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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용 LED전조등의 수명시험용 온도제어부의 성능평가

Performance Assessment of a Temperature Control Unit used in a Lifecycle Testing 

System for LED Headlamps on Locomo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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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대부분 LED제품의 수명특성은 LED소자의 수명시험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완제품 단계의 수명특성이 소자단계에서 측

정된 수명특성과 동일하다 볼 수 없어 현재의 LED소자 단계의 수명 시험은 완제품 단계의 운용과 수명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

를 가진다[1]. LED 조명제품의 최종 수명은 LED 패키지, 방열판, 전원공급장치 등의 특성을 반영해야 함으로, 기존의 LED 패

키지 단위의 수명시험 뿐만 아니라 완제품 단위에서 수명특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2]. 특히, 철도, 선박 등의 특수 분

야에 적용되는 수만~수십만 칸델라(cd: candela) LED전조등의 경우 방열설계에 따른 온도 특성과 전원공급장치의 구동전류 유

지 기술이 실제 수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전력전자 기술을 발달로 LED모듈로 공급되는 정전류원의 전력품질이 향상되어 안정적인 전류 공급이 가능케 되었다.

기존의 할로겐램프와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갖는 LED광원은 입력전력의 약 85%가 열에너지로 변환되며, 발열로 인해 수명감

소, 성능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3]. 따라서 LED제품의 수명은 주로 온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원하는 기준온도를 에이징

기간 동안 허용범위 내로 유지하도록 제어장치의 설계 및 검증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LED광원/모듈/패키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명시험 방법은 북미조명학회의 LM-80에서 미국 LED제조업체들의 방

대한 수명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온도유지에 대한 기준온도 및 허용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4,5]. LED제품의 경우 기준온도 및 허용범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온도특성시험을 통해 기준값을 마

Abstract LED light sources have been known to have a long life and good energy efficiency compared to traditional

light sources. Recently, headlamps using LED light sources have ensured the forward visibility and safe operation of

high-speed rolling stock. However, assessing the lifespan of LED headlamps based on real test data is not easy because

it depends on the multiple stress factors such as a fixed driving current, junction temperature, vibration and so on. Gen-

erally, LED headlamps have failed before their advertised life span mainly due to temperature. Thus, the performance

assessment of a temperature control unit should be done before a life cycle test of LED headlamps.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a prototype temperature control module for a lifecycle test system using a commercial LED headlight and

verified the system through experiments.

Keywords : LED Headlamp, Lifetime Test, Temperature Control Unit, Rolling Stock

초 록 LED 광원은 기존 광원에 비해 수명이 길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철도차량의 고속

화에 따른 전방시야 확보와 안전적인 운행을 고려하여 LED광원을 이용한 전조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LED광원

의 수명시험 데이터를 근거로 한 제품 수명 평가체계는 구동전류, 온도 및 진동 등 수명-스트레스 인자에 따라 다양

한 수명특성을 보인다. LED제품은 주로 온도에 의해 예측된 수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온도제어부

의 성능평가는 수명시험 이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철도차량용 LED전조등의 수명시험 장치의 온도제어부

시작품을 제작하고 성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증한다.

주요어 : LED전조등, 수명시험, 온도제어부, 철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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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할 필요가 있다.

온도조절기의 제어특성은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의응답특성 분석을 통해 연구되고 있으며, 제어방식은 개폐식(On-

off), 비례제어 및 PID 제어 방식이 있다. Ahn 등은 설치 및 제어설정치 선정 등에 따라 제어방식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제어대

상 및 제어기와 열전대간 온도편차, 냉각팬 제어 과정에서 시간지연에 따른 제어이득 산출의 어려움을 논하였다[6]. Choi 등은

LED의 온도를 센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아 팬 모터의 전압제어를 통하여 방열판에 유입되는 풍량을 제어하는 연

구를 수행하여 소비전력 대비 LED온도제어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7].

