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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the car mobile phone service had started in 1961 and with this Korea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was established in 1984. Its service was mainly focused on the mobile phone service for the car which led the popularity

of the full-scale mobile phone service. There are many kinds of materials, colors and patterns which are the elements of

surface coating techniques. In light of that, we are focused on the UV coating that is ranked as an important part of the

techniques in this study. In the first, the use of various materials for the cellular phone and surface processing techniques

for the cellular phone were search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e experiments of actual consumer experience with

the exfoliation of the surface were done and through that we proposed the best way of processing the surface for the

cellular phone and the materials. The result of the Wear Test showed that thick coating was detached more slowly and

each company differed in their results with UV paints despite the same thickness of UV coating. The seal (UV) exfoliation

of cellular phone is deeply related with the film thickness and the film formation when the users use the cellular phones

and the exfoliation of the cellular phone surface will be decreased if the manufacturers meet the best conditions for the

cellular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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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이동전화 시장은 1961년 차량용 이동

전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1984년 한국 이동통신 서비스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주로 차량전화 서비스를 개시

하여 이동전화의 대중화가 시작 되었다. 1988년 88 서

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이동전화의 보급 및 가입자가 급

증하여 차량전화에서 실질적인 이동전화인 핸디폰

(Handy Phone)의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그 당

시 핸드폰은 기술인 수준이 최근에 비해 많이 뒤떨어

져 있던 상태라 매우 크고 무거워 어깨에 메고 다닐 정

도였다. 그리하여 핸드폰의 경량화,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이 시작되었고, 이후 플립형 휴대폰이 등장하

였다.

플립형 휴대폰은 기존 핸드폰에 비해 크기가 상대적

으로 작아졌을 뿐만 아니라 무게도 가벼워졌으며,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눌리는 버튼을 플립으로 가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성 디자인이 특징이었다. 플립형

휴대폰 다음으로 등장한 디자인은 폴더형으로, 이는 휴

대폰을 접는 형식으로 기존 플립형 핸드폰 크기의 1/2

크기로 작아졌을 뿐만 아니라 폴더를 접었을 때와 폈

을 때 디자인의 다양성이 실현되었다[1~3]. 

이후 기술적인 발전과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따

라 슬라이드형, 터치폰, 스마트폰 등으로 이어지는 디

자인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핸드폰 성능의 발

전에 비례하여 디자인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고,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최근 핸드폰†E-mail : weldingti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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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 중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뒤지지 않

게 디자인도 큰 몫을 차지한다. 즉 이는 핸드폰이 통화

의 목적뿐만 아니라 액세서리로서의 역할도 중요시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이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

라도 디자인의 마지막 단계인 표면처리가 적합하지 않

다면 미적인 요소가 반감되는 효과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핸드폰 자체의 견고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또한 최근 소비자들의 핸드폰 교체시기 등을 파악

하여 이에 알맞은 표면처리 기법의 적용이 필요하고,

실험을 통한 수명예측 등 정밀한 표면처리가 요구되고

있다[4,5].

본 연구는 다양한 소재에 컬러와 패턴을 구현하는

표면처리 가공기법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도장의

자외선코팅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핸드폰에서 사용

하는 소재와 다양한 표면처리 가공기법을 살펴보고 실

제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표면처리의

벗겨짐 예측실험을 통해 표면처리 데이터 구축 및 가

장 합리적인 핸드폰 표면처리 기법의 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장(Ultra Violet) 표면처리 가공기법이 적용된 핸드

폰을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도

장의 벗겨짐을 예측할 수 있는 실험 장치 및 방법을 선

정하고, 시험을 통해 사용 중 발생한 도장 벗겨짐과 비

교 분석하여 도장 벗겨짐을 예측한 결과와 실제 벗겨

짐 사례에 대한 상관관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도장 벗겨짐에 대한 수명

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핸드폰 표면처리의 개념

핸드폰 표면처리 공법은 핸드폰 완제품의 표면 품질

향상과 원재료의 고유 특징을 살리고 원재료가 표현할

수 있는 물질적인 한계를 표면처리로 더욱 뛰어나고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표면처리

