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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brid material(ceramic+metal) processes were developed for micro filter using ceramics coating 

at metal filter surface by thermal spray method, micro hole drilling at ceramic coated filter 

surface by femtosecond laser, and fiber laser direct welding of ceramic and metal (SUS304, 

SM45C) by capillary effect. Thermal spray process was used for ceramic powders and metal 

filters. The used ceramic powders were     (Metco 131VF) powder of maximum 

particle size 5μm and 99+(Metco 54NS) power of maximum particle size 45m. Ceramic 

coated filters using thermal spray method had a great influence on powder material, particle size 

and coating thickness but had a fine performance as a micro filter. CW fiber laser was used to 

drill the top ceramic layer and melt the bottom metal layer for joining applications. 

Key Words : Hybrid material(복합 소재), Filter(필터), laser process( 이  가공) thermal spray(용

사) fiber laser( 이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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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라믹 필터는 메탈필터를 비롯한 기존의 여과

시스템과 비교하여 가벼우며, 내열, 내식, 내마모

성 등의 기계  특성이 우수하고, 화학   생

물학  안정성이 높고, 세척에 의한 재생이 용이

하며, 반 구 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 을 지니

고 있으며,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좋지 않은 

단 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필터로서 세라믹을 

리 활용하기 해서는 세라믹 재료가 지닌 기

능성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취약 을 보완할 수 

있는 속과의 복합화가 필수 이라 할 것이다 

[1].

  이러한 소재개발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화

학  결합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속과 비

속의 경우 이러한 결합이 용융 등의 합기로는 

쉽지 않으며 이에 한 안으로 물리 인 결합

을 시도하 다. 

  물리 결합의 로 재 리 사용되고 있는 

세라믹스 코 기술은 디스 이 산업에서 

ITO(Indium Tin Oxide) 코 을 한 

Sputtering, PVD(Physical Vapor Deposition)와 

같이 수 마이크로미터 이내의 박막을 제조하는 

공정이 있다. 기계 부품의 내마모성, 내식성을 

한 용사(Thermal Spray), 주로 메탈계열의 우

더를 코 하는 Cold Spray, 최근 일본에서 개발

되어 빠른 속도로 상용화되는 Aerosol 

Deposition 공정 등을 들 수가 있다.  한, 블

이징, 납땜, 이 클 이딩, Friction stir 

welding, 이  용  등과 같은 다양한 공정이 

있다. [1,2]

  이러한 다양한 공정  경제성이 우수하고 가

공이 쉬운 용사공정  이 가공은 소재의 제

약을 비교  덜 받으며, 최근 상용화되어서 미세

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의 경우, 서

마이크로 스 일까지 정 가공이 가능하여서 

속, 유 물질  세라믹제품의 가공에까지 리 

이용되고 있다. [3]

 이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속과 세라믹으로 

구성된 복합소재 ( 재형태나 원통형태)에 수μ

m~ 수십μm 범 의 미세한 홀을 가공하여, 용융

된 속이 모세  효과를 통하여 세라믹 소재와 

Figure 1 Filter development using laser 

micro processing technique 

합이 되고, 생산된 필터는 강산성 용액이나 고

온의 사용조건에서도 필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이 뛰어나고 가공이 

쉬운 용사공정을 통해 메탈필터 표면에 세라믹 

코  층을 형성하는 방법과, 균일한 크기의 홀 

가공을 하여 용사공정 후 코 된 필터 표면을 

펨토 이 를 이용하여 미세 홀 가공하는 방

법, 세라믹 필터와 메탈필터를 이버 이 를 

사용하여 모세  효과를 응용한 이 용  공정 

등의 3가지 방법으로 복합소재 미세필터 연구를 

진행하 다.

2. 실험재료  장치

2.1 실험재료  장치

  본 실험에서는 메탈필터 표면에 세라믹 용사 

코 을 한다. 실험에 사용된 용사장치는 Metco

사의 라즈마 용사장치(Metco, 9MB)를 사용하

고, 메탈 필터는 GKN Sinter Metals Filters社

의 필터 기공 크기 20μm, 30μm, 50um의 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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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ay gun type Metco 9MB

Gas pressure 

(bar)

