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

1. 서 론
인공지지체(Scaffold)는, 조직공학을 이용하여 조직 재생에 필

요한 세포, 성장인자와 함께, 중요한 요소로 정의된다[1]. 세포의 원

활한 증착과 증식이 이루어지도록 기계적,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기작을 유도하는데 필수적인 인공지지체의 생체재료로는 크게 고

분자, 금속, 및 세라믹으로 구분된다[2]. 재료의 생체적합성, 물리적 

특성, 내화학성, 그리고 내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세라믹 

재료가 가장 우수하다. 하지만, 고분자 및 금속 재료와 비교하면, 
세라믹 재료의 가공 및 성형의 어려움이 가공기술의 진보의 걸림돌

이 되고 있다. 세라믹 소재는 고유의 단점인 취성으로 인해 긴 공정 

시간 및 높은 가공비용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세라믹 재료 기반

의 복잡 형상 제조를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게 하여 세라믹 소재의 

적용분야를 한정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2]. 최근 고분

자와 금속 재료용 3D 프린팅 기술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으나, 
아직 세라믹 재료용 3D 프린팅 관련 기술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적절한 바이오-세라믹 지지체 구조 설계 

및 제조 방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지체로 활용하기 위한 세라믹 구조체는 적절한 기계적 특

성 및 넓은 표면적과 혈액 및 조직에 양분을 원활하게 공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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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3차원적으로 연결된 기공구조의 다공성 3D 구조가 요

구된다. 이에 바람직한 기공구조는 체액/혈액의 순환을 위한 통로

가 되는 매크로 크기의 기공과 세포의 부착, 증착 및 분화를 유도하

는 마이크로 크기의 작은 기공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멀티스케일 

구조체이다[3,4]. 참고 문헌의 결과에 따르면, 1-20 μm의 기공구조

는 세포가 인식하는 이상적인 표면상태로 세포의 이동이나 세포의 

표면인식을 촉진해 세포의 부착 및 분화에 긍정적인 결과를 주며, 
100-1000 μm 크기의 기공들은 세포의 성장 및 증식을 촉진하는 

기공의 크기이다[4]. 따라서, 기공구조의 조절이 가능하고 멀티스케

일을 지니는 다공성 3D 세라믹 지지체 구조 및 효율적인 제조 방안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1) 효과적인 지지체 구조로써 튜브 형태의 빔으

로 이루어진 마이크로래티스(microlattice) 구조를 제안하였고 (2)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피 수축 현상을 이용한 멀티스케일 

다공성 세라믹 마이크로래티스 구조의 제작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
한, 부피 수축 제어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형상의 다공성 3D 세
라믹 지지체 구조의 자유로운 제작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2. 설계 및 제작
2.1 효율적인 인공지지체를 위한 마이크로 구조 디자인

Octet-truss구조를 가지는 마이크로래티스는 우수한 기계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기하학적으로 넓은 표면적 대 부피 비율을 제공하

는 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받는 지지체 구조이다[5-7]. 이에 

더해, 고체-빔 형태 대신 튜브-빔 형태의 구조를 활용하면, 보다 가

볍고 더 넓은 표면적을 지니는 효율적인 지지체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넓은 표면적을 지닌 효율적인 지지체 구조로써 

튜브-빔 마이크로래티스 구조를 제안하며, 제안 구조의 기하학적 

장점을 알아보고자 표면적 대 부피 비율(Surface area/Volume, 
SA/V)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원통형의 고체-빔 또는 튜브-빔 

구성된 마이크로래티스 표면적 대 부피 비율은 각각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5-7].

