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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체내 이식형 약물전달 펌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척수강 

내 약물주입기(Intrathecal Drug Administration System, ITDAS)
로 주로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암 환자 및 만성통증환자의 통증

치료에 사용되고 잇고 뇌성마비 및 경련성 증상 환자에게도 활용되

고 있다. 암 환자의 중증 또는 만성 통증 조절을 위한 이식형 척수 

강 내 약물주입기는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경로인 척수에 직접 약

물을 투여함으로써, 전통적인 방법인 경구 투여의 300배, 정맥 투

여의 100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며, 약물의 전신 순환에 의한 부

작용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1].
척수강내 약물주입기의 개념은 1969년 Buchwald 에 의해 시도

되었고, 1975년 ‘single-rate infusaid pump’를 사용하여 임상적

용 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발전되어 왔다. 초기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인슐린 펌프 개발로 시작되었고, 1970년대 후반 Medtronic
사가 통증 조절과 경직에도 사용 가능한 약물 주입의 용도로 개발

하기 시작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2]. Medtronic사에

서는 무 전원으로 초기에 설정해 놓은 일정한 유량으로만 사용되

는 펌프로서 Iso-med constant flow infusion system을 만들어 오

랜 기간 의료계에 공급해오고 있다. Codman사의 Codman3000은 

가압형 약물저장고에서 제공되는 압력을 활용하여 약물을 전달

한다[3]. 유량은 정교한 밸브를 사용하여 조절하는 방식을 택하여 

따로 전원이 필요하지 않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상용되고 

있는 체내 이식형 약물전달 의료기기를 제공하는 Tricumed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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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tronic사, Codman사의 제품들은 리필 포트, 밀폐형 구조 시

스템, 티타늄의 재질, 정밀한 액츄에이터(펌프, 밸브 등), 내장형 

베터리 등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2,3].
약물 저장고는 밀폐형 구조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약물이 빠져나

감으로 생기는 음압을 해결하기 위해서 압축 가스(Propellant gas: 
특정 온도에서 압력을 발생 시키는 보상 기체)를 이용하는 주름 상

자(Bellows)형태의 가압형 약물 저장고를 사용한다. 약물 저장고

의 내부는 벨로우즈의 얇은 판에 의해 압축, 팽창이 가능하도록 설

계되어 약물실과 압축가스실로 나뉘며, 압력차에 의해 일정량의 약

물이 척수 내로 이송된다. 이런 구조를 통하여 펌프에 일정한 압력

을 추가적인 에너지 없이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한 약물

주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한다[4].
현재 체내 이식형 약물주입기는 체외 무선 조정기를 통해 약물 

주입량과 패턴을 환자 상태에 알맞게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

하며, Medtronic사의 ‘Synchromed2’가 대표적인 제품이다. 이 

의료 기기는 약물실과 저압가스실로 구성된 약물 저장고와 튜브, 
롤러, 하우징을 사용한 연동 펌프(Peristaltic pump) 방식의 마이

크로 펌프를 구동부로 사용하였다[2]. 이러한 구조의 연동 펌프는 

튜브가 롤러의 구동 방향으로 밀리며 역류가 발생하는 Flowback 
현상이 보이게 되어 정량 토출 제어에 어려움이 있고 수년 동안 

동작을 할 때 약물이 토출되는 관인 카테터(Catheter)가 척수액과 

같은 약물에 의해 막히 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5]. 또한 체

내 이식형 약물 주입기는 체내에서 수년 동안 내장형 배터리로 구

동되 어야 하므로 저전력 및 소형화에 적합한 전용 펌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마이크로 펌프 시스템, 약물의 저장과 리필이 가능하며 압축 기체

를 이용하는 약물 저장고, 그리고 체외에서 약물 주입 양, 패턴 그

리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및 제어기 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해석 및 실험을 통해 각 시스템의 설계 변수를 도출하 였다. 약물 

주입 펌프의 소형화된 제품을 제작하였다. 약물 저장고에 가해지는 

압력의 영향으로 약물 토출량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체외 실험

(in vitro test)을 통해서 성능을 검증하였다.

