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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전달기술 개발 동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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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ccine is a protective clinical measure capable of persuading immune system against infectious agents. Vaccine can
be categorized as live attenuated and inactivated. Live attenuated vaccines activate immunity similar to natural infection
by replicating living organisms whereas inactivated vaccines are either whole cell vaccines, eliciting immune response 
by killed organisms,or subunit vaccines, stimulating immunity by non-replicating sub cellular parts. The components 
of vaccine play a critical role in deciding the immune response mediated by the vaccine. The innate immune 
responds against the antigen component. Adjuvants represent an importantcomponent of vaccine for enhancing the 
immunogenicity of the antigens. Subunit vaccines with isolated fractions of killed and recombinant antigens are 
mostly co-administered with adjuvants. The delivery system of the vaccine is another essential component to 
ensurethat vaccine is delivered to the right target with right dosage form. Furthermore, vaccine delivery system 
ensures that the desired immune response is achieved by manipulating the optimal interaction of vaccine and 
adjuvantwith the immune cell. The aforementioned components along with routes of administration of vaccine are 
the key elements of a successful vaccination procedure. Vaccines can be administered either orally or by parenteral 
routes. Many groups had made remarkable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new vaccine and delivery system. The 
emergence of new vaccine delivery system may lead to pursue the immunization goals with better clinical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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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백신은 약독화되거나 불활성화된 병원체를 의미한다. 백신

을 인체에 주입하면 항원으로 작용하여 체액성 면역을 통해 
항체를 형성하게 되므로 질병에 한 항, 면역성을 가지게 
하는 의약품이다. 바이러스를 항원으로 사용하는 백신은 크
게 비활성화 백신, 생백신, 아단  (subunit) 백신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비활성화 백신의 경우 바이러스의 증식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열, 화학 처리 등을 통해 바이러스를 불
활성화 시켜 만드는 백신이고, 생백신은 바이러스의 병원성 
(virulence) 만을 약화시켜서 만드는 백신이라 험도는 크지

만 비활성화 백신에 비해 효과가 좋은 백신이다.  최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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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유 자 공법, 단백질 정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바이러스

에서 항원으로 작용하는 부분만 정제하여 만드는 아단  백
신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표 으로 인 루엔자 백신을 
로 들 수 있다.
  백신에 의한 면역 반응은 응 면역 반응 가운데서도 체
액성 면역의 형태로 나타난다. 체액성 면역이란 보조T림 구

와 B림 구가 체내에 들어온 항원을 항원제공세포의 도움을 
받아 인식한 후 항원에 특이 인 항체를 만들어내서 항원-
항체 결합을 일으켜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면역반응을 의미

하며, 기억을 한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항
원을 쉽게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1,2].
  최근에는 면역반응을 통해 질병을 방하는데 쓰이던 백
신이 치료용으로도 개발되어 FDA 승인을 획득하 다. 미국

의 덴드 온 (Dendreon Corp.) 사의 치료용 암백신 로벤

지 (Provenge, sipuleucel-T)라는 제품은 립선 암을 타깃으

로 하여 질병이나 감염을 제압하는 면역시스템의 자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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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백신보조제

Mineral salts
Immunostimulatory adjuvants

Lipid particles
Biodegradable microsphere

Aluminium hydroxide, aluminium phosphate, calcium phosphate
Cytokines, e.g. IL-2, IL-12, GM-CSF, saponins, (e.g. QS21), MDP (Monophosphoryl Lipid A) derivatives, bacterial 

DNA (CpG oligos), LPS, MPL and synthetic derivatives, lipopeptides
Emulsions, e.g. Freund’s (CFA and IFA), ISA 25, 51, 206, SAF, MF59, liposomes, virosomes, ISCOMS, cochleates

PLG microparticles, poloxamer particles, chitosan particles

Table 1. Classification of vaccine adjuvants [13]

메커니즘을 자극하는 기 을 갖고 있는 치료용 백신이다 [3]. 
이 백신은 환자의 면역시스템이 암을 제압하도록 설계된 첫 
면역세포치료기반암백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방용 백신 만이 아니라 치료용 백신이 개발되

면서 효율 인 백신 사용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백신 자체의 개발과 동시에 백신의 효능을 극 화시키고 안

하게 체내로 달할 수 있는 기술에 한 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본문에서는 백신의 효과를 효율 으로 높일 수 있는 
백신보조제  다양한 백신 달 기술의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

