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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 분석을 통한 롤러침 및 도장침의 현대적 활용
정승연

1

ㆍ박지연

2

ㆍ김연섭

1

ㆍ김송이

1

1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2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Contemporary Application of Roller Needle and Stamp Needle:
A Patent Review
1

2

1

1

Seung-Yeon Jeong , Ji-Yeun Park , Youn-Sub Kim , Song-Yi Kim
1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2

Objectives : A dermal needle is one of the therapeutic method by stimulating or tapping on the certain points of skin. Recently,
roller or stamp-needle have been applied to various diseases in combination with microneedle technolog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trend of roller and stamp-needle in Korean patent. Methods : Electronic search for Korean patent of roller or stamp
needle was performed in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formation Service database to April, 2019. Results : Sixty seven patents
(51, roller-needle; 15, stamp-needle; 1, both types of needle) met the inclusion criteria. According to patent details, 34 of 67
patents were skin stimulation, 14 patents were intend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drug delivery through skin stimulation, 16
patents combined skin stimulation with technologies such as electrode or high frequency, and three patents applied both electrode
or high frequency stimulation, and drug application as well as physical skin stimulation. Each of these patents aim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needle manufacturing process (n=24), to facilitate the use of tools o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technology
(n=61), or to increase the technical skill of the needle itself (n=23). Conclusions : This study confirms that technological advances
were being made by combining various types of stimuli to dermal needle and there have been attempts to expand the scope of drug
delivery in terms of application of dermal needle. In the future, more research and development is needed in order to apply the
dermal needle to modern technology.
Key words : roller needle, stamp needle, patent, microneedle, patent analysis, Korean patent

서

론

용어 사전에는 침을 “치료를 목적으로 니들을 사람이나 동물에 삽
입하는 것이나 그 방법(the insertion of needles into humans or

침 치료는 일반적으로 경락학설, 음양오행학설, 장상학설 등의

animals for remedial purposes or its methods)”2)이라고 정의하

한의학 기초 이론을 근거로 하여 체표상 일정 부위에 침 등의 조작

고 있는데, 이 정의에서는 니들의 삽입을 언급함으로써 보다 제한

과 같은 물리적 자극을 통해 생체에 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예방,

된 의미로 기술하고 있다. 현재 침은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1)

완화, 치료하는 한의학 의료기술의 한 분야로 정의된다 . WHO의

‘호침’ 외에도 용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형태가 존재한다.『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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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樞) · 관침(官鍼)』
, 『영추 · 구침십이원(九鍼十二原)』등에서는

과 전혀 관련이 없는 특허들을 배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1) 근육/

침의 종류를 길이와 크기, 용도에 따라 9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함을

피하의 약물 투여 목적의 실린지 주사; 2) 주된 특허의 내용이 피부

3)

언급하고 있으며 , 그 외에도 오자법(五刺法), 구자법(九刺法), 십이

자극 혹은 약물전달의 효율을 높이는 목적의 도구가 아닌 것; 3)

자법(十二刺法) 등과 같이 자침 방법, 혹은 자침 깊이에 따라 구분

롤러, 스탬프 형태와 같이 일시적으로 피부를 자극하는 것(피부침)

4)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침을 여러 방식으로 적용함을 알 수 있다 .

이 아닌 약한 자극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주기 위한 목적의 피내

그 중에는 침이 피부 내에 삽입되지 않거나, 삽입되더라도 피부만

침; 4) 본 분석의 대상인 피부침(롤러침, 도장침)과 형태나 사용 방

자극하는 방식도 보고되고 있는데, 오자법의 반자(半刺)와 표문자

법 면에서 차이가 있는 마이크로니들 패치, 할로우 마이크로니들

(豹文刺), 구자법의 모자(毛刺), 십이자법의 양자(揚刺)와 직침자(直

형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스크리닝 과정은 2인의 연구자가 각

鍼刺)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천자(淺刺)하는 경우에는 횡자하

각의 특허에 대하여 포함/제외기준에 따라 일차적으로 분류하였으

여 천층 부위를 자극하는 방식, 매화침, 피부침, 피내침, 칠성침,

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 후 분석대상을 선정

도장침 등을 사용하여 피하에 자침하거나 피부를 뚫지 않고 가볍게

하였다.

