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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ot corrosion behavior of plasma sprayed 4 mol% Y2O3-ZrO2 (YSZ) thermal barrier coatings (TBCs) with volcanic ash is
investigated. Volcanic ash that deposited on the TBCs in gas-turbine engines can attack the surface of TBCs itself as a form of
corrosive melt. YSZ coating specimens with a thickness of 430-440 µm are prepared using a plasma spray method. These specimens
are subjected to hot corrosion environment at 1200oC with five different duration time, from 10 mins to 100 h in the presence of
corrosive melt from volcanic ash. The microstructure, composition, and phase analysis are performed using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including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and X-ray diffraction. After the heat treatment, hematite (Fe2O3-TiO2)
and monoclinic YSZ phases are found in TBCs. Furthermore the interface area between the molten volcanic ash layers and YSZ
coatings becomes porous with increases in the heat treatment time as the YSZ coatings dissolved into molten volcanic ash. The
maximum thickness of this a porous reaction zone is 25 µm after 100 h of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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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스터빈은 항공기, 선박, 발전기, 공업용 터빈엔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되고 있으며 작동온도가 높을수록 에

너지효율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작동온

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열차폐 코팅을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

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열차폐 코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자빔에 의한 물리적

증착법 (Electron Beam Physical Vapor Deposition, EB-

PVD)으로 코팅층이 주상 (columnar) 형상으로 성장하여

주상내부에 미세기공을 포함한 미세구조를 갖는 코팅법

이고, 두 번째는 플라즈마 용사법으로, splat 경계를 따라

수평방향으로 균열 (crack)이 전파되는 다공성 미세구조를

형성하는 코팅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1-4)

 전형적인

열차폐 코팅 (Thermal Barrier Coatings, TBCs)은 100μm ~

1 mm의 두께로 Y2O3를 첨가하여 안정화시킨 정방정상

(tetragonal)을 갖는 부분안정화 지르코니아 (4 mol% Y2O3-

ZrO2, YSZ)를 사용한다. 열차폐 코팅은 다공질 미세구조와

수많은 결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낮은 열전도도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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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에 대해서 높은 변형저항성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1-5)

 

1990년대 초반부터 터빈엔진의 고온에서 작동되는 영

역에서 분진에 의한 열화가 보고되었으며, 이 현상은 엔

진에서 흡입된 공기 중에 있는 저융점의 무기질성분의 분

진이 고온의 연소실에서 녹아 표면에 달라 붙으면서 발

생하는 것이다.
6-9)

 이러한 무기질 분진은 주로 SiO2, Al2O3,

CaO, MgO의 산화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열

화를 주로 CMAS (Calcium–Magnesium–Alumino–Silicate)

에 의한 고온 부식이라고 한다. 고온에서 용융된 CMAS

는 상용 YSZ 조성의 열차폐 코팅에 침투하여 실제 사용

시에 반복되는 가열과 냉각에 의해 기계적 응력이 발생

하고 이것이 열차폐 코팅의 열화를 촉진하여 엔진의 수

명이 상당히 감소된다. 2010년 봄 유럽의 Iceland 남부에

위치한 에이야프야틀라이외쿠틀 (Eyjafjallajökull) 화산폭

발로 화산재가 유럽 전역을 뒤덮었고, 이로 인해 유럽 항

공운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엄청난 손실의 경제적 피

해를 입었다. 이후 2010년 3월 15일 화산재의 성분분석이

온라인으로 발표되었고, 에이야프야틀라이외쿠틀 화산재

는 CMAS 형태와 유사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

는 열차폐 코팅의 박리와 열화의 주된 원인이다. 지금까

지 열차폐 코팅층과 CMAS와의 반응에 대한 여러 연구

가 보고되고 있으나
10-14)

