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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목적 
두개골(skull)의 결함은 외상(trauma), 감염(infection) 및 종양

(tumor)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용적 및 기능적 

결함을 초래 할 수 있다. 내려앉은 두피 또는 두개골의 비대칭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능적 측면에서 환자는 현기

증, 과민성, 불안 및 편협과 같은 다양한 신경 학적 증상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1].
두개골 성형술(cranio-plasty)은 수술 후 두개골의 생체역학적 안

정성을 제공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뇌의 보호와 두개골 윤곽선의 

복원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는 자가(autograft), 동종(allograft) 및 
이종(xenograft)의 뼈를 이용한다. 자가 뼈가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반면 결함 부위가 큰 경우는 비 흡수성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및 흡수성 폴리머(absorbable polymer)와 같은 합성 물

질을 사용한다[2].
최근에는 의료 영상 데이터 처리 기술 및 금속 적층제조 장비

의 발전에 따라, 환자의 의료영상 데이터(CT; computerized 
tomography 및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를 이용해 

환자에게 꼭 맞는 임플란트를 설계, 이를 직접 출력하는 Fig. 1과 

같은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custom made implant)가 생산되고 수

술되고 있다[3].
적층제조 방법은 3D모델링 파일을 기반으로 직접 실물을 제

작해 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가공 방식에 따라 판 혹은 봉 형태

의 소재를 깎아서 최종 형태를 만드는 절삭가공방식(subtractive 
manufacturing)과 재료를 분말 또는 액체 형태로 만든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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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층이 융합시켜 쌓아서 최종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식인 적층제조

방식(additive manufacturing)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적층제조방

식은 절삭가공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지만, 3D 구조물의 

내부형태까지 출력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의료영역에서 활

발하게 연구되고 있다[4].
그러나 출력되는 금속 3D프린터의 방식에 따라 사용되는 프린

터에 따라 기계적 물성치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5]. 그러나 출

력 방식에 따라 두개골 임플란트의 기계적 물성치에 따른 차이를 

연구한 논문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두개골 

임플란트의 SLM (selective laser melting) 및 EBM (electron 
beam melting) 3D프린터 출력 방식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확인하

고 환자맞춤형 두개골 임플란트에 적합한 출력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SLM 및 EBM 적층제조
SLM 방식은 미세한 금속 분말을 녹여서 압착하는 방법으로 

SLM은 파이버 레이저(fiber laser)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전제 

공정은 불활성 가스로 채워진 챔버(chamber)에서 수행된다. SLM 
방식은 SLS (selective laser sintering)공정과 유사한 개념을 이용

하지만 재료가 완전히 녹는다는 차이가 있으며 완전한 용융으로 

인해 결정구조(crystal structure), 다공성(porous) 등 제품의 물성

이 SLS 공정과 다르게 된다. 
SLM공정은 시스템에 설치된 레이저 모듈에 따라 최대 1 kW까

지 작동 할 수 있는 파이버 레이저로 구성된다. 레이저원의 초점은 

2축 갈바노미터(galvano-meter)로 제어되며 빌드 테이블(build 
table)의 빔 이동은 스캔 미러에 의해 제어된다. 통상적으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두께의 분말 층이 빌드 테이블 위에 뿌

려지게 되고, 분말은 분말 리코터에 의해 옮겨지며 지속적으로 펼

쳐지게 되며, 피스톤을 이용하여 상하를 조절하여 제품이 성형된

다. 빌드 테이블은 공정 중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200℃까지 

예열할 수 있으며, CAD파일에 의해 설계된 방법으로 레이저가 

조사되어 제품이 제조 된다(Fig. 2(a)).
EBM (electron beam melting)방식은 다른 PBF (powder bed 

fusion)방식의 적층제조기술로, 선택적 레이저 용융(SLM)방식

과 달리 전자빔을 에너지로 이용하여 금속을 용융시키고 적층하

는 공정이다. 전자빔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 공

정이 진공챔버에서 이루어지며, 진공 조건으로 무산소 환경을 제

공하여 우수한 물성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급격한 수소 흡수

(hydrogen pickup) 현상으로 인한 제품의 물성 저하 위험을 감소

시킬 수 있다. 
제조되는 제품의 잔류 응력과 휨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품

을 제작하는 동안 챔버에서 약 700℃의 고온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으나, 비활성 가스를 주입하는 SLM공정에 비해 진공에서 공정

