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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Tetraethylorthosilicate (TEOS)를 전구체로서 이용하여 제조된 기존의 반사방지(AR; anti-reflective) 코팅막은 대부분 수분
을 쉽게 흡수할 뿐만 아니라 낮은 내마모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AR 코팅막의 투과율, 소수성 및 내마모성을 향상
할 목적으로 전구체로서 methyltrimethoxysilane (MTMS)를 사용하고 불소 실란, 산 촉매, 염기 촉매 및 산-염기 2단계 
촉매를 첨가하여 다양한 AR 코팅막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AR 코팅막은 UV-Vis, 접촉각 측정기, AFM, 연필경도 및 
부착성 시험을 통해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화온도가 300 ℃일 때 코팅되지 않은 유리 기판의 투과율은 90.5%
인 반면, AR 코팅된 유리 기판의 투과율은 94.8%로 증가하였다. 불소 실란을 첨가한 경우, 소수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나타내듯이 AR 코팅막 표면에서의 접촉각은 96.3°에서 108°까지 증가하였다. AR 코팅막의 내마모성은 산 촉매에 의해 
향상되었으며, 그것의 투과율은 염기 촉매에 의해 증가하였다. 산-염기 2단계 촉매 반응에 의해 제조한 AR 코팅막의 
경우, 상승 효과에 의해 촉매의 도입 없이 제조된 AR 코팅막과 비교하여 투과율 및 내마모성이 향상되었다.

Abstract
Traditional anti-reflective (AR) coating films prepared using tetraethylorthosilicate (TEOS) as a precursor absorbs water easily 
in addition to having a weak abrasion resistance. To improve the transmittance, hydrophobicity and abrasion resistance of AR 
coating film, various AR coating films were prepared using methyltrimethoxysilane (MTMS) as a precursor in addition to in-
troducing a fluoroalkylsilane, acid catalyst, base catalyst and acid-base two step catalyst. The prepared AR coating films were 
then characterized by UV-Vis spectroscopy, contact angle analyzer, atomic force microscope (AFM), pencil scratch hardness test 
and cross-cut test. As a result, the transmittance of bare glass was 90.5%, while that of AR coating glass increased to 94.8% 
at curing temperature of 300 ℃. When the fluoroalkylsilane was added, the water contact angle of AR coating film increased 
from 96.3° to 108°, indicating that the hydrophobicity of the film was greatly improved. The abrasion resistance of AR coating 
film was also improved by the acid catalyst, whereas the transmittance increased by the base catalyst. In the case of AR coating 
film prepared using an acid-base two step catalyzed reaction, both the transmittance and abrasion resistance of the film was 
synergistically enhanced as compared with those of AR coating films prepared without introduction of a catalyst. 

Keywords: solar cell, anti-reflective coating, sol-gel, hydrophobicity, acid/base two-step catalyzed

1)1. 서    론

최근 대체 에너지로써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적이며 

무한한 태양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태양광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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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용되는 태양전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유리 기판은 매질의 

계면 사이에서 굴절률 차이로 인해 태양 에너지 복사선의 일부가 표

면에서 반사되어 약 4%의 투과율 손실이 발생한다. 이 손실은 태양전

지의 비교적 낮은 에너지 변환 효율을 고려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양에 해당된다. 태양전지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유리 기판에서 

태양광의 반사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리 기판 위에 

반사방지(Anti-reflective; AR) 코팅막을 도입하여 유리 표면에서의 반

사를 감소시킬 수 있다[1,2].

빛의 반사 손실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입사광의 파장의 λ/4 두께

를 갖는 코팅막이 존재하면 반사된 파장의 상쇄를 통해 빛의 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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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다. 또한 코팅막의 굴절률이 기판의 굴절률에 제곱근과 동

일하면 반사된 파장의 상쇄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태양 에너지 전

환 효율이 가장 높은 540~560 nm의 가시광선 영역에서 코팅막은 약 

137.5 nm의 두께가 필요하며, 약 1.22의 굴절률이 요구된다[3-5].

