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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및 열 사이클 조건에 따른 전해 Cr/전해 Ni-P 도금의
접합강도 평가 및 계면분석

이진아1
 · 손기락1

 · 최명희2
 · 이규환3

 · 박영배1,*

1안동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청정에너지소재기술연구센터
2대경화학(주) 기술연구소 

3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표면기술본부

Effects of Heat Treatment and Thermal Cycle Conditions on the Bonding Strength and 
Interfacial Characteristics of Electroplated Cr/Electroplated Ni-P Coatings

Jina Lee1, Kirak Son1, Myung-Hee Choi2, Kyu Hwan Lee3, and Young-Bae Park1,
*

1School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36729, Republic of Korea
2DAEKYUNG CHEM. CO. LTD., Institute of Technology, Busan 49478, Republic of Korea

3Surface Technology Division, 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Changwon 51508,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e effects of heat treatment and thermal cycle conditions on the bonding strength and interfacial

characteristics of electroplated Cr/electroplated Ni-P coatings were systematically evaluated. With step1

samples, heat treatment was performed at 750 oC for 6 hours after successive electroplating of Ni-P and Cr

layers. With step2 samples, 1st heat treatment was performed at 500 oC for 3 hours after electroplating Ni-

P, and then 2nd heat treatment was performed at 750 oC for 6 hours after electroplating Cr. The bonding

strengths measured by ASTM C633 were around 54.6 MPa before thermal cycling, and decreased to 35 MPa

and 29.9 MPa for the step1 and the step2, respectively, after 1,000 cycles between 150~600 oC. Increasing

the number of thermal cycles led to an increasing adhesive/Cr interface delaminated mode, which seeme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decreaed bonding strength possibly due to severe surface Cr oxidation. Also, the

higher residual stress  was investigated in the step1 than step2 samples. It is thought to be responsible for

the higher density of channeling cracks in the Cr layer, which led to slightly stronger bonding strength due

to the mechanical interlocking effects of the adhesive inside the channeling c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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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액체로켓 엔진 연소기는 고온, 고압에서 작동하므로 고

온산화 방지 및 열적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연소기 내벽에

열차폐 코팅을 적용하고 있다 [1]. 기존 열차폐 코팅은

ZrO2/NiCrAlY와 같이 열차폐 특성이 우수한 세라믹 소재

를 플라즈마 용사 공정으로 연소기 내벽에 코팅하였다 [2].

그러나, ZrO2/NiCrAlY와 같은 세라믹 코팅은 열차폐 특성

이 우수하지만, 연소-냉각 작동시험에서 모재와 코팅층간

의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해 코팅층의 균열 및 박리가 발

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1-5]. 선행연구에 따르면 AISI

316 스테인리스 강에 플라즈마 용사 공정으로 ZrO2-

Y2O3/NiCrAlCoY2O3 코팅을 형성하여 900 oC에서 50분간

유지한 후 10분 동안 공냉하는 것을 1 사이클로 선정하여

50 사이클 후 접합강도를 평가하였으며, 세라믹과 금속코

팅 계면에 형성된 산화물이 접합강도 감소 및 박리에 영향

을 끼쳤다고 보고되었다 [6]. 또한, Ni기 초합금에 전자빔

물리기상증착 (electron beam physical vapor deposition,

EB-PVD) 공정으로 ZrO2-Y2O3/MCrAlY 코팅을 형성하여

ASTM C633-79 규격에 따라 접합강도 평가 결과, 평균

접합강도는 57 MPa이며, 접착제 내부에서 파단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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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코팅층의 접합강도가 접착제의 접합강도보다 높으며,

1151 oC에서 50시간 열처리 후 코팅층 사이에 thermally

grown oxide의 형성으로 인해 접합강도가 감소된다고 보

고되었다 [7]. Ni기 초함금에 플라즈마 용사 공정으로

ZrO2-Y2O3/CoNiCrAlY를 형성하여 열 사이클 시험을 400
oC에서 20분 동안 유지한 후 1시간 가열하여 1000 oC가

되면 1시간 동안 유지하고, 2시간 동안 공냉하는 것을 1

사이클로 선정하여 300 사이클을 진행하였으며, 산화막 형

성으로 인하여 ZrO2-Y2O3/CoNiCrAlY 코팅 계면에서 박

리되었다고 보고되었다 [8]. 

