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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동향

• Jia et al.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brick-and-mortar, cross-lamellar,
concentric hexagonal, rotating plywood microstructure를 구현하였고, crack
deflection, R-curve, Strain fields를 측정하여 crack resistance 특성을
입증하였음.

• rotating plywood microstructure는 ‘ J’형 R-curve를 보여주었고 , 나머지
microstructure는 ‘Γ ’형 R-curve를 보여주었으며 ‘J’형 R-curve가 ‘Γ ’형 R-
curve보다 crack growth의 stability range가 넓어 toughness와 crack
arresting 능력이 좋은 것으로 측정됨.

• 또한, 실험을 통해 bi-material composites에서 발생하는 crack pattern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 이를 활용하여 조건에 최적화된 microstructures
design을 할 수 있음을 보고함.

 3D printing of biomimetic composites with improved fracture 
toughness1

















 Biomimetic Anti-Adhesive Surface Microstructures on
Electrosurgical Blade Fabricated by Long-Pulse Laser Inspired by
Pangolin Scales2

• Li et al.은 전기 외과 수술 블레이드 (electrosurgical blade)의 표면에
소수성과 작은 마찰 계수를 갖게 함으로써, 수술 후 잔여물이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천상갑 (Chinese pangolin)의 비늘 표면의 riblet
구조를 적용하는 연구를 보고함.

• 일반적으로 electrosurgical blade의 소재로 쓰이는 stainless steel 316L
표면에 레이저 (laser)를 발사하면 녹으면서 웅덩이 (pool)가 생기게
되는데 , 샘플을 움직이면 , long pulse laser에 의해 발생한 pool이
부분적으로 겹치면서 micro-riblets structure가 형성됨.

• micro-riblets blade의 접촉각 (contact angle)은 94°로 일반 blade의
접촉각보다 16°가 증가하였음. micro-riblets blade로 돼지 간 샘플을 자른
결과 , 일반 blade로 자른 샘플에 비해 측정되는 평균 마찰 계수가
14.9%가 감소하였으며, blade에 남은 잔여물의 질량이 16.5% 감소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생체 모방 비닐 (biomimetic scales)의 구조를 가지는 전기
외과 수술 블레이드에서 stainless steel 316L의 표면에 점착 방지 미세
구조를 빠르고 저렴하게 제작하는 새로운 기술을 제시함.













• Feng et al은 3D 프린팅 지지체 (scaffold)에 channe을 뚫어 Lotus-root
구조를 만들고, 이 구조가 vascularization과 bone regeneratio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rat muscl과 rabbit bone defec에 넣어 관찰하였음.

• Rat muscl내부에서 non-channel 지지체에는 새로운 혈관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 channe을 뚫은 지지체에서는 내부에 새로운 혈관이 다수
관찰되었음.

• Rabbit bone defec내부에서는 channe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지체 주변
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bone tissu가 자라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new
bone area도 증가하여 3-channel 지지체에서는 non-channel 지지체에 비해
19.55%만큼 향상된 결과를 보고하였음.

 3D Printing of Lotus Root-Like Biomimetic Materials for Cell 
Delivery and Tissue Regeneration3











 Biomimetic microstructures for photonic and fluidic synergies4

• Vasileiou et al.은 나비 Vanessa cardui 날개의 마이크로 구조를
나노임프린팅 (nanoimprinting)기술과 소프트 리소그라피 (soft-lithography)
기술을 활용하여 PDMS, UV-resin, WAX에 마이크로 구조를 재현하였음.

• Vanessa cardui의 날개는 parallel “horizontal” beams의 네트워크로 되어
있어 diffraction effects에 의해 색이 나타남과 동시에 접촉각 (contact
angle)이 108°로 소수성을 띄고 있음.

• PDMS, UV-resin, WAX로 마이크로 구조를 재현한 결과, 평평한 표면에 비해
접촉각이 최대 24° 증가하여 기존 특성에 비해 소수성이 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결과적으로, 소수성을 가짐과 동시에 광학적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 새로운 디자인에 의해 활용된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광 유동 (optofluidic),
랩 온 칩 (lab-on-chip), 감지 응용 분야 (sensing applications)의 가능성을
제시함.











 Preparation, anti-biofouling and drag-reduction properties of a
biomimetic shark skin surface5

• Pu et al.은 PDMS와 PU를 이용하여 생체 복제 성형 기술 (bio-replicated
forming technique)을 통해 상어 피부 (shark skin)의 마이크로 구조를
만들었음.

• shark skin과 비교하여 마이크로 스케일은 잘 재현되었으나 , 나노
구조까지는 재현하지 못하였음. P은 shark skin의 경우, 평평한 PDMS에
비해 접촉각 (contact angle)이 18° 증가하였으나 PU shark skin은 9°
감소하였음.

• 70일 동안 바닷물에 담가 놓았을 때 적은 양의 조류가 붙었으며, 단백질
용액 (protein solutions)의 접촉각도 높은 각도를 유지함으로서 단백질
부착이 잘 안 되는 anti-biofouling과 anti-protein adhesion 특성을
확인하였음. 또한, 항력 감소율 (drag reduction rate)도 12.5% 증가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로, 생체 모방한 shark skin의 마이크로 구조 표면은 항력 감소
(reducing drag)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shark skin의 표면에 고정된
공기 층 (air layer)은 항생체 접착 성질 (antibiont adhesion property)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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