유리 기판에 AR 코팅막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핀 코팅(spin 

coating), 딥 코팅(dip coating) 및 스프레이 코팅(spray coating) 등이 

있다[6]. 이 중 딥 코팅은 유리 기판의 양면을 일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코팅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에 비해 낮은 비용과 대면적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갖는다. 코팅제는 졸-겔(Sol-gel) 공정을 통해 제조가 가능하며, 

졸-겔 법은 제조 조건 및 절차가 간단하고 균일한 코팅제를 얻을 수 

있다[7]. AR 코팅막은 다공성 및 극성이므로 외부에서부터 쉽게 수분

을 흡수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수분 흡수에 의해 AR 코팅막의 

기공이 공기에서 물로 바뀌게 되면 굴절률이 증가하게 되어 반사방지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AR 코팅막의 소수성은 film 표면의 거칠기 조

절과 소수성기 도입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 이때, film 표면의 거칠

기를 증가시키면 빛의 산란에 의해 반사방지 능력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소수성기 도입을 통한 AR 코팅막의 소수성 향상에 대한 연구

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8-10]. 대부분의 태양 전지는 야외에 설치되기 

때문에 AR 코팅막은 높은 투과율뿐만 아니라 높은 내마모성을 가져야 

한다. AR 코팅막의 투과율 및 내마모성은 산 및 염기 촉매의 첨가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스토버(Stöber)법에서 유래한 염기 촉매화된 실

리카의 경우, 가교에 의한 망상 구조를 가지며 투과율이 향상되지만 

코팅제 내 접착력이 약화되어 내마모성이 감소한다. 반면 산 촉매화된 

실리카의 경우, 선형 구조를 가지며 접착력과 내마모성이 증가하지만 

낮은 공극률로 인해 투과율이 감소한다[11-13]. 한편, 지금까지 대부분

의 연구에서 AR 코팅막의 전구체로써 tetraethylorthosilicate (TEOS)를 

사용하였다[3,9-15]. 이에 반해 methyltrimethoxysilane (MTMS)는 입체 

장애 효과(steric hinderance effect)가 낮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며 

methyl기(-CH3)에 의해 소수성이 증가하는 장점을 갖는다[16-18].

본 연구에서는 졸-겔 법을 통해 전구체로써 MTMS를 이용하여 투

과율 향상과 함께 높은 소수성 및 내마모성을 갖는 AR 코팅막을 제조

하고자 하였다. 제조된 AR 코팅제는 딥 코팅법에 의해 유리 기판에 

양면으로 코팅되었으며, 경화온도에 따른 AR 코팅막의 투과율을 확

인하였다. 추가적으로 AR 코팅막의 소수성기 도입을 위해 코팅제 제

조과정에서 불소 실란계 화합물을 첨가하였다. 또한 AR 코팅막의 성

능 향상을 위해 산 촉매 및 염기 촉매의 첨가량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

였다. 산 촉매와 염기 촉매의 장점을 조합하여 높은 투과율과 높은 내

마모성을 갖는 산-염기 2단계 촉매화된 AR 코팅막을 제조하고자 하

였다. 제조된 AR 코팅막의 특성 분석은 가시광 투과율, 물 접촉각, 

AFM 및 물성 시험을 통해 평가되었다. 

2. 실    험 

2.1. SiO2 코팅제 합성

전구체로 MTMS를 기반으로 한 SiO2 졸은 Methanol (MeOH, Samchun 

chemical, 99.5%), 2-methoxyethanol (2ME, Samchun chemical, 99%), di-

acetone alcohol (DAA, Daejung, 98%), methyltrimethoxysilane (MTMS, 

Dow corning, 99%), 증류수 및 isopropyl alcohol (IPA, Samchun chemical, 

99.5%)을 사용하여 합성되었다. 각각의 시료들은 MTMS : MeOH : 2ME 

: DAA : H2O : IPA = 1 : 4.25 : 0.90 : 0.59 : 7.57 : 27.2의 몰 비로 정량되

어 공급되었다. 또한 코팅제의 습윤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BYK사의 첨가

물을 소량 추가하였다. 공급된 시료는 상온에서 약 5 h 동안 교반을 

통해 혼합되었다. 이후 상온에서 24 h 동안 숙성(aging)된 후 AR 코팅

막 제조를 위해 사용되었다. 

2.2. 코팅제의 소수성기 도입

코팅제 내 소수성기를 도입하기 위해 CF3(CF2)7CH2CH2Si(OMe)3 

(TSL8233, Momentive)을 0.001, 0.002, 0.005, 0.012 및 0.024의 fluori-

nated silane/MTMS 몰 비에 따라 공급하였다. 각 시료들은 65 ℃에서 

5 h 동안 교반을 통해 혼합되었으며 상온에서 24 h 동안 숙성된 후 

AR 코팅막 제조를 위해 사용되었다.

