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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료를 한 층씩 쌓아 올려 3차원 형태의 입체물을 

제조하는 층제조 (additive manufacturing) 기술

은 설계 자유도가 높고 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에 유리

하여 항공, 에 지, 국방 등 다양한 산업분야 반에 

걸쳐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층제조를 한 속분말 소재 개발과 층 공정 최 화

에 을 두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3). 한

편, 층제조품에 존재하는 높은 잔류응력의 문제가 있

을 뿐만 아니라 층제조 공정이 이루어지는 챔버

(chamber)의 크기가 제한 이기 때문에 형 부품이

나 기기를 제작하기 해서는 용  공정이 필수 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한 층제조품의 보수, 장 용

을 한 설치 혹은 기존 제품과의 결합 시에도 용  공

정의 수행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층제조품

의 용  연구에 한 필요성이 두되고 있으며, 련 

연구들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4-9). Matilainen 

등5)은 층제조된 316L 스테인리스강의 이  용  

시 용융 속의 형상, 이  출력 변화에 따른 용  결

함 발생 경향을 상용 단련재와 비교한 결과, 상 으

로 완 용입이 쉽고 입열량 변화에 따라 용 결함의 발

생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 다. Raza 등7,10)

은 층제조된 Inconel 718의 고온균열 감수성이 

층 그 로 상태에서는 상용 단련재와 유사한 수 이나 

열간등압성형(hot isostatic pressing, HIP) 처리를 실

시함에 따라 결정립 조 화에 의해 증가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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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laser powder bed fusion (L-PBF) 

방식으로 층제조된 316L 스테인리스강의 용 성을 

평가하 다. 316L 스테인리스강은 층제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재  하나이며, 용 성을 해하는 요인으

로는 표 으로 용 속에서의 응고균열을 들 수 있

다. Trans-Varestraint 시험을 통해 응고균열 감수성

을 정량 으로 평가하여 상용 압연재와 비교하 으며, 

응고균열 특성과 미세조직과의 상 계를 분석하 다.

2. 실험 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층제조 시편은 316L 스테인

리스강 상용 분말인 3D Systems 사의 LaserForm® 

316L을 사용하여 3D Systems 사의 DMP 320 장비

를 통해 PBF 방식으로 제작하 으며, 치수는 Fig. 1

과 같다. 층제조 시 주요 공정변수는 Table 1과 같

으며,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직교 방식의 층 

략(scanning strategy)을 용하 다. 층제조된 

시편  일부는 ASTM F3184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1125 ℃에서 100 MPa의 압력으로 4시간 동안 

HIP을 수행하 다. 층 그 로 (As-built) 상태와 

HIP 처리 시편의 인장 특성을 확인하기 해 ASTM 

E8에 따라 게이지 길이(gauge length)가 25 mm인 

상 시편을 채취하여 인장시험을 실시하 으며, 2회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하여 Fig. 3에 제시하 다. 층제

조 시편의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이 모두 ASTM 

F3184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비

교를 해 3 mm의 두께를 갖는 ASTM A240 규격의 

316L 스테인리스강 압연재로부터 25 mm × 125 mm 

치수의 시편을 단하여 비하 다. 학발 분석기

(QSN 750-II, OBLF)  N/O 분석기(ONH836, 

LECO)를 이용하여 분석한 층제조 시편과 압연재의 

화학조성 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 다.

Microstructure 
observation plane

125mm

Building direction 

4mm

25mm

(a)

Bending 
direction

Welding 
direction

(b)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additively manufac-
tured specimen with (a) microstructure observation
plane and (b) bending force direction for Trans- 
Varestraint test

Table 1 Process parameters of the additive manufacturing 

Layer thickness (mm) 0.03 

Scan speed (mm/s) 900 

Power (W) 300 

Hatch spacing (mm) 0.1 

Energy density (J/mm3) 111.1 

Layer-n+2

Layer-n+1

Layer-n

Building 
direction

Fig. 2 Scanning strategy of the additive manufacturing 
with build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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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nsile test results of the additively manufactured 
specimens

Cr Ni Mo Mn Si P C S N O Fe

Wrought plate
(ASTM A240)

17.32 12.35 2.066 0.968 0.717 0.034 0.028 0.003 0.014 0.003 Bal.

Additively manufactured
(ASTM F3184)

17.45 12.87 2.426 0.363 0.466 0.013 0.028 0.005 0.049 0.035 Bal.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pecimens employed in this study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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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용 속의 응고균열 감수성 평가

  실험재료의 용  시 용 속에서 발생하는 응고균열 

감수성을 평가하기 해 Trans-Varestraint 시험을 

실시하 다. Trans-Varestraint 시험은 Fig. 1과 같

이 제살용 (autogenous welding)을 수행 인 시편

에 굽힘 변형을 가하는 방법으로써,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사용되어 왔다7,9). 제살용 의 공정조건은 Table 3

과 같으며 시편에 가해지는 변형량은 Eq. 1의 식을 이

용하여 계산하 다.

