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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문요약

은나노입자에 의하여 유도되는

in vitro 세포독성 및 염증반응

현재 나노 기술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용화 되었다 특히 은.
나노입자는 뛰어난 살균성으로 세정제 공기청정스프레이 혈관 내 삽, ,
입용 카테테르로 응용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나노입자의 활발한 응용.
에 따라 독성 기작에 관한 연구 역시 매우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입자가 인체 내로 피부 호흡기 혈관과 같이 여러, ,
가지 유입경로로 들어와 결국 혈액을 통해 전신 순환을 하게 되는 것

을 전재하고 사람단핵구세포주인 을 모델로 하여 세포독성U397
및 염증유발인자들을 확인하였다(cytotoxicity) .

생체 내 환경에서 입자 크기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로 표면이 코팅 된 각각 다른 크기의 합성polyvinylpyrrolidone(PVP)
된 은나노입자 그리고 를 세포주에 처리하, 5 nm, 20 nm, 80 nm U937
였다 시간 후 세포증식률 을 측정한 결과. 24 (cell proliferation rate) 5
의 은나노입자로 처리한 세포는 농도에서nm U937 6.25 g/mL , 20μ

의 은나노입자로 처리 시 에서 증식률이 급격히 떨어지nm 25 g/mLμ

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각각의 반수치사량(lethal dose 50: LD50 은)
이였다 실험을 수행한 농도 범위인4.00 g/mL, 7.96 g/mL . 0 50μ μ ∼

내에서는 의 은나노입자에 의한 세포독성 즉 세포증식g/mL 80 nm ,μ

률은 대조군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세포독성은 광학현.
미경 으로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와 의(light microscopy) , 5 nm 20 nm
은나노입자로 처리한 후 독성 농도에서 세포의 이상 모양을 관찰 하

였고 의 은나노입자로 처리 후에는 대조군에 비해 세포의 모양, 8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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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또 투시전자현미경. , (transmission electronic
사진으로 은나노입자가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세microscope: TEM)

포 내로 유입되어 세포질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와. , 5 nm
의 은나노입자를 세포독성이 심한 농도로 처리하고 시간 후20 nm 3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모양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세포질에서 특,
이적인 소기관의 모양이 발견 되었다.

와 의 은나노입자에 의한 세포독성이 세포사멸5 nm 20 nm
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와(apoptosis) Annexin-V Propidium
를 염색한 후 유세포분석 을 이용한 결과iodide (PI) (flow cytometry)
와 두 가지 모두 양성으로 반응하였으므로 후기 세포Annexin-V PI ,

사멸로 사료되는 급격한 세포독성기작을 보였다 또 세포크기가 커지. ,
고 세포내에 은나노입자의 자극에 대해 특이적으로 과립자 형성이 많

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은나노입자 중 크기가 작은.
입자를 처리한 세포주에서 활성화산소5 nm, 20 nm U937 (reactive

와 과 같은 염증성 인자들의oxygen species: ROS) interleukin(IL)-8
유발을 관찰하였는데 이는 의 은나노입자로 자극한 세포는5 nm U937
활성화산소 유발이 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사이토카인 인, (cytokine)

의 생성은 의 은나노입자로 자극한 세포에서 더 증가IL-8 20 nm U937
함을 보였다 세포막의 미세사 중합을 억제하여 내포작용.

을 저해하는 물질인 를 전처리 한 후에는(endocytosis) cytochalasin D
은나노입자에 의해 유발되는 활성화산소와 의 생성이 억제된 것IL-8
으로 보아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과 활성화산소의 유발은 모두 은

나노입자가 세포내로 신속하게 유입되어 나타나는 염증 반응임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로 코팅된 구형의 은나노입PVP

자 중에서 크기가 작을수록 낮은 농도에서 세5 nm, 20 nm, 80 nm
포독성을 보였고 활성화산소가 유발 되는 특징과 이 생성 되는IL-8
것을 관찰하였으며 미세사 중합을 억제하여 내포작용을 저하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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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을 전처리 한 후 은나노입자로 자극 할 때에는cytochalasin D U937
이러한 염증 유발 관련 기작이 억제되었으므로 은나노입자는 세포내

로 쉽게 유입되어 단핵구세포주의 염증 반응을 유도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은나노입자에 의한 활성화산소의 유

발 기작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의 생성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IL-8
가 추후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발된 활성화산소는 의 염기. , DNA
서열을 바꾼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에 의한 유전독성 연구가 절실

하다 더불어 세포사멸 이나 세포괴사와 같은 기작에 대한 연구를 비. ,
롯하여 임상적 염증 유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

다.

