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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optimized and simulated the heatsink of 75W LED module for street lighting and evaluated 

the optical properties with the manufactured heatsink. the structure of LED package make simple as chip and   heatslug 

and thermal flow is analyzed by using the FEM(Finite Element Method) with CFdesign V10. Also, we measured the 

temperature of heatsink and evaluated the optical properties with infrared thermal image camera and integrated sphere 

system for luminous flux in 1 [m
3
] box. 

As results, Heatsink optimized in 3 mm pin thickness, 6 mm base thickness and 16 number of pin count by using 

Heatsink-designer and got the results which is the temperature of 47.37 [℃] and thermal resistance of 0.48407 [W/℃]. In 

thermal flow simulation, the temperature of heatsink decreased from 51.54 [℃] to 51.51 [℃] and the temperature of 

heatsink by the time in real measurement decreased from 47.03 [℃] to 46.87 [℃]. Moreover, we improve 0.68 % in the 

decreased ratio of the luminous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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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 LED)는 재 높은 

효율과 안정성, 긴 수명, 다양한 색상구 과 낮은 력 소모 

등의 장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LED는 다양한 분야에 용

되어 휴  화, LCD 디스 이, 차량용 조등, 형 

, 신호  조명 등 인테리어  경  조명을 한 조명, 자

동차 표시  정지등 등 많은 분야에 용되고 있다[1].

재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LED가 세계 각지에서 총 에

지의 약 15 %를 소비하는 일반 조명에 용될 것으로 

상하며, 고출력 LED이용한 LED 조명 기술을 2025 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상된다[2].

고출력 LED를 이용한 LED조명 제품  재 투 등과 

LED 가로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실내조명 제품들이 

매되고 있다. 하지만 LED 가로등의 경우 높은  출력을  

얻기 해 다량의 LED가 사용되며, 이러한 LED의 효율은 

상당수가 열로 변환되어  효율 하 특성을 나타내고, 색

온도변화  합온도의 상승으로 LED 패키지의 열 항 

변화로 수명  신뢰성을 하시킨다[3-5]. 

이러한 열  스트 스를 해결하기 해 Wilcoxon and 

Cornelius는 방열 에 온도 리 근 방식을 설명하고 자

신의 유한 요소 모델링 결과를 발표하 으며,[6] 모델링의 

타당성을 실험 데이터에 의해 입증하 고, 방열 의 다양한 

디자인 측면을 평가 체 열 항에 한 방열 의 향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LED 보안등  가로등 열 

항과 LED 소자의 성능  신뢰성 향상을 해 방열설계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7][8].

본 논문은 재 상용 인 75W LED 가로등 모듈의 방열

을 최 화하여 열 거동 상을 분석하고 실험을 통하여 최

화된 방열 의 성능을  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이론  실험

일반 으로 LED 모듈의 열 달 경로는 LED 패키지 내

에서의 열 달, 패키지에서 PCB로의 열 달, PCB에서 히트

싱크로의 열 달, 히트싱크 내에서의 열 달, 히트싱크로부

터 외부 환경으로의 열 달과 같은 다섯 단계를 거치게 된

다.

이러한 열 달(heat transfer)은 에 지 이동의 한 방식으

로 서로 다른 물질 간의 온도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열

달의 연구에서 열 달을 도, 류, 복사의 3가지 형식으로 

구분되며, LED 칩의 열 달은 부분 도에 의한 열 달

로 자연 는 강제 류에 의해 이루어지며, 식(1),(2)은 

도에 의한 열 달 방정식을 나타낸다.






             (1)



기학회논문지 59권 3호 2010년 3월

610

″ 


                  (2)

여기서 는 heat flow이고, 높은 온도   낮은 온도 의 

차이로 나타내며, ″는 heat flux이다. 는 표면 , 는 열

도율, 은 거리, 

는 온도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자연 류 

상은 식(3)(4)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  ∆             (3)

″ ∞  ∆              (4)

여기서 는 열 달계수, 는 물질에 표면온도, ∞는 주

변온도를 나타낸다.

