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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DDA/SiO2) thin films that consisted of positively charged poly (diallyldimethylammonium chloride) (PDDA) and

negatively charged SiO2 nanoparticles were fabricated on a glass substrate by an applying voltage layer-by-layer (LBL) self-

assembly method. In this study, the microstructure and optical properties of the (PDDA/SiO2) thin films coated on glass

substrate were measured as a function of the applied voltage on the Pt electrodes. When 1.0 V was applied to a Pt electrode

in a PDDA and SiO2 solution, the thickness of the (PDDA/SiO2)10 thin film increased from 79 nm to 166 nm. The surface

roughness also increased from 15.21 nm to 33.25 nm because the adsorption volume of the oppositely charged PDDA and SiO2

solution increased. Especially, when the voltage was applied to the Pt electrode in the SiO2 solution, the thickness increase of

the (PDDA/SiO2) thin film was larger than that obtained when using the PDDA solution. The refractive index of the fabricated

(PDDA/SiO2) thin film was ca. n = 1.31~1.32. The transmittance of the glass substrate coated by (PDDA/SiO2)6 thin film with

a thickness of 106 nm increased from ca. 91.37 to 95.74 % in the visib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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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능성 박막을 제조하기 위한 습식 공정 방법으로는

sol-gel, roll-to-roll coating, dip, spin, spray coating, liquid

phase deposition(LPD)법, layer-by-layer(LBL)법 등이 있

다.1-6) 이런 다양한 습식 공정법 중에 LBL법은 상온 또

는 상압에서 물에 녹거나 분산되고 서로 다른 전하를 갖

는 물질의 정전기력을 이용해 전해질 폴리머나 나노 입

자들을 그 용액에 번갈아 침적하여 박막을 제조하는 기

술로써 고진공 상태의 챔버 안에서 박막을 제조하는 기

존의 sputter 및 CVD 방식을 이용한 박막제조 공정보

다 간단하며 대면적 코팅에 유리하고 나노 스케일로 막

두께를 제어하기 쉬운 장점을 갖고 있다.7)

기능성 박막 중에 특히 기판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반

사율을 줄이고 투과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반사방지 코

팅막은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및 각종 광학기기의 시인

성을 확보하거나 태양전지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

용되고 있다.8-10)

LBL 법에 의해 SiO2 코팅막을 제조하기 위하여 양전

하의 전해질 폴리머와 음전하의 SiO2 입자를 이용한 연

구가 많이 보고되어 지고 있으며, 코팅된 막의 표면구

조는 용액의 농도, pH, 침전시간 등과 같은 변수에 따

라 다양하게 바뀌게 된다.11-16) 하지만, 기존의 dipping 방

식의 LBL 법은 반대 전하를 갖는 두물질의 정전기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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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여 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물질이 기판에 코팅되

어 포화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0~15분 정도 소

요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적층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수십 초 동안 용액을 기판에 직접 분무하는 스

프레이 방법17-18) 과 외부로부터 기판에 전압를 인가하여

두 물질간의 흡착력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적층시간은 단

축시키면서 물질의 코팅량을 늘리는 방법등이 보고되고

있다.19-23)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순 dipping 방식의 LBL법을

이용하여 SiO2 코팅막을 제조할 때 소요되는 장시간의

침적시간을 줄이고 PDDA와 SiO2의 적층량을 증가시키

기 위하여 기존의 전도성 기판에 직접 전압을 인가하는

방식과 달리 코팅액 bath 양쪽에 Pt 전극을 설치하고 전

극에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 유리기판에 형성되는 SiO2

박막의 물리적, 광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출발물질로써 양전하를 갖는 전해질 폴리머 poly(diall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PDDA, 20 wt% in water,

Aldrich)와 평균 입경 8~11 nm의 음전하의 제타전위를 갖

는 SiO2(Nissan chemical industries) 나노 입자를 사용

하였다. 증류수를 사용하여 PDDA 용액의 농도는 10

mM, pH는 5.5로 조절되었고 SiO2 분산액은 농도가 0.1

wt%, pH10으로 적정되었다. 기판으로 사용된 유리기판

은 표면 친수처리를 위하여 KOH용액(1.0 wt%)에 넣고

5분간 초음파 처리를 한 후 초정수를 이용하여 세척하

였다.

