히 세척한 

후 유리 비이커에 담아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펭귄배설물은 전처리 전에 세척된 유리 페트리디시에 담아 

60℃에 건조 시켜 건중량(18.2±0.57g)을 측정한 후 전처리를 진행하였다(그림 2-5-22c). 생물시료는 

유기물 함량이 많고 키틴질 등 껍질에서 발생하는 방해물질이 많아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10% KOH를 사

용하여 분해한 후 추가적으로 34.5% H2O2 용액에서 유기물을 분해하였다. 유기물 분해가 끝난 각 생물시

료는 여과와 건조 과정을 거친 후 20㎛이상의 입자에 대한 정성·정량 분석을 진행하였다(그림 

2-5-22c).

확립된 분석법의 재현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크기가 서로 다른 폴리에틸렌(PE) 입자 일정 갯

수(44-55개)를 사전분석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소화관이 제거된 홍합시료

에 주입하여 확립된 분석법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실험은 3회 반복수행하였다. 주입된 미세플라스

틱 시편의 회수율은 93-100%(99.2±2.37%)였으며, 3회 반복수간의 상대표준편차는 각 크기군에 대해 

0-4.03%였다(표. 2-5-7).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립된 분석법이 퇴적물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20

㎛)을 정성·정량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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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종류 (크기㎛) 전처리 전(n) 전처리 후(n) 회수율(%)

Spike test 1

PE spherule(27-32) 46 46 100

PE spherule(53-63) 51 51 100

PE spherule(250-300) 51 51 100

Spike test 2

PE spherule(27-32) 51 51 100

PE spherule(53-63) 55 55 100

PE spherule(250-300) 49 49 100

Spike test 3

PE spherule(27-32) 44 41 93

PE spherule(53-63) 50 50 100

PE spherule(250-300) 51 51 100

표 2-5-7. 생물체 잔류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검증결과

(라) 미세플라스틱 정성·정량 및 분류

전 처리가 완료된 모든 시료는 MCT 검출기가 장착된 μ-FTIR microscope(LUMOS; Bruker)를 사용

하여 입자의 재질, 형태, 크기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미세플라스틱은 

polypropylene(PP), polyethylene(PE),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 polystyrene(PS), polyvinyl 

chloride(PVC), PP-PE copolymer(PP-PE), acrylonitrile styrene acrylate(ASA),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ABS), polyurethane(PUR), polyacrylonitrile(PAN), polyamide(PA), epoxy resin, 

ethylene vinyl acetate(EVA), polyoxymethylene(POM), styrene/acrylate copolymer(SA), 

polycarbonate(PC), poly(methyl methacrylate)(PMMA), polyvinyl acetate(PVAc), alkyd resin, 

ethylene tetra-fluoro-ethylene(ETFE), polytetrafluoroethylene(PTFE), polyisoprene(PIP) 등 22개 폴

리머가 대상이 되었다. μ-FTIR 분석을 통해 폴리머 재질이 확인된 각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형태에 따라 

4개 분류군(fragment, fiber, sheet, spherule)으로 구분하였고, 각 입자의 장축의 길이를 측정하여 크기

를 분류하였다. 분석 입자는 모두 20㎛-5mm 크기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2) 극지환경 보존시료 내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및 잔류특성 분석결과 

(가) 북극 보존시료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및 잔류특성 

1) 표층해수 시료

선정된 서북극해 표층해수 시료(n=2)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UW1 정점에서 13.05n/m3, 

UW2 정점에서 25.10n/m3의 농도를 보였으며 두 정점의 평균농도는 19.08±8.52n/m3였다(그림 

2-5-23a). 해빙 캠프와 근접한 정점(UW2)에서 채집된 시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가 확인되어 해빙

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적은 시료 수 분석에 대한 결과로써 향후 추가적인 정점에 대한 조

사를 진행하여 정점 간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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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5-23. 서북극해 표층해수 잔류 미세플라스틱 분포 특성. (a)농도, (b)재질, (c)형태

해수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폴리머 재질은 분석대상 21개 폴리머들 중 PP, PE, PET, PP-PE, 

PAN, epoxy resin등 6개의 재질이 검출되었는데, 이들 중 PP, PE, PET가 전체 폴리머재질의 94% 이상

을 점유하였다(그림 2-5-23b). 두 정점 모두에서 PP > PE > PET > 기타 폴리머 순으로 검출되었는데, 

PET이 검출되지 않은 UW1과 달리 UW2에서 PET이 22% 정도를 점유했으며 더 다양한 폴리머들이 검출

되었다. 형태별 조성비는 분석된 두 정점 모두에서 fragment(81±7%)가 fiber(18±7%) 보다 우점하였다

(그림 2-5-23c).  

본 연구에서 조사된 서북극해 표층해수에 잔류하는 ≥20㎛의 미세플라스틱의 농도를 기존 북극 및 남

극해에서 조사된 결과와 비교하여 표 2-5-8에 제시하였다. 각 연구결과들에서 평균농도만을 추출하여 비

교한 결과 북극해에서는 0.34-1760n/m3의 범위값을, 남극해에서는 0.0085-0.262n/m3값을 보였다. 그러

나, 각 연구들은 underway sampling, manta-/neuston net trawling, pumping, bucket sampling, 

Niskin sampling 등 서로 다른 채취방법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포집하거나 측정한 미세플라스틱 최소크기

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 관측된 자료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측

정된 크기와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Lee et al., 2021). 수집된 기존 해수 

잔류농도와 미세플라스틱 최소크기 사이의 관계를 그림 2-5-24에 비교하였다. 북극해 및 남극해, 지역적 

차이와 관계없이 해수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측정된 최소크기에 크게 좌우되며, 대체적으로 크

기가 작을수록 농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측정된 미세플라스틱 최소크기가 유사한 경우 북극 해

수보다 남극 해수에서 더 낮은 농도가 관측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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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

년도
조사 지역 채집방법

메쉬

크기(㎛)

평균농도

 (n/m3)
우점 재질 우점 형태 참고문헌

북극해

2014

North

Norwegian 

Sea

underway 

sampling
250 2.7 PET > 

polyamide

fiber > 

fragment > 

film

Lusher  et al.  

(2015)
manta net 333 0.34

2016

Arctic

Central

basin

pump 250 0.7
PET > PA

> PAN

fiber > 

fragment

Kanhai et al. 

(2018)

2016 Fram Strait

Large-volu

me water 

collector

32 421 PA > rubber -
Tekman et al. 

(2020)

2017

Northwest 

Pacific, 

Bering Sea, 

Chukchi

Sea

manta net 330 0.23
PET > PP > 

PA > PE

fiber > 

fragment > 

film

Mu et al. 

(2019b)

2017

Canadian 

Arctic 

Archipelago

metal 

bucket
10 70 - -

Huntington et 

al. (2020)

2018
Barents, Kara, 

White Seas
manta net 330 1.2 - -

Tošić et al. 
(2020)

2018 Nordic Seas pump 100 1760
PET > PE > 

PP

fiber > 

fragment > 

film

Jiang et al. 

(2020b)

2019
western Arctic 

Ocean

underway 

sampling
20 19.08

PP > PE > 

PET

fragment > 

fiber
This study

남극해

- Ross Sea
underway 

sampling
60 0.17 PP+PE > PES 

fragment > 

fiber

Cincinelli et 

al. (2017)

2016

Southern 

Ocean, 

Antarctic

neuston 

net
350 0.031 - -

Isobe et al. 

(2017)

2017
Antarctic 

peninsular
manta net 330 0.0085

PUR > PA > 

PE > PS

fragment > 

line > 

spherule

Lacerda et al. 

(2019)

2017

-

2018

Antarctic 

circle

Hydro-Bios 

net
300 0.262 - -

Kuklinski et 

al. (2019)

표 2-5-8. 극지(남북극) 해수 내 잔류 미세플라스틱 농도 및 특징 

한편, 표 2-5-8에서 보듯이 각 시료에서 검출된 폴리머 재질 및 형태에서 우점하는 미세플라스틱 입

자들 또한 측정된 최소크기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큰 입자(≥250㎛)를 대

상으로 한 경우 fiber 형태의 PET가 우점하는 반면 작은 입자(≤100㎛)를 최소크기로 하여 측정한 시료들

에서는 폴리머 재질 구성에서는 생산량 및 사용량이 많은 PP나 PE 등이 그리고 형태적으로도 fragment가 

우점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관측되는 미세플라스틱의 농도 및 조성비가 측정된 최소크기에 의해 

좌우됨을 의미한다. 최소크기로써 20㎛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25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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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관측값들보다 대략 10배 정도 높은 값과 PET보다 PP, PE의 우점경향과 fiber보다 fragment

의 우점경향을 보였다.

  

Arctic
Antarctic

그림 2-5-24. 극지방 해수 잔류 미세플라스틱 농도와 메쉬크기의 관계

2) 표층퇴적물 시료

  서북극해 6개 정점에서 채취된 표층퇴적물에서 측정된 20㎛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건중량 기준으로 

331–1369n/kg이었으며 평균농도는 854±440n/kg였다. 정점별 위치에 따른 관측농도의 공간분포에서 특

별한 경향이 관측되지는 않았지만, 베링해에 인접한 척치해 북부의 대륙붕 정점들(ST1, ST2)에서의 농도

와 유사한 수준의 오염도가 동시베리아해의 대륙사면 정점들(ST3과 ST6)에서도 관측되었음은 주목할 만하

다(그림 2-5-25a). 이것은 수심 500m 이상의 심해에도 침강을 통해 표층의 미세플라스틱이 저서환경으

로 이동함을 보여준다.

  표층퇴적물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의 폴리머 구성에서 PP(63±25%)와 PE(16±18%)가 상대적으로 

우점했으며 ST1을 제외한 모든 정점에서 PP가 가장 우점하였다(그림 2-5-25b). 반면, PET의 평균조성

비는 7±8%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도를 보였다. 형태적으로는 모든 정점에서 fragment (90±7%)가 

가장 주요한 형태로 확인되었으며 fiber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림 2-5-2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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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5-25. 서북극해 표층퇴적물 잔류 미세플라스틱 분포 특성. (a)농도, (b)재질, (c)형태

본 연구에서 조사된 서북극해 표층퇴적물에 잔류하는 ≥20㎛의 미세플라스틱의 농도를 기존 북극 및 

남극해에서 조사된 결과와 비교하여 표 2-5-9에 제시하였다. 각 연구결과들에서 평균농도만을 추출하여 

비교한 결과 북극해에서는 1.7-4730n/kg의 범위값을 보였다. 또, 각 조사마다 우점하는 폴리머와 형태가 

서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측정 최소크기가 클수록 fiber와 fiber를 구성하는 PET가 우점하고 최소크기가 작

을수록 PP, PE 등의 폴리머와 fragment가 우점함을 확인할 수 있다.

수집된 기존 표층퇴적물 잔류농도와 미세플라스틱 최소크기 사이의 관계를 그림 2-5-26에 비교하였다. 

해수에서와 마찬가지로 표층퇴적물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조사된 지역들에 관계없이 측정된 최

소크기에 크게 좌우되며, 측정크기가 작을수록 농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소크기군

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별 오염도의 직접 비교는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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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

년도
조사 지역

메쉬

크기(㎛)

평균농도

(n/kg_dw)
우점 재질 우점 형태

참고

문헌

북극해

2015 Fram Strait 11 4356
PA > PP > 

rubber
-

Bergmann et 

al. (2017)

2016
Central Arctic 

basin
100 114

PET > PS > 

PE, PP
fiber

Kanhai et al. 

(2019)

2016
Fram Strait, 

Svalbard
11 4730

PE > PP, 

rubber
-

Tekman et al. 

(2020)

2017

Northern 

Bering Sea, 

Chukchi Sea

100 22.8 PP > PET fiber > sheet
Mu et al. 

(2019a)

2017

East Siberian 

Sea, Chukchi 

Sea

20 854 PP > PE > PET
fragment > 

fiber > sheet
This study

2018 Svalbard 140 1.7 - -
Collard et al. 

(2021)

표 2-5-9. 북극 표층퇴적물 내 잔류 미세플라스틱 농도 및 특징 

그림 2-5-26. 극지방 표층퇴적물 잔류 미세플라스틱 농도와 측정 메쉬크기의 관계

3) 코어퇴적물 시료

ST1 정점에서 채취된 코어퇴적물의 10개 층에 대해 연대측정 및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하였다. 측정 층

은 플라스틱이 상용화된 시점을 전후하여 선택되었다. 코어퇴적물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저층에서 표

층으로(즉, 최근 연도로 올수록)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그림 2-5-27a). 이러한 증가경향은 서북극해로

의 미세플라스틱의 유입이 시계열적으로 증가해왔음을 보여준다. 표층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패턴은 전 지

구적 플라스틱 생산량의 시계열적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층에서 증가가 둔화되

는 경향이 관측되어 플라스틱 생산량 곡선과 정비례하진 않았다. 이것은 해당 해역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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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량 뿐만 아니라 입자의 침강에 관여하는 다양한 물리·화학·생물학적 기작 등이 복잡하게 얽혀 침강되

는 입자의 속도와 양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각 층에서 관측된 미세플라스틱의 폴리머는 

상대적으로 덜 다양했지만 표층에 가까운 층(1-2cm, 2-3cm)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폴리머들이 관측되

었다. PP와 PE가 가장 우점적인 폴리머로써 전체 폴리머들 중 평균적으로 73±20%를 구성하였다. 형태

적으로는 모든 층에서 fragment 형태가 가장 우점(82±13%)하였으며 형태 구성비에서 층별 차이는 관측

되지 않았다(그림 2-5-27c).

MP concentration (n/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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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lastics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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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7. 코어퇴적물내 잔류 미세플라스틱 분포. (a)농도, (b)폴리머, (c)형태

(나) 남극 보존시료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및 잔류특성 

1) 크릴 시료

남극 로스해의 3개 정점에서 채취된 크릴이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은 개체당 불검출된 것부터 최대 3.6개

(평균: 1.7±1.8n/individual)까지 확인되었다(그림 2-5-28a). 크릴시료에서 검출된 폴리머 종류는 

Kill-3(4개)에서 보다 Krill-1(7개)에서 더 다양했다. Krill-1 시료에서는 PA > PET > PE > PP > others 

순으로 검출된 반면 Krill-2에서는 PET > PP, PE 등의 순으로 발견되어 지역별로 다른 분포를 보였다(그

림 2-5-28b). 이러한 폴리머의 구성은 전술한 북극의 해수와 퇴적물 시료에서 관측된 것과는 다른 것이

다. 한편, 형태별로는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두 정점 모두에서 fragment가 우점(76±2%)하여 주요 폴리

머재질들이 fragment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냈다(그림 2-5-28c). 크릴 시료에서 관측된 미세플라

스틱의 폴리머 및 형태의 구성이 타 해역과 오염원이 달라서 발생한 것인지, 미세플라스틱 섭식에서의 종 

특이성 때문인지, 혹은 분석된 시료량(5개체/시료)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후술한 

펭귄배설물시료에서 PP, PE 등 fragment가 우점한 것으로 보아 남극환경이 타 해역과의 다른 오염원에 

의해 영향받는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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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8. 크릴 잔류 미세플라스틱 분포. (a)농도, (b)폴리머, (c)형태

2) 펭귄 배설물 시료

남극 로스해의 펭귄서식지 4 지점에서 펭귄배설물을 채취하여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하였다. 4개 서식지 

중 두 지역(CW, PI)은 황제펭귄 서식지이고 다른 두 지역(CH, II)은 아델리펭귄 서식지였다. 황제펭귄 배

설물은 CW지점에서 3개 시료를, PI지역에서 1개 시료를 획득하였으며, 아델리펭귄 배설물은 CH지역에서 

1개 시료를, II지역에서 3개 시료를 획득하였다. 측정된 20㎛ 이상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황제펭귄 배설

물서 2.19±2.10n/g, 아델리펭귄 배설물에서 0.88±0.25n/g이 검출되어 평균농도는 황제펭귄 배설물이 

높았다(그림 2-5-29a). 그러나, 황제펭귄 배설물의 경우, CW지역에서 채취된 배설물보다 PI지역에서의 

배설물보다 낮아서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다른 농도수준의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PI지역에서의 채취시료가 1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식지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긴 

힘들다. 한편, 아델리펭귄 배설물은 서식지와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균일한 오염도를 보였다. PI지역의 황

제배설물을 제외하면, 두 종 사이의 오염도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검출된 폴리머 구성비는 대체적으로 PP가 가장 우점했지만, 종간과 서식지간에 차이가 확인되었다(그림 

2-5-29b). CW지역의 황제펭귄 배설물에서는 PP(26%), PE(25%) > PS(17%) > PET(11%) > others 순

서로 검출된 반면 PI지역 배설물에서는 PP(85%) > PE(5.4%) > others로 PP가 가장 우점하는 폴리머였

다. 전술한 높은 농도와 함께 PP의 높은 우점도는 PI지역 황제펭귄의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CW지역과 다

를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아델리펭귄 배설물에서의 폴리머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유사했으며 

PP(45%)가 PE(7%) 확연하게 우점하였으며, PET은 평균적으로 13%를 구성하였다. 형태별로는 fragment

가 모든 시료에서 우점(평균 86%)하였으며 일부 시료에서만 fiber가 발견되었다(그림 2-5-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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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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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guin

Adélie
Penguin

그림 2-5-29. 펭귄배설물 잔류 미세플라스틱 분포. (a) 농도, (b) 폴리머, (c) 형태

펭귄이 크릴을 먹이원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크릴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이 펭귄으로 전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처럼 크릴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종류와 펭귄배설물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종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황제펭귄과 아델리펭귄이 먹이원이 크릴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먹이상황에 따라 다양한 먹이원을 취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된 크릴과 펭귄

배설물은 조사지점 및 시료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로스해에서의 해당 종들의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대표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외에 Scotia Sea와 South Georgia 지역의 펭귄배설물들이 조사된 바가 있는데 각각은 본 연구

의 최소측정 크기인 20㎛보다 큰 입자를 측정하였다(표 2-5-10). 그들 시료에서는 모두 PET과 fiber가 

우점하여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해수와 퇴적물에서 토의한 것처럼 측정대상 

입자크기에 의한 차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조사

년도
조사 지역

메쉬

크기(㎛)
평균농도 우점 재질 우점 형태

참고

문헌

남극해

2009 Scotia Sea 60 0.23n/scat PET
fiber > 

fragment

Bessa et al. 

(2019)

2017 South Georgia 186 2.6n/g PET > acrylic only fiber
Le Guen et 

al. (2020)

2019 Ross Sea 20 1.5n/g PP > PE
fragment > 

fiber
This study

표 2-5-10. 남극 펭귄배설물 내 잔류 미세플라스틱 농도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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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본 연구에서 20㎛를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크기군을 대상으

로 한 다른 지역의 펭귄배설물(South Georgia)에서보다 높지 않았다.