핵심되는 말 은나노입자 내포작용 세포독성 활성화산소 염증성: , , , ,

사이토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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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나노입자에 의하여 유도되는

세포 독성 및 염증 반응in vitro

지도교수 최 인 홍<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박 정 신

서론.Ⅰ

나노입자란 적어도 한 차원이 미만인 입자100 nm 1로써 크기
가 세포의 소기관 수준으로 매우 작고 표면 조작이 용이하다2 이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특이항체를 붙여 효과적인 약물 전달체3-5로 또
는 표적 세포 치료제, 6-11로 응용이 연구될 뿐만 아니라 유전자 전달,
물질12-14 영상 조영제, 15-18 및 획기적 항암치료제19-24 등으로 의 약학·
부분에서 그 활용도가 높다25-31 그러나 물질에 따라서는 나노 크기에.
서만 특이적으로 독성이 보고된 바가 있다32-36 특히 세균뿐만 아니라. ,
진균 및 바이러스에 대한 항생제로 잘 알려져서 그 활용도가 매우 다

양한 은은 나노입자37-41로 응용하였을 때 편의성이 높아서 관련된 독,
성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실례로 은나노입자는. ,
섬유 코팅42 화상 처치 용품, 43 혈관 내 삽입을 위한 카테테르, 44와 같

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소독용 분사제 수질 소독제, 45와 같이 인체가

직접 접하는 상품으로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
의하면 은나노입자와 배양한 인간 대식세포의 세포질에서 나노입자가

유입됨33을 관찰하였고 이는 세포 내로 나노입자가 쉽게 들어가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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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상태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46-48 더욱이 쥐의 섬유아.
세포 와 간세포가 은나노입자에 의해 형태의 변화와 분화(fibroblasts)
가 저하됨을 보인 연구에서 인체에 대해서도 유해할 가능성을 증명하

였고49 인간의 골수 줄기 세포 의, (bone marrow derived stem cells)
증식이 은나노입자 처리 후에 저하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인 의 생성이 증가된 바가(inflammatory cytokine) interleukin(IL)-8
보고되었으므로46,47 염증 유발 여부에 대한 다양한 연구 사례가 시급

하다 더욱이 인간단핵구세포주인 을 은나노입자로 자극하면. , THP-1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유발되는 보고가 있었는데48 이는 다양한 유입,
경로를 통하여 인체 내로 들어온 은나노입자가 결국 혈액을 통해 순

환을 하게 되면 전신적 반응을 일으켜서 심각하게 유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매우 작은 크기 때문에 뇌수간막. , (blood brain
을 통과하면 심각한 중추신경계 이상barrier) (central nervous system)

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으므로49-52 활발한 실용화 개발 전에 다양한

실험을 통한 유해성 및 그 기작에 대한 연구 사례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보고된 결과들에서 몇몇의 나노입자 특이적으로 원인

이 되어 나타나는 공통적인 유해 현상으로 활성화산소(reactive
가 생성oxygen species: ROS) 53-55이 특이적이다 또 최근 은나노입자. ,

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활성화산소 유발 및 이에 따른 유해성

이 보고되었다46-48 세포 수준에서 활성화산소는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체계 를 교란시켜 세포의 분화를 저해(electron transport chain)
하고 세포의 노화와 세포사멸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심, (apoptosis)
각한 생물학적 손상을 의미한다56 따라서 은나노입자의 자극에 의한. ,
활성화산소의 유해 반응에 대한 기작을 밝힐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
라 하이드로카본으로 코팅된 각각의 크기가 다른 은나노입자, , 15, 30
그리고 중에서 작은 크기의 나노입자에 의해 활성화산소 유발55 nm
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의 생성tumor necrosis factor(TNF)- , IL-6α

이 높은 것이 보고되었고33 전분으로 코팅된 은나노입자 에, , 6 2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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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작은 크기에서 인간의 폐 섬유아세포 와 신경교(lung fibroblasts)
아세포 로 하여금 분화를 더 저하시킨 것을 비롯하여 세포(glioblasts)
대사 작용 억제 및 생성을 낮추어 미토adenosine triphosphate(ATP)
콘드리아의 기능을 더욱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아57 은나노입자의 유해
성과 더불어 나노입자 크기에 따른 독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보고된 연구 결과들은 은나노입자가 유해함을 의미하고 이

미 실용화된 은나노입자를 이용한 생산품을 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해

서는 은나노입자의 크기에 따른 독성 농도를 규명하고 그 기작을 밝

혀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 코팅된 그리polyvinylpyrollidine(PVP) 5, 20,

고 크기의 합성된 구형 은나노입자를 물에 콜로이드80 nm (colloid)
형태로 분산시킨 다음 사람단핵구세포주 에서의 세포독성을 측, (U937)
정하고 활성화산소 유발에 따른 세포사멸과 사이토카인의 생성 여부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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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Ⅱ

세포주 배양1.
사람의 단핵구세포주인 은U937 American Type Culture
에서 분양받았다 세포배양 배지는 우태아 혈청Collection . 10% (fetal

이 포함bovine serum: FBS, Jeil Biotechservices Inc., Daegu, Korea)
된 배지RPMI (0.1 M sodium pyruvate, 2 mM penicillin, 50 g/mLμ

포함 이며streptomycin, Life Technologies ) , 5% CO2, 37 incubator℃

에서 배양하였다 세포는. 1×105 의 수준을 유지하며 개대 배양을/mL
하여 활성화 되지 않고 안정화 되도록 하였다.

