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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상에 석출형상 제어를 위한 무전해 기능성
니켈합금도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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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functional property as a super abrasive material was secured for CBN powder by the
electroless Ni-P plating on the surface of the particle. The plating solution has been prepared to control
the surface morphology by regulating surfactants and process conditions. The effects of processing parameters
on the surface morphology of CBN powder was discuss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 stable
plating tendency was achieved from 1 hour after quantitatively dropping reducing agent. It was observed
that more than 50% of the weight gain was obtained by Ni-P coating on the surface of CBN super abrasive
powder. The morphology of the Ni-P coating layer is consisted of botryoidal and spiky type and it could
be controlled by regulating processing parameters. Superior characteristic in terms of surface morphology
was found in the nonionic surfactant XL-80N. It was found that XL-80N considerably decreased surface
tension of CBN powder and Ni-P alloy surface then enhance wettability as well as plating rate. Metal coated
CBN powder as a raw material of resin bond wheel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is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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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Cubic Boron Nitride)은 입방정질화붕소의 약
칭으로, 다이아몬드 합성 조건과 유사한 초고압고
온 기술에 의해 제조되고, 다이아몬드에 다음가는
강도를 가지므로 연삭휠로서 널리 이용된다. 즉, 다
이아몬드로는 곤란한 강의 연삭에 그 장점을 발휘
한다. 고속가공용 절삭공구는 초경합금 중심에서 가
공이 어려운 고경도 재료나 긴 수명을 요구하는 절
삭공구에 세라믹스, CBN, 다이아몬드등의 고강도
절삭공구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 절삭공구로 사
용되는 소결다이아몬드는 knoop 경도가 7000-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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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m 로 가장 강한 고경도를 나타내지만, 이에 비
하여 CBN공구의 경우 knoop경도 4700 kg/mm 으로
2

경도면에서는 다이아몬드에 미지치 못하지만 강의
연삭에 월등한 장점을 발휘한다 . 그림 1에 CBN의
형상 및 결정구조는 나타내고 있다. 온도의존성에
서 볼 때 다이아몬드는 600 C 근처에서 급격한 경
도하강을 나타내나 CBN의 경우는 1000 C까지 완
만한 하강을 보여준다. 또한 철족 재료와 화학반응
을 일으키지 않고 높은 열전도를 나타낸다 . 이러
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CBN 지립을 유용하게 하
기 위해서는 결합제의 선택이 중요하다. 특히 장수
명의 우수성을 갖는 금속결합제가 많은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 강의 연삭에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산
화알루미늄 또는 탄화규소를 연삭재료로 하는 연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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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view of CBN shape and structure.

휠과 비교하여 CBN 연삭 휠은 수백 배 때로는 천
배를 넘는 연삭비를 가진다. 여기서, 연삭비는 연삭
휠의 수명을 측정하는 지수로, 피삭제(연삭소재) 제
거량 체적/연삭휠 소모체적의 비이다. 제거량이란
피연삭물에서 절삭되어 제거되는 양으로 가공량을
의미한다. 그러나, CBN 연삭휠은 가격이나 단위 소
모체적에 있어서, 보통 연삭휠의 수 배 이상이기 때
문에 CBN 연삭휠의 연삭비가 높아도 연삭 소모비
는 상기의 보통 연삭휠에 비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 그러나, 연삭휠 소모비는 약간 높아도 작업능
률이 좋으므로 종합하여 연삭 가공비는 보통 연삭
휠 보다 우수하여 CBN 연삭휠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장점을 만족시키기 위해 CBN 연삭휠
제조시 CBN을 연삭휠에 고르게 도포하게 된다. 그
러나 도포된 CBN 입자들이 기계가공시 손실될 수
있으므로 고가의 연삭휠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래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CBN 입자상에 무전해 도금법에 의한 불규칙한 모
양의 금속코팅에 의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경우
표면처리 기초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접근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원하는 형상제어를 위한 국내 표
면처리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석출형상 제어가 가
능한 CBN 분말상 무전해 니켈 도금기술개발은 약
품개발에 의한 생산성의 원가절감 효과뿐 만 아니
라 공구의 수명을 증가시킬 것이고, 보다 높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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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공속도에 의해 생산성이 향상된 다이아몬드
CBN공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이아
몬드 절삭 날과 날 모양의 최적화에 의해 아주 낮
은 힘을 가하더라도 우수한 절삭성을 가질 수 있으
며 절삭 시 다이아몬드 및 CBN의 손실을 최소화
함으로서 절삭 날의 표면에 생기기 쉬운 흠집 모양
의 깨짐 현상도 최소화 할 수 있다. 게다가 공구의
내구성이 월등히 향상되어서 많은 부품을 가공하여
도 공구의 마모로 인한 제품의 치수변화가 거의 발
생하지 않는 공구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무전해 니켈도금 용액개발을 통하
여 CBN을 금속으로 코팅하는 제품 중 Ni-P 무전
해 도금에 있어서 석출 모양을 제어할 수 있는 첨
가제를 개발함으로서 연삭휠상의 CBN 손실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모양인 botryoidal type(포도송이 모
양)과 이방성(anisotropic) 증착 제어를 통하여 spiky
type(침상 모양)에 대한 안정적인 morphology를 얻
을 수 있는 용액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비교적 습
윤성과 친수성계면을 만드는 첨가제인 비이온성 계
면활성제(non-ionic surfactant)의 작용성과 첨가제
및 교반을 통하여 도금속도를 향상시킴으로서,
botryoidal type(포도송이 모양)과 spiky type(침상 모
양)을 얻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표면처리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무전해도금
욕의 첨가제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여 표면처리를
통하여 석출형상을 제어함으로써 제품의 특성에 맞
는 기능을 부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험방법

