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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타이타늄 합 은 높은 비강도  내식성으로 항공  

의료, 발 , 스포츠 산업에 주로 용되고 있지만 주조

성과 가공성, 성형성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단 들을 극복할 수 있는 표 인 제조공정은 층제

조(additive manufacturing)로 타이타늄 합 이 

층제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이다1). 하지만 Ti-6Al- 

4V를 층제조하면 속한 용융  응고 등 복잡한 열

이력 때문에 주조재나 단조재보다 복잡한 형상의 조직

특성을 나타낸다. 한 층 방향에 따라 형성되는 결

정립의 이방성과 부품 형상에 따른 열이력이 다른 조직

의 이방성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2). 일반 으로 이

 분말 층용융(PBF, powder bed fusion) 층제조 

방식은 입열량이 약 0.1~0.5Jmm-1이므로 매우 빠른 

냉각속도를 동반한다3-5). 따라서 응고조직을 찰하면 

가늘고 긴 침상 마르텐사이트가 부분 형성된다. 반면 

이  직 분사 층(DED, directed energy deposi-

tion) 층제조 방식은 입열량이 PBF 층제조 방식

보다 수 백배 수 으로 제조시편의 형상에 따라 PBF 

층제조 공정보다 두께가 증가한 침상 마르텐사이트나 

층상 비드만스테텐(widmanstätten) 구조를 가지는 것이 

일반 이다6-8). 

  본 연구에서는 Ti-6Al-4V를 직 분사 층제조 방

식으로 직육면체 시험편을 제조하여 외 분석과 이  

레이저 적층제조로 제작한 Ti-6Al-4V 합금의 열처리 전후 조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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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변화에 따른 층 효율을 측정하 다. 한 층 

시험편의 열처리 후에 따라 기계 인 물성과 조직특

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 다. 추가 으로 산소

함유량을 측정하여 층제조 공정 에 산소 유입을 확

인하 다.

2. 실험장치  방법

2.1 층제조 장치  층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스텍에서 제작한 이  직 분사 

층제조 시스템으로 실험을 수행하 으며, 장치는 2kW 

이버 이 (CW, 1070nm), 분말 송 기, 빔 송 

학계, 불활성가스 공 장치, Gantry 3축 스테이지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속분말은 회 하는 드럼을 통한 

자유 낙하방식으로 동축 노즐을 통해 Ar 가스와 함께 

용융지에 분사되는 방식이며 자세한 헤드와 노즐 구조

는 Fig. 1과 같다.

  시험편은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50mm × 100mm 

× 10mm 크기의 Ti-6Al-4V 기  에 Ti-6Al-4V 분

말을 분사하여 제조하 다. 층방식은 층별로 층 방

향을 달리하여 한층은 x방향 다른 한층은 y방향으로 한 

직교 방식을 용하고, 층과 층 사이 노즐 이동 간격은 

0.25mm로 설정하여 모두 24층을 층하 다. 층속

도는 0.85m/min, 분말 송 량은 1.5g/min으로 고정

하여 총 529.4g을 분사하 으며 분말송 가스 유량은 

2ℓ/min, 보호가스유량은 8.5ℓ/min로 설정하 다. 

이  출력은 280W, 310W, 340W 세가지로 설정하여 

입열량을 조정하 다.

2.2 실험 재료

  타이타늄 분말 제조는 가스 아토마이징(gas atomizing) 

방식과 라즈마 아토마이징(plasma atomizing) 방

식이 주로 사용되는 데 일반 으로 라즈마 아토마이

징 방식이 좀 더 구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본 연구에서는 라즈마 아토마이징 방식으로 제조한 

AP&C사의 분말을 사용하 으며 Fig. 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가스 아토마이징 방식으로 제조한 TLS사 분말

보다 구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분말입도는 

Fig. 4에서와 같이 약 93.861um 크기인 62.590~ 

139.141um 정도의 입도분포를 보 다. 분말 송 특

성은 ASTM 규격으로 측정한 결과 유동도(flow rate)는 

27(sec/50g), 겉보기 도(apparent density)는 2.58 

(g/cc), 탭 도(tap density)는 2.8(g/cc)이었으며 

상세한 분말조성은 Table 1과 같다.

