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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서구화된 식생활, 운동부족 등으로 인

해 심장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심장질환자의 수가 지난 5년간 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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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증가했다. 심장질환은 지난 8년간 꾸준히 국내 사망원인 2위를 

기록 중이며, 연간 소모되는 의료비만도 6조원에 달한다. 심혈관의 치

료는 크게 약물치료, 관상동맥중재시술, 관상동맥우회술 등 3개로 나

눌 수 있다. 그 중 관상동맥중재시술은 대퇴동맥이나 요골동맥을 통

해 풍선 카테터나 스텐트 등의 의료기기를 삽입해 좁아지거나 막힌 

심혈관을 확장하여 넓혀주는 방법이다. 이는 심혈관치료에서 가장 많

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시술은 약물방출스텐트의 삽

입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회사에서 개발한 다양한 종류의 약물방출

스텐트들이 상용화되어 있으며, 이는 관상동맥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

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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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서구화된 식습관에 의해 협심증, 심근경색증, 고혈압 등에 의한 심장질환자의 수가 
5년간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심장질환은 지난 8년간 꾸준히 국내 사망원인 2위를 기록 중이며, 이로 인해 연간 소모
되는 의료비는 6조원에 달한다. 증가한 환자와 함께 다양한 치료법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보편화 된 관상동맥
중재시술 중 스텐트 삽입술의 단점인 재협착이나 장기간 이중항혈소판제 복용으로 인한 출혈의 위험 증가 등의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약물코팅풍선카테터가 개발되어 점차 상용화되고 있는데, 국내에선 2010년 ‘SeQuent PleaseⓇ (비
브라운코리아)’라는 제품이 처음 출시되면서 약물코팅풍선카테터를 사용한 시술이 시작되었고, 이후 2012년 보험급여
가 적용되면서 그 사용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약물코팅풍선치료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증가하
고 있는데, 특히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그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산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동물시험 및 임상시험에서의 성능이 입증된다면 위험성이 높은 스텐트 삽입술
에 비해 효과적인 시술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Abstract
As a result of the rapid entry into an aging society and westernized eating habits, the number of heart disease patients caused 
by angina pectoris, myocardial infarction, and high blood pressure has increased by more than 100,000 over five years. Heart 
disease has consistently ranked second in the cause of death in Korea over the past eight years, and medical expenses con-
sumed annually reach 6 trillion won. While various treatments are being proposed for more patients, drug-coated balloon cath-
eters have been developed and gradually commercialized to solve the disadvantages of stent implantation such as restenosis 
and increased risk of bleeding due to long-term double antiplatelet medication. In Korea, it began to use a drug-coated balloon 
catheter with the first release of it called “SeQuent PleaseⓇ (Bibrown Korea)” in 2010. Its demand increased gradually as 
insurance benefits were applied in 2012. Drug-coated balloon angioplasty is increasing in use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especially in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Japan. Until now, the demand for domestic products is in-
creasing, and if the efficiency in vivo and clinical trials is proven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be an effective procedure 
compared to high-risk stent implantation.

Keywords: Coated balloon, Sirolimus, Paclitaxel, Cardiovascular, Coroanry arter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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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시술에 이용되는 약물방출스텐트는 인체에 삽입 후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제품이기에 장기적으로 재협착이나 혈전 발생 

증가 등의 우려가 있어 장기간 이중항혈소판제 복용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출혈 위험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2,3]. 스텐트 재협착은 관

상동맥중재시술 이후 동맥의 손상으로 혈관 내막조직의 증식에 의해 

관상동맥 내강이 점진적으로 좁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4], 보통 관상

동맥중재술 확장으로 인한 재협착률은 발생빈도가 여전히 환자의 

20%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 혈관 재협착은 보통 약물방출스텐트를 

다시 삽입하거나 풍선확장술을 통해 치료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약

물코팅풍선카테터를 이용한 풍선확장술이 재협착 혈관 또는 작은 혈

관 협착 병변 치료에서 좋은 성과를 보인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5,6]. 약물코팅풍선카테터 시술은 기존 풍선확장술이나 약물방출스텐

트 시술과는 다르게 풍선 카테터 표면에 증식억제 약물을 코팅하여 

병변 내벽에 직접 약물을 전달하며, 약물방출스텐트의 폴리머 또는 

스텐트 금속에 대한 만성염증반응 및 혈전발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약물방출스텐트 삽입에 비해 이중항혈소판제 사용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7,8]. 또한, 약물코팅풍선카테터 시술은 

