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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성 분석을 이용한 식품 미세플라스틱의 최근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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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본부 전투물자센터

Research Trends of Microplastic in Food via Centrality Analysis 
Method

Sung-Yong Cho*, Ki-sik Byun
Forces Support Systems Center, Quality Management Bureau,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DTaQ)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식품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최근 10년 동안 발표된 학술 문헌 데이터베이
스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미세플라스틱”과 “식품" 카테고리로 추출
되는 2011 ~ 2020년 사이의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은 키워드 기반의 빈도수 출현 분석 및 중심성
분석(연결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키워드 중 ”해양(marine)", "오염
(pollution)" 키워드의 중심성 척도가 0.3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발표된 논문의 30 % 이상이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현재 주로 연구되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유독성(toxicity)", "섭취
(ingestion)" 키워드는 중심성 척도가 0.06으로 단 6 %만이 식별되어 생물축적에 기인한 미세플라스틱 또는 식품 내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섭취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결과가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 예측과 더불어 식품 안전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search trends of "Microplastic in food" with a scholar databaseusing
the centrality analysis method. The data was based on research papers published from 2011 to 2020, 
sorted by "microplastic" and "food". The centrality analysis methodology(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was applied, followed by a keyword-based frequency occurrence 
analysis. The results suggested that more than 30% of the total keywords were related to "marine" and 
"pollution". Therefore, research on the effects of microplastic pollution on the ecosystem had mainly 
been conducted. On the other hand, only 6% of the keywords were related to "toxicity" and "ingestion".
Hence,the number of studies on microplastic exposure caused by bioaccumulation or food are still 
insufficient.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provid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s well as provide basic 
data for political decision-making on the environmental hazards of micro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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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플라스틱은 사용의 편리함과 다양한 활용성 등 명확한 

장점 때문에 사용량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의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약 2억 8천 톤으
로 1900년대 플라스틱 생산량과 비교했을 때 약 60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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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생산량이며, 현재의 증가 추세로 미루어볼 때 2050
년에는 누적된 생산량이 무려 330억 톤으로 예상된다
[1].

한편 플라스틱의 생산 및 사용량 증가는 플라스틱 쓰
레기 총량과도 직결된다. 일 예로 바다로 버려지는 쓰레
기 중 플라스틱의 비중은 무려 60~80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2], 매년 약 95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
기가 바다로 유입되어 심각한 오염원으로 지적된다[3].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중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
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15~31 %를 차지한다[4].

플라스틱은 그 크기에 따라 “나노플라스틱(nano- 
plastic)”부터 “메가플라스틱(megaplastic)”까지 총 5가
지 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미세플라스틱은 지름 
5 mm이하의 미세한 크기의 합성 고분자 화합물로 정의
된다[5].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은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여
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동
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해양생물들이 미세플라스틱을 먹
이로 오인하고 섭취하는 점은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하며, 
생물축적의 결과 먹이사슬의 최상위 생물종인 인간에게
도 고농도의 미세플라스틱 축적이 발생함으로써 그 피해의 
위험이 있다[6~7]. 실제로 최근 “지중해(mediterranean 
sea)"에서 채취된 ”어류(fish)"의 18 %이상에서 플라스
틱 파편이 발견되었으며[8], “북해(north sea)"에서 양식
되는 ”홍합(mussel)"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고 보고된 바 있다[9].

한편 식품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식품의 생산, 유통, 소
비 세 단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되는 포장재에 
있어서도 플라스틱의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 세계
적으로 식품 포장재의 재료 구성 비율은 판지 31 %, 경
질 플라스틱 24 %, 연질 플라스틱 20 %, 금속 14 %, 유
리 6 %로 플라스틱의 구성 비율이 무려 44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금속과 유리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가볍고 가공성이 우수한 플라스틱 포장재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다[10]. 따라서 플라스틱을 활용한 가공
식품 제조 분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는 추세이며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Laura M. Hernandez(2019) 등
이 발표한 연구결과[11]에 따르면, 간단한 차 음료를 마
실 때 사용되는 플라스틱 티백(tea bag)을 대상으로 미
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실험한 결과 추출온도 95 ℃에
서 미세플라스틱은 116억 개, 나노플라스틱은 31억 개
가 검출되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바 있다. 또한 Kieran 
D. Cox(2019) 등이 발표한 연구결과[12]에 따르면 알코

올, 설탕, 꿀 등의 기호식품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
되었으며 특히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다른 기호식품
에서 검출된 것 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Fig. 1. Microplastic Concentration Detection Result 
for 8 Items[12].

