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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나노 및 마이크로 형상이 세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직공학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미세한 크기의 제작 기술이 발달하면서 

나노 급 크기를 가지는 인공구조물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나노생체모사(nano-biomimetic) 기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직공학 

분야에서 다양한 생체재료를 사용하여 

3 차원의 인공지지체 제작을 하기 위한 

쾌속조형(rapid prototyping, RP) 기술도 많이 

개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 형상 제작 기술(solid 

freeform fabrication technology)과 

전기방사(electrospinning) 기법을 융합한 나노-

마이크로 정밀 분사 시스템(nano-micro precision 

deposition system)을 개발하여 마이크로 2D 

패턴에 나노섬유를 제어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는 폴리머 적층 

시스템의 열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2D 패턴을 

제작하기 위해 45,000 의 평균 분자량을 가지는 

PCL(분자량 : average Mn 45,000, Sigma aldrich, 

USA)과 전기방사를 통해 나노섬유를 제작하기 

위해 분자량이 더 높은 PCL(분자량 : 

Mn70,000-90,000 by GPC, Sigma aldrich, USA)을 

준비하였다. 전기방사를 하기 위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쓰인 용매로는 클로로포름(CHCL3, 

99.5%, Samchun Pure Chemicals CO., LTD, USA)이 

이용되었다. 그리고 나노섬유를 방사하기 위한 

솔루션의 농도는 높은 분자량을 가지는 PCL 을 

클로로포름에 18.0 wt% 만큼 용융시켜 

만들었다. 그리고 나노-마이크로 정밀 분사 

시스템으로 제작된 2D 패턴과 나노섬유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escan VEGA II LMU, Czech)으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본 연구에서 나노-마이크로 정밀 분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선 폭을 가지는 

2D 패턴 위에 나노 섬유를 원하는 위치에서 

방사할 수 있도록 제어하였다. Fig. 1 은 나노- 

마이크로 정밀 분사 시스템의 실물을 보여주고 

 

 

Fig. 1 Image of nano-micro precision deposition 

system 

나노-마이크로 정밀 분사 시스템을 이용한 마이크로 2D 

패턴에 적합한 나노섬유의 최적 제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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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cess condition for micro pattern and 

nanofiber fabrication 
 

 Polymer  

deposition system 
Electrospinning 

Nozzle size 
200 m 

(precision nozzle) 

200 m 

(plastic nozzle) 

Pressure 

Temperature 

Scan velocity 

Voltage 

Flow rate 

TCD 

700 kPa 

100˚C 

60 mm/sec 

- 

- 

- 

- 

- 

100 mm/sec 

23 kV 

0.16 mm/min 

1 mm 

 

있다. 나노-마이크로 정밀 분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2D 패턴과 나노섬유를 제작하는 

과정 중에서 폴리머 적층 시스템을 이용한 

제작과정과 전기방사를 이용한 제작과정을 

나눌 수 있다. 먼저 폴리머 적층 시스템으로 

제작할 2D 패턴은 분자량이 낮은 PCL 을 

준비하여 시린지에 넣고 온도를 100˚C 

유지하여 고체상태인 PCL 을 녹여준다. 열을 

통하여 액체상태가 된 PCL 은 700 kPa 의 

압력을 이용하여 200 m 의 노즐로 분사되어 

패턴으로 제작된다. 마이크로 패턴 제작이 

완료가 되면 시스템의 X-Y 축 이동을 통하여 

전기방사 노즐 초점이 마이크로 패턴 위에 

위치 되도록 설정하여 나노섬유를 제작한다. 

이때 전기방사의 공정조건은 23 kV 의 압력, 1 

mm 의 노즐 팁과 콜렉터와의 거리, 0.16 

mm/sec 의 시린지 펌프 이송속도로 설정하였다. 

Table 1 은 마이크로 패턴과 나노섬유 제작의 

공정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Fig. 2 는 마이크로 

패턴과 나노섬유를 확대 배율에 따라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다. Fig. 2 (a), (b)는 각각 60, 100 배 

확대한 모습으로 나노섬유가 마이크로 패턴 

위에 방사된 위치와 방사가 되지 않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c)는 나노섬유가 방사된 

위치에서 더욱 상세하게 나노섬유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d)는 조금 더 정확한 나노섬유의 

직경을 알아보기 위해 마이크로 패턴과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노-마이크로 정밀 분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패턴 위에 나노섬유를 원하는 

위치에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2 SEM images of micro pattern and nanofiber : 

(a) 60x, (b), (c) 100x, and (d) 400x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나노-마이크로 정밀 분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단위를 가지는 

패턴과 나노섬유를 제작하였다. 또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나노섬유를 마이크로 패턴 

위에 원하는 위치에서 방사되도록 제어하였다. 

향후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3 차원 형상의 

구조물을 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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