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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상온분말분사공정(Aerosol Deposition, 

AD)을 이용할 경우, 상온에서 고밀도(> 95%)

의 세라믹 막을 제조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

고 있다. 상온분말분사공정은 상합성된 수백 

nm ∼ 수십 μm 크기의 분말을 진공챔버 내에

서 고속으로 기판에 분사하여 나노크기의 미세

구조를 가지는 고밀도 막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기존 마이크로(μm) 크기의 미세구조에서는 얻

을 수 없는 새로운 물성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세라믹 막은 고온 

열처리를 통하여 얻어지며, 이러한 높은 공정온

도로 인하여 세라믹을 금속, 플라스틱과 접합하

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고온 열처리를 하므

로 휘발성이 높은 재료의 세라믹을 제조하기 어

렵다.

AD공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속으로 기판

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상온에서 치밀하고 균

열이 없는 코팅막을 제조할 수 있으며, 코팅막

의 두께를 비교적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초기

에 상합성된 분말을 그대로 이송하여 코팅하므

로 초기분말의 화학조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나노크기의 결정립을 제조할 수 있으며, 코팅막

과 기판과의 접착력이 우수한 막의 제작이 가능

하다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분말을 고속으로 분사하여 코팅하

므로 코팅막에 큰 응력이 발생하게 되며, 고속

으로 분사되어 분말이 깨지므로 코팅막의 결정

성이 낮아지며, 고속으로 분산된 분말이 먼저 

코팅된 막을 파내어 분화구 형태의 미세구조를 

나타내어 코팅막 표면이 비교적 거칠다는 특징

그림 1.  상온 분말 분사 공정 관련 발행 국가별 분포 (a) 
국가별 AD 연구 그룹 비율 도표 (b) 연도별 출간
된 AD 논문 누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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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해결되어야 문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AD공정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전자, 기계, 생

체, 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본고

에서는 AD공정을 이용한 기능성 막 연구에서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2. AD의 원리 및 구성

AD장치는 그림 2와 같이 이송가스를 분말

이 들어있는 통에 주입하여 분말을 유동화한 

후 (Aerosol chamber) 튜브를 통하여 증착

실로 이송하며, 이때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고

속으로 유동화 된 분말을 노즐을 통하여 고속

으로 가속 분사, 기판에 분말을 고속으로 충돌

시켜 막을 제조한다. 이때 분말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21

2
mv (m은 분말의 무게, v는 분말

의
 
속도)이며, 운동량 (momentum)은 p=mv

이다. 분말이 기판에 박히면서 증착되기 위해

서는 충분한 운동량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일

정의 무게와 속도를 가져야 한다. 만약, 운동

량이 너무 클 경우에는 분말이 기판을 깍아내

어 막이 형성되지 않으며, 운동량이 너무 적으

면 막을 형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적절한 코

팅막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분말의 크기 및 분

 

포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코팅층의 품질은 진공도 (가속되는 정도와 

관련 있는),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유량 등

의 공정조건과 노즐의 형상, 노즐과 기판과의 

거리 등의 장치특성, 사용하는 분말의 크기, 

크기 분포, 분말의 밀도, 기판의 종류 등 사용

하는 재료에 따라 변화한다. 또한, 코팅막의 

두께는 스테이지 (stage)의 스캔속도 및 스캔

횟수를 조절하여 조절할 수 있다. 표 1에 일반

적인 AD공정조건을 나타내었다.

고속으로 가속된 분말이 기판과 충돌하여 코

팅막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원리는 현재 명확

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AD공정을 소개한 

일본산업기술종합연구소 (AIST)의 Akedo박

사는 Alumina와 PZT를 혼합하여 코팅한 막

으로부터, 그림 3과 같이 설명하였다 [3]. 먼

저, 고속으로 가속된 분말이 기판과 충돌하여 

분쇄되며, 분쇄된 일부 조각들은 기판에 박히

며 일부 조각들은 서로 강력하게 결합하여 초

기 층을 만든다. 만들어진 세라믹 층에 다시 

고속으로 가속된 분말이 충돌하여 막을 형성

한다. 경도가 작은 비교적 무른 물질은 강한 

충격에 의해 깨지면서 소성변형을 일으키는 

것에 의해 막을 형성하고, 경도가 매우 큰 물

질은 무른 기판과 충돌하였을 때 깨지지 않고 

박히는 방식으로 막을 형성한다. 그러나 단단

한 분말은 peening과 hammering 효과(망치

로 두드리는 듯한 효과)에 의해 전체적으로 높

은 밀도의 막을 형성한다 [4]. 이러한 이유로 그림 2. 상온 분말 분사 장치 모식도 [2].

