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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나노크기의 기공을 가지고 있는 다공성 알루미나는 최근 응용범위의 확대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다공성 알루미나를 제조하는 기본 원리는 제한된 조건하에서 금속을 양극산화 시키는 것이다. 전기화학

적 양극산화에 의한 다공성 구조 제어 및 성장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최근 알루미늄에서부터 다른 부동태금속으로 확대 

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타이타늄 산화물 나노구조 제어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본 총설에서는 알루미늄의 양극산화 

원리를 기술하고 최근 연구되어 있는 타이타늄 및 다른 부동태 금속에 적용되는 양극산화 기술의 흐름을 다룬다. 

Nanoporous alumina with highly ordered pore arrays, which is prepared based on electrochemical anodization under the con-

trolled conditions, has attracted great attention due to the variety of its applications. In case of porous alumina, the manipu-

lation of nanoporous structures under different electrochemical conditions and their formation mechanisms have been studied 

for a long time. Recently, its principles have been applied to other valve metals. Especially, there have been a big success 

in the preparation of titania nanotubes via the anodization of titanium. In this paper, we review the anodization of aluminum 

and recent trends in anodization of Ti and other valve metals based on the principles of aluminum ano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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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양극산화기술(anodization)은 금속의 표면처리 기술 중 하나로 금속 

표면의 부식반응을 억제하여 금속을 보호하거나 금속 표면에 다양한 

종류의 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대규모 면적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1]. 

최근에 양극산화 기술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에 다양하고 규칙적인 나

노구조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었으며, 적용되는 금속의 종

류도 알루미늄에서 타이타늄 및 그 밖의 여러 금속으로 확대되고 있

다. 이러한 나노구조는 나노와이어나 나노튜뷰를 만드는 템플레이트

(template)로 이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기능성 무기 분리

막, 바이오/화학 센서, 포토닉크리스탈(photonic crystals), 태양전지의 

전극, 약물담지체등 다양한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에 진행되고 있는 양극산화를 이용한 나노구조체 제조의 동향 및 이

를 활용한 적용기술을 알아보고자 한다.

† 교신저자 (e-mail: jinsub@kicet.re.kr)

2. 다공성 알루미나의 제조

  2.1. 다공형성 메커니즘[2,3]

  일반적으로 알루미늄과 같은 부동태 금속은 금속표면에 1 nm 이내

의 자연 산화막이 존재한다. Figure 1에서처럼 금속에 양극(+)을 인가

하고 상대전극에 음극(-)을 인가하면 양이온을 띄고 있는 알루미늄 이

온이 용액으로 용출되고 용액 내에 있는 산소 이온 및 수산화 이온이 

알루미늄 산화막으로 이동하게 된다(Figure 1의 1단계). 이러한 알루

미늄 이온과 산소(또는 수산화 이온)의 결합이 알루미나(Al2O3)를 형

성하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용액이 산성을 띄고 있으면 용액과 접촉

면을 이루는 산화막에서 부분적인 용해가 일어나 산화막 표면이 거칠

게 되며(Figure 1의 2단계), 거칠어진 산화막 중에서 산화막이 가장 얇

은 쪽으로 전기장이 집중하게 된다. 집중된 전기장은 산화막 용해를 

촉진시켜 다시 더 얇은 산화막을 형성하며 연속적이며 국부적인 산화 

반응으로 인하여 기공이 형성 된다(Figure 1의 3단계). 이러한 메커니

즘은 field-enhanced oxide dissolution mechanism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공성 알루미나의 형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이다. 국부적으로 형

성된 기공은 Figure 1의 4단계와 같이 모든 표면에서 발생하게 되고 



250 최진섭⋅이재광⋅임재훈⋅김성중

공업화학, 제 19 권 제 3 호, 2008

Figure 1. The pore form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anodization. 

Regime 1: formation of barrier oxide on the entire area; regime 2: 

local field distributions caused by the surface fluctuations; regime 3: 

creation of pores by field-enhanced or/and temperature-enhanced 

dissolution; regime 4: stable pore growth[2,3].

초기기공은 양극산화가 진행되는 동안 성장하여 길이가 긴 다공성 채

널을 형성하게 된다.

  2.2. 자기정렬(self-ordered)된 다공성 알루미나

  1995년 일본의 Masuda 그룹에서는 특정한 조건에서 전기화학적으

로 알루미늄을 양극산화 한 후 제조된 알루미늄 산화물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다시 첫 조건과 동일하게 2차 양극산화하면 정렬도가 높은 

다공성 알루미나를 제조 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4]. Figure 2는 2 

step 양극산화에 의한 정렬도가 높은 다공성 알루미나를 얻는 과정이

다. Masuda가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다공크기 편차를 21%에서 7.8% 

