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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process optimization for thermal-sprayed STS316 coating has been performed using L9(3
4) orthogonal array and 

analysis of variance (ANOVA). STS316 coatings were fabricated by flame spray process on steel substrate, and the hardness test and microstructure 
observation of the coatings were studied. The results of hardness test were analyzed by ANOVA. The ANOVA results showed that the spray 

distance had the greatest effect on hardness of the coating, on the other hands, the effects of oxygen gas flow and spray distance were ignorable. 

From these results, the optimal combination of the flame spray parameters could be derived, and confirmation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verify 
these derived results. The calculated hardness of the coatings by ANOVA was found to approximately close to that of confirmation experimental 

result. Thus, it was considered that design of experiments using orthogonal array and ANOVA was effective for process optimization of 

thermal-sprayed STS316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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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각종 공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들 분야에 사용되는 부

재  부품들은 부분 그 표면이 가혹한 사용 환경에 노출되

어 있고, 이에 따라 이들 부재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뛰

어난 내열성, 내식성, 내마모성, 내침식성 등의 표면성능이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재료의 표면에 탁월한 성능

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표면개질기술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Rotshtein et al., 2004; Astrand et al., 2004; Dobrzański and 

Lukaszkowicz, 2004; Li et al., 2004), 이 에서 용사법은 기재

의 종류에 계없이 다양한 재료의 코 층을 형성할 수 있으며, 

한 기재의 형상이나 크기의 제약이 어 많은 산업분야에 

용되고 있다(Ghosh et al., 1998). 특히 해양산업 분야에서는 내

식, 내마모, 내침식, 내캐비테이션 코 이 엔진블럭, 커넥  로

드, 베어링, 샤 트, 실린더, 터빈블 이드  펌  등의 부재나 

부품에 시공되고 있으며, 부식, 침식 는 캐비테이션 등에 의

한 손상을 보수하는 용도로서도 리 이용되고 있다(Song et 

al., 2006; Santa et al., 2007; Yuping et al., 2007; Lee et al., 

2008).

STS316 코 은 해양산업 분야에 리 사용되고 있는 표  

코 의 하나인데(Lo et al., 2009; Santana et al., 2007; Yuping 

et al., 2007; Lee et al., 2008), Lee et al.(2008)은 캐비테이션 방

지를 해 Rudder 외부에 STS316 을 용 하여 부착하는 것

보다 STS316 용사코 을 시공하는 것이 훨씬 경제 이고 보수

유지가 용이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임 용사법(Flame spray process)은 재, 선재, 분말재 등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재료도 속재료

로 부터 세라믹재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용 할 수 있다. 

한 임 용사법은 다른 용사법에 비해 기 시설비용의 부담

이 고 운 경비가 렴하다는 장 이 있다. 이러한 임 용

사법으로 제조된 코 층의 품질은 산소 유량, 아세틸  유량, 

분말 송 률  용사거리 등의 제어인자와 온도나 습도 등의 

환경인자들의 향을 받는다. 따라서 실제 용사코 의 시공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자들의 향을 히 고려하여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 의 공정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 장에서는 이러한 인자들의 향을 고려하기보다 장작

업자의 경험과 시행착오에 의존하여 용사코 을 시공하고 있다. 

이 결과 용사코 의 품질이 일정하지 못하고 그 성능에 한 

신뢰도가 떨어져 코 제품의 품질 리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Cooke et al., 2007). 따라서, 재 용되고 있는 용사코 의 

품질 리  새로운 코 의 용을 해서는 술한 인자들이 

용사코 의 품질에 미치는 향을 고려한 공정 설계를 한 객

인 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다.

실험계획법이란 직면한 문제해결을 해 실험을 어떤 방법으

로 실시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취하며, 어떠한 통계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해야 최소의 실험 횟수로 최 의 정보를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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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를 계획하는 것이다. 직교배열표를 이용한 실험계획법은 

여러 인자들이 특성치에 미치는 향을 객 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인자와 그 수 을 배열하는 방법으로서 최소한의 실험

으로 각각의 인자들이 특성치에 미치는 향을 손쉽게 분석할 

수 있다. 이 직교배열표를 이용한 실험계획법은 최 의 공정 조

건 도출을 한 매우 효율 인 방법으로서, 산업 장이나 공학 

실험 등에 리 이용되고 있는데(Fang et al., 2008; Mason et 

al., 2003; Pierlot et al., 2008; Davim, 2003), 아직 국내에서 용

사코 의 최  공정 설계에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사례는 그다

지 많지 않다(최경수와 박동화, 1995; 어  등, 2007). 이에 본 

연구는 해양산업 분야에서 방식  내캐비테이션용 으로 리 

사용되고 있는 STS316 용사코 의 최  공정 설계에 한 기

 연구로서, 직교배열표를 이용한 실험계획법을 최  공정 설

계에 용하고 이의 유효성을 입증하 다.

