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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atings composited with alumina and Perfluoro alkoxyalkane (PFA) resin were deposited on stainless steel plate

(SUS304) to further improve corrosion resistance. Plate (ca. 10 µm) and/or nanosize (27~43 nm) alumina used as inorganic

additives were mixed in PFA resin to make alumina-fluoro composite coatings. These coatings were deposited on SUS304 plate

with wet spray coating and then the film was cured thermally. According to the amount and ratio of the two kinds of alumina

having plate morphology and nano size, corrosion resistance of the film was evaluated under strong acids (HF, HCl) and a

strong base (NaOH). The film prepared with the addition of 5~10 wt% alumina powders in PFA resin showed corrosion

resistance superior to that of pure PFA resin film. However, for the film prepared with alumina content above 10 wt%, the

corrosion resistance did not improve with the physical properties, such as surface hardness and adhesion. The film prepared

with plate/nanosize (weight ratio = 1/2) alumina especially enhanced the surface hardness and corrosion resistance. This can be

explained as showing that the plate and the nanosize alumina dispersed in PFA resin effectively suppressed the penetration of

cations and anions due to the long penetration length and fewer defects that accompany the improved surface hardness under

a serious environment of 10% HF solution for over 120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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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내식성 코팅 소재는 복합 무기재료와 유무기 복합소재

까지 기존의 재료를 단순히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새

로운 개념의 복합재료의 개발을 통한 내식성능을 향상

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1-5) 최근 반도체 후공

정에서 배출되는 불산 등의 강산들로 인해 화학 플랜트

화학반응장치, 반도체 불소가스 접촉부, 열교환기, 부식

배관자재, 가스 접촉부, 판형 열교환기 등에 내식성 코

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6) 내식성 코팅은 강산 하

에서의 금속의 부식을 막기 위한 코팅기술로서 불소와

탄소의 화학적 결합으로 안정된 화합물을 형성하고 있

는 불소수지를 주로 사용해 왔으며 불소수지는 내약품

성, 비점착성, 저온도 내구력, 낮은 마찰계수 및 절연 안

정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내열성, 내마모

성의 단점과 HF, HCl과 같은 강산의 지속적인 환경에

서는 내식성 확보가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다.7-9) 

불소수지 내식성 코팅막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으로는 최근에는 복합금속재료의 개발과 유무기 복합체

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세라믹 소재를 적용한

유무기 복합체는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들을 조합하여 가공성이 우수하면서도 탁월한

†Corresponding author

E-Mail : dskim@kicet.re.kr (D. S. Kim, KICET)

© 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644 정하영·김대성·이승호·임형미·김건·정민규

물성을 나타내었다.10-13) 이는 나노소재의 효과적인 유기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 균일 복합화에 의한 제조로 유기

물 및 무기물 특성의 장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기 때

문이다.14) 세라믹소재 중에 지르코니아와 알루미나는 매

우 높은 기계적인 강도와 경도를 가지며, 내열성과 높은

온도안전성, 높은 열전도도, 다양한 광학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연마. 연삭재나 공구 등의 기계재료, 내열재료 전

기 전자 재료, 생체재료 광학재료 보석 등으로 사용되

고 있다.15,16) 내식성을 지닌 불소수지를 사용한 유무기

복합 코팅제의 응용분야는 반도체, 기계, 우주 항공산업

부품 등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 하다.17) 또한

내식성 향상을 위한 소재로서 판상형을 지닌 세라믹 소

재의 구조적 특징을 이용한 부식방지 효과 및 새로운 특

성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18-20) 

본 연구에서는 판상형 및 나노크기의 알루미나를 PFA

불소수지내에 복합화하여 코팅제를 제조하였다. 이 코팅

제를 습식코팅 및 열경화과정을 거쳐 만든 알루미나-불

소 복합 코팅막은 불소수지와 알루미나입자의 형상, 수지

대비 입자 함량비, 판상 및 나노형 입자의 조성비 등을

조절하여 제조하였다. 이 코팅막의 내산-알칼리성 실험을

통해 내식성과 연필경도, 밀착성에 의한 내마모성을 평

가하였다. 특히, 10% HF 용액하에서의 불소코팅막과 알

루미나 불소 복합 코팅막을 각각 120 hr 동안 침지하여

내식성, 밀착성, 표면경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알루미나-불소 복합 코팅액 제조

유무기 복합 코팅액을 제조하기 위해 세라믹 소재는 입

자크기가 약10 µm인 판상형 알루미나(Chemland Co.)와

나노크기(27~43 nm)를 지닌 알루미나(Amorphous Materials

lnc.)를 사용하였다. 두가지 알루미나 분말을 질소흡착법

으로 측정한 비표면적(Micromeritics Co., Tristar 3000)은

판상알루미나 2.77 m2/g, 나노알루미나 45.09 m2/g이었다.

