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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3D 프린팅 (적층 제조)기술은 기존 절삭 공정과 다르게 소재를 적층 하는 방식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형상 자유도 높고 사용 소재를 절감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을 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3D 프린팅 기술은

ASTM 규정에 의해 AM (Additive Manufacturing : 적층제조)이라 명칭하고 있으며, 총

7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차례대로 열거하면 VP(Vat Photopolymerization),

ME(Material Extrusion), MJ(Material Jetting), BJ(Binder Jetting), PBF(Powder Bed Fusion), 

DED (Directed Energy Deposition) 및 SL(Sheet Lamination)이다. 이러한 기술 중 현재, 

금속 소재를 적층 할 수 있는 기술로는 PBF이나 DED와 같이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하여

금속 소재를 용융하여 접합하는 기술들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중 PBF 방식은

간단하게 분말을 한층 얇게 도포한 후 고출력의 열에너지를 가하여 용융 및 응고 과정을

반복하면서 적층 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방식이며 DED 방식은 Carrier 가스에 의해

유도된 금속 소재를 고출력 레이저로 용접 방식과 같이 용융 및 응고를 통해 제작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탄소(C) 함유량에 따른 사용소재의 한계, 일정한 레이저 밀도

유지 불가로 인해 가공영역의 제약에 의한 대형 제품 제작의 어려움, 공정 중 산소와의

접촉에 따른 산화 방지를 위해 빌드 챔버 내부를 불활성 분위기로 유지해줘야 하며 면

가공이 아닌 선 가공이기 때문에 생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최근 그 대안의

기술로 BJ 기술을 사용하여 금속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레이저 가공 방식에 비해 면 가공을 하기 때문에 가공 속도가 빠르고, 

분사하는 프린팅 헤드의 개수를 늘리면 대면적 및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금속 소재를

접착할 수 있는 소재면 무엇이든 가능하여 소재의 제한성이 없어 기존 금속 적층 제조



2

기술과의 차별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BJ 기술은 금속분말을 한층 얇게 도포

후 잉크젯 헤드로 바인더를 분사하여 적층 하는 기술로 PBF나 DED 방식과 다르게 금속

파우더를 용융 및 접합하는 방식이 아닌 파우더를 일시적으로 붙인 후 후처리 과정을

통해 출력물의 기계적 물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BJ 기술에서 기계적 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처리(열처리)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후처리 공정 시

발생하는 수축에 의한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접착상태에서의 높은 내부 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초 출력물(Green part)에서의 높은 내부 밀도 확보를

통해 후처리 과정에서의 수축율을 낮추고 기계적 물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SUS316L 소재를 기반으로 BJ 공정 중 분사되는

바인더의 함유량에 따른 Green part의 미세 조직과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고, 동일

조건에서 제작된 시편에 대해 후처리 후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편은 Ø10X10mm의 원형 시편에 대해 바인더 함유량을 각각 3%, 5%, 8%, 

12% 별로 20개씩 시편을 제작하여 De-Binding 조건, 소결 조건에 따라 Green part 

시편과 후처리 후 시편에 따른 강도 및 미세조직을 분석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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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개요

AM 공정의 시초는 1981년 일본 나고야시공업연구소의 Hideo Kodama의 보고서에

의해 발표됐으나 실제 상용화하지 못하였다. 그 이후 Chuck Hull이 자외선을 이용한

플라스틱 판 경화 공정에서 착안하여 1983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1986년에

Stereolithography의 명칭으로 특허를 출원한다. 그 이후 투자를 받아 설립한 회사가 3D 

Systems이다. 그 이후에도 1989년 FDM 방식, 1994년 SLS 방식 등 다양한 프린팅 방식이

개발되어 왔다[1]. 이후 2013년 2월 12일 오바마 전 대통령의 미국 제조산업의 3D 

프린팅 계획 구체화에 대한 발표를 하여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팅 즉 Addictive 

Manufacturing(AM)이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제조산업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3D프린팅 기반기술 및 응용기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3D프린팅 기술은 3차원 스캔이나 3차원 모델링을 통하여 획득된

디지털 데이터를 적층 가공 방식으로 제작하는 가공기술이다 [2]. 

최근에는 ASTM 규정에 의해 3D 프린팅은 AM(Additive Manufacturing)공정으로

새롭게 명명됐다. ASTM에 의해 AM은 크게 7가지 방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VP(Vat Photo

polymerization), ME(Material Extrusion), MJ(Material Jetting), BJ(Binder Jetting), PBF(Powder 

Bed Fusion), DED(Directed Energy Deposition), SL(Sheet Lamination)으로 나누어진다 [3-8]. 

AM 공정 중 특히 금속 소재를 사용하는 Metal-AM 공정은 기존 절삭공정과 비교하였을

때, 짧은 가치사슬을 가지고 생산비용과 제조시간 감소, 디자인에 있어서 자유도가 높고

맞춤제작이 가능하며 재료 소비를 줄일 수 있다[9]. PBF 기술 중에 대표적으로 EBM

(Electron Beam Melting)과 SLM(Selective Laser Melting)가 주된 공법으로 기능성 부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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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수준의 기계적 성질을 가질 수 있도록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빔을

사용하는 방식은 소재와 빔사이의 복잡한 물리적 현상의 결과이다. 빔을 사용하는 경우

높은 열응력과 빠른 고체화로 인해 잔류응력 및 파트의 변형 및 박리 현상을 일으킨다.

또한, 빔을 사용하면 에너지 비효율 및 생산 비용 증가 및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6, 10-11]

따라서 금속을 용융하지 않는 방식으로 BJ방식을 사용하는 AM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었다. BJ 방식의 경우 기존 PBF 방식에 비해 금속 분말의 형상 및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고가의 레이저가 없어 상대적으로 장비의 가격이 저렴하고 폭발이나

대기환경 (불활성기체)과 같은 안전상의 문제가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잔류응력이 거의 없고 빌드플레이트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열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파우더의 오염률이 낮아 재 사용률이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BJ 방식의 경우

바인더로 소재를 일시적으로 붙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밀도 및 기계적 강도가 빔-AM 

방식에 비해 매우 떨어지며 제작된 파트에 바인더를 포함하고 있어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열처리를 하게 되면 파트의 밀도와 강도는 중가하고

바인더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기공이 줄거나 사라지면서 파트의 수축이 발생하고

이는 정밀도와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본 연구에서는 BJ 방식으로 STS316L시편을 제조하였으며, 각 시편의 바인더 양을

다르게 설정하여 제조하였다. 다르게 설정된 바인더 조건이 시편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해보고, 가장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시편의

바인더 조건을 찾고 열처리 조건을 확립하여 진행하고 추후 부품 적용 및 특성 향상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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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 1. Additive Manufacturing (AM)

2. 1. 1. AM 개요

주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는 SLA(Stereolithography),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방식으로 제품 모형을 제조하는 Rapid Prototyping(RP)기술로 출발한 3D 

프린팅 기술은 3D 프린팅용 금속 분말의 수급이 가능해지면서 급기야 분말 사출성형과

같은 기존의 실형상 PM 기술과 경쟁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 3D 프린팅 기술로

통용되는 이 기술은 국제적으로 AM(적층 제조)으로 표준화되고 있다 [13]. AM 은 입체의

재료를 기계 가공 및 레이저를 이용하여 자르거나 깎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절삭가공(Subtractive Manufacturing)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설계 데이터에 따라 액체,

파우더 형태의 폴리머, 금속 등 재료를 가공 및 적층 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14].

