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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크롬도금은 장식도금 뿐만 아니라 공업용 크롬도금으로서 내마모,

성 내식성 및 내약성이 우수하며 변색이 적어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크롬도금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

한 가 크롬 은인체에 매우유해하여 그규제가6 (hexavalent chromium)

강화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

에 의하면 가 크롬의 부착이나 분진흡입으로 인한 피부 기관 및 폐6 ,

등에 염증과 궤양과 같은 급성독성 경구적으로 간염 폐암 비중격천, , ,

공을 일으키는 만성독성 등의 위험성이 보고된 바 있다 도금공정의.

단점으로 가 크롬도금은 의 낮은 피복력을 나타내어 저 전6 10 30%∼

류영역의도금이어려우며 전착력이불량하여볼트 너트 와셔등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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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부품들에 대하여 배럴식 도금보다는 걸이식(barrel type) (racking

도금을 수행하여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전류장애가 심하type) .

여 광택도가 낮은 유백색 도금현상 및 탄도금(milky surface) (burnt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며 도금액중의 불순물 처리가 용이하지deposit) ,

않고 의 비산으로 인한 작업안정성 문제 폐수처리비용 소요 다, mist , ,

량의 슬러지 발생 등의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크롬도금을[1,2].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도금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 가 크롬, 3

도금과 합금도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 크롬도금. 3

의 경우 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우수한 전착력과 피복력으로1982

그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낮은 도금속도 도금표면의 색상이 약간,

어두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된 합금도금은 도.

금용액으로부터 종류 이상의 금속을 석출시키는 도금법으로 단일금2

속의 도금에서 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므로 근래에 와서

그 적용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크롬과. ,

합금 도금공정에서 도금물성 향상을 위한 최적 용액조성 디자인Tin-Cobalt

이승범․홍인권
†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전공

년 월 일 접수 년 월 일 채택(2005 10 27 , 2006 3 22 )

-

Plating Solution Composition Control of Tin-Cobalt Alloy Electroplating Process

Seung-Bum Lee and In-Kwon Hong
†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Dankook University, Seoul 140-714, Korea

(Received October 27, 2005; accepted March 22, 2006)

최근 들어 크롬대체 도금공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크롬도금과 색차가 적고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며 환경,

친화적인주석계합금도금의사용이확대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합금도금공정을바탕으로광택제 착화제. Sn-Co ,

로서 사용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자하였다 합금도금과 첨가에따른물리적특성및표면광택측정glycine . Sn-Co glycine

을 위해 분석 및 도금표면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광택특성은Hull-cell . Hull-cell glycine

우수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표면광택성이 가장 우수한 도금조건으로는 의 조건에서 전전류 공급량, 50 , pH = 8 1℃ 로A

간 도금한 경우 음극전류밀도1 min 1 A/dm
2
인 영역을 추천할 수 있었다 동일조건의 실험을 두께로 하지. pilot 10 µm Ni

도금 후 합금도금액 기본조성인Sn-Co 0.03 M SnCl2 2H․ 2O, 0.05 M CoSO4 7H․ 2O, 0.7 M K4P2O7의 혼합 용액에서 수행하

였다. 0.2~0.6 의 도금두께를 갖는 합금도금표면의기계적특성과도금표면의 성분분석결과 의 첨가량이µm Sn-Co glycine

15 일때 우수한밀착성 내식성 내마모성을보였다 따라서 합금도금공정에 을첨가한용액을크롬도금공g/L , , . Sn-Co glycine

정의 최적 도금용액으로 추천할 수 있었다.

The alternate plating method was suggested by a tin-cobalt alloy plating process which has excellent mechanical characteristics

and also favorable to environment. Tin-cobalt alloy plating has many advantages such as nontoxicity, variable color-tone, and

no post-treatment process. In this study, the plating conditions such as temperature, pH, current density, plating time, and

amount of additive (glycine) were determined in the tin-cobalt alloy plating process through Hull-cell test and surface analysis.

