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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나노입자의 랫드 5일 반복 경구투여 후 배설, 조직분포 및 

독성에 관한 평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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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Five Consecutiv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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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Pharmacy, Dongduk Women’s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Excretion and tissue distribution of titanium oxide nanoparticles were evaluated in rats after oral

administration. The relation between toxicity and systemic concentration of nanoparaticles was investigated. 

Methods: Rats were orally treated with titanium oxide nanoparticles (10, 100 mg/kg) for five consecutive days.

General toxicity, blood chemistry, and serum biochemical analysis were analyzed. Titanium concentration in

liver, kidney, lung, urine and feces were measured and histopathology was performed in these organs. 

Results: Induction of toxicological parameters was not observed and titanium nanoparticles were excreted via

feces. 

Conclusion: Absorption of titanium oxide nanoparticles via the gastrointestinal tract after oral administration

was very poor and systemic concentration of titanium oxide nanoparticles was not elevated. Titanium oxide

nanoparticles did not cause toxicities in rats after or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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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티타늄 나노입자(TNP)는 안정성, 항부식성 및 자

외선 차단능이 뛰어나며 흰백색의 광택을 띄고 있

어 페인트, 코팅, 잉크, 플라스틱, 화장품 및 의료

용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

업용 촉매소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1,2) TNP의

사용증가와 더불어 인체에 대한 노출의 우려도 높

아가고 있는데, 주요 노출경로는 작업장에서의 흡

입과 피부 노출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보고에 따

르면 약 150여종의 티타늄 나노 소비제품 생산과

정에서 흡입 또는 피부노출이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3,4) TNP의 인체노출 가능성 확인

과 더불어, 독성 및 위해성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

게 진행되고 있는데 나노입자의 크기, 표면화학, 노

출경로, 노출량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독성결과가

제시되고 있다.5,6) 

TNP를 랫드에 0, 2, 10, 50 mg/m3의 농도로 하루

6시간 씩 5일 동안 흡입노출시킨 결과, 폐의 염증반

응이 용량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7)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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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지폐포삼출액(bronchoalveolar lavage fluid, BALF)

을 분석한 결과 BALF내의 세포 수, 호중구, 총단백

질, 효소활성 및 염증반응관련 매개체 등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상병리적 분석결과 전

신적인 독성반응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5-6 nm 크기의 TNP를 ICR 마우스에 2.5, 5, 10

mg/kg 용량으로 90일 동안 경구반복 투여한 결과,

혈액세포, 혈소판, 헤모글로빈, 면역단백질 및 임파

구가 현저히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반면에

NF-kB, TNP-a, IL-1b, IL-2, IL-4, IL-8 등 각종 사

이토카인은 현저히 상승되는 것이 확인되었다.8) TNP

가 유전독성을 발현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연구의 초기단

계에서는 유전독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최

근에는 양성반응도 보고되고 있다.9-11)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발생독성연구에서 TNP는 발생 및 부화를 지

연시키고 기형을 초래한다는 결과 등이 보고되고 있

으나,12) 설치류나 포유류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직 충

분하지 않다. Takeda 등은 25 nm 및 70 nm 입경의

TNP를 16 mg/kg의 용량으로 임신 2, 7, 10 및 14일

째 마다 피하 주사한 결과, 태어난 새끼들의 생식기

관 및 두개골 신경계에 손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

다.13) TNP의 발암성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이를 해

석할만한 수준의 연구결과가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

이며 유전독성의 결과를 가지고 발암성을 예측할 수

준에 머물러 있다. 

