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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술 개발 제품은 방열특성이 우수한 금속기반의 리드프레임 개발이다. 현 시장의 주종인 저비용
PLCC 생산 공정과 같은 방식의 제조 공정으로 생산됨으로써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여, 고출력
LED 뿐만 아니라 중.저출력 LED 광원에의 적용도 가능한 기술로 일반 조명, 디스플레이를 비롯하여
식물생장, 의료, 수송 등의 특수용도의 융합분야 까지 LED 광원을 사용하는 전 분야에 적용 가능함.
특히 광원 패키지의 하우징으로 UV 파장대의 반사율이 가장 높은 물질인 Al 을 사용함으로써
UV-LED 조명에 최적의 광원으로 평가 받을 수 있으며, NIR(Near Infrared)광원에도 적용가능 하다.
본 과제를 통한 기술 개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물을 토대로 4mmx4mm 규격의 보급형 고출
력 LED 리드프레임을 당사의 주력 제품화 할 예정이며, LED 광원의 응용분야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모듈과 조명장치, 보건▪의료용으로 향후 급속한 시장 형성이 예상되는 UV-LED 시장의 조명 장치
등에 대한 플랫폼 기술 개발에 적용함으로써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한다.
1. 서론
1.1. 개발기술의 개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극복과 지구 환경보호
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환경 친화적이며 반영구적
수명과 전통적인 광원에 비하여 효율이 우수한 특성
으로 인하여 LED(Light Emitting Diode)는 디스플
레이용 BLU(Back Light Unit), 경관, 자동차 및 조
명용으로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LED 광원으로 급
속도로 대체되고 있다. Strategies Unlimited 2012
report에 의하면, LED 광원 시장이 2016년에 138억
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물질별로 구분할 경우
청색 계열인 InGaN 칩이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
할 것이라 전망한다. InGaN super hi power와
RGB 분야의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연평균성장률)이 각각 54%와 9.8%로 예상되며,
멀티칩어레이 패키지 증가에 따라 RGB 시장이 활
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급량 기준으로 보면 신
호용 LED 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InGaAlP low
power LED 공급량이 커질 것이나 소자 가격 하락

으로 인하여 금액기준으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국가전략산업으
로 국내 LED 산업 육성과 전 세계적인 백열등 사용
제한 및 LED 조명 활성화 정책, 또한 LED의 여러
가지 우수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반 조명시장에의
LED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기존 조명 대비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에너지성
에서 주관하는 DOE’s 2012 MYPP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상품화된 cool white를 기준으로
한 LED 광원의 판가는 6$/klm 수준이며, 이러한 판
가는 2015년에 2$/klm, 2020년까지 0.7$/klm 으로
감소하는 트랙으로 전개될 경우 일반 조명시장으로
의 LED 보급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
고 있다. LED 광원 제조비용은 LED 조명 시스템의
제조 체인 중 기판부터 패키징까지 소요 비용은 아
래 그림과 같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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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경제부, LED 광산업/IT전략기술로드맵 2015)
[그림 1] LED 조명 시스템의 제조 체인

2. 본론
2.1. 조명용 백색 LED 패키지

조명용 백색 LED 패키지의 구성요소(그림 2)는
LED 칩을 실장하기 위한 리드프레임, LED 칩, 형
광체, chip 본딩용 paste, 전극연결용 Au wire 등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 DOE’s 2012 MYPP report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수직형 칩을 사용한 조명용 고
출력 LED 광원의 제조공정별 비용을 추산한 결과,
기판 15%, 단결정 에피성장 12%, 칩 제조공정 12%,
형광체 7%, 패키징 공정 및 재료 54%로 패키징 분
야에서 가장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발표되었
다. 따라서, 2020년 LED 광원 가격 0.7$/klm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패키징 분야의 비용 저감이 가장 중
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는 형광체 및 리드프레임의 비용 저감이
가장 중요하다.

[그림 2] 조명용 백색 LED 패키지의 구성요소

일반적인 저,중출력 LED 패키징용 리드프레임의 제조 방법은
Cu 판재를 사용하여 스템핑공정으로 전극층 형성, Cu 표면에
Ag 도금 및 PA9T 계열의 플라스틱 수지 사출을 통한 LED
칩 안착 컵 제조 등의 PLCC 공정을 보여준다.

- 프레스 타발성 용이형 제품 설계
- Burr 방향성, 내구성 및 Package 기준 설계
2. 소재 개발
- 열전도성, 전기전도성이 우수한 소재 (Al 합급
중 선택)
- 강도, 성형성, 작업성 감안.
3. Al 타발용 프레스 금형 최적화
- 프레스 Burr 최소/Bending 성 우수/ 열전도율
우수한 조건의 Al 판재 최적화
- 금형 설계/가공 시 burr 최소화 기법 적용
- 타발 후 표면 세정 방법 최적화
4. 인서트 사출용 사출 금형 최적화
- Al 상반부 노출형/매립형 제품
- 내열성, 밀착성, 강도 등의 요구 물성 절연부재
(Resin) 개발
- Al 열팽창 계수를 감안한 Molding 성형 기술 개
발
5. 고출력 칩 실장 결과 평가
- Wire/die bonding 방법의 Cu/Al 비교 평가
- AL 리드프레임 패키지와 PCB 기판과의 실장 평가.
6. 성능 평가
- 열저항 특성 평가(T3 Ster)
- L-I특성, I-V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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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을 위한 기술개발 할 내용

1. 제품 설계 (4x4 mmm 단품/4열)
- 고방열 구현 가능한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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