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나노의 과학과 기술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for Non-specialist
날짜: 2021년 10월 4일 (Date: October 4, 2021)
■ 공지사항
-. 오늘부터 연구 IP의 말미에 해당 IP 및 이전 IP의 내용에서 출
제한 연습문제가 포함되며 이의 정답은 다음 IP에 게시 함.
■ 2차 연구 IP 내용 (2021년 10월 4일 제출)
1. 9월 27일자 1차 연구 IP의 pp. 4~5의 내용에 대한 답변 기술
① 9월 27일자 1차 연구 IP의 p. 4
한 변의 길이가 1 cm인 주사위를 세 번 이등분 시켜서 한 변의
길이가 0.5 cm인 정육면체 8개를 만들었을 때 표면적의 변화는?
⇒ 이에 수반되는 표면적 증가 관련된 물리적 특성 중 용해도의
변화를 물에 비교적 잘 녹는 소금과 설탕을 예로 들어 설명 함:
9월 27일자 연구 IP pp. 4~5에 “질량이 동일한 경우 알갱이 크
기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고 설탕과 소금을 물에 용해
시킨 경험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알갱이가 작을수록 물에 더 많
이 용해된다.” 밑의 그림으로 설명 하자면 설탕 분말은 뜨거운 커
피나 차에 빨리 녹지만 각설탕은 아주 천천히 녹음을 알 수 있다.
you can dissolve sugar or salt quicker when it is in
powder form and slower when it is in the form of
crystals or blocks
smaller can become more re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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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9월 27일자 1차 연구 IP의 p. 5
대표적인 재료의 물리적 성질인 융점 (melting point)을 예로 들
면 같은 소재 (철, 알루미늄, 금, 은, etc)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나노 크기로 미분화되면 더 낮은 온도에서 용융됨. ⇒ “그 이유는
재료 내부에 있는 원자들에 비해서 재료의 표면에 있는 원자들
사이의 결합을 끊어주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 밑의 그림으
로 설명해 보면 맨 위의 표면에 있는 블록은 떼어내기 쉽지만
안쪽 밑에 있는
블록을 떼어내는
것은 아주 힘들다.

2. 나노입자의 물리적 특성변화
① 입자가 나노 크기로 미세화 되면 용해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 왔던 여러 가지 금속들의 물리적 특성이 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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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 2 밑의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알루미늄 캔은 반짝이는 은
색이었다가 나노 분말이 되면 태양과 유사한 발광을 함. 또 나노
금 입자가 용해된 용액의 색깔은 금괴가 띈 누런색이 아닌 짙은
자주색이 됨을 알 수 있다. ※ 재료의 물리적 성질은 크기에 좌우
되는데 나노 차원이 되면 양자 효과가 지배적이 되므로 금이나
알루미늄이 거시적 소재 상태에서 나타내던 특성이 현저하게 변
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색깔, 강도, 전기 전도도, 반응성 등.
3. 나노 입자의 응용
-. 철 나노 입자와 은 나노 입자의 응용:

① 철 나노 입자를 사용하여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철을 습한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철의 수산화물로 되어 붉은 녹이 스는데 유해한 산업
용 유기 용매인 TCE (Trichloroethylene), 사염화탄소, 다이옥신
또는 PCB 용매와 접촉한 상태에서 철의 수산화물로 되는 경우
이러한 유해 용매들이 독성이 저감된 탄소 화합물로 분해된다. 이
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철 나노입자들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
는 철 분말보다 훨씬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기존의 철 분말에 비
해서 철 나노 분말은 10~1000배나 반응성이 높기 때문이다.
② 은 나노입자는 아주 강한 항균 특성을 띄고 있으므로 특정 표
면에 박테리아가 붙는 것을 방지 또는 저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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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생활과 나노 과학 기술

-. 위에 예시된 것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다수의 제
품에 나노 과학과 기술이 응용되고 있는데 밑의 그림에 예시되어
있듯이 이들 제품 중 화장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5. 나노 과학 기술의 학문 융합적 (학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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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노 과학과 기술의 배경에는 다음 그림에 예시된 것처럼 대
부분의 기초과학과 재료공학 및 공학, 생명공학, 정보기술, 의학
이외에도 윤리학,
사회학, 철학 및
공공 정책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는 나노 과학 기술에 수반하는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 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노 소재의 장점
이자 특징인 동일한 질량과 부피의 나노 입자의 반응성이 현저하
게 증가하고 이로 인한 독성도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인체와 환경 매질 내에서의 (독성을
띄고 있는) 나노 입자의 이동 속도도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6. 나노 과학과 기술이 응용된 제품을 제조하는 대표적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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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 밑의 그림에 예시된 나노 과학과 기술을 응용한 제품을 생
산하고 있는 주요 다국적 기업의 면모를 보면 반도체와 소재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반
도체 칩의 제조 공정에 Top-down 기술의 대표적인 예가되는
Lithography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0월 18일자 IP에 수록함.
7. 연습문제 (정답은 10월 18일의 연구 IP에 공개 함.)
① 1 나노미터는 10-9 m이다. (○,×)
② 나노 기술의 연구 대상에는 의도적으로 제조한 나노소재만 포
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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