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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존의 바늘형태의 약물 전달시스템은 고통, 출혈, 감염, 재사용 등의 단

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바늘 주사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

해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마이크로젯(150 μm)

을 분사함으로써 바늘 주사의 직경보다 상당히 작아 고통을 최소화 시키

며 출혈, 재사용 등의 단점을 개선하였다. 한편 효과적으로 진피층에 약물

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젯 성능향상이 필요하다. 본 시스템의 마

이크로젯 성능은 챔버내부의 증기포의 성장과 인젝터 노즐의 각도에 지배

적이다. 챔버 내부의 증기포의 성장을 챔버내부 물의 온도를 통하여 최적

화였고, 인젝터 노즐 각도를 최적화하였다. 최적화를 통하여 각 레이저유

도 마이크로젯의 성능은 27.4 % 와 128.7 % 증가하였다. 마이크로젯 속

도는 약 20 – 170 m/s 이며 성능 향상을 통하여 피부 진피층에 약물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문신 잉크를 사용하여 출혈, 고통, 사후관리 등 기존 문신의 단점을 개선

하여 무통증 문신으로써의 새로운 응용 기술을 제안 한다. 마이크로천공

을 이용하여 항균 약제를 치주염증에 정확한 위치와 약물을 전달함으로

치과 치료로의 응용 기술을 제안한다. 한편, 본 시스템을 사용하여 한천의

투명한 재료 특성과 탄성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포스트모던의 예술 작품으

로의 응용을 제안한다.

주요어 :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 젯, 약물 전달, 무통증 문신

치주 치료

학번 : 2014-22510



- ii -

목 차

초 록 ··········································································································· i

목 차 ·········································································································· ii

표 목차 ····································································································· iii

그림 목차 ································································································· iii

제 1 장 서 론 1

1.1 선행 연구 ······························································································· 3

1.2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 젯 ····································································· 5

제 2 장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의 성능 향상 8

2.1 레이저 유도 증기포의 특성 분석 ····················································· 8

2.1.1 증기포 성장 이론 및 검증 ·························································· 10

2.1.2 증기포 생성과 마이크로젯의 상관관계 분석 ·························· 13

2.2 인젝터 변수 최적화 - 인젝터 노즐 각도 ······································ 16

2.2.1 인젝터 노즐 형상 효과 ································································ 16

2.2.2 인젝터 노즐 각도에 따른 마이크로젯 성능 ···························· 17

제 3 장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의 응용 기술 20

2.1 피부미용 - 무통증 문신 ···································································· 20

2.2 국소부위 약물 전달 - 치주 치료 ···················································· 26

2.3 다제간 융복합 연구 ············································································· 28

제 4 장 결론 31

참고문헌 ············································································································ 32

Abstract ············································································································ 35



- iii -

표 목차

표 1 각 온도에 따른 증기포의 최대 반지름 ·············································· 12

표 2 레이저 빔 직경 (2 mm, 4 mm)에 따른 증기포 성장과

마이크로젯 특성 ···················································································· 23

그림 목차

그림 1 로렌츠힘을 이용한 마이크로젯 약물 전달 시스템 ······················ 3

그림 2 압전소자 기반의 마이크로젯 약물 전달 시스템 ·························· 4

그림 3 Titanium 박막 레이저 조사 마이크로젯 분사 방식 ··················· 4

그림 4 본 연구팀의 레이저유도 마이크로젯 시스템의 개략도 ·············· 7

그림 5 Free bound 조건의 레이저유도 증기포 실험의 개요도 ··········· 11

그림 6 각 온도에 따른 레이저 유도 증기포의 최대 체적

(36℃, 50℃, 75℃, 87℃) ·································································· 11

그림 7 각 온도에 따른 시간에 따른 증기포의 반지름 성장

그래프 ·································································································· 12

그림 8 각 온도에 따른 마이크로젯과 증기포의 순차적 이미지 ·········· 14

그림 9 각 온도에 따른 시간대비 증기포의 반지름 ································ 14

그림 10 각 온도에 따른 마이크로젯 속도 ·················································· 15

그림 11 각 노즐 각도의 따른 마이크로젯의 순차적 이미지 ·················· 18

그림 12 각 노즐 각도에 따른 마이크로젯 속도 ········································ 19

그림 13 (a) 기존의 고정된 레이저를 이용한 마이크로젯 시스템

개요도 (b) 핸드헬드형 레이저, 초점장치, 인젝터가 포함된

통합시스템 개요도 (c) 핸드헬드형 레이저, 인젝터가

포함된 통합시스템 개요도, (d) 실제 사용 모습 ······················· 22



- iv -

그림 14 (a) 레이저 빔 직경 2 mm 의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의

순차적 이미지 (b) 레이저 빔 직경 4 mm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의 순차적 이미지 ·························································· 22

