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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글라스를 100 µm 이하의 두께로 박판화하기 위한 새로운 습식 에칭방법 및 에칭 용액을 검토하였다. 

NH4F 또는 NH4HF2를 주성분으로 황산 또는 질산을 첨가한 경우 에칭 용액의 불산 함유량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 혼산 용액의 조성과 온도의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의 첨가는 에칭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슬러지의 부착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었다. 수류 발생부를 가지는 새로운 파일럿 장비를 사용하여 상용 무알칼리 

글라스와 소다라임 글라스의 에칭 실험을 실시하였다. 640 µm 두께의 무알칼리 글라스를 45 µm 두께로 500 µm 두께

의 소다라임 글라스를 100 µm 두께로 박판화하였으며, 에칭 후의 표면 조도는 0.01∼0.02 µm를 유지하였다.

In this study, a new wet etching method and the solution for thinning the glass with the thickness below 100 µm were 

investigated. For the preparation of etching solution with low hydrofluoric acid, it was effective to use NH4F or NH4HF2 

as a main ingredient with the addition of sulfuric acid or nitric acid. Influence of the composition of mixed acid solution 

and the temperature on the etching rate was investigated. The addition of anionic surfactant provides the function to 

prevent the adhesion of sludge generated by the etching reaction. A new wet etching pilot device equipped with streaming 

generation parts was used to test etching of commercial non-alkali glass and soda lime glass. The non-alkali glass with 

the thickness of 640 µm and soda lime glass with the thickness of 500 µm were etched to 45 µm and 100 µm, respectively, 

by using the pilot device. After the etching by pilot device, the roughness degree of the glass surface was maintained 

at 0.01∼0.02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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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에는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글라스에 대하여 높은 평활

도를 유지하면서도 두께를 더욱 얇게 만드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예

를 들면 현재 TFT-LCD용 모듈글라스의 경우 1.26 또는 1.00 mm 두

께의 모듈글라스를 식각하여 0.6 mm까지, 알칼리글라스의 경우 0.5 

mm를 0.3 mm까지 박판화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

한 박판화 경향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판 글라스의 

대면적화 경향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면적 글라스의 식각 기

술이 개발되어야 한다[1].

글라스 식각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

인 방법이 있다. 물리적인 방법은 주로 연마기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연마함으로써 글라스의 두께를 얇게 하는 기계적인 기술로써 grind-

ing, lapping, polishing 등의 가공 방식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유리의 

† 교신저자 (e-mail: jbkim@hoseo.edu)

평활도를 높이기 위해 많이 사용되어 왔다[2-5]. 그러나 물리적인 방

법의 경우 연마기의 크기에 따라서 글라스의 크기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가공에 장시간이 소요되며[2,3], 면적이 커질수록 글라스의 두께

편차를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고, 대량 생산 시

에는 막대한 설비투자가 소요될 것이다. 화학적인 방법으로 높은 농

도의 불산 또는 불산 혼합물을 사용하는 습식 에칭은 미세한 식각에 

유리하여 MEMS분야 등에 다양하게 응용되어 왔다[6-11]. 이러한 에

칭용액은 글라스 전체를 박판화하는 데에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으

며[12-15], 최근에는 불산을 대체하거나 사용량을 줄인 에칭용액을 사

용하는 기술도 관심을 받고 있다[16,17]. 습식 에칭에 의한 글라스 박

판화에서는 에칭 후에 발생하는 글라스 표면의 점, 피트, 물결무늬모

양, 덴트(찍힘), 얼룩, 두께편차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12-17]. 특히 습식 에칭 처리 후에 발생하는 문

제 중에 피트에 의한 불량이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polishing 

공정이 추가되고 있어 글라스 박판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습식 

에칭 방식은 크게 침적버블 방식과 노즐스프레이 방식으로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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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in Etching Rate with Composition of Etching Solution at 20 ℃

Concentration 

Etching rate (µm/min)

HF NH4F NH4HF2

none H2SO4* HNO3* none H2SO4* HNO3* none H2SO4* HNO3*

12 wt% 4.00 4.50 4.30 0.40 0.70 0.65 0.30 2.25 1.60

16 wt% 5.00 5.90 7.30 0.40 0.95 0.70 0.50 2.25 1.65

* 15 wt% addition.

Figure 1. Pilot equipment for glass etching.

