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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D 프린팅 기술은 설계 데이터 기반의 3차원 

형상을 제작하기 위한 제조기법으로, CAD/CAM 
(computer aided design /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시스템을 이용하여 디지털 데이터

화 된 3차원 디자인을 2차원 단면으로 한 층씩 적

층하여 최종 구조물을 제작하는 제조기법이다. 이
러한 특성으로 인해 적층제조 (additive 
manufacturing)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복잡한 형

태의 3차원 구조물 제작에 매우 유리하나, 가공 

재료의 한계가 있다[1].
  대표적으로, Fused Deposition Modeling (FDM) 
기법의 경우 열가소성 수지를 용융시킨 뒤 구조물

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형상을 지니지만 경

량화 된 구조물 제작에 용이하다[2]. 산업현장 및 

시제품 제작에는 주로 기계적 강도와 열 저항력이 

높은 Polyetherimide (PEI),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ABS)를 사용하며, FDM 방식의 프린팅용 

소재 개발에 따라 생체적합성 열가소성 플라스틱

인 Polycaprolactone (PCL) 및 금속, 세라믹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 플라스틱 소재등의 재료를 적용 가

능하게 되었다. 또 다른 3D 프린팅 방식인 

Stereolithography (SLA) 기법은 광경화성 수지 표

면에 초점을 맞춘 레이저를 조사하여 구조물을 만

드는 제작 방식으로 제작 정밀도는 FDM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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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우수하나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광경화성 

수지에 국한되어 다양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

다[3]. 이처럼 현재의 3D 프린팅 기술은 소재와 프

린터의 동반 발전이 최우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제작 된 구조물은 기계, 우주항공, 자동

차, 의료, 전자소자 등 많은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

능하다. 특히, 생체 의료 분야에서 2000년을 전후

로 하여 3D 프린팅 기반 바이오 조형기술의 활용

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조직공학용 

인공지지체 개발 이외에도 환자 맞춤형 보형물, 
수술 계획 및 모형 제작을 위한 팬텀 (Phantom) 
제작, 인공혈관, 생체 센서 개발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지난 10 여 년간, 소재 및 가공 기술의 발

달로 높은 형상 가공성 및 복잡성을 가지는 경질 

구조물 (hard structure) 제작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

전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 동향 보고서를 통해 다

뤄지고 있다. 
  최근 인체 삽입/부착형 센서 및 인체 구조물 등

의 3차원 연성 구조물 (soft structure)을 제작하기 

위하여 3D 프린팅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로봇 팔

에 부착하는 유연 촉각 센서 (flexible tactile 
sensors)나 유연 변형 센서 (flexible stain sensor) 등
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4-6]. 또한,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하여 3차원 구조물을 제작하

는 3D 세포 프린팅 기술의 발전으로, 장기 이식 

및 인공 장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바이오조직/
장기의 개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7,8]. 하지만 이

와 같은 연성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재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적층 가공 

기법에 불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성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제작 방식 및 소재와 

향후 기술 전망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성 구조물 제작 방식

2.1 잉크젯 기반 프린팅

  잉크젯 프린팅 방식은 열로 인한 유체이동이나 

피에조 (piezoelectric) 방식으로 하이드로젤을 분사

하며, 극 미량 (1~100 picoliters)의 소재를 위치시

킬 수 있기 때문에 디스펜싱 방식에 비해 정밀도

가 높다[9,10]. 잉크젯 기반 프린팅 기술은 대량생산

으로 제작되는 인쇄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되기 때

문에 시스템 구성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이 방식은 프린팅을 위한 기본 단위인 

하나의 물방울 (droplet)을 생성시켜야 하기 때문

에 점도가 낮은 재료만이 사용 가능하며, 이로 인

해 제작 가능한 단층 패턴의 두께가 매우 얇다. 
따라서 3차원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여러 개

의 층을 쌓아 올리는 적층 공정시 매우 오랜 시간

이 소요된다.