약물방출스텐트 시술에 비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8]. 
특히 2.75 또는 3.0 mm 미만의 작은 직경을 가진 혈관 협착에서는 

스텐트 삽입에 따른 내경 감소 효과가 직경이 큰 혈관에 비해 많기 

때문에 약물코팅풍선카테터 시술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며 최근의 대

규모 연구에서 약물방출스텐트 삽입과 비교했을 때 장기간의 추적관

찰에서도 약물코팅풍선카테터 시술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이 되

었다[5]. 우리나라에서는 직경 2.75 mm 이하의 작은 신생병변 혈관과 

스텐트 시술 후 재협착이 일어났을 때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에는 약

물코팅풍선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번 연구는 약물방출스텐트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심혈관용 약

물코팅풍선카테터의 국내 도입된 제품의 종류, 개발 현황, 국내 시장

동향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써 이상적인 관상동맥용 약물코팅풍선카테

터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약물코팅풍선카테터 시장동향

약물코팅풍선카테터는 스텐트와 마찬가지로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

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현재 심혈관 및 말초 동맥 시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기술이나 트렌드를 선도하는 회사

는 없으나 유수의 제조사들이 더 효능이 우수하고 성능이 뛰어난 제

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임상에서는 약물코팅풍선카테

터보다 스텐트를 선호하는 사용자들이 많아 기업들은 임상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심혈관 및 말

초 혈관 관련 학회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 심혈관 질환의 유병

률 증가와 혈관 질병 관련 중재 시술의 증가로 인해 전 세계 약물 코

팅 풍선 카테터 시장의 성장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9].
Coherent Market Insightsd에서 발간한 Drug Eluting Balloon Market 

Report (2018-2026)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예측 기간 동안 관상동맥중

재시술 시장에서 약물 용출 풍선 카테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도 동일하게 지속

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표에 따르면 약물코팅

풍선카테터는 스텐트를 점차 대체하여 향 후 동맥 질환 관련 시장에의 

2/3 이상의 수익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2년 말까지 

2억 4400만 달러 이상의 제품이 거래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9].
 

3. 약물코팅풍선카테터 기술동향

약물코팅풍선카테터는 병변 치료를 위한 약물 및 병변 내로의 약물

의 빠른 전달을 도와주는 운반체,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체내 유입 

시 혈류에 의한 유실 방지를 위해 풍선 표면에 함께 코팅하는 고분자 

등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각 약물코팅풍선카

테터 제조사 및 연구 기관별로 다르며, 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약물과 운반체를 이용한 약물 전달률 및 조직 

내 치료 효과에 대한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10].

3.1. 약물코팅풍선카테터의 재료

약물코팅풍선카테터의 주재료는 풍선확장술에 사용하는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풍선카테터인데, 이러한 PCI 풍선카테터의 

원재료로서 풍선부 및 샤프트부에는 각 부위별로 요구되는 압력 및 치수 

등 성능 요구사항에 따라 경도 및 인장강도, 연신율 등을 고려하여 나

일론 및 PEBAX, Urethane과 같은 고분자 재료를 적용하여 제작된다.

Figure 1. Image of Drug-Coated Balloon catheter.

Type Product Material Characteristic

Nylon Balloon 
catheter

PEBAX, 
Grilamid, 
Vestamid 

Good Elasticity, 
Surface Smoothness

Urethane Catheter

Tecoflex, 
Tecothane, 
TPE, TPU, 
Pellethane

A wide range of 
Hardness, 

Good Flexibility, 
Biocompatible property

PVC Catheter Polyvinyl 
Chloride

Weather Resistance, 
Dimensional Stability, 

PE/PP Protector 
tube

Poly Ethylene
Poly Propylene

Excellent Impact 
Strength, Low Friction

PS/ABS/PC Catheter - Transparency, 
Good Plasticity

PTFE Protector 
tube Teflon Low Friction factor, 

Biocompactability

Table 1.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Material used in the 
Cath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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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약물코팅풍선카테터의 약물

