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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prepared yttria stabilized zirconia granules for thermal barrier coatings using a spray drying process. First, we
characterized the properties of granules such as flow rate and packing density for utilizing the air plasma spray process. The flow rate
and packing density data showed 0.732 g/sec and 2.14 g/cm

3
, respectively, when we used larger and denser particles, which are better

than hollow granules or smaller spherical granules. Second, we chose larger, spherical granules fabricated in alcohol solvent as starting
powders and sprayed it on the bondcoat/nimonic alloy by an atmospheric plasma spray process varying the process parameters, the
feeding rate, gun speed and spray distance. Finally, we evaluated representative therm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The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 of the coatings were 11 ~ 12.7 × 10

−6
/
o
C and the indentation stress measured was 2.5 GPa at 0.15 of indentation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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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라믹스 열차폐 코팅재의 코팅 방법으로서는 대기 플

라즈마 용사법(APS, atmospheric plasma spraying)
1-4)

, 전

자 빔 물리적 증착법(EBPVD, electron beam physical vapor

deposition)
5-8)

, 감압 플라즈마 용사법(LPPS, low pressure

plasma spray), 진공 플라즈마 용사법(VPS, vacuum plasma

spray), 용액 전구체 플라즈마 용사법(SPPS, solution precursor

plasma spray)
9-10)

, 고속 화염 용사법(HVOF, high velocity

oxygen fuel)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설비 및 코팅

공정 가격과 용사기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상온에서

의 플라즈마 용사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방법

은 유동성이 있는 분말을 플라즈마로 용융시켜서 고압과

고속으로 코팅시키고자 하는 모재 위에 용사하는 방법으

로서, 분말을 분무시키는 건(gun)을 정밀하게 로봇을 이

용하여 제어할 경우 내경 코팅뿐만 아니라 복잡한 형상

의 제품에도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플라즈마 용사법을 이용하여 코팅시키고자 하는 재질

은 세라믹스의 경우 분말의 형태로 공급되므로 이의 제

어가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플라즈마 내로 분말을 유

입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으로서는 아르곤(Ar), 질소(N2), 헬

륨(He) 등의 불활성 기체(gas)의 흐름을 이용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호스(hose)를 통해 흐르는 기체의

유동과 함께 분말이 이송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분말은

충분한 유동성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기체의 유속에 그

형상이 영향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제어해

주어야 한다. 

열차폐 코팅을 위한 분말의 순도, 형상, 밀도, 크기 및

크기분포 등은 코팅 층의 증착효율 뿐만 아니라 미세구

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코팅 층의 증착

효율은 분말의 유동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만약 분

말이 형상학적 이유로 충분히 플라즈마에 의해 용융되지

않는다면 코팅 층의 결함으로 작용하게 된다. 분말의 크

기 및 분포 등은 최종적인 코팅 층에서 기공율을 제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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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자(factor)로 작용할 수 있음이 여러 문헌에서 보고

되고 있다.
11-13)

 이러한 코팅용 분말을 제작하기 위한 공

정의 하나로서 분무 건조법(spray drying)에 의한 방법이

용사코팅을 위한 분말로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14-16)

 이

는 분말이 분산되어있는 액상을 고온의 챔버 내로 분무

시키는데, 이 때 회전하는 디스크에 의해 원심력을 이용

하여 분무시킴과 동시에 건조가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으

로서, 용액의 농도, 입구 및 출구의 온도, 디스크의 회전

속도 등을 제어함으로써 분말의 크기, 형상, 밀도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열차폐 코팅 층의 두께 및 성능을 좌우하는데 있어서

는 출발물질의 분말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대기 플라즈마

용사 시 성형조건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기 플

라즈마 용사 시 모재와 건 간의 분무 거리, 건이 이송하

는 속도, 분말이 유입되는 속도에 의해 그 두께와 성능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공정변수에 의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트리아(Y2O3)가 8 wt% 첨가된 부분안

정화 지르코니아(ZrO2) 분말을 분무건조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이 때 용매의 종류와 첨가제, 공정조건 등

을 변화시켜 분말 내부에 비어있는 중공의 구조(hollow),

내부가 치밀한 구조(dense) 등 형상 및 크기가 서로 다른

3종류의 분말들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분말에 대해 유동

속도(flow rate) 및 충진밀도(packing density)를 평가하였

으며, 그 결과 적절한 기공율을 갖는 분말을 선택하여 대

기플라즈마 용사 시 성형조건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최종

적으로 대표적인 열적, 기계적 특성평가를 위해 열팽창계

수 및 압흔 응력-변형률 곡선을 측정하였다. 