은나노입자 분석2.
합성된 은나노입자는 물에 분산된 형태로 는5 nm 1~5

는 는 의 농도로 제공mg/mL, 20 nm 20~25 mg/mL, 80 nm 5 mg/mL
받았다 로 코팅하여 생물학적 환경에서 입자크기의 안전성을 이. PVP
주동안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은나노입자는 물에 분산시켜 매,
합성 배치마다 크기를 확인하였다 방. Dynamic light scattering(DLS)
식을 기초한 Zetasizer Nano ZS90(Malvern Instruments

를 이용하여 입자의 크기를 분석하고Ltd.,Worcestershire, UK) ,
Transmission Electronic Microscope(TEM, JEOL Ltd., Tokyo,

을 이용하여 입자의 모양 및 크기의 균일 정도를 확인한 후 단Japan)
일 배지 내에서 또는 를 포함한 배지 내에서 입자의 크기 안전성FBS
을 매 실험 전 확인한 다음 세포에 처리하였다 내독소 중. (endotoxin)
화제인 를polymyxin B(PmB, InvivoGen, San Diego, CA) 1 mg/mL
이 되도록 인산완충용액 에 녹여서 에서(phosphate buffered saline) 4℃
냉장 보관 하였다가 은나노입자에 처리 시 최종농도가 이10 g/mLμ

되도록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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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독성 측정3.
세포독성은 우태아혈청을 포함한 세포배양 배지에10% U937

세포를 에 분주한다 각각의 다른 사이즈의 은나노입자24 well plate .
에 를 첨가하여 분 동안 반응시켜 내독성 중화시켜 준비 한PmB 15
후 분주된 에 농도별로 처리하여 시간동안, U937 24 5% CO2, 37℃

에서 배양하였다incubator . Cell counting kit-8(CCK8, Dojindo,
은 반응시간이 시간임을 고려하여 처리 시간째에Tokyo, Japan) 2 22

을 첨가하고 시간 더 배양한 후 총 시간 동안의 세포독성을CCK8 2 24
측정하였다 원심분리 후 세포와 은나노입자를 최대한 제거한 상층액.
의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은나노입자 만의 흡광도를 따로 측정하여,
보정하였다 또한 세포생존에 따른 색깔 변화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파장이 인 조건에서490 nm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포Sunnyvale, CA)
생존율을 분석하였다.

와 염색 및 유세포분석4. Annexin V propidium iodide(PI)
은나노입자로 자극한 세포주를 시간이 지난 후 인산완U937 15

충액 용액으로 두 번 세척한 다음 ApoTarget Annexin V-FITC
에서 제공하는 및kit(Biosource) Annexin V binding buffer Annexin

와 를 첨가하여 분간 반응시켜V-FITC PI 15 FacsCalibur(BD
로 분석하였으며 총 개의 세포를 가지고Bioscience) 100,000 WinMDI

2.9(Joseph Trotter, Scripps Rsearch Institute, San Diego, CA, USA)
를 이용하여 결과를 해석하였다.

활성화산소 측정5.
은나노입자를 처리한 세포를 인산완충액으로 세척하여U937

에 녹인Dimethylsulfoxide(DMSO, Merck) 5-(and-6)chloromethyl-2'
7'-dichlorodihydrofluorescein diacetate acetyl ester(CM-H2DC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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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을 첨Molcecular Probes, Invitrogen detection technologies) 0.1 M
가한 다음 암실에서 분간 반응시켰다 총 개의 세포를30 . 100,000 Facs

로 읽은 다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Calibur WinMDI 2.9 .

6. Cytokine Array
우태아혈청을 포함한 세포배양액에서 시간 동안 은나노5% 24

입자로 에 자극을 준 다음 배양액만 얻어서 포획항체가 붙어있U937
는 을 담구어 시간 동안cytokine array membrane(R&D Systems) 24
의 암실에서 반응 시킨 후 세척 완충액4 Array membrane (R&D℃

을 이용하여 번 세척한다 우태아혈청을 포함한 세척Systems) 2 . 10%
완충액으로 실온에 두고 시간 동안 담구어 차단 시켜 세1 (blocking)
척 완충액으로 회 세척한 후에 이차항체인3 horseradish peroxidase

와 실온에서 시간 동안(HRP)-conjuagted antibody(R&D Systems) 1
반응시킨다 충분한 반응 시간 후에 세척 완충액으로 회 세척한 다. 3
음 를 사용하여 얻은 발광현west save(LMU Froniter, Seoul, Korea)
상을 에 노출시켜 현상하였다x-ray film .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7. (enzyme-linked immunosorbentassay:ELISA)
우태아혈청을 포함한 세포배양액에서 시간 동안 은나노5% 24

입자로 자극을 준 단핵구세포에 의해 분비된 사이토카인 을 측, IL-8
정하기 위해서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를 수행하였다 항 사이토카인. -
포획항체 를(capture antibody, BD science) coating buffer(0.1 M

에 배 희석하여carbonate, pH 9.5) 250 microtitier plate(Costar, Acton,
에 분주하고 에서 시간 동안 부착시킨 다음MA, USA) 4 24 , 0.05%℃

을 포함한 인산완충액으로 세척하여 여분의 포획항체를 제거Tween20
하고 우태아혈청을 포함한 인산완충액으로 차단시켰다 우10% . 10%
태아혈청 인산완충액에 배 희석시킨 세포배양액은 포획항체가 부착- 2
된 평판의 각 에 분주한 후 에서 약 시간동안 반응시킨 후well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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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유된 인산완충액으로 회 세척하였다 검출항체0.05% Tween20 5 .
에 이 부착된 항 사람 항체 와biotin - IL-8 (anti-human IL-8 antibody)
효소 시약인 의 비율 로 우태아HRP-conjugated streptavidin(1:1 ) 10%
혈청 인산완충액으로 배 희석하여 각 에 첨가한 후 에서- 250 well 37℃
약 시간 반응 시킨 다음에 이 함유된 인산완충액으1 0.05% Tween20
로 회 세척한 후에 효소시약의 활동 정도를 변색으로 알 수 있게 하5
는 기질용액인 와 의 혼tetramethylbenzidine(TMB) hydrogen peroxide
합액을 각 에 첨가한 후 암실에서 분 간 반응시켜 푸른색을 띄well 20
게 한다 이를. 2 N H2SO4 용액으로 정지시키면 노란색을 나타낸다.
이것을 를 이용하여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microplate reader 450 nm
정하였다 분비된 의 양은 사람의 재조합형. IL-8 IL-8(human

의 표준곡선 으로부터 유recombinant IL-8 standard) (standard curve)
추하여 계산하였다.