TNP의 in vitro 연구는 주로 염증반응 및 유전독

성의 메카니즘 규명을 위한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Park 등은 기관지 상피세포인 BEAS-2B 세포에 TiO

나노입자를 각각의 농도별로 처리한 뒤 활성산소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세포내 항산화물질인 환

원형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아울러 염증 사이토카인 IL-1, IL-6 등의 발현이

증가하는 등 TNP가 산화적 스트레스를 통해 세포

사멸이 유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14) 이외에도 폐암

세포주인 A549세포를 이용한 독성연구에서 TNP는

산화적스트레스를 유도하고 유전자가닥을 절단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15) 양막상피세포에서 세포독성과

유전독성을 발현하며,16) 사람 임파구를 이용한 유전

독성시험에서도 산화적 스트레스 및 DNA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되었다.17) 

한편, TNP는 흡입독성에 비해 경구독성의 경우 그

독성반응을 나타내는 용량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TNP의 위장관 내 흡수율과 상관이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폐를 통한 흡수는 폐포막

이 얇고 혈류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쉽게 체내로 유

입되지만 TNP가 위장관 내에서는 위산의 영향 등

에 의해 입자의 엉김/응집 및 침전이 일어나 위장관

내에서의 흡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구

투여 후 산화아연과 은나노의 경우 인공위액에서의

침전 발생이 확인되었다.18,19) 산화아연과 은나노의

경우 위장관에서 나노물질의 응집 및 침전 등의 불

안정성은 흡수율의 저하로 이어 지고 이는 경구로

노출된 나노물질의 경우 흡입 또는 정맥주사 등의

노출경로와는 달리 독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TNP의 경우 경구

투여에 대한 체내 이용율 또는 흡수율에 대한 정보

는 많지 않으며 따라서 투여용량과 체내 혈중 농도

에 따른 독성발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TNP를 경구로 5일간 반복투여하고

대변 및 뇨에서의 배설량과 조직분포량을 측정하고

아울러 체내 독성지표를 평가함으로써 TNP의 경구

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와 흡수율과의 상관성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티타늄 나노입자(TNP)

본 시험에 사용한 TNP는 EVONIK (Ham, France)

에서 OECD 나노안전성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받은 것으로서 평균입경은 21 nm (P-25, Aeroxide®)

이다. 제공자의 정보에 의하면 P-25는 흰색 미세분

말형태로서 표면에 수산기의 존재로 인해(약 5 OH-

group/nm2) 친수성을 갖고 있다. 건고된 분말은 응

집된 상태이며 이때 응집괴의 크기는 수백 nm 이지

만 적절한 친수성 용매에 분산시킬 경우 20 nm 수

준의 본래의 일차 입경크기로 분산된다. 본 연구에

서는 경구투여를 위해 탈 이온수에 TNP를 분산시키

고 초음파분쇄과정을 거친 후 바로 사용하였다. 초음

파분쇄과정 후 Submicron Particle Sizer (NICOMPTM,

CA, USA)를 사용하여 TNP입경분포를 측정하였는

데 측정시마다 20 nm 수준의 본래의 입경크기가 유

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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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동물

시험동물로는 Sprague-Dawley 랫드 수컷을 사용

하였으며 6주령을 구입한 후 항온(23±3oC), 항습(50

±10%), 12시간 명암주기를 유지하는 사육실에서 1

주일간 순화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뇨 및 대변

샘플링을 위해 각 랫드는 군별로 분리한 후 동일한

크기 및 모양의 대사케이지에서 실험기간 동안 사육

했다. 본 연구는 동덕여자대학교 동물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험하였으며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였다

3. 시험물질 투여 및 시료채취

TNP 저용량 투여군은 10 mg/kg을, 고용량 투여군

은 100 mg/kg을 투여하되 투여 용매의 볼륨은 체중

kg당 10 ml 용량으로 설정하여 매일 1회씩 총 5일

간 경구투여 하였다. 용량선정은 기존의 문헌연구결

과 독성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경구투여 현탁

액에서 나노입자의 침전이 발생하지 않은 용량을 최

고용량으로 하여 100 mg/kg을 선정하였으며 최저용

량은 공비 10을 주어 10 mg/kg으로 결정하였다. 

대조군은 TNP 현탁액 제조에 사용된 탈이온수를

동일하게 투여하였다. 투여는 매일 오전 10시 경에

시행하였으며 투여 후 24시간동안 사료섭취량, 소변

배설량, 대변배설량을 측정하였다. 경구투여 시 절식

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5회 반복투여가 종료된 후

12시간 동안은 사료를 제공하였고, 나머지 12시간은

절식하였다. 

