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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전극의 용량성 결합에 의하여 동작되는 형광램프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외관전극 형광램프는 10 mA 이하
의 저전류와 약 1.5 kV의 고전압으로 구동된다. 구동 주파수 100 kHz 이하의 구형파 구동에 의하여 효율 40 lm/W
의 20,000～30,000 cd/m2의 고휘도를 실현하였다. 외관전극의 길이가 길수록 휘도와 효율이 증가하지만, 전극 길
이가 3 cm 이상에서 그 증가율이 둔화된다.

Abstract
Characteristic properties of fluorescent lamps operated by capacitively-coupled external electrodes have been investigated.
External electrode fluorescent lamps(EEFLs) are typically operated at low currents less than 10 mA, and high voltages
2
of about 1.5 kV. Luminance of up to 20,000 cd/m with efficiency of above 40 lm/W is achieved in EEFLs driven by
square pulses of the frequency lower than 100 kHz. It is also found that the brightness and efficiency of external
electrode fluorescent lamps depend on the electrode length whose optimum length is about 3 cm.

1. 서

론

외경이 수 mm인 세관의 형광램프가 액정표시
(LCD: liquid crystal display) 장치의 백라이트 광원
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세관형은
주로 방전관 양끝의 내부에 실린더형의 금속전극이
설치된 냉음극 형광램프(CCFL: cold cathode fluorescent
lamp)가 사용된다. 노트북용 LCD 백라이트 및 모니
터와 TV용 LCD 백라이트에 이르기까지 점차 화면의
대형화 추세와 함께 세관형 형광램프의 수요가 증
대되고 있다. 이러한 LCD 백라이트에서는 램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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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식에 따라서 ‘사이드 라이트 방식(side lighting)’
과 ‘직하형 방식(direct lighting)’이 있다. 이러한 냉음
극 형광램프는 고전류(10 mA) 및 저전압(1 kV 이하)
으로 동작하여 20,000 cd/m2 이상의 고휘도 및 30 lm/W
이상의 효율을 갖고, 3만 시간의 수명을 갖는다. LCD
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형태의
형광램프의 출현이 절실하다.
외관전극 형광램프(EEFL: external electrode fluorescent
lamp)는 장수명의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전극이 방전 공간 내부에 없으며, 유리관 양끝 외부
에 설치된 외관전극의 용량성 결합에 의하여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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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냉음극 형광램프가 내부의 금속전극
이 방전 플라즈마에 노출되어 직접 전류가 흐르는
직류형 방전인 반면에, 외관전극 형광램프는 방전
관 내부의 양 끝에 하전 입자가 쌓여서 플라즈마
전류가 방전관 내에 교차적으로 흐르는 교류형 방
전이다. 따라서 외관전극 램프는 전극이 직접 플라
즈마와 상호 작용을 피할 수 있어서 수명에 유리하
다. 그리고 전극이 외부에 설치되므로 램프의 제작
이 매우 간편하다. 그 외에도 외관전극 형광램프를
직하형으로 배치하여 백라이트로 구성하는 경우는
다수의 램프를 병렬 연결하여 구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 LCD 백라이트용 광원으로 연
구되고 있다 [1-3].
이러한 외관전극 형광램프는 플라즈마 방전을
연구하는 초창기부터 고주파(MHz) 에 의한 구동이
연구되었다. 그 이유는 저주파에 의한 구동으로는

Fig. 1. Schematic drawings of an EEFL with the
external electrode length l .
RGB의 삼원색 발광 형광체를 코팅한다. 방전 기체는
97%의 네온과 3%의 아르곤의 혼합기체를 80 Torr
의 압력으로 주입하여 미량의 수은을 넣고 유리관
양끝을 봉입한다. 양끝의 유리관에 구리 재질의 외
관 전극을 캪(cap)형으로 설치한다. 외관 전극의 길

고휘도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최근까지도
백라이트용 광원으로서 세관형 램프에 대하여 수 MHz
의 고주파 구동으로 고휘도를 보고하였다 [4,5]. 이

