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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sma sprayed ceramic coatings inherently contain pores and usually also cracks. Post-treatment of the plasma sprayed coatings
is a way to close the connected pores and cracks. In this study, post-sealing treatment in plasma sprayed Al2O3 coatings was employed
to overcome the reduction of coating properties. Al2O3 plasma thermal spray coating was made on aluminum alloys plate, CrO3 post
coating and heat treatment at 550

o
C was carried out in order for final Cr2O3 to be saturated through phase transformation. Chromia

sealing began at the fine defect in coated microstructure, while larger pores were permeated later. The increase in concentration and
treatment frequency of sealing solution resulted in the decrease of porosity of coating layer, while cracks occurred partially after the
third treatment. After twice treatment of 10 M CrO3 solution, microhardness and breakdown voltage of Al2O3 coatings were found to

increase by ≒50% and ≒390% respectively than without post-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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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표면개질의 분야에서 피막 형성 방법과 개발된 재료의

적용으로 인해 표면개질 기술이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표면개질 방법으로는 전기도금, 화학증착, 물리증착,

육성용접(hard facing), 이온증착, 용사코팅 등이 적용 되

고 있다.
1-3)

용사코팅(thermal spray coating)은 고온의 열원을 이용

하여 다양한 원재료를 용융 또는 반용융의 상태로 변화

시키고 고속으로 기재에 충돌하게 함으로서 용융된 입자

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기재에서 급속응고 되는 형

태로 적층이 되며 이러한 적층된 구조로서 피막화 시키

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특징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두꺼

운 피막을 얻을 수 있고 피막에 적용되는 재료가 매우 다

양하다는 것이다. 예로 금속, 세라믹스, 서메트, 금속간화

합물, 플라스틱, 유리, 에폭시 재료까지 용사 적용이 가능

하며 두 종류 이상의 재료를 혼합 후 혼합 분사하여 복

합 피막도 만들 수 있다. 피막에 사용되는 기지 재료 역

시 적용되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형상과 치수에 영향

력을 적게 받아 다양한 형태의 용사법이 적용 되고 있다.

용사는 내마모성, 방식성, 방청성, 내열성, 전기적 특성 등

의 성질 향상에 적용하며, 용사 재료, 적용방법, 후처리

적용에 따라 단시간에 비교적 간단한 공정을 통해 원하

고자 하는 표면특성을 얻을 수 있다.
4)

용사 피막은 기지재료, 용사재료, 용사방법, 열원의 형

태, 재료가열 방법, 분위기, 용사 거리 등 조건에 따라 미

세구조와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4,5)

 미세구조는

치밀한 피막에 기공, 결함 조직이 조건에 따라 다양한 편

차를 나타나고 있다. 용사 피막을 구성하고 있는 미세구

조 요소는 완전용융 입자(melting particle), 미용융 입자

(unmelting particle), 반응 입자(reacted particle), 기공

(pore), 용융-미용융 입자간의 경계층(layer lines) 그리고

수직 균열(vertical crack) 등이 있다.
6)

 미세구조적 결함은

열린 기공, 닫힌 기공 및 수직 균열이며, 피막 외부 환경

과 내부 모재와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결함은 부식성 분위기 가스, 액체에 매우 취약하고, 기계

적 응력이 가해지면 결합력 약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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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막의 단락 현상이 증가되고, 전기 절연 측면에서는 기

공이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전기 절연성을 낮게 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세구조 결함은 산업 제품

개발에 있어 개선해야 하는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현재 미세구조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용사 피막에 적용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피막 용재의 완전 용융화

를 위한 용사 조건 개선법, 내부 반응물 형성 방지를 위

한 진공 또는 불활성 기체를 이용한 분위기 용사법, 피막

에 존재하는 기공 및 균열을 후처리를 통하여 제어 하는

봉공처리 등이다. 봉공처리 방법으로는 원액을 도포, 브러

시(brushing), 침지(dipping), 스프레이(spray) 형태로 봉공처

리를 하며 때에 따라 침투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감압

분위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봉공 처리된 봉공재는 자체의

휘발 용제에 의한 고화, 공기 건조(air dry), 열처리를 통해

서 고화 과정을 거치고 피막 내부에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Al 기지에 플라즈마 용사법을 이용하여

