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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3주기 최소곡면 TPMS 
3주기 최소곡면(Triply Periodic Minimal Surface; 

TPMS)(1)은 1865년 독일의 수학자 Hermann Schwarz
에 의해 소개되었다. TPMS는 모든 점에서 평균곡
률이 영이 되는 (넓은 의미에서 일정한) 부드러운 
곡면을 가지며 3방향으로 주기성을 가진다. 또한 
TPMS는 자체적으로 교차하지 않으며(no self-
intersection) 공간을 서로 얽힌 두 개의 sub-volume
으로 분리한다. Fig. 1은 여러 가지 TPMS를 나타내
고 있는데 이중 P-, D-, G- surface가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알려져 있다. TPMS는 주로 두 물질 사
이에 최대접촉을 제공하는 안정적이 계면으로서 
존재하며 성게 외각판(testa plate), 계면활성제에 의

해 분리된 기름-물 구조, 생체 세포막, 블록 공중
합체(block copolymer) 등에서 발견된다.(1~3) 

 
1.2 규칙구조를 갖는 극저밀도 재료 
최근 수년간 10-2 g/cc 이하의 극저밀도를 가지면
서 우수한 강도를 가진 3가지 재료가 소개되었다. 
2012년에 소개된 Microlattice(4)가 최초의 것이며, 
Nanolattice,(5,6) Mechanical Metamaterial(7) 등 유사한 
재료에 대한 논문이 Science와 Nature Materials지에 
4편 이상 실릴 만큼 핫이슈이다. Fig. 2는 이 3가지 
재료를 나타내고 있다. 이 재료들은 3D lithography 
로 폴리머 희생구조체(template)를 만들고 그 표면
에 경질코팅을 한 다음 내부 희생구조체를 식각하
는 공정을 통하여 제조된다. 세 재료 간의 차이는 
template를 만드는데 적용된 UV lithography기술 종
류에만 있다. 이 세 재료는 모두 Fleck 등(8)이 정
의한 규칙구조(micro-architecture)를 가지면서, 극저
밀도를 갖는 새로운 개념의 재료로서 튜브 격자 

Key Words: Shell Structure (쉘 구조), Periodic Cellular Metal(규칙적 다공질 금속), Wire-woven Bulk Kagome 
(와이어 직조 카고메), Triply Periodic Minimal Surface(3주기최소곡면) 

초록: 최근 Shellular라는 새로운 극저밀도 재료가 소개되었다. Shellular는 주기적 구조를 가지면서도 한 
장의 부드러운 곡면의 쉘로 구성되어 있다. 최초의 Shellular는 리쏘그래피를 이용하여 제조되며 3주기최
소곡면의 일종인 P-곡면과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와이어 직조에 기반하여 D-곡면과 유
사한 Shellular를 제작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실험과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압축하중 하의 재료
물성을 평가하고 종래의 극저밀도 재료와 비교하였다. 

Abstract: A new ultralow density material (ULDM) named Shellular was recently introduced. Shellular has a periodic 
cellular structure with smooth-curved shells. The template for the first Shellular was fabricated using lithography and 
its shape was similar to the P-surface, a type of triply periodic minimal surface (TPMS). In this paper, a new fabrication 
method of Shellular with D-surface, named W-Shellular, is described. W-Shellular is fabricated based on weaving of 
polymer wires. The compressive properties are evaluated by experiments and analysis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UL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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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가지며 Fig. 3과 같은 계층(hierarchical) 구
조를 갖는다. 
이러한 특이성 덕분에 세 재료의 밀도대비 강도

는 불규칙한 구조를 갖는 종래의 재료보다 월등하
다. 사실, 격자형 혹은 튜브 격자형 구조를 갖는 
다공질재료의 개념은 2000년대 초반에 소개되었는
데 소위 ‘stretching dominated’ 변형을 한다.(9,10) 즉, 
외부 하중 작용 시 격자에 길이방향으로 인장 또
는 압축응력이 발생하여 저항하기 때문에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재료들은 얇은 박막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격자들
의 연결부위에서 복잡한 형상으로 인한 응력집중
과 경질코팅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Fig. 4

는 Microlattice에 압축하중이 가해질 때 변형양상
을 나타내고 있는데 격자들의 연결부위에 변형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11) 

 
1.3 Shellular의 등장 
2015년 Shellular라는 새로운 개념의 재료가 소

개되었다.(12) Shellular는 shell 과 cellular의 합성어
로, 격자형 구조를 갖는 위의 3가지 재료와는 다
르게 연속적인 얇은 shell로 구성된 재료이다. 
Shellular가 TPMS형태를 가지면 평균곡률이 일정
한 연속된 부드러운 곡면으로 구성되므로 외력 작
용 시 기하학적 불균일성으로 인한 응력집중이 발
생하지 않고, 굽힘을 유발하지 않는 박막에 평행
한 응력(co-planer stress)만으로 저항하게 된다. 즉, 
TPMS형태의 Shellular는 ‘stretching dominated’ 변형
을 하는 또 하나의 규칙구조(micro-architecture)/극
저밀도 재료이다.  