이내로 향상시켜 매우 균일한 다공구조를 가진 알루미나를 만드는 획

기적인 방법이다[5]. 그러나 2-step anodization을 이용하여 균일한 다

공성 알루미나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산은 다음과 같이 매우 제한적

이다(Table 1). 예를 들어 0.3 M 옥살산을 이용하여 40 V에서 2-step 

anodization을 이용하면 다공 크기가 35 nm이고 기공과 기공사이의 

거리가 100 nm인 자기정렬된 다공성 알루미나를 제조할 수 있다. 이

렇게 정렬된 다공성 알루미나는 후처리 방법에 의해서 기공의 크기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공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후

처리 조건으로는 일반적으로 인산 또는 옥살산에서 상온 용해시킨다

[6]. 또한 기공의 크기를 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Atomic layer dep-

osition (ALD)을 이용하여 벽면에 molybdenum nitride 등과 같은 세라

믹소재를 코팅시키는 방법이 제안되었다[7]. 현재 자기정렬을 유도하

는 새로운 종류의 양극산화 조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2개의 

전해질을 혼합한 혼합산에서 자기정렬된 조건들에 대한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8].

  Figure 3은 2차 양극산화 후 다공성 알루미나의 정렬도 및 다공크기 

편차가 크게 개선된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기정렬 메커니즘은 알

Figure 2. Experimental procedures of the formation of self-ordered po-

rous alumina: 2-step anodization[2,3].

Table 1. Anodization Conditions for the Preparation of Self-ordered 

Porous Alumina

전압 범위 기공 크기
기공과 기공사이의 

거리

황산 (1 M) 19 V 14 nm 50 nm

황산 (1 M) 25 V 19 nm 65 nm

옥살산 (0.3 M) 40 V 35 nm 100 nm

인산 (1 M) 160 V 120 nm 400 nm

인산 (0.1 M) 195 V 180 nm 500 nm

루미늄이 알루미나로 변화될 때 발생하는 부피변화에 의한 기계적인 

힘(mechanical stress)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즉, 양극

산화 초기에는 다공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정렬도가 

매우 낮은 다공이 형성된다. 만약, Table 1과 같이 제어된 전기화학적 

조건하에서 양극산화가 진행된다면, 기계적인 힘에 의해 스스로 정렬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Gösele 등은 이러한 기계적 힘의 변화가 알루

미늄 금속이 알루미나로 변환될 때 발생하는 부피팽창율(volume 

expansion coefficient, ξ)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부피팽창율이 약 

1.2에 가까울 경우 정렬된 다공성 알루미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실험적으로 다공성 알루미나의 다공율이 10%에 가까울 

때 정렬된 다공성 알루미나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10 % porosity rule

은 기계적인 힘에 의한 메커니즘에 의해 계산된 다공율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2.3. 자기정렬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화학적 인자[2,3,5]

  양극산화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는 양극산화전압, 전해액, 온도, 금

속의 순도 및 결정성, 전처리(전기화학 연마) 등이다. 특히 양극산화전

압은 기공과 기공사이의 거리를 결정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기공

과 기공사이의 거리는 인가된 전압과 비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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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E-SEM images of porous alumina after 1st anodization (a) 

and 2nd anodization (b), respectively.

Figure 4. Schematic diagram for barrier type alumina and porous type 

alumina. The aluminum metal, an inner oxide consisting of pure alumi-

na and an outer oxide consisting of an anion-contaminated alumina are 

indicated[2].

알루미늄의 경우 약 2.5 nm/V 정도의 비례상수를 가지고 있다. 즉 40 

V를 인가하면 약 100 nm의 기공과 기공 사이의 거리를 가지는 다공

성 알루미나를 제조 할 수 있다. 전해액은 용액의 용출과 매우 연관성

이 높다. 즉 pH가 낮은(산성도가 높은) 용액에서는 기공의 크기가 작

은 다공성 알루미나가 생성이 되고, 반대로 pH가 높은(산성도가 낮은) 

용액에서는 기공의 크기가 커진다. 일반적으로 다공성 알루미나는 

Figure 4와 같이 내층 산화막(inner oxide)과 외층 산화막(outer oxide)

으로 구성되는데 외층 산화막에 전해질의 음이온이 다량 존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인산으로 양극산화된 다공성 알루미나

의 경우 phosphate anions이 외층산화막에 다량 존재하는 것이 밝혀져 

있으며, 이러한 음이온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

다[6]. 양극산화 과정 중에 생성되는 산화막 두께는 산화막이 생성되

는 속도(Vf)와 생성된 산화막이 용출되는 속도(Vd)차로 발생된다. 때

문에, 두꺼운 다공성 물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Vf는 최대한 빠르게 

유도하고 Vd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극저온에서는 Vf와 

Vd 모두 느리게 되며, 상온에서는 Vd값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값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정렬된 다공성 알루미나를 얻기 위한 알루미늄 

양극산화 온도는 18 ℃ 이하에서 진행된다.

