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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a single inorganic precursor is used for the synthesis of a sol-gel coating, there is a problem of cracking on

the surface of coating layer.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of surface cracking, we synthesized inorganic-organic coatings that

have hybrid properties of inorganic and organic materials. Sols of various ratios (1:0.07, 0.2, 0.41, 0.82, 1.64, 3.26, 6.54, 13.2)

of an inorganic precursor of Tetrabutylorthotitanate (Ti(OBu)4, TBOT) and an organic precursor of γ-Methacryloxy

propyltrimethoxysilane (MAPTS) were prepared and coated on stainless steels (SUS316L) by dip coating method. The binding

structure and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synthesized coatings were analyzed by FT-IR, FE-SEM, FIB (Focused Ion Beam),

and a nano-indenter. Dynamic polarization testing and EIS (electrical impedance spectroscopy) were carried out to evaluate the

micro-defects and the corrosion properties of the coatings. The prepared coatings show hybrid properties of inorganic oxides

and organic materials. Crack free coatings were prepared when the MAPTS ratio was above a critical value. As the MAPTS

ratio increased, the thickness and the corrosion resistance increased, and the hardness decreased.

Key words sol-gel, inorganic-organic hybrid coatings, nanoindenter, dynamic polarization test, EIS.

1. 서  론

졸-겔 공정은 고온 공정 대신에 상온에서 큰 반응성

을 갖는 금속 알콕사이드(alkoxide) 전구체 졸 용액에 가

수분해(hydrolysis) 반응과 중축합(condensation) 반응을

유도하여 균일한 무기 산화물을 얻는 방법이다.1) 단일 무

기계 전구체를 사용하는 경우 건조과정에서 반응에 사

용된 물과 용매의 휘발에 따른 수축으로 균열이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2)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기계 전

구체에 유연성을 갖는 유기계 전구체를 혼합하여 하이

브리드(hybrid)를 형성시키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졸

-겔 공정 중 무기계 전구체가 유기계 전구체와 3차원 망

목구조로 결합하여 분자단위의 균일성을 지닌 소재의 제

조가 가능하게 된다.3) 이러한 공정으로 무기물이 갖는 고

온 강도, 내마모성 등의 장점과 유기물이 갖는 유연성,

성형성 등의 장점을 동시에 갖는 무기물과 유기물의 중

간 성격의 새로운 혼성(hybrid) 재료를 얻을 수 있다.4)

이러한 유무기 하이브리드 재료는 내마모성 코팅, 내후

성 코팅, 내오염/발수 코팅, 반사방지 및 대전방지 코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TBOT(Ti(OBu)4, Tetrabutylorthotitanate)

전구체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단일조성 TiO2 코팅 표면 균

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BOT와 열에 의해 유기 망

목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유기계 전구체 MAPTS(γ-Me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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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loxy propyltrimethoxysilane)를 다양한 배합비율로 혼

합하여 유무기 혼성코팅을 제조하고 물성을 평가하였다.

발전소의 열교환용 금속관 및 유량계 등의 부품 표면

에 철산화물(magnetite)와 같은 부식생성물이 침착되어 열

전달 효율을 떨어뜨리고 유량측정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부

식생성물인 철산화물과 표면전위가 유사한 산화물 코팅

기술을 개발하여 침착현상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해 제조된 TiO2-SiO2 코팅은 발전소 등에서 사

용되는 열교환 튜브 및 관련 부품의 표면에 적용하여 금

속의 침착(fouling)을 방지하고 더불어 부식 저항성을 증

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실험 방법

2.1 시약

코팅용액의 제조를 위해 무기계 전구체로는 TBOT(분

자량: 340.32 g/mol, TCI)를 사용하였고, 유기계 전구체

로는 아크릴레이트 관능기를 포함하고 있는 MAPTS(분

자량: 248.32 g/mol, Aldrich)를 사용하였다. 전구체로 사

용되는 TBOT와 MAPTS의 구조를 Fig. 1에 나타내었

다. 용매로는 순도 99 % 에탄올(ethanol, 분자량: 46.07

g/mol, Merck)을 사용하였고, 촉매로는 염산(HCl, 분자량

: 36.5 g/mol, SHOWA)을 사용하였다. 전기화학 분극시

험 및 EIS(electrical impedance spectroscopy) 분석에 사

용된 10,000 ppm 붕소 전해액 제조에는 붕산(Boric acid,

분자량: 61.84 g/mol, Tomiyama's)을 사용하였다.