다. 결론

본 연구는 극지환경(남극 및 북극) 내 미세플라스틱 오염 및 거동 기작을 대표하는 보존 시료를 활용하

여 시범분석함으로써 극지 환경 내 미세플라스틱의 거동기작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것을 위해, 극지연구자들과의 연구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시료들을 확보하였다. 해

당 시료들 중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연구조사자료가 빈약한 시료를 대표 보존시료로 선정하였

는데, 북극환경에 대해서는 표층해수와 표층 및 코어퇴적물 시료를, 남극환경에 대해서는 크릴 및 펭귄배

설물 시료를 선정하였다. 해수시료는 해류를 통한 북극해로의 이동 및 유입량 공간적 분포를 추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표층퇴적물은 북극해 내 해양환경의 복합적 기작(물리, 화학, 생물학적 변화)의 결과로 발

생한 해역별 오염도의 공간분포를 반영할 수 있으며, 코어퇴적물은 북극해에서 발생/유입된 미세플라스틱

의 시계열적 변화 경향을 추적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남극환경의 주요 생물 종인 크릴, 펭귄 배설물은 

남극생태계 내 미세플라스틱의 먹이사슬을 통한 전이현상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시범분석 대상시

료를 선정한 후에 각각의 시료특성에 맞는 20㎛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을 정성정량할 수 있는 분석법을 확

립하고 해당 분석법의 재현성과 정밀도를 측정하였다. 확립된 분석법을 활용하여 선정된 보존시료들을 대

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취합된 관측자료들과 비교한 결과 측정된 모든 

시료에 대해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 및 잔류특성(폴리머 및 형태 구성비)은 채취방법과 지역별 차이와 관

계없이 측정한 입자의 최소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입자를 측

정하는 경우에 PET와 fiber가 우점하는 반면 측정크기가 작을수록 PP, PE등의 폴리머와 fragment가 우점

한다. 그러므로,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관측값의 직접 비교는 불확실한 결론을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서북

극해에서 관측한 코어퇴적물에서 관측된 미세플라스틱의 연대별 오염도는 북극해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

이 시계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향후 지속적으로 북극해의 오염도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남극해의 크릴과 펭귄배설물의 관측자료는 섭식을 통해 종 간 전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확립된 분석법 및 연구결과를 통해 양 극지방 환경의 미세플라스틱 거동 연구의 기반을 마련

하였으며, 향후 양 극지방의 다양한 환경시료 분석을 통해 오염 및 거동기작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범연구로써 분석된 본 연구의 시료들은 극지방 미세플라스틱의 전제적 경

향을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중장기 연구를 통해 시공간적 변이를 대표하고 검증할 수 있

는 추가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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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해양 보존시료 활용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 특성 분석 시범 연구

가. 서론

  (미세)플라스틱은 소수성을 가지고 있어 수중의 화학물질을 흡수·축적하는 특성이 있으며, 플라스틱 제

품의 생산 과정에서 성형의 용이성과 기능 향상을 위해 첨가된 다양한 화학물질(첨가제)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생물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식할 경우 생물의 소화관 내에서 플라스틱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용출

되어 생물에 흡수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양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대양을 장거리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 외딴섬, 극지 등 오염되지 않은 해역에 화학물질이 확산될 수 있다. 알라스카 해변에 표착한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쓰레기(발포스티렌, 일명 스티로폼)에서 고농도의 난연제(헥사브로모시클로도데칸)가 검출된 

사례(Jang et al., 2017)는 해양쓰레기를 통한 화학물질의 대륙 간 장거리 이동의 대표적 예가 될 수 있

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환경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오염원, 수송자, 매개체로서 (미세)플라스틱의 역할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Rochman et al., 2013), (미세)플라스틱에 함유된 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물질의 종류, 환경 중 거동, 환경/생물 전이, 생태계영향 등)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화학적 영향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미세)플라스틱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

의 종류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넓은 범위의 물질을 커버할 수 있는 비표적 스크리닝 분

석(non-target screening analysis)이 필요하다. 이 정보를 기초로 (미세)플라스틱 기원 연구대상 물질 

선정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정량 분석기술의 확립, 환경거동, 생물학적 영향 등의 순차적인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플라스틱 기원 화학물질의 연구는 주로 해안에 표착된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대양에서 수집한 플라스틱에 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3절의 

“환경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의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구축된 GC×GC-TOF와 

LC-qTOF를 이용한 비표적 분석기술을 대양에서 수집한 플라스틱 시료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대양에 떠

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종류와 특성을 탐색하여 제시하였다.

나. 분석방법

(1) 시료정보

  시범연구를 위해 사용된 대양 플라스틱 쓰레기 시료의 사진과 채취된 위치 정보를 그림 2-6-1에 제시

하였다. 2019년 7월에 R/V 이어도호를 이용한 동해해역 조사에서 표층에 부유하고 있는 플라스틱 시료 

14점과 2020년 8월에 R/V 온누리의 남태평양 이동 시 필리핀해에서 플라스틱 부이를 채집하였다. 더불어 

하와이 연안에서 2015년과 2019년에 채집하여 보관 중인 해양플라스틱 시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하와이

는 해양쓰레기가 모이는 수렴대(garbage patch) 인근에 위치하여 하와이 연안에는 북태평양을 이동하는 

많은 쓰레기가 표착되고 있다. 분석에 이용된 시료의 종류는 플라스틱 부이, 포장비닐, 볼펜심, 로프, 스티로

폼 부이 및 조각, 페트병 등이다. 시범 연구에 사용된 분석 시료 정보는 표 2-6-1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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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Sea : 14

Philippine Sea : 1 Kaena point Hawaii : 2
Kauai island, Hawaii : 1

No.1 (In)
No.2 (Out)

No.3 No.4 No.5 No.6

No.7 No.8 No.9 No.10
No.11 (In)
No.12 (Out)

No.13 No.14 No.15 No.16 No.17

No.18 No.19 No.20

그림 2-6-1. 시범연구에 사용된 플라스틱 시료

  플라스틱 부이(No.1/No.2)와 스티로폼 부이(No.11/No.12)의 경우, 플라스틱 표면과 내측의 함유물질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외측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이어서 FT-IR을 이용하여 각 시료의 폴리머 조성을 

확인하였다. 플라스틱 부이, 음료용기 뚜껑은 폴리에틸렌(PE) 재질이 있었고, 포장용 비닐, 볼펜심, 로프 

같은 것은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이었다. 음료용기는 모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이었다.

채취날짜 sample ID 위치 플라스틱 용도 및 기원 폴리머형태 총무게 (g)

2020. 08
No.1(안쪽)

필리핀해 하드플라스틱 부이 PE 2,060
No.2(바깥쪽)

2019. 07

No.3 동해 포장용 비닐 (Japan) PP 4.56

No.4 동해 포대자루 PP 38.3

No.5 동해 포장용 비닐 PP 1.28

No.6 동해 볼펜심 (Japan) PP 1.42

No.7 동해 어망(어망+로프) Nylon, PP, PE 146.5

No.8 동해 로프 PP 3.71

No.9 동해 로프 (부이에 사용) PP 53.15

No.10 동해 스티로폼 EPS 2.42

No.11 (안쪽) 동해
스티로폼 부이 (양식장) EPS 1,875

No.12 (바깥쪽) 동해

No.13 동해 음료용기 (Japan) PET 14.26

표 2-6-1. 시범 연구에 사용된 분석 시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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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 전처리

  시료 전처리는 본 연구에서 확립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자세한 시료 전처리 방법은 “제3절 환경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의 분석기술 고도화”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 전처리 방법을 요약하면, 

시료는 FT-IR을 이용하여 폴리머 형태를 식별하며, 식별된 시료는 로터밀로 갈아서 추출이 용이하도록 준

비한다. EPS재질을 제외한 플라스틱 시료는 0.3g을 분석에 사용한다. EPS재질은 0.03g을 분석에 이용한

다. 추출은 soaking을 이용한 방법이 방해물질도 적게 용출되고, 추출 효율이 높다. 비극성 및 반휘발성 

물질 분석에 사용한 용매는 디클로르메탄과 헥산(4:1, v/v) 혼합용매로 3일간 soaking으로 플라스틱에 함

유된 다양한 화학물질을 추출하고, 비스페놀A와 같이 극성물질은 메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하루 30

㎖씩, 총 90㎖). 최종 추출용매는 초고순도 질소 농축기 하에서 1㎖로 농축하였다. 바탕시료는 분석에 필

수로 포함하여 전처리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외부오염을 평가하였다.

(3) 기기 분석 방법

  GCxGC-ToF분석은 Agilent사의 6890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LECO사의 2단계 모듈레이터와 비행시간

형질량분석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차 컬럼(1D)은 비극성의 Rtx-5MS(30m×0.25㎜ I.D. 필름두께 

0.25 ㎛)을 사용하고, 2차 컬럼(2D)은 Rxi-17(1m×0.15㎜ I.D. 필름두께 0.15㎛)을 사용하였다. 1차 컬

럼의 온도 프로그램은 초기온도 50℃(1분간 정치), 승온 4℃/min, 최종온도 310℃로 설정하였다. 2차 컬

럼은 20℃ 높게 설정하였다. 모듈레이터 조건은 2차 오븐 조건보다 30℃높게 설정하고, 6초 주기로 하였

다. 주입구의 온도는 300℃, 이온화원 온도는 250℃로 설정하였다. 비행시간형 질량분석기의 질량 범위는 

50-900 Da, 초당 200 스펙트라의 속도로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LC-qToF분석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Nexera X2, Shimadzu, Japan)에 비행시간질량분석기(TripleTOF 

5600, AB SCIEX, Singapore)를 이용하여 시료 분석을 하였다. 두 가지(물과 아세트니트릴, 물과 메탄올) 

이동상을 이용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였다. 이온화방식은 APCI와 ESI모드를 사용하였으며, 

Source 온도 600℃, CE(Collision energy) ±35V로 하였고, DP(declustering potential)값은 APCI 모드 

80V, -200V로, ESI 모드는 ±80V 설정하여 자료를 획득하였다. 상세한 분석조건은 본 연구의 제 3절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4) 분석자료 처리

  GCxGC-ToF 자료는 ChromaTOF v.4.51의 데이터 처리 및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Baseline collection, peak picking 방법 설정, 질량라이브러리 검색, unique mass에 기초한 면적계산(반

정량적인 확인을 위한 자료)을 포함하는 피크 테이블(peak table)을 생성한 후, matlab 2016b를 활용하여 

자체 라이브러리(In-house library)에서 구축된 물질의 질량조각이온, CAS번호, 화합물명, 구조식에 해당

하는 화합물을 peak table에서 검색하여 대상화합물을 탐색하였다. 

  비표적물질 탐색은 ChromaToF 프로그램 내 Statistical compare로 반복 분석된 결과(peak table)에 대

해 우선적으로 정렬하였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피크를 줄이고, 분리가 잘된 피크에 대하여 높은 질량정확

도 가지는 화합물을 얻을 수 있다. 정렬은 1D 머무름시간(6초), 2D 머무름시간(0.1초), 질량스펙트럼 

채취날짜 sample ID 위치 플라스틱 용도 및 기원 폴리머형태 총무게 (g)

No.14 동해 음료용기 뚜껑 (Japan) PE 1.25

No.15 동해 음료용기 (불명) PET 44.67

No.16 동해 음료용기 뚜껑 PE 1.66

No.17 동해 음료용기 (Korea) PET 31.63

2015. 12.
No.18 Kaena point, Hawaii 스티로폼 (불명) EPS 2.61

No.19 Kaena point, Hawaii 음료용기 뚜껑 PE 5.18

2019. 03. No.20 Kauai island, Hawaii 로프 P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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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 score를 700으로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부가적으로 S/N비를 100으로 설정하여 비교적 낮은 시그

널을 가지는 화합물은 제외하였다. 모든 분석 시료에 대하여 동일한 정렬을 수행하였다.

  예상 화합물(suspected compounds)은 조각이온 스펙트럼이 NIST 및 Wiley 라이브러리로 검색한 결과 

매칭도가 700이상, 확률은 5000이상에 해당되는 화합물, 그리고 자체 라이브러리에 구축된 화합물의 질량

스펙트럼과 유사한 특정 모체 조각이온을 가지고, 선택이온(extracted mass ion) 및 다차원 크로마토그램

의 정렬특성을 통해 그룹으로 분류되는 화합물로 정의하였다.

  미지 화합물(unknown compounds)은 라이브러리 검색결과 매칭도가 700미만이며, 크로마토그램 정렬

특성으로 분류가 가능하면 화합물을 명명하고, 그렇지 않으면“analyte#”로 지정하였다. 미지화합물 중에 

상대적세기(intensity)가 높은 화합물은 관심을 가져야 할 화합물로 목록화하였다.

  LC-qTOF는 IDA(Information Dependent Acquisition)모드에서 작동하여 MS와 MS/MS 정보를 동시에 

획득하였다. MS의 질량범위는 100-2000 m/z이고, MS/MS는 50-1000 m/z로 설정하였다. 획득자료는 

PeakView™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MasterView™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표적 및 비표적스크리닝 분석을 수

행하였다. MasterView table에는 AB Sciex All-in-on, NIST 2017, in-house library에서 library score

가 70이상으로 매칭되고, 상대적세기(Intensity) 500이상, S/N비 10이상, Mass error 5ppm미만인 화합물

을 나타내었다

  표적 탐색은 MasterView™ 소프트웨어에서 구축한 in-house library table을 불러오고, 비표적 탐색은 

Non-targeted peak finding을 설정하여 검색할 라이브러리(Sciex All-in-on, NIST 2017, KIOST)와 

Confidence setting(Mass Error(ppm), Retention time error(%), Isotope ratio difference(%), Library 

score, Formula Finder score)을 한 후 프로세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적과 비표적 물질탐색 설정기준

을 충족하면서 library hit된 화합물을 선정하였다. 시료 당 생성된 네 개의 peak table은 matlab 2016b를 

활용하여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하였고, 각 화합물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두 분석장비를 이용한 표적물질

과 비표적물질 탐색 모식도는 그림 2-6-2와 같다.

In-House Database
 Retention time
 Mass spectra
 Calibration

Non polar-medium polar
Volatile compounds
Thermally stable

Polar-ionic compounds
Non-volatile
Thermally unstable

Peak finding & Identification
 Retention time
 2 accurate mass ion

Target screening
(Quantitation)

StandardPeak 
Table

Yes

Non-target screening

No

filtering

• Blank (Xs > f·Xblank)
• Absolute threshold (Xmax>Xs>Xmin)

• Relative threshold ( )max> ( )S> ( )min

GCxGC TOF MS LC qTOF MS

Plastic debris from the ocean

Extraction
(Soaking, DCM:Hexnae, 4:1)

Extraction
(Soaking, Methanol)

그림 2-6-2. 플라스틱 시료 내 표적물질 및 비표적물질 탐색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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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고찰

(1) GCxGC-ToF를 이용한 플라스틱 시료 내 표적물질 및 비표적물질 탐색 결과
(가) 플라스틱 시료 내 표적물질 및 비표적물질 탐색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분석된 시료에서 데이터 전처리(peak picking, S/N>100)를 통해 각 분석 시료의 peak table을 생성하

여 검출된 피크의 수를 확인하였다. 동시에 분석된 바탕시료 6개는 271-329개의 피크가 탐색되었다. 바

탕시료에서 탐색된 피크는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blank subtraction으로 분석대상화합물에서 제외하였다. 

시범연구에 사용된 플라스틱 시료는 반복분석으로 자료를 획득하였다. 그림 2-6-3a는 S/N비 100이상으

로 peak picking과 라이브러리 검색, blank subtraction 과정까지만 수행된 결과이다. 머무름시간과 조각

이온의 정렬까지 수행된 자료는 그림 2-6-3b와 같다.

  PE 재질의 플라스틱 부이(내부) 시료에서 3500개 이상으로 다른 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피크가 

검출되었다. 반면, 동일한 시료량을 분석하였으나, 외부는 내부보다 감소한 2000개 가량의 피크가 검출되

었다. 이 의미는 해양환경에 잔류하는 동안 첨가제의 분해, 용출 등과 같은 요인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

된다. 표적 및 비표적 오염물질 탐색 부분에서 어떤 화합물의 감소가 있었는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다음으로는 PP재질의 포장비닐과 포대자루에서 많은 피크가 관찰되었다. PET 재질의 플라스틱에서 검출

된 피크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EPS는 다른 플라스틱 시료에 비해 1/10의 수준의 시료량으로 분석한 결

과이다. 양식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EPS 부이는 내부와 외부가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진 않으나, 

내부에 비해 외부에서 비교적 피크가 더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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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데이터 전처리 및 blank subtraction 수행

b. 머무름시간과 조각이온 정렬 수행

그림 2-6-3. 플라스틱 시료 내 GCxGC-ToF를 이용하여 검출된 피크수

  

 반복 분석된 시료에 대하여 머무름시간과 조각이온 정렬 후 검출된 화합물의 피크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

하였다. GCxGC의 특성상 모듈레이션에 따라 크로마토그램에 같은 조각이온을 가지는 피크(동일 화합물)

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머무름시간과 조각이온 패턴(매칭도 700)을 이용하여 분리된 물질을 

하나의 화합물로 정렬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정렬 과정을 거친 후에도 PE 재질의 부이는 많은 

피크수를 보였다. 특히, 부이 내부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많은 피크가 보였다. 정렬 이후 EPS부이는 내측

에서 조금 더 많은 피크가 관찰되었다. 해양플라스틱에서 피크수는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용도에 따른 함유

물질의 차이, 재질에 따른 차이, 환경 중 잔류 시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검출된 피크에 대하여 식별을 수행하였다. In-house, NIST 및 Wiley 라이브러리 검색으로 match 

score가 700에서 1000 사이(900이상: excellent match, 800-900: good match, 700-800: fair 

match)를 가지는 화합물은 전체 검출된 화합물의 절반 정도이다. 이들 화합물의 조각이온과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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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특성을 기초로 최종 식별하였다. 이 외의 화합물은 미지의 화합물(unknown#) 또는 analyte#로 표현

하였다.

7%

19%

20%

54%

Exellent match (900-1000) Good match (800-900)

Fair match (700-800) 700 미만

그림 2-6-4. 플라스틱 시료 내 라이브러리 검색으로 식별된 피크 

(평균값, n=40)

(나) 플라스틱 시료 내 표적물질 및 비표적물질 탐색

  PE 재질의 플라스틱 부이(No.1)에서 주요하게 검출된 화합물 목록을 일부 나열하였다(표 2-6-2). 탄

화수소 중에서 dodecane, tridecane, tetradecane, hexadecane, heptadecane, octadecane, 

eicosane, docosane과 같은 대상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알칸계열이 높게 검출되었다. 그리고 

hexadecanoic acid, heptadecanoic acid, heptadecanoic acid 등과 같은 포화지방산계열도 높은 수준

으로 검출되었다. Octacosanol, eicosanol 등의 일부 지방알코올(-ol)과 알데히드(-aldehyde, -al)계열

도 주요하였다. 이 화합물 그룹은 “aliphatic hydrocarbons”으로 분류하여 조성을 확인하였다. 해당 그

룹은 전체 식별된 피크 면적의 10~75%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부록 참고). Aliphatic 

hydrocarbons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포대자루(No.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GCxGC 크로마토그램에

서도 다른 플라스틱 시료와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EPS와 PET 재질은 다른 폴리머재질에 비해 

비교적 aliphatic hydrocarbons의 조성이 낮았다. 따라서, 폴리머 재질에 따른 함유물질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알칸(CnH2n+2)은 폴리머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이다. 이 화합물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원료물질이다. 그

리고 알켄(CnH2n) 같은 화합물은 몇몇 첨가제와 폴리머의 시작 화합물이다. 플라스틱에서 이들 화합물이 

다량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식품포장재에 대한 최근 연구(purge & trap 방식, GC/MS 이용)에

서는 알칸, 사이클로 알칸, 알켄, 알데히드, 알코올, 방향족 화합물, 사이클릭 아미드 화합물이 주요하게 

검출된다고 보고하였다(Garcia Ibarra et al., 2019). 또한, 폴리에틸렌 재질에서 알칸류가 가장 우세하며, 

그 다음으로 알데히드류(hexanal, octanal, nonanal), 알켄류(dodec-1-ene, 2-octene), 알코올류

(1-tetradecanol), 방향족화합물(benzene, 1,3-bis(1,1-dimethylethyl)-) 등이 검출되었다.