 화산재와의 고온산화반응에 대

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4 mol% Y2O3-ZrO2 (YSZ) 분말을

사용하여 플라즈마 용사법으로 제조된 YSZ 코팅시료들

의 표면에 Iceland의 에이야프야틀라이외쿠틀 화산재를 도

포한 후 1200
o
C 대기분위기에서 10분에서 100시간까지

열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제조된 시료들의 열처리 전후

및 열처리 시간변화에 따른 코팅의 조성과 미세구조 변

화 분석을 통하여 화산재에 의한 YSZ 코팅의 고온열화

거동을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2.1. 열차폐 코팅 시료 제작

코팅에 사용된 금속기재는 직경 25 mm, 두께 2.7 mm의

디스크 형태 SS400 계열 (Shotoku Co, JAPAN)을 사용하였

으며 본드코팅의 접착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알루미나 입

자로 sand blasting을 실시하였다. 본드코팅은 Co-32Ni-21Cr-

8Al-0.5Y (in wt%)계 (AMDRY:9954, SULZER, USA) 분말

을 사용하여 sand blasting된 금속기재 위에 고속 화염 용

사법 (High Velocity Oxy-Fuel Spraying, HVOF)으로 코

팅두께 100 μm 정도로 코팅하였다. 탑 (Top) 코팅은 상용

4 mol% Y2O3-ZrO2 (YSZ) 플라즈마 용사용 분말 (불순물

< 1.3%, 평균입자크기 < 100μm, METCO 204NS, SULZER,

USA)을 이용하여 플라즈마 용사법에 의해 두께 430 ~

440 μm로 코팅하였다. 코팅 조건으로는 Ar과 He 가스를

각각 50 psi의 속도로 제어하였으며, 코팅기재와 플라즈마

토치 사이의 거리는 100 mm, 이동속도는 200 mm/sec, 분

말공급속도는 15 g/min, 코팅 가압전압과 전류는 각각 27 V,

800 A의 조건으로 코팅을 실시하였다. 이후 코팅시료를

아세톤과 에탄올을 이용하여 각각 5분간 초음파세척을 실

시하고, HCl (35 mol%)에 넣어 10시간 동안 화학처리 하

여 금속기재에서 YSZ 세라믹 코팅층을 분리하였다. 이렇

게 얻은 YSZ 코팅층을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여 아세

톤과 에탄올을 이용하여 각각 5분 동안 다시 세척한 후

레이저 커팅기 (Tokyo Instruments, INC)를 사용하여 시료

를 5 mm × 5 mm 크기로 가공하였고, 레이저가공에 의해

절단된 시료를 에탄올을 이용하여 5분간 초음파세척을 실

시 후 50
o
C에서 24시간 건조하였다. 

2.2. 열처리

에이야프야틀라이외쿠틀 화산재를 단위면적당 20 mg/cm
2

으로 YSZ 코팅시료 위에 도포시킨 후 전기로 (MAT-

1700KSB)에서 분당 5
o
C의 승온 속도로 1200

o
C까지 승온

후 각각 10분, 1시간, 10시간, 50시간, 100시간 동안 유지

하여 열처리 한 후 분당 5
o
C의 냉각속도로 상온까지 전

기로 내에서 냉각하였다.

2.3. 특성평가

열처리가 끝난 시료는 시간에 따른 상 변화를 알아보

기 위해 X-ray diffraction (XRD, RINT-2500HF, Rigaku,

JAPAN)을 이용하여 40 kV, 200 mA, Cu-Kα radiation, 스

캔속도 2
o
/min의 조건으로 스캔하여 상 변화를 평가하였다.

그 후 시료를 마운팅하여 시료의 측면을 1 μm까지 다이

아몬드 현탁액을 사용하여 경면연마 한 후 아세톤과 에

탄올에서 각각 5분간 세척 후 건조기에서 12시간 동안 건

조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4700, HITACHI, JAPAN)을 이용하여 산화

처리한 시료의 코팅층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고 EDS

mapping에 의해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화산재의 성분

분석은 X-ray fluorescence analysis (XRF-1800, SHIMADZU,

JAPA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은 에이야프야틀라이외쿠틀 화산재의 성분을

XRF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주성분은 SiO2가 48 wt%

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다음으로 Fe2O3 20 wt%,

Al2O3 13 wt%, Na2O 6 wt%, MgO 5 wt%, CaO 4 wt%, 그

리고 기타미량원소 4 wt%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CMAS의

성분이 화산재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CAMS 형태와

화산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적으로 CaO와 MgO의 함

량이 적고 Fe2O3 성분이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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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는 1200
o
C에서 화산재와 10분~100시간까지 열처

