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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산업의 용사(Thermal spray)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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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developing tendency of thermal spray for green automotive industry are studied by searching of 
NDSL, KIPRIS, ScienceDirect and so on. Spraying techniques such as plasma spray, microwave treatment, 
dry-ice blasting, HVOF thermal spray, cold spraying, aerosol deposition are introduced, further more spraying
materials such as nano particles, intermetallic compound, TiAlN, TiC, Si-Al alloys a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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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presentation of the several spraying 

techniques depending on gas temp. and particle 

velocity ranges of use1) 

1. 서    론

  재 국내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코 기술과 련된 

국내 소기업체에서는 국내외 경쟁력이 심화됨에 따라 

최신 제조기술동향의 악  새로운 코 기술의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국내외 상

황을 탈피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NDSL, 

KIPRIS, ScienceDirect 등의 문헌검색을 통하여, 국

내외 학술지와 특허 내용을 체계 으로 분석하 다. 특

히 국내 용사코 기술을 확립하기 해 용사방법, 용사

재료  향후 기술을 망하여, 산학연 특히 국내 소

기업체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코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 다. 

2. 용사방법에 따른 기술개발동향

2.1 용사방법의 종류

  용사는 특히 속한 응고가 동반되어 새로운 상의 형

성이나 비정질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성물보다 조직

상태도를 견하는 기술이 매우 요하다. Fig. 1은 용

사 시에 가스온도와 입자속도의 계를 나타내었다1). 

이외에도 공정 에 입자크기와 입자속도, 온도, 분말

공 속도 용사거리 등이 코 품질에 향을 미친다. 최

의 용사방법의 선정은 코 재료의 특성, 요구되는 코

성능, 경제성, 부품크기  이동성(portability)에 의

해 결정된다. 

  자동차산업의 용사공정은 피스톤 부품, 클러치, 기어

박스  밸 트 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례로 

Peter Ernst 등2)에 의하면 피스톤 부품의 마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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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

manufacturing procedure

Wire ARC

(wire)

HVOF

 (wire or 

powder)

Rotating

plasma

(powder)

variability 

of material 

selection 

metal alloy

metal alloy 

carbide, 

composite

metal alloy 

carbide, ceramic, 

composite

limited selection 

of material

limitation of 

refractory
 high variability 

low medium high

heat transfer 

into engine 

block

medium very high low

reliability 

of melted 

process

difficulty of 

controlling for 

melted particle

(medium)

powder(high),

wire(medium)
high

coating 

thickness
500㎛ 200㎛ 200㎛

coating of 

cylinder bores
medium high high

manuf. cost low very high low

Table 1 Comparison of the thermal spray Processes  

for the coating deposition in engine cylinder 

bores3)  

히 감소시켜 연료소비를 2～4% 감소시켜 배출값을 

낮추어 친환경에 이바지하 다. AlSi 주조합 으로 된 

실린더 보어에 한 3종류의 코 공정을 Table 13)에 

비교하 다. 여기에서 라즈마 공정은 코 재료 선택

에 한 높은 자유도, 용융공정에 한 신뢰성  엔진

블럭에 한 낮은 열 이에 한 장 이 있다.  

2.2 라즈마 용사

  2.2.1 자동차산업에 용되는 라즈마용사

  과거 2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용사방법이 개발되어 

왔으나, 재 엔진의 실린더 라이 에 라즈마 용사법

이 량생산에 가장 합하다고 인정받고 있다3). 형 

디젤트럭 엔진에 한 실린더 라이 를 라즈마 용사

코 을 시도하여 제조원가 감에 한 기술  용이성에 

망을 밝혔다2). 

  과거 10년 동안에 내부연소엔진에 한 알루미늄주

조 엔진블럭의 실린더보어를 코 하는 방법에 해 활

발한 발 을 이루어왔는데, 이  라즈마용사가 내마

모성향상에 가장 인정을 받고 있다3). 라즈마 용사는 

자동차산업, 특히 피스톤 링, 발 기(alternator) 덮

개, 산소센서를 보호하기 한 세라믹 덮개 등에 범

하게 용되고 있다3). 질화, 특히 라즈마 질화처리

4)는 자동차부품의 성능향상에 매우 유효한 방법으로 알

려져 있다. 

  알루미늄주조합  엔진블럭 의 실린더 보어의 라

즈마 코 법은 알루미늄주조 내에 주철라이닝을 사용한 

종래의 방법과 비교하여 크게 2가지 장 이 있다. 첫째

로 실린더 사이의 피치거리는 엔진블럭의 무게를 감소

시킬 수 있고, 둘째로 피스톤 링과 라이 표면 사이의 

마찰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5). 한 주철에 비해서 

내마모성이 뛰어나 오일소비를 히 감소시킬 수 있

는데, 실린더 라이 의 라즈마 용사코 으로 2% 이

상의 연료소비를 감할 수 있다. 

  라즈마 용사를 이용하여 산화이트륨(yttria)으로 안정

화시킨 지르코니아코 6), 나노구조의 ZrO2-8wt%Y2O3
7) 

혹은 나노구조의 Al2O3-13wt.%TiO2 코 8)을 하여 

기공을 감소시키고 균열의 성장을 크게 감소시키는 방

법을 시도하 다. 한 부분용융 미립자 지역의 15～

20%를 함유하는 미세조직을 가지고 나노크기의 분말

을 이용하여 라즈마 화염온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균열

의 성장을 체계 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8). 