Al2O3를 코팅하고 봉공처리(sealing treatment)에 의해

Cr2O3를 도포하였다. 피막 재료 Al2O3는 우수한 화학적

안정성, 산화 저항성, 전기 절연성, 내마모성 특성을 가지

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7,8)

 일반적으로 대형 제품

의 경우 전체를 소결하여 제조하는데 제한이 있어, 기지

는 형상을 만들기 쉬운 재질로 하고, 특성 향상 목적으로

표면만을 플라즈마 Al2O3 용사 코팅하는 방법이 가장 범

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7)

 Al2O3 피막 내부의 결함 제어를

목적으로 용사된 피막에 이종 물질을 내부에 존재하는 기

공과 균열에 채우는 봉공법을 선택 하였다. 후처리 물질

의 선택은 미세 균열과 기공에 충전 되어야 하며, 피막

전체의 균열과 기공에 충전하기 위한 침투성이 우수해야

하며 피막과 열팽창 계수, 결정구조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Al2O3 용사 코팅 층의 미세구조 결함을 채우는 Cr2O3

충전재의 전구체(precursor)로 무수크롬산(CrO3)을 선정하

였다. 무수크롬산은 물에 녹여 가수용성 무기물로 만들어

침투에 용이 하도록 하였으며, 이 후 열처리를 통하여 최

종물질인 Cr2O3로 상변화 시켜 Al2O3 용사피막에 존재하

는 결함에 충전되도록 하였다. Cr2O3의 특징은 비교적 저

렴한 가격과 내산화성, 내마모성, 내부식성이 우수한 재

료로 알려져 있다. 봉공 처리한 피막의 특성 평가를 위해

서 봉공처리 전, 후의 기공률을 측정 하였고, Cr2O3의 형

성 및 존재 여부를 알기 위해 SEM 및 EDS 분석과 피막

의 내절연 특성 평가, 경도 측정을 행하였다.

2. 실험 방법

2.1. Al 기판 준비

본 연구에 사용된 모재 기판은 Al 합금6061 재질의

5×100×100 mm 일정한 크기의 사각 판이며, 화학조성은 Table

1과 같다. Al 합금 6061은 기계적 구조용, 내부식성 재료에

많이 사용되는 합금으로 일반적으로 경량화 재료, 일반적인

장비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 되고 있는 재료이다. 기판에 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아세톤으로 표면을 탈지하고 플라즈

마 용사 시 코팅 층과의 밀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blasting

처리하여 플라즈마 용사용 기판을 준비하였다. Blasting은

60 mesh를 통과시킨 알루미나 분말로 기판으로부터 50~

100 mm의 거리에서 5 kgf/cm
2
의 압력조건으로 1~2분 동안 행

하여 표면 거칠기(Ra)가 3~5µm로 되도록 준비하였다.

2.2. Al2O3 플라즈마 용사 코팅 

플라즈마 용사 재료는 99.9% 순도인 Al2O3 분말(입자

크기 10~45 µm, DTS-A69-45/10, Fujimi Co., Japan)을

사용하였으며, 플라즈마 용사하여 Al2O3 코팅 층의 두께

가 250~300 µm가 되도록 하였다. 

플라즈마 용사는 건의 구조가 간단하며, 피막 형성이 양

호한 타입인 Sultzer-Metco사의 F4 Gun을 사용하였다. 플라

즈마 방전을 위해 1차로 Ar, 용재를 녹이는 열원으로서 2

차로 H2를 사용하였고 플라즈마 발생시키기 위해 600 A의

전류와 72 V의 전압을 가하였다. 이외의 용사거리, 용사 속

도, 분말 주입 속도, 용사각 조건은 Table 2에 나타냈다.

