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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실리카볼 입자를 합성하고 표면에 비닐기를 부여하는 합성 연구를 통해 다양한 크기로 조절이 된 유-무기하이브

리드 입자인 비닐-나노실리카볼이 합성되었다. 다양한 크기의 비닐-나노실리카볼 입자를 상업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아크릴-멜라민 클리어코트에 후첨시키고 경화시켰을 때, 클리어코트의 광택도 증가 및 유지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실리카볼 입자가 250 nm 정도인 경우 Matting effect에 의한 광택도 감소가 관측되었으나 20∼30 nm로 작아지면 광택

도 유지 효과가 약 7%까지 증가하였다. 나노실리카볼 대신 상업용 친수 실리카 Aerosil 200 (Hydrophilic fumed silica, 

평균입도 12 nm, Degussa)을 사용하여 비닐- fumed 실리카 화합물을 합성하여 클리어코트에 적용하면 광택도 유지 

효과가 약 2% 정도만 증가하였다.

Inorganic-organic hybrid material such as vinyl-nano sized silica ball was synthesized by acrylo-alkoxysilane and nano silica 

ball with different particle size. And then they were formulated into acrylic-melamine clearcoat. This material is fully charac-

terized with various analytical methods and applied for strength measurement. The glossy effect, matting effect and an-

ti-scratching properties of materials were investigated for further growth and maintenance. When the particle size of nano 

silica ball is 20∼30 nm, the glossy retain effect was increased by 7% compared to bare acrylic-melamine clearcoat. When 

a commercially available silica Aerosil 200 (Hydrophilic fumed silica, average particle size 12 nm, Degussa) react with vinyl 

alkoxysilane vinyl-fumed silica complex form. The vinyl-fumed silica along with clearcoat increases only 2% increase at glos-

sy retain. Nano-scratch test results also support the glossy retain effect of vinyl nano-sized silica ball in clearcoat. 

Keywords: vinyl-nano silica ball, inorganic-organic hybrid, clearcoat, glossy effect, matting effect

1. 서    론
1)

완성된 자동차의 수려한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용 

도료는 전착 도료(electrodeposition)에서 프라이머 코팅(primers), 베이

스 코팅(basecoats), 최외곽의 클리어코팅(clearcoating)까지 여러 겹의 도

장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1]. 그 중에서 자동차용 클리어코트(clearcoat)

는 내산성 및 내스크래치성 등의 물리화학적 물성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자동차를 최종 구매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직접적 불만을 받게 

되는 중요한 도장 기술이라 하겠다. 환경오염의 확대와 중국대륙의 

공업화 및 사막화로 인한 잦은 산성비와 황사의 출몰은 자동차의 잦

은 세차로 이어지고 있는데, 고급 차종의 자동 세차시에 무작위로 발

생되는 심각한 스크래치 문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내스크래치 특

성이 부여된 클리어코트 시스템의 개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2,3].

자동차용 클리어코트는 완성차용 도장시스템의 마감도장 공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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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투명도료 시스템으로서 기존에는 일액형 아크릴-멜라민(one 

component acrylic melamine), 이액형 폴리우레탄(two component pol-

yurethane) 및 폴리우레탄-멜라민(Polyurethane/Melamine) 시스템이 주

로 사용되어져 왔으나[4-9], 환경적 강하물, 일광으로부터 노출되는 

자외선, 작으면서 단단한 물체에 의한 긁힘, 잘게 부서지는 결함, 자동

세차나 손세차에 의한 스크래치와 마모 등의 수많은 외부요인에 의해 

손상되기 쉽다는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10]. 

