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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mechanical behaviors of layered thermal barrier coatings by indentations. Various single and
double-layered thermal barrier coatings were deposited by air plasma spray process using different type of commercialized YSZ (Yttria
stabilized zirconia) starting powders. Indentation stress-strain curve, load-displacement curve and hardness of the single and the
double-layered thermal barrier coatings were obtained experimentally and analyzed. The indentation damages at the same loads were
compared, and thus, the results depend on the structure of each coating. The result indicates improvement in damage resistances from
tailoring of layered structures in the component of gas turbine system is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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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스터빈 시스템은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에

너지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으로서, 공기를 압축시켜 연료

와 함께 연소시켜 그 힘으로 터빈을 돌리게 되며, 이 때

전기를 발생시켜 공급한다. 이 시스템은 작동온도가 높을

수록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므로 최근 국내에서는 1100
o
C

급에서 1350
o
C급으로 작동온도가 상승되는 추세에 있으

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500
o
C 급 이상도 연구되고 있

다. 따라서 높은 온도에 견디기 위해서는 내구성이 우수

한 세라믹스가 열차폐 코팅재로서 사용된다.
1-3)

 

세라믹스 열차폐 코팅재로서 최근 열전도도가 낮은 대

체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1,2,4-7)

 우수한 기계적 특

성과 bondcoat와의 열팽창, 수축시의 적합성이 가장 바람

직한 YSZ(부분안정화 지르코니아)가 여전히 가스터빈 부

품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YSZ과 bondcoat와의 열팽창

계수 불일치로 인하여, 고온에서 장기간 가스터빈을 구동

한 후, YSZ의 코팅층이 박리되는 현상이 코팅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8,9)

 가스

터빈 업계에서는 주기적으로 코팅층의 손상여부를 관찰

하고 보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기동정지가

많은 시스템의 여건 상, 코팅층의 손상은 반드시 해결되

어져야 할 과제이다.

세라믹스 열차폐 코팅층의 손상은 열팽창, 수축의 반복

을 통한 계면박리가 가장 많이 일어나지만, 가스터빈 운

전 도중 미립자의 충격 및 접촉에 의한 마모, 연소가스에

의한 침식 및 진동에 의한 피로응력, 높은 온도에 의한

크립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10-12)

 열팽창, 수축의 반복에 의

한 계면박리도 온도변화에 의한 기계적 응력이 부과되어

일어나므로 기계적 거동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주제 중

의 하나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세라믹스 열차폐 코팅층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으며 내구성 향상을 위한 여러 방법과 기술이 제시

되고 있다.
12-16)

내구성 향상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열팽창계수 차이

를 줄이고 특성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방법

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의 기술로서 다층상 코팅

기술이 제시되고 있다. 단층 열차폐 코팅층이 아닌 다층

코팅으로 인하여 제조 시의 기계적 응력이 완화될 수 있

으며, 사용 도중의 열환경이나 기계적 하중 하에서의 손

상내구성도 증가될 수 있는 장점이 기대된다.
17,18)

본 연구에서는 Sulzer metco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topcoat

용 2종류와 bondcoat용 2종류의 상용분말들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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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플라즈마 용사(Air Plasma Spray, APS) 장비를 이용

하여 다층상으로 열차폐 코팅재를 제조한 후, indentation

기법으로 특성을 평가하였다.
2,10,19,20)

 서로 다르게 조합하

여 제조한 각각의 층상 열차폐 코팅재의 표면을 연마가

공한 후 구형의 압자로 압흔응력(indentation stress)을 가

하여 압흔응력-변형율 곡선(indentaiton stress-strain) 및 하

중-변위(load-displacement) 곡선을, Vickers 압흔법으로 경

도데이터를 얻어낸 후, 각 층상 열차폐 코팅재의 기계적

거동을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2.1. APS 공정을 이용한 열차폐 코팅재의 제조

열차폐 코팅을 하기 위한 기판소재로서 니켈계 초내열

합금(Nimonic 263, ThyssenKrupp VDM, Germany)을 직

경 1인치, 두께 약 5 mm로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Bondcoat

분말과 topcoat를 위한 분말은 Sulzer metco사에서 구매한

분말로서 AMDRY 461NS (Ni-Cr-Al-Co-Y2O3, Sulzer Metco,

Switzerland)와 AMDRY 9625 (Ni-Cr-Al-Y2O3, Sulzer Metco,

Switzerland)의 두 종류의 bondcoat 분말과, 204 NS, 204 C-

NS (Y2O3-ZrO2, Sulzer Metco, Switzerland) 두 종류의

topcoat 분말을 사용하였다. 