리 한 YSZ 코팅시료와 열처리 하지 않은 YSZ 코팅시료

의 XRD 회절패턴 분석결과이다. YSZ 코팅의 경우, 대부

분 정방정상 YSZ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일부 단사정상

ZrO2가 혼재되어 나타났다(Fig. 1(a)). YSZ는 입방정상인

경우, 73.5
o
 부근에서 (400) 피크만이 나타나는 반면, 정방

정상인 경우에는 73
o
에서 (004) 피크와 74

o
에서 (400) 피

크가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본 실험에서 사용

한 시료에서는 73
o
와 74

o
에서 정방정상에서 나타나는 피

크를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에서 확대한 부분). 10분 ~ 100

시간 동안 열처리 한 시료의 경우(Fig. 1(b) ~ (f)) 단사정상

ZrO2은 열처리 하지 않은 시료에서부터 존재하고 있었으

나 10시간 동안 열처리 한 시료에서 회절패턴이 뚜렷하

게 나타났다. 또한 적철석 (hematite)상이 10분간 열처리

한 시료에서 100시간 동안 열처리 한 시료까지 모두 나

타났으며, 1200
o
C에서 정방정상 YSZ 코팅층이 화산재와

열처리에 의해 화산재 glass에 용해되었다가 단사정상 ZrO2

로 재석출 되면서 피크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된다.
10-13)

 또한 에이야프야틀라이외쿠틀 화산재는 조면안

산암 (Trachy-andesite) 조성으로
15)

 Fe2O3 성분이 많이 함

유되어있고, Fe2O3 성분 모두가 용융된 화산재 glass 속에

용해되지 않고 일부 잔류하여 적철석이 나타난 것으로 고

려된다. 50시간, 100시간 동안 열처리 한 시료(Fig. 1(e), (f))

의 경우 화산재 glass가 점성유동을 통하여 YSZ 코팅표

면을 모두 도포하고 냉각되면서 20 ~ 35
o
의 XRD 회절패

턴구간에서 glass상의 특징인 볼록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피

크의 강도 또한 다른 시료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100시간 동안 열처리 한 시료 (Fig. 1(f))

의 경우 CMAS에 의한 YSZ 열차폐 코팅의 열화에선 보

고되지 않았던
10-13,15)

 ZrSiO4 회절패턴이 나타났다. CAMS

에 의한 YSZ 열차폐 코팅열화의 경우, 대표적인 ZrO2의

상 안정제 (phase stabilizer)이자 CMAS glass 성분 중 하

나인 CaO가 Y 성분이 빠져나간 ZrO2에 역확산을 통해

ZrO2 내부에 고용되어 입방정 (Cubic) ZrO2로 상 변화가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16)

 본 실험의 경우에는 XRD

회절패턴 분석결과 입방정상 ZrO2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Ca가 CMAS에 비해 적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으로 고

려된다.

Fig. 2는 1200
o
C에서 화산재와 10분 ~ 100시간까지 열처

리 한 시료의 단면 미세구조이다. Fig. 2(a)는 YSZ 코팅

층의 미세구조 사진으로, 밝은 영역이 YSZ 코팅층이고

위쪽의 어두운 영역은 에폭시 수지이다. YSZ 열차폐 코

팅은 분사된 분말의 덩어리인 splat을 따라 라멜라 모양

(lamellar) 형태의 덩어리들이 모여있는 미세구조를 하고

있었다. splat 경계를 따라 수평방향으로 길쭉한 형태의

기공과 지름 1 μm 정도의 구형의 기공이 존재하고 있었

으며, splat 내부에서는 다양한 방향으로의 미세균열이 관

찰 되었다(Fig. 2(a)에서 화살표 표시). Fig. 2(b) ~ (f)는 10

분 ~ 100시간까지 열처리 한 시료의 측면 미세구조이다.

