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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적층 가공 기법의 발전 및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형상 및 구조를 

가공할 수 있게 되었다. 3D printing 기술은 전통적인 절삭 가공이 

갖는 형상적인 한계를 넘어 다양한 형상의 가공이 가능한 기술이

며, 일반적으로 3D printing 기술은 3차원 형상을 일정한 수의 층

으로 나누어 각 층을 가공, 적층하는 방식으로 형상의 제작을 진행

한다[1-2]. 특히 금속 소재의 적층 가공기술의 발전에 따라 양산품에 

대한 적용 가능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소재를 생산하기 위

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3].
이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selective laser melting (SLM)

/ selective electron-beam melting (SEBM) 기술이 있으며 

directed energy deposition (DED)이나 material jetting 기술 같

은 다른 공정 기술대비 정밀도 및 가공 단가가 적합하여 상용화된 

가공법으로써 자리 잡아 가고 있다[4].
이러한 SLM 공정은 laser를 열원으로 사용하여 금속 powder의 

용융과 응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로 인해 powder와 제조할 형

상에 급격한 온도 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인접한 laser path를 

지나면서 재가열이 되는 등 복잡한 열 구배가 발생하게 된다[5]. 용
융 및 응고의 과정이 laser path를 따라 순간적으로 발생하며, 금속 

용융 풀의 움직임과 열팽창에 의해 잔류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렇게 생성된 잔류응력은 소재 전체의 변형과 균열을 일으키며, 두
께 폭 대비 길이가 긴 형상의 부품을 인쇄할 때 laser path에 의해 

발생한 응력 및 뒤틀림에 의한 균열이 발생한다[6].
이러한 금속 적층 가공 중에 발생하는 열 변화 및 잔류응력의 

변화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제품 생산 후에 진행하는 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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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축소나 제품의 가공 정밀도 등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연구로써 금속 3D printing에 대해 다양한 해석적

인 접근이 있었으나, 1개 적층 면 내부의 laser path에 따른 입열 

과정이나 층간 잔류응력을 확인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7].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열-구조 연계

해석을 통한 SLM 공정을 모사하였다. Fig. 1과 같이 본 시뮬레이

션을 통해 SLM 공정에 적용되는 소재 물성, laser 열원 및 path에 

대한 구조를 수치 해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열-구조 연계해석 

모듈을 구성하였으며, laser path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layer에서 laser path에 따른 3D printing 공정 과정을 모사하였고 

공정상에 발생하는 변형, 온도변화, 잔류응력을 확인하였다. 이후 

같은 공정조건에서 시편을 인쇄하여 잔류응력 측정을 통해 해석 

결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2. 금속 선정 및 시편 설계

2.1 열-구조 연계 수치해석 모델 구성
FEM 해석 모델을 사용하여 laser의 입열 경로에 따라 발생하는 

열팽창 및 잔류응력의 변화를 확인하여 3D printing 시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모사하였다. 잔류응력과 이로 인한 뒤틀림, 파괴에 관

련된 문제는 용융, 응고 과정 이후에 발생하는 인접한 영역에 진행

된 입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중 laser path와 

적층되는 layer를 연속적으로 계산하여 3D printing 과정에서 발

생하는 복잡한 열 구배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구성하였다. 이후 

구성된 해석 모델을 실제 공정과의 비교를 통해 해석 모델의 적합

성을 검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분말과 고체 사이의 

열전달 및 변형을 고려하고, 온도변화 및 상변화에 따른 물성의 

차이 및 변화를 고려하여 해석 조건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SLM 공정에 대해 열-구조 연계 FEM 모델을 구성하였다. 
본 해석에선 열-구조 물리계 상호 간에 연계하여 해석을 진행

하며 수렴을 계산하는 모든 스텝에서 열에서 구조, 구조에서 열

평형 방정식으로 상호 간에 영향을 준다. 이와 관련된 coupling 
equation은 아래와 식 (1)에 정리하였다[8].



 

 








  

   












  

  






    
 

(1)

이 식의 [Kut]는 요소의 열탄성 강성 행렬이며, [Ctu]는 열탄성 

효과로 인한 감쇄 행렬이다. [Kt]는 열전도 행렬이며, 물질 확산에 

대한 전도([Ktb])와 물질 대류 표면에 의한 전도([Ktc])를 합한 값으

로써 계산된다. {F}는 특정 node에 직접 가해지는 힘과 element 
내부 응력에 의한 힘, 가속도에 의해 발생하는 힘의 합으로 구성된

다. {Q}는 node에 가해지는 열량과 내부에서 발열되는 열량, 표면

에서 전도되는 열량의 합이며 element에 가해지는 열 유속(heat 
flux)의 총합이다. 이 값 중 node에 직접 가해지는 열량이 본 연구