는 단순히 미적인 요소를 증가 시키는 것만이 아닌 물

리적 방법 등의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하여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경쟁력 있게 만들어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의의를 둔다. 따라서 표면소재의 새로운 가공법

및 표면처리기법은 원재료가 갖출 수 없는 표면의 표

현을 보완하여 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제품의 표

면처리는 표면에 여러 가지 효과를 주어 제품의 가치

를 높이는 표면처리 디자인(소재, 표면처리, 색상 등)은

전 세계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사용자들의 관

심사이며, 뛰어난 표면처리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제

품의 경제력을 높이는 수단이다. Fig. 1은 현재 금속소

재의 적용사례에 대한 사진이다.

표면처리에서 우선이라 할 수 있는 소재(원재료)는

성분과 조직, 성질 등에 관하여 특성을 알고 제품에 적

용함으로써 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소재의 종류

에는 플라스틱, 금속, 목재, 세라믹, 유리, 가죽, 섬유,

고무 등 다양한 소재가 있지만 실제 제품으로 가공하

여 사용이 가능한 소재는 제한적이다. 이에 자연의 소

재와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 같은 형태의 외관 또는 그

보다 뛰어난 속성을 가지면서도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

한 대체 소재를 사용하고자 소재 개발에 총력을 기울

이고 있다[6].

예를 들면, 화강암이나 천연대리석은 고급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지만, 가공에 제한이 따르고 표면에 크랙,

오염 등이 발생하기 쉬우며 위생,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인조 대리석을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조 대

리석은 천연 대리석보다 굴곡강도와 압축강도가 크고,

오염성 및 위생이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가

또한 저렴하다.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은 철이나 주석, 아연 등

을 대용으로 쓰이며, 플라스틱은 뛰어난 가공성과 저렴

한 가격으로 목재, 고무, 가죽, 등의 소재대용으로 쓰인

다. 이렇듯 표면소재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 및 특성 부

여는 단순히 제품의 미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의 창출과 이로 인한 새로운 시장의 형성 등 그 역

할과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7~8].

2.2. 핸드폰 소재의 종류 및 가공기법

핸드폰 개발에 있어 소재는 제품의 내구성 및 우수

한 디자인을 위해서는 그 소재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야 한다. 현재 핸드폰에 적용하고 있는 소재는 각기 다

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소재는 높은 온도에서 쉽

게 변형이 발생하는데 반해 높은 온도에서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가 있다. 또한 단단하고 충격에 강

한 소재도 있지만 충격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는 소재

도 있다.

Fig. 1. Cellular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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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각각 다른 물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의 특

성을 하나하나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

에 소재에 관한 지식은 중요하다. 제품의 외관 디자인뿐

만 아니라 내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제품의 개발

에 있어 소재는 간과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제품에 사용되는 소재들은 크게 2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어지며 금속에는 알

루미늄, 마그네슘, 스테인리스강이 비금속에는 플라스

틱, 유리, 우레탄(고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재에 1차

가공(사출, 프레스, 다이캐스팅)하여 가공된 소재의 표

면에 다양한 표면처리의 기법 및 도장을 적용한다.

 

2.3. 도장

 핸드폰 표면처리 가공기법 중 70 ~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표면처리 가공기법으로 다양한 도료를 이용

하여 다양한 표현이(부식, 고무 질감, 투명코팅, 유광.

무광. 반광 등) 가능하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UV(Ultra Violet) 코팅

① 투명한 막을 표면에 입힘.

② 신뢰도가 좋아서 핸드폰에 많이 사용.

③ 유광. 무광. 반광 표현.

2) SF(Soft Feeling) 코팅

① 무광의 고무질감 표현.

3) 증착(Deposition)코팅

① 비금속 소재의 표면에 금속소재의 느낌을 표현.