로 나아가야 할 백신 달 기술의 망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백신의 효과 증대를 위한 백신보조제

  효율 인 백신을 개발하기 한 방법으로서 생백신의 효력

을 유지하면서 유 자 재조합 단백질 백신만큼 안 하게 백신

을 개발하는 방법과 유 자 재조합 단백질 백신을 생백신만

큼 효과가 좋도록 개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4]. 하지만, 
면역 효과가 향상될수록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문제

와, 반 로 백신을 안 하게 만들수록 면역 효과가 어드는 
문제 이 나타나 효능이 증 된 백신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5]. 이에 한 해결책으로 백신 자체를 새롭게 개발

하기 보다는 백신보조제를 사용하여 효과를 증 시키는 방법

이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6,7].
  백신보조제는 항원의 양이 을 때 항원에 한 면역반응

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그리고 장시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백신 제조 시 주로 쓰이고 있다. 한,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에 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백신이 유아 
등 소아의 질병 방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백신 제조에 
있어서 백신보조제의 개발이 매우 시되어 왔다 [8]. 백신

보조제가 어떤 방식으로 면역력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해서

는 아직 명확하게 밝 지지는 않았으나 리포좀 (Liposome), 
ISCOM (Immune stimulating complex) 등의 백신보조제

를 사용하여 백신의 크기를 조 함으로써 백신 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알려졌다 (Fig. 1) [5]. 실제로 APC (antigen 
presenting cell)가 항원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흡착효과에 

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며, 다양한 백신보조제

가 항원과 물리  복합체를 형성하여 면역효과를 향상시키

는 데 사용되고 있다 [9]. 한 백신의 크기는 응 면역 반응

을 담당하는 림 기 으로의 항원 이동에 여한다는 사실도 
밝 졌다. 200-500 nm 이상의 크기를 지닌 백신은 림  기

으로 효과 으로 이동하기 어렵고, 100-200 nm 이하의 경우 
모세 림 을 통해 효과 으로 림  기  내로 이동이 가능

하다는 사실이 밝 졌다 [10-12].

Fig. 1. The sizes of adjuvant delivery systems and pathogenic 
agents [5].

  이상 인 백신보조제의 조건은 면역증진효과 외에도 안
성, 안정성  실용성 측면에서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
다. 독성이 없어야 하고, 생체분해성이 좋고 안정 이며, 사용

이 편리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어야 하며, 가격이 렴하고 
화학  동정이 가능해야 한다 [13]. 이러한 백신보조제의 종류

는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속염 화합물, 면역자극

성 보조제, 지질 입자형 보조제, 생분해성 마이크로원형구조체 
(Biodegradable microsphere)의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14].

금속염 화합물

  속염 화합물의 경우 알루미늄염, 칼슘염 등 여러 종류

의 속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알루미늄염 화합

물에 의한 항원의 서방출을 통해 면역체계의 지속  활성

화를 유도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알루미

늄염 백신보조제는 체액성 면역 반응에는 효과 이나, 세포

매개성 면역반응에 효과 이지 않기 때문에 세균성 감염에 
효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한 홍반, 피하결 , 

성 과민반응 등 다양한 부작용을 수반하고, 백신 품질 리

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8].

면역자극성 보조제

  면역자극성 보조제는 세균성 보조제, 식물성 보조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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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카인 등으로 분류된다. 세균성 보조제에 한 연구는 1924년 
결핵균에 감염된 기니피그가 정상군보다 항체를 많이 생산한

다는 것이 밝 지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6]. 그에 
따라 결핵균의 MDP (muramyl dipeptide), 상풍과 디 테

리아 toxoid 등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세균

성 보조제들이 식세포를 자극하여 IL-1, IL-6, TNF와 T, 
B-cell에 향을 주는 성장인자를 분비하여 면역반응을 효과

으로 증강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17,18].
  식물성 보조제는 배당체의 일종인 사포닌으로써 여러 식물

군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기에는 정제되지 않은 사포

닌을 백신보조제로 활용하여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 다 [19]. 
재는 일반 으로 Quila saponnaria에서 추출한 식물성 보

조제를 사용하고 있다. 처음으로 추출되어 사용된 Quil A 라
는 물질은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성분으로 구성되어 강한 
활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물 종류에 따라 독성과 효과가 서
로 다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1992년 Kensil에 의해 낮은 독
성을 보이면서 백신보조제로서 활성에 요한 구조인 QS-21
이 분리되었으며, 강력한 세포독성 유도능을 지니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암백신 보조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20]. 
  1990년 에는 싸이토카인을 백신보조제로 사용하는 방법

에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1-24]. 싸이토카인을 
보조제로 사용할 때 생체 내 항체 생성이 증가되는 것이 보
고되었으나 효과를 한 투여 횟수 증가  사용량 증 로 
심각한 부작용이 유발되었다 [25]. 사이토카인을 백신보조제

로 사용하기 해서는 다른 보조제에 비해 불안정하고, 체내 
반감기가 짧다는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Fig. 2. Clinical trials using electroporation [43].

