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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arrier gases (He, N2) on the properties of Ti coating layers were investigated to manufacture high-den-

sity Ti coating layers. Cold spray coating layers manufactured using He gas had denser and more homogenous struc-

tures than those using N2 gas. The He gas coating layers showed porosity value of 0.02% and hardness value of Hv

229.1, indicating more excellent properties than the porosity and hardness of N2 gas coating layers. Bond strengths were

examined, and coating layers manufactured using He recorded a value of 74.3 MPa; those manufactured using N2 gas

had a value of 64.6 MPa. The aforementioned results were associated with the fact that, when coating layers were man-

ufactured using He gas, the powder could be easily deposited because of its high particle impact velocity. When Ti

coating layers were manufactured by the cold spray process, He carrier gas was more suitable than N2 gas for manu-

facturing excellent coating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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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티타늄 소재는 높은 비강도와 우수한 내식성, 우수한 기

계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최근 우주 항공 산업, 자동차 산

업, 내해수용 소재, 석유 화학 산업, 에너지 산업, 생체 의

료 재료, 스포츠 용품 등 다양한 분야로 응용 범위가 확대

되고 있다[1-4]. 하지만 티타늄은 그 소재 자체의 가격이

높을 뿐 아니라, HCP(Hexagonal Close Packed) 구조 특성

상 가공 방법이 고온에서의 압연, 단조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후열처리가 요구된다[5]. 또한 산소 친화도가 높

은 티타늄 소재의 특성에 의해 제조 공정에서 진공, 아크

등 분위기 제어 및 특수 공정으로 제조하여야 한다[6]. 그

에 따라 알루미늄 합금이나 스테인레스 강에 비해 월등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티타늄 소재의 새로운 제조 공정으로 소재의 제

한성 및 공정 환경에 따른 변수가 적은 코팅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그 중에서 저온 분사 코팅 기술은 보통 1~50

µm의 입도를 가지는 분말 소재를 초음속 제트 속도로 가

속시켜 모재와 충돌하여 분말 소재의 소성변형에 의해 고

상 상태에서 치밀한 코팅층을 형성하는 신제조 공정이다

[7-8]. 특히 이 공정은 나노 분말이나 비정질 분말 등 열적

으로 민감하거나 산소와 반응성이 큰 Ti, Cu 소재에 쓰이

기에 적합한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9-11].

저온 분사 코팅의 주요 인자에는 분말의 형상, 입자 크

기 분포, 산소 함량과 같은 분말의 특성과 가스 압력, 가

스 온도, 분말 예열 온도, 분말 송급률, 노즐의 형상과 같

*Corresponding Author : Kee-Ahn Lee, TEL: +82-54-820-5126, FAX: +82-54-820-6126, E-mail: keeahn@andong.ac.kr



저온 분사 공정으로 제조된 Ti 코팅층의 미세조직 및 물성에 미치는 송급 가스의 영향 25

Vol. 20, No. 1, 2013

은 공정 조건 등이 있다[12]. 최근 이와 같은 저온 분사 코

팅 공정을 적용하여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티타늄 코팅층

을 얻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또한 저

온 분사 공정의 변형된 형태인 Warm Spray 코팅 공정을

이용하여 티타늄 코팅층을 제조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본 연구진은 우수한 코팅 특성을 가지는 저온 분사 Ti

코팅층을 제조하기 위하여 분말 예열 온도, 노즐의 형상,

분사 거리, 가스 온도, 압력, 분말 소재의 종류, 분말의 입

자 크기 등에 따른 코팅층 제조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한

바 있다[13-14]. 그러나 저온 분사 코팅 공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수인 분말 송급 가스에 관한 연구결과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Ti 코팅층과 관련한 저

온 분사 송급 가스에 대한 연구는 송급 가스에 따른 입자

거동 Simulation 및 결과에 따른 비교 분석, 미세조직에 관

한 기본 물성 등에 그치고 있다[15-17].