이와 같이 열사이클에 따른 세라믹 코팅의 균열 및 박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우주 발사

체 선진국은 세라믹 코팅을 대체하여 Cr/Ni 이중도금을 적

용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로켓 엔진 연소기 내벽에

Cr/Ni 도금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 중 이다 [1,9,10].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해 Cr/무전해 Ni 이중도금 구조에

서 Cr/Ni 도금 후 750 oC에서 6시간 동안 한 번 열처리

진행한 시편은 Cr 도금을 관통하는 균열이 형성되었고, 무

전해 Ni 도금 후 750 oC에서 6시간 열처리 후 전해 Cr

도금하여 750 oC에서 6시간 동안 한번 더 열처리한 2단계

열처리 시편의 경우 Cr 도금에 관통균열이 형성되지 않았

다. 이는 비정질의 무전해 Ni 도금이 열처리 후 결정질의

Ni과 Ni3P 석출상으로 상변화되어 Ni-P도금의 부피가 감

소되었기 때문에 한번 열처리를 진행한 1단계 열처리 시

편의 Cr 도금층에 관통균열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되었다

[11]. 무전해 도금은 연소기와 같은 복잡한 형상에도 균일

한 두께의 도금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도금 속

도가 느리고 도금액에 사용하는 착화제의 종류 및 농도에

따라 도금액이 변하여 자주 교체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

생한다 [12-15]. 반면에 전해 Ni 도금은 낮은 가격, 대량

생산 및 불순물에 대한 영향둔화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Cr 도금은 우수한 기계적 성질, 변색이 없고, 낮은 마찰계

수, 우수한 내식성 및 내마모성으로 인하여 우주항공, 전자,

자동차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16-19].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해 Cr/전해 Ni-P 도금 시편

을 750 oC에서 열처리 시 전해 Ni-P 도금의 결정화로

인하여 도금층 부피가 감소되었으며, Ni, Cr의 상호 확

산으로 인하여 Cr/Ni 계면에 형성된 Ni-Cr band layer

는 도금층간의 밀착력 향상에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고되

었다 [1].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세라믹 코팅의 열 사이클 신뢰성

및 Cr/Ni 도금의 열처리에 따른 미세구조 분석에 관한 연

구는 다수가 보고되었다 [1,6-8,11]. 반면, 세라믹 열차폐

코팅을 대체하기 위한 전해 Cr/전해 Ni-P 도금의 열처리

조건 및 후속 열 사이클에 따른 접합강도 평가 및 계면반

응 기구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금 공정시 열처리 조건과 후속

열 사이클이 전해 Cr/전해 Ni-P 도금의 계면반응 및 균열

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전해 Cr/전해 Ni-P

도금 후 750 oC에서 6시간 동안 열처리한 step1시편과 전

해 Ni-P 도금 후 500 oC에서 3시간 열처리 후 전해 Cr

도금 하여 750 oC에서 6시간 동안 한번 더 열처리한

step2 시편을 제작하여 후속 열 사이클 시험에 따른 접합

강도 평가 및 계면반응을 체계적으로 분석 하였다.

2. 실험방법

도금 공정시 열처리 조건과 후속 열 사이클이 전해 Cr/

전해 Ni-P 도금의 접합강도 및 미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Cu 모재에 전해

Fig. 1. Schematic diagram of specimen preparation processes of the
electroplated Cr/electroplated Ni-P coatings of (a) step1, and (b)
step2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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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 도금 후 전해 Cr 도금을 진행하고, 열처리를 진행하

였다. 모재는 연소기 내벽에 사용되는 Cu-0.7 Cr 합금으로

지름 25 mm, 높이 10 mm의 원기둥 형상으로 가공 후 도

금을 위해 지름 25 mm의 상부 표면 면적을 노출하고 나

머지는 마스킹 하였다. Cu 모재 표면의 불순물 및 유지성

분을 제거하기 위해 60 g/L의 알칼리 탈지제를 사용하여

80 oC 에서 1분동안 탈지한 후 5%의 H2SO4에 40초 동안

산세, 수세를 진행하였다. 전해 Ni-P 도금은 P가 8 wt.%

가 되도록 하기 위해 H3PO3 5 g/L의 도금용액으로 80 oC

에서 15 A/dm2의 전류를 인가하여 250 µm 두께의 Ni-P

도금을 형성하였다. 전해 Cr 도금은 CrO3 250 g/L과

H2SO4 1.36 mL/L 용액으로 60 oC에서, 35 A/dm2의 전

류밀도를 인가하여 50 µm 두께의 도금을 형성하여 전해

Cr/전해 Ni-P 시편을 제작하였다. 비정질 Ni-P 도금은

500 oC 이상에서 열처리시 결정화로 인해 체적감소가 발생

한다. 따라서, 전해 Ni-P도금의 열처리 횟수가 전해 Cr/전

해 Ni-P 도금의 미세구조 및 열 충격 신뢰성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시편을 제작하

