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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designed new compositions for lead free and low temperature sealing glass frit of ZnO-V2O5-P2O5

system, which can be used for PDP (Plasma Display Panel) or other electronic devices. The ZnO-V2O5-P2O5

system can be used as a sealing material at temperatures even lower than 430oC. This system, however,

showed lower bonding strength with glass substrate compared to commercialized Pb based sealing materials.

So, we added TiO2 as a promoter for bonding strength. We examined the effect of TiO2 addition on sealing

behaviors of ZnO-V2O5-P2O5 glasses with the data for flow button, wetting angle, temporary & permanent

residual stress of glass substrate, EPMA analysis of interface between sealing materials and glass substrate,

and bonding strength. As a result, sealing characteristics of ZnO-V2O5-P2O5 system glasses were improved with

TiO2 addition, but showed a maximum value at 5 mol% TiO2 addition. The reason for improved bonding

characteristics was considered to be the chemical interaction between glass substrate and sealing glass, and

structural densification of sealing glass itself. 

Key words sealing, glass frit, soda-lime glass, Pb free, low temperature sealing.

1. 서  론

고화질 대형 디스플레이 중 Plasma Display Panel (PDP)

은 대형화, 평면화, 다기능화가 가능한 표시장치로, 50인

치 이상의 대형 고화질 디지털 방송에 가장 적합한 표시

장치로 인식 되고 있다. 향후 PDP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디스플레이를 능가할 수 있는 고

효율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저가격, 고품질의 표시장치 실현을 위해 현존 사용

하는 재료를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다.1-3) PDP 유리기판은PDP 원가의 절반을 차지

하는 중요한 소재로 세계시장의 규모는 6,000억원 규모

이며 일본 아사히 글라스가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PDP 단가인하와 대일 경쟁력에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4)

이에 PDP 기판유리를 고가의 PDP 전용유리에서 일반

판유리인 소다라임 유리기판으로 대체하려는 기술 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다.5) 소다라임 유리 기판은 현재 상용

되고 있는 아사히 글라스의 PD-200의 570oC보다 현저히

낮은 510oC정도에서 열변형이 일어나고 550oC이상의 온

도에서 소성 시 불균일하게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

에 현재의 기판 재료인 PD-200을 소다라임 유리로 대

체하기 위해서는 유전체, 격벽 재료 등 모든 재료들이

500oC이하의 저온에서 소성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적

용되는 실링재의 경우 이들보다 낮은 온도에서 소성이 되

어야 한다. 현재 PDP 봉착재로 사용되고 있는 유리재료

는 400~ 500oC의 저온에서 열처리 된다. 이러한 유리 조

성들 중 PbO성분을 함유한 유리는 PbO를 50~85%이상

함유하고 있는 유리로서 타 유리에 비해 낮은 융점을 가

지고 있으면서도 열처리 전, 후에 물리, 화학적으로 매

우 안정적이다.6) 현재 무연계 유리는 다양한 조성계에 대

해 연구되고 있다.7) PbO 성분을 대체하기 위한 소재로

는 Bi2O3 계 유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Bi2O3

의 강한 환원성과 귀금속산화물이어서 공정상의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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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단가가 비싸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R. Morena 나 Kikutani, Takemi 등의 연구자들에 의

하여 P2O5 계 유리 조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흡습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In2O3를 첨가하거나, 란타

노이드 산화물의 도입에 의한 개선방법을 제시하였다.8,9)

그렇지만, 상기 연구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은 유리 제조 시

소량 사용되고는 있으나 고가의 재료들이며, 타 연구10)

의 경우 SnO를 출발물질로 사용함으로써 고가의 재료에

의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공기분위기의

용융 시에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재료의 사용에 따른 공정

상의 문제점11) 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온에서의 소성과 유동성을 고려한 ZnO-

V2O5-P2O5 조성계를 선택하였다. ZnO-V2O5-P2O5계 유리는

450oC 이하의 저온에서 퍼짐성을 가지면서도 저온실링재

로 많은 연구가 되어온 Sn-P 계 glass와 달리 유리기판과

의 접착력도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존의 Pb

계 실링재와 유사한 봉착강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접

착력 향상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TiO2첨

가가 봉착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찰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실험한 저온실링재의 유리조성을 Table 1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원료는 ZnO (99%, Junsei Chemical

Co.,Ltd. Japan), V2O5 (Special grade, Samchun Pure

Chemical Co.,Ltd. Korea), P2O5 (98%, SN Chemical.