 
 

   (1)

 
 

 

(2)

여기서, 빔의 직경, 마이크로래티스의 단위 셀(unit cell) 크기, 튜
브 벽의 두께는 각각 D, W, t로 표시되며, 기하학적 정의는 Fig. 
1(a)에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빔과 빔의 결합 부분인 노드

(node) 사이의 교차 표면적의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수식

에 고차 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노달 효과(nodal effect) 를 고려한 

상수 C1은 163. 8로 주어진다[6,7](여기서, 상수는 시뮬레이션 계산

에 의한 피팅값이며, 자세한 사항은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음). 
위의 계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튜브-빔 구조가 동일한 

단위 셀 밀도와 빔 직경을 가지는 조건(즉, D/W이 동일) 에서 넓은 

표면적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특정값 (D/W ~ 0.22) 
이상에서 오히려 SA/V가 감소하는 것은 빔의 결합부분인 노드가 

차지하는 부분이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노달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튜브 형태를 통한 작은 기공구조와 마이크로래티스 

단위 셀에 의한 상대적으로 큰 기공구조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

어 있으며 이를 통해 3D 멀티스케일 다공성 세라믹 지지체로써의 

구조적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넓은 표면적과 

함께 멀티스케일 구조를 가지는 튜브-빔 마이크로래티스를 바이오-
세라믹 지지체 구조로써 제안한다.

2.2 제안 방법
하지만, 세라믹 소재로 이루어진 튜브-빔 마이크로래티스 구조의 

제조 방법은 매우 도전적인 부분이다. 일반적인 세라믹 3D 프린팅 

공정에서는 세라믹 분말 자체 또는 세라믹 분말과 열가소성 고분자 

및 광경화성 고분자 수지를 응용분야에 따라 적정 비율(up to 
30vol% ceramic)로 혼합된 복합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체를 조형

한다[8]. 이러한 분말 기반 세라믹 소재의 분산 입자에 의한 광산란

Fig. 1 (a) Schematic for geometric benefit of hollow tube 3D 
microlattices, (b) SA/V as a function of beam diameter-  
to-unit cell distance ratio (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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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scattering), 재료 압출 방식의 3D 프린터 노즐 크기 제한, 
그리고 재료의 점도 증가로 인하여 프린팅 해상도의 손상 및 기계

적 특성을 저해하는 불가피한 많은 결함이 발생한다[8]. 따라서, 분
말 기반의 세라믹 재료를 이용한 3D 프린팅 공정에서는 제안하는 

튜브-빔 마이크로래티스 구조를 형성하는데 무리가 있다. 다음 

Fig. 2의 프린팅 결과를 통해서 세라믹 분말과 고분자 수지 혼합 

재료와 고분자 수지 재료의 프린팅 성형성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세라믹 분말 기반 소재를 이용하여 3D프린팅된 마이크로래티스

의 경우, 소재의 높은 점도 및 프린팅 분해능의 한계로 인하여 깨끗

한 구조물을 얻기 힘든 반면, 광경화성 수지만을 이용하여 제작한 

마이크로래티스의 경우 명확한 구조 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박막 물질의 균일한 체적 증착(conformal volumetric 

deposition)을 이용한 템플릿(template) 기반 접근법은 매우 균일

한 얇은 세라믹 층을 가진 튜브 형태의 마이크로래티스 구조를 제

작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9]. 원자층 증착법(Atomic layer deposition, 
ALD)은 원자 수준에서 증착 두께를 제어할 수 있고 균일하게 세

라믹 물질을 코팅하여 고분자 지지체와 나노 스케일 세라믹 물질의 

복합 구조를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런 다음, 폴리머/세라믹 

복합 구조는 습식 에칭 또는 열처리에 의한 폴리머 물질만 선택적

으로 제거하여 세라믹 튜브-빔 마이크로래티스의 구조 형성이 가

능하다. 이러한 템플릿 기반 접근법의 장점은 (1) 고순도 세라믹의 

균일 코팅, (2) 나노 미터 정확도의 증착 두께 제어, 그리고 (3) 기
존의 제조 방법으로 얻기 힘든 튜브 형태의 3D 구조물의 형성에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1-20 μm의 마이크로 기공구조를 얻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템플릿 기반 접근법의 

열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증착 물질의 수축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

다. 최근 수축 현상을 이용하여 나노/마이크로 스케일의 3D 구조체 

제작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지만[10-12], 템플릿 기반 접근법

으로부터 튜브 형태의 세라믹 마이크로래티스의 등방성 수축 현상

에 대한 관찰 및 응용에 대한 결과는 지금껏 보고된 바가 없다. 기
존 연구들에서 보고된 수축 제어의 경우 열분해(thermal decom-  
position) 또는 화학적 탈수(chemical dehydration) 에 의해 발생