Fig. 2 은 도장 공정도에 대한 그림이다.

2.4. 도금

 플라스틱 표면에 이질적인 금속을 사용하여 피막을

만들어 주는 기술이다.

(1) 원리

전기분해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품 표면에 금속이온

을 환원 석출시켜 얇은 피막을 입히는 표면처리법이다.

Fig. 3은 도금의 원리에 대한 모식도이다.

(2) 종류

1) 유광도금(Glass plating) 

플라스틱에 하지도금으로 구리 도금과 니켈 도금 후

마무리도금으로(장식도금) 크롬 처리 한 도금.

2) 박도금(Foil plating)

얇은 도금 두께를 요할 경우 일반(유광)도금에서 구

리층을 생략한 도금. 이때 도금층은 1차 니켈(두께조절)

+ 2차 니켈(광택도 조절) + 크롬층으로 구성된다. 제품

표면에 부식면이 있는 경우 부식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

줄 수가 있어 Navi Key, Side Key 등에 이용한다.

3) 무광도금(Matt plating)

일반적으로 니켈도금을 하게 되면 니켈 특유의 광택

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첨가제 첨가로 광택이 전혀 안

나도록 해주는 도금이다. 무광 도금은 알루미늄 느낌이

나 도장 느낌의 안정감 있는 고급스러운 외관을 표현

해준다[9,10].

3. 실험장치, 방법 및 실험 조건

3.1. 실험 장치 및 방법

본 실험은 핸드폰 표면처리 중 도장(UV)의 수명 예

측을 하기 위한 장치로서, 마모시험기와 진동 바렐기기

를 사용하였다.

(1) 마모시험기(Abrasion wear tester)

이 장비는 플라스틱, 고무, 필름, 금속류 등의 도막의

내마모성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종이 테이프로 일정 하

중과 일정한 마찰량을 주어 도막의 손실 정도를 관찰

하였다. 사람의 손과 비슷한 효과를 주어 데이터의 정

확성과 신뢰성이 높다. 실험방법은 도장되어진 표면에

Fig. 2. Process of painting.

Fig. 3. Diagram of p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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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하중을 주어 마찰을 진행시키고 마찰된 표면을

관찰하여 벗겨짐이 발생할 때 까지 실험을 진행한다.

Fig. 4 는 실험에 사용된 마모시험기이다.

(2) 진동 바렐기기

이 장비는 연마석, 콤파운드, 물, 가공물 등(본 실험

에서는 핸드폰 CASE가 이용된다)을 투입하고 회전,

또는 원심력의 공전, 자전, 진동을 주어 연마석과 마찰

시켜 버제거 및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장비로 실제생

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충격을 대체하여 실험

을 하기 위해 이용하였다 [11~13]. Fig. 5 는 실험에 사

용된 진동 바렐기기 이다. 

3.2. 실험 조건

(1) 시험편

 각 모서리에 다양한 R값을 적용하여 실제 휴대전화

와 유사한 형상의 시험편을 제작하였고, 마모시험기과

진동바렐기기를 이용하여 수명 예측 시험을 실시하였

다. 시험편은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LG화학

LUPOY-SC1004A 계열의 폴리카본네이트를 이용하여

사출하였다. 이때 각 부위별 형상은 Table 1시험편의

형상 조건을 참고 한다.

진동시험에 따른 측정방법은 연마석, 컴파운드,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후 시험편에 도포시킨 후 30분 간

격으로 박리됨을 측정하였다.

(2) 도장 조건

대표적인 핸드폰 표면처리 가공기법인 도장(UV)을 이

용하여 Table 2와 같이 각 조건 별 도장을 실시하였다.

이때 도장 조건은 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는 도료 중 현

재 휴대전화의 UV 도장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UV 도료의 3가지 도막 두께로 시험편에 도장하였다.

Fig. 4. Abrasion wear test machine.

Fig. 5. Vibration machine.

Fig. 6. Test sample.

Table 1. Specimen condition.

