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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하전된 나노 입자 이론은, 기상에서 생성 된 나노 입자가 박막 증착의

단위가 될 수 있으며, 이 때 나노 입자가 하전이 되어 있을 때 자가 조립

에 의한 결정성이 좋은 박막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본 연구실에

서 처음으로 제안한 이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나노 입자가 하전이 될

때 자가 조립이 된다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조건만 맞다면 어느 공정에

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어로졸 데포

지션 및 대기압 열 플라즈마 스프레이와 같은 후막을 형성하는 공정에서

도 나노 입자를 공급했을 때 결정성이 좋은 후막이 형성될 수 있는지 확

인해보는 것으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원은 에어로졸 데포지션과 대기압

열 플라즈마 스프레이 공법, 두 가지 공정에 대하여 하전된 나노 입자 이

론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에어로졸 데포지션 공정과 깨짐 방출 현상이 서로 밀접한 연관

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깨짐 방출 현상(fracto-emission)이란,

어떤 물질이 깨질 때 다양한 입자 및 광자를 방출할 뿐만 아니라, 전자를

방출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때, 전도체 < 반도체 < 세라믹 순으로 방

출되는 양이 많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주로 나노 ~ 서브 마이크론

크기의 세라믹 입자가 깨지면서 증착이 일어난다는 에어로졸 데포지션의

RTIC 메커니즘과 공통점을 가진다. 여기에 대하여 운반 가스의 압력에

따라서 입자가 기판과 맞닿는 경우, 입자에 의해서 기판의 표면이 깎여

나가는 경우, 기판 뿐만 아니라 입자도 깨지는 경우, 세 가지 현상이 일어

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중에서 기판과 입자 모두 깨지는 조건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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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전자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기압 열 플라즈마 스프레이 공법의 경우, 우선 공급하기가 쉬운 마이

크로 사이즈의 텅스텐 입자를 이용하여 미세조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때, 열 전도도와 잠열의 방출량이 고화 속도 및 미세조직

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40 마이크론

크기의 텅스텐 분말을 공급하여 플라즈마 전력에 따른 기공도 및 미세조

직의 크기 변화를 관측하였다. 반면, 나노 입자를 직접 공급하기에는 고려

해야 할 변수가 많았고, 이 때문에 시간 및 금전적인 여유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염(Salt)를 용해시킨 용액을 공급하여서, 플라즈마 안에서 용액에

서 나노 입자로 상변태가 일어남과 동시에 증착을 하는 공법인 solution 

precursor plasma spray 공법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용액이 기화하면서

소모되는 열량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열량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플라

즈마 스프레이 장비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플라즈마 엔탈피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후막이 형성되기보다는 분말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정리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 하

였다. 공정 지표는 Line scanning 이라고 불리우는 실험 방법을 이용하였

고, 이를 통해서 초기 나노 입자의 크기 및 용융 정도를 확인하였고, 입자

가 충분히 용융되지 못한 채 기판에 도달하는 것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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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배경

1.1 내 플라즈마 보호 코팅

반도체 공정에서는 복잡한 회로를 정밀하게 증착하기 위해서 웨이퍼 표

면에 마스크를 씌우는 포토 공정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다. 포토 공정에서

마스크로 쓴 감광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식각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웨이퍼 표면 외에 챔버 내벽이 같이 식각이 되는 것을 막

기 위해서, 내플라즈마 식각성이 높은 플라즈마 보호층을 챔버 내벽에 코

팅하게 된다. 이 코팅층은 주로 주로 양극산화법을 이용한 Al2O3(Alumite)

를 이용하여 증착한다. [1] 그러나, 삼성 전자에서 개발해 온 3차원 수직

구조 낸드(3D Vertical NAND) 플래시 메모리가 4세대에 들어서게 되면

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만들기 위해서 100 층

이상으로 적층하기 위해서는 증착과 식각 공정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

야 한다. 증착 공정과 식각 공정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Alumite가 식각

이 된다. 이로 인하여 챔버 내부에서 생성된 나노 입자가 소자에 가라앉

으면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2] 따라서,

Alumite 보다도 내플라즈마 식각성이 좋은 새로운 물질로 챔버 내벽을

보호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물질로 Y2O3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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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기압 열 플라즈마 스프레이

Y2O3 는 Alumite와 같이 양극 산화법을 이용하여 증착하기에 적절하지

가 않다. Y2O3 를 챔버 내벽에 증착하기 위해서, 주로 Atmospheric 

Plasma Spraying (APS) 이라는 Thermal Plasma 법을 이용한다.

Thermal Spray 는 기본적으로는 고온의 열원을 이용하여 분말 혹은 와

이어를 녹인 후 분사하여 후막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195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이용되어 온 공정법이다. [4] 그 중에서도 APS 분말을

10,000~15,000 ℃ 의 고온으로 형성된 플라즈마 내부를 통과하여 대부

분의 물질을 녹여서 증착하는 공정법으로, 고온의 플라즈마를 지나가기

때문에 세라믹, 플라스틱, 금속 등 물질의 종류에 제한 받지 않고, 공정

영역이 넓은 편에 속하며, 복잡한 형상 또한 코팅이 가능하므로 Thermal 

Spray 법 중에서도 산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5] 그러나

분말이 고온의 플라즈마를 지나게 되면서 상변화를 겪게 되고, 초기 분말

의 상과는 다른 원치 않는 다른 상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수한 막을 얻을

수가 없는 단점이 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Thermal Stress도

무시할 수가 없다. 분말을 녹여서 액적으로 만들어서 분사시켜서 증착하

는 것이 기본 원리이므로, 형성 된 막은 액적과 액적 사이의 Splat 

boundary 가 존재하게 되며, Thermal Stress 혹은 Solidification Stress

는 이러한 Splat boundary 에서 crack 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 따라서 기본적으로 APS 공정은 기공도가 다소 높다. 뿐만 아니

라, APS 의 경우 플라즈마 영역이 다소 불균일하고, 플라즈마 제트가 형

성되는 길이가 다소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플라즈마 제트를 통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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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들이 불균일한 온도 영역을 지나게 된다. [6] 따라서 분말은 증발, 용

융, 부분 용융, 심지어는 전혀 녹지 않은 채로 기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미세조직이 깔끔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f다. 이러한 APS 분야에서, 최근의

기술적 이슈는 “나노”이다. Hall petch equation 에서도 잘 알려져 있듯이

[35] 결정립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 수록 경도가 증가하게 되며, 그

크기가 매우 작아지게 되면 toughness 역시 증가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

해서, nano ~ submicron 크기의 분말을 APS 로 증착하는 것이 기술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APS 에서는 주로 10 ~ 50 um 크기

