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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t radiation of LED luminaires has risen a problem when applied indoor. LEDs can save energy with 

higher efficacy than other light sources. However, their heat radiation may increase power consumption for 

air-conditioning. Therefore, this paper carried ou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amount of heat radiation for 

MR16, E26 bulb, and down-light which will be replaced to LED luminaires. Heat amount of LED-MR16 and 

LED-downlight was 48% and 87.5% lower than that of conventional lamps, halogen MR16 and E26 CFL, 

respectively. 

Consequently, the heat amount and indoor temperature were proportional to the power consumption of 

luminaire. Therefore, the use of LED luminaire can reduce the amount of heat radiation as well as power 

consumption.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에너지 정책과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

해 선진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제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1]~[3].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해 여름철 냉방수요는 1,729만kW로 전체 전력수요의 23.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피크 시에는 

최대 공급량에 비해 약 420kW의 예비전력만이 가능하여 자칫 전력수급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여름부터 대형건물에 대한 냉방온도제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냉방수요상승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속적인 대기온도상승과 함께 실내에서 사

용되는 다수의 전력기기 및 조명의 발열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건물 및 공공기

관에서는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등기구에 비해 소비전력이 낮은 LED 등기구로 교체함으로써 

소비전력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1년 3월 11일 일본을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일본열도는 사상 최악의 전력수급난을 

겪게 되었다. 당시 일본정부는 전력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및 업무시간에 사용되는 조명 

사용시간을 줄이고, 기존에 사용되던 형광등 및 MR16 등의 등기구들을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데 많

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이 LED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 낮은 소비전력으로도 기존의 등기구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갖춘 LED 등기구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4],[5]. 특히, LED 등

기구 적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시장진입에 대한 장벽이 낮

아지고 있다는 점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LED칩과 PCB기판의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높

은 발열량이 실내조명으로써의 적용에 문제가 되고 있다. LED 등기구의 발열이 많아질 경우, 발열에 따

른 실내온도상승으로 인한 냉방전력소모가 많아져 오히려 전력소비측면에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내온도변화 측정을 통한 LED 등기구와 기존 등기구의 발열량을 비

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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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관련 이론

2.1.1 LED 조명

LED(Light Emitting Diode)는 반도체 소자의 하나로써 발광다이오드라고 한다. LED는 낮은 전압에서 

구동될 수 있고, 소비전력이 낮으며 타 광원에 비해 수명이 길어 기존 광원들을 대체할 가장 효과적인 

미래형 광원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4년부터 효율이 낮은 백열전구의 생산 및 판매가 전

면 중단됨으로써 조명업계에서도 LED 조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LED의 구

조적인 특징으로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여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제품

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LED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여 빛의 밝기가 증가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류가 커질수록 접합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광효율 및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LED 조명설계에 있어서 방열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1.2 발열량 계산

LED 등기구와 기존 등기구의 발열량을 비교하기 위해 이론적(전기적) 발열량 계산법과 실험적(온도변

화) 발열량 계산법을 이용하였다. 이론적 발열량 계산법은 등기구 자체의 소비전력을 이용한 것으로써 

공식은 아래와 같다[6]. 

소비전력에 따른 전기적 발열량:   × 

×   (1)

0.24는 상수, 는 전류, 은 저항, 는 시간(초)를 나타낸다. 또한, 실험적 발열량 계산법은 조명발열로 

인한 실내온도변화를 측정한 것으로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온도변화에 따른 실험적 발열량:   ××




   (2)

여기서, 0.29는 용적비열로 단위는 ℃을 사용한다. 여기서, 용적비열은 공기의 비열(0.24

℃)  × 공기의 비중량(1.2 )을 곱한 것으로 이는 단위체적당 존재하는 공기를 1℃ 올리

는데 드는 열량을 뜻한다.   는 실체적, 

℃은 초기 실내온도, 


℃는 최종 실내온도를 나타낸

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의 발열량을 비교함으로써 실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여기

서, 발열량 계산시 전도에 의한 발열은 실험에서 모두 동일한 재질, 면적의 전도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무시되었다.

