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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도금에 의한 Ni-C 복합층의 내식성 및 표면 전기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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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multaneous Ni and C codeposition by electrolysis was investigated with the aim of obtaining better corrosion

resistivity and surface conductivity of a metallic bipolar plate for application in fuel cells and redox flow batteries. The carbon

content in the Ni-C composite plate fell in a range of 9.2~26.2 at.% as the amount of carbon in the Ni Watt bath and the

roughness of the composite were increased. The Ni-C composite with more than 21.6 at.% C content did not show uniformly

dispersed carbon. It also displayed micro-sized defects such as cracks and crevices, which result in pitting or crevice corrosion.

The corrosion resistance of the Ni-C composite in sulfuric acid is similar with that of pure Ni. Electrochemical test results such

as passivation were not satisfactory; however, the Ni-C composite still displayed less than 10−4 A/cm2 passivation current

density. Passivation by an anodizing technique could yield better corrosion resistance in the Ni-C composite, approaching that

of pure Ni plating. Surface resistivity of pure Ni after passivation was increased by about 8% compared to pure Ni. On the

other hand, the surface resistivity of the Ni-C composite with 13 at.% C content was increased by only 1%.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metal plate electrodeposited Ni-C composite can be applied as a bipolar plate for fuel cells and redox flow batteries.

Key words Ni-C composite, electrodeposition, corrosion, surface resistance, bipolar plate.

1. 서  론

최근 새로운 청정에너지의 전환 및 저장 장치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소 연료전지

또는 레독스 플로우 이차 전지(redox flow battery)는 차

세대 전기 자동차 및 대용량 전력 저장/공급 시스템의 유

망한 에너지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다.1,2) 레독스 플로 전지

는 전극(electrode), 전해질(electrolyte), 멤브레인(membrane)

및 분리판(bipolar plate) 등의 핵심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

으며, 분리판은 해당 에너지 장치 내의 전도 및 통전, 배

출, 분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3) 현재까지

는 카본계 재질의 분리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카본계 분리판의 낮은 가공성, 장치 내 높은 체적 점유율

그리고 낮은 가격 경쟁력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를 대

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재질의 분리판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금속, 합금 혹은 복합물은 카

본을 사용할 경우 수반되는 상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3,4) 하지만 금속계 분리판은 강

산 또는 강염기 전해액 환경에서 부식에 의한 분리판 표

면의 비전도성 산화물 형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

하여 시스템 내의 전자의 흐름 및 전극에서의 전기화학 반

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5,6) 따라서

금속계 분리판의 내식성과 표면 전기 전도성을 동시에 확

보하는 것은 수소연료전지 및 레독스 플로우 전지의 금속

계 분리판 개발에 주요한 기술적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금속 또는 합금의 내식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양극

산화처리, 화성피막처리, 그리고 귀(noble)전위 금속의 표

면 코팅 등의 표면 처리 방법이 있으며, 전기화학적 환

원반응을 이용한 내식성 금속의 전해도금 표면처리는 산

업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7) 일반적으로 내식

성이 뛰어난 금속은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구조적으로 치

밀한 부동태 산화물을 형성함으로써 부식 환경으로부터

모재를 보호한다.8) 하지만 표면에 존재하는 이러한 부동

태 피막은 계면에서의 접촉 저항을 증가시키며, 전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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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반응의 임피던스 증가로 이어져 전지 성능을 열화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식성 금속과 카본

간의 복합 전해도금9-11)을 이용하여 표면에 전착시키는 방

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금속-카본 복합 전해도금은 도

금액 내부에 카본을 균일하게 분산시킨 후, 카본의 물

리화학적 흡착 특성을 이용하여, 내식성 금속의 전해도

금 과정에서 금속-카본 복합층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복

합도금은 내식성 향상과 더불어 도금층의 강도 및 내마

모성과 같은 기계적 특성 강화, 내열성 향상 그리고 다

른 재료와의 접착성 향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도 적용되

고 있다. 복합체 전해도금은 공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금

속소재의 표면특성을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으며, 또한

표면과 도금층 내부로의 전자전도 네트워크를 원활히 형

성함으로써, 부동태 피막으로 인한 접촉 저항 증가를 억

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내식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니켈을

