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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mal barrier coatings(TBCs) are being applied in many industrial fields such as thermal power generation,

aviation and seasonal fields. ZrO2-Y2O3(8 %) thermal spray coating powders are commercially used as thermal-barrier coating

materials to protect against oxidation and corrosion of heat-resistant alloys at elevated temperatures. Currently, ZrO2-Y2O3(8 %)

thermal-spray powder is made using the industrial co-precipitation process, which is very complex and requires a lot of time.

In this study, orthorhombic ZrO2 and Y2O3 powders were fabricated by mechanical mixing, which is more economical than

the co-precipitation process. A tetragonal, yttria-stabilized zirconia(YSZ) coating-layer was produced by plasma spraying, using

orthorhombic ZrO2-Y2O3(8 %) powder. Our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 that ZrO2-Y2O3(8 %) mixed powder can be used

economically in industry because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make this powder by liquid and gas-phase methods.

Key words mechanical mixing, plasma spray coating, SEM, thermal stability.

1. 서  론
 

세라믹 용사코팅 기술은 내마모 개선을 위한 내마모 소

재 코팅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마모 코팅

은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고 있어 미끄럼(sliding), 구

름(rolling) 혹은 충격(impact)의 형태로 상대재와 접촉에

서 견딜 수 있어 마찰과 마모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세라믹 분

말재료가 코팅 재료로 흔히 사용된다. 세라믹 코팅을 통

해 이와 같이 마모, 마찰의 제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

어 산업 분야에서의 응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1-3)

플라즈마 코팅에 널리 사용되는 tetragonal YSZ 분말

의 제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현재 상용되고 있

는 방법 중 하나인 액상법은 tetragonal YSZ 분말을 제

조하기 위하여 공침법(coprecipitation process)을 이용하

고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양이온을 동시에 침전시키는

것을 공침법이라 한다. 이는 용액에 침전제를 첨가하거

나 온도를 조절하여 용해도를 감소시켜 염이나 수화물

을 침전물로 얻는 방법이다4-8). 침전물의 입자모양과 크

기는 핵생성과 성장속도, 숙성과정을 통하여 조절된다. 침

전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용액의 농도, 온도 및 pH,

용액의 교반속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공정수

가 많고 복잡하여 새로운 간단한 공정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스터빈의 상부 코팅층 재료인

tetragonal YSZ를 기존의 공침법이 아닌 monoclinic ZrO2

와 Y2O3 분말을 기계적 혼합법을 통해 제조하고, 분무

건조 방법을 이용하여 구형의 혼합 분말을 제조하는 것

이다. 구형의 분말을 열처리를 진행한 후 용사 분말에

적합한 크기로 분급한 후 플라즈마 용사 공정을 통하여

안정한 구조를 갖는 tetragonal YSZ를 코팅층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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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존 공침법으로 제조한 tetragonal YSZ 분말을 이

용하여 코팅한 코팅층과의 코팅특성을 비교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용사용 안정화 지르코니아 분말의 제조방법

일반적인 YSZ 용사 분말 제조 방법은 공침법을 통해

Y2O3가 고용화된 ZrO2-8%Y2O3 분말을 합성한 후 합성

된 분말을 분무건조하여 제조하지만 그 방법은 매우 복

잡하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기존의 방

법과 다른 간단한 mechanical mixing 방법으로 ZrO2-

8%Y2O3 용사 분말을 제조하였다. 습식으로 기계적 혼합

및 분산처리 된 슬러리를 분무건조를 통해 균일하게 혼

합된 구형의 과립 분말을 제조하고, 1단계 열처리에 의

해 용사 분말의 강도를 부여하고, 2차 플라즈마용사 코

팅공정 중에 Y2O3가 고온의 플라즈마에 의해 고용화되

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2.2 슬러리 제조 및 pH, Zeta potential 측정 방법

과립 제조를 위한 슬러리를 제조하기 위하여 폴리프로

필렌병에 milling media로 직경 5 mmφ, 10 mmφ 지르코

니아 볼을 폴리프로필렌병 용적의 50 %를 채워 고형분

량을 20 vol% 혼합하였으며, 분산매로 deionized water를

사용하였다. 분말의 분산 및 응집을 위한 pH 조절제로

NH4OH, H2SO4를 사용하였으며 결합제로는 중합도 1700

PVA 사용하였다. 분말, deionized water와 pH 조절제를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1차 밀링하여 안정된 슬러리를 제

조하였고, 1차 밀링된 슬러리에 소량의 소포제와 결합제

를 첨가하여 4시간 동안 2차 밀링을 하여 분무건조용 슬

러리를 준비하였다. 

