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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이크로 LED는 높은 효율, 긴 수명, 높은 명

암비, 디스플레이 패널 크기 확장에 제한이 없

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유연 디스플레이, 투

명 디스플레이 구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이크로 LED 기반  

 

 

디스플레이는 TV 또는 사이니지 등 대형 디

스플레이에서부터, 스마트폰, 자동차용 HUD, 

노트북용 BLU 등 중소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VR·AR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

지 그 응용 분야가 다양하다 [1].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00 μm 이하로 정의

되는 마이크로 LED는 웨이퍼 제조, 칩 가공, 전

사(transfer) 및 접합(bonding)을 통한 패널 모

듈 제조 그리고 색 구현 순으로 제작된다.

4 K 디스플레이 구현에 약 2천 5백만 개의 마

이크로 LED 칩이 소요되며 전통적인 pick-and-

place 공정을 적용하여 시간당 약 천 개의 칩을 

1 μm의 정밀도로 옮긴다고 가정하면 약 2.8년

이 걸린다고 한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 LED 칩

을 웨이퍼 혹은 인터포저에서 디스플레이 패널 

기판으로 옮기는 전사 공정을 짧은 시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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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적으로 완료하는 것이 마이크로 LED 상용

화에 가장 큰 핵심 중 하나이다. 이러한 시장

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다양한 전사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특허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10일 

현재 약 350개의 회사나 연구소에서 마이크로 

LED에 관련된 약 5,500개에 가까운 특허를 출

원하고 있다고 한다 [1]. 상기 특허 중 상당 부

분이 최근에 출원되었고 2019년도에만 약 40%

에 해당하는 특허가 출원되어서 마이크로 LED

가 시장에서 폭발적인 조명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pple/Luxvue, X-Celeprint, Sony 등

이 전통적인 강자인데 여기에 2018년부터 중

국 업체가 이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

다. 이것은 중국이 단순한 제조 중심국에서 탈

피하여 기술 혁신을 중시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20년 

현재 전 세계 디스플레이 생산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이듯이 앞서 언급한 전사 기술

과 관련된 특허가 전체 특허의 약 24%를 차지하

고 있다. 약 150개의 회사가 전사 기술과 관련

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마이크로 LED용 전사 기술 개발 동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마이크로 LED용 전사 기술 

개발 동향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해 여러 국가가 마이

크로 LED 전사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

다. 특히 그동안 디스플레이 기술의 종주국으

로서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의 아성을 무너뜨

리기 위해 국가 차원에 다양한 기술 개발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LED 인프라 투자를 확

대하면서 LED 디바이스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

고 있으나, 핵심 소재 및 공정기술이 부족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마

이크로 LED 융합기술 개발에 다소 시간이 소

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일본은 차세대 융합정보기기 제품

(AR/VR), 차세대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마이크로 LED 기술 확보를 위해 해당 

전문기업에 민간 주도 투자, 인수합병 등을 통

해 기술 확보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의 독일,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 등은 

전문연구 기관에 국가투자와 민간기업주도 간

접투자, 인수합병 등으로 핵심기술 확보, 상

용화 추진 유럽연합 R&D 사업으로 마이크로 

LED 적용 섬유/인쇄형 디스플레이 개발(PJT명 

: NEON, DAINO 등), 프라운호퍼, IOP, Tyndal, 

IMEC 등의 연구기관 주도 소재, 공정 및 장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전사 기술을 개발할 때 다양한 요인을 검토

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생산성, 수율, 칩 처리 

능력, known-good die (KGD) 판별 능력, 지적 

재산권, 공정 비용 절감을 고려하면서 개발해그림 1 ▶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마이크로 LED [1]. 그림 2 ▶  마이크로 LED 특허 분류 [1].



Sp
ec

ia
l T

he
m

e 

12 13

w
w

w
.kieem

e.or.kr

E2 M
 전
기

 전
자
와

 첨
단

 소
재

   
   

 •

•       April  2021  Vol. 34,  N
o. 2

1. 서론

마이크로 LED는 높은 효율, 긴 수명, 높은 명

암비, 디스플레이 패널 크기 확장에 제한이 없

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유연 디스플레이, 투

명 디스플레이 구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이크로 LED 기반  

 

 

디스플레이는 TV 또는 사이니지 등 대형 디

스플레이에서부터, 스마트폰, 자동차용 HUD, 

노트북용 BLU 등 중소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VR·AR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

지 그 응용 분야가 다양하다 [1].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00 μm 이하로 정의

되는 마이크로 LED는 웨이퍼 제조, 칩 가공, 전

사(transfer) 및 접합(bonding)을 통한 패널 모

듈 제조 그리고 색 구현 순으로 제작된다.

4 K 디스플레이 구현에 약 2천 5백만 개의 마

이크로 LED 칩이 소요되며 전통적인 pick-and-

place 공정을 적용하여 시간당 약 천 개의 칩을 

1 μm의 정밀도로 옮긴다고 가정하면 약 2.8년

이 걸린다고 한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 LED 칩

을 웨이퍼 혹은 인터포저에서 디스플레이 패널 

기판으로 옮기는 전사 공정을 짧은 시간 안에 

마이크로 LED용 
전사 기술 개발 동향

2
Special Theme  첨단 전자패키징 기술 동향

글_ 최 광 성  책임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소재연구실

대면적으로 완료하는 것이 마이크로 LED 상용

화에 가장 큰 핵심 중 하나이다. 이러한 시장

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다양한 전사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특허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10일 

현재 약 350개의 회사나 연구소에서 마이크로 

LED에 관련된 약 5,500개에 가까운 특허를 출

원하고 있다고 한다 [1]. 상기 특허 중 상당 부

분이 최근에 출원되었고 2019년도에만 약 40%

에 해당하는 특허가 출원되어서 마이크로 LED

가 시장에서 폭발적인 조명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pple/Luxvue, X-Celeprint, Sony 등

이 전통적인 강자인데 여기에 2018년부터 중

국 업체가 이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

다. 이것은 중국이 단순한 제조 중심국에서 탈

피하여 기술 혁신을 중시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20년 

현재 전 세계 디스플레이 생산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이듯이 앞서 언급한 전사 기술

과 관련된 특허가 전체 특허의 약 24%를 차지하

고 있다. 약 150개의 회사가 전사 기술과 관련

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마이크로 LED용 전사 기술 개발 동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마이크로 LED용 전사 기술 

개발 동향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해 여러 국가가 마이

크로 LED 전사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

다. 특히 그동안 디스플레이 기술의 종주국으

로서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의 아성을 무너뜨

리기 위해 국가 차원에 다양한 기술 개발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LED 인프라 투자를 확

