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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vironmental barrier coatings (EBCs) are used to protect SiC-based ceramics or composites from oxidation and corrosion due to
reaction with oxygen and water vapour at high temperatures above 1000

o
C. Mullite ceramics have been studied for environmental

barrier coatings for Si-based ceramics. More recently, rare earth silicate ceramics have been identified as more water vapour-resistant
materials than mullite for environmental barrier coatings. In this study, we fabricate mullite and yttrium silicate ceramics by an
atmospheric plasma spray coating method using spherical granules fabricated by spray drying. As a result, EBCs with thicknesses in
the range of 200-300 µm are successfully fabricated without any macroscopic cracks or interfacial delamination. Phase and
microstructure analysis are conducted, and the basic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hardness and indentation load-displacement curves
are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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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Si계 세라믹스 중 탄화규소(SiC), 질화규소(Si3N4) 세라

믹스는 내열성, 내열충격성, 저열팽창성, 높은 열전도도

등의 고온에서 적용 가능한 열적특성
1,2)
과 내마모성, 고

강도, 고경도 등의 우수한 기계적 특성
3)
과 우수한 내방사

성을 갖고 있어서 미래의 가스터빈 열차폐 재료, 원자력

관련 부품소재, 항공우주용 부품소재로의 적용이 이루어

지고 있다.
1,2,4,5)

 그러나 Si계 세라믹스는 고온에서 산화가

일어나고, 특히 수증기(water vapour)와 Si의 반응이 일어

나 침식에 의한 부식(steam corrosion)으로 질량감소가 일

어나는 단점이 있다.
6-8) 
이를 해결하기 위해 Si계 세라믹

스와 수증기가 만나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

해 Si계 세라믹스 위에 고온부식에 대한 내식성이 우수한

내환경코팅(Environmental barrier coatings)재와 그 코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1,2,4)

탄화규소, 질화규소 등 Si계 세라믹스를 고온과 부식 환

경에서 보호하기 위한 재료로는 뮬라이트(mullite, 3Al2O3·

2SiO2)와 실리케이트 유리(BSAS, Barium strontium alumi-

nosilicate) 등
1,2,9-11)

이 연구되어져 왔으나 보다 최근에는

내열성 향상연구와 함께 보다 우수한 고온부식에 대한 저

항성이 요구되어져서 희토류계 원소가 포함된 실리케이

트 소재(rare earth silicate)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12-14)

Si계 세라믹스에 내환경재를 코팅하는 방법으로 화학증

착법(CVD), 졸-겔 코팅방법(sol-gel) 등도 연구되어졌으나

형상이 복잡하고 치수가 큰 기물에 코팅하는 일반적인 방

법으로 대기 플라즈마 용사(atmospheric plasma spray)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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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연구되어져 왔다.
6,10,11)

 특히 가스터빈 부품 등에

코팅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기 플라즈마 용사법이 범

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작동온도가 1100 ~ 1300
o
C인

현재보다 에너지효율과 냉각효율을 높이기 위해 세라믹

스 복합재가 사용될 경우는 내환경 코팅재가 적용되어져

야 하며, 이 방법 역시 대기 플라즈마 용사법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 플라즈마 용사법으로 코팅하기 위해서는 출발물

질의 크기와 형상, 입도 분포 등이 최종 코팅층의 미세구

조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 분말의 처리기술 또

한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플라즈마 용사법의 출발원

료의 제조방법으로는 분무건조법이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말들은 플라즈마 용사 시 흐름성이 좋아

야 하므로 구형의 형상이 바람직하며, 치밀한 코팅층이

요구되는 경우는 분말 역시 치밀하게 제조되는 것이 유

리하다. 내열합금등으로 제조되는 가스터빈 고온부품에

열차폐 코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라믹스

재의 탑 코트(ceramic topcoat)층과 기재인 내열합금 층간

의 응력완화를 위해 중간재로서 본드 코트(bondcoat)층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환경 코팅재 역시 기재인

