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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용 LED전조등의 수명시험 장치 구축을 위한 개념설계

Conceptual Design for Lifetime Test System for LED Headlamps on Rolling Stock

온정근·정기석*·정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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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조등은 철도차량의 전두부에 설치되어 야간이나, 지하구간, 안개 등과 같은 열악환 환경에서 기관사의 전방 시야를 확

보하여 돌발상황 발생 시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1]. 국내 철도차

량용 전조등은 필라멘트 형식의 쉴드빔과 HID(High Intensity Discharge) 형식의 고압방전관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짧은

수명과 발열, 전력사용량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잦은 교체로 인한 유지보수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최근 3만~5만시간의 LED

전조등을 개발하여 일부 차량에 적용 중이다[2-5].

LED 전조등 기술은 전동차의 경우 5만 칸델라급, 신조 기관차의 경우 15만 칸델라급 LED전조등이 적용되고 있으며, 고

속철도차량 및 해외 차량의 경우 더 높은 광도의 LED전조등이 요구되고 있다[6]. 철도차량 핵심부품의 국산화 사업의 일

환으로 100만 칸델라급 LED전조등 개발되고 있으나, 제품의 수명 확인을 위한 시험방법 및 예측기술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적합성 평가를 위한 장치 설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의 LED제품 KS규격에서 수명평가에 대하여 게

시하고 있으나 철도차량용 LED전조등의 수명 예측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LED광원/모듈

/패키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명시험 방법은 북미조명학회의 LM-80에서 미국 LED제조업체들의 방대한 수명시험 데이터

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가속수명시험 방법을 통한 수명예측은 TM-21에서 명시하고 있다[7-9]. 그러나 LED조명제품

의 최종 수명은 방열판, 전도 발열체, LED소자 등이 조합된 광특성과 온도 특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LED소자 단계의 수명

Abstract LED luminaires as a lighting system have attracted much research attention due to their high efficiency and

long lifetimes. However, disappointing outcomes have been noted in terms of performance levels and lifetimes as compared

to desired system requirements in practice due to certain electrical and thermal characteristics of LEDs. LM-80 and TM-21

established by IESNA are the best known standards for lifetime test procedures and estimation techniques. However, they

only handle LED light sources without guaranteeing the LED luminaire in a reliability test. They also operate for more than

6,000 hours and undergo various stresses, such as the operating current and temperature. Therefore, a lifetime standard for

LED luminaires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This paper proposes a conceptual design of a lifetime test system for LED

headlamps depending on the operating environment. Eventually, this method can assist with evaluations of the validity of

lifetime standard tests of LED headl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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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LED 조명은 고효율과 장시간의 수명 특성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LED소자의 구동전류와 열에 의한 특

성으로 예측된 수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철도차량의 전조등의 운행환경은 주변온도 변화에 민감

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LED소자에 대한 수명을 예측하기 위한 시험방법 및 예측방법이 북미조명학회에서 LM-

80과 TM-21 등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수명 확인을 위해 장기간이 소요되며 전류와 온도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

로 인하여 LED제품에 대한 수명시험 표준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품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방안과 시험방법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궁극적으로 LED제품에 대한 수명시험 표준으로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철도차량의 운행환경을 반영한 조건에서 수명 시험이 가능한 측정 설비의 개념

설계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 타당성을 검토한다.

주요어 : LED전조등, 수명시험, 철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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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뿐 아니라 완제품 단계에서의 수명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10-11]. 현재 대부분 LED제품의 수명특성은 LED소

자의 수명시험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완제품 단계의 수명특성이 소자단계에서 측정된 수명특성과 동일하다 볼 수 없어 현

재의 LED소자 단계의 수명 시험은 완제품 단계의 운용과 수명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LM-80과 TM-21의 수명시험방법 및 수명예측 방법을 바탕으로 철도차량용LED전조등의 완제품 단계의 수

명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수명시험 장치 구축에 대해 논한다.

