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해양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정회원

E-mail : kilgs@hhu.ac.kr

* (주)금호HT, 기술연구소, 정회원

** 부산교통공사, 운영본부 차량검수팀, 정회원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정회원

철도차량용 LED전조등의 설계 및 제작

Design and Fabrication of a LED Headlight for Railroad Vehicles

정병진* 김상기* 조은제** 김일권*** 길경석†

Byung-Jin Jeong Sang-Gi Kim Emu-Je Cho Il-Kwon Kim Gyung-Suk Kil

ABSTRACT

  Recently, application of LED luminaires has been issued for energy saving plan. In this paper, we carried out 

a study to replace a low efficacy sealed-beam lamp for headlight of railroad vehicles with LED luminaire. Electrical 

and optical characteristics of the sealed-beam lamp were analyzed and a LED headlight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otal luminous efficacy and rated power of the prototype LED headlight were 82 lm/W ; about 5 times 

higher,  and 40 W ; about 4 times lower than the sealed-beam lamp, respectively.

 Especially, lifetime of the sealed-beam lamp is short as 1,000 hours due to the evaporation and vibration of 

filament, but that of LED headlight is over 30,000 hours long.

1. 서론

LED의 광효율이 증가됨에 따라 범세계적으로 기존 백열전구와 같은 저효율 광원을 LED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 철도차량의 주행에 있어 전조등은 야간, 터널/역 진입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점등하여 승무원의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선로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

이다. 일반적으로 광원은 밀폐성능이 우수하고 상향등(주행빔)과 하향등(교행빔)으로의 전환이 용이하

며 광학적으로 40,000 cd 이상의 높은 광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반사경과 이중 필라멘트 구조를 갖는 실

드빔 전구(Sealed beam lamp)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드빔 전구는 광효율이 15~20 lm/W 정도인 

할로겐타입으로서 상향등 기준 165 W의 높은 소비전력과 내진성 필라멘트를 사용하더라도 진동이 많은 

철도차량의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평균 수명이 500 시간 정도로 짧은 단점이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소비전력을 감소시키고 수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고효율 및 내진성을 갖는 철도차량 

전용의 LED 전조등을 설계 및 제작 하였다. 상향등과 하향등의 전기, 광학적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하

여 상/하향등 일체형 전반사(TIR; Total Internal Reflection) 렌즈를 적용하였으며, 개별 점등이 가능하

도록 LED 모듈과 2채널의 정전류형 컨버터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2. 설계 및 제작

2.1 렌즈의 설계

LED는 소형의 광원으로서 점광원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광학설계에 있어 반사판 또는 렌즈를 이

용하여 목표배광을 설계하기에 용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조등을 위한 광학계의 설계에 있어 LED에서 

발산되는 각각의 광선에 대해 내부 전반사를 이루도록 렌즈를 설계하였으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대

칭의 상향등용 렌즈와 비대칭의 하향등용 렌즈를 하나의 모듈로 구성하였다.

렌즈의 설계는 파장에 따른 재질의 굴절률의 변화, 기하학적 해석의 난이성 및 수많은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광학 해석을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가 개발, 보급되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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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레이션을 통한 렌즈 형상의 수정, 보완이 용이하다[3,4].

본 논문에서는 Optical Research Associates사의 LightTools를 이용하여 렌즈의 구체적인 형상을 설

계하였다. LED 제조사로부터 제공되는 고출력 LED에 대한 광학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림 1과 같이 렌즈

의 굴절부와 전반사부를 설계하였다. 렌즈의 재질은 굴절률이 약 1.5인 PMMA(poly methyl 

methacrylate)를 사용하였으며 전반사부의 곡면은 스넬의 법칙에 의하여 전반사가 발생하는 임계각 약 

42 ° 이상의 각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a) 상향등 (b) 하향등

그림 1. 렌즈의 형상

그림 2는 설계한 상향등 및 하향등의 빛이 렌즈를 통하여 투사되는 분포를(Ray Tracing) 시뮬레이션

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전조등의 설계 목표인 10 °의 빔각으로 빛이 투사되도록 렌즈의 형태를 최종 수

정, 보완하였다.

