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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제목

  합금도금

Ⅱ.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현재 국내의 원자력 증기발생기는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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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렉트로슬리빙 기술은 합금도

금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합금도금기술 현황 및 개발의 문제점 

검토는 필수적이다.

Ⅲ.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보고서에서는 전기주조를 이용한 증기발생기 보수기술(일렉트로슬리빙)의 국

산화를 위해 전기도금의 기초이론 및 여러 가지 합금도금에 관한 문헌을 분석 정리

하 다. 전기도금공정에서 전착층의 특성에 향을 미치는 공정변수인 전류 도, 전

해욕의 농도, 온도, 첨가제, 전해욕의 종류, pH, 교반에 대한 각각의 향을 조사하

다. 또한, 도금은 알려지지 않은 현장경험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도금기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다. 도금은 재료와 용액간의 계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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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과 전자의 만남에 의해 수행되므로 계면에 대한 분석기구인 임피던스측정에 관

하여 조사하 다. 전기주조를 이용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보수기술을 국산화하고자 

각종 합금도금 및 복합도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 으며, 마지막으로 도금에 사용

되는 각종 금속의 인체 유해성에 대하여 분석하 다.

  

Ⅳ.연구개발결과

습식도금법으로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쓰이고 있는 전기도금은 외부 전원을 이

용하여 음극표면상에 금속을 도금시키는 방법으로 전착결정화의 개념에 있어서 표

면확산이론과 직접전달이론 두 가지가 있다. 직접전달이론은 tunneling이 일어나면 

전착금속 원자가 수화된 상태에서 직접 전착층의 성장단계로 이동해 간다고 설명하

는 이론이며 표면확산이론은 tunneling이 일어나면 M(전극)-M
+
(전착금속원자)+H2O의 수화

된 상태의 adion으로써 전극표면에 도달한 후 계단이나 kink로 단계별로 확산해 나

가 성장결정 격자점까지 확산에 의해 이동한다고 설명한다. 

전착금속의 구조 및 여러 가지 성질에 향을 주는 인자로는 전류 도, 온도, 

pH, 전해욕의 조성, 첨가제 등이 있다. 이를 크게는 공정변수와 첨가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첨가제에 따라서 도금의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정변수 

중에서 주요 세 가지 변수는 전류 도, 온도, pH 이다. 전류 도의 향은 저전류

도에서는 이온의 방전이 서서히 일어나며, 따라서, 핵의 성장 속도는 새로운 핵의 

생성 속도보다 우수하므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전착물의 결정은 조대하다. 전류

도를 높이면 핵의 생성 속도가 증가하므로 미세한 결정이 되며, 도금속도가 증가

한다. 온도는 도금층 조성에 지대한 향을 주며, 온도를 높이면 전류효율이 증가하

고, 분극이 감소한다. pH의 향은 pH가 작으면 H
+
 농도가 높아 흡착된 H 등에 의

해 내부변형이 증가하고, 연성이 감소하고 동시에 수소발생이 용이하게 되어 음극

전류효율이 낮아진다. 반대로 pH가 커지면 음극의 전류 도가 집중된 부분은 H2 방

전이 일어날 경우에 염기성으로 변화되어 이 부분에 염기성 침전물이 생성되어 변

색되는 경우도 있다. 

일렉트로슬리빙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합금도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OHT사에 의해 특허 출원되어 있는 Ni-P, Ni-B 합금도금과 그 외 pinning 

agent로 Mo, Mn, Cr, W, Co를 클레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둘째, 합금도금은 용

제합금과 달리 합금화에 다음과 같은 제한 요소가 있다. 1)표준전극전위가 비슷하고 

석출과전압의 차이도 크지 않은 경우이거나, 2)표준전극전위의 차는 크나 석출과전

압도 차가 커서 표준전극전위의 차이를 상쇄시켜 주는 경우, 3)표준전극전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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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크며, 석출과전압도 이것을 상쇄시켜 주지 못하지만 금속이온들이 도금용액 중

에서 착염을 형성하고 그 착염의 불안정 상수의 차이가 큰 경우에만 합금도금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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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의 한계전류 도 이상으로 전류를 높여 주면 Zn과 Cd가 동시에 석출된다. 또 

표면활성제를 도금용액 중에 넣어 주어 특정한 금속이온의 방전에는 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 표준전위가 상당히 차이진 금속이온들을 동시에 석출시킬 수도 있다. 

또한, 펄스전류를 이용한 합금도금은 직류전류를 이용한 도금에 비하여 고농도 및 

고전류에서 도금이 가능하므로 도금층의 화학조성 및 구조에 대한 제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렉트로슬리빙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합금도금이 가능한 Ni의 

2원계 합금도금에는 Ni-Cu, Ni-Sn, Ni-Al 합금도금 등이 있으며, 3원계 합금도금으

로는 Ni-B-X, Ni-Fe-Cr, Ni-Fe-P 등의 합금도금이 있다. 

Ni-Fe 합금도금은 이상도금현상을 나타내어 Fe 공석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단점

이 있다. 그러나, Ni-Fe-P의 합금도금은 P첨가에 의하여 Fe 석출이 억제되고 Ni의 

부분전류 도가 증가함으로써 Ni-Fe 도금의 이상성이 사라진다고 한다. 

고온강도를 향상하는 방안으로 미립자를 첨가하는 복합도금을 고려할 수 있다. 

10-400㎛ 크기의 미립자는 도금층에 압축응력을 형성시키며 고온에서 입계성장 억

제 효과로 인한 기계적 특성의 열화 속도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미립자 

첨가 방법은 표면거칠기가 증가하고, 균열발생에 필요한 응력이 250℃이상에서 온

도증가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단점이 있으나 첨가하는 미립자 종류, 첨가량 등을 

제어함으로써 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Ⅴ.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결과, 일렉트로슬리빙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합금도금 가능

성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일렉트로슬리빙기술의 국산화에 검토자료

로 활용될 것이며, 전기도금기초이론과 전착층의 특성에 향을 미치는 공정변수인 

전류 도, 전해욕의 농도, 온도, 첨가제, 전해욕의 종류, pH, 교반에 대한 조사는 이

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도금기술에 대한 분석은 도금실험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각종 합금도금과 복합도금에 대한 조사와 이에 관

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분석은 합금원소 선택 및 합금도금 연구에 기초자료로 사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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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Project Title

  Alloy Plating

Ⅱ.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re are 16 nuclear plants under operation in domestic country. Repair of 

steam generator tubes have taken long tim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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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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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sleeving technology is on the basis of alloy plating. 

Therefore, study of state of the art and problem on alloy plating is essential in 

localization of electrosleeving technology. 

Ⅲ.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this study, technical documents about electroplating theory and alloy 

plating were reviewed and summarized to localize repair technology for steam 

generator tubes using electroplating. The effects of current density, bath 

composition, temperature, additives, bath types, pH and agitation on the deposits 

in electroplating were investigated. Plating techniques used in field were 

analyzed since field experience in plating is very important. Impedance 

measurement was investigated to cover interface characteristics between material 

and electrolyte. Various Ni-base alloy plating, composite plating and 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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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ing were investigated. The harmfulness of a heavy metal on the human 

body was investigated.

Ⅳ.Results of the Project

Electroplating is a wet coating method using external power supply and has 

two theories of surface diffusion mechanism and direct transfer mechanism in 

electrocrystallization. When tunneling occurs, direct transfer mechanism explains 

that hydrated deposit atoms move directly into the kink and surface diffusion 

mechanism explains that hydrated adion like M(electrode)-M
+
(deposit atom)+H2O diffuse 

into step or kink after arrival on the surface of electrode and then diffuse into 

lattice point of growth crystal.  

There are current density, temperature, pH, bath composition and additives as 

element to affect structure and material properties of deposit. These elements 

can be classified into process parameter and additives since the use of additives 

in aqueous electroplating has the interesting and important effects on the growth 

and structure of deposit. Three important factors of process parameters are 

current density, temperature and pH. Discharge of ion occurs slowly in low 

current density. Therefore the growth rate of nucleus is faster than the 

formation rate of that. Under the condition like this, deposit crystal become 

coarse.  If current density is higher, the formation rate of nucleus and plating 

rate increase. Therefore deposit crystal becomes fine.  Increase of temperature 

makes current efficiency high and polarization low. Lower pH makes H
+
 

concentration and H adsorption high so that deposit increase in internal strain 

and decrease in ductility. Moreover, preference of H2 discharge makes cathodic 

current efficiency low. 

In localization of electrosleeving technique, there are some problems like the 

following articles. Firstly, patents published by OHT have claimed Ni-P, Ni-B 

alloy plating and Mo, Mn Cr, W, Co as a pinning agent. Secondly, alloy plating 

has many restrictions as follows. 1)Standard electrode potential is similar to 

each other and the difference of discharge potential between metals  is small, 

2)The difference of standard electrode potential is large, but also the difference 

of discharge potential between metals is large and can offset the differ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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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electrode potential, 3)The difference of standard electrode potential and 

discharge potential between metals are large and the difference of two potential 

can not be offset each other, but metal ion forms complex salt in plating 

solution and nonstable coefficient of complex salt is large. It has been reported 

that alloy plating is only possible in above three case. But, there are some 

method to get alloy plating in addition to above cases. If current density 

increases above limiting current density in one of the metals, both of the metals 

discharge at the same time. Also the addition of surface active agent(sufactant) 

in the plating solution is one of the methods to get alloy plating. Alloy plating 

using pulse current easily controls chemical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deposit. In order to localize electrosleeving technique, there are some possible 

alloy platings like Ni-Cu, Ni-Sn, Ni-Al, Ni-B-X, Ni-Fe-Cr, Ni-Fe-P and so on.

Ni-Fe alloy plating is known to exhibit anomalous type of plating behavior in 

which deposition of the less noble metal is favoured. Presence of hypophohphite 

ion can control the iron codeposition by changing the deposition mechanism. 

Hypophohphite suppresses the deposition of Fe and also promotes Ni. Composite 

plating will be considered to improve the strength at the high temperature. 

Addition of particle size of 10∼400㎛ makes residual stress compressive in plate 

layer and suppresses the grain growth rate at the high temperature. Addition of 

particle makes suface roughness high and fracture stress low at high 

temperature. But, selection of the kinds of particle and control of additives 

amount overcome the problems above.

Ⅴ.Proposed Application of the Results

  As a results of this report, it was confirmed that various alloy plating have 

possibility in localization of repair technology for steam generator tubes using 

electroplating. This report will be used as guide line for development of repair 

technology of domestic steam generator tubes.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current density, bath composition, temperature, additives, bath types, pH and 

agitation on the deposits in electroplating will be used as guide line for 

development of new alloy plating. Investigation of plating techniques used in 

field will be used to reduce trial and error. Investigation of various Ni-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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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plating, composite plating and pulse plating will be used as a guide line 

for the selection of alloy element and research of alloy p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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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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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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누설될 가능성이 있는 전열관의 보수가 불가능하여 플러깅 하 다면 플러깅비율이 

플러깅한계(약 10%)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증기발생기의 교체가 필요하다. 증기

발생기 교체는 비용이 수백 억 원 소요되는 것은 물론 방사능 제거 문제가 계속 남

을 가능성이 높고, 해외기술에 의한 보수비용은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없을 

경우에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크므로 반 구적으로 증기발생기를 재사용 할 수 있

는 보수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경제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도 

현재 국내에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보수를 위하여 그 동안 외국의 전

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 왔으나 그 비용이 막대하고 보수기술이 축적되지 않아 향

후에도 계속 외국에 의존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시 자체 기술에 의한 조치가 어려

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

게 요구된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을 보수하기 위하여 손상된 전열관 내부에 슬리브 관을 

삽입한 후 모관과 슬리브 관을 용접하거나 기계적으로 접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1)2). 슬리브 관을 삽입하여 보수하는 방법들은 모두 모재와 조인트를 필요로 하

게 되므로 조인트 제작시 인입되는 가공유기응력이 결함발생의 잠재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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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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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설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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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3), 축방향 팽창으로 인한 

접합성 저하4) 현상이 발생한다. 레이저 용접법은 급속 용융 및 응고에 의한 응고균

열에 민감하며, 잔류인장응력이 매우 높다. 

그러나, 1993년 프랑스의 Ontario Hydro Technology(OHT)사에서 개발된 후 프

라마톰사로 기술 이전된 전기도금을 이용한 일렉트로슬리빙(electrosleeving) 기술은 

조인트부가 없는 일체형이므로 기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1)차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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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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5). 

전기도금은 전류 도, 이온농도, 온도, 전류파형 등을 이용해 도금층의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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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을 이용한 Ni-P 전기도금은 다른 도금욕에 비해  전착응력이 매우 낮고, 음극효

율이 높다. 또한 첨가된 P에 의해 결정립이 미세화되며, 고온에서 Ni3P가 석출되어 

Zener Drag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입계성장을 억제하여 우수한 고온 특성을 나타낸

다. 그러나, Ni-P 합금도금은 OHT사에 의해 특허 출원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산화

하기 위해서는 합금도금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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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기도금이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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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7). 전류가 연

속적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전극과 전해질 수용액간의 계면에서 전하이동이 일어나

야 한다. 이때 전해질 수용액 중에서 금속이온이 음극계면에서 환원되고 음이온들

은 양극에서 산화하게된다. 이것이 전기도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음극에서 

환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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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enc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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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고 Table 2-1은 여러 금속의 표준환원전위이다. 표준환

원전위가 높을수록 환원하기 쉬운 금속이며 낮을수록 산화하기 쉽다. 금속이 음극

에서 환원하기 위해서는 평형전위보다 음극전위가 낮아야 한다. 평형전위는 주어진 

환경(금속이온의 활동도, 온도, pH)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Nernst 방정식을 이용하

여 계산할 수 있다.

M
n+ 

+ ne
-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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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
o
+
RT
nF

ln a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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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게된다8).

1)음극으로 수화(혹은 착화)된 금속이온의 이동(diffusion, convection, migration)

2)전기이중층(electrical double layer)에서의 물분자(혹은 착이온)제거

3)금속이온의 흡착원자(ad-atom)로의 환원

4)흡착원자의 표면확산에 의한 결정격자로의 결합

Fig.2-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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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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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도금을 하더라도 도금층과 기지층과의 

착성(adhesion)이 좋아야만 한다. 착성이 좋기 위해서는 기지금속과 도금금속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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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도적으로 서로 합금이 용이하거나, 고용체나 금속간화합물을 만들거나, 화학

적 친화력이 커야 한다. 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지표면에 불순물이나 산

화피막 등을 탈지, 산세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

해연마를 하거나 기지금속과 도금금속과 모두에게 친화력이 강한 금속을 중간에 얇

게 도금하는 경우가 있다. 

Table 2-1 Standard Reduction Potential of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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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chematic of metal ion reduction from aqueou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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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The variation of characteristic growth modes with normalized 

current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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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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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epitaxy 층에서 

전해조건의 변화에 따라 특정의 우선방위를 형성하면서 결정들이 성장하는 과정으

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최초로 Hothersall9)이 Ni 전착층의 두께가 0.8㎛가 될 때까지 전착층의 입계가 

소지금속의 입계와 일치하면서 성장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를 epitaxy 성장이라 

하 고 그 후 Frank10)는 소지금속에 존재하는 전위들이 이 epitaxy 층의 형성 및 

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 다. 전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후 Burton 등11)

에 의해 더욱 상세히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epitaxy 성장 개념이 금속의 전

착 및 증착의 첫 단계로 인정되게 되었다. 그 후에도 Menzies와 Ng12)는 0.01㎛ 정

도의 입자 크기를 갖는 Cu 소지금속에서 epitaxy는 0.2㎛까지 발달하 고 단결정 

위에서는 4㎛정도까지 발달한다고 하 으며 Janjua13)는 (100) Cu 단결정 위에서 2

㎛까지 epitaxy가 형성된다고 보고하 다. 이 epitaxy 성장 단계는 전착층과 소지금

속의 접착성(adhesion)이나 내부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후에도 연구

가 계속 진행되었으며, 1973년 Weil14)은 epitaxy 층의 처음 형성과정에서 단결정이

나 다결정 소지금속의 입내 뿐 만 아니라, 입계에서도 3차원적인 결정들이 형성된 

후 이 결정들끼리 서로 응집되어 소지금속을 덮어나가며 epitaxy를 형성한다고 하

으며, 이 3차원적인 결정들의 생성 및 응집에는 전위, 쌍정, void들이 연관되어 있

다고 하 다. 

Epitaxy 층에서 비epitaxy 층으로의 변환과정에 대한 연구는 1980년 Choi등15)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는 Cu 소지금속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른 전착층 내부조직

을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변환은 주로 hillocks와 쌍정을 계속하여 생성

하면서 진행하며, 변환이 일어나는 거리는 소지금속의 결정방향에 의해서도 달라지

며 용액 내에 존재하는 물질에 의해서도 달라진다고 하 다. 실제 112g/ℓ NiSO4․

6H20, 30g/ℓ H3BO3, 그리고 5x10
-3
mol/ℓ saccharin을 사용한 용액에서 Cu 소지금

속 위에서는 50㎛두께에서 변환이 일어나며, (110) 우선 방위의 소지금속 위에서는 

0.2㎛두께에서 변환이 일어난다고 하 으나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정

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Weil 등이 소지금속 부근의 epitaxy층에서 3차원적인 결정

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Choi는 두께가 훨씬 증가된 변환단계 부

근의 epitaxy 층에서는 결정들이 이미 응집된 후이므로 3차원적인 결정들의 생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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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첫째 조그만 block 

형성, 둘째 이온연마(ion milling)에 의한 전위들의 분절(segment)형성, 셋째 TEM

의 Dark Filed 이미지에 나타난 명암으로 이웃한 결정들 결정방향의 어긋남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근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로 미루어 보아 비epitaxy 층에서도 3차

원적인 결정들의 생성과 응집에 의해 전착층이 성장해 갈 것이라고 제시하 다. 

비epitaxy 층에서는 전해조건의 변화에 따라 결정들이 다르게 성장해 간다. 1924

년 Glocker와 Kaupp16)에 의해 음극면 위에 평행하게 발달한 우선방위에 대한 보고

가 있었는데 이는 전착층이 전해 조건의 변화에 따라 특정의 결정면들이 우선적으

로 성장하여 소지금속에 평행하게 발달된다는 최초의 이론이다. 이듬해 Bozorth17)

는 이 우선방위의 결과를 전착시에 전해조건의 변화에 따라 전착층의 성장층 내부

에 응력이 발생하여 이 내부응력에 의한 소성변형의 결과로 해석하 다. 이 우선방

위에 대한 연구는 그 후에도 Reddy18), Pangarov19), 이동녕20)21)2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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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des23)에 의해 최초로 제안 

됐으며 이 개념이 Lorenz 등24)에 의해 수식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선방위에 

관한 이론들은 이 표면확산이론에 기본 개념을 두고 있다. 1947년 최초로 Finch 

등25)은 전착층의 결정성장 형태를 이 표면확산이론에 입각하여 “lateral growth"개

념과 ”outward growth"개념으로 구분하 다. 이 Finch 등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1960년 Pangarov26)가 음극과전압의 크기로 우선방위의 결과를 설명하 고, 1963년 

Reddy는 수소의 향으로 우선방위의 결과를 설명하 으며, 1974-1981년에 이동

녕27)28) 등은 이들 이론들과 상반된 실험결과를 음극과전압의 개념에다 소지금속의 

표면에너지 개념을 도입하여 우선방위의 결과를 설명하 다. 

직접전달이론은 1974년 Vitanov 등2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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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l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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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원인은 억제제들의 작용으로 원자들의 평면전파(lateral 

spreading)를 막음으로써 3차원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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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itaxy 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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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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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착결정화(Electrocrystallization)이론30)

전착결정화(Electrocrystallization)는 전착(deposition)과정과 결정화

(crystallization)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전착과정

 용액에 존재하는 전착금속 이온은 통상 수화된 상태로 존재하며 수화된 상태에

서 확산층을 통해 전극 계면 부근에 형성된 Helmholtz 면 밖까지 이동해 온다

(Fig.2-3). Helmholtz 면과 전극간의 전위차는 통상 1V 이하의 크기이지만 두 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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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는 tunneling 이론을 그림으로 나

타낸 것으로서 수화된 이온에서 수소원자가 어떻게 전극표면에 흡착하는 가를 설명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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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의 상태를 

나타낸다. 여기서 R은 H2O 분자를 전극에서부터 멀리 어내려는 에너지와 연관되

며 A는 H원자를 전극표면으로 잡아당겨 흡착시키려는 에너지에 해당한다. R과 A

의 크기는 각각 H2O와 H와의 거리, H와 전극간의 거리에 의해 정해지는 크기이다. 

이때 tunneling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 H
+
는 H2O로부터 빠져 나와 최소한 X

*
점까지 

이동되어 나와야 전극표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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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이 tunneling에 의해 전착금속 원자가 되는 과정과 H
+
가 

tunneling에 의해 수소 원자가 되어 전극표면에 흡착되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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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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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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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 kink 쪽으로 확산 이동해 가면서 즉, 수화된 adion과 전극표면과의 접촉면을 

증가시키면서 수화물을 떼어내어 kink 쪽의 최종지점에서 금속원자가 되어 결정격

자점에 끼어 들어간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Brandes에 의해 제시된 후, 

Bockris와 Schnittler31)에 의해 정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직접전달 이론은 

Volmer에 의해 최초로 이론이 제시된 후 실제 1974년 Vitanov 등의 진한 질산은 

용액을 사용한 은의 전착실험을 통해 거의 직접전달 방식이 지배적이었다고 보고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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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Representation of a hydrated ion at the OHP awaiting 

deposition and lattice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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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Representation of the condition for electro tunneling in the 

electronation reaction; a)electronated form of system b)system before 

electr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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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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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이 형상

이 광학현미경으로 관찰될 수 있는 이유는 bunching mechanism으로 설명된다. 

Fig.2-5에서 A, B, C, D, E의 5원자면이 있을 때에 불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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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3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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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33)에 의하면

i = K․L․η -------------------------------------------- (2)

식이 성립한다고 하며 (1)식을 (2)식에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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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K․
Z․F․h
γ․ε․Vm

․η
2  ------------------------------------ (3)

의 관계가 성립된다. 또한 Bostanov3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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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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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면흡착교환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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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결과를 얻는다. 이상의 식들을 검토해 보면 결국 전류 도(i)는 음극과전압

(η)과 함수관계에 있으며 전류 도가 증가하면 계단 도(L)가 증가하며 따라서 계

단의 전장방향으로 전파속도(θ)도 증가하므로 전착층의 성장속도가 빨라진다고 해

석할 수 있다.

Gileadi35)는 이미 존재하는 결정들이 성장하려는 경향과 새로운 결정들을 계속하

여 만들려는 경향(nucleation)중에서 전류 도를 증가시켜 음극과전압을 크게 하면 

핵발생속도가 빨라지며 그에 따라 결정입자의 크기는 반비례하여 작아진다고 하

다. 또한, 그러한 핵발생속도가 빠른 상황에서는 이미 존재하던 결정들이 평행하게 

성장하려는 것보다는 전장방향으로 성장하려고 하며 따라서 전착층은 주상정형의 

조직이 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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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Bunching mechanism of crystal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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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선방위이론(Preferred orientation theory)

 Glocker와 Kaupp에 의해 최초로 전착시 음극면에 평행하게 발달한 우선방위에 

관한 보고가 있은 후, 이듬해 Bozorth, Wyllie 등36)은 전착시 수소흡착으로 인해 전

착층 내부에 응력이 생겨 마치 냉간가공에 의해 우선방위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원

리로 소성변형에 의한 현상으로 설명하 다. Evans 등37)은 니켈전착의 경우에 내부

응력과 경도가 큰 값을 가질 때는 [110]우선방위가 형성하며 반대로 작은 값을 가

질 때는 [100]우선방위가 형성된다고 하 다. 그 후의 주요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Finch 이론38)

Fig.2-6의 a)에서 NN이 최초의 핵(nuclei)이 되고 RR 지역은 이온의 농도가 크

게 결핍되어 더 이상의 성장은 한 원자씩 가장 낮은 포텐셜의 지점을 점유하면서 

소지금속에 수직방향으로 진행한다. 원자열(atom row)이 이온농도가 충분한 곳까지 

급속히 성장하면 RR지역에 이온이 보충되면서 결정의 둘레에 모여 결국 침상의 형

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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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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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우선방위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온도를 높일수록 [210] < [100] < 

[110]순으로 우선방위가 발달한다고 하 다.

3)Pangarov 이론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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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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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saturation)는 φ-φ0이 작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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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kl크기는 주로 Ahkl의 크기에 의존하고 Fig.2-8에서 보면 이때는 W111 <  W100 < 

W110가 되므로 음극면상에 (111)면의 우선방위가 형성된다. 음극과전압이 큰 경우

(high supersaturation)는 φ-φ0가 커지므로 Ahkl은 무시될 수 있고 Bhkl의 크기에 

많이 의존하게 되며 이 경우는 Fig.2-8에서 보면 W111 >  W100 > W110의 순서가 

되므로 결국 (110)면이 우선방위가 된다. 따라서 음극과전압이 커질수록 [111]→

[100]→[110]→[311]→[210]의 순으로 우선방위가 형성되며 음극과전압의 범위가 2

0∼50mV로 작을 때는 [111]우선방위가 형성된다고 설명하 다.

4)Banerjee 이론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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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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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의 a)에서 A 결정립이  B 결정립

보다  α > β이므로 많은 선반(ledge)을 갖게 되어 표면에너지가 크게된다. 

CE에 평행한 면들은 항상 최소의 표면에너지를 가지려고 가장 조 하게 채워지

려는 면이다. 표면에 부착된 사각형은 새로 전착된 원자들을 나타낸다. 원자들은 항

상 직접 선반 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전착 되기도 하며 M 원자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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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의 원자보다 결합력이 작기 때문에 덜 안정하여 M위치에서 L위치로 확산해 간

다. 음극의 분극이 작아, 즉 음극 주위에 충분한 금속이온이 존재하면 a) 경우처럼 

B 결정립이 더 많은 원자들을 M 위치에 존재하게 되어 A 결정립이 더 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A 결정립이 B 결정립을 희생해 가면서 성장한다.  즉 높은 표면에너

지를 갖는 A 결정립의 방향이 전장방향에 수직으로 전착층의 우선방위를 나타낸다. 

반대로 분극현상이 크면 음극주위에 금속이온의 양이 불충분하여 b)의 경우에서처

럼 A 결정립이 B 결정립보다 전착된 원자들이 채워야할 표면적이 많아지므로(∵α

>β) B 결정립이 A 결정립을 희생하면서 성장한다. 따라서 B 결정립의 방향이 전

착층의 우선방위가 된다. 그런데 Sundquist42)에 의하면 FCC 금속인 경우에 격자표

면에너지는 (111)<(100)<(110) 면의 순서로 높으므로 분극이 크면(Fig.2-9의 b)) 

(111)면이 발달하여 우선방위를 형성하고, 분극이 작을 경우에는 (110)면이 발달하

여 우선방위를 형성한다고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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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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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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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Relative values of the work Whkl as a function of 

the supersaturation for the fcc lat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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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A two-dimensional model leading to a preferred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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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정변수

전착금속의 구조 및 여러 가지 성질에 향을 주는 인자는 전류 도, 온도, pH, 

전해욕의 조성, 첨가제 등이다(Fig. 2-10, 11). 미치는 향은  상태도 개개로 달라

서 매우 복잡하다. 이들 인자는 모두 핵의 발생 속도나 성장 속도에 향을 주며, 

이것이 전착금속의 물리적 성질에 향을 준다. 

