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밀공학회지 제 36 권 제 5 호 pp. 497-503
J. Korean Soc. Precis. Eng., Vol. 36, No. 5, pp. 497-503

May 2019 / 497
https://doi.org/10.7736/KSPE.2019.36.5.497
ISSN 1225-9071 (Print) / 2287-8769 (Online)

펄스 에너지원을 구동력으로 하는 마이크로젯 인젝터 개발 및 약물
주입 효능 평가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nstant Flow Generating Injector with
Pulse Energy Source as Driving Force

1

함휘찬1, 장헌재1, 김영광2, 여재익1,#

Hwi Chan Ham , Hun Jae Jang1, Young Gwang Kim2, and Jai Ick Yoh1,#
1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School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 한화시스템 (Hanwha Systems)
# Corresponding Author / E-mail: jjyoh@snu.ac.kr, TEL: +82-2-880-1507
ORCID: 0000-0002-5622-8368

KEYWORDS: Micro-jet (마이크로젯), Underwater-spark discharge (수중 방전), Laser-induced bubble (레이저 유도 버블), Needle-free (무바늘),
Drug-delivery (약물 전달), Diabetes mellitus (당뇨병)

A pulsed-power source has the advantage of releasing a peak power over a short time interval. In this study, we
implemented two types of such energy source, namely laser and dielectric break down power sources. We built the highpressure flow-output actuator utilizing such power sources in a micro-jet drug delivery system. We compared the jet speed
from each power source and analyzed the drug penetration performance of the micro-jet injector. We found that hat the
bubble growth rate caused by a dielectric breakdown power source per power input was three times faster than the laser
power source. By using the micro-jet injector, we performed the insulin injection test using mouse models having diabetes
mellitus to evaluate whether micro-jet injector has equivalent drug delivery performance when compared against
conventional syringe-type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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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하여야 한다. 이러한 마이크로젯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추진력
을 발생시키는 방식은 1930년대 이래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는

종래 바늘식 주사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약물 전달 기

데, 최근까지 압전 세라믹 소자를 이용한 분사 방식,1 알루미늄

술이 시장 기술로서 도입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대기업을 중

포일에 레이저 빔을 가함으로써 유발되는 충격파를 통한 분사

심으로 의료용 진단 및 분석 기술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

방식,2 압축 스프링이나 압축 가스를 이용하는 방식,3 로렌츠 힘

재 허가 받은 분사식 주사기를 이용할 경우 피부를 뚫고 들어간

(Lorentz Force)을 이용한 분사 방식4 등의 다양한 분사 방식이

약물은 피하지방층까지 주입되므로, 피하지방층 까지만 전달되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사 방식의 동력원은 젯 분사가 끝

어도 효과가 있는 약물인 인슐린이나 백신, 호르몬제 등에 적합

날 때까지 연속적으로 강한 파워를 출력한다. 이는 필요한 약물

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 개발은 인슐린 환자들을 중심으

을 1회 스트로크(Stroke)에 모두 주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예

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개인용 장비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고

컨대 인슐린의 경우 0.2 cc의 약물을 1회 스트로크에 주입하면

속 약물 마이크로젯(Micro-Jet)의 발생을 위해서는 피분사 약물

한번에 많은 양의 약물이 피하 조직을 찢고 들어가 고통이 수반

에(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한 추진력을 가하여 약물이 마이크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동력원이 소량의 약물을 빠른 주기로

로 노즐 분사구(Orifice)를 통해 강력하게 외부로 배출되도록

분사하는 펄스 파워 동력원이다. 이와 같은 동력원으로써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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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를 가지고 방출되는 고전력 펄스 레이저(Highly Powered
Pulsed Laser), 액체 내 절연파괴(Underwater-Spark Discharge)5,6
등이 있다. 이러한 동력원은 저장된 에너지를 짧은 순간에 방출
하여 많은 양의 피크 파워(Peak Power)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력원을 통해 유체를 전달하는 메커
니즘을 구현할 경우 소량의 고압 유동을 빠른 반복 주기로 분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약물 주입 시 통증을 저감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펄스 형태의 파워 소스를 이용한 유동발생 메커니
즘을 마이크로젯 약물 전달 시스템5-9에 적용하여 펄스 파워를
이용한 고출력의 유동발생기 개발의 가능성을 보임에 의미가 있
다. 이러한 파워 소스로써 두 가지 형태의 파워 소스를 사용하였
는데 레이저 에너지와 액체 내 절연파괴(Dielectric Breakdown)
에 의한 에너지가 있다. 낮은 이라디언스 에너지(Irradiance
Energy)를 가지는 레이저를 구동액에 조사할 경우 구동액의 한

