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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마이크로니들은 수백 마이크로미터에서 2 mm 이하의 길이를 갖는 

바늘이며 조직(tissue)을 쉽게 투과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 고효율로 약물이나 화장품을 체내에 전달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

되고 있다. 일반적인 주사와 달리 마이크로니들은 길이가 짧아 주사 

시 고통이 없고 조직을 최소한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외부의 감염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 마이크로니들

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솔리드, 코팅, 용융, 하이드로겔, 그리고 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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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hollow) 마이크로니들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었고[2-4], 실리

콘부터 유리, 세라믹, 금속, 고분자까지 다양한 재료들이 마이크로니

들 제작에 사용되면서 약물전달 뿐 아니라, 바이오센싱, 근전도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5]. 
특히 피부를 투과하여 약물이나 화장품을 전달하는 경피 패치형 마

이크로니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이는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에 가장 큰 약물전달의 장벽인 각질층(stratum corneum)을 효과적으로 

투과하여 약물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피층 상부

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모세혈관과 림프관으로 인해 약물의 빠른 흡수 

및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약물이 피부로 직접 투여되므로 간초회

통과효과(first-pass metabolism)을 피하여 생체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마이크로니들에 의한 약물전달효율은 마이크로니들의 디자인과 제

작방법의 최적화를 통해서도 제어할 수 있는데, 먼저 마이크로니들의 

길이를 제한하여 피부 투과 시 수반되는 고통을 줄일 뿐 아니라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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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마이크로니들은 약물전달 및 진단에 사용되는 미세바늘로 일반 주사와 달리 길이가 짧아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하
는 한편 고통과 감염위험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도구이다. 기존의 마이크로니들은 MEMS 기술을 기반으로 정밀하게 
나노미터 수준으로 제작되었으나 장비와 유지비가 비싸고 공정이 복잡하여, 최근에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경제적이
고 간단하며 신속하게 마이크로니들을 제작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3D 프린팅 기술은 프로토타입의 제작이 간단하
고 수정 보완이 용이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및 화장품의 상용화에 유리하다. 이에 본 총설은 SLA, 2PP, 
DLP, CLIP, FDM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마이크로니들 제작 연구동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
다. 또한 현재 마이크로니들 기술의 한계점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Abstract
A microneedle is a tool that used for drug delivery and diagnosis. Unlike general injections, the microneedle is short in length, 
enabling effective drug delivery while minimizing pain and risk of infection. Conventionally, microneedles have been manu-
factured precisely at a nanometer level based on 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s (MEMS) technology, requiring expensive 
equipments & maintenance and complicated processes. To address the issues, 3D printing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fabricate microneedles simply, economically, and rapidly. Since 3D printing facilitates to manufacture prototypes and apply 
feedbacks, it is advantageous for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microneedle for pharmaceuticals and cosmetics. 
Therefore, this review will introduce stereolithography (SLA), two-photon polymerization (2PP), dynamic light processing 
(DLP), continuous liquid interface production (CLIP), and fused deposition modeling (FDM) 3D printing technologies and  
also highlight research trends for microneedle production using them. Furthermore,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microneedle 
technology and the direction to be solved in the future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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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달되는 위치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6]. 마이크로니들의 길

이, 종횡비(aspect ratio) 및 형태를 조절하면 그에 따라 니들의 부피가 

달라지고 전달될 수 있는 약물의 용량이 제어될 수 있다. 아울러 종횡

비에 따라 기계적 강도가 바뀌며, 니들 팁의 반경(radius)을 조절함으

로써 조직투과도가 변한다. 이처럼 마이크로니들 디자인의 미세한 변

화로 인해 약물전달효과, 피부 투과도 및 환자의 순응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교하고 재현성 있게 마이크로니들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

다[6].
기존의 마이크로니들은 정확한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기술을 적용하여 micromolding, micro-
machining, etching 및 lithography 등의 기술을 이용해 마이크로니들

