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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mand on thermal camera capable of visualizing spatial distribution of infrared radiation especially in the 

long-wavelength infrared (LWIR; 8-12 ㎛) range is rapidly increasing in diverse civilian sectors including, 

for example, mobile electronic devices like smartphone. Unlike the traditional military applications, not only 

size miniaturization and performance enhancement but also cost reduction becomes more crucial in these 

civilian applications. As such, as compared with its crystalline counterparts, chalcogenide glass turns out to 

be more promising as LWIR-transmitting lenses working in numerous civilian sectors in view of its inherent 

compositional flexibility as to adjusting thermal and optical properties. In addition, its viscoelasticity upon 

mechanical loading at a proper temperature makes it much more competitive in saving processing cost: 

Specifically, chalcogenide glass lenses can be mass-produced via precision glass molding (PGM) technique. 

Optical characteristics prioritized in lens performance can also be engineered via compositional fine-

tuning over a wide glass forming region reaching far off-stoichiometric compositions. These merits enable 

extra degrees of freedom in designing lens assembly well-functioning to a desired level of performance. In 

this article, we employ ternary Ge-Sb-Se glass as a representative chalcogenide glass for the LWIR lens 

applications, and review its composition-dependent behaviors of thermal, mechanical and optical properties. 

These experimentally verified compositional dependences are then elucidated in terms of unempi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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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structure related parameters in an effort to provide guidelines for compositional engineering of other 

chalcogenide glasses. In addition, we present some exemplary cases of compositional optimization applied to 

chalcogenide glasses containing Ge and Sb, which are mainly aimed at broadening the LWIR Abbe diagram 

towards the high-dispersion side. 

Keywords: Chalcogenide glass, Infrared lens, Thermal camera, Precision glass molding, Wafer level optics

1. 서론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적외선 대역의 

파장을 가지는 전자기파를 시각 이미지로 구현하는 결

상 광학계로서 크게 렌즈, 이미지 센서 및 신호처리부로 

구성된다. 흑체복사 법칙에 의하면, 서로 다른 온도의 

피사체는 서로 다른 파장의 전자기파를 방출하기 때문

에 열화상 카메라는 피사체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과 더

불어 비접촉 방식으로 피사체의 온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적외선 파장 대역 중에서 대기에 존재하는 분자

들의 공명 진동흡수에 의한 손실 발생이 적은 중적외선

(3-5 ㎛) 대역과 원적외선(8-12 ㎛) 대역을 ‘대기의 광

학적 투과창’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1), 따라서 열화상 카

메라는 해당 파장 대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

적외선 대역의 경우에는 흑체복사로 방출된 광자를 활

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고온의 피사체를 요구하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흑체복사를 활용하기보다는 근적외선 광

원을 조명으로 활용하여 피사체의 반사광 분포를 가시

화하며, 결과적으로 온도분포 감지에는 적합하지 않다2). 

즉, 열화상 카메라는 ‘대기의 광학적 투과창’ 중에서 중

적외선(MWIR; mid-wavelength infrared) 카메라와 

원적외선(LWIR; long-wavelength infrared) 카메라

로 분류할 수 있다. 사람의 체온과 같은 온도 대역에서 

흑체복사는 ∼10 ㎛ 파장에서 최대강도를 방출하므로 

중적외선 카메라보다 원적외선 카메라가 민수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3-5). 특히, 기존 군수 분야와 더불

어 보안6), 비파괴 검사7,8), 안전9,10), 차량용 나이트 비전
5,11-13) 등의 매우 다양한 민수 분야에서 원적외선 카메라

의 용도가 폭증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열화상 카메

라가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형 전자기기에 부착되는 수

준으로 크기가 현저히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스마

트폰에 직접 내장되는 수준으로 소형화 및 고성능화가 

이루어져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것으로 전망된

다14,15). 민수분야 적용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일

반적인 군수용 열화상 카메라 대비 소형화 및 가격경쟁

력이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열화상 카메라의 가

격경쟁력 측면에서 비냉각식 볼로미터(bolometer) 방식

의 이미지 센서가 적합하며16), 렌즈의 경우 결정질 소재

보다 칼코지나이드 유리소재가 유망하다17). 특히, 광학 

렌즈로서 결정질 소재는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열

적,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지만 렌즈 제작에 있어 다이아

몬드 선삭 가공(DTM; diamond turning machining)

과 같은 정밀 직가공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산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18). 

