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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00연대는 재료 나노과학의 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원자·분자 수준의 구조 이해와 그
제어기술이 크게 진전하는 시대이다. 유리의 구조 및 특성 발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
루어지고, 광통신과 그 주변을 지원하는 재료개발이 활발하게 되었다. 후반은 특히 에너
지나 환경문제가 크게 다루어지고, 유리재료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것과 동시에 연구 개
발이 진행되었다.
미국의 유리 관련 연구에 대한 논문을 분석한 것을 보면 우리구조, 열특성, 기계적 특
성 등이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그 외에 시뮬레이션 기술, 유리용융, 전기적 특성, 화학
적 특성, 표면 관련 분야가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유리의 현재와 미래의 산업적/상업
적 관련성을 고려한 연구 분포는 규산염유리와 결정화 유리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유리와 관련된 기술은 크게 제품, 제조 프로세스, 기초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리포트에서는 기업을 위해 유리산업 중에서 새로운 제품과 제조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설명하였다.

2. 유리의 분야별 기술발전 1),2)
2-1. 에너지 관련 유리분야
2-1-1. 태양광 발전용 유리3),4),5)
태양광 발전은 환경문제와 화석연료의 가격상승에 의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술혁신에 따른 발전효율 향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기술면에서
는 결정 Si계에서 25％ 정도의 고효율을 실현한 것과 비정질 Si나 CdTe, CIGS 등의 박막
계에서 와트 단가가 낮은 상품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태양전지에 요구되는 유리의
특성은 발전에 기여하는 빛을 최대한 투과하는 것이며, 반도체 소자인 발전 디바이스를
가혹한 환경에서 보호하여 효율적인 발전을 장기간에 걸쳐서 실현하는 것이다.
태양전지 유리에 요구되는 성능은 결정계와 박막계에서 크게 다르다. 전자에서는 커버
유리로 사용되며, 높은 투과에서 표면반사가 작은 유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고투과 성능
을 얻을 수 있는 안티몬에 의한 청징이 가능한 형판 프로세스에 의한 유리성형과 저반
사성 표면처리 기술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한편, 후자에서는 박막형성을 위한 기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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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이용된다.
박막계 태양전지는 일반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프로세스로 제조되기 때문에 평탄성이
높은 플로트유리가 사용된다. 박막계에서도 높은 광투과 성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철분
이 낮은 원료가 이용되고 있다. 또한 유리상에 온라인 CVD나 오프라인 CVD를 이용한
투명 전도막(SnO2)을 성형하여 태양전지 메이커에 공급되고 있다. 낮은 저항에서 고투과
율과 광 폐쇄 효과가 높은 유리 기판이 요구된다.
그 외에 옥외 폭로문제, 적설 등의 기계적 부하에 대한 내성 향상도 중요하다. 향후
사막 지대에서 대규모 발전소에 응용을 위한 방오 및 세정이 용이한 성능을 가진 유리
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1-2. 전지용 이온전도성 유리6),7)
이온 종을 고농도로 포함한 유리는 높은 이온 전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지용 전해
질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리튬이온 전도유리는 안전성과 고에너지 밀도를 겸비한
차세대 축전지인 전고체 리튬전지에 응용이 기대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유리의
새로운 합성방법으로서 유성형 볼밀을 이용한 메카노케미컬(mechanochemical)법이 도입
되어 고농도의 은이온이나 리튬이온을 포함한 산화물 및 황화물 유리가 제조되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상온 프로세스이며 전고체전지에 응용이 가능한 유리 미립자를 직접
얻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리튬이온 전도유리를 가열 결정화시키면 이온
전도성이 증대하는 현상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유리의 결정화는 이온전도성을 저하
시킨다. 그러나 유리조성과 가열 조건을 선택하면 과냉각 액체로부터 결정화에 의해 높
은 이온전도성을 나타내는 고온상이나 준 안정상을 처음 결정으로서 석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Li2S-P2O5계 유리에서 통상 고상반응에서 얻을 수 없는 Li7P3S11 고온상이 석
출한다. 이는 유기 전기분해액에 필적하는 지극히 높은 리튬이온 전도도를 나타내는 결
정화 유리이다. 이 결정화 유리는 전고체 리튬이차전지의 고체전해질로 뛰어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보고되어 응용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플로톤 전도유리는 연료전지용 전해질 혹은 수소센서 등에 응용을 위해 1990연대 후
반부터 검토되어 왔다. 예를 들면 졸-겔법으로 제조한 P2O5-SiO2계 재료가 높은 플로톤
전도성을 나타내어 연료전지 전해질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면활성제를
템플릿으로서 이용하는 졸-겔법에 따라 제조한 메조다공성 실리카가 높은 플로톤 전도
성을 나타내는 것도 보고되었다. 플로톤 전도체는 모두 가습 하에서만 높은 플로톤 전
도성을 나타내지만, CsHSO4-MHSO4(M=Na, K, Rb) 혹은 CsHSO4-CsH2PO4계는 용해와 급
랭으로 제조한 이온유리가 무가습 하에서 플로톤 전도성을 나타낸다. 전해질로서 무기
재료를 이용하는 것은 내구성, 내열성이 뛰어난 연료전지 구축을 기대할 수 있어, 유리
재료의 이오닉스 분야에서 한층 발전이 개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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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초단열재 유리
단독주택 창으로 겨울철에 집 전체의 48% 정도 열 유출이 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창의 단열화는 에너지 절약에 매우 중요하다.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절약규제는 해마다 강
화되고 있으며, 예를 들면 독일의 창의 단열성능 규제치는 3년마다 20-30%의 비율로 강화
되고 있다.
단열용 창호 재료의 개발에는 전열의 3요소인 전도, 복사, 대류현상을 억제시킬 필요
가 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Low-E 유리는 유리 표면에 적외선 영역의 저방사 코팅
을 실시하여 복사를 억제하고 있다. 코팅으로 스퍼터링법이 이용될 수 있어 재료는 은
이나 산화아연 등의 금속산화물이 사용된다. 진공유리는 유리 사이를 진공상태로 한
것으로 Low-E 유리와 조합하면 전열현상의 모든 요소를 억제할 수 있어, 종래 복층
유리보다 슬림형으로 고단열화가 가능하다. 또한 복층 유리구조와 조합한 진공 복층유
리는 초고단열 창 재료로 상품화되고 있다. 각종 창유리의 열관류율을 <표 2-1>에 나
타냈다.