하지만[10-12], 본 연구에서 보고하는 수축 제어는 기능성 재료의 조

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화학적 변화 없이 오직 증착 물질의 치밀화

를 통해서만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본 저자는 

차별화된 수축 현상의 명확한 메커니즘을 밝히고 보다 정교한 수축 

제어 프린팅 기술을 수립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Fig. 3에 제안 공정에 대해 도식적으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먼저, 세라믹 재료의 증착을 위한 템플릿 제작을 위해 폴리머를 사

용하여 3D 구조물을 제작한다. 그런 다음, 기능성 세라믹 물질을 

폴리머 지지체 위에 증착한 후, 통상적인 열처리 과정과 비교하여 

2-5배 빠른 온도 증가 속도의 열처리 과정을 통해 폴리머 물질을 

제거함과 동시에 제어된 방식으로 수축시킨다. 이를 통해, 수-수십 

µm 사이즈를 지닌 멀티스케일 세라믹 튜브-빔 마이크로래티스를 

형성하게 된다.

3. 제작 결과 및 토론
3.1 제작 방법
멀티스케일 다공성 세라믹 마이크로래티스 제작을 위한 제조 공

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분자 수지의 3D 템플릿을 제작하기 위

해 UV광경화 방식의 3D 프린팅(projection microstereolitho-  
graphy)을 이용하였다[13]. 이 방식은 광경화 수지에 UV 광원을 조

사하여, 수지를 한 층씩 경화/적층하여 3차원 제품을 제작하는 3차
원 프린팅 공정이다. 이 때, 일반 광원에 디지털 포토마스크가 결합

된 형태의 이미지 형성기를 통해 임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으며, 
3차원 모델을 각 층 단위로 미분한 데이터를 면 단위로 조사한다. 

Fig. 2 3D-printed microlattice of (a) particle-based polymer resin 
and (b) only photocurable polymer resin

Fig. 3 Concept of hollow ceramic microlattice by 3D printing, 
volumetric material deposition, and controlled shr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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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에서 도식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한 개의 경화 층을 생성한 

후, 한층 두께만큼 스테이지가 이동하고, 다시 새로운 경화 층을 

적층하여 최종적으로 3차원 형상을 제작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작한 다양한 고분자 수지 템플릿 샘플을 Fig. 5에서 보여주

고 있으며, 반복 실험을 통해 이 연구에서 사용된 3D 프린터의 최

소 제작 가능 크기는 약 100 µm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제작된 폴리머 템플릿 샘플을 상온에서 24시간 이

상 건조한 후 원자층 증착법을 이용하여 템플릿 표면 위에 세라

믹 박막을 균일하게 증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라믹 박막 물

질로 생체친화적이며, 고온 공정후에도 화학/물리적 안정성을 

지닌 소재로 잘 알려진 Al2O3을 이용하였다[14,15]. 원자층 증착

법은 전구체(precussor) 간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박막을 증

착하는 화학 기상 증착법 중의 한 종류로써, 저온 증착이 가능하

여 고분자 소재에 적합한 증착 방법이다. Al2O3박막 형성을 위해 
trimethylaluminum (AlMe3/H2O) 프로세스를 이용하였고, 125 
°C에서 0.25 nm/cycle속도로 약 40 nm 두께 증착을 수행하였다. 
고분자 수지 템플릿을 제거함과 동시에, 균일한 체적 수축을 유도

하기 위해 후속 열처리 공정을 수행하였다. 열처리 과정의 온도 제

어 과정은 다음과 같다. 상압, 상온, 그리고 대기 중에서 ~5°C/min 
의 증가 속도로 폴리머/세라믹 복합 구조체를 593°C (1,100°F) 까
지 가열한 후 세 시간 동안 유지하였다. 가열되는 동안, 고분자 수

지는 열분해를 겪게 되고, 최종적으로 녹는 점 이상의 온도(약 150 
°C)에서 완전히 제거된다. 한편, 폴리머 템플릿 표면에 증착된 

Al2O3세라믹 박막은 온도 상승에 따른 체적 수축을 겪으며 물질의 

치밀화 과정을 거친다.

