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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층제조는(Additive Manufacturing, AM) 통

인 생산방법인 주조, 단조, 압출 등과 달리 속, 비

속 소재를 한 층(layer)씩 쌓아 올려 3차원 부품을 

제작하는 공정이다. 높은 생산성과 설계의 자유도, 다

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우주항공, 자동

차,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층제조 기술 용을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표 인 속 층제조 

기술로는 powder bed fusion (PBF)과 direct en-

ergy deposition (DED)이 있다1,2). PBF의 경우, 작

업 베드 일정 높이(수십 um)의 분말층에 이  는 

자빔을 조사하여 부품을 만드는 방식이며 정 한 조

형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DED의 경우, 

이  열원과 함께 분말 는 와이어를 분사하여 층

하는 방식으로 PBF 공정 비 빠른 공정속도와 형 

부품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3-5). 상기 AM 공

정들은 부품의 용도와 목 에 맞게 산업계에서 사용되

고 있으며, 부품의 건 성 확보와 기계  물성 향상을 

한 공정 최 화 련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의 용을 

해 AM 공정변수 변화에 따른 기계  강도, 내부 기공

(porosity)  도(density) 변화에 한 연구가 수

행되었다. 부분의 연구에서는 laser power,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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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ckness 등 공정변수로 계산이 가능한 에 지 도

(energy density) 기 으로 강도의 증감, 기공(porosity)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 으며, stainless steel, Ni 

alloy, Ti alloy 등 다양한 분말을 사용하여 공정변수

의 향을 분석하 다6-10). 주요 연구결과로는 취성

괴와 연성 괴는 어떠한 임계 에 지 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임계 에 지 도 이상인 경우, 에 지 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복, 인장 강도는 증가하고 연신율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

으로 최근에는 주요 AM 분말(SS 316L, Ni alloy 

등)로 제작된 부품의 강도와 연신율 모두 만족할 수 있

는 최  공정을 찾기 한 연구가 수행되고 되고 있으

며 공정을 정리하여 optimal AM parameter map을 

제시하고 있다10). 한, 층 부품들의 용성 확보를 

해 구조물 설계의 필수 요소인 피로, 괴 특성을 평

가하기 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1). 

  층소재의 기계  물성 확보를 한 공정 최 화와 

함께 AM 부품 용성 확 의 측면에서 재 성과 련

된 연구는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층공정은 설계 

디지털화를 통해 여러 의 장비를 사용하여 모듈 단

로 부품을 제작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으나 장비

에 따라 제작되는 모듈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즉,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고 유사한 공정 

변수를 용하더라도 층제조 부품의 특성상 재 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우며, 층공정이 통 인 부품 제

작 방법을 체하기 해서는 재 성과 련된 연구가 

우선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 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기계  강도와 에 지 도와의 계를 통해 

최  공정변수 도출하기 한 연구가 부분이며, 장

비, 분말 변화에 따른 재 성, 재  층소재의 건 성

에 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최근 국외 연구

기 에서는 다양한 장비에 1가지 분말을 용하여 물

성을 평가하 으나, 기 연구 수 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12). 국내의 경우 피로, 괴와 련된 연구는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부품의 재 성을 한 연구는 

무한 상황이며 층공정의 용성 확 를 해 재 성 

련 연구가 시 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PBF 장비, SS 316L 분

말 변화에 따른 재 성을 확인하기 해 인장시험을 수

행하 다. 층소재 제조에 제조사가 다른 4가지 장비

와 3종류의 분말을 사용하 으며, 동일한 공정변수를 

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여 물성을 평가하 다.

2. 사용 재료

2.1 분말 조성  사용 장비

  본 연구에서는 장비  분말 변경에 따른 물성 변화

를 평가하기 해 SS 316L 분말을 사용하 다. 사용

된 분말은 4가지로 상용 SS 316L 분말인 CL 20ES, 

LSN F316L, Laserform stainless 316L  Chang- 

sung 316L을 사용하여 층 소재를 제작하 으며, 각 

분말 조성은 Table 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한, 

층 소재 제작에 사용된 L-PBF 장비는 3종류의 제

조사의 4개 장비로써 concept laser 의 M1, M2, 3D 

systems의 DMP 320와 Sodick의 OPM 250L를 사

용하여 소재를 층하 다. 완성된 시편에 해 HIP, 

stress reliving 등 후처리 공정은 수행하지 않았으며, 

기계 가공을 통해 시험편을 제작하 다.

