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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내식성 재질을 체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의 일환으

로써, 구조재인 부식성 재질의 외부표면에 내식성 피복재를 분사 는 증착방법

으로 피막을 입히는 세부 인 방식처리 기술들을 조사하 으며, 주요 방식기술 

선정인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기술들을 비교평가 하 다. 평가결과, 국내 존

가용기술로서 분사피복기술에 속하는 고속용사와 감압 라스마용사를이 가장 유

력한 방법들로 단되지만, 처분용기의 수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공이 잔존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공들을 메울 수 있는 후처리방법들에 해서

도 개략 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향후의 기술개발동향으로 보아 분사기술에 속

하는 온분사피복기술과 증착기술에 속하는 스퍼터링의 일종인 Hollow 

Cathode Discharge 방법들이 평가 상 피복기술들  가장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단된다. 이들 두 방법은 처분용기의 피복에 용하기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추진된다면, 존 가용기술보다 훨씬 양호한 피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실제 처분용기의 방식처리에 합한 최  피복공정은 피복시기, 즉 빈 용기에 

용할 것인지 는 포장공정상 용기에 사용후핵연료를 장 한 다음에 용할 

것인지 등에 따라서 한 피복재와 연계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보고서에서는 피복재에 하여 개 으로 다루었지만, 방식처리에 합한 피복

재의 선정도 단히 요한 사항이므로 제안된 공정으로 피복이 가능한 재들과 

그 방법들에 의거 형성되는 피막의 특성  처분환경에서 이 피막들의 내구성이 

면 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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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다량의 방사성물질과 장반감기 핵종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인간생활권으로부터 구 으로 격리시키기 한 방법으로 지하 심부에 처분하

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하여 취 이 용이하고, 

지하 심부의 환경조건에서도 어도 1000년 이상 구조 으로도 안정하여야 할 

것이고, 부식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 기간동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

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처분용기를 구성하기 하여 처분 련 연구개발을 추진하

고 있는 나라들은 여러 가지 재질들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고강도의 내식성 재

질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재질은 내식성이 탁월할수록 고가인 경우가 부분이

다. 그러나 가의 내식성 재질을 택할 경우는 내식성의 보강을 요구할 수도 있

다. 한 부식에 한 항성이 없어도 충분히 부식으로 소실되는 부분을 가미시

킨다면 처분용기 재질로 고려될 수 있지만,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무게가 많이 

나감으로서 취 상 어려움이 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으로 내식성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렴하면서도 가공성이 양호한 고강도의 재질을 모

재(subsrate)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취 의 용이성 뿐 아니라 경

제 인 부담도 은 처분용기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모재의 표면에 피복을 입히는 근본 목 은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은 부식억제 

외에도 내마모성, 기 연성, 내열성, 내산성 등의 강화에 있으며, 이를 한 방

법도 다양하지만 부분 소형 모재를 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고

자하는 상물은 비교  크기가 큰 원통형 처분용기이어서 이 용기의 표면을 방

식처리 하는데 합할 것으로 상되는 표 인 기술로는 크게 분사기술과 증

착기술을 들 수 있다. 

  분사기술은 열용사(Thermal spray)와 온분사(Cold spray)로 세분할 수 있

으며, 이 가운데 열용사기술은 1910년 스 스의 M.U. Schoop에 의하여 발명되

었고, 1950년  미국에서 실용화된 이래 첨단 열용사설비  다양한 신소재들의 

개발에 힘입어 오늘날에는 고기능과 강력한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산업 반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그 응용분야가 확 되어 가고 있다. 를 들면, 보여객기, 제

트 투기엔진 등 항공우주산업에서부터 석유화학, 제철제강, 발 설비, 조선, 섬

유기계, 인쇄기계, 자, 기, 자동차, 식품기계, 자동화설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기계  부품에 열용사에 의한 표면개질 기술이 응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모든 제품이 가격 경쟁력과 함께 고속화, 고성능화, 고품질화 함에 따라 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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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도 강력한 내구성이 요구되어 열용사의 필요성이 더욱더 실해지고 있다. 이

러한 열용사기술은 우리나라에도 선진공업국의 도약에 발맞추어 그 필요성이 

실히 인식되어 정부에서도 첨단기술의 정착을 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온분사기술은 1980년도 반에 러시아의 Institute of theoretical 

and applied mechanics of Russian academy of science 에서 개발한 기술로

서 2000년 에 들어서서는 기존 열용사기술의 체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 기

술은 용사에서 고열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질에 열응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온

에 가까운 낮은 온도에서 높은 운동에 지만을 이용하여 피복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열용사기술에서 나타나는 열에 의한 변형을 피할 수 있어 최근 들어 

격히 부상하고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이 기술의 단 은 피복소재의 제한성이 커

서 속, 합 , 일부 세라믹의 경우 속 결합재를 첨가하여야 하지만, 열용사에 

비하여 산화물의 형성이 없고 기공의 함량이 매우 낮아서 열 도도와 기 도

도가 높은 이 도 있다. 이 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다고 하겠으며, 우리나라

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표면처리의 습식방법에 체되는 방법으로 두된 건식방법의 하나인 증

착기술은 크게 물리증착과 화학증착으로 별되는데, 물리증착은 원료고체를 증

발시키거나 각종 물리  수단에 의해서 기체화 하여 화학반응을 여시키지 않

고 그 기체를 박막이나 분말로 석출시키는 방법이고, 화학증착은 기체상의 화합

물을 기  에 퇴 시키고 기상 는 기 표면 상에서 분해/산화 등의 화학반응

에 의해서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증착기술의 출 으로 용융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평형에 가깝거나 멀리 떨어진 물성의 재료를 제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다양한 미세조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 을 이용하여 

모재의 표면을 한 재료로 피복하여 내식성을 강화시키는데 응용되게 되었으

며,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증착온도를 낮추기 한 라스마 는 이져 응용

피복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삼원복합 세라믹피복 는 다층박막피복의 기능성 박

막피복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기에 열거된 기술들을 분석하고 상호 비교하여 향후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의 내식성을 경제 으로 강화시키는데 합하거나 연구개발이 뒷받침 된다면 충

분히 용이 가능할 것으로 상되는 기술과 방식재료를 제안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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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방식기술 개요

제 1   방식기술의 선정요건

  다양한 방식기술들  모재가 지니고 있는 기본성질에 나쁜 향을 미치지 않

으면서 한 피복 재료를 표면에 잘 입힐 수 있는 최상의 기술을 선정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1,2].

1. 피복재 : 속 는 비 속, 연성 는 강성재료, 선 는  는 분말 등, 

성질(용융 , 경도, 증기압, 도, 열팽창계수 등)

2. 착막속도 : 모재를 향한 피복재의 충돌속도

3. 모재의 성질 : 모재의 본래기능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제한조건 

4. 착력 : 모재와 피복재간의 결합력

5. 피복의 균일성 : 피복의 균일 정도와 기공율

6. 피복재의 순도 : 불순물에 의한 나쁜 향 억제

7. 환경조건 : 공정상 요구되는 조건( 기 , 진공, 모재의 가열 는 비가열 등)  

   과 작업환경( 장 는 비 장, 재료의 크기에 따른 공간 등)

8. 기술성 : 가용기술의 국내 조달 가능성 

9. 경제성 : 렴한 소요경비 는 단가

  이러한 요소들은 모재의 피복공정과 한 상 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

며, 그 공정은 피복방법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일반 인 열용사공정(그림 2-1 참

조)을 로 들면, 다음과 같이 3개 공정으로 나 어진다[3]. 1 단계는 피막의 

착성을 확보하기 한 처리, 2 단계는 소재의 피막을 형성하는 용사공정, 3 단

계는 용사 후 피막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한 후처리 등이다. 그러나 목 , 이용

된 재료, 방법 등에 따라 이 일연의 용사공정들  일부분을 생략할 수도 있다. 

제 2   분사피복기술

  21세기 소재 련 핵심 연구분야는 에 지와 자원의 유한성의 책마련과 산업

의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극심한 환경 인 요인에 한 내구성 있는 소재

의 필요성  유해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산업환경의 조성에 있다. 실

례로, 열기 과 련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유한한 에 지를 효율 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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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개략 인 열용사공정도

용하기 해서는 재의 열기 보다는 더욱 높은 가동온도를 통한 고 연소를 필

요로 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해서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소재가 고온

이라는 매우 동 이고 극한의 환경 내에서 물리 , 화학   기계 인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미 80년 에서부터 문제 으로 인식되어온 이러한 소

재분야의 한계상황에 한 지 까지의 근방식은 체에 지의 개발이나 신소

재의 개발에 을 두고 있어 장시간과 고비용을 래한 반면, 산업환경은 효율

을 높이기 해서 더욱 극심한 환경이 복합 으로 작용하는 극한 분 기를 형성

하고 있다. 결과 으로 효율성이 보다 높은 산업구조로의 이를 해서는 이러

한 복합 인 극한 환경에 한 고기능성 범용소재의 개발이 으로 요구되

고 있는 반면에, 기존의 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안은 표면처리 기술이고, 용사피복기술은 타 공정이 가지는 공정

환경의 제한성이나 용소재의 제한성 는 공정자체가 유발하는 환경오염과 같

은 문제 이 없는 매우 우수한 공정이며, 모든 산업분야에 용이 가능한 기반 

기술인 동시에 미래 지향 인 핵심기술이다. 

  열용사피복기술은 표면에 요구되는 특정 성질을 갖는 분말,  형태의 피복재

를 기나 진공분 기에서 라스마 등의 다양한 열원을 사용하여 용융, 반 용융 

시킨 후 고속으로 분사하여 overlay coating을 형성시키는 선진 인 표면개질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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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의 하나이다. 그림 2-2는 용사피복기술을 비행입자의 Thermal energy와 

kinetic energy 에서 비교한 것이다. Thermal spray coating기술은 높은 

thermal energy와 낮은 kinetic energy을 가진 비행입자가 최종 모재에 충돌하

면서 층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kinetic spray coating기술은 thermal spray기

술과 반 로 높은 kinetic energy에 낮은 thermal energy를 가진 비행입자가 

모재에 충돌되면서 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thermal spray와 kinetic spray

기술의 층 메카니즘은 다르다. 

그림 2-2. Thermal and kinetic energy of in-flight particle

  그림 2-3은 열용사피복의 미세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고속의 용융입자

가 모재 표면에 충돌하면서 소성변형과 동시에 속응고과정이 반복되어 거시

으로 층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미시 으로는 속응고를 통한 비평형상 등의 

특수한 미세조직을 나타내며, 이와 같은 피막의 조직에 의해서 특성이 결정된다. 

피막의 합기구로는 주로 계면에서의 기계  결합력에 의존하며, 부분 인 재료

간의 반응에 의한 결합력을 들 수 있다.

  그림 2-4는 Kinetic (Cold gas dynamic) spray coating을 나타내는데, 이는 음

속의 고상입자가 모재 표면에 충돌하면서 극심한 소성변형을 일으키며 층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비행입자의 속도정도에 따라 모재에 충돌 

시 입자의 소성변형정도가 결정이 되며 충돌입자와 모재와의 합력, 피막의 미세

조직  특성이 결정된다. 그림 2-5는 thermal spray와 kinetic spray 피복기술

의 미세조직  피복 후 산소함량에 한 비교 데이터이다. thermal spray비해 

kinetic spray기술로 피복한 시편의 산소함량이 가장 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두 피복기술 모두 기상태에서 이루어지지만, kinetic spray인 경우, 공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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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thermal spray기술과는 달리 용융되지 않은 고상상태의 입자가 모재에 충돌

되면서 층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 2-3. Microstructure of thermal sprayed coating

그림 2-4. Microstructure of kinetic sprayed coating

 

그림 2-5. Microstructure of thermal and kinetic spray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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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Spray Processes Kinetic Cold spray process

Heat and/or

Momentum

Source

Thermal plasma (15,000K, 300ms-1)

Flame (HVOF: 3500K, 800 ms-1)

Hypersonic gas

(-2000 ms-1)

In-flight

Particle Energy
Thermal Energy + Kinetic Energy Kinetic E + Partial thermal E

Impacting Particle

Phenomena

Rapid Solidification + Flattening

(-105Ks-1)
Severe Deformation

  Kinetic spray coating기술의 합기구는 아직까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제3 에서 층 거동을 통해 층 메카니즘에 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결

론 으로 표 2-1에 thermal spray와 kinetic spray coating기술에 해 간략히 

나타내었다.

표 2-1. Compare with thermal spray and kinetic spray process

  

  소재의 제한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용사기술을 이용한 피막의 형성은 속재료, 

세라믹  고분자 물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단독 는 복합 으로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소재에 한 연구를 통해 보다 개선된 형태의 피복을 가능하게 

한다. 한 다양한 공정변수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정변수에 변화를 통해서 

미세조직을 변화시키고 미세조직에 따른 피막의 특성을 연구하여 최 의 미세조

직을 가지는 공정변수 제어 기술을 개발하여 소재의 기능성을 극 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기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인 응용 

연구를 통해서 직 인 특성 향상이 가능해진다. 한, 비교  최근에 두된 

분사피복기술의 일종인 kinetic spray 기술은 thermal spray가 가지는 한계 을 

보완할 수 있어 분사피복기술의 산업  응용성이 더욱 확 될 것으로 상된다. 

  분사피복기술은 세라믹이나 속분말을 피복하고자 하는 모재 표면에 고속으

로 분사 충돌시켜 피복하는 기술이며, 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은 열용사피복기

술과 최근 개발된 온분사피복기술이 있다. 따라서 이들 두 기술에 하여 개략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열용사피복기술[3]

  열용사피복기술은 그림 2-6과 같이 분말, wire 등을 완 용해 혹은 반용융시켜 

용해된 입자를 모재표면에 고속으로 충돌시키고 충돌과 동시에 표면에서 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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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응고되면서 흡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이며, 손상을 입은 표면을 고칠 

때, 잘못 재단된 규격을 고칠 때, 표면의 기계 , 물리  특성(wear resistance, 

corrosion resistance, thermal barrier)을 최 화 시켜 사용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모재의 부식을 억제시키기 하여 산화 분말 Cr2O3, 

Al2O3, ZrO2 등과 같은 불활성 세라믹과 Al, Zn과 같은 galvanically 

protective metals를 피복시키는 데 합하다 

                 

그림 2-6. 열용사피복기술

  가. Thermal spray coating 층의 기계 /물리  특성

    1) Thermal spray coating 시 입자들은 피복하고자하는 물체의 표면에서 

표면과 강하게 충돌하고 충돌하자마자 속히 냉각되므로 화학  결합은 융  

모재-고융  피복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분 기계 으로 견고하게 결합하는

(mechanically bonding) 고체상태의 피막을 형성한다. 따라서 목 에 따라 

한 재료를 선정하여 용사피복하면, 물체의 표면이 단순히 주조(casting) 는 가

공/열처리(wrought alloying)에 의해 조성되는 내마모(wear resistance) 나 내식

성(corrosion resistance) 보다 강한 기계/화학  특성을 만들 수 있다.

    2) Thermal spray coating 시 어느 정도의 pore형성은 피할 수 없다. 이것

은 분말자체의 기공  용사공정  단  용착(splat)사이의 불충분한 착 혹은 

산화물 형성때문이며, 조성되는 도는 Cast 나 wrought alloys에 비해 90～

99%정도의 도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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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표면의 Roughness는 cast나 wrought alloy의 표면보다 거칠며 필요시

polishing이나 machining 는 grinding을 하는 마감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

별한 재료  공정상태 하에서는 thermal spray coating은 coating내의 취성이 

강한 산화물이 형성될 경우 wrought 는 cast alloy와 같이 가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열용사피복기술의 요인자

  열용사피복기술은 단시간에 입자의 가열, 가속, 용융, 충돌, 변형, 응고  냉

각의 과정을 반복한다. 공정의 제어는 피막의 수명  품질에 직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용융입자  가스의 유동 상을 반드시 악하여야 한다. 즉, 최

의 용사피막을 얻기 하여서는 반드시 입자  가스의 속도, Vortex와 입자

의 계, 용융입자의 직경  온도, Barrel길이  직경에 따른 화염의 유동 상, 

화염의 길이  온도, 연소 상, 입자의 입도분포 등 국부 인 연구가 요구되며 

그림 2-7에 간략히 나타내었다.