밝은 영역이 YSZ 코팅층이고 위쪽의 어두운 영역은 용

융된 화산재 glass층이다. 용융된 화산재 glass 내부에 적

철석이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용융된 화산재 glass

로 용해되어 그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

산재는 조면안산암 조성으로 1160
o
C에서 용융되어 glass

형태로 된다.
17)

 일반적으로 조면안삼암 형태의 재 (ash)는

다른 화산폭발로 인해 생긴 규장질 (felsic)의 석영안산암

(dacite)이나 유문암 (rhyolite) 같은 SiO2 함량이 높은 재

보다 융점이 높다. 하지만 조면안삼암이 녹으면 유문암과

비교해 낮은 점성을 갖는다(~ 600Pa·s at 1200
o
C).

17)
 이러

한 특징으로 인해 화산재가 1200
o
C에서 용융되어 YSZ 코

팅층의 기공과 균열을 따라서 확산될 수 있다. Fig. 2(b)

와 (c)는 각각 1200
o
C에서 화산재와 10분, 1시간 동안 열

처리 한 시료이다. 하지만 1시간 이내의 열처리에서는 화

산재가 용융되어 열차폐 코팅의 균열이나 기공을 따라 침

투한 것이 관찰되지 않았다.

10시간 ~ 100시간 동안 열처리 한 시료의 경우(Fig. 2(d) ~ (f))

코팅시료의 상단부가 다공질로 변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

Fig. 1. XRD results of 4 mol%Y2O3-ZrO2 coatings as heat
treatment time at 1200oC with Iceland volcanic ash:
(a) basic coating, (b) 10 min, (c) 1 h, (d) 10 h, (e) 50 h, and
(f) 100 h.

Table 1. XRF Result of Iceland Volcanic Ash

Composition Content (wt%)

SiO2 48%

Fe2O3 20%

Al2O3 13%

Na2O 6%

MgO 5%

CaO 4%

Minor Ph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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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유동성을 갖게 된 용융된 화산재가 YSZ 코팅

층의 기공이나 균열을 따라 확산하고, YSZ 결정립계에

침투하여 YSZ 입자가 용융된 화산재 glass에 용해 되면

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0-13)

 이후 용해된 YSZ는 냉각되면

서 Y 성분이 결핍된 구형의 ZrO2로 재석출 되는데 이때

단사정 (monoclinic) ZrO2으로 석출된다.
16)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용융된 화산재가 인접해 있는 YSZ 코팅층을 다공

질로 변화시키고,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용해되

는 YSZ 입자의 양이 증가하여 다공질로 변화되는 코팅

영역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00시간

동안 열처리 한 시료의 경우(Fig. 2(f)) ZrSiO4가 YSZ 코

팅층과 용융된 화산재 glass층의 경계 부분에서 일부 결

정화가 일어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ZrSiO4는 용해/

재석출 된 ZrO2가 용융된 화산재 glass에 존재하는 액상

SiO2와의 반응을 통해 ZrSiO4상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

되며, 실제 ZrO2-SIO2 간의 반응은 매우 느리지만,
18,19)

 용

융된 화산재 속에 용해되어 있던 Y 성분이 ZrSiO4의 결

정화를 가속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20)

Fig. 3은 1200
o
C에서 화산재와 10분간 열처리 한 YSZ

코팅시료의 단면을 Si, Zr, Fe 성분들에 대하여 EDS

mapping을 실시한 결과이다. EDS mapping을 통해서도 10

분간 열처리 한 YSZ 코팅층에 Si가 확산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c)). 이를 통해 화산재가 용융되

어 YSZ 코팅층을 침투하기 위해서는 1시간보다 많은 시

간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e 성분 mapping

을 통해서 용융된 화산재 glass에 용해되지 않은 적철석

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3(d)).