이 이루어지므로 진공 조건 준비를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는 

단점이 있다. EBM시스템은 전자빔용접기의 전자총과 유사한 전

자총으로 구성되어 60 kW의 출력에서 100 kw/cm2 이상의 에너

지 밀도를 갖는 전자빔을 생성한다. 
전자빔의 초점은 전자기 렌즈에 의해 제어되고, 빌드 테이블 상

의 빔 이동은 편향 코일(deflecting coil)에 의해 제어된다. 제품의 

제조를 위해 일정 두께의 분말 층이 테이블 위에 펼쳐지게 되며, 
분말은 빌드 챔버 내부에 보관된 두개의 호퍼에서 공급되며, 분말 

레이크(rake)는 호퍼의 양쪽에서 파우더를 테이블 위로 펼쳐서 제

조가 진행되며 전자빔은 빠른 스캔 속도로 분말 층을 예열한 후 

3D형상화 파일에 설계된 형태로 분말 층을 용융시키게 된다(Fig. 
2(b)). 전자빔은 빠른 스캔 속도로 분말을 층을 예열 한 다음 CAD
파일에 정의된 형상을 기반으로 분말 층을 용융한다[6,7].

2. 재료 및 방법
2.1 적층제조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

환자 맞춤형 두개골 임플란트는 환자의 의료영상 데이터를 이용

해 환자의 결함 부분이 포함된 삼차원 모델링 데이터를 구성하며 

Fig. 1 Commercial custom made cranial implant

(a) (b)

Fig. 2 Additive manufacturing machine (a) slm125, (b) arcam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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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모델링 데이터를 기준으로 결함 부분을 메우는 임플란트 

설계를 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SLM 및 EBM적층제조 출력 방식에 따른 

기계 물리적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기 때문에 의료영상 데이터의 활용

없이 제품 형상으로 인한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반구(hemisphere) 
형태로 두개골 임플란트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임플란트는 대한

민국 식약처 3등급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수년 전부터 임상에 적용

되고 있는 상용 환자 맞춤형 두개골 임플란트(MCS; custom 
made skull system, MEDYSSEY, Korea)를 참조하여 전체적인 

형상, 기공의 구조, 기공의 크기, 두께 및 플랜지(flange)의 구성을 

최대한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설계는 상용 3D설계 소프트웨어인 

Solidworks 2013 Premium (Dassault system, Vélizy-villacoublay, 
France)을 이용하여, 반구(𝛟 106 mm) 형태로 전체 두께는 1.0 mm, 
모서리 부분은 솔리드 구조(길이 3 mm), 가운데 부분은 기공 구조, 
끝 부분에는 고정 나사를 수용할 수 있는 플랜지(폭 6 mm, 길이 

10 mm 및 두께 1 mm)를 6방향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상용 적층제조 전처리 소프트웨어인 MAGICS RP 

(Materialize NV, Leuven, Belgium)를 이용하여 기공 부분의 기

공 구조(Dode) 및 기공 간격(1.5 mm)을 적용하였으며, 두개골 임

플란트 출력을 위한 배열 및 서포트를 구성하였다(Fig. 3, 4). 적층

제조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계적 성능이 가장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는 출력 판(printing bed)의 한 가운데 금속판을 배

열하였으며[8] 편차를 방지하기 위해 한 번에 하나씩 각각 5개씩 

출력하였다.
최종 시제품 출력은 SLM방식의 SLM125 (SLM solutions, 

Lübeck, Germany) 및 EBM방식의 ARCAM Q10 (ARCAM 
AB, Mölnlycke, Sweden) 이용해 각각 출력되었으며, 사용된 원

소재는 티타늄 합금(Ti6Al4V-ELI, ASTM F136, Grade23)분말

로 입자 크기가 SLM 장비는 20~63 µm, 적층 두께는 30 µm로 

출력되었으며, EBM장비의 입자 크기는 45~100 µm 적층 두께는 

50 µm로 출력되었다. 사용되는 의료용 티타늄 합금은 수많은 응

용 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생체 적합이 뛰어나 인체 이식용 임플란

트 소재로 수십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오고 있다[9].

출력이 완료된 두개골 임플란트를 PRS (powder remover 
system)을 사용하여, 출력된 금속판에 남아있는 티타늄 분말을 

제거하였으며, 일부 남아있는 서포트의 경우 벨트 그라인더를 이

용해 금속판 본체의 영향을 끼지 않은 부분까지 제거하고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 주요 부위의 형상과 길이를 도면과 비교하여 

최종 시제품을 Fig. 5와 같이 완성하였다. 

