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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utilizing the kinetic spray process to manufacture tantalum coating layer

and investigated the effect of carrier gas on the microstructure and macroscopic properties of the coating layer.

The initial powder feed stock was a massive powder with an average particle size of 24.35 μm and 99.99%

purity. Tantalum coating layers were obtained utilizing kinetic spraying with two carrier gases, N2 and He.

The manufactured tantalum coating layers featured dense structures without impurities at α-Ta phase

regardless of the carrier gas used. The hardness and porosity of the layers were found to be 285 Hv and 0.04%

at the He coating layer, and 270 Hv and 0.28% at the N2 coating layer. The measurement found that the

coating layer produced with He gas had higher hardness and density than those of the coating layer produced

with N2 gas. Through observation of the manufactured layer microstructure, the coating layer using He gas

showed a particle laminating maneuver caused by larger plastic deformation. It is possible that, compared

to the case of using N2 gas, higher particle speed can be applied when using He carrier gas to deposit tantalum

powder. Based on observations above, this study also discussed possible methods to improve the physical

properties of kinetic sprayed tantalum coatin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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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탈럼(tantalum)은 융점이 높고(약 3000 oC), 밀도 16.6

g/cm3인 5A족의 희소 금속이다. 또한, 높은 전하량과 낮은

저항 온도 계수, 안정된 비저항, 낮은 선팽창 계수, 우수한

열전도도, 높은 온도에서의 우수한 강도 그리고 우수한 내

부식성 등을 지니고 있다 [1-3]. 이에 최근 태양 전지 박

막용 재료, 항공기 및 제트 엔진용 부품 소재로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탄탈럼 소재의 장점을 코팅층으로 활용하

기 위한 시도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탄탈럼의 높은 융

점, 높은 산소 친화도로 인해 코팅층 소재를 만드는 데에

는 어려움이 있다 [4,5].

이에 용사 코팅을 이용한 Ta 소재의 제조 및 응용 기술

이 주목 받고 있다. 그 중 신 성형 공법인 kinetic spray

공정은 송급 가스를 초음속 제트 속도로 가속시킨 후 그

송급 가스에 분말(1~50 µm의 입도를 가지는)을 실어 분말

이 모재와 충돌하며 소성 변형에 의해 코팅층을 형성하는

공정이다. 즉 분말이 고상 상태로 소성 변형에 의해 적층

되는 공정이다. 이에 따라 분말의 물성이 적층 후에도 그

대로 유지되어, 열적으로 민감한 나노, 비정질 등의 소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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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와 반응성이 높은 Ti, Cu, Ta 등의 소재에 적용하기

적합한 공정이다. 또한 kinetic spray 공정은 기존의 용사

코팅 공정들인 HVOF(high velocity oxygen fuel)나

APS(atmospheric plasma spray) 등에 비해 적층 후 잔류

응력이 낮아 두꺼운 코팅층을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

다. 또한 높은 밀도와 순도를 가지는 코팅층 형성에 유용

하기 때문에 최근 kinetic spray 공정을 이용한 다양한 금

속 소재의 코팅층 제조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6-9].

Kinetic spray 공정 변수에는 송급 가스, 분말의 형상,

분말 예열 온도, 노즐의 형상 등이 있다. 이 중 송급 가스

는 코팅층의 물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공정 변수 중 하

나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kinetic spray 공정에서는

송급 가스를 이용하여 분말을 가속시키고 가속된 분말의

속도가 임계 속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적층이 시작되어 코

팅층을 형성시킨다. Kinetic spray 공정에서 입자의 결합은

충분히 높은 충돌 속도에서 발생하는 국소적인 변형이나

단열 전단 불안정성을 필요로 한다 [10,11]. 본 저자들은

이전 티타늄 소재를 이용해 kinetic spray 코팅층의 물성에

미치는 송급 가스, 분말 형상, 분말 예열 온도의 영향을

보고한 바 있다 [12,13].

