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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책임 

I . 서론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을 미래 성장의 원동력으로 부각시킴에 따라 주요국

들은 과학기술 및 ICT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3D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바이

오, 인공지능(AI) 등이 주요기술로 부상하였고, 이들 기술간 융합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 것이다. 

특히, 3D프린팅과 생명공학이 결합한 바이오 프린팅과 사이버물리시스템(CPS)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여기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바이오 

공학과 미래 맞춤형 제조 방식인 3D프린팅 기술이 융합된 바이오 프린팅 기술의 국내외 현황

을 살펴보고 전망해 보도록 한다.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 동향 및 전망 

*  본 내용은 이현재 책임(☎ 042-612-8145, now2@iitp.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World Economic Forum [1] 인용 

[그림 1]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과 융복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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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개요 

1. 기술적 배경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Global Risks Report)에서 보다 나은 과학기술정책이 요

구되는 ‘12 대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위험관리기관인 Marsh& McLennan 과 스위스 

취리히 보험그룹(ZIG)이 900명의 글로벌리더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일부를 세계미래위원회

(Global Future Council)에서 공개(2016.11.)하였는데, 조사결과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이 가장 

유망기술로 선정되었으며, 바이오 기술과 3D프린팅도 유망기술로 포함되어 있다[2]. 

[표 1] 다보스포럼 2017년 ‘12대 유망기술’ 

순위 유망기술 순위 유망기술 

1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2 바이오 기술 

3 에너지 포집, 저장, 전환 기술 4 금융거래 해킹방지 및 분산원장 기술 

5 지구공학 6 신경기술 

7 유비쿼터스 센서 8 첨단 컴퓨팅 기술 

9 첨단 소재 및 나노 소재 10 가상현실, 증강현실 

11 우주기술 12 3D프린팅 

<자료> 윤일영, 제조업과 ICT의 융합, 4차 산업혁명 [2] 인용 

한편,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에 따르면, 이식용 3D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 고관절/견관절 임

플란트, 생명과학 바이오 프린팅이 발생기, 의료기기는 거품기 단계에 있다[3]. 

<자료> Gartner Hype Cycle for 3D Printings 2015 [3] 인용 

[그림 2] 하이프 사이클에서의 3D 바이오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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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배경 

유망기술로 부상하기 전부터 3D 바이오 프린팅은 손상된 생체조직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거

나 이식하기 위한 조직과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동종이식

(allograft)은 가장 안정이 높으나 장기 공여자가 부족하고, 이종이식(xenograft)은 면역거부(immune 

rejection) 반응을 유도하여 이식한 장기가 괴사하거나,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동물유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교차 감염의 위험이 존재한다. 

높은 수준에 이른 의료공학이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 장기나 조직

이 손상되는 질병은 치료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며, 노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사회 전반적

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10만 명의 환자들이 장기 등이 필요하나 

단지 2만 건의 장기만 기증을 받고 있고, 이 중 대기자 조건을 갖춘 약 3.6만 명이 대기자 명

단에서 대기 중이며, 5년간 약 1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4]. 국내의 경우는 2016년 장기 이

식 대기자는 3 만 286 명이었지만, 실제 이식 수술은 4,658 건으로 충족률이 15.4%에 불과했고, 

비율은 2001년 25.9%에서 2010년 17.2% 등으로 줄고 있어,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해 있는 상황

에서 장기이식관광 등 사회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5]. 

III . 3D바이오 프린팅 기술 

1. 3D 바이오 프린팅 정의 

3D 바이오 프린팅은 설계의 확인 및 평가를 위한 시제품 제작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쾌속

조형(Rapid Prototyping: RP) 기술을 생체조직에 응용한 적층 방법으로, 살아있는 세포(cell)를 원

하는 형상 또는 패턴(pattern)으로 적층하여 조직(tissue)이나 장기(organ)를 제작하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인체 조직을 세포기반의 소재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먼저, 하이드로겔(hydrogel)과 사람 세포를 섞어 출력소재로 사용할 바이오 잉크를 제작한