2. 1. 2. AM 기술

2012년 ASTM 위원회 F42는 AM 공정 목록을 정의하였고 ISO와 ASTM이 같이

ISO/ASTM 52900 기준을 만들었다. AM 공정은 광중합(Vat photopolymerization), 재료

압출(Material Extrusion), 재료 분사(Material Jetting), 바인더 분사(Binder Jetting), 분말

적층 용융(Powder Bed Fusion), 고에너지 직접 조사(Direct Energy Deposition), 판재

적층(Sheet Lamination)의 7가지 기술로 분류하였다. 이는 재료의 종류와 적층 방식 및

에너지 소스 등에 따라 다양하게 기술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아래 7가지 AM 공정

기술을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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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중합 [Vat Photopolymerization]

이 방식은 수조에 액체의 광경화성 수지를 일정한 높이로 담고 원하는 부분에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경화시키는 방식으로 AM 기술 중 가장 처음 일본에서

등장하였다. 제작 속도가 빠르고 표면 조도가 우수한 편이긴 하나 그 후 정밀도 향상을

위해 레이저 제어방식을 갈바노미터에서 다중거울을 배열하는 DLP(Digital light 

processing)기술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DLP 기술은 대형 파트 제작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재료의 소모가 많은 편이며 원료와 색상이 제한적인 단점이 있다. 

이 방식은 주로 보석, 치과용 임플란트 등에 사용하는 형틀 제작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사용소재에 대한 제한이 있다. 또한 FDM과 마찬가지로 현재 보급형 장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14-20]

Fig 1. Schematic diagram of VP [20]



15

○ 재료 압출 방식 [Material Extrusion]

ME 방식은 노즐이나 오리피스를 통해 재료를 압출하여 적층 하는 방식으로

반용융상태의 재료를 노즐로 압출하여 X-Y 평면의 플랫폼 위를 움직이며 파트를

제작한다. 원소재는 일반적으로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이에 세라믹이나 메탈과 같은

이종소재를 섞어서 필라멘트형태로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다른 AM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비용이 적게 들고 디자인이나 제작 및 작동법이 단순하다. 그러나

서포트가 필요하며 표면거칠기가 좋지 않은 편이다. 이 기술은 Stratasys사가 선두를

하고 있으며 FDM(Fused Deposition Modeling)로 소개가 되었다. 사용 소재는 주로

ABS를 사용하며 PC, PC-ABS, PPSF, PLA 등의 소재를 사용하며 가장 많은 제조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기술이기에 가장 보편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14-15]

Fig 2. Schematic diagram of FDM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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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분사 방식 [Material Jetting]

이 방식은 광경화성 액상 재료를 잉크젯 헤드를 통해 액적을 분사하고 UV램프로

재료를 경화 하며 제작하는 방식이다. 실제 형상을 이루는 재료를 일반 2차원 종이

인쇄처럼 분사함으로써 단면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주로 광경화성 소재나 왁스 같은

재료를 사용하며 적층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제작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정밀도가

굉장히 높은 특징이 있다. 잉크젯 헤드는 크게 Thermal bubble jet 타입과 Piezo 타입이

있으며 HP사의 경우 Thermal 타입의 헤드를 주로 사용하고 EXONE사는 주로 Piezo 

타입의 헤드를 사용한다. 헤드의 개수에 따라 여러 종류의 폴리머를 동시에 사용하여

다양한 소재 및 이들의 복합재료를 프린팅 하거나 컬러를 구현할 수 있다. 젤 형태의

광경화성 수지를 프린팅 후 곧바로 자외선을 이용하여 최종 경화 한다. 복잡한 형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서포트 재료가 동시에 프린팅이 되며, 형상 제작이 완료된 다음에

Water jet이나 별도의 후처리를 통하여 서포트를 제거해주어야 한다. [14-16].

Fig 3. Schematic diagram of MJ, Stratasy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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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인더 분사 방식 [Binder Jetting]

액체 상태의 바인더를 잉크젯 프린트 헤드의 노즐에서 분사하며 파우더 베드의 재료를

한층씩 접착하며 형상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헤드 개수에 따라 제조시간 및 대형제품을

쉽게 제작할 수 있으며 컬러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열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파우더 재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강도가 약한 편이며 표면이 거칠고 기공이 많다.

따라서 후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후처리 후에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3D 파일을 제작하거나 장비 공정 과정에서 확인해야한다. 또한 적용 분야에 따라서

바인더를 제거하는 De-binding 과정이나 소결과정을 필요로 한다[14-18].

Fig 4. Schematic diagram of BJ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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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 적층 용융 방식 [Powder Bed Fusion]

분말 상태의 금속이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며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할 때는

주로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금속을 재료로 사용할 때는 SLM(Selective laser 

melting) 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다. 이 방식은 빌드 영역에 파우더를 한층씩 도포후에

파이버나 CO2레이저나 전자빔 같은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재료를 소결 및

용융하여 형상을 제조하는 방식이다. 열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나거나 금속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열이 고르게 방출될 수 있도록 서포트가 필요하며

현재, 가장 많이 발전한 기술이다. 하지만 레이저와 같은 고가의 부품이 사용되며 금속

재료 활용 시 표면 처리 공정이 필요하고 사용 재료에 따라 가열 온도와 레이저 변수를

조절해야 하므로 공정 작업이 어렵다. 또한 재료에 열에너지를 가하기 때문에 재사용시

Treatment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14-21].

Fig 5. Schematic diagram of PBF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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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에너지 직접 조사 방식 [Directed Energy Deposition]

이 방식은 레이저나 전자빔을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며 분말이나 와이어 형태의 재료를

공급과 동시에 용융하며 적층하는 방식으로 Powder Bed 방식에서 기존 부품을

보수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 방식에서는 기존 부품의 크랙 및 손상이 있는 부분을

쉽게 수리 및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4-5축 모션시스템이나 로봇암을 필요로

하며 Powder Bed 방식보다 노즐 및 레이저의 위치 이동의 수월성 때문에 가공의

자유도가 뛰어나다[15, 22]. 분말소재를 가스와 함께 일정하게 주입하며 재료가 접합부에

닿는 지점에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완전 용융 상태로 접합을 하기 때문에 기공이 거의

없고 강도 또한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정밀도나 표면거칠기는 PBF 방식에 비해

떨어진다.

Fig 6. Schematic diagram of DE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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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재 적층 방식 [Sheet Lamination]

이 방식은 판재 형태의 재료를 붙이고 레이저를 이용해 원하는 부위를 잘라내며 적층

하는 방식으로 종이, 플라스틱, 금속이나 나무 등 다양한 재료를 선택하여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료를 접착 후 제단하기 때문에 다른 AM 방식과

다르게 폐기물이 발생하여 재료소비가 크다. 적층 두께를 공정 중에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거칠기가 높다. 또한 내구성이 약하며 정밀도 및 표면 조도가 미흡하고 색상

재료, 투명 재질, 유영성 재료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사용하는 소재에

따라 공정 방법과 명칭이 달라진다. 흔히 알려진 LOM(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은 종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공정이다. [14-19].

Fig 7. Schematic diagram of SL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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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M processe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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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바인더 분사 방식

2. 2. 1. 바인더 분사 방식 개요

BJ 공정은 일반적으로 Inkjet printing 또는 3DP(three-dimensional printing)이라고 많이

알려졌지만 최근 ASTM 위원회 F42 에 의해 규정된 AM 의 7 가지의 기술 중 BJ(Binder 

jetting)라고 통합해서 칭하고 있다. 1990 년대 MIT 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2010 년에

상업화되었다. 모래, 유리, 금속, 시멘트 및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작 시 레이저나 전자빔을 사용하여 금속분말을 녹이는 PBF 공정과는

다르게 BJ 는 직접 열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분말 재료의 선택폭이 넓고

AM 공정 중 가장 비용-효율적이다[24-28]. BJ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바인더다.