그림 15 돼지피부 Lettering 과 그림 문신 결과 ······································· 24

그림 16 돼지피부 문신의 단면을 (a) H&E(hematoxylineosin)

dye 로 염색한 피부조직 (b) 염색하지 않은 조직 ···················· 25

그림 17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을 이용한 치주치료 개략도 ················ 27

그림 18 치주와 유사한 피부의 Chlorhexidine 침투 결과 ······················· 28

그림 19 한천에 침투한 염료의 각 면에서의 결과 ···································· 29

그림 20 사람의 눈, 심사임당의 초상화, 일제 강점기 철도의 회화를

한천에 침투한 염료 결과 ································································ 30



- 1 -

제 1 장 서론

고전적인 주사기의 단점으로 출혈, 감염, 바늘 공포증, 재사용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을 대체하기 위한 비침습적 약물 전달 시스템

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선행 연구가 있었다[1-6]. 한편 새로운 약

물 전달 시스템 연구의 일환으로써 약물을 마이크로 액체젯 방식으

로 고속 분사하여 피부 내 침투시키는 방식의 약물 전달 시스템이

제시된 바 있다. 선행연구로 로렌츠힘과 압전소자를 이용한 전기적

방식[7, 8]과 레이저 에너지를 티타늄 박막에 조사[9]하는 방식이 있

었다. 이 방식들은 마이크로젯 분사 시 Splash back 효과, 정밀한

침투 깊이제어 등이 어려워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특히 마이크로젯이 피부내로 침투 시에 상당한 통증이 수반되는 단

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약물전달시스템으로써 기존의

주사기의 대체재로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마이크로젯 방

식의 약물전달 시스템의 단점인 통증 문제를 저감시키고 약물 투여

양의 정밀화가 가능한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 시스템을 제안하고

자 한다.

본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 시스템의 구동원리는 한 면이 탄성막으

로 구획된 밀폐 챔버 내부 액체에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증기포를

발생시킨다. 증기포 발생 시 액체의 급격한 상변화를 통한 증기포

체적 팽창이 탄성막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증기포에 의해 팽창된

탄성막의 힘에 의해 직경 150 μm 의 노즐을 통해 마이크로젯 형태

로 약물은 고속 분사된다. 약물 용액의 직경은 실제 바늘주사의 외

경보다 훨씬 작은 직경으로써 기존 바늘형 주사기에 비해 고통을

저감시켜준다. 본 시스템은 피분사 약물 용액에 레이저를 직접 조사

하지 않고 약물 용액을 마이크로젯 형태로 분사하게 되어 약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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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및 변질이 없는 새로운 마이크로젯 약물 전달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챔버 내부 액체의 온도와 인젝터 노즐의 최적화를

통하며 마이크로젯 속도의 성능향상을 얻었다. 한편 핸드헬드형 레

이저에 인젝터를 채결함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레이저 유도 마이크

로젯 시스템을 제안 할 수 있다. 이는 굴곡이 있는 피부에 약물을

전달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밀 제어가 가능한 레이저를

사용하여 약물 용액을 미량 단위로 조절이 가능케 함으로써 분사

약물의 양 및 강도를 시간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두며, 약물 분사 시 실시간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여 피부 내부에

약물을 주입함에 있어 원하는 깊이와 침투 분포 조절이 가능 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본 연구는 향상된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을 응용하여 다양한 분야

로의 실효성 있는 응용기술을 제안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피부미용

산업으로의 응용인 무통증 문신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고통,

출혈, 감염 오랜 시간동안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고전적인 문신 기술

에 최신의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국소부위 약물 전달

인 의학분야로의 응용이다. 치주와 치아 사이 치은낭에 존재하는 염

증과 세균을 향균 약제인 Chlorhexide를 정밀 침투하여 치주 치료에

이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신의 공학기술인 레이저유도 마이크

로젯을 예술분야로의 다학제적 융복합 응용기술을 제안 하고자 한

다. 염료를 투명하고 탄성이 있는 한천이란 재료 레이저 유도 마이

크로젯 분사한다. 이 방식을 통하여 평면적인 회화작품과 각 Top,

Side, Bottom view 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입체적인 포스트모던 예

술 작품으로써의 제안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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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행 연구