Primary 6.8

Secondary 3.6

Power 
Arc Amps(A) 500

Arc Volt (V) 60

Carry gas flow() 1.3

Spraying distance(mm) 75

Spraying rate(g/min) 60

Table 1 Thermal spraying condition

Figure 2 Micro hole drilling process using 

laser

우더 소결 필터(SIKA-R 20IS, 30IS)와 태린社

의 필터기공 크기 75μm의 5겹 소결 메쉬 필터 

등 4가지를 사용하 다. 한 메탈 필터 표면에 

용사 코 된 세라믹은 최  입경 5μm 내외 미세

분말  (Metco 131VF) 우더와 최

 입경 45μm인 99+(Metco 54NS) 우더

를 사용하 다. 한 이 를 이용한 연구에는 

최  펄스에 지 1mJ(1W) 의 펨토 이 와 

최  출력 50W 의 Fiber laser를 사용하 고, 

SUS304, SM45C, 500μm두께의   박 을 

사용하 다.  

     

3. 실험 방법

3.1 용사공정

  메탈 필터의 내열, 내식, 내마모의 기계  특성

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의 복합소재 필터의 개

발을 해 용사방법으로 필터 표면에 세라믹 코

을 실시하 다. 라즈마 용사장치의 작업 조

건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Metco 131VF) 우더를 이용

한 코 은 두께가 약 100μm가 되도록 하 고, 

99+(Metco 54NS) 우더를 사용한 코 은 

코 횟수를 달리해 코  층의 두께가 달라지게 

하 다. 

 

 3.2 이  홀 가공

용사 코 된 복합소재 필터의 표면을 찰한 

결과 코  층의 두께가 두껍거나 세라믹 입자가 

작은 우더를 사용하 을 경우 필터 기공이 막

 필터로서의 기능을 상실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재의 제약을 비교  덜 받으며, 미

세가공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펨토 이

Figure 3 Hybrid material  welding based on 

laser processing technique 

를 이용해 미세 홀을 가공하여 필터의 기공 정

도를 높이는 실험을 진행하 다. 펨토 이 의 

경우 서 마이크로 스 일까지 정 가공이 가능

하여서 속, 유 물질  세라믹제품의 가공에

까지 리 이용되고 있다

3.3 이  용

  이  가공기술의 이용하여서 속과 세라믹

으로 구성된 복합소재( 재형태)에 수μm~ 수십μ

m 크기의 미세한 홀을 가공하여, 용융된 속이 

모세  효과로 인해 세라믹 소재와 합이 되고, 

생산된 필터는 강산성액체나 높은 온도의 사용조

건에서도 필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펨토 이 와 이버 이  Ceramic 박

(500μm)과 Metal 시편(SUS-304, SM45C)을 모

세  효과를 이용한 합실험을 실시하 다. 

 합실험  재료간의 합 성을 향상시키기 

해 시편의 합면을 연마하 고 합지그를 제작

해 시편을 물려 으로서 시편간의 유격을 최소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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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필터 성능 검사

  개발된 복합소재 미세필터의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주사형 자 미경(FSEM)을 이용하여 필

터 표면의 기공  합 단면의 미세조직을 분석

하 다.

 한 용사코  후 필터의 필터링등 을 측정하

기 해 ISO4003규격에 따른 버블 포인트 압력( 

Bubble-Point Pressure) 측정기를 제작해 버블 

포인트 압력을 측정 기공크기를 측하 다. 버

블 포인트 압력 측정은 가장 큰 기공의 크기를 

20μm metal filter 30μm metal filter

Figure 4 Surface-section SEM images of 

coated metal filter (Using     

powder)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쉬운 방법으로, 검사 

방법은 첫째, 테스트 할 필터를 낮은 표면 장력

을 지닌 액체(일반 으로 Isopropanol) 속에서 압

축된 공기를 필터의 한쪽에 가하고, 첫 기포 발

생 시까지 공기압력을 차 으로 증가시킨다. 

이때의 압력을 버블 포인트(Bubble-Point)압력이

라고 하며, 표면장력 허용치와 첫 기공이 압력을 

만드는 원형의 기공형태를 가정하면 기공을 계산

할 수 있다 [4].

4. 실험 결과  고찰

      우더를 용사로 100μm 두께

로 필터 표면 코  후 필터 표면을  SEM분석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기공이 모두 폐쇄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사된 복합소재 미세필터

의 필터링 등 을 확인하기 해 버블 포인트 압

력을 측정한 값이 표 2와 같이 정리 되었다. 측

정된 압력은 식(1)에 입하여 필터링등 을 계

산할 수 있다 [4].  

  ∆
∙∙cos

         (1)

 여기에서, 는 기공의 직경(m), 는 액체의 표

면장력(Isopropanol=21.32N/m), cos는 침수각
sample

pass 

No. 

