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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ctrochemical surface treatment is commonly used to form a thin, rough, and porous oxidation layer on the

surface of titaniu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of nanotubular titanium oxide arrays during short

anodization processing. The specimen used in this study was 99.9 % pure cp-Ti (ASTM Grade II) in the form of a disc with

diameter of 15 mm and a thickness of 1 mm. A DC power supplier was used with the anodizing apparatus, and the titanium

specimen and the platinum plate (3 mm × 4 mm × 0.1 mm) were connected to an anode and cathode, respectively. The

progressive formation of TiO2 nanotubes was observed with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Highly

ordered TiO2 nanotubes were formed at a potential of 20 V in a solution of 1M H3PO4 + 1.5 wt.% HF for 10 minutes,

corresponding with steady state processing. The diameters and the closed ends of TiO2 nanotubes measured at a value of 50

cumulative percent were 100 nm and 120 nm, respectively. The TiO2 nanotubes had lengths of 500 nm. As the anodization

processing reached 10 minutes, the frequency distribution for the diameters and the closed ends of the TiO2 nanotubes was

gradually reduced. Short anodization processing for TiO2 nanotubes of within 10 minutes wa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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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타이타늄과 타이타늄 합금의 뛰어난 내식성과 생체적

합성은 표면에 형성되는 표면 산화 층에 기인하는 것으

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산화 층은 화학적으로나 열역학

적으로 안정한 TiO2 구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타

이타늄은 생체활성이 없기 때문에 골 형성 반응이 느려

치유기간이 길고, 골과 임플란트의 결합력이 약한 단점

이 있다.1,2)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플란트의

표면적을 늘리고 표면 형상을 변화시키거나,3) 물리적, 화

학적 표면 처리4-6)를 통하여 골 유착(osseointegration)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임플란트의 표면을 변화시키기 위한 표면처리 방법으

로는 산 부식, 알칼리 처리,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부

식, 미세 입자를 분사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양극산

화 방법은 전기화학적 처리 방법의 하나로 타이타늄 표

면에 산화 피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타이타늄 표면에 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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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거칠고, 다공성의 산화 피막을 형성시킴으로써 골과

의 결합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금속 이온의 방출을 억

제하고, 부식 저항을 증가 시켜 안정성을 부여하므로 타

이타늄 임플란트의 새로운 표면 처리방법으로 알려져 있

다.7-15) 최근 불화물 용액(fluoride solution)을 이용하여

저 전압에서 나노튜브 구조를 만드는 연구가 많이 진행

중에 있으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양극산화 공정시간

이 2시간 까지 장시간 걸리는 경우이다.16-22) 이의 단점

으로는 장시간 양극산화 후 형성되는 TiO2 나노튜브 층

과 기저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과의 약한 결합력 또

는 형성된 TiO2 나노튜브 벽면의 다공성을 초래할 수 있

다는 점이다. 또한 장시간 양극산화에 따른 고가의 제조

공정의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까지 TiO2 나노튜브 형성에

필요한 제조공정 변수, 즉 전해액23,24) 과 인가전압25-28) 에

따른 고찰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양극산화 단시간에 따

른 TiO2나노튜브의 형성 과정에 대한 결과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시간 양극산화를 이용하여

Grade II 순수 타이타늄 봉재 시편의 나노튜브 구조의 형

성 기구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타이타늄 시편 준비

본 연구에 사용된 시편은 순수 타이타늄(ASTM Grade

II, Kobe Steel Co., Japan) 봉재이며, 임플란트 전용 정밀

CNC(CINCOM, L20VIII, Japan)에서 직경 15 mm, 두께

1 mm의 디스크 형태로 제작한 후, 아세톤, 에탄올 및 증

류수로 각각 1시간씩 초음파 세척한 후 건조시켰다. 

