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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D 린  기술은 항공산업을 비롯하여 발 , 국방, 

의료 등 산업 반에 확산 보 되고 있는 추세이다. 공

정에 따라 단일 는 이종소재의 층이 가능하며, 특히 

직 분사(DED, Directed Energy Deposition) 공정

의 경우 다양한 소재의 용  조합이 가능하여 향후 

응용범 가 확 될 망이다1-3).

  최근 이종소재간 합  층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고, 계면에서 소재간 물성차이에 의한 계면분리, 

단 등의 문제 이 발생하는 바 이를 해결하기 한 경

사소재(FGM, Functionally Graded Material)구조

에 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4-6).

  경사계면을 구 하기 해 TIG용 , 마찰교반용 , 

코 , 소결, SPS, 주조, 3D 린  등의 공정들이 연구

되고 있으며7-12), 이 에서 3D 린 은 원하는 소재를 

소량으로 국부 인 부분에 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경사 층을 구 하기에 합한 공정으로 검토된다13,14). 

특히, 최근에는 직 분사 층공정을 이용한 철강  니

 소재의 경사 층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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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FGM(Functionally Graded Material) structure has been implemented through various processes to compensate 
for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dissimilar materials and composite material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FGMs is 
expected to widen because the local application of the material to desired areas is possible with the recent develop-
ment of 3D printing technology. In particular, the 3D printing process using the DED(Directed Energy Deposition) 
method can be a combination of various materials, and it can be said to be a suitable process for realizing an FGM 
structure because density control by changing the structure and heat input is also possible.
  In this study, to compose a dissimilar structure between steel and nickel materials, the deposition of dissimilar ma-
terials between STS316L and IN625 was performed. In particular, evaluation of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according to each composition ratio by applying the FGD(Functionally Graded Deposition) structure. In 
the FGD interface of STS316L and IN625, the distribution of the component was confirmed for each composition 
ratio, and cracks were observed in the section having the combination of STS316L(80wt.%):IN625 (20wt.%).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fractures were observed in a similar section, but the un-melt phase 
was also observed inside, so it is consider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icrostructural and mechanical properties 
needs furth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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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부품보수를 한 3D 린  용 시 

직 분사 층공정을 이용한 경사 층 용가능성을 

악하고자 Fig. 1과 같이 철강  니 합  간의 층

시험을 진행하 다. 층소재로는 층성능이 우수하면

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STS316L  IN625를 선정

하 다. 향후 다양한 소재에 한 조합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되며, 추가 인 조성계의 시험평가를 통하여 

층부의 물성향상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2. 실험방법

2.1 상소재 

  본 연구에서는 이종소재 간 층을 해 기존에 상용

소재로 비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철계 STS316L 분

말과 니 계 IN625 분말을 사용하 다. STS316L 분

말은 TLS社, IN625 분말은 Kennametal社에서 제조

되었으며, Fig. 2와 같이 각 분말은 가스아토마이징에 

의한 구형을 형성하고 있다. 입도분포는 STS316L이  

70~156㎛(D50, 104㎛), IN625가 67~153㎛(D50, 

101㎛)인 것으로 악되었다. 

  분말 간 물성을 비교하면, STS316L과 IN625 간 

도는 각각 8.03g/cc, 8.34g/cc로 큰 차이가 없으며, 

융 은 각각 1390~1440℃, 1290~1350℃로 약 

100℃의 차이가 있다. 한 경도는 200  188Hv로 

STS316L이 약간 높은 수 으로 두 소재간 층시 물

성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소재별 화학조성

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분말에 하여 직 분사 층에 한 용성을 

검토하기 해 유동성  겉보기 도를 측정한 결과, 

STS316L의 유동도는 12.8sec/50g, 겉보기 도는  

4.13g/cc 수 이며, IN625의 유동도는 13.4sec/50g, 

겉보기 도는 4.62g/cc 수 인 것으로 악되었다. 