      그림 2-7. 용사피복기술의 주요인자

  다. 열용사피복기술의 종류

  열용사피복기술은 용사재료에 따라 그림 2-8과 같이 분류되며, 용사재료를 가

열하는 열원의 종류에 따라서, 즉 산소와 가연성 가스의 반응에 의한 에 지를 

이용하는 가스식과 기에 지를 이용하는 기식으로 별하여 세분하면 그림 

2-9와 같으며, 이들 기술의 개략 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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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용사재료에 따른 용사피복기술의 분류

용사법

가스식용사

전기식용사

아크용사

플라즈마용사

선폭용사

LASER

대기 플라즈마용사

감압 플라즈마용사

수안정화 플라즈마용사

화염용사

폭발용사

고속용사(HVOF)

용선식

용봉식

분말식

용사법

가스식용사

전기식용사

아크용사

플라즈마용사

선폭용사

LASER

대기 플라즈마용사

감압 플라즈마용사

수안정화 플라즈마용사

화염용사

폭발용사

고속용사(HVOF)

용선식

용봉식

분말식

그림 2-9. 열용사피복기술의 분류도표

2. 온분사피복기술[4,5]

  온분사 공정은 분말에 열을 가하지 않고 피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교  

새로운 기술이다.  화염, 아크, 라스마 용사처럼 잘 알려진 열용사 방법과는 다

르게 온분사 공정에서는 분말이 모재에 충돌하기 까지 용융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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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온분사에서 입자는 운동에 지에 의해서만 증착이 이루어진다.  지

까지의 실험  결과들은 분말의 증착이 이루어지기 해서 필요한 임계속도가 

존재하며 임계속도는 분말의 온도와 열기계  특성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분사 공정은 1980년  반에 러시아의 과학자 Anatolii Papyrin에 의해  

Institute of theoretical and applied mechanics, Russian academy of science, 

Novosibirsk에서 개발된 기술이다. 그 후 Papyrin이 1994년 미국(National Center 

for Manufacturing Sciences)에 온 후 cold spray 공정에 한 특허권이 발표되고 

본격 인 연구를 시작되었다. 재는 온분사 공정 분야에 하여 한국을 비롯한 

러시아, 미국, 독일, 국을 심으로 하여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Fig 2-15는 피복 공정의 온도와 입자 속도와의 상 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열용사기술은 분말을 피복하는 데 있어 열과 운동 

에 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반면에, 온분사 공정은 상온에 가까운 낮은 온도의 

음속 기체의 흐름에 의한 운동 에 지만을 이용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온분

사 공정은 Kinetic spray 는 [cold gas dynamic spray, cold spray] 로 불리

어 지고 있다.

그림 2-15. 공정 비교 도표

  열용사 공정은 높은 열을 이용하므로 모재 선택의 열  제한성과 분말의 산화, 

기화, 상변화, 열응력의 형성과 같은 문제를 가지는 반면에 온분사 공정은 이

러한 문제 이 발생하지 않는다. 온분사 공정은 재 속, 합 , 복합재료, 비



- 12 -

정질등의 물질의 증착에 용되고 있다(그림 2-16). 그러나 온분사 공정은 운

동에 지만을 이용하여 분말을 증착하므로 열용사에 비하여 분말 선택의 제한성

이 있어 일부 합   세라믹의 경우 속 결합제를 첨가하여야한다.

  그림 2-17은 온분사 공정 시스템의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높은 압력의 기체

(Air, Nitrogen, Helium)가 control panel 을 통하여 기체 히터와 분말을 공 하는 

라인으로 공 된다. 높은 압력의 기체는 기히터를 통하여 30~600 〫C 로 가열되어 

de Laval(converging-diverging) 노즐을 통하며 음속으로 가속된다. 분말 공

장치로 공 된 가스는 분말을 노즐로 운반하고 분말 한 음속 가스 유동장내에서 

음속으로 가속된다.

         

그림 2-16.  온분사 용 분야

  그림 2-18(a)는 구리에 한 입자 속도에 따른 증착 효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분말은 입도 분포를 가짐으로 (b)와 같이 속도분포를 가지게 되므로 증착 효율을 

측정하는 입자의 속도는 평균속도를 사용한다. 에서 입자의 속도가 일정속도 

이하에서는 증착이 되지 않는 것을 알수 있다. 이처럼 증착이  일어나지 않

다가 증착이 시작되는 입자의 속도를 임계속도 (critical velocity)라 하며 이는 

분말의 종류, 크기 등에 따라 다르다. 

  온분사 공정에서 일반 으로 1um 이하의 분말은 비행  충격 에 의하여 

운동에 지를 소실할 수 있고 50 um 이상의 분말은 분말을 소성변형시켜 증착

시키는 충분한 속도를 가지기 힘들어 일반 으로 분말 사이즈는 1~50um 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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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그림 2-17. 온분사 공정의 개략도

그림 2-18. (a) 입자속도와 증착효율       (b) 입도 분포에 따른 속도 분포

  분사 공정에 사용되는 노즐의 종류는 그 모양에 따라 barrel, convergent- 

barrel, convergent-divergent, convergent-divergent-barrel 사용되고 있다. 

그 에서 convergent-divergent되는 조합을 가진 노즐 형상만이 음속에 도달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재 온분사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즐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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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a)의 de Laval nozzle(convergent-divergent)이다. 그리고 그림 2-19(b)는 

유체 해석을 통한 시뮬 이션 결과로서 노즐 목(throat) 부분에서 가스의 속도는 

격히 증가하여 마하넘버 1에 도달하게 되고 노즐의 팽창부분에서 음속으로 가속

된다. 이러한 기체의 가속이 입자를 가속하게 되고 입자는 증착에 필요한 입계속도

를 얻게 된다. 입자의 속도에 향을 주는 요소는 노즐형상, 분말의 크기와 도, 공

정기체의 압력과 온도, 공정기체의 종류(Air, Nitrogen, Helium)등이 있다.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노즐의 형상은 수축-팽창 노즐을 사용하여야 음속의 입자속도

를 얻을 수 있으며 노즐 길이와 노즐 팽창율(노즐 목부분과  노즐 출구의 직경의 비

율)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 제 노즐의 개발은 cold spray 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최 화를 하여 계속 연구 에 있다.

   

그림 2-19. (a) de Laval nozzle            (b)  노즐속 속도 변화 

  그림 2-20(a)는 분말의 사이즈와 도가  작을수록 입자 속도가 빨라짐을 보여

다. 그림 2-20(b)는 가스의 온도와 압력이 높을수록 입자의 속도가  빨라지며, 가스 

압력의 변화보다는 가스 온도의 변화량이 입자 속도변화에 더 많은 향을 보여 을 

알 수 있다. 그림 2-20(c)는 가스의 속도는 가스의 비열의 증가할수록 분자량이 낮

을수록 빠르므로 가스의 종류가 공기(비열 1.4, 분자량 28)에서 헬륨(비열 1.66, 분

자량 4)으로 바뀜에 따라 속도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온분사 공정은 아직 개발 기라 결합 기구가 확실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림 2-21에 보인 결합기구가 재 가장 유력한 분말과 모재의 결합기구  하

나이다. 높은 운동에 지를 가지고 음속의 속도로 진행하는 입자가 모재에 충

돌하여 모재 표면과 분말 표면의 오염물, 산화층을 부순후 순수 속간에 심각한 

소성변형을 일으키며 속 결합을 하게 된다. 이후 개속 되는 입자의 충돌이 먼

 형성된 피막을 더욱 치 하게 하며 연속 으로 증착된다.   다른 유력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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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구 하나는 분말이 소성변형을 통해서 만이 아닌 분말과 모재가 충돌하는 국

부  역에서의 용융이 결합을 이끈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림 2-20.  (a)                             (b)                                 (c)

                   그림 2-21. 온분사 공정 결합기구 

  온분사 공정 특성상 분말의 선택에 있어 열용사 보다 제한 인 측면이 있으

나, 기존의 열용사가 지니고 있는 문제 을 부분 해결해  새로운 기술로서 

주목되고 있다. 일부 합 과 세라믹을 제외한 다양한 소재에 용이 가능한 온

분사 공정이 가지는 장 으로 인하여 그 용범 도 매우 확 될 것으로 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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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증착피복기술

  증착피복기술(Vapor Deposition)은 기상 (Vapor 혹은 Gas)상태 물질을 원료 

혹은 증착 수단으로 이용하여 특정 간 과정을 거쳐 고상 (Solid) 상태의 박막

을 모재의 표면 에 형성한다는 에서 승화의 역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착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데, 특수한 물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첨가 기체를 넣는다거나 증착후 후처리를 통해 화학반응 등을 거쳐 원하

는 물성의 물질로 최종 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증착피복기술은 증착되는 박막물

질의 형성과정에 따라서 크게 물리증착법 (Physical Vapor Deposition: PVD)과 

화학증착법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으로 나  수 있다. 원자상태의 

박막물질이 증착되기 해서는 원자의 수직방향 속도 성분이 증착표면에 달되

어야 하고, 표면이 원자를 흡착 에 자의 이동을 수반하면 화학흡착이라고 하

고, 그 지 않은 경우를 물리흡착이라고 한다. 이러한 증착에 의한 박막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나타내면 그림 2-22와 같다. 그리고 증착기술의 표 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22. 박막 성장과정의 개략도

물리증착법

▪ vacuum evaporation 

▪ sputtering 

▪ molecular beam epitaxy (MBE) 

화학증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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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ospheric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APCVD) 

▪ 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LPCVD) 

▪ plasma assisted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ACVD, PECVD) 

▪ photochemical vapor deposition (PCVD) 

▪ laser chemical vapor deposition (LCVD) 

▪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MOCVD) 

▪ chemical beam epitaxy (CBE) 

  물리증착법은 원료물질의 증착이 화학  변화 없이 그 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화학증착법은 원료가스의 화학  반응을 동반하여 박막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증착피복기술의 산업 응용 로는 모재에 특정한 기계 , 기 , 열 , 학  등 

여러 가지 특성을 부여하기 한 박막의 증착에서부터 모재 없는 박막, 섬유나 

직물의 표면처리까지 단히 범 하다고 할 수 있다.

2. 화학증착

  CVD의 정의는 기상의 화학 물질 (reactants)들의 반응 (reaction)의 결과물로 

모재 에 원하는 조성의 비휘발성의 고상 박막을 입히는 공정을 말한다. 재 많

은 종류의 박막들이 이 CVD 공정을 이용하여 증착되고 있는데 이는 박막물질의 

요구조건이 차 까다로워지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부분의 경우 박막

물질은 1) 좋은 두께 uniformity, 2)고순도, 도, 3) 조성비의 조 , 4) 구조  

완결성, 5) 높은 착력, 6) 단차 부 의 일정 두께 유지 등의 특성이 기본 으

로 요구된다. CVD는 이러한 박막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상 으로 유리하

기 때문에 선택 으로 혹은 독 으로 산업계에 차 용 역을 넓 가고 있

는 실정이다.

  CVD공정은 크게 APCVD(atmospheric-pressure CVD), LPCVD(low-pressure 

CVD), PECVD(plasma enhanced CVD)로 나  수 있다. 이런 분류 하에 각 

source의 종류, chamber의 구성과 가열 방식 등의 구분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CVD system이 존재하는데, 이를 그림 2-23에 나타내었다. 기본 인 개념은 분

류의 구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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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CVD 기술의 종류와 다양한 변형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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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사피복기술

제 1  분사피복기술의 특성

1. 열용사피복기술

  가. 피막의 형성과정

    1) 열용사피복

       열용사피복은 비행입자의 완 용융 는 반 용융상태와 같은 높은 열에

지를 함유한 입자가 고속으로 모재에 충돌하면서 액상입자의 충돌압력에 따른 

유동을 통한 충돌입자의 퍼짐  속응고  속냉각에 의해 개별입자 층 

을 통한 lenticular( 즈모양) 는 lamellar의 구조를 갖는 피막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피막의 형성과정이 그림 3-1과 3-2에 도시되어 있다.

 

그림 3-1. Schematic diagram of thermally sprayed spherical particle 

           impinged onto a flat substrate [1,2]

  피막은 다양한 공정조건에 따라서 미세조직(형성되는 상  상의 조성, 도/

기공함량, 산화물, 균열 등)과 모재와의 결합강도, 잔류응력 등의 피복특성이 달

라지게 되고, 결과 으로 피막의 열 , 기계 , 열기계 , 물리   화학  특성

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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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tic Diagram of Thermal Spray Metal Coating

그림 3-2. A typical microstructure of a metallic sprayed coating. The lamellar 

structure is interspersed with oxide inclusions and porosity.

  피막의 형성기구는 피막입자와 모재, 피막입자와 먼  피복된 피막간의 맞물림 

상과 같은 기계 인 결함을 주로 하여 일부 확산을 동반한 야 학 인 결합을 

나타낸다. 따라서 피막이 충분한 결합력을 가지기 해서는 특히 이종 소재간의 

계면에서의 결합력을 가지기 해서는 모재의 처리 공정인 grit blasting을 통

해 주어지게 된다. 피복하기 에 모재는 처리 과정을 거쳐 표면에 한 요

철을 부여하게 된다. 그림 3-3에 제시된 일부 결과와 같이, 표면 요철의 형상인

자[요철의 크기와 요철의 반복주기]에 따른 층입자의 거동을 수치해석 으로 

해석하거나, 형상 인자에 따른 splashing 거동을 해석하기도 한다. 표면요철의 

높이가 클수록 액상이 요철내 잔류되는 양이 증가하므로 splashing이 감소한다

는 결과를 보여 다. 그러나 실제 용사에서 모재의 처리가 이론 조건과 같이 

균일하지 못하며, 개별입자 층을 거친 면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특성을 평가하

기가 매우 어렵다. 피막의 결합력은 충돌입자의 층에 직 인 향을 받게 된

다. 열에 지와 운동에 지로 표되는 충돌입자의 에 지에 따라서 피막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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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달라진다. 입자와 모재, 혹은 입자와 먼  층된 피막 표면 간의 충분한 

면의 형성을 통한 결합력의 향상은 높은 운동에 지를 통해서 혹은 높은 열

에 지를 통한 야 학  결합 향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림 3-3. Surface roughness effects on the flattening behavior 

  개별입자의 속응고  속냉각공정은 결정 미세화, 비정질상  열역학 으

로 비평형의 상을 형성하게 되고, 충돌과정에서의 퍼짐을 통해 라멜라 형상의 스

랫이 형성되고 스 랫 내부에서의 응고과정은 계면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주상

정구조를 나타낸다. 집합조직으로써의 피막은 낮은 충돌에 지에 따라 충분한 퍼

짐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shadow 상 는 응고수축등에 기인하는 기공이 

피막 내에 함유된다. 용사피복에서 요한 미세조직인 기공은 용되는 분야에 

따라서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시에 유용한 작용을 할 수 있다.

    2) Plasma sprayed coating

       라스마피복기술의 형성과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질서한 피복 공정이

다. 녹은 상태의 입자가 표면과 충돌하여 기에는 표면에 납작하게 퍼지며 거칠

게 처리된 불규칙한 표면과 기계 인 결합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하고 그 다음 

피복 입자들이 역시 기계 인 결합에 의해 서로 결합하여 피막을 형성시킨다. 이 

과정에 공기가 trap 되어 void가 형성되며 일부 입자들은 필요이상으로 과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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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되고  어떤 입자는 녹지 않고 그 로 피막 내에 존재하게 되는 데, 이러한 

것들이 피막의 특성을 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입자들이 연속 으로 퍼지며 결

합하는 것은 Mechanical bonding에 의한 결합임은 확실하나 보다 intense 

investigation을 통해 규명해야할 과제이다[2]. 속피막은 상호확산(inter- 

diffusion process)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세라믹 피막은 sintering과 유사한 

process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3) Deposit formation dynamics

      열용사피복(Thermally sprayed deposits)기술은 강한 충돌에 의한 splat 형

태로 이루어지는 응집결합과 용융 상태의 고 flux 분말(millions of particles/cm2 

sec)의 속한 응축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deposit의 물리  특성과 거동

은 splat에 의해 형성되는 응집력과 공극의 크기와 형상, 균열과 결함 생성, splat 

자체에 있는 ultra fine 분말의 미세구조에 의존한다. 스 랫은 flame 에 의해 녹아

있는 material droplet(지름이 수십 마이크론)이 모재의  표면에 충돌하여 퍼짐

상을 통해 라멜라 형상의 스 랫이 형성되고 속응고  속냉각공정을 통해 응

고되는 상이다. 이런 스 랫들이 모여 deposit을 형성하게 되며  스 랫의 온도, 

viscosity, 표면의 인장력, 이외에도 여러 조건에 따라 향을 받는다. 스 랫 형상

은 분말입자의 속도, 온도, 크기, 그리고 모재 표면 형태에 의존하게 되며, 그 에 

그림 4는 모재의 변수에 따른 스 랫 형상의 향을 보여 다. 

