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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supercritical nano plating was performed to observe its effect on materials. Using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as a solvent, we observed how different pressures and temperatures of the 

supercritical fluid affected the process and its outcome. The plating current increases as pressure increases 

from 8 MPa to 16 MPa, but it decreases after that. Similarly, the plating current increases as temperature is 

increased from 35 ℃ to 45 ℃, but the current decreases after that. Also, the thickness of the wet electrolyte 

plating is about 35~50 ㎛, while the thickness of the plating done using supercritical fluid is about 20~25 ㎛. 

At the results, It to it is considered that supercritical nano plating enable to form more thin and stable plating 

than wet electroplating methods. Also both of the electroplating methods could be affected plating quality by 

surface condition, and the supercritical nano plating has been confirmed to product more uniform plating 

surface than wet electroplating.  

1. 서  론 

도금의 장식과 표면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도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표면의 특성화 및 기능화를 이용한 고 기능성 제

품을 얻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 

기계 부품의 상온과 고온에서 뛰어난 내부식성을 

부여하기 위한 표면 개질용 도금에서부터,(2) 최근

에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반도체 외부의 lead frame 등의 부품 관련 도금(3)과 

회로 기판의 도금 등 고 기능성 도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도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도금기술을 능가하는 고 

기능성 도금기술을 익히고 또한, 생산원가의 10 %

를 차지하는 도금폐수처리비용을 절감하는데 중점

을 두어야 한다(4) 

전기도금은 낮은 저항을 가지는 전기전도체 생

산이 가능하며 진공장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그 공정도 간단하여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나 전자 포장분야에 많이 사용

되고 있다.(5) 전기도금에 사용되는 소재로는 Cu, 

Ni, Cr, Zn 등의 금속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중에서 니켈 전기도금은 정밀성, 광택성, 평

활성, 금속표면성, 청결성 등과 더불어 고온에서

의 내부식성 및 성형성, 용접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므로 주로 철강제품이나 구리제품의 표면 도

금 등에 사용된다.(6) 또한 전자제품 분야에서는 커

넥터용 금도금 확산 방지막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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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6) 

그러나 이러한 니켈 전기도금은 소형 제품이나 

복잡한 형태의 구조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

에 전류밀도가 불균일하게 분포하게 되어 불균일

한 도금층 두께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균일한 

도금층 두께를 얻고 소형과 복잡한 구조물에도 박

막화된 균일한 도금층을 얻을 수 있는 초 임계 유

체를 이용한 도금개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7) 

초 임계 유체란 임계온도, 임계압력 이상을 가할

때, 형성되는 액체도 기체도 아닌 상태의 유체를 

말한다. 이와 같은 초 임계 유체는 높은 용해도, 

빠른 물질전달속도, 낮은 점도 및 높은 침투성을 

가지고 있다.(8)  

이런 초 임계 유체를 이용한 도금에 관한 연구로

서 Yoshida 등(9)은 비 이온성 계면활성제와 전해질을 

이산화탄소 초 임계 유체와 함께 사용,  전도성과 

분산성을 개선하여 도금욕으로 사용하였고, Park 등
(10)은 이러한 초 임계 유체를 이용하여 니켈도금을 

함으로써 도금액의 사용량을 기존 도금량의 25 % 수

준으로 줄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전해질 용액의 

특성에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11) 

본 연구에서는 초 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온도와 압력이 도금 표면에 미치는 영향과 도금 

전 표면상태가 도금 후에 미치는 영향, 도금막의 

두께와 전기에너지에 따른 표면특성에 관한 고찰

하고자 연구를 수행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재료 

 순도 99 %의 고순도 구리판을 가로 1 ㎝, 세로 1

㎝의 크기로 잘라 음극선에 연결하고 지름 2 ㎝인  

 

Table 1 Super Critical of Solvents 

니켈 너겟을 양극선에 연결하여 전기도금을 실시하

였다. 이때 구리판과 니켈 너겟의 간격은 3.5 ㎝로 

고정시켰다. 도금을 할 구리판에는 표면에 존재하

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80 ℃아세톤에 침지시

켜 5분간 세척을 하고 건조 시킨 후 사용하였다. 