본 연구는 T-type의 열전대와 펄스폭변조(PWM: Pulse width modulation) 방식의 냉각 팬을 활용하여 PID 연산 기반의 온도

제어부를 설계 및 검증한다. 시료는 철도차량용 15만 cd LED전조등을 적용하여, K연구원 S동 시험실에 온도 및 조도 측정을

위한 자동 기록장치 Mock-up을 제작하여 설치한다. 기준온도 조건에 따른 제어기의 응답특성과 온도유지특성을 약 4개월간 측

정결과를 분석하여 온도제어모듈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대상 시료 선정과 온도조절 시스템 설계 및 목업 제작을 2.1절에서 설

명한다. 2.2절에서는 제안한 온도제어부의 성능시험 구성과 측정결과 분석을 통해 유효성을 증명한다.

2. 본 론

2.1 수명시험 장치 시작품 제작

2.1.1 대상 조명 선정

연구대상 조명은 국내 제작사 기준 국내외 철도차량용 전조등 현황 조사 자료를 근거로 신조 기관차에 적용되는 80W급 15

만 cd LED전조등을 선정하였다[8]. 대상 시료는 21개의 5.3W급 LED 칩으로 구성되며, DC 35V를 정격전압으로 공급받는다. 또

한, 후면에 냉각 팬을 배치하는 일반적인 구조로 설계하기 위해 전원공급모듈을 포함한 후면 브라켓을 분리하여 광학모듈 및

방열판으로만 구성한다.

Fig. 1. Images of 150 kilo cd LED headlamp sample.

2.1.2 시스템 구조

LED전조등 수명시험 장치는 그림 2와 같이 측정부, 제어함 및 냉각부로 구성되며, 제작 사양은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제

어함은 온도/광학 정보를 주기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레코더와 각 주요 모듈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판 및 AC 220V를 받아 DC

35V를 공급하는 컨버터를 포함한 전원공급장치로 구성된다. 레코더는 온도. 팬 출력량 및 조도값의 주기적인 기록을 위해 최소

4 채널과 1초~1시간의 저장주기를 지원한다[9].

냉각부는 설정된 온도 이상 시 기준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LED방열판을 강제로 냉각하기 위한 장치로, 온도제어부(TCU:

Temperature Control Unit)에 의해 냉각팬을 제어한다. 냉각팬은 AC 230V, 125W급으로 표준 정격은 2750rpm이며, PWM 속

도제어방식으로 구동된다. 볼베어링 측정부는 온도측정을 위한 열전대(Thermocouple)와 광원 측정을 위한 조도 센서

(Photometric sensor)로 구성된다. 열전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 접합부의 온도 차에 의하여 기전력이 발생하는 제베크 효

과(Seebeck effect)를 응용한 것으로, 온도 측정영역에서 온도변화에 대한 열기전력의 증감형태가 일정한 선형성 관계를 갖는 적

정한 타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경우 -30oC~70oC의 시료 동작온도범위를 고려하여 -200oC~400oC의 측정온도범위

와 ±0.5% of FS(Full scale) ±1 Digit의 정도를 가진 T-type 열전대를 사용한다[9]. 광 측정부는 15만 cd 광원을 고려한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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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측정 범위를 갖춘 센서를 선정하며, 향후 최대 100만 cd급 광원을 가정할 경우 광량 감쇄 장치 및 열화방지용 차단장치를

추가한다.

2.1.3 온도제어부 설계

TCU는 표 1의 개별 제어반 중 온도조절을 위한 모듈로 그림 3과 같이 제어파트, 입출력 인터페이스 파트 및 구동 파트로 구

성된다.

TCU는 시료의 방열판에 부착된 열전대로부터 제어온도(Tin)를 입력받아 기준 설정온도(Tref)와 비교하여 PID 연산 기반의 전

류출력을 통해 냉각팬의 출력량을 제어한다. 본 연구에서 PID 제어이득은 제어기가 자동적으로 제어계의 특성을 측정, 계산하

여 가장 적합한 비례(P), 적분(I), 미분(D) 정수를 자동 설정하는 오토튜닝 기능을 활용하여 선정되며, 향후 제어이득 선정에 관

한 계수선정법을 이용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PID 제어출력은 사이리스터(Thyristor)를 이용한 4~20mA 범위의 직류전류제어를 의미한다. 여기서 사이리스터는 pnpn접합의

4층 구조 반도체 소자의 총칭으로, 일반적으로 SCR(Silicon controlled rectifier)로 불리며, 주로 대전력제어, 고속 스위칭, 전동

기, 전열기, 온도조절기 등의 제어소자로 사용된다.

