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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quickly and clearly recognize characters or images through display glass, glare of the glass must be
suppressed. In this study, we tried to reduce glare by analyzing changes in glass surface shape and optical properties
through etching process. The etching process was performed as a function of concentrations of the etching solutions, BOE
and HF. During the etching process, a compound containing F ion was generated on the surface of the glass, forming an
irregular pattern in the form of a projection, and thus various optical properties of the glass were changed; reflectance of
2.5~4.6 %, haze of 4.5~6.6 %, transmittance of 77~92 %, and gloss of 82~107 GU. As a result, optimum etching condition
was obtained to minimize the loss of other optical properties while suppressing glare of the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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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 유리의 눈부심 현상 억제를 위한 표면 에칭 및 돌기 형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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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통해 문자나 이미지를 뚜렷하고 빠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유리의 눈부심 현상(glare)을

억제해야 한다. 본 연구 연구에서는 에칭공정을 통해 유리 표면 형상 및 광학 특성 변화를 분석하여 눈부심 현상을 낮추고

자 하였다. 에칭 공정은 에칭 용액인 BOE 및 HF의 농도를 변수로 수행하였다. 에칭과정에서 유리 표면에 F 이온이 포함된

화합물이 생성되어 돌기(projection) 형태로 불규칙한 패턴을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유리의 광학적 특성이 변화되었다; 반

사율은 2.5~4.6 %, 탁도는 4.5~6.6 %, 투과율은 77~92 %, 그리고 광택도는 82~107 GU 범위. 그 결과 유리의 눈부심 현상을

억제하면서도 다른 광학적 특성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에칭 조건을 확보하였다.

1. 서 론

최근 휴대용 전자 장치, 차량용 LCD, UV 차단기능을

가진 스마트 유리 등 디스플레이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

에 따른 스마트 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

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유리기판은 표시된 이미지와 문자

가 잘 인식될 수 있도록 가독성(readability)이 높아야 한

다. 즉 디스플레이 유리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는 선명해

야 할 뿐 아니라 빠르고 편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리는 투과율(transmittance)이 높고, 탁도

(haze)가 낮은 소재이지만 디스플레이용 유리는 높은 가

독성을 위해서 눈부심(glare)현상이 낮아야 한다. 눈부심

현상은 입사된 빛의 반사(reflection)에 의해 일어나므로

유리표면을 산처리하여 미세돌기를 생성시켜 빛 반사를

확산(diffuse)시키거나, 현탁입자가 포함된 고분자 필름이

나 코팅층을 덮어서 눈부심 현상을 억제시켜 사용하게

된다.

유리의 눈부심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반사율(reflectance)

을 낮추면, 이에 따라 탁도가 증가하고, 투과율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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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광택도(gloss)가 낮아지는 등의 특성 저하가 동반된

다. 따라서 눈부심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광학 특성 값들 간에 어느 정도 조정과 균형이 요구된다.

유리 눈부심 현상을 낮추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중 하

나는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한 반사방지 고분자 필름을 유

리 표면에 부착하는 것이다[1-3]. 그러나 고분자 필름의

경우 외부의 잦은 물리적인 압력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

되기 쉽고 이로 인한 광 산란으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

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공정에서 Si와 SiO2 산화막 에칭에

사용되는 공정을 유리표면에 적용하는 방법이 최근 연구

되고 있다[4-10]. 그 중 습식에칭은 높은 속도와 경제성

으로 인하여 대면적 처리 및 대량생산에 유리하다는 장

점을 갖는다[19]. 유리 에칭에는 주로 불화수소(HF)가

사용되는데, HF는 수소 이온(H
+
)과 불소(F



)로 해리되는

데, 수소 이온이 유리 표면을 부식시키면 F


 이온이 침

투하여, 아래와 같은 메카니즘에 의해 가교 산소 결합이

끊어져서 결국 silicate network가 붕괴된다.

SiO2(s) + 6HF  H2SiF6 + 2H2O (1)

H2SiF6 SiF6

2
+ 2H

+

(aq) (2)

2M
+

+ SiF6

2
 M2SiF6(s) (3)

반응식(1)의 유리 주성분인 SiO2와 HF 용액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H2SiF6와 2H2O가 생성되고, H2SiF6 결정상

중 일부가 식(2)와 같이 SiF6

2
와 2H

+
로 분해 된다. 이

때, 유리성분 중 해리된 금속이온 M
+
이 SiF6

2
와 반응하

여 식(3)과 같이 M2SiF6 형태의 결정상을 형성하게 된다.

