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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한 차원의 길이가 1nm에서 100nm 사이인 나노물질이 개발

되면서,나노기술을 이용한 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 다.나노물

질은 그 특성으로 인하여 2000년 이후 세계 으로 나노기술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최근까지도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하여 수

많은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이처럼 나노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수가 증하면서 나노물질의 생산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지만,나

노물질이 자연계에 미치게 될 향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

다.나노물질의 경우 기존에는 찾아보기 힘든 특성들로 환경에 악

향을 미칠 수 있기에,나노물질에 한 유해성 평가가 시 하다.

이를 해서는 나노물질이 환경 내에서 어떻게 거동하는지에 한

기 자료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나노물질의 이동성에 한 자

료는 나노물질의 유해성 평가와 환경보호를 한 나노물질 규제

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속계와 탄소계 나노물질인 표 인 나

노물질인 은 나노입자와 탄소나노튜 를 선정하여 각각에 한 물

질이동 연구를 수행하 다.나노물질이 이용된 제품의 경우 90%

이상이 매립지와 토양계에 남게 될 것으로 상되고 있어,나노물

질의 환경 유출 가능성 악을 해서는 매립지로부터의 나노물질

유출 가능성을 악하는 것이 필수 이다.이에 물질이동 연구를

한 상 매체로는 매립지 차수층을 선정하 다.실제 국내 매립

지 차수층 구성에 사용되는 토양을 채취하여 실험실 규모의 주상

실험을 진행하 다. 한,매립지 차수재로 사용되는 인공 합성수

지인 고 도폴리에틸 (HDPE)을 이용하여 나노물질이 합성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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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실험실 규모의 칸막이 실험으로 확인

하 다.추가로 나노물질의 물질이동을 악하기 한 회분식 실

험들을 진행하 다.은 나노물질을 바탕이 매립지 차수층 토양으

로 흡착되는 경향을 악하기 하여 회분식 흡착실험을 진행하

으며,실제로 은 나노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칫솔 제품들을 선정하

여 실생활 제품으로부터 은이 용출되는 경향을 악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은 나노물질과 탄소나노튜 수 분산액을 제

조할 수 있었으며,수 분산액의 농도가 120일 이상 안정 으로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 다.회분식 실험에서,칫솔모에서 용출되는

은 나노물질의 경우 약 100일 동안 칫솔모에 포함된 총 은의 양

약 1-2wt%가 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험기간 동안 용출

양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시간이 경과할수록 은의 용출은

계속될 것으로 단된다.용출된 은을 필터링하여 은 나노입자와

이온을 구분하 을 때,은 나노입자와 이온이 혼재되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은 나노물질 분산액을 이용한 흡착실험 결과는

Langmuir흡착곡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벤토나이트로

의 흡착이 차수층 토양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흡착

계수는 벤토나이트에 해 0.0542,차수층 토양에 해 0.4251

L/mg이었다.탄소나노튜 와 은 나노물질 분산액을 이용한 주상

실험에서는 나노물질이 차수층을 통과하여 유출되지는 않았다.탄

소나노튜 에 해 10Porevolume,은 나노물질에 해 20Pore

volume의 기간 동안 주상실험을 진행하 으나,모든 경우에서 나

노물질의 유출은 찰할 수 없었다.실험이 종료된 컬럼의 내부를

이용하여 SEM,은 농도 측정을 진행한 결과,나노물질이 상단부

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상된다.이를 여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석

했을 때,나노 입자와 토양 입자의 크기로 인해 이동이 해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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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입자 크기에 의한 제거효과가 미미하

으며,물리화학 흡착에 의해 나노물질의 이동이 해되었을 것

으로 단된다.나노물질이 토양층에 단층으로 흡착되는 것이

상되기 때문에,많은 양의 나노물질이 계속 으로 투입된다면 결

국 통과할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칸막이 실험의 경우

약 6개월 동안 진행된 실험에서,나노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찰

할 수 없었다.고 도폴리에틸 (HDPE)을 통한 나노물질의 이동

은 미미한 것으로 단된다.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탄소나노튜

와 은 나노물질이 매립지 차수층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단된다.하지만 매립된 상황의 경우 상당히 많은 양의 나노물질

이 존재할 수 있고,내부 조건이 복합 으로 작용하므로 다양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탄소나노튜 ,은 나노입자,콜로이드,매립지 차수층,흡착,

물질이동

학 번 :2013-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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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배경

나노물질은 사 으로 한 차원의 길이가 1nm에서 100nm 사이인 물

질로 정의된다.나노물질은 새로운 특성으로 인해 2000년 이후 세

계 인 나노기술 붐을 일으켰으며,화장품,디스 이,스포츠 용품 등

생활 제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이처럼 최근 산

업 각 분야에서 나노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수가 증하면서 나노물질의

생산량이 계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나노물질의 활용은 꾸 히 증 되

어 2016년에는 나노물질이 이용된 제품수요가 55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López-Serranoetal.,2014).나노물질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세계 으로 나노물질의 해성에 한 우려가 커지고 있

으며,이에 따라 나노물질의 독성과 환경노출 가능성에 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재 부분 연구가 기 연구 단계로 반

인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국제환경 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

에 의하면(박백수 등,2013),나노물질의 인체독성 인체와 환경에

한 노출 문제가 두됨에 따라 재 세계 각국에서 나노기술 나노물

질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국가별로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을 심으로 나노물질 규제를 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재는 화학물질 리 수 에 머무르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정부 부처에

서 나노물질 규제를 한 움직임이 활발하다(박백수 등,2013).

특히 나노물질은 속계,탄소계 등 여러 물질로 이용되고 있으며 각각

물질에 따른 특성이 달라 규제를 한 성질 악에 어려움이 많다.이에

OECD에서는 우선연구 상 나노물질을 지정하여 우선순 를 설정하도록

하 다 (김은주,2010).우선연구 상 나노물질로는 첫 번째가 은 나노물

질이며,그 다음으로 탄소나노튜 를 지정하 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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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anomaterials

1 Silvernanoparticles

2 Single-walledcarbonnanotubes

3 Multi-walledcarbonnanotubes

4 Fullerenes

5 Ironnanoparticles

6 Carbonblack

7 Titanium dioxide

8 Aluminum oxide

9 Cerium oxide

10 Zincoxide

11 Silicondioxide

12 Polystyrene

13 Dendrimers

14 Nanoclays

표 1-1.Priorityofnanomaterialresearchfrom OECD(김은주,2010)

이처럼 나노물질의 규제를 한 움직임에서 은 나노와 탄소나노튜 는

가장 핵심 인 물질로 생각되고 있다.

나노물질을 규제하기 해서는 나노물질에 한 유해성 평가가 필수

일 것이다.나노물질은 련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과 사

용 후 폐기물의 형태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노출 가능성을 평가

하기 해서는 나노물질의 이동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는 나노물

질의 특별한 배출 기 이 없어 자연계로의 유출 역시 우려된다.특히,사

용 후 버려진 나노물질은 매립지,하수처리장 등의 최종 처분지로 유출

될 가능성이 많다.모델링에 의한 나노물질의 존재를 연구한 문헌 역시

부분의 나노물질이 매립지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그림

1-1;Gottschalketa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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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은 나노물질과 탄소 나노튜 의 물질흐름 모델링 결과 (단 :

ton/year,;Gottschalketal.,2009)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 나노물질과 탄소나노튜 모두 90% 이상이 매

립지와 토양계에 남게 되므로,이에 한 노출 평가가 필수 인 상황이

다.따라서 최종 처분지에서의 나노물질의 거동은 나노물질의 유출 가능

성을 단하기 해 필요하다.김 민(2013)에 의하면 매립지 내부 환경

조건은 나노물질의 거동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이로 인한 매립지-지

하수로의 유출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매립지의 경우 차수시설이 설치되

어 있지만, 재 매립지 차수층이 나노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지에 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많지 않다.이처럼 나노물질이 폐기물매립지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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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목

본 연구에서는 나노물질 OECD에서 지정한 연구 상 우선순 물질

1,2 인 탄소나노튜 와 은 나노물질의 물질이동에 해 연구하고자 하

다.가장 많은 나노물질이 최종 으로 존재할 것이 상되는 매립지를

상으로 하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립지 차수층 내 물질이동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이를 한 세부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1)나노물질이 사용된 일상 제품으로부터 나노물질의 유출량 유출특

성 악

2)나노물질이 매립지 차수층 재료로 사용되는 토양과 벤토나이트로 흡

착되는 특성 조사

3)매립지 차수층 기 을 충족하는 실험실 규모의 실험을 통해 나노물질

이동 상 조사

4)매립지를 통한 나노물질의 이동성 단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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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의 범

앞서 언 한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상 나노물질은 탄소나노

튜 와 은 나노물질로 선정하 다. 한,매립지 차수층은 수도권매립지

리공사에서 실제로 차수층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토양과 벤토나이트를

선정하 다.추가로 최근 매립지 차수층 재료로서 많이 사용되는 합성차

수막인 high-densitypolyethylene(HDPE)를 채택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범 는 다음과 같다.

