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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개수 및 길이에 따른 면광원 램프의 효율 비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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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Channel Number and Channe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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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lass forming technology is used to form channels of external electrode flat fluorescent lamps (FFL). The efficiency
of FFL depends on the number and the length of the channels. Five FFLs with same size (300 mm×80 mm), different
channel number, and different channel length were fabricated. The electrical and optical characteristics of 5 FFLs were
evaluated. It was found that the FFL with one channel with its channel length of 1,110 mm and channel width of 7 mm
corner width was shown to have the highest efficiency at room temperatur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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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외부전극 면광원(external electrode flat fluorescent

lamps; EEFFLs)은 LCD TV용 배면광원(backlight)으

로 개발이 시작되었다. LCD TV용으로 개발이 시작

된 광원이기 때문에 60,000 시간의 장수명과 높은 광

효율을 가지고 있다. 면광원을 제작하는 방법은 두꺼

운 소다라임 유리의 내부면을 깎아서 방전 채널을 만

드는 샌드 블라스트 방식과 얇은 판유리를 고온에서

성형 제작하는 글래스 포밍(glass forming)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샌드 블라스트 방식은 방식의 특

성상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리고,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글래스포밍 방식을 이용한 램프

제작 방법이 램프 양산에 적용 되었다. 

외부전극 면광원은 다수의 방전 채널을 가지고 있

으며, 양측에 부착된 외부전극을 통해 고전압이 인가

되어 발광하는 전형적인 외부전극 형광램프(external

electrode fluorescent lamps; EEFLs)의 특성을 보여주

고 있다. 방전 채널의 형상은 면광원의 구동 전압, 전

류, 효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이다[1-3].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외부전

극 면광원의 전기, 광학적 특성이 면광원의 채널 수

및 채널 길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였다. 

2. 외부전극 면광원의 특징

2.1. 외부전극 면광원

외부전극 형광램프는 외부전극의 전기 용량성 결합

에 의한 교류 전원에 의해 구동된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인버터를 단순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1-3].

외부전극 면광원은 Fig. 1과 같이 다수의 램프를 1개

의 전극에 병렬로 연결하여 구동하는 방식을 사용한

다. 병렬 연결된 양측 전극에 고전압이 인가되면, 각

채널이 점등되고 이때 채널에 흐르는 전류는 외부전

극의 용량성 결합에 의해 조절된다. 

Fig. 2는 외부전극 면광원 램프가 점등된 그림으로 양

측 전극에 의해 병렬 구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2. 외부전극 면광원 램프의 제작

본 연구에 사용된 면광원 램프는 글라스 포밍(glass†E-mail : whur@miraeligh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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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ing)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램프를 제작하였다.

글라스 포밍은 램프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1장의 상

판 금형을 이용하며, 금형에 고온을 인가한 후 얇은

판유리를 금형 사이에 배치하고 양측에서 압력을 가

하게 되면, 고온에 의해 유리가 연화되어 금형의 형상

과 동일하게 유리판의 형상이 변형된다. 이렇게 제작

된 상판 유리판을 가공 되지 않은 판유리와 결합하면

1개의 램프가 제작된다. 이러한 공정의 특성으로 인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요구되는 크기 및 형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램프 제작이 가능하다. Fig. 3은 상판

유리를 글라스 포밍 머신(glass forming machine; G.F.M)

에서 성형하는 모습이다. 

2.3. 테스트용 면광원 램프의 특징

면광원의 구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수의 소형

램프를 제작하였다. 각 램프의 크기는 동일하나 채널

의 길이와 채널의 수에는 차이가 있다. 램프의 외곽

크기는 300 mm×80 mm이며, 방전 채널의 높이는 동

일하다. 각 램프의 채널 개수는 1개 또는 2개로 구성

되어 있고, 채널이 꺾어지는 곡면에서의 채널 폭에 차

이가 있으며, 2채널 램프의 구조에서는 채널의 진행

방향과 꺾임부의 폭에 차이를 가지고 있다. 방전 채널

의 진행 방향에 따라 채널 길이가 달라지고, 특히 채

널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방전 전압이 매우 높아지

는 경우가 발생하여 채널 길이는 최대 1,200 mm가 넘

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램프의 전극은 구리 테이

프를 사용하였다. Fig. 4는 실험에 사용된 면광원 램프

의 채널 형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각 램프의 사양은

Table 1과 같다. 