하지만 미세플라스틱의 오염원 및 오염경로, 환경오염 
실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성에 대한 연구는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이에 비해 가
공식품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식품 등에 함
유된 미세플라스틱의 정량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
불어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화학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
되었을 경우의 유해성 등에 대한 특성 연구 등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 안전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 식품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
석방법 중 키워드 기반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기법은 사회과학 분야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공
학 등 여러 학문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13-15]. 예를 들
어 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써 플렉시블 태양
전지 분야에 적용된 바 있으며[16], 이는 단순 연구 동향 
파악이 아닌 키워드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도 국내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부적합 현황 
분석[13]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어 왔다.

2. 본론

2.1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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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Word Counting
1 microplastic 337
2 plastic 131
3 pollution 99
4 marine debris 82
5 fish 64
6 marine 56
7 environment 51
8 toxicity 48

9
sediment 41

polystyrene 41
11 ingestion 38

12
beach 28
water 28

14
FTIR 25
waste 25

16 risk 24

17
human 23

Mediterranean sea 23

19
ecosystem 22

management 22

Table 2. Top 20 Word Frequency Rank from 2011 to 
2020

2.1.1 데이터 마이닝
본 연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문헌정보는 과학, 

기술 및 의료 연구 등과 같은 연구 분야의 학술 문헌을 
제공하는 “ScienceDirect”[17]에서 추출한 것이다. 식품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학술 문헌을 추출하기 위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음과 같이 “미세플라스틱
(microplastic)”과 "식품(food)" 키워드를 “and” 조건으
로 검색하였고, 범위는 최근 10년 간 발표된 논문을 대상
으로 하였다. 추출결과 총 652건의 논문정보를 획득하였
으며, 각 연도별로 획득한 논문의 수는 Table 1과 같다.

Year Journal Counting
2011 3
2012 1
2013 5
2014 10
2015 26
2016 57
2017 58
2018 142
2019 239
2020 111
Total 652

Table 1. Collected Journals from "ScienceDirect" DB

2.1.2 데이터 처리 방법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 후 핵심 키워드 추출 시에는 

"KrKwic" 분석 도구[18]를 사용하였으며, 중심성 분석은 
네트워크 키워드 분석에서 널리 사용되는 "UciNet"[19]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또한 중심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네트워크의 시각화 및 구조화는 “Ucinet" 프로그램의 패
키지 프로그램인 ”NetDraw"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추출된 키워드 간의 연결 강도를 정량화 한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Eq. (1)을 이용하여 정규
화 하였다.

  

 (1)

여기에서 는 특정 노드(키워드)에서의 연결정도, 은 
네트워크 내 전체 노드(키워드) 수이다. 다른 키워드들 
사이의 연결 거리를 정량화 한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Eq. (2)을 사용하여 정규화 하였다.

 


 






   (2)

여기에서 는 특정노드(키워드, )에 대한 타 노드(키워

드, )와의 연결거리를 의미하며, 은 네트워크 내 전체 
노드(키워드) 수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키워드의 네트워크 
중개역할 정도를 정량화 한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Eq. (3)을 활용하여 정규화 하였다.

    


 


 

단 ≠ ≠  ∈
(3)

여기에서 는 노드(키워드) 와 노드(키워드)  사이

에 존재하는 최단거리의 경로 개수이며,   는 노드

(키워드) 와 노드(키워드)  사이에 존재하는 최단거리
의 경로 중에서 노드(키워드) 를 통과하는 경우의 수이
다. 은 네트워크 내 전체 노드(키워드) 수이다.

2.2 다빈도 핵심 키워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 전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KrKwic" 분석 도구를 통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각 논문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미세플라스틱&식
품” 카테고리에서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상위 20개의 키
워드는 Table 2과 같다. 가장 많이 식별된 키워드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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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microplastic 0 1 1 6 14 19 28 78 133 57
plastic 5 0 4 3 5 17 13 36 34 14
pollution 0 0 1 4 4 8 16 22 33 11
marine debris 0 0 2 1 6 11 6 27 23 6
fish 1 0 1 0 1 3 8 17 23 10
marine 0 0 1 1 3 3 8 16 18 6
environment 2 0 0 1 3 3 10 9 18 5
toxicity 2 0 0 0 2 1 3 13 15 12
sediment 0 0 0 0 1 3 4 7 17 9
polystyrene 0 0 0 1 1 1 0 7 16 15
ingestion 0 0 2 1 2 5 4 10 9 5
beach 0 0 0 0 1 4 3 7 13 0
water 0 0 1 0 2 0 0 5 13 7
FTIR 0 0 0 0 0 2 3 8 10 2
waste 0 0 0 0 0 4 4 1 12 3
risk 0 0 0 0 2 0 2 7 8 5
human 0 0 0 2 1 1 4 5 8 2
mediterranean sea 0 1 0 2 1 2 0 5 8 4
ecosystem 0 0 0 0 1 2 3 3 11 2
management 0 0 0 0 2 4 2 4 8 2