  모재 특성은 개별입자의 층거동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동시에 피막 내의 

잔류응력 형성에 향을 미친다. 그림 3-4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

재 온도의 향은 개별입자의 형상변화와 련된 소  "임계 이온도[Tc: 

critical transition temperature]"가 있다. 모재의 온도가 Tc 이하인 경우에는 액

상 입자가 모재와 충돌하는 경우 극심한 스 래싱 상의 발생으로 형상 으로 

부 합한 형태의 스 랫이 형성되는 반면, Tc 이상의 온도에서는 디스크 형태의 

스 랫이 형성된다. 격한 형상의 변화를 보이는 임계 이온도의 존재는 아직 

명확히 기구가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상론 인 에서 고온의 액상이 상

으로 온의 모재와 충돌하는 과정에 계면 상이 주 원인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

다. 계면 상으로는 충돌 후 액상유동을 일으키는 상태에서의 유동액상의 온도구

배에 따른 도/ 도 구배와 유속변화와 액상입자에서 모재로의 열 달  응고

속도가 액상유동의 불안정성을 유발하게 된다는 과 온상태의 모재 표면에 

물리 으로 흡착된 기체가 충돌과정에 액상유동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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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nsition temperature (b) Splat morphology

이 있다. 이 은 진공상태에서 물리  흡착층을 제거한 경우에 이온도가 감

소하는 상이 뒷받침될 수 있다.  다른 은 충돌 시 액상유동과 속응고의 

경쟁 계에서 국부 역에서의 속응고가 유동 액상의 특성에 향을 미쳐 액상

의 제  상[jetting away]를 조장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림 3-4. Substrate temperature effects on the splat morphology: 

so-called transition temperature by Fukumoto et al 

  그리고 모재의 향 외에 보다 고려해야 될 사항은 splat의 물리  특성, 즉 

냉각속도, 응축 criteria, 결정체의 생성과 성장, 상 형성 등인데, splat 형성  

응축에 필요한 양상들은 복잡하고 상호 작용한다는 것이다.

    4) Splat formation

       Splat formation에 향을 주는 인자를 shape factor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Equivalent diameter = defined as the diameter of the circle with the    

   same area of the selected feature

- Circularity = defining the elongation of the selected feature, unity    being  

  a perfect circle

- Periphericity = indicating the importance of peripheral material              

   projections at the impact point, unity resulting from absence of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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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ions

  이외에 공극, deposit 효율, 미세경도와 같은 deposit 특성에 강한 향을 주

는  splat shape factor는 spray angle 이다.

    5) 열용사피복

       열용사피복의 냉각  고체화 율은 개개 splat의 고체화와 모재의 조건에 

의존하는 데, 기 plasma spray의 냉각은 106K/sec 정도로 냉각되므로 

wrought 혹은 cast material에서 볼 수 없는 glassy metal 과 같은 amorphous 

structure를 형성한다. 이러한 splat의 냉각속도는 ultra rapid quenching 이라

고 볼 수 있다.

  나. 피막의 특성

    1) Porosity

       기공은 보통 disk 형태를 하고 splat사이에 있으며 속히 고체화 될 때 

형성된다. 기 분 기에서 spray coating을 하면 속이 산화되어 porosity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불활성 가스 분 기에서 하면 porosity level을 

폭 일 수 있고, 한 spray ambient pressure를 일 수 있으므로 flame의 속

도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 분말 입자도 증가되어 모재에 충돌하는 molten 입자의 

속도도 증가하게 된다. 이 게 속도가 증가한 molten 입자의 splat의 flattening 

정도는 기 분 기에서 수행한 splat의 flattening 보다 훨씬 커서 보다 높은 

도와 보다 낮은 porosity의 deposit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불활성기체 분

기에서 coating을 수행하면 molten 분말의 속도가 증가하여 porosity는 감고하

게 된다. feed stock particle size가 커지면 porosity도 증가하게 된다. void의 

생성을 이기 해서 는 완  제거를 해서는 공기가 없는 chamber내에서 

coating을 수행해야 되며 이런 경우 공기에 한 항이 없기 때문에 분말의 속도

가 보다 고속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보다 얇게 보다 납작하게 피복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즉 vacuum plasma spraying은 공기가 trap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도의 피막을 기 할 수 있다. vacuum spraying coating이 합한 재질은 공기 

에서 산화가 잘되는 zirconium, titanium, niobium 등이다. 

    2) Ad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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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막과 모재와의 결합(coating-substrate adhesion)은 응용차원에서 볼 때 

가장 요한 부분이다. Adhesion 이란 두개의 표면이 valence force나 

interlocking force 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의해 결합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

다. 그러나 thermal spray coating에 해서의 adhesion은 특수한 정의가 요구된

다. 왜냐하면 thermal spray coating은 미세구조 차원에서 볼 때 복합체처럼 생각

되기 때문이다. 속표면의 thermal spray coating을 정의하고 있는 기본 인 

bonding mechanism은 3가지 그룹으로 구분된다. Thermal spray process 는 피

막의 미세구조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막의 착 강도는 그 공정에 따라 변하

며, substrate preparation 즉 grit blasted, cleaned, preheating 등은 피막의 특

성을 결정짓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피복재와 모재와의 , 그리고 피복 입자

간의 bonding mechanism은 다음과 같은 process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층 메카니즘

(1) 기계 인 결합.

(2) 확산  야 학 인 결합.

(3) 다른 흡착, 화학  그리고 물리  층 메카니즘 - 

    산소 필름, Van der Waals 힘 등.

층과 입자의 층 을 통한 피막에 향을 주는 요소

(1) Cleanliness

(2) Surface area

(3) Surface lopography 는 profile

(4) 온도(열에 지)

(5) 시간(반응속도  냉각속도 등)

(6) 속도(운동 에 지)

(7) 물리   화학  특성들

(8) 물리   화학  반응들 

    3) Corrosion and barrier protection

       Thermal spraying for corrosion protection and infrastructure 

maintenance corrosion protection은 2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galvanic protection 

인데 이 것은 표면에 cathode layer를 형성하여 피막 자체는 부식이 일어나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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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표면은 보호되는 coating 방법이다. 이 목 으로 사용하는 속은 주로 zinc, 

aluminum, zinc-aluminum alloy 이다. 둘째로 barrier protection이다. 피막 표

면과 외부 환경과 완 히 차단시키는 것으로서 피막 자체는 아무 변화를 받지 

않고 표면을 보호한다. 를 들어 스텐 스 강 표면의 산화층의 chromium 

oxide 가 이것에 해당된다. Zirconia의 thermal barrier coatings은 low 

thermal conductivity를 가지며 0.005-0.01inches의 두께에서 온도를 1000도에

서 100도로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4) Stress

       부분의 재질이 냉각되거나 굳어질 때 수축(contraction and 

shrinkage)이 동반하는 데, 분말입자가 모재에 충돌하여 속히 냉각 고화될 때, 

입자 내에는 tensile stress가 형성되고 모재 표면 내에는 compressive stress

가 형성된다. 피막이 첩되면 피막 내의 tensile stress가 증가하게 되고, 과다

하게 피복하게 되면 증가되는 tensile stress는 bond strength 는 cohesive 

strength를 능가하여 피막을 괴시킨다. tensile stress와 compressive stress

의 상호 계를  그림 3-5에 나타내었다. 

그림 3-5. Relationship between tensile and compressive stress

  스텐 스 강과 같이 수축이 잘 일어나는 재질은 높은 stress build-up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막의 두께를 얇게 하도록 제한해야 하며 일반 으로 얇은 피막

은 두터운 코 보다 내구성이 좋다.  High kinetic energy와 low thermal 

energy를 사용하는 시스템, 즉 HVOF, HEP, Cold spray 등은 고 도의 피막을 조

성하는 동시에 비교  stress문제가 없는 피막을 조성한다. 이것은 입자의 충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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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Coating Cast/Wrought

Strength Low(5-30%) 100%

Ductility Very low(1-10%) 100%

Impact Low High

Porosity Yes(not if fused) In some castings

Hardness Slightly higher(microhardness)

Wear resistance High Low

Corrosion Low resistance High resistance

Machining Poor Good

라 발생하는 냉각고화에 의한 tensile shrinkage stress가 일어나는 동안 shot 

peening(총을 쏘듯 날카롭게 쪼는 형태)과 같은 mechanical deformation에 의

해 형성되는 compressive stress에 의존되기 때문이다.

   

    5) Properties  

       피복과 Wrought 는 Cast 의 성질을 간략히 비교하여 표 3-1에 나타내었다.

표 3-1. Comparison of coating to wrought or cast equivalent

    6) Properties thermally sprayed coatings can provide are as follows.

       . wear resistance

       . corrosion resistance

       . heat resistance

       . thermal barrier

       . electrical conductivity or resistivity

       . abradable or abrasive

       . tectured surface

       . catalyst and prosthetic properties

       . restoration of dimension

       . copying of intricate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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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Variables effecting on coating (splat formation) 

    1) Splat morphology[3]

       모재 상의 피막은 splat 형성으로 이루어지며, splat의 구조는 피막의 구

조를 결정짓게 되며, 결국 피막의 착특성을 결정짓는 결과가 된다. 모재의 재

질과 온도는 splat 형성에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즉, 모재의 

온도를 올리면 particle은 more contiguous가 되고 둥근 splat을 형성한다. 반면

에 낮은 온도의 splat는 부서져 있거나 조각이 난 상태가 된다. 가장 contiguous 

상태의 particle이 glass 모재에 피복했을 때는 disc 같은 splat을 형성하지만 

속모재에 피복될 때는 잘 펴지지 않고 부서져 있거나 불규칙한 상태의 피막이 

형성된다. 이것은 모재의 thermal conductivity 등 특성에 따라 particle의 속

한 quenching에 의한 것이라고 단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형상은 particle의 

spreading과 solidification의 time-scale과 연 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냉각율

이 충분히 낮다면(glass인 경우) particle이 고화되기 에 완 히 spreading될 

수 있으나 고화가 속히 이루어지면 spreading과 splashing에 향을 주어 조

각이 형성되게 된다. 그러므로 contiguous하고 flattening 한 splat을 얻기 해

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a) 모재의 온도는 보다 고온을 유지

    b) 보다 낮은 열 도도를 가진 모재 사용  

    c) in-flight 도  flame 으로부터 열을 달받아 고온을 유지할 수 있      

  도록 보다 작은 particle을 사용

    2) Stress

       온도가 상승하면 tensile stress는 compressive stress로 바 며 각 재

질들은 각각 다른 thermal expansivity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재에 피복되어 있

는 피복재와 모재의 열  특성이 matching이 안되면 온도변화에 따라 thermal 

compressive가 달라져 괴가 일어난다. 그림 3-6은 공정  모재의 온도가 응

력에 미치는 향을 보여 다[3].



- 31 -

그림 3-6.  Substrate temperature effects on the stress evolution

 

    3) Effect of organic substance adsorbed on substrate [4]

       표면에 있는 organic substance는 molten droplet이 납작하게 될 때 

droplet의 열에 의해 기화되어 납작하게 된 droplet을 분산시키며 결국은 불규칙

한 morphology가 형성되는 splat을 형성시킨다. 그 이유는 기화된 가스는 

droplet과 표면간에 을 방지하는 barrier 역할을 하고 한 표면을 따라 흐

르는 액화 droplet의 흐름방향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불규칙한 morphology가 형

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 으로 preheating을 하며 이외에도 preheating하는 

이유는 표면에 있는 습기를 제거하기 함이다. 이러한 목 에 사용하는 

preheating은 150℃ 이상이어야 하며, 이런 상태의 표면에 고착되는 피막은 

regular disk-like splat을 형성하는 데, 200℃로 가열한 표면에 피복된 Al2O3 

splat은 완 한 disk 형태를 하고 있음을 실험에 의해 증명 하 다. 결국 Splat

의 불규칙한 morphology를 성시키는 주 요인은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으

며, 첫째는 표면에 있는 유기물질의 기화에 의해서이고, 둘째는 모재 자체가 용

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mechanism은 용해된 droplet의 표면흐름에 

향을 주어 불규칙한 morphology를 형성시킨다.

    4) Effect of particle-surface materials combination on morphology 

       of plasma sprayed splats[5]

       Particle-substrate의 조화는 particle이 모재 표면에 충돌하여 착될 때 

둥근 splat을 형성하며 고착되는 것이 가장 이상 인데, 이러한 결과는 particle

과 모재 재질이 잘 조화가 이루어 질 때 가능하다. particle이 강력한 충돌에 의해 



- 32 -

그 부분이 녹는 상태가 되면 ring type의 splat이 형성되어 바람직한 피막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모재가 녹지 않으면 둥근 splat을 형성하게 되어 이상 인 피막

을 얻을 수 있다. 후자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모재 용융이 일어나지 않는 

유사한 thermal properties를 갖고 있는 particle과 모재를 조화시켜 피복을 해

야 된다. 

    5) Effect of substrate temperature on morphology of splats[6]

       용해된 droplet의 고화는 super-cooling이 임계 값을 넘어설 때 시작되

는 데 cold 모재 인 경우(transition temperature = 523K 보다 낮은 경우) 표면

에 고착되는 flattening droplet의 앙 부분은 disk-shaped splat이 형성되고 

그 주변은 splashing이 일어난다. 그러나 hot 모재 인 경우 (transition 

temperature = 523K 보다 높은 경우)는 splashing은 일어나지 않고 regular 

disk-shaped splat이 형성된다. 이러한 상은 이론과 실험이 잘 일치한다.

  라. Porosity control of thermally sprayed ceramic deposits[7]

    1) 피막의 porosity

       기공도는 thermal  spraying process의 선택, spray parameter의 선택, 

feedstock size, chemistry 등에 따라 큰 향을 받는다. 그러나 thermal 

spraying process나 material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porosity 제어는 그리 쉬

운 편은 아니다. 따라서 특수한 deposition 방법 혹은 post processing(후처리)

등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

    2) 여기서 의미하는 특수한 deposition 방법이란 ceramic과 metal을 동시에 

사용하여 deposit 하는 것인데 ceramic과 metal powder를 혼합하여 사용하여 

deposit하든가 는  ceramic layer 와 metal layer를 sandwiched-structure식

으로 deposit하는 것이다. deposit 부분의 porosity를 증가시키기 해서는 

metallic phase를 leaching 시키거나 용해온도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여 제거시켜 

제조하고 반 로 porosity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calcination 시킴으로서 가능

하다. porosity를 감소시키는 다른 방법은 phosphates, silicates와 같은 

inorganic을 voids에 주입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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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System

   Fuel: H2 
   Shroud gas: N2

   Fuel: H2 
   Shroud gas: Air

   Fuel: Propylene 
   Shroud gas: Air

 wt% Oxygen

   0.235

   0.417

   0.355-0.471

 With Gas Shroud Nozzle

   Fuel: Propylene 
   Shroud gas: Air
 

   Fuel: Propylene 
   Shroud gas: N2        

   0.320

   0.120

     3)  다른 방법은 sintering하는 방법인데 deposit 내부에 존재하는 void

는 sintering에 의해 material phase transition으로 void가 제거되며 density가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는 alumina등 특수한 재질에만 용된다. 

  마. Effect of gun nozzle geometry on HVOF thermal spraying processing[8]

    1) Gun nozzle의 throat 지름은 피막의 micro-structure, hardness, 

oxygen content, deposition efficiency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으나 divergent 

부분의 길이는 큰 향을 미친다. 이 길이를 길게 하면, 피막의 산화물이 어지

는 동시에 deposition efficiency는 하게 증가 된다. 그리고 divergent 부분

의 토출구를 크게 하면 가스온도와 particle의 용해정도는 감소한다. 다시 말하면 

gun nozzle 형태에 따라 피막의 특성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2) Effect of Gas Shroud Nozzle for HVOF Spray Deposition[9]

       HVOF spray 시 nozzle을 통과한 고온 가스는 표면과 충돌 직  기공

기와 하기 때문에 particle이 산화 되며 이 산화물이 inter-lamellar 

bonding에 나뿐 향을 끼치므로 피막의 질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가스 flame

과 공기와의 을 감소시킴은 산화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nozzle 끝에 

shroud를 사용할 경우 shroud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산소함량 0.471%에서 

0.12%로 감소시킬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자료는 표 3-2 에 제시하 다.

