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g. 1. Results of nano-indentation carried out for the hybrid coatin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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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최근 스마트 휴 폰으로 표되는 이동통신기기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인하여 이들 기기를 보호하기 한 표
면 처리기술이 함께 발 하고 있다. 그  표 인 것이 나노 기술을 융합한 보호막 도장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
그네슘 기 과 라스틱 이스 소재 에 유무기 하이 리드 도장막을 형성시키고, 도장막의 실리카 조성에 따른 물
리화학  변화 거동을 찰하 다. 특히, 실리카 나노입자가 첨가된 실리카 졸 용액과 UV 경화수지를 다른 비율로 혼
합한 나노형 하이 리드 코 용액을 사용하 으며, 딥 코 과 스 이 코 법을 개별 으로 이용하여 형성한 유무기 
하이 리드 코 층의 경도와 내지문 특성을 으로 조사하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유무기 하이 리드 코 층 
형성에서 실리카 졸의 역할과 최  물성확보를 한 근거를 마련하 다.

1. 서론

실리카는 화학 으로 매우 안정하며, 내식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하여 기 자 제품을 비롯한 내외장재의 최외층 코
층 재료로 리 연구되고 있다. 여러 가지 코 층 형성 방법 에서 졸-겔법에 바탕을 둔 액상코 방법은 경제 이

면서 량생산이 가능하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방법 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기 과 라스틱 이
스 소재에 실리카 졸이 포함된 유무기 하이 리드 코 용액을 딥 코 과 스 이 코 법으로 코 층을 형성하고, 코

층의 물성변화 거동을 조사하 다. 특히 실리카 코 용액의 함량이 표면특성, 경도, 내식성에 미치는 향을 체계
으로 연구하 다. 

2. 본론 

무기질 실리카 졸 용액을 서로 다른 비율로 혼합한 코 용액을 라스틱 소재 기 에 스 이 코  한 후, 각각의 샘
의 특성을 확인하기 해 SEM 분석, 미소경도 그리고 각 측정을 실시하 다. 



3. 결론  

라스틱 이스 소재 상에 실리카 입자를 혼합한 실리카 코 용액과 UV 경화수지를 다른 비율로 혼합하여 코 한 
보호막의 Nanoindentation 측정결과 코  보호막의 경도가 실리카 코 용액의 함량에 따라 약간의 증가폭을 보이나 
0.26 GPa 정도의 평균 경도값을 보 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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