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01                                                                 2015년도 한국표면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초임계 에멀젼을 이용한 전해도금 방법 

 
Development of an electroplating method using the emulsion under supercritical CO2 

 
Jeongmin Choi

*
, Kwangheon Park, Sungwoo Ha 

*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Kyunghee University, Kyunggi -do 776-701, Korea 

west0476@khu.ac.kr 

 

초록 : 최근 가압경수로 핵연료는 다양한 형태의 원자로의 개발 및 다양한 운전 방식을 요구한다. 장주기 운전이 가능한 

고연소도 핵연료의 지속적인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핵연료에서 가연성 중성자 흡수체(Burnable absorber-BA)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원자로 및 다양한 운전방식을 대비하여 BA 제조에 유연성을 고려하면 핵연료 피복관 내부에 직접 코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피복관 내부표면에 직접 금속도금이 가능 여부와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전해도금에서 발생 

되는 기포에 의한 불균질한 도금(핀홀) 문제점 해결 방안을 고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전해도금액 

간의 초음파 교반을 통한 강한 진동에 의해 매크로 에멀젼을 형성시켜 피 도금 물질 표면에 얇은 막을 얻는 도금 방법을 

적용하였다.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전해도금을 적용한 결과 균질한 얇은 도금 막을 증착 시켰으며, 기포에 의한 핀홀 

현상을 억제하였다. 또한 전해도금액의 사용량을 최소화 하여 폐수 발생 문제를 개선하였다.  

 

1. 서론  
최근 가압경수로 핵연료는 장주기운전이 가능한 고연소도 핵연료로 개발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성자흡수체(Burnable 

absorber-BA)를 추가한 핵연료집합체가 요구되고 있다. 가연성독봉(Burnable poison)은 주로 소결체에 BA 를 첨가한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소결체 가연성독봉은 제작이 까다롭고, 가연성독봉의 위치와 연소중 거동 등에 대한 핵적계산이 

복잡하여 보다 제작이 용이하고, 고르게 분산된 형태의 가연성독봉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소결체 형태의 

가연성독봉을 대체할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고연소도 핵연료의 거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소중에 나타나는 

소결체와 피복관의 반응(pellet-cladding interaction- PCI)이다. 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이 고안되고 있다. 

이를 위해 피복관 내부에 고르게 금속을 도금시키는 기술이 요구된다. 습식 도금은 가장 보편화 되고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이지만, 전해도금시 발생되는 기포(수소)로 인해 코팅이 고르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임계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에멀전 코팅방법을 개발하였다. 초임계이산화탄소는 낮은 

표면장력과 화학적 안정성, 뛰어난 침투력을 가진 용매로써 미세한 부분까지 용질을 이동 시킬 수 있어, 기존의 유해한 

용매를 대체하고 있다. 초임계이산화탄소와 도금용액의 에멀전을 만들 경우, 소량의 도금액을 사용하므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발생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고, 전해도금시 발생하는 수소는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되므로 매우 고른 

코팅을 만들 수 있다[1]. 
   
2. 본론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에멀젼 도금과 일반 전해 도금에서 사용한 니켈 도금액(전해액)의 조성은 표 1과 같다.  
 
Table 1.  니켈 전해액 조성 
Nickel Sulfate(NiSO4∙ 6H2O) 260 g/L 
Nickel Chloride(NiCl2∙ 6H2O) 50 g/L 
Boric Aicd(H3BO3) 45 g/L 

 
도금 시편은 음극(-)에 두는데, 두 종류의 판재시편(구리와 Zry-4)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양극(+)에 니켈판(순도 99.9%)을 

두었다. 시편은 가로 1cm, 세로 2cm 크기로 제작하였으며, 표면의 잔존하고 있는 이물질과 유기물 등 제거하기 위해 

연마기를 이용하여 단계별(No.180, 220, 600, 2000)로 연마를 실시 한 후, ASTM(Amen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의 시편 가이드 지침에 따라 세정과정을 실시하였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에멀젼 도금을 위해 고압 시스템과 일반 

전해도금의 개략도를 그림 1 에 나타내었다. 초임계 에멀젼의 실험 방법은 고압용기 (80ml) 내에 도금액(10~60ml)을 넣고 

가압정량펌프를 이용하여 일정한 압력(150bar)과 온도(50℃)를 유지 한 후, 고압 용기내에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공급 

