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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studied the deformation problem of the scaffold caused by the FDM type 3D printer. The 

Practical TRIZ technique was used to solve the deformation problem of the scaffold generated from the adhesion 

surface between the scaffold and the bed. The Practical TRIZ methodology was used to derive the solution and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on the derived solution.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experimental results obtained for the 

solution, it was found that the deformation of the scaffold was much improved to the satisfactor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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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3D프린터는 반도체 산업과 함께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고분자(Polymer)를 사용하여 일정 크

기의 기공(Pore)과 레이어(Layer)의 굵기를 갖는 인공지지

체에 센서(Sensor)를 삽입하여 바이오센서를 제작하는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1]. 인공지지체를 제작하기 위해서 

PLGA가 사용되었다. PLGA가 용융된 후 토출되어 베드

(Bed) 위에 적층되면 시간이 지나 베드와 접착되는 인공

지지체의 하단부분에 변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갖는다. 인

공지지체는 바이오 센서가 되기 위해서 세포의 흐름을 

위하여 일정크기의 기공과 레이어를 가져야 한다. 인공지

지체를 제작할 때 베드와 인공지지체의 접착면 변형이 

발생하고 적층이 진행되면서 기공과 레이어의 크기가 균

                                                                                                          
†
E-mail: yjhuh@koreatech.ac.kr 

일하지 않고 심하면 기공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공성을 갖는 베드에 

출력물을 제작하는 해결방안이 있지만 출력이 완료되었

을 때 베드로부터 출력물을 분리할 때 많은 힘을 사용하

여 후가공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후가공시 

인공지지체에 힘이 가해져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2]. 

본 논문에서는 FDM 방식의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인

공지지체를 제작할 때 발생하는 베드와의 접착면의 변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 Step 실용 트리즈를 이용하였고 

문제를 단계적이며 체계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해결책 중에서 출력 중에는 강한 접착력을 갖고 

출력이 완료되었을 때는 베드로 부터 분리가 쉬운 해결

책을 선택하였다. 선택한 해결책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해결방안에 대한 결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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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Step 실용트리즈 

 

트리즈 기법은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체

계적으로 문제점의 모순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법론이다[3]. 문제의 현상을 그림으로 자세히 도시하고 

해당 시스템의 기능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상해결책(IFR, 

Ideal Final Result)을 가정한 뒤, 이상해결책을 구현하기 위하

여 모순과 분리원리를 찾아낸다[4]. 해결하려는 문제점의 

물질과 장(Su-field)과 자원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도출하고 

도출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평가함으로써 문

제를 단계적이며 체계적으로 해결한다. Fig. 1은 트리즈 기

법의 문제해결 단계를 도시하였다[5]. 

 

  

Fig. 1. 5 Step practical TRIZ. 

 

3. 방법론 적용 

 

3.1 그림으로 표현 

필라멘트화된 PLGA를 FDM방식의 3D프린터로 인공지

지체를 제작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인 변형을 그림으로 

자세히 도시한다. Fig. 2의 (a)는 설계된 인공지지체의 모습

으로서 이상적인 출력 형상을 도시하였고 (b)는 실제 출

력 되었을 때 변형이 발생된 인공지지체의 모습을 도시

하였다. 

 

 

Fig. 2. Wanted scaffold and warpaged scaffold. 

 

필라멘트가 히터를 통과하며 용융되고 노즐로 인하여 

토출된 뒤 베드 위에 적층되어 인공지지체가 변형되는 

과정을 Fig. 3에 도시하였다. 

 
 

Fig. 3. Mechanism of scaffold production. 

 

3.2 인공지지체 제작의 기능 분석 

필라멘트화된 PLGA를 이용하여 FDM 방식의 3D 프린

터로 인공지지체를 제작하는 시스템의 기능을 분석한다. 

Fig. 4는 3D프린터로 인공지지체를 제작하는 구조의 기능

과 환경요소를 도시하였다. 

 

 

Fig. 4. Function analysis of scaffold production. 