Fig. 1 Schematic of a underwater spark discharging power sources
and drug chamber nozzles attached to a pressure chamber

점에서 온도가 증가하며 갑작스런 증발에 의하여 증기 버블
(Vapor Bubble)이 발생한다.10 이러한 버블은 250 μs의 시간 동
안 팽창한다.8-11 구동액의 미소 면적에 고전압, 저전류의 전기
에너지를 방전하면 스파크가 발생한다. 이를 액체 내 절연파괴
현상이라고 한다.13 이러한 현상은 전극에 인가되는 전압이 전
극 사이 물질의 절연파괴 전압(Break Down Voltage)보다 높을
경우 발생한다. 이 때 발생하는 스파크는 구동액을 이온화시키
며 케비테이션 버블(Cavitation Bubble)을 발생한다.12
이러한 펄스 에너지를 통해 약물을 전달하는 메커니즘을 펄
스레이저와 액체 내 절연파괴를 이용한 마이크로젯 약물 전달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각 파워 소스에 따른 버블 팽창속도 및
젯 속도의 성능 변화를 비교하고 약물 전달에 적합한 파워소스
가 전기식 절연 파괴 에너지임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파워
소스를 적용한 마이크로젯 인젝터가 피하 약물 투여의 기기로

Fig. 2 Dielectric breakdown based hand-piece injector

써 효능을 가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돼지 등심 조직과
돼지 복부 진피층에 약물을 침투 시킨 조직을 가시화하여 침투

전기식 절연 파괴 핸드피스의 모습이다.

깊이를 분석하였으며 당뇨를 유발시킨 마우스 모델에 인슐린을
주입하여 바늘식 주사기로 주입한 것과 동일한 약물 효능을 발
생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2.1 파워 소스
마이크로젯 인젝터에 있어 약물 용액을 마이크로젯을 분사
추진시키는 원동력은 압력 챔버에 채워진 작동 유체로부터 발생
하는 것이다. 작동 유체의 4 mm2에 해당하는 미소 면적에 1-2 J

2. 실험 셋 업

의 에너지를 가하면 작동 유체가 순식간에 증발하여 증기 버블
이 발생하며 팽창하게 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약물 전

Fig. 1과 같이 마이크로젯 약물 주입 장치는, 밀폐된 내부 공

달 장치의 구동력이 된다. 레이저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간에 작동 유체가 채워진 압력 챔버와 내부에 약물 용액이 수용

Er:YAG를 사용하였으며 150 μs의 펄스 지속 시간과 2.940 μm

되며 마이크로 노즐이 형성된 약물 챔버와 확장 및 원상 회복이

의 파장을 갖는다. 펄스 주기는 10 Hz며 모든 실험에서 레이저

가능하도록 탄성을 가지는 막으로 압력 챔버와 약물 챔버의 사

플루언스(Laser Fluence)는 모든 실험에서 87 J/cm²이다.

이를 분리 구획하는 탄성막 및 압력 챔버 내의 작동 유체에 에

또한 초점 길이가 100 mm인 볼록 렌즈를 통하여 레이저 빔을

너지를 집중시켜 버블을 발생시키는 에너지 집중 장치(레이저,

압력 챔버에 대하여 집중시켰다. 작동 유체로써 물은 2.950 μm

절연파괴)를 포함하며 또한, 약물 챔버와 연결되어 약물 공급로

의 파장에서 가장 높은 흡수계수(약 15000 cm-1)를 갖기 때문에

를 통해 내부에 저장된 약물 용액을 약물 챔버로 공급하는 약

레이저 에너지에서 역학에너지로의 높은 변환 효율에 Er:YAG

물 저장고로 구성된다. Fig. 2는 이를 구현한 레이저 핸드피스,

레이저가 적합하다.13 미소 면적에 레이저를 집중시킬 경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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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of microjet injection system actuated by spark
discharge

