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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D(Light Emitting Diode) is a powerful device used in applications as diverse as 

replacements for aviation lighting, automotive lighting as well as in traffic signals. This 

study is to propose a prediction system based on the degradation model of LED which is 

determined by combining scale and shape parameter. The degradation model is analysed 

goodness of fit test using calculated R-square, and is compared with previous models. A 

LED prediction system using degradation model is developed to automate estimations of 

degradation parameters and lif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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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차세대 광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이하 LED)는 무

수은(Mercury-free)으로 생산되어 환경 친화적이고 전력 절감이 탁월하여 전 세계적인 녹색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높은 신뢰성과 장수명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디스플레이, 자동

차, 전광판 등 광범위한 용도에서 기존의 백열등이나 형광등 등의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으

며, 향후 많은 산업영역에서 LED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LED

를 구성하고 있는 칩, 패키지, 기타 부품의 신뢰성을 개선하고, 사용 환경에 적합한 수명에 

대한 보증이 요구되고 있다.

  LED 신뢰성과 수명을 예측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가속수명시험(Accelerate Life Test)의 경

우에는 제품의 효율화와 신뢰성 향상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수행하더라도 규정된 시험시

간동안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가혹한 

스트레스를 인가하면 전혀 다른 고장 메커니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열화를 촉진하는 스트레스를 가속하여 시험을 실

시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특성치를 측정하여 수명을 예측하는 가속열화시험(Accelerate 

Degradation Test)을 수행하고 있다[2]. 이 시험은 시간에 따른 열화 특성치를 열화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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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adation Model)을 이용하여 열화곡선(Degradation Curve)과 모수(Parameter)를 추정하여 

수명 등의 신뢰성 지표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가속열화시험에서 수집된 열화데이터로부터 

보다 정확한 수명을 추정하는데 있어 열화 패턴에 적합한 열화모델을 선정하여 열화곡선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3].

  대표적인 열화모델의 종류로는 선형, 지수형, 대수형 모델 등이 존재하며[1,5], 

Meeker(1998) 등에 의해서 열화모델과 열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J.McPherson(2010)는 제품의 열화 특성치가 시간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시간적 

지연이 발생한 후에 감소하는 경우 등에 지수형, 선형, 역승형을 이용하여 모델링 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LED의 경우에는 초기에 일정한 시간동안 열화 특성치가 상

승하고 그 후 감소하는 형태의 열화패턴을 보이고 있다[7]. ASSIST(2006)에서는 LED의 열화 

특성치가 상승하는 1000시간을 제외하고 그 시점부터의 데이터를 100% 정규화하는 것을 권

고하고 있다. 1000시간 이후의 열화 특성치부터 LED에 적합한 지수형 열화모델을 적용하여 

수명을 추정할 경우, 초기에 발생하는 상승구간의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아 수명추정 시 정

보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박창규(2008)는 열화 특성치가 상승하는 시점부터 지수

형 열화모델을 적용하여 수명을 추정하였다. 이 경우에는 초기에 상승하는 열화 특성치를 

포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수형 열화모델은 감소하는 형태이므로 열화 데이터와의 

적합도가 낮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박창규 외(2009)는 초기에 상승하는 구간의 최대값 시

점부터 지수형 열화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은 초기에 

상승하는 구간의 데이터를 포함시켜 보다 정확한 수명추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

만 지수형 열화모델에서의 모수인 척도모수(Scale Parameter)만을 가지고 열화곡선를 추정하

여, 곡선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열화의 형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현재 기존의 열화모델을 적용하여 수명을 추정하는 통계적 분석도구가 개발되었으

나, 위의 한계점을 보완한 열화모델을 이용하여 열화 및 수명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

도구가 없고 대부분 많은 기능과 어려운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즉, 열화 데이터로부터 피팅된 열화곡선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열화모델과 

이 열화모델을 적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수명 및 열화형태에 대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자

동화 분석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척도모수와 형상모수(Shape Parameter)

를 결합한 지수형 열화모델을 개발하고, 제안된 열화모델을 적용한 수명예측 시스템을 구현

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조사를 통하여 열화 데이터를 기존의 지수형 열화모델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형상모수를 적용한 지수형 

열화모델을 제안하였으며, 모델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신뢰성 정보와 곡선추정 절차를 제시하

였다. 그 후 기존 열화모델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정계수를 이용하여 적합도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그 후 열화모델을 적용하여 수명예측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구현하였

다. 그 결과, 인증기관 및 업체에서는 LED의 수명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고, 열화형

태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도출할 수 있어 시험시간을 보다 절약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기존의 지수형 열화모델을 제시하였으며, 3

절에서는 형상모수를 고려한 지수형 열화모델과 곡선추정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열화모델에 

대한 적합도 검정을 수행하였다. 4절에서는 제안된 열화모델에 기반한 수명예측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5절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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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D 열화모델

LED는 광속, 연색성, 파장 등의 다양한 특성치가 존재하며, 가속열화시험의 경우에는 측

정시점마다의 광속 열화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수형 열화 모델에 적용하고 있다[6]. 일반적으

로 L70까지의 수명을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정확한 수명추정을 위해서는 열화모델의 적합

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3]. 지수형 열화모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LED의 광속 

P의 시간변화를 나타내는 근사식으로서 동작시간에 대하여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는 예를 

식(1)과 같이 제시하였다[6].