2.2 양극산화 공정

Fig. 1은 타이타늄 표면에 산화 피막을 형성시키기 위

한 장치 모식도로 양극에 타이타늄 시편을 음극에 백금

판(3 mm × 4 mm × 0.1 mm)을 연결하였다. 음극과 양극

간의 거리는 약 10 mm로 유지하였고, 전원 공급 장치

는 DC power suppler(Fine Power F-3005, SG EMD,

Korea)을 이용하여 20 V 정전압으로 상온에서 10초에서

10분까지 양극산화를 실시하였다. 전해 용액은 증류수에

1M 인산(H3PO4)과 1.5 wt% 불산(HF)을 첨가하여 제조

하였다. 양극산화 후 시편은 전해 용액에서 꺼내어 흐

르는 물에 약 20분 동안 세척한 후 증류수에 30분간 침

적시킨 후 건조하였다. 

2.3 나노튜브의 특성 평가

양극산화된 산화 피막 층의 표면 미세 구조는 진공상

태(E-1030, Hitachi, Japan)에서 60초간 시편 표면을 백

금으로 피복시킨 후 전계 방사 주사전자현미경(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4700,

Hitachi, Japan)으로 관찰하였다. 양극산화된 TiO2 나노튜

브의 직경과 밑부분의 누적도수 분포(cumulative frequency

distribution)는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한 조직

사진을 4 등분하고, 한 변의 길이가 a = 18.5 µm, b =

26.5 µm 인 직사각형의 대각선하고 접하는 나노튜브의 크

기를 측정하였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4회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Grade II 타이타늄을 1M H3PO4+ 1.5 wt.%HF

용액의 20 V 정전압 조건하에서 (a) 10초, (b) 30초, (c)

1분, (d) 2분, (e) 3분, (f) 4분, (g) 5분, (h) 6분, (i) 7분,

(j) 8분, (k) 9분, (l) 10분 동안 양극산화 후 나노튜브의

윗부분(top view)을 FE-SEM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Fig.

2(c)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얀 점으로 보이는 부

분들이 나노튜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할 수 있

다. Fig. 2(d)의 사진에서는 이 TiO2 나노튜브의 벽(wall)

으로 간주되는 하얀 점들이 더 뚜렷해진다. Fig. 2(e)의

사진(× 50,000)에서는 나노튜브의 윗부분을 관찰할 수 있

고, 이 후의 양극산화부터는 나노튜브의 직경을 관찰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양극산화 중간 단계(Fig. 2(f-h)라

할 수 있는 4~5분 동안 양극산화된 나노튜브의 직경의

크기가 약 100 nm 크기의 큰 튜브와 이보다 작은 수십

nm 크기의 작은 나노튜브들로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나노튜브 직경의 대소 차이는 양극산화가 더 진행됨에

따라 Fig. 2(l)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평균

100 nm 크기의 직경을 갖는 매우 규칙화된 TiO2 나노튜

브로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양극산화 공정 조건으로 제조된 TiO2 나노튜브의

정상상태(steady state)는 10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타 연구자의 2시간 공정 조건16-22) 보다

매우 짧은 공정 주기를 나타낸다. 

Fig. 3은 Fig. 2의 5분, 7분, 10분 동안 양극산화된

TiO2 나노튜브의 직경의 대소 차이를 도수 분포(frequency

distribution)와 누적률(cumulative percentage)로 나타내었Fig. 1. Schematic diagram of anodizing oxidation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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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수 분포의 결과에서는 양극산화 시간이 5분에서 10

분으로 갈수록 나노튜브의 직경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도수 분포가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누적률

50 %일 때의 각 양극산화 시간에 따른 TiO2 나노튜브의

직경은 5분 일 때는 47.9 nm, 7분 일 때는 62.7 nm, 그

리고 정상상태라 할 수 있는 10분의 경우에는 101.2 nm

이었다.