본 연구에서는 저온 분사 코팅 공정을 이용하여 송급 가

스에 따른 Ti 코팅층을 제조하고, 송급 가스가 코팅층의

미세조직 및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며, 그에 따른

고밀도 Ti 코팅층의 소재에 대한 제조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말은 PA(Plasma Atomization) 법

으로 제조된 상용 순수 Ti 분말이다. 그림 1은 저온 분사

코팅 공정에 사용된 티타늄 분말의 (a) 입자 형상과 (b) 입

자 단면 미세조직, (c) 입자 크기 분포를 각각 나타낸 것

이다. 단면 미세조직은 마운팅 처리한 분말의 단면을 85%

distilled water + 10% HF + 5% NO3로 에칭하고 광학현

미경을 사용하여 관찰 하였다. 관찰 결과 분말 입자는 둥

근 구형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공이 없는 조밀한

조직을 나타내고 있었다. 분말 내부에서 관찰된 결정립들

은 크기와 형상이 불균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

된 티타늄 분말의 입자 크기는 3~80 µm를 가지고 있었으

며, 분말의 평균 입자 크기는 32 µm으로 분석되었다. 표

1은 제조된 티타늄 분말의 ICP성분 분석 결과 결과이다.

Fe(0.03%), O2(0.14%)등 불순물을 가지고 있으며 순도는

99.6%로 분석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저온 분사 공정에 사용되는 송급 가스

(carrier gas)로 He와 N2 가스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모재

는 순수 알루미늄을 블라스팅(blasting) 작업 없이 사용하

였다. 공정에서 사용된 가스온도, 압력 조건은 각각

550oC, 600oC, 2.9 MPa, 3.0 MPa로 고정하였으며, 모재와

노즐간의 거리는 30 mm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제조 공정 파라메터들을 표 2에 정리하였다. 제시된 조건

들은 선행 실험을 통하여 각 송급 가스에서 최적 조건으

로 설정된 것들이다.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50 mL H2O + 10 mL HF

+ 40 mL HNO3 용액으로 에칭 후, OM(Optical Microscope),

SEM(Tescan, VEGAIILMU)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송급

가스의 종류에 따른 상 변화 조사를 위해 XRD(Rigaku,

D/MAX RAPID-S) 및 EPMA을 이용하여 상 분석을 수행

하였다. 기공도 측정을 위해서는 미세 연마를 수행한 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코팅층의 각 부분을 200배율로 촬

영하고 Image analysis 로 10회 분석, 측정한 후 평균값을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Ti powders

Element N2 C H2 Fe O2 Residuals total Ti

wt.% <0.01 0.01 0.004 0.03 0.14 <0.1 Balance

Table 2. Process parameters of cold spraying used in this study

Ti coating

Gas He N2

Gas temp. (oC) 550 600

Powder temperature (oC) No 800

Powdwr feed rate (kg/h) 4 2.65

Substrate preheat temp. (oC) No No

Pressure (MPa) 2.9 3.0

Gun travelling speed (mm/sec) 20 40

Spray distrance (mm) 30 30

Substrate Al Al

Blasting No No

Fig. 1. (a) SEM image of powder particles used in this study,

(b) cross sectional micrograph of Ti powders, and (c)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i powder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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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도로 나타내었다. 사용된 분말 및 제조된 코팅층들의

경도 값 측정을 위해서는 micro Vickers hardness tester을

사용 하였고 하중 100 g, 10초 압입하였고, 10회 측정한

후 최대,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한편 비

교재로서 두께 1 mm의 Grade II Ti 벌크재를 구하여 동

일한 방법으로 경도를 측정하고 코팅층의 물성과 비교하

였다.

저온 분사 Ti 코팅층의 접합 강도는 stud pull coating

adherence test 법으로 측정하였다[18]. 시편은 10 mm ×

10 mm 크기로 가공하였으며 약 3 mm의 지름을 가진 알

루미늄 재질의 stud 를 코팅 층 표면에 에폭시 수지를 이

용해 접착시킨 후 150oC에서 70분간 열처리를 한 다음 대

기 중에서 경화시킨 뒤 Savastin 장비를 이용해 접착 강도

를 측정(10 회)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열처리 온도에

따른 경도 값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Ar 가스 분위기에서

500oC, 600oC, 700oC, 800oC에서 1시간 등온 조건에서 열처

리를 수행하였고 이후 각 시편들의 경도값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2는 표 2 공정조건으로 제조된 티타늄 코팅층의

매크로 사진들이며, 제조된 티타늄 코팅층의 두께는 각각

(a) 3.0 mm (He 가스), (b) 1.9 mm (N2 가스)로 얻어졌다.

