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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TiO2는 내분비장애물질인 bisphenol A를 저감하

고 (Ohko et al., 2001; Watanabe et al., 2003; Yeo

and Cho, 2004; Yeo and Kang, 2006), 실내 공기의

VOCs를 제거 하는 효과가 있는 물질이다(Kang et

al., 2002). UV-C뿐 아니라 자연광 조건에서도 효

과를 나타내며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널리

사용되어 왔다(Fujishima et al., 2000). 현재 TiO2는

일상생활용품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치약, 썬블럭

크림, 화장품과 실내용도의 광촉매 램프 등이 그것

이다(Rahman, et al., 2002; Wolf et al., 2003; Kaida

et al., 2004).

현재 사용되고 있는 TiO2 광촉매 중 효율과 상업

적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Degussa사 P-25는 80%

anatase와 20% rutile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20~30 nm의 입자크기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Degussa, 1984; Ohno et al., 2003). 이는 통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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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iO2 is widely used because it is non-toxic. Recently, however, nanometer size TiO2 particles (P-25) have

been produced and used to increase the photo catalysis efficiency. Nanometer-sized TiO2 is efficient, but due to

its small size (20~30 nm), it can flow into ecosystems and into cells. Thus, it may affect human health.

Additionally, TiO2 can produce a second contaminant, OH-radical, which is a health risk for all living

organisms during photo degradation reaction. Hence, when nanometer-sized TiO2 flows into natural streams

and attaches to living organisms, it will create health risks. We investigated the biological toxicity of this

condition in zebrafish embryos.

We observed abnormal morphology, hatching rate, and measured the catalase activity to determine anti-

oxidation at 100 post fertilization hours. Zebrafish were somewhat affected by TiO2 nanometer sized particles

under UV-A (a condition similar to sunlight). Powdered TiO2 is toxic to the zebrafish fly. Even without light,

TiO2 particles attached to embryos and flies, having an effect on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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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입자가 개 100 nm 이하 크기의 입경을 갖는

물질이라고 할 때(Warheit, 2004; Park, 2005), TiO2

(P-25)는 나노 물질이며, 나노 물질이 갖는 독성을

지닐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나노 사이즈의 TiO2 입자는 산

화적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인간의 경우

조골세포(Ramires et al., 2001), 내피조직(Peters et

al., 2004), 상피조직 (Gurr et al., 2005), 피부세포

(Wamer et al., 1977), 간(Hussain et al., 2005)에

향을 미치며, 식세포 (Afaq et al., 1998; Beck-

Speler et al., 2001; Renwlck et al., 2001)와 살모넬

라 박테리아(Nakagawa et al., 1997)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잠재적인 신경독

소(Long et al., 2006)로의 작용이 보고되기도 하

다. 또한 TiO2는 광반응 중에 OH-radical을 형성하

는데, 이 OH-radical은 노화와 세포이상의 원인으

로 알려져 있다(Dunlop et al., 2002).

TiO2는 여러 방면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특성 때

문에 점차 그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

한, 광촉매의 효율의 높이기 위해 더 작은 입자사

이즈를 제작하여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연구도 계

속되고 있다.

TiO2는 코팅된 상태이거나 분말 상태로 사용된

다. 분말 상태를 포함하여 코팅된 경우도 일부 탈

리 되는 TiO2는 자연생태계로 유입될 수 있다. 생

태계의 생물체에 부착되어 광촉매 작용으로 인해

OH-radical을 형성하여 생물체에 이상현상을 일으

킬 수 있다. 또한 광촉매 작용을 일으킬 수 없는

환경, 즉 빛에 노출되지 않는다 해도 나노 사이즈

물질인 TiO2는 생물체에 부착되거나 생물체 내로

유입되어 또 다른 독성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iO2 (P-25)가 수중생태계

에 유출되었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생물독성

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하 다.

실험동물로 zebrafish (Danio rerio, wild type)를

사용하 다. TiO2는 분말 타입과 코팅된 타입으로

사용하 으며, 상업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P-25 모

델(Degussa Co.)을 이용하 다.

