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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ractal structures, which include Sierpinski and Pascal triangular fractals, have provided

many mathematical interests. In this study, the hydrodynamic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triangular fractals were investigated, and their application to the design of various artificial bone

scaffolds has been implemented via CAD modeling, computational analysis and mechanical test-

ing. The study proved that the Sierpinski and Pascal triangular fractal structures could effec-

tively be applied to bone scaffold design and manufacturing regarding permeability and

mechanical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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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프랙탈(fractal)은 전체를 부분으로 쪼갰을 때 부

분 안에 전체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기하학적 도

형을 의미하는 말이며,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

과 순환성(recursiveness)을 대표적인 속성으로 가

진다[1,2]. 전통적인 프랙탈은 칸토어 세트(Cantor

set), 시어핀스키 삼각형(Sierpinski gasket), 시어핀

스키 카펫(Sierpinski carpet), 파스칼 삼각형(Pascal

triangle)과 같은 2차원 다각형 형태와 코흐 곡선

(Koch curve), 페아노 곡선(Peano curve), 힐버트

곡선(Hilbert curve) 등의 평면 곡선을 들 수 있다[2].

최근 프랙탈 기하학 기술은 2차원 시어핀스키 삼

각형 또는 카펫을 이용한 전자기 안테나 설계[3,4],

인체 뼈 기공구조(porous structure)의 프랙탈 차원

분석[5], 힐버트 곡선을 이용한 스캐폴드 제작 패턴

(plotting pattern)에 이용한 경우[6] 등 과학과 공학

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어핀스키 삼각형과 파스칼 삼

각형 프랙탈 구조의 유체역학적 특성인 투수율

(permeability)을 비교분석하고, 인공 뼈 지지체

(artificial bone scaffold) 설계에 응용하였다. 뼈 스

캐폴드(scaffold) 설계 및 제작은 손상된 조직을 대

체하는 인공 조직을 제작하여 생체 기능을 복원하

고자 하는 조직공학(Tissue Engineering)에서 중요

한 분야이다[7]. 즉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하기 위

해서는 뼈 조직으로 증식되거나 분화될 세포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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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여 자랄 수 있는 지지체의 역할을 하는 스캐

폴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8]. 본 연구에서는

2차원 프랙탈 구조를 덕트(duct) 형상으로 연장하

고 기공률(porosity)을 높이기 위해 기공을 추가하

고, 삼각형 기본구조를 프리미티브(primitive)로 스

캐폴드 형상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프랙탈 구조에 대한 형상 설계,

투수율 및 강성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CAD(computer-aided design), CAE(computer-aided

engineering)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모델링, 유동

해석(fluid flow analysis) 및 구조해석(structural

analysis)을 수행하였다.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실

물 모델로 UTM(universal testing machine)에서 압

축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뼈 스캐폴드 제작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찾아

볼 수 있다. 스캐폴드 모델링과 관련하여, μCT 이

미지를 이용하여 피질골(cortical bone)의 프랙탈

차원 분석을 통해 기공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거

나[5], 여러 가지 기본구조(regular structure)를 활용

하여 스캐폴드를 모델링하거나[6,9,10], CT 이미지를

이용한 해면골(trabecular bone)의 3차원 모델과 인

공적인 단위모델(unit cell) 구성을 통한 3차원 뼈

모델링[11], 보로노이 테셀레이션(Voronoi tessellation)

을 이용하여 해면골의 구조를 모델링한 사례[12] 등

이 있다. 

인체 뼈 혹은 스캐폴드의 투수율 측정에 대한

연구들은 CAD 모델을 이용한 전산 해석적 방

법[11,12], 실물 모델을 이용한 실험적인 방법[9]을 통

해 해면골의 투수율을 측정하고 범위를 제시하였

다. 또한 많은 경우 스캐폴드의 압축강도가 중요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들이 전산 해석 혹은

UTM 실험을 통한 압축 테스트를 수행하였다[10,12-15].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어핀스키 및 파스칼 삼

각형 프랙탈 구조를 정의하고, 3절에서 프랙탈 구

조의 유동해석을 통한 투수율 특성을 살펴보고,

4절에서 프랙탈 구조를 이용한 스캐폴드를 설계하

고 투수율과 강성 특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2. 프랙탈 구조 정의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시어핀스키 삼각형과 파스

칼 삼각형 프랙탈 구조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Fig. 1에 시어핀스키 및 파스칼 삼각형 프랙탈의

0~4단계(generation) 구조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3,

4단계의 경우 직전 단계의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3A, 4A단계(adaptive structure)를 추가로 구성하였

으며, 2~4단계의 경우 프랙탈 구조와의 비교를 위

해 정규구조(regular or periodic structure)를 정의

하였다(Fig. 1의 2R, 3R, 4R). 

