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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Ti3O5와 SiO2를 이용하여 중심파장이 500 nm에서 반치폭이 약 12 nm이고 투과율이 99%인 협대역 칼라투

과필터를 제작하고, 이 칼라필터의 박막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방법: 두께 800 nm인 Ti3O5박막과 SiO2박막의 투

과율로부터 박막의 광학상수 n(굴절률)과 k(소멸계수)를 구하였고, Essential Macleod program을 이용하여 중심파장

이 500 nm에서 반치폭이 약 12 nm이고 투과율이 99%인 협대역 칼라투과필터의 필터층과 AR 코팅층을 설계하였다. 또

한 electron beam evaporation 장치를 이용하여 Ti3O5/SiO2 다층막 칼라필터을 만든 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투과율

을 측정하였고, SEM 사진에 의한 칼라필터의 단면으로부터 칼라필터의 박막두께와 층수를 알 수 있었고, XPS분석으

로부터 박막 성분을 분석하였다. 결과: 칼라필터의 AR 코팅층의 최적조건은 6층으로 [air|SiO2(90)|Ti3O5(36)|SiO2(5)|

Ti3O5(73)| SiO2(30)|Ti3O5(15)|glass]이며, 반치폭이 12 nm인 칼라필터의 필터층의 최적조건은 41층으로 [air

|SiO2(20)|Ti3O5(64)|SiO2(102)|Ti3O5(66)|SiO2(112)|Ti3O5(74)|SiO2(120)|Ti3O5(68)|SiO2(123)|Ti3O5(80)|SiO2(109)|

Ti3O5(70)|SiO2(105)|Ti3O5(62)|SiO2(99)|Ti3O5(63)|SiO2(98)|Ti3O5(51)|SiO2(60)|Ti3O5(42)|SiO2(113)|Ti3O5(88)|

SiO2(116)|Ti3O5(68)|SiO2(89)|Ti3O5(49)|SiO2(77)|Ti3O5(48)| SiO2(84)|Ti3O5(51)|SiO2(85)|Ti3O5(48)|SiO2(59)|

Ti3O5(34)|SiO2(71)|Ti3O5(44)|SiO2(65)|Ti3O5(45)| SiO2(81)|Ti3O5(52)| SiO2(88)| glass] 이었다. 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칼라필터는 SEM 사진에 의해 41층으로 확인되었으며, XPS 분석에 의해 SiO2층이 맨 위층이며 Ti3O5층과

교번인 다층막으로 형성돼 있으며, Ti3O5박막 형성 시 TiO2 박막과 Ti3O5박막이 섞여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41층의 Ti3O5/SiO2 다층박막을 이용하여 12 nm 반치폭을 갖으며 500 nm 중심파장에서 투과율은 99%인 협대역 칼라투

과필터를 제작하였으며, 이 칼라필터는 Ti3O5박막 형성 시 TiO2 박막과 Ti3O5박막이 섞여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Ti3O5/SiO2 다층박막, 협대역 칼라투과필터, 반치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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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층박막은 빛이 다층박막에 입사해서 여러 박막경계면

