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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mprove the chemical stability of metal, the ceramic coatings on metallic materials have attracted interest from

many researchers due to the chemical inertness of ceramic materials. To endure strong acids, SiOC coating on metal substrate

was carried out by dip coating method using 20wt% polyphenylcarbosilane solution; SiC powder was added to the solution

at 10wt% and 15wt% to improve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to prevent cracks of the film. Thermal oxidation as a curing

step was carried out at 200oC for crosslinking of the polyphenylcarbosilane, and the coating samples were pyrolysized at 800oC

under argon to convert the polyphenylcarbosilane to SiOC film. The thicknesses of the SiOC coating films were 2.36 µm and

3.16 µm. The quantities of each element were measured as SiO1.07C6.33 by EPMA, and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SiOC film

from polyphenylcarbosilane was formed in a manner that was carbon rich. The hardness of the SiOC film was found to be

3.2Gpa through nanoindentor measurement. No defect including cracks appeared in the SiOC film. The weight loss of the SiOC

coated stainless steel was within 2% after soaking in 10% HCl solution at 80oC for one week. From these results, SiOC coating

shows good potential for application to protect against severe chemical corrosion of stainless steel.

Key words SiOC, polyphenylcarbosilane, silicon carbide powder, coating, corrosion resistant, anti-corrosion.

1. 서 론

금속의 용도가 다양해지면서 극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속소재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온 조건에서의 금속의 산화 또는 부식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 표면에 세라믹 내식성 막을 형성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3) 세라믹 소재 중에서도

산화물은 화학적으로 안정할 뿐만 아니라 sol-gel 방법으

로 전구체를 형성할 수 있어 용액공정이 가능하므로,4,5)

sol-gel 방법을 이용한 산화물 코팅에 관련된 연구가 발

표되어 왔다.6-8)

세라믹 전구체 중의 하나인 폴리카보실란(polycarbosilane)

역시 유기용매에 용해성이 좋아 용액공정을 적용하는 것

이 가능한데,9) 이는 sol-gel 공정과 마찬가지로 함침(dip

coating), 분사(spray), 스핀코팅 등의 방법으로 코팅이 가

능하므로 매우 경제적이라는 이점이 있다. 본래 폴리카

보실란은 SiC의 전구체로 개발되었으며, 탄화규소 섬유

또는 탄화규소 코팅소재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대기

중에서 열처리를 하는 경우 silicon oxycarbide (SiOC)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10) 열경화 과정

중에서도 산소가 침투하여 Si-O-C 또는 Si-O bond를 형

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Si-O-C network를 형성하

는 SiOC glass 역시 열적, 물리적 안정성이 Si-O 구조의

glass에 비하여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12,13) 폴리카보

실란, 폴리실라잔, 폴리실록산, 실리카 졸 등을 출발물질

로 하는 SiOC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카보

실란계열의 고분자인 폴리페닐카보실란은 폴리카보실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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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Si-C- back bone을 가지고 있으나, 페닐 작

용기를 포함하고 있어15) 폴리카보실란에 비하여 탄소의 함

량이 높아 Si-O-C network를 형성하는데 보다 유리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분자물질을 출발물질로 하여 코팅을

실시하는 경우, 열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코팅 층의 수축

현상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균일한 코팅막을

얻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 Colombo 등의 연구에 따르

면, 폴리카보실란을 이용하여 금속 표면에 코팅을 진행

하는 경우, 열처리 과정 중에서 폴리카보실란의 수축현

상으로 인하여 20~500 nm 두께의 막을 얻을 수 있다.16)

그러나 이러한 수축 현상은 코팅 두께에만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아니며, 코팅막에 균열을 일으켜 균일한 상태의

코팅막을 얻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균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filler를 첨가하여 균일한

코팅막을 형성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스테인리스스틸 기판을 모재로 하고 폴

리페닐카보실란을 이용하여 코팅층을 형성하되, SiC 분

말을 첨가하여 폴리페닐카보실란의 수축현상을 억제하여

갈라짐 현상을 방지하고 코팅 두께를 높이고자 하였다.