(PDDA/SiO2) 코팅막을 제조하기 위하여 유리기판은 우

선 두개의 Pt전극이 평행하게 침적된 양전하의 PDDA 용

액에 침적된 후 기판에 물리적으로 흡착된 용액을 제거

하기 위하여 1분간 3번 초정수 bath에 침적되었다. PDDA

가 코팅되어 양전하를 갖는 기판은 Pt전극이 고정된 음

전하를 갖는 SiO2 용액에 침적된 후 위와 동일한 조건

으로 초정수 bath에서 침적되었다. 두 Pt 전극 사이의 거

리는 약 30 mm 이며, DC power supply에 의해 0, 1,

2 V의 전압이 전극에 인가되었다. Fig. 1은 전압인가 LBL

법에 의해 양전하 PDDA 용액과 음전하를 갖는 SiO2 분

산액에 유리기판을 침적하여 (PDDA/SiO2) 박막을 코팅

하는 모식도이다. 만약 코팅을 n회 실시한 경우 (PDDA/

SiO2)n 으로 표기한다.

제조된 (PDDA/SiO2) 코팅막의 표면구조는 field-emis-

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FE-SEM, Hitachi S-

4700)을 이용하여 측정되었고, root mean square(RMS)

표면 거칠기 값은 atomic force microscopy(AFM; Digital

Instrument Nanoscope IIIa)에 의해 측정되었다. 각각의

조건에 따라 제조된 코팅막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하여

ellipsometry(ULVAC ESM-1A)를 사용하였고, 박막의 투

과율 특성은 UV-VIS spectrophotometer(JASCO V-570)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LBL법에 의해 박막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출

발물질이 서로 다른 전하를 갖고 있어야 하므로 수용액

상태에서 해리되었을 때 양전하 N+를 갖는 PDDA와 수

용액 상태에서 음전하의 제타 전위 값을 갖는 SiO2의 화

학식을 나타낸다. Fig. 3은 (PDDA/SiO2) 박막을 제조하

기 위하여 유리기판을 PDDA 용액에 침적 시 전압을 0,

1 V, 2 V를 인가하면서 10번 반복 적층한 코팅막의 미

세구조를 나타낸다. 제조된 박막의 표면 미세구조는 약

100~200 nm 정도의 응집된 입자들을 보이고 있으며 인

가전압이 상승함에 따라 미세구조는 유사하지만, 표면의

거칠기가 다소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SiO2 용

액에 침적 시 전하를 인가하면서 제조한 코팅막의 미세

구조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압을 인

가함에 따라 응집된 입자의 크기가 커지고 표면의 거칠

기가 증가된 것을 보인다. 또한 PDDA 용액에 전압을

인가하여 제조한 박막 보다 SiO2 용액에 전압을 인가하

여 제조한 박막의 거칠기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for a layer-by-

layer self-assembly process with voltage.

Fig. 2. Chemical structure of (a) poly(diall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PDDA) and (b) silicon dioxide(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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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압 인가에 따라 전해질 폴리머보다 SiO2 나노입자

의 전압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용액 속에서의 나노입

자의 이동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PDDA와 SiO2 용액에 각각 2 V의 전압을 인

가하여 제조한 박막의 표면 거칠기를 나타낸다.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박막의 표면거칠기 값은 약 15.21 nm,

PDDA 용액에 전압을 인가한 박막의 표면거칠기 값은 약

26.01 nm 그리고 SiO2 용액에 전압을 인가한 박막의 표

면거칠기 값은 약 33.25 nm 이다. 이 결과값은 Fig. 3과

Fig. 4에서 확인한 박막의 표면 미세구조와 동일한 결과

로 판단된다.

