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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알루미늄의 낮은 환원전위는 전기화학적 산화반응을 통하여 알루미늄과 그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막의 구조
및 성질의 변화를 일으킨다. 산성용액에서 알루미늄을 전기화학적으로 에칭하여 표면적을 확대시키고 중성의 용액
에서 알루미늄 표면에 치밀한 유전체 산화막을 형성시켜 커패시터의 전극으로 이용하고 있다. 저온의 산성용액에서
는 양극산화시 나노크기의 다공층 산화막이 형성되며, 나노구조체의 템플레이트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같은 알루미
늄의 전기화학적 특성은 알루미늄을 새로운 기능성을 가진 재료로 변화시킴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Metal aluminum, of which has a low standard reduction potential, participates in the electrochemical oxidation reaction and
results in the structural change and accompanying property variation of aluminum and its oxide film. Aluminum was
electrochemically etched in acid solution and the surface area was magnified by the formation of high density etch pits.
Etched aluminum was covered with a compact and dense dielectric oxide film by anodization and applied to the capacitor
electrode. Anodization of aluminum in acid solution at low temperature makes a nanoporous aluminum oxide layer which
can be used for the fabrication template of nanostructural materials.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aluminum turn the
metal aluminum into functional materials and it will bring the diverse applications of metal alum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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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증착재, 스퍼터 타겟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고순도 알루미늄의
낮은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냉간가공을 하거나 Cu, Mg,

1)

Si 등을 첨가하여 합금으로 만들어 높은 강도를 요구하는 분야에 이용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가운데 O, Si에 이어서 세 번째로 풍부한
Al은 실리카 또는 철을 비롯한 다양한 금속산화물을 함유한 수화 알

하고 있다. 공업용 알루미늄 합금은 박판, 포일, 압출재, 선재 등의 형

루미늄 산화물, 즉, 보오크사이트 원광석으로부터 생산된다. 원광석으

태로 제작하여 포장용, 건설, 전기, 기계 및 운송 등의 다양한 분야에

로부터 알루미나(Al2O3)를 만든 후 이를 식 (1)과 같이 용융상태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특히 Al-Li합금은 2.5～2.6 g/cm3의 낮은 밀도와 높

전기분해하는 Hall-Heroult 공정을 이용하여 캐소드에서 알루미늄 금

은 탄성계수를 지니고 있어 항공우주산업에 이용되고 있다[2].

속을 환원추출하게 된다[1].
1.1. 알루미늄의 화학적 성질
용융전해로에서 추출된 알루미늄 금속표면은 대기와 접촉하면서

(1)

2 A l 2 O 3 + 3 C → 4 A l + 3 C O2

Figure 1과 같이 수 nm두께의 자연산화피막이 형성되며, 금속 알루미
99.9% 이상의 고순도 알루미늄 금속은 2.7 g/cm 의 낮은 밀도와 높

늄이 대기 및 주위환경과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

은 전기전도도, 열전도도, 내식성 및 높은 연성을 지니고 있어 전자정

여 내식성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알루미늄이 수분을 함유하지 않는

보용 소재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량과 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대

공기와 접촉시 매우 얇고 치밀한 부정형의 Al2O3가 10 Å의 두께까지

표적인 응용분야는 알루미늄 전해커패시터 전극, IC용 본딩와이어, 진

성장하며 이를 장벽층 산화막이라 한다[3,4]. 알루미늄 산화막이 수분

3

을 함유한 공기와 접촉시에는 장벽층 산화막이 열화되면서 틈이 발생
하고 이곳에 침투한 산소가 물의 OH기 및 알루미늄과 반응하여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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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에서는 수분함량이 32%인 Al2O3‧2H2O를 형성하며 최대 1 µm의
두께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표면에 존재하는 알루미늄 산화물/수산화물은 Figure 2의
Pourbaix diagram이 나타내듯이 pH가 산성 또는 알칼리성 분위기 하
에서 가장 안정된 형태인 Al3+, AlO2-로 각각 변하여 녹게 되므로, 금
속 알루미늄이 용액에 노출될 경우 용액과의 화학적 반응에 참여하게
된다.
알루미늄 금속은 강알칼리인 NaOH와 접촉 시에 식 (3)과 같은 반
응에 참여하면서 Figure 3(a)와 같이 전체표면이 균일하게 녹는 균일
부식이 일어나게 되며, 그 결과 표면에는 조개껍질(scallop) 모양의 구
조가 형성되게 된다.
Figure 1. Cross section view of metal aluminum covered with
protective oxide film.