Fig. 4와 5는 Grade II 타이타늄을 1M H3PO4 + 1.5

wt.%HF 용액의 20 V 정전압 조건하에서 (a) 2분, (b) 3

분 (c) 4분, (d) 5분, (e) 6분, (f) 7분, (g) 8분, (h) 9분,

(i) 10분 동안 양극산화 후 나노튜브 층을 타이타늄 기지

조직에서 분리하여 나노튜브의 길이를 FE-SEM으로 관찰

한 결과와 양극산화 시간에 따른 나노튜브의 길이 변화

를 나타낸 결과이다. Fig. 4(a)와 (b)에서는 양극산화 시

간이 2분과 3분으로 짧아 나노튜브의 전체적인 모양보

다는 튜브의 기저 부분만 형성되었고, 그 길이가 200 nm

이하임을 알 수 있으며, 양극산화 시간이 증가할수록 나

노튜브의 길이도 증가하고 있다. Fig. 5는 양극산화 시

간에 따라 측정된 나노튜브 길이를 그림으로 나타내었

다. Fig. 5의 나노튜브의 길이 변화는 지수함수적인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즉 나노튜브가 형성되기 시작한 양

극산화 초기단계인 2~3분의 경우는 200 nm 이하의 크

기를 나타내나, 그 이후 양극산화 시간이 10분으로 갈

수록 약 500 nm 크기로 포화 값을 이루고 있다. 이와

Fig. 2. FE-SEM micrographs showing top view(open tubes) of TiO2 nanotubes anodized at 20 V in 1M H3PO4 + 1.5 wt.%HF for (a) 10

sec, (b) 30 sec, (c) 1 min, (d) 2 min, (e) 3 min, (f) 4 min, (g) 5 min, (h) 6 min, (i) 7 min, (j) 8 min, (k) 9 min and (l)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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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수함수적 포화 값은 결국 양극산화 공정 시간 10

분 이내에 나노튜브 길이가 평형에 도달하여 완성된다

는 단시간 양극산화 공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불화물(HF)이 포함된 전해액에서 양극산화

를 통하여 단시간 내에 형성되는 나노튜브 형성은 Macak

등9,29)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TiO2와 Ti 계면인

나노튜브 바닥에서는 화학 반응식 (1)의 산화물 층이 형

성되고, TiO2와 전해액과의 계면에서는 화학 반응식 (2)

의 [TiF6]
2− 형태로 녹아나는 산화물의 화학적 용해로 나

노튜브가 형성된다. 

Ti + 2H2O→ TiO2 + 4H+ (1)

TiO2+ 6HF→ [TiF6]
2− + 2H2O + 2H+ (2)

양극산화 초기의 높은 전류 값은 수초 내에 급격한 감

Fig. 3. Frequency distribution and cumulative percentage of TiO2

nanotubes formed on the titanium surface at 20 V in 1M H3PO4 +

1.5 wt.%HF for 5 min, 7 min and 10 min.

Fig. 4. FE-SEM micrographs showing TiO2 nanotube layers anodized at 20 V in 1M H3PO4+ 1.5 wt.%HF for (a) 2 min, (b) 3 min, (c) 4

min, (d) 5 min, (e) 6 min, (f) 7 min, (g) 8 min, (h) 9 min and (i) 10 min.

Fig. 5. Length of TiO2 nanotubes formed at 20 V in 1M H3PO4 +

1.5 wt.%HF as a function of anodiz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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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나타내는데, 이는 타이타늄 표면에 형성되는 조밀

한 산화 피막에 기인한 것이다. 이후 조밀한 산화 피막

과 전해액의 반응으로 작은 기공이 형성되며, 양극산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기공의 직경과 두께가 점점 증가

하는데, 이는 산화 피막의 분해가 형성보다 빠르게 진

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형성된 TiO2 나노튜

브는 하단에서의 TiO2 형성속도 (식 1)와 불화물 용액

으로의 TiO2 분해속도 (식 2)가 평형을 이룸으로써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다. 즉 TiO2 나노튜브 산화 층의

