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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3D 프린팅 기술의 응용

 

3 차원 프린팅 기술의 열간 체적 성형 공정 적용에 관한 기초
연구 – 예비형상 설계 예 및 열간 금형강으로 적층된 표면 특성
분석 

 

A Preliminary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ree-Dimensional (3D) Printing 
Technologies to Hot Bulk Forming Processes – Example of Preform Design and 
Investigation of Hot-working Tool Steel Deposite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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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preliminary the applicability of 3D printing technolog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hot bulk forming process and die. 3D printing technology based on the 

plastic material was applied to the preform design of the hot forging process. Plastic hot forging 

dies were fabricated by Polyjet process for the physical simulation of the workpiece deformation. 

The feasibility of application of Laser-aided Direct Metal Rapid Tooling (DMT) process to the 

fabrication of the hot bulk metal forming die was investigated. The SKD61 hot-working tool steel 

was deposited on the heat treated SKD61 using the DMT process.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SKD 61 hot-working tool steel deposited specimen were examined via hardness and wear 

experiments as well as the observation of the morphology. Using the results of the examination of 

fundamental characteristics, the applicability of the DMT process to manufacture hot bulk forming 

die was discussed. 

 

Key Words: 3D Printing Technology (3차원 프린팅 기술), Hot Metal Forming Process (열간 체적 성형공정), Preliminary 

Study (기초 연구), Preform Design (예비형상 설계), Die Fabrication (금형 제작) 

 

 

기호설명 

 

α = relative weight loss  

α3dp = weight loss of the 3D printed specimen  

αmh = weight loss of machined and heat treated specimen 

ϖ = relative worn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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ϖ3dp = worn width of the 3D printed specimen 

ϖmh = worn width of machined and heat treated specimen 

 

1. 서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3차원 프린팅 (Three-

dimensional Printing: 3D printing) 기술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1,2 또한 3차원 프린팅 기술을 공

업, 생체/의료, 교육, 생활용품, 디자인 분야등에 

적용할 수 있는 3차원 프린팅 응용 기술개발에 대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5 주조, 소성가

공, 사출성형등 전통산업분야에 대한 3차원 프린

팅 응용 기술개발의 경우 초창기인 1990년대 초반

부터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6,7 1992년도

에 KAIST 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첫번째 3차원 프

린팅 응용 기술개발관련 연구가 시작된 이후, 국

내에서도 다양한 3차원 프린팅 응용 기술이 개발

되고 있다.8 

금속 성형 (Metal Forming) 분야에서도 여러가

지 3차원 프린팅 응용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

되고 있으나, 대부분 박판성형공정/금형에 대한 연

구가 집중되고 있다.9,10 체적 금속 성형 (Bulk 

Metal Forming) 공정과 금형에 대한 3차원 프린팅 

응용기술에 대한 연구는 일부에서 제한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Yang 등은 CAE 결과로 예측된 스

파이더형 제품 단조 공정중 금속 변형 형상을 

LOM (Laminate Object Manufacturing) 공정으로 구현

하여 금속 유동 특성을 고찰하였다.11 또한, 리브-

웨브(Rib-web) 형 제품에 대한 모의 금형을 LOM 

공정으로 제작하여, 열간 단조 공정의 예비형상 

설계 (Preform Design) 에 활용하였다.11 Hölker 등은 

열간 알루미늄 압출공정에서 온도분포 제어를 위

하여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을 가진 금형을 SLM 

(Selective Laser Melting) 공정으로 제작하여, 실제 

제품 제작에 적용하였다.12 POM 사에서는 DED 

(Direct Energy Deposition) 공정중 하나인DMD 

(Direct Metal Deposition) 공정으로 열간 단조 금형 

표면에 초합금을 하드페이싱하여, 금형의 수명을 

2배 이상 향상시켰다.13 인스텍 사에서는 DED 공

정중 하나인DMT (Laser-aided Direct Metal Rapid 

Tooling) 공정으로 커넥팅 로드 열간 단조 금형의 

보수와 하드페이싱을 수행하여 금형 재활용성과 

수명을 향상시켰다.13,14 

이 논문에서는 3차원 프린팅 기술의 열간 체적 

성형 공정 적용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플라스틱 기반 3차원 프린팅 기술을 열간 단조공

정의 성형 소재 예비형상 설계에 적용하고, 이 방

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직접식 

금속 3차원 프린팅 공정인 DMT 공정을 열간 체적 

성형 금형에 적용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열간금형

강에 SKD61 열간금형 재료를 적층한 표면의 경도

/마모 특성을 분석/고찰 하였다. 또한 DMT 공정을 

이용한 열간 체적 성형 금형 제작 가능성에 대하

여 고찰하였다. 

