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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work, we evaluated the characteristics of flow field and uniformity of the nose-only exposure chambers for 
the inhalation toxicity test.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modeling was carried out to demonstrate uniformity 
of the nose-only exposure chambers. Because it is very important in the inhalation toxicity experiments that test 
materials are distributed uniformly to each holder of the chamber.
  The test was done with these 3 types of chamber with different form to develop inhalation toxicity evaluation system, 
easy-to-operate system among exposure chamber used for evaluating inhalation toxicity of environmental chemical mixtures. 
  Through CFD interpretation, nose-only exposure chamber was made with the selection of the optimal conditions. For its 
evaluation, one type of fragrance was selected and measured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each port. The gene becoming 
luminous to green fluorescence was combined with GPT-SPE, a type of tGFP vector, to be inhaled to the mouse. Based 
on this, luminous intensity was checked. As a result, total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of each port had average value 
of 3.17×106 #/cm3 and range of the highest and lowest concentration value was approximately ±4.8%. Autopsy of 
lung tissues of mouse showed that it had clearly better delivery of gen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Keywords：Environmental chemical mixtures, Inhalation toxicity, Nose-only exposure chamber, Uni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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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국민은 주택 및 직장을 포함하여 평균

적으로 하루의 70%를 실내에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Yang et al., 2009). 이처럼 실내 활동이 증가

함에 따라 생활 속에서 방향제와 탈취제 등의 사용

이 증가하고 있다(Kim et al., 2014). 방향제 및 탈취

제는 에센스 오일, 알콜류 및 살생물제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혼합되어 있으며(L. Loretz et al., 2006; 
K. Yasuda and M. Tanaka, 2006), 제품특성상 쉽게 

호흡기로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환경

성 혼합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

으며, 이러한 결과는 실내공기의 적절한 환기가 없

을 시 실내 활동을 통하여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쉽

게 흡입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M. Owen et al., 
1992; A. Afshari et al., 2005). 이와 같이 생활화학용

품의 위해성 노출 위험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

부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을 제정하여 

생활용 제품(Biocide :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

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과 살생물제(Biocide, 방충

제, 소독제, 방부제 등)에 대한 사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우리가 무심코 뿌리는 방향제의 주성분을 살펴보

면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나프탈렌, 페놀, 크

레졸, 포름알데히드 등 우리 몸을 위협하는 성분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방향제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

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Kim et 
al., 2015).

위해성평가는 유해성(독성)평가와 노출평가를 수

행하여야 하며, 독성평가는 경구, 정맥, 피부, 흡입

으로 구분되어 수행된다. 경구, 정맥, 피부를 통한 

독성평가는 많은 자료를 확보한 반면, 흡입독성 평

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은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까

지 자료가 미흡한 편이다(Jun, 2014). 흡입독성평가

를 위해서는 OECD guideline 403 등 관련 기준에 따

라 챔버 내에 Rat 또는 Mouse 등의 시험동물을 각 

홀더(holder)에 삽입하여 일정기간 흡입을 유도하여 

평가를 진행하는데(OECD TG 403, 2009), 노출방식

에 따라 전신노출방식과 비부노출방식으로 구분된

다. 기존의 독성평가를 위한 발생장치, 노출챔버 등

의 장치는 크기가 매우 커서 노출방식을 다양하게 

운전하기가 불가능하여 복합물질에 대하여 평가하

기가 어려웠다. 전신노출 방식은 고가의 비용소모 

및 호흡기 뿐만 아니라 피부에 노출됨에 따라 다중 

경로에 의한 노출이 변수가 된다. 그러나 비부노출

방식은 순수 호흡기 이외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어(Phalen RF, 1997; Phalen RF, 2008) 
흡입독성평가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Ostraat ML. et 
al.,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부노출방식에 사용되는 기