의 길이를 100 µm 이하로, 팁의 반경도 나노미터 수준으로 정교하게 

제작하였다[7-9].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값비싼 장비 및 유지비를 필

요로 하고, 초기 마이크로니들 제품 개발 시 프로토타입 디자인의 수

정 및 보완에 발생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마이크로니들 제품의 상

용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0].
따라서 마이크로니들을 저렴하면서 높은 정확도로 구현해낼 수 있

는 기술을 개발하여 마이크로니들 연구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제품

의 상용화에 유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적층 

제조(additive manufacturing)방식인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마이크

로니들을 빠르고, 저렴하며 재현성 있게 제작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11,12]. 3D 프린팅은 연속적으로 얇은 층을 쌓아 올려 3차원

의 물체를 출력하는 기술로 바이오, 의료, 제약 및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13-15]. 마이크로니들 역시 CAD (computer-
aided desig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으로 출력할 수 있으며, 이 

기술을 통해 기존의 MEMS기술로 구현하기 어렵거나 절차가 복잡했

던 디자인을 빠르고 간단하게 제작이 가능하다[16]. 또한 디자인의 수

정과 프로토타입 제작이 빠르고 간편하므로 제품개발 시간을 크게 단

축할 수 있으며 제작에 필요한 장비 및 유지비가 MEMS 공정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상용화에 훨씬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17]. 하지만 아직까지 3D 프린팅 기술의 낮은 해상도나 사용되는 재

료의 제한이 있는 등 한계점이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

다. 따라서 본 총설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마이크로니들의 

제작기술의 동향 및 현재 기술수준에 대해서 소개하고 기술적 한계점 

및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 마이크로니들 제작을 위한 3D 프린팅 기술

3D 프린팅은 고분자, 금속 등의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물리화학적 

공정을 통해 재료가 결합된 하나의 층을 형성하고 이를 연속적으로 

쌓아 올려 삼차원의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18]. 프린팅 재료의 

물성에 따라 프린팅 방법이 달라지며 출력결과물의 품질, 제작속도 

등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3D 프린팅을 이용해 마이크로니들을 제작할 

때 약물/화장품 및 부형제의 혼합 제제를 재료로 이용하여 직접 출력

하여 사용하는 “직접 인쇄” 방법이 있고, 마이크로니들의 마스터 몰드

(master mold) 또는 음각 몰드(negative mold)를 3D 프린팅 방법으로 

출력하는 “간접 인쇄” 방법이 있다. 아직까지는 3D 프린팅 재료나 출

력 조건에 대한 제한 등을 고려하면 간접 인쇄방법을 통해 몰드를 제

작한 후 이를 이용해 마이크로니들을 제작하는 방법이 간편하여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8]. 
마이크로니들을 제작하는 다양한 3D 프린팅 기법 중 광중합기술을 

이용한 연구가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이 기술은 중합되지 않은 감광

성 고분자에 선택적으로 원하는 위치에 레이저를 조사한 뒤 고분자를 

빠르게 굳혀 층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층을 쌓아 올려 물

체를 제작하는 방법이다. 광중합에 의한 3D 프린팅 기술은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 레이저 기반 stereolithography (SLA)와 digital 
light processing (DLP) 방식으로 분류된다[19]. 압출을 기반의 3D 프
린팅 기술인 fused deposition modeling (FDM) 방법도 마이크로니들 

사용에 보고되었다[20, 21]. 이 기술은 필라멘트 형태의 열가소성 재

료를 고온에서 녹여 원하는 디자인의 층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3D 
프린팅 방법 중 가장 저렴한 방법이지만 해상도가 낮아 피부에 고통

없이 효과적으로 삽입할 수 있는 마이크로니들의 뾰족한 팁의 구현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 기술은 단독으로 마이크로니들 제작에 사용되

지 못하고 후처리 공정이 필요하다.

