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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층 제조(Additive Manufacturing, AM) 기술은 사용

자가 입력한 CAD 데이터에 따라 원하는 위치에 재료

를 적층하여 3차원 형상을 성형하는 기술로, 정밀정형

(near-net shape forming)이 가능하고 높은 설계 자유도

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적층 제조 기술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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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ective laser melting(SLM) is one of the powder bed fusion(PBF) processes, which enables quicker production 
of nearly fully dense metal parts with a complex geometry at a moderate cost. However, the process still lacks 
knowledge and the experimental evaluation of possible process parameter sets is costly. Thus, this study presents a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of the SLM process to predict the melt pool characteristics. The physical phenomena 
including the phase transformation and the degree of consolidation are considered in the model with the effective 
method to model the volume shrinkage and the evaporated material removal. The proposed model is used to 
predict the melt pool dimensions and validat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from single track scanning process of 
Ti-6Al-4V. The analysis result agrees with the measured data with a reasonable accuracy and the result is then 
used to evaluated each of the process parameter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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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적층 방식에 따라 재료 압출(material extrusion), 광

중합(vat photopolymerization), 직접 분사(Directed Energy 
Deposition, DED), 분말 베드 융합(Powder Bed Fusion, 
PBF) 등 총 7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1]. 선택적 레이저 

용융(Selective Laser Melting, SLM)은 PBF 방식의 적층 

제조 기술 중 하나로, 복잡한 형상의 금속 부품을 높

은 효율성과 정밀도로 성형할 수 있어 최근 항공우주, 
자동차, 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다[2-5].
  SLM 공정 장비는 Fig. 1과 같이 기본적으로 분말공

급 장치와 레이저에 의해 분말이 용융되는 빌드 플랫

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이 시작되면 평균 지름 약 

15-45 μm 크기의 구형 형태의 분말은 분말 공급 장치

를 통해 빌드 플랫폼으로 이송되고 수십 μm 두께의 

얇은 층 형태로 분포된다[6]. 이송된 분말은 CAD 데이

터에 따라 레이저 빔에 의해 선택적으로 조사되며, 한 

층의 레이저 스캔이 끝나면 새로운 분말 층이 공급되

게 된다. 이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3차원 

물체를 제작할 수 있다.
  유사한 금속 3D 프린팅 공정인 선택적 레이저 소결

(Selective Laser Sintering, SLS)과 달리, SLM은 공정 

중 재료의 완전 용융(full melting)이 일어나게 된다[7]. 
이로 인해 SLM 공정은 고밀도 부품 제작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기계적 물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용융된 재료는 100-1200 [mm/s]의 레이저 스캔 속도로 

인해 약 103-108 [K/s]로 빠르게 냉각되며 균일하고 조

밀한 미세구조를 형성하게 된다[8]. 따라서 SLM 공정

을 적용한 합금은 기존 공법으로 제작된 합금과 비교

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수한 강도, 인성을 지니게 된다
[9]. SLM은 이러한 공정 특성과 스테인리스강, 니켈기 

초합금, 타이타늄 합금, 알루미늄 합금, 코발트 크로뮴

계 합금 등 다양한 재료에 적용 가능한 점으로 인해 

학계의 많은 관심 또한 받고 있다[10-14].
  그러나 SLM은 공정 특성상 구형 분말을 고형화

(consolidation)시키는 과정을 수반하고, 국부적인 급속 

가열/냉각 과정이 일어나 기공 및 잔류응력 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공정 중 형성되는 용융풀(melt 
pool)은 부품의 기공률과 표면 거칠기에 큰 영향을 끼

치므로 적절한 공정변수를 설정하여 이를 제어하여야 

한다[15].
  한편, SLM 공정은 다양한 공정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정 제어 및 최적화된 공정 윈도우 확보에 

대한 연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SLM 공정 변수에는 

Fig. 1. Schematic diagram of SLM process

레이저 파워(laser power), 스캔 속도(scan speed), 레이

어 두께(layer thickness), 해치 거리(hatch distance) 등이 

포함되며, 실험을 통해 각 공정 변수의 영향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SLM 공정의 수치 모델 구축을 