Table 1 은 각 용액의 초 임계 온도 및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각각의 용액에서 초 임

계점은 존재한다. 그러나 비교적 상온과 가까우며 

취급 시 안전하고 가격이 저렴한 이산화탄소를 이

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반응조에 액체 이산화탄소 

주입을 위해 액화이산화탄소를 사용하였다.  

 

2.2 실험 방법 

2.2.1 실험 장비 

Fig. 1은 SCNP(Super Critical Nano Plating) 장비

를 나타낸 것이다. 도금 반응조는 200 ml 의 용량

을 가지고 있으며, 재질은 스테인레스의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30 V /5 A 까지 인가되는 

power supply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였다.  

CO2 Tank 에서 나온 CO2 는 액체상태로 반응조

로 들어가야지만 교반이 이루어져 초 임계 상태가 

된다. 따라서 CO2 Tank 에서 나온 액체 CO2 는 상

온에서 기화되지 않도록 냉각 후 가압펌프에 의해

서 도금 반응조로 액체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이

때, 초 임계 상태에 관여하는 반응조 내부의 압력

과 온도를 변화시켜 실험을 하였다. CO2 의 임계

압력 이 후 압력 8 MPa 부터 4 MPa 씩 증가시켜 

20 MPa 까지 실험을 하였고, 이때 온도는 임계압

력보다 높은 45 ℃에서 시행하였다. 그 후 온도에 

관하여 임계온도 이 후 35 ℃부터 5 ℃씩 상승시켜 

실험을 하였고, 이 때의 압력은 15 MPa 으로 하였 

 

 

Solvents 
critical 

temp.(℃) 
critical press.(MPa) 

Carbon Dioxide 31.1 7.28 

Propane 96.7 4.19 

Propylene 91.9 4.56 

Cyclohexane 280.3 4.02 

Isopropanol 235.2 4.7 

Benzene 289.0 4.83 

Toluene 318.6 4.06 

Ammonia 132.5 11.13 

Water 374.2 21.76 

 

Fig. 1 Schematic diagram of SCNP system for 

p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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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 MPa (b) 12 MPa 

(c) 16 MPa (d) 20 MPa 

Fig. 3 SEM image of Ni nano plating by supercritical 

CO2 at pressure 

 
으며, 예비실험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전해액과의 

체적비는 7 : 3으로 이산화탄소와 전해액의 융합을 

위해 계면 활성제는 0.1 wt%로 고정하여 실험을 

하였다.  

초 임계 도금 공정과 습식전기도금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전해액에 2.3 V 의 전압을 걸고 시

편과 시편간의 거리, 도금 시간을 동일하게 하여 

비교 실험을 하였다. 

2.2.2 도금막의 물성평가와 분석 

도금된 시험편은 도금된 표면형상을 관찰하기 

위해 SEM (Scanning Eletron Microscopy)을 이용해서 

촬영 및 관찰되었다. 또한, 시편의 절단면을 연마

하여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분석을 통

해 도금막의 두께와 성분분석을 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초 임계상태 특성 

3.1.1 압력에 따른 초 임계 도금 막의 특성 

임계점 이상의 온도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이산

화탄소의 용해도는 증가하며 임계점 부근에서 이

산화탄소의 용해도는 급격히 증가한다. 임계압력 

이후에서는 압력의 증가에 따른 용해도는 점점 낮

아지고 15 MPa 에서 최고의 용해도를 나타냈으며, 

그 이후 압력범위에서는 오히려 용해도는 저하되

는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초 임

계 이산화탄소의 주요 변수인 압력의 변화를 8 

MPa 부터 20 MPa 까지 4 MPa 씩 상승시켜 도금시

험을 실시하였다. Fig. 2 는 압력이 전해질 용액의 

전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8 MPa 에서

부터 12 MPa 까지는 도금 시 전류가 0.6 A 에서

0.76 A까지 급격히 증가하면서, 16 MPa에서 0.85 A

까지 전류량이 최고로 증가하다가, 이 후부터는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15 MPa ~ 16 MPa

에서 최고의 용해도가 나타나는 결과와 일치하며 

20 MPa에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량이 떨어지는 것

은 오히려 용해도가 저하되는 경향에 잘 맞아 떨

어지는 결과로 사료된다.  

 Fig. 3은 압력조건이 8, 12, 16 그리고 20 MPa일 

때, 초 임계 표면을 SEM 사진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 시험편은 도금 시험 전에 연마처리를 거치지 

않았으며, 아세톤을 이용하여 표면에 이물질을 제

거한 후 도금을 실시 하였다. 