전기도금층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Columnar : fine-grain형(Fig.2-12)

b)Fibrous : band형(줄무늬형 및 lamellar형)

Fig.2-13의 columnar 구조는 주로 산성욕에서 얻은 도금층의 형태로 높은 금속

이온 농도에서 도금속도를 빨리 하거나 낮은 금속이온 농도에서 느린 도금속도로 

도금할 때 얻어진다. 이때는 인장강도와 경도가 낮은 연성의 도금층으로 높은 순도

와 낮은 전기저항성을 갖는다.

Fig.2-14의 fibrous 구조는 columnar상의 입자가 미세화된 것으로 응력제거용 첨

가제(saccharine 또는 coumarin 등)가 도금속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columnar 구조와 미세구조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는다. 미세입자 도금층은 보통 착

이온 용액이나 첨가제로부터 얻어진다. 이러한 도금층은 순도 및 도가 낮으며 전

기저항이 높다. 

Fig.2-15의 band 구조는 광택도금층과 일부 합금도금층의 특성으로 광택성 첨가

제에 보통 황이 함유된 유기 혼합물이 사용되어 이것들이 도금층에 소량의 황과 탄

소가 혼입된다. P.R., IC, pulse 등의 도금전류를 사용하면 band형 구조를 나타내기

도 한다. 이러한 구조의 도금층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인장강도와 경도 및 내부응력

을 갖고 연성은 다른 조직보다 낮다. 결정립의 구조와 크기는 상호 연관되어 있고 

통상 결정립은 10nm에서 5㎛까지 폭 넓게 분포한다. 미세결정립이나 band 구조 도

금층은 보통 10nm와 0.5㎛사이이다.

Cu, Ni, Co, Au는 다음 네 가지 형태의 도금층이 형성된다.

a)도금용액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결정립이 조대해진다.

b)높은 전류 도와 낮은 전류 도에서 중요한 구조변화가 나타난다. 전형적인 

columnar 구조는 Watts형 용액에서 2A/d㎡와 25A/d㎡사이에서 얻을 수 있다. 낮은 

전류 도에서의 구조변화는 도금층 내에 증가된 황과 탄소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

으며 낮은 전류 도에서 광택니켈도금층과 유사한 band형 구조가 얻어진다.

c)1∼5의 pH 범위에서 Watts형 도금층에서의 구조변화는 없다. 5이상의 pH에서

는 columnar 및 fibrous 구조에서 Ni(OH)2의 첨가가 있을 때만 가능한 미세결정구



- 28 -

조로 분명한 변화를 나타낸다. 

d)Watts 용액으로부터의 도금층은 표면이 매우 거칠며 columnar 조직이 된다. 

도금용액에 염소함유량을 증가시킬수록 미세결정립이 된다. 염소이온이 없는 황화

물용액은 Watts형 도금보다 약간 미세한 columnar 구조를 나타내며 일부는 band형

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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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 System model illustrating metal distribution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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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Relation of structure of electrodeposits to operating 

conditions of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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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Fine grain structure-cross section of a deposit 

produced in a copper cyanide solution.

Fig. 2-13 Large columnar grain-cross section of a 

deposit produced in a citrate based acid gol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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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Fibrous structure-cross section of a deposit 

produced in a nickel sulfamate solution.

Fig. 2-15 Banded structure-cross section of a 

gold-copper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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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류 도43)

전기도금시 양극 및 음극에서 각각의 전극반응이 균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음극에서는 결정입도, 기공율, 도금의 균일성과 양극에서는 양극의 균일 

용해성에 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전류 도에서는 이온의 방전은 서서히 

일어나며, 따라서 핵의 성장 속도는 새로운 핵의 생성 속도보다 우수하므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전착물의 결정립은 조대하다. 전류 도를 높이면 핵의 생성 속도

가 증가하므로 미세한 결정립이 된다. 고전류 도에서는  음극 부근의 이온이 부족

하여, 결정은 농도가 높은 부분이 국부적으로 성장하는 수지상결정이나 돌기물 모

양의 성장이 된다. 더욱 전류 도를 높여서 한계전류 도 이상이 되면 수소가 발생

하고, 결정 성장이 방해되어 다공질, 해면 모양의 결정이 석출된다. 수소의 방전은 

음극 부근의 용액을 알카리화 시키므로 수산화물 또는 염기성염이 생성된다. 이들

이 전착금속에 포함되면 결정이 가늘어져서 외관이 나빠진다. 알카리화를 막기 위

해 완충제를 사용한다.

전극을 평행하게 배치해도 모퉁이 부근은 전류분포가 집되어 다른 부분보다 

두껍게 되며, 양극용해에서도 다른 부분에 비해 쉽게 용해된다. 도금 두께를 균일하

게 하기 위해서는 전류분포를 균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균일성을 지배하

는 인자는 양극, 음극의 기하학적 형상에 의해 좌우되는 것과 전극에 전류가 흐르

기 위해서 발생되는 분극을 근거로 하여 저항에 좌우되는 것이 있다. 후자를 고려

하지 않고, 기하학적 전류분포만을 구한 것을 1차 전류분포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 

분극의 인자를 생각하고 구한 것을 2차 전류분포라고 한다. 도금수조 내의 각 점의 

전위의 실측치에서 등전위면을 만들어 전류분포를 알 수가 있다44).

대상물의 전기도금의 기여도는 음극효율과 전류 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국부적

인 전류 도는 1차 전류분포와 국부분극에 의해 결정된다. 1차 전류분포는 도금용

액에 걸쳐 균일하며 도금용액에 독립적인 인자이다. 분극은 전극부근의 용액특성을 

변화시키는 물리적 전기화학적 모든 현상의 조합이다. 이러한 분극변화는 1차 전류

분포와는 다른 2차 전류분포에 향을 준다. 많은 변수가 전기도금층에 향을 주

지만 아래의 4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①1차 전류분포를 지배하거나 이에 향을 주는 인자

②도금용액에 관계된 인자와 1차 전류분포를 조절할 수 있는 작동 조건

③1차 전류분포를 조절할 순 없으나 그것을 바꾸도록 운전 가능한 작업물의 형

상 및 디자인

④도금효율과 전류 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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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에 1차 전류분포는 금속의 분포를 결정하는 인자이다. 1차 전류분

포가 거의 균일하다면, 음극분극 또는 금속 분포는 균일할 것이다. 1차 전류분포가 

불균일하다면 다른 인자들에 의해서 금속분포가 균일하게 되든지 그렇지 않게 되든

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차 분포와 같은 최우선의 향을 극복하지

는 못한다.

전기도금공정에서 전류분포 및 전류효율에 관한 모델링은 적정 작업조건 유지 

및 공정의 최적화, 그리고 전해조의 설계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으로 Newman은 회

전원판 전극과 같이 잘 알려진 전극구조에서 단일전극반응일때의  일차전류분포와 

이차전류분포를 구하여 전류분포의 불균일성을 설명하 으며 Wan과 Cheh 등은 회

전원판전극에서 구리의 펄스도금시 반경방향에 따른 전류분포를 구하여 도금층의 

두께분포를 예측하 다. Pesco와 Cheh 등은 구리-수소, Sn-Pb 합금에 대하여 전류

분포를 구했으며, Verbrugge와 Tobias 등은 회전원판전극에서 반경방향을 무시하

고 하나의 성분이 한계전류 도에서 도금되는 합금도금의 경우 시간에 다른 전류

도를 구하 다.

1차  전류분포

분극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타 방해 인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극에 걸친 전류분포

를 1차 전류분포라 한다. 전도도, 전극의 형상 및 크기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형상학

에 의해 결정된다. 매우 드문 경우 표면이 동일한 전압하가 아니라면 상호 전극과

의 관계, 용액과의 계면, 계면의 전도성, 용액내의 전도성 및 비전도성 물질의 형상 

및 위치에 향을 받게 된다. 전위장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은 전위의 개념에 대한 

등장과 동시에 물리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제는 전 과학자들의 관심사이다. 

1855년 Riemann에 의해서 전해질에 대한 첫 응용이 이루어졌으며, Weber에 의해 

이어졌다. 1939∼42년 Kasper와 Kronsbein에 의해 예술분야에 전기도금이 응용되었

다. 

전류분포는 수학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형상학에 대해서만 고려

하겠다. 음극분극은 존재하지 않거나 균일한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전위장의 일

반적인 이론과 수치해석에 관한 법칙은 실제도금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많은 실

험개념과 해석에 대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전해질 내의 두 전극사이에 전기적 전위, 즉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전해질의 모

든 점은 두 전극사이에 있는 전위 중간 생성물로 간주한다. 금속전극의 전기 전도

도는 전해질의 몇 백만 배이기 때문에 전극 표면의 모든 점은 동일한 전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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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정한다. 유사한 등전위 표면은 전해질로 둘러싸여 있는 각 전극에서 발견된다. 

전극에 가까운 등전위 표면은 전극 형상을 닮는다. 그러나, 이 형상은 전극에서 멀

어지면 멀어질수록 변화되어 다른 전극과 가까워질수록 다시 다른 전극의 형상을 

닮게된다(Fig.2-16). Kasper45)가 이에 대한 수치해석을 Lukens46)는 실험적으로 증

명된 것을 보여준다. Fig.2-17과 같은 전류흐름분포를 실험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 그림에서 동일한 양의 전류, 예를 들면 1A가 실선을 따라 전해질 내를 흐른다. 

이 등전위선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Fig.2-18은 좀 더 친숙한 그림으로 위

의 그림과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B와 CD는 동일한 거리를 나타낸다. 그

러나, 기울기에서는 매우 다른 차이를 보인다. 점 A에서 언덕 위에 있는 강우량 

landing은 바다로 급격히 경주할 것이며, 점 C에서의 움직임은 이보다 느릴 것이다. 

이 그림은 등전위선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마치 등고선처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

울기는 급격하게 된다. 등전위 그래프에서 전류 도는 물의 흐름과 같이 등전위선

이 가장 가깝게 집된 부분에서 가장 클 것이다.

Fig.2-16에서 앞부분은 급격한 경사를 나타내며, 뒷부분은 완만한 경사를 갖는 

언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어떤 면에서의 등전위선 표면과 힘 표면의 trace는 직각

의 net를 형성한다. 전극은 등전위선 표면이기 때문에 전극의 어떤 점에서도 전류는 

전극과 수직한 방향으로 흘러나가거나 들어오게 된다. 어떤 등전위면이라도 전위장

을 방해하지 않고 완전한 전도체로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의 기초다. 유사하

게 어떤 힘의 선상을 절연체로 대체한다하더라도 전위장에 향을 주지 않는다. 등

전위선 net이 무언가에 의해 절단되어지면 등전위장은 이에 향을 받는다. 게다가 

Fig.2-19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전극을 절연탱크의 벽 쪽으로 가깝게 움직이는 효과

를 나타낼 것이다. 원형(Fig.2-16 A) 및 평면(Fig.2-16 B-B)의 전극에 대한 전류분

포는 동일한 분포를 나타낸다. 

Gilmont와 Walton47)은 이 개념을 Hull Cell에 응용했다. Hull Cell은 평평한 전

극에 선형적인 전류분포를 나타낸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2차원 평면상에 3차원의 

시스템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극이 용액표면에서부터 도금조의 바닥까

지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연체 벽을 전도성물질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Kasper가 연구를 수행하 으며, 예상된 것처럼 효과는 심오하다. 전극은 벽으로부

터 알맞게 떨어져 있으며, 전류분포는 앞뒤에 걸쳐서 균일하게 분포하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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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6 Trace of 

equipotential surface in 

a tank of electrolyte 

with line electrodes.

Fig. 2-17 Arrangement 

of Fig. 2-16, showing 

equipotential surface 

traces(dotted) and 

traces of surface of 

force(full line).

Fig. 2-18 Hypothetical 

contour map, 

illustrating analogy 

between contour lines 

and equipotential lines.

Fig. 2-19 Arrangement of 

Fig. 2-16, with electrodes 

displaced from tank cente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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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류분포

2차 전류분포는 분극에 크게 향 받는다. 용액의 전도이온을 감소시키거나 저항

을 증가시키는 전류변화에 의해 전착층의 조성이 변화한다. 양극은 저항이 강한 산

화피막으로 덮여 있어 저항분극과 가스 방전으로 인해 전기적 경로를 차단시키는 

가스분극을 나타낸다. 가스분극은 교반이나 극의 방향전환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교반은 농도분극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나 균일전착성을 저해하므로 이에 주의해

야한다. 균일한 양극전류분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극배열을 교체하거나 욕의 조

성 및 조건을 변화시켜야 한다. 

2차 전류분포를 결정하는 전기 화학적 인자는 분극과 용액의 전도도이다. 

Fig.2-20의 점 1과 2사이의 1차 전류분포는 아래 식에 의해 주어진다. 

i 1
i 2
 = 

d 2
d 1

 ------------------------------------------------- (1)

여기서 i1과 i2는 점 1과 2에서의 전류 도, d1과 d2는 전류선을 따라 측정된 양극

과 음극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2차 전류분포는 아래 식에 의해 주어진다.

i 1
i 2
 = 

d 2+k
dE
dI

d 1+k
dE
dI

 ------------------------------------------ (2)

여기서, k는 용액의 전도도, dE/dI는 전류 도 i1과 i2 사이의 음극분극곡선의 기

울기를 나타낸다. 분극과 전도도의 조합된 효과는 d1과 d2 극간 길이에 동일한 용액

길이를 더한 것과 같다. 분극과 전도도는 용액만의 고유함수가 아니라 온도, 교반, 

전류 도 등에 향을 받는다. 게다가 농도분극은 음극부근의 용액전도도에 지대한 

향을 미친다. 1차 전류분포에 대한 2차 전류분포의 향상 정도는 식 2의 우측항 

제2항의 분자 분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용액전도도를 향상시키거

나 전류 도에 따라 분극이 급격히 증가하는 저전류 도 역에서 작업하는 것이다. 

Fig.2-21은 왓드욕에서 전류 도에 따른 기계적 특성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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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0 Primary current distribution 

on a cathode.

Fig. 2-21 Variation in internal stress and hardness with 

current density. Watts bath 54℃ and 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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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관내의  전류분포예측48)

원통형 구조의 관전극은 전기도금 및 전기화학 반응기의 해석 및 응용분야에 있

어 많은 관심사가 속도 즉 전류분포의 예측에 있다.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표면에 균일한 두께의 전기도금을 함에 있어서 원하는 균일함을 얻기 위한 제한적

인 도금속도가 있고, 도금의 균일 정도는 cell 내의 전류와 전위분포에 의해 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고속의 도금에는 “burned" deposit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속

이 존재한다. 대류물질전달 현상은 음극한계전류 도나 최고의 도금속도를 결정한

다. 그러므로 물질전달과 전위장 규칙에 기초한 수학적 모델은 빠른 도금속도와 균

일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기도금 조건을 예측하는데 응용될 수 있다.

다층 인쇄회로판 내의 작은 여러 구멍에 대한 전기도금, 리미터 wave guides

의 도금, 원통형관의 내부 및 외부에 대한 도금, 엔진 실린더 내부의 표면처리 및 

전기도금 등의 해석에는 전해조 및 전극의 기하학적 구조, 전해질의 전도도, 전극의 

반응속도, 전해질의 흐름양상 및 물질전달속도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실제 적합한 도금조건의 해석 및 이론적 예측을 하여야만 한다. 

전류 도와 키르히호프법칙

우선 정의해야 할 물리량은 전류 도이다. 전류 도는 그 점에서의 전하 도 

ρ 와 전하의 평균 이동 속도 v 의 곱 

J = ρ v

로 정의된다. 따라서 전류를 

I = ∫S Jds

로 정의한다. 정의에 따라 전류를 구해보면 

I = ∫S ρvds

이다. 피적분면 S 를 언제나 전하의 운동 방향을 수선의 방향이 되게 잡으면 전

하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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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 = (d/ds)(dq/dr)

로 생각할 수 있고 

vds = vds = (dr/dt)ds

가 된다. 대입해 보면 

I = ∫S (d/ds)(dq/dr)(dr/dt)ds = ∫S (d/dr)(dq/ds)(dr/dt)ds

= ∫S (d/dt)(dq/ds)ds = ∫S (d/ds)(dq/dt)ds = dq/dt

이다. 여기서 전류는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전하량임을 알 수 있다. 전도체 내에

서 이동하는 자유 전하는 유체 속을 운동하는 입자와 같이 원자들과 충돌하면서 저

항을 받는다. 그리하여 속력에 비례하는 힘을 받게 되는데 전기장이 강할 수록 평

형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증가하므로 전기장에 정비례해서 자유 전하의 평균속도가 

결정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v = μe E

가 되고 그러면 전류 도는 

J = ρμe E

가 된다. ρ 와 μe 는 물질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이므로 

σ = ρμe

로 전도율을 정의하여 

J = σ E

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옴의 법칙을 나타내는 식이다. 순물질의 경우 J 와 E 

가 일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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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I/S

이고 E = V/r 임으로 

I/S = σV/r

이 된다. 정리하면 V = (r/σS)I 가 된다. 여기서 

R = r/σS

를 저항으로 정의하면 V = RI 가 된다. 이것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 양단

에 걸어준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의 세기에 반비례한다는 옴의 법칙의 증명이 되는 

셈이다.

 ∇×E = 0 에 스톡의 정리를 사용하면 

∮C Ed r = 0 

이 된다. 이것이 바로 키르히호프의 전압 법칙이다. 전원 구간과 저항 구간을 분

리해서 적분해 보면 

∫resistance Ed r + ∫source Ed r = 0

이고 첫째 항은 -RI 이고 둘째 항은 VS 가 된다. 그러므로 

VS = RI

가 된다. 이것이 정확한 키르히호프의 전압 법칙이다.

 V' 에서 나가는 전류 

I = ∮S Jds, I = -(d/dt)∫V' ρdv

이므로 가우스의 발산 정리를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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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Jdv = -∫V' (∂ρ/∂t)dv

가 된다. 그러므로 

∇J = - ∂ρ/∂t

를 얻을 수 있다. 정전류에서 전하 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ρ/∂t = 0

이 된다. 그러므로 

∇J = 0

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이라 한다. 결국 

∑Ik = 0 

인 정확한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에 관한 식을 구할 수 있다. 전력은 전기적 에

너지에 관한 일률이다. 전력은 

P = dW/dt = Fd r/dt = Fv = qEv

가 된다. 

dP = ρEvdv = EJdv

이므로 

P = ∫V' EJdv = ∫L Edr ∫S Jds = VI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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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해욕의 농도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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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상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전기도금에서 금속염 단독에 의한 전기전도는 빈약

하다. 전류 도를 높이는 경우, 음극 부근의 알카리화를 막기 위해 유리산을 가하기

도 한다.

단순염전해액에서 음극전류 도를 일정하게 하고 금속이온농도를 크게 하면, 확

산분극이 주가 되며 일반적으로 음극분극은 작게되어 새로운 핵의 생성속도는 감소

되고 석출능력은 좋게되어 기공이 적은 도금층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결정입자

가 크게 되기 쉽다. 반면, 금속이온의 농도가 감소하면 음극분극이 증대하므로 조

결정 전류 도 범위가 좁고, 한계전류 도가 낮기 때문에 통상 사용하는 전류 도

에서는 도금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염용액이 대부분인 산성용액에서는 낮은 금속

이온농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금속이온농도를 사용하여 큰 전류 도를 

이용하나 이에 따라 음극분극이 감소한다. 콜로이드를 만드는 첨가제를 가하여 콜

로이드의 억제제 역할을 이용함으로써 음극분극을 증대시켜 결정을 미세하게 하기

도 한다. 이에 반해 염기성용액의 대표적인 시안계 전해액에서는 음극분극을 크게 

하기 위해 금속이온과 다른 음이온간에 착이온을 형성시켜 전해액 전체의 농도는 

높게 유지하면서 착이온의 해리에 의해 생기는 금속이온의 활동도(농도)를 낮게 유

지시켜 전해시 큰 분극을 부여한다. 이 경우 천이분극이나 반응분극이 율속하게 된

다. 일반적으로 시안계전해액에서는 음극전류 도가 작아 산성욕보다 균일전착성이 

훨씬 크다. 도금에 사용되는 착이온은 나트륨염 또는 칼륨염으로서 첨가되며, Au, 

Ag, Cu, Zn, Cd 등의 금속 착이온이 가장 많이 이용되지만, 최근에는 시안계 전해

액의 폐액이나 세정액 등에 따른 공해 때문에 다른 착염이 연구되고 있으며 착화제

의 연구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용되어온 착이온 예를 살펴보

면, Au : [Au(CN)2]
-
, Ag : [Ag(CN)2]

-
, Cu : [Cu(CN)3]

-
, Zn : [Zn(CN)4]

-
, Cd : 

[Cd(CN)4]
-
, Sn : [Sn(CN)2]

-
, Cr : [Cr2O7]

-
이며, 특히 피로인산착염이나 아민을 포

함한 전해액에서는 [Zn(NH3)4]
2+
, [Cu(NH2․CH2․CH2․NH2)2]

2+
 등도 이용되고 있

다. 일반적으로 이들 중 시안착이온은 KCN, NaCN을 포함한 용액에서 금속시안화

물을 용해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Ag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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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CN + KCN ⇄ KAg(CN)2

KAg(CN)2 ⇄ K + Ag(CN)2
-

에 의해 금속이온이 존재하며, 이러한 착이온이 어떻게 하여 음극에 석출하는 가

는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Ag(CN)2
-
 ⇄ Ag

+
 + 2CN

-

Ag
+
 + e = Ag

로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결국 전체반응은 

Ag(CN)2
-
 + e = Ag + 2CN

-

로 나타낼 수 있다. 착이온 전해용액에서 도금이 단순염 전해용액에서의 도금과 

다른 점은 

a)같은 금속농도에서도 평형전위보다 비하다.

b)음극분극이 일반적으로 크다.

c)균일전착성이 양호하다.

d)전류효율이나 조 결정 한계전류 도가 낮아진다.

착이온 전해액을 사용하면 양극 용해에 좋은 향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시안동

욕에 과잉의 시안이 포함되어 있으면 불용성의 CuCN 피막이 형성되는 것과 같은 

좋지 않은 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시안동도금 전해액에서 Zn상에 양호한 동도

금이 된다. 이것은 황산동도금액에서는 Zn의 전위가 동의 전위에 비해 충분히 비하

므로 전류를 통하지 않아도 치환도금에 의해 동도금이 되지만, 시안화동도금에서는 

Zn의 전위가 Cu의 전위보다 그다지 비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를 통하여야만 도금이 

된다. 이는 그만큼 시안에 의해 Cu를 착이온화하여 Cu의 평형전위를 비하게 이동

시킨 결과이며, Cu이온의 활동도가 착이온에 의해 작게 되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합금도금에 있어서 단순염전해액에서는 평형전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면 합금도금

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착이온화하여보다 비하게 되는 경향의 차를 이용하여 

양자의 전극전위를 거의 같은 값으로 하면 황동도금과같이 합금의 동시석출이 가능

하다. 한편, 착이온화는 균일전착성을 좋게 하지만 전류효율에 크게 향을 주게된

다. 음극전류 도가 증가하면 금속(Cu, Zn)에 대해 시안의 양이 대단히 많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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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효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표면거칠기가 매우 나빠지게 된다. 금속

(Cu, Zn)에 비해 시안양이 낮아 전류효율이 100%에 가까운 경우는 균일전착성이 

양호한 도금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고전류효율 용액이라 한다. 착이온 형성제의 

양은 전해액 중에 존재하는 착이온의 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착이

온 형성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고급의 착이온으로 된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예로 Cu의 경우 [Cu(CN)2]
-
, [Cu(CN)3]

2-
, [Cu(CN)4]

3- 
등이 있고, Zn의 경우 

[Zn(CN)3]
-
, [Zn(CN)4]

2-
, [Zn(OH)3]

-
, [Zn(OH)4]

2-
등이 있다. 또한 착이온된 것의 결

함강도도 음극분극에 크게 향을 준다. 내부궤도나 스핀 대전자(對電子)구조형의 

것은 대단히 강력한 결합으로 되어 일반 금속석출시 안정이 지나친 점이 있으나, 

불순물 등은 이 형으로 두면, 석출하지 않는 강력한 마스킹역할을 한다. 배위결합은 

이보다 약하기 때문에, 평형전위를 비하게 이동시키거나 다소 분극을 크게 하여 활

동도를 변화시키면 된다. 이때 전기이중층 내에 이들 착이온의 변화 혹은 전극에서

의 착이온의 흡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 전기도금에서 대부분의 착이온은 음이

온인 경우가 많다. 전해액의 전도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금속염의 수용액에서는 

전도도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전도도를 좋게 하기 위해 전기도금용액 내에 다

른 금속염을 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용되는 금속염으로는 일반적으로 나트륨, 칼

륨, 암모늄, 마그네슘 등의 염화물과 황산염 등이 있다. 산성도가 높은 전해액에서 

전기도금하는 경우는 강산을 가하며, 중성에 가까운 전해액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

도도가 높은 다른 염을 첨가한다. 산성염보다 염화물 쪽이 전도도를 높게 하는데 

나트륨염보다 암모늄염 쪽이 그 효과가 크다. 시안계 전해액(알카리계 전해액)에 

KOH, NaOH를 가하면, 전도도가 높게된다. 이와 같이 전해액에는 목적하는 금속이

온 이외에, 다른 양이온 및 음이온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상세한 상호작용은 아직 

불명확한 점이 많다. 목적금소이온 이외의 양이온은 전기화학 이중층내에서, 존재하

는 콜로이드 등의 행동에 향을 받아 도금층 조직에 향을 주게되며, 사용금속염

의 용해도적에도 관계하고, 목적하는 도금금속이온의 활동도에도 향을 준다고 알

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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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도

온도는 pH, 전류 도와 더불어 전기도금의 중요한 공정변수이다. 온도는 한계전

류 도, 합금조성, 분극에 향을 미친다. 온도를 높이면 상반되는 2가지 효과가 나

타난다. 첫째, 이온의 확산이 활발해지므로 비교적 높은 전류 도에서도 해면 모양

의 조직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류효율이 증가하고 분극이 감소한다. 둘째, 결정성장 

속도가 증가하여 결정립이 커지는 경향도 있다. 온도를 증가시키면 수소과전압이 

저하하므로 수소발생량이 증가하여 알카리화에 취약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경향은 

고농도, 고온에서 고전류 도를 사용하고 있다. 

온도에 따른 결정구조 변화에서 Finch는 용액의 온도를 높여 음극분극을 낮추면 

수소발생이 많아지면서 전류효율은 낮아지고 흡착된 수소 원자간의 간섭 및 방해로 

무질서한 방위의 결정구조를 갖는다고 하 다. 

