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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 표면기술 연구센터 

최첨단 표면 처리 방법을 Thermal Spray Process 및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표면처리기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베델 원㈜는 지난 30 여년 동안 美 Praxair Surface Technologies 및 TAFA 등의  
최첨단 용사 장비(H.V.O.F, Plasma, Arc spray 등) 및 재료(Powder, Wire 등)를 취급해 왔습니다. 
 
   2017년 4월 당사는 국내 R&D 필요성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 및 업체들과 함께 새로운 용사  

기술을 개발/발전시키고자 본 ‘베델 표면기술 연구센터 (BST)’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베델 표면기술 연구센터 (BST)’ 를 통하여 산학연구, 실용화 기술, 기술교육 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국내 용사 기술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1. BST ( Bedell Surface Technologies)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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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T (Bedell Surface Technologies) 



 - BST 소개 

1. BST ( Bedell Surface Technologies)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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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mal Spray 

-열원에 따라 H.V.O.F, Plasma, Arc spray등으로 분류됨. 
 
 
- 코팅 목적은 : 내마모성, 내부식성, 내산화성, 열차폐, 전기 전도 증진, 전기 절연 등등 
 
 
- 모재(Substrate) 재질에 제한 없이, 코팅이 가능 : 금속, 세라믹, 서멧(Cermat) 등 

2. 용사 (Thermal 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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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팅 재료는 
금속 ,세라믹 & 써멧 등 

2) 용사장비 : H.V.O.F, 
Plasma, Arc등을 이용 
     

3) 용융된 재료를  
   가속시켜 

4) 모재 표면에 충돌하여 5) 적층하는 기술 



- H.V.O.F (High Velocity Oxygen Fuel) 

 연료와 산소를 연소시켜 고온/고압의 화염으로 코팅 분말을 녹여 고속(음속의 3∼5배)으로  
 분사시키는 용사 장비 
   - 연료: 산소, 등유 등 
   - 코팅 재료: 분말(Powder) 형태 

3. BST 보유장비 - H.V.O.F 

8200 Gun with JP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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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A Model JP-8000 HP/HVOF® System 
 
Model JP-8000 ™ 시스템은 PLC 기반 폐쇄 루프(closed-
loop) 질량 흐름 제어, 반응이 빠른 터치 스크린 및 지속
적인 프로세스 모니터링과 같은 고객편의적 기능이 있습
니다. 모듈식 서랍 구성과 가스 및 전기 회로를 분리함으

로써 최대한의 안전성과 유지 보수가 쉽도록 설계 되
었습니다.  JP-8000은 기존 5220Gun 뿐만 아니라, 더  높
은 밀도로 코팅할 수 있는 8200Gun 및 825JPid Gun도 
모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JP-8000 HVO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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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ST 보유장비 - H.V.O.F 

JP 8000 PC System 



825 JPid HP/HVOF Inside Diameter (ID) Gun 

8200 HP/HVOF Gun 

TAFA Model 8200 HP/HVOF Gun 
 
TAFA 모델 8200 Gun은 등유를 사용하여 
매우 높은 밀도로 코팅할 수 있는  
HP/HVOF 건입니다. 표준 Gun 5220과  
똑같은 코팅 특성을 내면서도, 연료 및  
산소 소비는 줄고, 동시에 분말 부착력(DE)
과 공급 속도는 증가하여 운영비를 크게 
절감시키는 있는 장점 있습니다.. 

TAFA Model 825 JPid HP/HVOF Inside Diameter (ID) Gun 
TAFA 모델 825 내경 건은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HP/HVOF 
건으로서 8” /203 mm 의 매우 작은 내경에 양질의 Metal, 
Cermet 코팅이 가능합니다. 실린더 보어, 펌프 하우징, 프랜시
스 터빈 베인 등에 HP/HVOF 양질의 코팅이 가능한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Model 825 특징 : 
- 연장 길이 최대 36인치/914mm  - 높은 공급 속도 
- 내경 코팅 능력                       - 낮은 운영 비용 
- 방사형, 저압 분말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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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ns for HVOF System 

3. BST 보유장비 - H.V.O.F 

5220 HP/HVOF Standard Gun 



- PLASMA 

다른 극성의 전극 사이로 가스를 흘려 보내 가스를 이온화 시키고(플라즈마 상태),  
이온화된 가스의 환원 방출 열에 코팅 분말을 녹여 분사하는 용사장비 
- 사용 가스: 아르곤, 질소, 수소, 헬륨 등 
- 코팅 재료: 분말 형태 

