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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요
전 지구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이 커다란 환경오염 문제로 부각 되면서, 특히, 미세 플라스틱
에 의한 생태계 및 환경 오염문제는 국제환경 현안문제화임. 그러나, 해양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의 부재 및 측정의 정확성 저해하는 위
양성 유발가능물질의 효율적 전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과 노출 수준에 대한 구체적 연구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며, 미세플
라스틱 측정의 편의성 및 범용적 적용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통해 잔류 미세플라스틱에 대
한 표준 분석 방법 확립은 무엇보다 필요함.
해당년도의 목적은 해수 내 잔류 미세플라스틱 수집, 검출, 측정, 염색, 전처리, 정성·정량
분석 등 각 단계별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선행 연구 방법론에 대해 조사임.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미세플라스틱의 측정 관련 선행연구 조사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형광적합성 선행연구 조사
측정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존 전처리법 및 초음파 파쇄 관련 조사

Ⅳ. 연구결과
문헌분석으로 1-200 μm 크기의 플라스틱이 해수면에 81% 분포하는 하며, 형광염색물질로
Nile Red가 플라스틱 염색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위양성 유발 가능 물질 제거
를 위해 산, 염기, 효소 처리 등 다양한 전처리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초음파 파쇄를 이용
한 보고는 거의 전무한 수준임. 측정 기법의 경우, 초기에는 visual identification에서 FT-IR
분광법

그리고

최근에는 라만

분광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량의

경우,

microscopy를 활용한 정량분석이 다수이며, software를 활용한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
세임. 총 65편의 논문을 문헌 분석하여 측정단계별로 방법 분석으로 실시하여 요약하였음.
또한, 기초평가로 PS 미세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초음파 파쇄 예비실험을 진행하였고, 수계
생물학적 유기성 물질이 제거되는 범위에서 미세플라스틱은 파쇄되는 않는 결과를 보이며,
이는 초음파 파쇄를 위양성 유발가능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법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
비결과를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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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당해연도 예비결과를 토대로 플라스틱 가용가능한 성분별 표준시료를 이용하여 초음파 파쇄
전처리기법의 범용적 적용성을 확인하며, 다양한 조전에서 초음파를 운전하여 최적조건을 도
출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해양에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 측정의 정확도 향상을 본 전처리 프
로토콜을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유사 미세플라스틱 측정연구의 일관성있는 데이터
를 확보 가능하게 하여 다수 연구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