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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rous alumina with different porosities, 5.2 - 47.5%, were coated with cover-glass having a thickness of 160 µm, using epoxy
adhesive.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porosity of the substrate layer on the crack initiation load, and the size of cracks propagated
in the coating layer. Hertzian indentations were used to evaluate the damage behavior under a constrained loading condition. Typically,
two types of cracks, ring cracks and radial cracks, were observed on the surface of the glass/porous alumina structure. Indentation
stress-strain curves, crack initiation loads, crack propagation sizes, and flexural strengths were investigated as a function of porositi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 porosity of less than 30% and a higher substrate elastic modulus were beneficial at suppressing cracks
occurrence and propagation. We expect lightweight mechanical components with high strength can be successfully fabricated by
coating and controlling porosities in the substrat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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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라믹스의 표면에 일정한 두께로 코팅을 하는 기술은

세라믹스의 표면이 받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

로 모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능도 있으나, 코팅을 통해

서 부품 전체의 특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코팅에 의해 향상될 수 있는 성능은 표면성능, 전자기적

특성, 광학적 성능, 열적 특성, 물리적 성능, 화학적 성능,

생물화학적 특성과 장식적 특성 등 다양한 공학 분야에

서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1,2)

 또한 외부의 하중에 견디고,

변형 및 파손에 저항이 요구되는 경우, 내마모성과 저 마

찰계수가 요구되는 경우 등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킬 목

적으로의 코팅기술 역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4)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도자기, 식기에 도입되는 유약뿐만

아니라 자동차 라미네이트(laminate) 유리,
5,6) 
절삭공구, 베

어링 등의 기계구조용 부품, 치아, 인공 뼈 등에 적용되

는 바이오 코팅재
7,8)

 필터 및 분리막 제품의 비대칭 구조

체,
9,10)

 가스터빈 부품을 보호하기 위한 코팅재
11-13)

 등 다

양한 적용도 이루어지고 있다. 

 모재 위에 코팅층을 도입하는 층상재료에 있어서 코팅

재의 선택과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된 코팅층이 오히려 빠르게

변형되거나 파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부품 등 많

은 기계부품들은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고 조립되어 상호

맞물려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속된 상태

(constrained condition)에서 작동 시 받는 하중 하에서의

코팅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세

라믹스 부품소재의 변형률이 일정하다고 본다면 재료의

탄성계수가 곧 응력(stress)에 비례하고, 탄성계수는 재료

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이다. 코팅재는 일반적으로 모재와

는 다른 소재가 코팅되므로, 서로 다른 소재의 탄성계수

불일치(elastic modulus mismatch)는 코팅층의 파손과 수명

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다.
14)

 만약 구속된 하중을

받는 상태에서 열이 가해지는 환경이라면 서로 다른 소

재의 열팽창 특성은 열팽창계수의 불일치(thermal expan-

sion mismatch)를 야기하므로 이에 의한 응력 차와 파손

역시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15)

 또한 코팅공정 시 모

재와 코팅층간의 두께(coating thickness)는 주요한 기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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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자(geometrical factor)로 고려되며, 코팅층-모재층간의

계면강도(interfacial strength), 코팅-모재층의 경도(hard-

ness)와 인성(toughness) 역시 고려해야 할 주요한 설계

변수이다.
16)

 

내하중, 내열, 내마모성 등을 고려한 비대칭성 코팅구

조체(asymmetric structure)에 있어서 상기와 같은 설계변

수에 의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구속된 하중 하에

서 모재층의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특히 세라믹스 모재층의 기공율(porosity)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연구와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기공(pore)은 세라믹스의 강도를 낮추는 결함으

로도 작용하지만 잘 제어할 경우 제품의 무게를 가볍게

하면서도 동시에 강도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다.

기계구조용 부품은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가

벼운 부품소재가 유리하므로 다공성의 소재가 고려된다.

동시에 기계적 강도 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하므로 기공

율(porosity)과 코팅을 주요한 설계변수 중 하나로 고려하

는 것이 중요하다.
17,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리/다공성 알루미나의 소재를

모델 재료로 제작하여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때 특히 모재인 알루미나 소재의 기공율(porosity)을 다양

하게 변화시켰다. 유리는 취성이 있고 균일한 재질, 또한

접촉하중 시 모재의 영향을 충분히 받도록 하기 위해, 얇

은 커버글라스(cover glass)를 사용하였다. 구속된 상태에

서 적용되는 하중은 구형의 초경구를 압흔하는 헤르찌안

압흔실험(Hertzian indentation)
19)
을 이용하였다. 이 압흔실

험은 시험편 전체를 파괴시켜 평가하지 않고 시험편의 일

부분을 국소파괴(local fracture)함으로써, 한 시편 내에서

도 위치를 이동하며 많은 결과 값을 얻고 통계처리 등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소재별로 균열의 개시하중과 전파된 크

