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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제목

  전기주조를 이용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보수기술

Ⅱ.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현재 국내의 원자력 증기발생기는 18기 정도가 운전 중에 있으나 이들의 검사, 

정비 기술은 상당부분 국내 기술로 자립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기술은 거의 해외

에 의존함으로써 발전소의 유지 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적절한 검사, 보수기간

을 확보하지 못해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 또한 작업자의 피폭량이 증가하며 

방사선의 누출 가능성이 커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

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방사선 물질 누설 가능성이 높은 원전 부품 중의 하나이

다. 만일 누설될 가능성이 있는 전열관의 보수가 불가능하여 플러깅 하 다면 플러

깅비율이 플러깅한계(약 10%)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증기발생기의 교체가 필요

하다. 증기발생기 교체는 비용이 수백 억 원 소요되는 것은 물론 방사능 제거 문제

가 계속 남을 가능성이 높고, 해외기술에 의한 보수비용은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없을 경우에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크므로 반 구적으로 증기발생기를 재사

용 할 수 있는 보수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공응력 및 열응력의 인

입이 없는 일렉트로슬리빙 기술은 차세대 보수기술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국산

화하기 위한 연구가 본 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일렉트로슬리빙 기술 현

황 및 개발의 문제점 검토는 필수적이다.

Ⅲ.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보고서에서는 전기주조를 이용한 증기발생기 보수기술(일렉트로슬리빙)의 특

징 및 세부 공정, 일렉트로슬리브의 재료특성, 일렉트로슬리빙 기술 개발상의 문제

점, SCC 방지를 위한 Ni 도금, 전기도금이론 등에 관한 문헌을 분석 및 정리하

다. OHT(Ontario Hydro Technology)사의 일렉트로슬리빙기술 개발 배경과 

Pickering Unit 5, Oconee Unit 1, Callaway 발전소에 대한 일렉트로슬리브의 시험

적인 설치과정을 조사하 다. FTI사의 일렉트로슬리빙 기술의 전처리, Ni 스트라이

크, 전기주조에 대한 방법과 특허 내용을 분석하 으며, 이에 대한 현재 상용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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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들을 조사하 다. 증기발생기 가동상황에서와 심각한 사고상황하에서의 일렉트로

슬리브 재료특성, 심각한 사고상황하에서 파열 해석모델 등을 분석 및 조사하 다. 

기존보수기술인 기계식, 브레이즈, 용접식 슬리빙 및 PLUSS 슬리빙의 특징을 분석

하 으며, 일렉트로슬리빙 기술의 특징과 비교하 다. Framatome과 Belgatom의 

SCC 방지를 위한 Ni 도금 기술의 개발 배경, 공정단계 및 장점을 조사하 다. 전기

주조를 이용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보수기술을 국산화하고자 각종 합금도금 및 복합

도금에 대한 조사와 국산화의 문제점 및 이의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

다.

  

Ⅳ.연구개발결과

일렉트로슬리빙(electrosleeving) 기술은 조인트부가 없는 일체형이므로 기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1)차기보수를 위한 접근성 양호, 2)모재의 미세

조직 불변, 3)틈새 없는 연속적 결합, 4)냉각제 유속 감소 최소, 5)잔류응력제거 및 

슬리브 관 삽입 불필요, 6)나노구조에 의한 기계적 강도 우수 등의 장점이 있다.

1992-1993년에 CANDU 형 Pickering B Unit 5 발전소에서 Pitting의 국부적인 

집중과 급속한 결함 진전으로 슬리브 조인트 역에서 누설을 경험하 다. 1년 후

OHT(Ontario Hydro Technology)사는 기존 슬리빙의 단점을 보완한 일렉트로슬리

빙(electrosleeving)기술을 개발하여 1994년, 1995년, 1999년에 각각 Pickering Unit 

5, Oconee Unit 1, Callaway에 시험적인 설치를 하게 되었다. Pickering Unit 5에는 

46개의 슬리브(in-boiler에 18, out-boiler에 28(witness sleeve))가 설치되었다. 증기

발생기내(in-boiler)에 설치된 4개의 슬리브는 파괴검사를 목적으로 인출하 다. 인

출된 4개의 슬리브와 28개의 witness 슬리브는 화학적 및 기계적인 파괴방법으로 

평가되었으며, 모두 평가기준을 만족하 다. 1995년, 1999년의 초음파탐상 검사에서 

14개의 일렉트로슬리브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conee Unit 1 

발전소의 일렉트로슬리브 설치는 단지 현장 적용에 대한 연습에 불과하 으며, 이

를 통하여 현장상황하에서 장비사용, 절차의 유효성, 공정의 상세화 등을 성공적으

로 검증하 다. 11/16inch의 Inconel 600 전열관이 장착된 Callaway 원자력 발전소

에 60개의 일렉트로슬리브를 설치하 다. Callaway 발전소에 일렉트로슬리빙 기술

적용은 민감한 장비의 내구성 및 공정 관점에서 매우 성공적이었고, 계획 단계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 

일렉트로슬리빙 방법으로 보수한 증기발생기 전열관을 시험한 결과, 설계 기준 

조건하에서 일렉트로슬리브의 재료 특성이 전열관의 기계적 성질과 부식특성 보다 



- iv -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렉트로슬리브가 99.5%이상의 Ni과 고온에서 

열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0.3%이하로 첨가된 P로 구성되었으며, 평균입자 크기가 

100nm이하의 나노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심각한 사고상황하에서 파열온도를 

예측하기 위해 2가지 모델(선형적 손상법칙에 기초한 모델과 Hall-Petch 관계에 기

초한 모델)이 제시되었다.

Electrosleeving 기술의 공정에서 탈지, 스트라이크 도금은 일반적인 도금공정과 

유사하다. 전주공정은 25∼90℃의 황산니켈과 설파민산니켈 용액에 Pulse 또는 DC 

전류를 10∼1000Hz로 흘려주며, NiCO3을 사용하여 용액 내 Ni이온을 보충한다. 고

온에서 입계 성장을 억제하는 원소를 Pinning Agent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원소로

는 Phosphoric, Phosphorous Acid, Molybdenum을 지정하고 있다. 첨가제는 계면활

성제, 레벨러, 광택제로 각각 Sodium Lauryl Sulfate, Coumarin, Saccharin을 사용

하며, 내식성 향상 원소로 Manganese Sulfate, Sodium Molybdate, Chromium Salt

을, 강화제 원소로는 Manganese Sulfate, Sodium Tungstate, Cobalt Sulfate를 지

정하고 있다. 

일렉트로슬리빙 기술의 국산화에는 1)도금속도, 2)전착응력, 3)합금원소, 4)고온특

성향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전기도금의 속도는 1㎛/min이므

로 이를 2.5∼3㎛/min의 속도로 도금할 수 있어야 한다. 전착응력은 모재와의 착

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하지금속, 도금용액, 첨가제, 도금온도에 크게 향

을 받는다. 상용 전주욕으로는 염화암모늄욕, 전 염화니켈욕, 왓드욕, 붕불화 니켈

욕, 황산니켈욕, 설파민산니켈욕 등이 있다. 이 중 전 염화니켈욕은 도금조, 히터, 

펌프 등이 부식되기 쉽고, 불용성 양극을 사용하면 전해 중에 염소가스가 발생한다. 

왓드욕은 전착응력이 크고, 낮은 pH에서 피트가 발생하며 음극효율이 저하된다. 설

파민산니켈욕은 전착응력이 낮고 도금속도가 높은 장점이 있어 전주욕 후보로 가장 

적합한 욕이다. 합금원소는 Ni-P에 Fe를 첨가한 합금도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Ni-Fe-P의 합금도금은 이상도금현상을 나타내는 Ni-Fe 도금의 이상성과 Fe 공석

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성이 감소하고, 전착응력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어 Fe 공석량

을 최소화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미립자를 첨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0-400㎛ 크기의 미립자는 도금층에 압축응력을 형성시키며 고온에서 입

계성장 억제 효과로 인한 기계적 특성의 열화 속도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Ⅴ.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결과, 일렉트로슬리빙을 통하여 열화된 증기발생기 전열관을 보수함으로



- v -

써 효과적인 증기발생기의 수명연장을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 결과

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전열관 보수시 검토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일렉트로슬리

빙 기술에 대한 특허 분석과 상용 전처리, Ni 스트라이크, 전기주조 방법에 대한 조

사는 이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전기주조를 이용한 증

기발생기 보수기술의 국산화에는 1)도금속도, 2)전착응력, 3)합금원소, 4)고온특성향

상과 같은 문제점이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은 연구방향 설정에 도움

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종 합금도금과 복합도금에 대한 조사와 이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분석은 합금원소 선택 및 합금도금 연구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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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Project Title

  Repair Technique for Steam Generator Tubes using electroforming

Ⅱ.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re are 18 nuclear plants under operation in domestic country. Repair of 

steam generator tubes have taken long time, costed lots of money since they 

have been performed by the foreign companies. Possibility of tube leak from 

primary side to secondary side at steam generator is very high, and tubes 

which have those possibility during operation are plugged. But if plugging ratio 

is higher than plugging limit, steam generator needs to be replaced. Replacement 

of steam generator cost about tens of billion dollars and causes lots of damage 

and contamination by radiation. In addition, Foreign companies tend to request 

higher repair expense if no domestic research and development on repair 

techniques is performed. Electrosleeving technology is becoming next generation 

repair technology and KAERI has been developing the repair technology using 

electroforming. Therefore, study of state of the art and problem on 

electrosleeving is essential in localization of electrosleeving.

Ⅲ.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this study, technical documents were reviewed and summarized to cover 

process characteristics of steam generator repair techniques using electroforming 

and characteristic of electrosleeve materials and problems on developing of that 

techniques and Ni plating for SCC protection and electrodepostion theory. 

OHT(Ontario Hydro Technology) electrosleeving technology development 

background and electrosleeve installation process in nuclear power plant named 

Pickering Unit 5, Oconee Unit 1 and Callaway were investigated in details. 

FTI(Framatome Technology Incorporate) pretreatment, Ni strike, electroforming 

method and these commercial method were investigated. Material propert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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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sleeve under operating and severe accident condition, and rupture analysis 

models of electrosleeve during severe accident condition were studied. 

Characteristics of mechanical, brazed and welded sleeve and PLUSS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electrosleeve. Ni plating development 

background, process step and advantage for SCC protection by Framatome and 

Belgatom  were investigated. Various alloy plating and composite plating for 

localization of electrosleeving were investigated. 

Ⅳ.Results of the Project

Electrosleeving technique has advantages of 1)complete access, 2)no 

microstructural change, 3)continuous bond without crevice, 4)minimum flow loss, 

5)no tube deformation, 6)nano structure and etc. Pickering B CANDU Unit 5 had 

experienced leakage at sleeve/tube joint due to severe and local pitting in 1992∼

1993. One year later, OHT(Ontario Hydro Technology) developed electrosleeving 

techniques for steam generator tube repair. The repair process was first applied 

at Pickering B CANDU Unit 5 in May of 1994. The campaign consisted of a 

total 46 sleeves including 18 sleeves in-boiler and 28 witness sleeve out boiler. 

Four in-boiler pulled out and 28 witness sleeve were tested for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integrity. All sleeves met or exceeded chemical and 

physical specification requirements. In 1995 and 1999, the results of UT 

inspection revealed an acceptable performance of the installed sleeves. In 

November of 1995, second field application of electrosleeve at Oconee Unit 1 

was a exercise only and successfully demonstrated the equipment in a field 

environment, and validated procedures and process specification. In October of 

1999, Framatome installed 60 electrosleeves at the Callaway 1 plant in 11/16inch 

Inconel 600 tubing. The electrosleeving was successful from a process 

standpoint, and with many lessons learned on production planning, coordination, 

interface, and improved field durability of sensitive equipment. 

In the results of electrosleeved tube test, electrosleeve materials were 

stronger than mother tubes in mechanical properties and corrosion resistance 

under design criteria. This is because electrosleeve consisted of more than 99.5%  

Ni and less than 0.3% P with nanocrystalline structure. Two analytica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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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originally developed for estimating the failure temperature under severe 

accident transients - a model based on linear damage rule and a model based 

on the Hall-Petch relationship. 

Degreasing and Ni strike of electrosleeving process are similar to commercial 

process. Electrosleeve, a structural layer of fine grained nickel  is electroformed 

onto the strike by circulating through the tube section an aqueous solution of Ni 

sulfate or sulfamate at a temperature 25∼90℃. A pulse or direct current with 

10∼1000Hz is applied. Ni cation are replenished in the electrolyte by the 

addition of NiCO3. 

The patents published by FTI(Framatome Technology Incorporate) said that 

the electrolyte for electroforming the structural layer contains a pinning agent to 

inhibit growth of metal grains in the electroformed layer. The pinning agent 

contains phosphoric, phosphorous acid, molybdenum. The electrolyte for 

electroforming the structural layer also contains sodium lauryl sulfate, coumarin, 

saccharin as a additives and manganese sulfate, sodium molybdate, chromium 

salt as a corrosion resistance agent and  manganese sulfate, sodium tungstate, 

cobalt sulfate as a strengthening agent.

In localization of electrosleeving, there are some problems like as 1)low 

plating rate, 2)high residual stress, 3)alloy composition, 4)low material properties 

at high temperature. Presently the plating rate is 1㎛/min, but it must be more 

than 2.5∼3㎛/min. Residual stress as a factor of determination of adhesion is 

affected by substrate, plating solution, additives and temperature. Commercial 

electroforming electrolyte are all chloride, Watt, sulfate, fluoroborate and 

sulfamate. All chloride has low corrosion resistance on plating bath and pump. 

Cl2 gas is generated in case of use of insoluble anode. Watt has disadvantage 

like as high residual stress, pits and low cathodic efficiency in low pH. But, Ni 

sulfamate has low residual stress and high plating rate. 

KAERI has been studying Ni-Fe-P alloy plating. Ni-Fe plating exhibit 

anomalous codeposition; that is less noble metal, Fe, deposits preferentially to 

the more noble metal, Ni. Ductility decrease and residual stress increase with 

increase of Fe content in plate layer. In localization of electrosleeving, addition 

of particle will be considered as alternative alloy plating. Addition of particle 

size of 10∼400㎛ makes residual stress compressive in plate layer.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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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ing show excellent high temperature properties.

Ⅴ.Proposed Application of the Results

  As a results of this report, it was confirmed that repair of tube degradation 

using electrosleeving made life time of steam generator extended. This report 

will be used as a guide line of sleeving of domestic steam generator tubes. 

Analysis on electorsleeve patents published by FTI will be used as a guide line 

of development on repair techniques of steam generator tubes. Problem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repair techniques using electroforming are low  

plating rate, high residual stress, alloy composition and low material properties 

at high temperature. Analysis on problems will be used as a direction of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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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원자력발전소 내부의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에서 발생된 에너지를 방사능에 오염

된 1차 냉각계통의 고온, 고압(288∼323℃, 175atm)의 냉각재를 통하여 방사능에 오

염되지 않은 2차 냉각계통(터빈계통)으로 열을 전달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증기

발생기 내부에 누수가 발생하여 1차 계통의 냉각제와 2차 계통의 급수가 섞이게 되

면 2차 계통에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자력발전

소 증기발생기의 검사 및 유지, 보수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의 하나이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을 보수하기 위하여 손상된 전열관 내부에 슬리브 관을 

삽입한 후 모관과 슬리브 관을 용접하거나 기계적으로 접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슬리브 관을 삽입하여 보수하는 방법들은 모두 모재와 조인트를 필요로 하게 

되므로 조인트 제작시 인입되는 가공유기응력이 결함발생의 잠재요인으로 작용하여 

설치 후 결함을 유발하게 된다. 그 외 결함으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조인트

(Hydraulically Expanded Joints) 역에서 전열관/슬리브 사이의 작은 틈을 통해 

누설 현상이 나타났다. 브레이징 작업을 통한 조인트 제작 과정 중 San onofre, 

Ginna 발전소에서 브레이징시 Sludge를 통한 급속한 열확산 때문에 설정 온도 이

하보다 낮아지거나, 과열로 인한 슬리브 및 전열관의 용해, 축방향 팽창으로 인한 

접합성 저하 현상이 발생하 다. 레이저 용접법은 급속 용융 및 응고에 의한 응고

균열에 민감하며, 잔류인장응력이 매우 높다. 제7장 기존보수기술에서 기계식, 브레

이즈, 폭발, 레이저용접, PLUSS 슬리빙 기술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1993년 프랑스의 OHT사에서 개발된 후 프람라마톰사로 기술 이전된 전

기주조(electroforming, 이하 전주)를 이용한 일렉트로슬리빙(electrosleeving) 기술은 

조인트부가 없는 일체형이므로 기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1)차기보

수를 위한 접근성 양호, 2)모재의 미세조직 불변, 3)틈새 없는 연속적 결합, 4)냉각

제 유속 감소 최소, 5)잔류응력제거 및 슬리브 관 삽입 불필요, 6)나노구조에 의한 

기계적 강도 우수 등의 장점이 있어 차세대 보수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7장 원전

적용 부분에서 일렉트로슬리빙 기술을 현장 적용한 원전인 Pickering Unit 5, 

Oconee Unit 1, Callaway 원자력발전소의 경험을 기술하고 있다. 보수후 결함유무

를 판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ECT 검사가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비자성 재료에만 적

용되므로 강자성을 나타내는 Ni-P 전주층에 이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RFECT(Remote Field Eddy Current Testing) 방법이 연구

되고 있다.

전주는 전류 도, 이온농도, 온도, 전류파형 등을 이용해 일렉트로슬리브의 미세



- 2 -

조직 구조를 변화시켜 기계적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설파민산니켈 

도금용액을 이용한 Ni-P 전주는 다른 도금욕에 비해  전착응력이 매우 낮고, 음극

효율이 높다. 또한 첨가된 P에 의해 결정립이 미세화되며, 고온에서 Ni3P가 석출되

어 Zener Drag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입계성장을 억제하여 우수한 고온 특성을 나

타낸다. 

또한 경제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도 현재 국내에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증기발

생기 보수를 위하여 그 동안 외국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 왔으나 그 비용이 

막대하고 보수기술이 축적되지 않아 향후에도 계속 외국에 의존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시 자체 기술에 의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국내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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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렉트로슬리빙기술

일렉트로슬리빙이란 전기주조를 이용하여 손상된 전열관을 보수하는 기술을 말

한다. 

제1절 일렉트로슬리빙기술 개발배경

1992-1993년에 CANDU 형 Pickering B Unit 5 발전소에서 Pitting의 국부적인 

집중과 급속한 결함 진전으로 슬리브 조인트 역에서 누설을 경험하 다. 이로 인

한 발전 중단으로 커다란 재정적 손실을 입게되어 OHT(Ontario Hydro 

Technology)사는 기존 슬리빙의 단점인 조인트에서 용접 및 변형으로 인한 미세구

조 변화, 슬리브 삽입으로 인한 열전달 효율과 유속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보수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 다. 1년 후에 일렉트로슬리빙(electrosleeving)기술

을 개발하여 1994년, 1995년, 1999년에 각각 Pickering Unit 5, Oconee Unit 1, 

Callaway에 시험적인 설치를 하게 되었다. 

Fig.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주를 이용한 일렉트로슬리빙은 누설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열전달 손실을 무시할 정도의 완벽한 Bond를 형성할 뿐 아니라 냉각재 

흐름의 감소가 적어 부드러운 천이 역을 만들고 균열 위에 장착할 수 있는 완전한 

구조적 보수작업이다.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전기주조된 전주층이 나노구조를 가지

고 있다는 점이다. 재료분야에서 21세기는 나노기술의 시대라 할만큼 나노재료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Hall-Petch 방정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입계 

크기가 감소할수록 강도가 증가하며, 다른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인성증가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절 전기주조(Electroforming)

전기도금(electroplating)을 응용한 전기주조(electroforming)는 전기도금을 통하여 

원하는 형상의 제품을 제작하는 일종의 가공법으로 1837년 러시아의 과학자 야코브

(Jacobi)에 의해 개발되었다. 전기도금은 장식 및 부식방지를 목적으로 한 얇은 코

팅인 반면, 전주법은 구조재료로 사용되므로 그 두께가 두껍고 공정의 마지막 단계

에서 이형(離型)작업이 첨가된 점이 다르다. 일렉트로슬리빙은 전주법과 유사하나 

이형작업이 제외된 점이 전주법과 다르므로, 결국 전기도금의 속도를 높이고 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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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두께를 두껍게 하여 구조적인 도금층을 형성함으로써 전열관을 보수하는 기술을 

말한다. 

전주법은 주형 혹은 매트릭스로도 불리는 맨드릴을 원하는 피복재료로 전기도금

한 후, 맨드릴을 제거하면 피복물 자체가 제품이 되는 기술이다. 복잡한 형상들도 

이 방법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벽두께도 0.025mm 정도까지 얇게 할 수 있다. 제품

의 무게도 몇 그램으로부터 270kg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전기주조는 생산량이 

아주 적은 경우와 니켈, 구리, 금, 은으로 제작이 까다로운 제품들(주형, 다이, 도파

관, 노즐, 벨로우즈)의 제조에 적합하며 항공우주, 전자, 광학분야 등에 널리 응용되

고 있다. 여러 개의 맨드릴을 사용함으로써 생산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제3절 고속도 도금

현재 전기도금의 속도는 1분에 1㎛ 두께를 도금할 수 있으므로 다른 피막형성 

방법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속도에 비하여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로 빨리 하는 방법이 고속도 도금이며 고속도 도금함으로써 1)시스템 공간의 축소, 

2)에너지 절약, 3)도금액의 절감, 4)대량생산 등을 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전기도금에서 전착 반응이 진행하면 음극 면에서의 금속이온은 소비되므로 음극

부근에서의 금속 이온농도는 점차 저하되어 확산층이 생긴다. 전극 면으로부터의 

농도구배가 직선이라고 가정하고 이 두께를 δN이라고 나타내면 이 층을 Nernst의 

확산층 두께라고 부른다. 물질의 이동이 확산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다음 

식 (1)이 성립된다.

i = nF
D(C

o
-Cx-0)

δN
                                              (1)

i는 전류 도, D는 금속이온의 확산정수, C
0
은 용액본체의 농도, Cx-0은 전극계면

의 농도, n은 이온가, F는 패러데이 상수이다. 전류 도 i를 높이면 Cx-0은 점점 적

어지며 나중에는 제로로 된다. 이때의 i의 값을 il 이라고 하면

  i l = 
nFDC

0

δN
                                                     (2)

로 되면 이 il를 확산지배의 경우에 한계전류 도이며, 이 이상의 전류 도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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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반응하고자 하는 이온이 음극 면에 없게 되므로 다른 이온의 전착반응이 생겨

서 목적이온의 전류효율은 저하될 뿐이다. 일반적인 전기도금은 물질이동과정에 의

해 지배될 때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 높은 il를 얻는 방법을 생각하면 도금속도를 높

일 수 있게된다.

이와 같은 방법에는 1)확산정수 D가 큰 염을 사용하거나, 2)금속이온의 농도 C
0
을 

크게 해주며, 3)높은 온도의 액 사용, 4)액의 교반(공기, 순환), 5)고주파 펄스전류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①확산정수 D가 큰 염사용

   D=kT/v (k:정수, v:동점성계수)

   온도를 높이면 D가 크게되며 v는 작아지고 따라서 il은 커진다.

 ②금속이온의 농도 C
o
를 크게 한다.

  도금의 고속화에 효과적인 방법이나 묻어 나오는 양이 많아지고 도금이 중단될 

때 염이 결정되어 석출되는 단점이 있다.

 ③액온도를 높인다.

  확산정수 및 금속 염의 용해도 증가하고, 동점성계수가 작아져서 높은 한계전류

도를 얻을 수 있으나, 열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며, 입계 크기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④액교반

   액교반(음극 면과 전해액과의 상대이동속도 증가)을 크게 하여 확산정수 D를 크

게 하는 방법으로, 용액을 강제 유동시키는 방법과 음극자체를 움직이는 방법이 있

다. 추가적으로 수소를 원활하게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

 ⑤고주파 단속(pulse) 전류를 사용

   전해초기에는 전기이중층이 극히 엷으나 어느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두꺼워지므

로 전해 초기에는 대전류를 통과시키고 전류를 절단해서 전기이중층을 제거한 후에 

다시 전류를 흘리는 방법이다.

 ⑥결정성장조정 

   적당한 첨가제를 첨가하거나 물리적으로 도금표면을 마찰시키는 방법으로 PR 

또는 펄스전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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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렉트로슬리빙 세부공정

본 방법의 작업순서는 Fig.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1)우선 도금하고자 하는 부분을 클리닝한다. 표면의 산화층을 제거하기 위해 회

전하는 horn, scrap 등의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보수하려는 부분에 추가하여 

상하 50∼100mm 범위를 클리닝한다. 이 작업은 도금액이 방사능 이물질에 의해 오

염되는 것을 최소화한다.

2)전기주조 탐침을 삽입하여 공동형성, 진공확인, 산세작업을 실시한다. 전주탐침

은 불용성 양극과 도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bladder(sealing modules), 용액순환 

도관, 온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열전대 등으로 구성된다. 

3)부동태 피막을 제거하기 위해 우드라 불리는 용액을 이용하여 활성화 작업을 

실시한다. Inconel 600의 경우는 부동태 피막이 단단하므로 용액을 순환시키면서 역

전류를 인가하여 제거한다. 

4)재산화 방지를 위해 순수 니켈층을 급속히 형성한다. 활성화처리 이후 스트라

이크도금을 통해 표면의 급속한 산화를 억제해야만 착력이 강한 도금층을 얻을 

수 있다. 스트라이크도금층은 안정한 경계면으로 전주층의 착력을 강하게 한다. 

두께는 도금시간에 의해 조절된다. 

5)니켈합금 슬리브를 전기주조한다. 고농도 Ni 도금용액이 유입되고 두꺼운 고강

도 Ni 도금층을 얻기 위해 펄스전류를 흘려준다. 전류 도, 온도, 유속, 도금용액은 

나노입계를 형성하는 조건으로 적정화되어야 한다. 탐침은 양극으로 전열관은 음극

으로 하여 증기발생기 외부에 설치된 정류기에 의한 전원공급과 도금조에서 펌핑한 

용액순환으로 도금을 수행한다. 도금 유효길이는 관판의 경우 100∼200mm, 관지지

판의 경우 300mm로 한다. 슬리브 두께는 보수하고자 하는 전열관에 의해 달라진

다. 1/2inch 전열관에는 0.5mm, 7/8inch 전열관에는 1mm 두께가 적정하며, 5/8inch 

전열관에는 0.74mm를 도금하는데 왓드욕을 사용하여 4∼4.5시간 정도 걸린다. 

6)슬리브 설치 후 전열관과 탐침을 물로 세척한다.

7)전기주조 탐침을 제거한다.

8)결함여부를 초음파탐상법을 이용하여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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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Electrosleev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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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처리

모든 금속이나 비금속은 도금 전에는 깨끗한 표면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만족할

만한 청정을 해야한다. 즉 도금할 물건은 표면이 평활하고 착이 좋아야한다. 

