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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composition of optical glass for GMP(glass molding process) was designed with ‘Design of Experiments’ method.
All the composition batch was performed by ‘Create Factorial Design’ method. Particularly, SiO2, BaO and Al2O3 were chosen major
parameters for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components on optical and thermal properties. BaO and Al2O3 strongly influenced on optical
and thermal properties, respectively. Finally, the approximate values of desired optical and thermal values were obtained by micro-
tuning of compositions. At the composition of BaO:Al2O3:SiO2=10:4:48 (molar ratio), refractive index(nd) was 1.5833,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CTE) was 104×10

-7
/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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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구면 렌즈(aspherical lens)란, 표면의 곡률이 일정한

구면 렌즈(spherical lens)와 달리, 표면 곡률이 일정하지

않은 형태의 렌즈를 통칭한다. 사람의 각막은 럭비공과

같은 비구면 형태이기 때문에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등

은 주로 비구면으로 제조된다. 렌즈 중심부에서 가장자리

로 갈수록 점차 편평해지는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그 편

평한 정도를 편심률(eccentric ratio)이라 한다.
1)

 구면 수차

(spherical aberration)는 구면 렌즈가 갖는 본래 특성으로,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근축 광선(paraxial ray)과 렌즈의

가장자리를 지나는 비근축 광선(abaxial ray)의 결상점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일반적인 구면

렌즈의 광학 설계시, 근축 근사(paraxial approximation)만

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2)

 구면 수차를 극복하기위

해 여러 종류의 구면 렌즈들을 조합한 광학계를 구성하

는 방식을 고수해 왔지만, 이는 렌즈 배열의 정밀성이 요

구되고, 큰 부피와 무게를 차지하며, 높은 광학적 성능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단점들로 인해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비구면 렌즈를 조합한 광학계를 사용할 경

우, 적은 수량의 렌즈만으로도 구면 수차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비구면 렌즈의 편심률 조정에 따라 근축 광선과

비근축 광선이 같은 점에서 상을 맺게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카메라, 핸드폰, CD/DVD 플

레이어, 레이져 다이오드, 광섬유 등 적용 분야가 다양졌

으나, 현재까지도 구면 렌즈 조합 광학계가 더 많이 사용

되어 온 이유는, 광학적 설계 측면에서 구면 렌즈에 비해

비구면 렌즈의 다양성이 미흡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초

정밀 공정으로 인해 생산 단가가 높다는 단점 때문이다.

Kodak에서 간소화된 glass molding process(GMP)를 개

발한 이 후, 비구면 렌즈 제조 공정의 혁신적인 진전
3,4)
을

이루었고, 생산적 측면에서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더불어, GMP용 비구면 렌즈에 적합한 광학유리 개발에

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수 세기 동안 광학유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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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방대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실제

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소수에 불과하

다. 더욱이, 조성에 대해서는 논문, 특허 등의 수많은 문

헌
5-7)
들이 있으나 문헌 그대로 구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

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조성 연구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최근, 핸드폰과 같은 소형 카메라 등에 가장 널리 쓰이는

광학유리(nd=1.583, v=59.38)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도 그 조성에 대해 구체화된 연구 문헌은 매우 부족한 현

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특성의 광학렌즈

를 위한 독자적인 조성 개발을 위해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s)을 도입하였다. 요인배치법(factorial design)을

적용하여 기초 조성을 설계하였고, 조성 변화에 따른 광

특성 및 열특성 변화에 대한 주효과 성분 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조성을 조절하여 광특성 및 열특

성의 미세 조정을 시도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험계획법을 도입하여 광학유리의 조

성을 설계하고, 주요 성분들의 역할과 물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기타 성분으로는 Schott, OHARA,

HOYA 등의 광학유리 조성
5-7)
을 참조하였고, 고전적인 이

론에 입각하여 Li2O, Na2O, K2O, B2O3, ZnO를 선택하였

다. 각각의 함량(mol%)은 Table 1에 나타낸 DOE1-DOE8

에서 동일하게 고정하였다. 실험계획법이란 실험에 대한

계획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

하여 실험을 어떻게 실시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취하며,

어떠한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면 최소의 실험횟수로 최

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자의 수가 많고, 각

인자의 정확한 역할이 구체화되지 않은 광학 유리의 조

성을 3인자 2수준의 실험계획법을 도입하여 설계하였다.

