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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형광체의 종류에 따른 백색 LED 광원의 발광 특성 분석

최현우ㆍ고재현†
한림대학교 전자물리학과

우 200-702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한림대학길 39

(2013년 3월 5일 받음, 2013년 4월 1일 수정본 받음, 2013년 4월 1일 게재 확정)

본 논문에서는 청색 LED 칩에 YAG:Ce와 (Sr, Ba)2SiO4:Eu 등 두 종류의 황색 형광체를 적용해서 제작한 백색 LED의 발광특

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두 백색 LED의 발광 스펙트럼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수학적 함수 형태로써 Asymmetric double 
sigmoidal 함수를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발광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피크들의 중심파장, 폭, 비대칭성에 대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구해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실리케이트계 형광체의 발광 스펙트럼 폭이 YAG 형광체에 비해 더 좁아 연색

지수의 측면에서 불리한 반면 구동전류에 따른 색도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백색 LED의 발광 

효율은 구동전류의 증가에 따라 단조감소하였는데, 실리케이트 형광체 기반 LED의 발광효율이 YAG형광체 기반 LED에 비해 

약 10~12 lm/W 정도 작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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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wo white light emitting diodes(LEDs) were manufactured by using two kinds of yellow phosphor, YAG:Ce and 
(Sr,Ba)2SiO4:Eu, and their spectroscopic propert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We found that the asymmetric double sigmoidal 
function can be applied to both white LEDs to obtain the center wavelength, the half width, and the skewness parameters.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half width of the emitting spectrum of silicate phosphor was smaller than that of YAG phosphor, 
indicating smaller color rendering index. However, the silicate phosphor exhibited better color stability depending on the driving 
current than the YAG phosphor. The current dependence of the luminous efficacy of both white LEDs was investigated, which 
showed that efficacy decreased monotonically with current. The efficacy of the silicate-based white LED was lower than that of 
the YAG-based LED by about 10~12 l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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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 친화적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에 따라 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조명 광원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 기존의 조

명광원인 백열전구와 형광등은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수은

과 같은 환경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 조명 

시장에서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백열전구와 형

광등을 대체할 수 있는 디자인의 고체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로 약칭) 램프가 조명시장에서 조금씩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그의 따른 응용범위도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날로 확대되고 있다.[1, 2] LED는 소비 전력이 낮고 

수명이 매우 길며 점광원이라는 광원의 형태를 자유자재로 

조합해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액정표시장치의 백라이트와 같은 디스플레이 광원이나 

휴대용 조명장치, 그리고 일반 조명용 광원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백색 LED는 대부분 청색 LED 
칩(chip) 위에 한 가지 이상의 파장변환물질을 도포함으로써 

백색을 구현한다. 최근 이러한 백색 LED의 효율은 고전류 구

동에서도 249 lm/W에 달하는 놀라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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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The LED package where three blue LED chips are 
located. The left and right pictures show the LED package before 
and after the phosphor formation, respectively. (b) The color 
coordinates of the white LED on the chromaticity diagram. The 
red circle corresponds to the YAG-based white LED while the 
blue circle to the silicate-based white LED. The greyish line near 
the middle is the Planckian locus. 

 InGaN계 청색 LED는 낮은 소비전력과 고효율이라는 장

점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백색 LED 내 여기 광원으로 쓰

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백색 LED는 고휘도 청색 

LED 칩 위에 청색광의 일부를 황색으로 변환시켜주는 황색 

형광체를 결합한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다. 높은 연색지수를 

요구하는 응용 분야에서는 근자외선 LED 칩 위에 삼파장 형

광체를 코팅해 백색을 구현하기도 한다.[4] 따라서 백색 LED
의 발광특성은 청색 혹은 근자외선 LED 칩뿐 아니라 이들 

여기광의 파장을 장파장으로 변환시키는 형광체의 특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형광체는 무기 물질인 호스트(host)에 희

토류 원소 계열의 활성제(activator)로 이루어져 있으며 근자

외선이나 청색과 같은 단파장의 광자(photon)를 흡수해서 그 

일부를 장파장의 가시광선으로 방출한다. 기존에 주로 사용

되어 온 황색 형광체는 Ce이 활성제로 도핑된 YAG(Yttrium 
Aluminium Garnet)계 형광체지만, 최근 실리케이트(Silicate) 
계열 형광체가 YAG 형광체를 부분적으로 대체해 사용되고 

