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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Simulation Study of the Improvement of Color-rendering Characteristics  
of White Light-emitting Diodes by Using Red Quantum-dot Films

Gi Jung Lee, Seung Chan Hong, Jung-Gyun Lee, and Jae-Hyeon Ko†

School of Nano Convergence Technology, Nano Convergence Technology Center, Hallym University, Chuncheon 24252,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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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 white light-emitting diodes (LEDs) for lighting applications consist of blue LEDs and yellow phosphors, the spectrum of which lacks 
deep red. To improve the color-rendering characteristics of white LEDs, a red quantum-dot film was applied to the diffuser plate of LED lighting. The 
mean free paths of the quantum dots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TiO2 particles in the diffuser plate were adjusted to optimize the optical structure of 
the lighting. The color-rendering index (CRI) was greater than 90 for most conditions, which demonstrates that adoption of the red quantum-dot film 
is an effective way for improving the color-rendering properties of conventional white LEDs. The angular dispersion of color coordinates could be 
removed by utilizing the optical cavity formed between the diffuser plate and the reflector on the bottom of the lighting, where multiple passages of 
the light through the quantum-dot film reduced the differences in optical path length depending on the viewing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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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S codes: (120.2040) Displays; (220.2945) Illumination design; (230.3670) Light-emitting diodes; (330.1715) Color, rendering and metamerism

적색 양자점 필름을 이용한 백색 발광 다이오드의  
연색성 개선에 대한 광학 시뮬레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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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백색 발광 다이오드는 청색 발광 다이오드 위에 황색 형광체를 입힌 구조가 보편적이나 발광 스펙트럼상 짙은 적

색 성분이 부족해서 조명의 연색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백색 발광 다이오드의 연색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색 양자점 조

명을 백색 조명의 확산판에 적용한 후 광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광구조를 최적화하고자 하였다. 양자점의 평균 자유 행정 및 확산판 내 TiO2 

입자의 농도를 조절해 연색지수, 휘도 등 광특성을 조사했다. 대부분의 조건에서 연색지수는 90을 넘었고 이는 적색 양자점 필름의 적용이 일

반적인 백색 발광 다이오드의 연색 특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준다. 색좌표의 각도 의존성은 확산판과 조명 하단의 반사판 사

이에 형성되는 광학적 공동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공동 내 위치한 양자점 필름을 통한 빛의 다중 투과가 시야각에 따

른 광경로의 차이를 줄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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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백색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는 오늘날 

조명의 새로운 흐름으로 확고히 자리잡았고 디스플레이 및 일

반 조명 분야에서 급속히 응용을 확대해 가고 있다[1]. 디스플

레이의 경우 액정표시장치(liquid crystal display, LCD)의 

백라이트용 조명으로 LED가 사용되고 있고 일반 조명 시장

에서도 백색 LED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백색 

LED의 채택으로 디스플레이의 두께가 대폭 감소하고 소비전

력도 줄어들었으며, 이는 LCD가 디스플레이의 주류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반 조명용 광원으로도 LED는 긴 수

명, 저전력, 다양한 자유도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빠른 

속도로 기존의 조명을 대체해 가고 있다.

백색 LED는 일반적으로 InGaN 계열 청색 LED 위에 파장 

변환 물질을 올려 백색을 구현한다. 파장 변환 물질로는 황색 

형광체인 YAG (Y3Al5O12:Ce3+)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2]. 그러나 YAG는 심홍색(deep red) 대역의 성분이 부족

해 순도가 높은 적색을 포함한 물체의 색을 제대로 표현하기 

힘들고 디스플레이의 색 재현성(color gamut) 측면에서도 문

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황색 형광체 대신 적색 및 녹

색 형광체를 혼합해 적용하는 방법이 보편화되고 있다[3-8]. 

다른 방법 중 하나는 기존의 백색 LED에 적색 양자점

(quantum dot)을 추가해 부족한 적색 스펙트럼 영역의 세기

를 보완하는 것이다. 양자점은 그 자체로 혹은 기존 형광체와

의 조합으로 조명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다[9-20]. 

