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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a

 

1. 서 론

최근 10년 사이 자동차에 사용되는 조명 제

품은 LED로 교체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며 특

히, Interior lamp의 경우에는 대부분 RGB 기

반의 LED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헤드램프를 제외한 Exterior lamp도 거의 대

부분 LED로 교체된 제품이 적용되고 있다. 특

히, 헤드램프의 경우에는 고출력 LED 패키지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지

고 있으며 현재 중심차종은 Flagship 모델 계

념의 고급차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차츰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LED의 

고효율, 장수명등의 장점으로 인해 친환경 자

동차 부품의 광원 분야 기술 핵심으로 인식되

어 그 적용 차종이 확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LED 헤드램프의 적용 현황과 이에 필요한 패

키지 개발동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자동차 램프의 분류 

자동차에 사용되는 램프는 크게 Interior 

lamp와 Exterior lamp로 구분할 수 있으며 

Interior lamp의 경우에는 실내 조명등, 계기

판 등에 사용되는 조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

로 저출력 LED를 사용하고 있다. Exterior 

lamp의 경우에는 Low beam/High beam과 

같이 전조등 역할을 하는 헤드램프와, 헤드

램프를 제외한 후방램프 (Rear-combination 

lamp)나 방향지시등 (Turn signal lamp)과 같

은 비교적 작은 램프들 (소물류 램프)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보는 LED램프는 소

물류에 해당한다. 

 

3. LED 램프의 역사

미래형 자동차의 친환경, 지능형 추세에 

따라 LED는 자동차용 친환경 조명 광원으

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에 LED가 

적용된 것은 1986년 11월, CHMSL (Center 

High Mount Stop Lamp)에 포탄형 LED을 

그림 1.  자동차용 Exterior lamp의 분류 (a) Front 
lamp, (b) Rear-combination lamp.

(a)

(b)

LED의 자동차 적용 현황 및 
헤드램프용 패키지 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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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으며 이후 Ford가 1992년 RCL 

(Rear Combination Lamp)에 LED를 적용

하면서 자동차용 광원에 본격적으로 LED

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2002년 Audi에서는 최초로 DRL (Daytime 

Running Lamp)용으로 백색 LED를 채용하

였다. 이후 자동차에 LED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주로 제동등, 방향지시등, DRL 

및 실내 조명등, 계

기판등의 실내·외

의 비교적 저출력

의 램프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국

내의 경우 고급차종

의 RCL과 방향지시

등에 LED를 적용하

기 시작하여 현재는 

준중형의 차량에도 

LED를 광원으로 적

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용 

LED 헤드램프의 적

용은 2000년대에 들

어 컨셉카를 위주

로 소개되기 시작하

여 양산 차종의 경

우에는 Toyota에

서 발표된 하이브리

드카 ‘Lexus LS600h’ [1]에 LED 하향등

이 세계 최초로 장착되었으며, 이후 발표된 

'Audi R8 V10' [2]은 상/하향등 모두 LED를 

적용하여 출시되었다. 국내에서는 현대의 신

형 에쿠스 리무진 [3]에 최초로 일부 적용되

어 출시되었으며 타 완성차 업체의 경우에도 

2009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컨셉트에 LED 헤

드램프를 적용한 자동차를 선보이고 있으며 

향후 양산 적용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의 제

네시스 모델과 기아자동차의 K9 모델에 LED 

헤드램프를 적용하였으며 특히, K9 모델의 

경우에는 AFLS (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 기술을 접목한 헤드램프 제품을 출

시하고 있다 [4].

 

4. LED 헤드램프의 장점

그렇다면 LED 헤드램프는 기존 할로겐램

그림 2. LED의 자동차 적용 실례.

그림 3.  LED 헤드램프를 채택한 대표 차종 및 
컨셉카 (a) Lexus LS600h, (b) Audi R8 
V10, (c) EQUUS, (d) Concept Car, (e) 
Hyundai Genesis, (f) KIA K9.

(e) (f)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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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나 HID 램프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먼저 가장 기본적인 LED의 장점인 장수명, 

저소비전력, 그리고 색순도를 들 수 있다. 할

로겐의 경우 청색에 비해 적색 파장의 광량

이 많아 전반적으로 황색계열의 색깔을 보이

며 HID의 경우 할로겐에 비해서는 좀 더 흰

색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LED는 파장의 

순도가 높아 HID보다 더 흰색으로 보인다. 

