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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양극산화는 전기화학적 금속의 표면처리 방법 중 하나로 금속 시편

을 양극으로 하고 상대전극을 음극으로 하여 전해질 내부에서 전류를 

인가함으로써 금속 표면의 산화막을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이다

[1].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은 일반적인 대기 또는 해양 환경에서 부식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양극산화는 이러한 금속들의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

로 사용되며, 양극산화를 통해 산화막의 두께가 조절된 금속은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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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동태화되어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인위적으로 두께가 제

어된 산화막의 굴절률 차이를 이용하면 금속 표면에 다양한 색감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료를 사용하지 않고 금속 표면을 도색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2-4]. 현재 양극산화는 대면적 또는 복잡한 구조

를 가지는 금속의 표면 처리에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반응의 제어가 

비교적 쉽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극산화 기술은 단순히 금속 산화물의 두께 조절에 국한되지 않고 

금속 표면에 산화물 나노구조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1995년 일본의 Masuda 연구팀에서는 황산, 인산, 옥살산 조건에서 알

루미늄의 양극산화를 통한 정렬도가 매우 높은 다공성 알루미늄 산화

막을 형성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금속의 산화물 나노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5-7]. 양극산화를 통한 금

속 산화물 나노구조 형성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산성 전해질 조건

에서의 알루미늄의 양극산화 또는 불소 이온이 포함된 전해질에서의 

타이타늄의 양극산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5-7]. 1998년 Melody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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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304 계열의 스테인리스 스틸을 양극산화 하여 다공성 나노구조의 스테인레스 스틸 산화막을 형성하였
다. 양극산화를 위한 전해질로 K2HPO4가 포함되어있는 글리세롤을 사용하다. 양극산화 시 전해질의 농도, 전해질의 
온도, 인가전압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에 의하여 산화물의 나노구조가 제어되었다. K2HPO4 전해질 농도에 따른 산화막 
형성을 비교했을 때 10 wt%의 전해질 농도에서 산화막 형성이 가장 잘 이루어졌다. 120~180 ℃ 범위에서의 전해질 
온도에 따른 양극산화를 비교하였을 때 160 ℃에서 균일한 다공성 구조의 스테인레스 스틸 금속 산화물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인가전압에 따른 금속 산화물 형성은 전해질 온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해질의 농도, 온도 및 인가전압에 따른 산화물의 형성과 용해 반응이 평형을 이루었을 때 가장 정렬도가 높은 다공
성 구조의 스테인레스 스틸 산화막을 형성할 수 있음을 밝혔다.

Abstract
In this study, nanoporous iron oxide layers were fabricated by the anodization of 304 series stainless steel. K2HPO4/glycerol 
solution was used as an electrolyte for anodization. We investigated the anodization behavior according to various parameters 
such as electrolyte concentration, reaction temperature, applied voltage, and reaction time. As a result of anodization, we con-
firmed that the anodic growth rate of oxide layer on 304 series stainless steel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electrolyte temper-
ature and applied potential. In order to form well-ordered porous nanostructures, the electrolyte temperature was at 160 ℃, 
and the applied potential was at 30 V in 10 wt% K2HPO4/glycerol electrolyte.

Keywords: Anodization, Stainless steel, Porous structure, Hot glycerol electrolyte, K2HP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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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Wt % Atomic %

Fe 71.06 67.25

Cr 18.10 18.40

Ni 8.09 7.29

C 1.08 4.76

Mn 0.93 0.90

Si 0.38 0.71

Al 0.36 0.70

Total 100.00 100.00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tainless Steel from EDX Analysis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the instrument used in the experiment. 
The potential is applied by DC power source (ODA-EX300-4) and 
current is measured by digital multimeter (KEITHLEY 2000). The 
reaction tempera- ture is controlled with a hot plate.

팀은 기존의 양극산화와는 다르게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의 K2HPO4 염
을 글리세롤에 용해한 전해질을 활용하여 고온 조건에서 두꺼운 산화

막을 형성시키는 양극산화법을 제시하였다[8]. 이와 같은 양극산화법

은 높은 온도에서 반응하는 특징으로 인해 전해질의 온도에 따라 화

학적 용해 속도를 조절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장

점으로 인해 고온 글리세롤 전해질을 이용한 양극산화는 Al, Ti, Nb, 
Ta과 같은 다양한 금속의 양극산화가를 통하여 나노 채널 구조(channel 
strucutre), 나노 튜브 구조(nanotube structure), 피쉬본 구조(fishbone 
structure), 덴드라이트 구조(dendrite structure), 꽃잎구조(petal struc-
ture)와 같은 다양한 나노구조의 산화물 형성이 가능하다[9-16].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에 다

공성 나노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고온 글리세롤 전해질에서 양극산화

를 수행하였다, 양극산화를 통한 다공성 구조의 형성을 위해 전해질

의 농도, 반응 온도, 인가전압, 반응 시간 등 다양한 매개변수를 조절

하여 다공성 나노구조 형성을 위한 최적의 양극산화 조건을 알아냈다.