양자점은 크기가 수 나노미터 정도인 반도체 입자로서 양자 

국한 효과(quantum confinement effect)에 의해 발광 파장

이 양자점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21]. 최근 양자점은 LCD 백

라이트 내 파장 변환 물질로 사용되면서 LCD의 고화질화에 

기여하고 있고 차세대 하이브리드 디스플레이의 화소 내 파장 

변환 재료로 주목을 받고 있다[22-27]. 이뿐 아니라 양자점은 크

기 조절을 통한 발광 스펙트럼의 조정이 비교적 자유로워 조

명용 발광 재료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이 경우 양자점들의 

조합 혹은 양자점과 형광체의 조합을 통해 높은 연색성을 갖

는 조명의 구현이 가능해진다[12,16,20]. 

양자점은 LED의 봉지재 속에 다른 형광체와 함께 봉입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색 LED의 열에 의해 성능 및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양자점을 필름이나 캡의 형

태로 가공해 원격(remote) 파장 변환 소재로 적용할 경우 열

에 의한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은 이미 원격 형광체의 

구조로 적용되어 조명의 신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28-33]. 

양자점 재료는 필름 형태로 가공되어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방

식이 일반적이고 조명 분야에서도 양자점 필름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34]. 본 연구에 앞서 선행 연구를 통해 

양자점 필름을 직접 제작, 일반 백색 LED 조명에 결합함으로

써 조명의 연색지수(color rendering index, CRI)가 현저하

게 개선됨을 확인한 바 있다[35]. 따라서 적절한 조건 하에 원격 

양자점 필름을 적용할 경우 장기 신뢰성을 확보하며 고연색성

의 조명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선

행 실험의 경우에는 다양한 자유도를 적용하기에는 시간과 비

용이 많이 들어서 광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양자점 적용 백

색 LED 조명의 광구조 최적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다. 본 연

구에서는 이전의 실험 연구[35]를 기반으로 광선 추적 시뮬레이

션을 활용해 양자점 필름을 적용한 백색 LED 조명의 광특성 

개선에 대해 다루었다. 

II. 시뮬레이션 조건

광학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상용화된 광선 추적 소

프트웨어 LightTools Ver. 9.1.0 (Synopsys Co., CA, USA)

를 활용했다. 양자점 필름을 적용할 일반 LED 조명의 모델은 

[35]에 나와 있는 15-W 원형 LED 조명 KE15DN6IS57A1 

(Partner Co., Gimpo, Korea)으로 설정했다. 이 조명은 실

내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고출력 전등 형태 중 하나다. 그

림 1(a)는 모델로 삼은 원형 LED 조명의 실물 사진이고 그림 

1(b)는 시뮬레이션 모델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총 72

개의 백색 LED가 동심원 형상으로 직경이 97 mm인 하부 반

사판 위에 배치되어 있다. 

Fig. 1. Simulation model. (a) White LED lighting module considered 
for the simulation and (b) its three-dimensional simulation model. 
(c) Cross-sectional view of the simulation model showing the dimen-
sions and the arrangement of each component.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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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쪽의 LED는 중심으로부터 10 mm 떨어진 곳에 배

치되었고 그 후 7.1 mm 간격으로 반경을 증가시키며 총 72

개의 LED를 동심원을 따라 배치했다. 각 LED의 발광 면적은 

4.6 × 3.1 mm2이고 람버시안 방출로 규정했다. 각 반사판의 

반사율은 실제 조명에 사용되었던 반사판의 반사율 측정 데이

터를 기준으로 설정했다(하판은 69%, 측면 경사부의 반사율

은 76%로서 일반적인 LED 조명의 반사율에 해당한다). 반사 

성격은 거울 반사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조건은 

표 1과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바닥의 반사판에서 23 mm 높이 위에 두께가 2 mm의 원형 