압을 인가하면 방전관에 플라즈마가 형성되고 이온

러한 고주파 구동 방식은 전자기파의 방사를 차단
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고주파 발생 장치의 소형
화가 불가능하여 백라이트로 채용하는데는 상당한

과 전자가 각각 양끝의 전극 부분의 유리관 내벽에
벽전하가 쌓인다. 이러한 벽전하는 전원의 극이 바
뀌면 이들의 벽전하가 상호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램프 직경이 수 mm인 세관형 램
프에서는 100 kHz 이하의 저주파에 의한 구형파의

서 방전관에 전류가 흐르고 벽전하가 양끝 전극에
교체되어 쌓인다. 이러한 방식의 방전을 용량성 결합
교류형 방전(capacitively coupled alternative discharge)

구동으로 고휘도를 달성하였다. 그리하여 EEFL이
백라이트 광원으로의 가능성을 보였다 [1-3].
본 연구는 EEFL에 대한 100 kHz 이하의 저주파에

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유전층에 의하여 직접 하전
입자가 직접 전극으로 흐르지 않고 벽전하가 전극
부분의 유전층에 교차로 쌓이는 방식의 교류형 방

의한 구동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EEFL의 기초
구동 특성으로 동작 전압과 전류의 크기, 그리고 구
동 주파수의 등의 휘도 및 효율과의 관계를 알아본

전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서의 방전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CCFL과 같은 직류형 방전은 LC-공
진형 인버터가 출력하는 정현파(sinusoidal wave) 구

다. 특히, 외관전극의 길이에 따른 램프의 발광 특
성을 조사한다.

동을 한다. CCFL을 구형파(square wave)로 구동하면
과도 전류가 흐르므로 별도의 조처가 필요하다. 반
면에 EEFL은 정현파와 구형파로 공히 구동된다. 그

2. 램프 구조 및 작동

러나 EEFL과 같은 교류형 방전은 구형파 구동이
고휘도와 고효율의 측면에서 유리함은 이미 밝혀졌
다 [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EFL의 구형파 구동

그림 1에 EEFL의 램프 구조와 하전 입자의 동작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하는 방
전 램프는 LCD 백라이트의 대각길이 17인치용이다.
외경이 2.6 mm이고 두께 0.3 mm인 길이 355 mm의
보로실리케이트 유리관을 사용한다. 유리관 내벽은
Journal of the Korean Vacuum Society, Vol.11, No.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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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l 이다. 그림 1에서 유리관 양끝의 전극에 전

에 대한 특성을 알아본다. EEFL의 기초 발광 특성
으로서 전류 및 전압 특성과 휘도와 효율을 조사한
다. 본 연구에서는 100 kHz 이하의 구동 주파수에
국한한다. 특히, EEFL의 전극 형태와 관련하여 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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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길이에 따른 방전 특성을 조사한다. 전극의 길이

전압 펄스에 대하여 2회의 방전에 의한 2회의 광출

는 비발광 영역과 관련하여 램프의 구조상 백라이

력은 EEFL의 발광효율을 높여주는 원인이 된다.

트의 광원으로서 실장의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그림 2는 스위칭 인버터의 구형파로 구동되는 EEFL

3. 결과 및 논의

의 오실로스코프 신호들이다. 그림 2(i)는 구동 전압의
파형이다. 주파수 50 kHz이고 듀티 30%인 전압 파
형의 링잉(ringing)으로 인하여 펄스파 초기에 오버
슈팅의 특성을 갖는다. 전압의 상승 시간은 약 1 μs 이
며, 피크 전압이 약 2 kV인 구형파의 DC 성분 전압
의 세기(Vo)는 1.5 kV이다. 그림 2(ii)와 (iii)은 각각
전류 파형과 광출력 신호이다. 이들 전류와 광출력
은 전압 파형의 상승부와 하강부에서 각각 나타난
다. 전압 상승부에서 나타나는 전류와 광출력은 주
방전(main discharge)에 의한 것이고, 전압 하강시에
나타나는 것은 자체 방전(self-discharge)에 해당한다.
자체 방전은 방전관 양끝에 과도하게 쌓인 벽전하
가 전압의 하강으로 벽전하 사이의 자체 전기력에
의한 방전이다. 자체 방전은 유전층 장벽 교류 방전
(dielectric barrier AC discharge)에서 일반적으로 나
타나는 것으로서, 외부 전원을 인가하여 발생하는
주방전 이후에 외부 인가전압이 하강하는 동안에
벽전하 사이의 자체 전계에 의하여 방전되고, 따라
서 자체방전 전류는 주방전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
향으로 흐른다. 이러한 자체 방전 시의 광출력은 주
방전 시의 광출력보다 다소 작다. 그러나 하나의