2. 실    험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304계열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자세한 조성

은 Table 1에 나타냈다. 시편은 1 cm × 1 cm의 크기로 절단되었으며 

자연산화막의 제거와 균일한 반응면적을 위해 1,200 grit의 연마지를 

사용하여 표면을 연마하였다. 이후, 표면의 유기물질이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아세톤, 에탄올, 증류수 순으로 각각 10 min 씩 초음파 

세척을 실시하였다.
양극산화 전 전해질은 가열교반기(MaXtir 500H, Daihan)를 사용하

여 200 ℃에서 2 h 동안 가열시킨 뒤, 양극산화를 수행하기 위한 온도

에서 1 h 동안 가열시킴으로써 전해질 속 수분을 제거하였다. 양극산

Figure 2. (a) Current density transient during anodization at 30 V in 
the electrolyte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K2HPO4 at 180 ℃. 
(b)~(d) Optical images of the anodized stainless steels in the different 
concentration of K2HPO4 (b) 10 wt%, (c) 5 wt%, and (d) 3 wt%.

화는 3, 5, 10 wt%의 K2HPO4 (Sigma-Aldrich)를 포함하는 글리세롤

(above 99.0%, Sigma-Aldrich) 전해질에서 120~160 ℃의 온도범위에

서 수행되었으며, 전압은 DC power supply (ODA EX300-4)를 사용하

여 10~50 V의 다양한 전압을 인가하였으며, 전류의 측정에는 multi-
meter (Keithley 2000)가 사용하였다. 실험의 개략도는 Figure 1에 도

식하였다. 양극산화 후 형성된 표면 산화물의 미세구조 분석에는 주

사전자현미경 (FE-SEM, JSM-6701F JEOL)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고온 글리세롤 전해질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의 양극산화를 위한 최

적의 조건을 찾기 위한 실험으로 우선 적절한 전해질의 농도를 찾기 

위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Figure 2는 전해질 온도와 인가전압을 180 
℃와 20 V로 고정한 후 전해질의 농도를 변화 시켰을 때의 양극산화 

전류 곡선을 나타낸 그래프와 그에 따른 스테인리스 스틸 시편의 모

습을 보여준다. Figure 2 (a)에서 양극산화 전류가 전해질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상승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전류 밀

도 곡선을 보면 3과 5 wt%의 경우 일반적인 양극산화 전류 곡선과는 

다르게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통해 금속의 용출반응이 증가

함을 알 수 있었다[1]. 반면, 10 wt%의 경우 초기에 일반적인 양극산

화 전류 거동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 산화물 형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

음을 유추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응열로 인하여 전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17,18]. Figure 2 (b~d)는 

각각 10, 5, 3 wt%의 양극산화 후 시편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류 곡선 

그래프에서 추측한 대로 10 wt%에서 표면에 갈색계열의 산화막이 형

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3과 5 wt%의 경우 산화막이 매우 

얇게 형성되거나 금속이 용해(etching)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산

화막의 형성과 용출 반응 사이의 평형이 맞지 않고 용출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하여 

10 wt%의 K2HPO4의 농도가 스테인레스 스틸 금속 산화물 형성에 가

장 알맞은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테인리스 스틸의 양극산화를 위한 최적의 전해질 온도를 확인하

기 위해 K2HPO4의 농도와 인가전압을 10 wt%와 30 V로 각각 고정한 

뒤 다양한 반응 온도에서 양극산화를 수행하였다. Figure 3 (a)는 10 
wt% K2HPO4의 농도에서 30 V를 2 h 동안 인가했을 때 온도에 따른 

전류밀도 그래프를 보여주며 Figure 3 (b~e)는 각각의 온도 조건에서 

형성된 나노구조의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를 보여준다. Figure 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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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Current density transient and (b)~(e) top surface FE-SEM 
images of anodized stainless steel at 30 V for 2 h in 10 wt% K2HPO4/ 
glycerol electrolyte at (b) 120 ℃, (c) 140 ℃, (d) 160 ℃, (e) 180 ℃. 
In sets show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the anodic oxide layers.