미국의 듀퐁(Du Pont Performance Coatings)에서 실란기가 부가된 

클리어코트(silane modified clearcoat)가 개발되어 현재 많은 자동차용 

클리어코트에 적용되고 있는데, 우수한 외관 및 내산성, 내스크래치성 

등을 제공하여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2000년대 이후 실란기가 부가된 클리어코트는 자동차용 최외각 도장

으로 채택되어 Ford Taurus, Toyota Camry, Honda Civic 등 전 세계적

으로 전체 10위권까지의 판매고가 높은 차량 중 8개의 차량이 채택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 이 같은 추세는 내스크래치성 개선

과 코팅 수명의 향상 목적으로 실란 부가된 폴리머(silane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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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ano Particles Applied in Clearcoats

Nano particles Characteristics Makers Ref.

Nano alumina

1) 30% of nano sized alumina (about 10 nm) in tripropylene diacrylate is used for UV-curable clearcoat

2) 1.5% nanoalumina with 0.2% surface active polysiloxane in clearcoat is sufficient to reach excellent 

scratch resistance

BYK

Chemie
12,13

Nano titanium oxide
1) Nano rutile has five times the specific surface area and hence acts as a powerful UV blocking agent  

2) Due to their finer size and high surface area, they can act as crack arresters
Altair 1,14

Nano cerium oxide

1) 10 nm sized cerium oxide sol adsorbs UV 

2) When nano cerium oxide is added to clearcoat by 1 wt%, the hardness increases 60% compared to 

standard formulation

Rhodia 1, 15-18

Nano silica

1) Various vinyl functional silanes are commercialized. 

2) Organic-inorganic nanohybrid polymers leads to outstanding scratch hardness and wear resistance 

properties. Siloxane-encapsulated nanosilica provides wear and scratch resistance up to 10 times higher 

than conventional floor coatings.

Witco

OSI

Degussa

1, 15∼18

Nano zinc oxide

1) Various grade of nano-sized zinc oxide is available.

2) When nano sized zinc oxide is incorporated in coatings, high gloss retention and less yellowing are 

easily achieved.

Degussa 1, 15∼18

polymer)와 다양한 나노 소재 입자(nano particles)가 하이브리드 형태

나 첨가제 형태로 혼합되는 등 유-무기 하이브리드 고분자 기술의 급

격한 성장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Table 1은 최근 자동차용 클

리어코트 첨가제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나노입자들을 소개하고 있

다. 이러한 나노입자들의 첨가는 클리어코트 표면 경도를 증가시키고, 

자외선에 대한 차단이나 흡수 작용을 하며, 광택도 유지력이 향상되

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나노실리카 하이브리드 고분자 관련 연구는 기능성 고분자의 

적용, 나노실리카 입자에 의한 표면개질, 폴리머 쉘(shell)에 실리카입

자로 캡슐화, 고분자화 반응이 가능하도록 입자 표면의 개질 등이 진

행되고 있는데, 주로 실란기와 비닐기를 졸-겔 반응(sol-gel process) 

으로 결합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14-24]. 폴리에스테르 아크

릴레이트와 핵산디올디아크릴레이트에 실리카 나노입자(7∼40 nm)를 

자외선 경화하는 경우 실리카나노입자가 약 10% 존재하면 경화시간

과 경화율이 촉진되었고, 이액형 폴리우레탄 클리어코트에 코어/쉘 실

리카 나노 입자를 2.5% 첨가하면 내스크래치성 평가시 광택도가 현저

히 개선되는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20]. 나노실리카를 첨가한 폴리우

레탄 클리어코트는 고분자 표면의 경도, 마찰저항성, 내스크래치성, 

장력 및 내후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14]. 최근에는 아크릴-

멜라민계 클리어코트에 dimethyl dichlorosilane, hexamethyldisilane, 

metacrylsilane 등을 첨가하여 열경화하는 클리어코트시스템의 경우 

실리카 표면 산성이 강해져 표면에 미세균열(crack)이 발생할 수도 있

음이 보고된 바 있다[21]. 

