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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존의 불산을 대체할 수 있는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식각용액을 개발하고자 진행하였다. 본 연구과정을 통해 제
안된 불산 대체 유리 식각용액은 산성불화암모늄 18~19 wt%, 황산 24~25 wt%, 물 45~46 wt%, 황산염 4~5 wt%, 규불
화염 7~8 wt%로 구성되며, 사용된 식각용액의 재사용 시 보충용액으로서 해당조성의 식각용액을 전체의 5% 되게
보충함으로서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개발된 식각용액은 30 ℃에서 5 µm/min 이상의 식각속도를
나타내며, 반복 재사용 시에도 초기 식각액 전체 질량의 5% 추가로 보충함으로서 식각속도는 0.1 µm/min 이하로 편차
로 식각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 식각공정을 통해 얻어진 평판디스플레이용의 유리의 표면 상태는 Pin hole,
Dimple 등이 발견되지 않는 양호한 품질을 나타내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 flat panel display device’s glass etchant which can replace hydrofluoric acid.
The glass etchant was composed of 18~19% wt% of ammonium hydrogen fluoride, 24~25 wt% of sulfuric acid, 45~46 wt%
of water, 4~5 wt% of sulfate and 7~8 wt% of fluoro-silicate. By replenishing the etchant which has the amount of 5% of
initial solution’s mass, it was possible to reuse the etchant continuously. The developed etchant showed 5µm/min of etching
rate at 30 ℃. The reusable etchant, with replenishing 5% of initial etchant mass showed the stable etching rate, which has
the deviation of less than 0.1 µm/min etching rate. The glass surface of flat panel display device created from our etching
process was in good condition with any defects such as pin hole and d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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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거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유리표면에 친수성을 부여하여 각종 코
팅 시 밀착성을 높이는 데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산이 가지는 높은
산화력으로 인하여 유리의 과 부식 및 유해가스 발생, 설비 부식, 폐
수 처리 곤란, 특히나 인체에 치명적인 환경유해성 등을 이유로 불산
사용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불산 대체
용 식각용액의 개발의 필요성이 극대화된지 오래되었다[3-5].
일반적으로 불산을 대체하기 위한 식각약품으로써 불화물염을 가
능성 있는 것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화물염을 바탕으

평판디스플레이 장치(flat pannel display device)는 뛰어난 해상도에
따른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며 전기를 적게 소모하고 디스플레이 화면
을 얇게 만들 수 있게 하여 준다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평판디스플레이는 장치는 휴대폰, 노트
북 PC를 포함한 모바일용 기기 및 텔레비전에 사용되는데, 상기 기기
들의 슬림화, 경량화 요구에 따라 판넬을 구성하는 요소 중 중량이 가
장 큰 유리 기판의 중량 감소 및 박판화가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유

로 하는 많은 종류의 비 불산 식각용액이 제안된 바 있다[6-8].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별한 처리공정을 목표로 조성된 화학약품이 그러하듯
제안된 많은 종류의 비 불산 식각용액들은 실험실의 규모에서는 적용
가능하나, 대규모 생산라인에서는 산화력의 지속성이 떨어지거나 또
는 세정력이 급격히 감소하여 세정지속성이 장시간 지속되지 못하여
공정상 불량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불화물

리 기판의 식각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1,2]. 유리의 식각은 오
랫동안 불산을 사용하여 진행되어 왔다. 기존 사용되는 불산 수용액
은 유리표면을 식각함과 동시에 표면에 잔류한 유기, 무기 오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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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으로 구성된 식각용액의 경우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식각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식각공정이 상온보다 높은 50~70 ℃에서 조업을 진행
해야 하는 까닭에 시스템자체의 구조적 열화를 가져오게 되며, 고온

pISSN: 1225-0112 eISSN: 2288-4505 @ 2016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All rights reserved.

101

이철태

102

피는 약 1.3 L에 해당한다. 식각반응 시 식각용액의 교반을 위해 식각
대상 시료인 유리의 거치대 아랫부분에 magnetic bar를 위치토록 하여
magnetic stirr를 이용하여 교반하였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일정한 간
격으로 유리 거치대를 위치시켜 magnetic bar의 회전이 원활하도록 설
계하였다. 그리고 이 유리 거치대와 magnetic bar사이에 내열고무로
씌운 발열체을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온도조절기를 사용하여 식각반
응용액의 온도를 30 ℃로 조절하며 magnetic stirrer의 RPM은 300으
로 고정하고 반응시간은 50 min으로 정하였다. 이는 실제 상업적 공
정 시 소요되는 시간이다. 반응 시 외부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 온도가 내려가거나 용액이 증발되지 않도록 뚜껑을 덮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2.2. 시료의 준비

