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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toxicity of Nano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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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cytotoxcities of Au, Ag, SWCNT, SiO2, and ZnO nanomaterials were evaluated in order to

assess their potential toxicological effects in in vitro cell models using colony forming efficiency (CFE) assay.

Methods: The CFE assay of the test materials was carried out on Hep G2 cells. The size distribution of

nanomaterials was studied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Changes in cell viability after treatment

with a toxicant will result in a decreased number of colonies formed in comparison to solvent.

Results: The TEM images show that all the particles except SWCNT and ZnO can be considered approximately

spherical. The gold and SiO2 nanoparticles show no response (no toxicity) in concentration response

experimen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toxic effect was found in Hep G2 cells treated with Ag, SWCNT and ZnO

nanomaterials. 

Conclusion: In this study, we considered CFE assay to be a promising test for screening studies for cytotoxicity

with physicochem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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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제조나노물질은 동일 성분의 일반 화학물질과는

달리 나노 수준의 미세입자로 새로운 특성을 갖는

입자이고, 이러한 특성으로 여러가지 새로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 그러나 나노물질은 미세

입자로써의 특성으로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의도하

지 않은 유해성을 가질 수 있다. 나노기술은 급진적

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나노물질의 독성을 평

가할 수 있는 시험법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나노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의 동물

을 이용한 시험법을 수정하여 사용하기에는 많은 시

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최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이 이러한 어려운 점을 보완해 줄 수 있지만 이 또

한 기존의 화학물질의 평가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

서 OECD WPMN(Working Party on Manufactured

Nanomaterials)과 EU JRC(Joint Research Center)는

나노물질의 독성평가를 위해 in vitro 시험법 도입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2,3) 9개국 12개 시험기관들과

colony 형성능 시험(Colony forming efficiency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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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노물질의 in vitro 시험법으로의 가능성을 교차

검정시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여 시험법 확립에 기여하였고, 본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 결과에 국한된다. 

제조나노물질을 in vitro 시험법으로 평가하는 데

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나노물질은 특이적인 물리

적 성질로 수용액 내에서 응집 또는 응축이 일어나

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다.4) 그래서 시험물질의 농축

액과 배지 내 나노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시험법 확립이 필수적이다.5) 최근

세포를 이용한 다양한 시험모델이 나노물질의 독성

을 평가하기 위한 유용한 검색법으로 개발, 검증과

정을 거치고 있다.6) ISO 10993에서 표준화된 in vitro

시험법이 구체화되었지만,7) 세포독성시험법인 ISO-

10993-5는 의료장비의 임상연구단계 전에 생물학적

평가를 수행하는 데 국한되어 있고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재검사 후 수정단계 중이다.8) OECD WPMN

과 EU JRC은 나노물질의 유해성 평가에 적합한 in

vitro 시험법 개발과 최적화를 위해 협업하기로 결정

하였고, 특히 OECD WPMN 나노독성 대체시험법

전문가 그룹은 다양한 in vitro 시험법을 개발, 검증

후 향후 시험지침서에 적용할 계획이다.9) 구체적으

로 세포독성시험을 평가하기 위해 colony 형성능 시

험, 유전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in vitro 소핵시험,

Comet 시험이 평가 중이며, 국소 독성과 생물동력

학뿐만 아니라 돌연변이성을 평가하기 위한 피부 및

안구 내성시험을 고려하고 있다.9)

본 연구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량

사용되고 있는 금, 은, SWCNT, 이산화규소, 산화아

연 나노물질을 OECD WPMN과 EU JRC에서 정립

한 colony형성능 시험을 이용하여 세포독성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향후 이 시험법이 국제적으로 나노물

질을 평가하는 표준시험법으로 채택된 이후 우리나

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나노물질과 TEM 분석

시험대상 나노물질은 5 nm와 35 nm 금나노물질 2

종, 30 nm와 20 nm 은나노물질 2종, 274,6 nm×1,70

µm SWCNT(Single-walled carbon nanotube,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1종, 20 nm와 90 nm 이산화규소 나

노물질 2종, 240 nm 산화아연 나노물질 1종으로 총

8종이다(Table 1). 모든 시험물질은 JRC에서 colony

형성능 시험의 실험실간 교차 검증 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적절한 친수성 용매에 분산되

어 있었다. 

