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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degree of particle melting in Y2O3 plasma spraying and its effects on coating characteristics have

been investigated in terms of microstructural features, microhardness and scratch resistance. Plasma sprayed Y2O3 coatings were

formed using two different powder feeding systems: a system in which the powder is fed inside the plasma gun and a system

in which the powder is fed externally. The internal powder spraying method generated a well-defined lamellae structure that

was characterized by a thin porous layer at the splat boundary and microcracks within individual splats. Such micro-defects

were generated by the large thermal contraction of splats from fully-molten droplets. The external powder spraying method

formed a relatively dense coating with a particulate deposition mode, and the deposition of a higher fraction of partially-melted

droplets led to a much reduced number of inter-splat pores and intra-splat microcracks. The microhardness and scratch resistance

of the Y2O3 coatings were improved by external powder spraying; this result was mainly attributed to the reduced number of

micro-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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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반도체 공정의 고집적화 및 선폭 초미세화의 기

술은 고밀도 플라즈마, 고청정도, 과도한 전기적 충격등

의 초극한 환경 하에서의 플라즈마 식각공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화학적 반응성이 강한 F, Cl 또는 Br 등의

할로겐 원소를 포함하는 반응가스를 이용하는 플라즈마

식각공정은1-2) 웨이퍼 표면의 다양한 증착재료를 식각시

킴과 동시에 챔버 내부의 금속 또는 세라믹 부품들과의

화학적 및 물리적 반응을 통하여 부품 표면의 손상과 함

께 비휘발성 오염입자의 발생을 초래한다.3-5) 플라즈마 식

각공정 부품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로는 양극산

화 알루미늄 합금, 석영(SiO2) 그리고 Al2O3 등이 있으

나, 이들 재료들은 할로겐 원소 라디칼에 대하여 매우

열악한 화학적 안정성을 나타낸다.3-5) 최근에는 이들 금

속 또는 세라믹 부품의 표면에 우수한 내플라즈마 저항

성을 나타내는 세라믹 소재의 코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Y2O3 코팅이 널리 적용되

고 있다.6-14) 

Y2O3는 높은 용융점(2,450 oC), 비교적 높은 열전도도

(13 W/mK) 및 유전율(14-18), 넓은 밴드 갭(5.5 eV), 우수

한 굴절율과 광투과율, 화학적 안정성 그리고 2300 oC 까

지의 결정학적 안정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14) 광전자 분

야 또는 화학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용되고 있

다. 특히 Y2O3는 높은 산소 친화력과 우수한 열역학적

안정성으로 인하여 고온의 용융 금속, 염 및 슬래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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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저항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5-17) Y2O3

는 반도체 식각공정에서의 고밀도 CF4-O2 플라즈마 환

경 하에서 Al2O3 대비 월등히 우수한 플라즈마 침식 저

항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6-13) 그 이유로는

Y2O3의 F 라디칼에 대한 우수한 화학적 안정성, 이트륨

의 높은 원자질량에 따른 높은 이온 충돌 저항성 그리

고 반응생성물인 YF3의 우수한 기계적 특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소결 Y2O3 벌크 소재는 기공 또는 낮은 입

자간 결함 등의 구조적인 결함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플

라즈마 스프레이 Y2O3 코팅층과 비교하여 우수한 플라

즈마 침식 저항성을 나타내고 있다.11) 

플라즈마 스프레이 공정은 고상 분말을 고온/고속의 플

라즈마 제트 내에 투입하여 짧은 시간 내에 용용시킴과

동시에 기판표면으로 고속 분사하여 수 십에서 수백 마

이크론 두께의 코팅층을 형성한다. 열원으로 사용되는 플

라즈마 제트의 온도가 최고 15,000 K 이상으로 매우 높

기 때문에 용융점이 높은 세라믹 재료의 코팅층 형성에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플라즈마 스프레이 공정은 다른

