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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광학 부품소재의 우수한 광 투과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수한 

반사방지 특성의 부여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반사방지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졸-겔 

법에 의한 수열합성법을 통하여 기저 물질 표면에 산화알루미늄을 나노 크기 꽃 형태의 프레임 구조를 가진 단일 산화물 

층을 형성시키고자 하였다. 코팅 층 시편의 특성은 UV-Vis 분광기, FT-IR 분광기, XRD 및 FE-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알루미나 졸이 코팅된 시편들의 모폴로지는 수열합성의 온도와 시간 및 초음파 제공에 의해 조절되도록 하였다.  꽃 형태의 

나노 프레임 구조 형태로 구성된 코팅 층에서 높은 광투과율과 반사방지특성이 발현되었다.

Highly anti-reflective optical property has been focussed in the field of thin film and display because of increasing demands 

to the high transparency and clearness of optical component. In this study, to obtain anti-reflective property, the formation 

of aluminium oxide with nanoscaled flowerlike frame structure was introduced as oxide material monolayer on the substrate 

by hydrothermal synthesis through sol-gel method. The properties of coating layer were measured by the means of UV-Vis 

spectroscopy, FT-IR spectroscopy, XRD, and FE-SEM. The morphology of coating layer in alumina-sol coated samples was 

controlled by hydrothermal temperature and time with aid of ultrasound. It was found that high transparency and anti-re-

flective optical properties were obtained the formation of flowerlike nanofram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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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VDT (Video Display 

Terminal)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

존의 CRT (Cathode Ray Tube) 대신에 경박단소, 저 소비전력 및 대면

적화가 우수한 평판디스플레이인 LCD (Liquid Crystal Display), PDP 

(Plasma Display Panel), FED (Field Emission Display), OLED (Organic 

Light-Emitting Diode) 등에 대한 원가 절감 및 기능 부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 여러 기

능들 중에서 화면에 반사 방지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반사 방지 처리

를 하지 않는 디스플레이에서는 실내 불빛이나 창을 통해 들어오는 

태양광이 화면의 표면에서 직접 반사되어 화면을 통해 나오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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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명성을 저하시켜 두통을 유발하거나 눈의 피로를 증가시키는 문

제점을 일으킨다. 따라서, 현재 반사 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물질을 

LCD 편광판, PDP 광학 필터에 부가하여 화면의 반사율을 감소시켜

서 선명한 화상을 구현시키고 있다[2,3].

  일반적으로 무반사 필름에서는 고굴절율 특성이 있는 물질과 저굴

절율 특성이 있는 물질을 투명한 기재 표면에 교대로 나노 두께로 코

팅하여 다층형 구조로 구성되고, 고굴절율과 저굴절율 특성을 보유한 

코팅층간에 상쇄간섭 현상에 기인되어 무반사 효과를 얻는다[4]. 한편, 

다른 방법으로는 투명한 기재 표면에 광 산란이 발생될 수 있는 나노 

크기의 요철 표면을 형성시켜 직접 반사를 감소시키고 확산 반사를 

확대하여 무반사 효과를 얻는 것이다. 이는 moth-eye라 불리는 광학 

원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5,6]. 즉, 단일 층 구조의 산화물 층을 

졸-겔 침지코팅하고, 열처리하여 산화물 나노 구조 층을 투명 기재 표

면에 형성시킨다. 형성된 나노 구조 층을 입사광이 통과할 때,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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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층의 계면에서 반사되는 파장들이 위상차를 일으켜서 상호간 소

멸간섭이 발생하여 소멸광의 진폭이 일치되어 광 반사율이 최소화되

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표면 코팅법에는 스퍼터링법, 진공 증착법, 열 분무법, 

화학 증착법, 침지 코팅법, 스핀 코팅법 등이 있다[8-12]. 스퍼터링법

과 화학 증착법에서는 균일한 코팅 층을 형성할 수 있지만, 사용되는 

장비가 매우 고가이고 대면적 코팅 층을 형성시키기에는 부적합하다. 

