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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백색 LED가 상용화되면서 LED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백색 LED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단순히 장비의 표시 기능으

로 기능이 매우 제한적 이었지만 백색 LED와 동시에 휘도가 

높아지면서 사용영역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Fig. 1은 광 효율에 

따른 LED 사용분야를 나타낸다. 효율이 낮은 개발초기에는 교통 

표시등이나 휴대폰 키패드, BLU 등으로 사용되었다. 기술이 

발전하여 80 lm/w가 되면서 LCD TV나 모니터의 BLU에 적용되면

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광 효율이 120 lm/w 이상이 

되면서 조명분야에 적용이 되면 시장은 드라마틱하게 급성장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Fig. 1 Field of using LED related to the photo efficiency

Fig. 2 4 methods of making white LED

Fig. 2에 나타낸 것처럼 백색 LED을 만드는 방법이 크게 4가지

가 있다. 4가지 방법을 크게 2가지 종류로 구분하면 형 체를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뉜다. 형 체를 사용

하지 않는 방법은 2개 이상의 LED를 사용하여 원의 조합으로 

백색을 구 한다. 휘도가 높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 이 있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다. 형 체를 사용하는 방법은 청색 

LED에 황색 형 체를 조합하는 방법과 UV LED와 , 녹, 청 

3가지 형 체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재는 청색 LED
와 황색 형 체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때 형 체를 액상 실리콘과 혼합하여 Packaging 하는데 실리콘

과 형 체의 배합 비율에 따라서 백색 형태가 달라진다. 특히 

재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LCD TV와 모니터 BLU는 

커다란 향을 받는다. 때문에 형 체와 실리콘의 정확한 배합 

비율이 필요하다. 형 체는 분말형태로 보통은 수 마이크론에서 

수십 마이크론 정도의 입자크기를 가진다. 입자가 작아지면 입자

크기효과에 의해서 큰 강성을 가진다. 때문에 분말 제어시스템의 

경우 상물에 의해서 마모가 발생하여 수명이 짧다는 단 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로를 이동하는 방식을 

다공질 필터를 이용하여 로를 사용하지 않고 미량의 미세 

형 체를 제어하 다. 미세 분말 정 제어 기술은 의약품 

Package 분야에도 용가능 기술이다.

2. 실험장비

Fig. 3 Picker for fine powder

Fig. 3는 본 연구에서 제작된 다공질 필터를 이용한 미세분말 

Picker를 나타낸다. 상부의 Air 노즐에 의해서 진공과 상압이 

작용한다. 그리고 다공질 메탈 필터가 간에 삽입되어 있고 

하단에는 직경이 0.5 mm 두께가 1 mm의 노즐이 있다. 동작 

원리는 Fig. 4와 같이 우선 형 체 에 Picker를 치시키고 

솔 노이드 밸 를 이용해서 Air 노즐에 진공을 인가하면 노란색 

형 체가 노즐 내부를 채운다. 다음은 스펀지를 이용해서 

Scraping으로 노즐 이외에 붙어있는 형 체 분말을 제거한다. 
다음은 Air 노즐에 공압을 인가하여 형 체를 분사한다. 본 연구

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면 로를 사용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형 체와 상 운동을 하는 기구부가 없어 마모가 발생하지 

않아 부품의 수명이 길어 정량 제어가 용이하다. 노즐의 크기를 

달리하면 제어하고자 하는 체 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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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erating sequence

형 체 분말은 세라믹 계열의 물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 이 

략 2.4 - 2.6사이의 값을 가진다. 실험에 사용된 직경 0.5 mm 
두께 1 mm 노즐부분의 체 과 비 으로 분말이 아닌 고체 상태로 

무게를 계산하면 략 0.49 mg 정도가 된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미세 분말 제어모듈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 분해능이 0.01 
mg인 정  밸런스를 사용하여 무게를 측정하 다. 실험방법은 

Fig. 4와 같이 Scraping하고 형 체가 날리지 않도록 Fig. 5에서와 

같이 바이알 병에 가압을 통하여 배출한다. 바이알 병의 기 

무게를 측정하고 10회 분말을 Picking하여 평균된 값을 측정하

다.

Fig. 5 Measuring 10 times picking 

Table 1 Measuring 10 times picking data

회 1 2 3 4 5

무게(mg) 4.43 4.67 4.41 4.40 4.47

회 6 7 8 9 10

무게(mg) 4.46 4.51 4.45 4.39 4.29

Table 1과 Fig. 6는 10번씩 Picking한 형 체 분말을 10번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평균 으로 4.47 mg 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노즐 부분을 Solid로 생각하고 계산된 4.9 mg 보다 0.43 mg 작은량

으로 비 의 차이와 분말형태이므로 공극에 의해서 발생되는 

량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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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asuring 10 times picking data

Table 2 는 1회 Picking한 분말 양을 10회 측정한 값으로 평균이 

0.33 mg으로 반복능은 유지되지만 계산한 결과와는 차이를 나타

낸다. 이는 측정량이 매우 미소하여 밸런스의 선형성의 문제로 

상된다. 

Table 2 Measuring one time picking data

회 1 2 3 4 5

무게(mg) 0.32 0.29 0.33 0.27 0.35

회 6 7 8 9 10

무게(mg) 0.39 0.39 0.32 0.33 0.31

Fig. 7은 노즐부의 면 을 축소한 실험 장비를 나타낸다. 노즐

부가 축소되어 Scraping이 용이해지고 Picker를 취 하기 쉬운 

장 을 가진다.

Fig. 7 New design of powder picker

4. 결론

 LED는 형광체와 액상 실리콘의 배합비율에 따라서 백색 

LED의 스펙트럼이 달라진다. 현재 가장 큰 시장인 LCD BLU는 

동일한 광 스펙트럼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형광체 분말의 

미량 제어기술은 BLU용 LED칩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술이며 Scraping 공정의 개선을 통한 상용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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