  전처리의 불완전으로부터 오는 결함은 

1)도금이 벗겨지거나 부풀음(기포)

2)얼룩, 구름낌 등의 광택의 불균일(스마트현상)

3)도금의 요철(더덕부착), 피트

4)핀홀의 발생으로 도금제품의 내식성 저하

5)도금피막의 부서짐(취성)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도금 불량율의 50%이상이 전처리 공정에 원인이 있다.

*전열관내벽에 부착된 이물질 성분 : 전열관내부에 흐르는 1차측 수질은 철저한 

관리 속에 유지되나 방사화된 이물질과 100-200um정도 두께의 산화 층이 존재하므

로 슬러지 문제는 매우 복잡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브러싱(brushing), 탈지

(degreasing), 산세작업을 통하여야 만이 청정한 표면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1.프라마톰사의 전처리

①브러싱(Brushing) : stainless steel wire, 3000rpm

②탈지(Degreasing) : 일반적인 상용 전처리 방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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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Pretreatment method of FTI.

Bath composition 

& process parameter
Content(g/l)

5% NaOH 수용액

flow rate(ml/min)  100 - 400 

current density(mA/cm2)  10 -100

time(min) 5 - 10

수소가스방출(음극) --> 입자 및 그 외 불순물제거

  

③세척(Rinsing) : deionized water, 5min

 2.상용전처리

가.탈지법

금속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유지성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조작이며, 용제탈지, 알

카리탈지, 전해탈지, 에멀션탈지, 기계적 탈지 등이 있다.

①용제탈지

 금속제품 표면에 부착한 유지류의 더러움을 유기용제에 의해 용해해서 제거하

는 방법이다. 다량으로 유지가 부착한 경우, 특히 유지가 그리스, 기계가공유 등의 

경우에 적합하다. 또 바탕이 아연합금과 같이 특히 알칼리 수용액에 대해서 부식되

기 쉬운 경우 등에도 적용된다. 더러움은 용제로 엷어지는 것이므로, 완전한 탈지법

은 아니고 예비세정에 속한다.

②알카리탈지

 알카리 수용액에 의한 탈지는 동식물성유지가 열알카리 수용액과 반응하여 수

용성 비누를 만드는 비누화 작용이 그 주체이다. 비누화성 유지는 지방산의 리세

린에스테르이므로, 이것이 알카리 수용액과 반응하여 지방산의 나트륨염인 비누와 

리세린으로 나뉜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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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O․OH35C18                                CH2OH

CHO․OH35C18   + 3NaOH = 3C17H35COONa +  CHOH

CH2O․OH35C18                                CH2OH

       스테아린        알카리       비누       리세린

여기서 생긴 비누는 계면활성제로 유화력(乳化力)․분산력을 갖고 있으므로, 2차

적으로 알카리 수용액에 의해서도 유화․분산된다.

③에멀죤탈지

 용제와 물을 표면활성제로 미리 유화해 놓고, 이 유화한 액으로 탈지 세정하는 

방법과 표면활성제를 첨가한 용제로 세정하고, 수세할 때는 유화 시키는 방법이 있

다. 유화한 액을 사용하는 것의 특징은  고온이 사용되고, 용제는 끓는점이 높은 저

렴한 것, 예를 들면 케로신, 솔벤트나프타 등이 사용되는 것이다.

④전해탈지

 전해탈지는 제품을 음극 또는 양극으로 해서 전해하는 방법으로, 전해액은 보통

의 알카리 수용액을 사용한다. 전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스에 의한 표면의 교반, 

음극환원 및 양극산화가 그 주된 작용이다. 이 방법은 미량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데에 신속하고, 확실하므로 최종 마무리 탈지로서 사용된다.

⑤초음파탈지

 초음파란 진동수가 16000Hz 이하로, 인간의 귀로는 들리지 않는 음파를 말한다. 

공기 중에서는 곧 감쇠하나, 액체 속에서는 일종의 큰 충격파로 되어 전해진다. 액

체 속에서는 직진성이 있고, 물체의 표면에 닿으면, 음파의 전달이 갑자기 정지하

며, 심한 반사현상이 일어난다. 이 충격파와 교란 현상에 의한 액체의 심한 진동을 

이용해서 탈지를 하는 방법을 초음파 세정이라고 한다. 탈지에 사용되는 액체는 트

리클로르에틸렌과 같은 용제, 알카리 수용액, 에멀죤액, 표면활성제 수용액 등이다.

나.산세

금속이 담금질, 풀림 등의 열처리나 열간 가공을 받은 경우, 그 표면에 두꺼운 

산화물층, 즉 스케일이 발생한다. 또 대기 중에 방치된 경우 등에 있어서도 산소, 

수분, 기타 부식성 물질의 작용에 의해 스케일을 발생한다. 또 육안으로 보고 알 수 

없어도 금속의 표면은 대부분의 경우, 산화물 등의 비금속 피막으로 덮여 있다. 이

와 같은 산화물이 덮인 상태로 전기 도금을 하면 착 불량 내지는 도금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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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들 산화피막은 표면가공 전에 완전히 제거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가공을 한 금속표면에는 변형에 의한 가공경화층이 어떤 깊이에 걸쳐

서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도 도금의 착성에 나쁜 향을 주어 착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산화피막 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는 스케일

이 두껍고, 착력이 없이 생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박리 시킬 수도 있

으나, 착성이 양호한 경우에서는 화학적 방법(산세)이 이용되고 있다. 

산세를 목적 및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피클링(pickling) : 열처리, 고온가공 등을 한 경우에 금속재료 표면에 비교적 

두껍게 발달한 산화피막이 존재할 경우, 이 스케일을 제거하기 위해 비교적 장시간 

산액에 담가, 이 스케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②디핑(dipping) : 대기 중에서 금속재료 표면에 자연히 생성된 불가시적인 산화

피막을 제거하기 위해 단시간 산액에 담가서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③에칭(etching) : 냉간가공 등에 의해 생긴 금속재료 표면내의 가공변질층을 제

거하여, 변형이 없는 결정면을 드러내게 할 목적으로 하는 산침지를 말한다.

다.전해가공법이론

Fig. 3-2 Curve of voltage and current 

density in electrochemical polishing.

  전해연마액 중에 금속을 넣고 직류전압을 가해서 전압을 상승시켰을 때 일반적으

로 위의 Fig.3-2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1,2 사이에서는 양극금속의 용해는 있으나 

연마작용은 전혀 없다. 2는 변절점(critical point)이라고 부르며, 양극금속표면에 연

마피막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곳이며, 전압에 대한 전류의 비가 비례관계로 되지 않

는다. 3, 4사이에서는 평탄한 부분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조건에 따라서는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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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때도 있다. 대체로 액의 농도가 적을수록 폭이 좁으며 교반을 하면 더욱 좁아

진다. 또한 이점에서 전류 도도 농도와 관계가 있으며, 진할수록 전류 도가 낮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에서의 양극금속은 용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는 전해 평활화가 되는 수도 있다. 4의 점을 넘으면 가스의 발생이 

심해지면서 전류는 급격히 상승한다. 전해연마면은 평활할뿐만 아니라 광택까지 생

겨야 하기 때문에 전류 도는 3-5의 사이여야 한다. 6의 전류 도에서는 귀(바리)를 

떼어내는데 적합하며 연마작용보다 가공능(전해가공, electrochemical milling)의 초

기단계에 속하게 되며, 7이상에서는 완전히 전해가공의 역이다. 이때는 대체로 물

건을 전해액 속에 넣고 전해하는 것이 아니고 펌프 등으로 액을 순환시켜 급속도로 

금속을 전해 용해시킨다.

 3.브러싱장치 개념설계

1)전열관내벽의 표면조도측정(Fig.3-3, 4) 

Table 3-2 Surface roughness equipment.

측정방법 촉침식측정

측정길이 5.6mm

분해능 0.01um

측정변수 Ra,Rz,Rmax,W,HSC,S

모델 Perthometer M1

제조회사 Mahr(German)

2)단계1)확인 결과에 따라 표면가공 방법 선택

①Brushing --> Degreasing ②Grinding ③Electrochemical Polishing

3)브러시 재료선택

브러시 재료는 스레인리스 스틸로 결정하 는데 그 이유는 브러시재료(고분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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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Cu, Steel, SUS)중에 

①고분자재료는 비교적 작은 에너지인 자외선으로부터도 방사선 손상이 일어나

기 쉽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공유결합은 일단 파괴되면 각기 자유전자를 갖고 

있는 라디칼(radical)쌍이 형성되어 열화가 시작된다. 라디칼은 고분자사슬 중의 약

한 부분을 공격하여, 가지치기, 교차결합, 또는 다른 라디칼을 형성한다. 교차결합

도가 증가하면, 고분자는 취성이 증가하고 기계적 성질 외에 다른 물리적, 광학적 

성질이 열화된다.

②Cu - 부식을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③Steel - 내식성이 약하므로 스레인리스 스틸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4)전처리 장치 및 Sealing 장치 제작

5)전처리 후 표면확인 : ①육안검사(카메라) ②표면조도측정 ③비파괴검사

6)브러시 장치 디자인(Fig.3-5) : 브러시 장치는 공압에 의해 구동되며, 상부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부러시 장치 상단 부분에 하부 방향으로 공압을 배출하는 배

출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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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Surface roughness first measurement.

Fig. 3-4 Surface roughness secon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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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Brush tool developed by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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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니켈 스트라이크

도금의 착성을 좋게 하거나, 피복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작업

조건 또는 욕조성을 사용하여 단시간 도금하는 것을 말한다. 도금욕으로써 사용되

는 것은 동, 니켈, 금, 은 등의 욕으로 각각 동스트라이크, 니켈스트라이크, 금스트

라이크, 은스트라이크 등이라고 한다. 욕은 보통 염농도에 비해 금속이온 농도를 낮

게 한 것으로 음분극이 크고 균일전착성도 좋아 소지의 산화 피막을 환원 제거하면

서 목적의 금속을 전착시키는  작용이 있다.

 1.프라마톰사의 니켈스트라이크

①활성화(activation)용액 : dilute aqueous strong mineral acid + 5∼20% HCl

                         100-400ml/min(300-400) for 5-10min

②스트라이크(strike) : 2∼50um 두께

Table 3-3 Ni strike of FTI.

Bath composition

and process parameter
g/l

NiCl2 200 - 400

H3BO3(as a buffer) 30 - 45

current density(mA/cm
2
)

50 -150(pulsed current)

10 - 40%(duty cycle)

50 - 300(direct current)

frequency(Hz) 10 - 1000

time(min) 2 - 15

temp(℃) 60

flow rate(ml/min) 100 - 400 (3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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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염소(Cl)이온은 표면을 에칭함으로써 strike 도금의 착력을 강화시킨

다.

③세척(rinsing) : 60℃의 deionized water, 100∼1000ml/min for 5∼20min

 2.상용 니켈스트라이크

스테인리스 소지 등의 도금 착성을 좋게 하기 위해 실시되는 도금으로 도금욕

은 염화니켈 220g/ℓ, 염산 45g/ℓ, 온도 20-30℃, 전류 도 5-10A/dm
2
, 이 욕은 염

화욕 또는 우드욕이라고도 한다. 이 욕은 pH가 낮고 접착성이 좋으며 소지에 착

이 잘 되나, 내부응력이 크기 때문에 단시간(수분)으로 한정하여 스트라이크 도금

후, 곧 바로 통상의 도금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납 등의 불용성 양극을 사용할 

때에는 황산니켈의 스트라이크 용액을 이용한다. 이 욕에는 염소이온을 넣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 욕 조성은 황산니켈 200-240g/ℓ, 황산 50-100g/ℓ, 온도 25-4

0℃, 전류 도 8-15A/dm
2
이다.

근년에 와서 철강소지에 구리도금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업하는 예가 있기 때

문에 시안화 구리 스트라이크 대신에 니켈 스트라이크로 대치하는 예가 많아졌다

(Table 3-4).

Table 3-4 Conventional Ni strike(I).

Bath composition

& process parameter
Content

NiCl2(g/ℓ) 240

HCl(㎖/ℓ) 120

current density(mA/cm
2
) 5 - 10(direct current)

temp(℃) R.T

anode Ni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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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가 니켈이나 니켈합금인 경우, 상기 방법에서 착이 불충분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니켈의 양이 적은 액에서 스트라이크를 하면 더 좋다(Table 3-5).

Table 3-5 Conventional Ni strike(II).

Bath composition

& process parameter
Content

NiCl2(g/ℓ) 20

H2SO4(%) 30

current density(mA/cm
2
) 5 - 10(direct current)

voltage(V) 8

time(sec) 20 - 30

temp(℃) R.T

anode Ni plate

 3.기타 활성화방안

고품질의 균질한 전주층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유지, 전해질용액의 정화, 

교반, 보충 원활, 일정한 전류유지 등이 요구된다. 전류의 변화는 전주층의 응착력

을 약화시키며, 산화층의 급속한 형성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전주층 품질을 저

하시킨다. 표면활성화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 종류의 방법이 있으나 각각 단점

을 갖고 있다.

1)황산용액에서 양극처리 : 평탄재에는 좋은 결과를 주나 오목한 재료에는 부적

당

2)Low pH, Watts 또는 설파민산욕, low current : 복잡한 형상에 부적당

3)Hydrofluoric(불화수소), perchloric acid(과염소산) : 안정성에 나쁜 향

4)Cyanide acid(청산염, 청산칼리) : cyanide waste 처리장치 필요

따라서 1990년, John은 강한 응착력과 만족할만한 전주층 형성을 위하여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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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활성화용액을 개발하 다(Table 3-6). 활성화처리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50 x 

50mm 크기의 황동시편에 니켈 왓드욕을 사용하여 도금한 후 아래와 같은 응착력

시험을 수행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 다. 활성화용액 관리는 용

액의 농도범위가 매우 넓어 전주용액과 같은 엄 한 용액관리가 필요 없으나,  

reasonable limit 내에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Table 3-6 Bath compositions and process parameter.

Bath composition

 & process parameter
V/V

Hydrochloric acid 20-30%

Nictric acid 20-40%

Formic acid 10-15%

Temp(℃) 30

Immersion time(sec) 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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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기주조(electroforming)

 1.프라마톰사의 전기주조

OHT사의 Electrosleeving 공정 중 탈지, 스트라이크 도금은 일반적인 도금공정

과 유사하며, 전주공정은 Table 3-7에 나타나 있다. 전주공정은 25∼90℃의 황산니

켈과 설파민산니켈용액에 Pulse 또는 DC 전류를 10∼1000Hz로 흘려주며, NiCO3을 

사용하여 용액내 Ni이온을 보충한다. 고온에서 입계성장을 억제하는 원소를 

Pinning Agent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원소로는 Phosphoric, Phosphorous Acid, 

Molybdenum을 지정하고 있다. 첨가제는 계면활성제, 레벨러, Brightener로 각각 

Sodium Lauryl Sulfate, Coumarin, Saccharin을 사용하며, 내식성 향상 원소로 

Manganese Sulfate, Sodium Molybdate, Chromium Salt을, 강화제 원소로는 

Manganese Sulfate, Sodium Tungstate, Cobalt Sulfate를 지정하고 있다. 

Fig.3-6의 (a)는 Ontario Hydro사의 Elecroforming Probe를 나타내고 있다. 이 

Probe에서는 보수하고자 하는 부분의 상하를 공압을 사용한 Inflatable O-ring과 

Thermally Expandable O-ring을 사용한 Sealing의 방법을 통하여 도금 공간을 확

보하 다. Inflatable Sealing과 Thermally Expandable O-ring을 통한 Sealing은 각

각 최대 20, 100psi 압력의 저항성이 있으므로 Thermally Expandable O-ring을 통

한 Sealing이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나, 공정상 O-ring을 저온의 액체질소에 넣어 

압축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단점이 있다. 양극으로는 전주공정에 비소모적이며, 용액

에 대한 내부식성을 갖는 Pt도금된 Ti를 사용하 다. 양극의 제조는 Ti과 Pt를 냉

간가공한 후 구조적인 강도와 부식성, 연성 등을 고려하여 Ti에 Pt를 클래딩하 으

며, Ti와 Pt가 각각 100㎛∼2mm, 50∼250㎛의 치수가 되도록 압출하 다. 용액순환 

시스템으로 펌프, 밸브, 프로그램밍이 가능한 모니터링 장치 등을 구비하여 정확한 

용액순환속도, 압력, 온도 등을 측정하 다. 용액순환시 도관이 매우 길기 때문에 

용액에 의한 도관의 마모 손실이 크며, Probe 크기 축소가 어려웠다. 또한, Probe 

크기를 축소하기 위해 출용 도관 내에 입용 도관을 설치하 다. 출용 도관 직경을 

입용 도관에 비하여 크게 하여, 도관의 마모 손실과 누수의 위험성을 줄 다. 이는 

용액순환 속도와 도금속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Fig.3-6의 Electroforming Probe (b)는 (a)와 유사하나 도금용액에 Ni 이온을 보

충하는 방법을 순수 Ni Pellet를 사용하는 점이 다르다. Ni Pellet의 사용은 전주과

정에서 산화가 용이하고 음극표면에서 상대적인 금속이온 감소가 심하며, Sludge와 

Ni Pellet의 상호반응으로 Ni Pellet의 전기 화학적인 이온화현상과 기체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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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i Pellet의 입출구에 필터를 배치하 다. 

Table 3-7 Process Parameter and Solution of Electroforming.

Solution & Process Parameter Content

NiSO4 or Ni(SO3NH2)2 (g/ℓ) 300∼450

H3BO3(g/ℓ) 30∼45

Temp.(℃) 25∼90

NiCO3 Ni Cation

Pulse Current 

Density

(mA/cm
2
)

NiSO4 50∼150

Ni(SO3NH2)2 100∼300

Duty Cycle(%) 10∼60

Frequency(Hz)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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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Electroforming Probe developed by Ontario Hydro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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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상용 전기주조

전주욕의 조성, 첨가제 및 전해조건에 의해 물리적 성질이 광범위한 전착물을 얻

을 수 있다. Watt 욕에서는 비교적 유연성이 있는 전착이 얻어지나 전착응력이 큰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응력감소제, 나프탈린트리슬폰산 소오다를 5g/ℓ첨가하면 경도

가 540Hv 정도이고 응력이 낮은 도금층이 얻어지나 유연성이 저하되면서 취성이 

증가한다. 욕의 종류, 전해조건, 첨가제 등을 적당히 선택하여 필요한 성질을 가진 

전주층을 얻을 수 있다(Table 3-8).

Table 3-8 Composition of Nickle plating bath.

Watt Bright Chloride Sulfamate
Ammonium

Chloride

NiSO46H2O

NiCl26H2O

Ni(SO3NH2)2

240g/ℓ

45g/ℓ

300g/ℓ

50g/ℓ 300g/ℓ 30g/ℓ

300g/ℓ

150g/ℓ

NH4Cl

H3BO3

Brightener

Pit 억제제

30g/ℓ 45g/ℓ

적량

30g/ℓ 30g/ℓ

적량

15g/ℓ

15g/ℓ

pH

Temp.

Current Density

4-5

40-55℃

1-8A/dm
2

4-5

40-55℃

2-8A/dm
2

2

55-65℃

2-15A/dm
2

3.5-4.0

30-60℃

2-15A/dm
2

5.8-6.2

20-30℃

0.5-1.0A/dm
2

Properties

도금피막의 경

도가 낮고, 연

신율이 크다.

도금피막의 광

택과 평활성(레

벨링)이 좋다.

접착성이 좋다. 

스트라이크도

금용

도금피막의 내

부응력이 작기 

때문에 두꺼운 

도금에 적합하

다.

배럴도금용 도금

피막이 무르다. 

접착성이 좋고, 

싸다.



- 25 -

Table 3-9 Physical properties as a function of Ni electroforming bath at 55℃, 

5.0A/dm
2
.

pH
Stress of 

electrodeposits

(kg/㎟)

Hardness

(Hv)

Tensile 

Strength(kg/㎟)

Elongation

(5mm %)

All Chloride 

Bath
3.0 29.5 244 71.8 14

Watt + 

Additive
4.0 -3.5 500 - -

All Sulfate 

Bath
3.0 12.0 202 46.4 20

Fluoroborate 

Bath
2.6 10.6 128 40.3 32

Sulfamate Bath 2.0 5.6 150 38.7 30

Sulfamate + 

Additive
4.0 -35 500 - -

가.염화암모늄 욕 

모형에 전착하는데 우수한  피복력을 갖고 있으나, 전류 도가 낮고 효율이 좋지 

않아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욕조성과 조건은 NiCl2․6H2O 70g/ℓ, 

NH4Cl 5g/ℓ, pH 5.6∼6.0, 온도 30∼35℃, 전류 도 1∼2A/dm
2
이다. 피복력이 좀 

떨어져도 되는 경우에는 왓드욕보다 높은 4∼5A/dm
2
의 전류 도로 작업한다. 이 욕

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다른 니켈욕보다 농도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한다. 니켈

의 농도가 증가하면 피복력은 증가하지만 전착응력에 의해 구열과 덧붙임의 향이 

크게 미친다. 니켈 농도를 낮게 하면 전착층이 타는 현상이 발생한다. 높은 pH에서

는 암모니움 이온에 의한 완충작용으로 피복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염소이온

은 양극의 용해력을 증진시켜 전도도를 증가시킨다. 온도를 높이면 피복력이 증가

하고 전착응력이 떨어져 구열 및 덧붙임은 방지되나 전착층의 경도는 감소한다. 

나.전 염화니켈욕(All-Chloride Nickel Bath)

전 염화니켈욕은 Wesly와 Carey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 몇 가지 우수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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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 욕조성과 조건은 NiCl2․6H2O 300g/ℓ, H3BO3 30g/ℓ, pH 2.0, 온

도 55-70℃, 전류 도 2.5-10A/dm
2
이다. 이 욕은 Watt 욕에 비하여 같은 농도 및 

온도의 경우에는 고 전류 도가 사용된다. 10A/dm
2 
이상의 전류 도에서는 온도를 

70℃이상으로 하고 고속 교반을 하여 사용하지만 실제에서는 욕 자체의 특성보다는 

모형의 구조, 교반 장치 및 전원 등의 설비상의 문제에 따라 최고 전류 도가 제한

되는 일이 많다. 피트 방지에는 과산화수소를 소량 첨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계면활

성제를 가하는 것이 좋다. 붕산을 함유하지 않고, 농염산 125㎖/ℓ 정도 함유한 것

은 우드욕이라고 불리며, 스테인리스 및 그 외의 부동태되기 쉬운 금속의 스트라이

크도금에 사용된다. 도금수조, 히터, 펌프 등이 부식되기 쉽고 불용성 양극을 사용

하면 전해 중에 염소가스가 발생한다.

다.왓드 욕(Watt Bath)

1951년, 미국의 위스콘신대학의 Watt에 의해 만들어진 욕이다. 가장 많이 보급되

어 있는 Ni 도금욕이며, 일반적으로 전주에 사용할 때는 전해조건 보다 전해액의 

온도를 높여서 고 전류 도로 하는 것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왓드욕의 조성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NiSO4․7H2O 350g/ℓ, NiCl2․6H2O 45g/ℓ, H3BO3 30g/ℓ, 

pH 2.0, 온도 50-70℃, 전류 도 2.5-6A/dm
2
이다. 고온에서 빠른 교반을 할 때에는 

10A/dm
2 
이상의 고 전류 도가 사용된다. 광택도금의 경우는 1,5-나프탈렌디술폰산

소다 5-7g/ℓ, 2-부틴1,4디올 0.1-0.2g/ℓ, 그 외 사카린, 알코올 등의 광택제를 사용

한다. 피막은 경도 150-300Hv, 연신율 3-30%, 인장강도 3500-4000kg/cm
2
, 내부응

력 1000-2000mg/cm
2
, 균일전착성, 전착속도, 피막물성 등에서 다른 욕이 좋은 항목

도 있다.

왓드욕의 조성 성분의 역할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염소이온 : 양극의 용해를 조장하여 음극분극을 감소시켜 양극효율을 개선시킨

다. 저전류 도에서 음극효율을 향상시켜 균일전착성과 평활도를 개선시킨다. 욕의 

전도도가 증가하게 되며 좋은 전착을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류 도가 크게 된다. 낮

은 pH 욕에 첨가하면 전착의 경도 및 인장강도가 저하한다. 

염화암모늄은 pH의 완충제로서 역할도 하며, 염화니켈은 니켈이온의 보급원도 

되어 고속도 도금을 가능하게 해준다.

②붕산 : 유연성있는 전착이 얻어지며 평활도가 개선된다. 니켈도금액은 pH 

3.0-6.2의 범위에서 작업하고 있으나, 무광택에서는 높은 pH(6.2), 광택니켈은 대체

적으로 낮은 쪽(3.0)이자만, 일반적으로 4.5내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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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를 유지하려면 pH의 변동을 완화시키는 완충제가 필요하며, 이 목적으로 주

로 붕산이 사용되고 있다. 첨가하지 않을 경우, 경도가 크게되고 반광택의 전착이 

얻어지며, 구열 및 피트를 생기게 한다. 

라.붕불화 니켈욕

붕불화 니켈욕은 고속도 니켈전주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욕은 붕불산과 염기

성 탄산 니켈로 조성된다. 붕불화 니켈은 용해도가 대단히 높아 재결정형성이 어려

우므로 600g/ℓ 정도의 고농도 용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조성 및 조건은 Ni(BF4)2 

400g/ℓ,  H3BO3 30g/ℓ, 피트 방지제 0.4g/ℓ, pH 3.5∼5.0, 온도 40∼60℃, 전류

도 15(40℃)∼30(60℃)A/dm
2
이다.

이 욕은 저온에서 고전류 도로 작업할 수 있다. 전도성이 좋아 욕전압이 낮아도 

소정의 전류 도가 얻어지므로 전력의 소모가 적다. 붕산의 첨가량을 증가시키면 

전도도는 감소한다. 피복력이 우수하나, 균일전착성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붕

불화 암몬을 첨가해야 한다.

 

마.설파민산욕(Sulfamate)

설파민산욕은 두 가지형의 욕이 쓰이고 있다. 그 한가지는 Barret에 의해 개발된 

전설파민산니켈욕이며, 또 다른 한가지는 Diggin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염화물을 

첨가한 설파민산 염화니켈욕이다. 설파민산욕의 가장 큰 특징은 전착응력이 작고 

저온에서도 고전류 도로 전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욕은 전착응력이 적어

서 전착부분에 대하여 응력에 의한 부식을 절감시키는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또한 

욕의 조성이 간단하고 관리 유지가 쉬워서 니켈 전착의 물리적 성질 및 전착응력을 

첨가제  또는 공정 조건에 의해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다.