칼코지나이드 유리소재는 유리전이온도 이상의 적절

한 온도에서 점탄성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렌즈 제작에 

있어 직가공 방식 성형공정과 더불어 몰딩 방식 성형공

정의 적용이 가능하여 양산성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다. 더욱이 칼코지나이드 유리소재의 경우, 

결정질 소재와 달리, 유리형성 영역 내에서 조성 변화

를 통하여 물성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성을 

가지는 조성을 확보할 수 있다22).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

면, 굴절률을 향상시켜 렌즈부의 두께를 줄일 수 있으며
23), 나아가 다양한 굴절률 및 굴절률 분산을 가지는 렌

즈들을 조합하여 광학 수차가 보정된 고성능 결상 광학

계를 구현할 수 있다24,25). 종합하면, 칼코지나이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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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재 특성상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물성 조절을 통

해 열화상 카메라 모듈의 소형화 및 성능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칼코

지나이드 유리가 가지는 상기 장점들을 최대로 활용하

는 적외선 렌즈용 광학소재의 개발을 위한 조성 최적화 

방법론을 예시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특히, 칼코지나이

드 유리의 열적, 기계적, 광학적 물성의 조성 의존성을 

실험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결과를 유리구조 관점에서 

해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새로운 굴절률/분

산 특성을 가지는 유리조성의 확보를 위하여 상용 Ge-

Sb-Se 조성 시스템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성설계 사

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적외선 렌즈용 칼코지나이드 유리

칼코지나이드 유리는 주기율표 6족의 원소들 중에서 

산소(O)를 제외한 황(S), 셀레늄(Se) 및 텔루륨(Te)의 

칼코진 원소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이성분계 이상의 조

성계로 구성된 유리소재를 의미한다. 실리케이트 유리

와 같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산화물 유리소재는 구성

원자간 이온 결합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각 출

발물질이 화학양론비를 만족하는 화합물 형태를 가져야

하며 이의 조합으로부터 안정한 유리 상태가 형성되고, 

각 구조 단위의 전하보상이 유리 네트워크의 형태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칼코지나이드 유리에서는 구성원

자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작고 공유 결합성이 상대

적으로 크기 때문에 일례로 Ge-Ge 또는 Se-Se 결합과 

같은 동종결합이 형성될 수 있다22). 이러한 이유로 칼코

지나이드 조성 시스템은 2 성분 조성계를 포함하여 화

학양론비 조성을 벗어나는 비교적 넓은 영역에서 안정

한 유리 상태를 형성할 수 있으며, 화학양론비 변화에 

따른 이종결합/동종결합의 비율 변화 및 평균 배위수 등

의 구조인자를 활용하여 유리구조 변화에 대한 제반 물

성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26). 또한, Fig. 1(a)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산화물 유리는 대개 ∼5 ㎛ 수준에

서 적외선 투과단이 형성되는 반면에 칼코지나이드 유

리는 원적외선 대역보다 긴 파장에서 투과단이 형성될 

수 있다. 적외선 대역 투과단은, 전자 천이에 의해 결

정되는 가시광 대역 투과단과 달리, 구성원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진동 천이의 다중포논 흡수(multi-phonon 

absorption) 현상에 의해 발생되는데27), 산화물 유리

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들로 구성되고 구성원자 사

이의 결합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Fig. 1(b)에 도

시한 라만 스펙트럼과 같이 진동 에너지 준위 간격이 넓

다. 이와는 다르게 칼코지나이드 유리는 비교적 무거운 

원소들로 구성되고 상대적으로 약한 결합으로 유리구조

를 형성함에 따라 적외선 대역의 공명 흡수가 긴 파장대

역에 위치하게 된다. 칼코진 원소가 S, Se, Te으로 변화

하면서 해당 원자를 포함하는 유리의 적외선 투과단이 

긴 파장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투과창 범위에서 산란 및 불순물에 기인하는 흡

수가 없을 때의 투과도는 굴절률이 커지면서 낮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텔루라이드(telluride) < 셀레나이드

(selenide) < 설파이드(sulfide) < 옥사이드(oxide) 순으

로 투과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26). 

