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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이  소결 

노 정 우․김 주 한․이 철 구 

An Overview of Selective Laser Sintering  

Jung-Woo Rho, Joohan Kim and Chulku Lee

1. 서    론 

  이 는 에 지를 미세하게 조 하여 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기에 이 가 발명된 다음부

터 많은 련 응용기술이 연구 발 되어 왔다. 선택  

이  소결 (Selective Laser Sintering)은 이 를 이

용한 재료가공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이 의 선택  에

지 달 기능을 이용해 분말 등의 재료를 선택 으로 

고형화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이는 재료의 표면처리를 

목 으로 하는 이  클래딩(Laser cladding)과 유사한 

기술이지만 단순히 표면처리만을 주 목 으로 하는 

이  클래딩에서 발 하여 특수한 목 의 형상을 소결 

착의 형식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선택  

이  소결은 부품  시작품 제작이 복잡하거나 비싼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신속하고 경제 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쾌속조형기술

(Rapid-prototyping)로 연구 발 되어 왔고 이는 3D 

CAD 도면으로부터 직  고형의 물리  모델을 만드는 

공정이다. 쾌속조형기술이 소개된 것은 략 20년 이

며, layer-by-layer, 3D modeling 가공에 직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쾌속조형기술은 스테 오리소그래피

(stereolithography), 3D 린  (3D printing), 이  직

 제작 (Laser direct fabrication), FDM (Fused 

Deposition Modelding) 등 다양한 다른 용어로 불리우

게 되었지만 기본 원리는 선택  이  소결 (SLS)과 

동일하다. 단 선택  이  소결(SLS)의 경우 그 재료

의 선택범 가 속 는 세라믹 분말 등으로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고형분말뿐만 

아니라 액체 는 기체상태의 재료도 그 범  안에 둘 

수 있다. 한 선택  이  소결 (SLS)은 부분  용

융이냐 아니면 완 한 용융이냐에 따라 선택  이  

용융(SLM) 등의 명칭으로 구분되어 지기도 한다1).

  본 논문에서는 지  까지 연구  소개된 선택  

이  소결의 기술 개요, 응용 분야  황 등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선택  이  소결의 기술 개요

2.1 재료

  SLS는 분말로 만들 수 있고 열에 의해 녹거나 소결

되어지는 성질을 가진다면 거의 모든 재료에 해 사용

될 수 있다. 이 이 SLS가 가진 가장 큰 장  에 하

나이다. 재 SLS 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는 polymer, 

reinforced and filled polymers, metals, hard metals, 

cermets, foundry sand 등 있다
1-3)

. 한, 재료의 혼합여

부에 따라 mixture of powders, single component 

powder, pre-alloyed powder로 나뉘어지기도 한다
1,3)
. 

Fig. 1에서 SLS에 쓰이는 재료가 분류되어 있다
2)
.

2.2 Binding Mechanism

  이  소결에 있어 입자간 결합은 다양하게 이루어

진다. 고체입자간의 결합(Solid state sintering(SSS)) 은 

상승된 온도에 의해 표면 는 입자 경계 부를 따라 존

재하는 각각의 입자 사이에 목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소

결되어진다3). SSS의 장 은 넓은 범 의 다양한 재료들

에 해 이 방법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SSS의 경우 소결 속도가 느리고, 완성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이를 해 원자확산속도를 

증가시키고, 당한 이  스캔속도를 얻기 하여 분

말재료의 열을 하기도 한다
5)
. 액상 소결(Liquid phase 

sintering(LPS) - partial melting)은 입자재정립 속도가 

빠르고, 액체유동이기 때문에 량의 재료이송이 가능하

특 집 : 이 를 이용한 정 제어 응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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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in SLS 

Polymers

Metals and cermets 
wiith polymer 
binder or infiltrant

Metals and hard 
metal/cermets by 

liquid phase 
sintering

Metals through 
melting

Ceramics

Foundry sand

-Polycarbonate(PC)powders
-Nylons(polyamide(PA))

-PA coated copper powder(Cu-PA)

-RapidSteel2 powder÷bronze infiltration(DTM)

-LaserForm ST100÷bronze infiltration(DTM)

-SiC-Mg cermet material

-Bronze/Ni/Ppowder÷epoxy infiltration(EOS)