<표 2-1> 창용 유리의 단열성능1)
유리제품의 종류
단판 유리
복층 유리
Low-E 유리
진공 유리
진공 복층 유리

열관류율[W/m2K]
6.0
3.4
1.6
1.4
0.8

에어로 겔은 그 대부분이 공기로 구성되는 고체재료이며, 가볍고 효과적인 단열재로서 개
발이 진행되고 있어 전열의 3요소 중 “전도”를 억제할 수 있다. 그 특성을 이용한 건축
재료는 일부 기업에서 상품화되고 있지만, 대면적 상품은 아직도 실용화되고 있지 않다.

2-2. 환경관련 유리분야
2-2-1. 자정유리(self-cleaning glass)8),9)
산화티탄 광촉매는 근자외 영역의 광조사에 의해 강한 산화력이 생기고 표면에 부착
된 오염을 분해하는 작용을 한다. 1990년대 중반에 광촉매 타일이 실용화된 후에 광조
사로 표면이 친수화하는 작용을 발견하였다. 건축 재료에서 판유리 표면에 코팅하는
것으로 이들 2개의 작용에 대한 자정유리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되어, 2000연대에 실
용화에 이르렀다.
방오 기능에는 광 친수화 작용이 주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산화
티타늄 표면에 부착한 유기물이 분해되지만, 동시에 친수성의 높은 표면이 형성되어
비 또는 살수에 의해 수막이 오염을 씻어 낸다. 판유리 표면에 산화티탄 막의 형성에
는 졸-겔법, CVD법, 스퍼터링법이 이용되어 막 두께나 막 구조의 연구에 의해 투명한
유리창 위에 높은 방오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큰 건조물에서 시공 사례가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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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동시에, Low-E 유리나 복층유리와 조합해 높은 환경 부가가치를 가진 상품개발
도 진행되었다.