기지금속으로 하고 전도성 카본블랙을 함께 도금하는 방

법으로 Ni-C 복합층 박막을 제조하였고 도금층 내 카본

함량이 복합층의 내식성과 표면 전기저항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함으로써 연료전지 혹은 레독스 플로우 이차전지

용 금속계 분리판으로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Ni-C 복합도금을 위하여 일반적인 니켈 와트 도금액

(NiSO4·6H2O, NiCl2·6H2O, H3BO3)을 기본으로 하였으

며 도금액의 조성 및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전도

성 강화 첨가물로 카본블랙(carbon black)의 한 종류인 전

도성이 높은 Ketjen Black (EC-300J, Mitsubish Chemical,

800 m2/L 비표면적)을 사용하였으며, 도금층의 카본함량

은 도금액에 혼합한 카본의 양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이

용하였다. 카본분말의 분산성제어를 위한 기본정보인 제

타전위(Zeta Potential)를 측정하였다. 제타전위는 ELS

(Electrophorectic Light Scattering) 법에 의한 제타전위기

(Zeta potential, Malvern Instruments Ltd, Zetasizer Nano

Z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카본분말의 농도에 대한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도금욕에 혼합한 분말의 첨가량을

0~5 g/L로 변화시키면서 도금을 하였다. 각 도금조건에서

얻은 시편을 분석하여 도금층의 미세구조, 내식성, 전도

성을 평가하였다.

도금전류밀도는 20 mA/cm2로 일정하게 유지하였고 환

원전극으로 구리판을, 상대전극으로 니켈(99.8%) 판을 사

용하였다. 도금면적은 1 cm × 1 cm로 고정하고 전극간 거

리는 5 cm를 유지하여 도금하였다. 도금용액 중에 입자가

침전되지 않도록 교반시켜 주었고, pH 4.4, 50 ± 1oC의 조

건에서 도금하였다. 도금 중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

기 위해 항온조를 사용하였고, 혼합한 카본 분말을 고르

게 분산시키기 위해 초음파를 이용하여 1시간 교반한 후

즉시 도금하였다.

복합도금의 표면 및 단면 형상은 전계방사형 주사전자

현미경(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JSM-6500F)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도금층의 카본 함량은 FE-SEM에 부착된 X-선 분광분석

기(EDS,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를 통하여 분석

하였다. 전착된 복합층의 결정상은 X-선 회절분석기(XRD,

X-ray Diffractometer, Rigaku D/MAX-2500)를 이용하였

고, 표면분석기(Dektak' 6M/Veeco)로 Ni-C 복합도금층의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였다.

카본 함량 변화에 따른 복합도금층의 내식성 평가로 화

학적 부식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은 30oC, 50% 황산에

서 24 시간 부식시킨 후 무게변화를 측정하였다. 전기화

학적 부식시험은 전기화학분석장비(Potentiostat/Galvanostat,

EC&G, Model 273)를 이용하여 동전위 산화분극평가 방

법을 이용하였다. 전해도금된 Ni-C 복합체를 작동전극으

로 하고 상대전극으로 고밀도 탄소봉, 기준전극으로는 포

화 칼로멜 전극(SCE, 0.244 V)을 사용하였다. 25 ± 0.5oC,

5% 황산 전해질에서 −0.5 V~1.3 V(vs. SCE)의 범위에서

3 mV/s의 주사속도(scan rate)로 양극분극거동을 확인하였

다. 또한 4-point probe (UK/HL5500PC)로 표면저항을

측정하여 복합도금층 내 카본 함량과 형상이 표면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Ni-C 복합층의 전해도금

전해도금 시 형성되는 금속-카본 복합체의 물성은 도금

액 내 카본 입자의 분산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이러

한 분산성은 도금액 내 카본입자의 제타전위(zeta potential)

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12,13) 카본입자의 제타전위는 용

Table 1. Composition and condition of bath for Ni-C electrodeposi-

tion.