상기한 바와 같은 고유한 특성에 의거하여 As-(S, 

Se), Ge-(As, Sb)-(Se, Te) 조성계를 바탕으로 상용화

가 이루어졌으며, 원적외선 대역 광학렌즈로 활용되고 

있다. Table 2에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표적인 칼코지

나이드 유리를 조성계별로 구분하여 유리전이온도, 열

Table 1.   Thermal, mechan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represen-
tative LWIR-transmitting materials5,19-21) 

Material n10 ν10
†

(×10-6/K)

TEC‡

(×10-6/K)

KH §

(GPa)

Single-crystalline 
Ge

4.003 986 396 5.9 10.0

Polycrystalline ZnS 2.200 23 54 6.5 2.5

Polycrystalline ZnSe 2.407 58 60 7.0 1.0

Glassy Ge28Sb12Se60 
(at.%)

2.603 109 59 14.0 1.1

†LWIR Abbe number, i.e., refractive index dispersion in the 

LWIR range calculated using  where n8, n10 and 

n12 denote refractive indexes measured at 8 ㎛, 10 ㎛ and 12 ㎛, 
respectively.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 Knoop hardness 



제23권 제3호, 2020년 9월 || 289

CERAMIST
원적외선 대역 결상 렌즈용 칼코지나이드 유리의 조성 최적화

팽창계수, 굴절률, 굴절률 분산을 정리하였다. 

3. 칼코지나이드 유리 물성의 조성 의존성

광학렌즈로의 응용을 위하여 중요하게 다뤄지는 칼코

지나이드 유리의 열적, 기계적, 광학적 물성의 조성 의

존성을 실험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유리구조 관점에서 

분석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삼성분계 Ge-Sb-Se 조성계를 채택하였으며, 넓은 범

위의 조성영역을 대상으로 다수의 조성을 용융/급냉법

을 통해 벌크 유리시편으로 제작한 후 물성평가를 진행

하였다29).

3-1. 열적/기계적 물성의 조성 의존성

렌즈용 광학유리가 나타내는 경도와 같은 기계적 물

성 및 유리전이 온도, 결정화 온도, 열팽창 계수와 같은 

열적 물성은 렌즈 자체의 내구성뿐만 아니라 몰딩성형 

공정의 수율과 렌즈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세심하게 제어되어야 한다. 유리소재 고유의 무질

서한 원자배열 특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열적/기계적 물

성의 조성 의존성을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

려우며, 대개의 경우 실험과 이론을 적절히 반영한 반경

험적 접근을 통하여 조성 의존성을 파악하게 된다. 

열적/기계적 물성의 조성 의존성을 체계적으로 분석

하기 위하여 삼성분계 Ge-Sb-Se 유리를 대상으로 실

험적으로 측정한 해당 물성을 Fig. 2에 등고선 형태로 

증감 경향을 가시화하였다. 유리전이 온도(Tg) 와 비커스 

Fig. 1.   (a) Transmission and (b) Raman spectra of As-based binary chalcogenide and oxide glasses28). Reproduced with  

permission. Copyright 2015, Elsevier.

Table 2. Thermal and optical properties of some commercially available chalcogenide glasses for use as LWIR molded lenses

Glass forming system Composition (at.%)

Material properties

Tg
†

(℃)

TEC
(10-6/K) n10 ν10

As-Se As40Se60 185 20.8 2.7782 160.2

Ge-As-Se

Ge10As40Se50 225 20.4 2.6090 174.9

Ge22As20Se58 292 17.0 2.4944 119.6

Ge33As12Se55 368 12.1 2.4967 110.9

Ge-Sb-Se
Ge20Sb15Se65 285 15.5 2.5858 99.1

Ge28Sb12Se60 285 14.0 2.6032 109.1

Ge-As-Se-Te Ge30As13Se32Te25 275 13.4 2.7869 167.0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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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VHN)는 대략적으로 Ge 함량에 비례하여 향상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열팽창 계수(TEC)는 주로 Se 

함량이 감소할수록 향상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편, 본 삼성분계 유리의 결정화 관련 특성 온도는 화학

양론비를 기준으로 Se 함량이 부족한 특정 조성영역에

서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러한 경향을 각 구성원자의 함량변화에 대하여 파

악하고자 하였으며, Fig. 3에 해당 결과를 도시하였다. 

