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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flection properties, such as specular reflection and diffuse reflection, are very important optical

properties for the reflector, which has high reflectance in the display and architecture industry. Calcite is low-

cost, nontoxic, and stable over a wide temperature range. Therefore, it is one of the most widely using fillers

in many industries and has some advantages over titania as a filler to improve reflectance. However, optical

properties, especially those of ceramic-filled composites, have not been analyzed. We studied the reflectance of

calcite composites with their surface roughness. The reflectance of the composites was determined using a UV-

visible spectrometer. The surface morphology and the micro-structure of the composites were investigated by

atomic force microscope. The reflectance of the composites was improved by increasing the content of calcite

in the calcite-frit composite. The reflectance is related with the surface roughness in the composites. However,

the reflectance depends on the calcite contents in materials with similar surface roughness.

Key words calcite, reflectance, surface morphology.

1. 서  론

정반사나 난반사 같은 반사특징은 높은 반사율을 갖는

재료를 요구하는 디스플레이 산업이나, 최근 대두 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 문제로 반사율이 높은 지붕을 요구하는

건축 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광학적 특징이다. 현재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장치

인 liquid crystal display (LCD)나 plasma display panel

(PDP)의 경우 모두 빛을 이용하여 정보를 나타내는 장치

로 LCD는 back light unit (BLU)의 반사판, PDP는 하판

의 백색유전체 등에서 높은 반사율을 갖는 재료를 요구

한다.1-3)

일반적으로 반사체의 반사율은 반사체가 가지는 고유

한 물리적 특성 (불투명, 반투명, 투명 등)과 표면형상 (매

끄럽거나 거친 표면 등)의 영향으로 결정된다. 물체의 표

면형상이 반사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델링은 많은 연

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의 주요한 내용

은 매끄러운 표면일수록 정반사 특징을 나타내고 거친 표

면일수록 난반사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6)

한편 반사체가 복합체인 경우에는 반사율에 영향을 주는

재료의 미세조직의 변수가 많다. 기지상과 충진제의 종

류, 기지상과 충진제의 혼합 비율 등의 영향7)으로 반사

율은 결정되며 또한 복합체의 반사특성은 복합체 표면형

상의 변화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Calcite는 저가의 산화물로 친환경적이며, 넓은 온도범

위에서 열적 안정성의 장점으로 산업적으로 많은 곳에 이

용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calcite는 고 순

도의 제품을 위한 새로운 합성법, calcite가 첨가된 폴리

머의 점탄성 및 표면 경도·탄성·인장강도 등의 기계

적 특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8-10)

하지만 대표적 백색안료인 TiO2 를 대신 할 수 있을 만

큼 반사특성이 좋아 높은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1) calcite의 광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

비한 편이며 특히, 세라믹 재료에 충진제로 사용된 연구

는 매우 적다.10) Calcite의 광학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광

관련 전자산업 및 디스플레이산업에 반사체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물성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calcite를 첨가한 유리복합체의 반사율에 대하여 복합체

를 이루고 있는 구성재료의 반사특성과 표면형상의 변화

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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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로 74Bi2O3-10ZnO-6SiO2-5Al2O3-5(RO+R2O)

(in mol%) 조성의 모유리를 사용하였으며 모유리를 제

조하기 위해 Bi2O3, ZnO, SiO2, Al2O3, RO, R2O (99.9%,

Aldrich Chemical Co., Delaware, USA) 분말을 잘 섞

어 알루미나 도가니에 담아 1100 oC~1200 oC의 전기로에

서 20~50분 동안 용융하였다. 용융된 유리는 상온까지

급랭 후 모노 밀 (Planetary mono mill ; Model PM400,

Fritsch, Germany)을 사용하여 유리 프릿을 제조하였다.