Table 3. Top 20 Counting Result from 2011 to 2020 (Each Year)

Fig. 2. KeyWard Frequency Trend from 2011 to 2020

세플라스틱(microplastic)”이었으며, “플라스틱(plastic)”, 
“오염(pollution)”, "해양쓰레기(ma- rine debris)", "어
류(fish)" 순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은 10년 전체 다빈도 상위 20종 키워드의 연
도별 빈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최근으로 올수록 연구의 
양적 증가에 따라 모든 키워드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
며,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키워드의 양적 증가가 급격
하게 상승하는 것을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키워드의 출현빈도 만을 가지
고 계량화한 정량 분석은 네트워크 분석 시 하나의 기준
점으로의 역할이 가능할 수 있으나 키워드의 양적 속성
만 확인 할 수 있기에 다른 키워드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
기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네트워크 
분석방법 중 중심성(degree centrality) 분석을 통해 키

워드 간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2.3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특정노드(키

워드)가 다른 노드(키워드)와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량화한 지표이다.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네트워크 내에서 해당 키워드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4는 데이터마이닝을 거쳐 획득한 최근 10년 식
품 미세플라스틱 관련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높은 중심
성을 보여주는 20종의 키워드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
과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은 상위 5개 키워드는 “플라스
틱(plastic)”, “미세플라스틱(micro- plastic)”, “해양
(marine)", "오염(pollution)", "물(water)" 순으로 식별
되었다. 흥미롭게도 “해양(marine)", "물(water)" 키워드
가 정량분석 결과에 비해 연결정도 중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식품(food)”, “건강(health)”, “폐수
(wastewater)” 키워드 또한 상위 20종에 새롭게 포함되
었다. 반면에 정량분석 시 상위 20종 핵심 키워드로 나타
났던 “지중해(mediterranean sea)”, “생태계(ecosystem)”, 
“관리(management)”는 연결정도 중심성이 다소 떨어져 
상위 20종 키워드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식품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 중 영향력이 높은 연구 
분야는 “해양”과 “물”의 환경오염 실태 영향 연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식품”, “섭취”, “유독성”, “건
강”에 대한 연구도 식별되었지만 영향력이 다소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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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아직 식품 내 미세플라스
틱 함유량 및 인체에 대한 유해성 관련 연구가 미흡한 것
을 의미한다.

Rank Word nDegree Centrality
1 plastic 0.090
2 microplastic 0.063
3 marine 0.032
4 pollution 0.023
5 water 0.019
6 marine debris 0.018
7 fish 0.014

8
environment 0.009

waste 0.009
food 0.009

11
toxicity 0.008

sediment 0.008
ingestion 0.008

14

polystyrene 0.006
beach 0.006
human 0.006
health 0.006

18
waste water 0.005

FTIR 0.005
risk 0.005

Table 4. Top 20 Degree Centrality Result from 2011 
to 2020

2.4 근접 중심성 분석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중심이 되는 노

드(키워드)가 다른 노드(키워드)와 얼마나 근접하게 연결
되어 있는지를 정량화한 지표이다. 근접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연구의 
중심이 된다는 분야라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5는 최근 10년 전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높
은 연결성을 갖는 상위 20종의 키워드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근접 중심성이 높은 상위 5개 키워드는 “미
세플라스틱(microplastic)”, “플라스틱(plastic)”, “오염
(pollution)”, “해양(marine)”, “물(water)” 순으로 연결
정도 중심성 분석 결과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같은 기간 
키워드 빈출 횟수가 많이 낮았던 “오염(contamination)”의 
경우에는 연결정도 중심성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외에도 정량분석 시 상위 20종에서는 확
인할 수 없었던 “평가(assessment)”, “식품(food)”, “축
적(accumulation)”, “모니터링(monitoring)”이 근접 
중심성이 높은 상위 20종 내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반면

에 “생태계(eco- system)”, “지중해(mediterranean sea)”, 
“폴리스티렌(polystyrene)”은 상위 20종 내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식품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의 중심은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과 마찬가지로 “해양”, “물”의 환경
오염실태 영향 연구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식품”, 
“평가”, “섭취” 중심성은 다소 낮게 나타나 관련 연구의 
중심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축적”이 식별된 
점은 생물축적의 결과가 먹이사슬의 최상위 생물종인 인
간에게 미치는 영향성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Rank Word nCloseness Centrality

1
microplastic 100.000

plastic 100.000
3 pollution 95.122
4 marine 90.698
5 water 90.698
6 fish 86.667
7 environment 84.783
8 marine debris 82.979
9 contamination 76.471