2-2-2. 유리의 리사이클링과 무연화 기술10)
유리 리사이클은 유리로부터 파유리를 회수해, 재차 유리 원료로서 이용하는 분리·회
수의 기술 개발을 하였다. 자동차 유리는 리사이클 대상은 되지 않지만, 유리판을 잘라,
중간 막의 필름을 분리하는 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다. 파유리로 재이용이 한정되는 중
금속을 포함한 유리(브라운관용 납유리 등)에서 금속을 분리하여 여러 용도로 이용하는
기술 개발도 진행되었다. 환원용해법, 상분리법, 수화법 등이 개발되었지만, 현재로서는
비용이 과제가 되어 실용화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장래 대량으로 발생이 예상
되는 LCD용 기판유리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
유해 화학물질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유리에 사용되고
있던 납의 대체도 진행되었다. 특히 전자기기의 접합용으로 사용되는 저융점 유리에 대
해서는 무연화를 위해 아연-붕산계, 비스무트-붕산계, 주석-인산계 등의 유리가 개발되
어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유리는 종래 사용되고 있던 납유리와 동일한 온도-점성 특성
을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 시에 제품 공정의 온도관리도 포함한 재검토도 아울
러 필요하다.

2-3. 광전분야 유리 1)
2-3-1. 비선형 광학유리
비선형 광학유리를 활용하는 파이버형 디바이스 개발에 큰 진전이 있었다. 2차 비선형
광학효과는 원리적으로 결정 고유의 기능성이며, 등방적인 구조를 가지는 유리에는 발
현하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결정에 필적하는 2차 광비선형성을 나타내는 결정화
유리가 발견되었다. 또한 레이저 국소가열에 의한 결정화에 의해 2차 비선형 광학유리
가 개발되었다. 이것은 신규 재료와 공간 선택적인 레이저 결정화 프로세스를 융합하는
것이다. 유연성이 손상되지 않는 특수한 광섬유도 개발되어 전기광학 효과에 의한 에너
지 절약형의 나노와트 광제어가 실현되고 있다.
2차 비선형 광학효과에 대해 미세구조 파이버의 구조분산을 이용하는 초 광대역
(supercontinuum 등) 광원의 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실리카계에 비해 비선형성이
큰 텔루르라이트(tellurite)계 유리나 적외선 투과가 뛰어난 칼코게나이드(chalcogenide)계
유리 등이 이용되고 있다.

2-3-2. 형광유리
형광유리의 분야에서는 LED 조명용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리 세
공 내에 희토류 이온을 균일하게 분산시켜 소결을 실시한 것이나, Sn2+이온을 포함한 아
연-인산염 유리가 고효율로 발광한다고 보고되고 있어 향후 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희
토류·전이금속 이온 등을 일절 포함하지 않는 SiO2계 백색 형광재료도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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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광선을 적외광으로 변환하는 태양전지용 패널 재료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희토류 이온간 에너지 이동을 이용하고, 1포톤을 2포톤에 변환하는 것으로, 태양전지의
효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고 여겨진다.
형광유리와 나노결정에 관해서는 포논 에너지가 낮은 불화물 나노결정이 희토류 이온
의 강한 발광을 얻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 근래 유리 내부에 분산시킨 반도체 나노
결정과 희토류 이온을 조합한 여기자 증감형 재료도 보고되어 새로운 전개가 기대되고
있다. 칼코게나이드·콜로이드는 조성과 크기를 조정해 밴드 간의 발광파장을 가시 전
역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화학적 내구성에 과제가 있었다. 이것이 졸
-겔법을 이용한 실리카 코팅에 의해 극복되어 고효율로 장수명인 나노결정 재료가 개발
되고 있다.