 

2. 3 차원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열간 성형공

정의 물리적 시뮬레이션  

 

2.1 물리적 시뮬레이션 방법 

플라스틱 기반 3차원 프린팅 기술을 열간 단조

공정의 성형 소재 예비형상 설계와 유동 특성 분

석에 적용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3차원 프린팅 

제품을 사용한 열간 체적성형 공정의 물리적 시뮬

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였다.  

열간 단조 금형의 설계 데이터로부터 물리적 

시뮬레이션을 위한 금형의 성형부 형상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금형의 성형부 형상 데이터를 이용하

여플라스틱기반 3차원 프린터로 성형공정 물리적 

시뮬레이션용 성형부 금형을 제작하였다. 성형부 

이외의 금형은 기계가공공정으로 제작하였다. 

열간 단조공정의 CAE (Computer Aided 

Engineering) 결과를 이용하여 물리적 시뮬레이션을 

위한 예비 형상 설계안들을 도출하였다. 플라스티

신 (Plasticine)을 이용하여 소재 예비 형상이 구현

된 물리적 시뮬레이션용 시편을 제작하였다. 열간 

Fig. 1 Procedure of physical simulation of hot bulk 

forming process using 3D printed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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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공정의 물리적 시뮬레이션은 프레스 대신 인

장 시험기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물리적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된 플라스티신의 

최종 변형형상 및 최종 제품내부의 플라스티신 유

동 특성을 분석하여 적합한 예비형상을 도출하였다. 

 

2.2 물리적 시뮬레이션 적용 예 및 고찰 

3차원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열간 성형공정의

물리적 시뮬레이션 기법을 베벨기어 성형공정에 

적용하였다. 베벨기어 단조공정의 물리적 시뮬레

이션을 위하여 Fig. 2와 같은 2가지의 예비 형상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성형부 금형은 Polyjet 공정

을 사용하는 Objet Quadra 장비로 제작하였다. 사용

된 재료는 FullCure720 광경화수지이다. Polyjet 공

정을 이용한 성형부 금형의 제작과정은 Fig. 3과 

같다. 3차원 프린팅된 물리적 시뮬레이션용 금형의 

측면 단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후처리 공정을 수행

하였다.  

2가지 예비 형상들에 대한 성형공정 물리적 시

뮬레이션용 시편을 Fig. 4와 같이 제작하였다. 성형

품내의 금속 유동 가시화를 위하여 검정색과 흰색

의 두가지 플라스티신을 교차 적층하여 시편을 제

작하였다. 성형부를 제외한 금형들은 투명 아크릴

로 제작하여 성형공정의 물리적 시뮬레이션중 시

편의 변형 형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3 Fabrication procedure of the die for the physical 

simulation using Polyjet process 

 

 

Fig. 4 Fabrication of the preform for the physical 

simulation using the plasticine 

 

 

Fig. 5 Experimental set-up and physical simulation for 

Preform design 1 

 

Preform design 1 과 2 에 대한 베벨기어 열간단

조공정의 물리적 시뮬레이션을 Fig. 5 및 6과 같이 

수행하였다. 이 물리적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베벨

기어 열간 단조공정을 가시화 할 수 있었다. 또한 

Fig. 7와 같은 모의 성형 제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 

모의 성형품의 최종 형상을 고찰한 결과, Preform 

design 1을 적용한 경우 Fig. 7(a)와 같이 치형부에 

국부적인 미성형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 Preform design 1 

(b) Preform design 2 

Fig. 2 Preform designs for the physical simulation of 

the hot forging process using the 3D printed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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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Preform design 2 를 적용한 경우 Fig. 7(b)와 

같이 모의 성형품에 미성형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7과 같이 모의 성형 제품의 단면을 절단하

여 예비 형상 설계에 따른 제품 내부 재료 유동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Preform design 1이 적용된 

시편을 사용하여 물리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경

우, Fig. 7(a)와 같이 과도한 재료 변형에 의하여 모

의 성형 제품 내부의 각 층별 플라스티신 간격이 

매우 좁아짐과 동시에 각 층별 플라스티신의 두께 

감소율이 매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의 성형 제품 내부의 플라스티신 유동 곡선 기

울기가 치형부와 중심부 사이에서 급격히 증가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Preform design 2 가 적

용된 시편으로 모의 성형품이 제작된 경우는 Fig. 

