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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res and cracks are known as the main defects in metal additive manufacturing (MAM), including

directed energy deposition(DED). A gaseous fume is often produced by laser flash (instantaneous high

temperature) during laser processing, which may cause various defects such as porosity, lack of fusion,

inhomogeneity, low flowability and composition change, either. However the cause and harmful effects of fume

generation in DED are known little. In laser processing, especially laser welding,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prevention of fume because it generates defects that hinder uniform reactions between the

laser beam and the materials. Generally, the fume occurs with easily vaporizing low melting point components

or sensitive oxidizing elements. Unsuitable conditions are also known to have an effect, including laser power,

travel speed, powder feed rate and shielding gas supply. Practically, there are many more fume generating

factors in the DED process, and the lack of understanding requires a lot of trial and error. In this article the

laser-related and weld metallurgy literatures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 prevention of fume in powder

DED. The causes of the fume, were explained to result from the stages of cavitation bubbles generated by

the laser induced plasma and the nanoparticles released. Additionally, the effects of alloying component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fume generation in the DED process were investigated, and suggestions are

proposed to prevent fume.

(Received March 20, 2020; Accepted April 12, 2020)

Keywords: metal additive manufacturing, defects, fume prevention, cavitation bubble, nanoparticles

1. 서 론

1.1 Directed Energy Deposition(DED) 공정

금속적층제조 (Metal Additive Manufacturing, MAM)는

전통적 제조 기술의 여러 장르를 통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제조업과 부품 유통구조를 바꿀 근본적인 제

조기술의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주조, 단조,

용접과 기계가공을 한 공정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대표적

인 예로 DED는 표면강화 코팅과 내식용 도금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금속 3D 프린팅 기법은 4차산업에서 요구

되는 신속 맞춤형 제조방식이며, 디지털화가 용이하여 제

조업의 비중이 큰 국가들에게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포

함된 제조기술이다. 그 동안 인구나 자본 면에서 노동집약

적인 대량생산이 불리했던 국가와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조

업의 진입장벽을 뛰어넘을 기회로 여겨지는 기술이다. 이

런 확장성과 혁신기술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적층제조는 많

은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그동안 인구,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했던

자동차 산업은 더 많은 국가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전망이

다. 일례로 미국 보청기 산업은 불과 500일만에 금형 사출

방식 제조에서 3D 프린팅 제조로 생산방식이 바뀌었다

[1]. 이런 변화는 소비재와 같은 경공업에만 해당되지 않고

다이캐스팅과 같은 주조공업, 유전채굴장비나 해운선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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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공업이나 화학공업 등의 전통산업에도 적용된다. 예

를 들어 다이캐스팅, 사출공정에서 형상 적응형 냉각채널

(Conformal Cooling Channel)을 적용하여 생산성을 향상

하는 방법, 해양시추선이나 우주정거장에서 부품을 조달하

는 방법에서 적층제조는 가장 유용하고 신속한 대응법이다. 

MAM 중 하나인 DED는 금속분말 또는 와이어 소재를

레이저나 전자빔 등의 고에너지로 녹여 단층 클래딩하거나

입체로 적층제조하는 방법이다. DED는 열용사, 용접용으

로 상용화된 금속 합금 와이어 및 전극 재료를 사용할 수

있고, 로봇이나 NC 선반 등 이미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여

적층하며, 제조가 완료된 제품의 형상 위에 적층 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신규 제품의 제조뿐 아니라 사용 중인 제품의

부분 보수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DED는 도금이나 열용사, 육성 용접을 대체할 수

있다. 현재는 실린더, 롤러와 같은 원통형 제품에 내식, 내

마모성을 부여하기 위해 경질크롬도금과 Plasma Spray,

High Velocity Oxygen-fuel Flame(HVOF), High Velocity

Air-fuel Flame(HVAF)에 의한 열용사기술이 이용되고 있

다. 하지만 경질크롬도금은 인체 내에서 강한 산화성으로

암발생 원인이 되므로 세계적으로 금지되는 추세이고, 열

용사기술은 접합강도가 낮아 접촉 시 전단응력이 큰 부분

에서 박리문제가 발생한다. DED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표면처리로서 금속결합에 육박하는 접합강도와 다양한 재

료의 활용, 그리고 이종재질과의 접합을 가능하게 하여 많

은 활용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1.2 DED 상용화에서의 흄 연구 필요성

금속분말을 이용한 DED 공정은 Sandia Corporation의

Jeantette 등에 의해 1996년에 최초로 특허출원 되었다

[3]. 그 뒤 레이저 클래딩 및 CNC 모션 기술의 발전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다양한 레이저와 분말을 사용하도록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Atwood 등의 연구로 공정이 개선되

어 개량된 LENSTM (Laser Engineered Net Shaping) 공

정을 소개하였으며, 층 높이에 따라 측면 방향의 치수 정

확도와 수직 방향에서 더 우수한 치수 정확도를 갖는 부품

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4]. 이 분말 DED 공정은

고강도 및 고연성을 보유하여 인라인 수리 작업 뿐만 아니

라 복잡한 3D 형상 적층에도 적용한다 [5]. 최근에는

LENSTM 기술을 이용하여 저합금강, 스테인리스강 [6], 니

켈 합금 [7] 및 티타늄 합금 [8]과 같은 다양한 재료로

고품질 부품을 생산하는 등 분말 DED 공정이 폭넓게 연

구되고 있다 [9]. 