주요 인자(factor)로는 SiO2, BaO, Al2O3으로 설정하였고,

각 인자의 수준(level)은 2단계로 변화시켰으며 그 구체적

인 값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또한 고정인자로는 Na2O,

B2O3, K2O, ZnO, Li2O가 사용되었다. 원료로는 SiO2,

BaCO3, Al(OH)3, NaCO3, H3BO3, K2CO3, ZnO, LiCO3

시약을 사용하였다. 균질한 혼합 및 용융을 위해 3D-

turbulant mixer로 1시간 혼합하였다. 도가니는 백금 도가

니를 사용하였고, 전기로를 이용하여 1450
o
C에서 2시간 동

안 용융하였다. 미리 475
o
C로 가열된 그라파이트 몰드에

용융액을 붓고, 서냉하였다. 보고서에 나타내지 않았으나

제조된 유리 시편의 strain viewer 관찰결과 맥리(striae) 등

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15×15×3(mm
3
)의 크기로 제작

된 시편의 각 모서리(4방향)를 Precision refractometer

(KALNEW KPR-2)를 이용하여 굴절률을 평가하였다. Tg,

Tdsp 및 열팽창계수는 Dilatometer (Linseis L7501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성 변화에 따른 주효과 분석

광학렌즈의 기능은 광원으로부터 입사 및 투과된 빛을

한 점에 모이도록 편향(deflection)시키는 것이다. 빛이 렌

즈를 투과하면서 편향되는 현상의 원인은 빛의 굴절

(refraction)특성이다. 렌즈를 구성하는 유리의 굴절률

(refractive index)에 따라 렌즈의 광학적 특성도 차이가 난

다. 유리의 굴절률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유리를 이

루고 있는 성분이다. 또한, 정밀성이 크게 요구되는 광학

렌즈의 유리는 열팽창계수(CT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가 낮아야 한다. 열팽창계수가 클 경우 서냉

(annealing)시 변형을 초래할 뿐 아니라 파손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Schott, OHARA,

HOYA 등의 제품
5-7)
들과 같은 광학적, 열적 물성 값을 갖

는 광학유리를 목표로 하였다. 목표 값은 굴절률 nd=1.583,

아베수 v=59.38, 열팽창계수 a(100-300)=100×10
-7

/
o
C, 유리

전이온도 Tg=506
o
C이다. 문헌들과 성분 분석을 통해 세

계적으로 유명한 광학유리들의 조성을 확인하는 것은 어

렵지 않다.
5-7)

 그러나, 각 성분들의 역할과 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있지 않다. 본 연구

Table 1. Composition Designed by Design of Experiments Method and Properties

 BaO (mol%) SiO2 (mol%) Al2O3 (mol%) CTE (×10-7/
o
C) Tg (

o
C) Tdsp (

o
C) nd (standard error)

DOE1 5 48 0 108 472 508 1.5810 (±0.0005)

DOE2 15 48 0 115 469 503 1.6095 (±0.0003)

DOE3 5 58 0 101 482 521 1.5616 (±0.0006)

DOE4 15 58 0 108 489 522 1.6025 (±0.0006)

DOE5 5 48 5 96 478 510 1.5647 (±0.0001)

DOE6 15 48 5 101 473 507 1.6038 (±0.0001)

DOE7 5 58 5 88 483 530 1.5686 (±0.0010)

DOE8 15 58 5 102 487 526 1.5898 (±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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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된 조성에서 유리형성제(network former)로서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요 성분 SiO2의 굴절률(nd)은

1.458(Appen에 의함)로
8)

 목표 값보다 매우 낮다. 따라서

굴절률(nd) 증진 효과가 큰 것으로 잘 알려진 BaO(굴절률,

nd=1.880, Appen에 의함)를 주요 성분으로 선택
8,9)
하였다.

또한, 열팽창계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Al2O3를 주요 성분

으로 선택
10)
하였다. 우선 BaO의 함량 변화에 따른 물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Table 1의 DOE1-DOE4와 같이

Fig. 1. (a) Pareto chart of the refractive index(nd), (b) main

effects plot for refractive index(nd), (c) interaction plot

for refractive index(nd).