확산판이 배치되었다. 확산판의 재질은 polymethyl meth-

acrylate (PMMA)로 설정했고 직경은 146 mm다. 확산 기능

은 PMMA 내부에 TiO2 산란자를 포함시켜 부여하였다. 산란

자의 농도는 평균자유행정(mean free path, MFP)을 설정해 

조절했고 이는 TiO2의 중량 퍼센트(weight percent, wt%)로 

계산된다. 그림 2(a)는 TiO2 산란제의 입도 분포를 반지름 기

준으로 보여주고 있고 최대 분포의 반지름이 약 220 nm임을 

나타낸다. 양자점 필름 내 적색 양자점의 농도는 MFP으로 조

절을 했고 필름의 굴절률은 1.493, 두께는 0.1 mm로 설정했

다. 양자점의 MFP는 0.05–0.1 mm 범위에서 조절했다. 시뮬

레이션에 사용된 적색 양자점의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

럼, 양자 수율(quantum yield)은 [36]의 데이터를 활용했고 

해당 그래프들은 그림 2(b)에 있다. 

양자점 필름은 확산판의 위 혹은 아래에 배치되었는데 양자

점 필름이 기존 조명에 결합되는 방식을 고려해서 필름과 확

산판 사이에 50 µm의 공기층을 두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조건도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은 양자점 필

름이 없는 경우와 양자점 필름이 포함된 경우의 발광 스펙트

럼을 보여준다. Top과 Bottom은 각각 양자점 필름이 확산판 

위와 아래에 배치된 경우에 해당된다. 양자점 필름이 포함되

면 백색 LED 스펙트럼의 청색 및 녹색 성분에 의한 여기로 인

해 625 nm 부근에 적색 발광 피크가 뚜렷이 형성됨을 확인할 

Table 1. Dimensions of the components in the white LED lighting

Variable Lighting frame Diffuser plate Quantum dot film
Diameter 

(mm) 182 146 142

Thickness 
(mm) 28 (Height) 2 0.1

Material PMMA (n = 1.4936)
PMMA & 

TiO2 
(n = 2.4358)

PMMA & 
red quantum dot 

(n = 1.4936)

Optical 
property

Inner side  
reflectance: 76%

Inner bottom  
reflectance: 69%

Optical smoothing 
(Fresnel loss)

Optical 
smoothing 

(Fresnel loss)

Optical  
smoothing 

(Fresnel loss)

Table 2. Arrangement of white LEDs, their dimensions and radiant flux

White LEDs
Array radius (mm) 10.0 17.1 24.2 31.3 38.4
Number of LEDs 3 8 12 21 28
Radiant flux (W) 0.5 (154.25 lm)

LED dimensions (mm) 3.1 (length) × 4.6 (width) × 1 (height)

Fig. 2. Simulation input data. (a) Size distribution of the TiO2 scattering particles embedded in the diffuser plate. (b) Absorption spectrum (tri-
angle), emission spectrum (circle) and quantum yield (square) in the visible rang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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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이로 인해 청색 LED 및 노란색 형광체의 방출 스펙트

럼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런 변화는 해당 조명의 연색지수

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각 스펙트럼별 연색지수는 소프트

웨어 내부에 내장된 표준 색상 시료(R1–R15)와 발광 스펙트

럼을 파장별로 곱해 구한 반사 스펙트럼의 색좌표를 계산함으

로써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었다. 

III. 결과 및 논의

그림 4(a)는 확산판 내 TiO2 산란 입자 농도를 0.1 wt%로 

고정하고 적색 양자점 필름의 MFP를 0.05에서 0.1 mm까지 

변화시키면서 휘도의 변화를 구한 결과다. 양자점 필름의 두

께가 0.1 mm이므로 MFP를 0.1 mm로 설정하면 양자점 필

름에 입사하는 광자는 양자점과 평균 1회 충돌할 확률을 갖는

다. MFP가 증가하면 양자점의 농도가 낮아지며 백색 LED가 

방출한 빛의 양자점에 의한 흡수가 줄어들어 파장 변환 효율

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경향은 그림 4(b)에 제시된 발광 스펙

트럼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은 Bottom 구조

에 대해 세 가지 MFP로 설정된 조명의 발광 스펙트럼을 청색 

피크의 높이로 규격화한 것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처럼 MFP가 길어지면 양자점의 농도가 작아지면서 파장 변환 

효율이 떨어져 625 nm 부근 적색 피크의 높이가 감소한다. 