7(b)와 같이 모의 성형 제품 내부의 각 층별 플라

스티신간의 간격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재료

의 유동 특성이 양호하게 관찰되었다. 각 층별 플

라스티신의 두께 감소율은 Preform design 1을 적용

한 모의 성형 제품 보다 Preform design 2 가 적용

된 모의 성형 제품에서 적게 나타났다. Preform 

design 1 과 Preform design 2에 대한 최대 성형하중 

범위는 각각 4.7-5.3 kN 및 5.3-5.7 kN 이었다. 

이 결과들로부터 본 연구에 사용된 베벨기어 

열간 단조공정과 제품에 적합한 예비 형상 설계를 

도출 할 수 있었다. 

 

3. DMT 공정으로 열처리된 열간금형강에 

SKD61 열간금형강 재료가 적층된 표면의 

특성 분석 

 

3.1 시편 제작 및 실험 방법 

Fig. 8과 같은 DED 공정중 하나인DMT 공정과 

후가공 공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금속 3차원 프

린팅 공정을 적용하여 열처리된 열간금형강에 

SKD61 열간금형강이 적층된 시편을 제작하였다.  

Fig. 9(a)는 시편 제작 개념이며, Fig. 9(b)는 

DMT 공정으로 SKD61 재료가 3차원 프린팅된 중

간 형상 시편과 후가공된 기초 실험용 시편이다. 

기저부는 SKD61 열간금형강을 기계가공 한 후, 

열처리를 수행하여 제작하였다. 열처리된 기저부

의 경도는 49-50 HRC 로 설정하였다. 열처리된 기

저부에 SKD61 열간금형강 재료를 DMT 공정으로 

3차원 프린팅하여 적층부를 생성하였다. SKD61 열

간금형강 적층을 위한 레이저 이송속도, 레이저 

출력 및 분말 공급속도는 각각 0.85 m/min, 890 W 

및 5 g/min 이었다. 적층 경로는 지그-재그 (Zig-

zag) 경로와 나선형 (Spiral) 경로 두가지를 혼합하

여 사용하였다. DMT 공정의 한층의 평균 적층 두

께는 약 0.25 mm 이다. 중간 형상 시편은 시편의 

최종 형상 보다 가로, 세로 및 높이 방향으로 각

각 1 mm 씩 오프셋 (Offset) 하여 제작하였다. 중간 

형상 시편의 오프셋 치수만큼 후가공을 수행하여 

최종 시편 제작하였다. 

Fig. 6 Experimental set-up and physical simulation for 

Preform design 2 

 

(a) Preform design 1 

(b) Preform design 2 

Fig. 7 Forged products via the physical simulation 

Fig. 8 Fabrication procedure of SKD61 hot-working 

tool steel deposite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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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cept of specimen 

 
(b) Fabricated specimen 

Fig. 9 Concept of specimen and fabricated specimen for 

fundamental experiments 

 

 

Fig. 10 Experimental set-up for wear experiments 

 

열처리된 SKD61 열간금형강 기저부에 SKD61 

열간금형강 재료를 DMT 공정으로 적층한 시편의 

기초 특성 분석을 위하여 경도 특성 분석, 고온 

마모 특성 분석, 초기 시편 경계부 결합 특성 분

석 및 마모면 생성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계

가공 공정으로 제작하여 열처리된 SKD61 열간금

형강 시편과 3차원 프린팅된 SKD61 적층 시편과 

기초 특성을 비교하여, 3차원 프린팅된 시편의 열

간성형금형 제작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경도 특성 분석은 로크웰 경도시험기를 이용하

