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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차원의 임의의 자유형상을 제작하는 데에 있어 쾌속

조형 (Rapid Prototyping, RP) 기술은 1980 년대 개발 이후 
각종 산업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다. 디지털화 한 형상 
데이터에 따라 목적 형상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특징이 활용되어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생산 공정과는 달리 정의된 3 차원 형상 데이터에

서 직접적인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 분야에 적합하며 빠른 납기를 요하는 각종 부품 산업

에 유리하다. 또한 다양한 스케일의 자유형상 제작이 가능

함에 따라 나노/마이크로 및 바이오 관련 산업에서 기능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으로 각광받고 있으

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쾌속조형방법에는 액상

의 재료를 레이저조사 혹은 온도에 따른 상변화를 통해 경
화시키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액체 경화방법 
중 용착조형 방법 (Fused Deposition Modeling, FDM ; Stratasys 
사)은 필라멘트 형태의 플라스틱류 재료를 압출 금형과 유
사한 형태의 가열된 노즐 사이로 통과시켜 용융상태로 만
들어서 접착하는 방식으로 형상을 제작한다. 재료의 온도

에 따른 상변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정의 원리가 비교적 
간단할 뿐만 아니라 설정되는 공정온도를 제어함에 따라 
광범위한 종류의 재료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 최근에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활용하여 조직공학에 이
용되는 3 차원 조직공학용 지지체 (Tissue engineering 
scaffold)의 제작 및 응용이 연구되고 있다.1  

한편 1930 년 대에 Formalas 에 의해 전기방사법이 소개

된 이후로 공정 및 적용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분자 용액을 수 kV 급의 고전압이 인가된 마이크로 노즐

을 통해 연속적으로 소량을 토출하게 되면 분사된 용액은 
초미립화 혹은 극미세화하게 된다. 전기장이 향하는 방향

에 따라 극미세화한 용액은 화이버 형태로 늘여지면서 진
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용매가 증발하여 고상의 나노

화이버를 얻을 수 있다. 이 전기 방사법은 수 nm 에서 수 
μm 의 나노급 직경을 갖는 구조체를 제작하는데 있어 간단

한 원리에 의해 비교적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재료의 
활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적용되어 연구

되고 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가능한 적용 분야로는 유/
무기 재료 코팅, 필터, 약물전달 시스템, 나노/바이오 센서, 
조직공학용 지지체, 나노 복합재, 전기/화학 공학용 다공성 
구조체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전기방사법에 의한 단일 
공정으로는 나노화이버를 2 차원 멤브레인 형태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응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실제적인 응용

에서 연계되는 후공정이 필수적이다.2 
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사에 의해 제작된 기능성 나노화

이버를 쾌속조형에 의해 구현되는 3 차원 구조물의 내부에 
삽입하는 교대적층법을 제안하고 있다. 전체적인 3 차원 구
조물에 용융된 재료를 한 층씩 분사/용착하여 제작하는 데
에 있어 공정 사이에 전기방사에 의한 나노화이버 매트릭

스를 위치시킨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제작되는 구조물은 
나노화이버의 고유한 기능성을 수반하는 동시에 3 차원 구

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2 차원 멤브레인을 제작하

는 전기방사만의 제조법에 비해 더욱 직접적인 산업적 응
용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교대 적층 방법을 활용

하여 전기방사된 나노화이버의 응용분야 중 하나인 조직공

학용 지지체로 제작을 하였고 향상된 기능성을 검증해 보
았다. 

 
2. 재료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고분자 중 하나인 폴리카프로락톤

(polycaprolactone, PCL)은 Union Carbide 사에서 개발한 결정

성을 띠는 생분해성 고분자로서, 다른 고분자에 비해 월등

히 낮은 Tg (-60℃), Tm (55~60 ℃) 값을 가지며, 다른 고분

자와의 혼합이 수월해 조직공학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응
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폴리카프로락톤

을 용융하여 마이크로 스케일의 화이버 형태로 압출 용착

하여 3 차원 구조물을 제작하였다. 또한 세포의 친화성과 
조직적합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콜라겐(Type I)과 함께 
1,1,1,3,3,3-hexafluoro-2-propanol (HFIP, 99+%)에 혼합 용해하

여 전기방사함으로써 조직공학용 지지체로서의 기능성을 
강화하였다.  