Fig.2-22는 왓드욕에서 온도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온도가 증가

에 따라 경도 및 강도는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55℃ 부근에서 최소값을 가지며, 이

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연신율은 경도와 반대되는 현상을 나타내

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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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 Variation in elongation, tensile 

strength, and hardness with temperature. Watts 

bath pH 3 and 495A/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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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첨가제

일반적으로 금속염만의 용액에서는 거친 형태로 전착한다. 무기, 유기화합물 또

는 콜로이드를 만드는 아교, 젤라틴 등을 첨가하면 결정립은 미세해지며, 평활하고 

광택 있는 표면을 얻을 수 있다. 아셀렌산염, 로단칼리는 알칼리구리욕에, 젤라틴이

나 아교는 산성구리욕과 납욕에, 덱스트린은 주석욕과 아연욕에, 티오 요소는 산성

구리욕에, 나프탈린설폰산염, 쿠마린, 사카린, 부틴디오르, 프로파길알콜 등은 니켈

욕에 사용된다. 이들 물질 중에는 표면장력을 저하시켜 결정극을 흡착시킨다. 따라

서 새롭게 방전되는 양이온은 새로운 결정핵을 생성하거나 오목부분에 석출하여 미

세하고 치 한 전착금속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수소과전압을 높여 수소발생량을 줄

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수소 발생을 유도하여 음극부근에 알카리 콜로이드

상 물질을 생성시켜 핵성장을 억제하므로 치 하고 평활한 전착금속을 생성하는 경

우도 있다. 

콜로이드 등의 거동에 대해 만족한 만한 설명은 없지만, 첨가제 그대로 또는 이

에 대한 반응 생성물을 생각할 수 있다. 전기화학 이중층 때문에 이 생성물은 콜로

이드상으로 전하를 갖게되어 이것이 음극활성점에 흡착, 억제제로 작용하여 음극분

극을 증가시켜 도금층을 양호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특정의 첨가제가 

취하는 고유한 행동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다만 첨가제가 어떤 

형의 억제제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근년에 광택도금욕의 연구

와 함께 첨가제의 종류도 다양해져 그 작용도 복잡하게 되었다. 특수한 목적의 첨

가제로는 수지상 방지제(음극석출금속의 기존 결정핵에 흡착되어 결정성장을 방해

하면서 새로운 핵생성을 조장하는 것, 예로 피트 방지제가 있다)의 계면활성제 등으

로 이용되고, 이것을 넣으면 기포 발생이 용이하여 홈이 패인 부분을 적게 한다. 종

류로는 음이온인 것과 음이온이 아닌 것 등이 있다. 광택용 니켈도금욕에 나프탈린 

트리 설폰산나트륨을 넣으면 도금층이 덧붙는 것을 방지하여 광택도금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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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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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또한 금속이 대부분인 양이온을 포함하며, 음이온의 해리가 매우 적다. 적은 음

이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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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 도금은 염화니켈욕과 황산니켈욕, 설파민산니켈욕이 알려져 있다. Fig.2-23에 

Ni 도금욕에 따라 기계적 성질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염화니켈욕의 특성은 경도

와 인장강도가 가장 높고, 수지상결정과 피트 발생이 적으며, 욕의 전도도가 우수하

기 때문에 낮은 욕전압에서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pH 변동이 크고 전착

응력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염화니켈욕은 부식성이 강한 Cl
- 
성분을 함

유하고 있어 전열관 보수후 잔류 Cl
-
에 의한 부식증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황산

니켈욕은 전착응력이 비교적 크며, 두꺼운 전주도금에서는 박리와 균열 등의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설파민산니켈욕은 일반적으로 전기주형과 같은 저응력의 니켈 전착층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니켈 전착층이 외부응력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설파민산니켈

욕은 황산니켈욕에 비해 a)전착응력의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b)고속도금이 가능

하며 c)전착층의 특성이 pH의 변화 및 전류 도의 변화에 거의 향을 받지 않는

다. 전형적인 설파민산니켈욕은 니켈 설파메이트(400∼650g/ℓ), 염화니켈(5∼20g/

ℓ), 붕산(30∼40g/ℓ)을 함유한다. 도금조건은 pH 3.5∼4.5, 온도 35∼50℃, 전류

도 0.5∼30A/dm
2
이다. 그러나, 설파민산니켈욕을 사용하는 경우 몇몇 사항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설파민산니켈(설파메이트)욕을 사용할 때 문제중의 하나는 설파메이트 

이온의 용해도이다. 설파메이트 이온은 상온에서 중성 또는 약알카리성인 용액에 

용해되며, pH 5.0이상에서는 수산화니켈의 침전물로 인해 사용되지 않는다. 설파메

이트 이온은 가수분해에 의해 분해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반응에 의해 암모

늄이온 및 비설페이트, 황산(설페이트) 음이온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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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2NO
-
3  + H 3O

+
 → NH

+
4  + HSO

-
4

설파메이트의 가수분해 반응은 더욱 높은 수소이온농도(낮은 pH)에서 속도가 증

가하며, 전해질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따라서, 설파민산니켈욕은 왓드

욕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용된다. 또한 설파메이트 이온은 양극에서, 예를 들어 백금

과 같은 불용성 양극에서 및 산화니켈 전극에서 분해된다. 설파메이트가 분해됨에 

따라 설파이트, 디티오네이트, 아조비설포네이트 및 전착층의 특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지되지 않은 물질 다수가 생성된다50). 

Kudryavtsev 등51)은 1)설파메이트 욕이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고 2)설파메이트가 

60℃에서 분해되기 시작하며 3)기타 금속 이온의 불순물에 민감하며 4)전착층의 특

성열화, 연성 및 음극전류효율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욕중에 존재할 수 있는 최

고 금속함량은   Fe 20mg/ℓ, Cu 10mg/ℓ, Zn 10mg/ℓ, Pb 2mg/ℓ, Cr 2mg/ℓ이

라고 단점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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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23 Mechanical properties as a function of Ni bath.

((a) 경도, (b) 인장강도, (c) 연신율, (d) 전착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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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pH

전기도금 전해액에는 보통 수소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극에서 목적하는 금속

이온의 방전은 통상 수소이온의 방전과 경쟁한다. 전기도금시 음극전류효율은 사용

된 전류가 목적하는 금속과 수소의 방전에 각각 어느 비율로 사용되었는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pH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pH가 작으면 H
+
 농도가 높아 흡착된 H 등

에 의해 내부변형이 증가하고, 연성이 감소하고 동시에 수소발생이 용이하게 되어 

음극전류효율이 낮아진다. 반대로 pH가 커지면 음극의 전류 도가 집중된 부분은 

H2 방전이 일어날 경우에 염기성으로 변화되어 이 부분에 염기성 침전물이 생성되

어 변색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금속석출효율은 양호하게 된다. pH의 관리는 특

히 중성에 가까운 약산성 전해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큰 문제가 되며 이 때문에 완

충제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음극전류효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음극 쪽의 pH가 전

해액 전체 평균보다 낮아지게 된다. 이는 금속석출에 사용되고 남은 전류가 H
+
 방

전에 사용되어 음극부근의 H
+
가 부족하게 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pH가 낮은 전

해액에서는 음극전류효율은 낮아지지만, pH의 변화가 작기 때문에 수산화물 등의 

침전 부유물이 생기지 않아, 이들이 도금층에 휩쓸리는 일은 없게된다. 따라서 연성

이 좋은 도금층이 가능하고 pH가 낮은 쪽이 큰 전류 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좋

은 도금층을 얻게 된다. 이 때문에 근년에는 통상의 Ni 도금이나 Ni 광택도금시 pH

가 낮은 것이 사용되어 왔다. 대부분의 도금욕에는 pH가 정해져 있다. 니켈 도금욕

에서 무광택 니켈 도금욕의 경우는 pH 5.6∼6.2이고 광택 니켈 도금욕의 경우는 pH 

3.0∼5.4이다. 니켈 도금욕은 약산성이며 이 산성도의 강약이 도금의 양부를 크게 

좌우한다. 산성도가 낮으면 가수분해가 일어나 수산화물의 미립자가 도금층 속으로 

혼입하여 광택이 나빠진다. 또한, 양극 용해가 심해져 금속이온량이 과도하게 되므

로 도금층에 필요 이상의 금속이온이 음극 가까운 곳에서 석출한다. 욕 속의 산과 

치환반응으로 금속염이 되므로 수소발생이 심해진다. 따라서 도금될 금속 비율이 

감소하게 되므로 전류효율이 저하하며, 착력이 낮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산성도

는 매우 중요하므로, 원하는 산성도를 유지하기 위해 완충제를 사용한다. 완충제로

서 붕산은 pH 4.5∼5.5에서, 개미산은 pH 2.5∼4.0 부근에서 사용된다. Ni 도금에서

는 니켈금속염의 산화물, 수산화물, 탄산염 등이 완충제로 사용된다. 또한, 완충제는 

전류 도 범위를 넓혀 도금면을 매끄럽게 함으로써 응력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

다. pH가 너무 높으면 착력이 낮아지며, 욕은 수산화니켈의 침전을 일으키며, pH

가 너무 낮으면 피트가 발생한다. Fig.2-24은 pH에 따른 도금층의 기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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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4 Variation in internal stress, tensile strength, ductility 

and hardness with pH. Watts bath 54℃ and 495A/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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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교반

교반효과는 탈지, 산세, 수세에서는 용액의 농도를 빨리 균일화하여 항상 피처리

물의 표면에 접하는 오염된 액을 경신하여 화학반응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교반에 

의한 액의 유동으로 기계적 작용에 의해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있다. 또 가

온욕에서는 이에 의해 온도의 균일화가 유도된다. 따라서, 교반은 세척효과를 높임

과 동시에 탈지제, 산세제, 수세수를 절약할 수 있다.

욕에 있어서는 음극 필름, 또는 양극 필름을 경신시킴으로써 분극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고전류 도로 미세 전착을 고속도로 얻을 수 있다. 또 전해에 의해 발생

하는 가스의 부착을 이탈시켜 피트의 방지에 유효하다.

교반의 방법에는 다음의 방법이 있는데 단일 또는 2개의 조합에 의해 행해진다.

a)공기교반

b)액순환

c)기계적 교반 : 음극요동, 음극회전, 프로펠러 패들 교반, 배럴

d)대류

e)초음파

기포를  남기지  않는  액체  교반기술52) 

새로운 액체교반기술이 등장, 주목을 끌고 있다. 공기를 액체 내에 넣지 않고 역

으로 액체내부에서 발생한 기포를 즉시 밖으로 내보내면서 교반하는 방식이다. 액

체를 균일하게 교반할 수 있어 세정, 도금, 전착도장 공정에서 이용한다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형화나, 자동차 도장라인의 단

축에도 이어진다고 한다. 

새 기술은 기술개발형 벤처인 일본테크노(東京)의 다이세이(大政) 사장이 개발한 

것으로 [초진동]이라 불린다.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편심(偏心)모터에 연결한 주축

에 다단의 진동날개를 붙인다. 진동날개를 액체 안에 넣어 모터를 움직임으로써 액

체를 교반한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미 특허를 취득했다. 

교반 방법에는 ① 용기 자체를 진동시킨다 ② 교반날개를 회전시킨다 ③ 교반날

개를 진동시킨다 ④ 액체를 유동시킨다 ⑤ 기체를 불어넣는다 ⑥ 액체자체를 진동

시킨다 등의 방법들이 있다. 일본테크노의 기술에서는 교반날개의 진동, 액체자체의 

유동과 진동의 3가지 방법을 동시에 실현했다. 이에 의해 액체를 균일하게 혼합시

켜 기세 좋게 유동시킬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도금이나 전착도장 공정의 효



- 55 -

율 향상에 이어진다. 가공대상물을 액체 안에 넣고 작업하는 도금이나 전착도장은 

발생한 기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거하지 않으면 기포가 전기저항으로 되

어 반응이 정지되고 말기 때문이다. 신기술은 도금조 내에서 발생하는 기포를 육안

으로 보일 만큼 커지기 전에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 

기포의 배출은 큰 효과를 낳게 된다. 프린트 기판의 소형화를 막는 한가지 요인

은 기판구멍의 직경이 0.1mm보다 작아지면, 기포가 구멍을 채워 제거할 수 없게 

되는 일이었다. 따라서 그곳만 도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멍은 0.1mm보다 작게 

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신기술에 의한 교반으로 도금액은 항상 균일하게 되

고, 기포도 도금 액체 내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구멍이 막히지 않는다. 실제로 프린

트 기판의 구멍에 적용해 본 결과, 직경 0.03mm의 구멍에도 균일하게 도금할 수가 

있었다. 직경이 0.1mm부터 0.03mm로 작아지면 구멍의 면적은 약 1/10이 되어, 프

린트 기판의 대폭적인 소형화에 기여하게 된다. 

자동차 차체의 전착도장 라인은 400∼500m나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와 같은 

길이를 대폭 축소할 수도 있다. 전착도장액의 교반 유동화로 보디의 봉지상태의 구

조가 된 부분의 구석까지 균일하게 도장된다. 또한 기포가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전압을 올려 효율적으로 도장할 수 있다. 

이 기술로 다이세이 사장은 94년의 가나가와현 공업기술개발대상, 97년의 전국발

명콩쿨에서 과학기술청장관 장려상을 수상했다. 도쿄가스의 자회사로 급탕기 메이

커인 가스타는 급탕기 외판회사인 세정라인에 이 같은 기술을 도입한 결과, "극적으

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한다. 

가나가와현 공업기술개발대상 심사에서 이 기술을 조사한 가나가와현 산업기술

종합연구소의 다까하시 가오루(高橋薰)기획조정실장은 "기술적으로는 종래 기술의 

조합이지만, 효과는 진짜다. 세정, 도금, 전착도장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평가

했다. 다이세이 사장은 원래 도금기술자이다. 도금기술의 개량을 생각하던 중에, 도

금하는 부품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도금액 쪽을 흔든다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 적중한 것이다. 

일본테크노에는 현재 이 기술에 착안한 전자기기, 자동차 메이커 등 제조현장의 

기술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온다. 일부 메이커에서는 이미 채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이세이 사장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기술을 비 로 해달라고 말해온다"

고 한다. 제조현장에서 이 기술은 도금이나 전착도장에 불가결한 기술로 육성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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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용액관리 및 도금의 실제

1.도금액 관리

도금액의 관리에는 보통 화학분석법과 헐셀, 하링 셀 등 도금액 성능시험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다.

․액조성 분석

        : 화학 분석

․액 성능 시험

        : Hull cell 시험 → 사고 예측, 조업 data 확보

욕관리의  의미

욕관리란 도금액(전처리액, 후처리액)을 항상 좋은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관

리수단을 말한다. 도금액은 가동하고 있을 때는 물론, 가동하지 않는 때라도 변화되

는 것이 보통이다.  액상태의 변화에 따라 양극 용해 상태, 액의 전도도, 분해(도금)

전압, 도금층의 석출상태 등에 향을 받는다.  따라서 도금조건이 달라지고 품질이 

좋지 않은 도금이 발생하게 된다.

욕조성은 화학분석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데 어느 때나 항상 분석을 한다는 것

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광택제 등은 특수 기기가 아니면 분석이 불가능한 것

도 있다.  그러므로 도금액의 pH, 비중, 도금의 외관, 헐셀 시험 또는 밴드시험 등

에 의해 도금욕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상 상태로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액이 변동

되는 원인을 찾아 그를 제거하거나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욕이 항상 일정한 조

성이 유지되도록 미리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욕관리이다.

도금욕의  성분

도금욕 성분을 크게 나누면 주성분, 부성분, 첨가제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주성분

가) 금속염

도금욕의 주성분은 도금금속의 금속염 즉 구리도금에서는 황산구리, 시안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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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니켈도금에서는 황산니켈, 크롬도금에서는 무수크롬산, 아연도금에서는 염화아

연, 시안화아연, 산화아연 등을 말한다.

 금속농도가 적을수록 사용 전류 도가 작고 타기 쉬우며, 보다 大 전류 도에서 

도금하려고 하거나 고속도 도금을 하려면 금속농도를 크게 한다.

(2) 부성분

도금욕 중의 부성분은 전도도염, 양극용해 촉진제, 완충제 등이다.

가) 전도도염

도금욕의 전도도를 좋게 해주는 것으로 강산 즉 황산, 염산 및 그 염, 알카리 욕

에서는 강알칼리 즉 수산화나트륨 및 그 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전도성이 낮은 

욕은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고 욕온도 상승 등 불리한 점이 많다.

나) 양극용해 촉진제

도금을 할 때 대부분은 녹아 나오는 양극을 사용한다.  이 때 도금된 만큼의 금

속성분이 양극으로부터 녹아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양극이 잘 녹

아 나오도록 넣어주는 성분이 양극용해 촉진제이다. 양극용해에 의해 욕중에 금속 

성분을 보충하는 것이 금속염을 가지고 보충하는 것 보다 경제적이고 불순물 혼입

도 적다. 양극용해 촉진제와 전도도 염은 거의 같은 것이 쓰인다.  양극용해 촉진제

가 적어도 양극이 잘 녹아 나오지 않거나 욕온이 너무 낮거나 양극 면적이 너무 작

아 양극 전류 도가 커도 잘 녹아 나오지 않는다.

다) 완충제

많은 도금욕이 pH 범위가 정해져 있다.  정해진 pH 범위에서 좋은 도금이 얻어

지므로 작업중 pH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넣어주는 성분이 완충제(buffer)이다. 산

성이 강한 도금욕이거나 알칼리성이 강한 도금욕보다는 산성 또는 알칼리성이 약한 

도금욕에서 그 향이 크다. 완충제로는 붕산(니켈도금), 황산, 알루미늄(황산아연도

금) 등이 대표적이다.

(3) 첨가제

주성분인 금속염과 전도도염 등 부성분이 있으면 도금은 되나 흔히 광택이 나지 

않고 좋지 않은 도금이 된다.  광택이나 도금의 질을 좋게 하는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넣어주는 약품을 첨가제라고 한다.

가) 광택제

바탕 표면의 거칠기보다도 더 광택이 나는 도금을 할 수 있어서 요즘은 버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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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광택을 내주는 약품으로 시안화구리 도금

에서는 티오시안화칼륨, 니켈도금에서는 사카린, 2부틴 104디올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나 특허제품의 광택제가 수없이 많다. 광택제는 작업에 따라 소모되므로 수시

로 보충해야 한다.  자동보급기에 의해 연속 주입하거나 간이적하기를 사용한다.

나) 물성조절제

광택제도 일종의 도금의 물성조정제이지만 그 외의 도금물성에 대해 알아보면

① 전착응력을 감소하는 응력감소제를 들 수 있으며, 예로서 니켈도금의 일차광

택제가 대표적이다.

② 도금금속의 결정을 미세하게 하는 약제로는 젤라틴, 감초, 펩톤 등을 들 수 

있다.

다) 산화제 및 환원제

욕중의 성분을 산화 또는 환원시킬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알칼리성 주석산욕

에 과산화수소 첨가(2가 주석이온을 4가의 주석이온으로 산화하기 위해)와 니켈도

금욕에 과산화수소 첨가 또는 공기교반(불순물인 철이온을 산화 침전제거하기 위

해) 등이 그 예이다. 크롬욕에서 욕중의 3가 크롬이 부족할 때 도금욕에 옥살산이나 

구연산 등을 가해 6가 크롬을 환원하거나 시안화구리 도금욕에서 6가 크롬이 불순

물로 축적되었을 때 하이드로설파이드를 첨가하여 환원시켜 그 해를 제거한다.

라) 피트 방지제

도금면에 피트가 생길 경우에 이것을 방지하는 약품이 피트방지제이다.  계면활

성제의 하나인데 시안화구리 도금욕에는 폴리옥시에틸렌라우일 알콜이 쓰이고 니켈

욕에서는 라우릴황산나트륨 등이 흔히 쓰인다.

마) 비산 방지제(미스트 방지제)

도금시 가스가 나올 때 도금액이 극히 작은 방울로 비산되어 나올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비산되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약품이다.  일반적으로 피트 

방지제와 겸해서 사용한다.  크롬도금욕의 비산 방지제는 크롬산의 강한 산화력에 

분해되지 않는 특수한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야 한다.

바) 이온 봉쇄제(길레이트제)

도금욕 중에 있는 특정(흔히 불순물) 이온의 작용 (예 : 음극석출)을 억제하기 

위해 가해지는 약품이다.  한가지 예로 니켈도금욕 중에 혼입한 불순물인 구리의 

석출을 억제하기 위해 EDTA를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으나 장기간 사용하면 이온 

봉쇄제의 축적에 따른 결함이 나타나므로 이와 같은 처리는 일시적 방편으로만 사

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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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욕  성분의  관리

도금욕의 성분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여 좋은 도금을 하기 위해서는 ① 욕성분 

변동의 원인을 알아 그 대책을 세우고, ② 현장측정을 수시로 하여 조정하면서 표

준도금 조작을 하며, ③ 욕의 성분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과부족 성분을 조정하고, 

④ 불순물의 축적을 방지하도록 해야한다.

(1) 도금욕 성분의 변동과 대책

가) 묻어 나옴, 묻어 들어감

물건을 도금탱크로부터 꺼낼 때 물건에 묻은 도금액이 밖으로 나오는 것과 이와 

반대로 수세수가 도금욕에 묻어 들어가는 것이 있다.  묻어 나옴과 묻어 들어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걸이를 흔들어 주는 것이 좋다.  흔들기 위해서는 물건을 튼튼

히 걸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물건을 꺼낼 때 탱크 위에서 지체시켜 떨어내는 것이 

좋다. 배럴 도금에서는 묻어 나옴과 묻어 들어옴이 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중

요하다. 이와는 달리 여과기를 손질할 때 도금액의 손실이 많이 발생하여 액의 농

도를 감소시켜 보충해야 될 일이 생긴다.

나) 증발

도금욕은 상온보다는 가온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상온욕이라 하더라도 증발되

는 양은 의외로 많다.  액면 높이를 정해놓고 수시로 물을 보충해주면 된다.

다) 저온석출

니켈도금의 온도가 내려가면 중요성분인 붕산이 결정화되어 석출된다.  그러므로 

광택 니켈도금욕을 저온에서 여과하면 붕산이 여과기내에서 결정화되어 욕중의 붕

산함량이 감소된다.  이와는 달리 시안화 구리도금이나 시안화 아연도금에서는 도

금욕 중의 탄산나트륨을 제거하고자 할 때 이 저온 석출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라) 음극전류효율과 양극전류효율의 불균형

양극의 전류효율이 음극전류효율보다 크면 즉, 양극용해가 음극석출보다 크면 욕

중의 금속분이 증가하고 이와 반대일 때는 욕중의 금속분이 감소한다.  이와 같이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단순히 금속성분의 변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pH의 변동, 

또는 유리시안화물의 변동도 일어나 여러 가지 변동이 있게 된다.  따라서 금속염

의 농도변동을 적게 하는 것은 다른 성분의 변동도 적게 하는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아연도금 외에는 양극전류효율이 음극전류효율보다 작은 경우가 많

고 또한 욕중의 금속염이 묻어 나옴에 따라 금속성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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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양극의 용해가 잘 되도록 하여 욕중의 금속염 농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작업

해야 한다. 

그 대책으로는 ① 욕온을 가급적 높게 하고, ② 양극 용해촉진제를 충분히 쓰고, 

③ 교반 등으로 양극 부근의 액의 이동을 활발히 하며, ④ 양극면적을 크게 하여 

양극전류 도를 작게 하여야 한다.

양극의 용해가 커서 금속염이 점차 증가할 때는 감소할 때와 반대로 대책을 세

우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도금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양극면적을 줄이면 전류분포가 나빠져 도금불량을 일으키는 일이 생기면 

이 때에는 보통 양극의 일부를 불용성 양극으로 바꾸어야 한다.

마) 가스흡입

시안화 알칼리욕은 공기중의 탄산가스를 흡입하여 시안화나트륨(칼륨) 및 수산화

나트 륨(칼륨) 및 탄산나트륨으로 변화되어 탄산나트륨이 증가하고 시안화나트륨이 

감소한다.  탄산나트륨이 증가하여 어느 한도를 넘으면 음극전류효율이 떨어지고 

광택범위가 좁아지며 액점도가 커져 묻어 나오는 양이 많아진다.

바) 첨가제 성분의 분해

첨가제 등의 성분이 분해하여 생긴 물질은 대부분의 경우 불순물로 되어 도금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광택제 등의 첨가제는 고온이나 국부 가열에 의해 분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활성탄 처리에 의해 제거한다.  분해 생성물이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표준도금 조작 및 현장측정

욕관리를 위한 기본은 우선 표준조작이 확립되어야 한다.  표준조작이란 규정된 

욕조성 범위에서 규정된 온도범위, 규정된 pH 범위, 규정된 전류 도 범위 내에서 

조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 전에 액면이 규정된 높이에 있는지, 

액 비중이 변동이 있는지(비중관리), pH가 같은지(pH 관리), 양극면적 또는 표면상

태, 수세수의 수위 등을 점검한다.

작업 후에는 극봉의 접촉부가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조사하여 걸이를 수리하고 

교반기를 손질한다.  여과기를 세정하고 양극주머니를 정기적으로 탱크로부터 꺼내

어 세정하며 점검한다.  슬라임이 가득 차거나 주머니가 터져 있을 때가 있다.  탱

크에는 액면표시의 표지를 해두고 수세수의 액면은 다른 처리액의 액면보다 높게 

하여 걸이 상부에 묻은 액을 잘 수세할 수 있는 위치에 흘러 넘치도록 출구를 설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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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관리를 엄격히 해야할 탱크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온도계를 설치

하고 손을 대지 않고도 온도측정이 가능하도록 해두는 것이 좋고 온도계나 보오메

계는 도금액별로 준비하고 각각 탱크 옆에 놓아두는 곳을 마련한다.  이러한 조치

와 아울러 다음과 같은 현장 측정이 필요하다.

◎ pH : 가능하면 매일 3회 측정한다.

◎ 욕온도 : 가능하면 매일 3회 측정한다.

◎ 비중 : 매일 1회 측정한다.

◎ 전류 : 물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류 도가 제대로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

해 수시로 전류를 점검한다.

◎ 전압 : 정상적인 도금의 경우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전류와 전압이 정상과 달라질 때 이것은 곧 도금욕이나 전기회로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 광택범위 : 될 수 있으면 헐셀시험을 매일 하면 좋다.  화학분석으로는 분석

이 곤란한 유기광택제의 과부족 등을 헐셀을 사용하면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

서 모두 사용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을 직각으로 꾸부려서 도금상태를 비교

해 보는 간단한 방법을 쓸  수도 있다.

◎ 액의 표면장력 : 필요에 따라 측정한다.  소모가 전기량에 비례함으로 흔히 

적산전량계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가) pH 관리

pH는 수용액 중에서 수소이온 농도 [H+]의 크기를 나타내는 편의적인 수치로서 

수소 이온의 지수를 말한다.  순수한 물이나 수용액에서 물분자 H2O는 H+와 OH-

로 극히 소량의 이온이 된다.  순수한 물은 20℃에서 1L의 물 중에 10-7g(10-7mol)

의 H+ 이온이 포함되어 있다.  pH란 [H+] 이온 농도의 지수의 숫자만을 나타낸 것

으로 순수일 경우([H+]=10-7mol/L)는 지수의 숫자가 7임으로 pH=7이 된다.

순수한 물 즉 중성의 수용액에서는 H+와 OH-이온의 농도가 다같이 10-7mol/L

이며, 산성에서는 H+이온이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순수에서의 H+ 이온보다 

10배로 많아지면 (10
-7
→10

-6
) pH=6이 되며 100배로 줄어지면 (10

-7
→10

-9
) pH=9가 

된다.  pH=14일 때는 H+이온이 없고 OH- 이온이 1mol/L 있을 때이고 pH=0일 때

는 OH- 이온이 없고 H+ 이온이 1mol/L 있을 때이다.