2. 시스템 구성 요소 설계
Fig.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약물 주입 펌프의 모습이다. 약물

을 저장하는 벨로우즈 형태의 약물 저장고와 약물을 이송하는 솔레

노이드 펌프, 그리고 제어기 및 체외에서 약물 주입 패턴의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 통신 모듈로 구성된다. 약물은 약물 저장고에

서 멸균 필터, 마이크로 펌프, 그리고 척수강 내 약물 투입 부위로 

연결시켜 주는 카테터(Catheter) 순으로 토출된다. 약물 주입기가 

복부 내 피하부위에 이식 후, 펌프가 구동되면 저장고의 약물이 카

테터를 통해 환자의 척수강 내에 정량적으로 토출되어 통증 완화를 

시키게 된다.

2.1 연동 펌프의 설계 및 한계 확인
Fig. 2는 Medtronic사의 체내 이식형 약물 주입 펌프 ‘Syn-  

chromed’의 액츄에이터로 사용되고 있는 연동 펌프의 구조이다. 
이는 롤러, 하우징 그리고 튜브로 구성 되어있다[6]. 롤러와 하우징

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회전하며 흡입, 포집, 배출의 3단계로 약

품을 송출한다[7]. 연동펌프는 배출 단계에서 롤러와 하우징의 간격

이 멀어지며 공간이 생기고,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역류가 발생하

여, 유량이 음의 값을 갖는 Backflow현상과, 역류에 의해 유량 값

이 주기적으로 줄어드는 Fluctuation 현상이 발생한다[5]. 유량이 

0 이하로 떨어지며 역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량 토출 제어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마이크로 스케일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8].
이에 따라 연동 펌프 모듈을 제작하게 되었고 실험을 통하여 롤

Fig. 1 Prototype of the proposed drug infusion

Fig. 2 Structure of peristaltic pump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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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가 하우징에서 벗어나면서 Backflow현상이 발생하여, 유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 또한 튜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역류가 발생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Fig. 3은 연동 펌프

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작한 연동 펌프 모듈이며, DC모터

로 구동이 되고 기어박스를 통해 감속하여 연동 펌프와 연결된 기

어를 회전시켜 펌프가 작동된다. Fig. 4는 제작한 연동 펌프 모듈을 

사용하여 유량의 변화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로터에 3개의 롤러가 

존재하기 때문에 로터 1회전에 역류가 3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한 펌프 설계
2.2.1 펌프의 구조와 원리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기적 힘을 이용하는 전자석의 원리로 작

동하며, 전류를 가하면 자기장을 형성하여 철심을 이동시켜 구동

한다[9]. 솔레노이드 밸브 2개를 약물 이송 라인(Transport line)에 

연결하고, Inlet과 outlet 부분을 완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을 설계하였다. 전류가 가해지면 자기장을 형성하여 밸브가 열리며 

약물이 흐르게 된다. 솔레노이드 밸브를 연결하는 라인 중심부에는 

실리콘 고무 막이 존재하고, 이의 탄성에 의한 복원력으로 약물이 

외부로 토출 된다. 수 마이크로 리터의 미소 단위의 유량을 정량적

으로 토출 할 수 있도록 실리콘 고무의 변형범위와 내부 하우징 

스케일을 설계하였다.
Fig.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마이크로 솔레노이드 펌프의 개

략도이다. 2개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튜브 라인과 수직을 이루며 

고정되고, 각 솔레노이드 밸브 내부에는 자기장에 의해 수직 왕복 

운동을 하는 철심과 복원을 돕는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물

이 이송되는 길은 펌프 헤드 및 펌프 커버, 그리고 실리콘 고무 

막으로 구성된다.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류가 가해지면, 자기장이 

형성되어 철심이 위로 상승하며 밸브가 열리게 되어 약물이 흐르

게 된다.

2.2.2 약물의 토출량 조절 방식
약물이 이송되는 과정은 시간에 따라서 S1~S4의 4단계의 시간 

간격(Step Time)으로 구성된다. S1에서는 Inlet valve가 open되
어 압축 가스에 의해 압력을 받고 있는 약물이 그 압력에 의해서 

실리콘 고무 막 쪽으로 이동한다. S2에서는 Inlet valve가 close되
어 펌프의 내부와 외부의 연결을 차단하고, 이송된 약물에 의해 변

형된 실리콘 고무 막에 약물이 고무막 변형범위 내 일정량 저장되

어 있다. S3에서는 Outlet valve가 open되어 실리콘 고무 막에 저

장되어 있던 약물이 막의 탄성 복원력에 의해서 외부로 배출된다. 
S4에서는 Outlet valve를 close하여 펌프 내부와 외부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시킨다. S1~S4는 컴퓨터에서 코드로 언제든지 변경시

켜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약물이 외부에서 

내부로 흐르는 역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Fig. 6은 솔레노이드 

밸브의 open&close방식을 전류로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

명한 것이다. S4의 시간 간격을 조절하여 펌프의 시간 조절만으로 

토출량을 마이크로 단위로 컨트롤 할 수 있다.