의 분말만 사용 가능하며 이보다 더 작은 입자는 현재 기술적 한계로 공

급하기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의 APS 분야에서는 공급 원

료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한다. 첫 번째로, 나노 입자를 용

매에 분산시켜서 공급하는 Suspension Plasma Spay (SPS)가 있다. 두

번째로, 용매에 완전히 용해가 될 수 있는 salt 를 이용하는 Liquid 

Precursor Plasma Spraying (LPPS) 가 있다. 두 공정은 모두 공정 조건

을 잡기가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는 Mettech 에서 SPS 와

LPPS 공정에 적합한 Axial III 라는 장비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국

내에서는 Green Resource라는 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를 통해

공정 조건을 잡은 뒤 코팅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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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에어로졸 데포지션

한편, 나노 입자를 공급하여 후막을 형성하는 또다른 코팅 공정으로는

Aerosol Deposition Method (ADM) 이라는 공정이 있다. 고온의 열플라

즈마를 이용하여 분말을 녹여서 증착하는 APS와는 달리, ADM 은 sub-

micron 크기의 나노 입자를 아음속에서 초음속으로 분사하여 상온에서

증착한다. 이 공정은 1980년대 후반 일본의 Akedo. et. al. 에 의하여 새

롭게 발견되었다. [8, 9, 10] ADM 은 기존에 APS 에서 문제가 되었던, 

고온으로 인한 Thermal stress 및 Solidification stress가 전혀 없으며,

사용된 sub-micron 크기의 분말이 어떠한 고온 처리 없이 분사되기 때

문에 분말이 변질되지 않고, 초기 분말의 결정성을 잘 유지한 채로 기판

위에서 기공도가 거의 없는 완벽한 후막을 증착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주로 세라믹과 같은 취성이 높은 입자들만 증착이 가능하고, 나노

입자를 공급하는 데에 있어서 대량 공급을 균일하게 하는 적합한 입자 공

급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분말 토출량 대비 막을 형성하는 분율인

Deposition efficiency가 매우 낮아서 비용이 비싼 공정에 속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7] 또한, 상온에서 오로지 분말의 운동 에너지

만을 이용하여 이처럼 완벽한 막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현재 ADM 공정법을 처음으로 발견한 Akedo. et. al. 은 세라믹 나노 입

자를 분사시켰을 때 입자는 1) 깨져 있으며 2) 그로 인해서 증가하는 온

도는 500~600 도로 소결 온도보다 훨씬 낮으며 3) 분말이 기판과 충돌

하는 접촉시간 (contact time)이 ~nsec 이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 안

에 막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리하였고 이를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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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Consolidation (RTIC) 메커니즘이라고 정리하였다. [11] 그러나

이 메커니즘은 ADM 공정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현상을 관

찰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메커니즘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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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ERC 산학 협력단의 협력 업체로 속해 있는 한 중소기업의

의뢰로부터 시작하였다. 이 과제는 공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앞으로의

기술 개발 및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APS 및

ADM 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기존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후

막 형성 메커니즘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실에서는 나노

입자가 박막 증착의 단위가 될 수가 있으며, 이 때 나노 입자의 하전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하전 된 나노 입자 이론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메커

니즘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원은 ADM 과 APS 가 어떠한 메

커니즘을 통해서 후막이 형성되는 지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또한 하전 된 나노 입자 이론과의 연관성을 찾는 것을 연구의 주제

로 결정하였다. 다만 PART II. 에서 다룰 APS 는 나노 입자를 공급하는

것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30 um 크기의 텅스텐 입자를 분사하는 것을 통

하여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확인해보았다. 추가적으로, APS 장비에 반응성

용액을 공급하여 나노 입자를 만들면서 바로 증착하는 실험인 LPPS 실험

을 다뤘다.

PART I 에서는, ADM 공정 중에 나노 입자가 하전이 되는 이유를

Fracto-emission (Tribo-emission)에서 찾았다. 그리고 후막이 형성되

는 조건과 Fracto-emission 이 일어나는 조건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PART II 에서는, APS 공정에서 기공률이 다소 많은 후막을 형성

하는 주된 이유를 solidification stress에서 찾았다. 이를 분말이 용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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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와 연결하여 정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액적의 미세 조직 형상이

기공률과 상관관계를 지니는 원인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LPPS 공정 또한 PART II 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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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하전 된 나노 입자 이론

기존의 박막 증착 이론은 원자나 분자가 Terrace에 도달하여 Ledge로

확산하고 Kink에 도달하여 증착이 된다는 Classical Nucleation Theory

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15] 그러나, 본 연구실에서는 대부

분의 CVD에서는 항상 기상에서 하전 된 나노 입자가 생성되는 것을

[16,17,18] 보인 바가 있다. 하전 된 나노 입자가 결함이 없는 조밀한 박

막을 형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본 연구실은 나노 입자의 “magic 

size”에 주목하고 있다. Ijima et.al. 은 나노 입자의 사이즈가 magic size

라는 임계 사이즈보다 작은 경우, 입자의 거동이 매우 빠르게 변하는 것

을 TEM 을 이용하여 in-situ로 이미 확인한 바가 있다. 본 연구실에서

는 Ijima et.al. 이 확인한 이 magic size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

우고 있다. 먼저, TEM으로 관찰하였기 때문에 입자는 충분하게 하전이

되었을 것이다. 이 때, Clair et. al. 에 따르면, 입자의 하전 유무에 의하여

결합 에너지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입자가 하전 되어서 그 결합 에너

지가 1~2 eV가 낮아지게 되면서, 확산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전하에 의해 촉진된 확산 (Charge Enhanced Diffusion)이라고 부른다.

그 결과로 coalescence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와

같이 나노 입자가 특정 조건에서 갑작스럽게 coalescence 거동이 활발해

지는 경우, 입자가 “Liquid-like” 한 물성을 지녔다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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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박막 공정에서 이러한 결정 성장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많은 현

상들이 보고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열선 화학 증착법(HWCVD)를 이용

하여 다이아몬드를 증착하는 공정이 있다. HWCVD 공정은 진공 조건에서

기체를 가열하기 위해서 텅스텐 와이어를 열선으로 이용한다. 이 때 다이

아몬드를 증착하기 위해서 다량의 수소와 소량의 메탄을 공급한다. 이 때,

세 가지 독특한 현상이 발견된다. 첫 번째로, HWCVD를 통해 증착되는

다이아몬드는, 그 온도 및 압력 조건에서 준안정상(meta stable)이다. 두

번째로, HWCVD 공정이 일어나고 있는 조건에서 C-H 시스템의 상태도

그래프는 retrograde라는 형태를 띈다. 이 상태도 그래프에서는, 기상에

서는 기체가 충분히 과포화가 되어 흑연 혹은 다이아몬드가 핵생성이 이

뤄지기 때문에 기판에서는 불포화가 되어 핵생성이 일어날 수가 없다. 따

라서 기판의 경우 다이아몬드 및 흑연이 모두 식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가 있다. 그러나 실제 공정에서는 식각이 되어야 할 기판에서 증착이 일