그림 3(a), (b)는 He 가스로 제조된 저온 분사 코팅층의 코

팅 층 내부 단면 조직을 관찰한 결과이며, 그림 (c), (d)는

N2 가스로 제조된 코팅층의 결과이다. 그림 (a), (c)의 경우

는 코팅층과 모재와의 계면 부위를 (b), (d)의 경우는 코팅

층 내부 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He 가스로 제조된 코팅층

의 경우 계면 부위(a)에서 전혀 기공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N2 가스 코팅층의 경우는 계면에 미세하게 기공들이 존재

하고 있었다. 두 송급 가스의 차이에 따른 계면에서의 기

공 분포 차이는 코팅층 내부 조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

Fig. 2. Macro images of cold spray deposited Ti coating materials using He and N2 carrier gases.

Fig. 3. Optical micrographs of cross sectional Ti coating layers using He ((a), (b)) and N2 ((c), (d)) carrier gases.



저온 분사 공정으로 제조된 Ti 코팅층의 미세조직 및 물성에 미치는 송급 가스의 영향 27

Vol. 20, No. 1, 2013

으며 He 가스 코팅층 내부에서는 거의 기공이 존재하지

않았다.

각각의 송급 가스로 제조된 티타늄 코팅층의 기공도 및

경도 차이를 그림 4에 도표로 나타내었다. 그림 4(a)의 기

공도 관찰 결과, He 가스 코팅층이 0.02%의 기공도를 나

타낸 반면, N2 가스 코팅층의 경우는 0.4%의 기공도로 측

정되었다. 즉 He 가스로 제조된 티타늄 코팅층의 치밀한

조직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b)는 두 송급

가스에 따른 경도 값 측정 결과이다. 비교재인 벌크 티타

늄 소재(냉간 가공된 Grade #2의 판재)의 경도 값(187.2

Hv) 보다 He 가스 코팅층의 경도값(229.4 Hv)이 훨씬 높

게 측정되었다. N2 가스 코팅층의 경우는 187.0 Hv로 비

교재인 냉간 가공된 벌크 티타늄 판재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송급 가스에 따른 저온 분사 코팅층의 에칭 후 미세조

직 관찰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5(a), (b)는 He

가스 코팅층을 그림 5(c), (d)는 N2 가스 코팅층을 보여주

고 있다. (a)에서 He 가스 코팅층의 계면(interface)에서 Ti

입자(particle)가 박힐 때 기존 분말의 구형이 아닌 심하게

일그러진 형상으로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의 그

림은 He 가스 코팅층의 내부 영역으로서 적층된 입자 위

에 추가로 입자가 적층될 때에도 입자가 많이 일그러지면

서 입자 면적이 넓게 변형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 나아

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경계면도 심한 변형으로 인하여

Fig. 4. (a) Porosity and (b) Vickers hardness measurement results of cold sprayed Ti coating layers.

Fig. 5. Optical micrographs of etched Ti coating layers using He ((a), (b)) and N2 ((c), (d)) carrier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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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관찰되지 않았다. N2 가스 코팅층의 관찰 결과 ((c),

(d)), 상대적으로 입자가 초기 분말의 형상인 구형을 유지

하면서 적층되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에 적층되어

모재에 박히는 분말 입자의 경우, N2 가스 코팅층에서의

입자들((c))이 He 가스 코팅층((a)) 보다 더 약하게 박혀있

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N2 가스 코팅층의 내부

미세 조직((d))에서도 입자의 변형되는 정도가 위의 He 가

스 코팅층((b)) 보다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에서 관

찰되었던 기공들은 그림 5에서 입자와 입자 사이에 분포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도 값 측정 결과(그림

4)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그림 5의 미세조직에서 입자의

변형이 심한(더 많은 소성 변형이 일어난) He 가스 코팅

층에서 N2 가스 코팅층 보다 더 높게 경도 값이 얻어진 것

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림 6은 송급 가스에 따른 저온 분사 티타늄 코팅층의

XRD 상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두 코팅층

모두에서 분말 송급 가스와 무관하게 초기 분말과 동일한

α-Ti 상이 존재하였다. 즉 저온 분사 공정 중 분말 송급 가

스 차이에 따른 코팅층의 상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He

가스 코팅층과 N2 가스 코팅층의 산소 분포(산화물 생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EPMA 분석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XRD 에서 검출되지 않은 산

소(산화물로 추정)가 코팅층의 입자와 입자 사이에서 미세

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저온 분사

공정에서 분말 입자가 송급 가스에 의해 가속화되고 모재

까지 운반되는 도중에 입자 표면에서 국부적인 산화가 일

Fig. 6. Results of the XRD analyses of Ti powder stock and

coating layers.