다. 글라스 크기의 대형화에 따라 위치에 따른 두께 편차가 커지기 쉬

운 침적 버블 방식보다는 노즐스프레이 방식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 장치 모두 100 µm 이하의 두께로 글라스를 박판화할 경

우에는 글라스가 지그에서 이탈하거나 깨지는 등 문제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불산의 농도를 대폭 낮추기 위하여 NH4F, NH4HF2 

등의 불소화합물 및 황산, 질산 등을 첨가한 혼산 용액을 제조하여 기

존의 불산 베이스 에칭용액에 비교하여 에칭속도뿐만 아니라 에칭 후

의 글라스 외관상태, 표면조도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형글라스를 

100 µm 이하로 박판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침적 수류 방식

의 파일럿 장치를 제작하고 성능을 검토하였다.

2. 실험방법

글라스 에칭용액의 주성분으로 불소화합물인 HF (J.T.Baker 48.0∼

51.0 wt% 용액), NH4F (JUNSEI 97% powder), NH4HF2 (DEAJUNG 

98.0% powder)를 사용하였다. 불소화합물의 농도는 10∼25 wt%로 하

였고, 여기에 황산(DEAJUNG 95.0% 용액) 15 wt%, 질산(DUKSAN 

64∼66 wt% 용액) 15 wt% 등의 산을 첨가한 혼산 용액을 제조하여 

글라스 에칭효과를 검토하였다. 비커 실험에는 LCD용 무알칼리 글라

스를 40 × 50 mm 크기로 절단하여 단순 침적 방식으로 에칭용액의 

조성 및 온도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제조된 애칭용액 200 mL를 플라

스틱 재질의 비커에 담은 뒤 글라스를 에칭용액이 든 비커에 침적시

켜 10∼20 min 에칭하였다. 실험 중 글라스 표면의 슬러지를 제거하

기 위하여 2∼3 min 간격으로 글라스를 흔들어 주었다. 온도를 일정

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비커를 항온조에 넣어 실험하였다. 일정시간 

에칭 후에 글라스를 비커에서 꺼내 증류수로 세척한 뒤 글라스 표면

에 얼룩이 남지 않게 닦아주었다. 에칭 후 글라스 표면의 웨이브, 스크

래치, 피트, 얼룩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였으며, 표면조도측정기

(Mitutoyo Co., M/N : SJ-201)를 사용하여 표면조도를 측정하였다. 한편, 

에칭 중에 발생하는 슬러지가 글라스 표면에 부착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의 첨가 효과를 검토하였다. 비커 실험을 

통하여 에칭용액의 조성을 결정한 후 글라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작

된 파일럿 장비(Figure 1)를 사용하여 150 × 100 mm 크기의 무알칼리 

Figure 2. Effect of concentration on the etching rate.

글라스 및 370 × 470 mm의 소다라임 글라스의 박판화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에칭용액의 조성에 의한 영향

에칭용액의 주성분으로 검토한 불소계 화합물(NH4F, NH4HF2)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의 글라스 에칭속도를 HF와 비교하여 Figure 2

에 나타냈다. 불소화합물의 농도를 10∼25 wt% 범위로 조절하여 농

도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40 × 50 mm 크기로 절단한 무알칼리 글라

스를 20 ℃, 200 mL의 에칭용액에 단순 침적시키고 HF의 경우 10 

min, NH4F와 NH4HF2의 경우에는 20 min 동안 에칭하였다. Figure 2

는 평균 에칭속도를 나타낸 결과로서, NH4F와 NH4HF2를 단독으로 사

용한 경우에는 25 wt%까지 농도를 높여도 에칭속도는 1 µm/min 미만

으로 에칭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HF의 경우에는 농도

가 높을수록 에칭속도도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에칭속도가 지나

치게 빨라지면 에칭 후 글라스 표면에 물결무늬, 얼룩 및 두께편차 등

의 문제가 많았다. 

에칭 후의 글라스 표면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던 불소계 화합물 12, 

16 wt%의 농도에 황산 또는 질산을 15 wt% 첨가한 에칭용액을 사용

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냈다. 실험 조건은 Figure 1과 동일하게 하였

다. 황산 또는 질산을 첨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에칭속도가 빨라지는 

결과를 보였다. HF의 경우에는 질산을 첨가한 경우 에칭속도의 증가

가 황산에 비해 비교적 크게 나타났지만, NH4F와 NH4HF2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황산 첨가 효과가 월등히 높았다. NH4F와 NH4HF2를 비교

하면 NH4HF2에 황산, 질산을 첨가한 경우에 에칭속도의 향상 효과가 

더 높았다. 