대하면서 LED 디바이스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

고 있으나, 핵심 소재 및 공정기술이 부족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마

이크로 LED 융합기술 개발에 다소 시간이 소

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일본은 차세대 융합정보기기 제품

(AR/VR), 차세대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마이크로 LED 기술 확보를 위해 해당 

전문기업에 민간 주도 투자, 인수합병 등을 통

해 기술 확보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의 독일,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 등은 

전문연구 기관에 국가투자와 민간기업주도 간

접투자, 인수합병 등으로 핵심기술 확보, 상

용화 추진 유럽연합 R&D 사업으로 마이크로 

LED 적용 섬유/인쇄형 디스플레이 개발(PJT명 

: NEON, DAINO 등), 프라운호퍼, IOP, Tyndal, 

IMEC 등의 연구기관 주도 소재, 공정 및 장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전사 기술을 개발할 때 다양한 요인을 검토

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생산성, 수율, 칩 처리 

능력, known-good die (KGD) 판별 능력, 지적 

재산권, 공정 비용 절감을 고려하면서 개발해그림 1 ▶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마이크로 LED [1]. 그림 2 ▶  마이크로 LED 특허 분류 [1].



Sp
ec

ia
l T

he
m

e 

14 15

w
w

w
.kieem

e.or.kr

E2 M
 전
기

 전
자
와

 첨
단

 소
재

   
   

 •

•       April  2021  Vol. 34,  N
o. 2

유동 전사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연구되고 있

으나 아직 업체의 표준으로 인정 받는 기술이 

없는 상황이다. 각각의 기술이 장점도 있지만, 

상용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단점이 있기 때문

이다. 정전기나 자기력을 이용하는 경우 마이

크로 LED 칩 자체에 추가로 금속층을 올리는 

공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적인 공정은 칩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LED 칩의 저가격화가 핵심인 상용화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스탬프를 이용하는 공정은 대면적화가 어렵

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대면적의 경우 PDMS를 통해 압력을 균일하게 

전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용역 공정을 

이용한 자가 정렬은 용역 공정 후에 그 용액 공

정을 짧은 시간에 얼마나 잘 제거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답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

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 밖에도 이러한 기술들이 해결해야 할 과

제는 다양하다. 마이크로 LED의 픽셀 밀도는 

제품에 따라 응용에 따라 다양하다. 다양한 픽

셀 밀도 즉 마이크로 LED의 간격에 쉽게 대응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높은 수율 

및 생산성이 높아야 하며 정밀도도 높아야 한

다. 테스트도 매우 중요하다. 광학적인 방법으

로는 마이크로 LED의 발광 여부만을 테스트할 

수 있다. 전류를 흘려주어 휘도에 따라 마이크

로 LED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사 공정

이 이러한 테스트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

다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Repair 혹은 대체품을 전사할 수 있는 기술 

또한 필요하다. 전사 공정을 통해 100%의 수

율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공정 자체의 수율

도 그렇지만 마이크로 LED의 파손 혹은 휘도 

등급이 다를 경우 이를 대체하는 공정이 상용

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repair 가능 여부

야 한다. 대형 디스플레이용 전사 기술에는 인

터포저를 이용한 전사 기술과 웨이퍼에서 디

스플레이 패녈 기판으로 직접 전사하는 방법

이 있으나 높은 수율, 다양한 피치 대응 능력, 

RGB 마이크로 LED를 미리 배열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인터포저를 이용하는 방법이 널리 적

용되고 있다. 이는 마이크로 LED의 광 특성 등

이 웨이퍼 위치에 웨이퍼에 따라 서로 다르며 

이에 따라 다양한 마이크로 LED의 조합이 필

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터포

저를 적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전자 디스플레이 업체는 안타깝게

도 대부분 해외에서 개발된 소재나 공정을 적

용하여 전사 공정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의 국

산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사 기

술의 경우 PDMS stamp를 이용하거나 self-

align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한국기계연구원은 그림 3에 있는 바와 같

이 롤 형태의 PDMS stamp를 적용하여 전사 기

술을 개발하고 있다 [2]. 

이러한 PDMS를 이용하는 전사 기술은 상대

적인 점착력의 차이를 이용한다. 즉, 마이크로 

LED와 스탬프의 점착력보다 디스플레이 기판

과 마이크로 LED의 점착력이 크다면 마이크

로 LED의 전사 공정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다

면 마이크로 LED의 전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스탬프의 점착 소재로 주로 사용되

는 PDMS의 점착력 제어가 매우 중요하다. 이

를 제어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다. 소

재 자체의 점착력을 조절하거나 전사 공정의 

속도, 온도, UV 조사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

렇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PDMS 소재 자체를 대부분 해외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디스플레이에서도 소재의 국산화가 

필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광기술원은 laser ablation에 기반한 전

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즉, 전사 소재의 레

이저를 조사하여 국부적으로 원하는 영역에 

원하는 양만큼 레이저를 변형시켜 점착 면적

을 조정함으로 전사 공정을 완성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적용되는 소재 역시 일본 

소재로 이를 국산화하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

다. 엘씨 스퀘어는 레이저를 기반으로 인터포

저에 마이크로 LED를 배치하는 전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3]. 프로닉스는 대량전사를 위

해 진공 모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전

자통신연구원은 LABC (laser-assisted bonding 

with compression) 공정과 자체 개발한 동시 

점착 접합 소재를 적용한 전사 기술을 개발하

고 있다.

그림 4는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전사 기

술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정전기력을 이용한 

MEMS 기술, elastomer stamp 기술, 자기력 및 

전자기력 기반 기술, 접착제를 이용한 기술,  
그림 3 ▶  대면적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전사용 Roll 전사 방

법 [2].

그림 4 ▶  대면적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전사 기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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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전사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연구되고 있

으나 아직 업체의 표준으로 인정 받는 기술이 

없는 상황이다. 각각의 기술이 장점도 있지만, 

상용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단점이 있기 때문

이다. 정전기나 자기력을 이용하는 경우 마이

크로 LED 칩 자체에 추가로 금속층을 올리는 

공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적인 공정은 칩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LED 칩의 저가격화가 핵심인 상용화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스탬프를 이용하는 공정은 대면적화가 어렵

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대면적의 경우 PDMS를 통해 압력을 균일하게 

전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용역 공정을 

이용한 자가 정렬은 용역 공정 후에 그 용액 공

정을 짧은 시간에 얼마나 잘 제거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답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

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 밖에도 이러한 기술들이 해결해야 할 과

제는 다양하다. 마이크로 LED의 픽셀 밀도는 

제품에 따라 응용에 따라 다양하다. 다양한 픽

셀 밀도 즉 마이크로 LED의 간격에 쉽게 대응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높은 수율 