약물을 마이크로젯으로 고속 분사하는 새로운 약물 전달 시스템에

는 크게 전기 에너지와 레이저 에너지 두 가지의 에너지원을 이용

한 방식이 있다. 코일과 자석의 로렌츠힘을 이용하여 피스톤을 밀어

마이크로젯을 분사하는 연구를 Andrew Taberner 등[7]이 제안하였

다. 그림 1 에 보이다시피 코일과 좌석에 의해 얻어진 로렌츠 힘이

피스톤을 밀어 마이크로젯으로 분사된다. 마이크로젯 속도가 약 200

m/s 로 분사되며 마이크로젯의 직경은 200 μm 이다. 피부침투에 용

이 하며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침투 모습은 시간에

따른 아크릴마이드젤에 침투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로렌츠힘을 이용한 마이크로젯 약물 전달 시스템

한편, Jeanne C. Stachowiak 등[8]은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마이크

로젯을 분사한다. 그림 2 에서 압전소자에 전류를 흘려주어 피스톤

을 밀어 마이크로젯을 분사한다. 마이크로젯은 약 150 m/s 까지 분

사되며 재사용이 가능하며 주입된 약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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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압전소자 기반의 마이크로젯 약물 전달 시스템

Matthew S. Brown 등[9]은 본 연구와 동일한 압력소스인 레이저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마이크로젯을 구현한다. 2.5 μm 얇은

Titanium 박막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어블레이션을 일으킨다. 레이저

조사에 의한 어블레이션으로 발생된 캐비테이션이 돌출된 팽창부를

만들어 캐비테이션 붕괴 후 얇은 마이크로젯이 발생된다. 이때에 마

이크로젯 속도는 약 25 m/s 이며, 이는 피부침투하기에 젯 속도가

느리며, 반복적인 젯 생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3 Titanium 박막 레이저 조사 마이크로젯 분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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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 젯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고전적인 주사형

태 약물전달시스템의 대안으로 연구되어왔다[10-14]. 본 연구는 고

에너지 레이저를 이용한 마이크로 입자 가속의 연구 원리를 응용한

기술이다. 109 W/cm2 이상의 강도를 가진 펄스 레이저 빔이 시료의

한 점에 집중시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높은 열에 의해 시료 표면

의 물질이 순간적으로 기화되고, 전자와 양이온 상태로 공존하는 플

라즈마 상태로 붕괴 되어 주변의 고온, 고압의 기체가 팽창해 나가

면서 충격파를 발생시킨다. 이에 충격파에 의해 공기와 음향 임피던

스의 차이로 인해 입자들이 큰 운동량을 얻으며 빠른 속도로 튕겨

져 나가는데 이것이 본 연구의 마이크로 입자 가속의 원리이다. 레

이저 어블레이션이라는 용어는 레이저와 물질 간 간섭을 포괄적으

로 묘사하기 위해 사용 되며, 레이저가 한 점에 집중되었을 때에 높

은 열에 의해 기체 분자가 전자와 양이온 상태로 공존하는 플라즈

마 상태로 붕괴된다. 이때 레이저 에너지가 조사되면 분포되어 있던

전자와 양이온, 그리고 중성자의 활발한 운동을 더욱 가속시키게 되

어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이 때 충돌에 의해 감속된 에너지만

큼을 외부로 방출시키게 된다. 이것을 제동복사라 하고 반대로 가속

에 의한 에너지의 흡수를 역 제동복사라고 한다. 역 제동복사와 제

동복사의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레이저 빔에 의해 변환되어 작동 유

체로 흡수되는 에너지가 된다. 이러한 어블레이션 현상은 기본적으

로 109 W/cm2 이상이며 나노 초급 이하의 레이저를 시료의 한 점에

조사시킬 때 발생한다. 시료 표면은 레이저 펄스가 가해지는 동안

시료의 증발 온도를 넘어서게 되며 표면의 증발에 의해 열이 방출

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레이저 펄스 시간보다 오래 걸리므로 시

료 표면 물질이 증발하기 전에 내부에서도 증발 온도에 도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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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로 인해 내부 물질의 온도와 압력은 임계점 이상으로 상승

하여 시료는 순간 기화된 후 붕괴된다.

그림 4와 같이 레이저 빔이 조사되는 표면 위에 코팅된 사파이어

윈도우를 높으며 그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는 레이저 빔이

투명한 매질인 사파이어 윈도우를 통과할 시에 레이저 에너지가 집

중되어 생기는 고온, 고압을 플라즈마가 팽창 시 그 매질을 통과하

지 못하고 막히는 형상인 컨파인먼트 효과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충격파와 입자로 전달되는 운동 에너지가 더욱 커지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컨파인먼트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 2940 nm 파장을 99.5 %

이상 투과하는 특수 코팅된 사파이어 윈도우를 챔버 위에 장착하였

다.

