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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iderable research efforts have been explored attempting to enhance the thermal durability of thermal barrier coatings (TBCs)
at the high operating temperatures of gas turbines. In this study, the suspension plasma spray (SPS) process was applied to produce
TBCs with a segmented structure by using an yttria-stabilized zirconia (YSZ) suspension. Four different experiment sets were carried
out by controlling the ratio between surface roughness of the bond coat and feed stock size (Ra/D50)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Ra/D50 ratio on the microstructure of SPS-prepared coatings. When the Ra/D50 had a high value of 11.8, a deposited thick coating
turned out to have a cone-type columnar microstructure. In contrast, at the low Ra/D50 values of 2.9 and 0.18, a deposited thick coating
appeared to have a dense, vertically-cracked microstructure. However, with the very low Ra/D50 value of 0.05 the coating was
dela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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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열차폐코팅(Thermal barrier coatings)은 발전용이나 항공

용 가스터빈엔진의 초합금 모재 표면에 저열전도성 세라

믹 소재를 코팅하여 고온으로부터 모재를 보호하는 기술

이다.
1,2)

 최근 가스터빈엔진의 작동온도를 높여 에너지효

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열차폐 코팅의 소재와 공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

공정비용이 저렴하여 산업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플라

즈마 용사법의 경우, 분말과립이 플라즈마 화염내에서 용

융되고 액적형태로 기판에 증착된다. 이렇게 제조된 코팅

층은 벽돌담구조(Brick wall structure)를 지니는데
4)

 열충

격과 고온내구성이 약한 단점이 있다.
5)

 따라서 열차폐코

팅의 고온내구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수직분리형 미세구조(Segmented micro-

structure)를 갖는 열차폐코팅을 제조하기 위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직분리형 미세구조는 기판과의 변

형적응성(Strain compliance)이 우수하여 열충격이나 고온

내구성에 유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6)

 대표적으로 전

자빔물리증착법(Electron beam physical vapor deposition,

EB-PVD)을 이용하여 주상형 미세구조(Columnar structure)

를 갖는 열차폐코팅을 제조하여 고온 내구성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되어 왔다. 하지만 전자빔물리증

착법은 기본적으로 진공증착법이므로 공정비용이 높은 문

제점이 있어 최근 공정비용이 저렴한 플라즈마 용사법을

기반으로 고온내구성이 우수한 수직분리형 미세구조를 갖

는 열차폐코팅을 제조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7-10)

 특히 submicron 크기의 분말을 용매에 분산시킨

후 플라즈마 화염내에 분사하여 액적형태로 기판에 증착

하는 기술인 서스펜션 플라즈마 용사법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서스펜션 플라즈마 용사법으로 제작된 코팅층은 공

정조건에 따라 코팅층의 미세구조가 주상형구조
7)

, 수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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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Dense vertical crack)이 있는 구조
8,10)
와 같은 수직분리

형 미세구조를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플라즈마 용사법으로 제작된 코

팅의 단점으로 알려진 고온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직분리형 미세구조를 갖는 열차폐코팅을 서스펜션 플

라즈마 용사공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특히 상용 이트

리아 안정화 지르코니아(7.5 wt% Y2O3-ZrO2, 이하 YSZ)

분말을 두 가지 공정으로 분쇄한 뒤 서스펜션으로 제작

하여 서스펜션 내 분말의 입도, 본드코트(bond coat)의 표

면조도를 달리하여 코팅한 후, 상형성과 미세구조 그리고

부착강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서스펜션 플라즈마 용사를 이용한 코팅시편 제작 

서스펜션 플라즈마 용사를 위하여 원료와 용매의 비율이

1 : 9 wt%인 서스펜션을 분쇄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제작하

였다. 첫 번째 서스펜션은 상용 YSZ 분말(7.5 wt% Y2O3-

ZrO2, PRAXAIR, USA)을 에탄올 용매에 넣고 지르코니

아 볼(φ 25 mm)과 24 시간 동안 볼밀링을 하여 제작하

였다. 두 번째 서스펜션은 상용 YSZ 분말을 이소프로필

알콜(Isopropyl alcohol) 용매에 넣고 지르코니아 볼(φ 1 mm)

과 함께 6 시간 동안 300 rpm의 속도로 유성구볼밀링(Pla-

netary mill)을 한 다음, 다시 에탄올 용매에 넣고 지르코

니아 볼(φ 25 mm)과 24 시간 동안 볼밀링을 실시하여 제

작하였다. 

