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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체내삽입형 생분해성 의료 기기는 생체신호 모니터링 및 비약물적 

전기치료와 같은 의료 진단 / 치료 기능을 완료하고 생흡수되는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기이다. 생분해성 의료기기를 작동시키는 전원공급원 중에 

기능을 끝낸 후 생분해되는 배터리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체내공간의 형태와 제한된 삽입공간에 삽입이 가능한 맞춤형 구조의 

생분해성 배터리를 공정하는 방식이 부재한 상황이다. 여기서는 

생분해성 전자소재를 사용하여 3D프린팅 방식 중 하나인 

직접잉크쓰기(DIW) 공정이 가능한 생분해성 전자잉크를 제작하여 

전도성, 인쇄성, 분해성을 확인하였고 3D Zn-MoO3 일차배터리를 

인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한된 체내공간에 맞춤형으로 삽입되어 

안정적으로 출력을 낼 수 있는 생분해성 삽입형 의료기기용 배터리 

제작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생분해성 배터리, 3D프린팅 배터리, 직접잉크쓰기, 생흡수성 

전자소자, 생분해성 전자잉크 

학   번 : 2020-2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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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개요 
 

 

1.1 연구의 배경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환에 대한 적극적이고 

정확한 치료를 하면서 최소 침습으로 환자의 몸에 넣는 체내삽입형 

의료기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체내삽입형 의료기기는 

삽입물이 체내에 잔류하여 삽입물 위치가 이동되거나, 삽입물 부식으로 

감염을 유발하고 기기의 기능이 중단되는 돌발현상 또는 체내에 

비정상적 조직 생장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능이 끝나면 

제거를 해야 한다. 위치가 몸 속이기 때문에 삽입물을 제거 하기 

위해서는 제거수술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제거수술은 삽입물 주변의 

체내 조직을 손상하고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2차 

감염의 위험가능성도 있다. 또한 제거수술을 위하여서는 수술을 위한 

입원, 수술비용과 같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해서 기기를 

제거하는 수술은 또 다른 새로운 위험을 수반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기능을 끝낸 후에 안전하게 분해되어 제거되는 생분해성 

의료기기가 필요하다.[2-4] 

체내삽입형 생분해성 의료기기는 최소 침습으로 체내 삽입 후에 

뇌압 모니터링 후 생분해되는 뇌압센서[1]와 손상된 말초신경을 재생 

후에 생분해되는 전자약[2] 등 건강을 모니터링하거나 신경 자극 

기능이 끝나면 생분해되어 체내에서 흡수된다.[1, 2, 5] 생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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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체내 공간에 삽입하기 위하여 크기적으로 소형, 

구조적으로는 체내의 복잡한 구조에 맞게 디자인하게 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전원공급장치의 수요가 생기게 되었다.  

 

1.2 연구동향 
 

표 1.2.1 생분해성 삽입형 기기의 전원공급 방법 

 무선 전원 전달 압전 에너지 수확 슈퍼커패시터 배터리 

그림 

 

[1]  
 

[6] 
 

[7]  
 

[8] 

원리 전기에너지 

→(전자기파, 

초음파변환) 

→에너지 전달 

외부 기계적 에너지 

→(전위차 생성) → 

전류흐름 

이온이동 

(전극-전해질계면) 

표면화학반응 

→ 충·방전 

산화환원 반응 

→전기 발생 

에너지 

밀도 
낮음 낮음 낮음 높음 

출력 저출력 가변출력 고출력 고출력 

기타 장기간 에너지공급 

인체 투과 깊이 

제한 

커플링 문제(방향) 

단순한 구조 

삽입 위치 제한 

큰 사이즈 

빠른 충·방전 

낮은 저장용량 

 

쉬운 운용 

큰 사이즈 

 

생분해성 전원공급방법에는 전원을 전달하는 무선전원전달[1], 

체내에서 에너지를 수확하는 압전에너지 수확[6], 에너지 저장장치인 

슈퍼커패시터[7]와 배터리[8, 9]가 있다. 무선전원전달의 경우 장기간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지만 외부와 체내에서 커플링 하는 방향에 따라 

구동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인체의 투과 깊이에도 제한이 있다. 

압전에너지 수확의 경우에는 단순한 구조로 체내에서 에너지를 수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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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데 에너지 출력이 가변적이라 일정하게 

기기를 구동해야 할 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중 슈퍼캐패시터의 경우에는 반복 충전이 가능하고 출력이 높지만 

에너지밀도가 낮은 단점이 있고, 배터리의 경우에는 산화 환원 반응으로 

전기가 발생하는데 에너지 밀도가 높은 편이고 고출력이면서도 

의료기기를 삽입한 공간에서도 외부 전원없이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전원 공급방법 중에 배터리를 제작해보고자 

한다. 

표 1.2.2 생분해성 일차 배터리 선행연구 
 Mg-Mo Mg-MoO3 Zn-Cu Mg-Fe Mg-air 

그림 

[9] 

 
[8] 

 
[10] 

[11]  
[12] 

산화전극 Mg Mg Zn Mg Mg합금 

AZ31 

환원전극 Mo MoO3 Cu Fe PPy-pTS 

전해질 PBS Alginate gel 위액, 장액 

(돼지) 

0.1M MgCl2 

PBS 

실크피브로인, 

젤전해질 

최대출력

(V) 

0.60 1.60 / 0.60 0.18 0.70 0.86 

전류밀도

(mA/cm2) 

0.10 0.03 0.60 0.23 0.02 

수명(일) 1 13 7 4 2.5 

 

생분해성 일차배터리의 선행연구[8, 9] 를 살펴보면 도체로서 물에 

녹는 금속으로 알려진 마그네슘(Mg), 아연(Zn), 철(Fe), 

몰리브데넘(Mo), 텅스텐(W)등을 기초로 전극재료를 구성하고 전해질을 

생분해성 물질로 구성하여 전류밀도 0.02~0.60 mA/cm2
, 최대출력 

0.18~1.60 V, 수명은 1일에서 최장 13일까지 연구가 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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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배터리는 공통적으로 기능을 다 한 뒤 분해할 때 체내에 

흡수되어 안전성을 확보하였다.[8-12] 생분해성 배터리를 체내에 

삽입하는데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였지만 하나의 과제가 더 남아있다. 