구성요소 측면에서 보면 시어핀스키 프랙탈은

삼각형을 구성요소로 가지며, 파스칼 삼각형은 삼

각가지(trivet, planar tripod)를 구성요소로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프랙탈 구조물

은 일정한 두께의 부재(member)들이 절점으로 연

결된 트러스(truss) 구조로 정의하였다. 

3. 유체역학적 특성

3차원 구조물의 내부를 흐르는 유체의 대표적인

특성은 압력, 속도, 체적유량(volumetric flow rate),

Fig. 1 Sierpinski and Pascal fractals: 0~4th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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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율(permeability) 등이 있다. 이때 유체 흐름과

관련이 있는 형태적 특성으로 기공률(porosity), 비

표면적(specific surface area: surface/volume ratio)

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어핀스키와 파스

칼 삼각형 프랙탈 구조를 z 방향으로 연장한 3차

원 덕트(duct) 구조를 설계하고, 다양한 크기와 모

양의 공극(pore) 내부를 흐르는 유체의 속도, 압력

차이를 측정하고 투수율(permeability)을 비교하였

다. Fig. 2(a)에 2단계 파스칼 프랙탈의 덕트 형상

모델을 나타내었다.

투수율(K[m2])은 Darcy의 법칙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11,12].

(1)

여기서 vD[m/s]는 단위 면적 당 체적유량(volumetric

flow rate per unit area), µD는 동점성계수(dynamic

viscosity), H는 덕트 길이, ∆P는 입구와 출구의 압

력 차이를 나타낸다. 참고로 vD는 Darcy 속력이라

고 하며, 유동해석으로 측정된 덕트 내 유동의 평

균속력이다[12]. 또한 ∆P는 입구와 출구 각각의 평

균 압력을 측정한 후 그 차이를 계산하였다.

유동해석은 ANSYS-CFX(Workbench 17.1)를 이

용하였다. 유동해석을 위한 CAD 모델은 CATIA

V5를 이용하여, 덕트 모델의 볼록껍질(convex hull)

로 만든 솔리드에서 덕트 모델을 빼기(subtraction)

연산한 후 z = 0, H 위치에 입구(inlet) 및 출구

(outlet)를 추가하여 만들었다. 이를 Fig. 2(b)에 나

타내었다. 

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은 입구 측 공급속도,출구

측 압력, 벽면 조건(non-slip wall), 동점성계수

(dynamic viscosity) 조건 등을 지정하였다. 이후

2~4 단계 프랙탈 구조의 부재 두께를 달리하여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Table 1과 Table 2에 유동

해석 조건을 정리하였으며, Table 1의 L, T, H는

Fig. 2에 표시하였다.

경계조건 중 L은 인체 대퇴골 골간(femur

diaphysis shaft)의 지름이 대략 20~30 mm임을 감

안하여 결정하였으며, 두께 T는 구조물의 기공률

범위가 20~85%가 되도록 정하였다. 또한 입구 속

도와 출구 압력은 스캐폴드 설계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12].

유동해석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렴성

(convergence)을 살펴보았다. 시어핀스키 2단계 덕

트 모델을 대상으로 메쉬 정밀도를 늘려가면서 투

수율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 3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림에 표시된 메쉬 생성 조건을

적용하였다. 이때 생성된 다각형 메쉬(tetrahedral

mesh element) 개수는 1,012,418개이며, 동일한 메

K v
D
μ
D
H/ PΔ=

Fig. 2 (a) Duct model, (b) Inlet & outlet for simulation 

Table 1 Structure dimensions for comparison of

permeability 

Dimension Value (mm) Remarks

L (Length) 20
Triangle edge length of 

0-th generation

T (Thickness) 0.2, 0.4, 0.6
Rectangular cross 

section

H (Height) 20 Duct Length

Table 2 Boundary conditions for fluid flow simulation

Dimension Value (mm) Remarks

Inlet velocity 1 mm/s

Outlet pressure Zero output pressure

Wall Non-slip

Media type (fluid)
Water

(µD= 0.89 mPa·s)
300 K

Fig. 3 Convergence study for fluid flow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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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 생성 조건에서 프랙탈 단계가 증가할 때 메쉬

개수는 감소한다(분할 대상 표면적이 감소함). 

이러한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고 투수율을

계산한 결과를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다. 참

고로 시어핀스키는 ‘SP’로, 파스칼은 ‘PA’로 표

기하였다. 시어핀스키 프랙탈 구조의 투수율은

5.06 × 10-8~1.16 × 10-7 m2, 파스칼 프랙탈 구조의

경우는 6.08 × 10-8~1.65 × 10-7 m2으로 측정되었다. 

