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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 temperature plasma coating technology has been applied to recover damaged aluminum dies from wear by

spraying pure aluminum and alumina powder. However, the coated mixed powder layer composed of aluminum and alumina

often undergoes a detachment from the substrate, making the coated substrate die unable to maintain its expected life span. In

this study, in order to increase the bonding strength between the substrate and the coating layer, a pure aluminum layer was

applied as an intermediate bond layer. In order to prepare the specimen with variable bond coating conditions, the bond coat

layers with a various gun speed from 10 cm/sec to 30 cm/sec were prepared with coating cycle variations ranging from three

to nine cycles. The specimen with a bond coat layer coated with a gun speed of 20 cm/sec and three coating cycles exhibited

~13 MPa of adhesion strength, while the specimen without a bond coat layer showed ~6 MPa of adhesion strength. The

adhesion strength with a variation of bond coat layer thickness is discussed in terms of coating parameters.

Key words plasma thermal spray, interface, adhesion, coatings.

1. 서  론

고온플라즈마 용사법은 일반적으로 금속기지의 표면에

분말을 높은 열원으로부터 용융 액상으로 만들어 모재

표면에 부착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기술로서, 특히 고융

점의 금속이나 세라믹 분말을 플라즈마 화염 내에서 빠

르고 효율적으로 코팅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기

존의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PVD(Physical

Vapor Deposition), 전기도금과 같은 공정에서의 제한성

이 크고 환경오염 및 비용을 상승시키는 표면처리 기술

에 비해 고온플라즈마 용사코팅 공정은 적용재료의 폭이

넓어 모재의 부족한 성질을 부분적으로 강화시키기 위

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1) 고온플라즈마 용사코

팅은 최근 내마모성과 부식/산화 저항성을 높이는 효과

에 중점을 둔 연구가 활발하고, 특히 대형 부품의 경우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말야금법을 통한 공정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보다 효과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서 플라즈마 용사코팅을 통해 내마모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2,3) 또한 다른 코팅 공정에 비해 모재에 직접적인

열 영향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모재의 열변형으로 인한

제품의 결함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제품 사용시 손상된

코팅층이나 마모된 제품의 표면을 부분적으로 재코팅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공정 없이 제품의 수명을 연장

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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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소형 자동차의 타이어 금형에 사용되는 알루

미늄금형은 장기간 사용 후 마모에 의한 손상시에 아크

용접에 의해 마모된 부분을 충진하는 공정과 후처리 절

삭가공공정을 통하여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복원 시에 용

접성을 높이기 위해 금형의 예열이 필요하고 용접 시 금

형이 비틀리는 열 변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용접비드를

매우 높게 만들고 금형의 초기 형상과 치수정밀도를 위

한 절삭가공을 통해 기존의 형상을 구현해야한다. 따라서

인적 및 경제적인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열 변형이 동

반되지 않고 간단한 복원과정 및 후처리 절삭가공을 위

한 새로운 복원수리 공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하에서

열 변형이 동반되지 않고, 아크용접의 비드보다 얇은 복

원층을 얻을 수 있으며, 후처리 절삭공정을 간소화 시

킬 수 있는 플라즈마 용사법은 금형 복원의 생산성과 후

처리 절삭가공이 될 때에 칩(chip)이 거의 나오지 않으

므로 경제성과 더불어 공정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법으로 알려져 있어 금형의 마모에 의한 복원수리과정

에서 플라즈마 용사코팅의 사용은 매우 적합하다.