2.2 광조형 기반 프린팅

  레이저 빔의 스캔을 이용한 광조형 프린팅 방법

뿐만 아니라, 단면 이미지를 조사하여 2차원 단면 

패턴을 한 번에 제작하는 투영 기반 (projection- 
based)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가공속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Fig. 1a)[3]. 또한, 간접 제작 방식 

(indirect SLA method)의 개발을 통하여 연성 구조

물 제작 가능성을 향상 시켰다[11]. 간접 제작 방식

Fig. 1 Schematics of (a) stereolithography and (b) 
dispensing-based 3D printing system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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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차원 프린팅 기술과 몰딩 공정이 결합된 것으

로, 제작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역상을 포함한 몰

드를 3차원 프린팅 시스템으로 제작한 뒤 연성 재

료를 주입하여 경화시킨 후 몰드를 제거함으로써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이는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작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공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직접방식 혹은 디스펜싱 방식에 

비해 제작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단점이 있다.

2.3 디스펜싱 기반 프린팅

  기존의 3D 프린팅 제작 방식인 FDM방식과 제

작 공정은 비슷하나 사용되는 소재에 따라서 열을 

가하지 않거나 시스템의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폭넓은 범위로써 디스펜싱 기반 프린팅 방

식으로 불린다 (Fig. 1b). 디스펜싱 기반 제작 방식

은 공압 (pneumatic pressure), 피스톤 (piston) 혹은 

스크류 (screw) 방식의 디스펜서를 사용한다. 주로 

프린팅 하고자하는 소재를 시린지에 넣고 마이크

로 노즐을 통해 토출하는 방식으로 구조물을 제작

한다. 디스펜싱 기반 프린팅 방식은 정밀도가 약 

수백 마이크로미터 단위이지만, 잉크젯 방식에 비

해 빠른 제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잉크젯 

방식에 비해 재료의 점도에 큰 영향을 받고, 광경

화성이 아닌 대부분의 점탄성 특성을 가지는 재료

는 모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디스펜싱 기

반 방식의 3D 프린팅 제작 방식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7]. 

3. 연성 구조물 소재 및 제작 공정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연성 구조물 제작을 

위하여 소재의 선정 및 선정 된 소재에 따른 공정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3D 프린팅 기

술이 나날이 발전하여 자동차, 완구, 항공기부품까

지 만들고 있지만, 사용 재료는 주로 열가소성 플

라스틱에 국한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분야별로 

각광받는 프린팅 용 소재 및 이를 이용한 공정 기

술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3.1 유연 전자소자 분야

  반도체, 센서, 배터리 등의 소형 전자기기 분야

에서 사용되는 소자의 제작을 위해 3D 프린팅 기

술을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
자기기 분야의 3D 프린팅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

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디스펜싱 기반 방식을 사

용하였고, 전기전도성 재료인 실버 페이스트 

(silver paste)를 이용하여 모래알 크기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제작하여 배터리 전극을 교착 (adhesion) 
시키는데 성공하였다[12]. 이는 기존에 사용되는 얇

은 필름에 전극을 입혀 제작한 배터리가 충분한 

전원을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얇은 전극을 여러 

층으로 적층하여 교착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

인한 논문이었다. 이는 비교적 경질의 전기전도성 

구조물의 (Young's modulus > 10 MPa) 제작 가능

성을 확인한 연구라면, 후속연구를 통하여 매우 

유연한 탄성중합체 (highly stretchable  elastomer) 
내부에 변형 센서 (strain sensor)를 함께 프린팅 한 

연구가 소개되었다[5]. 
이는 로봇 공학에서 적용 가능한 유연 소자 중 하

나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 된 손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wearable device)의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

Fig. 2 Photography of embedded 3D printing for 
fabricating strain sensors within highly 
conformal and extensible elastomeric 
matrices (reproduce with permission from 
re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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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팀은 여러 종류의 소재를 

사용하였다. 먼저, 용기 (reservoir) 안에 Ecoflex 
00-30으로 불리는 상용화된 silicone elastomer를 붓

고, 그 안에 점탄성의 전기전도성 재료를 이용하

여 미리 디자인 된 변형 센서를 프린팅하였다. 이
후 silicone elastomer를 경화하여 최종적으로 연성 

전자 소자를 제작하였다. 이는 매우 낮은 가격에 

전자 소자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으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센서를 디자인하여 개

별적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사이즈를 크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ig. 2). 
  국내에서도 디스펜싱 기반의 3D 프린팅 방법을 

이용한 유연 촉각 센서 (flexible tactile sensor) 의 

제작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4]. 이 센서는 로

봇이 자신 주변의 환경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인체 

피부와 같은 감각기관을 모사하고자 제작 되었다. 
이를 위해 촉각 센서를 구성하는 소재로 

Multi-Walled Carbon Nano-Tube로 이루어진 전기전

도성 소재를 사용하였고,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UV경화가 가능한 탄성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각각