Fig. 1. Structure of EEFFLs' electrode and channels.

Fig. 2. Structure of FFL's channels.

Fig. 3. Glass forming.

Fig. 4. Channel shapes of test samples.

Table 1. Specification of lamps

Lamps
type

Channel
length(mm)

Number of 
channels(EA)

Remarks

Case#1 1,060 1
Corner
10mm

Case#2 1,110 1
Corner
7mm

Case#3 520 2
Corner
10mm

Case#4 520 2
Corner
10mm

Case#5 570 2
Corner
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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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에 사용된 각각의 램프는 Ar, Ne으로 이루어진

혼합가스를 사용하며 내부 가스압은 25Torr로 동일하

고 사용된 형광체는 일반 조명용 형광체를 사용하였

으며, 형광체의 색온도는 5,000 K를 적용하였다. 

3. 효율 측정

제작된 램프의 광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본 실험에

서는 광속구를 사용하여 광원의 효율을 측정하였다.

광속구는 지구본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원형

구 내의 중앙에 광원이 위치하고 내부에 도포된 반사

물질에 의해 광원에서 발생된 빛이 광속구내 검출 센

서(spectrometer)에 흡수되어 광원의 특성이 측정된다.

이때 측정되는 것은 광원의 총 광속(Light flux)와 스펙

트럼(spectrum)이며, 광원의 효율은 광원의 광속인 루

멘(lumens)와 입력 전력(watt) 즉, lm/watt로 산출한다.

각 램프는 광속구 내에서 30분간의 에이징을 한 후

광속을 측정하였다. 이때 입력 전력은 DC 파워 서플

라이의 전압, 전류를 측정하였다. 

4. 테스트용 인버터

각 램프를 구동하기 위한 인버터는 풀브리지로 설

계된 사인파 인버터를 이용하며, 인버터는 외부전극

램프의 특성상 누설 커패시턴스를 최대한 고려하여

Fig. 6과 같은 플로팅(floating)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램프의 길이가 긴 CCFL, EEFL등을 기존 CCFL 구동

방식과 같은 HOT-COLD 방식으로 구동을 하면 램프

양단에서 밝기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

생하면 램프의 측정 위치에 따라 휘도 균일도가 달라

지며 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Fig. 6과 같이

램프의 양쪽 전극에 2개의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여 양

쪽 전극이 접지를 기준으로 각 전극의 전위가 HOT-

HOT이 인가될 수 있도록 플로팅 방식을 사용 하였다
[4-7].

5. 실험 결과

제작된 각 램프들은 광속구 내에서 30분간 에이징

을 한 후 램프의 출력 광속과 램프 전압, 전류를 측정

하였다. 이때 각 램프의 전극은 구리 테이프를 이용하

여 점등시켰으며, Case#1-Case#2의 경우 양측 전극

길이는 30 mm 이며, Case#3-Case#5의 경우에는 전극

길이를 15 mm로 부착하였다. 

Fig. 8-Fig. 11은 각 램프별 점등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각 램프는 정상적으로 점등됨을 볼 수 있으며,

각 램프별로 방전 채널이 넓은 채널 중앙부에서는 관

벽 부하가 줄어들어 방전 전류의 흐름이 약해짐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채널의 꺾임부에서는 반대로

방전 전류의 세기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부

분의 휘도를 측정하면, 휘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예들 들어, Case#2의 경우 중앙 채널

부의 휘도는 약 13,000cd/㎡, 꺾임부의 휘도는 약

17,000 cd/m2가 측정된다. Case#1의 경우에는 중앙부

의 휘도는 12,000 cd/m2 꺾임부의 휘도는 약 15,000

Fig. 5. Integrating sphere.