Fig. 2. (a) Pareto chart of th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b) main effects plot for CTE, (c) interaction plot for

C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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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2의 함량을 48 mol%와 58 mol%의 2수준으로 요인배

치하고, 각각에 대해 BaO의 함량을 5 mol%와 15 mol%의

2수준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Al2O3의 첨가에 따른 물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Table 1의 DOE5-DOE8과 같이

앞의 DOE1-DOE4의 조성에 Al2O3를 각각 5 mol% 첨가

하였다. DOE1-DOE8의 굴절률(nd), 열팽창계수(CTE)에 대

한 주효과 분석 결과를 Figs. 1, 2에 각각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굴절률(nd) 값은 각 시편의 4방향 측정값의

평균값과 표준 오차를 산출하여 나타내었다.

Fig. 1 (a)에 인자별 굴절률(nd)에 대한 영향을 Pareto

chart로 나타내었다. 유의수준 0.05에서 모든 인자는 통계

적으로 의미를 갖는 영향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aO는 다른 인자들에 비해 굴절률(nd)에 크게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 (b)는 굴절률(nd)에 대

한 인자별 주효과 분석 결과이다. SiO2와 Al2O3는 함량이

증가할수록 굴절률(nd) 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는 SiO2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분극률이 작은 가교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이고,
14)

 Al2O3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몰체적

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14)

 반면, BaO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굴절률(nd)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1 (c)는 SiO2,

Al2O3, BaO 간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결과이다. SiO2-BaO,

SiO2-Al2O3, BaO-Al2O3 각각의 관계에서 모두 함량 변화

와 무관하게 거의 비슷한 기울기를 보이므로, 각 성분간

의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aO는 PbO를 제

외한 2가(bivalent) 이온 산화물 중 굴절률(nd) 증가 효과

가 가장 강한 물질이다. 이는 이온 반경이 큰 중원소(heavy

element)에 속하는 Ba가 유리에 첨가되어 유리의 밀도를

증가시키기 때문
9,11)
이다. 특히, BaO는 PbO와는 달리 유

리의 굴절률(nd)은 증가시키지만 분산(dispersion)은 증가

시키지 않는 La2O3와 비슷한 특성
9,11)
을 갖기 때문에 광

학유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물질이다. 

Fig. 2 (a)의 Pareto chart에서 열팽창계수(CTE) 변화에

대해 모든 인자는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Al2O3는 열팽창

계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 (b)

의 주효과 분석 그래프에서는 Al2O3, SiO2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BaO의 함량이 감소할수록 열팽창계수는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인다. Fig. 2 (c)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결과

에서 앞의 굴절률(nd)과 같이 각 성분 간의 상호작용은 없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l2O3의 첨가에 따라 열팽창계

수가 감소하는 것은 Al-O의 결합 강도(bonding strength)

가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분적으로 유리형성제로 참

여하여 tetrahedra [SiO4] 그룹과 유사한 구조를 형성하면

서 network의 구조적 안정성과 결합력을 증진
10)
시키기 때

문이다. Table 1에 조성 변화에 따른 유리 전이점(Tg)과

딜라토미터 연화점(Tdsp)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유리 전이

점은 목표 값인 506
o
C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이 낮은 온

도에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존의 광학유리에 비해 GMP

에 적용하는 것이 다소 유리해졌음을 의미한다. SiO2 함

량이 증가할수록 Tg와 Tdsp 값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SiO2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강한 결합력

을 갖는 tetrahedra [SiO4] 그룹의 network도 함께 증가하

기 때문
12)
이다. 반면, BaO와 Al2O3의 함량 변화에 의한

영향은 미비하였다.

3.2. 굴절률, 열팽창계수 미세 조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DOE5,6의

조성을 조절하여 굴절률과 열팽창계수의 미세 조정 실험

을 진행하였다. DOE5,6 조성을 선택한 이유는 목표 굴절

률(nd) 값이 DOE5의 굴절률(nd)과 DOE6의 굴절률(nd)의

중간 값에 해당하므로 조성 조절이 용이하고, 두 조성의

열팽창계수 값이 목표 값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우

선 BaO의 함량을 DOE5,6의 중간 값인 10 mol%로 조정

하여 굴절률(nd) 목표 값에 근사한 1.582를 얻었다. 이 때

열팽창계수는 a(100-300) =98×10
-7

/
o
C이었다. 앞의 실험 결과

에서 Al2O3가 첨가됨에 따라 굴절률(nd)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따라서 Al2O3의 함량을 4, 2, 0 mol%로 감소