통한 해석적 기법들이 최근 연구되고 있다[15-18].
  Fu 등[15]은 상변화와 온도 의존적인 물성 변화를 고

려한 마이크로스케일 SLM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개발

하였으며, 재료의 적층을 고려한 온도 이력과 용융풀 

크기를 예측하였다. Huessein 등[16]은 단일 레이어 SLM 
공정 해석 모델을 구축 후, 열-구조 연성해석을 수행

하여 용융풀 크기를 비롯한 온도 이력 변화와 잔류

응력 분포를 해석하였다. Ladani 등[17]은 용융풀 해석

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용융풀 내 이류(advection) 현

상을 반영한 액체 상태 재료의 유효열전도도(effective 
conductivity)를 해석에 적용하였다. Roy 등[18]은 두 개

의 상태 변수를 사용하여 상변화와 재료의 고형화 정

도(degree of consolidation)를 열해석 지배방정식에 반

영하고 단일 트랙 스캔 SLM 공정 해석을 수행하였다.
  상기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SLM 공정의 

용융풀 해석을 통해 충분한 용입 깊이(melt penetration 
depth)와 용융 폭(melt width)이 형성되는지 확인하여 

공정의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SLM 
공정 시에는 열원에 의한 분말-액체-고체(bulk solid) 상
태 변화뿐만이 아닌 분말 기공률에 의한 부피 수축 및 

고에너지 구간에서의 재료 증발 현상이 일어난다. 이

는 레이저와 재료의 상호작용 및 온도 변화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Fu[15]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해석 결과와 실제 실험 간 오차 발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LM 공정 변수의 영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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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결함 예측을 위한 새로운 용융풀 유한요소해석 모

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한 해석 모델은 재료 상변

화를 비롯한 온도 의존적인 물성을 적용하였으며, 분

말 층의 부피 수축과 재료 증발을 해석에 고려하였다. 
해석은 상용 유한요소해석 툴인 ABAQUS/Standard를 

사용하였으며, 열원과 재료 모델을 비롯한 모든 코드

는 해당하는 user-subroutine을 통해 작성되었다. 해석 

모델 검증을 위해 용융풀 해석 결과와 문헌 실험 결

과를 비교하였고, 기존해석 방법과의 성능을 비교 분

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을 통한 해석 

기반 실공정 윈도우 도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SLM 공정 수치 모델

  SLM 공정 중 재료의 온도는 상온에서 재료의 용융 

온도까지 변화하며, 재료의 상변화와 극심한 물성 변

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SLM 공정 해석을 위해서는 이

를 고려하여 재료 모델을 정의해야 한다. 또한 해석 

상에서 레이저는 시간 변화에 따른 이동 열원으로 모

사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모델과 코드 작성이 요구된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SLM 공정 해석 모

델 구축의 상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1 SLM 공정 열원 모델

  SLM 공정 해석의 열원은 2차원[15], 또는 3차원[16-18] 
열유속으로 모델링 된다. 일반적으로 분말 층의 두께

는 수십 μm로 매우 얇아, 분말 층 표면에 작용하는 2
차원 열원 모델을 가정하여 계산 비용을 줄일 수 있

다. 하지만 레이저에 의한 열에너지는 분말 층의 기공

률로 인해 분말 층 표면 밑까지 전달되기에, 본 연구

에서는 3차원 체적 열원(volumetric heat source) 모델인 

Goldak’s semi-ellipsoid 모델[19]을 사용하였다.

  expaxvxt by
 cz

 
(1)

는 에너지 흡수율(absorptivity), 는 레이저 파워, 

는 스캔 속도,  ,  , 는 ellipsoid의 dimension을 의

미하며 레이저 스폿 반경(laser spot radius)  , ellipsoid
의 이심률(eccentricity) , 분말 층의 두께 와 다음

과 같은 관계가 있다.

   Fig. 2. Goldak’s semi-ellipsoid model with SLM 

process parameters

      (2)

  이때 이심률 는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실

험 결과에 기반하여 조정되는 값이다. 하지만 본 논문

에서는 주어진 공정 변수와 조건만을 가지고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를 1로 설정하고 열원을 모델링하

였으며 이에 따른 열원의 형상은 Fig.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빔에 의한 체적 열유속 를 

비균일 분포 열유속(nonuniform distributed heat flux)을 

정의하기 위한 ABAQUS 서브루틴인 ‘DFLUX’를 통해 

모델링하였다.

