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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C-Co coatings manufactured by high velocity oxy-fuel (HVOF) spraying have a superior hardness

and wear resistance. In this study, HVOF-sprayed WC-12Co coatings from three different feedstock powders

were evaluated in terms of microstructural features, carbide decomposition and erosion resistance. The fused-

crushed and the sintered-crushed WC-12Co powders had an angular shape, a dense internal structure and

a high apparent density, whereas the agglomerated-sintered powder was found to have a spherical

morphology with a porous internal structure and a relatively low apparent density. These differences in

powder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affected porosity, carbide decomposition, microhardness and erosion

resistance in the WC-Co coating. The fused-crushed coating contained a large amount of intersplat pores and

a low fraction of carbide, resulting in the lowest microhardness. The erosion wear rate of the fused-crushed

coating increased sharply with increasing impact angle, due to the brittle damage mechanism. The

agglomerated-sintered coatings had a low porosity and a high microhardness, and consequently exhibited

superior erosion wear resistance with no dependency on impac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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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WC-Co계 서멧(cermet) 코팅은 높은 경도와 우수한 열

적 안정성을 갖는 WC 경질상과 우수한 연성의 Co 금속

바인더 상으로 이루어진 복합소재 코팅이며, 마모/침식 저

항성과 부식 저항성이 요구되는 금속부품의 표면에 광범

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WC-Co계 서멧 코팅에 주로 사용

되고 있는 고속화염용사(high velocity oxy-fuel, HVOF)

는 가스 또는 액체 연료의 연소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화

염에 분말소재를 주입하고 이를 축소-확대형 노즐을 통하

여 화염 및 분말을 고속으로 가속시켜 분사하는 공정이며,

화염의 비교적 낮은 열에너지로 인하여 WC 입자의 용융

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판 표면에 도달하는

WC-Co 분사액적의 높은 운동에너지로 인하여 비교적 치

밀한 코팅층을 형성한다 [1-4]. 고속화염용사에 의해 치밀

한 WC-Co 코팅층을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고온 화염으로

주입된 WC-Co 분말소재에서 저융점 Co 바인더 상의 충

분한 용융을 수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온 화염에서 가열

또는 용융된 WC-Co 액적은 고온-산화 분위기에서 비행하

는 동안 WC 입자의 열분해, 액상 Co와 WC 입자의 화

학적 반응 및 Co로의 C와 W의 확산 등의 탈탄반응을

수반하며, 그 결과로 코팅층 내에 W2C, Co3W3C(M6C),

Co6W6C(M12C), W 또는 비정질 Co-W-C 바인더 상의

생성을 초래한다 [5-15]. 이러한 WC 입자의 분해 및 탈

탄반응은 고속화염용사 WC-Co 코팅층의 취성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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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거나 또는 경도를 감소시키는 주된 원인이며, 최종적으

로 WC-Co 코팅층의 내마모성의 저하를 초래한다 [9-12].

일반적으로 화염의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분말소재에 분

포하는 WC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고속화염용사 동안에

WC 입자의 분해 및 탈탄 현상이 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9,13-15].

고속화염용사 WC-Co 코팅층의 마모 거동에 대한 연구

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오랫동안 수행되어 왔지만, 고

속화염용사 동안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WC 입자 및 Co

바인더의 상변화와 더불어 서로 다른 열이력을 거친 액적

들에 의해 형성된 스플릿 층상구조의 불균일한 미세조직

으로 인하여 연구결과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초기

WC 입자가 작을수록 코팅층의 경도와 내마모성이 향상된

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에[16-19] 고속화염용사 동안의 탈

탄반응을 가속시켜 코팅층의 취성을 증가시킴에 따라 내

마모성이 감소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20-23].