표 1. 상온 분말 분사 공정 변수 [1]. 

Parameters Data

Pressure in deposition 
chamber

0.2 – 20 mbar

Pressure in aerosol chamber 60 - 1,066 mbar

Nozzle geometry
Slit nozzle 2.5 × 0.2 up to 

1,000 × 1.0 mm2

Carrier gas Air, N2, O2, Ar, He

Gas flow rate 1 L/min ~ 1,000 L/min

Sweep speed 0.05 ~ 10 mm/s

Stand-off distance 
nozzle-target

0.5 ~ 50 mm

201604학회지-1.indd‥‥‥4 2016-04-07‥‥‥오전‥10:45:20



전기전자재료 제29권 제4호 (2016년 4월)   5

테마기획  _ 전자세라믹
S p e c i a l 
T h e m a

초기 혼합 분말의 경도 차이에 의해 필름의 조

성분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막을 제조할 때 

주의해야 한다. 

코팅층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고속으로 

충돌한 분말이 분쇄되어 나노크기의 결정립을 

가지며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고속으로 

가속된 분말이 기판에 박히면서 코팅막을 형

성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물리적인 

동작에 의해 형성된 나노결정립간의 결합(그

림 4)에 대한 설명은 아직 명확하지 않는 실정

이다. 

3. AD막의 형상 및 재료 물성에 의한 
미세구조 변화

AD에 의해 기판에 달라붙어 형성된 세라믹

의 품질은 공정조건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세

라믹 분말의 입도분포, 응집정도, 수분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림 3. 상온 분말 분사 공정 과정 [2]. 

그림 4. PbTiO3 AD막의 TEM 이미지.
그림 5.  PZT-PMnN AD막의 (a) 표면, (b) 단면 SEM 

이미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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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분말의 크기는 0.08 ∼ 2 um 크기의 분

말이다. 사용하는 분말에서 막형성에 사용되

는 분말 양과 사용되지 못하는 분말 양은 처음 

사용하는 분말의 크기, 응집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응집을 제거하는 장치나 필터를 

사용하여 응집을 조절하기도 한다. 또한 응집

정도와 분말크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분말분쇄

시간을 조정하기도 한다 [5].

그림 5는 AD에 의해 제작한 코팅막의 표면

과 단면의 주사전자현미경(SEM) 이미지이다. 

고속으로 가속된 분말이 먼저 생성된 코팅막

을 깍아내어 표면에는 분화구형태가 일반적으

로 만들어지나, 단면에서는 치밀한 구조가 만

들어 짐을 알 수 있다. 그림 6에서 표면에서의 

거칠기는 기판과 분말의 종류 및 코팅횟수에 

따라 변화함을 알 수 있다. 

4. AD를 이용한 복합체 세라믹 성막

AD를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세라믹 분말

을 막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제조된 막은 벌

크물질에 상응하는 기계적, 물리적 성질을 나

타낸다. AD는 이미 합성된 세라믹 분말을 고

속으로 분사하여 막을 제조하기 때문에, 한 종

류의 세라믹 분말이 아닌 여러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진 컴포지트를 제조하는데도 매우 유

용하다 [4]. AD를 이용할 경우, 기능성을 가

지는 세라믹을 포함한 세라믹-세라믹 막 뿐

만 아니라 금속-세라믹, 폴리머-세라믹 컴포

지트를 비교적 손쉽게 제조할 수 있으며, 전

기적, 열적 특성 등 다양한 물성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림 7에는 특성이 매우 다른 두 분말 

0.8Pb(Zr0.52Ti0.48)O3–0.2Pb(Zn1/3Nb2/3)O3 

[PZNT] and (Ni0.6Cu0.2Zn0.2)Fe2O4 [NCZF]

을 AD로 제조한 후 분석한 미세구조를 나타내

었다 [6]. 서로 종류가 다른 두 물질이 비교적 

분포되어 있음을 관찰되었으며, 두 물성의 서

로 혼합되어 나타남이 관찰되었다.

막 형성 후 열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제거

그림 6.  AD막의 거칠기 [1] ((a) Al2O3, (b) Ti3SiC2).