약물코팅풍선카테터에 사용하는 약물은 면역억제제인 Sirolimus와 

Everolimus과 같은 리무스 계열의 약물과, 항암제로서 세포증식을 억

제하는 제품인 Paclitaxel이 있다. 특히, Paclitaxel은 1990년대부터 보

편적으로 항암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말초혈관 질환 치료에 주로 사

용되고 있는데, 이는 세포의 분열을 억제함으로써 낮은 독성과 강력

한 항암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리무스 계열과는 다

르게 친유성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세포 인지질 내 약물 전달률을 높

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3.3. 약물 코팅 풍선카테터 코팅방법

3.3.1. 딥 코팅법(Dip coating)
딥 코팅 방법은 코팅물질을 녹인 용액에 제품을 담침하여 풍선 표

면에 약물이 코팅되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코팅 방법이다. 코팅층

의 두께는 용매의 농도와 용액의 점도, 용액의 표면장력과 외부 조건 

및 풍선의 재질에 따라 결정된다. 이 방법은 제조 공정이 단순하지만, 
정밀한 의료기기나 코팅 균질성 및 두께 균일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1회 코팅 시 사용되는 약물 소모량이 많다. 그리고 약물 소모

량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같은 코팅 용액으로 반복 코팅하게 될 경우, 
코팅 용액의 오염도가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화 시스템

에서 공정으로 적합하지 않다.

3.3.2. 초음파 코팅법(Ultrasonic spray coating)
초음파 스프레이 코팅 방법은 액체의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에

너지를 공급하여 액체를 다수의 액적으로 미립화 시키는 초음파 발생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연소과정에서 연료의 미립화 또는 표면

이나 입자의 코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한다. 초음파 노즐은 진동 발생 

장치로부터 고진동수의 전기에너지를 받아 같은 진동수의 기계적 에

너지로 변환시키는 변환기를 갖는다. 변환된 에너지를 액체에 부가하

여 고주파 진동에 의해 미세한 액적을 생성하여 분사한다. 또한, 진동

부 외벽에 공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생성된 보조 공기흐

름을 이용하여 저속의 액적을 운반하여 분무특성이나 분무형상을 조

절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여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 

있다. 이 방법은 미세한 약물 분사에 용이하고, 균질성 있는 약물 코

팅이 가능하여 코팅 균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약물

방출 스텐트 및 약물 코팅 풍선카테터 등의 의료기기에 가장 많이 사

용되는 코팅 방법으로 뽑히고 있다. 그러나, 초음파 코팅법의 단점은 

제품의 코팅을 함에 있어서 제품의 직경과 크기에 따라 조건 변경이 

필요하고, 여러 조건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적 조건을 맞추기 위

해서는 작업자의 경험과 숙련도가 높아야 한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코팅 장비들에 금액적으로 고가라는 부분이 단점이다[11].

3.3.3 전기방사코팅법(Electrospray coating)
전기방사코팅법은 약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코팅하기 위해 대전 입

자를 사용하는 제조 공정이다. 분말 입자 또는 분무된 액체 형태의 코

팅액은 일반적인 스프레이 방법을 사용하여 전도성 작업물을 향해 투

사된 다음 강력한 정전기에 의해 제품 쪽으로 가속된다. 전기방사코

팅 공정에 추가로 전기 전도성 부품을 용액통에 담그고 정전기로 충

전한다. 이 코팅의 두께는 용액이 용액통에 남아 있는 시간과 전하가 

활성 상태로 남아 있는 시간에 정비례한다. 이러한 초미세 입자의 약

물 코팅이 가능하기에 제품 표면의 나노입자나 나노섬유의 사이즈의 

코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전기방사법은 습식

방사, 건식방사, 용융방사 등이 있고 습식방사는 고분자 용액을 압축

시켜서 응고조 용액으로 방출하는 방식이고 건식 방사는 압축된 고분

자 용액을 공기 중에 방출하는 방식 그리고 용융방사는 고분자를 가

열하여 용융시킨 용액을 방출시키는 방식이다. 전기방사법의 단점은 

조건 변수가 다양하다는 문제가 있고, 코팅 단면적의 분귤일 문제와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분사 속도가 늦으면 용액 

방울이 노즐에 형성됨으로써 코팅 불균일이 다분하게 발생한다는 문

제가 있다[12].