실험 방법으로는 탄화규소 나노분말을 분산시킨 폴리페

닐카보실란 용액을 출발물질로 하여 약 3 µm 두께의 탄

화규소 분말이 균일하게 분산된 SiOC 막을 형성하였으

며, 코팅막이 형성된 시편은 산성용액에 대한 부식성 여

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코팅막에 대해서는 광학현미경과

SEM으로 코팅막을 관찰하고, 연필경도기를 이용하여 막

의 표면에 대한 강도를 확인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코팅 용액 및 시편준비

코팅 물질로는 중량평균분자량이 4,000에 해당하는 폴

리페닐카보실란(Polyphenylcarbosilane, 투비엠테크(주))과

130 nm 입도를 가지는 탄화규소(Accumet Materials Co.) 분

말을 사용하였으며, 코팅 모재로는 스테인리스스틸(STS316)

기판을 이용하였다. 먼저 코팅 용액을 제조하기 위하여

폴리페닐카보실란 20 g을 톨루엔에 용해하여 20% 폴리

페닐카보실란 용액을 제조하고, 탄화규소를 제조된 폴리

카보실란 용액에 각각 10 wt%, 15 wt%가 되도록 첨가하

여 두 가지 코팅 용액을 제조하였다. 코팅 모재인 스테

인리스스틸 기판은 320, 800 mesh로 연마하여 표면처리

를 한 후 대기중에서 800oC에서 1시간 열처리하여 스테

인리스스틸 기판의 표면에 산화막을 형성하였다. 

2.2 코팅

함침법(dip coating)을 이용하여 코팅을 하였으며, 코팅

조건은 1 mm/s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코팅이 완료된

시편은 건조 후 200oC에서 경화 후 800oC에서 열처

리를 하였는데, 열처리 조건은 아르곤 분위기에서 진

행하되 전기로의 승온 속도는 100oC/h로 하고 유지시

간은 1시간으로 하였다.

2.3 부식성 테스트

세라믹 코팅이 완료된 스테인리스스틸 시편에 대하여

산성용액에서의 부식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10 wt% 염산

Fig. 1. Structure of polyphenylcarbosilane (PPC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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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에 코팅되지 않은 스테인리스스틸 및 코팅 시편을 침

지하였으며, 가속 조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80oC에서 진

행하였다. 염산 용액에 침지된 시편은 각각 5, 6, 7일 경

과 후 꺼내어 세척 및 건조하여 그 무게를 확인하였다. 

2.4 코팅층의 특성 평가

코팅층의 단면 관찰은 주사전자현미경(FE-SEM, JEOL

JSM-6700F)을 이용하였다. 세라믹 코팅 처리가 된 각 시

편에 대한 코팅층의 표면경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gilent

사의 Nano Indenter 및 수동식 연필 시험기를 이용하였으

며, 8H 연필을 이용하여 45o의 긁기 각도와 800 g의 하

중으로 측정하였다. 부식성 테스트를 진행한 각 시편들에

대한 표면 관찰은 광학현미경(L3030, GX Optical)을 이용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폴리페닐카보실란은 카보실란계열의 고분자로서 작용기

로 페닐그룹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본 골격은 Fig. 1과

같다15). 본 연구에서는 GPC 분석 결과 중량평균 분자량

은 약 4,000이며, 세라믹 수율이 약 70%에 해당하는 폴

리페닐카보실란을 사용하였다. 