              표 3-2.  Oxygen content of the co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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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hroud를 사용할 경우 particle의 속도  온도는 약간 감소하게 되는 

데 속도는 무려 50-60%정도 감소하고 온도는 100도 정도 감소한다. 이에 따라 

porosity는 증하게 되며 MCrAlY coating(M=iron, cobalt, nickel, or their 

mixture) 인 경우 porosity가 4.8%에서 5.6%로 증가한다.    

2. 온분사기술의 특성[10]

  가. 피막 형성과정

 

 그림 3-7. 입자와 모재의 충돌 시간에 따른 변화와 층 거동

  온분사 공정은 일반 으로 5~50um 의 분말이 상온분 기에서 

500~2000m/s 의 속도로 모재에 충돌하여 입자와 모재의 용융 없이 증착되는 

기술이다(그림 3-7 참조). 온분사 공정에서의 bonding mechanism 은 아직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재 가장 많이 인용되는 deposition 

mechanism 은 충돌시 발생하는 입자와 모재의 소성변형에 의하여 jet 가 발생

하여 입자와 모재 표면의 산화물이나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 입자와 모재가 

conformal contact을 형성하게 해 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을 일으키는 에 지는 입자가 모재와 충돌하여 소성변형을 일으키

기 하여 필요한 일정 속도 이상의  critical velocity를 넘어야한다. 만약 입자

의 속도가 critical velocity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모재에 crater만을 남기고 입

자는 모두 떨어져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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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막 측성

    1) Porosity

       기공은 피막의 결합력, 경도, 열 팽창계수등 기계 , 열 , 기  특성에 

매우 많은 향을 다. 이러한 기공은 소성 변형된 입자(splat) 사이에 발생하며 

입자의 속력에 따른 입자의 소성변형 정도 flatten ratio (입자의 높이와 넓이 의 

비)에 따라 기공의 크기가 변화된다. 일반 으로 입자의 속도가 빠를수록 소성변

형 정도가 증가하여 입자와 모재사이뿐 아니라 입자와 입자사이의 기동도도 

어든다. 한 입자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소성변형을 하여 필요한 에 지가 

으므로 기공도가 어들며 이는 동일한 공정조건에서 작은 입자가 큰 입자보다 

증착효율이 높은 데서도 알 수 있다.

  온분사 공정은 일반 으로 열용사기술에 비하여 기공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는 분사공정 에 발생하는 용융입자의 응고과정  수축 상을 동반

하지 않으며, 열용사공정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모재와 충돌하여 입자와 입

자간의 intimate contact을 피복의 기본 mechanism으로 생각하는 온분사 공

정상 기공도가 열용사 공정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단된다(그림 3-8과 3-9 참

조).   

    2) Adhesion

       피막의 특성상 입자와 모재의 결합력은 그 어떤 특성보다 요하다. 온

분사 공정의 bonding mechanism 이 아직 정확히 규명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

재와 입자의 결합 기구를 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결

합 기구는 4 가지로 구분된다. 

그림 3-8. 온분사 공정의 피막 단면도 

(severe deformation 에 의한 pore 가 거의 없는 피막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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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입자와 모재 충돌시 입자와 모재의 온도 변화 simulation 결과

  

localize melting :  입자의 운동에 지가 충돌에 의해 소성변형 되며 열에 지로

                   변환되며, 계면에서 국부  용융 발생.

                   계면의 일부분에서만 일어나며, 소재에 따라 발생하기도

                   발생하지 않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atomic diffusion : 단열과정을 가정하고 입자와 모재가 충돌 시에 발생하는

                   최고의 온도에서 충돌시간동안 원자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0.1n 아래로 알려져 있음.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과정으로 알려져 있음.

surface adhesion : 원자 단 의 거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소성변화를 통하여 

                  만들어진 jet가 입자와 모재의 표면을 정리한 후 clean 한

                  두 표면에서 기 , 화학 , 원자간 결합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아직 규명하기 어려움이 있음.

interlock 상 : interfacial instability 에 의하여 발생하는 roll-up, 는

                 vortices가 micro-/nano- interlock을 형성(그림 3-10 참조).

    3) Stress

       증착 과정  발생하는 응력이 결합 강도보다 높아지게 되면 모재와 입

자 사이에서 박리가 발생한다. 흔히 열용사에서는 용융된 입자가 응고 과정  수

축하므로 입자 내에는 인장응력이 형성되고 모재에는 압축응력이 형성된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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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 공정 한 입자 가 모재에 충돌할 때 발생 했던 열에 지와 입자 가속을 

한 heating gas 안에서 가열되었다가 냉각되므로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하여 

열용사 공정과 같은 잔류 응력이 형성 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미비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 온분사 공정  입자의 소성변형뿐 아니라 모재에 박히는 형상

으로 증착 되므로 잔류응력에 의한 박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 3-10. interface roll-up, vortices 형성 과정

제 2   열용사기술

1. 기술분석

   표 인 열용사피복기술들의 피복방법은 일반 으로 같은 pattern을 갖고 

있다. 즉 thermal spray gun인 heat sauce에 raw material을 주입하여 용융시

키는 동시에 주입가스로 가속시켜 피막의 표면에 고속으로 충돌시킴으로 피막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HVOF는 분말을 고속으로 가속시켜 높은 에 지

를 갖고 표면에 충돌시킬 수 있으므로 높은 도의 피막을 얻는 데 합한 기술

이며, 98%이상의 도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융 이 높은 세라믹 분말을 물리  

특성을 유지시키면서 피복시키는 데 합하다. 이 기술들의 특성을 표 3-3과 

3-4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용사기술과 입자의 속도의 상 계도 그림 3-11에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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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Comparison of major thermal spray coating processes

  가. 라스마용사(Plasma spray)[11]

     세라믹 산화물과 같은 융 온도가 높은 재질을 피복시키는 데 합한 기술

로서 불활성가스가 차 있는 water-cooled electrode 사이에서 발생하는 

electric arc로 가스를 이온화 시켜 30,000도 정도인 고온의 hot plasma를 형성

시키고 노즐을 통해 2-3 마하의 속도로 분출되는 plasma jet 에 속 는 세라

믹 분말을 투입하여 용융시켜 모재에 충돌시킴과 동시에 냉각시켜 피막이 형

성되도록 하는 기술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그림 3-12와과 같

이 크게 라스마 제트의 형성[I], 라스마 제트-입자 상호작용[II],  비행입

자 충돌과정[III]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직류 아크 방 에 의해서 라스마 

가스가 해리/이온화 과정을 통해 라스마 제트를 형성하고, 이를 노즐 출구를 

통해 외부로 흐름을 형성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고온/고속의 라스마 제트내

에 피복재를 주로 제트의 축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주입하면, 입자가 열원내를 

비행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열원과 상호작용하게 된다. 비행입자와 열원의 상호작

용은 크게 열 달, 운동 달,  물질 달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일정

수 의 에 지 상태에 도달한 입자가 모재 혹은 먼  층이 이루어진 피막의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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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s

Properties
Flame Detonation HVOF

Electric

Arc
Plasma

Vacuum

Plasma

Gas Temperature

(℃)
3,000 4,000 3,000 4,000

12,000-

16,000

12,000-

16,000

Particle Velocity

(m/s)
40 800 800 100 200-400 300-600

Bond Strength

(N/mm)
8 >70

>70

(8000-12000 psi)

12

(6000-9000 psi)

40-70

(5000-8000 psi)
>70

Oxygen Content

(%)
10-15 1-5 1-5 5-15 3-15 ppm range

Porosity(%)
10-15 1-2 1-2 10 2-15 0.5-1.5

Spray Rate

(kg/hr)
2-6 1 5-15 10-25 2-10 3-15

충돌하게 된다. 충돌과정은 충돌 직  비행입자가 가진 에 지가 환되는 과정으로 

퍼짐 상(flattening)과 속응고(rapid solidification)/ 속냉각의 과정이 여한

다.

표 3-4. 열용사피복기술의 특성

그림 3-11. Comparison of particle velocities used within spray coating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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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 plasma spraying process

 이 기술로 형성되는 피막은 2100F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고 내열성의 특

성을 갖으며, spray 분말의 재질은 속, 비 속, 산화물, 탄화물, 붕화물, 질화

물등이 용융피폭 가능하다. 한 강력한 착력으로 모재의 소재에 내마모성, 내

열성, 연성, 기 도성등을 선택 으로 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Plasma spray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속, cerment, ceramic등 고융  분말재의 spray coating이 가능함

    2. Spray coating은 치 하며 입자간 결합  모재와의 착력이 매우 강함

    3. 피막 표면이 매끄러워 부분 가공이 불필요

    4. 모재의 재질과 크기에 제한이 없음

    5. 용도별 물리화학  성질을 경이 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6. 산화물  분순물의 혼합이 극히 어 피복재의 특성을 극 화 시킬 수 

있음.

  가장 보편 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기 라스마용사(Atmospheric Plasma 

Spraying)기술은 Ar, He, N2 등의 가스를 아크로 라스마화 하고, 이것을 노즐

로부터 배출시켜 고온, 고속의 라스마 제트를 열원으로 하는 피막형성 기술

이다(그림 3-13 참조)[11]. 라스마 발생장치는 Cu로 된 원형의 양극과 W로 

된 음극으로 구성되며, 발생장치에서 기 아크 방 이 작동가스를 라스마화하

여 제트를 형성한다. 화염온도는 10,000 ~15,000 K, 화염속도는 150˜300 m/s, 

엔탈피는 16,000~20,000 J/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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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3.. 라스마 용사공정 개략도

   가) 장  

- 고융 의 W, Mo같은 속과 세라믹 피복에 필수 이며, 유일한 용사기법 - 

속, 세라믹스 등 안정한 용융 상을 수반하는 물질이라면 용사가 가능하    기 

때문에 피막재료의 선택 역이 높다 

- Plasma jet의 속도가 크므로 용사재료가 고속으로 피처리물에 충돌하고     

이로 인해 고 착강도, 고 도의 피막 제조가 가능 

- 출력화가 용이하므로 단 시간당 용사량이 커서 작업성이 좋고 경제성    

이 높은 공법입니다. 

- 무산소, 무탄소이며 청정, 열화학  활성인 열원이기 때문에 용사재료의     

오염  변화가 다. 

- 열원의 종류와 조건에 의해 용사비행 입자의 온도, dwell time, 분 기 가    

스성분과의 시간, 특히 모재표면에의 충돌에 지, 냉응고속도등이     달

라진다. 즉 용사피막의 물리 화학  성질이 크게 달라진다.

   나) 단  

- 기압의 분 기에서의 공정으로 주변 공기가 라스마 제트 불꽃내에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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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어 결과 으로 기공도가 높고 부착율이 약해진다 

- 피복재에 따라 산화물 는 질화물이 형성되어 불순물이 섞인 피막을 얻    을 

수 있다. 

 

  나. 기아크용사(Electric Arc Spray)[12]

     아크용사는 두 개의 선재를 극으로 하고, 극 끝 부분에 아크를 발생시

켜 재료를 용융시킴과 동시에 압축공기 제트로 분사 비행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기술이다(그림 3-14 참조). 아크로 재료를 용융시키기 때문에 고능률 용사가 가

능하고, 형소재의 피막형성, 소모소재의 오버 이 용사에 당하다. 반면에 용

사재료는 도성이 요구되며 아크열에 의하여 재료의 성분이 변화하므로 미리 

조성을 조정한 선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연소  이온화된 가스, 폭발가스, 

기에 지를 열원으로 하는 용사장치에 의해 용사재료( 속, 비 속, 합 강, 세라

믹, 라스틱)의 선재  분말재료를 가열하여 용융 는 여기에 가까운 상태로 

입자를 세차게 불어서 소재표면에 피막층을 형성함으로서 부품과 제품의 내마모

성, 내식성, 내열성, 내약품성 등을 격히 증 시키거나 기 도성, 연성, 열

도제어 특성을 부여하기도 하며 표면연화  간극유지 목  등으로 사용한다.

  이 기술은 Twin wire arc라고도 하는 데, 속을 경제 으로 피복할 수 있으

며, 피막 내부 공극이 10-15%가 형성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장 은 빠른 속

도로 두텁게 넓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량 건축자재에 사용되며 피복재는 알

루미늄, 동, 니 , 아연, 스텐 스 강 등이다. 피막의 두께는 0.25μm 이상이다.

 

           

그림 3-14. 아크용사의 공정 개략도

  다. 화염용사(Flame Spray)[13,14]

     화염용사는 산소와 연료가스(아세틸 )를 1:1˜1:1.1의 비율로 하며, 화염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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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000˜3350 K 정도, 화염속도는 80˜100 m/s 정도이다. 용사재료는 분말이 아

닌 선이나 형으로도 공 할 수 있다. 사용재료에 따라서 용선식, 용 식  분

말식 화염용사로 나  수 있다. 분말식 용사의 경우, 분말을 Gun의 상부로부터 

공 하여 Gun송 구로 통하여 나오는 산소-연료의 혼합가스 에 혼입하여 노

즐출구로 분사하여 용융된 입자를 기재의 표면에 충돌시켜 피막하는 용사법이다. 

그림 3-15에 화염용사 공정의 원리가 개략 으로 도시되어 있다.

      

그림 3-15. 화염용사의 공정 개략도

  라. 고속용사(high-Velocity Oxygen Fuel Spraying, HVOF)[15]

     고속용사는 연료가스( 로 , 메틸아세틸 , 헵탄, 수소)를 산소와 함께 고

압에서 연소시켜 고속의 제트를 발생시키는 것(그림 3-16 참조)으로서, 일반

으로 powder flame spray와 비슷하지만, spray 속도가 높고 피복시 강력한 

bond를 형성시키는 것이 다르다. 분말형태의 피복물질을 제트에 주입시키고, 산

소와 연료기체의 혼합기체로 얻어지는 화염(온도는 3170˜3440 K)에 의해 피복

재를 용융시킨 다음, expansion nozzle을 통과하면서 1600mph(Mach 2) 이상

으로 가속시킨 고 운동에 지를 가진 용융된 droplet을 만들고 이 droplet들이 

모재의 표면과 충돌하여 피복되는 기술이다. HVOF는 고 도, 고경도, 고 bond 

strength carbide 와 속물질을 spray 피복하는 데 합한 기술로 알려져 있

다. 피막의 두께는 0.0005 내지 0.2mm 정도가 되며 도는 99%이상, 경도는 

1000Vickers, tensile adhesion strength는 12,000psi 이다.

  가) 장  

      - 우수한 합강도를 지니는 피막 제조 (내구성  수명연장가능) 

      - 높은 경도를 지닌 치 한 피막 제조 (우수한 내마모 특성) 

      - 높은 입자속도로 인해 피막 내에 압축잔류응력이 발생

        (수mm이상의 후막형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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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로 특성  열충격 항성 향상 

  나) 단  

      - 산화물의 용사는 불가능  

                   

그림 3-16. 고속용사의 공정 개략도

  마. 기타     

     상기 기술 외에 thermal spray 기술로서 고품질의 피막을 얻을 수 있는 

Pulsed high acceleration spray technique(PHAST)이 개발되어 있으며, 한 

폭발용사(Detonation-Gun Dpraying, D-Gun Spraying)도 있다. 이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PHAST[16] : 이 기술은 High power electric arc thermal spray를 기 로 

하고 있으며, Utron Inc.에서 개발한 a new patented approach to thermal 

spray 로서 최 의 피막 특성을 조성시키기 해 화학  열  환경을 동시에 제

어할 수 있도록 하며 분말의 속도를 획기 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 피복기

술이다. Spray coating에 의한 피막의 특성은 분말의 속도가 고속일 수 록 향상

될 수 있다는 데 근거하여 개발한 기술이다. 각 기술에서 얻을 수 있는 분말의 

속도를 그림 2에 비교하 다. 그림2로부터 알 수 있듯이 UTRON PHAST gun에 의

한 분말의 속도는 타 기술보다 2배 이상인 4000m/s의 속도를 얻을 수 있다. 