또한 탄화물의 탈탄반응 또는 기공도 보다 개개 액적들에

의해 형성된 스플릿 들 간의 계면결합력이 WC-Co 코팅

층의 내마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임을 보고하

고 있으며[24-26], 이외에도 1% 이하의 기공도를 갖는

WC-Co 코팅층이 우수한 내마모성을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다 [27,28]. 고속화염용사 WC-Co 코팅층의 마모거동은

코팅층의 미세조직 특성 이외에도 마모 시험방법 및 마모

입자의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26,30-32]. 마모 시험방법으로는 주로 연삭 마모시험

과 미끄럼 마모시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속으로 비행

하는 입자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상 입자 침식마모

에 대한 연구결과는 극히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화염용사 WC-Co 서멧 코팅층의 미

세조직학적 특성과 고상 입자 침식특성에 미치는 분말소

재 특성의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용융-파쇄

(fused-crushed, FC), 소결-파쇄(sintered-crushed, SC) 그

리고 응집-소결(agglomerated-sintered, AS) 공정으로 제조

된 3종의 WC-12 wt% Co(WC-12Co) 분말소재의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이들 분말소재에 의해 제조된 고속화염용사

WC-Co 코팅층의 미세조직 특성을 비교하였다. WC-Co

서멧 코팅층의 고상 입자 침식 마모시험은 20-100 µm 크

기의 Fe3O4 입자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수행하였으며, 입자

충돌각도에 따른 침식 마모거동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의 고속화염용사 코팅층의 제조에 사용된 WC-

12Co 분말소재는 각각 FC, SC 그리고 AS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3종 이었으며, Praxair Surface Technology

Ltd.(USA)로 부터 구입하였다. 서로 다른 제조공정으로 제

조된 WC-12Co 분말소재의 특성은 평균 입도 및 크기 분

포, 형상, 구성 상, 내부 미세조직, 유동도 그리고 겉보기

밀도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분말소재의 평균

입도 및 크기 분포는 레이저 입도분석기(beckman coulter,

LS13 320)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형상 및 내부 미세

조직은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조사하였다. 분말소재의 유동

도와 겉보기 밀도는 홀 유량계(Hall flowmeter)의 표준

유동도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B212에 규정

된 방법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유동도는 50 g의 분말이 직

경 2.5 mm의 오리피스를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겉보기 밀도는 오리피스를 통과한 분말을 체적 25 cc의 용

기에 채웠을 때의 단위 체적 당 무게를 측정하여 계산하

였다.

고속화염용사 WC-Co 서멧 코팅은 수소가스를 연료로

하는 DJ-2700(Metco, USA) 장비를 이용하여 제조하였으

며, 이때 기판은 모래분사(sand blasting) 처리된 일반 탄

소강을 사용하였다. 3종의 WC-12Co 분말소재를 이용하여

표 1에 나타낸 고속화염용사 조건에서 WC-Co 서멧 코팅

층을 제조하였다. 초기분말과 코팅층에 대한 X-ray 회절분

석을 통하여 고속화염용사 과정에서의 WC-Co의 상변화

를 조사하였다. X-ray 회절분석으로부터 얻은 WC의 회절

강도와 WC의 분해로 인하여 생성된 W2C, W, Co3W3C,

Co6W6C 등의 회절강도를 비교하여 WC 입자의 상분해 정

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X-ray 회절

peak들은 W2C (101) d = 2.275 Å, W (110) d = 2.238 Å,

Co3W3C (511) d = 2.13 Å, Co6W6C (511) d = 2.094 Å,

WC (101) d = 1.884 Å이었다. 코팅층의 기공도는 주사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500 배율의 단면 미세조직으로 부터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코팅층의 경도는

비커스 미세경도기를 이용하여 300 g 하중에서 측정하였

으며, 30개의 압흔 자국으로부터 평균값을 취하였다. 

고상입자 침식마모 시험은 드 라발 수축-확산 노즐(De-

Table 1. Spray processing parameters of HVOF spraying.

Hydrogen flow rate (slpm) 670

Oxygen flow rate (slpm) 216

Air flow rate (slpm) 395

Powder feed rate (g/min) 38

Spray distance (mm)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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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val convergent-divergent nozzle) 노즐의 입자가속장치,

침식입자 송급장치 그리고 침식 챔버를 구성하여 상온에서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침식입자는 20-100 µm의 입도

분포와 약 75 µm의 평균입도를 갖는 구형의 Fe3O4이었으며,

침식입자는 약 405 ± 28 Hv의 미세경도를 가졌다. 침식마모

시험은 5.1 g/min의 침식입자 분사양과 50 mm의 시험편과

드 라발 노즐간의 거리에서 실시하였으며, 이때 시험편에

충돌하는 Fe3O4 침식입자의 속도는 약 200 m/s 이 되도록

하였다. 시험편과 침식입자의 충돌각도는 15o-90o로 변화

시켰으며, 각 시험조건에서 10분 동안 침식마모 시험을 실

시하였다. 시험편의 침식마모율은 시험편에 충돌한 침식입

자의 중량 대비 고상입자 침식에 의한 시험편의 중량 감

소의 비로 평가하였다. 침식시험 후 침식마모 표면을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초기 분말소재