이런 DED기술이 산업분야에 적극 채용되기 위해서는 기

공, 성분조성 변화, 강도저하와 균열을 유발하는 흄이 반드

시 해결되어야 하지만 학계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DED공정에서의 결함 연구들은 기공과 균열 [10-15]에 집

중되며, 이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함께 모재의 희석 [16],

융합불량 [17] 등의 영향도 언급되었지만, 흄 발생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듯 흄은 DED

품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MAM문헌들에서는 흄

억제 방안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으며, 또한 제시된 내용

도 단편적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리뷰논문은 레이저 광학, 재료공학, 물리야금

학, 용접공학, 유체동역학과 표면공학 분야의 문헌들에서

흄의 생성기구를 고찰하고, 이 내용들을 DED공정에 적용

하기 쉽도록 주요 변수들로 간추리고 상호연관성을 쉽게

유추하여 흄 예방대책 수립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

하고자 한다.

2. DED에서 흄이 야기하는 문제

금속 공정에서의 흄이란 금속이 용융되면 융액 중 일부

성분이 높은 증기압에 의해 대기 중으로 방출된 고온의 작

은 입자 상태인 물질을 말하는데, 주로 대기 중에 부유할

정도로 작은 고체입자들을 일컫는다. 흄은 주변의 가스와

반응하여 수십 나노 사이즈의 입자를 형성하게 되며 생활

속에서 접하는 연기나 초미세먼지와 유사하게 거동한다. 흄

이 인체에 흡입되면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흄 발생은 기공, 조도 증가,

융합불량, 성분 변화와 불균일에 의한 균열, 모재 표면과

노즐의 오염, 불균일성, 피로강도 저하, 열전도도 저하, 용

액 흐름성 변화와 같은 다양한 불량과 연관되는 중요한 요

인이다. 

공정 중에서 흄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금속분말과 레이저 빔과의 상호관계를 이

해해야 한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금속분말 융점과 기화점,

사이즈 분포와 공급량, 노즐에서의 공급방법 및 모재와의

적합성 여부와, 공정에 사용된 레이저 빔의 종류, 출력방법,

레이저처리 분위기와 반응시간 등이 모두 흄 발생에 영향

을 미친다. 

3. 레이저로 인해 발생되는 흄과 개선방안

3.1 레이저의 영향

과거에는 단순히 흄이 고에너지에 의한 고체금속의 단순

한 기화라고만 이해하였다. 그러나 유체역학적인 해석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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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계산에 의하면 흄 발생 전에 플라즈마 단계를 거쳐

나노입자 방출에 의해 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

며 [18-56], 최근에는 X선, 레이저 이미지, 공초점현미경

등을 이용하여 고속촬영으로 이런 과정들을 직접 관찰하는

데 성공하였다 [53-56].

고출력 레이저에서 광 강도가 증가하면 광자가 고속 진

동하며 날아가 재료에 충돌하고, 금속원자의 자유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레이저 유기 플라즈마 (Laser induced

plasma)가 발생된다 [57].

이 과정에서 레이저 빔 초점에 접하는 모재는 고속가열되

어 용융지 (melt pool)를 형성하는데, 순간적인 레이저 플래

시(laser flash)로 인해 고온에 도달하면 용융지에서 플라즈

마 플룸(plasma plume) 형성단계와 캐비테이션 버블 형성단

계를 거쳐 수십 nm크기의 입자들로 방출된다 [53]. 이 방출

된 고온의 나노입자들을 흄 [56]이라고 부르며, 대기와 만나

는 과정에서 쉽게 산화물, 질화물로 바뀐다. 흄은 인체 뿐만

아니라 레이저 반응과 DED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이를 억제하는 것은 DED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출력 레이저 빔 중심부에서의 온도는 출력에 따라 약

2000 oC 이상이며 3200 oC 를 초과하는 고온이 되는 경우

도 있어 [58], 모재와 분말의 열전도도 한계에 의해 순간

적으로 재료는 기화되고,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분말 입자 사이즈가 작아도 표면 에너지가 높고

열전달 시간이 짧아져 플라즈마를 형성하기 쉽다. 그리고

분말 재료의 레이저 흡수율도 플라즈마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레이저 흡수율이 낮은 재료는 처음에는 강한 레이저

빔에도 용융되지 않다가 국부적으로 용융된 부분에서는 흡

수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융액이 과열되기 때문이다. 레이

저 에너지의 흡수율에는 재료 조성, 조사각 및 레이저 파

장 등이 관계되는데 그림 2에서 재료와 레이저 파장에 따

라 흡수율이 다름을 알 수 있다 [50]. 예를 들어 1미크론

내외 파장의 Nd:YAG 레이저에서 알루미늄합금의 흡수율

은 불과 5~15% 이지만, 철강은 40%가 넘는다 [50]. 따라

서 알루미늄의 융점은 철강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레이

저 흡수율이 낮아 용융상태 조절이나 플라즈마 형성을 억

제하는 것이 쉽지 않아 자칫 과열로 인해 흄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레이저에서 재료 가열 에너지를 가지는 종파(P

wave)는 모재와 이루는 조사각이 70°일 때 흡수율이 25%

에 지나지 않지만 87° 이상에서는 흡수율이 70-82%에 이

를 정도로 크게 증가하며, 파장이 1미크론 내외인 Yb도핑

파이버 레이저는 조사각이 70-85° 구간에서 흡수율이 높지

만 파장이 10미크론 수준인CO2 레이저는 85-88.5° 조사각

일 때 흡수율이 가장 높다 [59]. 

