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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센서로의 응용을 위한 2차 양극산화 시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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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fabricated anodic aluminum oxide (AAO) membrane by two step anodizing

process for pH detection. The structural properties were observed by X-ray diffraction (XRD) and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of the pH sensor have

been performed in capacitance-voltage (C-V) and drift rates. The characterization of AAO membrane

exhibited high sensitivity (99.1 mV/pH) at second anodizing time of 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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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기 화학 센서 중 하나인 ISFET (ion sensitive

field effect transistor)는 MOSFET (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에서 착안된 센

서로서 gate electrode 영역에 감지막이 올라간 gate

insulator로 대체한 구조이다 [1]. 이러한 ISFET는 감

도가 높고, 반도체 공정과 호환이 쉽다는 장점이 있

지만 drain과 source 영역이 쉽게 오염되어 안정성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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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 (electrolyte-insulator-semiconductor) 소자는

이러한 ISFET의 gate 부분만을 이용한 소자로서 제

작 공정이 간단하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하지만

EIS 소자는 감도 측정 시 capacitance를 측정하고, 높

은 capacitance 값을 얻기 위해서는 감지막의 표면적

이 넓어져야 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EIS 소자의 감지

막에 요철을 내거나 에칭 공정을 통해 소자를 소형화

하면서도 표면적을 넓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2-4].

규칙적으로 배열된 나노 크기의 기공을 가지고 있

는 다공성 알루미나는 제작이 쉽고 생산 단가가 낮으

며, 매우 큰 종횡비 (aspect ratio)를 갖기 때문에

1995년 처음 보고된 이래로 [5], 최근 응용 범위의 확

대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다공성 알루미나

를 제조하는 기본 원리는 2단계 양극 산화나 나노 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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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금속을 양극 산화시키는 것

이다 [6-8].

본 연구에서는 넓은 표면적을 갖는 다공성 양극산화

알루미늄 막을 바이오 센서로 활용하기 위해 2차 양극

산화 시간을 1분에서 6분으로 변화시켜 막의 표면적을

다양화하였고, 이에 따른 막의 감지 특성을 비교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은 2단계 양극산화 과정을 통해 두께 0.5

mm aluminum foil (99.9995%, Alfa Aesar)에 Al2O3

층을 성장시켰다. 먼저 준비된 aluminum 시편을 에

탄올과 아세톤으로 각각 30분 씩 초음파 세척하였다.

세척한 시편은 과염소산 (perchloric acid)과 에탄올의 혼

합 용액 (HClO4 : C2H5OH= 1 : 4 in volumetric ratio)을

이용하여 10℃ 15 V에서 3분 동안 electropolishing 과정

을 통해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표면을 평탄화하

였다. 그 후 0.04 M 옥살산 (oxalic acid) 용액을 이

용하여 10℃ 80 V에서 3시간 동안 1차 양극 산화하

여 Al2O3 층을 성장시켰다. 성장된 Al2O3 층은 에칭

용액 (1.8 wt% H2CrO4 + 6 wt% H3PO4)으로 65℃에

서 2시간 동안 에칭하였다. 그리고 0.04 M 옥살산

(oxalic acid) 용액을 이용하여 10℃ 80 V에서 다양한

시간 (1분∼6분) 동안 2차 양극 산화하여 Al2O3층을

재성장시켰다. 성장된 Al2O3층은 5 wt% 인산 (H3PO4)

용액으로 45℃에서 5분 동안 pore widening 과정을

진행하여 양극산화 알루미늄의 기공 사이즈를 조절하

였다. Pore widening된 모든 시편은 500℃, Ar 분위

기에서 2시간 동안 후열 처리하여 시편을 완성했다.

제작된 시편의 구조적 특성은 XRD (X-ray

diffraction) 회절 분석과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관찰하였

다. 시편의 전기적 특성은 Ag/AgCl 기준 전극을 이

용하여 LCR meter (Fluke 6306)로 다양한 pH 용액

별 C-V 커브를 측정하였고, voltage meter (Keithley

6517A)로 드리프트 효과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1은 2단계 양극산화 과정을 통해 성장시킨 양

극산화 알루미늄 층의 X-선 회절 분석을 나타낸 것

이다. 모든 시편의 회절 모양은 γ-(Al2O3)1.333 (JCPDS

Fig. 1. XRD pattern of polycrystalline structure with γ

-(Al2O3)1.333 phase. That was confirmed by JCPDS card;

01-075-0921.

Fig. 2. Surface FE-SEM micrographs of anodic

aluminum oxide membrane with various second anodizing

time: (a) 1 min, (b) 2 min, (c) 4 min, (d) 6 min.

01-075-0921) 상을 나타내었으며, 2단계 양극 산화

과정을 통해 Al2O3 층이 잘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

다.

