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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 제조 산업에서 3D프린팅 기술은 혁신적인 기술로 화두가 되고 있다. 3D프린팅 기술은

1981년 최초로 개발된 후 2000년대 초반까지 단순히 제품 모형 및 시제품 제작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사용되었으나 최근 기술발전 및 경제성 확보 등의 이유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기능성 부품 제조에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3D프린팅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

는 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고, 기존 제조공정과는 다르게 조립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

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3D프린팅에서 최근 연구되고 있는 AlSi10Mg 합금은 경량소재로서 다양

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우수한 기계적 특성, 성형성, 내구성이 우수하다. 따라서 자동차용

경량소재부품에 적용하기 위해 3D프린팅으로 제조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AlSi10Mg 합금을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을 이용하여 3차원 조형체를 제조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AlSi10Mg분말의 평균 입도크기는 26.67㎛크기를 나타내었으며 3차원 조형체

를 제작하기 위해 공정이 진행되는 챔버 내 분위기는 Ar분위기에서 진행하였다. 레이저 파워는

90W, 180W, 270W, 360W로 변화를 주었으며 레이저 속도는 100mm/s ~ 4000mm/s 까지 변화를 주었

다. 레이저 빔 중첩도의 변화 및 열처리 조건의 변화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을 확인하

기 위해 레이저 빔 중첩도의 변화를 10%, 30%, 50%, 70%로 설정하고 열처리는 로냉, 수냉, 시효

처리를 진행 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보통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에서 AlSi10Mg합금을 3차원 조형 시 Mg2Si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

으나 XRD분석 결과 제작된 시편에서 Al, Si peak 이외에 다른 peak은 나타나지 않았다. 레이저

파워, 속도의 변화에 따른 미세조직 및 상대밀도의 변화는 기공의 크기 및 개수에 따라 비례하였

다. 각각의 레이저 파워 조건에서 속도만 변화를 줄 때 레이저 속도가 증가할수록 상대밀도는 증

가하다가 특정구간을 지나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미세조직 또한 상대밀도처럼 치

밀화가 되다가 다시 기공이 발생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같은 레이저 속도에서 레이저 파워만

변화를 줄 때 파워가 증가할수록 치밀하고 상대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정구간 이후 밀도가 감

소하는 것을 보아 레이저 출력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모든 조건에서



AlSi10Mg 합금의 미세조직은 Si가 Al주변에 편석되어 있었으며 덴드라이트 형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덴드라이트 형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이 급속응고 공정이기 때

문이다. 기계적 특성 중 경도값은 180W에서는 1200mm/s에서 123.75Hv로 가장 높았으며 270W에서

는 2200mm/s에서 124.59Hv, 360W에서는 2000mm/s에서 124.77Hv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인장강

도는 180W에서 항복강도와 연신율은 1600mm/s에서 311MPa, 10.2%로 UTS는 2000mm/s에서 436MPa로

측정되었으며 270W에서 항복강도: 291MPa, UTS: 463MPa, 연신율: 12.4%로 2000mm/s에서 가장 높

게 측정되었다.360W에서 항복강도: 311MPa, UTS: 432MPa, 연신율: 10.4%로 2000mm/s에서 가장 높

게 측정되었다.

선택적 레이저 용융으로 제조된 3차원 조형체를 열처리 조건에 따른 특성의 분석도 확인하였다. 

열처리는 로냉, 수냉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As-built상태에서는 Si가 편석되어 있는 미세조

직을 확인하였으며 로냉 및 수냉에서는 Si가 응집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수냉의 경우 응고시간이 짧아 로냉보다 Si석출물의 크기가 더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인장특성의

경우 연신율은 로냉 시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항복 강도 및 UTS는 As-built시편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비커스 경도값은 As-built시편이 인장특성과 마찬가지로 경도값이 142.41Hv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수냉 후 시효경화 처리를 한 샘플이 81.7Hv로 두 번째로 높았다. 수냉의 경우 73Hv, 로냉

의 경우 52Hv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조건에서 제작된 시편을 분석한 결과 최적의 조건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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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론

최근 금융위기 및 저조한 성장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조업의 중요성으로 이슈화

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제조업 주요국은 첨단 제조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혁신 제조기술은 크게 제조공정의 ICT 융합, 기존 제조 패러다임인 절삭가공 개념과

새로운 패러다임인 적층가공 개념 융합의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앞서 두 가지

트렌드의 융합은 최종적으로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제조를 통한 제조업의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3D프린팅은 국제적으로 제조공정 혁신을 가져올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1]

3D프린팅 공정은 분말, 액체, 와이어, 펠렛 등 다양한 형태의 물질을 3차원 입체구조를 갖는

제품으로 제조하는 기술이다. 이 공정은 기존의 주조, 단조, 용접, 압출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공 기술에 비해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료소재의 손실이

적으며, 소비자가 요구하는 형상 및 기능을 충족할 수 있어 기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2] 3D프린팅 용어는 현재 세계적으로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으로 표준화 되었다. 

이 제조 공정은 자동차, 국방, 항공, 의료 등의 복잡한 구조 및 금속 부품을 제조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이 중 금속분말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은 대표적으로 Direct 

energy deposition(DED)방식과 Powder bed fusion(PBF)방식이 있다. PBF방식 가운데 SLM공정은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이라고 불리며 고강도, 복잡한 형상의 금속부품을 제조하는데 장점이

있다.[3-4] 또한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은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하여 금속분말을 완전 용융

시키며 후처리 없이 99.9%이상의 고밀도 형상을 얻을 수 있다.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으로

제조한 부품이 상용화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정들과 비교 시 우수한 기계적 특성 및 내구성을

필요로 한다. 현재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을 이용한 연구는 다양한 산업에서 주목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속분말을 이용하여 공정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기계적 특성, 기공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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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응력, 표면 조도 등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금속 분말 가운데 Al-Si계열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 주조 방식으로 Al-Si계 합금 연구가 진행 되었지만 최근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을 이용한 Al-Si합금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그 중 AlSi10Mg합금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현재 Al-Si계열 금속분말에서 상용화된

분말이 AlSi10Mg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AlSi10Mg 분말의 연구는 상대밀도, 기계적 특성, 

미세조직, 레이저 출력 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산화막의 붕괴, 표면조도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7]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으로 제조된 AlSi10Mg합금의 미세조직은 Al주변에 Si가

덴드라이트 형상으로 편석되어 network형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용융 영역(melt pool)과 열

영향부(heat-affected zone)로 구분이 된다.[8] SLM공정으로 제조한 AlSi10Mg합금의 미세조직의

경우 별도의 열처리 없이 높은 인장강도와 경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Al합금은 특히 자동차 재료와 관련된 연구방향은 소재의 경량화에 집중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 성형성, 내구성이 우수하며 자동차에 적용 시 경량화로 인해 연비가