그 중, Si 이온과 HF 용액이 반응하여 형성된 M2SiF6

화합물이 표면을 덮는데, SiF6 계열은 일반적인 유리 성

분들과 달리 HF 용액에 녹지 않아 표면에 울퉁불퉁한

돌기(projection)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SiF6에 덮이지

않은 부분은 HF 용액에 의해 지속적으로 에칭되지만 덮

인 부분은 그대로 남게 되어 결과적으로 표면은 돌기들

이 불규칙한 패턴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표면

패턴은 크기나 배열 등에 따라 문자나 이미지를 인식하

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습식 에칭 공정을 통해 유리 표

면에 불규칙한 패턴을 형성시키고, 패턴을 구성하는 돌

기 크기와 빈도 변화에 따른 표면 특성과 광학적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적의 표면 패턴 생성을 위한

에칭 처리 조건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BOE (buffered oxide etchant) 용액을

사용하여 유리표면을 에칭하였다. BOE 용액의 조성은

NH4F : HF : H2O = 36 : 15 : 49(vol%) 인 것을 사용하였

다. 실제 유리 에칭시에는 BOE 용액을 증류수로 희석하

여 10 %, 15 %, 20 %의 3 종류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유리 기판은 30 × 30 × 1 mm인 soda-lime glass

(Gorilla glass 3, Corning Co.) 이었다. 유리기판의 화학

적 조성을 XRF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Table 1에 나

타내었다.

유리 기판 에칭을 위하여 기판 끝부분을 테프론 집게

로 잡은 후, 초음파 세척기에 채운 에칭 용액 속으로 기

판을 완전히 담그었다. 에칭은 2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전단계 에칭(pre-etching)에서는 BOE 용액만을, 후단계

에칭(post-etching)에서는 HF 용액만을 사용하였다. 단계

별 에칭 시간은 각각 10분씩이므로, 총 에칭 시간은 20

분이다. 본 연구에서 에칭을 2단계로 한 것은, 예비실험

결과를 통해 전단계 에칭만으로는 여러 광학특성을 조절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계 별 에칭

과정에서의 에칭액 농도에 따른 특성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각각 Method I 및 Method II라 칭하였

다(Table 2). 즉, 첫 번째 실험법(method I)은 전단계 에

칭에서 BOE 용액의 농도를 10~20 %로 변화시키되, 후

단계 에칭 공정에서 HF 용액의 농도는 2 %로 고정하였

다. 두 번째 실험법(method II)은 전단계 에칭에서 BOE

용액의 농도를 15 %로 고정하되, 후단계 에칭에서 HF

용액의 농도를 1~5 % 로 변화시켰다. 시편 세척은 탈이

온수(de-ionized water)가 담긴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

였다.

에칭 처리된 유리 시편의 탁도(haze) 및 광택도(gloss)는

Glossmeter (Rhopoint)로 측정하였다. 반사율(reflectance)

과 광투과율(transmittance)는 UV-VIS Spectrophotometer

(Cary 5000, Varia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시광선

파장인 380~780 nm 영역대에서 측정하였다. 에칭된 유

리 표면의 미세구조는 광학현미경 및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NanoSEM

450, Nova Co.)를 통해 관찰하였다. 또한 에칭된 유리

Table 1
Result of XRF for glass substrate

Component SiO2 Al2O3 Na2O K2O MgO CaO TiO2

Percent (%) 61.8 16.9 12.8 3.7 3.8 0.2 0.8

Table 2
Etching process parameters for 2 methods

Pre-etching
(in BOE for 10 min)

Post-etching
(in HF for 10 min)

Method I BOE Conc. 10~20 % HF Conc. 2 % fixed

Method II BOE Conc. 15 % fixed HF Conc.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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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생성된 화합물은 XRD(X-Ray Diffraction analysis,

Pan'alytical, X'pertpro, Netherlands)를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첫 번째 실험법(method I)으로 에칭된 시편에 대한 반

사율, 탁도, 투과율, 광택도 측정 결과를 Fig. 1에 나타

내었다. 실험법 I에서는 BOE 용액의 농도변화 만의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단계 에칭에서 BOE 용액 농도

를 10~20 %로 변화시키되, 후단계 에칭에서 HF 용액의

농도는 고정(2 %)하였다.

반사율(reflectanc)은 BOE 용액 농도가 증가하면 낮아

지는 경향을 보였다. BOE 용액 농도가 10~15 %인 경

우, 반사율이 4~5 % 범위였으나, 농도가 20 % 일 때 반

사율이 2.5 %로 크게 낮아졌다. 반사율이 낮아지면 눈부

심 현상이 감소되기 때문에 눈부심을 억제하는 데 가장

큰 연관성을 갖는 광학특성이 바로 반사율이다.

