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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선구물질 분말의 화합물 조성에 의한 대상물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다수의 소결층을 구비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분말층을 선택적으로 소결시키는 방법 및 장
치에 관한 것이다. 본 장치는 소결 덩어리를 제조하기 위하여 분말상에 레이저 에너지를 배향시키도록 레
이저를 제어하는 컴퓨터를 구비한다. 상기 컴퓨터는 부품의 소정 단면 영역의 주변을 결정하거나 입력되
어 있다. 각각의 단면에 관하여, 레이저 비임의 표적은 분말층위를 스캐닝하며 비임은 단면의 주변내에 
있는 분말만을 소결하도록 작동한다. 완성품이 형성될 때까지 분말이 제공되고 연속층이 소결된다. 바람
직하게는 분말을 상이한 분리 또는 결합 온도를 갖는 다수의 재료를 구비한다. 분말은, 조사부에서 덩어
리오 형성되고 선구물질과 상이한 특성을 갖는 화합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레이저 열적 에너지 또는 나중
의 열 처리에 기인하여 반응하는 선구물질을 구비하는 혼합 또는 피복된 재료를 포함한다. 화합물이 선구
물질 분말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융점보다 상당히 높은 융점을 갖도록 형성된 실시예가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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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선구물질 분말의 화합물 조성에 의한 대상물 제조 방법.

본 발명은 분말을 선택적으로 소결하여 대상물을 제조하기 위해 유향 에너지 비임(directed emergy bea
m)을 사용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소정의 대상물을 적층 형태로 제조하기 위
해 다수의 소결하는 컴퓨터 보조 레이저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여러가지 물을 포함하며 하
나의 결합 또는 분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를 갖는 분말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이용된다.

[발명의 배경]

종래 대상물 제조법과 관련된 경제성은 일반적으로 피제조 대상물의 양과 원하는 완제품의 물질 특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대상물을 대량 주조 및  압출하는 기술은 비용면에서 효과적이지
만, 이러한 제조법은 소량, 즉 교환품 또는 원형품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러한 종래의 대상물 
제조법은 고가인 일부 특정 공구를 필요로 한다. 분말야금학도 분말 성형용 다이를 필요로 하므로, 소량
의 대상물을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소량의 대상물이 필요한 경우, 공제 가공법을 포함하는 종래 제조법은 소정의 대상물을 제조하는데 사용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공제법에 있어서, 초기 재료 블럭으로부터 재료를 절단하여 더욱 복잡한 
형상으로 만든다. 공제 기계 공구법의 예로는 밀링, 드릴링, 그라인딩, 선반 절삭, 화염 절삭, 전기방전 
기계 등이 있다. 이러한 종래의  기계 공구를 이용한 공제법은 일반적으로 소정의 대상물을 제조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여러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러한 종래 기계 공구를 이용한 공제법은 다량의 페기 물질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
계 가공법은 통상 적절한 기계가공 원안과 공구를 설정하기 위해 초기에 비용이 많이든다. 설정 시간은 
비용뿐만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숙련도에 크게 의존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단지 소량의 대상물만이 
제조될 경우 더욱 악화된다.

이러한 종래 기계 가공법과 관련된 다른 문제점은 공구의 마모이며, 이것은 교환-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
니라 공구가 마모됨으로써 기계 가공 정확도를 감소시킨다. 종래 기계 가공으로 제작된 대상물의 정확도
와 공차에 관한 또다른 제한점은 특정 기계  공구에 내재하는 공차 한계에 있다. 예를 들면, 종래 밀링 
기계 또는 선반에 있어서, 리이드 스크루와 리이드 웨이가 어느정도의 공차가 있도록 제작되므로, 기계 
공구로 대상물을 제조하는 것에 있어서 허용 공차를 제한한다. 물론, 허용 공차는 기계 공구의 수명을 단
축시킨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종래 기계 공구를 이용한 공제법과 관련된 문제점은 여러가지 대상물의 형상을 만드
는 것에 곤란성이나 불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종래 기계 가공법은 일반적으로 대상물과 대상물의 외
부만을 가공하는 대칭 대상물을 제조하기에는  최적이다. 그러나, 소정의 대상물의 형상이 이례적이거나 
그 내부에 특징이 있는 경우에, 기계 가공은 더욱 곤란하게 되며, 종종 제조시에 대상물은 세그먼트로 분
할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특정더상물의 형상은 공구를 대상물 위에 설치시키는 것에 부과되는 제
한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절삭 공구의 치수 및 형상은 공구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소정의 형상을 
만들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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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 클레이딩과 같은 부수적인 기계 가공법이 있으며, 재료가 출발 기재에 부착되는 경우 용접법이 부
가된다. 최근에, 레이저 비임을 사용하여 출발 대상물상에 물질을 피복 또는 적층시키는 다른 부가형 기
계 가공법이 발전되어 왔다.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 4,117,302 호, 제 4,474,861호. 제 4.300.474호 
및. 제 4.323,756호가 있다. 최근 레이저 용도는 미리 기계 가공된 대상물에 코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
정되어 있다. 이러한 레이저 코팅법은 코팅법으로만 획득할 수 있는 금속야금학 특성을 얻는데 사용될 수 
있다. 통상, 이러한 레이저 코딩법에서 출발 대상물은 회전되고 레이저는 고정된 위치를 향하도록 되며 
피복재가 대상물에 분무되기 때문에 레이저는 대상물위에 있는 피복재를 용융시킬 수 있다.

본원에 참조로써 합체되어 있는 미국 특허 제 4,944,817호. 제 4,863,538호. 제 4,938,816호 및 1988년 4
월 21일자로 공개된 PCT 공보 제 WO 88/02677 호는 상술된 여러가지 공제법 및 부가적인 방법에 제한받지 
않는 CAD 데이타 베이스로부터 직접 복잡한 대상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
범은 선택적인 비임 소결 또는 선택적인 레이저 소결로 언급될 것이다. 선택적인 레이저 소결법은 대상물
에 대한 원형 (prototype)을 제작하는데 특히 적합하므로 가령 인베스트먼트 주조법이나 공구를 사용하여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물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원형 모델을 제작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계에서 실제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대상물을 제조하기 위해 선택적인 비인 소결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유용한 대상물
은  대상물과  그  대상물이  합체되는  시스템의  구조적인  디자인을  실험하기에  유용한  원형일  수  있다. 
또한, 최종 장착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대상물을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사용되는 대상물의 재료는 그 이용에 있어서 기계적 및 온도 응력 조건에 부합하도륵 충분한 강도
와 보존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택적인 비임 소결법에 의해 금속 및 세라믹(유리 포함) 대상물
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적절한 여러가지 금속 및 세라믹 분말은 레이저와 같은 유향 에너지 비임에 의해 선택적으로 소
결하거나 용융시키는 것이 이때에는 용이하게 수행될 수 없는 충분하게 높은 소결 또는 용융 온도를 갖는
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복수의 재료 분말의 선택된 부분에 에너지를 가해서  대상물을 제조하는 방
법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제조된 대상물의 재료 특성은 분말 상태에 있는 재료의 특성과 상이하
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제조된 대상물의 용융 온도가 유향 비임이 분말에 부여하는 온도보다 높은 방법
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사용된 재료가 금속 또는 세라믹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대상물의 재료가 분말의 성분 중 화학 혼합물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화학 반응을 유발하는 후처리 단계(post-processing)를 구비하는 방법을 제공하
는 것이다.

본 발명의 기타 목적 및 장점은 도면과 함께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면 당업자에게 명백하게 될 것이다.