다. 다음은 3D CAD 모델로 제작된 STL파일을 슬라이싱(slicing)하여 프린터의 노즐로 바이오 잉

크를 분사하여 조직의 형태를 생성한다.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세포가 자라나 하이

드로겔을 채우고,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잡아주던 하이드로겔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분해되

어 조직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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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D 바이오 프린팅 방식 

바이오 소재, 의공학 분야의 발전과 함께 3D 바이오 프린터는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다. 잉

크젯(inkjet) 바이오 프린팅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잉크젯 프린터의 잉크를 바이

오 소재로 바꾸고 종이 역할을 움직이는 스테이지(stage)로 교체하여 구성된다. 미세압출

(microextrusion) 바이오 프린팅은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온도를 조절하여 

생체재료를 다루는 부분과 x, y, z축으로 움직여서 제품을 적층하는 디스펜서(dispenser)와 스테

이지로 구성된다. 디스펜스는 크게 2종류가 있는데, 압축공기 방식은 가스 압력을 이용하여 재

료를 사출하는 간접적인 방식이며, 기계식 방식은 피스톤이나 스크류를 이용하여 재료를 직접

적으로 사출하는 방식이다. Laser Assisted 바이오 프린팅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재료에 에너지

를 전달하여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donor slide, energy-absorbing layer, collector slide로 구성

되며 레이저를 이용하여 bubble을 형성시키는 구조이다[6].  

<자료> Murphy, Sean V et al, “3D bioprinting of tissue and organs” [26] 인용 

[그림 4] 바이오 프린팅 방식 

<자료> 강현욱 외, “A 3D bioprinting system to produce human-scale tissue constructs with structural integrity” [27] 인용 

[그림 3] 3D 바이오 프린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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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D 바이오 프린터 종류 

명칭 방식 소재 SW 가격 비고 

1. Organovo  

NovoGen 

MMX 3D 

BioPrinter 

주사기 방식 

(Syringe-

based) 

하이드로젤 
Autodesk 

CAD협업

- 

(자체  

연구용) 

로봇팔 방식으로 정확도 향상 

2개 헤드로 20층 이상 출력 

2. EnvisionTEC  

3D Bioplotter 

주사기 방식 

(Syringe-

based) 

하이드로젤, 

실리콘, 

수산화인회석,

티타늄,  

키토산 

PC기반 

제어 
$200,000

3~5개의 다른 소재 카트리지 

출력 환경 미세 조정을 위한 

온도 제어와 센서 포트 제공 

3. RegenHU 

BioFactory & 

3DDiscovery  

3D BioPrinter 

주사기 방식 

(Syringe-

based) 

BioInk 

OsteoInk 
BioCAD 

$100,000

~ 

250,0000

디스펜서, 소재, SW 까지 

종합적으로 제공 가능 

4. Cyfuse 

Biomedical 

Regenova 3D 

BioPrinter 

Kenzan  

방식 

스페로이드 

(spheroid) 
B3D 

$250,000 

이상 

스페로이드를 미세 바늘에 

관통하여 3차원으로 배치하여 

조직을 성숙 

5. 3D Bioprinting 

Solution  

FABION 3D 

BioPrinter 

광경화, 

전자기식, 

사출 방식 

하이드로젤, 

오가노이드 

(organoid) 

독자 SW

- 

(자체  

연구용) 

스페로이드를 출력할 수 있는 

5개 노즐과 하이드로젤과 

바이젤을 연속으로 출력 

6. Regemat3D 

BioPrinter 

IPF 

(Individually 

pore-filling) 

하이드로젤 Regemat3D
파트너사 

판매 

바이오 프린터 판매 보다는 

제약사 등 파트너사 특화 

시스템 판매 및 커뮤니티 제공 

7. Advanced 

Solutions 

BioAssembly 

Bot 

주사기 방식 

(Syringe-

based) 