레이저에 의해 흄이 발생할 확률에 대해서는 1968년

Anisimov가 진공 중에서 금속증기 운동을 유체역학적으로

해석한 이래, 흄 거동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18]. 특히

Anisimov와 Khokhlov 는 온도에 따른 기화율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하여 흄 발생율을 예측하였다.

Vn = V0 exp(-U/T) (1)

Vn은 기화 전방속도 (Evaporation front velocity)의 법

선성분 (Normal component), V0는 응축상 (Condensed

phase)의 음속 차수 (Order of speed of sound)인 상수,

내부 에너지 U= MLv/kB이며, M은 원자질량, Lv는 기화

잠열 (단위 질량당), kB는 볼츠만 상수이다 [19]. 그러나

기화는 단순히 온도에만 의존하는 변화가 아니다. 예를 들

어 재료의 기화점과 융점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으며, 합금

의 용융에서는 원자 간의 공정반응이나 금속간화합물과 같

이 원소 고유의 변태점에 비해 크게 달라지는 현상이 있다.

따라서 흄과 온도의 관계를 해석할 때는 상태도를 참고하

여 흄발생 여부를 유추할 필요가 있다.

Fig. 1. Example of chromium plated roller [2]

Fig. 2. Absorptivity as a function of wavelength for several
metals[50] (Reused from Industrial Applications of Lasers, 2nd ed.,
J.F. Ready, p.320, 1997, with permission from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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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simov의 해석 이후 레이저 어블레이션 연구 과정에

서 분자역학 (Molecular Dynamics, MD), 유체역학(HD),

Direct Simulation Monte Carlo (DSMC)법 같은 방법들

이 제안되면서 가스 입자의 특성, 플라즈마 형성, 플룸 거

동에 대한 해석들을 통해 흄 발생과정 이해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20-49].

그림 3은 레이저에 의해 흄이 발생하기 직전의 유체 흐

름을 그린 개념도이다. 분말과 모재 (substrate)가 용융된

후에 레이저 빔이 유지되면 플라즈마에 의해 수 백 μm

크기의 캐비테이션 버블 (cavitation bubble)이 생성되고,

버블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플라즈마 플룸이 생기면서 버블

내부에 유체 흐름이 솟아오르게 된다 [55].

레이저에 의한 기화과정에 대해서는 펄스 레이저 보고서

들을 주로 참고하였다. 다음 그림 4에서 연속파 레이저일 경

우는 레이저가 소재와 반응하는 시간이 지속시간 (duration

time)에 직선적으로 비례하며, 펄스 레이저나 초단파 레이저

에서는 지속시간 단위에 따라 반응시간이나 모재의 반응이

다를 것을 직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반응시간에 관해서

는 Yeo 등이 제시한 다음의 간단한 식이 있다.

Pp = E/D (2)

Pp는 피크 출력 (W), E는 펄스 레이저 에너지 (J), 그리

고 D는 펄스 레이저 지속시간 (s)이다. 따라서 지속시간

D는 레이저 빔과 반응하는 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60].

이 식은 동일 레이저 장비에서 실험 조건을 변화시켜 가며

결과를 비교할 때 유용하다. 하지만 단순히 출력만으로 이

들을 상대비교하기는 어렵고, 레이저 방식이나 빔의 모드

가 달라지거나, 재료가 바뀌면 레이저 흡수율이 달라져 같

은 출력에서도 빔의 최고온도와 온도분포는 달라지게 된다. 

레이저 빔의 온도는 기화 현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

인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 그림 5는 펄

스 레이저와 연속파 레이저의 파형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5에서 보듯 펄스 레이저에서는 중간의 휴지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총 인가 에너지가 연속파 레이저보

다 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 출력이 안정적인

고출력 연속파 레이저에서의 초점 온도는 2000~3200 oC

로 알려져 있지만, 피크 출력이 높은 펄스 레이저에서의

초점 온도는 연속파 레이저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

[62]. 그리고 레이저 빔의 모드에 따라, 중심부 강도가 강

한 가우시안보다는 탑햇 (Top-hat)인 경우에 최고온도가 더

낮아지므로 흄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 [63]. 

하지만 레이저 파장에 따른 에너지 [65], 재료의 흡수율

[65,66], 재료의 열전도도, 표면조도에 따른 반사율, 레이저

빔 이송속도 [68], 빔에서의 위치에 의해서도 가열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레이저 장비에서도 일률적으로 레이

저 빔의 온도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Fig. 3. Conceptual diagram of fluid flow just before the generation
of fume (modified from Ibrahimkutty’s report [55])

Fig. 4. Laser wave type and heat affected zone [61]

Fig. 5. Wave characteristics of pulsed laser and continuous wave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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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레이저의 특성으로 인해 레이저 온도를 측정하거나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이 공정개발에서의

어려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래 레이저 빔

의 강도를 계산하거나 [68] 라만 측정법 [69]과 광학 고온

계 [70] 등으로 레이저 빔의 온도를 직접 측정하려는 노력

들이 이어져 레이저 빔의 온도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은 정밀한 온도 센서들이 많이 개발되어 MKS의

Ophir 센서 같은 경우 레이저 빔 온도를 1% 오차 범위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공정에서 이들 변

수를 일일이 고려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장비에 의해 빔

사이즈, 레이저 종류, 초점 거리 등이 이미 결정된다. 또

레이저 출력, 분말량, 이송속도만 변수로 하여 single track

deposition, multi-track deposition 실험을 해보면 해당 장

비에서 적용 가능한 조건인지, 재료가 적합한지 등을 판별

할 수 있기에 레이저 빔 온도측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3.2 나노입자 방출에 의한 흄 발생