2.2 기계적 성능 평가
두개골 임플란트는 2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두개골을 대체 

해주는 판 부분과 기존의 두개골과 판을 결합하기 위한 플렌지 부

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두 부분은 각기 다른 생체 역학적 하중을 

받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계적 성능을 평가를 진

행했다. 
두개골 임플란트의 판(plate) 부분은 압축 하중을 주로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10] 압축강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압축 평가에는 금속

봉(𝛟20 mm)을 인장압축재료시험기를 이용해 수직 방향으로 압축 

하중을 가해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압축 하중을 모사했다. 
그리고 고정 나사(fixation bone screw)를 위한 구멍을 포함하

는 플랜지의 경우 굽힘력 발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한쪽을 고정하

Fig. 3 3D modeling image of cranial implant

Fig. 4 2D drawing of cranial implant

(a) (b)

Fig. 5 Printed cranial implant sample (a) SLM, (b) E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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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굽힘 힘의 평가 방법인 외팔보 굽힘 평가를 실시했다. 
그리고 나사 구멍 위치를 누르기 위해 거리 조절이 가능한 실험

용 지그를 제작했으며, 두 지그 모두 강도를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

(grade 630)소재로 제작되었으며, 가공 완료 후 열처리를 진행해 

실험 중 지그의 손상을 방지하였으며, 외팔보 굽힘 평가의 경우 

두개골 임플란트에 연결된 동일한 형태로 플랜지 평가가 불가능하

다고 판단해 플랜지만을 단독으로 사각 블록(W20 × L30 × T10 
mm) 형태에 플랜지를 일체형으로 출력해서 시료를 제작하였다.

인장압축재료시험기(MTS 858 Bionix, MTS System Corp, 
Eden Prairie, MN, USA)을 이용해 Fig. 6과 같은 압축 평가 지그

를 구성하였으며, 평평한 금속판 위에 두개골 임플란트를 가운데 

놓고 금속봉으로 압축하였다. 그리고 외팔보 평가는 아래 Fig. 7의 

지그와 같이 설치하고 나사구멍 가운데(중심에서 거리 8 mm)를 

압축하였으며, 두 평가는 모두 변위 제어 방법으로 초당 0.1 mm 
속도로 시료가 완전히 변형될 때까지 하중을 가했다. 이때 기록된 

변위와 힘의 결과를 Microsoft Excel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재구성

하였으며, 탄성 구간(elastic section)을 확인해 항복 하중(yield 
load)을 산출하고 시료가 완전히 파괴됐을 때를 최대 하중

(maximum load)을 구하고, 항복하중(kN) / 변위(mm)을 이용해 

강성도를 구하였으며 총 5개의 시료를 각각 측정하였다. 
그리고 반복 하중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ASTM F382-17 

(standard specification and test method for metallic bone 
plates)방법을 참조해[11], 동적 압축평가를 실시했다. 정적 압축 최

대값의 25%의 힘을 적용해 초당 5회의 속도로 반복 하중을 인가

했으며, 1,000,000회 이후 시료의 변화를 관찰 했으며, ASTM 
F382에서 동적 하중에 대한 적절한 값을 찾을 때 최대 하중의 

75%, 50% 및 25% 값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파단 및 변형이 발생

하지 않는 값을 찾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반복 하중 평가의 경우 판은 폴리아세틸(Polyacetal) 재질을 사

용했으며, 반복하중으로 인한 두개골 임플란트의 이탈을 막기 위

해 플랜지 부분의 고정 나사 구멍을 이용 고정 나사(bone screw, 
직경 2.4 mm)로 6면을 폴리아세탈 지그와 고정하였다.

2.3 기계 물리적 평가 
접촉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DIAVITE DH-7, DIATIVE AG)

을 이용해 SLM 및 EBM 시료의 중간 부분의 5 mm 구간을 초당 

0.2 mm의 속도로 3가지 위치를 측정해 평균 거칠기 값을 구하여 

두 시료를 비교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기계적 특성을 조사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인 경도 측정은, 제조 방법에 따른 화학 및 구조적 재료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제조 방법에 따른 두 시료의 경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경도 측정기(SR-200, Samil Precision, Bucheon City, 
Korea)이용해 3가지 위치를 측정해 평균값을 로크웰 경도계로 

SLM 및 EBM두 시료를 서로 비교 평가하였다.
그리고 모델링 된 모델과 SLM 및 EBM 방식에 따른 실제 출력

된 기공의 간격, 벽의 두께를 확인하기 위해 digital microscope 
(AM3113T, ANMO electronics Corporation, Taiwan)를 이용

하여 두 시료의 실제 출력된 기공 구조를 분석하였다.