비커스 경도와 유리전이 온도의 경우 Sb 및 Se 함량에 

대하여 0.4 이하 수준의 상관성을 보이는 반면 Ge 함

량에 대하여 0.7 초과 수준의 높은 상관성을 나타낸다. 

열팽창 계수는 Ge 및 Sb 함량에 대하여 0.4 이하 수준

의 상관성을 보이지만 Se 함량에 대하여 0.6 이상의 상

관성을 보인다. 따라서 본 삼성분계 Ge-Sb-Se 유리의 

열적/기계적 물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소는 

Ge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열팽창 계수는 Se 함량이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Se 원자

의 배위수가 2로 고정되는 상황에서 Se-Se 동종결합이 

형성되는 경우 선형적인 사슬 구조를 만들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화학양론비를 기준으로 Se 결핍 조성과 

Se 과잉 조성 영역을 나누어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Se 

결핍 조성이 Se 과잉 조성보다 우수한 물성을 가지는 경

향이 관찰된다. 

각 구성원소에 대한 특정 물성의 겉보기 경향성은 

칼코지나이드 유리의 네트워크 구조를 대변하는 평

균 배위수(MCN; mean coordination number)와 평

균 결합에너지(ABE; average bond energy)를 활용

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 배위수는 임의로 주어진 GexSbySez 조성에서(단, 

x+y+z=1) 각 원소의 최근접 원자 배위수(N)에 대하여 

MCN=xNGe +yNSb+zNSe 관계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서 Ge, Sb, Se 원자의 배위수는 각각 4, 3, 2로 

조성변화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었

다34,35). 평균 배위수는 유리구조의 토폴로지(topology) 

측면을 반영하여 네트워크 구조의 연결도를 대변하며, 

평균 배위수가 증가할수록 유리구조의 기계적 변형이 

Fig. 2.   Composition-dependent behaviors of ternary Ge-Sb-Se glasses: (a)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 (b) micro-Vickers 

hardness (VHN), (c)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TEC), (d) the onset temperature of crystallization (Tonset) (e) the peak  

temperature of crystallization (Tpeak) and (f) thermal stability (ΔT; given by Tonset - Tg). The data used in these diagrams are  

adopted from Ref. 30 for Tg; Ref. 31 for VHN; Ref. 32 for TEC; Ref. 33 for Tonset, Tpeak and ΔT. The glass forming region  

presented above is cited from Ref.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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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균 결합에너지는 

유리구조의 에너지 측면을 반영하는 인자로 간주할 수 

있으며, 유리구조에 참여하는 각 원자가 서로 얼마나 강

하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수치화한다고 볼 수 있다. 평균 

결합에너지는 유리구조를 구성하는 각각의 화학결합 에

너지를 조성비에 따라 평균하여 계산할 수 있다35-37). 이

때, 각 화학결합은 전적으로 화학적 선호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전제하며, 이에 따라 GeSe2-Sb2Se3 화학양론비

적 조성에서는 Ge-Se 및 Sb-Se에 해당되는 이종결합

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경도, 유리전이 온도 및 열팽창 계수는 평균 배위수

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에서 유리 조성을 화학양론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면, Se 결핍 조성영역에서는 Ge-Se 및 Sb-Se 이

종결합을 형성하고 남는 여분의 원자들이 Ge-Ge 또는 

Sb-Sb 동종결합을 형성하며, Se 과잉 조성영역에서는 

이종결합과 함께 Se-Se 동종결합이 존재하므로 해당 

물성의 평균 배위수에 대한 의존성은 추가적으로 화학

양론비를 기준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평균 배위수의 경우, Se 원자의 배위수가 Ge 및 Sb 

원자의 배위수보다 작기 때문에 Se 결핍 조성과 Se 과잉 

조성의 평균 배위수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러

나 평균 결합에너지의 경우, 이종결합 에너지가 대체적

으로 동종결합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평균 결합에너

지 자체로 화학양론비를 기준으로 나뉜 조성영역을 구

분하기가 어렵다. Fig. 5에서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Fig. 3.   Changes of micro-Vickers hardness plotted as a function of (a) Ge content; (b) Sb content; (c) Se content. Changes of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plotted as a function of (d) Ge content; (e) Sb content; (f) Se content.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plotted as a function of (g) Ge content; (h) Sb content; (i) Se content. Note that the black straight lines are  

obtained from least-squares fits, and the corresponding R2 values are present inside each graph if necessary. The  

composition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based on the stoichiometry of each composition. Here, compositions on the 

stoichiometric GeSe2-Sb2Se3 tie-line are put into the Se-sufficient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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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평균 결합에너지 또한 평균 배위수와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각 물성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한편, 열팽창 계수는 평균 배위수에 대하여 

Se 결핍 조성과 Se 과잉 조성 공히 0.7 수준의 상관관계

Fig. 4.   Changes of (a) micro-Vickers hardness, (b)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and (c)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of ternary Ge-Sb-Se glasses plotted as a 

function of mean coordination number. 

