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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자외선은 가시광의 보라색보다 짧은 100~400nm의 

파장을 가지는 전자기파로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X선과 가시광선 사이에 위치한다. 자외선은 파장

에 따라 UV-A(315~400nm), UV-B(280~315nm), 

UV-C(200~280nm) 및 vacuum UV(100~200nm)로 

구분된다. 태양 빛에서 나오는 자외선 대부분은 지구의 

대기에 흡수되거나 산란, 반사되고 UV-B일부와 UV-

A만 지상에 도달하여 인체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거

나, 살갗을 태워 화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외선은 고분자의 결합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가

지고 있어 산업적으로 경화기에 활용되고, 위폐감지기, 

태닝(tanning), 광촉매를 활용한 공기정화기, 의료기기 

및 살균, 정화 등 그 쓰임의 폭이 매우 넓다.  

지금까지는 인공적으로 자외선 광을 내기 위해 수은

이나 제논 가스를 램프에 봉입하거나 할로겐 화합물을 

봉입하여 사용하는 수은 램프, 제논 램프, 메탈할라이드 

램프 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램프는 크기가 크

고, 수은 등 유해가스를 사용하며,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다.  

질화물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1], 일부 자외선광

원 시장이 자외선램프에서 자외선 Light Emitting 

Diode(LED) 반도체 광원으로 대체되고 있다. 특히 

365nm 이상의 영역에서 고효율 자외선 LED가 개발됨

에 따라 이들 파장을 활용하는 위폐감지기, 광 촉매를 

활용한 공기청정기, 일부 경화기에 빠르게 자외선 LED

로 시장이 옮겨가고 있다. 반면 자외선광원의 또 다른 

거대 시장인 UV-C 파장을 이용한 살균 및 정화 시장에

는 반도체 자외선광원 기술의 미성숙으로 아직 진입이 

미미한 수준에 미치고 있다. 자외선 LED의 독특한 특성

인 자유로운 디자인,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광원, 장수명, 저가로 구동회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속

적인 반도체 자외선 LED 기술의 발전으로 자외선 전 영

역에서 자외선 LED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자외선광원 시장 및 질화물 반도체 기반

의 자외선광원의 침투 가능성 및 기술동향에 대하여 알

아보고자 한다.  

II. 자외선광원 시장전망 

자외선광원 시장은 크게 자외선램프 시장과 자외선

LED 시장으로 구분된다. 자외선광원은 전형적인 중소

기업 적합 업종으로 2014년도 전체 자외선광원 시장은 

$475.6M 규모이다. 경화기, 살균 및 정수, 태닝 및 분

석 장비 시장 순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자외선 LED 시장

은 $90.9M로 전체 자외선광원 시장의 19.1%의 비율을 

차지하며 대부분 경화기 시장이 차지한다. 2019년에는 

자외선광원 전체 시장은 $1,210.7M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중 자외선램프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13%에 그치지만, 자외선 LED의 경우 40% 이상의 연평

균 성장률을 가지고 고속 성장하여 $501.5M의 시장이 

형성되어 전체 자외선광원 시장의 41.4%를 차지할 것

으로 예상된다[2][(그림 2) 참조]. 

특히 UV-C LED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 처리 및 공

기 살균 및 정화 분야에서 LED의 채택이 늘어남에 따라 

연평균 성장률이 2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0

년 이후 경화기 시장에 자외선 LED가 적용되어 호황을 

이룬 이후 2차 호황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 3D 프린터 시장의 확대 및 LED 고유 특성을 활용하

여 고연색성 조명, 바이오/메디칼 응용, 반도체 공정, 

핸드폰 살균 적용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경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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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는 예상보다 15% 가까이 증가한 $572.5M로 자

외선 LED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측된다

[(그림 3) 참조].  