어난다. 식각이 되면서 증착이 되는 현상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 화

학 반응을 예로 들면, 정반응과 역반응 중 어느 우세한 반응만이 실제 자

연 현상에서 관측되어야 하며,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관측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열역학 제 2법칙을 위배하는 모순된 현상이다. 따라서

기존의 TLK 를 기반으로 한 Classical Nucleation Theory(CNT) 만으

로는 설명할 수가 없으며, CNT 를 위배하지 않으면서 기판에서 흑연이

식각 되는 동시에 다이아몬드가 증착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론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15] 세 번째로, HWCVD 를 이

용하여 다이아몬드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 기판의 charge transfe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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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가 느릴 수록 조밀한 박막이 형성되고, CTR가 빠를수록 분말(soot)

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한 바가 있다. [19] 

위와 같은 독특한 현상에 대해서, 본 연구실에서는 기상에서 나노 입자

가 형성되었고, 이 나노 입자가 하전을 띄게 되어 박막 증착의 단위가 되

었다라고 가정한다면 TLK를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HWCVD 다이아

몬드 증착법 역시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 가정을 바

탕으로 HWCVD 공정 중에서 delay time을 조절하여 나노 입자의 크기를

제어하였고, 나노 입자의 단위 크기 당 하전량에 따라 막질이 달라지는

것을 보임으로써 하전 된 나노 입자가 박막 증착의 단위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15] 나노 입자의 하전량이 박막 증착의 핵심적인 요

인이라면, 이는 HWCVD 의 C-H 시스템 뿐만 아니라, 다른 박막 증착

공정 중에서 형성되는 나노 입자의 하전량을 조절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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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에어로졸 증착법과 하전 된 나노 입자 이론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에어로졸 증착법은 1980년대에 Akedo. et. al. 

에 의해서 처음 발견 된 이후, 그 메커니즘에 관해서 명확한 해석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 공정을 처음 개발한 Akedo. et. al. 은 1) 세라믹 입

자가 2) 아음속에서 초음속으로 분사되어서 3) 기판에 도달하여 깨짐과

동시에 증착이 되며 4) 이 때 증가하는 온도는 500~600 도 정도로 소결

온도보다 훨씬 낮으며 5) 기판과 입자가 접촉하는 시간은 ~nsec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반응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정리한 바가

있으며, 이를 Room Temperature Impact Consolidation (RTIC)이라고

정리하였다. 만일, 에어로졸 증착법 중에서 세라믹 입자가 반드시 깨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깨질 때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Tribology 쪽에서는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

으며, 입자가 깨질 때 일어나는 다양한 물리현상을 “Tribo-emission”이

라고 부른다. [20] 이에 따르면, 마찰 혹은 충격으로 인하여 물질이 깨질

때, X-Ray, UV, IR, VL과 같은 다양한 파장의 빛이 방출이 되며, 이온, 

전자, 라디칼, 원자 등 다양한 종류의 입자들이 방출 된다. 에너지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충격에 의한 에너지는 열에너지 및 진동 에너지, 소리 에

너지를 통하여 방출이 되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함께 생성이 된다. 이와

같이 Tribo-emission 은 물질이 깨질 때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모

두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전자가 방출되는 현

상을 “Fracto-emission”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에어로졸 증착법이 세

라믹 입자가 깨져서 증착되는 공정이라고 이해한다면, Fracto-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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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목해야할 내용이 있다. Fracto-emission 은 세라믹 > 반도체 > 

금속의 순서대로 그 양이 줄어든다. [21] 즉, 세라믹의 경우 Fracto-

emission 의 양이 가장 많으며, 금속이 경우 그 양이 가장 적어서 무시할

수준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그 때 방출되는 전자의 에너지도 세라믹의

경우 수 keV 에 이룬다.

정리하자면, Akedo. et. al. 이 에어로졸 증착법을 세라믹이 깨지면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증착되는 것에 주목한 반면, 본 연구실에서는 깨질 때

세라믹에서 Fracto-emission 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주목

하고자 한다. 이를 하전 된 나노 입자 이론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본다면,

세라믹이 깨지면서 다량으로 방출 된 전자에 의해서 입자가 하전이 되었

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하전 된 나노 입자가 Liquid-like 

property를 띄게 되면서 조밀하고 결함 없는 박막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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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기압 열플라즈마 스프레이법

대기압 열 플라즈마 스프레이 공법(Atmospheric Plasma Spraying, 

APS)은 1950년대에 플라즈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

연스럽게 코팅 연구에 응용이 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연구의 역사와

유래가 깊다. 이에 관하여, Figure 1. 및 Andrew et. al. 이 정리한 [36] 

에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어쨌든, APS 공법은 국내에서는 주로 대기업 하

청 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생각보다 많은 변수를 제어해야 하

는 공정으로,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얻게 되는 결과물의 품

질 변화가 달라진다. 후막 공정에서 APS 를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편의

성 때문이다. 대기압에서 띄운 고온의 열 플라즈마의 온도는 약 15,000도

로,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등, 공급 원료의 종류를 상관하지 않고 대부분

의 종류의 물질을 녹일 수가 있다. APS는 고온의 열 플라즈마를 이용하

여 공급 원료를 모두 용융 시키면서 분사하여 기판 위에서 후막을 형성하

는 공정이다. APS 공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위 공정으로 나누어서

이해하여야 한다.

1) 플라즈마의 발생 2) 원료 공급 방식 3) 원료 (주로 분말) 와 플라

즈마 기체와의 상호 작용 4) 기판에서의 증착

첫 번째로, 사용한 기체의 종류와 플라즈마 토치에 입력한 전력의 양에

따라서 플라즈마의 열적 특성과 전기적 특성이 결정된다. 실제 공정에서

는 주로 플라즈마를 점화하기 위하여 Ar 가스를 이용하며, 점화가 된 플

라즈마의 엔탈피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2차 가스를 공급한다. 2차 가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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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질소와 수소가 이용되며, 반응성이 적은 가스가 필요한 경우 헬

륨을 이용한다. 질소와 수소는 2원자 분자로 그 결합이 끊어지면서 대량

의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엔탈피를 높여주는 효과가 뛰어나지만 원료와 반

응하여 불순물을 형성하기도 한다. 헬륨 가스와 같은 경우 반응성이 적으

나 그 가격이 비싸다. 이 외에 고려해야할 대상은 Voltage fluctuation 과

같은 플라즈마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37] 토치가 마모 될수록 플라즈

마의 안정성은 떨어진다. 또한, 플라즈마 토치 건(Gun)의 형태에 따라서

기체의 속도가 결정되므로 어떤 종류의 토치를 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원료를 선택해야 한다. 원료의 종류는 주로 분말을 사용하며,

현재 상용화 APS 장비는 10 ~ 50 um 크기의 분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이보다 작은 분말의 경우 별도의 장비를 도입하거나, 조건을

새롭게 잡아야 한다. 분말이 아닌 원료로는 앞서 언급한 현탁액

(suspension) 혹은 용액(solution) 이 있으며, 이 경우 공정이 더 복잡해

지기 때문에 조건을 잡기가 매우 까다롭다. 세 번째로, 분말, 즉 입자가

기체와 어떤 상호 과정을 거쳐 용융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분말은 기체의

대류에 의하여 열전달을 받아서 뜨거워지고, 그와 동시에 복사열을 방출

하면서 식게 된다. [37] 들어온 열과 나간 열 중 남은 열량이 분말을 용

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보다 높다면 이 분말은 최종적으로 녹게

된다. 앞에서 결정한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열전달 속도가 결정이 된다.