2.1.3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이란 난방, 환기, 공기조화를 뜻한다. 실내 공기의 습도, 온도, 청정도 등을 공기조화장치를 통해 

제어함으로써 여름에는 깨끗하고 건조한 찬 공기를 공급하고, 겨울에는 알맞은 습도의 더운 공기를 공

급함으로써 실내를 항상 쾌적하게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표적인 공기조화장치로는 에어컨이 

가장 대표적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에어컨 시스템은 냉방기능 뿐 만 아니라 제습, 송풍, 필터링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실내의 환경을 항상 사용자가 원하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HVAC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실내온도의 변화이다. 실내온도가 상승하거나 하

강하는 것은 HVAC 설계의 중요한 변수로써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발열에 의

해 실내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시스템 내 냉방부하를 가중시켜 그 만큼의 전력소비가 늘어나게 되므로 

HVAC 시스템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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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및 방법

발열량 비교를 위한 측정대상으로는 기존의 50W 할로겐 MR16과 20W E26 CFL, 그리고 이를 대체할 

4W LED MR16과 10W LED 다운라이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1은 등기구 발열량 비교를 위한 실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a)는 실험구성도를 나타낸 것으로 0.028m
3
(W365×L255×H300)의 체적을 

가지는 단열박스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시 조명의 발열만을 고려하기 위해 외부와 단열시켰다. 

온도센서는 duplex thermocouple wire K-type을 사용하였고, DAQ 모듈은 TLOG-1100을 이용하였다. 단열

박스 바닥에 측정대상 등기구를 설치한 뒤 박스 옆면을 통해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이는 조명의 복사열

로 인한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열전대를 통해 받아들이는 측정온도는 실시간으로 TLOG-1100에 기

록되고, 이를 PC와 연결하여 기록값을 데이터화 하였다. 측정은 5분 간격으로 7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이는 등기구가 열평형 상태에 충분히 도달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실험 시 초기온도는 항상 대

기온도와 동일하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

(a) 구성도

  

(b) 사진

그림 1. 실험계의 구성

2.3 결과 및 고찰

2.3.1 광원별 실내온도 변화

먼저, 실험적 발열량 계산을 위해 실내온도변화 측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2에서는 등기구별 실내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a)의 경우 20W E26 CFL 등기구와 10W LED 다운라이트의 실내

온도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그림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경우 모두 3시간 후에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였으며 E26 CFL의 경우 약 48℃에서 열평형 최종상태에 도달하였으며, LED 다운라이트의 경우 

약 37℃에서 열평형 최종상태에 도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b)는 50W 할로겐 MR16과 4W LED 

MR16의 실내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E26 CFL - LED down-light (b) 할로겐 MR16 - LED MR16

그림 2. 실내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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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실험과 마찬가지로 약 3시간이 경과한 뒤에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였으며, 할로겐 MR16의 경우 

약 60℃에서 열평형 최종상태에 도달하였고, LED MR16의 경우 약 31℃에서 열평형 최종상태에 도달하

였다.

위의 실험결과를 표 1 및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1에서 살펴보면 20W E26 CFL의 경우 초기 실내온도

에 비해 약 21℃가 상승하였고, 10W LED 다운라이트의 경우 초기 실내온도에 비해 최종 실내온도는 약 

10℃가 상승하였다. 그리고, 표 2에서는 50W 할로겐 MR16의 경우 최종 실내온도가 초기 실내온도에 비

해 약 34℃ 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고, 4W LED MR16의 경우 최종 실내온도가 초기 실내온도에 비해 

약 4℃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광원별 실내온도 변화(E26 CFL - LED 다운라이트)

실험 등기구 

℃ 


℃ 





℃

Ⅰ

20W E26 CFL 24.8 47.9 23.1

10W LED 다운라이트 25.0 37.6 12.6

Ⅱ

20W E26 CFL 26.9 47.8 20.9

10W LED 다운라이트 26.9 37.2 10.3

Ⅲ

20W E26 CFL 27.1 48.2 21.1

10W LED 다운라이트 27.1 38.6 11.5

Ⅳ

20W E26 CFL 27.3 48.2 20.9

10W LED 다운라이트 27.4 37.9 10.5

표 2. 광원별 실내온도 변화(할로겐 MR16 - LED MR16)

실험 등기구 

℃ 


℃ 





℃

Ⅰ

50W 할로겐 MR16 26.6 60.4 33.8

4W LED MR16 26.6 30.8 4.2

Ⅱ

50W 할로겐 MR16 27.6 61.2 33.6

4W LED MR16 27.8 32.2 4.4

Ⅲ

50W 할로겐 MR16 25.9 59.8 33.9

4W LED MR16 25.8 30.0 4.2

Ⅳ

50W 할로겐 MR16 26.2 61.1 34.9

4W LED MR16 26.1 30.4 4.3

2.3.2 조명발열량 비교분석

2.3.1의 실내온도변화 값을 통해 실험적 발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 실험적 발열량은 식 (2)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20W E26 CFL의 경우 174.6kcal의 발열량을 나타내었고, 10W LED 다운라이트의 경우 91.3kcal

의 발열량을 보였다. 즉, 10W LED 다운라이트의 발열량이 20W E26 CFL의 발열량에 비해 약 48% 감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0W 할로겐 MR16의 발열량은 276.4kcal, 4W LED MR16의 발열량은 

