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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LED 패키지 내부 이종물질간의 열팽창계수 차에 의한 박리 상  이에 따른 

LED 속 하 메커니즘의 규명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친 환경 조명의 두  고휘도 

White LED의 속 인 발 과 개발에 따라 LED 패키지 고장 형태가  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 히 실사용 환경에서는 LED 패키지의 고장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

다. 이  LED 패키지 내부 이종물질간의 박리에 의한 고장은 LED 발 효율을 감소시키는 형태

로 발생되고, 이에 한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LED 패키지 제조업체  다수의 연구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인 박리 검사방법으로는 잉크침투 테스트 방법을 보편 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시료의 손  검사 시간이 24시간이상 소요된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헬륨 가스를 사용하여 LED 패키지 박리 유무를 검출해 내는 평가법을 

제시하 고, 이 방법을 통하여 시료 손 없이 짧은 시간 안에 박리 유무를 평가할 수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1.  서 론 

 
산업에서 LED의 향력이  증가됨에 따라 이와 련된 연구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

고, 특히 EU의 ROHS 규제 효과  기존 원 비 소형화, 에 지 감, 고수명 등의 장 을 배

경으로 친환경 녹색 성장  신성장 분야로 LED에 한 기술개발 노력이 집 되고 있다. 그리고 

LED는 휴 폰의 BLU에 이어 TV의 BLU에 용되기 시작함으로써 그 수요가 폭발 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향후 조명으로의 응용이 크게 기 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공간에서 고출력 LED를 

사용해야하는 조명분야의 경우 기 고장에서부터 장기 인 휘도 열화를 포함한 반 인 신뢰성 

문제를 풀어야하는 기술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LED의 신뢰성 측면에 한 기술

 과제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LED 패키지의 구성품별 원 재료가 가지고 있는 열화에 한 규

명을 명확하게 정의 해야하고, 이에 해서는 그림 1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

 LED는 일반 인 자 부품의 베스곡선(Bath Tube Curve)을 따라 고장형태가 발생된다. 

이에 해서는 그림 2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 고, 고장 발생 시간에 따라 기, 잠재  

마모의 형태로 발생됨을 확인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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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ED 패키지의 주요 고장모드> 

 

 LED에 한 연구는 최근 여러가지 동향과 련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특히 수명평가 

측면과 한 계가 있는 장기 인 마모 고장 분석에 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

다. 신뢰성 향상이란 에서 볼 때 수명 연장의 측면에서 마모고장의 발생 시 을 최 한 연장

시켜 과 동시에 기  잠재 고장의 발생빈도를 낮추는 것도 매우 요하다. LED의 기 고장

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표 으로 골드 와이어의 오  불량과 지재와 칩 간 분리 상(박리, 

Delamination)에 따른 반사 손실이 있다. 이  박리에 따른 고장은 그 상의 빈도  요성

에 비해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고, 일반 으로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박리 검사 방법인 잉크 침

투법의 경우 검사 시료의 괴  장시간 검사시간이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박리에 따른 고장의 분석을 하여, 기존 잉크 침투법의 단 을 보완한 헬

륨 리크 잔류량 검출을 통한 박리 검사법을 개발하 고, 이를 통해 비 괴, 단시간 안에 박리 

상을 검출해 냄을 검증하 다. 

<그림 2. LED의 고장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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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고장

� LED Open 불량

� ESD 에 의한 Short 상

열화 고장

� 형 체  지제의 갈변(or 황변)

� 결정결함에 의한 비발  재결합

� 다이, 칩, 지재 간 박리 상 

� 리드 임의 반사율 하

� 기타 즈  패키지의 특성변화에  따른 속 하

2. LED의 기 고장에 한 연구  

 

일반 으로 LED의 고장은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고장과 열화 고장으로 구분 지을 

수 있고 이  기 고장에 해당되는 유형은 시료의 설계 형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박리, Open, 

Lead Frame의 부식, 속의 감 상 등의 형태로 발생 될 수 있다.

<표 1. LED의 고장 형태>

2.1 LED의 Open 상

Field에서 발생되는 LED 고장 유형의 부분은 Wire Open 고장 형태이고 이는 미 등에 따라 

사용자의 고장 인지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통상 으로 LED의 Open 고장은 Gold 

Wire와 지재간의 열팽창계수에 따른 수축 팽창의 반복에 의한 단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질

으로는 설계  공정상의 결함에 의한 형태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그림 3은 Wire Open 유형

별 고장 인자에 한 설명으로 ①-④의 그림은 공정시 Wire Bonding 과정상의 결함에 의한 Open 

형태이고, ⑤의 경우는 Die  Lead 상의 Bonding력은 우수하다고 단되고, 온 히 Wire의 인장

력 즉 재질간의 열팽창계수의 차이에 의한 Open 형태이다[1].