있다.[5, 6] 그렇지만 이러한 다양한 황색 형광체가 백색 LED
의 발광특성에 주는 영향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교, 분
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백색 LED에 도포되어 있는 황색 형광체의 

종류에 따라 백색 LED의 발광 스펙트럼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러한 분광특성이 LED 구동조건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일한 청색 

LED 칩 위에 YAG계 형광체와 실리케이트계 형광체를 사용

한 두 종류의 백색 LED를 제작한 후 각각의 발광 특성을 상

세히 조사하였다. 특히 이 두 종류의 황색형광체가 만드는 

발광 스펙트럼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함수 형태를 찾았고 

이를 통해 발광 스펙트럼이 구동 조건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백색 

LED의 스펙트럼 분석 및 발광 특성의 항상성 확보를 위한 

되먹임(feedback) 기법의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백색 LED 제작 및 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형광체를 동일한 청색 LED 칩 

위에 도포하여 동일한 색좌표를 가진 백색 LED를 제작한 후

에, 이 두 종류의 백색 LED에 대한 분광 특성 평가를 진행

하였다. 특정한 색좌표를 가진 백색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명 에폭시 수지와 형광체 사이에 최적의 배합비를 찾

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백색 LED의 CIE(Commission 
International de l’Eclairage) 색 좌표가 등에너지(equal energy) 
조건인 x=0.333, y=0.333를 가지도록 LED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특정한 색좌표를 얻기 위해서 투명 에폭시 수

지와 형광체 사이의 배합비를 단계별로 변화시켜 합성한 후 

청색 LED에 도포하여 목표 색좌표를 만족하는 백색광의 

LED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사용된 형광체는 YAG(Y3Al5O12:Ce) 
및 실리케이트((Sr, Ba)2SiO4:Eu)계 형광체 등 두 종류였다. 
LED 패키지는 크게 포탄형 LED와 표면실장형 LED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색 LED 칩 3개가 들

어 있고 지름이 4 mm인 원형의 발광면적을 갖는 표면실장

형 LED 패키지를 이용하였고 투명 에폭시 수지로는 자외선 

경화 에폭시(NOA 65)를 사용하였다. 그림 1(a)는 청색 LED
와 황색형광체를 도포해 제작한 백색 LED를 보여준다. 제작

된 백색 LED의 발광 스펙트럼과 색 좌표를 알아보기 위해 

스펙트럼과 휘도, 색좌표를 측정할 수 있는 분광광도계

(PR-670, Photo Research)를 사용하였다. 색좌표를 측정하기 

위한 LED의 구동전류와 구동전압은 각각 81.1 mA, 3.14 V로

써 소비전력은 0.255 W였다. 평가 결과, 목적했던 색좌표의 

백색광을 구현하기 위한 YAG계 형광체와 실리케이트계 형

광체의 배합비는 각각 5%와 21%였다. 측정된 CIE 색 좌표

는 YAG계 형광체 도포 LED는 x=0.336, y=0.327였고 실리

케이트계 형광체 도포 LED는 x=0.325, y=0.333로 측정되었

다. 따라서 두 LED 모두 x=y=1/3 부근에서 거의 동일한 색 

좌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b)는 이러한 과

정을 통해서 얻어진 백색 LED의 CIE 색좌표를 색도도

(chromaticity diagram) 상에서 보여 주고 있다. 두 백색 LED
의 색좌표 모두 플랑키안 궤적(Planckian locus) 근처에 놓여 



66 한국광학회지 제24권 제2호,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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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Two emitting spectra of two white LEDs in the visible range. (b) The emitting spectrum of YAG-based white LED and fitting 
lines. (c) The emitting spectrum of silicate-based white LED and fitting lines.