2. 실험 방법

분무 건조 및 대기 플라즈마 용사법을 이용하여 지르

코니아 열차폐 코팅재를 제조한 공정 흐름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질산 이트륨(Y(NO3)36H2O)이 도핑된 지르코

늄 산염화물 (ZrOCl28H2O)의 용액을 공침(co-precipitation)

시킨 후 암모니아 용액(NH3)으로 중화, 세척, 건조 및 하

소시켜 부분 안정화시킨 지르코니아 (YSZ, yttria stabilized

zirconia) 분말을 제조하였다. 이 때 최종적으로 지르코니

아에 이트리아가 무게비로 8%가 첨가되도록 하였다. 

제조한 YSZ 분말에 수계인 경우 폴리비닐알코올

(polyvinyl alcohol, PVA, Kuraray, Germany), 알코올계의

경우 폴리비닐부틸랄(polyvinyl butyral, PVB, Monsanto,

Japan)의 유기 결합제(binder), 5468-cf의 분산제 (dispersant,

Sannopco Korea) 등을 증류수 또는 메탄올, 지르코니아 볼

과 함께 24시간 동안 볼 밀링(ball milling)하였다. 이 때

결합제는 세라믹스 분말에 대해 무게비로 4%, 분산제는

3.5% 첨가하였다. 

밀링혼합 후 슬러리를 분무건조기(spray dryer, Finetech,

Incheon, Korea)에 10 l/h의 일정 속도로 분무시켜 구형의

응집체를 얻었다. 이 때 입구온도는 170 ~ 210
o
C, 출구온

도는 70 ~ 110
o
C, 원판 디스크(atomizer)의 회전속도를

6,000 ~ 10,000 rpm의 범위 내에서 제어하였다. 

제조한 구형의 응집체 내의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600 ~ 800
o
C의 온도 범위에서 탈지를 수행한 후, 분말에

강도를 부여하기 위해 1250
o
C에서 1시간동안 열처리 하

여 주었다. 열처리 한 분말은 다양한 크기의 체(sieve)를

적층한 후, 106 ~ 45 µm 범위 내의 과립들을 분급(classi-

fication)하여 코팅을 위한 분말로 사용하였다. 

분무 건조된 후 열처리한 분말들을 에폭시로 마운팅하

여 1일 동안 건조 후 다이아몬드 서스펜션을 사용하여

polishing한 후 단면을 SEM으로 관찰 하였다. 분무건조에

의해 제조된 분말의 결정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X-선 회

절 분석기 (Rigaku Co., Rint 2000 Ultima+, Japan)를 이

용하였으며, 2θ = 10 ~ 80
o
 범위에서 회절 peak을 고찰하

였다. 한편 제조된 과립의 유동성 평가를 위해 유동속도

(flow rate)를 측정하였다. 제조된 각 종류의 과립들에 대

해 3 ml의 부피가 들어 갈 수 있는 간이 호퍼에 약 3 g의

양을 자중에 의해 흐르게 하여, 유동속도(flow rate) = 분

말무게/유동된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이 때 분말무게는 소

수점 넷째자리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을 사용하여 측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for the fabrication of powder

and the coating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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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후 셋째자리로 반올림하여 계산하였다. 한편 4 cm ×

4 cm × 5 cm의 공간을 갖는 몰드 내에 일정한 속도로 분

말을 유동시켜 채운 후, 분말의 무게를 몰드 내 부피로

나누어 적층밀도(packing density)를 측정하였다. 

열차폐 코팅을 하기위한 모재(substrate)로 니켈계 초내

열 합금(Nimonic 263, ThyssenKrupp VDM, Germany)

을 직경 1인치, 두께 약 5 mm로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Topcoat을 위한 분말은 알코올계에서 제조한 슬러리를

분무건조한 배치의 분말을 사용하였다.