34.6kcal로 나타났다. 이것은 4W LED MR16의 발열량이 50W 할로겐 MR16의 발열량에 비해 약 87.5% 

정도 감소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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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광원별 발열량(E26 CFL - LED 다운라이트)

실험 등기구 발열량[cal] 감소율[%] 이론적 발열량과의 오차[%]

I
20W E26 CFL 187.5

45.5 9.0
10W LED 다운라이트 102.3

II
20W E26 CFL 170.0

50.5 -1.0
10W LED 다운라이트 84.1

III
20W E26 CFL 171.7

45.5 9.0
10W LED 다운라이트 93.5

IV
20W E26 CFL 169.2

49.6 0.8
10W LED 다운라이트 85.2

표 4. 광원별 발열량(할로겐 MR16 - LED MR16)

실험 등기구 발열량[cal] 감소율[%] 이론적 발열량과의 오차[%]

I
50W 할로겐 MR16 274.6

87.7 4.7
4W LED MR16 33.7

II
50W 할로겐 MR16 272.8

87.0 5.4
4W LED MR16 35.5

III
50W 할로겐 MR16 274.5

87.5 4.9
4W LED MR16 34.4

IV
50W 할로겐 MR16 283.5

88.8 3.5
4W LED MR16 34.7

  이를 이론적 발열량 계산값과 비교해 보았다. 이론적 발열량은 식 (1)에 의해 계산되며, 결과값은 20W 

E26 CFL의 발열량은 17,200kcal, 10W LED 다운라이트의 발열량은 8,600kcal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론적 발열량은 소비전력에 비례하므로 10W LED 다운라이트의 발열량은 20W E26 CFL의 발열량에 

비해 50%의 발열량 값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험적 발열량 계산법에 의해 얻어진 

48%의 발열량 감소율과 약 4%의 오차를 보인다. 그리고 50W 할로겐 MR16과 4W LED MR16의 이론적 

발열량은 각각 43,000kcal, 3,440kcal로 구해진다. 이는 4W LED MR16이 50W 할로겐 MR16에 비해 92%

의 발열량이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앞선 실험적 발열량 값을 통해 구해진 87.5%의 발열량 감

소를 나타내는 것과 비슷한 약 5%의 오차를 보인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내온도변화 측정을 통한 LED 등기구와 기존의 등기구의 발열량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발열량 계산을 위해 등기구를 점등한 후의 실내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은 외부와 단열된 공

간에서 실시하였으며, 실내온도변화는 측정대상 등기구들의 충분한 열평형 상태를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측정대상 모두 3시간이 경과한 뒤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기 실내온도에 

비해 최종 실내온도는 20W E26 CFL의 경우 약 21℃ 상승, 10W LED 다운라이트의 경우 약 10℃ 상승, 

그리고 50W 할로겐 MR16의 경우 약 34℃의 온도가 상승하였고, 4W LED MR16의 경우 약 4℃의 온도

상승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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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실험적 발열량 값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20W E26 CFL의 경우 174.6cal, 10W LED 다운라

이트의 경우 91.3cal의 발열량을 보였다. 그리고 50W 할로겐 MR16은 276.4cal, 4W LED MR16은 34.6cal

의 발열량을 나타냈다. 실험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론적 발열량 값과 비교해 보았다. 공식에 

의해 구해진 발열량 값은 20W E26 CFL은 17,200kcal, 10W LED 다운라이트는 8,600kcal, 그리고 50W 할

로겐 MR16은 43,000kcal, 4W LED MR16은 3,440kcal로 계산된다. 이 값들의 오차를 계산한 결과, 각각 

4%, 5%의 오차를 보였다. 이러한 오차는 실내온도변화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 점과 

등기구 자체의 역률 및 열손실 등으로 인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앞서 수행된 실험들의 데이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소비전력을 통한 이론적 

발열량 값과 실내온도변화 측정을 통한 실험적 발열량 값을 비교해 본 결과, 등기구의 발열량은 실내온

도를 상승시키며, 그 변화율은 소비전력에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등기구의 소

비전력이 높아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발열량과 실내온도 변화율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등기구

에 비해 소비전력이 낮은 LED 등기구를 사용하면 그에 따른 발열량과 실내온도 변화율 역시 감소하게 

되므로 소비전력 및 냉방전력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LED 조명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지원과 산업규모가 커지는 만큼 앞으

로도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LED 등기구의 발열문제는 등기구 자체의 효율 뿐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효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연구를 통해 등기구의 효과적인 설계 및 조명의 

최적배치와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HVAC 설계의 기초자료로써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조명시뮬레이션을 통해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조도를 만족할 때의 등기구별 소비전력을 비교하

여 소비전력 절감효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냉방전력 절감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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