존 노출챔버의 소형화 및 사용자 조작이 간편하고 

컴팩트한 노출챔버를 개발하기 위해 챔버 내부로 

유입되는 물질이 홀더의 각 포트로 균일하게 분포

되는지 확인하고자 형상이 다른 3종류의 노출챔버

의 유동흐름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노출챔버 형상에 

따른 각 홀더의 포트별 속도분포 경향을 비교분석

하였다.
유동흐름 해석을 통해 최적의 조건으로 선정된 

비부노출챔버를 제작하여 세부적인 효율평가를 위

해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 방향제 1종을 선정하여 각 

포트에서 입경분포를 측정하였으며, 녹색형광(green 
fluorescence)에 발광하는 유전자를 유전자전달체

(tGFP vector)를 GPT-SPE에 결합시켜 쥐의 흡입을 

통해 각각 폐조직의 발광정도를 확인하여 챔버의 

효율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유동흐름 해석에 의한 노출챔버 평가

기존 노출챔버의 소형화 및 사용자 조작이 간편

한 비부노출챔버를 개발하기 위해 노출챔버의 주요 

형상에 따른 유동해석을 진행하였다. 대상 노출챔버

는 총 3종류로써 유동해석 결과를 통해 최적의 구조

로 선정된 노출챔버의 제작하기 위해 각 노출챔버

별로 주입유량에 따른 속도분포(uniformity) 및 유속

의 균일 주입경향을 파악하였다. 표 1에 유동흐름 

해석에 사용될 노출챔버의 사양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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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챔버 A의 경우 챔버내 유량 분배방식이 다층

형으로써 현재 흡입독성평가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형상을 기준하여 6단 구성에 각단의 포트를 6개씩 

구성하여 총 포트수를 36개로 설정하였다. 노출챔버 

B는 유동흐름의 안정화를 위해 단층형으로 구성하

였으며, 암수 각 10마리씩 기준하여 총 포트수를 20
개로 설정하였다. 노출챔버 C는 컴팩트한 구성을 위

해 암수 각 5마리씩 기준으로 총 포트수를 10개로 

설정하였으며 노출챔버 B와 마찬가지로 유동흐름의 

안정화를 위해 단층형으로 구성하였고, 별도로 배출

포트에 확관을 적용하여 유동흐름의 확산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노출챔버의 형상 및 규

격이 다른 조건을 고려하여 비부노출챔버의 유동해

석을 통한 농도 분포 및 유속의 균일 주입 경향의 

파악을 통해 최적화된 비부노출챔버를 선정하여 제

작에 반영하였다.

비부노출챔버의 유동해석을 진행하기 위한 주요 

조건을 표 2에 나타내었다. 주입유량은 각 포트별로 

1.0 L/min이 주입되는 조건으로 설정하였고 총 주입

유량은 노출챔버의 전체 포트 개수별로 주입유량이 

결정된다. 

Specification Chamber A Chamber B Chamber C

Total flow rate(L/min) 36 20 10

Port flow rate(L/min) 1 1 1

Table 2. Condition of the simulation

주입물질은 Air로 하였으며, 배출부는 pressure 
outlet 조건이며 압력은 -0.04 kg/cm2, 온도는 22 ℃ 

조건으로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비부노출시험의 

경우 호흡구역 주변에 시험물질이 충분히 공급하기 

때문에 유동해석에서 동물의 호흡에 의한 유동은 

Specification Chamber A Chamber B Chamber C

Type of chamber Multi layer Single layer Single layer

Number of layer 6 1 1

Diameter of inner chamber(mm) 80 350 130

Height of inner chamber(mm) 800 70 50

Number of port(ea) 36 20 10

Diameter of port(mm) 10 10 25

Length of port(mm) 25 10 20

Flow direction Top→Bottom Bottom→Top Top→Bottom

Pictures

Table 1. Specifications of nose-only exposure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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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였다. 유동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olidworks 
flow simulation 2013(Solidworks 2013, Dassault 
Systèmes SolidWorks Corp., 미국)으로 열전달 및 다

양한 유형의 유체, 유동해석이 가능하다.