향상되며 고강성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10]

이러한 금속분말을 3차원 조형할 수 있는 금속 3D프린팅 장비는 기존의 세라믹 및 폴리머 3D프

린팅 장비에 비해 비용이 매우 비싸며 사용되는 소재를 장비업체에서 독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추세이며, 분말소재의 비용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연구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분

말 재료의 생산 및 공정변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량재료 Al-Si계 합금분말을 가스 아토마이

저(Gas atomization)로 제조한 뒤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을 이용하여 3차원 조형체를 제작하여

공정변수의 변화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여 높은 기계적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공정변수를 찾았으며 열처리 조건의 변화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의 변

화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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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rious types of 3D printing process an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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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pplication of 3D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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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3D printing processes and materials used in automob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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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Al-Si합금

가. Al-Si계 합금

Al은 1827년 발견된 원소로서 Si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이다. 비중은 2.7이며

현재 공업에 사용되는 금속 중 Mg 다음으로 가볍다. 이 금속은 주조가 용이하고 다른 금속과 합

금화가 쉬우며 가공이 용이하여 전반적으로 산업에 많이 사용된다. 최근 자동차 및 항공 산업의

발달과 환경오염 방지 및 에너지 소비절감에 대한 요구 때문에 고효율, 경량성, 고강도 특성을

갖는 Al합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11] 특히 Al-Si계 합금은 주조가 용이하며 공정점 부근의 조

성이 되면 열간취성이 제거되고, 내식성과 유동성, 용접성이 우수하다.[12] Al-Si계 합금의 주조

시 응고속도가 느릴수록 Si가 침상으로 조대하게 석출된다. 이때 발생한 조대한 석출물은 기계적

특성 및 절삭성을 저하시키며 두꺼운 부분에는 결함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해 주로 Na를 첨가시키는데 이때 Na는 Si를 미세하게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여 기계적 특성을

크게 향상 시킨다. 그러나 핀홀(pin hole)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최근에는 공정점 이상의 Si

이 함유된 과공정 Al-Si합금이 우수한 내마모성과 낮은 열팽창계수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초정 Si를 미세화 시키기 위해 과공정 Si에 P, Mn 등의 원소를 첨가한다.

나. Al-Si-Mg계 합금

Al-Si-Mg계 합금은 Al-Si계 합금에 소량의 Mg를 첨가함으로써 Al-Si계 합금의 특성을 유지하며

기계적 성질과 내마모성을 개선한 합금이다. 합금의 기계적 특성은 Mg2Si의 석출에 의해 향상된

다. 그러나 연신율의 한계가 있어서 소량의 Na첨가를 통해 개량처리를 하면 높은 연신율을 얻을

수 있다. 합금 제작 시 Mg의 함량은 기계적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

다. 일반적으로 Al-Si-Mg합금은 주조성, 용접성, 내식성이 우수하며 주조용 합금 중에서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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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도가 가장 우수한 합금이다. [13]

다. Al-Si합금 열처리

Al 및 Al계 합금은 열처리란 관점에서 열처리합금과 비열처리 합금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Cu, 

Zn, Mg, Si 등의 합금원소를 첨가하여 열처리에 의해 Al내부에 금속간 화합물을 얻는 것이며, 후

자는 소성가공에 의한 경화와 풀림의 조합으로 적당한 강도를 얻는 것이다. 알루미늄 합금의 열

처리와 정밀가공의 관계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변형에 관한 것이다. 제품이나 반제품의

열처리에 의해 발생하는 열 변형이나 조직변화에 의한 변형 혹은 소재의 잔류응력에 기인하는 기

계가공 후의 가공 변형 등은 정밀부품을 가공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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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Al-Si Phas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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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금속 3D 프린팅

최초의 적층제조 기술이 발명된 후 199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형태의 3D프린팅 기술방식이 대

부분 개발되었다. 대표적으로 SLS공정은 1987년에 개발이 시작되어 1992년에 상용화가 되었다. 

2000년대 이후 3D프린팅 공정은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였다. SLA, FDM 등 3D프린팅 원천기술이 특

허가 만료되면서 오픈 소스가 되어 다양한 공정기술이 개발되었다. 2009년에 ASTM에서 3D프린팅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정의 및 표준화를 만들었다. 3D프린팅 기술은 초기에 쾌속 조형 및 모델

링 위주로 응용이 되었으나 2010년 이후 실제 부품 및 부품 제조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산업분

야에서 인지도가 상승했다. 최근에는 3D프린팅을 이용해서 항공기 부품 및 자동차 부품의 상용화

와 개발이 급격하게 보고되면서 향후 기타산업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3D

프린팅의 한계(속도, 가격 등) 개선 및 바이오 3D프린팅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금속 3D프린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Powder Bed Fusion (PBF) 방식이

다. 이 방식 분말공급 장치에서 일정한 면적을 가지는 분말 베드에 수십 ㎛의 분말 층을 도포하

고 레이저 또는 전자빔을 설계도면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사한 후 한 층 한 층씩 용융시켜 쌓아

올라가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은 DED (Directed Energy Deposition) 방식이다. 이 방식은 보

호가스 분위기에서 분말을 실시간으로 공급하고 고출력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공급 즉시 용융되어

적층하는 방식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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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ypes of 3D printing technology

Table 3. Metal powder material for 3D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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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PBF(Powder bed fusion) 방식

금속 3D프린팅 방식 가운데 하나인 PBF방식은 공정이 진행되는 기판 위에서 리코터(Recoater)가

좌우로 이동하며 미세한 두께로 금속 분말을 도포한 후, 입력된 도면형상으로 선택적 레이저를

조사하여 소결 또는 용융이 되면 기판 받침대가 설정한 적층 두께로 내려가면서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완성 후에는 기판 받침대에서 완성된 제품을 분리하고 분말을 제거한 뒤 제품으로 사

용한다. PBF방식의 특징은 미세한 형상구현이 가능하며 표면조도와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산업 및 의료 분야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 방식에 해당되는 제품 중 레이저 타입 방식

은 Selective laser melting(SLM), Selective laser sintering(SLS), Electron beam melting(EBM) 

방식이 있다.[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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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선택적 레이저 용융 (Selective laser melting)

PBF방식의 금속 3D프린팅 공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의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은 금속 분말

을 금속 기판 위에 골고루 도포한 뒤 장비에 입력된 도면 형상으로 레이저를 조사하여 용융 및

응고과정을 반복하는 공정이다. [17-18] 이때 분말은 레이저 조사에 의해 용용 영역을 형성한 뒤

급속응고가 된다. 이때 급속응고 되는 속도는 10� − 10��/�으로 매우 빠르다. 공정은 아르곤, 질

소 또는 헬륨 등 불활성가스 분위기에서 진행이 된다. 불활성가스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조형체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레이저를 이용해 완전히 용융된 후

응고되어 제작된 조형체는 공정변수에 따라 최대 99% 이상의 밀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공정

변수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balling 현상 및 spatter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공정변수의 최

적화가 가장 중요하다.[19]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으로 금속소재를 적층제조 할 경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공정변수로는 레이저 파워(Laser Power), 레이저 스캔 패턴(Laser Pattern), 레이저 스

캔 속도(Laser Scan Speed), 레이저 빔의 중첩도(Overlap) 등이 있다.[20-21] 분말에 조사되는

레이저 에너지밀도는 공정변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냈다.