탄화규소재와의 응력완화를 위해 Si, SiO2 등의 본드 코

팅층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탄화규소계 복합재료의 고온산화와 고

온부식을 억제하기 위한 내환경 코팅재로서 뮬라이트

(Mullite)와 희토류계 실리케이트 중 이트륨 실리케이트

(Y2SiO5)에 대해 분무건조법으로 구형형상을 갖는 분말을

제조하였고, 이러한 분말들을 이용하여 대기 플라즈마 용

사법으로 탄화규소 세라믹스에 내환경 코팅재를 적용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드 코팅재로서는 Si을 도입하였

다. 그 결과 기존의 대기플라즈마 용사법으로 제조된 코

팅체와는 다르게
2,7)

 결정질이 포함된, 200 - 300 µm의 두

께를 갖는 내환경 코팅재를 큰 결함이나 계면박리 없이

제조할 수 있었으며, 경도와 압흔하중-변위 곡선거동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험 방법

분무 건조 및 대기 플라즈마 용사법을 이용하여 뮬라

이트 및 이트륨 실리케이트 내환경 코팅재용 분말을 분

무건조법에 의해 제조한 공정 흐름도를 Fig. 1에 나타내

었다. 

실리콘 분말(Silicon, Si)은 입도의 평균크기가 40 µm

(Saint Gobain, Belgium), 씰리카(Silica, SiO2)는 입도의 평

균크기가 0.6 µm(Xuancheng Jingrui New Materia Co.

Ltd, VK-SP50), 뮬라이트(Mullite, 3Al2O3·2SiO2)는 43 µm

(Yichang Kebo Refractories Co. Ltd, KB-M-003)의 것을

사용하였고, 이트륨 실리케이트(Yttrium Silicate, Y2SiO5)

의 출발원료로는 이트륨 산화물(Yttrium Oxide, Y2O3,

Hebei Pejin International Co. Ltd, Yttrium Oxide 5N, 입도

평균크기 3 µm)과 SiO2(Xuancheng Jingrui New Materia

Co. Ltd, VK-SP50, 입도평균크기 0.6 µm)를 사용하였다. 

Y2O3 분말과 SiO2 분말로부터 Y2SiO5 분말을 합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분말을 알콜 및 지르코니아 볼과 함께 24

시간동안 볼 밀링(ball milling)해 주었다. 볼 밀링 후 대

기 중에서 24 시간 이상 80
o
C가 유지된 오븐(oven) 내에

서 건조한 후 체가름 해 주었다. 체가름한 분말을 알루미

나 도가니에 넣고 1,400
o
C에서 4 시간동안 열처리를 하

였다. 열처리 한 분말을 XRD 회절장비(Rigaku, Japan)를

이용하여 Y2SiO5 분말이 얻어졌는지를 확인하였다. 실리

콘 분말, 씰리카 분말, 뮬라이트 분말 및 합성한 Y2

SiO5 분말 각각에 대하여 PVA의 유기 결합제(binder,

DC Chemical Co. Ltd, PVA P-17), 5468-cf의 분산제

(dispersant, 한국산노프(주), CERASRERSE 5468CF) 등을

첨가한 후 증류수, 지르코니아 볼과 함께 24 시간 동안

볼 밀링(ball milling)하였다. 이 때 결합제는 세라믹스 분

말에 대해 무게비로 5%내외, 분산제는 4%내외를 첨가하

Fig. 1. Procedure for the preparation of powder for EBC

co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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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밀링혼합 후 슬러리를 분무건조기(spray dryer, Sewon

Hardfacing, Korea)에 10 L/h의 일정 속도로 분무시켜 구형

의 응집체를 얻었다. 이 때 입구온도는 170 ~ 210
o
C, 출구

온도는 70 ~ 110
o
C, 원판 디스크(atomizer)의 회전속도를

6,000 ~ 10,000 rpm의 범위 내에서 제어하였다.
15) 
제조한 구

형의 응집체 내의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600 ~ 800
o
C의

온도 범위에서 탈지를 수행한 후, 분말에 강도를 부여하

기 위해 1250
o
C에서 1 시간동안 열처리 하여 주었다. 열

처리 한 분말은 다양한 크기의 체(sieve)를 적층한 후, 10 ~

63 µm 범위 내의 과립들을 분급(classification)하여 코팅을

위한 분말로 사용하였다. 분무건조된 후 열처리한 접착제

코트 및 탑 코트 분말, 즉 대기 플라즈마 용사를 위한 최

종 분말들의 크기와 입도분포, 형상을 주사전자현미경

(SEM)으로 관찰 하였고, SiC 연마제로 연마하여 분말의

단면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내환경재 코팅을 하기 위한 모재(substrate)로 탄화규소

