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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te-shaped inorganic particles are coated onto a stainless steel substrate by the electrophoretic deposition of a precursor slurry
which includes the inorganic particles of Al2O3 and polymer resin in mixed solvents to mimic the abalone shell structure, which is
a composite of plate-shaped inorganic particles and organic interlayer binding materials with a layered orientation. The process
parameters of the electrophoretic deposition include the voltage, coating time, and conductivity of the substrate. In addition, the
suspension parameters are the particle size, concentration, viscosity, conductivity, and stability. We prepared an organic-inorganic
composite coating with a high inorganic solid content by arraying the plate-shaped Al2O3 particles and electrophoretic resin via an
electrophoretic deposition method.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slurry composition and the electrophoretic deposition process
parameters on the physical,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the coating layer, i.e., the thickness, density, particle orientation,
Young's modulus and thermogravimetric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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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복껍질은 뛰어난 기계적 강도와 인성 및 강성을 가

지고 있어,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기계적인 설계원리를

모방한 인공 유무기 복합재료를 만들기 위한 과학자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전복껍질의 강고하고 잘 부서지지 않

는 비결은 구조에 있다. 얇고 평평한 타일의 탄산칼슘이

배향성을 띄면서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탄산칼슘 입자 사이를 단백질 층이 점착되어 있어 합판

구조처럼 적층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외부

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탄산칼슘 사이에 채워진 단백질

층이 접착제 역할을 하여 균열의 발생을 버티게 해준다.
1-6)

배향 유무기 복합재료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층상자기조

립법(layer-by-layer vassembly, LBL),
 
전기영동적층(electro-

phoretic deposition, EPD), 담금 코팅(dip coating), 스핀 코

팅(spin-coating) 등이 있다.
2-6)

 그 중 EPD는 간단하고 비

용이 저렴하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학술적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유용하다. EPD는 1808년 러시아 과학자 Ruess

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1933년에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

다. EPD는 콜로이드상에서 분산된 입자가 전하를 띄고

있어 전기장을 가해주면 음극 또는 양극으로 입자의 이

동이 발생하는 특성을 이용한 코팅방법으로, 코팅하는 입

자의 종류에 제한이 없이 전기영동 특성을 보이기만 하

면 금속, 고분자, 세라믹 어떤 소재든지 코팅이 가능한 장

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다.
7-10)

전기영동적층법은 간단한 형태의 구조, 경제적 프로세

스 그리고 기판의 형상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아
7,8)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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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에 의해 강화된 세라믹 복합체, 다공체 막, 단열재료, 슈

퍼커패시터, 연료전지, 전자 장비, 보호 코팅, 강유전체,

압전 및 자기 장치 및 바이오 의학 임플란트 등 그 응용분

야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패턴 필름 및 다층 기능 복합 재

료, 다결정 박막 코팅에 매우 유용한 기술로 알려져 있다.
7-10)

EPD의 주요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현탁액과 EPD 공정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현탁액의 특성으로는 입자의 크

기 및 형상(판상, 구형, fiber 등), 안정성, 전구체의 조성(입

자, 수지, 용매, 첨가제 등) 및 점도, 용매의 점도와 전도

도 등이 있다. 그리고 EPD 공정변수는 전압, 적층 시간,

기판의 거리, 기판의 종류와 표면상태, 전도도 등이 있다.

EPD 공정변수 중 인가전압이 증가할수록 코팅되는 두께

와 질량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인가전압이 증가한다고

무한히 코팅 두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두께 이

상이 되면 더 이상 코팅 두께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낮은 전압에서 코팅하는 경우에는 표면이 매끈하지만 높

은 전압에서 코팅하는 경우에는 코팅 표면의 거칠기가 증

가하게 된다. EPD 공정변수 중 적층 시간이 증가하게 되

면 코팅 두께도 증가하게 되는데 인가전압과 마찬가지로

일정 두께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코팅 두께가 증가하지 않

는다. 이것은 EPD 공정을 통해 형성된 코팅도막이 절연

특성을 가지게 되어 전압과 적층 시간을 증가시켜도 더

이상 코팅 두께가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7-15)

기존의 EPD 방법을 이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나노 사

이즈의 입자를 사용하였으며 다공성 막을 형성하여 일정

두께 이상 올라가게 되면 크랙이 발생하게 된다.
16,17)

