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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CNT 및 MWCNT의 기관내 점적주입 후 폐 계면활성제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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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Carbon nanotubes (CNTs) are next-generation industrial nanoparticles which possess excellent

mechanical strength along with good thermal conductivity and electric properties. Given these characteristics,

carbon nanotubes are being widely applie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However,

concerns have been raised over hazardous properties due to their similar fiber shape to asbestos.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CNTs pose potential hazards which may cause fibrosis and/or lung inflammation similarly to asbestos. 

Methods: After intratracheal instillation of SWCNTs and MWCNTs to rats, pulmonary surfactant (PS) of the

SWCNTs and MWCNTs was measured and analyzed using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collected from the lung.

After a single intratracheal instillation of SWCNTs and MWCNTs, phospholipid predominantly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hile proteins exhibited a significant increase both three days

and one week after instillation. 

Results: As a result of surface tension, MWCNTs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three days after treatment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n the case of the total cell number three days after instillation, MWCNTs

revealed a temporarily significant increase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or PMN number,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SWCNTs displayed a significant increase throughout the observation period,

while MWCNTs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three days and three months after treatment.  

Conclusions: After exposure to CNTs, the total cell number and PNT number, which indicate inflammatory

respons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fiber–shaped CNTs may have a harmful

effect on the lu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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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카본나노튜브(CNT: Carbon Nanotube)는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며, 뛰어난 열 전도성 및 전기적 성질

을 가지는1) 차세대 공업용 나노입자로서, 현재 연구

및 개발분야 등 여러 곳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CNT

는 탄소에 의해 만들어진 그라핀시트(Graphene

Sheets)에 따라 그 종류가 분류되어지는데, 하나의

그라핀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경이 보통 0.5-3

nm인 것을 단층 카본나노튜브(Single-walled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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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tube, SWCNT), 2개 이상 복수의 그라핀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경이 10 nm 이상인 것을 다층 카

본나노튜브(Multi-walled Carbon Nanotube, MWCNT)

라고 한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CNT는 2차

전지 및 고분자 복합소재, 금속 복합소재, 바이오-의

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이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 용도에서는 이미 상업화 초기단계에 들어서고

있다.2) CNT는 차세대의 대표적인 신소재로서 주목

을 받고 있지만, 석면과 같은 섬유형상을 가지고 있

어 그에 수반되는 유해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In vivo 연구에서는 CNT는 석면으로 인

한 영향과 마찬가지로 섬유화나 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3-8)

Lam et al.(2004)은 3 종류의 SWCNT를 기관지에

단회 투여하여 폐 독성을 연구하였는데, 정제여부와

상관없이 염증반응과 육아종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

였다.9) Guang et al.(2005)은 SWCNT, MWCNT 및

Fullerene를 투여한 후 기니피그의 폐 대식세포를 이

용하여 세포독성을 비교하였는데, Fullerene은 세포

독성이 없었지만, SWCNT가 MWCNT보다 독성이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SWCNT는 MWCNT

보다 적은 양에서 대식세포의 탐식작용을 감소시켰

다고 보고하였다.10)

일본에서는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프로젝트를

통해 SWCNT 및 MWCNT를 가지고 흡입/기관내

점적주입 실험을 실시한 연구결과가 있으며,11)

Kobayashi et al.(2010) 및 Morimoto et al.(2011)에

의한 생물학적 연구결과에서도 잠재적인 유해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12,13)

폐 독성 바이오마커14)로서 이용되어지는 폐 계면

활성제는 인지질 90%, 단백질 10%로 구성되어 있

으며, 주로 II형 폐포 상피세포에서 합성되어진다. 그

기능으로서는 폐포의 공기-액체 경계면에서 표면장

력을 조절하여 폐포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5)

본 연구에서는 생성법에 따라 나누어진 CNT가 폐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SWCNT

및 MWCNT를 랫드에 기관내 점적주입 후, 폐로부

터 채취한 기관지폐포세정액(Bronchoalveolar lavage

fluid, BALF)를 이용하여, 폐 계면활성제를 측정·분

석해 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실험동물(Animals)

Wistar계 실험용 랫드(8 week old, male)는 Kyudo

Co. Ltd.(Kumamoto, Japan)로부터 구입하여, 일본

산업의과대학 동물센터에서 1주 순화기간을 거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의 취급 및 과정은 일

본 실험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규정(Japanese

Table 1. Chracterization of single-walled carbon nanotube and multi-walled carbon nanotube (see Nakanishi, 2011)

