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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도금 주 대표이사

초 록 무전해 금도금은 장식용 핸드백이나 가방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을 도금하면 장식성이 최대로 되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 초기에는 주로 전자제품에 사용 되었으나, 이후 디자인과 기능성부품 등으로 이용이 확대되었
다. 현재 국내의 금 사용량과 수요량은 매년 급증하고는 있지만 희소성, 지역편중성, 공급불안정과 이에 따른 가격불안정
성과 같은 자원적 문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나 아르헨티나에 수출되고 있는 열전
소자 부품의 도금방법에는 전기도금에 의한 직접도금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서 무전해 도금 생략법(Direct Plating), 애디티
브(Additive), 세미애디티브(Semiadditive), 서브트랙티브(Subtractive)법 등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OSTEC
사, 일부 대학이나 기업에서 이러한 열전소자 도금제품을 수입하여 이제 겨우 연구개발 시작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열전
소자의 도금에 관한 기술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전문가를 활용한 정보제공과 개발에 관한 기초지원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되어 제품 개발에 대한 도금기술을 지원하고자 한다.

서론
무전해 금도금의 치환도금기술은 경제성을 높이고 금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각종 제품과 소자의 납땜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능성 무전해 금도금기술은 초고속열차의 열전소자, 이동용 부품, LED, 노트 PC, 휴대전화 태양 및 연료전
지 등의 분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전해 도금은 금속과 비금속표면에서 발생하는 환원형 직접도금
(direct plating)과 치환형 선택도금(diffuse heating)로 구별된다. 또한 도금피막의 균일성제어는 신호를 고속화시키는 Ni,
Ag, Au 도금 표면처리와 복사열을 차단하는 알루미나 세라믹(alumina ceramic) 기판이 있다. 이러한 선택성 도금 표면처리
기술정보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열전소자 도금개발 관련사례로서 홍익대학에서는 Au/Ni, Ni-P, O사는 LG전자는 열전소자
도금기술 개발을 착수하였다. 동아대학과 한양대학에서는 전해합성법을 개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MnO2, MnFe2O4,
NiFe2O4, Fe3O4, AlO2, TiO2, MgO, 산화물 복합도금 등 약 10여 종류의 전기화학적 다기능성 복합도금기술도 개발하였다.

본론
본 연구에서는 대도도금(주) 회사는 습식방법인 무전해 도금, 열전소자에 사용되는 소재개발에 정보를 원하고 있다. 기술적
인 제공 자료에는 ① 니켈, 주석, 금도금 소재의 종류, ② 각 소재의 도금과 시험분석방법에 대한 기술조사를 통하여 자료
를 제공하였다. 정보조사는 KISTI의 NDSL, 해외 D/B(Science direct, ISI Web of Knowledge, Engineering village, Springer
등)와 일본 문헌, 국내 인터넷 포털을 이용한다. 특허는 국내, 유럽 및 일본자료 검색을 통하여 기술정보 자료를 제공하였
다. 본 정보지원의 목적은 열전소자의 도금의 기술정보제공과 함께 금, 니켈 치환도금의 이해와 적용이다. Fig. 1에 열전
소자의 적층 구조와 솔더링 접합면을 나타내었다. Fig. 2는 열전소자의 개선 전 후의 도금표면 사진이다.

Fig. 1. a) 열전 모듈의 적층구조, b) 전기적 연결과 솔더링 접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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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전

해결 후

Fig. 2. 사용된 열전소자의 샘플 사진 (해결 전, 후)

3. 결론
열전소자의 도금기로서의 치환형 무전해 금도금기술을 제안하였다. 본 치환형 도금기술 연구를 통하여 Cu 이외의 세라믹 기
판에는 Au가 도금되지 않았다. 기존의 도금에서는 솔더링 후 일부 부플음(blister)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본 치환형 도금기술
을 적용함으로써 부풀음이 발생하지 않았고 플럭스 처리 후에도 세라믹 기판에 솔더는 석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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