2.2 공정 조건  시험편 형상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공정 조건을 각각 다른 장비와 

분말에 용하여 기계  특성을 평가하 다. 이때, 공

정 조건에 따른 에 지 도 변화와 기계  물성과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해 추가 인 공정 조건을 선정

하 다. M1 장비로 CL 20ES 분말을 사용하여 A, B 

조건으로 층 시편을 제작하 고, M2 장비로는 LSN 

F316L 분말을 사용하여 C ~ F 조건으로 층 시편

을 제작하 다. 상세한 층 조건은 Table 2에 정리하

여 나타내었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B 와 C 

공정 조건과 장비 제조사는 동일하나 사용된 분말의 제

조사는 다르며 E와 G, F와 H 는 공정 조건은 동일하

나 각각 다른 장비와 분말을 사용하 다. 

  시편들의 층 방향은 Z 방향(vertical direction)

Cr Ni Mo Mn Si P C S Fe

CL 20ES 16.5-18.5 10.0-13.0 2.0-2.5 ≤2.0 ≤1.0 ≤0.045 ≤0.03 ≤0.03 Bal.

LSN F316L 17 12 2.5 ≤2.0 ≤0.75 - ≤0.03 - Bal.
Laserform 

stainless 316L 16.5-18.5 10.0-13.0 2.0-2.5 ≤2.0 ≤1.0 ≤0.045 ≤0.03 ≤0.03 Bal.

Chang-sung 
316L 17 12 2.0 ≤2.0 ≤0.5 - ≤0.03 -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S 316L powders (un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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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층하여 제작하 으며, 층 시편의 크기는 Fig. 

1 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Fig. 1과 같이, 시험편 형

상이 층 시편의 기계  물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기 해 상  상 시험편을 가공할 수 있도록 층 

시편의 크기를 결정하 다. 인장 시험은ASTM E8에 

따라 기계 가공하여 제작된 상  상 층 시험편

과 강도 비교를 해 Wrought 소재 시험편을 각각 인

장 속도 1 mm/min으로 수행하 다13). A, B는 각각 

상 소형 시편(gage length 25 mm)과 상 표  

시편(gage length 50 mm)을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

하 으며, C ~ H는 ASTM E8의 gage length 25 

mm를 가지는 상 소형 시편을 제작하여 인장 시험을 

수행하 다. H의 경우, 시험편의 채취 치에 따른 강

도 변화를 분석하기 해 층 방향(Z direction)으로 

6개의 시험편, 층 방향에 수직한 방향(X direction)

으로 16개의 시험편을 Fig. 2와 같이 채취하여 시험편

을 제작하 다. 한, 시편 형상에 따른 물성 변화를 

확인하기 해 D ~ F 조건에서 상 소형 시편(gage 

length 25 mm)을 제작하여 평가하 다.

3. 실험 결과

  우선, 시험편 채취 치에 따른 강도 변화를 확인하

기 해 H 시편의 각 치에서 채취한 시험편 인장시

험 결과를 정리하 다. L1~L6 치에서 채취한 시험

편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각각 488~515 MPa, 

533~543 MPa 범 를 나타내었으며 시험편의 채취 

치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아래 Fig. 3과 같

이 T1~T16 치에서의 강도는 약간의 차이를 보

100 mm

100 mm

D : 12φ 
D : 20φ

230 mm

A
Bt : 4 mm

125 mm 100 mm

t : 15 mm

25 mm 150 mm
C,D,E,F,G H

Fig. 1 Dimension of AM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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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8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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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L2 L3

Fig. 2 Location of test specimen for H condition

Machine
(No.)

Laser power
(W)

Scan speed
(mm/s)

Layer thickness 
(mm)

Hatch spacing 
(mm)

Energy density 
(J/mm3)

M1 (A) 180 800 0.03 0.105 71.43
M1 (B) 180 600 0.025 0.15 80
M2 (C) 180 600 0.025 0.15 80
M2 (D) 250 600 0.025 0.15 111.1
M2 (E) 300 900 0.03 0.1 111.1
M2 (F) 370 1350 0.05 0.09 60.9

DMP 320 (G) 300 900 0.03 0.1 111.1
OPM 250L (H) 370 800 0.05 0.1 92.5

Table 2 AM parameters for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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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항복강도의 경우 층시편 상부로 갈수록 일