파우더나 장비시스템 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바인더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바인더의 종류는 크게 4 가지로 나눠지는데, 퓨란계, 실리케이트계,

페놀릭계, 수계로 나눠진다. 그러나 퓨란계과 페놀릭계 바인더는 환경 및 작업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차 사용이 감소되고 있으며 점차 무기바인더 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BJ 는 색상 구현이 가능, 폭넓은 소재 선택, 다른 AM 공정에

비해 제작속도 빠르며 이종소재의 제작이 가능하다며 열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열변형이 없고 조직의 이방성이 없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바인더나 Inkjet head 가

Room condition 에 영향을 받아서 대기 중 습도가 높거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등

조건이 변경되면 공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반드시 De-binding 이나 소결과 같은

후처리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BJ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로는 3D SYSTEMS, 

HP, EXONE, VOXELJET 이 있다. 3D SYSTEMS 와 HP 의 경우 Thermal bubble jet 타입의

헤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플라스틱, 시멘트, 석고 등의 파우더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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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의 파트를 제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EXONE 와 VOXELJET 의 경우

주물사를 사용하는 대형 장비를 생산하고 Piezo 타입의 헤드를 사용하고 있다. 기존

방식은 직접 생산이 아닌 형틀을 제작하여 주물을 부어 생산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업체에서 금속분말에 직접 바인더를 분사하여 파트를 제작하기

위한 BJ 공정 개발에 점차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BJ 공정의 경우 파우더를 직접

녹이지 않기 때문에 기공이 반드시 존재하며 Green part 의 경우 평균 50-60%의 밀도를

가진다. 따라서 기계적 물성이 굉장히 안 좋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침이나 소결 등의

후처리가 필요하다. 현재, 활발한 연구를 통해 STS316L 소재의 경우 밀도가 95%이상의

파트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12,24,30-32]. 그러나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밀도만 아니라 강도, 정밀도, 성분 및 표면거칠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적용분야에 따른 인증이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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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바인더 분사 방식의 원리

BJ 공정은 7 가지의 공정 과정 즉, Printing, Curing, De-powdering, Sintering, Infiltration, 

Annealing 그리고 Finishing 과정이 있다. BJ 방식은 3D CAD 파일을 적층두께로

슬라이싱하여 2D 의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장비에 2D 파일이

입력되면 공급부(Feed room)에서 롤러나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적층부(Build room)에

분말을 얇은 층으로 쌓은 후 프린팅 헤드(Printing head part)가 분말 베드 위를 이동하며

2D 이미지 파일에 해당하는 부분에 바인더를 분사하여 한 층을 형성하고 빌드가 적층

두께만큼 하강하여 새 파우더를 공급 후, 앞서 말한 동작을 반복하며 파트를

제작한다[24-28]. 이렇게 제작한 Green part 를 적층부 통째로 Curing 하거나 혹은

바인더가 분사되지 않은 부분을 털어내는 De-powdering 공정이 진행 후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Sintering 과 Infiltration 공정을 거쳐 추가 후처리를 진행하여

마무리한다[29]. 여기서 Curing/ Sintering/ Infiltration 과정은 재료나 요구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을 한다.

Fig 9. BJ work flow (credit: Voxeljet)



25

2. 2. 3. 바인더 분사 방식의 연구 및 분석

BJ는 여전히 신기술이며,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큰 기술이다. 재료와 제품의 기계적 특성

및 공정 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보다 더 다양한 소재와

공정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소재와 다르게 금속 분말의 경우 밀도, 강도

및 미세구조에 대한 연구 개발이 현재 진행형이며 잠재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다른 기술에 비해 관련 문헌들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상당 부분

기밀로 유지되고 있다. 외사의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금속 BJ 장비를 생산 납품한 이력이

없으며 그만큼 공정 적인 측면에서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금속 BJ 공정을 안정화한다면 세계적으로 공정 기술 부분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Fig 10. Schematics of BJ process: (A) diagram of the BJ process;

(B) image of the print head depositing liquid binder onto the powder bed of STS,

(C) metal green part created utilizing BJ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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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AM 적용 합금

2. 3. 1. AM 금속 분말

일반적으로 BJ 용 금속 분말은 별도로 제작하지 않으며, PBF 용 금속 분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PBF 와 다르게 금속분말의 사이즈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된다. 분말은 구형을 사용하며 제조방식은 가스분무법(Gas Atomization)으로

제조하는데 고주파로 봉재의 금속을 가열 후 가스를 분사하는 EIGA(Electrode Induction 

Melting Gas Atomization), 와이어를 공급하여 플라즈마로 가열하여 분사하는 방식,

봉재를 고속으로 회전하며 플라즈마를 가열하는 방식 등이 구형화 분말제조에 유리하여

주로 사용된다[33]. 일반적으로 PBF 에서는 5-80µm 사이즈의 구형 분말을 주로 사용하나

입도의 평균 분포가 좁을수록 제작 시 유리하다. 그 이유는 금속을 녹일 때, 분말에

고르게 에너지를 받아야 하는 데 조대한 분말과 미립 분말이 받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BJ 의 경우에는 열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바인더로 일시적인 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말의 입도 분포가

넓을수록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가스분무법은 금속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용해시킨 후 용탕 노즐로부터 흘러내리는 용탕 흐름에 압축가스를 분사하여 용탕 흐름을

비산시켜 분말로 제조하는 방법이며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용탕의 분사조건을

제어함에 따라 생성 분말의 특성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다. 주로 공기, 질소, 헬륨,

아르곤과 같은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불활성 가스 분위기에서 공정을 거치므로 고순도

합금 분말을 제조할 수 있다. 분말의 크기는 용탕 점도, 용탕 온도, 가속력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노즐 근처의 와류에 의해 위성분말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가스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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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tomization processes for spherical metal powder[33]

Fig 12. Powder size distribution by 3D printing process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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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2. STS316L

스테인리스강(STS)은 뛰어난 부식 저항성, 저온강도,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가지나

염소이온과 같은 할로겐 이온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쉽게 부식이 되기 때문에

STS304 에 Mo 을 첨가하여 저항성과 고온강도 및 내식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C 함량을 0.03% 이하로 하면 Cr 탄화물에 의한 예민화 현상을 억제하고 가공경화성이

우수하다[12, 34-35]. STS316 의 산화 저항온도는 900oC 정도이다. 특히 상온 및 고온에서

내식성 및 내열성이 탁월해 고온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로 열교환기, 자동차 배기

매니폴드, 제트엔진 부품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STS 는 고온에서

사용되는 재료이나 표면에 산화물이 형성된다. 산화 저항성은 산화물의 안정성, 결합특성,

접착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고온부품 제조에는 소형부품에 한해 대량생산이 가능한

분말야금법으로 제조가 많이 되고 있다. 분말야금법으로 제조한 시편의 내부 기공은

시편의 기계적 특성, 내산화성, 내식성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일반적인 STS 의

산화거동을 따르지 않는다[47]. BJ 방식으로 제조된 시편은 분말야금법으로 제조된

시편보다 훨씬 더 많은 기공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더 쉽게 산화 및 탄화가 일어나며

제작 과정에서 별도의 압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초기 시편의 밀도가 낮다. 또한 사용

바인더도 Inkjet head 에서 안정적으로 분사가 되야 하기 때문에 Head 의 특성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BJ 로 제작한 시편의 최적 후처리 조건(De-binding, sintering)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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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surement methods and requirement for AM metal powder [33]

Table 2. Metal powder and applications for AM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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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S composition (wt%) [12, 34-35]

Table 4. Mechanical properties of STS [12,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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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hysical properties of STS [12, 34-35]

Fig 13. STS316L phase diagram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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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3. 1 원료분말

본 연구에서는 LSN DIFFUSION사에서 제조된 STS316L 분말을 사용하였다. BJ 공정에

사용이 적합한 분말인지 알아보기 위해 분말의 크기 및 형상, 위성 분말의 유무,

겉보기/탭 밀도, 유동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재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XRD

분석도 하였다. 분말의 형상 및 위성 분말의 유무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장비를 통해 관찰하였다. 분말의 크기 및 입도 분석은 Laser Scattering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alyzer LA-960 장비로 시험 규격은 ASTM B822에 따라

분석하였다. 겉보기/탭 밀도와 유동도는 각각 ASTM B212-99와 ASTM B213-97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유동도는 Hall flowmeter 장비를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은 외부

요인이나 진동에 민감한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격이 전혀 없는 안전한 곳에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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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실험장비

본 연구에서는 Solid Freeform Systems(SFS)사의 Freeforms-jet 150 장비를 사용하였다.