2-3-3. 삼차원 광디바이스
초단펄스 레이저의 집광조사에 의해 파장에 대해 투명한 재료 내부의 삼차원 구조개
질이 실현되고 있다. 취성재료인 유리에 대해 균열 등의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고, 내부
의 밀도나 조성비를 국소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굴절률 등의 광물성의 삼차원적인
제어를 실현할 수 있다. 이 기술에 의해 복수의 광로를 저손실에서 직각으로 변환할 수
있는 삼차원 직각 광로변환 광도파로가 제조되었다. 동일한 레이저 야기 굴절률 변화를
이용하여 유리 내부에 회절격자(gratings)나 바이너리 렌즈(binary lens)도 가능하게 되었
다. 또한 유리 내부에 나노세선 주기구조(나노 그레이팅)를 입체 형성시키는 것도 되고
있다. 나노주기의 초미세 구조는 편광에 의존한 광산란이나 반사광 등의 이방성이 강한
현상을 발현할 수 있어 편광제어 기능을 부여한 삼차원 광집적회로나 광메모리 등에 응
용이 기대된다.

2-3-4. 광대역 증폭(WDM)용 유리
실온에서 연속 발진하는 반도체 레이저와 광섬유 저손실화 기술개발에 의해 실현된
광통신시스템은 다파장 일괄 증폭이 가능하다. 광대역 증폭에 적절한 에르븀(Er) 첨가
광섬유 증폭기(EDFA)의 등장에 의해 비약적인 진보를 이루고, 일렉트로닉스에서 광전자
공학과 포토닉스라고 하는 세대 교대가 착실하게 진행되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예상을 웃도는 통신정보 트래픽의 비약적인 증가에 따라 광대역
WDM 통신시스템 실현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다. SiO2을 호스트로 한 EDFA는 증폭 이
득 대역이 약 30nm로 좁고, 통신의 대용량화를 위해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통신용 광
섬유 투과창의 유효한 이용을 위해 넓은 대역에서 평탄한 이득을 가진 광증폭기 개발이
요청되었다. 그러고 SiO2을 호스트로 하지 않는 Tm을 첨가한 Zr-Ba-La-Al-Na계 불화물
(ZBLAN) 파이버로 1.45~1.49㎛대의 높은 이득이 보고되었다. 또한 광대역 증폭용으로서
Er 도프 텔루르라이트 파이버가 개발되었다.
Er3+ 이온의 광증폭 전이인 1.55㎛의 발광 스펙트럼의 반치폭은 4f 전자전이 확률을
규정하는 Judd-Ofelt 배위자장 파라미터(Ω2, 4, 6) 중의 Ω6의 값과 강한 상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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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알려졌다. 알칼리 이온을 포함하지 않는 Bi2O3계 유리에서 유리 구성 양이온
과 산화물이온의 공유결합성이 높고, Er3+이온의 Ω6 파라미터가 2,0~2.8pm2인 것도 있
다. 이것은 텔루라이트에 있어서 Ω6값(약 1.5pm2)과 비해 높고, 또 전이 단면적도 약
1.5배이다. 전이 단면적의 값이 실리카계의 3배도 있기 때문에 향후 광대역 앰프재료
로서 기대되고 있다.