본 연구는 피부침투에 충분히 빠른 마이크로젯 속도와 지속적인 마

이크로젯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먼저, 본 연구의 레이저유

도 마이크로젯 원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레이저 조사, 증기포 팽창,

멤브레인 팽창, 분사의 4가지의 과정을 거쳐 마이크로젯이 생성된다

(그림 4). 코팅된 사파이어 윈도우에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물의 상

변화를 통하여 증기포를 발생시킨다. 레이저는 빛의 특정 파장을 증

폭시켜서 활용하며 이로 인하여 각 물질에 대한 서로 다른 흡수 및

투과율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Mid infrared 영역 이상의 파장

에서 물의 흡수 계수가 다른 레이저 파장에 비해 월등히 높은

Er:YAG Laser(2940 nm)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급격히 성장한

증기포의 체적에 탄성막이 팽창 된다. Er:YAG 레이저의 경우에 연

조직 및 경조직 등에 조사되는 경우에 해당 조직에서 포함하고 있

는 수분에 의하여 삭마 되며, 이때 레이저가 조직에 흡수되 열적인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한편 Er:YAG 레이저에 의해 발생한 증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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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늘어난 탄성막을 통해 노즐에서 마이크로젯이 분사된다. 노

즐의 각도에 따라 마이크로젯의 속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본 시

스템에 에너지원이 되는 증기포의 팽창과 노즐의 각도를 최적화를

통하여 성능 향상을 얻고자 한다.

그림 4 본 연구팀의 레이저유도 마이크로젯 시스템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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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의 성능 향상

2.1 레이저 유도 증기포의 특성 분석

마이크로젯의 구체적인 발생 원리는 펄스 레이저의 에너지가 챔버

속의 구동액체에 집중되면 순간적으로 고압, 고온으로 인해 충격파

가 발생하여 노즐 입구 쪽으로 전파된다. 노즐 속에 있던 약물은 충

격파의 전달에 의해 가속되며 노즐 구멍을 통해 얇은 마이크로젯의

형태로 밖으로 나오게 된다. 두 번째로는 펄스 레이저 에너지가 구

동액체 속의 조사되었을 때에 고온, 고압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기포

들이 생겨나고[15-18], 밀폐된 챔버속에서 증기포의 부피 팽창으로

인해 인젝터 내부의 탄성막이 팽창하여 주사기의 피스톤처럼 약물

용액이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압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

에서는 두 번째 마이크로젯의 발생 원리인 증기포의 부피 팽창에

의해 지배적이다. 본 연구는 레이저와 관련된 변수인 펄스 폭, 파장,

에너지 등에 따라서 다양한 증기포 양상을 보여주었다. 증기포의 에

너지는 증기포의 최대 반지름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는 조사해준 레이저 에너지에 세제곱근에 비례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레이저 에너지가 높을수록 증기포의 수명도 증가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본 시스템의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의 주요 에너

지원은 증기포의 부피 팽창이다. 레이저 유도 증기포는 이론적으로

두 가지 과정에 의해 성장된다. 첫 번째 과정은 Plasset 등[15]이 제

안한 식 (1)을 따른다. 식 (1) 은 과열온도와 끓는점 온도에 차이에

의해 증기포가 성장하는 것으로, 고정된 레이저 에너지가 들어올 시

과열온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한 증기포성장의 경향을 보인다.

레이저 에너지가 약 1J 일 때에는 약 20 m/s 으로 증기포의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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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일 한 것으로 실험결과 얻어졌다. 두 번째 과정은 에너지보존

의 법칙에 따라 성장한다. 이는 식 (2) 에서 레이저 에너지에 의한

열은 고정 된다고 가정 시 챔버 내부의 물 온도가 증가 할 때에 증

기포의 체적도 비례함을 볼 수 있다(식 3). 즉 챔버 내부의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포의 체적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이론

적인 배경인 Stage 1, Stage 2 에 대한 증명을 위하여 Free bound

상태에서의 증기포 성장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Er:YAG Laser

2940 nm, 펄스폭 150 μs, 레이저 에너지 987.5 mJ 에서 실험을 진

행하였다. 정확도를 위하여 10번 반복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초고속

카메라를 통하여 각 프레임마다 증기포의 성장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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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증기포 성장 이론 및 검증

레이저 유도 증기포에 이론적인 두 식이 실제 현상에서도 적용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5 과 같은 Free bound 조건에서의 실험