E =
�

�ℎ�

P는 레이저 파워(W), v는 레이저 스캔속도(mm/s), h는 용융 영역 사이의 거리(㎛), t는 분말의

적층 두께(㎛)를 나타낸다. 에너지밀도의 변화에 따라 기계적 특성이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에너지 밀도에 따라 분말의 완전용융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은 금속분말 소재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적층공정 시 기

하학적 유연성 및 정밀도가 우수하여 주조 및 단조부품과 비교할 경우 더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22-23] 따라서 이 선택적 용융 공정 제조 방식이 현재 자동차, 국방, 항

공, 의료 등의 분야에서 복잡한 구조의 금속 부품을 소량 제조하는 부분에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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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인 금속분말은 금속기판에 균일하게 도포되어야 하

기 때문에 분말 유동성이 우수한 구형의 분말이 주로 사용된다. 현재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에

서는 Ti-alloy, Al-alloy, Ni-alloy, Stainless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24] 금속분말 중 활성

금속의 경우 폭발 및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폭장치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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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Schematic overview of Selective laser mel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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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선택적 레이저 소결 (Selective laser sintering)

레이저를 이용한 3D프린팅 기술로 선택적 레이저 소결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는 금속, 폴리머 등

레이저에 의해 소결될 수 있는 재료는 사용 가능하다. 공정이 진행되는 방식은 기판 위에 분말을

균일하게 도포한 뒤 장비에 입력된 도면형상으로 레이저를 조사하여 제공된 열에너지에 의해 소

결이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3차원 구조체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이 때 레이저에 조사된 분말은

소결되며 소결되지 못한 분말들은 지지대(support)의 역할을 하여 별도의 지지대는 필요가 없다. 

소결 공정의 특성상 균일한 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분말들의 유동성이 우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형분말 제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조한 분말은 유동 속도, 입도 크기, 표면 조도, 탭 밀도, 

겉보기 밀도, Hausner ratio 등 특성을 측정하여 분석해야 한다.       

선택적 레이저 소결 공정은 레이저 클래딩 공정과 유사한 공정이지만 근본적으로 소결하여 접착

시키는 방식으로 클래딩의 표면처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선택적 레이저 소결 공정의 장점은 조형속도가 다른 3D프린팅 공정에 비해 비교적 빠르며 내구

성이 견고하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며 장비의 가격이 비싸 산업에 보편화되

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 공정은 현재 금형 및 시제품 제작, 의료, 전자부품 등의 산업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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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Schematic overview of Selective laser sinte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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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전자빔 용융 (Electron beam melting)

전자빔 용융 방식은 스웨덴의 Arcam회사에서 개발한 공정이다. 이 방식은 전자빔을 이용해서

용융 시키는 공정으로 분말을 도포하는 방식과 와이어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뉜다. 기존의

다른 공정들과 차이점은 진공조건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최근 NASA에서는 이러한 진공분위기에

서 조형체를 제작할 수 있는 공정인 전자빔 용융 공정을 우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현재 Ti-alloy, Stainless, Tool steel, Al-alloy, Cu-alloy 등의 분말이 사용되고 있으며, 분말

의 입도는 45-100㎛로 선택적 레이저 용융, 소결 공정에 사용되는 분말에 비해 큰 분말을 사용한

다. 

전자빔의 출력은 하나의 전자빔이 아닌 100개이상의 더 작은 전자빔으로 나누어 조사 할 수 있

으며 빔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빠른 스캔속도와 공정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공정

들보다 열적 변형 및 내부응력이 작으며 후가공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EBM공정의 경우 진공

분위기에서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형체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으나 적층과정에서 증기압에

따른 합금성분의 휘발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호가스로 인하여 급냉하는 레이저 공정보다 상대

적으로 열을 방출하는 속도가 느리며 레이저 공정에 의해 형성되는 미세조직 보다 상대적으로 고

온에서 응고 되는 특징이 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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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Schematic overview of Electron beam mel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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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DED(Direct energy deposition) 방식

DED(Direct energy deposition) 방식은 기존의 PBF(Powder bed fusion) 방식에서 사용된 베드

형 분말공급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를 헤드에 집적시킨 방식이 DED 방식이다. 헤드 부에

분말의 공급과 에너지원의 공급, 산화 차단 가스 노즐을 한꺼번에 집적시킨 기술이다. 고에너지

원을 이용해 바로 분말을 녹여서 붙이는 방식으로 3차원 구조체의 제작이 가능한 것에 더불어 기

존의 금속 구조물에 대한 표면 처리, 보수 등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이용되는 공정이다. DED장비

는 가동축의 개수가 많으며 형상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DED는 광원으로

에너지가 매우 높은 레이저 빔을 사용한다. 레이저 장비는 1KW 이상의 출력을 가지는데 전통적인

PBF금속장비의 출력에 비해 최소 4배이상 높다.[26]

공정에 사용되는 분말은 PBF방식의 경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형분말을 이용하지만 DED

방식은분말의 형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DED공정은 공정 진행 시 분말소재를 가스와 함께

일정하게 주입시키고 재료가 접합부에 닿는 지점에 높은 에너지의 레이저 빔을 가해 완전히 용융

시켜 접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공극이 없고 강도 또한 우수하다. 용융접합이 되는 동안 산화 방지

및 높은 접합성을 위해 노즐 주변에서 차폐가스가 내부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주로 불활성가스를

사용한다. 단점의 경우 표면조도가 우수하지 않아서 반드시 가공이 필요하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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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Schematic overview of Direct energy deposi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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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외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을 이용한 Al-Si합금 제조 동향

현재 3D프린팅 공정을 이용한 Al분말은 대부분 Al-Si합금으로 제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AlSi10Mg 합금분말로 공정변수 제어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평가한 논문이 있으며 공정변수에 따

른 최적화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해외 저널을 분석해보면 현재 Al-Si계 합금의 경우

