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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ED(Light Emitting Diode) TV가 출시되면서 대면적 LCD TV에 사용되는 엣지형 LED 

백라이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LED TV는 (1) 도광판이 포함된 엣지형 백라이트를 최초로 

대면적 TV에 적용함과 동시에, (2) 백라이트용 광원으로 기존의 형광등 대신에 백색 LED를 사용

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LED TV에 적용된 55인치 엣지형 LED 백라이트와 기존

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던 CCFL(Cold Cathode Fluorescent Lamp) 백라이트의 발광특성을 분

광분석의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특히 백라이트의 구동 초기의 특성 변화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그림 1]은  LED 백라이트와 CCFL 백라이트의 스펙트럼을 1 분 단위로 측정한 결과이다.  

CCFL 백라이트의 스펙트럼은 수은 플라스마에서 발생하는 날카로운 원자 스펙트럼과 자외선

이 3색 형광체를 여기하면서 발생하는 폭넓은 스펙트럼이 중첩되어 있는 전형적인 삼파장 

형광등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CCFL 백라이트는 초기에 백라이트를 켠 후 시간이 변함에 따라 

스펙트럼이 현저히 바뀜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은을 자외선 발생원으로 사용하는 형광램프의 전형

적인 특성으로써, 램프가 켜진 후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수은 증기압이 상승하여 자외선 발생량

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형광체의 발광량이 증가하는 것이다(1). 반면에 초기에 상당한 세기를 보이

는 750 nm 근처의 Ar(CCFL 내부의 봉입 가스)의 발광 피크는 온도가 상승하고 수은원자의 밀도

가 높아짐에 따라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ED 백라이트의 스펙트럼은 청색 LED 

칩에서 발생하는 440 nm 부근의 날카로운 피크와 빨강 및 녹색 파장 대에 위치하는 두 가

지의 폭넓은 피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LED TV에 사용되는 백색 LED가 청색 LED와 

적녹형광체로 구성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LED TV의 색재현성 역시 CCFL BLU를 

활용한 LCD TV와 동등 수준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CCFL 백라이트와는 대조적으로 

LED 백라이트의 스펙트럼은 시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CCFL은 발광

특성을 결정하는 수은의 증기압이 온도에 매우 민감한 데 반해 백색 LED의 경우 온도 변화에 따

른 특성 의존성이 비교적 작은 청색 LED 칩을 사용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스펙트럼의 변화는 바로 시간에 따른 백라이트의 휘도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그림2]는 두 백라이트의 시간에 따른 휘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CCFL 백

라이트는 구동 직후의 휘도에 비해 포화된 상태의 휘도가 5000 cd/m2 이상 높았다. 포화된 

휘도의 90% 수준까지 상승하는 데에는 약 6~7분 정도가 걸린다. 이는 기본적으로 수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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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여기되어 자외선을 발생하기까지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됨을 의미한다. 반면

에 LED 백라이트의 경우는 최대휘도와 최소 휘도 사이의 차이가 약 400 cd/m2 정도에 불

과하여 온도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초기 20 여분 정도에 발생하는 휘도의 

저하는 백라이트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청색 LED의 접합부 온도(junction temperature)

가 상승함에 따른 효율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LED 백라이트의 분광특성 및 휘도가 가지는 시간에 따른 

변화폭이 CCFL 백라이트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작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LCD 

TV의 초기 화질에 관련해서 뚜렷한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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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LED 백라이트(왼쪽)와 CCFL 백라이트(오른쪽)의 발광스펙트럼의 시간의존

성. 스펙트럼 사이의 측정 간격은 1분이다. 

[그림 2] LED 백라이트와 CCFL 백

라이트의 시간에 따른 휘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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