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는 Er:YAG 레이저 (2940 nm, Pulse

duration 150 μs, 987.5 mJ)를 항온수조에 액체에 조사하여 얻었으

며, 정량분석을 위하여 10 번 반복 하여 수행하였다. 그림 6 는 실

제 각 온도에 따른 증기포의 최대 체적 모습이다. 섭씨 87도에서 증

기포는 가장 크게 성장하며 거친 표면을 가진다. 이는 이론적으로

챔버내부의 물의 온도가 높을 때 가장 큰 증기포를 가진다는 가설

의 확인을 할 수 있었다. 그림 7 의 그래프에서는 시간에 따른 증기

포의 반지름 성장 그래프를 확인 할 수 있다. 실제 Plasset 등[15]이

제안한 식과 유사한 Stage 1에서 각 온도에 따른 증기포 반지름의

성장률은 약 20 m/s 으로 일정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tage 1 은

레이저가 조사되는 짧은 순간인 약 100 μs까지 유사 거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레이저 펄스가 끝이 나는 100 μs 이후인

Stage 2 에서는 에너지 보존 식에 지배적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각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포의 반지름이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표 1에 의하여 87℃에서 36 ℃에 비하여 약 2 mm 정도 반지름

이 성장 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챔버 내부의 온도 증가로 증기포

의 체적의 더 큰 성장이 본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의 더 큰 에너

지원으로 활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Stage 1, Stage 2 에

대한 이론식의 검증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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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ree bound 조건의 레이저유도 

증기포 실험의 개요도

그림 6 각 온도에 따른 레이저 유도 증기포의 최대 체적

(36℃, 50℃, 75℃, 87℃)



- 12 -

그림 7 각 온도에 따른 시간에 따른 증기포의 반지름 성장

그래프

Temperature (℃) Radius (mm)

36 3.22 ± 0.17
50 3.87 ± 0.23
75 4.53 ± 0.30
87 5.20 ± 0.22

표 1 각 온도에 따른 증기포의 최대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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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증기포 생성과 마이크로젯의 상관관계 분석

2.1.1 장에서 레이저유도 증기포의 성장을 Stage 1, Stage 2 로 나

누어서 이론적으로 설명 및 검증을 하였다. 각 Stage 에서의 이론적

인 값과 실험적인 값이 동일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인젝터 챔버

내부의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욱더 큰 증기포의 반지름이 생성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를 본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

시스템에 적용하여 마이크로젯 성능의 향상에 미치는 결과를 분석

하고자 한다.

그림 8은 실제 각 온도에 따른 마이크로젯의 젯의 순차적 이미지이

다. 앞선 증기포의 이론과 실험결과와 동일하게 챔버 내부의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챔버 내부의 증기포의 크기가 더 크게 성장 한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고(그림 9), 이에 늘어난 체적만큼 탄성막이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더 많은 운동에너지가

노즐 로 전달되어 마이크로젯의 속도가 높은 온도에서 더 빨라 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10). 가장 온도가 높은 섭씨 73 도에서

가장 낮은 섭씨 32 도에 비하여 증기포의 반지름은 2.08 mm에서

3.36 mm 로 증가하였으며, 마이크로젯의 속도는 91.62 m/s에서

116.74 m/s 증가하였다. 이는 챔버 내부의 액체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본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의 성능 향상에 주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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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각 온도에 따른 마이크로젯과 증기포의 순차적 이미지

그림 9 각 온도에 따른 시간대비 증기포의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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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각 온도에 따른 마이크로젯 속도



- 16 -

2.2 인젝터 변수 최적화 – 인젝터 노즐 각도

2.2.1 인젝터 노즐 형상 효과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의 유동은 일반적인 에너지방정식을 따른

다(식 4). 본 에너지방정식에서 수두손실(hL)은 출구속도(v2)에 영향

을 준다(식 5). 수두손실은 저항계수(K)에 의해 정해지며 이는 노즐

각도의 함수이다. 저항계수의 값은 이론과 실험적인 결과로 나와있

다. 노즐의 각도가 15도에서 150도로 증가 할 때에 저항계수는 증가

하며, 3도에서 15도로 증가 할 때에는 저항계수 값이 감소한다. 이

는 노즐내부의 국소부위에서의 난류에의한 유동박리와 도관 내 마

찰 때문이다. 저항계수는 이론적으로 노즐의 각도가 15도에서 40도

일 때에 0.05 로 가장 낮은 값을 가진다. 노즐의 각도가 10도에선

0.052의 저항계수 값을 가지며, 60도에선 0.08 저항계수 값을 가지

며, 90도에선 0.18의 저항계수 값을 가진다[19-21]. 본 에너지식을

단순화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비압축성 유동, 표준

대기압, 같은 고도의 가정을 통하여 식 4를 식 6으로 간단히 표현

할 수 있다. 식을 정리함을 통하여 출구속도는 저항계수의 제곱근의

반비례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식을 실

제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 시스템에 적용하여 각 인젝터 노즐에

각도 (10, 20, 30, 40, 60, 90 도)에 따른 마이크로젯 성능 향상을 보

고자 한다. 본 실험은 Er:YAG Laser (파장 2940 nm), 펄스폭 150 μ

s, 레이저 에너지 1.129 J에서 진행되었으며, 정확도를 위하여 10번

의 반복실험을 진행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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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6)

