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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multi-complex agents addition on characteristics of electroless Ni plating solution
are investigated. The species and the concentration of complexing agents are major factors to control the dep-
osition rate, P concentration, and surface morphology of plating films. Adipic acid increases the deposition
rate in regardless of single- or mutli-complex agent addition. However, lactic acid effectively increases the
deposition rate in case of multi-addition as the complex agents with adipic or sodium succinate acid. In addition,
sodium citric acid and malic acid show good stabilizing effects of plating solution and lowering the deposition
rate, because they have high complexibility.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development of Ni-P plating
solution suitable for diverse usages can be carried out systematically using the database from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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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금에 의한 최종 표면은 미세용접 및 접합 등

각종 패키징 기술 등에 의한 밀도가 높은 초소형

소자 등의 실장 계면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부품소

재산업에서의 그 중요성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1). 특

히 최근에 전자부품의 경량화, 소형화, 고기능화에

따라 내부 회로의 고밀도화, 협 피치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금면적이나 형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도금두께 편차가 크지 않은 무전해 도금

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2-4). 특히 무전해 니켈

도금피막은 공석되는 인의 석출량을 제어함으로서

비정질 합금 도금이 가능하고 균일한 표면을 얻을

수 있어 확산방지특성, 내식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7).

무전해 니켈 도금은 니켈 금속염을 도금액으로부

터 소재에 석출시키는 방법으로 환원제와 니켈금속

의 농도비 및 착화제, pH 완충제, 안정제, 첨가제

등 도금액에 첨가되는 여러 화합물의 조합에 의해

다양한 도금액이 제안되어 있으며 종류에 따라 도

금되는 피막의 기계적, 물리적 성능이 좌우된다8,9).

차아인산 무전해도금욕은 산성욕, 암모니아 알칼리

성욕, 또는 가성알칼리성욕으로 구분되며 도금액 중

에 첨가되는 착화제, 조정제, pH완충제 등에 의해

그 성능이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환원제는

차아인산으로 그 주요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Ni2++ H2PO2
−+ H2O→Ni0+ H2PO3

−+ 2H+  (1)

3H2PO2
−→H2PO3

−+ 2P + H2O + 2OH−   (2)

Ni2++ 4H2PO2
−+ H2O→Ni0+ 2P + 2H2PO3

−+ 2H2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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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발생 및 인 석출에 대한 부분반응은 다음과

같다.

H2O + H2PO2
−→H2↑+ H2PO3

−   (4)

H2PO2
− + Had→P + OH− + H2O   (5)

일반적으로 니켈석출 반응식 (1)은 인 석출과 관

련된 반응식 (2)와 (5)보다 빠르게 진행되므로 인

석출반응을 율속 반응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따라

서 니켈 석출이 빠른 고속 무전해 니켈욕(~20 µm/

h)의 경우 인의 함량(5~9 wt.%)이 낮고, 니켈 석출

반응이 느린 저속 무전해 니켈욕(~10 µm/h)은 대부

분 인 함량(10~13 wt.%)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그

러나 pH값이 낮아질수록 인 석출을 주도하는 반응

식인 (2)와 (5)는 다른 반응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

게 되어 반응식 (1)에 따라 pH가 감소함으로써 니

켈 석출속도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고 동시에 인의

함량은 증가하게 된다9).

무전해 니켈도금용액이 자발적으로 분해되는 것

을 방지하고 촉매표면에서만 환원반응이 일어나도

록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착화제를 첨가한다. 착화

제는 유기산이나 그들의 염으로써 환원반응에 참여

하는 유리 니켈의 총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니

켈이온이 인산니켈로써 침전되는 것을 지연시켜 용

액을 안정하게 한다. 착화제는 또한 용액의 pH 변

화를 억제하기도 하는데 이는 환원반응에 의한 수

소이온이 빠르게 생성되는 것을 감소시킴으로써 완

충역할을 하는 것이다10).

차아인산 환원욕에서 도금된 무전해 니켈 피막은

인의 함량에 따라 저인, 중인, 고인 피막으로 분류

된다. 저인 니켈피막의 경우 기공이 많고 결정질의

주상정 조직으로 관찰되며 주상정 사이의 균열이나

깨진틈이 불량의 원인이 되어 피막의 특성에 영향

을 미친다. 중인 니켈피막의 경우 비정질로 결정상

을 형성하지 않아 확산방지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고인 피막의 경우 부식 특성은 우

수하나 내마모성과 경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1).

