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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notechnology has been applied to various fields in our life. Although there is a limitation of nanoparticle monitoring so far, 
it is expected that nanoparticles are widely distributed in environmental multimedia. Nanoparticle is known to be more toxic 
than its corresponding bulk material. For this reason, develop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preparing for 
future regulation. To evaluate the safety of nanoparticles, nanotoxicity studies are internationally underway.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research trends of ecotoxicity of nanoparticles in water environment. Test species include fish, water flea, and 
algae. Nanoecotoxicological studies are rapidly increasing and the experimental designs become more sophisticate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nanoparticles should be measured and the ionization potential is important for metal-based 
nanoparticles. We analyzed the research trends based on the type of nanoparticles and test species. Also experimental aspects 
of nanoecotoxicology ar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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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나노기술은 원자·분자크기의 물질을 조작 는 제작할 수 

있는 기술로 반도체, 의약품, 에 지 등 과학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Zhu et al., 2006). 이러한 기술은 향

후 경제  정책 그리고 과학기술의 원동력으로써 미래사회

를 변화시킬 주요한 기술이다(UBA, 2006). 그러나 나노물

질이 량생산되고 산업 반에 이용됨에 따라 환경 즉, 인
체나 생태계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져 해성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Brunner et al., 2006). 재 나노입자는 화장품, 
식품첨가제, 의약품, 의료기기, 치약, 가 제품, 의류 등 인

체에 직 으로 노출이 되는 다양한 제품에 활용되고 있으

며 지속 으로 나노입자의 유해성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으로도 나노물질의 유해성 문제로 법 인 

규제 움직임이 있으며 재 미국의 경우 은나노 물질이 사

용된 제품의 경우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과학  증거가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등 나노제품에 한 규제를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나노물질과 같은 신규화학물질은 해성을 평

가하기 해 포유류나 생태생물종에 한 독성연구가 기반

이 되어야 하나 나노물질의 경우 기존의 화학물질과 다른 

특성으로 평가가 어려워 아직까지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anyjoo@konkuk.ac.kr

입자크기가 100 nm이하의 나노스 일로 떨어지면 원자 

는 분자와 corresponding bulk material간의 transitional 
zone이 떨어져 기존의 물리화학  특성이 변형된다. 한 

넓은 표면 으로 인해 생물체와의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증 되어 일반 으로 벌크물질에 비해 나노물질이 더 유독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et et al., 2004; Lin and Xing, 
2007; Moore, 2006; Nel et al., 2006; Yang and Watts, 
2005). 한편 극미세한 크기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속도

로 범 한 범 로 확산될 수 있으며 한 타 오염물질과 

결합되어 화학반응성, 범 한 노출가능성, 인체  생태

에 노출될 개연성 등 환경에 큰 악 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이에 한 비가 필요하다.
나노물질에 한 독성연구는 나노기술이 활성화된 2000

년  이후 본격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노물질의 특성

상 실험설계가 어려워 재까지는 한정된 연구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 나노입자의 독성연구는 탄소계 물질인 fullerene, 
carbon nanotube, 그리고 metal oxide에 한 human cell, 
설치류, 박테리아 등에 한 연구가 주로 보고되고 있다

(Lin and Xing, 2007). 반면 생태독성연구는 제한 으로 

Daphnia magna 같은 수서무척추동물이나 어류 등에 해 

연구되고 있다. 나노물질에 한 연구는 인체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한 독성 향평가 한 요한데 나노물질은 극

미세한 크기로 세포투과능이 뛰어나 인체나 생물체에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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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ansport and fate of nanoparticles in environmental multimedia.

되면 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세포내에 축 될 개연성이 

있으며 나노물질이 먹이망을 통해 인체로 유입되어 인체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Fig. 1; Lee et al., 2008; 
UBA, 2006). 우리나라의 나노기술은 세계 인 수 으로 평

가받고 있으나 이에 한 원천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

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러한 원천기술은 비단 나노제조기술 뿐만 아니라 

나노기술의 안 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도 포함된다. 국
제 으로 나노물질의 안 성에 한 심이 커짐에 따라 

이에 한 다양한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생태 나노독성연구동향을 악하고자 최

근까지 발표된 어류, 물벼룩, 조류에 한 SCI(E)  연구논

문 48편을 상으로 연구동향을 심층 으로 분석하 다.