①설파민산니켈욕

 욕의 조성 및 조건은 Ni(SO3NH2)2 450g/ℓ, H3BO3  30g/ℓ, 피트억제제 0.4g/

ℓ, pH 3.5-5.0, 온도 40-60℃, 전류 도 15A/dm
2
(40℃)∼30A/dm

2
(60℃)이다. 교반

은 음극의 기계적 진동이나, 용액의 순환에 의해 실시한다. 이 욕은  양극의 용해가 

다소 떨어지며, 양극의 복극(復極)1) 니켈(depolarize nickel)과 같은 용해성이 좋은 

1) 분극의 역현상을 말한다. 도금조에 전류를 흘리면 양극은 양분극하여 양극전위(Ea)로, 음

극은 음분극하여 음극전위(Ec)가 되어 욕전압은 상승한다. 어떠한 원인으로 둘 중 하나, 또

는 양쪽의 분극이 감소하여 욕전압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양극에는 환원성 물질, 

음극에는 산화성 물질을 첨가하면 분극이 감소한다. 도금액의 온도 상승은 활성화 분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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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설파민산 니켈에 의한 일반적인 전착층의 물리적 성질은 

다음과 같다. 경도 250Hv, 인장강도 63kg/mm
2
, 연신율 20-30%, 전착응력 

35kg/mm
2
 이며, 이 욕의 전도도는 다른 욕에 바하여 나쁘기 때문에 욕 전압을 다

소 높일 필요가 있다.

②설파민산 염화니켈욕

 욕의 조성 및 조건은 Ni(SO3NH2)2 270-330g/ℓ, NiCl2․6H2O 30g/ℓ, 30H3BO3  

30-45g/ℓ, pH 3.5-4.2, 온도 25-70℃, 전류 도 2.5-15A/dm
2 
이다. 교반은 전설파

민산니켈욕과 동일하며, 정압의 공기 교반도 한다. 공기교반은 피트방지제를 첨가하

지 않아도 방지가 된다. 기계 교반일 때는 피트 방지제가 필요하다. 염소이온의 존

재로 전도도의 증가, 양극의 용해도 등도 개선된다. 따라서 전착응력은 증가하지만 

응력감소제를 첨가하므로 압축응력의 전착을 얻을 수 있다. 설파민산은 대단히 비

흡습성의 백색 결정으로 물에 용해하면 질산, 황산, 염산에 버금가는 강산이 되지만 

결정으로 있을 때는 취급하기 쉽고 보관도 편리하다. 산으로의 성질 및 화학구조는 

황산과 유사하다. 

                O                        O

                ∥                        ∥

          OH - S - OH           NH2 - S - OH

                ∥                        ∥

                O                        O

             (H2SO4)                  (HSO3NH2) 

설파민산은 황산의 수산기(OH) 한 개가 아미노기(NH2)로 치환된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설파민산니켈은 고형물 또는 붕불화니켈과같이 진행 용액으로 시판되

기도 한다. 이 용액의 조제는 설파민산 용액에 염기성 탄산니켈을 반응시켜 쉽게 

욕을 조성할 수 있다. 설파민산 또는 낮은 pH의 설파민산니켈은 80℃이상으로 가열

하면 서서히 가수분해하여 산성황산암모늄으로 된다.

        

                    HSO3NH2 + H2O = NH4HSO4

이 욕의 조작 범위는 5년 정도이며, 일전 조건에서 조업을 계속하여도 산성황산

암모늄의 증가는 1%에 지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설파민산니켈욕의 완충제로는 

교반은 농도 분극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복극 작용을 돕는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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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산, 의산, 빙초산, 주석산 등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Watt 욕과 같이 붕산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이 욕은 붕불화니켈욕과같이 다른 욕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 욕

의 pH 조절은 설파민산 용액과 염기성 탄산니켈을 사용한다. 설파민산니켈욕은 설

파민산이 납을 25℃의 물 1ℓ에 2.18kg을 용해시킬 수 있으므로 붕불화니켈욕과같

이 도금조 및 배관설비에 납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전주장치개념설계

Fig.3-7과 Fig.3-8은  KAERI에 의해 개발된 전주장치와 전주 시스템을 보여주

고 있다.

가.양극

a)가용성 양극

 니켈도금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용성 양극이 사용되지만, 부분도금이나 고속도도

금에는 불용성 양극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가용성 양극은 전기니켈, 펠레트니켈, 

활성화니켈의 3종류가 있다. 전기니켈은 가장 고순도에서 널리 사용되며 형상은 판

상, 팁상, 라운드상(코인상)이 있다. 펠레트니켈은 직경 수mm의 소구(小球)상으로 

전기니켈과 제조법이 다르다. 활성화니켈은 전기니켈(황포함), 디폴라라이드니켈(산

화니켈의 미립자를 전기니켈에 가해 주조한 것), 카보나이즈니켈(소량의 카본과 실

리콘 등을 전기니켈에 가해 주조한 것)이 있다. 활성화니켈은 욕 조성 중 염화니켈

이 적을 때, 양극전류 도가 높을 때 사용된다.

①Carbonized Ni 양극 : 전해 Ni을 용해해서 이에 미량의 탄소(0.2%)와 규소

(0.2%)를 함유시켜 압연 또는 주조한 것으로, 양극의 부동태화를 막고, Ni이 용해함

에 따라 흑색의 비로드 모양의 얇은 막이 형성되어 양극에서 Ni입자가 탈락하는 것

을 방지한다.

②Depolarized Ni 양극 : 전해 Ni을 용해하여 소량의 산화 Ni을 함유시켜 압연 

가공한 것으로(산소함유량 약 0.2%), 양극전위가 가장 낮고, 용해가 가장 좋으나 금

속 슬라임의 발생률이 높다. 설파민산 니켈 양극으로 Ni 전주용에 사용되고 있다.

③Ni-Co 합금 양극 : Co를 10-20% 함유한 합금 양극으로, Weisberg 욕 Ni-Co 

합금도금의 양극으로 사용된다.

b)불용성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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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전해정제에서는 용액에 녹는 가용성 양극이 사용되며, 전해채취에서는 불

용성 양극이 사용되고, 전기도금에서는 상황에 따라 불용성과 가용상 양극 중 한 

쪽을 사용한다. 불용성 양극으로써는 납, 백금도금 티탄, 백금, 흑연, 페라이트, 이산

화연 및 백금족 원소화합물을 코팅한 티탄 즉 DSA(Dimentionally Stable Anode) 

등이 사용되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 액이나 산소가스, 염소가스에 대한 안정성, 산

소 및 염소 과전압의 대 소 등에 의해 목적의 도금액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DSA는 만능형이기는 하지만, 산소과전압이 크고, 고가인 단점이 있다. 

①백금 도금된 Ti 양극(보조전극) : 불용성양극으로 탄소를 사용하면, 탄소의 탈

락에 의해 도금 피막의 껄끔거림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Ti 양극이 사용된다. 그러

나, Ti은 양극 산화되어 표면에 저항이 두드러진 높은 피막을 일으키므로 Ti에 백

금 도금된 것이 사용된다.

c)DSA(Dimentionally Stable Anode)

 식염전해에서 염소가스에 견디는 불용성 양극으로써, 백금, 마그네타이트, 흑연 

등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들 모두 소모량이 많고(흑연에서는 2-3kg/t-NaOH), 치수 

정도가 좋지 않아 수조 전압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탈리아의 디놀라사가 

네덜란드의 헨리베어사, 미국의 다이아몬드샘록사와 공동으로 티탄상에 산화루테늄

과 산화티탄을 결합시킨 양극을 개발하여 수명이 크게 연장되었다. 이것이 DSA이

며 현재는 일반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20세기 대발명의 하나로 일컬어진다. 염소발

생용으로는 적합하지만, 발생기의 산소에는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서 

개량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펠메렉크사가 당초에는 독점적으로 공

급을 하 기 때문에 펠메렉크전극 이라고도 불리었다. 크롬, 귀금속, 합금도금의 불

용성 양극으로써 사용된다. 

d)보조전극(Auxiliary electrode)

 균일전착성이나 피복력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하는 보조 음극 또는 양극을 말하

며, 크롬도금이나 전주에서 자주 사용한다. 보조 음극은 러버라고도 하며, 피도금물

의 최강 전류 도 부분에 배치하여 도금의 버닝을 방지하고, 최저전류 도 부분에 

배치하여 음극의 전류 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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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Insoluble anode

전 극 사 례 

표면처리

페라이트

1.도금전처리 공정에서의 음극의 전해처리용 양

극

2.흑색크롬도금용 양극

3.무전해 동도금 폐액에서의 동의 전해회수 양극

백금도금 티탄

백금클래드 티탄

1.니켈도금용 보조 양극

2.금도금, 로듐도금용 양극

3.주석도금용 양극

납합금

(주로 Pb-Sn)

1.경질크롬, 장식크롬 도금용 양극

2.도금전처리 공정에서의 산 전해세정용 양극

3.TES 양극(Pb-Sn, Pb-Ag)

4.강판에서의 아연, 아연합금 도금용 양극

(Pb-Ag-In, Pb-Sn)

탄소
1.알칼리 음극 전해세정용 양극

2.주석-코발트합금 도금용 양극

IrO2/Ti

1.강판에서의 아연합금 도금용 양극

2.황산동도금용 양극

3.무전해 동도금 폐액에서의 동의 전해 회수용 

양극

전해제조

RuO2/Ti
1.식염전해용 양극

2.염소산염 제조용 양극

RuO2/Ta

PbO2/Pb

PbO2/Ti

1.브롬제조용 양극

2.염소산염 제조용 양극

3.오존 제조용 양극

4.크롬도금용 양극

5.과염소산 제조용 양극

PtOx/Pt 1.과황산 제조용 양극

Fe3O4
FeOOH/Fe

1.아지포니트릴 제조용 양극



- 32 -

e)분리 양극(Separation Anode)

 양극을 몇 개로 분류하여 분리된 양극에 서로 다른 전류를 흘리는 방법을 말한

다. 합금도금에서, 각 성분마다 용해되는 금속 성분을 분리 양극으로 조정할 수 있

다. 전자동 도금장치, 연속도금 장치에서 피도금재의 초기 투입시에 소전류를 흐르

게 하기 위해 분리 양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피도금재의 전류분포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전극을 분리전극으로 사용하며, 보조전극에 흐르는 전류를 조정하여 도

금두께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나.열전대(Thermocouples)

 용액의 온도는 도금층 특성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인자이므로, 도금이 진행되

는 전주장치내의 용액 온도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다.

Table. 3-11의 T type 열전대는 -40∼+125℃ 온도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허

용오차는 ±0.5℃로 작은 편에 속한다. 또한 가능한 소선의 지름이 최소 0.32mm이

므로 크기에 제약을 받는 일렉트로슬리빙의 전주장치로 적합한 열전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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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Thermo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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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Electroforming probe developed by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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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Electroforming system developed by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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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전착응력

잔류응력이 전주층의 특성에 악 향을 미치는 인자로 peeling, tearing, 

blistering, wraping, cracking 등을 유발시키며, 재료 내부에너지를 높여 화학 반응

을  쉽게 일으킨다. 조합된 응력(내부응력 + 온도구배 + 가공응력)이 도금재료의 응

력을 초과할 경우 급진적인 균열이 발생한다. 열응력은 열팽창계수와 내부응력은 

재료의 융점과 깊은 관계에 있다. 무전해 도금된 Ni은 도금온도 90℃로부터 상온으

로 냉각될 때 0.1%의 부피수축이 발생하며, 250℃이상 열처리시에 Ni-P 화합물의 

석출 및 Ni 재결정으로 인해 부피 수축이 발생하여 인장응력이 증가하게 된다.

도금재료의 피로강도 감소시키는 인자로 i) 수소결함 ii)잔류응력 및 표면인장응

력 iii) 하지금속의 강도 등이 있다. 도금 전 shot peening을 통하여 압축응력을 유

도, 피로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가.잔류응력이론

도금층의 응력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고자 많은 이론이 제시되었으나 아직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Weil의 응력에 대한 재검토에서 아래의 5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a)Crystallite joining  

성장하는 핵간 접촉에서 인력이 작용한다는 이론이다. 진공증착 과정을 전자현미

경을 통하여 관찰한 결과, 측면으로 성장하는 핵은 인접한 두 물방울과 매우 유사

한 거동을 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 이론은 3차원의 결정이 핵생성되었을 때 인

장응력을 형성하면서 도가 높은 상태로 부피가 변화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이론으로는 압축응력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b)Hydrogen

도금시 금속과 hydride 형성한 다음 확산하여 도금층을 빠져나가면 인장응력형

성이 형성되며, 도금층에 그대로 남아 gas pocket을 형성하면 압축응력이 발생한다

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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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ange in foreign substances

화학조성, 모양, 우선방위의 변화는 부피변화를 일으킨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아

직은 실험증거가 부족한 상태이다.

d)Excess energy

도금용액에서 수화된 이온 상태에서 금속이온으로 변화하는데 에너지 장벽이 존

재하며 이는 금속과전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에너지 장벽을 넘은 금속이온은 높은 

에너지를 갖으며, 높은 온도상태에 놓이게 된다. 냉각에 의한 부피변화로 응력을 초

래한다는 이론으로 압축응력을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e)Lattice defects

금속의 기계적인 특성은 전위라 불리는 격자결함에 의해 향을 받는다. 전착금

속의 내부응력에 관한 이론 중 가장 적절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Fig.3-9에

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재와 도금층 사이의 misfit에 의해 응력이 발생한다. 전위

의 관점에서 고유(intrinsic)의 응력에 대한 이론은 그것을 입증할 충분한 data를 확

보하고 있지 못하나 관찰된 현상에 관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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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Top) Edge dislocation forming in an electrodeposited metal near 

a surface vacancy in the basis metal, (Bottom) How an array of negative 

dislocation produces tensile stress in electrodeposits.



- 39 -

나.잔류응력감소방안

a)하지금속

전형적으로 대부분의 도금에서 모재/도금층 격자의 misfit와 모재의 입계크기에 

관련하여 도금 초기에 모재/도금층 경계면에서 높은 응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

상은 도금 두께 12.5-25㎛(0.5-1.0mils)이상에서 도금 두께가 증가함에 다라 점차 안

정상태로 감소한다. 도금층과 모재의 격자 misfit는 격자크기 차이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Ag 위에 Au 도금은 Ag 와 Au의 격자크기 차이가 0.17%에 불과하기 때문에 

격자 misfit의 향이 매우 작으나, Ag와 Cu 도금은 격자크기 차이가 13% 정도 되

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향이 매우 크다. 여러 종류의 Cu 모재 상에 Ni 도금시 입계 

크기에 대한 향을 살펴보면, 모재의 입계가 매우 미세한 경우는 모재와 바로 인

접한 경계면에서 최고응력이 발생한다. 모재의 입계가 조대한 경우는 도금 두께가 

증가할수록 응력이 증가하다 변곡점을 나타내는 최고응력이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낸다. 다양한 종류의 모재(Al, Ti, steel, brass)위에 Ni 도금시 P 첨가량에 

따른 응력변화에서, 고열팽창계수의 하지금속인 Al, brass는 도금재의 응력 변화가 

심하 으며, 하지금속에 P 함량 증가할수록 도금재의 압축응력 증가하 다.

착력관점에서 모재와 도금층의 원자결합을 나타내는 이상적인 구조는 경계면

에서 epitaxy 또는 isomorphism(continuation of structure) 구조이다. 이와 같은 구

조는 도금 초기에 주로 나타나며, 모재와 도금층의 원자크기가 거의 동일할 때 도

금층 전체에 균일하게 나타난다. 도금층에 발생하는 응력은 착력과 직접적으로 

관계한다.

b)도금용액

도금용액에서 양이온의 종류는 잔류응력에 지대한 향을 미친다. Table 3-12 

은 Ni 도금에서 양이온의 종류에 따른 잔류응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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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Influence of anion on residual stress.

Deposit thickness was 25㎛(1mil), temperature was 25℃, and 
current density 323amp/sq dm. All solution contained 1M nickel, 
0.5M boric acid, pH was 4.0, the substrate was copper.

Solution Residual Stress(MPa)

Sulfamate 59

Bromide 78

Fluoborate 119

Sulfate 159

Chloride 228

설파민산니켈용액에서 가장 낮은 응력을 나타내며, 염화물용액에서 가장 높은 응

력을 나타낸다.

c)첨가제

  많은 종류의 첨가제가 있으며, 특히 유기물 첨가제는 응력에 지대한 향 미친

다. 첨가제는 도금층의 응력뿐 아니라 도금층의 특성에도 지대한 향을 미치는 인

자이다. Ni 도금에서 대부분의 황화물은 소량(0.01-0.1g/ℓ)에도 응력을 크게 감소시

키며, 광택제의 역할도 한다. 설파민산 Ni 도금에서 분극된 또는 불황성 양극은 설

파민산의 산화물인 azodisulfonate를 형성하며 이 물질이 응력을 감소시키는 주원인

으로 작용한다.

d)도금용액의 온도

Table 3-13는 설파민산 Ni 도금 용액에서 온도가 잔류응력에 미치는 향을 나

타낸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잔류응력은 급격히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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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 Variation of residual stress with temperature 

for a nickel sulfamate solution. The plating current 

density was 323A/dm
2
.

Solution Temp.(℃) Deposit Stress(MPa)

1.4 410

10.5 186

18.0 91

25.0 59

40.0 17

다.전착응력측정법

Table 3-14는 여러 종류의 전착금속 잔류응력측정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Fig.3-10은 Strip 전착응력 측정기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편은 베릴륨 동 합금의 

스프링재로 인간의 발이 벌어진 것과 같은 형을 하고 있는 박판이다. 2개의 발부분

에 각각 반대 방향의 편면만 도금방지제가 도포 되어있다. 전착응력 정도에 따라 

양발이 외측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양발의 벌어진 길이를 측정하여 계산한다. 전착

은 도금 생산욕 중에 특제의 소형 테스트조를 삽입시켜 행한다. Spiral Contract 

Meter보다 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다.

Fig.3-11에서 보여주는 Spiral Contract Meter는 브레너와 센디로프가 개발한 것

으로 Spiral 상의 금속박에 도금을 하여 도금피막의 내부응력으로 인해 Spiral 상의 

금속박이 신축한다. 이 때 눈금에 표시된 회전각의 값을 계산하여 내부응력을 측정

하며, 니켈전주에 많이 사용된다.

스트레인 게이지는 물체가 외력으로 변형될 때 변형을 측정하는 측정기를 말하

며, 물체에 부착시켜 측정한다. 합금선은 인장방향의 변형을 받으면 길이가 증가하

며, 단면적이 감소되어 전기저항이 증가한다. 저항측정은 원리적으로 전기저항 측정

기(Wheatstone Bridge)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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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4 Measurement method of stress of 

electrodeposition.

  rigid or flexible strip

  spiral contractometer

  stressmeter

  X-ray

  strain gauge

  dilatometer

  holl drilling

  holographic interfer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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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Flexible strip method for measuring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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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Brenner and Senderoff's spiral contractometer 

for measuring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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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착성 시험

도금이 벗겨진다는 것은 도금 제품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으로서, 최대의 도금 

불량이다. 그런데도 착성을 시험하는 방법에는 정량적인 것이 없고, 거의 정성적

인 방법이다. 그러나, 정성적인 방법이 실제적인 경우도 있고, 정량적인 방법은 오

히려 연구실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착성 시험에는 음극전해시험법, 굽힘 시험법, 강구압입법, 연마시험법, BNF 

착시험법, 권선시험법, 가열시험법 등이 있다. 이들 시험법은 가열시험법을 제외하

고 모두 시료의 파괴시험이다. 음극전해시험은 전해질 수용액 중에서 도금시료를 

전해하여 음극에서 발생하는 수소가스의 작용에 의해 도금의 착성을 조사하는 방

법이다. 예를 들어, 철강 소지상의 니켈, 니켈-크롬도금등에 적용되며, 납, 아연, 주

석, 동, 카드늄 등의 도금에는 적합하지 않다. KS D 0254에서 시험액은 수산화나트

륨의 5%액을 이용하여, 액온도를 90±5℃로 유지하고, 음극전류 도 10A/dm
2
로 

2-15분간 전해하여 도금면에 부풀음이 발생하면 착불량으로 판정한다. 양극은 철

판을 사용한다. 굽힘 시험은 피도금물을 굽혀서 도금의 착성을 조사하는 시험이

다. 시료를 반경 4∼10mm의 굽힘 시험기에 끼워서 확실하게 고정하고, 전후 방향

으로 90도씩 반복하여 굽혀 도금이 박리될 때까지 굽힌 횟수를 측정한다. 굽힘 횟

수는 90도 1왕복을 1회로하며, 4배 정도의 확대경으로 관찰한다. 이 시험은 도금 피

막의 취성에 대한 향이 지배적이다. 소지금속의 두께가 2mm이상인 경우에는 적

합하지 않다. 강구압입 시험은 도금면에 강구를 삽입하여 압흔 주위의 변화상태에 

따라 도금의 착성을 판정하는 시험이다. 공업용 크롬도금의 KS D 0212에 규정되

어 있다. 강구 삽입시험은  직경 1.56mm의 강구를 시험면에 수직으로 0.7mm의 깊

이까지 삽입하여 압흔 주위의 도금층 변화상태를 조사한다. 시험기는 브리넬시험기

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권선시험법은 KS D 0254에 규정되어있다. 이 시험은, 도

금된 가는 선 등을 일정한 직경을 가지고 있는 맨드릴에 감아 도금의 착을 조사

하는 방법으로 맨드릴 시험법이라고도 한다. 

Ontario Hydro사는 일렉트로슬리브의 연성 및 착성을 시험하기 위해 ASTM 

E-290-92, B-489-85의 reverse U-bend 시험법을 사용하 다. 일렉트로슬리브에 인

장응력을 가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6.4mm의 맨드릴에 의해 U-bend되어진다. 시험 

후 균열 또는 박리부분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비파괴시험의 가열시험이란, 시료를 가열용기에 넣어 충분히 가열 후 급히 냉각

하여 금속의 팽창률의 차를 이용해서 박리 시키는 방법으로 이 경우의 온도는 바탕

이나 도금피막의 종류에 따라 적당히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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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5 Heating method of product of Ni-Cr plating.

바탕 온도(℃) 조 작

철    강

구리합금

아연합금

350

250

150

펌유속에서 가열(5min) 후 꺼내

어 물로 급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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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료특성

본 방법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RES(The 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에서 Electrosleeving 방법으로 보수한 증기발생기 전열관을 시험하 다. 

설계 기준 조건하에서 전열관의 기계적 성질과 부식특성 보다 Electro-sleeve 재료

가 훨씬 좋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혹조건 성능(주로 고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

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미세입자를 지닌 일렉트로슬리브(electrosleeve)는 6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기계적 성질이 저하되기 쉽다는 것으로 열유도 SG 튜브 파단에 

대하여 전열관보다 일렉트로슬리브(electrosleeve)로 보수된 SG 튜브의 민감도가 높

다는 것이다. 재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RES는 가혹조건의 시험시설(고온 고압과 

누설 시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ANL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중으로 발전소 

현장적용에 대한 기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일렉트로슬리브가 나타내는 재료특성에 대하여 보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알아보겠

다.

제1절 가동상태의 재료 특성

 1.기계적 특성

평균입자 크기가 100nm의 나노구조로 99.5%이상의 Ni과 고온에서 열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3000ppm이하로 첨가된 P로 구성된다. 전주층의 두께는 0.75mm로 구

조적 특성을 나타낸다.

Table 4-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YS와 UTS는 상업용 순수 Ni의 2배정도 

그리고 Alloy 400 및 600에 비해서도 우수한 강도를 나타낸다. 연성과 Sleeve/Tube 

응착 시험인 180° Reverse U-bend 시험 결과에서도 균열과 이탈이 발견되지 않았

다. 피로특성은 상온에서는 순수상용 Ni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고온(300℃)에

서 0.5-25Hz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 다고 보고된다. Creep 특성은 Constant 

Load 180-450MPa, temp 288, 315, 343℃에서 실험한 결과, 입계크립균열은 없었으

며, 입계크기가 작아질수록 고정적 크립속도 증가하나 나노결정구조는 이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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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Mechanical properties.

Properties

Value at 25℃

Pure Ni
Inconel600M

A

Inconel690M

A

Electroforming layer

25℃ 350℃

YS(MPa)

UTS(MPa)

Elongation(%)

VHN

Young Modulus(GPa)

103

403

50

207

300

718

33

207

328

766

38

690

1100

>15

320-400

214

620

760

 2.열적 안정성

Fig.4-1은 343℃에서 열처리시간에 따른 경도 값을 나타낸다. P가 미소량 첨가된 

나노니켈의 경우는 경도 값이 21일이 경과 한 이후까지도 일정한 반면, P가 첨가되

지 않은 나노니켈은 급격한 경도 감소를 나타낸다. 이는 미소량 첨가된 P가 결정입

계 성장을 억제하는 Zener Drag Effect를 나타내고, 순수 Ni의 나노 결정구조는 결

정립 성장에 대한 구동력이 내재하기 때문에 열처리시 입계성장에 의하여 경도가 

감소한다. P가 첨가된 경우에도 560∼580℃부근에서는 급속한 입계성장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3.부식 저항성

Ni 산화물은 낮은 pH, 높은 환원분위기, 고온에서 저항성이 약하다. 각 종류의 부

식 저항성을 알아보기 위해 ASTM G28(IGA에 대한 민감성), ASTM G48(피팅, 틈

부식), ASTM G35, G36, G44(Polythionic Acid, Magnesium, Chloride에서의 SCC 

저항성, Sodium Chloride에 반복침수에 따른 SCC 저항성)의 규정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결과를 알아보면 1)일렉트로슬리브의 특성은 순수 Ni에 비하여 우

수한 내식성을 갖고 있으며, 연속적인 결합을 하고 있으므로 Crevice Corrosion에 

우수한 저항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Crevice Corrosion에 약간 민감하다는 보고도 있

다. 2)산화성의 산성분위기에서 제한된 우수성과 알칼리성 및 그 외 기타 분위기에 

대한 우수한 저항성(증기발생기 가동조건에서 실험-온도, 압력)을 나타낸다. 3)장시

간 노출 실험에서 우수한 저항성을 나타냈으며, 산화성의 산성분위기에서는 제한된 

우수성을 보 다. 4)C-ring 실험(10% sodium hydroxide solution at 350℃)에서 

Crack Arresting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Fig.4-2). 이는 Crack Shi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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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의해 저강도의 균열은 고강도재료와의 경계면에서 Arrested 되는 것으로 분

석된다.

Fig. 4-1  Effect of annealing time at 343℃ on the Vickers 

hardness of both microalloyed and non-alloyed nan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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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Cross section of a tube-electrosleeve following a SCC 

test. IGSCC is prevalent on the alloy 600 tube and stops at the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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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고상황하의 재료특성

        (Material properties under severe-accident conditions)

심각한 사고상황에서 일렉트로슬리브 전열관의 파열예측을 위해 2가지 모델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는 선형적 손상법칙에 가설을 둔 모델이며, 두 번째는 입계성장

에 기인한 유동응력손실(flow stress loss)로 설명되는 좀 더 기계적인 접근 모델이

다. 두 가지 모델을 통한 파열온도를 예측하 다. NUREG/CR-6575 보고서는 크립

(creep) 모델이 유동응력모델보다 고온에서의 파열온도예측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

다고 하 다. 불충분한 data로 현재의 일렉트로슬리브 전열관에 대하여 creep 분석

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제한된 실험 data에 기초한 결과로 일정온

도에서 유지시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응력모델이 균열을 포함한 

일렉트로슬리브 전열관에 대한 파열온도측정에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보수된 

전열관과 보수되지 않은 전열관의 상대적 강도의 예측은 파열온도 예측보다 더 정

확하며, 이에 사용된 전열관은 외경 22.2mm(7/8inch), 두께 1.27mm(0.05inch)인 

Alloy 600이며, 0.97mm(0.038inch) 두께로 일렉트로슬리브로 보수되었다.