이를 통하여 자 방식에 의한 분말송  시 분말 차이에  

의한 조성비의 변화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되었다. 

A-Metal A-Metal

FGM

B-Metal B-Metal

Fig. 1  Schematic diagram of FGD interface (Functionally 
graded Deposition)

Fe Ni Cr Mo Mn Nb+Ta C Al Ti S P N Si

STS16L Bal. 12.70 17.80 2.37 1.42 - 0.018 - - 0.009 0.017 0.09 0.67

IN625 3.79 Bal. 21.36 8.95 <0.10 3.61 0.009 <0.40 <0.40 0.001 <0.010 0.01 -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used powder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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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owder shape and size distribution (a) STS316L 
(b) IN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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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층방법

  경사 층을 한 시험장비는 자체보유의 RAM-1000 

직 분사 층장치를 이용하 으며, 이종소재 층을 

해 2종 소재 동시 층이 가능한 방식으로 송 장치

를 개선하여 용하 다. 주요 공정변수로는 이  출

력  분말 송 량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사  비

실험을 진행하여 Table 2와 같이 최  공정조건으로 

이 출력 700W, 분말송 량 5g/min으로 설정하여 

용하 다. 

  Fig. 3은 경사 층을 구 하기 해 각 소재간 조합

의 층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층용 베이스 이

트로는 100x50x10t의 S45C를 이용하 고, 하단에서

부터 STS316L (100wt.%),STS316L(80wt.%):IN- 

625(20wt.%), STS316L(60wt.%):IN625(40wt.%), 

STS316L(40wt.%):IN625(60wt.%), STS316L(20wt.%) 

:IN625(80wt.%), IN625(100wt%)의 분말 조합비

로 설정하 다. 층 높이는 각 구간당 5mm씩 총 30mm 

 인장시험을 한 100mm로 설정하여 층하 다. 

3. 결과  고찰

3.1 경사 층부 단면  조성분포

  경사 층을 통한 층물의 외   단면은 Fig. 4와 

같다. 층계면을 보면, S45C와 STS316L과의 계면

은 수평에 가깝고, 상부로 갈수록 곡률이 증가하는 것

을 찰할 수 있다. 이는 직 분사 층방식의 3D 린

에서 층물 주변에 층소재가 없이 분사되는 분말

로만 층이 이루어지고, 응고시 열은 주로 하부로만 

빠져나가므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층되는 면 이 작

을수록 가장자리에서의 처짐이 발생하여 상부 끝단으로 

갈수록 약간 굴곡된 형상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형상의 구 보다는 층물의 내부품질 

구 목 으로 공정조건을 설정하 고, 설계된 바와 같

이 조성비에 따라 층라인이 찰되고 있다.  

  Fig. 5는 수직 단면에 하여 매크로  마이크로 

조직을 찰한 것이다. 음 차에 의해 각 조성비에 따

른 계면을 찰할 수 있으며, 각 조성비의 구간에서는 

층에 따른 세부 이어를 볼 수 있다. 각 구간을 따

른 세부 이어는 STS316L의 구간에서 더욱 뚜렷하

게 찰된다. 본 실험에서는 스캔모드를 ZIGZAG로 

용하 기 때문에 서로 반 되는 패턴이 교차로 나타

나고 있다. 

Table 2 Process parameters for laser deposition

Deposition mode Zigzag

Laser power 700 W

Deposition speed 900 mm/mm

Gas flow Powder Carrier : 2 ℓ/min, Shield : 5 ℓ/min

Powder flow 5 g/min

10mm

30mm
100mm

10mm

S45C

STS316L

8S : 2N

6S : 4N

4S : 6N

2S : 8N

IN625

8S : 2N

6S : 4N

4S : 6N

2S : 8N

STS316L
(Bulk)

IN625

Fig. 3 Schematic diagram of functionally graded deposited
layers 

Fig. 4 Functionally graded deposited specimen and cross 
sectional structure

 Fig. 5 Macro- and micro-structures of deposited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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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과 같이 EDS 라인분석을 통해 경사 층 시편