(a) 상향등

(b) 하향등

그림 2. 렌즈에 의한 빛의 분포

2.2 LED 모듈

 실드빔 전구는 철도차량의 DC 100 V 전원에 연결하며 상향등 165 W, 하향등 55 W 2회로로 구성되

어있다. 이는 광효율을 20 lm/W로 계산하면 상향등 및 하향등의 광속이 각각 3,300 lm와 1,100 lm이다. 

실드빔 전구의 산출된 광속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개당 광속 약 400 lm 이상인 고출력 LED를 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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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다.

LED는 순방향 전압의 변화에 대해 전류가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하는 정전류형 소자이므로 회로 구

성시 가급적 병렬회로보다는 직렬회로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을 증가시키고 발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방향 전압을 SELV(Safety Extra Low Voltage)의 범위로 제한하며, 정전류 제어에 

용이하도록 개당 소비전력이 높은 LED를 선정하였으며 회로구성은 상/하향등 각각 직렬 1회로로 단순

화하였다. LED 모듈은 상향등은 LED 패키지 9개, 하향등은 2개를 각각 직렬 연결하는 2개의 회로로 

구성하였으며 LED에서 발생하는 열과 빛의 분포를 고려하여 등간격의 원형으로 배치하였다.

2.3 컨버터

그림 3은 제작한 컨버터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으로 철도차량의 제어기에 의한 상/하향등 on/off 절환

의 편의상 입력전원에 대한 상향등과 하향등을 별도의 2채녈로 설계하였다.

컨버터는 DC 100 V의 전압을 10~30 V의 저전압으로 낮추는 절연형 플라이백 컨버터와 LED 모듈에 

정격전류를 공급하는 정전류형 벅 컨버터의 2단으로 구성된다.

전원

(DC 100V)

절연형

플라이백 컨버터

정전류형

벅 컨버터

LED 모듈

(상향등)

절연형

플라이백 컨버터

정전류형

벅 컨버터

LED 모듈

(하향등)

그림 3. 컨버터의 구성도

절연형 플라이백 컨버터는 입력전원이 70~110 V로 변동하더라도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내부

에 고주파 트랜스를 통하여 1차측과 2차측을 절연시킨다. 정전류형 벅 컨버터는 그림 4에서와 같이 

LED 모듈에 흐르는 전류를 검출저항 Rs를 통하여 검출한 후 기준값과 비교하여 스위칭 소자에 인가되

는 펄스폭을 제어함으로써 LED 모듈에 인가되는 전압을 조절한다.

정전류 컨버터는 발열 및 외부 요인에 의해 LED 모듈의 순방향 전압이 변하더라도 검출저항 양단전

압을 피드백하여 항상 일정한 전류를 LED 모듈로 공급한다.

그림 4. 정전류형 벅 컨버터 회로

그림 5는 시제작한 LED 전조등의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전면에 운행중 흙, 돌 등에 의한 외부 충격

에 대비하여 강화유리를 적용하였으며, 후면은 알루미늄 히트싱크를 일체형으로 구성하여 LED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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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는 열을 분산시켜 효과적으로 냉각시킨다.

 

(a) 정면 (b) 후면

그림 5. 시제작 LED 전조등의 사진

3. 측정 및 분석

3.1 전기, 광학적 특성

배광측정장치(Goniomenter)를 이용하여 시제품의 전기, 광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상향등의 소비전

력은 40 W, 총광속은 3,530 lm으로 광효율을 계산하면 88.2 lm/W이다. 하향등의 경우, 소비전력 및 총

광속은 각각 10 W, 825 lm으로 광효율은 82.5 lm/W로 산출할 수 있다.

그림 6에서와 같이 상향등의 최대 광도는 약 70,000 cd, 하향등은 약 7,000 cd로 기존 실드빔 전구에 

비해 25% 향상된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빔각은 최대 광도의 50%로 하였을 경우, 상향등 및 하향등 

모두 약 10 °로 설계치를 만족하고 있다.