1)회분식 실험

크게 2가지의 회분식 실험을 진행하 다.회분식 유출실험을 통해 은

나노물질이 포함된 실생활 제품으로부터 은 나노물질이 유출되는 양과

그 경향을 분석하 다.실생활 제품은 은 나노물질이 흔히 사용되는 칫

솔로 선정하 다. 한,은 나노물질과 차수층 재료로 사용되는 토양과

벤토나이트의 흡착 실험을 진행하 다.수 에 분산된 은 나노물질이 토

양과 벤토나이트로 흡착되는 경향을 조사하 으며,수학 모델에 따른

분배계수를 도출하 다.

2)실험실 규모의 주상 실험

토양층을 통한 나노물질의 이동을 악하기 하여 실험실 규모의 주상

실험이 진행되었다.수 에 분산된 탄소나노튜 와 은 나노물질 분산액

을 제조하여 실험실 규모의 주상 실험을 진행하 다.주상 실험 내부는

차수층 재료인 토양과 벤토나이트를 충진하여 이용하 으며,분산액이

토양층을 통과하는 동안의 물질이동을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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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험실 규모의 칸막이 실험

주상 실험이 토양층을 통한 나노물질의 이동을 한 것이라면,칸막이

실험은 HDPE를 통한 나노물질의 이동을 실험하기 하여 진행되었다.

나노물질이 분산되어 존재하는 분산액이 HDPE를 통과하여 이동하는지

확인하기 한 칸막이를 설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4)나노물질의 물질이동

앞서 언 한 실험들을 통해 탄소나노튜 와 은 나노물질의 물질이동 연

구를 진행하 다.나노물질의 유출 특성 악과 이동성 악을 통해 결

국 나노물질이 매립지에 얼마나 존재하게 되며,차수층을 통과할 수 있

는지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7-

제 2장 문헌 연구

제 1 나노물질

나노물질은 한 차원의 길이가 1에서 10nm사이의 물질로 정의된다.1

nm는 10-9m이며,나노물질의 크기는 이온과 같은 물질보다는 크고,박

테리아와 같은 미생물보다는 훨씬 작은 크기라고 할 수 있다.나노물질

의 크기를 가늠하기 하여 일반 으로 알려진 물질들의 크기를 나타내

면 그림과 같다.나노물질은 표 으로 탄소계 나노물질과 속계 나노

물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탄소계 나노물질로는 탄소나노튜 ,풀러 ,

그래핀 등이 있으며, 속계 나노물질로는 은, ,철 나노를 들 수 있다.

한,이산화티타늄,산화아연 나노물질과 같이 산화된 형태로 존재하기

도 한다(Aidin,2011).

나노물질은 그 사이즈와 모양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향이 달라질

수 있다.일반 으로 나노물질은 크기가 매우 작아 상당히 큰 표면 넓

이를 갖게 되며,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환경 내에서의 존재 형태와 거동

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Aidin,2011;Choietal.,2008;Moroneset

al.,2005).환경 내에서의 존재형태와 거동에 따라 나노물질의 해성이

결정될 수 있으며,나노물질의 독성 역시 향을 미칠 것이다.나노물질

의 독성 악을 해 나노물질의 수 분산,흡착 특성 등 물리화학

특징들을 악하는 것이 가장 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Fabregaetal.,2009).이러한 기 자료가 나노물질의 생물학 이용가

능성이나 생물농축 가능성에 한 복합 인 단을 내리기 한 필수 자

료로서 요구된다(Handyet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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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Sizedistributionsofvarioustypesofenvironmentalcolloidsand

particlesandanalyticaltechniquesusedforcharacterization.FFF=field-flow

fractionation,FCS=fluorescencecorrelationspectroscopy,LIBD=laserinduced

breakdowndetection(Klaineetal.,2008)



-9-

1.1.탄소나노튜

탄소나노튜 (Carbonnanotubes)는 탄소 원자가 원기둥 모양으로 배

열된 탄소 동소체로,그 길이는 최 10um까지 이를 수 있고,직경은

5-40nm 정도이다(Klaineetal.,2008).탄소나노튜 의 모양을 략

으로 나타내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Carbonnanotubes(A:powder,B:structure)

탄소나노튜 는 탄소계 나노물질 표 으로 많이 사용되는 나노물

질이다.탄소나노튜 는 기 ,물리 특성이 좋아 반도체, 지,스포

츠용품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López-Serranoetal.,2014).탄소나

노튜 의 용도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에 지 분야에서는 에 지를

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활용되고 있으며(Upadhyayulaetal.,2009),건

축분야에서는 건축물의 강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로서 활용되고 있

다(Stoneetal.,2010).최근에는 환경 분야에서 오염물질을 흡착시킬 수

있는 흡착제로서의 활용 가능하며,식물의 성장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이에 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Jang et al.,2001;

Khodakovskayaeta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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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은 나노물질

은 나노물질은 입자의 사이즈가 100nm 이하의 크기를 갖는 은 입자

를 일컫는다.은 나노물질은 항균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이로

인해 의학제품,의복,칫솔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은 입자의 모향

은 구형,원뿔형 등 변화시킬 수 있으며,자연계에서 Shell을 형성하거나

코 제의 유무 등에 의해 분산되어 존재할 수 있다(Levardetal.,2012).

은 나노물질의 모양 자연계에서의 존재형태 등을 나타내면 그림 2-3

과 같다.

그림 2-3.Typicalcore-shellstructureofAgNPs(Levardetal.,2012)

은 나노물질의 경우 항균성으로 인해 실생활 제품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기능성 세탁기로도 활용된 바가 있으며,의복이나 칫솔,치약 살

충제 등에서도 활용된다.이로 인해 제품으로부터 은의 용출 은의 독

성에 한 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Bennetal.,2010;Xiuetal.,2012;Arvidssonetal.,2014;Yang

etal.,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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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나노물질의 유해성

나노물질의 사용이 계속 으로 증가하면서,나노물질에 한 유해성을

악하고 안 하게 리하는 것의 요성이 차 부각되고 있다.나노물

질은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이로 인해 생물체에 미치는 향이 클 것으로

상되고 있다(Gajewichzetal.,2012).특히 나노물질이 환경 내에 존재

할 경우 생물체 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나노물질이 흡입되면

생물체의 소화기 을 통해 체내로 유입될 것이다(김 민,2013).이뿐만

아니라,실제 실험에서 은 나노물질이 E.coli의 세포벽에 붙은 후 세포

내로 이동하는 상도 찰된 바 있다(SondiandSalopek-Sondi,2004).

이처럼 나노물질은 그 크기로 인해 다양하게 생명체에 향을 미칠 수

있다.나노물질의 독성이 발 되는 메커니즘은 명확하게 밝 지지 않아

아직도 논란이 많으며,나노물질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미치는 향이

달라질 수 있다.나노물질의 독성 연구에 해 정리한 문헌에 따르면

(Klaineetal.,2008),나노물질은 세포벽을 통과하거나 손상을 주고,단

백질이나 DNA에 피해를 입 직 인 향을 수도 있다. 한,활

성산소를 생성하거나 유해물질들을 생성하는 간 인 방법으로도 악

향을 미칠 수 있다.문헌에서 언 한 나노물질이 독성을 미칠 수 있는

기작을 나타낸 것은 그림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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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Possiblemechanismsofnanomaterialtoxicitytobacteria(CYP:

cytochromeP,Klaineetal.,2008)

본 연구의 범 인 탄소나노튜 와 은 나노물질 역시 그 유해성에 한

우려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나노물질의 독성에 해서는 의

견이 분분하지만,최근 탄소나노튜 는 흡입성 독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Lam etal.,2004),미생물이나 동물에도 독성을 나타낸

다는 연구결과들(Chungetal.,2011;Jainetal.,2011;Kim etal.,2009;

Petersenetal.,2011)이 존재한다.