분해와 형성이 평형을 이룸으로써 일정크기를 갖는 정

상상태의 TiO2 나노튜브가 형성되게 된다. 나노튜브의 형

성 기전에 대해서는 초기에 국부적인 용해에 의해서 형

성된 기공은 전장에 의해 성장하고, 양극산화 되지 않

은 부위는 공극으로 존재하면서 나노튜브가 형성된다는

보고와10) 초기에 나노 기공이 형성되면서 나노 기공 아

래쪽에서 나노튜브가 형성된다는 보고30)가 있으나 충분

한 전기화학적 고찰이 더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Fig. 6은 Grade II 타이타늄을 (a) 2분, (b) 3분 (c) 4

분, (d) 5분, (e) 6분, (f) 7분, (g) 8분, (h) 9분, (i) 10분

동안 양극산화 후 TiO2 나노튜브의 밑부분(bottom view)

을 FE-SEM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동일 조건인 Fig. 2(d)

와 비교하여 볼 때 큰 차이 점은 Fig. 2(d)에서는 타이

타늄 표면 위에 형성되는 나노튜브의 관찰이 어렵지만,

Fig. 6(a)의 나노튜브 밑부분은 양극산화 초기 단계인 2

분의 경우에도 나노튜브의 막힌 끝 부분(closed ends)을

잘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Fig. 6의 나노튜브의

밑부분의 크기는 크고 작은 부분들이 양극산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매우 규칙적인 모양의 일정한 원모양 크기

의 평형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는 Fig. 3의 TiO2 나노튜

브의 직경의 도수 분포 결과와도 잘 일치하고 있다. 

Fig. 7은 Fig. 6의 2분, 4분, 8분, 10분 동안 양극산화

된 TiO2 나노튜브의 밑부분의 크기를 도수 분포 와 누

적률로 나타내었다. 도수 분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Fig. 6. FE-SEM micrographs showing bottom views(closed ends) of TiO2 nanotubes anodized at 20 V in 1M H3PO4+ 1.5 wt.%HF for (a)

2 min, (b) 3 min, (c) 4 min, (d) 5 min, (e) 6 min, (f) 7 min, (g) 8 min, (h) 9 min and (i) 10 min.

Fig. 7. Frequency distribution and cumulative percentage of TiO2

nanotube(closed ends) anodized at 20 V in 1M H3PO4+ 1.5 wt.%HF

for 2 min, 4 min, 8 min and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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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산화 시간이 2분에서 10분으로 갈수록 나노튜브의 밑

부분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상상태라 이야기하는

10분의 경우에 도수 분포도가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누적률 50 %일 때의 각 양극산화 시간에 따른 TiO2

나노튜브의 밑부분의 크기는 2분 일 때는 60.2 nm, 4분

일 때는 80.9 nm, 8분 일 때는 100.8 nm, 10분 일 때는

120.2 nm 이었다

4. 결  론

단시간 양극산화를 이용하여 Grade II 순수 타이타늄

봉재 시편의 나노튜브 구조의 형성 기구를 조사한 본 연

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본 양극산화의 정상상태(steady state)는 1M H3PO4+

1.5 wt.%HF 용액에서 20 V 정전압으로 10분 동안 행한

공정 조건이었으며, 이 경우 TiO2 나노튜브의 직경은 100

nm, 길이는 500 nm, 밑부분은 120 nm 크기이었고, 매우

규칙화된 나노튜브 형상을 나타내었다. 

2) 양극산화된 TiO2 나노튜브의 직경과 밑부분의 크기

는 50 % 누적률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었으며, 정상상태인

양극산화 10분의 조건으로 갈수록 도수 분포도가 좁아

짐을 확인하였다.

3) 본 연구는 초기 단계의 나노튜브 구조의 형성 관

찰을 통하여 장시간 양극산화 공정을 10분 이내의 단시

간 양극산화 공정 기반으로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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