반응소결 소결체((주)대양산업, reaction-bonded SiC, SiC320)

를 사용하였으며 직경 1인치, 두께 약 5 mm로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분무건조한 분말들을 코팅하기 전에 접합 강

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알루미나 입자로 샌드블라스트

(sandblast) 처리를 해주었다. 대기 플라즈마 용사 장비

(Atmosphere Plasma Spray, Triplex-pro 200, Sultzer Metco)

를 이용하여 각 분말을 플라즈마에 용융시킨 후 고온, 고

압으로 용사하여 모재에 코팅하였다. 각 내환경재를 코팅

하기 전에 먼저 분무건조법으로 제조한 본드 코트(bondcoat,

Si) 분말을 탄화규소 기재 위에 코팅하였다. 본드 코팅

(bondcoat)의 코팅조건으로서는 Ar/He = 30 : 20의 부피비

가 되도록 제어하였고, 분당 총 3.5 리터의 유동속도로 분

말을 공급하였다. 또한 분무 건(spray gun)과 모재와의 거

리를 180 mm로 고정시킨 후, 전력 450A/90V로 분당 90 g

의 분말을 공급하여 모재에 코팅하였다.
16) 
한편 내환경재

의 코팅(topcoat) 조건으로서는 Ar/He = 30 : 20의 부피비가

되도록 제어하였고, 분당 3 리터의 유동속도로 분말을 공

급하였다. 전력은 540 A/99V로 하였으며 이 때 Spray gun

과 기판간의 거리인 분무거리(spray distance), 공급속도

(feeding rate), 건의 속도(gun speed)를 변수로 변화시켜가

며 코팅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제조하였다. 그 조건은 건

과 모재간의 거리를 150 mm로 고정시킨 후, 분당 100 g

의 분말을 공급하여 300 mm/sec의 속도의 조건으로 코팅

하였다.

대기 플라즈마 용사법으로 제조한 코팅층의 결정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기(Rigaku Co., Rint 2000

Ultima+, Japan)를 이용하였으며, 2θ = 10 ~ 80
o
 범위에서 회

절 peak을 고찰하였다. 코팅층의 미세구조는 주사전자현

미경(SEM, JEM-7610F, JEOL LTD, JAPAN)을 이용하여

배율 500 및 2000배로 확대 관찰하였다. 코팅층의 두께를

관찰하기 위해 코팅층의 표면에 홈을 내어 절단한 후 측

면을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NIKON, Japan)으로

관찰하였으며, 표면을 6 µm의 다이아몬드 페이스트(diamond

paste)를 이용하여 살짝 연마한 후 표면의 기공율과 결함

들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또 거시적인 결함과 계

면박리 여부를 관찰하였다. 코팅재의 기계적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 압흔응력에 의한 기계적 거동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서 서로 다른 두께를 갖고 있는 시편을 다이아

몬드 페이스트(diamond paste)를 이용하여 코팅층 두께가

각각 180 μm로 동일하게 되도록 제어하였다. 다이아몬드

압자로 P = 1 kgf의 하중으로 코팅층 표면을 압흔한 후 결

함의 직경을 측정한 후 경도를 측정하였다. 한편 반경

r = 3.18mm을 갖는 구형의 초경 볼(tungsten carbide ball,

WC)을 지그에 부착한 후 만능 하중 시험기(Instron 5567,

U.S.A.)에 장착한 후, 0.1 mm/min의 일정한 속도로 코팅

재의 표면에 P = 100 N까지 압흔응력을 가하여 하중-변위

곡선을 얻어내어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에 탄화규소 기재와 내환경 코팅재의 응력을 완