장비는 크게 잉크젯 헤드부, 압력제어부, 잉크공급부, 챔버, 클리닝부, 퍼지부로 나눠져

있으며 잉크젯 헤드부는 미국 Fuji-Dimatix사 Piezo타입의 Inkjet head를 1개 사용하고,

build room에 2스왑으로 움직인다. 압력제어부는 Jetting SW에서 음압 0~2000mmH2O, 

양압 0~20000 mmH2O까지 조절이 가능하며 음압을 이용해 헤드의 분사를 조절할 수

있으며 양압으로는 헤드를 퍼징(purging), 클리닝(cleaning) 또는 헤드와 레저버(잉크

저장탱크)에 잉크를 공급할 때 사용한다. 또한 본 시스템은 Ink recirculation과 바인더의

분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Pulse wave formation이 탑재되어 있다. 본 장비는 다양한

바인더와 분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장비이다. 그 외에도 클리닝부에서는

헤드의 노즐면에 비접촉식으로 여분의 바인더를 흡입할 수 있는 방식의 클리닝을

진행하고 퍼지부에서는 노즐의 막힘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비젼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이 장비로 제작가능한 파트의 최대 크기는 145x145x150mm이다. 하지만 기존

주물사(50~300µm)와 수계바인더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금속BJ에 대한 데이터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바인더의 분사량 제어부터

후처리까지 모든 공정 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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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BJ machine (SF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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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공정 설정

3. 3. 1 분말

BJ 공정에서 파트 제작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 및 변수는 아래 table 6에

정리하였다. 분말에 따라서 유동성, 겉보기 밀도, 최종 파트의 밀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분말의 형상과 사이즈 분포에 따라 기계적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 BJ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말의 사이즈는 20~200µm이다. 분말의 낮은 유동도는

분말베드에 도포가 균일하게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파트의 결함을 발생시킨다. 이때,

분말크기는 유동도에 영향을 미치고 젖어 있는 상태의 파우더와 바인더, 표면거칠기는

파트의 해상도에 영향을 미친다. 입도가 작은 분말은 입자간 마찰에 의해 도포 및 적층

과정에서 낮은 유동도를 갖게 되어 유동 및 적층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분말끼리

응집을 하며 큰 공간을 형성하여 바인더가 수직방향(높이방향)으로 침투하는 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프린팅 해상도가 낮아지게 된다. 조대한 입자는 적층 시 기공을 만들기

때문에 BJ 공정에서는 조대 입자와 미립 입자를 적절하게 섞어 사용하는 것이 밀도를

높이는 데 좋다. 따라서 10~60µm 사이의 분말을 섞어 사용하는 것이 최적의 유동도와

밀도를 가질 것이다[12,41].

3. 3. 2 바인더

바인더는 일시적으로 분말끼리 연결한 것으로 반드시 프린팅 후 Sintering 과정이

필요하다. 바인더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프린팅 헤드와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 적층

과정에서 바인더들의 기화가 일어나는 데 이는 프린팅 헤드 노즐의 막힘 현상을

유발하여 프린팅 해상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헤드를 클리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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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클리닝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유기바인더의 경우 200-300oC에서 제거할 수

있다. 잔류 바인더는 카본으로 변하며, 표면으로 확산하고 높은 Sintering 온도에 의해

탄화(침탄) 현상이 발생한다[43-44]. 따라서 de-binding 온도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서

TGA 분석을 진행하였다.

3. 3. 3 프린팅 변수

적층 두께는 일반적으로 AM에서 정밀도와 표면거칠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얇은

두께를 제작 가능할수록 제작 측면에서 장점이 된다. 기존 PM 방식으로는 얇은 벽

형태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층 두께는 사용하는 분말크기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작은 입도의 분말을 사용할수록 얇은 형상을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미립자의 경우 유동도와 응집력에 의해 균일한 적층 두께 도포가 어렵고

두께가 얇을수록 제작시간이 길어져 효율성이 높은 적당한 크기의 분말 설정 및 적층

두께를 찾아야 한다[12,41-42]. 현재 사용하는 분말의 평균 입도는 35.88µm이다. 적층

두께는 보통 입도의 1.5 ~ 2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80µm으로 적층 할 예정이다.

바인더의 단위 부피당 농도도 중요한 변수이다. 바인더 양이 부족하면 파우더사이의

결속력이 떨어져 추후 De-powdering 시 파트가 붕괴하거나 크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하면 바인더의 확산에 의해서 정밀도와 표면거칠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적당한 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바인더의 종류(KB/MB/CB)와 농도(3%, 

5%, 8%, 12%)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BJ 공정 시 적층을 할 때, 바인더가 분사된 후 한 층의 분말을 도포하고 그

후 바인더를 분사할 때, 아래층의 분말층과 위 층의 분말층이 붙기 위해서는 아래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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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층이 적당하게 건조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완전 건조된 상태에서는 박리가

일어나고 완전 젖음 상태에서는 롤러나 블레이드로 분말을 적층 할 때, 밀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 차이를 두거나 할로겐이나 UV 같은 에너지원으로 건조를

시키게 된다. 별도의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건조 시 헤드 노즐 표면의 바인더가 경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클리닝 횟수를 더 증가시켜 노즐의 막힘 현상을 최대한

억제해줘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공정시간을 증가시키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프린팅

시간의 60초라는 간격을 두고 자연경화 시키며 지름 10mm, 높이 10mm의 원기둥

시편을 제작하였다.

Table 6. Parameters and variables affect the final part properties for BJ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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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chematic of printing saturation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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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4 후처리 공정

3. 3. 4. 1 바인더 De-binding 공정

De-binding 공정은 온도에 의한 유기바인더의 분해 방법과 유기 용매에 의한 용해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본 실험에서는 제작한 STS316L 파트의 De-binding 방법으로

450oC, 600oC에서 각각 5oC/min의 승온 속도, 아르곤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3. 3. 4. 2 바인더 소결(Sintering) 공정

소결은 녹는점 이하에서 고체 상태 확산에 의해 입자를 결합시켜 매트릭스의 기공도를

제어하거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소결은 액상형성을 포함하며 액상 소결은

고상소결보다 미세구조 조절에 더 유리하며 소결된 파트의 낮은 기공도를 갖게 하며 더

낮은 소결온도에서 빠르게 소결되는 특징을 보인다.