Fig. 1. The structure of precursors. Fig. 2. Preparation process of sol and film.

Table 1. The coating condition of various test specimens.

Test No. Synthesize ratio
Viscosity

(mPas)

Thickness

Average (nm)

Hardness

Average (MPa)

Icorr

(nA/cm2)

MPY

(mils/year)

TM-0 Nocoating - - - 333.9 152.7 × 10−3

TM-1 Single TBOT 1.85 - - 371.3 169.9 × 10−3

TM-2
TBOT+MAPTS

(1) (0.07)
2.01 - - 238.9 109.3 × 10

−3

TM-3
TBOT+MAPTS

(1) (0.2)
2.09 260.1 3351.24 218.5 100 × 10

−3

TM-4
TBOT+MAPTS

(1) (0.41)
2.19 218.9 3220.5 94.05 43.03 × 10−3

TM-5
TBOT+MAPTS

(1) (0.82)
2.56 232.6 2175.52 134.5 61.53 × 10

−3

TM-6
TBOT+MAPTS

(1) (1.64)
2.48 623.3 1406.78 106.8 48.86 × 10

−3

TM-7
TBOT+MAPTS

(1) (3.26)
1.96 773.2 1035.08 182.4 83.43 × 10−3

TM-8
TBOT+MAPTS

(1) (6.54)
1.92 1063.3 487.61 119.6 54.74 × 10

−3

TM-9
TBOT+MAPTS

(1) (13.2)
2.70 3020 357.46 63.5 29.05 ×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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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코팅용액의 제조 및 코팅방법

코팅용액의 제조방법을 Fig. 2에 보였다. Mixture A는

티타늄 알콕사이드 TBOT와 실리콘 알콕사이드 MAPTS

를 정해진 배합비율로 100 ml의 에탄올에 넣어 교반시

켜 제조하였다. Mixture A에 혼합되는 TBOT와 MAPTS

의 합한 양은 약 26 ml로 고정하고 TBOT : MAPTS의

배합비율은 Table 1에 나타낸 1:0.07, 1:0.2, 1:0.41, 1:

0.82, 1:1.64, 1:3.26, 1:6.54, 1:13.2의 8가지 몰 비율로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용액을 제조하였다. Mixture B

(H2O:1.8 ml)는 H2O : Ethanol : HCl을 4 : 5 : 0.01의 몰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Mixture B에 Ethanol을 소

량 첨가해줌으로써 Mixture A, B가 균일하게 혼합되도

록 하였다. 급격한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Mixture A용

액에 Mixture B용액을 한 방울씩 첨가하면서 2시간 동

안 교반하였다. TBOT만을 사용한 단일조성 TiO2 코팅

용액도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여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이 코팅 용액을 사용하여 배합비율에 따른 9종의 코

팅 시편을 제조하였다. 코팅 시편은 스테인레스강(SUS316L)

기지에 딥코팅하여 얻었다. 시편의 전처리로 입도 #100

에서 #2000까지 시편을 연마하였고, 1.0 μm의 알루미나

(Al2O3) 분말을 사용하여 정밀연마 하였다. 연마 후 시

편의 잔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아세톤 용액에서 30

분간 초음파 세척하였다. 딥코팅의 하강-상승속도는 3.36

mm/sec로 하였다. 시편은 15분간 용액에 침지(dipping)

시킨 후 상승시켜 코팅한 후, 50 oC에서 15분간 건조시

켰다. 이러한 과정을 3회 반복하였다. 3회 반복을 마친

후 코팅 시편을 200 oC에서 1 시간 동안 열처리 하였다.

2.3 코팅층 분석

코팅층의 표면 형태와 두께를 관찰하기 위해 FE-SEM

과 FIB(Focused ion beam)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코팅

층 내부의 원자간 결합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FT-IR의 분

석방법 중 ATR(Attenuated Total Reflectance Spectros-

copy)을 사용하여 샘플의 흡수 spectrum을 얻고, 코팅층

의 Ti-O-Ti, Si-O-Si, Ti-O-Si 결합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Bruker optic GmBH사의 FT-IR장비를

사용하였다. 