 

필라멘트가 용융된 뒤 노즐로 토출되어 한 줄씩 베드 

위에 적층되어 인공지지체를 제작하는 구조이다. 토출된 

인공지지체는 적층 초반에는 베드에 접착이 잘 되지만 

시간이 지나 베드로부터 인공지지체의 분리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이러한 변형 문제는 원료의 밀도와 점성 그리

고 가공온도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점성이 높으면 

접착력이 높아서 출력중 변형문제가 더 중요해진다. 따라

서 ABS와 PLGA의 물성을 Table 1로 정리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ABS, PLGA and PCL properties 

 Density Viscosity 
Melting 

temperature 

ABS 1.45 kg/�� 1.32 dl/g 220℃ 

PLGA 1.01 kg/�� 1.65 dl/g 175℃ 

PCL kg/�� dl/g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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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상해결책과 모순 

 

3.3.1 이상해결책 

출력 중일 때는 인공지지체가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출력이 안정하게 진행되도록 인공지지체는 베드에 강하

게 접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공지지체는 베드로부터 스스로 분

리 되어야 한다. 

인공지지체 제작의 안정성과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지체와 베드사이에 강한 접착력이 

필요하지만 출력후 쉬운 사용을 위해서는 약한 접착력이 

필요하다. 

 

3.3.2 모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간에 의한 분리원리와 공간

에 의한 분리원리를 사용하였다. 

시간에 의한 분리원리를 이용하여 도출된 해결방안은 

출력 중일 때는 인공지지체와 베드 사이의 접착력이 증

가하도록 하고, 출력이 완료되어 베드로부터 인공지지체

를 분리할 때는 접착력이 감소하도록 한다. 그리고 공간

에 의한 분리원리를 이용하여 도출된 해결방안은 인공지

지체와 베드 사이에 변형이 발생되는 부분에 접착력을 

높이는 요소를 추가한다. 

 

 

Fig. 5. Warpaged scaffold and problem area of bed. 

 

Fig. 5의 좌측그림은 인공지지체가 베드에 제작되어 변형

이 발생한 모습을 도시하였고 우측그림은 베드와 인공지

지체의 접착면 중 변형이 발생되는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3.4 물질-장 분석과 자원 분석 

 

3.4.1 물질-장 분석 

인공지지체를 제작할 때 발생되는 변형의 원인이 되는 

요소의 물질과 장(Field)을 분석하였다. Fig. 6의 상단그림은 

기계 장(Mechanical field)에 대한 인공지지체와 베드 사이의 

물질-장 분석을 도시하였고 우측그림은 열 장(Thermal field)

에 대한 인공지지체와 베드의 물질-장을 도시하였다. 

Fig. 6의 상단그림은 열 장에서 베드와 인공지지체의 접

착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베드를 가열하여 고분자인 인

공지지체의 냉각을 지연시켜 접착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 그리고 하단그림은 기계 장에서 베드와 인공지지체의 

접착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베드에 표면거칠기를 적

용하여 접착력을 증가시킨다. 

 

 
 

 

Fig. 6. Analysis of su-field . 

 

3.4.2 자원 분석 

인공지지체와 베드 사이의 영향을 미치는 자원에 대해

서 상세하게 나열하고 그에 대하여 분석을 한다. Table 2는 

인공지지체와 베드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을 분석한 

표를 도시하였다. 

 

Table 2. Resource analysis 

System 
Attribute 

Kind of attribute 

Tool   :  Bed 

Surface roughness 

Temperature 

Weight 

Form 

Action :  Adhere 
Action time 

Action method 

Object :  Scaffold 

Weight 

Material 

Thickness 

Flexibility 

Phys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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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해결책과 평가 

TRIZ기법을 이용하여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여러 개선방안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

택하였다. 

1. 시간에 의한 분리원리를 이용하여 인공지지체가 접

착하는 부분의 베드에 열을 가하는 장치를 추가하여 출

력 중에도 냉각되지 않고 일정온도 이상으로 유지시켜 

냉각되지 않아 인공지지체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2. 공간에 의한 분리원리를 이용하여 인공지지체가 변

형하는 부분에 접착력을 높이는 요소인 베드의 거칠기를 

증가시켜 인공지지체와 베드의 접착력을 높여 변형 발생

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다.  

시간에 의한 분리원리, 공간에 의한 분리원리로 도출된 

해결방안들을 비교한 결과 공간에 의한 분리원리를 이용

한 해결 방안인 인공지지체의 변형 현상을 베드의 표면

거칠기와 가열을 이용하여 접착력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Fig. 7은 베드에 사포

와 가열장치를 이용하여 베드의 표면거칠기와 온도를 증

가시켜 인공지지체와 베드의 접착력을 증가시키는 해결

방안을 도시하였다. 