였다. 그림 1(a)와 같이 전해 Cr/전해 Ni-P의 이중도금을

진행한 후 750 oC에서 6시간 동안 열처리를 진행한 시편

을 step1이라 하고, 그림 1(b)와 같이 전해 Ni-P 도금 후

500 oC에서 3시간 열처리 하여 전해 Ni-P 도금층을 결정화

시킨 후 상부에 전해 Cr 도금하여 750 oC에서 6시간 동안

한번 더 열처리를 진행한 시편을 step2로 정하였다. 도금

공정 후 열처리 조건 및 후속 열 사이클에 따른 접합강도

를 평가하고, 계면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해 열 사이클 시험

을 진행하였다. 액체로켓 연소기 내벽 온도는 600~700 oC

로 유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 사이클 시험은 대기중에

서 진행하였으며, 시편에 열전대를 부착하여 온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700 oC로 설정된 로에서 시편을 10분 동안 유

지하여 시편의 온도가 600 oC가 되면 상온에서 10분 동안

공냉하여 시편의 온도가 150 oC가 되는 것을 1 사이클로

정하였다. 또한, 열 사이클 시험은 100 사이클, 300 사이

클 그리고 1,000 사이클을 진행하였다. 

그림 2는 전해 Cr/전해 Ni-P 도금 구조의 접합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접합강도 평가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접

합강도 평가를 위해 탄소강을 사용하여 모재의 직경과 같

이 지름 25 mm, 높이 35 mm의 원기둥형 지그를 제작하

였다. 그림 2(a)와 같이 SiC paper #80을 사용하여 시편

의 Cr 도금 표면 및 모재 하부 그리고 지그의 표면 거칠

기를 증가하고, 3M 2214 접착제를 도포하여 지그/접착제/

전해 Cr/전해 Ni-P/Cu 모재/접착제/지그의 구조로 130 oC

의 로에서 40분 동안 유지한 후 122 oC 에서 1시간 동안

접착제를 경화하여 ASTM C633규격 [20]에 따라 접합강

도를 평가하였다. 그림 2(b)와 같이 파단직전의 최대 하중

을 시편의 단면적으로 나누어 전해 Cr/전해 Ni-P 도금의

접합강도를 도출하였다. 열처리 및 열 사이클 조건에 따른

전해 Cr/전해 Ni-P 도금의 미세구조 및 박리계면 분석은

주사전자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의

Fig. 2. (a) Schematic of cross-sectional specimen structures for
evaluating bond strength, and (b) typical load-displacement curve
during tensile test of Cr/Ni-P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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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산란전자 (backscattered electron, BSE) 이미지와 에

너지 분산형 X-선 분광기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또한, 접합강도

평가 후 박리된 파면을 SEM 분석한 이미지에서 Cr의 면

적분율을 확인하기 위해 image analyzer를 통해 SEM 이

미지의 전체면적에서 Cr 면적을 나누었으며, Cr/Ni-P 도금

단면을 저배율로 구간을 나누어 SEM 분석 후 Cr 도금에

형성된 관통균열 개수를 세어 시편 직경으로 나눔으로써

관통균열 밀도를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도금 후 열처리 조건 및 후속 열 사이클이 Cr 도금의

표면균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Cr 도금 표면을

SEM 관찰하여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a)와 같이 열

처리 후 Cr 도금 표면에 표면균열이 존재하였고, step1 시

편이 step2 시편보다 표면균열의 폭이 넓고 밀도가 낮은

것을 관찰하였다. 그림 3(b)-(d)와 같이 100 사이클, 300

사이클, 1,000 사이클을 진행하였을때, 열 사이클수가 증가

할수록 Cr 도금의 표면균열 폭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었고,

1,000 사이클 후 step1, step2 시편의 표면균열의 폭과 밀

도가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전해 Cr도금 표면에 형성된

균열은 열처리시 잔류응력 완화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기

계적 성질 및 내식성을 저하 시키며, 피로수명을 감소시킨

다고 보고된다 [11,18].