도금시 산처리, 알칼리탈지, 시안화구리, 피로인산구리, 니켈도금 등의 액에서는 

이  들 액의 pH가 제품의 품질에 향을 많이 미치므로 처리액의 pH 관리를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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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특히 광택니켈도금액에서는 그 향이 크다.  황산구리 도금액이나 크롬

도금액에서는 pH가 별 향이 없으므로 측정할 필요가 없다.  이들 액들은 아주 강

산성이기 때문에 pH의 변동이 거의 없다.

pH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유리전극 pH 미터를 사용하는 방법, ② pH 시험

지를 사용하는 방법, ③ 비색법에 의한 방법 등이 있으나 요즘은 거의 다 pH 미터

에 의해 측정하고 있다.  pH 미터의 원리는 간단하다.  수소이온의 농도가 다른 2

개의 액을 전지로 회로를 구성하면 농도의 농담에 의하여 전위차가 생긴다.  따라

서 한쪽액의 pH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양극간의 전위차를 측정하여 다른 쪽의 pH를 

아는 방법이 그 원리이다.  실제 pH 미터 측정은 기기사용 지시서에 따라 조작하도

록 하고 여기서는 사용할 때   유의 사항을 기술하기로 한다.

pH 미터 조작상 유의사항은 ① 전극을 장기간 사용하면 그 표면에 스케일이 생

기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0.1N 염산, 크롬산혼액, 비눗물 또는 기타의 세정제

로 잘 씻고 다시 증류수로 잘 씻는다.  ② 유리전극이 건조하면 지시가 늦어진다.  

전극을 더러운 상태로 건조한 것은 한층 더 그 향이 크다.  따라서 유리전극은 

쓰지 않을 때에도 맑은 물에 담가둘 필요가 있다.  오래 건조상태로 있던 것은 증

류수에 충분히 담근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급히 사용하고자 할 때는 0.1N 염

산에 10∼20분 정도 담가둔 후 증류수로 잘 씻고 나서 사용한다.  ③ 비교전극은 

액이 닿은 부분이 더러워지면 지시오차, 지시속도 저하, 지시불안정 등의 원인이 된

다. 이 더러움을 제거하는 데는 염화칼리포화용액에 담가 놓으며 필요하면 가열도 

한다. (가열하는 경우는 급속히 열을 가하지 말고, 또 뜨거운 상태를 찬물로 급히 

식히지 않는다)  ④ 불화물을 함유하는 용액은 유리를 용해하므로 유리전극은 사용

할 수 없다.  ⑤ 유리전극은 파손되기 쉬우므로 취급에 유의한다.  ⑥ 비교전극 중

의 염화칼리 포화용액은 사용중 감소하므로 때때로 보충 또는 전량을 교환해 준다.  

⑦ 표준액을 써서 온도에 따른 pH 값의 조정을 몇 번하여도 소정의 pH 오차범위 

이상일 때는 그 pH 미터는 수리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도금액의 pH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황산이나 수산화나트륨을 사

용할 때 진한 황산이나 고형의 수산화나트륨을 써서는 안 된다.  그대로 도금욕에 

첨가하면 국부적으로 도금욕이 과열 또는 끓어올라 위험할 뿐 아니라 욕성분 특히 

유기첨가물을 분해시킬 염려가 있다.  미리 이들을 10∼20%의 수용액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 욕온도 관리

전처리 공정의 용제탈지제, 침지탈지액, 전해탈지액, 산세액 등은 거의 가열해서 

사  용하고 있다.  탈지나 산세 등은 액의 온도에 의해 그 효과가 크게 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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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적절한 온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전기도금에 있어서는 도금욕의 온도가 

제품의 광택, 외관, 피복력, 균일성, 전류효율 등에 중요한 향을 미치게 되므로 도

금욕의 온도관리는 항상 규정온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작업시작시 온도가 낮기 쉬운데 이 때부터 제온도에 올라있도록 조치하고 다음은 

작업중 욕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욕온이 

조금 낮을 경우는 전류 도를 조금 낮추고 시간을 늘려 도금하되 가장 적합한 조정

치를 알아둔다.  온도 측정기구는 유리제 온도계, 바이메탈 온도계, 압력식 온도계, 

열전온도계, 비접촉식 온도계 등 많으나 현장에서 유리제 봉상 온도계가 많이 쓰인

다.

봉상온도계로 온도 측정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지상태의 욕은 잘 교반 하여 액의 아래 위 및 모든 부위가 같은 온도일 때 

측정한다.

② 깨끗한 온도계를 가능한 깊이 넣어 측정한다.  피도금물 중심 위치가 좋다.

③ 온도 상승이 완전히 멈춘 후 온도계와 직각인 시선으로 시차가 없도록 눈금

을 읽는다.

다) 비중관리

비중과 농도와의 관계 : 도금액의 비중을 측정하면 도금액에 함유된 모든 성분의 

총합된 농도를 알 수가 있다.  황산구리도금액 또는 크롬도금액은 비중 측정으로 

농도관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황산구리도금액을 비중 측정하여 황

산구리+황산의 농도를 알면 황산만을 화학분석에 의해 간단히 구하면 황산구리농도

를 구할 수가 있다.(농도관계표가 있어야 됨).  보오메계롤 액을 측정하 더니 보오

메계 20°Be이 나오고 황산을 간단히 분석하 더니 50g/L가 나왔다고 하면 황산구

리는 218g/L(268-50=218)임을 알 수 있다.  크롬도금욕은 더욱 비중 관리가 쉽다.  

그 이유는 크롬산이 대부분이며 황산은 1/100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크롬도

금액의 보오메는 크롬산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도 좋기 때문이다.  보오메 

22°Be라면 크롬산 250g/L의 농도로 나타내며, 만일 보오메 15°Be라면 크롬산 

160g/L로, 표준액일 때는 90g/L를 보충해야 한 다.  비중관리시 주의해야 할 것은 

액중에 불순물이 있으면 농도가 높은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황산구리 도금액

이나 크롬도금액에 상당량의 철분이 혼입될 수 있고 그 외에 불순물도 많아 오차가 

많음을 유의해야 한다.  분석치와 비중과의 차이가 많을 때 즉, 비중이 너무 높게 

나올 때는 불순물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측

정시료를 채취할 때 도금탱크의 액면이 항상 일정한 높이에 있는가 액면 표시를 해

놓고 확인해야 한다.  측정할 때마다 액면의 높이가 다르다고 하면 측정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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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값이 된다.

비중측정 : 도금액 비중의 측정에는 흔히 보오메계를 사용한다.  비중계를 사용

하여 비중을 직접 측정해도 되나 보오메계가 눈금이 더 커서 농도차를 알기 쉽기 

때문이다.  물보다 무거운 액체를 측정하는 보오메계를 중(重)보오메계라고 하고 물

보다 가벼운 액체를 측정하는 보오메계를 경(輕)보오메계라고 한다.

중보오메도 : 15% 식염수에 보오메계를 뛰었을 때 나타나는 도수를 15°로  순

수에 보오메계를 띄웠을 때 나타내는 도수를 0°로  하여 이 사이를 15등분하여 눈

금을 부친 것이다.

경보오메도 : 10% 식염수에 보오메계를 띄웠을 때의 도수를 0°로 하고 순수에 

보오메게를 띄웠을 때의 도수를 10°로 하여 이 사이를 10 등분하여 눈금을 붙인 

것이다. 비중과 중보오메도 및 경보오메도와의 관계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중보오메도(Be) = 144.3[1-(1/비중)]

                경보오메도(Be) = 144.3[(1/비중)=1]

도금액의 측정에는 중보오메계를 쓰며 보통 보오메계라고 하지만 한 눈금이 0.

1°의 정 도를 가진 보오메계를 사용해야 한다.

측정조작 방법은 ① 실린더(500ml가 적당함)에 측정액을 9할 정도 채운다.  ② 

측정액은 15℃ 부근까지 교반봉으로 교반하면서 냉각한다.(15℃에서 눈금이 만들어

짐).  ③ 측정액에 활성제 등이 들어 있어서 측정액의 표면에 기포가 쌓일 때는 피

페트로 기포를 흡입하여 제거한다.  ④ 중보오메계를 측정액 중에 조용히 띄워서 

눈금을 읽는다.  이 때 주액면 높이에 맞추어 시차가 없도록 정확하게 읽는다.  ⑤ 

그 때의 온도를 온도계로 읽고 측정값을 기록한다. (예 : BE 22°/15℃)

(3) 표면장력

도금액이나 전처리 액 중에 함유되어 있는 계면활성제의 양의 과다를 알아보는

데 표면장력을 측정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  표면장력의 측정에 적하법, 모세관 상

승법, 윤환법 등이 있으나 적수계(Stagmometer)를 사용하는 적하법이 주로 쓰인다.  

이 방법은 일정량의 용액일 때 떨어지는 방울수가 표면장력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이용한다.  표면장력을 이미 알고 있는 순수를 사용하 을 때, 떨어지는 방울

수와 비교하여 값을 구한다.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적수계는 크롬산 세정액으로 충분히 세정하여 깨끗이 한다.

② 순수의 온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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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적수계에 순수를 넣고 순수의 일정량을 적하시켜 떨어진 방울수를 측정한다.

④ 동일 조작을 반복하여 방울수의 평균치를 구한다.

⑤ 미리 여과해둔 시료액을 ②③④의 조작에 따라 방울수를 측정하고 방울수의 

평균치를 구한다.

⑥ 시료액의 비중을 측정한다.

⑦ 온도에 따른 순수의 표면장력을 표에서 구한다. 10℃일 때 74.22dyne/cm, 2

0℃d일 때 72.75dyne/cm, 30℃일 때 71.18dyne/cm

2.Hull  cell  시험 

헐셀시험의 목적

헐셀시험은 욕의 상태를 알아보는 시험으로, 현장에서 욕관리에 가장 많이 이용

되는 시험의 하나이다.

헐셀시험은

① 광택범위, 즉 전류 도 변화에 따른 석출상태의 변화관계

② 온도와 전류 도와의 관계

③ 욕의 여러 가지 성질 변화와 전착물 상태

④ 욕중의 주성분과 첨가제의 향

⑤ 욕중의 유기불순물 및 무기불순물의 향

등을 알아 볼 수 있다.

도금욕 중에 불순물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시험의 큰 장점이 된다.  금속

불순물은 미량이라도 전착물에 현저한 향을 준다.  그러나 미량의 불순물을 분석

한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불순물의 정확한 분석치

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순물이 향을 미칠 때 필요한 것은 이 제거대책

이다. 헐셀시험에서 얻어진 시험판은 보통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류 도보다 넓은 

전류 도 범위에서 얻어진 것이므로 현장의 도금제품에는 나타날 수 없는 고전류

도 부분 및 저전류 도 부분이 나타나고 이 부분의 석출상태가 관찰 가능하기 때문

이다. 일반적으로 도금액의 고장은 고전류 도 부분 또는 저전류 도 부분에서 발

생하게 되어있다. 욕의 주성분, 첨가제, pH, 온도 등의 향을 미리 조사하여 그 헐

셀판 모형을 보존해 두면 욕에 이상이 있을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

히 ① 화학분석으로 구하기 어려운 성분, ② 화학분석에 시간을 요하는 성분, ③ 극

히 미량이라도 전착에 향을 많이 미치는 성분 등에 대해서는 미리 그 향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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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여 헐셀판 모형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다.

헐셀의  형상과  크기  및  결선

  헐셀은 미국의 R.O. Hull이 1953년에 개발한 것으로 표준형으로 쓰여지는 헐

셀의 형상은 Fig.2-25와 같다.

Fig. 2-25 Size and shape of Hull Cell.

헐셀이 개발될 당시 미국과 국 등에서 도금욕은 OZ/gal의 농도 단위가 쓰여졌

고(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음), 헐셀시험에서는 첨가제의 양을 OZ 단위로 다량 첨

가할 수 없기 때문에 g 단위로 약품을 첨가하며, g 단위로 첨가하고서 OZ/gal 단위

로 환산하기 좋게 267㎖의 용량으로 만든 것이다.

267㎖ 셀에 2g의 약품을 첨가하면 그 농도는 1 OZ/gal에 상당하는 것이다.

(1OZ/gal = 28.3495g/3.7853ℓ = 1g/0.1335ℓ = 2g/267㎖)

헐(Hull)이 처음 고안한 셀은 1000㎖의 용량이었으나 작은 셀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상기와 같이 첨가량 계산이 간편하기 때문에 267㎖의 셀이 선

정된 것이다.

267㎖ 셀에 1g의 약품을 첨가하 을 때 g/ℓ의 농도로는 3.75g/ℓ에 상당한다.  

267㎖ 셀의 표선까지 액을 채우지 않고 250㎖의 액을 사용한다면 1g의 약품을 첨가

하 을 때 4g/ℓ에 상당한다.  도금액의 조정시 3.75를 곱하여 환산하는 것이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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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곱하여 환산하는 것이나 별로 복잡한 것이 없으므로 그 동안 축적된 자료가 많

은 267㎖ 셀이 표준형으로 쓰여진다.

헐셀은 위의 267㎖ 셀 이외에도 Fig.2-26과 같이 320㎖ 셀(320㎖에 2g을 첨가하

면 1 OZ/Imperial gallon에 상당), 540㎖(양극 2개 사용, 부동태 방지, 액농도 변화 

완화), 1000㎖ 셀(액온도 변화 완화) 등이 있으나 별로 쓰여지지는 않는다.

Fig. 2-26 Various size of Hull Cell

전원은 직류로 최대전류 10A, 최대전압 15V 정도가 좋다.  전류계, 전압계는 전

류기에 부속되어 있더라도 정 한 계기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온도조절  및  교반

헐셀시험은 현장의 도금작업 조건에 맞추어서 해야한다.  그러나 셀의 용량이 적

기 때문에 많은 전류가 흐르면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주석도금, 주석-납 합

금도금, 광택황산구리 도금 등은 20℃ 정도에서 작업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온도

에 맞추어 시험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헐셀 전체가 냉각되는 항온조에 넣

거나 시험액을 좀 많이(1∼2ℓ) 채취하여 냉각시켜 놓고 이를 조금씩 취해서 시험

을 한다.

교반은 공기교반, 음극진동, 기계교반, 무교반 등이 있다. 시험에서도 현장조건과 

똑같이 교반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그 조건을 정량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참 

곤란하다.  그러므로 시험조건으로 교반방법과 교반강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작업조건과 아주 다른 조건을 사용할 때도 있다.  예를 들면 

광택니켈 도금욕은 실제 작업에서는 공기교반을 하고 있으나 시험은 무교반으로 하

는 것이 보통이다.  무교반으로 하여 저전류부의 불순물의 향과 고전류부의 타는 

정도를 알아본다.

주석도금과 시안욕 등은 음극진동법을 사용한다.  음극진동법은 헐셀음극전면에 

따라 유리봉을 수직으로 세워 1초당 1회 왕복하는 속도로 기계적 운동시킨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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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교반은 모터와 연결된 프로펠라를 액 중에 침저하여 회전시키거나 자석교반기로 

교반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잘 쓰여지지 않는다.

양극과  음극(시험판)

양극의 크기는 63mm×63mm에 두께는 5mm 이하의 것이 쓰인다.  두께가 5mm 

이상이면 음극전류분포가 달라진다.  재질은 실제도금시 양극과 같은 것을 사용하

고 (예 : 광택황산구리 도금은 함인동판 사용) 아래의 Fig.2-27과 같이 표면적이 큰 

파형면(크롬도금용), 요철면(니켈도금용), 구멍뚫린면, 선을 얽어 만든 면(분극이 잘 

생기고 잘 녹아 나오지 않는 것) 등을 사용한다.  음극시험판은 100mm×65mm에 

두께는 약 0.5mm(0.5±0.1mm가 바람직하고 1mm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Fig. 2-27 Cathode plate for performance.

아연, 시안화구리, 주석, 주석-납 합금도금은 냉간압연강판이 좋고 기타 광택욕은 

연마한 황동판이 좋다.

시험조작

① 시험에 사용되는 도금액을 채취할 때는 액전체를 교반 하여 완전히 균일하게 

된 액을 채취해야 한다.

② 시료를 채취할 때 탱크의 크기와 액면의 높이를 측정하여 용량을 산출해 둔

다.  시험 후 첨가량을 구할 때 필요하다.

③ 헐셀을 깨끗이 닦는다.  특히 공기교반 구멍이 있는 것은 물을 넣어 공기송입

을 수 회 반복하여 관속을 깨끗이 닦아낸다.  도금액별로 헐셀을 준비해 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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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아내는데 수월하다.

④ 채취한 시료액을 비이커 등에 넣어 시험온도가 되도록 가열 또는 냉각한다.

⑤ 음극시험판을 연마(필요하면) 및 전처리한다.  전처리는 될 수 있는 데로 현

장작업 조건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흔히 용제탈지, 알카리 탈지, 솔질세

정, 산침지 정도로 충분하다.  시험판을 다룰 때는 핀셋을 사용하여 액면 위 부분을 

긴 변 방향으로 잡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⑥ 양극을 세정, 활성화하고 소정위치에 놓고 직류전원에 연결한다.  시료액을 

용량표선까지 넣는다.  온도를 확인하고서 음극시험판을 소정위치에 놓고 직류전원

에 집게로 연결한다.  그리고 바로 통전한다.

⑦ 통전 전류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균전류 도가 음극시험판 중앙

의 전류 도와 같은 크기로 하면 좋다.  시험시간은 스톱워치로 측정한다.

이와 같이 전류 도의 분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스케일자이다.  유

효부분의 시험결과를 헐셀 스케일에 맞추어 광택범위 등을 찾아낸다.

Fig. 2-28 Current density as a function 

of distance form.

굴곡음극시험(bent cathode test)

Fig.2-29와 같이 시편을 90°로 굽혀 평상시와 같이 도금하여 수평면의 도금상

태와 수직면의 도금상태를 검사하는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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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9 Schematic diagram for 

bent cathode test.

전류분포가 달라 피복력 및 균일전착성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욕 중에 고형입자

들이 있을 때에는 수평면에 침전하여 거칠은 도금이 되므로 액의 혼탁정도를 알 수 

있다.

A면 : 고형 불순물에 의한 더덕 부착까지를 도금

B면 : 피트

C면 : 고전류 도 부(광택 레벨링)

D면 : 저전류 도 부(광택 유기불순물)

E면 : 취성(판을 폈을 때)

Fig.2-30은 미국 유디라이트(Udylite) 회사가 고안한 굴곡음극시험방법으로 한곳

만 90°로 굽힌 상기 굴곡음극시험보다 시편 만들기는 복잡하지만 좀 더 많은 것을 

알아 볼 수 있는 현장적용에 적합한 간단한 시험방법이다.  광택범위, 거칠기 도금, 

피트 피복력, 균일전착성, 피막의 성질 등을 1회 시험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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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0 Schematic diagram of bent cathode test developed by Udylite.

음극시편은 나비 30mm, 길이 200mm의 것을 Fig.2-30과 같이 굴곡시켜 공장의 

도금조나 비이커에서 도금하여 A, B, C, D, E면의 도금상태를 관찰하여 판정한다.

굴곡음극시험은 수치상으로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여러 사항을 판정하는데 적합

한 손쉬운 시험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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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균일 전착성 시험(Haring Cell Test)

  Fig.2-31의 A,B 두 음극판 중간에 양극을 이동시키면서, a 와 b의 거리를 적

절히 조절하여 양극으로부터 A,B 두 음극판으로 가는 전류의 배분비와 A, B 두 음

극판에 도금되는 금속의 양(무게)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전류의 배분비는 거리 a, b

의 비의 역수를 취하면 된다.

  ― 양극을 이동시킴으로써 전류 배분비, 도금량 측정 

: 양극을 이동시켜 A, B 두 음극판에 도금되는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류배분

비는 a, b의 역수로서 표현된다. 이 시험은 균일 전착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도금액

의 조성, 첨가제, 온도, 전류 도, 교반 등에 향을 받는다.

 

Fig. 2-31 Schematic diagram of Haring Cel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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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금액 분석법

도금액의 분석방법에는 화학분석법과 기기분석법이 있으며, 기기분석법에는 ① 

분광 광도법, ② 원자흡광 분석법, ③ 형광 분석법, ④ 이온 전극법 등이 이용된다.

① 분광 광도법 : 용액에 광을 투과시키면 도금액 중의 특정성분이 특정 파장을 

흡광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으로서 모든 유기물, 무기물의 정량분석이 

가능하다.

② 원자흡광 분석법 : 원자 증기에 적당한 파장의 광을 투과시키면 기저 상태에 

있는 원가가 광을 흡수하여 여기 한다.  이 때 흡광량을 측정하여 분석한다.  이 방

법으로 약 70가지 원소를 분석할 수 있는데 염소, 유황(황산), 인, 질소(암모니아, 시

안), 탄소 등 비금속 원소는 정량분석 할 수 없다.  금속불순물의 검사에 적합하다.

③ 형광 X-선 분석법 : 원자에 X-선, γ-선, 전자선 등을 조사하면 원자특유의 

성질을 갖는 X-선이 발생한다. 이 X-선의 강도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원

자번호 1(H)에서 8(O)까지의 8개 원소 이외의 모든 원소를 분석할 수 있다.  한번

에 여러 원소의 분석이 가능하고 신속한 것이 장점이다. 고가이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④ 이온전극법 : 특정이온에만 작동 응답하도록 만든 전극을 이온전극이라 하는

데 이 이온전 극을 사용하여 pH 측정을 하듯이 기준전극과의 전위차를 측정하여 

미리 구해 놓은 전위차와 농도의 관계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Na
+
, S

-
, 

NO3
-
, CN

-
 등 20여종의 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이온전극이 실용화되고 있으며, 측

정이 간편하고 자동기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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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금층 시험

; 두께, 내식성, 착성, 내마모성, 경도 등을 시험

도금 두께의  측정

파괴식 시험(확실하지만 재료손실)

전해법 - 일정한 면적의 도금층에 일정한 전류를 흘려서 양극 용해시키는 방법. 

: 패러데이의 법칙에 의해 두께 측정

  ⇒양극 용해 후 양극 전해전압의 변화 ⇒ 시간과 조건을 제어해서 두께를 환

산  ;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

비파괴식 시험(파괴식 시험보다는 다소 정확성 떨어짐)

1) 중량차에 의한 방법

: 도금 전후의 중량의 차를 화학천칭으로 측량하여, 도금층의 비중과 도금표면적

으로부터 평균도금 두께를 계산하고, 이것을 두께로 환산.

2) 전자식 두께 측정

: 도금층을 통과 가능한 진동, 빛 등을 투사하여, 도금층과 피도금층의 물성이 다

름으로 인한 반사시의 차이를 이용하여 두께를 측정.

3) 와전류에 의한 방법

: 접촉 코일 위에 생기는 유도전리의 리액턴스(X ; 코일에 교류가 흘 을 때 생

기는 저항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를 이용한 것.

4) β-선에 의한 방법(Fig.2-32)

a. 선(고속도 전자)을 발생시켜, 도금층을 때릴 때, 도금층이 얇으면 선이 투과하

는 수가 많아지고, 두꺼우면 투과하는 수가 적어진다. 

b. 투과하지 않는 전자는 도금층의 전자와 충돌해서 반사한다.

c. 반사된 전자의 수는 도금의 두께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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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2 Deposit thickness measurement method by β-lay.

5) 형광 X-선에 의한 방법

: 여기된 X-선이 도금층을 때릴 때, 도금층과 소지층에서 그 물질(원소)특유의 

X-선이 방출하는 데, 도금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X-선을 많이 흡수하므로, 형광 

X-선의 양은 감소한다.

착성

․굴곡 시험 : 굴곡기에 시편을 삽입하고, 전후 90도 1회왕복을 1회로 counter할 

때, 피복박리시까지의 횟수를 측정하여, 착성을 판단한다. 정성적인 방법이다.

․Acoustic Emission(AE법) : 정량화기능, 바늘을 힘을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움

직이고 여기서 음향 신호를 받아 피드백해서 파괴지점에서의 하중 조사

․테이프법 : 가장 간단하여 널리 사용되는데, 원리는 tape를 대상물에 on, off하

며, 박리 되는 정도를 판단한다.

․압흔법 : 로크웰, 브리넬 경도기 등을 사용해 압흔자에 의해 찍힌 Crack 길이

로 측정

내식성  시험

․유공도 시험(pin hole) : 도금 피막에서 소지까지 달하는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를 약품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며, 이것에는 페록실시험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 장시간이 걸린다, etching해서 부식 부분으로 측정

․염수분무 시험 : 도금피막의 내식성의 가속시험법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중성 



- 76 -

염수 분무시험이 행해지고 있다. [KS S 9504]

→ 가속 Test, 소금물 사용, 거름종이로 덮어놓으면 부식 지점에 반점이 묻는다. 

(단위 면적당 반점수 조사)

Fig. 2-33 The equipment for salt spray test.

․면적법 : PSIS-8211(도막의 부풀음 판정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무게법 : 시험전후 시험편의 무게 변화를 기계적방법, 화학적 방법 또는 전해

에 의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판정한다.

․원심분리식 염수분무 : 실온에서 염무(鹽霧)의 원심분리기를 30분간의 간격으

로 작동, 정지시키게 되면, 공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는 3%의 염화나트륨 용액에 완

전히 침지시켜 둔 상태와 같은 조건이 얻어진다. 그러나 이 염무 내에서는 보다 효

과적인 통기에 의해 부식이 약 5배나 더 빨리 일어난다. 원심분리기가 작동하지 않

는 동안에 가열하여 온도가 30℃에서 40℃의 사이로 변하게 하면, 상대습도는 50%

와 95%의 사이에서 변동하기 때문에, 해안지방에서 일어나는 대기부식에 해당하는 

가속시험이 얻어진다.

․아세트 산성 염수분무시험(acetic acid salt spray test) : 중성 염화나트륨 용액

은 강의 크롬-니켈 피막의 시험에 대해서는 거의 무의미하지만, 이 용액에 아세트

산을 가하여 pH 값을 3.2∼3.5로 하면 이 피막의 대기부식과 비슷한 결과가 얻어진

다. 이때 온도가 35℃로 유지하며, 시료의 염무를 8∼72시간동안 연속적으로 분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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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리 가속성 염수분무시험(copper modified acetic acid salt spray(CASS) 

test) : 용액 1ℓ당 0.3 g CuCl2․2H2O의 농도에 상당하는 염화동이 들어 있다. 이 

경우에는 온도를 50℃로 유지한다. 이 방법에서 침식속도는 훨씬 더 증가하게 되며, 

특히 니켈에 대해서 현저하게 증가한다. CASS시험에서의 16시간은 크롬도금을 한 

자동차의 bumper를 대도시의 시가지에서 한 겨울동안 노출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것은 약 100배의 가속을 의미한다.