LED 모듈에 있어서 발열설계가 매우 요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 방열  설계가 LED 모듈의 성능을 좌우하

게 된다. 방열 의 성능은 열 항으로 표시되고 열 항 값

이 낮을수록 우수한 방열 성능을 나타낸다. 히트싱크 핀 높

이가 낮을 때에는 핀 끝단의 온도와 핀  부분의 온도는 

거의 같지만, 높이가 높을 때는 그 차이가 커지고 다소의 고

려가 필요하다. 이른바 핀 효율을 도입하게 된다. 일반 으

로 핀 효율은 식(5)로 도식되며, 여기서 ∙ , 는 

류열 달율 [ ∙], 는 핀 재료의 열 도율 

[∙], 는 핀 두께, 는 핀 높이이다.

 


                  (5)

LED를 포함한 자 소자에서 정확하게 열 항을 측정

하는 것은 패키지 소장의 열 특성 평가에 있어 가장 요한 

요소이다. 열 항은 패키지 내부의 반도체 합부에서 발생

되는 열을 외부로 방출시키는 열 달 능력을 나타낸다. 열 

항은 식(6)과 같이 도식할 수 있으며,


∆


 
             (6)

여기서 은 열 항, 는 력, 는 높은 온도, 그리

고 는 낮은 온도를 나타내며, 열 항은 다음과 같이 

도식할 수 있다.






                  (7)

      






∞

∆

            (8)

식(8)은 옴의 법칙으로 기 회로에서 와 에 응하여 

와 ∆  일치한다.
그림 1은 열 달 항회로(Thermal resistance circuit: 

TRC)를 나타내고 있으며, LED 모듈의 열 거동 상 분석

을 해 나타내었다.

열 달 경로는 두 가지 방법으로, AB의 경로와 AC의 경

로로 나 어진다. AB의 경로는 chip에서 LED 패키지의 

heat_slug로 열이 달되어 MCPCB의 동박으로 달, 유  

층에서 MCPCB(metal core printed circuit board)의 Al 베

이스로 달되어 공기로 열 달이 이루어진다. AC경로의 

경우 MCPCB의 Al 베이스로 달되어진 열은 열 도 물질

을 통하여 방열 으로 열이 달되며, 방열 표면에 의해 

용량의 발이 공기 으로 도된다.

그림 1 열 달 경로 등가 회로

Fig. 1 Equivalent circuit of thermal path

표 1 열 거동 상 분석을 한 재질의 라미터

Table 1 Parameter of materials for thermal simulation

Material Properties
Thermal conductivity

(W/m-K)

Chip 35.10

Heat slug & Cu layer 380

Dielectric layer 0.259843

Al base 204

TIM 3.10

Heatsink 204

표 1은 열 거동 상 분석을 한 재질의 특성을 나타내

고 있으며, 열 거동 상에 열로 환되는 력은 LED 모

듈의 기특성 값을 측정하여 사용하 다. 여기서 LED 모

듈의 열 항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해  출력(Optical 

power)에 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식 (9)은 LED 모듈의 열로 화되는 력을 나타내고 있

다.

                  (9)

그림 2는 방열  설계 조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일한 

크기에 방열 을 높이를 변경하여 설계하 다. 이러한 두 종

류의 높이는 사용제품의 방열  최고 높이와 최  높이를 

바탕으로 Heatsink-designer를 이용하여 설계하 으며, 발열

체의 사이즈는 모두 동일하게 설계하 다.

LED 모듈의 열 거동 상 분석은 CFdesdin V10을 사용

하여 유한 요소 법으로 3D해석을 실시하 으며, 열 거동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 다.

1) LED 패키지의 구조는 Chip, heat slug로 간략화 하여 

LED를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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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재질의 합면을 공차 없이 합.

3) 해석 방법은 자연 류 상에 의한 해석으로 방사조건

은 배제.

4) 열로 환되는 력은 식(9)과 같이     

49.25 W.

열 특성 실험은 제작된 방열 을 1m3에 박스를 제작하

여 앙에 치시키고, IR1001E 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

용하여 1분 단 로 측정 하 다. 한  특성 평가는 

EVERFINE社의 분구 시스템을 이용하여 열 특성 실험과 

속 유지율을 평가 하 다.