3.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마이크로니들 제작 
연구 동향 

3-1. Stereolithography (SLA)
SLA 3D 프린팅은 액체의 감광성 고분자 수조 안에서 특정 부분에 

선택적으로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그리듯이 원하는 영역에 고분자를 

중합하고 결합된 층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 기술의 해상도는 레이저 

빔의 직경에 따라 결정되며, 수십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해상도를 갖

기 때문에 마이크로니들 제작에 사용되기 충분하다[8,22].
Krieger et al.은 SLA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마이크로니들의 양각 

몰드 제작하였다(Figure 1a). 기존 보급형 SLA 프린터의 낮은 해상도

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보다 큰 사이즈의 마이크로니들을 정교하게 제

작한 뒤 감광성 고분자로 니들의 베이스를 일정높이로 채워 피부 전

달에 적합한 마이크로니들 몰드를 제작하였다[23]. Lopez-Ramirez et 
al.도 SLA프린터를 가지고 양각 몰드를 출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용융

성 마이크로니들을 제작하였다(Figure 1b). 마그네슘 입자를 마이크로

니들에 포함시켜 약물전달의 효율 및 속도를 향상시켰다[24]. Amer et 
al.은 프린터를 이용해 바로 음각 몰드를 출력하여 용융성 마이크로니

들 제작을 위한 단계를 줄였다[25]. Pere et al.은 생적합한 고분자 레

진을 이용하여 SLA 프린팅을 통해 피라미드와 원뿔형의 마이크로니

들을 제작하였고,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슐린 제제를 코팅하였

다. 코팅된 마이크로니들은 형태에 상관없이 30 min 이내 효과적으로 

인슐린을 배출하였다[26]. Economidou et al.도 SLA 프린팅 된 마이크

로니들에 인슐린을 코팅하여 전달하였으며 동물실험을 통해 마이크

로니들에 의해 전달된 인슐린이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춘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27]. 
마이크로니들과 다른 장치와 통합된 다기능 소자도 SLA 3D 프린

팅에 의해 제작되었는데, Yeung et al.은 마이크로니들과 마이크로플

루이딕 채널이 통합된 소자를 SLA 3D 프린팅으로 출력하였고 본 구

Figure 1. Microneedles fabricated by SLA 3D printing: a) microneedle 
array mold [23], b) microneedle master mold [24]. 



3813D 프린팅을 이용한 마이크로니들 제작의 최신 연구 동향

Appl. Chem. Eng., Vol. 32, No. 4, 2021

조체를 통해 경피약물전달에 사용하고자 하였다[28]. 또한 Economidou 
et al.은 SLA hollow 마이크로니들과 MEMS 시스템을 연결하여 인슐

린의 제어된 방출을 통해 약물의 효능이 향상됨을 보고하였다[29].

3-2. Two-photon polymerization (2PP)
Two-photon polymerization(2PP)은 레이저 SLA 기술에 속하는 방

법으로 2개의 광자 흡수를 이용하여 고분자 중합을 유도하기 때문에 

단일 초점을 사용하는 기존의 SLA 기술보다 정밀하여 나노미터 수준

의 높은 정확도로 마이크로니들을 제작할 수 있는 고급기술이다[30]. 
Balmert et al.은 2PP 프린터를 이용하여 기존 MEMS 기술로 제작하기 

복잡한 화살표 모양의 마이크로니들의 양각 몰드(positive mold)를 고

해상도로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해 ovalbumin과 첨가제 polyinosinic:
polycytidylic acid를 포함한 용융성 마이크로니들을 만들었다. 동물실

험을 통해 기존의 근육주사를 통한 백신 접종보다 본 연구에서 제작

한 마이크로니들을 이용한 피하 백신 접종이 효과적으로 체액성 및 

세포성 면역반응을 유도했음을 보고하였다[31]. Faraji Rd et al.은 본 

기술을 이용하여 중공형 마이크로니들을 출력하였고 니들 사이에 동

일한 크기의 마이크로 채널을 연결하여 고품질의 장치를 제작하였다

(Figure 2a). 본 장치를 기반으로 음각의 몰드를 본을 뜨고 다시 hot 
embossing 방법을 이용해 열가소성 수지의 복제 몰드를 제작하였다