지질 입자형 보조제

  지질 입자형 보조제는 1916년 Le Moignic 등이 사멸된 
장균을 mineral oil에 에멀젼화 시켜 면역반응을 증가시

키면서 에멀젼 형태로 처음 개발되었다 [26]. 특히 1937년 
발견된 complete Freund’s adjuvant가 큰 주목을 받았으며 
Mycobacterium이 없는 water-in-oil 에멀젼을 incomplete 
Freund’s adjuvant라 하여 동물백신에 많이 사용되었다. 하
지만 도가 무 높고, 생체 내 주입이 어렵다는 단 이 있
어서 삼  에멀젼 는 water-in-oil in water 에멀젼이 개발

되었다. 삼  에멀젼 개발로 도를 낮출 수는 있었으나, 여
히 안정성이 낮고 상분리 (phase separation)가 일어나 생산

이 어렵다는 단 이 있어 이를 극복할 한 유화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미네랄 오일만이 아닌 땅콩기름, 참기름, 상어의 간유 등 
다양한 동 식물성 오일이 백신보조제로서 개발되고 있으며, 
리포좀, 바이로좀 (Virosome)을 항원과 결합시켜 백신보조

제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리포좀의 장 은 표면에 단백질을 
노출시켜 표 지향 으로 작용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용이하

다는 이다. 특히 바이로좀은 지질의 표면에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을 코 하여 바이러스의 항원성을 지니게 하고 입자 
크기도 유사하게 만들어 면역 세포에 의한 인식, 흡수를 용이

하게 조작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특히 막에 용하여 
그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 져 인 루엔자 백신 시장에 
도입되어 있다 [27]. 한 ISCOM이라는 지질 입자형 보조

제는 콜 스테롤, 인지질, 사포닌 그리고 항원을 혼합하여 
만드는 물질로서 cage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ISCOM 
자체는 면역원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면역억제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보조제나 달체로서 사용 목 에 합하고 부작

용이 없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해서

는 항원으로 사용되는 단백질의 소수성기가 존재해야 한다

는 문제 이 있었다. 하지만 부분의 재조합 단백질은 용
해성 단백질로 소수성기가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공유결합에 의해 palmitic acid를 붙여 용해

성 단백질과 ISCOM의 결합을 유도하는 방법이 개발되었

다 [28]. 이 듯 ISCOM을 활용하여 다양한 백신의 면역

반응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지 도 진행

되는 이다 [29,30].

생분해성 마이크로원형구조체 (Biodegradable 
microsphere)

  생분해성 마이크로원형구조체 (Biodegradable microsphere) 
형태로 만들어지는 보조제는 poly (lactic)/glycolic acid (PLGA), 
poloxamer, polyphosphazene, polyanhydrides 등의 생분해성 
물질로 제조한다 [31]. 특히 PLGA는 그 동안 합사로 사용

되어 왔기 때문에 안 성의 문제가 없다고 알려졌으나, 항원

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항원에 따른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Microsphere는 항원을 막표면의 APC로 운반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사  서방출성 제제로 제조가 가
능하여 주목받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PLGA 뿐만 아니라 
chitosan을 활용한 microsphere를 개발하여 백신보조제로 
활용하려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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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Company Vaccine (development phase)

Prefilled microinjection system

Non-prefilled microinjection needle

Topical Patch with cholera toxin adjuvant

Topical Patch

Transdermal with electroporation

Solid microneedle array

Jet injector (Powder)

Jet injector (liquid)
Skin abrasion
Skin permeation by low frequency (20 kHz)

ultrasound associated with topical patch
Nanoparticle and microparticle formulation

BD Medical Pharmaceutical Systems/Sanofi Pasteur

BD Medical Pharmaceutical Systems/Oncovax

Nanopass, Micro-Pyremidal Needle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Debiotec

