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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i 합금 조성 및 결정구조가 양극산화에 의해
형성하는 산화막 성장거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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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work, the growth of nanotubular oxide layers on Ti1-xNix (x=0.49, 0.498, 0.511, 0.522, 0.525)

shape memory alloys was investigated. All of the Ti-Ni alloys were fabricated by arc melting process under

high vacuum atmosphere. The crystal structure and the growth of the nanotubular oxide layers were

investigated by X-ray diffraction (XRD),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and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attached to a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The electrochemical

anodization was carried out at various durations (5 min and 20 min) and applied voltages (20 V, 35 V and

50 V) at room temperature in ethylene glycol containing 0.06 M NH4F and 1.5 wt% H2O. Nanotubular oxide

layers were formed on all Ti-Ni alloys by electrochemical anodization, but the morphology of the oxide layers

was changed depending on the anodization duration and Ni concentration of the Ti-Ni alloy substrate. In the

case of short duration (5 min), the nanotubular oxide layers were formed on all Ti-Ni alloys by electrochemical

anodization, however, the morphology of oxide layer was changed from nanotubular structure to nanopore

structure with increasing anodization duration. Moreover, it was cleared that the morphology variation of the

nanotubular oxide layers was accelerated with increasing Ni concentration, from 49.0 at% to 52.5 at%, which

is attributed to the formation of a Ni-rich layer on the Ti-Ni alloy surface by electrochemical ano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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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ure Ti과 Ti 합금 표면에 전기화학적 양극산화에 의해

생성되는 나노튜브 형태의 산화막은 Assefpour-Dezfuly et

al. 와 Zwilling et al. [1,2]등에 의해 보고된 이후 다양한

밸브금속, 예를 들어 Zr[3], Nb[4], Ta[5], W[6], Hf[7]

그리고 이들로 이루어진 합금표면에 나노튜브/나노포러스

형태의 산화막 성장 거동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보고 되었

다 [8-11]. 특히, Ti 및 Ti합금 표면에 생성되는 나노튜브

형태의 산화막은 우수한 에너지 변화 효율, 부식 저항력,

생체적합성, 넓은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어 광촉매, 태양전

지, 가스센서, 생체재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

구가 되어 왔다 [12-16]. 이러한 나노튜브 형태의 산화막

성장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인가전압, 양극산화시

간, 전해액 등이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고 되

었다 [17-19]. 예를 들어, 나노튜브층 두께는 인가전압 및

양극산화 시간이 증가 할수록 증가하고, 양극산화에 사용

되는 전해액의 종류에 따라 산화막 두께는 크게 변화 한다

고 보고 되었다. 최근 들어 양극산화에 사용되는 금속 또

는 합금의 미세구조나 합금 조성 또한 산화막 성장거동 및

두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20]. 

Ti-Ni계 형상기업 합금은 우수한 형상기억특성 및 초탄

성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보고 되었

으며, 최근 들어 생채재료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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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하지만, Ti-Ni 합금의 경우, 체내 삽입 후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에는 수십개월 후 합금 표면에 부식이 발생

되고, 이 부식으로 인해 용출 되는 Ni 이온은 체내에서

염증 반응 및 알레르기 반응뿐만 아니라 기계적 특성 저하

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고 되었다 [22]. 이

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표면처리 기술이 연

구 되고 있으며, 그 중 전기화학적 양극산화법은 저렴한

비용으로 합금 표면에 비표면적이 넓은 나노튜브형태의

산화막을 만들 수 있어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23,24].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성의 Ti-Ni 합금을 이용하여 미

세구조 및 합금의 Ni농도 변화가 Ti-Ni 합금표면에 생성되

는 나노튜브 형태의 산화막 성장거동에 미치는 영향과 성

장 메커니즘 규명에 대해 조사 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Ti1-xNix 합금(x=0.49, 0.498, 0.511,

0.522, 0.525)은 순도 99.9% Ti 과 순도 99.0% Ni을 사

용하여 고진공 아크용해법(VAR)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아크 용해 후 모든 합금은 1000 °C에서 24시간 균질화

열처리를 실시 하였고, 그 후 냉간압연을 하여 최종두께 2

mm로 압연하였다. 제조된 합금은 X-선 회절분석기(XRD,

Philips PW3040/60 X’Pert Pro)를 통해 결정구조 분석을

하였다. 양극산화 시편은 1.5 cm × 1.5 cm × 2 mm 크기로

자르고 표면을 기계적 연마 후 아세톤, 에탄올 그리고 증

류수에서 초음파 세척을 하였다. 양극산화는 Ethylene

glycol에 0.06 M NH4F 및 1.5 wt% 물을 혼합한 용액을

사용하여 다양한 시간 및 인가전압 에서 실시 하였으며,

양극산화 후 모든 시편은 에탄올 세척을 하였다. 생성된

산화막의 표면, 단면은 FE-SEM(JEOL JSM-7001FA)을

통해 관찰 하였으며, TEM-EDS(Hitachi, HF-2000, EDS

– NORAN model 500 analyzer)을 이용하여 산화막과 기

판 표면 성분 분석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1은 Ti1-xNix (x=0.49, 0.498, 0.511, 0.522, 0.525)

합금의 XRD 분석 결과이다. 합금의 Ni농도가 50.0 at%

이하의 경우 에는 상온에서 B19’ 마르텐사이트 상이 관찰

되고, 이와 반대로 합금의 Ni농도가 50.0 at% 이상의 경

우, 상온에서 B2 오스테나이트 상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금의 미세구조가 양극산화에 의해 형성되

는 나노튜브 산화막 성장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 하였다.