Han 등(12)이 제시한 Shellular의 제조방법은 위에
서 언급한 Microlattice와 유사하다. 즉, 일종의 3D 
lithography인 SPPW(self-propagating polymer wave-
guide)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마스크를 통하여 자
외선을 조사하면 고상화되는 폴리머로부터 희생구
조체(template)를 얻는다. Microlattice와 차별점은 이 
template가 음각형태로서 면외방향의 자외선 조사만
으로도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며 P-surface와 유사한 
Shell구조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Shellular
를 본 연구에서 새로 개발된 것과 구별하기 위하
여 편이상 L-Shellular로 명명한다. 

 
1.4 3D 프린팅 기술의 검토 
완벽한 형태의 TPMS Shellular를 제조하기 위하

 
Fig. 1 Various configurations of TPMS 

 

Fig. 2 Three ultralow density materials with micro-
architecture 

Fig. 3 Hierarchical structure of Microlattice 

 
Fig. 4 Deformed Microlattice subjected to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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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3D프린팅을 이용하여 template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Nanolattice
와 Mechanical Meta-material에 사용된 template는 일
종의 3D프린팅 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것이다. 그
러나, 느린 공정속도와 높은 비용은 제외하고서도, 
3D프린팅 기술은 TPMS 형태의 박막구조체 제조
용 template를 만드는 데 정밀도 부족이라는 치명
적인 문제가 있다.  

Shellular를 이루는 (shell 두께)/(단위셀 크기) 비
는 보통 10-2이다. 전체 외형크기 10mm, 단위셀크
기 100 m인 시편을 얻고자 한다면 shell 두께는 
1 m이다. 여기서 “충분히 부드러운 표면”을 얻고
자 한다면, 3D프린팅의 정밀도는 최소 shell 두께
의 1/10, 즉 100nm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3D
프린팅 기술의 분해능(resolution)은 전체 외형크기 
대비 100nm/10mm=1/105보다 높아야 한다는 뜻이
다. 이것은 디지털 이미징에 기반한 가장 최근의 
3D프린팅 기술의 분해능을 월등히 초과하는 것이
다. 앞에서 언급한 Nanolattice(5,6)와 Mechanical 
Meta-material(7)은 각각 two-photon lithography기반 
direct laser writing기술과 Projection micro-stereo-
lithography 기술을 이용하여 10 nm/50 m=1/5000과 
5 m/1.5 mm =1/300의 분해능을 실현하였지만 앞서 
언급한 10-5의 분해능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따라
서 매우 작은 크기의 시편만 제작되었다. 

Shellular의 경우에는 박막으로 구성되어 “충분
히 부드러운 표면”이 아니면 박막에 평행한 응력
(co-planer stress)작용 시 조기 국부 변형이나 좌굴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g. 5는 동일한 P-
surface 형상과 표면 거칠기를 갖는 scaffold와 
Shellular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1.5.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lithography기반 기술과 

3D프린팅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TPMS
형태의 Shellular를 제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
한다. 낮은 비용과 높은 생산성을 가지면서 제품
의 대형화에 유리한 방법으로서 와이어직조에 기
반한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것을 lithography 기반
의 L-Shellular와 구별하여 W-Shellular로 칭하였다. 
Fig. 6은 W-Shellular의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개략
도이다. 즉, 유연한 와이어를 직조하여 구조체를 
만들고 이것을 뼈대로 수지를 도포하여 template로 
삼는다. 나머지 공정은 경질코팅과 내부 template 
식각으로서 종래의 규칙구조(micro-architecture) 극
저밀도 재료와 같다. 

template용 뼈대(framework)로 사용되는 와이어 
직조구조체는 저자의 실험실에서 지난 10년간 개
발된 된 것 중에서 선택될 수 있었다.(13) 본 연구
에서는 Fig. 1에 나타낸 TPMS중 D-surface를 제작
하기 위하여 Kagome 구조를 선택하였다. D-surface
는 세가지 대표적인 TPMS 중 부피분율(volume 
fraction; 전체 부피 대비 하나의 sub-volume이 차
지하는 비율) 이 일정할 경우 가장 넓은 표면적을 
갖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이동계면(transfer 
interface)으로서 활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Fig. 5 Effect of resolution on two digital models with P-

surface: (a) scaffold composed of solid and air
sub-volumes, (b) Shellular composed of air and
air sub-volumes 

