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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P 프린팅 타입의 생체친화용 기능성 소재 개발

Bioinspired strategy to biocompatible materials for 3D print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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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3D printer는 현재 세계적으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다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중에서 3DP (Three 
Dimensional Printing) 방식은 석고타입의 분말 powder가 도포된 층 위에 binder가 잉크젯 헤드를 통해 분사되어 powder 층
과 층 사이를 붙여가며 형상을 제작하는 적층 방식의 일종이다. 반면 한정된 소재와 비싼 가격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하
기에 한계가 있으며 대부분의 소재가 인체 유해한 성질을 보유하고 있어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 무
해하고 다양한 기능이 내재된 생체 친화용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3DP 방식의 프린터 제작을 통해 생체 친화적 기능성 
형상을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1. 서론

3DP 방식은 동시에 여러 형상을 출력할 수 있고 빈 공간을 powder가 채우기 때문에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 없고 형상 
출력 후 접착되지 않은 powder를 air gun으로 쉽게 날려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하지만 binder에 의해 
powder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외부 마찰에 의해 쉽게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화제를 형상 표면에 코팅하여 
고정시키는 후처리 작업이 요구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경화제는 강력 본드로 생체 유해하며 자극적인 냄새와 발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2]. 또한, 한정된 소재와 비싼 가격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 아직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재와 프린터 개발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한된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능성이 
보유된 powder와 생분해성 binder 등의 소재를 개발하고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단점을 보완하여 제작된 3DP 타입의 
프린터를 통해 생체 친화적 기능성 형상을 제작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친환경 소재로 굴, 진주 등의 패각류 껍질의 주성분인 CaCO3 powder와 실제 분쇄된 
굴패각 (Oyster) powder를 이용하였다. 또한 3DP powder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술 석고상과 분필을 구성하고 있는 
석고 분말 소재 (CaSO4)와 혼합하여 혼합 powder의 특성도 분석하였다. 생체 친화성 binder로는 약품이나 화장품 등에 
결합제로 사용되는 HPMC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를 사용하였다. 일정 비율로 powder와 binder를 혼합하여 3D 
형상을 제작하여 강도와 SEM 분석을 통해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Fig. 1) .  

Fig. 1. CaSO4와 Oyster powder와 HPMC 2% binder를 이용하여 3DP 방식으로 제작된 
(좌) 형상과 (우)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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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HPMC와 결합하게 되면 HPMC가 각각의 CaSO4 (rod 구조), CaCO3 (calcite 구조) 및 Oyster (spherical 구조) 입자 사이를 
거미줄과 같은 모양으로 잡아주었다. 혼합 powder (CaSO4+CaCO3, CaSO4+Oyster, CaCO3+Oyster)의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입자사이의 빈 공간을 입자 크기가 작은 Oyster와 CaCO3가 채워줌으로써 더욱 단단한 구조가 되고 이를 HPMC가 
엮어주기 때문에 기존의 단일 powder로 제작된 형상보다 강도가 더욱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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