두드리는 방식(叩法), 차침(車鍼, 도르레침, 롤러침)으로 광범위한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특허들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면을 밀어 자극하는 방식(轉刺) 등 다양한 형태의 피부침이 활용되

위하여 1) 연도별 출원 건수, 2) 특허의 행정상태(거절, 등록, 공개,

고 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니들(미세침, microneedle)’ 이라는

소멸, 무효, 취하, 포기), 3) 주요 출원인의 형태(개인 또는 기업),

이름으로 롤러침이나 도장침과 유사한 형태의 피부를 자극하는 다

4)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2019.

5)

양한 도구가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 이러한 마이크로니들 기술은

10)
01판) 를 분석하였다.

피부과 질환 치료, 미용 목적 뿐만 아니라6,7), 점차 그 영역이 백신

각각 특허의 세부 내용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이나 당뇨치료 약물 전달 등 전신적, 치료적 목적으로 확장되고 있

특허의 세부기술을 사용 방법에 따라 크게 A. 차침, 롤러침과 같이

8,9)

는 추세이다 .

넓은 면적을 굴려가며 자극하는 형태(轉刺 활용, 이하 롤러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전 문헌에서 사용된 피부침이 현대적으로

roller needle)와 B. 매화침, 도장침과 같이 일정 부위의 피부를 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롤러침과 도장침을 중심으로 한 특허

러 자극하고 바로 제거하는 형태(叩法 활용, 이하 도장침, stamp

분석을 통해 산업적, 기술적 발전 동향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이를

needle)로 나누었다. 기존의 롤러침과 도장침은 단지 해당 부위의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형태의 피부침 기술개발과 적용을 위한 기초

피부, 부락(浮絡), 락맥(絡脈)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

자료로 삼고자 한다.

으나 현대에는 여기에 약물, 전기 등을 접목시켜 활용되고 있으므
로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침 자극이 단독으로 행
해졌는지, 피부 자극과 더불어 국소 약물 도포가 특허 기술에 포함

대상 및 방법

되어 있는지, 그리고 피부 자극 시 전기자극 등의 타 기술이 결합되
었는지 등을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특허기술의 상세한 내용 파악

특허청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키프리

을 위하여 특허 기술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발명의 효과에

스(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대하여 1) 생산상의 효율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2) 도구의

http://www.kipris.or.kr/)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2019년 4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구분하고 중복 산정을 허용하였

월 30일을 기준으로 롤러침 및 도장침을 중심으로 한 피부침의 특

다. 그밖에 특허 기술이 니들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기술력을

허정보를 검색하였다. 롤러침과 도장침의 경우 관련된 유사단어[롤

향상시키는 특허인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러의 경우(롤러 or 로울러 or roller or 회전체 or 원통); 도장의
경우(스탬프 or 도장); 침의 경우(니들 or 침 or 바늘 or needle);

결

매화침; 차침]들을 포함하여 검색하였다.

과

검색된 특허 중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1) 출연연도 2019년 4월
이전의 대한민국 특허로 2) 침(니들)을 통해 피부를 일시적이고 얕

140

1. 검색 결과

게 자극하는 피부침(롤러침, 도장침)을 기반으로 한 특허를 분석에

총 513건의 특허가 검색되었고, 미리 정한 포함, 제외 기준에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발명의 명칭을 기준으로 피부침

따라 스크리닝 단계를 거쳤다. 스크리닝 단계에서는 피부침과 관련

www.kjacupunctu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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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for selection of patents.

Fig. 2. Number of patents by year.

이 없는 특허 402건을 1차 배제하였으며, 그 외에 근육/피하 주사

2. 연도별 출원건수

관련 특허 30건, 주된 특허 내용이 피부 자극 혹은 약물 전달의

1995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특허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가 아닌 특허 10건, 피내침 특허 2건,

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특허출원 건수가 증

그리고 마이크로니들 패치, 할로우 마이크로니들 특허 2건을 추가

가하였다가 2010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2).

로 제외하였다. 총 446건이 분석에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67건의
특허가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Fig. 1).

3. 행정상태에 따른 분석
분석에 포함된 특허의 행정상태는 등록 32건(47.8%), 거절 12건

www.kjacupunctu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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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Contents
IPC number

Contents

IPC number

A45D24/14

With handle designed to be attached to the hand of the user

A61H 15/00

A45D34/00

Containers or accessories specially adapted for handling
liquid toilet or cosmetic substances, e.g. perfumes
Appliances specially adapted for applying liquid, e.g. using
roller or ball
Casings or accessories specially adapted for storing or
handling solid or pasty toilet or cosmetic substances, e.g.
shaving soap, lipstick or make-up
Appliances specially adapted for applying pasty paint, e.g.
using roller, using a ball
Furniture or other equipment specially adapted for
hairdressers' rooms and not covered elsewhere
Face shaping devices, e.g. chin straps; Wrinkle removers, e.g.
stretching the skin
Other brushes; Brushes with additional arrangements
Devices for bringing media into the body in a subcutaneous,
intra-vascular or intramuscular way; Accessories therefor,
e.g. filling or cleaning devices, arm rests
Needles

