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문] 한국재료학회지 http://dx.doi.org/10.3740/MRSK.2015.25.2.90
Korean J. Mater. Res.
Vol. 25, No. 2 (2015)

90

백색금 합금용 모합금의 실리콘 함량에 따른 물성변화

송정호·노윤영·이현우·최민경·송오성
†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

Properties of the Master Alloys for White Gold Products

with Silicon Contents

Jeongho Song, Yunyoung Noh, Hyeonwoo Lee, Minkyoung Choi and Ohsung Song†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ul

(Received December 31, 2014 : Received in revised form January 15, 2015 : Accepted January 21, 2015)

Abstract We prepared 8 samples of non-silver and silver-added master alloys containing silicon to confirm the existence of

nickel-silicides. We then prepared products made of 14K and 18K white gold by using the prepared master alloys containing

0.25, 0.35, and 0.50 wt% silicon to check for nickel release. We then employed the EN 1811 testing standard to investigate

the nickel release of the white gold products, and we also confirmed the color of the white gold products with an UV-VIS-

NIR-color meter. We observed NiSi
x
 residue in all master alloys containing more than 0.50 wt% Si with EDS-nitric acid etching.

For the white gold products, we could not confirm the existence of NiSi
x
 through XRD after aqua-regia etching. In the EN

1811 test, only the white gold products with 0.25 wt% silicon master alloys successfully passed the nickel release regulations.

Moreover, we confirmed that our white gold products showed excellent Lab indices as compared to those of commercial white

gold ones, and the silver-added master alloys offered a larger L index. Our results indicate that employing 0.25 wt% silicon

master alloys might be suitable for white gold products without nickel-silicide defects and nickel release problems. 

Key words master alloy, white gold, silicon content, nickel release,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1. 서  론

금은 고대에서부터 주로 장신구용으로 사용되어온 귀

금속으로써 열전도율, 전기전도도가 높고 내식성이 매우

강해 전기, 반도체 기기들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1)

금의 가격은 2003년 온스 당 300 달러 미만이었으나,

2008년 1,011 달러로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급격히

상승하였다.2) 이는 금이 산업 및 경제적으로 점점 중요

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장신구로써 사용

시에도 대부분 금의 양을 적게 사용하여 제조 단가를

낮출 뿐만 아니라 강도를 높여 물리적 성질을 향상시

키고, 원하는 색을 내기 위해 타 금속과 합금시켜 사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4) 장신구로써 사용되는 금합금 중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백색이 나는 백색금(white

gold) 합금은 주로 값이 싸면서도 전율 고용체를 이루는

구리를 합금시키며, 백색을 내기위해 니켈 또는 백금족

원소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다.5) 그러나 Pd, Pt와 같은 백

금족 원소는 가격이 매우 높아 대부분의 백색금 제품에

는 주로 니켈이 합금된다.

금합금 제품을 실제 제작하는 공정에서는, 제작 공정 및

시간의 단축과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합금(master

alloy)을 미리 제조해 놓고 추후 금과 같이 용해시켜 제

작한다. 모합금이란 합금 시 합금원소 모두를 한 번에

첨가할 경우 각 원소의 융점차가 크거나 비중차가 발생

하여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계획된 첨가원소를 다량으

로 함유하는 합금용 덩어리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이를

귀금속과 함께 용해하는 용도의 합금재이다.6) 백색금용

모합금에는 융점을 낮추고 백색을 띄게 하기 위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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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로 니켈, 구리, 은 외에 합금재의 주조성, 재활용성

을 높이기 위해 이차 원소로 소량의 아연과 실리콘이 합

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듯 백색금 제품을 제조할 때 니켈과 실리콘이 필

수적으로 사용되는데, 니켈의 경우 8~10 % 정도 첨가하

여 색상원소로서 이용하고, 특히 실리콘은 산소와의 큰

반응성을 가진 원소로 합금제품의 재사용을 위해 산소

토치로 용융시킬 때 먼저 반응되어 재활용성을 높여주

며 백색금 용융제의 유동성을 높여 주조 시 불량률을 낮

추는 역할을 한다.7,8) 그러나 니켈과 실리콘이 포함된 백

색금용 모합금 제조 시 니켈과 실리콘이 금속간화합물로

결합되면 매우 경한 니켈실리사이드 형태로 생성되어 최

종 백색금 제작 시 주조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다.9) 

