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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기원전 3000 – 

서기90 

 

신농씨 

기원전2696 
중국 한의학의 

아버지. 

365가지 

약초를 맛 본 것으로 유명. 

독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짐. 

에베르스 파피루스  

기원전1500 
파피루스에  

기록된 이집트  

자료로써  

110 페이지에 걸쳐 해부학, 

생리학, 독성학, 주문,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기술.  

굴라 기원전 1400 년 
 

 

 

 

수메리아 문서에 

등장하는 여신 굴라. 이 

신화 속 인물은 종교적 

장신구, 주문, 그리고 독과  

연관 됨.  

호머  

기원전850  
화살에 독을 

묻혀 사용하는  

것을 대서사기 오딧세이와 

일리아드에 서술. Toxicon 

이라는 단어는 

독화살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  

소크라테스 
(기원전470- 

399 ) 
이단행위와 지역  

청소년의 도덕을  

타락시킨 죄로 기소됨. 

강력한 독성물질 코니인 

알칼로이드를 다량 함유한 독 

미나리(Hemlock) 복용으로 

사망. 

히포크라테스 

(기원전460- 

377) 

그리스의 의사.  

인간의 질병과 치료법에 

대해 실측적 접근법을 

사용, 현대의학의 설립자. 

기어가는 게의 모양을 

따서 암을 cancer라 명명. 

미트리다테스 6세 

(기원전 

131-63 ) 
독에 대한  

해독제를 자신과  

죄수들을 실험동물 삼아 

실험. 여러 물질들의 

혼합물을 만들었으며 이 

것은 Mithridatic 이라는 

단어의 탄생으로 이어짐. 

L. 코르넬리우스 술라 

기원전 82 
Lex Cornelia de 

sicariis et  

veneficis (암살자와 

독살자에 대한 

코르넬리우스의 법)– 

일반인이나 죄수에 대한 

독의 사용, 소지, 판매, 

구입을 금지한 법. 

클레오파트라  

(기원전 

69-30) 
스트리크닌을  

포함한 여러 독을  

가난한 자와 죄수에게 

실험. 이집트 독사를 

사용해 자살. 

페다니우스 
디오스코리데스 

(서기40-90 )    
 

그리스의 약리학자이자 

의사. 근대 약전의 기반이 

되는 약물지 저술. 

8월 24일, 베수비우 산 

폭발 

서기 79 
폼페이와  

에르쿨라네움이 

파괴되고 화산재에  

파묻힘. 화산 가스에 의해 

노(老) 플리니우스 질식사. 

 

중세 

서기 476– 

1453년 

그리스 화약 

서기 

673 
십자군의  

설명에 의하면 고대 '네이팜 

(Napalm)'으로써 나프타, 

생석회, 황, 초석으로 

이루어짐. 

맥각병 발생 

서기994 
40,000여명이 

맥각병에  

오염된 밀 섭취, 성 

안토니의 불이라고 

일컬어지는 괴저로 인해 

사망.  

모세스 

마이모니데스 

(1135-1204) 
유대인 철학자이자 

의사이며  

독과 그 것들의 해독제에 

관한 논문을 저술.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1193-1280) 
도미니크회  

수도승.과학과  

종교의 공존 가능성, 그리고 

순수 비소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 

레이문두스 

룰리우스 

 1275 
스페인 화학자. 

훗날 '달콤한  

황산' 이라고도 불리우는 

에테르를 발견. 

성당기사단 

(1118-1307) 
기독교 기사단. 

독의 전문가들이었다고 

전해진다. 불로장생 약을 

찾아 다님. 

페트루스 데 아바노 

(1250-1315) 
이탈리아의  

학자.  

히포크라테스와 

갈렌을 라틴어로 번역. 

독에 관한 책, De Venenis 

저술. 

흑사병 

(1347- 

1351) 
가래톳 흑사병과 폐렴형 

흑사병이 유럽을 

유린하며 역사상 최다 

사상자를 냄.  