  2.2.2 폴리머의 라즈마용사

  가볍고, 충격완화제로 효과가 높은 폴리올 핀재질로 

된 범퍼표면의 젖음성과 착성(adhe- sion)을 향상시

키기 한 복합, 핵심공정이 필요하다. 지 까지 화학

 에칭은 높은 가격과 심각한 오염으로 인하여 이를 

극복하기 한 라즈마처리를 시한 건식방식이 라

스틱의 표면특성을 개질하기 한 연구활동9)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라즈마처리에 의한 친수성의 표면

형성으로 젖음성을 향상시켜 소수성으로 유기된 많은 

문제 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라즈마처리에 의한 폴

리머표면특성의 변태는 벌크재료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표면성질을 개질할 수 있는 장 이 있어 용범

가 차 확 되고 있다. 

  세라믹은 고경도, 높은 화학  안정성, 내산화성  

양호한 마찰특성으로 인하여 산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

는데 이 에서 산화크롬(Cr2O3)은 자동차에 피스톤엔

진 링에 용되어 뛰어난 내마모  내마찰 특성을 나

타내고 있다. Cr2O3코 을 증착하는 방법으로 기 

라즈마용사(APS, Atmospheric Plasma Spray)는 

10,000K 단 의 작업온도에서 낮은 제조가격과 높은 

유연성(flexibility)을 갖고 있다. 그러나 Cr2O3의 

라즈마용사는 높은 기공도를 나타내고 있어 증착된 조

직과 성질에 상당히 해를 끼치고 있어, 기공의 감소는 

피스톤 링과 같은 자동차 부품의 수명을 향상시키는 척

도로 작용한다. 그래서 Cr2O3를 코 하기 에 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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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the average friction coefficient 

and the wear rate of Cr2O3 coatings plasma- 

sprayed (a) without and (b) with dry-ice 

blasting13)

으로서 Cr, NiCr 혹은 NiCrAl의 삽입이 검토10-12)되

었다.

  2.2.3 드라이아이스 블래스  처리기술

  기 라즈마코  시에 용되는 드라이아이스는 환

경친화  방법이다. 제조원가를 감하고 Cr2O3코 층

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한 목 이다. Shujuan Dong 

등13)에 의해 실시된 Fig. 2의 장치에 의하면, 드라이

아이스 블래스  처리없이 라즈마용사에 의해 증착된 

Cr2O3코 은 다수의 기공이 발견되었으나 드라이아이

스 블래스 의 용으로 더 집된 조직을 나타내어 기공

률이 6.6%에서 2.0%까지 히 감소하 다. 25CrMo4 

강 에 라즈마용사된 Cr2O3코 효과로 착강도를 

13MPa에서 약 33MPa까지 하게 상승시켰다.  

  Cr2O3코 의 평균마찰계수와 마모속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13). 마찰계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드라

이아이스 블래스  처리에 의해 내마모성이 크게 향상

되었다. 드라이아이스 블래스 에 의한 내마모 메커니

즘은 응착유기 쇄(spalla- tion), 취성 괴  물질

이로 설명할 수 있으며 미세조직, 착  미세경도

와 련이 있다.  

  2.2.4 극 단 (microwave) 처리기술

  극 단 (microwave) 처리는 라즈마 화학성, 표

면처리  가스방출 연구 등에 매우 효과 인 방법14,15)

이다. 라즈마처리 유무와 계없이 극 단  방법은 

코 층과 라스틱기  사이의 젖음성과 착성을 강화

시킨다. 향후 자동차범퍼에 간층을 채택하지 않는 코

기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C.-K. Jung 등16)은 산소가스를 이용하여 MW (micro- 

wave) 라즈마처리에 의해 폴리올 핀 표면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최 의 라즈마 력으로서 500W 이하에

서 300 동안 처리하여, O2 라즈마 기술을 이용하

다. 친수성의 폴리올 핀 표면을 얻기 하여 라즈마

처리 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폴리올 핀 표면에 O-H

와 C-O-C와 같은 친수성기능의 산소라디칼이 증가하

여 물과의 각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2.2.5 나노구조의 원료(분말) 처리기술

  미세입자는 상변태와 미세균열을 억제하고 부분 으

로 용해된 지역은 균열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강하기 때

문에 A. Cellard 등6,17)에 의해 나노구조의 원료 즉, 

분말을 이용하여 결함크기와 입자크기 모두를 개선시켜 

내마모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Luo 등8)에 의하면 완 용해된 스 렛(splats)과 부

분용해된 입자는 괴에 한 항성을 향상시킨다. 그

러나 근본 인 문제 은 나노분말이 응집되기 쉬워 

라즈마 젯트 안으로 들어가 매우 불량한 유동성(flow- 

ability)과 낮은 질량(mass)을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

에 이를 해결하기 한 기술과제와 제조가격의 상승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2.2.6 속기지 복합재료(MMC) 처리기술

  Sulzer Metco사2)에서는 속기지 복합재료(MMC)

코 을 라즈마용사에 의해 실린더 라이  표면의 내

부에 용하 다. MMC용으로 합 탄소강에 Al2O3 

30wt.% ZrO2 20wt.%를 혼합한 분말을 80g/min.의 

분말공 속도로 아르곤/수소 라즈마용사를 한 결과, 

Fig. 4에 보는 바와 같이 속기지 복합재료 코 의 효

과로 내마모성의 향상을 확인하 다. 