APS 장비(Triplex-200, Sulzer Metco, Switzerland)를 이

용하여 각 분말을 플라즈마에 의해 고온, 고압으로 기판

에 코팅하였다. 코팅 전에 접합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알루미나 입자로 샌드블라스트(sandblast) 처리를 해주었

다. 이후 Nimonic 263의 코인시편에 bondcoat 분말을 코

팅하였다. Bondcoat의 코팅조건으로서 Ar/He = 30 : 20의

부피비가 되도록 제어한 후 분당 총 3.5리터의 유동속도

로 분말을 공급하였다. Spray gun과 기판간의 거리를

180 mm로 고정시킨 후, power 450 A/90 V로 분당 90 g의

분말을 공급하여 기판에 bondcoat 분말을 코팅하였다.

Topcoat의 코팅조건으로서는 Ar/He의 혼합비를 45 : 5로

고정시킨 후 분당 3리터의 유동속도로 분말을 공급하였

다. Spray gun과 기판간의 거리를 150 mm로 고정시킨 후,

power 540 A/99 V로 분당 100 g의 분말을 공급하여 bondcoat

위에 topcoat 분말을 코팅하였다.

코팅층의 두께는 각 단층의 두께가 bondcoat의 경우

100µm, topcoat 의 경우 200µm가 되도록 제어하였다.

이층상으로 코팅할 경우에는 bondcoat의 경우 각각의 두

께가 100 µm가 되도록 하여 총 bondcoat의 두께는

200µm가 되도록 제어하였으며, topcoat의 경우 각 층의

두께가 200 µm가 되도록 제조하여, 총 두께가 400µm가

되도록 제어하였다. 각각의 두께편차는 모든 경우 10%를

넘지 않도록 제어하였다.

서로 다른 bondcoat 분말 및 topcoat 분말을 사용하여

제조한 층상형 열차폐 코팅재의 종류를 Table 1에 정리하

였다. 한편 현재 발전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터빈 내

연소기 버너부품(OEM 버너)의 열차폐 코팅재를 성일 SIM

주식회사를 통해 구입하여 분석하였다.

구매한 bondcoat 분말과 topcoat 분말을 주사전자현미경

(SEM)을 이용하여 확대, 관찰하여 입자크기 및 형상, 분

포를 확인하였다. OEM 버너 및 제조된 열차폐 코팅재를

가공, 경면연마한 후 표면처리 해 주었다. 각 열차폐 코

팅재의 상, 하면을 다이아몬드 10µm의 연마기로 평면 연

마하였으며, 이후 표면을 1µm까지 경면 연마하였다. 경

면 연마된 표면을 광학현미경으로 50배 및 100배 확대 관

찰하였으며, 이미지 분석기(image analyzer)를 이용하여 전

체 면적에 대한 기공의 면적 비를 계산하여 기공률을 측

정하였다.

2.2. 압흔응력에 의한 기계적 거동 평가

압흔응력에 의한 기계적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반경

r = 2.32 mm을 갖는 구형의 초경 볼(tungsten carbide ball,

WC)을 준비하였다. 초경 볼을 지그에 부착한 후 만능 하

중 시험기(Instron 5567, U.S.A.)에 장착하였다. 

0.2 mm/min의 일정한 속도로 층상형 열차폐 코팅재의

표면에 P = 500 N 부터 P = 1500 N까지 압흔응력을 가하

였으며, 최대 하중에 도달한 이후에는 역시 동일한 속도

인 0.2 mm/min으로 하중을 제거하였다. 

Table 1. Layered Thermal Barrier Coatings Tested in This Study

Name Topcoat powder Bondcoat powder

Single Layer

204NS/9625 204NS AMDRY 9625

204NS/461NS 204NS AMDRY 461NS

204C-NS/9625 204C-NS AMDRY 9625

204C-NS/461NS 204C-NS AMDRY 461NS

Double Layer

NS/C-NS/9625/461NS 204NS on 204C-NS AMDRY 9625 on AMDRY 461NS

NS/C-NS/461NS/9625 204NS on 204C-NS AMDRY 461NS on AMDRY 9625

C-NS/NS/9625/461NS 204C-NS on 204NS AMDRY 9625 on AMDRY 461NS

C-NS/NS/461NS/9625 204C-NS on 204NS AMDRY 461NS on AMDRY 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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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최대 하중까지 압흔응력을 가한 후, 표면에 형