AlSi10Mg, AlSi12Mg, Al-50Si 등 Si의 함량에 따라서 조형체를 제조한 뒤 기계적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8-29]

현재 레이저 파워(Laser power), 레이저 스캔속도(Scan speed), 레이저 패턴(Laser pattern), 분말 적층

두께 (Layer thickness), 레이저 빔 중첩도(Overlap), 공정 분위기 (Chamber atmosphere) 등을 조절하여

공정변수에 따른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열처리를 통한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의 변화도 연

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분말에 조사되는 레이저 에너지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요인인 레이저

스캔속도, 레이저 파워 변화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이 많이 연구 되고 있다. [30-32] 레이

저 패턴 변화에 따른 연구의 경우 대표적으로 Continues, Island 방식이 있다. Continues 방식은 일직

선 방향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완성된 조형체의 미세조직을 확인해보면 일방향으로 용융 영역이

형성되며 결정립이 한 방향으로 성장한다. Island 방식의 경우, 각 layer에서 정사각형 패턴으로 바

둑판처럼 레이저를 조사한다. 정사각형 패턴은 무작위 순서로 조사된다. Island 방식이 Continues 방

식보다 열응력이 낮은 장점이 있다.[33]

최근까지 금속 3D프린팅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 분야는 금속기지에 세라믹 분

말을 첨가한 복합재료의 적용에 대한 것이다. Al-Si합금분말에 TiC, Carbon nano tube, AlN, TiB2, SiC 

등 많은 세라믹 분말을 첨가하여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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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Laser exposure strategies of selective laser me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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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택적 레이저 용융공정을 이용한 Al-Si합금 제조 시 문제점 및 개선

Al-Si합금을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으로 조형체를 제작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 번째 활성금속인 Al은 다른 재료에 비해 산소제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비에 추가적인 방폭

장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 Al은 산화막이 존재하여 용융 시키기 위해 레이저를 조사할 때 반사율

이 높아서 제대로 용융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선 공정변수의 변화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분말에 조사되는 레이저 에너지를 공정변수 변화를 통해 높여주면 산화막

을 뚫고 알루미늄을 완전 용융시킬 수 있다. 또한 알루미늄 분말을 코팅하여 개선할 수 있다. 하

지만 알루미늄 분말을 코팅하는 공정은 전처리 과정이 많아 실제로는 공정변수의 변화를 조절하

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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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3.1 Al-Si계 합금분말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AlSi10Mg분말은 Gas atomization을 이용하여 제조 하였으며 분급을 통해

15~45㎛크기의 분말을 얻었다. 또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Oxalic acid을 이용하여 표면 처리를 진

행 하였다.

3.2 Al-Si계 합금 조형체 제작

본 연구의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에 사용된 장비는 Fig. 3.1의 Concept Laser사의 M2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열 에너지 공급을 위한 레이저는 최대 400W까지 출력이 가능한 ytterbium fiber 

laser를 사용하였다. 레이저 속도는 100mm/s에서 최대 4000mm/s까지 변화를 주었다. 각 층마다

적층되는 분말의 두께는 30㎛로 쌓았다. 레이저 스캔 패턴의 경우 일방향으로 조사되는

Continues방식을 채택하였다. 공정이 진행되는 챔버 내의 분위기는 조형체의 산화 방지를 위해

산소 잔존량이 0.1% 이하의 Argon 분위기를 형성하여 진행하였다. 사용된 분말은 가스 아토마이

저(Gas atomization)로 제조된 AlSi10Mg 분말을 사용하였다. 조형체는 Cubic형상(10 x 10 x 

10mm3)과 Thin wall (78 x 3 x 60 mm3)으로 제조하였다. Thin wall 의 경우 ASTM E8 Sub size로

인장시편을 3개씩 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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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Concept laser model M2 of metal 3D Print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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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Schematic overview of powder fabrica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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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As-built AlSi10Mg specimens cubic and thin-wall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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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 공정 변수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변수로는 레이저 파워(Laser Power), 레이저 스캔 패턴(Laser 

Pattern), 레이저 스캔 속도(Laser Scan Speed), 레이저 빔의 중첩도(Overlap) 등이 있다. 본 연

구에서 레이저 파워, 레이저 스캔속도, 레이저 빔의 중첩도의 변화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을 분석했다. 다양한 공정변수 가운데 레이저 파워, 스캔속도, 중첩도의 변화만 조절한 이유

는 조사되는 레이저의 에너지 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용체화 처

리과정을 진행하면서 냉각속도의 변화를 주었으며 시효처리도 진행하였다.

3-3-1 레이저 파워 변화

Al-Si계 합금 공정변수 중 레이저 파워는 중요한 변수이다. Al계 분말의 경우 산화막에 의해

충분한 레이저 에너지를 주입하지 못하면 분말이 완전히 녹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소결이 일어나

기 때문에 치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 충분한 완전 용융조건을 찾기 위해서 레이저 파워의 최적

의 조건을 조절하여 90W, 180W, 270W, 360W로 변화를 주었다.

3-3-2 레이저 속도 변화

레이저 속도의 경우 레이저 파워와 함께 가장 많이 변화되는 공정변수로 생산성에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레이저 속도가 증가하면 조형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90W일때는 100mm/s ~ 

1600mm/s, 180W에서 100mm/s ~ 2400mm/s, 270W에서 100mm/s ~ 2800mm/s, 360W에서 800mm/s에서

4000mm/s 까지 변화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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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레이저 빔 중첩도 변화

레이저 빔 사이의 중첩은 레이저 오버랩(overlap)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샘플에 전달되는

레이저 에너지 밀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조형체의 표면 특성 및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이기도 하다. 레이저 빔 중첩도는 10%에서 70%까지 변화를 주었다.

3-3-4 열처리 조건 변화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을 통해 제작한 인장시편의 열처리를 Ar 분위기에서 진행하였다. 먼저

용체화 열처리를 분당 5℃로 승온 시키면서 530℃까지 올린 뒤 2시간 유지하였다. 그 이후 각 시

편마다 수냉 및 로냉을 진행하였다. 수냉 시편의 경우 향후 시효 열처리를 160℃에서 12시간동안

유지시킨 뒤 공냉을 진행하였다. 열처리를 한 이유는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으로 제조된 시편

의 미세조직에서 Si를 석출시켜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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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Schematic illustration showing of heat treatm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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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Heat treatment equipment an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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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특성 평가

3-4-1 분말 특성 평가

3D프린팅 공정에서 사용되는 분말의 특성은 매우 중요하다. 공정을 진행하기 전 사용되는

AlSi10Mg분말의 입도를 분석하였다. 입도분석은 Fig. 3.6의 Laser particle size analyze(LS13, 

Beckman Coulter, INC)을 건식분위기에서 사용하였다. 분말의 유동도는 Hall flowmeter (ISO 

4490)으로 50g의 분말을 담은 뒤 시간을 측정하였다.  