(a)는 8 MPa 에서 도금된 표면의 현상으로 니켈

입자의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못하고 표면에 물

방울처럼 뭉쳐있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b)와 (c)는 각각 12 MPa, 16 MPa에서 도금된 표

면으로 8 MPa보다는 안정된 표면이 관찰되었으나 

부분적으로 니켈의 뭉침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d)는 20 MPa 에서 실험한 것으로 압력이 가해질

수록 도금된 표면에서 니켈이 뭉쳐있는 현상이 없

어지고 고른 도금상태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Yoshida 등의 선행 연구결과와 유

사한 결과로 사료되며, 이는 전해액 자체를 도금

의 매개체로 사용하는 기존의 도금과 달리 초임계 

유체를 용매로 사용하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전해

도금은 전해질에 대한 유체의 용해도 증가로 인한 

유체 내 전해질의 밀도가 도금 표면 품질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압력의 증

가에 따른 용해도의 증가와 더불어 상승한 전해질

의 밀도에 의해서 보다 조밀하고, 평활한 표면의 

 
Fig. 2 Relationship between electric current and 

pressure in super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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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층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 ig.  4 는  압력에  따른  니켈  밀도량을  Line 

Analysis 를 통해 모재와 도금층 사이의 임의의 지

점을 분석한 결과이다. Fig. 4의 (a)와 (b)는 각각 8 

MPa 와 12  MPa 에서 도금된 시험편의 니켈 도금

량을 나타낸 것으로 54 에서 peak 의 값이 나타나

며, (c)는 16 MPa 에서 도금된 시험편의 니켈 밀도

량으로 53 에서 peak 의 값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Fig. 4 의 (a)와 (d)에서 peak 의 값이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

는 Fig. 2 의 압력에 따른 초 임계 상태의 통전 전

류량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초 임계 상태에서는 용해도가 증가 할수록 

통전 전류량이 많아져 석출되는 니켈 이온이 많아

지고, 용해도가 감소하게 되면 통전 전류량이 줄

어들면서 석출되는 니켈이온의 양도 감소하게 되

는 현상에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도금된  

표면의 형상은 통전 전류량과 니켈밀도가 가장 높

을 때, 균일하고 우수한 도금막이 얻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용해도가 에멀젼 용액의 분산성

에 관여를 하여 생긴 결과로 사료된다.  

3.1.2 온도에 따른 초임계 도금막의 특성 

본 실험에서는 초 임계 유체를 이용한 도금에서

초 임계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변수 중 

하나인 온도에 의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임계온

도 이상인 35 ℃부터 50 ℃까지 5 ℃씩 상승하며 

실험을 하였다. 또한, 압력은 사전시험을 통해 15   

 
(a) 35 ℃ 

 
(b) 40 ℃ 

 
(c) 45 ℃ 

 
(d) 50 ℃ 

Fig. 6 SEM image of Ni-nano plating by supercritical CO2 at 

temperature 

 
(a) 8 MPa 

 
(b) 12 MPa 

 
(c) 16 MPa 

 
(d) 20 MPa 

Fig. 4 Line analysis graph of Ni nano plating by 

supercritical CO2 at pressure 

 
Fig. 5 Relationship between electric current and 

temperature in super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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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5 ℃ 

 

(b) 40 ℃ 

 
(c) 45 ℃ 

 

(d) 50 ℃ 

Fig. 7 Line analysis graph of Ni-nano plating by 

supercritical CO2 at temperature 

  

MPa 로 고정되었다. Fig. 5 는 온도에 따른 도금시 

흐르는 전류량을 나타내었는데, 45 ℃까지는 온도

가 증가할수록 전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온도가 상승할수록 초 임계 유체의 용

해도가 증가하여 저항이 낮아지는 현상에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반면, 45 ℃이상의 온도에서는 

온도가 상승할수록 전류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

이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온도상승으로 인한 저

항 발생으로 인하여 용해도가 저하되는 현상에 의

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6 은 온도에 따라 초 임계 유체를 이용하여 

도금한 시험편의 표면을 SEM 으로 관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는 35 ℃에서 도금된 표면의 