[발명의 요약]

위에서 개략적으로 언급된 문제점은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에 의해 대부분 해결된다. 본 발명은 레이저
와 같은 유향 에너지 비임을 포함하며 거의 3 차원인 대상물을 제조하는데 적합하다. 본 발명의 방법은 
부가적인  처리로써,  분말은  레이저가  분말을  선택적으로  소결하여  소결층을  만드는  목표  영역에 
분배된다.  본  발명은  소결층이  완제품을  형성할  때까지  서로  결합되어  있는  층형  처리(layer-wise 
process)이다.  본  발명의   방법은  분말의  특정  형태에  제한받지  않지만,  플라스틱,  금속,  폴리머, 
세라믹, 왁스, 반도체나 비정질 분말, 또는 혼합 재료분말에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장치는 대상물이 제작되는 목표 영역에 비임을 선택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레이저 
또는 기타 유향 에너지 소스를 구비한다. 분말 분배시스템은  분말을 목표 영역에 적층시킨다. 레이저 제
어 기구는 레이저 비임의 표적을 이동시킨다.  제어 기구는 소정의 대상물층을 제작하기 위하여 한정된 
경계내에 있는 분밀만을 선택적으로 소결시키도록 작동한다. 상기 제어 기구는 레이저로 다음 분말층을 
선택적으로 소결시켜, 함께 소결된 다수의 층을 부가하는 완제품을 제작한다. 한정된 각층의 경계는  각
각의 대상물 단면적에 대응한다. 바람직하게는, 제어 기구는 각각의 층에 대한 한정된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컴퓨터-예를 들면, CDA/CAM 시스템-를 구비한다. 즉, 대상물의 전체 치수 및 형상이 주어지면, 컴퓨
터는 각층에 대해 한정된 경계를 결정하고 상기 한정된 경계에 따라 레이저 제어 기구를 작동시킨다. 다
르게는, 컴퓨터는 각 층의 한정된 경계가 초기에 프로그램될 수 있다.

바람직한 형태로는, 레이저 제어 기구는 레이저 비임을 목표 영역으로 배향시키는 기구와 상기 목표 영역
에서 분말을 선택적으로 소결시키기 위해 레이저 비임의 온, 오프를 조절하는 기구를 구비한다. 한 실시
예에서, 배향 기구는 목표 영역의 연속적인 래스터 스캔(raster scan)으로 레이저 비임의 표적을 이동시
킨다. 조절 기구는 레이저 비임을 온, 오프시켜 레이저 비임의 표적이 특정층에 대한 한정된 경계내에 있
을때만 분말이 소결된다. 다르게는, 배향 기구는 레이저 비임을 특정층에 대한 한정된 경계내에서만 표적
시켜, 레이저 비임은 특정층에 대한 한정된 경계내에 있는 분말을 소결시키기 위해 계속 방치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배향 기구는 갈바노미터 (galvanometer)에 의해 제공된  한쌍의 미러(mirrors)를 
사용하여 목표 영역의 반복 래스터 스캔으로 레이저 비임을 이동시킨다. 제 1 미러는 레이저 비임을 제 2 
미러에 반사시키며, 상기 제 2미러는 레이저 비임을 목표 영역에 반사시킨다. 제 1 미러를 갈바노미터로 
이동시키면, 레이저 비임은목표 영역에서 제 1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와 유사하게, 제 2 미러를 갈라노미
터로 이동시키면, 레이저 비임은 목표 영역에서 제 2 방향 이동 한다. 바람직하게는, 미러는 상호 배향되
어 제 1 및 제 2 방향이 서로 직교한다.

이러한 배열은 목표 영역에서 여러가지 다른 형태의 레이저 비임의 스캐닝 패턴을 허용하며, 본 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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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예인 래스터 스캔 패턴을 구비한다.

본 발명의 대상물 제조법은 제 1 분말부를 목표 표면상에 적층시키는 단계와, 유향 에너지 비임(바람직하
게는 레이저)의 표적을 목표 표면위에서 스캐닝하는 단계와, 그리고 제 1 분말부의 제 1 층을 목표 표면
상에 소결시키는 단계를 구비한다. 상기 제 1 층은 대상물의 제 1 단면 영역에 대응한다. 분말은 비임의 
표적이 제 1 층을 한정하는  경계내에 있을 때 유향 에너지 소스를 작동시켜 소결된다. 상기 소결층상에 
제 2 분말부가 적층되며 레이저 비임으 표적이 제 1 소결층 위를 스캔한다. 제 2 분말부의 제 2 층은 비
임의 표적이 제 2 층을 한정하는 경계내에 있을 때 유향 에너지 소스를 작동시켜 소결된다. 제 2 층을 소
결하면 제 1 및 제 2층을 결합체 형태로 결합시킨다. 연속한 분말부가 이전 소결층 위에 적층되며, 각 층
은 차례로 소결된다. 한 실시예에서 분말은 목표에 계속해서 적층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레이저 비임은 래스터 스캔중 온, 오프로 조절되어 비임의 표적이 특정층의 경계내
에  배향되고  있을  때  분말이  소결된다.  바람직하게는,  레이저는  컴퓨터로  조절되며,  상기  컴퓨터는 
CAD/CAM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으며, 컴퓨터는 피제조 대상물의 전체 치수 및 형상을 부여하게 되며 컴퓨
터는 대상물의 각 단면 영역의 경계를 결정한다. 결정된 경계를 이용하면, 컴퓨터는 대상물의 단면적에 
대응하여 각 층을 소결하는데 제어한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컴퓨터는 대상물의 각 단면 영역의 경계를 
간단히 입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는 여러가지 재료를 포함하는 분말을 구비하며,  여기에서, 여러가지 재료
는 하나의 분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를 갖는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서, 분말은 하나의 결합 온도보
다 높은 온도를 갖는 다수의 재료를 포함한다.

본원 전반에 걸쳐 기재되어 있지만, 결합 온도는 용융 온도, 연성 온도 및, 결합 온도를 포함하지만 여기
에 제한받지 않는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모든 실시예에서, 다수의 재료는 적어도 하나의 제 2 재료와 혼합된 적어도 하나의 
제 1 재료 또는 적어도 하나의 제 2 재료로 피복된 적어도 하나의 제 1 재료를 포함한다.

상술된 바로 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는 공지된 대상물 제조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다. 우선, 본 발명은 원형품 제조 또는 제한된 양의 대체품 제조에 매우 적절하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는 종래 제조법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복잡한 형상의 대상물을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공구의 마모를 제거하고 대상물을 제조하는데 허용할 수 있는 공차에 관한 인
자를 제한하도록 기계를 설계한다. 본 발명의 장치를 CAD/CAM 시스템에 합체하면, 다수의 대체품이 컴퓨
터에 입력될 수 있으며 설비나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용이하게 제조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다수의 재료 분말로 구성된 재료의 성실과 상이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성
질을 갖는 재료로 대상물을 제조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선택된 특정한 다수개의 재료 분말의 지점에 열
적 에너지를 적용하면 에너지에 노출된 분말의 지점에 화학적 반응과 안정 또는 준안정 화학적 조성물이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반응은 유향 에너지의 적용 중에 발생할 수 있다. 또는, 유향 에너지는 선택된 지
점에서 재료를 한 덩어리로 용융시키거나 소결시키며, 그 다음의 열처리도 화학 반응을 발생시킨다. 조성
물은 상당히 높은 융점과 같이 어느 한 분말 성분의 특성과 상이한 중요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대상물을 선택적인 레이저 또는 비임 소결로 수행되지 않은 재료로 형성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개략도.

제2도는 목표 영역에서 레이저 비임의 래스터 스캔 패턴을 도시하며, 아울러 본 발명에 따라 제작된 대상
물의 층 생성부의 개락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컴퓨터, 레이저 및, 갈바노미터 간의 인터페이스 하드웨어를 도시한 블럭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라 제작된 샘플 대상물의 개략도.