복잡한 체내 공간에 배터리를 넣으려면 특정한 형태의 배터리가 있어야 

하고 삽입공간에 맞춘 제한된 크기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 체내 

삽입부위에 맞추어 원스톱으로 형태와 크기를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는 3차원 인쇄 공정이 적절하다.  

3차원 인쇄기술은 1986년 Chuck Hull이 최초로 

SLA(Stereolithography Apparatus)기술을 특허 출원한 이후[13] 

2009년 하버드대학교 Jennifer A. Lewis 팀에서 3차원 인쇄(직접 잉크 

쓰기)된 전극이 최초 보고되었다.[14] 이후에도 3차원 인쇄기술을 

바탕으로 더 작은 크기와 더 정교한 구조를 만드는 게 가능해지면서 

전자적 기능이 부여되고 마이크로 시스템에 적용될 전자소자들이 

보고되고 있다.[14-18] 배터리의 3차원 인쇄공정의 경우 최초 기능성 

잉크디자인 / 제작, 구조디자인 & 배터리의 구성요소를 인쇄하고 

패키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19] 배터리는 다양한 구성요소로 

산화전극, 환원전극, 전해질, 집전장치, 패키징 등 다른 구성요소를 

인쇄하여야 하고, 서로 다른 물질을 조합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모델링을 하여 적층 공정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대표적인 

3D프린팅 방식으로는 잉크젯 프린팅, 분말 적층 용융방식, 압출 방식이 

있다.[20] 잉크젯 방식의 경우 액체, 고체 현탁액으로 저온, 저압 

공정하여 증착, 경화하는 방법이고 분말 적층 용융방법은 선택적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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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이라고 하는데 바인더와 파우더베드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선택적으로 용융경화하는 방식이다.[19] 압출방식으로는 금속입자를 

포함한 열가소성 수지를 노즐안에서 열을 가하여 얇은 필름으로 

적층하는 방법이고 직접잉크쓰기는 적절한 점탄성을 가진 페이스트를 

노즐 내의 압력을 가해서 압출하고 적층하는 방식이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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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 생분해성 배터리 3차원 인쇄 공정방법 비교[19] 

 잉크젯프린팅 분말적층용융 
(선택적레이저소결) 

압출 

용융적층모델링 직접잉크쓰기 

소재 형태 액체, 고체현탁액 
바인더+파우더베

드 
금속입자를 포함한 

열가소성 수지 
적절한 점탄성 

페이스트 

기술 
액체 ,고체현탁액 

(저온, 저압공정)→ 
증착, 경화 

파우더베드 
(레이저)→ 

선택적 용융 경화 

열가소성 수지 
(노즐 내의 열)→ 

얇은 필름으로 적층 

점탄성 페이스트 
(노즐 내의 압력)→ 

적층 

재료 범위 △ △ X O 

처리량 
(멀티노즐) 

X △ △ O 

프린팅 모듈 △ X △ O 

 

3차원 인쇄방법을 재료범위, 해상도, 처리량(멀티노즐), 프린팅 모듈, 

디자인 자유도에 따라서 비교를 하였다.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구조는 디자인함과 동시에 배터리의 구성요소들의 특정한 기능적인 면이 

필요하므로 여러 재료를 조합할 수 있는 직접잉크쓰기가 적합하다. 

직접잉크쓰기방법은 금속, 고분자, 하이드로젤, 기능성 나노 재료까지 

넓은 재료범위[21]를 보여서 배터리의 활성재료를 뽑는데 적합하며, 

1μm까지 프린팅 해상도가 가능하고[22] 복잡한 3차원의 다중 스케일 

구조의 공정이 가능하고 디자인 변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멀티노즐어레이로 높은 프린팅 처리량을 가지고 다른 잉크구성으로 

다수의 노즐을 사용하여 같은 축을 이용하거나 스위칭(switching), 

믹싱(mixing), 코어-쉘(core-shell) 프린팅[23] 이 되는 미세 유체 

프린트헤드를 사용할 때에 장소와 공간의 정확성이 높은 멀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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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가지고 있다.[19, 24-26] 

직접잉크쓰기 방식은 먼저 원 재료의 기능성을 가지고 

항복응력행동을 가지는 특징적인 유변학을 가진 점탄성 잉크를 압출하고 

적층하는 압출방식의 3차원 인쇄방식이다.[27] 직접잉크쓰기 공정은 

최초 노즐 높이를 설정하고 압력과 속도를 조절하면서 노즐을 통해서 

프린트 베드에서 연속적인 필라멘트가 압출되면서 3차원 디자인 구조를 

적층하여 생성된다. 프린터의 노즐들은 2차원 평면에서 수평적으로 

움직이고 프린트 베드는 z축으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새로운 층들이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램된 경로로(G-code) 도움으로 적층된다.[19]  

 

1.3 연구목표 
 

 이 논문에서는 생분해성 재료들을 이용하여 전단박리 성질을 

가져서 압출에 의해 노즐 안에서 액체처럼 흐르고 인쇄된 후에는 고체화 

되면서 적층을 할 수 있는 3차원 인쇄가 가능하면서 전도성을 띠는 

기능성 전자잉크를 제작하고, 체내공간에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한 3D 

프린팅 직접쓰기 공정을 최적화하여 Zn-MoO3 생분해성 배터리를 

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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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및 재료 정량화 
 

 

2.1 사용된 재료 
 

Zn micro particle(< 10 um) (US research materials inc), Mo nano 

particle(800 nm) (US research materials inc), MoO3 micro /nano 

particle(70 nm)(200 um) (US research materials inc), 

Tetraglycol(Sigma Aldrich), Tetrahydrofuran(THF, Sigma Aldrich), 

Polycaprolactone pellet(PCL, average Mn 80,000, Sigma Aldrich), 

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pellet(PBAT, S-EnPol, Korea), 

Chloroform(Sigma Aldrich),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Samchun), Agarose gel, PLA filament(Sindoh)   

PCL 바인더용액 : Tetrahydrofuran 1ml당 PCL pallet 0.15 g을 

넣어 실온에서 12시간동안 magnetic stirrer에서 혼합하여 

바인더용액을 만든다. 