2. 나노물질의 수서생태 독성 향

나노물질에 한 생태독성평가는 주로 수서생물을 상

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노독성연구의 기인 2000년  

반에는 탄소계 나노물질인 Fullerene (C60), Single-Wall Nano-
tube (SWNT), Multi-Wall Nanotube (MWNT)에 한 연구

가 주를 이루었고 그 이후부터 차츰 ZnO, TiO2, Cu와 같

은 속계 나노물질에 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2.1. 탄소계 나노물질

탄소계 나노물질인 C60, SWNT, MWNT에 한연구는 수

집한 논문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Table 1). 
이  C60는 나노물질에 한 독성연구 기부터 가장 많이 

용된 물질이다. Oberdörster (2004)는 C60에 노출시킨 

largemouth bass의 뇌에서 산화  스트 스를 발견하 다. 
Lovern and Klaper (2006)는 Daphnia magna 를 두 가지 

방법에 의해 C60를 분산한 용액에 노출 실험하 는데 첫 

번째 방법은 C60를 물에 넣은 후 30분간 sonication하 고, 
두 번째 방법은 C60를 THF에 용해시킨 후 THF를 다시 증

발시킨 후 여과하여 실험한 것이다. 그 결과 THF에 용해

한 후 여과한 실험군의 LC50가 460 ppm, 물에 용해한 후 

sonication한 실험군은 7.9 ppm로 THF를 이용한 경우 높은 

독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Henry 등(2007)은 zebrafish를 이

용한 실험에서 C60의 용매로 THF를 이용할 경우 THF의 

부산물인 γ-Butyrolactone의 독성 향이 야기될 수 있음 시

사 하 다.
한 Carassius auratus 을 이용한 실험에서 C60에 32일간 

만성 노출하 을 때 체 과 체장이 감소하여 어류생장에 

향을 미치는 것이 보고되었으며(Zhu et al., 2008b), 
Fundulus heteroclitus 의 경우 간에서 total glutathione이 증

가하고 lipid peroxidation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Blickley and McClellan-Green, 2008). Hydroxylated C60와 

C60를 비교한 zebrafish연구에서는 hydroxylated C60가 C60보

다 낮은 독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Usenko et al., 
2007; Zhu et al., 2007). Daphnia magna 를 이용한 SWNT, 
MWNT, C60, carbon black의 4가지 탄소계 나노물질에 

한 독성실험에서 각 LC50가 2.425, 22.751, 10.515, 61.547 
mg/L로 SWNT가 가장 높은 독성을 나타냈으며 carbon 
black이 4가지 탄소계 나노물질  가장 낮은 독성을 나타

내었다(Zhu et al, 2009b). Zebrafish를 이용한 SWNT, 
MWNT, Carbon black 3가지 탄소계 나노물질연구결과에서

도 SWNT의 경우 120 mg/L, MWNT는 240 mg/L에서 부

화지연이 확인되었으나 carbon black의 경우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Cheng et al., 2007). Smith 등

(2007)은 SWNT가 rainbow trout의 신체 기 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는데 아가미와 간의 total glutathion 
level이 증가하 고, 뇌에 동맥류가 발생하거나 소뇌가 부

었으며 trout의 경우 호흡기 독성이 야기 되었다고 보고하

다.
탄소계 나노물질에 한 독성연구의 상당수는 물에 용해

되지 않는 나노물질을 분산시키기 해 THF(Henry et al., 
2007; Lovern and Klaper, 2006; Lovern et al., 2007; Ober-
dörster, 2004; Oberdörster et al., 2006; Zhu et al., 2007)와 

에탄올(Dhawan et al., 2006)과 같은 용매를 이용하거나 장

기간 물에 교반(Henry et al., 2007; Oberdörster et al., 
2006)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THF와 같은 용매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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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udies on nanoecotoxicity using fish, water flea, and algae