3. 결 과
3.1 기계적 성능 결과

압축 평가에서 SLM 방식으로 제조된 두개골 임플란트 시료는 

항복 강도의 평균값 0.297 ± 0.014 kN, 최대 강도는 0.401 ±
0.014 kN, 항복 강도 변위는 6.552 ± 0.457 mm, 최대 강도 변위

는 15.410 ± 0.735 mm 강성도는 0.446 ± 0.004 kN/mm으로 측

정되었으며, EBM방 제조된 두개골 임플란트의 항복 강도는 

0.323 ± 0.037 kN, 최대 강도는 0.404 ± 0.012 kN, 항복 강도 변

위는 9.841 ± 0.776 mm, 최대 강도 변위는 19.816 ± 0.749 mm, 

Fig. 6 Compression test setup for compression test (a)  (b)
Fig. 7 Cantilever test (a) square sample with flange, (b)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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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도는 0.033 ± 0.003 kN/mm으로 측정되었다. 
EBM 방식으로 제조된 시료의 항복 강도는 SLM 시료의 항복강

도 보다 약 7.8% 높았으며, 최대 강도는 약 0.59% 높았다. 그러나 

강성도는 SLM 시료가 약 28.14% 우수했으며, 항복강도의 변위 

및 최대강도의 변위는 각각 33.42% 및 22.24% 변위가 짧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Fig. 8, 9).
정적 압축 평가 SLM 시료의 최대 압축 하중의 25% 값인 (최대 

0.1 kN, 최소 0.01 kN), EBM 시료의 최대 압축 하중의 25% 값
인 (최대 0.101 kN, 최소 0.0101 kN)을 적용해 1,000,000회 이후 

SLM 및 EBM 두 시료 모두 특별한 변형이나 파손이 없었다.
외팔보 굽힘 평가에서 SLM방식으로 제조된 플랜지 시료는 항

복 강도의 평균값 0.149 ± 0.007 kN, 최대 강도의 평균값은 0.208
± 0.003 kN, 항복 강도의 변위는 0.835 ± 0.029 mm 강성도는 

0.179 ± 0.010 N/mm으로 측정되었으며, EBM방식으로 제조된 

플랜지 시료의 항복 강도는 0.153 ± 0.007 kN, 최대강도는 0.234
± 0.049 kN, 항복 강도의 변위는 0.867 ± 0.028 mm 강성도는 

0.176 ± 0.006 N/mm으로 측정되었다. EBM방식으로 제조된 플

랜지 시료의 항복 강도는 SLM시료의 항복강도보다 약 2.36% 높
았으며, 최대 강도는 약 11.6% 높았다.

그러나 강성도는 SLM 시료가 약 1.48% 우수했으며, 항복강도

변위 및 최대강도 변위는 각각 3.69% 및 12.58% 변위가 짧은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Fig. 10, 11).

3.2 기계 물리적 결과
표면 거칠기 측정 결과 EBM으로 제조된 시료의 표면 평균 거칠

기(Ra)는 5.21 ± 1.0 µm였으며, SLM으로 제조된 시료의 표면 평

균 거칠기는 12.22 ± 1.9 µm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경도 측정 

결과 SLM으로 제조된 시료는 34.7 ±0.9 HRC 및 EBM으로 제조

된 시료는 34.6 ± 1.2 HRC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실제 출력된 기공 구조 측정 결과 두 시료 모두 기공 구조의 패턴

이 일부 끊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공구조 간격은 두 시료 

모두 모델링 데이터(1.5 mm)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기

공의 벽 두께를 Fig. 13과 같이 확인한 결과 SLM시료의 경우 약 

0.36 mm로 모델링 데이터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였지만, EBM 
시료의 경우 약 0.42 mm로 모델링 데이터 보다 두껍게 출력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고 찰
이번 연구의 목적은 SLM 및 EBM 적층제조로 제작된 두개골 

Fig. 8 Compression displacement vs load for SLM

Fig. 9 Compression displacement vs load for EBM

Fig. 10 Cantilever displacement Vs load for SLM

Fig. 11 Cantilever displacement vs load for E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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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를 방식에 따른 물리적, 기계적 성능을 비교하고 환자 맞

춤형 두개골 임플란트에 제조에 적합한 적층제조 방법을 제시하고

자 했다.
압축결과에서 EBM 방식으로 제작된 시료가 SLM 시료에 비해 

항복 강도가 약 7.8%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성도는 

SLM으로 제작된 시료보다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유는 

SLM 시료보다 탄성 구간에 변위 값이 길게 기록된 결과를 생각 

된다. 외팔보 평가 결과에서 EBM 방식으로 제작된 시료가 SLM 
시료에 비해 항복 강도가 약 2.36%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변위도 압축 결과와 같게 길게 측정되었다. 

