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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칼슘의 성/아 성 안 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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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data on the safety-in-use of nano calcium as a dietary supplement 
by assessing its acute and subacute oral toxicities in female and male Sprague-Dawley rats. A single oral dose of 
5,000 mg/kg of nano calcium did not result in mortality or significant changes in the general behavior and gross 
appearance of the internal organs of rats. For subacute toxicity study, nano calcium was administered orally at a 
dose of 1,000 mg/kg daily for 14 day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organ weights between control and 
treated groups of both sexes. Hematological analysis and blood chemistry revealed no toxic effects of nano calcium. 
Pathologically, neither gross abnormalities nor histopathological changes were observed. These results show that nano 
calcium possesses very low toxicity as indicated in a ra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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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짐에 따라 골다공증과 같은 칼슘 대사 관련 질병의 

완화 등을 위해 칼슘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칼슘은 체내에서 가장 많은 무기질로 뼈

와 치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체액에 존재하면서 생리조절 

기능을 보이는 중요한 무기질이다(2). 칼슘 공급을 위해 소

뼈 분말, 굴피 분말, 난각 분말 등을 비롯한 유기물과 결합된 

형태의 칼슘을 원료로 다양한 칼슘 강화식품, 칼슘 보충제 

및 체내 칼슘 이용성 증진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다(3-6). 

칼슘은 섭취량이 충분하다고 해도 칼슘의 형태에 따라 체

내에서의 이용률이 다르고 칼슘의 실제 흡수율이 낮아 효용

성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칼슘 입자는 마이크

로 단위의 입자 크기를 가지고 있어 실제 흡수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노 

기술(nanotechnology)을 통해 칼슘 분말의 비표면적을 넓

히고 수용성을 높임에 따라 칼슘 분말의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7). 최근 나노 칼슘 분말에 대한 유효

성과 영양 효과가 동물 실험을 통하여 다양하게 비교 검토되

고 있다(7,8).

나노 기술은 식품 분야에서 품질, 조직감, 맛 등을 개선하

거나 지방 함량 섭취를 낮추는 기능, 식품성분의 파괴 및 

분해 방지와 생체 이용성 증진 등과 같은 기존의 기술로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기술로 발전

하고 있다(8-10). 그러나 최근 나노 소재는 생체 내 축적과 

독성 등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안전성 문제가 제기

되면서 미국과 영국 등의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안전성 

확보를 요구하는 압력이 정부에 제기되고 있다(11). 나노 

식품 소재에 대한 독성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개발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노 물질은 작은 크기 때문에 기

존의 마이크로 물질들에 비해 비표면적이 증가하고 수용성

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인데 이에 따른 잠재적인 물리적, 생

물학적, 특성 변화의 가능성 때문에 나노물질의 안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12,13). 나노 물질은 충

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후 식품에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난각 칼슘을 이용해 나노 칼슘을 

제조하고 제조된 나노 칼슘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Organi-

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guideline에 따라 동물을 이용하여 급성 및 아급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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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나노 칼슘 제조

실험에 사용된 난각 칼슘은 케이씨프레쉬(KC Fresh, 

Geochang, Korea) 제품을 이용하였다. 난각 칼슘을 이용하

여 나노 칼슘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획 제조하였다. 난

각 칼슘을 100% 에탄올에 5% 농도로 용해한 후 초음파분산

기(VCX750, Sonic & Materials Inc., Newtown, CT, USA)

로 균질화시켜 나노 칼슘(nano calcium, NC)을 제조하였

다. 또한 원심분리기(J2-MC, Beckman Coulter Inc., Ful-

lerton, CA, USA)를 이용하여 3,000 rpm(C-3)과 5,000 

rpm(C-5)에서의 상등액을 분획하였다. 이를 채취하여 증발

기(N-Nseries,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로 에

탄올을 기화시킨 후 나노 칼슘을 획득하였다.

나노 칼슘 입자 크기 분석

입자크기분석기(Delsa Nano C, Beckman Coulter Inc.)

