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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정보를 이용한 3D 프린팅 기술의 응용 사례

성열훈*

청주대학교 보건의료대학 방사선학과

1. 서론
과거에는 조형물을 생산할 때 입체의 재료를 기계 또는 레이저 등을 이용하여 자르거나 깎는 절삭가공

(Subtractive Manufacturing, SM)방식으로 제작하였다. 하지만 1984년 미국의 Charles (Chuck) W. Hull이 삼차원

(three-dimensional, 3D) 프린터 기술을 최초로 개발하면서 SM방식과 반대되는 개념의 생산방식인 적층가공

(additive manufacturing, AM) 방식이 등장하였다[1]. AM방식은 조형물의 단층면을 아주 얇게 잘라 분석한 설

계 도면을 기반으로 액체, 파우더 형태의 폴리머(수지), 금속, 목재, 식재료 등을 적층형태(layer-by-layer)로 완

성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어 쾌속조형(rapid prototyping, RP) 방식이라고도 불린다[2,3]. 이러한 

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융합기술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연구 성과

가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거나 응용하는 국내 사례는 해외 사례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맞춤형으로 소량제작이 가능한 3D 프린팅 기술은 의료분야의 특성과 잘 어울려 인

공 뼈, 의족, 보청기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4,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학정보를 이용하여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영상의학 분야의 3D 프린팅 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과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전산화단층영상(CT)정보를 기반으로 자기 맞춤형 부목을 3D 프린팅 기술로 출력하였다. 3D 

프린팅 기술은 열에 잘 녹는 고체 플라스틱과 같은 재료를 가는 실(필라멘트)형태의 열가소성 물질을 노즐 안

에서 녹여 얇은 필름형태로 출력하여 적층하는 용융적층조형술(fused deposition modeling, FDM)을 사용하였다

[6]. 3D 프린팅 출력과정은 Fig. 1과 같이 총 4단계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 스캔닝 단계는 CT를 이용하여 피검

자 손목의 영상 해부학적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모델링 단계는 전문 모델러 프로그램에서 재구

성된 3D 렌더링을 기반으로 기본 프레임을 구성하고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부목을 디자인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3D 출력 단계에서는 3D 모델링된 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STL 파일로 저장한다. 그리고 슬라이서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G-code를 생성하는 한 후 출력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후가공 단계는 하도처리, 중도처리 

그리고 상도마감 순으로 진행하였다

Fig. 1. 3D printing process

그 결과, 착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오염이나 냄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그물망 형태의 부목이 출력되었

다. 출력된 부목과 기존 부목과의 방사선 촬영결과 Fig. 2와 같이 손 허리뼈와 주변 연부 조직 간의 신호강도가 

3D 프린팅된 부목 방사선영상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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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radiography and plot profile (a) the cast of 3D Printing (b) the conventional cast 

3. 고찰
3D 프린팅 기술이 우리나라 경제의 신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CT 정보를 이용하여 골 모형을 출력하는 범위를 벗어나 전문모델러에서 CT정보를 기반으로 

손목 부목을 모델링라여 3차원 프린팅하였다. 특히, CT정보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력된 손목 부목은 중수지관절과 주관절의 운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였고 엄지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부목은 통풍이 잘 안되고 샤워나 목욕 시 불편감이 있었고 오랫동안 착용 

시 악취 등의 비위생적인 단점이 있었으나 3D 프린터로 출력된 부목은 자기 CT정보를 바탕으로 출력하여 피검

사자의 손목의 외형과 일치하였으며 그물 형태로 디자인되어 기존의 부목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

다. 또한 강도면에서도 기존 부목보다 강하여 골절부위 보호기능도 충분히 있었다. 골절 시 방사선영상으로 

추적 검사를 시행하여 골절의 상태를 관찰해야 하는데 3D 프린터로 출력된 부목은 기존 부목보다도 방사선 

투과 선량이 약 4배 정도 많아 방사선영상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여 손목뼈와 주변의 뼈 구조물 그리고 

관절사이공간이 잘 관찰할 수 있어 방사선영상 추적 검사 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기존 부목은 

장시간 착용 후 해체 시 왕복 톱(oscillating saw)을 이용해야하는데 환자가 톱날에 의해 피부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줄 수 있지만 3D 프린터로 출력된 부목은 해체가 용이하고 안전한 장점이 있었다. 

4. 결론
3D 프린팅 기술로 출력된 부목은 기존의 부목 소재보다도 방사선투과성이 우수하여 인체내부 관찰이 용이

하였고, 자기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였으며 그물망형태로 제작하여 통풍이 가능하여 

2차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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