전처리 공정
일반적으로 CBN 분말은 전기도금을 통한 금속화
방법은 불가능하다. 이런 CBN 분말은 적절한 전처
리 공정을 통해 무전해 니켈 도금을 하게 된다.
CBN 분말의 무전해 니켈도금을 하기 전 실시하는
전처리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번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으로 탈지
(cleaning) 후 센시타이징(sensitizing : 감수성부여)
공정과 엑티베이션(activation : 활성화) 공정을 차
례로 진행한 후 무전해 니켈 도금을 하는 공정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탈지 후 캐탈리스
트(catalyst) 공정과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공정
을 차례로 진행한 후 무전해 니켈 도금을 하는 공
정이 있다. 위 두가지 전처리 방법은 모두 CBN 분
말상에 무전해 니켈 도금을 위해 Pd 핵을 부착시
키기 위한 방법이다. 이 두가지 방법에서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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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treatment condition for CBN powder
Process

Reagent

Make-up

Cleaning Alkali agent
Rinse DI Water
SnCl2 · 2H2O
Sensitizing
36% HCl
Rinse DI Water
PdCl2
Activation
36% HCl

60 g/l
15 g/l
30 ml/l
0.2 g/l
3 ml/l

Time
(min.)
3-5
1

60-65oC
R.T.

5-10

30-40oC

1

R.T.

5-10

30-40oC

Temp.

Fig. 3. An experimental apparatus for CBN powder
coating.

Fig. 2. Schematic diagram of sensitizing and activation.

방법은 무전해 니켈 도금시 표면에 잔류된 Sn(OH)
등 때문에 거칠은 표면이 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불규칙한 형상의 도금층을 얻기 위
해 이번 연구에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전처리 공정
을 진행하였다.
표 1은 전처리 공정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CBN
분말을 전처리용 비이커에 넣은 후 표면상의 이물
질을 제거하기 위해 탈지(cleaning)를 실시한다. 보
통 60-65 C, 3-5분이 적당하다. 탈지를 한 후 수세
를 거쳐 CBN 표면에 Sn 을 흡착시키기 위해 센시
타이징 용액에 침지한다. 수세를 한 후 엑티베이션
용액에 침지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Sn +Pd → Pd +Sn
위 반응처럼 CBN 표면에는 Pd 핵이 흡착되며 다
음 수세를 통해 4가 주석이온을 제거하게 된다. 그
림 2는 위의 반응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2.2 적하법에 의한 CBN상의 금속화 공정(metallization)
일반적인 회분식(batch type) 무전해 니켈도금과
달리 A액과 B액을 이원화 시켜 니켈염과 다른 보
조성분이 첨가된 A용액에 환원제가 첨가된 B용액
을 투입하여 전처리 공정을 마친 CBN 분말상에 니
4