A61H 15/02

A45D34/04
A45D40/00

A45D40/26
A45D44/02
A45D44/22
A46B15/00
A61M 5/00

A61M 5/158
A61M 5/162
A61M 5/178
A61M 5/32

A61H 7/00

A61H 9/00
A61M 37/00

A61L 31/14
A61K 9/00
A61J 1/14
A61Q 19/00
A61B 5/00
F16K 15/02
A61N 1/36

142

Needle sets, i.e. connections by puncture between reservoir
and tube
Syringes
Needles; Details of needles pertaining to their connection
with syringe or hub; Accessories for bringing the needle
into, or holding the needle on, the body; Devices for
protection of needles
Devices for suction-kneading massage; Devices for
massaging the skin by rubbing or brushing not otherwise
provided for
Pneumatic or hydraulic massage
Other apparatus for introducing media into the body;
Percutany, i.e. introducing medicines into the body by
diffusion through the skin
Materials characterised by their function or physical
properties
Medicinal preparations characterised by special physical form
Details; Accessories therefor
Preparations for care of the skin
Measuring for diagnostic purposes; Identification of persons
With guided rigid valve members
For stimulation, e.g. heart pace-makers

A61H 23/02

Contents
Massage by means of rollers, balls, e.g.
inflatable, chains, or roller chains
Adapted for simultaneous treatment with
light, heat, or drugs
With electric or magnetic drive

A61H 39/04

Devices for pressing such points, e.g.
shiatsu

A61H 39/08

Devices for applying needles to such
points, i.e. for acupuncture
Electrodes

A61N 1/04
A61N 1/05
A61N 1/06
A61N 1/14

A61N 1/18
A61N 1/26
A61N 1/30
A61N 1/32

For implantation or insertion into the
body, e.g. heart electrode
For high-frequency therapy
Leading-off electric charges, e.g. by
earthing
Applying electric currents by contact
electrodes
Electromedical brushes; Electromedical
massage devices
Apparatus for iontophoresis or
cataphoresis
Alternating or intermittent currents

A61M 5/46

Having means for controlling depth of
insertion

A61M 35/00

Devices for applying media, e.g.
remedies, on the human body
Applying electric fields by inductive or
capacitive coupling

A61N 1/40

A61N 5/06

Using light

A61N 5/067
B26B 21/02
B65D 35/36
B65D 35/46
F16K 07/02

Using laser light
involving unchangeable blades
For applying contents to surfaces
With valves
Of lift valves

(17.9%), 공개 7건(10.4%), 취하 1건(1.5%), 소멸 11건(16.5%), 포

기, 화장품 등)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계열사로 나타났

기 4건(5.9%)이었다.

다.

4. 주요출원인 현황

5. 국제특허분류(IPC)에 따른 특허 분석

개인 출원 32건(47.8%) 중 2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개인 출원

총 67건의 특허에 기재된 159개의 IPC를 분석하였다(Table 1,

인은 4명[4건(n=1), 3건(n=2), 2건(n=1)]이었다. 기업 출원 35건

Fig. 3). 국제특허분류 상 Section A(생활필수품 농업: n=154), B

(52.2%) 중 3건 이상 출원한 기업은 4개, 특허 2건을 출원한 기업은

(처리조작; 운수: n=3), 또는 F(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하:

3개의 기업이었으며, 이들은 제조업(석유화학, 주형/금형, 의료기

n=2)에 속하였다. 구체적으로 A61(위생학; 의학 또는 수의학)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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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requency analysis based on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중이 가장 높았고(87.4%), 그 중에서도 A61M(흡인 또는 펌프장치

n=8, 50.0%), 2) 피부 자극 및 국소 약물 도포 도구(롤러침 n=11,

주사기; 관주기; 장관을 위한 목욕 스프레이, 분무기; 취입기; 흡입

21.2%; 도장침 n=3, 18.8%), 3) 피부 자극 시 전극이나 고주파 등

장치; 수면 또는 마취를 도입시키기 위한 장치 또는 각성시키기 위

의 기술이 결합된 도구(롤러침 n=12, 23.1%; 도장침 n=4, 25.0%),

한 장치; 탐침, 도뇨관(catheter); 배수; 확장기; 의료용에 특히 적

그리고 4) 피부 자극 시 전극이나 고주파 자극 및 약물 도포가 모두

합한 관, 관 접속구, 관 연결, 밸브 또는 접속기구) 항목이 대부분을

적용된 도구(롤러침 n=2, 3.8%; 도장침 n=1, 6.2%)로 분석되었다

차지하고 있었다(52.8%). 그 밖에 물리적인 치료 장치(A61H, n=29,

(Fig. 4).