  플라스틱 시료에서 표적물질은 알칸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PCB류, HBCD류, bisphenols, 

bis(2-methoxyethyl)phthalate(DMEP), di-n-octyl phthalate(DNOP), 2,4-Di-tert-butylphenol 

(2,4-DTBP), UV326(bumetrizole), butylated hydroxytoluene(BHT)가 검출되었다.

  알칸은 대부분 플라스틱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분석된 대부분의 시료는 C10에서 C38미만의 분포를 보

이고 있으며, PET와 EPS재질은 C10-C30미만의 분포를 보였다. 알칸의 분포는 폴리머의 재질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고 있었다(부록 참고).

  분석된 플라스틱 시료에서는 벤젠링 3개에서 4개 이상을 가지는 fluorene, phenanthrene, 

fluoranthene, pyrene, chrysene 계열이 주요하게 검출되고 있으며, 이들의 알킬 치환된 형태도 확인하였



- 131 -

다(부록 참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며, 환경에서 잔류하는 동안 흡착될 수 있다.

  PCBs는 시료 No.1, 2, 3, 5, 7, 8, 10, 12, 14, 16, 18에서 검출되었다. GCxGC분석에서는 dichloro 

biphenyl과 trichloro biphenyl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의 PCBs 화합물은 감도 등의 이유로 검출이 되지 않

은 것으로 사료된다. HBCDs는 EPS 부이, 스티로폼 조각, PET 시료에서만 확인되었다(그림 2-6-5).

그림 2-6-5. EPS와 PET 재질에서 검출된 HBCDs 화합물

  미지의 화합물(unknown) 중 HBCDs류로 라이브러리 색인된 화합물이 확인되었다(그림 2-6-6). 그림 

2-6-7에는 라이브러리 match score가 793으로 hexadecadiynes 계열로 추정되는 화합물이다. 이 물질

은 다른 분석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EPS와 PET 재질에서만 나타났다. Hexadecadiynes 계열로 추

정되는 이 화합물은 HBCDs의 탈브롬화 형태인 “dibromocyclododecadiene(DiBCD)”과 동일한 질량 

스펙트럼을 나타냈다(그림 2-6-8). GCxGC 크로마토그램에서 dibromocyclododecadiene은 그룹 형태

로 브롬기의 위치에 따른 이성질체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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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6. 검출된 HBCDs에 대한 mass spectrum

그림 2-6-7. hexadecadiynes으로 식별된 화합물의 mass spectrum

  Bisphnols류에서 bisphnol A는 식품용 포장용기, 폴리카보네이트 및 에폭시 수지 제조의 전구체로 사용

되는 주요한 원료물질이다.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환경호르몬 물질로 알려져 있다. 

분석된 플라스틱 시료에서 bisphnol A는 시료 No. 3, 4, 5, 6, 10, 18에서 검출되었다. 로프를 제외한 

PP 재질의 포장용 비닐에서 검출되었으며, EPS 부이를 제외한 스티로폼류에서 검출되었다. PET 재질의 

음료용기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프탈레이트는 다양한 산업공정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화합물이며, 에스테르 프탈레이트로 주로 폴리머의 

가소제로 사용된다. 또한, 중합 및 배합공정에서 첨가제로 사용되며, 페인트 및 접착제로도 사용된다.  환

경시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검출되는 화합물은 di-n-butyl phthalate(DBP), 그리고 diethyl 

phthalate(DEP),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is(2-methoxyethyl)phthalate(DMEP)가 대부분의 플라스틱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며, di-n-octyl 

phthalate(DNOP)가 시료 3, 5, 6에서 검출되었다.

  산화방지제는 폴리머가 대기 중 산소와 반응할 때 발생하는 자가산화를 억제하기 위해 첨가된다. 산소와 

반응은 실온에서 점진적으로 발생하지만, 고온처리와 같은 성형과 사출공정에서는 열산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폴리머 제조 공정에서 대부분 산화방지제가 첨가된다. Butylated hydroxytoluene 

(2,6-di-tert-butyl-4-methylphenol, BHT)는 폴리머 형태나 용도에 따라 검출되는 양은 다르게 보이고 

있으나,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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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V안정제는 다양한 폴리머에 첨가제로 들어가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경우 플라스틱의 전반적인 산화분해

를 지연시킨다. Bumetrizol 계열은 UV안정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UV326”(2-(2-hydroxy-3-tert-butyl-5-methylphenyl)-5-chlorobenzotriazole)이 많은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이 화합물은 시료 No. 1, 2, 5,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에서 검출

되었다. 포장용 비닐, 포대자루, 볼펜심, 어망, 로프 재질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료에서 검출되었다.

a. HBCDs와 탈브롬화로 생성된 물질의 질량스펙트럼

b. HBCDs의 탈브롬화 과정으로 생성되는 화합물

그림 2-6-8. HBCDs와 탈브롬화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스펙트럼 (A) HBCD; (B) 

tetrabromocyclododecene; (C) dibromocyclododecadiene; and (D) 

1,5,9-cyclododecatriene (Zhong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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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표적 분석으로 우선 검토가 필요한 물질을 탐색하기 위해, 분석된 20개의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고, 라

이브러리 검색으로 700에서 1000사이(900이상: excellent match, 800-900: good match, 700-800: 

fair match)의 값을 갖는 화합물을 표 2-6-3에 나열하였다. 108종의 화합물이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었다

(표 2-6-3). 그 외에 1600종 가량의 화합물이 플라스틱 시료에서 검출되고 있다. 20종의 플라스틱 분석

결과에서 검출빈도가 높은 화합물 목록을 부록에 첨부하였다.

  이 108종의 화합물은 주로 지방산계열, 알칸계열, 알데히드, 카르복실산, 사이클릭아미드, 알코올계열, 

프탈레이트류, 방향족 계열 등으로 다양한 화합물이 확인되었다. 용도로는 플라스틱의 원재료 관련 화합

물, 산화방지제, 가소제, 표면조정제(slip agent) 등과 같은 첨가제가 확인되었고, 일부 화합물은 용도 확

인이 불가하였다. 표면조정제는 폴리머의 마찰계수를 줄이는 역할로 표면에 윤활을 제공하여 더 나은 이형

과 점착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첨가제이다. 식별된 화합물 중 benzoic acid 계열, 2,4-DTBP, BHT 등은 

유럽위원회에서 지정한 특정이동한계(specific migration limit, SML)를 가지는 화합물에 해당한다.

  Decanal, dodecanal, tetradecanal과 같은 알데하이드 계열과 fatty alcohol류의 heptadecanol, 

1-octadecanol, 1-hexadecanol이 플라스틱 시료에서 공통으로 검출되었다. Fatty alcohol류 중에 

1-octadecanol은 잉크용제, 윤활제, 포장지 제조공정에서 코팅 및 가소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Ash and Ash, 2004). 1-Hexadecanol은 식품 포장재의 접착제로 사용되고 있다.

  Lauric acid, palmitic acid 및 octadecanoic acid과 같은 지방산은 코코넛 오일(lauric acid) 또는 팜

오일(palmitic acid) 같은 기름에서 유래되는 물질이다. Lauric acid의 용도는 알킬 수지(alkyl resins), 습

윤제(wetting agents), 세제(detergents)에 포함되며, 병뚜껑을 쉽게 개봉 할 수 있도록 윤활제로도 사용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ush et al., 1993). Palmitic acid는 표면 코팅용으로 건조를 지연하는 일반적

인 지방산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화합물은 식품 접촉 물질(food contact material, FCMs)에 대한 첨가

제로 승인되어있는 물질이다(Bengtstrom, 2014). Octadecanoic acid는 플라스틱 윤활제, 표면조정제 및 

식품 포장재의 접착제로 사용된다(Ash and Ash, 2004).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면조정제는 지방산 아미드 계열의 화합물이다. 주로 올레아미드가 있으며, 

그 외에 지방산 에스테르 및 왁스 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산 아미드계열의 화합물이 다수 검출

되었는데, Undecanamide, Dodecaamide, palmitoleamide 등이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었다.

  또한, 산화방지제인 BHT와 2,4-DTBP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었다. 피크 면적을 이용하여 산화방지제

의 대략적인 수준을 확인한 결과(그림 2-6-9), 2,4,-DTBP가 로프와 어망(로프혼합), 포장비닐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PET, PE, EPS 재질의 폴리머에서는 대체적으로 낮았다. PP 재질의 볼펜심과 포대자루

에서도 낮았다. BHT는 하와이에서 채집된 PP 재질의 로프(No.20)에서 높았고, 다음으로 포장비닐(No.5)

이었다. 대부분의 시료에서 BHT에 비해 2,4-DTBP가 높았으나, 하와이에서 채집된 로프(No.20)에서는 

BHT가 높았다. 산화방지제 Irgafos® 168이 가수 분해되면 2,4-DTBP가 중간 산물로 생성되는 것으로 추

정된다(그림 2-6-10).

  Lӧschner et al., (2011)는 여러 다른 PVC 플라스틱 파이프를 사용하여 침출성 유기오염물질이 식수로 

얼마나 이동되는지 평가하였다. 평가된 화합물은 2,4-di-tert-butylphenol(2,4-DTBP), 

3-(3,5-di-tert-butyl-4-hydroxy-phenyl) propanoic acid, 7,9-ditert-butyl-1-oxaspiro(4,5)deca-6,9-diene-2,8-dione, 

3,5-di-tert-butyl-4-hydroxybenzaldehyde, 2,6-di-tert-butyl-p-benzoquinone로서, 침출수에서 

2,4-DTBP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일부 PVC파이프에서 음용수 기준(2㎍/L)을 초과하였다. 산화방지제

의 경우, 외부 환경에 노출이 비교적 높은 포장비닐, 어망, 로프에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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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9. 플라스틱 시료 내 2,4-DTBP와 BHT의 반정량 분포

그림 2-6-10. 산화방지제 Irgafos® 168의 분해과정 추정

  대부분의 시료에서 “3,5-di-tert-Butyl-4-hydroxybenzaldehyde”가 검출되었다. BHT-CHO 또는  

4-formyl-2,6-di-tert-butylphenol로도 알려진 이 화합물은 알데히드기와 수산기를 가진 벤젠고리의 유

기 방향족화합물로 합성페놀 산화방지제(synthetic phenolic antioxidants, SPAs)인 BHT의 대사산물이다

(그림 2-6-11). BHT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첨가제로 BHT-CHO를 포함한 BHT의 대사물질이 인간의 

소변에서 검출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Liu and Mabu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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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1. 산화방지제 BHT의 분해과정 (BHT→BHT-CHO→BHT-quinone)

  “7,9-Di-tert-butyl-1-oxaspiro(4,5)deca-6,9-diene-2,8-dione”역시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었다. 

이 물질은 플라스틱 파이프 생산에 사용되는 대중적인 산화 방지제인 Irganox®1010의 가수분해와 산화 분

해산물, 또는 Irganox®1076의 분해산물로 추정되고 있다(Bertoldo and Ciardelli, 2004; 그림 2-6-12). 

Irganox®1010의 가수분해 형태인 3-(3,5-di-tert-butyl-4hydroxyphenyl)propanoic acid는 산화방지제 

Irganox®1010 및 1076의 제조 시 중간체인데, 본 플라스틱 시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3-(3,5-ditert-butyl-4-hydroxyphenyl)propanoic acid의 또 다른 분해산물로 보고된 BHT 

quinone(2,6-di-tert-butylbenzoquinone(Coulier et al., 2007))이 BHT-CHO(3,5-di-tert-butyl-4- 

hydroxybenzaldehyde)와 함께 검출되어, BHT의 분해산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6-11). Irganox®1010 산화방지제는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물질의 낮은 휘발성, 분석과정 

중 분해, 또는 낮은 감도때문일 수 있다. 

그림 2-6-12. 산화방지제 Irganox® 1010의 분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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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명 용도 및 작용기 그룹
1,1,2,3,3,5-HEXAMETHYL-2,3-DIHYDROINDENE
1,2-Benzenedicarboxylic acid, bis(2-methoxyethyl) ester Phthalates (DMEP)

1,4-Methanobenzocyclodecene, 1,2,3,4,4a,5,8,9,12,12a-decahydro-
1,6-Dioxacyclododecane-7,12-dione macrocyclic
2,4-Di-tert-butylphenol (2,4-DTBP) antidegradant

2-Butenedioic acid (E)-, bis(2-ethylhexyl) ester Polyfunctional Aliphatic Ester
3-(1'-Methylenepropenyl)-1-oxaspiro[4.5]dec-3-ene Antioxidant
3-Bromomethyl-bicyclo[3.3.1]non-1(8)-ene

3-Hydroxypropyl palmitate saturated fatty acid
3-Phenylpropiophenone aryl ketone
7,9-Di-tert-butyl-1-oxaspiro(4,5)deca-6,9-diene-2,8-dione Antioxidant

Benzenamine, N-methyl-N-nitroso- polyolefins
Benzene, (1-ethyl-2-propenyl)- mono aromatics
Benzene, (1-methylene-2-propenyl)- mono aromatics

Benzene, (3-chloro-1-methyl-1-propenyl)- mono aromatics
Benzoic acid aromatic acid
Benzoic acid, 2-ethylhexyl ester aromatic acid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Antioxidant
DODECANOIC ACID (lauric acid) saturated fatty acid
Dodecanamide polyolefins

Exo-ketoborneol
Heptadecanoic acid, 16-methyl-, methyl ester saturated fatty acid
N1,N1,N4-Tris(tert-butyldimethylsilyl)succinamide

Palmitoleamide polyolefins
Pentadecanoic acid saturated fatty acid
Phenanthrene, 2,3,4,4a,9,10-hexahydro-1,4a-dimethyl-7-(1-methylethyl)-, (S)- PAHs

Succinic acid, tridec-2-yn-1-yl trans-hex-3-en-1-yl ester
Tetradecane Alkanes
Undecanamide polyolefins

dodacanedioic acid di(t-butyldimethylsilyl) ester
(5E)-5-OCTADECENE Alkenes
2(3H)-Furanone, 5-ethyldihydro-, (R)-

2,6-di-butyl-2,5-cyclohexadiene-1,4-dione
2-Pyrrolidinone, 1-methyl-
7-Hexadecene, (Z)- Alkenes

Analyte 855
Benzene, (1-methylenepropyl)- mono aromatics
Bicyclo[2.2.1]heptan-2-one, 5-hydroxy-4,7,7-trimethyl-, exo-

DECANOIC ACID saturated fatty acid
Diisoamylene
Dodecanal (CAS) long-chain fatty aldehyde

Nonanoic acid saturated fatty acid
Octadecanoic acid, 2,3-dihydroxypropyl ester (stearic acid) saturated fatty acid
Octanoic acid saturated fatty acid

Pentanoic acid, 2-acetyl-4-methyl-, methyl ester (CAS) saturated fatty acid
Tetradecanal (CAS) long-chain fatty aldehyde
trans-2-(1,3-Dioxolan-2-yl)tricyclo[8.4.0.0(2,7)]tetradec-10(1)-en-12-one 

6,6-Ethylidene Acetal isomer
1,2-Benzenedicarboxylic acid, 3-nitro- Phthalates
1-Glyceryl ricinoleate plasticizer

2-Phenylpropenal fatty aldehyde
Tetradecanoic acid saturated fatty acid
(2,6,6-Trimethylcyclohex-1-enylmethanesulfonyl)benzene mono aromatics

(3E)-3-ICOSENE Alkenes

표 2-6-3. 모든 시료에서 GCxGC-ToF로 검출된 화합물 목록 (굵은글씨는 대상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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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Benzenedicarboxylic acid Phthalates

1,2-Benzenedicarboxylic acid, bis(2-methylpropyl) ester Phthalates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ethyl ester Phthalates
1,3-Dioxan-4-one, 2-(1,1-dimethylethyl)-6-ethyl-

1,3-Dioxolane, 4,4,5-trimethyl-2-pentadecyl-

1,4-Benzenedicarboxylic acid, 1,4-bis(2-ethylhexyl) ester 
Phthalates

(DOTP 또는 DEHT, Dioctyl terephthalate)

1-Butanol, 2,3-epoxy-, trans- alchols
1-Nonene, 4,6,8-trimethyl- (CAS)
10,18-Bisnorabieta-8,11,13-triene

2,2,18,18-TETRAMETHYL-3,6,10,13,17-PENTAOXA-2,18-DISILANEONADECANE
2,3-dimethyl-3-methoxybutan-1-ol
2,5-Hexanediol (CAS)

2,5-Hexanedione (CAS)
2-Butanone, 3-hydroxy-3-methyl- methyl propyl ketones
2-Hexen-1-ol, (Z)-

2-Pentanone methyl propyl ketones
3,7-Dimethyl-3-octyl methylphosphonofluoridate
3-Ethyl-3-heptanol

3-Heptanol, 5-methyl- (CAS)
3-Hexanone, 4-methyl- (CAS)
3-methylbutyl E-2-methyl-2-butenoate

4-Nonanol, 4-methyl- (CAS)
9H-Fluorene, 9-methylene-
Acetaldehyde, tetramer

Benzenemethanol, ??dimethyl-
Butanoic acid, 3-hydroxy- (CAS) saturated fatty acid
Carbonic acid, but-3-yn-1-yl pentadecyl ester saturated fatty acid

DODECANE Alkanes
Decanal fatty aldehydes
Dodecane, 2,6,11-trimethyl- (CAS)

Dodecane, 2,7,10-trimethyl- (CAS)
Hexanoic acid (CAS) saturated fatty acid
Myristic acid glycidyl ester

Nonanal (CAS)
Oxetane, 2,2,3-trimethyl- Alkanes
TRIDECANE Alkanes

Trimethylsilyl propaneperoxoate
Z-3-hexenyl methoxyformate
[(1E)-1-METHYL-1-BUTENYL]BENZENE

(1-ISOBUTYLVINYL)BENZENE mono aromatics
(2E)-2-DODECENE Alkenes
1,3,5,7-Tetramethyl-adamantane

2-methyl-6-methylene-7-octen-4-ol
3-Octene, 2,2-dimethyl- Alkenes
6-UNDECANONE

Benzene, 1,2,3-trimethyl- mono aromatics
Benzene, 1-isopentyl-2,4,5-trimethyl- mono aromatics
Benzothiazole Vulcanization accelerator

Cyclopentane, decyl-
Ethane, 1-(o-ethylphenyl)-1-phenyl-
Formamide, N-methyl-N-phenyl-

Nona-3,5-dien-2-ol
Santolina alcohol
CYCLOHEXENE, 1-METHYL-4-(1-METHYLETHENYL)- cyclohexanes

3,4,5,6-TETRAMETHYL-2,5-OCTAD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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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C-qToF를 이용한 플라스틱 시료 내 표적물질 및 비표적물질 탐색 결과
  대양 플라스틱 20개 시료에 대한 비표적 분석은 “제 3절 중 환경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

질 분석기술 고도화”에 제시한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 시범연구에 적용된 20개 플라스틱에 대한 표적

물질과 비표적물질 스크리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양 플라스틱 시료에서는 프탈레이트 2종, UV안정제 4

종, 산화방지제 4종, 신규 난연제 1종, 페놀류 2종이 검출되었다(표 2-6-4). 모든 시료에서 해당 물질이 

광범위하게 검출되었고, 검출빈도 역시 높았다(15-20개 시료). 플라스틱 시료 내 프탈레이트류, UV안정

제, 산화방지제류, 페놀류, HBCDs의 농도(중간값, 단위: ng/g)는 각각 11-6,000(122), 0.11-56(1.24), 

19-5,920(100), 0.22-12,600(5.96), 그리고 불검출-53,500(67)의 범위이다. 분석된 플라스틱 시료 내 

유해물질 분포는 프탈레이트류 > 산화방지제류 > HBCDs > 페놀류 > UV안정제류 순으로 프탈레이트류가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다(그림 2-6-13).