2.3. CrO3 봉공처리 

알루미나 용사 코팅 층에 Cr2O3 봉공 처리 시 무수크

롬산(CrO3)을 증류수에 녹여 2 M, 6 M, 10 M로 농도를 달

리 한 용액을 일회용 스포이드를 사용하여 3 mL를 Al2O3

용사 표면에 도포하고 10분간 유지를 하여 침투되도록 하

였다. 10분 후 표면에 남은 용액을 제거 하고 30분간 자

연 건조 하였다. CrO3의 열분석 및 결정상 분석 결과에

따라 Cr2O3로의 전이를 위해 2
o
C/min로 가열, 550

o
C에서

3시간 유지하고 2
o
C/min 속도로 상온까지 냉각시켰다. 각

농도에 따라 봉공처리 적용 회수를 3회까지 반복하여 용

사 코팅 층에 존재하는 균열 및 내부 기공을 충전 하였

다. CrO3와 Cr2O3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l Substrate (wt%)

Class Al Mg Si Cu Cr

Al 6061 Alloy Bal. 0.8-1.2 0.4-0.8 0.15-0.40 0.04-0.35

Table 2. Plasma Spray Conditions

Primary gas flow rate (Ar, l/min) 41

Secondary gas flow rate (H2, l/min) 14

Current (A)-Voltage (V) 600-72

Powder gas flow rate (Ar, l/min) 7

Powder feed rate (g/min) 20

Spray distance (mm) 130

Spray gun angle (
o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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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성 평가

Al2O3 코팅 층의 봉공처리에 사용한 무수크롬산의 가열에

따른 상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공기분위기에서 20
o
C/min 승

온속도로 950
o
C까지 TGA(Auto-TGA Q500, TA Instruments

Inc. USA)를 사용, 열중량 분석하였다.

Cr2O3 처리한 용사 Al2O3 코팅 층에 존재하는 상의 확

인을 위하여 CoKα 선을 이용하여 0.05/min, 2θ=10~90
o
의

조건으로 X선 회절(DE/D 5005, Braker AXS Inc., Germany)

분석하였다. 미세구조와 성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단면

및 표면의 SEM(AIS2100, Mirero Co., Korea)관찰과 EDS

(8825B, Thermo Inc., USA)분석하였다. 표면의 기공도는

배율 300배 영상의 이미지 분석(TDI Plus 5.0 Techsan

Co., Korea)을 통하여 기공의 면적 계산에 의해 측정하였다.

Al2O3 용사코팅 후 Cr2O3 처리 및 미처리 시편에 대해

파괴절연저항(ESC-5U, Comdel Inc., USA)을 측정하였다.

기준 출력 전류는 0.1 mA, 입력 전압은 0.3 KV/min 증가

시키는 조건으로 하였는데, 시편 당 10회 측정하고 평균

값을 산출하였다. 코팅 층의 경도는 Vickers 미세경도계

(HM-122, Mitutoyo Co., Japan)를 이용, 490.3 mN 하중을

가하여 압흔의 길이 계산에 의해 구했는데, 시편 당 10

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무수크롬산의 상변화 

본 실험에서는 용사 코팅 층에 무수크롬산을 도포하고

열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으로 알루미나 용사 층에 Cr2O3

가 충전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가수용성 무기물을

열분해 시켜 불용성의 세라믹스로 변환, 기공을 충전하는

것이다. 무수크롬산이 물에 용해되면 크롬산(H2Cr2O7)이

되지만 가열에 의해서 탈수로 이어져 다시 융점 196
o
C의

무수크롬산이 되고, 용융된 무수크롬산은 250
o
C 이후부터

열분해 반응으로 Cr2O3가 남게 된다. 이와 같은 화학 반

응은 다음과 같다.
7)

H2Cr2O7 (s) → 2 CrO₃+ H2O (g) ↑ (dehydration)