용매에 분산된 나노입자의 입경을 확인하기 위하

여 입자형상을 관찰하였다. Bar-Ilan 등10)의 방법을 참

고하여 나노물질 농축액을 3차 증류수에 1,000배, 100

배 희석한 후 300—mesh 구리 그리드 위에 각각 한

방울씩 떨어뜨려, 페트리디쉬에 넣고 상온에서 자연

건조시킨 후 투과전자현미경(JEM-1010, JEOL, Japan)

으로 관찰하였다. 

2. 세포배양 및 Colony 형성능 시험(Colony forming

efficiency assay)

시험 농도는 JRC에서 제시한 Table 1에 따라 설

정하고 대조군, 양성 대조군, 용매 대조군을 두었다.

대조군은 아무런 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배양액으로

실험하였고 양성 대조군의 경우 크롬산 나트륨

(Na2CrO4·6H20, 100 µM)을 사용하였다. 용매 대조

군의 경우 각 나노물질의 용매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였다. 

HepG2 세포는 JRC에서 제공받아 시험 전 최소

세 번의 계대배양 후 본 시험에 사용하였다. 37ºC ±

1ºC, 90% ± 5% humidity, 5.0% ± 1% CO2/air의 조

Table 1. List of nanomaterial tested

Name Size Supplier
Concentrations 

tested(µg/mL)

Au NPs

5 nm JRC
1.97, 9.85, 19.70, 39.93, 

59.09, 78.78

35 nm JRC
1.97, 9.85, 19.70, 39.93, 

59.09, 78.78

Ag NPs

30 nm JRC
0.01, 0.05, 0.11, 0.16, 

0.27, 0.38, 0.54, 1.08

20 nm JRC
0.01, 0.05, 0.11, 0.16, 

0.27, 0.38, 0.54, 1.08

SWCNT
274,6 nm × 

1,70 µm
AIST 1, 10, 100

SiO2 NPs
20 nm JRC 1, 10, 100

90 nm JRC 1, 10, 100

ZnO NPs 240 nm JRC
12.3, 123.0, 184.2, 245.6, 

276.3, 307.0, 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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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10%의 Bovine serum(Thermo Scientific

HyClone, USA) 5 mL의 MEM NEAA 100X (Gibco

USA)과 5 mL Penicillin/streptomycin solution(Gibco,

USA)가 처리된 DMEM 배양액(Gibco, USA)을 사

용하였다. 

60 mm 페트리디쉬에 200개의 세포를 3 mL 배양

액에 넣어 고르게 뿌리고, 24시간 후 나노물질과 각

대조군을 농도 별로 처리하였다. 72시간 후 시험물

질이 처리되지 않은 새 배양액으로 교환하고 72시

간동안 배양하였다. 시험 종료시점에 4% Formaldehyde

PBS 용액을 이용하여 고정하였고, 0.4% Giemsa 용

액에 염색과정을 거친 후 건조, 관찰하였다. 본 시

험은 6개의 반복구을 두고 세번 실시하였다.

Colony는 실체현미경으로 관찰 시 한 Colony당 최

소 50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진 세포 집락만 계수

하였다. 결과 해석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 CFE

값을 구하였다.

% CFE = (처리군의 colony 개수 평균값/용매 대

조군의 colony 개수 평균값) * 100

3. 통계처리

통계분석은 통계프로그램(SPSS 18.0, SPSS Inc.,

USA)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

였다. 분석은 정규성을 가정하고 모수적인 일원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적용하였으며, Sheffe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는 처리군을 확인하였다. 

III. 결 과

1. 시험물질의 입자형상

8종의 나노물질의 형상을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

찰한 결과, 금나노물질의 경우 5 nm, 30 nm 입자 모

두 구형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었다(Fig. 1(A), (B)).

은나노물질은 구형과 다각형이 혼재되어 분산되어

있었지만, 금나노물질보다는 입자의 균질성이 떨어

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1(C), (D)). SWCNT는

고배율에서 전 형상을 관찰할 수 없었지만 저배율에

서는 수직배열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1(E)).

이산화규소 나노물질 20 nm와 75 nm 입자 모두 구

형의 균질한 분산상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1(F),

(G)). 산화아연 나노물질은 구형과 다각형이 혼재되

어 있었고 240 nm보다 크거나 작은 입자 모두 관찰

되어 나노입자의 균질성은 다른 나노물질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Fig. 1(H)).