그림 2 75W  LED 가로등 모듈 

(a) 기존 방열 , (b) 최 화된 방열

Fig. 2 75W LED Module for street lighting

(a) Existing Heatsink, (b) Improved Heatsink

3. 결과  고찰

그림 3은 방열  핀 두께와 핀 수에 따른 온도 특성을 나

타내고 있다. 기 Heatsink-designer를 이용하여 최 화한 

결과 방열 의 온도는 핀 두께 3mm, 핀 개수 16개일 때 가

장 낮은 47.37 [℃]의 온도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3 방열  핀 두께와 핀 수에 따른 온도특성

Fig. 3 Temperature properties by Fin thickness and count 

of Heatsink

방열 의 핀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방열  온도가 상승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방열

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 하 다. 이러한 상은 

식(1),(5)에서 도식한 바와 같이 동일한 인가 력 , 류열

단율 , 핀 재료의 열 도율 ,  핀 높이 ,방열  표면   

증가와 에 따라 방열 에 성능이 좌우된다. 하지만 방열 에 

핀 개수가 증가하여 표면 이 증가하더라도 방열 의 온도

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 하 다. 이러한 원인은 류열 달율 

 ∙  인가 력과 방열면 이 증가하더라도 방열

에서 공기 으로 열을 도시킬 때 방열  핀과 공기사이

에 경계층이 생성되는데 경계층과 경계층이 교차되면서 핀

과  공기 간에 열 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방열  핀 두께와 핀 수에 따른 열 항 특성

Fig. 4 thermal resistance by Fin thickness and count of 

Heatsink

그림 4는 방열  핀 두께와 핀 수에 따른 열 항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온도 특성과 같이 핀 개수 16개 일 때 가장 

낮은 0.48407 [W/℃] 열 항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온도 특성과 동일하게 열 항 특성도 핀 개수가증가함에 

따라 열 항 특성도 증가하 다. 자연 류 상에서 핀 사

이의 경계층에 의해 류 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열 항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핀 개수가 어듦에도 

열 항이 상승하는 것은 표면 이 어져 열 달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기존 방열  무게 3.66㎏에서 2.22㎏으로 무게를 

일 수 있었다.

그림 5는 방열 성능을 확인하기 한 거동 상을 나타내

고 있으며 (a),(c)는 기존의 방열 , (b),(d)는 최 화된 방열

 온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a)                    (b)

 

             (c)                    (d)

그림 5 방열  열 거동 상 특성

Fig. 5 thermal properties of Heats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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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a)는 기존 방열 의 MCPCB와 LED의 실장 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LED의 최고온도는 51.54 [℃]의 온도 특

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LED가 실장된 PCB의 온도분포는 

48.22 ～ 49.33 [℃]의 온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b)는 최

화된 방열 의 LED 실장면의 온도 분포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LED의 최고온도는 51.51 [℃]의 온도 특성을 나타내

고, PCB의 온도분포는 45.99 ～ 48.20 [℃]의 특성을 나태내

고 있다. (c)수직 단면 온도 특성에서 베이스 부분의 온도 

특성은 46.18 ～ 47.28 [℃]의 온도 특성을 확인 하 다. 핀

의 온도 분포는 부분 45.93 ～ 46.80 [℃] 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d)최 화된 방열  단면 특성의 경우 베이스 온도 

44.76 ～ 46.76 [℃] 으로 약 1.41 [℃] 낮은 온도 특성을 확

인 하 다. 핀의 온도 분포 한 44.29 ～ 46.07 [℃]의 온도 

분포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약 1.63 [℃]의 차이를 확인 하

다. 이러한 방열 의 온도 차이는 표면  증가와 핀과 핀 

사이의 간격에 따른 열 항 특성과 더불어 식(1),(2)에서 

도식한 바와 같이 방열  핀과 베이스 두께가 두꺼워 짐에 

따라 열 달 경로 거리의 증가로 방열  베이스에서 핀으

로 달이 하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6 기존 방열 의 시간에 따른 온도  속유지율 특성

Fig. 6 Temperature and Luminous maintenance from time 

in Existing Heatsink 

그림 6은 기존 방열 의 시간에 따른 방열  표면온도  

속유지율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시뮬 이션 결과와 동일하

게 앙 부분의 온도 특성이 강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 고, 외각 부분의 온도 특성이 낮게 측정되었다. 시뮬