o

2+

2+

2+

0

4+

켈-인 합금 도금을 실시한다. 회분식이란 무전해 도
금에 필요한 니켈염, 착화제, 환원제 등이 하나의
용액에 첨가된 형태의 무전해 도금액을 말한다. 그
림 3은 위 특징을 고려한 무전해 니켈 도금 장치
의 구성도이다. 반회분식(semi batch type) 무전해
니켈 도금장치로서 니켈염과 보조성분이 첨가된 A
용액에 환원제가 첨가된 B용액을 정량펌프를 통해
일정한 량을 투입하는 시스템이다. 정량펌프는 튜
브를 통해 일정한 속도로 연속해서 B용액의 투입
이 가능하다. 또한 속도 조절이 가능하여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다. A용액은 500 m 유리 비이커에 채
우고, B용액은 눈금이 있는 50 m 메스실린더로서
최소 눈금단위가 1 m 로 B용액이 정량펌프를 통해
정확히 얼마나 A용액에 투입되었는지를 알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유리 비이커와 메스실린더는 온
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욕조(water bath)에 넣는다. 무
전해 니켈 도금에서 작업 온도는 도금 공정에 상당
히 중요한 요인이므로 온도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한다. A용액이 담겨져 있는 유리
비이커 위에 교반용 모터를 설치하여 교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교반용 모터와 용액속의 CBN
분말을 교반하는 교반용 치구는 탈부착이 가능하다.
이 교반용 치구는 전처리를 마친 CBN 분말의 교
반을 목적으로 교반용 모터는 속도 및 방향을 자유
롭게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금 시간이
경과할수록 분말의 무게가 무거워져 교반속도를 조
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2.3 무전해 니켈 도금 방법
그림 4는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3가지 도금방법
에 대한 공정도를 보여 주고 있다. 전처리 공정은
3가지 도금방법 모두 같은 조건으로 실시하였으며
불규칙한 니켈-인 코팅 층을 얻고자 도금방법을
3가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그 중 [도금방법-1]은
개발될 무전해 니켈 도금액의 성능과 비교하기 위
해서 국내에서 수입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무전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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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erimental procedures electroless Ni-P pla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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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니켈 도금액의 성능 테스트와 여러 종류의 착화
제 중에서 석출속도가 빠르고 석출형상이 불규칙한
착화제를 찾고자 실시하였다. 세부 실험 항목은
(1)~(6)과 같으며 실험 조건은 표 2와 같다.
(1) 착화제 종류에 따른 석출속도 및 형상
(2) 착화제 함량에 따른 석출속도 및 형상
(3) pH 변화에 따른 석출속도 및 형상
(4) 환원제 투입량에 따른 석출속도 및 형상
(5) pH 완충제 투입에 따른 석출속도 및 형상
전처리 공정을 통해서 팔라듐 촉매 처리가 된
CBN 분말을 수세 후 건조를 하여 준비한다. CBN
분말을 전처리를 한 후 건조를 하는 이유는 1차 무
전해 니켈 도금 공정에 투입되기 전 정확한 중량을
확인하여 도금 후 니켈 석출량을 측정하기 위함이
다. 준비된 CBN 분말을 1차 무전해 니켈 도금 A
용액에 투입한 후 적정 온도까지 올랐을 때 교반을
하면서 준비된 B용액의 일정량을 정량펌프를 도금
시간 동안 분배하여 투입한다. 같은 방법으로 2차
무전해 니켈 도금과 3차 무전해 니켈 도금을 수행
한 후 건조하여 니켈-인 합금이 코팅된 CBN 분말

Table 2. Composition of reagent and bath condition for Ni-P electroless plating on CBN
Test
(1)

(2)

A
B
A
B

(3)

A
B

(4)

A
B

(5)

A
B

(6)

A
B

Reagent
EN-A
DI water
EN-B
Nickel Sulfate
Citric acid
(Acetic acid Succinic acid)
Ammonia water
Sodium Hypophosphate
Nickel Sulfate
Succinic acid
Ammonia water
Sodium Hypophosphate
Nickel Sulfate
Succinic acid
Ammonia water
Sodium Hypophosphate
Nickel Sulfate
Succinic acid
Ammonia water
Sodium Hypophosphate
Nickel Sulfate
Succinic acid
Ammonia water
Acetic Acid
Sodium Hypophosphate

Make-up
42%
50%
8%
50 g/l

0.2 mol/ℓ
13 ml/l
600 g/l
50 g/l
5~30 g/l
6~35 ml/l
600 g/l
50 g/l
10 g/l
6~16 ml/l
600 g/l
50 g/l
10 g/l
13 ml/l
600 g/l
50 g/l
5~10 g/l
13~23 ml/l
5~10 ml/l
600 g/l

Temp.

Time

pH

etc
CBN : 3 g
A : 200 ml
B : 15 ml

80oC

60min

5.3

80oC

60min

5.5

CBN : 3 g
A : 200 ml
B : 10 ml

80℃

60min

5.5

CBN : 3 g
A : 200 ml
B : 10 ml

80℃

60min

4.5
~
6.0

CBN : 3 g
A : 200 ml
B : 10 ml

80℃

60min

5.5

CBN : 3 g
A : 200 ml
B : 3~20 ml

80℃

60min

5.5

CBN : 3 g
A : 200 ml
B : 1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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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출형상 제어
도금 용액내의 계면활성제의 활성화 작용과 함께
습윤성의 증가는 석출이온의 계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확산에 대한 구동력을 최대로 하는 과정이 전
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석출과정에 나타나는 결정
성장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도금면에 평활성을 부여하
게 되는 데 표면 거칠기가 심한 요철의 모서리 부
분에 첨가제가 평균농도 이상으로 모이게 된다고
가정하고 첨가제가 많은 곳은 국부저항이 증가하여
석출이온보다는 첨가제층이 두터운 층을 형성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요
철이 심한 모서리 부분은 결정성장이 둔화되고, 요
철의 아래 부분은 오히려 첨가제의 농도가 낮게 되
므로 결정성장이 빠르게 진행된다. 이러한 작용으
로 인하여 최종 평활도는 보상되게 된다. 그러나 습
윤성 및 계면장력을 저하시키는 첨가제의 경우 오
히려 계면에 고른 석출이온을 분포시킬 수 있으므
로 이로 인하여 결정성장 및 결정핵 생성을 왕성히
행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평활화 작용보다는 계면
을 따라 균일하게 성장하는 레벨링성을 크게 만족
시키게 될 것이다. 그림 5에 비교적 습윤성과 친수
성계면을 만드는 첨가제인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non-ionic surfactant)를 소개하고 있으며 예측되는
표면거동을 나타내었다.
무전해 도금 과정에서 석출 형상은 다양한 변수
를 수반한다. 특히 용액 내에서의 금속이온의 거동
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평활성이 우수한
도금면을 만들 수도 있고, 균일전착성이 우수한 석
출면을 부여할 수 있는 형태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XL-80N, QS-30CP, N-60 등 비이온성 계면활성
제를 중심으로 계면활성제가 석출 형상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가 아울러 이론적 배경에서 제안된 핵
생성과 핵 성장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계면활성제의 성질 중 습윤
작용에 의한 계면장력의 저하가 석출 형상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사용된 계면활
성제는 공히 0.1%의 저 농도로 금속염 용해 시 함
께 첨가하였다.
2.4