여러 니켈실리사이드 중 금속간화합물로 내식성이 강

한 니켈모노실리사이드(NiSi)의 경우 저저항으로써 반도

체 분야에서 실리사이드 공정에 활용되는 등 긍정적인

용도도 있으나,10) 장신구로써 사용되는 백색금 합금에서

는 고온에서 생성되는 니켈다이실리사이드(NiSi2)의 높은

경도로 인해 이러한 게재물이 표면에 잔류하는 경우 폴

리싱이 되지 않아 하드스팟(hard spots)이라고 불리는 표

면부의 불량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러

한 경우 하드스팟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차 가

공이 필요하여 제품의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한편 백색금의 백색을 발현시키는 니켈은 특성상 인체

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주요 원소이며 여성의 약 20 %

가 니켈에 대한 알러지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11,12)

따라서 유럽에서는 니켈이 포함된 장신구 제조 시 공인

시험으로 EN 1811이라는 니켈용출 시험분석을 통과해야

제품화가 가능한 상황이며, EN 1811은 0.28 μg/cm2/week

이하는 합격, 0.28~0.88 μg/cm2/week 범위 내에는 유보,

0.88 μg/cm2/week 이상의 니켈용출량이 있을 경우 불합

격으로 지정하고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신구로 사용되는 백색금합금

제조 시 Si의 함량을 달리하여 모합금을 만들어 니켈실

리사이드의 생성이 방지되는 조성을 확인하고, 이 모합

금을 이용하여 최종 제작된 14K, 18K 백색금 제품의 니

켈용출량을 확인하여 알러지가 없는 우수한 특성의 백

색금 제품 제작을 위한 모합금의 Si 함량 조건을 확인

하여 보았다. 

2. 실험 방법

백색금용 모합금을 제조하기 위해 유은계와 무은계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 Cu, Zn, Ni, Si를 포함한 4원계 및

Ag를 포함한 5원계 합금을 진행하였으며, 이때 Si의 양

을 0.20~0.50 wt%로 변화시켜 모합금을 제조하였다. 합

금의 상세한 제조비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정

확한 비율로 칭량된 합금원소들을 고주파 용해로(Italim-

pianti Orafi사, FIM15TPU)를 이용하여 합금을 진행하여

최종 8가지(A~H) 모합금 시편을 준비하였다.

이후 백색금 합금을 제조하기 위해 상기 8가지 모합

금 중 Si의 함량이 0.25, 0.35, 0.50 wt%인 유은계, 무은

계 모합금을 이용하여 금을 각각 58.50, 75.00 %의 비

율에 맞추어 칭량한 후 산소토치로 용해하고 탄소봉을

이용하여 교반하면서 각각 14K, 18K급의 백색금 합금

12종을 Table 2와 같이 제조하였다.

준비된 모합금과 모합금을 이용한 최종 백색금 시편의

니켈실리사이드 생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HRXRD(high

resolution x-ray diffraction, Rigaku사 DMAX-IIIA)를

이용하여 2θ값을 30~60o로 설정하고 0.05o/sec.의 증가값

으로 스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joint committee

powder diffraction standards(JCPDS) 카드를 이용하여

NiSi, NiSi2, Cu, AuCu3, 그리고 AuCu를 고려하여 생성

된 결정상을 확인하였다.

모합금과 최종 제작된 백색금 합금 내부에 니켈실리사

이드 잔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산에칭을 통한 분석

을 진행하였다. 8종의 모합금에 대해 20 %의 HNO3 수

Table 1. Contents of the master alloys for white gold products.