2-4. 바이오분야 유리 11)
1969년의 Hench의 Bioglass® 발명으로 뼈 결합성의 원리나 신규 세라믹스와 유리개발
연구가 시작되어 1980년대 중반에 규산염을 중심으로 하는 Ceravital®, A-W GC®,
Bioverit®계 결정화 유리가 등장하였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은 Bioverit®뿐이다. 1990
연대에서는 뼈 충전재 등이 제안되는 동시에 유리와 단백질·유전자와 상호작용 등이
활발히 추구되었다. 그 후, 2000년대에 들어와서 리튬이규산염(LS2)이나 백류석(leucite),
플루오르 아파타이트 등을 석출 층으로 하는 인공 치관용의 결정화 유리가 개발되었다.
L-S계는 열처리 연구가 되어, 처음 메타규산염을 석출시키고 그 다음에 LS2의 결정화로
충분한 강도를 갖게 한 것이다.
1990연대 전반부터 강자성 결정을 석출하는 연구로 암 치료용 결정화 유리도 제안되었지
만,

현재

임상

응용되고

있는

것은

반감기

64.1시간

89Y의

β-붕괴를

이용한

YAS(Y-Al-Si-O)계 유리 미립자이다. 이 개량형이 YPO4 유리계로 반감기 14.3일 32P의 β붕괴를 이용한다. 이어 각종의 유기-무기 하이브리드가 제안되어 뼈 충전 미립자 캐리어
모재, 뇌신경계 재건 등과 바이오리액터(bioreactor)·인공장기에 응용도 시도되고 있다.
유리의 생체응용에 대해 일부 인산염계 유리도 검토되고 있지만, Bioglass®에 따라 규산
염을 주체로 하는 검토가 주류였다. 최근, 붕산염계 유리가 검토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붕산염 유리 미립자를 인산염 수용액에 침지해 수산아파타이트의 마이크로 입자를 제조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규산염계 유리판에 응용하면 아파타이트의 나노 침상결정 집합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13-93B3의 코드명을 가지는 붕산염유리(조성 53B2O3-20CaO-6Na2O-12K2O-5MgO-4P2O5)를
파이버로 하여 그것을 콤팩트(부직포장으로 고온에서 소성)는 골조직 재건에도 유효하지
만, 연조직에 대해서 지극히 친화성이 뛰어나 임상적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3. 유리의 제조 및 프로세스 발전
3-1. 초박판유리의 제조기술 12)
초박판유리는 두께 200마이크로 이하의 박판유리로, 내열성이나 가스 장벽 등의 유
리 고유의 특성 이외에 경량성과 유연성을 겸비하였다.
얇은 기판유리는 지금까지 플로트법으로 생산되어 왔지만 두께는 건축용 유리와 같
은 조성의 소다석회유리에서는 0.3mm 정도가 가장 얇은 것이었지만, 최근 그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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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0.2mm정도까지 이 방법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있다. 또, 액정디스플레이 기
판에 사용되고 있는 붕규산유리는 플로트법으로 생산되는 것과 퓨전방법으로 생산되
는 것이 있다. 이 경우도 가장 얇은 것이라도 0.3mm 정도였지만, 이 붕규산유리를 이
용해 퓨전방법에 의하면 매우 얇은 0.1mm 혹은 그것 이하의 것도 생산이 가능하다.

<그림 3-1> 주요 선진사의 초박형유리13)
최근 이러한 얇은 기판유리 화학강화유리 조성계를 이용한 100㎛ 이하 두께의 초
박형 유리가 이미 개발, 출시되었다. 독일의 Schott사가 2000년대 초에 down draw
법을 이용하여 현재 27㎛ 수준까지 극초박형 유리를 제조하여 판매 중이다. 미국의
코닝사는 2012년, 50㎛ 두께에 5세대 크기의 초박형 유리 롤(roll) 생산기술을 확보
하여 2013년 제조설비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의 아사히 유리는 2011년
100㎛ 이하의 초박형 유리를 출시한 바 있고, 일본 NEG사는 40㎛ 두께의 5세대 크
기의 폭을 갖는 유리 롤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얇은 기판유리 용도는 아직 넓지 않지만, 매우 평활하고 유연성이 뛰어남
과 동시에 내후성, 내열성 혹은 가스장벽 등의 장점으로, 플라스틱 필름보다 매우
뛰어난 유리 본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초박형유리는 LCD, OLED 기판 및 OLED

봉지용 소재 등으로 그 응용범위 확장을 위해 노력 중이며, 또한 flexible display까
지 영역확대를 추진 중이다.