현재까지 kinetic spray 공정으로 제조된 Ta의 연구는

노즐 형상에 따른 물성 및 미세조직 조사, 부식 특성 조사,

내부 변형 조직 관찰을 통한 소성 변형 현상 연구, 송급

가스에 따른 인장 특성 등이 보고된 바 있지만[14-19], 송

급 가스에 따른 미세조직 및 물성 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kinetic spray 공정을 이용하여 송급 가스

에 따른 Ta 코팅 소재를 제조하고, 송급 가스가 코팅층의

미세조직 및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말은 fused crushed 법(분말 분쇄

법)으로 제조된 순수 Ta 분말이다. 그림 1은 kinetic

spray 공정에 사용된 Ta 분말의 (a) 입자 형상과 (b) 입자

크기 분포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분말은 각진 괴상형을

가지고 있었다. 분말의 입도 분포는 10~42 µm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입자 크기는 24.35 µm로 측정되었다. 사용된

Ta 분말의 순도는 99.99%로 분석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kinetic spray 장치를 이용해 여러 선행

실험을 바탕으로 적정 공정 조건을 선정하여 Ta 코팅층을

제조하였다. 장치의 노즐은 de-laval 타입이며, 송급 가스는

N2 가스 및 He 가스를 이용하였다. 모재는 순수 알루미늄

을 blasting 처리 없이 사용하였다. Kinetic spray 공정에

서 사용된 공정 가스 온도는 600 oC, 분말 온도는 400 oC,

압력 조건은 3.0 MPa, 분말 송급 속도는 3 Kg/h 그리고

Gun travelling 속도는 100 mm/s로 송급 가스와 관계없이

고정하였으며, 모재와 노즐 간의 거리는 30 mm로 설정하

였다.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시편을 절단하여 cold

mounting 한 다음 diamond paste 1 µm 수준까지 표면

연마 한 후 OM(optical microscope),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esc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두 가지 송급 가스에 대한 미세조직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25 ml HNO3 + 5 ml HF 용액으로 에칭하였다. 송급 가스

의 종류에 따른 상 변화를 조사를 위해 XRD(X-ray

diffraction, Ultima IV) 및 EPMA(electron probe micro

analyzer, EPMA-1600)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

공도 측정을 위해서는 미세 정밀 연마를 수행한 후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코팅층의 각 부분을 200배율 촬영하고

이미지 분석법으로 10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 값으로 기

공도를 나타내었다. 사용된 분말 및 제조된 코팅층의 경도

값 측정을 위해서는 비커스 경도계(micro Vickers

hardness test)를 사용하여 압입 하중 100 g, 압입 시간10

초로 12회 측정한 후 최대,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사

용하였다. 이와 함께 kinetic spray 공정으로 제조된 상기

소재들의 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ICP-MS(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장비를 이용하였다.

Kinetic spray 공정으로 제조된 Ta 코팅층의 접합 강도

는 stud pull coating adherence test법으로 측정하였다

[20]. 시편 10 mm × 10 mm 크기로 가공하였으며 약

3mm의 지름을 가진 알루미늄 재질의 stud 를 코팅 층

표면에 에폭시 수지를 이용해 접착시킨 후 150 oC에서

70분간 열처리를 한 다음 대기 중에서 경화시킨 뒤

Savastin 장비를 이용해 접착 강도를 10회 측정한 후 평

균값을 사용하였다.

Fig. 1. Characteristic of powder feedstock used in this study; (a)
SEM morphology of Ta powders, and (b) size distribution of
powder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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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그림 2 는 Ta 코팅층의 macro 사진이며, (a)는 N2 가

스, (b)는 He 가스로 제조된 Ta 코팅층이다. Ta 코팅층의

두께는 각각 (a) 1 mm, (b) 1.9 mm 로 He 가스로 제조

된 코팅층이 N2 가스 코팅층보다 두껍게 제조되었다. 또한

Ta 코팅층 시편의 두께는 반복 횟수에 따라 제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ICP-MS를 이용하여 코팅층의 순도를

측정해본 결과, He 가스 코팅층은 99.72%, N2 가스 코팅층

은 99.65%로 초기 분말에 비해 He 가스 0.27%, N2 가스

0.34% 미량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순도의 감소는 다른 일

반적인 용사 코팅 공정(예를 들어 플라즈마(plasma),

HVOF(high velocity oxygen fuel), 아크(arc) 공정 등)에 비

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수행되는 kinetic spray 공정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1].

