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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oating parameters were investigated in wear resistance coatings of Diamalloy-406 on Inconel 718

to obtain an optimum coating condition by high velocity oxy-fuel spraying. The coating parameters, the flow rates of source

gases (hydrogen and oxygen), the powder feed rate, and the spray distance, were designed by the Taguchi method. The optimal

conditions were determined: oxygen flow rate 34 FRM, hydrogen flow rate 57 FRM, powder feed rate 35 g/min, and spray

distance 7 inch. Friction coefficients of the coating and the substrate decreased with an increasing sliding surface temperature

from 25 oC to 450 oC. The friction coefficient of Diamalloy-4006 coating decreased as the sliding surface temperature increased

from 0.43 ± 0.01 at 25 oC to 0.29 ± 0.01 at 450 oC. The wear trace and wear depth of the coating were smaller than the substrate

at all temperatures t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pray parameters and wear resistance was discussed extensively, based on

the measured roughness, hardness, and porosity in each coating.

Key words coating, high velocity oxy-fuel, spray parameter, wear property.

1. 서  론

고속화염용사법(High Velocity Oxy-fuel: HVOF)은 우

수한 강도와 경도를 가지는 후막 형성이 가능하고 피로

특성 및 열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양호하여 기존에 사용

되어 오던 전기도금을 통한 표면처리 방법을 대체할 수

있다. 기존의 경질 크롬 도금은 내마모, 내열 및 내식

성 등을 필요로 하는 곳에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200 oC

에서 경도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400 oC 이상에서 사용

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제조 중에

비소나 카드뮴 보다 독성이 강한 발암물질인 Cr6+을 배

출시키므로 건강과 환경에 문제점이 있어 미주지역 및

EU 국가에서는 자용이 제한 혹은 금지되고 있다.1-5) 따

라서 고속화염 용사법으로 제조된 코팅은 마모나 부식

등의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부품들뿐만 아니라 선

박, 항공기, 군수품 및 석유화학 공장 등의 다양한 산

업 분야에서도 모재의 수명을 향상을 위해 적용되고 있

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5) 그 중

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대체기술이 고속화염용사

코팅이며, WC계 용사코팅은 탄화물과 금속 기지의 선

택을 통해 우수한 마찰 특성뿐만 아니라 우수한 내부식

성을 갖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많은 산업현장에서

WC계 고속화염용사코팅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6-8) 고속

화염용사법의 기계적 특성은 제어가 가능한 공정인자(산

소유량, 수소유량, 용사거리 및 분말공급율)와 제어가 불

가능한 환경인자(기온 및 습도)들이 코팅층의 기계적 특

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속화염용사법으로 코팅을

할 경우 제어가 가능한 공정인자를 조합하여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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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공정조건을 찾아야 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용사 장비 및 분말 제

조사에서 제공한 용사코팅 조건을 따르거나 작업자의 경

험에 의존하고 있어 코팅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다. 따

라서 코팅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객관적인 최종공정 설

계 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다.9-11) 하지만 금속분말 고속화

염용사코팅은 WC계 고속화염코팅보다 높은 증착 효율,

매우 낮은 가공비용, 낮은 분말비용, 높은 고온경도 및

우수한 내산화특성를 가지고 있지만 극히 적은 연구만

이 보고되어지고 있다.12-13) 특히 Ni이 주성분의 분말을

사용하면 기공 및 산화물이 거의 없는 코티층 형성이 가

능하지만xx), 용사공정 연구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VOF

방법으로 고온경도, 내마모 및 내식성이 우수한 Ni기

Diamalloy-4006 분말을 Inconel718 기판에 공정 최적화

에 효율적인 다구찌 실험 계획법에 의해 3수준의 4공정

인자(수소유속, 산소유속, 용사거리 및 분말공급량)를 제

어하였으며, 각 공정에서의 표면특성을 분산분석 하여 공

정인자가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최적용사코팅공정기술(OCP)를 도출하였다. 내마모 최적공

정으로 제조된 Diamalloy4006 코팅과 Inconel718에 대

하여 상온과 고온에서 마찰/마모시험을 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시편 준비

고속화염용사코팅 제조를 위한 분말은 Sulzer Metco

Co.의 Ni-alloy Diamalloy4006 상용분말을 사용하였다.