제5도는 제4도에 도시된 대상물의 단면도.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타 미터링 프로그램의 플로우차트.

제7도는 제4도의 7-7 선을 따라 취한 단면도.

제8도는 제7도의 층을 교차하는 레이저의 싱글 스위프와 본 발명의 컨트롤  시그널간의 상관 관계를 다이
어그램 형태로 도시한 도면.

제9도는 재료를 분말 형태로 혼합한 상태를 도시한 도면.

제10도는 분말로 코팅된 재료를 도시한 도면.

제11도 내지 제11d 도는 재료 혼합에 관한 소결 싸이클의 일부를 도시한 도면.

제12도는 소결하기 전에 적층된 두 재료를 도시한 도면.

제13도 및 제14도를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로 이용가능한 이원 금속시스템의 페이스 다이어그램.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10)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장치(10)는 레이
저(12) 분말 분배기(14) 및, 레이저 제어 수단(16)을 구비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상기 분말 분배기(14)
는 분말(22)을 수용하며 출구(24)를 갖는 호퍼(20)를 구비한다. 출구(24)는 분말을 목표 영역(26)에 분배 
하도록 배향되며, 제1도에 있어서 목표 영역은 격실 구조체(28)로 형성되어 었다. 물론, 분말(22)을 분배
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로 있을 수 있다.

18-4

1019930701678



레이저(12)의 대상물은 제1도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레이저 헤드(30), 안전용 셔터(32) 및, 전
방 미러 조럽체(34)를 구비한다. 사용된 레이저 형태는 여러가지 인자, 특히 소결되는 분말(22)의 형태에 
의존한다. 제1도의 실시예에서, 연속 형태로 100 와트(watt)의 최대 출력을 갖는 연속 또는 펄스형 형태
로 작동할 수 있는 Nd. YAG 레이저 (Lasermetrics 9500 Q)가 사용되었다. 레이저(12)의 레이저 비임 출력
은  적외선에 거의 가까운 약 1060 nm의 파장을 갖는다. 제1도에 도시된 레이저(12)는 약 1 킬로헤르쯔
(KiloHertz) 내지 40 킬로헤르쯔의 선택 폭과 약 6 나노세컨드(nanosecond) 펄스 지속기간을 갖는 내부 
펄스율 발생기를 구비한다. 펄스형 또는 연속형 형태에 있어서, 레이저(12)는 제1도에서 화살표로 도시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레이저 비임을 선택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 온, 오프로 조절될 수 있다.

레이저 비임의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발산 렌즈(36)와 수렴 렌즈(38)가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레이
저 비임의 이동 통로를 따라 배치되어 있다. 수렴 렌즈(38)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초점의 위치 설
정은  수렴  렌즈(38)와  레이저  (12)사이의  거리를  변화시켜  조절되므로  위치  설정이  용이하게  되지 
않는다.

레이저(12)와 수렴 렌즈(38) 사이에 위치하는 발산 렌즈(36)는 발산 렌즈(36)와 레이저(12) 사이에 허초
점(virtual focal point)을 만든다. 수렴 렌즈(38)와 허초점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키면, 레이저 비임을 
따라 레이저(12)로부터 이격되어 있는 수렴 렌즈(38)의 측면상에서 실초점의 이동 통로를 제어할 수 있게 
한다. 최근, 광학 분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레이저 비임을 기지 부위에 효율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 여러가지  대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는, 레이저 제어 수단(16)은 컴퓨터(40)와 스캐닝 시스템(42)을 구비한다. 바람직한 실시예
로는, 상기 컴퓨터(40)는 레이저(12)를 제어하는 마이그로프로세서와 데이타를 만드는 CAD/CAM 시스템을 
구비한다. 제1도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마스크 불가능 인터럽트(nonmaskable interrupt)를 발생시키는 플
래그 라인(flag line)과 엑세서블 인터페이스 포트(accessible interface port)를 구비하는 퍼스널 컴퓨
터(Conlnlodore 64)가 사용된다.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스캐닝 시스템(42)은 레이저 비임의 이동 통로를  재배향시키는 프리즘(44)을 
구비한다.  물론,  장치(10)의  물리적 배치는 레이저 비임의 이동 통로를 조정하기 위해 하나의 프리즘
(44), 또는 다수의 프리즘(44)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주로 배려된다. 또한 스캐닝 시
스템(42)은 각각의 갈바노미터(48, 49)에 의하여 구동되는 한쌍의 미러(46, 47)를 구비한다.

갈바노미터(48, 49)는 미러(46, 47)의 방향을 선택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각각의 미러(46, 47)에 결합되어 
있다. 갈바노미터(48, 49)는 서로 직각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미러(46, 47)가 서로 직각으로 장착되어 있
다.  기능  발생기  드라이버(50)는  갈바노미터(48)의  이동(갈바노미터(49)가  갈바노미터(48)의  이동에 
종속)을 제어하여 레이저 비임의 표적(제1도에 화살표로 도시)됨이 목표 영역(26)에서 제어될 수 있다. 
드라이버(50)는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컴퓨터(40)에 작동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스캐닝 시스템(4)으
로써, 억큐스토-광(acusto-optic) 스캐너, 회전식 다각형 미러, 및, 공진 미러 스캐너를 포함하는 다른 
스캐닝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다시, 제2도로 돌아가면, 포트(52)의 일부가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4 개의 층(54 내지 57)을 도시
하고 있다. 제2도에서 64 로 표시된 레이저 비임의 표적은 66 에서와 같이 래스터 스캔 패턴으로 배향되
고 있다. 본원에서, 표적(aim)이란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레이저(12)의 조절상태에 의미
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축(68)은 고속 스캔 축으로 간주되고, 축(70)은 저속 스캔 축으로 
언급된다. 축(72)은 대상물 생성 방향이다.

제9도 및 제10도에는, 본 발명을 이용하여 대상물을 이루고 있는 다수의 재료가 도시되어 있다. 간략성을 
위해, 단 두가지의 재료가 실시예로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업자에게 명백한 바와 같이, 다수의 재료
가 본 발명의 분말로써 포함될 수 있다.

제9도는 제1 재료(901) 및 제2 재료(902)의 혼합물을 도시한다. 상기 재료는  종래 혼합 처리 과정을 거
쳐 혼합물로 혼합된다. 제10도는 재료(1001)로 피복된 재료 (1002)를 도시한다. 재료(1002)는 종래 피복 
처리 과정을 이용하여 피복된다.

또한, 당업자에게 명백한 바와 같이, 제 10 도에 도시된 피복 재료는 소정의 재료 혼합물을 제조하도록 
혼합될 수 있다.

제11a도 내지 11d도에 있어서, 소결 과정의 일부가 명확하게 도시되어 있다.

제11a도는 소결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적용하기 전의 재료 혼합물을 도시 한다. 바람직하게는, 분
말 덩어리(1100)를 포함하는 재료는 결합 또는 분리 온도 보다 높은 온도를 갖는다. 제11b도는 소결을 증
진시키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적용시키고 있는 동안의 분말(110D)을 도시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저온 
페이스 재료(1101)는 각각의 재료(1101)  입자를 에워싸는 영역에 있는 분말 덩어리(1100)에 침투한다.  
침투를 증진시키기 위해 혼합물에 부가의 분말 성분이 첨가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가스 페이스가 침
투 및 소결 처리 과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가스 페이스는 바람직하지 못한 가스를 방출시
키거나 소정의 가스를 주입시키기 위해 불활성이나 활성중 어느것도 가능하다. 제11c도는, 모세관 효과로
써 여기에 제한받지 않는, 재료(1101)를 분말 덩어리(1100)로 침투시키는 전위 메카니즘을 도시한다. 제
11d도는 본 발명에 따른 소결 처리를 거친 대상물을 도시한다.