그림 3 은 kinetic spray 공정으로 제조된 코팅층의 단

면 조직을 관찰한 결과이다. 그림 3(a)는 N2 가스, (b)는

He 가스로 제조된 Ta 코팅층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a)

의 내부 조직에서 검은색 점으로 기공이 관찰된다. 그러나

(b) 코팅층의 내부 경우, (a)에 비해 기공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즉 He 가스로 제조된 Ta 코팅층이 N2 가스로 제

조된 Ta 코팅층보다 기공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재와의 계면을 살펴보면 (b)의 경우가 더 심한 변형을

받아 분말이 더 깊게 박힌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각각의 송급 가스로 제조된 Ta 코팅층의 기공도 및 경

도 차이를 그림 4의 도표로 나타내었다. 그림 4 (a)는 두

송급 가스에 따른 경도 값 측정 결과이다. 초기 분말의 경

도는 106 Hv, N2 가스 코팅층의 경도는 270 Hv, He 가

스 코팅층의 경도는 285 Hv로 측정되었다. 두 코팅층 모

두 초기 분말의 경도값 보다 매우 높지만 He 가스 코팅층

이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즉, kinetic spray 공정으

로 코팅층을 제조한 후 경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kinetic spray 공정을 이용할 경우 매우 빠른 속도로

Fig. 2. Macro images of kinetic spray deposited Ta coating
materials using (a) N2 and (b) He carrier gases.

Fig. 3. Optical micrographs of cross sectional Ta coating layers
using N2 (a) and He (b) carrier gases.

Fig. 4. (a) Vickers hardness and (b) porosity measurement results of
kinetic sprayed Ta coating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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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층이 형성되면서 유발되는 각 분말 입자의 가공 경화

및 뒤이어 적층되는 입자에 의한 다짐 효과(peening

effect)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 그림 4 (b)의

기공도 측정 결과에서, He 가스 코팅층이 0.04%의 기공도

로 나타났으며 N2 가스 코팅층의 기공도는 0.28%로 얻어

졌다. 이는 그림 3에 나타난 He 가스로 제조된 코팅층이

N2 가스로 제조된 코팅층보다 치밀한 미세조직을 나타내는

결과와도 잘 일치되는 것이다 [13-16]. 

송급 가스에 따른 코팅층의 에칭 후 미세조직 관찰 결과

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5 (a)는 N2 가스 코팅층을

(b)는 He 가스 코팅층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 (b)

모두 코팅층 내부에서 Ta 분말이 적층될 때 괴상형인 초

기 분말 형상이 아닌 적층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길게

늘어나 적층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분말이 고속으로 적층될 때 일어나는 소성 변형의 결과로

알려져 있다 [22]. 적층된 입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b)의

조직이 (a)의 조직보다 더 많은 변형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은 분말 입자가 모재와의

경계면에 그대로 박혀서 나타나는 interlocking 현상이 일

어난 부분이다. He 가스 코팅층의 interlocking 현상이 더

심하게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송급 가스에 따른 Ta 코팅층의 XRD 상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초기 분말과 두 코팅층 모

두 동일한 α-Ta 단일상이 존재하였다. 즉 kinetic spray공정

중 추가적인 상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He 가스 코팅층과 N2 가스 코팅층의 산소 분포(산화물 생성

여부)를 알기 위해 분석한 EPMA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XRD에서 검출되지 않았던 미세한 양의 산

소(산화물로 추정)가 코팅층에 불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spray 공정에서 분말 입자가 송급 가

스에 의해 가속화되어 모재까지 운반되는 도중 입자 표면에

서 국부적인 산화가 일어나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8은 Ta 코팅층의 접합 강도를 측정한 결과를 도표

로 나타낸 것이다. He 가스 코팅층은 124.70 MPa, N2 가

스 코팅층은 101.43 MPa 로 측정 되었다. He 가스 코팅

층이 N2 가스 코팅층보다 접합 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접합 강도 측정 후 파단면을 관찰한 SEM 사진을 그림 9

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9(a) 는 N2 가스 코팅층 이며 그림

9 (b) 는 He 가스 코팅층의 관찰 결과이다. 코팅층 파단면

에서 He 가스 코팅층은 코팅층과 모재 사이가 떨어지는

adhesive 접합 파괴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N2 가스

Fig. 5. Optical micrographs of etched Ta coating layers using N2 (a)
and He (b) carrier gases.

Fig. 6. Results of the XRD analyses of Ta powder feedstock and
coating layers. 