SEM 사진으로 시험편의 중간에 피팅에 의한 hole

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니켈이 뭉쳐진 현

상으로 사료된다. (b)는 40 ℃에서 도금된 시험편의 

표면으로서 아직도 hole 이 발생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35 ℃에서 도금된 시편의 표면에 비하여 

니켈이 뭉쳐진 현상이 감소한 평활한 표면을 보이

고 있다. (c)는 45 ℃ 에서 도금된 시험편의 표면으

로 전체적으로 니켈 도금막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d)는 50 ℃에서 도금된 시

험편의 표면으로서 도금된 시험편은 전체적으로 

피팅보다 니켈의 뭉침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온도가 상승할수록 초 임계 유체의 용해도가 저하

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와 유사한 조건인 임계점 이상의 고압 내 특정압

력(16 MPa)을 유지한 상태에서 온도의 변화에 따

른 초 임계 도금의 특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실

험결과 45 ℃온도 조건에서 시행된 도금의 표면상

태가 가장 균일한 것을 알 수 있었다.(8) 따라서 초 

임계 유체를 이용한 도금은 최초에는 온도가 상승

할수록 용해도가 증가하여 도금의 표면상태도 함

께 좋아지는 결과를 보이다가, 일정온도 부근에서

부터는 다시 온도 상승에 따라 용해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이로 인해 도금의 표면상태가 나빠지

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 임계 유체의 

용해도 특성이 온도변수 하나에만 국한되어 조절

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받

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사료된다.  

온도에 따라 도금한 시험편의 니켈 밀도량의 

Line analysis 를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이를 Fig. 7 

에 나타내었다. (a)는 35 ℃에서 도금한 시험편의 

니켈 밀도량의 측정 결과로서 44 에서 peak 값이 

나타났고, 40 ℃ 와 50 ℃ 에서 각각 도금한 시험편

(b)와 (d)에서 59 에서 peak 값이 나타났다. 그리고 

(c)는 45 ℃에서 도금한 시험편의 니켈 밀도량 측

정결과로서 가장 높은 66 의 peak 의 값이 나타났

다. 이는 임계온도 이후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에

멀젼 용액의 분산성에 의한 영향의 결과로 사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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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분산성이  좋을수록 통전되는 전류량은 많

아지고 도금된 표면이 균일하고 니켈의 뭉침 현상

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니켈 밀도량이 높아진 것

으로 사료된다. 이 결과로부터, 대기압에서는 온도

가 상승함에 따라 용해도가 향상되지만 16 MPa의 

고압조건에서 초 임계 유체를 이용한 도금공정에

서는 45 ℃에서 가장 양호한 니켈 도금막을 얻었

고 16 MPa 와 45 ℃에서 에멀젼 용액의 분산성이 

가장 우수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3.2 니켈도금막의 표면특성 

3.2.1 표면상태에 따른 표면특성 

초 임계 유체를 통한 도금 시, 도금 전 표면상

태가 도금 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도

금 전 연마 시 연마지의 번호를 달리하여 연마를 

하고 습식전해도금과 초 임계 유체를 통한 도금의 

표면상태를 관찰 하였다. 

Fig. 8 의 (a)와 (b)는 도금 전 연마에 따른 표면

상태를 SEM 을 통해 관찰한 사진으로 (a)는 표면

을 # 1500 연마지를 이용하여 연마한 시편이고, 

(b)는 시편의 표면을 # 2000 연마지를 이용하여 연

마한 시편의 표면이다. 거친 연마지를 이용하여  
 

(a) Before plating polishing 

by # 1500 

(b) Before plating polishing 

by # 2000 

(c) Electrolytic plating polishing 

by # 1500 

(d) Electrolytic plating polishing 

by # 2000 

(e) Supercritical nano plating 

by # 1500 

(f) Supercritical nano plating by 

# 2000 

Fig. 8 SEM image of polishing # 1500,  # 2000 for 

plating 

표면 연마를 한 시편의 경우 육안으로는 고른 표

면상태를 보이나 확대하여 관찰 하였을 때, 표면

상태가 불안정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c)와 (d)는 습식전해도금표면 상태를 관찰한 것