또한 분말의 비열 및 녹는점, 그리고 밀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열량이 다

를 것이다. 이 때 분말의 열전도도에 따라서 분말의 내부까지 녹느냐가

결정 된다. 그렇게 용융된 분말의 점성에 따라 기판 위에서 형성되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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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의 치밀도가 결정 된다. 중요한 또 하나의 고려 대상은 분말이 기체에

머물러서 열처리를 받는 시간(dwell time)이다. 플라즈마가 15,000 도로

고온이기는 하나 분말은 플라즈마를 지나서 기판에 도달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열처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네번째로,

기판과 액적(droplet)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금속 기판의 경우, 표

면에는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이 발려져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금속 표면에는 산화물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를 없

애기 위해서 기판은 코팅 전에 전처리가 필요하다. 용융된 분말이 금속

기판과 우수한 접착력을 띄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금속 분말의 경우 확산(diffusion)을 고려하여야 하고, 세라믹 분말

의 경우 확산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effusivity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판이 뜨거워졌다가 식는 온도 이력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기판과

액적이 형성하는 열응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열응력에 의하여

액적과 액적 사이에 결함을 형성하게 되며, 미세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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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Timeline of thermal spray proces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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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기압 열플라즈마 스프레이법과

하전된 나노 입자 이론의 연관성

그렇다면 플라즈마 스프레이 공법은 본 연구실의 하전 된 나노 입자 이론

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열플라즈마를 이용한 스프레이 조건(Thermal 

Spraying)에서 입자가 어떻게 하전이 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플라즈마 안에 있는 입자의 하전량을 조사하는 데에는 Dusty 

Plasma 라는 분야가 있으며, cold plasma 에 비해서 열플라즈마(thermal 

plasma)에서 오히려 그 예측이 더 쉽다. 이를 바탕으로 열플라즈마 스프

레이 공정(thermal plasma spraying) 중에서 입자의 하전이 얼마나 어떻

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E.Pfender et. al. [22] 에 의하여 대략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따르면, 입자의 하전은 다양한 메커니즘

을 따른다. 그러나 나노 입자의 경우 thermal spraying 공정 중에서 기체

의 mean free path 보다 작으므로 Orbital Limit Theory 를 이용하여 간

략히 계산할 수가 있으며, 그 결과 1 us 이내의 짧은 시간 안에 입자의

하전량은 포화 된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열전달의 측면에서 입자의

크기가 1 um 이내의 나노 사이즈에 가까워질수록 대류나 충돌에 의한 열

전달보다 charge recombination 에 의한 열전달이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나노 크기의 입자에서는 입자가 띄고 있는 하전량이 많을수록 용

융되기 쉽다. 이와 유사하게, cold plasma CVD 에서 생성된 실리콘 나노

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charge recombination 에 의하여 나노 입자의

온도가 주변의 기체보다 더 높아진다는 결과물이 있다. [38] 열플라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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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겪는 분말은 분명히 모두 하전이 되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

존의 대기압 열 플라즈마에 나노 입자를 공급하여 나노 입자를 충분히 하

전시키면서 후막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

듯 나노 입자를 공급하는 것은 까다로웠다. 따라서, 용액을 통해서 나노

입자를 생성하는 것과 동시에 용융 시켜서 증착하는 LPPS 공정을 시험하

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공정 역시 용액이 기화하는 데에 소모되는 열량이

많았고, 후막이 형성이 되지 않고 용융되지 않는 나노 입자만 얻을 수 있

었다. 공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탐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았지만, 본 연구원은 대기압 열 플라즈마 스프레이 공법에 있어서 다음

과 같은 점들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첫 번째로, 약 30 um 크기의 텅스텐 분말을 이용하였을 때, 분말이 용융

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미세조직이 형성되는지를 정리하였다. 두 번

째로, LPPS 공정의 경우 본 연구에 이용된 실험 장비로 반응성 용액에

충분한 열량을 공급하기에 충분하였는지 지표를 마련해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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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에어로졸 데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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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에어로졸 데포지션

1.1.  실험 방법.

에어로졸 증착법은 일반적으로 1~100 torr의 저진공을 잡아서 증착한다.

본 연구실에서는, Fig 4. 와 같이 약 100 nm로 단위 입자를 spray 

drying 공법을 통하여 소결하여 약 0.9 um 크기로 키운 Agglomerated 

and sintered Y2O3 입자를 이용하였다. 이를 대기압 하에서 고압의 압축

공기로 분사하여 증착 하였다. 압축 공기는 수분 및 먼지 필터를 거친 건

조 공기를 이용하였다. 분말 공급기로는 창원의 재료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Vibration type – Fluidization Bed 를 (Fig. 2) 이용하였다. 증착 노

즐로는 1/4” SUS 관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이 때 기판에서 측정되는 전

하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기판에 피코아미터를 이용하였다. 기판은

20*30 mm SUS 316L을 이용하였다. 기판과 파이프 사이의 간격은

3mm 로 유지하였고, 별도의 스캐너 없이 한 위치에서만 고정하여 증착하

였다. 따라서, 증착된 후막의 직경은 파이프의 직경과 거의 동일하다. 한

공정을 끝낸 후, 막이 잘 형성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니케이터를

이용하여 기판을 잘 씻어낸 후, AFM 으로 roughness를 확인하였다. 현

재 사용하고 있는 Vibration type-Fluidization Bed는 공급되는 압축 공

기의 압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분말의 속도뿐만 아닐 분말의 토출량도 함

께 증가한다. 따라서, 토출량 대비 전류량으로 값을 환산하기 위해서, 입

자 필터를 이용하여 입자 공급기의 토출량을 측정하였다. 언급한 실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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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Table 1. 에 정리하였다.

Figure 19. Vibration Type Fluidized Bed

Powder Stand-off 

Distance

Carrier Gas Pipe

Material Type Size Type Pressure Type Diameter

Y2O3 Agglomerated 

and Sintered

0.9 

um

3 mm Compressed Air 1~5bar SUS 1/4” inch

Table 1. Deposition condition of Aerosol Deposi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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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Schematic diagram of ADM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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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Agglomerated and sintered Y2O3 nano-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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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험 결과 및 토론.