Characteristic
Value

Measuring method
SWCNT MWCNT 

Bulk

 Diametera 1.8 nm(1.2) 44 nm(1.3)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observation

 BET surface areab 878 m2/g 69±37 m2/g N2 adsorption method

 D/G ratio 0.019 0.078 Raman spectroscopy analysis

 Metal content Spectrometry(ICP-MS) analysis

Rb: 56 ppm Li: 5 ppm

Zn: 22 ppm Al: 80 ppm

Cu: 10 ppm Ca: 176 ppm

Fe: 43,650 ppm Fe: 53 ppm

Dispersed CNT in suspension

 Diameter 44 nm(1.6) 48 nm(1.1)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observation

 Length 0.69 µm(2.1) 0.94 µm(2.3)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observation
aValues are expressed as geometric mean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GSD)
b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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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의 법률에 의거 일본 산업의과대학의 동물실험관리

규정에 따라 동물센터에서 실시하였다. 

2. 재료(Materials)

실험에 사용된 SWCNT와 MWCNT (Nikkiso Co.,

Ltd, Tokyo, Japan)는 모두 CVD (Catalytic chemical

Vapor Deposition) 방법에 의해 합성되어진 것을 사

용하였다. 

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SWCNT의 직경은 1.8 nm였

으며, MWCNT의 직경은 44 nm였다. 비표면적 분석

을 실시한 결과 SWCNT는 878 m2/g이었으며, MWCNT

는 69±37 m2/g으로 나타났다. ICP-MS(Inductively

coupledplasma-mass spectrometry) 분석을 통해 각각

의 금속 불순물을 관찰한 결과, SWCNT는 Rb(56

ppm), Zn(22 ppm), Cu(10 ppm) 및 Fe(43650 ppm)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MWCNT의 경우 Li(5 ppm),

Al(80 ppm), Ca(176 ppm) 및 Fe(53 ppm)이 함유되

어 있었다(Table 1). 

3. 기관내 점적주입(Intratracheal instillation)

대조군은 Triton X-100용액 0.4 ml를 사용하였다.

투여군으로서는 SWCNT 및 MWCNT를 각각 0.2

mg(0.66 mg/kg)으로 하여 Triton X-100용액에 희석

시켜 1회 기관내 점적주입하였으며, 점적주입 후 3

일, 7일, 1개월, 3개월 시점으로 각 군 5마리씩 해

부하였다. 해부시 랫드의 폐를 척출하여 왼쪽 폐에

는 집게로 고정한 후 기관지를 통해 생리식염수를

주입, 흡인하는 방법으로 오른쪽 폐로부터 50 ml의

BALF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BALF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1500 rpm, 10 min) 상층액만 뽑아 PMN

(polymorphonu clear neutrophil leukocytes) 및 폐 계

면활성제를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PMN 측정은

Cytospin(1300 rpm, 5 min)을 이용하여 슬라이드에

도말하고 H&E(Hematoxylin and Eosin)염색 후 현

미경(×20 배율)으로 관찰하였다. 

4. 폐 계면활성제(Pulmonary surfactant) 

1) 인지질(Phospholipid)

폐 계면활성제의 인지질은 주로 Phosphatidycholines

(PC)과 Phosphatidyl glycerols(PG)로 구성되어 있으

며 계면활성 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

석측정은 효소분석법으로, BALF 50 µl를 각 plate에

분주한 후 NESCAUTO PL Kit-K(Alfresa Pharma

Corporation, Tokyo, Japan)를 사용하여 37oC에서 5분

간 발색시켰다. 그 후 Spectrophotometer(Spectramax

Plus 384;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를 이

용하여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 총 단백질(Total protein)

단백질은 SP-A,B,C,D가 있으며, 계면활성제의 생

산, 분비, 흡수 및 폐포의 방어에 관계되는 물질이

다. 분석측정은 Bradford 방법으로, BALF 10 µl를

각 plate에 분주한 후 Bovine Serum Albumin(BSA)

(Thermo Scientific, Waltham, MA)를 사용하여 실온

에서 5분간 발색시켰다. 그 후 Spectrophotometer

(Spectramax Plus 384;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를 이용하여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 표면장력(Surface tension)

표면장력은 du Nouy ring법으로, 1.8 mL의 BALF

와 생리식염수를 1:9 비율로 Petri dish에서 희석한

후 du Nouy surfactometer(Taihei Rikakogy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면장력의 보정계수

는 측정하는 시간의 생리식염수 표면장력으로 설정

하였다(20oC, 72 mN/m). 이는 시료의 표면장력을 정

확히 측정하기 위해 같은 시간 같은 온도에서 실시

한 것이다. 