일반적으로 무전해 니켈 도금액에 있어서 사용되

는 착화제의 종류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각각의 착

화제 첨가량에 따른 효과는 구체적으로 보고되고

있지 않다. 특히 착화제 종류 및 배합에 따른 도금

액의 안정성, 도금속도 및 인 석출량에 미치는 착

화제의 영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의 데

이터화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IT 부품용

미세회로 대응 무전해 도금액을 개발하고자 하였으

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확산방지 특성이 우

수한 중인 니켈 피막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무전해 니켈 도금액 개발을 위해 확산방지

특성이 우수한 비정질 형상을 가지는 중인(7~12

wt.%) 타입의 무전해 니켈 도금액에서 니켈염과 환

원제의 비 및 착화제의 단독, 2종, 3종 첨가에 따

른 도금속도, 인함량, 안정성, 표면형상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무전해 니켈 도금은 중탕방식으로 도금액을 85oC

까지 가열하여 온도를 유지하고, pH 4.5의 조건 하

에서 1시간씩 수행하였다. 기판으로는 Hull Cell

(75×50 mm)용 철 시편을 사용하였으며 도금조는

1l bath를 사용하였다. 또한 시편에서 발생하는 기

포는 시편 요동부를 사용하여 초당 1회 좌우로 왕

복 운동시키고 동시에 마그네틱바를 사용하여

250 rpm의 속도로 시편에 발생하는 수소가스를 용

이하게 방출시킬 수 있게 하였다.

무전해 니켈 도금액 개발을 위한 도금액 합성 중

금속염 니켈과 환원제의 몰 농도비 변화실험을 통

해 가장 우수한 니켈과 차아인산나트륨의 몰 농도

를 선택하고자 하였으며, 도금목적에 맞는 도금액

개발을 위해 각각의 착화제의 역할 및 착화제의 특

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착화제의 특성은 도금액

의 안정성, 도금속도, 인 석출량을 통해 판단하였으

며 이를 위해 착화제로 아디핀산, 락트산, 말린산,

아세트산, 숙신산, 시트린산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그리고 무전해 니켈 도금액에 단일 성분

의 착화제, 2성분계 착화제, 3성분계 착화제 복합

첨가 실험을 통해 각각의 착화제가 도금액에 미치

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도금피막 내 인함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EDS

(Noran-VAMTAGE-superdry-II)를 사용하였고, 표면

형상은 FE-SEM(FEI company-SIRIONPM)을 이용하

여 관찰하였다. 그리고 도금속도를 확인하기 위하

여 XRF(FISCHER-XDAL)를 이용하여 도금두께를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니켈염과 환원제의 조성비 변화에 따른 도금속

도 변화

무전해 니켈 도금은 니켈염과 환원제의 농도에

따라 도금속도가 민감하게 변화하며, 양산성을 고

려할 때 10 µm/h 이상의 도금속도와 장시간 안정

성을 지니는 도금액 개발이 필수적이다. 니켈염과

환원제의 비율에 따른 도금속도 고찰을 통해 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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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험에 앞서 기본조건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니

켈염으로 황산니켈, 환원제로 차아인산나트륨을 사

용하여 니켈과 차아인산 나트륨의 농도비[Ni2+/SHP]

에 따른 도금속도를 고찰하였으며, 실험조건 및 결

과를 표 1과 그림 1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1을

보면 Ni-P 합금의 석출 속도는 [Ni++]/[SHP]의 비율

이 0.2의 영역까지 약 13.4 µm/h로 조금 증가하다

가 그 후 급격히 석출 속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

으며, 니켈농도가 5 g/l, 차인산염의 첨가량이 25~33

g/l일 때 석출 속도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인 것으

로 나타났다. 니켈이온과 환원제 첨가 실험에서 산

화환원 반응의 진행에 따라 아인산 니켈이온의 축

적으로 인하여 아인산니켈 침전발생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유리니켈 이온의 농도를 감소시켜 도금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착화제 첨가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결과를 다음절에 나타내었다.