III. 국내외 기술동향 

1. 반도체 기반 자외선광원 기술 

1993년 나카무라
1)
에 의해 고효율 GaN 기반 청색 

LED가 개발된 이후[3], 질화물 기반의 LED 개발이 급

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초창기 휴대폰 키패드 및 교통신

호등에 적용되던 LED는 액정 디스플레이의 Back Light 

Unit(BLU)에 적용되며 폭발적인 성장을 하여 최근에는 

일반조명 시장에 진입하였다[4]. 

자외선 LED 기술 분야에서는 크게 GaN 에너지띠 간

격(Eg
GaN

 = 3.4 eV,~365nm)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뉜

다. 즉, GaN 에너지띠 간격보다 작은 365nm 이상의 자

외선 파장의 LED 기술과 GaN 에너지띠 간격보다 큰 

365nm 이하의 자외선 파장의 LED 기술로 나뉜다. 현

재까지 GaN 기반이 반도체 성장 기술인 사파이어 기판 

위에 저결함 GaN 성장 기술 및 p-GaN, n-GaN 도우

핑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365nm 이상의 자외선 파

장 영역에서의 고효율 자외선 LED 기술은 확보되었다. 

그러나 365nm 이하의 자외선 LED의 경우 생성된 자외

선 빛이 GaN에서 흡수되므로 GaN 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보다 에너지띠 간격이 큰 AlGaN나 AlN 물질을 사

용하여야 한다. 사파이어 기판 위에 Al(Ga)N을 성장하

는 기술, p-Al(Ga)N 성장 기술의 난점으로 인하여 고효

율의 365nm 이하 자외선 LED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UV-C 자외선 LED의 경우, AlN 기판을 사용하거

나 고품질의 AlN 템플릿을 사용하여야 하나 아직 이들 

기술이 성숙되지 않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반

적인 주변 기술과 함께 발전하여야 UV-C 영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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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LED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2017년 

이후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380nm~400nm의 자외선 LED는 기술이 성숙

하여 경화기, 위폐감지기 및 광촉매를 이용한 공기정화

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백반증 및 건선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310nm 자외선 LED나, 살균 및 정화

용으로 쓰이는 280nm 이하의 고효율 자외선 LED는 아

직 기술이 성숙되지 않아 많은 기업에서 연구개발에 집

중하고 있다.  

시장전망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잠재적인 자외선 

LED 거대 시장은 의료/바이오, 살균 및 정화 시장으로 

저가격 고효율의 UV-B 및 UV-C LED 기술개발이 시

급히 필요하다.  

2. 국내 자외선 LED 기술개발 동향 

GaN 성장 기술을 기반으로 365nm 이상의 UV-A 자

외선 LED 기술은 기존의 잘 확립된 청색 LED 기술과 

유사한 기술로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기초 연구를 진행

했으며, 국내 중소기업인 서울바이오시스 및 소프트에

피와 세미콘라이트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자

외선 경화기 및 미용용 매니큐어 경화기 등의 제품에 적

용되고 있다.  

수처리 및 살균용 UV-C LED(~280nm)의 경우, 기

술적 난이도 및 고가의 고온 성장 장비가 필요하여 중소

기업에서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국내에

선 유일하게 LG이노텍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나, 세

계적인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해 아직 시장에 진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자외선 센서의 경우, ㈜제니컴에

서 UV-A, UV-B 및 UV-C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3. 국외 자외선 LED 기술개발 동향 

일본의 니치아사는 질화물 LED를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가장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365nm 이상의 자외선 LED 분야에서도 가장 우수한 성

능의 LED를 출시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시장을 점유하

고 있다. 니치아사는 365, 385, 395, 405nm의 자외선 

파장 대역의 LED를 생산하고 있으며, 1A 구동 시 1W 

이상의 출력을 가지는 LED를 생산하고 있다.  

