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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remote phosphor is reported for white LED enhancing of phosphor efficiency compared 

with conventional phosphor-based W-LED. In this study, Remote phosphor was produced by screen printing 

coating on glass substrate with phosphor contents rated paste and heat treatment. The paste consists of 

phosphor, lowest softening glass frit and organic binders. Remote phosphor can be well controlled by 

varying the phosphor content rated paste. After mounting remote phosphor on top of blue LED chip, CCT, 

CRI, and luminance efficiency were measured. The measurement results showed that CCT, CRI, and 

luminance efficiency were 6,645, 68, and 1,16l m/W in phosphor 80 wt.% remote phosphor sintered at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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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LED는 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무수은, 긴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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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 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조명을 체하는 조명

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차세  조명용 후

보 원인 백색 LED를 제조하는 방법 에서 높은 연

색성으로 인해 가장 많이 용하는 방법은 청색 LED

와 황색 형 체를 함께 패키지화하여 백색 발 시키

는 방법이다. 단일 형 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가 

용이하고 황색 형 체의  변환 효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손실이 다는 장 이 있다. 조명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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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한 백색 LED 패키지에서 신뢰성은 매우 

요한 요소로 실제 고온에 의한 LED 칩의 성능 

하보다 패키지 제조에 사용된 지재와 형 체의 열

화 상으로 신뢰성 하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문제가 되는 실리콘 는 

에폭시 소재 신  연화  유리를 사용하여 

remote-phosphor LED용 색 변환 즈를 제작하 다. 사

용된 유리는 500℃ 정도의 연화 을 갖는 Bi2O3-B2O3-ZnO

계 유리를 사용하 으며, 제조공정이 간단하고, 원하

는 모양  크기로 제조가 쉬운 스크린 린 법을 

이용하여 제조하 다. 제조한 색변환 즈는 황색 형

체 함량  열처리 조건에 따른  특성을 평가하

다 [4-7]. 

2. 실험 방법

2.1 유리 릿 제조

본 연구에서는  융  유리의 형성을 해 유리 

수식제인 Bi2O3, ZnO를 사용하 고, 유리 형성제로 

B2O3를 선정하 으며, 이 조성계의 상평형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이 계에서 유리 형성되는 범 를 

선으로 표시하 고, 유리형성 범  안의 조성인 20 

mol% Bi2O3, 40 mol% B2O3, 40 mol% ZnO를 선정하

여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한 원료는 Bi2O3 (99.0%, 

DAEJUNG CHEMICAL & METALS Co., Ltd.), 

B2O3 (99.0%, SIGMA-ALDRICH, Inc., Germany), 

ZnO (99%, Junsei Chemical Co., Ltd., Japan)를 사용

하 다. 조성에 따라 원료를 배치로 조합한 후 3시간 

동안 건식 혼합하 다. 혼합한 원료를 40 Φ 직경 몰

드에 성형하 다. 1,000℃에서 열된 알루미나 도가

니에 원료를 넣어 20분 간 용융하 다. 용융물을 

Ribbon cullet 제조기에 부어 얇은 유리 벌크 상태로 

제조하 다. 제조된 유리는 1.2 L 알루미나 포트에 10

Φ 직경 알루미나 볼을 넣어 링머신으로 3시간 동

안 300 rpm으로 분쇄하여 라스 릿으로 제조하

다. 

2.2 후막 코

형 체  유리 혼합 페이스트 제조 시 사용된 황

색 형 체는 cerium이 도핑된 yttrium aluminum 

Fig. 1. Phase diagram of the Bi2O3-B2O3-ZnO system.

Table 1. The composition of paste.

Sample

No.

Compositions (wt.%)

Phosphor Glass frit Vehicle(%)

P8G2 80 20

30P6G4 60 40

P4G6 40 60

P2G8 20 80

oxide YAG (Y3Al5O12;Ce)를 사용하 다. 라스 릿

과 형 체를 무게 비 기 으로 표 1과 같이 20 wt%

∼80 wt%로 변화시키면서 균일하게 혼합한 후, 페이

스트 제조를 한 바인더를 체 무게 비에 하여 

30 wt% 첨가하여 형 체 페이스트를 제조하 다. 제

조한 페이스트를 0.5 ㎜ 두께를 갖는 boro-alumino 

silicate계 유리 기  에 스크린 린 법으로 인쇄

한 후 80℃에서 30분간 건조하 다. 건조한 시편은 

600℃, 700℃, 800℃에서 각각 2시간 동안 열처리를 

진행하 다.

2.3 특성 평가

제조한 라스 릿은 TMA (Q400, TA, USA)를 

이용하여 이  (Tg)  연화  (Ts)을 측정하 다. 