Fig.4-3은 일렉트로슬리브 전열관의 개략도이다. 다양한 크기의 축방향 균열

(axial crack)과 360°원주방향 균열(circumferential crack)이 모재의 전두께를 관통

한다고 가정하 다. 심각한 사고상황하에서 전열관은 시간에 따른 온도 및 압력변

화를 경험하게 된다. 축방향 균열(axial crack)과 원주방향 균열(circumferential 

crack)에서 유동응력에 의한 파열기준(failure criteria)은 아래와 같다.

σlig = H(T, t) ------------------------------------------------(1a)

H : flow stress(dependent on the temperature history)of the electrosleeve

σlig : ligament stress

두 가지 형태의 균열에 대한 ligament stress는 

σlig = mp(eff.)σh for axial cracks --------------------------------(1b)

     = σA for circumferential cracks

σh : hoop stress(calculated using the mean radius and total thickness of 

the tube and the sleeve)

σA : axial stress based on net section of the tube and the sleeve

식(1b)에서 mp(eff.)는 모재와 일렉트로슬리브 사이의 유동응력비와 축방향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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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깊이에 따라 변화하는 유효 ligament stress 크기 인자이며, FEA에서 압력변

화에 따라 시뮬레이션 되었다. Fig.4-4의 a), b)는 유동응력비가 증가할 때 mp 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길이가 짧은 균열(12.7mm)과 긴 균열(75mm)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긴 균열에 대한 mp는 압력과 함께 증가하며, 고압에서

는 압력에 따른 변화 폭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보여준다. 짧은 균열에서는 이와 반대

로 mp는 압력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고압에서 그 변화 폭이 크게 

감소하 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에서 일렉트로슬리브가 균열 팁(tip) ligament로부

터 소성변형을 경험한 역에서의 mp 인자는 압력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다. 

Fig.4-5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FEA결과(flow stress ratio=1)는 균열길이가 25mm이

하일 때 ANL 결과와 잘 일치하지만, 균열길이가 50mm를 넘을 때는 균열길이 증가

에 따라 변화 폭이 감소하며, 반면 ANL에 의해 계산된 mp는 균열길이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유동응력 증가폭이 크다면, 균열길이 12.7mm에 대한 mp는 일렉트로슬리브에서 

1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짧은 길이 균열에서 압력증가에 따라 mp가 감소하더라도 

평균 ligament stress(또는 plastic strain)는 압력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 왜냐하

면 mp는 균열이 없는 부분의 nominal hoop stress를 평균 ligament stress로 나눔

으로써 얻어진 값이기 때문이다. 일렉트로슬리브 ligament의 유동응력에 비례하여 

평균응력은 일렉트로슬리브/모재(away from the crack section)의 복합재에서의 평

균응력보다 항상 높다. 

FEA grid는 정확한 해결책을 얻기에 충분히 미세하지 않기 때문에 FEA 결과는 

Fig.4-6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일렉트로슬리브와 모재의 유동응력비에 따른 균일한 

전열관에 대한 mp와 일렉트로슬리브 전열관의 mp의 비를 추정하는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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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Reference geometry for electrosleeved steam generator tube with an 

axial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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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Variation of the mp factor with pressure for (a) 

75mm(3in) long and (b) 12.7mm(0.5in) long cracks for 

various values of flow stress ratios between the tube and 

the electrosle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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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Comparison of mp values calculated by ANL 

correlation with those by FEA for rations of flow stress 

of Alloy 600 and the electrosleeve of 1, 2, and 3. Tube 

wall and electrosleeve thickness were assumed equal to 

1.27 and 0.97mm(0.050 and 0.038in.), respectively.

Fig. 4-6 Variation of the mp reduction factor with flow 

stress ratio (FSR) as calculated from FEA results for 

various crack l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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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재료특성(Materials Properties)

FTI(Framatome Technology Incorporate)는 다음 두 가지 data를 제공하 다. 하

나는 등온시효에 대한 시간의존성의 일렉트로슬리브 재료의 유동응력감소이며, 다

른 하나는 시뮬레이션된 심각한 사고상황하에서 균열을 가진 일렉트로슬리브 전열

관에 대한 파열실험이다.

FTI data는 가동온도에서 일렉트로슬리브가 모재보다 강도가 높다고 하 으나, 

고온(≥400℃)에서는 Fig.4-7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입계성장에 의해 강도가 낮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시효 효과는 적어도 두단계로 구성된 복잡한 현상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입계성장을 억제하는 입계에 석출된 Ni3P 석출물이 용해된다. 두 번

째 단계에서 입계가 성장한다. FTI의 등온시효 시편의 초기 경도는 시편에 따라 매

우 큰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각 시편에서 경도손실은 초기 경도를 시간 의존

성의 경도로 나눔으로써 표준화하 다. Fig.4-7은 낮은 속도일지라도 경도가 낮아지

는 것을 보여준다. 425℃이상에서 시효된 시편의 본 공정에 대한 핵생성 시간은 상

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본 모델링 작업에서 이와 같은 과정은 무시되었다. Fig.4-7의 

data는 시간에 따라 경도의 급격한 감소, 결정립의 급격한 성장과 관련된 첫 번째 

단계의 핵생성 시간보다 더 긴 핵생성 시간을 가진 두 번째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

을 나타낸다. Fig.4-8은 온도에 따른 유동응력(또는 입계성장)의 급격한 감소와 활

성화에너지변화를 나타낸다. 경도의 급격한 감소(급격한 입계성장)에서 잠복기

(incubation) 시간의 역수는 Fig.4-8에서 보여주는 온도 의존성의 활성화에너지를 

갖는다. 본 보고서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활성화에너지 Q를 Fig.4-8에서 보여주

는 단계 함수(step function)로 대체하 다. 일렉트로슬리브 재료에 대한 상온에서 

343℃까지의 항복강도 및 최대인장강도 data가 FTI에 의해 제출되었다. Fig.4-9에

서 온도에 따른 항복강도 및 최대인장강도의 평균값이 유동응력을 보여주고 있으

며, Inconel 600과 일렉트로슬리브의 유동응력(또는 입계성장)과 온도 사이의 관계

를 나타낸다. Fig.4-9에서 고온 일렉트로슬리브 data 중 하나는 시효재료에 대한 인

장시험결과로부터 추정되었고, 후에 자세히 논의하겠다. 그 외, 고온 유동응력 data

의 부재로 일렉트로슬리브의 미시효유동응력곡선을 도출하기 위해 Fig.4-9에서 실

선(solid line)을 사용하 다. 심각한 사고상황하에서 일렉트로슬리브의 실제유동응

력은 입계성장으로 인해 미시효 곡선(Hi)으로부터 감소하며, ANL과 FTI에 의해 수

행된 고온실험에서 일렉트로슬리브 재료의 실제 미시효 유동응력은 매우 작게 나타

났다.

FTI는 다양한 시간에 걸쳐 고온의 등온 사전 시효처리된 시편을 343℃에서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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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하 으며, 이의 결과를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 제출하 다

(Fig.4-10). 760℃의 data는 760℃에서 실험된 결과를 나타내며, 이 시편은 327℃로

부터 5.8℃/min의 낮은 속도로 가열되었다. 760℃에서 유효시효시간은 활성화에너지 

35kcal/mole로부터 39min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FTI는 SBO 사고를 다양한 가

열속도와 내부 가압으로 시뮬레이션한 전열관으로부터 6개 시편의 실험결과를 제공

하 다. 3개의 시편은 결함이 있는 것과 없는 것 2종류의 보수되지 않은 Inconel 

600이며, 나머지 3개의 시편은 12.7, 25.4, 50.8mm 길이의 전두께 결함을 갖는 전열

관이다. 초기의 가열속도는 3-5℃/min이었으며, 그 후 파열될 때까지 7-9℃/min의 

속도로 가열되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가열속도가 705℃이상에서 1.2℃/min까

지 점차적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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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Variation of normalized Vickers Hardness Number 

(VHN) of the electrosleeve material with time under 

isothermal aging at various temperatures.

Fig. 4-8 Variation of activation energy for the reciprocal of 

the time to onset of rapid reduction of flow stress (or grain 

growth) wit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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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Flow stress (without aging) vs. temperature 

plot for electrosleeve material and Alloy 600. The 

electrolseeve data (square symbol) at 760℃ was 

estimated from tensile data on a single specimen 

pre-aged and tested at 760℃, using n=0.33. Note that 

this flow stress curve of the electrosleeve was 

subsequently modified on the basis of ANL tests.

Fig. 4-10 Flow stress data on the electrosleeve 

material pre-aged for various times at high 

temperatures. All the tensile tests were conducted at 

343℃, except for the test on the specimen pre-aged 

at 760℃, which was conducted at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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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해석모델(Analytical model)

심각한 사고상황하에서 파열온도를 예측하기 위해 2가지 모델(선형적 손상법칙

에 기초한 모델과 Hall-Petch 관계에 기초한 모델)이 제시되었다. 일렉트로슬리브의 

시간 의존성(time dependent)의 미시효 유동응력곡선(unaged flow stress curve)이 

존재한다고 가정하 다. 시편이 예열, 안정화, 급속한 인장실험의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 한 입계성장으로 인해 고온에서 직접 인장실험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

도 의존성의 미시효 유동응력곡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시효 유동응력곡선은 고온

파열 data로부터 도출된다.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심각한 사고상황하의 온도 및 압력 

증가속도에 대한 고온파열실험을 통해 일렉트로슬리브의 유동응력곡선을 도출해야 

한다. 모델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는 이와 같은 data는 획득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일렉트로슬리브의 미시효 유동응력곡선은 고온(760℃)에서 사전시효(pre-aged)된 인

장실험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도출하 다. 결과적으로 일렉트로슬리브의 유동응력곡

선은 ANL에서 수행된 고온파열실험 결과를 기초로 해서 재 계산되었다. 

Hall-Petch 모델이 좀 더 기계적인 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여 파열을 예측하 으며, 두 모델은 파열온도에 대한 비교 data를 제공해 준

다.

가.선형적 손상법칙에 기초한 모델(Model based on linear damage rule)

선형적 손상법칙에서 입계성장현상의 “incubation"과 ‘growth"는 Fig.4-8의 

incubation process의 활성화에너지와 동일한 활성화에너지를 갖는 단일단계로 간주

되었다. 사전시효된 시편에 대한 FTI의 인장실험결과는 Pesudo 크립파열시간곡선

(creep rupture time curve)을 만들기 위해 선형적 손상법칙을 사용하여 분석되었

다. 심각한 사고상황하에서 입계성장의 대부분은 475℃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활성화에너지 Q는 35kcal/mole으로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 다. 또

한, 재료는 Hi(T)에 의해 주어진 온도의존성의 미시효유동응력(temperature 

dependent unaged flow stress curve, or hardness)을 나타낸다고 가정하 다. 임의

의 일정온도 T에서 시간 t 동안 등온시효일 때, 온도 To에서 초기의(미시효) 유동

응력 Ho는 Hi(To) 변화에 따라 시험온도 To에서 유동응력 H는 다음과 같다.

H(To)

Ho
 = F[ texp(-

Q
RT
)]  ------------------------------------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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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p(-
Q
RT
) = G[

H(To)

Ho
]  ------------------------------------ (2b)

F, G : function

760℃에서 30min 유지(가열시간을 고려하면 760℃에서 유효유지시간은 39min) 

후, 760℃에서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이 343℃에서 수행되었다면 본 data를 

제외한 전체 data를 통한 best-fit 곡선은 H/Ho 값이 약 0.28(실험으로 측정된 값은 

0.075)인 것을 나타낸다. 0.28/0.075의 비 3.68은 Fig.4-11의 760℃에서 미시효 재료

의 유동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343℃에서 미시효유동응력 인자로 사용되었다. 

Fig.4-11에서와 같이 G함수는 Power 함수에 의해 근사치를 구할 수 있다.

texp(-
Q
RT
) = 1.0017x10

-9
[
H(To)

Ho
]
-5.6995

 ------------------------ (3)

t : min, T : K

G(H/Ho)는 시효온도 T를 포함해서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도 가능하다고 가정하

면,

H(T)
Hi(T)

 = 
H(To)

Ho
 ------------------------------------------- (4)

선형적 손상법칙에서 입계성장에 대한 핵생성이 고려되지 않았을 지라도 

H(To)=Ho인 시간을 평가함으로써 유동응력손실 시작점의 핵생성시간을 추정하는데 

식(3)을 사용할 수 있다.

t n = 1.0017x10
-9exp(

Q
RT
)  ------------------------------------- (5)

식(1a), (3), (4)은 일정 응력 σ, 일정 온도 T하에서 파열시간 tR(min)을 나타내

기 위해 조합되었다.

tR = 1.0017x10
-9 (

σ
Hi(T)

)
-5.6995

exp (
Q
RT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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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말해서 식(6)은 온도가 일정할 때만 가능하다. 주어진 온도, 응력에서 크

립-파열(creep-rupture)에 대한 시간을 나타내는 식과 유사하다. 온도와 응력이력이 

변화하는 조건하에서 크립-파열 시간을 예측하기 위한 전형적인 접근방법은 선형적 

시간분율 손상법칙(linear time fraction damage rule)을 이용하는 것이다.

⌠
⌡

t f

0

dt
tR
 = 1  -------------------------------------------------- (7)

식(7)은 σ=σlig(t), T=T(t)인 식(6)으로부터 tR을 평가함으로써 심각한 사고상황

동안 응력과 온도이력의 변화 조건하에서 파열을 예상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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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Variation of non-dimensional flow stress 

(after grain growth) with time-temperature 

parameter. The square symbol represents the signal 

tensile test data that was conducted at high 

temperature and was available initially.



- 64 -

나.Hall-Petch 방정식에 기초한 모델(Model based on Hall-Petch equation)

선형적 손상법칙에 근거한 모델과는 대조적으로 이 모델에서는 “핵생성”과 입계

성장의 “성장”이 명백하게 분리되어 있다. 앞에서와 같이 일렉트로슬리브는 초기의 

“미시효” 유동응력곡선(unaged flow stress curve) Hi(T)을 갖고 있다. 높은 변형률

에서 일렉트로슬리브의 경도 및 유동응력은 Hall-Petch 관계에 의해서 입계크기에 

의존한다고 가정하 다(Fig.4-9).

H(T) = Ad
-n
f(T) ---------------------------------------------- (8)

H(T) : flow stress at any temp. T

d    : grain dia.

n    : Hall-Petch exponent

f(T)  : correction factor for temp.

Hall-Petch 방정식을 나노재료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할지라도 파열이 발생하

는 심각한 사고상황하의 급속한 입계성장 후에는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고온노출과정에서, 입계성장속도는 식(9)으로 가정된다.

d=O for t <  t n

 =
B
d
exp (

-Qg
RT

) for t ≥ t n  ------------------------------------ (9)

tn  : nucleation time to loss of flow stress(i.e., onset of grain growth)

B  : constant

Qg : activation energy for grain growth

R  : 1.987 cal/mol/℃

소성변형에 기인한 재결정은 고려되지 않았다. 입계성장속도 방정식의 형태는 등

온시효하에서 입계성장은 포물선법칙을 따른다는 조건으로 선택되었다. 등온시효하

의 활성화에너지 Qn을 갖는 핵생성시간의 역수(1/tn)는 아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1
t n
 = C exp

-Qn
RT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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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는 상수이며, 온도 T에 따른 활성화에너지 Qn의 변화는 Fig.4-8에 주어

졌다.

FTI에 의해 실험된 일렉트로슬리브의 사전 시효(pre-aged)된 시편에 대한 인장

결과는 식(8)-(10)의 여러 변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되었다. Qn=Qg=Q라는 가정 하에, 

식(10)을 이용하여 식(9)를 적분하면,

d(t) = [d2i-
2B
C
+2Bt․ exp

-Q
RT

]
-1/2

 -------------------------- (11)

di : grain dia. of the as received material

T : aging temp. 

식(11)을 식(8)에 대입하고, 인장시험온도를 To 그리고 To에서의 초기 미시효유

동응력을 Ho라고 하고 방정식을 풀면

texp
-Q
RT

 = 
d
2
i

2B
[ (

Ho
H
)
2/n

-1]+
1
C
 --------------------------- (12a)

Ho =  Ad
-n
i f(To)  ------------------------------------------- (12b)

사전 시효(pre aged)한 시편에 대한 FTI 인장시험결과(To = 343℃)를 Fig.4-12

의 a), b)에 나타내었다(n=0.33, 0.44라고 각각 가정). 두 곡선 모두 통상적인 값 0.5

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di
2
/2B), (1/C)는 곡선의 기울기와 절편으로부터 구할 수 있

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760℃에서 30min동안 시효한 시편은 760℃에서 인장 시험하

다. 이 시편은 시효하기 전 327℃로부터 760℃까지 5.8℃/min의 속도로 가열되었

기 때문에 35kcal/mol의 활성화에너지를 사용한 해석은 760℃에서 유효시효시간

(effective aging time)이 39min이었다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343℃에 비하여 760℃에서 유동응력 감소 인자는  760℃ data를 배제하고 

Fig.4-12의 a), b)에서와 같이 시간, 온도변수를 best-fit 곡선 상에 연장선을 그림으

로써 얻을 수 있다. Fig.4-9, 13의 유동응력곡선은 760℃에서 추정된 값과 일치하며, 

두 유동응력곡선상의 차이점은 무시할 만 하다.

등온시효하에서 유동응력손실(입계성장)시작에 대한 핵생성 시간은 식(10)과 

Fig.4-8에서 보여준 조금씩 변화하는 활성화에너지에 대한 근사치를 사용하여 계산

하 다. 두 가지의 Hall-Petch 지수를 사용한 Fig.4-14의 결과는 넓은 온도범위에서 

핵생성시간 측정을 가능하게 해주며, 선형적 손상법칙에 의해 추정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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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곡선 중간에 위치한다. 

Fig.4-7, 14의 FTI data로부터 도출된 경도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핵생성 시간은 

n=0.33의 data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양한 온도의 등온시효하에서 시간

에 따른 경도감소(n=0.33, 0.4)를 계산한 곡선은 Fig.4-15에서 FTI data와 비교되었

다. 비록 모델이 초기 경도감소의 낮은 속도를 표현하지 못했을지라도 차후 발생하

는 급격한 경도감소를 잘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온도이력 하에서 핵생성 시간을 도출하기 위해 식(10)을 아래와 같이 일

반화 할 수 있다.

C⌠⌡

0

t n
exp(

-Q
RT

)dt = 1  ---------------------------------------- (13)

임의의 시간 t에서 입계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식(9)를 적분하면,

d(t) = d i                               for t <  t n  ------------------ (14)

     = [d2i+2B
⌠
⌡

t

t n
․exp(

-Q
RT

)dt]
-n/2

for t ≥ t n

식(13)과 (14)를 식(8)에 대입한 후, 임의의 시간에 대한 유동응력 H를 풀면,

H(t) = H i(t)                                   for t <  t n  ------------ (15)

      = [1+
2B

d2i

⌠
⌡

t

t n
․exp(

-Q
RT( t)

)dt]
-n/2

Hi(t) for t ≥ t n

Hi(t) : initial "unaged" flow stress at T(t)

식(1a)가 만족될 때 Ligament 파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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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Flow stress ("unaged") parameter vs. 

temperature plot for electrosleeve material. The data 

(open square symbol) at 760℃ was estimated from the 

tensile data (filled square symbol) on a specimen aged 

and tested at 760℃, using a Hall-Petch exponent (a) 

N=0.33 and (b) n=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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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Flow stress ("unaged") vs. temperature 
plot for electrosleeve material and Alloy 600. The  
electrosleeve data (square symbol) at 760℃ was 
estimated from the tensile data on a single 
specimen pre-aged and tested at 760℃, using 
n=0.4.

Fig. 4-14 Variation of calculated "nucleation" times 
to onset of rapid loss of flow stress (or grain 
growth) under isothermal aging with aging 
temperature for Hall-Petch exponent of n=0.33 and 
n=0.40 and the linear damage rule model (Eq. 5), 
using a temperature-dependent activation energy 
given by the step function in Fig.4-8. Also shown 
are nucleation times for rapid loss of flow stress 
derived from the FTI data shown in Fig.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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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Comparison of the calculated variation of 

normalized Vickers Hardness Number (VHN) of the 

electrosleeve, using the Hall-Petch model with 

n=0.33 and n=0.4 with the experimentally measured 

variations under isothermal aging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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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고온시험(High temperature tests)

FTI는 12개의 일렉트로슬리브 시편을 제공하 으며 그 중 3개는 노치를 포함하

는 시편이었다. 또한 ANL에서 EDM(Electro Discharge Machining)가공으로 노치가 

있는 8개의 시편을 추가로 제작하여 총 11개의 노치가 있는 시편이 ANL에서 사용

되었다. 이 시편들은 2.35ksi의 일정압력하에서 300℃에서 500℃까지 4.2℃/min의 속

도로 가열되었으며, 500℃이후 파열될 때까지 12.5℃/min의 속도로 가열되었다

(Fig.4-16 a), b)). 이와 같은 경우는 NUREG-1570보고서의 Case 6RU의 SBO 결과

와 유사하다.  Surge line 파열이 발생하 을 때의 전열관 온도가 684℃이었다. FTI

에서는 SBO와는 약간 다른 조건에서 축방향으로 노치가 있는 시편에 대하여 고온

실험을 하 다. 

FTI와 ANL에서 수행된 결과를 Table 4-2에 요약하여 나태내었다. 51, 76mm 

길이의 결함을 갖는 모든 ANL 시편 중 일렉트로슬리브 전열관과 보수되지 않은 

전열관에서 opening을 나타내었다(fish-mouth). 보수되지 않은 전열관은 large flaw 

opening을 나타내었지만 일렉트로슬리브 전열관은 육안으로 보이는 opening없이 파

열되었다. FTI에서도 이와 유사한 파열모드가 관찰되었다.

Table 4-2 Summary of severe accident tests conducted at ANL and 

FTI on notched electrosleeve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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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Calculated variation and ANL test 

simulation of (a) temperature and (b) 

pressure differential during an SBO (case 6) 

sever accident trans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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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예측된 파열온도(Predicted failure temperature)

Table 4-2의 시험은 일렉트로슬리브 전열관의 형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고온 쪽에서 예측된 파열온도는 아래 변수를 사용하여 얻어졌다.

전열관 두께 0.051in, 슬리브 두께 0.040in, 노치 깊이 0.048in

저온 쪽은 아래 변수를 사용하 다.

전열관 두께 0.049in, 슬리브 두께 0.035in, 노치 깊이 0.049in

노치 깊이가 모재의 전두께(full thickness)보다 작을 경우, Ligament에 대한 유

효유동응력(effective flow stress)이 사용되었다. 실험결과와 모델에서 노치 길이 증

가에 따라 파열온도가 감소하며, 3.0 이상의 노치 길이에서는 심각한 파열온도 감소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전열관의 형상변화는 고온 쪽과 저온 쪽에서 큰 차이를 나

타낸다. 이러한 차이는 각 시편에 대한 실제 형상치수가 파열온도를 예측하는데 사

용된다면 예측된 결과와 실측 결과사이의 온도관계를 명확하게 보여 줄 것이다.

Fig.4-17은 FTI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 파열온도에 대한 비교결과를 보여주며, 

Fig.4-18에서와 같이 동일한 형상에 가정을 둔 경향을 보여준다. 실험결과는 저온 

쪽 곡선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가정된 일렉트로슬리브의 두께가 

저온 쪽 두께와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예측된 파열온도(실제 형상 및 가

열속도를 사용한 경우)는 실측 파열온도와의 차가 15℃범위 안에 있다. 전두께에 걸

쳐 노치된 일렉트로슬리브 전열관의 파열온도는 Fig.4-17에서 볼 수 있듯이 노치 

길이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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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Predicted vs. observed failure temperatures 
of the FTI tests. The predicted points are based on 
actual geometry and actual temperature ramp for 
each specimen.

Fig. 4-18 Variation of ANL test failure 
temperatures and predicted upper and lower 
bounds to the failure temperatures with notch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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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효에 따른 유동응력 감소(Reduction of flow stress with aging)

시효는 760℃에서 시효한 FTI의 일렉트로슬리브의 경도 data와 함께 입계성장 

모델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하 다. 따라서, 시효에 따른 유동응력손실 계산에서 약

간의 부정확성이 예상된다. 고온에서 Ni-200의 유동응력은 입계성장 후 일렉트로슬

리브의 유동응력을 추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FTI는 제안하 다. Fig.4-19에서 

Ni-200의 유동응력과 Case 6 가열속도에 따른 일렉트로슬리브의 계산된 유동응력

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Ni-201에 대해서는 단지 650℃까지만 시효 관찰되었다. 

593℃, 760℃에서 시효된 FTI의 일렉트로슬리브 data는 단지 2개만이 Ni-200 곡선

과 가깝게 위치한다.

650℃이상, 심각한 사고상황 온도범위에서 계산된 시효유동응력곡선(aging flow 

stress curve)은 Ni-200의 유동응력곡선보다 약간 아래로 가깝게 위치한다. 760℃에

서 시효된 FTI의 일렉트로슬리브 data는 Ni-200 곡선 아래에 위치하며, 계산된 유

동응력곡선에 가깝게 위치한다. 따라서, 시효에 따른 유동응력손실은 심각한 사고상

황하의 FTI 가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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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 Comparison of calculated flow stresses 

(including aging) of electrosleeve (solid line) with 

flow stress data (open symbols) of Ni-200 

(Huntington) and Ni-201 (ASTM). Also show 

the flow stress of the unaged electrosleeve (short 

dashed line) and two FTI flow stress data (filled 

circle) on 30min ag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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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요약(Summary)

가정된 심각한 사고상황하에서 파열온도를 예측하기 위해 유동응력에 기초한 2

가지 모델이 개발되었다. 두 모델은 시효에 따른 일렉트로슬리브의 유동응력손실을 

설명해주며, 두 모델중 Hall-Petch 모델이 좀 더 기계적인 방법으로 파열온도를 예

측하는데 사용되었다. 예측된 유동응력은 고온에서 Ni-200의 유동응력과 잘 일치한

다. 