  2.4. 다공성 알루미나 연구의 최근동향

  최근의 다공성 알루미나를 이용한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 그러나 다공성 알루미나를 제조하

는 기술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몇 가지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

  2.4.1. 완벽하게 정렬된 다공성 알루미나제조

  자기정렬된 다공성 알루미나는 여전히 결점(defect) 부위가 존재하

Figure 5. Imprint assisted anodization for the preparation of mono-

domain porous alumina.

Figure 6. SEM image of perfectly-ordered porous alumina fabricated 

by anodization of pre-patterned aluminum (purity: 99.99 %) at 195 V 

in 0.1 M phosphoric acid for 10 h : (a) Surface and (b) cross-section 

of porous alumina. The interpore distance is 500 nm corresponding to 

the lattice constant of the imprint master[2].

고 정렬되어 있는 방향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domain boundary가 존재

한다. 이는 응용분야에 제한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한다. 1997년 Masuda 

연구팀이 imprint stamp를 이용하여 넓은 범위에 걸쳐 완벽하게 정렬

된 다공성 알루미나를 얻는데 성공한 이후에 많은 그룹에서 e-beam, 

photo 및 임프린트(imprint) 등을 포함한 다양한 리소그래피(litho- 

graphy)법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표면에 prepatterning 한 후 양극산화

하여 보다 빠르고 정렬도가 높은 다공성 알루미나를 얻는데 성공하였

다(Figures 5 and 6)[10-13]. 현재 연구되어지고 있는 임프린트 리소그

래피에 대한 연구 내용은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14].

  2.4.2. 독특한 구조의 다공성 알루미나제조

  일반적으로 다공성 알루미나의 배열은 육각 벌집구조를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최근에는 리소그래피 기술을 활용하여 정방형의 배열 및 

다양한 형태의 배열 제조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15].

  임프린트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두 번 연속 금속표면에 prepattern-

ing을 할 때 prepatterning된 각도 θ가 변화되면 다양한 Moiré pattern

이 형성된다[16]. Figure 7은 θ의 변화에 따른 다공성 알루미나 위에 

제조된 Moiré pattern으로, 특히 30°의 경우 12 방향으로 대칭된 다공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 구조는 photonic crystal 적용 시 여러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8은 current를 조절하여 만든 six- 

membered ring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공성 알루미나이다[17]. 일반적

으로 육각모양의 다공성 알루미나와 정 반대 영역에 기공을 형성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여 mosaic nanowire arrays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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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chematic diagram of the formation of Moire patterns (left). 

Light figures show FE-SEM images of the surface of porous alumina 

with Moire pattern, which are prepared by anodization of aluminum 

nanoimprinted with a rotation angle of (a) 2.2
o
, (b) 11.5

o
, and (c) 30

o
, 

respectively[16].

Figure 8. Comparison of hexagonal porous alumina array and six-mem-

bered ring porous alumina array[17].

  2.4.3. Hard anodization을 이용한 빠른 속도의 다공성 알루미나 제

조[18-20]

  이미 기술한 2-step 양극산화기술은 낮은 온도 및 낮은 전류밀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 시간이 매우 길다. 이러한 기술을 최근 빠른 속

도로 양극산화하는 기술과 구별하기 위해서 mild anodization이라 칭

한다. 보통 mild anodization에서의 1st anodization에 걸리는 시간은 2

일 정도 되고 시간당 다공성 알루미나의 성장속도가 10 µm 이상을 넘

지 못한다.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이러한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0년대부터 사용되었던 hard 

anodization 기술이 최근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Breakdown potential 

이하의 높은 전압을 인가하여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밀도를 증가시

켜 반응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는 높은 전압을 사용해도 breakdown이 일어나지 않게 protective layer

를 형성시켜야 하며, protective layer는 일반적으로 mild anodization으

로 형성하고 이후에 최종 인가 전압까지 천천히 올려주어 준다.

Figure 9. Typical current density and voltage-time curves for hard 

anodization[20].

3. 다공성 타이타늄 산화물 제조

  타이타늄 산화물은 생체친화성이 높은 재료로 임플란트(implant)의 

표면코팅기술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초기 연구는 다공성 타이타늄 산

화물을 breakdown potential 이상에서 산화막을 파괴 시켜 얻었으나[21] 

2001년 Grimes 등이 불산을 이용한 제조공정을 발표한 이후 산화막 파

괴 전압 이하에서 정렬된 타이타니아 나노튜뷰 제조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나노구조를 이용하여 염료 감응 

태양전지, 바이오센서, 수소발생 및 감지 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

행되고 있다[22]. 타이타늄의 양극산화 및 이를 활용한 생체재료 적용

에 대한 최근 논문동향은 참고문헌을 참고하기 바라며[23], 본 고에서

는 그 중 나노튜뷰 제조에 대한 최근 연구내용을 정리하였다.