PBAT 바인더용액 : Chloroform 1 ml당 PBAT pallet 0.2 g을 넣어 

실온에서 12시간동안 magnetic stirrer에서 혼합하여 바인더용액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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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잉크 디자인 및 제조 
 

Zn 잉크를 만들기 위해서 Zn 파우더를 sieve에서 거른다. 걸러진 

필러를 Planetary Centrifugal mixer(ARM-310) 전용 컨테이너에 

원하는 부피비율에 해당하는 양을 담고 Tetrahydrofuran에 바인더 

PCL 0.15 g/ml 용액 1 ml을 피펫으로 컨테이너에 추가한 뒤, 

tetraglycol을 0.5 ml 피펫으로 추가한다. 컨테이너의 뚜껑을 닫은 후 

ARM-310에서 2000 rpm으로 2분간 혼합을 진행한다. MoO3 

전자잉크도 필러를 제외한 재료와 종류와 양으로 제조한다. 

Mo전자잉크는 Mo파우더를 원하는 부피비율에 해당하는 양을 

컨테이너에 담고 Chloroform에 PBAT 0.2 g/ml 용액을 만든 후 1 ml, 

tetraglycol 0.5 ml를 피펫으로 추가한다. 

 

 

그림 2.2.1 Planetary Centrifugal mixer, ARM-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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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자잉크 전도성 시험 
 

 

그림 2.3.1 잉크내 전도성 네트워크 생성 

 

전자잉크의 성능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전자잉크 

내의 전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여과이론에서 절연성인 

폴리머는 폴리머 매트릭스에 연속 경로를 설정하기 위하여 임계농도 

이상으로 전도성 충전제를 추가하여 전기전도성으로 만들 수 있다.[28] 

잉크 내에서 전도성 필러의 부피비율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전도성 

경로가 생겨서 전도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는 전도성 입자의 

분산상태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필러-필러 및 필러-

폴리머 상호작용 간의 균형은 입자가 응고되어 전기 전도를 촉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임계점이 어디인지 찾는 것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잉크 재료에서 전도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잉크의 전도성은 필러와 매트릭스가 혼합된 복합제의 

전도성요소 

비전도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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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하는 전도성에 비례하고 필러의 부피에서 여과 한계를 넘긴 것을 

제외한 것의 전원법지수에 비례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Zn와 PCL의 부피비율에 따른 전도도를 

측정하였고 Zn와 PCL을 섞은 혼합물을 스크린 프린팅 하여 전도성을 

측정하였다. 스크린 프린팅으로 한 전도성 시험용 시료는 전자잉크에서 

필러, 바인더, 용매이다. 필러와 바인더가 혼합됨으로써 전도성 

네트워크가 생겨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러와 바인더, 혼합을 고르게 

하는 용매를 넣어서 스크린 프린팅을 하고 용매가 휘발되면 저항을 

측정한다. 3차원 인쇄를 하기전에 스텐실마스크를 제조하여 Zn필러의 

다양한 부피비율에 대한 잉크를 글라스에 도포 후 건조 후 N2가스를 

이용하여 완전히 건조 시켜서 용매를 증발시킨다. 저항을 재고 저항체의 

사이즈와 두께를 재서 저항의 공식을 통하여 저항을 구하고 환산해서 

전도성을 구하였다.  

이때 부피비율은 (Zn의 부피비율) =( 의 부피의 부피  의 부피
)로 

계산하였다. 

 

그림 2.3.2 전자잉크의 전도성을 측정 위한 구조 

 

 

 

t 

l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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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스크린 프린팅했었던 페이스트의 구성에 습윤제인 

tetraglycol로 점성을 조절하여 인쇄성을 최적화한 전자잉크를 필러의 

부피비율에 따라서 인쇄하고 저항을 디지털 멀티 미터 기계로 측정하여 

저항의 규모를 계산하여 전도성을 계산하였다. 이때 전자잉크에서 

필러의 부피비율은 유기용매가 모두 휘발되었다고 가정하고, (필러의 

부피비율) = 필러의 부피

필러의 부피  바인더의 부피  습윤제의 부피
로 계산하여 확인하였다. 

전기화학적 소결 시험은 아세트산(CH3COOH)와 DI를 부피 

기준으로 1 : 10인 용액(pH 2.3)을 건조된 전도성 시편에 피펫으로 

캐스트하여 산화물 층을 제거하고 소결과정을 시작하였다. 소결은 분말 

전구체를 대량 용융 없이 조밀한 고체물질로 생성하는 원자규모의 확산 

공정을 주로 지칭하는데 최근 논문에는 인쇄 가능한 잉크에서 금속 

입자를 결합하여 전도성 경로를 생성할 때 전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29-31]으로 Zn 입자에 아세트산을 캐스팅하여 전도성을 높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32] 이때 기판을 제외하고 

인쇄물은 아세트산용액 안에 담겨 정해진 시간동안 소결을 하고 

인쇄물에 묻어 있는 아세트산 용액을 닦아주었다. 표면 나노 구조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Hitachi SU5000, Japan)장비로 

촬영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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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자잉크 유변학적 시험 
 

잉크의 재현가능한 유변학적 거동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균질한 

잉크가 필요하다. 잉크의 인쇄성에 대한 중요한 유변학적 매개변수에는 

겉보기 점도, 전단 및 압축 시 항복 응력, 점탄성 특성(전단손실 및 

탄성계수)이 포함된다. 점성은 잉크 내에서 분자간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유변학적 파라미터로서 전단응력과 전단속도의 비로 계산이 된다.[33] 