2.4 표면경도측정

코팅층의 경도 측정을 위해 CSM Instrument사의 nano-

indentation tester를 사용하였다. nanoindentation의 압자

는 지름 20 nm의 Berkovich 팁을 사용하였다. 압자가 코

팅층을 통과하여 기지금속에 닿지 않도록 하중을 1 mN

으로 제어하고, 시편 중심부 코팅 부위 중 12 point에

대해 경도를 측정하였다. nanoindentation 시험을 통하여

측정된 압입하중 P, 표면으로부터의 압입깊이 h, 시간 등

을 이용하여 탄성계수 E와 경도 H를 산출하였다.5)

2.5 동전위 분극시험

코팅 시편의 내부식성은 동전위 분극시험(dynamic po-

larization test)을 수행하여 평가하였다. 분극시험은 스테

인레스강(SUS316L) 표면에 Table 1의 배합비율로 코팅

한 9종의 시편(노출면적: 0.15 cm2)에 대해 수행하였다.

시험장비는 Gamry사의 Reference 600TM 장비를 사용하

였고, 기준전극으로 Ag/AgCl 1M KCl, 보조전극으로 고

밀도 탄소봉을 사용하였다. 동전위 분극시험은 상온에서

붕소 10,000 ppm 농도의 용액에 시편을 침지하여 수행

하였다. 5분간 −1 V에서 시편 전위를 제어하여 표면

Conditioning 하였고, 전위주사속도를 0.5 mV/s, 전위 주

사범위는 −1 V에서 1 V로 분극시험을 실시하였다. 동전

위 분극시험 후 선형분극법(Linear Polarization Method)

을 이용하여 부식전류밀도(Icorr)를 결정하고 부식속도를 계

산하였다. 

2.6 EIS분석

코팅 시편의 표면특성 및 부식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기화학임피던스분석(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

troscopy, EIS)을 수행하였다. 시험 장비는 Gamry사의

Reference 600TM 장비를 사용하였다. 시험 시편 및 시험

환경은 동전위 분극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임피던스 분석은 주파수 1,000,000~0.001 Hz 범위에서 전

위 ± 5 mV를 부과하여 수행하였고 측정된 임피던스 및

위상을 분석하여 표면 부식 특성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무기 혼성 TiO2-SiO2 코팅 형상

3.1.1 코팅 표면 균열

9종의 시편을 100배, 10,000배 확대하여 표면 균열을 관

찰한 사진을 Fig. 3와 Fig. 4에 보였다. 

Fig. 3(a)와 Fig. 4(a)는 단일조성 TiO2 코팅(TM-1) 시

편으로 약 5~9 μm 크기의 미세균열조각들이 시편에 불

규칙하게 듬성듬성 붙어있는 불균일한 표면 상태를 보

인다. Fig. 3(b)는 TBOT와 MAPTS를 1:0.07의 배합비

율로 제조된 코팅(TM-2)으로 약 20~35 μm 크기의 균열

조각들로 구성된 불균일한 표면 상태를 보인다. Fig. 4(b)

는 균열조각 내부에 미세균열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10,000배 확대한 사진으로 미세균열은 관찰되지 않

았다. Fig. 3(c)는 TBOT와 MAPTS를 1:0.2의 배합비율

로 제조된 코팅(TM-3)으로 코팅 층의 형태를 갖추고 있

으나 약 200~308 μm 크기의 균열조각들로 이루어져 있

다. 균열 조각 내부의 미세균열은 존재하지 않는다(Fig.



274 김동규·맹완영

4(c)). TBOT와 MAPTS를 1:0.41의 배합비율로 제조된

코팅(TM-4)의 경우 100배, 10,000배 확대한 사진 모두 균

열이 관찰되지 않고 균일한 코팅 조직을 형성한다. TBOT

와 MAPTS를 1:0.82, 1:1.64, 1:3.26, 1:6.54, 1:13.2의 배

합비율로 제조된 TM-5, TM-6, TM-7, TM-8, TM-9 경

우도 균열이 존재하지 않는 균일한 표면 상태를 보인다. 