Fig. 5.   Changes of (a) micro-Vickers hardness, (b) glass tran-

sition temperature and (c)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of ternary Ge-Sb-Se glasses plotted as a function of 

average bo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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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지만(Fig. 4(c)) 평균 결합에너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Fig. 5(c)).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열팽창 특성은 유리구조에 관여하는 화

학결합의 에너지 측면보다는 유리구조의 연결도 측면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Ge 원자는 구성 성분 중에서 열적/기계적 물성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Ge 원

자의 배위수가 가장 크며 형성하는 화학결합의 결합에

너지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리구조의 에너

지 측면과 연결도 측면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

석된다. 이에 따라 삼성분계 Ge-Sb-Se 유리의 열적/

기계적 물성은 Ge 함량의 조절을 통하여 가장 용이하게 

제어될 수 있으며, 여타 칼코지나이드 유리 시스템에서

도 열적/기계적 물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평균 배위수 

및 평균 결합에너지 관점에서 조성비를 제어하는 접근

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광학적 물성의 조성 의존성

칼코지나이드 유리를 결상용 광학렌즈로 사용하기 위

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파장대역에서의 광학적 투과도

가 보장되어야 하며, 굴절률 및 굴절률 분산을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전형적인 유리소재와 같은 유전체의 

굴절률은 Clausius-Mossotti 모델에 근거하여 원자 분

극률과 충진율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38). Fig. 6에 

Ge-Sb-Se 유리와 Ge-Sb-Se-S 유리의 파장에 대한 

굴절률을 도시하였다. Sb 원자가 Ge 원자보다 분극률이 

크기 때문에 Sb 함량이 감소하고 Ge 함량이 증가하면서 

굴절률은 감소하며, 이러한 경향은 분극률이 큰 Se 원자

를 대체하며 분극률이 작은 S 원자가 첨가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칼코지나이드 유

리의 굴절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극률과 충진율 관점

에서 구성원자의 조성비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39,40). 

Fig. 6(a)는 셀레나이드 유리와 설파이드 유리가 적

외선 대역에서 서로 상이한 굴절률 분산 특성을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Lorentz oscillator 모델에 근거하면, 

굴절률은 공명 흡수가 발생하는 파장을 전후로 급격하

게 변화하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설파이드 유리와 셀레

나이드 유리의 fundamental vibrational absorption 

transition이 발생하는 파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와 같은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42). 즉, 설파이드 유

리의 적외선 투과단은 ∼12 ㎛ 근처에 형성되어 셀레나

이드 유리의 적외선 투과단보다 짧은 파장에서 나타나

며, 이에 따라 원적외선 대역에서의 굴절률 분산이 셀레

나이드 유리보다 더 크다. 한편, 다중포논 흡수에 의해 

발생하는 적외선 투과단을 유리 조성의 함수로 설명하

기 위하여 유리구조 전체에서 나타나는 원자들 사이의 

진동을 단일 평균 조화진동자(SAHO; single average 

harmonic oscillator)의 진동으로 모사할 수 있다는 모

Fig. 6.   Measured refractive indexes of (a) ternary Ge-Sb-Se and quaternary Ge-Ga-Sb-S glasses; (b) quaternary Ge-Sb-S-Se 

glasses. Note that the dotted line segments are simply connecting the adjacent symbols. These data are reproduced from 

Ref. 24 for Ge-Sb-Se and Ge-Ga-Sb-S glasses; Ref. 41 for Ge-Sb-S-Se g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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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이 제안되었다24). 즉, SAHO 모델은 칼코지나이드 유

리가 가지는 적외선 투과단의 위치(ωc; 파수 단위)가 해

당 유리의 평균 결합에너지와 몰 질량(M)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Fig.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삼성분계 Ge-Sb-Se 유리에서 ωc와 SAHO 인자

인 사이의 상관관계가 0.93 수준의 매우 뛰어

난 선형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규명되었으며
29), 나아가 S, Se, Te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칼코지나이

드 유리에서도 Fig. 8과 같이 양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

여 SAHO 모델의 보편성을 검증한 바 있다43). 따라서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외선 투과단 또한 조성의 함수

로써 예측할 수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흡수와 굴절

률 분산의 상관관계에 근거하여 굴절률 분산 또한 조성

의 함수로 거동을 설명할 수 있다24). 

