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미세플라스틱 측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전처리 프로세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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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950년부터 최근까지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지역적 또는 국제적
규모의 유입량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점차 그 양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전 지구
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이 환경오염 문제로 부각되었으나, 해양에 존재하는 미세플라
스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의 부재 및 측정의 정확성을 저해하
는 위양성 유발가능물질의 효율적 전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현재까지 미세플라스틱의 정성 및 정량 분석 프로토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과 노출 수준에 대한 구체적 연구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미세플라스틱 측정의 편의성 및 범용적 적용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통해 해양에 잔
류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표준 분석 방법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양에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 측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측정 전처리 프로세스 기법 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자 함.

1차년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전략 방향을 재설정하였음.
- 미세플라스틱 수 측정을 위한 Sampling 정립
- 위양성 유발 가능 물질 제거를 위한 초음파 파쇄 전처리 연구
- 미세플라스틱 수 측정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문헌 분석 결과 1-200 ㎛ 크기의
플라스틱이 해수면에 81% 분포하며, 형광염색물질로 Nile Red가 플라스틱 염색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유기물 제거에 다양한 전처리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초음파 파쇄를 이용한 보고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며, 측정기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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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copy를 활용한 정량분석이 다수이며, software를 활용한 연구도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임.
본 연구의 target micro-plastics을 1-100 ㎛ 입자 크기를 대상으로 하였고, 크기

i

나 육안 가시성에 관계없이 환경시료 내 모든 미세플라스틱을 채취할 수 있는 bulk
sampling을 통해 시료를 총 3회 채취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음. 시료 채취 후 filtering
을 진행하였으며, 여러 filter type의 단계적 효율 평가를 위해 PS standard spike
test를 하여 55.22-70%의 recovery ratio를 도출하여 PCTE filter의 효율이 가장 좋
은 것으로 판단. 또한, 위양성 유발 가능 물질 제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위
양성 유발 가능 물질 제거를 위한 최적 조건은 20 kHz, 500 W의 경우 초음파 노출
시간 30분으로, 총 초음파 에너지량은 최소 35.32 kJ/cm2임을 도출하였으며, PS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파쇄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파쇄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다
양한 이미지 기반 세포 계수기를 활용한 미세플라스틱 계수 실험을 통해 이미지 기
반의 세포 계수기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 미세플라스틱의 크
기 및 농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본 연구는 미세플라스틱 측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전처리 개발을 위해 진행된 연
구로서, 전처리로서는 초음파, 분석기법으로서는 이미지 기반 세포 계수기를 활용하
여 해수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정량화를 시도하였음. 이를 통해 해양에서의 미세플라
스틱 검출 및 오염 근원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오염 메커니즘의 이해를 위한 국내
환경에 적합한 미세플라스틱 측정법 및 기준을 확립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음. 또한, 초음파 전처리 및 자동 이미지 기반 계수를 통해 소요 분석 시간 감축
및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새로운 미세플라스틱 정량화 기법으로써 특허 확
보가 가능함. 향후 지속적 연구를 통해 표준화된 미세플라스틱 측정 모듈화하여 미
세플라스틱 모니터링 경쟁력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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