베네치아 

 십인 위원회 

 - 1419 
돈을 받고 독살을 

수행했던 단체. 

주만 

1423 
중국인 탐험가.  

호주 자비루 (Jabiru)에서 

납 채광 중 우라늄 노출로 

인해 수천명의 선원을 

잃음.  

로드리고 &  

체사레 보르자  

(1400-1500) 
정치적, 금전적 이득을 위해 

이탈리아의 많은 사람들을 독살. 

비소 기반의 "La Cantrella"라고 

불리우는 혼합독물 사용.  

 

르네상스 

14-16세기 

레오나르도 다 빈치 

(1452-1519) 
동물 체내 독의  

생물축적에 대해  

연구 했으며 위 

절차를 "passages"라 명명. 

교황 클레멘스 7세 

(1478-1534) 
알광대버섯 

(amanita  

phalloides)  

섭취로 인한 사망 (피살 

가능성 존재).  

파라셀수스 

(1493-1541) 
“모든 물질은  

독이다; 독이  

아닌 것은 없다.  

독과 치료의 차이는 

올바른 투여 양이다." 

게르기우스 

아그리콜라 

(1494-1555) 
1556년, 채광과  

금속공학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책 금속에  

관하여 (De Re Metallica) 

저술. 

카트린 메디치  

(1519-1589) 
프랑스의  

여왕이자 암살의 

전문가.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양한 독을 실험. 

빌리엄 피소 

1640 
1640년,  

브라질에서  

구토제인 꼭두서니과식물 

토근의 효능과 이질의 

치료법 연구.  

셰익스피어  

(1564-1616) 
로미오와 줄리엣 

5막 발췌 

"내 사랑을 위하여! 오 

진실된 약사여! 그대의 독은 

효과가 빠르구나. 

키스와 함께 나는 죽는다." 

이에로니마   

~1659 
로마 출신  

여 점쟁이.  

남편 살해를 기도하는 

부유층 부인들에게 비소 

기반 독극물 판매. 

카트린 몽부아쟁 

(이웃)  

(1640-1680) 
프랑스에서 마녀로 

고발당했으며  

독살자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여자. 말뚝에 묶여 

화형 당함. 

길리아 토파니아 

(1635-1719) 
이탈리아 여인. 남편 

살해를 기도하는 

부인들에게 비소 기반 

독약 제공. 교수형에 

처해짐. 

루이 16세  

1682 
약사들이 지인을  

제외한 타인에게  

하는 비소 및 독극물 판매를 

칙령으로 금함. 

 

1700년대  

데본샤이어 복통 

1700년대 
1700년대 영국  

데본샤이어.  

오염된 사과주를 

마신 사람들 중 높은 

확률로 연산통(鉛疝痛) 

발생. 

존 존스  

1701년 
영국의 의사.  

아편의 신비(The Mysteries 

of Opium Reveal'd) 저술; 

책을 통해 아편의 취급법 

및 금단증상과 중독을 

다룸. 

리차드 미드 

(1673-1754) 
1702년,독사,  

독성 동물,  

그리고 유독성  

식물을 다루는  

A Mechanical Account of 

Poisons 저술.  

칼 빌헬름 셸레 

(1742-1760) 
스웨덴의  

약사이자 화학자. 

산소, 바륨, 염소,  

망가니즈, 시안화수소 

발견. 
  

퍼시벌 포트 

(1714-1788) 
콜타르가 굴뚝  

청소부들의  

고환암을  

유발한다는 것을 인식한 

영국의 의사. 

펠리체 폰타나 

1767 
독사들을 연구한  

첫 이탈리아의  

화학자이자 의사.  

독사의 독이 피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발견. 

프리드리히 

제어터너 

(1783-1841) 
1803년, 양귀비에서 특정 

식물염기 분리. 위의 

식물염기를 그리스 꿈의 신 

모르페우스의 이름을 본 따 

모르핀이라 명명. 