 Fig. 4는 YSZ 코팅시료를 100시간 동안 열처리 한 시

료의 측면을 선형 (line) 성분분석 (Zr, Si, Al) 한 결과이다.

Fig. 4(a)는 선형 성분분석에 사용된 시료의 미세구조와

선형 성분분석을 실시한 영역, Fig. 4(b)는 선형 성분분석

의 결과이다. 선형 성분분석 결과 화산재의 주요 성분인

Si와 Al이 다공성으로 변화된 코팅영역에서 관찰되었으며,

Si와 Al이 발견된 영역과 다공성으로 변화된 코팅영역이

Fig. 3. EDS elemental mapping results of heat treated
4 mol%Y2O3-ZrO2 coatings for 10 mins: (a) cross-sec-
tional images of the specimen, (b) result of Si mapping
analysis, (c) result of zr mapping analysis, and (d) result
of Fe mapping analysis.

Fig. 2. Cross-sectional images of 4 mol%Y2O3-ZrO2 coatings at 1200oC for various heat-treatment time with Iceland volcanic ash:
(a) basic coating, (b) 10 min, (c) 1 h, (d) 10 h, (e) 50 h, and (f) 10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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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일치하였다. 이는 Si와 Al이 YSZ 코팅 내부로 확

산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코팅내부에 큰 기공이 있는 부

분에서 미량의 Si가 검출되었으며, Al 성분 보다는 Si 성

분의 확산이 더욱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5에서는 1200
o
C에서 열처리 시간에 따른 화산재와

YSZ 코팅의 반응층 두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다공질로 변화된 코팅영역의 두께는 10시간에서 6 μm, 50

시간에서 17 μm 그리고 100시간의 경우 최대 25 μm까지

관찰되었다. 다공질로 변화된 코팅영역의 두께는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YSZ 입자가

용융된 화산재 glass로 용해되는 양 또한 증가하게 되면

서 다공질로 변화된 코팅영역의 두께가 증가한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Iceland의 에이야프야틀라이외쿠틀 화산재와 플라즈마

용사법으로 제작한 4 mol% Y2O3-ZrO2(YSZ) 열차폐 코팅

을 1200
o
C, 대기분위기에서 각각 10분, 1시간, 10시간, 50

시간, 100시간 동안 열처리한 후 YSZ 코팅의 열화거동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XRD 분석을 통하여 열처리 전후의 코팅층의 상형성

거동을 고찰한 결과, 제조된 YSZ 코팅은 정방정상이 주

상을 이루고 있었으며, 일부 단사정이 혼재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 되었다. 열처리 후에는 단사정상의 피크가 강

해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화산재의 성분 중 하나인 Fe2O3

가 용융된 화산재 glass에 모두 용해되지 않고 적철석

(Hematite)으로 잔류하여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2. 100시간 동안 열처리를 실시한 경우, YSZ 열차폐 코

팅과 용융된 화산재 glass의 경계면 일부에서 용해/재석출

된 ZrO2와 액상 SiO2가 반응하여 ZrSiO4의 결정화가 일

어났으며 용융된 화산재 glass에 용해되어 있던 Y2O3가

결정화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와 같은

YSZ의 용해/재석출 과정은 XRD상에서 열처리시간 증가

에 따른 단사정상의 피크강도가 높아진 원인으로 추정된다.

3. 10시간 이상 열처리를 한 시료들의 경우, 용융된 화

산재 glass가 점성유동에 의해 YSZ 열차폐 코팅의 균열

과 기공을 통하여 코팅층 내부로 침투하여 YSZ 결정립

계에서 YSZ 입자가 용해되면서 YSZ 코팅 내부가 다공

질로 변화한 것으로 믿어진다.

4. 열처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위 과정에 의해 다공질

로 변화된 코팅영역의 두께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100시

간에서 최대 25 μm까지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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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ickness of reacted layer with heat-treatment time.

Fig. 4. Result by compositional line analysis of heat-treated
4 mol%Y2O3-ZrO2 coatings for 100 h: (a) cross sec-
tional SEM image of the specimen and analyzed part
and (b) result of compositional lin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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