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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2O5-SnO2 system 0.5SnO2-xP2O5-(0.5-x)B2O3(x=0.1, 0.2, 0.3, 0.4, 0.5) glasses have been prepared for Pb-free low temperature
glass frit. A investigation about the effect of B2O3 substitution on properties of P2O5 glasses, including glass structure properties,
thermal properties, and mechanical properties was presented. Substance that is responsible for in moisture absorption existing
circumstances supposes by phosphate, and excess moisture tolerance that state funeral's structure is improved breaking does not affect
in state funeral bond that only most single bond remains, and can know that does not suffer big impact in boric oxide anomaly present
state. This phenomenon estimates that connect with structure change. It is thought according to link this result the phosphoric acid
happened structural change. B2O3 displacement quantity 0.3 mole put out BO4 structures, but above 0.3 mole it changed with the case
BO3 structure which it dis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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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자부품으로 사용되는 유리프리트(Glass frit)는 열처리

공정을 통하여 유리화됨으로서 세라믹과 세라믹, 금속과

금속, 유리와 금속의 접합 등에서 특히 디스플레이 소재

로서 유전체, 격벽 및 실링재 등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열처리 과정에서 타 부품들의 손상을 막고 에

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낮은 열처리 온도를 갖는

유리프리트가 필요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저

융점 유리프리트는 PbO를 50~85% 정도 함유하고 있다.

PbO 성분은 융점을 낮추어 주며,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

을 나타낸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유해성

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그에 발맞추어 PbO

계 유리프리트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서 Bi2O3계, P2O5

계, BaO-B2O3 계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2)

그 중 P2O5계 유리는 PO4 구조를 기본구조로 하여 하

나의 비가교산소를 갖으면서 쇄상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쇄상 구조는 다층의 형상을 이루게 됨으로서 SiO2 계 유

리와 비교하여 결합력이 약해지고, 응력에너지도 상승하

게 된다. 응력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유리 network의 재

배치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는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P2O5를 망목산화물로 갖는 유리의 경우 융점과 유

리전이온도를 낮추기 용이하다.
3)

또한 SnO 산화물은 P2O5계 유리에서 망목구조산화물로

서 혹은 수식산화물로서 작용하여, 저융점 유리의 형성을

돕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4)

 이와 같이 인산염 유리는 저융

점 유리를 제조하기 위한 이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내습성이 약하며, 비대칭에 의한 약한 구조는 원자 간의

결합력에도 영향을 주어 내구성 또한 약한 경향을 나타낸다.

SnO-P2O5 유리는 리튬이온이차전지 양극물질로써 열특

성과 점도특성에 관한 연구는 Morinaga와 Fujino에 의해

진행되어졌고, SnO-B2O3유리와 같은 간단한 2성분계 유

리에 대한 전기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졌지

만 P2O5-SnO2-B2O3 유리의 구조 및 특성에 관해서는 명

확하게 연구되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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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SnO2-P2O5계 유리를 기본 성분으

로 친환경 저융점 유리를 제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단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또 다른 망목형성제인 B2O3를 첨

가하여 P2O5와 치환하였다. 치환량의 변화에 따른 열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구조 해석

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유리제조

2.1.1. 유리의 용융 및 시편제조

본 연구의 유리프리트는 P2O5-SnO2를 기본 조성으로 하

였다. 출발원료로는 SnO2 (Junsei, 98%, Japan)와 H3PO3

(YAKURI, 98%, Japan), H3BO3 (KANTO, 99%, Japan)

를 사용하였다. 이들 원료를 이용하여 일정한 비율로 배

합하여 batch를 만들었으며 이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균일한 용융을 위하여 혼합한 후, 성형하였으며 용융분위

기를 조절하여 1100
o
C에서 일정시간 유지한 뒤 급랭하여

프리트를 제조하였다. 급랭된 유리시편은 특성분석을 위

하여 일정한 온도 영역에서 annealing 한 뒤, 건식 분쇄과

정을 거쳐 20 µm 이하의 분말로 준비하였다.

2.2. 특성평가 

2.2.1. 구조분석

제조된 유리는 XRD(Rigaku Corporation/D/max 2200V/

PC) pattern을 통하여 유리상임을 확인하였으며, 구조분석

은 적외선 분석기 FT-IR spectrometer(Simatzu)를 이용하여

400~4000 cm
−1
대역의 값을 주사 횟수는 20회, 분해능

2 cm
−1
의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시료는 유리분말과

KBr을 1 :200으로 하여 건조기에서 120
o
C 건조 된 것을

사용하였다.