2.3 임 용사

  싱크로나이징 링과 시 트 포크와 같은 코 된 변속

기부품은 일정한 마찰계수를 유지하고 스카핑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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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몰리 덴와이어 임 용사를 한다18).

2.4 고속산소연료(HVOF) 

  HVOF(High Velocity Oxygen Fuel)는 하드페이

싱, 속  세라믹에 넓은 범 로 증착할 수 있으며 

뛰어난 건 성과 도로 증착된다. 최근 산소보다 다른 

산화제를 사용한 건을 개발하여 를 들면, 고속공기연

료(HVAF, High Velocity Air Fuel)는 항공기 엔진

에 용하는데 더 안 하고 더 경제 인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명되고 있다18).

  피스톤 링은 일반 으로 라즈마용사공정을 이용하

여 코 되고 디젤엔진에 한 피스톤 링의 성능을 높이

기 한 경우에 HVOF용사가 이용된다. 한 속기지 

탄화물을 함유한 코 물이 피스톤 링에 이용된다18). 

  R. Kamali 등19)은 컴퓨터화한 유체역학(CFD, Com- 

puted Fluid  Dynamics) 모델을 이용하여 Fig. 5에 

제시된  HVOF장치를 개발하 다. 미리 혼합된 산소와 

로 은 연소실에서 연소되어 평행한 면을 가진 노즐

로 연결되어 용사되는데 이때 가스속도, 온도, 압력, 마

하 수 분포를 인자로 하여, 최 의 연료-산소가스 비율

과 체 가스유동속도를 체계화하여 강력한 HVOF시

스템을 설계하 다. 

 엔진블럭의 내부표면을 HVOF로 ASTM 1020- 

2.5%Al첨가된 탄소강으로 코 한 결과, 스카핑 주요 

결함인 스 렛 박리와 20nm크기의 FeAlO3 개재물입

자에서 균열이 찰되었다. 향후 이러한 결함의 방지연

구가 주요테마가 될 수 있다20). 

2.5 온분사(Cold spraying)   

  시 트포크의 마찰부에 온분사코 법으로 알루미늄/  

루미나 후막을 코 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자동차용 시

트포크의 제조방법을 자동차21)에 의해 제시하

다. 알루미나 후막은 50～100㎛의 두께범 로 알루미

늄 분말의 분율이 70～80vol.%, 알루미나 분말의 분

율이 20～30vol. %로 조성되었다. 

  자동차22)에 의해 알루미늄 분말  실리콘 카바

이드(SiC)분말을 혼합/제조하여 실린더헤드의 표면에 

온분사 코 을 통해 국부 으로 알루미늄 복합재 코

층을 형성시켜 그 코 층의 상(phase)이 실린더헤드

와 같은 열 도도값을 갖도록 함으로써, 온분사 코

공정을 진행시 소성가공이 되도록 하여 실린더헤드의 

열피로로 인한 균열을 개선할 수 있었다. 

  가스의 소비를 낮추고 에 지효율을 증 시킬 수 있

는 용사기술, 특히 친환경 온분사기술이 요구되고 있

다. 온분사기술로서 재 DeLaval노즐이 필요없는 

충격 유기 온분사 기술이 있으며, 한 작은 기공을 

가진 집된 코 층을 형성시킬 수 있고 량생산과 경

제성이 높은 에어로졸 증착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충격 유기(shockwave-induced) 온분사는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압가스원의 조 밸  하류흐

름(downstream)을 빠르게 열고 닫음으로써 펄스  

(10～30Hz) 열 음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다. 펄스

흐름은 실린더노즐 내에서 분말을 동시에 가속시킬 수 

있고 가열할 수 있다. 종래의 온분사기술과 달리, 

DeLaval 노즐이 필요없으며, 가속되는 동안에 분말은 

추가 인 에 지를 얻을 수 있다. 이 효과는 강, 티타

늄, 서멧과 같은 물질들을 더욱 넓은 범 로 합을 용

이하게 한다. 아울러 간헐 인 가스흐름은 가스의 소비

를 낮추고 에 지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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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에어로졸 증착(Aerosol deposition)

  에어로졸 증착기술은 고속가스젯트를 사용하여 매우 

높은 속도로 원료분말을 가속하여 비교  낮은 제조원

가로 집된 나노결정구조의 고 도 코 을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에어로졸 증착 시스템은 온분사와 마찬가지로 가스

를 원하는 속도로 가속시키기 하여 de Laval 노즐

(convergent-divergent)을 선정하 으며 CFD 시뮬

이션은 온분사 시스템에서 가스유동 거동을 이해하

고 노즐설계를 최 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CFD로 설계된 노즐은 코 품질을 획기 으로 향상시

킬 수 있다24). 한 속한 코 이 가능하여 량생산

이 용이하기 때문에 경제 으로도 상당히 매력 이다. 

한 온 에어로졸 증착은 기 의 고온열화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범 가 넓을 것으로 

상된다.