슬러리의 pH 측정은 혼합된 이종 분말을 슬러리의 pH

를 측정하기 위해서 pH meter(HM-30G)를 사용하였으

며, pH 측정 후 pH 농도 조절을 위해 NaOH를 사용하

여 조절하였다. 제타 포텐셜 측정은 KS L1616(파인 세

라믹스 분말의 등전점 측정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9) 

2.3 분무건조 및 열처리 방법

열분무 건조기(FOC-20, Disc type, Ohkawara)를 이용하

여 입구온도가 180 oC, 출구온도가 120 oC, RPM이 10,000

~15,000, Feedging rate가 10 L/h의 조건에서 열분무 건

조를 행하였다. 분무 건조한 용사 분말을 고순도 알루

미나 도가니에 넣은 후 승온속도 2 oC/min, 1350 4h 유

지 후 노냉하였다.

2.4 제조된 분말의 특성 분석

각 공정에서 혼합 및 밀링된 분말과 분무된 분말의 미

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SM-5900)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정성분

석 및 정량분석을 위하여 EPMA(Electron Probe Micro

Analysis, EPMA-1610)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상분석으로서 X-선 회절(XRD: Rihaku Rotarflex)을

이용하여 각각의 분말의 상변화를 관찰하였다. 타겟은

CuKα(λ = 1.542Å)를 사용하였다. XRD 회절조건으로

30 kV, 20 mA를 이용하였으며 스캔 속도는 2o/min였으며

20o~80o의 회절범위에서 실시하였다. 분무 건조된 분말의

입도를 측정 및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서 레이져 입도분

석기(Particle Size Analyzer, MSS)를 사용하였다. 

용사 분말의 유동도, 겉보기 밀도와 순도 및 함량을 측

정하기 위하여 KS L 1626(2012)의 평가 방법, KS L

1626(2012)의 규격 및 KS E 3098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각 평가하였다.9)

3. 결과 및 고찰

3.1 Hetero-coagulation 법을 이용한 균일화 특성

기계적 혼합을 통한 용사 분말 제조를 위해서 건식법

과 습식법이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습식 방법을 통해

분말을 균일화하였고, 수용액상에서의 표면 전하를 이용

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균일화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hetero-coagulat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Hetero-coagulation

방법은 2가지 이상의 분말이 수용액상에 혼합된 경우에

분말을 균일화하는 방법이다. 수용액상에 존재하는 분말

들은 등전점(Isoelectric point, IEP)를 기준으로 산성 영
Fig. 1. Fabrication method of thermal spray powder by mechanical

mixing process using ZrO2-8%Y2O3 powder.9)



기계적 혼합에 의한 플라즈마 용사용 ZrO2-Y2O3 분말의 제조 및 특성 359

역방향에서는 +전하, 염기성 영역 방향에서는 −전하를 갖

는다. 이와 같이 각 분말에 대한 pH에 따른 제타 포텐

셜 값을 고려하여 슬러리의 pH 값을 조절함으로서 수

용액상에 존재하는 2가지 물질의 표면 전하가 서로 반

대 전하를 갖게 pH를 조절함으로서 같은 물질은 동일

한 전하로 반발력을 띠고, 다른 성분의 입자가 서로 다

른 전하에 인하여 결합하는 방법으로 수용액상에서 균

일화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의 제타 포텐셜 측정은 KS L1616(파인 세