4. 약물코팅풍선카테터 종류

4.1. Paclitaxel drug coating balloon 제품군 분류

4.1.1. Elutax (Aachen Resonance, 독일)
Elutax는 Aachen Resonance에서 출시한 Paclitaxel 기반의 약물 코

팅 풍선카테터이다. 일반적인 약물 풍선 카테터와 다르게 이중층 구

조로 만들어진 약물 코팅 풍선 카테터이고, 전체 면적의 약물 함량은 

2.2 µg/mm2에 전달물질로써 Dextrane라는 물질을 사용한다. Dextrane
의 주요 특징은 약물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며, 혈관을 통과하는 동

안 혈류에 의한 약물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안전성을 높이는 물질이다. 
위 물질은 친유성 기능의 초박막 실층으로 되어 풍선이 매끄럽게 진

입할 수 있게 돕고, 전달 물질을 조직으로 원활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9,13,14,15].

Figure 2. Dip coating method for the drug coated balloon surface.

Figure 3. Ultrasonic coating method for drug coated ball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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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SeQuent Please Neo (B.Braun, 독일)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B.Braun에서 출시하였다. 

약물 함량 3 µg/mm2에 Iopromide라는 전달물질을 사용한다. 이 제품

의 특징은 Shaft에 친수성 코팅이 되어있고, End tip과 풍선 Profile이 

매우 작아 Pushability 성능이 우수하고 Iopromide층과 약물이 적층형

으로 이루어져 풍선 표면에 약물이 균질하게 도포되는 것을 도와준다

[9,13,14,15].

4.1.3. Biostream (Biosensors International, 싱가포르)
Biosensors International에서 출시한 제품인 Biostream은 직경 2 mm

에서 4 mm까지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Paclitaxel 기반의 

약물 풍선카테터이다. 이 제품은 안정성과 유효성 최적화를 위해 29
마리의 돼지동물을 통해 약물 성능 시험을 진행하였고, Time course별
로 약물의 조직 내 농도 평가를 진행하여 최적점을 유추한 제품이다. 
주요 특징은 Profile이 작고 Pushability, Trackability, Crossability 성능

이 우수하다. 고분자 코팅 물질로서 Shellac을 사용하였고, 3-folding 
공정을 적용하여 Profile 최소화를 통해 Paclitaxel의 조직 전달률을 극

대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9,13,14,15].

4.1.4. Pantera Lux (Biotronik, 독일)
Biotronik사의 Pantera Lux는 Paclitaxel과 Carrier 물질로 Butyl-tri-

hexyl citrate (BTHC)로 코팅된 제품이다. 3.0 µg/mm2의 약물 함량을 

지니고 있으며, 고분자 물질인 BTHC는 citrate와 Alcohol로 분해되어 

약물이 빠르게 대사 할 수 있도록 돕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Paclitaxel 구조체에 규칙배열을 도와 초미세결정 구조를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혈관 벽으로부터 약물 흡수를 빠르게 도

와주고 목표 병변에 생체적합적인 성능을 향상 시켜 준다. 이 제품 또

한 1800케이스 이상의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성능을 증명하였고, 경쟁

사 제품등과의 제품 성능 비교를 통해 제품의 유효성을 입증 하였다

[9,13,14,15].

4.1.5. In.Pact Falcon (Medtronic, 미국)
Medtronic에서 In.Pact Falcon은 현재 21개 임상 연구에서 3,500명 

이상의 임상시험 환자가 등록되어 있고, 전 세계 50만명 이상이 해당 

제품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제품은 주로 치료가 힘든 병변의 

환자나 기형 병변에 사용되고, 치료 부위는 대퇴부 질환의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다. 해당 제품과 Ranger DCB (Boston Scientific, 미국)와 

Lutonix (BD, 미국) 그리고 Stellarex DCB (Philips, 네덜란드) 등과 비

교했을 때, 월등히 좋은 약물 전달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

다. 제품은 3.5 µg/mm2의 약물 함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arrier 물
질은 Urea이다.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심혈관보다 말초혈관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9,13,14,15].

Figure 4. A Drug-Coated Balloon catheter using an electrospary coating method.

