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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flat luminaire utilizing 32" flat fluorescent lamp was developed and its optical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with
that of the troffer using three T8 regular fluorescent tubes. The optical characteristics of the 32" flat luminaire was similar
to that of the tr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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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10여년 전부터 얇은 유리 두장을 이용한 면광

원(flat fluorescent lamp : FFL)의 개발이 시작 된 이래

면광원은 잠시 LCD TV의 백라이트 광원으로서 사용

된 바가 있으나 냉음극관(cold cathode fluorescent

lamp : CCFL)을 이용한 백라이트 광원의 성능 향상

및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면광원의 백라이트 광원으로

서의 수요는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면광원은 면 전체

에서 고르게 빛이 방출되므로 두께가 약 4 mm 이며

대각선의 길이가 32" 면광원으로부터는 약 700 mm ×

400 mm 의 면적으로부터 거의 휘도가 균일한 빛이 발

생되므로 시각적으로 매우 안정된 느낌을 주게 된다. 

현재에는 사무실, 공장, 또는 상업용으로 여러 개의

직관형 형광등을 이용하여 만든 troffer를 많이 사용하

고 있으나 troffer의 경우 휘도가 불균일하므로 시각적

으로 불안정한 느낌을 주고 있으나 효율이 좋고 가격

이 저렴하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직관형 형

광등 및 반사판 및 기타 구조물을 조합하여 구성된

troffer는 매우 두께가 두껍고 크기가 매우 크며 무겁고

흑화현상 등에 의하여 끝부분이 어둡게 보이며 수명이

짧아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LCD TV용으로 개발 되었던 면광원

을 이용하여 수명이 길고 두께가 얇은 일반조명등을

개발하였으며 면광원 조명등의 전기 광학적 특성을 측

정하여 이를 troffer와 비교하여 보았다.

2. 면광원의 특징

면광원은 기본적으로 Fig. 1에서와 같이 외부전극을

이용하여 외부전극의 전기 용량성 결합에 의한 교류

전원에 의해 구동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면광원

구동의 인버터를 외부전극형광램프(external electrode

†E-mail : limsk@dankook.ac.kr Fig. 1. Electrode and channels of F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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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escent lamp : EEFL) 와 유사하게 만들 수 있다[1-8].

면광원은 Fig. 1과 같이 다수의 램프를 1개의 외부전극

에 병렬로 연결하여 구동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병렬

연결된 양측 전극에 고전압이 인가되면, 각 채널이 점

등되고 이때 채널에 흐르는 전류는 외부전극의 커패시

턴스에 의해 조절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면광원 램프는 고온에서 두께가

1 mm 정도인 얇은 판유리를 금형위에 놓고 방전채널

을 성형한 상판유리와 평판유리를 하판으로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채널 형성을 위한 유리 성형은 우선 램프

의 채널 형상의 금형을 이용하며, 금형에 고온을 인가

한 후 얇은 판유리를 금형 사이에 배치하고 압력을 가

하게 되면, 고온에 의해 유리가 연화되어 금형의 형상

과 동일하게 유리판의 형상이 변형된다. 이렇게 제작된

상판 유리판을 가공 되지 않은 판유리와 결합하면 1개

의 램프가 제작된다. 이러한 공정의 특성으로 인해 대

량 생산이 가능하고, 요구되는 크기 및 형상에 따라 다

양한 형태의 램프 제작이 가능하다.

Fig. 2에는 상판 유리를 유리성형장비(glass forming

machine; GFM)에서 성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유리성형을 이용하여 만든 32" 크기 및

다양한 크기를 갖는 면광원의 점등 모습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에서 보는바와 같이 다양한 형광체

를 이용하여 색온도가 다양한 면광원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면광원이 일반 조명등으로 사용될 수 있

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Fig. 3에서 보여진 32" 면광원 램프를 제작하여

그 특성을 측정하였다. Table 1에는 제작된 32" 면광원

의 사이즈를 나타내었다. 

Table 1에 나타나 있는 32" 면광원의 실제 발광 부분

의 크기는 700 mm × 393 mm 이었으며 두께는 약 4.4

mm로서 광원 자체로서는 가장 크고 얇은 광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면광원을 이용하여 이의 전기적 특성

및 광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Fig. 4의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Fig. 4 b)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면광원의 9개 점을 측정하여 휘도 및 휘도 균일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

와 같이 측정된 면광원의 휘도 균일도는 평균 90% 이

상이었으며 평균 휘도는 13,000 cd/m2 이었다. 

또한 면광원의 수명을 LCD 백라이트에 사용되는 냉

음극관과 비교해 보았다. Fig. 5에서 볼 수 있드시 면

광원과 내음극관의 시간에 따른 휘도유지율이 비슷함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면광원의 수명은 50,000시간

이상 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명에 사용되는

T8 형광등의 수명은 수천 시간 정도 이므로 면광원을

일반 조명으로 이용할 경우에 하루에 10시간을 사용한

Fig. 2. Glass forming.