압력에 따른 전류량을 Fig 5. 에 정리하였고, 이를 압력에 따른 토출량

대비 전류량으로 환산하여 Fig 6. 에 정리하였다. 이에 대해서 증착 거동

에 대한 Top view를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Fig 7. 에 도표로 정리하

였다. Zone I은 분말이 기판 위에서 압분체를 형성했을 뿐 막이 형성되지

않은 영역을 의미한다. 기판 위에서 공정이 끝난 후 기판을 씻어서 확인

해보아이 경우에도 매우 소량의 전하 교환이 기판과 입자 사이에서 이루

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때의 전하 교환 메커니즘을 접촉 대전[26] 

이라고 부른다. 접촉 대전은 두 물체가 맞닿았다가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두 물체 사이의 일함수의 차이에 의해서, 일함수가 낮은 물체에

서 높은 물체로 전하가 이동하여 하나의 물체는 음으로, 다른 하나의 물

체는 양으로 대전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촉 대전은 일반적으로

그 값이 작다. Zone II 역시 분말이 기판 위에서 압분체를 형성했을 뿐 막

이 형성 되지 않는 영역을 의미한다. Zone I 과 구분되어야 하는 점은, 기

판 위에 형성된 압분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기판의 상태를 보면, 기판은

고속의 분말에 의해서 깨진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판이 깨졌다는 것은 Fig 7. 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분말이 깨지

지 않았다는 점은 기판 위에서 분말이 압분체를 형성한 것을 통해서 추측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기판은 금속이므로 Fracto-emission 의

양이 매우 적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으며, Fig 6. 에 정리 되었듯 그 양이

무시할만한 수준임을 알 수가 있다. Zone III 는 실제로 기판 위에서 막이

형성된 영역을 의미한다. 공정이 끝난 후 깨끗하게 세척을 하더라도 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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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나가지 않으며, 이를 Top view를 보았을 때 이 때 형성된 막이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을 Fig 7. 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때에는

금속의 Fracto-emission 뿐만 아니라, Y2O3 세라믹 분말의 Fracto-

emission이 함께 일어나고 있으며, 그 때의 전류 밀도 값은 Fig 6. 에서

볼 수 있듯 앞의 Zone I 과 Zone II 와 비교해보았을 때 단위 자체가 다

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에어로졸 증착

법과 Fracto-emission 과의 상관 관계가 있을 것임을 예상하였고 이를

실제로 전류를 측정하는 것을 통하여, 에어로졸이 깨질 때 증착이 되며

이 때 Fracto-emission 의 양이 매우 많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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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Current density with Gas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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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Current density with powder feeding rate

Figure 24. Top view image with Aerosol Depositio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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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다양한 물질, 다양한 기체 분위기, 다양한 압력 등에서 실험을 해

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Fluidization Bed 가 정밀한 장비는 아니기 때

문에 현재 수준보다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Fluidization 

Bed는 주변 습도, 온도, 분말의 충전 양 등에 의해서 토출량이 그 때 그

때 달라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전류량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실험에는 적

합하지가 않다.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듯, 이와 같은 실험을 위해서는

TSI-3400a 와 같은 정밀한 Fluidization Bed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실험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수준의 실험에서도 더 자세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Akedo et. al. 은 분말을 이송하는 가스를 질소와 헬륨을 이용하여서

Y2O3 를 증착하였고, 이 때 헬륨을 이송 가스로 쓴 경우에 막질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논문으로 보고한 바가 있다. [27] 헬륨을 썼을 경우

막질이 나빠진 원인으로 Akedo. et. al. 은 플라즈마가 발생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광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질소를 썼을 경우에는 플

라즈마를 측정하지 못하였으나, 헬륨을 썼을 경우에는 플라즈마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즈마가 발생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여 막질을 나쁘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

하다. 거기에 대해서 본 연구원은 Fracto-emission 의 본질은 플라즈마

생성이라고 주장하는 Nakayama et. al. 의 논문을 참고로 하고 있다. [28, 

29]

Fracto-emission 은 깨지면서 전류가 방출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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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앞서 얘기했듯, Tribo-emission 은 상당히 복잡한 현상이며, 그 중에

서도 전기장도 형성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Sujak et. al. 에 따르면, 세

라믹의 파단면 사이에서 형성되는 전기장의 값은 3.0*106V/cm정도로 그

값이 공기를 방전시키는 데 필요한 전기장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다. [30]

따라서, 어떤 세라믹 물체가 깨질 때, 그 파단면 사이에는 매우 강한 전기

장이 걸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반드시 플라즈마가 생성된다는 것을 추측

할 수 있다. Nakayama. et. al. 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ICCD 카메라를

이용하여서 다양한 압력 및 다양한 기체에 대해서 플라즈마를 실제로 관

측한 바가 있다. [28,29]

그렇다면, Akedo. et. al. 의 결과에서 질소에서는 플라즈마를 관측하고

헬륨에서는 플라즈마를 관측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관하여

Nakayama. et. al. 의 다른 연구결과[31]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

르면, 세라믹이 깨지면서 플라즈마가 뜨더라도,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발

생하는 빛의 양과 전류의 양은 다르다. 헬륨 가스의 경우 빛은 많이 발생

하나 전자는 적게 검출이 되며, 질소 가스의 경우 빛은 적게 발생하나 전

자는 다량으로 검출이 된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는 가스 별

ionization coefficient가 다르기 때문이다. 에어로졸 데포지션 과정 중에

서도 위와 같은 Fracto-emission 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운반 기체에 따라서 기체가 방전되는 양이 달라서 방출되는 전자의 양도

달라질 것이다. Nakayama. et. al.에 따르면 헬륨 기체가 방전될 때에는

전자가 적게 방출되므로, 깨지면서 생성된 나노 입자의 하전량 역시 적어

질 것이다. 이 때, 하전된 나노 입자 이론에 따르면 나노 입자의 하전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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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면 조밀한 박막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헬륨 기체를 운반 기체로

사용한 경우 결함이 다소 있는 불투명한 박막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반면,

질소 기체와 같은 경우는 이와 반대로 전자의 방출량이 많았을 것이고,

결함이 없는 투명한 막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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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대기압 열 플라즈마 스프레이 공법.



33

제 1 장

- Conventional Atmospheric Plasma Spraying -

1.1.  실험 방법.

