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책임저자, 현대로템(주), 기술연구소, 연구원

E-mail : hj.jeong@hyundai-rotem.co.kr
      Tel : (031)596-9466  FAX : (031)596-9758
* 현대로템(주),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 현대로템(주),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 현대로템(주),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

철도차량 LED 실내등 적용 검토

Consideration of LED　Saloon light for rolling stock

                   정현정†           김신국*          안홍관**          김재기***

Hyun-Jeong Jeong     Shin-Gug Kim    Hong-Kwan Ahn     Jae-Gi Kim

------------------------------------------------------------------------------------

ABSTRACT

The saloon light is the device that can offer convenience and comfort to the driver and passenger when the 
train is operated at night or in the tunnel. Generally, The fluorescent type saloon for the rolling stock have 
been used, but the problems that are short life and the generation of heat have been brought about because 
the saloon lihgts of rolling stock are supposed to operated continuously long time, and high power 
consumption.

So, the development of new type of saloon lights has been request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recently the various LED type lights have been developed and LED type saloon lights for rolling stock also 
has been developed. 

Therefore, we survey the characteristic, function and needed condition of the LED type saloon lights for 
rolling stock, and analyze the good and bad point, and then research the complement of weak point. 

We want to find the direction and develop the design of future LED saloon light type. 
------------------------------------------------------------------------------------

1.  서  론

철도차량의 실내등은 철도차량 객실 및 실내에 설치되어 야간 및 주간 운행시, 승무원 및 승객의 차량

내에서의 편의 및 안락함을 위한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철도차량의 실내등은 형광등 형식의 실내등이 

주로 사용 되어 지고 현재까지도 계속 적용되어 지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실내등을 동작시켜야 하는 철

도차량의 특성과 높은 소비전력으로 인한 발열로 수명이 오재가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낮은 소비전력과 긴 수명을 가지는 LED 실내등의 요구가 있어 

왔으며, 최근에는 많은 차량들에서 LED 실내등이 적용 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철도차량에 적용되는 LED실내등의 조건 및 원리에 대해 알아본 후, LED 실내등의 장단점 

분석 및 단점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며, 현재 LED 실내등이 적용 현황의 소개를 통해 철도차량 

LED 실내등 개발 및 설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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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차량용 실내등의 개요 

철도차량의 실내등은 야간이나 지하구간 운행시 승무원 및 승객의 차량내에서의 편의 및 안락함을 위

한 장치이다. 이 실내등은 시행청의 사양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형식으로 사용 되어 지고 있다.

2.1 형광등형 실내등

국내의 많은 전동차들이 채택하고 있는 형으로 형광등 실내등이 사용 되고 있다.

참고 사진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1. 형광등형 실내등

2.2 LED형 실내등

최근 진행되는 많은 프로젝트에서는 LED 실내등의 사용을 요청하고 있으며, 참고 사진은 아래 그

림과 같다.

그림2. LED형 실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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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프로젝트명 LAMP 타입 제작년도 비고

1 인천 1호선 72량

형광등 램프

FLR32EX-N/A(32W)

FL20EX-N(20W)

2005년

2 서울시 도시철도9호선 96량

형광등 램프

FLR32EX-N/A(32W)

FL20EX-N(20W)

2005년

3 서울메트로 2호선 280량

형광등 램프

FLR32SS EX-N/A(32W)

FL20S EX-N/18(20W)

2006년

4 부산김해경전철
형광등 램프

32W/T8 삼파장 래피드스타트형
2006년

5 서울메트로 3호선 340량

형광등 램프

FLR32SS EX-N/A(32W)

FL20S EX-N/18(20W)

2007년

6 철도공사 경의선 104량

형광등 램프

F L R 3 2 E X - N ( 3 2 W ) ,

FL20EX-N(20W)

2007년

순번 프로젝트명 LAMP 타입 제작년도 비고

1 신분당선 72량 LED 램프 적용 2007년

2 철도공사 중앙선 24량 LED 램프(LMTP553PWX 3L7) 2008년

2.3 국내 프로젝트 실내등 적용 사례

- 형광등 실내등 적용 프로젝트

- LED형 실내등 적용 프로젝트

3.  LED형 전조등의 개요

LED란 Light= “빛난다” Emitting= “낸다” Diode= “다이오드”라는 각각의 머릿글자를 딴 것으로, 전

기를 흘리면 발광하는 반도체의 일종이며 발광 다이오드라고도 한다. 특정원소의 반도체에 순방향 전

압을 가하면Positive-negative접합(JUCTION)부분을 통해 전자와 정공이 이동하면서 서로 재결합하는

데 전자와 정공이 떨어져 있을 때보다 작은 에너지가 되므로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차이로 인해

빛을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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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형광등(32W) LED조명

소비전력

소비전력(W) 36(안정기포함) 28(컨버터포함)