  프탈레이트류에서 검출된 DnOP와 DBP의 농도는 각각 1.3-560(7.8ng/g), 불검출-12,000(220ng/g)의 

범위이다. DnOP는 하와이 해변에서 채취한 No.20(로프, PP) 시료에서 560ng/g으로 다른 시료에 비해 

높고, 다음으로 No.17(음료용기, PET)에서 27ng/g으로 높았다. DBP는 필리핀해에서 채취한 No.1과 

No.2(하드플라스틱 부이(내부, 외부), PE) 시료에서 각각 12,000ng/g, 3,130ng/g 농도로 가장 높았고, 

No.6(볼펜심, PP)에서 710ng/g, No.3(포장용 비닐, PP)에서 500ng/g 순이다. 폴리에틸렌 부이와 EPS 

부이의 내부(No.11)와 외부(No.12)를 비교해보면 DnOP는 차이가 없으나, DBP는 내부가 상대적으로 높

게 검출되었다.

  UV안정제인 UV320, UV326, UV327, UV328의 농도는 각각 0.03-4.4(0.9ng/g), 불검출∼218(2. 

ng/g), 0.07∼67(0.41ng/g), 불검출∼5.3(0.42ng/g)의 범위이고, 중간값 기준 UV326 > UV320 > UV328 

> UV327 순이다. No.20 시료에서 UV320, UV327, UV328이 각각 4.4ng/g, 67ng/g, 5.3ng/g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고, UV326은 No.17(음료용기 뚜껑, PE)에서 21ng/g으로 높게 검출되었다.

  산화방지제 BHT, 2,4-DTBP, Irganox®1010, Irganox®1076의 농도 범위는 각각 32-2,180(120ng/g), 

17-22,500(110ng/g), 불검출-190(13ng/g), 4.4-690(15ng/g)이었다. 2,4-DTBP가 가장 높고, 다음으

로 BHT > Irganox®1076 > Irganox®1010 순으로 나타났다. BHT는 No.20에서 2,180ng/g으로 가장 높았

고, 2,4-DTBP, Irganox®1010, Irganox®1076은 EPS 부이(외부)인 No.12에서 각각 22,500, 190, 

69ng/g으로 가장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다. 폴리에틸렌 부이와 EPS 부이 모두 유사하게 바깥쪽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신규난연제 HBCDs와 페놀류 노닐페놀(NP), 비스페놀A(BPA)는 각각 불검출-53,500(67ng/g), 

0.05-52(0.3ng/g), 불검출-25,100(11ng/g)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HBCDs는 EPS 시료인 No.10, 

No.11, No.12, No.18에서 각각 53,500, 13,100, 1,220, 18,700ng/g으로 다른 폴리머 재질의 시료에 비

해 매우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다. 이 물질은 expanded PS(EPS), extruded PS foam, extruded PS 등으

로 다양한 폴리스티렌 기반의 소비자 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을 이전 연구에서 확인하였다(Rani et 

al., 2014). EPS 부이 내 HBCD는 내부가 외부보다 대략 10배 더 높은 농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EPS 

부이의 외측으로부터 HBCD가 해양환경으로 용출되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BPA는 폴리에틸렌 부이(No.1, 

2)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No.4(포대자루, PP), No.17(음료용기, PET)이 각각 

1,320ng/g, 670ng/g으로 높은 농도를 보였다. NP은 No.20(하와이 로프, PP) 시료에서 52ng/g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시료에서는 평균 0.65ng/g으로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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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3. 대양 플라스틱 내 표적물질 농도

sample 

ID
DnOP DBP UV320 UV326 UV327 UV328 BHT 

2,4-

DTBP 

Irganox 

1010

Irganox 

1076
HBCDs NP BPA

No.1 8.9 12000 2.2 9.1 1.3 1.6 140 1370 ND 8.8 15 0.42 25100

No.2 9.2 3130 2.9 4.2 1.7 4.0 280 1700 30 38 9.5 0.61 22500

No.3 12 500 1.3 1.2 0.70 1.2 68 390 25 16 5.0 1.00 75

No.4 6.7 97 0.10 7.9 0.22 0.15 34 130 8.3 15 ND 1.08 1320

No.5 13 340 1.1 0.39 0.50 2.2 99 390 13 33 ND 0.79 67

No.6 11 710 1.9 0.50 0.24 0.29 160 120 190 12 37 0.09 500

No.7 14 110 1.0 0.45 0.26 0.70 51 83 7.4 8.5 ND 0.48 4.6

No.8 2.7 290 0.41 7.5 0.95 0.32 150 260 5.1 26 0.86 0.20 9.6

No.9 6.3 260 0.25 0.18 0.17 0.23 79 380 ND 4.4 5.5 0.05 0.38

No.10 1.3 220 0.10 0.10 0.13 0.78 300 38 ND 12 53500 0.18 10

No.11 5.7 360 0.03 0.09 0.25 0.09 260 21 7.7 15 13100 0.23 3.7

No.12 3.7 110 3.5 ND 5.2 ND 250 22500 190 690 1220 5.3 ND

No.13 8.8 300 1.9 0.11 0.31 0.19 32 17 ND 8.8 2420 0.30 2.6

No.14 2.8 90 0.33 2.9 0.07 0.11 44 97 4.5 6.3 160 0.37 10

No.15 7.5 160 0.88 3.4 0.70 0.51 76 38 14 29 140 0.65 12

No.16 8.1 14 0.36 9.0 0.08 0.33 38 89 4.4 21 42 0.16 8.8

No.17 27 120 2.8 218 0.49 1.6 150 25 6.5 22 93 0.26 670

No.18 5.0 140 0.69 0.15 0.76 1.4 240 77 13 25 18700 0.16 14

No.19 2.9 210 0.54 45 0.32 0.11 39 75 ND 6.4 12 0.05 9.2

No.20 560 ND 4.4 3.8 67 5.3 2180 420 121 430 NA 52 ND

min 1.3 ND 0.03 ND 0.07 ND 32 17 ND 4.4 ND 0.05 ND

max 560 12000 4.4 218 67 5.3 2180 22500 190 690 53500 52 25100

median 7.8 220 0.9 2.9 0.41 0.42 120 110 13 15 67 0.3 11

Freq.(n) 20 19 20 19 20 19 20 20 15 20 16 20 18

표 2-6-4. 대양 플라스틱 내 표적물질 농도 (단위: n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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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대양시료에 대한 비표적물질의 분석 결과를 표 2-6-5에 나타내었다. LC-qToF를 이용하여 검출

된 물질 중에서 분류가 가능한 화합물은 생화학물질, 의약품, 지방산, 펩타이드, 대사물질 등으로 총 631

개 화합물이 검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과 관련되는 첨가제 13종, 항생제류 7종, 방오제류 4

종, 산화방지제류 7종, 농약류 40종, 난연제류 6종, 페놀류 14종, 염료 13종, 과불화화합물 31종, 가소제 

8종, 그리고 UV필터/흡수제류 5종으로 총 152개 화합물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표 2-6-5).

  첨가제로 분류된 13종의 화합물 중에 2,2,4-Trimethyl-1,3-pentanediol diisobutyrate(TXIB)는 No.12 

시료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었다. TXIB는 고유한 낮은 점도로 인해 PVC 플라스틱 첨가제나 잉크, 

코팅, 우레탄 탄성중합체, 매니큐어 등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본 연구에서 이 물질이 표적물질로 구

축되어 있지는 않으나, 출현빈도가 높아 향후 표적물질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산화방지제는 거의 모든 상업용 폴리머에 2%(w/w) 수준으로 사용되어,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동안 효율

적으로 보호해준다. 산화방지제 중 표적물질로 구축된 2,6-Di-tert-butylphenol와 Irganox®1076은 각각 

15개, 9개 시료에서 검출되었고, 화장품 원료 첨가제로 사용되는 alpha-Tocopheryl acetate와 

2,6-di-tert-butyl-hydroxytoluene(BHT)의 분해산물인 3,5-Di-tert-butyl-4-hydroxybenzoic 

acid(BHT-COOH)도 각각 19개, 14개로 높은 빈도로 검출되었다. BHT의 para-methyl group 또는 

tert-butyl group이 산화되고 aromatic ring 그룹이 산화되어 BHT-OH, BHT-CHO, BHT-COOH, 

BHT-quinol, BHT-Q과 같은 분해산물이 생성될 수 있다(Zhang et al., 2020, 그림 2-6-14).

그림 2-6-14. BHT의 대사산물 경로

  가소제인 프탈레이트류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PVC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첨가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개 플라스틱시료에서 dibutyl phathalate(DBP)와 di-(2ethylhexyl) phthalate(DEHP)가 

각각 19개, 16개 시료에서 검출되어 가장 높은 검출빈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dioctyl phthalate(DOP), 

Mono-2-ethylhexyl phthalate(MEHP)가 각각 7개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특히 MEHP는 수많은 소비제

품의 가소제와 용제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DEHP의 활성 분해산물이고, 이 물질은 설치류에서 생식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Cai et al., 2010). 높은 빈도로 검출된 프탈레이트 화합물 대부분이 표적물질로 

구축이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검출된 분해산물인 MEHP를 향후 표적물질에 포함시킬 필요

가 있다.

  난연제류로는 유기인계 난연제인 diethyl methylphosphonate, tris(1,3-dichloro-2-propyl)phosphate, 

tris(2-butoxyethyl)phosphate, tris(2-chloroethyl)phosphate의 4종과 브롬계난연제 TBBPA 1종,  

chlorendic anhydride가 검출되었다. 유기인계 난연제의 검출빈도는 3개 이내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반

면 TBBPA와 chlorendic anhydride는 각각 19개, 17개로 높은 검출 빈도를 나타냈다. TBBPA는 브롬계 

난연제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총 브롬계 난연제 판매의 60%를 차지하였다(Law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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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Chlorendic anhydride는 불포화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및 에폭시레진에 대한 반응성 난연제로 

에폭시 경화제로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다. 

  페놀류 14종이 검출되었고, 그 중 4-bromo-2-(trifluoromethoxy)thiophenol가 18개, bisphenol 

A(BPA)가 12개,  비스페놀A 대체물질인 bisphenol C dichloride, bisphenol G, bisphenol E가 각각 17

개, 14개, 13개 시료에서 검출되었다. BPA는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PVC, 식품포장, 치과용 밀봉제 

및 잉크 등에 포함되어 많은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었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사용되는 화학물

질 중 하나이다. BPA 생산량(3백40만톤/년)의 약 70%가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고, 약 

20%는 음식과 음료캔 내부 표면 코팅제로 사용되었다(Eladak et al., 2015). BPA는 당뇨병, 비만, 만성

호흡, 신장질환, 유방암, 행동장애, 치아발달 결함, 생식장애와 같은 많은 인간질병과 관련된 환경호르몬 

물질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UV안정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와 머리카락의 보호를 위한 개인생활용품에 주로 사용된다. 이 화합물

은 친유성이 높고 피부를 통해 흡수가 잘 되어 생물축적성을 가진 물질로 알려져 있다. 2-4개 시료에서 

벤조페논 계열의 UV안정제 4종(2,4-dihydroxybenzophenone, 4,4-bis(dimethylamino)benzophenone, 

4-tert-butyl-2-chlorophenol, benzophenone)이 검출되었다. 

  실록산류는 낮은 표면장력, 높은 열 안정성, 부드러운 질감, 화학적 비활성과 같은 고유한 특성으로 전

자제품, 가구, 조리도구, 헬스케어 제품 및 화장품과 같은 소비자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물질이다. 시료 

No. 1, 2, 3, 9, 11에서 Hexamethylcyclotrisiloxane, octadecamethyloctasiloxnae, octamethylcyclotetrasiloxane, 

Heptasiloxane hexadecamethyl- 등 4종이 검출되었다.

  염료류 13종이 검출되었으며, methylene blue가 13개 시료에서 검출되어 높은 검출빈도를 보였다. 다음

으로 fluorescein, mordant orange1, dichlorofluorescein이 각각 10개, 7개, 5개 시료에서 검출되었다. 

염료는 섬유, 종이, 가죽 및 기타 재료에 색상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로써, 세척, 열, 빛에 의해 색

상이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섬유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염료는 원단의 염색을 위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며, 이는 다시 환경에 많은 양의 유출물을 배출한다. 이러한 염료는 빛, 온도, 세제, 화학물질 

및 미생물 공격에 대한 높은 안정성 때문에 환경에서 오랜시간 지속되고(Couto, 2009), 그 분해산물이 일

부 수생 생물에게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Hao et al., 2000).

  농약류는 40 여종이 검출되었다. 그 중 mercaptodimethursulfon이 18개 시료에서 검출되어 가장 빈도

가 높았고, 다음으로 fenaminosulf, isoprothiolane, edifenphos, bifenthrin이 각각 11, 10, 9, 7개 순으

로 확인되었다. 살균제(fungicide)인 fenaminosulf, isoprothiolane, edifenphos는 벼의 도열병, 갈색엽고

병, 줄기썩음을 방지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살충제(insecticide)인 bifenthrin은 불개미 등의 살충제로 사용

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 31종이 검출되었고, N-HOEAmHOP-FHxSA와 N-HOEAmP-FBSAPS가 19개 시료에서 

검출되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perfluoropentane sulfonamido propyl dimethyl 

quaternary amine propanoate, perfluorobutane sulfonamido propyl dimethyl amine,  

perfluoropentane sulfonamido propyl dimethyl amine이 각각 17개, 16개, 11개로 높았다. 

  대양 플라스틱에서 높은 빈도로 검출된  화합물에 대해서는 향후 표준물질 확보를 통해 정량 자료 구축

이 필요하며,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통한 환경영향에 대한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

분류 No. 화합물명
빈도

(n)
시료 ID 분류 No. 화합물명

빈도

(n)
시료 ID

additiv
e

1 2'-Hydroxy-3,4,5'-trimetho
xychalcone 2 12, 13

pesti
cides

77 Bifenthrin 7 1~6, 9

2 2,2,4-Trimethyl-1,3-penta
nediol diisobutyrate(TXIB) 19 1~11, 13~20 78 Bromadiolone 2 1, 2

3 Adipic acid 10 2, 4~7, 9~13, 79 Chlorothalonil 2 16, 17
4 Benzoic acid 4 4, 8, 11, 17 80 Clodinafop-propargyl 3 6, 14, 18
5 Bis(2-ethylhexyl) adipate 3 3, 6, 13 81 Cyprodinil 3 11, 14, 18
6 Butyl 4-hydroxybenzoate 6 2~5, 11, 12 82 Demeton S 3 6, 14, 18

7 D-Sorbitol hexaacetate 20 1~20 83 Dichlofluanid 1 2

표 2-6-5. 분석된 시료에서 LC-qToF로 빈도가 높게 검출된 화합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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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icumyl peroxide 2 13, 18 84 Dichlorophen 1 8
9 Methyl 3-hydroxybenzoate 2 15, 17 85 Dinoseb 1 6
10 Sebacic acid 5 2, 3, 5, 19, 20 86 Edifenphos 9 4~8, 14, 15, 17, 18

11 Sebacic acid monomethyl 
ester 6 1, 4~6, 13, 14 87 Endothal 1 1

12 Steviolbioside 3 2, 4, 5 88 Fenaminosulf 11 1, 5, 7, 8, 10, 
12~14, 16~18

13 Triethyl citrate 2 14, 15 89 Fenthion-sulfone 1 11

antibi
otic

14 Danofloxacin 1 12 90 Fenthion-sulfoxide 3 6, 16, 18
15 Doxorubicinone 2 11, 12 91 Flurenol butyl ester 4 2~4, 6
16 Ethyl trans-caffeate 1 13 92 Inabenfide 3 1, 2, 5
17 Gilvocarcin V 1 6 93 Isoprothiolane 10 1~3, 5~8, 13~15
18 Hymeglusin 1 6 94 Leptophos 1 10

19 Monensin 13
1, 4, 5, 7~9, 
11, 12, 14~16, 

19, 20
95 Mefenpyr 1 6

20 N-Desmethyltramadol 3 1, 5, 18 96 Mephosfolan 2 1, 4

antifo
uling

21 Copper Pyrithione 1 3 97 Mercaptodimethursulfon 18 1, 4~20
22 Econea 5 1, 2, 6, 19, 20 98 Methoprene 1 9
23 Octhilinone 3 1, 16, 17 99 Oxadixyl 6 1~3, 5, 7, 8
24 Sea-Nine 211 20 1~20 100 Penoxsulam 2 3, 10

antioxi
dant

25 alpha.-Tocopheryl acetate 19 1~3, 5~20 101 Picloram 6 1, 2, 9, 18~20
26 2,4-Di-tert-amylphenol 5 1~4, 14 102 Proximpham 2 4, 13

27 2,4-Dimethyl-6-(1-phenyl
ethyl)phenol 2 1, 2 103 Salannin 5 1~3, 6, 7

28 2,6-Di-tert-butyl-4-hydro
xymethylphenol 3 10, 11, 14 104 Tefluthrin 1 14

29 2,6-Di-tert-butylphenol 15 1~10, 12, 14, 
16, 19, 20 105 Triamifos 1 7

30 3,5-Di-tert-butyl-4-hydro
xybenzoic acid 14

1~3, 5~9. 
12~14, 16, 19, 

20
106 Triazoxide 3 4, 14, 15

31 Irganox1076 9 1~3, 5, 9, 13, 
15, 17, 18 107 Tridemorph 1 1

Flame 
retard
ant

32 Chlorendic anhydride 17 1~7, 9~18 108 Trietazine 1 14
33 Diethyl methylphosphonate 3 2, 8, 9

Dyes

109 2,7-Diaminofluorene 1 1
34 TBBPA 19 1, 2, 4~20 110 Acridine Orange 2 12, 13

35 Tris(1,3-dichloro-2-propyl) 
phosphate 1 9 111 Anthraquinone 2 10, 12

36 Tris(2-butoxyethyl) 
phosphate 2 5, 16 112 Brillant green 1 2

37 Tris(2-chloroethyl) 
phosphate 1 9 113 Chicago blue 2 2, 18

Pheno
ls

38 2,3,4,5-Tetrachlorophenol 4 1, 2, 4, 5 114 Dichlorofluorescein 5 2, 3, 7, 14, 17

39 2,4,5-Phenoltricarboxylic 
acid 1 12 115 Fluorescein 10 1~6, 9, 14, 15, 17

40 4-Bromo-2-(trifluorometho
xy)thiophenol 18 1~15, 17, 19, 

20 116 Kristallviolett 3 3, 6, 18

41 4-Fluoro-2-methoxyphenol 7 1, 2, 6, 8, 14, 
19, 20 117 Methylene Blue 13 1~4, 6, 7, 9~11, 

13~15, 17

42 Bisphenol A 12 1, 3, 5~11, 13, 
17, 18 118 Mordant orange 1 7 3, 6, 8, 9, 13, 14, 

18

43
Bisphenol A 

bis(2,3-dihydroxypropyl) 
ether

3 2, 3, 17 119 Purpurin 1 7

44 Bisphenol C dichloride 17 1~15, 17, 18 120 Pyronine 4 11, 14, 17, 18

45 Bisphenol E 13 3, 5~10, 14, 
15, 17~20 121 Rhodamine B cation 3 1~3

46 Bisphenol F 1 1

Fluor
o-
chem
icals

122 6:2 FTS (6:2 fluorotelomer 
sulfonate) 3 3, 19, 20

47 Bisphenol G 14 1, 2, 4~9, 13, 
14, 17~20 123

8:2 fluorotelomer thioether 
2-propanol trimethyl 
quaternary amine

2 5, 18

48 Chlorohydroquinone 9 1~3, 5~7, 11, 
14, 18 124 K-PFOS(keto-perfluoroocta

nesulfonate) 2 10, 12

49 Curculigoside 3 1~3 125
K-PFUdS 

(keto-perfluoroundecane 
sulfonate)

