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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reflection structure (반사방지막)

� What & Why? (연구의필요성)

- 추출 효율 20%
- 유리 전반사 40%

Ex) OLED 디스플레이n1=1.0

n2=1.5

n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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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전반사 40%

- 유기층 유도(guide mod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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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generation

Snells’s low: Reflection at the 
boundary between two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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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reflection structure (반사방지막)

�Application

LEDOLED

-디스플레이 발광효율 향상 & 태양전지 광전효율 향상

Car

Solar cell



Antireflection structure (반사방지막)

�Theory & How?

Fresenel reflection theory

airsubf nnn ×=

The final effective refractive 
index for zero reflection : fn

If, RI=1 (air) to RI=1.5 (Glass).

Then, nf≤1.22 for R=0

AR film with low 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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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ilm thickness

(d=61.5nm~184.4nm at λ=300nm~900nm)

Very difficult

Graded RI coating (multi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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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easy (process control)



Synthetic Moth-Eye?

�Moth and fly have a very well-developed 
visual system due to their compound 
eye. Why ? Antireflection property

Sub-wavelength Sub-wavelength 
nanostructure (p<300nm)

Choi et al

Synthetic moth-eye



Synthetic Moth-Eye

Feb 10, 2009
Physics world

Gomez Rivas et al.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시키는 광전지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전도 유망한 기술로 각광 받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의 디바이스는 태양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열로 반사시켜 버려 태양 전력 단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만큼
저렴하지 못하다. 그러나 네델란드의 연구진은 모기눈의 나노기술에 기반하여 반사 방지 코팅 기술을 개발하여
광전지로부터의 반사를 줄여 효율을 크게 높였다. 
우리는 모기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찾는 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기들은 주로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 활동한다. 따라서 빛이
모기들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최대로 하기 위하여 모기의 눈은 끝이 가늘어진 나노구조로 덮여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빛이
공기중에서 모기의 시신경으로 들어가면서 굴절율이 점점 커지는 효율적인 매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굴절율이 1에 근접하여 매우 작은양의 빛만이 모기눈으로부터 반사되는 것이다. 



Previous studies



Previous studies

�AAO: 0.1% (State of art)



Previous studies

�Colloidal self-assembly



AR Effect for OSC 

Konarka GmbH, Linz, Austria Thin Solid Films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