2.2.2 인젝터 노즐 각도에 따른 마이크로젯 성능

2.2.1 에서의 Gradual contraction 노즐에서의 이론값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젝터 노즐 각도가 각 10, 20, 30, 40, 60, 90 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1은 각 노즐 각도에 따른 마이크로젯의 순차적

이미지이다. 노즐의 각도가 10 도에선 159.46 m/s, 20 도에선 139.67

m/s, 30 도에선 171.06 m/s, 40 도에선 141.73 m/s, 60 도에선 96.72

m/s, 90 도에선 75.88 m/s의 마이크로젯 속도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실험은 초고속카메라를 사용하여 49026 fps 로 이미지파일을 캡처하

여 각 프레임마다 마이크로젯 속도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 결과를

정량분석하여 그림 12 에 정리하였다. 마이크로젯 속도는 171.06

m/s 으로 인젝터 노즐 각도가 30도에서 가장 빠른 것을 확인하였

다. 이는 마이크로젯 속도가 가장 낮은 인젝터 노즐 각도가 90도에

비하여 128.7 % 증가한 것이다. 이는 상당한 마이크로 젯 속도의 성

능 향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사람 피부보

다 강성이 높다는 돼지피부에 약물 침투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약물

이 피부 진피층으로 침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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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각 노즐 각도의 따른 마이크로젯의 순차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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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각 노즐 각도에 따른 마이크로젯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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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의 응용 기술

제 2장의 레이저 유도 증기포와, 인젝터 노즐 각도를 통하여 마이

크로젯 속도의 향상을 각 27.4 %, 128.7 % 증가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피부침투에 필요한 마이크로젯 속도와

유사한 결과이며 이를 통하여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의 응용 기술

을 제안하고자 한다.

3.1 피부미용 – 무통증 문신

본 연구에서는 문신용 잉크를 피부 진피층에 침투하여 스핀오프 기

술로써 피부미용의 일환으로 무통증 문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반

적으로 문신의 시술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 상해나 비위생성 때문

에 문신은 일종의 음지산업으로 치부되어 왔다. 문신의 영구성 때문

에 문신행위는 일탈적인 행동으로 경원시 되어 왔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수반 하는 기술의 후진성이 오랫동안 유지

되어왔다. 본 연구는 안전성, 위생성, 무상처, 자유로운 복원성이 가

능한 무통증 문신 기술을 제안함을 통하여 새로운 피부 미용 시장

인 무통증 문신 시장을 창출하며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

이라 예상한다. 기존의 문신방식은 약물의 병리적인 효능을 다루는

치료의 일환이 아니라 잉크를 피부 진피층에 새겨 영구히 잉크를

박는 것을 의미한다.

문신은 1초에 100여번의 바느질을 통하여 피부를 찢어 잉크를 집

어넣어 출혈, 감염, 오랜 시간의 사후관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상당한 통증을 수반하는 시술이며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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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레이저유

도 마이크로젯의 무통증 문신으로의 제안은 상당한 당위성이 보여

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 그림 13의 (a)와 같이 고정된 Er:YAG 레

이저에서 레이저 빔을 발진시켜 광학장비를 통하여 고정된 인젝터

에 레이저빔을 조사하여 마이크로젯을 구동하였다. 하지만, 실제 굴

곡이 있는 피부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편의와 자유도 높은

움직임이 필요하며, 헨드핼드형 타입의 레이저가 필요하였다. 따라

서 그림 13(b)에서 제안한 개략도로써 헨드핼드형 타입의 레이저에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최적의 Beam spot diameter 인 2 mm 로 인

젝터 내부에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마이크로젯을 분사하는 형태로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고정된 레이저에서 헨드핼드형 레이저로 장

비를 바꾸면서, 레이저 Rod의 직경이 줄어들어 Beam spot diameter

가 4 mm 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기존 최적의 Beam spot diameter