SBO Case 6의 압력, 가열속도와 유사한 11개의 시편(노치가 있는 일렉트로슬리

브 전열관, FTI사 제공)에 대한 고온실험이 행해졌다. 균열길이가 2-3inch를 넘으면 

파열온도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FEA결과와 유사하 다. ANL 

및 FTI의 유동응력 결과는 저온에서 고온까지 미시효 유동응력곡선(unaged flow 

stress curve)을 도출하는데 사용되었다. 모든 실험결과는 시편의 제한된 형상학적 

인자에 기초하여 계산된 범위 내에 위치하 다. FTI에 의해 보고된 노치가 있는 일

렉트로슬리브 전열관에 대한 파열온도 data는 유동응력모델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보고된 일렉트로슬리브의 미시효 유동응력곡선 모델은 가열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크립(creep)효과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가열속도에 따른 효과로 입계

성장만을 고려하 기 때문에 ANL 실험에 사용된 12.5℃/min과 다른 가열속도에서 

이 모델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12.5℃/min와 상당히 다른 가열속도에서 파열온도 예

측은 입계성장효과가 크립효과보다 우세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 77 -

제5장 부식방지

Inconel 600의 SCC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재료의 주요 관심사이다. 균열을 갖고 

있는 대량의 전열관의 플러깅을 피하는 길은 국부적인 슬리빙을 하는 것이다. 니켈

도금 보수기술은 프라마톰(Framatome)과 벨가톰(Belgatom)에 의해 각각 독자적으

로 개발이 시작되었으나, 후에 기술을 공유하기로 결정하 다. 1985년과 1986년, 연

구개발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도금방법을 실험하기 위해 Belgium의 Doel 2 원자력

발전소 전열관 91개에 현장 실험하 다. 1987년, 1년 또는 2년 정도 현장 가동된 니

켈도금 전열관 중 9개를 평가를 목적으로 가동상태에서 제거하 다(Fig.5-1). 프라

마톰과 벨가톰은 집중적인 Lap. 실험과 현장실험으로 도금공정(도금용액, 도금방법, 

사용장비)을 적정화하 으며, 이 적정화된 도금공정으로 1988년 Doel 2와 Doel 3 발

전소에 적용하 다. 그 후 이 기술은 프라마톰에 의해 상업화되었다. 니켈도금기술

은 후에 일렉트로슬리빙 기술의 근간이 되며, 일렉트로슬리빙 기술과의 차이점은 

도금재료, 도금층 구조 등에서 대별되며 결국 니켈도금기술은 SCC에 대한 부식방

지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1.Ni 도금

가.코팅기능과 공정선택(Coating function and process selection)

니켈도금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능을 갖는다.

1)균열에 대한 bridge 역할과 일차측 냉각수의 누설을 방지한다.

2)일차측 냉각수가 균열 끝 부분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며 PWSCC의 진행을 

억제한다.

3)일차측 냉각수와 모재 벽이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며, 새로운 균열의 출현을 억

제한다.

니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도금재료로 선택되었다.

1)도금에 적당하고 기공이 없으며, 모재와의 착력이 우수하다.

2)Co와 같은 방사선 활성화 원소를 함유하지 않는다.

3)일차측 냉각수에 대한 부식 및 침식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4)적정한 기계적 강도와 연성을 나타낸다.

5)모재와 유사한 조성을 갖기 때문에 열팽창계수의 차가 매우 작을 것으로 고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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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도금연구에서 중요한 2가지는 적정한 도금절차를 선택하는 것과 소경의 전

열관내에서 사용이 용이한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다.

나.공정의 장점(Main advantage of the selected process)

니켈도금 보수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1)모재 및 도금층에 유발된 잔류응력이 매우 낮고, 후열처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

문이다.

2)직선으로 된 전열관의 어느 부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3)보수 후에 열전달의 현저한 감소 없이 전열관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4)검사장비 및 그 외 보수장비의 원활한 소통으로 도금한 역 위 분부에도 보

수가 가능하다.(예를 들어 관판에 기도금층을 갖는 전열관의 관지지판에도 보수 가

능)

5)니켈 도금한 후에도 UT를 사용하여 모재에 대한 검사 가능하며, UT 검사는 

Rotating ECT probe를 이용한 검사한계와 동일한 수준이며, Axial ECT probe 보

다는 우수한 검사능력을 갖는다.

6)필요하다면 모재의 손상 없이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도금층을 벗겨낼 수 

있다.

7)증기발생기 전열관 100%에 설치가 가능하다.

다.공정단계(Process step)

적정화된 도금공정은 아래의 단계를 갖으며, 일렉트로슬리빙 공정과 거의 비슷하

다. 

1)도금할 역의 전열관 내벽에 부착된 산화물 및 기타 부산물을 브러시를 이용

하여 제거한다.

2)도금장치 삽입 후 실링을 확인한다.

3)Doel 2 발전소에서 인출된 전열관 검사결과, 적정화되었다고 판단되는 도금공

정을 통해 도금을 수행한다.

4)도금 후 물 세척을 한다.

5)고분해능의 endoscopy(UT)를 사용하여 도금층을 검사한다.

브러싱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는 하나의 도금장치로 해결이 가능하며, 도금과

정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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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금장치(Plating equipment)

도금장치와 설비는 Fig.5-2에 나타내었다. 도금장치에서 도금용액과 세척용액은 

100mm 길이로 실링된 공간의 모재와 중앙부의 양극사이로 흐른다. 용액을 외부의 

개별적 탱크로부터 펌핑되며, 패널 밸브는 컴퓨터에 의해 완벽하게 제어된다.

중앙부의 전극과 모재에 전압이 공급되며, 공정단계에 따라 전압은 변화된다. 증

기발생기 밑부분에 부착된 pusher-puller에 의해 도금장치의 positioning과 삽입이 

가능하며, 선택된 전열관 아래에 있는 트 크의 flexible hose에 연결되어 사용된다. 

이 탱크는 모든 type의 carrier, manipulator arm 또는 spider와 연결이 가능하다.

 2.Licensing file

Lincensing file에 대한 3가지 주안점이다.

1)공정효율 : 모든 시험은 니케도금효율과 우수한 현장특성을 보여준다. 게다가, 

도금절차가 증기발생기의 다른 부품에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2)검사능 : 니켈도금은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 필수조건이 도금층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다.

3)파열전 누설 : 이 개념은 많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안전위원회에 일반

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세로균열 길이가 임계길이 이하이면, 전열관의 사전 누설 없

이 파열이 불가능하다는 개념이다.

공정에 대한 자격 요건에 증기발생기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있기 위한 균열, 산화, 그 외 특별한 현상을 시뮬레이션한 1000개 이상의 도금된 

전열관이 필요하다. 

Lap. 실험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도금층뿐 아니라 도금용액에 대한 화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Co 농도를 확인한

다.

2)SEM을 통하여 균열 및 기공에 대한 macro, micro적인 표면검사와 도금 물질

로 인한 표면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3)집합조직(texture)을 포함한 metallographic 분석을 통한 구조분석을 실시한다. 

4)도금층에 대한 연성, 착성, 열충격을 포함하는 기계적 저항성을 확인한다.

5)도금층뿐 아니라 모재의 천이부분의 잔류응력을 X-ray를 통해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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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동 중 또는 transient 조건에서 부식실험을 수행한다.

도금층 내에 검사되어야 할 주요특성은 다음과 같다.

균열에 대한 bridging, 균열을 방지하는 도금층 특성, 착성, 표면특성, 기공여

부, 연성, 내식성, 침식성, 기계적 특성의 균질성, 잔류응력, 열충격 저항성, Co 농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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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Cross section of pulled out tube after two years 

service.

Fig. 5-2 Ni plating equipment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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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존보수기술

제1절 기계식 슬리빙(Hydraulic expansion joining)

용접을 하지 않는 기계식 슬리브의 사용은 빠른 설치속도와 비교적 낮은 가격으

로 인해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국부적인 팽창, 즉 Hybrid expansion 형으로 

착된 상부 조인트에 의해 전열관 속으로 고정되어지며, 단기 수명이 요구되고 미

국 내 발전소에서의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특수 검사를 하지 

않고 기술제공자의 품질관리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도 무난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본 

방법의 단점으로는 슬리브에서 균열이 발생되었다는 보고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처음 HEJ 부위에다가 레이저 용접을 하고 추가로 위에다가 HEJ 부위를 

만들고 다시 레이저 용접을 함으로 보완하 다. 또한 Tubesheet에만 적용이 가능하

다.

Fig.6-1은 웨스팅하우스사의 Hydraulic Expansion 확관법으로 전열관 및 슬리브

에서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로 변형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제2절 브레이즈 슬리빙(Brazed sleeving)

Brazing Filler 저장체인 슬리브에서 슬리브와 전열관 사이의 접촉표면을 

Brazing용과 그 위에 새로운 압력경계 생성용으로 주입하기 위하여 증착된 Brazing 

Filler가 녹을 때까지 가열한다. Brazed 슬리빙 절차는 우선 슬리빙 대상 전열관 내

부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그 다음 슬리브를 삽입하고 슬리브 위/아래 끝에서 유

압 팽창시킨다. 전기 히터와 Brazing 장치를 삽입하고 Brazing하며, Brazing된 부위

를 초음파검사와 와전류검사를 수행한다. 기계식 슬리빙방법으로는 적용하기 어려

웠던 관지지판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열관 시트의 하부 조인트에 있어서 

Brazing법을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전열관을 확관 시키거나 용법에 의해 기  시키

는 것이 요구되며, 수실 최외각의 2-4열은 적용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관련 특허

는 참고문헌을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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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Tube/Sleeve Hydraulic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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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폭발 용접 슬리빙(Explosive Welded Sleeving)

 폭발 용접은 전열관 항복강도의 수십배 이상 되는 순간 초고압의 폭발압력으로 

이종 또는 동종의 금속을 접합시키는 고상접합법의 일종이다. 

 Fig.6-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폭발 용접의 기본 원리는 접합할 두 금속을 서로 

경사지게 놓고 그 위에 폭약을 장착해 폭발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높은 폭발압력과 

폭발에너지에 의해 두 금속을 접합하게 되며, 화약 폭발시 두 금속사이에서 발생된 

제트가 접촉할 표면사이에 존재하는 Surface Atomic Layer 및 이 물질층을 제거하

게 된다. 이로 인해 충돌 점에서 두 금속 사이의 원자들이 서로 계면을 가로질러 

Coherent Bond를 일으켜서 야금학적인 접합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두 금속은 고상

으로 거동하지 않고 액상과 같이 거동하게 되는데, 이는 폭발시 발생되는 비점성 

유체로 거동하기 때문이다. 

 폭발 용접의 메카니즘인 제트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1)충돌압력은 임계값을 초과

해야 하며, 2)충돌지점에서 용접진행속도는 음속보다 작아야 한다. 앞의 두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화약량/가속된 유효질량값(c/m), 유효거리(Stand-off Length), 

유효각도((Stand-off Angle), 폭발속도(Detonation Velocity) 및 관판 홀 직경 등의 

Ligament에 대한 전열관의 임계두께(t) 등과 같은 변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일

반적으로 상기 인자들은 Fig.6-3에 나타낸 충돌각과 충돌속도와의 관계에 의해 나

타낼 수 있다. 곡선 A는 폭발력에 의한 접합이 형성될 수 있는 최소 충돌 압력을 

나타내며, 충돌각이 감소할수록 높은 압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곡선 B는 최대 

충돌 압력을 나타내는 곡선으로서 충돌점 속도와 충돌각이 매우 큰 범위에서는 충

돌계면이 용융 되어 용융계면층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VT는 폭발용접

이 가능한 최소 충돌속도를 나타내며, VS는 아음속 폭발속도로서 위에 언급한 폭발

제트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낸다.

 폭발 슬리브의 두께는 1.2∼1.4mm가 적절하며, 슬리브의 외면에 깊이 0.3∼

0.4mm의 홈을 형성하면 동일한 화약량에서도 운전가능 내수압이 상승한다. 

Explosive Welded Sleeving은 폭발 슬리브 주변 Ligament 형태에 따라서 보수 방

법을 다르게 하여야 한다. 즉 관판부, 관판 상부의 90mm 이내 부분, 관지지판 부의 

열화 원인 및 형태에 따라 보수 방법을 다르게 한다. 유체에 의한 마모, SCC 등으

로 인하여 전열관 최초의 항복강도의 50%이하(15kg/mm
2
)이면 Explosive Welded 

Sleeving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폭발 확관 후 레이저 용접을 실시하는 방안을 채택

하여야 한다. 관판, 관판 직상 90mm까지는 홈을 가진 슬리브로 폭발 확관 후 75

0∼800℃에서 15min동안 응력제거 열처리하면 Sleeving의 인발강도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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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kg의 범위로 내수압 250kg/mm
2
이상으로서 만족한다. U-bend에 결함이 있는 

전열관은 플러깅 하여야 한다.

 Fig.6-4의 (a)는 관판부, (b)는 관지지판부, (c)는 그 외 열화위치에 대한 슬리브 

기술을 나타내고 있다.

Fig. 6-2 Mechanism of the Explosive Welding; (a)The 

Basic Setup before the Explosive is detonated, (b)The 

Position When the Detonation Front, Which Travels at 

Velocity VD, has reached B and the Collision Point 

has reached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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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Boundaries for Explosive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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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 Explosive Welded Sleeve; (a)Tubesheet, (b)Tube Support Plate, 

(c)Others Degraded Position.

(a) (c)(b)(a) (c)(b)



- 88 -

제4절 레이저 용접 슬리빙(Laser welded sleeving)

원자로 격납용기밖에 설치된 고출력 Nd:YAG 레이저 발생기를 사용하여 좁은 

Bead 폭을 가진 좋은 용접이 가능하며, 광섬유를 따라 레이저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어떠한 위치에서도 용접이 가능하고, 반사경의 나선회전에 의해 전열관의 

Girth(원주방향) 용접이 가능하다. Fig.6-5는 레이저 용접법에 사용되는 Laser Weld 

Head를 보여주고 있다. 

 Brazing 법에 비해 우수한 점은 첫째, 슬리브의 길이를 줄일 수 있는데 그 이유

는 전열관 시트 속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적으로 

슬리브의 길이는 Brazing은 280mm, Laser Welding은 150mm이다. 이런 장점 때문

에 수실의 최외각에 있는 첫 번째 Row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열관을 슬리빙할 수 

있다. 둘째, Brazing 공정은 상하부 조인트가 서로 다른 기술이 요구되지만 본 방법

은 전열관 시트의 상부와 마찬가지로 하부 조인트에도 적용하여 자연스럽게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다. 셋째, 레이저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용접부의 HAZ(heat 

affected zone)가 좁고, 최소한의 입열량으로 비틀림이 적다. 그러나, ASME가 요구

하는 용접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pass 이상 용접이 수행되어야하며, 용접

깊이는 전열관 두께의 85%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Table 6-1은 용접에 향을 미

치는 인자와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단점으로는 급속한 응고속도로 인한 응고균열에 민감하며, 전열관의 미세조직이 

변화하게된다. 또한 응고 수축시 고인장응력이 용접부에 잔류하게 되므로 용접후 

응력제거열처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한다.

Table 6-1 Weld joint design and influencing parameter.

Weld joint design Influencing parameter

○Weld width(3pas, ASME required)

○Weld free of crack and inclusions

○Weld depth less than 85% of tube

  wall thickness

○Weld surface amenable to UT 

  inspection

○SG tube material deviations

○Tube ovality

○Heat treatment after welding

○Moisture on the primary or 

secondary

○Tube OD deposit(sludge)

○Tube O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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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Intergranular Attack을 지닌 전열관에 대해 예방보수작업으로 널리 적

용되고 있다. 주요 작업절차는 슬리브를 삽입하고, 슬리브의 상부와 하부에서 유압 

확관 시킨 후 YAG 레이저에 의한 레이저 용접을 수행한다. 그 다음 표면 비드폭에 

대한 육안검사와 슬리빙 위치에서의 와전류탐상을 수행하여 건전성을 확인한다. 레

이저 용접 슬리빙에 관련한 특허는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Fig. 6-5 Laser weld head for repair of steam generator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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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PLUSS 슬리빙

ABB CE사에서 개발된 슬리빙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접식 슬리빙

이 가지고 있는 설치 높이의 한계, 민감한 용접공정, 결정적인 용접 경로 공정, 전

열관 검사의 신뢰도 저하 등의 제약조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앞에서 언

급한 제약조건을 피하기 위해 ABB CE사는 단순 기계팽창 공정을 적용함으로 무용

접 슬리브(PLUSS sleeve)의 개발을 시도하 으며, 이론적 검토와 가능성 시험을 통

하여 증기발생기 전열관보다 항복강도는 낮고 열팽창계수는 높은 슬리브 재료를 사

용함으로서 누수방지 팽창 조인트를 얻을 수 있었다.

Fig.6-6은 PLUSS 슬리빙 방법에서 공정 단계에 따른 Stress & Strain Curve를 

나타내고 있다. 단계 A에서 슬리브가 확관 되어지기 시작하며, 단계 B에서 슬리브

는 탄성 역을 벗어나 소성 역에 들어서고, 전열관도 확관 되어지기 시작한다. 전

열관이 탄성 역을 지나기 바로 전에 확관을 멈추면 탄성응력에 의해 제자리로 돌

아갈려는 힘이 발생한다(단계 C). 따라서 단계 D에서 잔류응력은 미소한 인장응력

이거나 압축응력이 형성되게 된다. 이와 같이 전열관의 탄성응력이 확관된 슬리브

를 잡아주는 것을 기본 이론으로 하고 있다.

Fig.6-7은 PLUSS 슬리빙을 이용하여 TS(tubesheet)와 TSP(tube support plate)

를 보수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a)의 경우, 슬리브 관 상단부는 수압팽창법을 사

용하여 6개의 연결부를 만들고 하단부는 Hard Rolling으로 연결하 다. (b)의 경우, 

상단부 및 하단부 모두 (a)의 상단부 연결법과 동일한 연결법을 사용하 다. 

Fig.6-8은 슬리빙하기전과 후의 국부적인 온도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슬리빙하기

전의 전열관 내부 접촉 온도는 305℃를 나타내나 슬리빙 후에는 슬리브와 0.32mm 

Gap으로 인하여 약 24℃정도가 낮은 281℃를 나타내고 있다. Hard Rolling 부분의 

바로 윗 부분은 0.57mm의 Gap를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Gap에서 Crevice 

Corrosion 가능성에 잠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슬리브 재료에 있어서 증기발생기 운전 조건을 검토해 본 결과, I600 전열관 보

수에 있어서 슬리브 재료로서 Incoloy 800을 선택하 다. Table 6-2는 PLUSS 슬리

빙이 적용된 원전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96년 고리 1호기, 1999년 울진 1

호기, 2000년 울진 2호기에 성공적으로 설치하 고, 외국의 경우 벨기에에서 1996년 

Tihange 3호기, 1997년 Tihange 2호기에 본 방법을 적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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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 Stress/strain diagram of sleeve and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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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7 PLUSS sleeve (a) TS (b) T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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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Temperature investigation unsleeved/sleeve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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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Installed PLUSS sleeves.

Nuclear Power 

Plant

Steam Generator 

Type
Year TS TSP Subtotal

Tihange 3, Belgium WE1, 3/4" Tubes 1995 20 - 20

Kori 1, Korea W51, 7/8" Tubes 1996 1205 - 1205

Tihange 3, Belgium WE1, 3/4" Tubes 1996 104 - 104

Tihange 2, Belgium W51, 7/8" Tubes 1997 10 - 10

Krsko, Slovenia WD, 3/4" Tubes 1998 46 89 135

Ulchin 1, Korea W51, 7/8" Tubes 1999 986 - 986

Krsko, Slovenia WD, 3/4" Tubes 1999 78 32 110

Ulchin 2, Korea W51, 7/8" Tubes 2000 1235 - 1235

Tihange 2, Belgium W51, 7/8" Tubes 2000
No. of 

sleeves not 
yet desided

-
No. of 

sleeves not 
yet desided

Calver Cliff CE, 3/4" Tubes 2000
No. of 

sleeves not 
yet desided

-
No. of 

sleeves not 
yet desided

Total
1995

-2000
3685+ 121 3806+

TS : TubeSheet, TSP : Tube Support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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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브를 삽입하는 방법들은 전열관과 슬리브의 조인트 제작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슬리브를 삽입함으로써 냉각수 유속과 열전달 효율이 감소하게 되며, 

전열관과 슬리브 사이의 Gap이 존재하므로 Crevice에 민감한 단점은 다른 슬리빙 

방법과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제6절 일렉트로슬리빙의 특성

 1.장단점

가.장점

아래 항목들은 다른 슬리빙 방법에 비한 일렉트로슬리빙의 장점을 나타내고 있

다. Fig.6-9는 이에 대한 내용을 개략도를 통해 보여준다.

1)차기 보수를 위한 접근성 양호 : 슬리브관 보다 두께가 얇으며, 모관과 슬리브

관의 Radial Clearance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2)전열관의 미세조직 불변 : 열처리에 의한 입계 성장이나 기계적 응력에 의한 

전위의 집적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3)틈새 없는 연속적 결합 : 모재와 일체형의 연속적 결합을 갖는다.

4)완벽한 접근이 가능 : 접근 제한 길이인 11-12inch보다 슬리브 길이가 훨씬 작

다. 

5)냉각재의 유속감소가 적음 : 슬리브의 두께가 얇고 연속적인 결합을 갖는다.

6)잔류응력제거 불필요 : 열응력 및 가공응력이 인입되지 않는다.

7)슬리브 관 삽입 불필요

8)기계적 강도 우수 : Inconel 600에 비해 2배정도 높은 Y.S, U.T.S를 갖는다.

9)저온 작업 : 40-70℃에서 전기도금이 실시된다.

10)위험성 없는 설치 작업

11)설치높이에 관계 무

12)기존에 설치된 슬리브관 보수도 가능

13)초음파 탐상에 의한 완벽한 결함 탐지 

Table 6-3은 여러 가지 보수법에 대한 설치효율과 슬리브의 길이를 보여주고 있

다. PLUSS 방법이 다른 두 방법에 비하여 빠른 설치 속도를 갖는 반면, 슬리브 길

이는 긴 것을 알 수 있어 상대적으로 열전달 효율과 유속 감소가 클 것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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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렉트로슬리빙 기술은 완벽한 접근이 가능하며, 슬리브 길이가 짧다. 또한, 

sleeve/plug 비가 180으로 PLUSS의 40에 비하여 3배 이상 높다.

나.단점 

1)폐기물 생성 : 도금 폐액이 생성되나,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다른 보수기술

에 비하여 증기발생기 수명을 더욱 연장할 수 있으며, 가동효율이 높기 때문에 경

제적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2)설치속도 : 도금속도의 한계성으로 하나의 전열관 보수에 4-4.5시간 이상이 소

요된다. 다중 probe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

3)ECT 적용불가 : Ni 도금층이 강자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자성체에만 적용이 

가능한 ECT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RFECT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Table 6-3 Efficiency, Length, Applicable Area and Sleeves/Plug Ratio as a 

function of S/G Tube Repair Techniques.

Brazed
Laser 

welded
PLUSS Electrosleeving

Location TSP TS TSP TS TSP TS TSP TS

Efficiency

(sleeve/day)
20 6 32 22 45 48

Not applicable

(row)
2-3 3-4 1 1-2

Applicable(%) 83 78 97 95 100 100 100 100

Sleeve length(mm) 280 150 400 570 100-200 300

Sleeve/Plug ratio 4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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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9 Advantage of electrosleeving using electro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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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신규발전소 적용

국내 신규 발전소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보수에 새로운 보수기술인 일렉트로슬리

빙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증기발생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는 운전 년한을 

6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비해 증기발생기는 

10-25년의 수명을 갖기 때문에 결국 3-4회의 증기발생기 교체가 필요하게 되며, 이

는 막대한 경비를 요하게 된다. 그러나, 일렉트로슬리빙기술은 다른 기술에 비하여 

보수시 열전달효율감소가 매우 적으며, 관판에 기슬리브가 존재하는 전열관의 관지

지판 보수에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막음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어 증기발생기 수

명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다.

둘째, 다른 보수방법을 이용하여 설치한 기슬리브의 결함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Doel 4 발전소에서는 1994년 HEJ 방법으로 설치된 기슬리브의 열화를 보수하기 위

해 조인트 상부에 Hydraulic Expansion으로 확관한 다음 레이저 용접을 실시하

다. 이와 같은 레이저 용접법을 이용한 기슬리브의 재보수 방법은 Doel 4 발전소에 

설치한 슬리브의 확관부가 슬리브의 끝에서 6inch 하단에 설치하 기 때문에 가능

하 다. 그러나, 일렉트로슬리빙 기술은 기존의 어떠한 방법으로 기슬리브가 설치된 

것과 관계없이 전기주조 탐침 크기를 약간 변화시켜 쉽게 기슬리브의 열화를 재보

수할 수 있다.

셋째, 전열관의 직경 및 형상에 구애됨 없이 보수가 가능하다. 어떠한 직경을 갖

는 전열관에도 probe의 크기만 약간 수정하면 보수가 가능하며, 전열관 재료에 따

른 일렉트로슬리브의 조성을 조절할 수 있다.

넷째, 원주균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 삽입식의 슬리브관에 비해 2배 정도

의 Y.S, U.T.S를 나타내기 때문에 원주균열이 발생한 전열관에도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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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현장 적용

제1절 Pickering Unit 5

1994년 4월, Pickering Unit 5 원자력발전소에 처음으로 일렉트로슬리브 46개

(in-boiler에 18, out-boiler에 28(witness sleeve))가 설치되었다. 일렉트로슬리브 설

치 후 슬리브의 두께, 모재와의 착성을 초음파탐상법을 이용하여 검사하 다. 이 

검사에서 계획된 공정, 재료, 절차에 따른 46개 슬리브 모두 기준에 만족하 다. 여

기서 주목할 것은 Pickering Unit 5 발전소의 전열관재료가 Monel 400이라는 것과 

전열관 내벽에 착력이 강한 산화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산화층은 전열관의 응

력제거 열처리시 생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일렉트로슬리브 설

치단계에서 양극분극이 없는 표면활성화단계가 포함되었다. 증기발생기내(in-boiler)

에 설치된 18개의 일렉트로슬리브 중 14개만이 가동상태에 놓 으며, 4개의 슬리브

는 파괴검사를 목적으로 인출하 다. 인출된 4개의 슬리브와 28개의 witness 슬리

브는 화학적 및 기계적인 파괴방법으로 평가되었으며, 모두 평가기준을 만족하 다. 

평가기준에는 항복강도, 최대인장강도, 연성, 모재와 슬리브의 착성에 대한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평가를 근거로 증기발생기 내에 설치된 14개의 일렉

트로슬리브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추정하 으며, AECB(Atomic Energy 

Control Board)는 설치한 14개의 슬리브에 대한 가동을 승인하 다.

그 이듬해인 1995년 4월, CNSC(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의 요구

에 의해 Pickering Unit 5 발전소에 설치된 모든 일렉트로슬리브에 대하여 초음파

탐상법(UT Inspection)을 이용하여 검사하 다. 슬리브/모재 접합부의 전 역에 걸

친 연속성 확인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설치당시 계측된 슬리브 두께를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검사결과, 거의 1년에 가까운 가동기간동안 이상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개의 일렉트로슬리브에서 작은 미접합 역

(disbond area)이 발견되었다. UT 검사결과, 하나는 미접합 역이 1㎟이하이며, 다

른 하나는 조금 큰 6x8mm로 확인되었다. 발견된 미접합 역은 일렉트로슬리브 하

나의 역에 대한 0.7%에 해당된다. 이러한 미접합(disbond)의 근본원인은 thermal 

cycling시 모재로부터 분리된 산화물의 잔류물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미접합은 한번

의 thermal cycle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자격요건 평가 결과, 일렉트

로슬리브/Monel 접합이 금속적인 접합이며, 접합강도는 상온에서 가동온도까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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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의 thermal cycles 이후에도 이상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1999년 3월, 초음파탐상에서 14개의 일렉트로슬리브 모두 1995년 검사이후 특별

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하게 접합된 12개의 일렉트로슬리브와 약간 

미접합된 2개의 일렉트로슬리브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ickering Unit 5 발전소에 설치된 일렉트로슬리브는 현재 계속 가동 중에 있다. 