으로서 # 1500 연마지 만으로 연마한 시편의 도금

을 하였을 때의 표면 상태와 # 2000연마지로 고운

연마 후 연마천으로 마무리 연마까지 완료한 시편

의 도금 표면을 비교한 것이다. (c)는 연마지 만으

로 처리한 시편의 도금 표면으로서 도금된 표면의  

관찰 시, 불안정하고 강한 또는 약한 굴곡이 지어

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표면 상태 불량으로 인해 유발되는 도금의  

안정성 저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러한 현상은 추후에 도금 막의 밀착성 불량으로 

인한 도금막 분리 현상으로까지의 진행이 예상된

다. (d)는 # 2000 고운 연마와 연마천 연마 과정을 

거친 시편의 도금 표면으로 표면에 도금으로 인한 

굴곡과 거칠음이 저하하였으며, (c)에 비해 표면상

태가 안정적이고 평활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도

금의 특성상 형성되는 금속은 모재금속의 표면에 

부착이 되므로, 모재금속의 표면의 청결도와 평활

도 및 안정도가 도금 후 표면 상태에도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와 (f)는 초 임계 유

체를 이용한 도금표면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e)

에서는 니켈의 뭉침 현상이 관찰 되었다. 그러나 

(f)에서는 니켈의 뭉침 현상도 없이 고른 표면상태

를 볼 수 있었다. 초 임계 유체를 이용한 도금과 

습식전해도금을 비교해보면 (c)와 같은 습식전해

도금의 경우 압력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도금전

의 표면상태가 도금 후의 표면상태에도 영향을 미

치어 산과 같은 굴곡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초 

임계 유체를 이용한 도금에서는 압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면상태에 따른 굴곡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초 임계 유체를 이용한 도금에서도 표면상

태가 평활하면 니켈의 뭉침 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도금막이 고르게 분포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표면의 평활성 향상과 더불어 용해도의 증가

가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표면

상태 조건과 이를 일반전해도금과 초 임계 전해도

금으로 시행하였을 시에 표면상태를 관찰한 결과 

기본적으로 표면의 연마상태에 따라 모재금속에 

도금되는 도금층의 표면 안정성이 영향을 받는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표면상태의 

영향 하에서도 초 임계 이산화탄소 전해도금을 시

행하였을 시에는 일반전해도금을 시행한 결과에 

비례하여 표면의 막 부착력이 양호한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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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5 A – 10 min (b) 1 A – 5 min 

(c) 2.5 A – 2 min (d) 5 A – 1 min 

Fig. 9 Surface situation by supercritical nano plating 

 
있었다. 

3.2.2 도금시간과 전류에 따른 도금특성  

초 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도금에 있어서 도

금시간과 전류가 도금표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동일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도금을 

실시하였다. 낮은 전류에서 높은 전류로 전류를  

상승시키고 시간을 점차 줄여 나가면서 실험을 실

시하였다. 이때, 압력과 온도는 15 MPa과 45 ℃로 

고정시켰다. 

Fig. 9는 동일 전기에너지에서 초 임계 이산화탄

소 전해도금 시에 표면상태를 관찰한 결과이다. 

(a)는 0.5 A - 10 min 동안 도금을 실시한 결과이다. 

도금표면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지만, 미세한 

골이 존재하고 있다.  (b)는 1 A – 5 min동안 도금

을 실시한 결과로서, 도금표면에 니켈 뭉침 현상

이 일부 발견되며 핀홀이 관찰되었다. (c)는 2.5 A – 

2 min 동안 도금을 실시한 결과로서, 에멀젼 용액

에 의한 분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니켈이 

뭉쳐있고 또한, 다수의 핀홀이 관찰되었다. (d)는 5 

A – 1 min 동안 도금한 결과이다. 일반 전해도금 시 

단시간에 도금을 하게 되면 도금막이 완전히 이루

어지지 못하고 피복이 떨어지는 것이 관찰 되었지

만 초 임계 유체를 이용한 도금은 단시간에 도금

막이 형성되고 피복성도 우수하였다. 그러나 일부 

핀홀이 관찰되었다. 이는 음극에서 환원작용에 의

해 발생하는 수소가스로 의해 발생된 핀홀이 사라

지기 까지 필요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라 판단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5 A/dm2 

(0.05 A/cm2)의 낮은 전류조건으로 본 연구와 유사

한 실험조건인 15 MPa 높은 압력 내에서 10 min

간 도금한 결과 습식전해도금에 비하여 시험편의 

복잡한 형상에 대해서도 보다 평활하고 균일한 피

막을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9)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낮은 전류에서 장시간 도

금을 시행 할 시에는 수소가 기화되어 핀홀이 사

라지게 되는 것에 의해 보다 우수한 도금표면과 

피복성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라 사료된다.  