식각용액의 제조를 위한 초기단계 시험을 위한 산성불화암모늄, 황
산, 완충제로 사용된 황산염, 규불산염 등 모든 약품은 시판용 1급 시
약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장 적용에 대한 편차를 최소화하기
Figure 1. Etching reactor for slimming of flat panel display glass.
조업으로 인한 액간의 부반응으로 식각된 유리 표면에 결함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러 종류의 반응성이 높은 화합물의 구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 보관 시 구성 성분들 간의 자체반응으로 인
해 식각용액 보관의 안정성이 매우 낮아 상품성을 상실하게 된다
[9,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비 불산 식각용액의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비불산 식각용액의 상용개발의 목적 하에, 산성불화암모늄을
기반으로 30 ℃ 이하의 식각반응 온도 조건에서 불산과 같이 식각 속
도 조절이 용이하여 원하는 두께의 유리 기판을 제조할 수 있고, 세정
과 식각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식각된 유리 기판의 표면 균일도, 빛
투과성 및 높은 안전성을 갖는 지속적 반복 사용, 액 보관 안정성, 사
용 후 발생 슬러지의 처리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판디스플레
이용 유리의 박판화를 위한 불산 대체용 식각용액(Non HF Etching
solution)을 개발을 시도하였다.

2. 실

험

위해서 scale-up화 단계에서의 실험은 시판용 공업용 시약도 함께 시
험하였다. 계면활성제 또한 국내의 제조회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식각
시험을 위해 사용된 유리는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로 국내 S사에서
생산 판매되는 알루미늄함유 붕규산유리(alumono-borosilicate glass)
이다. 이 유리를 실험의 변수별로 일정한 크기로 잘라 식각시험을 진
행한다.
2.3. 식각 실험 방법

실험 전 시료 유리는 50 mm × 95 mm 크기로 다이아몬드 유리칼로
자른다. 이후 증류수로 세척한 후 초고주파로 10 min간 노출시켜 유
리표면의 불순물을 세척한다. 식각용액을 시험하고자 하는 식각용액
의 조성으로 조제한 후 식각반응기에 일정량을 채우고 온도를 조절한
다음 세정된 시료 유리를 식각반응기 내의 유리 거치대에 담아 식각
반응기에 장입한다. 그리고 용액이 증발되지 않도록 뚜껑을 덮고 식
각반응을 개시한다. 특별한 온도 조건이 명시되지 않는 한, 일정온도
30 ℃에서 일정시간 50 min 동안 식각반응시킨 다음 유리거치대를 꺼
내어 세척하고 건조한 다음 식각량 및 식각속도를 측정한다. 아울러
식각된 유리 평면의 중심 및 네 모서리 부분의 두께를 측정하여 식각
균형 반응 여부를 측정하였다.

2.1. 식각 실험 장치

식각공정에서의 방식은 크게 dip, side spray, spray down, blade
down 이렇게 4가지 방식이 있다. Dip방식은 대 면적 슬림과 표면품질
이 좋지 않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나 생산성 자동화 및 운영비 초기
투자비용이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 이외에 방식
은 표면품질이나 생산성이 좋지만 운영비가 많이 들고 초기 투자비용
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초기 dip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side
spray, spray down, blade down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한
번 식각한 용액은 불소이온의 농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식각 이후
생성되는 불산염으로 인해 식각속도가 떨어지고 표면품질에도 악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용되는 식각용액이 식각 후 유리
의 표면품질이 조절 가능하다면 dip방식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식각시스템을 dip방식으로 선정하며, 이를 위한
식각반응 실험에서 반응기는 Figure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설계하였
다. 식각 반응기 제작을 위한 소재는 불산이나 다른 산에 매우 안정한
테프론 소재를 사용하였다. 반응기의 크기 및 규격은 사용될 식각용
액의 부피를 1 L 정도로 사용하고자 Figur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부
공업화학, 제 27 권 제 1 호, 2016

2.3.1. 초기 용액을 1000 g으로 연속 식각 공정

초기 식각용액의 무게 1000 g으로 식각반응을 진행시킨 후, 생성되
는 고형 폐기물을 제거하고 남은 액상의 식각용액 중 900 g을 재사용
하고 여기에 100 g의 식각용액을 보충하는 방식이다. 즉, 식각용액
1000 g으로 시료 유리를 식각한다. 식각 반응이 종료되면 5 min 동안
식각반응기를 방치한다. 이때 방치하는 이유는 식각반응으로 생긴 슬
러지가 잘 여과될 수 있도록 침전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슬러지를
여과지로 걸러 제거한 후 여액 중 식각용액 900 g만 취한다. 이때 버
려지는 슬러지와 기화되어 없어지는 용액은 40~50 g 정도다. 그리고
이 사용후 식각용액 900 g에 보충액 100 g을 넣은 후에 다시 1000 g
상태로 만든 후 처음과 같이 반복 실험하였다. 즉 보충액은 식각반응
에 요하는 전체 중량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 공정은 Figure
2(a)에 도시한 바와 같다. 식각 반응 후 식각반응 결과를 측정하는 과
정은 상기한 바와 같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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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Figure 2. Etching process according to two different amount of
etchant.
(b)