그림 7.  Microstructural images of [PZNT] and 
[NCZF] composite AD film. (a) cross-
sectional SEM image, (b) TEM and SAED, 
(c) STEM, (d) and (e) EDX mapping [6].

(a) (b)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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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물질을 혼합하여 복합체 AD막을 

제조할 경우, 단일상의 재료를 이용하여 제조

한 AD막에서 얻기 어려운 기공률 등을 조절할 

수 있다 [7]. 기공률이 큰 AD막은 표면적이 커

짐에 따라 고감도 센서, 촉매 등에 응용될 수 

있다 [8]. 또한 폴리머를 혼합하여 막을 제조

할 경우, 폴리머가 세라믹의 응력을 완화시켜 

세라믹의 결정상 변화를 억제하고 또한 막에 

남아있는 응력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복합체 AD막을 이용하여 물리적 

물성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특성

이 다른, 예를 들어 전기적인 특성이 다른 물질

을 혼합한 복합체 막을 제조할 경우, 사용되는 

재료의 양에 따라 전기전도도, 유전율 등의 전

기적인 특성을 조절할 수 있다 [1]. (그림 8) 일

반적으로 AD방법으로 제조된 막은 나노크기의 

결정립을 가지며 큰 응력이 잔존하므로, 열처리 

(annealing) 열처리하여 막의 결정성을 높이거

나 응력을 완화시킨다. 그런데, 반응성이 우수

한 두 가지 물질을 혼합하여 복합체 AD막을 제

조한 후 열처리하여 in-situ반응을 유도함으로

써 단일 조성의 막을 제조할 수도 있다 [4].

5. 상온 성막 및 내부식, 생체 특성 개선

AD은 이미 합성된 분말을 상온에서 고속으

로 가속시켜 기판에 성막하기 때문에, 막 제

조 시 사용온도에 의한 기판종류의 제한에 구

애받지 않는다. 또한, 상온에서 막을 제조함에

도 불구하고 기판과의 접착력이 매우 커서 다

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그림 9와 10은 Al2O3

을 유연한 얇은 철판에 입힌 사진과 구리판

에 입힌 후 400도에서 산화실험을 한 결과 사

진이다 [1]. 오른쪽 사진에서 구리 (Cu)에 입

힌 Al2O3막이 효과적으로 산화를 방지하고 있
그림 8.  조성에 따른 막 특성의 변화: (a) Al2O3-

polyimide 막의 유전율 (b) SiC-TiN 막의 전
기 전도도 [1].

그림 10.  Cu 기판위에 코팅된 Al2O3 AD 막에 의한 
내 부식 효과 (a) 증착 직후 (b) 400℃ 열
처리 후 [1].

그림 9. 금속 호일에 증착된 Al2O3 AD 막 [1].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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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Al2O3의 우수한 기

계적 성질(내마모특성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금속 표면을 코팅할 수 있다. Al2O3뿐만 아니

라 재료의 종류에 관계없이(예를 들면, 생체재

료인 수산화아파타이트를 Ti금속 표면에 입혀 

Ti의 생체 친화력을 증대시키는 방법) AD법이 

활용되고 있다 [9]. 

6. 나노크기 결정립에 의한 
절연파괴 전압 증가

강한 충동에 의해 생성된 막은 나노크기의 

결정립을 가지게 되므로, AD법을 이용하여 재

료의 전기전도도를 낮출 수 있으며, 따라서 절

연파괴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BiFeO3재

료는 다강성 재료로서 상온에서 강유전특성과 

강자성특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미래 다기능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소재

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BiFeO3

를 제조할 때 5n 이상의 고순도 분말을 사용

하지 않을 경우, 누설전류가 매우 크게 나타난

다. 누설전류가 큰 BiFeO3에는 고전압을 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유전 특성을 안정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비교적 저순도의 분

말로부터 제조한 BiFeO3를 AD법을 이용하여 

제조할 경우, 나노결정립에 의해서 결정경계

면이 증가하여 전기전도도가 매우 낮아지며, 

따라서 유전특성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림 11은 3n의 분말을 이용하여 합