2.2 노출챔버의 각 포트별 입경분포 측정

흡입독성평가를 위해 제작된 노출챔버의 균일성

을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액상 방향제

(페브리즈, 한국피엔지, 한국)를 노출챔버 내부로 주

입하여 각 포트의 입경분포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실험장치 구성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주요 시스

템의 구성은 컴프레셔, 입자발생장치, Diffusion dryer, 
혼합챔버, 중화기, 희석기, 비부노출챔버, 입자측정 

관리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측정 방법

은 입자발생부에서 보내진 입자는 Diffusion Dryer를 

지나면서 제습되어 residue입자들만 남아 혼합챔버

로 보내진 후, 챔버 내부의 노즐을 통과하여 중화기

를 거쳐 비부노출챔버로 유입되어 각 포트를 거친 

후 희석기에서 희석되어 DMA(Differential Mobility 
Analyzer)와 CPC(Condensation Particle Counter)로 구

성된 SMPS(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 TSI Inc., 
(DMA 3081, TSI Inc., 미국), (CPC 3010, TSI Inc., 미
국))로 흘러들어가 입자를 계수하는 과정으로 구성

되어 있다. 현재 이 시스템의 측정가능한 입자의 개

수농도는 10,000 #/cm3 이하이고, 이 시스템의 측정 

가능한 최소 입경은 약 10 nm 이다.

유량은 4.0 L/min으로 Atomizer(Model 108, Greensolus 
Co., Ltd., 한국)에 주입하여 액상 방향제의 입자를 

발생시켰다. 액상 방향제의 원액으로 입자를 발생시

켜 SMPS(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 TSI Inc., 
미국)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더니 장비의 측정한계치

인 10,000 #/cm3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데이터의 정

확성을 위하여 Diluter(Model DI-120, HCT Co, Ltd, 
한국)를 통해 1,000배 정도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정확한 입경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포트별

로 동일조건에서 3회 이상 측정하였다. 노출챔버의 

포트에서 빠져나온 입자는 전기적 이동도를 이용해 

크기별로 분리하는 DMA(Differential Mobility 
Analyzer)와 CPC(Condensation Particle Counter)로 구

성된 SMPS(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 TSI Inc., 
미국)를 이용하여 입경 분포를 측정 분석하였다.

2.3 유전자 전달체에 의한 노출챔버 평가 

C57BL/6 마우스에 녹색형광을 발광하는 tGFP 유

전자를 GPT-SPE 유전자 전달체를 이용하여 본 비부

노출챔버를 이용하여 전달효율을 측정하였다. GPT- 
SPE는 기존의 정립된 과정을 통하여 합성하였다

(Jiang et al., 2011; Luu et al., 2012). GPT-SPE는 유전

자전달체로서 선행연구로 유전자 전달체로서의 효

능이 입증되었다. GPT-SPE와 녹색형광을 나타내는 

tGFP와 결합하여 C57BL/6 마우스에 전달하게 되면, 
그 효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Fig. 1. Experimental setup to evaluate the nose-only exposure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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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농도는 GPT-SPE의 NP ratio는 10, tGFP농도 

50㎍으로 GPT-SPE+tGFP 복합체를 형성하였다. 위

의 GPT-SPE/DNA complex는 Jiang et al. (2011) 방법

에 따라 합성되었다. 
형성된 복합체를 본 비부노출챔버를 이용하여 대

조군과 비부노출군, 각 4마리의 C57BL/6 마우스에 

하루 30분, 주 2회, 4주간 흡입노출을 시행하였다. 4
주간 노출을 시행 후 48시간 이내 부검을 시행하여 

폐 조직을 얻었다. 부검을 통해 얻은 폐 조직은 4% 
paraformaldehyde에 24시간동안 담그고, 이후 10, 20, 
30% sucrose에 순서대로 24시간씩 조직을 보관한다. 
보관된 조직은 OCT용액(FCS 22, Leica)을 이용하여 