현재까지 실시된 초음파탐상 결과, Pickering Unit 5 발전소의 가동환경 조건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어떠한 부식현상 및 열화현상도 관찰되지 않았

다. 이는 CANDU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일렉트로슬리빙이 반 구적인 보수기

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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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Oconee Unit 1

1995년 9월, Duck Power의 Oconee Unit 1 발전소에 두 번째로 일렉트로슬리빙 

기술이 적용되었다. 보수기술자는 FTI(Framatome Technology Incorporate), 

OHT(Ontario Hydro Technology), B&W(Bobcock & Wilcox)로 구성되었다. 

Oconee Unit 1의 전열관은 5/8“의 Inconel 600이며, 증기발생기는 B&W의 일체형

(Once-Through-Steam-Generators)이다. 플러깅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전열관에 9

개의 일렉트로슬리브가 설치되었다.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승인에 

필요한 tech-spec과 process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일렉트로슬리브가 설치된 전열관

들은 자격요건 검사 후 바로 플러깅 되었다. 일렉트로슬리브 설치는 단지 현장 적

용에 대한 연습에 불과하 으며, 이를 통하여 현장상황하에서 장비사용, 절차의 유

효성, 공정의 상세화 등을 성공적으로 검증하 다. 

제3절 Callaway

1999년 10월, 프라마톰은 BWI(Baltimore Washington International), OPT와 함

께 11/16“의 Inconel 600 전열관이 장착된 Callaway 원자력 발전소에 60개의 일렉

트로슬리브를 설치하 다. 모든 후보 전열관들은 관판상부에 결함을 갖고 있었으며, 

4개의 PWR 증기발생기 중 3개에 슬리브를 설치하 다. 설치한 60개의 일렉트로슬

리브 가운데 초음파탐상후 3개의 일렉트로슬리브는 인출되었다. 3개의 일렉트로슬

리브는 최소의 anomalies를 나타내었으며, 계획된 기간 관계상 아무런 보수 조치 

없이 인출되었다. Callaway 발전소에 일렉트로슬리빙 기술적용은 민감한 장비의 내

구성 및 공정 관점에서 매우 성공적이었고, 계획 단계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많이 

얻었다. Callaway는 일렉트로슬리브 설치를 위한 임시의 2 cycle tech-spec 수정안

을 받았으며, 최종 NDE 면허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제4절 Regulatory Approval

PNGS-B Unit5 발전소에 일렉트로슬리빙 적용은 AECB(Atomic Energy Control 

Board)와 MCCR(Ministry of Corporate and Consumer Relations)에 의해 임시승인

을 받았으며, 설치한 18개의 일렉트로슬리브 중 14개를 가동하 다. 일렉트로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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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격요건에 대하여 Canada에서 CNSC(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AECB)와 TSSA(Technical Standards and Safety Authority) 의 협의가 있었다. 

TSSA는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code case와 US 

NRC에 제출된 문헌을 검토하 다. 일렉트로슬리브 공정에 대한 NRC의 승인작업이 

진행 중 인 가운데 TSSA는 일렉트로슬리브의 표본을 확인하고자 하 다. 일렉트로

슬리브의 공정변수, 재료특성(corrosion, mechanical fatigue, creep, etc)에 대한 상

세한 보고서가 NRC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일렉트로슬리빙 기술은 상업적인 증기발

생기 보수기술로 사용되기 위해 미국 NR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NRC는 1999년 Callaway 원자력 발전소의 증기발생기 보수에 일렉트로슬리빙 

기술 적용을 AmerenUE에 승인하 다. 그러나, 4년간의 재검토 후에 NRC는 안전 

평가 보고서에서 UT를 이용한 전열관 결함 깊이 측정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이

유로 일렉트로슬리브 사용을 2 cycles(thermal cycle)로 제한하 다. 또한 NRC는 

설계한계를 넘는 사고 시나리오에서 Ni 합금의 강도 감소로 인한 위험에 의문을 제

기하 다. FTI가 제공한 일렉트로슬리브를 사용하여 심각한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 의해 수행되었다. Callaway 발

전소의 위험에 대한 재검토 결과, 1999년 5월 NRC의 안전평가보고서에서 이를 승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9월, ASME Section XI, Division 1 Code Case에 일렉트로슬리브 공정히 

받아들여졌다. 이 Code Case(NO. N-569)는 "An Alternative Rules for Repair by 

Electrochemical Deposition of Class 1 and 2 Steam Generator Tubing"라는 제목 

하에 절차 명세서와 공정재료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Code Case가 제출

된 후 6개월 이내에 통과 승인되었다. 매우 짧은 시간에 일렉트로슬리빙 기술에 대

한 ASME Code Case 취득은 NRC의 완전승인에 고무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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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합금 도금 및 복합도금

제1절 전기도금이론

습식도금법으로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쓰이고 있는 전기도금은 외부 전원을 이

용하여 음극표면상에 금속을 도금시키는 방법이다. 전해질 수용액 중에 두 개의 전

극을 넣고 전원에 연결하여 전압을 가해주면 외부회로를 따라 전자가 전하를 운반

하고(전자전도체) 이온들은 전해액 내의 전하를 운반(이온전도체)한다. 전류가 연속

적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전극과 전해질 수용액간의 계면에서 전하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때 전해질 수용액 중에서 금속이온이 음극계면에서 환원도기 음이온들은 

양극에서 산화하게된다. 이것이 전기도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음극에서 환원

된 금속이온의 양은 흘려준 전류의 양에 비례하며 Faraday의 법칙으로 계산될 수 

있다. 

Q = It = zFn

Q : 통전량, I : 전류(amp.), t : 시간(sec), z : 가수(equiv./mole), 

F : Faraday 상수 (96500C/equiv.), n : 반응 mole

이 식에서 Faraday 상수는 1mole 전자가(혹은 1당량의 이온) 가지는 전하량을 

의미한다. 환원된 금속의 양은 금속의 valance와 원자량에 따라 다르므로 전기화학

당량(electrochemical equivalent)을 이용하여 통전량에 따른 무게로 표시한다.

W = FW/zF (g/C)

     FW : 원자량(formula weight)

전기도금시 환원에 필요한 음극의 전위는 금속마다 다르게 되며 금속마다 고유

한 값을 가진다. 표준상태에서의 금속의 평형전위를 표준환원전위(standard 

reduction potential)이라고 Table 8-1은 여러 금속의 표준환원전위이다. 표준환원전

위가 높을수록 환원하기 쉬운 금속이며 낮을수록 산화하기 쉽다. 금속이 음극에서 

환원하기 위해서는 평형전위보다 음극전위가 낮아야 한다. 평형전위는 주어진 환경

(금속이온의 활동도, 온도, pH)에 따라 달라지면 이는 Nernst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

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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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이 음극에서 환원하기 위해서는 전극전위가 Nernst 방정식에 의하여 계산된 

평형전위보다 낮아야 하며 이때 전극전위와 평형전위와의 차이를 과전압(η)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과전압에 의하여 음극표면에 금속이 환원 도금된다. 이렇게 음극표

면상의 전위가 금속 석출에 충분히 낮은 값을 가질 때 금속의 환원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된다.

1)음극으로 수화(혹은 착화)된 금속이온의 이동(diffusion, convection, migration)

2)전기이중층(electrical double layer)에서의 물분자(혹은 착이온)제거

3)금속이온의 흡착원자(at-atom)로의 환원

4)흡착원자의 표면확산에 의한 결정격자로의 결합

Fig.8-1은 이러한 환원기구의 개략도이다.

전기도금층의 특성은 전류 도와 접한 관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낮은 전류

도에서 치 한 도금층을 형성하고 높은 전류 도에서는 수지상이나 분말상의 도금

층을 형성하여 도금층의 특성이 나빠지게 된다. Fig.8-2는 전류 도에 따른 표면형

상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좋은 도금특성이 나타나는 최적 전류 도는 매우 낮은 

전류 도 보다는 다결정 구조를 가지는 전류 도가 좋으며 이는 금속마다 다르다. 

이러한 전류 도는 한계전류 도(limiting current density)와도 관계가 있으며 한계

전류 도가 증가하면 최적 전류 도가 증가하게 된다. 한계전류 도는 전해질내의 

금속이온의 농도와 온도를 올리거나 용액을 교반하여 증가시킬 수 있다. 전기도금

층의 특성은 전류 도 이외에도 용액의 온도와 조성에 따라 달라진다. 전해용액의 

조성은 크게 금속원, 전해질, 착화제, 첨가제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금속이온의 

농도는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좋으며 이는 최적 전류 도의 유지와도 관계가 있다. 

농도가 낮으면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한계전류 도에 쉽게 이르며 수지상이나 분말

상의 도금이 되기 쉽다. 전해질은 전해액의 전도도 향상과 pH 조절 및 버퍼의 역할

을 하게 된다. 착화제는 전해액 중 안정된 금속이온 형성에 필요하며 또한 균일한 

도금층 형성에 필요하다. 첨가제는 도금층의 표면 평활도나 물리적인 성질을 변화

하게 하기 위하여 첨가하며 여러 가지 유기첨가제가 있으며 소량 첨가시에도 도금

표면에 미치는 향이 크다. 표면 평활도(throwing power)는 -100에서 +100의 값을 

가지며 양의 값을 가질수록 도금표면이 평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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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도금을 하더라도 도금층과 기지층과의 

착성(adhesion)이 좋아야만 한다. 착성이 좋기 위해서는 기지금속과 도금금속간

의 상태도적으로 서로 합금이 용이하거나, 고용체나 금속간화합물을 만들거나, 화학

적 친화력이 커야 한다. 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지표면에 불순물이나 산화

피막 등을 탈지, 산세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해

연마를 하거나 기지금속과 도금금속과 모두 친화력이 강한 금속을 중간에 얇게 도

금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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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1 Standard Reduction Potential of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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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 Schematic of metal ion reduction from aqueou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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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2 The variation of characteristic growth modes with normalized 

current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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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전기도금의 전착과정

전착층의 초기과정은 첫째, 최초로 소지금속의 결정립의 방향을 복사하여 

epitaxy 층이 형성되는 과정, 둘째 이 층이 조금 성장하여 소지금속의 향을 벗어

나 epitaxy 층의 특성을 잃는 변환(transition)과정, 셋째는 변환된 비epitaxy층에서 

전해조건의 변화에 따라 특정의 우선방위를 형성하면서 결정들이 성장하는 과정으

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최초로 Hothersall이 Ni 전착층의 두께가 0.8㎛가 될 때까지 전착층의 입계가 소

지금속의 입계와 일치하면서 성장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를 epitaxy성장이라 하

고 그 후 Frank는 소지금속에 존재하는 전위들이 이 epitaxy층의 형성 및 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 다. 전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후 Burton 등에 의해 더

욱 상세히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epitaxy성장 개념이 금속의 전착 및 증착의 

첫 단계로 인정되게 되었다. 그 후에도 Menzies와 Ng는 0.01㎛ 정도의 입자 크기를 

갖는 Cu 소지금속에서 epitaxy는 0.2㎛까지 발달하 고 단결정 위에서는 4㎛정도까

지 발달한다고 하 으며 Janjua는 (100) Cu 단결정 위에서 2㎛까지 epitaxy가 형성

된다고 보고하 다. 이 epitaxy성장 단계는 전착층의 소지금속과 접착성(adhesion)

이나 내부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후에도 연구가 계속 진행되었으며, 

1973년 Weil은 epitaxy층의 처음 형성과정에서 단결정이나 다결정 소지금속의 입내 

뿐 만 아니라, 입계에서까지도 3차원적인 결정들이 형성된 후 이 결정들끼리 서로 

응집되어 소지금속을 덮어나가며 epitaxy를 형성한다고 하 으며, 이 3차원적인 결

정들의 생성 및 응집에는 전위, 쌍정, void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 다. 

Epitaxy층에서 비epitaxy층으로의 변환과정에 대한 연구는 1980년 Choi등에 의

해 실시되었다. 그는 Cu 소지금속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른 전착층 내부조직을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변환은 주로 hillocks와 쌍정을 계속하여 생성하면

서 진행하며, 변환이 일어나는 거리는 소지금속의 결정방향에 의해서도 달라지며 

용액내에 존재하는 물질에 의해서도 달라진다고 하 다. 실제 112g/ℓ NiSO4․

6H20, 30g/ℓ H3BO3, 그리고 5x10
-3
mol/ℓ saccharin을 사용한 용액에서 Cu 소지

금속 위에서는 50㎛두께에서 변환이 일어나며, (110) 우선 방위의 소지금속 위에서

는 0.2㎛두께에서 변환이 일어난다고 하 으나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Weil등이 소지금속 부근의 epitaxy층에서 3차원적인 결정

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Choi는 두께가 훨씬 증가된 변환단계 부

근의 epitaxy층에서는 결정들이 이미 응집된 후이므로 3차원적인 결정들의 생성을 

다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첫째 조그만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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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둘째 이온연마(ion milling)에 의한 전위들의 분절(segment)형성, 셋째 TEM

의 Dark Filed 이미지에 나타난 명암의 결과를 결정들의 이웃과 결정방향이 어긋난 

것으로 해석한 세 가지를 그 이유로 설명하 다. 따라서 이로 미루어 보아 비

epitaxy층에서도 3차원적인 결정들의 생성과 응집에 의해 전착층이 성장해 갈 것이

라고 제시하 다. 

비epitaxy층에서는 전해조건의 변화에 따라 결정들이 다르게 성장해 간다. 1924

년 Glocker와 Kaupp에 의해 음극면 위에 평행하게 발달한 우선방위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이는 전착층이 전해 조건의 변화에 따라 특정의 결정면들이 우선적으로 

성장하여 소지금속에 평행하게 발달되는 즉 결정 성장에 대한 전해 조건을 의미하

는 최초의 이론이다. 이듬해 Bozorth는 이 우선방위의 결과를 전착시에 전해조건의 

변화에 따라 전착층의 성장층 내부에 응력이 발생하여 이 내부응력에 의한 소성변

형의 결과로 해석하 다. 이 우선방위에 대한 연구는 그 후에도 Reddy, Pangarov, 

이동녕에 의해 연구가 계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착결정화(electrocrystallization)의 개념에 있어서 금속이온이 용액 중에서 음극

표면에 도달하여 방전반응을 거쳐 흡착원자가 되어 결정으로 성장하는 기구는 표면

확산이론(surface diffusion mechanism)과 직접전달이론(direct transfer mechanism) 

두 가지가 있다. 표면확산이론에 대해서는 1929년 Brandes에 의해 최초로 제안 됐

으며 이 개념이 Lorenz 등에 의해 수식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선방위에 관

한 이론들은 이 표면확산이론에 기본 개념을 두고 있다. 1947년 최초로 Finch, 

Willman, Yang은 전착층의 결정성장 형태를 이 표면확산이론에 입각하여 “lateral 

growth"개념과 ”outward growth"개념으로 구분하 다. 이 Finch등의 개념을 기본

으로 하여 1960년 Pangarov가 음극과전압의 크기로 우선방위의 결과를 설명하 고, 

1963년 Reddy는 수소의 향으로 우선방위의 결과를 설명하 으며, 1974-1981년에 

이동녕 등은 이들 이론들과 상반된 실험결과를 음극과전압의 개념에다 소지금속의 

표면에너지 개념을 도입하여 우선방위의 결과를 설명하 다. 

직접전달이론은 1974년 Vitanov 등에 의해 Ag의 단결정 소지금속 위에 Ag을 

전착시킬 때 용액중의 이온이 직접 성장계단으로 이동하는 때의 교환전류 도가 조

원자면 위에 흡착하는 때의 교환전류 도보다 3배의 크기가 되는 것을 임피던스 

측정으로 확인하여 표면확산기구보다 직접 성장지점으로 전달되는 직접전달이론을 

주장하 다.

우선방위에 관한 이론들은 이 두 이론에 입각하여 전착층의 결정들이 2차원적으

로 성장하여 소지금속을 평면적으로 덮어 나간다고 본데 반해 1973년 Weil등은 전

착층 내에 3차원적인 결정들이 생성되어 이 결정들이 응집과정을 통해 음극면을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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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간다고 설명하 으며 이를 TEC(three-dimensional-epitaxial crystallites)라 하

고, 이 TEC의 생성원인으로 억제제들의 작용으로 원자들의 평면전파(lateral 

spreading)을 막음으로써 3차원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며, Ni 전착시는 이 억제제가 

염기성 화합물들이라고 설명하 다. 

Ni은 중요한 도금 금속중의 하나로써 이 Ni 전착층이 실제 산업적으로 사용될 

때는 훨씬 두꺼운 전착층이 요구될 수 있다.

실용 범위의 전착 두께가 되면 당연히 중요한 인자는 전착 금속 내에 발생하는 

내부응력이 된다. 내부응력이 증가되어 큰 인장응력의 값을 가지게 되면 전착금속

은 전착도중 소지금속과 접착력을 잃게되어 전착층이 박리되며 균열이 발생하는 현

상을 나타내고 큰 압축응력을 갖는 경우에는 전착금속은 전착도중 팽창하여 부풀어

오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주로 Ni의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전착층의 우

선방위 및 내부구조의 규명에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초기의 epitaxy층이 소지금속

과의 접합성 및 내부조직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만 실용범위 두께

의 전착층에 대한 우선방위와 내부응력의 크기 및 종류, 내부조직의 변화에 관해서

는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2.전착결정화(Electrocrystallization)이론

전착결정화(Electrocrystallization)는 전착(deposition)과정과 결정화

(crystallization)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가.전착과정

 용액에 존재하는 전착금속 이온은 통상 수화된 상태로 존재하며 수화된 상태에

서 확산층을 통해 전극 계면 부근에 형성된 Helmholtz 면 밖까지 이동해 온다

(Fig.8-3). Helmholtz 면과 전극간의 전위차는 통상 1V 이하의 크기이지만 두면간 

거리가 10Å이하이므로 전위차의 기울기는 약 10
7
V/cm 정도의 크기를 갖게된다. 

Helmholtz 면 밖(OHP)까지 이동해온  수화된 전착금속 이온이 전극표면까지 도달

되는 과정은 tunneling 이론으로 설명된다. Fig.8-4는 tunneling 이론을 그림으로 나

타낸 것으로서 수화된 이온이 어떻게 수소원자가 되어 전극표면에 흡착하는 가를 

설명해 준다. 그림에서 I+L-Φ곡선은 M(e)+H
+
-H2O 상태, 즉 tunneling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를 나타내고, R+A곡선은 M-H+H2O 상태, 즉 tunneling이 일어난 후 R은 

H2O 분자를 전극에서부터 멀리 어내려는 에너지와 연관되며 A는 H원자를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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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으로 잡아당겨 흡착시키려는 에너지에 해당한다. R과 A의 크기는 각각 H2O와 

H와의 거리, H와 전극간의 거리에 의해 정해지는 크기이다. 이때 tunneling이 일어

날 수 있으려면 H
+
는 OH2로부터 빠져 나와 최소한 X

*
점까지 이동되어 나와야 전극

표면에서 e
-
가 tunneling해 나갈 수 있게된다. 따라서 tunneling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R+A)-(I+L-Φ)=ΔE<0 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수화된 전착금속 이온

이 tunneling에 의해 전착금속 원자가 되는 과정과 H
+
가 tunneling에 의해 수소 원

자가 되어 전극표면에 흡착되는 위의 과정과 똑같게 된다. 

금속이온이 용액으로부터 tunneling에 의해 금속원자가 되어 전극표면에 도달하

여 결정격자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즉 직접전달(direct 

transfer)이론과 표면확산(surface diffusion)이론이 있다. 직접전달이론은 Fig.8-4와 

같이 tunneling이 일어나면 전착금속 원자가 수화된 상태에서 직접 전착층의 성장

단계로 이동해 간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며 표면확산이론은 tunneling이 일어나면 M

(전극)-M
+
(전착금속원자)+H2O의 수화된 상태의 adion으로써 전극표면에 도달한 후 계단이

나 kink로 단계별로 확산해 나가 성장결정 격자점까지 확산에 의해 이동한다고 설

명한다. 즉 tunneling이 되자마자 수화물 일부를 떼어내고 전극표면에 도달하자마자 

수화물 분자중 일부를 또 떼어내며 표면확산에 의해 계단(step)으로 이동하고 또 계

단에서 kink 쪽으로 확산 이동해 가면서 수화된 adion과 전극표면과의 접촉면이 증

가할수록 수화물을 떼어내어 kink 쪽의 최종지점에서 금속원자가 되어 결정격자점

에 끼어 들어간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Brandes에 의해 제시된 후, 

Bockris와 Schnittler에 의해 정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직접전달 이론은 

Volmer에 의해 최초로 이론이 제시된 후 실제 1974년 Vitanov등의 진한 질산은 용

액을 사용한 은의 전착실험을 통해 거의 직접전달 방식이 지배적이었다고 보고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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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3 Representation of a hydrated ion at the OHP awaiting 

deposition and lattice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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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4 Representation of the condition for electro tunneling in the 

electronation reaction; a)electronated form of system b)system before 

electr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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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결정화과정

 결정성장은 나선형성장이론과 bunching mechanism으로 설명된다. 전착층이 계

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계단이나 kink등이 계속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그 발생원리

는 나선전위의 발생으로 원자면이 다 채워졌어도 다음 원자면의 성장을 위한 계단

이나 kink는 계속 존재하게 되어 전착층이 전장방향으로 성장하여 나가게 되며 원

자 한 개의 높이가 한 층의 높이를 이루면서 마치 산모양의 피라밋을 형성하여 나

갈 것이다. 이와 같은 피라밋의 계단은 원자 한 개의 높이에 해당되지 만은 이 형

상이 광학현미경으로 관찰될 수 있는 이유는 bunching mechanism으로 설명된다. 

Fig.8-5에서 A, B, C, D, E의 5원자면이 있을 때에 물순물 등(•)은 평면보다 계단

에 우선 흡착하게 되므로 A원자면의 계속적인 성장을 저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A원자면 바로 위에 성장하고 있는 다른 원자면들도 이곳에서 성장이 멈추게 되어 

결국 (d)에서와 같이, 처음의 micro적인 계단 높이가 한데 묶여져 macro적인 계단 

높이가 되며 결국 전착층의 산과 같은 피라밋형의 형태를 광학현미경으로도 쉽게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직접전달이론과 표면확산이론을 전착층의 성장과정에 대한 

Frank의 이론으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Frank는 전착층의 성장은 polygonal 

spiral growth 형태를 가지며 이때,

2x 0 = 
I
L
 = 

γ․ε․Vm
Z․F․h․η

 -------------------------------- (1)

Vm : 몰부피

ε  : 특정의 edge 에너지

γ  : 나선형 모양에 의해 정해지는 계수

h   : 계단 높이

η  : 음극과전압

L   : 계단 도(step density)

2χ0 : 계단사이의 평균거리

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며 이 식에서 보면 L∝η의 관계가 있다.

Budevski 등에 의하면

i = K․L․η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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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성립한다고 하며 (1)식을 (2)식에 대입하면

i = K․
Z․F․h
γ․ε․Vm

․η
2  ------------------------------------ (3)

의 관계가 성립된다. 또한 Bostanov에 의하면

θ = K․
Vm․η

Z․F․h
(cm/ sec)  

-------------------------------- (4)

θ : 나선계단의 전파속도

식이 성립한다고 하면 식(2)을 식(4)에 대입하면

θ = 
i․Vm

Z․F․h․L
  --------------------------------------- (5)

의 식이 얻어지며 표면확산이론에서는(λ0《χ0)

i = i 0․ad [ e
α․Z․F / RT- e ( 1-α)(Z․F / RT)․η ]․

λ0
χ0
 ---------------- (6)

λ0   : 표면확산침투

χ0   : 평균계단거리

i 0․ad  : 계단흡착교환전류 도

식이 되며 직접전달이론에서는

i = i 0․st․γ0․L․[ e
( α․Z․F / RT)․η- e -(1-α)(Z․F / RT)․η ]  ----------- (7)

i 0․st  : 표면흡측교환전류 도

식이 된다.

이때 S값이 작으면 e
s
 ≒ 1-S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η가 작다고 하 을 때 식

(6)의 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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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i 0․ad [ (1+(α․Z․F / RT)․η)-(1- (1-α)(Z․F / RT)․η)]․
λ0
χ0

  = i 0․ad  [ (1+(α․Z․F / RT)․η)-(1-
Z․F
RT

η+α
Z․F
RT

η)]․
λ0
χ0

  = i 0․ad  (
Z․F
RT

η)․
λ0
χ0
 ---------------------------------- (8)

의 관계가 성립되어 식(8)을 식(5)에 대입하면

θ SD = i 0․ad  (
Z․F
RT

η)․
λ 0
χ 0
․

Vm
Z․F․h․L

   = 
i 0․ad․Vm․λ 0
R․T․h․L․χ 0

․η

   = 
i 0․ad․Vm․2λ0
R․T․h

․η  ---------------------------------- (9)

식이 얻어지며 같은 방법으로 

θDT = 
i 0․st․Vm․2γ0
R․T․h

․η  --------------------------------- (10)

θ SD  : 표면확산전파속도

θDT  : 직접전달전파속도

의결과를 얻는다. 이상의 식들을 검토해 보면 결국 전류 도(i)는 음극과전압(η)

과 대수관계에 있으며 전류 도가 증가하면 계단 도(L)가 증가하며 따라서 계단의 

전장방향으로 전파속도(θ)도 증가하므로 전착층의 성장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Gileadi는 이미 존재하는 결정들이 성장하려는 경향과 새로운 결정들을 계속하여 

만들려는 경향(nucleation)중에서 전류 도를 증가시켜 음극과전압을 크게 하면 핵

발생속도가 빨라지며 그에 따라 결정입자의 크기는 반비례하여 작아진다고 하 다. 

또한, 그러한 핵발생속도가 빠른 상황에서는 이미 존재하던 결정들이 평행하게 성

장하려는 것보다는 전장방향으로 성장하려고 하며 따라서 전착층은 주상정형의 조

직이 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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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5 Bunching mechanism of crystal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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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선방위이론(Preferred orientation theory)

 Glocker와 Kaupp에 의해 최초로 전착시 음극면에 평행하게 발달한 우선방위에 

관한 보고가 있은 후, 이듬해 Bozorth, Wyllie 등은 전착시 수소흡착으로 인해 전착

층 내부에 응력이 생겨 마치 냉간가공에 의해 우선방위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원리

로 소성변형에 의한 현상으로 설명하 다. Evans 등은 니켈전착의 경우에 내부응력

과 경도가 큰 값을 가질 때는 [110]우선방위가 형성하며 반대로 작은 값을 가질 때

는 [100]우선방위가 형성된다고 하 다. 그 후의 주요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Finch 이론

Fig.8-6의 a)에서 NN이 최초의 핵(nuclei)되면 RR 지역은 크게 이온의 농도가 

결핍되어 더 이상의 성장은 한 원자씩 가장 낮은 포텐셜의 지점을 점유하면서 소지

금속에 수직방향으로 진행한다. 원자열(atom row)이 급속히 이온농도가 충분한 곳

까지 성장하면 RR지역에 이온이 보충되면서 결정의 둘레에 모여 결국 침상의 형태

를 갖고 조 한 원자열을 이루게 된다. 이를 “outward growth"라 한다. b)에서는 

음극면 주위에 충분한 이온의 농도를 가지면 가장 낮은 포텐셜에너지를 갖는 쪽은 

이미 전착된 원자들을 중심으로 음극면 위에 전착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극면에 

조 한 원자면을 형성하면서 성장해 간다. 이를 ”lateral growth"라 한다. 전장방향

으로의 성장은 첫째 전류 도를 높이거나 둘째 용액 중 금속이온의 농도를 낮게 하

거나 셋째 용액의 온도를 낮게 하거나 넷째 용액의 교반속도를 줄일수록 발달한다. 