 또

한 치밀한 코팅 도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고온의 소결

공정이 필요하다.
18)

무기입자를 적용한 전기영동적층법의 경우 치밀한 도

막을 얻기 위해서는 고온의 소결공정이 불가피하며, 소결

을 거친 후일지라도 입자사이의 공극이 잔류하여 치밀한

도막을 얻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19)

 또한 판상형의 입자

이면서 크기가 큰 것을 사용하여 전기영동을 하게 되면

치밀한 도막을 얻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배향

성 문제와 결합력의 약화, 침전되려는 경향 발생으로 안

정적인 분산상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균

일하고 기계적 강도가 높은 도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판상형의 세라믹 입자를 사용하여 전기영동에 의해 코팅

하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복껍질 구조를 모방하여 입자가 큰 판

상형 알루미나 입자와 전기영동이 가능한 수지를 결합 소

재로 사용하여 고온의 소결과정 없이 열처리만으로 크랙

없이 치밀한 세라믹 유무기 복합체를 제조한 후 제조한

복합체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고 기계적 강도를 측정하였다.  

2. 실험방법

전복껍질 구조를 모방한 유무기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

한 출발물질로 판상의 알루미나(Al2O3, RonaFlair White

Sapphire, Merck), distilled water, 2-ethoxyethanol(cellosolve,

99%, Sigma Aldrich), 에폭시 수지(KED#2000P GRAY F-2,

Noroo)를 사용하였다. Fig. 1에 본 실험에서 사용한 판상

알루미나의 SEM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에폭시 수지, cellosolve와 증류수를 먼저 교반한 후 판

상의 알루미나를 추가하여 2차 교반 및 초음파 분산을 진

Fig. 1. Commercial plate shape Al2O3.

Fig. 2. EPD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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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슬러리를 제조하였다. Fig. 2는 판상의 알루미나-

수지 복합체의 제조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EPD cell은 테플론으로 제작하였으

며 전극이 연결될 코팅기판은 30 mm × 40 mm × 1 mm

크기의 스테인리스 스틸(SUS 304)을 사용하였다. 또한 입

자의 분산성 향상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 교반을 진행

하면서 EPD를 실시하였다.

제조한 전구체를 EPD cell에 넣고 SUS 304 기판을 음

극과 양극으로 연결하여 실험하였다. 이때 전극간의 거리

는 30 mm로 고정하였고, 전구체가 담겨지는 높이는 20 mm

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전기영동은 전압장치를 이용하였

으며 전압은 5 ~ 50 V의 범위에서, 적층 시간은 5 ~ 20분

간 변화주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전기영동을 통해 형성된

코팅막을 175도에서 30분간 열처리과정을 거쳐 유무기 코

팅막을 제조하였다. 이때 시편의 두께는 적층 시간 및 전

압에 따라 다르게 제조되었다. 

판상 알루미나-수지 복합체의 미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

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M-300, TOPCON)과

Focused ion Beam(HELIOS Nanolab 600, FEI company)

을 통해 관찰하였다. 또한 코팅막의 표면 거칠기를 알아

보기 위해 표면조도시험기(Kosaka Laboratory Ltd.)를 사

용하였고, 무기입자 고형분을 파악하기 위해 TGA-

DSC(TGA/DSC 1 STAR
e
System, METTLER TOLEDO)

를 사용하였다. 또한 복합체의 기계적 물성을 평가하기

위해 Cross Hatch Cutter Ycc-230/1을 이용하여 코팅 도막

에 칼집을 내고 3 M 610 tape으로 테이프 테스팅 한 후

부착성을 평가하였다. Nano-indentation(NANOINDENTATION

TESTER, CSM Instruments)을 이용하여 탄성계수와 경도

물성을 측정하여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판상 알루미나의 경우 물에 분산

하여 제타전위가 등전점 근처에 있고, 중력으로 침강하는

것이 관찰될 만큼 입자의 크기가 커서 알루미나 단독 분

산상 전구체로는 전기영동을 통해 코팅막을 형성하기는

어렵다. 양전하를 띄는 에폭시 수지가 첨가되어 판상 알

루미나 입자가 포함된 복합 전구체 슬러리를 제조하고,

전기영동적층법을 통해 도막을 형성하였다. 슬러리 내의

양전하를 띄는 에폭시 수지는 음극으로 전기영동하여 적

층되고, 이때 알루미나 입자도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3.1. 판상 알루미나 입자의 농도 및 EPD 조건 변화 

슬러리 상에서 알루미나의 농도와 EPD 공정 중 전압,

적층 시간 변화에 따른 코팅막의 두께변화를 Table 1과

Fig. 3에 나타내었다. 알루미나 입자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압 또는 적층 시간이 증가할수록 코팅 도막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Fig. 4는 슬러리 상에서 알루

미나 입자 농도가 26%인 시료를 EPD 적층 시간 및 전압

Fig. 3. Changes in coating thickness with varying voltage,

deposition time, and Al2O3 content in the slurry.