Nickel sulfate (NiSO4) : 3.2 M

Nickel chloride (NiCl2) : 0.02 M

Boric acid (H3BO3) : 0.65 M

Carbon powder : 0~5 g/L

pH : 4.4

Temperature : 50oC

Current density : DC 20 mA/cm2

Anode : Ni plate

Cathode : Cu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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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pH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특정 pH에서 순

표면전하(net surface charge)가 영(zero)이 되는 지점, 즉

등전위점(isoelectric point)이 존재하게 한다. 등전위점에서

는 카본 입자간의 전기적 반발력은 크지 않아 입자들이

서로 응집하려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5) 따라서 도

금액에 첨가한 카본 입자의 균일한 분산을 위해서는 제

타전위의 절대값을 가능한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된다.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도금 전해액 조성에서 pH

변화에 따른 카본 입자의 제타전위를 측정한 결과이다.

pH가 약 6.5일 때, 등전위점이 나타났으며, pH 6.5 이하

에서는 양의 표면전하를, 그 이상에서는 음의 표면전하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니켈 전해 도금액의 pH 범위는

4.0~4.5가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6) 본 연구에 사

용된 도금액 내 카본 입자의 제타전위는 약 +35 mV의 표

면전하를 나타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응

집과 분산의 경계인 ± 30 mV의 제타전위 값을 초과하는

것으로5,6) Ni-C 복합층 도금 전해액의 pH가 4.4일 때 가

장 분산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해도금으로 얻어진 도금층의 조성 및 상(phase)을 분

석한 XRD 결과를 Fig. 2에 도시하였다. Ketjen Black 입

자는 비정질 결정성의 특징으로 인하여 XRD 분석 결과

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결정성의 순수한 니켈 금속

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해액 내 카

본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니켈 (200)면 피크 강도가 상

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금속

-카본 또는 금속-세라믹 복합체의 전해도금 제조 시 나타

날 수 있는 금속의 우선배향(preferred orientation) 전착

현상14,15)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복합체 전착 시 금

속의 우선배향은 전극/전해질 계면 미소 영역의 pH 환

경, 계면에 흡착되어 있는 카본 또는 세라믹 입자의 표

면 특성(표면 전하 또는 친/소수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8) 본 연구에서의 도금액의 낮은 pH

와 양의 표면전하를 갖는 입자 조건에서 관찰된 니켈

(002)면 우선 배향 성장은 다른 니켈 복합체 전해도금 연

구 결과19,20)와 일치하는 거동을 보였다. 

도금층 표면을 보여주는 Fig. 3에서 보면 카본이 니켈

과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금액 내 카본

첨가량이 0.5 g/L, 1.0 g/L, 5 g/L로 증가함에 따라 복합도

금을 하였으며, 도금층을 EDS로 분석한 결과 도금층 내

카본 함량도 각각 9.2 at.%, 13.0 at.%와 26.2 at.%로 증가

하였다. 

한편 Ni-C 복합층의 형상은 복합층 내 카본 함량에 따

라 미세하게 서로 다른 형상을 나타내었다. 니켈 도금층

에 카본 입자가 혼입될수록 상대적으로 보다 조밀하고 미

세한 굴곡을 보이는 표면형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도금층

내 카본 함량이 26.2 at.% (Fig. 3(d))로 증가된 경우, 도

금층 내에 불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카본 입자들의 응

집체들이 관찰되었으며, 결정립 간 다수의 크랙 또는 틈

등의 구조적 결함이 관찰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11,21)

와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금액 내 카본 함량

이 어느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카본 입자들 간의 응집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미세한 카본 입자들의 도금층

내 혼입이 저하되고 전해액 내에 잔류하는 응집된 카본

입자들이 전극반응 계면을 차폐(shielding)시켜 결과적으로

도금층의 불균일한 형상을 초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도금층 내 카본 함량에 따른 표면 미세 거칠기와 구조

적 결함(크랙, 틈)은 Fig. 3(d)에서 관찰할 수 있었으며,

Fig. 4의 조도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에서 보면 카본 함량이 증가할수록 표면 거

칠기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SiC,

Al2O3 등을 이용한 금속-부도체 간 복합체 전해도금17,22)

Fig. 1. Effect of pH on zeta potential of carbon black.