�(��) = ��� + ���     (1)

소결의 원동력은 분말들 사이의 총 계면에너지를 줄이는 것으로 위 (1)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γ: 특정 표면에너지, A: 압축된 총 표면적을 의미한다. 계면에너지의 변화

(Δγ)는 고체-기체 표면에서 고체-고체 표면으로 대체될 때의 밀도와 관계가 있으며

표면적 변화(ΔA)는 결정립의 조대화(결정립성장)에 때문이다[12]. 용융 온도에서 재료는

매우 높은 원자 점프율을 보일 수 있는 반면 소결 중 원자 점프율은 용융 온도의 1 %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자 점프의 작은 파단은 소결 결합 성장과 작은 입자의 표면 에너지

감소로 이어진다. 더 작은 입자는 더 짧은 이동 거리와 더 큰 응력으로 인해 목을

채우는 데 더 적은 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빨리 소결된다. 결합은 인접한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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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넥이 커짐에 따라 시작되고, 고체-증기 계면을 대체하기 위해 결합이 확대되고

병합되고 입자 경계가 커지면서 소결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소결은 최종적으로 기공

제거 및 미세 구조의 조대화에 의해 수행된다. 적절한 특성을 가진 부품을 소결하려면

소결 밀도, 입자 크기 및 기공 분포를 포함한 소결 변수를 제어해야 한다. 입자 모양, 

크기 및 입자 크기 분포를 포함하여 분말 공급 원료와 관련된 소결 변수는 입자 성장 및

치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45]. 본 실험에서는 금속의 산화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아르곤 분위기에서 7oC/min 승온 속도로 1350oC, 1400oC에서 각각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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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nformation of Freeforms-jet BJ machine (S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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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분말 분석

BJ AM의 경우 타 AM 기술에 비해 분말 종류의 선택 폭이 넓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분말의 형상은 구형이어야 하며 분말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20~200㎛의 범위의 것을

사용한다. 분말의 형상과 단면 조직을 확인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였으며,

분말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LPSD를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Hall Flowmeter를 이용하여

유동도를 측정하고 Tap density meter를 사용하여 겉보기 밀도와 탭 밀도 및 유동도

측정을 하였다. 이때 분석한 탭 밀도를 겉보기 밀도로 나눈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는

Hausner Ratio라 하며, 해당 분말이 AM 공정에 적합한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분말을 구성하는 원소 및 Phase 확인을 위해 XRD 분석을 진행하였다. XRD의

원리는 X선을 결정에 부딪히게 하면 일부가 회절을 일으킨다. 그 때, 발생하는 회절각과

강도는 물질 구조에 따라 고유한 것으로서 이 회절 X선을 이용하여 시료에 함유된

결정성 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또한 입도분석기를 사용하여

입자의 입도분석도 진행하였다.

3. 5 출력물 분석

BJ 공정으로 제조한 STS316L 시편은 Fig 19와 같다. 이 사진은 열처리전 green parts

이며, (b)는 1400oC Sintering 후 시편을 폴리싱 및 그라인딩을 하기 위해 콜드 마운팅

후의 사진이다. 시편을 제작한 후 아르키메데스의 밀도 측정법을 이용하여 STS316L 

파트의 밀도를 측정하였다. 밀도 측정 후 STS316L 파트의 Build 방향과 수직 방향에

대한 미세조직 및 기공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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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De-binding 조건 분석

Thermogravimetric analysis(TGA) 분석을 통해 바인더를 제거하는 동안 파트의 무게

변화를 측정하여 최적화된 바인더 열화 온도를 구한다. 파트의 잔여 바인더는 파트의

탄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De-binding 공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용한 장비는 SDT Q600 장비로 온도 및 무게 변화에 의한 재료의 성질을 알아낼 수

있다. 파우더에 12% 바인더를 포함하여 샘플을 준비하였다. 분석 방법은 상온에서 1000

oC 까지 분석하였으며 승온 시간 10 oC/min, 챔버 내 분위기는 아르곤 가스를 넣어

유지하였다.

3. 7 미세조직 분석

STS316L 시편의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JEOL 사의 IT 200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였다. 시편은 SiC 연마지 및 9~1㎛ Diamond suspension으로 미세 연마를 하였다.

원소재(분말) 및 Green part는 별도의 Etchant를 사용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Sintering 후 시편의 경우 사용 Etchant의 구성비는 Nitric acid 20ml + Hydrochloric acid 

60ml 비율로 혼합하였다.

3. 8 기계적 특성 분석

기계적 특성의 경우는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TS316L의 경우

하중은 0.3kgf, 부하시간 4초, 보관유지시간 10초, 무부하시간 4초, 접근속도 60µm/s의

조건으로 전체 면적에 대하여 각 시편당 10회씩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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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Hall flowmeter

Fig 17. STS316L sintered parts from BJ process (MB1:CB2)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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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STS316L green parts from BJ process (KB1/MB2)

Fig 19. STS316L sintered parts (K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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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 1. STS316L 분말 분석

4. 1. 1. Hall Flowmeter 및 Hausner ratio

분말 유량계 혹은 분말 유동성 측정기라 불리는 Hall flowmeter 는 분말의 유동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일정량의 분말이 대기압(1atm)의 조건에서 일정 크기의 구멍을

흘러가게 하여 통과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단위는 s/50g 으로

표기한다. Hall flowmeter 윗부분인 Funnel 부분에 STS316L 분말을 흘려주어 아래의 25cc 

density cup 에 담기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유동도를 측정할 때는 인위적인 조작 없이

오직 중력만이 작용하는 상태로 측정을 하여야만 한다. Fig 17 에 Hall flowmeter 장비

사진과 단면도 사진을 나타냈다.

STS316L 분말의 유동도 측정은 각각 5 차례씩 실시하였으며, Table 14 에 나타냈다.

유동도 측정을 한 결과 STS316L 분말의 평균 유동도는 18.64s/50g 이다.

겉보기 밀도는 분말을 어느 규정된 방법으로 일정한 용기에 담았을 때 중량을 그

용기의 내용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단위는 일반적인 밀도 단위인 g/cm3으로 나타낸다.

겉보기 밀도 역시 유동도와 마찬가지로 힘이나 진동 없이 오직 중력만이 작용하는

상태로 측정을 한다. 탭 밀도의 경우 충진밀도 라고도 하며 어느 일정 조건으로 용기에

진동을 가하여 채워진 분말의 단위 체적 중량을 나타낸다. 겉보기 밀도와 탭 밀도 둘 다

LABULK 0335 Analysis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을 진행한다. LABULK 0335 Analysis 장비는

메스실린더에 30g 의 파우더를 넣은 후 200RPM, 30 초 동안 진동을 가하여 진동을 가한

후의 처음 측정 부피와 탭을 한 후 밀도의 차를 이용하여 탭 밀도와 겉보기 밀도,

Hausner Ratio 를 구할 수 있다. Hausner Ratio 란
��� �������

�������� �������
로 구할 수 있으며,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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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치로 이 값이 1.0~1.25 사이에 있으면 적합한

분말로 정의한다. STS316 분말의 밀도를 구한 결과 겉보기 밀도는 4.30g/cm3 탭 밀도는

4.43g/cm3 값으로 측정되었다. Hausner Ratio 값은 1.03 으로 AM 공정에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8. Result of flow rate from hall flowmeter

Table 9. Result of apparent density and tap density from Tap density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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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2.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STS 316L 분말의 표면, 형상 및 위성분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였다. 배율은 300 배부터 3000 배의 범위에서 분석을 하였다. 분말의 형상,

위성분말의 유무는 AM 공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AM 공정에서는 구형의

분말을 사용하는 데 분말 간의 마찰이나 밀도, 분말도포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분말의 표면이 불규칙하고 거칠수록 분말 사이의 마찰이 심해져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면 파우더를 적층 할 때, 밀리거나 도포된 면이 긁히는 등