미세사 중합 억제인 를 이용한 내포작용 저하8. cytochalasin D
Cytochalasin D(Sigma-Aldrich 는 에 이 되도록 녹) DMSO 10 mM

여서 을 만든 다음 의 암실에서 보관하여 사용하였stock solution 0℃
으며 사용 직전 이 되도록 배지에 희석하였다 세포에 처리할1 mM .
때에는 실온에서 녹여 최종 농도가 이 되도록 배양액에 희석20 Mμ
하고 충분히 균질화 하여 사용하였다 활성화산소 유(homogenization) .
발 정도를 측정하는 유세포 분석에서는 은나노입자로 처리하기 분30
전에 를 처리 하였으며 사이토카인 측정을 위해서는cytochalasin D ,
은나노입자 처리 시간 전에 를 처리 하였다1 cytochalasin D .



11

결과.Ⅲ

은나노입자의 크기 분석1.
로 코팅되어 물에 분산 시킨 은나노입자의 크기는 각각PVP

와 을 이용하여 크기와 형태를 관찰 하였다 그림 세포DLS TEM ( 1).
배양액에 들어있는 은나노입자를 로 분석한 결과 은나노입자의DLS ,
크기는 각각 그리고 에서 가 최고치로5 nm, 23 nm, 74 nm intensity
측정되었다 물에 분산시킨 은나노입자를 으로 얻은 이미지는 구. TEM
형의 은나노입자가 비교적 균일한 크기로 합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빛의 산란으로 상대적인 값을 얻은 측정치와 전자 파장DLS
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얻는 의 결과와 크기별로 약간의 차이가TEM
있었다 으로 얻은 이미지는 각각. TEM 3~7 nm, 18~22 nm, 60~80 nm
의 크기 분포도를 보였다 원래 합성 시 목표한 크기는. 5 nm, 20 nm,
그리고 였으므로 각각의 대표적 크기를 이와 같이 결정하여80 nm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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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물에 분산된 은나노입자 크기 분석 측정 결과1. PVP- . DLS 5
로 분석 되었다 또 결과 은나노입자는nm, 23 nm, 74 nm (a). , TEM

구형으로 비교적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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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나노입자의 흡광도 측정2.
은나노입자는 표면플라즈몬공명(surface plasmon resonance:
의 물리적 특징SPR) 58을 가지므로 빛의 특정 영역에서 흡광도를 가진

다 이러한 성질은 세포독성을 측정하는 데에 오차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은나노입자에 의한 흡광도(optical density

가 가장 낮은 범위에서 측정하여 세포독성을 실험하absorption: O.D.)
였다 은나노입자의 표면플라즈몬공명 성질은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
록 또 파장이 작을수록 더 잘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그림 의 결과, , 2
를 바탕으로 세포독성을 에서 측정한 다음에 은나노입자만의490 nm
흡광도와 세포독성의 흡광도를 모두 얻어 보정해 주는 방법으로 세포

독성을 수치화 하였다 의 은나노입자의 경우는 원심분리. 80 nm
후 입자가 모두 가라앉았기 때문에 실험과정 중 입자에(centrifuge)

의하여 흡광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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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은나노입자의 흡광도 측정 은나노입자의 크기별 흡광도를2. .
의 파장에서 농도따라 변화하는 것을 각각405 nm, 450 nm, 490 nm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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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및 증류수에 의한 세포독성 측정3. PVP
실험에 사용한 은나노입자는 생체환경(physiological system)

에서 크기의 안전성을 위해서 로 코팅한 후 물에 분산PVP
시킨 고농도 형태로 공급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나(dispersion) . PVP

물에 의한 독성 검사를 실시하여 본 실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

인하였다 시간 동안 실험에 사용한 양과 동일한 양의. 24 ethylene
에 녹인 를 시간 동안 세포에 처리한 결과 독성이glycol(EG) PVP 24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또한 실험에 사용한 동일한 양의 증( 3.a). ,
류수 에 의한 세포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distilled water) (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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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해당 은나노입자 농도에 포함된 와 증류수에 의한 독성3. PVP .
은나노입자를 합성하는데 포함된 와 증류수 와 동일한PVP-EG(a) (b)
양을 이용하여 세포독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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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단핵구세포주 에 대한 은나노입자의 세포독성 측정4. U937
부유세포인 사람단핵구세포주 을 우혈청을 포함U937 10 %

한 배지에 은나노입자를RPMI 50.0, 25.0, 12.5, 6.23, 3.13, 1.50, 0
로 시간동안 처리한 다음 시약의 발색을 흡광도로 측g/ml 24 CCK-8μ