에서 180 ℃의 경우 30 V의 조건에서 과도한 전류밀도로 인한 반응열

이 전해질의 온도를 높이고, 높아진 전해질의 온도로 인해 다시 전류

밀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 양극산화를 긴 시간 지속할 

수 없었다. 120~160 ℃에서 전류밀도는 180 ℃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높은 전류밀도에서 시작하여 급격히 감소하며 이후 각각의 온도에서 

안정화된 전류밀도값으로 유지된다. 이때 안정화되는 전류밀도는 온

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각각 120 ℃에서 5 mA/cm2, 140 ℃에서 12 
mA/cm2, 160 ℃에서 37 mA/cm2의 값을 가진다. 160 ℃에서 일어나

는 전류밀도의 주기적인 진동은 온도 조절을 위한 실험 장치의 주기

적인 온도의 상승과 하강 및 교반에 의한 전해질의 흐름, 높은 전압 

및 전류 조건에서 일어나는 기체의 주기적인 발생과 제거와 같은 다

양한 요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실험 결과에 미치

는 영향은 미미한 것을 반복적인 실험 결과로써 확인했다. 실험 결과 

모든 조건에서 표면에 나노 입자들이 응집되어 있는 형태의 산화막이 

형성되었음을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Figure 3 
(b~e)]. 120 ℃에서 표면은 불규칙한 구조의 산화막이 형성되었으며, 
반응온도가 140 ℃에서 160 ℃로 높아질수록 표면에 형성된 기공의 

정렬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0 ℃에서는 내경

이 주사전자현미경의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작고 표면에 균열이 많

은 모습을 보였으며, 160 ℃에서 상대적으로 정렬도가 높은 다공성 

나노구조를 확인하였다. 180 ℃의 경우, 두 가지 표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산화막의 안쪽 면에서는 넓은 기공의 구조를 볼 수 있으나, 
이런 구조가 반응열과 과도한 전류밀도로 인해 용해되어 덮여있는 구

조 또한 볼 수 있었다. Figure 3 (b~e)의 삽입된 이미지는 생성된 산화

막의 두께를 보여준다. 산화막의 두께는 각각 120 ℃에서 약 200 nm, 

Figure 4. (a) Current density transient and (b)~(e) top surface FE-SEM
images of anodized stainless steel at 120 ℃ for 2 h in 10 wt% 
K2HPO4/ glycerol electrolyte at (b) 20 V, (c) 30 V, (d) 40 V, (e) 50 
V. In sets show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the oxide layers.

140 ℃에서 약 320 nm, 160 ℃에서 약 450 nm, 180 ℃에서 약 100 
nm로 180 ℃에서의 짧은 반응시간을 고려하면 온도와 비례하여 증가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양극산화 온도의 실험 결과, 160 ℃ 30 V에서 

2 h간 양극산화를 수행한 결과 정렬된 다공성 구조를 얻을 수 있었으

며, 180 ℃ 미만의 온도에서 인가전압의 조절을 통한 다공성 구조 형

성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Figures 4~6에서는 양극산화 시 전해질의 온도와 전압에 따른 스테

인레스 스틸 금속 산화물 형성 거동을 알아보았다. Figure 4 (a)는 양

극산화 시 전해질 온도를 120 ℃로 고정한 후 전압을 20~50 V로 다

양하게 인가하였을 때의 전류밀도를 보여준다. Figure 4 (b~e)은 

Figure 4 (a)의 결과로 형성된 시편의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를 보여준

다. Figure 4 (a)에서 전류밀도는 전압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

여준다. 50 V의 경우 높은 전압으로 인해 전류밀도가 매우 높게 흘렀

으며 이는 높은 반응열로 인해 전해질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18]. 20 V에서 40 V 전압범위에서 전류밀도는 인가전

압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였으며 다만 20 V와 30 V의 경우는 비슷

한 전류밀도를 보여준다. Figure 4 (b~d)의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 분

석 결과, 20과 30 V에서 산화물의 규칙적인 다공성 구조는 보이지 않

았으며, 40과 50 V에서 불규칙한 미세 공극 구조가 형성됨을 확인하

였다. 일반적으로 양극산화 시 높은 전해질 온도와 농도에서 빠른 용

해 반응으로 내경을 넓힐 수 있지만 본 실험에서는 비교 실험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로 인한 느린 화학적 용해 속도가 원인으로 

여겨진다[19]. 또한, 삽입된 단면의 이미지에서 20과 30 V에서 형성된 

산화막은 각각 200, 230 nm의 두께를 가지며 앞서 언급한대로 전류밀

도가 비슷하여 두께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40 V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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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 Current density transient and (b)~(d) top surface FE-SEM
images of anodized stainless steel at 140 ℃ for 2 h in 10 wt% 
K2HPO4/ glycerol electrolyte at (b) 20 V, (c) 30 V, (d) 40 V. In sets 
show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the anodic oxide layers.