Korea), TiO2 (Anatase, 98%, Daejung Chemicals and

metals Co.,Ltd. Korea)를 사용하였다. Fig. 1에 도식된

실험 방법에 의해 원료를 배치로 조합 후 5시간동안 건

식 혼합하여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어 1100~1200oC에서

10~30분간 용융한 후 2개의 스테인리스 롤러 사이로 통

과 시켜 ribbon cullet 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ribbon cullet

은 알루미나 jar에 지르코니아 볼과 함께 넣어 밀링머신

으로 분쇄한 후 분말형태의glass frit (D50 약 10 µm)으로

제조하였다. 제조된 glass frit은 DSC (Q10, TA, USA)

를 이용하여 전이점, 연화점을 분석하였으며 TMA (Q400,

TA, USA)를 이용하여 열팽창 계수를 측정하였다. 제조

된 glass frit의 실링재로서의 성능평가를 위해 flow button

test를 진행하여 접착성 및 흐름성을 파악하였다. Flow

button test는 12.6Φ의 몰드에 glass frit을 넣어 pellet

형태로 만든 후 pellet을 유리기판 위에 올려놓고 430oC

에서 10분간 유지한 후 생성된 button형태의 실링재의 크

기와 접착력으로 실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실링재

성능평가의 한가지로 실링 공정 동안에 발생하는 유리기

판의 응력변화를 보기 위하여 strain viewer가 장착된 고

온현미경 (HKL WASV, HK Lab, Korea)을 이용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기판유리에 발생하는 응력의 형태를 관

찰하였고, 측정이 끝난 샘플은 다시 auto stress meter

(IS-PASM-P200, I-Sensor Korea, Korea)를 이용하여 최

종적으로 이종물질의 접합에 의해 유리기판에 남아있는

잔류 응력의 양을 측정하였다. 봉착공정을 위해 glass frit

과 NC계, AC계 비클을 적용하여 paste를 제조하였으며

paste 의 탈 바인더 특성평가를 위해 TG-DTA (DTG-

60H, Shimadzu, Japan) 을 이용하여 온도상승에 따라 중

량변화를 관찰하였다. 제조된 paste를 적용, 디스펜서

(Easyes-441, Banseok precision, Korea)를 사용하여 50 ×

50 mm 소다라임 유리기판에 paste를 일정하게 토출하고

가소성을 한 후 상판유리를 덮은 후 유리기판 두 장을

clamping하여 본 소성 과정을 거쳐 봉착시료를 제작하였

다. 봉착강도 측정은 지그를 이용하여 칼날을 유리기판

사이에 끼운 다음 만능시험기(U.T.M 5544, Instron, USA)

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봉착강도 평가가 끝난 시편은

광학현미경(BX-61, Olympus, Japan)으로 파단면을 관찰

하여 실링재 내부에 잔류하는 기포분포를 관찰하였다. 그

리고, 봉착재가 기판유리로의 침투 과정을 보기 위해

EPMA (JXA-8100, JEOL, Japan)분석을 통해 실링재 성

분의 유리기판 내부 침투 여부를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Frit 열분석 결과

Fig. 2에는 TiO2 함량 변화에 따른 glass의 열분석 결

과를 나타내었다. TiO2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유리전이온

Table 1. Composition of sealing glasses (mol%).

Glass ID ZnO V2O5 P2O5 TiO2

S-1 15 55 30 -

S-2 15 55 30 3

S-3 15 55 30 5

S-4 15 55 30 7

Fig. 1. Experiment flow chart for preparing glass f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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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Tg)와 연화온도 (Ts)가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열팽창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Fig. 3에는 flow

button test의 결과로flow button 크기와 glass의 퍼짐 정

도에 따른 wetting angle을 나타내었다. S-1 glass에서

S-4 glass로 갈수록, 즉 TiO2 함량이 많아질수록 flow

button 크기가 20.3 mm에서 17.4 mm (Table 2)로 감소

하였으며 wetting angle은 반대로 26.228o에서 62.560o로

증가하였다. TiO2함량증가에 따라 봉착재의 유동성이 감

소 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Fig. 2에 보인 바와 같이

TiO2 증가에 따라 glass 의 전이온도와 연화점이 증가하

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Fig. 4에는 이들 flow button

을 유리기판 바닥, 아래방향에서 관찰한 사진을 나타내

었다. S-1, S-2, S-3 glass의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링재와 유리기판 표면이 특별한 반응의 흔적

이 없이 균일하게 접착되어 있는 형상을 나타났으며 TiO2

가 7% 첨가된 시료 S-4 glass의 경우 실링재가 flow

button의 테두리부위에서 유리기판을 손상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TiO2 가 많은 경우 유리기판

과의 화학적인 반응이 생겨 실링재가 유리기판을 손상시

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링재와 기판과의 반응 정도를 판

단하기 위해 3-5에 EPMA 분석결과를 서술하였다. 