표면개질방법들에 비하여 코팅소재와 공정조건에 대한 제

한이 적고, 대면적 코팅이 가능하고, 코팅층 두께 조절

이 용이하며, 기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플라즈마 스프레이 세라믹 코팅층

은 미용융 또는 부분용융 액적들의 코팅층으로의 혼입

에 따른 마크로 기공의 형성과 적층액적의 급속 응고 및

냉각에 따른 낮은 액적간의 결합력 그리고 미세균열의

형성 등으로 인하여11,18-23) 벌크소재 대비 크게 열악한 기

계적 특성을 나타낸다. Y2O3 코팅층의 우수한 내플라즈

마 저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미세결함이 최소화된

치밀한 코팅층을 제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코

팅층의 결함형성에 미치는 공정인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제트에서의 분말 용융 특성에

따른 Y2O3 코팅층의 미세조직(특히, 미세결함) 형성 기

구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말 용융 정도는 플라즈마 제

트와 주입 분말간의 열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되므

로, 본 연구에서는 분말 주입 위치를 플라즈마 제트의

온도와 속도가 급변하는 플라즈마 건의 노즐 출구를 기

준으로 플라즈마 건의 내부 또는 외부로 달리하여 Y2O3

코팅층을 제조하였다. 서로 상이한 미세조직 특성을 갖

는 Y2O3 코팅층의 Vickers 경도와 스크래치 저항성의 평

가를 통하여 Y2O3 코팅층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미

세조직 인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플라즈마 스프레이 코팅용 Y2O3 과

립분말은 99.99 %의 순도의 서브마이크론 원료분말(Terio

Corp., China)을 이용하여 분무건조공정 및 후속 소결공

정으로 제조하였다. Y2O3 과립분말은 Fig. 1에서 보듯이

수 백 nm의 미세입자들의 응집으로 이루어진 구형의

agglomerated-sintered 분말이며, 약 10-50 µm의 입도분포

를 가지고 있었다. 

플라즈마 스프레이는 Praxair사의 SG-100 시스템과 Ar-

He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대기 중에서 실시하였다. 플라

즈마 스프레이 코팅 기판으로 6061 알루미늄 판재를 사

용하였으며, 코팅층과 기판의 접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하

여 기판표면을 sand blasting 하였다. Fig. 2는 플라즈마

건의 단면 모식도이며, 플라즈마 건으로 주입된 Ar-He

분사가스는 양극과 음극에서 발생된 고에너지 DC 아크

에 의하여 고온의 높은 에너지 밀도의 플라즈마 상태로

변환되며, 이 후 노즐을 통한 외부로의 분출과정을 통

하여 고온, 고속의 플라즈마 제트를 형성한다. 기판 또

는 적층 표면에 유입되는 분말의 용융정도를 변화시키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제트로의 분말 주입

위치를 Fig. 2와 같이 플라즈마 건의 내부 또는 외부로

달리하여 Y2O3 코팅층을 제조하였다. 분말 주입 위치 외

Fig. 1. Morphology of spray-dried Y2O3 feedstock powder.

Fig. 2. Schematic of plasma gun and powder feeding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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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코팅공정변수는 동일하게 하였으며, 주요 공정

조건은 플라즈마 제트의 출력 34 kW, 노즐과 기판간의

거리 120 mm 그리고 분말공급양 약 15 g/min 이었다.

Y2O3 코팅층의 표면 및 단면 미세조직은 주사전자현

미경으로 관찰하였으며, 코팅층의 기공도는 500 배율에

서의 image analysis로 측정하였다. Y2O3 코팅층의 경도

는 micro-Vickers 경도기에서 200 g 하중 하에서 30회 측

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Y2O3 코팅층의 건전성을 평가

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면 연마된 Y2O3 코팅층과 Revetest

scratch tester(CSM Instrument)를 이용하여 스크래치 시

험을 수행하였다. 스크래치 시험은 다이아몬드 압입자에

10-40 N의 하중을 인가하여 10 mm/min 이송속도에서 실

시하였으며, surface profilometer를 이용하여 코팅층 손

상영역의 최대 깊이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3는 동일한 플라즈마 제트 출력에서 분말 주입 위