Table 1. Dimension of 32" FFL

Serial
Num-ber

RESULT (UNIT : mm)

Out Dimension Active Area External Electrode Length

H Length V Length Thickness H Length V Length Thickness H Length V Length

1 734.53 400.77 7.03 699.57 393.25 4.31 13.96 9.78 -

2 734.43 401.25 7.00 698.77 393.22 4.27 14.00 9.78 -

3 734.23 401.57 7.04 699.23 393.32 4.26 13.86 9.67 -

SPEC 736.00 402.00 7.00 700.00 393.40 4.40 14.00 10.00 -

Fig. 3. FFLs with different color temperatures in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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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가정한다면 약 10년 이상을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면광원을 이용한 조명등 제작

32" 면광원을 이용하여 면광원 형광램프를 제작하였

다. 제작된 면광원 램프의 모습을 Fig. 6에 나타내었으

며 면광원 조명등의 특성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110 W의 전력으로 약 9,000

lumen의 광속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명등의 효율이 약

Fig. 4. Measurement set-up for optical characteristics of
FFL.

Fig. 5. Life time of FFL.

Table 2. Optical characteristics of FFL

Item Unit
Result Remark

1 2 3

Power Consumption Watt 111 112 114

Max Luminance cd/m2 14,410 14,110 14,000

Optical characteristics
Measure center of channel

Average of 9 point
Average of 9 point
Average of 9 point

Min Luminance cd/m2 12,600 13,230 12,950

Avg Luminance cd/m2 13,422 13,690 13,318

Color X - 0.3705 0.3701 0.3700

Color Y - 0.3813 0.3809 0.3803

Color Temperature K 4,309 4,318 4,317

Uniformity % 91.4 93.8 92.5

Fig. 6. Luminaire with 32" F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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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lumen/W 이상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어 조명등으로

서 매우 훌륭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면광원 조명등의 조도를 측정한 결과 약 2,500

lux 임을 확인 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된 면광원 조명등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면광원 조명등의 광특성을 형광등 조명과 비교

하여 보았다. 먼저 Fig. 6 a)와 같은 790 mm × 450

mm 크기의 면광원 조명등과 Fig. 7과 같은 32W T8

직관형 형광램프 3개로 구성된 크기 1200 mm × 600

mm 크기의 형광등 등기구의 광특성을 측정하여 비교

하였다. 32” 면광원 1개로 구성한 면광원등과 기존의 T8

1200 mm 형광등 3개로 구성된 제작된 사무실용 형광등

으로부터 각도에 따라 방출되는 단위 스테라디안 당 광

량(luminous flux; lumen)인 광도(luminous intensity :

candela)를 Fig. 8의 goniometer를 이용하여 측정 한 후

비교하였다.

Fig.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2" 면광원 조명등과 3

개의 T8 형광등을 사용한 troffer로부터의 광도 분포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32W T8 형광등 3개를 사용하고 내부에 Al 반사

판을 이용한 troffer 등기구를 32" 면광원을 이용한 조

명등으로 대치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2" 면광원

조명등은 T8 troffer에 비하여 두께, 싸이즈, 및 무게가

훨씬 얇고, 작고, 가벼우므로 T8 troffer를 대치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등기구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면광

원 조명등은 외관이 T8 troffer에 비하여 smart하게 보

이므로 가정용, 사무실용, 및 산업용 조명등으로 사용

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Fig. 10에는 32" 면광원 조

명등의 설치 사례를 나타내었다. 

Table 3. Specification of flat luminaire

Model Number SLIM-FL-1

Dimension (mm)

736 × 402 × 6 : Lamp
788 × 454 × 20 :
General lighting
(with fixture)

Input voltage (V) Free volt

Power consumption (W) 110

Illuminance (lux) (at 1 m) 2,500

Luminous flux (lumen) 9,000(4,500 K)

Color temperature (K) 3,000~10,000

Weight(g), Fixture included 3,300

Lamp lifetime 50,000 hrs

Fig. 7. (a) A dimension and (b) structure of a troffer with
three 32W T8 fluorescent tubes.

Fig. 8. Measurement set-up for 32" FFL luminaire and
troffer.

Fig. 9. Luminous intensity distribution from 32" FFL and
3 lamp tr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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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대각선의 길이가 32"인 면광원을 이용하여 조명등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면광원 조명등의 크기 및 두께는

790 mm × 450 mm 및 20 mm 이었다. 면광원 조명등

을 구동하기 위한 SMPS와 인버터로 구성되어 있는 발

라스트의 크기가 약 100 mm × 150 mm × 25 mm 이

므로 발라스트를 면광원 형광등 윗부분에 부착하여 최

종 조명등을 만들 경우에 약 25 mm 정도의 두께가 증

가하여 외관 크기가 790 mm × 450 mm × 45 mm 있

다. 대부분의 형광등 troffer는 매립형으로 설치가 되므

로 조명등의 두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T8

형광등을 사용하는 1200 mm × 600 mm의 troffer는 두

께도 80 mm 이상이 되고 무게도 10 kg 이상이 되어

이를 천정에 부착하거나 매달아 놓을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troffer에 비하여 가볍고 얇은 조명등

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면광원을 이용한 조명등은

troffer에 비하여 두께가 1/4 정도인 20 mm 정도이며

무게도 3.3 kg 이내로 만들 수 있어 특히 가정용 조명

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Fig. 10 a)에서와 같이 각

종 매장에서 인테리어를 겸한 고급 조명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면광원 조명등의 수명이 50,000시간 이

상으로서 수명이 수천시간 이내이어서 자주 형광등을

교체해야만 하는 일반 troffer 조명등에 비하여 사무실,

또는 산업용 조명으로 시용할 경우 유지비 또는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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