2 CrO₃(s) → 2 CrO₃(l) (melting)

2 CrO₃ → Cr2O3 + 3/2 O2 (g) ↑ (reduction)

상온에서 조해성을 갖는 CrO3는 고온에서는 안정하지

못하여 상전이가 일어나 Cr3O8, Cr5O12, Cr2O5, CrO2의 중

간상을 거쳐 약 500
o
C 이상에 이르면 Cr2O3로 되는데, 압

력 및 분위기에 따라 전이되는 온도 및 순서가 정확히 순

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기 중에서는 압력이 높아지면 최

종 Cr2O3 상으로의 변화가 늦게 일어남이 나타난다.
10)

 그

리고 Ar, H2 및 분위기에서는 중간상의 전이온도가 상이

하며 최종 Cr2O3 상으로의 분해가 480∼550
o
C의 범위로

변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11,12)

Fig. 2는 본 실험에 사용한 CrO3의 온도 상승에 따른

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CrO3 and Cr2O3

Cation

valence

Chemical

formula

Molecule weight

(g/mol)
Color

Crystal

system

Density

(g/cm
3
)

Melting 

point (
o
C)

6 CrO3 100.01 red orthorhombic 2.70 196

3 Cr2O3 152 green hexagonal 5.21 1990

Fig. 1. Phase change of chromium oxide with atmosphere

pressure.
10)

Fig. 2. Decomposition of CrO3 in ambient atmosphere by TG

and D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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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석 결과이다. 360, 430 및 510
o
C에서 CrO3 기준 무게

로 할 때 약 8%, 14% 및 24%의 누적 무게 감소가 순차

적으로 진행되어, Cr2O3상으로 전이하고 550
o
C에서는 이

러한 상전이가 거의 완료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CrO3의 전이는 다음과 같이 Cr2O5와 CrO2를 거

쳐 Cr2O3로 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2 CrO3 (s) → Cr2O5 (s) + 1/2 O2 (g) ↑

(8% weight reduction)

Cr2O5 (s) → 2 CrO2 (s) + 1/2 O2 (g) ↑

(16% cumulative weight reduction)

2 CrO2 (s) → Cr2O3 (s) + 1/2 O2 (g) ↑

(24% cumulative weight reduction)

이러한 크롬산화물의 상변화 거동에 따라서 Al2O3 코

팅 층의 봉공처리 시 열처리 온도를 550
o
C로 하였다. 실

제로 Al2O3 용사코팅 층, Al2O3 용사하여 550
o
C에서 열처

리한 코팅 층 및 Al2O3 코팅 층에 10 M CrO3 용액으로

도포하여 550
o
C 가열하는 봉공처리를 3회 적용한 코팅 층

에 존재하는 결정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XRD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Al2O3 용사 코팅 후 및

550
o
C에서 열처리 한 Al2O3 코팅 층 역시 원료분말과 동

일한 α-Al2O3 corundum 상이 주상이며 σ-Al2O3 상이 미

량 확인 되었다.
13) 
원료 분말 α-Al2O3 이외의 σ-Al2O3 상

은 플라즈마 용사 코팅 공정에서 용융된 성분이 냉각 고

화되면서 일부 σ-Al2O3 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Cr2O3

봉공처리 한 Al2O3 코팅 층은 이러한 Al2O3와 Cr2O3로 확

인되어, CrO3 용액으로 도포하고 550
o
C에서 가열하는 봉

공처리에서 안정한 Cr2O3로 전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3.2. Al2O3 코팅 층의 표면 기공 변화 

Al2O3 코팅 층의 봉공처리 시 CrO3 용액 농도별 및 봉

공처리 횟수별 기공률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표면 미세

구조를 Fig. 4와 Fig. 5에 각각 나타내었고, 이로부터 측

정한 기공률은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봉공처리하지 않은 Al2O3

Fig. 3. Crystalline phases of the Al2O3 coatings: (a) as-sprayed

(b) sprayed and heat treated at 550
o
C and (c) sealed

three times with 10 M CrO3 solution and heat treated at

550
o
C.