기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험 방법

 코팅재로서는 균일한 두께(d = 160 μm)를 갖는 현미경

관찰용 상용 커버글라스(cover glass, Marienfeld, Germany)를

사용하였다. 다공층 알루미나는 다양한 메이커의 알루미

나를 사용하였으며(AKP-50, AES-11, ALCOA, Japan), 알

루미나의 기공율을 제어하기 위하여 출발입도가 서도 다

른 분말들(0.4, 1.2, 5.5, 9.8 μm)을 사용하였다. 

코팅재로 사용한 유리의 상, 하면에 균일한 결함(flaws)

들을 도입하기 위하여 SiC 연마입자가 포함된(SiC 600

grit) 슬러리를 사용하여 1 ~ 2분간 연마를 하였다.
20)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여 결함을 관찰하면서 연마 시간을 조절

하였다. 알루미나 분말들은 40 × 40 mm의 사각 몰드에 넣

고 50 MPa의 압력으로 성형하였다. 얻어진 성형체는 소

결로에 넣고 1100 ~ 1600
o
C에서 서로 다른 기공율의 알루

미나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소결체는 다이아몬드

휠(wheel)로 가공하여 4.5 × 6 × 36 mm의 크기로 제작한 후,

다이아몬드 그라인더(grinder)와 페이스트(paste, 6, 3, 1 μm)

를 사용하여 표면을 경면연마(polishing)해 주었다. 

연마처리가 끝난 다공성 알루미나는 폴리머 접착제

(epoxy, Harcos Chemicals, Hellesville, NJ, USA)를 이용

하여 커버글라스와 접착하였다. 접착제를 한두 방울 유리

에 떨어뜨린 후 면봉을 이용하여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퍼뜨린 후 다공성 알루미나를 얹고 바이스에 물려 가압

한 상태에서 12시간 이상을 유지하였다. 접착된 단면을

다이아몬드 그라인더와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연마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두께를 확인하여, 10 μm 이상이 되는 구

조체는 시험에서 제외하였다.
19)

알루미나 모재의 기공율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계산한 식은 식 (1)과 같으며, 식에서

wdry는 건조무게, wsus은 현수무게, wsat는 포수무게이다. 

porosity = [(wsat − wdry)/(wsat− wsus)] × 100% (1)

코팅층과 모재층의 탄성계수는 음향 펄스를 가하여(acoustic

impulse excitation apparatus, Tektronics, 5800PR, USA) 구

하였으며 시험편 제작과 시험방법은 ASTM E1876-1을 따

라 진행하였다. 

유리/다공성 알루미나 구조체에 초경 구를 압흔하는 헤

르찌안 압입시험(Hertzian indentation) 방법으로 구속 상태

하에서의 접촉하중(contact loading)을 인가하였다. 손상관

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리 코팅층 표면을 15mA의 조

건으로 10분간 금으로 코팅하였다. 압입은 만능시험기

(Instron 5567, USA)에서 일정한 하중을 가하여 시험하였

다. 구형압자는 반경 r= 3.18 mm의 초경 구(WC : Tungsten

Carbide, J & L Industrial Supply Co., Livonia, MI,

USA)를 사용하였으며, 압입하중 P는 초기에 5 N부터 하

중간격을 5 N씩 증가시키다가 50 N부터는 10 N, 100 N

부터는 25 N, 300 N부터는 50 N, 500 N부터는 시편이

파괴될 때까지 250 N의 간격으로 각각 증가시켜 서로 다

른 하중으로 증착층의 표면에 구형압자를 압입하였다. 이

때, 손상영역의 직경을 예측, 고려하여 하중을 가하는 위

치를 압입하중에 따라 최소 0.5 mm에서 5 mm의 간격을

두어 손상 간에 상호 영향이 없도록 정밀히 제어하였으

며, 압입을 가하는 속도는 0.2 mm/min가 되도록 시험기의

cross-head를 조정하였다. 압입 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손상영역을 관찰하여 시편 표면에 형성된 손상영역의 직

경 2a를 측정하여 압흔응력-변형률 곡선을 구하였다.
19)

 손

상영역의 직경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압흔응력(indentation stress, GPa)과 압흔변형률

(indentation strain)은 다음 식 (2)와 (3)에 의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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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ntation stress, po = P/πa
2

 (2)