As the result of Hull-cell analysis, brightness became superior as the amount of glycine increased. It was found that the

optimum alloy ratio was 0.03 M of SnCl2 2H․ 2O and 0.05 M of CoSO4 7H․ 2O at 50 , pH 8.5, and 0.5 A/dm℃
2
. The

optimum amount of additive was 15 g/L of glycine and 0.1 g/L of organic acid. Then, the solution including glycine was

recommended as an optimum plating solution for a chromium plating process.

Keywords: slternate plating process, tin-cobalt alloy plating, hull-cell analysis, brightness, optimum plat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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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이 거의 유사하고 물리적 성질이 비슷한 합금도금이 선택, Sn-Co

되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합[2,3], Sn-Co

금도금의 국산화 기술을 목적으로 전해용액 조성 도금조건 등의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합금 도금만으로는 도금을 완벽. Sn-Co Cr

히대체할수없으며 광택제 등과같은다양한첨가제에대한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 합금 도금공정을 바탕으로 착화Sn-Co

제의 사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합금 도금과glycine . Sn-Co

첨가에 따라 물리적 특성 및 표면 광택측정을 위해glycine Hull-cell

분석 및 2 도금조를이용하여도금표면의 광택성 변화 도금속L pilot ,

도 등을 해석하였으며 전전류 공급량 도금시간 도금온도에 따, , pH, ,

른 도금 표면의 물성측정 및 표면분석을 위하여 내식성 내(corrosion),

마모성 밀착성 등의 기계적 특성을 측정하였으며(abrasion), (adhesion) ,

등의 기기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표면분석을 수행SEM, XRD, EDAX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시약 및 전처리

합금도금 기본액은 급 시약의Sn-Co 1 SnCl2 2H․ 2O, CoSO4 7H․ 2O,

K4P2O7을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조성비는, 0.03 : 0.05 : 이다 용0.70 M .

매로는 전도도가 10 15∼ 인이온교환수를사용하였으며 조절을µs , pH

위해 급시약의1 H3PO4 를 사용하였다 또한광택제와착화제의, KOH .

역할을 갖는 첨가제로써 급 시약의 을 사용하였다1 glycine .

2.2. Hull-Cell 분석

은 여러 가지 전류밀도에 있어서 전극표면의 상황을 관찰Hull-cell

하는 특수한 형태의 전해수조로 용량은 267 이다 분석방mL . Hull-cell

법은 음극면에 양극에서의거리가가까운부분부터 먼부분으로광범

위하게 여러 가지의 음극 전류밀도로 도금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로부터도금용액주성분과 광택제나 첨가제의변화 음극전류밀도 도, ,

금용액온도 도금시간 전전류 변화 등의 도금조건 변화에 따른, , , pH

도금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실험에서 의 양극으로Hull-cell 65×100×5 의 을 사용하mm 98% Sn

였고 음극으로는, 65×100×1.5 의 합금인 황동음극판을 사용mm Zn-Cu

하였다 도금공정의 전전류는. 1~10 의 범위로 정류기A (rectifier, 15 V-

를 이용하여 공급하였으며 도금용액의 온20 A, SamJu Electrian Co.) ,

도는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이용하여 로 유지하였다 또한 도40~80 .℃

금용액의 를 조절하기 위해pH H3PO4 를 사용하였고 도금액의, KOH ,

교반은 주석의 산화방지와 균일전착을 위해 공기교반이 아닌 좌우이

동식 교반기를 사용하였다 합금도금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는. Sn-Co

첨가제의 양은 각각 5 20～ 범위의 을 사용하였고 도금두g/L glycine ,

께를 결정하는 도금시간은 1 10～ 으로 설정하였다min .

2.3. Pilot 도금조를 이용한 도금실험

합금도금의 도금속도와 밀착성 내식성 내마모성 등과 같은Sn-Co , ,

물성을 분석하기 위해 2 용량의 도금조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L pilot

행하였다 분석으로부터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Hull-cell 50 , pH =℃

의 도금용액 조건에서 전전류를8 1 공급하여 합금의 전착반A Sn-Co

응을 실시하였다 또한 음극전류밀도를. 1 A/dm
2
으로 일정하게 유지시

키기 위해 음극시편의 면적을 50 cm
2
로 하여 도금조 중앙에 설치한

후양쪽부분에양극을 5.5 간격으로각각설치하였다 또한음극시cm .

