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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ser Based 3D Printing is an recently advance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making complex

shape comopnent such as automobile and aerospace. So in this article, stainless steel 316L was

manufactured by Selective Laser Melting (SLM) and Laser Melting Deposition (LMD) method.

SLM is an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that allow for the manufacture of small and complex

component by laser melting and solidification of powder in bed using a high intensity laser

be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aser scanning speed and laser power affects the defect,

microstructure and the hardness of the components.

초       록

금속 소재부품의 제조 형태가 복잡해지고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함에 따라 금속 3D 프린팅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주 발사체의 엔진 연소 노즐 부품에 적용 가능한 스테인레

스 316L계 금속을 3D 프린팅 방식으로 제조하고 이에 대한 기계적, 화학적 특성 상관 연구를 진행

하였다. 금속 3D 프린팅 기술은 레이저원을 이용하여 분말을 급속 용융과 응고를 반복됨에 따라 기

존의 주조 응고와는 다른 미세 조직 형태를 나타내고, 이에 따라 기계적 물성이 변화함을 관찰하였

다. 특히 개재물의 존재에 따라 기계적 특성이 변화하고 공정 조건의 변화에 따라 기공의 형태 및 

위치등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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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부품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소비자의 요

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금속 소재 부품의 제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우주 발사체 엔진 연소 노즐에 사용되는 

복잡 형상의 부품은 기존의 가공 방식으로 제작

시 고가의 제조비용과 생산성의 문제로 사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3D 프린팅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 부품의 제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금속 3D 프린팅 방법은 Selective Laser Melting

(SLM)과 Laser Melting Deposition (LMD) 방식 

두가지가 주로 사용된다.[1] SLM 방식은 구형의 

분말을 먼저 공급한후 미세 레이저를 이용하여 

용융 및 응고하는 방식으로 Layer 순차 적층하

는 방식이다. 이에 반하여 LMD 방식은 고출력 

에너지원에 분말 또는 와이어를 유입하여 소재

를 융착하는 방식이다.[2], [3], [4]. 본 연구에서

는 SLM과 LMD 방식을 이용하여 스테인레스 

316L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SLM 방식은 EOS사 Metal 3D (M290) 프린팅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LMD 방식은 Coherent사

의 4KW 레이저를 이용하여 적층하였다. 상기 

SLM과 LMD 방식으로 적층한 분말은 현미경과 

SEM을 이용하여 미세 조직을 확인하였으며 인

장 실험을 통하여 기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2. 실험과정

2.1 SLM (Selective Laser Melting) 공정

SLM 공정에서는 316L 분말을 사용하였으며 

분말의 크기는 25-40μm, 구형의 분말을 이용하

여 분말의 공급성을 높였다. Figure 1. 에서는 구

형 분말의 SLM 용 분말의 현미경 사진을 나타

낸다.

Fig. 1 Stainless 316L round shape powder

SLM 공정은 구형의 분말을 공급하기 위한 예

비챔버와 레이저에 의해 용융,응고가 일어나는 

적층 챔버로 구분되어 있다. 예비 챔버에서 예열

된 분말은 Guide Bar에 의하여 적층 챔버로 균

일하게 이송이 되고, 이송된 분말은 레이저의 스

캔에 따라 용융 및 응고 과정이 일어난다. 본 연

구에서는 SLM 공정에서 레이저의 Scan Speed가 

소재 내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으

며, 미세 구조의 변화 및 기공의 변화도 관찰하

였다. 이와 더불어 내부에서 생기는 기공과 소재

의 기계적 특성의 상관관계도 연구하였다.

2.2 LMD (Laser Metal Depositon) 공정 

LMD 공정에서는 고출력 다이오드 레이저와 

구형의 분말을 이용하여 금속 분말을 용융 적층

하였다. 분말은 스테인레스 316L 분말을 사용하

였으며, 100μm 크기의 분말을 사용하였다. SLM

의 분말은 입사되는 레이저의 에너지 양이 LMD

공정에 대비하여 작아 분말의 크기를 작게 하는 

반면 LMD 공정에서는 레이저 열원의 대부분이 

분말을 녹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경이 큰 분말을 사용하였다. Powder Feeder에

서부터 레이저원까지 분말의 공급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구형의 분말을 사용하였으며 

Carrier Gas 로는 Ar을 사용하였다. Carrier Gas

와 동시에 Ar Shielding Gas를 사용하였는데 이

는 레이저에 의하여 적층이 일어나는 동안 분말

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LMD 공정에서 Scan Speed의 변화에 따

라 기계적 물성이 변화하는 결과와 출력의 변화

에 따른 기계적 물성 변화를 관찰하였고 특히 

분말내에 있는 산소에 의한 산화개재물의 생성 

및 거동을 확인하였다.

3. 실험결과

3.1 SLM 공정에서 공정조건 제어 연구

SLM 공정에서 레이저원의 Scan Speed를 변화

하였다. Scan Speed가 증가함에 따라 분말에 유

입되는 에너지의 양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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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부품의 내부에는 미용융 입자나 기공과 같

은 결함이 다수 발생한다. 발생한 기공은 제조된 

시험편의 전반에 걸쳐 발생하며 Scan Speed가 

빠른 시험편의 경우 Speed가 느린 시험편에 대

비하여 부품 전반에 고르게 기공이 분포함을 확

인하였다. Figure 2.는 기공의 분포를 CT

Scanning을 통하여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 사진

이며 (a)는 Scan Speed를 2000mm/sec로 한 경

우이며, (b)는 Scan Speed를 1100mm/sec로 한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미용융 되는 분말의 수가 많아지고 부피

의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소재 내부의 기공의 

발생이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성된 분말은 소재의 전반에 

걸쳐 발생하였다.