․코로드코트(Corrodkote) 시험 : 부식액을 포함하고 있는 paste 사용해 녹발생 

상태에 따라 측정 → 단위 면적당 반점의 면적을 조사

크롬도금을 한 자동차 부품의 코로드코트 시험에 의하면, 염수분무 대신에 부식

성 피복(被覆)이 사용된다. 피복물질은 염화물, 제이철 및 강(鋼)이온이 함유되어 있

는 수용액에 점토를 분산시켜서 만든다. 이 시험은 크롬도금을 한 자동차부품에 붙

어 있는 도로상의 먼지의 효과를 재현시키기 위한 가속시험으로 개발되었다. 현탁

액은 , Na4Cl, FeCl3․6H2O, Cu(NO3)2․3H2O를 함유하는 용액 100ml에 60g의 고령

토를 넣은 것이다. 이 현탁액은 시험판 위에 솔로써 칠한다. 현탁액을 건조시킨 후

에 온도 38℃, 상대습도 90%로 유지된 상자에 옮겨서 20시간 동안 방치한다. 그리

고 나서 피복물을 씻어서 제거하고 시료의 상태를 조사한다. 이후 새로 혼합한 현

탁액을 사용해서 시험을 반복적으로 계속할 수도 있다. 1회의 시험에서 생기는 부

식의 가속도는 CASS 시험과 거의 같으며 약 100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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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임피던스측정53)

전극과 전해액의 접합면에 있는 계면의 거동을 고찰하기 위해 임피던스

(impedance)1)를 측정하여 1)전기이중층의 용량, 2)도전율, 3)유전율, 4)반응저항 등

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임피던스의 개념과 임피던스의 측정법 및 전극반응

의 응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가.계면의 전기적 표현(임피던스)

전극과 용액의 접합에 따라 형성된 계면은 전하이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이 곳에

서 일어나는 전기적인 정보를 얻으면, 계면의 물성이나 반응에 관한 것을 알 수 있

다. 전기화학 측정에서 가장 간단한 측정은 전압과 전류이지만, 이 전압과 전류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임피던스이다. 임피던스의 요소는 저항, 캐패시턴스, 인덕턴스

가 있다. 

저항 및 용량성분으로 구성된 피측정계에, 교류전압(또는 전류)이 인가된 경우 

임피던스를 구한다. 예로 Fig.2-34에 나타낸 RC 회로에 교류전압 E가 인가되었다고 

하고, 교류전압과 교류전류를 각각 다음의 복소수전압 E 및 복소수전류 I로 표현한

다.

 E = Emexp(jwt)     

I = Imexp(jwt+ϕ)  ------------------------------------------- (1)

식 1의 허수부에 의해 실제 전위와 전류를 알 수 있다. Fig.2-34의 (a)의 R과 C

의 직렬회로 임피던스는 식 2와 같다.

Z = R- j
1
wC

 ----------------------------------------------- (2)

Fig.2-34의 (a)의에서 Z․I = E 관계가 성립하고 임피던스 Z는 엄 히 복소수 

1) 전기회로에 있어서 전기저항으로 여겨지는  것의 총칭. 예를 들어, 저항 R[Ω], 자기인덕

턴스 L[H], 정전용량 C[F]을 직렬로 포함한 회로에 I = √(2sin)wt의 교류가 흘러 단자간 

전압이 E = √(2sin)(wt+φ)일 때, Z = E / I를 이회로의 임피던스라고 한다. 임피던스의 

단위는 옴(Ω)을 사용한다. 단, I는 교류의 최대전류, E는 최대전압, w은 각주파수, φ는 

위상각을 표시한다. (단, 여기서 √안의 내용은 √다음의 첫 번째 가로()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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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이 좋다.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누면, Z = R + jX에서 R의 임

피던스는 R이고 C의 임피던스는 뒤의 1
jwC

이다. 임피던스 Z를 

Z = |Z| exp(jϕ) = |Z|( cosϕ+ jsinϕ)  로 하면 식 3과 같다.

 |Z| = R
2
+X

2

ϕ = tan
-1 X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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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상각 φ는 전압과 전류와의 위상차를 표시하며 다음과 같이 된다.

 I = 
E
Z
 = 

|E|
|Z|
exp(- jϕ) = 

|E|
|Z|
cosϕ- j

|E|
|Z|
sinϕ

 |I| = 
|E|
|Z|

임피던스의 역수를 admitance Y라 하며 다음과 같다.

 Y = 1/Z

 I = YE ------------------------------------------------------ (4)

Y = G+jB = 
1
Z
 = 

1
R+ jX

 = 
R

R
2
+X

2
 ------------------- (5)

G = 
R

R 2+X 2
, B = -

X

R 2+X 2
 ----------------------------- (6)

G를 conductance, B를 succeptance라 한다. 따라서 |Y| = 
1
|Z|

 이므로 Y의 위

상각은 φ, R의 admitance는 conductance G, 용량 C의 admitance는 jwC이다. 구체

적인 예로는 Fig.2-34 (a)의 RC직렬회로의 임피던스 Z는 다음과 같다.

 Z = R+
1
jwC

 = R
2
+(

1
wc
)
2
exp(-jϕ)

 ϕ = tan
-1 1
wCR

벡터는 Fig.2-34의 (b)와 같이된다. RC 직렬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식 (7)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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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 = 
E
Z
 = 

E

R+
1
jwC

 = 
E

R
2
+

1

w 2C 2

exp(jϕ)   -------------- (7)

R과 C의 단자전압 VR, VC는 다음과 같다.

 VR = 
RE

R
2
+

1

w
2
C
2

exp(jϕ)

 VC = 
I
jwC

 = 
E

jwC R
2
+

1

w
2
C
2

exp(jϕ)

전압전원의 주파수(f=w/2π)를 변화시킨 경우의 Z의 궤적은 Fig.2-34의 (c)가 되

며, admitance Y의 벡터궤적은 Fig.2-34의 (d)와 같이된다. RC의 직렬회로의 

reactance(용량 C의 임피던스)가 저항 R에 같게 되는 때의 w를 wo 라 하면 식 (8)

과 같다.

wo = 
1
RC

 -------------------------------------------------- (8)

Z는 Z
R
=1- j

wo
w

가 된다. 이의 절대값 |Z|
R

은 |Z|
R
=
|E|
VR

=
I o
|VR|

가 된다. 

여기서, Io는 전류값의 최대치 |E|
R

이다. 또 감쇄정수 A는 식 (9)와 같이 정의되며 

Fig.2-35에 주파수 특성을 표시했다.

 A = 20 log 10
|VR|

E
 =  20 log 10

|I|
I o

 A = 20log 10
1

1+
wo
w

 = -10 log 10[1+(
wo
w
)
2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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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4 Impedance vector trace of RC circuit.

Fig. 2-35 Frequency properties of A and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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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임피던스 측정과 전극계면의 정보

전해액과 전극이 접촉하는 전기화학계의 임피던스는 전해액의 저항 RΩ, 계면의 

공간전하에 의한 전기이중층 용량 Cd 및 산화환원반응이 일어날 때의 전하나 물질

의 이동에 의한 임피던스(Faraday 임피던스) Zf를 포함한다. 교류에 의해 분극을 행

하면, 계면의 농도가 주기적으로 변하여 새로운 저항과 용량 성분을 포함한 임피던

스(Warburg 임피던스) Zw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g.2-36에 계면 임피던스의 단순화된 등가회로를 나타냈다. 전극반응은 계면의 

전하이동(방전)과정이나 물질의 확산과정 등으로 되어있다. 전극반응의 계면전하 이

동과정의 속도의 크기에 따라 Faraday 임피던스가 다르다. 계면임피던스 측정에서 

Zf를 구할 수 있고, 전극반응의 형식(전하이동, 확산율속, 화학반응율속 등), 확산계

수 D, 교환전류 도 io 및 전자수 p 등의 반응 변수를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단순한 산화환원반응을 고려하면 Ox+ne
-e 
↔ Red에서 이 전극반응

이 계면전하이동과 확산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것을 가정한다. 인가하는 전류의 전

극진폭 ΔE를 ΔE<10mV로 가정하면, 분극과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식 (10)과 (11)

처럼 된다.

dE
dt
 = 

dE
di

di
dt
 = (Rct+

A

w
1/2 )Iwcoswt+ IAw

1/2
sinwt  ---------- (10)

Rct = 
RT
nF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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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0)의 우변 첫째 항은 계면전하 이동과전압, 두 번째 항은 확산과전압의 변

화를 나타낸다. Zf는 저항 R과 Cs의 직렬결합이고, 교류의 전류를 i=Isinwt로 하면 

위의 식에서 Rs, Cs, Zf는 다음과 같은 관계로 되어 Warburg 임피던스 Zw는 식 

(12)와 같다.

 Rs = Rct+
A

w
1/2

 Cs = 
1

A․w 1/2

 Zf = Rs+
1
jwCs

=Rct+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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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 = 
(1- j)A

w
1/2

 --------------------------------------------- (12)

따라서 Fig.2-36에 나타난 전체 임피던스 Z는 식 (13)과 같다.

Z = R Ω+
1

jwCd+
1

Rct+
(1- j)A

w 1/2

 ---------------------------- (13)

임피던스 측정에 의해 Z의 성분, 즉 Rct, Rs, Zw, A를 구하면 식 (11)과 (13)에 

의해 반응상수인 io, n, k, D 등을 알 수 있게된다. 예로, w → ∞인 경우, Zf 값으로

부터 Rct를 구하면 n, io, k를 알게 된다. 또한 Zw로부터 A를 구하면 n을 알 수 있

다.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Z(=R-jX)의 실수부 R과 허수부 X를 복수수 평면에 표시

한 것을 Cole-Cole plot이라 하고 Fig.2-37에 그 예를 나타냈다.

Fig.2-37에 도형처리하여 RΩ, Rct, Cd, A등을 구할 수 있고, 상수 io, k, n, D 등

을 알 수 있다. Faraday 임피던스의 성분 Rs, 1/w Cs를 w
-1/2

에 대해 도시하면 

Fig.2-38과 같이 직선관계가 얻어지고 이 직선에서 Zw가 얻어진다. Fig.2-39에 서

로 다른 반응과정에 대한 Faraday 임피던스의 관계곡선을 표시했다. 측정곡선법으

로는 이 외에도 Nyquist plot, Bode plot, Randles plot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Nyquist plot법을 많이 사용하며 Fig.2-40에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인 두 가지 형태로 

대별되는 전해질의 Nyquist plot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방법은 한 눈에 RΩ(전해질 

자체가 가지는 저항성분)과 Rp(전자전이반응에만 관계된 저항)를 알 수 있으며 C

(전기이중층에 연관된 값) 또한 계산에 의해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통 (b)

의 형태를 사용하며 저항의 측정방법은 동일하나 저주파수 역에서 45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의 특징을 나타내는 Warburg 임피던스가 관측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전류의 변화에 의한 전극표면에서의 농도변화가 느리고 질량이동

이 이 변화를 따르므로 전하의 전이를 방해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예측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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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6 Equivalent circuit of surface impedance.

Fig. 2-37 Cole - Cole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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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8 Relationship between 

impedance and w
1/2
.

Fig. 2-39 Relationship curve of faraday impedance as a function of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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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0 Equivalent circuit and Nyquist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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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Ni계 합금도금

합금도금은 단일도금과 같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1840년대에  

Cu-Zn(brass)도금이 발견되었다. 합금도금은 JECS(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저널에만 최근 5년 동안 3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학문적 관심이 증

대되고 있다. 이것은 단일 금속의 도금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물리적, 화학적, 자기

적 성질이 우수한 재질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가능한 합금조합의 수와 응

용이 광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74년 Faust의 Modern Electroplating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합금도금의 입자는 대개 미세하며 색조나 광택이 좋고 경도도 비

교적 높으며, 합금의 조성을 변화시키면서 색상을 여러 가지로 변경시킬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더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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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원계 합금도금의 미세조직은 용제합금의 미세조직과 동일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황동(Cu-Zn)합금의 경우, 용제합금에서 형성되는 상과 동일한 상이 도금된 합

금에서도 발견되었다. 또한 상경계도 용제합금과 거의 동일하다. Debye-Scherrer 

interference ring에서 황동의 α상은 격자 뒤틀림이 심하게 발생하여 용제합금보다 

경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β, γ 그리고 ε상은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g-Pb 합금의 경우, 용제합금에서는 입계에 Pb가 편석한 조대한 입계를 갖는 반

면, 도금합금은 Pb의 편석이 없는 미세한 입계를 갖는다. 한계확산전류 도를 사용

한 Cu-Ag, Cu-Pb, Cu-Ni 합금도금에서 과포화고용과 평형고용의 현상이 발견되었

다. 낮은 과전압에서는 과포화고용체 또는 평형고용체를 형성하며, 높은 과전압에서

는 연속적인 고용체의 2상 합금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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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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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dis = E
o
+ω+

RT
nF

lna  -------------------------------------- (1)

E
o
 : 표준전극전위

ω : 석출과전압

a  : 금속이온의 activity

식(1)54)을 보면 금속이온들의 석출전위 Edis는 표준전위 E
o
, 석출과전압 ω, 

activity a에 따라서 변한다. E
o
는 도금용액의 종류에 따라 일정하며 석출과전압도 

일반적으로 일정하다고 볼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 전류 도에 따라 변하는 것도 있

다. 금속이온의 activity는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으나 이 변화량은 다

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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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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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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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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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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다. 이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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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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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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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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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것은 산소의 발생 과전압이 염소의 발생 과전압보다 높기 때문이다. Fig.3-3

은 전해용액에서 최초 합금도금된 2원계 합금의 연대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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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55). 상구조는 열평형에 

관한 용제합금, 합금조성, 온도의 3자 관계에 의해서 변화하며, 합금상태도에서 상

구조는 1)기하학적인자(원자크기), 2)전기화학적인자(전기음성도차)에 지배된다. 합

금도금은 일반적으로 100℃이하에서 실시되며 흡착층이 적고, 전기화학반응에 관여

하는 적은 수의 촉매물질에 의한 구조생성물로 일반적인 열평형상태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예로, 면심입방구조를 가진 Ni-P 전기도금은 P의 고용도가 10wt%로 P의 

고용한계를 이탈한 준안정상이나, 열평형상태도에 따른 용제도금시 P의 고용도는 

0.001wt% P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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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Relation between cathodic polarization and limiting current 

density in alloy electrodepo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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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Cathodic polarization curve for solution containing Ag ion and Cu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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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Binary alloys which have been electrodeposited 

from aqueous solution prior to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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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2원계 합금도금

 1.도금에 사용되는 금속

니켈(Nickel, Ni)

니켈( 도, 8.90g/mL, 용융점, 1455℃, 비점, 2730℃)이란 명칭은 스웨덴어로 

"false copper"에서 유래된 원소로써 1751년 Cronstedt가 발견하 다. 순수한 니켈은 

단단하고, 전성(연성)과 인성이 좋다. 또 백색 자성체로 전기를 잘 통한다. 철과 니

켈, 코발트는 같은 주기에 속하며 공통되는 성질이 많다. 그러나 니켈은 철과는 달

리 대기 중에서 잘 부식되지 않는다. 니켈은 자황철광(pyrrhotite)이라고 알려진 니

켈을 함유한 황화철 광석으로부터 제련한다. 현재 생산되는 니켈이나 코발트는 대

부분 강과 같은 합금의 합금원소로써 쓰인다. 화폐(니켈-구리합금), 모넬메탈(니켈-

구리-철합금), 장갑차용 강철판(니켈강), 니켈-크롬강, 스테인레스강 등이 예이다. 

니켈은 크롬과 함께 자동차 산업 분야에 폭넓게 쓰이는 도금물질로써 전체 도금산

업의 60% 정도를 점유한다. 강이나 황동, 아연 위에 장식 및 부식방지용 코팅물질

로써 니켈에 성공적으로 대체되는 물질은 현재까지 없다. 니켈전주(electroforming)

로써 인쇄용 기판을 만들기도 한다. 니켈도금층의 물리적 성질은 도금욕의 구성이

나 도금조건을 조절하여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Watts"욕은 니켈도금에서 가

장 널리 사용된다. "Watts"욕은 염화니켈-황산니켈을 이용한다. 이외에도 응력이 낮

고 단단한 코팅층을 만들기 위해 플루오로붕산니켈이나 설파민산니켈을 이용하기도 

한다.

크롬(Chromium, Cr)

크롬( 도, 7.19g/mL, 용융점, 1890℃, 비점, 2480℃)은 몰리브덴이나 텅스텐처럼 

단단하고 취약성이 있는 금속이다. 이 금속은 1791년 Vauquelin이 발견하 으며 크

롬-철광석(chrome iron ore, FeO․Cr2O3) 안에 철과 함께 존재한다. 크롬은 강을 경

화시키거나, 스테인레스강을 만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재료의 첨가 합금원소로써 

대부분 사용된다. 크롬강, 니켈-크롬강, 스테인레스강(18% Cr), 그리고 크롬-바나듐

강 등이 그 예이다. 또 크롬산납(PbCrO4)은 황색 안료로 사용한다. 크롬도금층은 단

단하고 도가 높아 다른 금속보다 마찰계수가 매우 낮다. 또 내마모성이나 내부식

성이 우수하며 변색이 잘 되지 않는다. 경질크롬(hard chromium)은 인쇄원판,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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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형, 각종 샤프트 등의 표면에 도금하여 사용된다. 또 항공기엔진의 실린더나 

피스톤 핀에 도금하기도 한다. 다공성크롬(porous chromium)은 경질크롬도금된 표

면을 양극으로 하여 크롬산 용액에서 부식처리 한 것으로써 2차 세계대전 당시 피

스톤링과 실린더보어에 사용되었다. 장식용크롬(decorative chromium)도금은 광택

니켈도금 표면의 변색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늘리기 위한 코팅기법으로 널리 사용된

다. 구리/니켈/크롬 도금공정은 자동차부품의 표면코팅에 널리 사용된다. 대부분의 

크롬도금은 크롬산-황산, 또는 크롬산-불산욕으로써 한다.

철(Iron, Fe)

철( 도, 7.87g/mL, 용융점, 1539℃, 비점, 2740℃)은 고대로부터 알려졌던 7가지 

금속 원소 중의 하나로써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금속이다. 순수한 철은 부드럽고 연

하며, 자성을 띄는 은백색 금속으로써 인장강도가 매우 낮아 순철 자체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철은 코발트나 니켈과 물리적인 특성이 유사하다. 철로 만든 도구

는 B.C. 3000년 경 이집트에서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화합물은 

Fe2O3(hematite) 형태로써 대개 암석이나 흙속에 존재한다. 철은 철광석을 탄소로써 

환원하여 생산한다. 철은 알루미늄과 함께 지표에 다량 존재한다. 진흙과 돌이 붉은 

빛을 띠는 것은 철화합물, Fe2O3, 때문이다. 금빛이어서 종종 금과 혼동되는 황철광

(FeS2, fool's gold, Pyrite)은 광물에 다량 함유되어 있지만 철을 생산하기 위한 광

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철은 순수한 상태로는 적당한 용도가 없으나 탄소, 망간, 

니켈, 크롬, 바나듐 등과 같은 원소들을 합금원소로 첨가할 경우 물리적 성질과 기

계적 성질이 다양하게 변한다. 이렇게 합금화한 철을 강(steel)이라고 한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강은 탄소를 2% 이하로 고용하고 있는 철과 철-탄화물

(cementite, Fe3C)의 고용체(solid solution)이다. 인쇄원판은 니켈도금을 먼저 한 후

에 강성과 강도를 올리기 위해 철을 두껍게 도금한다. 또한 각종 부품의 부족한 치

수나 닳아서 모자라게 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철을 도금하기도 한다. 철은 산성 

염화물욕, 황산욕, 또는 플루오로붕산(붕불산)욕으로써 도금한다.

로듐(Rhodium, Rh)

팔라듐처럼 은백색이 나는 로듐( 도, 12.44g/mL, 용융점, 1966℃, 비점, 4500℃)

은 1803년 Wollaston이 발견하 다. 대부분의 백금족 원소들처럼 로듐도 구리나 니

켈광석으로부터 금속을 추출할 때 부산물로써 얻어진다. 1955년부터 로듐의 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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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법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 다. 로듐은 은에 비해 내마모성과 내식성이 

매우 뛰어나다. 로듐은 각종 탐조등의 반사판 코팅에 주로 사용된다. 반사율이 95%

인 은에 비해 로듐은 80% 정도이지만 변색이 잘 되지 않기(황화합물 등에 의해) 

때문에 오래 사용할수록 은보다 반사효율이 우수하다. 또 은보다 기계적인 성질이 

강인하기 때문에 전자부품의 접점과 같은 마멸부분에의 코팅에도 응용된다. 황산욕

과 인산욕이 사용된다.

백금(Platinum, Pt)

백금( 도, 21.45g/mL, 용융점, 1773.5℃, 비점, 4410℃)은 1735년 남아프리카의 

Ulloa에서 발견되었다. 소량의 iridium, osmium, ruthenium, rhodium 그리고 

palladium과 함께 존재하며 백색 금속으로써 인성, 연성 및 전성이 좋다. 화학적으

로 안정하기 때문에 응용범위가 다양하다. 화학장치산업, 장식용도의 귀금속도금이

나 전기접점부의 도금 등에 사용된다. 염화물이나 인산염이 함유된 욕에서 도금한

다. 아질산욕이나 알칼리욕도 가능하다.

구리(Copper, Cu)

구리( 도, 8.96g/mL, 용융점, 1083℃, 비점, 2600℃)는 붉은 빛이 도는 금속으로

써 라틴어 "island of Cyprus"로부터 유래되었다. 구리는 밝은 광택이 나며 연성

(ductile)과 가공성이 매우 좋으며 열과 전기를 잘 전도하여 은(silver) 다음가는 전

기전도체로 알려져 있다.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여 청동을 만드는 방법이 알려지게 

되자 각종 도구와 무기들이 석기에서 청동기로 대체되어 인류는 청동기 시대를 맞

게 되었다. 구리, 은, 그리고 금은 화학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으며 이들은 귀한 금

속(noble metal)으로 분류한다. 즉, 구리는 산화에 대한 저항이 크며, 따라서 자연에

서 순수한 금속의 형태로써 발견된다. 금이나 은에 비하면 구리는 대기 중에서 부

식이 잘 일어나는 편이지만 철이나 아연과 같은 다른 금속에 비하면 부식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 이 세 종류의 금속 중에서 구리는 전기 전도체로 널리 사용된다. 

흔히 발견되는 구리광석은 황화광(Cu2S, chalcocite)의 형태이다. 구리는 청동

(Cu-Sn)이나 황동(Cu-Zn)을 만들기 위한 합금원소로 많이 쓰인다. 또 지붕, 홈통

(gutter)과 같은 건축자재로도 사용되며, 동전, 총포류의 재료로도 사용된다. 구리는 

귀금속의 순도를 낮추는 데에도 사용된다. 예를 들면 12 캐럿 금의 구리함량은 50% 

이다. "Blue vitriol(담반)"으로 불리는 황산구리는 농업용 독극물을 조제하거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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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살조제(algicide)로써 널리 쓰인다. 구리도금은 매우 널리 사용되는 도금 중의 하

나이다. 아연 다이캐스팅은 표면에 먼저 구리로 도금하고 그 위에 니켈과 크롬을 

도금하여 사용한다. 또 침탄과 같은 표면열처리시 침탄을 막기 위한 부분도금의 용

도로도 구리도금을 한다. 각종 도금을 위한 하지도금, 인쇄기판용 전주

(electroforming), 복층 인쇄회로기판 제작 등에서 구리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

다. 구리는 시안화욕, 설파민산욕, 플루오로붕산욕, 황산욕 그리고 피로인산욕 등으

로써 도금한다.

금(Gold, Au)

금( 도, 19.32g/mL, 용융점, 1063℃, 비점, 2970℃)은 고대로부터 알려진 금속이

다. 금의 화학기호, Au는 반짝인다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aurum"에서 유래되었다. 

전 세계의 금 매장량은 한 변의 길이가 약 12미터인 입방체 정도로 추정된다. 금은 

모든 금속 중에서 가공성과 연성이 가장 우수하다. 특히 순 금은 매우 연하고 전기

를 잘 전도한다. 금은 순수한 금속으로써 발견되며 항상 수정과 황철광(pyrite)속에 

매장되어 있다. 금은 금광석을 시안화처리, 아말감처리, 그리고 용융처리하여 생산

한다. 순도를 높이려면 순도가 낮은 금을 전해 정련한다. 금은 금화, 장신구 등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는데 은(green gold), 구리(rose gold), 또는 니켈(white gold)

과 합금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순금은 24 캐럿으로 한다. 금의 표면은 매우 아름다

운 광채가 나며 공기, 물, 땀과 같은 일상적인 환경에 의해 아무런 향을 받지 않

는다. 금은 비교적 값이 싼 인조 귀금속의 표면을 도금하기 위한 용도로 널리 사용

된다. 이 경우 금도금층의 두께는 0.000002∼0.000005 인치 범위로 한다. 2차대전 중

에는 레이더 부속 장치의 표면에 약 0.001 인치 두께로 금도금을 하 었다. 금은 가

능한 한 저항이 낮아야 하는 전기, 전자부품의 표면에 도금하여 사용한다. 1950년 

초기까지는 금도금에 시안화욕이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중성욕이나 

산성욕을 더욱 많이 사용하며 전기, 전자 및 항공 우주산업 부문에 수요가 증가되

고 있다.

아연(Zinc, Zn)

아연( 도, 7.13g/mL, 용융점, 419.5℃, 비점, 906℃)은 청백색 금속으로써 상온에

서 매우 깨지기 쉽다. 아연은 1746년 Marggraf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전기를 잘 통

하고 섬아연광(sphalerite, ZnS)이라 부르는 황화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아연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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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배터리의 음극물질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주로 피도금체(주로 강)의 표면 부식

을 방지하기 위한 도금용도로 쓰인다. 아연도금은 몇 가지 방법으로 시행된다. 가장 

오래된 방법은 용융도금(hot dipping, hot galvanizing)법으로써 깨끗하게 처리된 피

도금체를 약 450℃에서 용융된 상태의 아연 욕 속에 넣었다가 꺼내어 처리한다. 아

연 분말을 용융시켜 분사하여 피도금체 표면에 도금하는 방법도 있다(금속 용사, 

metallizing). 전기도금은 가장 흔한 방법이다. 산화아연은 흰색 염료로 쓰인다. 아연 

전기도금은 산성 황산욕과 시안화욕을 사용하는 데 시안화욕의 경우 균일전착성이 

더욱 좋다.

카드뮴(Cadmium, Cd)

푸른빛이 도는 카드뮴 도, 8.65g/mL, 용융점, 320.9℃, 비점, 765℃)은 1817년 

Stromeyer에 의해 발견되었다. 자연상태에서는 황화광인 "greenockite"로써 아연과 

함께 존재한다. 카드뮴은 "earth"의 의미를 갖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다. 로우스팅

(roasting)법에 의해 산화물 형태로 제련한 후 탄소로써 금속으로 환원한다. 카드뮴

은 전기시설의 퓨즈, 자동 스프링쿨러 장치, 스팀보일러의 안전 플러그 등과 같은 

저 융점합금원소로써 널리 사용된다. 또한 마찰계수가 낮고 피로(fatigue)에 대한 저

항이 크기 때문에 베어링을 제조할 때에도 합금원소로 첨가된다. 정제된 황화카드

뮴은 노란색 안료로 사용된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식품과 접촉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철강재의 표면에 내부식성 피막을 형성시키기 위해 카드뮴 전기

도금법이 상용화되어 있다. 그러나 코팅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항공기에 조립되는 

작은 물체에 주로 적용한다. 대부분의 카드뮴 도금은 시안화욕을 사용하지만 플루

오로붕산욕도 가능하다.

