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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의 온도 신뢰성과 수명예측

조 용 선임연구원 (영남대학교 LED-IT융합산업화연구센터)

 

1. 서 론

 "LED"가 차세대 광원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신뢰성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다. LED는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변형

하여 그 빛을 다양한 방면에 사용하는 소자이

다. 광원으로써의 LED는 고효율, 저소비전력, 

장수명, 소형/경량화, 다양한 색상구현, 위험

물질 미사용 등의 기존의 다른 광원과 차별되

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LED에

서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로 변환할 때에 반

드시 열이 발생되게 되며, 이러한 LED의 발열

과 이에 따른 방열은 LED의 작동과 신뢰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

나이다. 백색 LED의 수명은 백열전구와 같이 

필라멘트가 단선됨으로써 결정되는 수명이 아

니라, 점등시간에 따라 구성 부재가 열화되어, 

광속이나 특성의 초기 값의 변화로 결정된다. 

물리 현상적으로 표현하면 ‘열화란 물질의 

반응이 진행되어, 보다 안정된 상태로 변화하

는 것 뿐’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LED 제품

을 안정된 상태로 사용하고 싶다면 반응을 촉

진시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열화

하는 부분은 백색 LED를 구성하는 반도체 칩, 

형광체, 수지 케이스, 봉지수지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수지 봉지한 백색 LED의 경

우, 반도체 칩 보다도 봉지 재료인 투명수지가 

빛과 열에 의해 열화되는 것이 광속감쇄나 특

성 변화의 주요 요인이었지만, 현재는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LED의 신뢰

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온도와 관련된 내용

을 기술하고 수명예측 방법을 기술하고자 한

다 [1](그림 1). 

2. 본 론

2.1 열의 전달 방법
열의 전달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전도현상은 물체 내부의 원자나 분자에 의한 

에너지의 전파이며, 두 번째 대류현상은 기체 

분자 등의 운동에 기인한 열 운반에 기인한 열 

운반에 의한 열 이동이고, 세 번째 복사현상은 

전자기파의 의한 열의 이동이다. 세 가지 모든 

경우에 있어 열의 전달 혹은 열의 흐름의 원인

은 온도차이다. 따라서 열 흐름양 즉, 열유량 

Q는 온도차 ΔT에 정비례하며, 이 때 비례상

수가 열전도도 (Thermal conduction) C가 되

그림 1. 열화의 요인 관련도.

201208학회지-1-17p그림10.indd‥‥‥25 2012-07-31‥‥‥오후‥3:20:26



26 테마

테 마 기 획     _ LED 및 광응용

어 Q=C·ΔT의 식이 성립한다 [2]. LED는 

열의 전달방법의 세 가지 중 대류나 복사에 

의한 열전달보다 전도에 의한 열전달이 주를 

이루므로 전도현상을 중심으로 LED의 열화

를 알아보자 (그림 2,3).

 

2.2 LED 접합점 온도 
(Junction Temperature, Tj)

LED의 열화는 PN 접합에 의한 반도체의 

접함접 발열이 주원인이다. 접합점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LED의 열화정도를 예측 가능

하지만 직접 측정하기는 물리적으로 곤란하

다. 따라서 LED의 특성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접합점의 온도를 추정한다.

(1) 순접압 (Vf) 측정에 의한 방법

순전압 (Vf)과 접합점 온도 (Tj)가 반비례하

는 특성을 이용하여 Tj를 추정할 수 있다. 순

전압 (Vf)과 접합점 온도 (Tj)의 관계에서 Tj

의 상승이 거의 무시 가능한 정도의 순전류 

(If=1 mA)이고 LED 주위 (Ta)가 Ta=Tc일 때 

주위온도를 변화시키면서 Vf를 측정한다. 측

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순접압 (Vf)과 접합

점 온도 (Tj)와의 관계를 그림 4와 같이 그래

프로 나타내어 Tj를 추정할 수 있다.

 

(2) 열저항법

온도 상승과 소비 전력의 비를 나타내는 

열저항을 이용하여 접합점 온도 (Tj)를 추

정할 수 있다. 이것의 이것은 단위가 「℃

／W」로 표시되며 물체에 １ 와트의 열을 

가했을 때 상승온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LED를 방열하기 위한 방열판을 생각했을 때 

열저항은 그림 6과 같이 표시됩니다 [3].

그림 2. 열의 전달 방법.

그림 3. LED Package의 열전달 경로.

그림 4. 순전압 (Vf)과 접합점 온도 (Tj) 관계.