4. 칼코지나이드 유리의 조성제어 사례

앞에서 삼성분계 Ge-Sb-Se 시스템을 대상으로 각 

구성원자 사이의 상대 조성비 변화에 대한 물성의 변화

를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물성의 조성 의

존성을 파악한 결과를 기술하였고 유리구조를 대변하는 

평균 배위수와 평균 결합에너지 관점에서 물성제어 방

법론을 소개하였다. 여기에서는 삼성분계 시스템에 넷

째 성분을 첨가하여 추가적으로 물성을 조절하는 사례

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조성제어를 통하여 열

적, 기계적, 광학적 물성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하였으

며, 특히 광학적 물성의 경우 다양한 굴절률 및 분산을 

가지는 유리 조성들을 추가함으로써 원적외선 대역 아

베 다이어그램(Abbe diagram)을 더욱 확장시키고자 하

였다. 

4-1. Ge-Ga-Sb-Se 유리

삼성분계 Ge-Sb-Se 유리에서 Sb 원자는 Sb-Se 이

종결합을 형성하며 trigonal pyramid 형태로 유리구조

의 기본 뼈대에 참여하기 때문에 열적/기계적 물성 및 

유리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Ge 원자와 비교하여 배위수와 결합에너지가 상대적으

로 작아서 거시적 물성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Sb 원자보다 유리구조

의 연결도 및 결합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

는 네 번째 성분을 선정하고 첨가하여 Ge-Sb-Se 유리

의 열적/기계적 물성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였

다. Ga 원자는 칼코지나이드 유리 내에서 ‘8-N 규칙’을 

Fig. 7.   Correlations between ωc and  for ternary Ge-

Sb-Se glasses. Note that the inset shows how to define 

the position of ωc in an infrared transmission spectrum. 

The data used in this plot are reproduced from Ref. 29.

Fig. 8.   The ωc values plotted against  for Ge-based 

chalcogenide glasses. Note that the data used in this 

plot are reproduced from Ref.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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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하며 tetrahedron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44), Ga-Se 결합에너지 또한 2.39 eV로서 Sb-

Se 결합에너지 1.91 eV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36,37). 

이를 근거로 Sb 원자를 대체하여 Ga 원자를 첨가하였고 

Ga 함량에 대한 대표적인 물성의 변화를 Fig. 9에 도시

하였다. Ge-Sb-Se 유리에서 Sb 함량이 10 at%인 모

조성에서 Sb 함량을 Ga 원자로 대부분 치환하였을 때도 

유리가 형성되며 비커스 경도와 유리 전이온도 모두 뚜

렷하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4-2. Ge-Sb-S 유리 및 Ge-Ga-Sb-S 유리

셀레나이드 유리는 기본적으로 LWIR 아베 수(Abbe 

number; ν10)가 100 이상의 값을 나타내므로 공히 저

분산 특성의 유리로 분류할 수 있다45-47). 따라서 고성

능 광학계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 저분산성 렌즈와 더

불어 고분산성 렌즈의 확보가 필요하다. 원적외선 대역

에서 고분산 특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적외선 투과단을 

12 ㎛에 가깝게 위치하도록 조절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

으며, 이를 기반으로 Se 원자를 S 원자로 완전히 대체한 

삼성분계 Ge-Sb-S 조성계가 고분산성 유리 후보로 채

택되었다. 그러나 삼성분계 Ge-Sb-S 유리는 Ge-Sb-

Se 유리와 비교하여 유리형성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구성원자 중에서 S 원자의 함량이 60 mol% 수