Fig. 3, 4의 결과를 살펴보면, MAPTS의 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 균열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MAPTS

의 배합비율이 0.41이상일 때는 균열이 존재하지 않는 균

일한 코팅 층이 형성된다. 단일조성 TiO2나 TBOT대비

MAPTS의 배합비율이 낮은 시편에 존재하는 균열은 코

팅 건조과정에서 반응에 사용된 용매와 축합반응으로 생

성된 물과 알코올이 휘발되면서 발생되는 모세관 압력

및 수축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2) 

MAPTS의 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 Fig. 5(2), (3)과 같

은 아크릴레이트 관능기를 갖는 졸 입자의 형성이 증가

하게 된다. 이러한 졸 입자들의 아크릴레이트 관능기에

존재하는 이중결합은 반응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열처리 시 개시되어 Fig. 6와 같이 다른 올리고머와 모

노머의 아크릴레이트 관능기에 개시된 이중결합과 공유

결합하여 바인딩 효과를 일으킨다.6) 이와같은 바인딩 효

과는 입자간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MAPTS의 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 균열이 줄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3.1.2 코팅 두께

균일한 코팅층이 형성되는 TM-3 ~ TM-9 시편을 각 3

회 두께 측정한 결과(평균값)를 Fig. 7에 보였다. TM-1,

TM-2의 경우 코팅이 균일하지 않아 측정 부위별 두께

편차가 매우 심해 일반적인 두께 값을 나타낼 수 없었

다. TBOT대비 MAPTS의 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 코팅

Fig. 3. Surface morphology of hybrid coating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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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두께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Dip-coating에 의한 코팅층의 두께는 용액의 점도, 밀

도, 인상속도 및 코팅횟수에 의해 다음 식으로 결정된

다고 알려져 있다.6) 

h = c1 (ηU/pg)1/2

c1: 상수, η: 용액의 점도, U: 기판의 속도, p: 용액의

밀도, g: 중력가속도 

S. K. Oh의 연구에 의하면 Glycidoxypropyl Trimeth-

oxysilane과 MAPTS를 혼합하여 만든 유무기 하이브리

드 코팅용액의 점도는 MAPTS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점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께 또

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4) 본 연구에서 인상속도(3.36

mm/s) 및 코팅횟수(3회)는 일정하므로 코팅 두께는 점

도 및 밀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점도 및 밀

도를 측정하였다. 각 배합비율에 따른 코팅용액의 점도

를 Table 1에 보였다. 점도는 1.85~2.7 mPas의 값으로

측정되었으나 두께 변화와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코

팅용액의 밀도는 모두 약 0.85 g/ml 정도의 값이 측정되

어 밀도도 두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확

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MAPTS의 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 코팅

층의 두께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BOT대

비 MAPTS의 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 Fig. 5(2), (3)과

같은 아크릴레이트 관능기를 갖는 졸 입자의 형성이 증

가하게 된다. 이러한 졸 입자들의 아크릴레이트 관능기

는 비교적 큰 부피를 갖는다.1,3) 이로 인해 Fig. 5(1)의 졸

입자보다 크기가 큰 졸 입자를 형성한다. 따라서 TBOT

대비 MAPTS의 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 크기가 큰 입자

Fig. 4. Surface morphology of hybrid coating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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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코팅층을 형성하여 두께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또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크릴레이트 관능기의

이중결합 개시에 따른 공유결합이 진행되면서 형성되는

3차원 망목 구조 내부의 빈공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

로 사료된다. 

3.2 코팅 층의 결합구조

본 연구에서 제조된 코팅의 무기물 원자간 결합 구조는

Fig. 5에 보인 3가지 반응에 의해 형성된다. (1) TBOT 사

이의 반응에 의한 Ti-O-Ti의 결합, (2) MAPTS 사이의

반응에 의한 Si-O-Si의 결합 및 (3) TBOT와 MAPTS의

반응에 의한 Ti-O-Si의 결합을 형성하는 반응이 있다. 

TM-1 ~ TM-9의 코팅층의 결합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FT-IR 측정을 하고 그 분석결과를 Fig. 8에 보였다. Fig.