Fig. 4. SEM surface micrographs of the Al2O3 coating layers

(a) unsealed and sealed twice with (b) 2 M, (c) 6 M, (d)

10 M CrO3 solution.

Fig. 5. SEM surface micrographs of the Al2O3 coating layers sealed (a) once, (b) twice, and (c) three-times with 10 M CrO3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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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층은 표면에 열린 기공이 산재하고 있고, CrO3 용

액의 농도를 달리하여 2회 봉공처리 한 Al2O3 코팅 층에

는 용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열린 기공의 수 및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봉공처리 횟수의 증가에

따른 열린 기공의 수 및 크기가 감소하는 것이 Fig. 5에

보이고 있다. 사진에서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3회 이상의

CrO3 용액 봉공처리 시, 코팅 층에 layer line 등의 균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Fig. 6에서 나타낸 것처럼 봉공처리하지 않은 Al2O3 코

팅 층의 표면 기공률은 13.4% 인데, 이는 Al2O3의 자체

결합력이 약한 상태를 유지하여 내마모성 및 내부식성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Cr2O3 봉공

처리에 의해 Al2O3 코팅 층의 기공률은 처리횟수에 따라

감소되는데, 3회 처리 시 CrO3 용액농도 2 M일 때 9.7%,

6 M일 때 9.6%, 10 M일 경우 6.1%로 각각 처음 기공 면

적의 27.4, 28.7 및 54.3%가 봉공처리 되었다. 대체적으로

용액의 농도 증가에 따라서 표면 기공률이 감소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3.3. 봉공 처리 Al2O3 코팅 층의 미세구조 

일반적인 플라즈마 용사 코팅의 구조는 용융이 잘 된

입자들이 형성되어 길게 늘어진 splat 들이 곡선모양으로

층상 구조를 가진 형태와 용융이 되지 않은 미용융 입자,

기공, 용융입자 또는 미용융 입자간의 경계를 이루는 결

정립 경계 그리고 용사 코팅 시 충돌에 의한 미세 입자

의 분화 형태인 debris가 존재한다.

Fig. 7은 CrO3 농도, 처리 횟수에 변화에 따른 코팅 층

표면에서 기공을 중심으로 확대 촬영한 SEM 사진이며,

Fig. 8에서는 코팅 층 단면의 거울면과 파단면 SEM 사진

을 나타내었다. 두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용융된 층상구조,

기공, layer line, debris 조직이 관찰 되었다. 

Al2O3 용사 코팅 층의 미세구조는 용융된 입자 즉, splat

의 증착 과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융된

입자는 고속의 압력으로 모재에 충돌 후 펴져 급속히 응

고되는 증착 과정이 반복되어 lamella 혹은 splat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런 splat의 형태는 약 10
6
K/s 속도로 빠르게

응고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결정립을 형성을 하게 한다.
14)

Fig. 6. Surface porosity change of the Al2O3 coating layers as a

function of sealed time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CrO3 solution.

Fig. 7. SEM surface micrographs of the Al2O3 coatings (a)

unsealed and sealed (b) once, (c) twice, (d) three-times

with 2 M CrO3 solutions, (e) three-times with 6 M CrO3

solutions, and (f) three-times with 10 M CrO3 solutions.

Fig. 8. SEM micrographs of the cross-section of Al2O3 coating

layers after twice treated with 10 M CrO3 solutions: (a)

polished surface, (b) fractur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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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입자의 용융 정도가 적정할 경우 모재와 충격과 동

시에 적당히 퍼져 lamella 구조를 형성 하지만, 입자의 용

융 온도가 적정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경우 내부 결

함이 있는 미세구조를 갖게 된다. 온도가 낮게 되면 용융

된 입자의 표면만 용융되고 자체 재응고 현상이 일어나

게 된다. 이와 같은 입자는 모재와 충돌되면 미용융 입자

존재로 인해 돌출 형상이 나타나고, 재응고 현상이 모재

와의 응고 속도 보다 빨리 진행되어 끝단의 밀착력이 떨

어지고 들려 올라가는 형상을 나타나게 된다.
15)

 적정 온

도보다 높은 용융 입자는 모재와 충돌되는 순간 퍼짐성

이 높아 넓게 퍼짐 현상이 일어나고 충격으로 인해 미세

한 입자로 분화되어, debris, 반응물 혼입이 증가하는 현

상을 보이게 된다.