  3.1. TiO2 나노튜뷰의 제조

  불산 용액에서 타이타늄 양극산화에 의한 타이타니아 나노튜브 제

조는 Grimes[24] 등에 의해 2001년 처음 발표되었으며, 현재는 나노

튜뷰의 길이, 기공 크기[25], 기공 벽 두께[26] 등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타이타늄 산화물

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전해질 구성 성분 및 pH로써 이들 

요소는 타이타늄 산화물의 형성 속도 및 생성된 산화물의 용해속도를 

결정한다.

  초기 연구를 살펴보면, Grimes 연구그룹에서 전해질로써 상온의 

0.5 wt% HF 수용액에서, 3, 5, 10, 20 V의 정전압 조건에서 45 min 

동안 양극산화를 진행하였다[24]. 그 결과, 낮은 정전압 조건에서 생

성된 타이타늄 산화물은 15∼30 nm의 기공 크기를 갖는 스폰지

(sponge)와 유사한 다공성 구조가 형성되며, 전압이 증가할수록 미립

자 형태의 구조를 갖는다. 10 V의 정전압에서의 양극산화는 실린더 

튜뷰 형태의 구조를 갖게 되며, 전압이 23 V 이상이 될 경우, 그 구조

는 나노튜뷰 형태가 아닌, 국부적으로 스폰지형 다공성 구조가 나타

난다. 인가된 전압에 따라 형성된 타이타늄 산화물의 특성은 Table 2

에 표시하였다.

  0.5 wt% HF 전해질에 아세트산(HF : 아세트산 = 7 : 1)을 첨가할 경

우, 나노튜뷰형 타이타늄 산화물을 구조나 크기의 변화 없이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27,28].

  0.5 wt% HF 전해질에서의 경우, 10∼23 V 범위에서는 직선형 파이

프 형태의 나노튜뷰 구조가 형성되며, 인가전압의 크기를 조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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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rphological Characterization of Titanium Oxide as a Func-

tion of Applied Potential

10 V 14 V 20 V

Inner diameter

(Standard deviation)

22

(5)

53

(10)

76

(15)

Wall thickness

(Standard deviation)

13

(2)

17

(5)

27

(6)

Length 200 260 400

Figure 10. FE-SEM images of tapered nanotubes that are prepared: (a) 

By ramping the anodization voltage from 10 to 23 V (b) By initially 

anodizing the sample at 10 V for 20 min then increasing the voltage 

at 1.0 V/min to 23 V, (c) at a constant 23 V for 45 min. Here, d de-

notes diameter of apex, and D diameter of cone base[22].

형태, 길이, 기공 지름 등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taper형의 나노튜뷰 구조는 10 V부터 23 V까지 0.43∼

2.60 V/min의 속도로 시간에 따라 인가되는 전압을 변화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29]. Figure 10은 제조된 taper형 나노튜뷰의 FE-SEM 

분석결과로써, Figure 10(a)는 10 V부터 0.43 V/min의 속도로 인가전

압을 30 min 동안 상승시킨 후 23 V에서 10 min 동안 유지한 결과이

고, Figure 10(b)는 20 min 동안 10 V의 전압을 인가하고 1.0 V/min의 

속도로 전압을 23 V까지 상승시킨 후 23 V에서 2 min간 유지한 분석 

결과이다. Figure 10(c)는 비교를 위해 23 V의 전압을 4 min 동안 인

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모든 제조된 나노튜뷰에서 바닥부분의 외경

은 약 166 nm로 23 V에서 생성된 나노튜뷰의 크기와 비슷하였고, 

Figure 10(a)의 경우 입구부분의 외경은 70 nm를 측정되었고, Figure 

10(b)의 경우에는 42 nm로 관찰되었다.

  나노튜뷰의 기공벽 두께는 전해질 온도의 제어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 타이타늄 양극산화에 의한 나노튜뷰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두 가지 요소는 화학적 용해와 전기화학적 에칭이고, 온도의 변

화는 화학적 용해와 전기화학적 에칭 속도를 변화시킨다. 양극산화의 

온도를 감소시키면 기공의 두께는 증가하고, 튜뷰 사이의 빈 공간이 

감소된다. 따라서 그 구조는 나노기공을 가진 템플레이트 형태로 변

화된다. 또한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튜뷰의 길이는 증가한다. Figure 

11과 Table 3은 10 V 정전압 조건에서 생성된 나노튜뷰의 온도에 따

른 기공 벽 두께와 나노튜뷰의 길이 변화로써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기공 벽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해질의 pH도 나노튜뷰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전해질의 pH가 

강산성에서 약산성으로 증가하면, 나노튜뷰 길이는 증가한다. Grimes

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5 V 정전압 조건에서 생성된 나노튜뷰는 

0.56 µm (pH < 1)에서 4.4 µm (pH 4.5)로 증가되었다. 또한 강산성 

용액(pH < 1)에서는 양극산화 시간에 따라 나노튜뷰의 길이는 변화하

지 않고, 약산성 조건에서는 양극산화 시간에 따라 나노튜뷰의 길이

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긴 나노튜뷰를 형성

Table 3. Effects of Temperatures on the Formation of Nanotubular 

Titanium Oxides (Anodization Potential: 10 V)

Anodization temperature

(℃)

Wall thickness

(nm)

Tube-length

(nm)

5 34 224

25 24 176

35 13.5 156

50 9 120

               (a)                               (b)

Figure 11. FE-SEM images of TiO2 nanotubes that are prepared at 10 

V (a) at 5 ℃, and (b) 50 ℃.