-Steel/Cu-P/Ni powder(EOS)

-Fe-Cu, Cu-coated Fe, Fe3C-Fe, stainless steel-Cu,
WC-Co, co-coated WC, WC-Cu, WC-CuFeCo, 
TiC-Ni/Co/Mo, TiB2-Ni, ZrB2-Cu

-Bronze, steel, stainless steel such as 31σL
-Pure Ti spherical powders

-SiC power material
-Zirconium silicates
-Graphite coated with phenolic resin

-Zr and Si sand:
SandForm ZrⅡ and Si(DTM)

Fig. 1 Classification of materials in selective laser sintering (SLS)

며, SSS 보다 속조형(rapid form)을 더 신속히 할 수 

있다. LPS 는 녹는 이 낮은 재료와 녹는 이 높은 재

료가 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에 의해 녹는 이 낮은 

재료는 녹지만, 녹는 이 높은 재료는 고체 상태로 존재

하게 된다. 이 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녹는 이 낮은 

재료가 합제와 같은 역할을 하여 고체상태의 녹는 

이 높은 재료와 서로 결합하면서 소결이 되는 원리이다
4-6)

. LPS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합제 역

할을 하는 재료(binder material)와 구조 역할을 하는 재료

(structural material)가 다른 것에 한 소결로써 복합분말 

(composite powder)의 소결이 그 것이다. 다른 하나는 

binder material과 structural material이 구분이 없는 것

으로, binder material와 structural material로 구분하기

보다, 녹는 재료와 녹지 않은 재료의 역간의 구분에 

의해 별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분 용융 

(partially melting) 이라 불려진다5).

2.3 가공 변수

  이  소결 부의 품질은 한 가공변수들의 선택

에 의해 결정된다. 이  출력, spot 크기, 스캔 속도, 

스캔 횟수 등의 기계 변수뿐만 아니라, 이 의 장 

 재료의 종류, 재료 혼합비, 입자의 크기 등과 같은 

분말의 성질도 변수가 된다. 이는 SLS 가공이 에 지 

도에 의해서만 제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와 재료

간의 상호작용 한 하게 연 되어있기 때문이다
2,3,7,8).

3. 응용분야  황

3.1 응용 분야

  3.1.1 시작품 제작(Trial product manufacture)

  쾌속시작공정 (Rapid Prototyping)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업 으로 가장 성공한 분야로 설계의 평가  시제품 

제작에 앞서 시작품을 제작하여 이를 먼  사  평가해 

보고, 결 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는 것에 이용될 수 있

다. 이는 비용 감을 이룰 수 있으며, 시제품 제작단계

까지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빠르고 유연한 

작업이 가능한 이 큰 장 이다. 조립과정이 없어도 조

인트가 있어 움직이는 물체를 생산할 수 있고, 높은 정

도를 가지고 제품생산이 가능하다1,2,10). 

  3.1.2 주형제작

  주형과 sand cores 제작을 할 수 있다. 주물사를 이용

한 복잡한 형상의 주형을 생산하여 높은 품질의 주물생

산에 이용될 수 있다. 한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을 이용

한 경량구조물제작에 있어 성능이 우수하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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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의학용품 제작

  개인의 특성의 반 이 필수 인 것의 제작에 매우 이

상 이다. 주문 제작하는 임 란트 기구제작에 사용될 

수 있다
9-10)

. 높은 정 도와 우수한 표면품질을 얻을 수 

있다. 공동형성, 언더컷 등을 제작하는 것은 기존의 방

법으로 제작이 어려우나, SLS를 이용하면 쉽게 제작 가

능하다. 한 최근에는 생분해 가능한 폴리머를 이용한 

인체  조직의 스 폴드 제작 등이 심도 깊게 연구되

어지고 있다 11).   

  3.1.4 자 부품의 제작

  자 산업의 속한 발 과 함께, 시장의 빠르고 짧은 

R&D 원형제작기간, 자장비원가 감요구에 어떻게 답

하는 가는 매우 요해 졌다. 페이스트 상태의 

conductor composition (conductor paste) 을 모재 에 

코 한 후, SLS를 이용하여 선 가공  패턴가공을 통

해 도체를 가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 도가 높은 

도체를 가공할 수 있다12-13). 한 세라믹을 모재로 한 

metal-insulator-metal(MIM) 형식의 thick film 

capacitor 에 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14)
. 