cyro-embbeding을 하여, 10㎛의 두께로 cyrosection을 

하여 슬라이드에 옮긴다. 샘플 슬라이드를 커버글라

스를 이용하여 mounting 한 후에 형광 현미경 

(Eclipse Ti-s; Nikon, Melville, NY)을 이용하여 녹색 

형광의 발광정도를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동흐름 해석 결과

노출챔버 A의 XY 단면 분포를 각 단별로 그림 2
에 나타내었다. 총 6단에서 비교적 균일하게 농도 

분포가 형성되었으나, 각 포트로 유입되는 유속은 

최대 0.482 m/sec에서 최소 0.138 m/sec으로 유속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속도분포가 균일

하게 형성되더라도 유속에 의한 차이로 인해 독성

물질의 흡입량의 차이가 점차 발생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다층형은 여러 개체의 동물을 동시에 

시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입시간 대비 동일

량의 물질을 각 포트에 공급하는 것은 정확성이 다

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출챔버 B의 XY 단면 분포를 그림 3에 나타내

었다. 노출챔버 A에 비해 전체 포트에서 균일한 속

도분포를 나타내었다. 포트 전체에서 약 0.14 m/sec
의 유속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전체적으로 안정된 경

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일부 포트에서 유속의 쏠

림현상이 발생되어 포트수를 증가하여 다수 개체를 

테스트하는 것보다 독성평가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적절한 포트수의 설정 및 원활한 유속흐름을 위하

여 포트의 형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입부가 하단에 위치해 있어 입자상 물질의 테스

트시 중력에 의한 문제로 각 포트별로 분산 유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입부 위치의 변경 등 일부 

사양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포

트를 단층으로 구성하여 노출챔버 A에 비해 안정적

인 속도분포 및 유속흐름 경향을 나타내었다.

(a) 1 Layer (b) 2 Layer

Fig. 2. XY cross-sectional distribution of the exposure chamb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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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locity [m/sec]
Fig. 3. XY cross-sectional distribution of the 

exposure chamber B.

노출챔버 C의 XY 단면 분포를 그림 4에 나타내

었다. 원활한 유속흐름의 향상을 위해 다른 2종류의 

챔버에 비해 가장 적은 포트수(10개)로 구성하였으

며 시험대상동물에 유입되는 농도의 확산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배출포트 끝에 확관을 적용하였다. 
유동해석 결과 포트 전체에서 약 0.1 m/sec의 유

속분포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2종류의 노출챔버에 

비해 각 포트에서 가장 안정적인 속도분포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챔버 내부 및 각 포트의 확관에서

도 전체적으로 균일한 속도분포를 나타내어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판단하였다. 유동해석을 통한 농도 

분포 결과를 바탕으로 노출챔버 C를 테스트 챔버로 

선정하여 제작하였으며, 액상 방향제 주입을 통해 

제작된 노출챔버의 각 포트별 입경분포 특성을 확

인하였다.

(c) 3 Layer (d) 4 Layer

(e) 5 Layer (f) 6 Layer

Fig. 2. XY cross-sectional distribution of the exposure chamb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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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locity [m/sec]

Fig. 4. XY cross-sectional distribution of the 
exposure chamber C.

3.2 각 포트별 입경분포 특성

유동흐름 해석 결과를 통해 제작한 노출챔버 C에 

액상 방향제(페브리즈, 한국피엔지, 한국)를 주입하

여 입경분포 변화경향을 살펴보았다. SMPS를 이용

하여 각 포트별 입경분포 변화를 알아본 결과 그림 

5와 같이 각 포트마다 대체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에 각 포트의 기하평

균입경(GMD ; Geometric Mean Diameter)과 총입자

개수농도의 변화경향을 나타내었다. 각 포트의 기하

평균입경은 약 45.5 nm로 측정되었으며, 총입자개수

농도 평균값은 3.17×106 #/cm3로 각 포트별 최고 농

도값과 최저 농도값의 범위는 약 ±4.8% 이내로 전

체적으로 안정된 농도 분배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5. Particle size distribution at each port.

