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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In this work, the parameter optimization for thermal-sprayed Al/SiC composites have been designed 
by L9(34) orthogonal array and analysis of variance(ANOVA). Al/SiC composites were fabricated by flame 
spray process on steel substrate. The hardness of composites were measured using micro-vickers hardness 
tester, and these results were analyzed by ANOVA. The ANOVA results showed that the oxygen gas flow, 
powder feed rate and spray distance affect on the hardness of the Al/SiC composites. From the ANOVA 
results, the optimal combination of the flame spray parameters could be extracted. It was considered that 
experimental design using orthogonal array and ANOVA was efficient to determine optimal parametet of 
thermal-sprayed Al/SiC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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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산업의 발달과 함께 재료특성의 향상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재료

보다 우수한 강도 및 기능적 특성을 가진 복합재료

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특히 최근의 항공산업 및 수송기기, 정밀기계 부

품산업에서의 경량화 요구에 대응하여 기존의 철강

재료를 알루미늄 합금 및 알루미늄기 복합재료로 대

체하고 있다. 이들 분야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가혹한 

사용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들 부재 및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내열성, 내마모성, 내침식

성 등의 뛰어난 표면성능이 요구되고 있다2-5).

용사법(thermal spray process)은 용융 가능한 거

의 모든 재료를 사용하여 코팅을 형성할 수 있다. 또

한, 기재의 종류에 관계없이 제품의 표면만을 빠른 

속도로 복합화할 수 있으며, 제품의 크기와 형상에 

제약이 없어 여러 산업분야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다양한 용사법들 중 프레임 용사법은 산소-아세틸렌 

혼합가스의 화염을 열원으로 하는 것으로 구조가 간

단하고 운용경비가 저렴하여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

용되고 있다6)
.

프레임 용사코팅에서는 산소유량과 아세틸렌유량, 

분말송급률 및 용사거리 등 제어가능한 인자와 기온

이나 습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코팅층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프레임 용사법을 사용할 때에

는 제어요인들을 적절히 조절하여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공정조건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는 코팅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없이 현

장작업자의 경험과 시행착오에 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코팅의 품질이 일정하지 못하고 성

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코팅제품의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코팅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객관적인 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다7-9).

직교배열표를 이용한 실험계획법은 여러 인자들이 

특성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

록 인자와 그 수준을 배열하는 방법이다. 최소한의 

실험횟수로 각각의 인자들이 특성치에 미치는 영향

을 손쉽게 분석할 수 있어, 최적공정조건 도출을 위



이 진․김균택․김 식

- 73 -

Factors Symbol First level Second level Third level
Oxygen gas flow [ft3/h] A 24 30 36

Acetylene gas flow [ft3/h] B 16 20 24
Powder feed rate [lb/min] C 12 15 18

Spray distance [mm] D 64 80 96

Table 1 Control factors and their levels

한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산업현장이나 공학실

험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8-11)
.

본 연구에서는 용사법에 의한 Al/SiC 복합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직교배열표를 이용하여 실험계획을 

세우고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

여 최적의 공정조건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검증 실험

을 통해 직교배열표와 분산분석을 이용한 통계적 방

법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2. 실험방법

2.1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모재(substrate)는 5mm 두께의 

SS400강판이다. 복합재료 코팅의 기지재(matrix)로

는 Al분말(Praxair, Al-104)을, 강화재(reinforcement)

로는 SiC 분말(Aldrich, 37809-7)을 사용하였다. Fig. 

1은 본 실험에 사용된 Al 및 SiC 분말 사진이다. 직

교배열표에 따라 시험편을 제조하였고, 코팅장치는 

Sulzer Metco Co.의 flame spray system을 사용하였다. 

2.2 직교배열표

코팅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어

가능한 인자로서 산소유량, 아세틸렌유량, 분말송급

률 및 용사거리를 선정하였으며, 각 인자들은 3수준

으로 하였다. 각각의 수준은 20%의 차이를 두었으

며. 산소유량은 24, 30, 36 ft³/h, 아세틸렌유량은 16, 

20, 24 ft³/h, 분말송급률은 12, 15, 18 lb/min, 용사거

리는 64, 80, 96 mm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4인

자 3수준에 대한 값을 Table 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

다. Table 2는 본 실험에 사용된 4인자 3수준계의 L₉
(3⁴)직교배열표로서, 이 표에 따라 9개 조건에 대한 

시험편을 각각 2조씩 제작하였다.

2.3 특성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코팅의 여러 물성 중 경도를 특성

치로 선택하고, 마이크로비커스 경도시험기 (Akashi, 

MVK-H1)를 사용하여 코팅 단면의 미소경도를 측정하

였다. 하중 500 gf, 압입시간 10 sec의 시험 조건으로 

한 시험편당 10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A

B

Fig. 1 SEM images of Al matrix(A) and SiC 
reinforcement(B)

Table 2 L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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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계획법에 의한 Al/SiC 복합재료의 최 공정 설계

- 74 -

Symbol S ∅ Ⅴ F0 F(0.05) Contribution(%)
A 62.250 2 31.1252 43.0024 19.2 21.3
B 1.480 2 0.7238 1.0000 19.2 0.5
C 124.392 2 62.1960 85.9296 19.2 42.7
D 103.519 2 51.7595 71.5106 19.2 35.5

Total 291.6091 8

Table 4 Results of the analysis of variance for hardness

Confirmation experiment results (Hv) Calculated values (Hv) Difference (Hv)
y1 y2 ymean ycal ymean - ycal

37.9 38.5 38.2 37.4±2.6 0.8

Table 5 Results of confirmation experiment

2.4 분산분석

측정된 코팅의 경도를 바탕으로 분산분석을 수행하

였다. 각 인자들의 변동(S)과 자유도(∅)로부터 불편분

산(V)을 구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제어인자들이 코팅

의 특성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장 높은 특성

치를 나타내는 최적공정조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

된 최적공정조건하에서의 추정구간을 구하고, 추정구

간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증실험을 실시하였다.