5회 반복투여가 종료된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각

각의 랫드를 치사시켜 혈액시료와 조직시료를 채취

하였다. 랫드 복대동맥으로부터 약 7 ml 정도의 혈

액을 채취한 후 일부는 혈액학 분석을 위해 EDTA

처리된 진공 tube에 분리하고, 일부는 혈청생화학 분

석을 위해 혈청튜브에 담아 응고시킨 후 원심분리기

를 이용하여 혈청을 얻었다. 혈액 채취 후 랫드의

간, 신장, 및 폐를 적출하여 TNP분석을 위한 시료

(200 mg 내외)를 분리하여 냉동보관하고, 일부는 병

리조직학적 분석을 위해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하였다.

4. 티타늄 분석

처리군 별로 적출한 장기 각 200 mg에 70% 질산

7 ml와 30% 과산화수소 1 ml를 넣고 고온고압 마이

크로웨이브(220oC, 20분, 1000W) (Milestone, Sorisole,

Italy)로 분해시켰다. 각 시약은 분석용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24시간마다 채취한 소변은 각 시료를

흔들어 침전물 등을 잘 혼화한 후 0.2 ml을 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해시키며, 대변은 중량(g) 10

배의 멸균 탈이온수를 넣어 용해 후 초음파로 세

밀하게 분쇄한 후 0.2 ml을 취해 같은 방법으로 분

해시켰다. 분해시킨 시료는 탈이온수로 희석하여 한

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ICP-MS(Elan6100/Perkin

Elmer, Manhattan, NY, USA)를 사용하여 Ti를 정

량하였다. 

5. 혈액학, 혈청생화학 및 조직병리 분석

혈액학 분석은 백혈구(WBC), 적혈구(RBC), 헤모

글로빈(HB), 헤마토크리트(HCT), 헤마토크리트

(HCT), 평균 적혈구 용적(mean corpuscular volume,

MCV), 평균적혈구 색소량(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 평균적혈구 색소농도(mean

corpuscualr hemoglobin concentration, MCHC), 혈

소판(PLT), 임파구(LYM), 단핵구(MON), 호산구

(EOS) 및 호염기구(BAS) 등을 분석하였다. 

혈청생화학에서는 총단백질, 알부민, A/G 비율, 요

소질소(BUN), 크레아티닌(CREA), 혈당,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alanine aminotransferase(ALT),

alkaline phosphatase,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리드,

칼슘(Ca), 나트륨(Na), 칼륨(K) 및 염소(Cl) 등을 분

석하였다.

10% 중성포르말린에 고정된 신장, 폐장 및 간장

조직을 일반적인 조직 처리 과정을 거쳐 파라핀으로

포맷하였다. 조직절편 3-5 µm로 제작하고 Hematoxylin

& Eosin (H&E)을 실시하여 슬라이드를 제작 후, 광

학현미경(Olympus, BX41, Japan)을 이용하여 조직

병리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6.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평균±편차(Mean±S.D.)로 계산하였으며

각 군간의 유의성은 one-way ANOVA test로 평가하

였으며 유의성 검정은 Dunnett법으로 하였다. 통계학

적 분석은 Graphad Prism 5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체중변화 및 일반 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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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P를 투여하기 전 대조군 및 처리군 랫드의 평균

체중은 220-225 g 수준이었으며 5일 간 투여 후 랫

드의 체중은 투여전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

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약간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TNP를 5 일간 투여한 후 간, 신

장, 폐의 절대중량 및 상대중량을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유의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Table 2). 

대조군 및 투여군의 랫드는 특별한 활동량의 변화

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이는 철망구조로 제작 된 대

사케이지에 내에서 사육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사료섭취량을 매일 측정하였는데 사료의 섭취량 또

한 대조군과 투여군 간의 통계적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사료의 섭취량은 2일차까지는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일일 사료섭취

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음용수 섭취량도 대

조군과 투여군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변

배설량, 대변 배설량은 개체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TNP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전반적으

로 TNP에 의한 일반독성 증후는 관찰되지 않았으

나 다만, 100 mg/kg 투여군에서 외관상 털의 윤기

나 부드러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티타늄 조직분포

TNP를 5일간 경구로 반복 투여하고 마지막 투여

24시간 이후에 랫드를 치사시키고 각 조직으로부터

Ti의 축적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조군에 비해 투여군의 간, 신장, 폐에서