PHAST gun 으로 얻을 수 있는 온 고속 분말을 PHAST에서 분말이 고속으로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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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안 이 장치만으로 독특하게 조성하는 화학  열  환경 하에서 피복함으로서 타 

기술로서는 얻을 수 없는 본 기술로서만 갖는 독특한 특성의 고품질피막(high 

quality coatings with unique properties)을 형성시킬 수 있다. 본 기술의 장

은 다음과 같다.

  . greater adhesive strength

  . higher hardness

  . higher deposition efficiencies

  . phase structure and chemistry maintained

  . absence of detrimental thermal stress

  . higher coating densities

  . less oxidation      

- 폭발용사 : 폭발용사는 수냉되는 내부직경이 25mm 정도인 긴 과 작동가스 

공 부, 화장치  분말 공 부로 되어 있다(그림 3-17 참조). 이 방법은 산소

와 아세틸 을 에 공 하고 분말을 주입한 후, 가스를 폭발 연소시켜 고온/고

속의 화염을 만들고, 이것을 열원으로 하여 분말을 용융 시킴과 동시에 용융된 

입자를 가속시켜 피복하는 것이다. 용사입자의 비행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치 하

고 결합성이 높은 피막을 얻을 수 있다. 화염의 최고온도는 4500 K이고 용융 

입자의 비행속도는 750˜900 m/sec, 화속도는 1˜15 Cycle/sec이다.

                            

        

그림 3-17. 폭발용사의 공정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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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재[17]

  . 속은 분말이나 wire형태로 thermal spray gun에 주입하고 세라믹은 주로 

분말로 주입하는 데 sintered rod로 만들어 주입하기도 한다. 

  .Combustion flame spray인 경우 속 분말, 속 wire, 세라믹분말

  .HVOF는 미세 분말 

  .Plasma는 속, 세라믹분말. 이 경우 분말의 화학특성과 분말크기 등 분말특

성이 매우 요하다. 구형이며 균일한 크기, 일정한 화학  특성을 가진 분말이 

가장 합하다. 이 게 하기에는 경제성이 문제이다. 가장 경제 인 조건을 선택

함이 필요하다.

  .Material specifications[18]

   Pure metal and alloys : Aluminum, Zinc, Copper, Nickel, Molybdenum,      

   Tin, High Carbon Steel, Medium Carbon Steel, Low Carbon Steel,           

   EN-8, EN-9, EN-31, Nickel-Chrome, Nickel-Aluminum, S.S.304,            

   S.S.316L., S.S.410, S.S.420, S.S.430, Monel, Brass, Babbitt, Tin, Bronze,    

   Phosphorus bronze, Aluminum Bronze, White metal, Inconnel

   Ceramics : Aluminum Oxide, Chrome Oxide, Titanium Dioxide, 

              Zirconium Oxide

   Carbides : Tungsten Carbide, Chrome Carbide

   Composite Alloys  

3. 공정의 장

   .Wear protection against abrasion, erosion, fretting, galling

   .Corrosion protection against oxidation, hot gas corrosion, 

    atmospheric corrosion

   .thermal barrier coating

   .Immersion corrosion

   .reclamation of worn-out parts

   .hardness up to 72HRc

   .any coating on any metal

   .rebuilding of under size parts

   .electrical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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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사피복 후처리기술

  As-sprayed 상태는 조도가 보통 5 ~ 28um정도로 매우 거친 표면상태를 나

타내고 기공은 용착 속 부피의 1 ~30%정도이다. 이런 상태로는 실제로 용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조도를 갖기 해서는 grinding과 polishing 작업

이 필요하고 기공 함량을 이기 해서는 sealing과 열처리를 한다. 열처리는 

잔류 응력의 완화와 피막의 상을 변화시키기 해서도 사용된다.

  가. 후처리방법

    1) 열처리(Heat treatment)

       열처리는 부분 로 열처리(furnace treatment) 방법이 쓰이며 이져 

처리나 Hipping 방법도 가끔 사용되고 있다. 세라믹은 속모재에 비해 열팽창

계수가 작기 때문에 고온에서의 열처리는 열팽창계수의 차이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도한 상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한다. 를 들어 단열피복의 

경우 부분 지르코니아를 많이 사용하는데, 고온에서 상온으로의 냉각시 

tetragonal에서 monoclinic으로 상변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3~4%의 부피 팽창

으로 인해 응력을 유발하게 되고, 피막의 수명에 좋지 않는 향을 미친다. 따라

서 로 열처리는 모재에서 떼어낸 상태에서 소결하는데 용되고 이 경우 피막의 

도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도체에서는 탄성계수를 증가시키고 도성을 

회복하게 된다. 속과 합 에서 열처리는 도성 피막의 기 항성을 감소시

키고 모재와 간 피막과의 결합력을 증 시킨다.

    2) 이져 처리(laser treatment)

       Laser treatment는 새로운 기술로서 피복 후에 Laser remelting(glazing

이라고도 함)과 laser engraving방법이 있다. 이것은 이 가 갖은 매우 높은 

출력 도(10 - 15W/cm2)를 이용하여 피막 표면에 열을 가함으로써 속  

합 의 기공을 감소시키고 도를 높인다. 요한 것은 재료표면에 수직으로 균

열이 발생하여 피막이 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수직 균열을 이용하기도 하

는데 터빈에서는 가혹한 열 사이클에 견딜 수 있도록 상부피막으로서 ZrO2를 

사용하는 열차폐 피막을 이용한다. 이 때 이러한 수직 균열이 ZrO2의 주상정 조

직을 형성시키면서 우수한 열충격 항성을 나타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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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ot isostatic pressing(HIP)

       HIP는 고압(300MPa 이상)과 고온(2300K이상) 분 기 하에서 이루어지

는 방법으로서 비교  작은 크기의 피복 시편에 용이 된다. 장치는 알곤 기체

분 기에서 용기(vessel)에 압력을 가하는데, 최종 압력은 고온의 기체 팽창에 

의해 얻어진다. 이 게 처리할 경우, 고온 부식에 한 항성, 인장 강도, 경도 

등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 지르코니아 피복에서는 피막에 압축 응력을 가하여 

표면의 상변화 괴를 억제하는 효과도 향상된다.

    4) Sealing( 공)

       부분의 용사피복의 경우 공정 상 필연 으로 기공을 함유하므로 유체

가 침투하기 쉽다. 이 때문에 모재가 부식되거나 출 결함이 발생하기 쉽다. 따

라서 이를 방지하기 해서 공(sealing)처리를 한다. 주입(Impregnation) 방법

은 보통 용사피복시 서로 연결된 기공(interconnected pore)을 공처리하기 

해서 사용하며, 액체 상태의 실러(sealer)가 삼투압 작용에 의해 기공으로 들어

가 응고되면서 기공을 인다. 이 때 사용되는 sealer로는 주로 유기물(왁스, 페

놀릭 등)이기 때문에 방사선장에서의 사용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실리콘과 같

은 무기물은 내 방사선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실링작업은 거

친 연마나 미세연마 에 실시하는데, 그 이유는 실런트가 없을 경우 표면상태가 

거칠고 불안 하기 때문에 작업시 쉽게 표면이 떨어져 나가고 이물질의 침투가 

용이해서 피막에 나쁜 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가) sealing의 필요성과 장

          용사 단열 피복은 그 공정 특성상 entrapped gas, unmelted 

particle, poor splate contact, premature solidification, crack 등에 의한 수~

수십um의 기공을 가진다. 이러한 기공들은 crack의 를 도와 괴를 일으키

고 강도, 경도  탄성 계수등의 기계  특성을 하시킨다. 그리고 기공을 통한 

부식 유발 물질의 침투는 속 합층과 모재의 부식을 유발하여 열차단 피복시 

박리를 일으킬 뿐 아니라 고온 부품의 수명을 하 시킨다. 용사피복에서의 기공

에 의한 이러한 단 으로 인해 후 처리 공정의 일종인 sealing 법이 연구되어지고 있

다. 연구에 따르면sealing을 하 을 때 용사피복의 기계  특성 (강도, 경도, 마모 특

성, UCS, erosion특성, fatigue특성 등...)이 향상됨을 보 고  속 집합 피막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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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부식이 히 어든다고 한다.

  TBC에 용하는 sealing은 TBC의 가동 분 기인 고온 고압 고하 의 분 기

에서도 열 으로ㅡ 기계 으로  화학 으로 안정한 재료 이어야한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재료는 세라믹인데 일반 으로 세라믹제의 가공 온도는 

매우 높다. 그러나 피복재의 변형과 특히 속모재와 합 피막의 열  산화와 

변형을 고려할 때 sealing 공정은 반드시 온의 공정이어야 한다.

  기존의 sealant들은 sealing이 많이 용되어지는 분야인 내마모, 내부식 분야

의 피복에서 사용되어지는 유기 는 무기 sealant가 부분이다. 이러한 

sealant들은 TBC의 혹독한 환경에 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TBC 에 

용되어진 몇 몇 sealant가 있지만 이들 역시 사용이 제한 이다. 

hexachromium을 이용한 크로미아(Cr2O3) sealing은 1100℃이상의 고온 환경

에서 기화되는 성질이 있어 온도의 제한성이 있고 알루미늄포스패이트 sealing도 

역시 온도의 제한과 P의 확산에 유의해야 한다.

      (나) PSI(polymer solution infiltration) 

          유기물로부터 세라믹스를 제조하는 공정이며, PCS 유기용매가 피막 

내 기공이나 균열을 통하여 내부로 유입되고 열분해 과정을 통해 형성된 SiC를 

기공이나 균열을 메우는 공처리(sealing)하는 방법이다. PSI공정은 온 무가

압 소결법으로 피막과 모재에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라믹 제조 공정으로 

thermal spray coating의 sealing에 합한 공정이라 할 수 있다.

  나. Finshing

    1) Grinding

       Diamond 는 CBN(cubic boron mitride) wheels은 세라믹 피막을 

grinding하기 해 사용된다. Silicon carbide wheels에 속 피복을 한다.

    2) Polishing and lapping

       Polishing은 마치 grinding처럼 같은 기계를 사용한다. Polishing과 

lapping은 모두 표면조도를 향상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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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온분사기술

1. 국내외 연구 동향

온분사 공정은 1980년  반에 Dr. Anatolii Papyrin 의하여 계발되어 1994

년에 특허를 신청되었고, 그 후 2002 년 에 들어서면서 실험실 단 의 온분

사용 피복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온분사 공정의 재 상용화를 하여 특허를 

조 씩 피해가며 다음과 같이 계발되고 있다.

- Cold Spray (cold gas dynamic spray, CGDS)

   1) Sandia National Lab (1994~ 재)

    Alcoa/Howmet, Ford Motor., Pratt$Whitney, Siemens-Westinghous

    Power Corp.,

    ASB industries, Ktech Corp., Praxair

   2) DGT (독일) : 2002년 장비 상용화

    Linde Gas Technology, University of Federal Armed Forces in

    Hamburg

- Kinetic spray

    Delphi Research Lab

    Nozzle 변경 (200um 까지의 조  분말 가능)

- Kinetic metallization

    inovati (미국)

    2002 R&D 100 award (분말 피복재 즉시 수거 재사용)

    Nozzle 변경 (작은 가스 압력 사용, 가수 소비 하)

- High velocity Particle Consolidation (HVPC)

    the Pannsylvania State Univ.

- Supersonically Induced Mechanical Alloy Technology (SIMAT)

    Univ. of Windsor (캐나다)

- 부분의 국가 2000년 부터 연구 시작

    일본, 국, 국, 호  등

- Dynamic powder deposition (DPD)

    RIST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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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분석

  

  온분사 공정은 5~50um의 입자가 음속기체 유동장으로 주입되어 500~ 

2000m/s로 가속된 다음, 모재에 증착되는 기술이다. 따라서 음속을 얻기 한 

기체의 조건  노즐의 형상에 한 효과와 기타 여러 공정 변수들이 고려된다. 

  가. Nozzle

     수축-팽창 노즐(그림 3-18)에서의 면 에 따른 속도의 변화(그림 3-19) 

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식 1>             

모든 곳에서  M<1 일때                    모든 곳에서 M>1 일때

- 수축부      - 수축부  

- 확 부      - 확 부 

  

그림 3-18. 온분사 공정에 사용되는 convergent-divergent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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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노즐 형상에 따른 속도의 변화

아음속에서 음속으로 가속하려면 수축-확  노즐 사용

음속에서 아음속으로 감속하려면 수축-확  디퓨  사용

  따라서 음속의 가스 속도를 해서는 수축-확  노즐을 사용하여야 한다.

Mach수가 1이 되는 곳은 면 의 변화율이 0이 되는 곳으로 단면 이 최소 아니

면 최 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 그림으로 볼 때 최 는 될 수 없으므로 

Mach수가 1 이 되는 곳은 노즐의 throat 부분이 된다.

(Mach수는  / C로 정의 되며 음속은   이다.)  

수축-팽창 노즐에서 가스의 속도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식 2>        

여기서 ϓ = the ratio of specific heat,

M= Mach numb,

R = the specific gas constant (universal gas constant divided by the

     gas molecular weight)

가스의 속도를 알기 하여 M 값은 다음의 계산을 통하여 구한다.

     식 3>        

  의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nozzle의 길이가 길수록 노즐의 throat과 

exit의 지름에 비율이 높을수록 nozzle 길이가 길어질수록 가스의 속도가 빨라진

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즐이 길어질수록 노즐내부에 불안정한 기류가 발생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최 화가 필요하다.

  나. 공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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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분자량 때문에 질소, 헬륨과 같은 가벼운 가스가 사용되며 헬륨이 

질소 보다 분자량과 비열이 낮아 동일한 온도에서 가스의 속도가 식2>에서 볼 

수 있듯이 질소보다 빠르다. 헬륨의 사용이 질소 보다 낮은 온도에서 빠른 속도

를 낼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산업  측면에서 매우 비싸므로 헬륨을 주 공정 

가스로 사용하기 해서는 헬륨 리사이클 공정이 필요하다.

  다. 공정 가스 온도와 압력

     식4>             

아래 첨자 p : particle 의미

CD : drag force on the particle

입자의 속도는 가스의 속도에 비례하며 가스의 속도는 온도에 제곱근에 비례한

다. 음속 가스 유동장 속에서 실제로 입자의 가속시키는 drag force는 가스 

압력에 선형 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스의 온도와 압력이 상승할수록 가스의 속도와 입자를 가속시키는 drag force

가 커져서 입자의 속도가 증가하며 가스의 압력의 변화보다는 온도의 변화가 입

자 속도에 더 많은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공정 거리

     열용사  방법과 달리 flame이나 plasma로부터 모재로의 열 유입이 없어 

가까운 거리에서 공정이 가능하다, 노즐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입자의 속도가 변

화와 모재와의 충격 에 의한 속도 변화를 감안 할 때 최 의 공정 거리는 

2~4cm로 알려져 있다

  마. Feed material

     증착 mechanism 에서 알 수 있듯이 입자의 소성변화가 모재와 입자간의 

결합에 있어 큰 역할을 하므로 ductile 한 속일수록 비교  낮은 속도에서 증

착이 되며 hard한 물질일수록 더욱 빠른 입자 속도가 필요하다. 

세라믹과 같이 소성변형을 동반하지 않는 물질은 제까지 피복이 불가능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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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공 입자의 크기

      그림 3-20은 Computational fluid-dynamics (CFD)로 입자와 모재와의 

충돌직 에 발생하는 충격  효과에 의한 입자 속도 계산 결과로 작은 입자일수

록 충격 에 의한 속도의 감속이 두드러짐을 보여 다. 온분사 공정에서는 이

러한 이유로 5um 이상의 입자가 사용된다. 한 입자의 크기가 50um 이상을 

넘을 경우 입자의 증착을 한 critical velocity에 다가가기 힘들어진다. 