도금 후 열처리 조건 및 후속 열 사이클이 전해 Cr/전

해 Ni-P 도금의 접합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2(a)와 같이 시편을 준비하여 접합강도 평가한 결과

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열 사이클을 진행하지 않은 시편

의 접합강도는 step1, step2 시편의 모두 약 54.7 MPa이

며, step1 시편의 접합강도는 열 사이클 전 54.6 MPa에서

100 사이클, 300 사이클 그리고 1,000 사이클 후 55.3,

56.4, 35.1 MPa로 300 사이클까지 54 MPa 이상으로 유

지 되다가 1,000 사이클 후 감소 하였으며, step2 시편은

열 사이클 전 54.8 MPa에서 55.1, 48.6, 29.9 MPa로

100 사이클까지 54 MPa 이상으로 유지되다가 감소하였다.

접착제의 접합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그/접착제/지그 구조

의 접합강도를 5회 측정 결과, 평균 55 MPa로 측정되었

으며, 동일한 접착제를 사용한 연구들과 유사한 값이다

[7,21]. 또한, step1 시편이 step2 시편보다 접합강도가 다

소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그림 3과 같이 step1 시

편이 step2 시편 보다 전해 Cr 도금 표면균열의 폭이 넓

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열 사이클

Fig. 3. SEM images of electroplated Cr surface for step1and step2
samples: (a) as-plated, and after thermal cycle at (b) 100 cycle, (c)
300 cycle, and (d) 1,000 cycle.

Fig. 4. Effect of thermal cycle on the bonding strength of
electroplated Cr/electroplated Ni-P p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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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해 Cr/전해 Ni-P 도금의 접합강도는 약 54 MPa로

접착제의 접합강도와 유사하며 [7,21], 대기중에서 열 사이

클 후 Cr 도금 표면 산화로 인해 접합강도가 감소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접합강도 평가 후 박리 계면을 확인하기

박리된 시편과 지그 중에 시편의 표면을 SEM 분석하고,

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EDS 분석하여 그림 5에 나타내었

다. EDS 분석 결과, 밝은 영역은 Cr이고, 어두운 영역은

C가 다량 검출되었으므로 접착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열 사이클 수 증가에 따라 Cr 계면에서 박리된 영역이 점

차 증가하였으며, 박리 파면의 Cr 면적이 접합강도에 미치

는 영향을 보다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림 5의 파면

이미지에서 Cr의 면적을 이미지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Cr

도금의 면적 분율을 도출하여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열 사

이클수가 증가함에 따라 파면의 Cr 면적 분율이 증가하였

으며, step1 시편이 step2 시편보다 Cr 면적분율이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열 사이클수가 증가함에 따

라 접합강도가 감소하는 것은 전해 Cr/전해 Ni-P 도금의

계면 접합강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접합강도 평가 후

파면의 Cr 면적 분율이 0 사이클 시편의 경우 5 %에서

1,000 사이클 후 30 %로 증가하였으므로, 대기중에 노출

된 Cr 도금의 표면에 산화 정도가 심해져서 접착제/Cr 도

금 계면 박리 모드가 증가하여 접합강도가 점차 감소한 것

으로 판단된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ASME T91 steel에 고

속화염용사 공정으로 Cr/Ni 코팅을 형성하여 열 사이클 시

험을 진행하였으며, 300 사이클까지 Cr/Ni 코팅의 접합강도

가 약 55 MPa으로 유지된 후 시편의 표면에 형성된 산화

층 으로 인하여 접합강도가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었다 [22].

그림 5, 6에 전해 Cr/전해 Ni-P 도금의 파면분석 결과

를 통해 접합강도 평가 시 박리 경로의 모식도를 그림 7

과 같이 나타내었다. 열 사이클을 진행하지 않은 시편은

그림 7(a)와 같이 주로 접착제 내부에서 박리가 발생하였

고, 부분적으로 Cr 도금과 접착제 계면에서 혼합 박리가

발생하였다. 열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그림 7(b)와 같이

접착제 내부보다 접착제/Cr 도금 계면에서 박리된 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도금시 열처리 조건 및 후속 열 사이클에 따른 전해

Cr/전해 Ni-P 도금 단면의 균열 성장 거동 분석을 위해

step1, step2 시편의 열 사이클에 따른 접합강도 평가 후

단면 SEM 분석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관통균열

밀도를 정량화 하기 위해 Cr/Ni-P 도금 단면을 저배율로

SEM 분석하여 상부에 나타내었으며, 균열 전파 거동을 명

Fig. 5. Effect of thermal cycle on SEM images of delaminated Cu
substrate side surfaces: (a) as-plated, and after thermal cycle at (b)
100 cycle, (c) 300 cycle, and (d) 1,000 cycle.