2 Al +2 NaOH + 6 H2 O → 2 Na [ Al( OH )4 ] + 3 H2 O

(3)

그러나 HCl용액내에서는 염소이온의 공격성으로 인하여 식 (4)와
같이 알루미늄이 국부적으로 용해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4)

2 Al +6 HCl → 2 AlCl 6 + 3 H2

즉, 알루미늄 표면의 대부분에는 자연산화막이 그대로 존재하지만
일부분만이 입방체 모양으로 녹아나오는 Figure 3(b)의 핏팅부식이 관
찰된다. 이는 공격적인 염소 음이온이 산화막이 약한 부위를 집중적
으로 공격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3].

2. 알루미늄의 전기화학적 성질
Figure 2. Potential-pH diagram of aluminum-water system.
알루미늄의 표준환원전위는 -1.667 V로서 이온화경향이 매우 크므
운 다공층 산화막이 장벽층 산화막위에 성장하게 된다.

로 대부분의 금속과 전지를 구성할 경우 산화반응이 일어나는 애노드
3+

그 결과 대기중의 알루미늄 금속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막의 전체 두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알루미늄이 Al 이온의 형태로 용액으로 용출

께는 20～100 Å에 이르게 된다. 고순도 알루미늄의 경우 불순물이

되거나 물과의 반응을 통하여 알루미늄 표면위에 산화막 또는 수산화

없는 20～30 ℃의 이온교환수내에서는 물과의 반응은 매우 느리게 진

막을 형성하는 부식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알루미늄 금속내에

행되어 거의 변화가 없으나 수온이 높은 경우에는 일정시간 경과 후

Cu, Fe 등의 이온화경향이 작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국부적

식 (2)와 같이 표면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하면서 산화막이 부정형의 수

으로 갈바닉전지를 형성하여 알루미늄의 부식현상은 촉진되게 된다.

산화 알루미늄으로 변화하면서 막 두께가 증가하게 된다.
2.1. 알루미늄 에칭의 종류
(2)

2 A l +6 H 2 O → 2 A l ( O H )3 +3 H 2

에칭의 기본 원리는 알루미늄의 국부부식[localized corrosion] 현상
으로서 용액 내에서 화학적 방법 또는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알루미늄

40～60 ℃에서 산화막내의 수분 함유율은 35～70%에 이르며 부정

을 선택적으로 용출(에칭)시켜 표면을 거칠게 함으로서 표면적을 증

형의 Al(OH)3가 형성되어 최대 5 µm까지 성장하지만, 100 ℃ 비등점

가시키는 것이다. 화학적인 방법은 에칭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에

(a)
Figure 3. Surface of aluminum dipped in chemical solution; (a) 1 M NaOH, (b) 1 M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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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 Oxide replica of etched aluminum electrode for capacitor. (a) tunnel structure for mid to high voltage application (DC etching),
(b) porous structure for low voltage application (AC etching).
칭구조를 제어하기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에칭속
도가 빠르고 알루미늄만의 독특한 에칭구조를 형성시킬 수 있는 전기
화학적 에칭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직류전류를 인가할 경우(DC
에칭) 에칭구조가 큰 터널과 같은 구조가 형성되며, 교류전류를 인가
시에는(AC에칭) 에칭구조의 크기가 작은 육면체모양의 다공성 구조
가 형성되게 된다. 이와 같이 에칭구조의 크기와 형상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알루미늄 산화막의 두께와 내전압의 관계가 1.4 nm/V이므로
에칭 후 알루미늄 표면위에 두꺼운 산화막의 형성이 필요한 경우에
산화막에 의하여 에칭과정에서 형성된 구조가 모두 매몰되어 표면적
이 감소되므로 큰 에칭구조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화막의

Figure 5. Cubic structure of high-purity aluminum.