변위가 SLM시료에 비해 변위가 길어 생긴 결과로 실제 탄성 

구간의 증가로 인한 변화라 생각된다. SLM 시료는 EBM 시료보

다 충격에 취약하다고 생각되며, 실제 실험 이후의 사진을 확인해 

보면 SLM 시료의 경우 충격을 가한 부분이 파절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Bartłomiej의 연구 결과를 보면 EBM 방식과 SLM 방식 

시료를 각각 출력해 인장강도 평가를 했을 때 연신율(elongation)
이 EBM시료가 최대 4.6배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12]. 이는 두개골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강도는 높고 탄성 구간이 길기 때문에 일정

한 충격에도 다시 탄성 회복되어 두개골 임플란트의 손상이 방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적 압축 결과에서 두 시료 모두 최대 압축 강도의 25%의 값에

서 모두 특별한 변형이나 파손이 없었기 때문에 동적 하중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적층제조된 

시료는 반복 하중에서 기계 가공된 시료보다 반복 하중에 취약하

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적층제조 방식 중 패턴이 

끊긴 부분에서 응력 집중에 의한 영향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열처리 및 표면 처리로 더 높은 반복 하중 성능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3,14].
표면 조도의 경우의 EBM 및 SLM 시료 모두 기계 가공 시료 

(a)

(b)
Fig. 13 Microscope image (a) SLM, (b) EBM

Fig. 12 Post sample for compression test for SLM

Table 1 Compression test for cranial implant

Item Yield Load 
(kN)

Dis. at yield 
Load (mm)

Maximum 
Load (kN)

Stiffness 
(kN/mm)

SLM 0.297
±0.014

6.552
±0.457

0.401
±0.014

0.046
±0.004

EBM 0.323
±0.037

9.841
±0.776

0.404
±0.012

0.033
±0.003

Table 2 Cantilever test for flange

Item Yield Load 
(kN)

Dis. at yield 
Load (mm)

Maximum 
Load (kN)

Stiffness 
(kN/mm)

SLM 0.149
±0.007

0.835
±0.029

0.208
±0.003

0.179
±0.010

EBM 0.153
±0.007

0.867
±0.028

0.234
±0.049

0.17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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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큰 결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적층제조의 특성상 금속 분말을 

녹여 붙이는 과정 중 금속 분말 크기 및 쌓아 올린 층에 따른 결과

로 EBM 방식이 SLM 보다 분말 크기 및 적층 두께 모두 크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두개골 임플란트의 경우 두개골과 고

정 후 피부로 덥고 회복하게 되는데 회복 과정 중 거친 표면이 피부

와 잘 융화되어 빠른 회복 및 좋은 임상 결과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어[15] 자연스러운 거칠기는 오히려 두개골 임플란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면 경도에서 SLM 시료와 EBM 시료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

며, 티타늄 합금의 금속 정보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평균 35 HRC
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6]. 그러나 두 방식 모두 시료는 3곳의 

측정 지점에서 큰 편차를 보였다. 이는 적층제조된 시료의 표면의 

거칠기로 인한 차이로 인해 측정값의 차이로 생각 된다.
기공 구조의 microscope측정 결과 두 시료 모두 일부의 기공 

구조 패턴이 끊겨져 있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용된 전처리 소프

트웨어에서 기공 구조 구간의 간격을 1.5 mm로 지정 했을 때, 기
공 구조를 랜덤하게 구조를 생성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

된 두개골 임플란트 경우 전체 plate의 두께가 1.0 mm으로 기공 

구조보다 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실제 기

공 구조의 벽 두께가 모델링 데이터보다 EBM 시료가 더 두껍게 

출력되었는데, 이는 EBM장비에 사용되는 분말 및 beam 크기가 

SLM 장비보다 크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이로 인한 압축 성능 결

과 영향에 대한 평가가 추가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번 연구를 통해 SLM 및 EBM 적층 방식으로 제작된 두개

골 임플란트 기계적, 물리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표면 조도 및 

경도 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EBM 적층 시

료의 플레이트 및 플랜지 모두 기계적 강도가 SLM 방식 시료 

보다 우수했으며, 반복 하중에 의한 두 시료는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탄성 구간으로 인해 충격에서 EBM 방식이 유리할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두개골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의 출력에는 EBM 방식의 

적층제조 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출력된 적층제

조 방식에 따른 기공 구조의 벽두께 차이에 의한 성능 변화의 영향

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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