내스크래치성을 증가하기 위해 유무기하이브리드 실란 고분자로 

트리알콕시실란 화합물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

구는 실리카 나노입자를 먼저 합성하고 표면에 비닐기를 부여하는 합

성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실리카 나노입자의 크기 조절에 따른 클리어

코트 특성을 연구하고, 아크릴로실란 고분자를 주수지로 이용한 유무

기 하이브리드 고분자 클리어코트를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자동차 도

장 시스템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물성적 한계를 높이는 것을 주

요한 목표로 하였다. 아크릴 주수지에 실란작용기를 도입시킨 후, 졸-

겔 합성(sol-Gel Process)을 통한 최적화 방법으로 실란올-실란올 결합 

및 실란올-히드록실기 결합을 형성시키는 메커니즘은 유-무기 하이브

리드 특성을 자동차 클리어코트에 접목시켜 기존의 유기적 특성인 유

연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무기적 특성인 -Si-O-Si- 결합을 형성시

켜 도막의 치밀도 및 경도, 외부적인 충격에 버틸 수 있는 도막 내구

력 등을 증가시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내산성 및 내스

크래치성, 내화학성 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기능성을 부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실험 및 평가

2.1. 나노 실리카 볼 입자의 합성

구형의 실리카 나노 입자들의 합성은 알코올을 주 용매로 하여 물

과 암모니아수를 가수분해와 촉매제로 이용한 스토버법(Stober meth-

od)을 사용하였다. 100 nm 이하의 나노실리카볼은 일반적으로 역미셀

법을 사용하지만[22], seed growing법으로도 수 십 나노미터 크기의 

실리카볼이 합성되어 질 수 있다[22-24]. 가수 분해되어지는 물질인 

tetraethylorthosilicate (TEOS)는 Aldrich 시약(순도 99.99%)을 사용하

였으며, 반응물질인 물은 실험실의 장비로 여과되어진 초순수를, 용매

인 에탄올(순도 90% 이상), 암모니아수(순도 25∼28%, 대정화금)를 

사용하였다. 또 합성 실리카볼과의 비교를 위해 상업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친수 실리카 Aerosil 200 (hydrophilic fumed silica, 평균입도 

12 nm, Degussa)을 채택하였다[25]. 상업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친수

실리카(Aerosil 200)는 평균입도는 12 nm이지만 아주 작은 입자에서 

수백 µm 이상으로 뭉쳐진 상태로 관측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삼

각 플라스크에 에탄올과 암모니아수를 넣고 교반기를 사용하여 상온

에서 30 min 간 400 rpm의 속도로 교반한다. 그 후에 물과 TEOS를 

넣고 4∼5 h 동안 400 rpm의 속도로 교반을 하면서 실리카볼 합성 반

응을 실시하였다. 스토버법은 용매, 가수분해제와 촉매의 종류와 반응

온도, 반응시간에 따라 최종 실리카볼의 크기가 결정되므로, 이에 따

라 반응을 조절하였다.   

2.2. 비닐 관능기 도입

비닐 관능기의 도입을 위해 첫째, 메타크릴레이트(metacrylate) 유기

그룹과 트리메톡시 실란(trimethoxysilyl) 무기그룹으로 구성된 두 가지 

반응성 관능기를 지닌 γ-methacryloxypropyltrimethoxy silane (Z-6030, 

Dow Corning)과 둘째, cationic styrlamine functional silane (Z-6032, 

Dow Corning) 두 종류를 제작하였다. 후자의 실란화합물도 비닐 벤질 

화합물과 에틸렌 디아미노 프로필 트리메톡시실란(ethylenediamino 

propyl trimethoxysilane)의 반응 생성물로 비닐관능기와 알콕시실란을 

동시 보유하고 있다. 구형의 나노실리카볼과 알콕시실란과의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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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pparatus of nano-scratch test.