화하기 위한 본드 코팅 분말재로서 SiO2와 Si를 분무건조

법으로 제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2(a), (b)는 SiO2

분말들을, Fig. 2(c), (d)는 Si 분말들을 각각 나타내며, (b),

(d)는 (a), (c)의 분말들을 500배로 확대관찰한 주사전자현

미경 사진들이다. 분무건조법으로 최적의 조건으로 제조

한 분말들의 형상을 관찰한 결과, 사진에서와 같이 Si 및

SiO2의 분말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구형의 형상의 분말

들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일부 표면에 hollow한 부분들이

Fig. 2. SEM micrographs of spray dried granules for bond-

coat of EBC: (a), (b) SiO2 and (c), (d)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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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었으나, 플라즈마 용융시 용융될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분말의 중앙부위는 중공상

(hollow)이 포함되지 않은 분말들이 제조되었다. 이러한

구형의 분말들은 대기 플라즈마 용사 시 좋은 흐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탄화규소 기재 위에 적용할 내환경 코팅재의 분말들을

분무건조법으로 제조한 후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

찰한 사진들을 Fig. 3에 나타내었다. 뮬라이트(mullite) 코

팅재분말을 Fig. 3(a), (b)에, Y2SiO5 코팅재용 분말(yttrium

silicate)들을 Fig. 3의(c), (d)에 각각 나타내었다. 탑 코트

용 코팅재 분말을 최적의 조건으로 제조할 경우 본드 코

트 분말보다 중공상 부분이 거의 없는, 보다 구형의 형상

을 갖는 분말들을 성공적으로 제조할 수 있었다. 또 분말

을 연마(polishing)한 후 단면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를

그림 우측에 삽입하여 나타내었는데, 비교적 치밀한 입자

들로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환경 코팅재에 적용될

경우에는 특히 탑 코팅 분말의 경우 일반적으로 10 - 20%

의 기공율을 갖도록 제조해야 하는 열차폐 코팅재와는 다

르게, 가능한 한 우수한 열차폐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

서 치밀하게 코팅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러한 치밀한 구형의 분말들은 치밀한 코팅층의 제조가 가

능하면서도 구형에 의해 우수한 유동속도로 코팅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대기플라즈마 용사에 의해 코팅된 mullite, Y2SiO5의 표

면외관사진과 단면코팅두께 사진을 각각 Fig. 4의 (a), (c)

와 (b), (d)에 나타내었다. Fig. 4의 (a), (c)와 같이 표면에

전반적인 거시 결함없이 코팅된 것을 알 수 있으며, (b),

(d)와 같이 계면박리 없이 코팅된 것을 알 수 있다. 본드

코팅된 Si의 코팅층 두께는 대략 50 ~ 150 µm의 범위 내

에서 코팅되었으며, top 코팅된 mullite의 코팅층 두께는

300 µm, Y2SiO5의 코팅층 두께는 200 µm이었다. 

대기플라즈마 용사된 Mullite, Y2SiO5 코인시험편의 중

앙 부위 표면의 단면을 확대 관찰한 사진을 Fig. 5에 나

타내었다. 이 사진은 또한 단면 내에서도 중앙 부위를 확

대 관찰한 사진들이다. 사진에서와 같이 비교적 큰 입자

Fig. 3.  SEM micrographs of spray dried granules for topcoat

of EBC: (a), (b) mullite and (c), (d) yttrium silicate.

Micrographs shown in insets show polished spherical

powders. 

Fig. 4. Photographs of topcoat surface and section view

showing coating thickness of (a), (b) mullite and (c),

(d) yttrium silicates.