그림 5. 열저항 측정장치 (T3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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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j :  LED칩 발광부의 온도, j는 LED칩의 발광부 (Junction)
의 의미

·Tb : LED가 실장된 프린트 기판의 온도, b는 보드의 의미
·Ta :  조명기구 외측 온도, a는 환경 (Ambient)의 의미, 조

명기구 주위 온도
·ΔT j-b : Junction에서 보드까지의 온도차
·ΔT b-a : 보드에서 Ambient까지의 온도차
·Rθj-b : Junction에서 보드까지의 전체 부재의 열저항 (K/W)
·Rθb-a : 보드에서 Ambient까지의 전체 부재의 열저항 (K/W)
·P : 소비전력

즉, 이 모델은 발열한 LED칩 (Junction) 

을 기점으로 한 열류 (熱流)의 대부분이, 

LED 패키지가 실장되어 있는 보드를 통해, 

외부 환경으로 발열된다고 하는 단순한 경우

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 방열경로는 무시

할 수 있는 케이스이며 역으로 말하면, LED

칩의 온도 (Junction 온도)가 보드를 통해 외

부 환경으로 방열되는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케이스이다 (그림 6). 실제로는 조명기구 내 

공간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LED칩의 방열경로는 복잡해, 직렬 열회

로와 병렬 열회로가 함께 들어간 합성 열저

항치로써 이해해야 한다.

이 단순한 모델에 따르면 LED 조명기구에

서 가장 고온이 되는 「LED칩 발광부의 온

도」는 「환경온도」에 「전류 인가 시 자

기 발열에 의한 온도상승」을 추가한 온도

이기 때문에 고온 환경에서는 인가할 수 있

는 전류값에 제한을 받게 된다. LED칩의 

Junction 온도가 고온이 됨에 따라 LED 관

련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수지, 형광체, 납

땜, 전극 금속, 반도체 결정과 같은 재료가 

대체로 이 순서로 반응 촉진에 의한 변질이

나 기계적 불량을 일으키게 된다.

정리하면 Junction 온도 측정에 대해서는 

전류-전압 특성이 다이오드 특성을 나타내

고 있는 영역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것과 측

정 전류인가에 의한 발열의 기여를 무시할 

수 있는 측정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 

주의가 필요하다.

2.3 온도와 LED 수명
신뢰성 공학 분야에서는 고장 물리적인 접

근이 몇몇 있지만, 온도에 지배되는 고장 및 

열화의 모델로서 아레니우스 모델이 알려져 

있으며 특히 온도 이외의 스트레스 환경을 

취급하는 모델로서는 아이링 모델, 선형손상

누적법칙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아레니우스 모델에 의한 온도와 

고장률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식으로 나타

낼 수 있다.

(2)

·λ1 : Junction 온도 T1에서의 고장률
·λ2 : Junction 온도 T2에서의 고장률
·Ea : 활성화 에너지 (eV)
·K : 볼츠만 정수 (8.617 × 10-5 eV·K-1)
·T : Junction 온도 (절대온도 K)

이 식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 고장모드이

면 Junction 온도가 높을수록 고장률은 높아

져 수명은 짧아진다. 

한편, 저온환경에서는 LED칩이나 봉지수

지의 화학적 변화는 억제되고 또한, LED칩 

반도체 결정의 격자 진동이 억제되어, 발광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등, 이와 같은 점에서

는 유리하나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수분이 침

입해 동결 팽창에 의한 각 부분의 박리나 결

로에 의한 땜납, 도금, 동박 패턴을 비롯한 

재료의 흡습기인의 화학적 변화 등에는 주의

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옥외에 설치되는 기

기 등은 온도변화에 대한 내성이 필요하며, 

그림 6. LED 접합점온도 및 열저항.

( )
j j b b a a

j b b a a

T T T T
R R P Tθ θ

− −

− −

= ∆ + ∆ +

= + • +

2 1
1 2

1 1exp aE
k T T

λ λ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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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을 평가하는 수법으로는 저온과 고온을 

승온시간, 강온시간을 충분히 취해 반복하는 

열 사이클 시험이나 순간적으로 저온, 고온

을 오가는 열 충격시험이 알려져 있다.

3. 사용 온도조건 시험에 의한 평가

3.1 수명 예측
LED의 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

인 방법은 실제 사용온도에서의 연속 동작

시험으로, 일정한 동작조건 (동작전류, 온도 

등)에서의 광출력의 시간변화를 조사함으로

써 수명 (광출력이 초기값의 소정 비율, 예를 

들면 70% 등으로 감쇄하는 시간)을 알 수 있

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LED의 수명은 실

온에서 수만 시간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어 

수명 확인에는 매우 장시간의 동작시험이 필

요하므로 조명용 LED가 실용화되고 아직 수

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

시간의 동작시험 데이터는 거의 전무한 실정

이다. 그러나 장시간의 동작시험에 의하지 

않고, 수천시간의 동작시험 결과로 어느 정

도 그 수명을 추정할 수 있다 [4].