성된 손상(damage)을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Hanra

precision Co., Korea)을 이용하여 50배, 100배의 배율로

관찰한 후 이미지를 PC에 저장하였다. 이 때 빛의 간섭

을 이용하여 표면의 굴곡 차를 보다 선명히 관찰할 수 있

는 Nomarski interference contrast법으로 국부적인 소성영

역(local plastic zone)의 형성여부를 관찰하였다.
19)

 각 하

중에 의해 형성된 손상영역의 직경(2a)을 측정하여 각 하

중에서의 압흔 응력(indentation stress, GPa)과 압흔 변형률

(indentation strain)을 다음 식 (1)과 (2)에 의해 구한 후, 각

열차폐코팅 구조체의 압흔 응력-변형률 곡선을 구하였다. 

 

Indentation stress, po = P/πa
2
 (1)

Indentation strain, a/r (2)

또한 초경볼로 코팅재의 표면을 압흔할 때 미리 장착

한 변위센서(displacement sensor)를 이용하여 하중-변위 곡

선을 얻었으며, 이 곡선으로부터 압흔응력에 의한 기계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한편 Vickers indentation 시험기를 이용하여 각 층상형

열차폐 코팅재의 경면연마된 표면에 P = 10 N으로 압흔하

여 압흔 자국의 대각선 길이 2a를 측정하여 다음 (3)식에

의하여 경도 값(H, hardness)을 계산하였다.

H = P/2a
2
 (3)

3. 결과 및 고찰

열차폐 코팅재에 사용된 초기분말들을 주사전자 현미

경으로 관찰한 사진을 Fig. 1에 나타내었다. 204C-NS는

분말의 입도분포가 좁고, 204 NS는 입도분포가 204C-NS

보다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204 NS 분말은 상대적으

로 입도가 크고 작은 분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면 204

C-NS 분말은 입자크기가 비교적 균일한 분말들로 이루어

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AMDRY 461 NS는 입자형상

이 각진 형상이며, AMDRY 9625는 구형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경면 연마된 각 열차폐 코팅재의 표면을 반경 r = 2.32 mm

의 초경 구형압자(J&L Industrial Supply Co., MI, U.S.A.)

를 이용하여 P = 1500 N의 힘으로 각각 압흔응력을 발생시

킨 후, 표면에 형성된 손상(damage)을 광학현미경으로 관

Fig. 1. SEM micrographs of commercialized starting powders for topcoat and boncoat of thermal barrier coatings; (a) 204NS, (b)

204C-NS, (c) AMDRY 9625, and (d) AMDRY 461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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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 사진을 Fig. 2의 (a)부터 (e)에 각각 나타내었다. 모

든 사진은 Nomarski illumiantion 하에서 같은 배율로 관

찰한 것이며, 사진에서와 같이 YSZ 열차폐 코팅재에 형

성된 손상은 균열보다는 소성영역(quasi-plastic damage)이

형성되었다. 그림에서 (a)와 (b)는 bondcoat을 461NS, 9625

로 다르게 코팅한 후 topcoat을 204NS로 균일하게 코팅

한 경우로서, bondcoat의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사진에서

와 같이 461NS를 bondcoat으로 사용한 경우가 상대적으

로 손상(damage)의 크기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Fig. 2의

(b)와 (c)는 bondcoat을 AMDRY 9625로 균일하게 코팅한

후, topcoat을 204NS, 204C-NS로 서로 다른 분말을 이용

하여 코팅한 것으로서, topcoat의 영향을 알 수 있다. 사

진에서와 같이 204NS를 topcoat으로 코팅한 경우가 상대

적으로 손상(damage)의 크기가 작았는데, 이는 표면 미세

구조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공율(10%,

204C-NS의 경우는 19%로 측정되었음)에 의한 것이다. 각

사진에서 검은 상으로 보이는 것들이 코팅 후에 형성된

기공들이다. Fig. 2의 (a)~(c)와 다르게 (d)와(e)는 서로 손

상의 크기가 유사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4종류의 분말을

이용하여 bondcoat 및 topcoat을 각각 이층상으로 제조한

열차폐 코팅재를 동일한 반경의 초경 구, 동일한 하중으

로 평가한 결과로서, 다층상의 경우 손상의 크기가 상호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각 열차폐 코팅재의 표면을 일정한 하중과 일정한 반경