BioInk TSIM 
$159,999 

이상 

통합 SW인TSIM((Tissue 

Structure Information Modeling)을 

제공, 연구자가 디자인한 

조직을 보내면 회사에서 생산 

8. GeSim 

Bioscaffolder 

2.1 & 3.1 3D 

BioPrinters 

공기압축식 

하이드로젤, 

콜라겐 

알긴산염 

BS3.1 
$100,000~ 

$250,000

복잡한 소재를 다루기 위한 

모듈러 방식의 바이오 프린팅 

플랫폼 

9. CELLINK 

INKREDIBLE & 

INKREDIBLE + 

3D BioPrinters 

미세압출식 
CELLINK 

hydrogel 

Repetier 

Host 

$4,999 

~ 

$9,000 

저렴한 가격에 접근이 가능한 

듀얼헤드 

10. Rokit 

3D Bioprinter 

INVIVO 

Extruder 

Dispenser 

PLGA, PCL, 

PPL, 콜라겐, 

Silk fibroin 

Creator K
4,000만 

원 이상 

스캐폴드와 바이오잉크 겸용 

연구용 바이오 프린터로 출력 

환경 유지를 위한 필터와 

살균장치 장착 

<자료> 3Ders.org, http://www.3ders.org/articles/20151109-3ders-monday-warm-up-the-top-20-3d-bioprinters.html [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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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국내외 3D바이오 프린팅 연구 현황 

1. 해외 연구기관 연구 현황 

해외에서도 연이은 동물 이식 실험을 통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도야마 대학의 마코토 

나카무라(Makoto Nakamura) 교수는 잉크젯 프린터의 잉크 입자 크기가 사람 세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3D 바이오 프린터를 개발하였다[8]. 중국 캉위젠(康裕建) 쓰촨(四川) 대학은 3D

프린터로 원숭이의 지방층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넣어 혈관을 찍어내어 같은 원숭이에 이식

을 성공하였고, 인공혈관은 캉 교수가 CEO 를 맡은 리보텍(Revotek)이 자체 개발한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2016.12.)하였다[9]. 미국 바이오벤처 Organovo 사는 제약사의 약물 독성 검사를 위

한 3D 간 조직 판매를 개시하여, 약물에 노출되어 있는 동안 42 일까지 생존 가능하다고 발표

(2014년)하였고[10], 이후 사람 간 조직을 3D프린터로 찍어내 쥐에 이식하는데 성공하였다(2016. 

12.). 미국 Wake Forest대학 재생의학연구소 앤서니 아탈라 교수와 강현욱 박사가 인체 세포로 

찍어낸 사람 귀를 쥐에 이식하는데 성공하였다[11].  

대기업의 바이오 프린팅 산업 참여로 상용화가 가속 중이다. 미국 거대 헬스케어 기업인 존

슨앤존슨(Johnson&Johnson)은 North Florida 대학, 벤처들과 공동으로 약품 및 수술기구 등을 연

구 중이다[12]. 미국 TRS(Tissue Regeneration Systems)사는 이식용 뼈를 인쇄하는 연구를 진행중

이다[13]. 캐나다 기업인 Aspect사는 대퇴골과 정강이 사이에서 쿠션같이 충격 흡수를 하며 가

장 흔하게 부상이 발생하는 무릅 반월상 연골을 프린터로 찍어내는 것을 시도 중이다[14]. 프랑

스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L’Oreal)은 3D 프린터로 동물시험규제에 대비한 화장품이나 화학물질

을 시험할 인공 피부를 찍어내는 것을 연구 중이다. 