2.2.3 펌프의 성능 
Fig. 7은 약물 저장고 내부 압력에 따른 펌프의 시간 간격변화에 

Fig. 3 Peristaltic pump module for test

Fig. 4 Changes in the flow rate of the peristaltic pump cycle

Fig. 5 Schematic view of micro solenoid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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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토출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일정 이상의 시간 간격(S1, S3)을 

만족하면, 그 이상의 시간 간격에서도 일정한 유량이 토출 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압력은 0.1~0.4 bar의 범위에서 측정 하였다. 
압력이 증가할수록 시간 간격에 대해 유량이 수렴하는 양이 감소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0.4 bar 이상의 범위에서 유량이 수렴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체내 이식형 약물 주입기는 저전력을 요구하므로 최소한의 시

간 간격을 선정하여서 프로그래밍하여 소비되는 전력을 줄여야 

한다[10]. S1과 S3의 open시간 간격은 압력에 대해 일정하게 되는 

최소의 값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실험에 사용된 시간 간격(S1, 
S3)은 500 ms로 설정하여 테스트 하였다.

2.3 약물 저장고 설계
기존의 체내 이식형 약물 주입 장치에 주로 사용되는 밸로우즈 

방식의 저장고를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약물주입기에 맞추

어 동일한 재질로 제작하였다. 약물을 밀어주는 힘을 단순한 기계 

구조만으로 구동할 수 있어, 다른 전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저전력

을 요구하는 체내 이식형 약물 주입 장치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

다. Fig. 8은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밸로우즈와 그것의 커버의 단면

도이다.
약물 저장고는 밸로우즈, 압축 가스 그리고 압축 가스를 보관하

는 챔버로 구성된다. 밸로우즈 내부에는 약물, 밸로우즈 외부에는 

압축 가스로 채워진다[11]. 
밸로우즈의 음압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 가스인 

‘Isopentane’은 37도에서 약 0.7 bar의 증기압 특성이 있으며, 이
는 실험을 통하여 구한 일정 약물을 토출하는데 필요한 압력 범위 

내부의 값이므로 적당하다[14].
압축 가스의 최소 주입량 VG를 결정하기 위해, 식 (1)과 (2)를 

사용하였다.



 (1)

 
 (2)

여기서 n은 몰수, P는 압력, VR은 부피, R은 기체 상수, T는 절대온

도, M은 분자량, d는 밀도이다. 약물 저장고의 가스 저장용량 VR은 

46.449 mL이며, 체온 T는 310.65 K, 기체 상수 R은 0.082 
atm·l/mol·K, 그리고 압축 가스로 사용되는 Isopentane의 증기압 

P는 0.7 atm, 분자량 M은 72.15 g/mol, 밀도 d는 0.62 g/mL이다. 
식 (1)과 (2)를 통해 압축 가스의 최소 주입량 VR는 0.308 mL로 

계산되었다[4].
기존의 의료기기는 약물 저장고에 약물이 미소량 존재할 때, 약

물 토출량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12]. 이를 해결

하기 위해, 펌프가 압축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약물이 이송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약물 저장고의 내부 약물 용량에 따른 벨로우즈의 압력을 측정하

였다. 내부 용량의 90%인 18 mL가 남았을 경우와 5%인 1 mL이 

남았을 경우의 압력 차이는 약 14배로 20 kPa의 차이를 보인다. 
밸로우즈가 압착되어 압축가스의 압력 영향을 거의 무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부 용량에 따른 벨로우즈의 압력변화를 측정하기 위

해, 벨로우즈는 티타늄 재질의 3/1000 inch의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펌프에 맞춰 설계하였다. Fig. 9는 약물 용량에 따른 벨로우즈의 

Fig. 6 The mechanism of solenoid pump applied current

Fig. 7 The flux of drug substitute according to various step time 
as pressure of bellows-type reservoir

Fig 8 Cross-section of implantable pump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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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약물 저장고의 총량은 20 mL이며, 약
물을 약물저장고에 100% 채운 상태에서 5 mL 간격으로 배출하며 

측정하였다. 시간간격은 각 20분씩 주어 압력 변화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4 고무 멤브래인 설계
본 논문에서 제시한 펌프의 약물 이송과정은 압축 가스의 압력으