를 이용하여 칼슘의 나노 및 마이크로 분말의 크기 분포를 

분석하였다. 시료 제조를 위하여 칼슘 분말의 농도가 각각 

0.05, 0.1%가 되도록 첨가하였고 분산매로는 에탄올을 사

용하였다. 첨가된 칼슘 분말은 혼합 후 초음파분산기(VCX 

750, Sonic & Materials Inc.)로 3분간 분산시킨 후 사용하

였다. 각 시료별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시험동물 및 사육조건

시험 동물은 대한바이오(Daehan Bio Co., Seoul, Ko-

rea)에서 생산된 7주령의 특정 병원체 부재 Sprague- 

Dawley계 rat 암수를 분양받아 6일간의 검역 및 순화과정

을 거친 뒤 건강한 동물을 선별하였다. 폴리카보네이트 사육

케이지(240 W×390 L×175 H mm)를 이용해 실험실 온도 

22~24°C, 습도 60±5%가 유지되며 밤낮 주기(12시간 light/ 

12시간 dark)가 자동 조절 장치에 의해 조절되는 고려대학

교 동물실에서 사육하였다. 시험기간 동안 사용한 깔짚은 

고압증기 멸균기로 121°C에서 15분간 멸균하여 사용하였

고 물과 사료는 자유 섭취시켰다. 사료는 일반 사료(Samyang 

Co., Seoul, Korea)를 이용하였으며 사료의 주요 구성 성분

은 다음과 같다(g/kg of diet): 탄수화물 600, 식이섬유 50, 

단백질 230, 지방 35, 수분 80. 

독성시험: 급성 및 아급성 독성시험

급성 독성시험은 단회투여 안전성 평가로 OECD guide-

line(14)에 따라 12시간 동안 절식시킨 후 암수 6마리씩 대

조군과 시험군에 각각 물과 나노 칼슘(5,000 mg/kg)을 1회 

경구 투여하고 4시간 후 사료를 재급여하였다. 아급성 독성

시험은 반복투여 안전성 평가로 OECD guideline(15)에 따

라 암수 6마리씩 대조군과 시험군에 각각 물과 나노 칼슘

(1,000 mg/kg)을 14일간 매일 동일한 시간에 반복 투여하

였다. 단독투여 독성시험과 반복투여 독성시험 모두 14일간 

매일 1회 일반증상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체중은 이틀에 한 

번 측정하고 사료 섭취량과 음수 섭취량은 매일 측정하였다. 

15일째에 부검을 실시하였다. 시험물질의 무해용량(no ob-

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AEL) 및 표적장기에 미

치는 효과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확인

하였다. 본 동물 실험은 고려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수행되었다(승인번호: KUIACUC-2013-141).

혈액 분석: 혈액학적 분석 및 혈액생화학적 분석

부검 전 12시간 동안 절식시킨 후 ether로 마취시켜 복부 

대동맥에서 채혈하였다. 채혈한 혈액은 항응고제인 ethyl-

enediaminetetraacetic acid와 heparin이 함유된 채혈병에 

각각 넣어 전자는 전혈 샘플로, 후자는 분리하여 혈장 샘플

로 사용하였다. 전혈 샘플은 채취 즉시 혈액 작용 인자들의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혈액학적 검사는 자동 혈구 분석기 

KN-21N(Sysmex, Seoul, Korea)을 이용하였으며 혈액 분

석 인자는 다음과 같다: 적혈구수(red blood cell, RBC), 

백혈구수(white blood cell, WBC), 적혈구용적비(hema-

tocrit, Hct), 혈색소수(hemoglobin, Hgb), 평균적혈구용적

(mean corpuscular volume, MCV), 평균적혈구혈색소량

(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 평균혈구혈색소

농도(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MCHC), 

혈소판수(platelet). 

혈장은 4°C,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한 후 분리

하여 분석 전까지 -70°C에서 보관하였다가 혈액생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혈액생화학적 검사는 자동 생화학검사

기 FUJI DRI-CHEM 3500 analyzer(Fuji Photo Film Co., 

Osaka, Japan)를 이용하였으며 혈액 생화학적 분석 인자는 

다음과 같다: 혈당(glucose), 혈중요소질소(blood urea ni-

trogen, BUN), 크리아티닌(creatinine), 총 단백질(total 

protein), 알부민(albumin), 총 빌리루빈(total bilirubin), 아

스파라진산 아미노전이효소(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alanine aminotransferase, 

ALT). 