Figure 1. Hull-cell pattern of electroplated Sn-Co alloy with glycine

contents.

편고정을 위하여 소형걸이 를 사용하였으며 도금액의 교반을 위(rack) ,

해 좌우이동식 교반기와 460 의 여과기를 사용하여 도금액을 연속L/h

적으로 순환시켰다.

3. 결과 및 고찰

3.1. 합금도금의 Hull-Cell 분석

분석은 전기작용상태전류밀도 온도와 도금액주성분Hull-cell ( , ) ( ,

광택제 첨가제 및불순물 등의조성이 도금에미치는 영향을검사할, )

수 있으며 은 이러한 분석을 이용하여 측정, Hull-cell pattern Hull-cell

된 도금표면의 광택정도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의 왼쪽부터 음pattern

극 전류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전전류를. 1 도금전극에A

가해줄 경우 음극 전류밀도는 5 A/dm
2
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0.1 A/dm
2
까지감소하게된다 이로부터음극에 걸리는전류밀도에따.

른 도금표면의 광택도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실험에서는. Sn-Co

합금도금 공정에서 첨가제로 사용된 의 량을 변화시켜 도금온glycine

도 도금시간 전전류 등을 변수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pH, , Hull-cell .

은 의 첨가량을 변화시키면서 실험한Figure 1 glycine Hull-cell

으로 의 조건에서pattern 50 , pH = 8 1℃ 의 전전류로 간 도금A 1 min

한결과이다 첨가제로 을 첨가하지않은 경우 합금도금. glycine Sn-Co

의 표면에서는 광택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의 첨가량이, glycine 10 g/L

이상에서 광택을 나타내는 음극 전류밀도의 영역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첨가량이glycine 20 일 경우에는 오히려 광택영역이 감소g/L

하는것을보이는데이는 의전착량이상대적으로증가하기때문으Co

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합금도금에서 과 의 비율에 따. Sn-Co Sn Co

른 표면특성을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의 전착량이 증가함에 따라Co

합금도금의 표면광택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어느 일정량 이

상의 가전착되면 오히려 광택은 감소하고 도금표면이불균일해진Co ,

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음극 전류밀도가 과 의 전착량 비[1]. Sn Co



이승범홍인권․

공업화학 제, 17권 제 2호, 2006

(a) Without Glycine

(c) Glycine contents : 10 g/L

(b) Glycine contents : 5 g/L

(d) Glycine contents : 15 g/L

Figure 2. SEM micrographs of electroplated Sn-Co alloy with glycine contents.

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음극 전류밀도가 0.5 3～

A/dm
2
의 범위에서는 의 전착량이 크게 변하지 않으나Sn 3 A/dm

2
이

상에서는 의 전착량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의 전착량이 증가하Sn Co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향 역시 도금표면의 광택도를 떨어.

뜨리게 되므로 음극 전류밀도의 설정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음극 전류밀도를 1 A/dm
2
으로 일정하게 설정하여

음극 전류밀도에 따른 광택도 감소현상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Figure

는 동일한 조건의 합금도금 상태를 을 이용하여 분석한 사진이2 SEM

다 분석은 음극전류밀도가. SEM 1 A/dm
2
영역이 되는 실험을pilot

통해 제조된 시편을 사용하였다 을 첨가하지 않은 합. Glycine Sn-Co

금의 경우 도금표면에 전착된 이 불균일하게 전착된 것을 보이고Sn

있으며 이는 이 광택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착화제의 역할을, glycine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glycine

따라 표면의 전착상태는 더욱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는 앞선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Hull- cell [3].