특히, 나노크기의 알루미나 입자는 볼밀하에서 지르코니

아 볼을 이용하여 단분산이 되도록 3 hr 정도 분산하여

진공 건조한 분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계형 불소수지

(42.4 wt%, DuPont)와 판상알루미나와 나노알루미나를 이

용하여 Table 1의 조성, 함량 별로 혼합된 코팅제를 제

조하였다. 불소수지 내에 세라믹분말이 잘 분산될 수 있

도록 알루미나 첨가량 대비 15 wt%의 BYK-051 분산제를

첨가하였다. 그 후에 기계적 혼합(Scientific Co., VORTEX-

GENIE2)을 이용하여 10 분간 혼합한 후, 초음파 세척

기에서 10분 동안 혼합하였다. 그 후 이 혼합 코팅액을

탈포기를 이용하여 120(공전) × 120(자전) × 2 min(시간)의

탈포조건하에서 코팅제 안에 있는 기포를 제거한 후 최

종 코팅액을 제조하였다. 

2.2 코팅막 제조 및 특성분석

Fig. 1은 알루미나-불소 코팅막의 제조 공정도이다. 코

팅기재는 SUS304 기재 표면에 결합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 기재표면에 30~60 mesh의 Al2O3로 2.0~2.5 µm 표면

Table 1. Composition of various coatings and these film's thickness.

Sample*

Composition of coatings (wt%) Film's 

Thickness 

(± 3 µm)PFA Plate-Al2O3 Nano-Al2O3

F 100 - - 18

P5 100 5 - 19.5

P10 100 10 - 17

P20 100 20 - 20

P30 100 30 - 23

N5 100 - 5 18

N10 100 - 10 19

N20 100 - 20 20

N30 100 - 30 22

PN5 100 1.3 2.6 19.3

PN10 100 3.3 6.6 20.3

PN20 100 6.3 12.6 21

PN30 100 9.3 18.6 22

*F: PFA resin only, P: Plate Al2O3, N: Nanosize Al2O3 Fig. 1. Flowchart for preparing alumina-fluoro composit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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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기(Ra)로 샌드블라스팅 처리된 기재를 가지고, 증류

수 및 아세톤에 침지하여 초음파 세척기내에서 세척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었다. 코팅제와의 결합력 및 밀착

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제를 이용하여 하도코팅을 실

시하였다. 균일한 코팅막 형성을 위하여 프라이머를 탈

포기에서 탈포하여 기재에 0.6 mm 노즐의 스프레이 분

사기로 균일하게 분사한 후 코팅된 기재는 120 oC 오븐

에서 20분간 건조하였다. 그 후에 프라이머가 코팅된 기

재에 알루미나-불소 복합 코팅액을 스프레이 분사기로 코

팅두께를 20 µm 정도로 조절하기 위하여 2~4회 정도 균

일하게 분사 후 380 oC에서 20분간 열경화하였다. 

이 코팅된 막의 표면 형상과 단면은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FE-SEM, JEOL, JSM

7600F)를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가속전압은 10 kV에서 수

천배로 확대하여 표면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코팅막의

두께는 와전류식 시험 방법(KS D ISO 3882 규격을 이

용 하여 Kett사의 듀얼 타입 측정계 LZ-370을 사용하여

와전류식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2.3 코팅막의 내구성 및 내화학성 평가

알루미나-불소 복합 코팅막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KS M ISO 15184 규격으로 연필경도(연필 45도, 하

중 1 kg, 미츠비시 연필 H-9H/F/HB/B-9B)를 측정하였다.

