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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 전기도금법 이용한 
   금속 3D 프린팅 기술 최초 개발  

세계적 국제저널 ‘스몰’지 표지논문 선정, 학계 주목

생활에 필요한 센서 같은 전자소자나 간단한 전자제품 

등을 그래핀, 금속 등 다양한 복합소재를 이용해 3D 

프린터로 간편하게 인쇄할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원장 박경엽)은 흔히 반지와 같은 

장신구를 만들 때 사용되던 전기도금법의 원리를 이용해 

3D 프린팅 분야의 향후 핵심소재인 금속을 손쉽게 

프린팅할 수 있는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금속소재를 녹여 프린팅 하던 방식에 의존하던 

금속 3D 프린팅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상용화된 3D 프린팅 기술은 일부 중대형의 

제품이나 기기를 출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제품을 구동하게 하는 핵심소자나 회로 등 금속성 주요 부품을 제작할 수는 없기에 

완전 출력 제품을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의 금속 3D 프린팅 기술로는 초소형의 정밀한 제품을 프린팅하기 어렵다. 

마이크로미터급(㎛, 1μm=백만분의 1m)의 미세 구조체를 프린팅 할 수 있는 금속 3D 프린터 역시 개발되지 않았다.   

KERI 설승권 박사팀(나노융합기술연구센터)이 개발한 기술은 전기도금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모양의 3차원(3D) 금속 구조체를 

머리카락 보다 훨씬 가는, 수 마이크로미터급 크기로 프린팅하는 기술이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 이뤄진 성과다. 

현재 3D 프린팅 관련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사용 가능한 재료는 대부분 복합화합물인 폴리머 소재로 국한된다. 때문에 

전자부품이나 설비 등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프린팅 할 수 있는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3D 프린팅 

적용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외에서 금속을 이용한 3D 프린팅 기술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KERI 설승권 박사는 “이번 기술개발은 전기도금법이라는 우리에게 친숙하면서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을 3D프린팅에 적용해 다양한 

형상의 3차원 금속 구조체를 제작한 세계 최초의 성과”라고 강조하고, “개발한 마이크로미터의 해상도를 갖는 금속 3D프린팅 

기술은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인쇄된 3D 전기전자부품이나 설비 등의 제작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사물에 디지털기능을 인쇄함으로써 사물인터넷(IoT), 바이오센서 산업의 활성화 및 금속 3D 프린팅 기술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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