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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NiCrAlY bond coating on the adhesion properties of an Fe thermal coating sprayed on an Al

substrate was investigated. By applying a bond coat, an adhesion strength of 21MPa was obtained, which was higher than the

15.5MPa strength of the coating without the bond coat. Formation of cracks at the interface of the bond coat and the Al substrate

was suppressed by applying the bond coat. Microstructural analysis of the coating interface using EBSD and TEM indicated

that the dominant bonding mechanism was mechanical interlocking. Mechanical interlocking without crack defects in the

coating interface may improve the adhesion strength of the coating. In conclusion, the use of an NiCrAlY bond coat is an

effective method of improving the adhesion properties of thermal sprayed Fe coatings on Al subs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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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온용사(thermal coating)는 코팅분말을 녹는점 근처

또는 그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여 용융 액상으로 만들어

모재 표면에 부착시켜 피막을 형성시키는 기술로서, 내

마모성, 부식 및 열충격 저항성 향상에 장점이 있어 자

동차, 항공, 발전 등의 여러 산업 분야에 널리 적용되

고 있다.1) 그러나 고온용사는 공정상 코팅분말이 고온에

노출되므로 기지와 코팅층의 열팽창율이 서로 크게 다

를 경우 잔류응력의 발생으로인해 코팅층이 기지로부터

박리되거나 코팅층 계면에 크랙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

다.2)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지와 코팅층 사

이의 열응력을 완충시키기 위한 중간층으로서의 본드코

팅(bond coating)을 형성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많은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3-8)

본드코팅 소재는 Ni-Cr이 대표적이며, 내마모성이 요

구되는 부품에서 금속과 세라믹 코팅의 접합강도(adhesive

strength)를 높이기 위해 널리 적용되고 있다.6) 본드코팅

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열차폐코팅(thermal barrier

coating)으로, 고온, 고압에 노출되는 발전용 터빈엔진의

노즐, 블레이드 등의 부품 내구성 향상을 위해 적용되

고 있다.7-8) 열차폐코팅에서 본드코팅층은 탑코팅층(top

coating layer)과 부품자체의 중간층으로써 부착력을 향상

시키고 산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본드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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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리적 특성이 서로 다른 두 소재를 접합시키기 위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금속기지에 세라믹

을 코팅하여 원하는 표면특성을 얻거나 코팅층의 접합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속과 금속소재간의 코팅에 있어서 본드코팅이 코팅층

접합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진행

된 바가 없다.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는 경량화가 글로벌 이슈로 대두

되면서 다양한 소재를 결합하여 부품을 제작하는 다종

소재(multi-material) 개념의 소재적용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경량화에 효과적인 알루미늄 소재와 기존의

철강 소재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접접합기술 및

코팅기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용사코팅 방법은 짧

은 시간에 대면적 코팅이 가능하므로 알루미늄 부품에 철

강을 코팅함으로써 부품 경량화뿐만 아니라 기존 철강의

표면 특성을 얻을 수가 있다. 또한 적절한 본드코팅을 통

해 중간층을 형성시킴으로써 알루미늄과 철강 소재간의

갈바닉 부식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팅층의

접합강도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기지에 철강소재를 용사코팅 하

는데 있어 본드코팅이 코팅층 계면의 접합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Ni 본드코팅이 적용된 코팅시료

와 적용되지 않은 코팅시료의 코팅층 미세조직과 접합

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시험편 제작

Al 기지는 압출빌렛 형태의 Al7075-T6 합금 소재로부

터 기계 가공된 시편을 사용하였다. 용사코팅에 앞서 적

절한 표면 거칠기를 만들기 위하여 Al 시편에 그릿 블

라스팅(grit blasting)을 통해 표면조도(Ra)를 약 3~4 µm

로 하였다. 본드코팅 소재로 Amdry962(Ni-22Cr-10Al-

1Y, wt.%) 분말(크기: 15~63 µm)을 사용하여 Al 시편

위에 플라즈마 용사코팅(plasma spray coating)을 실시하

였다. 그 위에 Fe 와이어 소재(직경: 2 mm, Fe-0.5C-

0.2Si-0.6Mn, wt%)를 아크용사(arc spray coating) 방법

을 사용하여 탑코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용

사조건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 미세조직 관찰

코팅층의 미세조직 관찰 및 분석을 위해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7100F) 및