한, 시편의 열처리 온도를 선정하기 해 고온 미

경 (HKL-04-WASV, HKLAB Co., Korea)을 이용하

여 온도에 따라 연화되는 사진을 측정하 다. 열처리

가 끝난 색변환 즈의 미세구조  성분을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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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6380, JEOL)과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JSM 6700, JEOL)을 이용하여 

찰하 다. 한 색변환 즈 표면의 결정상을 알아

보기 하여 X-ray diffractometer  (D/max-2500/PC, 

Rigaku corporation)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X-ray 

회  분석에는 40 kV, 30 mA에서 Cu-Ka tube를 사

용하여 2 θ= 10°∼ 80° 구간에서 측정하 다. 제조한 

색변환 즈의  특성을 평가하기 해 LED 패키지

는 3 W 의 remote-phosphor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등 조건은 비교 표 이 되는 청색 LED 칩을 

사용하여 등하 고, 류는 0.25 A, 압은 11.9 V, 

력은 2.98 W로 기  특성은 모두 동일 조건으로 

측정하 다. Remote-phosphor가 용된 LED 패키지

의 속,  효율, 평균 연색성지수 (CRI), 상 색 온도 

(CCT)는 IES LM-79-08 (electrical and photometric 

measurements of solid-state lighting products)에 의

한 방법으로 측정을 실시하 다. 직류 원 장치로 정

격 류를 공 하여 기  특성  학  특성의 편

차가 0.5% 이하로 안정화되었을 때 측정하 다.  효

율은 Goniophotometer (C-type, PSI사)와 Power 

analyzer를 사용하 으며 연색지수  색 온도는 

Integrating Sphere (0.5 m, PSI사)를 이용하 다. 

3. 결과  고찰

Remote-phosphor LED용 색 변환 즈에 용

되는 라스 릿의 열처리 온도를 확인하기 해 

측정한 TMA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서 살펴보면 유리의 경우, 기울기가 변하는 온도에

서의 이 과 그래 가 다시 상승하다가 꺾이는 

부근에서 연화 을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Bi2O3-B2O3-ZnO계 유리는 이온도는 380℃, 연화 

온도가 450℃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라스 

릿이 remote-phosphor의 제조 공정에서 용되는 

연화 상태를 확인하기 해 고온 미경을 이용하

여 찰한 사진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연화  부

근은 500℃부터 바깥 부분의 수축이 시작되는 것

을 볼 수 있었고, 700℃ 이상의 온도에서는 라스

가 완 히 녹아내려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을 확

인하 다. 따라서 제조 공정의 열처리 온도는 60

0℃부터 700℃, 800℃에서 각각 열처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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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MA of Bi2O3-B2O3-Zn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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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oftening point images in Bi2O3-B2O3-ZnO 

systems.

그림 4는 제조 온도와 함량에 따라 제조된 색변환 

optics 표면의 미세구조를 나타내었다. 형 체 함량에 

따라 표면의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형 체 함

량이 라스 릿 함량보다 많은 P8G2  P6G4의 

표면에서는 형 체 입자인 둥근 입자와 입자 사이에 

라스가 녹아 네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라스 릿 함량이 많은 색변환 즈

의 표면에서는 형 체 입자가 표면에 두드러지지 않

은 것을 볼 수 있다. P4G6 색변환 즈는 형 체 입

자 로 라스가 용융되어 표면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라스 릿 함량이 80 wt.%인 P2G8 색

변환 즈 표면은 형 체 입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

고 부분이 라스가 평평한 상태로 표면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800℃에서 제조된 

P2G8 표면에서는 유리로 덮힌 표면에 결정으로 보이

는 미세구조를 찰할 수 있었다. 

그림 5에서는 형 체와 라스 릿의 함량과 열처

리 온도에 따라 제조된 색변환 즈의 XRD 분석 결

과를 나타내었다. 형 체 함량에 따라, 열처리 온도에 

따라 형 체와 라스 릿이 반응하여 어떠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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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images of the heat treatment lens surface. 

(600℃, 700℃, and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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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XRD pattern of the heat treatment lens with various 

temperature. (a) 600℃, (b) 800℃.

상을 나타내는지 확인하 다. 분석 결과, 열처리 온도

가 600℃인 (a)의 결정상을 보면 모든 색변환 즈에

서 형 체의 주 피크인 Al2Y5O4 피크가 존재하 고, 

형 체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형 체의 주 피크의 세

기가 감소하고 Bi2O3-B2O3-ZnO계 유리 릿에 의한 

비정질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반

에, 800℃에서 제조된 색변환 즈의 결정상에서는 

P8G2와 P6G4의 색변환 즈의 주 피크가 나타났지

만, P4G6 표면에서 Al2Y5O4 피크와 ZnAl2O4의 이차

상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P2G8 표

면에서는 형 체의 주 피크는 나타나지 않고 비정질

과 이차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800℃ 이상 온도에서 열처리 시 라스 릿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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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ransmittance of the heat treatment lens with 

various temperature. (600℃, 700℃ and 800℃).

Fig. 7.  CCT of the heat treatment lens with various 

temperature. (600℃, 700℃ and 800℃).