Fig. 3.6 Powder particle size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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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조형체 미세조직, 밀도 및 상 분석

제작 완료된 조형체의 기공 및 미세조직을 확인하기 위해 시편을 마운팅한 후 폴리싱 하였으며, 

조형된 3차원 구조체에 대한 미세조직 분석에서 결정립 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HCl:HNO3:HF:Distilled Water= 1.5:2.5:1:95 로 혼합되어 만들어진 Keller reagent용액을 사용하

였다. 상대밀도는 시편의 무게를 측정하여 아르키메데스 법(Archimedes method)을 적용하여 분석

하였다. 미세조직은OM(Optical Microscope, TME-BD, Nikon, Japan),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5800, JEOL),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MIRA3 LM, 

Tescan)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TEM시편제작을 위해서 집속 이온빔(Focused Ion Beam(FIB),AURIGA, 

CARL ZEISS)를 이용하였다. 제작된 시편은 투과 전자 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TEM), JEOL-2100F, JEOL Ltd)을 사용하였다. 또한 공정변수의 변화에 의한 추가적인

상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XRD(X-ray Diffraction, D/Max 2500, Rigaku) 분석을 진행하였

다. 제조된 시편은 홀더에 맞게 절단하여 준비하고, 40kV에 250mA, scan speed를 5로 사용하여

20~80o의 범위에서 상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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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기계적 특성 분석

조형체의 기계적 특성은 비커스 경도 및 인장시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비커스 경도는 Fig. 3.7

의 Micro-Vickers hardness(HM-211, Mitutoyo, Japan)을 통해 분석하였다. 비커스 경도 측정 시

하중은 5N으로 설정하였으며 유지시간은 12초로 설정하였다. 인장시험은 Fig. 3.8의 만능인장시

험기 (RB301, UNITECH-T, R&B Inc, Republic of Korea)를 사용하였고, 헤드속도는 1mm/s으로 상

온에서 진행하였다. 

Fig. 3.7 Vickers hardness measure equipment

Fig. 3.8 Tensile strength measure equipment



35

4. 결과 및 고찰

4-1 Al-Si계 합금분말 특성

본 실험에서 사용된 분말은 AlSi10Mg 분말로 SEM분석을 통하여 구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Fig. 

4.1을 통해 분말의 입자크기는 10~50㎛의 입도가 측정되었고, 정규분포 그래프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입도 크기는 26.67㎛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lSi10Mg 분말의 입도별 유동도를 Hall flowmeter로 측정한 결과 15㎛에서는 유동도가 0이

었다. 25㎛에서는 분말의 흐르는 시간이 측정되어 17.12초의 유동도가 나타났으며 입도가 증가할

수록 분말이 흐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공정을 진행하기 위한 최적의 입도는 25㎛임을

확인하였다.

3D프린팅에서 분말의 특성 중 하나인 Hausner ratio가 매우 중요하다. Hausner ratio는 Tap 

density/Apparent density로 나타낼 수 있다. 측정 값은 Table. 4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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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SEM image showing the morphology of the AlSi10Mg powder and the powder size distribution

Table 4. Physical properties of AlSi10Mg powder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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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레이저 공정변수의 변화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4-2-1 레이저 파워의 변화에 따른 특성분석

Fig. 4.2-4.3 에서는 같은 레이저 속도 조건에서 레이저 파워만 변화를 주어 미세조직을 3차원

형상으로 나타내었다. 3차원 형상으로 볼 때 레이저가 조사되는 X-Y Plane (Scanning direction)

에서는 레이저의 방향에 따라 용융 영역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용융 영역은 레이

저가 조사되는 방향 그대로 나타나는데 용융 영역의 크기는 레이저 파워, 레이저 빔 사이즈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 레이저 파워가 낮을수록 조형체 내부에 불안정한 용융 영역이 생겨나

며 기공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X-Z, Y-Z면에서 많이 분포하는데 조형체의 외곽

부분은 X-Y면보다 상대적으로 열이 빨리 빠져나가면서 용융된 부분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여 그

부분이 기공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공정변수에 따라 기공의 분포가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

는데 AlSi10Mg 분말은 Al의 특성상 높은 반사율 때문에 높은 레이저 파워가 미세조직을 형성하

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4 에서 레이저 파워의 변화에 따른 비커스 경도값을 나타내었다. 90W에서 나타난 경도값

은 180W, 270W와 달리 레이저 속도가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90W의 경우

100mm/s~ 1600mm/s까지 경도값은 104Hv에서 87Hv까지 급격하게 낮아졌다. 90W에서 레이저 속도가

낮아도 경도값이 낮아지는 이유는 Al분말 특성상 기공이 형성되는 것을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도 측정 시 압흔 주변의 기공 때문에 결과값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180W의 경우

100mm/s~1600mm/s까지 103Hv에서 151Hv까지 상당히 증가하였다. 또한 270W에서 100mm/s~1600mm/s

까지 110Hv에서 158Hv까지 증가하였다. 180W에서부터 경도값이 증가하는 것을 보아 Al분말을 선

택적 레이저 용융 하기 위해서는 180W이상부터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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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OM image maps in three mutually perpendicular planes of as-built AlSi10Mg sample at scanning speed 

of 800mm/s and 1600mm/s at laser power 180W

Fig. 4.3 OM image maps in three mutually perpendicular planes of as-built AlSi10Mg sample at scanning speed 

of 800mm/s and 1600mm/s at laser power 27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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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Variation of micro hardness of AlSi10Mg samples fabricated as a function of laser power                

and scann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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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레이저 속도의 변화에 따른 특성분석

Fig. 4.5 에서는 90W, 180W에서 레이저 속도변화에 따른 미세조직을 OM으로 분석한 것을 나타내

었다. 그림 (a)~ (c)는 90W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으로 기공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레이저 속도가 느려도 기공이 전체적으로 분포 하는 것으로 보아 90W에서는

AlSi10Mg 합금을 제대로 용융 시킬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림 (d)~(f)는 180W에서 레이저 속도의 변화에 따른 미세조직을 나타냈다. (d)의 경우 레이저

속도가 느릴 때 둥근 형상의 기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둥근 형상의 기공은

용융과정에서 가스트랩이 생겨나 빈 공간이 생기는 동시에 응고가 되면서 그 부분이 기공이 될

때 형성된다.[32] 이후 속도가 800mm/s까지 증가할수록 90W와 달리 기공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800mm/s에서는 작은 기공들만 존재하며 밀도는 99% 이상 나타났다. 그러나

800mm/s를 기준점으로 하여 속도가 증가할수록 다시 기공이 많이 나타났다. 2400mm/s에서는 90W

의 1600mm/s처럼 용융영역 경계부근에서 가늘고 긴 기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레

이저 속도가 빠를 때 레이저 에너지는 낮아져 불연속적인 용융 영역이 나타났다. 이때 가늘고 긴

형상의 기공들은 주로 용융 영역 경계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기공은 분말이 용융된 후 열이 빠르

게 용융영역 경계로 빠져 나가게 되면서 그 부분에 기공이 많이 분포하게 된다.