3.2 열팽창 거동과 고온현미경 측정

Fig. 5에는 온도변화에 따라 ZnO-V2O5-P2O5계 실링재

가 유리기판에 미치는 응력변화 사진을 나타내었다. 조

성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실링온도 (430oC) 에

서 상온으로 냉각되는 동안 실링재의 전이온도 부근부터

실링재와 접촉하는 유리기판에 (-)로 표시되는 압축응력

이 발생하여 증가하다가 (유리기판의 반대쪽에는 (+)로 표

시되는 인장응력 발생) 냉각이 진행됨에 따라 응력이 감

소하고 상온에서는 최종적인 잔류응력이 남아있는 거동

을 보였다. 이는 실링재의 전이점 이하 구간부터는 실링

재와 유리기판 내에 점성유동이 사라짐에 따라 열팽창 미

스매치에 의한 응력이 해소되지 못하고 실링재와 유리기

판에 응력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S-1 glass (89 × 10-7/oC)

에서 S-4 glass (81 × 10-7/oC)로 갈수록 열팽창 계수가

감소함에 따라 잔류응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

으며 예상과 달리 유리기판보다 열팽창 계수가 작은 S-

3, S-4 glass에서도 실링재와 접촉하는 부위의 유리기판에

Table 2. Properties of sealing glasses.

Unit S-1 S-2 S-3 S-4 

TiO2 contents mol% 0 3 5 7

Tg oC 311 317 318 322

Ts oC 405 408 412 418

CTE 10
-7

/
o
C 89 86 83 81

Adhesion - weak good good strong

Flow button size mm 20.3 19.1 18.3 17.4

Residual stress Mpa
(+)3.61

(-)4.12

(+)1.72

(-)2.95

(+)0.46

(-)0.73

(+)0.47

(-)0.49

Bonding strength Kgf
Bonding area is 

very poor
6.29 6.77

crack on glass 

substrate

Fig. 2. Variation of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glass softening

point and,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with TiO2 addition.

Fig. 3. Variation of flow button and wetting angle with TiO2

addition. (a) S-1, (b) S-2, (c) S-3, (d)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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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되는 압축응력이 존재하였다. Fig. 6에는 Pb계

reference와 Zn-V-P계 실링재 S-2 glass에 열팽창 계수

조절을 위한 filler를 10 wt% 첨가 후 응력거동을 나타

내었다. Filler 첨가 시 Fig. 5에서 보인 바와 같은 냉각 시

발생하는 응력의 크기는 열팽창 계수가 낮아짐 (CTE :

69 × 10-7/oC)에 따라 현저히 감소 하였으며 상온에서 남

아있는 잔류응력의 크기도 상용화된 Pb계 reference 실

링재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S-2 glass에filler 첨가 후

경향을 보면 Pb계 봉착재 응력거동12)과 같이 실링재 접

합부위의 유리기판의 응력이 실링재의 전이점 부근 온도

구간에서부터 (-)로 표시되는 압축응력이 발생한 후 온

도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상온에서는 (+)로 표시

되는 인장응력의 형태로 응력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filler 첨가에 따라 열팽창계수

가 크게 감소하여 역으로 실링재와 접한 부위의 유리기

판이 수축을 하려 해도 실링재 때문에 더 이상 수축을

하지 못해 인장응력이 잔류하게 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

해 실링재와 접합 부위의 반대편 유리기판 표면에 압축

응력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와 비교해 볼 때

Fig. 5의 S-3, S-4 실링유리가 유리기판보다 열팽창계수

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온에서의 실링재와 접촉하는 부

위의 유리기판에 잔류하는 응력이 압축응력으로 잔류하

는 이유는 filler를 첨가한 경우보다 열팽창계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확실한 응력의 반전이 나타나지 않은 것

으로 생각된다. 

3.3 Paste 제조

실링용 glass frit을 유리기판위에 일정하게 토출시키기

위해 paste를 제조하였다. paste 제조를 위해 상용품 PDP

용 실링재에 사용되는 NC계, AC계의2가지 binder를 사

Fig. 4. Top and bottom images of flow button samples. (a) S-1, (b) S-2, (c) S-3, (d) S-4.

Fig. 5. Variation of stress of glass substrate with TiO2 addition.