에서 반사할 때 다중 반사빛이 다양한 간섭현상이 일어나

므로 다양한 광학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박막의 두께와 굴

절률의 변화가 다양한 간섭효과를 나타나며, 이를 이용하

여 원하는 광학특성을 갖는 다층박막을 설계, 제작, 측정

하는 것을 다층코팅박막 기술이라 한다.다층코팅박막은

무반사코팅박막, 고반사코팅박막, 장·단파장 투과박막, 대

역 투과박막, 특수 코팅박막으로 분류한다. 무반사코팅박

막(AR coating)은 기판의 반사율을 줄여 눈부심을 줄이기

위한 코팅으로 안경, 브라운관, 각종 렌즈에 사용된다. 고

반사 코팅박막(HR coating)의 경우 일정한 파장영역 근처

에서 높은 반사율 특성을 갖는 박막으로서 레이저용 거울,

X-선 반사거울 등에 적용된다. 장·단파 투과박막은 특정

파장보다 긴(짧은) 파장은 투과시키고 짧은(긴) 파장은 반

사시키는 코팅으로 광통신 분야, 디스플레이 분야에 적용

된다. 대역 투과박막의 경우 특정파장 영역만을 투과 시키

는 기능 갖는 협대역 투과박막으로 광통신 분야(DWDM

용 박막), 무선통신용(WCDMA용 박막), 반도체 장비분야

(노광장비용 박막), 천체관측용 등에 적용된다[1-4].

행성관측 시 칼라필터를 망원경에 부착시켜 행성을 관

측하면 목성대적반, 화성의 모래 폭풍, 토성의 고리 등과

같은 섬세한 부분을 관측할 수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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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필터는 필터전면에 약 20층 코팅 칼라필터코팅과 필

터후면 7층의 무반사코팅으로 장파장투과필터와 대역 투

과필터로 이루어져있다. 495 nm이상 파장을 투과시키는

노랑색 필터는 달, 목성, 토성, 화성을 관측하며, 570 nm

이상을 투과시키는 오렌지색 필터는 달, 화성을 관측하며,

610 nm이상 투과시키는 붉은 색 필터는 금성 구름, 화성

의 극관과 구름을 관측하며, 중심파장이 470 nm인 푸른색

대역필터는 목성 대적반을 관측하며, 중심파장이 436 nm

인 녹색 대역필터는 화성의 극관, 목성 대적반 관측하는데

사용된다[5]. 본 연구는 기존의 천체관측용 투과필터보다

반치폭이 약 12 nm으로 아주 작고 중심파장 500 nm에서

투과율이 99%인 협대역 칼라투과필터를 제작하여 칼라필

터의 분해능을 높이고, 이 필터의 광학적인 특성과 구조와

성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코팅물질로는 기존에 많이 사용

하는 TiO2 물질보다 Ti3O5 물질 다층막으로 제작하였는데,

이는 Ti3O5 물질을 국내에서 구할 수 있으며 TiO2에 비해

값이 저렴하며 O2 반응가스에서 Ti3O5 코팅 시 진공도가

거의 변화가 없고, 전자 빔이 Ti3O5에 조사될 때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코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Ti3O5 물질을 사용하였다. 

실험방법

Ti3O5박막과 SiO2박막의 광학상수(n & k)를 측정하기 위

해 전자 빔 증착 장치(elecctron beam evaporation, 새한,

1200f)를 사용하여 800 nm 두께의 Ti3O5박막과 SiO2박막

을 제작하였다. 시료기판은 BK7 유리를 사용하였으며, 알

코올과 아세톤이 혼합된 용액으로 세척하였다. 증착온도

는 할로겐 램프를 이용하여 270oC로 하였으며, 박막의 균

일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판을 20RPM으로 회전시켰다.

Ti3O5 코팅 시 O2 가스를 공급하였으며 증착율은 3.0Å/sec

이며, 코팅 중 진공도는 1.3×10−4 torr이었고, SiO2 코팅 시

에는 O2 가스를 공급을 하지 안했으며 증착율(deposition)

은 9.0Å/sec이며, 진공도는 2.0×10−5 torr이었다.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BK7 기판의 투과율과 800 nm

두께의 Ti3O5박막과 SiO2박막의 투과율을 구한 후, 포락선

방법[6]을 이용하여 Essential Macleod 박막 디자인 소프트

웨어에 입력하여 Ti3O5박막과 SiO2박막의 파장에 따른 광

학상수를 구하였다. 

여기에서 구한 Ti3O5박막과 SiO2박막의 광학상수를 이

용하여 Essential Macleod 박막 디자인 소프트웨어에서 반

치폭이 12 nm인 Ti3O5/SiO2 다층박막 협대역 칼라투과필

터의 필터층을 설계하였으며, 또한 Ti3O5/SiO2 다층박막

협대역 칼라투과필터의 AR 코팅층을 설계하였다. 