3.2 제작 결과
Fig. 6에서는 앞서 설명한 제안 공정을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박막 증착을 위한 초기 폴리머 템플릿으로 W = 
1,270 µm, D = 100 µm 조건의 octet-truss마이크로래티스 구조

가 제작되었다(Fig. 6a). 세라믹 박막의 증착 후 이어지는,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적 수축을 통해 W ~ 320 µm, D ~ 25 µm, 
그리고 t ~ 15 µm의 튜브-빔 세라믹 마이크로래티스 지지체 구조

를 얻을 수 있었다(Fig. 6c-e).
측정 결과 분석을 통해, 선형적으로 초기 크기의 약 75%에 달하

는 수축이 관찰되었으며 약 98% 의 체적 수축 비율로 환산될 수 

있다. 이러한 고도의 체적 수축을 통해, 이 연구에서 사용된 3D 
프린터의 최소 제작 크기 한계인 100 µm를 넘어 ~15 µm의 튜브 

두께와 ~25 µm의 튜브 직경을 가진 멀티스케일 세라믹 기공구조

를 제작할 수 있었다는 점은 저가의 3D 프린팅과 수축 공정만으로 

기존에 얻기 힘들었던 복잡한 세라믹 형상 제조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체적 수

축 과정을 거치고 난 후, Al2O3박막 두께가 수십 나노 스케일에서 

수 마이크로 스케일로 두꺼워지는 특이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는 열처리 과정의 온도가 증착된 세라믹 물질의 녹는점 보다 한참 

낮기 때문에 세라믹 물질은 보존되어야 하므로, 체적 수축 시 두께 

방향으로의 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체적 수축 

비율과 비교하여 두께 방향으로 팽창 비율이 큰 것으로 관찰되는데 

Fig. 4 Schematic view of projection microstereolithography 
system

Fig. 5 Various 3D-printed polymeric templates by using projec-  
tion microstereolithography: (a) Honeycomb monoliths, 
(b) Octet-truss microlattice, (c) Triply periodic minimal 
surfaces (TPMS), (d) Cubic octet f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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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지체로 활용하기 위한 적합한 세라믹 구조

로 튜브-빔 마이크로래티스를 제안하였다. 제안 구조의 기하학적 

장점으로 인하여 넓은 표면적과 혈액 및 조직에 양분을 원활하게 

공급하게 할 수 있는 3차원적으로 연결된 기공 구조를 가질 수 있

어 효과적인 인공지지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더불

어, 기존 세라믹 제조 방식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튜브-빔 멀티스케

일 마이크로래티스를 제작하기 위하여 3D 프린팅, 템플릿 기반 접

근법, 그리고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적 수축을 활용한 가공 

전략을 제시하고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

를 바탕으로 필요한 향후 추가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교한 

수축 제어 프린팅 기술을 수립하기 위해서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

는 체적 수축 현상의 명확한 메커니즘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메커

니즘에는 템플릿의 구조, 증착된 물질의 종류 및 증착 두께, 열처리 

온도, 열처리 증가 속도, 열처리 시간 등 다양한 물리적, 재료적 

변수가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보다 세밀한 실험 설계와 전산 

시뮬레이션에 의한 예측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본래의 3D 프린터 장비가 지닌 고유 최소 제작 한계를 넘어선 작은 

사이즈의 구조체를 체적 수축 현상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체적 수축을 활용한 나노스케일 3D 구조체 제작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체적 수축은 원리상 적층 제조 방식의 종류에 상관없

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분해능 3D프린팅(이광자 3D 나노리소

그래피[16])로 형성된 3D 구조 재료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마지막으로, 고온 열처리 후 증착된 세라믹 물질이 수축한다

는 것은 치밀해지고 물질의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에 따라 기계적/생체친화적 특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열처리 온도와 박막 두께에 따른 수축 비율에 

따른 구조체의 기계적/생체적합성 특성의 거동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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