특성 및 충돌각도에 따른 침식마모거동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WC-12Co 분말소재의 특성

고속화염용사 WC-Co 서멧 코팅층의 제조에 사용된

FC, SC 그리고 AS WC-12Co 분말소재의 형상과 단면

미세조직을 그림 1에 나타내었으며, 이들 분말소재의 X선

회절도형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분말소재의 평균 입도

및 입도 분포 그리고 홀 유량계로 측정한 유동도 및 겉보

Fig. 1. Morphologies and cross-section microstructures of WC-12Co powders: (a) and (d) fused-crushed, (b) and (e) sintered-crushed, and
(c) and (f) agglomerated-sintered.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WC-12Co powders: (a) fused-
crushed, (b) sintered-crushed, and (c) agglomerated-si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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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밀도를 표 2에 종합하였다.

FC WC-12Co 분말은 WC 입자를 용융 Co pool에 주

입-혼합하여 1차 성형체를 제조 후 기계적 파쇄에 의하여

제조된 분말이며, 그림 1(a)와 (d)에서 보듯이, 불규칙한

각진 형상과 기공이 없는 매우 치밀한 미세구조를 나타내

었다. 분말소재의 탄화물 입자는 약 1-15 µm의 비교적 조

대한 크기를 가졌으며, 탄화물은 WC 이외에도 분말제조

시 액상 Co에 의한 WC의 분해에 따른 결과인 W2C와

Co3W3C 등이 다량 존재하고 있음을 그림 2(a)의 X-ray

회절 결과로 부터 확인하였다. FC 분말은 10 µm 이하의

미세한 분말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비교적 작은 16.3 µm의

평균 입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로 인하여 분말의 유동도는

홀 유량계로 측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나쁜 편이었

다. 치밀한 분말 미세구조로 인하여 높은 겉보기 밀도를

예상하였으나, 작은 평균 입도로 인하여 겉보기 밀도는 약

5.610 g/cm3를 나타내었다. 

SC WC-12Co 분말은 WC 입자와 Co 입자를 혼합 후

고온에서 액상 소결을 통하여 1차 성형체를 제조한 후 기

계적으로 파쇄하여 제조한 것이며, 그림 1(b)에서 볼 수

있듯이 모서리가 둥근 부정형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분말

내부는 1-5 µm의 WC 탄화물 입자와 Co 바인더 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그림 2(b)), 매우 치밀한 단면 미세조직

을 보였다(그림 1(e)). SC 분말은 17-56 µm의 입도범위와

34.5 µm의 평균입도를 나타내었으며, 분말의 유동도는

15.9 s/50 g으로 비교적 우수하였다. 또한 매우 치밀한 내

부 미세구조로 인하여 6.127 g/cm3의 매우 높은 겉보기

밀도를 나타내었으며, 약 1-5 µm 크기의 탄화물 입자들

사이에 바인더 상인 Co 입자들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

었다. 

AS 분말은 미세한 WC 입자와 Co 입자를 액상 슬러리

에서 혼합 후 분무건조공정으로 과립분말을 제조하고 이

를 열처리하여 제조되며, 그림 1(c)에서와 같이 비교적 매

끄러운 분말표면을 갖는 구형의 형상을 가졌다. 그림 2(c)

의 X선 회절 결과로 부터 AS 분말은 WC 탄화물과 Co

바인더 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개의 WC-

12Co 구형 분말은, 그림 1(f)에서 보듯이, WC 입자와

Co 바인더 상의 균일한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분

말 내부에 다량의 마이크론 크기의 기공들이 불균일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AS 분말은 28.1 µm의 평균입도와 17.6-

44.0 µm의 좁은 입도범위를 나타내었다. 구형의 형상으로

인하여 분말의 유동도는 비교적 우수하였으나, 기공이 많

은 미세구조로 인하여 분말의 겉보기 밀도는 가장 낮은

4.993 g/cm3를 나타내었다. 