Fig. 1 Schematic of head and coaxial nozzle

100mm

50mm 10mm

z
x

y

Fig. 2 Specification and deposition pattern of specimen

AP&C powder (Plasma)

TLS powder (Gas)

Fig. 3 SEM shape image of the Ti-6Al-4V powder

62.590~139.141um

Fig. 4 Size distribution of the Ti-6Al-4V powder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Ti-6Al-4V powder

C O N H Fe Al V Etc. Ti
Measured

(wt%) 0.01 0.08 0.01 0.002 0.21 6.38 3.89 <0.4 Bal

ASTM 
F3001
(wt%)

0.08 0.13 0.05 0.012 0.25 5.5~
6.5

3.5~
4.5 0.4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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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3.1 층부 외   층율 분석

  타이타늄은 산화성이 높은 속으로 불활성 가스로 

용융지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면 산화되어 변색이 발

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축 노즐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말송  가스와 함께 분말이 송 되는 

라인과 보호 가스와 이 빔이 공 되는 라인으로 나

어 구성되어 있다. 노즐에서 공 되는 보호 가스와 

분말송  가스만으로 층부 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지 

시험한 결과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면부에는 약

간의 변색, 측면부에는 심한 변색과 균열이 발생하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실딩박스(shielding 

box)를 사용하여 용융지 체를 차폐하여 층한 결과 

평면부와 측면부에 은백색에 가까운 표면을 측되었으

며 균열은 보이지 않았다.

  제시한 공정인자로 층한 결과 이  출력에 따라 

시험편의 두께가 각각 다르게 측정되었는 데, 그 이유

는 이  출력이 증가할수록 시험편의 입열량이 증가

하여 용융지 직경이 약간 증가되면서 층 효율이 증가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출력에 따라 층된 시험

편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각 시험편의 층 효율

을 계산해보니 Fig. 6에서와 같이 이 출력 280W에

서 23.42%, 310W에서 25.78%, 340W에서 29.98%

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층효율 계산식] ( 층된 시험편의 질량)/(시험편 층

에 사용된 총 분말의 질량) × 100(%)

3.2 층 후 기계  물성  조직 분석

  층 후 시험편의 인장시험을 하기 에 기계  물성

에 향을 주는 산소 함유량을 먼  측정하 다. 타이

타늄 층 시 기 차폐장치가 없는 경우 이  출력

이 증가할수록 용융지가 넓어져 층 시험편에 포함되

어 있는 침입형 원소인 산소농도가 증가하여 산소농도

에 비례하여 인장강도  항복강도의 증가되는 것이 일

반 이다. 본 연구에서 설치한 공기 차폐 장치 내에서 

층한 시험편에서는 Fig. 7에서와 같이 이  출력 

280~340W 구간에서는 층하기  분말에 포함되어있

는 산소농도 760~790ppm 보다 약간 증가된 1,600~ 

1,700ppm의 분포를 보 고, 출력 범  내에서 큰 산

소농도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하 다.

  층한 시험편에서 Fig. 8과 같이 4개의 인장시편을 

채취하여 x방향으로 인장 시험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이  출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항복강도는 

ASTM B988 규격 비 30~33%, 인장강도는 33~ 

37% 각각 높게 나왔다. 반면에 연신율은 ASTM 규격

보다 히 낮은 3% 반을 가지기 때문에 층한 상

태로는 규격 부품에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수 을 보이

고 있다.