장기분석: 장기 무게 분석 및 조직병리학적 분석  

혈액 채취 이후 간, 신장, 비장, 심장을 적출하여 먼저 육

안적 검사를 실시하고 식염수로 수세하고 수분 제거 후 적출

한 장기는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장기 무게는 체중 

100 g에 대해 상대적인 무게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SPSS program(ver. 12.0, SPSS Inc., Chi-

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모든 측정 

항목에 대한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산출하였다. 대조군에 대한 시험군 간의 통계적 유의

성은 Student's t-tes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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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verage particle size of nano calcium (NC) 
Sample Treatment Particle size (nm)

NC
C-3

C-5

Non-treatment
Supernatant after fraction with 

centrifugation at 3,000 rpm
Supernatant after fraction with 

centrifugation at 5,000 rpm

2,157.4±56.4
 208.3±25.4

  96.5±12.4

Values are mean±SD of triple determinations.

Table 2. Body weight gain and food intake of rats treated orally with nano calcium for acute/subacute toxicity test
Group for acute toxicity1) Group for subacute toxicity2)

Control Nano calcium Control Nano calcium

Female   Body weight gain (g)
  Food intake (g/d)

 66.88±5.26
 16.97±0.95

 50.88±8.45
 14.87±0.64

 35.66±15.88
 13.18±1.01

 48.16±14.39
 14.77±0.81

Male   Body weight gain (g)
  Food intake (g/d)

112.54±10.82
 21.37±0.63

113.74±11.27
 21.98±0.52

108.36±9.31
 21.46±0.81

109.88±13.11
 22.10±0.74

Values are means±SD for 5 rats/group. 
1)The group for acute toxicity was given water vehicle or nano calcium at 5,000 mg/kg once followed by no treatment for 14 

days. 
2)The group for subacute toxicity was given water vehicle or nano calcium at 1,000 mg/kg daily for 14 days. 

결   과

나노 칼슘의 입자 크기

난각 칼슘으로부터 비중 차이를 이용하여 분획한 나노 칼

슘의 입자 크기를 측정한 결과 분획 전 나노 칼슘(NC)이 

2.157.4 nm의 크기를 보인 반면, 분획 공정을 거친 3,000 

rpm 상등액(C-3)과 5,000 rpm 상등액(C-5)의 나노 칼슘

은 각각 208.3 nm와 96.5 nm 크기를 보였다(Table 1). 

5,000 rpm에서 채취한 칼슘(C-5)의 입자 크기는 나노 입자 

크기를 보유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때 회수율은 3.2%였다. 입

자 크기에 따른 분획 공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나노 칼슘에 

비하면 C-3와 C-5는 분획 공정을 거치면서 입자 크기가 

확연히 작아짐을 나타내었다. 이후의 실험들에서는 나노 크

기를 보이는 C-5 나노 칼슘을 이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하였

다. 

치사율

시험물질을 투여한 후 14일간 사망 유무를 관찰한 결과 

모든 시험군의 암수동물에서 나노 칼슘의 투여에 기인된 사

망은 관찰되지 않았다(데이터 미게재). 급성 독성시험의 결

과로 보아 rat에서 본 시험물질의 LD50 값은 암수 모두 

5,000 mg/kg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증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험기준과 동일하게 OECD gui-

deline(14,16)에서도 급성 독성시험 시 체중, 사료 섭취량, 

시험기간 중 일반증상, 부검 시 주요 장기의 육안적 소견관

찰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본 지침에 따라 체중 및 사료 

섭취량은 이틀에 한 번씩 측정하였으며, 일반 증상 관찰 시

에는 피부, 털, 눈, 점막, 호흡 및 운동 상태 등을 관찰하고 

또한 유연, 설사, 경련 등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였다. 

시험기간 동안 이상 징후를 보이는 동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나노 칼슘에 대한 급성 및 아급성 독성시험을 진행한 결과