3 1~3

50

Phenol, 
5-(1,1-dimethyloctyl)-2-(
1S,3S)-3-hydroxycyclohexy

l-

1 2 126

N-AP-10:2 FDoDSA/10:2 
FtSaAm(N-dimethylaminopr
opyl 10:2 perfluorodecane  

sulfonamide)

3 1~3

51 Picein 1 3 127

N-AP-6:2 FOSA 
(N-dimethylaminopropyl 6:2 

perfluorooctane 
sulfonamide)

10 1~3, 6, 8~11, 13, 
17

Plasti
cisers 52 Butyl 2-ethylhexyl phthalate 6 1, 6, 11~13, 

15 128

N-AP-8:2 FDSA 
(N-dimethylaminopropyl 8:2 

perfluorodecane 
sulfonamide)

6 2~4, 9, 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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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DEHP 16 1~3, 5~15, 17, 
18 129

N-EtPBSA (N-ethyl 
perfluoro-1-butane 

sulfonamide)
4 3, 16~18

54 Di(2-nonyl) phthalate 3 6, 10, 17 130

N-HOEAmHOP-FHxSA 
(N-hydroxyethyldimethylam

moniohydroxypropyl  
perfluorohexanesulfonamide)

19 1~7, 9~20

55 Di(5-nonyl) phthalate 3 13, 19, 20 131 N-HOEAmP-FBSAPS 19 1~12, 14~20

56 Dibutyl Phathalate 19 1~15, 17~20 132 N-HOEAmP-FHpSAPS 10 2, 3, 6, 8~10, 13, 
15, 16, 18

57 Dioctyl phthalate 7 1~4, 9, 17, 18 133 N-HOEAmP-FHxSAPS 1 3

58 Dipropyl phthalate 1 15 134 N-HOEAmP-FPrSAPS 3 6, 11, 18

59 Mono-2-ethylhexyl 
phthalate 7 1~5, 8, 9 135

N-MeFBSAA(N-methylperfl
uoro-1-butanesulfonamido

aceticacid) 
2 19, 20

UV 
absor
bent

60 Salicylic acid benzyl ester 1 1 136 N-SPAmP-FPHxSAPS 1 9

UV 
filter

61 2,4'-Dihydroxybenzophenon
e 4 1, 2, 4, 9 137 N-SPAmP-FPeSAPS 5 1~3, 6, 17

62 4,4'-Bis(dimethylamino)ben
zophenone 2 1, 6 138

N-SPHOEAmP-FHpSA 
(N-sulfopropyl(hydroxyethyl/
methyl)ammonio propyl 

perfluoroheptanesulfonamid
e)

7 2, 5, 6, 8, 10, 13, 
18

63 4-tert-Butyl-2-chlorophen
ol 2 4, 10 139

N-TAmP-FBSAP(N-trimeth
ylammoniopropylperfluorobut
anesulfonamidopropanoicaci

d) 

1 6

64 Benzophenone 2 1, 12 140

N-TAmP-FHpSA 
(N-trimethylammoniopropyl 
perfluoroheptanesulfonamid

e)

3 1, 2, 17

Siloxa
nes

65 Heptasiloxane, 
hexadecamethyl- 1 9 141

N-TAmP-FOSA 
(N-trimethylammoniopropyl 
perfluorooctanesulfonamide)

4 1~3, 9

66 Hexamethylcyclotrisiloxane 2 2, 3 142
PFBA 

(perfluoro-n-butanoic 
acid)

3 1~3

67 Octadecamethyloctasiloxane 3 1, 3, 11 143 PFECHS(perfluoroethylcyclo
hexanesulfonate) 2 10, 12

68 Octamethylcyclotetrasiloxan
e 1 11 144 PFES (perfluoroethane 

sulfonate) 5 4, 5, 9, 13, 16

Pestic
ides

69 (2,4-Dichlorophenoxy)aceti
c acid, ethyl ester 1 7 145

PFHxA 
(perfluoro-n-hexanoic 

acid)
5 1, 2, 5, 7, 15

70 2,4-D Butoxyethyl ester 1 8 146
PFOA in-source fragment 
(perfluoro-n-octanoic 

acid)
6 1~3, 8, 19, 20

71
Acetic acid, 

2-(4-chloro-2-methylphen
oxy)-

1 7 147 PFPrSi (perfluoropropane 
sulfinate) (neg) 1 14

72 Aclonifen 1 10 148 perfluorobutane sulfonamido 
propyl dimethyl amine 16 1~3, 5~9, 11~14, 

16, 17, 19, 20

73 Alanycarb 2 3, 18 149
perfluoroheptane 

sulfonamido propyl dimethyl 
amine

3 2, 3, 5

74 Aminocarb 1 15 150 perfluorooctane sulfonamido 
propyl dimethyl amine 1 3

75 Anisatin 1 4 151 perfluoropentanesulfonamid
opropyldimethylamine 11 2, 5, 7~10, 13, 14, 

17, 19, 20

76 Atrazine 1 2 152

perfluoropentane 
sulfonamido propyl dimethyl 

quaternary amine 
propanoate

17 1~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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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미세)플라스틱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GCxGC-ToF와 LC-qToF를 이용하여 표적과 비표적 분석

을 수행하였다. 가스크로마토그램피를 이용한 표적분석에서 알칸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PCB류, HBCD

류, phenol류, 프탈레이트류, 산화방지제(2,4-DTBP, BHT), UV안정제(UV326) 등이 검출되었다. 액체크

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프탈레이트류, UV안정제(UV320, 326, 327, 328), 산화방지제

(Irganox1010, Irganox1076), 신규난연제(TBBPA, OPFRs, reactive flame retadants), 페놀류(BPA대체

물질) 등이 검출되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와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극성물질과 비극성물질의 비표적 분석 결과를 포괄

하여 정리하면, 대양에서 수집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지방산계열, 알칸계열, 알데히드, 카르복실산, 

사이클릭아미드, 알코올계열, 프탈레이트류, 방향족 계열, 유기인계화합물, 과불화화합물 등이 검출되었다. 

확인된 화합물의 용도는 플라스틱의 원재료에서 기인한 화합물, 산화방지제, 가소제, 표면조정제, 염료, 방

오제, 난연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 첨가제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환경에서 흡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화합

물(살충제류)과 용도 확인이 불가한 미지의 화합물 역시 확인되었다(그림 2–6-15). 
  플라스틱에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첨가제는 플라스틱에 높은 농도로 잔존할 가능성이 높아, 연구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매우 다양한 첨가제가 광범위하게 출현하고 있

음을 확인하다. 확인된 물질 중 플라스틱 시료에서 높은 빈도로 검출되고 환경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림 2-6-15. 플라스틱 시료 내 표적물질 및 비표적물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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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미세플라스틱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도출 및 수립

  미세플라스틱의 지구적 규모의 오염평가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도출 및 수립을 위하여 

2020년 ‘대양 미세플라스틱 기획 연구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1. 개발의 필요성, 

2.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3. 연구개발 비전 및 목표, 4. 연구개발 추진 전략, 5. 연구과제 도출, 6. 연구개발 

로드맵, 7. 소요예산, 8.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로 구성되었으며 개조식으로 작성되었다. 

01
연구개발의 

필요성

● 2014년 기준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간 약 3천만톤으로 현재 추세대로

라면 2050년에는 연간 1억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양으로의 유입

량은 연간 8백만 톤으로 유입량 또한 생산량 증가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플라스틱은 자연적 풍화과정을 거쳐 5mm이하의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

고 해양생물들에 의해 섭식·전이되어 다양한 독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함유 

유해물질 및 미생물 등의 이동매체로 작용하고 해양환경 내 물질순환과도 관련

되는 것으로 알려져 지구적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1-4차에 걸친 유엔환경총회(UNEA), G7/G20, 다양한 UN 산하기구(UNE, 

IMO, FAO, UNESCO, UNIDO 등), 지역 국제기구(NOWPAP, PEMSEA, 

COBSEA, PICES, IOC/WESTPAC 등) 등 거의 모든 국제협력 기구와 프로그램

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저감 노력과 아울러 연구개발을 회원국에 촉구

하고 있는 실정임.

● G20에서는 회원국의 행동계획(Action Plan)이 채택되었고, 유엔환경총회에

서는 지역해 단위의 협약(Convention)이 검토되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향

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강제력을 갖는 협약으로의 발전 가

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해양 미세플라스틱은 전 지구적으로 전파되는 월경성 오염물질로 연안은 물

론 대양, 심해, 극지방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나, 해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각 

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벗어나는 공해상의 대양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

로 지구적 규모의 미세플라스틱 오염과 거동을 이해하기에는 과학적인 정보가 

매우 부족한 현실임.

● 해양 내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해류를 통해 전 지구의 대양으로 이동·확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기, 선박, 자연풍화 등 다양한 유입

원과 유입경로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동확산과정 중에 물리적·화학적·생물학

적 작용에 의해 심해로 이동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해양은 미세플라스틱이 최종적으로 축적되는 장소로 현재 수준으로 플라스

틱 생산량이 유지되고 플라스틱 폐기물이 관리되면 2100년에는 현재보다 오염

수준이 50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대양 환경에서 미세플라스



- 163 -

틱과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학물질의 오염현황과 특성은 물론 유입원, 유입경로, 

매질 간 분배, 생물축적과 전이, 풍화, 제거 기작과 침강 플럭스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음(그림 1).

그림 1. 해양으로의 미세플라스틱 유입원, 유입경로 및 거동 기작 예상도

● 지구적 규모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대양에서의 미세플라스틱의 이동확산 

및 거동기작에 대한 규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바, 스페인에서는 전 세

계 대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모이는 해역을 중심으로 부유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조사하였고 미국에서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을 중심으로 대양에서 부유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였음.

● 아시아지역은 전 세계 플라스틱쓰레기 해양배출량의 60%이상을 기여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해를 포함한 북서태평양은 미세플라스틱의 전 지구적 

hot-spot일뿐더러 해류와 대기의 흐름을 고려할 때 미세플라스틱의 전 지구적 

순환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현재까지 이 해역에서 연구는 연안에 집중되어 있고, 대양연구는 중국을 중

심으로 북서태평양 서쪽 일부 해역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300㎛ 이상

의 큰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표층해수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져 

지구적 규모의 미세플라스틱의 오염과 거동을 이해할 있는 과학적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그림 2).

● UN 환경계획(UNE) 산하 북서태평양 환경보전 프로그램(NOWPAP), 

UNESCO 산하 정부 간 해양학위원회(IOC)의 북서태평양해역 프로그램

(WESTPAC)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평가와 거동에 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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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해양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의 연구 분야에서는 연구 수월성을 유

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전 지구적인 미세플라스틱 오염평가와 거동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고 있는 바, 글로벌 hot-spot 지역인 북서태평양에서의 미

세플라스틱 오염현황, 이동확산 및 거동기작을 밝힘으로써 전 지구적 문제해결

을 위한 과학적 자료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미세플라스틱 대양연구 현황(좌; Cόzar et al., 2014, PNAS)와 

북서태평양 해역의 기존 연구정점 및 향후 연구 예상해역의 공간적 범위(우) 

02 
연구동향 

분석

● 미세플라스틱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문가 의견 청취 결과 지구적 규모로 

볼 때 연구가 가장 안 된 대상은 국가적 관할권을 넘어서는 배타적경제수역

(EEZ) 밖의 공해상이며, 오염평가 및 거동 연구 측면에서도 연구결과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연구동향 분석은 해양환경의 다매체의 미세플라스틱의 

오염평가,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유입 경로, 해양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거동은 

물론 미세플라스틱 함유 물질/자연물질의 거동과 상호작용 분야로 한정하여 분

석함. 연구동향 분석은 아래 제시된 방법으로 실시함.

- 수집대상 : Clarivate사의 Web of Science DB - SCI(E) 논문정보 

- 수집기간 : 1984년~2020년

- 검색필드 : 제목(Title), 초록(Abstracts), 키워드(Keyword, Keyword+) 

(* TS 필드 / Keyword+: 논문이 인용한 참고문헌의 주요키워드 도출)

- 데이터 정제: 검색결과 전수검사 후 부적합 논문자료 제외

- 검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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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microplastic” or “microplastics”) and (sea or ocean or coastal or 

marine) and ("pathway" or "input pathway" or "input route" or "source" or 

"transportation" or "atmospheric transportation" or "inflow" or "long range 

transportation" or "atmospheric deposition" or "atmospheric fallout" or "shuttle 

effect" or "raining down" or "wind transport" or "ship" or "gray water" or 

"ballast water" or "weathering" or "fragmentation" or "photo-oxidation" or "UV 

radiation" or "hydrodynamics" or "ocean current" or "modelling" or 

"convergence" or "particle tracking model" or "ocean garbage patch" or 

"turbulence mixing" or "sedimentation" or "aggregate" or "vertical distribution" 

or "sinking" or "aggregation" or "marine snow" or "sediment trap" or "biological 

transport" or "food web" or "food chain" or "trophic transfer" or "food web 

accumulation" or "deep sea" or "sea floor" or "plastic-sphere" or "biofilm" or 

"biofouling" or "additives" or "flame retardant" or "persistent organic pollutant" 

or "hydrophobic pollutants" or "hydrophobic organic contaminants desorption" 

or "leaching" or "leaching effect" or "natural organic matter" or "humic acid" or 

"carbon pump" or "DOM-POM assembly" or "transparent exopolymer particles" 

or "coomassie stainable particles" or "gel particle" or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 or "exopolysaccharide" or "gel-like structure" or "microalgae" or 

"exopolymers" or "degradation products" or "carbon" or "carbon dioxide" or 

"dissolved organic matter" or "volatile organic carbon" or "carbon storage"))

가. 논문 생산성

검색된 942편의 논문 중 개별 논문을 면밀히 검사하여 해당 분야와 관련성이 

적은 담수/호소 환경, 하수종말처리장, 실험실 독성 실험, 분석법 논문 등을 제

거하고 관련성이 높은 총 552편의 논문만을 추출하여 분석함. 연구논문은 2009

년 2건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 175건으로 최고치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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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별 생산성·영향력

검색 후 정제된 552편의 논문 중 교신저자의 국가를 기준으로 국가별 논문 생

산성(논문 수)과 영향력(논문 피인용수)을 분석함. 분석 결과, 최근 2-3년 간 

논문 생산성이 급증한 중국이 총 90편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영국(68편), 독

일(68), 미국(50), 이탈리아(43), 프랑스(34) 순으로 수위를 점하였고, 우리나라

는 관련분야로 총 25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전체에서 7위를 점유하고 있어 해당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인 연구 수월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스페

인이 28편으로 8위를 차지하였으며, 일본은 8편으로 15위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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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교신저자 기준 소속 국가 기준으로 논문 편수와 논문 당 피인용 횟수를 

함께 고려한 논문 영향력 지수를 분석함. 중국의 경우 논문 편수에 비해 논문 

당 피인용 횟수(17회)가 매우 낮아 그래프 우측 하단에 위치하였고, 논문 편수

와 인용 횟수(98회)가 균형 있게 높은 값을 유지한 영국이 가장 우측 상단에 위

치함. 논문 편수 20편 이상의 국가 중 영국(98회), 미국(77), 프랑스(45), 스페

인(42), 이탈리아(31) 5개국이 우리나라보다 상위에 위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논문당 25회 인용되어 독일(23회)보다 영향력에서 앞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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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관별 생산성 

공저자 기준 기관별 논문 생산성은 영국의 Univ of Plymouth(23편), 중국의 

Chinese Academy of Science(21편), East China Normal Univ.(17편), 영국

의 Univ. of Exeter(17편)까지 4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은 관련 분야로 16편의 논문을 게재하여 검색된 전세계 780개 미세플

라스틱 연구 기관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 9위로 분석된 과학기술연합대

학원대학교(UST)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UST 캠퍼스 소속 교수진의 소속이 

함께 기재되어 나온 결과임. 따라서 본 분석 결과는 해양 분야의 미세플라스틱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국내에 보

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순위 기관 논문수 저자수

1 Univ Plymouth 23 29

2 Chnese Acad Sci 21 33

3 East China Normal Univ 17 19

4 Univ Exeter 17 26

5
Korea Inst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16 16

6 Univ Siena 13 15

7 IF REMER 12 18

8 CNR 11 12

9 Korea Univ Science and Technology (UST) 11 12

10 Plymouth Marine Lab 9 9

11 Univ Utrecht 9 10

12 Deltares 8 8

13 Univ Chinese Acad Sci 8 8

14 Univ Vienna 8 11

15 Univ Barcelona 7 7

라. 저자별 생산성

교신저자 저자별 논문 생산성 분석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의 심원준 

박사와 홍상희 박사가 전체 총 424명의 검색된 교신 저자 중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함. 심원준 박사의 경우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분포 및 거동 분야의 논문을 

주로 게재하였으며, 홍상희 박사는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생물 섭식과 함유 유

해물질 거동 분야의 논문을 주로 게재함. 공저자 저자별 논문 생산성의 경우는 

위의 2명의 박사를 포함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3명이 포함되어 상위 10

명의 저자 중에 50%가 한국 과학자로 분석됨. 이는 우리나라가 해양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의 오염평가와 거동 연구 분야의 연구를 국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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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순위 저자명 논문수
1 Labrenz, M 7
2 Li, DJ 7
3 Shim, WJ 6
4 Peng, JP 6
5 Hong, SH 6
6 Thompson, RC 6
7 Barletta, M 5
8 Baini, M 4
9 Fok, L 4
10 Halle, A 4

 

마. 논문 주제 키워드

위에 제시된 검색 키워드로 검색된 총 552편의 논문에 제시된 카워드 분석 결

과 핵심 키워드인 미세플라스틱을 제외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키워드는 없음. 

이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전 세계 해양환경 중에서 광범위하게 관측되고, 거의 

모든 환경 분야와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특징적인 연구 내용으로 수렴되지 않

는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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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비전 및 

연구개발 

목표

가. 연구개발 비전

월경성의 특징으로 연안은 물론 대양, 심해, 남·북극해 등 지구적으로 분포하

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은 최신 국제해양환경 현안임. UN환경총회는 물론 다양한 

산하 기구(UNE, IMO, FAO, UNESCO, UNIDO 등), G7/G20, 국제 지역기구

(NOWPAP, IOC/WESTPAC, PEMSEA, PICES 등)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

제를 의제로 다루고 있으며, 회원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저감을 위한 노력

과 함께 다양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음. 한편 Clarivate사가 

2016년 발간한 Research Front 보고서에서 ‘환경과학 및 생태학’분야의 최

고의 연구주제(hot topic)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선정된 바가 있음. 이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국제기구에서 시급히 해결할 현안 문제로 다루어짐과 동

시에 과학계에서도 연구 경쟁이 치열한 첨단 분야의 하나라는 증거임. 위에 제

시한 연구동향 자료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연구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있음. 아울러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지식 

격차(knowledge gap)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내

적으로만 기여하는 수준의 공공기반 기술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는 국제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생산하는데 기여도를 높여야 할 때임. 따라서 미

세플스틱의 지구적 규모의 오염평가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연구사업의 비

전을 “지구적 규모의 미세플라스틱 연구 선도를 통한 국제 환경현안 해결에 

기여”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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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및 연구개발 목표

비전인 “지구적 규모의 미세플라스틱 연구 선도를 통한 국제 환경현안 해결에 

기여”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목표로 “미세플라스틱 연구 수월성 확보를 통한 

국제 해양환경 대응력 강화”로 설정함. 우리나라의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유입, 거동과 관련 연구는 현재까지 국내 연안 환경에 국한되어 있음. 하지만 

해양 미세플라스틱 연구를 통해 확보한 지식과 노하우는 대양의 환경에 적용될 

수 있음. 특히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관련 지식이 연안 환경 중심으로만 축적

되면서 대양을 포함하는 지구적 규모의 오염과 거동에 대한 연구 요구가 증가

하고 있음. 특히 UN 환경총회에서는 지역해 단위의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오염 

관련 협약(convention)을 검토하고 있는 바, 정부 차원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

의 연구 수월성을 유지∙발전하면서 국제 해양환경 현안 및 향후 협약에 대비한 

대응력 강화를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반면 연구개발 목표 설정을 위해서 지구적 규모의 오염과 거동 연구의 어려움

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공간적인 연구범위를 북서태평양 지역으로 한정함. 