프랑소와 마종디 

(1783-1855) 
 에머틴을 발견.  

스크리크닌과  

청산가리의 영향을 

연구. 실험약리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 짐. 

파울러 용액 

1786-1936 
1786년부터  

1936년까지   

보편적으로  

강장제로 처방되던 

아비산칼륨액. 찰스 

다윈도 사용.  

피에르 오디네어 

1797-1915 
앙리 빼어누가 

대중화하고  

판매했던 압생트 '엘릭서„ 발명. 

빈센트 반 고흐도 마셨었던 

압생트는 1915년에 금지 당했으며 

에드가 데가의 예술적 소재였음. 

마뚜 오르필라 

(1787-1853) 
현대 독성학의  

아버지로 간주됨. 

1813년, 중독 증상에 

대해 서술한 독물논고 

(Traite des poisnos) 저술. 

 

1800년대 

토마스 드 퀸시 

(1785-1859) 
영국의 작가.  

1800년대 초,  

아편에 중독됨.  

1821년, 어느 아편 

 중독자의 고백 저술.  

제임스 마시  

(1794-1846) 
비소 검출을 위한  

마시 시험법(Marsh Test)를 

완성. 향상된 마시 시험법은 

1840년에 처음으로 Marie 

Lafarge의 재판에서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 됨. 

로버트 크리스티슨 

(1797-1882) 
 에딘버러 대학의  

독성학 교수.  

1829년, 독에 관한 

논문(Treatise on Poisons) 

저술. 고래사냥을 위한 

청산을 바른 독 작살 발명. 

끌로드 베나 

(1813-1878) 
프랑스의  

생리학자.  

일산화탄소와 쿠라레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프랑소와 마종디(Francoise 

Magendie)의 영향을 받음. 

아스카니오 소브레로 

(1812- 1888) 
 이탈리아의 화학자. 1847년,  

혈관확장제이자  

강력한 폭발물질인 

니트로글리세린 발견. 

알프레드 노벨이 그의 

제자였음. 

시오도르 지 웜리 

(1826-1897) 
 1869년, 독의  

미량화학이라는  

제목의, 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책을 미국 최초로 

출간. 

조세프 케벤투& 

피에르 펠티이 

1820 

 
 

프랑사의 약사들. 그들의 약국 

뒤편에서 기나 나무 껍질 이용, 

퀴닌 추출, 분리 성공.  

비소조례 1851 
„실수로‟ 일어나는 비소중독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비소를 

검은색 혹은 남색으로 칠하게끔 

하는 조항. 

프레드리히 게드커 

1855   
코카나무에서  

코카인을 추출, 

분리. 

루이스 레빈 

(1854-1929) 
 독일의  

약리학자.  

환각 유발성 식물,  

알코올, 등 정신작용 

효과가 있는 화합물 연구 

및 분류. 

에밀 피셔 

 1852-1919 

 

 

 

각성제인 카페인을 식물 

추출물에서 분리.  

콘스탄틴 팔베르크 

사카린- 1879 
1879년, 이라 렘센 

(Ira Remsen,  

사진 우)의  

연구실에서 

연구 중 사카린  

발견. 

 

1900-1930년대 
 

업튼 싱클레어 

(1878-1968) 
1905년,  

정글 출판.  

시카고  

고기 도축과정의  

비위생적인 환경에 대해 

서술. 

순식량약품조례  

-1906 
의학 박사 하비 워싱턴  

윌리(1844-1930). 

위 법은 올바른지 않은  

라벨링이 된, 불순물이  

섞인, 유독성  

식품이나 약물, 혹은  

술에 대한 판매 및 매매를 금지. 

화학전의 현실화 

1915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  

(1868-1934).  

세계 1차 대전 때 사용 된 

염소와 사이안화물 가스를 

이용한 수포유발물질 개발. 