Fig. 6. Geometric mean diameter and total number 
concentration of particle at each port.

3.3 유전자 전달체에 의한 노출챔버의 효율평가 

녹색 형광을 발광하는 유전자를 쥐의 폐에 흡입 

노출시켜 노출챔버의 효율을 평가하였다. C57BL/6 
마우스를 각 군별로 4마리씩 사용하여, 비부노출군

의 폐 조직에서 녹색 형광물질을 노출챔버 C를 이

용하여 비부노출시켜 전달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수증기를 노출하였고, 비부노출군은 

유전자 전달체인 GPT-SPE를 이용하여 tGFP(녹색형

광 유전자)와 복합체를 이루어 제작된 노출챔버를 

이용하여 흡입 노출을 하였다. GPT-SPE는 DNA와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하여 폐에 특이적이고, 생체 

내 독성이 적은 유전자전달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GPT-SPE를 이용하여 tGFP와 복합체를 형성하여 

폐 특이적으로 비부노출을 시행하고, 그 결과 그림 7과 

같이 비부노출처리군의 폐 조직에서 대조군과 달리 녹

색 형광물질이 발광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녹색형광 

유전자를 이용하여 노출챔버의 전달효율을 평가한 결

과 전달효율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Fig. 7. GFP delivery efficiency in mice tested with 
the nose-only exposure chambe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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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환경성 유해물질의 흡입독성평가 

중 비부노출방식에 사용되는 기존 노출챔버의 소형

화 및 사용자 조작이 간편하고 컴팩트한 챔버를 개

발하기 위해 비부노출챔버의 형상별로 유동흐름 해

석을 통해 가장 안정적인 분포경향을 가진 챔버를 

선정하여 제작하였으며, 이를 성능평가하기 위해 시

중에서 유통되는 액상 방향제 1종을 선택하여 각 포

트별 입경분포를 측정하였다. 또한 녹색형광에 발광

하는 유전자를 유전자전달체인 GPT-SPE에 결합시

켜 실제 쥐의 흡입을 통해 각각 폐조직의 발광정도를 

확인하여 노출챔버의 균일농도 분배경향을 확인하였다.
XY 단면 농도 분포 결과 노출챔버 C의 형상이 다

른 2종류의 노출챔버에 비해 포트 전체에서 평균 

0.1 m/sec의 유속분포로 가장 안정적인 속도분포 경

향을 나타내어 노출챔버 C의 형상으로 비부노출챔

버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노출챔버에 액상 방향제를 주입한 결과 

각 포트마다 대체적으로 균일하게 입자가 분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포트의 총입자개수농도 

평균값은 3.17×106 #/cm3이고 각 포트별 최고와 최저 

농도값의 범위는 약 ±4.8% 이내로 유동흐름 해석을 

통해 제작된 노출챔버가 입경분포 측정에서도 대체

적으로 균일한 입경분포 변화를 나타냈으며, 총입자

개수농도의 오차변화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 형광을 띄는 유전자인 tGFP를 유전자전달체

인 GPT-SPE와 복합체를 이루어 제작된 노출챔버를 

이용하여 쥐의 비부에 흡입 노출시키고, 폐 조직을 

얻어 녹색 형광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에 비

하여 비부 노출군의 폐 조직에서 녹색 형광의 발광

이 확연히 증가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제작된 

노출챔버의 유전자 효율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노출챔버의 균일한 유량배분 및 

입자발생 농도 등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흡입독성평가시스템의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단일물질이 아닌 입자상, 가스상, 액체상 등 혼합물

질의 흡입독성 평가 시 노출챔버로 유입되는 다양

한 물성의 특성을 고려한 챔버개발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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