플라즈마 용사는 입자가 고온의 열원을 통해 용융이 되

어 입자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요건과 약 500 m/s에 달

하는 고속의 입자가 코팅 층에 충돌하는 운동 에너지에

의한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코팅 층이 형성 된다. 따라

서 코팅 층에는 용융, 미용융 입자들 간의 경계인, layer

line이 존재한다. 용사 건을 중심으로 분사되는 용융 입자

는 분사 각도에 따라서도 증착 효율이 달라지는데 용사

방향과 평행 방향에서 가장 좋은 증착 효율을 보이며 평

행 방향에서 벗어날수록 낮은 증착 효율과 미세구조 결

함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CrO3 10 M, 처리 횟수 3회 이상 부터 layer

line이 관찰(Fig. 7(f)) 되었고 layer line을 따라 CrO3가 충

전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이하의 농도, 처리 횟수

에서는 기공, debris 조직만 관찰이 가능 하였다. Debris

조직은 용융-미용융 입자 경계면 사이에 존재하고 있으며

기공 내부에도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Debris 입자의 크기는 약 0.1 µm이며 균일한 입자 형태로

수많은 입자들이 구형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CrO3 미처

리 된 시편에선 debris 입자와 입자 사이의 공극이 봉공

처리 시편에 비해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Cr2O3

처리 시편에서는 공극이 채워진 형상을 Fig. 9에서와 같

이 확인하였다.

Fig. 10에는 코팅 층에서 기공, layer line, debris 조직의

Cr2O3 충전 형태를 Cr 및 Al의 EDS dot mapping, line

mapping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CrO3 처리한 Al2O3 코팅

시편의 EDS 분석 확인 결과 주로 Cr2O3가 debris에 집중

적으로 충전이 되고 농도, 처리 횟수 증가에 따라 layer

line에 충전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Dot mapping에서

Fig. 9. Micrographs of debris structure in the Al2O3 (a)

unsealed and (b) sealed three-times with 10 M CrO3

solution.

Fig. 10. SEM surface micrographs showing Cr element

permeating in the Al2O3 coating (CrO3 10 M three-

times treatment Al2O3 coating): (a) element area dot

mapping (layer line and debris area of Al2O3 coating),

(b) element line mapping (debris and layer line area of

Al2O3 coating) and (c) element line mapping (porosity

area of Al2O3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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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듯이 가수용성 무기물인 CrO3는 액상의 형태로

Al2O3 피막 미세구조의 내부 균열과 결함부분에 젖음

(wetting)으로 충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젖음성

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debris, layer line을 통하여 피막에

흡수되고 상부에서 하부로 피막 전체에 충전이 됨을 알

수 있다. 공극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서 충전이 늦

지만 미세한 기공은 우선적으로 충전이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피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Al2O3 조직의 경

우 용융 또는 미용융 상태로 피막 형성을 하기 때문에 주

변 조직에 비해 치밀하다. 이는 미용융 입자는 Al2O3의

분말 형태로 코팅 층을 형성, 존재 하고 있으며 용융 입

자의 경우 lamella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debris, layer line, 기공에 비해 CrO3 충전이 용이 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3.4. 절연 파괴전압

Al2O3 코팅에 CrO3의 영향으로 인한 절연파괴전압을

측정한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Al2O3 플라즈마 코

팅 층은 내부 결함이 많은 특성상 상대적으로 낮은 파

괴 절연전압 값인 0.74 KV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CrO3

의 농도와 봉공처리 후 측정결과, 각 농도별 1~2회까지

는 내전압이 증가하여 10 M CrO3 용액으로 2회 봉공처

리하면 2.94 KV로 395% 상승하였다. 3회 이상에는 내전

압이 낮게 측정되고 있는데, 코팅 층에 layer line 등의

균열로 인해 급격히 내전압 측정값이 낮은 것으로 사료

된다. 

