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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 power light emitting diode(LEDs), a strong candidate for the next 

generation general illumination applications are of interest. With major advantages of power 

saving, increased life expectancy and faster response time over traditional incandescent bulb, 

the LEDs are rapidly taking over many applications such as LCD backlighting, traffic light, 

automotive lighting, signage, etc. The increased electrical currents used to drive the LEDs 

have focused more attention on the thermal management because the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the solid-state lighting devices strongly depend on successful thermal management. There 

exist some problems that are caused by heat generation in the LED package, such as wire 

breakage, yellowing of epoxy resin, lifted chip caused by reflow of thermal paste chip attach 

and interfacial separation between LED package and silicon resin.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igh power LED thermal properties of using pulsating heat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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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R  :  Resistance of thermal [℃/W]

P   :   Power [W]

T  :  Temperature [℃]

하첨자

d :  Dissipated

j :  Junction

a :  Ambient

1. 서 론

전기에너지 수용의 급증, 화석에너지 고갈 및 환

경 문제로 인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전기에너지 중에

서 조명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이 총 전기에너

지 사용량의 약 20%에 육박함에 따라 재래식 조

명을 대체할 수 있는 ‘전기발광’(solide-state 
lighting)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기발광의 잠재적 경제효과는 매우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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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어, 발광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가 중

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광 관련 산업은 21세
기에 중요한 산업분야의 하나로 자리를 잡을 것

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기존 광원에 비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광원 ‘발광다이오드(LED)'에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 LED의 한계였던 휘도(밝기)문
제가 최근 크게 개선되면서 응용시장이 산업 전

반으로 확산, 본격적인 LED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된 백색 LED 칩 하나에서 나오는 광

속(luminous flux)은 20mA에서 약 1.5 ~ 2 lumen 
정도 수준이다. 일반 조명시장에서 LED 조명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100 lumen 이상이 되어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약 60개 정도 LED 칩의 조합

이 필요하다. LED의 광속을 높여야만, 즉 칩의 

lumen을 높여야만 경제성이 있는 LED 반도체 조

명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칩에서 많은 광속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출력 LED 구현이 필수이다. 
LED는 입력 전력 대비 85%가 열로 변환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LED에서 발생한 열을  

효과적으로 외부로 방출시키는 문제는 고출력 

LED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

제로 직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동형 히트파

이프를 사용하여 LED패키지의 목적에 구현되는 

최상의 방열 구조를 설계하여 고출력 LED 조명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2. 고출력 백색 16W LED 

2.1 고출력 백색 16W LED의 기본사양

본 실험에서 사용된 고출력 백색 16W LED 조
명은 16W 소비전력에 높은 광속 1,050 lm과 넓은 

발산각(Beam Angle) 120°, 낮은 열저항의 고출력 

백색 LED를 선택하였으며, Table 1과 Fig.1에 고

출력 백색 16W LED의 특성과 그 형상을 나타내

었다.



[V]
Color 

Temperature[K]
View

Angle[°]
Luminous
Flux[㏐]

Illuminan
ce[㏓]

Free 
voltage

2,700 ~ 6,500 120 1,050 310

 Table 1 Chracteristics of high power 16W white
          LED using the paper

 Fig. 1 Schematic of high power 16W white LED 
        using the paper

2.2 고출력 백색 16W LED의 방열 설계

2.2.1 진동형 히트 이 의 작동원리

진동형 히트파이프(이하 PHP)는 윅에 의한 증

발부로 작동액의 환원 없이 유체의 진동에 의해 

열을 빠르게 수송하는 열전달 기구로 구조는 Fig. 
2와 같다. 세관을 사형(Serpentine)시킨 밀폐 구조

로, 진공 상태로 만든 후 임의의 비율로 작동액 

및 증기포를 불규칙적인 루프 내 순환 또는 축방

향 진동에 의해 가열부에 합쳐진 후 기액 슬러그

류의 형태로 된다.

Cooling
Part

: Liquid : Vapor

Adiabatic
Part

Heating
Part

Heat in

Heat out

Fig. 2 Basic concept of pulsating heat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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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of Pulsating heat pipe

Fig. 4 Apparatus of High-Power LED Thermal
      Spreaders Design Using Pulsating Heat 

       Pipe (led/php)

슬러그류는 압력파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축방

향 진동을 동반하는 유동으로 되어 순환하고, 증
기의 기포가 대류 열전달과 잠열수송을 행한다.

3. 실험장치  방법

 3.1 실험 장치

 주 온도와 소자의 자체 열발생은 출력의 

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한 방열 설계가 매

우 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소자의 합온도의 

상승을 억제하기 해서 최 의 방열 설계가 필

요하며, 이를 하여 선정된 고출력 16W 백색 

LED의 열분포  열 항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진동형 히트 이 의 방열 설계

를 해 우선 으로 고출력 백색 LED 구의 온

도분포 실험을 통해 16W LED 패키지의 열 항

을 알아본 후, 이 실험을 토 로 하여 LED방열 

설계를 한 PHP의 형상  제원을 구상하여 

Fig. 3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4는 PHP를 이용한 LED방열 성능을 알아보

기 해 구성한 실험 장치이다. 시험부인 PHP, 

가열 원 입력부, 온도를 측정하기 한 계측부

로 구성된다. 계측부는 T-type 열 에서 측정

한 온도를 표시하는 Hybrid Recorder (yokogawa, 

DR-230)와 온도를 장하기 한 PC로 구성되어 

있다.  