또한 수소가 흡착되게 되면 결정성장이 방해받게 되므로 전착층의 소지금속에 수직

방향으로의 성장이 늦어진다. 따라서, 전류효율이 떨어지거나 용액의 온도를 높여서 

음극과전압을 감소시키면 수소의 발생이 많아지므로 전착층은 미세한 결정이 된다. 

결국 “lateral growth" 형태로 (111)우선방위를, ”outward growth"형태로는 (110)우

선방위를 형성하며, Ni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11)대신 (100)면의 우선방위가 형

성된다고 하 다. 

2)Reddy 이론

 Reddy와 Rajagopalan등은 금속과전압 및 수소과전압을 변화시켜 특정의 결정

학적 모양을 갖는 면(facet)들을 음극면 위에 생성하는 과정과 이 면들이 음극면에 

수직으로 배열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우선방위를 형성한다고  

설명하 다. 또한 음극표면에서 수소원자들의 흡착 피복량은 전류 도의 변화에 거

의 향이 없고 용액의 온도를 감소시킴에 따라 증가한다고 하 다. 따라서 온도의 



- 120 -

향이 우선방위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온도를 높일수록 [210] < [100] < 

[110]순으로 우선방위가 발달한다고 하 다.

3)Pangarov 이론

 Pangarov는 최초로 음극과전압의 크기에 따라 우선방위의 유형이 결정된다고 

하 다. 그는 전착층의 우선방위는 음극면에 2차원적인 핵이 생성되는데 필요한 일

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 다. Fig.8-7은 (100)면을 나타내며 ψ1은 두 개의 

최인접 원자와의 결합을 깨는데 드는 일이고 ψ2는 두 번째 인접원자와의 결합을 

깨는데 필요한 일이다. 2차원적 핵생성에 필요한 일 Whkl은 다음과 같이되며,

Whkl =  
Bhkl

1
mN

․(μ-μ0)-Ahkl

μ : 2차원적 결정핵과 평형의 화학포텐셜

μ0 : 3차원적 결정과 평형상태의 기상화학 포텐셜

m : 기상분자의 원자수

N : 아보가드로수

Ahkl, Bhkl : (hkl)면에 있어서 이웃원자들간의 결합을 분리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에 의존하는 수

금속전착시는

μ
*
 = μ+ Z․F․φ

Z : 원자가

F : Faraday 상수

φ : 전극전위

φ-φ0 : 과전압

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결국

Whkl =  
Bhkl

Z․F
N
․(φ-φ0)-Ahkl

이 성립되며 음극과전압이 작은 경우(low suppersaturation)는 φ-φ0이 작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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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kl크기는 주로 Ahkl의 크기에 의존하고 Fig.8-8에서 보면 이때는 W111 <  W100 < 

W110가 되므로 음극면상에 (111)면의 우선방위가 형성된다. 음극과전압이 큰 경우

(high suppersaturation)는 φ-φ0가 커지므로 Ahkl은 무시될 수 있고 Bhkl의 크기에 

많이 의존하게 되며 이 경우는 Fig.8-8에서 보면 W111 >  W100 > W110의 순서가 

되므로 결국 (110)면이 우선방위가 된다. 따라서 음극과전압이 커질수록 [111]→

[100]→[110]→[311]→[210]의 순으로 우선방위가 형성되며 음극과전압의 범위는 2

0∼50mV일 때는 [111]우선방위가 형성된다고 설명하 다.

4)Banerjee 이론

 전류 도를 크게 하면 음극과전압이 크게되므로 pH와 용액의 조성에 관계없이 

[110]우선방위를 형성한다. 불순물의 양을 증가시키면 높은 pH 용액에서는 [110]우

선방위를 형성하나 낮은 pH 용액에서는 [210]우선방위를 형성하며 그 이유를 수소

흡착으로 설명하 다. 또한 Cl
-
이온을 첨가하면 음극표면에 활성적인 혼합물들의 흡

착이 방해되어 좀 더 많은 전착을 위한 자리(site)를 제공하므로 결국 전류 도를 

줄이는 셈이 되어 평행하게 성장을 하도록 기여한다고 설명하 다. 

5)Amblard 이론

 Ni은 전착도중 수소 발생을 동반하므로 원자 및 분자형태의 흡착된 수소와 음

극 주위에 생성된 수소의 염기성화합물 예를 들면 Ni(OH)2들이 억제제(inhibitor)로 

작용하여 Ni의 전착 및 성장 형태를 결정한다고 하 다. 따라서 [100]우선방위의 전

착층을 가장 자유롭게 성장한 전착층으로 보고 [110], [210], [211], [111]들은 억제된 

성장 형태로 보았다. [110]우선방위는 흡착된 수소원자 때문에 형성되고 [210]우선

방위는 낮은 pH 용액에서 음극전위가 높아져 수소기체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 형

성되며 [211]우선방위는 염기성인 Ni(OH)2의 흡착으로 형성된다고 하 다.

6)이동녕이론

전착층의 성장이 2차원적인 격자면의 형성에 의존하므로 격자표면에너지의 대소

에 따라 전장방향으로의 결정성장이 조장되거나 분극에 의해 억제되는 상호 경쟁에 

의해 우선방위가 형성된다고 설명하 다. Fig.8-9의 a)에서 A 결정립이  B 결정립

보다  α > β이므로 많은 선반(ledge)을 갖게 되어 표면에너지가 크게된다. 

CE에 평행한 면들은 항상 최소의 표면에너지를 가지려고 항상 가장 조 하게 

채워지려는 면이다. 표면에 부착된 사각형은 새로 전착된 원자들을 나타낸다. 원자

들은 항상 직접 선반 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전착 되기도 하며 M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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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L위치의 원자보다 결합력이 작기 때문에 덜 안정하여 M위치에서 L위치로 확

산해 간다. 음극의 분극이 작아, 즉 음극 주위에 충분한 금속이온이 존재하면 a) 경

우처럼 B 결정립이 더 많은 원자들을 M 위치에 존재하게 되어 A 결정립이 더 안

정하게 된다. 따라서 A 결정립이 B 결정립을 희생해 가면서 성장한다.  즉 높은 표

면에너지를 갖는 A 결정립의 방향이 전장방향에 수직으로 전착층의 우선방위를 나

타낸다. 반대로 분극현상이 크면 음극주위에 금속이온의 양이 불충분하여 b)의 경

우에서처럼 A 결정립이 B 결정립보다 전착된 원자들이 채워야할 표면적이 많아지

므로(∵α>β) B 결정립이 A 결정립을 희생하면서 성장한다. 따라서 B 결정립의 방

향이 전착층의 우선방위가 된다. 그런데 Sundquist에 의하면 FCC 금속인 경우에 

격자표면에너지는 (111)<(100)<(110) 면의 순서로 높으므로 분극이 크면(Fig.8-9의 

b) (111)면이 발달하여 우선방위를 형성하고, 분극이 작을 경우에는 (110)면이 발달

하여 우선방위를 형성한다고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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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6 Representation of the growth type on an inert plane substrate. 

a) Outward growth on an inert substrate, b) Lateral growth on an inert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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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7 The atom arrangement in the (100) net plane of the cubic face 

centered lattice.

a-the parameter of the lattice; ψ1 = the work for breaking a bond 

between two first neighbours; ψ2 = the work for breaking a bond 

between two second neighb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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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8 Relative values of the work Whkl as a function of the 

supersaturation for the fcc lat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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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9 A two-dimensional model leading to a preferred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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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공정변수

전착금속의 구조 및 여러 가지 성질에 향을 주는 인자는 전류 도, 온도, pH, 

전해욕의 조성, 첨가제 등이다. 미치는 향은  상태도 개개로 달라서 매우 복잡하

다. 이들 인자는 모두 핵의 발생 속도나 성장 속도에 향을 주며, 이것이 전착금속

의 물리적 성질에 향을 준다. 

가.전류 도

저전류 도에서는 이온의 방전은 서서히 일어나며, 따라서 핵의 성장 속도는 새

로운 핵의 생성 속도보다 우수하므로,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전착물의 결정은 조대

하다. 전류 도를 높이면 핵의 생성 속도가 증가하므로 미세한 결정이 된다. 

고전류 도에서는  음극 부근의 이온이 부족하여, 결정은 농도가 높은 부분이 국

부적으로 성장하는 수지상결정이나 돌기물 모양의 성장이 된다. 더욱 전류 도를 

높여서 한계전류 도 이상이 되면 수소가 발생하고, 결정 성장이 방해되어 다공질, 

해면 모양의 결정이 석출된다. 수소의 방전은 음극 부근의 용액을 알카리화 시키므

로 수산화물 또는 염기성염이 생성된다. 이들이 전착금속에 포함되면 결정이 가늘

어져서 외관이 나빠진다. 알카리화를 막기 위해 완충제를 사용한다.

도금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류분포를 균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균일성을 지배하는 인자는 양극, 음극의 기하학적 형상에 의해 좌우되는 것과 

전극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발생되는 분극을 근거로 하여 저항에 좌우되는 것이 

있다. 후자를 고려하지 않고, 기하학적 전류분포만을 구한 것을 1차 전류분포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 분극의 인자를 생각하고 구한 것을 2차 전류분포라고 한다. 도금

수조 내의 각 점의 전위의 실측치에서 등전위면을 만들어 전류분포를 알 수가 있

다.

나.전해욕의 농도

일반적으로 고전류 도에서는 확산층의 발생으로 전류효율이 급감하는데, 금속염 

농도를 증가시켜 용액을 교반 하면 높은 한계전류 도를 얻을 수 있다. 결정핵의 

생성 속도에 미치는 농도의 향은 분명치 않으나, 농도를 증가시키면 치 한 전착

금속을 얻을 수 있다. 전해액의 농도가 낮아지면 용액저항이 증가하여 고전류 사용

이 어렵다. 이러한 경우, 극 사이의 최단거리를 향하여 결정이 부분적으로 생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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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상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전기도금에서 금속염 단독에 의한 전기전도는 빈약

하다. 전류 도를 높이는 경우, 음극 부근의 알카리화를 막기 위해 유리산을 가하기

도 한다.

다.온도

온도를 높이면 상반되는 2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첫째, 이온의 확산이 활발해지

므로 비교적 높은 전류 도에서도 해면 모양의 조직이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결정

성장 속도가 증가하여 결정립이 커지는 경향도 있다. 온도를 증가시키면 수소과전

압이 저하하므로 수소발생량이 증가하여 알카리화에 취약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경향은 고농도, 고온에서 고전류 도를 사용하고 있다.

라.첨가제

일반적으로 금속염만의 용액에서는 거친 형태로 전착한다. 소량의 콜로이드, 무

기 또는 유기화합물을 첨가하면 결정립은 미세해지며, 평활하고 광택 있는 표면을 

얻을 수 있다. 아셀렌산염, 로단칼리는 알칼리구리욕에, 젤라틴이나 아교는 산성구

리욕과 납욕에, 덱스트린은 주석욕과 아연욕에, 티오 요소는 산성구리욕에, 나프탈

린설폰산염, 쿠마린, 사카린, 부틴디오르, 프로파길알콜 등은 니켈욕에 사용된다. 이

들 물질 중에는 표면장력을 저하시켜 결정극을 흡착시킨다. 따라서 새롭게 방전되

는 양이온은 새로운 결정핵을 생성하거나 오목부분에 석출하여 미세하고 치 한 전

착금속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수소과전압을 높여 수소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러

나, 이 중에는 수소를 발생을 유도하여 음극부근에 알카리 콜로이드상 물질을 생성

시켜 핵성장을 억제하므로 치 하고 평활한 전착금속을 생성하는 경우도 있다.

마.전해욕의 종류

전기도금에서 단순염으로 염화물, 황산염이, 착염으로 시안 착염이 일반적이었으

나 최근에는 이들에 더해서 붕불산염, 피로인산염, 설파민산염, 아민계의 염이 사용

되고 있다. 단순염을 사용하는 것보다 착염을 사용하는 것이 평활하고 치 한 석출

물을 얻는 경우가 많다. 붕불산이나 설파민산염과 같이 용해도가 큰 염은 높은 전

류 도로 평활한 도금이 된다.

피로인산염은 아연이나 구리도금에 사용되는데, 시안착염과 똑같은 착염을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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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금속의 대부분을 양이온으로 포함하며, 음이온의 해리가 매우 적다. 적은 

음이온으로 높은 전류 도에서 이온 보급의 지연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착염의 

해리속도가 빠르거나, 음이온의 직접 환원에 의한 것이다. 착염의 전착기구에 관해

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으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

다.

바.pH

대부분의 도금욕에는 pH가 정해져 있다. 니켈 도금욕에서 무광택 니켈 도금욕의 

경우는 pH 5.6∼6.2이고 광택 니켈 도금욕의 경우는 pH 3.0∼5.4이다. 니켈 도금욕

은 약산성이며 이 산성도의 강약이 도금의 양부를 크게 좌우한다.

산성도가 낮으면 가수분해가 일어나 수산화물의 미립자가 도금층 속으로 혼입하

여 광택이 나빠진다. 또한, 양극 용해가 심해져 금속이온량이 과도하게 되므로 도금

층에 필요 이상의 금속이온이 음극 가까운 곳에서 석출한다. 욕 속의 산과 치환반

응으로 금속염이 되므로 수소발생이 심해진다. 따라서 도금될 금속 비율이 감소하

게 되므로 전류효율이 저하하며, 착력이 낮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산성도는 매우 

중요하므로, 원하는 산성도를 유지하기 위해 완충제를 사용한다. 완충제로서 붕산은 

pH 4.5∼5.5에서, 개미산은 pH 2.5∼4.0 부근에서 사용된다. Ni 도금에서는 니켈금속

염의 산화물, 수산화물, 탄산염 등이 완충제로 사용된다. 또한, 완충제는 전류 도 

범위를 넓혀 도금면을 매끄럽게 함으로써 응력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

pH가 너무 높으면 착력이 낮아지며, 욕은 수산화니켈의 침전을 일으키며, pH

가 너무 낮으면 피트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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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합금도금

합금도금은 근년에 와서 점점 중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단일 금속의 도금으로

서는 얻을 수 없는 물리적, 화학적, 자기적 성질이 우수한 재질을 얻을 수 있는 이

점이 있기 때문이다. 합금도금의 입자는 대개 미세하며 색조나 광택이 좋고 경도도 

비교적 높으며, 합금의 조성을 변화시키면서 색상을 여러 가지로 변경시킬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더 한 층 중요한 것은 합금도금에서는 피트나 핀홀이 적고 비정

질인 경우가 많아 내식성도 비교적 좋은 피막을 얻기 쉽다는 것이다. 합금도금은 

비교적 귀한 금속과 비교적 비한 금속의 합금이 되는 수가 많아서, 국부전지 현상

에 의한 도금 면의 부식은 평면적으로 일어나기 쉬우나 소지를 부식시키는 입체적

인 부식은 적으므로 소지의 방식에도 좋다. 

합금으로서는 귀금속 합금이외에도 Cu-Zn, Cu-Sn, Zn-Cd, Ni-Co, Co-Ni-Zn 

등이 있으나 Cu-Zn, Cu-Sn, Sn-Co, Pn-Sn이 일반적이며 Fe-Ni, Fe-Ni-Cr, 

Cu-Pb-Sn, Zn-Fe, Zn-Sn, Zn-Ni 등도 하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합금도금이 계속

시도 되고 있다. 

합금도금의 원리는 한 도금용액에 원하는 합금성분의 금속이온들을 포함시켜 서

로 다른 금속 이온들이 동시에 음극에 방전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금속이온들이 

동시에 방전키위해서는 그 방전 전위가 같아야 할 것이며 방전전위(Edis)는 다음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dis = -E
o
-ω+

RT
nF

lna  -------------------------------------- (1)

E
o
 : 표준전극전위

ω : 석출과전압

a  : 금속이온의 activity

식(1)을 보면 금속이온들의 석출전위 Edis는 표준전위 E
o
, 석출과전압 ω, activity 

a에 따라서 변한다. E
o
는 도금용액의 종류에 따라 일정하며 석출과전압도 일반적으

로 일정하다고 볼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 전류 도에 따라 변하는 것도 있다. 금속

이온의 activity는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으나 이 변화량은 다른 항에 

비하여 매우 작다. 식(1)에서 E
o
나 ω의 값들이 대개 1-10volt의 order임에 비하여 

activity는 10배변하여도 2가 이온인 경우, 식(1)에 의하면 석출전위는 0.029volt가 

변한다. 그러므로 전기도금에 의하여 동시에 전착시킬 수 있는 합금은 제한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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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금도금의 가능한 경우는

1)Pb(E
o
=0.126V)과 Sn(E

o
=0.14V)의 경우와 같이 표준전극전위가 비슷하고 석출

과전압의 차이도 크지 않은 경우

2)Fe(E
o
=0.441V)와 Zn(E

o
=0.761)과 같이 표준전극전위의 차는 크나 석출과전압의 

차도 커서 표준전극전위의 차이를 상쇄해 줄 수 있는 경우

3)Zn(E
o
=0.761V)와 Cu(E

o
=0.34V)와 같이 표준전극전위의 차이도 크며 석출과전

압도 이것을 상쇄시켜주지 못하지만 금속이온들이 도금 용액 중에서 착염을 형성하

고 그 착염의 불안정 상수의 차이가 심한 경우 단순이온의 activity의 차이가 커서 

이것이 E
o
의 차이를 상쇄해 주는 경우에만 합금도금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Cd과 

Cu의 경우, 보통의 석출전위는 상당히 다르나 이들의 금속염 용액에 KCN(또는 

NaCN)을 첨가하면 어느 것이나 시안화물 착이온을 생성한다. 이들 금속의 시안화

물착이온은 금속에 따라 각각 안정도가 다르므로 방전전위가 서로 접근하여 합금도

금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석출전위가 떨어져 있는 것을 접근시키는 방법으로는 

시안화 착이온 외에 롯셀염, 암모니아염, EDTA, 피로인산염, 구연산염, 트리에탄올

아미, 염화물, 붕불화물, 등 유기, 무기의 착화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합금도금이 가능한 서로 다른 두 금속의 석출곡선이 Fig.8-10과 같을 때 외부전

압에서 전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A는 B보다 훨씬 비(base)하므로 동시 석출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음극전류 도를 크게 하면 A쪽은 과전압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

나 B쪽은 크게 증가하므로 A, B 곡선과 같이 경사가 서로 달라서 P 또는 Q의 전

압에서 동시 석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때 석출량의 비는 대체로 음극전류 도에 비

례하므로 P에서는 PAp/PBp로서 B가 많이 석출되지만 Q에서는 QAq/QBq로서 A가 

많아진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방법 외에도 합금도금을 시킬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그 한가지는 한계전류 도를 이용한 것으로 Zn(E
o
=0.761V)과 Cd(E

o
=0.402V)은 Cd

의 한계전류 도 이상으로 전류를 높여 주면 Zn과 Cd가 동시에 석출된다. 또 표면

활성제를 도금용액 중에 넣어 주어 특정한 금속이온의 방전에는 향을 주지 않도

록 하여 표준전위가 상당히 차이진 금속이온들을 동시에 석출시킬 수 도 있다. 이

상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의 합금도금을 실제 공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같은 조성의 

합금이 계속 얻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금용액의 금속이온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도금시 음극에서 석출되어 소비되는 금속이온은 양극에서 용해시

켜 석출시키거나 크롬 도금에서와 같이 불용성 양극을 사용할 때는 새로운 용액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바람직한 방법은 양극에서 용해시켜 보충하여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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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류효율이다.

전류효율의 변화에 따른 경우를 살펴보면

양극전류효율(Effa)=음극전류효율(Effc) : 도금을 오래하여도 도금액의 성분 변화가 

없다. 

Effa < Effc : 양극용해량보다 음극석출량이 많으므로 액의 금속이온농도는 점차 

희박하여 진다.

Effa > Effc : 음극석출량이 양극석출량보다 적으므로 액의 금속이온농도는 진하

여 진다.

이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합금도금이므로 양극에서 용해되는 금속이온들의 

량이 원하는 합금의 조성과 같은 비율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일반적으

로 원하는 합금으로 양극을 만들어 사용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특수한 양극

을 사용하여야 한다. 

Fig. 8-11은 Ag와 Cu의 합금도금의 음극분극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Ag
+
 + 2e = 

Ag의 평형전위(0.799V)가 Cu
2+
 + 2e = Cu의 평형전위(0.337V)보다 높기 때문에 

Ag
+
가 우선 석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평형전위가 높다 하더라도 발생과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어 Zn을 전기도금할 경우 수

소의 이론발생 평형전위는 굉장히 높다. 그러나, 실제 수소가 발생하는데는 많은 과

전압이 걸려 수소발생은 쉽지 않다. 양극분극시 산소의 이론발생 평형전위가 염소

의 이론발생 평형전위보다 낮다. 그러나, 실제 양극분극시 산소보다 염소가 먼저 발

생하는 것은 산소의 발생 과전압이 염소의 발생 과전압보다 높기 때문이다.

합금도금의 기본요건

습식도금법의 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합금도금법을 개발하여 프로세스

의 기능화 및 공업적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1)Cost/man이 높아야 한다.

2)도금욕이 안정해서 연속사용에도 피막특성의 변화가 작아야 한다.

3)욕전압이 낮아야하며, 욕분석 및 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4)욕중 불순물에 둔감해야 한다.

5)욕은 저독성으로 환경 적합성이 있고 배수처리가 용이해야 한다.

합금층의 특성은 합금조성과 상구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상구조는 열평형에 관

한 용제합금, 합금조성, 온도의 3자 관계에 의해서 변화하며, 합금상태도에서 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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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1)기하학적인자(원자크기), 2)전기화학적인자(전기음성도차)에 지배된다. 합금

도금은 일반적으로 100℃이하에서 실시되며 흡착층이 적고, 전기화학반응에 관여하

는 적은 수의 촉매물질에 의한 구조생성물로 일반적인 열평형상태도와 일치하지 않

는다. 예로, 면심입방구조를 가진 Ni-P 전기도금은 P의 고용도가 10wt%로 P의 고

용한계를 이탈한 준안정상이나, 열평형상태도에 따른 용제도금시 P의 고용도는 

0.001wt% P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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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0 Relation between cathodic polarization and limiting 

current density in alloy electrodepo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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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1 Cathodic polarization curve for solution containing Ag ion and Cu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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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Ni-Mo alloy

Mo, W은 고온특성이 우수하나, 수용성 전해질이 없으므로 도금에 많은 어려움

이 있다. Hopper는 황산니켈을 이용하여 Ni-Mo 합금도금을 하 으며, 이 때 Mo의 

농도는 25%로 저전류 도일수록 농도가 증가한다고 하 다. 최근에 5% Mo를 포함

하는 합금도금이 개발되었으며, 도금용액 및 조건은 Table 8-2와 같다. 

 

  

Table 8-2 Bath compositions.

Process Parameter Chemical content(g/l)

Ni sulphate 300

Sodium chloride 28

Boric acid 40

Sodium molybdate 12.6

Sodium heptonate 200

Temp, pH, Current Density, 

Current Efficiency

55℃, 3.5, 4A/dm2, 

70%  

 2.Ni-P & Ni-B 

가.Ni-P alloy

Ni-P 합금도금은 Brenner와 Riddel에 의해 무전해도금법으로 처음 행해졌으며, 

이 때 얻어진 합금조성은 8∼9% P를 함유하 고, Ni 단독 전해도금보다 경도가 높

고 내식성이 증가하고, 강판의 외관보호와 광택면에 우수하면 또한 400℃에서 열처

리시 경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무전해시 환원제로 사용되는 

hypophosphite가 고가이기 때문에 도금층의 P의 양 조절에 경제성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전해방법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15% P를 포함한 Ni-P 합금이 

phosphite를 함유한 용액으로부터 얻어졌다. 그리고 Ni-P 합금은 10at% 이하의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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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P 함량의 경우 결정 구조를 가지나 15at% 이상의 고 P 함량의 경우 비정질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P 함량이 증가할수록 비정질 구조를 보여주는데 as-plated 비

정질 구조에서 결정질로의 천이가 얼마의 P 함량에서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대략적으로 11.6 < %P < 13.1의 구간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으나 

같은 조성이라도 제조 방법에 따라 약간씩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비정질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Harris등은 Ni-P 합금 피복시 phosphine(PH3)를 발견했으며 이 PH3 존재로 Ni-P 

합금도금반응의 간접적인 기구를 설명했다. Zeller등도 간접기구와 도금욕 내의 황

산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또한 Ni-P 비정질 합금의 기계적 및 화학

적 성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PRC 도금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연전성을 증대시켜 

급냉응고해서 만든 재료와 비슷한 합금을 얻었으며 Ni-P 전기도금 합금의 취성은 

동공에 의해 일어나나 전형적인 수소취성은 아닌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Holden등

은 Ni-P합금 피복의 부식시험 결과 접촉저항을 낮추었으며 중성욕을 사용하여 전

류 도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 Patrick K Ng등은 빠른 유체흐름을 이용한 

Ni-P 합금도금에 대하여 연구하고 열처리시 NixPy의 중간생성물이 생겨난다고  보

고하고 있다. 그리고 Robbins등은 Ni-P 전기도금합금의 귀금속 대체효과에 대해 발

표하 다. Ratzker등은 직류와 펄스전류를 이용한 Ni-P 합금도금을 수행하 고, P 

함량이 증가할수록 부식에 대한 저항이 높아진다고 보고하 다. 또한 Bonino등은 

Ni-P 전기합금도금시 사카린의 첨가가 도금층 내의 P 함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

고하고 있다. 

최근에 Ni-P 전기도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본 보고서 제3장의 상용 전기주조에서 각 욕에 따른 특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나.Ni-B alloy

Ni-B alloy는 무전해 도금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최근 전기도금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어려운 점이 있다. 전류효율이 50%이하로 낮은 편

이며, B 함량 제어가 용이하지 않다. 다량의 수소발생으로 전착금속이 비정질화되

며 내부응력이 증가한다. 

Table 8-3은 Ni-P 및 Ni-B alloy의 조성 및 물리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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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3 Comparison of material properties of Ni-P and Ni-B.

