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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Powder Feeder 개발
Development of a feeder for fin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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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레이저 클래딩은 금속 표면에 내마모성, 내식성, 

내열성, 내침식성 등의 성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모재의 금속과 화학적 조성과 미세조직이 다른 

층을 형성하는 코팅기술이다. 레이저 클래딩 기술

은 고출력 레이저빔에 의해서 형성된 용융 풀에 

클래딩 분말을 공급하여 순간적으로 용융되고 응

고되어 모재 표면을 코팅하는 기술이다. 이때 순간

적으로 형성된 용융 풀에 클래딩 분말이 완전하게 

용융되어야 좋은 품질의 클래딩 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50 ㎛이하의 입자가 작은 클래딩 

분말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일정한 두께의 클래딩 

층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분말공급이 이루어져

야 한다. 

Fig. 1 Laser Cladding 기술개요

이러한 이유로 Fine Powder 공급용 Feeder가 요

구되고 있다. 기존에 레이저 클래딩용 Feeder가 

개발되어 있으나 Fine Powder의 대응이 어렵고 수

명이 짧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Feeder의 기본원리

기존에 공압에의한 분산방법, Screw 방식, 진동

방식, electrostatic 방식 등이 레이저 클래딩용 

Feeder가 개발되어 있으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

법은 체적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체적제어 방식은 

일정한 체적에 분말을 채우고 스크래핑에 의해서 

기준틀 이상의 분말을 제거하여 일정 체적이 공급

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구현이 간단하고 공급량 

제어가 비교적 용이해서 많이 적용되는 방식이지

만 스크래핑 공정에서 분말과 스크래퍼 사이에서 

상대운동이 발생하여 스크래퍼의 마모에 의해서 

수명이 짧다. 

Fig. 2 체적제어 방식의 Fine Powder Feeder 구조

Fig. 2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Feeder의 기본 구조

를 나타낸다. 가장 큰 특징은 다공질 필터를 사용하

여 진공에 의해서 분말을 기준틀에 강제로 채우게 

된다. 기존 방식은 분말의 자중에 의해서 기준틀에 

채워지게 되어 작은 기준틀에는 분말을 채우는 

것이 어려웠다. 기준틀은 Feeder의 분해능을 결정

하는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Feeder는 필터

와 진공에 의해서 강제로 분말을 기준틀에 채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은 기준 틀을 사용할 수 있어서 

기존의 Feeder보다 높은 분해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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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한 Feeder는 원통이 회전하는 방

식으로 원통은 3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최외각 원

통에는 링 형태로 기준틀에 해당하는 구멍이 있고 

내부 원통에는 기준틀 구멍과 피치가 동일한 구멍

이 있고 그 사이에 10 ㎛ 기공을 가지는 금속 필터가 

있다. 그리고 스프링에 의해서 지지되는 진공과 

가압용 소형 레저버가 있다. 이 스프링에 의해서 

진공, 가압용 레저버가 원통의 내부와 접촉되면서 

기계적인 오차를 보상하면서 상대운동을 가능하

게 한다. 이러한 구조로 원통이 회전하면서 일정한 

위치에서 흡입과 가압에 의한 분말 배출이 가능하

다. 

Fig. 3 중력과 스펀지에 의한 스크래핑

본 연구에서는 흡입을 수평방향에서 수행한다. 

기존에는 분말의 중력에 의해서 기준틀을 채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직방향에서 분말을 채우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Feeder는 어떤 방향에서도 분

말을 채우는 공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Feeder는 수평에서 분말을 채우는 공정을 수행하는

데 이것은 스크래퍼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증가시

키게 된다. 분말이 수평에서 채워져 원통이 회전하

면서 대부분의 분말이 중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스크래핑이 되고 나머지 부분도 스펀지와 같은 

부드러운 재질로 스크래핑이 가능해져 Feeder의 

마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획기적으로 수명을 

연장시켰다. Fig. 3은 스펀지와 중력에 의해서 스크

래핑된 Feeder의 상태를 보여준다.

3. 실험결과

Fig. 4는 Feeder 성능테스트를 위한 실험 장치를 

나타낸다. 사용된 분말은 50 ㎛로 Sieving된 비중 

8.69의 Stellite이고 로드셀 분해능은 10 mg이다. 

분말은 3분 동안 연속 Feeding하여 분말의 무게를 

15회 측정하였다. 분말이 습기에 민감하므로 분말

의 배출을 위해서 사용된 공압은 유분과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공압이 사용되었다.

Fig. 4 실험장치 구성

Table 1. 3분 15회 Feeding 무게 (단위 : g)

13.73 13.78 13.81 13.79 13.82

13.85 13.76 13.82 13.83 13.78

13.85 13.87 13.83 13.85 13.89

Feeding 결과 3분 동안 토출된 분말의 평균은 

13.817 g이고 표준편차는 0.043 g으로 0.312 %의 

정밀도를 가진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Feeder는 체적제어 방식으

로 분말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제약

조건은 사용된 필터가 10 ㎛로 직경 10 ㎛ 이하의 

분말은 사용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Feeder

는 기존 Feeder와 비교하여 높은 분해능이 가능하

며 50시간 이상 사용하여도 Feeder의 마모가 발생

하지 않았고 계속 신뢰성 평가를 진행 중으로 기존 

Feeder에 비해 수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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