  
3. 제작 공정 및 기능성 검증  

하이브리드 공정 중 전체적인 3 차원 구조체를 제작하

는 용융폴리머 분사 공정 장치의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고분자 재료를 용융시켜 압출할 수 있는 열적용 시
린지 유닛과 마이크로 노즐, 이를 3 축으로 제어 이송할 수 
있는 인덱싱 테이블, 그리고 재료를 정량으로 압출 할 수 
있는 압력 디스펜서와 압축 공기 컴프레셔로 이루어져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 재료인 폴리카프로락톤의 용융점

보다 높은 150 ℃로 공정온도를 설정하였고, 용융폴리머의 
점도와 압출물의 직경을 고려하여 5.5 기압으로 압축공기

를 디스펜싱하였으며 노즐은 1.4 mm/s 의 속도로 이송하여 
구조물을 제작하였다. 

앞서 언급한 RP 방식의 용융폴리머 압출을 통한 3 차원

구조물 제작시 적층 레이어 사이에 PCL/콜라겐 혼합 용액

을 전기방사하여 그림 1 과 같이 하이브리드 구조물을 제
작하게 된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인 3 차원 
형상을 wood-pile 의 모양으로 디자인 했을 경우 다공성의 
성질과 공극의 내부 연결성으로 인하여 조직공학용 지지체

로의 응용이 가능하다. 그림 2 와 같이 실제로 제작한 구조

물과 단일 RP 공정으로 제작된 구조물에 bovine chondrocyte
를 배양하여 세포의 부착 및 증식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10 일 동안의 배양 과정 중에 cell counting kit-8 (CCK-8) 
solution 를 이용하여 구조물에 부착되어 증식된 세포의 양
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3 과 같다. 

일반적으로 세포를 포함한 조직은 collagen, elastin, 
fibronectin, laminin 등의 단백질들의 나노 스케일의 화이버 
형태로 복합 구성되어 있다. 이를 세포외기질 (Extracellular 
matrix, ECM)이라고 하는데 본 연구에서 제작된 하이브리드 
구조물은 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전기방사한 나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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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매트릭스를 3 차원 구조물 내부에 삽입함으로써 이와 
비슷하게 모사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포는 그 
주위의 환경이 나노화이버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증
식 및 배양특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그림 3 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구조물에 대한 세포의 부착 및 각
각의 시간대별로 세포의 배양 특성이 월등하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Configuration of hybrid structure fabricated by RP technique 
and electrospinning 

 
 
 
 
 
 
 
 
 
 

Fig. 2 3D hybrid structure and basic unit layer composed of 
microfibers and the electrospun nanofibers matrix 

 
 
 
 
 
 
 
 
 
 
 
 
 
 
 
 
 
 

Fig. 3 Cell proliferation assessment for a 10 day culture period on 
two different type scaffolds 

 
 

4. 결론  
주어진 고분자를 용융점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하여 용

융/압출을 통해 3 차원 구조물을 제작하는 용융폴리머 분사 
방식의 쾌속조형 기술을 확립하였고 적층 레이어 사이에 

기능성 재료를 전기방사하여 나노화이버 구조물을 삽입하

였다. 제작된 구조물의 기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포를 구
조물에 파종 및 특정 기간 동안 배양하여 향상된 기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대적층 하이브리드 구조물 제
작 공정은 각각 재료의 활용 범위가 넓다. 용융점 설정을 
조절함에 따라 PCL 이외의 다른 고분자를 이용하여 3 차원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고 특정 기능성 재료에 해당하는 용
매를 선택함에 따라 다양한 성분의 나노화이버를 삽입하여 
적층 제작이 가능하다. 재료의 선택과 3 차원 구조물의 형
태를 다양화 하여 조직공학용 지지체 이외의 필터, 전기/화
학 공학용 센서 및 다공성 구조체로의 응용 연구를 향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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