에칭시킨 유리 시편의 반사율이 낮아지는 것은 BOE

용액 속에 존재하는 F


 이온이 유리 성분과 반응하여 다

음과 같은 결정상들을 생성시키는데, 이들이 표면에 쌓

여서 울퉁불퉁한 돌기(projection)를 만들기 때문으로 알

려져 있다. 표면에 형성된 돌기들은 입사광을 확산 및

산란시키므로, 반사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더불어 표면에

형성된 미세 균열들도 입사광을 산란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2].

SiO2 + 6HF  H2SiF6 + 2H2O (4)

Na2O + 2HF  2NaF + H2O (5)

K2O + 2HF  2KF + H2O (6)

CaO + 2HF  CaF + H2O (7)

탁도(haze) 값의 경우, BOE 용액 농도가 함께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칭을 하

면 표면에 울퉁불퉁한 돌기가 생성되면서 반사되는 빛을

산란시키므로, 탁도 역시 증가하는 것이다.

투과율(transmittance)은 BOE 용액 농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형성된 F


 이온이 유리

표면에 새로운 미세 균열을 생성시키거나 이미 존재하는

미세 균열을 더 크게 하여 이로 인해 빛의 확산 반사를

심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표면에 생성된 결정상 돌기들

도 투과율 감소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 % BOE 용액으로 에칭한 경우에도 투과율이 83 %여

서 상용 디스플레이가 70 %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

Fig. 1. Optical properties of glass etched by “Method I” as a function of BOE solution concentrations in pre-etching process:
(a) reflectance (b) haze (c) transmittance, and (d) g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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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광택도(gloss)는 BOE 용액 농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BOE 농도가 10 %일 때 107 GU였

으나 20 % 농도액으로 에칭할 경우 82 GU로 감소하였

다. 광택도 역시 표면에서 빛 산란 또는 확산에 의해 감

소되기 때문에, 에칭액 농도가 높을수록 표면에 크기가

큰 돌기가 형성됨에 의해서 광택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다만 상업용 디스플레이 유리가 90 GU 정도임을 감안하

면 에칭액 농도를 적절히 조절하면 광택도는 사용상 문

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실험법(method II)으로 에칭된 시편에 대한

반사율, 탁도, 투과율, 광택도 측정 결과를 Fig. 2에 나

타내었다. 실험법 II에서는 HF 용액의 농도변화 만의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단계 에칭에서 BOE 용액 농도

는 15 %로 고정시키되, 후단계 에칭에서 HF 용액의 농

도를 1~5 %로 변화시켰다.

반사율의 경우, HF 용액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HF 농도가 1 %일 때 반사율이

4.5 %이었는데 농도가 5 %일 때 2.8 % 반사율을 보였다.

HF 농도가 높을수록 반사율이 감소하는 것은 전술한 바

와 같이 에칭에 의해 발생한 표면 결정상 형성과 표면에

형성된 미세 균열로 인하여 표면에서 광원을 산란, 흡수

하는 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탁도 값의 경우 HF 에칭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HF 1 %일 때 5.3 %였는데

HF 5 %로 에칭한 경우에 탁도는 6.6 %를 나타냈다. 이

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


 이온이 유리 성분과 반응

하여 생성된 화합물들이 유리 표면에 돌기를 만들기 때

문이다. 투과율의 경우 HF 농도가 증가할수록 점차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 % HF에서는 광투과율이

92 %였으나, 5HF에서는 77 %로 낮아졌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에칭공정으로 인하여 유리 표면에 새로운 미

세 균열을 생성되었거나 기존의 미세 균열을 더 커져서

빛의 확산 반사를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광택도를 보면 HF 농도가 증가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역시 유리가 에칭됨에 따라 표면에 F


이온을 포함한 돌기들이 불규칙 패턴이 형성되게 되고

그에 따라 정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 실험법 I으로 에칭된 시편의 표면을 광학현미

경으로 관찰하여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에칭

된 유리 표면에 불규칙한 패턴의 돌기들이 관찰되었으며,

BOE 용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돌기들의 크기가 증가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미세구조는 앞서 분석한 광학

적 특성 값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표면의 불규칙한

패턴 형태를 가진 돌기들의 형성으로 인하여 확산반사

또는 산란이 발생하여 정반사(specular reflection)율이

Fig. 2. Optical properties of glass etched by “Method II” as a function of HF solution concentrations in post-etching process:
(a) reflectance (b) haze (c) transmittance, and (d) g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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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져서 눈부심 현상을 감소시키게 된다. 물론 이로 인