  ε 


(1)

Eq. 1에서 ε는 변형량, t는 시편의 두께, R은 굽힘 블

록의 곡률반경을 나타낸다. 시험 후 실체 미경을 이용

하여 용 속에서 발생한 균열들의 길이를 측정하 으

며, 응고균열 감수성을 정량 으로 비교하기 해 최  

균열길이(maximum crack length, MCL)를 지수로 

이용하 다.

2.3 미세조직 분석

  실험재료 모재  용 속의 미세조직을 분석하기 

해 학 미경(optical microscopy, OM; Eclipse 

MA100, Nikon)을 이용하 다. 미세조직 찰을 한 

시편은 기계  연마 후 10 % 옥살산(oxalic acid)에

서 4 V로 수 간 해에칭을 실시하 다. 

3. 결과  고찰

  모재의 미세조직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압연재의 

경우 등축정의 오스테나이트 기지(matrix)에 소량의 

페라이트가 존재하는 반면, 층제조 시편은 HIP 처리 

유무와 계없이 이차상(secondary phase)이 없는 

오스테나이트 단상 조직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층 그 로 상태의 시편은 응고 조직의 특성을 보

다. 용융 풀(molten pool)의 경계가 선명하게 찰되며, 

직선 형태의 이동결정립계(migrated grain boundary)

가 층 방향을 따라 발달된 것을 볼 수 있다. 한 

속 응고로 인해 매우 미세한 셀 (cell) 구조가 형성되

었으며, HIP 처리 후에는 재결정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응고조직이 사라지고 새로운 결정립계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Trans-Varestraint 시험 결과 용 부에서 

발생한 응고균열을 실체 미경으로 촬 하여 나타낸 것

이다. 압연재에 비해 층제조 시편에서 폭이 넓고 길

이가 긴 균열이 형성되었으며, HIP을 수행함에 따라 

층 그 로 상태일 때보다 응고균열의 길이가 짧아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Trans-Varestraint 시험 결과 시편에 가해지는 변

형량에 따른 MCL의 변화를 Fig. 6에 나타내었다. 각 

시편에 가해지는 변형량에 차이가 있지만, 2.5%의 변

Welding process Gas tungsten arc welding

Shielding gas Ar

Current 100 A

Voltage 12 V

Travel speed 4 mm/s

Table 3 Welding parameters used in the Trans-Varestraint
test

(a) (b) Building
direction

Building
direction

(c)
100 um 50 um 

50 um 

Fig. 4 OM micrographs of the base metals: (a) wrought 
plate, (b)as-built additively manufactured, and (d) 
additively manufactured and HIPed

(a)

(c)

(b)

1 mm 1 mm 

1 mm 

Fig. 5 Representative stereoscopic images of Trans- 
Varestraint tested specimens: (a) wrought plate 
at 4% strain, (b) as-built additively manufac-
tured at 2.5% strain, and (c) additively manufac-
tured and HIPed at 2.5%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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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갖는 층제조 시편이 4%의 변형량을 갖는 압

연재 시편보다 MCL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다. 즉, 용 부의 응고균열 감수성은 층제조 시편이 

압연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층제조 시편 

에서도 HIP을 실시하 을 때보다 층 그 로 상태

일 때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 부의 미세조직을 Fig. 7에 나타내었다. 모재와 

달리 모든 시편에서 다량의 페라이트가 생성되어 오스

테나이트와 페라이트의 이상조직이 나타났다. 페라이트 

함량 측정기를 통해 확인한 결과 Table 4에 제시한 바

와 같이 압연재의 용 부보다 층제조 시편의 용 부

에서 페라이트 함량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페

라이트의 형상이 압연재  층제조 시편 각각의 용

부에서 크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압연재의 용

부에서는 vermicular  lathy 페라이트가 혼재하는 

반면, 층제조 시편의 용 부에서는 interdendritic 

페라이트가 찰되었다. 이와 같이 페라이트의 함량과 

형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 용 부가 서로 다른 

응고모드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상할 수 있다.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 오스테나이트 응고 시 

응고의 최종 단계에 interdendritic 페라이트가 생성

되는 반면, 정 페라이트 응고 시 페라이트의 최종 형

상이 vermicular 혹은 lathy 형태를 보이게 된다11-13). 