그림 3-20. 입자 크기에 따른 노즐 출구와 모재와 충돌시 속도

2. 공 재

  가. Powder Materials: 

     - Metals, metal blends, metal alloys, and ceramics;

       WC-Co, CrC-NiCr, Al, Cu, Al2O3, SiO2, SiC, Ni, Cr, Fe, B, C, Ti,

       Cr2O3, Zn, B2O, TiO2, WC, ZnB2, (TiB2+Ni+MoS2), (Ti+Ni),

       (TiC+Ni+MoS2), (TiB2+Ni), (C, Co, Fe, W), (C, Cr,Ni), (Al, Ni),

       (Al, Hf, Fe, Mg, Si, Ti, Y, Zr)

     - Polymers: epoxy resin, polyurethane, thermal plastic materials

       모재 materials: Metals and metal alloys, ceramics and glass,

       polymers, paper, net screen and foil

  나. Coating characteristics:

     - Adhesion and cohesion: 4,350 to 14,500psi

     - Hardness: 40 to 102HRC

     - Roughness: Rz=20 to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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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rocity: <0.5%

     - Max thickness ; 5 micron to unlimited 

  다. Equipment capabilities:

   - Air consumption range:  11 to 21 ft3/min

   - Air (gas) pressure :        58 to 102 psi

   - Air impact :          59 to 931 degree F

   - Velocity of the sprayed particles by air : 492 to 4,921 ft/sec 

   - Width of spraying stripe for one pass : 0.4 to 2.0 in

   - Powder consumption : 4.4 to 33 lbs/hr

   - Powder consumption : 4.4 to 33 lbs/hr

     - Efficiency of spraying a coating : 2.2 to 18 lbs/hr

  라. Powder consumption and spraying efficiency due to gas consumption;

      Air/gas consumption    Powder consumption    Coating deposition

                                                      efficiency 

          10.6 ft3/min          4.4 lbs/hr           3.2ft2/hr(2.2lbs/hr)

          35.3ft3/min          16.5 lbs/hr          26.9ft2/hr(8.9lbs/hr)

          70.6ft3/min          33 lbs/hr            53.8ft2/hr(17.6lbs/hr)

  일반 으로 피복률은 분말의 종류에 달려있으며, 그 범 는 50% 내지 85%로 

알려져 있다. 한편, 러시아 연구진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온분사에 의한 피복

률은 0.5m2/min로 나나났다[19].

4. 온분사 공정의 장

  온분사 공정은 일반 으로 높은 heat-source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thermal 

spray 공정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장 이 있다.

- 피막에 열 달 양이 어 모재의 미세구조 변화가 없다.

  .비행  산화나 다른 화학  반응이 생기지 않음으로 thermally, oxygen

  .Sensitive 물질의 증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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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thermal spray에서 가능하지 않은 nanophase, intermetallic,

  amorphous 물질의 피복이 가능

- 피막과 모재에서 grain growth, embrittle phase의 형성이 없다.

- Macro-, microsegregation이 발생하지 않는다. 

- Thermal spray의 tensile residual stress 와 반 로  peening effect에 의한

  compressive residual stress 발생하여 stress에 의한 박리를 억제한다. 

- 낮은 온도에서 공정이 이루어지므로 안 하며, 입자의 증발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독가스등 기타 환경 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 공정거리가 가까우므로 내경 피복 등 정  부품의 피복에 용이하다.

- W-Cu 와 같이 서로 고용도가 없는 물질의 composite의 제조가 가능.

- 음속 충돌에 의한 강력한 소성변화에 따라 porosity가 고 합강도가

  우수하다.

  열 에니지의 양이 고 매우 빠른 속도에 의해 증착되는 온분사 공정은 열

용사에 비하여 와 같은 장 이 있기는 하나 분말  모재의 선택에 있어 세라

믹과 같은 brittle 한 물질을 사용할 때 제한 이어서 기존의 열용사 방법을 완

히 체할 기술이라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존의 열용사가 지니고 있던 

부분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피복기술임은 확실하다.

  다음은 kinetic spray coating 이 가지고 있는 장 에 한 내용이다.

 - Retains properties of initial particles 

 - Deposition of oxygen-sensitive materials without vacuum 

 - High deposition efficiencies 

 - Low oxide content 

 - High density 

 - High thermal and electrical conductivity 

 - High hardness, cold work microstructure 

 - Low residual stresses 

 - Fatigue-resistant coatings 

 - Corrosion-resistant coatings 

 - Minimal grain growth - possible to retain nancrystalline structure 

 - Plastic coatings without volatile sol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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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metallic coatings/repair (phase and compositional stability) 

 - Improved wear resistance 

 - Metal on ceramic 

 - Metal on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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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증착피복기술

제 1  증착피복기술의 특성

  증착피복기술은 게 외기(外氣)와 분리된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보통 

진공상태의 chamber안에서 이 지게 된다. 이에 따라서 형의 구조물 등에 

용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 증착법에 있어서 짚어 야 

할 은 동일한 물질을 증착하는데도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용될 수 있다

는 이다. 따라서 얻고자 하는 물질의 최종 인 사양을 감안하여 각각의 경우 

최 의 증착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진공 chamber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장치들에 한 개략 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Roughing pumps : 사용 역은 기압에서 10-3 Torr 정도의 구간

  .Rotary vane pump (oil-sealed, transfer)

  .Diaphragm pump (oil-free, transfer)

  .Scroll pump (dry, transfer)

- High vacuum pumps : 사용 역은 10-4에서  10-8 Torr

  .Diffusion pump (oil-sealed, transfer)

  .Turbo molecular pump (dry, transfer)

  .Cryogenic pump (oil-free, capture)

- Ultrahigh vacuum pumps : 사용 역은 10-9에서 10-12 Torr

  .Ion pump (oil-free, capture)

  의 압력 범 에 해당하는 펌 와 이에 상응하는 진공게이지를 사용하여 정확하

게 진공도를 측정하며 한 조 하게 된다. 그림 4-1은 각종 압력 역에서 필요한 

진공게이지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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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CVD 공정에서 반응 속도론과 공정 온도와의 계

제 2  물리증착법

1. 기술분석

  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리증착법에는 evaporation 방법과 d.c., r.f. 

sputtering 방법이 있다. 요즘은 기존의 magnetron sputtering 방법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한 특수한 형태의 magnetron을 사용한 고 도 라스마 

sputtering도 많이 개발되어 반도체 공정 등에 응용되고 있다. 

  가. Vacuum evaporation

     용기에 증착하고자 하는 물질을 넣고, (pellet, power, bulk 등의 여러 형

태로 비) 고진공 상태에서 이 물질을 가열하여 기화시킨다. 기화된 물질은 반

편에 장착된 모재의 표면에 앉게 된다. 이때 가열 방식에 따라서 자 빔을 사

용하면 e-beam evaporation, 기 가열 방식을 사용하면 heating evaporation 

등으로 불린다. 원자가 날아가서 모재에 앉는다는 기본 인 개념은 molecular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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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taxy와 동일하나 주요한 차이 은 evaporation의 경우 base pressure가 훨씬 낮

고 다수의 시편에 증착가능하며 증착율도 훨씬 높다는  등을 들 수 있다. 각각

의 기술들에 해 간략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항 가열 : 항 가열에 사용되는 가열체의 재료는 증착 물질의 증발 온도보

다도 융 이 높고, 증착 물질과 반응하지 않으며, 증착 물질의 증발온도에서 증

기압과 해리압이 낮아야 한다. 일반 으로 Mo, Ta, W 등의 속을 

선상 는 보트상으로 가공한 것, 그라 이트, 알루미나, 베릴리움, 토륨, 질화보

론을 루 상으로 가공한 것, Mo, Ta, W 등으로 가열하는 것 등이 사용되고 있

다. 가열체의 종류와 형상은 증착 물질의 특성과 막의 제작 목 에 따라서 선택

되어야 한다. 특히 그 형상은 증발 분포에 향을 미친다. 

- 자빔 가열 : 증착물질을 양극으로 하고, 음극 필라멘트에서 자를 수천 볼

트로 가속하여 집 극을 통하여 증착 물질에 충돌시켜 자의 운동에 지를 

열로 바꾸어서 증착물질을 국부 으로 가열하여 증발시키는 방법이 자빔 가열

이다. 잘 사용되는 방식은 필라멘트를 증발 물질에서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열에 따라 증착 물질에서 방출되는 기체에 의한 방 을 방지하며, 필라멘트 자

체의 증발을 막는 등의 이유로 빔의 편향 각도가 270°의 기 편향 형이 많다. 

- 래쉬 증착법 : 래쉬 증착은 분말 는 가는 알갱이 상태의 시료를 가열하

여 히터나 도가니 등의 증발원에 조 씩 부어서 시료를 순간 으로 증발시키는 

방법이다. 이상 으로는 하나의 알갱이를 증발시킴에 따라 다음의 알갱이가 공

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증착 속도을 매우 크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시료 용

기를 진동시켜서 구멍을 통해 시료가 조 씩 히터 상에 떨어지게 한다. 이 방법

의 어려운 은 증착물질을 증착원에 균일하게 그리고 증착속도를 일정하게 유

지하는 것이다. 

  진공상태에서는 어떤 물질이라도 열 증착에 의한 피막의 형성이 가능하기 때

문에 에 열거된 방법을 기  보다는 진공 조건에서 더 리 활용되고 있다. 

이 진공증발은 속 는 화합물을 고진공 속에서 증발시켜 그 증기를 모재의 

표면에 석출하여 얇은 피막을 형성시키는 표면처리법이다. 고온으로 유지된 증발

원과 온으로 유지된 모재 표면 사이의 포화증기압의 차이를 이용한다. 고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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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걸려 있는 작업실 내에 모재와 피복재를 넣어 둔다. 히터에 류를 통하여 가

열함으로써 피복재의 입자를 휘발시켜 차가운 모재의 표면에 응축되어 부착하는 

과정을 거쳐 피막이 형성된다. 피복재의 증발을 한 열에 지의 공 은 필라멘

트, 항가열보트, 자빔, 아크등을 이용한다.

  한편, 불화물, 유화물 등과 같이 산화물도 박막의 증착 물질로서 넓게 이용되

고 있지만, 부분의 산화물은 융 이 높아 증착이 곤란하다. 그러나 자빔 가

열  항 가열 증착기술의 발달에 따라 융 이 매우 높은 산화물(Al2 O3, 

Sb2O3, CeO3, La2O3, Nd2O3 , Pr6o11, SiO, SiO2, ThO2, ZrO2 등)의 증착

도 가능하게 되었다.

- 반응 증착법은 증발할 때에 증착물질이 분해되는 것에 처하기 하여 SiO, 

TiO, TiO2 등의  산화물을 10-4torr 정도의 산소 분 기에서 증발시켜 

Si2O3, SiO2,  TiO2 등의 막을 얻는 방법이다. 반응 증착법은 산소의 압력과 모

재의 온도에 따라 막의 학상수가 하게 향을 받는다. 

- 활성반응 증착법은 에서 말한 방법을 더 발 시킨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이

온화된 산소를 사용하여 반응을 진시키는 방법으로서, 보다 화학양론  조성에 

가까운 막을 얻을 수 있어 반응증착법에 비하여 학 인 특성이 뛰어난 막을 

얻을 수 있으며, 증착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등의 이 이 있다. 

　 

  나. Sputtering

     Sputtering 증착법은 재 반도체 제조공정  박막 형성에 있어서 가장 

일반 인 증착 공정이다. 스퍼터링 공정이 이 게 높은 인기를 리는 이유는 

metal부터 연체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물질 그리고 이들 간의 혼합물에도 용 

가능하고 target의 조성을 따라 증착 박막도 조성을 조  가능 하며 증착  모

재의 in-situ cleaning이 가능하다는 등을 들 수 있다. 스퍼터링의 기본 개념을 

모식 으로 그리면 그림 4-2와 같이 되는데, 강한 운동에 지를 가진 원자가 증

착하고자 하는 물질 target에 충돌하면 이 에 지에 의해 원자의 방출이 일어나

게 되고 이 원자는 기 의 표면에 입 지게 된다. 

  이와 같은 energetic atom이나 ion을 이용하기 해서 sputtering에서는 

self-sustained glow discharge를 필요로 한다. 이 glow discharge는 게 Ar

등의 inert gas를 이용하여 생성하게 된다. Glow discharge의 생성은 target 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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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ive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d.c. 혹은 r.f로 power의 종류를 달리 해야만 한

다. 이런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부도체 target인 경우 target에 impinging 된 

+ion들에 의해 charge가 build up되는 상을 피하기 해서 target과 anode의 

극을 13.5 MHz로 교 로 걸어주는 radio frequency power supply를 필요로 

한다. 이 r.f. plasma 인 경우 target과 anode의 구분은 상  면 비를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된다.

그림 4-2. Sputtering 공정의 원리

  술하 던 바와 같이, sputtering 증착공정은 거의 모든 물질에 하여 용

할 수 있는데 이는 원료가 되는 target을 만들기가 비교  용이하다는데 있다. 

그림 4-3은 sputtering에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target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처럼 고형화가 가능한 물질은 부분 sputtering target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림 4-3. Disc, Bar, Rectangular 등 다양한 형태의 sputtering target

  Target의 형태는 보통 chamber의 형태, target의 갯수, 모재의 형태와 크기 

그리고 얻고자 하는 uniformity 마지막으로 deposition rate와 연 지어져 결정

되나 최근은 각 장비 제작사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림 4-4는 일반 인 형태의 sputtering system을 간략하게 표 한 것이다. 

에서 언 한 표 인 2가지의 물리증착방법은 모두 target이나 source 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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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증착되는 물질이 직선운동을 하여 모재에 증착된다는 공통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넓은 모재의 경우 uniformity를 작게 유지하기가 힘들며 target의 

크기도 따라서 커져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한 입체 인 패턴의 경우

는 패턴의 일부가 shaded되는 등 복잡한 형태의 구조물에 합하지 않다.

그림 4-4. 일반 인 sputtering system 의 개략도.

  Sputtering 증착방법이 앞서 언 한 것처럼, 모든 박막 공정에 용 가능한 것

은 아니다. 따라서 극 마모, 표면 손상, chamber 벽이나 window 물질 등의 

불순물 혼입 등의 단 들로 인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구체 인 장단 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1].

- 장  : 

   . 여러 가지 다른 재료에서도 성막속도가 안정되고 비슷함. 

   . 균일한 성막이 가능, step 는 defect coverage가 양호. 

   . 박막의 응착력(adhesion)이 양호. 

   . 속, 합 , 화합물, 연체 등 다양한 재료의 성막이 가능. 

   . Target 냉각이 가능, 큰 target 사용 가능. 

   . 기 의 sputter etching으로 pre-cleaning이 가능. 

   . O2, N2 등의 reactive sputter로 산화물, 질화물 박막의 형성 가능. 

- 단  :

   . 낮은 성막속도(<10Å/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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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gnetron sputtering으로 증가 가능. 

   . High energy deposition 이므로 박막의 불균일과 손상 발생요인이 됨. 

     ⇒ 성막 후 열처리로 불균일과 손상 감소 유도. 

   . 박막이 자, UV, 이온 등에 노출되어 가열(100～150℃) 

     ⇒ 기  holder의 수냉을 요함. 

   . 성막조건이 민감하고 서로 향을 끼침. 

     ⇒ Ar 기체 압력, 압, bias 압, 기 온도 등의 조 로 제어 가능. 

  Bias sputtering은 sputter 하기  기 에 (-) bias를 걸어주어 기 을 sputter

하는 sputter etch와 sputtering하는 동안 target보다 훨씬 작은 (-) bias를 기

에 걸어주어 (-) ion과 자들이 기 과 충돌하는 것을 막는 bias sputtering으로 

나  수 있다. Sputter etch(Back sputtering)에서는 기 에 -100V ～ -200V 정

도의 RF 는 DC (-) bias를 걸어주어, Ar+ ion을 기 에 충돌하게 함으로써 기

의 표면에 존재하는 불순물 등을 제거한다. Bias sputtering에서는 target에 약 

-1kV 정도, 기 에 -60～ -100V 정도의 (-) bias를 걸어주면, Ar+ ion은 

target에 충돌하여 sputter 시킨다. 한 진공 chamber 에 존재하는 O-2 ion과 

자들이 기 에 걸린 (-) bias에 의해 기 에서 멀어지므로 박막 내에 혼입되는 

산소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일반 으로 박막제조에서는 산소의 침투가 박막의 

산화 등 나쁜 향을 주기 때문에, 산화되기 쉬운 원소의 sputter(Ta, Mo, Nb, 

Cr, Rare earth 원소)에서는 bias sputtering이 필수 이다.

  DC Sputtering은 직류 원을 이용한 sputtering 방법이며, 이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장

   . 구조가 간단하며, 가장 표 인 sputter 장치이다. 

   . 성막속도가 여러 종류의 속에 해 거의 일정하다. 

   . 류량과 박막두께가 거의 정비례하므로 조 이 쉽다. 