Tafa-Praxair 사에서 제공하는 Miller SG-100 Standard Type Gun 

을 로폿팔에 고정시킨 후, TAFA 6600c 를 이용하여 전체 공정을 제어하

였다. 이 때, 플라즈마 점화 가스로는 Ar을 이용하였고, 더 높은 열량을

주기 위한 secondary gas로는 He을 이용하였다. 사용 된 분말은 플라즈

마 스프레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5~-45 um 크기의 텅스텐 분말

을 이용하였다. 기판은 Aluminum 을 이용하였고, 코팅이 기판에 잘 달라

붙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기판의 표면을 blasting 처리를 하였다. 기판과

Gun 사이의 거리 (stand-off distance, SoD)는 100 mm 로 띄운채로,

플라즈마 파워가 후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900A, 750 A, 

600 A로 변화시켰다. 이 때 기공률을 SEM 이미지를 바탕으로 ImageJ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미지 분석법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각 시편의

미세조직을 EBSD 를 통하여 평균 grain 크기를 관찰하였다. 언급한 실험

조건은 Table 2. 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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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der Plasma Gas Plasma Power

Stand-off 

DistanceMat. Type Size 1st Gas

: Ar

2nd Gas

: He

Voltage Current

W Fused and 

Crushed

~30 um 50 psi 50 psi 37.5 V

900 A, 

750 A, 

600 A

100 mm

Table 2. Deposition condition of Atmospheric Plasma Spr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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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험 결과 및 토론

해당 실험에 대한 기공률과 평균 grain 크기에 대한 결과를 Fig. 8 에

도표로 정리하였다. Fig. 9 에서 볼 수 있듯, 기공률과 평균 grain 의 크기

가 모두 750 A 조건에서 가장 낮고, 900A 와 600 A에서 다시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플라즈마의 파워가 낮아질수록 기판의 온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Grain 의 크기와 플라즈마 파워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기공률

과 플라즈마 파워에 관한 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quenching stress로 접근하면 위와 같은 결과를 해석할 수가 없다.

Quenching stress의 경우 ~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된다. 따라서 기판

의 온도가 낮아지면 quenching stress가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같은

경향을 보여야 한다. [26] 따라서, 1) quenching stress가 아닌 volume 

change stress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 또한, 2) 900A 조건과 600A 의

조건에서 기공이 생기는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하고, 3) 

부분 용융과 완전 용융에 관한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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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Porosity dependence on Plasma Current

Figure 26. Grain size dependence on Plasma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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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900A의 조건과 600A의 조건에서 기공이 생기는 메커니즘이 다

르다는 점을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600A와 같은 경우, 기판의 온도도

같이 낮기 때문에 solidification rate이 높아서 액적이 기판에 닿자 마자

바로 응고되어서 액적과 기판의 표면 접합 상태가 좋지가 않다. [32] 따

라서 600A 조건에서 기공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solidification rate이 너

무 빠르기 때문에 액적과 기판의 접합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반면 900A 와 같은 경우, 액적과 기판 간의 접합

상태는 좋으나, volume change에 의한 응력이 크기 때문에, 이 큰 응력이

액적과 액적 사이에서 해소가 되어 crack 을 형성하면서 생기는 기공이라

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900A 에서 높은 기공률을 보이는 이유는 과하

게 녹은 액적이 고화 되면서 이로 인한 부피 변화에 따른 응력 때문에 생

긴 결함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750 A에서 기공률이 낮은 이유는 액적이

녹는 단계를 고려를 해야 한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고온의 플라즈마를

통과하는 분말은 완전 용융과 부분 용융을 경험한다. Fig 10. 에서 볼 수

있듯, 부분 용융을 경험하는 분말은 완전 용융을 경험하는 분말에 비해서

그 용융 분율이 작기 때문에, 부피 변화로 인한 응력이 작을 것이고, 따라

서 이로 인한 결함이 작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정리하자면, 600A에

서는 solidification rate이 너무 높아서 액적과 기판이 접합이 불량하기

때문에 생기는 기공으로 생각해야 하고, 900 A와 750 A에서는 완전 용융

과 부분 용융에 따른 volume change stress가 달라서 생기는 결과로 생

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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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Splat Morphology of the Melting and Partial Melting Splat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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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Relationship between melting stage and splat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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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Relationship between porosity and average grai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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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grain size와 플라즈마 파워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필

요가 있다. Fukumoto et. al. 에 따르면, grain size와 solidification rate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따른다.

��� = ��������.																	��. (1)

L: Grain size S: Solidification rate

또한, T.R. Anantharaman et.al.에 따르면 isothermal delay가 없다는

가정하에, solidification rate은 다음과 같은 수식을 따른 다는 것이 잘 알

려져 있다. [33, 34]

R =	
ℎ(�� − ��)

���
																			��. (2)

h:  heat transfer coefficient  Tt: melting point of the splat

Ts:   substrate temperature LF: latent heat

ρ:      density of the splat

750 A 조건에서 부분 용융이 적당하게 일어나서 기공률이 좋아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부분 용융 된 분말이 고화 되면서 잠열의 방출량이 적을

것이며 따라서 solidification 이 높고 grain size가 작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Fukumoto et. al. 에 따르면, 기공률이 높을 때

heat transfer rate이 낮기 때문에 solidification rate이 느리고, 따라서

grain size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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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를 고려해보았을 때, 온도에 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서 플라즈마 파워를 변화 시킨다거나, 기판과 플라즈마 스프레이 건 사이

의 거리를 변화시키는 등의 실험은 모두 최적 조건이 좁게 잡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통한 공정 개선은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다

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43

제 2 장

- Liquid Plasma Precursor Spraying -

2.1.  실험 방법.

앞서 사용했던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되 액체를 모두 증발시키기 위해

서 고용량의 플라즈마가 필요하였다. 장비를 바꿀 수는 없었으므로 Gun 

type을 바꿔서 실험을 하였고, SG–100 subsonic 및 MACH I Type Gun 

을 이용하였다. Yttrium Nitrate Hexa-hydrate 라는 Yttrium salt 를

10wt% 와 20wt%의 2가지 농도로 ethanol 99.9%에 용해시킨 용액을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 염은 물과 에탄올 모두 용해될 수 있으

며, 에탄올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탄소에 의한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에탄올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산소와 만나 연소 통하여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함이다. Primary gas는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Ar gas를 이용하였고, secondary gas로는 H2를 이용하였

다. 수소는 열용량 및 열전달이 모두 좋아서 이용하였다. 수소와 같이 2원

자 분자는 전압이 요동치면서 플라즈마 안정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액체를 공급하

는 것은 최근에 나온 Tafa Praxair suspension feeder를 그대로 이용하

였다. 이 때, 액체를 공급할 때 atomization 없이 liquid jet을 그대로 공

급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이는 현재 실험 장비에 갖춰진 액체 공급라인

에는 atomization nozzle 이 없었기 때문이며, 이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여

건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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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은 제대로 된 후막이 형성되지 않았다. LPPS 공정의 경우, 염이

열분해를 거친 다음 용융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막이 제대로 형성되

지 않았다면, 용융 단계까지 충분히 거치지 못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실험은 현재 조건에서 LPPS 공정이 충분히 열처리를 받

고 있는지 아닌지 평가할 지표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나노 입

자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Xie L et. al.이 제

안한 Line scanning 이라고 알려진 방법을 참고로 하여 공정을 평가할 지

표를 정리하기로 계획하였다[40]. Line scanning 실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Blasting 을 거치지 않은 깨끗한 Al 기판 표면 위에 토치