Fig. 4(a), Fig. 5(a)는 부재 두께(T)에 따라 구분

하였으며, Fig. 4(b), Fig. 5(b)는 프랙탈 단계에 따

라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시어핀스키와 파스칼 삼

각형 모두 투수율은 기공률에 비례하며, 프랙탈 단

계가 증가하면 기공률이 작아지면서 투수율도 낮

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단계에서 프랙탈 구

조가 정규구조에 비해 투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Fig. 4 Permeability measurement of Sierpinski fractals:

(a) Thickness = 0.2, 0.4, 0.6 (b) Generation= 2, 3,

4

Fig. 5 Permeability measurement of Pascal fractals:

(a) Thickness = 0.2, 0.4, 0.6 (b) Generation = 2,

3, 4 

Fig. 6 Permeability comparison of Sierpinski and Pascal

frac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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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 구조 간의 투수율 경향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Fig. 6 참조). 즉 대체로 같은 기공률에

서 파스칼 삼각형 구조의 투수율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부재 두께에 따른 비표면적

(specific surface area) 특성을 Fig. 7에 표시하였다.

4. 스캐폴드 설계

4.1 개요

스캐폴드는 지지체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적절한

기계적, 물리적 성질을 가져야 하고, 세포의 이동

및 배양 과정에서 원활한 물질 교환을 위해 높은

기공률(porosity)과 적당한 크기의 서로 연결된 공

극(pore)를 가지는 3차원 구조이어야 한다[16]. 즉

기계적 강성, 투수율, 비표면적 특성이 중요하다.

특히 효과적인 골전도(osteoconduction)를 위해서

는 뼈 세포의 생장을 위한 원활한 물질교환이 필

요한데, 이는 스캐폴드 공극 내부에서 혈액 등 체

액의 흐름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스캐폴드 내

액체의 유동성이 중요한 요인이며, 투수율은 이를

표현하는 척도로 많이 사용된다[9].

일반적으로 뼈 내부는 Fig. 8에 나타내었듯이 기

공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불규칙한 구조이다. 또

한 뼈 내부의 기공구조를 확대하여 살펴보면 확대

전의 전체 형상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자기 유

사성을 가지는데[5], 이러한 관점에서 프랙탈 구조

를 스캐폴드 설계에 적용하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

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프랙탈 구조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본구조(primitive) 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스캐폴드 설계를 제안하고 적용하

였다. 즉 시어핀스키와 파스칼 삼각형 구조의 투

수율과 강성을 고려하여 프랙탈 삼각형 기본구조

를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지체를 설계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4.2 스캐폴드 설계 및 특성 분석

3 절에서 다룬 프랙탈 구조의 경우 Z 방향으로

덕트형상을 구성하였는데, 스캐폴드의 기공률과

비표면적 특성 및 세포 생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덕트 벽면에 공극 간 구멍(side pore)을 추가로 설

계하였다. 또한 삼각형 기본구조를 조합하여 다양

한 형태의 스캐폴드를 설계하였는데, 파스칼 프랙

탈 2단계 삼각형 6개를 이용하여 뼈 단면과 유사

하게 스캐폴드를 설계한 예를 Fig. 9에 나타내었

다. 이때 기본 구조의 크기는 L = 20, H = 20, T = 0.4

이며, 벽면에 0.2 × 0.8 크기의 사각형 side pore를

1.2 간격으로 추가하였다(단위는 모두 mm).

시어핀스키 및 파스칼 2~4단계 구조를 이용한

16개의 스캐폴드 설계 결과는 Fig. 10에 나타내었

으며, 이 스캐폴드를 대상으로 투수율과 유효강성

(effective stiffness)을 측정하였다.

4.2.1 투수율 측정

유동해석을 위한 CAD 모델은, 덕트 모델의 볼

록껍질(convex hull)로 만든 솔리드에서 덕트 모델

Fig. 7 Specific surface area (Surface/Volume) 

Fig. 8 Typical cancellous bone structure[17]

Fig. 9 Scaffold design by use of primitive fract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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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빼기(subtraction) 연산한 후 z = 0, H 위치에 입

구(inlet) 및 출구(outlet)를 추가하여 만들었다(Fig.

9 참조). 

투수율 측정을 위한 유동해석의 경계조건은 Table

2와 동일하며, 다만 유체매질(fluid media)은 인체

혈액(blood)과 유사하도록 온도 310 K, 동점성계

수 = 5 mPa·s로 설정하였다. Fig. 10의 스캐폴드를

대상으로 측정한 투수율을 Fig. 11에 나타내었다. 