<자료> 언론보도 자료 정리 

[그림 5] 해외 3D 바이오 프린팅 연구 사례 

(a) 도야마 대학 (b) 쓰촨 대학 (c) Organovo사 (d) Wake Forest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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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 연구기관 및 업체 현황 

국내 업체는 아직 3D 프린팅 자체에 대한 개발 참여는 부진한 상황이며, 바이오 프린팅 관

련 장비와 소재 또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 연구기관에서 3D바이

오 프린팅 관련 연구와 시제품 제작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톨릭대 박후준 교수와 포항공

대 조동우 교수는 3D 바이오 프린팅을 활용하여 혈관화된 심장근육 패치를 개발하였다. 이 심

장근육 패치는 심장에서 유래한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 바이오 잉크를 이용하여 

심장 줄기세포와 중간엽줄기세포를 프린팅으로 이중 배열하고 내부에 혈관내피성장인자를 넣

어 세포 간 상호작용을 극대화한 것이다[15]. UNIST 김정범 교수는 재생 불가능한 척수를 바이

오 프린팅하기 위해 환자의 줄기세포로 척수를 3D프린터로 만드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16]. 국

내 기업 로킷(Rokit)사는 온도 조절 젤 출력방식, 정밀 핫멜팅 디스펜서, 광경화 출력, 필라멘트 

압출방식의 익스트루더, 액체 디스펜서 출력방식 등 5가지의 출력이 가능한 연구용 바이오 프

린터 인비보(invivo)를 출시(2016년)하였다[17]. 

(a) Johnson&Johnson사 (b) TRS사 (c) Aspect사 (d) L’oreal사 

<자료> 언론보도 자료 정리 

[그림 6] 해외 기업 3D 바이오 프린팅 연구 사례 

<자료> 언론보도 자료 정리 

[그림 7] 국내 3D 바이오 프린팅 연구 사례 

(a) 심장근육 패치 (b) 줄기세포 기반 척수 출력 (c) Rokit사 바이오 프린터 Inv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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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전망 

1. 오가노이드와 바이오 프린팅 결합 

오가노이드(organoid)는 줄기세포나 장기세포로부터 분리한 세포를 3D 배양법으로 다시 응

집, 재조합하여 만든 장기 특이적 세포집합체로 장기유사체, 유사장기라고도 불린다. 2009 년 

네덜란드 후브레히트 연구소의 한스 클레버스 박사가 생쥐의 직장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배양

해서 내장을 만드는데 성공해 최초의 오가노이드를 선보인 이후, 2013년에는 영국 캠프리지대

학의 메들린 랭커스터 박사가 사람의 신경줄기세포로 오가노이드를 제작하여 자폐증, 조현병, 

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질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와 하이드로젤을 결합하

여 다공성 조직을 배양하는 등 바이오 프린팅과 결합하여 조직 구성 기술을 향상 중이며[18], 

신장의 혈관 원형 조직체를 스페로이드로 만들기도 하였다[19]. 

2. In-situ(제자리) 바이오 프린팅 

인공장기 제작을 시험관이나 페트리 디쉬(petri dish)에서 변인을 통제하여 제어 가능한 환경

에서 제작하는 방식(in vitro)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변화를 살아 있는 생명체 내에서 

직접 조절하기 어렵고, 실제로 생체 내에서도 동일한 반응과 역할을 하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식장기의 대상으로 삼는 생체 조직과 직접 반응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예를 들

<자료> Schneeberger, Kerstin et al. “Converging biofabrication and organoid technologies” [18], Mironov, Vladimir et al. “Organ
printing: Tissue spheroids as building blocks” [19] 인용 

[그림 8]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바이오 프린팅 

(a) 오가노이드와 바이오 프린팅 결합 (b) 스페로이드로 구성된 원형 조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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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절개부위 또는 화상으로 인한 손상된 부위에 적절한 피부 조직을 직접 프린트하여 회복시

킬 수 있다[20]. 더 나아가 이식에 사용할 수 있지만, 병들어서 제거한 조직이나 장기가 몸속에 

원래 있던 곳에서 환자의 세포를 활용하여 직접 바이오 프린팅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21]. 