2.3.2. 초기 용액을 1100 g으로 연속 식각 공정

초기용액 1000 g 기준의 식각용액 시스템에서, 사용 식각용액에 대
한 보충액으로 추가되는 액의 상대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에 따라, 이의 보완을 위해 초기 용액을 1100 g으로 시도한 식각공정
시스템을 실험하였다. 전체 과정은 Figure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
초 식각용액을 1100 g으로 준비하여 식각반응을 시킨 후, 생성되는
슬러지를 여과제거하고 남는 사용식각용액에 추가용액을 식각반응에
요하는 식각용액 전체 중량의 5% 이하 되게 추가하여 1100 g이 되게
조절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용액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응장
치 내 용액 증발을 억제하고, 여과 시 액의 손실을 거의 없게 조절하
면 가능하다.

3. 결과 및 고찰
3.1. 식각용액 개발을 위한 식각실험
본 연구에서 개발코자 하는 Non-HF형 식각용액의 제조를 위해 현
재까지 이루어진 식각 반응에 대한 선행 기술 조사의 결과, 유리의 기
본 구성형태인 규산염과 반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불소원(F )원이 있어
야 하며, 불산(HF)을 대체한 가장 훌륭한 불산원으로서 산성불화암모
늄(NH4HF2)이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조사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코자 하는 비 불산형 유리
식각용액의 기본물질을 산성불화암모늄으로 결정하였으며, 이 산성불
화 암모늄을 기반으로 식각 가속을 위한 산화제, 평형 조절의 역할을
위한 식각 억제제 등을 조절 첨가하여 최적의 조합비를 결정하였다.
3.1.1. 산성불화암모늄 및 황산용액의 농도에 따른 식각속도
불산(HF)을 대체한 가장 훌륭한 불산원으로서 산성불화암모늄
(NH4HF2)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선행조사의 결과에 따라, 산성불활암
모늄을 기본 조성으로 하고 식각반응속도를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적
절한 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성불화암모늄을 기반으로 하는 조
건하에 황산, 염산, 질산, 인산, 등 다양한 유무기산의 첨가 조합에 따
른 부식속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가장 효과적인 무기산은 황산으
로 판단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산성불화암모늄을 기반으로 하는

Figure 3. Effects of concentration of ammonium hydrogen fluoride (a)
and concentration of sulfuric acid (b) on etching of glass.
Non-HF형 식각용액의 기본 조성의 산으로 황산만을 단독으로 사용키
로 결정하였다. 무기산 중에 황산을 선택하여 사용한 이유는 염산이
나 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휘발성이 작기 때문이다. 다량 사용하는
산이 염산이나 질산인 경우 공정상의 휘발성이 높아 배기현상으로 작
업의 안전성 문제, 용액의 보관성의 및 사용한 용액의 화학적 조성의
변화로 일정한 식각속도 제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여러 산을 같이 사용할 경우 불용성염의 양이온과 무기산
의 음이온이 결합하여 Al2(SO4)3, CaSO4, R(SO4)x, Al(NO3)3, Ca(NO3)2,
R(NO3)x, AlCl3, CaCl2, RClx, AlPO4, Ca3(PO4)2, R(PO4)x 등 여러 수용
성 염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수용성 염의 발생은 식각속도
제어에 여러 변수가 생기는 원인이 되며 따라서 일정한 식각속도 제
어를 위한 공정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무기산으로서 황산을 단일
적으로 쓸 경우 그만큼 변수가 적어지게 되어 식각속도 제어에 용이
하기 때문에 여러 무기산 중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황산을 선
택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선행기술조사와 선행 실험 연구의 결과에 따라 먼저 산성불
화암모늄과 황산의 농도변화가 식각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Figure 3(a)는 시료유리인 알루미노붕규산유리의 크기를 95 mm ×
50 mm로 하는 유리 1장에 대해 식각용액 전체 용액 1000 g 기준으로
황산 함량 30 wt% 기준으로 산성불화암모늄의 량을 15 wt%로부터
19 wt%까지 달리하며, 식각실험을 실시한 결과이며, Figure 3(b)는 식
각용액 전체 용액 1000 g 기준으로 산성불화암모늄의 량 17 wt% 기
준으로 황산의 량을 30%에서 35%까지 달리하고 식각한 결과이다.
Figur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료로 사용된 유리에 대한 식각속도는
산성불화암모늄 및 황산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
여 이들 성분이 식각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Figur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식각용액 1000 g 중 1 wt%의 변화 정도로도
식각속도가 0.3~0.7 µm/min의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성불화암모늄과 황산의 농도를 높임으로서 현재 상용 생산조건인
불산을 기반으로 하는 식각속도인 8.0 µm/min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Appl. Chem. Eng., Vol. 27, No. 1, 2016