폴리페닐카보실란을 산화분위기, 200oC에서 열경화과정

을 거치면서 산소가 막에 침투하게 되고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SiOxCy (silicon oxycarbide)막을 형성하게 되는

데, Fig. 2에 폴리페닐카보실란과 각 온도에서 열처리후의

FT-IR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Fig. 2에서 보여지는바와 같

이 열처리 온도가 증가 할수록 C-H (Pheny, Methyl, 3066

cm−1~2948 cm−1), Si-H (2100 cm−1) 그리고 C-C (Phenyl,

1430 cm−1) 피이크는 열처리온도가 증가 할수록 감소되

고 C-O (1750 cm−1), Si-O (1200 cm−1) 피이크가 증가하여

550oC에서 유무기 전환공정이 종료되고 Si-O-C network

형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형성된 SiOxCy는 SiC와

SiO2의 중간체(interface)로, 특히 x < y인 경우 SiC에 보

다 가까운 구조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17,18) 또한 SiOC

Fig. 2. FT-IR spectrum of polyphenylcarbosilane (PPCS) at different

temperature.

Fig. 3. XPS data of Polyphenylcarbosilane at different heating

temperatures.

Fig. 4. SEM images of SiOC film on STS 316 prepared using (a) PPCS and (b) PPCS + SiC 10 wt% as a f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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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형성의 산화 거동은 Si의 binding energy의 변화에서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데, 열처리 온도가 높고 대기 상

에서 열처리가 진행된 경우가 Si에 인접하는 산소의 양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SiOC 막을 형성하는 경

우에 Si의 binding energy 역시 이웃하는 산소가 많은 쪽

인 높은 에너지 쪽으로 이동하였다(Fig. 3). 따라서 폴리

카보실란 보다 탄소수가 높은 폴리페닐카보실란은 SiOxCy

를 형성할 때 탄소수가 보다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

으며, 이는 형성된 SiOxCy와 SiOxCy 상에 분산된 SiC 분

말간의 접합성이 보다 좋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Fig. 4에 폴리페닐카보실란 용액만을 사용하여 코팅한

경우와 폴리페닐카보실란 용액에 평균입도 130 nm인 SiC

나노분말을 10 wt% 분산시킨 용액을 사용하여 코팅한 경

우의 주사전자현미경사진을 나타내었다. Fig. 4(a)에서 보

여지는바와 같이 폴리페닐카보실란 용액만을 사용하여 코

팅한 경우에는 800oC에서 열처리 후에는 코팅막에 균열

이 발생하였으며 이같은 현상은 폴리페닐카보실란의 유무

기 전환과정중 H2, CH4, C2H6, CO 그리고 CO2와 같은

기체 성분이 휘발되어 부피가 감소되므로 일어난다.15) 폴

리페닐카보실란의 유무기 전환과정중 발생하는 부피감소

를 보완하기 위하여 SiC 나노분말을 첨가한 경우에는 Fig.

4(b)에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균열이 없는 코팅막의 형성

이 가능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형성된 코팅막에서는 육안 또는 광

학 현미경 관찰 중에는 표면상에서 갈라짐 현상과 같은

결함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SiC 나노분말 첨가량에

따른 상태를 보다 자세히 관찰하기 위하여 코팅 시편의

단면에 대하여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Fig. 5). 주

사전자현미경 관찰 결과에 따르면 코팅층은 SiC 나노분

말 10 wt%를 첨가하는 경우 약 2.36 µm 정도의 두께로

Fig. 5.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SiOC film on STS 316 prepared using (a) PPCS + SiC 10 wt% and (b) PPCS + SiC 15 wt% as a filler.

Fig. 6. EPMA data of SiOC film on STS 316 prepared using (a) PPCS +SiC 10 wt% as a filler.



12  김종일·이윤주·김수룡·김영희·김정일·우창현·최두진

형성되었고, SiC 나노분말 15 wt%를 첨가하는 경우 약

3.16 µm 정도의 두께로 형성되었으며 SiC 분말의 분산

정도도 매우 양호할 뿐 아니라 STS316 모재와 코팅막

계면간에 들뜸 현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Fig. 6에 코팅막의 EPMA 결과를 나타내었다. Depth

profile 결과를 자세히 보면 코팅층은 Si, O, C로 구성되

어 있으며 기판은 스테인레스스틸 성분인 Fe, Ni, Cr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단면의 코팅층에 대