3.2. 고속화염용사 WC-12Co 코팅층의 미세조직

제조방법이 다른 3종의 WC-12Co 분말소재를 이용하여

제조된 고속화염용사 WC-Co 서멧 코팅층의 단면 미세조

직과 X선 회절 결과를 각각 그림 3과 4에 나타내었다.

또한 WC-Co 서멧 코팅층의 기공도, WC 탄화물 분해

정도 그리고 미세경도를 표 3에 종합하여 비교하였다. 

FC 분말소재에 의해 제조된 WC-Co 서멧 코팅층은 그

림 3(a)에서 보듯이 상대적으로 얇은 코팅 두께와 0.7±0.1

area%의 낮은 기공도의 치밀한 코팅층을 형성하였다. 그

림 3(d)의 뚜렷한 층상 미세조직으로 부터 개개 액적들의

연속적인 적층의 결과로 형성된 스플릿 미세구조와 이들

의 수평방향 경계에 생성된 얇은 기공층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고속화염용사 코팅층에서의 탄화물 입자는 FC

분말소재의 것보다 다소 둥근 형상을 가지고 크기가 감소

되었으며, 일부 스프릿에서는 탄화물 입자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FC 분말소재의 WC-Co 서멧 코팅층은 다른 분말

소재의 코팅층보다 낮은 탄화물 부피분율을 나타내었다.

코팅층의 주요 구성상은, 그림 4(a)의 X-ray 회절 결과에

서 보듯이, WC 또는 W2C 입자들의 분해에 의하여 생성

된 W과 Co3W3C 이었다. 즉, FC 분말소재로 제조된

WC-Co 서멧 코팅층은 화염제트에서 과도하게 용융된 작

은 크기의 WC-12Co 액적들의 적층에 의하여 형성되었음

Table 2. Characteristics of WC-12Co powders manufactured from different powder processing routes.

Fused-crushed Sintered-crushed Agglomerated-sintered

Morphology
angular shape, 

dense internal structure

irregular shape,

dense internal structure

spherical shape,

porous internal structure

Mean size (µm) 16.3 34.5 28.1

Size distribution (d10-d90, µm) 5.0-38.8 17.5-55.7 17.6-44.0

Flowability (s/50 g) difficulty in flow 15.9 15.5

Apparent density (g/cm3) 5.610 6.127 4.993

Carbide size (µm) 1.0-15.0 1.0-5.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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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탄화물의 분해 또는 용융

이 심하게 발생함과 동시에 적층 표면에서의 심한 응고수

축으로 인하여[32] 스플릿 경계에 기공층을 형성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FC 분말소재의 WC-Co 서멧 코팅층은 낮은

탄화물 부피분율로 인하여 754 ± 42 Hv의 매우 낮은 경도

를 나타내었다. 

SC 분말소재에 의해 제조된 WC-Co 서멧 코팅층은 다

른 분말소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두꺼운 코팅층 두께와

2.6 ± 0.4 area%의 다소 높은 기공도를 나타내었다(그림

3(b)). 그림 4(b)의 X선 회절 결과에서 보듯이 코팅층의

주된 구성상은 WC 이었으며, 소량의 W2C 탄화물이 생성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말소재의 치밀한 미세구조와

높은 겉보기 밀도로 인하여 동일 조건의 고속화염용사에

서 상대적으로 낮은 용융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SC 분말소재의 WC-Co 서멧 코팅층은 그림 3(e)의

단면 미세조직에서 보듯이 층상 미세조직을 이루고 있으

나 스프릿들은 경계 기공층의 생성 없이 매우 치밀하게

결합하고 있었다. 코팅층 내 탄화물들은 sub-µm에서 수

µm 의 크기를 가지며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SC 분

말의 WC-Co 서멧 코팅층은 1323 ± 30 Hv의 비교적 높은

경도를 나타내었다. 

SC 분말소재와 유사한 입도분포를 갖는 AS 분말소재는

약 1 area%의 낮은 기공도의 치밀한 WC-Co 서멧 코팅

층을 형성하였으며(그림 3(c)), 적층된 스플릿들은 비교적

낮은 WC 입자의 분해를 나타내었다(그림 4(c)). 상대적으

Fig. 3. Cross-section microstructures of HVOF-sprayed WC-12Co coatings: (a) and (d) fused-crushed, (b) and (e) sintered-crushed, and (c)
and (f) agglomerated-sintered.

