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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 약물 전달을 위한 
마이크로니들의 제조

1. 서 론

경피약물 전달시스템 (TDS, 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은 기존의 단순 패치 형

태가 아닌 각질층에 의한 약물 전달학적 한계

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극복하여 보다 다양한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존의 피하주사 

(Hypodermic needles)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

고 투여 후 빠르게 약물이 전달되어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투여 

시 환자에게 고통을 유발하고, 자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사용에 제한이 따르며, 이로 인하

여 주사 공포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1,2]. 경구 

투여 (Oral delivery)의 경우 다양한 약물을 가

장 쉽고 편리하게 투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

리 이용되고 있지만 위장 또는 간에 의해서 약

물이 변성되어 많은 양의 약물을 투여해야 하

며, 흡수율 또한 적은 편이다. 최근 경피약물 

시스템 중 기존 주사 방식과 패치 시스템을 결

합한 마이크로 니들 (Microneedles)에 관한 연

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피부의 최

외각 층인 각질층에 수십 혹은 수백 마이크로

의 구멍을 형성하여 생성된 구멍을 통해 약물

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그 길이가 매

우 작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으며, 약물의 

전달목적에 따라 다양한 물질과 전달 방법, 길

이 등을 선택할 수 있어 약물을 보다 효과적으

로 전달할 수 있다 [3]. 마이크로 니들을 통한 

전달시스템은 기존의 피하주사가 하지 못했던 

각막 또는 세포핵에 국부적인 약물 전달이 가

능하며, 전달 방법, 물질 등을 변화시켜 속방

형/서방형의 약물 전달 또한 가능하다 [4]. 향

후, 마이크로 니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 

스스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진보된 의료기

그림 1. 다양한 모양의 마이크로 니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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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국부적 전달과 서

방형 전달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

고, 편리하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정

의와 다양한 활용 분야 및 제작 방법에 대해

서 고찰하고자 한다. 

　 

2. 마이크로 니들의 정의

지난 수년간, 새로운 타입의 약물 전달 방

식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면서 소형화된 마이

크로 니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것은 

피부 층을 관통하여 형성되는 마이크로 크기

의 구멍을 이용해 국부적인 약물 전달을 가

능하게 하였다. 마이크로 니들이란 수십 혹

은 수백 마이크로 길이 (1 mm 이하)로 구성

된 다수의 형태 (사각뿔, 원뿔 등)로 이루어

졌으며, 기존의 피하주사에서 전달 가능한 

분자의 크기 (<400 Da)를 벗어나 제한 없이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속적인 약물 전달, 손쉬운 사용, 무통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 경피전달 방식

이다. 

마이크로 니들은 그림 2와 같이 약물 전

달 방식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로 구분

할 수 있다. 솔리드 마이크로 니들 (Solid 

microneedles)은 피부 전처리 (Skin 

pretreatment) 용도로 사용되며, 마이크로 

니들을 피부에 찌른 후 제거한 뒤, 피부 표

면에 남겨진 홀 (Hole)에 약물 패치를 놓

아 지속적으로 약물을 방출시키는 방식이

다. 약물 코팅 된 마이크로 니들 (Coated 

microneedles)은 일반적으로 물에 녹을 수 

있는 약물 제제로 니들을 코팅하며, 이것

을 피부에 찌른 후, 빠르게 약물이 피부로 

전달한 후, 니들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약

물이 함유된 마이크로 니들 (Formulated 

microneedles)은 니들을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질로 제작하여 피부에 찌른 후, 니들이 피

부 내에 용융되어 니들 내에 있는 약물이 전

달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할로우 마이크

로 니들 (Hollow mironeedles)은 수 mm 이

하 짧은 길이를 가진 기존 주사기와 형태가 

유사한 마이크로니들로 액상의 약물을 직접

적으로 피부층에 주입 시킬 수 있는 방식이

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마이크로니들의 길이에 

따라 피부층 내 투여 깊이가 달라진다. 의료

용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니들은 500 μm - 

1 mm 영역의 길이의 니들을 사용하고 미용

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니들은 250 μm 아래

의 길이를 사용함으로써 각각 전달 타겟층에 

진피층을 포함 유무를 조절하게 된다.