Figure 6. (a) Current density transient and (b)~(d) top surface FE-SEM
images of anodized stainless steel at 160 ℃ for 2 h in 10 wt% 
K2HPO4/ glycerol electrolyte at (b) 20 V, (c) 30 V, (d) 40 V. In sets 
show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the anodic oxide layers.

형성된 산화막의 두께가 400 nm로 전류밀도에 가 상승함에 따라 증

가한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5 (a)는 140 ℃에서 전압에 따른 양극산화 전류밀도 그래프

를 보여주며 Figure 5 (b~d)은 생성된 산화막의 주사전자현미경 이미

지를 보여준다. Figure 5 (a)의 전류밀도는 앞서 위에 언급한 경우와 

같이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5 (b~d)
의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 분석 결과, 20과 30 V에서 미세한 다공성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40 V에서 정렬된 다공성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단면의 두께는 20 V에서 220 nm, 30 V에서 280 nm, 40 V에

서 360 nm로 7 nm/V의 기울기로 전압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40 ℃, 40 V의 조건과 120 ℃, 40 V의 조건에서 전류

밀도는 거의 비슷하며 이에 따라 산화막의 두께 또한 비슷하지만 140 
℃, 40 V의 조건이 더 빠른 화학적 용해 속도를 가짐으로 보다 더 정

렬된 표면 구조를 얻을 수 있었다.
Figure 6 (a)는 160 ℃에서 전압에 따른 전류밀도 그래프를 보여주

며 Figure 6 (b~d)는 생성된 산화막의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를 보여

준다. 160 ℃ 조건에서는 Figure 4 (a)와 Figure 5 (a)에 비해 전류밀도

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높은 온도와 전압에 의한 

용해반응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압별 전류밀도

를 비교하면 20 V에서 약 20 mA/cm2, 30 V에서 약 40 mA/cm2로 안

정된 전류밀도 그래프를 보여준다. 하지만 40 V에서는 매우 높은 전

류밀도의 범위(100 mA/cm2)에서 전류의 상승과 하강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났음을 확인했다. 이는 높은 전류밀도로 인한 기체 생성과 혹독

한 전압 조건에 의한 산화막의 생성과 용해 반응이 매우 빠르게 일어

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000 s 이후에는 산화막의 생성이 안정

되어 전류밀도가 차츰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5,500 s 이
후에는 산화막에 의한 저항열로 전류가 다시 상승하고 산화막의 용해

가 일어난다. Figure 6 (b~d)의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 분석 결과, 20 
V에서는 산화막의 형성이 화학적 용해속도보다 느려 표면이 불규칙

하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두께 또한 빠른 용해로 인해 

산화막이 너무 얇아 측정할 수 없었다. 30 V에서는 매우 잘 정렬된 

다공성 나노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450 nm의 두께를 가진다. 50 
V 조건에서는 가혹한 양극산화 조건에 의하여 산화막의 용해반응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산화막의 두께가 약 400 nm로 

40 V에 비해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이번 연구에서, 고온 글리세롤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의 양극산화를 

통한 다공성 구조의 형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양극산화를 통

한 금속 산화물 나노구조 형성을 위한 최적 조건을 찾기 위해 전해질

의 농도, 반응 온도, 인가전압, 반응 시간 등 다양한 변수들을 조절하

였다. 양극산화 결과 10 wt%의 K2HPO4 농도에서 160 ℃, 30 V의 인

가전압에서 스테인레스 스틸 표면에 잘 정렬된 다공성 나노구조 산화

물을 얻을 수 있었다. 160 ℃보다 더 낮거나 높은 온도범위, 30 V보다 

낮거나 높은 전압범위에서는 다공성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 또한, 
120~160 ℃의 온도 범위에서 양극산화를 통해 전압에 의한 전류밀도

는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20 ℃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50 V 이상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전류밀도를 증가시켜 

반응을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다공성 구조가 형성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철석(hematite, α-Fe2O3) 
나노구조 또는 자철석(magnetite, Fe3O4) 나노구조를 통한 광전기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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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기학적 수소생산의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형성된 철 기반 금속 산화물은 기존의 순수한 철을 기반

으로 한 철 산화물 나노구조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여

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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