Fig. 6. Connection of inverter with EEFL or FFL.

Fig. 7. Test inverter with lamp(Cas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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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2으로 관벽 부하가 줄어들어 휘도가 낮아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2개의 방전 채널을 가진 Case#3-Case#5의 경우에는

1개의 램프가 2개의 채널로 만들어져 있어, 채널의 길

이가 Case#1-Case#2에 비해 1/2로 줄어들어 방전 전

압이 낮아지는 반면, 인버터에서 램프에 공급되는 전

류도 각각 1/2씩 나누어 공급된다. 그 결과 각 채널별

휘도는 Case#1-Case#2에 비해 많이 낮게 측정된다.

또한 방전 채널의 진행 방향에 의한 구동 상에서의 영

향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런 미세한 차이는 일반적인

휘도계로는 측정이 불가능하며, 광속구를 이용하여 광

원의 총 광속을 측정 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각 램프별로 플라즈마의 진행 방향

은 각 채널의 진행방향에서 최단 거리 방향으로 플라

즈마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각

모서리에서는 모든 램프가 동일하게 플라즈마가 집중

되어 다른 구간들에 비해 높은 휘도가 나오는 특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일반적인 직관형 냉

음극 형광램프(cold cathode fluorescent lamp; CCFL),

또는 외부전극 형광램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Table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램프별 특성 측정

결과이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램프의 구성이

1채널 또는 2채널인가에 따라 구동 전압, 전류가 다르

고 또한 채널 꺾임부의 폭에 따라서도 각 램프별로 효

율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효율이 좋은 램프

는 1개의 방전 채널을 가지고 꺾임부 폭이 7 mm인

Case#2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효율의 차이는 램프의 전극에서 발생하는

음극강하손실(Cathode fall loss)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되며, 특히 1채널과 램프와 2채널 램프에서의 차이는

Fig. 8. Case #1 lamp light up.

Fig. 9. Case #2 lamp light up.

Fig. 10. Case #3 lamp light up.

Fig. 11. Case #4 lamp light up.

Table 2. Test results

Type
Input
power

Lamp
voltage

Lamp
current

Light
output

Efficiency

Unit Watt Vrms mArms Lumens lm/W

Case#1 11.7 1,200 11.0 668.4 57.1

Case#2 13.6 1,300 10.0 896.3 65.9

Case#3 9.1 928 12.2 470.8 51.7

Case#4 9.5 864 13.0 495.3 52.1

Case#5 10.7 832 12.7 588.6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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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개수가 증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 저하와

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8]. LCD-TV용 배면광원의 경

우에도 직관형 램프를 다수 사용한 것보다 U자형 램

프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면광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9].

6. 결 론

면광원 설계 시 채널의 개수와 채널 길이에 따라 방

전 전압과 효율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동일

한 면적을 밝혀야 하는 면광원의 설계에 매우 중요한

특성이며, 방전 채널의 길이가 길수록, 즉 방전 채널

숫자가 적을수록 효율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효율 향상을 위하여 채널의 길이를 증가 시키는 경우

효율 향상을 얻을 수 있으나, 반대로 구동 전압의 증

가로 인해 저온에서의 구동이 어려워 진다.[10] 이러한

특성은 광원 구동을 위한 인버터와 면광원 모두가 적

절하게 구동 조건을 설정한 후 각각의 분야에서 설계

가 이루어 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면광원의 각 채널을 CCFL, EEFL 각각의 램프로

보았을때, 백라이트 유닛 구성 시 램프의 개수가 많아

질수록 효율이 저하되고, 길이가 길수록 구동 전압 증

가로 인한 저온 구동이 어려운 특성은 기존 CCFL,

EEFL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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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Lamps efficiency and volt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