고르게 깔리지 않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밀도 및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주며, 적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분말의 형상이 불규칙하면 적층 과정에서

분말사이의 기공이 발생하고 밀도가 낮아져 기계적 특성이 저하되거나 결함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분말의 형상은 충진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위성 분말(Satellite powder)은

분말제작시 와류에 의해 기본 분말(Basic powder)에 형성된 작은 분말을 말하며, 이는

유동성과 충진 특성을 해치므로 없을수록 좋다. Fig 20 은 STS316L 분말의 SEM 분석

사진이다. (a)는 300 배율로 측정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파우더의 형상 및 사이즈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구형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불규칙한 형상의

파우더와 위성분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는 3000 의 고배율로 지름 34.21 ㎛의

구형분말을 분석한 사진으로 분말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분말 제조 시 가스 분부법으로 제조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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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Magnification photos of STS316L powder from SEM (a) x300, (b) x500, (c) x1000, 

(d) x2000, (e) x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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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3. Laser Particle Size Distribution (LPSD)

입도분석기(LPSD) 장비는 Laser light scattering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Sub-micron대의

입도 분포 및 분자량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이다. 레이저 회절은 레이저 빔이

분산된 미립자 시료를 관통하면서 산란되는 광의 강도에 따른 각도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입도분포를 측정한다. 각도 별 산란강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입도를 계산하고

Mie광산란이론을 이용하여 산란패턴을 생성할 수 있다. 특정각도에서 회절 된 빛의

강도는 분말의 수와 연관이 되어 있다. BJ 공정의 경우 분말의 입도 범위가 적당한

범위로 넓을수록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된다. BJ 공정은 PBF 공정과 비교하였을 때,

시편의 밀도가 매우 낮다. Green part의 경우 40~60%의 밀도를 보이는 데, 그 이유는

PBF의 경우 직접 파우더를 녹여 시편을 제작하기 때문에 밀도가 높지만 BJ의 경우에는

파우더 사이에 바인더가 존재하게 되고 De-binding공정 후에는 바인더가 제거되며

기공이 생긴다. 따라서 반드시 Sintering 작업이 필요하다. PBF 공정에서의 분말 분포는

좁은 게 장점이 된다. 그 이유는 분말의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으면 레이저로 용융시에

사이즈가 큰 분말은 Lack of fusion, 작은 분말은 Over-melting 되어 기공 및 결함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BJ 공정의 경우 바인더로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최대한

Green part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분말

분포가 넓은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분말의 사이즈가 70㎛ 이상이면 시편의 밀도가

낮아지고 10㎛이면 분말 사이의 반데르발스 힘의 영향이 커지게 되어 분말 사이의

인력에 의해 응집이 발생하게 되어 유동도가 좋지 않고, 바인더가 침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0~60㎛의 분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Fig 23를 보면 625합금의

크기별로 시편을 제작하여 열처리하였을 때, 16~63㎛의 분말로 제작한 시편의 기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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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2을 보면 Sintering 후에 시편의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축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축율을 고려해야 한다. 본 참고논문에서는

16㎛<x<63㎛의 파우더를 사용하였을 때, 높은 밀도를 가진 시편을 제작할 수 있었다.

[46] Fig 21는 LPSD를 이용하여 STS316L의 분말 입도를 분석한 결과이며, D10은 23.75 

µm, D50은 34,20 µm, D90은 49.96 µm, D99은 73.24 µm임을 알 수 있다.

Fig 2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TS316L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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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Schematic of the (a)green parts, (b)initial stage, (c)intermediate stage and (d) final 

stage of sintering of the BJ parts from three different powder size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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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BJ alloy 625 sample sintered at 1285oC and 

1300oC for 4h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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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4. X-ray Diffraction (XRD)

Fig 24는 STS316L 분말의 XRD 분석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XRD의 회절각 범위는

30~100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를 보면 FCC-Austenite와 BCC-Ferrite가

확인된다. Fe는 43.5o에서 가장 높은 peak를 나타냈으며, 이때 결정면은 FCC - Austenite 

(1 1 1) 면이다. 44.5o에서 peak은 BCC – Ferrite (1 1 0) 이다.

Fig 24. Result of STS316L powder from 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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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STS316L 시편 분석

4. 2 .1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TGA는 열로 인한 시료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로 생기는 무게 변동을 시간과 온도에

따라 관찰하는 장비로 분해, 승화, 환원, 탈착, 흡수, 증발과 같은 질량변화를 수반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분해, 증발, 환원, 탈착과 같은 현상은 중량 감소로 확인하며

산화 및 흡착의 경우 중량 증가로 확인할 수 있다.

DSC의 경우 기준물질과 시료 물질간 열흐름을 특정하는 장비로 열흐름을 통해 상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 용융, 결정화, 유리전이와 같은 열적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조건은 아르곤 분위기, 0에서 1000oC까지 승온 속도 10oC/min이다.

Fig 26는 바인더가 12% 포함된 샘플에서 채취한 분말의 TGA-DSC 분석 결과 그래프이다.

TGA-DSC 분석은 그래프를 보면 403oC까지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최고점인 403oC에서 바인더가 분해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시편의 열처리 온도는

450oC 정도로 초기 설정하였다. 수분 증발, 바인더 증발에 의해 무게가 감소하는 무게

감소량이 산화하여 무게가 증가하는 양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게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688oC 부터 산화로 인한 무게 증가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TGA 분석을 통해서는 정확한 De-binding 온도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450oC와

600oC로 De-binding 온도로 설정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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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Result of printed STS316L sample from TGA-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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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2 Density 

STS316L 소재를 사용하여 ф10x10mm 크기의 원기둥 시편을 제작 후 Green part, 

Curing part(200oC), De-binding part(450oC, 600 oC), Sintering part(1350 oC) 샘플을

준비하였다. 그 후 아르키메데스법으로 밀도를 분석하였다. 밀도 측정은 시편을 공기

중에서 건조된 시편의 질량을 먼저 측정 후에 물 속에 시편을 넣고 시편에서 기포를

제거한 후 질량을 측정한다. 그 후 측정한 두 질량 값을 사용하여 밀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Green part와 200oC Curing 시편의 경우 물에 의해 형상이 붕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밀도를 구할 수 없었다. Sintering 시편의 경우에도

아르키메데스법으로 구했을 때, 기포가 발생하여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어 크기와

무게를 직접 측정하여 밀도를 구하였다. 450oC, 아르곤 분위기에서 De-binding한 시편을

사용하였으며 비교 데이터로 650oC, 아르곤 분위기, 바인더 5% 시편도 같이 측정을

하였다. 시편을 De-binding 후 SEM 분석을 하였을 때, 450oC에서 3, 5% 시편은 바인더가

거의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8, 12%의 경우에는 잔류바인더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600oC 시편의 경우에는 모든 샘플의 바인더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5%, 600oC 시편을 비교시편으로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시편의 밀도를

얻기 위해 De-binding을 하지 않은 시편과 450oC, 600oC에서 De-binding한 샘플을 그

후 1350oC, 1400oC에서 Sintering한 후 밀도를 측정하였다. 1350oC에서 Sintering한

시편은 충분한 Sintering이 진행되지 않아 개기공(Open pore)가 많았다. 따라서

아르키메데스법으로 시편을 측정하였을 때, 기포가 많이 발생하여 값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 후 직접 크기와 무게를 측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밀도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입자의 크기, 크기 분포, 형상, 응집 정도 등 다양한 부분이 소결 거동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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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게 된다. 입자의 크기가 불균일하거나 응집이 지나치게 많이 되어 있어

성형체의 밀도가 낮은 상태라면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 물질 이동이 어렵고 치밀화

