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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ellow phosphor dispersed color conversion glasses are promising phosphor materials for white LED applications

because of their good thermal durability, chemical stability, and anti-ultraviolet property. Six color conversion glasses were

prepared with high Tg and low Tg specimens of glass. Luminous efficacy, luminance, CIE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Eclairage) chromaticity, CCT (Correlated Color Temperature), and CRI (Color Rendering Index) of the color conversion

glass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L spectrum. Color conversion glasses with high Tg glass frit, sintered at higher

temperature, showed better luminous properties than did color conversion glasses with low Tg glass fr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or conversion glass depended on the glass composition rather than on the sintering temperature. The XRD peaks of the

YAG phosphor disappeared in the color conversion glass with major components of B2O3-ZnO-SiO2-CaO and, in the XRD

results, new crystalline peaks of BaSi2O5 appeared in the color conversion glass with major components of Bi2O3-ZnO-B2O3-

MgO. The characteristics of CIE chromaticity, CCT, and the CRI of low Tg color conversion glasses showed worse color

properties than those of high Tg color conversion glasses. However, these color characteristics of low Tg glasses were improved

by thickness variation. So color conversion glasses with good characteristics of both luminous and color properties were attained.

Key words color conversion glass, white LED, glass frit, YAG phosphor.

1. 서  론

최근 유력한 차세대 광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발광 다

이오드(LED, Light Emitting Diode)는 낮은 전기 소비,

높은 밝기, 긴 수명 및 환경 친화적인 소자로서 기존의

조명 장치에 대한 잠재적인 대체 광원으로 간주되고 있

다.1-3) 백색 LED는 일본의 S. Nakamura가 개발하였다.

먼저 청색 LED 칩이 개발되어 가시광선 영역 전체의 빛

을 LED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황색 형광을 나타

내는 형광체와 청색 LED를 조합하여 백색의 빛이 만들

어 진다.4) 이 방식이 최초로 개발되어 현재 가장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백색 LED이며, 그 밖에도 적, 녹, 청

색의 LED를 조합하거나 2종류 이상의 형광체를 조합하

는 방식도 있다.5-6) 형광체 도포를 위한 LED 봉지재는 주

로 에폭시를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고굴절율, 고경

도, 공정효율성을 가지는 실리콘 봉지재의 개발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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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7) 그러나 실리콘소재도 유기물로 내열

성, 내자외선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최근에는 세라믹

plate 형광체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라믹 plate 형

광체에는 세라믹 소결 type,8) 결정화유리 type,9-10) 그리

고 유리분말 소결 type11) 등이 개발되고 있다. 그 중에

서 유리분말 소결 type은 형광체 함량을 자유롭게 조절

할 수 있고, 색좌표, 연색지수 등 조절을 위해 이종의 형

광체를 자유자재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가장 유망

한 기술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가지 조성의 glass

frit에 YAG 형광체를 적용하여 유리분말 소결 type의 색

변환 유리를 제작한 후 각 조성의 색변환 유리 특성을

평가함으로 색변환 유리의 특성에 미치는 공정 및 glass

조성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2. 실험 방법

Table 1에는 6가지의 색변환 유리를 구성하는 상용화

된 glass의 조성 및 물성과 색변환 유리에 대한 형광체

함량과 소성온도를 나타내었다. 색변환 유리 제작은 다

음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각각의 glass frit에 YAG 형

광체(대주전자재료, Y3Al5O12:Ce3+, d50 7 µm)를 5 wt%로

혼합한 후 2.5 g을 25Φ 몰드에 넣고 프레스에 3~4 ton

으로 1분간 유지하여 색변환 유리 성형체를 얻었다. 얻

어진 성형체는 각 glass의 Tg 보다 100 oC 정도 높은

온도를 적정 소성온도로 설정하고 이 온도에서 30 min

간 유지하여 소결체로 만들었다. 제조된 각 색변환 유

리는 특성평가를 위해 1 mm 두께로 균일하게 연마하여

제조하였다. Glass의 물성평가로서 전이점(Tg, DTG-60H,

Shimadzu, Japan), 연화점(Ts, SP-3A, Orton, USA) 측정

을 하였고, 색변환 유리의 광 특성분석은 Photo-lumines-

cence(PL, PS-PLU-X12XY, PSI, Korea)를 측정하여 발

광효율(Luminous efficacy), 휘도(Luminance), CIE 색좌

표(Chromaticity coordinates), 색온도(CCT), 연색지수(CRI)