즉, 층제조  압연재 시편의 용 부는 각각 정 오

스테나이트  정 페라이트 응고모드를 가지는 것으

로 단할 수 있다. 응고모드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

리스강 용 부의 응고균열 감수성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데, 일반 으로 정 페라이트 응고 시 응고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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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rans-Varestraint test results

(a) (b)

(c)

50 um 50 um 

50 um 

Fig. 7 OM micrographs of the weld metals: (a) wrought 
plate, (b) as-built additively manufactured, and (c) 
additively manufactured and HIPed

Table 4  Ferrite content of the base and weld metals (%)

Wrought 
plate

As-built 
additively 

manufactured 

Additively 
manufactured 
and HIPed 

Base 
metal 0.16 0 0

Weld 
metal 6 2.9 2.9

Primary austenite 
solidification

Primary ferrite 
solidification

liquid liquid liquid

interdendritic
ferrite

Vermicular
ferrite

lathy 
ferrite

(a) (c)(b)

or

liquid, L

T
em

pe
ra

tu
re

Increasing Ni 
Increasing Cr

(d)

L+γ L+δ

L +γ +δL +γ +δ

austenite, L δ + γ ferrite,δ

Fig. 8 Schematic illustrations showing microstructure 
development in Fe-Cr-Ni welds: (a) interden-
dritic ferrite, (b) vermicular ferrite, (c) lathy fer-
rite, and (d) vertical section of ternary-phase dia-
gram at approximately 70% F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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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이 억제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14-15). 따라

서, Fig. 6에서 보듯이 층제조 시편의 용 부가 매

우 높은 응고균열 감수성을 보이게 되는 주된 원인은 

정 오스테나이트 응고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

다. 정 페라이트 응고 시 응고균열의 감수성이 낮아

지는 원인으로 여러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표 으로, 

페라이트는 S, P와 같은 융  원소에 한 고용도가 

높기 때문에 응고온도범 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6-17). 한, 정 페라이트 응고를 할 때 이

종, 즉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 간의 수지상 (dendrite) 

경계의 면 이 넓게 되는데 이러한 경계는 응고 최종단

계에 남아있는 액상과의 젖음성(wettability)이 낮으

므로 응고균열의 직 인 원인이 되는 액상필름이 생

기기 어려워지게 된다고 한다11,13). 용 부의 응고모드

는 화학조성과 용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데9,11,14,16), 

여기에서 용 조건은 동일하므로 화학조성의 차이가 결

정인자라고 할 수 있다. Ni 당량(equivalent)이 높을

수록 정 오스테나이트 응고를 하기 쉽다. Table 2에

서 보듯이 층제조 시편의 질소 함량은 압연재에 비해 

0.035%만큼 높은데, 질소는 Ni 당량을 크게 증가시

키는 원소로 WRC-1992 Diagram에 따르면 Ni 당량

은 0.7%만큼 증가하게 된다. WRC-1992 Diagram

에 따른 Ni 당량식은 Eq. 2와 같다. 

       
(2)

  층제조 시편의 질소 함량이 상 으로 높은 것은 

가스분무법(gas atomization)을 통해 층제조에 사

용되는 분말 소재 제조 시 질소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Fig. 6에서 보듯이 층제

조 시편 에서도 HIP을 실시하 을 때보다 층 그

로 상태일 때 용 부의 응고균열 감수성이 높다. 이는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모재의 기계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층 그 로 상태일 때 존재하는 잔류응력

이 고온에서 수행하는 HIP 공정에 의해 완화되는 효과

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ig. 9은 용 부에서 발생한 응고균열을 찰한 것

이다. 정 페라이트 응고를 하는 압연재 용 부에서는 

균열의 길이가 짧고  경로가 자주 바 는 반면 

정 오스테나이트 응고를 하는 층제조 시편의 용 부

에서는 균열이 직선 형태로 길게 형성되었다. 정 페

라이트 응고 시, 응고균열의  경로가 되는 수지상 

경계가 매우 구불구불한 형태가 되므로 균열이 생성되

더라도 가 어려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정 오스테나이트 응고 시에는 상 으로 굴곡이 

은 동종의 수지상 입계가 주를 이루게 되면서 균열에 

한  항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9).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BF 방식으로 층제조된 316L 스

테인리스강 용 속의 응고균열 감수성을 평가하 다. 

응고균열 감수성을 평가하기 해 Trans-Varestraint 

시험을 실시 으며 시험 후 용 속에서 발생한 최  

균열길이를 측정하 다. 비교를 해 316L 스테인리스

강 압연재를 상으로도 동일한 시험을 수행하 으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용 부의 응고균열 감수성은 

층제조 시편이 압연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층제조 시편 에서도 HIP을 실시하 을 때보다 

층 그 로 상태일 때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층

제조 시편의 용 부가 매우 높은 응고균열 감수성을 보

이는 주된 원인은 정 페라이트 응고를 하는 압연재 

용 부와 달리 정 오스테나이트 응고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며, 이와 같은 응고모드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층제조 시편의 질소 함량이 압연재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층제조된 316L 스

테인리스강 부품의 용 성을 높이기 해서는 층제조

에 사용되는 분말의 질소 함량에 한 정 한 제어와 

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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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M micrographs showing the formation of solid-
ification cracks in weld metals: (a) wrought plate, 
(b) as-built additively manufactured, and (c) addi-
tively manufactured and HI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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