소결과정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온도보다  높은  결합  또는  분리  온도를  갖는  재료가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결합 또는 분리 온도 재료는 소결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원래의 구조를 보유하여야 한
다. 특히, 결정 재료에 대해서 이것은 본 발명의 선택적인 비임 소결 처리 과정에서의 에퍼텍스쳐 성장을 
제어할 수 있다. 에를 들면, 보다 높은 결합 또는 분리 온도를 갖는 재료가 선행층에 에피텍스쳐 성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정 구조체에 위치하면, 보다 낮은 결합 또는 분리 온도를 갖는 재료를 결합 또는 분
리시켜 보다 높은 온도를 갖는 재료를 구조체에 유지하게 한다.

분말용으로 선택된 재료의 선정은 최종 소결 재료의 폭넓은 범위를 허용한다. 예를 들면, 전도성 재료는 
절연  폴리머  재료로  피복되어  분말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나서  분말은  목표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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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된다. 재료는 소결되고 절연체는 화학적 방법을 포함하지만 결코 여기에 제한받지 않는 종래 처리법
에 의헤 나중에 제거되어 전도성이 있는 소결 대상물을 제조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매우 단단한 재료가 본 발명을 이용하여 제작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극도의 강도로 인
하여 제조나 가공이 곤란한 텅스텐 카바이드/코발트 공구는 텅스텐 카바이드 재료를 코발트로 피복시켜 
분말을 만들거나 텅스텐 카바이드와 코발트를 혼합시켜 분말을 만들게 된다. 소결 동안에, 코발트는 가해
진 에너지 비임에 의해 용융되어 텅스텐 카바이드로 국부적으로 침투하게 된다. 제작되는 대상물은 어닐
링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제한받지 않는 2차 처리를 거친후에 사용할수 있다.

다른 실시예로써, 구리 및 주석이 분말로 혼합될 수 있다. 구리보다 낮은 용융 온도를 갖는 주석이 소결
중에 용융되어 구리로 침투하게 된다.

또한 2차 처리는 본 발명을 이용하여 제작된 대상물에 적용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석을 용융시키고 
소결 동안에 구리에 침투시키는 것에 있어서, 전처리 어닐링(post process annealing)이 구리를 고체상태
로 용해시킬 수 있으므로 브론즈의 체적 변화나 변형을 최소화시킨다.

또다른 실시예로써, 칠이나 강철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제한받지 않는 금속이 분말을 형성하기 위해 폴리
(메딜 메타크릴레이트)(PMMA) 폴리머로 피복될 수 있다. 소결은 PMMA 를 유동시켜 금속에 결합하게 한다. 
전처리 어닐링은 PMMA 를 분리시키고 금속을 소결시켜 최종 대상물을 만든다.

세라믹 재료가 상술된 형태로 처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플루오로포스페이트 유지 분말과 알루미나 분
말의 혼합물이 소결 과정동안 유리를 연성시켜 알루미나로 침투하게 된다. 또다른 실시예로써는, 알루미
늄 실리케이트, 실리카, 또는 기타 세라믹 분말이 스프레이 드라잉 및 솔벤트 코팅을 포함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 폴리머로 피복될 수 있다. 피복하기 전에 세라믹 분말을 예비처리하기 위해 표면 활성제가 
사용될 수 있다. 상기 활성제는 폴리머에 의한 세라믹의 습윤성과 폴리머에 대한 세라믹의 접착성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유기실란 화학물(organosilane chemistry) 또는 기타 공지된 화합물에 기초할 수 있다. 세
라믹에 기초할 수 있는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중 어떠한 폴리머도 바인더로써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인 
재료는 PMMA, 폴리스틸렌, 여러가지 에폭시 포물레이션, 그리고 페놀을 구비한다.

금속, 세라믹 및 폴리머 등의 재료를 배합하여도 본 발명에 따라서 대상물을 제조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분말  상태의  적어도  하나의  재료는  분말  상태의  다른  재료에   비하여  낮은  결합  또는  분리  온도를 
갖는다.

본 발명의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로써, 분말 덩어리의 온도는 기본적인 분말 재료중 어느 하나를 결합 
또는 분리시키기 위하여 소량 증가된 에너지를 에너지 비임에 공급시키는 종래 가열 수단을 이용하여 증
가될 수도 있다.

분말을 포함하는 재료는 각각의 재료가 레이저 비임으로부터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흡수하도록 선택될 수 
있다 (제11a도 및 제11b도에서 화살표로 도시됨). 제11도에 도시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재료(1101)는 
화살표로 표시된 인가된 비임 에너지의 파장을 흡수하도록 선택되었지만 원소 재료(1102)는 보다 적은 에
너지를 흡수하므로써, 그 원소 재료(1102)의 결합 또는 분리 이전에 원소 재료(1101)를 결합 또는 분리시
킨다. 이러한 에너지 흡수는 다수의 배합물에서 재료 또는 레이저 비임 파장, 또는 둘다 선택하므로써 수
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유향 에너지 비임을 분말의 선택부위에 적용시키는 것은 분말 내부의 
원소 재료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도록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 분말은 예를 들면 원소 또는 합금 분말의 혼합물로 구성되는 화합물의 다수 선구체를 
구비한다. 선택 레이저 소결 과정에서 유향 에너지 비임의 에너지는 유향 비임에 노출된 각 분말층의 위
치에서 덩어리를 형성하게 한다. 대상물은 목표  표면에 분말을 위치시키는 층형상 처리와 상기 층의 선
택 부분을 선택적으로 레이저 소결 또는 결합시켜 생성되어, 상술된 바와 같은 대상물을 층형상으로 형성
시킨다. 이러한 처리의 완료 시점에, 유향 에너지 비임에 노출되지 않은 분말 부분을 상술된 바와 같이 
제거된다.

레이저 노출동안, 또는 뒤이은 선택적인 레이저 소결 어닐링에서, 조사된 부분에 있는 선구물질은 상호 
융합하여, 화학 반응에 기초한 새로운 재료 페이스를 산출하게 한다. 이러한 새로운 페이스는 어느 선구
물질 재료보다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진다. 즉 이런 상이한 특성의 예로써 물리적, 기계적, 마찰적 또는 
전기적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목적하는 용도로 고온을 조건으로 하는 대상물은 고융점 재료로 구성된다. 그러나 레이저 분
말은 분말을 덩어리로 용융 또는 소결시키기에 불충분하므로, 고 융점 분말은 선택적인 레이저 소결 처리
로 사용하기에 적절치 못하다. 상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대상물으로 제조되는 고융점 재료는 선
구 물질의 화합물이며, 그중 하나는 비교적 융점을 갖는다.