Fig. 6. Effect of thermal cycle on the Cr area fraction at delaminated
Cu substrate sid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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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분석하기 위해 고배율로 확대하여 하부에 나타내었다.

EDS 분석결과, 전해 Ni-P 도금에서 밝은 영역은 Ni이고,

어두운 영역은 Ni3P 석출상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전해

Cr/전해 Ni-P 계면에 Ni-Cr band layer가 형성되었다. 이

는 도금 후 열처리 공정에서 Ni, Cr의 상호확산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선행연구에서도 무전해 Ni/Cu 모재와 전

해 Cr/무전해 Ni 도금 계면에 각각 Cu-Ni band layer 및

Ni-Cr band layer가 형성되었다고 보고된다 [1,11]. 그림

8(a)와 같이 step1 시편에서 관찰되는 Cr 도금 표면에서

Cr/Ni-Cr band layer 계면까지 수직으로 형성된 균열을 관

통균열 (penetreated channeling crack)로 정의 하였다. 그

림 8(a)와 같이 step1 시편에서는 관통균열이 관찰되었고,

step2 시편에서는 관통균열이 관찰되지 않았다. step1 시편

의 경우 전해 Cr/전해 Ni-P 도금 후 열처리 공정에서 전

해 Cr 도금 하부의 전해 Ni 도금이 비정질 Ni에서 Ni,

Ni3P상으로 결정화 시 발생하는 체적변화에 의한 응력과

Cr 도금의 인장 잔류응력의 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Cr 도금에 관통균열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step2 시편은 전해 Ni 도금의 결정화 열처리 후 전해 Cr

도금을 형성 하였으므로 step1 시편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잔류응력 완화로 인해 관통균열은 형성되지 않고, 수직균

열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11]. 기존연구에 따르면

폴리이미드에 Ar 플라즈마로 0.07 W/cm2에서 3분 동안

전처리를 진행하고 Cr 박막을 형성한 결과, 750 MPa의

인장응력을 확인하였으며, Cr 박막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

라 잔류응력은 감소하고, grain size가 증가된다고 보고되

었다 [11,23]. 또한, Bruckner 및 Fu는 Sn 박막에 무전해

Ni-P 도금하였으며, 비정질의 Ni-P가 350~400 oC에서 σ-

Ni으로 고밀도화 되고, 약 450 MPa의 인장 응력이 발생

된다고 보고 되었다 [24-27]. 그림 8(b)-(d)와 같이 공통적

으로 열 사이클 수가 증가함에 따라 Cr 도금에 형성된 관

통균열이 Ni-Cr band layer 내부로 수직으로 관통 진전한

후, 전해 Ni-P 도금에 석출된 Ni3P의 상부 계면을 따라

수평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균열이 전파되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이는 조밀하게 분포한 Ni3P 석출상이 관통균열의 전

Fig. 7. Schematic of falire locus after bonding test: (a) as-plated,
and (b) after thermal cycle for 1,000 cycle.

Fig. 8. Effect of thermal cycle on the cross-sectional SEM BSE
mode images of electroplated Cr/electroplated Ni-P plating: (a) as-
plated, and after thermal cycle at (b) 100 cycle, (c) 300 cycle, and
(d) 1,000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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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를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열처

리 공정에서 Ni, Cr 상호확산으로 인하여 전해 Ni-P/모재,

전해 Cr/전해 Ni-P 도금 계면에 각각 Cu-Ni band layer

및 Ni-Cr band layer가 형성되었으며, 도금층간의 밀착력

향상에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고되었다 [1,11]. 기존연구에

따르면 [28-31], Ni 합금에 저압 플라즈마 용사 공정으로

NiCoCr 합금을 형성하여 열피로 시험을 진행한 결과, 열

응력으로 인하여 시편의 표면에서 NiCoCr 합금을 수직으

로 관통균열이 형성되었고, 모재와 NiCoCr 합금 계면에

형성된 상호확산층으로 인하여 균열이 전파되는 속도가 지

연된다고 보고되었다 [26]. 또한, 전해 Cr/무전해 Ni/AISI

4340 steel 구조의 시편을 190 oC에서 8시간 동안 열처리

후 잔류응력이 완화되어 Cr 표면에 형성된 균열은 Ni/모재

계면까지 수직으로 관통 후 모재의 상부 계면을 따라 수평

으로 균열이 전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9-31]. 따라서,

Ni-P 시편을 450 oC에서 열처리 시 전해 Ni-P 도금에 형

성된 Ni3P 석출상은 [32] 관통균열이 모재와 Ni 도금 계

면까지 진전되는 것을 막아주어 도금의 신뢰성을 증가시키

는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열 사이클 수가

증가함에 따라 step1 시편이 step2 시편보다 Cr 도금에 관

통균열이 형성된 속도가 빠르며, Ni-Cr band layer로 진전

한 후 Ni-P 도금에 석출된 Ni3P의 계면을 따라 수평으로

전파하는 속도가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열 사이클 후 전해 Cr/전해 Ni-P 도금의 내부에 형성된