노즐을 통해 잉크가 나오는 과정은 전단 속도가 굉장히 크고, 노즐 밖을 

나왔을 때엔 전단 속도가 낮은 환경이 된다. 이때 노즐을 통해 잉크가 

나와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단속도가 클 때는 점성이 낮고, 

전단속도가 작을 땐 점성이 큰 성질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성질을 

전단박리 유체라고 한다. 또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 잉크는 내부에 

요소들 간에 마찰력이 있어 임계 응력 미만으로는 탄성인 성질을 갖고 

임계 응력 이상으로는 점성인 성질을 가져야 한다. 이때 임계 응력을 

항복전단응력이라고 한다. 항복전단응력이 너무 낮으면 노즐 밖을 

나왔을 때 퍼질 현상이 일어나고, 너무 높으면 노즐 밖을 나오기도 전에 

막히는 현상이 일어난다. 적절한 조건에서 압출된 인쇄물은 형태 유지할 

만큼 충분히 탄성이 있으며, 기판과 인쇄물에 대한 지속적인 흐름 및 

접착을 위한 충분한 유연성을 유지한다.[27] 프린터의 디스펜싱 가능한 

압력 범위에 맞는 적정 항복전단응력을 갖도록 인쇄성 조건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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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3D 인쇄 전자잉크의 유변학적 특징 

잉크가 압출되기 위하여 각 요소에 대하여 부피비율을 가정하였다. 

Rheometer (MCR 702e MultiDrive, AntonPaar)로 평행판 잉크의 전단 

속도에 따른 점성과 전단 응력에 따른 전단 강도를 측정한다. 평행판 

간의 높이차이는 0.5 mm로 측정하였으며 전단 속도는 0.1부터 100s-

1까지 점성을 측정하였다. 전단 스트레스는 10부터 10,000까지 범위로 

저장 탄성률과 손실 탄성률을 측정하였다. 주변을  기름을 도포하여 

샘플이 마르지 않게 하였다 

 

 

그림 2.4.2 (좌) AntonPaar Rheometer, MCR 702e MultiDrive 

(우) 평행판으로 유변학적 미터 측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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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판 두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에 테스트 샘플을 넣어 Flow 

모드로 연속적으로 판을 회전하여 흐름에 저항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액체가 얼마나 끈적한 지에 대하여 전단 속도에 대한 점성을 측정하고, 

다음에는 Oscillation 모드로 판을 일정 sine wave 형태로 회전하여 

얼마나 고체처럼 단단한지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로 전단 응력에 대한 

전단 탄성률을 측정하게 된다.  

3D 인쇄 전자잉크의 기능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인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잉크쓰기용 3D프린터를 통하여 

디자인된 구조를 입력하고 제작한 잉크의 특성에 따른 

프린터기(CELLLINK, BIO X Bio 3D printer)의 토출압력과 인쇄속도를 

최적화하면서 인쇄공정을 거쳤다. 

 

그림 2.4.3 CELLLINK, BIO X Bio 3D Pr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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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DP 배터리 방전시험 
 

 

Potentiostat (DY2100)을 이용하여 아가로스겔을 전해질로 Zn-

MoO3 샌드위치구조를 가진 배터리로 각각 작업전극에 산화전극, 기준 

전극에 환원전극을 연결하고 상대 전극에 Pt전극으로 연결하였다. 

방전시험은 일정 전류밀도를 가하여 산화 환원이 어느 시점까지 

일어나는 지를 시간에 따른 출력전압을 측정했다.  이후  mA / cm2 * 

cm2 * h 로 capacity를 환산하였다. 샌드위치구조에서 배터리 틀은 

3차원으로 모델링하여 PLA 필라멘트로 FDM 방식의 프린터로(DP200, 

Sindoh) 인쇄하였다. 

 

2.6 3DP 배터리 전기화학적 시험 
 

생분해성 3차원인쇄배터리를 impedance Analyzer(Gamry 

potentiostat reference 6000)를 통하여 galvanostatic과 Galvano 

dynamic 전기화학적 기술을 사용하였고, 각각 EIS, CV 를 측정하였다. 

(주파수 : 1 mHz ~ 1 MHz, 10 mV 설정)  

전해질의 임피던스는 아가로스 겔 양 끝에 Pt 평판을 배치한 후 

측정을 했고, 전극의 임피던스는 겔 한 쪽 부분에 인쇄한 전극을 

배치하고, 맞은 편에 기준전극(Ag / AgCl)을 배치한 후  측정하였다. 

배터리 내부 전기화학적 반응을 바탕으로 등가회로를 그려보고 각 전극 

별 임피던스를 측정하였다. 배터리 내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를 

측정하게 되면 나이퀴스트 선도를 그릴 수 있는데 나이퀴스트 선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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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소 평면이기 떄문에 실수부와 허수부가 나오고 배터리의 상태를 알 수 

있다. 배터리 진단 시 주파수별로 배터리 상태에 따라 변하는 임피던스 

특성을 이용하여 확인한다.[34] 임피던스는 전극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킬 때 전기전달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해석하는데 실수인 리얼 

미터와 허수부인 이미지 미터로 구분된다. Rs의 경우 배터리 내부전극, 

전해질의 옴 저항을 의미하며 Rp는 배터리내에서의 전기화학계의 

반응속도를 나타낸다. Cp는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 전기 이중층에 의한 

캐패시터로서 그림과 같이 나이퀴스트 선도로 측정하고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6.1 (a) 배터리 내부 전기 화학적 반응 단순 회로도 

(b)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나이퀴스트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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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생분해성 전자잉크 
 

3.1.1 전자잉크의 구성요소 

직접잉크쓰기용 잉크의 구성요소는 잉크의 기능을 제어하는 필러, 

구조를 만드는 물질인 바인더, 바인더를 용액화 하는 용매, 잉크의 

점성을 조절하는 습윤제로 나뉘어진다.[35] 필러와 바인더는 필러와 

바인더를 혼합하여 바인더 내에서 필러가 전도성을 띠어 성능을 가지고, 

습윤제로 점성을 조절하여 인쇄성을 확보하면서 이 구성요소들이 고루 

섞일 수 있도록 용매를 선정하여야 한다.[35] 생분해성 직접잉크쓰기 

잉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분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금속, 고분자를 

조합하고 고분자를 잉크내에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선정 및 생적합성 

습윤제를 첨가하여 점성을 조절하는 데서 시작한다.  