대부분의 문헌들은 레이저 광자가 모재에 침투하면 표면

이 용융되어 용융지가 형성되고, 융액에서 플라즈마가 생

기면 이후에 흄이 발생한다고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71-

73]. 하지만 실제 플라즈마 형성 이후 흄 생성 사이에는

몇 가지 과정들이 추가로 존재한다. 연속파 레이저에서는

이런 모든 반응이 불과 수십 ~수백 μs 시간 내에 이루어

지며 [71], 펄스 레이저에서는 최고 출력에 따라 더 빠른

시간에 일어난다 [73]. 용융지에서 플라즈마가 생기면 캐

비테이션 버블이 형성되어 팽창되면서 내부에 플라즈마 플

룸이 솟구치는데 [55], 이를 따라 방출된 나노입자들은 흄

으로 된다. 이렇게 방출된 나노입자들, 즉 흄은 분위기 중

의 가스와 반응하여 산화물, 질화물 등을 형성하기 때문에

분말과 모재에 균일하게 레이저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불순물로 혼입될 수 있어 건전한

DED층을 얻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속파 레이저에서는 피크 출력이 없어 펄스 레이저와

달리 충격파 효과나 나노입자 발생은 없다고 오해할 수 있

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속파 레이저에서도 플라즈마가 형

성되며, 연달아 플라즈마 플룸, 캐비테이션 버블, 나노입자

방출 과정들이 나타나고 [56,71-75] 흄 발생으로 이어지는

데, 이는 종모드 전자기파의 강도와 가속에 의해 플라즈마

가 형성된 것으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캐비테이션

버블이 붕괴될 때 충격파가 발생하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

실이며 고출력 연속 레이저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게 되

면 충격파가 존재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3.3 캐비테이션 버블 (cavitation bubble)의 영향

캐비테이션은 액체가 존재하는 곳에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액체 속에 포화된 성분의 증기압이 낮아지면서 기화

할 때 증기 버블이 생기는 현상이다. MAM에서 캐비테이

션 버블이 생기는 이유에는 유체 압력변화 뿐만 아니라 융

액의 유체속도 변화에 의한 증기압 변화도 주요 요인이다.

즉, 융액의 점도나 기화성분의 함량이 높으면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 흄이나 스패터의 원인이 되곤 한다.

단시간에 고압을 형성했던 캐비테이션 버블 내에서는 기상

의 응집으로 나노 입자가 생성되었다가, 플룸 형성과 폭발

로 이어지면서 방출된 나노입자들이 흄을 발생시키고, 버

블 내에서 크게 응집되었던 나노 입자들은 방출되면서 주

변에 스패터를 형성한다. 

연속파 레이저와 같은 고에너지 빔과 반응할 때 레이저

빔의 이동속도가 빨라지면, 유체의 증기압에 변화가 생겨

증기 버블이 발생하게 된다. 레이저 빔에 의해 생성되는

유체의 이동속도가 빠를수록 융액의 증기압은 낮아져 캐비

테이션 버블이 생기기 쉬워진다. 실제에서는 레이저 빔의

이송속도가 빨라지면 유체 이동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유사

한 효과가 생긴다. 이는 다음 베르누이의 법칙을 설명하는

식에서, 

p + ρv2/2 + ghρ = constant (3)

p는 압력, ρ는 유체의 밀도, v는 유동 속도, g는 중력

가속도, h는 기준면에 대한 레이저 초점의 높이 [76] 일

때, 유체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낮아지는 사실을 알 수

있다.

DED공정에서 캐비테이션 버블은 붕괴되는 과정에서 충

격파나 진동을 발생하므로 응고 중인 층에도 결함을 남기

게 된다. 이밖에 충격파를 일으키는 캐비테이션 버블 원인

에는 융액 내의 기포가 렌즈역할을 하여 융액을 과열시키

는 광학 캐비테이션 (Optical cavitation) [77]도 있다.

다음 그림 6은 Stauss 등이 플라즈마 어블레이션에서 캐

비테이션 버블생성에 의해 나노입자들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 그림이다 [51,52].

Stauss 등의 연구에 의하면, 레이저 조사 후에 캐비테이

션 버블이 가장 크게 팽창한 때에 나노입자 핵이 형성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나노입자들은 버블 내에서 응집되어

더 큰 나노입자로 성장하는데 큰 입자가 캐비테이션 버블

에 갇혀 있는 동안, 작은 나노입자 일부는 버블에서 주변

의 유체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51]. 이 연구에서는 나노입

자들이 통과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캐비테이션 버블의 계

면이 이동이 불가능한 물질막이 아니라 압력과 밀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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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형성된 막으로 나노 입자가 통과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며, 버블 내의 압력이 증가하고 캐비테이션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일부 나노 입자들은 플라즈마에 의해

재생성되는 캐비테이션 버블 속에 갇혀 잔류하기 때문이라

고 주장한다. 또한 버블 속에 나노 입자들의 수가 증가하

면 플라즈마 플룸이 상승하여 다시 캐비테이션 버블 붕괴

가 일어나게 나며, 캐비테이션 버블이 붕괴할 때 형상은,

플라즈마 플룸에 의한 나노 입자들의 제트 유속이 모재의

표면에 수직방향으로 방출되어 그림 3과 같이 뾰족한 고

깔 형태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플라즈마 발생에서부터 나노 입자방출까지의 단계를 연

구한 Muneoka 등의 연구에 의하면, 기체 분위기에서는 플

라즈마 발생으로 부터 나노입자 방출까지 플라즈마 형성단

계 (phase I), 캐비테이션 버블 팽창단계 (phase II), 이중

층 캐비테이션 버블의 팽창단계 (phase III), 수축단계

(phase IV), 침체단계 (phase V), 나노입자 방출에 의한

캐비테이션 버블의 붕괴단계 (phase VI)까지 총 6단계를

거치게 된다 [56].