시편의 모재는 고온에서 탁월한 강도를 유지하며, 내산

화성이 탁월하여 제트엔진, 열간 압출 다이스, 펌프몸체

및 부품에 사용되는 Inconel718을 사용하였다. 코팅 분말

은 Table 1과 같은 화학조성을 가지고 수분사공정(Water

atomized)법으로 제조된 Fig. 1과 같은 입도 10에서 40

μm의 Diamalloy4006 상용분말을 사용하였다. 코팅 공정

은 전처리, 용사 그리고 후 처리로 하였다. 전처리 과

정에서는 시편 모재를 아세톤 용액에서 5분간 초음파 세

척을 한 후 60 mesh의 Al2O3로 blasting 처리를 하여

모재와 용사층간의 접착력을 증대시키도록 하였다. 용사

공정에서는 3수준 4인자; 산소와 수소가스 유속, 용사거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Diamalloy-4006 powder and Inconel718(wt%).

Element Ni Cr W Mo Cu C B Fe

Diamalloy-4006 54 20 10 9 4 1 1 1

Element C Mn Si Cr Ni Co Mo Ti Al B Nb Cu

Inconel 718 0.08 0.35 0.35 17-21 50-55 1 2.8-3.3 0.65-1.15 0.2-0.8 0.006 4.75-5.5 0.3

Fig. 1. SEM, EDS and XRD analysis of Diamalloy-4006 powder: (a) The cross-section of powder, (b) powder morphology, (c) EDS, and

(d) 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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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그리고 분말 공급율에 대하여 다구찌 실험계획법으

로 Table 2와 같은 9가지의 공정으로 용사코팅을 하였

다. 용사장비는 JK3500을 사용하였으며 용사 시 용사건

속도는 3 mm/s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용사분말의 캐리

어 가스는 180psi의 아르곤을 사용하였다. 용사코팅 후

냉각은 별도의 냉각장치 없이 공냉을 하였다.

2.2 특성 평가

코팅 층은 광학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SM-6510, JEOL), 에너지분산형분광

기(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EDS, JAX-

860, JOEL) 및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ion: XRD,

X`Pert PRO MPD, PANalytical)를 이용하여 미세조직,

조성 및 결정구조를 분석하였으며, 경도측정기(micro vickers

hardness tester, Matsuzawa, MXT-70)로 코팅 층 단면 중

심부에서 15회 측정한 후 측정치가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소거하고 평균값으로 경도 값을 산출하였으며, 광

학현미경을 사용하여 얻은 코팅 층의 조직사진을 영상

분석기(image analyzer)를 통해 분석하여 코팅 층의 기

공도를 얻었다. 최적용사코팅공정기술(OCP)로 제조된

D4006 코팅층 그리고 모재인 Inconel718의 마찰/마모 성

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왕복구동방식의 마찰마모시험기

(TE77 AUTO, Plint & partners)로 시험하였고, 시편의

크기는 50 × 25 × 3 mm로 하였다. 마모시험은 코팅의 초

기 표면 거칠기의 영향에 민감하므로 코팅된 시편의 표

면을 1 μm의 diamond paste를 사용하여 경면으로 연마

하였다. 마찰 및 마모시험 조건은 상대재로 직경 9.525

mm인 스테인레스 볼(304SS, Hv277)을 사용하였고, 상온

및 450 oC의 고온에서 무윤활 상태로 거리 1.6 cm, 2.5

Hz 조건에서 10N의 하중을 가해 10분간 실시하면서 마

찰계수를 측정하였고, 마모시험 후 SEM과 Surface Profiler

를 사용하여 마모흔과 마모형태(깊이)를 조사하였다.

Table 2. Processes of HVOF Diamalloy-4006 coating designed by

Taguchi method.