로부터 설계된 펌프로 약물이 전달되고 펌프 내부에 존재하는 고무 

실리콘 멤브래인이 약물을 저장했다가 밸브가 열림으로써 일정량 

저장된 약물이 외부로 토출된다. 목표한 유량인 1 μL를 토출하기 

위해서는 멤브래인의 변형길이량을 예측하고, 그것과 치수를 맞춘 

펌프 커버를 설계하였다.
변형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Autodesk INVENTOR의 Stress 

Analysis를 사용하였다. 경계 조건은 펌프의 구동시 적용되는 

0.3~0.5 atm을 적용하고, 실리콘 고무의 설계 형상은 Fig. 10와 

같다. 실리콘 고무의 스케일과 실험 조건과 결과는 Table 1에 표기

하였다. Fig. 10 은 300 kPa 에서 충분히 변형된 고무 멤브래인의 

쳐짐 정도를 보여 준다. 따라서 실리콘 고무의 크기와 재질을 결정

하였고 그에 맞춰 커버와 고무를 제작하였다.

2.5 제어기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체내 이식형 약물 주입기는 추가의 외부 

전력 공급 없이 내부에 장착된 배터리만으로 장기적으로 구동 가능

해야 하므로, 제어기의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10]. 더욱이 통신선 연결 없이 약물 주입 

펌프 제어기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무선 통신 장치가 구현되

어야 한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가 약물의 경우에 

유량이 음의 값을 나타나는 flowback현상이 마이크로 솔레노이드 

펌프를 이용할 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같은 조건의 실험에서의 

측정 시간에 따른 유량의 변화는 Fig. 13에 도시하였다. 일정하게 

약물 유량이 유지되며, 세팅된 시간에 따라 정량적으로 토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 본 논문에서 사용된 1차 제어기 모듈의 2가지 종류이다. 

가로 35 mm, 세로 15 mm 크기의 기판에 소자들을 배차하였고, 
컴퓨터와의 통신 모듈을 배치하여 커넥터로 연결 가능하게 하였다. 
제어기 기판과 통신 모듈을 결합한 전체의 두께는 11 mm이고, 통
신 모듈을 제거하고 펌프 내부에 삽입시의 두께는 9 mm이다. 컴퓨

터와 항시 통신하여 펌프의 구동 상황을 주시할 수 있게 만든 모듈

과 최적화된 시간을 프로그램하여 자동화한 모듈로 구성된다. 수동 

모듈(Passive module)은 펌프의 켜짐 과 밸브의 open 시에 LED
단자가 ON/OFF를 하도록 프로그래밍 하여 실험 상황을 가시적으

Fig. 9 Pressure changes according to drug in reservoir

Fig. 10 CAE results on the silicon rubber membrane for the 
mode

Mesh software AUTODESK INVENTOR

Membrane
Scale

inner diameter : 6.2 mm
outer diameter : 4.8 mm

depth : 0.4 mm
Pressure [KPa] 300 500

Deformation Length [mm] 0.455 0.465
Deformation Volume [mm3] 1.098 1.086

Table 1 Interpretation conditions of silicon rubber membrane

Fig. 11 Controller of the two modules used in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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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 할 수 있게 하였다. 자동화 모듈(Automation module)은 

제작한 펌프 커버에 조립하여 별도의 컴퓨터 통신 없이 최적 시간

으로 프로그래밍 된 PCB로 실시간 구동 하도록 제작하였다. 이와 

함께 펌프의 구동 상태를 확인해주는 LED 단자도 탈부착이 가능

하게 하여, 테스트용과 제품용을 선택하여 펌프의 구동을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서는 모터 동작이 필요 없는 S4상태에서는 CPU를 

‘대기 모드’로 두어 전력 소비를 최소화 하였다. 코딩에서도 각 

S1~S3의 시간 간격을 실험을 통해 얻은 최적화된 수치를 언제든

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프트웨어는‘Visual C”를 사용하여 개발하였으며, 자체 통신 

프로토콜을 고안하여 통신의 신뢰성을 높였다. 약물 주입의 시간 

(S4)와 약물 주입의 양을 조절하는 시간 간격(S1~S3)의 변수 입력

이 용이하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다. 또한 펌프가 구동 

후, 약물을 몇 회 토출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였다.