하지만 DED동일 조건에서도 레이저 노즐과 모재의 상

대각도를 바꾸면 흄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레이저 조사각과 분말, 가스의 공급각도에 따라 캐비테이

션없이 융액이 형성되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현상은 다음의 Tupper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78].

σ = (pr − pv) / (0.5 ρ v2) (4)

σ = cavitation number 

pr = reference pressure (Pa) 

pv = vapor pressure of the fluid (Pa) 

ρ = density of the fluid (kg/m3) 

v = velocity of fluid (m/s) 

식 (4)에서 받음각의 일정 범위 내에서는 캐비테이션 수

가 증가해도 캐비테이션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비캐비테이

션 영역이 존재한다. Tupper는 캐비테이션수와 받음각

(angle of attack)의 관계에서 비캐비테이션 영역을 그림 7

의 캐비테이션 버켓 다이아그램으로 설명하였다 [78].

DED에서도 이같은 캐비테이션 버켓 다이어그램과 이와 연

관된 분말의 성분, 모재의 표면조도에 따른 레이저의 흡수

율 차이에 대한 이해는 흄 억제에 매우 유익하다.

캐비테이션 버블이 생기고 최고점에 이를 때 플룸 팽창

이 일어나는데, 그림 8은 레이저 어블레이션에 의해 알루

미나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연구에서 수백 μs 시간 사이

에 플라즈마로 인해 생긴 가스상들이 응집하였다가 터지

는 과정을 공초점현미경으로 관찰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

다 [54].

또한 그림 9는 Ibrahimkutty 등이 약 320 μs 레이저를

조사한 후 캐비테이션 버블의 내부에서 레이저 초점 위치

로부터 플라즈마 플룸이 솟아 오르는 장면들을 X선 투과

촬영한 사진들이며, 앞에 그림 3은 이의 개념도이다 [55].

흄은 이때 방출되는 유체의 나노입자들을 일컫는다.

3.4 초점이격(Defocus)의 영향

초점이격은 모재의 표면에서 레이저 빔의 초점을 약간

떼어 거리를 두는 것으로, 초점이격 거리가 증가할수록 레

이저 초점이 모재로부터 멀어져 접하는 레이저 빔의 직경

Fig. 6. Plasma formation, cavitation bubbles, and vaporization by
nanoparticle nucleation and growth in a pulsed Laser, at t~ 10-6 -10-

4s. [51,52]

Fig. 7. Cavitation bucket diagram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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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커지므로 용융지 온도는 낮아지고, 분말이 레이저 빔과

반응하는 시간은 늘어나 용융분말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림 10은 레이저 드릴링에 관한 초점이격을 설명하는 내

용이라 분말 공급이 생략되었지만 초점이격에 따른 레이저

빔 초점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잘 설명하고 있다 [79].

(h), (i)의 예처럼 레이저 빔과 모재 간의 조사각이 변화되

어도 초점이격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

레이저 빔의 초점으로부터 모재표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가열온도가 저하하여 안정된 용융지가 형성되기 어려운 조

건이 된다. 반면에 초점에 맞춰 공급되던 분말은 레이저

빔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로 분말입자의 가

열온도는 높아진다. 즉, 모재의 용융지에 도달하기 전부터

분말이 가열되므로 분말 내의 일부 원소가 기화하며 흄 발

Fig. 8. Cavitation Bubble produced stages by laser induced plasma [53]

Fig. 9. Representative six individual radiographs from single laser
shots at a fixed delay of ca. 320 μs showing the variability of the
material ejection. There is a variable dark pattern in the inside of
cone-shaped cavitation bubble. It appears for most of the individual
images and emanates from the laser focus point and seems to branch
away from the target. [55] 

Fig. 10. Effect of beam focus on the depth and shape of laser
drilling (modified from Yeo’s report) [6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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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쉬워진다. 초점이격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Engström의 논문 [98]을 추천한다.

4. 재료로 인해 발생되는 흄과 개선방안

4.1 분말의 영향 

레이저는 대표적인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용접 등에서 흄

발생이 쉬운 합금원소들은 종종 용융지 표면에서도 심하게

흄을 발생한다. 이런 원소들의 기화점은 대개 2000 oC 이

하이다. B, C, P, S나 할로겐 원소들을 함유하거나 낮은

기화점을 가지는 금속원소를 포함하는 분말은 쉽게 흄을

발생시켜 모재 표면에서 레이저광의 흡수를 방해하게 된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합금분말에서 P, S의 함량은 0.02%

이하로 극히 적어 문제되지 않으나 C의 경우는 작은 양으

로도 종종 흄의 원인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DED에서는 화

합물의 고온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합금강

분말에서 강화 원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소들 중의 하

나가 Cr인데, 정작 크롬 탄화물들은 100여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거동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화합물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는 Ellingham diagram에서 화합물들의 Gibbs 자유에너지

를 비교하게 된다. 대부분의 논문들은 Ellingham diagram

을 인용하여 크롬 탄화물의 경우 대부분 Cr23C6가 Cr7C3나

Cr3C2보다 더 안정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700~1300 oC 범위에서의 고체 내 반응에서의 안정성이므

로 용융점 이상 고온으로 상승하는 레이저빔이나 전자빔과

같은 고에너지 빔에서의 고온 안정성을 비교하는 DED에

서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다. 따라서 DED공정에서는 용

융점 이상 온도를 포함하는 C-Cr 상태도에서의 Gibbs 자

유에너지로 고온 안정성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

료된다. 