실험군은 광촉매 반응이 일어나는 상황과 광촉

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나노 사이즈의

TiO2입자가 세포 내로 유입될 시의 향으로 나누

어 실험하 다.

광촉매 반응에 사용되는 광원은 자연생태계의

조건에 맞게 UV-A광원을 사용하 다.

실험동물의 생활환 중 가장 취약하고 민감한 발

생기 동안에 노출시켜 부화율과 기형 발생율을 확

인하고, OH-radical의 생성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항산화 효소인 catalase activity를 측정하 다. 또한

나노 사이즈 물질인 TiO2가 발생기 동안에 생체

내부로 침입하는지를 조직관찰 방법을 통해 확인

하 다.

재료 및 방법

1. 시험물질

시험 물질로 사용한 TiO2는 상업적으로 가장 많

이 사용되고, 그 광촉매 효과가 입증된 독일

Deggusa 사 P-25 모델을 이용하 다. 분말형의 P-

25를Ohno et al. (2001)의 방법에 의해 입자 크기를

확인하 다. 측정기기는 FE-SEM (LEO SUPRA 55,

Carl Zeiss, Germany)이었으며, 또한 TiO2의 성분

비를 X-RD (M18XHF-SRA, Mac Science, Japan)로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코팅 법은 Yeo and Lee

(2006)의 방법에 의하 으며, 코팅 처리한 표면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X-RD 촬 과 SEM 촬 을

실시하 다(Fig. 1).

2. 시험동물

시험동물은 본 실험실에서 사육 되어진 7~8월

령의 zebrafish (Danio rerio, wild-type)를 사용하

다. Zebrafish의 사육 조건과 발생단계의 형태적 관

찰과 부화율 측정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랐다(Yeo, 2003). 배발생을 위한 실험 조건은 군

별로 300개의 배를 탄소여과장치를 거친 물(pH

7.0) 5 L에서 28.5�C로 온도 보정하여 배 발생 시켰

다. 또한 모든 군에 공기펌프를 설치하여 TiO2 광

반응의 촉진과 물의 순환이 가능한 조건에서 실험

을 실시하 다.

실험군별 처리를 위한 배의 발달 단계는 2-세포

기(2-cell stage)인 0.75 hpf (hour post fertilized) 경

과 시부터 실체 현미경(Olympus, SZ61,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 다. 각 배 발생 단계의 관찰간격

은 1, 3, 6, 9, 21, 24, 27, 30, 33, 45, 48, 51, 72시간으

로 하 다. 배 발생 단계의 관찰을 위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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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mel et al. (1995)의 방법에 따랐다.

발생도중 죽은 배는 제거하 으며 51시간 경과

후 배 발달의 부화기인 long-pec stage에 이른 배를

조사하여 부화율을 측정하 으며 기형 발생률과

기형개체의 관찰은 72시간 경과 시까지 생존해 있

는 개체를 중심으로 하 다.

3. 시험 조건

1) 나노 사이즈의 TiO2가 생물체에 미치는 향

실험 조건은 나노 사이즈의 TiO2가 생물체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1) 분말 형과 2) 코팅

형으로 나누어 실험하 다.

(1) 분말 형

분말 형은 탄소여과장치를 거친 물 5 L에 100

ppm의 농도로 혼합하고, 공기를 계속 공급하 다.

또한 나노 사이즈의 TiO2가 배(embryo)나 치어 조

직에 침투하 는지를 FE-SEM 으로 촬 하 다.