Fig. 1. Flow chart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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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처리(Statistical analysis)

SPSS(ver.1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ann-Whiteney

로 통계처리 하였으며, p<0.05를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III. 결 과

Choi(2015)에 따르면 폐 계면활성제는 흡기시에 폐

가 팽창되어 표면장력이 커지고, 반대로 호기시에는

폐가 수축되어 표면장력이 작아지게 되는데, 호기 말

에도 폐포가 허탈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부

분의 용적을 유지하는 평형 표면 장력이 가장 중요

한 작용기전이 된다고 한다.16) 하지만 폐 계면활성

제의 단백질 없이는 이러한 작용이 효과적으로 일어

나지 않는다. 단백질은 정상 폐기능을 유지하는데 필

수적이며 기관지의 안정이나 숙주의 타고난 면역반

응 및 염증반응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17)

이와 같은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폐에

염증반응이 생겼을 경우 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폐 계면활성제의 성분인 인지질 및 단백질이 상승하

며, 표면장력은 저하된다. 

Fig. 2는 SWCNT 및 MWCNT를 기관내 점적투

여한 후, 경과되는 각 시점에서의 폐 계면활성제를

분석하여 인지질 및 단백질의 농도(µg/ml)와 표면장

Fig. 2. Pulmonary surfactant in BALF after intratracheal

instillation of SWCNT and MWCNT. A: Phospho-

lipid concentration, B: Total protein concentration,

C: Surface tension. Each column and bar repre-

sent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five rats.

An asterisk(*) indicat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p<0.05 compared to each negative

control group; double asterisk(**) of p<0.01 com-

pared to each negative control group.

Fig. 3. Analysis of BALF after intratracheal instillation of

SWCNT and MWCNT. A: Total cell, B: PMN.

Each column and bar represent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of five rats. An asterisk(*)

indicat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p<0.05 compared to each negative control group;

double asterisk(**) of p<0.01 compared to each

negativ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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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mN/m)의 변화를 대조군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인지질의 경우(A) 각 시점의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SWCNT는 점적주입후 3일, 1주일, 1개월, MWCNT

는 점적주입후 3일, 1개월, 3개월에서 유의한 증가

를 보였다. 단백질의 경우(B) SWCNT는 점적주입

후 3일, 1주일, MWCNT는 점적주입후 3일에서만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표면장력을 측정한 결과(C)

각 시점의 대조군과 비교하여 MWCNT에서만 점적

후 3일 경과되는 시점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Fig. 3은 SWCNT 및 MWCNT를 점적주입 한 후,

폐로부터 채취한 BALF속의 총세포수(cells/µl)와

PMN수(cells/µl)의 변화를 각 시점의 대조군과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총세포수는(A) 점적주입후 3일 경

과되는 시점에서 MWCNT에서만 대조군과 비교하

여 일시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염증이 생겼

을 경우 바로 반응을 보이는 PMN은 SWCNT의 경

우 각 시점의 대조군과 비교하여 전 관찰기간 유의

한 증가를 보였으며, MWCNT는 점적주입후 3일 및

3개월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SWCNT와

MWCNT간 비교하였을 때 총세포수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MN수에서는

SWNCT가 MWCNT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SWCNT 및 MWCNT를 점적주입 후, 관찰기간동

안의 PMN 변화를 광학현미경으로 살펴보았다(Fig.

4). 두 CNT를 주입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A). SWCNT 점적주입 후 3

일째에는 PMN이 많이 관찰되었으며, Macrophage

주위로 CNT가 분포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 3개월 후 PMN 수는 많이 감소되었으나 SWCNT

는 Macrophage에 의해 점차 섭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C). 한편 MWCNT 점적주입 후 3일째

PMN수는 SWCNT에 비해 염증이 많이 발생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D), 3개월 후 Macrophage에

의해 섭식되어졌다(E).