Fig. 5. Surfactant formation and conceptual model of
surface behavior.

시료를 얻는다.
[도금방법-2]는 [도금방법-1]의 실험에서 불규칙한
형상과 석출속도가 빠른 조건을 찾은 후 더욱더 불
규칙한 도금층을 얻기 위한 공정을 추가한 것이다.
[도금방법-1]과 같은 방법으로 전처리 공정인 센시
타이징 공정과 엑티베이션 공정을 차례로 마친 후
1차 무전해 니켈 도금을 진행한다. [도금방법-1]과
다른 점은 1차 무전해 니켈 도금 후 2차 무전해 니
켈 도금에 투입되기 전 엑티베이션 용액에 1~2분
간 침지하여 니켈-인 표면층에 Pd 촉매를 부여한
후 다시 2차 무전해 니켈 도금을 수행한다. 그리고
2차 무전해 니켈 도금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Pd 촉
매를 부여한 CBN분말에 대하여 마지막 3차 무전
해 니켈 도금 공정을 수행한다.
[도금방법-3]은 [도금방법-2]와는 달리 1차 무전해
니켈 도금이 끝나기 5~10분 전 도금반응이 줄어들
었을 때 엑티베이션 용액을 0.1~0.2 m 정도 추가
적으로 투입을 한다. 2차 무전해 니켈 도금도 1차
무전해 니켈 도금과 같은 방법으로 도금 공정을 수
행한다. 엑티베이션 용액 속의 Pd 이온을 도금액에
투입한 후 니켈-인 도금층에 Pd 촉매 처리를 하여
다음 니켈 도금 공정에서 불규칙한 형상의 도금층
을 얻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l

3.

결과 및 고찰

3.1 무전해 니켈-인 도금층에 미치는 도금변수의 영향

착화제(complexing agents)의 영향
분말용 무전해 니켈 도금 목적에 부합하는 착화
제의 선정을 위해서 선행된 기술자료 및 실험을 바
탕으로 석출량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종류
3.1.1.

추현식 외 한국표면공학회
/

41 (2008) 312-324

317

Table 3. Calculated values of [HX/X] for various
complexing agents

Fig. 6. Effect of complexing agent on the plating weight
(Ni Sulfate 50 g/ , Ammonia water 13 m / , Sodium
Hypophosphate 7 m / (600 g/ ).
l

ll

l l

l

의 착화제 중에서 구연산(citric acid), 아세트산(acetic
acid), 호박산(succinic acid)을 사용하여 정해진 시
간동안의 석출량과 표면 형상을 관찰하였다. 일반
적으로 호박산(succinic acid), 젖산(latic acid), 초산
암모늄(ammonium acetate), 사과산(malic acid), 구
연산(citric acid) 등의 순서로 석출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착화제 중에
서 3가지를 선정하여 석출속도를 비교하여 그림 6
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같은 시간 동안 석출량을 비교한 결과
호박산의 석출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구연산의 경우 석출속도가 가장 느리게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석출형상의 경우도
모두 불규칙한 형상을 보여주지만 그 중에서도 호
박산을 사용했을 때 가장 요철이 심한 불규칙한 형
상을 보여 주었다. 이는 호박산이 빠른 석출속도와
불규칙한 형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연구에서 가
장 적합한 착화제로서 적합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석출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유리니켈 이온 농도가
높은 경우에 해당되며 도금속도는 증가하나 용액의
자발적 분해 가능성은 높아진다. 도금액 중의 니켈
이온의 착화정도는 착화제의 가지수(dentate number)
와 해리이온의 양, 즉 [X/HX]와 관계가 있다. 즉
가지수와 [X/HX] 값이 클수록 착화성능은 우수하
나 반대로 석출에 필요한 유리니켈이온의 양이 감
소하게 된다. Haidu에 의해 제시된 결과와도 잘 일
치하는 경향을 관찰하였다 . 주요 착화제에 대한 착
화제의 가지수, 이온화 상수(Ka), pH에 따른 [HX/
X] 값을 표 3에 나타내었다. 착화제(complex agent)
는 용액중 유리 니켈이온의 양을 조절하여 도금의
속도를 지배하는 인자로 작용하면서 높은 유리 니
켈이온 농도로 인해 일어나는 자발적 분해를 막아
준다. 니켈이온은 용액 중에서 여섯 개의 물분자와