이철태

104

(a)

(b)

Figure 4. Tendency of continuous etching process under various
chemical composition of etchant.
기대된다. 그러나 본 식각 실험의 결과 얻어진 유리의 품질에는 심각
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즉 식각속도는 얻어질 수 있으나 식각된 유
리의 표면 상태는 매우 불균일해지고 굴곡현상이 발행하는 등 표면에
다양한 형태의 품질저하 요인이 발생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황산의
농도가 높아지면 황산의 불균일한 확산으로 인한 표면품질 저하가 심
하게 되고 산성불화암모늄 또한 많이 첨가하게 되면 충분히 용해되지
않은 식각반응으로 인한 생성슬러지가 유리표면에 달라붙어 유리표
면 불균일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식각유리의 표면 품질 상태는 실
험적으로 약 식각속도가 4~5 µm/min일 때가 실험 재연성도 높고 표
면상태도 좋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적의 식각용액 조성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량의 식각용액기준으로 산성불화암모늄농도와 황산
의 농도, 그리고 그 양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물의 농도 또한
유리의 식각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며, 많은 실험적 데이터를 통한
이 세 변수를 조절해야 함으로 일정한 식각 속도분포를 측정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식각용액 재사용을 위한 연속 식각공정
식각공정으로 사용된 후의 식각용액은 다량의 불소성분은 물론, 다
량의 고농도 황산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사용 후, 액의 폐기는 그 자체
로서의 손실은 물론 막대한 처리비용은 물론 궁극적으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코자 하는 비 불산
형 식각용액은 반드시 무방류의 개념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 후, 식각용액의 재사용은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식각반응으로 단위 유리 표면적을
기준으로 식각액을 1000 g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1100 g으로 사용하
는 두 경우에 대해 식각반응을 진행시키고 생성되는 고형분의 슬러지
는 식각반응 중 여과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분리 제거하여 고형분의
형태로 발생되도록 하며, 액상 상태의 사용후액에 소모된 식각 작용
성분만을 전체의 10 wt% 이내로 보충하여 재사용하는 식각 시스템을
시험하였다.
3.2.1. 초기 용액을 1000 g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실험방법(2.3.1)에 기술한 바와 같이 식각유리 크기 95 mm × 50
mm의 유리를 대상으로 최초 식각용액의 전체량을 1000 g 기준으로
공업화학, 제 27 권 제 1 호, 2016