Iomai Corporation

Vaxin, Inc.
Ichor Medical Systems, TriGrid

Cyto Pulse: Derma Vax, Easy Vax
Inovio, Medpulser DNA Delivery System

Genetronics Biomedical Corporation
Alza Corporation, Macroflux

Biovalve, Micro-Trans
Epidermal Powder Immunization

PowderMed

Bioject
BD Technology, Microenhancer Array
Sonics & Materials, Newtown, CT

Chiron
Various

Trivalent inactivated seasonal
influenza (clinical phase 3)
Cancer vaccine (clinical phase 2)

Flu (clinical phase 1)
Pre-clinical
Pre-clinical

Trivalent inactivated seasonal
influenza (clinical phase 2) Travelers’
diarrhea (clinical phase 2)

Pre-clinical
Pre-clinical

Pre-clinical
DNA dengue (clinical phase 1): HIV
Pre-clinical
Pre-clinical
DNA, proteins vaccine (pre-clinical)

Pre-clinical
DNA vaccines (clinical phase 2)

DAN HIV (clinical phase 1) herpes
simples type 2 (clinical phase 1), DNA
cancer vaccine (clinical phase 1)
IPV (WHO studies, clinical phase 2)
Hepatitis B (pre-clinical)
Tetanus toxoid (pre-clinical)

Pfizer
HiV2, HPV, Flu

Table 2. New technologies targeting vaccine delivery into the skin [34]

백신의 효과향상을 위해 개발된 백신 전달 방법

  백신의 고비용과 부작용 문제, 면역효과 개선, 사용자 편
의성 등 여러 가지 요구를 만족시키기 해 기존의 근육주

사 방법을 체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34] 
(Table. 2). 이러한 방법들 가운데 경구 투여를 제외한 부

분의 방법은 피부에 많이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통해 면역활

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 으로 개발된 방법이다.

경구투여

  기존 백신 투여를 해서 사용되는 근육주사는 문 인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로 하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입을 통해 백신을 달할 수 있는 경구 투여형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경구 백신은 종에 따른 통증이 없고, 분무

식 백신의 문제 인 종량 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으나 소화기 을 지나가면서 백신의 효능이 

약화되거나, 내성을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지 은 소아마비를 방할 수 있는 
경구 백신과, 콜 라를 방하기 한 듀코랄액, 유아의 장

 감염에 의한 질환을 막기 한 로타텍, 로타릭스 등의 다양

한 경구투여 백신이 시 되고 있으며, 임상단계에서 연구 
인 백신도 있다 [35,36].
  특히 경구백신 가운데에서도 재조합 백신의 안 성과 경
구백신의 종 편의성을 결합하려는 시도로써 식물체를 이용

한 경구백신 기술이 시도되고 있다 [36]. 이 기술은 항원유

자를 식물에 형질 환 시키거나 식물 바이러스에 발 시켜 
식물체에서 유래하는 항원단백질을 생산하여 식품을 섭취하

듯 백신을 경구투여 할 수 있는 기술로써 기존 백신의 단
인 안정성, 고비용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

고 있다 [37]. 에는 감자와 담배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2000년 에 들어와서 토마토, 옥수수, 당근과 같은 다양한 
식용 식물들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8-40].

EP (Electroporation)

  바이러스를 통한 DNA 달 시스템은 일반 으로 높은 
유 자 발 율을 보여왔지만 면역학  결 으로 인해 비
바이러스성벡터를 사용한 백신 달방법이 많이 연구되

고 있다. 비바이러스성 유 자 치료의 효능을 높이기 한 
기술로써 jet injection, gene gun delivery, 소노포 이션 
(sonoporation)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  EP기술은 세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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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장을 걸어주어 일시 으로 세포막을 불안정화시킴

으로써 외부 물질의 세포나 조직으로의 진입을 가속화 시키

는 기술이다 [41].
  EP를 통한 거 분자의 세포 내 주입에 한 정확한 기작

은 아직 밝 지지 않았지만 항암제와 같은 미세분자의 경우 
기 에 의한 단순한 확산 작용으로 세포 내 이동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라스미드 DNA와 같은 거
 분자는 기충격에 의해 불안정화된 세포막과 DNA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단계 으로 세포 내 진입이 이루어지는 것
이라 여겨지고 있다 [42]. EP 기술은 DNA와 같은 거 분자

를 in vitro 상에서 세포 내로 주입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in vivo 상에서도 라스미드를 다양한 조직