코팅막의 밀착성은 KS M ISO 2409 규격으로 경화된 코

팅 층에 스크래치해치법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cutter로 바

둑판 모양의 홈(1 mm간격, 11 × 11 십자형, 100개의 정방

형)을 낸 후에 그 위에 규격에 맞는 3M테이프를 잘 밀

착시켜 일정한 힘으로 떼어내어 코팅 층과 기재와의 밀

착정도를 관찰하였다. 이 밀착성 평가는 3M테이프를 부

착한 후 급격히 잡아당겨서 남아 있는 격자모양의 사각

형 갯수(100개 0, 95개 이상 1, 85개 이상 2, 65개 이상

3, 35개 이상 4, 그 이하 5)로 평가한다. 즉 밀착성은 0

일 경우 우수하며 5로 이동할수록 밀착성이 낮아짐을 의

미한다.

코팅막의 내화학성 평가는 강산(10% HF, 10% HCl),

강염기(10% NaOH)를 코팅막의 표면에 떨어뜨려 48 hr

동안 코팅된 표면의 내부식 특성을 육안 및 광학현미경

(HiROX사의 CT-7)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그 중에 내식

성 문제가 심각한 HF 에서의 부식특성을 구체적으로 관

찰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Fig. 2의 뚫린 튜브형 테프론

용기(ID 2 × H 5 cm) 아래에 측정하고자 하는 유무기 복

합 코팅막을 설치하여 오링으로 밀착시켰다. 이 테프론 용

기에 10% HF 용액 8 ml를 담지하여 120 hr 후의 코팅막

의 표면 변화를 육안 또는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유무기 복합 코팅제 내에 첨가된 세라믹 소재의 강산

안정성을 관찰하기 위해, 판상 및 나노크기 알루미나 분

말, 판상 마이카를 각각 10%의 HF 용액에 48 hr 동안

침지하였다. 그 후에 판상 및 나노크기 알루미나의 경우

SEM 사진에서 입자형상 및 표면에 부식 등의 큰 변화

가 보이지 않은 반면 판상형 마이카의 경우 반응 후 표

면이 침식된 것을 통해 알루미나가 강산에 안정적인 것

을 확인하였다. Schacht 그룹에서는 고온 고압하에서의

알루미나 세라믹이 산용액에서 우수한 내식특성을 지니

고 있음을 보고하였다.20)

Table 1은 PFA 불소수지(F) 대비 나노 알루미나(N5~

N30) 및 판상형 알루미나(P5~30)의 조성을 5, 10, 20,

30 wt% 함량별로 PFA 불소수지내에 첨가하여 제조한 코

팅제 조성과 스프레이 코팅에 의해 제조된 코팅막의 두

께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조성 및 함량에서 제조한 코팅제는 점도가 낮고 한 달 후

에도 기계적 혼합에 의한 재분산과 열경화에 의해 얻어

진 코팅막의 내화학성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도 큰 차이

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코팅제가 한 달 이후에도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제조된 코팅막들의 코팅두께

는 약 20 µm(± 3)이었으며, 이는 하도인 프라이머층에서

상도 코팅막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이다.

Fig. 3은 Table 1의 PN10 시료에 대한 알루미나-불소

복합 코팅막의 단면 구조의 FE-SEM 사진이다. Fig. 3(a)

의 맨 아래층은 SUS304 기판이고 중간은 프라이머 하

도코팅층으로 기재 코팅제와의 밀착성을 높이기 위한 층

이며 프라이머의 두께는 약 7~9 µm이다. 윗부분은 판상

및 나노 알루미나 입자가 불소수지와 복합화된 상도 코

팅막(P-Al2O3/α-Al2O3/PFA)이며 두께는 20 µm정도임을

FE-SEM 사진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Fig. 3(b)는 이 코
Fig. 2. Image of teflon vessel set equipped onto the coated plate

for observing corrosion resistance under 10% HF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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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막의 옆면을 관찰한 FE-SEM 사진이다. 두 가지 형상

의 알루미나를 복합화하여 얻어진 코팅막의 PFA 불소수

지(F)내에 판상(P) 및 나노크기(N) 입자가 첨가되어 분

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는 PFA 불소수지 코팅막(F)과 알루미나-불소 복

합 코팅막(단독: N10, P10, 복합: PN5, PN10)을 HF, HCl,

NaOH 10% 용액 하에서 48 hr동안 산·염기 처리 전후

의 코팅막 표면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Fig.

Fig. 3. FE-SEM images for (a) cross section of alumina-fluoro composite film(PN10) and (b) its enlarged image.