합금 도금공정에서 도금액 중 수소이온농도의 영향을 알아Sn-Co

보기위해 을glycine 15 으로일정하게 첨가한도금액의 에따른g/L pH

분석을 수행하였다 원도금액의 는 범위이고 여기Hull-cell . pH 9.8~10 ,

에 인산(H3PO4 을 첨가하여 수소이온의 농도를 변화시켰다 도금액) .

중 수소이온의 농도는 음극표면에 전착되는 금속의 표면특성도금표(

면의 균일성 경직성 등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도금액, ) .

중 수소이온의 농도가 진할 경우 음극에서 수소기체가다량 발생하여

불균일한 도금표면을 형성하고 수소이온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Figure 3. Hull-cell pattern of electroplated Sn-Co alloy with pH.

경우에는 전착된 도금표면층의 강도가 증가하여 밀착성이 떨어진다.

은 도금액의 에 따른 이다 원도금액Figure 3 pH Hull-cell pattern . (pH =

의 경우에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적어 광택영역이 매우 좁게 나타10)

났으며 인 조건에서는음극에서많은양의수소기체가발생하, pH = 6

여 도금표면의 광택범위를 감소시켰다 이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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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Hull-cell pattern of electroplated Sn-Co alloy with plating

temperature.

(a) Plating temperature : 40 ℃

(c) Plating temperature : 60 ℃

(b) Plating temperature : 50 ℃

(d) Plating temperature : 80 ℃

Figure 5. SEM micrographs of electroplated Sn-Co alloy with plating temperature.

히 조절될 때 도금표면의 광택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조건에서 넓은 범위의 광택영역이, pH=8

관찰되었다.

도금액의온도를증가시키면 도금액 내이온확산이활발해져비교

적높은음극전류밀도에서도균일한도금표면을 얻을수 있으나 도금

온도가 계속 증가하면 전착금속 결정의 성장속도가 커져 도금표면의

뭉침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도금온도는 이러한 영향들이 상.

쇄되는 적정온도에서 도금공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5

의 을 첨가한 합금도금의 도금온도를 의g/L glycine Sn-Co 40 80～ ℃

범위로 하여표면광택영역을관찰하였으며 이를 에나타내었, Figure 4

다 영역에서는 비교적 넓은 영역의 광택범위를 나타내었. 40 60～ ℃

으며 의 조건에서는급격히 광택영역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80 .℃

일반적으로 계 도금의 경우 도금용액 온도가 증가하면Sn Sn
2+
이온이

Sn
4+
로전이되어도금용액내의침전물생성이증가된다 또한온도에.

따른 합금도면의 표면을 분석한 사진을 에 나타Sn-Co SEM Figure 5

내었다 분석 결과 분석 결과에서 비교적 광택도가 우. SEM Hull-cell

수하게 관찰된 의 도금온도 영역 중 의 경우 전착된40 60 40～ ℃ ℃

금속이 표면에서 결정화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

극전류밀도를 비교적 낮은 범위인 1 A/dm
2
으로 설정하였으므로 도금

액의 온도조건을 로 설정하였다50 .℃

도금시간은 전착되는 금속의 양을 증가시켜 도금표면의 도금두께

를 증가시킨다. Cr
6+
도금의 경우 후처리 도금공정으로 그 두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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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Hull-cell pattern of electroplated Sn-Co alloy with plating

time.

0.1 0.3～ 범위이다µm . Cr
6+
도금 대체공정으로 선택된 의 합금Sn-Co

도금의 경우에도 밀착성 내마모성 등의 물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

면 도금두께를 적게 할수록 경제적이다 그러나. Cr
6+
도금의 물성에 비

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합금 도금의 도금두께를Sn-Co 0.2 2～ µm

범위로설정한다면도금시간은 사이가된다 은1 10 min . Figure 6 50～

의 조건에서, pH = 8 15℃ 의 을 첨가한 합금도금공g/L glycine Sn-Co

정에서 도금시간에 따른 도금표면의 을 나타낸 그림Hull-cell pattern

이다 도금시간이 이상계속될경우도금표면의광택영역이오. 5 min

히려 감소됨을 알 수 있으며 넓은 광택영역을 나타내는 사, 1 5 min～

이의 도금시간 즉, 0.2 1～ 범위의 도금두께의 합금도금의 물성을µm

고려하여 적절한 도금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전류가증가하면같은음극전류밀도를갖는양극과음극과의거

리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음극에 걸리는 전류밀도가 동일하더라도.