Table 2. CE Licensed Paclitaxel Drug Coating Balloon Product Line

Manufacturer Product name Drug Dose Carrier

Aachen Resonance Elutax 2.2 µg/mm2 Dextrane

B.Braun SeQuent Please Neo 3.0 µg/mm2 Iopromide

Medtronic In.Pact Falcon 3.0 µg/mm2 Urea

Biotronik Pantera Lux 3.0 µg/mm2 BTHC

Boston Scientific Agent 2.0 µg/mm2 Citrate ester

Biosensors Biostream 3.0 µg/mm2 Shellac

Cardionovum Restore DEB 3.0 µg/mm2 Safepax

Eurocor Dior 3.0 µg/mm2 Shelloic acid

iVascular Essential 3.0 µg/mm2 Organic ester



549심장혈관용 약물코팅풍선카테터의 개발 동향

Appl. Chem. Eng., Vol. 33, No. 5, 2022

4.2. Sirolimus DCB 제품군 분류

4.2.1. Magic Touch DCB (Concept medical, 미국)
Magic touch는 리무스 계열의 Sirolimus을 기반으로 Concept medi-

cal에서 출시한 DCB이다. 이 제품은 1.3 µg/mm2 약물 함량을 기반으

로 일반적인 약물 코팅 방법과 다르게 Nanolute 기술을 도입하여 약물

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코팅 물질의 구성은 

유사 제품들과 동일하나, Carrier 물질이 약물과 구조적으로 섞이지 

않고 인지질층에 둘러 쌓여 캡슐화 되어있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는 Concept medical의 독보적인 기술로, Sirolimus의 친수성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약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은 제품이다[9,13,14,15].

4.2.2. Virtue DCB (Orchestra biomed, 미국)
Virtue DCB은 미국의 Orchestra biomed사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Sirolimus 기반의 약물코팅풍선카테터이다. 주요 특징은 풍선 표면에 

약물이 방출될 수 있도록 초미세 구멍이 다수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다. 대부분의 약물코팅풍선카테터는 풍선 표면에 약물을 직접 코팅하

여 혈관 내 유입 시 약물 손실이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제품은 아

무것도 코팅되어있지 않은 풍선이 병변까지 진입한 후 Inflation 할 때, 
Sirolimus가 섞인 조영제를 풍선 내부로 투입하여 Nominal Pressure까
지 도달하게 되면 Sirolimus가 풍선 표면의 초미세 구멍을 통해 방출

되게 하여 약물을 전달한다. 이때, 들어가는 Sirolimus는 4.2.1의 

Magic touch와 같이 캡슐화 된 약물이 조직 내로 들어가게 되고,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약물이 방출하게 된다. 조직 내로 흡수된 약물은 장시

간 동안 지속적으로 약물을 방출함으로써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특성

을 나타내고 있다[9,13,14,15].

5. 시지바이오 약물코팅풍선 카테터 개발

현재 시지바이오에서는 심혈관 및 말초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하여 

치료하는 목적이 아닌 비 식립형 약물코팅풍선카테터를 개발하여, 스
텐트 삽입에 따른 지속적인 약물 복용 문제를 극복하고 스텐트 삽입

에 따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제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리무스 계열의 약물을 이용하

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약물로서 Everolimus 및 

Biolimus를 이용한 약물 코팅 공정 개발 및 제조 공정 최적화를 위해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다. 또한, 조직 내 약물 전달률  향상을 위해 다

양한 기술을 도입한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현재는 약물에 대한 

코팅 균일성 확인 및 약물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

며, 약물과 전달물질 및 전달 매개체가 선정되면 제품으로써 개발 속

도를 높이고 in-vitro/in-vivo 평가를 통해 시지바이오만의 독보적인 기

술 개발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6. 결    론

현재까지 Paclitaxel 및 Sirolimus를 이용한 약물 코팅 풍선카테터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스텐트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안이 되기 위해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리무스 계열인 Everolimus와 Biolimus 등의 약물 사용을 통해 

기존 약물들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 내 약물 전달률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임상에서는 풍선카테터를 이용한 치료 방법보다는 스

텐트 삽입술을 우선되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다양한 병변에서 약

물코팅풍선카테터의 사용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가 필요한 상

황이기 때문이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된다면 그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사실 약물방출스텐트를 이용한 치료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고 

한편으론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남아있는 치료방법이다. 좀 더 나은 

인류의 삶과 번영을 위해 여러 의사, 과학자 및 기업들이 새로운 치료 

개발에 대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고, 약물코팅풍선카테터는 그러한 움

직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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