및 생산성이 높아야 하며 정밀도도 높아야 한

다. 테스트도 매우 중요하다. 광학적인 방법으

로는 마이크로 LED의 발광 여부만을 테스트할 

수 있다. 전류를 흘려주어 휘도에 따라 마이크

로 LED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사 공정

이 이러한 테스트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

다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Repair 혹은 대체품을 전사할 수 있는 기술 

또한 필요하다. 전사 공정을 통해 100%의 수

율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공정 자체의 수율

도 그렇지만 마이크로 LED의 파손 혹은 휘도 

등급이 다를 경우 이를 대체하는 공정이 상용

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repair 가능 여부

야 한다. 대형 디스플레이용 전사 기술에는 인

터포저를 이용한 전사 기술과 웨이퍼에서 디

스플레이 패녈 기판으로 직접 전사하는 방법

이 있으나 높은 수율, 다양한 피치 대응 능력, 

RGB 마이크로 LED를 미리 배열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인터포저를 이용하는 방법이 널리 적

용되고 있다. 이는 마이크로 LED의 광 특성 등

이 웨이퍼 위치에 웨이퍼에 따라 서로 다르며 

이에 따라 다양한 마이크로 LED의 조합이 필

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터포

저를 적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전자 디스플레이 업체는 안타깝게

도 대부분 해외에서 개발된 소재나 공정을 적

용하여 전사 공정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의 국

산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사 기

술의 경우 PDMS stamp를 이용하거나 self-

align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한국기계연구원은 그림 3에 있는 바와 같

이 롤 형태의 PDMS stamp를 적용하여 전사 기

술을 개발하고 있다 [2]. 

이러한 PDMS를 이용하는 전사 기술은 상대

적인 점착력의 차이를 이용한다. 즉, 마이크로 

LED와 스탬프의 점착력보다 디스플레이 기판

과 마이크로 LED의 점착력이 크다면 마이크

로 LED의 전사 공정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다

면 마이크로 LED의 전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스탬프의 점착 소재로 주로 사용되

는 PDMS의 점착력 제어가 매우 중요하다. 이

를 제어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다. 소

재 자체의 점착력을 조절하거나 전사 공정의 

속도, 온도, UV 조사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

렇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PDMS 소재 자체를 대부분 해외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디스플레이에서도 소재의 국산화가 

필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광기술원은 laser ablation에 기반한 전

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즉, 전사 소재의 레

이저를 조사하여 국부적으로 원하는 영역에 

원하는 양만큼 레이저를 변형시켜 점착 면적

을 조정함으로 전사 공정을 완성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적용되는 소재 역시 일본 

소재로 이를 국산화하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

다. 엘씨 스퀘어는 레이저를 기반으로 인터포

저에 마이크로 LED를 배치하는 전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3]. 프로닉스는 대량전사를 위

해 진공 모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전

자통신연구원은 LABC (laser-assisted bonding 

with compression) 공정과 자체 개발한 동시 

점착 접합 소재를 적용한 전사 기술을 개발하

고 있다.

그림 4는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전사 기

술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정전기력을 이용한 

MEMS 기술, elastomer stamp 기술, 자기력 및 

전자기력 기반 기술, 접착제를 이용한 기술,  
그림 3 ▶  대면적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전사용 Roll 전사 방

법 [2].

그림 4 ▶  대면적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전사 기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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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repair에 드는 시간 자체를 감소시

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림 5는 대면적 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의 다양한 전사 기술을 공정 신뢰성, 생산성, 

확장성, 선택성, 수율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다. 

이중 상기 요구 조건을 가장 잘 충족하는 기술

은 레이저를 이용하거나 초음파를 이용하는 

기술이다. 이는 레이저나 초음파의 경우 대면

적으로 확장성 및 선택성이 유리하고 공정시

간이 짧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정

에 적합한 소재를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개별 전사 기술에 대해서 자세

히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6에 나와 있는 X-

Celeprint사는 PDMS stamp의 반데르발스 힘을 

이용한 전사 공정을 개발하였고 [4], 몇몇 기업

에서 양산을 위해 기술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면적에 적용

하기 어렵고 공정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단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PDMS의 오염이 발생하

면 스탬프를 재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

다. 특히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기판의 접착 소

재와의 상대적인 점착력 제어가 어려워서 마

지막 전사 공정에서 수율을 높이기 쉽지 않다

는 단점이 있다. 즉, 최종적인 디스플레이 패널 

기판에 적용되는 소재의 점착력 제어가 매우 

중요한데 그 소재가 접합 공정에도 적용됨으

로 인해 소재 자체의 점착력 제어가 어렵기 때

문이다. 

전사 공정의 중요한 요인인 repair 공정의 가

능성을 평가해보면 스템프 모양을 적절하게 

변형하거나 마이크로 LED를 선택적으로 전사

할 방법을 쉽게 개발할 수 있어서 repair 기술 

개발이 다소 용이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미 

접합 공정이 수행된 이후에 접합 소재를 제거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새로운 전사 소재를 도포하고 선택적으로 마

이크로 LED를 전사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Innovasonic 

사가 개발한, 그림 7에 나와 있는 드럼 형태의 

elastomer에 전사하는 방식은 KIMM과 유사하

지만, 드럼에서 디스플레이 기판에 전사할 때 

초음파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초음파를 적용함으로 앞서 언급

되었던 단점 몇몇 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장비 구성이 복잡해지고 

마이크로 LED의 파손이 발생할 우려가 더욱 

커지는 단점이 발생한다. 드럼과 디스플레이 

기판 간의 접촉이 면이 아닌 선이어서 압력 제

어가 어렵고 높은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며 

그러한 정밀도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으로 여겨진다. Repair 공정을 고려

해보면 앞서의 스탬프를 이용하는 기술보다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택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레이저를 이용하는 전사 기술은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으며 일례로 Uniqa-

rta사의 경우 laser blistering 현상을 이용한 전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 (그림 8). 레이저를 

MEMS 구조체에 조사하여 MEMS 구조체가 기판 

쪽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이 공정에 적용되는 레이저의 조사 시간이 매우 

짧아 짧은 시간 동안 대면적에 공정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레이저는 선택성이 높아 

repair 공정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전사될 때 칩의 위치가 변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레이저를 가해서 

MEMS 구조물이 기판 쪽으로 팽창할 때 마이크

로 LED가 기판 쪽으로 튀어나오면서 뒤집히거

나 위치가 이동하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MEMS 

구조물과 마이크로 LED 위치에 대해 높은 정밀

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패널 기판에 어떠한 점

착소재를 적용하느냐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러한 점착소재는 곧 접합 공정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앞서 스템프 방식에서 살펴보았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레이저를 이용하는 

공정의 가장 큰 특징인 선택적 공정은 repair 공

정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한다. 그렇지만 스템

프를 이용한 공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앞서 공

정이 수행된 마이크로 LED 및 접합 소재를 효과

적으로 제거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PARC(Xerox)사는 유전 영동 및 전기영동력

을 모두 지원하는 유전체를 이용하여 10V에서 

200V의 전압을 가하여 전사하는 공정을 개발

하고 있다 [2]. 유전 영동은 1951년 Pohl에 의해 

정의되었고 불균일한 전기장에 입자가 놓였을 

그림 6 ▶  X-celeprint사의 adhesive stamp를 이용한 전사 기술 [4].