Fig. 2. Optical micrographs of surface damage by indentation of WC sphere r = 2.32 mm at the same load P = 1500 N for various

thermal barrier coatings; (a) 204NS/461NS, (b) 204NS/9625, (c) 204C-NS/9625, (d) C-NS/NS/461NS/9625, and (e) NS/C-

NS/9625/461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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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경구로 압흔한 후 손상영역의 크기 a를 측정한 후,

(1)식과 (2)식에 의해 압흔응력, 변형율을 계산하여 압흔

응력-변형률 선도를 도시하였고, 일정한 하중까지 압흔할

때 하중-변위 곡선을 얻었다. Fig. 3은 OEM 버너에 대해

측정한 압흔 응력-변형률 선도와 하중-변위 곡선의 결과

이다. 그래프에서와 같이 응력이 증가하면 Fig. 3(a)과 같

이 위로 볼록한 형태로 변형률이 점차 증가한다. X. Z.

Hu 등은 층상형 소재에 대한 압흔 응력과 변형율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역학식을 제시하였다.
21)

po = (4Ec
*
/3π)(Es

*
/Ec

*
)
L
(a/r)

n
 (4)

윗 식에서 po와 a/r은 (1)식과 (2)식에서 주어진 압흔응

력, 변형율 이며, E는 탄성계수를 나타내며, E
*
는 시험편

과 압흔하는 구형압자(indenter)의 탄성계수로부터 보정된

값이다.
19)

 c와 s는 코팅층(coating)과 기판층(substrate)의 약

자이며, L, n은 재료에 의존하는 상수이다. 

한편, 하중에 따른 변위곡선을 도시하면 Fig. 3(b)와 같

이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곡선이 얻어진다. 이러한 곡선

의 형태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잘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

중-변위 곡선에서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그 하중은 변위

의 3/2에 비례한다는 기존의 접촉역학이론
22)
과 잘 일치함

을 알 수 있다. 

P = Aδ
3/2 

(5)

위 식에서 A는 상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loading 곡선

의 경우, 하중이 변위의 3/2에 비례하여 이론과 비교적 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는 Hertzian 압흔시험을 주어진 하중에서 행한 후

형성된 손상영역(damage zone)의 직경을 측정한 후 식 (1),

(2)에서와 같이 가해준 하중, 초경 구의 반경으로부터 압

흔 응력(indentation stress)과 변형률(indentation strain)을

계산한 후에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Fig. 4(a)

는 단층의 bondcoat을 코팅한 위에 단층의 topcoat을 코팅

한 코팅재에 압흔시험한 결과이며, Fig. 4(b)의 경우는 이

층의 bondcoat을 코팅한 위에 다시 이층의 topcoat을 차례

Fig. 3. The graphs showing the mechanical behaviors of OEM

burner component, (a) Hertzian indentation stress-strain

curve and (b) indentation load-displacement curve. 

Fig. 4. Indentation stress-strain curves for (a) single topcoat on

the bondcoat and (b) layered double topcoats on the

double bondc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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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코팅한 후, topcoat 표면에 압흔시험한 결과이다. 그래

프에서와 같이 압흔 응력-변형율 거동은 초기 분말의 영

향 및 단층/이층의 영향에 크게 의존하였다. Fig. 4(a)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461NS보다 9625를 bondcoat으

로 사용한 경우와, 204C-NS 분말보다 204 NS 분말을 사

용한 경우가 보다 탄성적인 거동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압흔 응력-변형율 곡선간의 차이는 bondcoat과 topcoat을

각각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분말을 사용하여 코팅하였을

경우, Fig. 4(b)와 같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세라믹스의 경우 탄성이 높을수록 기계적 강도, 경

도 등은 우수하나 인성 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소성이 높을수록 인성 등은 우수하나 경도, 강도 등은 감

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층상의 코팅재를 제조함으로

써 이러한 서로의 장,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Table 1과 같이 제조된 각각의 열차폐 코팅재의 표면에