두께가 얇아도 되는 경우에는 작은 에치핏트가 연속적으로 연결된 다
공성 구조가 표면적 증가에 적합하다[5-10].
알루미늄의 산화피막을 유전체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전해커패시터
의 용량은 유전체의 종류, 전극간의 거리 및 전극의 면적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정전용량, C는 C = κ ε A [ μF/cm 2 ]로 표현되며, x는
d

억제하므로 중․고압용 양극 알루미늄박은 가능한 Fe의 함량을 최소
화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약 10 ppm 정도가 허용한도로 구
분된다.
Si는 정전용량의 증가에 좋은 불순물로 알려져 있으나, Si함량이 증

유전상수, ε 는 유전률, A는 전극의 면적이며, d는 전극간의 거리이다.

가함에 따라 화성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Si

알루미늄 전해커패시터의 유전체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산화막의 유

함량은 10 ppm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Al금속과 함께 존재하는 Cu는

전률은 7～8로서 다른 물질들에 비하여 크지는 않지만 전기화학적 방

전해액 중의 용존산소나 환원성 물질의 환원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법에 의하여 표면적의 확대가 가능하며, 사용전압범위가 넓고, 경제적

음극으로 작용하는 갈바닉 전지(Galvanic cell)를 형성하므로, 알루미

인 장점으로 인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Figure 4는 두꺼운

늄의 양극용해가 일어날 수 있는 전위까지 분극시켜 알루미늄의 용해

산화막이 요구되는 중고압용 커패시터와 얇은 산화막의 사용이 가능

를 촉진하게 된다. 그리고 화성처리시 성능저하 및 누설전류에도 거

한 저압용 커패시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에칭전극의 산화막 레플리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Mg는 미량 존재 시 입방체 집합조직 및

카 사진으로서 금속알루미늄이 제거된 에칭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100> 결정방위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서 정전용량을 향상시킨다고 알
려져 있다[3,4].

2.2. 알루미늄 조성이 에칭에 미치는 영향

초기에 생성되는 에치핏트의 시작은 박에 존재하는 결함부에서 우

알루미늄의 순도가 증가할수록 부식저항성이 강해지며, 고압용 커

선적으로 부식이 진행되므로 재결정된 알루미늄박보다 결함부위가

패시터 제조시 고순도의 알루미늄이 요구된다. 양극용 알루미늄박은

많은 냉간 압연된 알루미늄박의 에치핏트의 수의 밀도가 높고 핏트의

일반적으로 순도가 99.9% 이상이며, 중․고압용으로 사용되는 원박

크기는 미세하다. 그러나 에치 터널 성장 방향이 <100>이기 때문에

은 99.99% 이상의 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순도

냉간 압연된 박은 정글 형상의 터널을 이루게 되어 양극산화를 하게

알루미늄의 경우에도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알루미늄 원박의 전기화

되면 터널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고압용 양극박으로 사용할

학적 에칭 및 화성(유전체 산화막 형성), 완제품인 커패시터의 품질

수 없다. 따라서 중․고압용 양극박의 경우 95% 이상의 입방체 집합

및 신뢰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4,11-14]. Fe는 정전용량의 저

조직의 분율을 가지고 있는 재결정된 고순도 알루미늄박을 사용해야

하, 화성처리시 유전체 피막의 파괴를 조장하여 누설전류 증가 등을

한다. Figure 5는 금속알루미늄의 표면을 식각하여 입계를 노출시킨

유발하는 유해 원소이다. 40 ppm의 Fe를 함유한 재료에서는 FeAl3가

사진으로 10～100 µm의 입계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검은 색

터널에칭을 저해함으로서 표면적 확대를 어렵게 하여 정전용량을 감

으로 표시된 입계는 표면이 입방체 집합조직이 아닌 면을 나타내고

소시키며, Fe의 함량이 고용한도 이상 존재할 경우 알루미늄 재결정

있으며, 에칭시 터널 성장 방향은 다른 부분과 상이하게 된다.