그림 7 ▶  Innovasonic사의 전사 기술 [2].

그림 8 ▶  Uniqarta사의 laser blistering 전사 기술 [2].

그림 5 ▶  대면적 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전사 기술의 성능 

비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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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repair에 드는 시간 자체를 감소시

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림 5는 대면적 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의 다양한 전사 기술을 공정 신뢰성, 생산성, 

확장성, 선택성, 수율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다. 

이중 상기 요구 조건을 가장 잘 충족하는 기술

은 레이저를 이용하거나 초음파를 이용하는 

기술이다. 이는 레이저나 초음파의 경우 대면

적으로 확장성 및 선택성이 유리하고 공정시

간이 짧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정

에 적합한 소재를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개별 전사 기술에 대해서 자세

히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6에 나와 있는 X-

Celeprint사는 PDMS stamp의 반데르발스 힘을 

이용한 전사 공정을 개발하였고 [4], 몇몇 기업

에서 양산을 위해 기술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면적에 적용

하기 어렵고 공정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단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PDMS의 오염이 발생하

면 스탬프를 재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

다. 특히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기판의 접착 소

재와의 상대적인 점착력 제어가 어려워서 마

지막 전사 공정에서 수율을 높이기 쉽지 않다

는 단점이 있다. 즉, 최종적인 디스플레이 패널 

기판에 적용되는 소재의 점착력 제어가 매우 

중요한데 그 소재가 접합 공정에도 적용됨으

로 인해 소재 자체의 점착력 제어가 어렵기 때

문이다. 

전사 공정의 중요한 요인인 repair 공정의 가

능성을 평가해보면 스템프 모양을 적절하게 

변형하거나 마이크로 LED를 선택적으로 전사

할 방법을 쉽게 개발할 수 있어서 repair 기술 

개발이 다소 용이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미 

접합 공정이 수행된 이후에 접합 소재를 제거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새로운 전사 소재를 도포하고 선택적으로 마

이크로 LED를 전사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Innovasonic 

사가 개발한, 그림 7에 나와 있는 드럼 형태의 

elastomer에 전사하는 방식은 KIMM과 유사하

지만, 드럼에서 디스플레이 기판에 전사할 때 

초음파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초음파를 적용함으로 앞서 언급

되었던 단점 몇몇 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장비 구성이 복잡해지고 

마이크로 LED의 파손이 발생할 우려가 더욱 

커지는 단점이 발생한다. 드럼과 디스플레이 

기판 간의 접촉이 면이 아닌 선이어서 압력 제

어가 어렵고 높은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며 

그러한 정밀도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으로 여겨진다. Repair 공정을 고려

해보면 앞서의 스탬프를 이용하는 기술보다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택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레이저를 이용하는 전사 기술은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으며 일례로 Uniqa-

rta사의 경우 laser blistering 현상을 이용한 전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 (그림 8). 레이저를 

MEMS 구조체에 조사하여 MEMS 구조체가 기판 

쪽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이 공정에 적용되는 레이저의 조사 시간이 매우 

짧아 짧은 시간 동안 대면적에 공정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레이저는 선택성이 높아 

repair 공정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전사될 때 칩의 위치가 변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레이저를 가해서 

MEMS 구조물이 기판 쪽으로 팽창할 때 마이크

로 LED가 기판 쪽으로 튀어나오면서 뒤집히거

나 위치가 이동하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MEMS 

구조물과 마이크로 LED 위치에 대해 높은 정밀

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패널 기판에 어떠한 점

착소재를 적용하느냐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러한 점착소재는 곧 접합 공정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앞서 스템프 방식에서 살펴보았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레이저를 이용하는 

공정의 가장 큰 특징인 선택적 공정은 repair 공

정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한다. 그렇지만 스템

프를 이용한 공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앞서 공

정이 수행된 마이크로 LED 및 접합 소재를 효과

적으로 제거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PARC(Xerox)사는 유전 영동 및 전기영동력

을 모두 지원하는 유전체를 이용하여 10V에서 

200V의 전압을 가하여 전사하는 공정을 개발

하고 있다 [2]. 유전 영동은 1951년 Pohl에 의해 

정의되었고 불균일한 전기장에 입자가 놓였을 

그림 6 ▶  X-celeprint사의 adhesive stamp를 이용한 전사 기술 [4].

그림 7 ▶  Innovasonic사의 전사 기술 [2].

그림 8 ▶  Uniqarta사의 laser blistering 전사 기술 [2].

그림 5 ▶  대면적 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전사 기술의 성능 

비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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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입자에 유도된 쌍극자에 의해 입자에 방향

성 있는 힘이 가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5]. 전

기영동이란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유체 내

에 분산된 상태에서 인가된 전기장에 의해 이

동하는 현상이다 [6]. 유전 영동은 쌍극자를 형

성하는 모든 입자 즉, 유전체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인 데 반해 전기영동은 전하를 띤 다시 말

해 저항이 낮은 도체에만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공정에 핵심 소재 중 하나는 잉크 소

재이다. 소재 자체가 극성을 보유해야 하며 마

이크로 LED를 균일한 밀도로 분산 시켜야 하

며 공정 진행 중 알맞은 점도를 유지해야 한

다. 마이크로 LED를 전사한 이후에는 적절한 

온도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제거할 수 있어야 접

합을 위한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림 9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RGB 각각의 

마이크로 LED를 서로 다른 잉크 소재에 분산

시킨 다음 주로 잉크젯 장비를 이용하여 디스

플레이 패널 기판에 도포한다. 그 사람 다음 디

스플레이 패널 기판에 미리 형성된 전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 전극에 전기를 가해 일정한 파

장으로 전기장을 형성한다. 이로 인해 마이크

로 LED가 정렬하게 된다. 그 후 열 공정을 통

해 잉크 소재를 제거하고 후속 접합 공정을 수

행한다. 정렬 공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전기장의 크기와 주파수 등을 최적화해야 

하며 잉크 소재로 인해 접합 공정의 자유도가 

다른 공정에 비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픽셀마

다 마이크로 LED를 정확하게 제어해야 하는 디

스플레이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Repair 공정 개발의 난이도를 생각해보면 이

미 공정을 수행한 이후에 repair 공정을 진행하

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이는 불량이 발

생한 픽셀에 정확하게 마이크로 LED를 위치시

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접합 공정과

의 호환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은 

repair 공정이 처음부터 필요없는 즉, 다수의 

마이크로 LED가 픽셀에 구성되는 구조로 설계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수

의 마이크로 LED가 전사되어 있고 그중 몇몇 

개에서 불량이 발생하면 나머지 성공한 마이

크로 LED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것이다. 