의 재료를 각 layer마다 번갈아가며 프린팅 하였

다. 이처럼 개발 된 촉각 센서는 접촉을 통해 외

부 자극을 수용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신호처리 시스템이 함께 구현하였고, 이상적인 출

력 형태와 가까운 디지털 필터를 설계하였다.
  이 외에도 형상 기억 고분자를 프린팅 용 재료

로 사용하여 3D 프린팅으로 구현한 유연 전자소

자 등의 연구를 통해[13], 웨어러블 전자소자 및 휴

먼-기계 인터페이스를 위한 연성 기능성 소자의 

제작을 위해 3D 프린팅 기술이 매우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3.2 생체의료 분야

  3D 프린팅 기술은 맞춤형 및 생체 모방형 구조 

생산이 가능한 기술적 이점으로 인해 생체의료 분

야로의 적용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4]. 특히, 세
포와 세포를 봉입하여 구조체를 제작하는 하이드

로젤(hydrogel) 류의 소재를 일컫어 바이오잉크 

(bioink)라 하고, 이를 이용한 구조물 제작 방식을 

3D 세포 프린팅이라고 한다[15]. 이는 현재까지 생

체의료 분야로 적용된 사례와는 다르게 살아있는 

세포를 포함하는 구조체이며, 인체 내의 연성 조

직 및 장기의 물리적 환경을 모사하기에 매우 적

합한 가공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의 응용분

야로는, 피부, 근육, 간, 신장 등의 인공 조직/장기 

재생 분야 및 약물 테스트를 위한 체외 생체모델

의 개발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6].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생체 의료분야에서 사용

되는 프린팅용 소재인 바이오잉크는 내부에 살아

있는 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사 및 3차원 적층

에 적합한 점도(viscosity)를 가지면서 세포 친화성

(cytocompatibility)이 뛰어나야 한다. 또한, 외부환

경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며, 원하는 조직으로의 증식과 분화

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작 된 구조물의 정

Fig. 3 Examples of 3D cell printed soft structures 
using various bioinks. (a) A porous 3D 
alginate scaffold was fabricated and 
crosslinked by applying divalent cations. (B) 
Lutrol F127 printed in the form of a 3D 
vascular network within silicon ink border. 
(C) A construct of UV-light crosslinked 
gelMA with HA was fabricated in four 
layers. (D) Porcine aortic valve model was  
printed, where root (blue) was formed with 
700 MW PEG-DA hydrogel while the 
leaflets (red) were formed with 700/8000 
MW PEG-DA hydrogels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18, 19, 20 and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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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resolution)는 대개 바이오잉크의 점도가 높

을수록 향상되지만, 잉크를 분사할 때 봉입된 세

포에 가해지는 전단응력 (shear stress)도 함께 증

가하여 세포 사멸 등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세포에 해롭지 않으면서 생산성 및 가공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범위 내의 물리적 화학적 조건을 만

족하는 바이오잉크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17].
  초기 3D 세포 프린팅은 주로 잉크젯 기반 제작

기술로 구현되었다. 사용하는 재료는 알지네이트 

(alginate) 및 피브린(fibrin) 하이드로젤 이었으며 

약 20~300μm의 작은 방울을 만들어 구조물을 제

작하였다[10]. 그러나 잉크젯 기반 제작 기술은 매

우 낮은 점도의 바이오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

작 가능한 단층 패턴의 두께가 매우 얇은 한계점

이 있다. 이는 3차원 적층 공정을 위해 오랜 시간

이 소요되며, 중력에 의해 바이오잉크 내의 세포

가 가라앉는 현상으로 균일한 구조물 제작이 어렵

다.
  최근에는 디스펜싱 기반의 3D 세포 프린팅 기

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대개 살균 환경의 공기 

중에서 바이오잉크를 분사 및 적층하여 구조물을 

만드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Drexel 대학에서는 세

포가 섞인 알지네이트 (Fig. 3a) 용액을 이용하여 

프린팅하는 공정 기술을 소개하였고[18], Envision 
-TEC 사는, 각 재료를 가교할 수 있는 가교제가 

포함된 높은 점성의 용액 (plotting medium)이 담

긴 용기에 프린팅 하여 프린팅 하는 동안 형상 안

정성을 높이고, 가교에 시간이 소요되는 재료를 

이용한 세포 프린팅 공정 시 큰 장점 지님을 확인

하였다. 
  또한, 온도 감응성 바이오잉크를 이용한 구조물 

제작 시, 재료가 노즐로부터 원활히 분사될 수 있

도록 디스펜서에 온도 제어부를 추가해야 한다. 
대표적인 온도 감응성 재료인 콜라겐(collagen), 
Pluronic F127, 아가로즈(agarose)는 각각의 재료가 