Fig. 5. SEM micrographs of section views of (a) mullite,

×500 of magnification, (b) mullite, ×2,000 of magni-

fication, (c) yttrium silicate, ×500 of magnification

and (d) yttrium silicate, ×2,000 of magnification. The

coatings are conducted using atmospheric plasma

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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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관찰되지 않는 파단면을 나타내었다. Mullite의 경우

SEM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코팅층 부위를 파단시켰을

때 주로 입내파괴가 일어난 것으로 미루어 비교적 치밀

질의 코팅층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Y2SiO5 시험편

의 경우 미세구조의 불균일성이 관찰되기는 하였지만 이

러한 불균일성은 대기플라즈마 용사기술에서는 일반적으

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Mullite, Y2SiO5의 내환경 코팅재에 대하여 XRD 회절

분석기를 이용하여 결정상을 분석한 후, 그 회절 피크를

Fig. 6에 나타내었다. JCPDS 카드와 비교하여 결정질 상

을 조사한 후 각 피크의 위에 기호로 삽입하였다. 그림에

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결정상 회절피크가 확인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조한 내환경 코팅재의 주된 상은 결정상

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대기 플라즈

마 용사에 의해 코팅된 mullite 코팅재의 경우 비정질 상

으로 코팅이 이루어짐으로써, 이후 반복되는 열처리에 의

해 결정상으로 상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균열(crack)

들의 결함이 관찰된 결과
2,7)
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이다. 또한 대기 플라즈마 용사에 의해 코팅된 Y2SiO5

코팅층 역시 동일 조성의 결정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향후에는 보다 용사조건과 용사공정 시

기판에 열처리를 부가하는 방법으로 온도차이를 감소시

키는 기술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결정상의 회절피크가

보다 뚜렷한 상들을 얻을 계획이며, 후열처리 등을 통한

결정상 변화 및 박리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분무건조법으로 제조된 Mullite과 Y2SiO5 분말을 사용

하여 대기 플라즈마 용사법에 의해 내환경재를 코팅한 코

팅층의 표면을 비이커스 압흔법으로 경도를 측정한 결과

를 Fig. 7(a)에 나타내었다. 비이커스 압흔법에 의한 경도

측정값은 상호 비슷한 값을 보여 약 5 GPa의 값을 나타

내었으며 mullite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평균값의 경도

를 나타내었다. Fig. 7(b)에서는 초경볼을 압흔하여 압흔

하중-변위곡선을 얻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4(b), (d)에

서와 같이 플라즈마 용사 후에는 코팅층의 두께가 상호

다르게 코팅되어서, 먼저 polishing을 이용하여 두 코팅층

Fig. 6. XRD patterns on the surfaces of environmental barrier

coatings of (a) mullite (▽ :  Mullite, JCPDS Card: 15-

776) and (b) yttrium silicate (◇ : Y2SiO5, JCPDS Card:
21-1456).

Fig. 7. Plots of (a) Hardness and (b) Indentation behavior for

yttrium silicate and mullite EB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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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께를 약 180 µm 정도로 유사하게 유지한 후 시험하

였다. 이 때 특히, 하부의 본드 코팅층 및 탄화규소 모재

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중을 제어하여 하중 P =

100 N, 속도는 0.1 mm/min의 속도로 압흔실험을 하였다. 압

흔실험결과 Fig. 7(b)와 같이 Mullite가 Y2SiO5에 비하여

다소 탄성적이면서 고경도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Fig. 5에서와 같이 mullite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치

밀하게 코팅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상대적

으로 탄성적이고 고경도의 코팅층은 지속적인 열팽창과

수축에 의해 큰 열응력이 작용하여 파괴를 빨리 일으키

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열적특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화규소 모재를 고온부식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 Mullite과 Y2SiO5 내환경코팅재를 제조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탄화규소 모재 위에 Si 소

재를 본드 코팅한 후 그 위에 Mullite과 Y2SiO5 분말을 탑

코팅하였으며, 이 때 mullite 분말과 Y2SiO5 분말을 분무

건조법으로 제조하여 용사하였다. 본드 코트 분말 및 탑

코팅 분말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구형의 형

상으로 치밀화된 분말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상분석결과

결정상 회절피크를 확인하였으며, 파단면을 주사전자현미

경으로 관찰한 결과 불균일한 미세구조를 갖지만 거시적

으로는 큰 결함, 균열이 없고 계면박리가 일어나지 않는

건전한 코팅층을 얻었다. 코팅층의 두께는 약 200 ~ 300 µm

로 제어할 수 있었고, 기계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 5 GPa

의 상호 유사한 경도값을 갖는 내환경 코팅층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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