의 Ti 농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최고 용량인 100 mg/kg 투여군에서 신장

과, 폐의 Ti 평균값은 대조군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통

계적 유의성은 나타내지 않았다. 경구투여의 경우 위

장관에서 흡수되면 대부분 일차적으로 간으로 유입되

며 간은 일차 목표장기가 될 수 있으나 본 시험결과

에서는 간에서 Ti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아 간으로는

유입되는 TNP 자체가 너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티타늄 배설

티타늄 배설을 측정한 결과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여한 티타늄은 뇨중으로는 거의 배설되지 않

으며 대변으로 배설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Fig. 1은

투여 후 각 날짜별 누적 배설량을 표시한 것으로서

Table 1. Body weight changes in rats treated with TNP

by oral administration for 5 days (N=4)

group
Body weight (g)

0 day 5 day weight loss

control 225.00±5.77 221.25±10.31 3.75±11.09

10 mg/kg 223.75±7.50 217.50±6.45 6.25±4.79

100 mg/kg 222.50±6.45 218.75±10.31 3.75±16.01

Note.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Table 2. Absolute and relative organ weights of rats

treated with TNP by oral administration for 5

days (N=4)

group
Organ weight (g)

liver kidney lung

control
Abs g 6.44±0.67 0.80±0.06 1.09±0.18

Rel % 2.91±0.24 0.36±0.02 0.49±0.08

10 mg/kg
Abs g 6.37±0.24 0.83±0.14 1.07±0.05

Rel % 2.93±0.06 0.38±0.06 0.49±0.02

100 mg/kg
Abs g 5.71±0.82 0.86±0.07 1.35±0.49

Rel % 2.61±0.32 0.39±0.02 0.62±0.24

Note.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Table 3. Accumulation of Ti in the organs of rats treated

with TNP by oral administration for 5 days

(N=4)

group
Ti concentration (µg/g)

liver kidney lung

control 0.29±0.09 0.44±0.48 0.20±0.02

10 mg/kg 0.32±0.10 0.20±0.00 0.20±0.00

100 mg/kg 0.27±0.11 0.94±1.48 0.61±0.95

Note.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Fig. 1. Accumulation-time curve of titania in feces and

urine of rats

Rats were treated with TNP (10 mg/kg, 100 mg/

kg) by oral administration for 5 consecutive days.

Day 1 means 24 hr after treatment. Feces or urine

was collected every day for 24 hr from each rat in

metabolic cage (N=4). A: Feces, B: U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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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과 뇨 중의 농도와 대변량 및 뇨량을 고려하여

계산된 것이다. 대변으로 배설되는 경로는 흡수가 되

지 않은 경우와 흡수 후 담즙배설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TNP의 경우에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장기에서의 축적량이 거의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위장관 흡수가 낮아 대변으로 바로

Table 4. Hematological findings in rats treated with TNP by oral administration for 5 days (N=4)

Parameters Group Control 10 mg/kg 100 mg/kg

WBC Thous/µL 3.17±1.11 4.26±1.39 3.92±0.26

RBC Mil/µL 6.73±0.07 6.95±0.16 7.10±0.42

HGB g/dL 14.13±0.15 14.38±0.49 14.95±0.85

HCT % 40.43±0.57 41.40±1.19 42.75±2.44

MCV fL 60.13±1.12 59.60±0.54 60.28±1.04

MCH pg 21.00±0.44 20.68±0.28 21.08±0.53

MCHC % 34.97±0.40 34.70±0.49 34.95±0.47

PLT Thous/ìL 704.67±156.58 779.00±190.71 853.00±63.02 ***

LYM % 73.43±17.52 77.38±13.51 82.48±3.73

MONO % 2.13±0.93 1.20±0.98 2.70±1.79

EOS % 0.70±0.53 0.65±0.51 0.85±0.84

BASO % 0.00±0.00 0.05±0.10 0.00±0.00

RET % 5.03±1.54 4.85±1.30 4.23±1.92

Note. WBC : White blood cell, RBC : Red blood cell, HGB : Hemoglobin, HCT : Hematocrit, MCV : Mean corpuscular volume,