시켜 굴절률(nd)의 증진을 시도하였다. Table 2와 Figs. 3,

4에 각각의 조성과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

굴절률(nd) 값은 각 시편의 4방향 측정값의 평균값과 표

준 오차를 산출하여 나타내었다. 미세조정 실험에서 제작

된 시편들은 맥리(striae)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차범위 0.0001~0.0002 내에서 대단히 정교한 굴절률 측

정값을 얻을 수 있었다. Fig. 3에 Al2O3의 함량 변화에 따

른 굴절률(nd, nF, nC) 측정값과 Appen의 이론
14)
에 근거하

여 계산한 nd의 이론값을 나타내었다. 측정된 nd 값과 계

산된 이론값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Table 2. Micro Tuning of Optical and Thermal Properties by Composition Exchanging

BaO

(mol%)

SiO2

(mol%)

Al2O3

(mol%)
v

nF

(standard error)

nd

(standard error)

nC

(standard error)

CTE

(×10
-7
/oC)

Tg

(
o
C)

Tdsp

(
o
C)

10 48 0 58.28 1.5957 (±0.0001) 1.5887 (±0.0001) 1.5856 (±0.0001) 114 492 527

10 48 2 59.13 1.5922 (±0.0001) 1.5854 (±0.0001) 1.5824 (±0.0001) 111 498 537

10 48 4 58.92 1.5901 (±0.0002) 1.5833 (±0.0002) 1.5802 (±0.0001) 104 495 532

10 48 5 58.23 1.5893 (±0.0001) 1.5823 (±0.0001) 1.5793 (±0.0002) 98 498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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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Al2O3의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굴절률(nd)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Al2O3의 함량이 4 mol%일 때 목

표 값에 가장 근사한 1.5833을 나타내었다. 광학렌즈용 유

리는 굴절률 nd 이외에도 분산(dispersion) 역시 대단히 중

요하다. 분산이 클수록 즉, 아베수(Abbe number, v)가 작

을수록 렌즈의 색수차(chromatic aberration)가 커지기 때

문
13)
이다. 제조된 각 조성별 유리의 굴절률 분산 정도를

알기 위하여 굴절률 nF, nC 값을 측정하고, nd, nF, nC의 평

균값으로 아베수를 계산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굴절

률 nd 값이 목표 값에 가장 근사한 Al2O3 4 mol% 조성의

아베수는 58.92로 목표 값인 59.38보다 조금 낮다. 아베수

는 Al2O3의 함량이 2 mol%일 때 가장 근사한 59.13을 얻

었다. Al2O3의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아베수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Al2O3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 아베수

는 다시 감소하였다. 열팽창계수는 Al2O3의 함량이 4 mol%

일 때 목표 값과 가장 근사한 값(104×10
-7

/
o
C)을 얻었다.

앞의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조성 변화에 따른 Tg, Tdsp

의 변화는 미비하였다. 전체적인 목표 값에 가장 근접한

물성을 보인 조성은 mol%로 BaO:Al2O3:SiO2=10:4:48 조

성이었다. 아베수와 열팽창계수는 목표 값에 조금 미치지

못하였으나, 차후 기타성분(특히 B2O3, ZnO) 함량의 미세

조정을 통해 정밀한 물성 값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용융 과정 중 교반(stirring) 및 정밀한 서냉

이 유리의 균질도와 물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될 예정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GMP용 광학유리 조성 설계를 위해 3인

자 2수준의 실험 계획법을 도입하였다. 주요 인자인 SiO2,

BaO, Al2O3가 유리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고찰

하였다. BaO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굴절률(nd)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고, 열팽창계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SiO2, Al2O3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팽창계수가 낮아

지는 경향을 보였고, 굴절률(nd)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SiO2, BaO, Al2O3 함량 변화에 따른 Tg, Tdsp의

변화는 미비하였다. 최종적으로 BaO와 Al2O3의 함량 조

절을 통해 굴절률(nd)과 열팽창계수를 미세조정 하였다.

BaO:Al2O3:SiO2=10:4:48 (mol%)의 조성에서 목표 값에 근

사한 굴절률(nd)=1.5833, 아베수(v)=58.92, 열팽창계수 a(100-

300)=104×10
-7

/
o
C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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