관통균열의 조성을 확인하여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림

9(a)는 그림 8(d) step2 시편을 EDS분석한 결과이며, 이를

EDS mapping하여 그림 9(b)에 나타내었다. 관통균열 내부

에서 C 및 O가 검출되었으므로 시편과 지그를 접합할 때

접착제가 관통균열의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그림 3과 같이 열 사이클 증가에 따라 Cr 표면균열

폭이 증가하는 것은 관통균열을 통한 접착제 침투가 접착

제/Cr 계면의 기계적 고착효과 증가에 의한 접합강도 증가

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과 같이 열 사이클에 따른 전해 Cr/전해 Ni-P

도금의 단면에서 관통균열의 개수를 시편의 폭으로 나눔

으로써 관통균열 밀도를 확인하였다. 열 사이클을 진행하

지 않은 시편의 경우 step1 시편의 관통균열의 밀도는

1.6 cm-1이고, 1,000 사이클 후 14.8 cm-1으로 증가하였

다. step2 시편은 열 사이클 전에는 관통균열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1,000 사이클 후 12.8 cm-1으로 증가하였다.

열 사이클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통균열 밀도는 증가하고,

step1 시편이 step2 시편보다 관통균열의 밀도가 높은 것

을 확인하였다. step1 시편이 step2 시편보다 접합강도가

다소 높은것은, 시편제작 공정 시 step1 시편이 상대적으

Fig. 9. Cross-sectional SEM images and EDS mapping analysis of
electroplated Cr/electroplated Ni-P plating: (a) cross-sectional SEM
image and (b) EDS mapping of step2 specimen after thermal cycle
on 1,000 cycle.

Fig. 10. Effect of thermal cycle on the penetrated channeling crack
density of electroplated Cr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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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더 큰 잔류응력을 받아 전해 Cr 도금에 형성된 관통

균열의 밀도가 높아서, 관통균열을 통한 접착제 침투에

의한 기계적 고착효과가 커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열처리 조건 및 후속 열 사이클에 따른 전해

Cr/전해 Ni-P 도금의 접합강도 평가 시 전해 Cr/전해

Ni-P 도금의 접합강도는 약 54 MPa로 접착제의 접합강

도와 유사하며 [7,21], Ni-P/Cu 모재 계면 또는 Cr/Ni-P

계면에서 박리가 발생하지 않고 높은 계면 접착력을 유

지하므로, 도금층간의 계면 신뢰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전해 Cr/전해 Ni-P 도금 구조에서는 도금층간

의 높은 접착력으로 인해 접착제를 사용하여 용사코팅층

의 접합강도를 평가하는 ASTM C633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전해 Cr/전해 Ni-P 도금 공정시 열처리 조건 및 후속

열 사이클에 따른 계면 접합강도 평가 및 계면을 분석하였

다. 열 사이클 전 step1, step2 시편의 접합강도는 각각

54.6 MPa, 54.9 MPa이고, 1,000 사이클 후 각각 35

MPa, 29.9 MPa로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접합강도 평가

후 파면은 열처리 및 열 사이클 조건에 상관없이 접착제/

Cr 도금 계면 및 접착제 내부의 혼합경로로 확인 되었는데,

파면에서의 Cr의 면적분율은 열 사이클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 따라서, 열 사이클 증가에 의해 Cr 도금 표면

균열 폭이 확장되나 대기중에서 열 사이클을 진행하여 Cr

도금 표면 산화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접착제/Cr 도금 계

면 박리 모드가 증가하여, 접합강도가 점차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step1 시편이 step2 시편보다 접합강도가

큰 것은, step1 시편의 상대적으로 더 큰 잔류응력 완화로

인하여 전해 Cr 도금층에 형성된 관통균열의 밀도가 높으

며, 관통균열을 통한 접착제 침투에 의한 기계적 고착효과

가 커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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