은 나노물질의 경우 나노물질에서 나온 은 이온이 독성을 갖는다는 것

은 리 받아들여지고 있다.은 이온은 단백질의 티올과 결합하여 활성

산소를 생성하고,세포에 데미지를 주게 된다(Moronesetal.,2005).은

이온에 의한 독성뿐만 아니라,은 나노입자 자체에 의한 미생물 독성을

나타낸 연구결과 등도 존재한다(Griffitt et al.,2008; Sondi and

Salopek-Sondi,2004).하지만 은 나노입자에 의한 독성은 없다는 연구

결과(Xiuetal.,2012)도 존재하는 등 재까지도 독성 기작에 한 논란

이 계속되고 있다.탄소나노튜 와 은 나노물질과 련된 독성 연구 결

과들을 정리하여 표 2-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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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material Toxicity References

CNTs

(Carbon

based)

Carbon nanotubes have pulmonary

toxicity

Lam et al.,

2004
Daphnia magna had a 96 h LC50

value of 2.48 mg/L multi-walled

CNTs

Kim et al.,

2009

Aqueous exposure to SWCNT

clearlycausesrespiratorytoxicityto

trout(송어), with increases in

ventilationrate,mucussecretion

Smith et al.,

2007

Thedecreaseinenzymeactivityand

microbial biomass in soil was

observed.(over0.5mgCNTs/gsoil)

Chung etal.,

2011

AgNPs

(Metallic)

AgNPshavetheantimicrobialeffects

againstE.coli,AgNPscanpenetrate

intothecellofE.coli

Sondi and

Salepek-Sondi,

2004

Released silver ions from AgNPs

have toxicity (generating reactive

oxygenspecies)

Morones et

al.,2005

AgNPsmaybindtoS ligandsand

causeproteindenaturing,celldeath

Wigginton et

al.,2010

AgNPs can bind to bacterial

membranes,causing distresstothe

cell

Xiu et al.,

2012

Nanomaterials
Toxicity and risk assessment of

nanomaterialreview papers

Gajewicz et

al.,2012

Klaine etal.,

2008

López-Serrano

etal.,2014

표 2-1.탄소나노튜 와 은 나노물질의 독성 연구 문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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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나노물질의 수 특성

3.1.입자상 물질의 콜로이드 이론

입자상 물질이 수 에 분산되어 존재할 때,이를 콜로이드라고 표 하

며 그 용액을 분산액이라고 할 수 있다.나노물질은 소수성으로 수 에

존재할 때 입자상의 형태로 존재한다.따라서 나노물질의 수 분산액의

특성은 콜로이드 이론으로 분석할 수 있다.입자상 물질의 콜로이드 이

론은 DLVO이론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DLVO이론은 입자들 사

이의 정 기 인력과 척력으로 콜로이드의 안정성을 단한다

(DerjaguinandLandau,1941;VerweyandOverbeek,1948).DLVO이

론은 Derjaguin,Landau,Verwey,andOverbeek의 이론 정립에 큰 향

을 미친 네 명의 이름을 이용해 명명되었다.DLVO 이론에서는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Derjaguin근사에 의해 계산한다(Russeletal.,

1989).

  (Eq.2-1)

여기서,는 단 면 당 자유 에 지,는 유효 반지름을 말한

다.유효 반지름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q.2-2)

여기서,와 는 각각 두 입자의 반지름의 길이를 나타낸다.따라

서 크기가 같은 두 입자의 유효반지름은 그 입자 반지름 길이의 반인

가 된다. 한,단 면 당 자유 에 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5-

   (Eq.2-3)

여기서, 는 반데르발스 인력을, 는 doublelayerinter-

actions를 의미한다.반데르발스 힘은 극자 힘(dipole-dipoleattraction)

으로서,인력을 의미한다(김 민,2013).

  



(Eq.2-4)

여기서,:Hamakerconstant(일반 으로    
  J)

:두 입자 사이의 평면 거리

  


  (Eq.2-5)

여기서,:두 입자의 단 면 당 표면 하 도

:진공에서의 유 율

:물의 유 상수

:입자의 기 이 충 두께의 역수 ( : 기이 충 두께)

일반 으로 입자의 하와 기이 층에 의해 나타나는 표면 하는

제타 (zetapotential,)를 통해서도 표 할 수 있다.입자의 표면에는

하를 지닌 이온들이 모여 존재하게 되며,거리가 멀어질수록 하의

농도가 낮아지게 된다(김 민,2013).표면에 하를 지닌 이온들이 모여

있는 층을 sternlayer라고 하며,그 이후에 나타나는 층을 diffuselayer

라고 한다(그림 4;김 민,2013). 기 이 층은 sternlayer와 diffuse

layer를 포함하는 구간을 의미하며 
 로 표 한다.이 때,제타 는

기이 층의 두께 치에서의 하를 의미한다.결국,입자 사이에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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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척력은 기이 층의 두께( )와 표면 하에 의해 결정된다

(SpielmanandCukor,1973;김 민,2013).

그림 2-5.입자 표면에 형성된 기이 층(김 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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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2-6)

 


ln

 (Eq.2-7)

여기서, :액체의 dielectricconstant

 :Boltzmann’sconstant

 : 온도

 : 자의 하량

 :아보가드로 수

 :이온강도

 : 기이 층의 상호작용 에 지

, :입자,매질의 표면 하

이처럼 입자끼리는 반데르발스 인력과 기 척력이 작용하게 되지

만,이 외에도 다양한 특성들이 입자의 안 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김 민,2013).용액 내 유기물 등의 존재유무,입자 표면의 형태,화학

반응 등에 따라 입자에 작용하는 인력과 척력은 변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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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동역학 부착 탈착

입자상 물질이 용액 내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상황에서,토양과 같은

매질에 의해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이동이 제한되는 이유는 크게 3가

지로,차단(interception),침 (sedimentation),분산(diffusion)이 표

인 기작이다(Yaoetal.,1971).차단의 경우 입자 크기에 의해 이동이 제

한되는 것으로,매질과 입자 물질의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침 의 경우

력에 의한 것으로,입자가 침 돼 매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분산은 입자 자체의 라운 운동에 의해 매질과 충돌하는 것을 의미한

다.수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입자의 경우에는 라운 운동에 의한

분산이 지배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민,2013).Yaoetal.(1971)에

의한 입자와 매질간의 충돌 기작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6.부유 입자와 여과 매질의 충돌 기작(Yaoetal.,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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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수학 이동 모형

수학 이동 모형과 련된 문헌 연구는 이류-확산 이동방정식을 심

으로 변형되기도 하면서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하고 있다(JohnsonP.et

al.,1996;TufenkjiandElimelech,2004;정융경,2011;김 민,2013;

Boccardoetal.,2014)본 연구에서는 이용한 수학 이동 모형은 김

민(2013),정융경(2011)의 연구와 상당히 일치하 다.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김 민(2013),정융경(2011)의 수학 이동 모형 문헌 연구 내용과

유사한 이 상당히 많으며,본 연구에서 모델링에 사용된 모형 역시 김

민(2013)의 모델과 같으며,그 코드를 변형하여 본 연구의 모델링에 이

용하 다.따라서 문헌 연구 역시 참조하며 정리한 것이 많아 부분 내

용이 유사하게 정리되었다.

입자가 수 에 분산되어 있는 콜로이드 형태의 액체가 매질층을 통과

할 때,이류,확산,흡착,여과기작에 따라 그 농도가 향을 받으며 이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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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이류-확산 방정식

수용액으로 포화된 다공성 매질(saturatedporousmedia)을 통과하는

콜로이드 형태의 입자는 이류(advection),확산(diffusion)에 의해 이동한

다.이류는 유체의 흐름에 의한 이동으로 유체의 속도와 연 되며,확산

은 거리에 따른 입자의 농도 차에 의한 이동으로 입자의 농도와 연 된

다.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과 같으며,우변 첫 항이 분산,두 번

째 항이 이류에 해당한다.




∇∙∇∇∙ (Eq.2-8)

유체의 흐름을 1차원 이동으로 한정하면,다음 식으로 다시 표 될 수

있다.











(Eq.2-9)

여기서, :콜로이드 농도[ML-3]

 :경과시간[T]

 :콜로이드의 유체역학 분산계수[L2T-1]

 :유체의 속도 [LT-1]

 :이동거리[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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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흡착 여과

콜로이드 용액 내에 존재하는 입자가 다공성 매질을 통과할 때,이 입

자는 다공성 매질로 흡착이 일어날 수 있으며,흡착평형 상태에서 매질

에 흡착된 양과 용액 내에 존재하는 농도를 이용하여 등온흡착곡선

(sorptionisotherm)으로 표 할 수 있다.등온흡착곡선으로 많이 사용되

는 표 인 모형은 Linear,Langmuir,Freundlichisotherm 등이 있으

며,흡착 기작에 한 각기 다른 해석들을 통해 도출된 곡선들이다

(Freundlich,1926;Langmuir,1918;Abraham etal.,2013;김 민,

2013).