[32]. Cordeiro et al.은 2PP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마이

크로니들을 제작함으로써 정확도가 높고 저비용으로 마이크로니들을 

제작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고, 출력된 마이크로니들을 기반으로 mi-
cromolding 기법에 의해 용융 및 하이드로겔 마이크로니들을 각각 제

작하였다[33]. Plamadeala et al.은 피라미드 형태의 마이크로니들 표

면에 10 µm 이하의 돌기들이 균등하게 패턴된 bio-inspired 마이크로

니들을 제작하였다(Figure 2b). 복잡한 패턴이 추가되었지만 본 마이

크로니들은 동일하게 음각 몰드로 복제되었고, 마이크로니들 표면 패

턴들로 인해 코팅되는 약물/백신의 양이 증가됨을 보고하였다[34]. 

3-3. Dynamic light processing (DLP)
DLP 3D 프린팅 역시 레이저를 사용하여 물체를 제작하는 것은 

SLA 방식과 같으나 레이저가 조사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SLA방식

이 레이저의 초점을 맞춰 특정 부위의 국소 광중합을 유도하는 것과 

달리, DLP 기술은 출력하고자 하는 물체의 각각의 층 전체를 고화질 

프로젝터를 통해 한 번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쌓아올리는 방식이다

[35]. SLA가 레이저를 그리듯이 광중합을 한다고 하면, DLP는 사진

을 찍듯이 단면마다 빛을 조사하여 층을 쌓아 올리기 때문에 SLA방

법에 비해 DLP 방법은 인쇄 시간이 상당히 단축된다[8,19]. 해상도가 

높고 인쇄가 간단하며 빠르기 때문에 SLA뿐 아니라 DLP를 이용한 

마이크로니들 제작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Johnson과 Procopio는 DLP 3D 프린터를 이용해 마이크로니들을 제

작하였다(Figure 3a). 고품질의 마이크로니들을 제작하기 위해 층 두께, 
종횡비, 디자인 등을 변경하여 최적의 조건을 보고하였다[35]. El-Sayed 
et al.은 나노입자를 피부에 전달하기 위해 단검과 같은 모양의 마이크

로니들 양각 몰드를 DLP 3D 프린팅으로 제작하였고, 몰드를 기반으로 

나노입자가 포함된 용융성 마이크로니들을 제작하였다(Figure 3b). 마
이크로니들의 피부 삽입 후 신속한 분리를 위해 PBS 완충액을 마이크

로니들 패치의 각 코너에 만들어 놓은 채널에 집어넣고 1 min 후 제거

함으로써 환자의 순응도를 높였다[36]. Kundu et al.은 레이저에 의해 

경화가 가능한 생분해성 고분자를 사용하고 약물을 그 안에 포함시켜 

단일 공정으로 하이드로겔 마이크로니들을 제작하였다. Polyethylene 

glycol diacrylate (PEGDA) 고분자를 사용하였고, diclofenac sodium 
약물을 포함시킨 뒤 이를 피부에 전달하였다[37]. 이와 비슷한 원리로 

Yao et al.도 생분해성 고분자를 사용하여 직접 하이드로겔 마이크로

니들을 DLP 3D 프린터로부터 출력하였고, 마이크로니들에 형광염료

를 포함시킨 뒤 인공 피부에서 염료가 배출되는 현상을 측정함으로써 

DLP 3D 프린터에서 직접 합성된 마이크로니들이 약물전달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38].