3. 결과  고찰

3.1 분산분석 

직교배열표에 따라 제작된 코팅 시험편의 경도를 

Table 3에, 이를 바탕으로 분산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아세틸렌유량은 다른 세 인자 산소

유량, 분말송급률과 용사거리에 비해 훨씬 작은 불편

분산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코팅의 경도에 미치는  

Table 3 Experimental lay out and hardness

Experimental 
No.

Factors Measured 
hardness

(Hv)A B C D
1 24 16 12 64 29.7
2 24 20 15 80 26.3
3 24 24 18 96 28.9
4 30 16 15 96 27.2
5 30 20 18 64 14.1
6 30 24 12 80 25.5
7 36 16 18 80 20.8
8 36 20 12 96 36
9 36 24 15 64 25.1

아세틸렌유량의 영향이 다른 세 인자에 비해매우 작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인자가 코팅의 경도에 영

향을 미치는 정도는 분말송급률(C:42.7%) > 용사거

리(D: 35.5%) > 산소유량(A:21.3%) > 아세틸렌유량

(B: 0.5 %)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산소유량, 분말송

급률 및 용사거리 세 인자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한 인자임이 확인되었다.

Fig. 2 Interaction plots for hardness of Al/SiC 
composites

Fig. 2는 Table 3에 나타난 시험편의 경도를 각각

의 인자별로 정리한 것으로 산소유량과 분말송급률, 

용사거리의 수준변화에 따른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이 그래프에 나타난 각각의 인자들 

중에서 경도가 가장 높은 경우의 수준을 취해 이들

을 조합하면 최적공정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분산분석 결과에서는 A1B3C1D3, 즉 산소유량 

24 ft³/h, 아세틸렌 유량 24 ft³/h, 송급률 12 lb/min, 

용사거리 96 mm인 경우가 최적공정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최적공정조건에서 구한 신뢰도 95% 수

준에서의 추정구간은 37.4±2.6이다. 이와 같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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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Microstructure of Al/SiC composites : (A) experimental No. 1, (B) experimental No. 5, 
(C) confirmation experiment

한 최적공정조건은 직교배열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최적공정조건에 의한 시험편을 2조 제

작하여 검증실험을 실시하였다. 검증실험 결과 측정

된 경도는 38.2로서 추정구간 37.4±2.6을 잘 만족하

였다. 

   

3.2 미세조직

Fig. 3은 전술한 직교 배열표상에 제시된 9개의 조

건으로 제작된 시험편 중 경도가 가장 낮은 시험편

(A)과 가장 높은 시험편(B) 및 최적공정조건으로 제

조된 시험편(C)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A의 

경우(A1B1C1D1) 코팅내에 미세기공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적층된 코팅입자간의 계면이 뚜렷하게 관찰

된다. 이것은 이조건 하에서 기지재인 Al 분말이 충

분히 용융되지 못하고 또한 코팅입자의 표면에 산화

층이 형성된 결과이다. B의 경우(A3B3C2D1) A에 비

해서는 미세기공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적층상태

도 양호하지만, A와 마찬가지로 코팅입자 표면의 산

화층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A와 B에서 관찰되는 미

세기공이나 코팅입자표면의 산화층은 코팅의 경도 

뿐 아니라 다른 기계적 특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12). 반면, C의 경우 A, B와 달리 미세기공 및 코

팅입자 표면의 산화층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최적공정조건 하에서 코팅입자들이 충분히 용융되고 

코팅입자 표면의 산화층이 거의 없는 양호한 적층상

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용사법을 이용한 Al/SiC 복합

재료 제조에서는 공정조건에 따라 코팅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성질이 크게 달라지며, 따라서 최적공정설

계에 의한 코팅의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용사법에 의한 Al/SiC 복합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직교배열표를 이용하여 실험계획을 

세우고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

여 최적의 공정조건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검증 실험

을 통해 직교배열표와 분산분석을 이용한 통계적 방

법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실험계획법에 의한 Al/SiC 복합재료의 최 공정 설계

- 76 -

다음과 같다.

1. 용사법에 의한 Al/SiC 복합재료의 경도에 큰 영

향을 미치는 인자는 산소유량, 분말송급률 및 용사거

리이며, 아세틸렌 유량의 영향은 매우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분산분석을 통해 도출한 최적공정조건은 산소유

량 24 ft³/h, 아세틸렌유량 24 ft³/h , 분말송급률 12 

lb/min, 용사거리 96 mm이었으며, 이 조건에서의 추

정구간은 37.4±2.6으로 계산되었다. 검증실험 결과 

측정된 경도는 38.2로서 이 추정구간을 잘 만족하였

다.

3. 용사법에 의한 Al/SiC 복합재료 제조의 최적공

정설계에 있어서 직교배열표를 이용한 실험계획법이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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