Complexing
Agent

DN

Cit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Glycine
Lactic Acid

3
3
2
2
2

pH
4.7
4.9
0.027 0.017
0.050 0.032
0.288 0.182
11000 7410
0.144 0.097

5.1 log(ka)
0.011 -3.13
0.020 -3.40
0.115 -4.16
4680 -8.77
0.058 -3.13

DN : dentate number
HX↔H+X
HX : Concentration of protonated weak acid
X : Concentration of conjugate base
Ka : Ionization constant of weak acid

결합한 형태로 유리 니켈이온이 되는데, 착화제는
유리니켈이온의 여섯 개의 가지 중 몇 개를 점유하
여 구속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하나의 착화제 분
자가 몇 개의 가지를 점유하는가를 가지수라 하는
데, 가지수가 3인 구연산을 용액 중 첨가되어 유리
니켈이온을 구속시킨 예를 그림 7에 나타내고 있다.
착화제를 호박산으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유리
니켈이온의 여섯 개의 가지 중 2개를 구속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며, 가지수가 3인 구연산에 비하여
착화작용은 적으나 외부 접촉 donor atom 들과의
반응이 활발하여 석출속도가 빠른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림 8에 호박산을 첨가하였을 때의 유리니
켈이온을 구속시킨 예를 나타낸다.
착화제 종류를 호박산으로 결정한 후 도금액 속

Fig. 7.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nickel chelate
compounds in citric acid complex agent.

5)

Fig. 8.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nickel chelate
compounds in succinic acid complex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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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concentration of succinic acid on the
plating weight (Ni Sulfate 50 g/ , Ammonia water
13 m / , Sodium Hypophosphate 7 m / (600 g/ )).
l

l l

l l

l

의 적당한 착화제의 함량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착화제의 함량이 너무 낮으
면 착화제로서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착화제
함량이 높으면 착화성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
문에 니켈 석출속도가 느려지거나 도금 반응이 일
어나지 않는다. 그림 9는 착화제 함량 변화에 따른
석출량(g)을 보여주고 있다. 착화제의 함량이 5 g/
일 때 석출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석출량(g)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호박산의 함량이 30 g/ 이상
일 경우 착화 성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도금 반
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용액 속에 존재하는 니
켈 이온이 착화제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착
화제와 결합하는 니켈 이온의 량이 많아지므로 도
금 반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착화제인 호박산의 함량이 5 g/ 이하인 경우에는
착화된 니켈 이온의 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환원
제와 반응하는 니켈 이온의 량이 증가하므로 초기
도금 시 도금 속도는 빠르지만 용액이 검게 변하는
자기분해 반응이나 도금하고자 하는 분말 입자 표
면뿐만 아니라 교반용 치구나 도금 탱크 벽면에도
니켈 층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1.2 환원제(reducing agent)의 영향
일반적인 회분식 무전해 니켈 도금액의 경우 하
나의 도금액에 금속염, 환원제, 착화제 등 기타 보
조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도금액
의 경우 비표면적이 상당히 큰 미분체 상의 도금에
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초기 반응 속도가 너
무 빨라서 안정된 도금을 할 수 없으며 환원제의
소비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도금 속도는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금속염, 착화제 등이 포함된 A용액에
환원제로 조성된 B용액을 도금 시간동안 일정한 량
을 분배 투입하여 초기 반응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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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 of concentration of reducing agent on the
plating weight (Sodium hypophosphite 600 g/ ,Ni
Sulfate 50 g/ ,Ammonia water 13 m / , Succinic
acid 10 g/ ).
l

l

l l

l

도금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도금방법을
채택하였다. 환원제로 사용한 차아인산나트륨(sodium
hypophosphate)의 농도는 600 g/ 로서 고농도이며,
소량의 투입만으로 도금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저
농도의 환원제를 사용할 경우 도금 초기 반응속도
가 너무 느려 석출량이 줄어들어 고농도의 환원제
를 사용하여 적은 투입량으로도 도금 반응을 일으
킬 수 있도록 조제한 것이다. 그림 10은 환원제 투
입량(m )에 따른 석출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같은 시간동안(60분) B용액의 투입량이 증가할수
록 석출량도 증가를 하나 투입량이 7.5 m 부터는
증가폭이 줄어들며 10 m 이상에서는 거의 증가하
지 않고 일정한 석출량을 보여주고 있다. 10 m 이
상 투입시 비이커 바닥면이나 가장자리에 니켈이
석출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환원제의 투
입을 일정한 시간동안 집중 투입을 하면 환원제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자기분해 반응을 보여 도금액
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원하는 석출량에 대
한 일정한 환원제를 정해진 도금 시간 동안 분배
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1.3 pH 변화 및 안정제에 따른 영향
무전해 니켈 도금에서 pH는 액의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이번 실험은 도금액의 pH
변화에 따른 석출량 변화를 알아본 후 최적의 도금
조건을 찾고자 실시하였다. 우선 호박산을 착화제
로 선정하였으며 호박산의 농도는 10 g/ 로 결정하
였다. 호박산의 농도가 5 g/ 일 때 석출속도가 빠르
지만 안정적인 도금 반응을 기대할 수 없어 석출속
도 및 도금액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호박산의 농도
를 결정하였다. pH의 조절은 암모니아수를 사용하
였으며 pH는 (4.5, 5, 5.5, 6.0) 4가지 조건을 가지
l