B-P Pressure 

[pa]

  Filter 

grade [μm]

75μm 

mesh 

filter

0pass 1128 76

1pass 1520 56

2pass 2158 40

50μm 

powder 

filter

0pass 834 50

1pass 1275 33

2pass 1569 27

Table 2  Bubble-Point Pressure 

(=0), ∆는 측정된 압력(pa)을 나타낸다.
 계산된 필터링 등  값은 표3에 나와 있는 것

처럼 기존의 메탈 필터에 비해 1pass 일 때 

26~34%, 2 pass 일 때 34~46% 기공 감소의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필터

보다 더 미세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필터가 되

었음을 의미한다.  필터의 기공은 미세할수록 

고가임을 감안하면 복합소재 미세 필터는 우

더의 입자 크기와 코  층의 두께를 잘 조 하

면 경제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에서 보인 바와 같이 기공이 막  있었던  

   우더가 코  된 필터 표면에 

펨토 이 를 이용하여 미세 구멍 가공하 으

며, 가공조건은 표 3에 정리되었다. 

  용사된 복합소재가 필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해서, 미세한 홀을 가공하는데 홀당 6 가 넘게 

걸리므로, 생산성에서 효율이 많이 감소하게 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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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20μm filter 75μm filter

Diameter φ=50 φ=150μm

Repeat No. 5 5

Pulse energy 62.5μJ 90.8μJ

Array 20X20 10X10 

Processing 

time

8' 51" 

(0.885s/hole)

10'  43" 

(6.43s/hole)

Table 3 Femtosecond laser process 

parameter (a) 20μm filter (b) 75μm filter

Figure 5 Cross sectional SEM images of 

micro hole drilling produced (Using 

Femtosecond laser) 

  복합소재필터의 합법의 일환으로 펨토

이 를 이용하여 속과 세라믹 합을 시도 

하 다. 비된 속시편(SUS304, SM45C)과 

500μm 두께의 세라믹 박 을 펨토 이 를 

사용하여서 합하 다. 

  가공에 사용된 이 는 장 1070nm, 펄스

폭250fs, 펄스반복률 100kHz, 최  펄스에 지 

60μJ(6W)의 펨토 이  (Light conversion 

社)이다. 용 결과 홀 가공 이후 기 했던 속

의 용융으로 인한 모세 효과를 통한 세라믹과 

(a) SUS304 (d) SM45C 

Figure 6 Surface-section SEM images of 

laser welded hybri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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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의 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하부샘 에 

가공되는 상이 발생 되었다. 이는 펨토 이

의 조사시간이 매우 짧고 순간정  에 지가 

높아서 이 이 속용융보다는 기화를 시킨 

것으로 단이 된다. [5]

  동일 실험을 연속 이버 이  (IPG 

photonics)를 이용하여 SUS304, SM45C와 세라

믹 박 을 이  용 하 다. 사용된 이버 

이 는 빔품질 (  )이 아주 우수하여, 세

라믹 박 을 통하고, 속부분에 조사되어서 

용융 후 모세 효과에 의해 합이 되는 원리를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버 이  

발진기는 장 1064nm, 최 출력 50W의 연속발

진이 가능한 IPG사의 싱 모드 이버 이 이

다. 가공결과 그림 8과와 같은 모세 효과를 보

이면서 세라믹과 속이 합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메탈필터의 강인성을 유지하

며, 강한 산성용액에 한 내식성, 고온에서의 내

열성까지 확보하기 해 속과 세라믹을 혼합한 

형태의 복합소재를 사용한 하이 리드 소재를 개

발함을 목표로 하 다. 

  라즈마 용사를 이용하여 세라믹 코 한 필터

개발과 메탈과 세라믹을 이 가공기술을 이용

하여서 미세구멍(5um ~ 50um)을 통하여서 복

합재료의 융착성을 좋게 하여서 미세 필터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기술을 개발함을 목

으로 하 다.

  용사방법으로 속필터에 세라믹을 코 한 복

합소재 필터의 제작은 사용 목 에 응하여 

한 세라믹 모제의 선택과 한 코  층의 두

께를 통해 제작할 수 있다.   99% 세라믹을 

사용과 코  층의 두께 변화를 주어 필터기공을 

작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연속출력 이버 이 를 이용하여 세라믹 박

과 속이 모세  효과를 나타내며 합이 가

능함을 확인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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