(a)                         (b)

(c)                         (d)

Figure 2. SEM images of nano silica ball synthesized at ethanol 50 

mL and NH4OH 4 mL condition; (a) NSB A (H2O/TEOS = 0.16), (b) 

NSB B (H2O/TEOS = 0.3), (c) NSB C (H2O/TEOS = 0.6), and (d) 

NSB D (H2O/TEOS = 1).

통해 비닐-실리카볼 화합물을 합성하였다. 또 비닐-실리카볼에 부틸아

크릴레이트(butyl acrylate)를 혼합하였다. 이는 비닐-실리카볼에 아크

릴레이트 혼합 상태로 추후 도료 도장시 curing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면에 실리카와 아세테이트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반응도 

용매, 가수분해제와 촉매, 반응시간의 변경을 통해 비닐 관능기의 도

입을 조절하였는데 주로 상온에서 2 h 동안 400 rpm 속도로 교반하여 

합성하였다. 또 친수 실리카 Aerosil 200 (hydrophilic fumed silica, 평균

입도 12 nm, Degussa)을 γ-methacryloxypropyltrimethoxy silane (Z-6030, 

Dow Corning)과 반응시키기 위해 에탄올 용매 (200 mL)에 암모니아

수 촉매 (4 mL), Fumed silica (Aerosil 200, 0.5∼1 g) 및 수계분산제 

6067 M (polycarboxylate amine salt, San Nopco, Korea), 헥산디올디

아크릴레이트(hexandiol diacrylate)를 혼합하여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아크릴-멜라민계 클리어코트에 5 wt% 첨가하였다. 

  

2.3. 클리어코트 배합 및 물성테스트

최종적으로 합성된 유-무기 하이브리드 실란화합물을 일액형 아크

릴-멜라민 시스템(PPG Korea)의 클리어코트에 적용하였다. 유무기 하

이브리드 실란 입자를 클리어코트에 넣어 10 min 동안 호모믹서를 이

용하여 교반 시켜 주었고, 최종 크리어코트 생성물을 스포이드를 사

용하여 유리판에 떨어뜨린 후 Bar Coater No.30을 사용하여 넓게 펼

친다. 이 유리판을 110 ℃ 오븐에 넣어 열 경화시킨다. 경화 전과 후의 

광택도와 스크래치 시험을 실시하였고, 기존의 클리어코트와 비교 평

가하였다. 

 

2.4. 광택의 측정

클리어코트의 광택도 측정은 BYK Gardner 사의 마이크로 광택계

를 사용하여 20도 각에서 측정하였다. 시험 방법은 ASTM 523법에 따

라 실시하였다.

2.5. Carwash Test

폴리에틸렌 재질로 구성된 플라스틱 브러쉬를 주어진 속력으로 회

전하면서 석영가루가 포함된 용액을 분사하여 스키드 위로 반복적으

로 이동하는 평가 시편에 강력한 스크래치를 강제적으로 발생시켜 이

에 대한 스크래치 전/후의 광택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자동차에 발생되는 스크래치를 최대한 유사하게 재현하기 위하여 개

발된 장비로서 광택유지율을 측정하여 스크래치의 좋고 나쁨을 비교

하여 평가하였다. 이 시험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험 전의 표면광택 

(20도)과 시험 후의 광택을 측정하여 광택 유지율(%) = (시험 후 광택

/초기광택) × 100 로 계산하여 높은 값을 가지면 스크래치에 대한 저

항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광택도 평가 시스템의 반응 조건 :

- Brush material (Diameter, Width Profile) : Polyethylene 

(1000 mm, 400 mm x-shaped, spliced ends)

- Penetration depth : 100 mm

- Speed of brush rotation : 120 rpm

- Wash cycles : 10 washings (10 double strokes)

- Water flow rate : (2.2 ± 0.1) 1 min
-1 

at (300 ± 50) kPa

- Feed speed : (5 ± 0.2) m/min

- Concentration of quartz powder : 1.5 gL
-1

 