EDS(energy dispersive spectroscope)를 사용하였다. 조직

관찰시편은 코팅 시험편 단면을 SiC 및 다이아몬드 서

스펜션을 사용해 기계연마 하여 준비하였다. 코팅층 경

계면에 대한 정밀한 미세조직 관찰을 위해 EBSD(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Aztec, Oxford)를 사용하였으

며, 얻어진 EBSD data는 HKL CHANNEL5 소프트웨

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BSD 관찰 시편은 CH3OH

195 ml + HNO3 3 ml + HClO4 10 ml 용액을 사용해 30 V

전압 및 −20 oC 온도의 조건에서 전해연마하였다.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분석은 Cs-corrected

STEM(scanning TEM, JEM-ARM200F)을 이용하여 200

kV의 가속전압 조건에서 진행하였다. TEM 관찰시편은

집속이온빔(focused ion beam)을 이용해 준비하였다.

2.3 접합강도 측정

접합강도 시험시편 제작과 시험은 ASTM C633 규격

에 따라 진행하였다. Fig. 1에 시험에 사용된 시편 형상

을 모식도로 나타내었다. 용사코팅된 시편을 하부, 코팅

되지 않은 Al 모재 시편을 상부로 하여 그 사이를 에

폭시 접착제(3M)로 접합하였고, 충분한 접착제 경화를 위

해 상온에서 48시간 유지 시켰다. 준비된 시편을 만능

인장시험기(United)에 장착하여 1 mm/min 속도로 인장시

험을 실시 하였고, 파단시 측정된 최대 하중을 용사코

팅층의 증착면적으로 나누어 접합강도를 계산하였다. 

Table 1. Spray parameters for Fe alloy and NiCrAlY coating.

Parameters
Arc spray

(top coating)

Plasma spray

(bond coating)

Voltage (V) 30 97

Current (A) 100 450

Ar gas flow rate (l/min) - 45

He gas flow rate (l/min) - 5

Spray distance (mm) 200 180

Powder feeding rate (g/min) - 20 Fig. 1. Schematic of specimen for adhesive strength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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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코팅층 미세조직

Ni 본드코팅이 적용된 코팅시편의 단면 미세조직을 Fig.

2(a)에 나타내었다. Ni 본드코팅층이 Fe 코팅층과 Al 기

지의 중간에 잘 형성되어 있으며, Ni 코팅층과 Fe 코팅

층의 두께는 각각 약 50 µm, 250 µm 정도 이다. Fig. 3

의 코팅층 EDS 성분 맵핑(mapping) 결과로부터, Ni 코

팅층이 Al 기지 위에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드코팅을 적용하지 않고 Fe를 용사코팅한 시편의 단

면 미세조직관찰 결과(Fig. 2(b)), Al 기지와 Fe 코팅층

사이에서 상당히 조대한 크랙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은 결함은 코팅층의 접합면 경계를 따라 길

게 형성되어 있으며, 크랙의 일부분은 코팅층의 내부로

도 전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

함은 코팅층과 기지 사이의 접촉면적을 감소시키므로 코

팅 접합강도를 크게 저하 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온 플라즈마 용사는 공정상 소재가 고온

에 노출되므로 기지와 코팅층의 열팽창율이 서로 크게

다를 경우 열응력에의해 코팅층 계면에서 크랙이 발생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지와 탑코팅 소재 사이의 중간 범

퍼로써 적당한 열팽창계수값을 가지는 소재를 선정하여

중간층으로 코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Al 기지와 Fe 탑코팅층 사이의 열팽

창계수를 가지는 Ni 합금을 중간층 소재로 사용하였다.

Fig. 3. EDS maps showing the presence of Ni bond coat.

Fig. 2. Cross-sectional micrographs of as-coated samples (a) without Ni bond coat and (b) with Ni bond c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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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rAlY 합금은 본드코팅 소재로 널리 사용되는 소재

중 하나로, 열팽창계수는 17 × 10−6K−1의 값을 갖는다.9)

알루미늄 7075 합금과 Fe-C 합금은 각각 상온에서 약

23 × 10−6 K−1 및 11 × 10−6 K−1의 열팽창계수 값을 가진

다.10) 따라서 중간층의 열팽창계수는 11과 23의 사이값

을 갖는 재료이면 사용이 가능하며, 열팽창계수가 기지

와 탑코팅층 소재의 중간 정도인 Ni합금을 중간층으로

사용하여 계면 크랙의 생성을 억제시킬 수 있다. 