치의 변화에 따른 Y2O3 코팅층의 표면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플라즈마 건 내부에서의 분말 주입에 의하여 제

조된 internal feeding 코팅층은 용융된 액적들의 퍼짐에

의하여 형성된 얇은 두께의 splat 들로 이루어진 적층 표

면을 보이고 있으며(Fig. 3(a)), 코팅층의 표면 거칠기(Ra)

는 약 3.5 ± 0.5 µm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플라즈마 건

Fig. 3. Surface morphology of plasma-sprayed Y2O3 coatings: (a) internal feeding and (b) external feeding.

Fig. 4. Cross-section SEM (back-scattered) microstructure and fracture surface of Y2O3 coatings: (a), (b) internal feeding and (c), (d)

external 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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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에서의 분말 주입에 의하여 제조된 external feeding

코팅층에서는 용융 액적들의 적층에 의한 얇은 splat의

형성과 함께 상당량의 부분 용융 액적들의 적층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들 부분 용융 액적들은 주위의 완전 용

융 splat들과 비교적 우수한 결합상태를 유지하고 있다(Fig.

3(b)). External feeding 코팅층은 부분 용융 액적들의 적

층으로 인하여 internal feeding 코팅층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높은 Ra = 5.2 ± 0.7 µm의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

었다. 플라즈마 건에서 방출된 플라즈마 제트는 대기 공

기와의 산란에 의하여 열 및 운동에너지의 급속한 감소

를 초래하므로18,20) 분말 주입이 플라즈마 건의 외부에서

행하여지는 external feeding은 Y2O3 분말의 용융효율을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Internal feeding은

플라즈마 건의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고온의 플라즈마

제트로 직접적으로 분말을 주입하게 되므로 Y2O3 분말

의 높은 용융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완전

용융된 액상상태로 대부분의 액적이 기판 표면에 도달

하게 된다. Fig. 3(a)의 불규칙적으로 넓게 펴진 splat은

완전 용융된 액적의 적층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다. 

Fig. 4는 internal feeding과 external feeding의 Y2O3

코팅층의 단면 미세조직과 파단면을 나타낸 것이며, 플

라즈마 제트로의 분말 주입 위치의 변화에 따른 기판 표

면에 도달하는 액적의 용융정도의 차이에 의하여 Y2O3

코팅층은 뚜렷한 미세조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완전 용

융된 액상상태의 액적들에 의하여 형성된 internal feeding

코팅층의 미세조직은 수 µm 두께의 splat 들의 연속적

인 적층으로 이루어진 층상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불

규칙 형상의 마크로 기공, splat 경계 기공층 그리고 미

세균열 등의 다양한 결함들을 포함하고 있다(Fig. 4(a)).

적층표면에 평행한 방향의 얇은 기공층이 splat 경계면

의 일부 영역에서 뚜렷하게 생성되어 있으며, 또한 일

부 splat 들은 적층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미세균열

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splat 경계 기공층과 미세

균열의 생성은 고온의 액상 Y2O3 splat들이 적층표면에

서 급속히 냉각되는 과정에서 수반하는 과도한 열적수

축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플라즈마 제트에서 완전 용

융된 액적들은 고속으로 적층표면에 충돌함에 따라 액

상 퍼짐에 의한 얇은 두께의 splat을 형성하며, 적층과

동시에 기판으로의 급속한 열전달에 의하여 응고된다. 적

층표면에서의 액적의 냉각속도는 105-8 K/s으로 매우 빠

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8-20) 이 때 고온의 액상 Y2O3

splat은 큰 응고수축과 고상수축을 수반한다. 액적의 온

도가 높을수록 적층표면에서의 확대된 액상 퍼짐으로 인

하여 splat의 두께는 얇아지게 되며, 이는 splat의 냉각

속도 증가와 함께 열적수축 증가를 초래하므로 결국 splat

의 계면분리와 균열생성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Fig. 4(b)

의 internal feeding 코팅층의 파단면은 취약한 splat 경

계면에서의 계면분리에 의하여 파괴가 진행됨을 보여주

고 있으며, 이로부터 코팅층을 구성하는 얇은 splat들은

낮은 결합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Y2O3 분말의 용융정도가 낮은 external feeding은, Fig.

