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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optimal process conditions of plasma-sprayed chromium 

oxide coating by design of experiments. Plasma coatings are influenced by various process parameters. 

According to these process parameters, the quality of the coating layer, that is, the density, the porosity, 

and the content of the oxide, etc. are changed. In the present study, a statistical approach, that is, 

design of experiments utilizing L9 orthogonal array table, was used as a method for deriving optimal 

process conditions. Among the many control parameters affecting the quality of the coating layer, the 

spray distance, the argon flow rate, the powder feed rate, and the surface velocity were selected as 

control parameters. A hardness test was conducted on the coating specimens fabricated based on design 

of experiments and analysis of variance was carried out. As a result, the parameter which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hardness of the coating layer is the spray distance, the influence of the argon 

flow rate and the powder feed rate were insignificant. Optimal process condition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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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용사법(thermal spraying)은 재료를 열원에 의해 

가열하여 용융 또는 반용융상태로 만들고, 이를 

고속으로 기재의 표면에 분사함으로써 코팅층을 

형성하는 기술이다. 용사법은 다른 표면개질기술

에 비해 기재에 대한 열영향이 적고, 다양한 코팅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재의 형상이나 크기

에 제약이 적어 여러 산업분야에 폭넓게 적용되

고 있다.1-5)

플라즈마 용사법은 이온화된 가스를 사용하여 

입자형태로 공급되는 재료를 가열하는 동시에 가

속시킴으로써 코팅층을 형성한다. 플라즈마 제트

의 온도와 속도는 가스의 이온화 정도와 플라즈

마 토치의 공정변수에 의존하는데, 이들 공정변수

의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코팅층의 품

질, 즉 밀도, 기공율, 산화층의 분포 등이 달라지

게 된다. 플라즈마용사법의 일반적인 공정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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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plasma spray process

코팅분말의 형상, 크기 및 분포, 입력 전원, 플라

즈마 가스의 유량 및 조성, 코팅거리, 분말송급률 

등이다.6) Fig. 1은 플라즈마 용사법의 개략도를 나

타낸 것으로 코팅층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

어가능한 공정변수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플라즈마 용사법을 적용할 때에

는 제어가능한 공정변수들을 적절히 조절하여 얻

고자 하는 성능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공정조건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

는 코팅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어가능한 공

정변수들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없이 용사장치 

제조회사의 메뉴얼 또는 현장 작업자의 경험과 

시행착오에 의존하여 공정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결과 코팅층의 품질이 일

정하지 못하여 자주 불량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코팅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내구성을 떨어트리게 

된다.7)  따라서 신뢰성이 있는 고품질의 용사코팅

을 얻기 위해서는 코팅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공정조건 도출과 품질

관리를 위한 객관적인 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다.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s)은 각각의 인

자가 특성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인자와 수준을 적절히 배치하여 실험을 설계하는 

방법이다. 이 중 직교배열표(orthogonal array)를 이

용한 실험계획법은 최소한의 실험횟수로서 각각

의 인자가 특성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수 있으며, 용이하게 최적조건을 도출할 수 있어 

산업 현장과 공학 및 과학 실험 분야 등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8-10) 미국을 비롯한 구미선진국에서 

용사코팅 분야에 실험계획법을 적용한 연구사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발표되고 있으나11-14), 국내에서 

용사코팅의 최적공정조건 도출이나 품질관리를 

위해 실험계획법을 적용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내식·내마모 코팅의 대표적인 재

료중의 하나인 산화크롬(Cr2O3) 플라즈마 코팅의 

최적공정 설계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직교배열

표를 이용한 실험계획을 세우고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산분석을 수행하여 산화크롬 플라즈

마 코팅의 최적공정조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검증

실험을 통해 용사공정에 있어서 직교배열표와 분

산분석을 이용한 통계적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

였다.