Fig. 4.6은 270W, 360W에서 레이저 속도변화에 따른 미세조직이다. 그림 (a)~(c)는 270W의 미세

조직을 나타냈다. 270W에서 속도가 낮을 때 둥근 형상의 기공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며 용융 영역

의 경계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불규칙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속도가 증가할수록 기공이 줄어들

면서 1600mm/s에서는 기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80W와 마찬가지로 1600mm/s 이후 기

공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2400mm/s에서 180W와는 달리 기공의 크기 및 개수

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레이저 파워가 증가하게 되면 레이저 속도가 빨라져도 레

이저 에너지의 크기를 보완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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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 (f)는 360W에서 레이저 속도변화에 따른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으로, 기공은 앞서 나

열한 조건과는 다르게 3600mm/s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선택적 레이저용융 공정

으로 제작된 3차원 조형체의 기공은 레이저의 속도와 파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레이저 속도의 변화에 따른 경도값을 fig. 4.7-4.9에 나타냈다. 180W에서는 1200mm/s, 

2200mm/s, 2800mm/s의 속도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200mm/s에서 123.75Hv, 표준편차는 5.66Hv

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으며, 2800mm/s에서 100.14Hv, 표준편차는 5.38Hv로 가장 낮은 값이 나

타났다. 270W에서는 1800mm/s, 2200mms/ 2800mm/s의 속도에서 측정하였다. 비커스 경도값은

2200mm/s에서 124.59Hv, 표준편차는 4.95Hv 로 나타났으며 2800mm/s에서 102.83Hv, 표준편차는

7.67Hv로 가장 낮은 값이 나타났다. 360W에서는 800mm/s, 2000mm/s, 3600mm/s에서 경도값을 측정

하였다. 그 결과 2000mm/s에서 124.77Hv, 표준편차는 5.96Hv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600mm/s에

서 116.66Hv, 표준편차는 6.01Hv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레이저 파워가 높아질수록

각 조건당 경도값의 차이는 점점 감소하였다.

Fig. 4.10-12에서 레이저 속도의 변화에 따른 인장강도 값을 나타냈다. 그래프에서 나타난 곡선

은 전형적인 탄성 변형, 항복 및 소성변형을 포함한 응력-변형률 곡선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180W, 270W, 360W에서 800mm/s, 1600mm/s, 2000mm/s으로 제작된 시편을 인장시험 하였다. 그 결

과 180W에서 항복강도와 연신율은 1600mm/s에서 311MPa, 10.2%로 UTS는 2000mm/s에서 436MPa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270W에서 항복강도: 291MPa, UTS: 463MPa, 연신율: 12.4%로 2000mm/s에

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360W에서 항복강도: 311MPa, UTS: 432MPa, 연신율은 10.4%로 2000mm/s

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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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Surface OM images showing the microstructure (a) 100mm/s (b) 800mm/s (c) 1600mm/s at 90W and (d) 

100mm/s (e) 800mm/s (f) 2400mm/s at 18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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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Surface OM images showing the microstructure (a) 200 mm/s (b) 1600 mm/s (c) 2400 mm/s at 270W 

and (d) 800 mm/s (e) 2000 mm/s (f) 3600 mm/s at 36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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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Variation of micro hardness of AlSi10Mg samples fabricated as a function scanning speed at laser power 

18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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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Variation of micro hardness of AlSi10Mg samples fabricated as a function scanning speed at laser power 

27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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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Variation of micro hardness of AlSi10Mg samples fabricated as a function scanning speed at laser power 

36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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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Typical stress-strain curves of the as-built AlSi10Mg specimen at a laser power and speed 180W, 

800~2000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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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Typical stress-strain curves of the as-built AlSi10Mg specimen at a laser power and speed 270W, 

800~2000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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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Typical stress-strain curves of the as-built AlSi10Mg specimen at a laser power and speed 360W, 

800~2000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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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레이저 빔 중첩도의 변화에 따른 특성분석

조형체의 레이저 빔 중첩도의 변화에 따른 미세조직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Fig. 4.13

에 나타내었다.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으로 제작된 조형체는 레이저에 의해 용융 영역이 형성

되며, 흡수된 열 에너지는 기판을 통해서 방출된다 [38]. 이 때 조형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급속응고가 진행되며, 내부의 결정립이 성장하지 못하며 열 흐름 방향에 따라 미세한 조직이 생

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는 바와 같이 레이저 빔 중첩도가 높아질수록 기공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레이저 빔 중첩도가 높아지면 용융 영역 사이에 겹쳐지는 부분이 증가하여 상대적

으로 응고시간이 조금 늦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충분히 용융된 영역이 서로 빈 부분을 채움으로

인해 기공이 줄어들게 된다. 

Fig. 4.14에서 레이저 빔 중첩도의 변화에 따른 경도값을 나타내었다. 90W에서는 중첩도가 10%일

때 101Hv에서 70%일 때 118Hv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Overlap비율에 비해 경도변화는 심한

편차를 보이지 않았지만, Overlap이 증가할수록 용융 영역의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면서

용융 영역 사이의 경계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결정립계를 형성하게 된다. 일반

적으로 결정립계와 경도 사이의 상관관계식은 다음 식(1)과 같이 Hall-petch식으로 나타낼 수 있

다.