의 구간별 조성변화를 찰한 결과 구간별 조성비가 비

교  균일한 Cr을 제외하고 모든 성분에서 농도 변화

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Fe성분을 비교시 STS316L(80wt.%):IN625(20wt.%) 

는 54.2wt.%, STS316L(60wt.%):IN625(40wt.%)는 

43.4wt.%, STS316L(40wt.%):IN625(60wt.%) 는 

32.3wt.%, STS316L(20wt.%):IN625(80wt.%)는 

23.3wt.%으로 IN625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는 것으로 악되었고, Ni성분을 비교하면, STS316L 

(80wt.%):IN625(20wt.%)는 24.3wt.%, STS316L 

(60wt.%):IN625(40wt.%)는 39.5wt.%, STS316L 

(40wt.%):IN625(60wt.%)는 53.6wt.%, STS316L 

(20wt.%):IN625(80wt.%)는 67.4wt.%으로 IN625

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는 Fe의 이론 인 합 성분비인 STS316L(80wt.%): 

IN625(20wt.%)는 52.7wt.%, STS316L(60wt.%): 

IN625(40wt.%)는 40.5wt.%, STS316L(40wt.%): 

IN625(60wt.%)는 28.2wt.%, STS316L(20wt.%): 

IN625(80wt.%)는 16.0wt.%와 거의 유사하며, 분말

혼합비에 따른 층부의 성분차이가 반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Fe는 각 경계면에서 농도 변화가 크고, 구간 내에서

는 일정한 형태의 계단식 그래 를 나타내고 있다. 이

는 같은 구간 내에서 용융 층 시 Fe 원자가 고르게 

혼합되어 균일한 농도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단된다. 

반면, Nb, Mn은 그래 의 변화폭이 크고, 구간 별 경

계가 뚜렷하지 않다. 이는 상 으로 미량 원소로 존

재하는 Nb, Mn이 석출물을 형성하여 조직 내 농도 분

포가 균일하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 한, Nb, Mn, 

Mo의 경우, 간 구간에서 그래 의 기울기가 선형

계를 가지는데, 이는 다  층부의 응고시 편석에 기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3.2 경사 층부 미세조직  결함형성

  경사 층부에 하여 각 조성비에 따른 미세조직을 

찰하여 비교하 다. Fig. 7은 층시편의 각 구간 미

세조직을 SEM으로 찰한 결과이며, 이  용융  

빠른 냉각에 의한 셀형 수지상을 찰 할 수 있다. 

  STS316L  IN625는 기지가 FCC구조의 NiCr과 

MoNi4 고용체로 이루어진 오스테나이트(γ)상과 입계

석출물인 제2상을 형성하며, IN625에서 STS316L의 

성분이 증가함에 따라 석출물 형상이 침상에서 입상으

로 바 는 것이 찰된다. 

  STS316L(60wt.%):IN625(40wt.%) 이후 STS316L

의 비율이 60%이상으로 증가하면, 조 한 석출상은 

미세한 크기로 분산되었다. 이는 이 구간에서 Nb, Mo

의 격한 감소와 련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Fig. 8은 STS316L(20wt.%):IN625(80wt.%) 구

간에 한 EPMA 분석을 진행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라 침상의 석출상은 Nb, Mo의 화합물, 구형은 Fe- 

Mn계 화합물인 것으로 사료되며, 경계면에서는 Fe와 

Ni의 성분차가 확인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계면을 

이기 해서는 층이후 추가 인 열처리를 통한 후처

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Fig. 9는 각 조성비 구간별 XRD 분석 결과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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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lemental distribution of functionally graded de-
posited layers

Fig. 7 Micro-structures of functionally graded deposited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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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으로 NiCr, Ni0.9Nb0.1, FeNi 각 상의 피크가 