이션 결과와 실험에 한 온도 차이는 앙부분 47.03 [℃] 

온도특성을 나타냈으며 시뮬 이션 결과와 거의 유사함을 

확인 하 다. 방열 온도에 안정화시간은 약 6000  이후에 

안정화 되는 것을 확인 하 으며, 이러한 온도에 한 안정

화 시간은 속 유지율 특성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 속 5850 [lm] 에서 5629 [lm]으로 3.78 %로 

하특성을 확인 하 으며 약 6000  후에 속 하 기울

기 특성이 확인 하 다. LED 원의 경우 LED 패키지 내

부의 합온도 안정화 특성과 매우 한 계가 있으며, 

이러한 상은 LED를 칩을 구성하는 물질에서 n층에서 

자가, p층에서는 정공이 발 층 안으로 주입되어 인입 에

지에 의해 재결합을 하여 자가 방출되는데 인입 력  

일부는 p-n 합부의 정항 는 반도체와 속과의  

항으로 인해 (joule)열이 발생한다. 한 발  층으로 주입

된 캐리어가 격자가 결함에 의하여 비발  결합을 함으로써 

격자진동으로 변환되어 열이 발생하고 이러한 열손실로  

손실로  효율 하 특성이 나타남을 확인하 다.

그림 7 최 화된 방열 의 시간에 따른 온도  속유지율 

특성

Fig. 7 Temperature and Luminous maintenance from time 

in Improved Heatsink 

그림 7은 최 화된 방열 의 온도와 속유지율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방열  특성과 유사하게 앙부분의 

온도 특성이 46.87 [℃] 높음을 확인 하 고, 외각 부분의 온

도 특성 한 45.01 [℃], 44.25 [℃]의 특성으로 약 2.62 [℃]

의 차이를 확인 하 다. 한 온도에 한 안정화 시간은 기

존의 방열 보다 약 2000 가 빠른 4000 에서 안정화 특

성을 확인하 다.

한 속유지율 특성에서도 기 속 5857 [lm]에서 

5675 [lm]로 3.10% 하특성을 확인 하 으며 약 2000  

후에 속유지율이 안정화 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3000  이후에는 속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4. 결  론

본 논문은 상용화된 75W  LED 가로등 모듈의 방열

을 최 화하여 CFdesign V10을 이용하여 열 거동 분석하고 

방열성능과 속유지율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1. 기존 가로등 모듈의 방열 최  핀 높이를 65.5mm 기

으로  핀 두께 3 mm, 핀과 핀 사이의 간격 9.22 mm, 베

이스두께 6 mm일 때 최 의 방열 을 설계하 으며, 핀수

가 증가와 표면증가에도 핀과 공기층사이에 경계층이 교차

되어 방열 성능이 하되는 특성을 확인 하 으며, 기존 방

열  무게 3.66㎏에서 2.22㎏로 무게를 일 수 있었다.

2. 열 거동 상 분석에서는 기존 방열  최고 온도 51.54 ℃

에서 51.51 ℃로, MCPCB의 온도 분포를 약 2.23 ℃, 수직 

단면 베이스 부분의 온도를 1.41 ℃, 핀 온도 분포 1.63 ℃ 

낮출 있었다.

3. 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시간에 따른 방열 의 온도를 

측 하 다. 시뮬 이션 결과와 동일하게 방열  앙 부분

의 온도 분포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앙부분의 온도

가 47.03 ℃에서 46.87 ℃로 약 0.05 ～ 0.22 ℃의 오차범

를 확인하 다. 하지만 이러한 오차범 는 환경  변수로 오

차로 시뮬 이션과 측정에 결과가 동일한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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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속 유지율과 방열 의 안정화시간과 유사한 것을 확

인 하 고 기존방열 에 비해 최 화된 방열 의 속 하 

율이 약 0.68 % 향상된 것을 확인 하 다.

하지만 MCPCB  방열  베이스온도 분포에 따라 LED

의 성능이 좌우되며, LED의 신뢰성 향상을 해서 균일한 

방열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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