Indentation strain, a/r (3)

접촉하중 하에서 유리의 표면에 발생하는 원형균열과

방사성 균열의 임계하중과 균열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앞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금 코팅을 한 후 만능시험기

(Instron 5567, USA)을 이용하여 유리/다공성 알루미나의

표면에 P = 150, 250, 350 N 등 반경 r = 3.18 mm의 초경

구를 사용하였다. 이 때 가한 하중 속도는 0.09 mm/min

가 되도록 하였다. 다양한 접촉하중 하에서 코팅층의 표

면에서 발생하는 균열은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NIKON,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해 균열의 개시하중

(initiation load)을 판단하였으며, 균열의 크기는 이미지 분

석을 통해 면밀히 측정하였다. 

코팅구조체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3점 굽힘실험법(3-

point flexural test)을 이용하였다. 코팅한 유리/다공성 알

루미나와 다공성 알루미나 시험편들을 만능시험기를 이

용하여 굽힘 실험을 하였다. 강도실험을 위해 시험편의

크기는 4.5 × 6 × 36 mm로 제작하였으며, 코팅구조체의 표

면을 1 μm까지 경면 연마(polishing)한 후, 다이아몬드 그

라인더(grinder)를 이용하여 모따기(chamfering)를 해 주었

다. 최대 인장응력이 코팅층에 작용되도록 시험편을 배치

시킨 후 굽힘 실험을 하였다. 이 때 하부 스팬(span)은

20.15 mm로 선정하였으며 하중 속도는 0.2 mm/min이 되

도록 하였다. 시험편이 파괴될 때까지의 하중을 가하여

이 때 얻은 하중을 이용하여 굽힘 강도 값을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서로 다른 크기의 분말과(0.4, 1.2, 5.5, 9.8 μm) 서로 다

른 소결온도에서(1100, 1200, 1300, 1400
o
C) 서로 다른 기

공율을 갖는 다공성 알루미나를 제작하였으며, 이 때 기

공율은 5.2 ~ 47.5%의 범위 내에서 제조할 수 있었다. 서

로 다른 기공율을 갖는 알루미나의 표면에 초경 구로 압

흔 하여 압흔 응력과 압흔 변형률을 측정하여 도시한 결

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와 같이 동일한 소

재의 알루미나임에도 불구하고 압흔거동은 기공율에 의

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공율 5.2%의 모

재 위에 코팅된 유리의 경우 탄성계수(초기하중-변형율의

선형부분의 기울기에 해당)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공율 41.2% 이상에서는 하중을 받자마자 항복(yield)이

일어나 소성적인 거동을 보였다. 기공율이 17.7, 25.7,

34.3%의 경우는 어느 정도 탄성거동을 나타내다가 일정

하중 하에서 국부적인 변형이 일어나 중간 정도의 거동

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일정한 구속하중 하에서 서로 다

른 기계적 거동을 나타내는 다공성 알루미나들을 그 기

공율을 제어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었다.

다공성 알루미나 모재 위에 현미경용 커버글라스를 에

폭시 수지로 일정두께로 접착시킨 후 유리표면에 초경 구

로 압흔하중을 가할 경우 형성되는 대표적인 균열의 종류

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사용한 초경 구의 반경은 3.18 mm

이었고, (a)는 기공율 34.3%의 모재위에 코팅한 유리에서

P = 250 N의 하중이 인가되었을 때 표면에 형성된 균열이

며, (b)는 기공율 42.6%의 모재위에 코팅한 유리표면에서

동일 하중이 인가되었을 때 형성된 균열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모재의 기공율에 관계없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균

열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a)와 같은 접촉부위 바깥쪽

으로 형성되는 원형의 균열(ring crack)과, (b)와 같은 방

사성 방향으로 진전하는 방사형 균열(radial crack)이었다. 이

러한 두 가지 양상의 균열은 코팅층과 모재층 사이에 개재

된 접착층이 있는 층상재료에서 흔히 관찰되는 종류로서,
20)

원형균열은 표면에 수직한 균열이 형성되다가 σ33의 방향

으로 원추형 모양의 균열(cone crack)로 진전되어 표면에

서 링 형태의 균열로 관찰되는 것이며,
19)

 방사형 균열은

코팅층과 모재층 간 계면으로부터 코팅층에 작용하는 굽

Fig. 1. Indentation stress-strain curves for porous Al2O3.