3.2 단일 착화제 첨가에 따른 도금액 특성

산성 무전해 니켈 도금액은 건욕시 니켈이온의

침전 및 석출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환원 석출반

응이 진행됨에 따라 도금액내 아인산 이온 농도증

가에 따라 아인산 니켈이 도금조 내에 침전 및 석

출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막고 욕의 안정성을

개선하여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아인산 니켈

의 생성을 억제하여야 하며 착화제 첨가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착화제의 종류 및 첨가량

에 따라 pH 완충 역할 및 도금속도 가속제로서의

특성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을 나타내므로, 선

정된 도금액에서 다양한 종류의 착화제를 첨가에

따른 각각의 특성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니켈 5 g/l, 환원제 25 g/l 혼합되어 있는 도금액에

6가지 착화제(숙신산, 아세트산, 시트린산, 아디핀

산, 락트산, 말린산)를 첨가하여 각각의 착화제가

도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여 비정질 피막을

지니는 중인 타입의 안정한 도금액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얻어진 도금속도 및 인 석출량을 그림

2, 3에 나타내었으며, 도금액의 안정성은 표 3에 정

리하여 나타내었다. 도금속도는 착화제의 첨가량에

관계없이 아디핀산을 첨가한 경우 가장 빠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시트린산을 착화제로 사용한 경우

가장 느린 도금속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아디핀산

의 경우 첨가량이 20 g/l까지는 도금속도가 13 µm/

h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상 혼합될 경우 도금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트린산을 첨가한 경

Table 1. Nickel vs. Sodium Hypophosphite concentration

ratio ([Ni++]/[SHP])

 Parameter Concentration/Ratio

Ni2+ (g/l) 5

SHP (g/l) 50 33 25 20 10

[Ni++]/[SHP] 0.1 0.15 0.2 0.25 0.5

Fig. 1. Deposition rate of Ni as a function of Nickel vs.

Sodium Hypophosphate concentration ratio.

Fig. 2. Deposition rate in accordance with variation

complexing agent.

Fig. 3. P content in dependance of variation complex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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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5~5 µm/h 정도의 낮은 도금속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도금피막에 공석된 인의 함량은 아디핀산의

경우 10 g/l 이하에서는 10 wt.% 정도였으나 그 이

상으로 첨가량이 증가할 경우 인의 석출량은 감소

하여 약 7 wt.% 정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다른 착

화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모든 실험조건에서 9.8~12.5

wt.%로 중인 도금피막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도

금속도가 빠른 아디핀산을 첨가한 경우에 식 (1) 반

응이 촉진되고 (2), (5) 반응이 억제되어 인 농도가

말린산과 시트린산을 첨가한 경우에 비하여 낮게

나타내었다.

한편, 아세트산, 숙신산 및 락트산이 첨가된 도금

액의 경우 첨가량에 관계없이 1시간 이내에 자기

분해되어 도금조 바닥과 내벽에 니켈이 석출되었고,

아디핀산 혹은 말린산을 40 g/l 이상 첨가할 경우

및 시트린산을 첨가할 경우 모든 실험조건에서 1시

간까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착화제의 착화

력이 클수록 유리니켈이온의 농도를 감소시켜 자기

분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도금액 안정성은 증가한

다12,13). 따라서 초기에 자기분해가 발생한 아세트산,

숙신산, 락트산은 착화력이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나타난 아디핀산, 말린

산, 시트린산의 경우 착화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주어진 환원제 농도

에서 도금속도가 시트린산, 말린산, 아디핀산의 순

으로 증가하므로, 착화력은 아디핀산, 말린산, 시트

린산 순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9). 또한 착

화제 농도 증가에 따른 도금속도의 증가 및 감소는

농도가 낮을 경우 리간드의 니켈표면 흡착량이 적

어 환원제의 산화반응이 원활하므로 석출속도가 증

가하나, 농도가 증가하여 흡착량이 증가할 경우 환

원제의 산화반응을 억제하여 석출속도가 늦어진 것

으로 생각된다14).