Fig. 7. Results of EPMA mapping analyses of the Ti coating layers.

Fig. 8. Results of bond strength measurements of Ti coating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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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8는 저온 분사 코팅층의 접합 강도를 측정한 결과

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He 가스 코팅층은 74.3 kg/cm2,

N2 가스 코팅층은 64.6 kg/cm2로 측정되었으며 상대적으

로 He 가스 코팅층의 접합강도 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9는 접합강도 측정 후 파단된 면을 관찰한 SEM 사

진으로 (a), (c)는 He 가스 코팅층의 것을 (b), (d)는 N2 가

스 코팅층의 것을 나타낸 것이다. 파단면에서 He 가스 코

팅층의 경우는 코팅층과 모재 사이가 떨어지는 adhesive

파괴 경향이, 그리고 N2 가스 코팅층의 경우는 입자와 입

자 사이에서 파괴가 일어나는 cohesive 파괴 경향이 주도

적으로 관찰되었다. 상기 결과를 통하여 N2 가스 코팅층

에서 입자와 입자간의 결합력이 He 가스 코팅층에서의 입

자간 결합력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는 그림 5의 코팅층 미세조직 관찰 결과와도 잘

일치하는 것이다.

어닐링 열처리에 따른 저온 분사 코팅층의 경도 변화를

그림 10에서 나타내었다. He 가스 코팅층의 경우 저온 분

사 소재는 229 Hv 값을 나타내던 경도가 열처리를 수행

함에 따라 크게 감소(500oC/1 hr. 열처리 시 212 Hv,

800oC/1 hr. 열처리 시 190 Hv)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N2 가스 코팅층의 경우도 열처리에 따라서 경도가

감소하지만 그 감소하는 폭이 적게 나타났다 (as-coated 상

태에서 187 Hv, 800oC/1 hr. 열처리 시 180 Hv). 이에 따

라 코팅된 상태에서는 송급 가스에 따라 경도 값의 차이

가 크게 나타나던 것이 어닐링 열처리에 따라 점차 감소

Fig. 9. Results of fracture surface observations after bond strength tests of Ti coating layers; (a) He gas, (b) N2 gas, (c) He gas (high

magnification), and (d) N2 gas (high magnification).

Fig. 10. Variations of hardness of the Ti coating layers following

annealing heat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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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저온 분사 코팅 소재

에서 어닐링 열처리를 수행할 경우 회복, 재결정, 결정립

성장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에 의해 경도 값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송급 가스 차이에 따라 He 가

스 코팅층이 N2 가스 코팅층 보다 더 심한 소성 변형을 통

해 적층되어 있음(그림 5)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He 가

스 코팅층이 추가적 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회복, 재

결정, 결정립 성장)의 구동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며 이

에 따라 그림 10에서 얻어진 것처럼 열처리에 의해 경도

값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저온 분사 코팅 공정에서는 송급 가스를 이용하여 분말

을 가속시키고 가속된 분말의 속도가 결합을 형성시키는

임계속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적층이 시작되어 코팅층을

형성시킨다고 알려져 있다[9]. Katanoda 등은 송급 가스에

따른 분말 입자 거동을 수치해석과 simulation 을 바탕으

로 해석한 바 있다[15]. 저온 분사 공정 중에 입자 속도

(particle velocity: up)와 입자 온도(particle temperature: Tp)

의 두 가지 입자 운동에 대한 변수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15].

(1)

(2)

여기에서, x는 노즐 축 거리(axial distance along center

line from nozzle exit), ug는 가스 속도(gas velocity), Cd는

입자 항력 계수(drag coefficient of particle), dp는 입자 지

름(particle diameter), pp는 입자 밀도(particle density), Tg

는 가스 온도(gas temperature), Tp는 입자 온도(particle

temperature), Kg,f는 가스의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

of the gas), Nu는 Nusselt number를 각각 나타낸다. 위 식

(1)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온 분사 공정 중 분말 입

자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송급

가스의 종류 및 속도이다. Katanoda 등[21]은 저온 분사

공정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사용되는 He 가스 속

도는 N2 가스 속도보다 이론적으로 2.7 배의 속도를 가진

다고 하였다. 이것은 N2 가스의 밀도(1.2507 g/L) 보다 He

가스의 밀도(0.1786 g/L)가 낮은 것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Katanoda 등은 Ti 분말을 사용할 경우 He 가