2.7 라스틱소재의 속피막 기술

  라스틱제 부품의 물성을 보완하기 한 한 수단으

로서, 라스틱 성형체의 표면에 속피막 는 세라믹

피막을 형성하여 제품의 질과 내구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종구25)에 의하면 라스틱 기재상의 속피막 형성

방법에 한 것으로, 성형된 라스틱 표면을 엠보싱 

는 블라스 을 통하여 활성화처리하여 요철면을 형성

하고, 열피로강도와 젖음성이 큰 Cu합 , Al합  는 

Ni합 의 속 분말을 용사하여 속 분말이 요철면 

주 의 기재 내부로 침투하면서 속 피막층을 형성하

게 하여 균열이나 박리되지 않아 내구성이 뛰어나게 

하 다. 

3. 용사재료에 따른 기술개발 동향

3.1 고경도 나노입자

  코 층의 경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속기지 복합재

료(MMC), 알루미나(Ni3Al, NiAl, Fe3Al, FeAl, Ti3Al, 

TiAl)1)를 비롯한 속간화합물, TiAlN계 나노복합재

료, TiC계 복합재료, 고Si-Al합  등을 이용한 고경도 

나노입자를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개되고 있다. 

  기공을 감소시키고 균열의 성장을 감소시키는 방법으

로서 나노크기의 분말을 이용하여 부분용융 미립자 지

역을 함유하는 미세조직을 형성시키는 방법이 유효하다. 

지르코니아(ZrO2)
6,26), TiO2

46), TiO2-NiCr47) 혹은 알루미

나(Al2O3)
8), AlSi-Al2O3

48)
 코 법을 로 들 수 있다. 

기 라즈마용사(APS)는 비교  높은 증착효율, 유연성 

 자동화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Al2O3 코 을 증착하는

데 산업 인 공정이 가능하다. 기 라즈마용사는 분말

을 증착하는데 사용되는데, 매우 낮은 기공도로 집되

고, 착력이 강하고 균일한 코 을 형성한다는 장 이 

있다27). 

  알루미늄주조 엔진블럭의 실린더 보어는 이 에 니

계 복합재료 혹은 경질크롬이 용된 실 28)이 있지

만, 세라믹입자에 의해 부분 으로 강화시킨 탄소강으

로 이루어진 코 물4,29)로 용사를 이용하여 제조되고 

있다. 

  디젤엔진의 실린더런닝 표면에 나노결정구조의 FeC 

용사코 은 응집된 마찰막으로 인하여 하 과 가동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연강에 마찰마모(abrasion)와 마찰

화학 인 작용으로 표면피로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견된다30).  

3.2 속간화합물

  용사가 가능한 알루미나이드 속간화합물은 Ni3Al, 

NiAl, Fe3Al, FeAl, Ti3Al, TiAl, TiAl3가 있다. 특

히 FeAl계 코 은 부식분 기에서 쉽게 산화될 뿐만 

아니라 불량한 기공성(porosity)과 더 많은 압축잔류응력

으로 인하여 APS 공정을 이용하는 것은 어려워 HVOF

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NiAl계와 TiAl계 

코 은 FeAl계 코 과는 달리, HVOF에 의해 주로 생

산되지 않고 APS에 의해 거의 동등하게 생산되고 있다1).

  TiAl 속간 화합물은 γ상(TiAl)과 α2상(Ti3Al)의 2

상 층상조직으로 되어 있다. 이 화합물은 종래의 Ni

합 과 비교하여 고강도비를 갖고 있으며, 세계 최 로 

일본에서 승용차용 터보 과 기로서 실용화 실 을 갖

고 있다31). 

  실리사이드를 직  TiAl 속간 화합물에 형성하면 Si

에 의한 취화와 열팽창차에 의해 계면에서 층간 박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Si의 

확산 지  열응력완화의 역할로서 고융  속실리

사이드와 TiAl 속간 화합물의 간에 Nb층을 삽입하

여 NbSi2/Nb  MoSi2/Mo/Nb코 을 TiAl 속간화

합물 에 치 하게 형성시켰다32,33).

  피스톤링은 일반 으로 코 두께는 10～100㎛ 범

이다. 종래에는 경질크롬으로 코 되는데, PVD기술에 

의해 질화크롬으로 갈바니 공정에 의해 증착되었지만
34), 최근에는 부분 아크증발법(evaporation)이 용

되거나 혹은 속기지 복합재료(MMC)를 이용하여 용

사에 의해 제조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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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anocomposite structure of AlTiN and Si3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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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fluence of nanocomposite structure on 

spinodal segregation36)

3.3 TiAlN계 나노복합 재료

  Ti, Al, Cr 등과 같은 원소의 혼합되어 있는 TiAlN

계 나노복합조직 막을 Si기지 내에 혼입시키는 기술은 

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Cselle T 등36)에 

의해 성공하 다. 나노결정의 TiAlN입자 혹은 AlCrN

입자 비정질 Si3N4기지 내에 혼입된 형태의 구조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이 코 기술의 가장 큰 장 은 Fig.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종래의 기술과 비교해서 1200℃의 어닐링온도에

서도 40GPa이라는 놀랄만한 경도의 상승을 가져와 내

열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이다. 이러한 고경도 나노복

합조직의 개발은 향후 코 기술의 발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3.4 TiC계 복합 재료

  TiC-TiC2복합재료는 높은 용융  뿐만 아니라 높은 

경도, 뛰어난 내마모성과 양호한 열안정성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동종의 세라믹부품에 비해서 우수한 괴인성과 

굴곡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DuO 등37)은 이 표면

기술로 TiC-TiB2복합코 물을 합성하 으며 Masanta 

등38,39)은 강표면에 TiC-TiB2복합코 물을 제조하기 

하여 이 클래딩으로 SHS(Self-propagating High- 

temperature Synthesis) 처리하여 내마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마그네슘합 은 낮은 용융 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이 강구되어 기 라즈마용사법의 

용을 시도하 다. 그러나 TiC와 TiB2원료분말의 비

산(in flight) 산화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은 결과, 최

근 SHS 기 라즈마용사법을 복합한 RPS (Reactive 

Plasma Spraying) 기술을 용시키는 연구40,41)가 활

발히 추진되고 있다. 