3. 체외 실험(In Vitro Test)
Fig. 12는 약물 저장고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in 

vitro test 환경이다. 약물 저장고의 벨로우즈에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압력을 가압 또는 감압 할 수 

있도록 실험 장치를 제작 하였다. 공기 압축기(Air compressor)를 

이용하여, 벨로우즈에 압력을 가해주는 압축 가스를 대체하였다. 
외부의 압력이 가해지는 압축 가스로 실험을 하는 것에 비해서, 공
기 압축기를 이용하여 압력을 가해주는 것이 넓은 범위의 압력을 

제어하기에 용이하다[13]. 공기 압축기가 가해주는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마이크로 펌프로 약물 대용물을 

전달할 수 있는 장치이다. 가압 장치 내부의 고무 풍선 안에 약물 

대용물이 보관되어 있고, 가해진 공압이 고무 풍선을 압축하여 가

해준 압력에 따라서 내부의 약물 대용물이 마이크로 펌프 쪽으로 

이송된다. 가압 장치는 커버를 폐했을 시, 약 0.8 bar까지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1 펌프 1회 토출량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물의 주입모드는 ‘주기적 일시 투여’로 대

기 시간(S4)의 조절로 약물의 투여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양 조절도 용이하고 전력 소모도 최소화하는 형태를 취한다.
개발된 약물 주입기 제품을 사용하여, 약물 주입모드 중 기본적인 

투여 방식인 시간 간격(S1, S3: 300 ms, S2: 4,000 ms S4: 5,400 
ms)으로 1분에 1번 토출 되는 상황을 모사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약물 저장고의 총 저장량인 20 mL에 대해 실험하기 위해 약 2만 

번의 펌프 토출을 진행하였다. 1번 토출 당 최소 약 5초의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 환자가 인체에 삽입하였을 때와 같은 상황을 모사

하기 위해 압력을 300 kPa로 설정하였다. 실험은 2번 진행하여 

그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도시하였다. 2만 회 

투여의 경우 1회당 평균 토출량은 1.0214 μL/rev이며, Fig. 13와 

같이 토출시 카테터 끝단에서 의 최대 유량은 약 1,000 μL/min으로 

확인 되었다. 일정 하게 토출되는 것을 확인하 였고, 시간에 따른 

Fig. 12 Air compressor and the pressure device for the pressure 
test

Drive counts
[N]

Discharge amount
[mL]

Average Fluxs per discharge
[μL/rev]

945 1 1.0587
1901 2 1.0521
2867 3 1.0462
3870 4 1.0344
4796 5 1.0422
6355 6.5 1.0231
6777 7 1.0328
7859 8 1.0179
8784 9 1.0246
10088 10 0.9912
11097 11 0.9913
11779 11.5 1.0030
12961 13 1.0089
13876 14 1.0212
14821 15 1.0127
15699 16 1.0191
16981 17 1.0011
17713 18 1.0162
18092 18.5 1.0226
18388 18.9 1.0278
18852 19.2 1.0185
19206 19.5 1.0153

Average flux per 1N discharge 1.0214

Table 2 Measured flux according to pump drive 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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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의 변화도 일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4 는 펌프 구동 유량을 토출 횟수에 대해서 측정 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좌측은 소량 횟수(50회)에 관해서 시행하여 측

정한 것이고, 우측은 약물 저장고의 총 양(20 mL)에 대해 전체 

시행하여 측정한 것이다. 각 3회씩 측정하여 평균을 측정치로 사용

하였다. 약물 대용제의 평균 토출 유량은 50회 측정시 1.0130 μL 
표준편차는 0.1735, 2만회 측정시 1.0214 μL로 매우 안정적인 정

량 토출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3.2 내부 압력 변화에 따른 토출량
약물 주입 펌프기 시스템이 체내에 이식 되었을 때 카테터 끝 

단(Catheter tip)은 척수강 내에 위치하게 되며 뇌척수액(CSF, 
cerebrospinal fluid)과 연결된다. 뇌척수액의 압력은 일반적으로 

65~195 mmH20로 알려져 있다[14]. 척수강 내에 질환이 생길 경

우, 카테터 끝 단에 압력이 상승할 수 있다. 신축성 있는 주름 상자 

형태를 가지는 벨로우즈는 약물이 빠져나감에 따라 내부 압력이 

크게 변화한다. 약물이 거의 빠져나간 1 mL가 남았을 시에는 압력

의 변화가 5 mL 남았을 시의 1/5정도로 낮아진다. 이러한 급작스

러운 압력의 변화로 벨로우즈에서 약물이 제대로 토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Medtronic사의 ‘Synchromed’의 경우는 약물 저