전기 절연 파손기구는 intrinsic, thermal, corona 세 가지

기구로 나뉜다고 보고되고 있다.
16)

 Intrinsic 파손은 결함

이 없는 물질에 임계전압을 가해주면 전자가 물질을 통

과하여 전기 절연이 파괴되고. Thermal 기구는 전압의 상

승과 물질에 따라 온도가 상승하고 열적 불안정성을 가

지게 되어 절연이 파괴되며, corona 기구는 전압을 걸어

주면 물질 내의 결함을 통하여 전자가 통과할 수 있는 길

을 찾아 절연 파괴를 발생하는 기구이다.

용사 피막의 경우 내부에 결함이 존재하여 가해진 전

압은 내부의 기공, 결정립 경계면을 통해 절연 파괴가 진

행된다. Fig 11에서 나타나듯이 용사 피막의 결함을 제어

하여 파괴 절연전압이 증가 하였으나 모든 시편의 처리

횟수 3회에 균열이 발생하자 절연파괴전압이 감소하였다.

이는 용사 피막이 corona 기구에 의해 전기적 절연의 특

성이 좌우가 되며 따라서 절연파괴전압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용사피막의 내부 결함제어와 더불어 봉공처리에

의한 결함의 제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3.5. 경도

용사 피막의 미세경도는 용사변수, 용사장비, 제조분말

의 조건에 의해 따라 피막의 미세구조가 달라지고 그 결

과 경도 값의 차이가 난다. 플라즈마 용사 Al2O3 경우 미

세경도는 600~1200 HV의 값을 갖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17)

Fig. 12에는 Al2O3 피막의 미세경도가 Cr2O3 봉공처리

에 의해 향상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3회 이상의 시편

에서는 Al2O3 코팅 피막에 균열이 존재하여, Cr2O3 처리

2회까지만 경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Cr2O3 처리 회수에

따라 경도의 증가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농도가 높은

10 M 처리 회수 2회에서 미처리 시편의 689.9 HV에 비해

약 52% 증가하여 1053.8 HV의 경도를 나타내었다. 이로

부터 Al2O3 코팅 층의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부분이 Cr2O3

처리에 의해 채워져 Al2O3 코팅 층의 경도가 증가한 것

으로 판단된다.

Fig. 11. Breakdown voltage changes of the Al2O3 coating as a

function of sealed time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CrO3 solution.

Fig. 12. Microhardness changes of the Al2O3 coatings as a

function of sealed time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CrO3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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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Al 기지에 Al2O3 플라즈마 용사 코팅한 층에 2 M, 6 M

및 10 M의 CrO3 용액을 도포하고 550
o
C로 열처리 하여

안정한 Cr2O3로 상전이 시키는 Cr2O3 봉공처리가 플라즈

마 용사 피막 특성에 미치는 변화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Al2O3 용사 피막 표면에 존재하는 13.4%의 기공률은

Cr2O3 봉공처리에 의해 감소하는데 10 M CrO3 용액으로

3회 처리하면 50% 이상의 기공이 감소하였다.

2. 봉공처리에 사용한 Cr2O3는 Al2O3 용사 코팅 층의

내부 미세구조 결함인 layer line, debris 조직 및 표면 열

린 기공에 많이 분포하였다.

3. 0.74 KV의 파괴 절연전압과 689.9 HV의 경도를 갖는

Al2O3 용사 코팅 층을 10 M CrO3 용액으로 2회 Cr2O3 봉

공처리 하면 그 값이 각각 2.94 KV 및 1053.8 HV로 395%

및 52%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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