3. BST 보유장비 – PLASMA  

SG100 Gun with 6600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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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0c Plasma Spray System 

TAFA Model 6600c Plasma Control 
 
  탁월한 유연성을 갖춘 TAFA Model 6600c는 연구 응용 분야 및 
생산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6600c의 오리피스(Orifice)는 
높은 내구성 및 내마모성을 갖기 위해 보석으로 마감되어 견고하
여 탁월한 유량 컨트롤로 코팅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각 공정 가스에 대한 2 개의 유량 판독 값을 표시하여 다른 플라
즈마 컨트롤러 및 프로세스에 익숙한 작업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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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ST 보유장비 - PLASMA 

Touch Screen Interface 



두 개의 금속 선재(코팅 재료)에 반대의 전기 극성을 인가시켜 아크를 
발생하여 선재를 녹이고 압축 공기로 미분화 하여 분사 
- 코팅 재료: 전기 전도성 금속 선재 

3. BST 보유장비 – ARC Spray System  

11 

8835 Gun 

- 8830/8835MHU 



TAFA Model 8830MHU / 8835MHU 
TAFA 모델 8830MHU 및 8835MHU 는 Gun에서 와이어를 직접 당겨주는  
방식의 아크 스프레이 시스템으로 디년간 검증된 장비입니다.  본 시스템은 
작업자의 조작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고품질 고팅을 할 수 있습니다. 
   입자 분무(atomization), 스프레이 패턴 배분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어  
최상의 코팅 재현성을 보장합니다. 두 모델 모두 최고급 증착 효율(DE) 및 
우수한 강도(Bond Strength)로 균일한 미세 구조로 탁월한 가공 품질을  
제공합니다 

ARC Spray  

- 8830/8835M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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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ST 보유장비 – ARC Spray System  



- Powder Feeder 1264WL, 1264i, 1264 series 

TAFA Model 1264WL 
 

  TAFA 모델 1264WL 파우더 공급장치는 이전 모델 1264i의 모든 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무게 감지 기능(closed-loop weight-loss control)을 갖
춰서 파우더 공급 속도가 더욱 안정화 시켰습니다.  
  이 기능외에 추가로 분말 자동 통제 프로그램과 쉬운 분말 조정 프로그램 
그리고 ‘노이즈’ 필터 기능(공기 흐림 및 진동 제어하여 저울기능 정확성 향
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1264WL은 이러한 기능등을 통하여 보다 향상된 생
산성과 균일성을 통해 높은 코팅품질을 제공합니다. 

3. BST 보유장비 – Powder Feeder  

1264 Feeder 1264WL Feeder 

1264i Fe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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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i 주요 기능 
 
1. RPM 컨트롤 
2. 레시피 저장  
3. Hopper교체  
4. 터치스크린 컨트롤러 등등  

Touch Screen Interface 

RPM Control (1264i, 1264WL) Weight Control  (1264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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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ST 보유장비 – Powder Feeder  

Hopper 교체 가능 

예비 Hopper 보관용 Storage 

- Hopper 교체 기능 (1264i, 1264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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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우더 (Powder) 

파우더 (POWDER) 베델 표면기술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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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우더 (Powder)` 

- Praxair 파우더 종류 
 
 
 

1. Metal Powder     :  금속 분말  
 

2. Ceramic Powder  :  세라믹 분말 
 

3. Cermet  Powder  :  메탈+세라믹 분말  
 



17 17 

3. 파우더 (Powder)` 

- 파우더 제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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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와이어 (WIRE) 

와이어 (WIRE) 베델 표면기술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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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와이어 (WIRE) 

Praxair 와이어의 종류 
 

1. Solid Wire   
 

2. Metal-cored wire 



3. BST 보유장비 –Robot System   

- Robot System 

Wireless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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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table 

3. BST 보유장비 - Turntable  

Tilting Turntable 

Vertical  Turn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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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sting M/C 

3. BST 보유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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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ST 보유장비  

Dust Collector Compressor 

Chiller Gas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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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ting M/C < > Polishing M/C< > Hardness Tester< 

> Mounting M/C< > Surface Tester < > Optical Microscope < 

- 시험 측정 장비 

4. BST 시험 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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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Copyright 2017, Bedell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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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Contact Point): 
 
서울 본사  Tel. 02-459-7199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0 베델플레이스 9층 
 
베델 표면기술 연구센터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69-11  
 
황우식 사장 010-5215-8454 
                richard@bedel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