2. 본 론

2.1 수명시험방법

2.1.1 LED의 수명 특성

일반조명은 수명시간이 지난 후 급작스럽게 광출력을 상실하지만 LED광원은 상실 없이 광출력이 계속 감소하며 광출력

감소율이 일반조명에 비하여 매우 더디어 장기간의 수명을 보장하고 있다[12]. LED의 수명은 광속유지율로 표현하며, 일

반적으로 초기 광속 대비 70% 수준을 대부분 적용한다[13].

Fig. 1. Conceptual graph of lamp lumen maintenance factor based on LM-80 and TM-21.

LED소자는 반도체에 의한 광원으로써 그림 2와 같이 전류와 온도 변수에 의하여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수명시험

장비는 정전류 전원 및 온도 유지를 위한 기능이 필수적이다. LED제품에서 전류와 온도는 LED조명의 가속수명시험에서

수명-스트레스 관계식 결정에 중요한 요소들이다. LED조명제품은 대부분 온도에 의해 수명이 결정되므로 일반적으로 3개

의 다른 온도조건에서 아레니우스 관계로 가속인자를 도출하여 수명을 예측하게 된다.

Fig. 2. Expected LED life curves based on drive current with LED junction temperatures. (Source : Philips Lumiled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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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LM-80-08 및 TM-21-08의 주요내용

LM-80은 무기 LED 기반의 패키지, 모듈, 어레이의 광속유지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램프 수명 내에 광 출

력 변화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LED광원을 제어된 조건하에 동작시킬 수 있는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LED의 수명

은 대부분 5만시간 이상으로 LM-80에서는 수명예측을 위하여 최소 6,000시간 또는 10,000시간 이상의 측정 기간을 요구

하고 있다. 시료의 수량은 측정값의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도록 최소 10개 이상의 시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10개 이하의 시

료에서 관측되는 정보에 의한 수명예측의 결과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TM-21에서는 시료 수량을 10개로 선정할 경우 5배

율을 적용하여 측정지속시간 6,000 시간에 대해 3만시간의 예측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측정시간을 1만시간의 경우는 5배율

에 의한 5만 시간의 수명예측이 가능하다. 여기서 시료 수량이 20개 이상으로 6배율을 적용할 경우 6만 시간의 수명예측

이 가능하게 된다.

수명 측정시험에서 온도는 수명에 가장 큰 중요한 요소로서 주변온도는 25±2oC를 유지해야 하며 LED소자 정션온도는 일

정(55oC, 85oC, 제작사 권고 온도 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2.1.3 수명시험 방법

LED전조등은 크게 기구부와 전원부로 구성되며, 기구부는 COB(Chip On Board) 기반의 LED모듈과 방열판 그리고 렌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명시험을 위한 시료 수량은 10개 이상으로 선정하며, LM-80에서 권장하는 6,000시간을 측정하는 동

안 1회/1일 이상의 측정 주기로 광학/온도/전기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광원을 일정위치로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와 외부광

원이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암막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Fig. 3 Bird’s-eye view of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lifetime test system shown in Fig. 4.

그림 4는 제안한 수명시험 장치를 이용한 전체 수명시험 절차를 나타내며, 초기 배광시험 전에 열특성 분석과 보정된 시

험방법을 포함한다. 상기의 수명시험장치는 10개 이상의 LED제품을 동시에 측정되어야 하며 측정장비의 소급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보정된 시험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11]. 보정된 시험방법은 수명시험 전후에 LED조명제품의 측정소급성 확

보를 위한 배광시험 및 광특성 시험을 실시하며 수명시험장치를 통하여 LED제품의 수명특성곡선을 확보한다.

수명시험은 LED소자 정션온도를 기준으로 온도유지가 필요하나 실제적으로 수명시험 중에 정션온도의 직접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적정 온도 측정점과 온도유지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LED 제품의 온도성능과 방열판의 성능을 확인하는 특

성시험이 필요하다[6].