정하였다 흡광도 수치는 세포생존에 따른 대사율을 반영하는데 이를.
세포독성이라 하고 대조군에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의 은나노입. 80 nm
자로 처리된 세포는 시간 동안 주어진 농도에서는 세포독성이U937 24
관찰되지 않았으나 의 은나노입자로 처리한 세포는, 20 nm 25 g/mlμ

의 농도에서 의 은나노입자로 처리한 세포는 의 농도5 nm 6.25 g/mlμ

에서 각각 생존율이 떨어졌다 그림 이는 각각 반수치사량 이( 4). (LD50)
의 경우 의 경우 로 계산 되었다20 nm 7.96 g/mL, 5 nm 4.00 g/mL .μ μ

동일조건으로 자극을 준 세포를 광학 현미경으로 확인하였고 세포의

모양이상을 관찰하였다 그림 또 을 이용하여 배 확대하( 5). , TEM 6,000
여 얻은 이미지에서 정상 세포는 세포내 소기관이 모두 뚜렷하고 핵

의 모양도 매우 안정적임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의 은나노입자를. 5 nm
독성이 매우 강한 농도인 로 시간 처리하여 고정한 세포12.5 g/mL 4μ

를 배 확대한 이미지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은나노입자가 내포6,000 .
막 에 둘러싸인 형태의 유입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세포질(endosome)
의 이상모양이 관찰되었다 와 의 은나노입자를. 20 nm 80 nm 50

의 농도로 시간 처리하여 고정한 세포를 배 확대한 이g/mL 4 50,000μ

미지에서 세포질 내 내포막에 둘러싸인 은나노입자가 관찰 되었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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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나노입자의 크기에 따른 세포독성 그리고4. . 5 nm, 20 nm 80
의 은나노입자에 의한 세포 독성을 농도별로 세포주에 시nm U937 24

간 동안 자극을 준 다음 을 처리하여 발색 정도를 에서CCK-8 490 nm
흡광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9

그림 은나노입자를 시간 동안 처리한 후 세포 형태 관찰5. 24 (×400).
각 농도에서 세포의 형태 변화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는. (a)
대조군으로 시간 동안 은을 처리하지 않고 배양한 세포주 이24 U937
고 와 는 의 은나노입자를 와 의 농, (b) (c) 5 nm 6.25 g/mL 50 g/mLμ μ

도로 시간 동안 처리한 세포이다 와 는 의 은나노입자24 . (d) (e) 20 nm
를 와 의 농도로 시간 동안 처리한 세포이다25 g/mL 50 g/mL 24 .μ μ

는 의 은나노입자로 시간 동안 의 농도로 처리하(f) 80 nm 24 50 g/mLμ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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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rol

(b) 12.5 g/mL of 5 nmμ (c) 50 g/mL of 20 nmμ (d) 50 g/mL of 80 nmμ

그림 을 이용한 세포 관찰 는 정상 세포를 배 확대한6. TEM . (a) 6,000
배율로 관찰한 이미지이다 는 로 처리한 세포를 배 확. (b) 5 nm 6,000
대한 이미지이다 의 은나노입자의 유입을 배 확대하여. 20 nm 50,000
관찰하였다 의 은나노입자가 세포의 내포막에 둘러싸(c). 80 nm U937
인 모습을 배 확대한 이미지이다50,00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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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작용 억제제인 의 세포독성 측정5. cytochalasin D
나노입자가 세포내로 유입되는 경로는 내포작용에 의해서라 예

상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약은,
이다 따라서 이 화합물을 실험에서 사용한 농도에 대cytochalasin D .

한 독성여부를 확인 한 결과 본 실험에서 사용한 에서는 시20 M 24μ

간 동안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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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세사 중합 억제제의 독성측정 본 실험에서 사용한7. . 20 Mμ
의 는 시간 동안 세포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지cytochalasin D 24 U937
않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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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포분석을 통한 세포사멸 관찰6.
시간 동안 세포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은나노입자의 농24

도를 시간 동안 처리한 뒤 세포사멸 과정을 유세포분석을 통하여15
관찰한 결과 만 이고 는 인 초기세포, Annexin-V positive PI negative
사멸 과정은 본 연구에서 포착할 수 없었으나 와 가Annexin-V PI

인 후기세포사멸의 특징을 보였다 특히double positive . , foward
과 을 통하여 세포크기의 변화와scattering(FSC) side scattering(SSC)

세포내부 과립자 포함정도를 알 수 있는데 세포의 크기는 작아지는,
반면 세포 내부 과립자가 증가함을 관찰 할 수 있었고 더욱이 이렇, ,
게 급격한 세포내 외부의 변화는 은나노입자가 작을수록 더 잘 관찰·
되었다 그림 의 은나노입자 과 에서 모두( 8). 20 nm 25 g/ml 30 g/mlμ μ

양상을 비롯하여 세포크기가 급격히 작아지고 과립자double positive
가 증가하였다 의 크기의 은나노입자로 처리한 경. 50 g/ml 80 nmμ

우에는 세포사멸 정도가 대조군과 유사하나 세포크기는 유지되고 과

립자의 포함 정도가 다양한 것을 관찰하였다 특이할 만 한 것은. 80
의 은나노입자의 경우 와 에서는 모두 염nm Annexin-V PI staining

색되지 않았지만 에 대한 분포가 다양한 것으로 세포내 과립자, SSC
형성이 많아졌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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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간 동안 은나노입자를 세포에 처리한 후8. 15 U937 Annexin-V
와 로 한 유세포분석 결과 대조군 에서는PI staining . (a) Annexin-V
와 모두 되었다 의 은나노입자PI negative staining . 5 nm 6.25