2. Colony 형성능 시험을 이용한 세포독성 결과

Colony 형성능 시험을 이용하여 나노물질이 HepG2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금, 은, 이산화규

소, 산화아연 나노물질 및 SWCNT를 처리한 결과

세포와 colony의 형태학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 2는 각 처리 농도군에서 계수한 colony 개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세포 생

존률의 감소는 colony 개수의 감소로 나타났는데 은

나노물질, SWCNT 및 산화아연 나노물질은 용매 대

Fig. 1.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alysis of

AuNPs, 5 nm (A); AuNPs, 30 nm (B); AgNP, 30

nm (C); AgNP, 20 nm (D); SWCNT, 274,6 nm x

1,70 µm (E); SiO2 NPs, 20 nm (F); SiO2 NPs, 75

nm (G); ZnO NPs, 240 nm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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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number of colonies per treatment condition AuNPs, 5 nm (A); AuNPs, 30 nm (B); AgNP, 30 nm (C); AgNP,

20 nm (D); SWCNT, 274,6 nm × 1,70 µm (E); SiO2 NPs, 20 nm (F); SiO2 NPs, 75 nm (G); ZnO NPs, 240 nm (H)

and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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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colony 형성능 저하가 관

찰되었다(AuNP 30 nm는 0.11 µg/mL 이상, AuNP

20 nm는 0.27 µg/mL 이상, SWCNT는 1 µg/mL 이상,

ZnO NP는 12.3 µg/mL 이상). 또한 은나노물질

SWCNT 및 산화아연 나노물질은 농도의존적으로

colony 형성에 영향을 나타내었고 고농도의 경우 양

성 대조군과 동일하게 세포 사멸이 관찰되었다. 세

포독성이 관찰된 은나노물질, SWCNT 및 산화아연

나노물질의 용매 대조군에 대한 처리군 colony 개수,

%CFE를 산정한 결과 은나노물질은 30 nm, 20 nm

에서 각각 0.38 µg/mL, 0.27 µg/mL 이상의 농도에

서 50% 이상의 생존저하가 관찰되었고, SWCNT는

10 µg/mL, 산화아연 나노물질은 184.2 µg/mL 이상

의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50% 이상 독성영향을

보였다(Table 2).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HepG2 세포를 이용하여 금, 은, 이

산화규소, 산화아연 나노물질 및 SWCNT의 잠재적

독성을 연구하고 본 시험에 사용된 colony 형성능

시험의 적용성을 검증해 보았다. HepG2 세포는 대

부분의 독성물질 표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간세포

(간모세포종) 모델로 나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기 적합하여 사용되었다.

금나노물질에 72시간 노출된 HepG2 세포의 colony

개수를 대조군의 colony 개수와 비교해 본 결과 모

든 농도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는 노출에 사용된 5 nm와 35 nm 금나노물질 모두

공통된 결과로 나노입자의 크기에 대한 세포독성 유

발의 차이점은 없었다(Fig. 2). 

은나노물질의 경우 30 nm 크기에 노출되었을 때

0.11 µg/mL 부터 0.54 µg/mL 농도군까지 농도 의존

적으로 유의적인 colony 수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최

고 농도인 1.08 µg/mL 의 경우 양성대조군과 동일

하게 하나의 colony도 관찰되지 않았다(Fig. 2). 그

리고 20 nm 크기의 은나노물질은 0.27 µg/mL 부터

0.38 µg/mL 농도군까지 유의적인 colony 개수의 감

소가 관찰되었고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세포가 사멸

되었다. 30 nm와 20 nm 은나노물질은 각 대조군과

유의적인 상관관계에서는 차이가 보였지만, 전반적

으로 0.05 µg/mL 이상의 농도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동일한 독성 영향을 보여 두 입자간의 크

기 차에 의한 세포독성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SWCNT는 농도의존적으로 colony 형성 개수가 감

소하였고, 이산화규소 나노물질은 어떠한 영향도 관

찰되지 않았다(Fig. 2). 240 nm 크기의 산화아연 나

노물질은 12.3 µg/mL 부터 276.3 µg/mL 농도군까지

유의적인 colony 개수의 감소가 관찰되었고 그 이상

의 농도 노출군에서는 양성 대조군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은나노물질, SWCNT, 산화아연 나노물질의 노출