l

l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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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 of the solution pH on the plating weight
of electroless Ni-P deposit (Ni Sulfate 50 g/ ,
Succinic acid 10 g/ , Sodium Hypophosphate
7 m / (600 g/ )).
l

l

l l

l

고 실시하였다. 그림 11은 pH 변화에 따른 석출량
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 결과 pH가 높을수록 석출속도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환원
제인 차아인산이온의 산화가 촉진되어 니켈 석출
속도가 증가한 결과이다. 하지만 pH 6.0보다 5.5에
서 석출량이 줄어든 이유는 도금욕의 니켈 석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욕이 불안정해지며 비이커 바닥이
나 벽면에 도금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CBN분말에 도금되는 니켈의 석출량이 줄어든 것
으로 판단된다. pH 4.5 이하에서는 도금액이 안정
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석출속도가 현저히 줄어
들어 석출량이 너무 적어 적합하지 않다. 그 이유
는 용액중에 pH가 낮아지면 용액 중 수소 이온이
증가하게 되어 (1)반응과 (2)반응이 일어나기 어렵
고 결국 (3)반응이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pH가 감
소하면서 인함량이 높아지는 이유이다.
H PO + H O → H + HPO + 2H
(1)
Ni + H → Ni + 2H
(2)
H PO + H → H O + OH + P
(3)
H PO + H O → H + HPO + H
(4)
위의 결과로 무전해 니켈 도금액의 안정성과 석
출속도를 고려할 때 pH는 5.5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pH의 급격한 감소는 도금속도의 저하로 이어진
다. 무전해 니켈 도금액 안에 포함된 금속 니켈염
의 양은 많지만 pH 저하로 인해서 석출되는 니켈
의 양은 적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도금 초기부터 도
금이 끝나는 시간까지 도금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
키기 위해서는 급격한 pH의 저하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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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ffect of the pH buffer solution (acetic acid) on
the plating weight.

따라서 이런 pH의 급격한 저하를 막기 위해 pH 완
충제를 사용하여 정해진 도금 시간동안 pH의 저하
속도를 줄이고자 실험을 실시하였다.
pH 완충제로는 아세트산(acetic acid)을 사용하였
다. 아세트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5 m / , 10 m /
를 투입했을 때 석출량 및 그 형상을 관찰하였다.
결과적으로 아세트산을 투입했을 경우 투입하지 않
은 경우보다 석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그림 12는 아세트산 투입량에 따른 석출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pH 완충제를 사용
하지 않은 경우가 시간당 석출량이 가장 적게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아세트산의 함량이 증
가할수록 석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는 pH 완충제로 사용된 아세트산의 함량이 높을수
록 pH 완충작용이 증대되어 급격한 pH 저하를 방
지하여 석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원제의 투입이 단시간 동안 집중이 되면 자기
분해 반응을 보여 도금액 속에 유리 니켈 입자들이
생성되어 도금액이 검게 변하며 도금 탱크에도 니
켈 층이 형성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니켈 층이 벗겨
져 CBN 분말과 혼합되어 순수한 CBN 상의 니켈
코팅 분말을 얻을 수 없다. 특히 2,3차 보다 1차 무
전해 니켈 도금에서 이러한 반응이 쉽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1차 무전해 니켈
도금액에 안정제(stabilizer)를 투입하여 도금액의 안
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기본용액(표 4)과 같은
공정조건으로 [도금방법-1]을 이용하였으며 1차 무
전해 니켈 도금에만 안정제를 투입하고 2,3차 무전
해 니켈 도금에는 안정제를 투입하지 않았다. 실험
결과 석출량과 도금층의 형상 모두 다 성능이 떨어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석출량의 경우 표
5에서 보듯이 46 wt% 정도이며 형상은 안정제를 투
입한 후 도금 층이 밋밋한 형상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13).
따라서 1차 무전해 니켈 도금에서 안정제의 투입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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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ath and process conditions
A
B

Nickel Sulfate
Succinic acid
Ammonia water
Sodium Hypophosphate

50 g/l
10 g/l
13 ml/l
600 g/l

80℃

pH
5.5

60min

CBN : 3g
A : 200 ml
B : 10 ml

Table 5. Coating weight in electroless Ni-P deposits according to the amount of stabilizer
Method-1
(Stabilizer 2ppm)
Method-1
(Stabilizer 3ppm)

Before plating(g)
After plating(g)
Weight gain(g)
Before plating(g)
After plating(g)
Weight gain(g)

1
3.0142
3.7736
0.7594
3.0305
3.7206
0.6901

2
3.7562
4.6883
0.9321
3.7004
4.6525
0.9521

3
4.6625
5.5946
0.9321
4.6321
5.5753
0.9432

Coating weight(%)
46.1wt%

45.6wt%

Fig. 13. Surface morphology of deposits containing stabilizer.