2. 실험방법

2.1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코팅재료는 내식·내마모 코

팅의 대표적인 재료중의 하나인 산화크롬(Cr2O3) 

분말로서 그 화학적 조성은 Table 1과 같다. 기재

는 5 mm 두께의 SS400 탄소강 평판을 사용하였

으며, 용사 전 기재의 표면을 알루미나 그릿트로 

블라스트 처리를 하고 아세톤액 중에서 초음파 

세척을 하였다. 이와 같이 전처리된 기재의 표면

에 Sulzer Metco사의 Simplex Plasma Spray Gun 

System을 사용하여 실험계획에 따라 산화크롬 코

팅시험편을 제조하였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Cr2O3 powder 

used(wt %)

Cr2O3 Fe2O3 SiO2 Al2O3 Cr

99.60 0.20 0.10 0.10 0.02

2.2 실험계획

실험계획을 세우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

마 코팅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인자

로서 코팅거리, 아르곤 유량, 분말 송급률 및 표면

속도의 4가지를 선정하고, 인자별 수준은 다음과 

같이 각각 3수준으로 하였다. 코팅거리는 80, 110, 

140 mm, 아르곤 유량은 80, 90, 100 SCFH, 분말 

송급률은 40, 50, 60 g/min, 표면속도는 1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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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rol parameters and levels

Parameters Symbol
First 
level

Second 
level

Third 
level

Spray 
distance 

(mm)
A 80 110 140

Argon gas 
flow 

(SCFH)
B 80 90 100

Powder 
feed rate 
(g/min)

C 40 50 60

Surface 
speed

(mm/min)
D 100 150 200

Table 3 Experimental lay out and results of 

hardness test

Experimental 

No.

Parameters Measured 
hardness 
(HRC)A B C D

1 1 1 1 1 69.60 

2 1 2 2 2 69.19 

3 1 3 3 3 70.54 

4 2 1 2 3 72.88 

5 2 2 3 1 74.46 

6 2 3 1 2 72.28 

7 3 1 3 2 72.93 

8 3 2 1 3 70.56 

9 3 3 2 1 72.03 

  

및 200 mm/min로 하였다. 인자별 수준은 예비실

험을 통해 코팅층의 품질에 현격한 저하를 나타

내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간격을 두어 선정

한 것이다. Table 2에 본 연구의 실험계획에 사용

한 인자와 수준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3

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4인자 3수준계의 L9(3
4) 직

교배열표로서, 표의 오른쪽에는 후술하는 코팅시

험편의 경도측정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이 직

교배열표의 9개 조건에 대해 그 순서를 무작위로 

하여 각 조건당 2조씩의 산화크롬 코팅시험편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팅층의 경도를 특성

치로 하고, 측정된 경도를 바탕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이 분산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최적공정조건 및 이 조건하에서의 구간추정 경도

를 구하고, 이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도출된 

최적공정조건에 따른 코팅시험편을 제작하여 검

증실험을 실시하였다.

2.3 특성치 측정

본 연구에서 특성치로 설정한 코팅층의 경도를 

측정하기 위해 Mitutoyo사의 마이크로 비커스 경

도시험기(HM-122)를 사용하였다. 경도시험은 마

이크로 비커스 및 마이크로 누프 경도시험방법을 

규정한 ASTM E384-99에 따라 하중 300 g, 압입시

간 10 sec의 시험조건으로 코팅시험편 하나당 10

개소의 경도를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취하였다. 

분산분석에 있어서는 계산의 편의상 측정된 경도

를 HRC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3. 결과  고찰

3.1 분산분석

Table 4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직교배열표에 따라 

산화크롬 코팅시험편을 제작하여 경도를 측정하

고, 이를 바탕으로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어떤 인자에 대한 편차제곱합(sum 

of squares)이 크다는 것은 그 인자의 수준변동이 

특성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에 의하면 플라즈마 용사된 산화크롬 코

팅시험편의 경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코

팅거리와 표면속도이고, 아르곤 유량 및 분말송급

률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Table 3에 나타낸 시험편의 경도측정 결

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인자 및 수준별 평균을 정

리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각각의 인자가 특성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코팅거리(A)와 표면속도(D)가 

코팅층의 경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아르곤 유량

(B) 및 분말 송급률(C)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인자에 대해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수준들의 조합이 최적공정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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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Degree of 
freedom

Sum of squares Mean of square F characteristic F(0.05)
Contributions 

(%)

A 2 17.89 8.95 74.43* 19 73.78

B 2 0.24 0.12 1.00 19 0.99

C 2 0.83 0.42 3.46 19 3.43

D 2 5.29 2.64 21.99* 19 21.80

Table 4 Results of the analysis of variance 

Fig. 2 Interaction plots for hardness of thermal- 

sprayed coating

본 연구에서의 최적공정조건은 A2B1C1D3, 즉 

코팅거리 110 mm, 아르곤 유량 80 SCFH, 분말송

급률 40 g/min, 표면속도 200 mm/min이다. 한편 

신뢰도 95% 수준에서 구한 최적공정조건에서의 

경도 추정구간은 74.24±1.07 HRC이다.