2.2 SLM 공정 재료 모델

  SLM 공정은 공정 특성 상, 초기 분말 상태에서의 

고형화 과정과 상변화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해석

을 위해서는 이를 고려하여 재료의 거동을 정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장(phase field) 모델

에 기반한 2개의 상태 변수로 이루어진 에너지 균형 

방정식을 적용하였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18].

 ∇∙qrr  (3)

q∇ (4)

  (5)

   tanh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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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maxr′r,   ≤ ′ ≤  (7)

는 에너지 밀도, 는 시간, q는 열유속 벡터, r은 좌

표 벡터, 는 재료의 열전도도, 와 은 각각 고체

와 액체 상태에서의 체적 열용량, 는 융융 잠열(latent 

heat of melting), 은 현재 온도, 와 는 각각 용

융 구간에서의 액상선 온도(liquidus temperature)와 고

상선 온도(solidus temperature)를,   은 

평균 용융 온도(average melting temperature)를 의미한

다. 함수 는 열역학 충족(thermodynamically consistent) 
상장 모델에 기반한 보간 함수(interpolation function)으
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20].

    (8)

는 재료의 상(고상/액상)을 정의하기 위한 상태 변수

로 온도 값에 따라 일 경우   , 일 

경우   ,  일 경우는 0과 1사이의 값

(mushy state)을 가진다. 는 상변화 구간의 sharpness
를 지정하기 위한 상수로, smooth transition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 5로 설정하였다[18]. 는 재료의 고형

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상태 변수로, 식 (7)과 같이 의 피크 값으로 상변화 이력을 기록하여 porous/ 

dense 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재료의 증발 잠열(latent heat of evaporation)을 

고려하고 액상/기상 상변화 구간을 정의하기 위해 새

로운 상태 변수를 정의하여 식 (5)에 다음과 같이 항

을 추가하였다.

 
       (9)

  tanh    (10)

이때, 는 재료의 증발 잠열, 는 재료의 상(액상/

기상)을 정의하기 위한 상태변수이며 는 증발 온도

(evaporation temperature), 는 액상-기상 변화 구간에

서의 액상선 온도를 의미하며    이다. 

이에 따른 재료의 초기 상태(initially porous/initially 
dense)와 온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 밀도 변화는 Fig. 3
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18].

Fig. 3. Energy denstiy-temperature graph of Ti-6Al-4V 

for different initial states

Fig. 4. Material state variation during SLM process

  이러한 상태 변수들과 현재 온도 값을 통해 재료

의 상태를 Fig.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각 물

질점에서 재료의 상태를 쉽게 판별하기 위해 phase 
function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다.

r 



   powder phase for initiallyporous   dense solid phase after melting   liquid melting phase   vaporizedempty space

(11)

  상기한 재료 모델을 해석 상에 적용하기 위해 재료

의 열적 거동을 정의할 수 있는 ABAQUS 서브루틴 

‘UMATHT’를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하였다. 또한 해석 

상에서 재료의 상태를 매 시간 증분마다 확인하고 상

태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서브루틴 ‘USDFLD’를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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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말층의 부피 수축 및 증발

  SLM 공정 중 분말층은 용융 과정에서 분말 상태 

재료의 밀집화 현상이 일어나고[21], 초기 기공률 로 

인해 일정 부피 만큼 수축하게 된다(Fig. 5). 분말층의 

부피가 수축할 경우, 레이저 빔은 표면에 수직한 방향

으로 더 깊게 관통할 수 있으며 이는 용융풀 형상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해

석 상에서 고려하기 위해 분말 층의 재료가 용융 될 

경우(), 재료가 수축하였다고 가정하고 해당 

요소의 열전도도를 0으로 만들어 비활성화시키는 방

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수축한 깊이 만큼을 열유속에 

고려하기 위해 식 (1)의 깊이 방향 거리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12)

는 분말층 표면의 초기 위치를 의미한다.