Hertzian 압흔시험을 주어진 다양한 하중에서 행한 후 얻은

압흔 응력(indentation stress) - 변형률 (indentation strain)선도

에 대해 일정한 하중 P = 1500 N에서의 응력과 변형율을 측

정한 후, 그 최대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Fig. 5에 나타

내었다. 동일한 X축 상에서 위쪽 데이터는 최대응력을, 아

래쪽 데이터는 최대 변형율을 나타낸다. 최대 변형율은 모

두 유사한 값을 나타낸 반면, 단층의 경우, 204NS로 코팅

한 경우가 204C-NS로 코팅한 경우보다 일정한 변형율을 일

으키는데 큰 응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층상으로

코팅한 경우는 topcoat이 204C-NS로 코팅한 경우나, 204NS

로 코팅한 경우에 관계없이 그 최대 응력 값들이 204NS 단

층 코팅재의 최대응력 값과 204C-NS 단층 코팅재의 최대

응력 값 사이의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열차폐 코팅재의 표면에 Hertzian 압흔시험을 최대

하중 P = 1500 N 까지 행할 때 변위센서에 의해 얻은 Fig.

3(b)과 같은 하중-변위 곡선을 모두 얻은 후, 그 중 최대

변위량을 Fig. 6에 도시하여 나타내었다. 그 결과 204NS

로 단층의 열차폐재를 코팅한 경우의 변형율은 204C-NS

로 코팅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층상으로 코팅한 경우의 변형율 값들은 204NS 단층으

로 코팅한 코팅재의 변형율 보다는 크고, 204C-NS로 단

층으로 코팅한 코팅재의 변형율보다는 작은 값들을 각각

나타내었다. 

한편 각 열차폐 코팅재의 표면에 Vickers 압흔시험을 최

대 하중 P= 10 N 까지 행한 후 경도 값을 측정하여 Fig. 7에

막대그래프를 사용하여 도시하였다. 단층상의 경우, 204NS

로 코팅한 경우의 경도 값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층상으로 코팅한 경우가, 단층으로 코팅한

경우보다 우수한 경도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이층상으로

제작할 경우, 서로 다른 하부의 단층상들의 영향을 받으

며, 잔류압축응력의 영향으로 보다 우수한 경도 값을 나

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상용분말들을 사용하

여 단층 및 이층상의 bondcoat과 topcoat층을 형성시킨 후,

Vickers 압입시험으로 경도를 평가하고, Hertzian 압입시험

에 의해 압흔응력-변형율, 하중-변위 곡선 등을 얻어 그 거

동을 분석, 비교하였다. Bondcoat 분말로서는 입자의 형상

Fig. 5. Plots of the maximum indentation stress and strain at load P = 1500 N using WC sphere r = 2.32 mm for each single and

double-layered thermal barrier co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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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진 AMDRY 461 NS, 입자의 형상이 구형인 AMDRY

9625를 사용하여 코팅하였고, Topcoat 분말로서는 입자분

포가 넓은 204 NS, 입자분포가 상대적으로 좁은 204 C-

NS 분말을 사용하여 코팅하였다. 기계적 거동을 평가하

기 위해 초경 구형압자를 이용하여 일정한 속도로 복합

재 시험편의 표면을 일정한 하중까지 압흔(indentation)하

였다가 동일한 속도로 하중을 제거하였고, 이 때 변위센

서를 이용하여 하중-변위 곡선을 얻어내었다. 압흔 후에

표면에 형성된 손상(damage)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다양한 하중 하에서의 손상크기로 부터 압흔응력, 압흔

변형율을 계산하여 그래프로 도시하였다. 

그 결과 bondcoat 분말의 경우 AMDRY 9625를 코팅한

경우가 461NS를 이용해 코팅한 경우보다 탄성적인 거동

을 나타내었으며, topcoat 분말의 경우 204 NS를 코팅한

경우가 204 C-NS 분말을 이용하여 코팅한 경우보다 기공

율이 작아 보다 탄성적인 거동을 나타내었다. 또한 AMDRY

9625와 204 NS 분말을 이용하여 코팅한 열차폐 코팅재의

경우가 일정한 변형율을 일으키는데 상대적으로 큰 응력

이 필요하였고, 일정한 하중 하에서 작은 변형율과 변형

량을 나타내었다. 

두 종류의 TBC 상용분말을 사용하여 이층으로 코팅한

후 압흔응력-변형율, 하중-변위 곡선을 분석한 결과, 단층

으로 코팅한 두 경우의 각각의 해당 값들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값들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다양한 용도 하에

서 손상저항성이 우수한 열차폐 코팅재의 제작이 초기 분

말 및 다층상의 제어로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본 연구결

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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