(2) 코팅 형

코팅 액의 조제는 선행 연구 (Yeo and Kang,

2006)의 방법에 따라 IPA (Isoprophyl alcohol,

99.5%) 90 mL, TEOS (Tetraethylor thosilicate, 98%)

15 mL, DMDMS (Dimethoxy dimethyl silane, 95%)

8.5 mL 이 혼합된 용액을 30분 동안 교반 한 후 여

기에 IPA 90 mL, D.W 3.5 mL, Nitric acid 2~3방울

을 가하여 1시간 동안 교반 한다. 이 과정 동안 온

도는 5�C를 유지한 상태로 하 다. 혼합액을 초음

파 세척기에서 10분간 처리한 후 코팅 액으로 사

용하 다. 석 관을 조제된 코팅 액으로 코팅 후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건조 후, 10�C/5min로 2시간

동안 온도범위 400~450�C에서 열처리 하여 사용

하 다. 석 관에 코팅한 UV-A관을 Fig. 2와 같이

설치하여 실험하 다.

나노 사이즈의 TiO2에 한 생물 향의 실험은

램프를 켜지 않고 실험하 다. 광 촉매 반응 시에

공기의 공급이 광 촉매 반응을 촉진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을 위해서 공기를 계속 공급하 다. 나노

사이즈의 TiO2가 코팅된 후 수중 환경에서 탈리

되었을 시에 배(embryo)나 치어 조직에 침투하

는지를 FE-SEM으로 촬 하 다.

2) 광 촉매 반응이 생물체에 미치는 향

수중 생태계로 유입된 TiO2가 생물체에 부착되

어 광촉매 반응을 계속할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생

물체의 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분말 형(100 ppm)과 2) TiO2로 코팅된 UV-A

램프(365 nm, 6W, 2 ea) 조건에서 배 발생을 진행하

다.

이때 생물체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배

발생 진행 후 51시간 시점에서 부화율을 측정하

다. 또한 이 기형 발생률을 확인하고, 형태적인 이

상을 확인하 다. 또한 TiO2 광반응 중에 생성된

OH-radical이 생물체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

해 항산화 효소인 catalase의 활성도를 측정하 다.

4. Catalase 활성도 측정

Catalase의 활성도 측정 방법은 선행 연구의 방

법에 따랐다(Yeo and Kang, 2006).

각 군 별로 표본을 채취하여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 다. 치어를 5마리씩 넣은 다음, 수분을 제거하

고 phosphate buffer (0.1 M, pH 7.3)를 1 mL 넣고 균

질화 하 다. 이 용액을 4�C에서 9,000 G로 5분 간

원심분리 후 상층 액을 효소 원으로 사용하여

H2O2기질과 37�C에서 1분 간 반응시켰다. 32.4

mmol/L ammonium molybdate를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후 UV-Vis spectrometer (UV-1601PC,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catalase의 최 파장

인 405 nm에서 활성도를 측정하 다.

5. 통계 분석

그래프와 통계는 Excel 2003 (Microsoft, USA)를

사용하 다. 각각의 데이터는 각 군당 300개의

embryo를 이용하 다. 안정된 실험 데이터를 얻기

위해 3번의 실험을 수행하 으며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 검정하 다(*, P‹0.05).

결과 및 고찰

1. TiO2 나노 입자가 발생기에 미치는 향

TiO2 (P-25)분말의 X-RD 패턴으로 80 : 20 anatase

: rutile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FE-

SEM으로 측정한 입자의 크기는 29.2 nm로 나노

사이즈임을 알 수 있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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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형의 TiO2 나노 입자는 배의 막 표면에 부

착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고 폭로 후 10시간

부터 형태적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시간 이

후부터 막이 파괴되면서 조군에 비해 부화가 일

찍 시작되었다 10 ppm과 100 ppm TiO2 군의 경우

폭로 72시간 후부터 이상 증상이 발견되기 시작하

다. Fig.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심장 박동 이상,

척추 이상(Fig. 3의 2, 4, 7 그림), 색소부족(Fig. 3의

7, 8 그림), 부종(Fig. 3의 3 그림)이 관찰되었다(Fig.

3).