대기 플라즈마 용사 장비(Triplex-200, Sultzer Metco,

Switzerland)를 이용하여 각 분말을 플라즈마에 용융시킨

후 고온, 고압으로 용사하여 모재에 코팅하였다. 각 분말

들의 코팅 전에 접합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알루미나

입자로 샌드블라스트(sandblast) 처리를 해주었다. 열차폐

코팅을 하기 전에 먼저 니켈계 초내열합금(Nimonic 263)

의 코인시편에 본드 콧 (bondcoat, AMDRY 962, Sulzer

Metco, Switzerland) 분말을 코팅하였다. 본드 콧(bondcoat)

의 코팅조건으로서는 Ar/He = 30 : 20의 부피비가 되도록

제어하였고, 분당 총 3.5리터의 속도로 분말을 공급하였

다. 또한 분무 건(spray gun)과 모재와의 거리를 180 mm

로 고정시킨 후, 전력 450A/90V로 분당 90 g의 분말을 공

급하여 모재에 코팅하였다. 한편 열차폐 코팅재(topcoat)

의 조건으로서는 Ar/He의 기체를 45 : 5로 고정시킨 후 분

당 3리터의 속도로 분말을 공급하였다. 전력은 540 A/99 V

로 하였으며 이 때 spray gun과 기판간의 거리인 분무거

리(spray distance), 공급 속도(feeding rate), 건의 속도(gun

speed)를 변수로 변화시켰으며 상세한 실험조건을 Table 1

에 나타내었다. 건과 모재간의 거리를 150 mm로 고정시

킨 후, 분당 100 g의 분말을 공급하여 300 mm/sec의 속도

로 모재에 코팅한 열차폐 코팅재에 대하여 표면에서의 기

공율을 비교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각 분말들로부터 제

조한 열차폐 코팅재의 표면을 1 µm 입자가 함유된 다이

아몬드 페이스트(diamond paste)를 사용하는 단계까지 경

면연마(polishing)를 행한 후 광학현미경(Nikon)을 사용하

여 코팅재 표면에 형성된 기공을 관찰하였다. 또 기공율

을 이미지 분석기(image analyz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알코올계에서 분무건조한 상대적으로 큰 입자의 과립

을 사용하여 용사 코팅한 코팅재의 열적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열팽창계(dilatometer L75, LINSEIS, Germany)를 이

용하여 열팽창계수를 측정하였다. 이 때 코팅 재만의 열

팽창계수를 측정하였으며, 온도를 700
o
C에서부터 1300

o
C

까지 100
o
C 간격으로 변화시켜가며 측정하였다. 코팅재의

기계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압흔 응력에 의한 기

계적 거동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서 반경 r= 2.38 ~ 3.18 mm

을 갖는 구형의 초경 볼(tungsten carbide ball, WC)을 지

그에 부착한 후 만능 하중 시험기(Instron 5567, U.S.A.)에

장착하였다. 하부기판 위에 용사된 층상형 열차폐 코팅재

의 표면에 0.2 mm/min의 일정한 속도로 P = 10 N 부터

P = 500 N까지 압흔 응력을 가하였다. 일정한 최대 하중

까지 압흔 응력을 가한 후, 표면에 형성된 손상(damage)

의 직경 (2a)을 측정하여 각 하중에서의 압흔 응력

(indentation stress, GPa)과 압흔 변형률(indentation strain)

을 다음 식 (1)과 (2)에 의해 구한 후, 열차폐 코팅재의 압

흔 응력-변형률 곡선을 구하였다.
17)

 

 

Indentation stress, po=P/πa
2
 (1)

Indentation strain, a/r (2)

3. 결과 및 고찰

분무건조법에 의해 제조한 과립들에 대해 에폭시 수지

를 충전시킨 후 연마한 면을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관찰

한 사진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첨가한 결합제의 종류와

용매에 의해 그리고 분무조건의 제어에 의해 서로 다른

크기, 형상, 분포를 갖는 과립들을 제조할 수 있었다. 즉

Fig. 2(a)와 같이 물을 용매로 사용한 경우 상대적으로 분

말 내부가 비어있는 중공상(hollow) 분말을 제조할 수 있

었고, 알코올을 용매로 사용한 경우는 첨가제 및 분무조

건, 예를 들면 분산제 양의 제어 및 원판 회전속도의 제

어에 따라 Fig. 2(b)와 같이 입도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분

말 내부가 작은 기공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말과, Fig. 2(c)

와 같이 입도가 상대적으로 Fig. 2(b)보다 크며 분말 내부

에 중공 상이 없는 과립들을 제조할 수 있었다. 입자의

형상, 크기 및 치밀한 분말뿐만 아니라 중공 상의 분말을

적절히 설계할 수 있으면 열차폐 성능에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생각되는 바, 이와 같은 다양한 밀도 및 크기를 갖

는 분말들을 다양한 분무 조건 하에서 제조할 수 있었다. 