(a) 상향등

    

(b) 하향등

그림 6. 시제작 LED 전조등의 광출력 특성

표 1은 기존 실드빔 전구와 시제작한 LED 전조등의 전기, 광학적 특성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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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전조등을 제안한 LED 전조등으로 대체한다면 소비전력을 상향등은 75.8 %, 하향등은 81.8 % 

절감할 수 있으며, 빔각이 10 °에 최대광도는 25% 상승된 성능을 나타내므로 철도차량 운행시 운전자

의 시야 확보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전조등 LED 전조등 비고

광원 할로겐 전구(실드빔) LED

전력
상 165 W 40 W ↓ 75.8 %

하  55 W 10 W ↓ 81.8 %

빔각
상 H :  8° / V :  4° H : 10° / V : 10°

하 H : 16° / V : 18° H : 10° / V : 10°

최대광도
상 40,000 cd 70,000 cd ↑  25%

하  4,000 cd  7,000 cd ↑  25%

광효율
상 20 lm/W 85 lm/W ↑ 325%

하 20 lm/W 75 lm/W ↑ 275%

색온도 2,700 K ± 500 6,500 K ± 500

표 1. 전기, 광학적 특성 비교

 3.2 방열 특성

그림 7은 시제작 LED 전조등에 대하여 상향등과 하향등을 각각 점등시켰을 때, LED 모듈 및 등기구 

외함의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70분 동작 후 상향등의 경우, LED 모듈은 63 °, 등기구 외함은 62 °로 측정되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LED 모듈과 등기구 외함의 온도차가 1 °정도로 거의 동일하므로 LED 모듈에서 발생된 열이 등

기구를 통하여 적절하게 방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향등은 소비전력이 상향등의 1/4인 10 W로 

LED 모듈 및 등기구 외함의 온도가 각각 38 °, 35 °로 발열량 대비 방열면적이 크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방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하향등의 경우 광학적 특성을 위하여 2개의 고출력 LED를 5 mm 간격으

로 배치하였으며, PCB 상에서 상향등과 물리적으로 분리시켰기 때문에 발열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외함

과의 온도차가 약 4 °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은 PCB 상의 방열구조를 개선하여 열의 분포

를 균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a) 상향등 점등시 (b) 하향등 점등시

그림 7. 시제작 LED 전조등의 온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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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실드빔형 전조등을 대체하기 위한 철도차량 전용의 LED 전조등을 설계, 제작

하였으며 상/하향등 일체형 전반사 렌즈, LED 모듈 및 2채널 정전류형 컨버터로 구성된다.

제안한 전조등은 입력전압이 70~110 V로 변경되더라도 LED 모듈에 일정한 정격전류를 유지하며 전

기, 광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차량용 전조등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상/하향등 모두 10 °의 빔각을 구현할 수 있도

록 PMMA 재질의 고효율 전반사 렌즈를 설계, 제작하였으며, 조립 및 양산의 편의를 위하여 일

체형으로 구성하였다. 중심배광의 최대광도는 상향등 70,000 cd, 하향등 7,000 cd로 기존 실드빔 

전구에 비해 25% 향상된 성능을 나타내었다.

2) LED 모듈의 전압, 전류 및 전력은 상향등의 경우 각각 28 V, 1.4 A와 40 W, 하향등은 6.2 V, 1.4

A와 10 W로 측정되었으며 소비전력을 기존 실드빔 대비 75% ~ 80% 절감할 수 있다.

3) LED 모듈로 전달되는 열을 외함을 통하여 방열하는 구조로 직경 192 mm 높이 104 mm의 다이

캐스팅으로 제작하였으며 기존 실드빔형 전조등과 1:1 교체가 가능한 구조이다. 점등에 의한 온

도특성 실험에서 70분 동작 후, 등기구 외함의 온도는 상향등 63 °, 하향등 38 °를 나타내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

되었음(NIPA-2011 -C1090-1121-0015)

참고문헌

1. 정현정, 김신국, 안홍관, 김재기, “철도차량 LED 실내등 적용 검토”,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2011

년도 춘계학술대회, pp.1457-1465, 2011.

2. 최권희, 전성현, 정병호, 이병석, 김국진, “고속전철용 전조등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 한국

철도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p.171-177, 2004.

3. 여인선, 박준석, 김완호, “LightTools을 사용한 LED의 조명광학설계”, 조명·전기설비학회지, 제16권, 제

1권, pp.14-19, 2002.

4. 김성현, 신익태, 양종경, 박대희, “Simulation을 통한 비대칭 배광을 갖는 LED 2차렌즈 설계”, 대한전

기학회, 2010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pp.14-16, 2010.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