이 최적공정조건이 직교배열표상에 제시된 9개 

조건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이의 검증을 위하

여 최적공정조건으로 새로이 코팅시험편을 2조 

제작하고, 이 코팅시험편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

으로 경도를 측정하였다. 검증실험 결과 최적공정

조건으로 제작된 코팅시험편의 경도는 HRC 75.03

으로서, 신뢰도 95%에서의 추정구간 74.24±1.07 

HRC를 잘 만족시킨다. 또한 이 경도는 직교배열

표상의 어떠한 조건으로 제조된 코팅시험편의 경

도보다 더 높은 값이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4인자 3수준의 조건하에서 

모든 인자와 수준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34, 즉 81

회의 실험을 수행해야 하는데 반해, 직교배열표와 

분산분석을 이용하는 경우 1회의 검증실험을 포

함해도 10회의 실험으로 최적공정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검증실험을 통해 직교배열표와 

분산분석을 이용한 통계적인 기법이 용사코팅의 

최적공정조건을 도출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3.2 미세조직

Fig. 3(a)와 (b)는 각각 전술한 직교배열표상의 

9개 조건중 경도가 가장 낮게 측정된 코팅시험편

(실험번호 2, 69.19 HRC)과 가장 높게 측정된 코

팅시험편(실험번호 5, 74.46 HRC)의 미세조직 사

진이다. 실험번호 2의 코팅시험편이 실험번호 5의 

코팅시험편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기공이 내재되

어 있다는 것이 뚜렷이 관찰된다. 뿐만 아니라 기

재와 코팅층 사이의 계면에 형성된 산화층도 실

험번호 2의 코팅시험편에서 더 크게 형성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c)는 직교배열표와 분

산분석을 이용한 통계적인 기법으로 도출된 최적

공정조건으로 제작된 코팅 시험편(75.03 HRC)의 

미세조직 사진이다. 경도가 가장 높게 측정된 실

험번호 2의 미세조직 사진과 비교해 보면 기공율

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기재

와 코팅층 사이의 계면에 형성된 산화층을 현저

하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재와 코팅층 사

이의 접합강도는 코팅의 품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특성인데, 산화층의 존재는 이 접합강도를 

약화시켜 코팅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코팅재료인 산

화크롬은 기재의 표면에 내식·내마모성을 부여하

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코팅재료중

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화크롬 코팅층의 

높은 경도와 내마모성의 관점에서 최적공정조건

을 도출하기 위한 특성치로서 경도 하나만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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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Microstructure of coatings : (a) experi- mental 

No. 2, (b) experimental No. 5, (c) confirmation 

experiment

택했으나, 이 최적공정조건이 경도뿐 아니라 기재

와 코팅층 사이의 계면에서 형성되는 산화층의 

제어에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한 정

량적인 데이터의 확보를 위해서는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차후 산화층 이외에도 기

공율 제어를 위한 공정조건 확립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용사법에 의한 산화크

롬 코팅의 최적공정 설계를 목적으로, 직교배열표

를 이용하여 실험계획을 세우고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산분석을 수행하여 최적의 공정조건

을 도출하였다. 또한 검증실험을 통해 직교배열표

와 분산분석을 이용한 통계적 방법이 공정변수들

의 제어에 유용함을 입증하였다.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코팅층의 경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코팅거리와 표면속도이고, 아르곤 유량 및 분말 

송급률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분산분석을 통해 도출한 최적공정조건은 코

팅거리 110 mm, 아르곤 유량 80 SCFH, 분말송급

률 40 g/min, 표면속도 200 mm/min이다. 이 최적

공정하에서의 경도 추정구간은 74.24±1.07 HRC이

며, 검증실험의 결과 측정된 경도는 75.03 HRC로

서 추정구간을 잘 만족한다.

3) 플라즈마 용사법에 의한 산화크롬 코팅의 제

조하기 위한 최적공정 설계에 있어서 직교배열표

와 분산분석을 이용한 통계적 기법은 매우 유용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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