금주령 

1919-1933 
술의 생산과 

유통을 불법화 

함과 동시에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으로 

만든 법. 

제네바 의정서 

1925 
화학무기사용  

금지 의정서.  

1993년,  

화학무기의 생산도 금지하기 

위해 "화학무기금지협정“ 

으로 갱신. 

진저 제이크 1929 
 

금주령 기간 동안  

생산된 알콜성 토닉.  

인산트리크레실(TOCP)가 

섞임. 이 것은 50,000여명의  

유기인제 유발 지연성 

신경증(OPIDN) 발병 원인이 

됨.  

매 둥지 사건 

1927-1935 
유니언  

카바이드사의  

수력전기  

프로젝트를 위해 터널을 파던 

중 수백 명의 흑인 

노동자들이 중증 규폐증으로 

사망. 

게르하르트 슈라더 

(1903-1990) 
독일의 화학자.  

1938년 살충제를 

개발하던 중 사린, 타분, 

소먼, 시클로사린 등의 

신경작용제를 우연히 

발명. 

엘릭시르 술파닐아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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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식품약품화장품법 

1938 
디에틸렌 글리콜에  

의해 100명 사망. 

알베르트 호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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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즈 연구소 

(현 노바르티스) 

리제그르산  

(LSD)을 합성.  

1943년, 자신을 대상으로 

LSD 실험. 

마리화나 세금 조례 

1937 
대마의 소지,  

생산, 유통을 

위법행위로 규정.  

대마의 비의료적 사용이 

캘리포니아 (1915)와  

텍사스 (1919)에서 금지됨.  

 

1940-1960년대 

디디티(DDT) 

 1939  

1948년 생리학과  

의학 노벨 수상자인 

스위스 과학자 파울 

헤르만 뮬러에 의해서 

살충제로 인식받음. 

1972년 사용이 금지됨.  

이사디(2,4-D)  1946 
세계 2차대전 중  

영국의 로담스테드  

실험농장에서  

J.H. Qaustela 

에 의해 개발됨.  

1946년에  

상업적으로 판매, 활엽식물 

통제를 위해 사용됨.  

미나마타 병 

(1950 년대) 
 미나마타 만이  

화학공업에 의해 

수은으로 오염됨. 수천 

명의 성인과 아이들이 

메틸 수은에 중독된 

물고기를 섭취, 수은에 

중독됨. 

독극물 센터 

1953 
첫 번째 독극물 센터가  

시카고 1933년, 두 번째가 

북 캐롤라이나 주 듀크 

대학교 1954년, 세번째가 

보스턴 1955년에 개시.   

독성학 및 

응용약리학 회지 
1959 
1981년에 미국 

독성학회(SOT)가 

독성학의 응용과 

기초를 창간하기 전까지 

사용됨.   

탈리도마이드 

(1959-1960년대) 

 입덧을 하는  

임산부들에게 처방되던 약물. 

신생아의 선척적 결손증 유발. 

식품의약품국 

(FDA)의 프랜시스  

켈시에 의해  

미국에서의  

사용이 승인 되지  

않음. 

미국 독성학회(SOT) 

1961 
1961년 3월  

4일 설립.  

1962년 4월  

15일에 9명의 설립자와 

183명의  

창립의원들이 첫 

공식모임을 가짐. 

앨리스 해밀턴 

(1869-1970) 
 병리학자이자  

하버드 의과대학의 

첫 여성 교수.  

직장의 유해화학물질과 

질병을 연관지음. 

노동자들에게 납과 고무가 

미치는 영향 연구. 

레이첼 카슨  

(1907- 

1964) 

과학자.  

살충제이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DDT(dichlorodiphenyltrichloroeth

ane)의 사용에 반하는 운동을 

주도. 1962년에 출판된 침묵의 

봄을 포함, 다수의 책 저술.  

직업 안전 및 보건 

법령 1970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1970년 12월 29일에 

통과된 법령.  