한편, 졸-겔 코팅 법은 균일한 코팅 층의 형성에 대한 제어가 비교적 

어렵지만, 코팅 액 조성의 제어가 용이하여 저렴하고 간단한 공정으

로 코팅 공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열합성을 통한 나노 프레임 구조를 형성

시킬 수 있는 산화물 졸 코팅 액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제조된 여러 

조성의 산화물 코팅 액을 투명 기재 상에 균일하게 도포하고, 초음파 

화학이 적용된 수열합성법을 통하여 여러 조건하에서 기재 표면에 산

화물 나노프레임 구조 층을 형성시켰다. 수열합성의 조건 변화에 따

른 시편들의 나노 크기의 모폴로지 변화와 이에 따른 분광학적 특성 

변화를 고찰하였고, 단일 코팅 층으로 구성되는 최적의 무반사 코팅 

조건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본 실험에서는 산화물 졸을 제조하기 위하여 aluminium tri-sec-but-

oxide (Al(O-sec-Bu)3; Aldrich Chemical Co., 97%)와 ethyl acetoace-

tate (EAcAc; Ducksan Chemical Co., 98%)를 출발 물질로 사용하였고, 

정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용매로는 isopropyl alcohol 

(i-PrOH; Ducksan Chemical Co., 99.5%)과 acetone (Ducksan Chemical 

Co., 99.5%)을 모두 정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2.2. 코팅 액 제조

둥근 플라스크에 Al(O-sec-Bu)3 (2.54 g, 0.01 mol)와 i-PrOH (12.27 

g, 0.2 mol)을 투입하여 20 min 동안 교반시키고, 킬레이트제인 

EAcAc (1.97 g, 0.015 mol)를 투입하여 20 min 동안 교반시킴으로써 

상온에서 킬레이트화 반응을 행하였다. 이 반응물에 이차 증류수(0.36 

g, 0.02 mol)와 i-PrOH (6.13 g, 0.1 mol)을 혼합시킨 수용액을 약 1 

min동안 적하시키고 상온에서 3 h 동안 추가적으로 교반하여 알루미

나 졸을 최종적으로 제조하였다.

2.3. 코팅 막 제조

코팅층 형성에 사용하는 기판으로 슬라이드 글라스(Superior, Ger-

many)를 사용하였고, 25 × 38 mm의 크기로 절단된 유리 기판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세제와 증류수로 우선 세척하고, 아세톤에 

담그고 약 10 min 동안 초음파 세척기에서 세척한 후, 상온에서 건조

시켰다. 건조된 유리 기판을 스핀 코팅기(JSE Co., Korea)에 장착하고, 

회전속도가 약 2000 rpm이 되었을 때, 여러 종류의 산화물 졸(0.5 mL)을 

적하하면서 60 sec 동안 회전시켜서 약 95 nm 두께의 코팅 층을 형성

시켰고, 이를 24 h 동안 약 60 ℃에서 건조시켰다. 여러 종류의 산화

물 졸이 코팅된 시편들을 이차증류수에 담지한 후, 초음파 기기인 so-

nifier (Branson, USA)을 이용하여, 20 kHz의 초음파에서 유리 기판 

표면에 형성된 코팅 층을 반응시간과 온도를 달리하여 수열 합성하였고, 

시편들은 24 h 동안 약 60 ℃에서 건조시켰다.

Scheme 1. Synthetic mechanism of aluminium sol and alumina.

Figure 1. FT-IR spectra of alumina-sol coated layers (a) before and (b) 

after immersing in hot water at 50 ℃ for 4 h.

2.4. 측정 및 분석

  시료들의 구조분석과 결정학적 특성은 FT-IR spectrometer (GX, 

Perkin Elmer, USA)와 XRD (X’Pert-MPD System, Philips, Netherlands)

를 이용하여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시료들의 분광특성 및 미세

구조는 UV-Vis spectrometer (V-670, JASCO, Japan) 및 FE-SEM 

(JSM-6700F, JEOL, Japan)을 이용하여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코팅 

층의 두께는 측정한 최대 투과율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하였

다[12]. 즉, 유리 한쪽 면에서의 최소반사율(Rm)은 Rm = (1-T)/2의 식

에 측정한 최대 투과율 값(T)을 대입하여 구하였고, 코팅 층의 굴절율

(nc)은 nc = [(1.52) × (1+Rm

0.5
) / (1-Rm

0.5
)]

0.5 
식으로부터 구하였고, 최종

적으로 코팅 층의 두께(t)는 t = (4 × nc)/λ 식으로부터 구하였다. 여기

서, λ는 최대 투과율을 나타내는 파장 값이다. 도포된 코팅 층의 두

께는 수열합성 조건과는 무관하게 약 94∼95 nm의 일정한 두께를 나

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코팅 액 특성

킬레이트 반응에 의한 알루미나 졸이 형성되는 반응 메카니즘을 

Scheme 1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알루미나 졸을 수열 합성시키면 가수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알루미나 졸을 글라스 기

재위에 스핀 코팅하여 건조시킨 코팅 층 시편과 이를 50 ℃의 증류수

에 4 h 동안 담지한 코팅 층 시편을 FT-IR 분광기로 분석한 결과들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주어진 FT-IR 스펙트라를 살펴보면, 알루미나 

졸이 적용된 코팅 층 시편에서는 유기 용매에 기인된 3400 cm
-1
대에

서 O-H 피크와 2980 cm
-1
대에서 SP

3
 C-H 피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고, 1600 cm
-1
와 1500 cm

-1
대에서 금속 킬레이트 화합물에 기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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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lumina-sol coated layers (a) 

before immersing in hot water and after immersing in hot water (b) 

at 50 ℃ for 1 h, (c) at 50 ℃ for 4 h, and (d) at 90 ℃ for 4 h. 