1량 소비전력(W) 792 616

74량 소비전력(W) 58,608 45,584

3.1 LED 원리

LED칩의 기본구조는 P형 반도체 (+ : POSITIVE 정공이 많은 반도체)와 N형 반도체(- :

NEGATIVE 전자가 많은 반도체)가 접합된 「PN접합」으로 구성된다. LED칩에 순방향의 전압을 걸

면 LED 칩 안을 전자와 정공이 이동해 전류가 흐른다. 이동하는 도중에 전자와 정공이 부딪치면 결

합(이 현상을 재결합이라고 함)해, 재결합된 상태에서는 전자와 정공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보다

도 작은 에너지가 된다. 그 때 발생하는 여분의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변환되어 발광한다. 이것이

LED의 발광원리이다.

3.2 LED 수명

LED는 반도체 그 자체가 발광한다고 하는 특성상, 백열등과 같이 필라멘트가 끊어져 점등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LED칩이나 칩을 봉입하고 있는 수지 등의 소재가 열화함으로써 사용과 함께 빛

의 투과율이 떨어지고, 광속 감퇴가 발생한다. LED의 기구수명은 광속감퇴에 따라 광속 유지율이 어

느 일정 이하가 될 때까지의 점등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수명의 정의는 표시용도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광속 유지율 50%」였다. 그러나 LED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

면서 본격적인 일반 조명기구용도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함께 이번 「조명에 이용되는 백색

LED의 수명 정의」를 형광등과 같은 「광속 유지율 70%」로 변경했다. (칼라 LED에 대해서는 기존

대로 광속 유지율 50%가 수명임

 

4, LED형 실내등의 장단점

본 단에서는 앞서 언급된 LED형 실내등이 어떠한 점에서 기존에 사용되어져 왔던 형광등형 실내

등에 비해 장단점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4.1 장점

1) 전력량 감소 (기 실적 차량: 철도공사 경의선 및 중앙선 24량 기준)

* 객실 LAMP를 모두 AC 220V로 기준으로 계산

2) 전자파가 거의 없어 승객들의 안전에 기여

3) 전류제어 설계로 인해 LED별 동일한 밝기를 주사

4) 기존 형광등에 비해 눈부심이 적어 눈의 피로감이 현저히 감소함

5) 직병렬 회로로 구동되므로 개별 LED의 불량이 발생해도 여전히 동작함.

6) 시간에 따른 광도의 저하량이 형광등보다 월등히 낮음.

7) 시간에 따른 색온도의 변화량이 형광등보다 월등히 낮음.

8) 저 소비전력 : 일반형광등에비해 약25% 절감된 소비전력

9) 깜빡거림이 없는 제품 : 일반형광등은 초당 약 120번의 깜빡거림이 있으나 LED 실내등은 직류로

변환하여 사용함으로 깜박거림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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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특  징

충격에 강하고 안전함 GAS, Filament가 없음

저전압 / 저전류 구동 안정적 직류 점등방식

높은 에너지 효율 광변환 효율이 높음 / 점등, 소등 속도가 빠름

친환경 조명광원
무수은, 에너지 절약에 의한 CO2 배출 감소

장 수명으로 각종 폐기물 배출의 최소화

LED 컨버터 전해콘덴서 수명

REFERENCE VALUE 사용부품 측정치(상온) 예상수명

C5 100U/100V 105도 5000hr 70 °C 약 40,000hr

C14 47U/100V 105도 5000hr 65 °C 약 60,000hr

SC16 47U/35V 105도 1000hr 40 °C 약 60,000hr

C7 100U/35V 105도 1000hr 37 °C 약 80,000hr

4.2 단점

1) LED 수량이 많아 발열 문제 발생(차량내부의 중천장에 취부되는 장치의 발열 + LED)

2) 유지, 보수 시 고장난 LED교체가 아닌 Module 단위로의 교체 필요.

3) LED실내등은 색 온도 편차가 크므로 다수의 실내등이 연결되면, 색깔편차를 보일 수 있음.

4) 가격이 형광등에 비해 높음.

5) 수명

일반 형광등 FL40W의 램프 수명은 8,000hr로 규정하고 있으며, LED 모듈의 수명은 제조사마다 차이

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50,000 hr으로 규정하고 있다. 5배 이상 수명이 길다. 하지만 50,000 hr 수명은

LED 단품의 수명을 나타낸다.

LED Lamp 제품의 설계수명은 컨버터내부에 있는 전해 콘덴서의 수명을 따르게 되므로 LED단품의

수명인 50,000 hr과 차이가 나게 되며, 아래 표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예상수명은 약 40,000 hr으로

차량의 대기모드 시간이 7hr임을 감안하여 운행시간이 17hr일 경우, 40,000 hr / 17hr(1일 운행시간)

/ 365일 = 6.4년으로 6.4년의 예측수명을 가진다. 단, 대기모드에서는 형광등이 OFF가 되어야 하며

검수등의 이유로 형광등을 작동시키는 시간을 제외한 수명시간이다. 또한, 콘덴서가 일률적인 수명을

가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교체주기는 더 짧아질 수 있다.