우선,Linearisotherm의 경우 용액의 농도에 비례하여 매질에 흡착된

다고 가정하며,따라서 흡착곡선이 선형 으로 나타나게 된다.이를 식으

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김민정,2010;정융경,2011;김 민,2013).

  (Eq.2-10)

여기서, :평형상태에서 흡착된 양[MM-1]

 :분배계수[L
3M-1]

 :평형상태에서 액상 농도[ML-3]

Langmuirisotherm은 흡착되는 물질이 매질에 단층으로 흡착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이는 매질에는 한정된 흡착 가능 공간이 존재하며,

흡착된 이후에는 물질이 더 흡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따라서

Langmuirisotherm에서는 흡착되는 물질이 매질로 흡착되는 양에 한계

가 존재하게 되며 이를 포화 흡착량으로 표 할 수 있다.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김민정,2010;정융경,2011;김 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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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Eq.2-11)

여기서,max :포화 흡착량[MM-1]

 :흡착 에 지[L3M-1]

Freundlichisotherm에서는 흡착이 단층이 아닌 여러 층으로 일어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따라서 이를 표 하기 한 경험계수를 도입하 으

며,실험에 따라 경험 으로 이 값을 도출한다.Freundlich모형에서는

이 경험계수에 따라 흡착량이 차 감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흡착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표 가능하다.이는 모두 흡착이 단층으로 일어나

는 것이 아니라 그 로도 흡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

며,물질에 따른 특성을 실험에 따른 경험 으로 결정하게 된다.

Freundlichisotherm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김민정,2010;정융

경,2011;김 민,2013).

 
 (Eq.2-12)

여기서, :Freundlich흡착계수

 :경험계수

지 까지 살펴본 흡착모형을 이용하여,콜로이드 이동 모형에 용하

는 지체계수(retardationfactor,)를 측할 수 있다(김 민,2013).이

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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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등온흡착식 지체계수 방정식

Linear

isotherm
   




Freundlich

isotherm
 

  






Langmuir

isotherm
 max

  


max

표 2-2.등온흡착모형과 지체계수의 계(여기서,n:공극률[L3L-3],

:매질의 도[ML-3];김 민,2013)

만일 Linearisotherm을 용하여,지체계수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다음 식으로 표 된다.











(Eq.2-13)

한,본 연구에서 다루는 콜로이드 용액은 비가역 으로 부착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비가역 부착에 의한 입자의 감소를 포함시

켜 다음 식으로 표 할 수 있다.










 (Eq.2-14)

여기서, :비가역 부착속도상수[T-1]



-24-

이를 정리하여 표 하면 1차원 다공성 매질에서 콜로이드의 이동을 이

류,확산,흡착 여과에 의해 묘사하는 다음의 지배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김 민,2013).



















 (Eq.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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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지배방정식의 해석해

앞서 언 한 지배방정식에 해 VanGenuchten(1981)는 무한한 칼럼

을 가정하여 해석해를 개발하 다(김 민,2013).해석해와 기조건

경계조건은 다음 식과 같다.



 exp
 




 exp
 




 
(Eq.2-16)

여기서, 






기조건 :

  (Eq.2-17)

경계조건 :

 (Eq.2-18)



 
 ∞

 (Eq.2-19)

해석해는 개발되었지만,실제 실험을 진행할 경우 길이가 무한한 조건

을 구 할 수 없기에 수치해를 사용해야 한다.하지만,이 경계조건을 이

용하여 수치해와의 검증에 해석해를 활용할 수는 있다(김 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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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실험재료 방법

제 1 실험 재료

1.1.나노물질

본 연구에서는 상 나노물질로서 탄소 나노튜 와 은 나노물질이 사용

되었다.각각의 나노물질은 모두 우더 형태로 제조되어 상업 으로

매되고 있는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 다.탄소나노튜 의 경우 여러 겹

의 벽체가 겹쳐 존재하는 다 벽 탄소나노튜 제품을 이용하 다.제조

사에서 밝힌 나노물질의 특성은 다음 표 3-1로 정리하 다.

MWNTs AgNPs

Length(um) 1-2 -

Diameter(nm) 10-30 <100

Corporation SESResearch SigmaAldrich

Purification >95% >99.5%

Functionalization/coating Pristine PVPcoating

표 3-1.실험에 사용된 나노물질 우더 특성

다 벽 탄소나노튜 의 경우 수 분산을 쉽게 하기 해 친수성 작용

기를 붙인 functionalized제품이 다수 존재하지만,본 연구에서는 친수성

작용기를 붙이지 않은 pristine제품을 이용하 다.이는 작용기에 따른

향을 최소화하기 한 것으로,탄소나노튜 자체만 존재할 경우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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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동을 악하기 함이었다. 한,친수성 작용기가 붙어있지 않더라

도 음 분산을 통해 분산액 제조가 용이했기에 작용기가 없는 다 벽

탄소나노튜 를 이용하 다.

반면,은 나노물질의 경우에는 PVP 코 이 된 제품을 이용하 다.

PVP코 은 나노물질의 수 분산을 용이하게 하기 해 이용된 것으로,

은 나노 주변에 친수성 코 이 된 것임을 의미한다.다 벽 탄소나노튜

와 달리,친수성 코 이 되지 않은 은 나노물질의 경우 음 분산만

으로는 분산액을 제조하기가 어려웠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 나노물질

의 분산액 제조를 해 많이 이용되는 방식인 PVP코 이 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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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산액 제조

분산액은 나노물질이 입자형태로 수 에 분산된 콜로이드성 용액을 의

미한다.이러한 분산액을 제조하기 하여 상 나노물질인 탄소 나노튜

와 은 나노물질의 우더를 용액에 넣은 후, 음 분산기를 이용하

다. 음 분산은 탄소나노튜 와 은 나노물질을 분산시키기 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Liangetal.,2013;Cornelisetal.,2013;Kasel

etal.,2013;Luetal.,2013).나노물질을 수 에 분산시킬 경우 나노물

질의 크기 주입량, 음 분산 세기 시간 등에 따라 분산되는 정

도가 달라지는데,안정된 분산액을 얻기 해 주입량과 분산시간을 조

하면서 분산액을 제조하 다.이러한 비실험을 거쳐 본 연구에서 사용

한 분산액 제조 방법은 표 3-2에 정리하 다.

MWNTs AgNPs

Nanomaterials(mg) 3.5 100

D.I.water(mL) 500 1000

Sonicationtime(min) 30 40

Filterpore(um) 20 0.45

표 3-2.분산액 제조 방법

탄소나노튜 분산액을 제조하기 하여 다 벽 탄소나노튜 (SES

Research,USA)3.5mg을 500mL의 3차 증류수(Milli-Qwater)에 첨가

한 뒤 probe형 음 분산기 (VC750,Sonics& MaterialsInc.,USA)

를 30분간 가동시켰다. 음 분산기의 가동이 종료된 후,얻어진 분산액

의 큰 입자와 부유물질 등을 제거하기 하여 필터링 과정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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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필터링 과정은 Poresize가 약 20um인 멤 인 필터(Whatman

541)을 이용하 다.

은 나노물질의 분산액 제조 과정에서는 100mg의 은 나노물질(Sigma

Aldrich,USA)을 1000mL의 3차 증류수(Milli-Qwater)에 첨가한 뒤 탄

소나노튜 분산액 제조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음 분산기를 40분간

가동시켰다. 음 분산기의 가동이 종료된 후 역시 큰 입자와 부유물질

등을 제거하기 하여 필터링 과정을 진행하 다.은 나노물질의 경우

Poresize가 0.45um인 멤 인 필터(PallScience)를 이용하 다.

이 게 제조된 분산액은 나노물질의 농도 분석,나노물질이 분산되어

존재하는 형태와 크기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분산성을 분석하 다.이

러한 분산액 제조 이후의 특성 분석에 해서는 추후 나노물질의 정량

분석과 함께 언 하 다.

그림 3-1.나노물질 분산액 제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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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매질

국내 이용 황에 근거하여(환경부,2009)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토

와 고 도 폴리에틸 차수막(HighDensityPolyethylene,HDPE)을 연

구 상 차수재로 선정하 다.HDPE는 두께 2mm, 도 0.94g/cm3로

상용화된 제품에서 취하여 사용하 다.