한편 아디핀산의 경우 빠른 도금속도를 나타내었

으나 소량 첨가시 도금액이 불안정 하였고 다른 착

화제의 경우 속도가 매우 느려 양산성 확보가 용이

하지 않으므로, 도금액의 안정성과 양산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이상의 착화제를 첨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도금속도가 빠른 아

디핀산을 5 g/l으로 고정시키고 그 외의 착화제 첨

가량을 조절하여 빠른 도금속도를 지니며 안정한

도금액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3.3 2성분 착화제 첨가에 따른 도금액 특성 

앞의 실험을 통해 도금액에 단일 착화제를 첨가

할 경우 빠른 도금속도와 장시간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일 착

Table 2. Stability of Ni-P solution in dependance of variation complexing agent for 1 h plating (○ : Not decomposition,

△ :　Little decomposition (little slurry), × : (Decomposition))

0 g 5 g 10 g 20 g 30 g 40 g 50 g

Stability 

Adipic × △ △ △ △ ○ ○

Acetate × × × × × × △

Lactic × × × × × × ×

Citrate △ ○ ○ ○ ○ ○ ○

Malic × △ △ △ △ ○ ○

Succinate × × × × × × ×

Fig. 4. Deposition rate in dependance of complexing

agent [5 g/l : Adipic].

Fig. 5. P content in dependance of complexing agent

[5 g/l : Adi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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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실험에서 도금속도가 10 µm/h 이상인 아디핀

산을 도금속도 개선을 위하여 5 g/l으로 고정첨가

후 그 도금액에 다른 착화제를 각각 5 g/l, 10 g/l,

15 g/l, 20 g/l, 25 g/l씩 첨가하여 도금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각각의 실험조건에서의 도금 속도, 도금

피막의 인 석출량 및 안정성을 관찰하여 그림 4, 5

및 표 3에 나타내었다. 아디핀산이 첨가되어 있는

도금액에 락트산이 첨가될 경우 도금속도는 증가하

였으며 15 g/l 혼합될 경우 가장 빠른 13 µm/hr의

도금속도 나타내었고 그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오히려 도금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숙신산의 첨가량이 증가될 경우에도 일부 도

금속도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락트산이 혼합될 경

우보다 낮은 도금속도를 나타내었고, 시트린산, 말

린산 및 아세트산을 첨가할 경우에는 오히려 도금

속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금된 피막에 공석되는 인의 공석량은 락트산과

아세트산의 경우 도금액 상에 착화제로 혼합될 경

우 인의 공석량은 소폭 상승하였으며 시트린산과

말린산의 경우 인의 공석량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Table 3. Stability of Ni-P solution in dependance of variation of complexing agent for 1 h plating (○ : Not decomposition,

△ :　Little decomposition (little slurry), × : (Decomposition))

0 g 5 g 10 g 15 g 20 g 25 g

Stability

Acetate △ × × × △ △

Lactic △ △ ○ ○ ○ ○

Citrate △ ○ ○ ○ ○ ○

Malic △ ○ ○ ○ ○ ○

Succinate △ × × × × ×

Fig. 6. SEM images of Ni-P plating as a function of complexing agent [5 g/l : Adi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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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험영역에서 중인의 무전해 도금피막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숙신산을 첨가한 경우 첨가량에

따라 도금피막 내 인의 농도가 7~12 wt.%의 넓은

범위에서 변하였으므로 도금공정 시 도금피막 특성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에 나

타낸 바와 같이 도금액은 락트산이 10 g/l 이상 혼

합될 경우 안정하였고 말린산과 시트린산이 혼합될

경우에는 모든 실험 영역에서 안정한 상태를 나타

내었으나 숙신산과 아세트산이 혼합될 경우에는 매

우 불안정한 용액상태를 나타내었다. 특히 단일성

분의 착화제를 첨가한 경우와 비교하면 2성분계의

착화제를 첨가한 경우 도금액이 안정한 조건이 다

수 확인되었다. 