준으로 고정되는 경향을 나타낸다22). 이러한 조성범위

를 가지는 유리의 투과 스펙트럼은, Fig. 10(a)에 제시

한 바와 같이, Ge 함량이 증가하면서 ∼12 ㎛ 대역에 위

치한 적외선 투과단이 짧은 파장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9 ㎛ 대역에 산소 원자와48) Ge 원자에49) 관련된 흡수

가 추가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를 바탕으

로 삼성분계 Ge-Sb-S 유리에서 Ge 함량 증가는 원적

외선 대역 투과도 저하를 유발함을 알 수 있으며, 원적

외선 대역 광학렌즈로의 응용을 위해서는 Ge 함량이 ∼

15 mol% 이하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Ge 함량은 칼코지나이드 유리의 

열적/기계적 물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낮

은 Ge 함량에 의해 수반되는 열적/기계적 물성의 저하

를 넷째 성분을 첨가하여 방지하고자 하였다. 넷째 원

소를 선별하기 위하여 1) Sb 원자보다 배위수가 크고 2) 

Se 원자와의 이종결합 에너지가 커야 한다는 기준을 적

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3) Sb 원자가 구성 성분 중에서 

굴절률에 가장 큰 기여를 보이기 때문에 굴절률의 저하 

또한 방지하고자 Ga, Bi51), In52), Sn53)을 선정하여 시

편을 제작하고 물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10(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Ga, Bi, In 원자의 첨가 함량에 따라 

경도가 증가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Sn 원자의 첨가는 

경도를 저하시키는 경향을 나타낸다. 한편, Fig. 10(c)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결정화 현상에 대한 영향을 함께 분석

하였을 때 Ga 원자가 유일하게 결정화에 대한 안정성을 

향상시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원소로 선정되었다. 결론

적으로 Fig. 11에서 볼 수 있듯이 적외선 광학렌즈로의 

Fig. 9.   (a) Micro-Vickers hardness and (b)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plotted as a function of Ga content in quaternary Ge-Ga-

Sb-Se g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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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을 목적으로 ∼34 수준의 LWIR 아베 수를 가지는 

고분산성 칼코지나이드 유리를 확보하였으며, 이와 같

은 조성제어를 통해 원적외선 대역의 투과도가 보장되

고 기존 삼성분계 Ge-Sb-S 유리보다 열적/기계적 물

성 및 열적 안정성이 동시에 보완된 사성분계 Ge-Ga-

Sb-S 유리 조성을 성공적으로 설계하였다24).

4-3. Ge-Sb-S-Se 유리

위에서 기술한 저분산성 Ge-Sb-Se 유리와 고분산성 

Ge-Ga-Sb-S 유리의 경우, 조성변화에 따라 굴절률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변하는 반면에(Fig. 6) 두 조성 시

스템 공히 칼코진 원자의 함량이 60 mol% 수준으로 고

정되었기 때문에 굴절률 분산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

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셀레나이드 유리와 설파

이드 유리의 중간에 위치하는 분산 특성을 가지면서 조

성변화 대비 굴절률 분산의 변화량이 큰 조성범위를 확

보하기 위하여 혼합 칼코진 조성계인 sulfur-selenide

계 유리를 설계하였다. 삼성분계 Ge-Sb-Se 유리에 Se 

원자를 대체하여 S 원자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조성 시리즈의 열적/기계적 물성 변화를 Fig. 12(a) 및 

12(b)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S 원자와 Se 원

자는 동일하게 2배위를 가지기 때문에 해당 유리구조의 

Fig. 10.   (a) Infrared transmission spectra of GexSb40-xS60  
glasses with thickness of 2 mm. (b) Micro-Vickers 

hardness and (c) thermal stability of Ge5XxSb35-

xS60 glasses plotted as a function of the fourth  

constituent (X = Ga, Bi, In or Sn). Note that the data 

utilized in these plots are reproduced from Ref. 50. 

Fig. 11.   LWIR Abbe numbers of GexGa5Sb35-xS60 glasses, which 

are reproduced from Ref.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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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폴로지 측면은 일정하게 유지되나 결합에너지 측면

에서 S 원자가 형성하는 Ge-S 결합(2.32 eV)과 Sb-S 

결합(2.07 eV)의 이종결합 에너지가 Se 원자가 형성하

는 Ge-Se 결합(2.14 eV) 및 Sb-Se 결합(1.91 eV) 대

비 뚜렷하게 크기 때문에 제반 물성은 S 함량에 비례하

여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낸다36,37,54-56). 이와 같은 방식

으로 설계된 사성분계 Ge-Sb-S-Se 유리의 굴절률 분

산이 S 함량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거동을 Fig. 

