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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developed a package of remote phosphor structure having blue LED chips and phosphors

physically separated, and the characteristics were evaluated according to different classifications of

phosphor coatings. Remote phosphor was produced by screen printing coating on glass substrate with

phosphor content rated paste and heat treatment. After mounting Remote phosphor, which has been

classified according to number of coatings, on top of blue LED chips, luminous flux, luminous efficacy,

CCT and CRI were measured. The measurement results showed the most suitable characteristics of white

LED package as a general light source when the content rate of phosphor in Remote phosphor was 80

wt.% with 3 layers of coatings and thickness over 12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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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LED를 통해 백색을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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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현재 상용화되어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

청색 LED에 황색 형광체를 도포하는 방법이다. 단일

형광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가 용이하고 황색 형

광체의 광 변환 효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광 손실이

적다는 장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일반적으로 백색 LED 패키지는 청색 LED칩, 다이

프레임 (die frame), 형광체 (phosphor), 봉지재

(encapsulation materials), 골드 와이어 (gold wire),

접착제 (adhesive) 등으로 구성된다. 인가전류가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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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저출력 패키지는 비교적 제작이 간단한 수평구

조 (lateral structure)이며 고출력 패키지에서는 열방

출이 원활하고 광 출력이 우수한 수직구조 (vertical

structure)로 제작된다. 백색 LED 패키지는 대부분

형광체와 실리콘 수지를 혼합하여 몰딩하는 형태로

제작되는데 형광체를 너무 많이 혼합하는 경우에는

광출력이 감소하며 형광체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청

색계열의 색온도가 높은 백색광을 얻게 되어 조명용

광원으로 적합하지 않다. 또한 수명을 고려한 측면에

서 고온에 의한 LED칩의 성능 저하보다 패키지 제조

에 사용된 봉지재와 형광체의 열화현상으로 신뢰성

저하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신뢰성에 문제가 되는 실리콘 또는 에폭시

소재 대신 유리소재를 적용하였으며 LED칩과 형광체

를 일정한 간격을 띄우는 remote phosphor [2]를 적

용한 패키지를 제작하였다. Remote phosphor는 비교

적 제조공정이 쉽고 제조장비가 간단하고, 공정의 균

일도가 높으며, 형광체의 사용량이 적은 스크린 프린

팅 방법 [3]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또한 스크린 프

린팅 방법을 이용하면 10～100 ㎛ 범위 내에서 원하

는 두께를 갖는 후막을 제조하기가 매우 용이한 방법

이다 [4-7]. 본 연구에서는 스크린 프린팅 방법을 이

용하여 제조한 remote phosphor 구조의 패키지를 제

작하여 형광체 코팅에 따른 특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2.1 LED 패키지 구조

본 연구에 사용된 LED패키지는 그림 1과 같이 3

W급의 remote phosphor 구조로 8.5 × 8.5 mm 크기

의 알루미늄 메탈 기판에 지름이 6 mm, 높이가 4

mm인 원형 홀을 가공한 후 청색 LED칩 12개를 실

장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2.2 형광체 코팅

형광체 코팅은 Borosilicate계 유리 기판 위에 같은

조성의 유리 프릿과 황색 형광체를 일정 비율로 혼합

한 페이스트를 스크린 프린팅 법으로 진행하였다.

Borosilicate계 기판은 패키지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제작하였으며, 페이스트 제조용 유리는 1,450℃에서

30분 간 용융 후 분쇄하여 유리 프릿으로 제조하여

Fig. 1. LED package structure.

사용하였다.

또한 황색 형광체는 cerium이 도핑된 yttrium

aluminum oxide (Y3Al5O12 :Ce) YAG 형광체를 사용

하였다. 형광체와 유리 프릿은 무게비로 80 : 20

wt.%, 60 : 40 wt.%, 40 : 60 wt.%로 칭량 후 에탄올

을 이용하여 습식 혼합하였다. 혼합물은 80℃에서 건

조 후 스크린 프린팅 법을 적용하기 위해 전체 무게

비의 40 wt.% 비이클과 함께 섞어 페이스트를 제조

하였다. 형광체 함량에 따라 제조된 페이스트는 유제

막 두께가 15 ㎛인 프레임을 사용하여 스크린 프린팅

을 실시하였으며, 코팅은 1회에서 3회까지 실시하여

remote phosphor를 각각 제작하였다. 코팅된 시료는

800℃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를 실시하여 유리 프릿

이 충분히 melting되어 접착되도록 하였다.

2.3 특성 평가 방법

제작된 remote phosphor는 형광체 함량과 코팅 횟

수에 따른 두께를 Alpha-step 500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또한 remote phosphor가 적용된 LED 패키지의

점등 조건은 비교 표준이 되는 청색 LED 칩을 사용

하여 점등하였고, 전류는 0.25 A, 전압은 11.9 V, 전

력은 2.98 W로 전기적특성은 모두 동일 조건으로 측

정하였다. Remote phosphor가 적용된 LED 패키지의

광속, 광 효율, 평균 연색성지수 (CRI), 상관색 온도

(CCT)는 IES LM-79-08 (Electrical and Photo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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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s of Solid-State Lighting Products)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을 실시하였다 [8]. 청색 LED칩이

실장된 패키지에 형광체의 함량과 코팅횟수에 따라

구분된 remote phosphor를 바꿔가면서 장착한 후 각

각의 특성을 측정하였다. 직류 전원장치로 정격전류

를 공급하여 전기적 특성 및 광학적 특성의 편차가

0.5% 이하로 안정화되었을 때 측정하였다. 광속 및

광 효율은 Goniophotometer(C-type, PSI사)와 Power

analyzer를 사용하였으며 CRI 및 CCT는 Integrating

Sphere (0.5 m, PSI사)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형광체 함량과 코팅 횟수에 따라 제작된 remote

phosphor의 형상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형광체의 함량이 많아짐에 따라 진한 노란

색을 띄고 있으며, 코팅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탁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Phosphor : Glass frit (4:6)

1 layer of Coating 2 layers of Coating 3 layers of Coating

Phosphor : Glass frit (6:4)

1 layer of Coating 2 layers of Coating 3 layers of Coating

Phosphor : Glass frit (8:2)

1 layer of Coating 2 layers of Coating 3 layers of Coating

Fig. 2. Remote phosphor according to number of co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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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ickness and luminous efficacy according to number

of coatings.