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점장치의 유무에 따른 마이

크로젯 성능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4와 표 2에서 실제 초

점장치의 유무에 따른 마이크로젯의 순차적 이미지와 증기포의 반

지름, 마이크로젯 속도를 확인 할 수 있다. 마이크로젯 속도는 약

140 m/s 이며 초점장치를 제거하여도 마이크로젯은 실제 피부에 침

투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핸들헬드 레이저 유도 마이

크로젯 시스템은 그림 13(d)와 같은 형태를 제안하며, 실제 사용모

습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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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기존의 고정된 레이저를 이용한 마이크로젯 시스템 개요도

(b)핸드헬드형 레이저, 초점장치, 인젝터가 포함된 통합시스템 개요도

(c)핸드헬드형 레이저, 인젝터가 포함된 통합시스템 개요도,(d)실제 사용

모습

그림 14 (a) 레이저 빔 직경 2 mm 의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의 순차적

이미지 (b) 레이저 빔 직경 4 mm 의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의 순차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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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beam spot diameter 

2mm)

Unfocused
(beam spot diameter 

4mm)

Radius (mm) 1.62 ± 0.06 1.61 ± 0.05

Microjet 
speed (m/s) 142.3 ± 17.0 136.7 ± 6.21

표 2 레이저 빔 직경 (2 mm, 4 mm)에 따른 증기포 성장과

마이크로젯 특성

Beam spot diameter 가 4 mm 인 핸들헬드형 레이저유도 마이크

로젯으로 실제 돼지피부에 문신용 잉크를 침투한 결과이다(그림

15). 일반적으로 돼지피부는 사람의 피부보다 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신으로 주로 사용되는 Lettering 과 그림들을 문신

에 성공하였다. 본 결과는 향상된 레이저유도 마이크로젯이 반복적

인 마이크로젯을 분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로 상처부위

가 고전적인 문신 방법과 달리 상당히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이는 새로운 무통증 문신으로써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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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돼지피부 Lettering 과 그림 문신 결과

한편, 실제 문신은 피부 진피층에 잉크가 침투되어야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문신 잉크가 침투된 돼지조직

을 파라핀으로 고정하여 단면을 절단하여 H&E (hematoxylineosin)

Dye 로 염색하여 피부조직을 광학 현미경으로 촬영 하였다. 그림

16 에서 H&E 염색을 한 조직(a)과 하지 않은 조직(b)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실제로 672.98 ± 87.14 μm 침투하여 진피층에 약물이 전달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이 실제 문신과 유사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었으며, 실제 침투 깊이도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하여 본 핸드헬드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 시스

템을 무통증 문신으로써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 세

계 어느 누구도 무통증 문신 기법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이는 레이

저라는 정밀 제어가 가능한 기기의 활용성을 인지 못한 이유와 일

종의 고통을 즐기는 기존의 타투 문화 때문이다. 그 결과 문신은 오

랜기간 고전적인 시술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본 레이저 유도 마이

크로젯을 통하여 고통을 줄임으로써 문신의 새로운 피부미용시술에

대해 개척이 가능할 것이다.



- 25 -

그림 16 돼지피부 문신의 단면을 (a)

H&E(hematoxylineosin) dye 로 염색한 피부조직

(b) 염색하지 않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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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소부위 약물 전달 – 치주 치료

열 효과와 노즐 각도에 의해 마이크로젯 성능의 향상을 각 27.4 %

와 128.7 % 얻었으며, 헨드핼드 형태의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간편

한 장치로의 개발을 통하여 본 연구는 국소부위에 약물을 전달하는

것으로 치주치료로의 응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레이저는 치과 치료

에서 충치 및 턱관절 질환 등의 치료에서 치은 및 치아미백, 잇몸

성형과 같은 미용분야로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특히 치주수술에 보

조적으로 사용하면 치주치료가 훨씬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치주 조

직 재생에 효과적이다. 한편 임플란트 시술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

며, 임플란트 주변 조직의 염증이 빠르게 침투하는 경우가 많은데

레이저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살균 효과

도 기대할 수 있다. 레이저 고유 파장 특성에 따라 각 물질의 흡수

및 투과율이 다른 특성을 이용하여 임플란트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는 레이저를 활용한 경우 임플란트 주

위 질환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수단이다. 1440

nm 파장의 Nd:YAG 레이저를 활용하여 신경 치료 후 나타나는 원

인 미상의 통증 및 염증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 연구

를 통해서 통증 치료 및 자연 치아를 보존 할 수 있는 새 치료방법

이 제시 되었다. 이처럼 레이저를 이용한 치과 치료는 저통증, 인접

조직 손상의 최소화, 지혈효과, 미취효과, 수술 후 감염감소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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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을 이용한 치주치료 개략도

앞서 언급한대로 레이저를 이용한 치과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치주와 치아사이 치은낭에서는 염