  층제조로 제조한 Ti-6Al-4V 시험편의 낮은 연신율

은 주로 층부 내부에 남아있는 미용융 분말이나 작은 

Side
view

Shielding box (X) Shielding box (O)

Top
view

Fig. 5 Appearance of specimen after deposition

280W-23.42%-5.9mm

310W-25.78%-6.3mm

340W-29.98%-7.3mm

Fig. 6 Deposition efficiency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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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들이 주요 원인이고 그 밖에 변태조직이나 낮은 결

합력 등도 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이 출력 

340W로 제작한 시험편의 경우 인장 시험한 후 단면

을 SEM으로 측한 결과 미용융 분말들은 측되지 

않은 반면, 깊은 가로 크랙들과 직경이 작고 매우 얕은 

깊이의 연성 단들이 측되었다. 이러한 깊은 가로 크

랙들은 층할 때 층과 층사이에 분말들이 완  용융되

지 않아 결합이 약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인장방향으로 

힘을 가했을 때 결합부가 분리되면서 가로 형태의 크랙

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는 본 연구에서 층시편을 제작할 때 층과 층 사

이의 간격을 약 250um로 설정하여 작업하 는데 Fig. 

9에서 발생한 가로 크랙들 사이의 z방향 간격이 이와 

거의 유사한 길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깊은 가로 크

랙들은 이 출력을 높이거나 층속도를 여 시험편

의 입열량을 충분히 증가시켜 분말들을 완 히 용융시

키거나 HIP(hot isostatic press) 는 후열처리 등

을 수행하면 결합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10).

  Fig. 10은 층부를 학 미경으로 촬 한 미세조

직으로 단조 조직에 비하여 결정립이 더 큰 크기로 

찰되었으며 어둡게 찰된 결정립과 밝게 찰된 결정

립으로 구분된다. Fig. 10(a)는 x 방향에서 본 층 

단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직방향으로 길게 성장한 

기(prior)-β결정립의 셀형 수지상(cellular dendrite) 

조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직방향으로 성장한 셀형 

수지상 조직은 기  에 분말을 층 후 냉각 시 기  

방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각 기-b결정립 내부는 모

두 침상의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측되는 것으로 보아 

β-천이 온도까지 냉각속도는 1,000℃/min 이상 격

하게 냉각된 것으로 단된다. Fig. 10(b)는 층 수

직방향 단면으로 약 0.2~0.5mm 크기의 조 한 결정

립을 가진 등축정 모양이 측되며 각 결정립 내부도 

가늘고 긴 침상의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측된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분석을 하여 EBSD 분석을 진행하

으며 Fig. 11은 층부에서 α-β 상분율을 찰한 것

으로 각각 α상이 95.3%, β상이 4.7%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일반 주조 는 압연 조직보다 β상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층 후 냉각속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마르텐사이트와 비드만스테텐(widmanstä- 

tten) 조직은 β상이 α상으로 변태하는 과정에서 생성

되며 용체화처리와 시효처리시의 온도  시간에 의해 

Fig. 8 Schematic of the tensile test specimen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specimen as-built

Laser power Yield 
strength (MPa)

Ultimate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280W 1,105±21 1,224±10 3.5±0.7

310W 1,094±9 1207±8 3.3±0.3

340W 1,083±9 1195±10 3.5±0.7
ASTM B988 828 895 10

Fig. 9 SEM image of fracture surface after tensile test in 
as-built

(a) Optical micrographs showed at x-direction

(b) Optical micrographs showed at z-direction

Fig. 10 Optical micrographs of each build direction

TD IQ map TD phase map

Fig. 11 EBSD of specimen as-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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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마르텐사이트 온도 이상에서 냉하면 β상은 

즉시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 무확산 변태되며 비드만스

테텐 조직은 β상으로부터 냉각속도가 느릴 경우에 α상

들이 우선 결정 방 면을 따라 핵생성과 성장을 함으로

서 발생된다11-12). 비드만스테텐 조직은 마르텐사이트 

조직보다 강도는 낮지만 연성이 높은 특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층제조하여 제작한 시험편을 열처리하

여 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 다.