2.2.2. 열적특성

열분석용으로 가공된 유리시편(5×5×15 mm)은 TMA

(Linseis DMA L77)를 이용하여 유리전이점(Tg), 연화점(Ts)

및 열팽창계수(a)[20~400
o
C]를 측정하였으며, 이 때 승온

속도는 10
o
C/min이었다. 또한 온도변화에 따른 열적특성

은 DSC(Linseis L81-11)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시료는

알루미나 도가니에 프리트 분말을 넣고 10
o
C/min의 승온

속도로 승온 시키면서 열적 반응여부를 관찰하였다.

2.2.3. 기계적 특성

흡수율은 유리분말 샘플을 항온항습 chamber에 넣은 뒤,

습도 90%와 온도 50
o
C를 설정하여 24시간동안 유지한 뒤,

시료의 무게 증가량을 측정하여 흡수율을 계산하였다. 경

도는 vickers hardness test(HM-125, Akashi, Japan)를 이

용하여 루프경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시료는 KS L 1603

(2001)에 의거하여 Load 1kgf, Loading speed 60 µm,

Loading time 15 sec로 10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B2O3 치환량에 따른 구조

Fig. 1은 P2O5 대신 B2O3로 치환했을 때 첨가량에 따른

X선 회절분석을 행하고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P2O5

를 B2O3로 0에서 0.5 mole까지 변화시킨 모든 조성에서

유리상 pattern을 얻었으며, 결정피크는 나타나지 않는다.

3.2. 열적특성

Fig. 2는 B2O3의 치환에 따른 전이점, 연화점, 열팽창계

수 등의 열적 특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이온도(Tg)와 연화온도(Ts) 그리고 열팽창계수(a)는 치

환량이 0.3 mole까지 증가함에 따라 전이온도는 200
o
C에

서 360
o
C로 연화온도는 220

o
C에서 390

o
C 만큼 증가하였

으며, 0.3~0.5 mole 치환의 경우 전이온도는 360
o
C에서 340

o
C

로 연화온도는 390
o
C에서 370

o
C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6,7)

 열팽창계수 값은 150×10
−7

/
o
C에서 90×10

−7
/
o
C로 작

아지다가 0.4 mole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Fig. 3.은 P2O5대신 B2O3로 치환할 때 B2O3 치환량에 따

Table 1. Compositions of Glasses (mole)

P2O5 SnO2 B2O3

A-1 1 1 0

A-2 0.9 1 0.1

A-3 0.8 1 0.2

A-4 0.7 1 0.3

A-5 0.6 1 0.4

A-6 0.5 1 0.5

Fig. 1. XRD patterns of the (1-x)P2O5-xB2O3-SnO2 glass

systems by substituting B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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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열적특성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영역에 나타난 피

크는 수분의 증발에 의한 흡열 피크로서 치환량의 증가

에 따라서 작아졌으며, 이는 치환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

분의 흡수량이 감소됨을 나타낸다. (B) 영역에서는 치환

량의 증가에 따른 전이온도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으며,

(C) 영역에서는 발열 피크가 생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다. 시료 A-1의 경우 약 690
o
C 부근에서, 시료 A-4는

740
o
C, A-6는 820

o
C 부근에서 발열 peak가 나타났다. A-

6에서 발열 peak intensity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이는

BO4에서 BO3 구조변화가 일어나면서 융점이 낮아져 나

타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3.3. 물리, 기계적 특성

Fig. 4는 B2O3 치환량 변화에 따른 흡수율 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P2O5를 B2O3로 치환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흡

수율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B2O3가

첨가되지 않은 유리는 24% 정도의 높은 흡수율을 나타

내었지만 치환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0.3 mol 치

환 이후에도 여전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5는 B2O3 치환량에 따른 경도 값을 나타낸 것이다.

B2O3의 치환량을 0.1 mole에서 0.3 mole로 증가시킬수록

경도 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치환량

이 0.3 mole 이상이면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앞의 B2O3 첨가에 따른 구조에서 설명했듯이 BO4와

BO3 구조형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3.4. 구조분석

Fig. 6과 Fig. 7은 (1-x)P2O5-xB2O3-SnO2계 유리에서

Fig. 2. Tg, Ts and a of the (1-x)P2O5-xB2O3-SnO2 glass systems

by substituting B2O3.

Fig. 3. DSC curves of the (1-x)P2O5-xB2O3-SnO2 glass systems

by substituting B2O3.

Fig. 4. Absorptions of the (1-x)P2O5-xB2O3-SnO2 glass sys-

tems by substituting B2O3.