(i) Voltage

50 kHz
Duty : 30%

5 Ps

EEFL의 기초 램프 특성으로서 발광 휘도와 램프
효율은 램프의 동작 전압과 전류, 그리고 구동 주파
수 등의 변수들과 관계된다. 특히 외관전극의 길이
에 따른 발광 특성도 중요하다.
구형파 구동에 의한 EEFL의 고효율은 저전류 및
고전압 동작의 가능성에 있다. 즉, 저전류 동작은
발열량을 최소화하여 램프의 효율 증대가 기대된
다. 그 외에도 구형파에 의한 자체 방전으로 인한
이중 방전은 발광 휘도를 높여주고 동시에 효율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3.1 램프 동작 기초 특성
외관 전극 길이가 2 cm인 램프에 대하여, 구동
주파수 40, 60, 80 (kHz)의 각각에 대함 전류-전압
및 휘도-효율의 관계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a)는 100 kHz 이하의 구동 주파수에서 동
작하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이다. 전류와 전압은 선
형적 관계이다. 즉, 전압의 상승으로 전류가 증가하
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CCFL과 같은 직류형 방전
에서 나타나는 타운젠트 방전의 특성인 네거티브
저항 영역이 없다. 즉, EEFL과 같은 유전층에 의한
교류형 방전에서는 음극 강하(cathode fall)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과 같이 구동 전압 0.75～2.0 kV의 영역에서

2kV
1.5kV

-1.5kV

램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0～9.0 mA이며, 이

(ii) Current
20mA

Self
Main
Main discharge
discharge Self discharge
discharge

5 Ps

(iii) Optical Probe Signal
Trigger

Fig. 2. Oscilloscope signals of electrical (i) voltage,
(ii) current, and (iii) optical probe pulses for
the EEFL.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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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휘도는 5,000～30,000 cd/m2를 나타낸다. 주파
수 40 kHz에서 60 kHz로 클수록 동일 전압에서 고
전류가 흐른다. 그러나 60 kHz와 80 kHz를 비교하면,
동일한 크기의 전압에 대하여 주파수 큰 80 kHz에
서 전류의 량은 작지만 램프의 발광 휘도는 오히려
크다. 이는 방전 효율과 관계되는 최적의 주파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b)는 램프에 공급되는 전력과 휘도의 관계
이다. 공급 전력에 비례하여 휘도가 증가한다. 40 kHz
에서 80 kHz의 고주파 구동일수록 고휘도를 낸다.
한국진공학회지 제11권 제1호,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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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력이 필요하다.
40kHz
60kHz
80kHz

Current (mA)

8

]Wo¡

_Wo¡

6

그림 3(c)는 휘도와 효율의 관계이다. 고주파에서
고효율을 나타낸다. 40 kHz에서 램프의 효율은 15 lm/W
이고, 60 kHz에서 25 lm/W, 그리고 80 kHz에서는

[Wo¡

45 lm/W의 고효율을 보여준다.

4

3.2 외관전극의 길이
2

EEFL에서 외관전극은 비발광 영역이므로 전극의

0
0U75

3

2

Brightness ( 10 cd/m P

(b)

35
30

_Wo¡

1U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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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전극의 길이가 작을수록
비발광 영역이 작기 때문에 실장의 측면에서 유리
하다. 그러나 전극의 길이가 램프의 발광 특성에 영
]Wo¡

25
[Wo¡

20
15
10
5
2

4

40kHz
60kHz
80kHz

35
30

2

Brightness( 10 3cd/m P

1. 25 1U5
Voltage (kV)

40kHz
60kHz
80kHz

0

(c)

1. 0

6

8 10 12 14 16 18
Power (W)