전극 필러 재료의 후보군을 살펴보자면 입자형태로 전도성을 띠고 

생분해성인 무기입자이다. 

 

그림 3.1.1 생분해성 3DP 전극 필러 재료 후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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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Zn, Fe, Mo, W가 있고 MoO3에 대하여도 표준환원전위가 

존재하는데 산화전극군과 환원전극군으로 나누고 이론적 전압과 재료의 

특성을 판단하여 필러를 선정해야 한다. 산화전극 필러의 후보로는 Mg, 

Zn으로 표준환원전위 차가 큰 금속을 환원전극 필러의 후보로 Fe, Mo, 

W, MoO3를 선정하였다..  

산화전극의 경우 생분해금속 중에 필러를 선정할 때 표준환원전위가 

가장 작은 Mg(2.37 V vs. S.H.E.)과 Zn(-0.76 V vs. S.H.E.)에 대하여 

비교를 해보았다. 산화전극 필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Mg와 Zn는 산화 

수는 같으나 환원전위가 Mg가 -2.37 V이고 Zn는 -0.76 V로 

환원전위로만 판단했을 때는 Mg가 산화전극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Mg는 표준환원전위가 가장 낮은 재료이지만 Mg의 자연 

산화막층이 4 nm[36] 이하인 반면, Zn는 0.6 nm[37] 이하로 Mg의 

산화막층의 두께가 약 7배정도 이다. 전자잉크에 필러로서 입자형태로 

전극의 기능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입자가 각각 산화가 되어 

자연산화막을 형성할 경우 전자잉크 내에서의 전도성이 방해되고 

전자이동도가 낮아진다. 산화전극의 필러에 산화막은 인쇄 잉크 내부의 

전류 흐름을 방해하고 전극 내부 저항을 크게 하여 배터리의 출력전압을 

낮출 수 있다. 산화전극의 잉크에는 입자형태로 들어갈 필러의 산화물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전자의 터널링을 줄이고, 전자 이동도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전지 내부 저항이 커지고 배터리 출력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자잉크 내 필러의 산화막을 극복할 방법이 필요하다. 높은 온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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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을 위한 용융 없이 저온에서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소결하는 산 

처리법은 금속입자들을 물리적으로 결합한다. 전기화학적 소결 방식은 

해당 금속 내 원자확산으로 하는 기존의 소결과 구별되고 금속과 금속 

이온의 자가 교환이 뒤따른다. Zn의 경우 산을 추가하게 되면  산화 

레이어를 해리하고 아연이 자기환원이 일어나는 전이상태가 되고 새로운 

보호막 내에 전도성경로가 생기는 소결 방법이 알려져 있다.[32] 

실제로 전기화학적 소결 공정 테스트를 할 때에 소결 시간에 따라 저항 

/ 초기저항 값이 10-6이하까지 급격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3.1.2 Zn 전기화학적 소결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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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Zn 전자잉크 SEM(위 : 소결 이전, 아래: 소결 이후) 

 

그림 3.1.4 소결시간에 따른 Zn 전자잉크의 저항변화 

  

7 μm 

5 μm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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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부식이 덜되고 자연산화막이 얇으면서 

저온공정으로 전기전도도를 높일 수 있는 Zn 입자가 적합하다. 

Zn입자의 경우에도 필러의 입자 사이즈 중에서 그 중에 10 um이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화전극의 구조를 만드는 바인더의 경우에는 생흡수성 고분자 

매트릭스인 PCL을 선정하였다. PCL은 임상에서 뼈 임플란트의 재료로 

쓰여 조직 재생을 돕고 생분해가 되며, FDA에서 생적합성을 승인한 

물질이다. 또한 PCL은 생분해성 폴리머로 효소분해와 가수분해를 

통하여 생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38, 39] 체내 환경이 미생물, 

다양한 분해효소와 같은 단백질 또는 금속이온, 물분자도 포함되어 

있으나 체외환경에서 체내에 생분해되는 것을 확인할 때는 수화반응으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PCL은 반결정질 물질로 사용하는 잉크를 

프린팅할때 잉크 매트릭스 내부에는 부분적으로 비등방성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매트릭스가 결정질인 부분은 무정형의 상태보다 

트랩사이트가 더 적기 때문에 전자가 입자와 입자 사이를 터널링할때 더 

용이하게 전자이동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결정질의 부분이 분자 간에 

강한 본딩을 형성하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입자 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전자이동도를 높일 수 있어서 비결정질 고분자보다 

배터리의 내부저항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소수성 

재료로 인쇄된 구조체 유지에 적절하다. PCL 매트릭스가 견고할수록 

구조물을 자가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잉크내에서 지지할 수 있도록 

분자량 80k 인 재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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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전극의 필러는 Zn와 표준환원전위의 차이가 큰 MoO3(0.075 V 

vs. S.H.E.)를 선정하였는데, MoO3가 리튬 이온 배터리에 전극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수용액에서 1 g/L의 용해도를 보이면서 통제된 

레벨에서 바람직한 생적합성을 보인다.[40, 41] 환원전극의 장치의 

경우에는 환원전극 물질인 MoO3가 환원이 되면서 Mo가 생성되게 

되는데 이때 집전장치 금속과 새로 생성된 Mo층 사이에 페르미 레벨이 

정렬되면서 일함수 차이만큼 배리어가 형성된다. (φMetal – φMo) 이때 

φMetal – φMo≥ 0을 만족해야 전자가 이동하는데 φ집전장치 = φMo로 하여 

집전장치 금속을 Mo로 선정하였다. 