실시예로써, 화합물 AmBn 은 고융점을 갖는 것으로 선택되며, 여기에서 원소성분 A 및 B 는 혼합 분말 형
태로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화합물에서  몇가지  고용체  원소가  존재하는  시스템용으로  이용 
가능하며, 그 경우에 m 과 n 은 정수가 아니라, 우선, 레이저(또는 기타 유향 에너지 비임)의 동력 용량
은 고융점을 갖는 분말을 용융시키지 않고 저 융점을 갖는 재료를 용융시키도록 적어도 두가지의 선구물
질 원소 A 와 B 의 융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레이저는 저 융점 분말을 용융시키기에 필요한 모
든 열 동력을 공급시킬 필요가 없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즉, 분말의 주위 온도는 거의 저융점으로 유지하
여, 레이저 동력 비조사 위치에서가 아니고 조사 위치에서 저 융점 선구물질을 용융시키기에 충분하다. 
둘째, 소정의 특성(예를 들면, 고융점)을 갖는 선구물질의 화합물 AmBn 이 존재하여야 한다. 셋째, 화학 
반응이 시간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반응율 제한 선구물질 종류는 다른 선구물질 종류에 그
리고 화합물에  높은 화학적 융합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용융 선구물질이 비용융 선구물질에  
완전히 침투하여 고밀도 대상물을 만들도록 전체 체적의 저융점 선구물질의 체적비가 25 내지 75 퍼센트
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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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상 이원 화합물 AmBn 은 다음 반응을 발생시킨다.

mA+nB → AmBn

또는, 구성 요소를 이루는 선구물질중 어느 하나의 초과량이 두 위상의 대상물을 제조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선구물질(A)의 초과량이 사용되면, 다음 반응이 발생한다.

(m+O)A+nB → AmBn+OA

한 시스템에 두 화합물이 존재하면, 분말에서의 선구물질량의 적절한 제어는 다음 반응을 따르면 두 화합
물 페이스를 갖는 대상물을 제조할 수 있다.

제13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이원 화합물의 제1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페이스 다
이어그램 이다. 제13도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여러가지 니켈과 주석 혼합물의 융점을 도시한다. 원소 니
켈과 주석의 융점은 원소 주석의 융점이 231.8℃로 상당히 상이한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니켈과 주
석의 금속간 화합물은 고융점을 갖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즉, 예를 들면 Ni3Sn2의 융

점은 1260℃ 정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선택적인 레이저 소결을 수행하는 분말은 니켈과 주석 혼합물을 구비하며, 
상기 혼합물은 약 40% 의 니켈과 60% 의 주석(원자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물은 상술된 방식으
로 광형상 선택 레이저 소결법으로 형성된다. 바람직하게는 CO2 또는 YAG 레이저와 같은, 25 와트 또는 그 

이상의 동력을 갖는 종래 레이저가 유향 에너지 비임을 제공한다. 선택 레이저 소결등안, 분말은 질소와 
같은 비산화 분위기에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는 예를 들면 아연 염화물과 같은 플러스로 니켈과 
주석 분말을 피복시켜 분말의 산화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선택 레이저 소결동안, 분말의 주위 온도는 
190℃ 정도의 온도까지 상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건은 주석을 용융시켜 상술된 제11c도에 도
시된 방식과 같이 니켈 분말 입자에 침투한다. 층을 냉각시키면(레이저 비임을 용융부로 부터 이동시키기 
시작하면), 주석은 재응고하여, 재응고 주석 내부에 니켈 분말 입자의 고체 덩어리를 형성시킨다. 그후, 
소정의 입자가 제조될 때까지 연속층이 이와 유사하게 처리된다. 나중의 층에 주석을 용융시키는 것은 이
전층의 단면에 대상물의 단면을 연결하도록 하여, 층형상의 형태로 응집 덩어리로 형성되는 것에 주의하
여야 한다.

대상물을 형성한 이후에, 덩어리는 비용융 분말의 제거시에 그 형상을 유지하도록 충분한 구조적 일체성
을 갖는다. 대상물은 불활성 분위기에서 8 시간 동안 850℃ 에서 어닐링 된다. 어닐링 동안, 니켈과 주석 
원자는 상호 융합하여 금속간 화합물 Ni3Sn2 을 형성하기 위하여 화학적으로 반응한다. 주석의 융점보다 

높은 온도로 어닐링하는 초기 단계에서, 주석의 재용융은 대상물의 습태 강도(greenstrength)에 손실을 
유발한다. 알루미나와 같은 재료로 구성된 대상물을 모울드로 포장하면 어닐링 하는 동안 대상물은 그 형
상을 유지할 수 있다. 또는, 어닐링은 금속간 조성을 개시하기에 충분한 시간동안 저온 (즉, 주석의 융점 
이하)으로 어닐링시키고, 처리가 신속히 완료되도록 고온으로 어닐링시키는 바와 같이, 여러 단계에서 수
행될 수 있다.

제13도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의 용융 융점은 1260℃ 이다. 화합물 Ni3Sn2의 고온 융점은 실질적으로 상기 

방법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25 와트 CO2 이하의 선택적인 레이저 소결에 있어서 레이저의 조사에 의해 얻

어질 수는 없다.  본 발명의 이러한 실시예의 결과,  저온 처리는 높은 융점 재료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방법은 N3Sn2의 금속간 화합물과 같은 내화성 화합물을 포함하는, 선택적 레이저 소결 

처리에 사용되는 재료 범위를 확장시킨다. 이러한 재료로 성형된 대상물은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다
른 저온 재료로 성형된 대상물보다 열 및 기계적 조건에 훨씬 잘 견디며, 상기 대상물은 실제 최종 설비
내에 장착된 종래의 제조 대상물과 함께 상기 대상물으로 이루어지는 장치의 강도 시험 또는 기능 시험에
도 사용될 수도 있다.

제14도는 본 발명의 상기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의 사용에 적합한 다른 금속간 시스템 즉, 니켈과 알루미
늄의 2 중 시스템에 대한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다. 상기 시스템에서 필요한 2 중 금속간 화함물은 1638℃
의 융점을 갖는 NiAl 이다. NiA1 은 증가된 강도 및 산화와 부식에 바람직한 저항성을 유지하면서 고온에
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항공 우주 분야에도 적용되는 매력적인 재료이다. 상기 시스템에 있어서, 유향 
에너지 비임에 의해 조사될 분말 혼합물은 50%의 알루미늄과 50% 니켈(원자비)이 양호하며, 상기 유향 에
너지 비임은 상기 분말을 설정 지역에서 알루미늄을 용융시키는 적어도 660℃ 의 온도로 가일해야 한다. 
종래의 실시예에서처럼 용융된 알루미늄은 냉각에 의해 고체 니켈 분말 입자를 희망의 층 위치에 유지시
킬 것이며 그 후층은 상기 대상물을 형성하도록 유사하게 처리된다. 전처리의 고온 어닐링은 고온의 융점
을 갖는 NiAl의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할 것이다. NiAl의 융점은 선구 물질의 융점보다 높은 것을 인식하
여야 한다.

상술의 처리는 니겔-알루미늄 시스템에서 또다른 매력적인 항공우주 화합물인 Ni3Al 을 생성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금속간 분말 혼합물은 25% 알루미늄과 75% 니켈 (원자비)을 포함한다. 또한 25% 내
지 50% 범위에서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분말 혼합물은 열처리에 따른 2 상 재료 즉, Ni3Al- NiAl 의 생성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일 분말이 35%  알루미늄과 65% 니켈(원자비)의 혼합물이라면, 본 발명의  
이러한 실시예에 따라 생성된 대상물은 평형 조건일 경우 2 상 재료 Ni3Al-NiAl로 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저온의 선택적 레이저 소결에 의한 성형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고융점 금속간 화합
물을 성형하기 위한 다른 2 중 시스템은(그 제한없이) A1-Nd, A1-Th, Al-Ti, Al-Y, Al-Yb, Al-Zr, Bi-La, 
Bi-Nd, Bi-Y, Bi-Zr, Ca-Si, Co-Nb, Co-W, Fe-Ti, Gd-Pb, Gd-Ru, Ge-Hf, In-Pd, In-Pr, Mn-Si, Nb-Sn, 
Pd-Sn, Pd-Ti, Pd-Tl, Pd-Zr, Pr-Sn, Si-Ti, Sn-Zr, Te-Zn, T1l-Zn, and Y-Zn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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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이러한 실시예에 적합한 특성을 갖는 세라믹 시스템은 La2O 3 - B2O3, Bi2O3-La2O3, Bi2O3-Nb2O5, 

및 V2O5-Al2O3를 포함한다. 제3차, 제4차, 및 심지어 금속 및 세라믹(유리포함)의 훨씬 복잡한 화합물 시스

템과 같은 다른 2중 시스템 또한 화학반응이 선구물질의 유향 에너지 비임에의 노출에 의해 가능하게 되
는 본 발명의 상기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도 유용할 것이다.