스 조건 하에서는 1900 m/s의 최대 입자 충격 속도를 N2

가스 조건 하에서는 최대 735 m/s의 최대 속도를 가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15]. 즉 이에 따라 저온 분사 코팅 공정

에서 He 송급 가스(높은 가스 속도)를 사용할 경우 Ti 분말

dup

dx
--------

3Cdpg

4up

-------------- ug up–( ) ug up–
1

dppp

----------
1

dppp

----------∝⋅ ⋅=

dTp

dx
--------

6Kg f, Nu Tg Tp–( )

up

-------------------------------------
1

d p

2

ppc
-------------

1

d p

2

ppc
-------------∝⋅=

Fig. 11. Surface observation results of as sprayed conditions; (a) He gas coating layer, and (b) N2 gas coatin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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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입

자의 소성 변형 및 적층을 용이하게 유도할 수 있다.

한편, 이송 가스의 종류에 따른 코팅층 특성에 미치는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써 입자 비행 중 발생 가능한 이송

가스와의 반응효과도 고려될 수 있다. 즉, 분말의 온도가

500~600oC일 경우 티타늄 분말은 매우 짧은 시간이라도

대기 중 노출 시 급격한 산화 및 질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He 가스를 사용할 경우 용사 시 비

행입자는 불활성 가스로 보호되어 있어 모재와의 충돌 전

까지 매우 청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돌 입

자는 모재 표면에서 충분한 변형이 가능하여 치밀한 코팅

층을 형성시킬 수 있다. 그러나 N2 가스의 사용 경우에는

비행 중 순간적으로 입자 표면에 결정상 혹은 비정질의

TiN 피막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질 피막은

충돌입자의 변형 및 치밀 코팅층 형성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규명은 입자를 모재에 코팅하지

않고 자유 비행시켜 얻은 처리 분말에 대한 질소 분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림 11은 송급 가스(He, N2)에 따른 코팅층 표면의 미

세조직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He 가스 코팅층((a))

에서는 전체적으로 입자의 심한 소성 변형이 나타나고 추

가 적층 입자가 이전 입자를 파고 들어가는 형상(입자 박

힘 현상)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입자와 입자 사이의 적층

이 조밀하고 입자 사이에 기공이 존재 하지 않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N2 가스 코팅층((b))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한 소성 변형을 일으키며 초기 분말 상태인

구형을 유지하면서 적층 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He 송급 가스를 사용하여 코팅층에서 분말 입자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결과

라 할 수 있다. 즉, 저온 분사 공정에서 송급 가스로 He

을 사용할 경우 가스의 속도가 N2 가스의 속도 보다 빠르

게 되고 이에 따라 분말 입자의 속도가 크게 가속화되어

적층 시 입자의 높은 소성 변형을 유발하며 조밀하며 경

도가 높은 우수한 성질의 코팅층을 얻을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저온 분사 공정을 이용하여 송급 가스

(He, N2)에 따라 Ti 코팅층을 제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He가스에 의해 제조된 저온 분

사 코팅층이 N2가스에 의해 제조된 코팅층보다 조밀하고

균일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송급 가스 종류와는

무관하게 코팅 공정 중 새로운 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

다. He 가스로 제조된 코팅층은 0.02%의 기공도, 229.1

HV의 경도를 나타내어, N2 가스 코팅층의 기공도(0.4%),

경도(177.2 HV) 보다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비교재

인 기존 벌크 Ti 소재의 경도는 187.2 HV). 접합 강도 측

정 결과 He 가스로 제조된 코팅층이 74.28 MPa, N2가스

로 제조된 코팅층이 64.6 MPa의 값을 나타내었다. 어닐링

열처리에 따라 He 가스로 제조한 코팅층의 경도 값이 N2

가스 제조 코팅층의 경도 값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상기 결과들은 He가스를 이용하여 코팅층을 제조할 경우

높은 He 가스 속도에 의하여 분말 입자의 충격 속도가 N2

가스를 사용할 경우보다 현저히 빨라지며 그 결과 용이한

소성 변형으로 적층이 쉽게 이루어지는 데 기인한다. 이상

의 결과들을 통해 저온 분사 공정을 통한 Ti 코팅층 제조

시 분사 속도가 빠른 He 가스가 N2 가스보다 우수한 코팅

층을 제조하는 데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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