Figure 4(a)의 경우 최초 식각액 중의 산성불화암모늄 및 황산의 농도
를 18, 30 wt%로 되게 각각 조정한 것이며, Figure 4(b)의 경우는 상대
적으로 이들의 농도를 낮추어 산성불화암모늄 및 황산의 농도를 17,
29 wt%로 되게 각각 조정하여 각각 최초의 식각반응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차례 이후부터 매 차례 보충액은 각각 최초 조성한 식각용액
과 동일한 조성의 식각용액을 10 wt% 되게 보충하여 식각용액을 다
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7차례 식각 공정을 진행하였다. 이는 식각속
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불소이온을 보충액을 통해 추가함으
로서 일정한 식각속도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그 결과
초기에 식각속도가 조금씩 오르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향을 보였으며,
매번 사용 시마다 식각속도의 큰 편차가 생겼으며, 최대와 최소의 속
도차이가 0.3 µm/min으로서 직접 현장 식각공정에 적용 시 최대 허용
기준 편차인 0.1 µm/min를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평판디스플
레이용 유리의 식각공정에서 식각용액의 반복사용을 위해서는 높은
식각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매 차례 반복 사용 시 균일한 식각
속도의 유지해야 한다. 즉 매 차례 식각속도의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식각된 유
리 표면의 특성이 양호하여야 한다.
최초 식각용액중의 산성불화암모늄 및 황산의 농도 및 보충용액의
농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Figure 4(b)의 경우도 Figure 4(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 후 식각용액의 재사용에 있어 식각속도가 사용회수
가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다 정점에 이른 후 다시 전체적으로 서서히
감소되어 식각속도가 5.0 µm/min 이하로 감소되었다. 특히 전체적인
식각속도가 공히 Figure 4(a)의 경우보다 낮아진 경향을 나타내었으
면, 그 원인은 공히 산성불화암모늄 및 황산의 농도가 낮아진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Figure 4의 두 경우 공히 그 식
각의 조성 및 보충용액의 조합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의 결과는 사용 후 식각용액의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높은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
3.2.1.1. 식각용액 조성의 최적화
평판디스플레용 유리의 식각공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식각용액은
높은 식각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식각된 유리의 표면 특성이 양호해야
하며, 특히 반복 사용 시 적정오차 범위 내에서 일정한 식각속도의 유
지해야 한다. 따라서 최적의 조합을 위한 초기 식각용액의 조성의 선
택과 보충용액의 농도 결정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각용액에서 물은 산성불화암모늄이나 황산과
같이 하나의 화학적 성분으로 최적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물의 량은 결국은 다른 두 가지 주된 성분의 농도에 상대적
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Figure 5는 이러한 관점에서 식각용액 중
물의 량의 변화가 식각 속도 및 재사용에 영향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즉 Figure 5(a)는 Figure 5(b)에 비해 물의 량이 많은 것으로 두 경우의
영향을 비교할 수 있다. Figure 5의 두 그림을 비교해보면, 두 경우 공
히 5회까지 재사용에 매우 좋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초기 식각액
은 물론 보충용액에 있어 물의 량이 많은 Figure 5(a)의 경우는 상대적
으로 식각속도가 5회 이후 급격히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는 보충용액에 물의 량이 많은 것에 중요한 원인이 있으며 보충용
액에 과도하게 물의 첨가는 식각용액의 지속적 사용에는 매우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Figure 5(b)는 Figure 5(a)
에 비해 물의 량이 적은 만큼 황산과 산성불화암모늄이 높으며, 더욱
Figure 4의 두 경우에 비해 황산과 산성불화암모늄 전체의 사용량이
더 높은 경우로 식각용액 지속사용의 가능성이 더욱 좋은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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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ffect of Etching temperature on the stability of etching rate.
(b)

Figure 5. Effects of water content in etchant on slimming of glass.

(a)
(a)

(b)

Figure 8. Effect of replenishment amount on the stability of etching
rate.
(b)

3.2.1.2. 완충용액
앞서의 식각실험의 결과들은 산화성이 큰 산성불화암모늄 및 황산

산성불화암모늄의 활성에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Figure 6(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새로운 완충성분 황산염의 도입이 사용액의 수명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완충성분은 초기 황산과 산성
불화암모늄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서 최초 사용 시 식각속도를 감소시
키나, 2단계부터 사용액의 안정성은 매우 양호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해석은 완충 성분의 첨가 없이 황산과 산성불화암모늄의
농도를 앞서의 경우보다 높인 Figure 6(b)의 경우 사용 식각용액의 재
사용 시에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따
라서 적절한 완충용액의 선택은 사용 후 식각용액의 재사용 시 식각
속도의 안정화에 매우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등의 영향성이 높아 재사용 시 약간의 농도 변화에도 식각 반응의 안
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완충성분을 반응계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Figure 6(a)는 사용 후 식각용액의 안정성이 높았던
Figure 5(b)의 조성을 기준으로 여기에 완충성분으로 작용 가능한 성
분으로 황산염을 추가하여 재사용액의 안정성을 조사한 것이며,
Figure 6(b)는 재사용액의 안정성이 황산과 산성불화암모늄 자체의 농
도를 더욱 강화시켜 봄으로서 실제 액 안정성 감소의 요인이 황산과

3.2.1.3. 식각 반응 온도
Figure 7은 사용 후 식각용액의 재사용시 식각반응온도에 영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앞서 완충성분을 사용한 Figure 6(a)의 조건을 기준
으로 식각반응온도를 35 ℃로 높여 식각반응속도를 조사한 것이다.
Figure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식각반응의 온도가 높을수록 식각반응
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으나, 식각용액의 재사용
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보충용액으

Figure 6. Effect of buffer component on the stability of etching of
glass.
여주었다. 즉 전체적인 이상의 결과는 식각용액의 지속적 사용성은
황산 및 산성불화암모늄의 영향이 큼을 보여주며 또한 물의 사용량이
두 화학종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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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b)