TABLE 1. The best-fitted parameters for the two spectra shown in FIG. 2(a) by using Eq. (1)

Parameter
Blue peak Yellow peak

YAG Silicate YAG Silicate

xc (nm) 446.1 449.8 568.0 567.5

A (arb.unit) 3.19 1.97 0.599 0.833

w1 (nm) 1.79 9.71 109.5 60.7

w2 (nm) 5.17 3.92 14.0 16.6

w3 (nm) 8.35 10.1 32.9 32.1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제작된 YAG계 백색 

LED와 실리케이트계 백색 LED의 발광스펙트럼을 구동 전

류에 따라 측정한 후 휘도 및 효율, 그리고 스펙트럼의 형태

를 분석하였다. 모든 결과는 다섯 번의 측정을 통해 얻어진 

값에 대한 평균치로 제시되었다. 

III. 결과 및 논의

그림 2(a)는 YAG계 형광체와 실리케이트계 형광체를 청색 

LED에 코팅하여 만든 백색 LED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전
압은 3.14 V, 전류는 81.1 mA 조건(소비전력 0.255 W)에서 

측정하였다. 두 스펙트럼은 공통적으로 청색 LED가 내는 비

교적 날카로운 피크(peak)와 황색 형광체가 내는 넓은 피크

의 중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Sr, Ba)2SiO4:Eu 
형광체는 Sr과 Ba의 비 및 활성제인 Eu의 농도에 따라 발광

파장의 피크가 바뀌게 되는데, Eu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그런데 거

의 동일한 색 좌표를 보이는 그림 2(a)의 두 스펙트럼을 비

교해 보면, 실리케이트계 황색 발광 스펙트럼의 폭이 YAG
계 형광체의 스펙트럼보다 다소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실리케이트계 형광체 개발 초기부터 잘 알려져 있는 발광 

특성으로써, 이를 조명용 LED에 적용할 경우 연색지수(color 
rendering index) 혹은 색재현성(color gamut) 측면에서 YAG 
기반 백색 LED에 비해 더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해 진한 빨강 계열의 빛을 내는 형광체를 추가로 

도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LCD(Liquid Crystal Display) TV용 LED 백라이트에 들어가

는 LED의 경우에는 황색형광체 혹은 녹색 형광체에 빨강 계

열 형광체를 추가해서 TV가 요구하는 색재현성을 달성하고 

있다.[7]

발광 스펙트럼이 구동조건이나 주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령 외

부 조건의 변화에 따른 스펙트럼의 형태 변화를 정확히 파악

한다면 LED의 구동과정 중 온도 등의 조건이 바뀌었을 때 

그에 맞추어 구동조건을 자동으로 변경해 줌으로써 동일한 

색도와 밝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 동안 LED
의 발광스펙트럼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경험적인 함수 형

태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8-10] 본 연구에

서는 이전의 연구 결과
[10]

에 근거해서 다양한 함수를 활용해 

그림 2(a)의 스펙트럼을 곡선맞춤(fitting)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두 백색 LED의 스펙트럼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수

학적 함수 형태를 찾고자 하였다. 다양한 함수 형태를 시도

해 본 결과 청색 LED와 황색 형광체의 발광 스펙트럼 모두 

비대칭 함수인 Asymmetric double sigmoidal 함수(ADSF, 식 (1))
로 곡선맞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백색 

LED의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청색과 황색 발광 피크 모두 어

느 정도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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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dependence of xc, w1, w2, and w3 on the driving current of the spectra of blue LED chips.

이 식에서 y는 파장별 세기, y0는 배경 신호, x는 파장, A는 

스펙트럼의 세기와 관련이 있는 진폭 매개변수이다. 또한, xc

는 중심파장이고 w1는 반치폭(full width at half maximum)을 

반영하는 매개변수이며, w2와 w3는 각각 스펙트럼의 좌우에

서 비대칭의 정도(skewness)를 나타내는 매개변수이다. 이 

식을 사용해서 그림 2(a)의 스펙트럼을 곡선맞춤한 결과가 

그림 2(b)와 (c)에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들에서 기호는 측

정 데이터를, 실선은 곡선맞춤의 결과를 나타낸다. 표 1은 위

의 두 식으로 그림 2(a)의 스펙트럼을 곡선맞춤해서 얻은 각 

매개변수의 값을 정리한 것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황색 형광체 피크의 폭에 가

장 민감한 매개변수인 w1의 경우에는 실리케이트 형광체의 

값이 YAG 형광체의 경우보다 훨씬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2(a)에 제시된 두 백색 LED의 스펙트럼에서 보이는 폭

