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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무전해 도금은 금속이온을 수용액 상태에서 석출시키는 방법으로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환원제의 자기촉매 방

법에 의해 금속을 도금하는 방법이다. 두께를 확보하기 위한 화학적 무전해 도금에서는 환원제를 사용하지만 선택적 도금

에서는 환원제를 사용하지 않는 치환도금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전자파 차폐, 포장기술의 응용이 확대되면서 정보

통신 스마트폰, 전자기술과 자동차 산업에 많은 고분자 복합도금이 널리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도 고분자와 비금속

재료의 복합도금 기술이 관심을 끌고 있다. 2013년 중국의 J. B. Fei 등은 Ag나노체인 합성물에 필요한 비대칭형의 공유결

합으로써 나선형의 자기배열 AgNO3와 멜라민 특성을 보고하였다. 무전해 니켈 복합도금은 내마모성, 내식성과 비금속재료

의 선택적인 첨가로 다양한 고분자 첨가물을 적용할 수 있다. 유전상수가 낮고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여 노트북 컴퓨터나 

스마트폰 표면에 니켈-폴리이미드 복합도금도 개발되고 있다.  

1. 서론 

  

 고분자와 비금속재료의 도금법은 최근 이들의 응용이 확대된데 기인하여 관심을 끌어 왔다. 전자파 차폐를 부여하기 위

하여 식품 포장, 마이크로 전자, 컴퓨터 기술과 자동차 산업에 많은 고분자 필름, 섬유와 플라스틱이 도금된다. 습식법은 

무전해 도금, 건식법은 진공도금이나 금속 분사, 코팅법으로서 고분자 표면을 도금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이중에서 무

전해 금속도금은 금속이 코팅된 재료를 생산하는데 적합하다. 무전해 니켈도금은 작업이 간편하고, 장비가 저렴하며 내마

모성, 내식성과 솔더링, 전기적 특성, 자성과 비금속재료의 금속화가 뛰어난 탓에 대부분의 고분자 기지에 적용될 수 있다. 

낮은 유전상수와 상대적인 열적 안정성에 기인하여 전자제품 포장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폴리이미드(PI)가 체계화 되었다.  

 하지만 폴리이미드는 표면에너지가 낮아 본질적으로 접착성이 나쁜 특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폴리이미드 필름 표면에 무

전해 니켈을 도금하였다. 알칼리 에칭과 팔라듐을 사용하지 않고 활성화하여 도금과 폴리이미드 표면 사이의 접착성을 향

상시키고 균일한 도금박막을 형성시키는 기술을 소개하였다. 

2. 본론 

  1) Ni-P합금의 무전해 도금;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20mm×20mm×0.2mm 크기의 폴리이미드 필름이다. 폴리이미드 

기지표면에 무전해 니켈도금은 탈지, 에칭, 활성화, 환원과 도금의 4단계로 구성된다. 70℃, 80℃, 90℃ NaOH 알칼리 

용액에서 소정의 시간동안 폴리이미드 필름을 탈지, 에칭하였다. 이후, 폴리이미드 필름을 탈 이온수로써 완전히 세

정하였다. 무전해 Ni-P도금의 에칭과정은 수직법으로 실험하여 최적화하였다. 

    – 촉매 표면을 얻기 위하여, 고분지 필름을 10분간 용액에 침지하고 소정의 온도로 가열하였다. 침지한 pH값과 열처리 

시간을 다양하게 변화시켰다. 무전해 Ni-P도금의 활성화 과정은 수직법으로 수행하였다. 활성화 조건은 NiSO4∙

6H2O 30∼60g/ℓ, NaH2PO2∙2H2O 40∼60g/ℓ, C6H5Na3O7∙2H2O 10∼40g/ℓ, pH는 4.5.∼6범위로 설정하고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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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간은 10∼60분까지 변화시켰다. 동시에 170∼220℃까지의 열처리 온도의 영향도 조사하였다.   

    – 이후, 샘플을 95℃의 20g/ℓ NaH2PO2∙2H2O용액에서 5분간 활성화시켰다. 최종적으로, 활성화된 폴리이미드 필름을 

무전해 도금하기 위하여 30분간 도금액에 침지하였다. 무전해 도금온도는 95±2℃를 유지하였다. 금속이온의 공급

원은 황산니켈이었고 차아인산나트륨은 환원제였다. 구연산나트륨은 착화제, 초산나트륨은 pH변동을 억제하기 위

한 완충제였다. 실험에 사용한 모든 약품은 시약급이었다. 각각의 도금조건에서 3개의 시료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얻었다. 

  2) Ni-P 무전해 도금의 특성; 에칭, 활성화, 환원과 Ni-P도금된 풀리이미드 필름의 표면형상과 원소조성 분석을 위하여 

에너지 분산형 X-ray 분광기(EDS)가 부착된 전계방출 주사전자현미경(SEM)과 BIOSCOPE 원자력 현미경(AFM; Atomic 

Force Microscope)을 사용하였다. Ni-P도금된 폴리이미드 표면조성과 활성화 상태 분석을 위하여 ESCA시스템의 

PHI-5700 X-선 광전자 분광기를 사용하였다. Ni-P 무전해 도금의 밀착강도는 EMT2000-B 만능인장시험기로써 측정하

였다. 

  3) Ni-P 무전해 도금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지의 표면을 알칼리 에칭하였다. Ni-P 무전해 도금하기 전에 촉매

표면을 얻기 위하여 폴리이미드 필름을 활성화 처리하였다. 활성화 용액의 조성은 40g/ℓ NiSO4∙6H2O, 50g/ℓ 

NaH2PO2∙2H2O, 20g/ℓ C6H5Na3O7∙2H2O, pH는 6, 열처리 시간과 온도는 60분, 200℃이었다. 

  4) Ni-P 무전해 도금의 밀착강도는 인장실험에 의해 측정되었고 전단강도를 얻기 위하여 3회 평균값을 구했다. 전단강도

는 각각 52.21 MPa, 45.41 MPa와 50.88 MPa이었고 평균값은 49.5 MPa이었다. 3회의 접합 인장시험을 실시한 결과, 

각각 7.43 MPa, 7.73 MPa, 8.43 MPa이었고 평균값은 7.86 MPa이었다. 최적의 도금조건에서 도금층과 폴리이미드 기

지사이의 밀착강도는 향상되었다. 

3. 결론  

  1) 2002년 인천 남동공단 인쇄회로기판 전문생산업체인 ㈜하이텍사는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용 폴리이미드 수지에 무전

해 니켈을 전착하는 도금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의 원리는 선택적으로 자외선(UV)을 폴리이미드 수지에 조사함으

로써 조사된 표면에만 선택적으로 도금할 수 있는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가의 팔라듐 촉매를 사용하지 않

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새로운 도금기술이다. 

  2) 하지만 최근, 인쇄회로기판의 열적,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특성이 다품종 소량생산에 필요한 가변성이 내재한 상황

에서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하기에는 품질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CCL재료의 저유전화, 

폴리이미드 수지의 사용량 감소 등, 인쇄회로기판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새로운 선택적인 표면처리 기술도 함

께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국내 인쇄회로기판이나 반도체 관련 표면처리 현장에도 새로운 선택도금 기

술정보 제공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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