그림 2, 3은 2단계 양극산화 과정을 모두 마친 시

편의 표면, 단면 미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2차 양

극산화를 2분에서 6분까지 다양한 시간 변화에 따라

제작된 시편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양극산화 알루미

늄의 기공의 크기는 63.1 nm에서 136.8 nm로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면의 표면을 관

찰한 결과 단면의 두께는 126.3 nm에서 642.8 nm로

매우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 표면과 단면 FE-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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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ross-sectional FE-SEM micrographs of anodic

aluminum oxide membrane with various second anodizing

time: (a) 1 min, (b) 2 min, (c) 4 min, (d) 6 min.

미세 구조를 관찰한 결과 양극산화 시 시간 변화에

따라 기공의 크기와 단면의 두께가 변하지만 시간은

두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

든 시편의 기공의 크기와 두께는 표 1에 정리하였다.

그림 4는 AAO 막의 다양한 pH 용액별 C-V 곡선

그래프이다. C-V 곡선은 pH 3 용액부터 pH 11 용액

으로 변화시켜 가며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준전압은

capacitance의 최댓값 Cmax의 50%의 값으로 정의하였

다. 2차 양극산화 시간에 따른 pH 감도는 63.3

mV/pH에서 99.1 mV/pH로 다양한 값을 나타냈다.

Al2O3 막의 pH 감지는 fast response site에 의해 발

생되며 [9,10], 그 모든 시편의 pH 감도는 표 1에 정

리하였다. 측정된 시편의 감도는 2차 양극산화 시간

을 4분으로 하여 제작된 시편의 감도가 99.1 mV/pH

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2차 양극산화 시간의

증가에 따라 기공의 크기와 두께가 증가 하여 양극산

화 알루미늄 막과 pH 용액의 접촉 면적이 점점 커지

기 때문이다.

또한 2차 양극산화 시간을 6분으로 하여 제작된 시

편의 감도는 다시 감소하였는데 이는 capacitance는

표면적에 비례하고 두께에 반비례 하는데, 제작된 시

편의 두께가 크게 증가하여 pH 용액의 표면장력에

의해 pH 용액이 기공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

여 접촉면의 감소로 인해 감도가 감소하였다.

그림 5는 2단계 양극산화 과정을 모두 마친 시편의

기준 전압에 따른 드리프트 효과를 측정한 그래프이

Fig. 4. Normalized C-V curves response of anodic

aluminum oxide membrane in different pH buffer solution

with various second anodizing time: (a) 1 min, (b) 2

min, (c) 4 min, (d) 6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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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rift rate of anodic aluminum oxide membrane

with various second anodizing time in pH 7.

다. 드리프트 효과는 소자의 안정성을 알 수 있는 방

법으로서 소자를 한 종류의 pH 용액에 장시간 노출

시켜 기준 전압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드

리프트 현상은 수화 현상으로 인해 막 내부의 trap

site나 buried site의 반응 때문에 나타나며 반응을 생

성하는 이온의 거동은 dispersive transport model과

hopping trap limited transport mechanism으로 설명

된다 [11]. 장시간 이온에 노출 시 이온의 침투로 인

한 막의 두께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 소

자의 안정성을 낮추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pH 7 용

액에서 60시간 동안 노출시켜 5시간 마다 기준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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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ore size, thickness, sensitivity and drift rate of

AAO membrane with various second anodizing time.

Second

anodizing

time

(min)

Pore

size

(nm)

Thickness

(nm)

Sensitivity

(mV/pH)

Drift

rate

(mV/h)

1 63.1 126.3 63.3 0.36

2 94.7 221 67.5 0.38

4 126.3 515.7 99.1 0.36

6 136.8 642.8 77.5 0.39

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기준 전압의 변화 정

도는 0.36 mV/h부터 0.39 mV/h로 매우 안정된 특성

을 나타내었다. 제작된 시편의 드리프트 효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모든 시편의 측정된 drift 효과

는 표 1에 정리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은 2단계 양극산화 과정을 통해 양극산화

알루미늄 제작 시 다양한 2차 양극산화 시간으로 양

극산화 알루미늄 막을 제작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양극산화 알루미늄 막의 구조적, 전기

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작된 각 시편은 양극 산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기공의 사이즈는 63.1 nm에서

136.8 nm로 증가하였고, 막의 두께는 126.3 nm에서

642.8 nm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2차 양극산화 시

간에 따른 영향은 기공의 사이즈 보다 막의 두께에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이오센서로의 응용

을 위해 다양한 pH 용액으로 C-V 커브를 측정한 결

과 감도는 63.3 mV/pH에서 99.1 mV/pH로 측정되었

으며 2차 양극산화 시간이 4분일 때 99.1 mV/pH의

높은 감도를 나타내었다. 소자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드리프트 효과를 측정한 결과 0.36 mV/h에서

0.39 mV/h라는 매우 안정된 값이 측정되었다.

다양한 2차 양극산화 시간에 따른 시편을 제작하고

특성을 측정한 결과 2차 양극산화 시간을 4분으로 하

여 제작된 시편이 가장 감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양극산화 알루미늄 나노튜브는 높은 감지 성능

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바이오 센서로서의 응용에 우

수한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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