하지만 플라즈마 용사법은 고온의 플라즈마에 의하여

용융된 분말을 분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모재와 코

팅층 사이의 열팽창 차이에 의해 박리현상이 동반된다.4)

Akira et al. 은 코팅층이 증착된 후 냉각과정에서 잔류

인장응력에 의한 세로방향의 미세균열은 코팅층과 모재

의 계면까지 전파되어 최종적으로 코팅층의 일부분이 박

리된다고 보고했다.5) 이러한 박리현상은 Al 금형이 조립

될 때에 외력에 의해 더욱 촉진되어 기대수명을 감소시

키기 때문에 금형설계에 있어서 비경제적인 현상으로 고

려되고 있고, 손상된 부품을 복원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중요한 관건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팅층과 모

재의 증착력의 증가를 위하여 Ni기 초내열합금 등 터빈

엔진 및 Fe기지 합금, 알루미늄 피스톤과 같은 자동차 엔

진의 부품에 SiC, Y2O3, ZrO2, Yttria-Stabilized Zirconia

(YSZ)와 같은 세라믹 코팅을 하는 열차폐코팅(thermal

barrier coatings)이나6) 높은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부품의

코팅에서 코팅층과 모재의 증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증

간층(bond coat layer)을 코팅 후, 최종코팅을 수행한다.4,7)

Berndt는 증간층(bond coat layer)과 모재 사이에서 화학

반응과 열팽창 차이 감소에 의한 응력 감소에 의해 증

착강도가 증가 될 것이라 보고하였다.8) Ghadami et al.

은 내마모성 향상을 위한 WC-12%Co 코팅의 중간층

(bond coat)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WC-12%Co만 코팅

시키고 후열처리를 수행하여 증착력 향상을 도모한 결

과보다 후열처리과정 없이 NiCr bond coat된 후 WC-

12%Co를 코팅한 시험편이 더욱 높은 증착강도를 보였

다고 보고하고 있다.7) 따라서 복원된 Al 금형의 수명 향

상을 위해 중간층(bond coat) 공정 적용이 불가피하며,

증간층의(bond coat) 소재선정이 중요하지만 세라믹 코

팅이 아닌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경우일 때에 어떤 중간

층을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보고된 바가 없다. 또한, 알

루미늄 타이어 금형의 경우, 조립과 분해가 매우 빈번

함으로 같은 소재인 Al 만 코팅시킬 경우 조립시 마찰

에 의한 마모에 의해 복원금형의 수명연장을 기대할 수

없다. 반대로 내마모성 향상을 위해 Al2O3만 코팅하였을

때에는 모재인 Al 타이어 금형과 Al2O3의 열팽창 정도

의 차이와 Al2O3 의 취성 때문에 부품 사용시 복원코팅

층의 박리현상이 현저히 빠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Al과

Al2O3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복원금형

의 수명과 내마모성 향상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 하

지만, 이러한 혼합분말을 적용한 사례에 대하여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용사법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합금 금형에서 채취된 모재에 Al-Al2O3 분말을 용사하여

기지와 코팅층의 밀착력 노즐의 이동속도(Spraying rate)

의 차이에 따라 밀착력에 주안점을 두어 평가하였고, 더

욱 높은 밀착력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순수한 알루미늄

층을 중간층(bond coat layer)으로 용사하여 중간층(bond

coat layer)의 효과와 알루미늄 중간층의 두께에 따른 증

착강도를 측정하여 최적의 중간층 두께에 따른 밀착력

의 개선의 기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타이어 금형으로 사용되는 Al 합금 금형을 절단 후,

