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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LCD 패 은 자체 으로 발 할 수 없어 외부 원인 BLU가 필요하다. BLU는 LCD 모듈에 포함되어 

사용되고 LCD 패 의 불량을 검사하는 테스터에서도 사용된다. 최근에는 BLU가 CCFL에서 LED로 빠

르게 변화되고 증가해왔다. CCFL은 고압 원이 필요하고, 열도 많이 발생하며, 일정한 휘도를 유지하

기가 어렵다. LED는 력소모량이 고, 일정한 휘도를 유지한다. 그러나 재 테스터에서 사용되는 BLU

는 CCFL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CD 패 의 불량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용 LED BLU를 개발

한다. 한 12~24인치의 LCD 패 을 모두 검사할 수 있도록 LED BLU를 24인치 크기로 제작하고 LCD 

패 의 크기에 따라 LED BLU가 동작하도록 개발한다.   

 ■ 중심어 :∣LCD 패널∣LED BLU∣LCD 테스터∣

Abstract
LCD panel need BLU(Back Light Unit) that is outside source of light because can not emit 

light voluntarily. BLU is used in LCD module and is used in tester that examine LCD panel's 

badness. Lately, BLU had changed from CCFL(Cold Cathode Fluorescent Lamp) to 

LED(Light-Emitting Diode) fast. CCFL need extra-high tension power and produce much heat 

and is difficult to keep fixed brightness. LED is few electric power wastage and keeps fixed 

brightness. But, BLU that is used to detector that examine the LCD module is using CCFL until 

recently. This paper develops LED BLU that can examine LCD panel's badness. Also, this 

manufactures LED BLU to 24 inch size to examine all LCD panels(12∼24 inch), and develops 

so that LED BLU may operate according to LCD panel's size.  

 ■ keyword :∣LCD Panel∣LED BLU∣LCD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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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재 PC·노트북의 모니터, PDA 혹은 핸드폰의 표시 

장치, TV 등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기에서 범 하

게 사용되고 있는 TFT LCD( 박막액정표시장치)는 

자체 으로 발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원이 필요하

다[1]. 이때 LCD에 빛을 제공하여 주는 장치를 

BLU(Back Light Unit)라고 한다. 지 까지는 BLU의 

원으로 CCFL(Cold Cathode Flurecnet Lamp)을 이

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LED(Light-Emitting Diod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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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다[2][3].

일반 으로 CCFL은 고압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버터가 필요하지만, LED는 인버터가 필요 없으며 기

술 발 에 의해 높은 휘도, 다양한 컬러, 좋은 고 비 비

율을 제공한다. 한 CCFL은 열도 많이 나고 소비 

력 소모도 많고 수명도 짧지만, LED는 열을 게 발생

시켜 CCFL에 비해 기 소모량도 다는 장 이 있다. 

한 LED는 작은 원이므로 소형 자제품에서는 

CCFL 보다 소형화, 경량화가 쉽다. 따라서 LED를 

BLU의 원으로 사용하기에 합하다. 뿐만 아니라 

CCFL은 응답속도가 느리지만, LED는 BLU로서 빠른 

응답시간과 무수은, 장수명, 높은 내 충격성 등의 장

을 가지고 있으며 색 재  범 에서도 넓어 화질을 크

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 하고 있다[4-6].

LCD 패 을 생산하기 해서는 생산 라인에서 LCD 

패 의 불량 검출 검사를 한다. 불량 검출을 하는 테스

터는 LCD 제조공정에서 액정 배양이 완료된 

LCD-Glass에 COG(Chip On Glass) 공정 ·후로 구분

하여 검사용 BLU를 구동하고, 기 신호(3～10㎃)를 

인가하여 LCD 패 의 휘도, 얼룩, 오염 상태 등을 검사

하고, 기 항 형태로 나타나는 Open/Short( 연, 쇼

트)의 이상 유무를 경고음으로 검사한다. 한 

Generator에 있는 류계로 모듈에 맞는 류치를 검사

하고 CCD 카메라로 LCD 모듈을 확 하여 흑백 상 

모니터로 패턴을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재 생산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테스터에서 사용