Fig. 6 Schematic front views of a specimen during 
preparation (a) after just woven, (b) filled with 
UV resin, (c) multiply coated, and (d) Ni-coated 
by electroless p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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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이다.(14) 
본 연구에서는 D-surface형태의 W-Shellular제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구
가 수행되었다.  
- 무게대비 최고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최적설계  
- 유연한 와이어로 뼈대구조 직조 및 형태 고정  
- 수지의 함침과 경화 및 도금 공정을 개발 
- 압축실험을 통한 기계적 물성 측정과 평가 

2. 시험편 준비 및 압축실험 

2.1 최적설계 
Shellular의 전체외형 부피 대비 내부 공간의 부
피분율을 f 라 정의할 때 W-Shellular의 무게대비 
가장 높은 강도를 주는 f 를 구하기 위하여 
CATIA®를 이용하여 f = 0.2, 0.3, 0.4, 0.5 등 4가지 
부피분율에 대한 D-surface 형태의 모델을 만들고 

이의 압축거동을 ABAQUS를 이용하여 유한요소
법(FEM)으로 모사하였다. 삼각형 shell elements를 
사용하였으며 셀 크기와 shell 두께는 각각 a = 2.5 
mm와 t = 3 m로 일정하다. shell재료의 항복강도와 
Young율은 각각 oσ =2GPa, E =210 GPa로 주어졌
다. Fig. 7(a)는 4가지 부피분율, f 의 D-surface W-
Shellular모델을 나타내며, Fig. 7(b)는 부피분율에 
따른 상대밀도와 상대강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부피분율 f = 0.2인 경우가 가장 저밀도이면서
도 높은 강도를 나타내어 최적의 모델임이 입증되
었다. 따라서 시편도 가능한 한 f = 0.2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2.2 와이어 직조 
과거에는 Kagome 구조체를 금속과 같은 강성 
와이어를 소성변형을 통하여 나선형으로 미리 가

 
(a) 

 

 
(b) 

Fig. 7 Searching for the optimal design of W-Shellulars 
by FEA: (a) models, (b) relative strength and
density versus volume fraction 

(a) 
 

 
(b) 

Fig. 8 (a) Kagome structure under weaving with a 
dancing plate at upper end and a lower reed plate, 
(b) Loom used for weaving Kagom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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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것을 조립하여 제작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필요한 와이어 구조체는 최종적으로 식각을 통하
여 제거될 것이므로 유연한 와이어로 직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에 개발된 방법으로,(15) 0.2 
mm 직경의 PLA(Poly Lactic Acid) 와이어를 사용하
여 직조되었다. Fig. 8(a)는 이 직조법을 설명하는 
개략도이다. 면외방향의 와이어는 자석을 통하여 
상부 dancing plate에 상하로 매달리고 자석의 배열
을 바꿔 가면서 서로 꼬아지게 된다. 한 층이 원
하는 대로 꼬아지면 면내방향 와이어가 수평으로 
삽입되어 고정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Kagome 구조
체가 직조된다. Fig. 8(b)는 실제 PLA와이어를 직조
하는데 사용된 시스템과 거기에 설치된 와이어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2.3 수지함침과 경화 
직조 후, 와이어는 탄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에 완성된 Kagome 구조체를 프레임에서 분리하기 
전에 와이어 교차부를 접합하여 위치를 고정해야 
한다. 먼저 Thiol-ene 수지를 Kagome 구조체 전반
부에 얇게 도포한 다음 자외선을 조사하여 1차로 
경화하였다. 그 다음 전기 오븐에서 80도에서 12
시간동안 유지하여 2차 경화한 후 완전히 고정된 
Kagome 구조체를 프레임에서 분리하였다. 
이 구조체에 추가로 수지를 도포하여 그 표면을 