은 배제하고 환원제의 투입량을 도금시간동안 적당
히 분배 투입하는 것이 도금속도와 석출형상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3.2 무전해 니켈-인 합금 도금층의 석출형상 변화
3.2.1 공정변화에 따른 석출형상의 변화
착화제, 환원제, pH완충제, pH변화 등에 대한 연
구결과를 종합하여 무전해 니켈 도금 용액을 조제
하였다. 착화제와 pH 조정제 이외의 보조성분을 사

용하지 않고 석출 속도가 빠르고, 석출 형상이 불
규칙한 도금 조건을 찾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도금
방법 1,2,3]를 모두 사용하여 석출량 및 도금층의
형상을 비교하였다. 표 4는 도금욕의 조성 및 공정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도금방법 1, 2, 3]을 수행
했을 때의 석출량을 비교해 보았다. 표 6은 석출량
을 보여주고 있다.
CBN 상의 니켈-인 합금 도금층의 석출량이 [도
금방법 1,2,3] 모두 거의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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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ating weight in electroless Ni-P deposits according to plating methods

Method-1
Method-2
Method-3

Before plating(g)
After plating(g)
Weight gain(g)
Before plating(g)
After plating(g)
Weight gain(g)
Before plating(g)
After plating(g)
Weight gain(g)

1st

2nd

3th

3.0145
3.8739
0.8594
3.0024
3.9025
0.9001
2.9921
3.8890
0.8969

3.8524
4.8176
0.9652
3.8856
4.8477
0.9621
3.8701
4.8322
0.9621

4.7943
5.7368
0.9425
4.8298
5.7734
0.9436
4.8185
5.7761
0.9576

Coating weight
(%)
47.5wt%
48wt%
48.2wt%

Fig. 15. Surface morphology of deposits according to
plating methods.

Fig. 14. Surface morphology for deposition time.

47.5~48.2 wt%의 중량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 수
치는 수입된 무전해 니켈 도금액보다 니켈 석출량

이 약 1.5~2 wt% 정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4는 도금시간의 변화에 따른 석출 형상의
변화를 관찰한 사진결과이다. 사진 (a)는 CBN 도
금전의 형상이다. 각진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요철
부분도 관찰되고 있다. 초기 석출 형상을 관찰하기
위해 기본 조건에서 무전해 도금 반응을 시작한 후
3분 후에 시료를 채취하여 석출초기 형상을 관찰하
였다. 석출초기에는 불균일한 표면형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결정핵의 생성보다는 결정핵 성장이
우선 진행하는 석출형상으로 관찰되었다. 사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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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시간 무전해 석출진행 후의 석출형상을 관찰한
사진이다. 초기 핵생성 및 성장이 안정화되면서 핵
생성과 성장이 고르게 발달한 형태의 석출모양이
관찰되고 있으며, 석출반응은 표면 요철 형상을 볼
때 결정핵 성장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생
각되어진다.
그림 15는 기본용액에서 [도금방법 1,2,3]을 통해
얻어진 니켈-인 합금이 코팅된 CBN 분말의 전자현
미경 사진 결과이다. (a),(b),(c) 모두 도금층이 매우
불규칙하고 요철이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중에
서도 (b)는 [도금방법-2]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로서
(a),(c)보다 올록볼록한 형상이 더 뚜렷한 도금층을
보여주고 있다. 1차, 2차 도금을 진행하면서 도금
시간이 끝날 무렵 엑티베이션용액을 투입하는 [도
금방법-3]보다 1차, 2차 도금이 끝난 후 엑티베이션
용액에 침지한 후 다음 도금 공정을 진행하는 [도
금방법-2]가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각의
니켈도금 후에 진행된 파라듐 촉매처리 원자핵들이
다수 존재하여 생기는 결과로 이로 인하여 니켈 핵
의 생성보다는 성장에 의한 불균일 도금층이 얻어
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해진 시간동안 도금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착화제의 함량을 줄여보기도 했지만 기초실험 결과
에서 설명했듯이 착화제의 함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도금 속도는 증가하나 도금액이 불안정하고 pH가
급격히 떨어져 지속적인 도금속도를 얻을 수 없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착화
제의 함량은 기존 10 g/ 에서 5 g/ 로 줄이고 pH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pH 완충제 역할을 하는
아세트산(acetic acid)을 첨가하였다. 그 결과 착화
제의 함량이 기존의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도금반응을 얻을 수 있었으며 도금속도도
빨라져 전체적인 석출량이 증가하였다. 도금속도는
l