프릿의 열특성 분석을 위해 시차열분석장치 (DTA : Differ-

ential Thermal Analysis ; TG8120, Rigaku Co., Japan)를

이용하여 10 oC/min의 승온 속도로 상온에서 800 oC까지의

범위에서 유리전이점 (Tg), 결정화 온도 (Tc)를 측정하였

다. 또한 유리의 연화점 (Tds : Dilatometric softening point)

을 측정하기 위해 열팽창계 (Dilatometer ; Model DIL402

PC, Netzsch Instruments, Selb, Germany)를 이용하여

5 oC/min의 승온 속도로 측정하였다. 필러로 사용된 calcite

(Korea Limestone Study Foundation, Korea)의 열적특성

분석을 위해 시차열 및 열중량 분석기 (DTA, TG8120,

Rigaku Co., Japan)을 이용하여 10 oC/min의 승온속도로

상온에서 800 oC까지의 범위에서 calcite의 분해반응이 일

어나는 온도를 측정하였다.

후막을 제조하기 위하여, 프릿과 calcite를 비클과 함

께 혼합하였다. 그 혼합 비율은 프릿과 calcite는 각각의

부피 비를 이용하여 08 : 92, 20 : 80, 50 : 50의 비율로 하

였으며 전체 분말과 비클의 혼합비율은 질량비를 이용하

여 7 : 3의 비율로 혼합하였다. 이렇게 혼합된 혼합물은

three roll mill (EXAKT 50, DAE WHA TECH, Korea)

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혼합한 후 유리기판 (PD200, Asahi

Glass Co., Japan) 위에 다이코터 (die-coater ; Baker Appli-

cator YBA-2, Yoshimitsu, Japan)를 이용하여 175 µm로

코팅하였다. 코팅된 필름은 각각 승온 속도를 10 oC/min

으로 하여 550 oC, 600 oC에서 30분간 소성하였다. 제조

된 후막의 결정상 분석은 X-ray diffraction (XRD ; Model

DMAX-2500, Rigaku, Tokyo, Japan)을 이용하였으며, 후

막의 표면형상은 원자현미경 (AFM : Atomic Force Micros-

cope ; Nanoscope Multimode IVa, Digital Instrument,

USA)을 이용하였다. 또한 후막의 반사율은 UV-visible

spectrometer (UV-2450, Shimadzu, Japan)의 적분구를 이

용하여 300~800 nm 파장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3. 결  과

연구에 사용된 프릿의 Tg, Tds와 Tc는 Table 1에 나타난

것처럼 각각 365 oC, 441 oC와 510 oC이다. 또한, 충진제

로 사용된 calcite의 분해반응이 시작되는 온도는 704 oC로

이전 연구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1) 프릿의 결정화 온도

(510 oC) 보다 높고, calcite의 분해반응이 시작되는 온도

(704 oC) 보다 낮은 온도인 550 oC와 600 oC에서 열처리

를 하였기 때문에 프릿의 결정화가 일어나고, calcite의

분해반응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프릿과 calcite의 혼합물을 후막으로 제조하여 각각

550 oC와 600 oC에서 열처리 후 XRD 분석 결과, calcite

결정상 패턴을 제외한 새로운 결정상 패턴은 모유리의 결

정화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Fig. 1). 첨가된 calcite

는 모든 후막에서 프릿과 반응하지 않고 존재하며, 모유

리와 반응하여 새로운 결정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두 소성온도에서 모두 calcite의 부피비가 감소하면서 calcite

결정상 패턴의 강도는 감소하고, 프릿 결정상 패턴의 강

도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 특히 소성온도

600 oC, calcite의 부피비가 50%일 때, 프릿의 결정상 패

턴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Fig. 1f) 이러한 프릿의

결정화는 소결거동에 영향을 주어 혼합물의 표면형상 등

의 특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Calcite의 부피비가 변화함에 따라 복합체 후막의 표면

형상이 바뀌며, 표면 조도인 RMS (root mean square)값은

Table 1. Therm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matrix frit and filler.