코팅용 금속기재로 직경 25 mm, 두께 3 mm의 디스크형

태로 가공된 고온용 Ni-10Co-10W-8.2Cr-5.5Al-3Ta-1.5Hf-1Ti

계 초합금인 Mar-M247을 사용하였다. 본드코트는 Ni-22Co-

17Cr-12Al-0.5Hf-0.5Y-0.4Si계(AMDRY 386-2, USA)를 사용

하여 Mar-M247 금속기재 위에 HVOF (High velocity oxy-

fuel)법으로 코팅두께 150 ~ 200 µm 정도로 코팅을 실시하였

으며, 본드코팅이 끝난 시편은 #1200 사포로 표면을 연마

한 것과 연마하지 않은 두 가지로 제작하였다.

세라믹 탑(Top) 코팅에 앞서 플라즈마 건(Plasma spray

system, Axial Ⅲ, Northwest Mettech, Canada)으로 본드

코트가 된 금속기재를 350℃까지 예열하였다. 예열된 금

속기재 표면에 서스펜션 플라즈마 용사법으로 탑코팅을

실시하였다. 기판의 표면조도와 서스펜션 원료 조건에 따

라 총 네 종류의 시편을 제작 하였으며, Table 1에 자세

히 나타내었다. 세부 용사 조건은 선행연구
10)

 와 같은 조

건으로(Table 2) 제어하였다. 서스펜션 플라즈마 용사의

모식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2.2. 특성평가

레이저 입도분석기(Laser scattering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alyzer, LA-950V2, HORIBA, JAPAN)를 통해 본 실험

에 사용된 서스펜션 내 분말의 입도를 분석하였으며, 본

드코트의 산술표면조도 Ra는 표면조도측정기(Surface

profiler, SJ-410, Mitutoyo, Japan)를 통해 측정하였다. 서스

펜션 플라즈마 용사법으로 제작된 코팅 시편들의 상분석

을 위해 X선 회절기(X-ray diffraction, RINT-2500HF,

Rigaku, JAPAN)를 이용하여 40 kV, 200 mA, Cu-Kα radiation,

스캔속도 5°/min의 조건으로 스캔하여 코팅의 상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후 시료의 측면을 1 μm까지 다이아몬드 현

탁액을 사용하여 경면연마 한 후 아세톤과 에탄올에서 각

각 10 분간 세척 후 건조기에서 12 시간동안 건조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6770F,

JEOL, Japan)을 이용하여 코팅시편들의 단면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또한 코팅시편들의 부착력을 측정하기 위해

열경화성 수지(ENSURE CP-7406, fotopolymer, Singapore)를

이용하여 직경 7.5 mm의 SUS tip을 부착한 뒤 만능재료시

험기(UTM, Universal testing machine, ㈜알앤비, Korea)로

pull-off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Table 1. Summary of All Experiment Sets

Group1 Group2 Group3
10)

Group4

Particle size (D50) 0.56 µm 2.20 µm 0.56 µm 2.20 µm

Bond coat surface roughness (Ra) 6.38 µm 6.38 µm 0.10 µm 0.10 µm

Table 2. Process Parameters for Suspension Plasma Spray in This Study

Arc voltage Arc current Power Slurry feed rate Working distance

150 [V] 220 [A] 100 [KW] 45 [mL/min] 75 [mm]

Fig. 1. A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set-up for suspension

plasma 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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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상용 YSZ 분말을 이용하여 평균입도가

다른 두 가지 서스펜션을 제조한 뒤, 두 종류의 표면조도

를 갖는 기판 위에 코팅을 증착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우선 실험에서 사용된 기판의 표면조도 측정은 표면조도

측정기를 이용하였다. 측정한 결과 Ra값이 6.38 µm, #1200

사포로 연마한 경우 0.10 µm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서스

펜션 내에 있는 분말의 입도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

도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유성구볼밀링을 6 시간동안 한 뒤, 추가적으

로 볼밀링을 24 시간동안 한 서스펜션의 경우 입도크기

가 작은 순으로부터 누적된 양이 50% 지점인 D50이 0.56

µm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볼밀링만 24 시간동안 한 서

스펜션의 경우 D50값은 2.20 µm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유

성구볼밀이 볼밀보다 큰 에너지를 가하므로 작은 입도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서스펜션 플라즈마 용사법으로 제작

된 시편들은 공정변수인 표면조도와 입자크기의 비율(Ra/

D50)
11)

 값이 각각 11.4, 2.9, 0.18, 0.05로 확인되었다.