과 의 농도로 시간 자극을 주었고 의g/mL(b) 12.5 g/mL(c) 15 , 20 nmμ μ

은나노입자 와 의 농도로 시간 자극을 주25 g/mL(d) 30 g/mL(e) 15μ μ

었다 의 은나노입자는 의 농도로 동일시간 자극을. 80 nm 50 g/mL(f)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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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포분석을 통한 세포내 활성화산소의 유발 관찰7.
이러한 급격한 세포 내부의 변화는 이전 연구를 바탕31으로

세포내에서 유발되는 활성화산소 유발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

였다 따라서 은나노입자의 시간 동안의 세포독성이 강하게 나타난. 24
농도에서 시간 동안 자극을 준 다음3 CM-H2 로 반응시키고DCFDA
유세포분석기를 이용하여 결과를 읽은 뒤 프로그램WinMDI ver. 2.9
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각각 크기가 다른 은나노입자를 세포독성이( 9).
유발되는 농도에서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양성대조군3 . (positive

은 의control) 25 M Hμ 2O2로 처리한 세포이다 음성대조군과 비교U937 .
할 때에 의 은나노입자 의 농도로 자극할 경우 시간5 nm 12.5 g/mL 3μ

동안의 활성화산소가 유발되기 시작하였고 의 농도로 자극, 25 g/mLμ

했을 때는 양성대조군과 유사하게 활성화산소과 유발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의 은나노입자 과 의 농도에서도 활. 20 nm 50 g/mL 60 g/mLμ μ

성화산소를 유발한 것을 확인하였지만 주어진 농도 범위에서 독성을,
관찰 할 수 없었던 크기의 은나노입자는 활성화산소를 유발하80 nm
지 않았다 와 의 은나노입자에 의해 유발된 활성화산소. 5 nm 20 nm
는 미세사 중합 억제제인 를 을 분 전처리하였cytochalsin D 20 M 30μ

을 경우 억제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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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나노입자에 의한 활성화산소 유발 각 그림에서 검은색은9. .
CM-H2 의 비활성화 녹색 선은 음성대조군DCFA , (negative control),
파란색은 의25 M Hμ 2O2로 처리한 양성대조군 하늘색은 은나노입자로,
자극한 신호 붉은색으로 채워진 부분은 를 농, cytochalasin D 20 Mμ
도로 분 동안 전처리 한 다음에 은나노입자로 자극을 시간 동안30 3
주고 활성화산소 유발 정도 유세포분석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를 전처리하여 세포의 내포작용을 억제하면 활성화산Cytochalasin D
소의 생성이 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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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결합면역흡착 검사를 이용한 사이토카인의 생성 측정8.
앞서 언급한 in vitro상의 활성화산소 유발 및 세포사멸 과정

이 인체 내에서 어떠한 여향을 미치는 지에 관해서는 세포가 생성하

는 사이토카인을 측정하여 추측할 수가 있다 사이토카인 어레이를.
통하여 스크린 한 결과 그림 초기염증성 사이토카인인( 10), tumor

보다 키모카인의 일종인necrosis factor-alpha(TNF- ), IL-6, IL-1α β

등등의 생성이 더 특징적임을 보였다 그 중RANTES, MIP-1, IL-8 .
의 생성이 가장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고 세포독성의 농도IL-8

에서 의 생성 여부를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 를 이용하여IL-8 (ELISA)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은나노입자로 처리한 농도에 따라 의 생성. , IL-8
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그림 또 이는 입자의 크기가 작은( 11). , 5 nm
와 에서 더 잘 관찰 할 수 있었으며 특히 는 주어진 범20 nm , 20 nm
위 내에서 의 생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실험을 수행한 범위 내IL-8 .
에서 독성이 없었던 의 은나노입자에 의해서는 의 생성을80 nm IL-8
관찰 할 수 없었다 를 처리한 다음 사이토카인 분비. Cytochalasin D ,
를 측정하면 은나노입자에 의한 의 분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IL-8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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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은나노입자로 자극을 받은 에 의한 사이토카인 분비10. U937 . 5
의 은나노입자의 농도 와 의 과nm 12.5 g/mL 20 nm 50 g/mL 80 nmμ μ

의 를 시간 동안 세포주에 자극을 주면 염증성 사이50 g/mL 24 U937μ

토카인인 이 특이적으로 생성되었다IL-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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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은나노입자의 크기 및 농도에 따른 생성의 증가 는11. IL-8 . (a)
은나노입자로 자극한 것이고 는 로 자극한 것이고5 nm , (b) 20 nm (c)

는 은나노입자로 시간 동안 세포주를 자극하여 생성된80 nm 24 U937
을 효소흡착면역감사로 확인하였다IL-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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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Ⅳ

인 크기가 각각 다른 구형의 은나노입자5 nm, 20 nm, 80 nm
를 의 농도 범위에서 사람단핵구세포주인 을 이용0 50 g/mL U937∼ μ

하여 세포독성을 측정한 결과 크기가 가장 작은 에서 시간 동, 5 nm 24
안 자극을 주었을 때 급격한 세포독성이 LD50가 로 매우4.00 g/mLμ