등을 평가 하였다. 발광효율은 입력전력(W)을 광량(luminous

flux, lm)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며, luminous efficacy

of radiation이라고 하여 K(lm/w)로 표시한다. 각 파장의

스펙트럼 분포함수를 S(λ)라고 하면 각 파장의 발광효율

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12)

(1)

여기서 Km = 683 lm/W(555 nm에서의 최대값), V(λ)는

각 파장의 발광효율이다. 소결공정에 따른 색변환 유리

내 형광체의 변화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X선 회절 분

석(X-ray Diffactometer, Rigaku, Japan)을 통해 YAG 형

광체의 피크 변화를 관찰하였고, 색변환 유리 소결시 반

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SC 열 분석(Q10, TA, USA)

을 실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에 보인 바와 같이 색변환 유리에 적용된 glass

6가지는 연화점 540 oC 이상의 고 Tg glass 3종과 연화

점 490 oC 미만의 저 Tg glass 3종을 선정하였다. 고 Tg

glass 3종은 LED-001, LED-002, LED-003으로 Tg값이

478~485 oC를 보이며, 저 Tg glass 3종의 Tg값은 LED-

005이 가장 낮은 376 oC로 측정되었고, LED-004가 414
oC, LED-006가 441 oC로 측정되었다. Fig. 1에 소성된

색변환 유리들의 표면 형상을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색

변환 유리는 형광체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

이며 YAG 형광체 함유로 노란색을 보였으며, 소성에 의

해 glassy한 표면을 나타내지만 PIG-005는 표면이 glassy

하지 않으며 색상도 탁한 색을 보이며 흰색반점이 나타

났다. 이러한 현상은 PIG-005에서만 재현성 있게 나타

나는 것으로 보아 혼합이 불균질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LED-005 glass와 YAG 형광체가 소성 시 반

응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PIG-006도 색상이 탁

한 노란색을 보이나 반점 같은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K lm W⁄( )
Km S λ( )V λ( ) λd∫

S λ( ) λd∫
------------------------------------------=

Table 1. The properties and working conditions of color conversion glass samples prepared.

Code Unit PIG-001 PIG-002 PIG-003 PIG-004 PIG-005 PIG-006

Glasses

Glasses - LED-001 LED-002 LED-003 LED-004 LED-005 LED-006

Major 

compositions
-

B2O3-ZnO-

SiO2-K2O

B2O3-ZnO-

Al2O3-SiO2

B2O3-ZnO-

SiO2-BaO

B2O3-ZnO-

SiO2-TeO2

B2O3-ZnO-

SiO2-CaO

Bi2O3-ZnO-

B2O3-MgO

Alkali 

content
mol% 12.1 12.5 14.7 17.6 24.5 5.0

Tg
o
C 485 478 480 414 376 441

Ts oC 541 550 550 479 454 486

Color conversion 

glasses

Sintering 

temp.
o
C 580 580 580 530 480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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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Bi를 함유한 LED-006 glass 자체가 노란색을 보

이기 때문에13)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Fig. 2에는

465 nm의 빛으로 여기한 색변환 유리들의 PL 스펙트럼

을 나타내었다. 스펙트럼 중 480 nm에서 780 nm까지의

발광 스펙트럼은 여기광이 YAG 형광체를 함유한 색변

환 유리들을 통과하면서 나온 발광 피크로 glass 조성에

따른 PL 세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PIG-003이 PL

intensity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PIG-002와 PIG-001

이 높은 PL intensity 를 보였다. 낮은 PL intensity를 보

인 색변환 유리는 PIG-004, PIG-006, PIG-005였으며 그

중 소결체 표면에 반점이 나타난 PIG-005가 가장 낮은

PL intensity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540 oC 이상의 비교

적 높은 연화점을 갖는 glass 조성을 적용한 PIG-001,

PIG-002, PIG-003의 PL intensity가 높은 값을 보였으며,

490 oC 이하의 낮은 연화점을 갖는 glass를 적용한 PIG-

004, PIG-005, PIG-006이 낮은 PL intensity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조건 내에서는 색변환 유리의 발

광특성은 소성온도 상승에 따른 형광체의 glass내 열화

가능성보다는 glass의 구성성분과 형광체간의 화학적인 반

응여부(새로운 상 생성, YAG 결정상 존재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것으로 판단된다. PL intensity가 가장 낮