3.5 고Si-Al합

  알루미늄합  기재를 자동차의 섭동부품에 표면처리

피막 시에 용제법 등으로 형성이 곤란한 Si 30wt.% 

이상 첨가한 고Si-Al합 을 기본으로 하여 마찰특성이 

우수한 용사피막이 개발되었는데, Hiroyuki Mori는 

CO2 감과 환경부하 감을 목표로 Si함유 표면처리피

막42)(고Si-Al합 용사피막)의 제조기술을 확립하 다. 

  알루미늄합 의 내마소성 개선에는 첨가원소 에서

도 Si량을 높이는 것이 효과 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

만, 용제법과 분말압축법에 의한 고Si합 의 제조에는 

주조성과 가공성의 에서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그래서 표면처리방법으로서 재료자유도가 높은 용사법

에 주목하여 종래에 제조곤란한 Si 30wt.% 이상의 고

Si-Al합  피막형성을 시도하 다42). 

  고Si-Al합  용사피막의 정출 Si입자의 크기는 평균 

1㎛ 이하인 반면에 A390주조재에는 약 20㎛의 정 

Si가 찰되었다. 용사피막은 주조재와 비교해서 작은 

미세조직의 정출 Si입자가 얻어지는데 이것은 용사법이 

냉각속도가 큰 제조공정이기 때문에 비평형재료로 형성

된 것이라고 추정된다42,43).  

  카에어콘용 컴 서 섭동부에 Cu-Sn-Pb합 을 용

사한 사 에 의해 내소부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 지만 

이 용사재료에는 환경부하물질인 납(Pb)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납 등의 환경부하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새

로운 섭동재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고Si-Al합 용사

피막은 콤 서의 실기평가에서 Cu-Sn-Pb합  용사

피막과 거의 같은 내소부성을 나타내었다. 이 때문에 

고Si-Al합 용사피막은 종래의 Cu-Sn-Pb합  용사피

막에 신할 수 있다. 체 론화에 응한 납 등을 사

용하지 않은 새로운 콤 서 사 재료로서 용되고 

있다44). 

  고Si-Al합  용사피막은 카에어콘용 컴 서 사 에 

채용되고 있다. 자동차에 탑재된 에어콘에 있어서도 오

존층 괴의 에서 체 론가스가 추진되고 있다. 

종래의 염소계 론이 가진 극압성이 상실되고 콤

서의 윤활상태는 보다 엄격하게 되어, 섭동부의 내소부

성과 내마모성의 확보가 과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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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기술 망

4.1 무연(Pb-free) 재료개발

  CO2 감과 환경부하 감을 목표로 표면처리 기술이 

박한 시 에 있다. 특히 체 론화에 응한 납 등

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자동차부품이 요구되고 있다
44). 종래의 용사재료는 환경부하물질인 납(Pb)을 함유

하고 있기 때문에 납 등의 환경부하물질을 함유하지 않

은 새로운 섭동재료가 필요하다. 일례로 Si함유 표면처

리피막(고Si-Al합 용사피막42))이 개발되어 있다. 

  용사에 의한 고Si-Al합  용사피막은 기  무윤활 

하에서 우수한 마찰특성을 나타낸다. 이 용사피막을 사

에 용함으로써 내소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체

론화에 응한 카에어콘용 콤 서의 Pb-free화를 가

능하게 한다. 향후 본 용사피막은 윤활조건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내마모성을 겸비하고 마찰특성이 필요한 

엔진부품, 각종 콤 서 등의 섭동부에의 응용이 기

된다. 향후 고Si-Al합  용사피막을 신할 수 있는 새

로운 코 재료의 개발이 기 되며 그 용범 도 자동

차부품을 비롯하여 기계부품, 형, 공구 등으로 넓어

질 것으로 상된다.  

4.2 품질향상기술

  품질향상을 하여 척도가 될 수 있는 인자로서 가장 

높은 증착 효율, 가장 작은 기공  가장 높은 마이크

로 경도를 열거할 수 있다. 지 까지 화학  에칭은 높

은 가격과 심각한 오염으로 인한 품질 하가 두되어, 

이를 극복하기 하여 라즈마처리를 시한 건식방식

이 라스틱의 표면특성을 개질하기 한 연구활동9)으

로 더욱 활발히 개되고 있다.  