하였다. 매크로 에멀젼을 형성 시키기 위해 초음파을 이용하여 5 분간 충분히 교반 후 형성된 에멀젼 상태에서 5 분간 

정전류(0.27A)를 공급하여 도금을 실시 하였다. 일반 전해 도금은 도금액(100ml)을 Magnetic bar 를 이용하여 충분히 교반 

후 온도(50℃) 를 유지 한 상태에서 15 분간 정전류(0.21A)를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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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도금 실험장치 모식도 –  초임계 에멀젼도금 ( (1) CO2 cylinder (2) Syringe pump (3) 고압반응용기 (4) 초음파혼 (5) 

전류공급장치 (6) 온도조절기 (7) 초음파발생장치 ) 과 일반 전해도금 
사파이어 윈도우가 장착된 고압용기를 이용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 매크로 에멀젼을 관찰하였다. 도금액(10~60ml)와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NP-10, 2ml)를 넣은 후, 일정 압력과 온도를 유지 하고 초음파로 교반 하였다. 교반 30 초 후 매크로 

에멀젼이 형성되기 시작 하였다. 초음파 교반으로 인해 도금액이 미세하게 분쇄 되어 이산화탄소와 물 간의 표면 장력을 

저하시켜 그림 2 와 같이 효과적으로 형성 된 매크로 에멀젼을 관찰하였다. 

 

 
Fig 2. 초음파 교반을 이용한 에멀젼 형성 –  (1) 교반전 (2) 교반 후 에멀젼 상태 

 
그림 3 은 니켈 도금 후 시편이다. 에멀젼 도금(10~60ml)에서 제조된 Ni 코팅은 Cu 시편(순도 99.9%)의 경우 일반 전해 

도금(100ml)에 비해 도금 표면이 더욱 매끈하고 광택성을 보였다. 하지만 Zry-4 시편의 경우, 도금이 Cu 시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그 이유는, 순수한 Cu 시편과 달리 Zr 합금 특성으로 금속표면에 불규칙한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 

하는데 어려움으로 추정한다. 도금 시편의 두께를 광학현미경으로 측정하였다. Zry-4 시편의 경우, 일반 전해도금은 약 

23um 두께의 니켈이 도금 되었으며, 에멀젼 도금은 약 15um 두께로 도금 되었다. Cu 시편의 경우, 일반 전해도금과 

에멀젼 도금에서 각각 약 20um, 7um 두께로 도금 되었다. 에멀젼 도금에서 사용된 전해도금액(10~60ml)이 일반 

전해도금액(100ml) 조건 보다 약 40% 감소하여 도금을 한 것을 고려할 때 도금의 두께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Fig 3. 니켈 도금 된 시편                      Fig 4.  Zry-4 와 Cu 시편의 니켈도금 두께 비교 

 
주사형 전자 현미경(SEM)을 이용하여 니켈 도금 된 시편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일반 전해도금에서의 Ni 층표면에서 

핀홀과 같은 형태의 표면을 관찰 하였다. 하지만 에멀젼 도금에서 핀홀이 제거된 깨끗하고 매끈한 형태의 표면을 그림 5 

에 관찰 되었다. 에멀젼 도금에서 전해도금액 사용량을 조절 하여 실험을 하였다. Cu 시편의 경우 50~95% 까지 

전해도금액을 적용한 실험에서 표면에 더욱 균질하고 매끈한 표면을 관찰하였다. Zry-4 시편의 경우 Cu 시편의 결과와 

동일하게 관찰 되었다. 하지만 도금액 사용량 50%이하에서 표면이 거칠거나 도금이 되지 않았다.  

 

             
Fig 5.  Zry-4 와 Cu 시편의 니켈도금 표면 비교 –OM(좌) 및 SEM(우)  

 

3. 결론 
최근 다양한 원자로, 다양한 운전방식에 대비하여 BA(Burnable absorber)제조에 유연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피복관이 BA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피복관 내부에 금속 코팅 기술의 개발을 방안하였다.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매크로 에멀젼 전해도금을 금속 표면에 막을 얻는 도금법을 적용 하였다. 전해 도금 공정에서 사용되는 전해액을 

약 40% 로 감소시킨 친환경 공정이며, 도금 중 발생하는 기포의 영향(핀홀)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실험 결과, 

초음파혼을 이용한 교반을 통해 매크로 에멀전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형성 된 매크로 에멀전으로 

Zry-4 및 Cu 시편에 비교적 균일하고 조밀한 형태의 니켈 도금막을 형성시켰다. 또한 기존의 전해도금에서 발생되는 핀홀 

발생을 억제 하였다. 시편 표면이 더욱 매끈하고 전체적으로 고른 도금 층을 확보 하고 최적화 된 도금 조건을 찾기 위해 

공정개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연구는 새로운 도금 공정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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