으로 주입시키는데 응용되고 있다.
  EP 기술의 DNA 백신으로의 표  용 를 살펴보면 
2006, 2007년도에 EP을 통한 Xenogeneic tyrosinase DNA 
백신 달 연구를 들 수 있다. Tyrosinase DNA백신은 체내

에서 tyrosinase을 발 하여 cytotoxic lymphocyte (CTL)에 
의한 면역반응을 활성화시키고 흑색종 세포에 항성을 갖게 
한다. 마우스를 통한 동물실험에서 tyrosinase가 코딩된 유
자를 통한 xenogeneic DNA vaccination 결과 항원 유발  
cytotoxic T cell responses가 증가됨을 확인하 다 [43,44]. 

한, EP 기술을 용하여 melanocyte antigen tyrosinase- 
related protein-2가 코딩된 라스미드를 마우스에 주입한 
결과 CD8+ T cells의 수가 매우 높게 증가하 으며, 종양의 
성장속도 한 크게 감소됨을 확인하 다 [45].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개를 이용한 동물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주사바늘

이 없는 약물 달 기기인 Bioiector2000을 사용하여 human 
tyrosinase plasmid DNA을 근육주사 (IM)한 결과, 일반 인 
치료법으로 처방된 개들은 1~5개월의 생존기간을 갖은 반면 
1년 이상이라는 높은 생존율을 보인 연구 결과가 있었다 [46]. 
주사바늘이 없는 다양한 백신 달기기에 EP 기술을 목시

켜 xenogeneic tyrosinase DNA vaccine의 안 성  면역활

성 평가를 한 연구  흑생종 환자를 상으로 한 임상 평가 
한 진행되었다 [47].

  이외에도 EP과 근육주사를 목하여 마우스에 인 루엔

자 백신인 H5N1 hemagglutinin (HA)-based DNA vaccine
을 주입한 연구 사례가 있었다 [48]. EP-mediated IM 기술을 
통한 DNA 백신 달 시스템이 일반 인 주사기를 통한 
주입식 DNA백신 달 방식에 비해 DNA백신의 유 자 
발  수 을 크게 증 시켜 면역체계 활성  단백질 발 에 
높은 효능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 EP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 
효율이 떨어져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하기 힘들다는 단 이 있
었다 [49]. 2010년 최근 이노비오 바이오메디컬 사는 이러한 
EP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힌 새로운 소형 무선기기인 
셀 트라 SP 시리즈 (CELLECTRA-SP series)를 개발하

다 [50]. 셀 트라 SP 기기는 모든 구성요소를 무선 화기 
크기의 편리한 휴 용 기기 안에 결합함으로써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 으며, 동물 연구 결과를 통해 정 인 
효과를 보인바 있다.

초음파 기술

  백신 종에 있어서 음  (ultrasound) 기술은 주로 주사

기를 통한 약물 주입시 피부 두께 등의 피부조직에 한 이
해를 돕기 해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 를 통
해 세포막에 기장을 가해 으로써 비침습 으로 항체의 투
과 효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이 알려졌으며, cholera toxin과 
같은 백신보조제 용 시에도 부작용을 보이지 않음이 보고

되었다 [51,52]. 백신보조제의 양이 기존 근육 주사에 필요한 
양보다 소량일 경우에도 음  기술 용 시 본래의 수 과 
비슷한 효능을 보 으며 이는 항체의 체내 흡수율 증가 효과 
이외에도 피부 진피층에 존재하는 APC, 특히 Langerhans cells 
(LCs)이 음 에 의해 활성화 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음 는 최 로 1987년 소노포 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DNA를 동물세포에 주입시키는데 성공함에 따라 부각되기 
시작하여 그 이후 다양한 종류의 세포와 조직에 용되었

다 [53]. 소노포 이션 기술은 마이크로버블 (microbubbles)
을 매개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다량의 약물  유 자의 세
포 내 주입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갖는다. Chick embryo에 

용 시 EP 기술에 비해 더 뛰어난 효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54]. 한 2010년 쿄토 학교 연구

은 이러한 음  기술을 기반으로 mannose-modified gene 
carrier를 이용하여 DNA 백신 치료에 해 연구한 바 있다. 
Man-PEG2000 bubble lipoplexes라는 mannose를 변형시켜 
제작한 유 자 달체와 음 를 사용하여 in vivo상에서 
DNA 백신을 투여한 결과 APCs에서 특이 으로 유 자 발