3.2 산업계 동향

  SLS는 이 기술을 상업화한 DTM사의 rapid tooling과 

laser sintering 기법을 개발한 독일의 EOS 사의 metal 

sintering 기술 등이 재 이용되고 있다. 재 시장에서 

사용되는 상업 인 SLS 기계로는 DTM 사의 

Sinterstation 2000/2500 과 EOS 사의 FORGIMA P 

100, EOSINT P 390/700/730, EOSINT M 270, 

EOSINT S 750이 있다1,10). 

   세계 으로 SLS 기술 이용 폭이 넓어지고, 제품에 

한 시장(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SLS 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EOS 사

의 2006/2007 총 수입은 59.7 백만 유로로 년도비 

14% 증가를 보고하 다10). 

  국외 시장은 여러 기업에서 실제 제품의 설계용이 

 원가 감을 해 SLS 기술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

다. Hettich Zentrifugen사에서는 원심분리기 상자를 

laser sintering으로 제작하여 조립  마무리 공정을 

일 수 있었고
10)
, Tecnologia & Design 사에서는 새

로운 디자인의 고무부츠의 바닥모형주형을 제작하여 

사출성형주형으로 사용하 다10). 한 Sirona 사에는 개

개인에게 맞는 임 란트 치아를 제작하여 기술 으로

나 상업 으로 SLS 기술이 매우 실용 임을 보이고 

있다
10)
.

4. 연구 방향

4.1 제품생산의 직 화 추구

  모델링 는 시작품이 아닌 직  제품을 생산하는 방

식은 제품의 설계를 유연하게 하고, 조립  마무리 공

정 등을 여 공정의 단순화를 꾀해 기제품생산시간

을 일 수 있다. 하지만 량생산에 있어서는 크게 장

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고가의 소량 다품종 생산에 

유리하다. 이에 한 표  로 앞에서 설명하 듯이 

생체  의학용품 (Bio-product) 등이 재 가장 유망한 

생산 용분야로 여겨진다.

4.2 소결재료 개발

  사용되는 분말의 가격은 비싼 편이며, 이 분말의 종류

에 따라 제품의 용범  한 달라지게 되므로, 분말의 

개발은 SLS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용할 수 있는가에 

하여 매우 요하다. 그러므로 분말 제조에 해 연구

와 개발이 필요하다2).

4.3 데이터 변환기술의 개발

  데이터변환기술은 의료시장으로의 SLS의 용에 있

어서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의료용의 

CT/MRI장비를 이용하여 측정된 데이터들을 3D 정보로 

변환하는 경우 그 기술의 난이도가 높고, 이 작업에 용

이한 소 트웨어가 드물다. 즉, CT/MRI장비로부터 측

정된 데이터들을 STL로 변환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이를 의료계에서 수용하는데 있어 기술

 문제가 되고 있다15). 그러므로 이에 한 연구와 기

술 개발이 추가로 요구된다. 

4.4 공정조건의 최 화

  공정조건의 조합에 의해 소결부의 품질은 결정된다. 

공정조건의 조합이 서로 어떤 계를 이루며 가공에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연구를 통해 SLS의 가공정확도

를 높이고, 소결 부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는 앞

으로의 시장에서 SLS의 장 을 부각시키고, 단 을 보

완하여 SLS의 가공품질을 높여 최종 으로 소비자에 

한 만족도를 높이게 되어, 기술시장에서 SLS 기술의 

시장확 를 도모하는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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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SLS는 이 를 통한 가공에 있어서 상업 으로 성

공하고 있는 특수 가공 분야이며 앞으로도 그 발  가

능성이 크다. 기의 SLS는 폴리머를 재료로 한 시작모

델 제작 등에 이용되었으나 재에 있어서는 속 재료 

등의 실제 최종 생산품의 제작에 가능하다. 재료의 소량 

다품종의 제품생산에 있어서 그 장 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생체  의학용품 등이 본 공정의 장 을 최 한 

이용할 수 있는 분야로 여겨진다. SLS는 직 생산, 소

결 재료의 개발, 련 데이터 변화 기술, 공정 기술의 

개발 등이 연구 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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