Fig. 2. Representative fracture patterns in the glass on the

porous Al2O3 substrate, (a) typical ring (cone) cracks

and (b) typical radial cracks. The contact damages

from WC sphere radius r = 3.18 mm at load of 250 N

and the porosity in the substrate is 34.3%(a) and

42.6%(b), respectively. The length of scale bar is

5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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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응력(bending stress)에 의해 계면에 수직하게 발생하여

표면으로 진전되는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기공율의 차

이가 아주 크게 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한 유

리가 160 μm의 두께로 모재를 차단(blocking)하고 있음에

도 표면에 형성된 균열의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내며,

이는 모재의 영향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모재의 기공율을 5.2, 13.3, 25.7, 34.3, 41.2%로 제어한

다공성 알루미나 모재 위에 동일한 커버글라스를 코팅한

후 반경 3.18 mm의 초경 구로 압흔을 하였을 때, 균열이

처음 형성되는 임계하중, 즉 균열개시하중(crack initiation

load)을 모재의 기공율의 함수로 Fig. 3에 도시하였다.

Fig. 2에서와 같이 원형균열과 방사성 균열을 구분하여

각각의 개시하중을 관찰, 측정하여 도시하였다. 그래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공율 범위 내에서는 기공률에 관계

없이 원형균열이 보다 낮은 하중하에서 발생하며, 방사성

균열의 발생 임계하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 모재의 기공률이 증가하게 되면 코팅층에 생기

는 방사성균열은 상대적으로 낮은 하중 하에서 발생하였

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 (4)식에서와 같이 방사성 균열의

임계하중(Prad, critical)은 모재의 강도σF와 코팅층(Ec)과 모

재층(Es)간의 탄성계수 차이(Ec/Es)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20)

Prad, critical = BσFd
2
/log(CEc/Es) (4)

위 (4)식에서 d는 코팅층의 두께를 의미하며, B와 C는

재료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 값이다. Table 1에는 기공율

이 다른 알루미나 모재의 탄성계수를 측정한 값을 나타

내었다. 코팅층의 탄성계수 값은 약 70 GPa로 측정되었

으며, 알루미나 모재의 경우 기공율이 없는 경우는 370

GPa의 높은 탄성계수를 나타내지만, 40% 이상 기공율이

증가하게 되면 유리보다도 탄성계수가 저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 (4)에 의해 Prad, critical이 기공율 감소에

따라 감소하게 되므로 Fig. 3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원형균열의 임계하중(Pcone, critical)은 기공율이 낮은

경우 13.3%의 균열개시하중이 5.2%의 균열개시하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형균열의 임계하중은 다음

식 (5)와 같이 균열의 저항성(crack resistance, Gc)에 의존

하기 때문으로,
20) 
기공율이 적은 범위 내에서는 기공이

파괴인성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형상과 크

기가 제어된 기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균열에 대한

손상저항성(damage tolerance)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21,22)

Pcone, critical = ArGc (5)

 

코팅/다공성 알루미나 구조체의 표면을 반경 3.18 mm

의 초경 구로 접촉하중 P = 150, 250, 350 N하에서 압흔

한 후 표면에 형성된 균열의 최종적인 크기를 측정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두 종류의 균

열, 즉 원형균열과 방사성 균열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었으며, 기공율의 함수로 도시하였다. Fig. 4

에서와 같이 기공율 30% 이하에서는 주로 원형균열이 형

성되었으며, 30% 이상에서 방사성 균열이 상대적으로 크

게 형성됨을 알 수 있으며, 기공율이 40% 이상으로 증가

하게 되면 균열의 크기는 현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방사성 균열의 크기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균열의 크기는 하중의 크기의 함수이다. 특히 기공

율이 13.3% 이하에서의 원형균열의 크기가 5.2%에서의

크기보다 감소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Fig. 3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3.3%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임계하중 하에서 균열이 개시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러한 결과는 기공율을 적절히 제어할 경우, 상대적으로

무게가 감소하면서도 높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 구조체를

설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3. Plot of measured critical loads of ring and radial crack

as a function of porosity in the substrate of glass/Al2O3

bilayer. 

Table 1. The Measured Porosity and the Estimated Elastic

Modulus of the Glass and Al2O3

Layer
Apparent 

Porosity(%)

Elastic 

Modulus(GPa)

coating -glass 0 70

Al2O3

0

5.2

13.3

17.7

25.7

34.3

41.2

42.6

47.5

370

344.0

289.7

246.8

159.8

94.7

48.6

42.3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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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균열 중에서 Fig. 2와 같이 원형균열이 먼저 발