Fig. 7. EPMA mapping analysis results of kinetic sprayed Ta
coating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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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층은 입자와 입자 사이에서 접합 파괴가 일어나는

cohesive 경향이 관찰되었다. 위의 접합 강도 측정 결과(그

림 8)와 접합 파단 관찰 결과(그림 9)를 통하여 N2 가스

코팅층에서 입자와 입자간의 결합력이 He 가스 코팅층에

서의 입자간 결합력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림 5에서 확인된 상대적으로 N2 가스

코팅층보다 더 현저히 발달된 He  가스 코팅층의

interlocking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은 송급 가스에 따른 코팅층의 표면을 위에서

SEM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a) N2 가스 코팅층에서는 초

기 분말 형상이 소성 변형을 받아 적층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b) He 가스 코팅층에서는 초기 분말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소성 변형이 일어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적층된 입자 위에 추가로 적층된

입자가 이전 입자를 파고 들어가는 입자 박힘 현상도 관찰

할 수 있다. 즉 He 가스 코팅층에서 N2 가스 코팅층보다

더 심한 소성 변형이 유발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상기 결과들을 통해 kinetic spray 공정에서는 송급 가스

의 차이가 코팅층 제조 및 특성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송급 가스 속도(gas

velocity, vg)와 입자 속도(particle velocity, vp)를 아래의

속도 계산식으로부터 측정해 보았다[23]:

(1)

(2)

여기서 M은 노즐의 국부 마하 수, 는 공정 가스의 비

열 비, R은 기체 상수 그리고 T는 공정 가스의 온도, Mw

는 공정 가스의 분자량, D는 평균 입자 크기, x는 노즐의

종축 길이, 는 분말의 밀도 그리고 는 공정 가스의

압력이다.

입자 속도를 예측해 본 결과, N2 가스를 이용한 경우

입자 속도는 414 m/s로 계산되었고 He 가스를 이용한 경

우 1283 m/s로 계산되었다. 즉, He 가스를 사용한 경우

N2 가스를 이용했을 때 보다 입자 속도가 3.1배 가량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He 가스를 이용한

경우 N2 가스를 사용한 소재와 비교하여 입자 속도가 상

대적으로 매우 빠르기 때문에 결함이 적은 코팅층을 형성

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입자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코팅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더 큰 소성 변

형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송급 가스 종은

가공 경화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그 결과 He 가스로 제조

vg M
γRT

Mw

---------=

vp

vg

1 0.85
D

x
----

ρpvg
2

Po

----------+

-----------------------------------------=

γ

ρp Po

Fig. 8. Bond strength measurement results of kinetic sprayed Ta
coating layers.

Fig. 9. Surface observation results after bond strength tests of Ta
coating layers using (a) N2 gas, and (b) He gases.

Fig. 10. Surface observation results of the as sprayed conditions; (a)
N2 gas coating layer, and (b) He gas coatin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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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소재의 경도 값이 N2 가스로 제조된 소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Tobias 등은 입자 크기가 25 µm인 Ta분말의 임계

적층 속도는 약 450 m/s로 제시한 바 있다 [12].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N2 가스를 이용한 경우 계산된 입자 속도

는 임계 적층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번 연구에서는 임계 적층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입자 속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코팅층을 형

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이번 연구

에 도입된 분말 예열 시스템과 관련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Kim 등에 의하면 kinetic spray에서 분말 예열 온도가 증

가할수록 적층에 필요한 임계 속도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24,25]. 즉, 이번 연구에서는 분말 예열

시스템을 도입함에 임계 적층 속도 이하에서도 건전한 코

팅층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kinetic spray 공정을 이용하여 송급 가스

(He, N2)에 따라 Ta 코팅층을 제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He 가스를 사용하여 제조된 Ta 코팅층이 N2 가스를

사용하여 제조된 코팅층보다 더 조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코팅층의 상분석 결과, 추가적인 상변화 없이 α-Ta 단상으

로 확인되었다. 두 송급 가스 모두 조밀하고, 순도 높은

코팅층을 제조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He 가스 코팅층의

기공도(0.04%), 접합강도(124.70 MPa)는 N2 가스 코팅층의

기공도(0.28%), 접합강도(101.43 MPa)보다 더 우수한 특성

을 나타내었다.

2. He 가스를 이용하여 코팅층을 제조할 경우 N2 가스

를 사용할 경우보다 분말 입자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그 결과 심한 입자의 소성 변형이 일어나게 되며 적

층이 용이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He 가스로

제조된 Ta 코팅층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기공도, 더 심한

소성 변형을 보이는 미세조직, 더 높은 접합 강도를 나타

내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kinetic spray 공정을 이용

한 Ta 코팅층 제조 시 He 가스가 N2 가스보다 우수한

물성의 코팅층을 제조하는 데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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