18.2%), 전기치료; 자기치료; 방사선치료; 초음파치료(A61N, n=21,

각 특허 기술의 효과는 최종적으로 1) 제품 생산의 효율과 경제

13.2%), 이미용 또는 면도기구(A45D, n=14, 8.8%) 항목 순의 빈도

성 향상 25건[40.3%: 롤러침 n=21, Fig. 5A(a); 도장침 n=4, Fig.

로 분류됨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인체 내에 약제를 도입하는

5B(a)], 그리고 2) 제품의 사용 편의 향상 62건[92.5%: 롤러침

기기(A61M 37/00)로 가장 많이 분류되었고(n=56, 36.2%), 그 다

n=46, Fig. 5A(b); 도장침 n=16, Fig. 5B(b)]으로 나타났다. 기타

음으로 피하, 인체 내에 매체를 도입하는 기기(A61M 5/158; 침,

니들과 관련된 기술 개발(예를 들어 롤러침이나 도장침의 니들 부

n=15, 9.4%)로 많이 분류되었다.

위의 생산 및 부착 방법, 롤러에 둘러지는 니들 시트 개발, 침의
깊이 조절, 재질 등)은 25건[37.3%: 롤러침 n=19, Fig. 5A(c); 도장

6. 세부기술별 특허분석

침 n=6, Fig. 5B(c)]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포함된 67건의 특허는 롤러침 51건(76.1%), 도장침 15

1) 롤러침(Fig. 5A)

건(22.4%)이었으며, 1건의 특허에서는 롤러침과 도장침 각각에 대

(1) 피부 자극: 피부 자극 단독을 위한 롤러침 특허의 경우 제품

한 기술을 제안하고 있었다(1.5%).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이 1건

의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롤러의 부품

의 특허를 롤러침과 도장침에 각각 포함시켜 분석하였다(롤러침 52

(예를 들어, 롤러 헤드, 롤러부에 부착된 니들, 롤러 손잡이 등)을

건, 도장침 16건). 각각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형태를 나누어보면

분리, 교체가 가능하게 하고 이 과정을 더 용이하게 하는 기술로,

크게 1) 피부 자극 단독을 위한 도구(롤러침 n=27, 51.9%; 도장침

이는 제품의 사용을 쉽게 할 뿐 만 아니라 롤러를 재사용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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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lassification according to application.
(A) Roller needle group; (B) Stamp needle group; and in each figure; (a) patents for skin stimulation; (b) patents for skin stimulation
with drug application; (c) patents for skin stimulation with other technology such as electrode or high frequency; (d) patents for skin
stimulation, drug application and other technology.

Fig. 5. Classification according to purpose.
(A) The purpose of Roller needle group patented technologies; (B) The purpose of Stamp needle group patented technologies; (a) patents
aim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needle manufacturing process; (b) Improve usability; (c) Increase the technical skill of the needle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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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감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기술이다(n=16, 이하 각 특허

(6)
해결하는 기술(n=1), 침의 깊이 제어를 위한 구조물(지지체, 거리

의 해당 출원번호는 각주로 표기).(1) 그밖에 롤러가 니들 부위와

측정기 및 균일한 강도로 누르는 경우에 점등하는 램프 등)을 결합

일체로 형성되어 있어 사용 중 니들 부위가 분리되어 문제가 발생

한 기술(n=1),(7) 니들 부위 아래에 완충 소재의 부품을 두어 피부

(2)

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n=8),

롤러 헤드와 손잡이 사이를 여러

(8)

천공 시 통증을 줄여주는 기술(n=1)

등이 있었다.