3. 랩온어칩(Lab on a Chip)에서 휴먼온어칩(Human on a Chip)까지 

장기칩은 전자회로가 놓인 칩 위에 특정 장기 세포를 배양함으로써, 해당 장기의 기능과 특

성, 역학적·생리적 세포반응을 모방하는 기술로, 특정 장기의 세포 운동이나 물리화학적 반응

의 메커니즘을 상세하게 연구할 수 있고, 신약 개발이나 독성평가에 대한 모델로서 이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이를 이용하여 화학물질 분석 장치, 의학적 진단 도구와 같은 여러 센서들을 만

들 수 있게 되는데 이를 Lab on a chip이라 부른다. 인체의 장기들이 움직이는 방식과 그 형태

<자료> Wake Forest University’s Military Research Center [20], Ozbolat, Ibrahim T. et al, “Bioprinting scale-up tissue and
organ constructs for transplantation” [21] 인용 

[그림 9] In situ 바이오 프린팅 

(a) Skin bioprinting (b) In situ bioprinting 사례 

<자료> Wyss Institute, “3D Printed Heart on a chip” [22] 인용 

[그림 10] 심장 칩(Heart on a chip) 

(a) 3D프린터로 출력 중인 심장 칩 (b) 약물 반응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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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방한 인공장기를 작은 칩 위에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를 Organ on a chip 이라고 한다. 

전자회로는 공통적으로 장기내부의 미세환경을 모방해주는 역할과 물리적 반응을 센싱하여 데

이터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 하버드대학 비스(Wyss) 연구소에서 3D프린터를 이용하

여 Heart on a Chip을 개발하였다. 각각의 웰(well)에는 심장근육세포(cardiomyocyte)가 들어 있어 

약물에 노출될 경우 반응하여 심장 세포 박동의 세기를 측정해 약물 반응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심장 칩으로부터의 데이터 수집을 자동화하여 칩 안에 센서를 삽입해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도

록 한 것이다[22]. 이렇게 여러 장기가 모이면 Human on a Chip까지 개념이 확장된다. 

4. 바이오닉 조직(Bionic tissue)과 바이오 봇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사람이 듣기 힘든 소리까지 기록할 수 있는 바이오닉 귀를 제작하였

다.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바이오 프린팅과 ICT기술이 접목된 미래 기술의 

방향이다. 현재의 전자기술은 평면을 기준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고, 센서 등을 포함한 전자부

품과 인체 조직과의 합성은 어려운 기술이다. 하지만 개념 증명을 위해서 인체 모형의 귀를 바

이오 프린팅하였고, 은나노 소재로 구성된 전도성 고분자와 함께 출력하였다. 이는 라디오 주파

수 수신에 대한 감지기능을 하며 좌우로 스테레오 오디오를 들을 수 있어,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과 전자기술을 병합한 예이다[23]. 일리노이드 대학과 MIT에서 3D프린팅된 스캐폴드와 근 

육세포를 이용하여 바이오봇(bio-bot)을 제작하였으며, 전기적 신호와 광원의 주기에 따라 운동 

<자료> Mannoor, Manu S, “3D printed bionic ears” [28] 인용 

[그림 11] 바이오닉 귀(Bionic ear) 

(a) 바이오닉 귀 테스팅 환경 (b) 좌우 오디오 신호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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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조절이 되어 인체 내 약물전달 등에 응용될 수 있다[24]. 포항공대에서도 3D 바이오 프

린팅 기술과 근육 유래 바이오 잉크를 이용하여 인간의 근육과 유사한 인공 근육 제작에 성공

하였으며, 전기적 자극을 받을 때 수축과 이완운동을 보여 근육의 고유 기능도 효과적으로 모

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앞으로는 손상된 조직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조직 제작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외골격(exoskeleton) 등 ICT기술을 적

용하여 기존보다 향상된 증강휴먼(augmented human)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VI . 결론 및 시사점 

3D 프린팅은 알약, 푸드 프린팅, 인체친화 건축물 자재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우

리나라의 수준 높은 생명공학, 의료기술, ICT 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망산업으로 성장 가능

성이 높은 분야이다. 인공관절, 임플란트, 보청기 등 기성 제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3D 바이오 프린팅을 통해 인체 맞춤형으로 제작하게 되면 우수한 의료적 효과와 함께 치료 분

야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이 기대된다. 나아가 건강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과 미래 먹거리 산업으

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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