미국 환경청 

1970 
미연방의 연구,  

감시, 기준설정,  

그리고 집행활동을 강화하여 

환경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됨. 

 

1970-2006년 

Yuk 아저씨 

1971 
피츠버그  

아동병원  소속 

독극물센터에서 

택한 상징.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독극물과 

실수로 인한 중독 예방법을 

교육하는데 쓰임.  

이라크-수은 

1971 
비극적이게도 

이라크인들이  

분홍색칠이 되고 

수은계살균 처리 된 곡물 

섭취.  40,000여명에게  

비극적 결과 초래. 

방글라데시 

1970년대  

비소 중독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정이 비소에 오염되어 

수백만 명의 피해자 발생. 

첫 근대 독성학 

교과서 1975 
1975년, 

 Louis J.  

Casarett과  

John Doull이  

독성학: 독에 대한 기초 

과학을 편찬. 

러브 캐널 사건 

1978 
1978년 8월 7일,  

지미카터 대통령,  

러브 캐널 문제를 

연방긴급사태로 선언. 러브 

캐널은 4200만 파운드(약 

19050879kg)의 200여 종류 

화학물질에 오염 됨. 많은 

인명피해 초래.  

국제독극물연합 

(IUTOX) 1980 
International Union of  

Toxicology 

미국독성학위원회(ABT) 

1979 – 첫 시험:1980년 8월 

독성과학학회 

(ATS) 

1981 
Academy of  

Toxicological Sciences 

타임즈 비치 1983 
미국 미주리 주 타임즈 

비치에서  

위험수위의  

다이옥신이  

검출됨.  

미국 환경청은  

거주민들에게  

대피 명령 내림. 이 부지를 

슈퍼펀드 지점(Superfund 

site)으로 지정.  

보팔 참사  

1984년 12월 3일 
유니언 카바이드사  

인도 농약 공장에서 

사고로 40톤의 메틸 

이소시안네이트를  

도심에  방출, 그 결과 

수천 명의 사망자, 수십만 

명의 부상자 발생. 

체르노빌 사고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우크라이나,  

동유럽,  

스칸디나비아,  

영국, 그리고 미국  

동부에 방사능  

잔해가 뿌려짐.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 

1995 
옴 진리교  

신자들이  

도쿄 지하철  

5개 장소에 사린 가스 살포. 

사망자 12명, 부상자 

6,000여명 발생. 

바이옥스 (1999-2004)  
비 스테로이드 성 소염제인, 

COX-2 선택 억제제; 골관절염 

치료제로써 Merck & Co. 

제약회사가 개발. 심장마비와  

뇌졸증 부작용 

위험 때문에  

자발적 회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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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식물,  그리고 광물의 독성과 치유효능에 대한 지식은 문명사회의 발전에 수천 년간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근대 독성학의 기반은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나 , 우연한 발견, 그리고 기초적 실험 위에 지어졌다. 여러 시대 동안 독성과학 분야가 제공한 정보는 사회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 포스터는 독성학과 관련된 주요사건과  그에 따른 발견을 제시함으로써  독성학의 발전과 그 것이 문명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위의 포스터에 나열된 사례들은 독성학의 출발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배운 교훈들을 조명하고 있다. 위 포스터에 등장하는 사례들은 독성학과 
독성학자들이 종교, 정치, 정부를 포함한  다른  과학적,  문화적 분야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 탐구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독성학은 그 고유의 분야에 매진하는 과학자들, 교육기관, 하위 분야, 전문가 사회, 그리고 학술지로 하여금 진정한 과학적 학문으로 거듭났다. 독성학은 이제 그 
자체로도 독립적인 학문일 뿐아니라  화학, 생리학, 그리고 약학과도 광범위한 범위의 학문과 연관을 갖고 있는 학문이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발견의 여정에 초대합니다. 독성학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와 그 의미를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ww.asmalldoseof.org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