그림 4를 보면 휘도는 MFP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Bottom 구조보다 Top 구조의 휘도가 더 높다. MFP가 작으

면 양자점의 여기로 인해 휘도에 기여하는 녹색 영역의 비중

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휘도가 감소한다. LED 조명 내에서 

확산반사/확산투과의 기능을 갖는 확산판과 LED가 고정된 하

판 반사판은 빛이 다중 반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광학적 공동

(optical cavity) 구조를 형성한다. Bottom 구조는 양자점 필

름이 이 공동 구조 내에 위치해 다중 반사된 빛이 여러번 거쳐

가며 색상 변환에 기여하게 된다. 반면에서 Top 구조에서는 

양자점 필름이 공동 구조의 바깥, 즉 확산판의 상면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Bottom 구조 조명의 발광 스펙트럼의 적색 비

중이 Top 구조에 비해 더 높고 휘도는 더 작아지게 된다. 

이런 결과는 조명의 색좌표 결과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a)와 5(b)는 각각 CIE (International Commis-

sion on Illumination) 1931 색좌표 x와 y의 양자점 MFP 및 

조명 구조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MFP가 증가함에 따라 여

기광의 적색 양자점과의 충돌이 줄어들어 색상 변환이 감소하

면서 색좌표 x와 y가 감소한다. 특히 가시광 스펙트럼 상에서 

적색 영역의 비중을 표현하는 색좌표 x의 감소폭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동일 조건에서 Bottom 구조 조명의 색좌표 x가 Top 

구조에 비해 일관되게 더 높음을 알 수 있고 이는 Bottom 구

조에서 공동 구조 내 위치한 양자점 필름의 여기가 빛의 다중 

투과로 인해 매우 활발히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그림 6(a)와 6(b)는 양자점의 MFP의 함수로 구한 연색지수 

Fig. 3. Emitting spectra without the red quantum dot film (circle) 
and with the quantum dot film attached on either the bottom (tri-
angle) or the top (square) surface of the diffuser plate.

Fig. 4. Dependence of (a) the luminance and (b) the normalized spectra on the mean free path of quantum dot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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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와 Re를 나타낸 것이다. 연색지수란 표준광원과 비교해서 

시험 광원 하에서 물체의 색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정량적 지표다. CIE에서는 총 8개의 표준 색상 시료

(R1–R8)를 정해서 일반 연색지수 Ra를 정의하고 이에 더해 

채도가 높은 시료 등 7개의 추가 색상 시료(R9–R15)의 데이터

까지 총 15개의 수치에 대한 평균을 내서 확장된 연색지수 Re

를 정의한다. 연색지수는 보통 가시광선 파장 대역에서 스펙트

럼의 세기가 고르게 연속적으로 분포할 때 높아진다[12,16,20]. 태

양광과 백열전구의 연색지수는 100에 가깝다. 그림 6을 보면 

Top 구조에서는 MFP가 짧은 영역에서 연색지수가 최대가 되

고 MFP가 길어짐에 따라 계속 감소하지만 Bottom 구조에서

는 연색지수가 최대가 되는 MFP가 Top의 경우보다 더 길다. 

비록 MFP나 구조에 따른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Ra는 90 이

상, Re도 89 이상의 우수한 연색지수를 보여준다. 양자점 필

름이 포함되지 않은 조명의 Ra는 83, Re는 77 정도였다. Re

가 특히 낮은 이유는 일반 백색 LED 조명에서 파장이 긴 적색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양자점 필름의 적

용을 통한 적색 보강이 일반 백색 LED 조명의 연색지수 개선

에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이는 실제 조명에 양자점 필름

을 적용한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35].