3.2. 에칭 온도의 영향

글라스의 에칭속도는 온도의 영향을 매우 민감하게 받는다. 에칭용

액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기온이나 에칭



559저불산 불소계 화합물 수용액을 이용한 글라스 박판화

J. Korean Ind. Eng. Chem., Vol. 20, No. 5, 2009

Table 2. Change in Etching Rate with Temperature

Temperature (℃) 

Etching rate (µm/min)

HF (12 wt%) NH4F (12 wt%) NH4HF2 (12 wt%)

none H2SO4* HNO3* none H2SO4* HNO3* none H2SO4* HNO3*

20 4.00  4.50  4.30 0.40 1.45 0.65 0.30 2.25 1.60

30 7.30 11.30 12.50 0.50 1.85 0.70 0.95 3.25 2.80

40 8.70 15.10 16.90 0.65 2.40 0.90 1.50 4.50 4.30

* 15 wt% addition.

 

(a) (b)

 

(c) (d)

Figure 3. Comparison of surface conditions of non-alkali glasses (a) 

before and after etching by (b) HF+H2SO4, (c) NH4HF2+H2SO4, (d) 

HF+NH4HF2+H2SO4.

반응의 진행에 따른 온도상승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에칭공정 중에 실시간으로 글라스의 두께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는 에칭용액의 온도에 따른 에칭속도에 대한 기초자료

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Table 2에 불소계 화합물(HF, NH4F, NH4HF2) 

12 wt%에 황산 또는 질산을 15 wt% 혼합한 용액의 온도에 따른 에칭

속도의 변화를 정리했다. 40 ℃의 에칭속도를 20 ℃의 경우와 비교하

면 HF가 함유된 용액은 2∼4배 정도의 변화로서 에칭속도 증가량을 

에칭속도/온도(△T)로 나타내면 0.235∼0.63 (µm/min)/℃의 매우 큰 

수치를 나타낸다. 이에 비해 NH4F의 경우 0.013∼0.048 (µm/min)/℃, 

NH4HF2의 경우 0.06∼0.14 (µm/min)/℃의 온도변화에 따른 에칭속도

의 변화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HF가 함유된 용액은 특히 온도상승에 따른 에칭속도의 

변화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미세한 온도변화에도 에칭속

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제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NH4F의 경우에는 황산이나 질산을 첨가해도 에칭속도는 크게 증가하

지 않았으며, 온도의 영향도 미미하였다. NH4HF2는 황산이나 질산의 

첨가효과가 높은 편이며, 온도의 영향도 비교적 제어가 용이한 범위

에 들어있어 HF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성분으로 사료된다.

3.3. 글라스 표면상태의 제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라스의 에칭속도는 용액의 성분, 조성, 

온도 등의 변수로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나 에

칭 후 글라스 표면의 얼룩발생 등의 문제는 에칭속도와는 상관관계가 

 

(a) (b)

 

(c) (d)

Figure 4. Comparison of surface roughness degree of non-alkali glasses 

(a) before and after etching by (b) HF, (c) NH4HF2, (d) HF+NH4HF2.

별로 없었으며 오히려 에칭용액의 성분에 따라 유사성을 나타내는 경

우가 많았다. Figure 3에 에칭속도가 너무 느렸던 NH4F는 제외하고 

대표적인 3가지 에칭용액을 사용한 경우의 에칭 전⋅후의 글라스 표

면 상태를 사진으로 나타냈다. Figure 3의 (b)와 (c)는 각각 불소화합

물 12 wt%, 황산 15 wt%를 혼합한 용액으로 에칭한 글라스 표면 상

태를 나타낸 것으로, 두 경우 모두 표면에 부분적으로 얼룩이 남아 있

는 것이 보인다. NH4F와 NH4HF2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표면에 슬러

지가 남아 얼룩이 생기는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HF의 경우에는 농도

가 높아지면 에칭속도가 너무 빨라 제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라

스 표면에 웨이브가 생기고 평활도가 나빠지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b)용액과 (c)용액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에칭속도가 2배정도 

차이가 난다. (d)용액은 (c)용액에 소량의 HF를 첨가하여 에칭속도를 

(b)용액과 유사하게 조절한 용액으로, 이 경우 HF와 NH4HF2의 단점

이 상호 보완되어 에칭 후의 글라스 표면 상태가 양호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ure 3에 나타낸 에칭 후 글라스의 외관은 대표적인 

예를 나타낸 것으로 에칭방법(장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글라스 표면

조도에 변화가 있으면 투명도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 Figure 3과 같은 