Venkatraman과 Neumann은 Rudy의 보고 [80] 와

Knotek등의 보고[81] 를 기반으로 기존 크롬탄화물의

Gibbs Energy를 새로이 정리하였다. 이들의 보고에서는

Cr23C6<Cr3C2≤Cr7C3순으로 되는데 이는 크롬탄화물의 용융

점 순서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Berdnikov와 Gudim의

탄화물 기화점 연구에서도 크롬탄화물의 기화점으로 Cr23C6

가 3341 K (3068 oC), Cr7C3는 3740 K (3467 oC), Cr3C2

가 3975 K (3702 oC)로서 Cr23C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

고 [82]하여 Ellingham Diagram에서의 결과와 차이를 보

였다. 

이런 내용을 참고하여 고에너지 빔에 대한 크롬탄화물의

안정도 순서는 Cr23C6<Cr7C3≤Cr3C2 라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에서는 Cr23C6를 함유한 분말이 Berdnikov와 Gudim

이 제시한 기화점 3341 K (3068 oC) 보다 더 낮은 온도라

고 예상되는 DED 조건에서 흄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크롬탄화물이 Cr과의 공정반응 [83]으

로 인해 1534 oC 부근에서 용해되고, 순수 Cr의 기화점이

2671 oC 로서 합금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기화되

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DED에서 크롬탄화물 함유 분말들이 크롬합금강 분말보

다 흄이 적은 이유는 이들 분말에는 기화점이 높은 Cr3C2

나 Cr7C3로 함유되고, 합금강 분말 내에서는 기화점이 낮

은 Cr23C6 화합물이 주를 이루어 고에너지 빔에 쉽게 분해

되기 때문에 흄을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Cr 첨가 합금강 분말에서는 0.1% 내외의 저탄소 조성인

경우에도 플라즈마 플룸에 의한 흄이 관찰되는데 이 원인

은 Ta, Nb, Zr, Ti, W, V과 같은 고내열 (Refractory)

원소가 없는 한 C는 2200-2300 oC 정도에서 기화되는

Cr23C6 탄화물 [81]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Mo 첨가 합금강 분말의 몰리브데넘 탄화물도

2200 oC 이상 고온에서 Mo2C가 공정반응에 의해 Mo과

MoC로 분해 [97] 되면서 안정도가 낮은 MoC가 기화하여

흄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반해 C를 함유하지

않은 Ni-Cr 바인더 합금분말에서는 흄 발생이 적은데, 이

를 통해서도 C의 존재가 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Fe3C가 단독 화합물일 때는 3000 oC 이상의

융점과 4000 oC 이상의 기화점 [84]을 가져 레이저 빔에

안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Fe와의 공정온

도가 1153 oC [85]로 매우 낮고, C로 포화된 Fe3C의 기

화점이 2380 oC 로 보고 [86]된 것으로 보아 용융지에서

쉽게 기화될 수 있으므로 철강에 존재하는 Fe3C는 레이저

공정에서 흄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추정된다. 

분말의 조성 외에도 분말 공급량이 너무 적으면 용융지

가 과열되어 기화성분들이 흄을 형성하거나 희석층이 두텁

게 형성된다. 반대로 분말공급량이 너무 많으면 모재가열

이 불균일하여 용융지가 균일하게 형성되지 않아 제대로

적층되지 않는다.

그 외에 분말에 기공이 많은 소결이나 분말 사이즈가 미

세할수록 비표면적 (surface to volume ratio)이 넓은 효과

로 대기 중 수분의 흡착량이 증가한다. 분말 중 5 μm이하

사이즈의 미분은 노즐에서 분사된 후 용융지에 안착하지

못하고 가스 흐름을 따라 날아가거나 레이저 빔과 만나면

흄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kW급 고출력 레이저에

서는 약 30~45 μm의 분말 사이즈가 적당하다.

장비의 레이저 파장에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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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과 모재의 레이저 흡수율을 고려한다. 흡수율이 낮으

면 레이저 빔에 쉽게 반응하지 않다가 일단 용융되면 흡수

율이 1에 점차 가까워지므로 융액이 쉽게 과열되고, 분말

이 미분일 경우 더 빨리 녹게 되므로 흄 발생이나 불균일

한 용해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모재에 용융지가 생

기기 전에 분말만 먼저 용융되면 접합이 일어나지 않고 융

액 방울이 굴러다닐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모재의 표면

이 먼저 가열되고 분말은 좀더 낮은 온도로 가열되도록 모

재와 분말이 레이저 빔과 만나는 위치를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분말공급기업 중에는 공급하는 분말에 대해 레이저 출력

에 따라 물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이 있다. 이런 정보를 이용해 고객은 장비의 용량에 맞춰

출력을 선택할 수 있고, 보유장비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여

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Renishaw에서는 동일 분말에

서 레이저 출력에 따른 물성차이를 미리 데이터로 확인하

여 시험조건과 범위를 줄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87]. 

그림 11은 레이저와의 반응시간과 출력밀도에 따라 분말

이 가열되어 용융, 기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각종 공정

별로 정리한 것이다 [88]. 