연구 필요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서태평양은 육상 플라스틱 오염원이 아시

아에 근접한 대양이면서 해류와 대기의 방향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이 유입 가능

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양에서 진행된 

연구 자료를 비교하면 가장 연구가 부족한 해역임. 따라서 북서태평양은 대양에

서의 미세플라스틱의 오염과 거동 관련 연구를 하기에 매우 적합한 해역임과 

동시에 과학적으로도 연구를 선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해역에 해당함. 따라서 

연구사업의 목표는 “북서태평양의 미세플라스틱의 오염과 거동기작 규명”으

로 설정함.

04 
연구개발 

추진 전략

추진전략 1 핵심요소기술 개발과 핵심 현장자료 생산 병행

● 북서태평양과 같은 대양 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오염평가, 유입 경로 규

명,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핵심요소기술 개발과 오염 현황과 유입량 산정을 위

한 과학적 정보 생산을 병행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

록 추진

추진전략 2 국제협력기구 및 국외전문가 공동연구 네트워크 활용

●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국제파트너쉽, UNE, IMO, UNESCO-IOC, CBD, 

NOWPAP, COBSEA, PICES, GESAMP 등 국제협력기구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워킹그룹 및 협력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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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해양쓰레기 연구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적인 연구 주도

추진전략 3 융복합기술을 이용한 협력형 연구개발 추구

● MT, NT, BT 등 융합기술 협력체계 구축 활용

● 산학연의 다학제간 협력

추진전략 4 교육 및 홍보를 활용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

● 국제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저감 및 관리의 거버넌스에는 교육 및 홍

보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바, 본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결과 및 자료를 국∙
영문으로 작성하여 교육 및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05
중점 및 

세부 

연구과제 

도출

가. 중점 연구개발 과제 도출

설정된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점과제 도출

을 위한 연구개발 방향의 설정이 필요함.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양 환

경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오염과 거동을 이해하는 것은 전 지구적인 미세플라스

틱의 오염과 거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임. 특히 언급한 북서태평양은 대양에서

의 미세플라스틱의 오염과 거동 연구의 좋은 테스트 베드에 해당함. 해양 플라

스틱 쓰레기 오염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이 작성한 호눌룰루 전

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개발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를 3개의 핵심 키워

드로 요약하면, 1) 육상/해상기인 해양 쓰레기의 유입량, 2) 해양 쓰레기의 현

존량, 3) 해양 쓰레기에 의한 경제적/환경적 영향임. 따라서 대양 환경에서도 

1)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평가를 통해 현존량을 파악하고, 2) 육상으로부터 

해류와 대기, 해양으로부터 선박과 풍화를 통해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유입

경로와 유입량을 파악하고, 3) 대양으로 유입된 미세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 거동을 이해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음. 국제적 해양환경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는 호눌룰루 

전략에서도 관련 지식부족(lack of knowledge)을 명시하고 있으며, EU 해양전

략지침(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을 별도의 

주제로 다루고 있음. 따라서 연구개발 중점과제를 국제적인 해양 쓰레기 전략과 

연계하여 3개의 중점과제로 축약해서 아래와 같이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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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
필요지식 및 기술적 도전과제

중점 연구개발 

과제최종 목표

북태평양의 

미세플라스틱

의 오염 및 

거동 기작 

규명

• 선상 시료채집 중 오염 회피 기술

• 선상에서 대용량 해수 시료채취 기술 

• 선상 대기 중 MP 연속 채집 기술

• 대양 환경 다매체 시료 채집 기술

• 대양 다매체 환경 시료 중 MP 모니터링 기술

북서태평양의 MP

오염평가

• MP 해류 이동확산 예측 기술

• MP 대기 이동확산 관측 기술

• MP 대기 이동확산 예측 기술 

• 선박 기원의 MP 관측 기술 

• 해양 부유 플라스틱 풍화 시험장치 개발 기술

• 해양 부유 플라스틱 풍화 예측 기술

북서태평양의 MP

유입경로 규명

• MP와 생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 MP 분해산물 분석 기술

• MP와 유기물 상호작용 측정 기술

• MP 함유 화학물질 정성 및 정량 분석 기술

• 심해 MP의 침강 포집 기술

북서태평양 내 

MP의

거동 규명

나. 핵심 세부연구개발 과제 도출

중점 

연구개발과제
목  표 핵심 세부연구개발 과제

북서태평양의 MP 

오염평가

북서태평양 

해역의 MP 

오염 현황 파악

• 대양 환경 중 다매체 시료 채집기술 개발

• 북서태평양 해수 중 MP 오염 평가

• 북서태평양 퇴적물 중 MP 오염 평가

• 북서태평양 서식 해양 생물 중 MP 축적 및 

오염 평가

북서태평양의 MP 

유입경로 규명

북서태평양의 

유입 경로별 

MP 기여도 

파악

• 해류를 통한 MP의 북서태평양 이동 및 

유입 규명

• 대기를 통한 MP 북서태평양 이동 및 유입 규명

• 선박 기원의 MP 북서태평양 직접 유입 규명

• 북서태평양 부유 플라스틱의 풍화를 통한 

MP 유입 규명

북서태평양 내 

MP의 거동 규명

북서태평양 

환경 중 MP 

거동 및 

물질순환 

상호작용 규명

• 북서태평양 환경 중 MP의 수직 이동 기작 규명

• MP에 의한 물질순환 영향 규명

• MP 함유 화학물질의의 거동특성 규명

• 북서태평양 심해로 MP 침강 플럭스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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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연구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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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소요예산

가. 중점 연구개발 과제별 소요 예산

  (단위: 억원)

나. 핵심세부 연구개발 과제별 소요 예산

 (단위: 억원)

대과제 중점 연구과제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북서태평양의 

MP 오염 및 

거동기작

규명 연구

북서태평양의 MP 

오염평가
8 9 9 9 10 45

북서태평양의 MP 

유입경로 규명
15 16 16 16 15 78

북서태평양 내 

MP의 거동 규명
17 17 18 18 15 85

합계 40 42 43 43 40 208

중점 연구 
개발과제

핵심 세부연구 
개발 과제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북서태평양

의 MP 

오염평가

대양 환경 중 다매체 시료 

채집기술 개발
4 2 - - - 6

북서태평양 해수 중 MP 오염 

평가
4 4 3 - - 11

북서태평양 퇴적물 중 MP 오염 

평가
- 3 3 4 - 10

북서태평양 서식 해양 생물 

중 MP 축적 및 오염 평가
- - 3 5 10 18

소계 8 9 9 9 10 45

북서태평양

의 MP

유입경로 

규명

해류를 통한 MP의 북서태평양 

이동 및 유입 규명
5 5 5 3 2 20

대기를 통한 MP 북서태평양 

이동 및 유입 규명
3 3 3 5 4 18

선박 기원의 MP 

북서태평양 직접 유입 규명
3 3 4 4 4 18

북서태평양 부유 플라스틱의 

풍화를 통한 MP 유입 규명
4 5 4 4 5 78

소계 15 16 16 16 15 78

북서태평양 

내 MP의

거동 규명

북서태평양 환경 중 MP의 

수직 이동 기작 규명
5 5 5 6 5 26

MP에 의한 물질순환 영향 규명 3 3 4 4 3 17

MP 함유 화학물질의의 

거동 특성 규명
4 4 4 4 4 20

북서태평양 심해로 MP 

침강 플럭스 산정
5 5 5 4 3 22

소계 17 1 18 18 15 85

합계 40 42 43 43 40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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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기대성과/

파급효과

구분 기대 효과

기술적 측면

• 대양/심해의 다매체 중 오염을 회피하면서 미세플라스틱 시료를 

자동 또는 대용량으로 채취할 수 있는 요소기술의 확보

• 북서태평양 환경 다매체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 정보 확보 

• 아시아지역에서 북서태평양으로의 미세플라스틱 주요 유입원 경

로 및 유입량 정보 확보

• 대양 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과 생물 간의 상호작용 이해

•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의 대양 환경 중 거동에 대한 정보 

확보

• 대양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물질 순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 미세플라스틱 입자의 심해로의 침강 플럭스 정보 확보

경제적 산업적

면

• 다양한 미세플라스틱 시료채취 장치의 개발 및 사업화의 기반 

구축

• 환경 매질 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시장 확대 및 수요 충족에 

기여

• 미세플라스틱 관리정책 수립을 통한 플라스틱 관련 산업 안정화

에 기여

• 산업계의 (미세)플라스틱 첨가화학물질 개발 대체재 개발 및 관

리를 위한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

사회적 측면

• 대양 환경의 미세플라스틱 오염현황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

하여 국제사회의 미세플라스틱 공동대응책 마련에 기여

• 국제사회의 미세플라스틱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 및 정부의 국

제협약 대응 협상력 강화

• 미세플라스틱 오염현황 관련 교육 및 홍보 자료를 제공하여 플

라스틱의 저감을 위한 국제사회의 인식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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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진 일정 실적

1차년도 (19.10~20.03)

개발내용

추진 일정 
책임자
(소속기
관)

비고
(변경사유 등)9 10 11 12 1 2 3 4 5 6 7 8

해수 채취 장치 설계

KIOST

해수 연속 여과장치 설계

Electrolysis cell 제작

KIST

초미세플라스틱 정밀분리기술 
개발

MALDI-TOF-MS 분석

초미세플라스틱 분석조건 최적화 

μFT-IR 초고속 맵핑 분석을 
위한 해수 시료 전처리 기법 
개발

KIOST
GC-TOF/MS를 이용한 (미세)
플라스틱 함유 화학물질의 비
표적분석 기법 확립

하천 및 하구 수역 대상 시료 샘
플링 지역 선정

KIST

담수 및 하구시료 내 미세플라스
틱 분석법 확립 

Biofilm 반응조  구축

반응조 시범 운전

반응조 및 운전조건 최적화 

극지환경 거동관련 문헌연구

INU

북극 및 남극 환경 내 거동기작을 
대표하는 보존시료 확보

사전조사(혹은 스크리닝 분석)을 
통한 검출가능한 대상 보존시료의 
선정

북극환경 보존시료내 미세플라스
틱 분석법 확립

남극환경 보존시료내 미세플라스
틱 분석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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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20.04~21.03)

개발내용

추진 일정 
책임자
(소속기
관)

비고
(변경사유 등)4 5 6 7 8 9 10 11 12 1 2 3

해양 미세플라스틱 시료 채취 
장치 개발

KIOST
환경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분
석기술 자동화

환경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함
유 유해물질의 분석기술 고도
화

담수 및 하구시료에서 미세플
라스틱 분석

KIST

코로나로 인한 외
부출장자제 권고에 
의해 시료채취 일
정이 지연되어 분
석일정 역시 지연
됨

Biofilm 반응조 운전

Biofilm 미생물 군집 분석

미세플라스틱-오염물질 간 흡/
탈착 거동 특성 규명

대양 보존시료 활용 미세플라
스틱 오염수준 및 특성 분석 
시범 연구

KOST
해양 보존시료 활용 미세플라
스틱 함유 유해물질 특성 분석 
시범 연구

북극환경 보존시료내 미세플라스
틱 분석

INU
남극환경 보존시료내 미세플라스
틱 분석

MP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
동 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도출 및 수립

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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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정도

1. 해양 미세플라스틱 시료 채취 장치 개발
○ 선박 정상 운항 중 미세플라스틱 시료채취 및 선상 연속여과 장치는 향후 미세플라스틱 연

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양 조사 시 시료채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저감할 수 있으며, 

특히 다양한 연구선이 다른 목적으로 대양 탐사를 수행할 때, 이동 간에 언제든지 원하는 

미세플라스틱 분석용 시료를 채취하는데 활용되어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평가 및 거동 연

구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2. 초미세플라스틱 분석 기술 개발
○ 연구진에 의해 자체 제작된 ATR cell이 장착된 FTIR을 이용, 액상에 존재하는 1μm 초미

세플라스틱의 실시간 분석 기술은 기존에 미세플라스틱 분석에 시도된 적 없는 매우 창의적

인 성과임.  

○ 담수 및 하구 환경 중 (초)미세플라스틱 오염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본 사업에서 시료의 전처리법을 확립하고, 새로운 초미세플라스틱 분석법

을 제안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 평가 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함.  

3. 환경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기술 자동화 및 함유 유해물질의 분석기술 고도화
○ 기존의 FTIR을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수동분석법과 완전자동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고 미세플

라스틱 분석의 긍정오류 및 부정오류율을 최소화하여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미세플라스틱 

정량 및 정성분석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반자동분석법을 확립하여 향후에 해양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시료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신뢰할 만한 분석 자료를 더 적은 노력으로, 더 신속

하게 많이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다양한 FTIR을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분석법은 물론 라만 분석법을 현장 시료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문제점과 장단점을 파악한 결과는 신규로 미세플라스틱 분석에 입문하는 기관 또

는 분석자들이 분석방법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GC×GC-ToF/MS와 LC-ToF/MS를 활용한 화학물질의 비표적 분석기술의 체계적 확립을 

통해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함유된 극성에서 비극성까지 넓은 범위의 화학물질의 종합적인 

탐색이 가능한 기술 기반을 확립하여 향후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의 오염평가 및 관리 

대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4. 담수 및 하구 환경 조건에서 미세플라스틱 거동 기작 규명
○ 해양에 비해 담수 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평가와 거동 연구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임.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담수 시료의 전처리-분석법은 향후 담수 내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또한 미세플라스틱 표면의 미생물 군집 연구와 미세플라스틱-

오염물질 간 속도론적/열역학적 흡착 거동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수월성 있는 연구 성과 창출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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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수 및 하구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의 화학적 및 생물학적 거동 결과는 미세플라스틱에 연

관된 화학물질과 미생물군집의 환경 영향과 위해성 예측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5. 담수, 대양 및 극지환경 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및 특성 분석 시범 연구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표층 해수 채집 장치 및 초고속맵핑 분석법을 최초로 현장시료에 

적용하여 성공적인 미세플라스틱 자료를 생산하고, 구축한 자료와 결과는 해양 미세플라스

틱 오염지도 작성 및 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국내 최초로 북극해로의 미세플라스틱 이동과 공간분포를 추정 가능한 해수, 미세플라스틱

의 침강과 시계열적 변화 경향을 추적할 수 있는 퇴적물 시료를 분석하여 북극환경 내 미세

플라스틱 거동기작 연구정보를 획득하였으며, 남극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생물 종(크릴, 

펭귄 배설물)을 분석하여 먹이사슬을 통한 미세플라스틱의 전이특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

여 남극환경의 미세플라스틱 거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함.

○ 극지방 시료 분석법 확립과 극지방 환경시료 사전조사를 통하여 연안 해양환경에만 집중되

어 있는 미세플라스틱 연구를 극지방 환경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일부 환경매체에 대한 오염현황 파악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극지방 미세플라스틱 연구를 발

전시켜 다양한 거동기작과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음.

6. 해양 보존시료 활용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 특성 분석 시범 연구
○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학물질의 비표적 분석기술의 체계적 확립을 통해 해양 (미세)플라스

틱에 함유된 극성에서 비극성까지 넓은 범위의 화학물질의 종합적인 탐색이 가능한 기술 기

반을 확립하고, 대양 시료에 적용하여 2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검출함으로써 플라스틱 해

양쓰레기를 통한 오염물질의 해양유입 및 대양에서 장거리 이동·확산 가능성을 확인함. 또

한 비표적 분석 결과를 기초로 연구가 필요한 화학물질을 선별·추출함으로써, 분석기술 확

립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표적분석 기술 확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7. 미세플라스틱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도출 및 수립
○ 미세플라스틱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 계획 도출 및 수

립 결과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22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 중 “해양 미세플라

스틱의 유입 및 거동 연구”에 일부 활용되었으며, 향후 지구적 규모의 오염평가 및 거동연

구 사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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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가. 당해연도 활용계획

◯ 선박 정상 운항 중 표면해수층을 포함하는 표층해수 시료채취 장치 및 선상용 해수 중 미세플라

스틱(>20㎛) 연속 여과장치의 시작품은 다양한 대양 조사를 위한 대형 연구선의 이동 중에 미세

플라스틱 오염평가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확립된 미세플라스틱의 FTIR 초고속맵핑 반자동 분석기술은 힌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 미세플

라스틱 오염 평가에 활용되고 있으며, 타 공공기관(해양환경공단), 기업체(세스코) 등의 미세플

라스틱 분석기술 자문을 통해 개발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 특히, 연구결과는 국제 미세플라스틱 

심포지움에 초청강연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소개되었으며, 향후에 분석기술에 대한 국내외 기술

자문을 통해 확립된 분석법이 적극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확립된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의 분석기술과 대양 시료 중 함유 유해물질의 분석결과는 한

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21년부터 수행하는 해양 플라스틱의 생태계 영향평가 사업에서 플라스

틱 함유 유해물질의 환경전이 및 생물전이 연구’에 활용되고 있음.

◯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대양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의 거동과 영향 규명을 위한 연구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 미세플라스틱과 오염물질 간 화학적 거동 관련 연구개발성과는 미세플라스틱과 오염물질 간 노

출이 극대화될 수 있는 하폐수처리시설로 확장하여 후속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미세플라스틱 생물막(Biofilm) 미생물 군집 결과를 심도 있게 해석하여 미세

플라스틱 생물막 미생물 군집에 대한 이해를 고도화하고,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미생물 군집 규

명에 활용함.

◯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북극 환경 보존시료(해수, 표층퇴적물, 코어퇴적물)에서 측정된 미세플라스

틱 관측자료를 올해 안에 국외 전문학술지에 투고하여 본 연구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임.

◯ 주요 거동 기작과 관련하여 극지 환경 시료 특성에 따라 확립된 분석법을 통하여 극지 보존시료

를 추가분석하여 양 극지방 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의 유입/발생 노출을 추적하고, 극지 환경에 

미세플라스틱 거동에 대한 물리, 화학, 생태적 기작 이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미세플라스틱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 계획 도출 및 

수립 결과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22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 중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유입 및 거동 연구”에 일부 활용되었으며, 향후 지구적 규모의 

오염평가 및 거동연구 사업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음.

  나. 활용방법

◯ 국내외 학술대외 발표 및 학술논문 작성

◯ 산학연 관련기관에 분석기술에 대한 자문 및 지도

◯ 미세플라스틱 관련 신규 연구개발 사업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오염정보를 바탕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 집중관리지역 선정 및 관리대책 수립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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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차년도 이후 활용계획

◯ 오염 관리 대책 수립 및 적용 후 해당 지역의 미세플라스틱 오염과 비교하여 정책의 효율성 평

가에 활용

◯ 본 연구에서 확립된 미세플라스틱 반자동화 분석기술은 우리나라 해양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현황 및 환경위해성연구에 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의 분석기술은 (미세)플라스틱 해양쓰레기로 

인한 유해물질의 해양오염, 환경거동, 생태계영향 규명 연구에 활용

◯ 본 연구에서 확립된 담수 시료의 전처리-분석기법을 국내 수계시료에 적용하여 담수를 통해 해

양으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 부하량을 산출하는데 활용할 계획임.   