토양 시료는 수도권매립지 원지반토를 직 채취하 으며 일주일 이상

상온에서 건조시킨 토양 시료를 쇄한 후 4번 체로 걸러 사용하 다.

이와 같이 처리한 토양은 필요시까지 데시 이터 내에 보 하 다.

처리한 토양의 토성,양이온 치환용량(cation exchange capacity,

CEC),유기물 함량,pH측정,입도 분석을 서울 학교 농업생명과학 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에 의뢰하 다.분석 결과는 표와 같다.

입도분석 결과는 그림 10과 같으며 D10,D50,D90은 각각 6.32,29.1,66.0

um로 나타났다.

항 목 결 과 단

토 성 Siltloam -

-Sand 22.05 %

-Silt 77.60 %

-Clay 5.20 %

Cationexchangecapacity 7.41 cmol/kg

Porosity 51.26 -

OrganicContent 0.04 %

pH 7.6 -

표 3-3.수도권매립지 원지반토 특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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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수도권매립지 지반토의 입도분포

1.4.유기물 pH 조

유기물 농도 pH는 나노물질 분산액의 성질을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하기 하여 조 되었다.유기물 농도의 경우 매립지 내부 유기물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반 하 으며,pH의 경우에도 매립지 내부 조

건에 따라 분산액 조건을 설정하기 하여 조 하 다.

유기물의 경우 InternationalHumic Substances Society사의 Humic

acid(SRHA)를 이용하여 유기물 농도를 조 하 다. pH는 buffer

solution을 이용하 으며,각각 조 된 pH와 이용된 Buffersolution은

표로 정리하 다.

pH Buffersolution

4 Citricacid-Sodium phosphatebuffer

7.3 Phosphate

10 Phosphate

표 3-4.용출실험 pH조 에 이용된 Buffer와 조 된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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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회분식 실험

2.1.나노물질의 정량 분석

연구범 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한 나노물질의 정량 분석방

법으로 모든 나노물질에서 공통 으로 이용된 방법으로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UV spectrometer(Optizen2120UV,Mecasys)등이 이용

되었다. 탄소계 나노물질인 다 벽 탄소나노튜 의 경우

TOC-Analyzer(TOC-VCPH,Shimadzu),Ramanspectrometer(T64000,

JobinYvon)를 추가로 이용하 으며, 속계 나노물질인 은 나노물질의

경우 ICP-OES(ICAP 7400,Thermo)가 주 실험 장비로서 이용되었다.

이 ,TEM (LIBRA 120,Carlzeiss),SEM (JSM-6700F,JEOL),

Ramanspectrometer(T64000,JobinYvon)의 경우 서울 학교 농생명

과학공동기기원이나 기 과학공동기기원에 의뢰하여 이용하 다. 한,

수 분산액의 제타 ,응집 크기 등의 특성을 서울 학교 농생명과학

동동기기원에 기 동 분석기(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

spectrophotometer,ELS-8000,Photal)사용을 분석 의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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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다 벽 탄소나노튜 정량에 이용된

TOC-Analyzer(TOC-VCPH)

그림 3-4.은 나노물질 정량에 이용된 ICP-OES(ICAP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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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나노물질의 유출

나노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들이 실제 매립된 환경으로부터 얼마나

유출되는지의 여부를 악하기 하여 실험을 설계·진행하 다.은 나노

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상물질은 칫솔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은

나노칫솔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은나노 제품으로,항균성

이 있다는 이유로 매되고 있다.은나노칫솔의 경우 칫솔모에 은나노

입자가 포함되어 있으며,본 실험에서는 칫솔모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EPA 3050B방법으로 산처리한 후,ICP-OES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은

나노 함량을 함량 분석하 다. 한,5g의 칫솔모를 pH를 각각 4,

7.3,10으로 조 한 30mL용액에 잠기도록 하여 칫솔모로부터 빠져나오

는 은의 함량을 측정하 다. 한,매립지 내부의 환경을 모사하기 하

여 용액에는 30mg/L의 유기물을 첨가하 으며,유기물은 humicacid를

이용하 다.진행된 실험의 모습은 그림과 같다.

그림 3-5.용출 실험 진행 모습(좌:S칫솔 제품,우:M 칫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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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주상실험

3.1.다짐 시험

본 연구에서 진행된 주상실험에서,매립지 차수층을 모사한 컬럼 내부

토양은 다짐을 통해 구성되었다.이 때,최 의 다짐효과 즉,최소의 건

조단 량을 얻으려면 흙을 최 함수비로 비하여야 한다(김 민,

2013).최 함수비를 구하기 해 다짐 시험을 진행하 다.다짐 시험과

투수 시험은 각각 KSF2312와 2322를 따라 진행하 다.다짐 시험에

사용한 몰드는 지름 10.0cm,높이 12.8cm의 원통으로 질량은 4270g이

었다.다짐 시험으로 얻어진 최 함수비를 이용하여,주상 실험의 차수층

구성에 이용하 다. 한,이 게 컬럼이 구성된 후,정수두로 액체를 흘

려 투수계수를 계산할 수 있었다.이 때,수리구배 설정은 ASTM에서

제시한 최 권장 수리구배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 다(표).본 연구의 목

표 투수계수는 국내 폐기물매립지 차수층의 투수계수로 규정된 1×10-7

cm/s이하의 투수계수를 목표로 하 으며,이에 따라 약 27의 수리구배

를 유지하 다.

투수계수(cm/s) 최 권장 수리구배

1×10-3-1×10-4 2

1×10-4-1×10-5 5

1×10-5-1×10-6 10

1×10-6-1×10-7 20

1×10-7이하 30

표 3-5.투수 시험을 한 최 권장 수리구배(ASTM D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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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 시험의 해석에는 Darcy의 법칙이 이용되었으며,Darcy의 법칙은

다공성 매질을 통한 유체의 1차원 흐름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김 민,2013)

 (3.12)

여기서, :유량[L3T-1]

 :투수계수[LT-1]

 :수리구배[LL-1](


)

 :매질층의 단면 [L2]

 :수두차[L]

 :매질층의 길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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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주상실험 구성

컬럼 내부에는 최 함수비로 조 된 토양 약 496g을 컬럼 내부에 넣

은 후,다짐시험에 이용된 다짐횟수로 컬럼 내부 토양을 다짐하 다.칼

럼은 강성벽체 투수기를 설계하여 이용하 다.이 때,1차원 흐름을 모사

하기 하여 토양층 상단부와 하단부에 각각 용액만 존재할 수 있는 구

간을 만들어 두었으며,실험은 20°C 항온실에서 진행하 다.유입수

유출수는 비닐 재질의 bag을 이용하 다.이 게 구성된 주상실험의 모

식도를 나타내면 그림과 같으며,세부 구성 내용 수치는 표와 같다.

그림 3-6.주상실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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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항목 내용

지름 10.0cm 매질층 높이 3cm

높이 13.5cm 수두차 80cm

충진 매질
수도권 매립지

원지반토

나노물질

주입 농도
2-3mg/L

표 3-6.주상실험 세부 구성 내용

이 게 구성된 컬럼에서,우선 유효공극률을 확인하기 해 Br-을 이

용한 추 자 실험을 수행하 다.Br-은 자연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으면

서 반응성이 거의 없는 물질이기에 추 자로 선정되었으며,Li+은 치환

이 잘 일어나지 않는 양이온이므로 LiBr를 용해시켜 추 자 실험에 이

용하 다.이후,조 하고자 하는 이온강도 물질을 3porevolume(PV)

이상 흘린 뒤 이온물질의 과를 이온 크로마토그래피(Dionex

ICS-1100,Thermo,USA)로 확인하 다.은 나노입자를 이용한 주상실

험에서,은 분산액의 은 농도와 조 된 유기물농도는 다음 표와 같다.