Fig. 4 The mouse model subjected to diabetes mellitus being
injected with insulin solution 0.2 cc into abdomen surface

하는 버블은 증기 버블이며 이는 약 280 μs 동안 팽창하여 해당
시간 동안 구동력을 제공한다.6 하지만 레이저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가 전극을 통해 방출되면서 Fig. 1의 압력 챔버 내에 스

에너지에서 복사에너지, 열에너지, 운동에너지로 변환되는 여러

파크를 유도한다. 모든 에너지가 방출된 이후 자동 스위치는 닫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비교적 낮으며 따라서 전

히고 캐패시터 뱅크가 충전되며 동일한 과정이 7 Hz의 주기로

체 장비의 크기가 크다. 절연파괴에 의한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반복된다. 전극의 재료는 스테인레스스틸(Stainless Steel)이며

에서 운동에너지 형태로 바로 변환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효

길이 12 mm, 직경 1 mm의 핀 형상을 갖는다.

율을 갖는다. 파워서플라이에서는 캐패시터 모듈에 충분한 전위
차를 주고 전위량을 일정시간 동안 충전한다. 일정 전위량이 충

2.2 비디오 이미징

전되면 이를 인젝터의 압력 챔버 내 구동액에 방출하여 스파크

본 연구에서 인젝터의 성능이 약물 분사 횟수에 상관없이 동

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스파크로 인해 압력 챔버의 일정 영역

일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 중의 하나는 약물의 분사 속도이다.

에 케비테이션 버블이 생성된다. 케비테이션 버블은 구동액에

약물의 분사 속도는 초고속 카메라(Phantom v711)를 이용하여

특정 전압 이상이 인가될 때 구동액이 절연파괴되어 순식간에

42,011 fps의 촬영 속도와 1280 × 800의 분해능을 가지고 촬영

14,15

구동액이 플라즈마로 상변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절연파괴에 이용하면 전기에너지를 바로 운동에너지
로 변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케비테이션 버블이 순식간적으

되었다. 촬영된 이미지의 초점 거리에서 픽셀당 실제 측정 간격
을 계산하고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인 PCC 2.7을 이용하여 속도
를 측정하였다. 젯 속도는 노즐 끝단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로 팽창함에 따라 인젝터 노즐의 약물을 밀어내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초당 10회 반복한다.

2.3 약물 전달 여부 평가

작동 유체 내에 생성된 버블은 순간적으로 팽창하였다가 에

약물 전달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으로 돼지 피부 조직

너지 인가를 중지하면 소멸하는데, 이러한 버블의 급격한 팽창

을 대상으로 하는 침투 깊이를 측정하였다. 돼지피부의 경우

에 의해 탄성막이 바깥쪽(즉 약물 챔버 방향)으로 신장 변형하

10-30 Mpa의 항복인장 강도를 가지며 사람의 피부의 항복인장

게 되고 이러한 탄성막의 변형은 인접한 약물 챔버 내의 약물

강도는 2-15 Mpa로 본 연구 결과로부터 인체를 대상으로 한 경

용액에 압력파를 전달한다. 약물 챔버의 하단부에는 미세 직경

우의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16 FFPE (Formalin-Fixed, Paraffin-

의 마이크로 노즐이 형성되어 있어 압력 챔버의 작동 유체가 탄

Embedded) 기법으로 약물이 침투된 조직의 단면을 가시화했으

성막을 밀어내는 추진력에 의해 약물 용액이 마이크로 노즐을

며 또 이를 H&E (Hematoxylin & Eosin) Stain 기법으로 염색한

통해 고속 마이크로젯 분사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후 전과 같은 FFPE 기법을 통하여 단면을 광학현미경으로 촬영

절연파괴에 의한 에너지는 Fig. 3에 나타낸 시스템에 의해 제
공된다. 이는 220 V 입력 AC-DC 컨버터와 전압 증배기(Voltage
Multiplier), 자동 스위치(Auto Switch)에 의해 구성된다. 승압기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약물이 조직으로 침투된 결
과를 가시화 할 수 있다.
또한 약물이 침투된 조직에서 체내에 흡수되어 효능을 발생