Ti3O5/SiO2 다층박막 협대역 투과 칼라 필터의 필터층과

AR 코팅층의 설계치를 기준으로 BK7 위에 Ti3O5/SiO2 다

층막 41층의 투과층과 6층의 AR코팅층을 코팅하여 협대

역 칼라투과필터를 제작하였으며, 제작한 필터에 대한 투

과율은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Lamda 19, Perkin

Elmer,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필터의 41층 투과

층 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SEM, S-4200, Hitachi, Japan)

사진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필터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광

전자 분광기(XPS, K-Alpha, Thermoscientific, UK)를 이용

하여 wide scan과 depth profiling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포락선 방법을 의한 Ti3O5박막과 SiO2박막의 광학상수

박막의 굴절률의 분산이 크지 않으며 소멸계수가 작은

경우에는 박막의 굴절률을 측정 시 포락선 방법을 사용한

다. Ti3O5박막과 SiO2박막의 광학상수인 굴절률과 소멸계

수는 포락선 방법을 사용하여 두께가 800 nm인 Ti3O5박

막과 SiO2박막의 투과율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본 연구진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Fig. 1(a)와 (b)와 같다[7].

Fig. 1(a)는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Ti3O5박막의 굴절률과 소

멸계수이며, 굴절률은 2.2~2.5 정도를 나타내며, 소멸계수

는 400 nm에서 약 0.002정도로 작은 값을 갖다가 500 nm

에서는 거의 0.0001 이하 값으로 아주 작은 값을 갖는다.

Fig. 1. Optical constants of (a) Ti3O5 and (b) SiO2 thin f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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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b)는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SiO2박막의 굴절률과 소

멸계수이며, 굴절률은 1.425~1.47 정도를 나타내며, 소멸

계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영의 값을 갖는다. 

2. 12 nm인 협대역 칼라투과필터를 설계 및 실험

Ti3O5/SiO2 다층막 칼라필터의 필터층과 AR 코팅층을

설계하였다. 설계한 결과, AR 코팅층의 최적조건은 6층인

[air|SiO2(90)|Ti3O5(36)|SiO2(5)|Ti3O5(73)|SiO2(30)|Ti3O5(15)|

glass]이며, 코팅막 전체 두께는 249 nm로 Fig. 2에 투과

율곡선을 나타내었다. 이 투과율곡선으로부터 투과필터에

서 AR 코팅층의 반사율은 400 m와 700 nm 근처에서는

0.5~0.6%정도이며, 410 nm과 690 nm사이에서는 0.1~0.4%

정도인 거의 무반사코팅임을 알 수 있었다.

필터층의 최적조건은 41층으로 [air|SiO2(20)|Ti3O5(64)|

SiO2(102)|Ti3O5(66)|Ti3O5(68)|SiO2(123)|Ti3O5(80)|SiO2(109)

|Ti3O5(70)|SiO2(105)|Ti3O5(62)|SiO2(99)|Ti3O5(63)|SiO2(98)|

Ti3O5(51)|SiO2(60)|Ti3O5(42)|SiO2(113)|Ti3O5(88)|SiO2(116)|

Ti3O5(68)|SiO2(89)|Ti3O5(49)|SiO2(77)|Ti3O5(48)|SiO2(84)|

Ti3O5(51)|SiO2(85)|Ti3O5(48)|SiO2(59)|Ti3O5(34)|SiO2(71)|

Ti3O5(44)|SiO2(65)|Ti3O5(45)|SiO2(81)|Ti3O5(52)|SiO2(88)|

glass]이며 필터층의 전체 두께는 3215 nm이었다. Fig. 3

은 설계치를 이용한 Ti3O5/SiO2 다층막 칼라필터의 필터층

의 투과율(점선 곡선)과 직접 제작한 필터를 분광광도계로

측정한 투과율(실선 곡선)를 나타내었다. 칼라투과필터의

투과율에 대한 설계치와 실험치 둘 다 500 nm중심파장에

서 반치폭은 약 12 nm이며, 투과율이 99%정도로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나 투과율곡선의 실험치가 설계치보다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약 2 nm정도 이동됨을 알 수 있

었다. 