Table 1은 인가 전압을 바꾸면서 10회 적층한 (PDDA/

SiO2)10 박막의 두께 및 굴절률 측정 결과이다. 전압이

0, 1 V, 2 V 인가됨에 따라 제조된 박막의 굴절률은 약

n = 1.34 보다 조금 낮은 n = 1.31~1.32 값을 나타내었다.

인가한 전압의 세기가 증가할 때, Fig. 5에서 확인된 것

처럼 전압을 인가하지 않고 제조한 박막보다 코팅된 SiO2

Fig. 4. FE-SEM images of fabricated (PDDA/SiO2)10 films on a

glass substrate as a function of applied voltage to SiO2 solution; (a)

zero, (b) 1 V, and (c) 2 V.
Fig. 3. FE-SEM images of fabricated (PDDA/SiO2)10 films on a glass

substrate as a function of applied voltage to PDDA solution; (a) zero,

(b) 1 V, and (c) 2 V.



718 박종국·경규홍·이미재·황종희·임태영·김진호

입자들이 다공질 미세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굴절률

값은 다소 감소한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코팅막의 두

께는 전압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되었고,

SiO2 용액에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두께의 증가가 가장

컸다. 왜냐하면, 전압을 인가함에 따라 나노입자 SiO2의

이동도가 PDDA 보다 높기 때문에 기판에 적층되는 SiO2

의 량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 결과로부터

기존 LBL 코팅법보다 전압인가에 의한 LBL 방법으로

박막을 제조할 경우, 동일한 적층 조건에서 코팅 물질

의 흡착량을 향상시켜 더 두꺼운 박막을 제조할 수 있

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적정 전압을 1 V로 하여 PDDA

와 SiO2 용액에 인가하여 10회 반복 코팅막 막의 두께

는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경우 박막의 두께가 약 79 nm

에서 약 166 nm로 향상되었다.

코팅 횟수에 따른 박막의 투과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코

팅 횟수를 n = 2, 4, 6, 8, 10으로 하여 제조한 (PDDA/

SiO2)n 박막의 투과율을 Fig. 6에 나타내었다. 380 nm

에서 780 nm 까지의 가시광 영역에서의 투과율을 확인

한 결과, 기판의 투과율은 약 91.37 % 이며, 코팅 횟수

가 n = 2, 4, 6까지 증가됨에 따라 코팅막의 투과율은 각

각 92.71 %, 94.29 %, 95.74 %로 향상 되었으며, n = 8,

10인 경우에는 투과율이 93.29 %, 92.09 %로 각각 줄어

들었다. 제조된 (PDDA/SiO2)6 박막의 두께는 약 106 nm

로 반사방지막을 제조하기 위한 이론적 두께 d = λ/4에

근접하기 때문에 투과율이 가장 높았으며, (PDDA/SiO2)10

박막의 두께는 166 nm로 이론값보다 두껍기 때문에 표

면에서의 반사율이 증가되어 투과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최종적으로 굴절률 n = 1.31, 막두께 106 nm

의 (PDDA/SiO2)6 박막이 코팅된 유리 기판의 투과율은

약 4.37 % 향상되었다.

Fig. 5. AFM images of fabricated (PDDA/SiO2)10 films on a glass substrate as a function of applied voltage to PDDA or SiO2 solution;

(a) zero, (b) PDDA 2 V, and (c) SiO2 2 V.

Table 1. Refractive index and thickness of fabricated (PDDA/SiO2)10
films on a glass substrate as a function of applied voltage to PDDA

or SiO2 solution.