은 PIG-005에 적용한 LED-005의 경우 다른 glass와 주

조성은 유사므로 제4 성분인 CaO의 영향 또는 알카리

함량이 24.5 mol%로 가장 높아, 알카리 함량이 높은 것

이 원인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 다음으로 PL intensity

가 낮은 PIG-006의 경우 LED-006 glass가 유일하게 Bi

를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있어 Bi 성분의 영향으로 추정

된다. 상세한 성분별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의 연

구로 진행할 예정이다. Fig. 3에는 glass 조성에 따른 색

변환 유리의 발광효율과 휘도를 나타내었다. PL intensity

값이 가장 높았고, 높은 연화점을 갖는 PIG-003이 가장

높은 발광효율과 휘도를 나타내었으며, PL intensity값이

가장 낮았고, 낮은 연화점을 갖는 PIG-005가 가장 낮은

발광효율과 휘도를 나타내었다. 색변환 유리의 발광특성

인 PL intensity, 발광효율, 휘도는 모두 높은 연화점을 갖

는 glass를 적용한 색변환 유리(PIG-001, PIG-002, PIG-

Fig. 1. Photographs of color conversion glasses after sintering : (a) PIG-001, (b) PIG-002, (c) PIG-003, (d) PIG-004, (e) PIG-005 and

(f) PIG-006.

Fig. 2. PL spectra of color conversion glasses under the 465 nm

excitation: (a) PIG-001, (b) PIG-002, (c) PIG-003, (d) PIG-004, (e)

PIG-005 and (f) PIG-006.



672 허철민·황종희·임태영·김진호·이미재·유종성·박태호·문주호

003)가 높은 값을 보였으며, 490 oC 이하의 낮은 연화점

을 갖는 glass를 적용한 PIG-004, PIG-005와 PIG-006이

낮은 값을 보여 색변환 유리에서 광특성은 소성온도의

높고 낮음보다는 glass 조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에는 색변환 유리의 발광피크

에 대한 CIE 색좌표를 나타내었다. 발광효율이 가장 높

았던 PIG-003이 가장 노란색 영역에서 발광하였고 발광

효율이 가장 낮은 PIG-005가 가장 푸른색 영역에서 발

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550 nm대의 발광피크 크기 감

소에 따라 노란색에서 여기광 색상인 파란색 쪽으로 발

광피크가 이동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PIG-

006의 경우 가장 백색광 근처에서 발광하였는데 이는

550 nm대 발광피크가 작아 파란색을 보여야 하지만, Bi

의 흡수에 의해 여기광의 일부가 흡수되어 감소되고 형

광체에 의한 550 nm대 yellow 형광이 적절히 조합되어

백색광이 구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두 번째로 PL

intensity가 높은 PIG-002가 푸른색 영역에서 발광하고,

PL intensity가 더 낮은PIG-004가 PIG-001보다 노란색을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현상파악이 요구된

다. Fig. 5에는 색변환 유리의 색온도과 연색지수를 나

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백색광을 내는 색온도 값은 5500

K~6500 K로 알려져 있다.14) 색좌표 결과에서 보인 바와

같이 PIG-006이 6000 K로 백색광의 색온도를 나타내었

고, PIG-001, PIG-004, PIG-003은 5000 K이하의 노란색

계열의 색온도를 보였으며, PIG-002, PIG-005은 7500 K

이상의 푸른색 계열의 색온도를 보였다. 색온도는 Fig.

4에서 보인 색좌표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연색지수는 인

공 광원이 얼마나 기준광과 비슷하게 물체의 색을 보여

주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연색지수가 100에 가까울

수록 색이 자연스럽게 보여 진다.11) 발광효율이 낮았던

PIG-006이 76으로 가장 높은 연색지수를 나타내었으며,

발광효율이 가장 높았던 PIG-003이 70으로 가장 낮은 연

색지수를 보였다. Fig. 2에서 Fig. 5까지의 결과로 볼 때

발광효율, 휘도 등 발광특성과 색좌표, 색온도, 연색지수

등 색상특성은 오히려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고 특

성의 백색광 LED 용 색변환 유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높은 발광특성뿐 아니라 백색광의 색좌표, 색온도와 높

Fig. 4. CIE chromaticity coordinates of color conversion glasses : (a) PIG-001, (b) PIG-002, (c) PIG-003, (d) PIG-004, (e) PIG-005 and

(f) PIG-006.

Fig. 5. Light-emitting characterises of color conversion glasses: (a)

CRI and (b) CCT.
Fig. 3. Light-emitting characterises of color conversion glasses: (a)

luminous efficacy and (b) luminance. 