<그림 3. Wire Open 유형> 

2.2 방열설계 오류에 따른 속 감 상

 LED는 공 된 력이 특정 장을 제외하면 부분 열로 소모된다. 발열에 의하여 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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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발  효율이 하되고 소자 수명이 격하게 감소하게 된다[2]. LED 

Junction 온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Driving Current, Thermal Path, Ambient Temperature 등

이 있고, 일반 으로 Thermal Path에 의하여 열 항(Thermal Resistance)이 결정되게 된다. 이 열

항이 낮을수록 LED의 Junction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 그림 4와 그림 5는 LED 제품별 방열 정

도  그에 따른 수명정도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방열설계가 우수한 제품일수록 제품의 Junction 

온도가 낮음을 알 수 있고 이때 Junction 온도가 낮을수록 수명이 길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 방열 설계에 따른 LED 열 분포 비교> 

<그림 5. 방열조건에 따른 수명 상  계 비교> 

2.3 이종물질간의 박리에 의한 속 하

LED는 그림 1에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여러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재료들은 각기 본 열

팽창 계수가 다르고, 이러한 차이에 의해 온도 변화가 심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각기 다른 열

팽창 계수에 의해 이종물질간의 박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발생된 박리에 의한 공간(Air gap)

은 칩에서 발산된 원을 외부로의 방출에 장해를 으로 LED  원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ηextraction = (optical power into free space) / (optical power from active region)          (1)

ηextraction = {(optical power into free space) / (optical power from active region)} ∙ ηDelamination  (2)

-  166  -



 식 (1)은 일반 인 Light Extraction Efficiency에 한  추출 효율을 나타내고, 원 내부에 박

리에 의한 공간이 발생했을 경우 식 (2)의 경우처럼 박리에 의한 효율이 추가됨에 따라 체 원 

효율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그림 6. 박리에 의한 효율 감소 원리>

3. LED 패키지의 박리 평가 기술 개발  

 
LED의 장기 열화에 한 메커니즘 규명의 요성 못지않게 기 고장률 감소 향 역시 신뢰

성 측면에서 요함을 그림 2에서 살펴보았다. LED의 기 고장  Open 불량이나 기 속 

감 상에 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LED 박리에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

정이다. 이는 이종물질간의 계면 박리 상에 의한 속 하를 정량 으로 악하기 어렵고, 고

장의 형태가 육안으로 측하기가 쉽지 않아 업계에서 이에 한 연구의 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통상 으로 사용되는 LED의 박리 검사방법은 Ink Test 검사법으로 그림 7에

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LED 상부에 검사용 Ink를 도포하여 24시간 동안 방치 한 후 패드면 쪽에 

사출물을 덮을 정도의 Ink 샘이 측되면 박리 발생으로 단하는 수 이다. 이 방법은 LED 시료

의 손이 불가피하고, 검사 시간이 하루 이상 소요 된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한 내부에 얼

마만큼의 정량 인 박리 공간이 발생되었는지도 확인 이 불가능하다.

<그림 7. Ink 침투법에 따른 박리 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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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박리 평가기술의 문제 을 보안하여 헬륨 리키지 잔류량 검출을 

통한 박리 평가 기술에 한 연구를 진행 하 다.

3.1 LED 패키지 박리 시험 설계

통상 으로 계면박리 불량은 격한 온도 변화 조건에 따른 이종 물질간의 열팽창 계수 차에 

의한 분리로, 본 논문에서는 LED 패키지의 박리를 구 하기 하여 표 2와 같은 조건으로 박리 

재  시험을 실시하 고, 상시료는 A社 제품의 A, B 두 모델을 사용하여 진행하 다. 시험에 

투입된 시료의 박리를 검사하기 해서 우선 속(DAS-110, Labsphere 장비)의 감소 유무  

이져 조사 미경(LEXT, Olympus)을 사용하여 LED 패키지 표면의 부풀어 오름을 육안으로 

측하 다. 이어 속의 감소가 진행된 시료를 선별하여 MILITARY STANDARD에서 제공한 

‘MIL-STD-883G, Method 1014.12 Seal' 규격을 인용한 Helium gas 잔류량 검사법을 사용한 박리 

검사 평가를 실시하 고, 그림 8을 통해 간략하게 Helium gas 잔류량 검사 시험 차를 설명하

다. 