365nm 이하의 자외선 LED의 경우, 대학 및 연구소,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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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조 대학과 나고야 대학 RIKEN 연구소에서 자외선 

LED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업체로는 Nikkiso(UV 

craftory), Dowa, Nitride Semiconductor사에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일대학, 조지아텍, RPI 등 

대학에서 활발히 연구되었으며, SETi, Crystal-IS, 

Hexatech, Nitek 등 벤처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인 

LumiLEDs도 UV-C LED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대만

의 경우, 에피스타, 제네시스포토닉스, 세미레즈등 업체

에서 자외선 LED를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부의 적

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업체가 자외선 LED를 개발하고 

있다. 

(그림 4)는 전 세계에서 자외선 LED 칩을 생산하거나 

패키지하는 업체를 도식적으로 나타냈다. 자외선 LED 

시장이 크지 않아 대기업에서 진출을 꺼렸으나, 살균 및 

정화용 UV-C LED의 시장확대와 고부가 가치성 때문

에 LG이노텍과 LumiLEDs와 같은 대기업이 새롭게 개

발에 참여한 것이 이채롭다. 

UV-C LED 기술은 2012년 SETi사에서 기존의 자외

선 LED 성능보다 5배 이상의 성능을 구현하면서 기술

적 도약을 이루었다[5]. Shatalov 등은 AlN 템플릿과 

Migration-Enhanced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MEMOCVD) 성장 기법을 이용하여 활성층

의 관통결함밀도를 2×10
8
/cm

2
로 획기적으로 낮추어 

내부양자효율을 50% 이상 높이고, p-AlGaN 층을 최적

화하여 자외선 투과도를 5%에서 60% 증가시킴으로 

11%의 외부양자효율을 가지는 UV-C LED를 제작하였

다[6]. 이러한 결과는 15% 효율의 UV-C 수은램프와 

비견할 만한 값으로 자외선램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이다. 또한, 일본 RIKEN 연구소의 Hirayama 그룹에서

는 pulsed-flow 방식 및 p-AlGaN층에 다층양자장벽

구조를 이용하여 전류 주입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이용

하여 고효율의 UV-C 자외선 LED를 개발하였다[7]. 

Amano교수가 기술 고문으로 있는 UV craftory사에서

도 2014년에 외부양자효율이 10%가 넘는 결과를 발표

하였다[8]. 

(그림 5)는 RIKEN 연구소에서 제안한 고효율 자외선 

LED 제작을 위한 필요기술로써 ① 관통전위밀도를 낮

추어 내부양자효율을 증대시기는 기술, ② p-AlGaN 

층의 홀 농도를 증가시켜 전류 주입 효율을 높이는 기

술, ③ 흡수되는 자외선을 최소화하여 광추출효율을 높

이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발전될 것으로 제안하였다. 

시장 확장성이 큰 UV-C 자외선 LED 개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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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각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

술개발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분

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산-학-

연의 연구역량 집중을 통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

요가 있다.  

4. 자외선 레이저 다이오드(LD) 개발 현황 

2000년대 초반 광저장 장치 Blu-ray의 광 픽업용 레

이저로 405nm의 청자색 레이저 다이오드가 상용화되

면서 GaN 기반의 레이저 다이오드에 대한 연구가 소

니, 니치아, 삼성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나[9]-[11]. 

플래시 메모리의 등장으로 Blu-ray가 시장에서 사라지

면서 청자색 레이저 다이오드 연구도 많이 위축되었다.  

보다 짧은 자외선 파장의 레이저 다이오드 제작을 위

해서는 AlGaN 기반의 성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AlGaN과 GaN 사이의 격자부정합에 의해 격자결함이 

발생하며, 임계두께 이상 두께로 성장할 때 크랙이 발생

하는 치명적인 문제로 365nm 이하의 Laser Diode(LD)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외선 LD 연구는 일본 메이

조 대학의 Akasaki와 Amano 연구그룹 및 Hamama-

tsu사와 러시아 Ioffe연구소의 Jmerik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Jmerik 그룹에서는 plasma-assist Molecular Beam 

Epitaxy(MBE) 성장법을 이용하여 자외선 LD를 제작하

였다[12]. AlGaN과 GaN 사이의 스트레인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파이어 기판 위에 AlN를 성장한 후, 

AlN/Al0.9GaN 초격자 구조를 30쌍 성장하여 관통결함

밀도를 낮춰 LD를 제작하였다. 303nm 파장의 자외선 

LD는 상온에서 광펌핑을 통하여 발진하였다.  