◯ 다양한 수계 조건에 대하여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부착되는 Biofilm 미생물 군집 구조 및 거동을 

규명하는데 활용함.

◯ 본 연구진은 다년간에 걸쳐 북극 및 남극환경에 대한 인위적 오염물질의 오염도 및 거동기작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 확립된 미세플라스틱 정성·정량 분석법과 확

보한 극지연구자들과의 협력체계를 더 공고히 하여 시범분석에서 확인된 오염도 및 거동기작을 

확장하는 후속연구에 참여하고 연구개발에 활용할 계획임.

◯ 남극환경 보존시료(크릴, 펭귄 배설물) 내 미세플라스틱 시범분석을 통해 확인된 남극생태계의 

생물 종간 전이현상 자료를 활용하여 본 시범연구에서 조사되지 않은 저서생물, 바닷새, 유영생

물 등에 대한 후속연구 추진 및 연구개발에 활용할 계획임.

◯ 본 연구에서 확립된 조사방법, 분석방법, 조사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후속연구로써 대양연구사업 

개발에 활용할 계획임.

  라. 기대효과

  [기술적]

◯ 개발된 표층 채집장치 및 초고속맵핑 분석법을 활용하여 현장 시료에 직접 적용하면 적은 비용

과 노력으로 더 많은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대비 오류율을 낮춘 

더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가 가능해짐.

◯ (미세)플라스틱 해양쓰레기에서 검출된 다양한 플라스틱 첨가제의 정보는 해양플라스틱이 오염

원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으나 과학적 정보가 극히 제한적인 첨가제의 환경오염 분야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

◯ 비표적 스크리닝 분석기술을 기존의 표적 분석기술을 보완하는 기술로서, 표적분석에서 간과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탐색하고 표적분석의 효율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함

◯ 다양한 수계 조건에서의 미세플라스틱 Biofilm 미생물 군집 규명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

으로 추가적인 미세플라스틱 Biofilm 관련 환경 이슈 대응에 기여

◯ 국내 연구진에 의해 확보된 과학적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극지환경 관심 증대에 따른 극지환

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아젠다 수립 시 우리나라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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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오염은 사회적 현안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오염자료를 광범위

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료채취 및 분석기술을 확립하여,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 생산이 가능토록 함.

◯ 초미세플라스틱 검출 및 분석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대양 플라스틱 시료에서 매우 다양한 화학물질의 검출은 대양환경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매개

로 한 유해 화학물질의 장거리 이동과 오염확산 가능성을 시사하여,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해

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 필요성의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정보가 부족한 우리나라 남해 외해역의 해수 중 미세플라스틱 분포 및 특

성에 대한 DB 구축 및 해당 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정책수립은 물론 국민 인식증진에 기여

◯ 사회·경제적 측면으로는 극지방으로 전이 되는 미세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플라

스틱 배출원 및 폐기물 관리방안 수립에 기여 할 수 있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

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관심 유도와 정책 수립에 기여 가능

[경제적]

◯ 대형 연구선(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부호 6천톤 기준)의 1일 사용료는 2,500만원으로, 타 연구

목적으로 연구선의 이동 시 선속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연속적인 시료채취가 가능하여, 선박

사용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거의 모든 이동 항해 시 시료채취를 할 수 있어, 시료확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 예를들어 태평양 하와이 주변해역 심해저 탐사를 위해 왕복 이동하는 

14일 기준으로 3억5천만원의 시료채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반자동화 분석기술을 미세플라스틱 분석에 활용 시 기존의 미세플라스틱 분

석법보다 시료 당 분석시간을 약 2시간 단축하고, 기존의 시료당 장비 점유시간을 무려 6시간 

이상 단축하여, 분석장비 1대로 대량의 시료분석이 가능해졌으며, 인력소요가 현격히 줄어 분석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특히, 플라스틱 첨가제)의 정보는 정부 및 산업계에 제공되어 플라

스틱 쓰레기의 관리와 플라스틱에 화학물질 사용·관리 방안 마련의 기초 정보로 활용 가능함. 

◯ 해양 외해역 미세플라스틱 오염자료 및 대양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 정보는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강화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증대할 수 있음.  



- 193 -

4. 당초 연구계획 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및 조치사항 협약변경 승인일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기존 연구계획서상에 

2차년도에 “극지환경

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평가 및 거동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도출 및 수

립”이 계획되어 있었

음

삭제

1차년도 연구수행 중에 관련 

기획보고서를 조기에 작성할 필

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총괄 및 

세부연구과제 연구팀 공동으로 

“대양 미세플라스틱 기획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1차년도

에 총괄팀에서 일괄 제출하였

음. 이에 따라 중복성이 불가피

하고 조기에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2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및 협약시, 별도의 ‘극지

방만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연

구계획 도출 및 수립’이 불필

요하여 제외하고 ‘대양 미세플

라스틱 기획연구보고서’로 대

체하여 변경하였음

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해양극지기초원천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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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증빙

평가주안점
가중치

(%)
관련

세부목표
연차

연차별 목표

(조건/환경)
실적요약 관련증빙

(정량) 해양 미

세플라스틱 시

료 채취 장치 

개발

13.5 1
2차년도

(최종)

대양 연구선에서 표면해

수층을 포함하는 해수를 

채수할 수 있는 장치 및 

선상용 해수 중 MP 연

속 여과 장치 시작품 제

작 여부

○ 대양 연구선에서 표면해수층을 

포함하는 해수를 채수할 수 있는 

장치 시작품 1식 제작

○ 선상용 해수 중 MP 연속 여과 

장치 시작품 1식 제작

1. 표층수 수집

장치 특허

2. 표층해수 연

속 채집장치 

시작품

3. 선상 MP 연

속여과 장치 

시작품

(정성) 초미세

플라스틱 분석

기술 개발

4 2 1차년도
1μm 이하 초미세플라스

틱 분석 프로토콜 도출

○ ATR-FTIR 기반 

초미세플라스틱의 실시간 

분석기술을 개발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과 

p.21-24

(정성) 환경시

료 중 미세플라

스틱 분석기술 

자동화

27 2
2차년도

(최종)

μFT-IR 고속맵핑을 이

용하여 크기 >20㎛인 

10종의 MP를 식별 분석

할 수 있는 기법 확립 

여부

○ 해수 시료의 전처리 기법 보완 및 

μFT-IR 초고속 맵핑 및 

스펙트럼 profile을 이용한 MP 

반자동 분석기법 확립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과 

p.25-38

(정성) 환경시

료 중 미세플

라스틱 함유 

유해물질의 분

석기술 고도화

12.4 3
2차년도

(최종)

미세플라스틱 함유 극성 

화학물질 100종 이상의 

비표적분석 기법 확립 

여부

○ GC×GC-TOF/MS, 

LC-TOF/MS를 이용한 200종 

이상 비극성 및 극성 화학물질 

비표적 분석기술 확립 : 전처리 

조건, In-house 라이브러리 구축, 

기기분석 조건, 데이터 처리기술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과 

p.39-74

(정성/정량) 담수 

및 하구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의 

거동 기작 규명

11 4
2차년도

(최종)

-미세플라스틱-미량오

염물질(5종 이상) 간 

흡/탈착 거동 분석 

-미세플라스틱-미량오

염물질 간 흡/탈착 거

동 분석 

○ 4종의 실제 환경시료로 MP 

표면에 생물막(biofilm)을 

형성하고 생물막의 미생물 군집 

구조 파악

○ 담수 및 하구 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의 물리적 거동 

분석

○ 미세플라스틱 - 미량오염물질 

5종 간 흡착거동 분석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과 

p.75-89

4. 논문

5. 논문

6. 성상별 미

세플라스틱 

생물막 형성

장치 특허

(정성) 담수 및 

하구시료를 

활용한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 시범 

평가 

11 5
2차년도

(최종)

-담수 및 하구 환경 시

료 10점 이상에서 미

세플라스틱 농도, 크

기, 폴리머 조성 데이

터 확보 여부

-실제 환경시료 3종 이

상에서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미생물 군집 구

조 파악

○ 한강 상류 및 하구에서 채취한 

표층시료 10점에서 MP 분석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과 

p.90-92

(정성/정량) 대양 

보존시료 활용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및 

특성 분석 시범 

연구

27 4
2차년도

(최종)

대양 표층 및 수층 해수 

시료 (30점 이상)중 미

세플라스틱 농도, 크기 

분포, 폴리머 조성 분석 

자료

○ 대양 표층 및 수층 해수 시료 

30점 중 미세플라스틱 농도, 

크기 분포, 폴리머 조성 분석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과 

p.93-103

7. 논문

(정성/정량) 12.7 5 2차년도 해양 (미세)플라스틱 시 ○ 대양 (미세)플라스틱 시료 20점 추진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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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보존시료 

활용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 

특성 분석 시범 

연구

(최종)

료 (20점 이상)중 반휘

발성 및 극성 화학물질 

시범 분석 및 함유 화학

물질 D/B 구축

에 대한 반휘발성 및 극성 

화학물질 비표적 스크리닝 분석 

및 함유 화학물질 D/B 구축

연구개발결과 

p.124-161

8. 논문

(정성) 

극지환경 

보존시료 확보 

및 대상분석 

시료 선정

1 5 1차년도

양 극지방 내 거동기작

을 대표하는 보존시료(각

각 1개 매체 혹은 종 이

상) 확보 및 시범분석 대

상 시료 선정 여부

○ 극지방 시료 확보 및 북극 

표층해수(n=2), 표층 

퇴적물(n=2), 남극 

크릴(n=2), 펭귄 

배설물(n=2) 사전 조사 완료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과

p.104-110

(정성) 선정된 

극지환경 

보존시료 분석법 

확립

5 5 1차년도

시료특성에 따른 크기 

>20㎛인  10종의 미세플

라스틱 식별 분석법 확립

여부

○ 극지방 시료(해수, 퇴적물, 

생물체) 특성별 

미세플라스틱(>20 ㎛) 

정성정량 분석법 확립 및 

검증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과

p.111-114

(정성/정량) 

북극환경 

보존시료 

시범분석을 통한 

거동기작 기반 

구축

6.5 5
2차년도

(최종)

북극환경 보존시료 내 미

세플라스틱 분포특성과 

오염도 데이터 확보 여부

○ 북극 표층퇴적물 6 정점, 

코어 퇴적물 1정점 10개 

시료 분석 및 해석 완료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과

p.114-120

9. 논문

(정성) 남극환경 

보존시료 

시범분석을 통한 

거동기작 기반 

구축

6.5 5
2차년도

(최종)

남극환경 보존시료 내 

미세플라스틱 분포특성

과 오염도 데이터 확보 

여부

○ 남극 주요 생물종(크릴 3개 

시료), 펭귄 배설물 8개 시료 

분석 및 해석 완료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과 

p.120-123

(정성) MP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도출 

및 수립

7.4 7
2차년도

(최종)

MP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

한 중장기 연구계획 도

출 및 수립 여부

○‘대양 미세플라스틱 기획 

연구 보고서’제출

10. 2020 기

획연구 보고서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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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관련증빙 명
1 표층수 수집장치 특허출원서

번호 관련증빙 명
2 선박 운항 중 표층해수 연속 채집장치 시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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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관련증빙 명
3 선상 미세플라스틱 연속여과 장치 시작품

번호 관련증빙 명

4 미생물 군집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지중 미생물 군집변화 분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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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관련증빙 명
5 담수환경 내 초미세플라스틱 등 나노입자의 열역학적 응집 거동 분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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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관련증빙 명
6 성상별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형성장치 특허출원서

번호 관련증빙 명
7 외해역 해수 중 미세플라스틱 분포 및 오염특성 분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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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관련증빙 명
8 미세플라스틱 함유유해물질의 용출 및 생물 전이 경로 분석 논문

번호 관련증빙 명
9 남극 및 북극 보존시료 내 미세플라스틱 분포특성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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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관련증빙 명
10 MP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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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자체평가의견서

자체평가의견서

사업명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명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통합기반 구축 연구

주관연구기관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심 원 준

총 연구기간
2019. 10. 10-

2021. 03. 31

 자체평가 해당 

연구기간

2019. 10. 10-

2021. 03. 31

Ⅰ. 연구개발 실적

 1. 연구개발성과의 우수성/창의성

  ■ 등급: 아주 우수

   ■ 의견: 

○ 해양 표층 수 중의 미세플라스틱 채집은 저속(2knot)으로 채집망을 예인하는 방식으로 비싼 선박 운

항시간 제약으로 시료채취의 한계가 매우 컸으나, 대형 연구선박의 정상운항(10knot) 중 표층해수를 

채취하는 장치 및 채취된 해수가 선상으로 이송되어 >20㎛의 미세플라스틱을 여과망 막힘없이 연속

으로 10톤이상 채취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대양에서 선박의 운항시간에 대한 소모 없이 이동 

간에 시료를 매우 손쉽게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주 창의적이고 우수한 성과임.

○ FTIR을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분석법을 비교분석하여, 최초로 수동분석(인지오류 및 부정오류)과 자

동분석(긍정오류 및 부정오류)의 오류율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줄일 수 있는 반자동분석법을 확립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전반사감쇄반사법 대비 분석시간 및 장비 점유시간을 대폭 감소시켜 해양 

미세플라스틱 자료 확보에 효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인 매우 창의적이며 우수한 성과임.

○ 연구진에 의해 자체제작된 ATR cell이 장착된 FTIR을 이용, 액상에 존재하는 1μm 초미세플라

스틱의 실시간 분석 기술은 기존에 미세플라스틱 분석에 시도된 적 없는 매우 창의적인 성과임.  

○ GC×GC-ToF/MS, LC-ToF/MS를 이용하여 해양 (미세)플라스틱에서 극성에서 비극성까지 넓

은 범위의 유기화학물질을 탐색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립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통

한 화학물질의 오염, 거동,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제한된 물질의 정보 획

득이 가능했던 표적분석의 한계를 극복함.

○ 본 연구에서 확보된 서북극해 코어퇴적물 분석을 통한 획득된 북극해로의 미세플라스틱 유입의 

시계열적 경향에 대한 조사결과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시도된 자료이며, 남극해에서 주요 

생물 종인 크릴과 펭귄을 연계하여 조사한 연구 또한 최초로 시도된 연구임.  

 2. 연구개발성과의 파급 효과

  ■ 등급: 우수

   ■ 의견: 

○ 선박의 정상 운항 중 미세플라스틱 시료채취 및 선상 연속여과 장치는 표층 해수 중 

미세플라스틱은 물론 해양-대기 경계면의 해수층의 다양한 입자 및 용존물질의 시료채취를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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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시간의 소모 없이 가능하게 하여 향후 미세플라스틱은 물론 표층해수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해양학적인 연구를 위한 시료채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후발주자로 미세플라스틱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산학연의 많은 연구자들이 기존 또는 새로 

개발된 다양한 분석방법 중 분석방법의 선택에 매우 큰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실제 환경시료에 

적용한 본 연구개발 결과에 근거하여 각 분석법의 장단점을 근거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한 분석법을 선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미세)플라스틱 해양쓰레기에서 검출된 다양한 플라스틱 첨가제의 정보는 해양플라스틱이 

오염원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으나 과학적 정보가 극히 제한적인 첨가제의 환경오염 분야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음.

○ 대양 플라스틱 시료에서 매우 다양한 화학물질의 검출은 대양환경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매개로 한 유해 화학물질의 장거리 이동과 오염확산 가능성을 시사하여,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 필요성의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음. 

○ 극지환경의 다양한 매체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와 잔류특성이 분석최소크기에 의존한다는 

결과는 극지환경의 매체별 전이 및 거동기작을 이해하고 비교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 활용될 수 

있음. 미세플라스틱이 원거리 비오염지역으로 이동하여 지구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극지환경보전에 대한 대국민 제고와 국제협력 및 아젠다 수립 시 우리나라의 선도적 

참여를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함.   

 3.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활용 가능성

  ■ 등급: 아주 우수

   ■ 의견: 

○ 선박 정상 운항 중 미세플라스틱 시료채취 및 선상 연속여과 장치는 향후 미세플라스틱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양 조사 시 시료채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저감할 수 있으며, 특히 

다양한 연구선이 다른 목적으로 대양 탐사를 수행할 때, 이동 간에 언제든지 원하는 

미세플라스틱 분석용 시료를 채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확립된 μFT-IR 초고속맵핑을 이용한 반자동분석법은 해양은 물론 육상, 대기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의 오염평가에 활용되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비표적 분석 결과를 기초로 연구가 필요한 화학물질을 선별·추출함으로써, 분석기술 확립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표적분석 기술 확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대양 표층 해수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특성 자료 및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특히, 

플라스틱 첨가제)의 정보는 정부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관리 및 플라스틱에 화학물질 

사용·관리 방안 마련의 기초 정보로 활용 가능함. 

○ 담수 및 하구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의 화학적 및 생물학적 거동 결과는 미세플라스틱에 연관된 

화학물질과 미생물군집의 환경 영향과 위해성 예측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극지방 시료 분석법 확립과 극지방 환경시료 사전조사를 통하여 연안 해양환경에만 집중되어 

있는 미세플라스틱 연구를 극지방 환경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일부 

환경매체에 대한 오염현황 파악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극지방 미세플라스틱 연구를 발전시켜 

다양한 거동기작과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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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개발 수행의 성실도

  ■ 등급: 아주 우수

   ■ 의견: 

○ 1년 6개월의 짧은 연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시료채취 장치, 분석법개발, 담수/외해역/극지 

시범분석 자료 확보, 향후 연구기획 등 모든 분야의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연구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일부는 선행 연구결과와 잘 연계하여 아주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음.

○ 선박 운항 중 표층해수시료 채취 장치 및 선상 연속여과장치는 짧은 기간 안에 시작품을 

제작하고 현장 테스트와 수정보완의 과정을 수없이 거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경주하였음.

○ 기존에 적용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는 분광학적인 모든 분석법을 모두 포함하여 복잡한 

현장시료에 적용한 실질적인 비교평가를 통해 기존 방법대비 신속하게 오류율을 모두 저감하여 

신뢰할 만한 분석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짧은 기간 안에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였음.

○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학물질의 종류와 특성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표적 분석기술 확립을 

위해 전처리 조건 확립, GC×GC 분리능 향상, 라이브러리 구축, 데이터 처리 기술 확립 등을 

통해 극성에서 비극성까지 넓은 범위의 화학물질 탐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분석기술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분석대상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임.

○ 남북극 환경에 대한 연구 경험과 극지환경 연구자들과의 공고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극지방의 

해수, 퇴적물, 생물체 등의 다양한 보존시료를 확보하였고, 기존연구들에서 부족한 연구내용을 

보완 및 조사하여 극지방 환경시료에 특성에 맞는 분석법을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획된 

극지 보존시료를 모두 분석하여 극지환경 내 미세플라스틱의 거동과 생물전이 기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의미있는 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음.

 5. 공개 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

  ■ 등급: 아주 우수

   ■ 의견: 

○ 매우 짧은 연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선박 운항 중 표층해수시료 채취 장치와 선상 연속여과 

장치의 시작품을 2건 제작하였으며, 국내 특허 1건을 출원하였음.