3.2 코팅층 접합강도

Fig. 4에 코팅시편의 접합강도 시험 결과를 나타내었

다. 본드코팅이 적용된 시편의 평균 접합강도는 21 MPa

로, 본드코팅을 적용하지 않은 시편의 접합강도인 15.5

MPa에 비해 5.5 MPa 높은 값을 나타내어 접합강도가 약

35 %정도 향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드코팅

유무에 따른 접합강도의 차이는 두 시편의 코팅층 크랙

결함 유무 차이로 설명이 가능하다. 본드코팅을 사용하

지 않은 경우, Al 기지와 Fe 코팅층 계면에 발생한 크

랙에 의해 낮은 강도에서도 쉽게 파단이 발생할 수 있

으나, 본드코팅을 사용한 경우 크랙 결함의 감소로 접

합강도가 향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3 코팅층 파단형상

코팅층 파단 모드는 일반적으로 Adhesive 파단(코팅-

기지 계면에서의 파단)과 Cohesive 파단(코팅층 내에서

의 파단)으로 분류된다.11) 본 연구에서 본드코팅을 사용

하지 않은 경우 전체적으로 Adhesive 파단을 나타냈으

나, 본드 코팅을 사용한 경우는 Adhesive 파단과 Cohesive

파단이 혼합된 양상을 나타냈다. Fig. 5는 접합강도 시

험시편의 코팅층 파단면 사진이다. 본드 코팅을 사용하

지 않은 시편의 파단면은 용사 코팅층이 전체적으로 균

일하게 떨어졌다. 이는 접합강도시험 이전에 이미 Al 기

지와 코팅층 계면이 박리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박

리로 인해 접촉면적이 감소하여 접합강도 또한 저하된

Fig. 4. Adhesive strength of specimens coated without bond coat

and with bond coat.

Fig. 5. Fracture surface of the specimens coated (a) without bond coat and (b) with bond coat and their SEM-BSE images (c)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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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크랙은 접합강도 시험

시 외부 하중이 가해질 때 크랙 전파의 시작점으로 작

용하므로 접합강도가 감소한다. 

한편 본드코팅을 사용한 시편의 파단면은 용사 코팅층

이 전체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여전히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코팅층과 접착제에서

떨어진 것으로 그만큼 Al 기지와 코팅층의 접착력이 높

기 때문이다. 

Fig. 5(c)와 (d)의 파단면에 대한 SEM-BSE(backscattered

electrons) 분석을 통해서도 두 시편간에 다른 파단 형상

이 관찰 가능 하다. Fig. 5(d)의 A와 B영역에 대한 EDS

분석 결과(Fig. 6)로부터 사진의 흰색(밝은 회색) 부분은

Fe와 Ni의 코팅층 잔류 부분에 해당되며, 짙은 회색 부

분은 Al 기지임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본드코팅을 사

용한 경우 넓은 면적에 Fe 와 Ni 코팅층이 부착되어 남

아있는 반면, 본드코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량의 Fe

층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본드코팅을 사

용한 경우 Adhesive 파단 및 Cohesive 파단이 동시에

발생하며, 본드 코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Fe 코팅

층과 Al 기지 계면의 크랙으로인한 계면 접촉면적 감소

로 Adhesive 파단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4 코팅층 결합기구

용사코팅의 주요 결합기구는 기계적 결합(mechanical

interlocking)과 금속학적 결합(metallurgical bonding)으로

알려져 있다.12) 기계적 접합은 용사코팅층의 접합력을 부

여하는 가장 주된 메커니즘으로 기지의 거친 표면을 따

라서 용융입자가 붙어서 응고 및 수축되면서 결합력을

형성한다. 따라서 코팅층과 기지간의 접촉면적이 증가할

수록 코팅층의 접합력이 증가한다. 금속학적 결합은 기지

에서의 국부적인 용융이 발생하고 이것이 용융된 코팅입

자와 혼합되거나 원소 확산에 의해 중간상(intermetallic

phases)을 형성하여 결합하는 형태이다. 본드코팅시편의

접합강도 향상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결합

기구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EBSD 및

TEM을 이용하여 코팅층 미세조직을 분석하였다. 