(Table 2) 급성 독성시험의 암수 대조군의 체중증가량은 각

각 66.88 g과 112.54 g이었으며 시험군의 경우 50.88 g과 

113.74 g으로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아급성 독

성시험의 경우도 암수 대조군의 체중증가량은 각각 35.66 

g과 108.36 g이었으며 시험군의 경우 48.16 g과 109.88 

g으로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또한 암수 모두 

나노 칼슘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교하여 사료 섭취량과 음수 

섭취량(데이터 미게재)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혈액학적 분석

나노 칼슘을 경구 투여 후 전혈에서의 혈액지표들을 평가

한 결과(Table 3), 모든 혈액학적 지표에서의 대조군과 시험

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급성 및 

아급성 독성시험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MCV는 단일 

적혈구의 크기 혹은 적혈구의 평균 용적을 측정한 것으로 

빈혈을 분류하는 데 유용한 지표인데 13~22주령의 rat 암

컷과 수컷의 MCV 정상수준은 각각 53.50~58.30, 51.70~ 

58.40 fL이다. 또한 적혈구 안에 있는 평균 혈색소의 농도를 

의미하는 MCHC의 정상범위는 13~22주령의 rat 암컷과 수

컷이 각각 32.60~36.00, 32.90~35.30 g/dL이다(17). 본 

시험동물에서는 정상범위에 비해 MCV는 다소 높게 측정되

었으며 MCHC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나 이는 정

상범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수준은 아니였으며 더

욱이 대조군과 시험군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이는 나노 칼슘 

독성에 의한 결과로 해석될 수 없다.   

혈액생화학적 변화

독성시험을 위해 나노 칼슘을 경구 투여 후의 혈액에서의 

생화학적 지표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수

화 상태를 평가하고 간, 신장, 염증성 질환에 대한 추가적인 

지표인 총 단백질 수치는 급성 독성시험 결과 수컷의 경우 

나노 칼슘 시험군의 수치가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

으나 이는 정상범위 내의 수치(5.90~6.60 g/dL)(17)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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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ematological parameters of rats treated orally with nano calcium for acute/subacute toxicity test
Group for acute toxicity1) Group for subacute toxicity2)

Control Nano calcium Control Nano calcium

Female

  RBC (×106/μL)
  WBC (×103/μL)
  Hct (%)
  Hgb (g/dL)
  MCV (fL)
  MCH (pg)
  MCHC (g/dL)
  Platelets (×103/μL)

   7.04±0.88
   6.62±2.33
  44.58±5.25
  13.40±2.79
  63.34±1.25
  18.96±3.10
  29.96±5.23
1,044.40±285.98

   7.65±1.39
   7.05±0.76
  46.98±8.11
  15.28±2.12
  61.54±0.99
  20.14±1.95
  32.78±3.19
1,100.20±227.56

   7.16±0.90
   5.86±2.51
  43.58±5.43
  14.16±1.56
  60.86±1.16
  19.88±1.83
  32.64±3.01
1,173.80±99.42

   7.76±0.27
   6.02±2.25
  48.66±1.55
  14.30±2.15
  62.70±1.06
  18.36±2.45
  29.32±3.97
1,098.20±234.01

Male

  RBC (×106/μL)
  WBC (×103/μL)
  Hct (%)
  Hgb (g/dL)
  MCV (fL)
  MCH (pg)
  MCHC (g/dL)
  Platelets (×103/μL)

   6.97±0.92
   6.13±1.08
  45.14±7.23
  14.02±1.39
  64.52±2.40
  20.20±1.27
  31.40±3.23
1,249.00±269.95

   7.53±0.91
   6.19±1.21
  49.00±6.84
  14.85±2.65
  64.98±2.32
  19.58±1.45
  30.15±2.38
1,198.50±174.73

   6.70±0.91
   6.05±0.80
  43.65±5.82
  12.55±2.24
  65.15±1.34
  18.78±2.54
  28.85±4.36
1,125.75±342.37

   8.13±0.84
   9.14±1.67
  52.45±4.51
  15.98±1.06
  64.68±1.72
  19.70±0.80
  30.50±0.65
1,298.50±244.41

Values are means±SD for 5 rats/group. 
1)The group for acute toxicity was given water vehicle or nano calcium at 5,000 mg/kg once followed by no treatment for 14 days.
2)The group for subacute toxicity was given water vehicle or nano calcium at 1,000 mg/kg daily for 14 days.
RBC, red blood cell; WBC, white blood cell; Hct, hematocrit; Hgb, hemoglobin; MCV, mean corpuscular volume; MCH, 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C,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Table 4. Blood biochemical parameters of rats treated orally with nano calcium for acute/subacute toxicity test
Group for acute toxicity1) Group for subacute toxicity2)

Control Nano calcium Control Nano calcium

Female

  Glucose (mg/dL)
  BUN (mg/dL)
  Creatinine (mg/dL)
  Total protein (g/dL)
  Albumin (g/dL)
  Total bilirubin (mg/dL)
  AST (U/L)
  ALT (U/L)