Figure 9. Effects of double buffer components on stability of etching
glass.
로서 추가되는 황산과 산성불화암모늄의 농도를 초기용액의 농도보
다 높임으로서 목표하는 식각속도의 유지는 가능할 있을 것으로 확인
되었다.
3.2.1.4. 보충용액의 량의 영향
Figure 8은 앞서 완충성분의 추가가 재사용 효율에 영향을 줌이 확
인됨에 따라, 보충용액의 첨가량이 식각용액의 재사용 시 미치는 안
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Figure 7(a)의 초기 식각액 용액조건을 기준
으로 하고 완충용액을 주가하고 추가용액을 앞서 10 wt% 주가한 것
을 15 wt%로 늘려서 식각속도를 조사한 것이다. 앞서 Figure 7(a)의
경우에 비해 4차례 사용 이후 급속히 식각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효
과적으로 완화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사용 식각용액의
식각속도의 매 단계별 허용 편차속도인 0.1 µm/min 이하로 감소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Figure 8(a) 경우보다 완충용액을 추
가 첨가한 Figure 8(b)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어 완충용액의 첨가는 식각반응의 안정성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
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매 단계 시 물질량의 농도변화
가 식각반응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의미하며, 이는 사용식각
용액과 추가액의 상대적 양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
한다.
3.2.2. 초기 용액을 1100 g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추가용액을 150 g을 늘려 식각속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지만 우리
가 목표하는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용액의 약 15 wt%가 버려
진다. 따라서 추가용액이 추가되더라도 불소이온의 농도와 pH의 값이
쉽게 변하지 않아 초기식각속도를 억제하면서 이후 추가용액의 농도
컨트롤로 일정한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즉, 이는 매 단
계 시 물질량의 농도변화가 식각반응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의미하며, 이는 사용식각용액에 대한 추가 보충용액의 상대적 양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의 보완을 위해 앞서
2.3.2.에 서술한, 초기 용액을 1100 g으로 사용하는 식각공정 시스템
을 시도하여 재사용액의 안정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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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ure 10. Effect of buffer component E on the stability of etching
glass.
3.2.2.1. 완충용액의 영향
먼저 Figure 9(a)는 초기 식각용액의 조성에 완충성분이 사용은 식
각용액 재사용 시 액의 안정성유지에 효과가 있음에 따라 완충용액을
첨가하여 보충용액의 추가량을 4.5 wt% 되게 추가하여 24차례 동안
재사용을 시험한 결과이다. Figure 9(a) 나타낸 바와 같이 초기 단계를
제외하고 10회 이후 후반에 접어들어 재사용액의 안정성이 크게 증가
되어지나, 초기 단계의 식각속도에 비해 식각속도가 크게 감소하는
단점을 나타내었다. 이 식각용액의 반복사용 시 식각속도저하의 원인
이 반복사용에 따라 식각용액 중 물의 양이 많아짐에 따른 영향으로
사료되어 Figure 9(b)는 Figure 9(a)의 경우와 비교하여 산성불화암모
늄 및 황산의 농도는 동일하게 유지하며 초기반응용액 중의 물의 량
을 줄이고 반복 사용 시 식각속도가 저하되는 경향성을 억제하며, 초
기 식각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완충성분으로 규불화염의 첨
가를 시도하고 보충용액의 추가량은 Figure 9(a)의 경우와 같이 4.5
wt% 되게 첨가하여 식각반응을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는 Figure 9(b)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재사용 식각용액의 안정성은 최초 사용의 경우
를 제외하고 안정된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식각반응의 속도 또한 전
체적으로 Figure 9(a)에 비해 0.4~0.8 µm/min 이상 향상되었다. 즉 새
로운 완충성분인 규불화염의 효과가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2.2.2. Second 완충용액의 영향
새로운 완충성분(E)의 첨가에 따른 영향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
한 영향성을 보다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Figure 10(a)의 경우
완충성분 규불화염의 양을 Figure 9(b)의 경우 보다 2배가량 늘린 100
g을 추가하였으며, Figure 10(b)의 경우는 Figure 9(b)의 경우보다 40%
증가시킨 경우의 조건하에 식각반응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 완
충성분 규불화염의 량이 지나치게 많이 추가한 경우 Figure 10(a)에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의 박판화공정을 위한 비불산형 식각액

Table 1. Chemical Analysis of Various Anions in Etchant at Every
St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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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emical Analysis of Various Cation in Etchant at Every
Stages (ppm)

Stage No.

F

SO4

NH4

Stage No.