합금재료에서의 기화점이 순수 원소들의 고유 기화점과

다른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림 12는 304 스테인

리스강의 기화에 관한 비교 그래프 [89] 인데 (a)는 순수

한 Fe, Mn, Cr, Ni, 4 원소 각각의 기화점 곡선이고 (b)

는 합금에서 4원소의 기화점 곡선이다. 순수한 4원소 중에

서는 Mn의 증기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 반대로

합금 내에서의 Mn 증기압은 가장 낮다. 이는 304 스테인

리스강 내에서 Mn은 2 wt% 이하이지만 Fe와 Cr은 각각

70 및 18 wt% 이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을 비교하면 순

수 원소의 기화점과 상관없이 합금 조성비율에 따른 평형

분압에 의해 기화율이 정해지므로 두 재료에서의 원소별

기화율은 전혀 다르다. 기화되기 쉬운 원소는 융점이 낮거

나 산소와 반응하기 쉬운 것들이며, 특히 C은 0.05% 소량

으로도 대기 분위기에서 반응하여 흄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모재조성의 일부가 손실된 상태이므로 코팅층의 성분

조성이 달라지고, 코팅층 내부 기공이나 조성변화의 원인

이 된다. 따라서 기화점이 높은 탄화물을 함유한 재료가

유리하다. 

사용하려는 재료 내 화합물의 종류를 확인하여 기화점이

레이저 빔의 최고온도보다 낮다면 기화점이 3000 oC 이상

인 탄화물로 대체하여 안정화시킨다 [90]. 이때는 부가적

인 화합물의 생성을 미리 고려하여 가능하면 Nb, Ta, Zr,

Ti, Hf 등과 같이 고융점 탄화물을 형성하는 원소를 선택

Fig. 11. Process map in terms of combination of laser power density
and interaction time for different types of processing [88]

Fig. 12. Equilibrium vapor pressures of the four alloying elements (a) over respective pure liquids and (b) over the alloy at different
temperatures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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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으로 기화점이 같다면 융점이 낮은 재료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기화점이 비슷한 스테인리스강 재료 중 융점이

1400 oC 수준인 17-4PH가 1500 oC 내외인 431보다 더

일찍 재료에 도포되므로 키홀, 크레이터 예방에 유리하다.

니켈합금인 IN625의 융점은 1300 oC 내외이지만 금속니켈

의 레이저 흡수율이 철강보다 낮은 단점이 있으므로 이런

특성들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또한 분말의 젖음성을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젖음

성이 낮으면 모재에 불균일하게 도포되고 융액이 존재하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흡수율이 달라져 적층 품질이 좋을 수

없다. 젖음성을 쉽게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기지 원소가 같

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다. 기지 조성이 유사하면 결정구

조도 유사할 가능성이 높아 접합이 용이하다. 그 외에 젖

음성이 우수한 재료로는 비정질재료를 들 수 있으며, 비정

질재료는 결정배향성이 낮아 어떤 재료와도 접합과 도포가

잘되어 유리하다. 

4.2 재료표면 수분의 영향

대부분 금속은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하여 표면에너지를

낮춰 안정화되려는 경향이 있다 [91]. 이런 것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이 대기 중의 수분이다. 미분일수록 표면에너

지가 높아져서 입자의 표면에 흡착된 수분을 고온이나 진

공상태에서도 떼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흡착력이 강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92]. 특히 기공율이 높은 응집소결

(agglomerated and sintered) 분말은 표면적이 더 넓어 젖

음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분흡착이 더 쉬워진다.

수분흡착은 약한 반데르발스 힘에 의한 물리흡착으로 인

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다공성 분말이나

거친 모재 표면이 분위기 가스와 공유결합하거나 이온결합

에 의한 화학흡착이 일어나면 가열에 의해 수분을 방출하

는 것이 쉽지 않다 [93,94]. 이런 현상은 그림 13에서 보

듯 물분자의 산소원자쪽 전자들이 분말 표면의 일부 전자

를 반발시키고 양전하를 당기는 ‘이미지 힘’ 때문에 일어

난다 [95]. 이렇게 흡착된 수분은 분말 용융 중에 반응하

여 인체에 유해한 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을 함유하는 흄

을 발생하기 쉽다. 

5. 작업조건 및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흄과 개선방안

5.1 분말량의 영향

적정수준의 분말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여러 번의 실험이

필요하다. 실험순서에서는 분말비중을 고려하여 먼저 부피

비로 분말 공급량의 일정 범위를 정해 놓은 뒤, 다른 조건

(출력, 이송속도, 거리 등)을 조절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분

말량을 미세 조정하는 순서가 바람직하다.

5.2 모재 및 노즐 이송속도 영향

이송속도를 증가시킬 때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가

장 중요한 문제는 분말부족현상이다. 분말공급량이 같은 상

태에서 이송속도만 증가하면 단위 면적당 조사되는 레이저

에너지에 비해 분말의 양은 감소한 결과가 되므로 각 분말

입자가 레이저 빔과 반응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모재와 분

말이 과열되거나 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과도한 레이저 출력에 의해 2700 oC 이상 고온으로 가

열되거나 용융 분말 내의 일부 성분이 쉽게 기화되는 경

우, 기화온도가 낮은 탄화물이 함유되거나 유리 탄소(free

carbon)가 함유된 분말에서 흄 현상이 쉽게 생길 수 있다. 

분말 내의 세라믹 입자가 탄화물인 경우 입자 사이즈가

작으면 레이저 빔 내에서 큰 입자에 비해 일찍 가열되고

용해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기화현상이 발생하면 분말의

사이즈 분포를 상향 이동하여 미분을 줄이거나 분말 내

함유된 탄화물 입자의 사이즈가 더 큰 분말로 교체해 보

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기화점이 3000 oC 이상인 탄화물

로 바꾸거나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안정한 세라믹 함유

입자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경험적으로는 융점

이 낮고 기화점이 높은 재료가 흄 예방과 DED에 효과적

인 것으로 여겨진다. 레이저 출력이 지나치게 높으면 키홀

현상이 심해지면서 캐비테이션 버블의 붕괴 때 나노 입자

가 발생한다.