2.6. 나노스크래치 시험

나노스크래치 시험은 Figure 1과 같은 나노스크래치 테스터를 사용

하였다. 나노스크레치테스터는 아주 세밀한 힘의 변화를 발생 시키면

서 밀리미터 단위의 스크래치를 발생시켜 도장 표면을 관찰하여 최초

로 도막이 깨어지는 지점의 위치에서의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여, 이

에 견디는 저항의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으며, 스크래치 후 Pd (파

여진 깊이)와 Rd (잔여 깊이)를 측정하여 탄성 회복도를 정한다

[26,27]. 나노스크래치 테스터의 시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또 Ultra 

nano intension tester를 사용하여 클리어코트 도막의 유연성(creep test)

과 경도(hardness test) 측정을 실시하였다.

Indenter type : sphero-conical 90', Indenter radius : 2 um, Loading 

type : progressive, Scanning load : 0.2 mN, Initial load : 0.2 mN, Final 

load : 40 mN, Loading rate : 39.8 mN/min, Scratch length : 3 mm, 

Speed : 3 mm/min.

3. 결과 및 고찰

Figure 2는 합성되어진 나노실리카볼 입자의 SEM 이미지를 보여주

고 있다. 1 L 용량의 삼각 플라스크에 에탄올 500 mL, NH4OH 4 mL를 

넣고 0.5 h 동안 400 rpm의 속도로 교반, 그리고 초순수 10 mL, T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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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3. SEM images of (a) nano silica ball reaction with γ-meth- 

acryloxypropyltrimethoxy silane, (b) nano silica ball reaction with cationic

styrlamine functional silane-butyl acetate mixture, (c) amplified image 

of (b).

Figure 4. XRD pattern of nano silica ball.

Table 2. Glossy Effect Comparison after Application of Vinyl-nano Silica Ball into Acrylic-melamine Clearcoat

Sample Acrylic-melamine clearcoat NSB A NSB B NSB C NSB D Ref.

Vinyl-nano silica ball contents (%) 0% 5% 5% 5% 5%

Appearance good bad good good good Inspection 

Glossy 89.9 - 89.7 89.8 89.7 20° Gloss

Retension of glossy (%) 77.6 - 81.5 84.0 84.5 Average data

60 mL를 넣고 3 h 동안 상온에서 400 rpm의 속도로 교반하면 약 250 nm 

크기의 나노실리카볼이 합성되었다. 이 때 물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TEOS의 양을 줄여주면 나노실리카볼 입자의 크기가 점차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H2O/TEOS 비율에 따라 (a) 200∼350 nm, (b) 50∼70 

nm, (c) 30∼50 nm, 그리고 (d) 20∼30 nm의 크기로 합성되었다.

1단계로 만들어진 나노실리카볼 입자에 계속해서 비닐 관능기

(vinyl functional group)를 부착하였다. 비닐 관능기로 γ-methacryloxy- 

propyltrimethoxy silane (Z-6030, Dow Corning)과 cataionic styrlamine 

functional silane (Z-6032, Dow Corning) 두 종류를 합성하였다. 후자에 

합성된 비닐-실리카볼에는 부틸아크릴레이트를 혼합하였다(Figure 3(a)). 

아세테이트 혼합 시에는 cataionic styrlamine functional silane과는 상

온에서 결합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butyl acetate의 함량이 높은 

시료의 경우 바닥에 점액질의 침전층이 형성되는 것이 관측되었고 

SEM 사진 결과에도 실리카 표면을 덮는 형식으로 관측되었다. 비닐-

실리카 유무기하이브리드 물질에 부틸아크릴레이트를 혼합하여 숙성 

큐어링(curing)하는 경우 표면에 나노실리카볼과는 상온에서 결합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부틸아크릴레이트의 함량이 높은 시료의 경

우 바닥에 점액질의 침전층이 형성되는 것이 관측되었다.