보다 정확한 입도크기와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사전

자현미경을 통하여 관찰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입도크기는 입도분석기를 통해 얻은 결과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형태는 모두 각진 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XRD를 통해 서스펜션 플라즈마 용

사법으로 코팅된 시편의 회절패턴분석을 한 결과 Ra/D50

값이 11.4, 2.9, 0.18, 0.05인 시편 모두 준안정상인 t’-

ZrO2 (Tetragonal prime phase ZrO2) 단일상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Fig. 4), YSZ는 입방정상(Cubic)

인 경우, 73.5° 부근에서 (400) 피크만이 나타나는 반면,

t’-ZrO2인 경우에는 73°에서 (004) 피크와 74°에서 (400)

피크가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또한 t’-ZrO2상은

플라즈마 용사법으로 제작된 코팅의 특징으로 기판 위에

YSZ 코팅이 증착된 이후 냉각되는 과정에서 평형상인

monoclinic상이나 cubic상으로 바뀌지 못하고 준안정상인

t’-ZrO2상으로 형성된다.
4,13)

 Fig. 5는 Ra/D50이 11.4인(입자

크기가 표면조도에 비해 매우 작은 경우) 시편의 표면, 단

면 미세구조이다. 표면의 경우, 둥근 형태의 주상 형태를

하고 있으며, 단면 미세구조의 경우는 cone-type 주상형

구조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column과

column들 사이에 밀도가 낮은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미세구조가 형성된 이유는

PVD 공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림자효과(shadow effect)

에 의한 적층결함(stacking defect)으로 판단되며,
14)

 PVD 공

정에서 그림자효과는 고정된 기판에 기화된 입자들이 달

라붙어 증착될 때 원자의 확산속도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표면 돌출부(asperities)에 의해 위치에 따라 vapor flux가 달

라져 주상형 구조로 코팅이 성장하는 현상이다.
15)

 이와 유

사하게 서스펜션 플라즈마 용사의 경우에도, 증착되는 과

정에서 액적들의 크기가 (0.3 ~ 0.4 µm
16)

) 표면의 돌출부

(Ra = 6.38 µm)보다 상당히 작아 증착되는 영역에 따라

증착속도가 달라져 주상형으로 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uspension with different

milling processes. 

Fig. 3. SEM image of particles in suspension : (a) planetary-

and ball-milled suspension, D50-0.56 µm and (b) ball-

milled suspension, D50-2.20 µm.

Fig. 4. XRD results of 7.5 wt% Y2O3-ZrO2 coatings : (a)

Group1; Ra/D50-11.4 (b) Group2; Ra/D50-2.9 (c)

Group3; Ra/D50-0.18
10)

 (d) Group4; Ra/D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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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Ra/D50이 2.9인 (입자크기가 표면조도에 비해 작

은 경우) 시편의 미세구조이다.
10)

 이 경우 본드코트를 상

압 플라즈마 용사로 증착하였지만 본 연구와 동

일하게 표면을 연마하였고 사용된 서스펜션의 입도조건

도 동일하다. 코팅 표면미세구조의 경우는 Ra/D50이 11.4

인 시편과는 확연히 다르게 둥근 형태의 column이 나타

나지 않았으며, 비교적 치밀하면서 평탄한 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다. 단면 미세구조 또한 주상형 구조가 나타나지 않

고, 치밀한 코팅층에 수직균열의 밀도가 2.5 개/mm로 관

찰되었다. 그리고 코팅층 내부에 submicron 크기의 미세

기공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Ra/D50이 2.9

인 시편은 11.4인 시편과는 다르게 코팅층이 치밀하고 수

직균열이 있는 미세구조로 형성되었는데 이는 증착되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적층결함 없이 증착공정이 끝난 이

후, 치밀하게 형성된 코팅층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열팽창

계수 차이에 의한 응력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수직균열이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7)

 Ra/D50이 0.18인(입자크기가 표

면조도에 비해 큰 경우) 시편의 미세구조
10)
는 Fig. 7에 나타

내었다. Ra/D50이 0.18인 시편은 Ra/D50이 2.9보다 수직균

열의 밀도가 높은 8.4 개/mm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수직균

열들 사이에 수평균열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Fig. 5. SEM images of 7.5 wt% Y2O3-ZrO2 coatings (Group1; Ra/D50-11.4) : (a) surface and (b) cross-section.

Fig. 6. SEM images of 7.5 wt% Y2O3-ZrO2 coatings (Group2; Ra/D50-2.9) : (a) surface and (b) cross-section.

