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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무출혈 주사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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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배경
주사바늘은 일반국민들이 년평균 20개 이상 사용하는 대표적 

의료기기로, 약물주사, 링거, 진단 (diagnosis), 성형수술을 

포함하는 일반 수술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이다. 

주사바늘을 찌르고 빼면 반드시 출혈을 동반하게 된다. 일반적

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지혈이 잘 이루어지지만, 선천적 

으로 혈관이 약한 사람, 당뇨병 환자, 암환자, 혈우병 환자 

등은 주사기 사용 후 발생하는 출혈이 지혈이 되지 않아 심각

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주사바늘에 self-

sealing이 되는 지혈제를 코팅하여 찌른 후에도 전혀 피가 

나오지 않게 되는 주사바늘을 개발한 내용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혈관 sealing 고분자 물질로 홍합모사 접착고분자

인 키토산-카테콜 접합체 (chitosan-catechol)를 사용하였다. 

이 물질은 특이하게도 1) 그 자체적으로는 접착력이 존재하지  

않고, 혈액성분과 만났을 때만 끈적끈적한 접착제로 그 물리

화학적 성질이 급격하게 변화하며, 2) 키토산-카테콜 접합

체는 공기 중에서 말리게 되면 접착력이 나타나지 않는 형태

로 얇은 투명한 비닐막과 비슷한 형태로 바늘 표면에 균일 

하게 붙어있게 된다. 앞에 설명한 1)과 2)를 요약하면 비닐과 

같은 매우 얇은 투명물질이 혈액에 닿게 되면 급격히 물성이  

변화하여 접착제로 바뀌게 되고, 이때 주사바늘을 몸에서  

빼게되면 self-sealing성질이 생겨 뚫려있는 구멍을 막아주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self-sealing된 본 지혈막이 일부의  

물질이 자체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다른 혈관을 막지 않는다는  

주사바늘은 일반국민들이 년평균 20개 이상 사용하는 대표적 의료기기로, 약물주사, 링거, 진단 (diagnosis), 성형수술을 포함하는  

일반 수술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이다. 주사바늘을 찌르고 빼면 반드시 출혈을 동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지혈이 잘 이루어지지만, 선천적으로 혈관이 약한 사람, 당뇨병 환자, 암환자, 혈우병 환자 등은 주사기 사용 

후 발생하는 출혈이 지혈 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주사바늘에 self-sealing이 되는 지혈제를 

코팅하여 찌른 후에도 전혀 피가 나오지 않게 되는 주사바늘을 개발한 내용이다.

사실과, 더불어 이 물질이 혈관독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같이 보고 하였다. 혈우병을 가지고 있어 조그마한 상처가 

나도 피가 멎지 않아 죽게 되는 쥐 모델로 실험을 한 결과, 

일반 바늘로는 100% 죽게 되는 쥐가 본 개발된 지혈바늘로 

injection을 하는 경우 100% 살아 있는 정반대 결과를 얻게 

되었다. 현재 안전성 실험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고, 빠르게 

2017년 중에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3. 우수성과 및 기대효과
• 피가 잘 멎지 않는 delayed hemostasis를 보이는 당뇨

환자(한국 전체인구의 약 7%)에게 무출혈 주사바늘을 적용

함으로써 신속한 지혈효과 기대 

• 암환자 진단에 필수적인 조직검사용 바늘에 적용하여 조직

검사 시 발생하는 다량출혈을 막는 hemostatic needle로  

적용할 예정.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의료기기로 성장 

가능성 기대

Bare needles Haemostatic needles

그림 2. 혈우병 쥐 정맥출혈 모델에서 생체 내 지혈효과

그림 1. 키토산-카테콜 접합체 지혈바늘

Rotating at 40 r.p.m.

CHI-C sol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