그림 7(a)와 7(b)는 양자점의 MFP를 0.1 mm로 고정하고 

확산판 내 산란 입자인 TiO2의 비중을 0.01–0.1 wt%로 변경

하며 구한 조명의 휘도 및 규격화된 스펙트럼이다. TiO2의 비

중이 증가하면 이 산란 입자에 의한 미(Mie) 산란이 강하게 일

어나고 투과도가 떨어지며 다중 반사에 의한 광학적 공동 효

과도 강해진다. TiO2의 비중이 증가하면 투과도의 저하로 인

해 휘도는 감소하지만 규격화된 스펙트럼에서 볼 수 있듯이 

적색 피크의 세기는 더 강해진다. 이런 경향은 그림 8의 색좌

표 변화 및 그림 9의 연색지수의 경향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TiO2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적색 영역의 비중과 관련된 

Fig. 5. Dependence of the color coordinates (a) x and (b) y on the mean free path of quantum dots.

(a) (b)

(b)(a)

Fig. 6. Dependence of the two CRI values, (a) Ra and (b) Re, on the mean free path of quantum d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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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Fig. 7. Dependence of (a) the luminance and (b) the normalized spectra on the concentration of the TiO2 scattering particles embedded in the 
diffuser plate.

(a) (b)

Fig. 8. Dependence of the color coordinates. (a) x and (b) y on the concentration of the TiO2 scattering particles embedded in the diffuser plate.

(a) (b)

Fig. 9. Dependence of the two CRI values, (a) Ra and (b) Re, on the concentration of the TiO2 scattering particles embedded in the diffuser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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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좌표 x가 단조증가하는데 특히 광학적 공동 내에 양자점 필

름이 위치한 Bottom 구조에서 색좌표의 증가량이 훨씬 더 크

다. 이는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연색지수의 현저한 개선으

로 연결된다. 그리고 양자점 필름에 대한 광학적 공동 효과가 

가장 작은 Top 구조, TiO2 0.01 wt%의 조건에서도 연색지수

는 88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양자점 필름 적용에 의한 연색지

수 개선 효과가 뚜렷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필름형 양자점 구조는 제작이 용이하고 

일반 조명에의 적용이 쉬워 조명의 고연색성 구현에 매우 유

리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평판형 필름이라는 구조적 요인으

로 인해 빛의 전파 각도에 따른 광경로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시야각에 따른 특성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0은 몇 가지 조건에서 시야각에 따른 색좌표 x를 표시한 것

이다. 그림 10(a)에선 TiO2의 비중을 0.1 wt%로 고정하고 양

자점의 두 MFP에 대해 색좌표를 시야각의 함수로 표시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Top 구조의 경우 시야각에 

따른 색좌표 편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지만 Bottom 구조의 경

우에는 시야각에 따른 색좌표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10(b)에서는 양자점의 MFP를 0.1 mm로 고정하고 

TiO2의 비중을 0.1 wt%와 0.01 wt%로 놓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한 색좌표의 시야각 특성을 보여준다. 산란 입자의 농

도가 매우 작은 두 경우와 산란 입자의 농도가 큰 Top 구조의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의 색좌표 편차를 보여주지만 산란 입자 

농도가 높은 Bottom 구조에서는 이 편차가 사라짐을 알 수 

있다. 산란 입자가 포함된 확산판은 하판의 반사판과 함께 광

학적 공동 구조를 만들고, Bottom 구조에서는 빛의 다중 반

사에 의해 양자점 필름을 여러 번 거쳐갈 확률을 높이며 이 과

정에서 광경로 차이의 효과가 제거된다. 반면에 Top 구조에

서는 양자점 필름이 광학적 공동 구조의 외부, 특히 빛이 최종

적으로 탈출하는 경로의 끝에 놓임에 따라 필름을 거쳐가는 

광경로의 차이에 의해 양자점의 여기 확률이 달라지고 이는 

색좌표의 편차로 귀결된다. 게다가 그림 10(b)는 확산판의 산

란 입자 농도를 적당히 높여야 광학적 공동 효과로 인한 색좌

표 편차가 사라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상용화된 일반적인 백색 LED 조명의 단점인 

낮은 연색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색 양자점 필름의 

유용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양자점 필름을 적용할 경우 미

적용 조명에 비해 연색지수가 현저히 늘어나면서 최소한 90 

전후의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양자점 필름을 통한 조명 성

능의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광구조의 측면에서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함도 확인했다. 