Fig. 6. Variation of stress of glass substrate depend on gla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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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비클을 제조하였으며 filler를 10 wt% 포함한 실

링재 고형분은 75 wt%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Fig. 7에

는 이들 두 가지 비클로 제조된 paste의 열중량 감소 곡

선을 보였다. AC계 비클을 사용한 paste의 경우 바인더

분해가 끝나는 시점이 400oC 부근으로 높았고 NC계 비

클을 사용한 paste는 250oC 이전에 바인더 분해가 완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에는 봉착강도 측정

후 실링재의 파단면 사진을 보였다. AC계 비클을 사용

한 경우 실링온도에서 원활한 binder burn out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NC계 비클을 사용한 경우보다 내부

에 큰 기포가 다량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내부 기포가 크고 다량 함유 되어 있을 시 봉착

강도가 떨어지고 내부 가스의 방출 등이 일어 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소다라임 유리기판에 적합한 실링재

개발이 목적이므로 AC계 비클의 경우 430oC 소성 시 원

활한 binder burn out이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

므로 NC계 비클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7. TG-DTA curve of pastes.

Fig. 9. Ti distributions of sealing material and glass substrate by EPMA analysis. (a) S-1 glass, (b) S-2 glass, (c) S-3 glass, (d) S-4 glass.

Fig. 8. Pore distributions of fractured surface of sealing materials. (a) Pb based reference, (b) with NC binder, (c) with AC b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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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봉착 강도 측정

TiO2가 첨가되지 않은 S-1 glass (0 mol%) 와 TiO2첨

가량이 많은 S-4 glass (7 mol%)의 경우 유리기판과의

접착성이 없거나, 기판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접착 상태

가 양호한 TiO2 3 mol %, 5 mol % 첨가 시편의 봉착 강

도를 측정하여 Table 2. 에 나타내었다. 봉착 강도 측정

결과 TiO2 함량이 더 많은 5 mol % 첨가 시편의 강도

값이 3 mol %첨가 시편에 비해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

다. TiO2 의 봉착강도 증진효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

각할 수 있다. 하나는 TiO2가 실링재와 유리기판과의 접

착력을 향상시키는 때문으로 생각된다. TiO2 의 첨가가

실링재의 유리기판과의 접착력 향상 원인을 파악하기 위

하여 실링재와 유리기판 사이 접착부위 단면에 대한

EPMA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른 원인으로는 TiO2 함량증

가에 따른 실링재의 구조치밀화, 유리 전이점의 증가와 이

에 따른 유리 구조의 결합력 증가로 볼 수 있다.13,14) Fig.

8에 보인 바와 같이 봉착강도 측정 후 봉착면을 살펴보

면 실링재가 파손되기 때문에 TiO2 함량증가에 따라 실

링재의 구조가 강해지기 때문에 봉착강도도 증가한 것으

로 판단된다. 

3.5 EPMA 분석 결과

Fig. 9에는 ZnO-V2O5-P2O5 계 실링재와 유리기판의 접

촉부위 단면에 대한 EPMA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봉

착면 기준 200 µm 범위에 전자빔으로 조사하여 EPMA

분석을 한 결과, TiO2 성분의 경우 0, 3, 5, 7 mol% 첨

가했을 경우 실링재에 TiO2함량이 많아질수록 소다라임

유리기판내부로 침투하는 TiO2 양을 반영하는 침투율은

0%에서 21% 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실링재 내에 존재하던 TiO2 성분이 유리기판으로

침투될 만큼 실링재와 유리기판 사이에 계면 반응이 이

루어진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계면반응의 결과

실링재의 TiO2함량이 높아질수록 앞서 측정한 봉착강도

의 결과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Fig. 4

에서 보인 바와 같이 TiO2 함량이 너무 높을 경우 유리

기판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연구범위에서는 TiO2

함량이 5 mol % 인 S-3 glass가 가장 좋은 특성을 보였다.

4. 결  론

ZnO-V2O5-P2O5 계 실링용 glass frit 에 TiO2 첨가

량이 많아질 경우 열팽창계수가 낮아지고 연화점이 올라

가므로 봉착재의 흐름성이 낮아져 F/B의 크기가 작아지

고, 기판유리와 봉착재와의 wetting angle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TiO2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리기판과 실링용

glass frit 과의 접착력이 증가하였으며 TiO2가 7 mol %

첨가된 경우 기판과의 반응에 의해 기판에 손상을 주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실링재와 기판 사이

의 화학반응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간접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 실링재와 유리기판 계면부근의 단면을 EPMA

로 확인한 결과 TiO2가 유리기판 내로 확산되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TiO2함량이 증가할수록 기판

내부에 TiO2 침투 비율이 높았다. 유리기판 두 장을 봉

착공정을 거쳐 봉착한 시편의 실링재의 봉착강도를 평가

한 결과 TiO2 함유량이5 mo%인 S-3 glass 의 봉착강도

가 3 mol%인 S-2 glass 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TiO2 함유량이 증가에 따른 기판유리와

의 화학반응에 의한 접착력 향상과 실링재 자체의 구조

치밀화에 의한 강도강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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