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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light emitting diodes (LEDs) based on K2 SiF6 :Mn4+ (KSF) red and Lu3 Al5 O12 :Ce3+
(LuAG) green phosphors were fabricated and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yellow Y3 Al5 O12 :Ce3+
(YAG) phosphor-based white LED. The emitting spectrum of the KSF-based white LED was
measured as a function of the driving current and the temperature. The changes in the color
coordinates of the KSF-based white LED over wide current and temperature ranges were less than
0.01, which are substantially smaller than those of the YAG-based white LEDs. This demonstrates
that the thermal stability of the KSF- and the LuAG-based white LEDs is high compared to that
of the conventional white LEDs. The color gamut of the KSF-based white LED is more than 92%,
which is much higher than 74% of the YAG-based white LED. This result is mainly due to the
sharper emission peaks of the KSF and the LuAG phosphors.
PACS numbers: 42.15.Eq, 42.79.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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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SiF6 :Mn4+ 형광체 기반 백색 LED의 발광특성 및 색재현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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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K2 SiF6 :Mn4+ (KSF) 및 Lu3 Al5 O12 :Ce3+ (LuAG) 형광체에 기반한 백색 LED를 제작한 후 이를
가장 일반적인 황색 형광체인 Y3 Al5 O12 :Ce3+ (YAG) 에 기반한 백색 LED와 비교했다. KSF 기반 백색
LED의 발광 스펙트럼을 구동 전류와 온도의 함수로 측정했다. 전류 및 온도 변화에 따른 KSF 기반 백색
LED의 색좌표의 변화량은 0.01보다 더 작았고 이는 YAG 기반 백색 LED의 변화량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이었다. 이는 KSF 및 LuAG 기반 백색 LED의 열적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KSF 및
LuAG 기반 백색 LED의 색재현성은 92%로써 YAG 기반 백색 LED의 74%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KSF 및 LuAG 형광체의 상대적으로 날카로운 발광 피크에 기인한 것이다.
PACS numbers: 42.15.Eq, 42.79.Kr
Keywords: 액정표시장치, 백라이트, 백색 발광다이오드, 색재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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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백색 발광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 LED) 의 사
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백색 LED 조명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백색 LED는 빛의
삼원색을 내는 세 종류의 LED 칩을 이용하는 유형과 청색
혹은 근자외선 LED 칩 위에 파장 변환 물질인 형광체를 도
포해서 백색을 구현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광체
는 희토류 계열의 활성제(activator)가 무기 물질인 호스트
(host) 에 들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단파장의 자외선
이나 청색광을 흡수한 후 그 일부를 파장이 더 긴 가시광
선으로 변환한다 [1]. 현재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백색 LED는 후자의 유형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적절한
형광체를 사용하는 것은 백색 LED의 발광 특성 개선 및
응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2,3].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백색 LED는 450 nm 정
도의 피크 파장을 갖는 청색 LED에 황색 형광체를 도포
한 구조이다. 황색 형광체로는 Ce이 활성제로 도핑된
Y3 Al5 O12 :Ce3+ (Yttrium Aluminium Garnet, YAG) 계
형광체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최근 실리케이트 (Silicate) 계
열 형광체도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4,5] 형광체가 사용
되는 백색 LED는 청색과 황색의 보색관계로 인해 적절한
색온도의 백색을 형성할 수 있지만 장파장 대역의 적색 성분
이 부족해 조명의 특성 중 하나인 연색지수나 디스플레이의
특성인 색재현성이 부족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위해 황색 형광체 대신에 적절한 적록 형광체를 도포하거나
새로운 구조와 특성을 가진 형광체를 적용해 색재현성이나
연색지수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6–10].
특히 적색 형광체로서 K2 SiF6 :Mn4+ (KSF) 형광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1–13]. KSF 형광체를
포함한 적색 형광체들은 적색 파장 대역에서 다수의 날카
로운 피크를 형성, 백라이트의 광원으로 사용될 경우 디스
플레이의 색재현성 (color gamut)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14]. 특히 KSF는 630 nm를 중심으로 몇 개의 날카로운
발광 피크들로 구성되어 있고 섭씨 150도까지 효율 저하가
크지 않으며 환경규제정책에 위배되는 독성 물질을 포함하
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KSF 형광체를
적색 발광체로 포함한 백색 LED를 제작하여 발광 특성 및
LCD(Liquid Crystal Display) 의 색재현성에 미치는 영향
을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II. 실험 방법
녹색 형광체로는 Lu3 Al5 O12 :Ce3+ (LuAG) 을, 적색 형
광체는 KSF를 사용해 백색 LED를 제작했다. 이 적록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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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체 기반 LED는 표면실장형 청색 LED 칩 위에 두 종류의
형광체를 투명 에폭시 수지(다우코닝 OE-6662)와 함께 혼
합, 도포한 후 자외선을 이용해 경화시켜 만들었다. 혼합 조
건을 조정해서 백색 LED의 색좌표를 (x = 0.30, y = 0.28)
가 되게 조절했다. 이 색좌표는 조명용 백색에 비해 다소
차가운 느낌의 백색을 나타내므로 LCD용 백라이트에 응
용될 수 있다. 특성 비교를 위해 YAG 형광체 기반 백색
LED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 특성을 평가하였다. 제작된
LED의 색좌표는 (x = 0.29, y = 0.31) 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LED의 제작과정은 선행연구에도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15–19]. 완성된 백색 LED의 스펙트럼과 휘
도, 색좌표는 분광광도계 (PR-670, Photo Research) 를 사
용해 측정했다. 백색 LED의 구동 조건 중 구동 전압은 3.3
V로 고정했고 전류와 온도를 변화시켜가면서 스펙트럼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온도는 자체 제작한 가열로 (furnace)
를 이용해 조절하였는데 가열로의 측면에 형성된 작은 유
리창을 통해 측정된 스펙트럼을 활용해 온도에 따른 특성
변화를 조사했다. 가열로의 유리창이 백색 LED의 스펙트
럼이나 색좌표를 왜곡시키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LED와 분광광도계 사이의 거리는 3 m를 유
지했다. K-타입 (chromel-alumel) 열전대 (thermocouple)
를 이용해 온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과정 중 온도 변화는
±0.1◦ C이내였다.