에서는 laser에 의해 입열되는 열량이다. 소재의 상전이 시 발생하

는 잠열은 내부의 열에너지 변화를 일으키지만, 외부의 입열량에 

비해 변화 값이 매우 작아 고려하지 않았다.
Laser beam 형상에 따라 각 위치에 가해지는 입열량을 고려하

고, beam의 이동에 따른 입열량을 계산하도록 입열 식을 구성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열해석을 진행하는 time step이 laser의 이동 

속도 대비 매우 작아 순간적인 입열 형상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을 구성하였다. 열원은 열원의 중심점(x0, y0, z0)을 기준으로 

Gaussian 형태에 따라 구성된다. 모든 time step에서 전체 위치에 

대해 (x, y, z) 위치의 node가 받는 heat flux는 열원 식은 아래 

식 (2)로 구성되고 계산된 heat flux 값은 powder layer 윗면 전체

에 적용되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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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 (2)에 따라 열량이 계산되고 powder 표면으로 구성된 면에 

입열이 된다. 특정한 지점의 인접 영역에 laser가 조사 될 때도 

node 점에 직접 입열량이 계산되며 앞서 식 (2)의 Qnd 값이 각 

time step마다 계산이 적용된다.
Laser가 입열되는 과정과 동시에 열전달에 의한 열량 변화가 발

생한다. 입열된 열량 및 열 물성에 의해 요소 온도가 상승하며 표면

을 접하고 있는 요소 간에 온도 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열전달이 발생하고, 요소가 갖는 열량에 변화(QC
path)를 일으킨다. 

열전달에 대한 계산도 모든 time step마다 발생하게 되며 열량의 

총합에 영향을 준다.
앞서 1개 layer 평면에서 발생하는 열량 변화 외에도 적층에 따

라 발생하는 상하부 간의 온도 차(QC
layer)가 발생하게 된다. 차이에 

Fig. 1 Schematic diagram of SLM simulatio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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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열전달이 발생하며 적층 되는 layer의 활성화에 따라 열전달

도 동시에 활성화된다.

 
  




  

  




  

  




  (3)

n = Number of total simulation time step,
m = Number of laser irradiated time step,
l = Number of time steps the upper layer is active

결과적으로 1개 요소의 열량 변화는 아래 식 (3)과 같으며 각 

time step에 따라 계산되게 된다. 이렇게 계산된 열량 값이 식 (1) 
의 coupling equation에 사용된다.

ANSYS 사의 Mechanical (Ver. ANSYS 2019 R3)을 사용하

여 해석 모델을 구현하였고,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MAPDL 코드를 구성하여 SLM 공정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설정

하였다. 공정에 적용되는 소재의 물리적인 특성과 열원의 입열에 

관련된 조건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석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laser 
path와 같은 공정 변수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2 Laser path, Layer에 따른 해석 조건 설정
시간의 진행에 따라 각 time step에서의 laser의 중심 위치가 변

경됨으로 경계조건의 입열량을 변경하기 위해 ANSYS 의 

MAPDL 코드를 사용하여 열원의 중심점을 고려하여 해석하도록 

하였다. 전체 해석 모델의 구성 및 체계에 대한 모식도는 Fig. 2와 

같다.
Laser에 의한 입열을 적용, 계산하기 위한 heat input surface와 

laser 경로에 대한 값들을 미리 계산, 생성하는 과정이 있으며, 각 

layer에 해당하는 열 해석이 종료된 후, 다음 적층이 되기까지의 

대기시간과 분말 도포 시간이 계산된다. 이 시간 동안 집중된 열의 

확산이 일어나며, 이후 다음 layer의 열-구조 해석이 진행된다.

2.3 해석에 사용한 물성
본 연구에서는 열 해석과 구조 해석을 같이 연계된 해석으로 구

성하였고 2가지 물리계의 물성 정보가 모두 필요하다. 또한, 공정

의 특성상 온도의 편차가 매우 크고 상변화를 고려하기 때문에 온

도변화 및 상변화에 따른 물성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용융 전인 분말 상태와 용융된 액체 상태 및 응고 후의 고체 상태로 

2가지로 구분하여 고려하였다. 각 물성 정보는 분말의 용융 과정 

및 응고된 금속의 재가열을 고려하여 상온(22℃)부터 용융온도보

다 높은 2000℃의 범위에 적용하였다. 해석 모델의 구성을 위해 

Ti-6Al-4V 소재의 물성값을 논문[9]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해석

에 적용된 밀도, 푸아송비, 열팽창계수는 기존의 논문을 참조하여 

분말과 고체 소재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분말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화되는 물성은 비열, 열팽창계수, 

탄성계수이며, 물성의 상태에 따른 전환은 Fig. 3에서의 화살표 

진행과 같다. Laser가 분말에 열에너지를 가함에 따라 소재의 온도

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물리적인 물성도 변화하게 된다. Fig. 4 
에서와 같이 탄성, 소성 거동을 결정하는 bilinear hardening 물성