Sample
Particle Size

(d50, µm)

Density
(g/cm3)

Tg

(oC)

Tds

(oC)

Tc

(oC)

Decomposition 
Temperature (oC)

Frit 4.0 6.01 365 441 510 -

Filler 0.68 2.81 - - - 704

Fig. 1. XRD traces of calcite and filler-added thick films with

varying filler volume fraction (a) 92%, (b) 80%, (c) 50% fired

at 550 oC ; (d) 92%, (e) 80%, and (f) 50% fired at 6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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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oC에서 소성하였을 경우에 292.19 nm(80%), 326.54 nm

(50%), 92% 시편의 RMS값은 여러 번 측정을 시도하였

으나, 측정이 되지 않아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600 oC에서 소성하였을 경우 RMS값은 399.89 nm(92%),

324.11 nm(80%), 345.82 nm(50%)를 가졌다(Fig. 2). 550 oC

와 600 oC에서 calcite의 부피비가 80%일 때 가장 낮은

RMS 값을 갖는 표면형상을 나타내었으며 (Fig. 2(a), (d))

600 oC에서 소성하였을 때보다 550 oC에서 소성하였을 때

표면 거칠기가 더 매끄러운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이와

같은 결과는 이전연구와 같이 유리 혹은 세라믹 분말의

소결에서 분말 크기, 점성, 표면에너지, 승온 속도 및 열

처리 시간 등의 영향을 받아 소결특성을 나타 내었다.11-13)

고상과 액상이 공존하는 경우, 고상과 고상사이에 존재

하는 액상이 갖는 모세관압력을 구동력으로 액상의 양,

액상 안에 존재하는 고상의 용해도, 액상과 고상의 젖음

성 등의 영향을 받아 소결특성을 나타낸다.14) Calcite의

부피비가 80%일 때 고상과 고상사이의 모세관압력 및 액

상의 양 등이 치밀소결 조건에 영향을 주고, 600 oC보다

550 oC에서 액상과 고상의 젖음성 등이 가장 좋은 소결

조건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프릿

의 결정화가 소결거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XRD 결과 (Fig. 1) 와 일치한다.

Fig. 2. Surface morphology of composites (a) 20% frit + 80% calcite, (b) 50% frit + 50% calcite fired at 550 oC ; (c) 8%frit +

92%calcite, (d) 20% frit + 80% calcite, and (e) 50% frit + 50% calcite fired at 6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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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에 나타난 것처럼 가시광선 영역 (380~770 nm)

에서 유리 기판과 모유리 후막의 평균 반사율은 각각 2.24 ±

0.09%, 23.22 ± 0.40% (소성온도 550 oC) 와 23.91 ± 1.26%

(소성온도 600 oC)이다. 모유리 후막의 반사율이 유리기

판 보다 높은 이유는 소성된 모유리 후막이 가지는 고유

반사특성 때문이며, 소성온도에 따라 반사율의 차이가 크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alcite를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 23~25%의 반사율을

나타낸 모유리 후막의 반사율이 calcite를 첨가하면 Fig. 4

에 나타난 것처럼 550 nm 파장에서 최소 2배 이상 반사

율이 증가하였다. 각각의 소성온도에서 calcite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사율이 증가하였다. 모유리 후막의 경

우, 소성온도에 따른 반사율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

만 calcite와 프릿의 혼합물의 경우, 소성온도에 따라 반

사율의 변화가 나타났다. 소성온도에 따른 반사율의 차

이는 calcite의 부피비가 비교적 높은 80%와 92%에서

나타났으며, 50%에서는 약 1%의 차이만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통해 소성온도에 따른 반사율의 변화가 나타

나지만 그 변화량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4. 고  찰

유리에 조사된 빛은 모두 유리에 투과되는 것이 아니

라 유리의 표면에서 일정한 반사율 (R)값을 가지며 반

사가 일어나고, 수직으로 입사된 빛의 경우 반사율 (R)은 

 (1)

굴절률 (n)을 이용한 Fresnel 공식15)에 의하여 식(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반대로 측정된 모유리 후막의 반

사율을 식(1)에 대입하여 모유리 후막의 굴절률을 계산

할 수 있으며, 빛의 파장이 550 nm일 때 본 연구에 사

용된 모유리 후막의 굴절율은 3.01이다. 충진제가 첨가

된 복합체의 굴절률 (nc)의 값은 복합체의 유전상수를 계

산하기 위해서 제안된 Maxwell 공식16)을 이용할 수 있

으며, 그 이유는 유전상수 k가 굴절률의 제곱 (n2)과 같

은 값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충진제의 형상이

완전한 구형이 아닐 경우 Maxwell 공식은 식 (2)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2)