할 수 있는 pH 조건은 3∼5 사이의 값이며, pH가 낮아질수록 길이는 

짧지만 깨끗한 나노튜뷰를 형성할 수 있고, pH가 상승할수록 길이는 

증가하지만 불필요한 침전물이 발생할 수 있다. 알카리성 조건에서는 

self-organized 나노튜뷰의 형성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

다[25].

  3.2. TiO2 나노튜뷰 형성 메커니즘 

  직선형의 타이타늄 나노튜뷰 제조를 위한 중요한 공정은 다음과 

같다.

  (1) O
2-

 또는 OH
-
와 금속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화물의 성장한다. 

초기 금속산화물 층의 형성 후, O
2-

 또는 OH
-
는 산화물 층을 통하여 

금속과 반응할 수 있는 금속/산화물 계면으로 이동한다[30].

  (2) 금속이온(Ti
4+

)은 금속/산화물 계면의 금속으로부터 이동한다. 

Ti
4+ 

양이온은 전기장이 적용된  금속/산화물 계면에서 생성되고, 산화

물/전해질 계면으로 이동한다.

  (3) 산화물/전해질 계면에서 산화물의 field-assisted dissolution이 이

루어진다[30,31]. 인가된 전압으로 인해 Ti-O 결합에 분극이 발생하고, 

금속 양이온의 전해질로의 용해가 감소한다.
 
Ti

4+ 
양이온은 전해질로 

용해되고 O
2-
음이온은 금속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금속/산화물 계면으

로 이동한다.

  (4) 양극산화 동안 산성의 전해질에 의해 금속 또는 금속산화물의 화

학적 용해가 발생한다. HF 전해질에서 타이타늄 산화물의 화학적 용해

는 나노기공 구조보다는 나노튜뷰 구조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극산화 공정에서 전해질에서의 산소이온(O
2-

)은 전극표면의 금속

양이온(Ti
4+

)의 반응을 통해 균일한 산화물 층을 형성한다. 타이타늄 

양극산화의 전체적인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32].

  2H2O → O2 + 4e
-
 + H

+
                                  (1)

  Ti + O2 → Ti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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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Mechanism of a nanotube array at constant anodization voltage that Grimes proposed : (a) oxide layer formation, (b) pit formation on

the oxide layer, (c) growth of the pit into scallop shaped pores, (d) metallic part between the pores undergoes oxidation and field assisted dissolution,

and (e) fully developed nanotube array with a corresponding top view[22].

  양극산화 초기단계에서는 박막의 산화물 층에 상대적으로 높은 전

기장으로 인해 field-assisted 용해가 화학적 용해를 지배한다[33]. 아래 

반응식에 나타내어진 바와 같이 산화물의 국부적 해리에 의해 형성된 

작은 피트(pit)는 기공을 형성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TiO2 + 6F
-
 + 4H

+
 → TiF6

2-
 + 2H2O                        (3)

  형성된 작은 기공은 크기가 확대되며 표면에 균일한 기공 분포로 

기공 밀도가 증가된다. 기공의 성장은 공정 (1)∼(3)의 과정을 통해 금

속 산화물의 장벽층에서 금속 방향으로 성장한다[9,10]. 금속에서 산

화물/전해질 계면으로 이동한 Ti
4+
는 HF 전해질로 용해된다[30,32,34]. 

금속/산화물 계면에서의 산화물 성장속도와 기공 하부/전해질 계면에

서의 산화물 용해속도는 궁극적으로 같게 되며, 그 후 기공이 성장해

도 장벽층의 두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기공 사이 영역에서 궁극적

으론 기공 분리와 나노튜뷰 형성을 이끄는 작은 피트들이 나타난다. 

튜뷰구조의 두께는 튜뷰 입구의 산화물 용해 속도와 튜뷰 저부의 금

속/산화물 경계에서 내부로의 성장속도가 같아질 때 증가하는 것이 

중단된다. 높은 양극산화 전압은 산화반응과 field-assisted dissolution

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화학적 용해와의 평형을 유지하기 전까지는 

더 두꺼운 나노튜뷰 층을 형성할 수 있다.