한편 그림 4와 표 3을 보면 3.2절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착화력이 우수한 시트린산과 말린산을 첨

가한 경우 다른 착화제를 첨가한 경우에 비하여 도

금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디핀산과 더

불어 유리 니켈이온의 농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안정성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락트산

을 첨가한 경우 단일 착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도금액이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

디핀산과 혼합 첨가될 경우 자기분해가 발생하는

농도 이하로 유리 니켈 이온의 농도를 감소시켰기

때문으로 생각된다9). 그리고 락트산은 시트린산과

말린산에 비하여 착화력이 낮아 두가지 착화제를

첨가한 경우에 비하여 석출속도가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조건별 도금피막의 표면형상을 관찰한 결과

(그림 6 참조), 아디핀산이 5 g/l 단일 첨가되었을

경우에는 불규칙한 이랑모양의 줄이 형성되었고, 아

세트산이 첨가된 경우 피트가 관찰되었으며, 숙신

산, 시트린산, 말린산이 도금액에 혼합될 경우 결정

립 형태의 형상을 나타내어 확산방지 저항성이 저

하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실험결과로부터, 도

금속도, 도금피막 내 인함유량 및 변화정도, 도금액

의 안정성 및 표면형상을 고려할 때, 2성분계 착화

제를 사용할 경우 아디핀산 5 g/l에 락트산을 10~20

g/l을 첨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나 24

시간 도금 후 도금조 내벽에 일부 석출이 관찰되었

으며, 보다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3성분계 착

화제 첨가를 통한 도금액 개선을 시도하였다. 

3.4 3성분계 착화제 첨가에 따른 도금액 특성 

이상의 2성분계의 착화제 첨가 실험에서 단일성

분계에 비하여 안정한 영역이 확장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도금액이 24시간 이후에 안정하며

도금속도가 10 µm/h이상으로 빠르고 중인인 도금

액은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안정성이 보다 우수

한 도금액을 개발하기 위해 아디핀산과 락트산이

혼합되어 있는 도금액에 다른 착화제를 혼합하여

착화제의 총 함량을 25 g/l로 유지하고 각각의 착

화제의 첨가량을 변화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3.4.1 아디핀산-말린산-락트산 

아디핀산, 말린산, 락트산을 혼합하여 얻어진 도

금속도 및 인의 공석량은 표 4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아디핀산 15 g/l, 말린산 5 g/l, 락트산 5 g/l이

첨가된 경우 가장 빠른 도금속도를 나타내었고, 말

린산이 15 g/l, 아디핀산과 락트산이 각각 5 g/l 혼

합된 경우 가장 낮은 도금속도를 나타내었다. 착화

제로 말린산이 다량 첨가되면 도금속도는 감소하였

고 아디핀산의 양을 증가 시켰을때 석출속도는 향

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단일 착화제 실험과

두가지 성분의 착화제 혼합실험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듯이 말린산은 무전해 니켈 도금액에서 착화력

은 우수하나 첨가량이 많아지면 도금속도를 감소시

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실험 조건에서 인

의 석출량은 10 wt.% 정도로 중인을 함유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도금피막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그림 7) 말린산

이 15 g/l, 아디핀산과 락트산이 각각 5 g/l 혼합되

어 얻어진 피막에서 피트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결

정립 형태의 형상을 나타내지 않고 미세하며 가장

우수한 평탄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때

도금속도는 6.7 µm/h로 낮은 도금속도를 나타내었

다. 특히 아디핀산, 말린산, 및 락트산이 혼합된 도

금액은 모든 혼합조건에서 24시간 이상 안정한 상

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 A Mixing ratio of complexing agents [Adipic, Malic, Lactic]

Adipic (g/l) 5 5 15 5 10 10

Malic (g/l) 5 15 5 10 10 5

Lactic (g/l) 15 5 5 10 5 10

Adipic : Malic : Lactic 1:1:3 1:3:1 3:1:1 1:2:2 2:2:1 2:1:2

Deposition rate (µm/h) 8.7 6.7 9.4 7.5 8.0 8.4

P % 9.9 10.1 9.6 10.7 10.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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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아디핀산-숙신산-락트산 

아디핀산과 숙신산, 락트산이 혼합된 실험영역에

서는 표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부분 높은 도금

속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락트산이 15 g/l 첨

가된 경우 도금속도가 11.1 µm/h로 가장 빠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아디핀산이 15 g/l 첨가된 경우 도

금속도가 7.6 µm/h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금속도가 가장 낮은 경우 도금피막 내 인

Fig. 7. SEM images of Ni-P plating as a mixing ratio of complexing agent.