Fig. 2. XRD patterns of the Ni-C composite by electrodeposition; (a)

Ni plating, (b) Ni - 9.2 at.% C, (c) Ni - 13.0 at.% C and (d) Ni - 26.2

at.% C.



전해도금에 의한 Ni-C 복합층의 내식성 및 표면 전기저항 291

과 비교하여 전도성을 갖는 카본 입자 위에 금속 이온이

전착될 수 있는 금속-카본 복합체의 경우에는 다수의 핵

성장 장소(nucleation site)를 제공하는 높은 비표면적의 카

본 입자에 의하여, 전착금속의 결정 성장(crystal growth)

보다는 핵성장(nucleation)이 우선 된다.11,19,23) 즉, 형성되

는 복합 도금층 형상은 카본 입자 형상과 밀접한 관계

를 보이게 되며, 무정형이면서 높은 비표면적과 기공성을

갖는 Ketjen Black 입자는 상대적으로 미세한 거칠기와

조밀한 형상의 도금층을 형성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추

정된다. 하지만 카본 함량이 비교적 높은 Ni-26.2 at.% C

도금층의 SEM 및 표면 거칠기 결과는 카본 입자 응집

으로 인한 불균일한 도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균

일 도금은 크랙 및 틈과 같은 불규칙한 표면 현상으로

나타나며, 카본 함량이 적은 도금층 형상과는 구별되어 진

다. 불균일 도금은 내식성과 표면 저항에 악영향을 미치

며, 이후 도금층의 내식성 및 표면저항 실험결과에서도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3.2 Ni-C 복합층의 내식성 

Ni-C 복합층의 전기화학적 내식성 평가를 위하여 5% 황

산수용액 전해질에서 동전위 산화 분극 실험한 결과를 Fig.

5에 도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니켈금속은 부동

태 피막을 형성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내식성을 나타내는

데, Ni-C 복합 도금층 또한 순수 니켈 금속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부동태 현상과 유사하게 거동하였다. 즉, Ni-C 복

합 도금층과 니켈 단독 도금층 모두 부식전위가 −0.2 V

(vs. SCE) 부근에서 나타났으며, 약 0.15 V에서부터 1.2 V

까지 산화전류가 급격히 감소되고 유지되는 안정한 부

동태 구간을 보이다가, 1.2 V 이상에서 과부동태 영역

(trans-passive region)이 시작되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부

Fig. 3. SEM images of the Ni-C composite by electrodeposition (a) pure Ni, (b) Ni-9.2 at.% C, (c) Ni-13.0 at.% C and (d) Ni-26.2 a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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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 전류의 경우, 카본 함량이 9.2 at.%, 13.0 at.%인 Ni-

C 복합층은 순수 니켈 금속에 비하여 약 50%의 증가된

전류를 나타내었으나, 여전히 동일한 ~10−4A/cm2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앞서 관찰된 도금층의 표면 거칠기 결

과(Fig. 4)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제 전극/전해질 간 계

면 반응 면적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

만 카본 함량 26.2 at.%의 Ni-C 복합층은 약 200% 이상

증가된 부동태 전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복합층 내 카

본의 불균일 분포로 인한 구조적 미세 결함으로 예상되

는 전극/전해질 계면 반응 면적의 실질적인 증가 및 공

식(pitting corrosion)과 틈부식(crevice corrosion)과 같은

도금층 결함으로 가속화되는 국부적 부식 현상24) 등에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0.25 V (vs. SCE)에서의

전류밀도 증가는 다른 연구2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

본 표면에서 Quinone-Hydroquinone redox 반응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6은 카본 함량이 13.0 at.%와 26.2 at.%인 Ni-C 복

합층을 1.5 V (vs. SCE)까지 동전위 산화분극실험을 진행

한 후 관찰한 SEM 이미지 결과로서, 불균일한 카본 분

포를 보이는 Ni-26.2 at.% C 복합층(Fig. 6(b))에서 공식

(pitting corrosion)과 같은 국부적 부식현상이 관찰되었으

Fig. 6. SEM images of the Ni-C composite after corrosion (a) Ni-

13.0 at.% C and (b) Ni-26.2 at.% C.