Meijo 대학의 Akasaki 및 Amano 연구그룹은 그루브

로 식각한 GaN 템플릿에 hetero-ELO 성장법을 사용

하여 크랙이 없고 결함 밀도를 2×10
7
/cm

2
로 획기적으

로 낮추어 350.9nm 파장을 가지는 자외선 LD를 제작

하였다. 이는 처음으로 365nm 이하의 파장에서 전기적

으로 상온에서 펄스 발진에 성공한 결과이다[13]. 

Hamamatsu사에서는 기업에서는 처음으로 342nm 

자외선 LD를 개발하였다[14]. Facet-Controlled Epi-

taxial Lateral Overgrowth(FACELO) 성장법을 이용하

여 사파이어 2인치 기판 전체에 크랙이 없는 고품질의 

AlGaN 층을 성장한 후 자외선 LD를 제작하였다. 

Hamamatsu사에서는 양자우물의 물질 및 조성을 조절

하여 336~360nm의 파장을 가지는 다양한 LD를 제작

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수직성장과 측면성장의 성

장비율을 조절하는 2단 선택성장을 통하여 크랙이 없는 

고품질의 AlGaN 템플릿 성장을 바탕으로 자외선 LD를 

개발하였다. 광펌핑을 통하여 349nm에서 레이징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365nm 이하의 LD를 제작한 결과이다. (그림 6a)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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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광의 세기에 따른 Photoluminescence(PL) 스펙트럼

을 보여준다. (그림 6a)에서와 같이 PL 세기는 여기광의 

세기가 점점 커짐에 따라 피크의 강도도 급격히 증가하

며, 349nm의 피크 파장과 1.8nm의 작은 반폭치

(FWHM) 값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자발방출이 아닌 

유도방출이 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6b)는 

여기광 세기에 따른 PL 출력의 세기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광의 세기에 따라 광

출력이 다른 두 영역으로 나뉜다. 여기광의 세기 밀도가 

낮은 경우는 여기광 세기에 따라 광출력의 증가량이 미

미하게 증가하는 자발 방출 특성을 보이며 580kW/cm
2
 

이상의 광펌핑 전력 밀도 영역에서는 광출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유도 방출을 통하여 자외선 LD가 발진하는 것

을 보여준다.  

자외선 LD의 경우 아직까지 시장은 없지만 질화물 반

도체 소자 중에서 가장 기술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자외

선 LD 기술을 확보하면, 자외선 LED 및 Photodetec-

tor(PD)의 광소자뿐만 아니라, AlGaN 기반의 RF 소자 

및 전력소자로 기술 응용이 가능하다.  

IV. 맺음말  

질화물 기반의 반도체 광원의 시장 및 기술동향에 대

하여 살펴봤다. 현재 자외선 LED는 경화기 시장에서 자

외선램프를 대체하고 있으며, 향후 UV-C LED의 성능

이 향상되면, 거대한 살균 및 정화 시장에서 2017년 이

후에 자외선램프를 대체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LED 고유의 특성으로 3D 프린터 및 의료/바이오 적용 

등 그 사용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의 365nm 이하의 자외선 LED 기술은 다른 

기술 선진국보다 많이 뒤처진 상태이나 다양한 정부의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비, 기판, 에피 성장 기

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면 반도체 기반 자외선광원 분

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약어 정리 

BLU Back Light Unit 

FACELO Facet-Controlled Epitaxial Lateral 

Overgrowth 

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LD Laser Diode 

LED Light Emitting Diode 

MBE Molecular Beam Epitaxy 

MEMOCVD Migration-Enhanced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PD Photodetector 

PL Photolumin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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