Fig. 4.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HVOF-sprayed WC-12Co coatings:
(a) fused-crushed, (b) sintered-crushed, and (c) agglomerated-si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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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공성의 내부구조와 낮은 겉보기 밀도의 AS 분말소

재는 고온-고속의 화염제트 내에서 증가된 용융효율을 통

하여 적층 표면에 도달하는 액적의 액상분율을 증가시킨

다. 높은 액상분율은 WC-Co 서멧 코팅층의 기공도를 감

소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5,32,33]. AS 분말소재

의 WC-Co 서멧 코팅층은, 그림 3(f)의 후방산란전자 미

세조직에서 보듯이, 탄화물 입자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영

역들 사이에 얇은 띠 모양의 영역(밝은 회색 영역)이 수평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띠 모양의 영역에서는 길

게 연신된 탄화물 입자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탄화물 형상 및 크기의 불균일성은 하나의 액적에서의 표

면부와 중앙부의 열적이력 차이 때문이며, 얇은 띠 모양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를 갖는 액적의 표면부에서

WC 입자의 용융과 분해로 인하여 W2C 또는 Co3W3C

상의 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층상간의 계면

은 기공의 흔적 없이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었으며, 이는

충분한 액상이 적층 표면에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AS

분말소재의 WC-Co 서멧 코팅층은 낮은 기공도와 낮은

WC 탄화물 분해로 인하여 1390 ± 56 Hv의 가장 높은 경

도를 나타내었다.

3.3. 고속화염용사 WC-12Co 코팅층의 고상입자 침

식마모 저항성

그림 5는 고속화염용사 WC-Co 서멧 코팅층의 충돌각

도에 따른 고상입자 침식마모 시험 후의 시험편의 마크로

손상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고상입자 침식에 의해 손상을

받은 영역은 충돌각도 90°에서 등방성의 원형이었으나, 충

돌각도가 감소함에 따라 손상영역의 면적이 증가함과 동

시에 유선형으로 변화하였다. 주어진 침식마모의 충돌각도

에서 WC-Co 서멧 코팅층은 동일한 침식마모 손상 면적

을 나타내었다. 침식 마모율은 시험편에 충돌한 침식입자

의 중량 대비 고상입자 침식에 의한 시험편의 중량 감소

의 비로 평가하였으며, 침식입자의 충돌각도에 따른 WC-

Co 서멧 코팅층의 침식마모율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FC

분말소재의 WC-Co 서멧 코팅층은 모든 충돌각도에서 가

장 높은 침식 마모율을 보였으며, 충돌각도가 증가함에 따

라 침식마모율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SC와 AS 분말소재의 WC-Co 서멧 코팅층은 상

대적으로 낮은 침식마모율을 나타내었으며, 충돌각도의 변

화에 따라 일정한 침식마모율을 보였다. FC WC-Co 서멧

코팅층의 높은 침식마모율은 코팅층의 낮은 경도에 기인

하며, AS 코팅층의 낮은 침식마모율은 낮은 기공도와 높

Table 3.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HVOF-sprayed WC-12Co coatings manufactured from different powders.

Fused-crushed Sintered-crushed Agglomerated-sintered

Surf. roughness (Ra, µm) 3.2 ± 0.2 5.9 ± 0.3 3.6 ± 0.2

Porosity (area%) 0.5 ± 0.1 2.6 ± 0.4 1.1 ± 0.2

Carbide phase WC, W2C, W, Co3W3C WC, W2C, W WC, W2C, W

Non-WC/WC peak ratio 6.90 0.11 0.18

Microhardness (300 g, Hv) 754 ± 42 1323 ± 30 1390 ± 56

Fig. 5. Macroscopic damaged areas of HVOF-sprayed WC-12Co coatings after solid particle erosion as a function of particle impac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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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도에 따른 결과이다. 