No. Cu Zn Ni Ag Si Total(wt%)

A 60.00 19.30 20.5 0 0.20 100

B 60.00 19.25 20.5 0 0.25 100

C 60.00 19.15 20.5 0 0.35 100

D 60.00 19.00 20.5 0 0.50 100

E 59.40 18.40 19.5 2.50 0.20 100

F 59.40 18.35 19.5 2.50 0.25 100

G 59.40 18.25 19.5 2.50 0.35 100

H 59.40 18.10 19.5 2.50 0.50 100

Table 2. Description of white gold alloys. 

samples
master 

alloy
Au

Total

(wt%)

No Ag

B-14K 0.25 wt% Si 41.50 58.50 100

B-18K 0.25 wt% Si 25.00 75.00 100

C-14K 0.35 wt% Si 41.50 58.50 100

C-18K 0.35 wt% Si 25.00 75.00 100

D-14K 0.50 wt% Si 41.50 58.50 100

D-18K 0.50 wt% Si 25.00 75.00 100

Ag added

F-14K 0.25 wt% Si 41.50 58.50 100

F-18K 0.25 wt% Si 25.00 75.00 100

G-14K 0.35 wt% Si 41.50 58.50 100

G-18K 0.35 wt% Si 25.00 75.00 100

H-14K 0.50 wt% Si 41.50 58.50 100

H-18K 0.50 wt% Si 25.00 75.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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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15 ml에 각 모합금을 2 g 씩 투입하여 70 oC의 온

도로 2시간 동안 가열하여 용해시키고 내식성이 강한 니

켈실리사이드의 석출 유무를 관찰하였다. 12종의 최종 백

색금 시편에 대해서도 왕수 15 ml에 각 백색금 시편을

2 g 씩 투입하여 마찬가지로 70 oC의 온도로 2시간 동안

가열하고 용해가 완료된 후 필터링을 통해 필터지 상부

의 잔존물 여부를 확인하였다. 

질산 및 왕수 에칭 후 필터지 상부에 흑색 잔류물이

존재하는 샘플에 대해서는 잔류물의 정량적인 판별을 위

해 FE-SEM(Hitachi사, S-4800)에 부착된 EDS(energy dis-

persive spectroscopy) 기기를 이용하여 3,000배로 확대를

한 후, 선택적으로 EDS 분석을 진행하였다. 

총 12개의 백색금 합금에 대해 니켈용출 국제시험규

격인 EN 1811에 따라 인공체액을 제조 하고 이에 백

색금의 노출면적을 1 cm2로 만든 후 투입하여 30 oC ±

2 oC의 온도조건에서 7일 간 침적시켰다. 이후 이 용액

을 ICP-OES(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Perkin Elmer사, Optima 8300)분석을 진

행하여 니켈의 양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의 니

켈용출량은 EN 1811이 규정한 것으로 측정결과의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0.88 μg/cm2/week 이상일 경우 불합격

으로 처리되며 그 이하는 유보, 또는 합격으로 처리하

였다.13)

최종 백색금 합금에 대해 상업적으로 적절한 백색을 나

타내는지에 대해 정량적인 색도를 알아보기 위해 UV-

VIS-NIR(Shimadzu사, UV3105PC)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반사모드용 기기를 장착하고 scan speed는

medium 로 설정하고 각 샘플에 대한 반사도측정을 완

료하였으며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색 분석 프로그램으

로 CIE Lab지수를 정량적으로 확보하였다.

3. 실험 결과

Fig. 1의 (a)는 Si의 양을 0.20~0.50 wt%로 달리하여

Cu, Zn, Ni, Si를 포함한 4원계 및 Ag를 포함한 5원계

합금인 최종 8가지(A~H) 모합금의 결정상을 확인하기 위

한 HRXRD 결과 그래프이다. 니켈실리사이드는 안정상인

NiSi의 (112), (111) 면방향에 해당하는 45.83o, 28.59o,

NiSi2의 (221), (220) 면방향에 해당하는 47.33o, 47.41o

에서 피크가 생성되며 이에 해당하는 피크를 관찰하여

니켈실리사이드의 생성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A~H

모합금의 경우 모두 Cu의 (111), (200) 면방향에 해당하

는 43.29o, 50.43o의 피크만을 나타내고 있어 NiSi 또는

NiSi2의 피크는 확인할 수 없었다.