양극과의거리가달라져도금표면의 광택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험에서는. 15 의 을 첨가한 합g/L glycine Sn-Co

금도금 공정에서 전전류를 1 5～ 로 변화시키면서 음극전류밀도가A 1

A/dm
2
가 되는 영역의 광택현상을 확인하였다 이를 에 나타. Figure 7

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전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1 A/dm
2
영역

에서 광택범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량의 도금시편

을 도금할 경우 중요한 인자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다량의 도금. ,

시편을 동시에 도금할 경우 상대적으로전전류의크기를크게하여야

하나 이럴 경우 도금시편의 위치 편차에 따라 도금표면의 광택이 크

게달라질수도 있다 따라서 낮은전전류로 적은양의시편을도금할.

것인가 아니면 높은 전전류를 이용하여 다량의 시편을 동시에 도, 금

할것인가를결정하기위해서는도금된제품의도금표면영향이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의.

광택범위를 갖는 1 의 전전류를 이용하여 모든 실험을 수행하였다A .

3.2. 합금도금의 도금속도

시간에따른도금속도를 에나타내었다 도금속도는도금시Figure 8 .

간에 따른 도금두께의 변화로 현미경관찰로 측정되었다 전전류 공급.

을 1 로 주었을 경우도금시간이 증가함에따라 거의 일정비율로 도A

Figure 7. Hull-cell pattern of electroplated Sn-Co alloy with total

current.

Figure 8. The plating rate of metal.

금두께가 증가함을 보였으며 분당 약 0.2 의 도금속도를 나타내었µm

다 이는 전전류. 3 에서A 0.1 의 도금속도를 갖는 크롬도금에µm/min

비해 크게증가한것이다. Cr
6+
도금의 경우 후처리 도금공정으로도금

두께가 너무 두꺼울 경우 오히려 내식성 등과 같은 기계적 특성이 떨

어진다 따라서. Cr
6+
도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금두께는 0.1 0.3～ µm

범위이다 합금도금의 경우. Sn-Co Cr
6+
도금과 같은 두께로 도금을 할

경우 기계적인 특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합금도금의 도금두께를Sn-Co 0.2 0.6～ 로µm

설정하여 그 특성을 Cr
6+
도금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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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thout Glycine

(b) Glycine contents : 5 g/L

(c) Glycine contents : 10 g/L

(d) Glycine contents : 15 g/L

Figure 9. The metal composition of electroplated Sn-Co alloy in

EDAX pectrum.

3.3. Sn-Co 합금도금 표면분석

합금도금 표면의 금속비율을 측정하기 위해 EDAX (energy disper-

를 이sive X-ray spectroscopy, Voyager Z-max 30, Moran Co., U.S.A)

용하였다 는가속된전자빔에의해서방출되는여러가지물질. EDAX

중에서 를 검출하여 시료의 화학적 성분과 양을 분석하는 방법X-ray

으로 어떠한 원소의 물질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쉽게 분석이

가능한 방법이다.

합금도금에Sn-Co 5 15～ 로 함량을 변화시켜 표면금속의g/L glycine

성분과 양의 변화를 에 나타내었다 의 첨가량이 증가Figure 9 . Glycine

Figure 10. XRD spectrum of Electroplated Sn-Co alloy with

glycine.

함에 따라 합금도금의 표면에 전착된 의 전착량이 증가함을Sn-Co Co

알수있다 이는합금도금의경우전착되는각금속의단위전극이서.

로비슷할경우비교적용이한합금도금을얻을수있으나 과 의Sn Co

단위전극이 각각 -0.140 V, -0.29 로 차이를 나타내므로 이러한 경우V

에는 착화제의 사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첨가제.