Fig. 4. Changes in coating thickness with varying voltage,

deposition time (A2).

Table 1. Changes in Coating Thickness with Varying Content of

Alumina, Voltage, and Deposition Time

NO.
Content of 

Alumina(%)

Voltage

(V)

Deposition 

Time(min)

Thickness

(µm)

A1(1)

15

5 5 26

A1(2) 5 10 37

A1(3) 50 10 99

A2(1)

26

5 5 33

A2(2) 5 10 41

A2(3) 50 10 159

A3(1)

34

5 5 47

A3(2) 5 10 51

A3(3) 50 10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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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주어 코팅두께를 관찰한 그래프이다. 전압이 증가

함에 따라 도막의 코팅두께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적층 시간이 증가할수록 코팅두께가 증가하지만 일정시

간 이상부터는 서서히 증가하거나 더 이상 증가하지 않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 5은 슬러리 상에서 알루미나 입자 농도가 각각 15%,

26%, 34%인 코팅 도막의 표면 SEM 사진이다. 슬러리 상

의 알루미나 입자의 농도가 34% 이상에서는 표면에서 입

자 사이의 공극을 에폭시 수지가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일부 관찰되었다. 

A1(2), A2(2), A3(2) 코팅막의 표면 조도 측정 시 각각

Ra 값이 0.18, 0.31, 0.92 µm로 측정되어 입자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알루미나 입자의 농도나 EPD 인가 전압, 전극 간 거리,

적층 시간 등에 따라 코팅 도막의 두께 및 밀도를 조절

할 수 있는데, 입자의 농도가 일정 함량 이상 증가하게

되면 교반이 되지 않아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EPD

방법을 통한 코팅 시 입자의 침전이 발생하여 균일한 도

막을 얻기 어렵다. 또한 슬러리를 제조하여 EPD 방법을

통해 코팅을 진행하는 동안 인가 전압이 높은 경우 입자

의 이동속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어 도막 형성을 빠르게

유도할 수 있으나, 수지와 입자의 이동도 차이 또는 기포

발생 등으로 인해 코팅도막의 표면상태가 일정하지 않고,

입자 사이의 공극을 수지가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3(2), A3-2).

 

 3.2. 판상 알루미나-수지 복합체의 조성에 따른 변화

슬러리 상에서 판상 알루미나-수지의 조성에 변화에 따

른 변화를 보기 위해서 EPD 공정 중 전압, 적층 시간, 기

판간 거리는 각각 5 V, 10 min, 30 mm로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Table 2에 판상 알루미나-수지 복합체를 제조

하기 위한 조성을 나타내었다. Fig. 6는 수지 단독 코팅

과 알루미나-수지 복합체의 표면을 SEM으로 관찰한 결

과이다. Fig. 6(a)를 통해 수지 단독으로 전기영동이 가능

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Fig. 6(b)와 같이 알루미나 입자

사이의 공극을 수지가 채워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

만 전체 슬러리에서 입자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표면에 보

이는 입자는 증가하고 수지는 기판 쪽에 위치해 있음을

SEM과 FIB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Fig. 7는 알루미나-수지 복합체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FIB image를 관찰한 결과이다. 판상형 알루미나 입

자의 배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지가 입자 사이의 공

극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샘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수지가 먼저 이동하여 복합 코

팅막 하단은 수지 함량이 높고 상단은 입자 함량이 상대

적으로 높은 도막이 형성되는 조건(A3-2)도 있다는 것이

일부 확인되었다. 이것은 수지와 입자의 이동도 차이, 입

자의 질량 때문에 중력으로 침전되는 힘 때문에 이동도

가 수지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Fig. 8는 EPD 코팅막의 TG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8(a)는 알루미나 입자가 없는 경우 500
o
C에서 잔류

무게가 0.04%로 수지와 용매는 500
o
C 부근까지 분해되어

모두 사라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Fig. 8(b)는 슬러리 상에

서 알루미나 입자 함량이 35%인 경우(A3-2)의 TG 결

과로 1000
o
C 까지의 잔류 무게가 77.5% 수준으로 관찰

Fig. 5. SEM micrographs for Al2O3-resin composites: (a) A1(2), (b) A2(2), and (c) A3(2).

