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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술 정보는 일본 전자 기술 2003년 7월호 특집에 실려있는 내용을 번역한 자료입니다."

액정 TV도 본격적으로 보급이 시작되었고 출하대수도 2003년 이후는 년율 90%이상으로 증가한다고
예측되고 있다.이러한 증가율로 가면 2006년도에는 출하대수가 1,500만대가 될것이다.
또, 액정 TV의 대형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30인치 이상의 제품이 Line-Up되어 큰것은 52~54인치가
발표되었다. 주로 액정 TV의 Back-Light에 사용되어지는 Lamp의 현상과 금후의 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1. 장척냉음극 Lamp의 이용목적
먼저 장척냉음극 Lamp의 이용목적에 대해 기술한다.
액정 TV용은 화면의 휘도가 Monitor의 약 2배(450~550cd/㎡)가 필요하다.
또, 수명도 Note,Monitor용도 보다도 긴 6만시간~8만시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복수개가 배치된 직하형을 채용하고 있다.
Edge Light방식의 15인치 Monitor에는 2~4개의 Lamp를 사용하고 있지만 직하형으로 하므로
6개/대의 Lamp가 필요하다. 또, 40인치 Size에서는 수직배치를 하면 32개의 Lamp,Inverter가
필요하게 된다.많은 Lamp를 사용하므로 ①Cost가 높아지고②소비전력이 커지고③발열이 높다
는 불이익이초래된다.
따라서 사용개수를 줄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圖1)



● 대형 액정용 Back_light에 있어서는 Lamp를 수직으로 하지 않고 수평으로 배치하므로 사용개

수를 30%이상 줄일수 있다.

● コ자 혹은 U자 모양으로 곡관(曲管)Lamp를 사용하므로 Lamp의 수를 50%로 줄일 수 있어

Lamp, Inverter의 Cost Down을 도모할 수 있다. 또, 냉음극 Lamp는 전극 부분에서 음극 강하

전압이 발생하여 손실로 된다(약100~120V). 전극의 수가 줄기 때문에 이 손실이 없어져

성전력(省電力),저발열의 Back-Light가 된다.

2. 장척냉음극 Lamp 사용상의 주의점

이번의 개발품은 52인치 Pannel로 Lamp를 수평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Lamp의 길이는 1,200mm로

하였다(그림2). 냉음극 Lamp는 길이가 길수록 내경이 적을수록 시동에 필요한 전압,점등중의

관전압이 상승한다.

① 내경 Ф4mm,길이 1,200mm의 Lamp는 시동에 필요한 전압,점등중의 Lamp전압이 매우

높기 때문에 Case에로의 Leak 전류의 증가 대책,급전부의 절연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② Lamp가 길어지기 때문에 기계적인 강도가 부족하여 자기 무게에 휘어지거나 충격, 진동에

약해 파손, Lead선의 단선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광학 특성면에서는 형광막의 일양성(一樣性)이 부족하여 좌우의 휘도차,색도차가 크게 된다.

④ 길기 때문에 수은의 분포에 치우침이 생기기 쉬워진다. 특히 Lamp를 지지하기 위하여 보지부

(保持部)를 설계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온도저하가 일어나 수은의 응집이 생기기 쉽다.

(Cataphoersis 현상에 의해 조기에 이상방전이 생긴다)

또한 コ자형등의 구부러진 Lamp는 양전극부가 근접하기 때문에 절연대책이 더욱 어렵게 된다.

휘도차,색도차가 큰 부분이 서로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눈에 두드려지게 띈다. 등등의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3. 사용하기 쉬운 Lamp가 되기 위해서는

전항의 주의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Lamp의 개선이 필요한데 Inverter,Back-Light Unit와의

Matching도 매우 중요하다.

우선 Lamp측에서 어떠한 연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기술한다.

① 시동전압 : 관전압을 낮추고, Gas압을 낮추고 ,알곤비를 적게하므로서 가능하지만 전극의

비산(飛散)이 크게 되어 수명이 단축된다. 또한 상온,저온시의 휘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전극에 대해서는 비산이 잘 않되는 재질을 사용하므로서 대응이 가능하다.