D-surface 형상으로 만드는 공정이 필요하다. 여기
에 관여하는 인자는 액상수지의 표면장력, 와이어
와 수지간의 분자간력과 중력이다. 표면장력은 액 
상 수지의 표면적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
고 분자간력은 와이어와 수지를 밀착하게 하여 모
세관현상으로 와이어 사이의 좁은 틈을 채우는 역
할을 한다. 따라서 두 힘이 적절히 배분되는 평형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시편 제작 시 표면장력과 분자간력 조절을 
위해 적절한 점도의 Thiol-ene 레진으로 표면을 도
포하여 자외선 경화를 진행하였다. 소량이 레진을 
반복적으로 도포하고 경화는 과정을 반복하여 구
조체의 부피분율을 조절하였다. 그 다음 고온에서 
2차 경화를 하였다. Fig. 9(a)는 직조 후 와이어 교
차점에만 수지가 도포된 후의 형상을, Fig. 9(b)와 
(c)는 반복적인 수지의 도포/경화를 통하여 제작된 
template의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2.4 도금 및 식각공정 
경질코팅을 위해 미국 OM group사의 Ni-P 무전

해니켈 도금 용액을 사용하였다. Fig. 10은 도금공
정을 나타낸 것으로 표면거칠기 부여, 촉매활성화

(catalyst activation), Ni 도금 순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수지로 코팅된 표면에 화학적 에칭을 하여 

Pd-Sn 이온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공정이다. KMnO4 10g과 NaOH 10g가 용해된 1리터
의 수용액에 담가 표면을 약하게 에칭하고 증류수
로 수세한 후 전처리 용액(pre-dip)에 담가 표면에 
남아있는 KMnO4를 제거하여 다음 공정에서 촉매
활성화 용액activator 에 포함되어 있는 Pd-Sn 이온
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그 다음 표면
에 Pd-Sn 이온을 코팅시켜 Ni-P과 반응할 수 조건
을 만들어 준 다음, 가속화용액(accelerator)에 담근
다. 마지막으로 도금 용액에 담가Ni-P성분의 경질
코팅이 진행된다. 증착속도는 200nm/min 으로, 도
금시간에 따라 증착된 두께의 변화가 가능하다.  
도금이 완료된 이후에는 식각공정을 통하여 도
금층 내부에 있는 희생구조체를 제거하여 Ni-P박
막의 W-Shellular 를 얻을 수 있다. 희생구조체는 
Kagome 구조체를 이루는 PLA 와이어와 그 표면
에 함침된 Thiol-ene 수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각은 Chloroform과 NaOH 수용액으로 녹여서 제거
한다. Fig. 10은 희생구조체가 제거되고 얻어진 W-
Shellular의 모습으로 4가지 피치를 가진다. 
위와 같은 공정을 통하여 제작된 시편이 과연 

D-surface 형태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편 
하나를 micro-CT 촬영을 하였다. 사용된 장비는 
PerkinElmer Inc. 사의 Quantum GX이며 해상도는 
4.5m이며 측정된 이미지 3D변한 프로그램은 
AnalyzeDirect Inc.사의 Analyze 12.0이다. Fig. 11은 
측정결과 (노란색)를 부피분율 f=0.25인 D-surface 
이론식(16) (빨간색)에 중첩하여 나타낸 것이다. 비

Fig. 9 Closed-up views of a specimen of W-Shellular 
during fabrication (a) after just woven, (b) filled 
with UV resin, (c) multiply coated, and (d) Ni-
coated by electroless p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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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2.5 압축실험 
압축실험에 사용된 재료시험기는 INSTRON 

8872이며 0.01mm/sec로 변위제어 되었다. Lebow 
3397-50 load cell 과 Tinius Olsen 500L 레이저 신율
계를 이용하여 각각 시험편의 하중과 변위를 측정
하였다. Dino-Lite Pro AM4113T microscope와 Nikon 
D-50카메라로 실험과정에서 시험편 영상을 촬영
하였다. 자세한 실험방법은 Han 등(12)과 같다.  

3. 결과 및 토론 

3.1 기계적 특성 
Fig. 12는 4개의 W-Shellular 시편의 압축실험에

서 측정된 응력-변형률 곡선을 나타낸다. 최초 항
복점 근처에서 unloading을 하여 그 기울기로부터 
Young 계수를 측정하였다. Table 1은 이 4시편의 
크기와 상대밀도 및 압축실험에서 측정된 강도와 
Young 계수를 나열한다. 모든 시편의 shell 박막의 
두께가 3 또는 4 m로서 셀의 크기 차이에도 불구
하고 상대밀도는 변화가 크지 않아 모두 10-3 초반

에 위치하며, 강도는 0.73~3.07x10-2 MPa, Young 계
수는 0.132~1.45 MPa의 범위에 있다. 그 변형과정
을 촬영한 이미지에 따르면 W-Shellular는 Fig. 4에 
나타낸Microlattice와 다르게 특정 위치보다는 변형
이 전반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파손 
시 취성파괴가 관측되어 Ni도금의 품질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17) 

Fig. 13(a)와 13(b)는 각각 W-Shellular의 상대밀도
에 따른 상대 압축강도와 상대 영률을 종래의 규

 