LETI는 그림 10에 나와 있듯이 MEMS 기술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튜브를 만든 다음 기판에 

형성된 솔더에 튜브를 기계적으로 눌러 솔더에 

튜브가 삽입되도록 하는 접합 기술을 이용하

여 전사와 접합을 동시에 구현하는 기술을 개

발하고 있다. 

마이크로 LED에 MEMS 공정을 이용하여 

튜브를 형성하는 기술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

에 경제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더

욱이 웨이퍼에 형성된 마이크로 LED의 수율

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수율이 높지 않으

면 불량 마이크로 LED에 값비싼 MEMS 공정

을 도입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튜브가 솔더에 

삽입되게 가해지는 높은 압력으로 인해 취성

(brittleness)이 높은 에피층으로 이루어진 마

이크로 LED가 깨질 수 있다. 마이크로 LED와 

기판과의 접합부의 기계적 신뢰성을 위해 후

속으로 언더필 공정을 수행해야 하는데 접합

부의 두께가 얇아서 언더필 공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언더필 공정을 채택하면 개별 마이크

로 LED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공정으로 인

해 공정시간이 다소 길 것으로 예상된다. 언더

필 공정 중 언더필의 정량 제어가 매우 중요하

다. 너무 많으면 마이크로 LED 위로 언더필 소

재가 올라가는 빌드업(buildup) 현상이 일어

날 것으로 추정되며 반대인 경우에는 접합부

를 기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언더필 공정 대신 봉지재(encapsulant)를 도포

하는 경우 얇은 접합부 사이에 봉지재가 공극

(void) 없이 채워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공

극이 형성되면 접합부의 신뢰성이 떨어짐은 

물론 솔더의 이동이 발생하여 short 불량이 발

생할 수도 있다.

Repair 공정을 생각하면 튜브와 솔더의 강한 

접합력으로 인해 공정이 완료된 마이크로 LED

를 제거하는 공정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신 기판상에 여분의 전극을 형성하고 그 위

에 선택적으로 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

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공정

이 진행된 마이크로 LED에 압력이 전달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 압력 전달이 중

요하고 다양한 마이크로 LED의 분포로 이러한 

선택적 압력 전달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수

한 압력 전달용 지그(jig)가 필요할 수도 있다. 

개별 마이크로 LED에 압력이 가해짐으로 인해 

압력 제어가 매우 미세해야 가능할 것으로 추

정되며 이에 따라 장비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

보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1은 샤프사가 개발하는 실리콘 디스플

레이용 전사 기술을 보여준다. 샤프사는 LSI에 

마이크로 LED를 직접 전사 접합하는 기술을 개

발하고 있다. AM (active matrix) 즉, 능동 구동을 

그림 11 ▶  샤프사의 실리콘 디스플레이용 전사 기술 [2].그림 9 ▶  PARC사의 전사 기술 [2].

그림 10 ▶  LETI의 전사 기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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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fabricated blue and green microLED display 
prototypes. The microLEDs have been transferred using 
microtube technology. The interest of microtube for large area 
microLED displays has been demonstrated by providing both 
mechanical and electrical connection. Overall, this technology 
brings a lot of advantages compared to existing solutions. 
 
Author Keywords 
GaN, microLED, display, microtube, hybridization 

1. Introduction 
In recent years, the display technology market was driven by 
demand for devices such as smartwatches, mobile phones, TVs, 
laptops, Augmented Reality (AR) and Virtual Reality (VR). For 
these applications, we are looking for solutions with high 
resolution (up to 8K), high contrast, perfect black level, wide 
viewing angle, large color gamut, fast response and power 
saving. These requirements are today fulfilled with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OLED) technology. However, OLEDs are 
limited in life-time and high-brightness. Display based on 
inorganic micro light-emitting diodes (microLED) are 
considered as the most promising ones among the display 
technology for the next-generation.  MicroLEDs have the same 
potential for self-luminousness and the same perfect black level 
as OLEDs. But microLEDs deliver higher brightness than any 
current display technology, wide-gamut color and do not suffer 
the viewing angle issues of LCD [1]. To realize this microLED 
display, the operating principle is almost the same as for discrete 
LED displays that we see in stadiums or huge public halls, but 
with a severe shrinkage in pixel size (down to 5µm) and  pixel 
pitch (from 10000 µm to a few 100 µm). To become a real 
commercial product, the microLED display technology must 
break down some technical challenges. One of the main 
challenges is to make the transfer and the interconnection of the 
microLEDs onto a backplane. Another one is to make both 
electrical and mechanical connections by the same operation. In 
this perspective, we propose a solution where we process 
separate microLED matrix on each different substrate materials 
and then transfer these microLEDs onto a driving matrix with 
our microtube interconnection. Indeed, this technology allows 
electrical and mechanical interconnections in one step at room 
temperature, and without any need of post-processing. 
In this paper, we first review the different approaches to 
fabricate a microLED display and then present the simplified 
approach we use to demonstrate the feasibility and interest of 
our microtube interconnections. Then we will describe the 
fabrication of microLED display using the microtube 
technology. 
 
 
 
 

2. MicroLED display fabrication 
For microLED display fabrication, we have to associate a 
microLED and an CMOS. Considering the high thermal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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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n transfer these microLEDs onto a driving matrix with 
our microtube interconnection. Indeed, this technology allows 
electrical and mechanical interconnections in one step at room 
temperature, and without any need of post-processing. 
In this paper, we first review the different approaches to 
fabricate a microLED display and then present the simpl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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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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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EM view of microtubes with 10µm pitch on top 
side of silicon passive matrix. 
 
(d) Hybridization 
Hybridization is performed using an SET’s FC300 flip-chip 
bonder with a force of 15mN for each connection. MicroLED 
array are then hybridized onto silicon interconnect as shown on 
Figure 7.  

 
Figure 7. Stamp of epitaxial substrate with microLED back 
side hybridized on passive matrix. 
A cross section of Microtubes hybridized on pads is presented 
Figure 8. 

 
Figure 8. Cross-section of MicroLED interconnection by 
using Microtubes technology. 
During the insertion of the tube into the pad, the aluminum pad 
gets plastically deformed while the microtube stays in its elastic 
domain due to its rigidity. The electrical continuity is obtained 
with the aluminum coating of microtube getting in close contact 
with the aluminum of the pad. 
 