·········································

 · P : 광출력  

 · P0 : 초기의 광출력

 ·  : 열화율

 · t : 동작시간

이 경우 광속의 변화(광속유지율) P/P0와 동작시간의 관계는 (2)식에서 나타낸다. 기존의 

지수함수의 특성을 이용하여 ln함수를 1번 취하면 선형의 형태로 변환될 수 있다. 즉, 광속

의 변화의 대수를 종축으로, 동작시간을 횡축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으며[6] 척도모수인 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지수형 열화모델을 이용하여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초기의 광속이 증가하는 구간

을 제외한 시점 또는 초기의 광속의 증가하는 구간의 최대값에서부터 열화모델을 적용하여 

수명을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척도모수 를 적용한 지수형 열화모델의 경우에는 열화곡선

에서의 열화속도에 대한 정보와 수명에 대한 정보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열화곡선으

로부터 열화형태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하여 형상모수 와 결합한 지수형 열화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3. 제안된 LED 열화모델

3.1 초기광속과 를 고려한 지수형 열화모델

초기에 증가하는 광속과 열화형태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를 적용하여 개선된 

지수형 열화모델을 식(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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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P : 광출력 

 · P0 : 초기 광출력 

 ·  : 열화 커브의 척도모수(열화의 속도)

 · β : 열화 커브의 형상모수(열화의 형태)

 · t : 동작시간

 · δ : 초기광속의 최고점까지의 도달시간

제안된 지수형 열화모델도 선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지수함수의 특성을 이용하여 ln함

수를 2번 취하면 식(4)와 같은 형태의 선형식으로 변환될 수 있다.

3.2 지수형 열화 모델의 적용절차

3.1에서 제안된 모델을 적용하여 열화곡선을 추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δ를 찾는다. 

  · 전체 광속 관측치중에서 최대값을 찾는다.

  · 최대값 전후 관측치를 포함하여 임의의 3점을 선택한다.

  · 임의의 3점으로부터 2차식을 피팅하여 최고점을 찾는다.

  · 최고점의 X값은 δ이다.

∙회귀분석

  · δ이후의 광속 측정치를 대상으로 열화곡선으로 피팅한다.

  · 결정계수 값을 도출하여 곡선의 적합도를 검정한다.

위의 2단계의 절차에 따라 열화곡선과 모수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며, 적합도에 대한 확인

여부도 가능하다.

3.3 추정된 모수의 해석

이 모델에서는 추정된 값이 작을수록 전체 열화속도가 빠르며, β값이 작을수록 열화의 

기울기가 가파르다. 즉, 초반에 광속의 열화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β는 열화의 형태

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속열화시험을 수행할 경우 가속조건별 열화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0℃, 90℃, 110℃에서의 가속열화시험을 수행하고 열화모델로부터 β의 

값을 1.0, 1.0, 1.3값이 도출되었다면 70℃와 90℃에서의 열화는 동일한 고장 메커니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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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열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β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70℃와 90℃에서의 를 상

대비교하면 열화의 속도도 동시에 판단할 수가 있다. 반면 1.3의 값이 추정된 110℃에서의 

열화는 70℃와 90℃와는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열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또

한 δ의 경우에는 값이 클수록 초기의 증가하는 광속의 상승시간이 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추정된 모수의 특성

3.4 적합도 검정

열화 모델의 성능을 가장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도출된 열화모델의 적합도를 검정

하는 것이며, 적합도를 검정하는 방법과 지표에는 카이스퀘어 적합도 검정, 회귀분석 검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열화모형을 선형형태로 변환할 수 있으므로 회귀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정계수 값을 이용하여 적합도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기존모델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수행하였다.

∙ 모형 1 :    exp 

∙ 모형 2 :    exp    

그 결과, 모형1의 결정계수의 값은 0.72이며, 모형2의 결정계수 값은 0.84로 기존보다 0.12

가 높게 나왔으며, 기존의 모형보다 β를 이용한 열화모형의 적합도가 16%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가지 모형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그림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결정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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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명예측 시스템 구현

  본 연구에서는 3절에서 제안된 열화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수명예측을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림3>과 같이 구현하였다. 가속열화시험을 통해 수집된 열화 데이터를 화면 왼

쪽 창에 삽입 한 후 열화곡선을 피팅할 수 있다. 곡선 피팅결과 화면에서는 크게 두 개의 

열화곡선 그래프를 볼 수 있다. 왼쪽 그래프는 원본 데이터를 그린 것으로서 울퉁불퉁한 굴

곡이 그대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오른쪽 그래프는 피팅한 곡선를 그린 것으로서 곡선이 

완만해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래 시트는 분석 후 생성된 엑셀 파일의 모습을 보여준

다. 엑셀에서는 각각의 샘플별로 추정된 α, β, δ, 최대값과 결정계수, L70, 회귀분석 기술

통계량을 볼 수 있다.

<그림 3> LED 수명예측 시스템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ED 칩 열화특성에 적합한 열화모델을 개발하고, 이 열화모델을 적용하여 

수명예측을 자동화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서론에서 제시한 LED 열화 모델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LED 열화모델에 

초기광속을 고려한 δ와 열화의 형태를 나타내는 β를 결합하여 새로운 열화모델을 개발함

으로써 가속열화시험 이후의 수명, 열화형태, 속도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열화모델보다 적합도가 16% 향상된 분석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새롭게 제안된 LED의 열화 모델의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열화모델을 적

용하여 열화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열화의 모수와 수명을 보

다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다. 그 결과 예측시간과 비용의 절감할 수 있으며, 업체 및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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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LED의 수명과 신뢰성에 대한 보증을 보다 정확할 수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LED

의 열화패턴에 적합한 곡선과 다양한 모수를 적용한 열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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