량이 크게 증가됨을 확인하 다 [55].
  음  기술은 이미징, 지 , 유 자 치료 등 다양하게 
용되고 있지만 음  기술을 통한 백신의 세포 내 달 기작

에 한 정확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백신 종에 응용

하기 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Jet injection

  주사바늘이 사용되지 않는 jet injection기술은 기존의 가
스 압력에 의해 우더 는 액상 형태의 백신을 피부를 통해 
비침습 으로 달하는 기술로써 1940년 최 로 개발된 이래 
다양한 백신 종을 해 연구되어 왔다 [56]. 2004년 진행

된 연구에 따르면 다섯 종류의 백신을 상으로 jet injection
의 효능을 평가해본 결과 기존의 주사기를 기반으로 한 백신

달 방식에 비해 4가지 종류의 백신에서 기존 보다 높거나 
혹은 동등한 효능을 보인 바 있다 [57,58]. 백신뿐만 아니라 

용할 수 있는 약물의 종류 한 DNA coated nanoparticles, 
naked DNA, inactivated virus, polysaccharide-protein 
conjugates, toxoids 그리고 whole cell vaccines 등으로 다양

하여 탄력 인 약물 용성을 갖는다는 장 이 있다.
  주사기를 기반으로 한 백신 종과는 다르게 jet injector에 
의한 백신 달은 진피, 피하조직, 근육 등으로 백신이 넓게 
확산되어 분포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확산 때문에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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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피에만 집 으로 달할 수 없었다. 한 jet injection
은 피부에 손상 없이 백신을 달하는 것을 주요한 장 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포, 홍반, 경화, 종 등의 피부 부작용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57,58]. 실제로 DNA 백신을 
상으로 피하주사기와 jet injection 통한 IM 투여 결과를 비교

해 본 결과 jet injection의 경우 두 배 이상의 부작용 효과

를 나타낸 바 있다 [61]. 이러한 논쟁의 와 에도 jet injection
은 주사바늘의 험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짦은 시간에 많은 
양의 백신 투여가 가능하다는 장 에 힘입어 황열과 IPV 백신 

종에 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회용 노즐을 통한 mono- 
dose injectors 개발에 을 두어 보다 향상된 기기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재 매되고 있는 표 인 jet injection 제품으로는 
PowderMed사의 PMED와 Bioject사의 Biojector가 있다 
(Fig. 3). PMED의 경우 분말 형태의 DNA 백신을 헬륨가스

를 이용하여 피부 내로 투과시킨다. 이에 반해 Biojector는 
분말 형태가 아닌 액상 백신의 경우 사용되며 근육, 피하 주사 
시 1 mL 까지 약물을 달할 수 있다. 재 경피 주사를 한 
기기개발  임상시험을 비 에 있다.

 

<PMED>                                             <Biojector>
Fig. 3. Jet injectors.

마이크로니들 (Microneedle)

  기존에는 일반 피하주사기를 이용한 근육 주사로 백신 
종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주사기를 통한 백신 잔달 방식은 
일반인이 손쉽게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주사기 사
용에 의한 통증  안 상의 문제가 있어왔다. 리서치 문 
기업 리서치앤리서치가 최근 18세 이상 59세 이하의 일반인

을 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주사에 한 두려움을 가진 이
들  87.8%가 주사 치료 회피 의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실제로 주사 치료를 회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

도 42%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마이크로니들은 기존의 주사기 (hypodermic needle)가 지닌 
단 인 통증, 외상, 감염, 거부감을 극복하고자 2000년도 
반에 개발된 새로운 차원의 주사기로써 환자의 주사공포증을 
없애고 고효율로 약물  생리활성물질을 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마이크로 사이즈로 제작된 각각의 마이크로니들은 
어 이 형태의 패치로 제작되며 피부의 최외각층인 각질층 
(Stratum corneum: 10∼15 μm)만 뚫어서 피부 내로 백신을 

달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기의 마이크로니들은 
단순히 피부 내 채 을 형성시키는 마이크로스 이크 형태

으나 그 이후 일반 피하주사기와 동일하게 피부 통 후 주사

기의 구멍을 통해 액상 약물을 직 으로 체내에 달시킬 
수 있는 공형 마이크로니들이 개발되었다 [62]. 2008년에

는 피부 통 후 마이크로니들 그 자체가 분해되어 혼합된 약
물을 달하는 새로운 타입인 생분해성 마이크로니들이 개발

되어 서방형 약물 달 소재로써 유용하게 용되고 있다 [63].
  마이크로니들은 그 사용 목 에 따라 의약  미용 등의 
분야에 리 용 가능하며 2010년에는 백신의 경피 달 
시스템으로 각 받으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피부 면역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피내 주사 