○ 본 사업을 통해 성상별 미세플라스틱 생물막 형성 장치를 고안하여 국내 특허출원을 완료함

○ 본 사업에서 개발된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의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의 생물전이 여부를 규명하는 연구결과를 Web of Science 환경과학 분야 상위 

10%이내 학술지(Environmental Pollution, IF=6.793, mrnIF=92.424%)에 1편 게재함 

○ 선행 연구결과와 연계하여 대륙붕과 외해역 해수 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특성을 규명한 

연구결과를 Web of Science 환경과학 분야 상위 10%이내 학술지(Water Research, IF=9.13, 

mrnIF=100%)에 1편 게재함 

○ 본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들을 통해 확보된 시료와 자료 등을 토대로 

서북극해 해양얼음, 강설, 해빙용융수 등을 분석하여 서북극해의 계절적 해양얼음이 북극권 전체 

및 전 지구적 미세플라스틱 거동과 물질수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연구결과를 Web 

of Science 환경과학 분야 상위 10%이내 학술지(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IF=9.038; 

mmIF=97.35%)에 게재예정임.

○ 본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수 환경 내 초미세플라스틱의 응집 거동을 열역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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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할 수 있는 등온적정열량계 기반의 분석 툴을 개발하여 Web of Science 물리화학 분야 

상위 40%이내 학술지(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A, IF=2.6, mrnIF=62.5%)에 1편 

게재함 

  ○ 본 사업에서 개발된 미세플라스틱 표면 미생물 군집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지중 미생물 

      군집변화를 규명하는 연구결과를 Web of Science 환경과학 분야 상위 10%이내 

      학술지(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IF=7.864, mrnIF=96.2%)에 1편 게재함 

Ⅱ. 연구 목표 달성도

세부 연구 목표

(연구계획서의 목표)

비중

(%)

달성도

(%)
자체평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시료 채취 장치 개발 6.7% 100

대양 연구선에서 표면해수층을 포함하는 해수

를 채수할 수 있는 장치 및 선상용 해수 중 

MP 연속 여과장치 시작품 제작 완료 및 국내

특허 1건 출원

초미세플라스틱 분석기술 개발 4.4% 100
ATR-FTIR 기반 초미세플라스틱의 실시간 분

석기술을 개발함 

환경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기술 자동화 13.4% 100

해수 시료의 전처리 기법 보완 및 μFT-IR 초

고속 맵핑 및 스펙트럼 profile을 이용하여 기

존 분석법 대비 분석시간을 단축하고 오류율을 

저감한 MP 반자동 분석기법 확립

환경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의 분석

기술 고도화
13.4% 100

GC×GC-TOF/MS, LC-TOF/MS를 이용한 

200종 이상 비극성 및 극성 화학물질 비표적 

분석기술 확립: 전처리 조건, In-house 라이

브러리 구축, 기기분석 조건, 데이터 처리기술

담수 및 하구시료를 활용한 미세플라스틱 환경오

염 시범 평가  
10.9% 100

한강수계 내 상류와 하구 시료 10점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오염 시범평가를 수행하여 미세

플라스틱 농도, 폴리머조성, 형태, 크기 데이

터를 확보함 

담수 및 하구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의 거동 기작 

규명
10.9% 100

담수 및 하구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의 물리화학

적(응집, 풍화, 오염물질 흡착) 및 생물학적

(biofilm 형성) 거동 기작을 규명함

대양 보존시료 활용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및 특

성 분석 시범 연구
6.1% 100

대양 표층 및 수층 해수 시료 30점 중 미세플

라스틱 농도, 크기 분포, 폴리머 조성 분석완

료

해양 보존시료 활용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 

특성 분석 시범 연구
6.3% 100

대양 (미세)플라스틱 시료 20점 에 대한 반휘

발성 및 극성 화학물질 비표적 스크리닝 및 함

유 화학물질 시범분석 자료 확보

극지환경 보존시료 확보 및 대상분석 시료 선정 1.5% 100

극지방 시료 확보 및 북극 표층해수(n=2), 표

층 퇴적물(n=2), 남극 크릴(n=2), 펭귄 배설

물(n=2) 사전조사 완료

선정된 극지환경 보존시료 분석법 확립 5.8% 100
극지방 시료(해수, 퇴적물, 생물체)의 시료특성

별 미세플라스틱(>20 ㎛) 분석법 확립 및 검증

북극환경 보존시료 시범분석을 통한 거동기작 기

반 구축
10.6% 100

북극 표층퇴적물 6 정점, 코어 퇴적물 1정점 

10개 시료 분석 및 해석 완료

남극환경 보존시료 시범분석을 통한 거동기작 기

반 구축
4.4% 100

남극 주요 생물종(크릴 3개 시료), 펭귄 배설

물 8개 시료 분석 및 해석 완료

MP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도출 및 수립
5.6% 100

‘MP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 도출 및 수립’기획보고

서 작성

합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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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합 의견

 1.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의견

○ 선박 10 knot 운항 중 표층해수 시료를 연속적으로 채취하고 선상에서 여과하는 장치의 개발은 

매우 독창적인 시도로 대양에서 미세플라스틱 시료채취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FTIR을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수동분석법과 완전자동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고 미세플라스틱 

분석의 긍정오류 및 부정오류율을 최소화 하여 기존 분석법 대비 분석시간 및 장비 점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미세플라스틱 정량 및 정성분석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반자동분석법을 확립하였음.

○ 본 사업에서 제안된 ATR-FTIR 기반 실시간 초미세플라스틱 분석법은 기존에 보고된 바 없는 매

우 독창적인 시도임. 

○ GC×GC-ToF/MS와 LC-ToF/MS를 활용한 화학물질의 비표적 분석기술의 체계적 확립을 통해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함유된 극성에서 비극성까지 넓은 범위의 화학물질의 종합적인 탐색이 가

능한 기술 기반을 확립하고, 대양 시료에 적용하여 2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검출함으로써 플라

스틱 해양쓰레기를 통한 오염물질의 해양유입 및 대양에서 장거리 이동·확산 가능성을 확인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표층 해수 채집 장치 및 초고속맵핑 분석법을 최초로 현장시료에 적용하

여 외해역의 해수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특성 자료를 성공적으로 시범 확보하여, 국내 해양의 오

염지도 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담수 시료의 전처리-분석법은 향후 담수 내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또한 미세플라스틱 표면의 미생물 군집 연구와 미세플라스틱-오염물질 간 속도

론적/열역학적 흡착 거동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수월성 있는 연구 

성과 창출이 기대됨. 

○ 본 연구진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극지방 시료 특성에 맞는 분석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극지환경시료에서 작은 크기군(>20㎛)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정성 정량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북

극 환경, 남극 환경 특성을 고려한 대표 시료를 분석하여 양 극지방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와 

거동기작 규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여 국내 극지방 연구에 대한 선도 역할을 하였음.

○ 미세플라스틱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 계획 도출 및 수립 

결과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22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 중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유입 및 거동 연구”에 일부 활용되었으며, 향후 지구적 규모의 오염평가 및 거동연구 사업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음.

 2. 평가 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 일부 시범연구와 기획 사업이 포함된 Seed Project 성격의 과제로 1년6개월의 짧은 연구기간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됨.

○ 극지연구는 연구지역에 대한 접근성 등의 한계로 인하여 잘 디자인된 시료채취 및 확보가 어렵고 

과학적 자료로써 의미가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성과를 도출하는데 상대

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성과 평가시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시료채취 및 확보, 극지환경의 물리·화학·생물학적 이해와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여 극지연구자

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바 성과(전문학술지 게재) 도출 시, 공저자로 참여하는 연구자가 많고 공

동사사가 필수적임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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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 조치에 대한 의견

○ 대형 연구선을 정상 속도로 운행하면서 표층 해수시료를 연속으로 채집하고 여과하는 장치의 

시작품을 확보한 바, 해당 장비의 실용화/상용화를 위한 과제 및 대양에서의 오염평가와 거동 

연구를 위한 후속사업 개발을 통해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 개발된 μFT-IR 초고속맵핑을 이용한 반자동분석법은 미세플라스틱 오염현황 및 

위해성연구에 활용될 수 있음. 반자동분석법에서 보다 진보된 미세플라스틱 자동화분석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비표적 스크리닝 분석을 통해 대양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에서 확인된 주요 첨가제 및 유해물질에 

대해서 극미량 정량분석 기술개발, 용출특성을 포함한 환경 중 거동, 생물영향평가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함.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확립된 GC×GC-ToF/MS와 LC-ToF/MS을 

활용한 비표적 분석기술은 다양한 환경시료(물, 퇴적물, 생물)의 비표적 스크리닝 분석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는 시범적 수준으로 한강 수계만을 대상으로 담수 및 하구 환경의 미세플라스틱 

오염과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거동을 평가하였음. 미세플라스틱의 환경오염은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연구를 공간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유입원은 육상과 해양 기인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상당부분이 육상에서 

기인한다고 추정됨. 육상에서 발생된 미세플라스틱은 강을 통해 해양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을 통해 유입되는 부하량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미세플라스틱의 극지환경 내 물리·화학·생물학적 거동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중장기 연구개발에 활용하고자 함.

○ 미세플라스틱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 계획 도출 및 수립 결과 

중 거동연구 내용의 일부는 해양수산부‘22년 신규사업 개발에 활용되었으나, 대양 및 극지를 

포함한 전지구적 규모의 오염평가 및 거동연구 사업 개발은 국제적인 연구수월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으로 과기정통부 주도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Ⅳ. 보안성 검토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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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사업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명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통합기반 구축 연구

주관연구기관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심 원 준

총 연구기간 2019.10.10-2021.03.31
 자체평가 해당 

연구기간
2019.10.10-2021.03.31

 1. 연구성과 및 활용 현황

-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성과 정보

과학기술/학술적 연구성과 (단위: 건)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초청

강연

실적

학술대회

논문발표
지식재산권

수상

실적

출판실적

국내논문 국외논문
국내 국제

출원 등록
저역서 보고서

SCI 비SCI SCI 비SCI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성과정보

과제번호 게재연월 논문제목 총저자명 출처 학술지명 권(호) 학술지구분
sci

여부

impact

Factor

국제공동

연구논문
기여도

2019M1A5

A1101467
2021.01

Relative importance of 

aqueous leachate versus 

particle ingestion as

uptake routes for 

microplastic additives 

(hexabromocyclododecane

)

to mussels

M. Jang, 

WJ Shim, 

G.M. Han, 

Y. Cho, Y. 

Moon, SH 

Hong

Environmental 

Pollution
270 국외 SCI 6.793 해당사항 없음 100

2019M1A5

A1101471
2021.04

Importance of seasonal 

sea ice in the western 

Arctic Ocean to the Arctic 

and Global microplastic 

budgets

SK Kim, 

H-J Lee, 

J-S Kim, 

S-H Kang, 

E-J Yang, 

K-H Cho, Z 

Tian, A 

Andrady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re-proof 국외 SCI 9.038 해당사항 없음 25

2019M1A5

A1101467
2021.05

Prevalence of small 

high-density microplastics 

in the continental shelf 

and deep sea waters of 

East Asia

S. Eo, 

SH Hong, 

YK Song, 

GM Han, S 

Seo, WJ 

Shim*

Water 

Research
200 국외 SCI 9.130 해당사항 없음 50

2019M1A5

A1101470
2020.08

Entropy-Driven 

Aggregation of Titanium 

Dioxide Nanoparticles in

Aquatic Environments

Y 

Herchenova,

HY Park, 

E-J Kim

The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A

124 국외 SCI 2.600 해당사항 없음 25

2019M1A5

A1101470
2021.04

Biogeochemical Alteration 

of an Aquifer Soil during 

In Situ Chemical

Oxidation by Hydrogen 

Peroxide and 

E-J Kim, S 

Park,S Adil, 

S Lee, K 

Cho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55 국외 SCI 7.864 해당사항 없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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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개발결과 활용 계획 (해당항목에 “○” 표시)

 

기술이전 기업화 후속연구 추진 타 사업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연구결과 활용

중단

○ ○ ○

  가. 당해연도 활용계획 

◯ 선박 정상 운항 중 표면해수층을 포함하는 표층해수 시료채취 장치 및 선상용 해수 중 미세플라스틱(>20

㎛) 연속 여과장치의 시작품은 다양한 대양 조사를 위한 대형 연구선의 이동 중에 미세플라스틱 오염평가

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확립된 미세플라스틱의 FTIR 초고속맵핑 반자동 분석기술은 힌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

염 평가에 활용되고 있으며, 타 공공기관(해양환경공단), 기업체(세스코) 등의 미세플라스틱 분석기술 자

문을 통해 개발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 특히, 연구결과는 국제 미세플라스틱 심포지움에 초청강연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소개되었으며, 향후에 분석기술에 대한 국내외 기술자문을 통해 확립된 분석법이 적극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확립된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의 분석기술과 대양 시료 중 함유 유해물질의 분석결과는 한국해양과

학기술원에서 ‘21년부터 수행하는 해양 플라스틱의 생태계 영향평가 사업에서 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

의 환경전이 및 생물전이 연구에 활용되고 있음.

◯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대양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의 거동과 영향 규명을 위한 연구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 미세플라스틱과 오염물질 간 화학적 거동 관련 연구개발성과는 미세플라스틱과 오염물질 간 노출이 극대

화될 수 있는 하폐수처리시설로 확장하여 후속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미세플라스틱 Biofilm 미생물 군집 결과를 심도 있게 해석하여 미세플라스틱 Biofilm 

미생물 군집에 대한 이해를 고도화하고, 미세플라스틱 Biofilm 미생물 군집 규명에 활용함.

◯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북극 환경 보존시료(해수, 표층퇴적물, 코어퇴적물)에서 측정된 미세플라스틱 관측자

료를 올해 안에 국외 전문학술지에 투고하여 본 연구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임.

◯ 주요 거동 기작과 관련하여 극지 환경 시료 특성에 따라 확립된 분석법을 통하여 극지 보존시료를 추가분

석하여 양 극지방 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의 유입/발생 노출을 추적하고, 극지 환경에 미세플라스틱 거

동에 대한 물리, 화학, 생태적 기작 이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미세플라스틱의 지구적 오염평가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중장기 연구 계획 도출 및 수립 

결과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22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 중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유입 및 거동 연구”에 일부 활용되었으며, 향후 지구적 규모의 오염평가 및 거동연구 사업 

Peroxymonosulfate

지식재산권 성과정보

과제번호 출원등록연월 재산권구분
출원등록

구분
발명제목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발명자명 출원등록번호 활용형태 기여도

2019M1A5

A1101467
2020.12.24 특허 출원 표층수 수집 장치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대한민국

심원준, 

홍상희, 

한기명, 

조성록, 

박순희

10-2020-0183

474
100

2019M1A5

A1101470
2020.02.17 특허 출원

성상별 미세플라

스틱 생물막 형성

장치

한국과학기

술연구원
대한민국

조경진, 

김은주, 

히엔 티 뉴옌, 

윤현욱

10-2020-0018

732

보유기관 자체 

활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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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활용될 수 있음.

  나. 활용방법

◯ 국내외 학술대외 발표 및 학술논문 작성

◯ 산학연 관련기관에 분석기술에 대한 자문 및 지도

◯ 미세플라스틱 관련 신규 연구개발 사업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오염정보를 바탕으로 미세플라스틱 오염 집중관리지역 선정 및 관리대책 수립 자료로 활용

  다. 차년도 이후 활용계획 

◯ 오염 관리 대책 수립 및 적용 후 해당 지역의 미세플라스틱 오염과 비교하여 정책의 효율성 평가에 활용

◯ 본 연구에서 확립된 미세플라스틱 반자동화 분석기술은 우리나라 해양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현황 

및 환경위해성연구에 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의 분석기술은 (미세)플라스틱 해양쓰레기로 인한 유

해물질의 해양오염, 환경거동, 생태계영향 규명 연구에 활용

◯ 본 연구에서 확립된 담수 시료의 전처리-분석기법을 국내 수계시료에 적용하여 담수를 통해 해양으로 유

입되는 미세플라스틱 부하량을 산출하는데 활용할 계획임.   

◯ 다양한 수계 조건에 대하여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부착되는 Biofilm 미생물 군집 구조 및 거동을 규명하는

데 활용함.

◯ 본 연구진은 다년간에 걸쳐 북극 및 남극환경에 대한 인위적 오염물질의 오염도 및 거동기작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 확립된 미세플라스틱 정성·정량 분석법과 확보한 극지연구자들과

의 협력체계를 더 공고히 하여 시범분석에서 확인된 오염도 및 거동기작을 확장하는 후속연구에 참여하고 

연구개발에 활용할 계획임.

◯ 남극환경 보존시료(크릴, 펭귄 배설물) 내 미세플라스틱 시범분석을 통해 확인된 남극생태계의 생물 종간 

전이현상 자료를 활용하여 본 시범연구에서 조사되지 않은 저서생물, 바닷새, 유영생물 등에 대한 후속연

구 추진 및 연구개발에 활용할 계획임.

◯ 본 연구에서 확립된 조사방법, 분석방법, 조사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후속연구로써 대양연구사업 개발에 

활용할 계획임.

 3. 기대효과

  [기술적]

◯ 개발된 표층 채집장치 및 초고속맵핑 분석법을 활용하여 현장 시료에 직접 적용하면 적은 비용과 노력으

로 더 많은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대비 오류율을 낮춘 더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가 가능해짐.

◯ (미세)플라스틱 해양쓰레기에서 검출된 다양한 플라스틱 첨가제의 정보는 해양플라스틱이 오염원으로 작

용할 개연성이 높으나 과학적 정보가 극히 제한적인 첨가제의 환경오염 분야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

◯ 비표적 스크리닝 분석기술을 기존의 표적 분석기술을 보완하는 기술로서, 표적분석에서 간과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탐색하고 표적분석의 효율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함

◯ 다양한 수계 조건에서의 미세플라스틱 Biofilm 미생물 군집 규명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적인 미세플라스틱 Biofilm 관련 환경 이슈 대응에 기여

◯ 국내 연구진에 의해 확보된 과학적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극지환경 관심 증대에 따른 극지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아젠다 수립 시 우리나라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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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오염은 사회적 현안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오염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

할 수 있는 시료채취 및 분석기술을 확립하여,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 생산이 가능토록 함.

◯ 초미세플라스틱 검출 및 분석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대양 플라스틱 시료에서 매우 다양한 화학물질의 검출은 대양환경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매개로 한 유해 

화학물질의 장거리 이동과 오염확산 가능성을 시사하여,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 필요성의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미세플라스틱의 오염 정보가 부족한 우리나라 남해 외해역의 해수 중 미세플라스틱 분포 및 특성에 대한 

DB 구축 및 해당 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정책수립은 물론 국민 인식증진에 기여

◯ 사회·경제적 측면으로는 극지방으로 전이 되는 미세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플라스틱 배출

원 및 폐기물 관리방안 수립에 기여 할 수 있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차

원의 관심 유도와 정책 수립에 기여 가능

[경제적]

◯ 대형 연구선(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부호 6천톤 기준)의 1일 사용료는 2,500만원으로, 타 연구목적으로 

연구선의 이동 시 선속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연속적인 시료채취가 가능하여, 선박사용료를 전혀 지불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이동 항해 시 시료채취를 할 수 있어, 시료확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 

예를들어 태평양 하와이 주변해역 심해저 탐사를 위해 왕복 이동하는 14일 기준으로 3억5천만원의 시료

채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반자동화 분석기술을 미세플라스틱 분석에 활용 시 기존의 미세플라스틱 분석법보다 

시료 당 분석시간을 약 2시간 단축하고, 기존의 시료당 장비 점유시간을 무려 6시간 이상 단축하여, 분석

장비 1대로 대량의 시료분석이 가능해졌으며, 인력소요가 현격히 줄어 분석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특히, 플라스틱 첨가제)의 정보는 정부 및 산업계에 제공되어 플라스틱 쓰

레기의 관리와 플라스틱에 화학물질 사용·관리 방안 마련의 기초 정보로 활용 가능함. 

◯ 해양 외해역 미세플라스틱 오염자료 및 대양 (미세)플라스틱 함유 유해물질 정보는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강화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증대할 수 있음.

 4. 문제점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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