위 표에서참고한 C5 의100U/100V는 콘덴서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약 65V 정도이므로 100V의 내전압

을 사용하였으며, 100UF 는 리플 제거에 적합한값이다. 또한, 105도 5000Hr 은 부품 수급과 부품 불

량 안정화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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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 계산 공식 및 수명 그래프

* 아래의 그래프 참조하여 예상수명 표기 (4번105℃5000hr 적용)

5, LED형 실내등의 단점 보완책

위 4.2 항에서 언급 되었던 LED 실내등의 단점은 아래와 같이 보완 가능하다.

5.1 발열 문제

일반적으로 LED는 발열문제가 있으나 0.2W 급 5050 TOP VIEW LED를 직병렬로 넓게 설계하여

히트싱크의 영역을 넓혀 열을 저하시켰으며 정격이 LED 소자당20mA 인데 정격보다 약간 낮게 전류

가 흐르도록 설계하여 온도가 형광등보다 월등히낮게 된다. 또한 LED 모듈이 기구물에 넓게 접촉되

어 기구물에 의해 자연 냉각되는 구조를 가진다.

컨버터의 경우, 아래 그림 1과 같이, 컨버터 내부의 PCB가 컨버터 커버와 넓게 접촉되어 열을 외부

의 케이스로 분산 시키며, 외부 케이스는 형광등 몸체와 붙어 있어 방열의 효과가 있다. 컨버터의 발

열부분인 FET에는 히트싱크를 장착하여 자연냉각이 되는 구조이다.

또한, 차량 제작 시 형광등의 발열을 낮출 수 있도록 차체 설계와 지속적인 검토가 될 것이다.

1462



그림3. 컨버터 히트싱크 및 취부 형태

5.2 유지 보수시 Module 단위로 교환

직병렬로 설계되어 있어 LED 1-2개가 불량이 발생해도 여전히 LED모듈은 동작을 한다. 객실등

28W 기준으로 보면 4개의 LED 모듈이 들어가는데 불량난 모듈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형광등 불량시 전체 교환하는 것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다. 각 모듈은 아래 그림 4와 같이 커넥터로

연결되어 용이하게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4개의 모듈 중 개선된 모듈로 일부를 교체시, 개선된 모

듈만 이전 모듈에 비해 밝게 표시가 된다. 이는, 하나의 형광등에 설치된 4개의 모듈에 동일 전류가

흐르게 되어, 개선된 LED 모듈만 기존 모듈보다 효율이 좋아 밝기다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림4. LED 모듈 (커넥터 연결)

5.3 색온도 편차

일반적으로 LED는 색온도 범위가 넓게 형성되어 있으나 철도차량의 특징상 일렬로 길게 배열되면

색온도차가 표시가 난다. 그래서 철도차량에 적용할 LED 는 색온도 편차가 낮은 LED만을 적용하여

색온도 편차에 따른 색깔 변화를 해결한다.

5.4 높은 가격

현재까지는 형광등에 비해 가격이 높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LED의 성능이 월등히 증가하고 있다. 성

능이 증가한다는 말은 특정밝기를 내기 위해 소비되는 전력이 낮아진다는 말이다. 즉 시간이 지날수

록 광효율이 높아져 현재는 기존 형광등 32W 대체품으로 28W 를 사용하지만 향후에는 더 작은 소

비전력으로 형광등 32W의 밝기를 대체 가능하므로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 가격부분을 보완할 수 있

으며, 기술개발에 따라, LED 개별 가격 또한 점차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수명이 형광등에 비해 월등

히 길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 역시 많은 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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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수명 문제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LED 컨버터 내 콘덴서는 105도 5000hr타입으로 약 40,000 시간(4.2절

표 참고)의 예상 수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콘덴서의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현재는 105도 10,000hr을 가지는 장수명용 콘덴서가 개발이 되었다. 해당 콘덴서를 LED 컨버터에 사

용할 경우, LED 실내등의 예상 수명 시간은 이전의 예상 수명인 40,000hr보다 증가 할 것이다.

6, 결론

LED 실내등은 형광등에 비해 전력량 감소와 친환경 조명광원으로써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단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 5절의 단점 보완책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LED실내등의 문제점들은

지속적인연구개발과 개선을 통하여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써, 추후 국내의 많은 전동차들의 실내조명

등을 LED 실내등으로 설계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이나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적합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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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적용 사진

그림5. 중앙선 전동차에 적용된 LED형 실내등

그림6. 경춘선 전동차에 적용된 LED형 실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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