O2 flow 

rate (FMR)

H2 flow 

rate (FMR)

Feed rate 

(g/min)

Spray distance 

(inch)

1 30 53 25 6

2 30 57 30 7

3 30 61 35 8

4 34 53 35 7

5 34 57 25 8

6 34 61 30 6

7 38 53 30 8

8 38 57 35 6

9 38 61 25 7

Fig. 2. SEM cross-section micrographs(1-9) of Diamalloy-4006 coatings: The coating layers of 1~9 processes by Taguchi method.



최적 고속화염용사법으로 제조된 Diamalloy4006 코팅의 내마모 특성 445

3. 결과 및 고찰

3.1 Diamalloy4006 분말 특성 분석

Water atomized법으로 제조된 Diamalloy-D4006(이후,

D4006이라 칭함) 분말의 미세구조, 성분분석 그리고 결

정구조 분석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고속화염용사

코팅 공정에 사용되는 분말은 15에서 45 μm 크기가 많

이 사용 된다. 분말의 크기가 15 μm 작으면 유동성이 매

우 낮고 응집 현상 때문에 분말이송에 문제점이 있고,

45 μm 초과할 경우 분말이 충분히 용융되지 않아서 코

팅 효율이 떨어진다.6) D4006 분말의 평균 입도는 20~40

μm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형상에서는 대부분의 분말이

구상으로 형성되어져 있어, 고속화명용사 코팅에 적합한

분말임을 알 수 있었다. 분말의 성분분석 결과 Ni, Cr

및 Mo 등이 혼합된 하나의 상으로 고용체화 되어져 있

었으며, 제 2상 혹은 의도되지 않은 불순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정구조 분석 결과 γ-Ni 고용체 상과 아

주 적은 양의 Cr23C6 결정상이 혼재하여 있음이 관찰

되었고 나머지 성분들은 비정질 상으로 존재할 것이라

고 생각된다. 다양한 크기를 가지는 D4006 분말은 용

사 코팅 중 최고 약 3,500 oC의 고온화염에 의해 용해

혹은 부분 용해되며, 이들 액적(splat)은 최고 약 1,000

m/s의 고속으로 기판에 증착된다. 화염의 최고온도는

3,500 oC는 Ni 용융점인 1,453 oC, Cr 용융점 1,907 oC

보다 높으며 W의 융점인 3422 oC와 유사하다.14,15)

3.2 Diamalloy4006 코팅층 분석

실험계획법에 의해 작성되어진 공정에 따라 코팅한 시

편의 단면 및 표면 SEM 관찰 결과를 Fig. 2에 각각 나

타내었다. 코팅층의 두께 약 100에서 150 μm이며, 용융

액적이 응고되면서 적층된 코팅층과 모재와의 경계면이

선명하게 구분되는 다공성 코팅이 형성되었다(Fig. 2). 이

러한 기공은 분말의 불완전한 용융에 의해서 lack-of-

fusion 과 초과 주입된 산소 가스에 의해서 가스 기공

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15-19) 용사층의 기공 크기 및

분포는 용사층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용사층의 기

공생성은 판의 적층구조 특이성에 기인하는데 불완전한

판 사이에는 조대한 기공이 생성되고, 용융된 액적이 모

재에 충돌하여 퍼질 때 다시 튀어 오르는 액적 위에 후

속 액적이 응고된 입자에 충돌하여 판을 형성할 때 중

간 크기의 기공이 형성된다. 또 다른 원인은 융용된 액

적에 포집되어 있던 가스가 모재와 충돌하여 판을 형성

할 때 가스가 방출 되면서 코팅층 내에 미세한 크기의

기공이 고립되게 된다. Fig. 2의 1의 경우 용융입자가 기

지에 충돌하여 적층된 스플랫이 넓게 퍼지지 못한 상태

도 적층되어 있고, 스플랫 간에 틈이 생겨 기공이 형성된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세구조는 용사과정에

서 코팅의 분말이 충분히 용융되지 못한 것 때문이며,

스플랫간의 결합력이 약해 코팅층의 경도가 354 Hv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Fig. 2의 4의 경우 미용융 입

자가 일부 관찰 되지만 분말이 충분히 용융되어 스플랫

이 넓게 적층되어 있고, 그 틈이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높은 654 Hv 경도를 나타내었다. 경도는 스

플랫간의 결합력과 코팅 내부의 기공에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3.3 Diamalloy4006 코팅층의 특성

직교배열표에 따라 제작된 D4006 용사코팅의 시험편

의 경도, 기공도 및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고 공정변수

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결과 값을 목적함수

식에 대입하여 S/N(Signal/Nosise) 비를 구하고 분산분석

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Fig. 4 및 5에 나타내었다.