생하므로 원형균열의 크기를 측정한 후 이를 기공률이 아

닌 탄성계수 차이(Ec/Es)의 함수로 도시하여 Fig. 5에 나

타내었다. 서로 다른 하중, P = 150, 250, 350 N 하에서

측정된 균열을 동시에 나타내었다. 하중의 크기가 감소할

수록 형성되는 균열의 크기는 감소하였으며, 코팅층과 모

재층의 Ec/Es값이 감소할수록 형성되는 균열의 크기는 감

소하였다. 코팅층과 모재층이 각각 동일한 소재라면 Ec/

Es = 1이며, 1보다 작아지거나 1보다 커지게 되면 탄성계

수의 불일치(elastic mismatch) 정도는 증가한다. 구속조건

하에서 탄성계수의 불일치는 곧 응력불일치를 의미하고

Ec/Es = 1에서 벗어날수록 데이터 편차가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반면 균열의 크기의 경우 1을 기준으로

그 값이 감소하거나 증가함에 따라 균열의 크기가 증가

한 것이 아니라, 1보다 증가할 경우는 증가하지만, 1보다

작아질 경우는 오히려 균열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균열의 성장에 불일치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재의 탄성계수 값이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

다. 즉 코팅층보다 모재층의 탄성계수가 증가할수록(탄성

계수 불일치 Ec/Es값이 감소할수록) 균열의 성장을 억제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코팅/모재층의 층

상재료(비대칭 구조체)에서 코팅층에 형성된 균열의 성장

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탄성계수가 높은 모재층을 사용하

면 유리하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Fig. 6에는 유리/다공성 알루미나 구조체의 3점 굽힘 강

도를 기공율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굽힘 시험을 할 경우

하부스팬 사이의 면적에 최대 인장응력이 걸리게 되고,

취성이 있는 세라믹스의 경우는 이 면적 내 한 결함에서

최대 임계응력이 집중되면 균열이 개시되며 방사형 형태

Fig. 4. Plot of cracks sizes as a function of porosity in the substrate of glass/Al2O3 bilayer. The (a) ring crakcs and (b) radial cracks

are produced under contact loadings of WC sphere radius r = 3.18 mm at load P = 150, 250, and 350 N, respectively. 

Fig. 5. Plot of cracks sizes for ring crack as a function of

elastic mismatch for glass coatings on porous Al2O3.

The cracks are produced under contact loadings of

WC sphere radius r = 3.18 mm at load P = 150, 250,

and 350 N, respectively. 

Fig. 6. The bending strength as a function of porosity in the

substrate of glass/Al2O3 bilayer. The strengths are

measured for coated and uncoat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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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열로 성장하게 된다. 균열의 성장은 급작파괴

(catastrophic failure)의 양상으로 전파되어 파괴가 일어난

다. 따라서 Fig. 6의 강도 값의 결과는 Fig. 3에서 관찰한

방사성균열의 균열개시하중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방사성균열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중에서 개시되면 동

일조건까지 성장된 균열에 의해 응력이 집중, 급작파괴로

파손이 일어나게 되므로 강도가 감소하게 된다. Fig. 6에

코팅을 하지 않은 다공성 알루미나 구조체에 대해서도 동

일한 조건에서 3점 굽힘 시험을 하여 그 강도 값을 나타

내었다. Fig. 6에서와 같이 코팅에 의해 모재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코팅된 구조

체의 강도 값은 다공성 알루미나 모재의 영향을 크게 받

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유리/다공성 알루미나 구조체는 모

재에 기공을 도입하여 경량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

니라 코팅층 도입에 의해 동시에 강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Fig. 7이다. 그림

에 경량화의 비율과 함께 Fig. 6에서 측정한 강도 평균값

에 대한 향상의 비율을 기공율의 함수로 도시하여 그 가

능성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리/다공성 알루미나의 코팅구조체를

제조하였으며, 이 때 모재층의 기공율(5.2 ~ 47.5%)이 구

속된 접촉하중 하에서 표면에 형성되는 균열들의 개시하

중과 진전된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다공성

알루미나 모재와 두께 160 μm의 현미경 커버글라스를 에

폭시 접착제로 접합한 후 반경 3.18 mm의 초경 구를 사

용하여 접촉하중 P = 150, 250, 350 N 등에서 압흔실험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모재의 기공율은 코팅층의 파손에 큰 영향을

미쳐 기공율이 30% 이상인 경우 방사성균열에 의한 현

저한 파괴가 일어났으며, 기공율을 30% 미만으로 제어할

경우 모재층의 탄성계수가 높을수록 균열의 개시 및 성

장을 억제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 기공율을 적절히 제어

할 경우 원형균열의 개시하중을 증가시켜 균열형성을 억

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팅에 의해 상대적으로

경량이면서도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계부품을 제조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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