3. SEM 사진

Fig. 4는 칼라필터의 41층인 투과층의 단면에 대한 SEM

사진으로 배율은 ×10,000이다. 아랫부분은 BK7 유리의

단면이며, 윗부분은 필터층으로 41층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필터층의 코팅막의 두께는 약 3 µm 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이론치 두께 3.215 µm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필터층의 좌측 중앙부에 둥그런 형태의 것

은 필터단면을 얻기 위해 유리를 자르는 과정에서 매끄러

운 면을 얻지 못해 생긴 모양임을 알 수 있었다. 

4. XPS 분석

Fig. 5는 칼라필터를 10초 에칭 후에 관찰한 XPS의 wide

scan survey data이며, x축은 binding energy(eV)이며, y축은

counts(arbitrary unit)/s이다. Si 2p가 100eV에서, C 1s가

396eV에서 각각 peak가 나타나 보이며, O 1s가 528eV에

서 peak가 나타나 보인다. C는 미량으로 챔버 재질인

Fig. 2. The Reflectance with respect to visible wavelength of

[air|SiO2(90)|Ti3O5(36)|SiO2(5)|Ti3O5(73)|SiO2(30)

|Ti3O5(15)|glass].

Fig. 3. The tansmittance of the narrow-band pass color filter

(simulation data and calculation data).

Fig. 4. SEM image of th SiO2/Ti3O5 multilayer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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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304로부터 나왔으리라 여겨진다. 이로부터 칼라투과필

터의 맨 위층은 SiO2층임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설계치의 맨

위층이 SiO2층인 것과 같음을 알 수 있었다. SiO2 맨 위층의

아래층에 대한 data를 알기 위해 depth profiling를 하였다.

Fig. 6은 칼라필터의 필터층을 depth profiling한 data이

다. 칼라필터의 표면의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처음에 약

10초정도 에칭 후 시료를 약 3시간동안 에칭하면서 깊이

에 따른 성분조성비를 관찰한 것이다. Si를 나타내는 선은

처음에 40at%에 있다가 1,000초에서는 갑자기 감소하기

시작하다 1,500초정도에서는 거의 없어지고 다시 4,000초

에서 서서히 증가하다가 5000초에서 35at% 유지하다가

7,000초에서 다시 감소한다. 반면 Ti를 나타내는 선은 처

음에는 0at%였다가 500초 후부터 점점 증가하고 1,000초

에서 37at%로 4000초까지 유지하다가 4,000초 이후에는

점점 감소하는 형태를 취한다. O를 나타내는 선은 거의

일정한 62at%~65at%를 유지한다.

이로부터 칼라필터의 박막은 SiO2, Ti3O5, SiO2, Ti3O5박

막으로 교번으로 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아

래 코팅층도 SiO2, Ti3O5박막으로 교대로 쌓여있음을 유추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에칭시간으로부터 맨 위층 SiO2층의

두께가 다음 층 Ti3O5층에 비해 얇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

데, 이는 설계치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Ti3O5박

막의 Ti와 O의 at% 비는 약 35:65으로 TiO2보다는 Ti3O5

에 가까운 조성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i3O5박막의 Ti 2p 스펙트럼을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해

high resolution scan을 하였다. 네 개의 peak 중 두 개의

peak는 binding energy가 459eV근처의 peak와 464eV 근처

의 peak는 TiO2의 Ti 2p2/3와 Ti 2p1/2에서 유래되었고, 나

머지 두 개의 peak인 456eV 근처의 peak와 460ev 근처의

peak는 Ti3O5의 Ti 2p3/2와 2p1/2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박막의 조성은 Ti3O5박막과 TiO2