 72.80±9.23
 18.30±2.30 
  0.22±0.04
  6.24±0.21 
  3.98±0.24
  0.46±0.09 
 89.80±17.54 
 24.40±3.13

 71.60±11.52
 22.14±5.13
  0.26±0.05
  6.08±0.16
  3.80±0.07
  0.44±0.05
 87.20±17.54
 22.80±4.76

115.20±48.65
 19.58±2.19
  0.28±0.04
  6.12±0.28
  3.78±0.40
  0.44±0.09
 95.40±10.62
 20.20±3.90

 82.20±11.34
 19.06±2.50
  0.30±0.07
  6.08±0.29
  3.92±0.24
  0.42±0.13
 75.40±11.74
 21.60±1.95

Male

  Glucose (mg/dL)
  BUN (mg/dL)
  Creatinine (mg/dL)
  Total protein (g/dL)
  Albumin (g/dL)
  Total bilirubin (mg/dL)
  AST (U/L)
  ALT (U/L)

101.40±16.07
 17.78±3.68
  0.18±0.04
  5.96±0.11*

  3.90±0.22
  0.32±0.08
 86.40±8.56
 30.20±4.15

130.80±53.37
 16.90±1.21
  0.16±0.05
  6.24±0.25*

  4.10±0.20
  0.34±0.05
100.40±13.16
 29.80±3.11

149.80±14.52
 18.34±0.84
  0.16±0.05
  6.10±0.22
  4.00±0.28
  0.34±0.05
 76.60±7.44
 28.20±1.79

159.40±52.80
 17.70±1.20
  0.18±0.08
  6.12±0.23
  3.94±0.32
  0.36±0.05
 67.60±3.78
 28.20±3.56

Values are means±SD for 5 rats/group. 
1)The group for acute toxicity was given water vehicle or nano calcium at 5,000 mg/kg once followed by no treatment for 14 days. 
2)The group for subacute toxicity was given water vehicle or nano calcium at 1,000 mg/kg daily for 14 day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The differences between control and treated group (nano calcium) were evaluated 
by Student's t-test.

BUN, blood urea nitrogen;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준 편차가 적어 통계적으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되며 

나노 칼슘의 안전성의 문제로 생각되지 않았다. 다른 혈액생

화학적 지표는 대조군과 시험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

되지 않았다. 아급성 독성시험에서도 모두 혈액생화학적 지

표에서 나노 칼슘 투여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혈액생화학적 지표는 급성 및 아급성 독성시

험에서는 독성이 관찰되지 않아 나노 칼슘은 혈액학적 뿐 

아니라 혈액생화학적으로도 혈액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장기의 무게 변화 및 조직병리학적 분석 

장기 무게의 변화는 독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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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lative organ weights of rats treated orally with nano
calcium for acute/subacute toxicity test

Organ weight
(g/100 g BW)

Group for acute 
toxicity1)

Group for subacute 
toxicity2)

Control Nano 
calcium Control Nano 

calcium
Female
  Liver
  Kidney
  Spleen
  Heart

3.02±0.31
0.72±0.07
0.27±0.04
0.41±0.04

2.83±0.11
0.66±0.04
0.26±0.02
0.42±0.02

3.27±0.39
0.69±0.07
0.27±0.02
0.42±0.03

2.77±0.50
0.71±0.05
0.26±0.02
0.39±0.04

Male
  Liver
  Kidney
  Spleen
  Heart

3.09±0.19
0.69±0.04
0.24±0.02
0.40±0.03

3.15±0.34
0.74±0.05
0.24±0.02
0.38±0.03

3.02±0.09
0.73±0.06
0.23±0.02
0.37±0.03

3.01±0.06
0.73±0.04
0.23±0.02
0.40±0.03

Values are means±SD for 5 rats/group. 
1)The group for acute toxicity was given water vehicle or nano

calcium at 5,000 mg/kg once followed by no treatment for
14 days. 

2)The group for subacute toxicity was given water vehicle or
nano calcium at 1,000 mg/kg daily for 14 days. 

