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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적층 분말 밀도 측정이 가능한 금속 3D 프린터
(Metal 3D printer with in-situ density measurement)

2 주요내용 및 우수성

기술 주요내용

● 금속 3D 프린터에 각 층에 도포되는 분말의 밀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하고 모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기술

● 분말의 적층 밀도에 따른 공정 조건 최적화를 수행하여 최종 부품의 

    신뢰성을 향상하는 기술

● 코터 등 소모품 문제로 인한 조형 실패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고가의 금속 3D 분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제안 

우수성

● 금속 3D 프린터의 공정 중 실시간 적층 밀도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금속 레어저 공정으로 수행하여, 분말 도포 중에 발생하는 분말의 부족이나 과다로 

    인한 결함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3D 프린팅이 가능하게 함.  

<금속 3D 프린터 내에서의 분말밀도 변화 모델 실험> <3D 프린팅 내의 분말도포 시뮬레이션>

<금속 3D 프린팅 내의 분말 밀도 측정 센서 및 측정 예상 결과 모식도>

3 시장성 및 사업성

● 금속 3D 프린팅은 소비자 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핵심부품 제조기술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원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음.  

● 금속 3D 프린팅은 기술 발전에 따라서 향후 5년 내에 50% 비용절감 및 400% 

    공정 속도 개선을 통해서 점차 시장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 최신 분석 자료에 의하면 3D 프린팅 시장은 2012년 8억달러에서 2025년까지

    (연간 18% 성장 가정) 84억 달러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용 3D 프린팅 

    시장이 주도할 전망함

● 항공엔진 및 자동차부품의 확장과 의료부문의 급격한 성장, 개인용 특화시장의 

    성장은 산업용 대비 소규모로 전망

S-03

1 기술개요

● Power Bed Fusion(PBF)는 금속 3D 프린터의 주요한 방식 중 한가지로써분말을 순차적으로 

    적층시키고 레어저로 한 층을 조형하여 3차원 형상을 만드는 기술로 분말이 도포하는 과정

    에서 분말의 형상 및 작동 조건에 의해 적층 밀도가 달라지게 되며 최종 부품의 성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적층 시 3D 프린터 내부에 실시간으로 분말의 밀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각 층의 밀도를 예측

    하고 제작된 부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임. 

<Power Bed Fusion 방식의 금속 3D 프린팅 구동 모식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