3(b)에서 보았듯이, 완전 용융 액적들의 적층 외에도 상

당량의 부분 용융 액적들이 함께 적층되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부분 용융 액적의 적층이 과도할 경우 적층표

면의 공극을 채움에 있어 필요한 액상 양 및 유동이 부

족하게 되어 코팅층 내에 많은 양의 기공을 형성하는 문

제점이 있다.18,19,22) 본 연구의 external feeding Y2O3 코

팅층은, Fig. 4(c)에서 보듯이, internal feeding 코팅층의

1.5 area% 보다 다소 낮은 약 1 area% 내외의 기공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부분 용융 액적들이 적층표면의

공극을 채우기 위한 충분한 액상 양을 함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ternal feeding Y2O3 코팅층의 미세조직은

부정형 입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등방성 granule 구

조를 나타내고 있으며(Fig. 4(c)), internal feeding 코팅

층에서 흔히 관찰되었던 splat 경계 기공층과 splat 내부

균열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Fig. 4(c)의 불명확한 splat

들 간의 경계는 splat들 간의 결합력이 비교적 우수함을

의미하며, 이는 Fig. 4(d)의 파단면에서의 크게 감소된

splat 층상 분리의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완전 용

융 액적에 비하여 낮은 온도의 부분 용융 액적은 적층

표면에서 극히 제한된 범위의 액적 퍼짐에 의해 폭이 좁

고 두꺼운 반구형의 splat을 형성한다. 부분 용융 액적에

의해 형성된 splat은 두께가 얇은 액상 splat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느린 냉각속도를 나타내므로 과도한 열적수축

의 결과로 형성되는 splat 경계 기공층과 splat 내부 균

열과 같은 코팅층 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Fig. 4(d)의

external feeding 코팅층의 파단면은 비교적 우수한 splat

들 간의 결합력으로 인하여 splat 경계면의 계면박리가

크게 감소된 파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플라즈마 제트로의 분말 주입 위치에 따른 Y2O3 코팅

층의 미세조직학적 특성과 단면 미세조직으로부터 측정

한 Vickers 경도를 Table 1에 종합하였다. 분말 주입 위

치에 따라 Y2O3 코팅층의 기공도는 1-2 area%로 유사하

Table 1.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Y2O3 coatings.

Internal Feeding External Feeding

Deposition mode Splatted lamellae Particulated grains

Surf. Roughness 

(Ra, µm)
3.5 ± 0.5 5.2 ± 0.7

Porosity (area%) 1.5 ± 0.4 1.0 ± 0.3

Hardness

(Hv, 100gf) 
335 ± 36 508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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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코팅층의 미세결함 형태와 그 양의 차이로 인

하여 Vickers 경도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Fig. 5는

Y2O3 코팅층의 Vickers 경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Weibull

plot으로 나타낸 것이다. Internal feeding Y2O3 코팅층은

약 335 ± 36 Hv로 비교적 낮은 Vickers 경도를 가지는

반면에 external feeding Y2O3 코팅층은 508 ± 17 Hv의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된 경도를 가진다. Internal feeding

