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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몸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와 같은 나노플라스틱 입니다. 이런

나노플라스틱은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데다가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어 몸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회용컵에 뜨거운 커피 위험

인도 카라그루프 공과대학에서 환경 공학을 연구하는 고엘 교수는 “커피나 차를 마시는 1

5분 간 컵의 플라스틱 층이 퇴화하면서 2만5천개의 미크론 크기의 입자가 음료에 방출된

다”면서 “즉 종이컵으로 따뜻한 음료를 매일 3잔 마시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

라스틱 입자를 하루 7만5천개 먹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회수 16.3만 | 2022. 10. 24. 08:34

일회용 컵에 커피 먹으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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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믹스커피 봉지로 커피를 섞어 먹는 것도 나노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일회용 컵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나노플라스틱의 크기가 30~80나노미터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척추동물인 경우에는 해당 세포내부로 들어가는 것 까지도 가

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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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코팅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

에틸렌

우리나라의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종이컵에 코팅 되어져 있는 플라스

틱은 고분자 이기때문에 아무런 위험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미국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이 엄청나게나오고 있고 이러한 플라스틱은 결국 우리몸의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내부에 변형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하여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호흡기 질환

나노플라스틱이 일으키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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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이성수 광주센터 박사 연구팀과 김응삼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연구팀이 호흡으로 흡입한 나노플라스틱 표면의 전기적 특성에 따라 폐 세포가 파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 환경 문제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로 나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먹이 사슬이 되어 다시 인간에게 돌아

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더욱이 종이로 되어져 있는 일회용컵을 쓰는것 보다는 텀블러

나 유리컵을 사용하는것이 보다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279
좋아요

44
감동이에요

10
화나요

97
슬퍼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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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공유 신고

문스타 게이밍의자 B1 + 발받침대

COUPANG

바로가기

채널 추가어썸클

실시간 인기 급상승 뜨는 소식 라이프life 커플couple 패션뷰티style 사진

8살연상과 열애설없이 결혼♥한 31살 여배우,웨딩화보속 웨딩룩

열애설없이 11월 결혼발표♥ 해 모두 놀라게 한 여배우

10년 열애후 결혼♥ 황보라"고화질 웨딩사진 현장공개"본식 드레스는?

2022미스코리아 진 고려대 경제학과 이승현,SNS속 스타일링은?

파트너의 요청으로 댓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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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 직접 캐스팅해 화제됐던 뮤직비디오 남주
인공의 근황

뉴스에이드

국민MC 강호동 결혼식에 웨딩드레스 입고 온 연예
인

삶은영화

한때 90kg? 폭식 이겨낸 훈남 몸짱의 반전 과거

맥스큐

17살에 항공사 최연소 모델이 된 화제의 소녀 근황

필더무비

거짓말하기 싫었던 여배우가 인터뷰 도중 한 말
스브스노리터

'한국외대 얼짱'으로 불리던 여대생이 선택한 결혼 상
대

뉴스에이드

축구선수♥아나운서 커플이 사귀자마자 들켰던 이유

스브스노리터

초면에 키스신 찍다가 연인되어서 결국 결혼으로 이
어진 스타 커플

필더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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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속 녹 제거율 97.7%…난 기술을 믿는다

더스쿠프

툭 쳐도 200M 실화?
AD  홀인원마켓

흘러가는 정원을 담다 '양양 류원(流園)'
전원속의 내집

남편과 술 먹다가 시어머니에게 전화 오자 술꾼 장윤
정이 보인 반응

키노라이츠

행사장에서 찍힌 사진 속 미모로 난리났던 여배우의
최근 모습

뉴스에이드

연예인 되긴 틀렸으니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지
혜 딸 근황

키노라이츠

남친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이 차이' 때문에 결혼
고민했다던 여가수

입에서 살살 녹는 말랑말랑 마시멜로우 레시피들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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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이드

63kg 시절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몸매의 소유자라
는 연예인

키노라이츠

결혼했는데 아직도 아빠 신용카드 쓰고 있다는 이경
규 딸
키노라이츠

189cm에 잘생겨 '동양인 최초 디올 모델'이었던 남자
배우

키노라이츠

손님용으로 샀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써요!
AD  몽제 MONGZE

오은영 덕분에 인생이 바뀐 연예인 부부

에브리원해

톱스타 딸이 너무 예뻐서..스타 엄마가 男배우 따로
만나 한 말
필더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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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만두로 해먹는 무침군만두 특급 레시피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방송에서 깜짝 임신 발표하고 만삭 근황 공개한 연예
인

키노라이츠

너무 예뻐서 길거리 캐스팅 되다 사기당한 중학생의
반전 근황

필더무비

오존으로 오염물질 잡는 기술자들

더스쿠프

 "제곧내가...뭔가요?" 대학생 메일 본 교수님 반응

스브스뉴스

술 마시고 뉴스 생방 들어간 기상캐스터의 최후

스브스노리터

얼굴 다친 손흥민이 월드컵에서 끼고 나올 마스크 수
준

야동말고 축동

눈 하얘지는 7~12살이라면? 지금이 골든타임
AD  mepet

어썸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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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친자매 관계였던 미녀 배우의 정체

키노라이츠

우리집, 이제는 '이것'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써치

40대에 돈보다 ‘이것’ 없으면 더 초라하다

책읽찌라

교문 앞에 남학생들 줄세웠다는 전설의 은광여고 3
대 얼짱의 현재

뉴스에이드

"저희 이모가 최명길이라는 사실 8년간 숨겨온 이유
는요"
뉴스에이드

폭식해 84kg였는데, 깻잎 3장으로 16kg 뺀 모델 출신
연예인

키노라이츠

야구선수 친누나답게 엄청난 허벅지로 주목받은 여
배우 클래스

야동말고 축동

국내산 서해안 갑오징어 1kg 10,900원
AD  농가살리기

어썸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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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가 방송에서 대놓고 싫어하는 여자 연예인

에브리원해

아이큐 120 이상은 보자마자 맞히는 계산 문제

퀴즈코리아

45살에 11살 연하 꽃미남과 결혼한 카리스마 여배우

키노라이츠

하루 한 끼 먹고 공부하던 전교 1등의 서울대 졸업 후
근황

뉴스에이드

눈 두 번 굴렸을 뿐인데, 너무 예뻐 1초만에 캐스팅
당한 배우

키노라이츠

김혜수가 얼굴도 예쁜데 하는짓도 예쁘다며 극찬한
후배

필더무비

한가인♥연정훈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싸운 이유

스브스노리터

“보상법 있지만 을이 뭘…” SPC 불매운동과 점주의
눈물

더스쿠프

어썸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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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 Corp.

배우 이규형의 자백

에이스팩토리

매시즌 인기! 라인이 너무 예쁜 고급 원피스
AD  어바웃썸

'홍시 맛이 나서'라던 장금이의 폭풍 성장한 근황

키노라이츠

발레리나 여친에게 집착해 군복무 시절 '혼인신고'하
신 분
삶은영화

고객센터 운영정책

어썸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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