3.3 열처리 후 기계  물성  조직 분석

  층된 Ti-6Al-4V를 마르텐사이트 상변태 온도보다 

낮은 600℃근처에서 몇 시간 동안 열처리하면 층 후 

남아있는 잔류응력만 이는 효과가 있고 마르텐사이트

를 완 히 없앨 수 없다. 그리고 β-천이온도 보다 훨씬 

높은 1200℃에서 몇 시간 동안 열처리하면 α+β 층상 조

직이 얻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온도의 간 지 인 

Fig. 12와 같이 954℃도에서 용체화 열처리(solution 

heat treatment)를 수행하 다. 용체화 열처리는 고

용화를 진시켜 각 층간 결합력을 상승시킴과 동시에 

조직을 변태시켜 연신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Table 3는 용체화 열처리를 실시한 후 인장시험 결과

를 표시한 것으로 인장강도  항복강도는 약간 었지

만 연신율은 열처리 이 보다 많이 향상된 12% 이상

을 나타내었다.

  Fig. 13은 인장시험 후 단면을 찰한 것으로 Fig. 

9에서 측되었던 깊은 가로 크랙들은 보이지 않고 상

으로 직경이 크고 깊은 딤 (dimple)들이 측되

었다. 이는 용체화 열처리를 수행하면 남아있는 미용융 

분말들의 고용화가 진행되면서 층간 결합력도 상승한다

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 열처리하는 동안 Fig. 11

에서 측되었던 침상의 마르텐사이트 조직은 사라지고 

변태하여 Fig.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3~7um 폭을 가

진 조 한 층상 비드만스테텐 조직이 측되었다. EBSD

를 통한 상분율 측한 결과 α상이 96.6%, β상이 3.4%

으로 열처리 에 비하여 α상이 약간 상승하 는데 열

처리하는 동안 β상 일부가 α상으로 변환된 것으로 단

된다.

4. 결    론

  이  직 분사 층제조 방식으로 Ti-6Al-4V 시

험편을 제조하여 층 효율  열처리 후 기계  물

성, 미세조직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불활성 실딩박스 내에서 이  출력을 변화시키

면서 층 시험편을 제조한 결과 이  출력 280W에서 

23.42%, 310W에서 25.78%, 340W에서 29.98%로 

입열량이 증가할수록 층 효율이 증가하 다. 

  2) 층한 시험편의 인장시험 결과, 항복강도는 ASTM 

B988 규격 비 30~33%, 인장강도는 33~37% 각각 

높게 나왔으나 연신율은 ASTM 규격보다 낮은 3% 

반을 가졌으며, 단면에 취성 단과 깊은 가로 크랙

들이 측되었다. 미세조직은 층 방향으로 길게 성장

한 기-β 결정립의 셀형 수지상 조직을 보이고 있으며 

각 결정립 내부는 가늘고 긴 침상의 마르텐사이트 조직

이 측되었다.

995℃

954℃
2hour 

Solution heart treatment    

Cooling
in the vacuum chamber 

B-transus of Ti-6Al-4V 

Melting point 

Fig. 12 Solution heat treatment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specimen after solution
heat retreatment

Laser 
power

Yield strength 
(MPa)

Ultimate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280W 789±5 886±9 12.1±1.1

310W 788±6 886±7 12.7±1.0

340W 792±6 888±7 12.1±0.4

Fig. 13 SEM image of fracture surface after solution heat 
treatment

TD IQ map TD phase map

Fig. 14 EBSD of specimen after solution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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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층한 시험편을 β-천이온도 이하 954℃도에서 용

체화 열처리를 수행하여 인장 시험한 결과 인장  항

복강도는 약간 었지만 연신율은 약 12%까지 향상되

었다. 단면에는 가로 크랙들이 보이지 않고 크고 깊

은 딤 들이 측되었으며 침상의 마르텐사이트 조직은 

3~7um 폭을 가진 조 한 층상 비드만스테텐 조직으

로 변태되어 있었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비연계형 3D 린  소

재기술개발 산업의 표면정 도 7㎛  형부품 직 제

작용 속 3D 린터 개발 사업(과제번호 10053878)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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