환원전극 집전장치의 바인더를 선정할 시에는 PBAT가 유연성과 

가공성이 높으면서 소수성 고분자로 구조체 유지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선행연구의 결과로 PBAT가 전도성 잉크의 기반 물질로서 

Mo 페이스트의 전도성이 높게 나온 것을 착안하여 PBAT를 바인더로 

선정하였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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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전자잉크 성능 

 

스크린 프린팅 하여 Zn 필러와 PCL에 부피비율을 다르게 하여 

페이스트를 만들고 저항을 측정하여 전도성을 계산하였다. 부피비율이 

0.4일때를 임계 부피비율로 102의 전도성으로 percolation theory에 

따라 금속의 전도성범위(102~106 S/m)내에서 전극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필러와 고분자 매트릭스 바인더의 

블렌딩을 통하여 실제 전극으로 기능할 수 있는 유효한 전기적 성질을 

확인하였다. 이때 공통적으로 전기화학적 소결 시간은 10분으로 

설정하였다. 

전자 잉크로서 인쇄성이 확보된 필러 Zn (< 10 μm)와 바인더 

PCL, 유기용매인 Tetrahydrofuran과 습윤제 Tetraglycol을 조합하여 

Zn의 부피비율에 따른 전도성을 측정하였다. Zn 부피비율 0.7이상부터 

전도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습윤제에 의해 전도성이 

같은 부피비율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단위 부피 내에서 

습윤제가 필러와 필러 간에 연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되었다고 

해석됩니다. 습윤제를 추가하게 되면 단위 부피에서 고분자 매트릭스가 

적어지면서 Zn입자들을 임의의 해당 위치에 고정하는 힘이 약해지고, 

습윤제로 쓰인 tetraglycol 자체도 고분자 매트릭스보다 분자간 인력이 

약한 경향이 있다. 습윤제를 추가하게 되면 필러의 임계부피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이때 Zn의 부피비율은 스크린 프린팅 할 시의 필러의 

부피비율과 다르게 계산되어 습윤제의 부피 또한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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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제를 넣어 인쇄성을 가지는 전자잉크에 대하여 전도성이 같은 

필러의 부피비율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인쇄길이에 따른 

저항변화는 인쇄길이가 늘어갈수록 저항 값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필러 Mo (800 nm)와 바인더 PBAT, 유기용매인 Chloroform과 습윤제 

Tetraglycol을 조합하여 Mo의 부피비율에 따른 전도성을 측정하였다. 

Mo의 부피비율이 0.2일때부터 전도성이 급격히 늘어나다가 0.4일때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ercolation theory를 기반으로 

Mo전자잉크가 해석되지 않은 것은 높은 영역의 부피비에서는 인쇄된 

구조체에 마이크로 크랙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전도성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잉크의 유기 용매가 증발하면서 형태가 

유지되는 특성을 지니는데, 이때 잉크가 부피 수축을 하면서 잔류 

응력이 생기게 된다. 잔류응력이 낮은 부피 비율에서는 항복이 

가능하지만 높은 부피비율에서는 항복이 어려워져 기계적 결함이 인쇄된 

부분에 발생하면서 빈 공간이 생기면서 이를 기점으로 마이크로 

크랙들이 늘어나면서 필러들 간에 전자의 터널링 거리가 멀어지고 

전도성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Zn의 경우는 전기화학적 소결을 통하여 

이러한 crack이 발생하여도 입자 사이에 실제 환원된 Zn 입자로 

채워져서 결정질의 네트워크를 갖기 때문에 전도성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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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Zn:PCL 비율에 따른 전도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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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Mo 전자잉크에서 Mo부피비율에 따른 전도도 

그림 3.1.7 Zn 전자잉크의 인쇄길이에 따른 저항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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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전자잉크, Mo전자잉크, MoO3 전자잉크를 각각의 전극을 10 

mm*20 mm*0.4 mm으로 인쇄하여 PBS를 채운 비커 안에서 

기준전극을 Ag/AgCl전극으로 PBS상에서 환원전위를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Zn의이론값은 -0.763 V (vs. S.H.E.) Zn전자잉크는 -0.870 V(vs. 

Ag/AgCl)로 측정되어 환산을 해보면 -0.960 V(vs. S.H.E) 정도로 

측정되었다. 전자잉크로 인쇄된 전극이 3D네트워크 구조로 활성재료의 

표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8] Mo전자잉크의 경우에는 -0.244 

V (vs. Ag/AgCl)로 측정되었고 MoO3전자잉크의 경우 -0.208 V (vs. 

Ag/AgCl)으로 측정되었다. 

배터리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측정 결과,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의 

임피던스를 측정해보았을 때 환원전극의 임피던스는 산화전극의 

그림 3.1.9 전자잉크 전극의 환원전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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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보다 높으며 배터리에서 Agarose gel 2 wt%(PBS) 전해질의 

저항은 100 Ω 정도로 측정되었다. 

전해질의 경우에는 2 wt% 아가로스 겔을 NaCl 농도에 따라 

나이퀴스트 선도를 측정하였다. NaCl의 몰수가 늘어날수록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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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Zn-MoO3 배터리의 Galvanoscanning 

  

그림 3.1.10 각 전극의 Galvanodynamic sc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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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전자잉크의 인쇄성 

 

직접잉크쓰기 잉크를 제작할 때에 다른 공정들과 같이 계산을 

통해서 최적 값을 구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고, 직접 인쇄를 

해보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최적 값을 구하게 된다. 전자잉크의 

압출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잉크가 노즐을 통하여 인쇄되기 위해서는 

실린더에서 노즐까지 노즐안에서 필러와 바인더의 마찰력을 작게 

만들어야 하고 필러와 바인더의 모든 방향에 습윤제가 같은 거리로 

존재한다면 적절한 점성이 유지되어 압출에 용이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필러와 바인더 부피를 구로 가정하고 습윤제 부피를 구를 포괄하는 

정육면체로 판단하였을 때 부피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된다. 