해 투과율 및 광택도가 감소하고 탁도가 높아지는 단점

도 발생하지만, 눈부심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광학적 특성들 간의 절충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실험법 II로 에칭된 시편의 표면을 광학현미

경으로 관찰하여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HF

용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돌기의 크기 및 빈도가 증

가함을 알 수 있었다. 광학현미경 관찰보다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5 % HF로 에칭된 시편 (c)에 대하여

SEM 분석을 행하였더니 (d), 표면으로부터 돌출된 돌기

들의 형태가 입체적으로 확연하게 관찰되었다, 돌기 대

부분은 삼각뿔 형태를 보였으며, 일부 광학현미경에서

관찰된 결정은 사각형 형태도 나타났다. 이러한 돌기의

형성으로 인하여 반사율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실험법 I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에칭 액의 농도가

증가하면, 반사율이 낮아져 눈부심이 억제되긴 하지만,

투과율 및 광택도가 감소되고, 탁도는 증가되는 등의 단

점도 나타났다.

실험법 I로 에칭된 유리 시편에 대하여 XRD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 값을 Fig. 5에 나타내었다. 에칭된 유

리 시편에 대하여 대부분의 유리 시편은 비정질 피크 형

태를 보였으며 결정상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BOE 20 %로 에칭한 시편의 경우, 결정상 피크들이 약

하게나마 발현되었다. 에칭된 시편 결과와 JCPDS에서

찾은 표준 H2SiF6 결정의 피크들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

표준시편의 제1, 제2, 그리고 제3 강도 피크 위치에서

미약하지만 피크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의 연구 발표들을 참고하였을 때, 본 연구 조성과 유사

한 실험에서 대부분 H2SiF6 결정이 생성된 것으로 보아

[13,14], 에칭시편의 피크들은 H2SiF6 결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확한 결정상 확인은 조성 분석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광학현미경으로 관찰된 돌기

들이 F
-
이온과 유리의 주성분이 실리카 성분과 결합하여

생성된 결정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BOE 용액의

농도가 낮을때는 XRD 분석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에칭

액 농도가 높아질수록 결정상 피크 강도가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실험법 II로 에칭된 유리 시편에 대하여 XRD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 값을 Fig. 6에 나타내었다. HF 에칭

액의 농도가 1 %로 낮을때는 XRD 결정피크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에칭액 농도가 증가할수록 결정피크 강도

가 조금씩 증가하였고, 3 % 이상의 HF 용액 농도에서

약하나마 H2SiF6 결정 피크가 나타났다.

Fig. 3. Optical microscope analysis of glass surface etched by “Method I” as a function of BOE solution concentrations in pre-etching
process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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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 연구에서는 에칭공정을 통해 ‘Gorilla glass

3’ 표면 형상 및 광학 특성 변화를 분석하여 눈부심 현

상을 낮추고자 하였다. 유리의 에칭과정에서 F 이온이

유리성분들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화합물, 특히 H2SiF6

결정상이 표면에 울퉁불퉁한 돌기(projection) 형태로 불

규칙한 패턴을 형성하였고 그 결과 표면에서 확산반사

및 산란이 많이 일어나서 유리의 광학적 특성들을 변화

시켰다.

전에칭 공정에서 BOE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또한

후에칭 공정에서 HF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표면에 생

성된 돌기들은 크기 및 빈도가 증가하였고 그 결과 유리

Fig. 4. Optical microscope analysis of glass surface etched by “Method II” as a function of HF solution concentrations: (a) 1 %, (b)
3 %, and (c) 5 %. SEM image of 5 % specimen is shown in (d). Magnification rate is 200 times for (a)~(c), and is 1,000 times for (d).

Fig. 5. XRD analysis of glass etched by “Method I” as a function
of BOE solution concentrations.

Fig. 6. XRD analysis of glass etched by “Method II” as a
function of HF solution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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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반사(specular reflection)율이 낮아져서, 눈부심 현

상을 감소시켰다. 물론 이로 인해 투과율 및 광택도가

감소하고 탁도가 높아지는 단점도 발생하므로 여러 가지

광학적 특성들 간의 절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의 결과로부터, 여러 가지 광학적 특성 간에 절충과

조정을 함에 있어, BOE 용액이나 HF 용액의 농도를 변

화시키거나 또는 두 에칭용액의 융합에 의한 방법이 해

결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에칭용액의 농도변화가 돌기형태 및 표면 균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구체적인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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