박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겨지며 박막 조건에 따른 박

막조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결 론

두께가 800 nm인 Ti3O5박막과 SiO2박막의 투과율로부

터 Ti3O5박막과 SiO2박막의 광학상수 n & k를 구하였고,

Essential Macleod program을 이용하여 중심파장 500 nm

에서 반치폭이 약 12 nm이고 투과율이 99%인 협대역 칼

라투과필터의 투과층과 AR 코팅층을 설계하였다. 이 칼라

필터의 AR 코팅층의 최적조건은 6층으로 [air|SiO2(90)|

Ti3O5(36)|SiO2(5)|Ti3O5(73)|SiO2(30)|Ti3O5(15)|glass]이었다.

반치폭이 12 nm인 칼라투과필터의 투과층의 최적조건은 41

층으로 [air|SiO2(192)|Ti3O5(64)|SiO2(102)|Ti3O5(66)|SiO2(112)|

Ti3O5(74)|SiO2(120)|Ti3O5(68)|SiO2(123)|Ti3O5(80)|SiO2(109)|

Ti3O5(70)|SiO2(105)|Ti3O5(62)|SiO2(99)|Ti3O5(63)|SiO2(98)|

Ti3O5(51)|SiO2(60)|Ti3O5(42)|SiO2(113)|Ti3O5(88)|SiO2(116)|

Ti3O5(68)|SiO2(89)|Ti3O5(49)|SiO2(77)|Ti3O5(48)|SiO2(84)|

Ti3O5(51)|SiO2(85)|Ti3O5(48)|SiO2(59)|Ti3O5(34)|SiO2(71)|

Fig. 5. XPS wide scan survey data of color filter on BK7 glass.

Fig. 6. XPS depth profiles of Ti3O5/SiO2 color filter on BK7

glass.

Fig. 7. High resolution XPS scans of Ti3O5 thin film in the

Ti3O5/SiO2 color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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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3O5(44)|SiO2(65)|Ti3O5(45)|SiO2(81)|Ti3O5(52)|SiO2(88)|

glass]이었다. 설계치를 기준으로 Electron beam evaporation

장치를 사용하여 Ti3O5/SiO2 다층막 협대역 투과 칼라필터

를 만든 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칼라필터의 투과율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Ti3O5/SiO2 다층막 칼라필터의 투과

율은 500 nm중심파장에서 99%정도이며, 반치폭은 약12

nm로 설계치와 비슷하지만 설계치에 비해 투과율곡선이

전체적으로 2 nm 오른쪽으로 이동하였다. SEM 관찰결과

윗부분은 필터코팅막으로 41층임을 알 수 있었으며, 칼라

필터의 필터층의 코팅막의 두께는 약 3.2 µm임을 알 수

있어 이론치 두께 3.215 µm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XPS를 이용하여 칼라필터의 맨 위층은 SiO2층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설계치의 맨 위층이 SiO2층인 것과 같았다.

그 아래 층에 대한 data를 알기 위해 depth profiling을 하

였고, 이로부터 칼라투과필터박막은 SiO2, Ti3O5, SiO2,

Ti3O5박막으로 교번으로 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Ti3O5박막의 Ti와 O의 at% 비는 약 35:62으로 TiO2

보다는 Ti3O5에 가까운 조성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어, 박막의 조성은 Ti3O5박막과 TiO2박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겨지며 박막 조건에 따른 박막조성은 많은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1] (주)한국산업정보센터, “다층코팅박막기술: 레이저 기술

자료”(2005), http://www.dienmold.com/tooling/view.asp?idx

=36&table=laser_9(2005.07.07.).

[2] Alfred Thelen, “Design of Optical Interference Coatings”,

1st ed., McGraw-Hill, New York, U.S.A., pp.157-176

(1988).

[3] 황보창권, “박막광학”, 초판, 다성출판사, 서울, pp.301-

328(2000).