시 입방체 집합조직의 발달을 억제하여 냉간가공 집합조직인 {123}
<634>집합조직을 유지시키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Fe는 열처리 중에

2.3. 화학적․전기적 요인이 알루미늄 에칭에 미치는 영향

입계를 따라서 확산하면서 입방체 입계의 이동과 집합조직의 발달을

알루미늄박의 전해 에칭시 전해액은 HCl계과 NaCl계로 나누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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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6. SEM picture prepared from 3 s etching of aluminum. (a) surface of aluminum, (b) electropolished etched surface.
다. NaCl을 전해액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20% 이상의 고농도에서
전해에칭을 하며, HCl을 전해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0.5～2.5 N
-

(1.5～8 wt%)의 Cl ion 농도에서 전해 에칭을 행한다. NaCl 전해액은

2

cm 을 가지고 있으며, 온도가 낮아질수록 핏트의 평균 크기는 증가
하지만, 60 ℃ 이하에서는 터널구조로 변화하지 않는다. 또한 높은 온
도에서 터널을 생성시킨 후 60 ℃ 이하의 온도로 낮추어도 터널은 계

HCl 전해액보다 고온에서 휘발성이 적으며 유독성가스 발생량이 적

속 성장하게 된다. 터널의 넓이(폭) 변화는 터널의 성장속도에 영향을

은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20% NaCl 전해액의 pH는 4.6정도로,

미치지 않고, 한계길이(Death)에 도달할 때까지 성장속도는 일정하게

Figure 2의 Pourbaix diagram에서 보듯이 부동태의 영역에 해당한다.

된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핏팅전위(Pitting potential, Ep)가 낮아지

따라서 전해에칭이 진행됨에 따라 용액조에는 콜로이드상의 수화물

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출선단의 면적이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

형태인 Al(OH)3이 석출되면서 전해가 억제되고, 따라서 수화물 석출

난다.

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해액의 pH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그 결과 전해

에칭전류의 증가는 터널의 밀도를 증가시키지만 크기 및 길이를 다

+

소 감소시키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정 전류인가 후 초기 전류밀

조건이 불안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전해에칭 후 에치 터널 속에 Na
+

이온이 잔존하게 되는데, 고전압으로 양극산화시 Na 이온은 유전층

도를 갑자기 감소시키는 계단파형을 이용한 실험으로부터, 감소된 전

피막의 파괴를 가져와 누설전류를 크게하는 등 전극의 신뢰성을 떨어

류만큼 터널 용출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터널선단의 용출면적이

뜨리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HCl계 전해액은 NaCl계 전해액

전류밀도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받아진다.

에 비해 초기 핏트분포가 균일하며, 수화물의 석출이 일어나지 않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알루미늄 전해 에칭시 핏트생성과 터널의 형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i) 전류 밀도 - 전류밀도가 클수록 에치핏트

염소이온이 함유된 에칭용액에서 알루미늄금속에 산화전류를 인가

의 크기는 감소하고 터널 밀도는 증가한다. 그러나 전류밀도가 너무

시 초기 수십 ms 동안 금속표면위에는 H2O와의 반응을 통하여 양극

높을 경우 핏트의 합체 또는 터널길이의 불균일성 등으로 오히려 표

산화막이 형성되면서 산화전위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공격성이 강

면적이 감소하게 되므로, 0.1～1 µm의 크기를 지니며 길이가 균일한

한 염소이온은 산화막이 형성된 이후 수 ms 이내에 산화막의 일부를

터널을 만들 수 있는 적절한 전해에칭 방법이 요구된다. ii) 에칭 온도

공격하여 변형 또는 파괴하면서 산화막 아래에 있는 금속 알루미늄을

- 온도는 터널에칭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60 ℃ 이상의

용출시키기 시작하고, 이와 동시에 전극의 전위는 급격하게 감소되면

온도에서 터널구조가 생성된다. 그러나 Alwitt 등은 60 ℃ 이상에서

서 알루미늄은 일정속도로 용액안으로 녹아 나오게 된다. Figure 6은

터널의 생성시킨 후 60 ℃ 미만의 온도에서 에칭을 계속할 경우 터널

HCl용액 내에서 3 s간의 에칭 후 관찰한 표면으로서 핏트의 모습은

은 계속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20]. 또한 에칭 온도가 증가하게

직접 관찰되지 않지만, 동일한 시편을 저온에서 전해연마하여 산화막

되면 터널의 크기와 길이가 감소하므로 전해액의 온도가 증가할 경우

을 제거한 후 관찰된 모습은 산화막 내에 핏트가 고밀도로 이미 존재

핏트 크기의 감소와 터널 밀도의 증가를 통해서 표면의 확대 효과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에칭 초기에 염소이온이 공격한 산화막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전해액의 온도가 높을수록 전해액의 휘발이 매