의 차이를 반영한다. 좁은 폭을 가진 실리케이트계 백색LED
의 색재현성(color gamut) 혹은 연색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실리케이트 형광체의 조성을 변

경해서 발광 스펙트럼을 넓히거나 적색 형광체와 같은 장파

장의 형광체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에

는 어느 정도의 효율 감소가 동반된다. 중심파장을 나타내는 

xc의 경우는 청색과 황색 피크 모두 두 백색 LED 사이에서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구동 조건에 따라 백색 LED의 스펙트럼이 어

떤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순방향 전류를 10 

mA에서 80 mA까지 10 mA 단위로 변화시키면서 스펙트럼

을 얻은 후 이를 식 (1)로 곡선맞춤을 수행해 스펙트럼의 형

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량적으로 조사하였다. LED 칩이 

방출하는 청색 스펙트럼에 대한 곡선맞춤의 결과는 그림 3
에, 황색 형광체의 발광 스펙트럼에 대한 결과는 그림 4에 

정리되어 있다. 이 그림들에 제시된 데이터는 모두 독립적으

로 다섯 번의 측정을 수행한 후 얻어진 결과를 평균한 것이

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색 LED 칩의 중심 파

장은 조사된 전류 범위 내에서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Varshni의 이론식에 의하면 LED 접합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 밴드갭(bandgap)이 줄어들어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증가하게 된다.[11] 실제 백색 LED의 온도를 상당 정도 증가

시켰을 경우에는 청색 LED가 내는 중심 파장이 현저히 변화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10] 본 연구에서 전류 증가에 따라 파

장이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은 10 mA에서 80 mA 정도

의 구동전류 범위 내에서 LED 접합부의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폭과 비대칭성을 나타

내는 매개변수인 w1, w2와 w3는 곡선맞춤의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림 3에 제시된 

w2와 w3의 결과는 YAG기반 LED의 청색 스펙트럼에 비해 

실리케이트기반 LED의 경우가 오른쪽으로 조금 더 비대칭

된 스펙트럼을 나타낸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그림 2(a)에서 

비교된 두 발광 스펙트럼의 형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
일한 청색 LED 칩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광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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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The dependence of xc, w1, w2, and w3 on the driving current of the spectra of yellow phosphors.

(a) (b)

FIG. 5. The dependence of the color coordinates on the driving current of two white LEDs.

이 달라지는 이유는 청색 LED가 내는 빛과 형광체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서는 보다 면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는 두 백색 LED의 황색 스펙트럼에 대한 곡선맞춤

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중심파장은 두 LED 모두 568 nm 
정도로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전류에 따라 별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형광체의 폭 역시 전류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으나 YAG 형광체의 발광스펙트럼이 실리케

이트 형광체의 그것에 비해 훨씬 큰 폭을 나타냄을 알 수 있

고 이는 그림 2(a)에서 제시된 스펙트럼의 형태에서 확인한 

바 있다.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w2의 경우는 실리케이트 형광

체의 스펙트럼의 값이 모든 전류 영역에서 YAG형광체의 그

것이 나타내는 수치보다 더 큰 데 반해, w3는 YAG 형광체의 

스펙트럼이 나타낸 수치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YAG 
형광체의 스펙트럼이 중심 파장의 오른쪽, 즉 장파장 쪽에 

더 높은 세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경향은 그림 2(a)
에서 쉽게 확인이 된다. 그림 3과 4에 제시된 매개변수들의 

구동전류에 따른 변화는 매우 작으므로 두 백색 LED의 색좌

표의 변화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5
는 두 백색 LED의 색좌표의 구동전류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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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The dependence of the luminance and the luminous efficacy on the driving current of two white LED’s. 