주석(Tin, Sn)

주석( 도, 7.298g/mL, 용융점, 231.9℃, 비점, 2270℃)은 거울 면처럼 매끄러운 

은백색 금속으로써 오래 전부터 알려진 원소이다. 주석은 석석(錫石, cassiterite, 

SnO2)이라는 산화광의 형태로 발견된다. 주석은 합금원소로 매우 중요하게 첨가되

는데, 땜납, 활자, 저 융점 금속, 백랍(양은), 청동 등에 첨가된다. 통조림용 주석 깡

통(tin cans)으로도 잘 알려져 있을 것이다. 실제로 주석 깡통은 얇은 철판 표면에 

주석을 도금한 것으로써 철 표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주석을 용융한 용융 욕(molten bath) 속에 피 도금물체를 담그는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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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ping"법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전기도금법은 도금 두께를 보다 정 하게 조절

할 수 있고, 복잡한 형상의 물체도 무리 없이 도금할 수 있으므로 용융도금과 함께 

병용하고 있다. 철제 피스톤, 냉장고나 라디오 부품, 땜납용 납-주석 합금도금 등에 

전기도금이 쓰인다. 주석도금은 산성욕과 알칼리욕 모두 가능하나 주로 산성욕이 

사용된다. 또 주석은 납이나 니켈과의 합금도금 형태로 전자부품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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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i-W alloy

현행 내마모성 표면처리 방법중 가장 경제적이며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는 경질크롬도금을 들 수 있다. 경질크롬도금은 경도가 높고, 내산화성, 내식성, 미

관 등 여러 가지 특성이 우수하여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경제성 있는 도금재료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도금액의 주성분인 6가 크롬은 대표적인 공해물질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크롬도금액 자체의 개선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도금재료의 개발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크롬도금의 대체를 위한 습식도금으로 

Ni-W, Fe-W, Co-W 합금 등이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Ni-W 도금액은 1946년부

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오랫동안 연구개발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상당기간 큰 진전

을 보지 못하 다56). 그러나 최근 크롬도금의 공해문제 등으로 인해 재촉발된 텅스

텐 합금도금에 대한 관심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Ni-W 합금

도금을 일부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7). 전기도금에 의해 제작된 

비정질 또는 나노입계의 Ni-W 합금은 높은 경도, 우수한 내식성 및 열적특성을 나

타내며, Cr 도금 대용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Yamasaki58)는 Table 3-1의 

도금용액과 조건을 사용하여 Ni-W 합금도금을 하 으며, W의 농도는 NH4Cl의 농

도에 강하게 향을 받으며 20at% W이상에서 비정질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 다. 또한, 약 10nm의 입계크기를 가진 25at% W의 나노구조가 600℃에서 24시

간동안 열처리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 현상을 보인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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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Bath compositions and condition for Ni-W alloy 

plating.

Process Parameter Chemical content(mol/ℓ)

Ni sulphate 0.06

Critic acid 0.3-0.5

Sodium tungstate 0.14

Ammonium chloride 0.0-0.5

Sodium bromide 0.15

Temp. 80℃

pH 8.5-9.2

Current Density 5-20A/dm
2

Current Efficiency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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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Ni-Mo alloy

용융합금에서도 Mo를 첨가함으로써 기계적 성질 및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59). 25 wt% Mo를 포함하는 Ni-Mo합금은 HCl 용액과 같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내식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0). Hoppe

r61)는 황산니켈을 이용하여 Ni-Mo 합금도금을 하 으며, 이 때 Mo의 농도는 25%

로 저전류 도일수록 농도가 증가한다고 하 다. 최근에 5% Mo를 포함하는 합금도

금이 개발되었으며, 도금용액 및 조건은 Table 3-2와 같다. Chassain62)은 D.C와 

pulse에서 sodium molybdate, nickel sulphate, sodium citrate를 포함하는 도금용액

으로 pH 9.5의 조건으로 Ni-Mo 합금도금을 연구하 다.

  

Table 3-2 Bath compositions and condition for Ni-Mo alloy 

plating.

Process Parameter Chemical content(g/l)

Ni sulphate 300

Sodium chloride 28

Boric acid 40

Sodium molybdate 12.6

Sodium heptonate 200

Temp. 55℃

pH 3.5

Current Density 4A/dm
2

Current Efficiency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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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Ni-P alloy 

Ni-P 합금도금은 Brenner와 Riddel63)에 의해 무전해도금법으로 처음 행해졌으

며, 이 때 얻어진 합금조성은 8∼9% P를 함유하 고, Ni 단독 전해도금보다 경도가 

높고 내식성이 증가하고, 강판의 외관보호와 광택면에 우수하며 또한 400℃에서 열

처리시 경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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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P 함량의 경우 결정 구조를 가지나 15at% 이상의 고 P 함량의 경우 비정질을 

나타낸다65). 일반적으로 P 함량이 증가할수록 비정질 구조를 보여주는데 as-plated 

비정질 구조에서 결정질로의 천이가 얼마의 P 함량에서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알려

져 있지 않다. 대략적으로 11.6 < %P < 13.1의 구간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으

나 같은 조성이라도 제조 방법에 따라 약간씩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데

는 어려움이 있으며 비정질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Harris 등66)은 Ni-P 합금 피복시 phosphine(PH3)를 발견했으며 이 PH3 존재로 

Ni-P 합금도금반응의 간접적인 기구를 설명했다. Zeller 등67)도 간접기구와 도금욕 

내의 황산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또한 Ni-P 비정질 합금의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PRC 도금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연전성을 증

대시켜 급냉응고해서 만든 재료와 비슷한 합금을 얻었으며 Ni-P 전기도금 합금의 

취성은 동공에 의해 일어나나 전형적인 수소취성은 아닌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Holden 등68)은 Ni-P 합금 피복의 부식시험 결과 접촉저항을 낮추었으며 중성욕을 

사용하여 전류 도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 Ng 등69)은 빠른 유체흐름을 이

용한 Ni-P 합금도금에 대하여 연구하고 열처리시 NixPy의 중간생성물이 생겨난다

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Robbins 등70)은 Ni-P 전기도금합금의 귀금속 대체효과

에 대해 발표하 다. Ratzker 등71)은 직류와 펄스전류를 이용한 Ni-P 합금도금을 

수행하 고, P 함량이 증가할수록 부식에 대한 저항이 높아진다고 보고하 다. 또한 

Bonino 등72)은 Ni-P 전기합금도금시 사카린의 첨가가 도금층 내의 P 함량을 조절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Fig.3-4는 용제합금에 대한 Ni-P의 상태도이다.

Ni-P 합금 도금시 일어나는 중요한 전기화학반응은 다음과 같다.

Ni
2+
 + 2e

-
 = Ni                   E

o
 = -0.257 -------------------- (1)

H3PO3 + 3H
+
 + 3e

-
 = P + H2O    E

o
 = -0.45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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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 2e

-
 = H2                    E

o
 = -0.000 -------------------- (3)

또한, 일반적으로 전기도금반응은 물질전달과 전기화학반응을 포함하는 비균질 

반응이다. 회전원판계에서의 물질유속은 대류확산 방정식으로부터 식(4)와 같은 

Levich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JL = 0.62D
2/3
ν
-1/6
ω
1/2
Cb = kLCb ---------------------------------- (4)

여기서 JL는 이온의 물질플럭스(mol/cm
2
sec), D는 이온의 확산계수(cm

2
/sec), ν

는 용액의 동점도(cm
2
/sec), ω는 원판의 각속도(rad/sec), kL(=0.62D

2/3
ν
-1/6
ω
1/2
)는 

대류 확산의 물질전달속도상수이다. 또한, 전기장에 의한 금속 이온의 물질유속은 

식(5)와 같다.

Je = ziμiFCi∇φ ---------------------------------------------- (5)

여기에서 zi는 이온의 전하, Ci는 이온의 농도, μi는 이동도, ∇φ는 전위차, F는 

Faraday 상수, Je는 전기장에 의한 물질유속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론적인 총 물질

전달의 속도상수는 대류확산성분과 전기장에 의한 성분의 합인

 

kT = kL + kE =0.62D
2/3
ν
-1/6
ω
1/2
 + ziμiF∇φ ----------------------- (6)

  kL : 확산에 의한 물질전달 속도상수

  kE : 전기장에 의한 물질전달 속도상수

로 나타낼 수 있다. 전기도금에서 석출이온의 실험적인 겉보기 물질전달속도는 

다음과 같이 식(8)로 쓸 수 있다. 

J = 
1
A
dm
dt
 = -

V
A

dCb
dt
= kT․(Cb-Cs)  -------------------- (7)

-
dCb
dt
 = 

A
V
kT․(Cb-Cs)  ---------------------------------- (8)

여기에서 m은 석출량(mol), V는 도금액의 부피(cm
3
), A는 음극의 기하학적 면적

(cm
2
), Cb는 내부용액의 이온농도(mol/cm

3
), Cs는 음극표면에서의 이온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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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cm
3
)이다. 

반면 음극표면에서의 전기화학반응속도는

v- = -
dCs
dt
 = 

A
V
k-․C

n
s = 

A
V
kc e

-βniηF/RT․Cns  --------------- (9)

로 쓸 수 있다. 여기서 k-(=kc․ e
-βniηF/RT)는 전기화학반응 속도상수, kc는 화학

반응 속도상수, β는 대칭인자, ni는 반응에 참여하는 이동 전자수, η는 과전압, n은 

반응차수, R은 기체상수이다.

따라서, 정상상태 하에서는 

k․C
n
s= kT․(Cb-Cs)  ------------------------------------------ (10)

이다. 이때 Cs는 Cb의 항으로 표시하고 1차반응속도, 즉 n=1로 가정하면,

Cs = CbkT/(k-+kT)  -------------------------------------- (11)

로 나타낼 수 있고, 식(11)을 식(8)에 대입하면,

-
dCb
dt
 = 

A
V
(
k-․kT
k-+kT

)․Cb  -------------------------------- (12)

로 나타내어지고, 식(6)과 식(12)에서 k-를 구한 후, 이를 식(11)에 적용, Cs를 구

할 수 있고, 이 Cs 값으로부터 반응속도를 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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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Phase diagram for Ni-P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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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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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은 Ni-P 및 Ni-B alloy의 조성 및 물리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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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I73)는 기존 Ni-P 일렉트로슬리브의 강자성으로 인한 ECT 적용 불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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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사용하 으며, 그 외 변수인 온도, 첨가제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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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Ni-Mn alloy

S(sulfur)를 포함하는 Ni 도금층은 200℃이상에서 열처리되면 입계에 융점이 낮

은 황화물이 형성됨으로써 취성이 증가한다. 전기도금에서 S는 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금액에 첨가되는 유기물으로부터 공석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황화취

성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Mn이 첨가된다. 유해 원소 S에 대한 중성화

는 Fe, Co등에 의해서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Mn의 첨가는 유일한 S 제거 첨가 원

소이나, Fe, Co처럼 Ni에 쉽게 공석되지 않는다. 전류 도가 증가할수록 Mn 공석량

이 증가하며, Mn 공석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가한다. 응력감소제를 첨가하지 않

을 경우 매우 높은 잔류인장응력을 나타내나, saccharine과 같은 응력감소제를 첨가

하면 압축응력을 갖는 도금층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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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를 포함하는 Ni 도금층은 200℃이상에서 

취성이 발생하나 개발된 도금층에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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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Ni-Co alloy

광석에 Ni과 Co 함께 들어 있으므로 제련시 순수 Ni, Co의 추출은 곤란하다. 따

라서 Ni 도금시 최소의 Co함량(0.1%이하)이 내포하게 된다. 400Hv 이상의 경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30%이상의 Co를 첨가하여야 하나, Co 첨가량의 증가는 강도, 

경도, 내부응력을 증가시키며,  취성 및 피팅을 증가시킨다. 레벨링효과는 없으며, 

내부식성은 순수 Ni보다 좋지 않다. 1968년 광부들의 strike로 Ni 대용으로 Co를 

50%까지 첨가하게 되었다.

초기의 광택니켈도금용액은 Co,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원소를 포함하 다. 그러

나,  현재의 광택니켈도금용액은 단지 유기물 첨가제만을 포함한다. Ni 도금 자체에 

비하여 Ni-Co 합금도금은 높은 경도와 강도를 나타내며, 유기물 첨가제 사용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황화 취성을 예방한다. 그러나, Co 원소 첨가로 내부응력이 인장

응력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며, 인장응력은 Co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게된다. 

Co 함량과 도금층 특성은 도금용액온도와 전류 도에 의존하며, 30wt%Co에서 최

고 경도를 나타낸다. 

원자력환경에서는 Co 원소가 중성자에 조사되면 Co 60과 Co 58로 방사화되어 

방사선량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기보수기간에 1차계통의 설비나 부품을 보

수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접근하면 방사능 피폭량이 증가하게 되어 작업능률이 감소

하고 작업자의 건강을 해치게된다. 따라서, 원전 선진국에서는 Co 유입을 근원적으

로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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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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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상도금이론으로

는 1960년대 Dahms 등74)75)이 주장한 도금 표면 상의 pH가 전극 위에 우선적으로 

흡수되어 Ni의 전착을 방해하는 ferric hydroxide(Fe(OH)3)를 형성시키기에 충분히 

높을 때 이상현상을 나타낸다고 하는 이론이다. Hessami 등76)은 도금 용액에서 

metal hydrolysis 반응은 매우 중요하며, 전착층의 조성과 부분전류 도 거동 등의 

정량적인 예측을 가능케 하는 수학적 모델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Romankiw77)

는 최근 모델에서 극히 낮은 ferric 이온의 용해도라도 고농도의 hydroxide를 생산

할 수 있다고 하 다. Federic 등78)은 Ni 전착을 방해하는 hydroxide 석출을 유발시

키는 ferric 이온의 존재와 관련하여 설명하 다. Matlsoz79)는 Ni, Fe의 환원속도 

결정에 있어서 금속이온의 경쟁적인 흡수가 중요하다고 하 다. 게다가 가장 중요

한 기술적, 경제적 도금조건을 얻는 문제점 중 하나는 Fe의 산화와 hydroxide 석출

로 인한 전해질의 불안정성이라고 하 다. 

최근에는 펄스(pulse) 및 PR(periodic reverse) 도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

고 있다. DC와 비교해서 펄스를 사용한 도금에서는 pulse current density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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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current density ir, pulse time period Tp, relaxation time period Tr이 유용

한 공정변수가 된다. Grimmett는 PR 도금에서 통전시간(Tp)이 증가할수록 Ni-Fe의 

이상성이 감소하며, 붕산을 첨가하 을 때 레벨링 특성이 증가한다고 하 다. Yin은 

통전시간(Tp)이 증가할수록 전류효율이 증가하며, Tp 증가에 따른 온도의 향에서 

Fe 공석량이 55℃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25℃에서는 감소한다고 하 다. 

Nakamura80)는 전류효율은 pH와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Fe 공석량은 온도증

가에 따라 감소하며, 내부응력은 Fe 공석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고 하 다. 아래

의 Table 3-4는 황산니켈욕의 조성과 도금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Fig.3-5는 용제합

금에 대한 Ni-Fe 상태도이다.

Table 3-4 Bath compositions and condition for Ni-Fe alloy 

plating.

Process Parameter Chemical content(g/ℓ)

Ni Sulfate 75∼370

Ni Chloride 40∼220

Boric Acid 40∼55

Fe Sulfate 5∼20

Complexant Optimum

Brightener Optimum

pH 2.8∼4

Temp. 55∼70℃

Current Density 2-10A/d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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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Phase diagram for Ni-Fe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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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Ni-Cu alloy

Ni-Cu alloy는 70%Ni을 포함하는 상용의 모넬합금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특

히 염소분위기에서 우수한 내부식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Ni-Cu 합금도금은 장식목

적 및 내식성으로 인하여 그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Ni과 Cu를 공석시키기 위해서

는 Ni(II)와 Cu(II)의 환원전위차로 인해 trisodium citrate, 암모니아와 같은 착화제

를 첨가하여야 한다.

Chassain81)은 Ni-Cu 합금도금층의 morphology, 결정구조, 내부응력, 경도, 내식

성과 같은 재료특성과 Ni-Cu 합금도금의 속도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DC 와 Pulse를 사용하 다. Ni 공급원으로 Ni sulphate, Cu 공급원으로 Cu 

sulphate를 사용하 으며, 도금용액으로 pH 9의 염화욕을 사용하 다. DC를 이용하

여 얻은 도금층에 비하여 Pulse를 이용하여 얻은 도금층에서 우수한 내부식성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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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3원계 합금도금

 

 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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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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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P 및 Ni-Fe 합금도금은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나 이의 3원계 도금인 

Ni-Fe-P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에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Ni-Fe-P 도금층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82). Sridharan83)은 Ni-Fe는 이상도금 현

상을 보이나, 이에 P를 첨가하면 hypophosphite의 형성에 의하여 Fe 공석이 억제되

고 Ni 부분전류 도가 증가하여 Fe의 이상성이 사라진다고 하 다. 합금조성은 용

액조성 및 전류 도에 의하여 변화하나, P의 함량은 전류 도에 향을 받지 않는

다고 하 다. Pushpavanam84)은 황산니켈용액을 사용하여 도금을 수행하 으며 용

액조성과 도금조건은 Table 3-5와 같다. Hypophosphite 함량이 증가하면 P의 함량

은 증가하나 Fe 함량은 감소한다고 하 으며, 전류 도가 증가하면 Ni 함량은 감소

하고 Fe 함량은 증가하나 P 함량은 일정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Fe 공석량이 

증가하면 고용경화에 의해 경도가 증가하며, 전류효율은 40∼70%인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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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Bath compositions and condition for Ni-Fe-P alloy 

plating.

Process Parameter Chemical content(g/ℓ)

Ni Sulfate 50∼150

Ni Chloride 50∼75

Hypophosphite 10∼40

Fe Sulfate 5∼25

Sodium Acetate 10

Saccharin 5∼20

pH 2

Temp. 30∼60℃

Current Density 2A/d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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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i-Cr-P alloy

Ni-Cr-P 3원계 합금은 304스테인리스강이나 Hastelloy 보다 내식성이 크다고 보

고되고 있다. Lin과 Ho85)는 비정질의 Ni-Cr-P 합금도금을 염화욕에서 행하 으며 

도금 온도의 증가가 도금층 내의 Cr 함량을 감소시키며  또한 열처리에 의해 고용

체를 형성한다고 보고했다. Bindlish 등86)은 Ni-Cr-P 합금도금에 있어서 유기 및 

무기물의 첨가에 따라 Cr 함량을 높이고 피복 표면의 morphology를 개선하 으며, 

Khorkov 등87)은 Ni-Cr-P 합금도금의 3%HNO3에 대한 부식저항성이 Ni-P 합금도

금에 비하여 6배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Ni-Cr-P 합금도금은 내식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도금액이 불안정하다. 이에 대한 연구

로써 Faxel과 White88)는 HPIC 분석을 통하여 도금액 중 Cr
3+
의 감소로부터 도금액

의 질이 저하된다고 했으며, Popv 등89)은 이와 같은 Cr
3+
의 감소는 Cr(III)-cirate 

complex 형성에 의한 것이고, 시간에 따른 도금액의 pH 감소는 Cr(III)-cirate 

complex 형성과 Cr(III)의 가수분해 반응에 의한 것이며, Ni-Cr-P 합금도금에 대한 

새로운 도금액 조성을 발표하 다. Son 등90)은 공업적 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도금반응의 속도론적 연구를 수행하 다. 이하는 그의 연구의 요약이다.

원판회전속도 : 원판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금층 내의 Ni 함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Cr 함량은 급격히 증가하 다. 이와 같은 원판회전속도에 따른 도금속도

변화를 Brenner91)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원판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음극계

면 근처에서 확산층 두께의 감소로 인해 두 성분의 확산층 내의 농도비가 변화하여 

내부도금액에서의 농도비와는 다른 값을 갖고, 이 때 음극계면 근처에서의 농도가 

높아 도금될 수 있는 확률이 큰 성분이 원판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금이 잘된

다고 하 다. 

온도 : 도금액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Ni 함량은 증가하 으며, Cr 함량은 급격

히 감소하 다. Ni과 P에 대한 활성화에너지는 8℃와 45℃사이에서 각각 약 

12.1kcal/mol과 9.6kcal/mol이었으며, Cr은 8℃와 25℃사이에서 5.4kcal/mol을 나타냈

다. 따라서, Ni의 도금반응은 혼합율속이나 全반응에 대한 전기화학반응의 향이 

큰 것으로, Cr의 도금반응은 물질전달의 향이 매우 크고, P의 도금반응은 물질전

달과 전기화학반응이 모두 全반응을 율속하는 혼합율속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용액의 pH : 도금액의 pH가 감소함에 따라 Ni 함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Cr과 P 

함량은 감소하 다. 도금액의 pH 감소에 따른 Cr(III) 감소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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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Ni-Cr-Fe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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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Cr의 3원계 용융합금은 내식성이 우수하여 화학공장 등의 가혹한 부식환경

에 적합한 재료이다. 전기도금을 이용한 이와 같은 3원계 합금도금은 경제적으로 매우 

유용하므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Ni-Fe-Cr 3원계 합금도금이 행해져왔으나 수소발

생과 내부응력으로 인한 도금 질 저하의 단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표준환원전위를 

보면 수소 방전은 열역학적으로 다른 금속원소에 비하여 쉽게 일어난다. 전류효율은 

수소방전에 의하여 50%이하로 매우 낮으며, 방전된 수소에 의하여 음극부근의 pH가 

증가하며 수산화물이 형성된다.

Ni-Cr-Fe의 3원계 도금에서의 또 다른 문제점은 Fig.3-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

이 도금욕 중에 Cr 량을 증가시키더라도 Cr이 전혀 공석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92). 

도금층의 Ni, Fe, Cr의 함량 제어가 온도와 전류 도에 매우 민감하며, 원소공급원 

중 염소이온을 함유하여 내식성을 약화시킨다. 전류효율이 5-20% 정도로 매우 낮

으며,  도금속도도 6-30㎛/h로 매우 낮다. 도금표면은 다량의 표면기공이 존재하며, 

네트웍의 미소 균열이 형성되어 취성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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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A graph illustrating composition of ternary Ni-Fe-Cr 

alloys produced in bath contain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hro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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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기도금기술의 응용

전기도금을 이용한  터빈류의 내식성  향상기술 개발93) 

전기도금기술을 이용하여 내산화성이나 고온내식성이 요구되는 부품의 내구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국의 Praxair Surface Technologies Ltd.에 의해서 시

도되고 있다. 이 기술이 주로 사용될 수 있는 응용분야로는 가스터빈 산업체가 될 

것이며 터빈 블레이드의 코팅, 연소기의 프레임 캔 그리고 노즐 베인 가이드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을 대충 살펴보면 크롬-알루미늄-이트리움의 합금 코팅을 

니켈 전해조의 염욕조내에서 만들어 내는 것인데 염욕조내에는 크롬-알루미늄-이트

리움 분말이 섞여 있어서 니켈과 함께 원하는 부위를 제어된 상태로 코팅할 수 있

다. 그 후 이 도금층을 진공상태 내에서 통상 1000℃의 온도에서 2시간 정도 열처

리를 해주면 합금층이 형성되게 된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현재 알려져 있는 대부

분의 니켈합금을 기본으로 하는 크롬-알루미늄-이트리움 합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코팅기술이 Thermal Spray Coating과 같은 열공정에 비해서 우수한 점은 표

면의 조도가 열공정에 의한 것보다도 좋고 블레이드의 표면과 같은 기판에 열응력

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기판과 코팅층 사이에 접착성능이 더욱 좋다는 것

이다. 또한 아무리 복잡한 모양을 가지는 부품이라도 균일한 두께로 코팅이 가능하

며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대단히 좋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기도금을 이용한  합금  도금공정94) 

철과 아연을 전기도금한 Bake-hardenable steel판이 미국 U. S. Steel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새로운 공정에 의해서 제조된 이 철-아연의 합금층은 코팅을 하지 않

은 합금에 비해서 표면의 경도가 약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도금

철판은 현재 미국 크라이슬러 자동차회사에서 자동차의 표면에 찍힘을 방지하기 위

한 소재로 채택되어서 사용 중에 있다. U. S. Steel은 몇 년간 보통철판에 전기도금

을 하여 소재를 생산해 왔으나 Bake-hardenable steel에 전기도금층을 만드는 공정

을 시도하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Bake-hardenable steel의 화학적 성분은 도금층과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수정을 가하 다. 전기도금을 사용하여 도금층을 형성하면 일반적인 Hot dip 

coating방법에 비해서 접착력이 우수한 도금층을 제조할 수가 있으며, 형성된 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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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균일하며 부드러워 도장작업 후 더욱 미려한 표면을 만들 수 있다.  

電氣 鍍金으로  酸化亞鉛膜  製作  成功95)

오사카시립공업연구소(소장 富永 嘉男씨)는 전기도금으로 간단히 산화아연막을 

제작하는 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확립했다. 산화아연막은 울쓰광형 구조를 갖는 

화합물 반도체로서 광학적 투명성, 도전성, 발광성 등에 뛰어난 특성을 갖고 있음으

로서 실용화 제작 기술 개발이 각 방면에서 서둘러지고 있었다. 코스트적으로도 수

용액 전해라고 하는 웨트프로세스로 값싼 산화아연막의 양산화가 가능함으로써 일

렉트로닉스나 화학 공업 분야에서의 폭넓은 보급이 기대된다. 

전기도금과 공업적으로 불리는 수용액 전해법은 현재 프린트 배선판의 제조, 자

성막이나 저항막 등의 전자 부품으로의 응용 등 많은 공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

다. 수용액 전해를 사용한 산화물막 제작에서는 국내외에서 이제까지 지르코니아, 

탈륨 산화물, 페라이트 등의 연구보고는 있었으나 산화아연막은 처음이다. 현재 산

화아연막은 스퍼터링법, CVD법, MBE법 등의 드라이 프로세스에 의해 기판상에 성

막하는 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드라이 프로세스는 진공 배기 설비, 가

스 주입 장치, 기판 가열 장치, 고주파 전원 등이 필요하여 전체적인 설비가 대형으

로 될 뿐만 아니라, 기판의 면적이 제한된다. 성막 속도는 매우 느리며, 또한 조성

이나 막 두께를 제어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복잡 형상 기판으로의 균일된 박막 

형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최대의 결점은 높은 코스트여서 실용화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용액 전해법은 ① 막의 두께나 표면 형태가 제어하기 쉽다. ② 복잡 

형상이라도 균일한 두께의 막을 얻기 쉽다. ③ 성막 속도가 빠르다. ④ 설비가 소규

모이며 값이 싸다. 등의 이점이 있다. 또한, 도금 재료의 아연이 저렴하여 제작하는 

산화 아연막의 제조 코스트는 양산화시 대폭 인하가 가능하다. 

그러면 전기 도금에 의한 산화아연막의 제작 방법이란 어떠한 것일까? 기본적으

로는 현재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 니켈이나 동의 전기 도금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다. 다만 다른 점은 전해파가 아연 이온과 초산 이온을 함유하는 수용액이라는 점

에 있다. 특히 이 방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초산 이온으로써 아연 이온을 함

유하더라도 초산 이온을 함유하지 않는 수용액으로부터는 산화아연막을 형성할 수 

없다. 

산화아연막의 제작에는 통상의 전해법이 어느 것이라도 사용되나, 음극에는 

NESA Glass 등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며, 양극에는 아연판을 사용한다. 전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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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 이온과 초산 이온이 각각 0.1몰 정도 포함된 수용액으로 액체 온도는 62℃ 정

도가 바람직하다. 수소 이온 농도(pH)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전해액 중에 침전이 생

성되어 산화아연막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나, 적당한 것은 pH 5.2이다. 음극 

전위는 -0.7 - 1.6V 정도의 넓은 전위 범위에서 제작된다. 이 조건에서 얻어진 산화

막은 구조, 금제 대폭 모두 다른 방법으로 제작한 것과 거의 같다. 

