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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 소재는 대표적인 의료용 금속소재로서 높은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티타늄
에 알루미늄, 바나늄 등의 성분을 첨가한 합금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합금 성분들이 인체에 독성으로 작용하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순수 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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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 소재 고강도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적층성형가공그룹

일반적인 주조법과는 차별화된 공정 특징을 가진 금속소재 적층성형가공 공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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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술을 통해 다양한 금속소재의 강도 수준을 제어할 수 있다면 고부가가치 부품
및 제품의 실용화 제조에 더욱 근접할 수 있음에 따라 생기원은 선진 사례와 차별
화된 방법을 통해 강도제어가 가능한 3D프린팅 공정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적층성형가공 공정제어를 통한
‘순수 티타늄 소재 적용
고강도화 부품·제품 제조기술 개발’

개발 목적
• 순수 티타늄 소재의 강도 향상을 위한 3D프린팅 공정 제어기술 개발
• 인체 삽입용 의료기기 제조 시 적용을 통한 실용화 제조기반 확보

개발 내용
• 순도 99.5% 이상 순수 티타늄 소재 대상 적층성형가공 공정 DB 구축
• 제품 형상, 표면조도 등을 기준으로 한 최적 공정조건 도출
• 공정변수에 따른 에너지 수준 정량 분석해 최적 에너지 수준 도출
• 적층성형공정 제어를 통한 순수 티타늄 소재 고강도화 기술 확립
• 나노 석출상 분율 및 형성기구 제어를 통한 순수 티타늄 소재 고강도화 공정제어기술 확립

주요 연구 성과
• 논문 및 지식재산권
- 논문 : 국내 학술발표 4건, 국외 학술발표 1건, 게재 2편 예정
- 지식재산권 : 국내 특허출원 9건, 등록 2건 완료
• 기술수준
- 순수 티타늄 소재 인장강도 800MPa 이상, 연신율 15% 수준 달성
- 적층성형가공 공정제어를 통해 강도 수준 제어 가능 기반 확보

		

• 기대효과

하 순수티타늄 소재 고강도화 공정제어기술

		



상 공정변수에 따른 에너지 수준 분석

- 인체 무해 금속소재 대상 고강도화(180% 이상) 기술을 국내 관련 기업으로의 이전 및
실용화를 통해 선진 제품 대비 의료기기 분야 부품 및 제품 차별화, 기술경쟁력 확보 가능
- 고부가가치 산업용 부품 적용 금속소재인 Ni합금, Fe계 합금 등으로 응용 및 확대 적용을 통해
적층성형가공으로 실제 사용가능한 부품 및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실용화 기반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