 

3.3 도금막 두께비교 

Fig. 10 은 EDS(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습식 전해 도금된 시혐편과 초 임계 유

체를 이용하여 도금된 시험편의 표면을 각각 관찰

한 결과이다. 이는 인가된 전류에 의하여 가속된 

전자를 시료에 충돌시켜 시료의 내부전자를 외부

로 방출시키고, 이 때 발생하는 각 원자 별 고유

의 X-ray 에너지를 관찰하여 시료를 구성하고 있

는 원소 성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본 실험에

서 각각 동일한 전류 및 도금시간에서 도금된 일

반전해도금과 초임계 이산화도금된 시험편을 각각 

2 개 씩 산출 후, 시편당 다수의 단면부 지점에 측

정을 실시하였다. 그림에서 상단 부의 사진은 

EDS 측정 시 선행된 SEM 의 관찰결과 이며, 하단

부의 사진은 특정 원소에 대응한 pick 에 대해 관

찰한 결과로서 시험편 별로 각각 니켈과 구리의 

분포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습식전해도금을 

이용하여 도금된 시험편의 표면을 EDS 를 이용하

여 관찰한 결과로서, 검출된 니켈 원자 X-ray 에

너지를 이용하여 표면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 표면

에 미세 핀홀이 일부 발견되었으며, 국부적으로 

도금이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재 금속 Cu 에 대

한 도금된 금속 Ni 의 비율을 이용하여 도금막의 

두께를 관찰한 결과, 35~50 ㎛정도의 두께로 도금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비해, (b)는 초 

임계 유체를 이용한 도금의 결과로서, 도금된 니

켈 막의 관찰결과 미세 핀홀의 빈도가 줄어들었으

며, 국부적인 도금 불 균일 부분 역시 감소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금의 두께 관찰 결과 

20~25 ㎛ 정도로, 결과적으로 초 임계 유체를 이

용한 도금은 습식전해도금을 이용한 도금에 비하

여 고온과 고압의 높은 용해도를 지닌 초 임계 유

체로 인해 니켈 이온들이 조밀하게 모재에 환원 

됨으로서 도금판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더 

얇은 두께로 우수한 평활성 및 피복도를 가진 균일

한 도금막을 형성시키는 것이 용이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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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ectrolytic plating 

(b) Supercritical nano plating 

Fig. 10 EDS mapping images of plating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초 임계 유체를 이용하여 습식

전해도금과 초 임계 유체를 이용한 도금의 차이와 

초 임계 유체 도금 시, 표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초 임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와 압력에 관한 실

험을 실시하였으며, 표면상태가 도금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하여 도금 전 표면처리에 

차이를 준 시험편에 도금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압력이 8 MPa 부터 16 MPa 까지는 전류량이 

증가하다가 20 MPa에서부터는 전류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압력이 증가 할수록 초 

임계 유체의 용해도가 증가하다가 일정 압력

(15MPa)부터는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온도에 의해 초 임계 유체에 미치는 영향은 

임계점 이상인 35 ℃부터 45 ℃까지는 전류량이 

증가하다가 50 ℃부터는 전류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임계온도 이후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에멀젼 용액의 분산성에 의한 영향으로 

사료되며, 일정 압력 내에서 이러한 에멀젼 용액

의 분산성은 특정온도(45 ℃)에서 가장 우수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3) 도금 전 표면상태에 따라 습식전해도금은 도

금 후에도 표면상태에 영향을 받았으며, 초 임계 

유체를 이용한 도금 역시 영향은 받으나, 비교적 

평활한 도금 표면 상태를 나타내었다. 이는 도금 

이 임계점 이상의 고온과 고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4) 습식전해도금의 평균 도금막의 두께는 35~50

㎛이고, 초 임계 유체를 이용한 도금의 평균 도금

막의 두께는 20~25 ㎛으로, 초 임계 유체를 이용

한 도금이 더 얇으며 우수한 평활성 및 피복도를 

가진 균일한 도금막을 형성시키는 것이 용이하며, 

이는 초 임계 유체가 지닌 높은 용해도에 기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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