였으며, 상온에서 시편의 최상면 경도를 측정하였

다. Fig. 10과 같은 ASTM G99-05 규격의 Pin-on-disk 

고온 마모 실험을 수행하여, 3차원 프린팅된 시편

의 고온 마모 특성을 고찰하였다.15 고온 마모 실

험에 적용된 회전 속도, 압하 하중, 회전 시간 및 

노 (Furnace) 내부 분위기 온도는 각각 200 RPM, 

15 kgf, 30 min 및 800 oC 였다. 고온 마모 시험용 

핀은 세라믹 재료인 Sailon 으로 제작하였으며, 핀

의 첨두부 반경은 5 mm 이다. 고온 마모 결과 도

출된 기계가공 후 열처리된 시편 대비 3차원 프린

팅된 시편의 상대적 재료 제거량 (Relative Weight 

Loss) 및 상대적 마모 폭 (Relative Worn Width) 를 

예측하였다. 상대적 마모량 및 상대적 마모 폭은 

각각 식 (1) 및 (2)와 같이 정의하였다. 

 

             
3dp

mh

α
α(%) 100

α
= ×  (1) 

 

             
3dp

mh

(%) 100
ϖ

ϖ = ×

ϖ

 (2) 

 

초기 시편 경계부 결합 특성, 마모면 생성 특

성및 마모핀 재료 부착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와 광학현미경 

(Optical Microscope)를 이용하여 적층부와 마모부의 

조직 및 형상을 관찰하였다. 

 

3.2 기초 특성 분석 결과 및 고찰 

3.2.1 시편 경도 및 적층부 특성 

Table 1은 열처리된 SKD61 열간금형강 기저부

에 SKD61 열간금형강 재료를 DMT 공정으로 3차

원 프린팅된 시편과 기계가공후 열처리한 SKD61 

열간금형강 시편의 경도 측정결과이다. Table 1 의 

결과에서 SKD61 열간금형강 재료를 DMT 공정으

로 3차원 프린팅한 경우가 순수SKD61 열간금형강

을 열처리한 경우보다 표면 경도가 약 12 % 정도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1은 열처리된 SKD61 열간금형강 기저부

에 SKD61 열간금형강 재료가 DMT 공정으로 3차

원 프린팅된 시편의 측면 미세 조직과 형상 측정 

결과이다. Fig. 11에서 적층부 및 기저부와 적층부 

사이의 경계부에 적층 결함이 발생이 발생하지 않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저부와 접하는 3차

Table 1 Hardness of top surface of specimens 

Specimen 
3D printed 

specimen 

Machined and heat 

treated specimen 

Hardness (HRC) 55.8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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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프린팅 층에는 Fig. 11(b)와 같이 희석층 (Dilution 

Layer)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희석층 두

께는 약 180-230 μm 범위로 측정되었다. Fig. 11(a)

를 관찰한 결과 3번째 층부터는 거의 유사한 형태

의 적층 패턴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

로부터 열처리된 SKD61 열간금형강 기저부에 

SKD61 열간금형강 재료가 DMT 공정으로 3차원 

프린팅하여 열간 성형 금형을 제작할 경우 최소 3

층 이상의 적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2.2 마모 형상 및 마모량 

Fig. 12(a)는 고온 마모 실험 결과로 도출된 시

편들의 마모 형상이다. Fig. 12(b)는 실험 결과 산출

된 기계가공 후 열처리된 시편 대비 3차원 프린팅

된 시편의 상대적 마모량 및 상대적 마모 폭이다. 

시편의 마모 형상을 관찰한 결과 Fig. 12(a)와 같이 

기계가공 후 열처리된 시편에 비하여 3 차원 프린

팅된 시편의 마모 체적이 다소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기계가공 후 열처리된 시편 대비 3 차

원 프린팅된 시편의 상대적 마모량 및 상대적 마

모 폭의 경우 Fig. 12(b)와 같이 각각 약 79.3 % 및 

78.5 % 로 산출되었다. Fig. 13은 각 시편들의 마모 

단면 (Worn section)의 형상을 측정한 결과이다. Fig. 