로 감소된 colony 개수를 % CFE로 환산할 결과

Table 2. Cytotoxicity of nanomaterials respect to control

Name Size
Concentrations

(µg/mL)

Percentage of CFE 

with respect to control 

Ag NPs

30 nm

0.01 103.0

0.05 93.5

0.11 72.3

0.16 68.5

0.27 63.5

0.38 28.6

0.54 2.6

1.08 0

20 nm

0.01 80.3

0.05 71.6

0.11 77.4

0.16 71.9

0.27 38.6

0.38 1.3

0.54 0

1.08 0

SWCNT
274,6 nm 

× 1,70 µm

1 71.9

10 45.7

100 27.5

ZnO NPs 240 nm

12.3 71.9

123.0 63.7

184.2 16.3

245.6 2.1

276.3 0.2

307.0 0

61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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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nm, 20 nm 은나노물질은 각각 0.38 µg/mL와 0.27

µg/mL 이상의 농도에서 SWCNT는 10 µg/mL와 100

µg/mL 처리군에서, 산화아연 나노물질은 184.2 µg/mL

이상의 농도 처리군에서 용매 대조군에 비해 50%

이상의 세포독성이 관찰되었다.

HMEC세포에서 35 nm 은나노입자는 0.1 µg/mL 이

상의 농도에서 세포독성을 보였는데,11) 이는 HepG2

세포에서 30 mn 은나노입자에서는 1 uM(0.11 µg/mL),

20 nm 은나노입자에서는 2.5 uM(0.27 µg/mL) 이상

의 농도에서 세포독성이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면 비

슷한 영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A549세포에서

100 µg/mL의 SWCNT가 colony 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12) HepG2 세포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1 ug/mL 의 농도에서도 영향이 관찰되었다.

De Angelis등은 사람의 대장암 세포인 Caco-2 세포

에서 산화아연 나노물질을 시험하였는데,13) 본 시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나노물질의 경우 입

자의 크기, 표면물질 등에 의해 다양한 차이가 나타

날 수 있으나, 본 시험을 통해 HepG2 세포를 이용

한 colony 형성능 시험의 재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포를 이용하여 나노물질의 영향을 관찰하는 여

러가지 in vitro 시험법이 있고 최근 이러한 시험법

의 세포독성 및 세포 생존율 결과가 동물실험의 대

체시험법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들은 MTT, XTT, Alamar blue

등을 이용하여 나노물질과 응집되는 등 상호작용이

일어나 결과의 재현성이 떨어지는 등 나노물질에 적

용하기 적합하지 않다.14) 그러나 colony 형성능 시

험은 세포 내 반응하는 염색을 사용하지 않은 시험법

으로 여러 문헌에 의해 나노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

는 데 적합하다고 보고되고 있다.15,16) EURL ECVAM

(EU Reference Laboratory for Alternatives to Animal

Testing, 유럽 동물대체시험검증센터)에서는 colony

형성능 시험을 발암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유전독

성을 밝힐 수 있으며, 기존의 유전독성에서 의양성

으로 판별되어 평가가 어려운 물질에 적용 가능하다

고 보고하여 향후 나노물질 평가 등 활용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17) Colony 형성능 시험은 단

일 세포가 colony를 형성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이다. 이 시험법은 HepG2 세포 외에 BALB/3T3,

Caco-2, A549, MDCK, HaCaT 등 배양기구 바닥에

붙어 증식하는 모든 세포에 적용할 수 있어 활용성

도 다양하다. 그리고 colony 형성능 시험은 시험방

법이 타 시험법에 비해 간단하고, colony의 모양은

시험물질에 의한 세포독성과 세포증식 저해를 구분

할 수 있다. 

따라서 OECD WPMN과 JRC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차검증시험 종료 후 표준화된 시험법이 만들어진

다면 이를 우리나라 나노물질 평가, 관리에 적용하

여 기초자료 생산 및 위해성평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해서 향후 나노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결

과와 본 시험의 결과를 잘 활용한다면 세포 내 독

성기전, 분자생물학적 종말점/표적 및 용량반응관계

를 추가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 세포독성 평가법은

나노물질의 발암성시험, 유전독성, 산화적 스트레스

시험으로 확대,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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