Figure 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lumina-sol coated layers after 

immersing in hot water at 50 ℃ for 4 h (a) without and (b) with 

ultrasound.

피크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Scheme 1에서와 같이 

Al(O-sec-Bu)3와 EAcAc가 킬레이트 반응하면서 금속 킬레이트 화합

물이 형성되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1400 cm
-1

, 780 cm
-1 

및 624 

cm
-1
대에서 Al-O 피크, 1300 cm

-1
 및  1100 cm

-1
대에서 C-O 결합에 의

한 피크, 1000 cm
-1
대에서 Al-O-C 피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알루미나 졸의 건조된 코팅 층을 50 ℃에서 4 h 동안 수열 처리한 코팅 

층 시편에서는 3400 cm
-1
대의 OH 피크, 1070 cm

-1
대에서 Al-OH 피크, 

1409 cm
-1
, 740 cm

-1
, 620 cm

-1
대에서 Al-O 피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열 합성되지 않은 건조된 코팅 층에 존재하는 C-C 피크, 

Al-O-C 피크, C-O 피크 및 금속 킬레이트 화합물에 기인한 피크들이 소

멸되었기 때문에 건조된 알루미나 졸을 수열 합성시키면 가수분해 반응

이 진행되어 알루미나 산화물이 형성되었다고 사료된다. 

3.2. 결정학적 특성

수열 합성 조건과 초음파 분위기하에서 알루미나 졸의 결정성 변화

를 조사하기 위하여 알루미나 졸이 도포된 코팅 층 시편들을 50 ℃와 

90 ℃의 증류수에서 4 h 동안 초음파 분위기하에서 수열처리한 후, 

XRD 분석을 행하였으며, 이의 결과들을 Figures 2 및 3에 나타내었

다. 주어진 그림을 살펴보면, 수열합성 전과 후의 코팅 층 시편에서는 

알루미나 졸이 무정형과 보헤마이트 결정상으로 각각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수열합성 시간 및 온도가 증가할수록, 보헤마이트 

결정상의 회절 피크가 상대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는 알루미나 졸이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될수록 결정성장이 잘 발달되

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수열합성이 진행되는 동안에 초음파

가 제공되었을 때, 코팅 층 시편에서 보헤마이트 결정상의 회절 피크

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초음파 화학반응에 의해 결정

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3.3. 미세구조 특성 

수열합성 조건과 초음파 분위기하에서 알루미나 졸의 미세구조 변

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알루미나 졸이 도포된 코팅 층 시편들을 50 ℃

와 90 ℃의 증류수에서 1 h와 4 h 동안 초음파 분위기하에서 수열 합

성시킨 후, SEM 분석을 행하였으며, 이의 결과들을 Figures 4 및 5에 

나타내었다.  주어진 Figure 4를 살펴보면, 수열 합성시키기 전의 코팅 

층 시편에서는 어떤 형태의 미세구조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수열 합

성시킨 후의 코팅 층 시편에서는 수열합성 시간이 증가할수록 꽃 형

태의 나노 프레임 구조가 선명하고 조밀하게 잘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수열합성 온도가 증가할수록 나노 프레임 구조의 골격이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어진 Figure 5를 살펴보면, 수열

합성이 진행되는 동안에 초음파가 공급되었을 때, 코팅 층 시편에서 

꽃 형태의 나노 프레임 구조가 작고 조밀하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코팅 층 시편에서 보헤마이트 결정상의 XRD 회절피크

가 증가할수록 꽃 형태의 나노 프레임 구조의 골격이 두꺼워지지만, 

초음파가 적용된  후에는 골격의 치밀화가 이루어진다고 사료된다.