3+

파괴되지 않으면서 이온전도성으로 변화하게 되고 Al

이온이 확산

우 심하게 되어 전해액의 농도가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

에 의하여 제거되면서 산화막 하부에 빈공간(void)이 형성되고, 경우

로 전해액의 온도는 에칭과정에서 70 ± 5 ℃로 유지하며 Goad는 1

에 따라서 산화막의 함몰에 따른 틈(crack)이 관찰된다. 그리고 에칭

N HCl 용액에서 전류 계단 실험을 통해 온도에 따른 터널 에칭 속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산화막은 용해되고 void가 노출되면서 핏트가 나

측정을 통해 온도가 증가할수록 터널 에칭속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

타나게 된다[15-18].

고 있다[21,22]. iii) 에칭 용액의 조성 - 기본 에칭 용액은 HCl로서

-

Cl 이온이 포함된 60 ℃ 이상의 용액에서 알루미늄을 양극 에칭시

HCl의 농도에 따라 에치핏트의 크기 및 터널의 길이가 변화한다. 1

킬 경우 초기에 관찰되는 입방형의 핏트는 터널형태로 모양이 변화

N HCl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터널의

된다. 즉, 활발하게 용해가 일어나던 입방체 핏트의 벽면이 핏트가 임

길이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0.01 N HCl 용액의 경우 터널의 크기와

계 크기가 되면서 부동태상태의 산화막으로 덮여지고 알루미늄의 용

분포가 불규칙한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나 HCl의 농도 변화는 초기의

해는 핏트의 바닥에 국한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터널의 벽면은 물결

에치핏트 크기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ipple)모양을 이루며, 용출되는 바닥면은 평평하고 <100>방향을 향

에치 핏트의 밀도를 증가시키고 터널의 길이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

한다. Hebert는 초기 핏트가 터널로 발전하는 모델을 제시하였고,

여 HCl 용액에 부식을 억제하는 산화피막 형성제를 첨가하기도 한다.

Beck은 온도 변화에 따른 핏트의 크기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7,19].

HCl용액에 H2SO4을 첨가하는 경우 용액내의 H2SO4 비율이 증가할수

5

8

터널은 일반적으로 폭 0.1～2 µm, 길이 20～50 µm 및 밀도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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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에치핏트의 크기와 터널 길이는 감소하지만 터널 밀도의 증가를

금속알루미늄의 전기화학적 성질과 응용

Figure 7. Initial potential transient for different concentrations of
H2SO4. (a) 1 M HCl, (b) 1 M HCl + 1 M H2SO4, (c) 1 M HCl +
2 M H2SO4, (d) 1 M HCl + 3 M H2SO4, (e) 1 M HCl + 4 M H2SO4,
2
Anodic current= 40 mA/cm , Temperature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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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FM picture which shows the pre-etch pit formed during
pretreatment.
팅전류가 증가하는 이유는 핏트의 분산에 따라 핏트 밀도가 증가하고
그 결과 알루미늄이 용해되는 유효표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염화
나트륨 용액에 황화나트륨(Na2SO4)을 첨가할 경우 SO42-이온은 Cl-이
온과 경쟁적 흡착관계를 통하여 Cl- 이 흡착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서
에치핏트의 생성을 지연시켜서 에치핏트의 수를 줄이고 에치핏트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된다. 그리고 AlCl3보다 용해도가 더
낮은 Al2(SO4)3이 함께 형성되어 터널 벽의 용해가 늦어지고 부동태
산화막 형성이 더 유리해지면서 터널의 폭이 더 좁아지게 된다. 또한,
AES실험 결과는 Cl-이온이 존재한 용액에 SO42-이온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알루미늄박의 산화막에 흡착되는 Cl-의 양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pH 2.6～3.5 사이의 산용액에서 알루미늄 합금의 부식 속도는
NaCl<Al2(SO4)3<AlCl3 순으로 빨라지며, HCl에 AlCl3을 첨가할 경우
터널 내에 AlCl3의 농도가 증가되어 터널 길이 및 폭은 감소하지만,

Figure 8. Effect of the sulfuric acid on the pitting potential of
aluminum. (a) 1 M HCl, (b) 1 M HCl + 1 M H2SO4, (c) 1 M HCl
+ 2 M H2SO4, (d) 1 M HCl + 3 M H2SO4, (e) 1 M HCl + 4 M
H2SO4, (f) 1 M HCl + 4 M Na2SO4, Scan rate = 40 mV/s.