  디젤엔진, 가솔린 엔진, 가스터빈 등의 열변환시스템

장치에서 에 지효율을 극 화하기 해서는 더욱 고도

의 내열특성을 지닌 내열소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속 단일체로서는 재 그 사용한계 온도가 

1000℃ 정도로 그 이상의 온도 분 기에서 작동되는 

부품은 속간 화합물 는 세라믹 소재의 사용이 불가

피하다. 그러나 이들 비 속 소재는 난가공성과 취약성

이 문제이므로 이에 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4.3 결함 억제기술

  종래의 용사과정은 용사방법과 제조인자에 의해 다소

의 기공과 상(phase) 조성분포에 따라 불균일 구조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알루미늄고갈지역은 산소확산을 

쉽게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함량의 차이로 인한 불균일 

코 구조가 얻어지면 원하는 성질을 얻을 수 없다. 고

온거동에서 산화생성물의 보호능력에 의해 향을 받는

다. 합 조 은 손을 억제하고 α-Al2O3 핵생성을 

진하기 하여 연구1)되고 있다. α-알루미나 상의 형성

은 산화철의 속한 성장을 방지한다. 용사조직에서 산

소통로가 발생되는 것과 사용도  손의 발생은 산화

속도를 결정한다. 향후 산화속도를 억제하기 한 합

조 에 한 연구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코 의 마모 메커니즘은 착유기 쇄(spallation)

와 층상의 미세 괴로 설명할 수 있다. 코 층의 내마

모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나노구조의 분말을 이용하

여 용사하여야 하며 코 층의 기공(pore), 층상입계

(interlamellar)와 층상입내(intralamellar) 균열과 

같은 마이크로 크기의 결함을 감소시켜야 한다8). 

4.4 고효율 온분사 기술

  많은 사례에서 온분사는 제조단계를 생략하거나 

일 수 있는 더욱 경제 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친환경 체기술로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특

히 온분사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합 과 같은 부식에 

민한 재료에 용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에 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미래형 친환

경 용사 기술로서 ① DeLaval노즐이 필요없는 충격

유기 온분사 기술, ② 작은 기공을 가진 집된 코

층을 형성시킬 수 있어 속한 코 이 가능하여 량생

산이 용이하므로 경제성이 있는 에어로졸 증착 기술 등

에 한 연구가 활발히 개될 것으로 상된다. 

  최 화된 온 에어로졸 코 기술은 태양 지 등의 

제조에도 코스트를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을  수 있

다. 항공우주산업과 생체의학분야의 내부식고온보호의 

넓은 면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액추에이터와 고속 

학 모듈 이터와 같은 매우 작은 소자(device)에도 사

용할 수 있다. 향후 자동차산업 분야에도 큰 활용이 기

된다24).  

4.5 속간화합물 용기술

  용사기술에 용되는 FeAl계, NiTi계, TiAl계, NiAl계, 

MoSi2계, Nb3Al계 등과 같은 속간화합물은 내산화

성이 가장 요한 특징이 되는데, 특히 NiAl은 합코

계에 범 하게 사용될 것이다. 향후 속간화합물

은 친환경 자동차부품에 새로운 가동환경과 사용조건에

서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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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Al에 해서는 HVOF 공정에서는 상당히 연구되

어 왔으나 라즈마기술 혹은 온분사, 생체의학 계통

에서는 거의 진 되지 못하고 있다45). FeAl과 TiAl 

속간화합물은 코 련 연구에 별로 용되지 않았지

만, 향후 좋은 선택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TiAl 속간 화합물은 탁월한 특징을 살려 Ni기 

합  등을 체하여 내열부품에도 용범 를 확 해 

갈 것으로 상된다. 용범  확 를 해서는 종래 

800℃정도가 한계인 TiAl 속간 화합물의 내열 내산화

성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한 Ni기 합 과 같이 

열차폐 코  는 경사기능화에 의한 내열, 내산화코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31).

  TiAl 속간화합물 에 NbSi2/Nb  MoSi2/ Mo/ 

Nb코 은 1000℃를 과하는 기분 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내산화성을 갖는 것이 밝 지고 있다. 재 이

에 한 연구는 시작일 뿐, 후의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구체 으로 ① 500～700℃의 간온도 역의 

산화에 의한 코 층의 분체화 상에 한 책, ② 코

 단부의 처리 ③ 이물손상(foreign object damage)에 

한 건 성, ④ 원심력 하에서의 건 성 등이 있다26).

  후 내산화 코 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내열, 내크리 성이 탁월한 속간화합물의 합 설계 

연구와 실용화 연구개발을 추진해 갈 것이다. 

  용사 시에 입자의 크기를 나노크기로 감소시킴으로써 

품질을 개선시키거나 향상시키는 연구가 향후 진 될 

수 있을 것이다45). 

4.6 속피막의 라스틱제품 기술개발

  라스틱 소재와 속간의 합력은 일반 으로 상당

히 낮고 사용도  균열이 발생하고, 한 두꺼운 피복

층 형성은 불가능하므로 두껍게 피복되어야 하는 용도

로는 용할 수 없고 속피막의 형성 공정이 매우 복

잡하고 제품단가가 고가로 되는 문제가 있다. 향후 단

가가 렴하고 경량인 라스틱 부품의 고유 물성을 최

한 발휘하되 속에 비해 취약한 물성을 보강하고, 

고 량의 속부품을 체할 수 있는 속 피막의 라

스틱 제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성능 라스틱이 개발됨에 따라 기존의 

속으로 제조되고 있던 많은 기계부품들이  량의 

라스틱제품으로 체되고 있다. 그 일례로, 요즈음 

 세계 으로 집 인 심을 받고 있는 하이 리드 

차량의 경우, 자동차 체의 무게를 여야 하므로 엔

진 밸 의 커버 등 련 부품은 일반 차량과는 달리 경

량의 라스틱제 부품이 주로 용되고 있다25).