또한, 상기 화합물은 한 대상물이 연속적인 어닐링을 요하지 않은채 선구물질과 성질이 다른 재료로 형성
될 수 있도록 유향 에너지 비임에 의해 방사중에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선구물질 분말에서 화합물로의 전환이 선택 레이저 소결에 할당된 시간내에 발생할 수 있도록 
반응운동이 있을 것이 필수적이다. 특정 분망 위치 위에 유향 에너지 비임이 잔류할수 있는 시간은 분말
의 열전도에 의해 제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분말의 조사된 비임 부조의 비조사부는 또한 용융, 소결 또는 
기타 열 접합을 겪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이 제조 대상물의 리솔루션(resolution)을 손상시키는 것
에 주의해야 한다.

유향 에너지 비임을 제공하는 대신 분말층의 선택 부분에 에너지를 송출하는 기술 또한 전술된 방식으로 
대상물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용융  또는  반응을  유발하는데  층분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분말의 부조에는 광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용하도록 마스크가 제공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광원
이 분말의 선택된 부분으로 돌출된다. 분말 표면의 선택된 부분에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다른 기술도 유
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인 제12도에서, 재료(1201)는 보통 표면(1200) 상에 적층되고 제2재료(1203)는 소결
전에 재료(1201) 위에 적층된다. 재료(1201, 1203)는  보통 상이한 접합 또는 분리 온도를 갖는다.

[작동]

본 발명의 기초적인 사상은 대상물을 층 대 층(layer-by-layer) 방식으로 제조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대
상물은 대상물의 3 차원 형상을 누적적으로 포함하는 다수의 개별적 단면 영역으로, 간주된다. 각각의 개
별적 단면 영역은 2 차원 경계를 형성하고, 물론 각각의 영역은 독특한 영역을 가질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 분말(22)의 제 1 부분은 목표 영역(26)에 적층되고 레이저 비임으로 선택 소결되어 제 1 소
결층(54) (제2도 참조)을 형성한다. 제 1 소결층(54)은 소결 대상물의 제 1 단면 영역에 대응한다. 레이
저 비임은 한정된 경계 영역내의 적층 분말(22)만을 선택적으로 소결한다.

물론 분말을 선택 소결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 한가지 방법은 비임이 벡터형태로 향하도록 즉 비임이 소
요대상물의 각 단면영역의 내부와 외곽을 실제로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비임(64)의 목적물
은 반복 형태로 스캐닝되고 레이저 (12)는 조절된다. 제2도에서는 래스터 스캔 패턴(66)이 사용되는데 이
는 무엇보다 그 실시가 간단하다는 점에서 벡터 모드에 비해 장점을 갖는다. 다른 가능성은 층의 소요 경
계가 벡터 모드로 추적되고 내부가 래스터 스캔 모드로 방사되도록 벡터 및 래스터 스캔 방법을 조합시키
는 것이다. 물론, 선정된 방법과 관련한 분석 결정(trade-offs)이 있다. 예를들어 래스터 모드는 벡터 모
드와 비교했을때 레이저 비임(64)의 래스터 패턴(66)의 축(68, 70)과 평행하지 않은 호와 선이단지 근접
한다는 결점이 있다. 따라서 일부 경우에  대상물의 러솔루션을 래스터 패턴 모드로 제조되었을 때 저하
될 수 있다. 그러나 래스터 모드는 실시의 간편함에서 벡터 모드에 비해 유리하다.

제1도를 참고로 하여 보면, 레이지 비임(64)의 표적은 연속한 래스터 패턴으로 있는 목표 영역(26)에 스
캐닝 된다. 보다 넓게 말하면, 드라이버(50)는 갈바노미터(galvanometer)(48, 49)를 제어하여 래스터 패
턴(66)을 만든다(제2도 참고). 미러(46)의 이동은 고속 스캔 축선(68)에서 레이저 비임(64) 표적의 이동
을 제어하고, 반면에 미러(47)의 이동은 저속 스캔 억세스(70)에서 레이저 비임(64) 표적의 이동을 제어
한다.

비임(64) 표적의 현위치는 드라이버(50)를 통해 컴퓨터(40)로 피이드백된다(제3도 참고), 이하에 보다 상
세하게 기술되는 바로서, 컴퓨터(40)는 다음에 생산되는 대상물의 필요한 단면영역에 관계하는 정보를 소
유하고 있다. 즉, 점착성이 없는 분말(22) 부분은 그 연속한 래스터 패턴에서 움직이는 레이저 비임(64)
의 표적과 목표영역(26)으로 분배된다. 상기 컴퓨터(40)는 레이저(12)를 조정하여 래스터 패턴(66)에서 
필요한 간격으로 레이지 비임을 선택적으로 생성시킨다. 이러한 방식에서, 레이저(12)의 배향된 비임은 
목표 영역(26)에서의 분말(22)을 선택적으로 소결하여 필요한 단면 영역의 한정된 경계부를 가진 필요한 
소결층을 생성한다. 이러한 공정은 함께 소결되는 개별층을 가진 층 대 층이 반복되게 하여 제2도에 대상
물(52)과 같은 밀착 대상물을 생성한다.

동작시, 레이저(12)의 파장은 분말(22) 상태에 있는 다른 재료와 비교하여 선택된 분말 상태의 재료에 의
한 에너지의 흡수도를 높게하도록 번경될 수 있다. 작동에 있어서 분말의 혼합, 피복 또는 다른 조합이 
치수 공차, 구조 보전 및 필요한 기계적 작용에 근접하도록 그러나 한정하지는 않는 것을 포함하는 특징
을 갖는 소결된 대상물이 생성되도록 양호하게 선택된다.

[인터페이스 및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하드웨어는 레이저(12)와 갈바노미터(47, 48)를 가진 컴퓨터(40)와 작동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있다. 컴퓨터(40)의 출력 프트(제1도 및 제3도참조)는 레이저(12)에 직접 접속되어 레이저(12)를 선택적
으로 조절한다. 펄스화된 모드에서의 동작시에는, 레이저(12)가 레이저의 펄스화된 게이트 입력부로의 디
지탈적 입력으로 용이하게 제어된다. 갈바노미터 (48)는 기능 발생 드라이버(50)로 구동되어 컴퓨터(40)
로 부터의 임의의 제어 신호와 무관한 고속 스캔 축(68)에서의 비임을 구동한다. 그런데,  갈바노미터
(48)로 부터의 위치 피드백 신호는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압 컴퍼레이터(74)로 보내진다. 컴퍼레이
터로의 다른 입력부는, 컴퓨터(40)의 사용부분의 적어도 유효한 6 비트(비트 0-5)를 지시하는 디지탈 대 
아날로그 컨버터(76)에 접속된다. 제3도에 도시된 바로서, 전압 비교 측정기(74)의 출력부는 컴퓨터(40)
의 사용자 포드상의 플래그 라인에 접속된다. 전압 비교 측정기가 갈바노미터(48)로 부터의 피드백 신호
의 디지탈 대 아날로그 변환기(76)로부터의 신호와의 교차를 결정하면, 플래그 라인은 마스크 불가능 인
터럽트(non maskable interrapt)를 낮게 일으키는 쪽으로 간다. 이하에서 기술되는 바로서, 마스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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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인터럽트는 컴퓨터(40)의 사용자 포트상에 데이타의 다음 바이트를 산출하게 한다.