13(a)와 (b)의 마모 단면 을 비교한 결과 3 차원 

프린팅된 시편의 마모 단면 폭과 깊이가 기계가공 

후 열처리된 시편의 마모 단면 폭과 깊이보다 다

소 적게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들로부터 

열처리된 SKD61 열간금형강 기저부에 3차원 프린

팅 공정으로 SKD61 열간금형강 재료를 적층하여 

열간성형 금형을 제작할 경우, 열처리만 수행한 

SKD61 열간금형강으로 제작된 열간성형 금형에 

비하여 고온 마모 특성이 개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3 마모면 미세 조직/형상 및 핀 부착 특성 

Fig. 12의 마모 단면의 표면 윤곽과 Fig. 13의 

마모면의 형상을 관찰한 결과 기계가공 후 열처리

된 시편의 마모면 요철이 3차원 프린팅된 시편의 

마모면 요철보다 크고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a) Magnification = 1 time 

 
(b) Magnification = 20 times 

Fig. 11 Morphologies in the vicinity of the deposited 

region 

 
(a) Worn shapes 

 
(b) Wear properties 

Fig. 12 Comparison of worn shape and worn properties 

of 3D printed specimen with those of machined 

and heate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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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3차원 프린팅으로 SKD61 

열간 금형강을 적층하여 제작된 열간성형 금형이 

열처리만 적용된 SKD61 열간금형강으로 제작된 

열간성형 금형보다 반복적 열간성형후 부드러운 

금형면 형상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시편의 마모면에 마모 시험에 사용된 핀의 

입자들이 부착된 상태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Fig. 

14와 같이 3차원 프린팅 공정으로 제작된 시편의 

마모면에 부착된 마모 실험용 핀의 입자수가 기계

가공 후 열처리된 시편의 마모면에 부착된 마모 

실험용 핀의 입자수 보다 적음을 알 수 있었다. 

 

3.2.4 MT 공정의 열간 체적 성형 금형 적용

가능성 

3.2.1-3.2.3 절의 결과들로부터 3차원 프린팅 공

정으로 SKD61 열간 금형강을 적층하여 열간성형 

금형을 제작할 경우 열처리만 적용된 SKD61 열간

금형강으로 제작한 열간 성형 금형보다 고온에서

의 금형 표면의 마모/마찰 특성이 개선 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차원 프린팅 공정으로 

SKD61 열간 금형강을 적층하여 제열간성형 금형

을 제작할 경우, 열간성형 금형의 수명의 다소 향

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DMT 

공정으로 열간 체적 성형 금형을 제작할 경우 적

층면의 표면 조도 향상을 위한 후가공 공정이 필

수적이며, 이 후가공을 위한 금형 형상의 오프셋 

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금형의 제작시간 

단축을 위하여 기저부가공, 형상 적층 및 후가공

공정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공정으로 금형을 제작

하여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금형면의 경도/마모 특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3층 이상의 적층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3차원 프린팅 기술의 열간 체적 

성형 공정 적용에 관한 기초 연구로써 열간 단조

공정의 성형 소재 예비형상 설계와 열간 금형강 

적용 가능성 고찰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플라스틱 기반 3차원 프린팅 기술을 이

용한 열간성형 공정의 물리적 시뮬레이션으로 기

법을 제안하였다. Polyject 공정으로 플라스티신 성

형용 플라스틱 금형을 제작하고, 이 금형으로 물

리적 시뮬레이션 수행하여 베벨기어 열간 단조공

정을 위한 성형 소재 예비형상 설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플라스틱 기반 3차원 프린팅 기술을 이용

한 열간성형 공정의 물리적 시뮬레이션 기법이 열

(a) Machined and heat treated specimen 

(b) 3D printed specimen 

Fig. 13 Morphologies of the worn section 

 
(a) Machined and heat treated specimen 

 
(b) 3D printed specimen 

Fig. 14 Morphologies of the wor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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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성형 공정의 예비 형상 설계에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직접식 금속 3차원 프린팅 공정인 DMT 

공정으로 열간 체적성형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열간금형강에SKD61 열간금형 재료를 적

층한 표면의 경도 및 마모 특성을 고찰 하였다. 3

차원 프린팅 공정으로 SKD61 열간 금형강을 적층

하여 열간성형 금형을 제작할 경우 열처리만 적용

된 SKD61 열간금형강으로 제작한 열간성형 금형

보다 금형 표면의 마모/마찰 특성 및 금형 수명이 

향상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열간 체적 성형 

금형의 경도/마모 특성 향상을 위한 최소 적층수

를 산출할 수 있었다. 이 결과들로부터 DMT 공정

으로 열간 성형 금형 제작 방법을 도출할 수 있었

으며, DMT 공정으로 제작된 금형이 열간 체적 성

형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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