IV. 고 찰

신규 공업용 나노입자인 CNT는 우수한 강도, 뛰

어난 열 전도성 및 전기적 성질을 가지는 차세대의

Fig. 4. Observation of cells in the BALF and uptake of CNT by macrophage. A: Alveolar macrophage of negative control,

B: 3 day after intratracheal instillation of SWCNT (White arrow: PMN, Gray arrow: SWCNT), C: 3 month after

intratracheal instillation of SWCNT(Gray arrow: SWCNT), D: 3 day after intratracheal instillation of MWCNT

(White arrow: PMN, Black arrow: MWCNT), E: 3 month after intratracheal instillation of MWCNT(Black arrow:

MWC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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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신소재로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석면과 같

은 섬유형상을 가지고 있어 그에 수반되는 유해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

근 여러 연구에서 CNT는 석면으로 인한 영향과 마

찬가지로 섬유화나 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

적인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Shvedova et

al.(2005)은 정제된 CNT(0,10,20,40 µg/mouse)를 마

우스에 주입한 후 채취한 BALF를 분석한 결과, 1

일째 호중구수가 증가하였으며, 폐 조직에서는 급성

염증반응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또한 60일 후에는

섬유화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한다. 세포독성 지표인

BALF에서 LDH(Lactate dehydrogenase) 증가, 산화

스트레스 표적마크인 HNE(4-hydroxy-trans-2-nonenal)

생성, 글루타티온의 감소가 용량-의존성 반응을 보

였다.18) Li et al.(2007)에 따르면 CNT는 기관지 세

포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손상시킴으로써, 유전독

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유전독성

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폐에 유발되는 염증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19) 

In vivo 실험에서는 CNT를 세포에 주입한 결과,

노출량과 비례하여 유전독성 현상이 관찰되는 용량

-반응 관계가 나타났다.20) 발암성 연구결과, 활성산

소 증가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 육아종, 섬

유종이 동시에 발현됨으로써, 잠재적 발암성이 있음

이 발견되었다. 장기적인 섬유증은 암세포와 관련이

있으며, CNT가 잠재적 발암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21)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CNT에 의한 유해성이 존

재하며 흡입시 폐에 염증이나 섬유화 같은 반응들이

생성이 되어 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NT의 생성법에 따라 만들어진 SWCNT

와 MWCNT를 실험용 동물에 단회 기관내 점적주

입한 후 채취한 BALF로부터 폐 계면활성제를 분석

하여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기관내 점

적주입실험은 시험물질을 폐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

으로 흡입실험과 비교하여 비교적 저비용으로 수행

할 수 있으며, 투여량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투여

량-반응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2)

폐로부터 추출한 BALF는 폐 염증에 관해서 관찰

할 수 있는 물질로, 폐포에 존재하는 세포의 구성이

나 단백질 등을 검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주 사용

된 폐 계면활성제는 인지질이 90%로 차지하고 있으

며 주로 Phosphatidycholines과 Phosphatidyl glycerol

로 구성되어 있는 폐 계면활성제의 가장 기본적이고

폐의 허탈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며, 또

다른 성분인 단백질은 10% 정도의 구성비로 존재하

며 폐포의 허탈을 막는 방어에 관계되는 물질이다.

V. 결 론

BALF로부터 폐 계면활성제를 분석한 결과, 대조

군과 비교하여 인지질에서는 전 관찰기간 유의한 상

승을 보였으며, 단백질에서는 점적주입후 3일 및 7

일 경과되는 시점에서 유의한 상승을 보였다. 표면

장력은 점적주입후 3일째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이

러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CNT가 폐에 염증반응을 일

으킬 수 있는 물질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총 세포수

및 염증반응을 나타내는 PMN수의 유의한 증가 등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근거로 섬유형상의 모양을 가

지는 CNT는 인체에 유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References

1. Maynard AD. Nanotechnology: the next big thing,

or much ado about nothing?. Ann Occup Hyg.

2007; 51: 1-12.

2. Oh KH, and Lee HS. Standardization trends and

technologies for carbon nanotubes. JIES. 2009;

12(4): 20-25.

3. Aiso S, Yamazaki K, Umeda Y, Asakura M, Kasai

T, Takaya T, et al. Pulmonary toxicity of intratra-

cheally instilled multiwall carbon nanotubes in male

Fischer 344 rats. Ind Health. 2010; 48: 783-95.

4. DeLorme MP, Muro Y, Toshihiro Arai T, Banas

DA, Frame SR, Reed KL, et al. Ninety-day inhala-

tion toxicity study with a vapor grown carbon nano-

fiber in rats. Toxicol Sci. 2012; 128: 449-60.

5. Ma-Hock, Treumann S, Strauss V, Brill S, Luizi F,

Mertler, et al. Inhalation toxicity of multi-wall car-

bon nanotubes in rats exposed for three month. Tox-

icol Sci. 2009; 112: 468-81.