AgNPsconc.(mg/L) Organicconc.(mg/L)

Column1 3.16 0

Column2 2.56 10.0

Column3 2.86 20.0

Column4 2.72 30.0

표 3-7.은 주상실험의 은 농도와 유기물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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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유출수 분석

주상실험에 유출수 분석은 Effluentbag의 수용액 농도 분석으로 진행

하 다.수용액 농도는 탄소나노튜 실험의 경우에는 UV-spectrometer

와 TOC analyzer(TOC-VCPH,Shimadzu)를 이용하 다.UV와 TOC

간의 선형 계로 인한 분석 가능성은 정량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은

유출수 분석의 경우, UV-spectrometer와 ICP-OES (ICAP 7200,

Thermo)를 이용하 다.탄소나노튜 와 마찬가지로,은 나노물질의 경우

역시 정량분석을 통해 농도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3.4.토양층 분석

토양층 분석은 주상실험이 종료된 후 컬럼 내부 토양을 분석하 음을

의미한다.주상실험에서 충분한 양의 분산액이 주입된 이후(10 Pore

Volume이상),토양층에서 나노물질이 존재하는 부분을 찾기 하여 토

양층 분석을 진행하 다.주상실험에 이용된 토양을 꺼내어 5등분하여

건조한 후,건조된 토양의 나노물질 농도를 측정하 다.탄소나노튜 의

경우 토양층의 탄소와 탄소나노튜 자체의 탄소만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토양층의 높이별 탄소나노튜 측정은 어려웠다.따라서 탄소나노튜 의

경우에는 SEM 미경 분석,공극 측정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토양층

내의 탄소나노튜 존재확인 실험을 진행하 다.반면,은 나노물질의 경

우 ICP-OES를 이용해 은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 기에 토양층

내부의 은 농도를 측정하 다.

토양 내부에 존재하는 은의 양을 측정하기 해 산분해법을 용하

다.산분해법은 EPA 3052산분해법을 용하여 토양을 액상으로 환한

후 은 농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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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수학 모형

본 주상실험에서의 물질이동은 이류 확산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하

여 해석하 다.앞서 언 한 지배방정식(식2.15)을 이용하여,수치해석을

진행하고 매개변수를 도출하 다.수치해석을 진행함에 있어 기존에 진

행한 연구(김 민,2013)의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하 다.김 민(2013)의

연구에서,지배방정식을 Crank-Nicolson 방법(김규철,나연묵,1996;

Holzbecher,2007)을 사용하 다.수치해석은 Matlab®을 통해 수행하

으며, 행렬식과 최소 제곱법 시행착오법을 기반으로 매개변수를

도출하 다.본 연구에서 이용된 Matlab® 코드 역시 김 민(2013)의 연

구에서 이용된 것을 본 연구의 조건에 맞도록 변형하여 이용하 다.따

라서 기본 인 수학 모형의 해석 방법은 김 민(2013)의 연구와 동일

하다.이와 련된 내용은 문헌(김 민,2013)의 실험재료 방법에 언

된 수치해석 방법(3장 3 3항 기조건,경계조건 수치해석)을 이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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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칸막이 실험

칸막이 실험은 HDPE를 통해 나노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악하기 하여 고안되었다.칸막이는 앙부에 HDPE를 두고 왼쪽 부

분에 나노물질 분산액을 두었으며,오른쪽 부분의 용액을 주기 으로 샘

링 하여 나노물질의 농도를 측정하 다.탄소나노튜 와 은 나노물질

모두 UV를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 으며, 은 나노물질의 경우

ICP-OES로 추가 농도 측정을 진행하 다.

그림 3-7.칸막이 실험 모식도

그림 3-8.실험에 이용된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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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험결과 분석

제 1 회분식 실험

1.1.나노물질의 분산

음 분산을 통한 나노물질의 분산 필터링 후,회색빛을 나타내는

분산액을 탄소나노튜 와 은 나노물질에 하여 각각 제조할 수 있었다.

제조된 탄소나노튜 의 농도는 탄소나노튜 의 경우 약 4mg/L이었으

며,은 나노물질의 경우가 약 2mg/L이었다.이 게 제조된 분산액은 오

랜 기간 동안 일정하게 농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 다.주기 으로

나노물질의 농도를 측정하 을 때,탄소나노튜 분산액의 경우 140일

이상,은 나노물질의 경우 약 120정도 그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을 확인하 다.

그림 4-1.다 벽 탄소나노튜 와 은 나노물질 분산액의 장

기간 분산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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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나노물질의 크기와 분산성 악을 하여 분산액의 Size

distribution과 Zetapotential측정을 진행하 다.Sizedistribution측정

결과,나노물질이 평균 0.15um의 직경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표). 부분의 나노물질들이 100-300nm 정도의 크기로 분산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이는 용해성 물질을 구분할 경우 0.45um를 기 으로

하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작은 크기로 분산되었음을 나타낸다. 한

TEM 자 미경 측정에서도,탄소나노튜 와 은 나노물질들이 각각 분

산되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그림 4-2.나노물질 분산액의 Sizedistribution

측정 1 측정 2

Diameter(nm) 152.1 137.5

Std.Dev. 27.5 30.6

표 4-1.나노물질 분산액의 평균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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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TEM 측정 결과 (좌:다 벽 탄소나노튜 ,우:은 나노

물질 분산액)

분산된 나노물질의 분산성을 분석하기 해 Zetapotential측정을 진

행하 다.나노물질은 용액 내에서 입자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산될

때 기 반발력에 의해 분산되게 된다.따라서 입자의 Zeta 측정

을 통해 어느 정도 분산 상태를 유지하는지 악할 수 있으며,콜로이드

의 분산 안 성을 평가할 수 있다(BrankoSalopeketal,1992,표).분산

액 내 나노물질의 Zeta 측정 결과,–26.29mV의 제타 가 측정

되었다.

그림 4-4.나노물질 분산액의 Zetapotential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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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제타 와 그에 따른 입자의 분산 안 성 (Branko

Salopeketal,1992)

측정된 제타 로 단했을 때,크게 안정 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분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풀러 나

노물질을 이용한 다른 논문들(김 민,2013;김민정,2010)이나 탄소나노

튜 는 은 나노물질을 이용한 논문들(Yuetal.,2013;Tianetal.,

2012)과도 유사한 결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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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나노물질의 정량 분석

나노물질의 정량분석 방법에는 표 화된 방법이 존재하지 않지만,본

연구를 통해 나노물질별로 이용 가능한 정량 분석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탄소계 나노물질인 탄소나노튜 의 경우 TOC analyzer와 UV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이 가능했다. TOC analyzer

(TOC-VCPH,Shimadzu,Japan)를 이용하여 Totalcarbon의 농도를 측

정하 으며,이를 통해 측정된 농도를 UV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비

교하 다.TOCanalyzer의 경우,수용액의 조건에 계없이 탄소의

량을 측정할 수 있어 수 분산액의 탄소계 나노물질 농도를 비교 정

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으며,UV 분석에는 나노물질별로 다른 장 의

흡 도를 선택하여 이용하 을 때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탄소 나

노튜 의 경우 800nm의 장을 정량분석을 해 사용하 으며,선형성

이 나타남을 확인하 다.

속계 나노물질인 은 나노물질의 경우,ICP-OES (iCAP 7000,

Thermo,USA)를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 다.이는 속계 나노물질의

농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정량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

었으며,추가 으로 UV 흡 도와의 비교를 통해 선형성을 확인하 다.

은 나노물질 분산액의 경우,300nm 장에서 실험결과가 선형성을 나

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탄소나노튜 -그림,은 나노물질-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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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탄소나노튜 분산액의 UV 이용가능성 확인

(UV 장 800nm)

그림 4-7.은 나노물질 분산액의 UV 이용가능성 확인

(UV 장 30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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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은 나노물질의 용출

나노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부터 은의 유출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 결과,S칫솔 제품의 칫솔모 1g에 120ug의 은 입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M 칫솔 제품의 경우 1g에 6.94ug의 은 입자가 포함된 것으

로 나타났다.포함된 은의 용출은 약 100일이 진행된 시 에서 약 1

wt% 정도로 나타났다.시간이 지나면서 은의 용출이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특히 pH가 높은 경우에서 더 많은 양의 은이 용출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pH가 높을수록 수용액에 잘 분산되어 존재하

는 나노물질의 일반 인 특성과 부합하는 것으로,실제 제품으로부터의

나노물질 용출에 분산특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시간 경과

에 따른 은의 용출을 나타낸 것은 S칫솔의 경우 그림,M 칫솔의 경우

그림에 나타냈다.