Fig. 10 W-Shellular specimens with four different
pitches 

 

 
Fig. 11 Examples of finished specimens of W-Shellular 

in D-surface 

Table 1 Dimensions and properties of W-Shellular 
specimens; the wall thicknesses were estimated 
from the plating time based on a pre-calibrated 
relation between the plating time and thickness

Wall 
Thickness

( m) 

cell 
size 

(mm)

Number 
of 

Layers

Overall 
Dimensions 
X, Y, Z(mm) 

Relative 
density 

Strength
(MPa)

Young's 
Modulus

(MPa)
3 3 2 10.98 10.1 10.61 2.61E-3 0.73E-2 2.14E-1

3 4 2 17.07 18.1 12.44 2.30E-3 3.07E-2 1.32E-1

3 5 2.5 21.3822.38 17.96 1.61E-3 1.14E-2 1.00E+0

4 6 2.5 25.3320.63 14.02 2.44E-3 2.27E-2 1.45E+0

 
 

Fig. 12 Stress-strain curves measured from compression 
tests of W-Shellular specimens with the
dimensions and properties listed in Table 1 (in 
the sam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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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구조를 가진 극저밀도 재료와 비교하여 나타내
고 있다. 여기서 ‘상대’란 각 재료의 특정물성을 
그 재료를 구성하는 모재의 해당물성에 대한 비율
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상대 영률은 각 극저밀도 
재료의 밀도를 모재의 물성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
다. 노란 동그라미로 표시된 W-Shellular의 물성은 
Microlattice의 물성과 거의 동등하며 L-Shellular 나 
특히 Mechanical metamaterial 보다 열등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취성을 갖는 도금의 품질뿐만 아니라 
Shellular를 구성하는 곡면의 곡률이 거의 일정하
여 국부적인 결함의 영향이 인접 셀에도 쉽게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면에 트러스 구조를 갖
는 종래의 극저밀도 재료는 인접 셀과의 연결부가 
기하학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가지므로 국부적인 
결함의 영향이 차단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
공으로 직조된 와이어 구조체를 기초로 제작된 
W-Shellular는 구조적으로 불균일도가 높을 수 밖
에 없어 결함에 취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3.2 토론 
이상의 결과로부터 W-Shellular는 종래의 튜브격

자형 규칙구조/극저밀도 재료에 버금가는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는 무전해도금을 통하여 금속 shell을 형성하였으
나, ALD 또는 CVD, 용해 코팅을 통하여 ceramic, 
폴리머 등 여러가지 재료로 shell을 구성할 수 있
다.(18) 따라서 외력을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
와 TPMS 형상에 기인한 부드럽고 연속인 넓은 
표면적을 가진 계면으로 분리된 두 sub-volume의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직공학 scaffold나 연료전
지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Shellular이 새로운 재료의 성공을 결정

하는 관건은 제조비용이다. 본 연구에서 template
를 만드는데 사용한 방법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술인 직조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대량생산성
이 우수하며 극세사부터 와이어로프에 이르는 넓
은 범위의 와이어 직경으로부터 셀 크기가 수 마
이크로부터 수십 센티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
의 제품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단순한 공정인 수
지함침과 결합하여 초대형 제품을 낮은 비용으로 
3D 프린팅으로는 불가능한 10-5 분해능을 실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W-Shellular 제조법 관련 최
초의 것으로서 추후 연속적인 실험공정개선과 데
이터의 수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규칙격자/극저밀도 재료
보다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가지면서 lithography
기반 기술과 3D프린팅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TPMS형태의 Shellular를 제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와이어직조에 기반하여 D-
surface형태의 W-Shellular 제조공정개발 및 물성측
정 연구를 수행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 D-surface W-Shellular모델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부피분율에 따른 압축강도를 조사한 결과 
부피분율 f=0.2인 경우가 가장 저밀도이면서도 높
은 강도를 나타내어 최적의 모델임이 입증되었다. 

(2) 와이어 구조체에 Thiol-ene 수지를 함침하고 
경화하는 공정을 반복하여 수지/와이어 간의 분자
간력과 수지의 표면장력이 적절히 균형 잡힌 D-
surface 형태의 표면을 얻을 수 있었다. 

(3) L-Shellular의 강도와 Young계수를 평가한 결
과 전반적으로 기존의 규칙격자/극저밀도 재료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제조공개선을 
통하여 더 높아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Fig. 13 Measured material properties of Ni-P Shellular
in comparison to similar materials. a) Relative
compressive strengths and b) relative Young’s
moduli according to relative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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