Test NP
Test speceis

Note Country Reference
Fish Water flea Algae

C60
M. salmoides

(juvenile)
Oxidative stress of largemouth

bass exposed to C60
USA Oberdörster,

2004

ZnO, TiO2, SiO2 D. magna
Comparison of toxicity of three
metal oxide nanoparticle using

D. magna
USA Adams et al.,

2006

C60, TiO2 D. magna Assessment ecotoxicity of
TiO2 using D. magna USA Lovern and 

Klaper, 2006

Fluorescence
nanoparticle

O. latipes 
(embryo)

Investigation of nanoparticles
distribution in O. latipes embryo
using fluorescence nanoparticle

Japan Kashiwada,
2006

TiO2 D. magna D. subspicatus Phototoxicity of TiO2 
using algae assay Germany Hund-Rinke and 

Simon, 2006

C60
P. promelas (adult), 

O. latipes (adult) D. magna Acute toxicity of water 
soluble C60

USA Oberdörster et al.,
2006

C60 P. promelas D. magna Adverse effect of C60 to D. magna 
and feathed minnow USA Zhu et al.,

2006

C60 D. rerio (larval) Toxicity of C60 in water and C60 
in THF to zebrafish USA Henry et al.,

2007

C60, C60HxC70Hx,
TiO2

D. magna
Assessment of behavior and

physiological effect of 
D. magna exposed to C60

USA Lovern et al.,
2007

C60, Fullerol D. rerio (embryo) Zebrafish embryo development 
toxicity exposed to C60 

China&
USA

Zhu et al.,
2007

PAMAM
(demdrimer) D. rerio (embryo) Zebrafish embryo development toxicity 

exposed to dendrimer (PAMAM) USA Heiden et al.,
2007

SWCNT D. rerio (embryo) Zebrafish embryo development 
toxicity exposed to SWNT

China&
France

Cheng et al.,
2007

TiO2 C. carpio Effect of TiO2 enhanced 
Cd accumulated in Carp

China&
USA

Zhang et al.,
2007

Cu D. rerio (adult) Acute toxicity of copper 
nanoparticle to zebrafish USA Griffitt et al.,

2007

SWNT D. magna Biomodification of SWNT by 
D. magna USA Roberts et al.,

2007
C60,C70, 

hydroxylated C60
D. rerio (embryo) Toxicity of C60 and C70 to zebrafish USA Usenko et al.,

2007

Ag D. rerio (embryo) Effect of silve nanoparticle in 
zebrafish embryo development USA Lee et al.,

2007

SWNT O. mykiss
(Juvenile)

Toxicity effect of SWNT 
to rainbow trout UK Smith et al.,

2007

QD C. dubia Bioaccumulation of quantum dot 
in C. dubia USA Ingle et al.,

2008

QD C. dubia P. subcapitata Food chain transfer using
quantum dot USA Bouldin et al.,

2008

TiO2, ZnO, Al2O3 D. rerio (embryo) Effect of several nanoparticle in
zebrafish embryo development China Zhu et al.,

2008a

SiO2 P. subcapitata Assessment of nanoparticle toxicity 
on surface and mass basis Belgium Van Hoecke et 

al., 2008
Cu, Ag, Ni, Co, 

Al, TiO2
D. rerio (fry) C. dubia,

D. pulex P. subcapitata Trophic level toxicity test 
using freshwater organisms USA Griffitt et al.,

2008

Au D. magna Bioaccumulation of gold nanoparticle
in D. magna USA Lovern et al.,

2008

Se O. latipes (adult) Comparison of toxicity of
nanoparticle and ion China Li et al.,

2008

MWNT, CB C. dubia Toxicity of MWNT in C. dubia USA Kennedy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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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udies on nanoecotoxicity using fish, water flea, and algae  (continued)

Test NP
Test speceis

Note Country Reference
Fish Water flea Algae

C60
C. auratus
(Juvenile)