2.3. 산-염기 1단계 및 2단계 코팅제 합성

산 및 염기 촉매가 첨가된 코팅제를 합성하기 위해 산 촉매로써 

HNO3 (Samchun chemical, 60 wt%)가 0.001, 0.003, 0.005 및 0.01의 

HNO3/MTMS 몰 비로 SiO2 졸에 공급되었고, 염기 촉매로써 ammo-

nium hydroxide (NH4OH, Samchun chemical, 99.5 wt%)가 0.05, 0.1, 0.5 

및 1의 NH4OH/MTMS 몰 비로 SiO2 졸에 공급되었다. 상온에서 5 h 동

안 교반을 통해 혼합되었으며 상온에서 24 h 동안 숙성된 후 AR 코팅

막 제조를 위해 사용되었다. 산-염기 2단계 코팅제 합성의 경우, 먼저 

0.5의 NH4OH/MTMS 몰 비를 갖는 염기 촉매화된 SiO2 졸을 제조하였

다. 얻어진 생성물에 염기 촉매된 SiO2 졸의 50 wt% 비율로 0.001의 

HNO3/MTMS의 몰 비를 갖는 SiO2 졸을 첨가하였다. 이후 상온에서 5 

h 동안 교반을 통해 혼합하고 상온에서 24 h 동안 숙성되었다.

2.4. AR 코팅막 제조

합성된 AR 코팅제는 사용하기 전에 이물질 제거를 위해 0.22 µm 

PVDF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되었다. AR 코팅막의 제조는 자체적으

로 제작한 딥 코팅 장치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진행되었다. 유리기판

(76 × 52 × 1 mm3, Matsunami Glass IND., LTD.)은 코팅 전 불순물 

제거를 위해 IPA로 세척된 후 SiO2 졸에 딥 코팅되었다. 딥 코팅의 

인상 속도는 0.23 cm/min의 속도로 조절되었으며, 코팅된 유리기판

은 공기 분위기 하에서 150, 200, 250, 300 및 350 ℃에서 1 h 동안 

경화되었다. 

2.5. AR 코팅막의 분석 및 평가

AR 코팅막의 광학적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가시광 영역(380~780 

nm)의 파장 범위에서 자외-가시선 분광 광도계(UV-Vis spectropho-

tometer, MECASYS, Optizen-2120UV)를 이용하여 투과율이 측정되

었다. AR 코팅막의 소수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물 접촉각을 접촉각 

측정 장치(KRÜSS, DSA 100)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atomic 

force microscope (AFM) 분석을 통하여 AR 코팅막의 거칠기 및 표면 

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AR 코팅막의 접착성 및 기계적 강도는 접착 

테이프를 이용한 박리 실험(KS D 6711) 및 연필 경도 시험(ASTM 

D3363)을 통해 측정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AR 코팅막의 광학 특성

경화온도에 따른 AR 코팅막의 투과율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으로 380~780 nm 파장 범위에서 경화온도에 따라 제조된 AR 코팅막

의 평균 투과율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경화온도가 150 ℃에서 300 

℃까지 증가함에 따라 평균 투과율은 약 93.5%에서 94.8%까지 증가

하였으나 350 ℃에선 평균 투과율이 약 94.3%로 감소하였다. 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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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ransmittance of AR coated glass as a function of the cur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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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transmittance spectrum of the bare glass and AR coated 
glass. 

Figure 3. Anti-reflective effect of (a) AR coated glass and (b) bare 
glass. 

Figure 4. Water contact angle and water drop profile as a function of 
fluorinated silane/MTMS molar ratio : (a) bare glass, (b) AR coated 
glass without fluorinated silane, (c) fluorinated silane/MTMS = 0.001, 
(d) fluorinated silane/MTMS = 0.002, (e) fluorinated silane/MTMS = 
0.005, (f) fluorinated silane/MTMS = 0.012, (g) fluorinated silane/
MTMS = 0.024. 

화온도에 따른 AR 코팅막의 두께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19]. 

따라서 300 ℃의 경화온도가 AR 코팅막의 투과율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350 ℃에서의 투과율 감소는 고온에

서 발생하는 SiO2 입자의 소결 현상으로 인한 기공 부피 감소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실험은 300 ℃의 경화온도에서 실시하였다.