터널 밀도는 증가하게 된다[26-30].
2.4. 초음파를 이용한 알루미늄의 전기화학적 에칭
고순도 알루미늄 원박은 전해 에칭과정에서 고밀도 에치 핏트의 생
성과 성장으로 인하여 표면이 거칠게 되면서 전극의 표면적이 급격하

가져온다[8,18]. 반면, HCl 단독용액으로 에칭을 하는 경우에 비해

게 증가하고, 표면에 산화막을 입힌 후 커패시터의 전극으로 사용된

H2SO4을 첨가한 경우 표면용해로 인하여 알루미늄박의 두께가 감소

다. 중고압용 양극박에 사용되는 직류에칭에 의하여 에칭박의 표면적

하게 된다. 이는 H2SO4이 첨가된 영역의 pH는 알루미늄 산화물과 알

은 원박과 비교하여 20～40배 증가하며, 저압용에 사용되는 교류에칭

루미늄을 화학적으로 용해시키는 영역으로서, pH가 낮아질수록 용해

에 의하여 표면적이 100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31]. 그러나 표면적 증

도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Cl- 용액에 SO42-을 첨가하게 되면 에

가 비율은 이론치에 비하여 약 70% 수준으로서 표면적을 현재보다

칭과정에서 질량감소가 커지며, EQCM (Electrochemical Quartz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주로 전처리 및 에칭변수들의 조

Crystal Microbalance) 실험을 통해 용액내 SO42-이온의 양이 증가할수

정을 통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

록 질량감소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부동태 피막의 파괴가 지연됨을 알

에는 전처리 및 에칭과정에서 초음파를 함께 인가하는 초음파 전해에

수 있다[23-25].

칭(sonoelectrochemical etching)을 통하여 양극박의 정전용량을 확대

Figure 7은 40 mA/cm3의 일정산화전류를 인가시 황산농도 변화에

하는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 초음파를 인가 시에 고체전극 표면에

따르는 에칭초기의 전위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황산농도가 증가할수

형성된 기포가 붕괴되면서 전극방향으로 강한 액체의 분출이 일어나

록 최대전위값과 전상상태전위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이는

고 그 결과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막이 제거되거나, 결함이 발생하게

SO42-이온에

의하여 산화피막이 형성되면서 부식이 억제되는 현상을

된다. 이와 함께 dislocation의 밀도를 증가시키거나 vacancy를 표면층

나타내고 있다. 전위가 갑자기 상승하는 ohmic drop과 이중층 충전영

에 형성시킴으로서 전극의 반응성을 증가시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역을 지나 전위가 상승하는 속도는 황산농도에 관계없이 3.8 V/s로 증

또한 cavitation 기포는 전극표면에서의 확산층 두께를 감소시킴으로

가하며, 이는 알루미늄 산화막이 1.4 nm/V임을 고려할 때 2.7 nm/s로

서 물질전달속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초

산화막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ure 8은 선형전위주사법으로

음파를 에칭 전처리 과정에 적용시 산화막의 결함부를 증가시키고,

측정한 황산농도변화에 따른 전위-전류관계를 나타내며, 환산농도가

에칭용액과의 반응성을 높임으로서 Figure 9과 같이 핏트 개시점이

증가할수록 핏팅발생이 억제되고 그 결과 핏팅전위는 애노딕방향으로

전 표면에 균일하게 분포하면서 밀도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초기 핏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동일 전위에서 황산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핏

트밀도의 증가는 에칭전류를 균일하게 분산시키고, 터널 내부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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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0. Variation of etch tunnel density by the application of ultrasound during electrochemical etching of aluminum. (a) without
ultrasound, (b) 68 kHz.