　

3. 마이크로 니들의 제작 방법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한 약물전달 응용 

분야는 1990년대부터 미세전자기계 산업

의 발전과 더불어서 다양한 연구가 시작되

었다. 처음으로 제작된 마이크로 니들은 실

리콘으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금속, 고분

자, 유리, 세라믹 등과 같은 다양한 물질

을 이용하여 목적에 맞는 적합한 크기와 모

양으로 제작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

그림 2.  다양한 유형의 마이크로 니들과 피부를 
통한 약물 전달 메커니즘 (a) 피부에 마
이크로 니들을 삽입했을 경우, (b) 마이
크로 니들의 약물이 전달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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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이크로 니들은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

해서 차별화된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이와 같은 다양한 메커니즘은 (1) Solid 

microneedles, (2) Coated microneedles, 

(3) Formulated microneedles, (4) Hollow 

microneedles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카테고

리로 분리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니들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물질 및 공정 니들 형

태에 따라 다르다. 각각의 형태에 따른 마이

크로 니들의 제작 방식을 물질과 같이 다뤄

보고자 한다.

( 1 )  솔리드 마이크로 니들 ( S o l i d 

microneedles)은 피부 표면에 구멍을 만들

고, 약물을 피부 층에 도포하여 천천히 약물

이 형성된 구멍을 통해 몸 안으로 확산될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솔리드 

마이크로 니들은 피부 층에 쉽게 구멍을 만

들 수 있도록 충분한 기계적 강도와 이에 따

른 물질과 모양, 그리고 팁 끝의 날카로움이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솔리드 마이크로 

니들에 사용되는 다양한 물질인 실리콘, 금

속, 고분자, 세라믹들은 각기 다른 공정을 이

용하여 제작된다. 특히, 고분자를 활용한 솔

리드 마이크로 니들은 응용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로써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공정을 살펴보면, 

UV 경화성 고분자인 SU-8은 활용한 감광성 

반도체 공정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작 된 마스터 구조체는 그림 3과 같이 열

가소성 고분자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반복 복

제를 통해서 다수의 마이크로 니들을 복제할 

수 있다 [5,6]. 

앞서 설명한 마스터 구조체를 제작하는 방

법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그림 4와 같이 습

식 식각 (Wet etching)으로 유리 기판에 마

이크로 렌즈를 제작하고, 렌즈의 성질에 따

라서 UV 365 nm파장이 통과했을 때, UV경

화성 고분자 (SU-8) 내부에서 점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빛의 경로를 형성하게 되어 

끝이 뾰족한 마이크로 니들을 형성하게 된

다. 다른 방법은 경사진 SU-8에 패턴이 있

는 마스크를 통해 UV를 조사함으로써 SU-8 

내부에 초점이 형성된 원뿔형의 니들을 형성

할 수 있다 [7]. 그 밖에도 다른 파장의 길이

를 가지는 X-ray를 감광성 고분자에 조사하

여 고분자를 경화시키거나 제거하여 다양한 

고종횡비를 가지는 마이크로 니들을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UV 경화성 폴리

머는 실리콘 및 금속과 비교해 약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기 때문에 복제 몰딩을 위한 마

스터 구조체로 사용하게 된다. 복제 몰딩을 

위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경화성 고분자로 

PDMS (Poly-dimethy-siloxane)라 불리는 

실리콘을 사용하여 복제를 위한 몰드를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제작된 PDMS몰드에 열경

화성 수지 (Thermoplastic), 생분해성 수지 

(Biodegradable polymer) 또는 물에 녹는 고

분자 (Water-soluble polymer) 등 다양한 물

그림 3.  열가소성 고분자 (Thermoplastic)를 활
용한 마이크로 니들 제작 과정.

그림 4.  Optics-Lens 기술을 활용한 UV 경화성 
마이크로 니들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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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니들을 제

작할 수 있다 [8,9]. 

