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접합온도에서 고출력 LED의 전광선속 측정법

Total luminous flux measurement of high power LEDs at a 
specified junction temperature

박성종, 이동훈, 박승남, 김용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1번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spark@kriss.re.kr

 고출력 LED는 비교적 높은 접합온도에 동작하며, 접합의 온도에 따라 전광선속 값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환경의존성은 측정값의 호환성을 떨어뜨려 LED 응용 제품

개발의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측정자간 상호 호환될 수 있는 약속

된 조건이 필요하고, 이러한 조건에서 LED 전광선속을 국제단위계에 소급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미국 국가표준기관(NIST)의 연구팀은 전광선속 측정의 상호호환을 담보

할 수 있는 조건 변수로 LED 접합온도를 제시하였고(1), 이를 기준으로 재현성 있게 전광선

속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표준화하기위해 국제조명위원회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2) 본 연

구는 NIST의 제안에 부응하여, 접합온도를 기준으로 고출력 LED의 전광선속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구현하고, 측정의 재현성의 고찰하여 방법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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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측정장치 전체 개념도, (b) 측정대상 LED 점등시 적분구 내부

그림 1은 측정장치의 개념도이다. 적분구는 FRP 소재로 지름은 약 40 cm이며, 총 5개의 

포트가 뚫려있으나, 그 중 2개의 포트는 블랭크로 막아놓았다. 현재 사용중인 3개의 포트 중 

2개에는 각각 분광복사계와 광조도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크기가 큰 1개 포트에는 

온도제어기능과 전원공급기능이 있는 소켓이 장착된다. 적분구 내벽은 가시광영역에서 반사

율이 95 % 이상인 BaSO4 도료 (ODP97, Gigahertz-Optik gmbh)를 이용하여 스프레이 착색하

였다. LED 용 전원은 펄스 및 직류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 (Keithley 2520)로 펄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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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소 0.5 μs까지 낼 수 있다. 이 밖에도 LED 소켓과 온도제어장치는 열전소자와 상온 수

냉 회전기를 이용한 방식으로 열부하가 없을 때 0 ℃ ~ 100 ℃ 범위에서 동작한다. 본 장치

의 전광선속 눈금은 절대적분구 기반 저출력 LED 용 전광선속 표준기(3)에서 전달 표준 

LED (@50 mA)를 이용하여 전달 받는다. 

LED 측정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켓의 온도를 측정하려는 접합온도와 같게 설정하

고 열평형을 기다린다. 다음, 펄스전류를 펄스 폭 50 μs, 펄스간격 0.5 s, 전류조건 350 mA

과 같이 10여 회 인가한 후, 그 때의 접합전압의 평균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전류조건 350 

mA의 직류전류를 인가하고, LED 접합전압이 앞서 측정한 전압이 되도록 소켓온도를 제어

한다. 접합전압이 충분히 수렴하였을 때, 광조도계와 분광복사계의 지시값을 읽어 전광선속

을 측정하면 된다. 표 1은 이렇게 측정한 측정재현성이고 그림 1은 접합온도를 바꾸어가면 

측정한 전광선속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좋은 측정재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접합온도를 특

정하여 전광선속을 재는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펄스 폭에 대한 고찰과 

여러 종류 LED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고출력 LED 측정 조건에 대한 표준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동일한 LED를 1개월 간격을 두고 측정하였을 때 측정 재현성. Tj는 접합온도, Ts

는 소켓온도, Vj는 접합전류, Φ 전광선속, CIE x, y는 CIE 1931 색좌표를 뜻한다.

Tj (℃) Ts(℃) Tj-Ts(℃) Vj(V) Φ(lm) CIE x CIE y
35 16.2 18.8 3.407 34.7 0.3202 0.3341 
35 18.2 16.8 3.402 34.6 0.3205 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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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접합온도에 따른 전광선속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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