3-2. 인-플라이트 용해(In-Flight Melting) 기술 14)
인-플라이트 용해(In-Flight Melting) 기술은 일본의 NEDO가 선도적으로 연구한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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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과제명: 혁신적 유리용융 프로세스 기술개발)이며, 일본에서는 기중용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용해기술은 유리원료 용해에 필요한 에너지를 가능한 삭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 용해기술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거쳐서 약 13.45억 엔 예산으
로 수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산학연이 참여하였으며, 업계에서 병유리 제조업체인
Toyo glass, 판유리의 Asahi glass와 대학은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총괄 관리는
NIMS에서 연구를 담당하였다.
유리용융 프로세스는 플라스마와 산소버너의 복합열원을 이용하고, 열원에서 원료로
열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해 플라스마 중에 원료를 투입한다. 복합 가열원에 의해 원료
인 과립상(granulated) 배치(batch)는 기중에서 1초 이내에 용해된다. 이 프로젝트의 중요
내용은 인-플라이트 용해(기중용해) 기술개발, 파유리의 고효율 가열기술, 유리융액과 파
유리 융액의 고속혼합 기술개발에 대한 3주제가 있었다.

<그림 3-2> 현재 현행기술과 인-플라이트 용용기술14)
인-플라이트에 의해 과립상 원료를 효율적으로 용융하여 유리화할 수 있는 것은 분명
하다. 그러나 기술을 실제 유리제품 생산에 적용하려면, 제품의 품질수준에 따라 조립
법, 예열법, 용해방법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청징·탈포법 등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인플․라이트 용해의 3가지의 기술인 조립법, 예열법, 용해방법은 폭넓게 개조·조정을 할
수 있다. 이 용해기술 효과는 에너지 절약뿐만이 아니라 용해로 크기의 대폭적인 감소
와 가열 원으로서 여러 가지 설계가 가능하다.

3-3. Combinatorial method
신종 유리의 신속한 개발을 목적으로 유리 형성계를 수정하면서 목적하는 조성을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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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는 방법으로 조합법(combinatorial method)이 적용되고 있다. 이 방법에 의한 유리합
성은 기본적으로 종래 유리시료 제조와 같지만, 한 번에 다수의 원료를 조제·용해하여
유리시료를 제작할 수 있다. 소량의 용해장치에서 하루에 200개 정도 시료의 제조가 가능
하다.
조합법의 이점은 신유리 재료의 최적 조성을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고, 고속시험에 의
해 생각치도 못한 신유리를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 무연저융점 유리, 저융점 고경도유
리, 희토류 프리 형광발광유리 등의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3-4. 졸-겔 프로세스15)
졸-겔 프로세스는 금속 알콕사이드 등을 출발 원료로 이용하고, 이것을 용매 중에서
가수분해·중축합 반응시켜 졸 상태를 거쳐 겔화한다. 유리, 세라믹스, 무기유기 복합체
혹은 나노복합체를 액상에서 합성한다. 종래 고온의 융액을 냉각해 유리를 제조하는 용
해 급냉법이나 분말 성형체를 고온에서 소성하여 세라믹스를 얻는 고상법에 비해 저온
으로 재료를 합성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며, 무기물질과 유기물질이 복합화된 하이
브리드 재료의 설계에 관심이 모여 있다. 또한 이 프로세스에 의하면 여러 가지 형상의
기능성 재료를 제작할 수 있지만, 특히 코팅 막 혹은 미립자 등은 실용성이 높다.
지금까지 졸-겔 프로세스에 의해 발수코팅, 친수·광촉매 코팅, 착색 코팅, 무반사 코
팅, 보호·하드 코팅, 액정표시 소자용 분산입자, 저유전층의 절연막, 강유전체 박막, 나
노 임프린트 재료,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용 컬럼 등 많은 제품이 실용화되고 있다.