라믹스 분말의 등전점 측정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예

비실험에 의하여 pH 8.4로 조절된 슬러리는 부분 응집

(flocculation) 되어 입자간 부분 응집되고, 이렇게 응집

된 분말 간 큰 기공에 의해 내부 수분이 보다 쉽게 증

발되어 결함이 없는 구형의 과립을 제조할 수 있게 되

었다.9)

3.2 기계적 혼합 방법에 따른 분말 특성

Fig. 2에 원료 분말인 ZrO2, Y2O3 분말을 나타내었

다. 각 분말의 SEM 분석결과 ZrO2 분말의 경우 2~3

µm의 큰 입자와 서브 미크론의 작은 입자로 구성되었

다. Y2O3 분말의 경우 3~10 µm의 큰 입자로 되어 있다.

분쇄 및 혼합 방법에 의해 ZrO2와 Y2O3가 균일하게 고

용되기 위해서는 작은 입자로 분쇄 될수록 고용체(solid

solution)화에 유리하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2가지 방법

으로 볼 밀링 효과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째; 분산조건으로 슬러리의 pH를 조절한 후 밀링 실

시, 분무 건조전 부분 응집 상태로 pH 조절 후 분무건

조 하는 방법과, 둘째; 부분 응집상태로 슬러리의 pH를

조절한 후 볼밀링하고 분무건조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Fig. 3에 분쇄 방법에 따라 제조된 과립의 SEM 조직

을 나타내었다. 2가지 실험결과 초기 구형과립 조건인 pH

8.4정도로 슬러리를 조절한 후 볼밀링하여 분무 건조한

과립의 SEM 사진을 보면 높은 점도에 의해 볼에 의한

분쇄효과가 거의 없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우, 플라

즈마에 노출되었을 때 Y2O3의 고용체화가 더 어려울 것

이라 생각된다. 분산조건에서 볼밀링 후 분무건조 전 pH

를 조절하여 분무건조한 분말의 경우 낮은 점도에 의해

볼밀 공정에서 큰 입자로 존재하던 Y2O3분말이 1 µm 이

하로 분쇄되었음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추가 실험에서는

두 번째 방법인 분산 조건에서 밀링한 후 분무건조 전

pH를 조절하여 구형의 과립제조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2. SEM images of ZrO2, Y2O3 raw powders. (a) ZrO2 raw powders, (b) Y2O3 raw powders.

Fig. 3. SEM images of YSZ powders milled for 24hrs using attrition mill. (a) After the pH adjustment of spherical granules, (b) After

dispersion condition of spherical gran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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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플라즈마 공정처리에 따른 분말 특성

본 실험에서는 monoclinic상의 ZrO2 분말과 Y2O3 분말

을 혼합 밀링에 의해 제조된 슬러리를 분무건조하여 용

사 분말을 제조하였다. 용사 분말은 플라즈마 용사 공

정시 고압의 가스에 의해 이송되고, 고온 고압에 노출되

기 때문에 입자간 일정 결합이 되어야 한다. 상용 ZrO2-

Y2O3 분말과 본 실험에서 제조하여 열처리한 분말의

XRD 분석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상용 ZrO2-Y2O3

XRD 분석결과 Tetragonal상으로 완전히 Y2O3가 고용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제조한 분말

은 미반응된 ZrO2, Y2O3 분말과 tetragonal상의 ZrO2-

Y2O3 분말이 공존함을 볼 수 있었다. 미 반응된 분말을

플라즈마 용사의 높은 온도에 노출한 후에 상 변화를 관

찰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플라즈마원으로 플라즈마 용사

(Triplex)장비를 사용하였다. 실제 열처리된 분말이 노출

되는 분위기는 N2, He, H2의 복합 gas로 이루어졌으며,

온도는 10,000~15,000 K 정도이다. 플라즈마에 노출된 용

사분말은 고상합성법 비교해 높은 온도에 노출되기 때

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합성이 가능하다. 플라즈마에 노

출된 분말의 XRD 분석결과를 Fig. 4에 나타나듯이 비

록 짧은 시간에 노출되지만 XRD 분석결과 열처리를 진

행한 분말은 미반응된 분말의 peak이 대부분을 차지하

였으나, 플라즈마에 노출된 분말은 XRD 결과 미반응된

상의 peak은 관찰할 수 없었고, Tetragonal YSZ 상만이

관찰되었다. 이로서 용사공정의 플라즈마에 노출됨으로써

각기 분말로 형성된 성분이 서로 완전히 고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5에 열처리된 분말과, 열처리된 분말을 플라즈마