　

(2) 약물이 코팅된 마이크로 니들 (Coated 

microneedles)은 일반적으로 제작된 솔리드 

마이크로 니들 표면에 약물을 코팅하는 방

식이다. 이것은 수용성 환경에 녹을 수 있는 

약물, 안정화제 그리고 계면활성제를 활용

해 마이크로 니들을 담그기 (Dipping) 또는 

스프레이 (Spraying) 방식으로 건조와 동시

에 점진적인 약물 코팅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10,11]. 이때 마이크로 니들에 사용되는 계

면활성제 (Surfactants)는 Lutrol F-68 NF, 

Tween, Poloxamer 같은 제제를 사용하며, 

코팅 두께를 증가 (Thickening agents)시

켜주는 것으로써 Caboxy-methyl-cellulos 

sodium salt, Methyl-cellulose 등과 같

이 수용성 고분자를 이용한다. 또한, 안정

제 (Stabilizers)로써 Trehalose과 같은 이미 

동결 건조 시 안정화제로 사용되었던 첨가

제를 더하여 코팅을 하는 동안 생동성 약물

에 발생될 수 있는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담

그기 (Dipping) 방식을 활용한 마이크로 니

들 코팅은 약물이 담긴 용기의 크기에 따라

서 손상 없이 니들 팁 또는 국부적인 부분만

을 코팅할 수 있다. 다른 접근 방식인 스프

레이 (Spraying)는 마이크로 니들위에 마이

크로 크기의 액적 (Droplet)으로 분무시켜 

건조 및 코팅을 함으로써 균일한 약물 코팅

을 기대할 수 있다. Vitamin-B, Lidocaine, 

Inactivated-influenza-virus, Protein-

vaccines-against-hepatitis-C-virus 등이 

이러한 코팅 니들로 제작되어 기초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상용화된 연구에 다가서고 있

다 [12,13]. 

( 3 )  약 물 이  함 유 된  마 이 크 로  니 들 

(Formulated microneedles)은 코팅 마이

크로 니들과는 다르게 피부 층에서 니들과 

약물이 함유된 팁 모두 녹아 확산되어 기

존의 니들이 남아서 발생될 수 있는 오염

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방형의 경피 약

물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

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약물 내포형 마이

크로니들은 주로 마이크로 몰딩 공정을 이

용하여 제작된다. 그림 5와 같이 약물 내포

형 마이크로니들의 제작은 포토리소그래피 

(Photolithography) 공정을 기반으로 제작된 

PDMS마스터 몰드에 약물 입자를 팁 끝 부분

으로 넣거나 약물 입자가 분산된 고분자 용

액을 몰드 위에 붓고 건조시켜서 제작한다. 

이때 사용되는 수용성 고분자중 Carboxy-

methyl-cellulose (CMC)가 대표적인 물질이

다. 용매를 이용하는 Solvent casting 방식대

신 용융된 생분해성 고분자 (Biodegradable 

polymer)를 넣어 고분자 몰딩 공정을 바탕

으로 약물이 함유된 마이크로 니들을 제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생분해성 고분

자는 대표적으로 Polyvinyl-alcohol (PVA), 

polylactic-glycolic-acid (PLGA) 등을 사용

하고 있으며, 피부에서 녹는 시간이 고분자 

물질 특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약물 전달 량

을 조절하거나 또는 다양한 치료 목적에 알

맞은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고

분자의 녹는 특성에 따른 점도의 변화를 활

용한 Drawing-up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의 생분해성 마이크로 니들을 제작할 수 

있다 [14-19]. 그림 5는 대표적인 약물 내포

형 마이크로 니들의 제조 공정이다. 우선 마

스터 구조체로부터 몰드를 준비한 후 분무 

건조로 준비한 마이크로 크기의 약물 입자를 

몰드에 넣고 용융 상태의 고분자를 이용하여 

몰딩 공정으로 마이크로 니들을 제조하는 방

법이다 [20]. 그 외에도 열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의 열 변성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열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가하는 대신 초

음파를 이용하여 고분자를 용융 접합하는 방

식이 소개되었다. 고분자 마이크로 입자를 

몰드에 채우고 적절한 압력과 함께 초음파 

에너지를 가하면 입자간의 표면에서 용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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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해 입자가 녹으면서 붙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열을 이용하는 방식보다 적은 

양의 열에너지에 노출되어서 다양한 종류의 

약물을 니들 안에 내포시킬 수 있다 [21]. 