(3)

제품 제작, 생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

롤러의 구성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피부 굴곡에 따라 균일

된 것은 분리되지 않는 롤러 헤드와 손잡이를 분해, 조립이 가능하

각도로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사용을 편리하게 하는 기술(n=3),
(4)

여러 개의 원판 디스크

(9)
게 하여 제조 비용을 줄이는 기술(n=6) 이 있었으며, 롤러에 부착

형태가 하나의 롤러를 구성함으로써 사용 시 침이 균일한 깊이와

되는 니들 부위를 니들 시트 혹은 니들 바(bar) 형태로 제작, 조립하

한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기술(n=2),

(5)

크기로 피부를 천공할 수 있게 하는 기술(n=2), 침의 길이를 조절

여 롤러 헤드 생산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n=2)(10)이 있었다. 그 외

가능하게 하여 침의 길이가 다른 여러 롤러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에 롤러 헤드를 구성하는 침(니들), 서브 몸체, 메인 몸체를 일체화
하여 전체 조립 공정을 용이하게 하고, 롤러 부품을 각각 제작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0-2010-0012619, 10-2009-0000028, 10-2008-0081697,
10-2008-0076495, 10-2008-0054146, 10-2008-0012962,
10-2007-0114911, 10-2007-0020240, 10-2007-0020238,
10-2007-0004910, 10-2006-0131238, 10-2006-0131237,
10-2006-0129904, 10-2006-0061788, 10-2006-0061787,
10-2009-0004943
10-2010-0012619, 10-2008-0076495, 10-2008-0054146,
10-2008-0010896, 10-2007-0010701, 10-2006-0068305,
10-2006-0061788, 10-2006-0061787
10-2009-0004943, 10-2008-0081697, 10-2007-0127111
10-2017-0116171, 10-2008-0007404
10-2012-0110078, 10-2008-0054146
10-2009-0080898
10-1994-0002409
10-2009-0080898
10-2009-0004943, 10-2009-0000028, 10-2008-0012962,
10-2007-0004910, 10-2006-0131238, 10-2006-0131237
10-2010-0012619, 10-2006-0061787
10-2017-0116171, 10-2008-0076495
10-2012-0110078
10-2010-0012619, 10-2008-0076495, 10-2008-0010896,
10-2007-0020240, 10-2007-0020238, 10-2006-0129904,
10-2006-0068305, 10-2007-0010701, 10-2008-0113107,
10-2006-0131238, 10-2017-0116171
10-2010-0012619, 10-2008-0113107, 10-2007-0010701,
10-2006-0129904, 10-2006-0061788
10-2009-0080898, 10-2008-0007404, 10-2008-0076495
10-2009-0000028, 10-2006-0061788, 10-2006-0061787,
10-2017-0116171
10-2018-0014513, 10-2017-0140844, 10-2017-0108658,
10-2017-0074265, 10-2017-0068780, 10-2016-0161149,
10-2016-0153751, 10-2016-0118394, 10-2007-0102115,
10-2016-0163146, 10-2009-7023616
10-2016-0163146
10-2009-7023616
10-2007-0046424, 10-2015-0071163, 10-2011-0107319,
10-2009-0135382, 10-2009-0000027, 10-2007-0141737,
10-2007-0062951, 10-2007-0008136
10-2014-0027534, 10-2015-0018785, 10-2009-0135382
10-2007-0013559, 10-2007-0141737
10-2006-0053198
10-2009-0135382
10-2007-0141737
10-2007-0062951

(11)

때의 비용을 줄이는 기술(n=2),

롤러 부품을 개량하여 조립을 쉽
(12)

게 함으로써 생산능률을 높이고자 한 기술(n=1)

등이 있었다.

니들 자체에 대한 특허기술로는 니들을 롤러에 부착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n=11),(13) 니들이 부착된 롤러의 대량 생산 방법에 대한
(14)

기술(n=5),

니들의 길이와 관련된 기술(n=3),(15) 니들의 재질 변

화(합성수지, 열 가소성 수지, 고분자 물질 등의 적용)와 관련된 기
술(n=4)(16)등이 있었다.
(2) 피부 자극과 국소 약물 도포의 결합: 롤러침에 약물을 결합시
킨 특허의 경우, 롤러침 내부에 약물 내장 공간을 마련하여 롤러가
굴러가며 약물을 분사하거나 밀어 넣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부 자
극과 약물 도포를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제품의 사용성을
높였다(n=11).(17) 침(니들)을 약물이 포함된 생분해성 재질의 시트
로 만들고, 해당 시트 원판을 재단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생산단
(18)

가를 낮추거나,

정량의 약물이 투입될 수 있도록 펌핑하는 어플

리케이터를 겸한 롤러가 컨베이어 형태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 약물
을 방출하도록 하는 기술(19)도 있었다.
(3) 피부 자극과 전극, 고주파 등의 기타 기술의 결합: 기타 다른
자극을 결합시킨 특허기술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전기자극이었
(20)

다(n=8).