제조된 과립의 결정상을 분석한 결과를 Fig. 3에 나타

내었다. 그림의 결정상 피크의 위치로부터 알 수 있듯이

용매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주된 회절피크는 정방정

(tetragonal) 및 입방정(cubic) 상의 지르코니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단사정(monoclinic)의 지르코니아는 발

Table 1. The Parameters of Atmospheric Plasma Spray Coatings

Experimental parameters Specification

Power supply 540A

Gas
Argon 45NLPM

Helium 5NLPM

Chiller

feed line 21
o
C

return line 39
o
C

conductivity 7 µs

Feeder feeding rate 12~30%

Transfer robot
gun speed 300 ~ 500 mm/s

spray distance 100 ~ 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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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지 않았다. 분말 내에 단사정이 존재할 경우 온도변

화에 따라 상변태가 일어나 균열이나 결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작한 분말은 상대적으로 열에

안정한 분말임을 예상할 수 있고 이는 공침법과 밀링법

에 의해 균일한 조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분무 건조된 분말들의 유동속도(flow rate)와 충진 밀도

(packing density)를 측정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유동속도는 코팅 층의 효율과 기공 형성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반적으로 구형의 형상을 갖는

알코올계 용매에서 제조한 과립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유

동속도를 나타내었으며, 비표면적이 큰 작은 입자보다 비

표면적이 작은 상대적으로 큰 과립들이 우수한 유동속도

Fig. 3. XRD patterns of the spray dried granules fabricated (a)

in water and (b) in alcohol. 

Fig. 2. SEM micrographs of spray dried granules for thermal barrier coatings; Each powder was fabricated (a) in water (b) in

alcohol (smaller granules) and (c) in alcohol (larger granules).

Fig. 4. The graphs showing (a) flow rate and (b) packing

density of sprayed dried gran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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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었다. 수계에서 제조한 과립의 경우 0.134 ±

0.013 g/sec의 속도인 반면, 알코올계에서 제조한 과립의

경우 0.732 ± 0.006 g/sec의 속도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유

동속도를 나타내었다. 충진밀도 역시 알코올계에서 제조

한 과립이 수계에서 제조한 과립보다 우수한 적층밀도를

나타내어, 수계에서 제조한 과립의 경우 1.66 g/cm
3
인 반

면, 알코올계에서 제조한 과립의 경우 2.14 ~ 2.24 g/cm
3
의

우수한 충진 특성을 나타내었다. 

위의 세 종류의 과립들을 일정한 성형조건 하에서 용

사코팅한 후 표면의 구조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수계에서 제조한 과립의 분말을

사용하여 용사 코팅한 경우가 가장 치밀한 코팅구조를 나

타내었다. 상대적으로 유동속도가 낮고 충진 밀도가 낮음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를 나타낸 이유는 플라즈마 기

류에 의해 고압, 고속으로 코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중공 상으로 인한 큰 비표면적은 용사에 의한

분말 용융 시 접촉면적을 증가시켜 치밀 질의 코팅구조

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알코올계에서 제

조한 과립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기공이 존재하

는, 열차폐 코팅재에 바람직한 구조를 나타내었으며, 상

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과립보다 큰 크기의 과립인 경우

가 -동시에 크기 분포차가 작은 과립의 경우가- 상대적으

로 많은 부피 분율의 기공을 함유하였다. 기공율 측정결

과 수계에서 제조한 과립의 경우 5.25%, 알코올계에서 제

조한 상대적으로 작은 과립으로 코팅한 경우가 9.4%, 알

코올계에서 제조한 상대적으로 큰 과립을 코팅한 경우가

13.65%로 측정되었다. 일반적인 열차폐 코팅층의 기공율

이 10 ~ 20%내외임을 감안할 때,
1-3,18)

