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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나노/마이크로섬유 기반의 구조물 제작에 

있어, 전기방사기술은 매우 효과적인 공정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소재 선정의 

다양성, 공정의 간편성 및 경제성 등 전기방사 

기술이 가지는 다양한 장점들 때문으로 평가될 

수 있다1. 특히, 전기방사기술 기반 마이크로 

섬유 제작은 섬유의 표면에 나노미터단위의 

기공을 부여할 수 있어, 약물 및 세포 봉입을 

위한 담체로 널리 적용되고 있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그룹이 개발한 Direct-write 

전기방사기술(DWES)을 이용한 나노미터단위의 

공극을 가지는 마이크로 섬유의 패턴 제작이 

용이함을 보였다. 제작 결과, 일정 이상의 

유량조건 하에서의 제작 시 프랙탈 형상(fractal 

geometric)을 가지는 마이크로 섬유 패턴의 

제작이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2. 프랙탈 형상의 마이크로섬유 패턴 제작 
 

본  실험에서  사용된  DWES는  전기장의 

형상제어와  집적판의  이송을  통해  다양한 

형상을  가지는  나노 /마이크로  섬유의  패턴 

제작이  용이한  공정이다 .  이를  위해  원통형 

외벽과 바늘형상 기저전극으로 인해 포커싱 된 

나노/마이크로섬유는 집적판 위에 점 형상으로 

집적되게  되며 ,  이  집적판에  2축의  이송 

스테이지를결합하여 집적판 상으로의 나노섬유 

정렬(patterning)이 용이하게 설계 하였다3. 본 

 

 

 

 

 

 

 

 

 

 

Fig. 1 SEM image of lattice patterned microfibrous 

pattern with fractal geometry  

 

실험에서는 polycaprolactone (PCL, 440744, 

Sigma-Aldrich Co.) 고분자를 99.5% 순도의 

클로로포름 (Samchun Pure Chemical Co.)에 8.8 

wt%의 농도로 용해하여 사용하였으며, 제작된 

고분자 용액은 0.6ml/h의 유량으로 토출노즐에 

공급하였다.  

프랙탈 형상을 가지는 마이크로섬유 

패턴은 일정 이상의 유량과 집적판의 이송속도 

등의 공정조건의 제어를 통해 제작이 가능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에 보였다. 그림과 

같이, 기존의 마이크로섬유 패턴에서는 보이지 

않는형상의 패턴이 제작되었다. 이는 토출 

고분자 용액에 의해 방사되는 마이크로섬유의 

양에 비해  집적판의 이송속도가 충분치 못해 

방사된 마이크로섬유가 집적판의 이송경로를 

벗어나 집적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추론되었다.  

Direct-write 전기방사에서의 공정조건에 따른 

마이크로섬유 표면형상의 변화 관찰 

Observation of surface morphology on microfibrous patterns 

according to various experimental conditions in Direct-write 

electrospin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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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적판의 이송속도에 따른 마이크로 

섬유 패턴의 형상변화 관찰 
 

프랙탈 형상의 마이크로섬유의 패턴 생성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집적판 이송속도 제어를 

통한 프랙탈 형상의 제어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Fig. 2에 보였다. 본 실험에서는, 각각 35, 

100, 200 mm/s의 속도로 집적판을 평행선의 

경로를 통해 이송시키며 마이크로섬유 패턴을 

제작하였다. 그림과 같이, 집적판의 이송속도에 

따라 마이크로섬유 패턴에서의 프랙탈 형상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제작되는 섬유 패턴의 선폭 역시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집적판 이송속도를 통해 

마이크로섬유 패턴의 프랙탈 형상을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DWES를 이용한 마이크로 

섬유 패턴 제작에 있어, 몇몇의 공정조건의 

제어를 통해 마이크로섬유 패턴의 형상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정한 용액의 

토출유량 및 집적판의 이송속도의 제어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프랙탈 

형상을 가지는 독특한 마이크로섬유 패턴의 

제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이 역시 공정 

조건의 제어를 통해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제작된 마이크로 섬유 

패턴은 섬유표면에 나노미터 크기의 공극의 

부가가 가능함과 동시에, 마이크로 단위의 

형상 제어능력 역시 확보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향후 약물 전달용 담체 및 세포의 

봉입체 등으로의 적용 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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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images of microfibrous patterns with 

scan speed of 35 (a-b), 100 (c-d) and 200 

mm/s (e-f) fabricated using DW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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