그림 2는 Ti-0.49Ni 합금 표면에 생성된 산화막의 표면/

단면 FE-SEM 관찰 결과로서 (a, b)는 20 V, (c, d)는

35 V, (e, f)는 50 V에서 각각 5분동안 양극산화를 실시

한 결과이다. 그림 2(a), (c), (d)에 나타나듯이 인가전압이

Fig. 1. XRD patterns of Ti-Ni alloys.

Fig. 2. Top-view and cross-sectional FE-SEM images of oxide
layers formed on Ti-0.49Ni alloy at (a, b) 20 V, (c, d) 35 V and (e, f)
50 V for 5 min in ethylene glycol containing 0.06 M NH4F and 1.5
wt%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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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함에 따라 표면 나노 기공의 직경은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면 관찰결과 50 V에서만 나노튜브형

태의 산화막이 관찰되고, 20 V, 35 V에서는 나노튜브형태

와 다른 나노포어 형태의 산화막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은 Ti-Ni 합금과 비교 하기 위해 동일조건에서

pure Ti을 이용하여 양극산화 후 표면/단면 FE-SEM 관찰

한 결과이다. Pure Ti의 경우 모든 조건에서 나노튜브층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인가전압이 20 V에서 50 V

까지 증가 함에 따라 생성되는 산화막의 두께도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i-Ni 합금의 경우 pure Ti보다

나노튜브 산화막이 형성되는 안정적인 전압 범위가 매우

좁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가전압이 20 V, 35 V 경

우 생성된 산화막내 Ti, Ni 비율은 기판의 농도와 비슷하

게 분석이 되었다. 하지만, 50 V 경우 산화막내 Ti농도가

Ni농도 보다 약 2배 높게 분석이 되었다. 즉, Ti-Ni 합금

의 경우, 인가 전압이 높을수록 Ti의 우선적 산화에 의해

나노튜브형태의 산화막을 형성하고 인가전압이 낮을수록

나노튜브형태의 산화막이 형성되지 않고 나노포어 형태의

산화막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i-Ni합금 표면에 나노튜브형태의

산화막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인가전압(50 V)으로 실험

을 하였다.

그림 4는 (a, b) Ti-0.49 Ni, (c, d) Ti-0.511Ni, (e, f) Ti-

0.522Ni, (g, h) Ti-0.525Ni 합금을 이용하여 50 V 5분

동안 양극산화 후 생성된 산화막 표면/단면 관찰 결과이다.

그림 4에 나타나듯이 인가전압 50 V, 5분의 경우 합금 조

성에 관계없이 나노튜브 산화막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

었고, 생성된 나노튜브층의 두께는 동일조건에서 마르텐사

이트 상보다 오스테나이트상에서 더 두꺼운 나노튜브형태

의 산화막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그림 1.

XRD결과에서 나타나듯이 Ti-Ni 합금의 경우 Ni조성 변화

에 따라 상온에서 마르텐사이트/오스테나이트 2개의 결정

구조가 존재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Ni : < 0.5 - 마르텐

사이트, Ni : > 0.5 - 오스테나이트). 이러한 결과로부터,

Ti-Ni 합금의 경우 결정구조에 따라 생성되는 나노튜브층

의 두께는 차이가 있지만, 생성되는 산화막의 형태는 동일

Fig. 3. Top-view and cross-sectional FE-SEM images of oxide
layers formed on pure Ti at (a, b) 20 V, (c, d) 35 V and (e, f) 50 V
for 5 min in ethylene glycol containing 0.06 M NH4F and 1.5 wt%
H2O. 

Fig. 4. Top-view and cross-sectional FE-SEM images of oxide
layers formed on (a, b) Ti- 0.498Ni, (c, d) Ti-0.511Ni, (e, f) Ti-
0.522Ni and (g, h) Ti-0.525Ni alloy at 50 V for 5 min in ethylene
glycol containing 0.06 M NH4F and 1.5 wt%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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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는 (a, b) Ti-0.49Ni, (c, d) Ti-0.498Ni, (e, f)

Ti-0.511Ni, (g, h) Ti-0.522Ni, (i, j) Ti-0.525Ni 합금을

이용하여 50 V, 20분 동안 양극산화 후 생성된 산화막 표

면/단면 관찰 결과이다. 그림 5 (a, c, e, g)에서 나타나듯

이 Ti-0.49Ni, Ti-0.498Ni, Ti-0.511Ni, Ti-0.522Ni 합금의

경우, 나노튜브 산화막이 관찰 되었다. 하지만 그림 5 (b,

d, f, h)에서 나타나듯이 나노튜브층 바로 밑부분에서 나노

포어 형태의 산화막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림 6에서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Ti-0.525Ni에서는