III. 실험 결과 및 토의
Fig. 1(a) 은 YAG 기반 백색 LED와 KSF 및 LuAG 형
광체에 기반한 백색 LED의 발광 스펙트럼을 비교해 그린
것이다. LED의 구동조건은 전압은 3.3 V, 전류는 650 mA
였다. 두 스펙트럼 모두 약 8500 K의 상관색온도를 나타냈
기 때문에 두 LED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적절한 조건을
확보했다. Fig. 1(b)는 색도도 상에 KSF 기반 백색 LED의
색좌표를 표시한 것으로써 일반 조명용 백색 LED보다는
차가운 백색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YAG 기반 백색 LED
는 청색 여기광과 황색 형광체 피크의 전형적인 조합을 보
여준다. 황색 형광체의 반치폭이 매우 넓게 형성되지만 적
색 성분이 부족해 연색지수 및 색재현성 측면에서 불리한
분광 특성을 가지고 있다 [15]. KSF 기반 적록 형광체형
백색 LED는 LuAG에 의한 녹색 피크가 약 540 nm 부근에
형성되어 있고 KSF에 의한 적색 피크는 610 ∼ 630 nm
대역에서 보인다. KSF의 방출 스펙트럼은 보통 다섯 개의
피크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가장 강한 두 개의 피크가
스펙트럼을 지배하고 있고 장파장 쪽에 작은 피크가 하나 더
나타나고 있다. KSF 형광체에서 활성제인 Mn4+ 는 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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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a) Emitting spectra of YAG-based
white LED and KSF-based white LED. (b) Color coordinates of the KSF-based white LED on the chromaticity
diagram.

Fig. 2. (Color online) Emitting spectra of the KSF-based
white LED at (a) two currents and (b) two temperatures.
펙트럼을 비교하면 고전류에서 적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C와 80◦ C의 스펙트럼을

LED의 방출광에 의해 4 A2 → 4 T2 여기 (excitation) 를 경

비교하면 온도 변화에 따라 삼원색의 상대적 비중이 약간

험한 후에 630 nm 부근의 적색 피크를 방출한다. 이 중 가장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적색의

강한 630 nm 근처의 피크는 2 Eg → 4 A2g 전이(transition)

상대적 비중이 약간 더 증가했다. 이 결과는 백색 LED의

에 의한 것이다 [11–13]. 이 전이는 쌍극자 금지 전이에 해

색온도 및 색좌표가 전류 및 온도 변화에 따라 바뀐다는 것

당되지만 망간과 불소의

팔면체(MnF2−
6 )의

진동 모드와의

을 의미한다. Fig. 3(a) 와 (b) 는 각각 전류 및 온도 변화에

결합을 통해 전이가 가능해진다. 특히 녹색과 적색의 피크

따른 LED의 정면 휘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Fig. 3(a) 는

가 확연히 분리되어 있고 반치폭도 작아 빛의 삼원색의 색

전류가 270 mA에서 650 mA로 증가함에 따라 휘도 역시

순도 (purity) 측면에서 유리한 분광 특성을 보인다.

