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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4차 산업 명 시  첨단 생산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3D 린  기술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1). 3D 린  기술은 디지털화된 3차원 제품 

정보를 2차원 정보 조합으로 나 고 2차원 패턴을 한

층씩 층하면서 최종 으로 제품화하는 기술이다. 3D 

린  기술의 공식용어는 층제조(additive manu-

facturing, AM)로, 벌크소재를 이용하여 제품화 과정

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기계가공의 방식으로 제거하면서 

최종 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존의 삭가공기술과 구

분되는 제조기술이다. 3D 린  기술은 기존의 제조 

패러다임을 체하는 신 제조기술로서 받아들여지면

서 상소재  용분야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특

히, 극한의 고온 환경에서 높은 내구성이 요구되는 분야

에 용 가능한 융 이 2500 ℃ 이상인 고융 (high 

melting point) 소재의 3D 린  기술개발에 한 

진 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고융  소재는 국방무

기, 항공우주 발사체  추진체, 발 소 등의 극한 고온

환경에 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고압환경에서 높은 내구성이 요

구되는 곳이 용이 가능한 Mo합 과 W합 을 상소

재로 선정하 다. 이 소재는 세계 1차  당시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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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용도로 차에 용되면서 높은 열과 강도가 요구되

는 곳에 리 쓰이는 계기가 되었다. 열팽창계수가 Mo

합 과 W합 의 경우 각각 5.2×10-6/K과 4.5×10-6/K

로써 일반 으로 Al합  23.6×10-6/K, 탄소강 12.2× 

10-6/K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열변형이 

크지 않다. 한 순수한 W과 Mo은 녹는 이 각각 

3422 ℃와 2617 ℃로써 모든 소 에서 1 와 6

에 이를 정도로 열에 강하고 강도가 높아 공구가, 합

강, 특수강, 고속도강 등 철강제품에 첨가제로 주로 사

용된다.

  일반산업에 사용되는 속재료와 달리 고온 극한환경

에 용가능한 고융  소재  부품에 한 공정개발에

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 Mo, W, Nb 합  등의 고

융  소재는 내화성(refractory)이 우수한 반면에 난삭

성(difficult-to-cut)으로 인해 기계가공이 어려운 문제

가 있다. 이에 한 안으로 Fig. 1(a)에 주어진 바와 

같이 고출력 이져를 이용한 3D 린  공정기술을 

용할 수 있다. 단, 3D 린 을 이용해 고융 의 속 

조형물을 제조할 경우, 고출력 에 지(∼1000 W) 

이 의 고입열량 개입으로 인해서 표면형상 분균일하

고 결정립 조 화 우려가 상된다. 한 고반복 인 

가열․냉각에 따른 잔류응력(residual stress) 으

로 인해서 Fig. 1(b)-(c)에서와 같이 조형물 내부 크

랙  괴가 발생과 그에 따라 기계  물성이 하되

는 문제 이 두된다. 특히, 유해 인장 잔류응력은 부

식환경 하에서 재료의 피로수명과 괴강도를 하시키

고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을 야기

한다고 알려져 있다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인 속 3D 린  기술인 

직 에 지 층(direct energy deposition, DED) 기

법을 이용하여 고융  소재인 Mo 합 과 W 합  소재

를 제작하 다. 비 괴 성자회  기법을 이용하여 소

재 내부의 잔류응력 분포를 측정하 다. 한 미세조직 

찰을 통해 미시결함 발생 유무  잔류응력 분포와의 

상 계를 고찰하 다. 이를 통해 고융  3D 린  

소재의 제조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2. 고융  속 3D 린  시험편의 제작

  고융  속 3D 린  시험편을 제작하기 해 Fig. 

2에 주어진 바와 같은 직경 45~145 ㎛인 구형의 분말

소재를 사용하 다. 이와 같은 고융  Mo합 (C 0,01- 

0.04, N 0,002, O 0.03, Fe 0.01, Ni 0.005, Si 

0.005, Ti 0.4-0.55, Zr 0.06-0.12, W 0.012, Mo 

Bal. in wt%)과 W합 (Re 4.960, O 0.003, W 

Bal. in wt%) 분말소재를 이용하여 직육면체 형태의 

시험편을 제작하 다 (Fig. 3). 