는 인버터 회로(Inverter Circuit), 변압기(Transformer), 코크로프

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 1형 당뇨 마우스 모

트-월턴 회로(Cockcroft-Walton Generator Circuit) 와 캐패시터

델에 인슐린을 주입하고 이에 따른 혈당 변화를 통해 확인 할

뱅크(Capacitor Bank)로 구성된다. AC-DC 컨버터에서 출력되

수 있다. 마우스 모델 수컷 15마리를 사육하였다. 당뇨 유발 물

는 24 DCV 전압은 인버터 회로를 통해 펄스 형태의 전압으로

질을 조제하기 위하여 Steptozotocin 400 mg을 사용하였고 5oC

변환되며 이후 승압기를 통해 200-300 V로 승압된다. 그리고 이

에서 보관하였다. 투여 당일 용매에 Steptozotocin을 25 mg/ml로

는 코크로프트-월턴 회로에 의해 3 kV로 2차 승압되며 캐패시

용해하여 조제하였다. 이를 복강 투여하여 당뇨 질병을 유발시

터 뱅크를 충전시킨다. 캐패시터 뱅크의 용량은 1.8 μF이며 이

켰다. 약물 전달 평가를 위해 사용한 물질은 인슐린(휴물린R주)

에 해당하는 용량이 충전될 때 자동 스위치가 열리며 0.81 J의

이며 100 IU/ml이다. 이를 생리 식염수에 1 : 1 비율로 희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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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quential images of bubble growth in the chamber
Fig. 7 The sequential images of ejecting microjets: spark-induced
microjet

Fig. 6 Trend of both spark-generated and laser-generated bubble
over time

주사기(30 G) 및 마이크로젯 인젝터를 사용하여 마우스 한 마

Fig. 8 Changes in the injection frequency with input current. Each
case of experiment was performed 5 times

리당 100 µL를 피하로 투여하였다. Fig. 4는 이러한 당뇨 마우
스 실험 시 인슐린 투여 모습이다. 주사기를 이용한 투여 시간

분사 과정을 촬영한 것이다. 이러한 버블 팽창이 실제 마이크로

은 한 마리당 각 약 5초이며 마이크로젯 인젝터를 이용한 투여

젯 분출의 구동력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버블이

시간은 한 마리당 약 20초이다.

팽창함에 따라 탄성막을 밀어내고 노즐의 약물을 분사하는 과
정을 촬영한 것이다.

3. 실험 결과

3.2 입력 신호 조절에 따른 젯 성능 제어
Fig. 8은 압력 챔버 전극에 인가되는 전류값을 조절하여 약물

3.1 파워 소스에 따른 젯 성능

이 분사되는 주기를 조절한 것이다. 입력되는 전류는 I = 1/2

Fig. 5는 절연파괴에 의한 케비테이션 버블을 초고속으로 촬

CVf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C는 커패시터용량이며 V는 전압,

영한 것이다. 케비테이션 버블은 113 μs까지 팽창하며 최대 부

f는 약물 분사 주기이다. 일정한 입력전류에서 전극에 가해지는

피 28.26 mm3에 도달한다. 따라서 팽창 속도는 250.0 mm3/ms

전압이 증가할수록 일정한 분사주기를 가지기 위한 인가 전류

이다. Fig. 6은 각 파워 소스에 따른 버블의 팽창 과정을 시간에

값은 증가한다.