Al

Ca

Mg

Si

Before Use

13.65

37.33

5.71

Before Use

0

0

0

4612

2

13.62

35.28

5.42

2

454

12.66

< 0.1

4674

10

13.55

33.76

5.11

10

465

12.52

< 0.1

4642

15

13.57

31.84

4.92

15

474

12.64

< 0.1

4715

나타난 바와 같이 재사용성의 안정성 저하는 물론 식각속도도 감소되
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Figure 9(b)의 경우에 비해 완충성분 규
불화염의 첨가량을 약간 늘린 Figure 10(b)의 경우 최초 식각반응 및
2번째 사용의 경우 식각속도가 낮았지만 재사용의 안정성이 크게 증
가되었고 식각속도 또한 완충성분 규불화염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인
Figure 9(a)의 경우보다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Figure 10(c)
는 Figure 10(b)의 경우 보다 초기 단계의 식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성불화암모늄과 황산의 량을 늘리며 아울러 완충성분 규불화염의
량도 90 g으로 늘려서 식각실험을 시도한 결과이다. Figure 10(c)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 용액을 사용한 1차의 식각공정부터 모두
20차례 식각공정의 각각의 식각속도는 5.05 ± 0.05 µm/min로 거의 일
정한 식각속도를 유지하며 식각용액을 재사용할 수 있는 높은 안정성
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용액을 최소한으로 하고 초기
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초기용액에 완충용액을 추가
함으로서 연속식각공정에서의 일정한 식각속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완충성분 규불화염의 첨가로 초기 생성된 H2SiF6가
부분적으로 해리되어 불소 이온은 다시 식각반응에 관여하게 되는 것
을 억제하여 불소이온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켰으며, 완충성분 황
산염의 작용으로 식각속도 또한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또한 전체 초
기 식각용액 량에 대해 첨가되는 보충용액의 양도 최소화함으로서 초
기 식각속도 유지에도 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초기용
액을 1100 g으로 하고 산성불화암모늄과 황산으로 구성된 5% 미만의
보충액만을 추가함으로써, 본 연구에 사용된 식각반응 장치의 시스템
에서는 사용된 식각용액의 무한 차례의 재사용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
여주었다. 이러한 식각용액 1100 g을 장입하는 식각반응계와 앞서 식
각용액 1000 g을 장입하는 식각반응계의 두 경우에서, 사용 후 식각
용액의 속도가 식각용액 1100 g을 장입하는 식각반응계에서 식각속
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식각반응의 속도는 장입되어 있는 식각용액의 량에 무관하며 이는 전
적으로 식각용액 전체의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유리 식각 반응속도는 유리의 표면이 접하고 있는 식각
용액의 농도에 좌우되며 이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 식각속
도는 일정한 값을 유지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용 후
식각용액의 재사용 시 앞 단계에서의 사용으로 소모된 반응물의 량만
큼을 정확히 보충해줄 수 있다면 정확히 해당 식각속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차례 사용 후, 10차례 사용 후, 그리고 15차례 사용 후의 각각의 용액
2+
에 대해 비금속 이온으로 F , SO4 , 및 NH4 , 그리고 금속이온으로 Al,
Ca, Mg, Si 이온의 잔존량을 정량하였다. 그 결과는 음이온은 Table
+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F 이온과 NH4 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2SO4 의 농도는 점차 줄어들었다.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유리식각
속도에 있어 F-이온의 농도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정한
식각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F-이온의 농도 유지가 중요하
다. 본 실험의 용액 분석을 통해 F 이온이 여러 번 사용 후에도 추가용
액으로 인해 F 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
NH4HF2의 이온화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NH4 의 농도 또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2.3. 성분분석을 통한 식각용액 재사용에 대한 안정성 확인
Figure 10(c)의 식각공정은 사용된 식각용액의 우수한 재사용성능

Figure 10(c)의 식각실험 결과는 사용된 식각용액이 매 차례 식각속
도는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일정한 값을 보여주는 우수한 재사용성
능을 보유주고 있다. 그러므로 식각된 유리의 표면 특성이 양호하다
면 사용된 식각용액은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의 비불산 식각용액으
로서 충분히 사용 가능함을 보여주고 것이라 할 수 있다.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 후 보충용액의
추가에 따라 초기 식각용액의 농도가 지속적 유지되고 있음에 근거하
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을 화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Figure 10(c)

SiO2 + 4(NH4)(HF2) ↔ SiF4 + 4(NH4)F + 2H2O
또한 용액 중 양이온 분석을 통해 Al, Ca, Mg 등 LCD 유리에 포함
된 금속들이 검출되었으며, 이들 성분은 슬러지 분석의 결과 AlF3,
CaF2 등 고체슬러지 형태로 석출되어 여과되어 걸러지게 된다. 따라
서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들 성분 또한 식각반응 단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슬러지 분석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았던 Si 이온은 비교적 다른 양이온에 비해 높게 검출되었지만 Si
이온 또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Si 이온은 아래의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체 상태로 걸러지지는 않지만 휘발성이 강해 농도가 높
아지면 기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용액상에서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
된다.
SiO2 + 4HF ↔ SiF4↑ + 2H2O
2HF + SiF4 → H2SiF6
이는 식각속도 유지에 매우 중요한 현상으로 만약 SiF4가 휘발되지
않고 용액상에 남아 있게 된다면 유리식각 반응은 가역적 반응으로
식각속도가 점점 느려질 것이다. 따라서 초기용액에 SiF4가 포화되어
있는 용액을 만들어 초기 1~4 차례의 식각반응에서의 SiF4의 농도 유
지는 일정한 식각속도를 제어하는데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3.3. 식각된 유리의 표면품질

의 식각 공정에서 사용 전 식각용액과 매 차례 식각반응 후 용액의
화학분석을 시행하였다. 화학분석은 사용 전 식각용액을 기준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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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태

(a) Before etching

(b) After etching

Figure 12. Comparison of surface of slimmed glass with before etched
glass by ophtical method.