No
Condition

Angle(O) R value

1 Flat surface -

2

90

0.3

3 0.5

4 0.8

5 1

6

120

0.3

7 0.5

8 0.8

9 1

Table 2. Specimen condition.

No. Case Company Painting thickness(µm)

1
Upper,

Lower
A

20~23

2 24~27

3 28~30

1
Upper,

Lower
B

20~23

2 24~27

3 28~30

1
Upper,

Lower
C

20~23

2 24~27

3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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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0㎛ 이상으로 도장 시 도장 뭉침으로 인한 외관불

량이 발생함으로 그 이상 도장은 진행하지 않았다.

(3) 최종 시험편 조건

 Case 1 종류, 도료업체 3종류, 도막두께 3종류로 하

여 Table 2 와 같이 총 9가지 조건으로 도장을 진행하

여 시험편을 제작하였고, RCA 마모시험기와 진동 바

렐기기를 이용하여 수명 예측 시험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마모시험

Fig. 7은 마모시험에 대한 박리 발생횟수에 대한 그

래프이다. 마모시험은 총 9가지 조건으로 마모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결과 중 제일 우수한 결과는 B로, 도

막두께가 28 ~ 30 µm 조건 이였으며 모든 시료들이 최저 100회부터 최고 140회까지 회전 시켰을 때 도장

(UV)이 박리가 발생하고 도막 두께에 따라 20 ~30회

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 결과 마모시험의 경우 도막

의 두께가 높을수록 박리가 발생하는 횟수는 증가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시험에서 각 업체마다 같은

도막두께 조건으로 제작한 시료 사이에서도 박리가 발

생하는 횟수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

고, 그 원인은 각 도료 업체마다 사용하는 도료의 성분

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Fig. 8, Fig. 9는 이에 따른 결과로서, 각 형상조건과

각도, R값 등에 따라 박리가 발생하는 시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R값이 작을수록

박리 발생 횟수가 증가 하였다.

4.2. 진동시험

Fig. 10, 11은 30, 60분 동안의 바렐시험 결과에 대

한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도료업체의

도막두께가 28 ~ 30 µm인 시료가 1시간에서 박리 발

생 횟수가 가장 적었으며 진동 바렐 시험 결과에서도

마모시험 결과와 같이 도막두께가 높은 조건 순서로

나타났고, 박리 발생 숫자가 다른 점은 형상에 따라 결

과가 상이 하였으며 각 모서리 R값에 따라 작은 형상

의 박리가 빠르게 발생하고 R값이 작을수록 박리 발생

이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평면의 도막 두께

보다 모서리에서는 5 ~ 10 µm정도 적은 도막두께로

시험편이 만들어졌고 평면 도막 두께가 각각 24 ~

27 µm, 28~30 µm인 시험편 두 개의 모서리 실제 도막

두께 차이도 20~22 µm, 22~24 µm로 1~2 µm정도의

차이만 있었다. 이에 따라 모서리에서는 실제 도막의

차이가 없어 박리 발생 시간이 동일하였으며 같은 모

Fig. 7. Experimental results of desquamation test.

Fig. 8. Experimental results of desquamation test under

angle 90o.

Fig. 9. Experimental results of desquamation test under

angle 12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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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 조건에서도 업체 간 2~5 µm정도 편차가 발생하

여 박리 발생 시간 차이의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핸드폰 표면처리 가공기법 중 도장의 수

명 예측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 결과를 기술하

였다. 측정 시험은 핸드폰과 유사한 형상의 시편을 제

작하여 R.C.A. Abrasion Wear Test 와 진동 바렐기기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모가 발생할 수 있는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도료 업체 별 도막두께 및 니켈 함량에 따른 성분

의 차이는 도막 형성의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2. 도막 박리 실험 결과 모서리 R 0.5 이상, 두께 24 ~

27µm가 최적 조건이었다.

3. 진동 시험결과, 각 모서리 R값의 크기에 따라 작

은 형상의 박리가 빠르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R값이

작을수록 박리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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