  시험편 제작을 해 INSSTEK MX-4004) 3D 린

(a) (b) (c)

500 ㎛1 mm

Fig. 1 Cracks in the materials with high melting point produced by direct energy deposition due to harmful residual stress

(a) (b)

100㎛100㎛ 100㎛100㎛

Fig. 2 SEM images of metal powder materials with high 
melting point used for direct energy deposition, (a) 
Mo alloy and (b) W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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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abrication of specimens using the materials with 
high melt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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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이용하 으며, DED 공정조건은 Mo합 의 경우 

이져 빔출력과 스캔속도는 800 W와 0.85 m/min

이었고, W합 의 경우 이져 빔출력과 스캔속도는 

1200 W와 0.85 m/min이었다. 분말층 두께는 150 ㎛

으며, Ar분 기를 용하 다. 이져 층경로는 

Fig. 3에서와 같이 시험편의 길이방향(LD)을 따라 왕

복이동 경로를 따르고, 각층간의 직교하는 직교스캔방

법(orthogonal scanning)을 용하 다. 

3. 비 괴 성자회  잔류응력 측정

3.1 성자회  잔류응력 측정원리5,6)

  일반 인 성자 회 법을 이용한 잔류응력 측정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원자로 내부에서우라늄과 같은 

성자 발생 물질이 핵분열을 일으키며 발생되는 다양한 

장의 성자원을 단결정인 단색기(monochromator)를 

이용하여 일정한 장(λ)을 가진 성자(neutron)만 

선택하여 빔 가이드로 이동시킨다. 이러한 단 장 빔은 

그 크기를 결정하는 mm 폭의 빔 슬릿(incident slit)

을 통과하게 된다 (Fig. 4). 이때 성자 회 법를 이

용한 재료의 잔류응력 측정의 원리는 Bragg’s law 에 

근거하고 있다. 그 측정원리는 성자가 재료내부의 원

자핵으로부터 회 시(Bragg’s law) 격자면간 거리(d- 

spacing)를 측정하여 이 값을 고유한 변형 게이지(strain 

gauge) 값으로 보아 이로부터 변형 값(strain, ε)을 계

산하는 것이다. 이때 d는 격자면 거리(d-spacing), d0

는 응력이 없는 상태의 격자면 거리, θ0는 응력이 없는 

상태의 회 각도, Δθ는 θ-θ0(θ는 회 각도)로 정의된다.

3.2 Hooke의 법칙을 이용한 잔류응력 계산

  성자 회 법으로 잔류응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재료

내부에 투과된 일정 장(λ)의 성자가 임의 회 각(2θ)

에 따라 일정(hkl) 입자(grains)로부터 회 될 때 측

정된 회 의 치 분석으로부터 얻은 격자 면간거리

(interplanar distance, d-spacing, d)를 이용한다.

  잔류응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성자 회 로부타 측정

된 격자면의 거리변화에서 제시된 변형량 계산식에 넣

어 3축 방향으로 변형율(strain, ε)을 계산한다. 그리

고 이 3축 직각방향 변형율 값을 Hooke’s law 식에 

입하여 3축 방향의 잔류응력(σ) 값을 계산한다.

  

(d: 측정된 면간거리, do : 응력 없는 상태의 면간거리, 

θ : 측정된 회  peak 심각도, θo : 응력 없는 상태의 

peak 심각도)

  

(σ: 잔류응력, Ehkl : (hkl)면의 회  탄성계수, νhkl : (hkl)

면의 Poisson 비, ε : strain 변형, i = x, y, or z, 

시험편의 3축 직각 응력방향)

  본 연구에서는 이 기술을 용하여 고융  속 3D

린  소재내부의 잔류응력을 측정분석 하 다. 성

자회  실험을 해 호주 시드니에 치한 ANSTO (Au- 

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의 잔류응

력장치인 KOWARI를 사용하 다 (Fig. 5). 이  단색기

(Si (400))로부터 얻어진 성자빔의 장은 1.18Å, 

Mo합 과 W합  각각의 (211)피크 회 각은 90o와 

89o, 탄성물성은 312 GPa과 393 GPa이었으며, 측정

지 크기(gauge volume)는 2×2×2 mm3이었다. 단, 

d0는 시험편의 모서리 표면부에서 측정하 다.
Schematic layoutNominal

scattering
volume

Sample 
table

Beam
stop

Sample
Incident beam

Beam from
monochromator

Beam
defining
optics

Diffracted
beam

Detector

Fig. 4 Schematic of the principle of neutron diffraction 
measurement

Fig. 5 Residual stress measurement instrument (KOWARI)
at AN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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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고찰