Fig. 4.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coated films observed before and after acid and base treatment for 48 hrs with 10% HF, HCl, and

NaOH; (a) F, (b) N10, (c) P10, (d) PN5 and (e) P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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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의 F 시료 코팅막은 NaOH 조건에서는 비교적 안정

된 결과를 얻었으나, HF 및 HCl에서는 코팅막의 내화

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Fig. 4(b) 및

4(c)는 나노 알루미나(N10)와 판상 알루미나(P10)를 불

소수지내에 각각 10 wt% 첨가한 결과이다. HF, HCl 조

건에서는 Fig. 4(b)의 나노입자가 첨가된 경우 코팅막은 도

막에 크랙이 생겨 그 틈으로 이온들이 침투하여 부식이

발생하였고, Fig. 4(c)는 코팅막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었

으나 약간의 부식이 관찰되었다. 이는 알루미나 분말이

첨가된 경우에 PFA 불소수지만으로 제조한 코팅막보다

는 우수한 내화학성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하지만 알루미나 함량이 점점 증가하였을 때 코팅막

표면에 크랙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 대신 함량의 증

가는 코팅막의 밀착성과 표면경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

래하였다. Fig. 4(b~c)의 알루미나 분말이 5~30 wt% 첨가

된 코팅막의 경우, NaOH에서 처리후 부식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된 코팅막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HF와 HCl의

조건에서는 알루미나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내산성이 차

츰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알루미나 함량이 20~30

wt%로 증가할 경우에는 코팅막의 밀착성 및 조밀도 문

제로 PFA 불소수지 코팅막처럼 부식문제가 발생하였다.

상대적으로는 불소수지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내

화학성이 향상되었다. Fig. 4(b)의 나노 알루미나의 첨가

에 의한 코팅막의 크랙을 줄이기 위해서는 열경화 조

건의 제어 및 판상입자와 나노입자의 혼합의 방법이 있

다. Fig. 4(d)와 4(e)는 위 실험과 동일하게 하여 판상/

나노형 알루미나(P/N = 1/2 무게비)를 복합화한 다음, 알

루미나를 PFA 수지 내에 각각 5, 10 wt%(PN5, PN10)

로 첨가하여 제조한 코팅막의 내화학성을 나타낸 결과

이다. 코팅막의 표면에 크랙이 존재 하지 않은 평탄한

코팅막을 형성하여, 단일 알루미나를 첨가했을 때보다 산

성에 대한 내화학성이 증가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판

상 및 나노형 알루미나 입자가 양, 음이온들의 침투경

로를 길게 하고 PFA 불소수지와 복합화에 의한 조밀한

코팅막을 안정적으로 형성하여 미세크랙에 의한 결함을

감소시킨 것에 기인한 시너지 효과로 보인다.22,23)

Fig. 5는 우수한 내화학성을 보이며 표면경도가 뛰어

난 PN5(판상/나노 알루미나 5 wt% 첨가) 코팅막과 PFA

불소수지 코팅막(F)의 내화학성 변화를 자세히 고찰하기

위해서 10% HF 용액을 120 hr동안 테프론 용기에 넣고

테프론 바닥에는 PN5 및 F 코팅막을 각각 설치하여 부

식의 거동을 사진 및 광학현미경 사진으로 관찰한 것이

다. Fig. 5(a)는 F 코팅막의 HF 처리 전과 HF 처리한

후 (Fig. 5(b))의 사진이고, Fig. 5(b)'는 Fig. 5(b)의 코팅

막 중에 부식된 곳을 광학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을 보

여주고 있다. Fig. 5(c)는 PN 코팅막의 HF 처리 전과 HF

처리한 후(Fig. 5(d))의 사진이고, Fig. 5(d)'은 Fig. 5(d)

코팅막의 표면을 광학현미경 확대한 사진이다. 10% HF

용액으로 120 hr 후의 F 코팅막은 부풀음, 녹발생 등의

부식이 되는 반면에, PN5 코팅막은 부식이 일어나지 않

고 안정한 코팅막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6은 내화학성 테스트 후 코팅막의 표면특성을 비

교분석하기 위하여 단독 PFA 불소수지(F)와 복합 알루

미나(PN5~30) 첨가에 의해 제조된 코팅막의 부착성 테

스트를 각각 비교 분석한 그래프이다. Fig. 6의 밀착특성

Fig. 5. Images of picture and optical microscope on PFA resin

film(F) and alumina-fluoro composite film(PN5) observed before

and after 10% HF treatment for 120 hrs. (a) Surface picture of F

film, (b) After HF treatment of (a), (b)' Enlarged image of (b) circle

part by optical microscope, (c) Surface picture of PN5 film, (d)

After HF treatment of (c), (d)' Enlarged image of (d) circle part by

optical microscope.