3-4. Continuous liquid interface production (CLIP)
Continuous liquid interface production (CLIP) 프린팅 기법은 DLP 

방법에 속하는 고급 프린팅 기술방법으로써, 특별한 점은 감광성 고

분자 레진과 레이저가 전달되는 창 사이에 산소투과막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DLP는 출력이 진행되는 구조물와 레이저 창이 광중합에 따

라붙게 되므로 다음 층을 경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조물과 창 사이를 

떼어내고 액체 레진을 구조물과 창 사이에 재분배해야 한다. 하지만 

CLIP의 경우 레이저 창에 산소투과막이 있어 산소가 창과 출력구조

물이 서로 붙지 않게 하므로, 기존의 DLP처럼 구조물을 떼어내거나 

레진을 재분배하는 과정이 필요없고, 각 레이어가 완성된 후 출력된 

구조 위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층이 중합된다. 결과적으로 CLIP 3D 프
린팅 방법은 연속적으로 매끄러운 표면을 생성하면서 DLP 방법보다

도 출력속도를 크게 향상할 수 있다[19,39].
Johnson et al.은 CLIP 프린팅 기술을 도입하여 피라미드, 원뿔, 화

살표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니들을 고품질 및 고속으로 제

작하였다(Figure 4). 패치 하나당 제작에 걸린 시간은 10 min 이내였

으며, 마이크로니들 몰드뿐 아니라 생적합성 재료를 이용한 마이크로

니들을 직접 출력하여 약물전달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40]. Caudill et al.은 CLIP 기술로 제작한 마이크로니들 위에 

bovine serum albumin, ovalbumin, lysozyme의 단백질 용액을 코팅하

여 피부에 전달하였다. 동물실험을 통해 단백질 용액들이 전달된 후 

72 h 이상 조직 내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배출됨을 확인하였다[41]. 
Bloomquist et al.은 생적합한 고분자를 이용하여 CLIP 프린팅을 통해 

Figure 2. Microneedles fabricated by 2PP 3D printing: a) hollow 
microneedles connected by a microchannel [32], b) pyramidal bio-
inspired microneedle patterned microstructure on the lateral surfaces [34]. 

Figure 3. Microneedles fabricated by DLP 3D printing: a) cone-shaped 
microneedles [35], b) tanto blade-inspired microneedle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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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니들을 직접 출력하였고, 그 안에 약물 docetaxel과 dex-
amethasone을 포함시켰다. 마이크로니들의 모양과 고분자의 중합정도 

및 종류에 따라 약물방출이 달라지는지 연구하였고, 생체 외 조건에

서 175 day 동안 약물이 안정적으로 방출됨을 확인하였다[42]. 

3-5. Fused deposition modeling (FDM)
압출에 의해 3D 물체를 출력하는 FDM 프린팅 방식은 광중합에 의

한 프린팅 방법보다 해상도가 크게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FDM 방법은 효과적이고 고통이 없는 피부 삽입에 필요한 뾰족한 팁

과 정확하고 재현성 있는 마이크로니들을 출력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Luzuriaga et al.은 마이크로니들 출력 후 화학적 식각을 통해 

마이크로니들의 팁의 두께를 줄였고, 생체 외 전달을 통해 약물이 효

과적으로 전달됨을 확인하였다[20]. Wu et al.은 인슐린이 포함된 바

이오 잉크를 압출 방식으로 마이크로니들을 출력하고 팁을 뾰족하게 

출력하기위해 니들을 위아래로 신장시켰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마이

크로니들은 피부 삽입에 충분한 기계적강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

고 쥐에 삽입했을 때,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혈당을 낮추고 

당뇨병에 대한 통증을 완화시켰음을 보고하였다[21]. 

4. 3D 프린팅 제작기법의 선택 및 기술의 한계점

약물전달용 마이크로니들 제작을 위한 다양한 3D 프린팅 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지만, 프린팅 방법에 따라 사용가능한 재료, 해상도 

및 출력속도 등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프린팅 기술에 따라 기기 값

의 폭이 크기 때문에, 사용자는 출력하고자 하는 제품의 목표에 대해 

계획을 세운 뒤 프린팅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프린터의 해상도는 출력 스테이지에서 x, y 또는 z축으로 움직이는 요