5. 결   론

  1) 미래형 친환경 용사기술을 정착해 나가기 해서

는 CO2 감과 환경부하 감을 목표로 하는 용사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납(Pb) 등의 환경부하물질을 함유하

지 않은 새로운 섭동재료의 개발이 기 된다. 

  2) 라즈마 용사기술을 확립하기 해서는 극 단  

처리기술, 드라이아이스 블래스  처리기술, 나노구조

의 원료(분말)처리 기술, 속기지 복합재료처리기술 

등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3) 가스의 소비를 낮추고 에 지효율을 증 시킬 수 

있는 온분사 기술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충

격 유기 온분사 기술, 에어로졸 증착 기술 등의 연

구개발이 필요하다. 

  4) 고경도 나노입자 강화기술을 확립하고, 용사코  

시에 발생되는 결함(porosity)  균열의 감소기술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 자동차 체의 무게를 이기 하여 기존의 속

제품 신에 속피막 혹은 세라믹피막을 형성시킨 새

로운 량 라스틱제품의 개발이 망된다. 

후      기 

  본 기술해설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미래창조과

학부 과학기술진흥기 과 복권기 을 지원받아 수행하

는 ReSEAT 로그램의 성과물입니다. 

  

Reference

1. N. Cinca et al. : Thermal spraying of transition metal 

aluminides: An overview, Intermetallics 24 (2012) 

60～72 

2. Peter Ernst et al. : Thermal spray applications in 

powertrain contribute to the saving of energy and 

material resources, Surface & Coatings Technology 

202 (2008) 4428～4431

3. Sasaki Masato, Takahashi Tomokatsu et al. :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ymposium guide book, 

2010-5097, (2010) (in Jananese)

4. Lampe T, Eisenberg S et al. :  Plasma Surface Engineering 

in the Automotive Industry—Trends and Future 

Prospectives. Surface and Coatings Technology 174 

(2003) 1～7 

5. G. Barbezat : Proceeding ITSC, 2004, Osaka, Japan.

6. J. F. Li et al. : Improvement in wear resistance of 

plasma sprayed yttria stabilized zirconia coating 

using nanostructured powder, Tribology Inter-national, 

37 (2004) 77～84

7. L. Wang et al. : Microstructure and indentation 

mechanical properties of plasma sprayed nano- 

bimodal and conventional ZrO2-8wt%Y2O3 thermal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용사(Thermal spray)에 한 최신 연구동향 

大韓熔接․接合學 誌 第32卷 第3號, 2014年 6月 265

51

barrier coatings, Vacuum 86 (2012) 1174～1185

8. H. Luo et al. : Indentation fracture behavior of 

plasma-sprayed nanostructured Al2O3-13wt.%TiO2 

coatings,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 346 

(2003) 237～245

9. M. Noeske et al. : Plasma jet treatment of five 

polymers at atmospheric pressure: surface modifications 

and the relevance for adhesion 24 (2004) 171～177

10. C. L. Li, et al. : The effect of NiCr intermediate layer 

on corrosion behavior of Cr2O3 ceramic coated 

materials, Surface and Coatings Technology, 124 

(2000) 53～60

11. E. Sourty et al. : Chromium oxide coatings applied 

to magnetic tape heads for improved wear, Tribology 

International, 36 (2003) 389～396

12. In-Woong Lyo et al. : Microstructure and tribo- 

logical properties of plasma sprayed oxide moly- 

bdenum oxide composite coatings, Surface and 

Coatings Technology 163-164 (2003) 413～421

13. Shujuan Dong et al. : Microstructure and properties 

of Cr2O3 coating deposited by plasma spraying and 

dry-ice blasting, Surface and Coatings Technology, 

225 (2013) 58～65

14. J. Ehlbeck et al. : Moving atmospheric microwave 

plasma for surface and volume treatment, Surface 

and Coatings Technology, 174 (2003) 493～497

15. Y. Wu, M. Kuroda et al. : Nanotextures fabricated 

by microwave plasma CVD, Surface and Coatings 

Technology, 174 (2003) 867

16. C.-K. Jung et al. : Development of painting 

technology using plasma surface technology for 

automobile parts, Thin Solid Films 506-507 (2006) 

316～322

17. A. Cellard, V. Garnier, G. Fantozzi, G. Baret, P. 

Fort, Ceram. Int. 35 (2009) 913

18. Dagishi Ryutaro, Kawaguchi Jin et al. :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ymposium guide book, 

2008-5638, (2008) (in Jananese)

19. R. Kamali, A. R. Binesh : The importance of sensitive 

parameters effect on the combustion in a high 

velocity oxygen-fuel spray system, International Com- 

munications in Heat and Mass Transfer 36 (2009) 

978～983

20. A. Edrisy et al. : Investigation of scuffing damage 

in aluminum engines with thermal spray coatings, 

Wear 259 (2005) 1056～1062

21. Hyundai Motor Co. : Die casting method of shift 

pork for vehicle(Korean Patent 10-0666773 inventor 

: Ha Seok) (in Korean)

22. Hyundai Motor Co. : Method for improving thermal 

stress of cylinder head for auto-mobile(Korean 

Patent 10-0706378, inventor : Ha Seok) (in Korean)