Table 2. Composition of Al2O3-Resin Composites             (wt%)

NO. Al2O3 DW Cellosolve Epoxy resin

A0 - 31.4 10.5 58.1

A2-1 25 20 20 35

A3-1 30 20 20 30

A3-2 35 20 20 25

Fig. 6. SEM micrographs for electrophoretic deposition (a)

resin coatiog (A0) and (b) Al2O3-resin composite (A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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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Fig. 9, 10과 Table 3은 알루미나 함량이 높은 유무기

복합체(A3-2)의 기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박리시험

과 나노 인덴터 테스트를 실시한 것이다. 이 때 복합체와

의 비교를 위해 EPD 방법으로 제작한 에폭시 수지 코팅

막에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9은 박리

시험 전과 후의 사진으로 박리시험 테스트 후의 광학 현

미경 사진에서 코팅막 조각이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것이

관찰되어 전반적으로 도막의 부착성이 양호함을 확인하

였다. 

 Fig. 10과 Table 3의 나노인덴터 시험 결과는 50 mN의

하중을 주면서 측정하였다. 일반적인 에폭시 수지의 탄성

계수와 경도는 각각 4 ~ 20 GPa, 0.3 GPa 범위의 값을 가

지는데
20)

 본 연구에서는 탄성계수와 경도가 각각 4.3 GPa,

0.15 GPa인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조된 유무기 복합체는 에폭시 수지에

비하여 탄성계수와 경도가 각각 6.9 GPa, 0.39 GPa로 나타

났다. 에폭시 수지 코팅막의 경우 인덴테이션 후 압흔이

관찰되는데 반하여 알루미나-수지 복합체(A3-2)는 압흔이

나타나지 않았다. 알루미나-수지 복합체의 경우 알루미나

의 입자의 경도가 크기 때문에 50 mN의 힘으로는 눌리지

않아 압입한 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편의 크기로는 재현성이 확보되

었지만, 기판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 코팅 균질성과 재현

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슬러리의 안정성과 밀

접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점

도를 유지하여 균질한 분산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

Fig. 7. FIB image of Al2O3-resin composite (A3-2).

Fig. 8. TG curve of (a) resin coating (A0) and (b) Al2O3-resin

composite (A3-2).

Fig. 9. Scratch test of resin coating (A0) and Al2O3-resin

composite (A3-2) : (a,b) Before (c,d) After.

Fig. 10. Representative load-displacement curve of nano-

indentation (a) and optical microscope image of the

(b) EPD resin (A0), (c) EPD Al2O3-resin composite

(A3-2).

Table 3. Young’s Modulus and Hardness of Al2O3-resin Composite

Sample
Young’s 

modulus(GPa)
Hardness(GPa)

EPD Al2O3-resin 

Composite(A3-2)
6.9±1.3 0.39±0.11

EPD resin(A0) 4.3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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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고, 슬러리의 안정성과 도막의 크기 변화에 따른 도

막 균질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산업적

으로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복껍질구조를 모방하여 경량, 고강도

의 배향된 유무기 복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10 µm 이상의

판상 알루미나 입자와 에폭시 수지를 이용하여 EPD 법

과 열처리 공정만으로 치밀하면서 크랙이 없는 배향 유

무기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EPD 법을 통해 제조된 판상

알루미나가 포함된 코팅의 미세구조를 SEM과 FIB로 관

찰한 결과 판상의 알루미나가 배향되어 있으며 판상입자

의 공극에 에폭시 수지가 채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열분석 결과 복합체에서 입자가 77%를 차지하

고 있어 고함량의 고형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

다. 부착성 테스트와 나노인덴터로 알루미나-수지 복합체

의 기계적 물성을 확인하였을 시 부착성이 뛰어나며, 수

지 단독에 비하여 탄성계수와 경도가 각각 1.5배, 2.5배

이상 향상되어 각각 6.9 GPa, 0.39 GP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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