Chronic toxicity of fish 
exposed to C60

China&
USA

Zhu et al.,
2008b

SiO2 C. kessleri Comparison of toxicity dependent 
on nanoparticle size Japan Fujiwara et al.,

2008

C60 D. magna P. subcapitata Toxicity of C60 as 
contaminant carrier Denmark Baun et al.,

2008

C60

F. heteroclitus
(embryo, larvae, 

adult)

Toxicity of C60 to
F. heteroclitus USA

Blickley and 
McClellan-Green,

2008

ZnO, TiO2, CuO D. magna Metal oxide nanoparticle and bulk 
material toxicity to D. magna Estonia Heinlaan et al.,

2008

Ag D. rerio (embryo) Effect of silve nanoparticle in
zebrafish embryo development Singapore Asharani et al.,

2008

Ag C. reinhardtii Effect of silver nanoparticle 
to algae Spain Navarro et al.,

2008

TIO2, ZnO D. magna Comparison of toxicity of nano 
and bulk using D. magna Germany Wiench et al.,

2009

TiO2 P. promelas C. dubia,
D. pulex P. subcapitata Toxicity effect of TiO2

to aquatic organisms USA Hall et al.,
2009

C60, SWNT,
MWNT, CB,

ZnO, TiO2, Al2O3

D. magna Six nanoparticle toxicity 
using D. magna China Zhu et al., 

2009b

Ag, CeO2 C. carpio D. magna Comparison of cerium oxide and
silver uptake by aquatic organisms UK Gaiser et al.,

2009

C60 D. magna Toxicity of water stable C60 
in D. magna

China&
USA

Tao et al.,
2009

Fe O. latpes (adult) Toxicity and oxidation stress 
of iron nanoparticle to O. latipes China Li et al.,

2009

Ag O. latpes (adult)
Effect of silver nanoparticle on 

O. latipes by studying 
of stress related gene

Korea Chae et al.,
2009

CeO2, SiO2, TiO2 D. magna Geneotoxicitiy and ecotoxicity 
of three nanoparticles Korea Lee et al.,

2009
PNIPAM,

NIPAM/BAM D. magna P. subcapitata Assessment of copolymer nanoparticle 
toxicity using battery assay Ireland Naha et al.,

2009

QD D. rerio (embryo) Zebrafish embryo development toxicity 
exposed to quantum dot USA King-Heiden et 

al., 2009

C60 P. promelas C. dubia Toxicity of metal impurities from C60 USA Hull et al.,
2009

ZnO D. rerio (embryo) Effect of ZnO nanoparticle in 
zebrafish embryo development USA Zhu et al.,

2009a

Ag, Au D. rerio (embryo) Toxicity of dependent on Au 
and Ag nanoparticles sizes USA Bar-Ilan et al.,

2009

CuO, ZnO, TiO2 P. subcapitata Toxicity of three metal oxide 
nanoparticle to algae Estonia Aruoja et al.,

2009

ZnO D. rerio (embryo) Zebrafish embryo development toxicity 
exposed to ZnO nanoparticle China Bai et al.,

2009

용한 경우 나노물질의 독성보다 용매로 인한 독성이 야기

된다는 문제가 있다(Lyon et al., 2006; Oberdörster et al., 
2006). 따라서 최근 독성이 야기되는 용매를 이용하지 않고 

천연유기물질(Natural Organic Matter, NOM)을 분산제로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Kennedy et al., 
2008).

2.2. 속계 나노물질

속계 나노물질에 한 연구는 TiO2, SiO2, Ag, ZnO, 
Cu, Au, CuO, Al2O3의 순으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Adams 등(2006)은 TiO2, SiO2, ZnO에 한 D. magna 의 

독성을 비교하 는데 ZnO가 가장 높은 독성을 나타내었다

고 보고하고 있다. Hall 등(2009)은 어류, 물벼룩, 조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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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서생물을 상으로 TiO2의 독성을 평가하 다. 
그 결과 fathead minnow가 가장 낮은 독성을 나타냈으며 

Ceriodaphnia dubia, Daphnia pulex,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순으로 낮은 독성을 나타냈다. 한편 Wiench 등
(2009)은 D. magna 를 상으로 TiO2와 ZnO의 입자크기별