Characteristics
S-toothbrush

product

M-toothbrush

product

ContentofAg

(n=3,ugAg/gtoothbrushhead)
120±18 6.94±0.31

Weightofatoothbrushinavial(g) 5.0 5.0

Leachedamount  

after100days(ug)

pH4.0 2.834 0.628

pH7.3 3.710 0.447

pH10.0 7.074 0.736

표 4-2.칫솔제품에 포함된 은 나노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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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칫솔모에서 용출되는 은의 량 (S-칫솔,n=2)

그림 4-9.칫솔모에서 용출되는 은의 량 (M-칫솔,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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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약 1~2wt%의 은이 제품으로부터 용출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는데,추가로 이 게 용출된 은의 형태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용출된 은의 경우 입자형태로 존재하거나,이온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

기에 그 둘을 구분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필터링을 통한 구분 실험에

서,약 60-90wt% 가량이 필터를 통과하여 계소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S칫솔 제품의 용출된 용액을 상으로 필터링 구분한 결과는 그

림과 같다.필터링을 통과한 은이 모두 은 이온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는 성 하지만,일정량 은 입자와 은 이온이 혼재되어 존재한다는 결론

은 얻을 수 있다.양말제품에 해 은의 용출 실험을 진행한 문헌에서도

(Bennetal.,2010)필터링을 통해 은 입자와 은 이온을 구분하 으며,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이처럼 실생활 제품으로부터

유출된 은의 경우 입자의 형태와 이온의 형태가 혼재되어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제품으로부터의 유출이 이온화되어 진행된 것인지,입자의

형태로 유출된 후 이온화가 진행된 것인지의 여부는 본 연구에서는 확인

할 수 없었다.추후 연구를 통하여 은나노 제품으로부터 은이 유출되는

기작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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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은 칫솔 제품으로부터 용출된 은의 필터링 실험 후에도 용

액에 존재하는 은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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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은 나노물질의 흡착

은 나노물질 분산액을 이용한 흡착실험 결과는 그림과 같다.실험 결

과 은 나노입자는 Siltloam의 토양과 벤토나이트 벤토나이트로의 흡

착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흡착경향은 선형과

Langmuir흡착곡선 Langmuir흡착곡선에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

다.이는 은 나노입자의 흡착이 Monolayersorption일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며,은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흡착실험을 진행한 기존 문헌과도 유

사한 결과 다(Abraham etal.,2013).따라서 은 나노입자 분산액은 토

양층에 단층으로 흡착될 가능성이 있으며,이것은 나노입자 자체의 반발

로 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Abraham etal.,2013).각각 선형과

Langmuir흡착 공식을 이용하여 실험 결과를 fitting하여 그림에 함께

표 하 으며,fitting결과에 따라 유도된 계수를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

었다.

그림 4-11.은나노 분산액을 이용한 흡착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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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tonite Soil

Langmuirfit

KL(L/mg) 0.0542 0.4251

Qmax(mg/g) 5.9409 1.0426

r2 0.9997 0.9814

Linearfit

Kp(L/g) 0.2853 0.2252

r2 0.9965 0.8867

표 4-3.흡착곡선을 이용한 실험 결과 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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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상실험

2.1.다짐 시험 투수계수

다짐 시험은 지름 10cm,높이 12.8cm의 다짐틀에 수행하 다.표

다짐 시험 방법을 이용하여 3cm 높이로 다짐을 진행하기 해 다짐에

지를 유지시키면서 다짐횟수를 조 하 다.다짐시험 결과는 그림과

같다. 이차 다항식을 이용하여 최 함수비를 도출하 으며,다짐 에

지 증가에 따라 최 함수비는 감소하고 최 함수비에서의 건조단

량은 감소하는 형 인 결과를 얻었다.다짐 시험에서 최 함수비는

16.6wt%로 나타났으며,이 게 구해진 최 함수비를 이용하여 주상실

험 구성에 이용하 다.

그림 4-12.수도권매립지 원지반토를 이용한 다짐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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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는 탄소나노튜 를 이용하여 주상실험을 진행한 칼럼들의 투수

계수 변화를 나타내었다.탄소나노튜 컬럼은 총 4개로 구성되었으며,

기에 투수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모두 유사한 투수계수를 유지하 다. 한,그림에는 은 나노입자를 이용

하여 주상실험을 진행한 칼럼들의 투수계수 변화를 나타내었다.은 나노

입자를 이용한 주상실험 컬럼 역시 총 4개로 구성되었으며,탄소나노튜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에 감소하는 시기가 지난 후 일정하게 투수

계수가 유지되었다.은 실험의 경우에서는 벤토나이트를 첨가하여 투수

계수를 매립지 차수층 기 인 10-7cm/sec를 충족시키도록 하 으며,약

5-10일 이후 기 을 만족하는 투수계수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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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탄소나노튜 컬럼들의 투수계수 변화

그림 4-14.은 나노 컬럼들의 투수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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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추 자 실험

추 자 실험 결과와,이를 해석하여 구한 특성은 표에 나타낸 바와 같

다.유효공극률은 0.44로 나타났으며,이는 토양의 공극률보다 낮은 수치

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Characteristic Value

Hydraulicconductivity(cm/sec) 8.73x10-7(>15day)

Discharge(cm3/sec) 8.33x10-4(>15day)

Porevolume(cm3) 117.8

Effectiveporosicy 0.44±0.1(n=2)

Dispersioncoefficient(cm2/d) 1.25±0.25(n=2)

표 4-4.수학 모형을 통한 추 자실험 해석 결과

그림 4-15.추 자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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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나노물질의 거동 분석

탄소나노튜 를 이용한 컬럼 실험에서,약 10Porevolume동안 진행

되는 동안 탄소나노튜 는 차수층을 통과하여 유출되지 않았다.측정된

모든 기간 동안 UV 측정에서 흡 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pH가 조

된 모든 경우에서 역시 흡 도가 측정되지 않아 탄소나노튜 는 유출되

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반면,컬럼 상단부의 흡 도는 일정하게 유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흡 도 측정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UpperreservoirUV

absorbance

LowerreservoirUV

absorbance

Column1 0.039 0.001

Column2 0.036 0.001

Column3 0.043 0.001

Column4 0.041 0.001

표 4-5.탄소나노튜 컬럼의 흡 도 측정 결과

흡 도 측정 결과를 보면,탄소나노나노튜 를 이용한 주상실험에서

하단부에서는 탄소나노튜 가 검출되지 않았지만,상단부의 탄소나노튜

농도는 2.5-3.0mg/L의 범 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 결과는 sand에서 탄소나노튜 가 80-100% 유출된 다른 문헌

의 결과들과는 차이가 있었다(Luetal.,2013;Tianetal.,2012).탄소나

노튜 가 매립지 토양층을 통과하지 못한 것인지 확인하기 하여 컬럼

을 해체하여 토양 시료를 찰하 다.육안으로 찰했을 경우에도 탄소

나노튜 가 상부에 되어 검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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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의 deposition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SEM 이미지를 통해서도 상

단부에 존재하는 탄소나노튜 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16.주상실험이 완료된 후의 토양 시료

그림 4-17.주상실험이 완료된 토양 상부 시료의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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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노물질을 이용한 컬럼 실험의 경우,약 20Porevolume까지 진행

된 실험에서 은 농도가 0.05mg/L이하로 측정되어 유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단된다.은 농도 측정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실험은 약 200

일이 경과된 시 까지 계속해서 은 농도가 측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은 나노물질을 이용한 실험 역시 주상실험이 종료된 토양 시료를 채

취하여 깊이별로 은 농도를 측정하 다.그 결과는 그림과 같으며,최상

층을 제외한 모든 깊이에서 은 농도가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8.은 나노물질을 이용한 주상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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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토양층 깊이에 따른 은 농도 측정 결과

은 나노물질 역시 유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유출되지 않은

결과를 분석하 다.우선,토양 입자와 나노물질 입자의 크기로 인해 나

노입자가 이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하기에,이를 한 분석을 진행

하 다.토양 입자 크기에 의한 이동 해는 필터 이론으로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토양의 입자 크기와 나노물질의 입자 크기의 비교를 통해 이