습윤제가 최소 필러와 바인더 부피비가 1:1이 되어야 압력에 의해서 

노즐을 통하여 인쇄가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점성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한 습윤제는 tetraglycol로서 습윤제를 

선정할 때에 생적합이 되는 물질 중에서 tetraglycol은 주사용제 

성분으로서 안전하고 쥐의 뇌 주입 실험에서 생적합성을 나타났었다. 

또한 고분자와 금속파우더를 섞은 페이스트에 tetraglycol을 첨가할 

경우 전도도가 향상되고 고분자 매트릭스가 보호되는 장점이 

있었다.[42] 

인쇄 공정상의 전자잉크의 점성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점도가 

낮을 경우에는 인쇄물이 퍼지게 되고 점도가 높을 경우에는 인쇄 도중 

노즐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 압력을 통제했을 때 노즐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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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되면서 적당한 점도로 자체 지지되어 적층 되어야 한다. 

육안으로 점성 평가하여 변수는 Zn필러의 부피비율로 0.32, 0.35, 

0.38, 0.41, 0.44로 범위를 좁혀서 측정한 후 전단속도에 대한 점성을 

측정하였다. 전단속도 10을 기준으로 28 Paᆞs~81 Paᆞs까지 

측정되었으며 Zn부피비율이 0.38일 때 가장 높았다. 전단감소의 

경우에는 전단응력에 대한 전단율로 나타나는데 프린터기에 지원되는 

압력범위내(0-200 Pa)로 좁혀지는 것이 Zn부피비율 0.44를 

제외하고는 3D인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중 Zn부피비율이 

0.41일 때 직접잉크쓰기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환원전극인 MoO3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점성을 판단 후 

입자사이즈를 다르게 하여 유동학적 테스트를 한 결과 [그림3.3.4]와 

같이 결과가 나왔고 전단속도 10일 때 280 Paᆞs에서 213 Paᆞs까지 

측정되었고 점탄성평가 시 MoO3 ~70 nm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환원전극 집전장치 전자잉크의 유동학적 테스트[그림3.3.6]는 

PBAT를 바인더로 사용하였으며 육안 점성평가를 거쳐 Mo부피비율 

0.10, 0.12, 0.14, 0.17, 0.19로 점도를 측정하였을 때 전단속도가 

10일때와 점탄성평가를 실시하였을 때 인쇄가능범위가 Mo의 부피비율 

0.1~0.14사이에서 인쇄가 가능하고 0.12~0.14이가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인쇄를 하기 위한 점성을 알게 되어도 인쇄공정상에 구조물을 

만드는 해상도를 결정하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데 인쇄해상도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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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의 형태와 구경, 적용된 압력, 속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토출압력은 압력이 높을수록 두껍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프린팅 속도가 

높을수록 얇게 나오므로 인쇄된 잉크가 끊기지 않도록 압력과 속도를 

조절할 때 잉크의 인쇄상태를 확인하면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노즐의 

형태와 구경은 본 실험의 경우 니들형과 콘형이 있었고 구경이 작을수록 

얇게 나오며 노즐의 높이가 적절히 높을수록 두껍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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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a) Zn 전자잉크 전단속도에 대한 점성변화 

(b)  Zn 전자잉크의 전단응력에 대한 모듈러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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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a) MoO3 전자잉크의 전단속도에 대한 점성변화 

(b) MoO3 전자잉크의 전단응력에 대한 모듈러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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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a) Mo 전자잉크의 전단속도에 대한 점성변화 

(b) Mo 전자잉크의 전단응력에 대한 모듈러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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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3차원 인쇄공정을 통한 3차원 인쇄물 

 

 

 

 

 
그림 3.1.16 인쇄공정을 통한 다양한 인쇄 선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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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쇄 공정을 거쳐서 [그림3.3.15]와 같이 인쇄물의 특징을 

확인하였고 조건을 잡아서 압력과 속도를 조절하면서 인쇄되는 잉크를 

쌓아 올렸다. 또한 인쇄공정을 통한 선 폭을 조절해가면서 다양한 

해상도로 인쇄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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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배터리 3D 인쇄 
 

인쇄해야 할 배터리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산화전극, 환원전극, 

집전장치, 전해질, 구조체 등이 있다. 3D프린팅을 위한 전자잉크 구성은 

[표3.2.1]와 같으며 전극잉크는 실온에서 잉크인쇄가 이루어지고 

전해질인쇄의 경우에는 37℃에서 CellLink의 Bio X모델을 통하여 3 

차원 인쇄가 이루어진다.  

표 3.2.1 3D프린팅을 위한 전자잉크 구성 

구분 산화전극 
환원전극 

전해질 
전극 집전장치 

필러 
(기능체) 

Zn  MoO3 Mo - 

바인더 
(구조체) 

PCL PCL PBAT 
agarose 

gel(2wt%) 

용매 Tetrahydrofuran1ml Tetrahydrofuran Chloroform PBS 

습윤제 Tetraglycol 0.5ml - 

 

그림 3.2.1 3차원 인쇄한 배터리(서로 맞물린 구조, 4층) 

산화전극은 필러 Zn와 바인더가 PCL, 용매는 THF와 습윤제는 

tetraglycol을 사용하였다. 환원전극은 필러가 MoO3 와 바인더는 PCL, 

용매는 Tetrahydrofuran, 습윤제는 tetraglycol이다. 환원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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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장치는 Mo와 바인더는 PBAT, 용매는 Chloroform이다. 전해질은 

PBS에 Agarose gel 2 wt%를 사용하였다. 