(e) MicroLED liberation from Epitaxial substrate 
Finally, we removed the epitaxial substrate to liberate the 
emissive surface of the microLEDs. 
Figure 9 show green microLED interconnection on silicon 
matrix, XY pitch microLED is 210µm. We see also 2 slots on 
line available for red and blue future interconnection. 

(a) (b) 

(c) 
Figure 9. (a) Large SEM view of passive matrix with 

microLED hybridized on line and column (b) SEM view on 
microLED with 2 empty slots of microtube on both side (c) 

SEM view on microLED hybridized on microtubes 

4. Results 
We fabricated 2 prototypes with green microLED et blue 
microLED (Figure 10).  

(a)  

(b)  
Figure 10. Pictures of operating green (a) and blue (b) 
MicroLED on display proto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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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입자에 유도된 쌍극자에 의해 입자에 방향

성 있는 힘이 가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5]. 전

기영동이란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유체 내

에 분산된 상태에서 인가된 전기장에 의해 이

동하는 현상이다 [6]. 유전 영동은 쌍극자를 형

성하는 모든 입자 즉, 유전체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인 데 반해 전기영동은 전하를 띤 다시 말

해 저항이 낮은 도체에만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공정에 핵심 소재 중 하나는 잉크 소

재이다. 소재 자체가 극성을 보유해야 하며 마

이크로 LED를 균일한 밀도로 분산 시켜야 하

며 공정 진행 중 알맞은 점도를 유지해야 한

다. 마이크로 LED를 전사한 이후에는 적절한 

온도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제거할 수 있어야 접

합을 위한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림 9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RGB 각각의 

마이크로 LED를 서로 다른 잉크 소재에 분산

시킨 다음 주로 잉크젯 장비를 이용하여 디스

플레이 패널 기판에 도포한다. 그 사람 다음 디

스플레이 패널 기판에 미리 형성된 전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 전극에 전기를 가해 일정한 파

장으로 전기장을 형성한다. 이로 인해 마이크

로 LED가 정렬하게 된다. 그 후 열 공정을 통

해 잉크 소재를 제거하고 후속 접합 공정을 수

행한다. 정렬 공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전기장의 크기와 주파수 등을 최적화해야 

하며 잉크 소재로 인해 접합 공정의 자유도가 

다른 공정에 비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픽셀마

다 마이크로 LED를 정확하게 제어해야 하는 디

스플레이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Repair 공정 개발의 난이도를 생각해보면 이

미 공정을 수행한 이후에 repair 공정을 진행하

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이는 불량이 발

생한 픽셀에 정확하게 마이크로 LED를 위치시

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접합 공정과

의 호환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은 

repair 공정이 처음부터 필요없는 즉, 다수의 

마이크로 LED가 픽셀에 구성되는 구조로 설계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수

의 마이크로 LED가 전사되어 있고 그중 몇몇 

개에서 불량이 발생하면 나머지 성공한 마이

크로 LED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것이다. 

LETI는 그림 10에 나와 있듯이 MEMS 기술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튜브를 만든 다음 기판에 

형성된 솔더에 튜브를 기계적으로 눌러 솔더에 

튜브가 삽입되도록 하는 접합 기술을 이용하

여 전사와 접합을 동시에 구현하는 기술을 개

발하고 있다. 

마이크로 LED에 MEMS 공정을 이용하여 

튜브를 형성하는 기술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

에 경제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더

욱이 웨이퍼에 형성된 마이크로 LED의 수율

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수율이 높지 않으

면 불량 마이크로 LED에 값비싼 MEMS 공정

을 도입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튜브가 솔더에 

삽입되게 가해지는 높은 압력으로 인해 취성

(brittleness)이 높은 에피층으로 이루어진 마

이크로 LED가 깨질 수 있다. 마이크로 LED와 

기판과의 접합부의 기계적 신뢰성을 위해 후

속으로 언더필 공정을 수행해야 하는데 접합

부의 두께가 얇아서 언더필 공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언더필 공정을 채택하면 개별 마이크

로 LED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공정으로 인

해 공정시간이 다소 길 것으로 예상된다. 언더

필 공정 중 언더필의 정량 제어가 매우 중요하

다. 너무 많으면 마이크로 LED 위로 언더필 소

재가 올라가는 빌드업(buildup) 현상이 일어

날 것으로 추정되며 반대인 경우에는 접합부

를 기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언더필 공정 대신 봉지재(encapsulant)를 도포

하는 경우 얇은 접합부 사이에 봉지재가 공극

(void) 없이 채워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공

극이 형성되면 접합부의 신뢰성이 떨어짐은 

물론 솔더의 이동이 발생하여 short 불량이 발

생할 수도 있다.

Repair 공정을 생각하면 튜브와 솔더의 강한 

접합력으로 인해 공정이 완료된 마이크로 LED

를 제거하는 공정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신 기판상에 여분의 전극을 형성하고 그 위

에 선택적으로 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

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공정

이 진행된 마이크로 LED에 압력이 전달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 압력 전달이 중

요하고 다양한 마이크로 LED의 분포로 이러한 

선택적 압력 전달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수

한 압력 전달용 지그(jig)가 필요할 수도 있다. 

개별 마이크로 LED에 압력이 가해짐으로 인해 

압력 제어가 매우 미세해야 가능할 것으로 추

정되며 이에 따라 장비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

보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1은 샤프사가 개발하는 실리콘 디스플

레이용 전사 기술을 보여준다. 샤프사는 LSI에 

마이크로 LED를 직접 전사 접합하는 기술을 개

발하고 있다. AM (active matrix) 즉, 능동 구동을 

그림 11 ▶  샤프사의 실리콘 디스플레이용 전사 기술 [2].그림 9 ▶  PARC사의 전사 기술 [2].