따른 버블 직경으로 나타낸 것이다. 해당 절연파괴에 의한 버블

Fig. 9는 약물 분사 주기를 조절함에 따라 변화하는 약물 분

의 팽창 속도는 레이저에 의한 버블 팽창속도의 3.3배이다. 이

사량이다. 이 때 약물 분사량은 각 분사주기에 따른 1초당 분사

를 통해 레이저 에너지에 비해 전기식 절연 파괴 에너지로 인해

량이며 분사주기가 1-10 Hz까지 증가함에 따라 분사량 또한 비

더욱 빠른 버블 팽창 속도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버블의

례하여 초당 0.85-1.23 µl까지 변화한다. Fig. 10은 인가 전압에

팽창 속도는 약물 분사 속도에 비례하며 따라서 전기식 절연 파

따른 약물 주입기의 젯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입력 전압이 증가

괴에 의해 더 빠른 마이크로젯 속도 및 침투 성능을 얻을 수 있

함에 따라 발생하는 케비테이션 버블의 팽창 속도가 증가하며

다. Fig. 7은 절연파괴 에너지를 적용하여 생성한 마이크로젯의

이에 의해 약물이 방출되는 젯속도가 증가한다. 하지만 Fig. 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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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rug solution injection volume per second with respect to
the injection frequency

Fig. 10 Changes in the jet speed with the number of shots of microjets. Each case of experiment was performed 5 times and
the range of jet speed is indicated through the error 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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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hlorhexidine solution penetrated into the porcine sirloin
(Top: FFPE block, bottom: H&E dye FFPE block section)

Fig. 12 Blood sugar change with respect to time at controlled
(blue), needle syringe (green), mocrojet injector (brown)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가 전압이 증가할수록 일정한 약물 분사
주기를 가지기 위하여 필요한 커패시터 충전에너지가 증가하며

인젝터의 혈당 조절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였다. 기존의 바늘형

그러므로 입력 전류값이 증가한다.

주사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슐린을 투여하여 생체 내에서 혈

3.3 침투 실험

투여하여 당뇨병을 유발시킨 후 3일이 경과된 다음, 각 마우스

당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수컷의 마우스에 Streptozotocin을 1회
Fig. 11은 Chlorhexidine 수용액을 돼지 등심 조직에 주입한

의 꼬리 정맥으로부터 미량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당을 측정하

것이다. 위 그림은 FFPE 기법을 이용하여 조직을 block 형태로

였다. 이 때 비교군 마우스 5마리의 평균 혈당은 452.4 mg/dL이

보관하여 슬라이스 처리를 한 것이며 아래는 H&E (Hematoxylin

었다. 인슐린 투여 후 바늘형 주사기 시험군 5마리의 평균 혈당

& Eosin) Dye를 통해 조직을 염색하여 FFPE 기법을 이용하여

은 456.2 mg/dL, 마이크로젯 인젝터 시험군 5마리의 평균 혈당

조직을 block 형태로 보관하여 슬라이스 처리를 한 것이다. 침

은 456.8 mg/dL였다. Fig. 12와 같이 마이크로젯 인젝터로 인슐

투 깊이는 약 3-5 mm이며 조직의 결에 관계없이 조직을 뚫고

린이 투여된 시험군에서 투여 후 30분 이후부터 효과적으로 혈

침투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피부 진피층에 약물이 전달 된

당이 저하되었으며, 1시간 경과 이후부터 총 4시간의 시험시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아 낮은 혈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이는 대조군과 비교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효과를 나타낸 것이며, 또한 기존

3.4 당뇨병 마우스모델을 이용한 인슐린 주입 효능 시험
인슐린 의존성 제 1형 당뇨 마우스모델을 이용하여 마이크로젯

의 인슐린 주사기 방법과 비교하여 동일한 혈당 변화의 결과를
나타낸다. 질병 유발 및 인슐린 투여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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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injection volume and injection time with
other transdermal injection devices
Product
(Author)

Injection volume
[ml]

Injection time
[s]

Our device

0.12

10

(A. Taberner)4

0.12

0.13

(A. Schoubben)17

0.15

0.01

Intraject18

0.5

0.06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험 물질 또는 투여 장비에 따른 특

분사 횟수에 상관없이 성능을 유지시키는 메커니즘이 적용되었
으므로 약물을 넓은 부위에 고르게 주입할 수 있으며 분사 횟수
를 조절하여 침투 깊이 및 약물 전달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
므로 각각 치주 질환, 호르몬치료(당뇨), 피부 미용 등의 분야에
사용되는 기존 기기를 대체할 수 있고 기존의 기기의 난제였던
가동 반복성과 침투 성능을 향상시켜 새로운 의료 분야에도 활
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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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Table 1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무바늘 약물 전달 시스템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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