첫째, 조명에 포함된 상부 확산판과 하부 반사판은 빛의 다

중 반사가 발생하는 광학적 공동 구조를 만든다. 이 구조 내에 

양자점 필름이 포함되면 양자점의 여기 확률이 높아져서 색

상 변환 효율이 증가하고 연색지수가 개선된다. 확산판 내 산

란 입자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학적 공동 효과도 강해지

기 때문에 연색지수의 개선 효과는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산란 입자의 농도가 증가하면 확산판의 투과도가 감소하기 때

문에 전체적인 광효율도 줄어든다. 따라서 연색지수의 개선과 

조명의 광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확산판 투과도의 최적

화가 필요하다. 

둘째, 양자점 필름은 박막형 구조로 인해 빛의 입사각에 따

른 광경로 차이를 유발한다. 이로 인해 각도별 양자점의 여기 

확률이 달라지고 시야각에 따른 색상의 불균일성이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자점 필름의 위치를 빛의 다중 반

사가 일어나는 광학적 공동 구조 내에 놓아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광학적 공동 구조의 내부에 해당하는 확산판의 하면에 

양자점 필름을 위치시킴으로써 시야각에 따른 색상 불균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 조명의 성능과 어

Fig. 10. Angular dependence of the color coordinates x on the viewing angle: (a) four cases with two different MFPs, and (b) four cases with two 
different concentrations of the TiO2 scattering particle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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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략히 

고찰한다. 본 저자들의 선행연구[35]에선 조건이 고정된 확산판

에 CdSe/ZnS 코어-껍질 구조의 적색 양자점이 5 wt% 포함

된 양자점 필름을 적용한 실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해당 실

험 연구에서 사용된 백색 LED는 본 시뮬레이션에서 활용한 

모델과 동일하다. 본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Bottom 구조에 대

한 해당 실험 결과 Ra는 81에서 86 정도로, 그리고 Re는 74

에서 81 정도로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해당 실험

에서 양자점의 농도나 확산판의 확산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면 

연색지수가 90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이상의 비

교를 통해 우리는 시뮬레이션의 다양한 조건에 대한 탐색이 

실제 실험에서 획득될 수 있는 조명의 성능 개선 방향을 파악

하는 데 도움을 줌과 동시에 최적화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

킬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색성이 부족한 일반 백색 LED 조명의 투

광부(확산판)에 적색 양자점 필름을 적용함으로써 조명의 연

색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광구조를 광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하였다. 양자점 필름이 적용된 백색 LED 조명은 대부분

의 조건에서 연색지수가 90을 넘기는 등 우수한 연색 특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확산판 내 산란 입자의 농도를 높이면 확산

판과 하부 반사판 사이에 형성되는 광학적 공동 내 빛의 다중 

반사로 인해 양자점 필름의 여기 확률이 높아지고 연색지수도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판형 필름인 양자점 필름은 빛

의 입사각에 따른 광경로의 차이로 인해 시야각에 따른 편차

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점 필름을 광학적 

공동 내부에 배치함으로써 필름에 대한 다중 투과 효과로 인

해 시야각에 따른 광경로 차이, 그리고 색좌표의 불균성이 제

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단순한 구조의 양자

점 필름을 활용함으로써 연색성이 부족한 백색 LED 조명의 

연색 특성을 현저히 개선함과 동시에 시야각에 따른 색편차가 

없는 조명의 구현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는 박물관, 미술관, 

백화점 등 고연색성 조명을 필요로 하는 공간의 광원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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