그림 10 ▶  LETI의 전사 기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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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recent years, the display technology market was driven by 
demand for devices such as smartwatches, mobile phones, TVs, 
laptops, Augmented Reality (AR) and Virtual Reality (VR). For 
these applications, we are looking for solutions with high 
resolution (up to 8K), high contrast, perfect black level, wide 
viewing angle, large color gamut, fast response and power 
saving. These requirements are today fulfilled with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OLED) technology. However, OLEDs are 
limited in life-time and high-brightness. Display based on 
inorganic micro light-emitting diodes (microLED) are 
considered as the most promising ones among the display 
technology for the next-generation.  MicroLEDs have the same 
potential for self-luminousness and the same perfect black level 
as OLEDs. But microLEDs deliver higher brightness than any 
current display technology, wide-gamut color and do not suffer 
the viewing angle issues of LCD [1]. To realize this microLED 
display, the operating principle is almost the same as for discrete 
LED displays that we see in stadiums or huge public halls, but 
with a severe shrinkage in pixel size (down to 5µm) and  pixel 
pitch (from 10000 µm to a few 100 µm). To become a real 
commercial product, the microLED display technology must 
break down some technical challenges. One of the main 
challenges is to make the transfer and the interconnection of the 
microLEDs onto a backplane. Another one is to make both 
electrical and mechanical connections by the same operation. In 
this perspective, we propose a solution where we process 
separate microLED matrix on each different substrate materials 
and then transfer these microLEDs onto a driving matrix with 
our microtube interconnection. Indeed, this technology allows 
electrical and mechanical interconnections in one step at room 
temperature, and without any need of post-processing. 
In this paper, we first review the different approaches to 
fabricate a microLED display and then present the simplified 
approach we use to demonstrate the feasibility and interest of 
our microtube interconnections. Then we will describe the 
fabrication of microLED display using the microtub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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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aN material deposition, it is not possible to deposit directly 
GaN on CMOS active-matrix. And the other way, it 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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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with this approach, the thermal budget is limi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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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al bump flip-chip technology is not compatible with 
pixel-pitch of 10µm or less. In the recent years, LETI has 
developed the microtube technology which combines low-
temperature operation (i.e. compatible with heterogeneous 
substrates) and a pixel-pitch of 10µm and less [2]. 
To demonstrate the interest of microtube interconnection for 
display technologies, we propose a simplified approach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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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EM view of microtubes with 10µm pitch on top 
side of silicon passive matrix. 
 
(d) Hybridization 
Hybridization is performed using an SET’s FC300 flip-chip 
bonder with a force of 15mN for each connection. MicroLED 
array are then hybridized onto silicon interconnect as shown on 
Figure 7.  

 
Figure 7. Stamp of epitaxial substrate with microLED back 
side hybridized on passive matrix. 
A cross section of Microtubes hybridized on pads is presented 
Figure 8. 

 
Figure 8. Cross-section of MicroLED interconnection by 
using Microtubes technology. 
During the insertion of the tube into the pad, the aluminum pad 
gets plastically deformed while the microtube stays in its elastic 
domain due to its rigidity. The electrical continuity is obtained 
with the aluminum coating of microtube getting in close contact 
with the aluminum of the pad. 
 
(e) MicroLED liberation from Epitaxial substrate 
Finally, we removed the epitaxial substrate to liberate the 
emissive surface of the microLEDs. 
Figure 9 show green microLED interconnection on silicon 
matrix, XY pitch microLED is 210µm. We see also 2 slots on 
line available for red and blue future interconnection. 

(a) (b) 

(c) 
Figure 9. (a) Large SEM view of passive matrix with 

microLED hybridized on line and column (b) SEM view on 
microLED with 2 empty slots of microtube on both side (c) 

SEM view on microLED hybridized on microtubes 

4. Results 
We fabricated 2 prototypes with green microLED et blue 
microLED (Figure 10).  

(a)  

(b)  
Figure 10. Pictures of operating green (a) and blue (b) 
MicroLED on display proto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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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기 위해 LSI에 디스플레이를 구현한 것

이다. AM은 PM (passive matrix) 즉, 수동 구동

에 비해 전류 누설에 의한 잡음이 작고, 명암

을 선명하게 구현할 수 있고, 전력 소모가 작

을 뿐만 아니라 넓은 면적을 구현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7]. 그렇지만 기판의 가격이 높다

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모든 기술은 전사 공정 이후에 

접합 공정을 수행하거나 Leti의 경우 전사 공정

과 접합 공정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

다. 샤프사는 접합 공정을 먼저 수행하고 그 

이후에 전사 공정을 수행하는 공정을 개발하

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먼저 LSI와 마이크

로 LED를 각각의 전극에 형성된 Au에 압력을 

가해 접합하는 Au-to-Au 접합 공정을 수행한

다. 이후에 접합부를 보호하기 위해 언더필 공

정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Au-to-Au 접합 공정은 온도가 높

거나 초음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접합력이 떨

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서 적용되는 언더

필은 접합부의 기계적 신뢰성을 증가시킨다는 

목적 이외에 후속 공정인 전사 공정에서 약한 

Au-to-Au의 접합력을 보충한다는 의미가 있다. 

레이저 lift-off 공정을 수행하여 마이크로 LED

와 LSI를 분리 즉 전사 공정을 수행한다. 레이

저 lift-off 공정은 GaN에 UV 레이저를 조사하

면 Ga과 질소 기체로 분리되는 원리를 이용한 

공정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선택적으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이후에 색 변

환층을 형성하고 패널 공정을 수행한다.

앞서 Leti 공정에서 언급한 대로 언더필 공정

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가 언더필 도포량 제어을 얼마나 정밀하

게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공정으로 생각된다. 

AM 공정의 경우 마이크로 LED의 수율뿐만 

아니라 LSI 공정의 수율도 중요하다. 즉, LSI의 

수율이 낮으면 디스플레이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repair 공정을 생각할 때 LSI의 repair

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LSI를 위

한 별도의 repair 공정을 생각하기 어렵고 여분

의 트랜지스터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으로 생각된다. 마이크로 LED 불량 혹은 전사 

접합 공정의 불량을 생각하면 여분의 트랜지

스터가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다만 여기에

서도 마이크로 LED를 선택적으로 접합하는 것

이 쉽지 않다. 이는 마이크로 LED를 Au-to-Au 

접합 하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이나 고온 혹은 

초음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언더필 도

포도 선택적으로 접합부 사이에 공극(void) 없

이 채우는 공정이 쉽지만은 않다.

Qmat사는 그림 12에 보인 바와 같이 샤프사

에서 설명한 레이저 lift-off 공정과 layer trans-

fer 기술을 접목한 전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레이저 lift-off 공정시 마이크로 LED가 손상하

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마이크로 LED가 전

달되는 반대쪽 기판의 점착 소재의 접착력 제

어가 중요하다. 계속해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림 12 ▶  Qmat사의 전사 기술 [2].