그 외에 레이저(n=3),(21) 진동(n=2)(22)을 활용한 기술이

있었으며, 침이 부착된 롤러 외에 마사지용 롤러를 추가 부착한 특
허도 있었다(n=1).(23) 전기 자극과 레이저 자극(n=1),(24) 전기 자극
(25)

과 진동 자극(n=1),

전기 자극과 산소공급(n=1)(26)을 동시에 적

용한 특허들도 있었다. 전기자극을 접목시킨 경우에는 롤러에 미세
전류 발생장치를 연결시켜 전류를 흘려 자극함으로써 혈류를 촉진
시키고자 하였고, 레이저 자극을 접목시킨 경우에는 주로 탈모 치
료를 위하여 적용된 것이 특징적이었다.
(4) 피부 자극, 국소 약물 도포 및 전극, 고주파 등의 기타 기술의
결합: 본 항목에 포함된 특허기술은 모두 롤러의 외주면(外周面)에
약물 분출구를 두고, 니들을 전도체로 하여 전기자극을 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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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공급과 니들의 전기자극으로 효과적인 콜라겐 형성을 유도하

(41)
들어 피부에 미세홀을 만드는 기술(n=1) 이 있었다. 그 밖에 도장

고, 제반 통증을 치료하고자 하였다(n=2).(27)

침의 니들 시트 상부면에 탈착 장치를 통해 여러 종류의 의료기기
(초음파 진동기, 진동판, 전극판 등)를 결합할 수 있게 하고, 침(니

2) 도장침(Fig. 5B)
(1) 피부 자극: 피부 자극 단독을 위한 모든 도장침 특허는 제품
(28)

의 사용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발되었다(n=8).

손잡이와 헤

드 부분을 탈착 가능하게 하여 조립을 간편하게 하고 위생적으로
(29)

사용할 수 있게 한 기술(n=2),

탄성체를 이용해 피부 굴곡에 관

계없이 일정한 압력을 가할 수 있게 하고, 높은 복원력에 의해 피부

들)과 시트를 일체화 하여 코팅하는 방식으로 제조 공정을 간소화
하고 경비를 절감한 기술(n=1)(42)이 있었다.
(4) 피부 자극, 국소 약물 도포 및 전극, 고주파 등의 기타 기술의
결합: 본 분류에 해당되는 1개의 특허에서는 약물을 수용하는 공간
(43)

을 만들고 전기자극을 할 수 있는 도장침을 제안하였다(n=1).

손상을 막는 기술(n=2),(30) 니들 부착 부위를 반달(돔) 모양으로 롤
링 할 수 있게 개발하여 낮은 압으로 굴곡이 많은 부위의 시술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n=2),(31) 자동 스탬프 형태로 침의 깊이, 개수
(32)

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술(n=1),

(33)
위한 기술(n=1) 이 있었다. 그밖에 니들 시트를 적용시켜 제작 비
(34)

용을 낮춘 기술(n=2),

고

찰

첨예도가 높은 니들 생산을
(35)

침을 스탬프에 부착시키는 기술(n=2)

본 연구는 고전 문헌에 기술된 피부침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활
용되고 있는지를 롤러침(차침)과 도장침(매화침, 칠성침)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 향후 해당 치료중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발전을 위한

등이 있었다.
(2) 피부 자극과 국소 약물 도포의 결합: 본 항목에 포함된 특허
(36)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키프리스 데이터베이스를 기

약

반으로 체계적 검색 및 분류 과정을 거쳐 총 67개의 특허(롤러침

물 수용 공간에 약물을 주입 할 수 있는 실린더를 연결하여 도장침

51건, 도장침 15건, 중복 1건)가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분석

이 피부를 자극하며 실린더를 통해 약물이 주입되게 하는 기술

결과, 현재 특허로 출원되고 있는 롤러침이나 도장침은 고전 문헌

기술로는 도장침 본체 내부에 약물 저장 공간을 두거나(n=1),

(37)

(n=1) 이 있었다. 그밖에 약물 전달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침의
(38)

에 기술된 피부침 방식인 피부를 두드리거나 얕게 자침함으로써

깊이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장침 기술(n=1) 이 있었다.