Fig. 2. Conceptual diagram of the lifecycle test system.

Table 1. Specifications of lifecycle test system.

Unit Components Remarks

Control box

Recorder
Periodically recording measured data including temperature, fan output and 

illumination

Control panel Temperature control and display 

Power supply apparatus Power supplier with AC/DC converter for constant current type LED driver

Cooling unit Cooling fan Forced air cooling system based on thyristor control

Measurement 

system

Thermal measurement Thermocouples for measuring of ambient and control temperature

Optical measurement Illumination sensor for LED headlight

Fig. 3. Block diagram of the TCU.  Fig. 4. Dynamic range of the T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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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팬의 입력전력은 PWM 방식의 형태로 변환되고 팬의 회전 속도를 그림 4의 영역에서 변화 시킨다[6]. 출력전류의 하한

(4mA)은 35%로 설정하며, 상한(20mA)은 100%로 설정한다.

2.1.4 시작품 제작

TCU 검증을 위한 단일 시료 장착용 시작품을 그림 5와 같이 제작한다. 구조물은 프로파일 캐리어(Profile Carrier) 형으로 분

리 및 거리 조절이 가능하며, 측정 챔버는 사각형 구조의 암막으로 처리하였다. 광원과 조도 센서 간 측정거리는 1m이며, 시료

거치를 위한 고정 지그와 LED홀더를 이용하여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시작품은 제안한 온도조절부의 응답특성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며, 다음 장의 다양한 사례조건에 따라 기준온도와 제어방식을 변화시킨다.

Fig. 5. Prototype for the lifecycle test system for LED headlamps.

2.2 측정 결과 및 사례분석

2.2.1 분석방법 및 사례연구 선정

총 4개 채널에 대한 정보(주변온도, 제어온도, 팬출력량 및 조도)는 1초 주기로 텍스트 파일에 저장되며, 약 1주일 단위로 새

로운 저장파일이 생성된다. 시험 완료 시점에서 기록계의 전용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DataAnal을 이용하여 전처리 과정을 통

해 1초 또는 30분 주기의 데이터를 엑셀 형식으로 생성한다[10]. 

1초 주기의 시험 데이터는 짧은 시간영역에서 설정온도 변동에 따른 TCU의 과도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용된다. 30초 주기

의 시험 데이터는 6월(사례 A)과 8월(사례 B)에 각각 600시간의 에이징 시험데이터를 근거로 전처리 및 샘플링을 통해 도출한

다. 또한 실내 냉방기 사용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 B의 주말 시간대 시험데이터를 추출하여 추가 사례(사례 C)로

검토하였다. 사례 연구는 TCU의 냉각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과 정상상태 시 온도유지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구분된다.

2.2.2 TCU의 강제냉각특성

TCU의 적정한 설정온도를 선정하기 위해 설정온도 변동에 따른 강제냉각 특성을 확인한다. 그림 6의 (a)는 설정온도를

40.7oC에서 40.5oC로 변경되었을 경우 팬 출력량과 제어온도를 1초 단위로 나타낸다. 각각의 설정온도에 대한 제어온도의 최대

Fig. 6. Temperature and fan output responses to case temperature changes in the heats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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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는 0.6oC와 0.8oC이다. 시험 기간 동안 최소 팬 출력량 35%를 기준으로 최대 42%와 41%의 냉각팬을 가동하여 각각의 설

정온도를 유지한다.

그림 6의 (b)는 설정온도를 38.5oC에서 30oC로 변경한 것으로, 100%의 냉각팬을 가동을 통해 방열판의 온도를 급속히 낮춘

다. 최대 편차는 약 3oC로 수십 초 내로 정상상태를 유지한다.

그림 7은 사례 A, B, C에 대한 온도 및 팬 출력량을 30초 단위로 도식화 한 것이다. 제어기의 기준온도는 50oC로 설정한다. 사

례 A, B의 경우 실내 냉방기 가동에 따른 급격한 온도변화에 따른 냉각팬의 가동 횟수 및 출력량이 높게 형성되었다. 사례 C

의 경우 주변온도의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팬의 출력비율과 가동 횟수가 감소되었다.