결국,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속 스캔 축선 (70)에서의 레이저 비임(64)의 표적을 구동하는 갈바노
미터(49)는 제 2 디지탈 대 아날로그 변환기(78)로 조절된다. 디지탈 대 아날로그 변환기(78)는 고속 스
캔 축선(68)에서의 비임(64)의 표적 각각의 스위프(sweep)로 증분하는 카운터(79)에 의해 구동된다. 8 바
이트 카운터는 신규 사이클 또는 래스터 스캔 패턴(66)이 개시하도록 고속 스캔 축선(68)에서의 256 회 
스캔 후에 과류되게 설개된다.

양호하게도, 각 래스터 패턴(66)을 위한 제어 정보 (즉, 단면 영역의 한정된 주변) 데이타는 제조해야 할 
대상물의 전체 치수 및 형상이 주어진 CAD 시스템에 의하여 결정된다. 프로그램되어 있거나 또는 유도되
거나 간에, 각 래스터 패턴(66)을 위한 제어 정보 데이타는 연속하는 8 비트 워드로써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 된다. 데이타 포맷은 비임(64)의 표적에 의해 이동된 래스터 패턴(66)을 따라가는 거리와 대비하여 
레이저(12)의 온 및 오프 부위의 패턴을 나타낸다. 데이타는 레이저가 조작될 때(즉, 온에서 오프로 또는 
오프에서 온으로 켜질 때) 각 래스터 스캔 패턴(66)을 따라 거리를 나타내는 토글점(toggle-point) 포맷
내에 저장된다. 비트 맵(bit map) 포맷이 사용될 수도 있지만, 토글점 포맷이 리솔류선 대상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각 8 비트 워드에 대하여, 최하위 6 비트(비트 0-5)는 다음 토글점(toggle-point)의 장소 즉, 레이저(1
2)의 조절을 위한 다음 장소를 나타낸다. 다음 비트(비트 6)는 토글점이 최하위 6 비트를 인식하기 직전
에 레이저가 온 인지 또는 오프 인지를 나타낸다. 최상위 비트(MSB 또는 비트 7)는 비임(64) 표적의 저속 
스캔축(70)을 루핑 및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코모도어(Conlnlodore) (64)는 제한된 메모리를 가지기 때문
에, 더큰 메모리를 갖는 컴퓨터(40)는 루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6도는  데이타  미터링  프로그램용  플로우챠트를  나타낸다.  데이타  미터링  프로그램은 플래그라인
(flagline)이 느리게 진행하여 마스크 불가능 인터럽트를 초래할 때에는 언제나 진행된다.(제3도 참조). 
인터럽트는 프로그램 제어를 인터럽트에서 전달하는 메모리에서의 장소를 지시하는 두 바이트 인터럽트 
벡터를 컴퓨터(40)의 마이크로프로세서가 검색하도록 한다. 제6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먼저, 데이타 미
터링 프로그램은 스택으로 레지스터의 내용을 보내고, 다음에 데이타의 다음 바이트를 적산기에 로드시킨
다. 또한 데이타 워드는 레이저(12)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된 제 6 비트를 갖는 사용자 포트로 출력된다
(제3도).

제6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적산기에서 데이타 워드의 최상위 비트(MSB 또는 비트 7)를 검사한다. 최상위 
비트의 값이 1 이면, 루프의 끝이 도달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데이타 포인터가 증분되고, 레
지스터가 스택에서 재생되고, 데이타 미터링 프로그램이 빠져나가고, 인터럽트의 장소에서 마이크로 프로
세서의 제어로 돌아간다. 적산기에서 최상위 비트가 0 이면, 데이타 워드는 루프에서 마지막 워드이다. 
데이타 워드가 루프에서 마지막 워드이면, 메모리에서 다음 비트는 루프 카운터이고, 이에 따라가는 두 
바이트는 루프의 상단을 가리키는 벡터이다. 제6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최상위 비트가 0(루프의 끝)과 
동일하면 루프 카운터(다음 비트)는 감소되어 분석된다. 루프 카운터가 여전히 0 보다 크면, 데이타 포인
터는 루프 카운터 이후에 다음 2 메모리 바이트로부터 값을 추정하고, 레지스터의 내용을 스택으로 부터 
빼내고, 프로그램 제어는 인터럽트의 장소로 귀환한다. 다른 한편, 루프 카운터가 0 이면, 데이타 포인터
는 3 만큼 증가하고, 루프카운터는 프로그램에서 나오기전에 10 으로 리세트된다. 컴퓨터(40)의 메모리 
사이즈가 적절하면 그러한 루핑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시예]

제4도 및 제5도에서, 샘플 대상물(52)이 도시되어 있다. 도시한 바와 같이 샘플 대상물(52)은 대칭이 아
니며 또 종래 기계 가공법을 사용하여 제작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상한 형상을 취한다. 참고로 샘
플대상물(52)은 내부 캐비티(82)와, 캐비티 (82)내에 배치된 기둥(84)을 갖는 외부 베이스 구조체(80)를 
포함 한다(제4도) 제5도는 제1도에 도시한 목표 영역(26)을 규정짓는 한정 구조체(28)내에 있는 샘플 대
상물(52)을 도시한다. 제5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약간의 분말(22)이 점성이 없고, 나머지 분말은 샘플 
대상물(52)의 구조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소결된다. 제5도는 샘플대상물(52)의 소결된 응집부
를 도시하기 위해 일부 절결하고 파선으로 도시한 수직 단면도이다.

제7도는 제4도의 선 7-7 을 취한 수평 횡단면도 이다. 제7도는 제조되는 대상물의 단면 영역과 관련된 개
별층 (86)을 도시한다. 이와 같이 제7도의 소결층(86)은 제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단일 래스터 패턴(6
6)의 생산품이다.

참고로, 소결층(86)의 만곡선은 L로 표시되었다. 제8도는 L 을 만곡하는 동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인터페이스 작업을 도시한다. 상단 그래프는 고속 축선 갈바 (fasL axis galva)(48)로부터 피드백 신호의 
위치 및 제 1 디지탈아나로그 변환기(76)의 출력 신호를 나타낸다. 전압 비교 측정기(74)는 피이드백 신
호 및 제 1 D/A 출력 신호가 교차할 때 마다 컴퓨터(40)의 플래그라인으로 출력 신호를 보낸다.

제8도의 상부 그래프에서, 이들 점들은 토글점들을 나타내기 위해 T로 표기되어 있다. 제8도의 하부 그래
프로부터 알 수 있듯이, 플래그라인은 각 토글점(T)에 대응하는 마스크 불가능 인터럽트를 일으킨다. 각 
데이터 워드의 6 번째 비트는 분석되고 레이저(12)의 현재 상태는 그 값을 반영한다. 제8도의 끝에서 두
번째 그래프는 제7도의 스위프 라인(L)을 위한 레이저 변조 신호를 나타낸다. 제8도의 두번째 그래프는 
최상위 비트에서 높은 위치의 엣지가, 고속 스캔축(68)에서 레이저 비임(64)의 표적의 각 스위프 선단에 
나타난다. 제3도 및 제6도에 되시된 바와 같이, 카운터(79)은  고위의 엣지상에서 증가하고, 또 저속축 
갈바노미터(49)를 구동하기 위해 제 2 디지탈-아날로그 변환기 (78)로 신호를 출력 한다.