지닌 고유의 특성에 따라 젤이 되지 않는 온도에

서 구조물 제작을 수행해야 한다 (Fig. 3b)[19]. 이
처럼 현재까지 대부분의 세포 프린팅 시스템에서

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생체 재료를 이용하여 

이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프린팅 시스

템 및 공정 설계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광 가교 

방법 (photo-crosslinking method)를 사용하여 3차원 

패턴에 유리한 바이오잉크를 개발 하는 연구도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Fig. 3c, 3d)[20,21].   
  최근에는 단순히 세포를 봉입하는 기능의 바이

오잉크용 하이드로젤이 아닌 생체 내와 유사한 화

학적, 생물학적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바이오잉

크의 개발이 화두이다. POSTECH에서는 조직에서

부터 세포를 제거하고 남은 세포 외 기질을 바이

오잉크로 사용하는 기술을 소개하였다[22]. 탈세포

화 된 재료의 성분은 주로 콜라겐이지만, 조직 특

이적인 단백질(protein) 및 단백다당류 (proteo 
-glycan) 등 생체조직의 구현 및 기능에 필요로 하

는 많은 체내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
러한 성분은 기존의 생체 재료에 비하여 인공 조

직 및 장기 재생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실제로 해당 바이오잉크와 줄기세포를 이용하

여 제작 된 심장, 연골 및 지방 조직 구조물은 기

존의 단일 콜라겐 바이오잉크로 제작 된 구조물에 

비하여 높은 분화능 및 성숙도를 보여주었다. 그
러나, 콜라겐 기반의 온도 감응성 재료이기 때문

에 아직까지 형상 정합도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4. 결  론

  2013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기점

으로 하여, 3D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구조물의 제작 및 이의 응용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3D 프린팅 관련 분야 중,  
본 리뷰에서는 연성 구조물 제작 기술 및 이의 주

요 응용 분야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연성 구조물의 제작을 위해 일반적인 3D 프린팅 

제작 방식인 잉크젯, 디스펜싱 및 광 조형 기반 

프린팅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재료의 선

택폭이 비교적 넓은 디스펜싱 기반 제작 방식이 

각광 받고 있다. 또한, 각 적용 분야 및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제작 공정 및 후처리 과정이 다양하

게 개발이 되고 있다. 이처럼 3D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 된 연성 구조물은 주로 유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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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 및 생체 의료분야로의 적용으로 각광받고 있

으나, 아직까지 이의 응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

구에 머물러 있는 단계이다[23,24]. 
  특히, 3D 프린팅 기반의 연성 구조물의 제작 기

술 및 소재 개발 연구는 현재 로봇과학 분야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소프트 로봇’ (soft robotics) 
분야로의 적용이 기대된다. 또한, 유연한 동작을 

할 수 있는 로봇과 인간이 접촉할 때, 로봇의 감

각능, 안전성,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불가

결한 요소이기에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또한, 군사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wearable 
device in military environments) 개발에 대해 올해 

미 정부에서는 75백만 달러의 비용을 투자하여 대

규모의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또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골격구조 이외의 

대부분의 조직/장기는 연성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이를 모사하여 재생의학 및 체외 생체 모델

을 개발하는데 응용하기 위해서는 3D 프린팅 기

반의 연성 구조물 제작 및 소재 기술의 발달이 절

실히 요구된다. 특히, 바이오잉크 기술은 프린팅 

공정 및 조직/장기 재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심지어, 각 조

직 별, 각 세포별로 필요로 하는 생물학적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최적화 된 바이오잉크 

개발은 고기능성 조직/장기 제작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 외에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하여 실

제 인체조직 크기의 구조물 제작이 이루어져야 하

며, 이를 위해 가공 소요 시간의 최소화를 가능케 

하는 공정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본 리뷰에서 

언급한 분야 외에도, 3D 프린팅 기술 기반의 연성 

구조물 개발 응용 분야를 확장하여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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