Phosphor : Glass frit (4:6)

1 layer of Coating 2 layers of Coating 3 layers of Coating

Phosphor : Glass frit (6:4)

1 layer of Coating 2 layers of Coating 3 layers of Coating

Phosphor : Glass frit (8:2)

1 layer of Coating 2 layers of Coating 3 layers of Coating

Fig. 4. Illuminated state of LED package according to remote phosphor.

형광체 함량과 코팅 횟수에 따라 제작된 remote

phosphor의 두께 및 광효율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3

에 나타내었다. 코팅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두께가 증

가하고 있으며, 두께 증가에 따라 광효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형광체의 함량이 60

wt.% 이상, 코팅 2회 이상으로 remote phosphor의

으로 두께가 12 ㎛ 이상이 되는 경우 조명용 광원으

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인 100 lm/W 이상의 값을 나

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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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surement result of LED package.

Classification

Total

flux

[lm]

Luminous

Efficacy

[lm/W]

CCT

[K]

CRI

[Ra]

P4G6

1 layer 134.1 45.0 none none

2 layers 193.6 65.0 none none

3 layers 208.1 69.8 none none

P6G4

1 layer 265.2 89.0 none none

2 layers 327.5 109.9 11,160 78

3 layers 342.6 115.0 8,899 77

P8G2

1 layer 246.0 82.6 none none

2 layers 352.5 118.3 4,993 65

3 layers 371.8 124.8 5,219 66

Fig. 5. Chromaticity diagram of LED package according to

remote phosphor.

청색 LED칩에 형광체 함량에 따른 각각의 remote

phosphor를 장착한 LED패키지의 점등상태가 그림 4

에 나타내었다. 점등상태는 코팅횟수 및 형광체의 함

유량이 적을수록 청색 LED칩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

나 청색으로 보이고 반대로 코팅횟수 및 형광체의 함

유량이 많을수록 주광색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은 형광체의 함량과 코팅횟수에 따른 광속, 광

효율, CCT, CRI를 나타내었고, 그림 5는 remote

phosphor에 따른 CIE 색도도에 색 좌표를 표시한 것

이다. CCT는 플랑키안 곡선 (Plankian locus)에 나타

난 등색 온도선 (Isotemperature lines)에 따라 CCT

가 12,000 K 이상일 때 none으로 분류하였다. CRI도

측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none으로 분류하였다 [9].

형광체의 함량이 40 wt.%일 때 광속은 134.1∼

208.1 lm을 나타내었으며, 코팅횟수가 많을수록 광속

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광효율은 70

lm/W 미만을 나타내었고, CCT와 CRI는 none로 분

류되었다. 형광체 함량이 60 wt.%일 때는 265.2∼

342.6 lm의 광속과 최대 115 lm/W의 광효율에 도달

하고 있었다. 또한 코팅횟수가 많을수록 광속은 올라

가지만 CCT가 8,000 K 이상으로 조명용 광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광체 함량

이 80 wt.%일 때도 코팅 횟수가 많을수록 광속 및

광효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코팅횟

수가 3회일 때 CRI가 66으로 개선이 필요하지만 광

속은 371.8 lm, 광효율은 124.8 lm/W, CCT가 5,219

K로 기존에 생산되는 형광체와 실리콘을 혼합한 봉

지재 구조의 백색 LED패키지의 특성에 도달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remote phosphor의

형광체의 함량이 80 wt.%, 3회 코팅으로 두께가 12

㎛ 이상일 때 조명용 광원으로 적합한 백색 LED 패

키지의 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청색 LED칩과 형광체를 일정한 간격을 띄우는

remote phosphor 구조의 패키지를 제작하여 형광체

코팅에 따른 특성을 평가하였다. 형광체 함량별로 제

조된 페이스트를 유리기판에 스크린 프린팅 후 열처

리를 실시하여 remote phosphor를 제작하였다. 코팅

횟수에 따라 구분된 remote phosphor를 청색 LED칩

위에 장착한 후 각각의 광속, 광효율, CCT 및 CRI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remote phosphor의 형광체의

함량이 80 wt%, 3회 코팅으로 두께가 12 ㎛ 이상일

때 조명용 광원으로 적합한 백색 LED 패키지의 특성

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현재 백색 LED 패키지를 구현하는 방법 중 상용화

되어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 청색 LED에 황색

형광체와 실리콘 수지를 혼합하여 봉지재를 도포하는



334 J. KIEEME, Vol. 26, No. 4, pp. 330-334, April 2013: H.-S. Jeong et al.

방법이다. 이 방식은 수명을 고려한 측면에서 고온에

의한 봉지재와 형광체의 열화현상으로 신뢰성 저하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리콘 수지 대신 내구

성이 우수한 유리재질로 대체함으로써 패키지의 신뢰

성을 보장할 수 있다. 향후 광 특성에 대한 보완과

수명에 대한 실증시험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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