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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및 필요성
•표면처리(Surface treatment)라 함은 부품의 재료 표면상에 이종 재질을 전기적, 물리적,
화학적 처리방법등을 통해 보호표면을 생성시킴으로서 재료의 방청, 외관미화, 내마모성,
전기절연, 전기 전도성 부여등의 폭넓은 목적을 달성 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조작을 말함
•표면처리 기술은 부품의 내식성, 가공성, 표면장식성등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최
근에는 복합적인 처리 방법으로 기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음
•이러한 복합적 처리 방법은 다학제간 최신 연구 성과교류 및 정보 교류로 보다 효율적
으로 진행해야하는 연구분야이며 복합표면처리 연구센터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
추어 표면처리 소재 및 공정을 다루는 다학제간 연구교류 및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됨

주요 연구 분야
재료의 표면에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표면처리 기술 연구
•금속 또는 비금속 표면위에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금속/합금 박막제조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산화물로 변환
•전구체를 이용한 기능성 금속 산화물 박막 제조
•선택적 습식에칭을 이용한 금속표면적 확대 및 전자부품에의 적용
▲ 제1연구분야 : 도금(Electrodeposition)

▲ 제2연구분야 : 양극산화 (Anodizing)

▲ 제3연구분야 : 솔-젤 코팅 (sol-gel coating)

▲ 제4연구분야 : 고분자 코팅 (Polymer coating)

기능성표면처리 연구센터
주요 연구 실적
논문 실적(최근 5년간 SCI급 논문 23편 발표)
•I. Jung, Y. Lee, Y. Tak, and J. Choi., Nickel Oxalate Nanowires Grown on Electrochemically Deposited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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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실적
•2009 - 현재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과 공동 훈련 프로그램 운영 (도금기술, 양극산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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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 수지피복강판의 열전도성 향상을 위한 충전제 특성 연구
- LED 방열판 열전도성 복합재료 개발
- 가공성 및 내식성이 우수한 폴리에스테르 수지 합성
- Nano Pore 구조를 이용한 정전 용량 3㎌(±3%)급, 50mm×50mm×5mm 크기의 박막 적층 캐패시터 개발
- 어구 부식방지 코팅기술 개발
- 다공성 니오븀산화물 표면 위에 전극형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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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화학적 산화를 통한 나노구조화된 금속산화물 제조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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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분야 및 전공
•본센터는 화학공학 (4명), 재료공학 (2명), 고분자 공학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금, 양극산화, 솔젤기술, 고분자복합
코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