AR 코팅막에 의한 투과율 향상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팅되

지 않은 유리 기판(bare glass)과 AR 코팅막의 투과율을 Figure 2에 나

타내었다. 유리 기판과 AR 코팅막의 평균 투과율은 각각 약 90.5% 및 

94.8%로 나타났으며, AR 코팅막은 유리 기판에 비해 약 4.3%의 평균 

투과율이 향상되었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 전환 효율이 높은 540~560 

nm의 가시광선 영역에서 AR 코팅막의 투과율은 약 96.4%로써 유리 

기판과 비교하여 약 5%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AR 코팅막에 의한 반사방지 효과는 유리 기판의 표면 사진으로부

터 확인할 수 있다(Figure 3). AR 코팅된 유리 기판(Figure 3(a))은 빛

의 반사 정도가 감소하여 글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기존

의 유리 기판(Figure 3(b))은 빛의 반사 정도가 높아 글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 

3.2. AR 코팅막의 소수성 영향

AR 코팅막의 소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소 실란계 화합물의 첨

가량을 변화시키며 AR 코팅제를 제조하였으며, 소수성 정도를 평가

하기 위해 코팅막의 물 접촉각 시험을 실시하였다. 물 접촉각 시험은 

한 샘플 당 5회 반복 측정한 뒤 그 평균값으로 접촉각을 얻었다. 

Figure 4는 불소 실란계 화합물의 첨가량에 따른 코팅막 위 물방울 모

양 및 접촉각을 나타낸 것이다. 소수성은 물의 접촉각과 관계가 있으며 

접촉각이 증가할수록 소수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유리 

기판(Figure 4(a))의 접촉각(18.3°)과 비교하여 AR 코팅된 유리 기판

(Figure 4(b))의 접촉각은 96.3°를 나타냈으며, 이 결과는 AR 코팅막에 

의해 유리 기판의 소수성이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AR 코팅제의 

전구체인 MTMS의 methyl기(-CH3)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Fluorinated 

silane/MTMS 몰 비가 0.001에서 0.012까지 증가함에 따라 접촉각은 약 

96.3°에서 약 108.1°까지 증가하였다(Figure 4(c)~(g)). 그러나 fluori-

nated silane/MTMS 몰 비가 0.024인 경우, 접촉각은 108°로써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불소 실란계 화합물의 공급량 증가에 따른 

AR 코팅막의 소수성 향상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ure 5는 불소 실란계 화합물의 첨가량에 따른 AR 코팅막의 평균 

투과율을 나타낸 것이다. 불소 실란계 화합물의 첨가량에 따른 AR 코

팅막의 투과율 변화는 작았지만, 전체적으로 AR 코팅막과 비교하여 

평균 투과율이 약 1% 향상되었다. 이는 AR 코팅막 내 소수성기 도입

으로 인해 수분 흡수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 AR 코팅막의 굴절률이 

감소하여 투과율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들로부터 AR 코

팅제 내 0.012의 fluorinated silane/MTMS 몰 비로 불소 실란계 화합물

을 첨가할 경우 소수성 및 투과율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소수성기 도입으로 인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높은 저항성이 부여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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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O3/MTMS
molar ratio

Transmittance 
(%)

NH4OH/MTMS
molar ratio

Transmittance 
(%)

0.001 93.05 0.05 95.33

0.003 92.66 0.1 95.39

0.005 92.64 0.5 95.48

0.01 92.62 1 94.98

Table 1. The Transmittance of AR Coated Glass as a Function of the 
HNO3/MTMS Molar Ratio and the NH4OH/MTMS Mola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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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transmittance spectrum of AR coated glass as a function 
of fluorinated silane/MTMS molar ratio.

(a)

(b)

Figure 6. Two (left) and three-dimension (right) AFM image of AR 
coated glass : (a) acid catalyzed AR coated glass, (b) base catalyzed 
AR coated glass. The images are taken at 2 µm × 2 µm area at a scan 
rate of 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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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transmittance spectrum of AR coated glass and 
acid/base two-step catalyzed AR coated glass.

3.3. AR 코팅막의 산 및 염기 촉매 첨가에 따른 영향

AR 코팅막에 대한 산 및 염기 촉매 첨가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산 촉매로써 HNO3과 염기 촉매로써 NH4OH를 첨가하여 AR 코팅막

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Table 1은 산 및 염기 촉매 첨가량에 따른 AR 

코팅막의 평균 투과율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 AR 코팅막과 비교하여 

HNO3을 첨가한 AR 코팅막의 평균 투과율은 약 1.5% 감소하였으며, 

NH4OH를 첨가한 AR 코팅막의 평균 투과율은 약 1% 증가하였다. 