정하지 않는 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 했으며, 그 차이

는 약 40 MPa 정도이다. 이는, 시편의 크기가 부품 

단 로 커진다면 채취 치에 따라 강도가 달라질 가능

성이 존재함을 나타내며, 강도의 균일화를 한 추가

인 공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에 지 도 변화에 따른 강도 변화를 분석하기 해 

식 (1)과 같은 체  에 지 도(Volume Energy 

Density, VED)를 계산하여 A ~ G 조건에 따른 인

장 시험 결과와 함께 Table 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1)

  인장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층소재들은 wrought 

소재 비 높은 항복강도와 비슷한 인장강도를 가지지

만 낮은 연신율을 보인다. ASTM F3184에서 제시하

고 있는 스테인리스 층 소재의 최소 요건(인장 강도 

515 MPa, 항복 강도 205 MPa, 연신율 30% 이상)

과 비교하면 A, B, G, H는 강도, 연신율을 만족한다 
14). 그러나 나머지 조건(C, D, E, F)들은 항복, 인장

강도는 만족하나 연신율은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하 다. 장비와 분말이 층소재 강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공정조건이 동일하나 장비와 분말이 다

른 경우의 물성 차이를 분석하 다. 같은 장비, 동일 

공정에 분말만 다른 B와 C의 경우, B의 항복, 인장 

강도  연신율이 C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 다. 

한, 동일 공정에 장비와 분말 모두 달라지는 E와 G

의 경우도 앞선 경우와 같은 강도, 연신율 특성을 보

다. 이는, 동일한 공정이라도 장비 는 분말이 달라지

면 강도 측면에서 물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시험편의 형상, 크기에 따른 강도 차이를 분석하기 

해 B~D 조건의 상 시험편, 상 시험편 인장 시

험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나타난바와 같이, 

상 시험편의 항복, 인장강도  연신율과 같은 인장 물

성이 상 시험편의 물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B와 C조 

조건에서는 항복, 인장강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 으나, 

D 조건에서는 다소 작은 증가 폭이 나타났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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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st results for B, C and 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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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st results for test specimen of H condition in 
each location

Machine
(No.)

Energy density 
(J/mm3)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M1 (A) 71.43 574 669 39
M1 (B) 80 560 647 34
M2 (C) 80 479 578 11
M2 (D) 111.1 417 488 7
M2 (E) 111.1 444 570 18
M2 (F) 60.9 449 556 14

DMP 320 (G) 111.1 446 577 49
OPM 250L (H) 92.5 504 539 61

Wrought SS 316L - 266 593 64

Table 3 Result of tensil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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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연신율도 D 조건에서 증가폭이 다소 작

음을 확인하 다. 이는, 같은 공정조건이라도 시험편의 

형상  크기가 변화하면 소재의 강도 특성이 달라질수 

있음을 의미 하며, 부품의 강도 확인을 해서는 형상 

 크기가 변화할때마다 부품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강

도를 평가해야 정확한 물성 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에 지 도 변화에 따른 강도, 연신율의 변화를 분

석하기 해 Fig. 5~6과 같이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Fig. 5와 같이, 인장 시험을 통해 확보한 강도 물성들

을 에 지 도에 따른 그래 로 정리해보면 일정한 경

향없이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층 소재의 인장 물성들은 동일한 에 지 도(동

일 공정)를 가지더라도 장비  분말에 따라 차이가 발

생함을 의미하며, 연신율 측면에서는 더 큰 차이가 발

생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에 지 도에 따른 인

장 특성 변화를 분석하기 해, ASTM 요건을 만족하

지 못하는 데이터들을 제거하여 Fig. 6에 정리하여 나

타내었다. 나타난 바와 같이, 에 지 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복 강도와 인장 강도는 감소하고 연신율은 증가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때, 임계 에 지 도는 강도

가 격하게 변화는 지 과 ASTM standard에서 제

시하고 있는 연신율 30% 이상을 취성과 연성을 구분

하는 기 으로 하 으며, 약 60 ~ 70 J/mm3 의 범

에서 취성 괴에서 연성 괴로 환되는 임계 에 지 

도가 나타남을 확인하 다.