로 독성물질에 따라 간, 신장 등에서의 상대적 장기 무게의 

변화가 관찰된다(14,15). 독성시험을 위해 나노 칼슘을 경

구 투여 후 장기의 무게 변화를 측정한 결과(Table 5), 간, 

신장, 심장, 비장 등의 무게 변화는 암수 모두 대조군과 시험

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또한 간과 신장에서 조직병리학적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조군과 시험군 모두 세포의 괴사나 탈락, 증식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세혈관의 확장, 경도의 출혈 등의 변화가 관찰되

지 않았고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이 정상범위 수준의 조직병

리학적 소견만이 관찰되었다(데이터 미게재). 

 

고   찰

식품 나노 기술은 식품의 영양소 섭취 또는 변화조절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강화식품 또는 건강기

능식품산업의 시장규모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노 기술을 통해 제조한 나노 칼슘은 기존의 

칼슘제제와는 달리 골밀도의 증가와 더불어 골다공증을 치

료할 수 있는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객관적

인 독성 및 안전성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8-10). 본 

연구는 난각 칼슘을 분획하여 제조된 나노 칼슘의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독성시험기준에 따

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OECD(14-16)에서는 시험 

물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급성, 아급성, 아만성, 만성 등의 

투여기간에 따른 독성시험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염색

체이상시험, 복귀돌연변이시험, 소핵시험 등의 유전독성 시

험, 생식독성 시험 등을 실시하여 각 시험물질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급성 독성시험 시 2주

간의 관찰 기간을 설정하며 시험 결과에 있어서는 개략의 

치사량, 일반증상의 매일 관찰기록, 시험기간 중 최소 3회 

이상의 체중 측정, 부검 시 육안적 해부소견을 기술하고 육

안적 이상소견이 관찰된 장기나 조직에 대해서는 필요 시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투여용량

은 한계용량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시험에

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비임상시험기준’에 명시되어 있

는 OECD guideline(14)에 의거하여 급성 독성시험 시 추천

하는 5,000 mg/kg 용량을 한계용량으로 설정하였다. 

본 시험에 앞서 용량 설정을 위한 예비시험에서 Spargue- 

Dawley 계통의 암수 rat에 각각 1,000, 2,000, 3,000, 

4,000 및 5,000 mg/kg 용량으로 단회 경구독성시험을 실시

하였다. 예비시험 결과, 5,000 mg/kg 이하의 용량에서 어떠

한 독성 영향도 관찰되지 않아 본 시험에서 급성독성에서 

추천하는 5,000 mg/kg을 한계용량으로 설정하여 암수 rat

에 각각 0(대조군) 및 5,000 mg/kg(나노 칼슘 투여군) 용량

으로 단회 경구 투여 후 14일간의 사망률, 일반증상, 체중 

변화 및 부검 시 내부장기의 이상소견을 관찰하여 독성증상 

발현 여부를 관찰하였다. 

또한 OECD guideline(15)에 의거하여 1,000 mg/kg의 

용량을 14일간 반복투여 하고 독성과 관련된 안전성 지표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단독투여와 반복투여에서 나노 

칼슘은 모든 암수 rat에 대하여 사망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체중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

고 특이한 임상 증상 및 부검 시 내부 장기의 어떠한 육안적 

이상소견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시험조건에서 암수 rat의 나노 칼슘의 LD50

은 5,000 mg/kg을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시험 

결과는 나노 칼슘의 인체위해성 평가에 있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칼슘 섭취

는 1회 복용이 아닌 장기간 복용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독성 및 안전성 자료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에 추후 4주 및 13주 반복투여 독성시험을 수행하여 장기적

인 독성 및 안전성 자료를 구축하고 추가적으로 유전독성시

험을 비롯한 여러 독성 및 안전성 관련 시험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난각 칼슘을 이용하여 분획 공정을 통해 나노 

칼슘을 제조(입자 크기가 96.5 nm)하였으며 이에 대해 안전

성 평가를 위해 OECD guideline에 따라 동물을 이용하여 

단회투여의 급성 독성시험과 반복투여의 아급성 독성시험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급성 및 아급성 독성시험의 모든 

암수동물에서 나노 칼슘의 투여에 기인된 사망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나노 칼슘은 모든 암수 rat에 대하여 대조군과 비

교하여 유의성 있는 체중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다. 또한 나

노 칼슘 투여군에서 특이한 임상 증상 및 부검 시 내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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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떠한 육안적 이상소견도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급성 

및 아급성 독성시험의 결과 나노 칼슘은 혈액과 장기 등 평

가 지표에 독성으로 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으며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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