Applied voltage (V)

(PDDA/SiO2)10

Refractive index

(n) at 632 nm

Thickness

(nm)

(0 / 0) 1.34 79

(1 / 0) 1.31 95

(2 / 0) 1.31 103

(0 / 1) 1.32 105

(0 / 2) 1.32 120

(1 / 1) 1.31 166

Fig. 6. Transmittance of (PDDA/SiO2)n thin films with applied

voltage of 1 V into PDDA and SiO2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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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전압인가 LBL법을 이용하여 유리 기판보다 투과율이

향상된 (PDDA/SiO2) 반사방지 코팅막을 제조하였다. 전

압이 0~2 V 인가된 조건에서 제조된 코팅막의 두께는 양

전하 PDDA와 음전하 SiO2 용액에서의 각각의 흡착량

이 증가됨에 따라 약 79 nm에서 166 nm 증가되었다. 전

압이 1 V, 2 V 인가된 조건에서 제조된 코팅막의 굴절

율은 약 n = 1.31~1.32로 측정되었다. 코팅 횟수가 증가

됨에 따라 코팅된 기판의 투과율은 증가하였고, 6회 적

층한 (PDDA/SiO2)6 박막의 가시광 영역(380 nm~780 nm)

에서의 평균 투과율은 95.74 %로 기판의 투과율보다 약

4.37 % 증가 되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세라믹기술원 정책연구사업의 연구비 지

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P. Chrysicopoulou, D. Davazoglou, Chr. Trapalis and G.

Kordas, Thin Solid Films, 323, 188 (1998).

2. M. Takeuchi, T. Itoh and H. Nagasaka, Thin Solids Films,

51, 83 (1978).

3. K. S. Yeung and Y. W. Lam, Thin Solids Films, 109, 169

(1983).

4. J. H. Kim and S. Shiratori, Jpn. J. Appl. Phys., 44, 7588

(2005). 

5. Y. Tsuge, J. H. Kim, Y. Sone, O. Kuwaki and S.

Shiratori, Thin Solid Films, 516, 2463 (2008).

6. H. J. Kim, K .J. Jeong and D. S. Bae, Korean. J. Mater.

Res., 22(5), 249 (2012).

7. G. Decher, J. D. Hong and J. Schmitt, Thin Soild Films,

831, 210/211 (1992).

8. J. Sczybowski, G. Br¨auer, G. Teschner and A. Zmelty,

Surf. Coat. Technol., 98, 1460 (1998).

9. A. Yen, H. I. Smith, M. L. Schattenbyrg and G. N. Taylor,

J. Electrochem. Soc., 139, 616 (1992).

10. C. L. Luyer, L. Lou, C. Bovier, J. C. Plenet, J. G. Dumas

and J. Mugnier, Opt. Mater., 18, 221 (2001).

11. H. Hattori, Adv. Mater., 13, 51 (2001).

12. B. H. Sohn, T. H. Kim, K. H. Char, Langmuir, 18, 7770

(2002).

13. R. A. Caruso, A. Susha, F. Caruso, Chem. Mater., 13,

400 (2001).

14. F. Caruso, Adv. Mater., 13, 11 (2001).

15. E. Stathatos, P. Lianos, J. Phys. Chem., B 105, 3468

(2001).

16. E. R. Kleinfeld, G. S. Ferguson, Chem. Mater., 8, 1575

(1996).

17. K. H. Kyung and S. Shiratori, Jap. J. Appl. Phys., 50,

025602 (2011). 

18. M. Matsuda and S. Shiratori, Langmuir, 27, 4271

(2011).

19. Y. Wang, X. J. Wang, Y. Gao, Z. C. Cui, Q. Lin, W. Z.

Yu, L. Y. Liu, L. Xu, D. M. Zhang and B. Yang,

Langmuir, 20, 8952 (2004). 

20. A. P. Ngankam and P. R. Van Tassel, Langmuir, 21,

5865 (2005). 

21. F. H. Wu, Z. C. Hu, L. W. Wang, J. J. Xu, Y. Z. Xian,

Y. Tian and L. T. Jin, Electrochem. Commun., 10, 630

(2008).

22. P. Zhang, J. W. Qian, Y. Yang, Q. F. An, X. Q. Liu and

Z. L. Gui, J. Membr. Sci., 320, 73 (2008). 

23. Y. H. Ko, Y. H. Kim, J. H. Park, P. J. Yoo and K. T.

Nam, Macromolecules, 44, 2866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