  양극산화가 시작됨에 따라, 타이타늄 표면에 금속산화물 박막 층이 

형성된다(Figure 12(a)). 이 금속산화물 박막 층의 국부적 용해로 인해 

작은 피트들이 형성되고(Figure 12(b)), 장벽층에 전기장의 강도 증가

에 의해 기공이 성장하게 된다(Figure 12(c)). 기공입구는 electric 

field-assisted dissolution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폭이 좁

은 상태로 유지되고 반면에 기공의 저부 표면에 분포된 전기장은 기

공의 성장 및 확대현상을 야기한다. Ti-O 결합에너지(323 kJ/mol)가 

높기 때문에 타이타늄의 경우에는 전해질에서 산화물의 상대적으로 낮

은 이온 이동도와 높은 화학적 안정성 때문에 단지 얇은 벽을 갖는 기

공을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양극산화 시 기공 사이에 산화되지

않은 금속 영역이 존재 할 수 있다. 기공이 성장함에 따라 노출된 금

속 영역에서의 전기장은 field-assisted 산화물의 성장과 산화물의 용해

를 증가시킨다. 동시에 기공 사이에 공간(void)이 형성되고(Figure 

12(d) 참고), 그 후 기공사이의 공간과 튜브 모두 동일하게 성장한다. 

나노튜뷰의 길이는 나노튜뷰 표면의 전기화학적 에칭속도와 화학적 

용해 속도가 동일해질 때까지 성장한다. 전기화학적 에칭속도와 화학

적 용해 속도가 동일해지는 지점부터 나노튜뷰의 길이는 양극산화 시

간에 독립적이고, 전해질의 농도와 양극산화 시 인가된 전압에 의해 좌

우된다.

  자기정렬된 나노튜뷰 형성에 핵심인 화학적 용해는 전기화학적 에

칭(field-assisted 산화와 용해) 공정을 유지하면서 장벽층의 두께를 감

소시킨다. 만일 화학적 용해가 매우 빠르거나 혹은 느리면 나노튜뷰

를 형성할 수 없다. 전기화학적 에칭 속도는 양극산화 전압 및 전해질 

농도에 좌우되는데, 만일 전기화학적 에칭이 화학적 용해보다 빠를 

경우 장벽층이 증가한다. 화학적 용해 속도는 F
-
의 농도와 전해질의 

pH에 의해 결정된다(반응식 3참고).

  3.3. 최근 연구동향

  Grimes 이후에 많은 연구그룹에서 타이타니아 나노튜뷰의 길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최근에서는 반응 3의 H
+
의 생성

을 억제하여 Vd를 최대로 억제하려는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전해질을 수용액에서 Ethylene glycol과 같은 비수용액으

로 바꿔 사용함으로써 H
+
의 생성을 최대 억제하는 방법이다. Grimes 

등이 이미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1000 µm 이상의 나노튜뷰 제조에 

성공하였다[35]. 본 연구팀에서는 비슷한 조건하에서 이러한 나노튜

뷰가 Figure 13에서 보이듯이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대나무가 쪼개지

듯이 쪼개지는 현상을 보이며, 이러한 mode를 Bamboo-splitting 모델

로 제시하였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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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Bamboo splitting model[36].

Figure 14. Cross-sectional SEM image of niobium oxide formed under 

25 V in 2.5 wt% HF(aq) at room temperature[39].

4. 그 밖의 금속산화물 제조

  최근 Al 및 Ti 이외에 다양한 금속을 양극산화공정에 적용시켜 다

양한 나노구조를 만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그룹은 독

일의 Schmuki그룹으로 Ta, Zr, Nb, W 등 다양한 금속의 양극산화 연

구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금속산화물중에 본 연구그룹에서도 최근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겠다.

  4.1. 니오븀 산화물 제조

  니오븀 산화물은 여러 형태로 제조 가능하며, 제조되는 형태에 따

라 연료감응 태양전지, 바이오 소재, 수소발생 촉매 및 커패시터 등의 

여러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니오븀 산화물은 흰색을 띄며, 공기 중에

서 안정된 상태이고, 물에 녹지 않는 고체이며, 바나듐 산화물보다 더

욱 안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니오븀산화물은 불산에 취약하며 알칼리

에 용해된다[37].

Figure 15. FE-SEM images of niobium oxides prepared at 2.5 V 1 h in different electrolytes: (a) only HF, (b) 1 M H3PO4 + 1 wt%.HF, (c) only

H3PO4.

  2005년도에 Schmuki 그룹에서 20 V의 전압에서 황산과 불산의 농

도를 변화해시키면서 자기정렬된 Nb2O5의 산화막을 제조하였다[38]. 

또한 Karlinsey는 불산의 농도를 조절하여 니오븀 산화물의 산화막 파

괴현상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돗(microdot) 형태의 니오븀 산화물 제조

를 보고하였다[39]. Figure 14는 Karlinsey가 pH 3.4에서 3.7사이의 불

산 용액에서 25 V의 정전압을 인가해 주었을 때 마이크로 돗 산화막

을 생성한 사진이다.