[4] H. A. Macleod, “Thin-film optical filters”, 2nd ed., Macmillan,

New York, U.S.A., pp.234-311(1986).

[5] 하늘기획, “행성관측용필터”, 제품상세정보(2011), http://

www.sky39.com/product.htm?mode=product_view&

goods_code=3098&site=default(2011.10.31.)

[6] 황보창권, 진권휘, 박대윤, 이민희, “포락선 방법을 이용

한 흡수가 작은 박막의 광학 상수 및 두께 결정”, The

Journal of Optical Society of Korea, 3(1):1-10(1992).

[7] 박문찬, 김동진, “Ti3O5/SiO2 다층박막를 이용한 협대역

칼라투과필터 설계”, 신흥대학 부설 보건과학연구소논문

집, 15:55-66(2011).



362 박문찬·고견채·이화자

Vol. 16, No. 4, December 2011 J. Korean Oph. Opt. Soc.

The Fabrication and Characteristic for Narrow-band Pass 
Color-filter Deposited by Ti3O5/SiO2 Multilayer

Moon-Chan Park, Kyun-Chae Ko* and Wha-Ja Lee**

Department of Ophthalmic Opics, Shinheung College, 

*(Inc.)Daejin Special Optecs, 

**Department of Nursing, Kyungbok College

(Received November 7, 2011: Revised November 25, 2011: Accepted December 17, 2011) 

Purpose: The narrow-band pass color-filters with a 500 nm central wavelength and 12 nm FWHM using Ti3O5/

SiO2 mutilayer were fabricated, 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s were studied. Methods: the optical

constants, n and k, of the Ti3O5 and SiO2 thin films were obtained from the transmittances of their thin film. The

narrow-band pass color-filters were designed with these optical constants and the AR coating of the filter was

also designed. Ti3O5/SiO2 multilayer filters were made by electron beam evaporation apparatus and the

transmittaces of the filters were measured by spectrophotometer. the number of layers and the thicknesses of

filters were calculated from the cross section of filters by SEM image and the composition of filters was analysed

by XPS analysis. Results: The optimization of AR coating for the narrow-band pass color-filter was [air|SiO2(90)|

Ti3O5(36)|SiO2(5)| Ti3O5(73)| SiO2(30)|Ti3O5(15)|glass], and the optimization of filter layer for the color filter was

[air|SiO2(192)|Ti3O5(64)|SiO2(102)|Ti3O5(66)|SiO2(112)|Ti3O5(74)|SiO2(120)|Ti3O5(68)|SiO2(123)|Ti3O5(80)|SiO2(109)|

Ti3O5(70)|SiO2(105)|Ti3O5(62)|SiO2(99)|Ti3O5(63)|SiO2(98)|Ti3O5(51)|SiO2(60)|Ti3O5(42)|SiO2(113)|Ti3O5(88)|SiO2(116)|

Ti3O5(68)|SiO2(89)|Ti3O5(49)|SiO2(77)|Ti3O5(48)|SiO2(84)|Ti3O5(51)|SiO2(85)|Ti3O5(48)|SiO2(59)|Ti3O5(34)|SiO2(71)|

Ti3O5(44)|SiO2(65)| Ti3O5(45)| SiO2(81)| Ti3O5(52)|SiO2(88)| glass]. It was known that the color-filters fabricated

by the simulation data were composed of 41 layers by SEM image and the top layer of filters was SiO2 layer and

the filters were composed of SiO2/Ti3O5 multilayer by XPS analysis. It was also known that the mixed thin film

of TiO2 and Ti3O5 was made during the deposition of the Ti3O5 material. Conclusions: The narrow-band pass

color-filters with a 500 nm central wavelength and 12 nm FWHM using Ti3O5/SiO2 mutilayer of 41 layer were

fabricated, and it was known that the mixed form of TiO2 and Ti3O5 thin film was made during the deposition of

the Ti3O5 material.

Key words: Ti3O5/SiO2 multilayer, Narrow-band pass color-filter, FWH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