3-5. 유리의 메조다공성 기술
유리에 메소기공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자체나 환경정화 리액터, 형광유리 등에 응용할
수 있다. 용해법에 따르는 메조기공 유리의 제조는 유리전이점 이상의 온도영역에서 분상
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 에너지 절약적 분리 프로세스에 중요한 서브 나노수준의 가는
기공지름을 가지는 분자체 중공 파이버(hollow fiber) 막이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세공 내
에 이산화티타늄 등의 광촉매 기능을 가지는 물질을 담지한 환경정화 리엑터, 유리의 리
사이클에 기여하는 희토류 원소 등을 담지한 형광 유리 등이 개발되었다. 메조 기공화 기
술은 새로운 기능부여 이외에 유리 본래의 특징인 기계적 강도, 투명성, 화학적 내구성,
관, 판 등의 성형성, 양산성도 갖추고 있어 고기능성 재료개발에 중요한 기술이다.

3-6. 펨토초 레이저 가공 16)
펨토초란 펄스폭이 펨토초 차원(femto=10-15)의 극단적으로 짧은 레이저를 의미하며, 순
간적인 전장강도는 TW/cm2 이상에 도달한다. 대표적인 펨토초 레이저인 티타늄-사파이
어 레이저는 통상 파장이 700~1,000㎚ 정도의 근적외광을 이용한다. 티탄-사파이어 레이
저는 통상 가공용으로 가장 효율이 좋은 출력을 얻을 수 있는 800㎚ 부근을 중심 파장
으로 사용한다. 또 가공 대상물은 유리, 도자기, 실리콘 등의 반도체 재료, 금속, 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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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생체세포 등으로 적용범위가 넓다. 최근 미세가공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펨토레
이저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레이저 광을 유리가공에 응용하려면, 레이저 광이 유리표면에서 반응하여 가열, 용융,
증발, 제거 등의 현상이 발생해야 한다. UV-레이저에 의한 빛은 통상 유리와는 상호작
용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투과된다. 그러나 펄스폭이 극히 짧고 전장강도가 큰 펨토
초 레이저는 대물렌즈로 집광시키면, 다수의 광자가 동시에 흡수되는 다광자 흡수반응
이 초점 부근에서 여기된다. 그러면 초점 부근의 유리 내부에서 빛과 유리가 반응한다.
광 조사 중에 초점 부근의 유리가 용융하고, 조사가 종결되면 중심을 향해서 압축응력
이 생기며 국소 영역의 유리밀도가 변화한다. 국소 영역의 밀도변화는 광 에너지나 유
리의 조성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높은 굴절률을 나타내는 영역형성, 미세공
극(micro void) 및 이온분포 형성 등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
유리판 절단, 유리 또는 세라믹스의 구멍이나 각종 가공, 유리에 홀로그램 회절격자 형
성 등에 응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간 위상변조(phase modulation)기를 이용한 홀로그래픽 삼차원 일괄 가공이
나, 특성이 다른 레이저의 동시 조사가 가능하여 균질인 유리 내부에 원소분포를 임의
형상으로 입체 형성시킬 수도 있다. 원소분포의 제어는 국소 영역의 광학적, 기계적 및
열적 성질의 제어가 가능하여 유리재료의 새로운 기능 발현으로 연결된다.