처리한 후 EPMA를 이용한 원소분석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플라즈마처리 전 열처리된 Y2O3와 ZrO2 분말의 형

상이 구형의 과립 입자로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

고(a,b,c), 플라즈마 처리 후 사진(d,e,f)에서는 입자형태

로 존재했던 Y2O3가 구형 과립의 주성분인 ZrO2에 완

전히 고용된 형태로서 관찰되었다. Table 1에는 copre-

cipitation과 mechanical mixing방법으로 제조한 분말을

플라즈마 처리한 전·후의 상을 나타낸 것이다. 상용방

법은 열처리 후에 tetragonal ZrO2상이 되지만, 기계적으

로 혼합한 분말의 경우에는 플라즈마처리 후에 tetragonal

ZrO2상이 나타나고 있다.

3.4 상용분말과 본 실험 제조한 분말의 코팅층 특성

비교

상용분말과 본 실험 제조한 분말의 코팅층 특성을 비

교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2개의 상용분말(IHK, Metro)

을 이용하였다. 코팅에 사용된 분말의 SEM 사진을 Fig.

6에 나타내었고, 분말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와 Fig. 6에서와 같이 모든 분말은 구형의 형

상을 가지며, 업체간 제조방법에 따라 분말 특성이 달

랐다. IKH 분말과 본 실험에서 제조한 분말의 특성은

XRD 분석결과만 상이할 뿐, 다른 특성에서는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낸 반면, Metco 분말은 분무건조기를 이용하

여 구형의 과립 제조 후, 플라즈마 처리를 하여 입자 내

Fig. 4. XRD results of phase transformation of the ZrO2-8%Y2O3

mixed powders by plasma treatment.

Fig. 5. EPMA results of the powders before and after plasma

process. SEM image(a), Y(b) and Zr(c) elemental images before

plasma process; SEM image(d), Y(e) and Zr(f) elemental images

after plasma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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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완전히 치밀화된 용융 분말로 구성되었다. 용융된

분말의 경우, 유동성과 Tap 밀도가 높은 값을 나타내었

고, 또한. 입자크기는 Metco에서 제조된 분말의 입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7에 용사 코팅한 시편의 SEM 사진을 나타내었

다. 본 실험에서 제조한 분말과 IKH는 거의 유사한 코

팅 조직을 나타내었다. 코팅조직은 플라즈마에 의해 melting

되고, carrier gas에 의해 고속의 운동에너지로 모재에 코

팅된다. 코팅조직의 구조는 splat간 기공과 과립 내부에

포획된 기공으로 구성된 조직을 나타내었다. Metco 분

말로 용사 코팅한 구조는 큰 입자로 인해 splat간 기공

의 크기가 현저히 커졌으며, 과립의 제조 특성상 플라

즈마에 의해 1차 용융분말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미세한

기공이 적은 코팅 조직을 나타내었다. 동일한 feeding 조

건으로 코팅한 결과, 내부가 플라즈마에 의해 1차 용융

처리된 Metco 분말의 경우 동일한 시간에 형성되는 코

팅 두께는 두껍게 측정되었다.

3.5 ZrO2-8%Y2O3 열충격 특성

안정화제에 의해 안정화된 지르코니아는 2,500 oC 까

지 상변화가 없는 특징을 가지므로 고온에서 제품과 반

응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고온 열충격성이 뛰어나

므로 고온재의 코팅재로 많이 사용된다. 열팽창계수를 상

용재와 비교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 상용재와 유사한 특

성을 나타내었다.9)

본 실험에 의해 제조된 안정화된 지르코니아 분말과,

상용 지르코니아(IKH, Metco 등) 용사 분말을 Ni wire

를 직조한 제품에 용사코팅하였다. 