유리조성에 따른 백색 LED용 색변환 유리의 광특성 673

은 연색지수를 보이는 색변환 유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가장 높은 발광효율을 보인 PIG-003에 대해 백색광의

CIE 색좌표, 색온도와 높은 연색지수를 얻을 수 있는 방

법으로 색변환 유리의 두께를 조절하여 보았다. Fig. 6

에는 발광특성이 우수한 PIG-003 색변환 유리의 두께를

변화에 따른 CIE 색좌표와 연색지수를 나타내었다. 두

께가 1.0 mm일 때 CIE x 좌표는 0.370, CIE y 좌표는

0.404였으며, 두께가 0.4 mm일 때 CIE x 좌표는 0.341,

CIE y 좌표는 0.363을 나타내어 색변환 유리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CIE 색좌표는 백색광(CIE x 0.333, CIE y

0.333)8) 근처로 이동되었다. 이는 색변환 유리의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서 형광체 함량감소의 효과를 나타내므로

550 nm대 발광 피크의 intensity가 줄어들어 점차 노란

색 영역에서 백색광 영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편 연색지수도 두께가 1.0 mm일 때 70이었으나 두께가

0.4 mm일 때 74로 높아져, 두께가 감소할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에서 보인 바와 같이 CIE

색좌표가 백색광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PIG-006처럼 연

색지수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발광효율은 두께

1 mm일 때 77.9 lm/W 였으며 두께 0.4 mm일 때 66.9

lm/W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두께 0.4 mm에서의 발광효

율도 두께 1 mm의 색변환 유리로 발광효율 측정 시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보였던 PIG-002의 68.5 lm/W와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PIG-003의 두께 조절을 통해 높

은 발광특성뿐 아니라 백색광의 CIE 색좌표, 색온도와

높은 연색지수를 보이는 색변환 유리 제작이 가능하였

다. Fig. 7에는 glass 조성에 따른 색변환 유리의 XRD

결과를 보였다. 발광특성이 좋았던 PIG-001, PIG-002,

PIG-003과 PIG-004의 YAG 형광체의 피크는 소성 후에

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발

Fig. 8. DSC thermogram of color conversion glasses: (a) PIG-003,

(b) PIG-005 and (c) PIG-006.

Fig. 6. The effect of thickness on the properties of color conversion glasses : (a) CIE chromaticity coordinates and (b) CRI.

Fig. 7. XRD patterns of color conversion g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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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효율이 낮았던 PIG-005, PIG-006의 XRD 결과는 다

른 현상을 보였다. 발광효율이 가장 낮고 소결체 표면

에 얼룩이 보였던 PIG-005는 YAG 피크가 사라지면서

다른 결정상인 BaSi2O5 피크가 확인되었고, PIG-006은

YAG 형광체 피크가 사라지고 비정질상의 XRD 패턴을

보였다. 이는 YAG 형광체가 glass frit과 혼합되어 소성

시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새로운 결정상으로 전환되었거

나 glass matrix내로 녹아 들어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8에는 XRD 분석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glass frit과

형광체 혼합물의 DSC 열분석 결과를 보였다. XRD 분

석결과에서 YAG 형광체 피크의 변화를 보인 PIG-005,

PIG-006과 YAG 피크가 그대로 존재하는 PIG-003을 DSC

분석을 한 결과, PIG-005에서는 530 oC에서 발열피크가

관찰되었고 나머지 색변환 유리에서는 Tg점 외 새로운

피크가 발견되지 않았다. DSC 결과에서 나타난 발열피

크는 PIG-005의 XRD 결과에서 새롭게 보이는 BaSi2O5

결정상이 생성되면서 나타난 발열피크로 판단된다.

4. 결  론

고 Tg glass 3종과 저 Tg glass 3종을 적용하여 제작

한 색변환 유리의 광특성을 평가해본 결과 소성온도가

높은 고 Tg glass를 적용한 색변환 유리가 발광효율 및

휘도 등 발광특성에서 좋은 특성을 보였다. 이는 색변

환 유리의 발광특성은 소성온도 상승에 따른 형광체의

glass내 열화 가능성보다는 glass의 구성성분과 형광체간

의 화학적인 반응여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

인다. 반면, CIE 색좌표, 연색지수, 색온도 등 color 특

성에서는 오히려 발광특성이 좋은 고 Tg glass들을 적

용한 색변환 유리가 더 나쁜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상

반된 결과는 발광효율이 높은 색변환 유리의 경우 550

nm대의 발광피크가 커서 CIE 색좌표가 노란색 방향으

로 이동하기 때문인데, 연색지수, 색온도 등의 color 특

성은 색변환 유리의 두께를 1.0 mm에서 0.4 mm로 조절

함으로써 형광체 함량 감소효과가 생겨서 발광효율의 큰

손실 없이 백색광 영역으로 조절이 가능하였다. 결론적

으로 발광효율 및 color 특성이 모두 우수한 색변환 유

리를 제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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