종 방식이 보다 효과 인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 
밝 지면서 마이크로니들을 통한 백신 달 방법이 각 을 
받게 되었다. 이는 진피 층이 수지상 세포, 식세포를 비롯

한 많은 면역세포들이 고 도로 분포되어 있는 역일 뿐만 
아니라 다량의 세포와 체액 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빠른 
면역세포 활동이 가능한 구역이기 때문이다. 마이크로니들

을 통한 백신 달 시 진피층에 존재하는 antigen-presenting 
Langerhans cells과 dermal dendritic cells (DCs)에만 국소

으로 백신을 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향상된 백신 
immunogenicity 효과를 보인다는 장 이 있다. 한 마이크

로니들의 무통증 약물 투여를 통해 기존에 근육주사에 한 
두려움을 이유로 인 루엔자 방 종을 주 하는 이들의 

방 종을 돕고, 궁극 으로 인 루엔자 방 종률을 높
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64].

Fig. 4. Influenza vaccine coated microneedle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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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아 공  (Georgia Tech) 연구 은 2009년 마이크로니

들표면에 인 루엔자 백신을 코 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처방

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 달 시스템을 개발하 다 [65]. 스테

인 스 스틸 시트를 미세 이져 가공 과정을 통해 어 이 타입

의 마이크로니들을 제작한 후 dip-coating 기기를 이용하여 
인 루엔자 백신을 마이크로니들표면에 코 하 다 (Fig. 4). 

한 코  후 약물의 건조 과정 시 인 루엔자 백신의 HA 
activity를 높이기 한 보조제로써 trehalose를 사용하 다. 
인 루엔자 백신과 Trehalose가 코 된 마이크로니들은 인
루엔자 백신만 코 된 마이크로니들과 근육 주사를 통한 백신 

달에 비해 IgG 발 양이 히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

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쉽게 이용하기 해서는 피부에 손쉽

게 부착할 수 있는 패치 제형의 제품이 합하나 속재질의 
마이크로니들 제품은 이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고자 2010년 10월 에모리 (Emory)
와 조지아 공 에서 생분해성 마이크로니들제작기술을 통해 
백신이 탑재된 패치 형태의 제품을 개발하 다 [66]. 매우 
높은 양의 인 루엔자를 감염시킨 마우스에 백신이 탑재

된 생분해성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처리했을 때 바이러스의 
clearance가 증가되는 것을 찰하 다. 에모리와 조지아 공  
연구원들은 의약품에 많이 사용되는 water-soluble polymer
인 polyvinylpyrrolidone (PVP)로 마이크로구조체를 제작하

으며 (Fig. 5), 이때 비활성인 인 루엔자 백신을 마이크로

니들 내에 탑재하 다. 제작된 생분해성 마이크로니들 패치 
(650 μm in length)를 피부에 붙이면 수분 내에 마이크로니

들이 녹으면서 약 80%의 백신이 내부로 들어가 약효를 나
타내게 된다.

Fig. 5. Influenza vaccine loaded dissolving PVP microneedle [66].

  백신이 탑재된 생분해성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처리한 마우

스는 주사제로 동일한 백신양을 처리한 마우스와 비교했을 
시 유사한 항체 반응을 보 다. 특히 치명 인 양의 인 루

엔자에 감염시킨 마우스를 90일 후에 생분해성 마이크로니들 
패치로 처리하고 근육 주사한 마우스와 비교했을 때 폐에서 

바이러스가 1000배나 더 효과 으로 제거된 결과를 얻었다. 
이는 생분해성 마이크로니들패치로 처리된 마우스가 근육

주사를 통한 백신 달 방식에 비해 향상된 면역억제 반응을 
보임에 따라 비장과 폐에 있는 항체 발  세포의 수가 크게 
증가하 고 이러한 상을 통하여 폐에서 바이러스를 효과

으로 제거하 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66].
  생분해성 마이크로니들 이외에도 공형 마이크로니들을 
이용한 백신 달 제품이 최근 사노피 스퇴르(주)에서 출
시되었다 [67]. ID Flu 라는 제품으로 피내 종용 인 루엔

자 방백신으로써 기존 바늘 길이의 1/10 수 인, 1.5 mm
의 미세 주사 시스템 (Micro-injection System)에 1968년부터 
사용되어 효능과 안 성이 입증된 사노피 스퇴르의 인 루

엔자 백신 박씨그리 가 주입된 리필드 시린지 (Pre-filled 
Syringe) 제형으로 개발되었으며, 방 종에 있어 이상 인 
부 인 진피 층에 백신을 달하 다 (Fig. 6).