낮은 농도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광학현미경에서 이상 세포모양과

상 세포질의 형태 이상으로도 관찰되었다 또 유세포분석으로TEM . ,
세포사멸 기작을 살펴본 결과 해당 농도에서 후기 세포사멸과정으로

사료되는 와 의 이 관찰되었다Annexin-V PI double positive staining .
이러한 세포독성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의 생성과 활성화산소가IL-8
유발을 확인하여 세포내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미세사 중합 억제제인 를 전처리하여 내포작, cytochalasin D
용을 저해한 후 은나노입자를 이용하여 자극을 주면 활성화산소의 유

발이나 의 생성이 억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의 은나IL-8 20 nm
노입자에서도 같은 양상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와. , 5 nm 20
의 은나노입자는 세포내로 내포작용을 통해 유입되어 염증반응을nm

비롯한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이전의 연구 결과

와도 일치한다12,33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세포내로 은나노입자가 유입. ,
된 것을 을 통하여 와 로 세포주에 자극을 준TEM 20 nm 80 nm U937
시료에서 일부 살펴 볼 수 있었으며 의 경우는 자극을 준 후 세, 5 nm
포질의 이상 모양은 관찰 할 수 있었으나 입자의 크기가 너무 작고

과정 중 에 필요한 금속과 세포 내부에 있는TEM staining Osmium
은나노입자를 구별할 방법이 없어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미세사 중합 억제제를 이용하여 은나노입자의 자극에 대한 세

포 특이적 반응으로 세포의 내포작용을 유추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추후에 시행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와 입자의 경우는 세포 독성을 비롯하여. 5nm 2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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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 유발 요인인 활성화산소와 사이토카인 의 생성이 모두 관, IL-8
찰되었고 이는 이전에 보고된 연구와 결과46-48,52가 동일하였다 또. ,
사이토카인 어레이 결과에서 세포주를 은나노입자로 자극했을U397
때 초기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대표적인 나 의 생성보다, TNF- IL-6α

키모카인으로 분류되는 등등의 생성이 눈에RANTES, MIP-1, IL-8
띄었고 이는 은나노입자에 의한 자극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나노크기

의 금속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므로 나노물질 노출에 대한 생체

표적인자 연구를 하는 데에 기반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본(biomarker) .
연구에서도 은나노입자는 독성이 있는 농도에서 특이적으로 의IL-8
생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세포를 이용한 은나THP-1
노입자의 독성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이므로36,48,55 농도에 따른 IL-8
의 생성이 은나노입자 특이적 염증유발에 대한 생체표적인자를 발굴

하는 데에 분자생물학적 근거를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 은나노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독성이 높고 또,

활성화산소가 농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포독성이 이들 염증

성 반응 유발과 상관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절실한 바이다.
특히 염증성사이토카인의 생성의 경우 보다 의 은나노입, 5 nm 20 nm
자로 자극 받은 세포에서 더 잘 관찰되었는데 이에 대해 생물학U937 ,
적으로 나노입자의 크기에 따른 독성이 어떻게 특징지어지는지를 추

후 살펴보아야 한다 와 염색 후 유세포분석결과에서. Annexin-V PI
세포괴사 나 세포사멸의 과정을 규명하기는 어려웠지만(necrosis) , FSC
와 의 변화 즉 세포 크기가 작아지고 세포내 과립자가 증가하는SSC ,
특징을 보였다.

의 은나노입자는 실험을 수행한 농도 범위 내에서는 세80 nm
포독성을 관찰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의 은나노입자는 연구에서. 80 nm
시행한 농도와 시간 범위 내에서 처리 후 활성화산소가 유발되지 않

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생성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진에서. , TEM
내포막에 둘러쌓인 은나노입자를 관찰하였으며 유세포분석에서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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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립자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에서 의 은SSC parameter 80 nm
나노입자를 시간 처리한 후에 다량의 과립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15
인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의 크기가 다양한. 15 50 nm∼ 나노입자가 세

포내로 내포작용으로 신속하게 유입되었다가 다시 외포작용으로 유출

되어 나노입자의 독성이 심각하지 않다33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러한,
세포의 나노입자의 유입과정이 크기별로 특이적인 것인지에 대한 연

구의 필요성을 본 연구 결과와 관련지어 제시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
라 본 연구에서는 시행하지 않았지만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은나노입,
자는 세포주기 중 기를 지연하게 되는데G2/M 59 이는 손상된, DNA
를 하는 체크 포인트 시간이 길어지게 하여 이에 대한 유전독repair
성 60을 의미하며 본 실험에서 사용한 입자의 경우는 크기가 매5 nm
우 작기 때문에 세포질에서 뿐만이 아니라 핵내로 들어가 의 염DNA
기서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 기작 대한 연구가 필요한 바이

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그리고 의 로 코, 5 nm, 20 nm 80 nm PVP

팅된 구형의 은나노입자 자극에 의한 면역세포인 세포주에서 세U937
포독성과 염증반응을 살펴보았으며 그 기작에 대해 분자생물학적 수

준에서 추후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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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Ⅴ

각각의 다른 크기의 로 코팅된 은나노입자 그리고PVP 5, 20,
를 사람 단핵구세포주 에 처리하여 관찰한 결과 다음과80 nm , U937

같은 결과를 얻었다.