성한 BiFeO3를 AD법으로 제조한 후 측정한 

강유전 특성이다. 벌크재료에서는 측정하기 

어려운 강유전 특성을 1,000 kV/cm전기장까

지 측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7. 나노결정립에 의한 결정구조 변화

AD법에 의해 제조된 막은 나노크기의 결정

립을 가지며, 마이크로크기의 결정립을 가지

고 있는 벌크 또는 막에서와는 다른 특성을 나

타낸다. 특히, 강유전재료를 나노크기로 제조

할 경우,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어 상전

이를 유도하며, 즉 결정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PbTiO3는 대표적인 강유전재료로 상온에서 c/

a가 매우 큰 tetragonal상을 가진다. 그림 12

은 AD법으로 제조한 PbTiO3 막과 PbTiO3 분

말의 X선 회절 분석(XRD)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11.  열처리 조건에 따른 BiFeO3 AD 후막의 
P-E hysteresis loops [10]. 그림 12.  PbTiO3 분말과 AD 막의 X선 회절 패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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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iO3 분말을 AD막으로 제조함으로써 c축

의 길이는 감소하고, a축의 길이는 증가하는, 

즉 c/a가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은 PbTiO3 AD막의 온도에 따

른 유전상수 및 P-E loop이다. 일반적으로 마

이크로크기의 강유전재료는 매우 좁은 범위에

서 급격한 상전이 거동을 보이는데, 나노 결정

립을 가지는 PbTiO3 AD막은 결정구조 변화

에 의해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완만한 상전이 

거동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PbTiO3의 c/a가 

너무 커서 전기장을 가하여 분극 방향을 변화

시킬 경우 기계적으로 깨지지만, AD로 제작한 

PbTiO3 막은 c/a가 작아짐에 따라 깨지지 않

고 전형적인 강유전 P-E loop를 나타내었다. 

8. 고밀도 특성을 활용한 응용

AD막은 매우 치밀한 (> 95% 밀도) 구조를 

가지므로 얇은 AD막으로도 기체나 액체의 통

과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저투과 특성을 

활용하여 AD막을 전해질로 활용하려는 연구

가 많이 수행되었다. 전해질막은 기체나 액체

의 투과를 억제하면서 이온전도도가 높아야 

하는데,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AD막의 나노

결정립에 의해 전기전도도가 벌크에 비해서 

낮다. 그러나, AD막을 적절하게 열처리하면 

결정성 향상과 결정립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

며, 전기전도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14

는 AD법으로 제조한 연료전지 전해질의 미세

구조와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12].

9. 결론 및 전망

AD는 상온에서 기판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

고 세라믹 막을 제조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

법으로 최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AD에 의한 

그림 13.  PbTiO3 AD막의 (a) P-E loop와 온도 변화
에 따른 (b) 유전특성 변화 [11].

그림 14.  AD를 이용해 제작한 SOFC의 (a) SEM 이미
지 (b) 전기적 성능 [12].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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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막 형성에 관한 기초연구는 주로 Al2O3

에 대해서 이루어 졌으며, 큰 운동량을 가지는 

세라믹 분말이 기판에 파고들고, 그 다음부터는 

파괴가 일어나며 막을 형성한다. 그러나 실제 

분말과 분말사이의 반응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

한 이론 결과가 없으나, 최근 Cu기판과 Al2O2

분말과 화학결합이 생성됨이 보고된 정도이며, 

보다 근본적인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 

AD를 이용한 상업화의 최초의 예는 플라즈

마에 내식성을 가지는 Y2O3막이며, 높은 밀도, 

우수한 접착력, 내 긁힘성을 가지는 제품에 응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전고상 

베터리 제조를 위한 전해질, 연료전지, MEMS

용 기능성 세라믹 막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재료의 측면에서 예를 들어보면, 전자응용을 

위한 PZT, BaTiO3 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었는데 기존 벌크재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독

특한 특성을 나노구조에서 얻어지고 있다. 특

히, AD로 제조된 막은 낮은 결정성과 큰 응력

을 지니는데, 소결온도보다 매우 낮은 열처리

를 통해서 결정성향상 및 응력완화 효과를 얻

을 수 있어 기능성 막 제조에서 다른 공정에 

비해 에너지 절감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응용측면으로는, 열전막을 이용한 에너

지 응용, 초전도막 및 광응용, 열차폐 코팅 등

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유연기판을 이

용한 막 제조도 고려할 수 있다.

공정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분말을 

동시에 분사하여 제조된 복합체 막은, 센서, 

멤브레인, 촉매지지체 등의 연구로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밖에도 다층막제조, 조성

이 완만하게 변화하는 기능성 막 등의 제조에 

AD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장치에 대한 측면에서는 노즐 설계, 연

속공정을 위한 개선, 막 제조에 쓰여지지 않는 

분말 회수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상업화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

요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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