형태적 이상의 관찰결과 척추 이상이 10% 이상

관찰되었다. 또한 10 ppm보다는 100 ppm에서 이상

형태의 개체가 훨씬 많이 관찰되었다. 이는 TiO2

분말이 배의 막에 부착되거나 안쪽으로 침투한 결

J. ENVIRON. TOXICOL. Vol. 22, No. 3192

Fig. 1.Characterization of powdered with coated TiO2. The X-RD pattern of powdered TiO2 (P-25) (A). TiO2 powder was
confirmed to be nanometer-sized by SEM (B). X-RD analysis of coated TiO2 (C). The surface of coated TiO2 was
analyzed by SEM (D).

Fig. 2.Photo catalytic reactor used for coated TiO2 toxi-
cology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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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추측하 다. TiO2 분말 형에 노출된 상태에서

부화된 치어의 꼬리세포를 FE-SEM으로 촬 한 결

과(Fig. 4), TiO2 입자가 세포 내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TiO2 분말이

20~30 nm 사이즈로 치어의 세포막내로 충분히 침

투 할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들

로 볼 때 TiO2는 세포 내로 침투하여 치어의 척추

이상이 증가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광 촉매 효과

TiO2가 수생 생태계로 유입되어 수중 생물에 부

착될 경우 광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광 촉매 반

응을 계속할 것이다. 실험 조건에서도 광이 존재하

는 광 촉매 반응 환경이 광 촉매만 존재하는 환경

보다는 원생생물 등의 성장이 되지 않는 배양액의

상태를 유지하 다. 약간의 TiO2 분말이 부착된 상

태로 광 반응이 있을 때에는 조군보다 부화가

다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TiO2

분말만 처리된 군과 유사하다. 10 ppm++UV-A와

100 ppm++UV-A 처리한 후 72시간 경과된 군에서

많은 형태적 이상이 나타났다(Fig. 5). 형태적 이상

에는 약한 심장박동, 척추 이상(Fig. 5의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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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Abnormal morphology flies exposed to 10 ppm TiO2 (1~4) and 100 ppm TiO2 (5~8) for 72 hours.

Fig. 4.FE-SEM photography, (A) Powdered TiO2 particles and (B) TiO2 particles in a zebrafish tail cell. The arrows
indicate TiO2 particles.

5 6 7 8

1 2 3 4

(A) TiO2 particles (B) TiO2 particles of cell in zebrafish tail

Pa R1

Pa 1

Pa 1==28.29 nm



그림), 색소 저하 (Fig. 5의 1, 2, 3, 4 그림)와 부

종(Fig. 5의 1 그림) 등이 나타났다.

형태적인 이상의 종류와 이상율은 Table 1과 같

고, 특히 척추 이상이 배의 50% 이상이 넘게 나타

났다. 또한 농도가 높고, 광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즉, 10 ppm 보다는 100 ppm의 군에서 UV-A가 존

재할 때 이상율이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UV-

A 조사가 태양광과 유사한 조건이나, TiO2로 인한

광 촉매 반응의 결과, 유기물을 분해하는 광 촉매

반응특성(Fujishima et al., 2000)이 생물에 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추측하 다.

그러나 코팅된 경우에는 배와 치어 모두 정상상

태를 나타내었다(Fig. 5). 또한 부화율도 조군과

유사하 고, 이 코팅 군에서는 UV-A 광원 조건으

로 인한 유의성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그러나 이와 조적으로, TiO2 분말

군(10, 100 ppm)의 경우에는, 부화율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 (Table 1). 이러한 결과는 TiO2 입자가

코팅 처리되었을 때는 석 관에 부착되어 석 관

표면에서만 광 반응이 일어나 부유 성질이 있고

배양액에 존재하는 원생생물은 줄어들어 배 발생

과정에 주는 향이 적은 반면, 코팅으로 인해 탈

리 되는 TiO2가 상 적으로 적어 분말 형보다 배

에 부착되는 경우가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Catalase 활성도

Catalase 활성도는 코팅 형과 분말 형 모두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Table 3). 이러한 결과는

나노메터 사이즈의 물질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

발할 수 있다는 보고(park, 2005)와 유사하다. 또한

TiO2 광 촉매 반응은 OH-radical을 생성하고(Kuhn

et al., 2003), 이는 산화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nlop et al., 2002).