4.1 성자회  측정

  W합 의 경우 Mo합 에 비해 비간섭성 산란 (in- 

coherent scattering)이 매우 크고, 성자회  감쇠

율 (attenuation)  회 피크 비 백그라운드가 커

서 회 피크의 강도가 반이었으며, 그로 인해 측정시

간이 3배 가량 더 오래 걸렸다. 한, W합 과 Mo합

 모두에서 회 피크의 폭퍼짐(peak broadening)에 

따른 피크 치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게 측정되었으

며, 이는 800W와 1200W의 고에 지의 빔출력이 

용되어 과도한 입열량의 개입이 주요 원인이다. Fig. 6

에서와 같이 고융  3D 린  소재의 결정립크기와 시

험편 내부의 크랙  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해

서 학 미경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찰하 다. 미

세조직 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결정립 

조 화  집합조직 발달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2 잔류응력 측정 결과

  우선, Mo 합  3D 린  소재내부 x 치별(TD) 잔

류응력의 두께방향 분포를 살펴보자 (Fig. 7). 여기서 

주목할 은 3D 린  층면과 평행 혹은 수직 여부

에 따라서 분포거동에 차이가 있다는 이다. 즉, 층

면상에 있는 횡방향(TD)과 길이방향(LD) 성분의 잔류

응력 분포는 매우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반면에 층면

에 수직인 두께방향(ND) 성분은 상이한 거동을 보

다. 시험편 외곽부인 양 끝단(x=±6)에서는 횡방향

(TD)과 길이방향(LD) 성분이 ±40 MPa 이내 크기의 

작은 잔류응력 분포를 갖는데 반해 두께방향(ND) 성분

은 최  120 MPa (x=-6)과 240 MP (x=-6)에 이

르는 상당한 크기의 인장 잔류응력이 발달하 다. 특히, 

두께방향(ND) 잔류응력 성분은 시험편 외곽부인 양 끝

단(x=±6)에서는 “M자 형태”의 인장 잔류응력 분포를 보

고, 내부 역에서는 (x=0, ±2) “ ” 형태(chevron)

로 압축 잔류응력 분포를 보 다.

  3D 린  소재내부 잔류응력 성분별 두께방향 분포

를 살펴보자. 각 잔류응력 성분별로 길이방향(LD) 성분은 

-60∼100 MPa, 횡방향(TD) 성분은 -70∼160 MPa, 

두께방향(ND) 성분은 -125∼250 MPa 크기의 범 를 

보 다. 한 잔류응력 성분별로 두께방향 분포형태는 

길이방향(LD) 성분은 “S자 형태”, 횡방향(TD) 성분은 

길이방향 성분과 유사하되 하단부에 인장성분이 크게 

발달한 형태, 두께방향(ND) 성분은 “M자 형태”와 이것

이 변형된 “ ” 형태의 분포를 보 다.

(a) (b)

300㎛300㎛ 300㎛300㎛

Fig. 6 Microstructures of 3D printing materials with high 
melting point, (a) Mo alloy and (b) W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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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tibution of residual stress in the Mo alloy pro-
duced by direct energy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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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합  3D 린  시험편은 반 으로 크기가 50 

MPa 내외로 -125∼250 MPa의 범 를 갖는 Mo합  

시험편에 비해 상당히 작은 크기의 잔류응력 분포를 보

다 (Fig. 8). 먼 , x 치별(TD)로 두께방향 잔류응

력 분포를 살펴보자. W 합  시험편에서는 x 치별

(TD)로 각 응력 성분에 따른 분포들 간에 특이 이 

찰되지 않았다.

  각 잔류응력 성분별로 길이방향(LD) 성분은 -85∼

65 MPa, 횡방향(TD) 성분은 -60∼60 MPa, 두께방

향(ND) 성분은 -80∼60 MPa 크기의 범 를 보 다. 