되는 검사용 BLU의 원은 CCFL을 사용하고 있다. 검

사용 BLU에서 사용하고 있는 CCFL은 양산용 BLU에

서 사용되고 있는 CCFL과 동일한 단 을 가진다. 특히, 

형 LCD 패 의 검사에서는 열도 더 많이 나고 력 

소모도 커지고 일정한 고휘도를 제공하지 못해 LCD 패

을 정확하게 검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 최근

에는 소형 LCD부터 형 LCD까지 다양한 제품의 생

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검사용 CCFL BLU는 검

사 상의 크기가 한 가지 크기의 패 만 검사할 수 있

도록 고정되어 개발되어 있어 생산 라인에서 다양한 크

기의 LCD패 을 검사하기 해서는 테스터에 장착된 

검사용 BLU를 LCD 패 의 크기에 맞게 교체해서 사

용해야 하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검사용 BLU의 원으로 사용하는 

CCFL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LED를 원으로 사

용하는 검사용 BLU를 개발한다. LCD 패 의 불량 유

무를 검사하기 해서는 고휘도의 원이 필요한데, 

LED는 기존 CCFL 사용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휘도를 

구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량 검출을 한 검사용 BLU

로도 더욱 효과 일 것으로 상된다. 한 다양한 크

기의 LCD 패 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용 LED BLU를 

개발한다. 

II. 연구 배경

LED는 p-n 합 다이오드의 일종으로 순방향으로 

압이 걸릴 때 단 장 (mono-chromatic light)이 방출

되는 상인 기발 효과(electro luminescence)를 이

용한 반도체 소자로 1923년 탄화규소(SiC)에서 직류

류를 흘려서 만든 최  발 물질로 시작했다. 본격 인 

연구는 1962년 GE에서 재의 반도체 LED를 개발하

고 1968년 GaAsP의 색 LED가 양산되면서 상용화되

었다. 그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되면서 다양한 

LED가 생산되고 있다[7][8]. 

2005년 부터는 LED 칩의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활발

한 연구로 LED 칩의 발 효율(lm/W)이 [그림 1]와 같

이 백열등(15lm/W)를 넘어 가면서 작은 모바일 기기에

서부터 네비게이션, PDA/PMP, 노트북을 거쳐 재 

형 LCD TV에까지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강한 발 효율이 필요한 자동차 라이트와 조명 분야에

도 용되고 있다[9].

그림 1. LED 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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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LED 산업 응용 분야  성장 속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LED BLU로 연평균 52.6%이다. 2000년 기에

만 하더라도 CCFL에 비해 LED의 가격이 무 비싸 상

용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기술의 발달로 같은 크기에 사용되는 LED의 개수가 

어들면서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LED 응용분

야  LED BLU가 차지하는 비 은 2006년 9.9%에서 

2011년에는 35.7%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1].

2008년에는 LCD TV, LCD 모니터, 노트북을 합친 

형 LED BLU는 1,454만 개 규모로 체 BLU 시장의 

5.1%를 차지했고, 2012년에는 3억 2,230만 개로 43%를 

넘어설 것으로 상된다. 특히 LCD 노트북용 LED 

BLU는 2008년 1,359만개에서 2012년 2억 4,579만 개 규

모로 체 노트북 시장에서 97.3%로 부분 채용될 것

으로 상되며, LCD TV 용 LED BLU는 2008년 47만

개 규모에서 2009년 이후 성장하여 2012년 5,309만개

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1][2].

III. 검사용 LED BLU의 설계

본 논문에서는 12~24인치 LCD 패 의 불량 검출을 

해 테스터에서 사용되는 검사용 LED BLU를 제안한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검사용 LED BLU의 요 기

본 설계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검사용 LED BLU의 구조 

A는 LED, B는 LED 보드(LED Board), C는 방열

(Heat Sink),  D는 라켓(Bracket), E는 메인 보드

(Main Board), F는 컨트롤러 보드(Controller Board), G

는 DV 워(DC Power Supply)를 나타낸다. 

[그림 2]의 검사용 LED BLU는 백색 LED를 사용하

여 직하 방식을 채택하 으며, 테스터 장비에 연결할 

경우 검사용 LED BLU의 LED와 간격을 두고 에 확

산 이 놓이고, 확산  에 LCD 패 을 놓아 테스트

하게 된다. 

3.1 LED 보드
본 연구에서 사용한 LED는 청색 LED를 여기 원으

로 사용하여 YAG(Yttrium Aluminum Garnet)라는 노

란색(560nm) 형 물질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용한 백

색 LED를 사용하 다. 이 LED는 1칩 2단자의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제조단가를 감할 수 있고 발 효율

이 우수하여 검사용 LED BLU로 사용하기에 유리하다. 