속도가 낮아진다. 일반적인 분말야금이나 분말사출성형에서 Sintering온도는

1350oC이하에서 진행한다. 그 이유는 10µm미만의 미분을 사용하며 성형 시 일정 압력을

주기 때문에 초기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Sintering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본

실험의 경우 압력을 주지 않았으며 분말의 크기가 20~70µm이기 때문에 1350oC온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400oC에서 Sintering을 진행을 하였다. Fig 12와

같이 상태도를 확인하면 액상 소결과 고상 소결이 동시에 일어나는 온도로 분말들이

충분히 소결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시편의 경우 아르키메데스법으로

밀도를 측정하였다. 표10과 같이 시편의 밀도를 측정하였을 때, 1350oC에서 측정한

시편보다 1400oC에서 측정한 시편의 밀도가 더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9

Table 10. Result of STS316L apparent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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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3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4. 2 .3. 1 바인더 종류에 따른 시편 분석

현재, 가지고 있는 바인더 CB, KB, MB, 각각 Piezo printing head로 분사테스트를

진행하였다. CB와 KB의 경우 Polyethylene glycol과 SiO2, Na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MB는 Ethylene glycol, Polyethylene glycol 및 Cyanoacrylate의 혼합물이다. MB는 금속

분말용 바인더로 제작이 되었으나 높은 점도나 Printing head와의 적합성이 떨어져 Piezo 

head 및 Thermal head에서 단독적으로는 분사가 되지 않았다. CB는 세라믹용

바인더지만 Piezo head에서 분사가 되어 분사를 하기 위해서 CB와 MB 바인더를

혼합하여 분사를 시도하였다. 분사는 되지만 헤드 노즐에서 막힘 현상이 심해 오랫동안

실험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 중에서 제작이 된 시편을 소결 후 광학현미경을 사용하여

시편의 기공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CB와 MB 바인더를 혼합하여 시편을 제작하였을 때,

잔류된 바인더에 의한 탄소 침탄이 심해 시편이 검은색으로 보여 기공의 분석이

어려웠다. 이 결과로 MB 바인더가 적은 비율로 혼합되야 침탄 현상이 적게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MB 바인더의 경우에도 프린팅 헤드 노즐의 막힘 현상이 심해 시편

제작이 어려웠다. 현재, 가지고 있는 바인더 중 가장 분사 안정성이 높은 것은 KB이다.

MB와 KB 바인더를 사용하여 두 시편을 제작 및 비교하였을 때, KB 바인더로 제작한

시편의 형상이 더 좋았으며 미세조직 확인 결과 기공도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후 실험부터는 KB 바인더를 사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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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3. 2 Green part

Fig 26. Green parts

앞서 바인더 종류별로 실험을 진행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KB 바인더를 사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바인더 농도가 최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KB-바인더 농도(3, 5, 8, 

12%)에 차이를 두어 시편을 제작하였다. 타 참고 논문을 확인하였을 때, 바인더 농도는

20%이상이 들어가는 데 반면 본 실험은 현저하게 낮은 농도를 사용하고 있다. 육안으로

시편의 표면을 확인하였을 때는 8% 시편이 가장 매끄러워 보인다. Fig 27-30 은 각

시편을 SEM 분석을 한 사진이다. 시편을 광학현미경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표면이

깔끔하게 보이지 않았다. 분석 시편을 제작할 때, 콜드마운팅 방법으로 마운팅 후 폴리싱

과정에서 파우더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적은 양의 바인더로도 분말들이

충분히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본 시편은 별도의 Dry heating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건조 시킨 시편임에도 handling 가능할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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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Magnification photos of STS316L green part (binder saturation 3%) from SEM 

(a) x100, (b) x300, (c) x500, (d) x1000

Fig 28. Magnification photos of STS316L green part (binder saturation 5%) from SEM 

(a) x100, (b) x300, (c) x500, (d) x1000



63

Fig 29. Magnification photos of STS316L green part (binder saturation 8%) from SEM 

(a) x100, (b) x300, (c) x500, (d) x1000

Fig 30. Magnification photos of STS316L green part (binder saturation 12%) from SEM 

(a) x100, (b) x300, (c) x500, (d) x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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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3. 3 Parts after de-binding

Metal-BJ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De-binding이다. 시편 내 잔류바인더는 불순물로

작용하며 시편의 탄화 및 산화를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기계적 화학적 특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Fig 31 (a)는 바인더 농도 별로 450oC에서 5시간동안 열처리한 시편이며

(b)는 600oC에서 4시간동안 열처리한 시편이다. 사진과 같이 600oC에서 열처리한

시편들이 검은 색에 가깝게 변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2은 450oC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SEM 사진이며 8%, 12%의 바인더가 첨가된 시편은 잔류바인더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3는 600oC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SEM 사진이며 전체적으로

잔류바인더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분말끼리 넥(neck)이 약간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모든 시편이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산화와 탄화가 진행되어 변색이

되었다. 또한 입자를 보면 원형의 속이 빈 물방울 같은 것들이 보이는 데 이는 바인더가

증발되는 과정에서 잔류하는 용매에 의해 생성된 Coffee-ring effect로 보인다. 실제

바인더가 잔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EM-BSE 분석을 진행하였다. 450oC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경우 바인더 성분인 Na, Si, O 성분이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600oC에서는 Coffee-ring이 보이는 부분에 바인더 성분이 잔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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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Parts by binder concentration after de-binding process (a) 450oC, 5h (b) 600oC, 4h

Fig 32. Magnification photos of STS316L de-binding parts at 450oC, x1000 (a) 3%, (b) 5%, 

(c) 8%, (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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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Magnification photos of STS316L de-binding parts at 600oC, x1000 (a) 3%, (b) 5%, 

(c) 8%, (d) 12%

Fig 34. SEM-BSE result of STS316L de-binding parts at 450oC, x75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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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SEM-BSE result of STS316L de-binding parts at 600oC, x75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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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3. 4 Parts after sintering at 1350oC

Fig 37은 STS316L 450oC 3%, 5%, 8%, 12%와 600oC 5%의 조건으로 열처리한 시편을

아르곤 분위기에서 1350oC, 4시간 동안 소결한 후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1000배율로

분석한 사진이다. 전체적으로 분말의 형상을 유지한 상태로 넥이 형성되어 있는 초기

소결 단계를 보이며 기공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분말의 외부에 작은 원형의

조직이 돌출되어 형성이 되었고 조직의 성분을 알아보기 위하여 SEM-BSE 분석을

진행하였다. 시편을 확인하였을 때, 탄화 및 산화 정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SEM-

BSE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도 검은 색에서 은색으로 가깝게

보였다. 분말의 표면에 돌출된 조직을 분석한 결과, 이는 산화규소로 확인된다. 충분한

소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400oC에서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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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Parts by binder concentration after sintering process from left in the order 450oC 

3%, 5%, 8%, 12% and 600oC 12%

Fig 37. Magnification photos of STS316L sintering parts at 1350oC, 4h, x1000 (a) 450oC, de-

binding, 5%, top view (a-1) 450oC, de-binding, 5%, bottom view (b) 600oC, de-binding, 5%, 

top view (b-1) 600oC, de-binding, 5%, bottom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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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3. 5 Parts after sintering at 1400oC

1350oC에서 열처리하였을 때, 시편의 완전 소결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400oC에서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상태도에 따르면 1400oC는 액상소결과 고상소결이 함께 일어나는

온도범위로 고상소결에 비해 치밀한 조직을 얻을 수 있다. De-binding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De-binding을 하지 않은 농도별(3, 5, 8, 12%)시편과 600oC에서 De-binding한

시편(3, 5, 12%)을 1400oC에서 열처리한 후 SEM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De-binding을

하지 않은 3%시편에서 산화규소가 표면에 상당부분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350oC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시편이 소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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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Magnification photos of STS316L sintering parts at 1400oC without de-binding 

(a) 3%, (b) 5%, (c) 8%, (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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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4 Optical Microscope (OM)

4. 2. 4. 1 Sintered parts at 1350oC

Fig 39는 STS316L 시편을 1350oC에서 소결한 후,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해서 질산과

염산 1:3 비율로 제작한 에칭용액에 에칭 후 현미경으로 분석한 사진이다.