해당 부위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형태 외에도, 국소 부위에 침

(3) 피부 자극과 전극, 고주파 등의 기타 기술의 결합: 본 분류에

자극과 동시에 약물을 도포하여 약물전달의 효율을 높이게 하거나

(39)

해당된 기술로는 전극 내장형 도장침 기술(n=1),

침을 포함하는

피부 자극의 종류를 전기자극, 고주파, 진동 등으로 확장시켜 자극

카트리지를 손잡이와 분리/결합이 용이하도록 하고 고주파 자극을

의 내용과 강도를 변화시키는 등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40)

결합시킨 기술(n=1),

회전 모터를 결합하여 침의 선형 운동을 만

와 같이 각 특허기술들은 이렇듯 다양한 기술간 접목을 통해 궁극
적으로는 제품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제품의 제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롤러침과 도장침이 현대적으로 더욱 잘 활용

(27) 10-2008-0051770, 10-2008-0051769
(28) 10-2013-0168394, 10-2010-0058715, 10-2010-0027628,
10-2009-0102336, 10-2009-0048213, 10-2006-0122910,
10-2008-0077360, 10-2015-0146787
(29) 10-2006-0122910, 10-2008-0077360
(30) 10-2013-0168394, 10-2010-0058715
(31) 10-2009-0102336, 10-2009-0048213
(32) 10-2010-0027628
(33) 10-2015-0146787
(34) 10-2006-0122910, 10-2008-0077360
(35) 10-2009-0048213, 10-2006-0122910
(36) 10-2017-0074266
(37) 10-2010-0017995
(38) 10-2014-0048016
(39) 10-2009-0102337
(40) 10-2016-0084225
(41) 10-2013-0114965
(42) 10-2009-0013796
(43) 10-2008-012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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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롤러침과 도장침은 피부침 중 하나로, 피부를
뚫지 않고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영추』
에
3)
언급된 구침(九鍼) 중 원침(員鍼)과 유사하며 , 피부를 뚫고 들어가

얕은 깊이를 자극하는 방식의 경우 오자법의 반자(半刺, 피부에 얕
게 자침 후 빠르게 출침하여 근육층에는 이르지 않는 방식)와 표문
자(豹文刺, 혈위의 전후좌우에 산자(散刺)하여 세소혈맥의 울혈을
방출하는 것), 구자법의 모자(毛刺, 피부표면에 천자하는 방식), 십
이자법의 양자(揚刺)나 직침자(直鍼刺)와 같은 피부의 천부에 자침
1)
하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자침 방법의 주치병증

은 발열해수(반자), 한기가 천층에 위치하거나(직침자, 반자) 부위
가 광대한 경우(양자), 피부의 마비나 감각이상, 각종 피부병(모자)
1)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 본 연구에서 침과 약물을 결합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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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Application of Roller Needle and Stamp Needle: A Patent Review

롤러침, 도장침은 화장품이나 약물의 피부 침투를 용이하게 하여

인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참여자

약물전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 즉, 고전

의 시장 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집중과 연구개발투자

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신적 적응증(한열의 조절)보다는 피부 국소

의 관계에 대하여 독점적 시장구조와 경쟁적 시장구조 중 무엇이

부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연구 분

더 연구개발투자와 기술 혁신에 대한 유인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야에서도 이처럼 롤러침 등을 사용하여 피부에 미세한 상처(구멍)

23)
는 논란이 있으나 , 본 기술시장의 경우 이를 논하기에는 시장 규

를 내어 피부에 약물 침투를 증가시키거나, 물리적 자극을 직접 줌

모가 작고 집중화 정도가 거의 없는 구매자 우위의 높은 경쟁강도

으로써 피부 상처치유 기작을 유도하여 자연적인 피부 회복 효과를

가 추정된다. 롤러침/도장침 기술의 트렌드가 피부자극 목적의 치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마이크로니들(미세침) 치료

료중재에서 약물전달 목적의 치료중재로 변화해감을 감안하여 향

(Microneedle therapy system, MTS)라고 명명하고, 주로 여드름

후 본 치료중재의 기술력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물

흉터, 피부 노화, 탈모, 통증 등에 대하여 의료/미용 목적으로 활용

전달체계(drug delivery system) 내에서의 연구개발을 촉진함으로

11-17)

하고자 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 마이크로니들은 경피를 통

써 본 치료중재의 성장동력을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은 개인

해 약물을 전달함으로써 기존의 피하 주사만큼의 고통은 없는 반

출원이 많고 기업출원의 경우에도 대기업의 참여가 적은 만큼 향후

면,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약물의 변성이 적고, 적은 양으

에는 본 기술의 학문적 연구성과가 뒷받침되어 자연스럽게 기술집

18,19)

.이

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일정 규모의 시장지배력을 확

와 같이 고전에서는 십이피부나 락맥, 부락 등을 물리적으로 자극

보한 기업이 본 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계의

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롤러침, 도장침과 같은 도구가 현대에

관심과 연구가 절실하다.