Fig. 4. Surface roughness of the Ni-C composite by electrodeposi-

tion; (a) Ni, (b) Ni - 9.2 at.% C, (c) Ni - 13.0 at.% C and (d) Ni -

26.2 at.% C.

Fig. 5. Anodic polarization curves of the Ni-C composite in 5%

H2SO4 solution; (a) Ni plating, (b) Ni - 9.2 at.% C, (c) Ni - 13.0 at.% C

and (d) Ni - 26.2 a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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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반적으로 높은 부동태 전류를 보이는 원인으로 판

단된다. 

3.3 Ni-C 복합층의 표면 저항

Ni-C 복합 도금층의 전기화학적 내식성과 함께 부식 전

/후 도금층 표면의 전기저항 변화를 4-point probe 저항

측정기를 이용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Fig. 7에 도

시하였다. 순수 니켈 금속의 경우, 부식 전/후에 약 8%

의 표면 저항 증가율이 나타난 반면에 Ni-C 복합도금의

부식 전/후의 표면저항 증가율은 5% 미만으로 순수 Ni

에 비하여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모든 Ni-C 복

합도금층은 기지금속인 니켈의 부동태 피막 형성에 의하

여 표면저항이 증가하였으나 카본 입자가 분산 혼입된 Ni-

C 복합층의 경우, 표면 저항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감소

하였고, 카본 함량이 13 at.%인 도금층에서 약 1%로 가

장 낮은 저항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카본 함량이

그 이상 증가하여 26.2 at.%가 되는 도금층에서는 표면 저

항 증가율이 다시 증가하는 거동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균일하지 못한 카본 입자의 분포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

겨진다. 즉, 카본 입자가 도금층 내 고르게 분산되지 않

고 조대하게 뭉쳐진 덩어리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카본

함량 대비 비효과적인 전도 패스의 형성으로 표면 저항

변화율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전해도금에 의하여 Ni-C 복합층을 제조하고 복합층의

형상, 내식성 및 표면 전기저항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도금액에 카본 입자를 첨가하고 제타전위를 측정한

결과, 니켈 와트 도금액에서 카본 입자를 균일하게 분

산시키기 위한 최적의 pH는 4.4이었다. 동일 조건에서

도금한 표면을 분석한 결과 니켈 금속과 카본이 균일하

게 혼합된 복합체임을 확인하였다.

2) Ni-C 복합층 내 카본함량은 전해액 내 분산시킨 카

본입자 첨가량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형상은 순수 니켈

도금층에 비해 비교적 조밀하고,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

였다. 하지만 도금액 내 카본 첨가량이 5 g/L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Ni-C 복합층 내 카본 입자 분포가 불균일

해졌으며, 미세한 결함도 존재하였다. 

3) 도금층의 전기화학적 양극 동전위 결과, Ni-C 복합

층의 산화거동은 부동태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니켈 금속

의 거동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부동태 전류는 순수 니켈

금속에 비하여 다소 증가된 (약 50% 증가) 값을 나타내

었으나 여전히 동일한 ~10−4A/cm2 수준을 유지하였다.

4) 부식 전/후의 Ni-C 복합층 표면 저항 증가율은 순

수 니켈금속의 표면 저항 증가율 보다 낮았으며, 도금층

내 카본 함량이 13 at.%일 때, 약 1%로 가장 낮은 표면

저항 증가율을 보였다. 따라서 니켈 도금층 내에 카본 입

자를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복합도금으로 도금층의 내식성

을 유지하면서 표면 저항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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