LED의 광출력 P의 시간변화를 나타내는 

근사식으로써 동작시간에 대해 지수 함수적

으로 감소하는 예가 있어 아래 식으로 나타

낸다 [5].

(3)

P0 : 초기 광출력

β : 열화율

t : 동작시간

3.2 가속수명 시험
LED의 수명은 수만 시간이라고 하며, 통

상 사용 상태에서의 통전시험으로 수명을 조

사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

므로 과부하를 걸어 이것으로 열화를 가속시

키는 시험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가속시험

이라고 한다. 가속시험에 있어서 가속계수를 

산출함으로써 통상 사용 상태에서의 수명시

간을 추정할 수 있다. LED의 수명을 조사하

기 위해서 실제 사용온도 보다 높은 온도에

서 동작시켜 LED의 광도 열화를 조사해, 실

제 사용온도에서의 수명을 예측하는 식 2에 

있는 아레니우스 모델로 온도 가속시험이 이

루어지고 있다 [6].

수명예측의 순서는 온도별 광도열화 Data

를 측정하고 열화 Data를 지수함수를 활용하

여 고장시간으로 변환한 후 Weilbull 분석으

로 가속성 확인 및 가속계수 (AF) 산출을 한

다. 구해진 가속계수를 식 2에 대입하여 활

성화에너지 (Ea)를 산출하고 사용온도에서의 

수명예측 시간을 계산한다.

3.3 수명예측과 가속시험간의비교
백색 LED의 실온에서의 동작시험 예로서

는 수천시간의 실험데이터가 있지만 어느 경

그림 7. 접합점 온도에 따른 수명 변화율.

그림 8. 실사용 온도별 동작시험 데이터.

0 exp( )P P tβ= • −

201208학회지-1-17p그림10.indd‥‥‥28 2012-07-31‥‥‥오후‥3:20:27



S
P

E
C

I
A

L
 T

H
E

M
A

전기전자재료 제25권 제8호 (2012년 8월)  29

우에서는 발광출력이 25℃에서는 수천시간

까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기미가 있으며 식 3에서 열화가 시작되는 것

은 어느 정도 초기 통전을 하고 안정된 특성

을 나타낸 이후부터이고, 올바른 수명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초기 통전을 한 후, 본

래의 통전시험을 하는 쪽이 좋다고 설명하고 

있는 문헌도 볼 수 있다. 이 초기 통전 시간

은 통상 천 시간 정도로, 이 시간을 경과하면 

열화가 시작된다고 하고 미국 Rensselaer 공

과대학 광학연구 센터에서는 초기 안정화를 

위해 첫 1,000시간을 통전한 후 그것을 초기

값으로 하고, 추가 5,000시간의 동작시험을 

해서 그 데이터로부터 식 3에 의한 외부 삽

입법으로 수명을 추정하는 것을 제안하여 적

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열화개시 시간은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고 열화 개시시간을 

어떻게 추정하는가는 어려운 문제이며 또한 

일정시간에서의 열화율은 고온에서 동작시키

는 모든 가속시험과 비교해 훨씬 적기 때문

에 오차를 포함하기 쉽기 때문에 외부삽입에 

의해 추정한 수명시간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

다. 이에 반해 고온 등의 가속조건 하에서는 

단시간에 열화가 발생 열화율도 높기 때문에 

오차는 비교적 적다. 또한 가속 조건하에서

는 초기 안정화 시간도 짧기 때문에 그에 따

른 오차도 적으며, 이와 같이 초기 안정화 시

간의 추정에 의한 오차, 열화율 자체의 오차 

등으로 실제 사용온도에서의 동작시험에 의

한 수명추정은 가속시험에 의한 수명추정과 

비교해 정밀도가 낮은 것은 아닐까 하고 고

려되고 있다.

4. 결 론

LED를 다양한 응용 제품에 이용하기 위해

서는 긴 수명을 가져야 하며, 오랜 동작 시간

동안 일정한 휘도 및 색의 유지가 필요하다. 

단기간 내에 LED가 시장에서 자리 잡고 외

국의 기업제품들과 차별화를 위해서는 LED

의 성능, 신뢰성, 가격 면에서 동시에 우위를 

보여야만 한다. LED 광소자의 성능 및 신뢰

성 향상을 위해서는 제조 공정 단계별로 표

준화된 평가 항목들이 필요하며 다양한 기술

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신뢰성 평가 시 많

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빠른 시간 내

에 다양한 신뢰성 평가 항목들의 신속 평가

그림 9. LED Package 수명 예측 방법.

Lifetime
Structure

B50
(Point estimation)

B50
(0.9@1s)

B10
(Point estimation)

B10
(0.9@1s)

Normal 18,200 16,300 14,400 14,100

Small via 33,700 29,000 23,300 22,300

Slug 32,100 29,100 25,600 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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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또한, 신뢰성 저하의 원인을 빠

르게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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