Solvent casting 방식은 수용성 고분자의 

마이크로 니들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수용성 고분자를 물에 녹이고 고분자 용액

에 약물을 추가한 후 용액을 몰드에 부어 건

조시키게 된다. 건조 시 니들의 밀도가 떨어

지기 쉽기 때문에 원심력을 가하거나 압력을 

가해서 니들에 미세 구멍이 새기는 것을 억

제한다. 

　

(4)  할로우 마이크로 니들 (Hol low 

microneedles)은 피부 층에 액상의 약물 전

달을 수행할 수 있다. 피하주사 방법과 유사

하게 수용성 약물의 압력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물 전달 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은 기존의 마이크로 니들에서 약물 

안전성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의 추가나 또는 

전달 패치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약물의 전달이 가능하며 환자의 불

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할로

우 마이크로 니들은 그림 6과 같이 포토리소

그래피 및 레이저 기술 [22], 플라즈마 식각 

(Deep reactive ion etching) [23], 화학적 

식각 (Wet chemical etching) [24], 마이크

로피펫 기술 (Micropipette techniques) [25] 

등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유리, 고분자, 금

속 물질로부터 싱글 또는 다수로 배열된 할

로우 마이크로 니들로 제작한다. 다른 니들 

공정에 비해 니들 내부에 약물의 통과 경로

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정이 한 

장의 마스크를 이용하여 제작되는 공정이라

면 할로우 마이크로 니들은 두 장 이상의 마

스크와 얼라이닝 공정을 필요로 하는 정교함

을 요구한다. 2-D 형태의 실리콘 할로우 마

이크로 니들 제작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3-D 

형태의 할로우 고분자 니들이 제작되어 연구

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중에 있다 [26]. 할로

우 마이크로 니들은 팁 끝 모양의 다양성과 

여기에 만들어지는 홀 (Hole)의 크기 및 위

치에 따라서 피부 장벽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약물전달 매개체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

로 제작된 할로우 마이크로 니들은 일반

적으로 주사기를 사용해 유체를 전달하

거나 할로우 마이크로 니들과 통합된 작

동기 (Actuators)를 이용한다. 이처럼 유

체를 할로우 마이크로 니들을 통해서 흐

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압력을 제공하

기 위하여 가스 (Gas pressure), 스프링 

(Spring), 압전성 필름을 이용한 마이크로펌

프 (Piezo-electricmicropump), 주사기펌프 

(Syringepump) 등을 활용한 많은 연구가 진

행 중이다. 또한, 최근의 할로우 마이크로 니

들은 기존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인체로부터 

필요한 유체 (Blood sampling)를 뽑아낼 수 

있는 샘플링 역할로써도 이용되고 있다 [27]. 

그림 5.  약물이 함유된 마이크로 니들의 제작 
과정.

그림 6. 할로우 마이크로 니들의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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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지난 15년에 걸쳐서 마이크로 니들 분야는 

매우 급격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으며, 또한 

인체에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장치 형태로

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이크로 공정 

기술 (MEMS)을 기반으로 제작된 마이크로 

니들은 다양한 디자인과 물질로 제작과 함께 

백신 또는 약물을 코팅 및 함유시켜 이에 대

한 실효성 및 효과를 인체 및 동물 실험을 통

해서 입증하고 있다. 최근의 의료 형태는 패

러다임이 수요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이며, 이에 맞추어 마이크로 니

들은 환자 스스로 고통 없이, 환자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국부적인 약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욱 진보된 마이크로 

니들 제작 및 응용 기술이 의료 분야에 맞는 

형태로 요구되고, 또한, 마이크로 니들을 통

해서 전달되는 약물 량에 대한 정확한 기술

적 제어 및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국내에서도 마이크로 니들 시장에 대

한 더욱 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획기적인 마이크로 니들의 

개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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