<표 2. LED 패키지 박리구  시험 설계>

Thermal Shock

-30℃(60min) ~ 80℃(60min)

Sample Number

30
Test Method

3 ea Helium leak detector @ Every 100 Cycle

 우선 Helium gas 주입 챔버에 시료를 넣고 75 psi의 조건으로 gas를 주입후 30분간 방치한 다

음, UFT 컵을 통해 컵 내부 Helium gas를 방출시킨다. 그 후 진공상태의 환경에서 Helium leak 

detector를 사용하여 LED 패키지 내부의 잔류 Helium gas 량을 검출해 내어 상 시료의 박리정

도  속 상 계를 조사하 다. 

<그림 8. 헬륨 리크 테스트 시험 진행 Flow>

3.2 LED 패키지 박리 구   실험

박리재 시험(열충격 500 Cycle)을 마친 A, B 모델 시료의 속을 측정해본 결과 게는 3%에

서 크게는 15% 가량의 속 하를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때 기  특성  육안 검사시 박리 

재  시험 ․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을 그림 9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LED 패키지 내부

-  168  -



의 박리를 고려하여 그림 10과 같이 Helium leakage test 장비(979 Helium Leak Detector, 

Varian)를 활용하여 Helium gas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박리 재  

시험 후의 시료에서 4배 에서 20배 많은 Helium gas 잔류량을 검출 할 수 있었다. 

<그림 9. 학 / 기 /육안 특성 변화 검사>

<그림 10. 헬륨 리크 테스터기>

<표 3. LED 패키지 시료별 헬륨 잔류량>

시료번호 Helium gas 잔류량 [atm cc/s] Rate

A 모델
Initial 8.6 * 10-7

19.8 배
500 Cycle 1.7 * 10-5

B 모델
Initial 4.76 * 10

-6

4.26 배
500 Cycle 2.0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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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A, B 두 시료에 한 박리 공간의 체 을 정량 으로 조사하기 하여 이져 조사 미경

(LEXT)을 사용해 시료 표면의 부풀어 오름을 측정해본결과 표 4와 같이 기 시료 비 박리구

시험을 통한 시료에서 표면 들뜸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4. LED 패키지 표면측정 사진>

 

시료번호 속(lm) 표면사진 표면 3D

A 모델

Initial 7.567

500 Cycle 6.064

B 모델

Initial 16.33

500 Cycle 14.49

<표 5. 박리 시료의 체  계산>

시료번호 부피(um3) 단면그래프 (Initial/500cycle)

A 모델 5.386x108

B 모델 6.154x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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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의 측정 자료를 참고로 하여 박리가 LED 심부분에 원반 모양으로 일정하게 퍼져 있다

고 가정했을 때 단면그래 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박리 체 을 계산해 본 결과 표 5와 같은 박

리 체 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ED의 기 고장에 해당하는 박리에 의한 발 효율을 감소에 한 분석을 진

행하기 해 기 사용되는 잉크 침투법의 단 을 보완한 Helium gas 잔류량 검출법을 개발 하 다.

열충격 시험을 통한 박리 재 을 거친 시료를 사용하여 Helium gas 잔류량을 검출 해 본 결과 

기 상태에 비해 박리 재 을 거친 시료의 경우 게는 4배 많게는 20배의 Helium gas 잔류량을 

검출 할 수 있었고, 한 시료 내부의 박리 체 을 정량 으로 살펴보기 하여 LEXT 장비를 통

한 체  계산을 실시 해본 결과 시험에 사용된 A, B 모델의 내부 체 을 계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Helium gas 잔류량 검출법은 기존의 잉크 침투법에 비해 비 괴 이고 

비교  빠른 시간 내에 박리의 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하 고 향 후 LEXT를 통한 박리 체

 계산법을 보완하면 보다 정량 으로 박리의 정도에 따른 속 하 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참 고 문 헌

1. Caiyuan Wang(2009), The Quality Test of Wire Bonding, Modern Appliec Science, 

Vol. 3, No. 12  

2. 김종배(2009), LED의 이슈  기술동향, 자통신동향분석, 제24권 제6호

-  1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