MCH : 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C :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PLT : Platelet count, LYM :

Lymphocytes, MONO : Monocytes, EOS : Eosinophils, BASO : Basophils, RET : Reticulocytes. *** Significant difference

P<0.001 level compared with the vehicle control group.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Table 5. Serum biochemical findings in rats treated with TNP by oral administration for 5 days (N=4)

Parameters Group Control 10 mg/kg 100 mg/kg

TP g/dL 5.68±0.13 5.80±0.14 6.00±0.23

ALB g/dL 4.28±0.19 4.35±0.24 4.50±0.24

A/G Ratio 3.00±0.22 3.05±0.66 3.03±0.26

BUN mg/dL 9.75±2.63 7.75±2.63 12.00±1.41

CRE mg/dL 0.31±0.03 0.26±0.02 0.34±0.08

GLU mg/dL 145.75±23.77 128.00±9.38 132.50±17.69

AST U/L 80.25±4.27 101.50±16.66 * 106.00±17.94 **

ALT U/L 32.75±2.63 32.25±3.40 30.00±5.60

ALP U/L 206.00±19.63 241.25±18.21 *** 228.75±31.35 *

TCHO mg/dL 60.00±7.70 70.25±10.37 65.75±9.74

TG mg/dL 46.75±17.78 35.25±14.73 28.25±10.56

Ca mg/dL 10.28±0.17 10.30±0.14 10.45±0.13

Na mmol/L 144.00±1.15 143.00±0.82 143.25±1.26

K mmol/L 4.18±0.21 4.55±0.26 4.08±0.41

Cl mmol/L 105.00±0.82 104.00±0.82 103.50±1.00

Note. TP : Total protein, ALB: Albumin, A/G : Albumin/Globulin ratio, BUN : Blood urea nitrogen, CRE : Creatinine, GLU

: Glucose, AST :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 Alanine aminotransferase, ALP : Alkaline phosphate, TCHO : Total

cholesterol, , TG : Triglyceride, CA : Calcium, Na : Sodium, K : Potassium, Cl : Chloride,. */**/*** Significant difference

P<0.05 / P<0.01/P<0.001 level compared with the vehicle control group.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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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변으로 배설되는 양은

투여 후 5일째에도 지속적으로 배설되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아직 많은 량의 Ti가 위장관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혈액분석 및 혈청생화학 분석

TNP를 5일간 경구로 반복 투여하고 마지막 투여

24시간 후에 랫드를 치사시키고 혈액을 채취한 후

혈액과 혈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조군과 투여군에서의 백혈구

(WBC), 적혈구(RBC), 헤모글로빈(HB)의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혈소판(PLT)의 경우

에만 100 mg/kg 용량군에서 유의적인 증가가 확인되

었다. 그 외 헤마토크리트(HCT), 평균 적혈구 용적

(mean corpuscular volume, MCV), 평균적혈구 색소

량(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 평균적혈

구 색소농도(mean corpuscualr hemoglobin concentration,

MCHC), 임파구(LYM), 단핵구(MON), 호산구(EOS)

및 호염기구(BAS) 등은 대조군과 투여군에서의 유

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혈청생화학에서는 총단백질, 알부민, A/G 비율, 요

소질소(BUN), 크레아티닌(CREA), 혈당,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lkaline phosphatase (ALP), 콜레스테롤, 트

리글리세리드, 칼슘(Ca), 나트륨(Na), 칼륨(K) 및 염

소(Cl) 등을 분석하였는데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

이 AST 및 ALP가 상승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ASP

와 ALP는 10 mg/kg 및 100 mg/kg 모두 상승하였으

며 농도의존적인 증가를 보여 TNP의 독성학적 영

향으로 판단되었다. 