6. Mitchell LA, Gao J, Wal RV, Giqliotti A, Burchiel

SW, McDonald JD. Pulmonary and systemic immune

response to inhaled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Toxicol Sci. 2007; 100: 203-14.

7. Muller J, Delos M, Panin N, Rabolli V, Huaux F,

Lison D. Absence of carcinogenic response to mul-



SWCNT 및 MWCNT의 기관내 점적주입 후 폐 계면활성제의 분석 279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7; 43(4): 273-279

tiwall carbon nanotubes in a 2-year bioassay in the

peritoneal cavity of the rat. Toxicol Sci. 2009; 110:

442.8.

8. Pauluhn J. Subchronic 13week inhalation exposure

of rats to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toxic effects

are determined by density of agglomerate struc-

tures, not fibrillar structures. Toxicol Sci. 2010; 113:

226.42.

9. Lam CW, James JT, McCluskey R, Hunter RL. Pul-

monary toxicity of single-wall carbon nanotubes in

mice 7 and 90days after intratracheal instillation.

Toxicol Sci. 2004; 77(1): 126-34.

10. Guang Jia, Haifang Wang, Lei Yan, Xiang Wang,

Rongjuan Pei, Tao Yan, et al. Cytotoxicity of car-

bon nanomaterials: Single-wall nanotube, multi-wall

nanotube, and fullerene. Environ Sci Technol. 2005;

39(5): 1378-83.

11. Nakanishi J. Risk assessment of manufactured

nanomaterials: Approaches- overview of approaches

and results. Final report issued on August 17, NEDO

Project (P06041)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anoparticle characterization methods’ 2011.

12. Kobayashi N, Naya M, Ema M, Endoh S, Maru J,

Mizuno K, et al. Biological response and morpho-

logical assessment of individually dispersed multi-

wall carbon nanotubes in the lung after intratra-

cheal instillation in rats. Toxicology. 2010; 276:

143.53.

13. Morimoto Y, Hirohashi M, Ogami A, Oyabu T,

Myojo T, Todoroki M, et al. Pulmonary toxicity of

well-dispersed multi-wall carbon nanotubes follow-

ing inhalation and intratracheal instillation. Nano-

toxicology. 2011; 6: 587.99.

14. Schleh C, Hohlfeld JM. Interaction of nanoparticles

with the pulmonary surfactant system. Inhal Toxi-

col. 2009; 21: 97.103.

15. Kadoya C, Ogami A, Morimoto Y, Myojo T, Oyabu

T, Nishi K, et al. Analysis of bronchoalveolar lavage

fluid adhering to lung surfactant. Ind Health. 2012;

50: 31.6.

16. Choi YS. The use of artificial pulmonary surfactant

in neonatal respiratory distress. J Korean Med Assoc.

2015;5 8(4): 330-335. 

17. Na JO, Oh MH, Choi JS, Seo KH, Kim YH. Asso-

ciation between the human surfactant protein-A(SP-

A) gene locus an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esea in korean population. Tuberc Respir Dis.

2006; 60(6): 638-644.

18. Shvedova AA, Kisin ER, Mercer R, Murray AR,

Johnson VJ, Potapovich AI, et al. Unusual inflam-

matory and fibrogenic pulmonary responses to sin-

gle walled carbon nanotubes in mice. Am J Physiol

Lung Cell Mol Physiol. 2005; 289: 698-708.

19. Li JG, Li WX, Xu JY, Cai XQ, Liu RL, Li YJ, et

al. Comparative study of pathological lesions induced

by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in lungs of mice

by intratracheal instillation and inhalation. Environ

Toxicol. 2007; 22(4): 415-421. 

20. Cunningham, MJ. Gene-cellular interactions of

nanomaterials: genotoxicity to genomics in Nano-

toxicoloy-Characterization, Dosing and Health Effects

(Monteiro-Riviere NA Tran CL., eds.). New York,

Informa healthcare. 2007: 173-196.

21. Muller J, Decordier I, Hoet PH, Lombaert N, Thom-

assen L, Huaux F, et al. Clastogenic and aneugenic

effects of multi-wall carbon nanotubes in epithelial

cells. Carcinogenesis. 2008; 29: 427-433.

22. Tanaka Isamu. Evaluating Risks associated with

Manufactured Nanomaterials. Developing Toxicity

Evaluating Methods by the Inhalation Exposure.

2006-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