은 melting, powder 상태에 대해 매우 낮은 항복 응력을 설정하여 

melting pool의 이동이나 powder 분말의 이동이 모사 되도록 설

정하였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FEM simulation process

Fig. 3 Young’s mod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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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석 모델 구성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3D printing 해석 모델을 구성하고 공정 

모사를 진행하였다. 10개의 layer에 대하여 단일 직선의 laser 
path를 갖는 해석 모델을 구성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해석 모델

의 크기는 0.6 mm 폭, 길이 4 mm를 갖는 형상을 구성하였고 모재

의 깊이는 1 mm, 1개 층의 높이는 0.1 mm로 구성하였다.
각 층에는 3 mm의 laser path가 각각 있으며, 이에 대한 형상은 

Fig. 5와 같다. 구성한 형상에 대해 해석을 위한 격자 형성을 진행

하였고, 열-구조 연계해석을 위해 각 물리계의 물성 및 coupling 
연산을 지원하는 element를 설정하였다. 이 결과 해석에 사용된 

격자의 개수는 17,727개이고, 요소 개수는 69,058개이다.
전체 해석 모델에 대해 경계조건을 설정하였으며, SLM 3D 프

린터의 인쇄영역 중 일부 영역을 모사하기 때문에 실제 공정 상황

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밑면은 모재 또는 기판과 부착됨으로 

구속 조건을 부여하였고 밑면 및 측면에 대해 열전달 조건을 부여

하였다. 공정 과정을 모사하는 만큼 위치에 따라 소재의 상태가 

다른 상태이며 금속과 분말의 열전도 계수는 크게 다르다. 이를 

고려하여 위치에 따라 금속 분말은 3.8 W/mm2℃, 금속은 7.63 
W/mm2℃의 열전도 계수로 각 경계면에 적합하게 설정하였다. 상
부 표면에서도 대류에 의한 열에너지 변화가 있지만, 예열과정을 

통해 대기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 열에너지 변화를 무시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2.5. 해석 조건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 시편 공정조건과 동일하게 해석 조건을 

설정하였다. 해석에 필요한 공정 변수로써는 laser 열원 및 path와 

관련된 내용이며 아래 Table 1과 같이 설정하였다. Laser 출력에 

대한 소재의 흡수율은 사전 해석을 바탕으로 약 10%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3. FEM 해석 결과
3.1 Laser 입열 해석 결과

수치해석을 통해 10개의 layer가 순차적으로 쌓이고 열이 입열

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해석 결과 Fig. 6와 같이 laser의 입열에 

따라 분말 층에 열원이 적용되고,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laser 열원의 중심이 path를 따라 이동되며, 타원형

의 melting pool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Fig. 7과 같이 층이 적층됨에 따라 하부층으로의 열전달에 

대해 해석을 확인하였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열이 직접 접촉하

게 될 때 급격한 온도 상승과 잔류응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후 다음 

layer의 적층 및 laser의 입열 과정에 따라 온도변화 및 잔류응력의 

변화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laser의 열원에 의한 입열 해석이 적합하

게 잘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공정 변수 변경 및 소재의 

물성 변경에 따라 모사된 결과에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함도 확

인하였다. 
적층에 의한 부품의 잔류응력 변화를 1번째 layer의 중앙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였고 결과는 Fig. 8과 같다. 적층 및 laser 입열이 

층마다 반복됨에 따라 온도 및 잔류응력의 변화가 발생하며 laser
에 의한 순간적인 잔류 응력완화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적층 공

Fig. 4 Bilinear hardening stress-strain curve Fig. 5 FEM model of basic numerical study

Table 1 Process parameter of single path simulation

Category Property name Value Unit

Laser 
condition

Input heat flux 816,000 mW/mm2

Laser speed 500 mm/s
 Beam diameter 40 µm

Product 
value

Layer thickness 100 µm
Layer number 10 EA
Path number 1 EA/layer
Cooling time 0.2 sec

Pre-heat temperature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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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진행됨에 따라 열원과의 거리 차이가 발생하여 점차 변화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약 3개 layer 이후부터는 10% 이하의 

변화만 발생하였다. 분말 소재의 특성과 laser 열원의 특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3~4 layer의 열전달 분석을 통해 laser pattern에 

대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2 하부 변형 해석 결과
Laser의 입열 과정에 의해 하부 모재에 가해지는 응력을 확인하

였고 Fig. 9가 그 결과이다. 상부의 층이 적층됨에 따라 양 끝단에

서 인장 응력이 점차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은 

layer의 적층에 따라 모재 하부의 끝점에서 발생하는 응력변화이

다. 이는 기존의 논문[10]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반복되는 직선 path
에 의해 층별 변형이 중첩되어 하부층에 인장 응력이 누적되는 것