전체적으로 등방성을 가지고 조직이 소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c) 사진은 각각

450oC, 3%, 5%, 8% 시편을 소결한 후 사진이며 (d)사진은 600oC, 5% 시편을 소결한 후의

사진이다. 전체적으로 충분한 소결이 되지 않아 기공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9. Microstructure of STS316L after sintering at 135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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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4. 2 Sintered parts at 1400oC

1400oC에서 열처리한 시편 중 de-binding을 하지 않은 시편의 미세조직을

광학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1350oC 열처리 시편 조직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시편의 소결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미경은 시편을 적층 방향으로 절단한 후

내부(I)와 표면(E)을 각각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내부에서 표면으로 바인더가 증발하기

때문에 내부의 기공이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3% 시편의 기공이 가장

작고 적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e-binding의 여부에 따라 조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600oC에서 열처리한 후

소결한 시편의 미세조직을 분석하였다. De-binding 후에 열처리한 시편의 기공이

전체적으로 더 크고 많이 분포하고 있다.

형성된 기공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공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시편의

외부는 내부보다 큰 크기의 기공이 분포하며 평균 20µm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3%의 바인더를 포함한 시편의 기공이 평균적으로 작은 크기와 적은 개수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3의 그래프를 확인하면 바인더 양에 따라 기공의 크기와 개수도

유사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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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Microstructure of STS316L after sintering at 1400oC and no de-b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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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Microstructure of STS316L after sintering at 1400oC and 600oC de-b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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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Pore analysis of STS316L after sintering at 1400oC and no de-binding the outside 

(a)3%, (b)5%, (c)8%, (d)12% and the inside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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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Pore analysis by average count and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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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5 Hardness

각 샘플의 밀도 및 미세조직 분석 후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 측정을 진행하였다.

측정결과 De-binding 없이 1400oC에서 소결한 3% 시편의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 값이

188.9HV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De-binding없이 소결한 시편의 경도 값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인더 농도별로 비교하였을 때는 바인더가 적게 들어갈수록

경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1. Vickers microhardness result of STS316L 



79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BJ 방식을 통해 제조된 STS316L 시편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밀도,

미세조직 및 경도 측정을 실시하여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최적의 공정조건을 찾기

위함이다. 분말야금이나 분말사출성형과 같은 PM 에서 금속 시편은 1350oC 이하의

온도에서 소결을 진행한다. 따라서 기존 소결 조건을 1350oC 로 설정하여 진행하였으나

충분한 소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PM 에서 사용하는 분말의 사이즈는 흔히

10µm 이하의 미분을 사용하며, 일정한 공정압력을 주기 때문에 Green parts 의 밀도가

높은 편이다. 분말의 크기, 형상, 응집 정도, 초기 시편의 밀도 등 다양한 부분이 소결

거동에 영향을 미친다. 본 실험의 초기 조건은 20~70µm 분말크기, 구형, 적층 두께 80

µm 으로 설정하였으며, 소결 온도는 1350oC 와 1400oC, De-binding 의 여부와 바인더의

양(3, 5, 8, 12%)을 변수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De-binding 없이 1400oC 에서 소결한 3%의 시편의 밀도 95.86%, 마이크로

비커스경도 188.9HV 로 가장 높게 나왔다. 상태도에 따르면 1400oC 의 온도는 고상소결

및 액상소결이 동시에 일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편의 밀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본 실험에 사용하는 바인더에는 SiO2 가 함유되어 있어 산화물

분산강화(Oxide Dispersion Strengthen)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SiO2 의 끓는 점은

2000oC 이상이기 때문에 de-binding 에 따른 효과 보다는 시편에 포함되는 바인더의

양에 따라 물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시편에 포함되는 바인더의 양이

적을수록 밀도와 경도가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인다. 분말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물성은

기공의 여부이며, 기공에서 산화 및 크랙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분말재료는

Bulk 재료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참고문헌에 따르면 SiO2 를 첨가하면 기공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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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가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나 기공의 주변으로 SiO2 가 미세하게 분포하고 있어

내산화성 및 물성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48]. 하지만 산화물의 비율이

높아지면 기공의 주변에 SiO2 형성이 억제되는 것을 SEM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용되는 바인더의 양이 타 공정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제작 중 별도의

경화장치가 없이 자연경화가 가능하며, De-binding 단계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 바인더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기공의 크기와 개수도 비례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을 통해 SiO2 가 포함되어 있는 바인더를 사용할 경우 시편의

De-powdering 이 가능할 정도의 강도만 가질 정도의 양인 3%를 넣어 제작 후 별도의

De-binding 없이 1400oC 에서 소결하였을 때, 가장 높은 경도와 밀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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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bstract

3D printing (Additive manufacturing; AM) could manufacture the final products by 

laminating materials layer by layer unlike conventional cutting processes. Many studies are 

being conducted to apply it to various industries due to its high freedom of shape and 

ability to reduce the raw materials used. These 3D printing technologies are officially 

termed Additive Manufacturing (AM) by ASTM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are classified 

into seven different ways as below. These are listed in order Vat Photopolymerization, 

Material Extrusion, Material Jetting, Binder Jetting, Powder Bed Fusion, Directed Energy 

Deposition and Sheet Lamination.

Among these technologies, Power Bed Fusion (PBF) and Direct Energy Deposition (DED) 

are the main processes to do the metal products by fusion of metal powder materials 

using high-power lasers. The PBF is a method of manufacturing products by simply 

laminating powder layer and applying high-output thermal energy and stacking while 

repeatedly melting and coagulating process, and The DED is a method of welding metal 

materials guided by carrier gas. These methods have difficulties in manufacturing large 

products due to constraints in the processing area and due to limitations of materials used 

according to carbon (C) content control and the inability to maintain constant laser density. 

In order to prevent oxidation during the process, the build chamber should be maintained 

in an inert atmosphere.

Recently, several research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to manufacture metal 

products using BJ technology as an alternative technology. The BJ is more simple process 

without laser compared to PBF methods and it’s processing speed is faster, and large-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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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ss production can possible by increasing the number of BJ printing heads. If metal 

powder can be glued and the adhesive sprayed from the printing head, all kind of metal 

product can be manufactured, so there is no limit to the material. It is very different from 

the other PBF or DED metal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ies.

The BJ is a technology that sprays binders with inkjet heads after laminating metal 

powder layer. The PBF and DED are methods of melting of metal powder, but BJ is 

temporarily bonded the powders using binder. Therefore, a post-processing process is 

necessary in the BJ process absolutely. In the BJ technology, the post-processes (heat 

treatment or sintering) can increase mechanical properties and high sample density by 

shrinkage of BJ-ed parts (green parts).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basic study of the post-processes to get full density and 

increas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BJ-ed parts. For this study, firstly we choose SUS 

316L powders and we measured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green 

part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he binder during the BJ process. And then, we conducted 

a study on what changes occurred during or after post-processes. For this study, the 2o 

specimens was designed having cylindrical shape with Ø10x10mm. The binder contents 

were changed to be 3%, 5%, 8%, and 12%, respectively. Finally,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 chang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de-binding and sinter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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