 

 
 

Fig. 7. Proposed solution using heating bed and partially 

applied surface roughness. 

 

4. 실험 및 결과측정 

 

4.1 인공지지체 설계 

바이오센서를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지체

는 세포배양판의 규격에 일치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원판

모양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격자무늬로 기공을 갖는 구조

를 가져야 한다. Fig. 8은 3차원 CAD를 이용하여 실험을 위

한 지름이 20 mm이며 두께는 2 mm인 원판형태의 인공지

지체를 설계한 모형을 도시하였다. 

 

4.2 출력 및 측정 

공간에 의한 분리원리를 이용한 해결 방안인 변형 문

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사포와 가열을 이용한다. 베드 표

면의 가열장치를 이용하여 베드를 가열하는 모습을 Fig. 9 

(a)에 도시하였고 베드에 알루미늄과 사포를 이용하여 표

면 거칠기와 온도를 증가시킨 방안을 적용한 모습을 Fig. 

9(b)에 도시하였다. 

 

 

Fig. 8. Product design of scaffold. 

 
 

 
 (a) (b) 

Fig. 9. (a) Temperature controller (b) proposed solution. 

 

일반 베드 위에서 제작된 인공지지체의 변형과 공간에 

의한 분리원리를 이용한 해결방안으로 인공지지체를 제

작 하였을 때의 변형 차이를 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고 측정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Comparison of before applying the proposed 

solution and after applying the proposed solution 

 Before reduction After reduction 

Accuracy

Test 1 85.79% 98.87% 

Test 2 86.23% 99.51% 

Test 3 85.62% 99.39% 

Test 4 86.53% 99.18% 

Test 5 86.12% 99.52% 

Average 86.05% 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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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지체와 베드의 접착면의 가장자리 부분에 거칠

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 설계도면과 실제 출력된 인공지

지체의 출력정밀도는 86%로 계산되었다. 이 정도의 수치

일 경우 베드와 인공지지체의 접착면 모서리 부분의 접

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기공의 형성이 불균

일해져 최종적으로는 출력의 완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공간분리원리를 적용하여 인공지지체와 베

드가 접착하는 면의 모서리 부분에 거칠기를 증가시키고 

열을 가하였을 경우, 설계치수와 실제 출력된 인공지지체

의 출력정밀도는 99%로 거의 설계치수와 동일하게 출력

되어 출력물이 안정적으로 출력되고 인공지지체의 변형

이 최소화 됨을 알 수 있었다.  

Fig. 10은 일반 베드 위에서 제작된 인공지지체의 변형

과 표면거칠기를 이용한 해결방안으로 인공지지체를 제

작 하였을 때의 변형 차이를 그래프로 도시하여 일반적

인 베드로 출력하였을 때와 해결방안을 이용하여 출력하

였을 때의 변형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었다. 

 

  

Fig. 10. Comparison of before applying the proposed 

solution and after applying the proposed solution. 

 

5. 결  론 

 

FDM방식 3D프린터로 PLGA필라멘트를 사용하여 인공

지지체를 제작할 경우, 발생하는 수축으로 인한 인공지지

체의 휨 현상 문제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문제를 정

의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얻기 위하여 TRIZ 기법을 적

용하였다. 얻어진 개선안에 대하여 실험을 통해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베드로부터 인공지지체의 출력 중에는 안정되도록 

높은 접착력을 가지면서 출력이 완료되었을 경우 쉬운 

분리가 가능하게 시간분리의 원리와 공간분리의 원리를 

이용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다. 

2. 얻어진 해결안 적용 전과 적용 후에 대하여 각각 인

공지지체를 출력하여 설계치수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공간 분리 원리를 이용한 베드의 표면거칠기와 베드 온도

제어를 적용하지 않고 출력을 하였을 때, 원래 설계된 치

수에 대한 출력된 출력물의 치수 정확도는 평균 86%로 나

타났다. 그리고 베드의 표면거칠기와 베드 온도제어를 적

용한 후 출력하였을 때 출력된 출력물의 설계치수에 대한 

정확도는 평균 99%로 대폭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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