 수계 합성분말은 기

공율이 작아 코팅재로 적합하지 않으며 반면 알코올계 합

성분말은 적절한 기공율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알코올계에서 제조한 상대적으로 큰

과립으로 코팅한 경우가 유동속도도 가장 높고 충진 밀

도가 우수하며, 기공율도 열차폐를 이루기 위해 적절한

값을 나타내어 이러한 과립을 사용하여 용사조건을 변화

시키는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

었다. 대기 플라즈마 용사 시 형성된 코팅 층의 두께를

주요한 용사실험의 변수인 공급 속도(feeding rate), 건의

속도(gun speed), 용사 건과 모재 간의 거리(spray distance)

를 변화시켜 가면서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시하였다. 그

결과 분말의 공급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건의 속도가 감

소함에 따라, 용사거리가 감소함에 따라 코팅 층의 두께

가 증가되었으며, 그 이유는 공급되는 분말의 양이 많기

때문으로 동일한 코팅시간 내에 많은 분말이 공급되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코팅 후 절단면을 통해 평균 두께를 확

인하였으며 코팅층 내에 큰 거시결함이나 균열은 관찰되

지 않았다. 

Fig. 5. Optical micrographs on the surfaces of thermal barrier coatings using spray dried granules (a) in water, (b) in alcohol

(smaller) and (c) in alcohol (larger). 

Fig. 6. Plot of the coating thickness of thermal barrier coating using spray dried granules fabricated in alcohol (larger) as a function

of (a) feeding rate, (b) gun speed and (c) spray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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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을 용매로 사용하여 분무 건조한 과립을 대기 중

에서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용사코팅한 후, 코팅재의 열팽

창계수를 측정한 결과를 Fig. 7(a)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

에서 제조한 열차폐 코팅재의 열팽창계수는 700 ~ 1300
o
C

의 범위에서 대략 11 ~ 12.7 × 10
−6

/
o
C의 값을 나타내었는

데 이 값은 상용 열차폐 코팅재의 열팽창계수와 유사한

값이다.
18)

 

열차폐코팅재의 표면을 일정한 하중으로 일정한 반경

의 초경구로 압흔한 후 손상영역의 크기 a를 측정한 후,

(1)식과 (2)식에 의해 압흔 응력, 변형율을 측정하여 압흔

응력-변형률 선도를 도시한 결과를 Fig. 7(b)에 나타내었

다. 0.15의 압흔 변형율에서 약 2.5 GPa의 응력값을 나타

내었는데 이러한 값 역시 기존의 열차폐 코팅 상용재에

대한 압흔 응력, 변형율 측정결과 대비 동등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4,19)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과립들을 분무건조법

을 이용하여 제조한 후 대기플라즈마 용사법으로 열차폐

코팅층을 형성시켜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무건

조 시 수계를 사용한 과립은 상대적으로 중공 상의 큰 입

자로 구성되었는데, 유동속도가 0.134 ± 0.013 g/sec, 충진

밀도가 1.66 g/cm
3
인 반면, 열차폐 코팅 시 기공율이 5.25%

로서 상대적으로 작아 열차폐 코팅재로 바람직하지 않다

고 평가되었다. 반면 알코올계를 사용한 과립은 상대적으

로 치밀한 입자로 구성되었는데, 수계와 유사한 크기를

갖는 경우 그 유동속도가 0.732 ± 0.006 g/sec, 충진 밀도가

2.14 g/cm
3
으로서 수계에서 제조한 과립보다 우수하였으

며, 기공율이 13.65%로 평가되어 열차폐 코팅재로 바람

직하다고 평가되었다. 알코올을 용매로 사용하여 분무 건

조한 과립을 대기플라즈마를 사용하여 코팅한 후, 코팅재

의 열팽창계수를 측정한 결과 온도 700 ~ 1300
o
C의 범위

에서 대략 11 ~ 12.7 × 10
−6

/
o
C의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 값

은 상용 열차폐 코팅재의 열팽창계수와 유사한 값으로 평

가되었다. 또한 열차폐 코팅재의 압흔 응력-변형율 선도

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상용 열차폐 코팅재 대비 동등 이

상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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