한 EDS 분석 결과에 의하면 탄소, 산소, 실리콘 원소의

함량은 각각 60.12 wt%, 13.48 wt%, 22.20 wt% 이다. 이

를 실리콘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보면 SiO1.07C6.33이므로, 본

연구에서 형성된 SiOC막은 탄소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코팅막의 물성은 연필경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8H

의 강도와 800 g의 하중조건으로 측정하였다. 연필이 지나

가는 위치에 따라 흑연 심지가 마모되어 연필이 지나가는

위치에 따라 흑연 분말의 흔적을 남기기는 하지만, 코팅

막이 손상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코팅

막이 모재로부터 떨어지는 박리현상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Agilent사의 Nano Indenter를 사용하여 폴

리페닐카보실란으로부터 유래한 코팅층은 스테인리스스틸

표면에 부착력(adhesion)이 뛰어날 뿐 아니라, SiC 분말

과 코팅막 간의 물리적 결합력이 좋고 경도 또한 뛰어

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세라믹 코팅막이 형성된 스테인리스스틸의 부식성 여부

는 10 wt% 염산 용액에 침지하여 확인하였다. 이 때 부

식성 시험을 가속조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염산 용액을

80oC로 유지하였는데, 7일간 방치한 후의 용액 상태는

Fig. 7과 같다. Fig. 7에 따르면, 표면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스테인리스스틸 시편을 침지한 염산 용액은 시편의

표면이 부식되어 염산 용액의 색이 매우 혼탁하게 변한

반면(Fig. 7 (a)), 코팅막이 형성된 스테인리스스틸 시편

의 경우에는 부식 정도가 비교적 낮아 연한 초록색으로

변색은 되었으나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시간에 따른 부식 정도는 시편의 무게 변화로 확인하

였으며, Fig. 8에 도시하였다. Fig. 6에 따르면, 표면처리

를 하지 않은 스테인리스스틸 시편은 일주일 경과 후 약

10% 가량의 무게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코팅막이 형성된 스테인리스스틸 시편은 동일 시

간이 경과한 후에도 약 2% 가량의 무게감소가 발생하

였다. 시편의 무게 감소로 나타나는 부식 현상이 실제 시

편에 미치는 현상은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확인하

였는데, Fig. 9에 따르면, 부식현상이 빠르게 나타난 스

테인리스스틸 시편은 표면이 고르지 못하며 부식에 의한

표면 결함이 나타났다. 반면, 코팅막이 형성된 스테인리

스스틸 시편은 전체적으로는 초기 코팅 상태와 같이 매

끄러운 막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표면 결함은 매우

부분적이지만 주로 모서리 부분에서 관찰되었다. Fig. 6

의 결과에서 나타난 코팅층이 형성된 스테인리스스틸 시

Fig. 7. Corrosion test in 10% HCl solution of (a) STS316 without any coating and (b) STS 316 on which SiOC film was formed.

Fig. 8. Variation rate of weight after corrosion test, (b) STS316

without any coating, (b) SiOC film with 10 wt% of SiC and (c)

SiOC film with 15 wt% of SiC on STS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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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2%가량의 무게 결함은 이러한 표면 결함 부분에

서 발생된 것인데, 이 결함은 코팅막 형성단계 중에서 모

서리 부분의 코팅 두께가 불균일하여 열처리단계에서 균

열이 발생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결  론

SiC 분말이 분산된 폴리페닐카보실란 용액을 출발물질

로 하여 스테인리스스틸 시편 표면에 형성된 코팅막은

SiC 분말이 균일하게 분산된 약 3 µm 두께의 균일한 막

을 얻을 수 있었으며, 폴리페닐카보실란에 의하여 형성된

silicon oxycarbide와 SiC 분말간의 결합력 및 모재와의

결합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SiC

가 분산된 silicon oxycarbide 코팅막은 10%의 염산용액

에서도 안정하게 유지되었으므로 강산으로부터 스테인리

스스틸 모재의 부식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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