를 확인할 수 있었다.일반 으로,매질 크기의 15% 값에 입자 크

기의 85%를 나 값이 5.5-9보다 작으면 입자 크기에 의해 이동이

해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alkilietal.,2015).이에 한 문

헌과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은 다음 표와 같다.표를 보면,

매질의 크기에 입자 크기를 나 값이 모두 10이상으로,입자 크기에

의한 제거 효과는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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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 columns AgNPscolumns

dm,10(ug) 6.32 3.55

dm,10/9(ug) 0.70 0.39

dp,90(ug) 0.26 0.1-0.2

dm,10/dp,90 24.3 17.8-10.0

표 4-6.Filtration이론 계산

입자 크기에 의해 은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은 나노물질이 토양층

에 흡착되어 이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한 확인을 진행하 다.토양과

벤토나이트에 해 흡착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이용하여 은이 흡착된 양

을 계산하 다.계산 결과는 표와 같다.계산 결과,주입된 모든 은 나노

입자가 컬럼 내부에 존재하는 흙으로 흡착된 것으로 상해 볼 수 있었

다.주입된 분산액의 총량을 이용해 총 은의 양을 계산한 결과 약 3-6

mg의 은 나노입자가 주입되었는데,이 양은 토양 시료 10g내외의 양

에 모두 흡착될 수 있는 양이었다.이로 미루어 단했을 때,주입된 모

든 은이 토양에 흡착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상해 볼 수 있다.하지만,

수용액의 조건에 따라 흡착 경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 나노물질의

이동과 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 3 칸막이 실험

칸막이 실험의 경우 약 6개월 정도 진행된 실험에서 나노물질의 이동

은 찰되지 않고 있다.분산액을 주입한 좌측의 나노물질 농도는 일정

하게 유지되고 있지만,우측에서는 나노물질의 농도가 측되지 않고 있

다.이는 나노물질이 HDPE로 분배,이동되는 경향이 미미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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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선 연구 상 나노물질인 탄소나노튜 와 은 나노물질

이 폐기물매립지로부터 유출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 다.수 에 분산된

탄소나노튜 와 은 나노물질의 정량분석을 해 TOC,UV,ICP측정 등

다양한 분석방법들을 이용하 으며,수용액 상에서 농도 측정이 가능한

정량 분석방법을 확립하 다.회분식 실험을 통해 은 나노물질이 Silt

loam과 벤토나이트로 흡착되는 경향을 악하 으며, 흡착곡선은

Langmuirisotherm에 더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한,용출실험을

통해 은 물질이 실생활 제품에서 용출되는 정도를 악하 다.칫솔 제

품을 상으로 진행한 용출 실험에서 약 130-150일 동안 총 은 함량의

1-2wt% 정도가 용출되는 것을 확인하 다.용출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이는 매립된 상황에서 나노물질이 계속 유

출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매립지 내부에서 나노물질이 계속 용출되면서

매립지 차수층을 통과하여 이동한다면 자연계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차수층을 통한 물질이동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은과 탄소나노튜

나노물질을 이용하여 주상실험을 진행한 결과,매립지 토양을 이동하지

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탄소 나노튜 와 은 나노물질 모두 토양 상

부층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이는 토양 입자와 나노물질의

크기에 의한 여과 제거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크기에 의한 제거보다

는 나노물질의 물리화학 기작에 의한 흡착으로 상부층 토양에 나노물

질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최 20PV까지 진행된 실험에서

도 상부층에만 나노물질이 존재하고 있었으며,흡착실험 결과를 바탕으

로 계산했을 때,1000PV 이상이 주입되어야 흡착능 이상의 은이 주입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나노물질이 HDPE를 통과하여 이동하는 상

한 찰하기 어려웠다.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볼 때,폐기물매립지

내 탄소나노튜 와 은 나노입자의 외부유출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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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수 나노물질 분산액은 HDPE로 분배되지 않으므로 손 가

능성을 제외하면 HDPE에 의한 차단은 완벽하고 할 수 있다.주상실험

에서 모든 나노물질들이 흡착되어 제거되었으므로 폐기물매립지의 다짐

토층에서 충분히 제거될 것으로 상된다.하지만 매립지 내부에는 나

노물질들의 안정성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물질이 존재할 수 있

다.따라서 매립지 환경을 고려한다면 더 정확하게 나노물질의 이동성을

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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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portofmulti-walledcarbon

nanotubesandsilvernanoparticles

throughlandfillliners

LeeYoungSu

DepartmentofCivilandEnvironmental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Nanomaterialsaredefinedasmaterialswithatleastonedimension

between1and100nm.Nanomaterialshavebeenappliedtovarious

productsbecauseoftheirphysico-chemicalproperties.Nanomaterials

maycausedamagetotheenvironmentduetotheirtoxicity.Even

though the environmental adverse impacts and toxicities of

nanomaterialshavebeenreported,theirfateandtransportarestillnot

fullyidentified.Especially,mostofnanomaterialsaredischargedinto

finalfacilities such as landfills in the end.Therefore,studying

transportofnanomaterialsinlandfillsisnecessarytoinvestigatetheir

exposurepossibility.

So, the transport of carbon nanotubes (CNTs) and silver

nanoparticles (AgNPs)through landfillliners was studied in this

study.CNTsandAgNPswereselectedbecausethesea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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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hetopresearchprioritynanomaterials.Laboratoryscalecolumn

experimentswerecarried outwith thesenanomaterialsuspensions.

Soilusedincolumntestswascollectedinlandfillsite(Sudokwon

landfillsite).Laboratoryscalecompartmenttestsarealsoconducted

to investigate whether nano suspensions can pass through the

high-densitypolyethylene(HDPE).Inaddition,thebatch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study the mass transport of nanomaterials.

Sorption characteristics of AgNPs into soiland bentonite were

identified by batch sorption tests. Also, Silver elution from

AgNPs-containingtoothbrushproductswasstudiedbybatchleaching

tests.

CNTsandAgNPssuspensionswereobtainedandweconfirmedthat

theirconcentrations were maintained formore than 120 days.In

batchleaching experiments,silverwereelutedfrom thetoothbrush

bristlesabout1-2wt% ofthetotalamountofsilvercontainedinthe

bristles during about 100 days.The leached amount of silver

increasedovertime.Itisexpectedthatreleaseofnanomaterialsfrom

productsiscontinued.Also,weconfirmedthatAgNPsandionsare

mixedin theleachedsolutionby filtration.Adsorption experiments

usingthenanomaterialdispersionwasfoundtobeconsistentwith

theLangmuirisotherm.Langmuiradsorption coefficientwas0.0542

forthebentonite,0.4251L/mgforlandfillsoil.Incolumntests,CNTs

andAgNPscouldnotpassthroughthecompactedlandfillliner.The

columns were operated over10 pore volume forCNTs,20 pore

volume for AgNPs.However,nanomaterials are notdetected in

effluent solutions. It was confirmed that nanomaterials were

accumulatedontheuppersurfaceofsoillayer(SEM image,ICP-OES

measurement).However,blockagebyparticlesizedidnotoccu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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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filtrationtheorycalculation.Itissuggestedthatnanoparticles

can not be blocked by soil size.Therefore,the transport of

nanomateirals was inhibited by physico-chemical adsorption of

nanoparticles.SinceAgNPsareadsorbedonthesoilinasinglelayer

(Langmuiradsorption),AgNPscanpassthroughthelinerifalarge

amountofAgNPsisintroduced.Also,CNTsandAgNPscouldnot

penetratetheHDPEsheetincompartmenttestsover6months.Asa

results,itissuggestedthatthebreakthroughpossibilityofCNTsand

AgNPsinlandfilllinersystemsislow.However,additionalstudies

arerequiredbecausetheinnerconditionsoflandfillwerecomplex.

keywords:carbonnanotubes,silvernanoparticles,transport,

landfillliner,sorption

StudentNumber:2013-23153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3 절 연구의 범위 

	제 2 장 문헌 연구 
	제 1 절 나노물질 
	1.1. 탄소나노튜브  
	1.2. 은 나노물질 

	제 2 절 나노물질의 유해성 
	제 3 절 나노물질의 수중 특성 
	3.1. 입자상 물질의 콜로이드 이론 
	3.2. 동역학적 부착 및 탈착 

	제 4 절 수학적 이동 모형 
	4.1. 이류-확산 방정식 
	4.2. 흡착 및 여과 
	4.3. 지배방정식의 해석해 


	제 3 장 실험재료 및 방법 
	제 1 절 실험 재료 
	1.1. 나노물질  
	1.2. 분산액 제조 
	1.3. 매질  
	1.4. 유기물 및 pH 조절 

	제 2 절 회분식 실험 
	2.1. 나노물질의 정량 분석 
	2.2. 나노물질의 유출 

	제 3 절 주상실험 
	3.1. 다짐 시험 
	3.2. 주상실험 구성 
	3.3. 유출수 분석 
	3.4. 토양층 분석 
	3.5. 수학적 모형 

	제 4 절 칸막이 실험 

	제 4 장 실험결과 및 분석 
	제 1 절 회분식 실험 
	1.1. 나노물질의 분산  
	1.2. 나노물질의 정량 분석  
	1.3. 은 나노물질의 용출 
	1.4. 은 나노물질의 흡착  

	제 2 절 주상 실험 
	2.1. 다짐시험 및 투수계수 
	2.2. 추적자 실험 
	2.3. 나노물질의 거동 분석 

	제 3 절 칸막이 실험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