AR 코팅제 내 HNO3/MTMS 공급 몰 비가 0.001에서 0.01까지 증가함

에 따라 93.05%에서 92.62%로 평균 투과율이 약간 감소하였다. 이는 

선형 구조를 유도하는 산 촉매에 의해 AR 코팅막이 낮은 기공 부피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투과율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염기 촉매로

써 NH4OH가 공급된 AR 코팅제의 경우, NH4OH/MTMS 공급 몰 비가 

0.5인 AR 코팅막의 투과율이 95.48%로써 가장 높았다. 망상 구조를 

유도하는 염기 촉매의 경우, AR 코팅막 내 기공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AR 코팅막의 굴절률을 감소시켜 투과율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과량의 염기 촉매는 SiO2 입자의 과도한 축합 반응을 일으켜 제조된 

AR 코팅제의 색이 불투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NH4OH/MTMS 몰 비

가 1인 AR 코팅막의 투과율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결과들로

부터 투과율 측면에서 산과 염기 촉매의 첨가량이 각각 0.001의 

HNO3/MTMS 몰 비와 0.5의 NH4OH/MTMS 몰 비 조건이 가장 유리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ure 6은 산 및 염기 촉매 첨가에 따른 AFM 표면 분석을 나타내

었다. 산 촉매화된 AR 코팅막(Figure 6(a)) 표면의 root mean square 

(RMS) 거칠기는 약 0.958 nm로써 입자 크기가 작고 밀집되어 있으며 

매우 부드러운 표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염기 촉매화된 

AR 코팅막(Figure 6(b))의 RMS 거칠기는 약 1.463 nm로 산 촉매화된 

AR 코팅막에 비해 입자의 크기가 크고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관찰할 수 있다. 산 촉매화된 AR 코팅제의 경우, SiO2 입자들이 선

형구조로 성장 및 가교하여 밀집됨으로써 입자 크기가 작다. 염기 촉

매화된 AR 코팅제의 경우, SiO2 입자들이 구형으로 성장하여 망상 구

조를 갖고 산 촉매화된 AR 코팅막과 비교하여 입자 크기가 크고 거친 

표면을 갖는다. 

3.4. AR 코팅막의 산-염기 2단계 촉매 영향 

Figure 7은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산 및 염기 촉매가 첨가되지 않은 

AR 코팅막과 산-염기 2단계 AR 코팅막의 투과율을 나타낸 것이다. 

산-염기 2단계 AR 코팅막의 평균 투과율은 약 95.2%로 기존의 AR 

코팅막(94.8%)과 비교하여 약 0.4% 증가하였다. 또한 산-염기 2단계 

AR 코팅막의 평균 투과율은 염기 촉매화된 AR 코팅막에 비해 약 

0.3% 낮았으며 산 촉매화된 AR 코팅막에 비해 평균 투과율이 약 

2.2%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산-염기 2단계 AR 코팅막은 산 촉매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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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performance AR coated glass
Acid catalyzed 

AR coated glass
Base catalyzed 

AR coated glass
Acid/base two-step 

catalyzed AR coated glass

Pencil scratch hardness 4H 8H 3H 6H

Cross-cut test ○ ○ ○ ○

Table 2. Mechanical Characteristic of AR Coated Glass

Figure 8. Two (left) and three-dimension (right) AFM image of 
acid/base two-step catalyzed AR coated glass. All the images are taken 
at 2 µm × 2 µm area at a scan rate of 1 Hz.

SiO2 졸에 의한 AR 코팅막의 투과율 감소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여전

히 높은 투과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8은 산-염기 2단계 AR 코팅막의 AFM 표면 분석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산-염기 2단계 AR 코팅막의 표면은 Figure 6의 산 및 염

기 촉매화된 AR 코팅막 표면의 특징이 모두 나타났다. RMS 거칠기

는 1.073 nm로 산 촉매화된 AR 코팅막에 비해 입자의 크기가 크고 

표면의 거칠기가 약간 증가하였다. 또한 염기 촉매화된 AR 코팅막의 

표면과 비교해서 작은 입자 크기를 가졌으며 부드럽고 밀집한 표면을 

가졌다. 