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소재 내부 및 하부에 균열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작용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각 층에 따라 선형적으로 

응력이 증가하였으며, laser path의 길이 및 적층 높이에 따라 응력

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시편 인쇄 및 비교
해석 결과를 실험으로 검증하기 위해 금속 3D 프린터로 시편을 

인쇄하였다.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공정조건이 되도록 가공 변수들

을 설정하였으며 그 외의 값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해석 상황과 유사하게 동일한 pattern이 중첩되도록 설정하여 시

편 인쇄를 진행하였고 시편의 형상 및 인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을 진행하였다. Fig. 11은 시편 하부 약 1 mm 높이의 

촬영 결과이며 모서리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Laser 

Fig. 6 Analysis result of laser heat input and melting pool shape

Fig. 7 Cut surface of laser path direction

Fig. 8 Temperature and stress change of 1st layer

Fig. 9 Distribution of stress applied to the lower base material

Fig. 10 Graph of increase in stress of lower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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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각도가 45°로 설정되어 있고 층마다 동일한 입열 경로를 적용

하여 인쇄되었다. 이 결과 모서리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수치해

석에서 확인 한 바와 같이 laser path의 끝단에서 변형 응력 및 

열변형의 집중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수치해석 결과값을 바

탕으로 볼 때 모서리에서 시편을 들어 올리는 방향으로 응력이 발

생하였으며, 시편의 높이 방향으로 적층이 반복됨에 따라 하부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금속 3D printing 공정을 FEM을 통해 모사하였

고, 동일한 조건으로 시편을 인쇄하여 측정, 비교하여 해석 결과가 

유효한지 확인하였다.
Laser를 사용하는 3D printing 공정의 특징 때문에 여러 가지 

열, 구조적인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현상을 직접 관

찰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FEM을 활용한 수치해석기법으로 

3D printing 현상을 확인하였다. 특히 열-구조 2 way 연계해석으

로 적층 공정 시 발생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수치 해석적인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열-구조 양방향 연계가 되

도록 물리적인 거동방정식을 설정하였으며, 열평형 방정식과 운동

방정식을 결합하여 동시에 수렴되도록 하였다. 이에 필요한 수식

으로 열변형 및 열팽창에 의한 탄성 거동이 고려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잔류응력이 더 현실적으로 계산되도록 하였다. 

3D printing 공정조건을 모사하기 위해 표면에 가해지는 입열량

이 laser의 이동에 따라 변경되도록 subroutine을 구성하였다. 미
리 설정된 path를 따라 laser의 입열 위치가 변경되며, Gaussian 
beam의 형태를 따라 입열량을 계산한다. 이와 함께 각 layer의 활

성화 조건도 포함되어 여러 층이 반복 계산되어 발생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게 적용하였다. 
단순화된 적층 모델을 바탕으로 공정이 적합하게 모사되는지 확

인하였다. 층마다 1개의 laser path를 갖는 10개의 layer를 적층 

해석하였다. 해석 결과 온도 및 잔류응력의 변화를 통해 해석이 

적합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 SLM 공정으로 시편을 

인쇄하여 수치해석으로 확인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비교하

였다. 동일한 laser pattern이 중첩되도록 인쇄를 진행하여 해석적

으로 구현한 상황을 재현하였으며, 시편의 하부에서 인장 응력에 

의해 균열이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3D printing FEM 

모델이 기존의 연구에서 분석하기 어려웠던 소재의 잔류응력 및 

균열을 분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모델은 

재료부터 인쇄 장비의 공정조건까지 다양한 변수를 복합적으로 적

용되며, 변수들의 복합적인 현상을 파악하고 공정에서 쉽게 측정

하지 못하는 변화들을 확인하는 도구로써 쓰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구성한 FEM 모델을 바탕으로 3D printing 현상을 연구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정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추후 hatch pattern을 해석에 적용하여 면적 가공 시 발생하

는 현상도 연구하려 한다. 또한, laser pattern 및 공정 변수 차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FEM 모델을 바탕으로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인접한 가공영역에 의한 열 및 잔류응력에 대해 분석하

여 큰 형상의 3D printing 구조 최적화 연구에 적용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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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No. 202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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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T result of middle region at 180° specimen

Table 2 Process parameter of specimen printing [11]

Category Property name Value Unit

Laser 
condition

Laser type Yb fiber
Wave length 1070 nm
Max power 250 W

Apply power 82 W

Powder 
property

[28]

Material name Ti-6Al-4V Grade 23 
Manufacturer Advanced Powders & Coatings

Size distribution
D10 D50 D90

µm
18.0 31.6 43.5

Production 
property

Initial angle 45 °
Specimen size 5×5×5 (W×D×H)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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