이때, k는 유전상수, V는 부피 비를 나타내며 c, g, f,

는 각각 복합체, 유리, 충진제를 의미한다. 식 (2)를 이용

하여 복합체의 굴절률 (nc = )를 계산 할 수 있으며

(calcite 충진제의 굴절률 1.6717)) 이렇게 계산된 굴절률

(nc)를 식(1)에 대입하여 calcite를 첨가한 복합체의 굴절

률 변화에 따른 반사율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16) 이

렇게 계산된 복합체의 반사율은 충진제로 사용된 calcite

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

정된 반사율과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고, 반사율의 값

도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4). 이와 같은 결과

는 충진제의 첨가로 인하여 반사율이 증가하는 복합체의

경우 굴절률 변화에 의한 반사기구와 다른 반사기구가 같

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16)

기존 연구에서는 굴절률 변화에 의한 반사기구와 다른

반사기구로 충진제 첨가에 따른 빛의 산란효과가 식(3)

과 같이 제안되었다.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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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flectance of the glass substrate (PD200) and the thick

film (matrix glass) fired at 550 oC and 600 oC on a glass substrate.

Fig. 4. Measured and predicted reflectance of thick

films(calcite + matrix frit) fired at 550 oC and 600 oC on a glass

substrate in the range of the 550 nm wavelength and RMS

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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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는 흡광계수, 그리고 s는 빛의 산란계수이다. 이때, 충

진제의 첨가는 흡광계수(β)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산란계수(s)에만 영향을 끼치며 충진제가 첨가된 복

합체의 반사율의 증가는 충진제의 첨가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충진제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복

합체의 표면에서 빛의 산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반사율의 증가가 충진제의 함량에 따라 변하

는 굴절률의 변화에 의한 반사율의 변화보다 더 많은 영

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Fig. 4). 이러한 산

란의 경우, 복합체 표면형상에 의한 산란과, 충진제 자

체에서 나타나는 산란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표면 산란에 영향을 미치는 표면형상의 변화와 반사율

의 관계를 살펴보면, 충진제의 부피비가 같을 때 표면형

상을 나타내는 RMS 값은 열처리 온도에 따라 다른 값

을 나타내었다. 이때 반사율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으며, RMS값이 비슷한 경우인 550 oC소성 50%, 600 oC

소성 80%에서 calcite의 부피비가 80%일 때 더 높은 반

사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calcite의 부피비가 표면형상 보

다 반사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calcite와 프릿 혼합물의 경우 모유리 후막과는 달

리 소성온도에 따라 반사율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성온도에 따른 소결거동의 변

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표면형상의 변화가 연관되어진 현

상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표면형상의 차이는 각 부피 비

에서 모두 존재하지만 표면형상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반사율의 변화가 calcite의 부피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

거나 사라지는 것은 calcite의 부피비가 반사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5. 결  론

반사체의 반사율은 반사체의 물리적 특성과 표면형상의

영향으로 고려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복합체의 반

사율로서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각기 반사특성이 다른 재

료들의 함량이 변함 따라 나타나는 표면 형상의 변화와

이들이 반사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calcite와 모유리 프릿의 젖음성을 고려한 소성온도에 따라

표면 형상이 바뀌며, calcite의 부피비가 80%일 때 가장

낮은 RMS 값을 갖는 표면형상을 나타내었다. Calcite의

함량이 증가할 때 반사율 역시 증가하였으며, calcite의

부피비가 92%일 때 가장 높은 반사율을 나타내었다. 표

면의 RMS값이 비슷한 경우, calcite의 함량이 많을수록

더 높은 반사율을 나타내었다. 복합체의 경우 충진제의

부피비에 따라 굴절률과 산란계수가 변하며 굴절률의 변

화보다 산란계수의 변화가 반사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

고, 표면형상보다 calcite의 함량이 반사율에 더 큰 영향

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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