이송속도가 증가할 때 분말 공급량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출력을 감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적층 두께가 감소하며,

분말이 레이저 빔에 노출되는 확률은 증가한다. 또한 유체

이동속도 증가에 의한 증기압 저하 현상 때문에 부분적으

로 흄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된다. 

따라서 이송속도를 증가할 때는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여

분말량을 함께 늘려 조건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조건을

적절히 조절하면 100 m/min 고속 DED에서도 얇고 균일

한 도포가 가능하다. 

Fig. 13. Example of moisture particles adsorbed on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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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분말공급 위치의 변경 

초점에 분말을 공급하는 방법과 달리 레이저 빔의 초점

위쪽에 분말이 공급되는 조건이라면 분말이 레이저 빔과

먼저 반응하고 모재 위에는 나머지 반응하지 않은 레이저

빔들이 도달하여 흡수된다. 이 경우에는 모재의 용융지 형

성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감소하여 희석층을 줄이고, 분말

효율이 극대화되어 적층 속도를 향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특히 최근에는 실린더형 렌즈를 통과하거나 파월

(Powell) 렌즈 [99]를 교차하여 사각빔으로 변조하는 기술

이 개발되어 이를 조합하면 기존의 DED에서 문제되었던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사각빔에서는 분말의 급속

응고가 가능하므로 도포층의 조직이 치밀하며, 균일한 조

성과 미세 석출물의 분산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말 조성에 레이저 빔에 의한 기화 성분이

적고, 사이즈가 균일하며, 균열이 쉽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

직 내 혼합상들 간에 열팽창율 차이가 적은 재료나 합금량

이 적은 분말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5.4 DED의 결함원인 분석방법

흄이 발생했을 때는 Ishikawa의 특성요인도 (Cause &

Effect Diagram, Fishbone Diagram)를 통해 결함원인을

분석하도록 한다. 다음의 그림 14는 Yeo 등이 작성한 레

이저 드릴가공의 특성요인도를 수정하여 DED 흄 요인에

맞춰 재작성한 것이다 [96].

실험할 때는 single track, multi-track 순서로 진행한다.

single track실험은 겹침, 예열효과, 후열효과 등을 제외한

순수하게 모재와 적층 분말재료 사이의 접합 가능성을 판

단할 수 있다. 특히 분말의 특성 중 레이저 흡수율, 사이

즈 분포, 융점, 기화점, 젖음성, 적정 공급량과 적정 속도

등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분말과 레이저 빔의

반응에 따른 기공, 균열발생과 같은 결함 발생여부를 확인

하여 분말이나 공정조건의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5는 single track으로 DED한 사례이다. (a)는 레

이저 출력이 낮아 모재 표면을 용융시키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레이저 빔의 폭에 충분한 분말이 공급되지 않았고,

분말재료의 젖음성이 부족하여 재료를 완벽히 도포하지 못

하며, 빔 경계부에는 스패터도 보이고 있다. (b)는 single

track에서 양호한 결과를 얻은 사례이며, 이를 바탕으로

multi-track 실험에서 겹침율(hatch distance)을 조절하면서

실험하면 single track일 때보다 좀더 나은 거동을 보여 결

함없이 양호한 DED층을 얻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 론 

DED를 포함한 MAM 공정에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한

종래 연구는 주로 기공과 균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흄은 유해 가스이면서 레이저 빔의 반응을 방해하여 흡수

율 변화에 따른 부차적인 불량들로 조도 증가, 용입 부족,

성분 변화, 모재 표면과 노즐의 오염, 불균일성, 피로강도

저하, 열전도 저하, 용액 흐름성 저하와 같은 문제를 야기

하므로 심층적인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흄이 발생하는 과정은 용융지에서 레이저 유기 플라즈마

로 인해 캐비테이션 버블이 생성되면 그 속에 나노입자들

이 증가하여 버블이 성장하면서 플라즈마 플룸이 솟구칠

때 나노 입자들이 방출되어 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흄

발생의 근원은 레이저 플래시에 의한 기화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레이저 방식과 모드, 레이저 파장, 재료

의 레이저 흡수율, 재료의 열전도도, 표면조도에 따른 반사

율, 레이저 빔 이송속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 

흄 억제 방법으로는 초점과의 거리에 변화를 주는 초점

이격, 레이저 노즐과 모재의 받음각 변화, 분말 중 기화점

을 낮추는 원소의 감량 또는 안정화 원소를 첨가하는 방

법이 있다. 분말의 선정에서는 조성 외에 사이즈, 분말제

조공법에 따른 다공성 여부와 표면 조도, 재료표면의 수분

막이 흄 발생에 큰 영향을 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
Fig. 14. Ishikawa diagram showing the various parameters affecting
the fume in DED (modified from Yeo’s report [96])

Fig. 15. Single track test in DED ((a) Incomplete single track, (b)
Sound single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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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외에 작업조건에서 이송속도를 증가하면서 면적당

분말공급량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과 환경적 요

인에서 모재 표면과 분말재료에 흡착되는 수분을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흄이 발생하면

Ishikawa의 특성요인도를 통해 결함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해결의 첩경이다.

DED 실험순서는 single track 증착실험 후 multi track

실험으로 최적조건을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짧은 시간

에 양호한 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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