또 합성 실리카볼과의 비교를 위해 상업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친수 

실리카 Aerosil 200 (hydrophilic fumed silica, 평균입도 12 nm, Degussa)

를 사용하여 γ-methacryloxypropyl trimethoxy silane (Z-6030, Dow 

Corning)과 반응하여 비닐-실리카볼 화합물을 합성하여 비교실험을 

실시하였다. 합성된 나노실리카볼의 XRD pattern을 측정한 결과 

Figure 4와 같이 결정성이 관측되지 않고 무정형(amorphous)한 구조

인 것이 확인되었다.

비닐관능기가 있는 실리카 입자를 일액형 아크릴-멜라민 수지와 배

합한 후에 클리어 코트의 광택을 확인하였다. 배합된 클리어코트 조

성물은 고형분 대비가 아닌 전체 100배합에 추가로 5 wt% 후첨하여 

이를 10 min 동안 호모믹서를 이용하여 고속 교반 시켜 혼합하여 이

를 유성 베이스코트면에 스프레이 하여 건조막 두께가 35∼45 µm 정

도로 만들고 150 ℃에서 30 min 열경화한 후 외관을 확인하였다. 기

준이 되는 일액형 아크릴-멜라민 클리어코트 광택은 89.9 정도였는데 

비닐-실리카볼을 적용하였을 때 89.7∼89.8로 거의 유사하였고, Carwash 

test 후의 광택 유지율을 비교 하였을 때에는 기준이 되는 클리어코트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실리카 입자의 크기는 20∼30 nm인 

NSB-D 시료의 경우에 최대 6.9%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

리카 입자의 크기가 250∼400 nm인 경우 실질적인 광택도 증가가 기

대할 수 없었는데 광택유지율도 85.3%에서 81.9%로 약 3% 정도 감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Figure 5와 같은 빛의 반사에 의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면이 평활한 경우 빛은 난반사 현상이 적어 광택이 

있어 보이나 표면에 엠보싱이 있는 경우 난반사가 일어나 광택이 다

소 감소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메팅효과(Matting effect)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Carwash test 후 미세한 스크래치에 의한 메팅효과로 인해 

광택유지율이 감소되는데 나노실리카볼이 없는 아크릴-멜라민 클리

어코트의 경우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다음으로는 실리카볼 입자의 

크기가 큰 경우 광택유지율이 개선되었다. 실리카볼 입자의 크기가 

20∼30 nm로 감소하는 경우 메팅효과가 관측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

며 광택유지율도 높게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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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chematic illustration of glossy effect (left) vs matting effect 

(right).

Table 3. Glossy Effect Comparison after Application of Vinyl-fumed Silica into Acrylic-melamine Clearcoat

Sample Acrylic-melamine clearcoat FSZ A FSZ B FSZ C FSZ D Ref.