산-염기 2단계 AR 코팅막 제조 과정에서 염기 촉매화된 SiO2 졸에 

산 촉매화된 SiO2 졸을 첨가하면 가교 반응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 

이때 선형 구조를 유도하는 산 촉매의 영향으로 SiO2 입자들은 염기 

촉매에 의해 형성된 망상 구조를 갖는 SiO2 입자들 사이를 임의적으

로 연결한다. 따라서 산-염기 2단계 AR 코팅막의 표면은 밀집된 작은 

입자로 인해 기공의 부피가 감소하게 된다. 위 결과를 통해 산-염기 

2단계 AR 코팅막은 기공 부피의 감소로 인해 평균 투과율은 염기 촉

매화된 AR 코팅막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뛰어난 투과율

을 나타내었다.

3.5. AR 코팅막의 기계적 특성

제조된 AR 코팅막의 기계적 강도 및 부착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필 

경도 및 부착성 시험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연필 경도 측정은 

Mitsubishi사의 연필과 연필 경도 측정기를 이용하였다. 연필 경도 측

정법은 강도가 약한 연필(6B)부터 강도가 강한 연필(9H)을 코팅막 표

면에 1 kg의 하중이 일정 방향으로 45°의 각도로 기울여 일정한 속도

로 마찰시켜 표면에 상처가 나타날 때 연필의 경도를 코팅막의 경도

로써 결정하는 방법이다. 부착성 측정은 접착 테이프를 이용하여 일

정 간격으로 흠집을 내어 박리 실험을 실시하고 표면 상태를 확인하

여 이상 유무를 ‘O’ 및 ‘X’로 나타내었다. 기존의 AR 코팅막의 경우 

4H의 연필 경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산 촉매화된 AR 코팅막은 

8H의 연필 경도를 갖는 반면, 염기 촉매화된 AR 코팅막은 3H의 연필 

경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염기 2단계 촉매화된 AR 코팅막의 

경우 AR 코팅막과 염기 촉매화된 AR 코팅막에 비해 높은 연필 경도

인 6H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산/염기 2단계 촉매화된 AR 코팅막은 

제조 시 염기 촉매에 추가적으로 첨가된 산 촉매에 의해 기계적 강도

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착성 실험 결과로서 박리 실험 후 

모든 AR 코팅막의 표면 상태가 이상이 없었으며 이는 AR 코팅막과 

유리기판 사이의 부착성이 우수한 것을 나타낸다. 염기 촉매화된 AR 

코팅막의 SiO2 입자들은 망상 구조로 인한 기공 부피 증가로 인해 기

계적 강도가 감소된다. 반면 산 촉매화된 AR 코팅막의 SiO2 입자는 

선형 구조로 인해 밀집되어 기공 부피가 감소하여 표면에서 높은 기

계적 강도를 갖는다. 산-염기 2단계 AR 코팅막은 망상 구조를 갖는 

SiO2 입자가 선형 구조의 SiO2 졸과 연결되어 통합되며, 이로 인해 염

기 촉매화된 AR 코팅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계적 특성이 나타나

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전구체로써 TEOS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기존의 AR 코팅막은 낮은 

소수성과 약한 내마모성을 갖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졸-겔 법을 통해 전구체로써 MTMS를 이용하여 높은 투과율

과 함께 내마모성과 소수성이 향상된 AR 코팅막을 제조하고자 하였

다. 먼저, AR 코팅막 제조 시 경화온도에 따른 투과율의 변화를 관찰

하였다. 더 나아가 AR 코팅막의 성능 향상을 위해 불소 실란계 화합

물, 산 촉매, 염기 촉매 및 산-염기 2단계 촉매를 첨가하여 그 효과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300 ℃의 경화온도에서 94.8%의 높은 투과율을 

갖는 AR 코팅막이 얻어졌으며, AR 코팅막의 접촉각은 불소 실란계 

화합물 첨가에 의해 96.3°에서 108°까지 증가하였다. 산 촉매화된 AR 

코팅막은 내마모성이 향상되었으나 투과율이 감소하였다. 반면, 염기 

촉매화된 AR 코팅막은 투과율이 증가하였으나 내마모성이 감소하였

다. 산-염기 2단계 촉매화된 AR 코팅막의 경우, 산 촉매와 염기 촉매

의 상승 효과에 의해 기존의 AR 코팅막과 비교하여 높은 투과율과 우

수한 내마모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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