세포를 실험에서 시간 동안 은나노입자는 의 경1. U937 24 5 nm
우 에서 는 에서 급속히 세포대사율이 떨6.25 g/mL 20 nm 25 g/mLμ μ

어져 강한 독성을 보였으며, LD50로 환산하면 각각 4.00 g/mL, 7.96μ

이다 의 경우는 주어진 농도 내에서는g/mL . 80 nm , 0 50 g/mLμ ∼ μ

독성을 살펴 볼 수 없었다.
세포는 와 의 은나노입자에 의하여 독성이2. U937 5 nm 20 nm

강한 농도인 과 에서 시간 자극 후에는 초기12.5 g/mL 50 g/mL 15μ μ

세포사멸 과정을 관찰하기는 어려웠고 와 가Annexin-V PI double
로 된 급격한 후기 세포사멸 과정을 통하여 세포독성postive staining

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포에서 은나노입자는 세포독성이 심한 농도로 시간3. U937 3

자극하면 세포내에서 활성화산소를 유발하였고 이는 의 은나노5 nm
입자에서 더 잘 관찰 되었다.

은나노입자에 의해서 세포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중4. U937
을 특이적으로 많이 생성하는데 이와 같은 특징은 보다IL-8 5 nm 20

의 은나노입자에서 더 잘 관찰 되었고 입자는 을 생성nm , 80 nm IL-8
하지 않았다.

미세사 중합억제제인 를 처리한 다음에 은나5. cytochalasin D
노입자와 세포주를 같이 배양한 후 활성화산소 유발 정도와U937

의 생성은 모두 감소하였다IL-8 .
수치화 할 수 있는 은나노입자의 독성에 따른 세포독성과6.

의 생성여부를 입자 크기에 따라 차원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IL-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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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표면의 곡선이 에서 급격한 것으로 보아 세포독성은20 nm 5
에서 급격히 나타났지만 실험을 수행한 농도 범위 에nm 0 50 g/mL∼ μ

서 의 생성에 따른 생물학적인 염증 변화는 에서 더 다양IL-8 20 nm
하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림. ( 12)

수치화 할 수 있는 은나노입자의 독성에 따른 세포독성과7.
의 생성여부를 입자 크기에 따라 차원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IL-8 3

한 결과 세포독성은 는 실험을 행한 농도 범위 내80 nm 0~50 g/mLμ

에서 완만한 곡선을 나타내므로 세포독성과 염증 유발의 변화가 미미

하여 독성이 없다고 사료된다 그림( 12).

이상의 결과로 은나노입자는 세포내로 매우 잘 유입되어 나노,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세포독성이 훨씬 더 많았고 의 은나노, 20 nm
입자가 주어진 범위 농도 내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0 50 g/mL∼ μ

더 잘 생성하였다 그러나 세포독성과 활성화 산소의 유발 정도는 은.
나노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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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크기가 다른 은나노입자 농도에 따른 세포생존율과 의12. IL-8
생성의 관계 차원 그래프로 그리고 은나노입. 3 5 nm, 20 nm, 80 nm
자의 세포독성에 따른 의 생성정도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IL-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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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vitro cytotoxicity and inflammation response induced by silver

nanoparticles.

Park, Jeongsin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i, In-hong)

Silver nanoparticle (AgNP) is very useful material because of its

own antibiotic properties and specific surface plasmon. However, nowaday

there are controversial reports about toxicity of nanomaterials. So far, the

previous reports mentioned that most of toxic nanoparticles induced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nd various inflammatory reactions. In this

study, by using polyvinylpyrrolidone (PVP) coated 5, 20, and 80 nm of

silver nanoparticles which were dispersed in distilled water, cytotoxicity

of the different sized AgNPs on human monocyte cell line, U937 was

measured. The toxic concentrations of AgNP were 6.25 g/mL in case ofμ

5 nm, 25 g/mL of 20 nm, and 80 nm AgNP was determined to beμ

nontoxic within the studied concentrations, 0~50 g/mL. Related toμ

cytotoxicity by AgNP, some inflammatory reactions were observed.

Reactive oxygen species (ROS) were induced by 5 nm and 20 nm but

not by 80 nm of AgNPs. These phenomenon were more strongly induced

by 5 nm rather than 20 nm. Moreover, releases of chemokines were

observed by cytokine array after stimulations with AgNPs on U937 cell

line. Especially, chemokine, IL-8 was significantly released by stimulation

with 5 nm and 20 nm but not by 80 nm of AgNPs. Releases of IL-8

were more increased by 20 nm than 5 nm of AgNPs. Annexin-V and PI

staining after stimulation with AgNP showed that late apoptotic

characteristics by double positive signals of Annexin V-FITC and PI.

After treating with cytochalasin D, actin polymerization inhibitor, ROS

and IL-8 generation by stimulation of AgNPs were reduced. Therefore

AgNPs were uptaken by monocytes rapidly and then inflammatory

properties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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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the conclusion, on human monocyte cell line, U937, 5 nm and 20

nm of AgNPs were determined to be toxic by inducing ROS and

releasing IL-8 after internalization. The Lethal dose 50 (LD50) of 5

nm AgNP was 4.00 g/mL and 20 nm AgNP was 7.96 g/mL. Inμ μ

addition, the smaller AgNP showed the more toxic characteristics

although biological change determined by releasing IL-8 was

significant with 20 nm AgNPs.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toxicity by stimulation with various sizes of AgNPs, future study must

be performed with considering relative inflammatory responses such as

inductions of ROS and releases of I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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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ve oxygen species, inflammatory cytoki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