산화막 전체가 나노튜브형태와는 다른 나노포어 형태의 산

화막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Ti-Ni합금의 경우

첨가되는 Ni조성이 증가 할수록 나노튜브 형태의 산화막

에서 나노포어 형태의 산화막으로 산화막 형태가 바뀌는

것이 가속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은 Ti-0.49Ni합금 표면에 생성된 산화막의 바닥을

관찰한 결과로서 그림 6 (a)는 50 V, 5분, 그림 6 (b)는

50 V, 20분간 양극산화를 실시한 결과 이다. 그림 6에서

나타나듯이 양극산화 시간이 5분에서 20분으로 증가 함에

따라 산화막 바닥부분의 형태 또한 원형(그림 6 (a))에서

불균일한 형태(그림 6 (b))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유사한 거동은 합금의 Ni조성에 관계없이 모든 시편

(Ti-0.49Ni, Ti-0.498Ni, Ti-0.511Ni, Ti-0.522Ni, Ti-

0.525Ni)에서 관찰 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Ti-Ni 합금의 경우, 양극산화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막의 형태는 양극산화 시간 및 합금 조성이

증가 함에 따라 나노튜브형태에서 나노포어 형태로 산화막

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장 거동을

규명하기 위해 Ti-0.49Ni합금을 이용하여 양극산화 후

TEM-EDS분석 하였다. 

Fig. 5. Top-view and cross-sectional FE-SEM images of oxide
layers formed on (a, b) Ti-0.49Ni, (c, d) Ti-0.498Ni, (e, f) Ti-
0.511Ni, (g, h) Ti-0.522Ni and (i, j) Ti-0.525Ni alloy at 50 V for 20
min. 

Fig. 6. Bottom-view FE-SEM images of oxide layers formed on Ti-
0.49Ni alloy at 50 V for (a) 5 min and (b) 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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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Ti-0.49Ni합금을 이용하여 50 V에서 20분간

양극산화 후 합금 표면을TEM-EDS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7에서 나타나듯이 합금 표면에서(0 m) 약 10 nm 이상 에

서는 합금 조성과 비슷한 Ni농도가 분석되었지만, 표면에

서 약 10 nm이내 에는 합금 조성인 0.49 보다 많은 Ni농

도가 검출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극산화 가 진행되는

동안 Ti이 우선적으로 산화되어 Ti과잉의 산화막을 생성하

고, 이와 동시에 Ni은 상대적으로 산화가 되지 않아 합금

표면에서 Ni과잉층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

화물과 합금 계면 사이에 합금 원소의 축적되는 현장은 다

른 연구에서도 보고 되었는데 [25,26], Pelton et al.은

Ti-Ni 합금이 고온에서 산화될 때 Ti이 우선적으로 산화되

어 Ti과잉의 산화막이 형성되고, 합금표면에는 Ni과잉층이

형성된다고 보고 하였다 [25]. 또한, Al-W합금에서도 양극

산화 동안 산화막과 합금 계면 사이에 W과잉층이 형성된

다고 보고 하였다 [26]. 또한 그림 5에서도 나타나듯이 합

금 Ni농도가 높을수록 나노포어 형태의 산화막은 빠르게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이, Ti-Ni 합금의 경우, 양극산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합

금 표면에 Ni 과잉층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생성된 Ni 과

잉층은 나노튜브형태의 산화막 형성을 억제하여 나노튜브

층 밑부분에 나노포어 형태의 산화막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5 (b), (d), (f), (h)). 또한 양극산화 시간

을 길게 하면(1시간) 나노포어 형태의 산화막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양극산화 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합금표면에 형성된 Ni과잉층(약 10 nm)에 의해

나노튜브 형태의 산화막 형성이 억제됨과 동시에 양극산화

초기(5분)에 생성된 나노튜브형태의 산화막이 전부 용해된

것에 기인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5종류의 Ti1-xNix (x=0.49, 0.498,

0.511, 0.522, 0.525) 합금을 이용하여 양극산화법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막 성장거동에 관해 조사 하였다. Ti-Ni 합

금의 경우 pure Ti에 비해 합금을 구성하는 Ti의 우선적

산화에 의해 나노튜브 형태의 산화막이 형성되는 안정적인

전압 범위가 매우 좁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극산화

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Ti이 우선적으로 산화되어 Ti과잉

의 나노튜브형태의 산화막을 형성하고, 이와 동시에 상대

적으로 Ni은 산화되지 않아 합금표면에 Ni과잉층이 형성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형성된 Ni과잉층은 나노

튜브형태의 산화막 성장을 억제 하고 나노포어 형태의 산

화막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합금의 Ni농도

가 증가 할수록 양극산화 동안 Ni과잉층의 형성이 빨라지

고 결과적으로 나노튜브에서 나노포어 형태로 산화막 형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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