이 수용액 전해에 의한 산화아연막은 전위차를 변환함으로써 석출(성막) 속도를 

변환할 수가 있다. 음극 전위가 낮게 될수록 즉, 음극 전류 도가 커질수록 산화아

연막의 석출 속도는 빠르게 된다. 실제의 성막 속도로 본다면 음극 전위가 -1.2V에

서는 매시 20-30미크론, -0.8V에서는 0.3미크론으로 되어 현재 상황으로는 실용화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스퍼터링법에 의해 단시간으로 성막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전위를 변환함으로써 전도성을 제어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의 하나이다. 전위를 높이

면 전기 저항이 올라가며, 반대로 전위가 내려가면 전기 전도성이 좋게 되어 절연

체 정도의 고저항으로부터 도전 재료에 가까운 저저항까지 간단히 변환할 수가 있

다. 예를 들면 투명도전막으로써 제작하는 경우에는 저항이 낮은 막으로 발광 소자

나 절연막으로서는 고저항의 막이 이용된다. 

스퍼터링법에서는 막의 저항 등의 성질을 조정하기 위해 도핑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수용액 전해법으로도 도핑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전기 도금으로 제작된 산화

아연막은 성막 속도가 빠르며 광학적 투명성도 뛰어나며 전기 저항도 전해 조건으

로 제어하기도 쉽다. 때문에 투명도전막, 광 도파로, 가스 및 습도 검지용 센서, 표

면 탄성파 소자, 발광 소자, 각종 음향 소자, 박막 바리스타, 액정 필터, 광 촉매 등

으로의 응용이 기대된다. 개발을 담당했던 伊崎 昌伸 연구 주임은 "산화아연막의 공

업화 메리트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 등 응용 전개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무전해 도금법에 의한 제작에도 착수해 나가고 싶다."라 하고있다.

네오짐  본드자석의  도금기술 개발96) 

일본 스미도모특수금속은 PC용 소형 모터 등에 사용하는 네오짐 본드자석의 도

금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본드자석은 수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금속도금

이 어려웠었으나, 니켈도금과 자석 사이에 얇은 막을 끼우는 방법으로 난점을 해결

했다. 기존 제품보다도 강도가 2배 이상, 치수 정도는 3배이다. 이 회사는 고속회전

모터용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 98년에 양산라인을 건설하 다. 자석

분말을 수지로 결합한 본드자석은 높은 정 도로 박형으로 가공되며, 자력도 강하

므로 정보기기용 모터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자석분말이 산화하기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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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수지로 표면도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기메이커 등은 도장보다 세척

하기 쉬우며, 녹슬지 않는 도금제품을 구하고 있었다. 본드자석은 도전성이 적은 수

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전기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스미도모특수금속

은 자석표면에 니켈이나 철, 동 등의 도전성 재료를 두께 2㎛이하로 균일하게 도포

한 다음, 니켈로 도금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올해 안에 수천만 엔을 투자, 국내에 

양산라인을 신설, 월생산 약 400만개의 본드자석 중, 150만∼250만 개를 도금제로 

한다. 

일본 프레텍, 신  알루미늄 도금기술  개발97) 

  日本프레텍(도치기현)은 알루미늄 합금의 내마모성과 내열성을 향상시키는 새

로운 기능을 가진 도금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철과 크롬의 합금을 전기도금해 합금

표면을 개질하는 기술이다. 알루미늄의 경량 및 열전도성 등의 특성에 내마모성과 

내열성이 추가됨으로써 자동차 및 2륜차의 접동부분(摺動部分) 등의 부품에 대한 

신규 채용이 예상된다. 

신기술은 모재인 알루미늄 합금에 철과 8%의 크롬을 함유한 합금을 도금한다. 

도금피막의 두께는 20마이크로미터로 비커스 경도는 약 1,200이며, 소입강보다 단단

하고 마모에 강하다. 3가 크롬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도 고려됐다. 열처리에 의한 

표면경화 과정에서 도금표면에 약 3마이크로미터 폭의 갑골 형상의 홈이 형성되어 

내열성이 향상된다. 홈의 형성으로 방열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홈의 신축으로 열에 

의한 표면에서의 철과 크롬의 팽창을 흡수하기 때문에 모재와 피막에 변형 등의 문

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홈은 유도(油道)의 역할도 한다. 한편 열처리에 의한 알루미

늄 합금과 도금층의 경계가 확산되는 작용으로 철 및 크롬과 알루미늄합금이 원자 

레벨에서 결합하여 도금층이 쉽게 박리되지 않는다. 

2륜차의 브레이크 디스크에 채용한 경우 통상의 스테인리스 합금제에 비해 무게

는 약 절반, 열전도성은 4배로 향상된다. 이미 2륜차의 국제 레이스에서는 일부의 

일본 내 2륜차 회사가 동 기술을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제의 브레이크 디스크를 채

용하고 있다.  

자동차  연료탱크를  위한  알루미늄 도금강판  개발98) 

신일본제철은 도요다자동차 연료탱크용의 신 알루미늄 도금강판과 이것을 사용

한 연료탱크의 생산기술을 개발하 다고 발표했다. 도요다는 97년 4월 이후 연료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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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순차로 이 재료로 전환, 최종적으로 전차종에 실시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연료탱크는 납-주석 합금 도금이기 때문에 폐차 휴렛더 더스트 중의 납이 지구 환

경에 악 향을 미쳐왔다. 이 기업는 알루미늄 도금강판의 프레스 성형성이나 용접

성을 개선해 납-주석 도금 강판으로부터의 전환을 가능케 한 것으로 신일본제철은 

다른 자동차 업체에게도 채택을 권장하고 있다. 

자동차의 연료탱크는 현재, 내외면의 부식방지를 위해 납-주석 합금 도금 강판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종래의 알루미늄 도금 강판이 납-주석 도금 강판 이상의 뛰

어난 부식방지 성능을 나타내기는 하나 도금 때에 생성하는 알루미늄-철 합금층의 

프레스 성형성을 악화시킨다든지, 산화 피막이 용접성을 저하시키는 등의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일본제철은 재료의 개발 개선으로 프레스 성형성을 향

상시킨 다음, 용접성에 뛰어난 표면 처리를 개발, 도요다가 이에 대응한 프레스형 

개발, 용접기술 개발을 하여 신 알루미늄 도금 강판의 실용화에 이르 다. 가격은 

납-주석 도금 강판에 비해 약간 고가이다. 자동차에 관한 납의 사용량 삭감에 대해

서는, 96년 10월의 산업구조심의회(산구심)의 폐자동차 처리 재자원화 소위원회에서 

"신형차의 납 사용량(밧데리 제거)을 2000년 말까지 현재의 약 1/2 이하, 2005년 말

까지 약 1/3 이하로 한다."는 것이 답변이다. 자동차 업체는 라디에터, 히터 코어에 

대해서는 납사용으로부터의 전환을 거의 끝내고 있어, 연료 탱크의 전환으로 산구

심의 목표치를 앞당겨 달성하는 것으로 된다. 

Ni-W합금  도금제를  사용, Ni-Cr 도금의  경도  내식성을  상회하는  표면처리기술  

개발99) 

 금속표면 처리가공 업체인 프로토닉스 연구소(大阪市, 湯川晃宏사장)는 니켈 텅

스텐 합금을 도금제로 사용한, 금속 표면처리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합금중의 

텅스텐 함유비율을 종래의 3∼5%에서 40%이상으로 높여, 크롬 도금보다 경도가 굳

고, 내부식성은 스테인레스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 플랜트 부품 등의 표면처리 가공

으로 초년도에 1억엔, 99년도엔 5억엔의 수주를 예상하고 있다. 

신개발기술의 명칭은 [타후텍트]이다. 프로토닉스 연구소에 의하면, 피막두께 40

마이크론, 600℃의 조건에서 빅카스경도가 1300전후로, 크롬도금을 크게 웃돈다고 

한다. 도금가공은 통상, 경도를 올리면 구부릴 때 균열이 생기기 쉬우나, 타후텍트

에서는 전연성(展延性)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상처만이 아니라 균열도 막을 수 있다

고 한다. 농도 50∼100%유산이나 염산, 불산등에 20∼40일간 침적시키더라도, 금속 

용출량이 1㎠당 1∼2mg정도에 불과해, 산과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부식에의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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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테인레스를 웃돈다. 

프로토닉스 연구소는 "높은 경도나 내부식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종래의 크롬 

도금을 대체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어, 머지않아 금형이나 화학플랜트, 항공우

주산업, 반도체 관련 등의 표면처리가공을 위한 수주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프

로토닉스 연구소는 금속처리 가공을 하는 일본 프로톤(오오사카시)의 연구개발부문

을 94년, 별도 회사화하여 설립했다. 내부식성 등이 높은 특수 표면처리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수 합금도금  처리기술  개발100) 

고베제강소는 스테인리스, 티타늄, 알루미늄 등 각종 금속제품에 뛰어난 항균

성․곰팡이 방지성․방조성을 부여할 수 있는 특수 합금도금 처리기술 'KENI 

FINE'을 개발, 얼마전 판매활동을 개시했다. 이 회사는 이미 식품관련 시설 등에서 

실기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항균기능의 지속성을 확인했으며, 그 에도 인

체에 대한 안전성 확인 및 가공공정에서의 프레스 성형성․용접성 등에 관해서도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당 처리기술의 본격적인 실용화를 결정했다. 이 회사

는 앞으로 의료 및 식품, 위생관련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 'KENI FINE'의 시장

개척 및 판매를 행하는 동시에 다른 소재 메이커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관해서도 적

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감염증이나 식중독 등의 유행에 따라 항균기

능을 부여한 각종 재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다양한 항균재료가 제

품화됐다. 그러나 항균작용을 갖춘 은이나 동 등을 표면에 도포한 종래의 항균처리

에서는 세균의 사멸까지 24∼48시간 정도 필요하며, 산화티타늄 분말을 도포하여 

광촉매 작용을 이용하는 종래법은 빛이 비추지 않는 장소에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

하지 못하는 등 사용범위가 한정됐다. 이 때문에 이 회사는 독자적으로 항균기술의 

개발을 추진해온 결과, 항균기능을 가진 니켈에 복수의 미량원소를 첨가함으로써 

니켈 단품에 비해 100배 이상의 항균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든 동시에 금속 알

레르기 등의 원인이 되는 니켈 자체의 용출량도 무해한 수준까지 억제하는데 성공

했다. 'KENI FINE'은 대상금속의 표면에 형성된 항균층에서 항균작용을 가진 이온

이 용출되어 대기중의 세균을 사멸시키는 메커니즘이며, 그와 같은 뛰어난 항균기

능 이외에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획기적인 표면처리 기술이다. 'KENI FINE'의 장

점은 다음과 같다. 

 (1) 항균성 

   ․종래의 항균처리재보다도 10배 이상의 속도로 세균을 거의 100% 사멸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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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속효성이 매우 뛰어난 항균효과를 갖고 있다(KFNI FINE 처리재 : 

2∼4시간 정도, 종래 항균 처리재 : 24∼48시간 정도).

   ․속효성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기능의 지속성도 겸비했다. 

   ․(광촉매 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100%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2) 곰팡이 방지성, 방조성(防藻性) 

    ․종래의 항균 처리재에서는 각종 '곰팡이'의 발생 및 크로레라 등의 단세포 

      藻類의 생육을 거의 제로로 억제할 수 있다. 

    ․藻의 부착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양으로 하는 대형 조류나 

      그것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부착 억제에도 유효하다. 

(3) 성형성, 용접성 

    ․'KENI FINE'로 프레코트한 각종 금속재료는 후공정에서의 프레스 가공 

및 용접이 가능하다.

    ․가공부 및 용접부 근방에서도 변함없이 높은 항균성을 발휘한다. 

(4) 안전성 

    ․급성 독성시험이나 사람의 피부 첩부시험 등의 결과로부터 안전성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5) 내구성 

    ․종래 제품에 비해 경도가 높기 때문에 표면에 상처가 쉽게 발생하지 않는

다(종래의 항균 스테인리스재에 비해 4∼5배 정도의 뛰어난 내구성을 가

짐). 이 때문에 기능도 장기간 지속된다. 

더욱이 이 회사는 'KENI FINE 분말'의 제작에도 성공했으며, 이것을 도료에 첨

가함으로써 기존 항균도료의 10배 이상의 항균성을 갖는 것도 확인했다. 'KENI 

FINE'은 알루미늄, 티타늄, 강, 스테인리스, 동, 황동 등의 각종 금속소재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다. 현재 'KENI FINE' 특허가 일본 내에서 신청중이다. 이번에 개발

한 'KENI FINE'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항균성'이 요구되는 의료․복지 관련시설 및 식품․위생 관련시설(예 : 

      주방제품․식품 제조공정․병동 및 병실내 등)

   ․'곰팡이 방지성'이 요구되는 전화제품(예 : 세탁기의 세탁조, 건조기 내의 

      드럼 등)

   ․'방조성'이 요구되는 선박 및 공업시설(예 : 선저 및 스크류 부품, 발전소의 

      배수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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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장․내장건재 및 난간․도어노브 등 다양한 분야에의 적용이 예상된다. 

이 회사는 앞으로는 다른 소재 회사와의 라이선스 계약도 시야에 넣어 폭넓은 사용

자의 요구에 대응할 방침이다. 

포항강판, 국내최초  스테인레스  알루미늄도금설비  신설101)

1450억원 투자, 30만톤 규모 연속 도금라인(CGL) 신설 - 자동차 배기계용 스테

인레스 알루미늄도금강판 및 컬러강판용 아연도금강판 생산 포스코의 표면처리강판 

전문 계열사인 포항강판이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고급 자동차용 스테인레스 알루

미늄도금 등을 위한 설비를 증설한다. 포항강판은 30일 아연도금강판과 알루미늄도

금강판을 생산하고 있는 기존 설비 옆에 2004년 9월까지 총 1450억원을 투자해 스

테인레스 알루미늄도금강판과 컬러강판용 아연도금강판을 연간 30만톤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CGL 설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항강판의 생산능력은 기존 

67만톤에서 95만톤으로 늘어나며 생산제품도 아연도금강판(15만톤) 알루미늄도금강

판(15만톤) 컬러강판(37만톤) 등 3종류에서 알루미늄도금강판(14만톤) 스테인레스 

알루미늄도금강판(6만톤) 아연-알루미늄 합금 도금강판(14만톤) 컬러강판용 아연도

금강판(24만톤) 컬러강판(37만톤) 등 5종류로 다양화된다. 포항강판이 새로 생산하

게 될 스테인레스 알루미늄도금강판은 스테인레스강에 열에 강한 알루미늄을 도금

한 강판으로 머플러 등 고급 자동차 배기계 등에 사용된다. 선진 자동차업계에서는 

기존 알루미늄도금 탄소강을 쓸 경우 배기계 부품의 수명이 2∼3년인데 비해 스테

인레스강을 사용하면 수명이 5년으로 길어지고 스테인레스강에 알루미늄을 도금할 

경우에는 7∼10년으로 늘어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스테인레스에 

알루미늄을 도금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이 없어 탄소강에 알루미늄을 도금한 강판

과 무도금 스테인레스강을 절반씩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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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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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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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과 같이 

생각되고 있다. 전해욕 중에 기계적으로 교반 되어 분산한 입자는 물리적으로 음극 

근변의 전기2중층면에 운반되어 정대전한 입자가 높은 전기경사도 중에서 음극으로 

끌어 당겨진다. 음극면에 도달한 입자는 양이온과 음극간의 쿨롱의 힘에 의해서 흡

착되어 음극에 고착하여 석출된다. 다음은 Song 등의 복합도금기구에 관한 연구의 

요약이다. 

SiC 농도의 향 : SiC 농도가 증가할수록 공석되는 SiC 양이 증가하 다. 이는 

SiC 농도가 증가하면 확산경계층에 도달하는 분체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석되는 SiC의 임계 양이상에서는  더 이상 공석량이 증가하지 

않는데 이는 SiC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현탁액의 점도가 증가하여 분체들의 이동

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압의 향 : SiC의 석출속도가 전압에 직선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 다. 이는 

SiC 입자들이 전기 동(electrophoresis)에 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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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회전속도의 향 :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석출된 SiC 함량이 증가하

다. 회전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대류에 의해 SiC 입자들의 음극표면으로의 이동속도

가 빨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마모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복합도금으로서는 니켈계 복합도금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경질크롬도금에 대신하여 사용되려고 한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 실린더 

라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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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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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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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shiki103)는 Ni-P 도금시 평균입자 크기에 따른 전착응력 측정에서 10-400㎛ 

크기의 미립자를 첨가할 때 도금층은 압축응력은 나타낸다고 하 다(Fig.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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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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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Composite plat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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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Relationship between residual stress and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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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와나(桑名)상사, 기능 도금 개발104) 

 구와나 상사(도찌끼縣 眞岡市 寺內1493-1 사장 桑名朗氏 ☎0285-82-4638)는 도

찌끼현 공업기술센터, 데이교 대학 이공학부의 노로(野呂)조교수 그룹과 공동으로, 

무 전해 니켈-인 합금 도금(Ni-P)피막에 내마모 고 윤활 특성을 가진 기능 도금을 

개발했다. 연마재나 윤활재로서 사용되고 있는 탄화규소(SiC), 질화붕소(BN)의 미세

입자를 Ni-P막 중에 균일하게 분산, 공석(共析)시키는 것에 성공한 것으로, 회사에

서는 마모된 금형의 리사이클이나 정  부품의 치수 변경 같은 단품물의 수주에 이

어 나가려고 한다. Ni-P에 SiC나 BN 등의 첨가 물질을 복합시켜 내마모 고윤활성

의 피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첨가 미립자를 Ni-P액 중에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것

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구와나 상사에서는 94년 현 산업 기술 진흥협회의 산-학-

관 공동연구사업의 인정을 받아 연구를 진행, 특수한 계면 활성제를 Ni-P에 넣을 

것을 고안, 입자의 응집을 억제해 균등하게 분산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하

다. 

복합 처리는 기존의 Ni-P 처리 장치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

지 않을 뿐더러, 피막의 착성이나 균일성, 부분 처리가 되는, Ni-P가 갖는 장점도 

손상되지 않는다고 한다. 개발한 복합 도금 피막은 마찰 계수가 약 0.25(40%의 유

리섬유를 함유한 폴리페닐렌 설파이트 수지를 사용한 마찰테스트의 60분 경과 시)

로 0.6인 Ni-P에 비해 대폭적인 내마모 고윤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각종 금형이나 

마모 부품의 재생, 정  부품의 치수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신품 구입의 10% 정도 

비용으로 재생이 가능하다고 한다.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이익률이 높은 단품의 도

금 처리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아 현재 약 5%인 단품 수주 비율을 20% 정도까지 

끌어 올려 자동차 부품 등의 수주 감소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초발수성  복합  도금105)

불소는 발수 코팅제로 주목되어져 왔다. "달라붙지 않는" 후라이팬에서 볼 수 있

는 폴리테트라불소 에틸렌(PTEE, 테프론, 듀퐁사)는 그 대표격이다. 오오사까가스

에서는 피치계 탄소제 응용제품으로 초발수 플레이팅 기술을 개발했다. 금속(니켈) 

피막 중에 불소수지 미립자(PTEE)나 불화 피치를 분산시킨 복합 도금 기술로, 고

강도 고열전도성, 고내구성, 고내열성이라는 금속 특성과 고발수성, 더러움을 타지 

않는다는 불소수지 특성의 양쪽을 같이 갖는다. 종래의 PTEE는 도료와 같이 코팅

하는 것에 대해 이쪽은 도금으로 코팅한다. 종래의 불소코팅에서 내구성이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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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는 분야에는 최적이다. 

이제까지 탄소제의 불소화합물로 불화흑연이 전지나 고체 윤활제로 이용되어 왔

으나 코스트, 반응 온도가 높아 사업화는 어려웠었다. 동 사에서는 종래부터 보유하

고 있던 피치 관련기술과 불화기술을 융합했다. 석탄계 석유계 피치의 직접 불소화

로 신불화 피치를 개발, 초발수 플레이팅 기술확립에 이어졌다. 그렇다고는 하나 84

년의 개발착수초에는 불화 흑연과 같은 특성을 갖는 물성이 될지 모른다는 정도

던 것이다. 일반 도금은 니켈이온을 코팅하지만 동 사의 플레이팅에서는 도금액에 

불소수지와 니켈을 계면활성제를 사용해 균등하게 분산시켜 5-10미크론의 두께로 

도금가공을 한다. 불소수지는 용매가용성이 있으며 또한 +에 대전시킴으로서 균등

한 코팅을 가능하게 하 다. 불소수지에 PTEE를 사용하는 H타입은 실용화가 이미 

끝났으며 새로이 개발된 불화피치의 S타입은 곧 실용화된다. 발수의 척도로 되는 

물의 접촉각은 H타입에서 115도, S타입 130도이며 막강도는 니켈비율이나 프로세

스 변경으로 250-600빅카스 사이에서 제어가 된다. 종래의 PTEE 코팅에서의 접촉

각은 110도, 막강도는 연필의 심정도인 4빅카스이다. 열교환기 등 산업분야 등의 응

용도 예상된다. H타입은 이미 실용화 되고 있다. 오오사까가스에서는 석쇠에 이와 

같은 코팅을 시행한 테이블 연소기를 97년 1월에 판매하 다. 물고기 등의 단백질

이나 지방분의 부착을 억제, 청소가 간단하게 된다. 마쓰시다전기산업의 전기다리미

의 베이스에도 채용되었다. 이것은 고온이 되면 평활성이 좋아지는 高습동성이 의

외의 기능으로 주목되고 있다. 또한 현재 실용화를 진행하고 있는 S타입에 대해서

도 가스기구를 중심으로한 사내용도, 코팅사업으로서 전개를 해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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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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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해졌다106). 펄스도금의 최근 동향중의 하나는 그 

방법의 특징을 이용하여 다층막 또는 조성변조막으로 불리는 층상구조의 도금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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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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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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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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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5-2는 다양한 형태

의 펄스형태를 보여준다.

펄스 인가시간과 휴지시간에서 일어나는 반응107)을 살펴보면, 펄스 인가시간에서

는 물질이동과정인 전해액 내부에서 전극 표면으로의 금속이온의 이동과 활성화 과

정인 전극표면에서의 금속이온의 방전 및 금속 원자의 표면 확산 등에 의해 결정핵

이 형성되는 결정화 과정의 반응이 발생한다. 펄스 휴지시간사이에 다음과 같은 반

응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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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108)은 펄스인가시간

사이에 높은 전류에 의해 축적된 전류가 펄스 휴지시간 사이에 도금된 금속이온의 

방전에 사용된다고 보고하 다. 펄스도금에서 균일전착성이 저하되는 것을 이용하

여 전극이 근접된 부분만을 도금시키는 부분도금에 사용되기도 한다109). 

다.기공도

펄스 인가시간동안에 발생, 흡착된 수소를 펄스 휴지시간 동안에 제거시킴으로써 수소의 

부착에 의한 기공의 발생이 작아진다. Lan 등110)은 ton 10ms, 평균전류 도 10x10
2
 A/m

2
에

서 SUS를 펄스도금할 경우 θ를 작게 함으로써 기공의 수를 급격히 감소시켰다고 보고하

다. Fig.5-3은 Cu에 무광택 Au 도금에 대한 펄스의 향을 보여주고 있다. 비펄스 Au 도금

에서 보여준 3가지 형태(substrate dominated, transition, coating dominated)를 펄스도금

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으나, 기공-두께 곡선이 아래쪽 방향으로 이동한 명백한 현상이 

나타났다.

라.우선방향

펄스도금에서는 농도분극을 감소시키고, 과전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직류도금에 비해서 고

지수의 우선방향축을 가진 전착층을 얻을 수 있다. Pangarov111)는 각종 결정면상에서의 2차

원 핵생성 작용의 상대적인 계산을 통하여 주어진 결정화 과전압에서 핵생성 작용은 계면에너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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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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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한다. Fig.5-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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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112)이 Ni-P 합금도금에 

대하여 θ가 큰 조건에서 직류도금보다도 P함유량이 많은 피막이 얻어지고 피막의 경도가 증

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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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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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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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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nner113)는 단일 용액을 사용하여 Cu-Ni 다층박막을 제작하 으며 Trench114) 

등은 순수 구리층과 미량의 구리가 든 니켈층으로 이루어진 다층박막을 제작하여 기

계적성질이 향상됨과 자기적 거동이 순수 니켈과 유사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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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Waveforms for pulse p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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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Nonstationary current waveforms for 

unipolar and bipolar pul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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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Preferred orientation of deposits for some metals at different 

over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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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Porosity versus deposit thickness for pulse 

plated gold on a copper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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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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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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도금과 건강

제1절 6가 크롬의 규제115)

표면처리에서  6가 크롬의  이용

크롬산 염은 금속표면처리 업계에서 가장 넓게 이용되는 약품 중에 하나이다. 크

롬산은 크롬도금 용액의 주성분으로 속하며, 크롬산 염은 우수한 부식 억제제로서 

아연, 카드늄, 구리, 알루미늄, 은 등의 방청, 변색방지의 크로메이트 화성피막제( 

CCC/Chromate Conversion Coating)나 에칭제, 워셔프라이머, 양극산화처리의 봉공

제 및 인산염 피막의 방청제 등에도 사용된다. 그 외에 표면처리 업계 이외에도 도

료의 안료, 촉매, 피혁 처리, 전지분야에서도 넓게 쓰여지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 쓰

여지는 6가 크롬 표면처리와 대표적인 부품으로는

1) 전기 아연도금/크로메이트 처리/볼트,너트 등.

2) 아연말 크롬산 화성처리/다크로처리/볼트, 크랭크류.

3) 전기 아연 -철 합금도금/크로메이트/본.

4) 전기 아연-니켈 합금도금/크로메이트/휴러 튜브.

5) 메카니칼 아연-철 합금도금/크롬산화성 피막/나사 부품.

6) 2중권강관/크로메이트/브레이크 튜브.

7) 1중권강관/크로메이트/오일굴러.

8) 자동차용 전기아연도금 강판/크로메이트/레귤레이트.

9) 자동차용 용융알루미늄 도금강판 및 스테인레스 강판/크로메이트/방열판,머플

러.

10) 알루미늄 부품 도장하지/크로메이트.

11) 방청도료/아니온 전착 도료.

12) 프라이머.

13) 인산염 피막 마무리 방청제/크로메이트 등이 있다.

특히 아연도금은 철강에 저렴하게 효과적인 방청도금 피막이 되며, 아연 자신이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되어 백청(아연의 부식 생성물)을 발생하므로, 이것을 방지하

기 위해 예로부터 아연도금 위에 크로메이트처리(주로 6가 크롬)가 이루어져 왔다.

크로메이트 피막의 방청 효과는 절대적인 것으로 아연 도금의 대표적인 유색 크

로메이트 피막은 1미크론 이하의 피막에서도 염수분무시험에서 평균 160-240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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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딘다. 한편 아연 도금된 피막은 두께 1미크론에 대하여 7-8시간밖에 견디지 못한

다. 이러한 이유로 아연도금에 크로메이트 피막(6가 크롬)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전

에 소개한 자동차 부품에서 6가 크롬을 사용한 처리품은 아연도금의 크로메이트 처

리 이외에도 다크로처리, 알루미늄의 도장 하지처리, 징크리치 페인트, 인산염 피막

의 마무리 처리 등에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다. 또한 크로메이트 피막은 단순하게 

방청피막에 한하지 않고 도장의 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지 처리에도 우수한 성

능을 발휘한다. 이와 같이 6가 크롬을 함유한 크로메이트 피막이 광범위하게 이용

되어지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대체 처리제의 검토가 시급하게 되었다.