2.2 수명시험 측정 장치 개념설계안

2.2.1 시스템 구조

LED전조등 수명시험 장치는 그림 4와 같이 온도제어부, 광챔버부, 측정부 및 저장부로 구성된다. 온도 제어부는 여러개

의 온도조절 팬과 온도제어기로 구성되며, 광챔버부는 LED제품을 고정하고 여러 개의 제품을 동시에 시험할 수 있도록 밀

폐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차단막으로 구성된다. 광챔버부에 고정되는 LED제품은 온도조절 팬에 의하여 일정 온도로 유지

된다. 광챔버부의 반대쪽에는 광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가 고정되며 측정된 정보는 저장부에 정기적으로 저장된다. LED

제품에 공급되는 전원장치는 전류를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정전류전원으로 구성되며, 수명시험장치가 설치되는 공간은

일정하게 주변온도가 제어되도록 항온항습설비가 갖춰져야 한다. 저장부는 온도제어부 및 측정부의 온도/ 광학정보와 전원

공급장치의 전기적 정보 등을 저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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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수명시험장치의 요구사양 및 주요 기능

수명시험장치의 요구사양은 표 1에서 구성 요소 별로 수록한다. 주요 기능으로 항온 설비의 팬은 시제품을 냉각하기 충

분한 공기를 공급해야 하며, 시제품의 온도를 측정하여 일정온도로 조절 가능하고, 연속적인 속도제어 기능이 가능해야 한

다. LED Holder는 LED광원과 조도계 간의 초점 일치를 위한 상하 각도조절을 통해 LED 완제품 시험부의 위치를 보정하

여 광 측정점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LED전조등 수명시험 장치는 열전대로부터 입력되는 방열판의 케이스 온도정보를 PLC

와 기록장치에 전송하며, PLC는 온도정보를 선형제어 기반의 속도값으로 변환하며, 계산값은 인버터와 모터를 통해 냉각

팬의 회전속도를 제어하여 방열판의 온도를 주기적으로 유지한다. 전원설비는 LED 드라이버, 인버터에 직류 전원과 저장

유닛에 교류전원을 공급하며, LED 드라이버는 LED 패키지에 직류 전원을 공급한다.

Fig. 5. Conceptual diagram of the lifetime test facility with a sensing, recording and monitoring system for optical, electrical and thermal

information.

Fig. 4. Flow chart of the lifetime test procedure using the proposed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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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연구는 여러 개의 철도차량용 LED 전조등 완제품의 수명시험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수명시험 장치 구축에 관한 개

념 연구로써, 다양한 시료와 시험조건에 따라 변형과 시료별 개별 측정이 가능하고, 기존 LED소자 단위의 수명시험 기준

에 부합되는 장치의 설계안을 제시한다.

LED 수명은 주로 온도, 구동전류에 의해 차이를 보이므로, 일정 온도 및 일정 전류의 유지가 필수적이며, 제안한 측정

장치는 온도유지를 위한 별도의 온도제어설비와 정전류 방식의 DC전원공급장치를 포함한다. 수명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요

구사항은 IESNA의 LM-80과 TM-21을 만족하며, 전원공급장치를 제외한 COB 기반의 LED모듈과 방열판 그리고 렌즈로 구

성된 LED전조등의 기구부를 대상 시료로 고려하였다. 수량은 10개로 선정하며, 6,000시간을 측정하는 동안 1일 1회 주기

로 광특성 정보를 수집한다. 

제안한 수명시험 장치를 이용한 전체 수명시험 절차는 온도특성시험, 초기 광특성시험, 수명특성시험 및 최종 광특성시

험으로 수행되며, 수명특성시험 전후에 실시되는 광특성시험은 수명특성시험 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하여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LED전조등의 수명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장비 개념 설계와 사양을 제시하였으며, LED제품에 대한 수

명관련 규격인 LM-80과 TM-21을 만족하고 있다. 향후, 수명시험 장비를 활용한 LED전조등의 수명특성 연구와 수명시험

방법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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