8(A)의 TM-1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757 cm−1와 890

cm−1 근방에서 peak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Ti-O-Ti

의 화합물에 의한 흡수 peak로 TM-1의 코팅 층에 Ti-

O-Ti의 화합물이 형성되어 있다.7,8) 

TM-2와 TM-3의 경우, 757 cm−1 근방에서 Ti-O-Ti의

화합물에 의한 흡수 peak가 나타나고, 890 cm−1 근방에

서 Ti-O-Ti 흡수 peak와 Si-O-Ti 신축진동 peak가 중

첩된 peak가 보이나 대체적으로 TM-1과 유사하다. TM-

2와 TM-3은 TM-4 ~ TM-9에 비해 MAPTS의 양이 매우

소량 첨가되어 Si-O-Si의 흡수 peak(1000 cm−1 ~ 1120

cm−1)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Fig. 8(B,C)).9-11)

TM-4 ~ TM-9의 FT-IR 결과인 Fig. 8(D~I)를 보면 757

cm−1의 근방에서 Ti-O-Ti의 화합물에 의한 흡수 peak가

나타나고, 890 cm−1 근방에서 Ti-O-Ti의 화합물에 의한 흡

수 peak와 Ti-O-Si의 신축진동에 의한 흡수 peak가 중

첩된 peak 및 1000 cm−1 ~ 1120 cm−1영역에서 Si-O-Si의

Fig. 5. Mechanism of sol-gel reaction.

Fig. 6. Characteristics of the acrylate group of γ-methacryloxy

propyltrimethoxysilane. Fig. 7. The average of coating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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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신축진동에 의한 흡수 peak가 나타난다. TM-4 ~

TM-9는 Ti-O-Ti, Si-O-Si, Si-O-Ti의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다. 

Fig. 8의 TM-1 ~ TM-9의 FT-IR 결과를 보면, TBOT

대비 MAPTS의 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 Si-O-Si, Si-O-Ti

결합에 의한 흡수 peak의 크기가 대체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MAPTS의 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 코

팅 두께가 증가 및 이에 따른 부피 증가로 Si-O-Si, Si-

O-Ti 결합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i-O-Ti의 화합물에 의한 흡수 peak도 TM-1

에서 TM-9으로 갈수록 크기가 대체로 증가하는데 이것

도 두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3 코팅물성

3.3.1 코팅 층의 경도

TBOT에 대한 MAPTS의 배합비율이 0.2~13.2로 코팅

된 시편에 대해 측정된 경도 값은 Table 1 및 Fig. 9(a)

에 보였다. TM-1, TM-2의 경우 코팅이 균일하지 않아

경도가 측정되지 않았다. Table 1을 보면 MAPTS의 배

합비율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TM-3에 비해 TM-9의 경도 값이 약 1/10정도로 감소하

였다. 본 연구에 의해 제조된 TiO2-SiO2 혼성 코팅의 경

도 값(357MPa ~ 3351MPa)은 단일 TiO2 코팅의 경도 값

(3500MPa이상)과 유기 코팅제인 polystyrene(PS), poly-

carbonate(PC), polymethyl methacrylate(PMMA)의 경도

Fig. 8. FT-IR spectrum of coating film.

Fig. 9. Result of nanoindentation test of hybrid coating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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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260MPa이하) 사이의 중간 값을 가졌다.12-14)

MAPTS의 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 탄성률(elastic modu-

lus)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9(b)). TM-3 및 TM-

9의 탄성률 값은 각각 131.8 GPa과 7.6 GPa로 MAPTS

증가에 따라 탄성률 값이 약 1/17정도로 감소하였다. 

TiO2-SiO2 혼성 코팅층은 MAPTS 비율에 따라 탄성

회복률이 변화하였다. 일정한 힘을 가하면서 팁이 침투

하는 최대깊이(hmax)와 힘을 제거하였을 때 코팅 층이 회

복하는 양(hcorr)을 측정하여 탄성 회복률을 측정하였다.

탄성회복률(%) = (hcorr / hmax) × 100

측정결과를 Fig. 9(c)에 보였다. TBOT에 대한 MAPTS

의 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 탄성회 복률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위의 실험결과와 같이 MAPTS의 배합비율이 증가할수

록 경도와 탄성률은 감소하고 탄성 회복률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아크릴레이트 관

능기의 이중결합 개시에 따른 공유결합이 진행되면서 형

성되는 3차원 망목구조 내부에 빈공간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빈공간은 압자가 코팅층

침투 시 완충효과를 일으켜 경도와 탄성률 값의 감소를

유발하고, 탄성 회복률 또한 빈공간의 완충효과에 기인

하여 코팅 층이 손상되지 않고 회복된다. 따라서 MAPTS

의 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 빈공간이 증가하고 이로 인

해 경도와 탄성률은 감소하고 탄성 회복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3.3.2 동전위 분극시험

배합비율이 다른 코팅 시편의 동전위 분극시험 결과를

Fig. 10에 보였다. 시편의 부식전류(Icorr)는 선형 분극법

(linear polarization method)을 이용하여 결정하였고, 이

부식전류를 사용하여 다음 식에 의해 부식속도를 산출

하였다.