23. Julio Villafuerte : Current and Future Applications 

of Cold Spray Technology, Metal Finishing 108, 

(2010) 37～39 

24. M. W. Lee et al. : Optimization of supersonic nozzle 

flow for titanium dioxide thin-film coating by 

aerosol deposition, Journal of Aerosol Science 42 

(2011) 771～780 

25. Method for forming metallic coating on plastic substrate 

Korean Patent 10-0856662, inventor : Woo, Jong- 

Gu) (in Korean)

26. F. Zang et al :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 

422 (2006) 308～312

27. Zhijian Yin et al. : Effect of the thickness on 

properties of Al2O3 coatings deposited by plasma 

spraying, Materials Characterization 62 (2011) 90～93 

28. Maier K : Zylinderlaufflἅchen im modernen Motorenbau. 

Galvanotechnik, 87 (1996) 1566～1572 

29. Bobzin K, Ernst F, et al. :  Thermal Spraying of 

Cylinder Bores with the Plasma Transferred Wire 

Arc Process. Surface and Coatings Technology 202 

(2008) 4438～4443 

30. M. Hahn et al. : The impact of microstructural 

alterations at spray coated cylinder running sur- 

faces of diesel engines, Wear 271 (2011) 2599～2609

31. Nagatanisaki Wayou, “Trend of development for new 

stress-relief functionally graded material”, Metal 

(Japan), 83-6, (2013), 511～515 (in Jananese)

32. M. Ohshima et al. : Journal of the Japan Society 

of Powder and Powder Metallurgy, 59 (2012), 443～ 

447 (in Jananese)

33. M. Ohshima et al. : Transactions of the 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Japan, 36 (2011), 523～526 

34. J. Vetter et al. : Surface Treatment Selections for 

Automotive Applications. Surface and Coatings 

Technology, 200 (2005) 1962～1968

35. Ernst P et al. : Thermal Spray Applications in Powertrain 

Contribute to the Saving of Energy and Material 

Resources, Surface and Coatings Technology 202 

(2008) 4428～4431 

36. Cselle T : Application of Coatings for Tooling Quo 

Vadis, Vakuum in Forschung und Praxis VIP 

17(S1): (2005) 33～39 

37. B. S. Du et al. : Phase constituents and microstructure 

of laser synthesized TiB2-TiC reinforced composite 

coating on steel, Scripta Materialia 59, (2008) 

1147～1150 

38. M. Masanta et al. : Tribological behavior of TiB2- 

TiC-Al2O3 composite coating synthesized by combined 

SHS and laser technology, Surface and Coatings 

Technology 204 (2010) 2527～2538 

39. M. Masanta et al. :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iB2-TiC-Al2O3-SiC composite coatings 

developed by combined SHS, sol-gel and laser tech- 

nology, Surface and Coatings Technology 204 (2010) 

3471～3480 

40. Y. Yang et al. : In situ nanostructured ceramic 

matrix composite coating prepared by reactive 

plasma spraying micro-sized Al-Fe2O3 composite 

powders,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 509 

(2011) L90～L94 

41. Z. P. Mao et al. : Wear resistance of reactive plasma 

sprayed and laser remelted TiB2-TiC0.3N0.7 based 



유 호 천 

266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2, No. 3, 2014

52

composite coatings against medium carbon steel, 

Applied Surface Science 257 (2011) 2610～2616 

42. Mori Hiroyuki, Nakanishi Kazuyuki et al. : Journal 

of the Japan Institute of Metals, 65 (2001) 707 (in 

Jananese)

43. Motor Fan illustrated, separate volume 32 (2009) (in 

Jananese)

44. Mori Hiroyuki, Nakanishi Kazuyuki et al. : Tribology 

conference 5 (2006) 349 (in Jananese)

45. Nuria Cinca et al. : An overview of inter-metallics research 

and application, Status of thermal spray coatings,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and Technology, 2 (2013) 75-86

       

∙유호천

∙1951년생, 공학박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문연구 원

∙용 야   공정, 속공학, 정보분석 

∙e-mail : yooho278@reseat.re.kr

46. Tae-Gu Kang et al. : Photoelectrical Conductivity 

and Photodegradation Properties of TiO2 and Ag 

Sputtered TiO2 Plasma Spraying Coatings, Journal 

of KWJS, 27-2 (2009) 156～161 (in Korean)

47. Kang Tae-Gu et al. : Characteristics of Plasma 

Sprayed TiO2-NiCr Conductive Heating Roll Coatings, 

Journal of KWJS, 25-4 (2007) 366～372 (in Korean)

48. Joon-Won Min et al. : Microstructure and Tribolo- 

gical Characteristics of AlSi-Al2O3 Composite Coating 

Prepared by Plasma Spray, Journal of KWS, 22-5 

(2004) 440～446 (in Korean)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3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200650064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5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7000720065002d0065006400690074006f007200690061006c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900f900200061006400610074007400690020006100200075006e0061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20065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6600f80072007400720079006b006b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d006100690073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0007200e9002d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6c00e400680069006e006e00e4002000760061006100740069007600610061006e0020007000610069006e006100740075006b00730065006e002000760061006c006d0069007300740065006c00750074007900f6006800f6006e00200073006f0070006900760069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e400720020006c00e4006d0070006c006900670061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