 

 

 

 

 

그림 3.2.2 Zn-MoO3 전지 방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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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방전시험의 경우에는 3 전극 시스템으로 작동전극에 산화전극, 

기준 전극에 환원전극, 상대전극에 Pt전극으로 연결하였다. Zn-

MoO3전지에 일정 전류밀도 0.1 mA/cm2일 때 가하여 산화 환원반응이 

4시간 정도 유지되었다. 실제로 측정 시에는 시간에 따른 전압으로 

측정하였는데, 측정 이후에는 전지의 갈바닉 전류의 흐름은 가용 가능한 

전하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류 밀도와 시간의 곱으로 표현한 단위 

면적당 전하량인 Capacity로 표현하였다. [그림3.2]와 같이 최대전압이 

약 0.8 V로 측정되었으며 1.76 V로 측정되는 마이크로 LED를 점등하는 

방법으로 시험하였으며 3차원 인쇄한 PLA의 틀에 전극을 조립하였으며 

2개 전지 회로부터 마이크로 LED가 점등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의 Mg-Mo배터리[9]의 경우 4개의 전지로 방전시험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지를 스태킹하면서 제한된 공간에서 원하는 사양의 

전압에 맞출 수 있다. 

3차원 인쇄를 하기 위하여 Autodesk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터리 

구조를 모델링하였으며 STL파일로 변환하여 Reptier 프로그램에서 

슬라이싱하여 G-code로 Tool Path를 만든 다음 3D프린터 Cell Link에 

파일을 읽고 영점조절을 하고 속도와 압력을 조절하여 인쇄공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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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배터리 생분해성 실험 
 

표 3.3.1 3DP 배터리 재료에 따른 수화 메커니즘과 용해속도[43] 

 

수화 메커니즘 
전기적 용해속도(μm/h) 

DI Hank’s solution 

Zn Zn+2H2O→Zn(OH)2+H2 0.07±0.02 0.3±0.2 

Mo Mo+3H2O→MoO3+3H2 (1±0.1)X10-3 0.7X101 

MoO3 MoO3+2OH-→HMoO4-+H2O +e- - - 

 

3차원인쇄배터리 재료에 대한 수화 메커니즘과 용해속도는 

[표3.3.1]와 같다. 생체액에서의 Mo의 속도가 Zn보다 빠르다고 

나와있는데 전자잉크의 경우에는 포일형태가 아닌 입자형태로 고분자, 

용매가 들어간 이유로 배터리 공정 후 생분해 테스트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Zn의 경우에는 소결 공정으로 전도성이 높은 Zn의 저항이 

PBS 내에서 성능 유지하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17시간 이내로 저항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10 분 전기화학적 소결을 실시한 Zn전자잉크의 생체 용액내 

분해거동을 살펴보면 [그림3.3.1]와 같이 9시간이후 저항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3.3.2]는 Zinc전자잉크를 인쇄 

후 소결한 후에 분해되는 모습을 SEM촬영으로 확인하였다. 표면 

구조를 관찰한 결과 Zn 입자가 관찰되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표면이 용해되면서 고분자 매트릭스가 뚫리면서 안쪽에 물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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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공성의 형태로 Zn 

입자가 비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유기용매가 증발하면서 인쇄된 

구조체가 굳어서 다공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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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생체액 내 Zn전자잉크의 저항변화(37 ℃) 

 
그림 3.3.2 Zn 전자잉크 소결 후 분해시험(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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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h 17 h 

0 
5 
㎛ 

Acid t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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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3차원 인쇄 배터리 생 분해(단계사진) 

배터리가 생 분해되는 것은 최초 PBS에 넣어 37 ℃오븐에 넣어 

관찰하였으며 이후에는 80 ℃오븐에 넣어서 가속시험으로 관찰하였다.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MoO3에 가장 먼저 생 분해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잉크 내부의 고분자들이 분해되면서 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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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생분해성 재료를 바탕으로 금속범위의 전도성을 띄는 전자잉크를 

제작하였으며 유변학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점성을 조절한 가운데 

전도성을 띄는 필러의 부피비율의 임계치를 만족하는 점성과 점탄성을 

측정하였으며 인쇄된 전극의 분해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3D프린팅 공정 

중 직접잉크쓰기방법을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슬라이싱으로 G-code를 

생성하여 3D프린터의 인쇄변수를 조절하여 일차배터리를 제작하고 

방전시험으로 ≒0.8 V의 최대전압을 보였으며 마이크로 LED를 

점등하였다. 3D 프린팅 직접잉크쓰기 방식으로 생분해성 일차배터리가 

처음 보고하고 인체 내 복잡하고 제한된 구조와 크기에 맞춤형으로 

원스텝 제작이 가능한 것이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이다. 이 결과는 제한된 

체내공간에 맞춤형으로 삽입되어 안정적으로 출력을 내고 기능이 끝나면 

생분해성되어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삽입형 의료기기용 배터리 제작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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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degradable Electronic Ink and 
3D Printed Primary Battery 
for Bioresorbable Implants 

 

Yea-Seol Park 

Material Science &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 implantable biodegradable medical device is a new type of 

electronic device that completes medical diagnostic/therapeutic 

functions such as bio signal monitoring and non-pharmacological 

electrotherapy and is bioabsorbed. Among the power sources that 

operate biodegradable medical devices, a battery that biodegrades 

after completing its function has been reported. However, there is no 

way to process a biodegradable battery with a custom structure that 

can be inserted into a complex body space shape and limited insertion 

space. Here, a biodegradable electronic ink capable of direct ink 

writing (DIW) process, one of the 3D printing methods, was 

manufactured using biodegradable electronic materials to confirm 

conductivity, printability and degradability, and 3D Zn-MoO3 primary 

batteries were printed. Based on the study, we confirmed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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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oduce batteries for medical purpose that are implanted in 

incapacious human body which can ensure stable performance. 

Keywords : biodegradable battery, 3D printed battery, DIW, 

biodegradable 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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