15 × 10 × 60 mm(가로, 세로, 높이) 으로 와이어 가공하

고 알루미나 분말을 이용하여 표면을 연마하였다. 준비

된 시험편들은 표면의 산화물 제거를 위해 전처리(샌드

블라스팅)를 수행하였다. Fig. 1은 개략적인 플라즈마 용

사기를 표시한 모식도와 실제 코팅되는 과정의 사진이

다. 플라즈마 용사는 Fig. 1(b)와 같이 시험편을 세로로

플라즈마의 불꽃전방에 위치시킨 후에 용사코팅을 수행하

였다. 플라즈마 용사 장비는 Sulzer-Metco사의 M1100C

시스템과 F4 건을 사용하였으며, 용사 조건은 Table 1

에 수록하였다. 우선 분사노즐의 이동속도에 따른 코팅

두께의 영향에 대해 비교하기 위하여 분사노즐의 이동

속도를 10 cm/s, 20 cm/s, 30 cm/s로 결정하여 각각 Al /

Al2O3 (95 / 5 vol%) 혼합분말을 6 cycle 코팅하였고 시

험편의 명칭은 각각 Wbc10, Wbc20, Wbc30으로 명명

하였다. 중간층 형성의 효과와 두께에 따른 증착력을 비

교하기 위하여 중간층으로(bond coating layer) 순수한 알

루미늄 분말을 3 cycle (Bc3), 6 cycle (Bc6), 9 cycle

(Bc9) 코팅한 후 혼합분말을 6 cycle 용사하였다. 각각

용사된 시험편들은 에폭시 본드와 만능인장시험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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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Fig. 2(a), (b)의 ASTM C633 시험방법과 같이

증착강도 측정 시편을 만들었고, 만능인장시험기에 장착

하여 인장시험을 통해 파단 될 때의 최대 하중을 측정

하여 용사코팅층의 증착면적으로 나누어 파단시의 강도

를 계산하였다. 또한 시험편을 절단하여 코팅층의 단면

및 증착력 시험 후 파면을 분석장비 SEM(Scanning Elec-

tron Microscope(JEOL-6300), EDS(Energy Dispersive

Spectrum)를 사용하였고, 혼합분말의 분석은 XRD(X-ray

diffraction, Cu Ka radiation,an operating voltage of

40 V(D/Max 2500H, Rigaku ®)를 사용하였다. 

3. 결론 및 고찰

Fig. 3 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말을 알루미늄 금형

의 표면에 용사한 SEM BSE(Back scattering electron)

이미지 사진이다. Al분말의 크기는 약 30-50 µm이고,

Al2O3 분말 또한 약 30 µm의 각형으로 나타났다. 즉, Al

분말과 Al2O3분말이 혼합되어있는 상태이고, 이는 XRD

분석을 통해 혼합된 분말의 존재가 확인되었다(Fig. 4).

Fig. 5는 Al과 Al2O3 혼합분말이 용사된 Al 타이어 금

형의 표면 BSE 사진이다. 코팅 표면은 용융된 분말들

Fig. 1. (a) schematic of thermal plasma spray system, (b) photo of thermal plasma coating process and specimen location.

Fig. 2. (a) schematic specimen preparation for adhesion strength

tests and (b) photos of adhesion strength tests(ASTM C633

standard test).

Table 1. Thermal plasma coating parameters and specimen condition.

Parameter for each specimens Wbc10 Wbc20 Wbc30 Bc3 Bc6 Bc9 

Number of overlay coating cycle 6 6 6 6 6 6

Number of bond coating cycle 0 0 0 3  6  9

Spray distance (mm) 100  100  100  100 100  100

Spraying rate (cm/s)  10  20  30  20  20  20

Plasma gas flow Ar (1/min) 46  46  46  46  46 46

Secondary gas flow H2 (1/min)  6  6  6  6  6  6

Carrier gas Ar (1/min)  3.5  3.5 3.5  3.5  3.5 3.5

Arc current (Amp)  400  400  400  400  400  400

Arc voltage (V)  70  70  70  70  70  70

Spraying angle (deg.)  90  90  90  90  90  90

Powder feed rate (g/min) 24  24  24  24  24  24

*Wbc10-Without bond coated specimen (only overlay coated specimen) and 10 cm/s of spray rate

*Wbc20-Without bond coated specimen (only overlay coated specimen) and 20 cm/s of spray rate

*Wbc30-Without bond coated specimen (only overlay coated specimen) and 30 cm/s of spray rate

