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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이 전기방사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한 수학적 모델링
Mathematical modeling for the evaluation of the effect of electric field on 

the electro-sp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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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코팅된 비혈관 스텐트는 체내에서 이동, 신
생내막 또는 종양의 형성을 증진, 음식물이 폐색되

어 썩게 된다는 큰 문제점이 있다. 혈관 및 비혈관 부

분에서 세포의 과성장 및 스텐트 내부로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협착 (restenosis) 방지를 위해 스텐

트에 코팅하는 주요 소재는 PU, 테프론, 실리콘이 가

장 많이 사용된다. PU나 실리콘 같은 바이오고분자

의 경우 스텐트에 Dip-coating방식의 코팅에 많이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스텐트를 카테터에 삽입 시키

거나 압축시킬 때 스텐트 코팅층이 쉽게 찢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최대한 얇고 균일하며 부

피가 작고 강도 와 유연성을 갖는 고분자 맴브레인

을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스텐트의 코팅 

특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최근에는 전기방사를 이용

한 나노섬유를 코팅하며, 전기방사법은 고전압하

에서 마이크로(um) 보다 작은 수준에서 나노 미터 

수준까지의 섬유를 생산하는 방법이다[1,2]. 섬유

를 생성할 때 최대 고분자용액에 최대 40kv이상의 

전압을 걸어주면 모세관 끝에 Taylor cone이 형성되

어 단일 제트(singlejet) 형태로 분사되고 전하반발력

에 의해서 많은 필라멘트로 나누어져 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나노 직경을 가지는 섬유

가 생성된다. 본 연구는 전기방사를 이용해 비혈관 

스텐트에 PU 혹은 실리콘등의 폴리머를 이용하여 

균일한 나노 섬유를 코팅하기 위한 Electric field 의 

영향 평가를 위한 수학적 모델링에 관한 연구를 하

고자 한다. 

2. 수학적 모델링

본 연구의 전기 방사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노즐에 Power supply를 이용하여 15kV를 

인가 하고, sample에 음 전극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스템의 전기장의 분포는 

L.S.Carnell et al. 에 의해서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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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

여기서 전기장 입력 밀도는 , 이고, 아래와 같이 

표현되며, 이때의 D는 노즐과 콜렉터 베이스 사이

의 거리이며, L는 콜렉터 베이스의 길이이다. 그리

고 r' 는 콜렉터 베이스의 반지름이며,   = 
8.8541878176 x 10 -12 C2/j·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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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electro-spinning system.

3.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은 LabVIEW를 이용하여 위 식 1을 프

로그램에 대입하여, 그림 2와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수학적 모델링 결과 실제로 전기 방사 과정

사진(그림 2(a))과,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2(b)를  

비교 하였을 때, 전기장이 강한 노즐 부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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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방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전기장이 약해지는 콜렉터 베이스 부근에서는 방

사가 흩어지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2(c)와 같이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전기장의 

크기가 콜렉터 베이스로 갈수록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결과는 실제 실험에

서 노즐과 콜렉터 베이스의 높이차를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을 프로그램을 통하여 증명 할 수 있었

다. 

Fig. 2  Photograph of electro-sopinning process(a) 
and simulation results(b : top view, c: side view)

4. 결론

본 연구는 제안된 전기방사 시스템의 방사 과정

상에서의 전기장의 영향평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학적 모델링을 구한 뒤, 이를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전기장의 분포를 확인 하였다. 또한, 실제 방사 

과정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전기방사 조건하에서의 전기장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실험을 통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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