LED를 장착하기 한 LED 보드는 [그림 3]과 같다. 

LED는 온도와 휘도  색상 변화의 민감한 변화가 있

고 이 보드는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그 로 받기 때

문에 보드 아래에 방열 을 설치하여 LED 보드에서 발

생하는 열을 식  주도록 하 다.

LED 배치는 LED와 확산  간격을 150 mm로 두고 

최  휘도 2000cd/m
2 과 Uniformity의 기  80% 이상

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테스트하여 결정하 다. 가로는 

LED 간의 간격을 12 mm 간격으로 세로는 11.5 mm 간

격으로 [그림 3]과 같이 지그재그 삼각형 형식으로 45

개를 사용하여 한 로 만들었다. 한 12~24인치 LCD

를 테스트 할 수 있도록 15 을 만들어 배치하 다. 

그림 3. LED가 장착된 LED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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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메인 보드
메인 보드는 제어 보드를 장착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드로 [그림 4]와 같이 CPU, 워 입력(Power 

Input), LED On/Off 회로, RS-232 통신회로, 내부 원, 

PL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는 CPU 회로도로 8bits를 채용하여 RS-232 

는 PLC 제어가 가능하도록 각종 신호를 받아 연산하

여 제어 신호를 보낼 수 있게 설계하 고, LCD 크기의 

선택 신호 는 디 (Dimming)[10] 신호와 같은 외부 

신호를 받아서 제어 보드로 On/Off 신호, 디  신호 

달  에러신호를 처리하도록 하 다. 

그림 4. 8bit CPU 회로도

[그림 5]는 워 입력 회로도로 DC 워로부터 원

을 입력 받아 LED 구동 원과 보조 원이 입력되는 

회로이다.

그림 5. 파워 입력 회로도

[그림 6]의 RS-232 통신 회로도는 LED BLU의 내부

와 외부 간에 신호를 달하는 회로로 LED의 제어신

호, 디  신호등을 통신한다. 

그림 6. RS-232 통신 회로도
 

[그림 7]의 PLC  Input 회로도는 외부 제어신호를 

받아 CPU에 달하는 버퍼 회로로 사용된다. 

그림 7. PLC 및 Input 회로도

[그림 8]의 디  입력 회로는 디  신호를 CPU에서 

AD로 변환하기 한 입력회로이다.  

그림 8. 디밍 입력 회로

[그림 9]의 내부 원 회로는 DC 워의 보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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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16V를 CPU의 IC 원용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한

다.

그림 9. 내부 전원회로도

[그림 10]의 LED On/Off 회로는 래치 구조를 이용하

여 15개의 제어보드로부터 신호에 따라 LED의 On/Off

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그림 10. LED On/Off 회로도

[그림 11]는 설계 회로도로부터 제작된 메인 보드로 

제어 보드가 장착된 상태이다.  

그림 11. 메인보드 완성 사진

3.3 제어 보드
제어 보드는 메인 보드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LED를 

제어하는 보드로 [그림 12]와 같다. 하나의 제어 보드는 

LED 45개의 한 을 제어할 수 있고 체 15 이기 때

문에 [그림 11]과 같이 제어보드 15개를 메인 보드에 장

착하여 On/Off 신호와 디  신호를 받아서 LED를 제

어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2. 제어 보드

3.4 DC 파워
DC 워는 메인 보드와 연결되어 LED를 구동하기 

한 원과 보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3]은 

DC 워의 요 회로도이다. 회로는 AC-DC 부스트 

형태의 회로로서 AC 185~245V의 입력을 받아서 DC 

440V로 변환하여 LED 구동 원과 보조 원으로 달

한다.

그림 13. DC 파워 회로도

[그림 14]은 [그림 13]의 메인 워 회로에서 받아들

이는 보조 원회로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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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보조 전원 회로도

LED 회로는 LED 한 개당 압 3.2V가 필요하고, 45

개의 한 에는 구동하는데 압의 합이 432V가 필요

하다. 따라서 DC 워에서 는 LED 회로 구동  제어 

보드 구동을 해 440V로 설정하 다.