Corrosion Rate(MPY) = 128660.67Icorr(A/cm2)M / |z|D

Icorr: 부식전류밀도, M: 시편의 분자량, |z|: 시편의 전

자 수, D: 시편의 밀도

TBOT에 대한 MAPTS의 배합비율이 0~13.2로 코팅된

시편에 대해 산출된 부식전류 및 부식 속도는 Table 1

및 Fig. 11에 보였다.

MAPTS의 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식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Table 1을 보면, 단일조성 TiO2코팅 층을

형성한 TM-1의 경우 부식전류 밀도(371.3 nA/cm2)로 코

팅되지 않은 시편인 TM-0의 부식전류밀도(333.9 nA/cm2)

이고, 부식속도는 각각 152.7 × 10−3 mpy, 169.9 × 10−3

mpy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다른 코팅 시편에 비해

가장 큰 값을 가진다. MAPTS 비율이 0.07, 0.2인 혼성

코팅인 TM-2은 부식 속도(109.3 × 10−3 mpy), TM-3은

부식속도(100 × 10−3 mpy)로 TM-0과 TM-1의 부식속도에

비해 3/5 정도이다. MAPTS 비율이 0.41에서 13.2 사이

인 코팅(TM-4 ~ TM-9)의 경우, 부식속도가 29 × 10−3 mpy

~ 83 × 10−3 mpy로 코팅하지 않은 시편에 비해 부식속도

가 1/5에서 1/2정도로 감소하였다. 

TM-1의 경우 부식억제효과가 없는데 이는 Fig. 3(a)

및 Fig. 4(a)에 보인 바와 같이 표면에 존재하는 코팅이

미세한 균열형태로 존재하여 보호피막의 역할을 전혀 수

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TM-2 및 TM-3은 부

식감소효과가 TM-4 ~ TM-9 코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

은데, 이도 코팅층의 균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Fig.

3(b) 및 (c)). 표면에 존재하는 균열(Crack) 틈새로 노출

된 기지금속이 가혹한 부식 환경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부식 저항성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균열이 없는 균

Fig. 10. Result of potentio-dynamic test of hybrid coating film. Fig. 11. The corrosion rate of hybrid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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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코팅 층을 형성하는 TM-4 ~ TM-9의 경우(Fig. 3),

MAPTS 비율 증가에 따라 대체로 부식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부식은 코팅층을 통과해서 코팅하부 및 기지금속 접촉

계면으로 확산(diffusion), 삼투(osmosis) 및 모세관 현상

(capillary action)에 의해 침투하여 스며드는 수분(water),

전해질 용액 및 산소(O2)에 의해 유발되고 침투속도

(transmission rate)는 보통 코팅층 두께에 반비례한다.15)

이에 따라 부식속도도 두께에 반비례하게 된다. 본 연

구에서는 MAPTS 비율 증가에 따라 코팅층 두께가 선

형적으로 증가(Fig. 7)함에도 불구하고 부식감소효과가 정

확히 비례하지는 않았다. 균열없는 코팅의 부식속도는

TM-7 > TM-5 > TM-8 > TM-6 > TM-4 > TM-9으로 변화

하였다. 

3.3.3 EIS분석

Fig. 12은 Table 1의 다양한 배합비율에 따른 코팅 시

편의 EIS 시험결과(Bode plot)를 보였다.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를 관찰하면, 모든 합성비율 시편에 대해

서 주파수-임피던스 관계 곡선이 유사한 형태를 갖는다.

저주파 영역(0.01Hz ~ 1Hz)에서는 임피던스가 주파수 증

가에 따라 감소하다가, 중간 주파수 영역(1Hz ~ 1,000Hz)

에서는 임피던스가 주파수 증가에 무관한 평탄한 영역

이 존재한다. 고주파 영역(1,000Hz ~ 100KHz)에서는 다

시 임피던스가 주파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형태를 갖

는다. Mansfeld가 제안한 모델16,17)에 의하면 중간 주파수

영역은 코팅의 세공저항(pore resistance, Rpo)을 의미하

여 부식 환경 물질(물, 전해질 및 O2 등)의 침투속도를

반영하여 코팅의 품질 비교, 평가할 수 있다. 