Fig. 5. Hardness of the (1-x)P2O5-xB2O3-SnO2 glass systems

by substituting B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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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O5를 B2O3로 치환시켰을 때의 함량 변화에 따른 FT-IR

spectra이다. x=0 인 경우 비대칭 P-O-Pas 신축진동 값은

900 cm
−1

 영역에서 나타났으며, P=Oas의 비대칭 이중결합

을 나타내는 진동 또한 1200~1300 cm
−1

 영역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PO3)
−

를 나타내는 1090 cm
−1

 영역과

(PO4)
−

를 나타내는 1028 cm
−1

 영역이 약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대칭을 나타내는 P-O-Ps 신축진동 값은

740 cm
−1

 영역에서 넓게 분포하였으며, 또한 510 cm
−1

 영

역에서 P-O
−

 단일 결합의 신축 진동 값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B2O3의 치환량이 0일 경우 전체적으로 대칭

구조와 비대칭 구조가 나타나지만 비대칭 구조가 우월하

게 존재함을 나타내어 준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원인은

인산염 유리의 기본구조인 비가교산소를 갖는 사면체 구

조에 의한 비대칭 구조의 형성과 SnO2가 수식산화물로

존재하면서 비가교 산소들을 연결해 주면서 대칭구조와

비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러나 B2O3가 0.1 mole 치환됨에 따라서 (B-O)
−

를 나타내

는 927 cm
−1

 영역의 신축진동이 발생했으며, (P-O)
−

를 나

타내는 영역을 제외한 인산염 유리의 구조의 intensity는

감소하거나 넓게 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붕

산염 유리 구조가 형성됨을 나타내며, 이로 인하여 약한

인산염 유리의 구조에서 [BO4] 군의 형성된 붕산염 유리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치환량이 0.3 mol이 되면서 더욱 강화되

어 (B-O)s 영역 또한 넓게 퍼지면서 대칭구조를 나타내는

(O-B-O)s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

이 시점에서 [BO4] 구조는 더욱 넓게 자리잡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되며, 이는 0.5 mole 치환 시에 사라지고 다시

비대칭구조인 (B-O)as를 나타내는 1352/927 cm
−1 
영역의 신

축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는 [BO4]에

서 [BO3]로 전환되는 붕산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영역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로 인하여 유리의 구조는 다시 취약

해지며, 융점의 상승이 중지되고 오히려 다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Fig. 2에서의 결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B2O3를

0.3 mole까지 치환첨가 함에 따라 전이온도와 연화온도 그

리고 열팽창계수가 증가하고 0.5 mole 치환의 경우 전이

온도와 연화온도가 감소하는 것은 B2O3 치환량이 증가함

에 따라 이와 같은 비가교 산소가 감소되고, BO4 구조가

생성되어 유리의 구조가 강화되고 융점은 높아지게 된 것

이다. 즉, 자세히 언급하면 B2O3를 0몰에서 0.3몰을 치환

해주는 경우, 약한 인산구조의 감소와 붕산구조의 증가에

따른 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전이온도, 연화온도가 증가하

였으며, 0.3몰 이상 치환 시에는 B2O3 구조의 붕산이상

현상에 의한 2차 구조변화에 의하여 다시 구조가 약화됨

으로써 전이온도와 연화온도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4. 결 론

P2O5-SnO2계 유리에서 인산염 유리가 갖는 구조적인 취

약점을 보완하고자 P2O5 대신 B2O3를 0 mole에서 0.5 mole

까지 치환하였을 때 아래에서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1-x)P2O5-xB2O3-SnO2계에서 B2O3양을 0.3 mole까지

Fig. 6. FT-IR spectra of the(1-x)P2O5-xB2O3-SnO2 glass

systems by substituting B2O3. (x = 0, 0.1)

Fig. 7. FT-IR spectra of the SnO2-(1-x)P2O5-xB2O3 glass

systems by substituting B2O3. (x =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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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할 경우, 인산구조의 감소와 붕산구조로의 형성 및

비대칭 결합이 감소되었다. 그 결과 전이온도와 연화온도

는 상승하였고, 열팽창계수는 감소하였으며, 경도 값은 향

상되었다.

(2) B2O3 치환량이 0.3 mol 이상에서는 붕산 이상 현상

이 발생하여 BO4 구조가 BO3 구조로 전이되었다. 또한,

수분과의 반응성이 강한 P-O 결합이 감소하였다. 전이온

도, 연화온도 및 경도 값은 감소하였으나, 내습성과 열팽

창계수는 B2O3치환량이 0.1 mole에서 0.5 mole까지 계속적

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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