  본 연구팀에서도 다공성 니오븀 산화물 제조를 위한 양극산화 공정

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Figure 15에서와 같이 인산과 불산의 농도를 

조절해 가며 최적의 다공성 니오븀 생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ure 15(a)에서는 불산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Vd이 너무 빨라서 

표면에서 용출이 일어남을 보여준다. 이미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니오븀 산화물은 불산에 취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산

의 용출을 억제하는 전해질 개발이 필요하다. 반면에, 인산 단독으로

는 표면에 기공이 형성되지 않고 장벽층(barrier-type)의 산화막이 형

성된다(Figure 15(c)). Figure 15(b)에서는 불산으로 다공을 형성시키

고 불산의 용출속도를 인산으로 제어함으로써 정렬된 다공성 니오븀

산화물을 제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F
-
이온과 PO4

3-
이온 사이

의 경쟁반응에 따른 불소 영향의 감소 때문으로 여겨진다[40]. 그러나 

이 방법도 불산의 용출속도를 충분히 제어하기가 어려워 기공의 깊이

를 200 nm 이상 제어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새로운 종류의 전해질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그룹에서는 다공의 깊이를 제어하기 위

한 방법으로 1차 양극산화 후 열처리를 하고 다시 2차 양극산화과정

을 거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41]. 이 방법은 열처리 과정 중 1차 양

극산화막의 불산에 대한 용출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500 nm 이상

의 두께를 가지는 니오븀산화물 산화막을 제조할 수 있으나 1차 양극

산화막과 2차 양극산화막의 계면에서 F
-
 이온이 과량으로 존재하여 2

중층의 막이 형성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Figure 16).

  다공성 알루미나 제조에서와 마찬가지로 다공성 니오븀산화물 제

조 시에도 전압의 증가에 따라 기공과 기공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며, 

기공의 크기 또한 증가한다. Figure 17은 전압증가에 따른 기공-기공

거리의 증가 및 기공의 크기가 증가되는 것을 보여준다.

  4.2. 아연 산화물

  산화아연은 산업분야에서 페인트의 첨가제, 고분자의 첨가제, 촉매, 

화장품, 제약 등 널리 쓰이고 있으며 특히 전자산업분야에서 투명전

극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3.32 eV의 넓은 band gab을 가지고 

있는 전도성세라믹의 하나로 1912년부터 전자재료로서 많은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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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Formation of double layered niobium oxide films prepared 

by anodization-annealing-anodization method[41].

Figure 17. Effects of applied potential on the formation of nanoporous 

niobium oxide: (a) 1 V, (b) 2.5 V, (c) 5 V, (d) 9 V[40].

되어 지고 있다. 최근 나노구조화된 반도성 재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는 추세에 맞추어 나노구조화된 산화아연의 제조 및 응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산화아연의 경우 산과 알칼리 분위기

에서 매우 취약한 성질을 보이기 때문에 제조와 응용분야에 많은 한

계를 보인다. 일반적인 나노구조화된 산화아연의 제조공정은 고온의 

분위기에서 수열합성법, 솔-젤법, 기상증착법(gas-phase deposition)을 

많이 사용하며 이는 양질의 나노구조체를 제조할 수 있지만[42-45] 많

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넓은 면적에 활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46,47]. 이에 반해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금속표면개질방법은 공

정제어가 매우 간단하고 경제적인 장점이 있지만 산, 알칼리에 취약

한 성질 때문에 연구에 많은 한계성을 보인다.

  Zn의 양극산화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전해질로 NaOH 용액과 HF를 

함유한 에탄올용액을 사용하여 산화아연을 제조하는 연구가 일부 보

고 되어져 있으나 제조 메커니즘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보고되어 있

Figure 18. FE-SEM images of the surface of Zn after anodization in 

(a) 1 wt% HF at 10 V for 5 min, (b) 0.2 M H2SO4 at 1 V for 30 

min, and (c, d) 0.25 M NaOH at 20 V for 1 h.

지 않으며[48] 또한 최근 높은 방향성의 산화아연 나노니들(nanonee-

dle)이 아연산염이 포화된 수용액 전해질에서 양극산화법 및 전기화

학적 증착법에 의해 제조되는 연구가 보고되었다[49]. Kuan그룹은 

NH4Cl과 H2O2의 혼합용액에서 양극산화를 통해 단결정 아연 마이크

로팁(microtip) 제조를 보고하였으며 마이크로팁의 형성은 전계에 의

한 국부적인 용해에서 야기된 균열(crack)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 주

장하였다[50].

  최근 본 연구팀은 F
-
이온이 함유된 전해질에서 양극산화를 통해 불

화아연을 제조할 수 있었고, 불화아연을 열처리함으로써 산화아연을 

제조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수용액이 아닌 비수용액 전해질을 사

용하여 산화아연 제조 중 용해를 조절하여 정렬된 형태의 나노구조체

를 제조할 수 있음을 보였다.

  Figure 18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산과 알칼리에 취약한 부분을 

나타낸 모습이며 (a), (b)는 불산과 염산으로 인하여 아연의 (0001)면

이 우선적으로 식각되어 계단모양의 다각형의 형태가 생성된다. (c), 

(d)는 대표적인 알칼리 수용액인 염화나트륨 수용액으로 파티클 형태

가 제조된다.