인 은 광택제로써 기능 외에 이러한 착화제의 기능도 갖는 것glycine

으로 사료된다 또한 합금도금 표면에서 의 질량비율이 증가되면. Co

도금표면 색이 회백색으로 나타나고 전연성이 좋으며 강도 및 내열,

성이우수해지나 의비율이일정량이상일경우오히려도금표면이Co

거칠어지고 이 생기기 쉬운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crack . glycine

첨가량이 15 이상의 합금도금은 오히려 광택과 표면조도가 감소g/L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3,4].

합금도금의 표면 상태를Sn-Co XRD (X-ray diffraction, Rigaku

로 관찰하여 에 나타내었다D/MAX-II diffractometer) Figure 10 . XRD

분석은 30 kV, 20 의 조건에서mA copper target (CuKα radiation, =λ

1.5405 으로 분석하였다 는 분당 이고 범위) . Scan speed 10° , 2 5θÅ ～

에의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결정은 사방정계90° . Sn-Co (orthorhombic)

로 Co3Sn2의 화학식을 가지며 도금용액 조성에 따라 회절강도의 변,

화가 관찰되었으나 회절각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그림은.

을 각각glycine 5 15～ 의 첨가한 합금도금의 으g/L Sn-Co XRD pattern

로 면과 면이 주 피크를 이루며 의 첨가량이 증가함(022) (312) , glycine

에 따라 면은 감소하고 면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021) , (312) .

기서 면의성장은도금특성을향상시키며 면의성장은 도금(312) (021)

특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4].

구결과 앞선 분석과 기계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의 첨Hull-cell glycine

가량은 15 이 가장 우수한 도금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g/L .

3.4. Sn-Co 합금도금의 물성평가

합금도금의 기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도금표면의 밀착Sn-Co

성 내식성 내마모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밀착성 시험, , . (adhesion test)

의 경우 를 사용하여 로 소재의 표CSEM scratch tester diamond point

면에 하중값을 증가시키면서 긁을 때 코팅층이 파괴되면서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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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Adhesion characteristics of plating metal with time.

음향을 압전 로 측정하는방법을 이용하였다accelerometer . dx/dt (mm/

가 인조건에서 를 등으로변화를주어min) 10 dL/dt (N/min) 80, 50, 40

실험한 결과 합금도금 층의 밀착력은 이하에서 측정이 가능Sn-Co 40

하였다 따라서 가 이며 이 최소 인. dx/dt (mm/min) 10 dL/dt (N/min) 50

조건에서 밀착력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에 나타내었다, Figure 11 .

합금도금에첨가제로 을Sn-Co glycine 15 첨가한도금을기준으로g/L

을 첨가하지 않은 합금도금과glycine Sn-Co Cr
6+
도금을 비교하였다.

이때 합금 도금의 도금속도는Sn-Co 0.2 이고µm/min , Cr
6+
도금의 경

우에는 0.1 이다µm/min . Cr
6+
도금의 경우 도금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밀착특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도금두께가 증가,

하면 Cr
6+
도금의 표면경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후처리 공정으로의

Cr
6+
도금의 도금시간은 1 내외로 설정한다 합금도금의 경min . Sn-Co

우 도금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밀착특성은 우수하며 첨가제로, glycine

을 첨가할 경우 더욱 우수한 밀착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도금 표면조직을 더욱 조밀하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glycine

으로 사료된다.

도금표면의 내식성 실험은 의 공정시험분석방법에 의해KSD 9504

수행하였으며 밀착특성과 마찬가지로 을, glycine 15 첨가한g/L Sn-Co

합금도금 첨가하지 않은 합금도금, Sn-Co , Cr
6+
도금을 비교하였다 모.

든 경우 하지금속으로 을 사용하였으며 의 도금두께는Ni , Ni 10 로µm

동일하다 합금도금의 경우 도금두께의 증가에 따른 내식성의. Sn-Co

변화가 거의 없어 도금두께를 0.2 로 하였으며µm , Cr
6+
도금의 경우에

는 0.1 로 하였다 시험액의 분무시간에 따른 의 변화µm . rating number

를 에 나타내었다 분무시간이 증가함에따라 도금표면의부Figure 12 .