(나노입자와 벌크입자), 다양한 시험배지(OECD M4 medium, 
pond water, spring water), 배지내 나노입자 분산방법

(ultrasonication, stir, aging)에 따른 독성을 연구하 다. 그
러나 TiO2의 경우 몇몇 연구이외에는 부분의 연구에서 

유의한 독성 향이 찰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Griffitt 
et al., 2008; Heinlaan et al., 2008; Lee et al., 2009; 
Lovern et al., 2007; Zhu et al., 2008a). 한편 Hund-Rinke 
and Simon (2006)은 Desmodesmus subspicatus 와 D. magna
를 이용하여 매제인 TiO2의 활성으로 인한 독성 향

을 평가하 다. ZnO의 경우 zebrafish embryo의 생존과 부

화율에 향을 미치고(Zhu et al., 2008b), 부화를 지연시키

며 부화한 치어의 체장감소, 꼬리기형을 야기했다는 연구결

과들이 있으며(Bai et al., 2009), P. subcacpitata 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72hr NOEC값이 0.017 mg/L, EC50값이 0.042 
mg/L로 낮은 농도에서 독성이 찰되었다(Aruoja et al., 
2009). Zebrafish 성체를 이용한 Cu 성독성실험에서 

48hr-LC50값이 1.5 mg/L로 도출되었고, 조직  생화학  

분석을 통해 Cu의 표 장기가 아가미로 확인되었다(Griffitt 
et al., 2007). 한편 Griffitt 등(2008)은 zebrafish fry, D. 
pulex, C. dubia, P. subcapitata 등 수생태계 양단계를 고

려한 생물종을 상으로 6가지 속계 나노입자(Ag, Cu, 
Al, Co, Ni, TiO2)에 한 독성을 비교하 다. 여과섭식자

인 물벼룩 류(D. pulex, C. dubia)가 zebrafish에 비해 민감

한 반응을 나타냈고 zebrafish의 경우 Cu가 가장 높은 독성

을, 그 외 물벼룩류와 조류에서는 Ag가 가장 높은 독성을 

나타냈다. Ag에 노출시킨 Oryzias latipes 에서 세포  

DNA손상, 발암, 산화스트 스등이 찰되었다는 보고가 

있다(Chae et al., 2009). 한편 Laban 등(2010)은 제조사가 

다른 두가지 은나노입자를 이용하여 sonicaton과 stir 등 분

산방식으로 인한 독성차이를 비교하 다. 제조사에 따른 독

성차이는 찰되지 않았으나 분산방법에 따라 유의한 독성

차이가 찰되었다.

2.3. 기타 나노물질

나노독성연구의 부분은 탄소계 나노물질과 속계 나

노물질에 한 연구이나 그 이외에 Quantum dots(QD), 
Fluorescence nanoparticle, dendrimer, polymer등에 한 연

구가 있다. QD의 경우 형 을 발하기 때문에 축 여부

찰이 용이하다. Bouldin 등(2008)은 QD에 노출시킨 P. 
subcapitata 를 C. dubia 에 먹이로 공 하여 food chain 
transfer를 찰하 다. 그러나 QD는 Zn, Cd와 같은 속

으로 구성되어 있어 QD가 깨지면서 방출되는 속 독성

에 한 문제가 야기되며 이로 인해 생태계 양단계를 통

해 이동하면 biomagnification으로 인해 상 수 의 생물체에 

더 큰 해성이 야기될 수 있다. 한편 Kashiwada (2006)는 

형 나노물질을 이용하여 O. latipes 의 수정란과 larvae내에 

축 양상을 찰하 다. 형 나노물질은 주로 수정란의 난

막과 내부의 oil drop부분에 축 되었으며, 부화한 치어의 

경우 간과 쓸개에서 찰되었다. Naha 등(2009)은 

copolymer를 이용하여 독성 향은 노출매체에서의 zeta 
potential과 상 계가 있다고 보고하 다.