   . RF sputtering에 비해 성막속도가 크다. 

   . 박막의 균일도가 크다. 

   . 높은 에 지의 공정이므로 착강도가 높다. 

- 단

   . Target 재료가 속에 한정된다. 

   . 높은 Ar 압력이 필요하다.(10～15 mTorr) 

   . 기 이 과열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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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결 은 diode 신 tride형으로 하고 plasma 형성용 자방출 극을 

이용하여 자와 기체의 충돌을 진시킴으로써 낮은 Ar 압력 하에서 sputter할 

수 있게 하거나, magnetron방식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한편, DC 

sputtering 에서는 target이 산화물이나 연체일 경우 sputtering되지 않지만, 

이러한 단 을 RF sputtering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낮은 Ar 압력에서도 

라스마가 유지될 수 있다. 특히, RF sputtering은 속 이외에도 비 속, 연

체, 산화물, 유 체 등의 sputtering이 가능하며, 주로 13.56MHz의 고주  원

을 사용한다.

  Reactive Sputtering은 Bias sputtering과는 정반 의 역할로서 보통의 

sputtering과 동일하지만, Ar 기체 외에 미량의 산소 는 질소를 함께 공 하여 

원하는 산화물 는 질화물 등의 박막(유 체 박막 등)을 형성하게 한다. 이 방

법에 의한 화합물 박막 형성은 산화물이나 질화물 target을 직  sputter하는 것

보다 제조, 순도  가격 면에서 유리하다. 그 이유는 target으로부터의 기체상

태의 원자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반응성 기체와 쉽게 반응하며 기 에 도달

한 원자도 박막상태에서 반응이 빠르기 때문이다. Reactive sputtering  기

의 온도를 올려주면 화합물의 형성속도가 빨라져 성막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Reactive sputtering에서는 진공 gauge나 glow discharge용 filament의 

수명을 짧게 하고 DC sputter동안 target 표면에 산화물 는 질화물 등의 연

층을 형성하므로 sputter 효율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상은 DC-sputtering의 

경우 sputter 기부터 target 뒷면의 구자석을 회 시켜 주거나 자석의 

류를 변화시키면 개선될 수 있다.

  한편, 로우 방 을 하여 피복재에 걸어주는 압이 수 킬로볼트 정도로 높

고 10-2
토르 이상의 높은 기체압력을 필요로 하면서 피복재의 증발률이 낮은 단

을 해결하고자 피복재 아래에 구자석을 설치함으로써 자의 비행거리를 증

가시켜 피복효율을 높이기 한 Magnetron sputtering 법이 연구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기존의 DC-sputtering 에 비하여 피복재의 증발률이 매우 높고 방

기체의 압력을 10배 이상 그리고 피복재 압을 수 백볼트 정도로 낮추었다[2].

  다. 이온 이 (ion plating)

     이온 이 의 경우 증발분자들이 모재에 날아와서 높은 에 지로 퇴 한 

입자를 격렬하게 휘젓기 때문에 진공증착보다 훨씬 치 하고 단단한 막을 형성

하게 된다. 특히 제 공업 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자빔 증발원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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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Evaporation Ion plating Sputtering

Mechanism of
production of

depositing species
Thermal energy Thermal energy Momentum

transfer

Deposition rate Very high 
(≦750,000Å/min)

Very high 
(≦250,000Å/min)

Low except for
pure metals 

(Cu:10,000:Å/min)

Throwing power for:
 - Complex shaped

object

 - Into small blind
holes

Poor line-of-sight
coverage except
by gas scattering

Poor

Good, but non-
uniform thickness

distributions

Poor

Good, but non-
uniform thickness

distributions

Poor

Energy of
deposit-species

Low
(0.3 to 0.5 eV)

High
(1-100 eV)

High
(1-100 eV)

Bombardment of
모재/deposit

by inert gas ions

Not
normally Yes

Yes of no
depending on

geometry

Growth interface
perturbation

Not
normally Yes Yes

(by rubbing)

모재 heating
(by external means)

Yes
normally Yes or no Not

generally

반응성 이온 이 (electron beam reactive ion plating, EB-RIP)과 

cathodic arc deposition(CAD)이 있는데, EB-RIP는 자빔 특유의 빠른 증발속

도와 범용성 때문에 경피막, 학피복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CAD는 

고 류의 아크 라스마 역에서 증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온화 율이 높은 

장 을 지니고 있다. 

2. 장단  비교분석

  물리증착기법들은 공히 속이나 합 의 피복이 가능하고, 피막종도 공히 원자

와 이온들이며, 그 밖의 특성들은 간략히 표 4-1에 나타내었다[3].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재의 형상에 향을 크게 받지 않는 기법으로는 이온 이

과 스퍼터링이다. 이 에서도 증착속도는 비교  느리지만, 모재의 가열이 없이

도 가능하고 피복재의 생성메카니즘에서 열어 지를 사용하지 않고 momentum 

transfer 로 가능한 스퍼터링기법이 좋을 것으로 단되어 이 기법에 하여 구

체 으로 살펴보았다.

표 4-1. 물리증착피복기법들의 개력 인 특성

  스퍼터링된 산화물 피막의 특성을 결정하는 조건으로는 모재의 온도, 스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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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sputtering RF sputtering

표 의 재질 도체
도체, 연체, 비 속, 

유 체

표  제조방식 진공주조 HIP 는 sintered powder

Glow discharge를

한 Ar
10～15 mTorr 2～5 mTorr

성막속도
막속도 크며,

PAr에 덜 민감

성막속도 낮고,

PAr에 민감

Shield 크기 작다→ 성막면 이 크다 크다→ 성막면 이 작다

Reactive sputtering RF보다 불리함 Reactive sputtering에 합

압력, 산소분압, 고주  워, 피복재와 모재간의 간격 등이 있는데, 이들의 특성

은 다음과 같다[4]. 일반 으로 모재의 온도가 높아지면 스퍼터 입자가 모재에 

도달하여 원하는 자리를 찾아 갈 수 있는 충분한 에 지를 얻을 수 있어서 결정

화가 양호하고, 미세구조도 주상 형태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휘발성분이 손

실되는 단 이 있다. 산소분압이 높아지면 알곤분압이 낮아져서 스퍼터의 속도가 

느려지지만, 산소공 이 원할 해서 산화물 피막의 특성이 우수하게 된다. 고주  

워를 높여주면 증착속도가 빨라지지만, 마주보고 있는 모재에 라스마 손상을 

일으켜서 피막의 특성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피복재와 모재간의 간격

을 멀리하면 피막의 특성은 향상될 수 있지만, 증착속도가 느려지는 단 이 있

다. 이상의 여러 가지 장단 들을 잘 분석하고 조합하여 최 의 조건을 효과 이

고도 쉽게 얻어 산업에 용할 수 있도록 발 시킨다면, 산화물의 피막에도 스퍼

터링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스퍼터링에 한 세부기법들  DC와 RF 스퍼터링의 특성을 표 4-2에 간략

히 나타내었다.

표 4-2. DC sputtering 과 RF sputtering 비교  

  이 밖에도 두꺼운 피막을 형성시키기 해서는 증착속도가 분당 수십 nm이상

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합한 스퍼터링기법이 Hollow Cathode Discharge 

(HCD)로 알려져 있으며, 이 기법의 특징은 원통형 피복재가 Hollow cathode가 

되고, 상부에 넣어  성기체와 피복재에 걸어  고주  원에 의하여 Hollow 

cathode내부에 많은 양의 스퍼터링 상이 발생하고, 열 자와 열이온화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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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재가 증발되는 라스마 젯트아크가 발생하여 많은 양의 물질이 피복된다

[4]. 따라서 이 기법은 기존의 스퍼터링법에 비하여 10배 이상의 증착속도( 속

인 경우 분당 1,000nm 이상)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상 된 구조의 HCD 극은 

면 의 피복도 가능하다.

  한편, 이온빔 스퍼터링에 의한 피막의 증착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 생산속도

도 라스마 스퍼터링에 비하여 단히 낮고, 이온원의 가격이 매우 고가이므로 

이 이온빔 스퍼터링기법은 아주 제한 으로 활용되고 있다[5]. 이온 이 에 

의한 막질은 매우 우수한 편이나 이온빔을 만드는데 자빔과 같은 매우 집 된 

열에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이성 인 집 된 열에 지원을 사용하기 

에는 원천 으로 면 의 이온 이  장치를 만들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기법이 활성화되기 해서는 진공장비와 련부품의 개발이 속히 진행되고, 

이온원과 그 구성품들의 가격이 타 기법들과 경쟁력을 갖게 되고, 요구되는 피막

의 질이 더 향상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제 3  화학증착기술

1. 기술분석

  CVD 방법은 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연속 인 단계를 거쳐 증착을 이루어 

낸다. 

1) 일정한 성분, 유량의 reactant gas와 희석 gas를 반응 chamber에 주입

2) reactant gas가 모재쪽으로 이동

3) 모재 표면에 reactant gas 흡착

4) 흡착후 모재 표면을 이동하여 박막형성 반응

5) 기상의 반응 부산물이 모재 표면에서 이탈

  즉 CVD는 비교  단순한 물리증착법과는 달리 에서 언 한 5단계의 반응의 

속도를 히 조 하여야만 원하는 박막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4

단계 박막형성 반응은 heterogeneous reaction과 homogeneous reaction으로 

나  수 있는데 증착조건의 잘못된 조 은 reactant의 homogeneous reaction 

즉 gas phase reaction 으로 이어지게 되어 박막의 흡착력을 떨어뜨리거나 도를 

낮추고 혹은 박막에 결함을 만들게 되고 최악의 경우는 powder contamination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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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 4-5는 CVD 반응속도와 공정 온

도의 계를 간략화 하여 보여주고 있다. 즉 좀더 높은 증착률을 얻기 해 모재 

표면의 온도를 올리되 반응의 체 속도가 reactant gas의 공 에 좌우되어서는 

좋은 두께 uniformity를 얻을 수 없다는 을 지 하고 있는 그래 인데 이는 

특히  면  그리고 복잡한 형상의 모재에 증착을 할 경우 유의해서 찰해야 

할 부분이다.

그림 4-5. CVD공정에서 반응속도론과 공정온도와의 계

  화학반응을 조 하는 인자로 모재표면의 열을 사용하는 기법을 열 화학증착이

라 하는데, 이 기법은 300℃-1200℃ 정도의 고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용할 

수 있는 소재에 큰 제약이 따른다. 이 기법은 용 압력의 정도에 따라서 상압과 

감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상압화학증착법(APCVD)은 400℃-500℃의 온도범

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온도가 비교  낮다는 이 이 있으며, 반응로도 간단하고, 

증착률도 높다. 그러나 기체의 소비량이 많고, 불순물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단

이 있다. 한편, 0.2 - 2.0 torr 의 낮은 압력에서 행하는 감압화학증착법

(LPCVD)은 300℃-900℃ 범 의 온도를 요구하며, 피막의 순도가 높고 균일한 

이 이 있는 반면에, 증착률이 낮고 APCVD 보다 약간 높은 온도가 단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Si와 SiGe합 을 층시키기 하여 Meyerson이 소개한 10-3 

torr이하의 압력에서 이루어지는 감압화학증착법도 있다[6].

  반면에 라스마 화학증착법은 0.1 - 5.0 torr 의 압과 낮은 온도에서 반응

기체를 분해 시키기 하여 라스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500℃ 이하에서도 피복

이 가능하고 증착속도도 빠른 장 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불순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박에도 화학증착법과 이 화학증착법이 있는데, 특히 이 법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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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CVD MOCVD PECVD ALD

특징
Inorganic
source

Metal / 
organic
source

낮은 공정온도 단원자층 제어

공정온도 ～ 600℃ ～ 400℃ <400℃

공정압력 0.1-10 Torr 10-760Torr 0.01-10 Torr 0.01-760 Torr

증착 반응형태 표면반응+
기상반응

표면반응+
기상반응

표면반응+
기상반응

표면반응

단차 도포성 매우 우수 우수 우수 매우 우수

입자오염 보통 보통 보통 우수

증착 두께조  
인자

가스공 량, 
온도, 시간 등

가스공 량,
온도, 시간 등

가스공 량,
온도, 시간 등 공정 cycle

조성 Control 어려움 어려움 쉬움

증착 속도 느림 빠름 느림

용기 표면 피복에 용하기 해서는 층의 면 을 형화할 수 있는 이  

원 는 장치구성에 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기존의 

화학증착 기술들이 지니고 있는 단 들(높은 반응온도, 오염문제 발생, 박막의 

균일도와 재 성 하, 박막의 화학조성 조  곤란 등)을 극복할 수 있는 atomic 

layer deposition(ALT)이라는 기술에도 심이 집 되고 있다[7].

  표 인 화학증착기술들의 특성을 간략히 표 4-3에 나타내었으며, 이들의 기

술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3. 화학증착기술들의 상호비교

  가. APCVD

     상압기상증착법은 CVD의 가장 원형 인 형태로 지 도 많이 사용되고 있

는 종류의 CVD라고 볼 수 있다. 이 방식은 게의 경우 량생산 품에 많이 

용되는데 반응 chamber를 외기와 완벽하게 격리하지 않고 가열된 기 을 순차

으로 chamber안으로 이동시키면서 carrier gas와 함께 reactant gas를 흘려 

넣어서 기 의 표면에서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그림 4-6에서 보

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비교  단순한 형태의 chamber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 반해 

gas 농도가 높은 만큼 gas phase reaction 즉 homogeneous reaction에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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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 이 APCVD 의 반응은 그림 4-5에서 구분 지었던 

mass-transport limited 역에서 이루어지므로 step coverage가 나빠지는 등

의 문제 이 있어 모재의 조건의 정교한 조 이 필수 이다. 재는 

low-temperature oxide (LTO), epitaxy 등의 공정에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림 4-6. Horizontal tube type APCVD reactors

  나. LPCVD

     LPCVD는 APCVD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여러 가지 문제 , 를 들면, 낮

은 두께 uniformity, step coverage, particle contamination 등을 개선하기 

하여 개발된 기술이다. APCVD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압력인 0.25 - 2 Torr 

역에서 공정이 이루어지며 온도는 조 더 높다. (약 550 - 600C) LPCVD 기

술은 박막의 형성이 게 reaction rate limited 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

라서 step coverage 등의 특성은 좋아졌으나, 그래 에서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역은 온도에 해 단히 민감한 역이므로 공정조건의 조 이 더욱

더 요하게 되었다. 

   한 가지 LPCVD를 용함으로써 일어난 큰 변화는 mass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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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역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시편의 장입 매수를 비약

으로 늘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림 4-7에서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장입되

는 wafer의 수를 기존의 1매-2매에서 수 매 혹은 수 십 매까지로 증가시키게 

됨에 따라서 공정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게 되었다. 한 gas phase reaction 

(homogeneous reaction)을 이고 heterogeneous reaction을 주요 메커니즘으

로 삼게 됨에 따라서 박막의 물성에도 많은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 LPCVD

의 주요 사용 공정은 poly-Si, Si3N4, SiO2, PSG, BPSG, W 등의 다양한 물질

로 확 되었으나, 이 기술의 단 은 낮은 증착속도와 비교  높은 공정온도를 들 

수가 있다.

그림 4-7. Hot-wall LPCVD chamber의 개략도

  다. PECVD

     PECVD system은 앞에서 언 한 LPCVD 공정의 단 을 극복하기 해 

즉, 높은 온도와 낮은 증착율이라는 상호 연 을 가지는 공정변수의 한계를 극복

하기 해 제안된 system이다. 

  즉 공정의 reaction을 일으키는 에 지의 공 원을 기존의 AP, LPCVD의 열 

에 지에서 plasma를 통한 energy의 공 으로 확장함으로써 공정 여유도를 비

약 으로 향상시키고 이와 동시에 막질의 향상 역시도 이루어낸 기술이 되겠다. 