Fig. 1의 (b)는 8가지 모합금 중 Si의 함량이 0.25,

0.35, 0.50 wt%인 유은계, 무은계 모합금을 이용하여 제

조된 14K, 18K급의 백색금 합금 12종의 결정상을 확인

하기 위해 HRXRD를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 그래프이

다. 14K 금합금의 경우 AuCu3의 (111), (200)면에 해당

하는 41.68o, 48.52o의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고, 18K 금

합금의 경우 AuCu의 (111), (200)면에 해당하는 40.48o,

45.78o의 피크를 나타내었으나, NiSi 또는 NiSi2의 피크

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A~H 모합금과 14K, 18K급의 백색금 제품을

HRXRD로 확인한 결과 니켈실리사이드의 생성을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는 니켈실리사이드의 생성이 없거나, 있

더라도 매우 소량이어서 본 HRXRD 장비의 해상도로는

생성 유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Fig. 2에는 0.50 wt% Si을 함유한 ‘D’ 모합금을 질산

에 에칭하고 필터링 후 필터에 남은 잔류물의 매크로 이

미지를 나타내었다. 점선부 내에 밀집된 흑색 잔류물이

니켈실리사이드로 추정된 잔류물이다. 비슷한 정도로

0.50 wt% Si을 함유한 유은계 ‘H’ 모합금에서도 잔류물

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모합금 시편과 최종 백

색금 시편에는 에칭 후에 잔류물이 남지 않았다. 

따라서 0.50 wt% Si 이상의 모합금 시료에서만 니켈

실리사이드가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들을 이용하

여 최종적으로 14K, 18K의 백색금 제품을 제조하더라

Fig. 1. HRXRD patterns of (a) master alloys, and (b) white gol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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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대적으로 니켈과 실리콘의 함량이 적어지고 일단

생성된 모합금 내의 니켈실리사이드도 용해하면서 분해

되어 아예 니켈실리사이드가 생성되지 않거나 왕수에칭

에 의해서도 니켈실리사이드가 걸러지지 않을 정도로 소

량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최종 백색금 제품의 주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모합금의 실리콘 함량을 증가시키면 유리하겠으나,

일단 니켈실리사이드가 모합금 내에서 생성되는 것이

0.50 wt% 이상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는 모합금의 실리콘 함량을 실험범위 내에서 밝혀진 적

정선인 0.35 wt%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Fig. 3은 Si의 함량이 0.50 wt%인 ‘D’ 모합금의 질산

에칭과 필터링 후 생성된 흑색 잔류물을 측정한 FE-SEM

이미지이다. 실타래 모양으로 된 필터지의 바탕구조 상

부에 NiSix로 의심되는 침상의 잔류물을 확인할 수 있

다. 사진에서 밝은 색 컨트라스트를 가진 잔류물의 a, b,

c 부위를 각각 EDS로 분석하여 Ni, Si, C, O, Cu, Zn,

Ag의 7개 성분에 대해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이

들 부위에서 모합금의 주성분인 Cu, Zn, Ag는 검출되

지 않았다. 

Table 3에는 EDS로 측정된 a, b, c 세 부분의 Ni,

Si, C, O의 정량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C 원소는 하

부 필터지에서 나올 수 있는 원소이며, 가장 많은 양의

O는 이들 잔류물이 질산에 산화되면서 수화물 또는 잔

류물 자체 산화가 진행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요 원소를 제외하고는 잔류물은 Ni, Si이 주

된 구성성분이라고 판단되며, 수치적인 결과로는 NiSi5정

도의 니켈실리사이드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NiSi5와 같은 니켈실리사이드 안정상은 없으므로, 0.50

wt% 이상의 모합금 시편에서는 용해 시 니켈과 실리사

이드가 만나서 NiSi2의 안정한 니켈실리사이드를 생성하

였다가 질산 용해과정에서 NiSixOy 형태의 잔류물로 측

정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앞서 보인 HRXRD에서

는 니켈실리사이드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질

산 에칭과 EDS분석을 통해서 0.50 wt% Si 이상의 모합

금에서는 니켈실리사이드가 생성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니켈실리사이드가 최종 백색 금제품에 혼

입되지 않기 위해 모합금의 Si함량도 적정선인 0.35 wt%

이하로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4는 각 백색금합금 제품의 니켈용출량을 나타낸

표이다. 통상 EN 1811 시험에서는 니켈용출량이 오차범

위를 고려하여 0.88 μg/cm2/week를 초과하면 인체에 노

출될 경우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어 불합격으로 판단하

였다. Si의 함유량이 0.25 wt%인 백색금 시편의 경우 0.88

μg/cm2/week 이하로 측정되어 알러지로부터의 안전한 것

을 확인하였으며, Si의 함유량이 0.35 wt%와 0.50 wt%인

Fig. 2. Macro image of the filtered residue of ‘D’ master alloy after

nitric acid etching.