  또한 공정 중, 과도한 에너지 입력으로 증발한 재료

 Fig. 5. Phase field with melt penetration depth( ) 
and width()

Fig. 6. Variation of distance from the beam center in 

melt depth direction

는 아르곤 가스 등에 의해 날아가게 된다[22]. 이를 해

석에 고려하기 위해 증발( = 2)된 요소 또한 부피 

수축과 같은 방식으로 비활성화시키고, 각 요소마다 

적층 방향으로 얼마 만큼의 재료 증발이 일어났는지

를 확인하여 이를 에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13)

는 현재요소의 적층 방향에서 증발된 요소의 개수

를, 는 증발한 요소들의 적층 방향 길이를 의미한

다. 분말층의 수축과 재료 증발로 인한 깊이 방향 거

리는 Fig. 6과 같이 각 요소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적

용되며, 상부 요소의 상태가 하부 요소에 적용되는 열

유속에 영향을 끼침을 보여준다.

3. SLM 공정 용융풀 해석 및 결과 분석

  제시한 용융풀 해석 모델 검증을 위해 예측한 용융

풀의 크기를 실험적으로 측정한 용융풀의 크기와 비

교할 필요가 있다. Verhaeghe 등[23]은 Ti-6Al-4V 재료

를 사용하여 각 공정 조건 별로 6번의 SLM 단일 트

랙 스캔 실험을 수행하였고, 레이저 파워 변화에 따른 

용융풀 크기 변화를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문헌에서 수행한 실험과 같은 공정 변수(Table 1)로 

해석을 수행한 후, 문험 실험 결과에 기반하여 제시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용융풀 해석을 위해 이동 열유속을 이용한 단일 트

랙 스캔 SLM 공정 시뮬레이션을 위한 해석 형상과 초

기조건을 Fig. 7과 같이 정의하였고, 해석을 위한 형상

은 계산 시간 감소를 위해 0.530 × 0.28 × 0.5 mm(L × 
W × H) 크기의 대칭성을 이용한 half-symmetry 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해석을 통한 공정 변수 평가를 위해 

공정 후 각 재료 상태의 부피 분율을 분석하였다.

Table 1. SLM process parameters for analysis

Process parameter Value

Laser power  20, 40, 60, 80 [W]

Scan speed   200 [mm/s]

Layer thickness  30 [μm]

Laser radius  26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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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half-symmetry finite element model of 

single track laser scanning with initial material 

states, (b) temperature distribution during 

laser scanning

3.1 용융풀 형상

  단일 트랙 스캔 해석을 수행하여 Fig. 5와 같이 용

융풀의 형상을 예측할 수 있으며 레이저 파워 변화에 

따른 용입 폭과 깊이는 Fig. 8과 Fig. 9와 같다. 해석 

및 실험 결과를 통해, 레이저 파워 증가에 따라 재료

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용융풀의 크기 또

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편 20 W, 40 W의 레이저 파워에서는 부피 수축

과 증발을 고려한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 모두 실

험 결과와 비교하여 유사한 용융풀 크기를 예측하였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부피 수축과 증발을 고

려하지 않은 모델의 경우, 용융풀의 크기와 레이저 파

워가 거의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고 레이저 파워가 증

가할수록 실험 결과와의 오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레이저 파워가 증가할수록 재료의 온도

Fig. 8. Melt width with variation of laser power

Fig. 9. Melt penetration depth with variation of laser 

power

가 추가적인 조건 없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예측한 용

융풀의 크기 또한 실험 결과와 비교해 더 큰 값을 보

임을 알 수 있다. 문헌 실험값과 해당 모델을 통해 예

측한 용융 깊이의 평균 오차는 약 32.63 %, 용융 폭의 

평균 오차는 약 18.66 %를 보였다.
  반면에 부피 수축과 증발을 고려한 모델의 경우, 레

이저 파워 증가에 따른 용입 깊이와 용융 폭의 변화

가 실험 결과와 더 유사한 경향성과 값을 보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문헌 실험값과 해당 모델을 통해 

예측한 용융 깊이의 평균 오차는 약 10.76 %, 용융 폭

의 평균 오차는 약 7.34 %로 앞선 모델과 비교해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특히 앞선 모델의 경우,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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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파워 증가와 용융풀의 크기 변화가 거의 선형적인 