Table 5. A mixing ratio of complexing agent [Adipic, Succinate, Lactic]

Adipic(g/l) 5 5 15 5 10 10

Succinate(g/l) 5 15 5 10 10 5

Lactic(g/l) 15 5 5 10 5 10

Adipic : Succinate : Lactic 1:1:3 1:3:1 3:1:1 1:2:2 2:2:1 2:1:2

Deposition rate (µm/h) 11.1 8.4 7.6 10.5 9.5 10.7

P % 10.3 9.3 12 10.2 9.0 10.1

Fig. 8. SEM images of Ni-P plating as a mixing ratio of complex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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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2 wt.%) 다른

실험조건에서는 대부분 9~10 wt.% 정도의 인이 석

출되었다. 

숙신산이 15 g/l 혼합된 경우 도금액이 매우 불안

정하여 도금시작 후 자기분해 되어 니켈 입자가 도

금피막에 달라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락트산과 아디핀산이 각각 10 g/l 숙신산이 5 g/l

일 경우 가장 우수한 안정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

되며 24시간까지 자기 분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외의 조건에서는 10시간 이상 도금시 도금조 내

에 일부 석출물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조건 도금피막의 표면형상을 관찰한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으며, 아디핀산 숙신산 및

락트산의 비가 2:1:2인 경우 결정립 형태의 형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표면조도도 우수한 것으로 판단

되나 일부 피트가 관찰되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자

기 분해된 입자가 표면에 흡착되어 있거나, 결정립

형태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아디핀산, 숙신

산, 락트산 3가지 착화제가 첨가된 경우 락트산과

아디핀산이 각각 10 g/l 숙신산이 5 g/l인 경우가 가

장 우수한 특성 및 안정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

으나 착화제 농도변화에 따른 도금액의 안정성 저

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조합이라고 판

단되지 않는다.

3.4.3 아디핀산-시트린산-락트산 

착화제로 아디핀산, 락트산, 시트린산을 혼합 실

험한 결과를 표 6에 나타내었다. 아디핀산과 락트

산이 각각 10 g/l, 시트린산이 5 g/l 혼합될 경우 9.2

µm/h로 가장 빠른 도금속도를 나타내었으며, 시트

린산이 15 g/l 아디핀산과 락트산이 각각 5 g/l 혼합

된 경우 5.8 µm/h로 가장 느린 속도를 나타내었다.

3가지 착화제의 혼합비 실험에서도 단일 성분의 착

화제 실험과 2가지 성분의 혼합 착화제 실험과 마

찬가지로 아디핀산과 락트산이 다량 첨가될 때 도

금속도는 향상되었으며, 시트린산은 첨가량이 증가

할 경우 도금액을 안정시키고 도금속도를 감소시키

는 특성을 나타났으며 말린산과 마찬가지로 착화력

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금된 피막에 공

석된 인 석출량은 모든 실험조건에서 9.4~10.5 wt.%

로 중인의 도금피막을 나타내었으며 아디핀산과 시

트린산, 락트산이 혼합된 도금용액의 경우 모든 실

험 조건하에서 24시간 이상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

였다.

Table 6. A mixing ratio of complexing agent [Adipic, Citrate, Lactic]

Adipic (g/l) 5 5 15 5 10 10

Citrate (g/l) 5 15 5 10 10 5

Lactic (g/l) 15 5 5 10 5 10

Adipic : Citrate : Lactic 1:1:3 1:3:1 3:1:1 1:2:2 2:2:1 2:1:2

Deposition rate (µm/h) 8.5 5.8 8.3 7.6 7.8 9.2

P % 10.4 10.5 9.4 10.5 10.0 9.7

Fig. 9. SEM images of Ni-P plating as a mixing ratio of complex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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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아디핀산과 시트린산