Fig. 7. SEM images of cross-sectional 7.5 wt% Y2O3-ZrO2

coatings
10)

 (Group3; Ra/D5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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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치밀한 코팅층 내부에 submicron 미세기공 또한 다량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탑 코팅층 내부의 수직균열은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해 발생된 응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Ra/D50이 2.9인 시편과 0.18인 시편이 서로 다른 수직균열

밀도를 갖는 것은 탑코트와 본드코트 사이 계면의 표면

조도가 다르기 때문에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한 응력 또

한 달라져 수직균열의 밀도차이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
18)

 Fig. 8은 Ra/D50이 0.05인(입자크기가 표면조도에 비해

매우 큰 경우) 시편의 미세구조이다. 코팅층의 표면은 Ra/

D50이 2.9인 시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 하지만 코팅층이 박리되었으며, 박리된 코팅층의 단면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 Ra/D50이 2.9인 시편과 비슷한 수

준의 수직균열이 존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

고 코팅층은 Ra/D50이 2.9, 0.18인 시편들과 비슷한 치밀

하고 submicron 수준의 기공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관

찰되었으며, 코팅층이 박리되는 이유는 열팽창계수 차이

로 발생한 응력이 수직균열로 해소되는 것에 비해 코팅

층이 박리되는 것이 응력해소(stress relaxation)에 용이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

유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결

과로 사료된다. 첫번째는 입도크기에 따른 실접촉면적(real

contact area)의 감소, 두번째로 표면조도에 따른 실접촉면

적의 감소이다. 보통 일반플라즈마 용사법로 제작된 코팅

의 경우 액적(splat)들간의 실접촉면적이 20% 수준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19)

 이에 따라 입도가 비교적 큰 분말을

사용한 경우 (D50이 2.20 μm인 경우)는 미세한 분말을 사

용한 경우보다 (D50이 0.56 μm인 경우) 코팅층을 형성하

는 액적들간의 실접촉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계적인 결합력(mechanical bonding)이 감소하게 되고, 2

차적으로 표면조도가 평탄하기 때문에 기판과 코팅층간

실접촉면적이 감소하면서 계면간의 부착력(adhesion

strength)이 크게 감소되어 코팅층이 박리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리고 코팅층의 부착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동일한 표

면조도를 갖는 Group1과 2 시편을 이용하여 인장시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Fig. 9에 나타내었다. 부착강도는

Group1의 경우 40 MPa에서 에폭시가 탈락되었고, Group2

의 경우는 36 MPa에서 코팅층 일부가 탈락되었다. 이는

기존에 사용되는 상압 플라즈마 용사법으로 제작된 코팅
20)
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수치이며, 두 시편 모두 본드

코트와 탑코트의 계면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코팅층의 부착강도는 본 실험을 통해 얻은 값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서스펜션 플라즈마 용사법으로 제작

된 코팅층이 기존의 상압 플라즈마 용사법으로 제작된 코

팅층보다 높은 부착강도를 갖는 이유는 서스펜션 플라즈

마 용사법에서 생성되는 액적크기가 일반플라즈마 용사

법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실접촉면적이 커져 액적간

의 결합력이 월등히 우수하여 본드코트와 탑코트의 부착

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1)

 반면, 증착과정 중에

본드코트-탑코트 계면에서 원자단위로 접합되는 전자빔물

Fig. 8. SEM images of 7.5 wt% Y2O3-ZrO2 coatings (Group4; Ra/D50-0.05) : (a) surface and (b) cross-section.

Fig. 9. Tensile adhesion test results of the coating systems. (*-failed

in the epoxy) ; APS
20)

, EB-PVD
22)

, SPS vertical-cracked,

SPS columnar - in this study.



서스펜션 플라즈마 용사법을 이용한 7.5 wt% Y2O3-ZrO2 열차폐코팅 제조 및 평가 603

제51권 제6호(2014)

리증착법에 비교해서는 서스펜션 플라즈마 용사로 증착

된 코팅의 부착강도가 낮은 결과를 보였다.

4. 결  론

본드코트의 표면조도를 달리한 두 가지 기판 위에 서

로 다른 D50값을 갖는 서스펜션을 제작하여 서스펜션 플

라즈마 용사법으로 Ra/D50이 다른 4 종류의 코팅시편을

제조한 뒤 상형성, 미세구조, 부착강도에 대해 고찰하였

으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서스펜션 플라즈마 용사법으로 제작된 4종류의 코팅

시편 모두 t’-YSZ 단일상으로 형성되었으며, 고온내구성

에 유리한 수직분리형 미세구조를 갖는 코팅층이 제조되

었다.

2. 코팅층의 미세구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

데 Ra/D50값이 감소함에 따라 미세구조가 주상형 구조에

서 수직균열이 있는 치밀한 코팅층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수직균열의 경우는 Ra/D50값이 작으면

균열의 밀도가 증가하다가 그 값이 매우 작아지는 경우

에는 코팅층이 박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서스펜션 플라즈마 용사법으로 제작된 코팅은 수직

균열이 있는 코팅층은 38 MPa, 주상형구조를 갖는 코팅

층은 40 MPa의 부착강도를 보였으며, 기존의 상압 플라

즈마 용사법으로 제작된 코팅층보다 2배 가량 높은 부착

강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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