Fig. 12의 중간 주파수(10Hz) 영역의 임피던스 값을 보

면, TBOT대비 MAPTS의 몰 비율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높은 임피던스의 값을 보인다. 코팅하지 않은 TM-0이 10

kΩ 정도로 가장 작다. TM-1에서 TM-4 시편까지 10 kΩ

~ 20 kΩ 정도, TM-5에서 TM-7 시편은 40 kΩ ~ 70 kΩ

정도이고 TM-8은 200 kΩ, TM-9은 500 kΩ 정도이다. 

세공저항(Rpo)은 다음 식으로 나타내어 진다.18)

ρ는 세공(pore)에서 전해질의 비저항(resistivity), d는

세공의 길이(≒ 코팅 두께)이고 Ap는 세공면적을 의미한

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코팅층에 부식 전해질 용액

의 침투하여 세공을 채우고, 기지 금속과 코팅층 사이

의 계면을 박리시켜 세공면적(Ap)이 커짐에 따라 세공저

항(Rpo)이 점차 감소하면서 부식이 증가하고 코팅이 열

화된다. Fig. 12에 보인 보면 TM-9의 세공저항은 500

kΩ로 가장 큰데 이는 위식의 코팅두께(d) 효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TM-9의 경우 두께가 3020 nm으로 218

nm 두께인 TM-4 보다 14배 정도이다. TM-4의 세공저

항(20 kΩ)에 비해 TM-9의 세공저항(500 kΩ)은 25배 정

도로 세공이 코팅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물리적 구조가

아님을 고려하면 두께효과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

인다. EIS에 의해 얻어진 합성비율에 따른 코팅의 세공

저항 변화는, 동전위 분극시험결과의 선형분석법을 통해

얻어진 부식전류값(Icorr) 변화와 대체로 유사한 거동을 보

인다. 이는 코팅하부의 스테인레스강(SUS316L)의 부식

은, 부식 전해질 용액이 침투하면서 코팅이 열화된 후

부식이 가속화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동전위 분극시험 및 EIS 시험결과를 종합하면, 코팅두

께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부식저항성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지만, 일부 결과는 이와 같은 경향을 벗어나

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MAPTS의 배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코팅층의 두께가 증가하나, 코팅 층 내부의 분자

간 결합 구조상 빈공간도 증가하게 되어 코팅층 밀도는

R
po

ρd

A
p

------=

Fig. 12. Bode plot of coating electrodes in half-cell.

Fig. 13. Nyquist plot of coating electrodes in half-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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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할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데이터의 경우 코팅 두

께에 따른 부식 저항성이 두께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

것은, 코팅층 밀도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추

후, 코팅두께에 따른 코팅층 밀도 변화 및 균일성에 대

한 정밀 평가를 통해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졸-겔 법을 사용하여 스테인레스강(SUS316L) 시편에

무기계 전구체인 TBOT(Ti(OBu), Tetrabutylorthotitanate)

와 유기계 전구체인 MAPTS(γ-Methacryloxy propyltrim-

ethoxysilane)의 배합비율을 변화시킨 유무기 혼성(hybrid)

코팅을 제조한 후, 코팅 층의 결합 구조 및 물리적 특

성(표면 균일성, 코팅 층의 두께, 표면경도)과 전기화학

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TBOT와 MAPTS의 합성용액으로

코팅된 시편의 코팅 층은 Ti-O-Ti, Si-O-Si, Ti-O-Si의

화합물로 구성되고 TBOT대비 MAPTS의 배합비율이 0.41

이상일 경우, 균열이 존재하지 않는 균일한 코팅을 얻

을 수 있었다. MAPTS의 배합비율이 증가할수록 코팅층

의 두께가 증가하고 경도가 감소하였다. 이는 MAPTS의

증가에 따른 졸 입자의 크기 증가와, MAPTS의 아크릴

레이트 관능기에 있는 탄소이중결합의 개시에 따른 공

유 결합이 진행되면서 형성되는 3차원 망목 구조 내부

의 빈공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MAPTS의 배

합비율 증가에 따른 균열 감소 및 두께증가로 부식 환

경의 침습을 억제하여 코팅의 내부식성을 향상시키는 효

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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