그림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PECVD는 radio frequency를 gas에 달함으로

써 반응에 필요한 activation energy를 주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반응 온도를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이 PECVD 기술은 주로 고온에 노출되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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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모재에 주로 용되게 된다 이와 동시에 LPCVD의 step coverage, 높은 도 

등의 장 을 그 로 유지하여 기  성질 등이 요하게 고려되는 미세소자 공

정 등에 응용 범 를 넓히게 된다. 재는 wafer의 형화 추세에 따라서 매엽

식의 chamber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PECVD는 좀더 효율 이고 다양한 공정 변수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해서 

plasma source에 많은 개발과 개선이 이 지게 되는데 최근 수년 사이 ECR, 

ICP, TCP 등의 고 도 라스마 (high density plasma)를 power source로 하는 

PECVD 장치 등도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림 4-8. PECVD system의 개략도

2. 장단  비교분석

  표 4-4에서는 이와 같은 3가지 CVD 기술의 장단 과 응용 분야에 하여 간

략하게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기술개발의 시기상으로는 APCVD로부터 PECVD 

까지 순차 으로 개발이 되었으나, 재도 다양한 형태로 변이 되어 각기 다른 

공정 특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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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각 CVD 기술의 특징과 장단  그리고 주요 응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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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종합분석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그림 5-1)[1]는 처분 후 장기간 건 성을 그 로 유지

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처분용기의 부식을 가능한 지연

시키거나 방지함으로서 가능하다. 처분용기의 부식이 시작되는 것은 처분지반과 

하고 있는 처분용기표면이므로 이 표면을 지반의 화학  물리  환경으로부

터 그 건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용기의 표면부식이 

일어날 수 있는 요건 즉 지반환경과의 화학반응, 수분침투 등을 차단시켜야 한

다. 처분용기 표면자체로만 이와 같은 지반환경의 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용기 제작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용기표면을 특수 재료로 피복함으

로서 이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떤 피복기술을 용하고, 어떤 피

복재질을 선택하고, 어떤 조건에서 피막을 입 야만 그 목 을 달성할 수 있는가

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특히 처분용기의 수명을 1000년으로 제하고 있기 때

문에 표면에 피막을 입히더라도 이 피막이 어도 이 기간동안 부식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한 기에는 붕괴열이 높기 때문에 이를 효과 으로 소

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열 도도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러기 해서는 무엇보

다 피복재의 선택, 피막 내 기공의 함량, 형상, 방향성 등에 한 면 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본 장에서는 각 기법들의 상호 비교평가에 국한하 다. 따

라서  향후 실제로 제안된 피복기술을 처분용기에 용하기 해서는 각 기법들

에 의해 형성되는 피막의 특성, 특히 장기건 성에 한 구체 인 연구 분석이 

가미되어야 할 것이다. 

제 1  분사피복

  앞 장에 기술된 내용들을 종합한 용사기술과 온분사기술의 개략 인 비교를 

표 5-1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사기술에서 나타난 열응력

의 생성과 잔존하는 단 들을 보완하기 하여 등장한 기술이 온분사로 보여 

지지만, 피복재 선택의 폭에서 보면 오히려 용사기술이 훨씬 양호한 편이고, 기

술의 축 도도 훨씬 앞선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온분사기술의 용성과 

련장비 개발의 성숙도를 단하기 해서는 부가 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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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처분용기의 개념도

표 5-1. 용사기술과 온분사기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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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용사기법간 상호비교(I)

 

  용사피복기술들을 종합 으로 비교한 내용이 표 5-2에 제시되어 있다[2].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복성 측면에서는 고속용사(HVOF), 폭발용사

(Detonation), 감압 라스마용사(VPS), 선폭용사 등이 탁월함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성측면에서는 아크용사와 수안정화 라스마용사가 탁월함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성 측면에서는 아크용사가 가장 렴하고 이 밖에 선용사와 분말용사는 

기투자비가 게 드는 이 을 보이고 있다. 

  한편, 표 5-3에 의하면, 라스마용사보다 고속용사기법이 더 높은 착강도

와 더 낮은 기공도의 피막을 형성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피복재의 다양

성은 오히려 라스마용사기법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처분용기의 피복에서 가장 요한 인자가 피복성이라면, 고속용사를 들 수 있

을 것이나, 소재의 다양성에 비 을 둔다면 비록 기투자비가 많이 드는 단 이 

있어도 감압 라스마용사도 좋은 기법일 것이라 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실제 인 용성과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처분용기 

포장공정과의 연계성과 작업성  련공정장치의 배치 용이성에 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 피복재에 따른 공정변수도 아울러 

검토 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표면피복에 합한 존분사기

술로는 용사기술들  고속용사와 감압 라스마용사를 들 수 있고, 향후의 개발

을 제로 할 경우는 온분사기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고속용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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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항목 HVOF  Cold Spray Coating

Coating
Materials Unlimited 연성재질

Particle velocity
(m/sec) 1200 500-1500

Oxygen
Content(wt.%) 0.23-0.47 산화물이 없음

Density, % that
of equivalent

wrought material
98이상 ~100

Hardness 1000 40-102HRC

Tensile adhesion
strength (psi) 12,000 4,350-14,500

Porosity 0.025-5% <0.55%

Coating thickness 0.0005-0.2mm 5micron to Unlimited

기 타

․분말특성 그 로 유지․산화물이 형성되지 않음․Solidification Stress
  가 제거됨․구리, 스텐 스강,
  탄소강, 알루미늄 등  
  최소 표면처리 요함․Non-combustion친환경
   재질 회수․Ultar pure coating

온분사 기술들의 특성과 장 을 살펴보면 표 5-4와 같다. 

표 5-3. 용사기법간 상호비교(II)

6,000
Electric arc
spray

3,000 – 10,000
300 – 550
> 15,000°K

M edium  – Fine
LowPlasm a spray

> 10,000> 550 (M ach 4)
용융점 이상

Fine
N egligibleH V O F

> 10,00065 – 130
3,000°C

C oarse
M ediumFlam e spray

Bond strength
(psi)

Pow der velocity
(m /sec)

Tem perature

Pow der size
Perm eabilityProcess

6,000
Electric arc
spray

3,000 – 10,000
300 – 550
> 15,000°K

M edium  – Fine
LowPlasm a spray

> 10,000> 550 (M ach 4)
용융점 이상

Fine
N egligibleH V O F

> 10,00065 – 130
3,000°C

C oarse
M ediumFlam e spray

Bond strength
(psi)

Pow der velocity
(m /sec)

Tem perature

Pow der size
Perm eabilityProcess

표 5-4. 고속용사와 온분사 피복기술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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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증착 (PVD) 화학증착 (CVD)

정의
물리 인 힘에 의해 상 물질을   

기 에 증착하는 방법

반응 기체의 화학  반응에 의해   

기 에 증착하는 방법

종류
Sputtering, Evaporation,

Ion plating

PECVD, Thermal CVD

LPCVD, APCVD

장

Clean process

Easy to control composition

Easy mechanism

Good adhesion

Safe process

High deposition rate

단차 도포성 양호

단 단차 도포성 불량

High impurity

Using toxic gas

Hardware complexity

용공정 Ti, TiN, Co, W, 산화물 WSi, W, TiN, Ti, Al, 산화물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고속용사와 감압 라스마용사로는 연성물질이나 세라믹

과 같은 강성물질을 피복시킬 수 있지만, 온분사로는 세라믹과 같은 강성물질

의 피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표 5-1 참조). 

제 2  증착피복

  앞장에 기술된 물리증착과 화학증착의 특성을 비교하여 표 5-5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용기에 용할 수 있는 기술은 화학증착보다 물

리증착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물리증착기법들에 한 특성비교

  물리증착기술에 한 세부 기법별 특성을 종합하여 표 5-6에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공증착과 이온 은 입자생성을 하여 열에 지를 

필요로 하는 반면에, 스퍼터링은 로우 방 에 의존하고 있어 피막의 생성속도

가 매우 느리고 형상이 복잡하면 피폭이 불가능한 단 이 있다. 그러나 진공증착

과 이온 이 은 처분용기와 같은 면 을 피복할 경우 집 된 열에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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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막의 균일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리 속도가 매우 느려 산업화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종합 으

로 보아 처분용기의 피복에는 스퍼터링법이 가장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단

된다. 

표 5-6. 물리증착기법들의 상호 비교

종 류 진공증착 이온 이 스퍼터링

입자생성기구 열에 지 열에 지 운동량 이

막 생성속도
높음(〈75μm/min

)
높음(〈25μm/min

)
순 속 외 낮음
(Cu: 1μm/min)

입자 원자, 이온 원자, 이온 원자, 이온

형상 복잡한 가공물 좋지 않음 좋음(막 불균일) 좋음(막 불균일)

가공물의 작은 구멍 나쁨 나쁨 나쁨

속 피막 가능 가능 가능

합  피막 가능 가능 가능

내열화합물 피막 가능 가능 가능

입자 에 지 낮음(0.1-0.5eV) 높음(1-100eV) 높음(1-100eV)

불활성기체 피폭 불가능 가능
형상 복잡하면 

불가능

표면과 층간의 혼합 없음 가능 가능

외부 가열 가능 
여부

일반 으로 가능 가능하나 안함 안함

증착속도(10-9m/s) 1.67-1250 0.50-833 0.17-16.7

  표 5-6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법들  스퍼터링에 한 세부 공정별 특성에 

한 비교결과를 표 5-7에 나타내었으며, 이 표에 기술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Hollow Cathode Discharge 공정이 타 스퍼터링법들에 비하여 처분용기의 피복

에 가장 용가능성이 높은 공정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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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공정 방법 특징

DC sputtering
압 차이에 의한

스퍼터링
속 박막 형성

Reactive sputtering
속 타겟 사용 피복    

 산화반응으로 형성

속타겟 사용 경제 ,     

재 성, 표면 거칠기 문제

RF sputtering
고주  라스마 알곤 

이온 타겟 충돌

다양한 성분 세라믹스

제조 재 성 향상

Ion beam sputtering
이온 빔에 의한 타겟 

스퍼터링

캐토드가 간단하다

면  피복이 어렵다

Hollow Cathode     

 

Discharge

타겟 고주  라스마

아크를 이용

증착 속도가 빠르다

면 화 가능

표 5-7. 스퍼터링 련 세부공정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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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1.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내식성 재질을 체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의 일환으  

  로써 구조재인 부식성 재질의 외부표면에 내식성 피복재를 분사 는 증착방  

  법으로 피막을 입히는 세부 인 방식처리 기술들을 조사 분석하 다. 그리고   

  비교평가를 한 방식기술 선정인자들에 해서도 제안하 다. 

2. 국내 존가용기술로서 가장 유력한 표면피복기술은 고속용사와 감압 라스마  

  용사를 들 수 있으나, 처분용기의 수명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피막의 공소율이  

  가능한 한 낮아야 한다. 따라서 약간의 기공이 있더라도 처분용기의 수명을 유  

  지시키기 하여 이 기공들을 메울 수 있는 후처리방법들에 해서도 개략    

 으로 살펴보았다.

3. 향후의 기술개발동향으로 보아 분사기술의 일종인 온분사피복기술과 증착기  

  술들  스퍼터링의 일종인 Hollow Cathode Discharge 기술이 평가 상 피복  

  기술들  가장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이들 두 기술은 연구개발  

  이 지속 으로 추진된다면, 존 가용기술보다 훨씬 양호한 피막을 얻을 수 있  

  는 방법들이 될 것으로 상된다.

4. 실제 처분용기의 피복에 의한 방식처리를 용하기 해서는 빈 용기에 용  

  할 것인지 는 포장공정상 용기에 사용후핵연료를 장 한 다음에 용할 것  

  인지 등에 따라서 피복재와 연계하여 정 피복공정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5. 본 보고서에서는 피복재에 하여 개 으로 다루었지만, 방식처리에 합한  

  피복재의 선정도 단히 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처분용기의 방식에 용할   

  수 있는 피복재들의 특성분석이 앞에 제안된 방식처리기술들과 연계하여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 보고서번호  탁기 보고서번호   표 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 TR-2940/05  

     제목 / 부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방식처리기술 비교평가

 

연구책임자  부서명

(AR,TR 등의 경우 주 자)
  식 (처분시스템개발)

연 구 자  부 서 명   김승수, 박종묵, 최종원 (처분시스템개발)

출  지 발행기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5

페 이 지     90 p.     도  표  있음( 0  ),   없음(   )  크  기  29.5 Cm.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 o ), 외비(   ), 

 __ 비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연구 탁기  계약번호

록 (15-20 내외)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내식성 재질을 체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의 일환으
로써, 구조재인 부식성 재질의 외부표면에 내식성 피복재를 분사 는 증착방법
으로 피막을 입히는 세부 인 방식처리 기술들을 조사하 으며, 주요 방식기술 
선정인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기술들을 비교평가 하 다. 평가결과, 국내 존
가용기술로서 분사피복기술에 속하는 고속용사와 감압 라스마용사를이 가장 유
력한 방법들로 단되지만, 처분용기의 수명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공이 잔
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공들을 메울 수 있는 후처리방법들에 
해서도 개략 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향후의 기술개발동향으로 보아 분사기술에 
속하는 온분사피복기술과 증착기술에 속하는 스퍼터링의 일종인 Hollow 
Cathode Discharge 방법들이 평가 상 피복기술들  가장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단된다. 이들 두 방법은 처분용기의 피복에 용하기 한 연구가 폭 
넓게 추진된다면, 존 가용기술보다 훨씬 양호한 피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실제 처분용기의 방식처리에 합한 최  피복공정은 피복시기, 즉 빈 용기에 
용할 것인지 는 포장공정상 용기에 사용후핵연료를 장 한 다음에 용할 

것인지 등에 따라서 한 피복재와 연계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보고서에서는 피복재에 하여 개 으로 다루었지만, 방식처리에 합한 피복
재의 선정도 단히 요한 사항이므로 제안된 공정으로 피복이 가능한 재들과 
그 방법들에 의거 형성되는 피막의 특성  처분환경에서 이 피막들의 내구성이 
면 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처분용기, 사용후핵연료, 방식처리, 분사피복, 증착피복,

 열용사, 온분사, 물리증착, 스퍼터링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m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TR-2940/05 

     

Title / Subtitle :  Comparative evaluation of coating techniques for the corrosion 

                protection of disposal container for spent nuclear fuel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or Main Author)

 Kwan Sik Chun (Disposal System Development)

Researcher and 

Department

 Sung Soo Kim ; ChongMook Park ; Jongwon Choi

   (Disposal System Development)

Publication

Place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05.

Page 
    90 

p.
Ill. & Tab. Yes( 0 ),  No (  )  Size     29.5 Cm.

Note  

Classified Open( 0 ),  Restricted(   ),

 ___ Class Document
Report Type   Technical Repor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To propose a suitable coating technique to prevent corrosion on metal 
or metal alloys of a waste container to be used for the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 several methods related to spray coating and vapor 
deposition techniques have been comparatively evaluated, based on some 
major factors recommended. From these comparative results,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best coating methods among the existing techniques in 
Korea would be HVOF and low pressure plasma spray. Even though the 
surface of the container coated by these methods would be coated, pores 
could be remained in the coated film. And therefore post-treatment 
methods for eliminating the pores have been briefly introduced to keep 
the life time of the container. The other techniques, the cold spray and 
hollow cathode discharge, may become excellent coating methods in the 
future if they are extensively researched to apply for coating on the 
container.
  An optimal process among the recommended methods should be 
selected by considering the state of container, such as an empty or a 
loaded container, and also related coating materials. For the support to 
th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ating materials and the coated films and 
the durability of this film under a repository condition should be analyzed 
in detail.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package, spent nuclear fuel, disposal, spray coating, 

 vapor deposition, thermal spray,

 physical vapor deposition, sputtering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방식기술 개요
	제 1 절 방식기술의 선정요건
	제 2 절 분사피복기술
	1. 열용사피복기술
	2. 저온분사피복기술

	제 3 절 증착피복기술
	참고문헌

	제 3 장 분사피복기술
	제 1 절 분사피복기술의 특성
	1. 열용사피복기술
	가. 피막의 형성과정
	나. 피막의 특성
	다. Variables effecting on coating (splat formation)
	라. Porosity control of thermally sprayed ceramic deposits
	마. Effect of gun nozzle geometry on HVOF thermal spraying processing

	2. 저온분사기술의 특성

	제 2 절 열용사기술
	1. 기술분석
	2. 공급재
	3. 공정의 장점
	4. 용사피복 후처리기술

	제 3 절 저온분사기술
	참고문헌

	제 4 장 증착피복기술
	제 1 절 증착피복기술의 특성
	제 2 절 물리증착법
	제 3 절 화학증착기술
	참고문헌

	제 5 장 종합분석
	제 1 절 분사피복
	제 2 절 증착피복
	참고문헌

	제 6 장 결 론
	서지정보양식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