단조증가하지만 고전류에서는 선형성에서 다소 벗어나는

Fig. 2(a) 와 (b) 는 각각 KSF-기반 백색 LED의 전류 및

결과를 보여준다. 구동 전압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측정

온도 변화에 따른 발광 스펙트럼을 청색 LED 피크에 대해

했기 때문에 전류와 휘도가 선형으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규격화해서 나타낸 것이다. 규격화한 이유는 스펙트럼의

것은 고전류에서 LED의 효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보

형상 및 세 개 피크의 상대적 변화를 손쉽게 확인하기 위

여주는 것이다. 전류가 증가해 전하 이동자의 밀도가 증가

해서였다. 270 mA와 650 mA의 구동전류에서 측정된 스

하면 발광층에서 전자와 정공의 복사 재결합율이 포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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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pendence of the luminance on (a) the current
and (b) temperature.
Fig. 4. (Color online) Dependence of the color coordinates on (a) the current and (b) temperature.
비복사 전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Fig. 3(b)
는 온도에 따른 휘도 감소의 경향성으로써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효율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75도 이상에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온도 상승은 LED 칩 자체의
발광 효율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형광체의 격자 진동을 활
성화시켜 비복사 전이(non-radiative transition)의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고온으로 갈수록 LED의 효율은 감소한다.
Fig. 4(a) 와 (b) 는 각각 전류 및 온도 변화에 따른 LED
의 색좌표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류에 따른 색좌표의 변화
는 x, y 모두 0.003을 넘지 않고 둘 다 감소하는 청색 편이
(blue shift) 를 보여준다. 이는 Fig. 2(a) 에서 봤던 것처럼
고전류에서 적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과 관계
가 있다. Fig. 4(b)가 보여주는 온도에 따른 색좌표 변화를
보면 y 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x 가 0.007 정도 증가하면서
적색 편이 (red shift) 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b)
에서 적색 형광체 피크의 비중이 고온에서 상대적으로 증
가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는데 x 가 적색의 비중을 나타

내므로 x가 증가하는 것은 스펙트럼 상에서 적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온
도와 전류 모두에 대해 YAG 기반 백색 LED의 색좌표가 큰
폭으로 바뀌는 것 [18]에 비해 매우 적은 양으로써, KSF 및
LuAG 형광체 기반 백색 LED가 구동조건의 변화에 대해
더 안정적으로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백색 LED의 색도 변화는 청색 LED의 전류 및 온도 변화에
따른 효율 저하 현상(efficiency droop)과 형광체의 양자 효
율의 변화를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인자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LED와 형광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효율 변화까지 엄밀하게 분석되어야만 온도 및 전류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보다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백색 LED
의 발광 스펙트럼을 곡선 맞춤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청
색 LED의 발광 피크나 LuAG 녹색 형광체 피크의 온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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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에 따른 변화는 예전에 이미 자세히 보고한 바 있다
[15–19]. 여기서는 주로 KSF 형광체가 내는 피크의 온도와
전류에 따른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스펙트럼의 주
파장 위치와 반치폭, 그리고 비대칭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
음의 쌍가우시안 함수 (biGaussian function) 를 활용했다.
y 는 파장 x에 따른 스펙트럼의 세기, y0 는 배경 상수, H 는
피크의 세기와 관련된 상수이다. 중심파장 xc 를 기준으로
왼쪽으로의 반치폭은 w1 , 오른쪽으로의 반치폭은 w2 로 주
어진다.

(
)2
c
y = y + He−0.5 x−x
w1
0
(
)2
c
−0.5 x−x

w2
y = y0 + He

(x < xc )
(x ≥ xc )

Fig. 2(a) 와 (b) 의 결과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변 전류와 온도의 범위 내에서 각
발광 피크의 중심파장의 변화는 대부분의 경우 1 nm나 그
이하의 수준으로 매우 적었다. 단 청색 LED 칩의 주 발광
피크의 중심 파장만 온도 변화에 대해 2 nm정도 증가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청색 LED의 발광 피크의 온도에 따
른 변화는 에너지 밴드 간격이 온도 증가에 따라 선형으로
감소한다는 이론적 예측 [21]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LuAG과 KSF 적록 형광체에 기반한 백색 LED의
발광 스펙트럼의 변화가 일반적인 구동 환경 하에서 매우
안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KSF 형광체의
세 발광피크의 경우에는 중심파장뿐 아니라 반치폭의 변
화도 상대적으로 적어 열적 안정성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치폭의 경우 KSF 형광체가 내는 세 피크의
반치폭 w1 과 w2 은 모두 10 nm 미만이었지만 청색과 녹색
피크들의 반치폭은 모두 10 ∼ 40 nm 의 범위에 있었다.
이에 따라 KSF 형광체가 색 순도의 증가에 유리한 발광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본 KSF기반 백색 LED의 색재현성을 정량
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원칙적으로 색재현성은 해당 광원
이 포함된 백라이트를 제작하고 나서 LCD 패널 상의 빛의