장고에 센서를 부착하여 약물이 1 mL 정도 남았을 시에 알람으로 

경고를 해주는 방식으로 일정하게 약물이 전달되지 않을 것을 대비

하여 약물을 리필 하도록 권장한다[12]. 따라서 벨로우즈 내부 용량

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여 약물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지 확인

해야 한다. 
제작한 압력 실험 장치로 공기 압축기의 공압이 가해지고, 고무 

풍선 내부에 담긴 약물 대용물이 가해진 공압에 따라 약물 대용물

에 압력을 전달해주게 된다. 
본 논문의 약물 저장고에 사용 압력의 범위는 0~800 kPa이다. 

외부의 뇌 척수액과의 차이를 적용하여 실험 압력의 범위를 

300~500 kPa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압력 범위에 대해서 펌프가 

일정하게 약물을 토출 시키는지를 실험하였다. Fig. 12 의 수동 모

듈(Passive module)을 사용하여 압력을 변환함에 따라 시간 간격

을 조절하고, 토출 횟수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벨로우즈에 

따른 기압 조건을 선정하여 체내 삽입을 모사한 실험을 진행하였

다. 가압 장치의 튜브에 연결된 마이크로 펌프 모듈로 약물 대용물

이 전달되고 펌프의 구동에 의해 약물 대용물이 외부로 토출 된다. 
약물 대용물의 유량은 ‘SENSIRION사’의 Flowmeter senso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유량은 마이크로 유량계를 이용하여 직접 측

정하였다. 사용된 약물 대용제는 밀도 1.0 g/mL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에 사용한 펌프 구동 프로그램의 S1~S3: 300 ms, S4: 1000 
ms의 조건으로 조작하였다. 총 5번의 반복 실험을 통해 그 평균값

을 결과로 나타내었다. Fig. 15는 각각의 가해준 내부 압력에 대해 

토출 횟수에 따른 약물 대용제의 유량을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내부 압력이 300 kPa인 상황과 500 kPa인 상황에서의 유

량차이는 2.5%로 매우 안정적 으로 유량을 일정하게 토출하는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척수강 내로 약물을 주입

Fig. 13 Change in flow rate measured by the flowrate sensor

Fig. 14 Change in flux measured by the micro flow sensor as 
drive counts

Fig. 15 Once discharge amount according to the pressur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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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체내 이식형 약물 주입펌프를 기존의 것과 개발한 펌프를 

실험하여 진행하였다. 솔레노이드 밸브로 구동되는 왕복 운동과 

밸브와 고무 막의 탄성으로 약물을 배출해주는 실리콘 고무 막을 

포함한 마이크로 펌프 모듈, 약물의 잔량에 따른 가변 체적을 보상

해주는 압축 가스와 벨로우즈로 구성된 약물 저장고 모듈, 그리고 

체외에서 약물 주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통신 및 제어기 모듈을 

개발하였다.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한 마이크로 펌프를 설계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로부터 각 압력조건에 따른 압력-유량의 관

계를 파악하였다. 펌프 1회 구동의 목표 유량을 배출함에 있어 최

적화된 실리콘 고무 막을 실리콘 고무 멤브래인의 변형량을 CAE
를 통해 예측하고, 그에 따른 커버와 고무 막을 제작하였다. 마이

크로 펌프 모듈, 약물 저장고 모듈 및 제어기 모듈에 사용되는 전

력의 소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제작된 제품으로 

체외 실험을 수행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 그로인해 약물 저장고

에서 압력이 변화하더라도 토출되는 유량은 고무 멤브래인의 정

해진 최대 변형량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된다. 체외 실험으로 체내

에 삽입 되었을 때와 유사한 실험 환경을 모사하여 측정하여, 약물 

저장고 변화 압력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유량이 토출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약물 저장고의 압력이 변하는 환경에서의 유동 특성 및 유량 제

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압장치를 이용하여 압력을 변화하여 약물 

대용제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실험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유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측정하였다. 제작된 마이크로 펌프의 1회 구동당 

토출량의 안정성을 고려한 펌프 구동 시간을 선정하였다.
향후에는 체내 이식형 약물 주입 펌프가 수 년간 베터리로 동작

해야 하기 때문에 성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효

율이 높고 고압에서 동작 가능한 솔레노이드 밸브 설계하는 연구가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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