의 중심이 기판과 만나는 지점을 표시한다. 2) 이 지점으로부터 위로

1cm와 아래로 1cm 떨어진 지점을 표시한다. 3) 로봇을 이용하여 한 번

만 스캐닝 한 번만 거친다. 4) 이렇게 얻은 샘플의 표면을 그대로 FE-

SEM 으로 관찰하였다. 5) 아까 표시한 지점에서 관측되는 분말의 크기

및 splat 의 크기를 통하여 degree of flattening 을 정리한다.  Degree 

of flattening, ξ 은 splat의 크기를 분말의 크기로 나눈 값이다. 이 때, 분

말의 크기는 앞서 얻은 샘플 위에서 관찰되는 나노 입자의 평균 크기로

정의하였다. 기판의 조건의 같다면, 용융이 잘 될수록 degree of 

flattening 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ξ 값이 높을수록 용

융이 잘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6) SEM 이미지에 발견되는 전체

입자들 중에서, ξ 가 1.5 이상이 되어 충분히 용융된 입자들의 분율을 κ

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열처리를 받는 입자들이 충분히 많은지를 평

가하였다. Line scanning 실험을 통하여 플라즈마 중심부인 hot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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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변부인 cold region 에서 어떠한 크기의 입자가 형성되고, 그 때 용

융 단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였고, 이를 공정 평가 지표로 삼을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Al2O3 #46 크기의 입자를 이용하여 blasting 한 새로운 기판

위에 여러 번 스캐닝을 거쳐서 후막을 쌓은 후에 Line scanning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때 열 플라즈마에 입력한 전력은 60kW, 45kW, 35kW 로

변화를 주었다. 위에서 언급한 실험 조건들을 Table 3. 에 정리하였다. 두

가지 실험을 통해 앞으로 개선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Figure 30. Line scanning experiment.



46

Primary gas

(Ar) flux

[Lpm]

Secondary gas 

( H2) flux

[Lpm]

Plasma Power Stand-off 

Distance [mm]Voltage

[V]

Current

[A]

Line – Scan 66 40, 50, 70

Coating 

deposition

66 900, 700, 500 45

Table. 3. Line scanning and deposition experiment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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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결과 및 토론

10~50 um 크기의 분말을 공급하는 일반적인 APS 공정은 1) 분말의

공급 2) 용융 3) 증착 이라는 간단한 단계를 거쳐서 증착이 된다. 그러나,

LPPS 공정은 기존의 일반적인 APS 공정보다 다음과 같은 더 복잡한 공

정을 거쳐서 증착이 이루어 진다.

1) 원료 액체의 공급 2) 액체 제트의 분열 3) 액적(droplet)의 증발

4) 과포화 및 핵생성 5) 성장 6) 열분해 및 상변이 7) 용융 8) 증착

이를 Figure 14. 에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가장 주목해보아야 하는 단

계는 액적의 증발 단계와 상변이 단계이다. 액적이 증발하기 위해서는 대

량의 에너지가 필요로 하게 되며, 이를 거쳐서 핵생성 된 초기 입자는

Yttrium Nitrate salt이다. 따라서, Yttrium salt 가 Y2O3 로 상변이 하게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된다. 이 때문에, 만일 충분한 열처리를

받지 않는다면, Y2O3 가 증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분해 되지 않은

Yttrium Nitrate salt 가 그대로 증착이 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XRD 를 통해서 어떤 상이 우세하게 증착이 되었는지 확인하였고, 이를

Figure 17.에 정리하였다. 또한, 앞서 설정한 실험 조건에 따른 실험 결과

를 Figure 15. (a), (b), (c), (d), (e), (f) 및 Table 4. 에 정리하였다. 또

한, 각 조건에서 실제 막을 쌓아 올린 후, 그 때의 top view 사진을

Figure 16. 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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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Schematic diagram of the LPPS Process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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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Results of the Line Scanning Experiment on the substrate. (a), (c), (e) 

are the particles that have been heat treated at the plasma periphery. (b), (d), 

(f) are the particles that have been heat treated at the plasma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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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Powder 

Size, d [nm]

Average Splat size

R [nm]

Degree of

Flattening, ξ

Percentage of 

molten particles, κ

Plasma 

Periphery
152 - - -

Plasma 

Core
135 - - -

Table 4. Results of the Line scann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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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Top view of the deposited coating. Every coating was poorly 

adhesive and cohe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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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scanning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열처리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플라즈마 중심부를 지난 입자들조차 잘 녹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노 입자의 크기는 약 300 nm 로 작으며, 이것이 녹지 않아

서 splat 을 전혀 형성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Degree 

of flattening, ξ 값은 거의 1에 가깝게 나타난다. ξ 값을 계산하기에 녹은

분율이 너무 적었으므로, Table 4에는 별도로 그 수치를 기입하지 않았다. 

κ 역시 그 분율이 너무 적어서 기입하지 않았다. 또한, 거리가 가까울수록

액체가 공정 중에 거쳐야하는 여러 단계를 충분히 거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8 가지 공정 단계 중에서 액체 제트가 분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기판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Figure 15. (a), (c), (e) 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나노 입자와는 달리 크기

가 크고 불규칙한 형태의 구조물들은 분열되지 않은 액체 제트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Figure 15. (b), (d), (f)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플라즈마 토치와 기판의 거리를 45 mm로 고정시킨 채, 플라즈마 용량

을 35 kW, 45 kW, 60kW 조건으로 변화하여 후막을 쌓은 경우의 결과를

Figure 16. 에 정리하였다. Figure 16. (a) 에서 볼 수 있듯, 플라즈마의

용량이 낮을수록 오히려 큰 열응력, 혹은 열분해 응력에 의한 결함이 형

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액체가 충분히 열처리를 거치지

못하고 기판에 도달하는 경우, 증발, 핵생성 및 열분해, 용융 등의 단계가

모두 기판 위에서 일어나면서 많은 결함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53

Figure 34. Results of the Line scanning experiment and top view of the 

deposited coating of the Yttrium nitrate 20 wt%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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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Powder 

Size, d [nm]

Average Splat size

R, [nm]

Degree of

Flattening, ξ

Percentage of 

molten particles, κ

Plasma 

Periphery
224 287 1.28 3.37 %

Plasma 

Core
231 312 1.35 8.33 %

Table. 5. Result of the Line scanning experiment when using 20 wt% 

Yttrium Nitrat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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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농도를 높인 조건에서 Line scanning 을 한 경우, 생성되는

액적의 모습의 일부분을 Figure 18. 에 정리하였다. Table 5. 에서 알 수

있듯, 액체가 거치는 여러 단계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단계는 증발 단계이다. 농도가 높아질수록 증발에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

들기 때문에, 전체 단계를 거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농도에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전 조건에서는 파우더가

대부분이거나, 충분히 녹지 않아서 불규칙한 형태의 큰 구조물이 형성된

반면, 농도를 높인 조건에서는 액적이 splat을 형성한 것을 종종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splat이 차지하는 분율인 κ 가 3~8 퍼센트 정