나타나고 있으며, IN625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FeNi 

피크가 어들면서 STS316L(20wt.%):IN625 (80wt.%) 

구간에서는 FeNi 피크가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a)는 STS316L(80wt.%):IN625(20wt.%) 

의 조합비 구간에서 발생한 균열의 형상을 보여 다. 균

열은 셀형 수지상 입계를 따라 되고 있으며, STS316L 

(100wt%)와의 경계면에서 단 되어 있다. Beth 등
16)에 의하면 철-니  소재간 층시 발생하는 균열은 

Nb, Mo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Yi Su 등17)은 Laves 

상에 의한 결함발생 우려로 철-니 간 경사 층 시 니

 함량을 40% 이내로 제한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Fig. 10(c)에서와 같이 균열  균열 주변에 

한 EDS 성분분석을 진행한 결과, 균열에서는 주변

부보다 상 으로 Si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Mo, Nb의 함량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발생된 균열은 Laves 상에 의한 것이기 보다

는 Si의 편석으로 인한 융 의 하로 발생한 고온 균

열임을 추정할 수 있다. 

3.3 경사 층부의 기계  물성

  Fig. 11은 경사 층부에 하여 미소경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구간을 가로질러 간 구간에서 경도의 하락

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STS316L(80wt.%):IN625 

Fig. 8 EPMA result of STS316L(20wt.%):IN625(80wt.%)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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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rack formation in the STS316L(80wt.%):IN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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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wt.%)  STS316L(60wt.%):IN625(40wt.%) 

구간에서의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경

도가 하락한 것은 IN625에서 경도를 상승시키는 역할

을 한 Nb의 성분이 STS316L과의 경사 층에 따라 

격히 감소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단된다. 

  Table 3은 경사 층으로 제작된 시험편에 한 인장

시험 결과이다. 인장강도는 평균 477.3MPa, 연신율 평

균 4.3%로 나타났으며, 단 치는 Fig. 12와 같이 

STS316L(60wt.%):IN625(40wt.%) 조합비 구간에

서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록 

STS316L(80wt.%):IN625(20wt.%) 조합비 구간에

서 균열이 존재하여 취약할 것으로 단되었으나, 인장

력이 균열방향과 수평으로 되고 있어 큰 향을 미

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신율의 향상을 

해 추가 인 후열처리  HIP처리에 한 검토가 필요

하며, 취약구간에서의 연신율 하를 방지하기 해 이 

구간의 층은 제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Fig. 13은 단된 시험편의 면 형상을 찰한 것

이다. 면에서는 연신 괴 뿐만 아니라 기공에 의한 

부드러운 면도 찰되고 있으며, 미용융 분말의 형태도 

보인다. 따라서, STS316L(60wt.%):IN625(40wt.%) 

조합비 구간에서 단이 발생한 것은 물성의 하락 뿐만 

아니라 미용융  기공의 향이 동반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이 직 분사 층공정을 이용한 철강-니  

소재의 경사 층부에 한 실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

이 결론을 정리할 수 있다.

  1) STS316L과 IN625 합 분말을 이용하여 경사

층을 실시한 결과, 분말송 비에 따라 각 합 의 성

분조성이 구 되었다. 

  2) 층부는 빠른 냉각에 의한 셀형수지상을 형성하

고 있으며, IN625의 조성비 60wt.%까지 철계 조성

비가 증가할수록 석출상의 크기가 조 해진다.

  3) STS316L(80wt.%):IN625(20wt.%)의 조합비 

구간에서 응고방향에 수직한 균열들이 다수 찰되며, 

균열부에서 Si 성분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근거하여 고

온균열인 것으로 추정한다.

  4) 기계  물성을 악하기 해 인장시험을 실시한 결

과, 단은 미소경도의 하락구간인 STS316L(60wt.%): 

IN625(40wt.%)에서 발생하 으며, 면 분석결과 미

용융부의 향도 동반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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