Fig. 3. FE-SEM image of the filtered residue.

Table 3. EDS result of the residue of sample ‘D’.

probe 

points
Ni Si C O Total(at%)

a 4.99 21.04 12.85 61.12 100

b 3.69 24.46 - 71.85 100

c 4.36 22.45 9.99 63.21 100

Table 4. Amount of Ni release. 

samples
non-silver system silver-added system

B 14K B 18K C 14K C 18K D 14K D 18K F 14K F 18K G 14K G 18K H 14K H 18K

Ni release

(µg/cm
2
/week)

0.78 0 3.07 1.05 1.31 0.50 0.75 0 2.57 1.24 0.57 5.62

Pass Pass Fail Fail Fail Pass Pass Pass Fail Fail Pass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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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금 시편의 경우에는 대부분 0.88 μg/cm2/week 이상

으로 과도한 수치를 보여 니켈용출량이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0.35, 0.50 wt% Si 모합금을 사용하여 만든 백색

금제품에서 14K 보다는 18K 제품의 니켈 함유량이 상

대적으로 적으므로 18K가 니켈용출량이 낮을 것으로 예

상되었으나 오히려 18K의 니켈용출량이 많은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니켈용출이 단순히 실리콘 양에만 의존하

는 것이 아니라 Ag의 혼입에 따라 전체 금합금의 화학

퍼텐셜의 총량에 영향을 미쳐 니켈용출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앞선 결과에서 니켈실리사이드의 형성을 방지

하기 위해 모합금의 실리콘의 함량을 0.35 wt%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니켈용출을 억제하기 위해 모합금의 실

리콘의 함량을 0.25 wt% 이하로 유지해야함으로 니켈실

리사이드 형성과 니켈용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합금

의 실리콘 함량을 0.25 wt%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

하였다. 

Fig. 4는 B, C, D, F, G, H 모합금을 이용하여 제작

한 최종 14K, 18K 백색금합금 제품에 대해 이들의 Lab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통상의 니켈을 채용한 상업

적 백색금 제품들은 그래프에서 면으로 표시한 바와 같

이 L지수 85이상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합금으로

제조된 백색 금제품은 모두 L지수가 86~89 범위 내에

포함되어 기존 상업 제품보다 우월한 색지수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특히 유은계의 모합금을 채용한 제품

의 평균 L지수가 더 우수함을 보였다. 따라서 제안된 모

합금으로 제작된 백색금합금 제품의 색도가 더 우수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백색금합금 제품용 Ni계 모합금에서 주

조성 및 재활용성을 향상시켜 주는 Si의 함량에 따라 니

켈실리사이드 생성 및 니켈용출량을 정량적으로 확인하

고 Si의 최적 함량을 제시하였다. HRXRD 분석으로는

니켈실리사이드 생성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질산

및 왕수 에칭과 EDS를 통한 모합금과 최종 백색금 시

제품의 니켈실리사이드 잔류물 확인 결과 0.35 wt% Si

이하에서는 니켈실리사이드가 생성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N 1811시험 분석 결과, 니켈용출이 0.25 wt%

Si 이하에서는 0.88 μg/cm2/week 이하로 측정되어 알러

지가 생기지 않는 안전한 범위로 확인되었다. 부가적으로

최종 14K, 18K 백색금 제품 모두 Lab 컬러지수를 확인

한 결과 기존 상업제품 기준 이상으로 우수하였다. 따

라서 상기 조건을 통합해 본 결과 니켈실리사이드 형성

과 니켈용출을 방지하기 위한 모합금재에서의 Si의 최적

함량은 0.25 wt% 이하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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