용사층의 경도는 기공의 크기 및 분포와 적층된 층간

의 결합력에 좌우된다. 각 공정에서의 코팅층의 경도는

최소 353 Hv(산소유랑 30 FRM, 수소유량 53 FRM, 용사

거리 6 inch 및 분말공급량 25 g/min)에서 최대 654 Hv

(산소유랑 34 FRM, 수소유량 53 FRM, 용사거리 7 inch

및 분말공급량 35 g/min)로 각 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Fig. 3. (a) Correlation between hardness and spray parameters and (b) hardness of 1~9 processes by Taguchi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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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Fig. 4의 분산 분석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이 경도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산소유

량이고, 나머지 인자들은 순서대로 용사거리, 분말공급량

그리고 수소유량인 것을 알 수 있다(그래프의 기울기).

경도값은 망대특성을 적용하여 각각의 인자에 대해 높

은 값을 가지는 수준들의 조합이 경도에 대한 최적 공

정 조건이다. 경도에 대한 최적공정조건은 산소유랑 34

FRM, 수소유량 57 FRM, 용사거리 7 inch 및 분말공급

량 35 g/min 이다.

용사층의 기공 크기 및 분포는 용사층의 기계적 특성

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용사층의 기공생성은 판의 적

층구조 특이성에 기인하는데 불완전한 판 사이에는 조

대한 기공이 생성되고, 용융된 액적이 모재에 충돌하여

퍼질 때 다시 튀어 오르는 액적 위에 후속 액적이 응

고된 입자에 충돌하여 판을 형성할 때 중간 크기의 기

공이 형성된다. 또 다른 원인은 융용된 액적에 포집되

어 있던 가스가 모재와 충돌하여 판을 형성할 때 가스

가 방출 되면서 코팅층 내에 미세한 크기의 기공이 고

립되게 된다. 기공도는 각 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

냈고, 공정 변수에 의한 영향이 아주 크게 작용하였다.

산소유속 30 FRM, 수소유속 61 FRM, 용사거리 8 inch

및 분말공급량 35 g/min 일 때 가장 낮은 기공도를 나

타내었다. 

Taguchi 실험계획법으로 제작된 시편의 경도 및 기공

도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값을 바탕으로 분산 분석

을 실시하여 경도는 망대특성을 기공도에 대해서는 망

소특성을 적용하여 각 특성에 대한 최적공정 조건을 선

정하였다. 코팅층의 내마모 특성은 경도와 기공도 복합

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인자들간의 상반된 결과가 발생하

였다. 연구의 목적인 내마모 향상을 고려하여 경도 그

리고 기공도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경도와 기공도에

가장 큰 기여도를 보인 산소유량 34 FRM, 수소유량 57

FRM, 용사거리 7 inch 및 분말공급량 35 g/min으로 최

적공정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최적공정으로 용사한

D4006 코팅층의 경도에 대한 검증실험 및 마찰마모 특

성을 평가하였다.

3.4 최적 용사 코팅층의 표면 및 마찰마모 특성 평가

최적 공정조건으로 형성된 코팅 층의 단면 SEM 이미

지와 XED 분석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의

(a)에서 미세조직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기공이 거의 없

고 스플랫간의 경계면도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Fig. 5

의 (b) XRD 결과를 보면 용사 코팅 후 Cr23C6 피크의

크기가 분말(Fig. 1)에서 보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

Fig. 4. (a) Correlation between hardness and spray parameters and (b) porosity of 1~9 processes by Taguchi method.