2. 실험 및 방법 

2.1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용사재료는 Sulzer Metco Co.의 STS316 

분말인 Metco 41C로서 Table 1에 그 화학조성을 나타내었다. 

기재로는 5mm 두께의 SS400 강 을 40mm× 20mm로 가공하

여 표면을 #23 Al2O3 그릿트로 블라스트 처리 하 고, 음  

세척기를 사용하여 아세톤으로 청정 처리하 다. 용사코  장

비로는 Sulzer Metco Co.의 flame spray system(6P-II)을 사용

하여 실험계획법에 따라 용사코  시험편을 제작하 다.

2.2 실험계획법 

본 연구에서는 STS316 용사코 층의 품질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  제어인자로서 산소 유량, 아세틸  유량, 분말 송 률 

 용사거리의 4가지를 선정하고 각 인자를 3수 으로 하 다. 

각각의 수 은 20%의 차이를 두어 산소 유량의 경우 35, 44  

53ft3/h, 아세틸  유량의 경우 44, 55  66ft3/h, 분말 송 률

의 경우 24, 30  36lb/min, 용사 거리는 160, 200  240mm

로 하 다. 본 연구의 실험계획에서 사용한 인자와 수 을 

Table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3에 나타낸 4인자 3수 계의 L9(3
4) 직교배열표에 나타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STS316 powder used (wt%)

Fe Cr Ni Mo Si C

Bal. 17 12 2.5 1 0.1

Table 2 Control factors and their levels

Factors Symbol
First
level

Second
level

Third
level

Oxygen gas flow (ft3/h) A 035 044 053

Acetylene gas flow (ft
3
/h) B 044 055 066

Powder feed rate (lb/min) C 024 030 036

Spray distance (mm) D 160 200 240

Table 3 L9(3
4
) orthogonal array

Experimental
no.

Factors

A B C D

1 1 1 1 1

2 1 2 2 2

3 1 3 3 3

4 2 1 2 3

5 2 2 3 1

6 2 3 1 2

7 3 1 3 2

8 3 2 1 3

9 3 3 2 1

낸 조건에 따라 실험 순서를 무작 로 하여 각 실험당 2조의 시

험편을 제작하 다.

2.3 특성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용사코 의 특성치로서 경도를 선택하고, 마이

크로 비커스 경도시험기(Akashi, MVK-H1)를 사용하여 용사코

의 단면 미소경도를 측정하 다. 시험조건은 하  500g, 압입

시간 10sec로 하고 시험편당 15회 경도를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취하 다.

2.4 분산분석

상기와 같이 측정된 STS316 용사코 의 경도를 바탕으로 분

산분석을 실시하 다. 분산분석은 각 인자들의 변동(S)과 자유

도(φ) 그리고 불편분산(V)을 계산하고, 불편분산이 가장 낮은 

인자를 오차항(E)으로 풀링(Pulling)하여 분산비(F0)를 구해 분

산분석표를 작성하 다. 한 이 분산분석 결과로부터 최  공

정 조건을 도출하고, 도출된 조건에서의 추정과 구간추정값

을 계산하여 추정구간을 측하 다. 측된 추정구간의 유효

성을 입증하기 해 검증실험을 실시하고, 이 값과 분산분석을 

통하여 얻은 추정구간을 비교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분산분석 결과

직교배열표에 따라 제작된 STS316 용사코  시험편의 경도를 

Table 4에, 이를 바탕으로 한 분산분석표를 Table 5에 각각 나

타내었다.

분산분석 결과 산소 유량과 분말 송 량은 다른 두 인자, 아

세틸  유량  용사 거리에 비해 훨씬 작은 불편분산을 나타

내었는데, 이것은 용사코 의 경도에 미치는 산소 유량과 분말 

송 량의 향이 다른 두 인자에 비해서 상 으로 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소 유량과 분말 송 률을 오차항(E)으로 

풀링하여 그 결과를 Table 6에 분산분석표로 정리하 다.

이에 의하면 이들 인자가 STS316 용사코 의 경도에 미치는 

향은 용사거리(D: 46.8%) > 아세틸  유량(B: 42.6%) > 송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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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perimental layout and results of hardness test

Experimental
no.

Factors Measured hardness (HV)

A B C D Y1 Y2 Ymean

1 1 1 1 1 41.70 42.14 41.92

2 1 2 2 2 15.08 13.96 14.52

3 1 3 3 3 21.64 21.84 21.74

4 2 1 2 3 24.74 25.02 24.88

5 2 2 3 1 20.68 18.30 19.49

6 2 3 1 2 41.52 41.74 41.63

7 3 1 3 2 32.36 32.68 32.52

8 3 2 1 3 23.22 23.36 23.29

9 3 3 2 1 24.92 23.04 23.98

Table 5 Analysis of variance table of Virkers hardness for 

STS316 coatings

Symbol S φ V F0 F(0.05) Contribution (%)

A 011.36 2 005.68 01.55

B 312.44 2 156.22 42.55

C 066.92 2 033.46 09.12

D 343.47 2 171.73 46.78

Total 734.20 8 100%

Table 6 Analysis of variance pooled table of Virkers hardness 

for STS316 coatings

Symbol S φ V F0 F(0.05) Contribution (%)

B 312.44 2 156.22 7.98 6.94 47.63

D 343.47 2 171.73 8.77 6.94 52.37

E 078.29 4 019.57

Total 734.20 8 100%

(C: 9.1%) > 산소 유량(A: 1.5%)의 순서이며, 아세틸  유량(B)과 

용사거리(D)의 두 인자들 모두 신뢰도 95% 수 에서 유의한 인

자임이 화인되었다.

