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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직 공학을 위한 인산칼슘 계 바이오 

세라믹은 손상된 골 및 치아를 재생하고 

복원하기 위한 재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최근 α/β-TCP (tricalcium phosphate), HAp  

(hydroxyapatite), BCP (biphasic calcium 

phosphate)와 같은 실제 골과 비슷한 

인공지지체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 기계적 강도 및 생분해성이 뛰어난 BCP 

세라믹은 최근 정형외과나 치과 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 용해 적층 기반의 정밀 

분사 시스템을 이용한 3 차원 세라믹 

인공지지체의 제작 및 세라믹 인공지지체의 

제작을 위한 최적의 적층 공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준비된 세라믹 슬러리를 

이용하여 3 차원 인공지지체를 제작하였고 

소결 공정을 수행하여 이상인산칼슘(BCP)의 

세라믹 인공지지체를 제작하였다. Fig. 1 은 3 

차원 인공지지체 제작을 위한 정밀 분사 

시스템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2. 재료 준비 
 

본 시스템에서는 주사 가능한 재료를 혼합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세라믹 혼합재료는 β-T

CP, Darvan® C,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

스(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그리고 폴리

에틸렌 이민(polyethylenimine)이 사용되었다. 준

비된 재료를 적정 비율로 혼합하여 슬러리 상

태로 만들었으며, 시린지를 통해 분사 후에 적

층할 수 있도록 오븐을 이용하였다. 

Fig. 1 Schematic of precision deposition system. 

 

3. 인공지지체 제작 및 분석 
 

3.1 인공지지체 제작 

혼합된 세라믹 슬러리를 이용하여 3 차원의 

격자형상을 가지는 인공지지체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슬러리 인공지지체의 선 폭은 700±

10µm, 선 높이는 300± 10µm, 그리고 공극은 

500 ± 10µm 로 균일하게 제작되었다. 

다공성(porous) 구조를 지닌 인공지지체를 

제작하기 위해 1 층을 6 번씩 반복하여 격자 

패턴으로 선 높이를 쌓아 올렸다. B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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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지체를 얻기 위해 BCP 파우더를 제외한 

나머지 혼합된 재료를 제거하기 위해 1100℃

에서 2 시간의 소결 공정을 수행하였다. 소결 

후 제작된 BCP 인공지지체의 

주사전자현미경(SEM) 이미지를 Fig. 2 에서 

보여주고 있다. 

Fig. 2 SEM images of (A1-A2) sintered BCP scaffold 

at 1100℃. 

 

3.2 인공지지체 분석 

세라믹 재료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X-선 

회절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Fig. 3 은 (a) 

BCP 파우더와 (b) BCP 인공지지체의 X-선 회절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이 

결과, 두 샘플의 피크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Fig. 3 The XRD patterns of (a) as-received BCP 

powder and (b) BCP scaffold sintered at 

1100℃. 

 

4. 재료의 적층 공정 개발 
 

혼합된 재료를 이용하여 4 축의 정밀 분사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적층 

공정과 재료 특성이 요구된다. Z-1 축의 재료 

분사기는 최대 750kPa 의 공압을 주입할 수 

있는 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며 시린지와 결합된 

테이퍼 노즐로 분사가 되도록 하였다. Z-2 축의 

히팅기는 최대 250℃의 온도조절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공지지체 제작 시에 분사된 재료를 

건조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일정한 

압력에서의 이송 속도(feed rate)에 따른 선 

폭을 Fig. 4 와 같이 나타내었다. 이송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적층된 선 폭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의 근사 결과는 식(1)과 같다. 

Y = 1757.e-0.01X,      R2 = 0.979    (1) 

Fig. 4 Relation between feed rate and line width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열 용해 적층 기반의 정밀 

분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3 차원 

이상인삼칼슘(BCP) 세라믹 인공지지체를 

제작하였고 새로운 혼합 재료의 적층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개의 Z 축을 이용한 적층 

기술은 세라믹 인공지지체의 제작을 간편화 

하였고 1100 ℃ 에 서  소결하여 대략적으로 

600µm 의 선 폭과 450µm 의 공극을 가지는 

BCP 인공지지체가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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