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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제조시스템

21SOP10-015

다양한 크기의 마이크로 조직 제조를 위한 광경화성
탈세포화 세포 외 기질 바이오잉크 기반 바이오프린팅 기술
A Facile Bioprinting Technique for Size-controllable Microtissues Using
Photocurable Decellularized Extracellular Matrix-based Bioinks
*강병민(POSTECH), 박예진(POSTECH), 황동규(POSTECH), 용의중(POSTECH),
Khoon S. Lim(University of Otago), #장진아(POSTECH)
*B. Kang, Y. Park, D. G. Hwang, U. Yong, K. S. Lim, #J. Jang
Key words : Tissue engineering, Microfabrication, 3D bioprinting, Decellularized extracellular matrix,
Photocatalytic crosslinking
In recent years, 3D bioprinting technology has been utilized for the production of microscale cell-laden structures like
spheres, tubes, and sheets. These structures can serve as building blocks for bottom-up fabrication of macroscopic tissue
analogs, which contribute to recapitulate an even distribution of biological components and their complex organization.
However, the need for an appropriate sacrificial/support material or crosslinking method makes the printing process slow
and cumbersome with additional post-printing steps, including washing, solution replacement, and light irradiation.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we recently developed a facile biofabrication process that can print scaffold-free microtissues
into a culture medium via in situ photocatalytic dityrosine crosslinking. The structural properties of the printed structures
could be tailored by simple changes in printing parameters such as nozzle diameter and pneumatic pressure. Furthermore,
we demonstrated that the microtissues ensured favorable cellular activity and tissue maturation using cardiac-, hepatic-, and
colorectal-specific bioinks and the relevant cel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posed method contributes to the
concurrent achievement of adequate shape fidelity and tissue functionality in the bioprinting windows, and can be
effectively used in broad applications in microscale or bottom-up tissue engineering.
후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T) (2021R1A2C2004981).
*발표자, #교신저자(jinahjang@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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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제조시스템

21SOP10-016

적층 제조 기술로 제조한 전력전송용 코일 안테나의 특성 연구
Performance Analysis of WPT Coil Antenna Fabricated by AM Technology
*,#김지언(한국폴리텍대학), 김지성(경북대학교), 이호(경북대학교)
*,#C. Y. Kim, J. S. Kim, H. Lee
Key words : Additive manufacturing, 3D printed electronics, Inductive coil, Wireless power transfer, 3D printing
본 논문에서는 유도형 방식의 무선 전력전송(Inductive Coupling Wireless Power Transfer, WTP)에 사용되는 코일 안테나를
적층제조기술(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y)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공법을 연구하였다. 유도형 방식의 무선전력전
송의 경우 안테나간 자세 및 거리가 민감하여 아직은 컨넥터만 연결을 하지 않았지 사실상 밀착되게 위치시켜 정지상
태에서만 전력전송을 구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송수신부의 공간상 밀접 환경에서 자유롭게 전력전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층제조기술의 유연성을 접목하고자 한다. 종전의 무선 전력전송용 코일 안테나는 평면의 Spiral Coil 이나
높이 방향의 Helical Coil 의 방식으로 정형화된 구조만 제조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코일을 포함하는 형상을 유연한 구
조로 제작하고 내부에 Spiral Coil 과 Helical Coil 을 동시 조합하는 구조의 안테나를 내장시키는 제조를 구현하였다. 본 발
표에서는 우선 본 연구에서 구현한 내장 코일 안테나 적층 기술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단층의 Spiral Coil 의 설계 변
수별 안테나 응답 특성을 실험결과로 보여주며, 다층 구조를 적층하고 VIA (Vertical Interconnect Access)를 통해 Helical
Antenna 로 구현하는 방법 및 이를 통해 복층화된 안테나의 응답특성 변화, 마지막으로 기저부 소재에 따른 안테나 특성
변화등을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하고 주요 특징적 관찰 특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후기 이 논문은 2021 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RF2019R1I1A3A01063433).
*발표자, #교신저자(chiykim@kopo.ac.kr)

- 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