Fig. 6. ID Flu of Sanofi-Pasteur [67].

  진피 층의 면역 활성화를 통해 9 μg의 항원으로도, 15 μg의 
항원을 근육 주사하는 기존의 인 루엔자 방 종과 동등한 

방효과를 보 으며, 기존의 인 루엔자 방 종에 사용

되는 피하주사기에 비해 열 배 이상 짧은 1.5 mm 길이의 바늘

로 방 종에 한 심리 인 부담을 덜어주는 장 을 가졌

다. 2,384명을 상으로 유해약물반응에 한 임상실험 결과 
피내 종 후 나타나는 외견  국소 약물유해반응은 근육 종 
보다 더 자주 나타났으며, ID Flu의 신약물유해반응의 안
성 비교자료는 근육 종과 유사하 다.
  기존에 상용되고 있는 피하주사기  가장 은 통증을 유
발하는 인슐린 주사바늘의 외경이 31 G인 반면 ID Flu 주사

바늘의 외경은 30 G로써 비슷한 크기를 갖는다. 그에 반해 
주사바늘의 길이를 1.5 mm로 축소 제작하여 통증을 지

만, 이상 인 공형 마이크로니들로 용되기 해서는 주사

바늘의 외경 한 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 ID Flu 제품은 일회용 제품으로써 재사용이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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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기존의 근육주사와 비교하여 소비자가 합리 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가격으로 매되어야 하며, 기술  측면에 있어

서는 공형 마이크로니들이 지녀야 할 주사바늘의 견고성, 
약물의 정량투여, 통증 최소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이 
되켜야 할 것이다.

안점막 투여

  최근에는 백신을 주사제가 아닌 안액 형태로 에 투
여하여 안 막을 통해 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

다 [68]. 이 연구에서는 influenza vaccine과 Salmonella vaccine
을 쥐의 을 통해 투여하여 안백신을 투여한 쥐에서 주사

제 종시보다 많은 양의 ‘Ig G’와 ‘Ig A’가 찰되고 질병

이 방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이 안백신은 통증이 
없어 주사에 한 공포로 백신 종이 쉽지 않았던 아이들도 
쉽게 종이 가능하고, 냉장보 을 해야 하는 주사제와 달리 
상온에서 안약형태로 방부제와 같이 혼합해 멸균상태에서 
운반, 사용이 가능한 장 도 있다. 이 백신은 한 기존 코
막에 사용하던 백신이 뇌로 들어가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과

는 달리 뇌에 특별한 향을 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려

움이나 염증 등 에도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고 밝 졌다. 
물론 동물실험만을 통해 밝힌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 임상실

험을 거쳐 그 안 성이 입증해야 할 것이지만 새로운 백신 
달 방법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향후 개발 방향

  지 까지 소개된 다양한 백신 달 방법은 모두 달 방식, 
투여 경로 등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 독자 으로 개발되고 있
다. 재 주로 상용되고 있는 피내 주사법의 단 을 극복하

고 보다 이상 인 백신 달 기술을 개발하기 해서는 우선 
면역효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진피층을 백신 달의 최종 
목표 부 로 설정하고 진피층에 국소 으로 백신이 달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 종되는 백신양의 
조 이 가능해야 하며 종 과정  는 종이 끝난 뒤 부
작용이 없어야 한다. 백신의 면역효능 측면 이외에도 백신

종의 화를 해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백신 투여에 한 별도의 교육 없이

도 일반인이 쉽게 처방할 수 있어야 하며, 통증을 최소화하

고, 비침습  투여가 가능해야 한다.
  최근의 백신 달기술은 주로 주사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가운데 비침습  달 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비침습  백신 달 기술들에 의한 백신

종의 화가 이루어 지기 해선 백신의 효능을 최 로 
발 하고 안정하게 체내로 달하며, 소비자가 손쉽게 처방

할 수 있는 달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 재 
DNA 백신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므로 DNA 백신 
개발과 동시에 이를 효율 으로 달 할 수 있는 달기술 

한 병행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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