도로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대부분이 용융되지 못한 나노 입

자였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조차 제대로 된 막을 형성하지 못했고 손으로

긁어도 긁힐 정도로 접착력이 나쁜 후막을 형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장비의 한계로는 나노 입자를 모두 용융시키기에는

나노 입자에 들어가는 순 열유속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며,

그 이유는 액체 용매를 기화하는데에 사용된 에너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

이다. 또한, 기판과의 거리가 짧아지게 되면서 반응성 용액이 거쳐야하는

충분한 단계를 거치지 못한 채로 기판에 도달하여 결함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플라즈마의 전력이다. 고

용량의 플라즈마 토치로 새롭게 테스트를 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선 사항은 액체의 공급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액체를 제트의 형태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atomization 

nozzle 을 이용하여 운반 기체와 함께 공급할 필요가 있다. 액적이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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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마에 머무는 시간 (dwell time)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액적으로

찢은 다음에 공급하여야 공정을 성공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된다. 또

한, 공급 원료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기판의 거칠기도 충분히

작아져야 한다. 본 실험은 Al2O3 #46 크기의 입자로 비드 블라스팅을 거

친 기판을 이용하였고, SEM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매우 거칠다. 이

보다 더 미세한 입자로 비드 블라스팅을 거쳐야 고품질의 후막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최대한 농도를 높이는 것이

나노 입자를 용융시키는 데에 유리한 조건을 잡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반면, 나노 입자가 형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밀한 후막이 형성되

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음

과 같이 짐작할 수 있다. 대기압에서는 플라즈마의 길이가 짧고, 용액으로

부터 나노 입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거쳐야하는 공정 단계가 복잡하기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플라즈마 제트는 약 30~40 mm 정도의 길이로 형성

되어 있으며, 액체 제트가 공급되는 지점은 약 10 mm 정도 위치이다. 이

때, 액체 제트가 액적으로 찢어지게 되는 위치는 약 20 ~ 30 mm 정도이

며, 그 후에 액적이 나노 입자로 상변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짐작된다. 따

라서, 실제로 나노 입자는 고엔탈피의 플라즈마가 방출하는 복사열과 대

류에 의하여 열을 전달받아 용융될 뿐, 플라즈마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채로 기판에 도달했으리라 생각이 된다. 때문에 나노 입자는 충분히 하전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용액에 필요한 열을 충분히 전달하여

나노 입자를 생성하고, 이 나노 입자를 하전을 충분히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액체 제트를 미리 찢어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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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균일한 플라즈마를 형성하기 위해서 진공에서 공정을 시험해 볼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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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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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원은 에어로졸 증착법과 대기압 열 플라즈

마 증착법의 메커니즘을 탐구하였다. 세라믹 에어로졸이 깨지면서 증착이

된다는 점과 세라믹의 경우에 fracto-emission 이 가장 많다는 것에 주

목하여서 이 두 가지 현상이 분명한 연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

고, 실험을 통하여 에어로졸 증착법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측정되는 하

전량이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확인함으로써 에어로졸 증착

법과 하전된 나노 입자 이론이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하였듯 대기압 열 플라즈마 스프레이 증착법은 현재 나노

입자를 공급하는 것이 까다롭다. 따라서, 본 연구원은 우선 30 um 크기의

텅스텐 분말을 이용하여서 용융 단계에 따른 미세조직이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나노 입자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LPPS 공정을 이용하여 나노 입자를 열플라즈마를 이

용하여 만들면서 용융하는 것을 시험해보았고, 이 공정을 평가할 지표를

정리하였다. 지표를 정리한 결과, 해당 실험 장비는 액체를 모두 증발시키

고 남은 나노 입자를 모두 용융시키기에는 플라즈마의 용량이 다소 부족

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dwell time 안에

서 나노 입자를 용융 시키기 위해서 미리 액체 제트를 atomization 시켜

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이 공정은 상용화 및 그 메커

니즘에 관한 연구가 다소 미흡하므로, 단계를 나누어서 연구가 필요할 것

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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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Aerosol Deposition Method and 

Atmospheric Thermal Plasma Spraying for Plasma 

Resistance Coating

Su Jong, Kim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heory of charged nano-particles is that the nanoparticles produced in the gas 

phase can become a unit of thin film deposition and that when the nanoparticles are 

charged, a thin film with good crystallinity can be formed by self-assembly. This is the

first theory proposed by our laboratory. The core of this theory is that nanoparticles are 

self-assembled when they are charged, which is a common phenomenon in any 

process if only the conditions mentioned above are met. In this study, we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thick coatings with good crystallinity can be formed when 

nanoparticles are supplied in the processes of forming thick films such as aerosol 

deposition and atmospheric pressure thermal plasma spray. The researchers conducted 

a study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ged nanoparticle theory and aerosol 

deposition and atmospheric thermal plasma spraying. First, it is confirmed that the 

aerosol deposition process and the crack release phenomenon are closely rela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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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other. Fracto-emission is a phenomenon in which not only a variety of particles 

and photons but also electrons are emitted when a material breaks. At this time, there is 

a feature that the amount of discharge in the order of the conductor <semiconductor 

<ceramic is increased. This is in common with the RTIC mechanism of aerosol 

deposition, in which the deposition of nano-submicron ceramic particles is broken. In 

contrast, when the particle contacts the substrate according to the pressure of the carrier 

gas, when the surface of the substrate is shaved by the particles, not only the substrate 

but also the particles are broken. It was confirmed that a large amount of electrons 

were emitted under the cracking condition. In the case of the atmospheric pressure 

thermal plasma spraying method, it was firstly confirmed how microstructures are 

formed using micro sized tungsten particles which are easy to supply. At this time, it 

was confirmed that the thermal conductivity and the amount of latent heat emission 

affect the solidification rate and microstructure size. In contrast, 40 micron sized 

tungsten powder was supplied to observe the change of porosity and microstructure 

according to plasma power.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many variables to be 

considered for supplying nanoparticles directly, which made time and money lacking. 

Therefore, we paid attention to a solution precursor plasma spray method which is a 

method of supplying a solution in which a salt is dissolved to form a phase 

transformation from solution to nanoparticles in a plasma and at the same time, 

performing deposition. However, since the amount of heat consumed by vaporization 

of the solution is large, the plasma enthalpy that can be produced by the plasma 

spraying apparatus used in this study is insufficient as compared with the heat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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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powder was formed rather than the thick 

film, and the results were summarized by summarizing the index for evaluating the 

process. The process index was determined by using an experimental method called 

line scanning. The initial nanoparticle size and degree of melting were confirmed and 

the particles reached the substrate without being sufficiently melted.

Keywords : charged nano-particle ; fracto emission ; aerosol deposition ; 

conventional atmospheric plasma spraying ; liquid precursor plasma spray

Student number : 2016-2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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