관계로 이루어졌지만, 부피 수축과 증발을 고려한 모

델의 경우는 레이저 파워 증가에 따른 용융풀 크기 

변화가 점차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높은 레이저 파워로 인해 증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

은 60 W, 80 W의 경우에서 더 강조된다. 이러한 현

상은 증발 잠열에 의해 재료 온도 상승에 더 많은 에

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증발로 인해 해당 요소가 비활

성화되면 고온 상태의 재료를 통한 열전도가 제한되

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해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이 주어

진 공정 조건에서 용융풀 크기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

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적용한 공정 조건보

다 레이저 에너지가 더 증가하고 깊은 용입 깊이가 

형성되면, 재료 증발과 반발 압력(recoil pressure)으로 

인한 용융 표면 눌림 현상 및 키홀(keyhole) 모드 거

동이 나타나 용융풀의 형성 메커니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24]. 따라서 추후 과제에서는 제시한 해석 모델

의 강건성 향상을 위해 더 넓은 범위의 공정 조건에

서 해석 결과를 검증하고, 각 조건에서 어떠한 메커니

즘으로 용융풀이 형성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3.2 재료 상태 부피 분율

  재료 증발에 의한 영향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공정 

변수를 평가하기 위해 레이저 스캔이 끝난 후의 재료 

상태를 분석하였다. 레이저 스캔 후, 스캔 트랙 내에

서 각 재료 상태의 부피 분율은 나타낸 결과는 Fig. 10
과 같다.
  먼저 20 W의 경우, 용융되지 않은 부분의 부피 분

율이 약 7.5 %로 이는 레이저를 통해 전달된 에너지

가 필요한 영역을 충분히 용융시키기에는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불충분한 에너지로 재료가 충분

히 용융되지 않을 경우, 융합 부족 기공(lack of fusion 
pore)이 발생하게 된다[25]. 따라서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파워를 증가시키거나 스캔 속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40 W의 경우, 용융되지 않은 

부분 없이 모든 영역이 고형화되는 가장 이상적인 공

정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앞선 20 W 해석 결과에서 

얻은 결론과 같이, 에너지 불충분 문제를 레이저 파워 

증가를 통해 해결하고 결함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

여준다. 60 W의 경우, 높은 에너지로 인해 재료의 약 

18.8 %가 증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높

은 에너지로 재료의 과도한 증발이 일어날 경우, 기포

Fig. 10. Volume fraction of each material state with 

various laser powers

가 트랩 되어 키홀 기공(keyhole pore)이 발생하게 된

다[26]. 따라서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레이저 파워

를 감소시키거나 스캔 속도를 줄여 재료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감소시켜야 한다. 80 W의 경우는 전달되는 

에너지양이 더 증가하여 증발한 영역의 부피 분율이 

약 22.5 %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임의의 SLM 공정 변수 조합이 안정

적이거나 결함(에너지 불충분 또는 에너지 과잉)이 있

는 공정이라고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제

시한 해석 모델을 통해 공정 결함이 예측된 경우, 안

정적인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 변수를 조정

하여 적절한 공정 변수 조합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LM 공정의 용융풀 해석 모델을 제

시하고 공정 변수 변화에 따른 용융풀 해석을 수행하

였다. 해석 결과, 레이저 파워가 증가할수록 더 큰 용

입 깊이와 용융 폭이 형성되고, 재료의 부피 수축과 

증발을 고려한 모델이 그렇지 않은 모델보다 더 정확

한 용융풀 크기를 예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정 후 스캔 트랙 내의 재료 상태를 분석함으로써 

공정 변수를 평가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공정 변수를 

조정하여 결함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제

시한 방법을 통해 재료의 융합 부족 현상과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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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을 예측하여 안정한 공정 윈도우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후속 연구로는 실제로 해석 기반 공정 윈도우를 도

출하고, 공정 경계에서 SLM 공정으로 시편을 제작하

여 밀도 및 기공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해

석 결과와 각 공정 변수로 제작한 시편의 기계적 물

성을 분석함으로써, 원하는 물성을 얻기 위한 공정 설

계 및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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