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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이크로 니들은 최소 침투를 통한 통증 경감과 

빠른 약물전달 효과로 기존의 약물전달 방법들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약물전달 방법을 

제시하였다 [1-2]. 고분자를 이용한 마이크로 니들

은 다른 마이크로 니들 재료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생산성이 뛰어나다 [3].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최근엔 생적합성 고분자를 이용한 마이

크로 니들 롤러, 인플루엔자 백신을 위한 분해성 

마이크로 니들 그리고 정확한 미세 주입을 위한 

구멍이 뚫린 마이크로 니들도 약물 전달에 이용하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지침으로 polydimethysiloxane 

(PDMS) 유연 몰드를 제작하고, 생분해성 고분자인 

polylactic acid (PLA)를 사용하여 마이크로 니들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마이크로 니들은 사람의 표피

와 비슷한 기계적 물성을 가진 돼지 표피에 침투실

험을 통하여 사람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2. 유연 몰드 제작

생분해성 고분자 마이크로 니들을 제작하기 위

해서는 마이크로 니들 모양의 역상을 가지는 몰드

가 필요하다. 몰드 제작에 앞서 마이크로 니들의 

마스터 템플릿이 필요하다. 마스터 템플릿을 만들

기 위해 상용 수지침을 두 종류의 플라스틱 기판에 

0.5 × 0.5 cm2의 면적에 일정한 간격의 10 × 10 

의 구멍을 뚫거나 1.5 × 0.5 cm2의 직사각형의 구멍

을 뚫는다. 10 × 10 구멍들의 중심간 거리는 750μm

로 이것은 마이크로 니들의 디자인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유연 몰드를 만드는 방법은 sylgard 184의 prepol-

ymer와 curing agent를 무게비 10:1로 섞은 PDMS 

혼합체를 진공 상태에서 공기방울을 제거한 후 

페트리 디시에 붓고 마스터 템플릿을 PDMS 혼합

체에 담근다. 그 후 65℃의 오븐에 넣어 PDMS 

혼합체를 경화시키고 마스터 템플릿을 벗기게 된

다. 

3. 생분해성 마이크로 니들 제작

마이크로 니들을 만들기 위해 생분해성 고분자

인 PLA를 사용하여 마이크로 몰딩 과정을 진행한

다. PLA를 마이크로 몰딩하기 위해선 PLA를 210℃ 

이상으로 가열하여 녹인다. 이때 기존의 PLA는 

투명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침투 실험 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으므

로 액체상태의 PLA에 붉은 색 염료를 섞어 시인성

을 높였다. 이와 동시에 PDMS 몰드를 같은 온도로 

예열시키고, 액체상태의 PLA를 몰드 위에 붓는다. 

그리고 몰드 안에 공기가 갇혀 PLA가 몰드에 차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진공을 잡아 공기를 몰드로부터 

배출시킨다. 마이크로 몰딩이 끝난 후 충분히 냉각

시킨 다음에 PLA 마이크로 니들을 몰드로부터 떼

어내면 Fig. 1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마이크로 

니들의 끝단의 곡률은 약 10um로 실제 수지침 끝단

의 곡률과 거의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평가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얻은 생분해성 마이크로 

니들의 피부 침투성을 평가하고자 사람의 표피와 

비슷한 기계적 물성을 지닌 돼지 표피에 침투 실험

을 진행하였다. 마이크로 니들의 침투는 부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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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PLA microneedle and (b) microneedle tip 

Fig. 2 Microneedle insertion test

마이크로 니들의 직접적인 관찰과 침투가 된 표피

를 염색하는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돼지 

표피는 피하 지방층을 얇은 칼로 제거 하고 핀으로 

팽팽하게 고정 시킨 후 침투 실험이 진행되었다. 

사람의 엄지 손가락으로 약 10초간 힘을 주어 마이

크로 니들을 침투 시키고, 약간의 전단응력을 가해 

마이크로 니들을 부러트렸다. 

  이와는 다르게 마이크로 니들에 염색약을 묻혀 

돼지 표피에 마이크로 니들을 침투시켜 마이크로 

니들이 침투된 부분을 염색시키는 실험도 진행되

었다. 먼저 마이크로 니들에 전체적으로 염색약을 

묻힌 후 돼지 표피에 침투를 시킨다. 그 후 돼지 

표피 표면에 묻어있는 잔여 염색약을 닦아내면 

침투된 부분에만 염색약이 묻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지침 형상을 가지는 생분해성 

마이크로 니들을 제작하기 위한 공정에 관해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3가지 주요 공정을 진행

하였다. 첫째로 상용 수지침을 기계 가공한 플라스

틱 기판에 고정시켜 마스터 템플릿을 만들었다. 

두 번째로 PDMS 캐스팅 과정을 통해 마이크로 

니들의 역상의 PDMS 유연 몰드를 만들었다. 그리

고 유연 몰드를 이용한 마이크로 몰딩 과정을 통하

여 PLA 생분해성 마이크로 니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마이크로 니들은 약물

전달을 위해 표피를 뚫을 정도의 강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기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1-0029454)."

참고문헌

1. Kim. Y. C., Park, J. H. and Prausnitz, M. R. 

"Microneedle for drug and vaccine delivery," 

Advanced drug delivery reviews, 64, 1547-1568, 

2012. 

2. Lee. J. W., Choi. S. O., Felner. E. I. and Prausnitz. 
M. R., "Dissolving microneedle patch for trans-
dermal delivery of human growth hormone," Small, 
7, 531-539, 2011.

3. Donnelly. R. F., Singh. R. T. R. and Woolfson. A. 
D., "Microneedle-based drug delivery systems: 
Microfabrication, drug delivery, and safety," Drug 
delivery, 17, 187-207, 2010. 

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