대표적인 에칭성분에 대하여 에칭 후 글라스 표면조도의 변화를 분석

한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냈다. HF용액의 경우 에칭속도는 빠르지만 

표면조도가 에칭 전에 비하여 매우 거칠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4(b)). 평균 조도를 비교하면, 에칭 전 글라스는 0.01 µm인데 비하여 

HF용액으로 에칭한 후에는 0.03∼0.05 µm 정도로 약 3∼5배 정도 조

도가 높아졌다. NH4HF2 용액의 경우에는 에칭속도는 느리지만 에칭에 

의한 표면조도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NH4HF2에 HF를 5 wt% 미만 첨

가하여 HF용액과 유사한 에칭속도를 가지도록 제조된 에칭용액의 경

우 Figure 4(d)에도 에칭 전⋅후의 표면조도 변화는 거의 없었다. 

불소계 화합물에 의한 글라스 에칭반응 중에 생성되는 침전물로는 

H2SiF6, (NH4)2SiF6 등이 있다. 이러한 생성물이 원활하게 제거되지 못

하면 Figure 3과 같이 글라스 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뿌옇게 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의 첨가효과를 검토하였다. Figure 5는 NH4HF2 (12 w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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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addition (b) addition

Figure 5. Effect of anionic surfactant addition on the surface condition 

after etching.

H2SO4 (15 wt%)를 혼합한 에칭용액에 0.1 wt%의 음이온계 계면활성

제를 첨가한 효과를 나타낸 사진이다. 계면활성제를 첨가한 경우

(Figure 5(b))의 글라스 표면이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글라스 모서리 부분에서도 매우 투명하고 깨끗한 상태

가 유지되었다.

3.4. 파일럿 장비를 이용한 글라스 박판화

비커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NH4HF2와, H2SO4에 

0.1 wt%의 음이온계 계면활성제를 첨가한 혼산 용액에 에칭속도를 

적당한 수준으로 높여주기 위하여 HF를 소량(5 wt% 미만) 첨가한 에

칭용액을 사용하여 파일럿 장비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였다(Figure 

1). 본 실험에는 침적 수류 방식으로 설계된 파일럿 장비를 사용하였

다. 글라스를 에칭용액에 침적시킨 후 하부와 양 측면에 설치된 노즐

을 통하여 수류를 발생시켜 글라스의 위치에 따른 두께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글라스는 150 × 100 mm 크기의 무알칼리 

글라스, 370 × 470 mm 크기의 소다라임 글라스 두 종류를 사용하였

으며 반응온도는 20 ℃로 하였다. HF의 첨가로 조절된 에칭속도는 20 

℃에서 무알칼리 글라스의 경우 약 6.0 µm/min, 소다라임 글라스의 

경우 7.0 µm/min을 유지하였다. 에칭 전 640 µm 두께의 무알칼리 글

라스를 파일럿 장비에서 약 100 min 동안 에칭하여 45 µm 두께로 박

판화할 수 있었으며, 소다라임 글라스의 경우에는 500 µm 두께의 글

라스를 약 60 min 동안 에칭하여 100 µm 두께로 박판화할 수 있었다

(Figure 6). 100 µm 이하의 두께로 박판화하면 Figure 6과 같이 글라

스의 유연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1) 불소계 화합물 (HF, NH4F, NH4HF2) 단일 성분의 경우, HF는 글

라스 에칭속도는 빨랐지만 에칭 후 글라스 표면상태에 문제점이 많았

으며, NH4F와 NH4HF2의 경우에는 에칭속도가 매우 느렸다.

2) 불소계 화합물에 황산 또는 질산을 첨가하면 에칭속도가 향상되

었으며, 특히 NH4HF2에 황산을 첨가한 경우 에칭속도가 크게 향상되

면서 에칭 후의 글라스 표면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였다.

3) 에칭용액에 음이온계 계면활성제를 소량 첨가하면 에칭반응 중

(a) (b)

Figure 6. The thin glass made by pilot test. (a) 150 × 100 mm non-alkali 

glass, (b) 370 × 470 mm soda lime glass.

에 생성되는 침전물이 글라스 표면에 부착하여 생기는 얼룩 등의 문

제가 방지되며 매우 깨끗한 표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4) 침적 수류 방식의 파일럿 장치를 사용하여 640 µm (150 × 100 

mm) 두께의 무알칼리 글라스와 500 µm (370 × 470 mm) 두께의 소다라

임글라스를 각각 45 µm와 100 µm 이하의 두께로 박판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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