 3.2 실험 방법

 PHP는 작동유체를 충 하기 앞서, 내부를 로터

리 펌 와 디퓨  펌 로 이루어진 고진공 시스

템으로 5.0×10
-6 
torr까지 진공하여 2시간 유지하

다. 작동액의 충 은 냉매 충  실린더

(HGC-96. Taiatsu)를 사용하여 R-141b를 내부 

체 비에 한 30 vol.%를 채택하여 입하 다.
*)

 
PHP의 열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LED의 알

루미늄 방열 에 PCB기 에서 발생하는 열을 

신하여 PCB와 동일한 사이즈의 히터를 장착하여 

PHP의 증발부와 응축부의 시간에 따른 온도차를 

통해 방열 성능을 알아보았다. 가열 히터의 온도

는 PCB기 에서 발생하는 최  발생열을 기 으

로 하여 가열히터의 온도를 120℃로 설정하 다. 

Specification PHP
Type Opend Looped

Working fluid R-141B

Chaging ratio 30(vol.%)

Length (mm) 2,500

Turn Num. 10
O.D (mm) 1.85
 I.D (mm) 1.35

Table 2 Specification of Pulsating heat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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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Variation of high power 16W white LED 
           temperature

  입력열량은 력 산기(Protronix co.)로 측정하

다. 열 로부터 얻어진 히트 이 의 가열부 

 방열부의 온도 데이터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

 간격으로 장하 다. 실험외기는 기술표 원 

KS 규격에 따른 외기온도 25±2℃  자연 류 

상태에서의 TEST 기 에 따라 측정했다.

3.3 고출력 백색 16W LED 열 항 계산

 열 리 설계에서 사용되는 기본 인 수학 도구 

 하나는 열 항이며, 열 항은 해당 력 소산

에 한 온도차의 비율로 정의 된다. 체 열 항

(RJ-A)은 식(1)과 같이 합에서부터 주변에 이

르는 열 경로의 개별 열 항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   

       

4. 실험 결과 

4.1 고출력 백색 16W LED 열특성 

4.1.1고출력 백색 16W LED 온도분포

 Fig. 5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고출력 백색 16W 
LED에 공 되는 소비 력에 따른 소자 온도, 

PCB온도, 알루미늄 방열  온도, 히트싱크 온도 

그리고 주 온도를 나타낸다. Table 3은 고출력 

16W 백색 LED의 합온도, PCB온도 그리고 알

루미늄 방열 , 히트싱크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으

며, Fig. 6은 화상 카메라(TH9100ML-NEC)를 이

용하여 고출력 16W 백색 LED의 온도분포를 측

정하 다. 

4.1.2 고출력 백색 16W LED 열 항

여러 표면과 소재 간의 도와 련된 시스템의 

경우, 열 경로의 간소화된 모델은 Fig. 7과 같은 

Unit(℃) Max. Temp.

LED module Temp. 122.6

Board Temp. 118.7

Aluminium Board Temp. 69.4

Heat Sink Base Temp. 64.9

Heat Sink Temp. 60.3

Table 3  Maximum temperature of each heating  
       point.

Fig. 6  Infrared thermal image of the high power 
   16W white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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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ction to Ambient Unit(℃/W)

Rjb-Thermal Resistance of LED 0.24

Rbal-Contact Resistance 3.08

Ralh-Spreading Resistance 0.28

Rha-Thermal Resistance of heat sink 0.29

Rja-Thermal Resistance of 

    junction to ambient
3.89

Table 4 Temperature resistance with electrical 
          input power.

Fig. 7  Thermal circuit junction to ambient.

  

 
직렬 열 항 회로로 구성되어지며 각 소재의 열

항은 온도편차를 이용하여 소비 력에 따른 열

항을 식 (1)을 통해 계산하여 Table 4로 정리하

다. 

 
4.2 PHP이용한 고출력 백색 LED방열

 PHP를 이용한 LED 방열 성능을 알아보기 해  

Fig. 4의 실험 장치를 통해 16W고출력 백색 LED

와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증발부와 응축부의 온도

차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실험 조건인 외기 25 ± 2℃에서 증발부와 응축부

의 온도차가 16℃범 이내에서 안정 으로 작동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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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perature profile of PHP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출력 LED 조명에서 발생되는 

열을 방열하기 하여 PHP를 제작하여 LED 조

명의 냉각 성능 특성을 악하 으며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렸다.

 

(1) 진동형 히트 이 를 이용한 고출력 LED 

조명 방열 성능은 R-141b, 30 vol. %일 때 가열

부와 냉각부 사이의 온도차가 16℃로 안정 으로 

작동함을 알 수 있다.

  (2) PHP의 방열 특성을 분석하기 해 증발부

에 120℃의 열원을 가하여 이 부분의 온도를 측

정하 을 때 측정된 증발부의 온도는 76 ± 3 ℃

의 범 로 고출력 LED조명의 방열설계에 만족하

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PHP를 실제 LED 패키지에 장착하 을 때

의 열 특성과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D 패캐지 조명의 신뢰성   

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핀을 통한 방열 면 의 확  시에는 기존의 

히트싱크를 이용한 방열 성능보다 우수한 방열 

성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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