Fig. 2 Scan Speed에 따른 기공의 분포 (a) :
2000mm/sec, (b) 1100mm/sec

Scan Speed의 증가는 분말과 분말 사이에 용융

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경우 기공이나 결함 등

의 형태로 잔존하게 된다. CT Scan의 결과 

2000mm/sec의 Scan Speed로 제조된 시험편의 

경우 소재 전반에 기공이 분포하였으며 금속 소

재의 대표 결함인 응고 결함은 발생하지 않았다.

즉 분말 각각 용융 및 응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

접 분말간의 상호 작용에서만 결합 또는 기공이 

발생하고 소재 전체에 걸쳐서는 용융 응고가 일

어 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기 속도 변화에 따른 시험편을 인장실

험한 결과 Scan Speed를 1400mm/sec에서 

2000mm/sec로 증가하여 인장 실험을 한 경우   

Strain Hardening Rate는 변화없이 Elongation의 

값만이 변화함을 관찰하였다. Strain Hardneing

Rate의 변화가 없음은 분말의 조성에 따라서 기

계적 물성을 그대로 보존하여 인장강도의 변화

는 없는 반면, 인장 시험시 파단이 발생하는 시

간이 2000mm/sec의 시험편에서 빨리 발생한것

으로 보아 내부에 생성되는 기공은 Strain

Hardening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Norch의 역할

을 하여 파단에 관여한것으로 파악된다.

Figure 3.에서는  Scan Speed에 따른 인장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3 Scan Speed에 따른 시험편의 인장특성

이와 더불어 Scan Speed를 증가함에 따라 

Grain Size가 작아짐을 Figure 4.을 통하여 알수 

있다. 본 결과와 기계적 인장 특성을 종합하면 

SLM 3D 프린팅의 경우 Grain Size의 변화에 따

라 기계적 특성의 변화는 없으며 내부 기공의 

발생에 따라 내부 norch 효과에 의한 파단이 빨

리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 Scan Speed에 따른 Grai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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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LMD 공정에서 공정 제어 연구

LMD 공정에서는 SLM 공정에서와는 달리 대

기중에서 적층을 실시함에 따라 내부에 산화개

재물이 많이 발생하였다. SLM 공정에서 미용융

에 의한 기공의 발생은 LMD공정에서는 일어나

지 않았다. LMD 공정은 고출력 레이저에 의한 

공정으로 고온의 용융과 급속 응고를 반복함에 

따라 내부에는 미세 기공의 발생은 없는 반면에 

분말 내의 산소와 대기중의 산소에 의하여 산화 

개재물이 많이 발생하였다.

LMD 공정에서 공정 출력을 높일수록 산화개

재물이 많이 발생한다. LMD 공정의 특성상 분

말을 제조시 Gas Atomizing 하는 경우 분말의 

내부에 이미 산화 개재물에 형성되었으며 LMD

공정중 대기의 산소와 금속간의 결합에 의하여 

많은 산화 개재물이 생성되었다. 산화 개재물의 

생성에 대한 공정변수로는 레이저 출력, Scan

Speed, Shielding Gas 등이 가능하며 산화 거동

은 Oxygen Contents와 평균 직경등을 확인함으

로써 공정변수와 산화물 생성 거동의 연관성을 

파악할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말은 Si 0.6%와 Mn

0.62% 포함된 분말을 사용하였으며 레이저의 출

력은 2700W, 3500W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

에 따라 생성된 산화 개재물의 형상을 Figure 5.

에 나타내었다. 산화 개재물은 둥근형태로 Grain

의 내부에 고루 분포하였다.

Fig. 5 LMD 공정에서 생긴 산화 개재물

공정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총입열량이 증가하

고 증가한 공정온도에 따라 소재 내부에 산화개

재물의 생성 빈도가 많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렇

게 생성된 산화 개재물은 재료 내부에서 출력이 

높아질수록 Scan Speed가 커질수록 개재물의 양

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Figure 6.

에 나타낸 Stress-Strain Curve에서 출력과 속도

에 대한 인장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산화 개재물

과 기계적 특성의 거동에는 레이저의 출력에 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6 공정변수에 따른 산화물 거동과 인장특성


4. 결론


우주 발사체의 복잡한 형상에 따라 부품을 제

조하고 정밀한 부품을 가공하기 위하여 3D 프린

팅 공정을 이용하였다. 엔진 연소 노즐에 사용하

기 위하여 스테인레스 316L 분말을 사용하였으

며 공정은 3D 프린팅 공정중 Selective Laser

Melting (SLM) 공정과 Laser Melting

Deposition (LMD) 공정을 비교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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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M 공정은 레이저 Scan 방식을 사용하고 유입

되어 있는 분말의 표면을 용융 접착하는 방식이

므로 Scan Speed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소재 내

부에 미세 기공이 많이 발생하였다. Scan Speed

의 증가에 따라 발생한 기공은 Strain

Hardening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LMD 공정에서는 분말 내부의 산소와 공정중의 

산소에 의하여 내부 산화 개재물이 다량 발생하

고 출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내부 잔존 열에 의

하여 산화 개재물이 많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우주 항공 부

품의 사용은 기계적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공

정조건에서 기공을 제어하거나 산화개재물을 제

어함으로써 재료의 특성을 향상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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