Figure 11. Transparency of slimmed flat pannel glass by etching.
3.3.1. 식각된 유리의 투명성

Figure 11은 총 20차례의 식각공정의 식각속도를 측정한 결과, 식각
속도는 5.05 ± 0.05 µm/min로 거의 일정한 식각속도를 유지함에 따라
각각의 차례에서 식각된 유리 시료들의 투명성을 육안으로 확인한 결
과이다. 모든 20차례 식각공정에서 얻어진 식각된 유리 공히 pin-hole,
dimple, scratch 등이 발견됨이 없이 매우 양호한 표면 상태를 보여 주
었다. 즉, 최소한 육안 조사의 결과로서는 식각용액을 재사용하여 유
리를 식각하더라도 유리의 육안 상으로는 품질에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Figure 12 또한 식각된 유리의 측면 투명성을 조사하
기 위하여 식각 전 유리와 식각 후 유리의 표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Figure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식각된 유리의 표면이
식각 전의 유리보다 더 선명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3.3.2. 식각된 유리의 표면 접촉각
식각된 유리의 표면특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파라메타는 유리표
면의 접촉각이다. 접촉각의 각도는 유리 표면의 소수성 또는 친수성
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접촉각의 각도가 높을수록 유리 표면의 소
수성이 커지며 이 값이 클수록 유리 표면이 내 오염성이 커져서 식각
된 유리 표면의 청결성이 유지된다. Figure 13는 식각 전의 유리표면
(a),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식각용액으로 식각한 유리 표면(b), 그리고
15% 불산 수용액을 사용하여 식각한 유리 표면 (c)의 세 경우에 대한
접촉각을 측정한 결과이다. Figure 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식각
전 유리(a)의 경우 43.6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식각용액으로 식각한
유리의 표면(b)의 경우 42.5°로서 거의 비슷한 발수 특성을 나타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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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CD bare glass

(b) Etching glass in
this study

(c) 15% DHF
Solution

Contac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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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Angle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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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Angle
(Average)
28.764400

Left Angle (degree)
42.569481

Left Angle (degree)
37.465141

Left Angle (degree)
24.647129

Right Angle (degree)
44.590488

Right Angle (degree)
47.483528

Right Angle (degree)
32.881680

Figure 13. Comparison of contact angle of etched glass by various
etchant with bare glass.
15 wt% 불산 수용액을 사용하여 식각한 유리 표면(c)의 경우 28.8°로
서 상대적으로 발수특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개발된 식각용액을
사용하여 식각공정을 거친 유리의 표면은 불산으로 식각한 경우의 유
리 표면에 비해 표면 청결성이 더 잘 유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산성불화암모늄을 기반으로 하는 비불산형
식각액은 안정적인 식각속도, 무방류 개념의 식각용액 재사용, 식각된
유리의 양호한 품질 등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의 박판화를 위한 기존
의 식각제인 불산을 성공적으로 대체 사용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1) 개발된 식각액은 30 ℃에서 5 µm/min 이상의 식각속도를 안정
적으로 낼 수 있는 지속 사용 가능한 성능을 갖는다.
(2) 초기 식각액 전체 질량의 5% 추가로 식각속도의 매 단계별 허
용 편차속도인 0.1 µm/min 이하로 일정한 식각속도가 안정적으로 유
지되므로 식각액의 무한 재순환공정이 가능하다.
(3) 최적 식각용액의 기본조성은 산성불화암모늄 18~19 wt%, 황산
24~25 wt%, 물 45~46 wt%, 완충용액(D) 4~5 wt%, 완충용액(E) 7~8
wt%로 구성되며, 사용된 식각용액의 재사용 시 보충용액으로서 해당
조성의 식각용액을 식각반응 소용 전체 식각용액 중량의 5% 되게 보
충함으로서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4) 상기조건의 조성을 가진 식각용액을 사용한 식각공정을 통해
얻어진 평판디스플레이용의 유리의 표면 상태는 pin hole, dimple,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의 박판화공정을 위한 비불산형 식각액

scratch 등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양호한 품질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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