Fig. 7은 EBSD를 통해 얻은 Al 기지와 코팅층 계면

의 미세조직 사진이다. Al 기지는 결정립들이 한 방향

으로 길게 연신된 전형적인 압출빌렛의 미세조직을 나

타내고 있다. Al 기지와 Ni 본드코팅층 계면에서도 이

러한 변형 조직이 유지되며, 용융에 의한 수지상 생성

과 같은 미세조직의 변화는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Fig. 8에 Al 기지와 코팅층 계면의 TEM 사진과 EDS

라인스캔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TEM 사진으로부터 Ni

Fig. 7. EBSD images showing the microstructure of interface of Al substrate and Ni bond coat. (a) Band contrast image, (b) Inverse pole

figure image.

Fig. 6. EDS analysis of fracture surface of the specimen coated with bond coat, (a) region A and (b) reg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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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층이 Al 기지에 잘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코팅층 계면에서 화학적 결합에 의한 새로운 상이

생성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EDS 라인스캔 분석결과,

이러한 상을 확인할 수 있는 라인 프로파일의 변화는 관

찰 되지 않았다. 또한 새로운 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

고자 코팅층 경계면 근처 영역으로부터 TEM 회절패턴

을 얻어 이를 분석을 하였다. 그 예로, Fig. 9는 코팅층

경계면에 가까운 Al기지 영역(Fig. 8에 사각형으로 표시

된 영역)에서 [011]을 정대축으로하여 얻은 회절패턴으

로, 분석결과 회절패턴은 Al상에서 기인한 회절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기타 다른 상으로부터 발생되는 회절패

턴은 전혀 관찰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코팅과정에서 Al과 Ni의 금속

학적 결합으로 생성될 수 있는 Al3Ni, Al3Ni2 등의 Al-

Ni 화합물은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코

팅층 결합의 주 메커니즘은 금속학적 결합이 아닌 기계

적 결합으로 볼 수 있으며, Ni 본드층과 Al 기지 계면

에서 크랙의 결함이 없이 기계적 결합이 잘 이루어져 높

은 접합강도를 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Al과 Ni 소재의 용사코팅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연구자들마다 결합기구를 각각 다르게 보고하고 있다. W.

J. Trompetter 등은 용사코팅된 Al 기지와 NiCr 코팅층

의 계면 미세조직에 대한 TEM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기지와 코팅층이 금속학적 결합을 하지 않고 기계

적 결합을 통해 접합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13) 반면에

S. Kitahara 등은 Al 기지와 Ni 코팅층 계면에 생성된

Al3Ni 금속간화합물의 존재를 X-ray diffraction으로 확인

하여 금속학적 결합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14) 이와 같

이 연구에 따라 결합기구를 다르게 보고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사용된 코팅장비와 코팅조건이 서로 달라 결합

기구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서 EBSD 및 TEM을 이용한 미세조직 분석결과 금속학

적 결합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계적 결합이 주 결합기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아크용사에있어 아크 온도는 일반적으로 5,500 oC

이상으로,1) 코팅 소재가 고온의 아크 열로인해 가열 및

용융이 되지만 용융된 소재가 분사되어 대기 중에서 Al

기지에 도달되는 과정 동안에 온도저하가 일어난다. 또

한 Al 기지는 소재특성상 열전도도가 높아 빠른 냉각이

진행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코팅층은 금속학적 결합

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l 기지에 Fe를 고온용사코팅 하는데

있어서 Ni 본드코팅이 코팅층 접합특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Ni 본드코팅 적용 유무에 따라 접합강

Fig. 8. (a) TEM bright field image of the interface region of Al substrate and Ni bond coat, (b) elemental line profile based on the EDS

results.

Fig. 9. (a) TEM bright field image taken near the interface region

of Al substrate and Ni bond coat (marked by the red quadrangle

in Fig. 8), (b) corresponding selected area diffractio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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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평가한 결과 본드코팅 적용을 통해 접합강도를 크

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Ni 본드코팅을 생

성시킬 경우 코팅층 경계면에서 크랙 결함의 발생이 억

제 되었다. 코팅층 파단형상은 크랙 결함의 감소로 인한

코팅층과 기지와의 접촉면적 증가로 Adhesive 파단과

Cohesive 파단이 동시에 관찰되었다. 코팅층 경계면에 대

한 EBSD 및 TEM 분석 결과 코팅층 용융이나 금속간

화합물 생성과 같은 금속학적 결합의 특징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Ni 본드코팅층과 Al 기지 계면은 기계

적 결합이 이루어지며, 크랙 결함없이 결합이 잘 이루

어져 높은 접합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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