OH-radical은 ROS (reactive oxygen species) 자유

기의 형성을 증가시키고, 세포막에 결합된 인지질

이나 효소 단백질을 산화적 활성화로 혈관내의 염

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Roy and

Liehr, 1999). OH-radical과 같은 free radical에 의한

세포독성은 항산화 효소의 활성으로 감소 될 수

있으나 free radical을 형성하는 독성물질의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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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The hatching rates for control and exposed group. In these groups, there are weak heartbeats, abnormal vertebra,
pigment deficiency, and edema morphologies. Values are the mean±S.D. *,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and exposed groups, respectively

%
Hatching rate Heart beat Abnormal Pigment 

Edema(73 hpf) weak vertebra deficiency

Control 63.0±1 1.96±0.15 2.03±0.47 0.45±0.65 0.97±0.75
TiO2 powder, 10 ppm 34.0±1* 10.2±0.72* 10.3±0.46* 6.2±0.47* 9.3±0.64*
TiO2 powder, 100 ppm 25.1±0.85*,� 14.2±0.7*,� 16.9±0.92*,� 10.5±1.33*,� 12.3±1.53*,�

TiO2 powder, 10 ppm, UV-A 42.3±1.5* 14.3±0.6* 12.1±0.8* 9.2±0.5* 9.3±0.6*
TiO2 powder, 100 ppm, UV-A 27.0±1.0*,� 44.6±1.5*,� 57.1±0.8*,� 38.8±1.0*,� 19.6±1.0*,�

Table 2.Hatching rates for the control, UV-A, and coated
TiO2++UV-A groups. Values are the mean±S.D.
The coated TiO2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control or UV-A groups

Control UV-A TiO2 coating++UV-A

63.34±1.53 59.67±3.79 54±5.57

Fig. 5.Zebrafish flies morphologies after hatching.

TiO2 powder10 ppm
++UV-A

TiO2 powder100 ppm
++UV-A

TiO2 coating ++UV-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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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면 항산화 효소의 활성이 감소하여 세포에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안과 김, 2003). 본 연구의

결과 TiO2 분말 처리 군에서 catalase의 활성도가

감소된 것은 TiO2의 광 촉매 작용에 의해 생성된

OH-radical의 효과적인 분해 작용이 catalase의 활

성도가 떨어짐으로 인해 일어나지 못하여 그 결과

세포 내에 OH-radical이 축적되어 세포에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안과 김, 2003)와 같은

것이다.

TiO2에 폭로되는 빈도는 코팅된 경우보다 분말

형을 사용했을 때 더 높아지며, 이는 카탈라제 활

성도가 분말 형에서 더 감소하는 것으로 볼 때 같

은 경향으로 추측하 다. 부화율은 TiO2 분말에 폭

로된 상태에서 UV-A 광원이 있는 경우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TiO2 광 촉매 반응은 생물에 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TiO2가

자연하천에 유출될 경우 발생중인 어류에 위해성

이 나타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자가세정의

기능을 가진 TiO2는 현재 건물 외벽의 코팅제 등

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산성비에 의해

TiO2가 유출되어 자연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고, 이

는 곧 수생생물에 위해 한 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다.

결 론

TiO2 광 촉매 반응은 zebrafish 배 발생기에 향

을 미친다. 수 환경에서 분말 형이 코팅 형보다는

zebrafish 배와 치어에 심각한 독성이 나타났다. 형

태적 이상, 부화율의 감소와 카탈라제 효소 활성의

저하 등이 주로 나타났다. 현재 TiO2는 분말 형 또

는 코팅 형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용 후 생태계로

유출되고 있다. 유출된 TiO2는 수생생물에 부착될

수 있고, 광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광 촉매 반응이

일어나거나, 광이 없는 환경에서도 나노 미터 사이

즈로 세포 내로 들어가 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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