그림 7은 각각 충돌각도 15o와 90o에서 10분 동안 침

식시험 이후의 FC 및 AS 분말소재 WC-Co 서멧 코팅층

의 손상영역을 관찰한 것이다. 충돌각도 15o에서는 2종의

코팅 시험편에서 모두 침식입자의 진행방향으로 생성된 미

끄러짐 손상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FC 분말소재의

코팅층에서 스플릿 경계 기공층을 통한 층상 균열이 발생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충돌각도 15o에서 AS

분말소재의 코팅층은 침식입자의 마이크로 컷팅에 의한 침

식손상이 주를 이루지만, FC 분말소재 코팅층에서는 마이

크로 컷팅 이외에도 스플릿 기공층을 따라 전파된 균열에

의하여 개별 스플릿의 탈락에 의하여 침식손상이 진행됨

을 알 수 있다. 충돌각도 90o에서는 그림 7(b)와 (d)에서

보듯이 시험편에 따라 크게 다른 손상형태를 보이고 있

다. 즉, 충돌각도 90o에서, FC 분말소재의 코팅층의 손상

영역은 비교적 매끄러운 표면, 수직 방향의 균열 그리고

개별 스플릿의 탈락 흔적을 보이고 있으나(그림 7(b)), AS

분말소재 코팅층의 손상영역은 얇은 깊이의 원형 크레이

터(crater)의 형성을 보이고 있다(그림 7(d)). 고상입자 침

식에서 취성재료는 충돌각도가 커질수록 충돌 에너지의 증

가에 따른 표면 또는 내부 균열의 생성에 의하여 침식마

모율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34-36], 본 연구에서의

FC 분말소재의 WC-Co 서멧 코팅층은 전형적인 취성재료

의 침식손상거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FC 분말소재의

WC-Co 코팅층은 WC 입자의 과도한 분해에 의하여 생성

된 W2C, W 및 Co3W3C 등으로 인하여 높은 취성을 가

지며, 또한 스플릿 경계 기공층으로 인하여 침식입자의 충

돌 에너지가 큰 침식조건에서 균열 생성 또는 개별 스플

릿의 탈락에 의하여 침식이 진행된다. AS 분말소재의

WC-Co 서멧 코팅층의 손상영역에서 관찰되는 미세한 원

형 크레이터는 코팅층이 제한된 영역에서 소성변형을 수

반할 정도의 충분한 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WC-

Co 서멧 코팅층은 hard-WC 강화상과 soft-Co 바인더 상

의 복합재료이므로 연성재료와 취성재료의 침식손상거동

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WC의 분해정도

가 낮은 AS 분말소재의 WC-Co 서멧 코팅층에서는 충

돌각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침식마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부터 AS 분말소재에 의해

제조된 WC-Co 서멧 코팅층이 가장 우수한 고상입자 침

식저항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치밀한 코팅층 형성, 낮

은 탄화물  분해 그리고 높은 코팅 경도에 기인함을 확

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분말제조공정이 다른 3종의 WC-12Co

분말소재로 부터 고속화염용사 WC-Co 서멧 코팅층을 제

조하였으며, 분말소재의 특성에 따른 WC-Co 서멧 코팅층

의 미세조직학적 특성과 고상입자 침식마모 특성을 조사

하였다. FC와 SC WC-12Co 분말소재는 부정형의 형상,

치밀한 미세구조와 높은 겉보기 밀도를 나타내었으며, AS

분말소재는 구형의 형상, 다공성 미세구조와 낮은 겉보기

밀도를 나타내었다. FC 분말소재에 의한 WC-12Co 서멧

Fig. 6. Erosion rate of HVOF-sprayed WC-12Co coatings
manufactured from different powders as a function of particle
impact angle.

Fig. 7. Damaged surface morphologyies of HVOF-sprayed WC-
12Co coatings after erosion test: (a) fused-crushed, impact angle
15°, (b) fused-crushed, impact angle 90°, (c) agglomerated-sintered,
impact angle 15°, and (d) agglomerated-sintered, impact angle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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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층은 스플릿 경계 기공층의 형성, 크게 감소된 탄화물

부피분율 그리고 과도한 탄화물 분해로 인하여 매우 낮은

경도를 나타내었으며, SC 분말소재에 의한 코팅층은 다소

많은 양의 기공을 형성하였다. 반면에 AS 분말소재는 낮은

WC 탄화물의 분해와 함께 치밀한 코팅층을 형성하였으며,

가장 높은 코팅 경도를 나타내었다. AS 분말소재의 WC-

12Co 서멧 코팅층이 가장 우수한 고상입자 침식저항성을

나타내었으며, 충돌각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침식마모율

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FC 분말소재의 코팅층은 가장 높은

침식마모율과 함께 취성재료의 침식거동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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