Hv=H0+KHd
-1/2  (1)

여기서 Hv는 경도값, H0와 KH는 경도에 따른 상수, d는 결정립의 크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외

부변형에 대해 전위의 이동이 용융 경계면에 가로막힐 확률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경도값이 감소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overlap이 10%에서 50%로 증가할 때는 재용융되는

영역이 증가하게 되면서 균질한 용융 영역이 증가하고, 용융 계면이 서로 좁아짐에 따라 경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180W, 270W는 레이저 빔 중첩도가 증

가하여도 경도값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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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Surface OM images showing the microstructure (a) 100mm/s (b) 800mm/s (c) 1600mm/s at 270W and 

(d) 100mm/s (e) 800mm/s (f) 1600mm/s at 36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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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Variation of micro hardness of AlSi10Mg samples fabricated as a function of overlappe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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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공정변수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 고찰

Fig. 4.15-18에서 레이저 파워 및 속도의 변화에 따른 조형체의 밀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각각

의 조건은 레이저 에너지 밀도로 환산하여서 그래프에 표시하였다. 각 조건당 그래프를 비교해보

면 50J/mm3에서 120J/mm3사이에서 가장 높은 밀도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가장 높은 밀도에서는 가장 치밀화된 미세조직을 나타냈고 밀도가 가장 낮은 곳에

서는 기공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레이저 빔 중첩도의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를 Fig. 4.19-21에 나타내었다.  90W, 180W, 

270W에서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레이저 빔 중첩도가 10%일 때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90W에서는 레이저 속도가 느리고 레이저 빔 중첩도가 70%일 때 9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레이저 속도가 빠르고 레이저 빔 중첩도가 10%일 때 63%로 나타났다. 180W에서는 레

이저 속도가 빠르고 레이저 빔 중첩도가 10%일 때 89.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레이저 속도가

느리고 레이저 빔 중첩도가 30%일 때 99.5%로 나타났다. 270W에서는 전체적으로 97%이상의 밀도

를 나타냈다. 가장 높은 밀도는 레이저 빔 중첩도가 30%일 때 99.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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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Relative densities of the fabricated AlSi10Mg samples with energy density at 90W

Fig. 4.16 Relative densities of the fabricated AlSi10Mg samples with energy density at 18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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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Relative densities of the fabricated AlSi10Mg samples with energy density at 270W

Fig. 4.18 Relative densities of the fabricated AlSi10Mg samples with energy density at 360W



56

Fig. 4.19 Relative densities of the fabricated AlSi10Mg samples with different overlap ratio at 90W

Fig. 4.20 Relative densities of the fabricated AlSi10Mg samples with different overlap ratio at 18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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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Relative densities of the fabricated AlSi10Mg samples with different overlap ratio at 27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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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열처리 조건 변화에 따른 조형체 특성

4-3-1. 열처리 조건의 변화에 따른 상 및 미세조직 분석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을 이용하여 제조한 조형체를 열처리로에서 분당 5� 씩 승온시켜 803K

에서 2시간 유지 후 로냉 및 수냉을 하였다. 제작한 시편을 XRD 분석한 결과를 Fig.. 4.22에 나타

내었다. 회절 peak은 Al, Si 이외에 다른 peak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As-built상태에서의 Al 

peak이 열처리한 샘플보다 고각으로 shift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택적 레이저 용융으로 제작

된 조형체의 Al에서의 Si의 고용도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39] Al의 격자 파라미터와 Si의 원

자 분율 사이의 선형 관계에 따라 Al에서의 Si 용해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40]

a=0.40491-0.0174���
�   

As-built의 경우 8.75wt%으로 밝혀졌으며 상온에서 Al에 Si의 고용도( 0.05wt%)보다 훨씬 높다. [41-

42]

열처리 조건에 따른 조형체의 미세조직을 Fig. 4.23에 나타내었다. 미세조직을 확인해본 결과 그

림 (a),(d)에서 급속응고 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덴드라이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As-built상태에서 Si가 Al주변에 편석되어 둘러싸고 있는 network 형상을 나타냈다. 이 미세조직은

기계적 특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조법으로 제작 시 Si가 선택적 레이

저 용융공정에서 편석되어 나타나는 것과 반대로 침상으로 Al 매트릭스에 분포하고 있다. (Low 

tem레퍼) 그림(b,e)는 용체화 처리 후 로냉을 했을 때 미세조직이며 그림 (c,f)는 수냉을 했을 때

나타나는 미세조직이다. Si 입자크기를 측정 하기 위해 ASTM E112-96 의 Heyn linear intercept 

method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로냉 시편의 Si의 입자 크기는 평균 1.83㎛(±800nm) 으로 나

타났으며 수냉 시편의 Si 입자크기는 580nm(±300nm)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열처리로 인해 Si가

응집되는 효과는 저온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43]  290℃이상에서 열처리를 진행

시 Si Network이 끊어지게 되며 Al 매트릭스 주변에 응집되기 시작한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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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포화된 매트릭스로부터 제거되며 입자들은 Cellular interface를 따라서 침전된다. 그리하여

network이 사라지게 되는 동시에 Si는 안정화 되기 위하여 Spheroidization을 하게 된다. 수냉 시편

이 로냉 시편보다 Si 입자들이 작은 이유는 용체화 처리 후 바로 물에 냉각시키기 때문에 Si입자

들이 성장할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서 작은형상의 입자들이 많이 분포하게 된다.  

Fig. 4.24는 As-built AlSi10Mg 시편을 TEM 분석한 이미지로 EDS Mapping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Al은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반면 Si는 결정립계에 편석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Fig. 4.25에서 열처리한 시편으로 Si가 응집되어서 Al 매트릭스에 부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석출물의 크기는 균일하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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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lSi10Mg samples processed at different heat treatm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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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SEM image of the as-built and heat-treated AlSi10Mg specimen microstructures (a),(d) As-built (b),(e) 

Furnace cooling (c),(f) Water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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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TEM microstructures and EDS mapping of As-buil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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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TEM microstructures and EDS mapping of heat treatmen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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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열처리 조건의 변화에 따른 인장특성 분석

상온에서 As-built, 로냉, 수냉 시편을 인장시험을 한 뒤 얻어진 인장 응력-변형률 곡선을

Fig.4.26에 나타내었다. 180W에서 As-built 시편은 항복강도: 240Mpa, UTS: 415MPa, 연신율 14.6%

로 측정되었다. 로냉 시편은 항복강도: 64MPa, UTS:140MPa, 연신율: 32.8%, 수냉시편은 항복강도: 

85MPa, UTS:191MPa, 연신율:28.7%로 측정되었다. 270W에서 As-built 시편은 항복강도: 153Mpa, 

UTS: 418MPa, 연신율 19.2%로 측정되었다. 로냉 시편은 항복강도: 72MPa, UTS:139MPa, 연신율: 

38.1%, 수냉시편은 항복강도: 94MPa, UTS:193MPa, 연신율:33%로 측정되었다. 항복강도 및 UTS는

As-built시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신율은 로냉 시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서 설명한

Hall-petch식이 열처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결정립계 뿐만 아니라 전위의 저항에 의해 슬립이

일어나게 되면서 인장강도가 달라지게 된다. 