식결함으로 인해 가 감소하는데 합금도금의 경우rating number Sn-Co

의감소가현격히진행됨을알수 있다 그러나rating number . 15 의g/L

을 첨가할 경우 내식성이 분무시간 이상의조건에서 크게glycine 18 h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Cr
6+
도금의 경우 분무시간 이후에 내식40 h

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데 이는, Cr
6+
도금표면에서 이 생성되어crack

부식되기 때문이다. 15 의 을 첨가한 합금도금의 경g/L glycine Sn-Co

우에도 분무시간 이후에도 같은 현상이 발견되었다24 h .

내마모성 평가는 연마지를 이용하여 시험방법에#1200 KSD 8335

의해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 측정 후 평균하여 내마모성을. 10

Figure 12.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plating metal with time.

Table 1. The Abrasion Characteristics of Various Metal Plating

Plating Time Cr Sn-Co Sn-Co with Glycine 15 g/L

1 min

2 min

3 min

4.13

6.63

11.13

2.13

2.13

2.13

3.13

3.75

5.75

측정하여이를 에나타내었다 각각의시험편은밀착성과내식Table 1 .

성과 마찬가지로 가지의 도금공정을 비교하였으며 도금시간에 따라3 ,

다른 도금두께를 갖는 시험편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0.1 0.3～ 의µm

도금두께를 갖는 Cr
6+
도금의 경우 도금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마모횟

수는 회에서 회까지 증가하였으며4 11 , 15 의 을 첨가한g/L glycine

합금도금의 경우에는 도금두께Sn-Co 0.2 0.6～ 범위에서 회µm 3 5～

의 마모횟수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도금두께 변화에 따른.

내마모성 변화율이 Cr
6+
도금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을. Glycine

첨가하지 않은 합금도금의 경우 내마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Sn-Co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금표면의 기계적 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5 g/L

의 을 첨가한 합금도금의 도금두께를glycine Sn-Co 0.2 로 하여 대µm

체 크롬도금공정으로 추천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합금 도금공정에 광택기능과 착화기능을 갖Sn-Co

는 을 첨가한 용액으로크롬 도금공정의최적도금조건을다음glycine

과 같이 제시하였다.

의 첨가량을 변화시켜 도금온도 도금시간 전전류(1) Glycine , pH, ,

등을 변수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 조건에서Hull-cell 50 , pH = 8℃

전전류를 1 공급하였을 경우 합금도금의 금속 표면광택이A Sn-Co

가장우수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 조건에서 을, glycine 15 첨가하g/L

여 1 간 도금할 경우 음극전류밀도가min 1 A/dm
2
인 영역에서 가장 우

수한 광택특성을 보여 광택제로써 첨가가 합금도금의glycine Sn-Co

경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을이용한표면관찰결과 분석결과와마찬가지로(2) SEM Hull-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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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건에서 을50 , pH = 8 glycine 15℃ 첨가하여g/L 1 간 도금할min

경우 표면의 균일도가 가장 우수하였다.

전전류공급을(3) 1 로주었을경우도금시간이증가함에따라거A

의 일정한 비율로 도금두께가 증가되었으며 분당약 0.2 의도금속µm

도를 나타내었다.

밀착성 내식성 내마모성 등 도금표면의 기계적인 특성을 분석(4) , ,

한 결과 15 의 을 첨가한 합금도금의 도금두께를g/L glycine Sn-Co 0.2

로설정할경우가장우수한대체크롬도금공정을추천할수있었다µm .

를 이용하여 도금표면의 전착금속 비율을 측정한 결과(5) EDAX

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합금도금의 표면에 전착된glycine Sn-Co

의 전착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때 은 광택제로의Co , glycine

기능 외에 착화제의 기능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을첨가한 합금도금공정을 대체크롬도금공정glycine Sn-Co

으로 추천할 수 있었으며 향후 다른 첨가제의 추가적인 사용으로 더,

욱 우수한 도금물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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