Fig. 5. (Color online) (a) Typical transmission curve of
three color filters of LCD along with the two emitting
spectra of white LEDs. (b) Color gamut of two white
LEDs calculated by using the transmission curves shown
in Fig. 5(a). The NTSC standard is included for comparison. The Planckian locus and the color coordinates
of the two white LEDs are also shown.

삼원색을 측정해 구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LCD의 전형
적인 칼라 필터 투과도 곡선을 이용해 구하였다. 즉 LED의

된다. 이는 적색 칼라 필터를 통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백색광 스펙트럼과 개별 칼라 필터의 투과도 곡선을 곱한

동일하다. 반면에 LuAG의 녹색 피크는 YAG의 피크에

후에 구해지는 빛의 삼원색 스펙트럼을 이용해 삼자극치를

비해 상대적으로 반치폭이 작기 때문에 색순도의 측면에서

구한 후 색좌표를 얻었다. Fig. 5(a) 는 점선으로 표현된 칼

YAG보다 유리하다. 특히 KSF의 적색 피크의 경우 매우

라 필터의 투과도 곡선과 함께 측정된 두 백색 LED의 스펙

날카로운 형상을 보이기 때문에 LCD의 적색광의 순도를

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청색 LED 피크의 경우 파란색 칼라

높이고 색재현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필터의 투과도 곡선에 들어가면서 날카로운 발광 피크를

Fig. 5(b) 는 색도도 (CIE 1931) 상에 상온에서 구한 두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YAG의 황색 형광체 피크는

백색 LED의 스펙트럼을 활용해 구한 색재현성의 영역을

반치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녹색 칼라 필터를 통과하더라도

보여주고 있다. 색재현성의 기준으로 활용가능한 NTSC

넓은 스펙트럼 형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색순도가 떨어지게

의 색재현성도 표시하였다. 빛의 삼원색을 나타내는 세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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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면적이 해당 디스플레이의 색재
현성을 의미한다. 예상대로 YAG 기반 백색 LED의 경우
녹색의 순도가 많이 떨어져서 단색광 궤적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반면에 KSF 기반 백색 LED는
녹색과 적색의 순도가 YAG 기반 LED보다 더 높다. 특히
적색의 경우에 단색광 궤적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매우
높은 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YAG 기반
LED의 색재현성은 NTSC 대비 73.8%에 불과하지만 KSF
기반 백색 LED의 색재현성은 92.8%로써 19%나 더 높았
다. 이런 높은 색재현성은 전류나 온도 변화에 대해서도 크
게 바뀌지 않았는데, 가장 높은 온도인 80도에서도 91.4%
정도의 색재현성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KSF와 LuAG
과 같이 반치폭이 작고 상대적으로 날카로운 발광 피크를
가지는 형광체를 적용함으로써 디스플레이의 색재현성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KSF 적색 형광체 및 LuAG 녹색 형광체
에 기반한 백색 LED를 제작한 후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YAG 기반 백색 LED의 특성과 비교하였다. 이
를 위해 두 백색 LED의 발광 특성을 구동 전류 및 온도를
변화시켜가면서 구했다. KSF 기반 백색 LED의 전류 및
온도 변화에 따른 색좌표의 변화는 YAG 기반 백색 LED에
비해 현저히 작았다. 이는 KSF 및 LuAG 형광체의 발광
특성이 일반적인 구동 조건 하에서 YAG에 비해 훨씬 안정
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LCD 칼라 필터의 투과도 곡선을
이용해 두 백색 LED의 색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YAG 기반
백색 LED의 색재현성은 NTSC 대비 73.8%에 불과했지만
KSF 기반 백색 LED의 경우 92% 이상의 색재현성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결과는 KSF와 LuAG과 같이 반치폭이 작고
상대적으로 날카로운 발광 피크를 가지는 적록 형광체를 동
시에 적용함으로써 디스플레이의 색재현성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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