*Bc3-Bond coated for 3cycle

*Bc6-Bond coated for 6cycle

*Bc9-Bond coated for 9cycle



알루미늄 기지에 알루미늄-알루미나 혼합분말을 이용한 고온플라즈마 열분사 코팅층의 밀착강도 향상기구 229

이 응고되어 매우 복잡한 형상을 띄고 있으며, Al2O3 입

자들도 관찰되었다. Fig. 5 는 노즐의 이동속도에 따른

용사코팅층의 단면 BSE 사진이다. 이동속도가 10 cm/s

로 가장 느리게 증착된 코팅층은 750 µm의 두께가 측

정되었으며, 20 cm/s 와 30 cm/s 의 이동속도로 증착된

코팅층은 각각 350 µm, 250 µm 로 증착되었다. Fig. 4

의 용사코팅층의 표면에서 Al2O3가 관찰된 것과 같이

Fig. 5 의 코팅층 단면 내부에 30-50 µm 크기의 Al2O3

입자들이 EDS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pore등의 결함들이

존재하였다. Sarikaya et al.은 코팅층의 파쇄를 야기하는

잔류인장응력은 코팅층이 두꺼워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코팅층의 성능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보고하였

다.9) 본 연구에서는 모재와 동일원소인 다량의 Al이 포

함된 혼합분말을 코팅하였으므로 모재와 코팅층의 열팽

창 차이에 따른 균열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6은 순수한 알루미늄 중간층(bond coating) 코팅

후 Al/Al2O3 코팅된 단면 BSE 사진이다. (a) Bc3 시험

편은 순수한 Al bond coat 공정을 3 cycle 수행하였고,

(b) Bc6 시험편은 6 cycle, (c) Bc9 시험편은 9 cycle을

용사한 시험편이며, bond coat 층의 두께는 각각 약 179,

276, 418 µm로 측정되었다. bond coating의 cycle이 증

가될수록 bond coat 층과 모재의 계면형상이 더욱 불규

칙하게 되는 것이 관찰되고, 계면의 형상변화는 cycle이

증가되기 때문에 플라즈마 열에 더 많이 노출됨에 따라

Fig. 5. cross sectional BSE image of Al/Al2O3 coated(without bond

coat) Al-based mold in accordance with spraying rate of (a)10 cm/s

(Wbc10), (b) 20 cm/s (Wbc20) and (c) 30 cm/s (Wbc30).

Fig. 3. SEM Back scattered electron(BSE) image of Al/Al2O3

coated surface.

Fig. 4. XRD result of thermal plasma coated surface from Al/Al2O3

powder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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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d coat 층과 모재의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Tryon et al.의 TBCs 코팅에서 NiAl bond coat층

을 적용한 연구에서 모재인 Ni-Al-Ru 와 bond coat 화합

물인 NiAl이 상호확산 및 반응을 통해 그 계면에 RuAl

화합물이 생성되었다.10)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종원소

를 bond coating 하였으므로 상호확산과정만 진행된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계면의 형상은 접촉면적에 영

향이 있기 때문에 증착강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 사료된다. 