4.2.2 강성 측정

구조해석 및 UTM 실험을 통해 스캐폴드의 유

효강성을 측정하였다. ANSYS를 이용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재료의 기계적 성질은 3D

프린팅 재료(ABS계열)의 물성치로서 Young’s

Modulus = 2.2 GPa, Poisson’s ratio = 0.35, Density

= 1040 kg/m3으로 설정하였다. 압축 강성을 측정

하기 위해 z축 방향으로 압축 변위를 가하여 반발

력(reaction force)을 얻은 후, 식 (2)를 이용하여 유

효강성(effective stiffness)을 측정하였다[14,15]. 여기

서 F는 반발력, A는 단면적, δ는 변형된 길이, L은

원래 길이를 의미한다.

(2)

전산해석 결과를 Fig. 12에 나타내었으며, 실험

용 모형과 실험 결과는 Fig. 13과 Fig. 14에 나타

내었다.

E
σ

ε
---

F/A

δ/L
---------= =

Fig. 10 Scaffold design based on Sierpinski and Pascal fractal structures

Fig. 11 Permeability measurement of designed scaffolds:

(a) Sierpinski, (b) Pas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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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물리적 특성 분석 

시어핀스키 프랙탈 구조로 설계한 스캐폴드의

투수율은 4.29 × 10-8~1.31 × 10-7 m2, 파스칼 프랙

탈 구조의 경우는 7.47 × 10-8~1.67 × 10-7 m2이다.

실험적으로 해면골(trabecular bone)의 투수율이

5 × 10-9~4.5 × 10-8 m2 범위이고[12], 다른 연구의 투

수율 측정값과 비교할 때에도 본 연구 결과가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9,11]. 

Z 방향 압축에 대해 전산해석을 이용한 시어핀

스키 프랙탈 구조의 Young’s modulus는 618~

1680 MPa, 파스칼 구조의 경우는 616~1169 MPa

범위이며 기공률과 선형적으로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UTM 실험으로 측정한 Young’s modulus는

시어핀스키 구조의 경우 399~817 MPa, 파스칼 구

조의 경우 455~654 MPa 범위이다. 참고로 실험장

비는 시마즈(Shimadzu) 사의 AGS-10kNJ를 사용

하였으며, 압축강도 측정 속도는 1 mm/min이다.

Fig. 12 Compressive Young’s modulus of fractal

structures (numerical result): (a) Sierpinski,

(b) Pascal

Fig. 13 Physical model of designed scaffolds (3D

printed): (a) Sierpinski, (b) Pascal

Fig. 14 Compressive Young’s modulus of fractal

structures (experimental result): (a) Sierpinski,

(b) Pas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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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해석에 비해 50~70% 정도로 작게 측정된

것은 스캐폴드의 제작에 적용된 3D 프린팅 제조

방식(FDM)으로 인해 기계적 물성치의 저하가 발

생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일반적인 해면골

의 경우 50~200 MPa 범위임을 고려할 때 인공 지

지체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12]. 

추가적인 해석을 통해 동일한 기본구조(primitive)

와 경계조건을 사용할 경우 기본구조 개수를 1~6

까지 변화시켰을 때 투수율의 차이는 1% 미만으

로 나타났다. 동일한 프랙탈 구조물에 대해 동점

성계수(dynamic viscosity)를 µD= 0.89 mPa·s에서

µD= 10 mPa·s까지 변화시켰을 때 투수율의 변화

는 3%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체 온도 변화

(280 K~370 K), 입구 측 속력(inlet speed) 변화

(0.5~1 mm/s)에 대한 투수율 차이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어핀스키 삼각형과 파스칼 삼

각형 프랙탈 구조에 대한 투수율과 기계적 강성을

비교분석하고, 인공 뼈 지지체(artificial bone

scaffold)로의 응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0~4 단

계 삼각형 프랙탈 구조를 정의하고, 덕트 형상에

대한 투수율을 비교하였다. 덕트 형상의 벽면에 기

공을 추가하여 기공률을 높이고, 삼각형 기본 구

조를 조합하여 해면골과 유사한 형태와 특성을 가

지는 스캐폴드를 설계하였다. 3차원 CAD 모델을

이용하여 전산 해석을 수행하고,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실물 모델로 UTM에서 압축 테스트를 수

행하여 스캐폴드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투수율과 강성

측면에서 인체 해면골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고, 기계적 강성과 생리적 유동성을 고려

한 인공 뼈 지지체 설계에서 시어핀스키 및 파스

칼 프랙탈 구조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인체 뼈 내부 구조가 프랙탈과 유사한 기공 구조

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프랙탈 구조의 적용이 적

합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어핀스키 및 파스칼 삼각

형 프랙탈 구조는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용이하

고, 삼각형 구조나 육각형 구조를 조합하여 다양

한 형태의 지지체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

울러 해당 프랙탈 구조의 물리적 특성과 하중 등

의 환경을 고려하여 적용 부위를 달리하는 등 선

택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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