의 첨가량이 각각 5 g/l 첨가되고 락트산이 15 g/l

첨가되었을 경우 도금된 표면은 결정입자가 관찰되

지 않았으며 그 외의 경우 도금된 시편의 전 영역

에서 다량의 피트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착화제로

아디핀산, 락트산, 시트린산을 사용한 경우 전 영역

에서 안정성이 우수하며 도금피막 내 인 함유량도

적절하나, 도금속도 및 표면형상을 고려할 때 아디

핀산, 시트린산, 락트산의 비율이 1:1:3인 경우가 가

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3.4.4 아디핀산-락트산-아세트산 

아디핀산과 락트산, 아세트산의 3성분계 착화제

를 혼합하여 실험한 결과 얻어진 도금속도 및 인석

출량을 표 7에 나타내었으며, 도금피막 형상은 그

림 10에 나타내었다. 아디핀산과 락트산을 각각 5 g/

l 첨가하고 아세트산을 15 g/l 첨가한 경우 도금속

도는 12.0 µm/h로 가장 빠른 속도를 나타내었고, 아

디핀산이 15 g/l 아세트산과 락트산이 각각 5 g/l

혼합될 경우 8.3 µm/h로 가장 느린 도금속도를 나

타내었으나, 대부분의 실험 조건에서 약 10 µm/h

빠른 도금속도를 나타내었다. 

아디핀산과 락트산 아세트산이 혼합된 도금용액

에서 얻어진 도금 피막의 공석된 인의 함량은 모든

실험영역에서 9.3~10.0 wt.%로 착화제의 혼합비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나타내었으며, 자기분해 되지

않고 24시간 이상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리

고 아디핀산이 15 g/l 첨가된 경우 피트 발생이 적

고 표면조직이 치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

디핀산과 락트산, 아세트산 3성분 착화제를 사용할

경우 모든 실험조건에서 우수한 안정성을 나타내나,

표면조직을 고려할 경우 도금속도가 다소 낮은 아

디핀산 15 g/l 첨가조건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

단된다. 

착화제 단일, 2성분 및 3성분 첨가 실험결과 시

트린산과 말린산은 착화력이 우수하여 도금속도를

낮추고 도금액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판단

되며, 아디핀산은 도금속도를 증가시키는 가속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락트산의 경

우 단일 성분일 경우 도금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

미하였으나 아디핀산이나 숙신산과 혼합될 경우 도

금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일

성분의 착화제와 2성분계 착화제의 혼합에 비해 3

성분계의 착화제를 혼합할 경우 도금액의 안정성은

Table 7. A mixing ratio of complexing agent [Adipic, Lactic, Acetate] 

Adipic(g/l) 5 5 15 5 10 10

Lactic(g/l) 5 15 5 10 10 5

Acetate(g/l) 15 5 5 10 5 10

Adipic : Lactic : Acetate 1:1:3 1:3:1 3:1:1 1:2:2 2:2:1 2:1:2

Deposition rate (µm/h) 12.0 9.5 8.3 8.6 10 10.1

P % 9.8 10.0 9.6 9.8 9.6 9.3

Fig. 10. SEM images of Ni-P plating as a mixing ratio of Complex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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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나 도금속도가 느리고 도금피막에 피트가 발

생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

정한 착화제를 함유하고 있는 도금액 즉 아디핀산,

락트산 외에 시트린산, 말린산, 아세트산이 첨가되

어 있는 도금액에 다양한 첨가제 실험을 통해 피막

에 생성되는 피트나 도금액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가속제 역할을 하는 첨가제를 첨가하여 도금속도의

조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13)
.

4. 결  론

1. 착화제 실험결과 아디핀산 첨가가 도금속도 증

가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락트산의

경우 단일 성분 시험을 통해서는 그다지 빠른 도금

속도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아디핀산이나 숙신산 등과 혼합될 경우 도금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트린산과 말린산은 높은 착화력을 가진 착화제로

다른 착화제와 혼합될 경우 도금액의 분해를 억제

하여 안정성을 개선하고 도금속도를 억제하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본 연구를 통한 무전해 니켈 도금액 개발에서

각각의 착화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 실

험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착화

제의 종류 및 혼합량을 결정하여 도금액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3성분의 착화제를 혼합하여 도금액을 제조할

경우 단일 착화제를 사용할 경우나 2성분의 착화제

를 사용할 경우보다 안정하였으나, 도금피막의 광

택이 좋지 않고 피트가 다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

어 피트가 발생 억제 및 도금속도 개선을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표면형상, 광택도, 도금액의 안

정성 및 도금속도를 개선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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