Fig. 7은 분사노즐의 이동속도 10 cm/s, 20 cm/s, 30

cm/s에 따라 Al/Al2O3 혼합분말만 코팅된 각각의 시험편

Wbc10, Wbc20, Wbc30과 순수한 알미늄 bond coating의

공정 cycle 수(3 cycle, 6 cycle, 9 cycle) 에 따라 bond

coating 된 후 Al/Al2O3 코팅된 각각의 시험편 Bc3, Bc6,

Bc9의 증착강도를 평가한 결과이다. 분사노즐의 이동속

도에 따른 증착강도는 20 cm/s 의 속도로 증착된 Wbc20

시험편이 6 MPa 의 증착강도로 가장 높았으며, 이 시험

편의 코팅 두께는 350 µm로 나타났다. 증착된 코팅층의

두께는 본 연구의 가장 느린 노즐 이동속도인 10 cm/s

로 용사된 두께 750 µm가 측정된 시험편 Wbc10의 증

착강도와 같이 코팅두께가 증가될수록 잔류응력이 증가

하여 낮은 증착강도를 보인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

한 결과가 나타났다.5,7) 시험편 Wbc10의 증착강도는 약

0.44 MPa로 가장 작은 값이 측정되었고, 20 cm/s의 노즐

이동속도로 코팅된 시험편 Wbc20은 약 6 MPa의 증착

강도로 가장 얇은 코팅층을 지닌 Wbc30의 증착강도

3.86 MPa보다 더욱 큰 값이 측정되었다. 30 cm/s의 노즐

이동속도에 의해 코팅층의 두께가 250 µm 로 얇은 시

험편 Wbc30은 낮은 잔류응력에 의해 보다 두꺼운 코팅

층을 지닌 Wbc20 보다 증착강도가 높게 측정되어야 하

지만 취성이 강한 산화물 Al2O3와 금속 Al이 혼합되었

을 때에는 증착강도가 더 강해지는 임계두께가 존재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bond coat의 용사횟수(cycle)에 따라 bond coating

을 한 후 혼합분말을 동일하게 6 cycle 코팅한 시험편

Bc3 (3 cycle), Bc6 (6 cycle), Bc9 (9 cycle)의 증착강

도는 두께가 얇은 순서(Bc3 (3 cycle) > Bc6 (6 cycle)

> Bc9 (9 cycle))로 증착강도가 더 높았고, 증착강도는 각

각 13.25, 9.19, 1.28 MPa로 측정되었다. bond coat 층

은 모재와 거의 비슷한 순수한 Al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열팽창계수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

만, 코팅이 될 때의 모재의 표면은 차갑기 때문에 증착

이 된 후 열팽창의 차이 때문에 잔류인장응력이 발생될

수 있다.11,12) 따라서 동종소재를 bond coating을 하더라

도 증착두께에 따라 증착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bond coat 두께가 얇은 Bc3 합금이 가장 높은 증착강

도를 보인다고 사료된다. 또한 bond coating cycle이 증

가함에 따라 모재는 더욱 플라즈마 열에 노출이 되므로

계면형상이 더욱 완만해 지기 때문에 접촉면적이 작아

진 완만한 계면형상은 낮은 증착강도를 갖는다고 사료

된다. 또한 bond coat 층이 가장 두꺼운 Bc9 시험편은

1.28 MPa의 증착강도가 측정되었으며, 이 값은 bond

coating을 하지 않은 Wbc20 및 Wbc30의 증착강도 보

다 더 낮은 값이다. 또한 가장 높은 증착강도가 측정된

Bc3 시험편은 bond coating을 하지 않은 시험편들 중 가

Fig. 7. Adhesive strength versus adhesive specimens with respect

to spraying rate (Wbc10, Wbc20 and Wbc30) for Al/Al2O3 coatings

and the number of bond coat cycle (Bc3, Bc6, Bc9) for Al/Al2O3

coatings after pure Al bond coat process.

Fig. 6. cross sectional BSE image of Al/Al2O3 coated Al-based mold after pure Al bond coat in accordance with cycle of bond coat for (a)

3 cycle (Bc3), (b) 6 cycle (Bc6) and (c) 9 cycle (B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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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은 증착강도가 측정된 Wbc20 시험편보다 2배 이

상의 증착강도가 향상되었으므로 Al 금형의 플라즈마 용

사를 이용한 복원과정에서 bond coating 공정은 항상 필

요하며, bond coat 층의 두께는 과도하게 두꺼울 경우

bond coating 공정을 하지 않은 시험편들 보다 낮은 증

착강도를 가지므로 적절한 bond coat 층의 두께를 선정

하여 최적화를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Fig. 8(a)와 (b)는 각각 증착강도 6 MPa의 Al/Al2O3