Fumed silica : Z6030 : Hexandiol - 1 : 10 : 0 1 : 20 : 0 1 : 20 : 10 1 : 10 : 10

% of Vinyl-fumed silica in clearcoat 0% 5% 5% 5% 5%

Appearance good good good good good inspection

Glossy 89.2 88.5 88.8 89.4 89.0 20° Gloss

Retension of glossy (%) 73.3 75.8 73.1 74.7 73.9

합성된 비닐-실리카볼 유-무기하이브리드 화합물과 비교를 위해 상

업용 친수 실리카 Aerosil 200 (hydrophilic fumed silica, 평균입도 12 nm, 

Degussa)을 사용하여 비닐-fumed 실리카 화합물을 합성하고 5 wt% 

후첨하는 방법으로 일액형 아크릴-멜라민 실리카 입자와 배합한 후에 

클리어 코트의 광택을 확인하였다. Fumed silica, Z-6030 및 헥산디올 

(hexanediol)의 비율에 따라 비닐-fumed 실리카 화합물이 합성되었는

데, 초기 광택은 기준의 클리어 코트보다 낮았고 광택 유지율에서는 

조금 향상 되거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Table 3). 합성된 비닐-나노

실리카볼과 상업적으로 구입한 비닐-fumed 실리카 화합물이 후첨된 

클리어코트의 초기광택도는 클리어코트 자체의 값과 유사하였으나 

광택유지율 측면에서는 합성된 비닐-나노실리카볼이 비닐-fumed 실

리카 화합물보다 더 우수하였다. 이는 합성된 비닐-나노실리카볼 유

무기하이브리드 화합물은 실리카볼의 입자가 균일하여 클리어코트 

표면에 잘 충진되어 메팅효과가 관측되지 않는 반면에 비닐-fumed 실

리카 화합물은 평균입도는 12 nm로 적지만 아주 작은 입자에서 수백 µm

까지 응집되어 있는 균일하지 못한 입도분포로 인해 메팅 효과가 다

소 나타나 광택유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론된다. 

나노스크레치테스터는 아주 세밀한 힘의 변화를 발생 시키면서 밀

리미터 단위의 스크래치를 발생시켜 도장 표면을 관찰하여 최초로 도

막이 깨어지는 지점의 위치에서의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여, 이에 견

디는 저항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으며, 스크래치 후 Pd (파여진 깊

이)와 Rd (잔여 깊이)를 측정하여 탄성 회복도를 정한다. 시험 결과 

기준이 되는 일액형 아크릴-멜라민 클리어코트에서는 최초로 스크래

치 발생에 필요한 힘이 9.60 mN 정도로 관측되었는데 비닐-실리카볼 

화합물(실리카볼 입자크기가 10∼50 nm)이 후첨된 클리어코트에서는 

대부분 9.86∼10.45 mN의 범위로 증가되었다. 이는 비닐-실리카볼 화

합물이 첨가된 클리어코트가 스크래치 발생이 현저히 낮아짐을 시사

한다. 또 Ultra nano intension tester를 사용하여 도막의 유연성(creep 

test)와 경도(hardness test)를 실시하였다. 유연성(creep test) 평가 결과

는 Cit (%)로 설명하는데 아크릴-멜라민계 클리어코트의 경우 16%로 

관측되었다. 비닐-나노실리카볼(20∼30 nm, 5% 후첨) 후첨된 시료는 

12%로 약 4% 정도 저하되었는데 유연성 측면에서는 작은 감소로 판

단된다. 이에 비해 도막 경도는 Hit (MPa)로 표현하는데 130 Mpa에서 

180 MPa 정도로 확연히 증가하였다. 비닐-실리카볼 화합물이 후첨된 

클리어코트에서는 경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막이 단단해져 

잘게 부숴지는 현상은 관측되지 않았는데 이는 유연성은 유지되면서 

내구력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4. 결    론 
 

다양한 크기의 나노 실리카 볼이 합성되었고 비닐알콕시실란 화합

물과의 반응을 통해 비닐-실리카볼 화합물이 합성되었다. 기존의 일

액형 아크릴-멜라민 클리어코트에 5 wt% 정도 합성한 비닐-실리카볼

을 후첨하여 배합한 후 열경화하였을 때 초기 광택은 유사하지만 광

택유지율이 약 7% 정도 개선되었다. 실리카볼 입자가 300 nm 정도인 

경우 오히려 광택도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Matting 효과에 의한 감소

로 사료되고 실리카볼 입자가 20∼30 nm 정도로 감소하는 경우 광택

도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상업용 fumed silica를 사용하여 만든 비닐

-fumed silica 하이브리드 화합물도 초기 광택도는 유사하였으며 광택

유지율은 2∼3% 정도로 개선효과가 적었다. 나노스크래치성 시험결

과 일액형 아크릴-멜라민 클리어코트에서는 최초로 스크래치 발생에 

필요한 힘이 9.60 mN 정도로 관측되었는데 비닐-실리카볼 화합물이 

후첨된 클리어코트에서는 9.86∼10.45 mN의 범위로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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