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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변화 없는 초소수성 타이타늄 산화막 제조

Fabrication of Superhydrophobic TiO2 Films without Color Alter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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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타이타늄을 2단계로 양극산화하여 색을 유지하며 표면에 튜브형태를 갖는 산화막을 제조하였다. 타이타늄을 양극산
화 시, 전해질 농도, 양극산화 전압, 시간 등에 따라 다양한 색을 띄게 되는데, 기름기 등의 오염물질로 인한 색 변화, 내
지문성 등의 문제가 유발된다. 이에 타이타늄을 양극산화하여 나노튜브를 성장시킨 후, 기존 산화막 제조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양극산화하였다. 그 결과 기존 barrier 형태의 산화막 색이 구현되면서, 표면의 돌기형태에 따른 접촉각이 변화하게 
되었다. 

1. 서론

  타이타늄 산화막은 물, 공기 중에서 우수한 내식성을 지니고 있어 전자기기, 항공우주 산업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타이타늄 산화막은 다른 금속과는 달리 높은 굴절률로 인한 빛의 간섭 현상에 의해, 다양한 색상을 띄어 장식성으로
도 적용되고 있다. 타이타늄은 양극산화법을 이용하여 두께조절에 따른 색조 제어가 용이하고, 다른 금속재에 비해 채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타이타늄 산화막은 수산기 (-OH)가 있어 표면이 기름기 등으로 쉽게 오염된다는 단점이 있어, 
불균일한 색상 구현 및 내지문성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양극산화로 나노튜브 형태의 타이타늄 산화막을 제조 후 2차 양
극산화를 하여, 색을 유지하면서 튜브형태에 의한 돌기가 있는 표면을 갖는 산화막을 제조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양극산화로 TiO2 나노튜브 형태를 제조 후에, 2차로 다시 양극산화 하여 색을 구현하였다. 우선 타이타늄
을 0.5 M 황산 전해질에서 10-120 V 범위에서 양극산화하여 barrier 형태를 갖는 산화막을 제조하였다. 각 전압별로 두께
가 달라 빛의 굴절, 간섭 현상에 의해 다양한 색을 띄게 된다. 비교를 위해 1 M 인산, 1 M 수산화나트륨, 0.3 wt% 불산의 
전해질에서 양극산화하여 TiO2 나노튜브를 만든 후, 역시 각 전압별로 barrier와 같은 조건에서 2차 양극산화 하였다. 그 
결과, 표면에 나노튜브가 성장된 산화막 색이 기존 barrier 형태의 산화막 색과 같게 구현이 되었고, 표면의 돌기 형태로 
인해 더 높은 친수성을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ODPA 산처리를 통해 표면을 소수성으로 변화시켜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나노튜브의 길이에 따른 비교를 위해 튜브 제조 시, 양극산화 전압을 달리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나노튜브의 길이가 
더 짧을 때 색의 채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iO2 nanotubes without color alternation.

3. 결론  

  기존에는 표면 성질 향상을 위해 인체에 해로운 불소계의 코팅액 첨가 등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단계의 

양극산화를 이용하여 표면에 돌기 형태로 인한 그 성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색을 구현하였다. 따라서 내지문성, 습윤성 등

의 기능성 향상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장식성으로도 응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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