  Figure 19는 불산이 첨가된 산성과 중성의 수용액을 전해질로 사용

하여 제조된 결과이다. Figure 19(a)와 Figure 18(a)를 비교하면 같은 

불산 수용액을 전해질로 사용하고 있지만 인가전압에 따라 표면의 생

성되는 박막은 다른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Figure 19(b), (c), (d)

는 중성의 전해질(NH4F)을 사용하여 양극산화한 결과로 나노와이어

가 관찰된다. 이런 결과로부터 불산을 이용하여 양극산화처리 할 경

우 인가전압에 따라 저전압에서는 불산의 H
+
이온에 의해 아연의 식각

이 일어나며 고전압을 인가할 경우 F
-
이온에 의해 양극산화가 일어남

을 볼 수 있으며 XPS 분석결과 저전압의 경우 F
-
이온이 검출되지 않

았으며 고전압의 경우 F
-
이온이 많이 검출되었다. 중성의 전해질인 

NH4F용액의 경우 전압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농도차이에 의해 

농도가 높을수록 용해반응이 전표면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다(Figure 

19(b), (d)). 중성의 경우 역시도 XPS 분석결과 많은 양의 F
-
이온이 검

출 되었다. XRD 분석결과 형성된 나노와이어는 ZnF2이며 ZnF2는 적

당한 열처리를 통하여 쉽게 산화아연으로 산화된다[51].

  Figure 20은 기존의 수용액 전해질이 아닌 비수용액(ethanol)으로 

양극산화를 실시한 결과이다. Figure 18(b)와 비교하여 다른 형태의 



257양극산화 기술을 이용한 금속산화물 나노구조 제조 및 응용 동향

J. Korean Ind. Eng. Chem., Vol. 19, No. 3, 2008

Figure 19. FE-SEM images of nanostructures as a result of anodization 

of Zn in (a) 1 wt% HF at 20 V for 5 min, (b) 0.25 M NH4F at 10 

V for 5 min, (c) 1 M NH4F at 10 V for 5 min and (d) 3 M NH4F 

at 10 V for 5 min.

산화막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결과는 물이 아닌 에탄올을 사용

함으로써 산화아연의 용해를 최소화하였기 때문이다. stripe형태의 나

노구조 형성에 대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황산을 포함한 에탄올

용액에는 황산으로부터 미량의 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량의 물로 인

Figure 20. FE-SEM images of ZnO stripes that are prepared in ethanolic 0.2 M H2SO4 for 1 h at (a) 1 V, (b) 5 V, and (c) 20 V[52].

Figure 21. Applications of anodically prepared metal oxides.

하여 선택적인 용해반응으로 생성된다. 물에서는 선택적으로 빠르게 

에칭되는 결정방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줄무늬형태의 구조가 형성

이 된다. 자세한 생성 메커니즘은 참고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52]. 

Figure 20(a), (b), (c)에서는 전압에 따라 육각판상의 거리가 멀어짐을 

보이며 과도한 인가전압의 경우 산화아연의 용해가 촉진되어 육각판

상의 구조를 볼 수 없다.

5. 양극산화에 의한 금속산화물의 응용

  양극산화된 금속산화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 가장 대표적인 적용기술은 다공성 알루미나의 템플레이트 활용 

연구이다. 이미 다공성 알루미나는 나노와이어 또는 나노튜뷰를 제조

하기 위한 중요한 템플레이트로 인식되고 있으며, 관련된 논문도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처럼 빛의 흐름

을 제어하기 위한 photonic crystals 연구도 현재 많은 관심을 얻고 있

는 분야이다. 최근에는 타이타니아 나노튜뷰의 성공적인 제조가 많은 

적용분야에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염료감응태양전지, 임플란

트 적용, 수소센서, 수소발생 촉매, 피 응고제 등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높은 바이오 물질의 흡착성을 이용하여 최근 니오븀산화물의 

바이오센서적용에 대한 연구 또한 보고되고 있다. 산화아연은 투명성 

및 전도성이 높은 산화물로서 센서적용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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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양극산화 기술을 이용하여 나노구조화 금속산화물을 제조하는 기

술은 다공성 알루미나의 성공적인 응용범위 확대 및 타이타니아 나노

튜뷰의 등장으로 더 많은 금속에 적용시키려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단편적으로 진

행되고 있을 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정 금속에 적용될 수 있는 전해조건이 다른 금속에 적용될 수 있을

지 또는 적용될 수 없을지에 대한 예상이 가능한 통합 이론의 연구개

발이 필요한 실정이며, 본 연구팀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그룹에서 이

러한 통합적인 이론을 확립하기 위하여 금속적용기술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금속으로부터 얻어지는 금속산화물 각각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많은 연구그룹이 공동협력 연구를 통해 나노구조화된 금

속산화물의 활용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현재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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