5. 조직병리분석

TNP를 5일간 경구로 반복 투여하고 마지막 투여

24시간 후에 랫드를 치사시키고 간, 신장 및 폐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Fig. 2는 간

조직에 대한 검사결과이다. 모든 군의 일부개체에

서 국소다발성의 단핵구침윤소(mononuclear cell

infiltration)가 관찰되었을 뿐 시험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별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

다. Fig. 3은 신장에 대한 검사결과이며 대조군차 투

여군에서 특별한 이상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Fig. 4

는 폐에 대한 검사결과이다. 대조군에서 소동맥벽의

비후가 미약한 정도로 1례 관찰되었으며 나머지 개체

의 폐에서는 특이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10 mg/kg

투여군에서는 검사한 4마리의 모두의 폐에서 특이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100 mg/kg 투여군에서

는 4마리 중 1마리에서 미만성으로 갈색색소의 침

착과 세기관상피의 점액과 분비를 동반한 육아종성

염증이 심하게 관찰되었다. 

Fig. 2. Histopathology of livers of rats treated with TNP

Rats were treated with TNP (10 mg/kg, 100 mg/

kg) by oral administration for 5 consecutive days

and sacrificed 24 hr after the last treatment. No

abnormal findings were observed in the livers of

all the groups. “p” and “c” respectively represent

portal triad and central vein. A: Control, B: 10 mg/

kg treated group, C: 100 mg/kg treated group,

H&E. Mag.=X100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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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TNP의 생체 내 독성발현은 노출 후 생체 내로 유

입되는 혈중농도 또는 조직농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

라서 흡입, 피부, 경구, 정맥 등 노출경로에 따른 독

성동태연구는 독성발현의 기전을 연구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TNP의 경구투

여에 의한 독성동태연구는 많지 않다. Wang 등은

TNP를 5 g/kg용량으로 마우스에 경구 단회투여 한

후 독성을 평가하였는데, 2주 동안 급성독성은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20) 동 연구에서는 TNP

투여에 의해 ALT/AST, LDH등 간독성지표가 상승

하고, BUN 등 신장독성의 지표가 상승하는 것이 확

인되었으나 사망 등 급성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비록 간, 신장, 폐 등 주요 장기에서 Ti가 검출되기

는 하나 투여한 대부분의 TNP가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경구투여 독성이 낮은 것을 보

여주는 논문들이 최근 발표되고 있다. Shrivastava

등은 TNP 용량을 500 mg/kg으로 하여 21일간 반복

투여하였을 때 간, 뇌에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21) 현재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TNP 경구독성 논문은 고용량 투여군에서만 그 독성

이 확인되고 있어 경구노출 나노물질에 대한 본래의

독성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원인

으로 위장관 내에서 나노물질의 흡수율과 관련한 연

Fig. 3. Histopathology of kidneys of rats treated with TNP

Rats were treated with TNP (10 mg/kg, 100 mg/

kg) by oral administration for 5 consecutive days

and sacrificed 24 hr after the last treatment. No

abnormal findings were observed in all the groups.

Note the normal features of glomeruli (g) and

renal tubules (r). A: Control, B: 10 mg/kg treated

group, C: 100 mg/kg treated group, H&E. Mag.

=X200 for all.

Fig. 4. Histopathology of lungs of rats treated with TNP 

Rats were treated with TNP (10 mg/kg, 100 mg/

kg) by oral administration for 5 consecutive days

and sacrificed 24 hr after the last treatment. No

test material-related lesions were found in the

lungs. Note the normal features of bronchioles (b)

and alveoli (a) in animal numbers 1, 6 and 10. In

the animal No. 9 (100 mg/treated group), lobar

granulomatous bronchopneumonia was found with

brown pigments in the bronchioles (b) and the

alveolar spaces (arrow). A: Control, B: 10 mg/kg

treated group, C and D: 100 mg/kg treated

groupH&E. Mag.=X100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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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수행되고 있다.22,23) 

피부흡수에 대한 연구는 화장품 소재로서 TNP가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TNP는 피부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우세

한 편이다.24,25) 흡입노출의 경우 TNP 노출의 주요

경로로서 TNP의 독성평가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TNP가 흡입경로는 통해 전신에 유입

된다는 증거와 관련하여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결과는 거의 없으며 동물을 이용한 결과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26) 

본 연구에서는 TNP의 독성을 독성동태학적으로

평가하고자 시도되었다. 즉, 경구로 노출될 경우 대

부분의 나노입자들의 독성이 본래의 독성에 비해 낮

게 나타나는 것이 본질적으로 흡수율 저하에 따라

나노입자 그 자체가 전신에 유입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도되었다. 