도면에서 설명된 예로부터 알 수 있듯이, 복잡한 형상의 대상물들도 비교적 용이하게 제조될 수 있다. 당
해 기술분야에서의 기술자라면 제4도에 도시된 대상물(52)이 종래 가공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기가 어렵
다는  것을  알  것이다.  특히  기계  공구를  사용하는  것은  캐비티(82)와  기둥(84)의  제작을  어렵게 
만드는바, 가능하다면 상기 대상물(52)이 비교적 크기가 작다면 본 발명 방법으로 제조한다.

기계 공구의 사용문제를 회피하는데 부가하여, 제조 정확도는 종래 기계 공구들에서 알려진 기계 공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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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구성대상물들의 정확도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즉 본 발명의 방법과 장치에 의해 제조된 대상물
들의 정확도 및 공차는 주로 전자공학과, 광학 및 실행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대한 함수이다. 물론 열전달 
및 재료에 대한 고찰도 획득 가능한 공차에 영향을 미친다.

당해분야 기술자라면 종래 가공 기술이 작업자의 간섭 및 판단을 상당히 요구함을 알 것이다. 예를 들면 
밀링 가공과 같은 종래 가공 공정은, 공구선택, 대상물 분할, 절단 작업 절차등과 같은 결정물을 하기에 
창의성을 요구한다. 그와 같은 결정들은 지령 테이프 제어식 밀링 머시인용 지령 테이프를 제작할 때 훨
씬 더 중요하다. 이에 반해, 본 발명 장치는, 단지 제조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각 단면 영역에 관련된 데
이터만을 요구한다.  그와 같은 데이터는 컴퓨터(40),  바람직하게는 CAD/CAM  시스템을 포함하는 컴퓨터
(40)에 간단히 프로그램될 수 있다. 즉, 컴퓨터(40)의 CAD/CAM 부분은 제조하고자 하는 요구 대상물의 전
체 치수들 및 형상들의 주어지고 또 컴퓨터(40)는 대상물의 각기 구별되는 단면 영역을 위한 경계들을 결
정한다. 그러므로 대상물 정보에 대한 방대한 내역이 선택가능한 상태로 컴퓨터(40)에 공급, 저장될 수 
있다. 장치(10)는 작업 정지 시간이라던가, 대상물에 대한 특수항 공구장착, 또는 작업자의 간섭 없이도 
선택된 대상물을 제조한다. 심지어 분말야금 및 통상적인 주조 기술들과 관련된 복잡하고 고가인 금형들
이 불필요하게 된다.

종래 제조기술들을 사용하여 대량생산 및 소정의 대상물 재료특성이 마주 유리하게 얻어질 수 있기는 하
나,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10)는 여러가지 관점에서 유용하다. 특히, 원(prototype)모형 및 주조목형들
이 용이하면서도 저렴하게 제조될 수 있다. 예컨대 주조 목형들은 사형구조, 로스트왁스구조, 또는 기타 
성형 기술들에 사용하도록 쉽게 만들어진다. 나아가서 구식의 대체 대상물과 같이 요구되는 수량이 극히 
적은 경우, 본 발명의 장치(10)를 사용하여 그와 같은 대체 대상물들을 제조하는 것은 많은 이점들이 있
다. 끝으로 본 발명 장치(10)는 선택용 및 우주용과 같이 제조설비의 크기가 주요한 제한 인자로 되는 경
우에 유용하다.

본 발명의 장치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 및 대체 실시예들이 상기 설명의 관점에서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자
들에게는 명확해질 것이다. 따라서 상기 설명은 단지 예시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 당해분
야의 기술자들에게 본 발명을 실시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 상기에서 도시되고 기술된 본 
발명의 형태들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실시예들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이해되어져야 한다. 대상물들의 형
상, 크기 및 배열에 여러가지 변화가 가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에서 설명되고 기술된 것들에 대해 
구성요소들 및 재료들이 대체될 수 있고, 대상물들은 반대로 될 수도 있으며, 또 본 발명의 어떤 특징들
은 다른 특징들의 사용과는 독립되게 이용될 수도 있는바, 이들 모두는 본 발명의 상기 설명의 이득을 획
득한 이후라면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자에게는 명확해질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완성된 대상물 제조 방법에 있어서, 목표 표면상에 제 1 및 제 2 재료를 포함하는 분말층을 적층시키는 
단계와, 대상물의 단면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분말의 선택부를 가열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및 제 
2 재료의 화학적 화합물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대상물의 단면 영역에서 제 1 및 제 2 재료를 반응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완성된 대상물 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열 단계는 제 1 재료의 융점과 제 2 재료의 융점 사이의 온도로 상기 분말을 가
열하는 완성된 대상물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적 화합물의 융점은 제 1 재료의 융점보다 높은 완성된 대상물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적 화합물의 융점은 분말의 선택부가 가열 단계에서 가열되는 온도 보다 높은 
완성된 대상물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층단계를 반복하는 단계와, 다수의 단계를 위한 가열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며, 
상기 가열 단계후의 분말의 이전에 형성된 층은 분말의 다음의 연속적인 층의 적층을 위한 목표 표면을 
제공하며, 상기 가열 단계의 각 단계는 상기 대상물이 단면 영역을 형성하는 완성된 대상물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 단계는, 상기 반복된 적층 및 가열 단계 이후에 형성된 상기 대상물 단면외의 
분말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제거 단계 이후에 상기 형성된 대상물의 단면안에서 제 1 및 제 2 재
료를 반응시키기 위해 상기 대상물을 가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완성된 대상물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 단계는 가열 단계동안 미리 형성되는 완성된 대상물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열 단계는 에너지 비임을 분말의 선택베 배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완성된 대
상물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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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배향 단계는 레이저 비임을 분말의 선택부에 배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완성된 
대상물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재료는 주석을 포함하는 완성된 대상물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재료는 니켈을 포함하는 완성된 대상물 제조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재료는 니켈을 포함하는 완성된 대상물 제조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재료는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완성된 대상물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재료는 금속인 완성된 대상물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재료는 세라믹인 완성된 대상물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  단계에  의해  형성된  화학적  화합물은  안정  화합물인  완성된  대상물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 단계에 의해 형성된 화학적 화합물은 준안정 화합물인 완성된 대상물 제조 방
법.

청구항 18 

목표 표면상에 제 1 및 제 2 재료를 포함하는 분말층을 적층시키는 단계와, 완성된 대상물의 단면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분말의 선택부를 가열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및 제 2 재료의 화학적 화합물을 형성
하기 위해 상기 완성된 대상물의 단면 영역에서 제 1 및 제 2 재료를 반응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완성된 대상물.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가열 단계는 제 1 재료의 융점과 제 2 재료의 융점 사이의 온도로 상기 분말을 가
열하며, 선택부가 가열 단계에서 가열되는 온도보다 높은 완성된 대상물.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적층 단계를 반복하는 단계와, 다수의 단계를 위한 가열단계를 부가
로 포함하며, 상기 가열 단계후의 분말의 이전에 형성된 층은 분말의 다음의 연속적인 층의 적층을 위한 
목표 표면을 제공하며, 상기 가열 단계의 각 단계는 상기 대상물의 단면 영역을 형성하며, 상기 반응 단
계는, 상기 반복된 적층 및 가열 단계후에 상기 대상물의 형성된 단면 이외의 분말부를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제거단계 이후 상기 형성된 대상물의 단면 안에서 제 1 및 제 2 완성된 대상물을 가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완성된 대상물.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 단계는 가열 단계동안 수행되는 완성된 대상물.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재료는 금속인 완성된 대상물.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은  제  1  재료의  융점보다  높은  융점을  갖는  금속간  화합물인  완성된 
대상물.

청구항 24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재료는 세라믹인 완성된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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