체가 반응하고 이로 인한 이차상이 생성된 것으로 보

여진다. 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빛이 즈에서 색변

환 시, 빛의 확산   산란되는 정도를 확인하기 

해 분구투과율을 측정하여 그림 6에 나타내었다. 

분구투과율은 600℃와 700℃에서 제조한 색변환 

즈에서는 라스 릿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50%

에서 80% 내외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

면, 800℃에서 제조한 경우, P6G4 색변환 즈까지는 

라스 릿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분구 투과율이 

48%에서 58%까지 증가하다가 P4G6 색변환 즈에

서 다시 50%까지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는 앞

선 XRD 측정 결과, 라스 릿이 재결정으로 인해 

생성된 이차 상에 의해 분구투과율이 감소한 것으

로 생각되어 진다. 이를 통해 청색 원이 색변환 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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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RI of the heat treatment lens with various 

temperature. (600℃, 700℃ and 800℃).

통과할 때, 재결정되지 않는 라스 함량이 많을수록 

빛이 확산  투과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투과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에서는 열처리 조건에 따른 색 온도를 나타

내었는데, 형 체 함량이 80 wt.%인 P8G2 색 변환 

즈의 경우 색 온도 값이 5,500 K 정도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값은 백색 LED의 조명으

로 용을 한 5,500∼6,500 K 값의 범 에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8-10]. 그러나, 유리의 함량이 

많아지는 P6G4 색변환 즈에서는 청색 역으로 색 

온도 값이 이동하고, 유리의 함량이 더 많은 조성인  

P4G6 색변환 즈에서는 다시 황색 역으로 감소하

다가 P2G8 색변환 즈에서는 측정치를 나타내지 못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측정 결과는 색변환 

즈의 표면 미세구조에서 P8G2는 은 유리 함량으

로 표면에 형 체 입자가 그 로 드러나 있어 많은 

형 체로 인해 낮은 색 온도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라고 상된다. 그러나 유리 함량이 많아지는 P6G4 

조성에서는 형 체 함량이 P8G2보다 어  청색 부

근의 높은 색 온도 값을 나타낸 것으로 상된다. 

한, 유리의 함량이 더욱 많아지는 P4G6 조성부터는 

제조한 즈 표면을 유리가 덮을 뿐만 아니라, 형

체와 유리 기  사이의 유리 층으로 인해 칩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차단하게 되어 낮은 색 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8은 각각의 열처리 온도에서 제조한 즈의 연

색지수를 나타내었다. 열처리 온도에 상 없이 P6G4

P8G2 P6G4 P4G6 P2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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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ptic properties of the heat treatment lens with 

various temperature. (600℃, 700℃ and 800℃).

조성까지는 68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으나, 유리 함량

이 많아짐에 따라 P6G4부터 라스 릿 함량이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열처리 

온도가 700℃, 800℃로 높아질수록 연색지수 값이 낮

아지고 있다. 이는 색 온도와 같은 결과로 유리 함량

이 많아지는 P4G6부터는 낮은 연화 온도를 갖는 유

리로 인해 유리 기 과 형 체 사이에 유리 층이 존

재하게 되어 칩으로부터 발 되는 빛이 차단되어 낮

은 연색지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그

래 에서는 색 온도와 연색지수 측정 결과, P8G2 값

이 백색 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9는 각 온도에서 제조된 색변환 즈의  효

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형 체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라스 릿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고 있다. 한, 열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같은 

함량에서  효율이 감소하는 상을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정상 분석에서 나타

난 결과에서 보여진 것처럼 P4G6  P2G8의 경우 

800℃에서 열처리한 색변환 즈에서 Al2Y5O4와 

ZnAl2O4의 이차상의 생성으로 인해  효율에도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 론

Remote phosphor 즈 제조에 있어 형 체와 라

스 릿의 함량, 열처리 온도의 조건에 의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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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치는 향에 해 연구를 진행하 다. 형 체의 

함량에 따른 즈는 라스의 함량에 40 wt%인 

P6G4 조성까지는 형 체 입자 사이에 라스가 네크

를 형성하고 있는 미세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라스의 함량이 60 wt%인 P4G6 조성부터는 용융된 

라스가 형 체 표면을 평평하게 덮고 있는 미세구

조를 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색 변환을 나

타내는 색 온도와 연색지수 수치에 향을 미쳐 형

체 입자 사이에 라스를 네크를 형성하는 조성에서 

높은 색 온도와 연색지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600℃에서 즈를 열처리한 경우, 형

체의 주성분인 Al2Y5O4 결정상만이 나타났으나, 80

0℃에서 열처리한 P4G6, P2G8에서는 형 체의 결정 

외에 ZnAl2O4 이차 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이차 상으

로 인해 제조한 즈는  특성 하를 나타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스의 함량이 20 wt%인 

P8G2 조성을 이용하여 600℃에서 2시간 열처리한 경

우 조명으로 합한 색 온도 5,500 K, 연색지수 68, 

 효율 118 ㏐/W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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