  본 시험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들과 최근 연구된 층

소재 공정 련 논문에서 제시한 최  공정 조건과 비

교해 보았다15). 논문에서는 SS 316L 층소재를 la-

ser power 200 ~ 300 W, scan speed 600 ~ 

1000 mm/s, hatch spacing 0.05, 0.1, 0.12 mm, 

layer thickness 0.04 mm 조건에서 제작하여 평가

를 수행하 으며 안정된 공정 조건으로 에 지 도 범

 62.5~104.2 J/mm3를 제시하고 있다. 최  공정 

조건은 laser power와 scan speed의 상 계로 표

시하고 있으며, Fig. 7의 란선과 빨간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나타난 바와 같이, 제작 공정들은 hatch 

spacing이 조  차이가 있기는 하나 laser power 

180 W, span speed 800 mm/s 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stable melting 범 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작 공정들이 문헌의 stable melt-

ing 범 에 포함되지만 실제 시험 결과들은 장비, 분말

에 변경에 의해 ASTM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인장 물

성도 나타났으므로, 최  공정 개발 시 장비, 분말에 

한 충분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4. 실험 고찰

  본 연구에서는 장비  분말의 변화에 따른 동일 

는 유사한 공정변수로 제작한 층소재의 인장 특성의 

변화를 평가, 분석하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동

일한 공정이라도 장비와 분말이 변경되면 기계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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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 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

선 공정변수는 동일하지만 각 장비마다 층 방법

(scanning strategy)이 다른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주요 층 방법으로는 일방향 층(Uni-directional 

scanning), 양방향 층(Bi-directional scanning), 

체스보드 층(Chessboard scanning), 교차 층

(Stripes scanning) 등이 있으며, 각 층 방법에 따

라 기계  물성은 달라진다는 연구가 최근 수행되었다
15,16). 이는, 부품 제작에 있어 건 성을 확보하기 해

서는 에 지 도를 계산하기 한 층 변수(laser 

power, scan speed 등)뿐만 아니라 층 방법도 

요한 변수로서 고려해야함을 의미한다.  다른 인자로

서 장비 차이로 발생하는 냉각 속도의 향이 있다. 장

비 베드의 크기와 불활성 가스 공 량은 층 소재의 

냉각 속도와 응고 속도에 향을 주어 동일한 공정으로 

제작된 소재라도 기계  강도와 잔류응력에 차이가 발

생하게 된다15,16). 마지막으로 분말의 불균질화로 인한 

물성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각 제조사에서 제작하는 

분말들은 화학  조성에서 조 씩의 차이가 있으며, 

층 제조라는 변수가 많은 공정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

계  강도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

한 공정 변수(동일한 에 지 도)를 가지고 층소재

를 제작하더라도 장비, 분말, 층 방법, 시편 크기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기계  강도들은 달라질 수 있으

며, 층 제조 방식 부품의 건 성, 재 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상기 요소들을 고려한 평가 방법이 필요할 것

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PBF로 제작된 SS 316L 층 소

재들의 공정 변수에 따른 기계  강도를 평가하 다. 

장비  분말 변경에 따른 물성 변화 분석을 통해 층

소재의 재 성을 확인하 으며, 주요 결론을 아래에 정

리하 다.

  1) 층 소재 시험편 채취 치에 따른 강도 변화와 

동일 공정에 의해 제작된 상  상 시험편의 인장 

물성의 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이는, 시편의 크기

가 부품 단 로 증가할 경우, 시편의 채취 치와 부품

의 크기  형상에 따라 강도가 균일하지 않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부품의 건 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가

장 강도가 약한 부분을 특정하여 평가해야하고, 강도 

균일화를 한 추가 인 공정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2) 동일 층공정에 다른 장비와 분말을 사용하여 

층소재를 제작하고 평가를 수행하 다. 평가 결과, 

동일한 공정으로 제작된 소재라도 각각 다른 인장 물성

을 나타내었다. 이는, 동일 공정, 동일한 에 지 도 

범 라도 장비  분말이 다르면 기계  강도는 일정하

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한 공정이라도 장비

와 분말이 달라지면 층소재의 기계  강도를 재평가

해야만 할 것으로 단된다.

  3) ASTM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데이터들을 제거

하여 분석한 결과, 에 지 도가 증감함에 따라 항복, 

인장 강도는 감소하고 연신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 한,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  공정 선도와 

비교한 결과 ASTM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데이터들

은 최  공정 선도에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

다. 따라서, 최  공정 선도를 제시할 경우, 장비와 분

말을 특정해야만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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