Figure 11. Length distribution of etch tunnels by the application of ultrasound during electrochemical etching of aluminum.
하는 부식생성물의 확산을 통한 터널입구로의 배출을 수월하게 하여
터널의 길이를 균일하게 해주게 된다.
Figure 10은 동일한 에칭조건에서 초음파를 인가하지 않은 경우와
68 kHz의 주파수를 인가한 에칭박의 replica 사진을 비교한 것으로서
초음파에 의하여 터널 밀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11은 터널길이의 분포를 조사할 목적으로 전해식각을 이용
하여 표면에서 3.5 µm, 7 µm, 14 µm까지 식각한 후 식각표면을 관찰
한 사진이다. 위 그림에서 사각형의 검은 부분은 터널이 존재하고 있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면에서 10 µm 이상 깊은 곳에서도 28 kHz,
68 kHz 초음파를 인가시에는 고밀도의 핏트가 관찰되었다. 이는 터널

(a)

의 끝에서 발생하는 부식생성물이 빠른 속도로 확산에 의하여 제거됨

(b)

으로서 터널 길이가 상대적으로 균일한 분포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
다. 그러나 초음파를 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기에 관찰된 핏트의
대부분이 성장을 멈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2-35].

Figure 12. Structure of alumina converted from metal aluminum
by anodization. (a) barrier-type, (b) porous-type.
(oxalic acid) 등에서 얻을 수 있다. 만약, 장벽층 산화막 제조시에 사

2.5. 양극산화에 의한 알루미나 산화막 구조

용되는 전해질을 이용하여 높은 전압 또는 전류를 인가할 경우 장벽

양극산화 알루미나는 전기화학적 합성조건에 의해 장벽층과 다공

층 산화막파괴가 일어나 겉보기 모습이 다공층인 알루미나를 형성할

층의 두 종류의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된다(Figure 12). 장벽층은 일반적

수 있으나 기공의 크기, 밀도, 깊이 등의 구조를 제어하기가 매우 어

으로 중성이거나 매우 약산성(5 < pH < 7)에서 얻어지며, 다공층은

렵다[36-38].

좀 더 강산성에서 얻어진다. 예를 들어, 장벽층의 알루미나 산화막은

Figure 12에서 나타나듯이, 장벽층과 다공층 모두 내층산화막(inner

전해질이 boric acid, ammonium borate, tartrate, ammonium tetraborate

oxide)과 외층산화막(outer oxide)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층산화막은

in ethylene glycol 등에서 얻을 수 있으며, 다공층 산화막은 황산

산화막/금속 계면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산화막이며, 외층산화막은 전

(sulfuric acid), 인산(phosphoric acid), 크롬산(chromic acid), 옥살산

해질/산화막 계면 근처에서 만들어진다. 내층산화막은 순수한 알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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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ure 13. Structure of aluminum anodic oxide film. (a) top view, (b)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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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로 나타내고 있으며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알루미늄은 약 1 nm 내외의 자연산화막을 가지고 있으며, 알루미늄
이 양극산화되면 Al3+양이온은 이 산화막을 통해 음극쪽으로 이동하
고, 전해질에 포함된 음이온들은 알루미늄 방향으로 이동하여 양이온
과 음이온 모두 새로운 막 형성에 참여하게 된다(1단계). 약산성의 전
해질에 담겨져 있는 알루미늄은 국부적으로 표면이 용출되어 미세적
으로 거친 표면을 형성하게 되고, 인가된 전기장은 산화막이 용출되
어 만입(indented)된 부분에 집중되게 된다(2단계). 전기장이 집중된
부분에는 더 빠른 속도로 용출이 일어나고, 이 부분에 좀 더 강한 전
기장이 집중되어 다공성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3단계). 이 메카니즘을
field-enhanced dissolution이라 하며, 다공 구조에서 전기장이 집중될
Figure 14. Development of nanoporous alumina structure.

수 있는 반구(semi-circle) 부분에서만 전기화학반응이 일어나 시간에
따라 다공성 산화막의 두께가 증가하게 된다(4단계)[38,39].

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층산화막은 전해질로부터 이동한 음이온이

다른 다공성 소재와 비교하여 다공성 알루미나 산화막은 500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igure 13은 다공층 산화막의

의 기공길이/기공크기 비(aspect ratio, AR)를 갖는 구조를 비교적 간

구조를 관찰한 사진이다.