로도 원하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들어서는 약물과 결합하며 경피약물전달 도구라는 범주로 영역 확

현재 롤러침은 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SO/TC249)

장을 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의학에서는

에 의해 2018년 신규제안(new proposal)이 승인되었고, 향후 전

국소 피부(치료의 효능을 갖는 특정 부위, 경혈)의 자극이 해당 피

24)
문가의 기술 검토 후 국제표준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 이러한 국

부조직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제적인 흐름 속에서 본 특허분석 결과는 표준안을 도출하는데 필요

20)

학문적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다 .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현재

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의계에는 한약과 침

특허기술이 치중하고 있는 국소부위에 대한 자극(약물전달을 포함

을 접목시킨 다양한 종류의 치료중재가 제시되고 있다. 한약을 기

한)이라는 목적에서 더 나아가 다시 고전 기반의 다양한 적응증으

본으로 하여 제조된 약침액을 혈위를 비롯한 특정 부위에 주입하는

로 확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본 특허분석은 이처럼 기술과 한의

약침(pharmacopuncture)치료는 이미 임상에서 근골격계 질환25)

학 이론이 상호 교류함으로써 더 나은 의료기술을 제안할 수 있다

26)
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 에 적용, 연구되고 있다. 상용화되지는 않

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았지만 약침 시술 시 사용하는 봉독액을 침에 코팅하는 특허 기술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술 개발의 방향이 주변 산업에서 나타나

(출원번호 10-2005-0024321), (한)약물을 함유한 생분해성 침첨

는 경향성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사례가

을 제조하는 기술(출원번호 10-2006-0122231), 피부 질환 치료

관찰되었다. 예를 들면 롤러침의 경우 침(니들)의 길이나 롤러를

처방인 자운고를 결합한 마이크로니들 패치 기술(출원번호 10-

피부 위에 압박하는 힘의 세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비교적 비

2015-0017017) 등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약물 결합 롤러침/도장

침습적인 치료중재임에도 불구하고, 침(니들)이 부착된 롤러 헤드

침의 기술산업적 연구개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

를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허출원이 다수 조사되었다. 이

한 치료기술간 접목 시도는 향후 한의치료기술 개발에서 간과해서

는 감염에 대한 강화된 주의 의식, 개인화된 치료도구 사용에 대한

는 안 될 중요한 연구주제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요구 등이 반영된 것이라 추정된다. 또한 단순 피부 천공이나 물리

본 연구에서는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도구를 사용하고, 생

적 자극만을 위한 롤러침/도장침의 특허출원이 2000년대에 주로

산 공정을 줄이고 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롤러침/도장침의 기술

이루어진 반면, 약물전달과 결합하여 적용된 특허출원은 2010년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앞으로의 한의학 분

에 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마이크로니들 기술개발과 활용에 대

야의 신의료기술개발이 이루어질 때 산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

21,22)

와 본 치료중재의 기술개발의 방향이 그 궤를 같

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그러나 본 분석에 포함된 롤러침

이 함을 보여준다. 한편, 기술 시장의 전망에 대해 주요 출원인 현

과 도장침의 특허 수가 현저하게 많지 않고, 분석하고자 한 대상을

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특허의 개인 출원이 많고, 일부 주요 출원

롤러침과 도장침 형태의 피부침으로 한정함으로써 특허의 신규성

한 관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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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연ㆍ박지연ㆍ김연섭ㆍ김송이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함)과 진보성(선행기

에서 피부의 천공과 약물 도포의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전기자

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극, 고주파, 진동 등의 타 기술과의 융합을 시도한 기술적 경향이

없는 것이어야 함)을 분석함에 있어 기술간 차별성에 대한 분석보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더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 롤러침/도장침

다는 전체적인 경향성을 통해 해당 치료중재의 기술적 트렌드를

을 포함한 전통 한의학적 치료중재를 현대적으로 발전, 적용시킬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제약산업의 경우에는 특허권

수 있어야 하겠다.

남용행위가 증가하여 발생한 특허덤불 현상으로 인해 특허가 산업
27)

발달 및 기술 혁신의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현재

롤러침과 도장침의 매년 출원되는 특허 개수들은 2010년부터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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