최고 용량인 100 mg/kg 으로 5일간 반복투여 할

경우에도 사망동물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일반독성과

관련된 특별한 증후를 나타내지 않았다. 체중의 경

우 대조군 및 투여군에서 투여기간 동안 평균체중이

증가되기 보다는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철망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사료섭취량의 감소, 체중의 증가/

감소에 대한 개체 간 편차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Table 1). 다만, 체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TNP 투

여군에서 간, 신장 및 폐의 절대 중량 및 상대중량

이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은 시험물질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 할 수 있

다(Table 2). 일반독성 뿐만 아니라 혈액학적 분석

결과와(Table 4) 혈청 생화학적 분석 결과(Table 5)

를 비교해 볼 때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고용량인

100 mg/kg 용량으로 5일간 반복투여 하였을 때 나

타날 수 있는 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독성지표

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독

성지표는 조직병리학적 분석결과에서도 그대로 반영

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ST와 ALP

가 상승한 것은 간 손상의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승폭이 크지는 않아 심각한 손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병리학적 관찰결과 간조직에서 보이는 국소성

의 단핵구 침윤소는 아직까지 그 원인이 확실히 규

명되지 않은 현상으로서 랫드와 마우스의 정상의 조

직에서도 자주 관찰되는 소견이며 본 연구에서의 단

핵구 침윤소는 TNP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운 점이 있다(Fig. 2). 폐에서 관찰된 소동맥벽의 비

후는 폐장에서의 고혈압이나 저산소증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데, 정상의 경우에서도 미약하게나마

종종 관찰되는 소견이다. 갈색색소는 세기관지강 내

에서도 관찰되었는데 이와 같은 병변은 아마도 투여

시 TNP가 폐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된다. 즉, 이물질성 폐렴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개체

의 폐장에서는 유의할 만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

은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의 관련 소견은 TNP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Fig. 4). 

이러한 결과는 본질적으로 경구투여 된 TNP가 위

장관을 통해 전신으로 흡수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

각 조직에서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충분한 농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TNP는 뇨 중으로의 배설이 대변에

비해 거의 무시할 수준이다. 뇨 중으로 배설되는

TNP는 일단 위장관에서 흡수된 후 전신에 머무르다

신장을 통해 뇨로 배설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Fig. 1B에서처럼 TNP를 처리한 투여군과 대조군의

Ti농도는 거의 동일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Fig. 1A에 나타난 대변 중 TNP 배설의 경우를 보

면 뇨중 배설량에 비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 대

변으로 배설된 누적배설량은 전체 누적 투여량에 비

해 적은 수준이다. 의약품이나 화학물질의 경우 실

험기간 동안의 체내 축적되는 양과 배설되는 양을

합할 경우 투여량에 근접하는 실험결과가 비교적 용

이하게 얻어 진다. 그러나 나노물질의 경우 매스밸

런스(mass balance)를 구하는 것이 아직 명확하게 정

립되어 있지 않고 사용하는 나노물질에 따라 매스밸

런스가 매우 차이가 날 수 있어, OECD에서는 화학

물질이나 의약품에 대한 독성동태 가이드라인을 나

노물질에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가이드라인 제정작업

을 서두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티타늄에 대한 매

스밸런스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하는 것은 큰 아쉬

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투여 종료기간이 5일 이후에

도 누적배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위장관 내에

섭취된 사료와 함께 아직도 많은 양의 TNP가 존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충분히 규명하

지 못한 TNP의 정확한 중량밸런스는 향후 보다 정

밀한 생체 내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대한 시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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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의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10, 100 mg/kg의 용량으로 5일간 TNP

를 경구반복투여 한 후 독성을 평가한 결과, TNP는

랫드의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일반독성, 혈액학

적 분석, 혈청생화학적 분석 및 조직병리학적 분석

결과 유의적인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경구

투여한 대부분의 TNP가 전신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변 중으로 배설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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