Fig. 1은 Table 4에 나타낸 시험편의 경도를 각각의 인자별로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래 에서 볼 수 있듯이 코 층의 경도에 향을 많이 미치

는 아세틸  유량(B)과 용사거리(D)의 수  변화에 따른 변동이 

다른 인자들에 비해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 표에 나타낸 각각

의 인자들 에서 경도가 가장 높은 경우를 조합하면 최  공

정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의 결과는 A2B1C2D1, 

즉 산소 유량 44ft
3
/h, 아세틸  유량 44ft

3
/h, 분말 송 률 

30lb/min, 용사 거리 160mm이었다. 이 최  공정 조건에서 구

한 신뢰도 95% 수 에서의 경도 추정구간은 41.61 ± 9.15Hv이

다. 이와 같이 도출한 최  공정 조건은 직교배열표 상에 포함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조건으로 시험편을 2조 제작하여 검증

Fig. 1 Interaction plots for hardness of thermal sprayed STS316 

coatings

Table 7 Results of confirmation experiment

Confirmation experiment
results (HV)

Calculated
values (HV)

Difference
(HV)

y1 y2 ymean ycal ymean-ycal

44.9 43.9 44.40 41.61 ± 9.15 2.79

실험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Table 7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검증실험 결과 경도는 44.40 Hv로 추정구간 41.61±9.15 Hv을 

잘 만족한다.

3.2 미세조직

Fig. 2(a)와 (b)는 직교배열표 상의 실험조건에 따라 제작된 용

사코  시험편들 에서 경도가 가장 낮은 시험편(Experimental 

No. 2, 14.46Hv)과 가장 높은 시험편(Experimental No. 6, 41.39Hv)

의 미세조직 사진이다. 경도가 낮은 경우(a)는 코 층내에 큰 

기공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층된 입자의 형상도 넓게 퍼지

지 못하고 뭉쳐진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도가 높은 경우

(b)는 입자가 비교  넓게 펴진 형태로 층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코 층내의 기공의 존재나 스 랫(Splat) 형상

의 차이가 코 층의 경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Fig. 2(c)는 분산분석을 통해 도출한 최  공정 조건으로 제작된 

용사코 의 단면 사진이다. 직교배열표 상의 실험조건 에서 

가장 경도가 높게 측정된 (b)의 경우에 비해서도 스 랫의 형상

이 양호하고 코 층내의 기공이 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산분석 결과와 미세구조 찰 결과로부터 STS316 

용사코 의 경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는 아세틸  유

량과 용사거리임이 확인 되었으며 이것이 용사코 의 기공이나 

스 랫 형상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직교배열표와 분산분석을 이용하

여 검증실험을 포함한 10회의 실험만으로도 STS316 용사코 의 

최  공정 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검증실험의 결과는 추정

구간을 매우 잘 만족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최  공정 조건을 

도출하는데 직교배열표와 분산분석을 용하는 것이 매우 효율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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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icrostructure coatings: (a) experimental No. 2, (b) 

experimental No. 6, (c) confirmation experiment

 

4. 결 론

본 연구는 해양산업 분야에서 방식  내캐비테이션용으로 

리 사용되고 있는 STS316 용사코 의 최  공정 설계에 한 

기  연구로서, 직교배열표와 분산분석을 통해 용사코 의 

제어인자들이 경도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경도를 나타낼 수 있는 최  공정 조건

을 도출하 다. 한 최  공정 조건 하에서의 경도 추정치를 

검증실험에 의한 실제의 실험치와 비교·검증함으로서 용사코

에 있어서 직교배열표를 이용한 실험계획법 용의 유효성을 

입증하 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STS316 용사코 의 경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인자는 

용사거리이며, 산소 유량과 분말 송 률은 그 향이 매우 작다.

(2) 분산분석을 통해 도출한 최  공정 조건은 산소 유량 

44ft3/h, 아세틸  유량 44ft3/h, 분말 송 률 30lb/min, 용사 거리 

160mm이다. 이 조건 하에서의 경도 추정구간은 41.61± 9.15Hv이

며, 검증실험의 결과 측정된 경도는 44.40Hv로서 이 추정구간

을 잘 만족한다.

(3) STS316 용사코 의 최  공정 설계에 있어서 직교배열표

를 이용한 실험계획법은 매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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