l

Fig. 16. Effect of the pH variation after Ni-P deposition.
Condition 1 : Succinic acid 5 g/
Condition 2 : Succinic acid 5 g/ +Acetic acid 5 m /
Condition 3 : Succinic acid 5 g/ +Acetic acid 10 m /
l

l

l

ll
ll

41 (2008) 312-324

pH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pH를 장시
간 유지시킨다면 도금시간동안 석출속도가 일정하
게 유지되기 때문에 석출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16에서 보여주듯이 착화제인 호박산만을 사
용한 경우와 착화제와 pH완충제인 아세트산을 사
용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착화제만 첨가한 조건 1
의 경우 pH가 급감하였고 착화제와 pH완충제를 동
시에 사용한 조건 2,3의 경우 pH의 감소 폭이 조
건1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pH완충제인
아세트산을 15 m / 이상 첨가할 경우 도금 시작 약
10분 후 액이 뿌옇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오히
려 도금속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3.2.2 계면활성제에 따른 석출형상 및 석출속도의
변화
무전해 니켈도금에 있어서 도금변수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은 금속염과 환원제뿐만이 아닌 보조성분의
여러 가지 영향요소들이라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착화제에 의한 도금속도와 표면의 형상이 제어되기
도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착화제를 중심으로 착
화제의 성분에 따른 표면 형상을 제어함으로서
120 mesh 이상의 CBN입자에서 원하는 그림 17과
같은 botryoidal type(포도송이 모양)의 석출형상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목표형상인 botryoidal type
(포도송이 모양)은 착화제를 호박산으로 고정하여
도 안정적인 morphology를 얻을 수가 있었다.
Botryoidal type(포도송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표
4의 기본 조성을 기준으로 계면활성제가 석출속도
및 석출형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하였다.
계면활성제를 첨가하기 전에는 botryoidal type(포
도송이 모양)이 주 석출형상이나 그림 18에서 확인
되는 것처럼 spiky type 형태의 석출형상으로 전이
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또한 석출면에서 전체적
으로 고르게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안
정적인 spiky type의 morphology를 형성시키는 조
건을 확보할 수 있었다.
l l

Fig. 17. Surface morphology of deposits from basic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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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Surface morphology of deposits from table 4
conditions with 0.1% XL-80N surfactant.

무전해 도금 용액내에서 CBN 입자 상에 작용하
는 계면활성제의 활성화 작용과 함께 습윤성의 증
가는 석출이온의 계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확산
에 구동력을 높이는 것으로 예측되던 이론이 실제
미분체 상에서 석출형상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계면활성제 고유의 습윤성
향상에 기인한 친수성 표면활성이 석출속도를 개선
하는데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따라서 그림
8의 계면활성제 거동에 대한 가설이 신뢰성 있는
범위내에서 증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같
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라도 계면활성제의 접촉각
특성 및 표면장력 특성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이
어려운 계면활성제 종류도 관찰되었다. 위의 결과
로부터 계면활성제가 계면장력을 현저히 낮추고, 따
라서 접촉각을 작게 하여 고체 표면에 퍼지는 것은
습윤성과 관계가 있으며, 이것은 직접, 간접적으로
용액의 침투성을 크게 하여 석출속도 및 결정핵성
장으로 인한 석출형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 또한 그림 19로부터 외산과 차이가 없는
석출형상임을 다시 한번 단면 관찰을 통하여 확인
하였다.
시험평가 계면활성제 중 석출형상제어와 함께 석
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는 그림 20에 나
타내고 있다. 석출량을 비교한 결과 계면활성이 왕
성한 비이온계 XL-80N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무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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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Wight gain of electroless Ni-P deposits with
various surfactants.

해 도금용액에서 외산보다 20% 이상 향상된 석출
량을 보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연마재인 CBN 미분체 상에 무
전해 석출을 통하여 Ni-P 합금도금 결과 연삭소재
로서의 기능성을 확보하였다. 첨가제 및 표면처리
조건에 따른 석출형상 제어를 위한 무전해 도금 용
액 제조 및 특성 연구를 각각 수행하여 무전해 도
금 공정 조건이 표면 석출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미분체 표면처리 방법인 적하법을 적용하여 환
원제를 정량 투입한 결과 1시간 이상의 안정적인
석출경향을 보였으며, 연삭 초연마재인 CBN 미분
상에 Ni-P coating weight gain 50% 이상의 석출조
건이 확보되었다.
2. 석출 표면형상이 botryoidal type 및 spiky type
이 혼재된 형태의 모양이 관찰되었으며, 다양한 석
출형상을 만드는 무전해 도금 방법을 개발하였다.
3. 계면활성제에 의한 도금형상 변화 관찰결과 비
이온성 계면활성제 계열의 XL-80N에서 우수한 특
성을 보였고, CBN 지립 및 석출 니켈 표면에 계면
장력을 현저하게 낮춤으로 습윤성과 젖음성이 우수
한 계면활성제의 작용으로 해석되어지며 석출속도
에서도 매우 우수한 석출속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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