2.2.3 TCU의 온도유지특성

주변온도 변화에 따른 TCU의 제어온도 유지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간 2,200 시간의 에이

징 시험을 실시하였다. 목표제어온도는 자연 냉각 시 시료의 방열판 온도를 고려하여 50oC로 설정한다. 

제작한 수명시험장치 시작품의 온도조절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그림 8과 같이 에이징 기간별 주변온도와 제어온도 측정 결

과를 도식화 하며,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표 2와 같이 비교하여 요약하였다. 그림 8의 (a)와 (b)는 각각 6월과 8월의 온도측정 데

이터로 주중 기간에 실내 냉방기 가동에 따라 급격한 온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TCU는 시료의 냉각을 위

한 냉각장치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실내 냉방기와 같은 대용량의 냉각장치에 의한 주변온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함

을 알 수 있다. 이는 적정 용량의 가열 장치를 추가로 갖추거나 일정 기울기 이하의 온도변화를 만족하는 시험실 환경이 구축

되어야 한다. 표 2의 사례 C의 경우 최대 주변온도 변화율이 30분 기준으로 1.1oC이며, 표준편차가 0.214이므로 별도의 가열

장치 없이 시험실의 항온항습 장치와 TCU만으로 시료의 방열판 온도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평균 제어온도는 표 2와 같이 설정 값인 50oC보다 약 2.5oC 정도 높은 온도에서 유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T-

Fig. 7. Temperatures and FAN output responses to ambient temperatur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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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열전대를 입력으로 하는 온도 조절계는 측정범위에 대한 ±0.5%의 오차와 ±1 digit의 읽기오차를 포함하여 ±4 digit의 표

시정도를 가지기 때문에, 상기 결과는 성능보장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2.2.4 TCU의 광속유지특성

시료의 방열판 온도를 유지하여 최종적으로 에이징 시간 동안 30분 주기의 조도값을 그림 9와 같이 도식화한다. 그림 9의 (a)

는 사례 A 기간 동안의 측정조도이며, 그림 9의 (b)는 사례 B 기간 동안의 시험결과이다. 총 2,200 시간 동안 약 2.33 %의 광

속 강하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 8. Temperature responses by aging period.

Table 2. Summary of temperature responses.

Case
A B C

Ambient Control Ambient Control Ambient Control

Average [oC] 26.93 52.32 27.68 52.27 28.6 52.69

Standard deviation 1.091 0.559 1.791 0.880 0.555 0.214

Maximum rate of change of

temperature [oC/30min]
3.4 3.3 3.5 4.5 1.1 0.7

Minimum value [oC] 22.9 49 22 48.2 27.3 52

Maximum value [oC] 29.5 53.5 30 53.2 29.6 53.2

Sample size 1187 1187 1133 1133 379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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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논문은 LED전조등 수명시험을 위한 장치 구축 이전에 시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모듈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

다. 제안한 온도조절모듈을 포함한 단일 샘플용 측정 장치를 시험 제작하여, 1초 주기마다 시료의 공급전원, 온도 및 조도값을

자동 측정 및 기록하였다.

온도조절모듈의 강제냉각 특성 및 에이징 시험 시 온도유지특성을 사례 연구로 진행하여 제안한 모듈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별도의 가열 장치 없이 시험실의 적정 온도를 유지할 경우 최대 주변온도 변화율은 30분 기준으로 1.1oC이며,

표준편차는 0.214이다. 이는 별도의 가열장치 없이 시험실의 항온 장치와 TCU만으로 시료의 방열판 온도를 제어할 수 있으며,

만약 계절변화에 따른 시험실 온도 조건을 본 연구에 적용한 조건으로 가정한다면 TCU의 냉각기능만으로 방열판의 케이스 온

도를 허용범위 내에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LED전조등의 신뢰성 평가에 관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보다 정밀한 온도 제어를

위한 온도측정 센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계절별 온도 시험데이터를 확보하여 장주기 수명시험을 위한 온도조절모듈의 성

능평가를 후속연구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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