② Lamp의 휘어짐 : 극력 휘어지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출하를 하지만 자체 무게에 의한 휘어짐

은 발생한다. 이것은 유리의 내부 두께를 크게하므로서 경감이 되고, Back-Light Unit에서도

Lamp의 보지(保持) 방법의 개선에 의해 해결 가능하다.

③ Lead선의 단선 : 봉지(封止)부자재,Lead 선을 굵게하므로서 대응한다.

이번에는 Ф0.8(封止)+Ф0.6(Lead)를 사용하였다. 경을 크게 하므로서 Lead선에서 외부로의



방열이 좋아져 전극부 주변의 온도는 약 15℃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되었다.

④ 수은 분포의 치우침 : Lamp출하시에 균일하게 수은을 분포함과 동시에 Back-Light의 Lamp

보지부(保持部)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⑤ 좌우의 휘도차, 색도차는 형광체막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므로 없어지지만 Lamp가 길기 때문에

균일한 건조 조건을 찾아내는것이 어렵다. 현재는 시작 Level에 있지만 도포액, 건조 조건의

최적화에 의해 좌우의 색도 차이가 x,y모두 5/1000까지는 가능하였다. 이후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4. 개발 방향에 대하여

직하형 Back-Light Unit도 이후 박형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박형화 하므로서 Lamp개개의

휘도차,색도차가 발광면에 확실히 나타난다. 따라서 휘도차,색도차를 적게하는것이 보다 필요하

게 된다. 또 박형화에 의해 Lamp의 Pitch가 좁아지고 사용 Lamp의 개수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저전류 영역에서의 발광효율의 Up이 필요하게 된다.

또 박형화 제품에 사용하는데 Ф4 이상의 긁은 Lamp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지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굵은 Lamp의 효율 Up도 중요하다.(그림3)

5. 장척냉음극용 Inverter에 대하여

앞에서 기술하였지만 장척 냉음극 Lamp는 점등개시전압, 점등전압이 모두 높은 전압이 필요하

다. 예를 들면 전장 1,200mm의 냉음극Lamp는 점등개시전압:약4Kv, 점등전압:약2Kv의 전압이

필요하다.

이러한 Lamp를 점등시키는 Inverter에 있어서는 출력 트랜스의 내압[안전성]이 가장 큰 네크가

되어 종래의 방식과 같이 한 개의 트랜스로 이 전압을 출력하는것은 곤란하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음극 Lamp의 인가 전압을 두개의 트랜스를 사용한 양전압방식으로 하는것의 연구가

필수이다.



(그림 4)와 같이 한쪽의 트랜스(A)와 역위상의 전압을 다른쪽의 트랜스(A')에서 출력하므로서

냉음극 Lamp에는 트랜스 한 개의 출력의 두배의 전압을 인가하는것이 가능하여 트랜스 각각이

부담하는 전압을 경감시키는것이 가능하므로서 내압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장척냉음극 Lamp를 20개 전후 사용하는 대형 액정 TV에서는 필요한 트랜스 수가

팽대하여지므로 Inverter의 대형화로 이어져 Case내에 실장하는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2~3개를

병렬로 점등시키는것이 필요 불가결하게 된다.

또한 Lamp 하네스[속선] 및 냉음극 Lamp의 기생용량 관리가 중요해지게 된다.

종래형 Inverter의 편측고압방식에서는 저전압측의 전위는 거의 GND Level이기 때문에 고압측의

하네스 길이를 극력 짧게하는 정도의 배려를 하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기생용량이였지만

양전압방식으로 하면 냉음극 Lamp를 포함한 트랜스 출력단 이후는 프로팅(Floating)상태로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휘도 저하등 기생용량이 특성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장척냉음극형광등은 이상에서 기술하였듯이 Back-Light Unit,Inverter의 Matching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에서의 사용방법을 고려한 Lamp설계를 실시함과 동시에 사용환경에 영향을

잘 받지 않는 Lamp,Inverter의 개발이 개발 목표가 될것이다.★

6. 용어해설

<1> Cataphoersis(電氣泳動)

비도전성의 액체속에 부유(浮游)하고 있는 미립자는 그 표면이 + 또는 -로 대전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직류전압을 가하면 +,-의 전하는 반대부호의 전극으로 이동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전기 영동이라고 하며 박막부품을 만드는 방법의 하나인 전착(電着)은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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