12(c)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 Sb-Sb-Se 

유리에서 S/Se 비율을 제어함으로써 해당 유리의 열적/

기계적 물성, 굴절률 및 분산을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4. LWIR 아베 다이어그램

본 연구진이 확보한 삼성분계 Ge-Sb-Se 유리의 분

산은 기존 상용 유리조성과 유사하게 ν10 > 100 수준의 

저분산 특성을 가지며, 사성분계 Ge-Ga-Sb-S 유리

는 ν10 ≈ 34 수준의 뚜렷한 고분산 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에 Ge-Sb-S-Se 유리는 S/Se 비율에 따라 34 < ν10 < 

100 범위에서 분산 특성이 제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성제어 방법론을 활용하여 5종의 원자(Ge, Sb, Ga, 

S, Se)를 조합하여 저분산 영역부터 고분산 영역에 이르

는 넓은 범위의 분산 특성을 구현할 수 있으며, Fig. 13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저분산 영역에 국한되어 있던 기

존 상용 칼코지나이드 유리 기반 원적외선 대역 아베 다

이어그램을 본 연구진이 확보한 유리 조성을 추가함으

로써 고분산 영역까지 현저하게 확장시킬 수 있다. 기존 

상용 조성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조성계에서 열적/기계

적 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성이 선정되었으며, 

따라서 광학적 특성은 부수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본 연구진은 특정 광학적 물성의 확보를 

목표로 조성설계를 진행하여 세계최초로 고분산 특성의 

칼코지나이드 유리를 확보하였다24,50). 또한, 시행착오

적 반복실험에 주로 의존하던 기존 조성 최적화 방법론

에서 벗어나 유리구조를 대변하는 반경험적 구조인자를 

활용하여 물성변화를 파악하는 새로운 조성제어 방법론

을 창안함으로써 임의의 칼코지나이드 조성계를 대상으

Fig. 12.   Influences of S content in quaternary Ge27.5Sb12.5Se60-xSx 

glasses on (a) micro-Vickers hardness, (b) tempera-

tures for glass transition and softening and (c) LWIR 

Abbe number. Note that the straight lines are obtained 

from least-squares fit to linear line, and the data used 

in these plots are reproduced from Ref. 41.



298 || 세라미스트

이준호, 김현, 최용규특 집

CERAMIST

로 비교적 정량적으로 조성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29).

5. 요약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원적외선 대역 결상용 광학렌즈 응용

을 위한 칼코지나이드 유리소재의 조성 최적화 사례를 

삼성분계 Ge-Sb-Se 유리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열

화상 카메라에 대한 민수분야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광학렌즈의 고성능화 및 소형화와 함께 가

격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기존 상용 칼코지나이

드 유리 조성들이 비교적 제한된 범위의 광학적 물성지

표를 보이기 때문에 원적외선 대역 결상 광학계의 추가

적 성능 향상을 위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굴절률 및 분

산을 가지며 적절한 온도수차를 보이는 신규 유리조성

들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상용 조성들에는 As 및 Sb와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민수시장의 안

정적 확대를 위하여 보다 환경 친화적인 신규 조성들이 

필요하며, 동시에 저가의 원료물질을 위주로 유리상을 

형성하는 조성계 역시 필요하다. 렌즈성형 공정 측면에

서는 공정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기존 PGM 공정에 추가

하여 웨이퍼 레벨 몰딩(또는 임프린팅) 공정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고 있다. 웨이퍼 레벨 몰딩 공정은 전형적인 

PGM 공정과 차별되는 열간 변형특성을 요구하며 따라

서 이에 최적화된 조성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상용 조성들은 공히 열적/기계적 안정성 위주로 

세부 조성비가 결정되어서 광학적 물성 관점에서 활용 

가능한 조성의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렌

즈 성형공정 측면에서의 요구사항과 렌즈의 광학적 특

성 측면에서의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조성 

최적화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칼코지나이드 유

리의 열적/기계적/광학적 특성의 조성 의존성을 직간접

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실험적/이론적 근거가 더욱 

축적되어야 하며, 본 논문에 소개한 사례가 이러한 노력

의 일환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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