Ni-B Ni-P

Composition(%) 99.5-99.7Ni, 0.3-0.5B 90.0-92.0Ni, 8.0-10P

M.P(℃) 1450 890

Density(g/cm
3
) 8.6 7.9

Hardness(Hv) 750-850 400-500

Stress(kg/mm
2
) 20 6

1997년, FTI는 기존 Ni-P 일렉트로슬리브의 강자성으로 인한 ECT 적용 불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Ni sulfamate 용액에 10∼40g/ℓ의 dimethylamineborane 

((CH3)2NHBH3)를 첨가하여 비자성 Ni-0.5wt%B 합금도금을 개발하 다. 도금조건

은 pH 4∼6, 전류 도 80A/dm
2
(50∼1000Hz)이다. pH 보정제로 sodium hydroxide

가 사용되었으며, 그 외 변수인 온도, 첨가제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3.Ni-Mn alloy

Ni-12%Mn은 순수 Ni보다 우수한 내부식성을 나타내며, 고온에서 사용되는 전

주부품에 이용된다. 최근에는 0.2% Mn을 함유하는 합금도금이 Ni 도금욕에 황화유

기물 응력감소제의 사용으로 개발되었다. 황을 포함하는 Ni 도금층은 200℃이상에

서 취성이 발생하나 개발된 도금층에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4.Ni-Co alloy

광석에 Ni과 Co 함께 들어 있으므로 제련시 순수 Ni, Co 추출 곤란하다. 따라서 

Ni 도금시 최소의 Co함량(0.1%이하)이 내포하게 된다. 400Hv 이상의 경도를 나타

내기 위해서는 30%이상의 Co 첨가하여야 하나, Co 첨가량의 증가는 강도, 경도, 내

부응력을 증가시키며,  취성 및 피팅이 증가시킨다. 레벨링효과가 없으며, 내부식성

은 순수 Ni보다 좋지 않다. 1968년 광부들의 strike로 Ni 대용으로 Co를 50%까지 

첨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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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에서는 Co 원소가 중성자에 조사되면 방사화되며, 방사선량을 증폭시

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원전 선진국에서는 Co 유입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5.Ni-Fe alloy

전산기 기억소자나 기타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부품의 소형화, 소프트메모리

용필름, 디스크, 드럼장치용, 응답속도의 민속화, 신뢰도 향상 등의 요망에서 각종 

자성합금박막의 제조법이 한창 연구되고 있다. 전기도금에 의한 제조법은 진공증착, 

스퍼터링 등에 비해, 온도 조건이나 제조의 간편함 특히 두께 제어 등의 점에서 많

은 기술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퍼멀로이(Ni-20wt%Fe alloy)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도금 중 퍼멀로이 박막에 일축적인 자기이방성을 주기 위해, 보통 선재의 경우는 

이것에 직류를 통하여 그 원주 방향에 자계를 만들고, 판상 소재의 경우는 도금탱

크의 외측을 헬름홀츠 코일로 둘러싸는 방법이 취해진다. 자계의 강도는 30-40 Oe 

정도이다. 자기특성에 향을 주는 인자로는 소자의 표면 상태, 도금 욕의 pH, 도금

욕의 온도, 전류 도, 첨가제, 도금 박막 조성, 도금막 두께 등이 알려져 있다. 도금

층의 Fe 함량은 전해액 중의 Ni
2+
/Fe

2+
에 의해 결정된다. 전류, pH는 그리 중요치 

않으나 pH 3.6이상에서는 응력이 증가한다. 도금욕으로서는 황산염욕, 염화물욕, 설

파민산염욕, 피로인산염욕 등이 있는데, 염화물욕에 얻어지는 것은 내부응력이 크

고, 피로인산염욕에서 얻어지는 것은 자기특성이 떨어진다. 황산염욕은 니켈도금의 

왓드욕을 주체로 해서 여기에 황산제일철을 가한 것이 많다. 

Ni-Fe 합금도금은 비한 Fe가 귀한 Ni보다 우선적으로 석출되는 이상

(anomalous)도금현상을 나타낸다. 최근에는 펄스(pulse) 및 PR(periodic reverse) 도

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DC와 비교해서 펄스를 사용한 도금에서는 

pulse current density ip, reverse current density ir, pulse time period Tp, 

relaxation time period Tr이 유용한 공정변수가 된다. Grimmett는 PR 도금에서 통

전시간(Tp)이 증가할수록 Ni-Fe의 이상성이 감소하며, 붕산을 첨가하 을 때 레벨

링 특성이 증가한다고 하 다. Yin은 통전시간(Tp)이 증가할수록 전류효율이 증가

하며, Tp증가에 따른 온도의 향에서 Fe 공석량이 55℃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

나 25℃에서는 감소한다고 하 다. Nakamura는 전류효율은 pH와 온도가 증가할수

록 증가하며, Fe 공석량은 온도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내부응력은 Fe 공석량이 증

가할수록 증가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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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Ni poly alloy(Ni-Co-P, Ni-Fe-P alloy)

Ni 폴리 합금이라고 불리며, 자성특성이 우수하나 이 특성은 조성에 많은 향을 

받는다. 높은 보자력을 나타내는 합금은 고 도 기록장치에 사용되며, 낮은 보자력

을 나타내는 합금은 고속도 컴퓨터에 사용된다. 폴리합금에 Cu를 첨가하며 Ni보다 

우수한 내부식성을 나타내며 연성이 증가한다. 경도는 조성에 크게 향을 받지 않

으며, 비자성을 나타내게 된다. 특히 Ni+(B/P)+10%W 합금은 우수한 내부식성과 높

은 경도를 나타낸다.

 7.Ni-Cr-Fe alloy

스테인리스도금이라고도 하며, Cr 첨가에 따른 균열이 발생한다.

Ni-Cr 합금에서 Cr 첨가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첫째, 

Ni-Cr 원소가 해리된 전해액으로 전기도금한 후 1050℃에서 12시간 열처리하여 Cr 입

자를 모재로 확산시킨다. 둘째, Cr 탄화물이 포함된 전해액으로 전기도금한 후 열처

리하여 Cr 입자를 모재로 확산시킨다.

Ni-Cr-Fe의 3원계 도금에서의 문제점은 Fig.8-1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도금

욕 중에 Cr 량을 증가시키더라도 Cr이 전혀 공석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금층의 

Ni, Fe, Cr의 함량 제어가 온도와 전류 도에 매우 민감하며, 원소공급원 중 염소이

온을 함유하여 내식성을 약화시킨다. 전류효율이 5-20% 정도로 매우 낮으며,  도금

속도도 6-30㎛/h로 낮다. 도금표면은 다량의 표면기공이 존재하며, 네트웍의 미소 

균열이 형성되어 취성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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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2 A graph illustrating composition of ternary 

Ni-Fe-Cr alloys produced in bath contain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hro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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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복합도금

기능도금은 (functional plating, engineering plating)은 종래의 장식도금 또는 방

식도금과 달리 도금층의 기능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고 그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용

도를 개척하고 있다. 도금층의 특성은 1개 또는 2개 이상의 기능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나, 단일금속에 의한 방법과 합금도금 또는 분산도금 등에 의해서 그 기능을 

얻을 수 있다. 분산도금(dispersion plating)은 전기도금이나 무전해도금 피막 중에 

미립자를 분산시켜서 도금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조기술은 1960연대에 개발되기 

시작하 고, 미립자의 종류에 따라 도금피막의 내마모성, 내열성, 내식성, 윤활성, 

비점착성 등을 향상시켜 새로운 공업재료의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Table 

8-4). 분산도금은 도금액에 10㎛이하의 Al2O3, Cr2O3, 다이아몬드, SiC, TiN, 테프론, 

흑연 등의 미립자를 분산시켜 액을 교반 하면서 미립자가 부유하여 Ni이나 Cu 등

의 도금이 될 때까지 붙어서, 즉 분산되어 도금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도금층에는 

금속모상에 미립자가 분산된 복합피막을 이루게 되므로 복합도금(composite 

plating)이라고도 한다. 

복합도금 기구는 다음과 같다. 분산입자를 분산현택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교반장

치와 양극에서의 해리(海里)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 아노드백이 필요하며 연속

여과를 하지 않고 불순물 등의 혼입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전해액은 분산입자의 

친수화 및 정대전화(正帶電化)를 하기 위해 계면활성제(카티온, 바이온, 양성이온제)

의 첨가가 행해진다. 분산입자가 금속 모재 중에 공석하는 기구는 Fig.8-13과 같이 

생각되고 있다. 전해욕 중에 기계적으로 교반 되어 분산한 입자는 물리적으로 음극 

근변의 전기2중층면에 운반되어 정대전한 입자가 높은 전기경사도 중에서 음극으로 

끌어 당겨진다. 음극변에 도달한 입자는 양이온과 음극간의 쿨롱의 힘에 의해서 흡

착되어 음극에 고착하여 석출된다. 

내마모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복합도금으로서는 니켈계 복합도금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경질크롬도금에 대신하여 사용되려고 한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 실린더 

리이너 내면의 크롬도금 대신에 사용되는 니켈 탄화규소 복합도금 등이 널리 알려

져 있다. 이 도금의 내마모성 및 강화 기구는 다음과 같다. 도금표면에 존재하는 비

교적 대형의 입자(1-3㎛)는 표면에서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동시에 미끄러져서 마

찰을 하고 있는 상대재료와의 응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서브마이크론 입

자(<1㎛)는  니켈 도금층에 분산되어 어브레시브 마모에 대해서도 저항을 갖게 한

다. 이 2개의 기구가 서로 작용해서 복합도금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

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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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복합도금의 경도는 보통의 니켈도금에 비해서 높은 값을 나타낸다. 도금층 

강도의 향상이 전위의 이동저지에 있다고 하면 도금층의 강도는 복합량과 관계가 

있으며, Orowan의 전위론에 의하면 강도와 입자간 거리의 역수는 비례관계에 있다. 

탄화규소(SiC) 복합도금에서는 1000℃의 열처리에 의해 탄화규소가 분해되고 Ni5Si2

가 생성되어 내마모성이 더욱 개선된다. TiO2 복합도금에서는 그 공석량이 1.0% 정

도밖에 복합되지 않아도 그 경도는 Hv 1550-2300으로 매우 높은 것을 얻을 수 있

다. 또 복합재로서 붕화지르코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도금욕 중에서 발열이 발생

하여 도금층의 내식성, 내산화성이 향상되고 고온특성이 우수한 도금층이 얻어진다.

 

미립자의 첨가가 공정변수 및 재료특성에 미치는 향은 다음과 같다.

1)도금속도가 둔화된다. 이는 미립자들이 음극표면에서 이온의 전기화학적 환원

반응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양의 분산제가 함유될 경우 음극 부착에 대한  

방해 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2)Ni/Al powder 도금에서는 전류 도 및 미립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도금면에 

부착된 미립자의 점유율도 증가하나, Ni/Al2O3 도금에서는 전류 도가 증가할수록 

미립자의 점유율은 감소한다.

3)부식속도가 감소한다.

4)Yashiki는 Ni-P 도금시 평균입자 크기에 따른 전착응력 측정에서 10-400㎛ 크

기의 미립자를 첨가할 때 도금층은 압축응력은 나타낸다고 하 다.

Table 8-4 Particles used composite plating.

특성 분산입자

내마모성
Al2O3, SiC, B4C, WC, TiC, TiO2, Cr2O3, 다

이아몬드

자기윤활성
MoS2, BN, DTFE, FEP, TFE, (CF)n마이크

로캡슐

내식성 TiO2, 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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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3 Composite plat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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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펄스도금

직류도금과 비교하여 펄스전류에 의한 가장 큰 특징은 확산층의 두께가 직류도

금에 비해 얇고, 높은 펄스 전류 도에서 즉, 높은 과전압에서 도금이 가능하므로 

특히 확산율속에 의해 침상정 또는 수지상정이 생기는 금속에서도 첨가제 없이 평

활한 면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핵발생을 촉진하여 결정이 미세화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효과는 주로 펄스 인가시간 중에 형성된 확산층내의 금속이온의 농도 저

하가 펄스 휴지시간 중에 완화되는 것에 의해서라고 생각되며 그런 관점에서 용액

내의 물질 이동에 관한 연구도 행해졌다. 펄스도금의 최근 동향중의 하나는 그 방

법의 특징을 이용하여 다층막 또는 조성변조막으로 불리는 층상구조의 도금물에 대

한 많은 연구이다.

 1.펄스의 파형과 변수

전류를 조절하는 방법에 따라 연구형 혹은 공업용으로는 단형파, 삼각파, 정현교

류파 등이 있으며, 전기도금 공업분야에서는 대칭 혹은 비대칭 단형파 전류펄스가 

있다. Fig.8-14는 전형적인 펄스전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b)는 정전류펄스, c)

는 주기적인 역전류펄스를 보여준다. ton은 전류인가시간, toff는 펄스휴지시간, T는 

주기(ton + toff)를 나타낸다. 펄스도금에서 펄스조건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ton, ip, iav

(평균전류 도, ip x θ), T, θ(듀티싸이클, = ton/T)로 나타내며, 직류 도의 전류

도와 비교하기 위하여 식(1)에서 보인 전체 전해시간동안의 평균전류 도 im이 자주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펄스전류 도(ip), 펄스전류인가시간(ton), 휴지시간

(toff)의 세 개를 변수로 사용한다.

i m =  i p×
Ton

(Ton+Toff)
 --------------------------------------- (1)

세 개의 펄스 변수를 각각 독립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서 변화시킬 수 있으므

로, 적당한 펄스조건을 선택함으로써 도금물의 표면형상 및 성질을 제어할 수 있다

는 가능성이 있다. 즉, 10
-6
초 단위의 짧은 인가시간의 펄스에서는 큰 ip를 인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직류도금에서는 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과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도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도금물의 개질이 힘들거나, 아주 낮은 석출전위를 가진 

금속의 도금에서 수소발생 등의 부반응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합금도금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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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 수 있다. 특히, 인가시간에 비해 충분히 긴 휴지시간을 가함으로써 석출금속의 

재결정화와 양이온의 흡착 등의 흥미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세 개의 펄스 

변수 값의 범위가 상당히 넓으므로, 각종 금속에서의 변수 값과 도금물의 성질 및 

전류저항 등의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펄스 인가시간과 휴지시간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살펴보면, 펄스 인가시간에서는 

물질이동과정인 전해액 내부에서 전극 표면으로의 금속이온의 이동과 활성화 과정

인 전극표면에서의 금속이온의 방전 및 금속 원자의 표면 확산 등에 의해 결정핵이 

형성되는 결정화 과정의 반응이 발생한다. 펄스 휴지시간사이에 다음과 같은 반응

들이 일어난다. 

a) 석출원자(흡착원자)의 표면확산에 의한 재결정화

b) 활성된 석출원자의 이온화 및 안정한 크기의 다른 이온의 방전과 같은 일종

의 국부전기구에 의한 재결정화

c) 활성된 부분에 양이온 등의 부착에 의한 결정의 미세화

d) 석출한 금속의 펄스 휴지시간동안의 부식에 의한 용해

이와 같이 펄스 휴지시간의 존재는 이 시간동안의 금속이온의 농도회복이라고 

하는 물질이동과정 등에 큰 향을 미쳐 평활 하고 치 한 도금을 얻을 수 있게 한

다.

 2.전착층의 물성

가.평활성

펄스도금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확산층의 두께(δ)가 얇게 유지됨으로써 

일반적으로 평활성이 개선된다. 확산층의 두께가 소지의 요철보다도 작을 경우에는 

확산층은 전극표면의 요철에 따라 성장하고 전극표면에 대한 전류의 분포는 균일하

고 따라서 도금층의 두께도 균일해지지만 확산층의 두께가 전극표면의 요철과 같은 

정도이거나 크게 되면 구상 확산에 의해 전류는 돌출부에 집중되고 결과적으로 구

상정, 침상정, 수지상정 또는 분말상정 등이 발생된다. 

나.균일전착성(throwing power)

일반적으로 균일전착성은 전해욕의 전기저항에 비해 계면의 분극이 큰 욕에서 

전도율을 올리고, 억제제(inhibitor)에 의해 방전속도를 느리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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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도금에서는 높은 전류 도에서 도금이 행해짐으로써 분극은 용액내 전압강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균일전착성은 저하된다. Puippe 등은 펄스인가시간사

이에 높은 전류에 의해 축적된 전류가 펄스 휴지시간 사이에 도금된 금속이온의 방

전에 사용된다고 보고하 다. 펄스도금에서 균일전착성이 저하되는 것을 이용하여 

전극이 근접된 부분만을 도금시키는 부분도금에 사용되기도 한다. 

다.기공도

펄스 인가시간동안에 발생, 흡착된 수소를 펄스 휴지시간 동안에 제거시킴으로써 수소의 

부착에 의한 기공의 발생이 작아진다. Lan 등은 ton 10ms, 평균전류 도 10x10
2
 A/m

2
에서 

SUS를 펄스도금할 경우 θ를 작게 함으로써 기공의 수를 급격히 감소시켰다고 보고하 다.

라.우선방향

펄스도금에서는 농도분극을 감소시키고, 과전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직류도금에 비해서 고

지수의 우선방향축을 가진 전착층을 얻을 수 있다. Pangarov는 각종 결정면상에서의 2차원 

핵생성 작용의 상대적인 계산을 통하여 주어진 결정화 과전압에서 핵생성 작용은 계면에너지

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작은 면을 가진 2차원핵이 생성되어 우선방향축이 결정된다고 하 다. 

이와 같은 배향성은 과전압에 의해 변화되나, 결정의 미세화의 지배적 인자는 아니다. 

Pangarov에 의해 구해진 우선방향축을 Table 8-5에 나타내었다. 이제까지 보고된 직류 혹은 

펄스도금에 있어서 우선방향은 Pangarov의 이론으로 잘 설명된다.

마.결정입경

앞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과전압의 증대에 동반하여 핵생성의 임계 반경 및 임계 자유 에

너지가 감소하고 핵발생 속도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Fig.8-15는 iav : 0.5A/cm
2
, toff : 

50ms, ton : 1ms 및 5ms에서 도금된 SUS 석출면의 현미경 사진에서 구한 입자 반경의 분포

를 나타낸 곡선이다. 펄스 전류 도 ip를 크게 하면(과전압 증대) 평균입경이 감소되는 것이 판

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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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비정질성

펄스도금은 농도분극을 제어하고 반응의 과전압, 즉 과포화도를 크게 하면 석출물의 결정

립은 미세화 된다. 이것은 미세 결정의 극한인 비정질 금속의 생성에 펄스도금이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펄스도금에 의한 비정질을 만드는 예는 Lashmore 등이 Ni-P 합금도금에 대

하여 θ가 큰 조건에서 직류도금보다도 P함유량이 많은 피막이 얻어지고 피막의 경도가 증가

하는 것을 보고하 다.

 3.펄스도금의 응용

가.귀금속도금

펄스도금법은  정류기가 비교적 고가이므로 공업적으로 재료비 및 부가가치가 높은 전자기

계부품 혹은 장식용 금 도금 등의 귀금속도금 등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귀금속의 경우 

펄스도금에 의해 기공의 발생은 직류도금보다 매우 낮으며 toff를 크게 함에 따라 감소한다. 금 

및 은도금의 기공, 인장강도 등도 펄스도금에 의해 개선이 가능하고, Ru, Re, Cr 도금에서는 

균열 없이 잔류응력이 낮은 전착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전착층을 얇게 하

는 것이 가능하므로 재료비의 인하 효과가 크다.

나.합금도금

합금도금에서 펄스전류의 효과로는 수소발생억제 및 석출합금성분의 제어가 달성된다. 즉, 

합금의 펄스도금은 ton 및 θ에 따라 각각의 반응이 독립적으로 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

져 있다. 따라서 최적 펄스 조건을 선택한다면 직류도금에 비해서 효율이 좋은 일정 조성의 미

세결정을 가진 합금석출이 가능하다. Ohno 등은 펄스전류로 사용하여 Ni-Fe 합금도금을 하

면 자성이 개선되고, 펄스전류의 효과로 Fe 및 Ni 석출, 수소발생의 부분반응으로 나누어 직

류도금과 비교 검토하여 펄스도금에서 Fe가 수소보다 먼저 석출됨으로써 수소발생이 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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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 다.

다.다층도금(multi layer)

인공적으로 원자 또는 분자를 적층시켜 새로운 기능성 재료를 만드는 방법이 PVD, CVD 

등 다방면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현재 주로 반도체의 분야에서 주목되고 있는 한 층이 수원자 

이하의 초격자와 거대 자기 저항효과 등의 특이한 자기 특성을 중심으로 한 다층도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다층도금은 다양한 성질의 개량에 응용될 수 있다. 만약 전기도

금에서와 같은 층상의 피막이 얻어진다면 작업이 용이하고 일회 처리 면적이 넓어 경제성이 

좋으며, 높은 효율을 가지는 등의 이점이 있다. 

이중펄스(dual pulse)에 의한 다층도금의 원리는 우선 저 전류 펄스(iL)에서 귀한 금속의 

확산 한계 전류 도(id)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저 전류 펄스에서 귀한 금속이 도금된다. 다음

으로 귀한 금속의 확산 한계 전류 도보다 높은 전류 도(iH)를 인가하면 천한 금속의 석출이 

시작된다. 그러나 고 전류 펄스인가 직후는 귀한 금속이온 확산 한계에 달할 때까지 귀한 금속

이 석출된다. 펄스도금은 기본적으로 전류 또는 전위와 같은 전기신호를 변화시켜 그에 대응

하는 전기화학적 반응을 제어하여 도금물의 조성과 성질에 변화를 주는 것이므로 전류파형을 

변화시키면 또 다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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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4 Waveforms for pulse p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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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5 Preferred orientation of deposits for some metals at different 

over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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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5 During of grain size of Sn deposits obtained by pulse electrolysis 

at ip 0.5A/cm
2
(◦ : ton/toff= 1/50ms, •: ton/toff= 5/5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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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결론

슬리브 관을 삽입하여 보수하는 방법들은 모두 모재와 조인트를 필요로 하게 되

므로 조인트 제작시 인입되는 가공유기응력이 결함발생의 잠재요인으로 작용하여 

설치 후 결함을 유발하게 된다. 반면, 일렉트로슬리빙(electrosleeving) 기술은 조인

트부가 없는 일체형이므로 기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1)차기보수를 

위한 접근성 양호, 2)모재의 미세조직 불변, 3)틈새 없는 연속적 결합, 4)냉각제 유

속 감소 최소, 5)잔류응력제거 및 슬리브 관 삽입 불필요, 6)나노구조에 의한 기계

적 강도 우수 등의 장점이 있다. 특히, 일렉트로슬리빙기술은 다른 기술에 비하여 

보수시 열전달효율감소가 매우 적으며, 관판에 기보수 슬리브가 존재하는 전열관의 

관지지판 보수에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막음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어 증기발생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원주균열의 경우는 모두 관막음 하게 되어 있는데, 

일렉트로슬리빙 기술은 충분한 강도를 가짐으로 원주균열 전열관에 적용이 가능하

다.

Pickering Unit 5 발전소에 설치된 일렉트로슬리브에서는 2개의 슬리브 끝부분에 

미접합 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우수한 보수성능을 나타내었다. Oconee Unit 

1 발전소의 현장 실습에서는 장비사용, 절차의 유효성, 공정의 상세화 등이 모두 검

증되었으며, Callaway 발전소에는 1999년 57개의 일렉트로슬리브가 성공적으로 설

치되었다. 프라마톰사의 일렉트로슬리빙기술은 NRC 완전승인의 막바지에 있다.

1996년 9월, ASME Section XI, Division 1 Code Case에 일렉트로슬리브 공정이 

받아들여졌다. 이 Code Case(NO. N-569)는 "A Alternative Rules for Repair by 

Electrochemical Deposition of Class 1 and 2 Steam Generator Tubing"이라는 제

목 하에 절차 명세서와 공정재료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Code Case가 

제출된 후 6개월 이내에 통과가 승인되었다. 

일렉트로슬리빙 기술의 국산화에는 1)도금속도, 2)전착응력, 3)합금원소, 4)고온특

성향상의 넘어야 할 벽이 있다. 이 중에서도 합금원소에 대한 부분은 프라마톰의 

특허에서 입계성장을 억제하는 원소를 Pinning Agent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원소

로는 Phosphoric, Phosphorous Acid, Molybdenum을 지정하고 있다. 내식성 향상 

원소로 Manganese Sulfate, Sodium Molybdate, Chromium Salt를, 강화제 원소로

는 Manganese Sulfate, Sodium Tungstate, Cobalt Sulfate를 지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제4장 재료특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프라마톰사 일렉트로슬리브

의 문제점은 고온(≥400℃)에서 입계성장에 의해 강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심각한 

사고상황하의 열시효 효과에 의해 입계성장을 억제하는 Ni3P 석출물이 용해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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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계가 성장하면서 강도가 급격히 저하한다. 

따라서, 프라마톰사 특허의 장벽을 허물고 고온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일렉트

로슬리빙 국산화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일렉트로슬리빙 국산화의 한 방안으로 Ni-P에 Fe를 첨가한 합금도금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Ni-Fe-P의 합금도금은 이상도금현상을 나타내는 Ni-Fe 도금의 이

상성과 Fe 공석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성이 감소하고, 전착응력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어 Fe 공석량을 최소화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다른 방안으로 미립

자를 첨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0-400㎛ 크기의 미립자는 도금층에 압축응

력을 형성시키며 고온에서 미립자에 의한 입계 성장 억제 효과로 고온특성 향상 또

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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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렉트로슬리빙(electrosleeving) 기술은 조인트부가 없는 일체형이므로 기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1992-1993년에 CANDU 형 Pickering B Unit 5 발전소에서 Pitting의 국

부적인 집중과 급속한 결함 진전으로 슬리브 조인트 역에서 누설을 경험하 다. 1년 후

OHT(Ontario Hydro Technology)사는 기존 슬리빙의 단점을 보완한 일렉트로슬리빙

(electrosleeving)기술을 개발하여 1994년, 1995년, 1999년에 각각 Pickering Unit 5, Oconee 

Unit 1, Callaway에 시험적인 설치를 하 다. 

일렉트로슬리빙 방법으로 보수한 증기발생기 전열관을 시험한 결과, 설계 기준 조건하

에서 일렉트로슬리브의 재료 특성이 전열관의 기계적 성질과 부식특성 보다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사고상황하에서 파열온도를 예측하기 위해 2가지 모델(선형적 손

상법칙에 기초한 모델과 Hall-Petch 관계에 기초한 모델)이 제시되었다.

Electrosleeving 기술의 공정에서 탈지, 스트라이크 도금은 일반적인 도금공정과 유사하

다. 전주공정은 25∼90℃의 황산니켈과 설파민산니켈 용액에 Pulse 또는 DC 전류를 10∼

1000Hz로 흘려주며, NiCO3을 사용하여 용액 내 Ni이온을 보충한다. 고온에서 입계 성장을 

억제하는 원소를 Pinning Agent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원소로는 Phosphoric, Phosphorous 

Acid, Molybdenum을 지정하고 있다. 

일렉트로슬리빙 기술의 국산화에는 1)도금속도, 2)전착응력, 3)합금원소, 4)고온특성향상

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Ni-Fe-P의 합금도금은 이상도금현상을 나타내는 

Ni-Fe 도금의 이상성과 Fe 공석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성이 감소하고, 전착응력이 증가하

는 단점이 있어 Fe 공석량을 최소화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미립자를 첨가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0-400㎛ 크기의 미립자는 도금층에 압축응력을 형성시키며 

고온에서 입계성장 억제와 기계적 특성의 열화 속도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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