Fig. 5. SEM and XRD analys of Diamalloy-4006 coating by optimal coating process: (a) Cross-section and (b) 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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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분말이 고온의 화염속을 비행하는 동안 용융

되었다가 재 응고되는 과정에서 Cr23C6가 더 많이 형성

되다. 코팅층의 단면 미세조직과 XRD 결과에서 경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적화 되지 않은 용사 코팅

층이 갖는 가장 우수한 경도(654 Hv)는 최적 공정 조건

확보로 800 Hv로 향상 되었다. 따라서 3수준 4인자의 경

우, 전체실험법에서는 81회의 실험을 고려해야 하지만, 직

교배열표와 분산분석을 이용하는 경우 1회의 검증실험을

포함한 10회의 실험만으로도 최적공정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검증 실험을 통하여 내마모 특성 향상에

중점을 둔 용사 코팅층 형성에 있어서 특성 최적화를 위

한 Taguchi 방법의 직교배열표와 분산분석을 이용한 통

계적 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Fig. 6과 같이 D4006 코팅의 마찰계수는 상온에서 0.43 ±

0.01 그리고 450 oC에서 0.29 ± 0.01로 In718의 마찰계수

0.45 ± 0.01 및 0.32 ± 0.01 보다 상온과 고온에서 작게 나

타났다. 두 시편 모두 온도가 25 oC에서 450 oC로 증가

함에 따라 마찰계수는 감소하였다. D4006 코팅은 정상

상태 마모에서 고경도의 입자가 낮은 경도의 상대재와

연삭마모를 하고 이 때 코팅과 상대재의 금속산화물 마

모 분말은 윤활제 역할을 하여 마찰계수를 작게 하기 때

문이다.11-15,19) 마모 흔(WT) 및 마모 깊이(WD) 관찰 결

과를 Figs. 7과 8에 나타내었다. D4006 코팅의 마모 흔

과 마모 깊이는 In718 보다 작게 나타났다. 최적용사

D4006코팅은 충분히 잘 용융된 입자가 매우 치밀하게 적

층되어 코팅층의 밀도가 높고, 경도가 높기 때문에 마

모깊이가 작은것이라고 생각된다. 상온에서 연삭마모에 의

해 생성된 코팅의 WD는 매우 작았다. 그러나 In718은

Fig. 6. Friction coefficient vs. the sliding time in (a) Inconel718 and (b) Diamalloy4006.

Fig. 7. Wear traces of (a) Inconel718 and (b) Diamalloy-4006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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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groove가 형성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경도를

가지는 In718이 경도에 의존하는 연삭마모에 의한 마모

분이 제거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450 oC에

서 코팅의 WT와 WD가 증가 하였으나 groove가 발생

하지 않았다. 그러나 In718에서는 약 70 μm 깊이의 폭

이 큰 피트 모양의 groove가 발생하여 코팅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금속성인 In718은 고온에서 WT가 작았으나

코팅은 반대형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금속성인 In718은

고온에서 금속산화물이 많이 형성되어 금속산화물윤활이

크기 때문이다.18-19) 그러나 비금속 세라믹상이 존재하는

코팅의 경우 고온에서 표면 경도의 감소로 연삭마모가

그리고 두 미끄럼면간의 접착력 증가로 부착마모가 증

가하기 때문에 스플랫 층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4. 결  론
 

1) 본 연구에서 형성된 내마모 코팅의 표면 특성은 공

정인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최적의 내마모 특

성을 발현할 수 있는 최적 화염용사코팅 공정조건은 산

소유속 34 FRM, 수소유속 57 FRM, 용사거리 7 inch 및

분말공급량 35 g/min이었다.

2) 최적화 코팅의 마찰계수는 25 oC에서 0.43과 450 oC

에서 0.29로써 Inconel718 보다 작게 나타났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3) 모재로 사용된 Inconel718은 상온과 450 oC 모두에

서 깊은 groove가 발생하였으나, 최적화 코팅은 모든 온

도에서 groove가 발생하지 않아 내마모성 향상을 위한

적용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4) 우수한 기계적 및 열적 특성을 갖는 Diamalloy-

4006 분말 적용에 있어서 Taguchi 방법의 적용과 이를

통한 최적화 공정 확립으로 상온 및 고온에서의 우수한

내마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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