이 소재가 접합 공정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안

정적인 점착력 제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Repair 공정은 기판에 적용된 소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레이저 공정은 선

택적 공정이므로 repair 기술 개발이 비교적 쉽

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13은 일본 Tohoku 대학이 

원천기술을 개발한 물의 표면 장력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LED를 자가 정렬한 다음 열과 압력

을 가하여 접합하는 기술을 보여준다. 플라즈

마 등 표면처리를 통해 마이크로 LED와 기판의 

선택적인 부분을 친수성을 띠도록 개질 변경을 

한다. 그 이후 일정량의 물을 각 패드에 형성하

고 여기에 마이크로 LED를 옮긴다. 기판상 물

의 표면 장력으로 인해 정렬이 틀어진 마이크

로 LED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정렬된다. 그 

이후 온도를 높여 물을 제거한 이후 열과 압력

을 통해 접합 공정을 수행한다. 물을 효과적으

로 짧은 시간에 제거해야 접합 공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물로 인해 접합 공정에 적용되는 

소재나 기법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Repair 공정의 경우 패드에 물을 선택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면 쉽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미 수행된 공정으로 인

해 접합 소재의 변경이 발생한다면 접합 소재

를 제거하고 새로운 접합 소재를 도포해야 하

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압력

을 가하는 공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repair 공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3. 맺음말

마이크로 LED는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적용 

가능하고 기존의 디스플레이에서 구현하기 어

려운 장점으로 인해 대한민국, 중국, 대만, 일

본, 유렵, 미국의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연구하

고 있다. 그 중 전사 공정은 마이크로 LED 상

용화의 핵심기술로 특허의 약 24%를 차지할 

정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본 고에서

는 현재 상용화에 검토 중이거나 상용화에 가

까운 전사 기술을 소개하였고 이러한 전사 기

술에서 소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안타깝게도 기술 대부분은 해외에서 개발되

고 있는 실정이어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가 

시대의 화두인 요즘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새

롭게 개발되고 있는 마이크로 LED 분야에 대

한민국의 많은 유능한 연구자가 관심을 두고 

연구하여 소재 및 장비 국산화 내지는 원천 핵

심기술 개발을 통해 디스플레이 종주국의 위

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란다.   

그림 13 ▶  Tokoku 대학의 전사·접합 기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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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공정의 경우 마이크로 LED의 수율뿐만 

아니라 LSI 공정의 수율도 중요하다. 즉, LSI의 

수율이 낮으면 디스플레이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repair 공정을 생각할 때 LSI의 repair

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LSI를 위

한 별도의 repair 공정을 생각하기 어렵고 여분

의 트랜지스터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으로 생각된다. 마이크로 LED 불량 혹은 전사 

접합 공정의 불량을 생각하면 여분의 트랜지

스터가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다만 여기에

서도 마이크로 LED를 선택적으로 접합하는 것

이 쉽지 않다. 이는 마이크로 LED를 Au-to-Au 

접합 하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이나 고온 혹은 

초음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언더필 도

포도 선택적으로 접합부 사이에 공극(void) 없

이 채우는 공정이 쉽지만은 않다.

Qmat사는 그림 12에 보인 바와 같이 샤프사

에서 설명한 레이저 lift-off 공정과 layer trans-

fer 기술을 접목한 전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레이저 lift-off 공정시 마이크로 LED가 손상하

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마이크로 LED가 전

달되는 반대쪽 기판의 점착 소재의 접착력 제

어가 중요하다. 계속해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림 12 ▶  Qmat사의 전사 기술 [2].

이 소재가 접합 공정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안

정적인 점착력 제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Repair 공정은 기판에 적용된 소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레이저 공정은 선

택적 공정이므로 repair 기술 개발이 비교적 쉽

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13은 일본 Tohoku 대학이 

원천기술을 개발한 물의 표면 장력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LED를 자가 정렬한 다음 열과 압력

을 가하여 접합하는 기술을 보여준다. 플라즈

마 등 표면처리를 통해 마이크로 LED와 기판의 

선택적인 부분을 친수성을 띠도록 개질 변경을 

한다. 그 이후 일정량의 물을 각 패드에 형성하

고 여기에 마이크로 LED를 옮긴다. 기판상 물

의 표면 장력으로 인해 정렬이 틀어진 마이크

로 LED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정렬된다. 그 

이후 온도를 높여 물을 제거한 이후 열과 압력

을 통해 접합 공정을 수행한다. 물을 효과적으

로 짧은 시간에 제거해야 접합 공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물로 인해 접합 공정에 적용되는 

소재나 기법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Repair 공정의 경우 패드에 물을 선택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면 쉽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미 수행된 공정으로 인

해 접합 소재의 변경이 발생한다면 접합 소재

를 제거하고 새로운 접합 소재를 도포해야 하

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압력

을 가하는 공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repair 공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3. 맺음말

마이크로 LED는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적용 

가능하고 기존의 디스플레이에서 구현하기 어

려운 장점으로 인해 대한민국, 중국, 대만, 일

본, 유렵, 미국의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연구하

고 있다. 그 중 전사 공정은 마이크로 LED 상

용화의 핵심기술로 특허의 약 24%를 차지할 

정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본 고에서

는 현재 상용화에 검토 중이거나 상용화에 가

까운 전사 기술을 소개하였고 이러한 전사 기

술에서 소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안타깝게도 기술 대부분은 해외에서 개발되

고 있는 실정이어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가 

시대의 화두인 요즘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새

롭게 개발되고 있는 마이크로 LED 분야에 대

한민국의 많은 유능한 연구자가 관심을 두고 

연구하여 소재 및 장비 국산화 내지는 원천 핵

심기술 개발을 통해 디스플레이 종주국의 위

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란다.   

그림 13 ▶  Tokoku 대학의 전사·접합 기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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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그래핀(graphene)은 2004년 실험적으로 발

견된 이후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광

범위하게 응용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1,2]. 

Graphene은 SP2 탄소원자들이 2차원 탄소층

으로 벌집 구조 안정된 육각형 원자 구조와 격

자를 이루고 있으며 이 안정된 원자 구조에 기

인한 기계적, 전기적, 열적, 물리적으로 우수

한 특성들이 보고 된 바 있다 [3,4]. 이러한 gra-

phene의 특성을 이용하고 상용화하기 위하여 

graphene의 제조, 특성의 정밀 측정 연구를 시

작으로 디스플레이, 유연전극, 방열소재, 센서, 

트랜지스터, 캐퍼시터, 복합소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연구들이 제안되고 진행되어 

왔다 [5,6]. 

한편, 최근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전자기

기 및 AI, big data와 같은 고성능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전자 패키징(elctronic 

packaging)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

자 패키징 기술은 반도체 소자 및 각종의 전

자 부품들을 조립한 일종의 하드웨어적 구조

물 혹은 이를 구현하는 기술로 각 종의 전자기

기와 전자 시스템에서 전자 패키징 기술은 전

기적 신호의 전달과 각 소자와 부품 구동에 필

요한 전원의 원활한 공급, 각종의 반도체 소자

와 부품 등의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 반도체 

소자 등에서 발생하는 열의 방출 등을 원활하

게 하여 전자기기와 전자 시스템의 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전자 패키징 

기술은 크게 소자 단위의 1st level, 기판 단위의 

2nd level, 시스템 단위의 3rd level로 구분 될 수 

있으며 전자 패키징 기술의 체계의 모식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7]. 

전자 패키징 기술 분야에서의 
그래핀 응용 연구

3
Special Theme  첨단 전자패키징 기술 동향

글_ 고 용 호  수석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부교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