소의 최소 변위에 의해 결정된다[43]. 레이저 광중합에 의한 프린터의 

경우 레이저의 초점이 해당되며, 압출기반의 프린터는 노즐의 크기가 

해상도를 결정한다. 마이크로니들은 전체적인 크기가 마이크로미터 

수준이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데 해상도가 큰 역할을 하며, 
해상도에 따라 마이크로니들의 미세 팁 구조 또는 중공형 마이크로니

들의 경우 중공의 출력 유무가 결정된다. 또한 고품질의 마이크로니

들은 피부 삽입에 필요한 힘과 환자의 통증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고

해상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3D 프린팅에서 고해상도를 갖는 기술은 2PP와 CLIP 방법이

다. 2PP 방법은 나노미터 수준으로 정교한 마이크로니들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로 초창기에는 2PP를 이용한 마이크로니들 제작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2PP 프린팅 장비가 MEMS 장비만큼 비싸고 

제작속도가 매우 느리며 한 번에 제작할 수 있는 물체의 스케일이 

(Nanoscribe사의 2PP 3D 프린터의 경우 약 100 × 100 × 8 mm3) 작아 

대량생산 및 상용화가 쉽지 않다[8]. 따라서 최근에는 경제적이고 가

격대비 해상도가 뛰어난 SLA나 DLP를 이용하여 고품질의 마이크로

니들을 제작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Krieger et al.은 보급

형 SLA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해상도가 높은 마이크로니들을 제작

하고자 하였고[23], Johnson et al.은 3D 프린팅 소프트웨어의 이미지

를 변환을 통해 기존의 DLP 3D 프린터의 해상도를 향상시켰다[35]. 
마이크로니들의 재료의 선택도 3D 프린팅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마이크로니들 몰드를 출력하는 “간접 인쇄” 방식은 재료선택이 자유

롭지만, 몰드를 제조 후 다시 마이크로니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제작 비용이 증가한다. 반면 “직접 인쇄” 방식

의 경우 출력물이 피부 또는 체내 삽입되기 때문에 생체 적합한 재료

를 사용해야 하지만 출력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의 제

작 공정이 간단하고 비용이 절감된다[44]. PEGDA나 polycaprolactone 
등의 재료가 생체 적합성 고분자로써 마이크로니들의 직접 인쇄에 많

이 연구가 되었고, 안전하면서 마이크로니들 출력에 적합한 재료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40,41]. 아직까지 마이크로니들 제작을 위한 

3D 프린팅 기술에 해상도나 재료 등 제한되는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은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및 화장품의 상용화

를 앞당기고 있다.

5. 결    론 

본 총설에서는 다양한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이 특징을 

이용한 마이크로니들 제작에 대한 연구동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현재 

SLA, 2PP, DLP, CLIP, FDM 3D 프린팅 기술이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니들 제작에 연구가 되어왔으며, 3D 프린팅 기술을 마이크로니들 제

작에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MEMS기술로 구현하기 복잡한 구조를 간

단하고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비의 가격 및 유지비

가 저렴하고 제품의 프로토타입의 제작 및 수정 보완이 용이하기 때

문에 기존의 제작 방법에 비해 마이크로니들 제품의 상용화에 보다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프린팅에 사용가능한 재료 선택

의 제한과 피부 및 조직투과를 위한 마이크로니들의 충분한 해상도가 

확보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연구 및 보완해야할 점들이 많음을 시사

한다. 하지만 불과 3D 프린팅을 이용한 마이크로니들 제작이 본격적

으로 이루어진 것이 채 5년도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머지않은 

근래에 3D 프린팅을 통한 마이크로니들 제작 기술이 급성장할 것이

며, 이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및 화장품이 상용화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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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icroneedles fabricated by CLIP 3D printing: a) corn shaped 
microneedles, b) dense pyramid shaped microneedles, c) pyramid 
shaped microneedles, d) arrowhead microneedles, e) corn shape 
microneedle with different heights, f) turret microneedles [34]. Scale 
bars are 5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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