]Wo¡
_Wo¡

25

향을 미치므로 적당한 전극 길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램프의 전극 길이, l = 1, 2, 3, 4, 5 (cm)에 따른
각각의 휘도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구동 주파수
는 60 kHz이다. 그림 4(a)는 공급 전력(W)에 대한
휘도이며, 그림 4(b)는 휘도와 효율의 관계이다. 실
험결과에 의하면, 주어진 공급전력에 대하여 전극
의 길이가 길수록 휘도가 증가하고 효율도 커진다.
즉, 전극의 길이가 짧은 경우는 발광 휘도와 효율이
낮고, 전극의 길이가 길수록 휘도 및 효율이 유리하
다. 그림 4의 실험은 램프의 동작 전압을 1.0 kV에
서 최대 2 kV까지 전압을 증가하면서 측정한 휘도
이다. 최대 동작 전압 2 kV에 대하여, 전극의 길이
가 1 cm일 때는 최대 휘도가 약 20,000 cd/m2이고,
2
2 cm 일 때의 최대 휘도는 약 30,000 cd/m 이며, 전

[Wo¡

20

길이는 백라이트의 광원으로 사용할 때의 실장 측

15

극이 3 cm 이상에서는 최대 휘도가 약 35,000 cd/m2

10

을 얻는다.
그림 4의 전극 길이에 대한 램프의 발광 특성에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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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15 20 25 30 35 40 45 50

Efficiency (lm/W)

Fig. 3. Plots of (a) current versus voltage, (b) luminance
versus input power, and (c) luminance versus
efficiency for EEFLs with the driving frequencies
are 40, 60, 80 (kHz). The electrode length is
l = 2 cm.
20,000 cd/m2의 휘도를 얻기 위하여, 40 kHz에서는
약 12 W의 전력이 소모되며, 60 kHz 구동에서는 약
7 W가 소모되고, 그리고 80 kHz의 구동에서는 약 4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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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극의 길이가 3 cm 이상에서는 휘도와 효율의
증가 비율이 다소 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전극의 길이가 길면 램프의 비발광 영역이 커지므
로 대개 2～3 cm의 전극 길이가 적당함을 알 수 있다.
전극의 길이가 휘도 및 효율에 미치는 영향은 방
전관 내부의 전극부분에 쌓이는 벽전하의 양과 관
계가 있을 것이다. 전극의 길이가 짧으면, 벽전하가
쌓이는 영역이 작아서 플라즈마 발생량이 작으므로
발광 휘도가 낮다. 즉, 전극의 길이에 비례하여 벽
전하의 량이 관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전극의
길이가 길수록 벽전하가 많이 쌓이고 방전관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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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lots of (a) luminance versus input power and (b) luminance versus efficiency for EEFL electrode
lengths, l = 1, 2, 3, 4 and 5 (cm) with the driving frequency 60 kHz.
생성되는 플라즈마의 량이 증대된다. 그러나 전극
의 길이가 특정한 길이 이상에서는 벽전하의 양이
포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결

론

스위칭 인버터에 의한 100 kHz 이하의 저주파
구동으로 EEFL의 고휘도와 고효율을 달성하였다.
길이가 355 mm이고 직경이 2.6 mm인 세관의 형광
램프의 양단의 관외에 전극을 설치하고 구형파에
의한 구동으로 20,000～30,000 cd/m2의 휘도를 얻었다.
구동 전압은 대개 1.0～2.0 kV이고, 전류는 4.0～8.0 mA
이다. 구동 주파수가 클수록 휘도와 효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특히, 외관전극의 길이에 대한 발광
특성을 조사하였다. 전극의 길이가 길수록 휘도와
효율이 증가하지만, 전극 길이가 3 cm 이상일 때는
휘도와 효율의 증가율이 둔화된다. 따라서 백라이
트의 광원으로 채용시의 실장을 고려할 때, 전극의
길이가 짧을수록 램프의 비발광 영역이 작으므로
휘도와 효율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적정한 전극의
길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전
극 길이에 대한 휘도 효율의 특성 실험 결과 2～3 cm
정도의 전극 길이를 선택하는 것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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