3. 연구동향 분석

나노생태독성연구는 2004년을 시작으로 2006년 6편, 
2007년 11편, 2008년 15편, 2009년 15편 등 꾸 히 증가하

는 추세에 있으며 인간의 생활에 많이 이용되는 나노물질

을 심으로 보고되고 있다(Fig. 2.). 본 연구에서 수집한 

48편의 논문  국가별 공동연구를 포함하여 51%는 미국에

서 수행된 연구 으며 국(19%), 에스토니아, 한국, 일본, 
독일, 국(각 4%), 랑스, 덴마크, 아일랜드, 벨기에, 싱가

포르, 스페인(각 2%)등에서 연구가 보고되었다(Fig 3).
탄소계 나노물질은 C60, SWNT, MWNT에 한 연구가 

있으며, 속계 나노물질은 TiO2, ZnO, Cu, Ag 등 다양한 

나노물질을 상으로 하고 있다. 한 기타 나노물질로는 QD, 
dendrimer, polymer등에 한 연구가 있다. 부분의 나노물

질은 비수용성으로 시험매체내 고루 분포시키고자 다양한 

방법을 용하고 있었다. 화학  방법으로는 THF, ethanol, 
toluene과 같은 용매를 이용하거나 물리  분산방법으로는 

sonication을 하거나 장시간 교반(stir)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

고 있었다. 용매를 이용한 화학  방법은 나노독성연구 

기에 많이 이용되었으나 나노입자의 독성보다 용매로 인한 

독성이 야기된다는 문제 이 있어 최근에는 sonication을 이

용하거나 장시간 교반시키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탄소계 나노물질과 달리 속계 나노물질은 분산방

법에 따라 혹은 노출기간에 따라 지속 으로 유해한 

속 이온을 방출한다는 문제 이 있다. 연구 기에는 이러한 

문제 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나노입자의 시

험농도에서 이온화 경향을 측정하여 독성결과가 나노입자

에 의한 것인지 나노입자로부터 이온화된 이온 독성인지를 

동시에 평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외에 나노입자의 물리

화학  독성이 질량이 아닌 입자표면 에 따른다는 연구나 

zeta potential이 독성과 상 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어류와 물벼룩은 표 인 수서생태 독성시험종으로 나

노독성연구에서도 다른 생물종에 비해 비교  많은 독성자

료가 보고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독성자료  

어류를 상으로 한 연구는 47%, 물벼룩 37%, 조류 17%
이었다. 어류의 경우 zebrafish (Danio rerio)를 상한 연구

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medaka(Oryzias latipes), large-
mouth bass(Micropterus salmoides), fathead minnow(Pime-
phales promelas), rainbow trout(Oncirhynchus mykiss), carp 
(Cyprinus carpio), goldfish(Carassius auratus), mummichog 
(Fundulus heteroclitus)에 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어류를 

상으로 한 연구들의 상당수는 수정란를 이용하여 부화 

 발달독성을 평가하고 있었고 치어나 성어를 이용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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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유 자 발 이나 는 생체내 축 , 각 신체기 별 

산화스트 스를 평가하고 있었다. 물벼룩의 경우 Daphnia 
magna, Ceriodaphnia dubia, Daphnia pulex 을 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으며 조류의 경우 Pseudokirchneriella sub-
capitata, Chlorella kessleri, Chlamydomonas reinhardtii, 
Dexmodesmus subspicatus 에 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어류, 물벼룩, 조류에 한 48편의 나노 

수서생태독성연구를 탄소계 나노물질, 속계 나노물질, 기
타 나노물질로 구분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 다. 나노독성

연구는 입자의 물리화학  특성, 이온화여부, 시험배지 내 

분산 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을 고려하여 독성실험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한두편에 불과하여 국제 으

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연구 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으로 나노기술에 한 환경규제 실

시를 한 움직임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지속 인 연구를 

통해 나노기술의 안 성 평가기반을 확보해 가야할 것이다.

Fig. 2. Studies for nanoecotoxicology as related with NP 
species.

Fig. 3. Studies for nanotoxicology as related with countries 
and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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