증과 세균이 번식하며 치은낭에 향균약제인 Chlorhexidine을 투여하

여 치주치료를 한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치은낭에 레이저유도 마

이크로젯 시스템을 사용하여 국소부위에 정확한 위치와 약물을 전

달하여 치주치료로의 응용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그림 17). 실제

치주와 유사한 피부성질을 가지는 조직을 사용하여 피부침투에 성

공 하였다(그림 18). 이는 단순 레이저의 파장 특성을 응용하여 피

부조직에 조사하여 치료목적으로 사용 하는 것을 넘어 본 시스템의

인젝터를 레이저에 연결함을 통하여 새로운 약물 전달시스템으로

치과 치료분야로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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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치주와 유사한 피부의 Chlorhexidine 침투 결과

3.3 다제간 융복합 연구

다제간 융복합 연구로써 본 레이저유도 마이크로젯 시스템을 새로

운 염료 분사의 형태로써 포스트모던 아트 예술의 도구로써 제안하

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모더니즘 후의 서양의 사회, 문화, 예술의 총

체적 상황을 포스트모던 이라고 한다. 본 연구는 한 가지 빛의 파장

을 증폭시켜 광 에너지를 열에너지와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마이

크로젯 형태의 염료를 분사하는 최첨단의 공학기술을 예술로의 다

학제적 응용기술을 제안한다. 마이크로젯 형태로 분사되는 염료의

형태를 좌, 우에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며, Top view에서는 하나

의 평면적인 회화작품을 제안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탄성이 있는 재

료인 한천을 사용하였다. 그림 19에서 볼 수 있다 시피 Top view,

Bottom view, Side view 각각의 View 에 따라 느낌이 다른 입체적

인 작품을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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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한천에 침투한 염료의 각 면에서의 결과

간단한 꽃 그림의 결과를 통하여 각 면의 따른 입체적인 작품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사람의 눈, 심사임당의 초상화, 일제 강점기 철도

등 실제 회화적인 그림을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을 이용하여 결과

를 얻었다(그림 20). 본 결과는 최신 공학기술을 예술에 응용하였다

는 의의와 본 기기의 반복적인 마이크로젯 성능 검증에 의의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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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사람의 눈, 심사임당의 초상화, 일제 강점기 철도의 회화를

한천에 침투한 염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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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본 연구의 목표는 기존의 바늘형 약물전달시스템의 대안점인 레이

저 유도 마이크로젯의 성능 향상과 그 응용기술에 있다. 기존의 바

늘형 주사기의 외경보다 작은 150 μm 의 얇은 마이크로젯을 생성하

여 통증을 완화 시키며 비침습적 약물 전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의 성능 향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로는 본 시스템의 핵심 에너지원인 증기포의 성장이다. 증기포의 성

장은 챔버 내부의 물의 온도를 제어함으로써 증기포의 성장을 최대

로 하여 마이크로젯 속도의 향상 결과를 얻었다. 두 번째 레이저유

도 마이크로젯의 인젝터 노즐 각도의 따른 수두손실이다. 인젝터 노

즐에서의 유동을 인젝터 노즐 각도를 최적화를 통하여 출구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향상된 레이저 유도 마이크로젯이 돼

지 피부 진피층에 약물을 전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핸드헬

드형 레이저와 인젝터의 결합으로 사용자 편의와 사용 자유도가 높

은 간단한 장치를 제안 하였다. 제안된 기기로 굴곡이 있는 피부에

자유자재로 약물을 침투한 결과를 얻었다. 본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응용기술로의 제안을 하였다. 첫 번째로 피부 미용의 일환으로 무통

증 문신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국소부위 약물 전달에 일환으로

치주 치료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제간 융복합 연구로 새로운

형태의 염료 분사로 포스트모던아트로의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요소를 최적화함으로 마이크로젯 성능향상을 얻었으며 다

양한 응용기술로의 제안을 함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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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edle-free injection has been studied to overcome demerits

of exisiting issues arise from needle injection. The drawbacks are

pain, bleeding, infection and aftercare.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an enhancement of laser induced microjet and its

application.. Vapor heating and injector nozzle angle play an

important role in laser-induced microjet performance. A microjet

velocity is increased by 27.4% from vapor heating and increased

by 128.7% from injector nozzle angle. Meanwhile, a compact

instrument has been developed to provide user-friendly interface

combined hand-held laser and injector. So ink and drug can

successfully penetrate into skin regardless of curvature.

Consequently, an improvement of laser-induced microjet has

achieved tattoo, periodontal therapy and post modern art using

vapor heating , diverse injector nozzle angle and compact device.

Keywords : Laser, Microjet, Drug delivery, Tattoo, Periodont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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