Fig. 4.27은 열처리 전후의 AlSi10Mg 조형체의 파단면을 SEM으로 분석한 이미지이다. 그림

(a)~(c)는 파단면을 SEM을 저배율로 찍은 이미지이며 (d)~(f)는 고배율로 찍은 이미지다. 파단면

은 보통 딤플이 나타나는 연성파괴와 깨끗하게 뜯겨진 취성파괴가 존재한다. As-built시편의 경

우 파단면이 부분적으로 깨끗하게 뜯겨나간 부분과 딤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취성파괴가 부분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해 연신율이 열처리 한 샘플보다 낮게 나타나게 된다. 로냉

및 수냉 시편의 경우 고배율로 딤플을 확인하게 되면 로냉 시편의 딤플이 수냉보다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로냉의 경우 냉각시간이 길어지면서 입자들이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구형을 이루게 되면서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수냉의 경우 딤플이 성장할 시간 없이 바로 냉각되어 미세한 크기를 가지게 된

다.     

열처리 조건에 따른 비커스 경도값을 Fig. 4.28에 나타내었다. As-built시편이 인장특성과 마찬

가지로 경도값이 142.41Hv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냉 후 시효경화 처리를 한 샘플이 81.7Hv로

두번째로 높았다. 수냉의 경우 73Hv, 로냉의 경우 52Hv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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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6 Room temperature tensile stress-strain curves of the as-built samples that  solution heat-treated and 

different conditions at different lase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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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7 SEM images of the fracture surfaces of the AlSi10Mg parts with the different heat treatment conditions

(a,d) As-built (b,e) Furnace cooling (c,f) Water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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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The Vickers hardness of the as-built and heat-treat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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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레이저 용융 공정을 이용하여 AlSi10Mg 합금 3차원 조형체를 제조함에 있

어 공정변수 제어와 열처리 조건의 변화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 및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공정변수에 따른 치밀화 및 높은 기계적 특성을 갖는 최적의 조건을 찾았다. 

1. AlSi10Mg 합금을 XRD 분석결과 Al peak, Si peak만 나타났다. 그러나 몇몇의 연구결과에서는

Mg2Si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공정변수는 AlSi10Mg 합금이 용융 될 때

합금이 분리되면서 Mg2Si가 만들어 지기 전에 급속응고가 일어나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

었다. 

2. AlSi10Mg 합금에서 레이저 파워는 90W에서 분말의 산화막을 뚫고 레이저 에너지를 주입시키

지 못하여 분말을 완전히 용융 시키지 못하며 기공을 많이 형성시켜 안정한 용융 풀을 만들지 못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80W, 270W, 360W에서는 분말을 완전히 용융시켜 안정한 용융

풀을 만들며 기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기계적 특성 중 경도값은 180W에서 레이저 속도가

1200mm/s일 때 123.75Hv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800mm/s에서는 100.14Hv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70W에서는 2200mm/s에서 124.59Hv로 가장 높았으며 2800mm/s에서 102.83Hv로 가장 낮은 값을 나

타내었다. 인장강도는 180W에서 항복강도와 연신율은 1600mm/s에서 311MPa, 10.2%로 UTS는

2000mm/s에서 436MPa로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270W에서 항복강도: 291MPa, UTS: 463MPa, 연신율: 

12.4%로 2000mm/s에서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360W에서 항복강도: 311MPa, UTS: 432MPa, 연신율

은 10.4%로 2000mm/s에서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레이저 빔 중첩도의 경우 미세조직을 확인한 결과 중첩도가 증가할수록 미세조직이 치밀해지면

서 기공이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대밀도를 분석한 결과 30%에서 가장 높은 밀도값

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10%에서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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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레이저 빔 중첩도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3. AlSi10Mg 합금 3차원 조형체를 열처리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As-built상태는 Si가 Al주변에 편석되어 둘러싸고 있는 network형상을 확인 하였으며 열처리를

하게 되면 편석되어 있는 Si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화 되기 위해 서로 응집하여 둥근 형상

의 Si석출물을 만들게 된다. 특히 수냉시 빠른 냉각으로 인해 Si입자들이 매우 미세하게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장특성의 경우 As-built시편은 Si가 편석되어 있어 인장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로냉시편의 경우 연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냉시편은 As-built와 로냉시편의

중간 값의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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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ective laser melting (SLM) is one of the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ies, which allows the fabrication of 

3D parts through the use of focused laser energy to powder beds directly from user defined 3D CAD models. 

Generally, this technology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manufacturing techniques for metallic 

materials due to its ability to produce complex geometries with unique design and high accuracy that can be 

used not only for the prototyping step but also for small series productions. During the process, the metallic 

powders are completely molten by highly localized laser energy, which enables the production of individual 

parts with high density and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Therefore, the laser energy is a critical factor that 

plays a decisive role in the porosity and microstructural development in SLM process. 

In this study the densification behavior and microstructural development of AlSi10Mg parts fabricated by 

selective laser melting (SLM) were investigated with variation of the applied laser scan speed, laser power,  

overlap ratio and heat treatment. The starting materials of AlSi10Mg powder particles were prepared using a gas 

atomization process showing uniform size distribution with high flowability.  

The atmosphere in the chamber in which the process proceeds is performed in an Ar atmosphere. The laser 

power was changed to 90W, 180W, 270W and 360W, and the laser speed varied from 100mm/s to 4000mm/s. In 

order to confirm the microstructure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laser beam overlap, the specimens were 

fabricated with 10%, 30%, 50%, and 70%  

Generally, in the selective laser melting process, Mg2Si appears in 3D fabrication of AlSi10Mg alloy, but XRD 

analysis showed no peaks other than Al and Si peaks. The changes of microstructure and relative density with 

the variation of laser power and scan speed were proportional to the size and number of pores. The relative 

density increased as the laser scan speed increased, but decreased again after a certain period. The microstructure 

was also densified as the relative density, and then the pore was again generated. At the same laser speed, 

relative density increased with increasing laser power. We can confirm that the laser output energy is important 

as the density decreases after a certain period. Under all conditions, the microstructure of AlSi10Mg alloy was 

confirmed that Si was segregated around Al and appeared dendrite. This dendrite shape appears because the 

selective laser melting process is a rapid solidification. 



74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3D parts produced by selective laser melting was also confirmed by heat 

treatment condition.  First, as-built state, Si was segregated and microstructure was observed. It was confirmed 

that Si coalesced in the annealing. Especi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size of furnace cooling Si precipitate is 

smaller than water cooling. 

The elongation was highest for furnace cooling specimens, while yield strength and UTS were highest for as-

built specimens. Vickers hardness value was as high as 142.41Hv in the hardness value of the as-built specimen, 

similar to the tensile property, and the second highest in 81.5Hv of the sample subjected to age hardening 

treatment after water cooling.73Hv for water cooling and 52Hv for furnace cooling. Analysis of specimens 

prepared under each condition showed that optimum conditions wer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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