코팅층의 낮은 경도는 splat 경계면의 기공층, splat들 간

의 낮은 결합력 그리고 splat 내부 균열 등의 다양한 결

함에 기인한다. 특히 Internal feeding 코팅층의 Vickers

경도 데이터는 268~385 Hv의 비교적 넓은 분포와 2개

이상의 Weibull modulus로 표현되는 bimodal 경도 분포

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bimodal 경도 분포는 Y2O3

코팅층의 불균일한 미세조직에 기인하며, Vickers 인덴터

에 포함되는 미세결함 영역이 많을수록 낮은 경도를 나

타낸다. External feeding 코팅층의 경도 데이터는 높은

평균 경도와 30 이상의 높은 Weibull modulus를 나타내

고 있으며, 이로부터 Y2O3 코팅층에 존재하는 미세결함

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Y2O3 코팅층의 스크래치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마

이크로 다이아몬드 압입자에 10-40 N의 하중을 가하여 스

크래치 시험을 수행한 후 Y2O3 코팅층의 손상영역의 최

대 깊이를 측정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Internal

feeding Y2O3 코팅층의 스크래치 손상 깊이는 압입자의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External feeding 코팅층은 20 N까지 미약한

스크래치 손상을 나타내었으며, 이후 30 N 이상의 하중

에서 스크래치 손상 깊이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이와 같은 Y2O3 코팅층의 스크래치 저항성은 앞

서 살펴본 코팅층의 Vickers 경도 결과와 일치하고 있

으며, splat 경계 기공층의 존재와 splat들 간의 낮은 결

합력이 Y2O3 코팅층의 스크래치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주

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Fig. 7은 압입자 하중 30 N에

서 스크래치 시험 후의 Y2O3 코팅층의 손상영역을 나

Fig. 5. Weibull plot of microhardness of internal feeing and

external feeding Y2O3 coatings.

Fig. 6. Scratch depth of Y2O3 coatings as a function of applied

load.

Fig. 7. Scratch damage morphology of plasma-sprayed Y2O3

coatings at 30 N: (a) internal feeding and (b) external 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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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것이다. Internal feeding Y2O3 코팅층은 external

feeding 코팅층에 비하여 넓은 스크래치 손상 폭과 주변

영역에서의 상당한 손상을 보여준다. 압입자가 지나간 영

역에서 코팅층의 일부 탈락도 관찰되며 일정한 간격의

균열도 발견된다. External feeding 코팅층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스크래치 손상형태가 존재하고 있지만 코팅층의 손

상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

다. Y2O3 코팅층의 할로겐 가스에 대한 플라즈마 식각 저

항성은 코팅층 치밀하고 splat 경계 기공층이 적을수록, 그

리고 경도가 높을수록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7,11,12) 따

라서 미세결함 분율이 적고 경도가 높고 스크래치 저항

성이 우수한 external feeding 코팅층이 internal feeding

코팅층보다 우수한 플라즈마 식각 저항성을 나타낼 것

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제트에서의 분말 용융 특성에

따른 Y2O3 코팅층의 미세조직(특히, 미세결함) 형성 기

구, Vickers 경도와 스크래치 저항성에 대하여 조사하였

다. 적층표면에 유입되는 Y2O3 액적의 용융정도는 플라

즈마 제트로의 분말 주입 위치, internal feeding 또는

external feeding, 에 따라 크게 변화하였다. Internal feeding

Y2O3 코팅층은 완전 용융 액적들의 적층에 의하여 형성

된 splat 층상구조와 과도한 액상 splat 들의 급속냉각에

의하여 다량의 splat 경계 기공층과 splat 내부 균열 등

의 미세결함을 포함하고 있었다. 반면에 external feeding

Y2O3 코팅층은 부분 용용 액적들의 적층 증가로 인하여

감소된 미세결함의 입자적층 미세조직과 비교적 강한

splat들 간의 결합력을 나타내었다. External feeding 코

팅층은 internal feeding 코팅층에 비하여 크게 향상된

Vickers 경도와 스크래치 저항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크

게 감소된 코팅층 미세결함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로부

터 Y2O3 코팅층의 건전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서는 완전 용융 액적과 부분용융 액적의 혼합적층을

통하여 코팅층 미세결함 형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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