Fig. 6. Adhesion property of various coated films, with cross-cut

test, before and after 10% HF treatment for 120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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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F 불소수지만 첨가한 코팅막의 경우 HF 120

hr 후 밀착성은 0에서 4로 표면경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상도 및 하도까지 HF 침투에

의한 SUS304 기재의 부식 발생으로 인하여 밀착성이 급

격히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 복합 알

루미나 PN5 코팅막의 밀착성은 0에서 1로 조금 떨어졌

으나, 알루미나 함량이 증가할수록 밀착성이 1에서 3~4

정도로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밀착성의 저

하는 알루미나 함량이 증가할수록 상도와 하도사이의 밀

착성이 낮아짐에 기인하였다.

Fig. 7은 Fig. 6의 코팅막들에 대한 내화학성 테스트

후의 연필경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표면경도의 경우 불

소수지로만 구성된 F 코팅막의 경우 HF 120 hr 처리 후

연필경도는 2H에서 3B로 감소하였고, 복합 알루미나

PN5 코팅막의 연필경도는 3H에서 2H로 조금 감소하였

다. 밀착특성과 마찬가지로 알루미나 함량이 증가할수록

연필경도가 2H에서 3B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코

팅막의 내화학성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알루미나와 불소수지의 복합화의 조건이 5~10

wt%에서는 안정적인 코팅막을 형성하였으나, 알루미나 함

량이 10 wt% 이상으로 증가할수록 코팅막이 하도코팅막

과의 밀착성 문제로 인한 표면경도가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불소수지를 단독으로 사용한 실험에서는 HF 등

의 강산에 대한 내화학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 조성비의 판상과 나노형의 알

루미나 입자를 복합화하여 제조한 알루미나 PFA 불소수

지 코팅막이 PFA 불소수지보다 내화학성, 표면경도, 밀착

성 등이 우수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비슷한 실험

으로 Nematollahi21) 그룹에서는 판상형의 nanoglass flake

와 montmorillonite 유기클레이가 복합화된 에폭시 코팅

의 부식성을 비교하였으며, 이 코팅막에 대한 염수분수

특성을 판상 무기입자의 분산성과 긴 장벽(침투 경로)에

의해 내식성이 제어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알루미나가

불소수지 코팅제에 사용되어 코팅막에 적용할 경우, H+,

F−, Cl− 이온들의 침투경로를 길게 함으로써 부식 방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서 판상형 입자는 불

소수지만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 보다는 이온들의 침투

경로를 길게 하여주고, 판상형 입자와 나노입자를 복합화

하여 사용하였을 때 침투경로 및 고분산된 무기입자와의

조밀한 도막형성에 의한 이온 침투억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FA 불소수지에 세라믹 분말인 판상 및

나노형 알루미나의 조성, 함량비를 제어하여 유-무기복합

코팅제를 제조하였다. 얻어진 코팅제를 SUS304 기판위

에 스프레이 코팅 후 열경화를 시켜 내화학성 코팅막을

제조하였다. 이때 세라믹 분말인 알루미나를 첨가량 변

화와 형상에 따른 조성 등을 변수로 하여 코팅막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코팅

막의 표면경도 및 밀착성은 알루미나 함량이 증가할수록

표면경도가 낮아지고 밀착성이 나빠짐을 알 수 있었다.

알루미나 함량이 5 wt% 정도에서는 PFA 불소수지 코팅

막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10% HF 용액하에서 120

시간동안 내화학성 실험 후의 PFA 불소수지 코팅막은 표

면경도 및 밀착성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5 wt%

판상/나노 알루미나를 복합하여 첨가할 경우에는 표면경

도 및 밀착성에 큰 변화 없이 내화학성이 우수한 안정

적인 코팅막을 형성하였다. 단독 알루미나를 첨가할 경

우 자체의 내화학성은 우수하지만 미세크랙으로 인한 강

산 용액 침투로 SUS304 기판이 부식되어 코팅층의 박

리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5 wt% 판상

/나노 알루미나를 복합하여 알루미나-불소 복합 코팅막을

형성하면 미세크랙을 제어함과 동시에 강산 이온들의 침

투경로를 길게 하여 부식을 억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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