단한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기공의 크기 편차도 8%

다공층 산화막의 두께는 양극산화 시간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이하로 매우 균일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AR이 큰 다공물질을

장벽층 산화막보다 훨씬 두꺼운 100 µm 이상의 산화막을 얻을 수 있

이용하여 이종의 물질을 충진한 후 다공성 알루미나 자체를 선택적으

다. 또한, 산화전류밀도, 전해질, 온도 등에 의하여 산화막의 구조는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저온(0 ℃ < T < 5 ℃)에서는 두꺼우면서
조밀하고, 단단한 다공성(porous) 산화막이 형성되며, 고온(60 ℃ < T
< 75 ℃)에서는 얇고 부드럽지만 보호성이 없는 산화막이 형성된다.
다공성 알루미나는 전해질, 양극산화 시간 등의 조절을 통하여 구
조 및 두께 등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장벽층 알루미나와 비교하여 다

로 제거하면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금속, 폴리머, 세라믹 나노와이어
(nanowires)나 나노튜브(nanotubes)를 제조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을
템플레이트법이라 하며, Sol-gel법, 전기화학적 도금법, wetting 법,
CVD 법 등으로 나노와이어나 나노튜브를 만들고 있으며, Figure 15
는 Ni금속과 Cu2O 나노와이어를 전기화학적 도금법으로 제조한 사진
이다[40,41].

양한 응용범위를 지니고 있다. Figure 13은 기공형성과정을 도식적으

(a)
(b)
Figure 15. Structure of nanorod formed inside nanoporous aluminum anodic oxide film. (a) Ni, (b) Cu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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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14. M. Baumaartner and H. Kaesche, Corrosion Science, 29, 363
(1989).

금속 알루미늄의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막은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
용 결과 다양한 조성과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용액의 pH에 따라 알
루미늄과 산화막의 안정성은 큰 영향을 받는다. 알루미늄의 낮은 표
준환원전위는 전지를 구성시에 쉽게 산화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용액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 산화반응에 참여하는 알루미늄은
이온으로 용출되거나, 치밀한 장벽층산화막 또는 다공성 산화박을 형

15. R. Huang, K. R. Hebert, and L. S. Chumbley, J. Electrochem.
Soc., 151, B379 (2004).
16. K. Muthukrishnan, K. R. Hebert, and T. Makino, J. Electrochem.
Soc., 151, B340 (2004).
17. R. Huang, K. R. Hebert, T. Gessmann, and K. G. Lynn, J.
Electrochem. Soc., 151, B227 (2004).

성하게 된다. 특히 염소이온을 함유한 산성용액에서 알루미늄은 국부

18. J. Choi, K. H. Lee, and Y. Tak, Electrochemistry., 69, 843 (2001).

적으로 용출되어 핏트를 형성하는 에칭이 일어나며, 알루미늄 전해커

19. T. R. Beck, Electrochim. Acta, 33, 1321 (1988).

패시터의 전극제조 또는 전자부품의 소재로 널리 응용되고 있다. 전

20. R. S. Alwitt, H. Uchi, T. R. Beck, and R. C. Alkire, J.

기화학적 알루미늄 에칭은 화학적 전기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

Electrochem. Soc., 131, 13 (1971).

며, 핏트의 밀도 및 분포, 그리고 핏트길이의 균일화 등이 중요한 변

21. D. Goad, J. Electrochem. Soc., 144, 1965 (1997).

수가 된다. 중성의 용액에서 양극산화시에 유전체 역할을 하는 치밀

22. D. G. W. Goad and H. Uchi, J. Applied Electrochem., 30, 285

한 장벽층 산화막이 만들어지며, 낮은 온도의 산성용액에서는 전류분
포의 집중현상과 산화막의 부피 팽창 등으로 인하여 다공층 산화막이
형성된다. 다공성 산화막의 기공은 나노크기로서 이를 템플레이트로
하여 다양한 나노구조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알루미늄의 전
기화학적인 현상은 다양한 기능성 구조체 제조가 가능하도록 함으로

(2000).
23. C. F. Lin and K. R. Hebert, J. Electrochem. Soc., 137, 3723
(1990).
24. C. F. Lin, M. D. Porter, and K. R. Hebert, J. Electrochem. Soc.,
141, 96 (1994).

서 최근의 광학 및 정보기기 등의 발달과 함께 그 응용범위도 확대될

25. C. F. Lin and K. R. Hebert, J. Electrochem. Soc., 141, 104 (1994).

것으로 기대된다.

26. Y. Tak, N. Shinha, and K. R. Hebert, J. Electrochem. Soc., 135,
41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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