3.5 완성된 LED BLU와 테스터에 장착된 예
[그림 15]은 [그림 2] LED BLU의 구조로부터 완성된 

검사용 LED BLU의 사진이다. 재 개발된 LED BLU

는 12~24인치 LCD 패 을 검사할 수 있으며 체 크기

는 가로 747 mm, 세로 534 mm이다. 

그림 15. 12~24인치 용 검사용 LED BLU 

[그림 16]은 테스터에 [그림 15]의 검사용 LED BLU

를 설치한 그림으로 LED BLU에 확산 이 장착된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6. 테스터에 장착된 LED BLU

IV. 실험

개발된 LED BLU를 생산 라인에 설치하여 직  테스

트를 하기 에 사용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해서 실험

을 하 다. 실험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실험은 LCD 패 의 12인치부터 24인치까지 원하는 크

기를 검사하기 해서 크기에 맞는 LED만 제어되어 구

동되는지를 확인 하 고, 두 번째 실험은 LCD 테스트

를 한 휘도가 합한지를 확인하 다.

첫 번째 실험은 테스터에 개발한 LED BLU를 설치하

여 확인하 으며, [그림 17]는 LED BLU가 다양한 크기

로 동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7. 다양한 크기의 검사용 LED BLU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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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실험으로 휘도가 테스트에 합한지를 확인

하기 해 LCD 패 과 LED BLU와의 거리를 조 하

면서 테스트를 하 다. 측정에 한 실험의 기 은 확

산 과의 거리를 150 mm로 두고 최  휘도 2000 cd/m
2 

과 편차율이 기  80% 이상을 만족하는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장비 TOPCON BM-7를 이용하여 확

산 과의 거리를 100 mm, 130 mm, 150 mm로 하고 5

회에 걸쳐 테스트를 진행하 다.

실험 결과 [표 1]과 같이 편차율은 크게 변화가 없었

고 휘도는 LED BLU와 확산 과의 거리가 30 mm 멀

어질 때 마다 략 300 cd/m
2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

다. 그러나 기 치 이상이기 때문에 정상 으로 개발되

었다고 할 수 있다.

100 mm 편차율 130 mm 편차율 150 mm 편차율
1 3209 99.57 2920 99.75 2621 99.70
2 3269 101.43 2931 100.13 2625 101.21
3 3209 99.57 2924 99.89 2620 99.88
4 3208 99.54 2930 100.10 2925 100.20
5 3219 99.88 2931 100.13 2624 100.10

표 1. LED BLU와 확산판 거리에 따른 휘도와 편차율

V. 결론

최근 LED를 BLU로 사용하는 LCD 패 이 노트북, 

TV 등 다양한 곳에 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생산라인

에서는 LCD 패 을 생산할 때 정확한 불량 검출이 필

요하다. 지 까지의 LCD 패 의 불량을 검출하는 테스

터의 BLU는 주로 CCFL을 사용해 왔으나 LED BLU보

다는 원도 약하고 휘도도 좋지 않아 LED BLU를 사

용하는 LCD 패 인 경우에는 완벽한 검사가 쉽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LED BLU를 사용하는 LCD 패 의 

검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해서 테스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LED BLU를 개발하 다. 한, 최근 다양한 크

기로 출시되는 LCD 패 들을 검사할 수 있도록 12~24

인치, 24~32인치의 LCD 패 을 모두 검사할 수 있는 

LED BLU를 개발하 다. 그 결과 LCD 패 의 정확한 

검사로 불량률을 최소화 할 수 있어 품질 향상을 기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러 크기의 LCD 패  검사에 

해서 설비 변경 없이 한 의 테스터로 검사할 수 있어 

높은 생산성과 테스터의 비용 감이 가능하다.

재 개발된 LCD 패 의 불량을 검출하는 테스터에

서 사용되는 LED BLU는 만의 AUO에서 12~24인치

를 지원하는 LED BLU를 17세트 사용하고 있으며, 

24~32인치를 지원하는 LED BLU는 최근에 개발되어 

삼성에서 사용 이다. 

재 LED TV는 50인치 이상도 출시가 되고 있기 때

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형 LCD 패 의 불량을 검출 

할 수 있는 LED BLU를 개발할 정이고, 향후 생산라

인에서 소형에서 형 LCD까지 패 의 크기에 상 없

이 불량을 검사 할 수 있는 안정 인 테스트 용 LED 

BLU를 개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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