3-7. 임프린트법에 의한 표면가공
광의 파장보다 작은 서브파장 주기구조를 제어하면 강한 광학 이방성과 파장 의존성,
공명현상에 의한 전자장 증강, 광 폐쇄, 파장이나 입사각도에 의존하지 않는 반사방지
기능 등 재료 단독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광학현상이 발현한다. 근래 이러한 서브
파장 구조를 내열성이나 내후성이 뛰어난 광학유리의 표면에 나노 임프린트(imprint)로
형성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나노몰드에는 카본이나 다이아몬드 외에 CVD법으로 제조된 SiC가 이용된다. 표면에 여
러 가지의 미세 가공기술을 구사해 나노구조를 형성하여 연화점 부근에서 가열된 유리 표
면에 전사 한다. 몰드에 유리의 충전과정이나 나노구조 광학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유한
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이나 시간영역 차분법 등의 시뮬레이션 기술이 이용된다.
(a)

(b)

<그림 3-3> 반사방지 렌즈 (a) SiC 몰드 (b)반사방지 렌즈1)
또한 고굴절률, 저연화점으로 높은 투명성을 가진 신규 유리조성 개발도 중요한 포인트
이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고, 광학렌즈의 성형과 동시에 그 양면에 반사방지 구조를
형성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렌즈 한 면의 반사율은 가시전역에서 1％ 이하, 가장 낮은
파장대에서 0.2% 이하이며, 입사각도 40°부근에서도 충분한 특성이 유지된다. 종래 단
층막 혹은 다층막보다 뛰어난 반사 방지성능이 실증되고 있다(<그림 3-3> 참조). 신뢰성
이 높은 유리 재료와 양산성과 범용성이 뛰어난 나노 임프린트의 편성은 다양한 미세구
조 소자의 실용화를 가속시켜서 폭넓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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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새로운 유리강화 기술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리를 강화시키기 어려운 판 두께에서 높은 강도를 얻는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는 기술에 이온빔 가공이 있다. 이 방법은 금속가공에서 이미 실용화되고 있
어 유리의 가공에 대해서도 표면의 평탄화 등의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이것을 유리의
고강도화에 응용한 것이 IAT(Ion-Assisted Toughening)로 이 방법에 의하면 지금까지 방법
에서 강화가 어려웠던 수 100㎛ 이하의 매우 얇은 유리나 결정화 유리에서도 강화가 가
능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 방법은 진공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지만, 종래 강화법과 비
교해 고온가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실온에서 단시간에 강화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 외에 이온주입법, 펨토초 레이저 이용, 스프레이 코팅방식 등의 유리강화법이 발
표되고 있다.

4. 맺음말
유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재 중 하나다. 유리는 4000년이 넘게 제조되어
왔으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장신구에 사용되는 등 사람들 삶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
왔다. 최근 100년 사이 급속도로 이룩된 IT 기술 발전에도 유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
다. LCD, 컴퓨터, 스마트폰 등 우리 삶 속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각종 디스플레이
뿐 아니라 전자통신을 가능하게 한 광통신 케이블에도 유리가 사용된다. 실리콘 반도체
와 함께 정보화시대 개막에 혁혁한 공을 세운 소재가 바로 유리다. 이 리포트에서는 지
면상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였다.
최근 20여 년간 나타난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유리를 기반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분야
이다. 집이나 사무실, 심지어 이동 중에도 쉽게 정보를 찾고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
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유리 기반의 디스플레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들
은 점점 더 작고 가벼우면서 최적화된 성능을 구현하며 전력 소모량은 적은 휴대용 기
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디스플레이는 보다 얇고 가벼우
면서 강도와 수명, 선명도는 향상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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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기술은 오랜 기간 인류와 함께하며 인류 역사발전 순간에 늘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리 기술 혁신에 대한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급변하는 현대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
과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유리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현황은 선진국과 같은 유리산업을 리드하는 큰 기업이 없으며, 대학에서도
유리를 전공하는 학과나 학생이 많지 않아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
하는 유리산업의 비중은 디스플레이용 기판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유리와 병유리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강화용 유리나 광학유리, 석영유리 소재 등은 모
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첨단 유리소재 분야는 개발할 분야가 많이 있어 많은 젊은 과
학자들이 유리분야에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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