고 있다. YAG 형광체 기반 백색 LED의 색좌표는 전류가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함에 반해 실리케이트계 형광체 기반 LED
의 색좌표는 전류에 따라 약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색좌표

의 변화량, 특히 좌표 y의 변화량은 실리케이트 형광체 기반 

LED가 0.005 정도로써 YAG 형광체 기반 LED의 절반 정도

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구동전류에 따른 색도 안정성의 

측면에서 실리케이트계 형광체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을 보여준다. 
이상의 실험 결과는 적절한 수학적 함수 형태의 선정을 통

해 백색 LED의 스펙트럼이 구동전류나 온도와 같은 다양한 

변수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정량적으로 추적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경우 측정되지 않은 변수의 

영역에 대해서도 내삽 혹은 외삽을 통해 스펙트럼의 형태를 

예측할 수 있고 이로부터 예상되는 휘도와 색좌표의 변화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에 근거해서 백색 LED가 적용

된 기기의 성능의 항상성을 확보하기 위한 되먹임(feedback) 
회로를 디자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LED 조명의 설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12-13]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때 이러한 

접근법은 LED의 구동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는 서로 다른 형광체를 사용한 두 백색 LED가 나

타내는 발광 효율의 전류의존성을 평가하였다. 효율 평가를 

정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분구 등 고가의 계측장비가 

요구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휘도 L의 각도(θ )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여 효율을 계산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했다. 여기에

서 각도 θ는 백색 LED 발광면의 법선에 대한 각도를 의미

한다. L(θ )로부터 광속 를 구하는 과정은 다음 식들로 정

리될 수 있다. LED의 발광면적(이 경우는 지름이 4 mm인 

원의 면적)을 A라 하면, 휘도는 광도 I와 식 (2-1)의 관계에 

있다. 단 는 고체각이고 는 방위각이다. 광도를 발광면이 

향하는 반구 쪽의 고체각(즉 2π  sr)에 대해 식 (2-2)에 따라 

적분하면 광속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광속을 소비전

력으로 나눠주면 발광효율이 나온다. 

  cos (2-1)

cos (2-2)

cossin (2-3)

 




cossin (2-4)

본 연구에서는 각도에 따라 휘도를 구한 다음 이 데이터를 

4차의 다항식으로 곡선맞춤한 후에 그 결과를 식(2-2)에 대

입하여 광속을 구하는 방법을 취했다. 구동전류에 따라 측정

된 휘도 및 발광효율이 그림 6(a)와 6(b)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6(a)에서 제시된 데이터는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휘도

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기울기가 완만해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전류 증가에 따라 발광효율이 감소한다는 것

을 암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일한 구동 전류에서 실리케이

트 형광체 기반 백색 LED의 휘도가 더 작기 때문에 발광효

율 역시 실리케이트 형광체 기반 백색 LED가 더 작을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림 6(b)에 제시된 효율의 수치는 일반적인 백

색 LED가 나타내는 효율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백색 

LED 모두 전류 증가에 따라 효율이 단조감소하고 있고 실리

케이트 형광체 기반 LED의 발광효율이 YAG형광체 기반 

LED에 비해 약 10~12 lm/W 정도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실리케이트계 형광체를 적용한 백색 LED는 스펙트럼

의 폭의 협소함에 따른 연색지수의 감소 및 발광효율 저하에 

따른 소비전력 증가 등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효율평가 방법은 일정한 발

광면을 가진 백색 LED나 유기발광다이오드의 소비전력의 

대략적인 경향을 간단히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실리케이트계 

형광체의 효율은 온도에 대해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14] 따라서 온도를 정확히 조정하면서 두 백색 LED의 발

광특성을 조사하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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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청색 LED에 YAG:Ce와 (Sr, Ba)2 

SiO4:Eu 등 두 종류의 황색 형광체를 적용해서 제작한 백색 

LED의 발광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두 백색 LED의 스펙

트럼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 함수로써 Asymmetric double 
sigmoidal 함수를 이용해 발광 스펙트럼의 중심파장, 반치폭, 
비대칭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 실리케이트계 형광체의 

황색 발광 스펙트럼의 폭이 YAG 형광체의 그것에 비해 좁

아서 연색지수 측면에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에 구동

전류에 따른 색도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실리케이트계 형광

체가 장점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백색 LED가 방출하

는 발광면 휘도의 각도의존성을 조사한 후에 이를 이용해 계

산된 발광효율의 전류 의존성을 조사한 결과 두 백색 LED 
모두 전류 증가에 따라 효율이 단조감소하며 실리케이트 형

광체 기반 LED의 발광효율이 YAG형광체 기반 LED에 비해 

약 10~12 lm/W 정도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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