10
risk 75.000
food 75.000

assessment 75.000

13
sediment 73.585

monitoring 73.585

15
waste 72.222

toxicity 72.222

17

human 70.909
ingestion 70.909

accumulation 70.909
management 70.909

Table 5. Top 20 Closeness Centrality Result from 
2011 to 2020

2.5 매개 중심성 분석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특정노드

(키워드)가 네트워크에서 다른 노드 간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정도를 정량화한 지표로서, 네트워크 내에서 중개 
중심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Table 6은 10년 전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높은 매
개 중심성을 갖는 20종의 키워드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미세플
라스틱(microplastic)”과 “플라스틱(plastic)”, “오염
(pollution)”, “물(water)”, “어류(fish)” 순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오염(contamination)”, “축적(accumu- lation)”, 
“평가(assessment)”, “모니터링(monitoring)”이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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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Word nBetweenness Centrality

1
microplastic 3.648

plastic 3.648
3 pollution 2.938
4 water 2.650
5 fish 2.328
6 marine 2.172
7 environment 1.934
8 marine debris 1.569
9 contamination 1.244
10 accumulation 1.079
11 toxicity 1.051
12 risk 1.009
13 assessment 1.008
14 food 0.940
15 chemicals 0.938
16 mussel 0.907
17 waste 0.784
18 monitoring 0.774
19 sediment 0.763
20 polyethylene 0.750

Table 6. Top 20 Betweenness Centrality Result from 
2011 to 2020

Fig. 3. Network Diagram for major central key-words via NetDraw from 2011 to 2020.

20종 키워드에 포함되었고 이전 분석에서는 볼 수 없었
던 “화학약품(chemicals)”, “홍합(mussel)”, “폴리에틸
렌(polyethylene)”과 같은 새로운 키워드가 상위 20종 
내에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해변
(beach)", “Fourier 변환 분광기(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등의 키워드는 중심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개 중심성이 높은 
연구 분야는 앞서 분석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식
품”, “유독성”, “평가”, “관찰” 관련 연구의 낮은 중개 중
심성은 식품 내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 및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유해성 관련 연구가 아직은 미흡함을 
의미한다.

2.6 네트워크 분석결과의 시각화 및 구조화
앞서 분석한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

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관련 키워드에 대한 네트워크
를 "UciNet"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각화 및 구조화 하였다.

Fig. 3은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의 모든 키워드를 
대상으로 한 정량분석,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중심성, 매
개중심성 분석에서 추출된 상위 20개 키워드 중 네트워
크 중심성이 낮은 키워드를 제외하고 시각화 및 구조화 
한 것이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심에는 “미세플라스틱
(microplastic)”과 “플라스틱(plastic)”이 위치했으며 이 
둘의 연결강도(노드)가 가장 강하고 근접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플라스틱(plastic)"은 미미한 연결강도를 보
이는 타 키워드와 모두 연결되어 있어 여러 연구 분야와
의 관계성에 있어서 매개 중심성이 높은 것을 시각적으
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위그룹을 형성하는 “오염
(pollution)”, “해양(marine)”, “물(water)”, “식품(food)”과 
같은 키워드는 3개 이상의 노드를 가진 연구로써 식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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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폴리스티렌(polystyrene)”, “섭취(ingestion)”, 
“어류(fish)”은 타 연구 분야와의 연결정도는 낮았으나 
최소 2개 이상의 노드를 가진 하위그룹의 연구 분야로 
식별되었다. 이를 통해 해당 연구 분야가 네트워크 안에
서 타 연구와의 연결 역할을 하는 매개 중심성을 가진 연
구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도식화 결과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어류”와 ”식품"은 ”플라스
틱“, ”미세플라스틱“과 강한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
면에 ”유독성", "섭취"와는 연결성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미세플라스틱의 식품 내 함유량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미세플라스틱 섭취에 따른 인체 내 유해
성 연구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에는 식품 내 미세플라스틱 함유량에 대한 정량적 연구
가 현재보다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생물축적
에 기인한 미세플라스틱 및 가공식품 내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섭취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밝히는 
심화 연구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3. 결론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본래 사회연결망 분석( SNA: 
Social Network Analysis)을 위하여 적용하는 방법론
에서 출발하였지만[20], 현대에서 갈수록 팽창하는 빅데
이터의 처리를 위한 핵심 기법으로써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1].

특히 키워드 기반의 중심성 분석은 기존의 사회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공학을 넘어 의료, 예술 분야 
등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으며 분석 대상의 구성 요소에 
대해 타 대상과의 상호 의존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
로 구성요소 간 행위와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도
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최근 10년
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식품 내 함유된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 실태를 확인하고, 
이에 더하여 식품 안전 기반 마련을 위한 향후 연구가 필
요한 분야를 식별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
여 후속 연구를 수행한다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해서 식품 내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방향성 예측과 더불어 이러한 분석결과가 각 
국가의 식품 안전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써도 활용될 것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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