열충격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열충격 평가 방법에 규

정되어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9) 고온 열충격 특성을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owders between coprecipitation and mechanical mixing methods.

Common ZrO2-8% Y2O3 ZrO2-8% Y2O3

Methord Coprecipitation Mechanical mixing

Raw material characteristics Individual homogeneous particles Y2O3, ZrO2 two kinds powder

Heat treatment Tetragonal and a trace of Monoclinic phase Y2O3, unreacted ZrO2 Monoclinic, and trace of Tetragonal phase

After plasma spray - Tetragonal YSZ phase

Table 2. Characteristic of powders.
9)

Characteristics IKH powder Metco powder Mechanical mixing powder

Flow-ability(sec/g) 0.58 0.2 0.4

Tap density(g/cc) 1.476 2.112 1.5

Granule size(µm) 10~63 45~95 10~63

Manufacture method, shape Granule & sintering, spherical
Granule & sintering, plasma 

treatment, spherical
Granule & sintering, spherical

Fig. 6. SEM images of thermal spray powders before spray coating. (a) IKH, (b) Metco and (c) This study of ZrO2-8%Y2O3 hermal

powders.

Fig. 7. SEM images of coating layer. (a) IKH, (b) Metco and (c) This study of ZrO2-8%Y2O3 hermal powders. 



362 한진원·곽찬원·우기도

평가하기 위하여 각 시편(상용 및 본 시편;코팅두께가

100 µm)을 가스토치를 이용하여 5분간 가열 후 자연냉

각 10분을 1회로 하여 총 80회 열충격테스트를 진행한

시편의 사진 열충격전의 시편과 비교하여 Fig. 8에 나

타내었다. 가스토치의 온도는 대략 800~900 oC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 조건에서 열충격에 의한 박리가 일어나

지 않아, 보다 가혹한 시험을 통해 분말 제조법에 따른

성능평가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진행하였다. 이

와 같이 1200 oC 1시간 열처리후 수냉을 1 cycle로 하

여 진행하였으며, 코팅층 탈락시점을 기준으로 열충격 평

가를 진행하였다.

코팅층 두께를 달리하여 시편을 제작하여 열충격 평가

를 진행한 결과 50 µm과 75 µm두께를 가진 경우에는

IKH사 제품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말로 코팅한 경우

6cycles에서 박리되었으나 코팅 두께가 100 µm정도의 두

께에서는 두 시편 모두 열충격에 의한 코팅층의 탈락이

없었다. 두께가 두꺼운 것이 보다 열충격 저항성이 증

가함을 알 수 있었다. 기계적 합성법을 이용해 제조한

분말이 플라즈마 용사 공정상에서 Y2O3가 균일하게 고

용되지 않고, monoclinic의 ZrO2로서 존재하였다면 열충

격 테스트 과정에서 상변이에 의한 부피 변화에 의해 열

충격 특성이 현저히 저하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내열코팅재로 많이 사용되는 YSZ 용

사 분말을 각 원료 분말을 기계적 혼합법에 의해 제

조하고, 플라즈마 용사 코팅 공정 중에 일어나는 고온

(10,000 K ~ 15,000 K)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분말의 특

성 변화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Hetero-

coagulation 방법을 통해 이종의 분말의 균일화가 가능

하였으며 기계적 혼합법을 이용하여 분무건조된 분말을

열처리한 결과 미반응된 ZrO2,Y2O3 복합 분말이 제조되

었으나, 프라즈마 용사후에는 코팅층이 모두 tetragonal

YSZ로 되었다. 상용 분말인 IKH사의 YSZ과 본 실험

에서 제조된 YSZ를 코팅한 후 열충격실험을 진행한 결

과 상용 분말과 동일한 높은 열충격 특성을 나타내었으

므로 상용 분말로 사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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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ptical images of thermal shock test before thermal shock

(a, b) and after thermal shock of 4 cycles (c,d) and 80 cycles (e,

f) (a, c, e): Plasma treated YSZ of this study, (b,d,f): IKH YS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