6가  크롬의 독성

크롬은, 철과 같은 중금속으로 크롬의 원자는 1,2,3,4,5,6가와 같이 다수의 원자가

를 가진다. 크롬산을 삼켰을 경우의 독성과 접촉에 의한 발암성을 알게 된 것은 과

거 20년으로 알려져 있다. 예로서 크롬산 1-2그램이나 중크롬산 칼륨 6-8그램을 경

구 섭취하 을 때 간장부전, 혈액 불순이 되어 나중에는 사망하 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6가 크롬은 기화하기 쉬워 소화관과 폐, 피부를 통하여 체내에 쉽게 흡수되므

로 비(코)중막 뚫림, 폐암의 원인이 된다. 체내에서 강열한 산화력에 의한 독성을 

발휘한 후에는 환원되어 독성이 적은 3가 크롬으로 변하여 체내에 잔류한다. 이러

한 6가 크롬의 독성은 주로 강한 산화력에 의한 것으로 위장염, 피부염, 궤양을 일

으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크롬산 염의 장시간 피부 접촉, 음식물, 물 오염은 궤양

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독성 때문에 작업 환경 내에서 한계 크롬산 염의 

농도는 정부기관에 의해 규제되고 있고, 크롬산 염을 함유한 재료의 사용자에게는 

위험성이 경고가 되어지고 있다. 한편 크롬 원소 자신은 생물에게 필요한 물질로서 

부족하면 건강 장애를 일으킨다.

크롬산  및 그  화합물의  규제

가.일본의 경우

크롬산 및 그 화합물에 대한 규제는, 일본의 경우 환경 기준법, 수질 오염방지법, 

하수도법, 폐기물처리 청소법, 소방법, 독극물 취급법, 소방안전위생법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6가 크롬의 환경기준치는 0.05mg/t이며 폐수 및 하도수법 기준치

는 0.5mg/t로 규정하고 있다. 총 크롬은 2mg/t가 배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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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국의 경우

SHA는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기준하여 공기 중에 가용성 크롬산 염 1m
-3
을 

제한치로 한다. EEC 규제에는 크롬산 아연, 스트론듐 또는 칼슘을 함유하는 분말상 

생성물은 발암성 함유물로 표시하고 기준치를 1% 초과할 경우 규제물 또는 독물로

서 표시가 의무로 되어 있다. 미국에는 크롬산 염을 함유한 도료는 폐암경고 표시

를 하게되어 있고 크롬산 염을 사용하는 작업자는 위험성을 알 권리가 법률로 규정

되어 있다.

다.6가 크롬 규제의 대응

일본 내에서 6가 크롬 규제와 관련된 움직임은 1996년에 활발하 다. 기본적으로

는 구미 지령안, 다음으로는 PRTR 도입 등, 환경-리사이클 문제를 배경으로 일본 

자동차 메이커 각 사에서 대응이 활발하 고 6가 크롬 크로메이트 대체 처리 기술

이 검토되기 시작하 다. 주요 자동차 메이커별 규제 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1) 1992년1월; 볼보 자동차가 6가 크롬규제를 제정(허용량 0.3u g/cm2 이하, 

Volvo Leach Test).

2) 1996년 2월; OECD, PRTR(유해오염물질등록제도)가이드 라인을 가맹국 각국

에 실시 권고. 

3) 1996년 7월; 구주위원회 초안'2002년 이후 판매 차량에서 Pb, Hg, cd, 6가Cr, 

PVC, 사용금지'. 

4) 1997년,1998년; 혼다,토요타 자동차 6가 크롬 규제 대응 대체 처리 평가 시작. 

5) 1998년 12월; 기술표면환경부회 ,대체기술 발표. 

6) 1999년 11월, 아연 및 아연합금도금용 6가 크롬 프리피막제품 사양서

(5-SEPS-1254-0)발표가 이루어 졌다.

일본 내에서 6가 크롬의 대체 검토가 표면화되어 3년을 경과하 다. 각 자동차 

메이커(부품 및 표면처리제 메이커)가 검토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6가 크롬을 2gr/

자동차 1대당 허용,2005년까지 대응'이 일부 후퇴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

다. 이러한 규제의 움직임 속에 볼보사는 크로메이트 제품을 취급하거나 조립시에 

인체에 부착된 6가 크롬에 대한 건강에 관한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크로메이트 

피막중에 유리 6가 크롬 함유량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제정하 다. 이러한 새로

운 규제는 이제 까지의 규제치 보다 낮고 엄하며 볼보사의 새로운 규제치는 알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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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및 인체에 대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크로메이트 처리된 제품에서 단위 면적당 

0.3μ g/cm
2
이상의 6가 크롬 용출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6가  크롬  대체제 

6가 크로메이트의 대체 처리제가 가져야할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만족 

시켜야 한다.

1) 독성이 없을 것.

2) 내식성이 좋을 것.

3) 가격이 저렴할 것.

4) 외관 색상의 다양성(청백색, 황색, 흑색, 국방색 등).

5) 피막의 물리적(토크계수 등), 전기적 특성이 6가 크로메이트와 같을 것.

6) 현재의 도금 공정과 조합이 가능할 것.

향후 크롬산 염의 사용은 까다로운 규제 조건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어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이다. 결국 금속처리 업체에서는 크롬산 염을 대체할 방청제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이에 대한 개발은 빠른 속도로 이루질 것이다.

대체 처리법으로는,

1) 3가 크로메이트의 단독 피막.

2) 3가 크로메이트와 유기(무기) 코팅.

3) 크롬산 형태의 금속피막.

4) 크롬산 형태의 금속피막과 유기(무기) 코팅.

5) 유기(무기) 단독 피막.

6) 유기 인히비터 피막 등이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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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금속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116)

카드뮴  (Cadmiun : Cd)

가.카드뮴의 특성 

카드뮴의 특성 효과는 일부 일본에서 발견되었던 이타이 이타이 병 때문에 큰 

관심 을 끌었다. 병명은 요통 형태의 고통이 진행되면서 약해진 뼈의 다수가 골절

되어 뼈의 손상이 심각하게 진행된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심한 통증으로부터 유래

되었다. 이 병으로 인한 사망원인은 심장파열 때문이다.

1)용 도

금속카드뮴은 내식성이 강해 통신기계들의 정 기기의 도금, 선박이나 클리닝기

계 들의 방청제로서 많이 이용된다. 또한 Cu, Ag, Bi 그 밖의 금속과 합금으로 이

용되며, 회전축합금, 땜납, 은납 등에 사용되고 있다.

나.건강에 미치는 향

1)대사, 배출

카드뮴은 음식물 섭취로 체내 흡수되거나 호흡을 통해 폐로 쉽게 흡수된다. 흡수

된 카드뮴은 혈로 들어가 인체 각 장기에서 농축되며, 특히 간장과 신장에 많이 축

적된다. 카드뮴 대부분은 저분자량의 단백질과 결합하며, 이 금속단백질이 카드뮴의 

수 송, 흡수에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카드뮴의 체외배출 속도는 보통 상당히 

느리며, 주로 뇨를 통해 배출된다.

2)급성독성

사람에 대한 카드뮴의 급성경구 치사량은 확인되어 있지 않다. 카드뮴에 의한 신

장장해 증상은 뇨단백, 당뇨 뇨아미노산 등이다. 음용수처럼 저농도 수준에서는 장

해가 생겼다는 보고는 없다. 카드뮴 10mg/l을 음료수의 형태로 단기간 폭로시킨 경

우 소화관에서의 철 흡수가 일부 억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사람에게 경구투여에 의

한 중독량은 15mg으로 오 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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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Mercury : Hg)

가.개 요

1)수은의 분포

수은은 천연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Hgs와 액상의 금속 수은의 형태로 

산출된다. 수은은 자연수에 함유된 것은 매우 드물지만, 수은광이 있는 지역의 지 

하수, 광천수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

2)수은의 용도

미나마타병의 발생을 계기로 사용 규제 등이 가해져, 전기기기, 계기, 무기약품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3)수은의 분류

① 무기수은 - 금속수은, 제1수은, 제2수은등이다.

② 유기수은 - 수은에 유기탄소가 직접 결합한 것의 총칭으로 유기탄소의 종류

에 따라 알킬수은, 아릴수은, 알콕시알킬수은 등이 있다.

③ 무기수은의 메틸화 - 메탄생성균에 의하여 메탄발생이 Hg
2+
 첨가에 의해 저

해되고, 메틸수은과 디메틸수은이 생성된다. 생물계에 널리 분포하는 메틸코

발라민이 있다. 호기성 세균이나 곰팡이에서도 메틸수은 생성반응이 확인되고 

있다.

나.건강에 대한 향

1)대사 및 배출

①수은흡수 

식품에서의 무기수은화합물 흡수는 섭취량의 7∼8%이다. 메틸수은은 위장에서 

완전하게 흡수된다. 물에서의 무기수은 화합물의 흡수는 15%이하이다. 메틸수은은 

거의 완전하게 흡수된다.

② 대 사

무기수은화합물은 신장에서 신속하게 축적된다. 흡수된 메틸수은은 즉시 혈액에 

나타나며, 사람에서는 혈액에 있는 수은의 80∼90%가 적혈구와 결합한다. 메틸수은

의 탈메틸화로 무기수은으로 되는 반응은 서서히 일어나지만 유의성 있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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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무기수은에 비하여 메틸수은이 독성이 큰 것은 지질의 용해도 차이 때문

으로 무기수은에 비하여 쉽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다.

③ 배 출

수은염은 신장, 간장, 간점액, 땀샘, 타액선 등 또는 모유를 통하여 배출된다.

2)독 성

① 메틸수은

급성독성 : 체내량 1,000mg이 치사량이며, 체내량 100mg은 중독량이다. 매일섭

취량 0.1mg정도에서는 발증이 없다.

만성독성 : 지각장애, 운동실조, 보행장애, 시야협소, 언어장애, 난청.

② 금속수은

급성독성 : 경구 섭취하여도 체내에 흡수되지 않아 독성은 매우 약하다. 보통은 

그대로 대변으로 배설된다. 금속수은은 휘발성이 높아 수은 증기의 흡입으로 성인

의 경우 10mg/m
3
 공기중 수은농도에서 1∼ 2일 이내에 치경염증, 구 내염, 구토, 

복통, 설사, 신경장해등의 급성 내지 아급성 자해가 나타난다. 

만성독성 : 흥분, 기질의 변화, 손가락의 떨림이 나타난다.

③ 수은염

급성독성 : 수은염의 사람에 대한 경구치사량은 1 ∼ 4g이다. 염화제2수은 1.5g

을 섭취하면, 5분 후 구토증을 일으키고, 이어서 짧은 시간에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한 복통이 있다.

세레늄  (Selenium : Se)

가.개 요

세레늄은 1817년 Berzelius에 의해 발견된 유황관 동족인 비 금속원소이다. 천연

의 유황광상이나 황화물은 상당량의 세레늄을 함유한다. 지각 중의 Se 함유량은 

0.1ppm이다.

1)용 도

전기화학적 특성에 따라 광전지. 정류기, 건식복사기감광기체 등을 필두로 하여 

열선흡수판유리의 착색제, 납유리의 착색제, 적색안료의 원료의 이외에도 합금 고 

무공업이나 유기합성화학의 산화제, 촉매 등 각종 공업부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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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건강에 대한 향

세레늄의 독성은 19세기 전반 미국의 Great Plains지방 등에서 세레늄을 고농도

로 함유한 목초를 먹는 가축에서 발생하 던 급성독성으로서의 Blind staggers 만

성독성으로서의 알칼리 병으로 알려져 있다.

1)인체에 대한 향

만성독성은 발육억제, 식욕부진 , 털이 일어섬, 자발운동 감소와 함께, 간장의 기 

능장해를 일으키며, 간경변증이나 빈혈증상을 나타낸다. 또한 세레늄화합물은 발암

성, 돌연변이원성 및 염색체이상 유발성을 나타낸다.

사람에 대한 세레늄의 독성은 정련이나 사용공장에서 세레늄이 피부에 접촉하여 

홍반 또는 수포를 동반한 화상, 피부염을 일으키는 외에 눈에는 안검부종, 결막염 

등의 장해를 일으킨다. 고농도 흡입폭로에 의해기침, 흉부통, 호흡곤란, 욕지기, 신

경과민, 피로, 위장장해(설사, 복통)등의 급성중독증상을 나타낸다. 공장주변에 사는 

주민에서는 흙색의 얼굴, 손톱의 파열, 고도의 빈혈, 저혈압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중독환자가 발생한 사례도 보고되어 있다.

2)급성독성

화합물 중 세레늄화수소는 상온에서 기체로서, 특히 독성이 강하다. 이 가스는 

공기 중 농도 1ppm에서 눈, 목, 코를 자극하여 흡입하면 오심, 현기증, 권태감을 초 

래한다.

3)만성독성

환경 중 세레늄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세레늄 섭취량 200mg/kg인 그룹의 조사

에서는 세레늄에서 유래된 것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위장장해, 피부의 황달양변색, 우

치등이 보 다. 반대로 필요량 이상의 세레늄을 섭취하면 발암을 억제한다는 보고

도 있다.

4)대 사

세레늄은 사람 및 기타 동물에서는 필수 원소이다. 흡수된 세레늄은 폭넓게 각 

기관에 분포하며, 특히 간장과 신장에 고농도로 된다. 세레늄 결핍 사료를 계속투여 

하면 랫트난 돼지에서 간장의 괴사, 간장장해가 발생하며, 반대로 세레늄을 사료에 

보급하면 이들 장애를 회복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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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Arsenic : As)

가.개 요

1)비소함유

원소로서의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매우 유독하다. 

많은 비소화합물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비소에 의한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비소는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며, 보통 많은 식품에 미량의 비소가 함유되어 있으며, 곡류, 

야채, 육류는 0.01∼1.0μg/g, 해조류에서는 10∼60μg/g로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

다.

나.건강에 대한 향

비소는 무미, 무취, 무색의 아비산 형태로 예로부터 독약으로 살인에 사용되었지

만, 간장, 근육, 피부, 모발, 손톱, 골 등에 장기간에 걸쳐 잔류한다.

1)비소의 독성

① 비소는 현재 3가와 5가가 확인되어 있지만, 무기화합물의 경우 3가 쪽이 상당 

히 독성이 강하다.

② 유기화합물 중 메틸화합물은 5가 화합물보다 독성이 약하다.

③ 비소는 축적성이 있어 만성 독성을 일으킨다.

2)급성독성

70∼ 200mg을 섭취하면 콜레라 같은 구토, 설사 탈력감, 근육경련, 연하곤란, 심 

실성부정맥, 피부의 짓무름 등의 현상이 나타나며, 혼수 후 사망한다.

3)만성독성

3 ∼ 6mg/l의 양을 장기간 섭취하여도 일어나며, 일반적으로는 목, 코, 눈 등의 

점막염증에 이어, 근육약화 , 식욕감퇴가 일어난다. 또한 피부의 흑색색소침착, 각 

화, 탐모도 나타난다.

크롬 (Chromium : Cr6+)

가.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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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크롬의 용도

스테인레스 강, 니크롬선 등의 합금재료로 사용되는 것 외에 내화제로서 사용되

며, 6가 크롬은 크롬도금, 전지, 크롬젤라틴막으로서 사진인쇄, 안료에 이용되며, 강

한 산화력을 이용하여 염료제조의 산화제, 안전성냥, 합성용 촉매, 피혁, 공업약품 

등 에 이용되고 있다.

2)크롬 독성

독성이 강한 6가 크롬은 물에 녹으면 중크롬산, 크롬산 등을 생성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크롬의 용해성은 낮아 자연수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

3)6가 크롬

강력한 산화력 때문에 산화제로서 도금, 염료, 피혁, 직물의 매염제등 다양한 공 

업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이들 공장폐수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6가 크롬은 하

천 등에 방류되면 환원되어 3가 크롬이 된다.

나.건강에 대한 향

인체조직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지만, 성인에서는 폐장에 가장 많으며, 대

동맥, 고환, 신장, 췌장, 심장, 간장 순이다. 크롬은 미량필수원소로서 당질 및 지질

대사,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한편 단백질 분해 효소의 한 성분이다.

1) 급성독성

6가 크롬의 부착이나 분진 흡입으로 인한 피부, 기관, 폐 등에 염증과 궤양을 일

으키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지만, 경구적으로는 6가 크롬염을 다량 섭취

하면, 구토, 설사, 복통, 뇨량감소, 간장해, 경련, 혼수 등을 일으켜 사망한다.

2) 만성독성

경구적으로는 간염을 일으키는 것이 알려져 있다. 6가 크롬 분진을 장기간 흡입

하면 피부, 호흡기, 간장 등에 여러 가지 장해가 일어난다. 또한 폐암이나 비중격천

공의 발생으로도 유명하며, 발암성도 흡입에 의한 것이 많다.

시안 (Cyanide : CN-)

가.개 요 

시안은 자연수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시안화합물을 함유한 배출수 등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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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의하여 물에서 발견할 수 있다.

1)시안화합물

① 물 속에서 시안이온을 쉽게 유리하는 것 (KCN, NaCN등의 HCN의 금속염)

   → 급성독성은 매우 강하고, 심한 중독증상을 일으키며 치사율도 높아 위험하

다.

② 금속착제를 형성하는 것(폐리시안화카륨, 페로시안화 칼륨 등의 시안착염)

   → 비교적 해리하기 쉬운 아연이나 카드뮴등의 착염이 있는 반면, 동, 코발트, 

철 등의 착제는 매우 안정되어 있으므로 독성도 매우 약하다.

2)용 도

금속정련, 은이나 동도금 등의 금속표면처리, 코크스제조공장 특히 사진, 금속제

품 가공, 금이나 은의 야금, 감귤류과수의 해충구제, 니티릴의 제조, 시아노착염의 

제조 등에 이용된다.

나.건강에 대한 향

1)대 사

KCN이나 NaCN이 경구적으로 체내에 들어간 때에는 위산에 의해 HCN을 유리

하고, 이것이 체내에서 흡수되어 주로 cytochrome oxidase 구성성분의 철과 결합하

여 안전한 참염제를 형성하여 시아노헤모 로빈이 되고 헤모 로빈의 효소운반기능

을 저해하며, 그 결과 생체 내에 산소를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질식상태가 된다. 중

독증상으로는 현기증, 두통, 의식상실, 경련 등이 있으며 고농도의 경우에는 호흡중

추마비에 의한 호흡정지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다.

2)급성독성

HCN에서는 사람에 대하여 50∼60mg, KCN에서는 150∼300mg이 치사량이며 페

로시안화칼륨 등의 착염은 독성이 약해 KCN의 1000분의 1 정도라 한다.

3)만성독성

사람이 시안화수소, 시안화 카륨, 시안화나트륨을 장기간에 걸쳐 경구폭로 - 갑

상선, 신경장해. 

이 신경장해의 특징 - 시력저하, 청력장애 및 척수성의 운동장애 저하가 나타난

다.

구리 (Copper :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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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 요

금속으로 구리는 건조한 순수한 공기중에서는 상온에서 안정되나 CO2나 SO2 또

는 염분이 함유돼 습한 공기중에는 염기성염을 생성하여 밝은 녹색으로 표면이 덮

어 진다.

나.건강에 대한 향

Cu는 대표적인 필수미량원소이며, 대부분은 음식이나 물을 통해 경구적으로 섭

취된다. 그러므로 섭취된 량은 음식물의 내용, 토지, 농약의 사용, 가공 저장 등에 

의한 오염, 또는 급수시설이나 식기, 기구로 사용된 동등에 의존하고 있다.

1)급성독성

① 포유류에 대한 구리의 독성은 낮은 편이다.

② 반대로 조류, 곰팡이 종자식품에 대한 독성은 높다.

③ 위장장해를 일으킬만한 구리량은 1∼ 2g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만성독성

구리는 생체 내에 축적성이 낮아 만성중독의 위험성은 적다.

3)대 사

① 일반적으로 성인의 1일 섭취량은 2∼5mg이며, 대부분은 식품을 통해 섭취된

다.

② 경구적으로 섭취되는 동의 대부분(98%)은 분변으로 배설된다.

아  연  (Zine : Zn) 

가.개 요

인체 내에서 아연의 결핍은 왜소증, 피의 응고 속도와 상처의 회복 속도감소 등

의 문제를 일으킨다. 아연은 원자번호 30, 원자량 65.39인 비교적 가벼운 금속으로 

융점이 낮으며, 가공성이 좋아 합금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알칼리에 쉽게 

부식된다. 아연은 지각 중에 70ppm 정도 함유되어 있어 24번째로 많은 원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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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건강에 대한 향

1)급성독성

설사, 복통, 경련등 위장의 자극시키는 한계농도는 50mg/l이다.

성인의 치사량은 염화제1아연으로 1∼ 10g이다

2)만성독성

필요이상의 아연의 장기간 섭취하여도 나쁜 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3)대 사

아연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원소이다. 해산물, 동물성 식품, 콩류, 곡물 등에 많이 

함유 인체 내 아연 중 약 20%는 피부에 있으므로, 큰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아연결

핍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  (Iron : Fe)

가.개 요

1)철의 분류

Fig. 6-1 Classification of iron.

나.건강에 대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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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성독성

인간의 치사량은 200∼250mg/kg이며 성인남성으로는 약 12g, 2살짜리 어린이는 

2∼ 3g에 해당하며, 증상은 철염과 위 내의 염산 작용으로 인하여 위장관의 출혈괴

사 같은 경우이다.

2)만성독성

선천적 대사 이상으로 소화관에서 철성분 흡수가 상승되어 가용성 식품중의 철

을 과잉으로 섭취할 경우와 장기간 철제 복용으로 철성분을 과다 섭취했을 때 또는 

수혈을 반복하여 받았을 때 체내에 철분이 과다하게 되는 일이 있다. 증상으로는 

피부색소침책, 간종양, 간경변, 내분비장애, 간첩장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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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습식도금법으로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쓰이고 있는 전기도금은 저렴한 비용으로 

나노구조층을 형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1993년 Ontario Hydro 

Technology(OHT)사가 개발한 전기도금을 이용한 일렉트로슬리빙(electrosleeving) 

기술은 조인트부가 없는 일체형이므로 기존의 전열관 보수방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

을 보완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1)차기보수를 위한 접근성 양호, 2)모재의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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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관 삽입 불필요, 6)나노구조에 의한 기계적 강도 우수 등의 장점이 있어 차세대 

보수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일렉트로슬리빙기술이 상업적 보수

기술로써 NRC로부터 완전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고온(≥400℃)강도 문

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렉트로슬리빙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합금도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OHT사에 의해 특허 출원되어 있는 Ni-P, Ni-B 합금도금과 그 외 pinning 

agent로 Mo, Mn, Cr, W, Co를 클레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둘째, 합금도금은 용

제합금과 달리 합금화에 다음과 같은 제한 요소가 있다. 1)표준전극전위가 비슷하고 

석출과전압의 차이도 크지 않은 경우이거나, 2)표준전극전위의 차는 크나 석출과전

압도 차가 커서 표준전극전위의 차이를 상쇄시켜 주는 경우, 3)표준전극전위의 차이

도 크며, 석출과전압도 이것을 상쇄시켜 주지 못하지만 금속이온들이 도금용액 중

에서 착염을 형성하고 그 착염의 불안정 상수의 차이가 큰 경우에만 합금도금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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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의 한계전류 도 이상으로 전류를 높여 주면 Zn과 Cd가 동시에 석출된다. 또 

표면활성제를 도금용액 중에 넣어 주어 특정한 금속이온의 방전에는 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 표준전위가 상당히 차이진 금속이온들을 동시에 석출시킬 수 도 있다. 

또한, 펄스전류를 이용한 합금도금은 직류전류를 이용한 도금에 비하여 고농도 및 

고전류에서 도금이 가능하므로 도금층의 화학조성 및 구조에 대한 제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렉트로슬리빙 기술개발을 위한 가능한 Ni의 2원계 합금도금에는 Ni-Cu, 

Ni-Sn, Ni-Al 등의 합금도금이 있으며, 3원계 합금도금으로는 Ni-B-X, Ni-Fe-Cr, 

Ni-Fe-P 등의 합금도금이 있다. 

Ni-P에 Fe를 첨가한 합금도금 연구가 위탁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Ni-Fe 합금도

금은 그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이상도금현상을 나타내어 Fe 공석량을 조절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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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Ni-Fe-P의 합금도금은 외국문헌보고에 의하면 Ni-Fe 

도금의 이상성이 P첨가에 의하여 Fe 석출이 억제되고 Ni의 부분전류 도가 증가함

으로써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Fe 공석에 따른 연성 감소와 전착응

력 증가는 응력감소제를 첨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온강도를 향상하는 방안으로 미립자를 첨가하는 복합도금을 고려할 수 있다. 

10-400㎛ 크기의 미립자는 도금층에 압축응력을 형성시키며 고온에서 입계성장 억

제 효과로 인한 기계적 특성의 열화 속도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미립자 

첨가 방법은 표면거칠기가 증가하고, 균열발생에 필요한 응력이 250℃이상에서 온

도증가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단점이 있으나 첨가하는 미립자 종류, 첨가량 등을 

제어함으로써 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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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로슬리빙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합금도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OHT사에 의해 특허 출원되어 있는 Ni-P, Ni-B 합금도금과 그 외 pinning agent로 Mo, 

Mn, Cr, W, Co를 클레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둘째, 합금도금은 용제합금과 달리 합금화

에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있다. 그러나, 그 외 합금도금을 시킬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그 한가지는 한계전류 도를 이용한 것으로 단일금속의 한계전류 도 이상으로 전

류를 높여 주면 두 종류의 금속이 동시에 석출된다. 또 표면활성제를 도금용액 중에 넣어 

주어 특정한 금속이온의 방전에는 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 표준전위가 상당히 차이진 금

속이온들을 동시에 석출시킬 수 도 있다. 또한, 펄스전류를 이용한 합금도금은 직류전류를 

이용한 도금에 비하여 고농도 및 고전류에서 도금이 가능하므로 도금층의 화학조성 및 구

조에 대한 제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Ni-Fe 합금도금은 이상도금현상을 나타내어 Fe 공석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

다. 그러나, Ni-Fe-P의 합금도금은 외국문헌보고에 의하면 Ni-Fe 도금의 이상성이 P첨가

에 의하여 Fe 석출이 억제되고 Ni의 부분전류 도가 증가함으로써 사라진다고 한다. 고온

강도를 향상하는 방안으로 미립자를 첨가하는 복합도금을 고려할 수 있다. 10-400㎛ 크기

의 미립자는 도금층에 압축응력을 형성시키며 고온에서 입계성장 억제 효과로 인한 기계

적 특성의 열화 속도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미립자 첨가 방법은 표면거칠기가 

증가하고, 균열발생에 필요한 응력이 250℃이상에서 온도증가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단

점이 있으나 첨가하는 미립자 종류, 첨가량 등을 제어함으로써 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으로 분석된다. 

주제명키워드
증기발생기, 전열관 보수기술, 일렉트로슬리빙, 전기도금, 니켈, 합금

도금, 복합도금, 펄스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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