한 잔류응력 성분별로 두께방향 분포형태는 응력 성

분에 계없이 반 으로 “W자 형태”의 분포거동을 보

다. 다만, 두께방향(ND) 성분의 경우에는 다른 성분

에 비해 상 으로 그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각 3D 린  시험편에 한 길이방향(LD) 성분 잔

류응력 측정결과를 Fig. 9에서와 같이 응력 2D맵으로 

도시하 다. Mo 합 의 경우 반 으로 시험편 내부

에 압축 잔류응력이 뚜렷하게 연속 으로 분포하 으며, 

최  약 -65 MPa (LD), -69 MPa(TD), 119 MPa 

(ND)의 압축 잔류응력이 발생하 다. 시험편 외곽부에는 

단면 체에 걸쳐 힘의 균형을 맞추기 해 인장 잔류응

력이 분포하 으며, 최  약 110 MPa (LD), 164 MPa 

(TD), 234 MPa (ND)의 인장 잔류응력이 발생하 다.

  W 합 의 경우에도 시험편 내부에는 압축 잔류응력이 

외곽부에는 인장 잔류응력이 주로 분포하 으나, Mo합

에서와 달리 불연속 인 분포형태를 보 다. 시험편 내

부 역에서는 국부 으로 최  약 -84 MPa (LD)의 압축 

잔류응력이 발생하 으며, 외곽부에는 최  약 65 MPa 

(LD)의 인장 잔류응력이 발생하 다.

4.3 잔류응력-미세조직 상 계 고찰

  고용  속 3D 린  소재내부의 측정된 잔류응력 

크기가 W 합 은 반 으로 50 MPa 내외, Mo합

은 -125∼250 MPa의 범 로 상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작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은 

열팽창계수, 미시균열, 어닐링효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열팽창계수가 Mo합 과 W합

의 경우 상온에서 각각 략 5.2×10-6/K과 4.5× 

10-6/K로써 일반  합 소재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

에 열변형  그로 인한 잔류응력 발달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냉각에 따라 축척된 열응력에 의한 미

시균열의 발생으로 인한 응력풀림 상이다. 실제로 W

합 의 경우 높은 빔출력의 용으로 고입열량이 개입

되어 Fig. 6에서와 같이 결정립이 조 화되면서 입계 열

화부를 따라 미시균열(intergranular micro-cracking)

이 찰되었다. 끝으로, 고융 에서 형성된 용융역(melting 

pool)이 서서히 냉각되어 가면서 시험편이 고온상태가 

유지되면서 어닐링효과가 발생한다. 순수한 W과 Mo은 

녹는 이 각각 3422℃와 2617℃로써 용융역은 매우 

고온상태에서 냉각되기 시작한다. 한, 실제 시험편 

제작 시에 용된 DED 방식의 3D 린  스캔속도는 

0.85 m/min(14 mm/s)으로 상당히 느렸으며, 용융

역의 크기도 약 500 ㎛로 커서, SLM 방식의 3D 린

에 비해 냉각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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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stibution of residual stress in the W alloy pro-
duced by direct energy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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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ED 기법을 이용하여 고융  소재인 

Mo 합 과 W 합  소재를 제작하고, 비 괴 성자회

 기법을 이용하여 소재 내부의 잔류응력 분포를 측정

하 다. 3D 린 을 이용해 고융 의 속 조형물을 

제조할 경우, 고출력 에 지(∼1000 W) 이 의 

고입열량 개입과 고반복 인 가열․냉각에 따른 잔류응

력 될 것으로 상하 으나, 측정된 잔류응력 크기

가 W 합 은 반 으로 50 MPa 내외, Mo합 은 

-125∼250 MPa의 범 로 상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

히 작음을 확인하 다. 이는 미세조직-잔류응력 상

계 분석을 통해 i) 낮은 열팽창계수, ii) 미시균열 발생

에 따른 응력완화, iii) 어닐링효과의 세 가지 원인에 

따른 것임을 고찰하 다. 본 연구 결과는 고융  속 

소재에 한 내부 잔류응력 분포에 한 최 의 데이터

로서 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고융  3D 린  소

재․부품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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