3.4. 분광학적 특성

수열합성 조건과 초음파 분위기 하에서 알루미나 졸의 결정성 변화

를 조사하기 위하여 알루미나 졸이 도포된 코팅 층 시편들을 50 ℃와 

90 ℃의 증류수에서 4 h 동안 초음파 분위기하에 수열 합성시킨 후, 

분광학적 특성 분석을 행하였으며, 이의 광투과율 특성들을 Figures 6 

및 7에 나타내었다. 주어진 Figure 6을 살펴보면, 수열 합성시키기 전

의 코팅 층 시편에서는 약 400∼800 nm의 파장 범위에서 73.5∼

75.0%의 광투과율을 나타내지만, 수열 합성시킨 후의 코팅 층 시편에

서는 약 91.5∼95.0%의 광투과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알루미나 졸이 수열 합성됨에 따라 꽃 형태의 나노 프레임구조

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50 ℃에서 수열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약 

520 nm에서 최대 광투과율이 94.2%에서 95.3%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꽃 형태의 나노 프레임 구조가 선명하고 조밀하게 잘 

형성되기 때문이다. 한편, 수열합성 온도가 증가할수록 약 520 nm에

서 최대 광투과율이 95.3%에서 94.0%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열합성 온도가 증가할수록 꽃 형태의 나노 프레임 구조의 골

격이 두꺼워지기 때문이다. 주어진 Figure 7을 살펴보면, 수열합성이 

진행되는 동안에 초음파가 공급되었을 때, 약 520 nm에서 최대 광투

과율이 약 1%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초음파 효

과에 기인하여 코팅 층 시편에서 꽃 형태의 나노 프레임구조가 작고 

조밀하게 형성되어 최대 광투과율을 향상시켰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수열합성이 진행되는 동안에 초음파를 공급하여 제작된 코팅 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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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E-SEM pictures of alumina-sol coated layers (a) before immersing in hot water, after immersing in hot water (b) at 50 ℃ for 1 h,

(c) at 50 ℃ for 4 h and (d) at 90 ℃ for 4 h.

Figure 5. FE-SEM pictures of alumina-sol coated layers after immersing at 50 ℃ for 4 h in hot water (a) without and (b) with ultrasound.

편에서 최대 광투과율 특성을 나타내었기에 알루미나 졸이 도포된 코

팅 층 시편들을 50 ℃의 증류수에서 4 h 동안 초음파 분위기하에 수열 

합성시킨 후, 분광학적 특성 분석을 행하였으며, 이의 표면 반사율의 

특성들을 Figure 8에 나타내었다. 알루미나 졸이 코팅되지 않은 글라

스 기재에서 광 반사율은 약 400∼800 nm의 파장 범위에서 약 4.5∼

5.0%의 광 반사율 값을 나타내었다. 그렇지만, 수열 합성시킨 알루미

나 코팅 층 시편에서는 광 반사율은 400∼800 nm의 파장 범위에서 

약 0.76∼2.0%의 광 반사율 값을 나타내었으며, 최소 광 반사율은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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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ransmittance of alumina-sol coated layers after immersing  

(a) at 50 ℃ for various time and (b) at various temperature for 4 h 

in hot water.

nm에서 약 0.76%를 나타내었고, 초음파가 공급되는 조건에서는 최소 

광 반사율이 약 0.76%에서 약 0.48%로 더욱 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알루미나 졸이 도포되고 수열 합성시킨 코팅 층 시편

들의 낮은 광 반사율 특성은 글라스 기재표면에 도포된 코팅 층 시편

에서 꽃 형태의 나노 프레임 구조가 형성되어 확산반사에 의한 난반

사 방지효과가 제공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 상업적으

로 적용되는 VDT의 반사방지 특성치를 약 1∼1.2% 이하의 광 반사

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연한 반사방지용 투명 필름 분야에 알루미

나 졸의 코팅 층 적용은 매우 우수한 반사방지 특성을 제공하는 유연

한 투명 필름의 제조가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4. 결    론

알루미나 졸이 도포된 코팅 층 시편들을 수열 합성시켰을 때, 수열

합성 시간 및 온도가 증가하고, 초음파 분위기 하에서 보헤마이트 결

정상의 XRD 회절 피크가 상대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

편들의 XRD 회절피크가 증가할수록 꽃 형태의 나노 프레임 구조가 

잘 발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열합성 시간이 증가할수록 꽃 형태의 

Figure 7. Transmittance of alumina-sol coated layers after immersing 

at 50 ℃ for 4 h without and with ultrasound.

Figure 8. Reflectance of alumina-sol coated layers after immersing at 

50 ℃ for 4 h without and with ultrasound. 

나노 프레임 구조가 선명하고 조밀하게 되고, 초음파 분위기 하에서

는 나노 프레임 구조가 작고 조밀하게 되고, 수열합성 온도가 증가할

수록 나노 프레임의 골격이 두꺼워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로 인하여 수열합성 시간이 증가할수록 시편의 광투과율은 증가되고, 

수열합성 온도가 증가할수록 시편의 광투과율은 감소하였다. 최종적

으로 수열합성조건에 따른 꽃 형태의 나노 프레임구조의 존재 유무와 

미세한 차이에 따라 확산반사에 의한 난반사 방지효과가 제공되어 광 

반사율 값을 최소화시키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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