혼합분말이 6회 반복용사 된 시험편 Wbc20와 Al을 3

회 반복 용사하여 중간층을 형성한 후 Al/Al2O3 혼합분

말을 6 cycle 용사된 시험편 Bc3의 증착강도 측정 후의

파단 시험편이다. 시험편 Wbc20의 파단면은 용사 코팅

층이 전체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약간 여전히 붙어있는

부분이 있다. 이는 코팅층 내부가 치밀하지 못하고 취

성영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증착강도가 매우 낮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시험편 Bc3의 파단면은 용

사 코팅층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떨어졌으며, 모재와 Al

중간층의 계면에서 떨어졌으므로 증착강도는 모재와 Al 중

간층의 결합강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혼합분말 층과 중

간층의 결합강도는 더욱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9(a)와 (b)는 각각 시험편 Wbc20과 Bc3 모재의 파단면

을 SEM으로 촬영한 그림이다. Fig. 10(a)의 경우 표면

이 매우 매끄러운 것을 볼 수 있으며, Fig. 9(b)의 경우

표면이 금속의 파단면과 같이 복잡한 형상이 관찰되었

다. 중간층이 없는 Wbc20 시험편은 코팅층과 모재의 계

면에서 코팅층이 박리되고 코팅층의 잔재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Al bond coat 층을 생성시킨 시

험편 Bc3의 경우 Al bond coat 층의 일부가 시험편 표

면에 남아있기 때문에 Al bond coat 층 내부에서 파단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함이 없는 조밀한 Al bond coat

층 내부에서 파단되었기 때문에 pore 및 Al2O3 입자들

을 포함하는 Al/Al2O3 코팅층 보다 증착강도가 향상되

었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결과로 볼 때에 혼합분말을 사

용하여 코팅을 수행할 경우, 순수한 Al중간층의 코팅은

반드시 필요한 공정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순수한 Al 분

말보다는 Al/Al2O3 혼합 분말로 코팅을 수행한 경우의

내마모성이 개선되었다고 알려져 있음으로 내마모성에 대

한 연구도 추후에 진행할 계획이다. 

4.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손상된 알루미늄 금형의 복원을 위해 고

Fig. 8. Fractured sample of thermal plasma spray coated (a) Without bond coating specimen (Wbc20) and (b) pure Al bond coating

specimen (Bc3).

Fig. 9. SEM image of fractured repaired Al mold to coat (a) only mixed Al alloy powder with Al2O3 and (b) mixed Al alloy powder

with Al2O3 after pure Al intermediate bond coating 3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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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라즈마 용사법을 이용하여 금형의 표면에 Al/Al2O3

혼합분말을 용사한 후 코팅층과 모재의 증착강도에 대

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증착강도의 평가는 분사노즐의 이

동속도, 순수한 알루미늄 bond coat 층의 유무에 따라

평가되었으며, bond coat 층을 생성시키지 않았을 때, 코

팅층의 두께는 열팽창에 의한 잔류인장응력의 감소를 위

해 두껍지 않아야 하지만 일정두께 이상이 되어야 최대

의 증착강도를 얻을 수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순수한

알루미늄 bond coat 층은 내부 결함이 없는 응고된 금

속이기 때문에 두께에 따른 증착강도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두께가 두꺼울수록 bond coat 층을 생성시키지 않

은 시험편보다 증착강도가 매우 낮게 측정되었다. 반면,

가장 얇게 bond coating 된 시험편 Bc3(3회의 bond

coating층과 분사건의 이동속도가 20 cm/sec인 시험편) 는

bond coating을 하지 않은 시험편 중 가장 높은 증착강

도를 가지는 시험편 Wbc20(bond coating층이 없고 분사

건의 이동속도가 20 cm/sec인 시험편)보다 약 2배 이상

증착강도가 향상되었다. 따라서 금형의 복원시에 중간층

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코팅층의 잔류 인장

응력을 보완시키며 고인성의 순수한 알루미늄과 같은 코

팅층과 유사한 층을 코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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