그만큼 밝아 보이는 것이다.

두 번째로 광원의 크기가 훨씬 작아서 헤

드램프 유닛 자체의 크기가 작다는 것이다. 

모듈 깊이 기준으로 HID 대비 절반가까이 줄

어든다. 그만큼 공간자체를 적게 차지하게 

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4Chip을 적용한 LED 

광원도 할로겐 광원의 광량보다 낮아, 이러

한 광량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복수의 유닛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디자인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AFLS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다. AFLS는 일반적으로 지능형 헤

드램프를 의미한다. 이미 국내에서도 선보

인 바 있는 이 기능은 크게 Auto leveling과 

Swiveling으로 나누어진다. Auto leveling

은 자동높이 조절 기능으로 차량의 뒤쪽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 헤드램프가 들리게 되

는데 이를 낮추어주고, 제동 시에는 높여

주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도 헤드램프의 조

사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능이다. 

Swiveling은 핸들의 회전에 따라 헤드램프

가 좌우로 선회되는 기능이다. 즉, 운전자

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헤드램프의 방

향을 자동적으로 맞추어주는 기능으로 CF

에서도 보았듯 어두운 산길의 곡선도로와 

같은 곳에서 매우 유용한 기능이다. 이상이 

일반적으로 Semi-AFLS로 불리는 기능이

며, 이보다 발전된 Full-AFLS는 상기 기능

에 더하여 더욱 지능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주행상황별로 최적화된 배광패턴을 제

공하는 것으로써, 고속도로/일반국도/악천

후/교차로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가변

배광을 적용하여 시인성을 향상시키고 사각

지대를 줄일 수 있어 안전성을 높일 수 있

다. 이러한 Full-AFLS 기능을 구현하기 위

한 최적의 광원이 바로 LED다. 기존의 헤

드램프에 유닛을 움직일 수 있는 구동모터

가 들어가고, 회전공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

문에 크기가 작고 가벼운 LED 유닛이 선호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배광패턴이 서로 다른 

복수의 유닛을 상황에 따라 조합하여 최적

의 배광패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현재 양산/개발 중인 LED헤

드램프는 대부분 AFLS 기반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림 4. 광원색의 비교.

그림 5.  광원별 발광 Image (a) 할로겐, (b) 
HID (c) LED.

(a) (b)

(c)

그림 6. 헤드램프 유닛의 크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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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ED 헤드램프 핵심 기술

LED를 채택한 헤드램프의 경우 기존 광원

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과의 주요 차이를 가

지는 기술로서는 고신뢰성과 높은 광량이 요

구되는 고출력 LED PKG 기술과 열관리 기

술이라 할 수 있다 [5]. 물론, 헤드램프 기능

에서 기본적인 광학 성능 구현이나 AFLS를 

실현할 수 있는 요소기술은 그 기반에 확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고출력 LED 광원 

시스템의 열 관리의 주요 쟁점은 크게 일차

적으로 발열량 억제, 효율적인 열방출로 나

눌 수 있다. LED에 입력되는 전기에너지는 

열에너지와 광에너지로 변환된다. 즉, 발생

하는 열효율과 광효율은 절대적인 반비례 관

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변환된 열

에너지에 의한 온도 변화는 광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즉, 현재까지의 LED에서는 광효율

과 열(온도)은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열량의 억제는 저전력 고출력의 구동을 

실현하는 것으로써 이는 곧 LED의 발광효

율 (Luminous Efficiency)을 높이는 기술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6]. 현재 이를 위

해 Cree나 OSRAM 등에서 독자적인 공정 기

술을 이용하여 고출력 LED Chip을 제조하

고 있으며 고출력 LED 패키지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

효율 증대를 위한 LED 공정 기술의 진보에

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외부 

양자 효율은 50% 수준에 불과하며 결국 필

연적으로 발열이 이루어지게 되며 결과적으

로 방열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현재

의 고출력 LED의 외부 양자 효율은 20% 내

외의 수준에 있으며 필연적으로 입력 전력의 

70~80%는 열에너지로 변환되며 발생한 열

에너지의 효율적인 방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점차적인 광효율 저하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보다 적극적인 방열 대책의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LED 구동 시 원천적으로 발열을 억제 할 수 

없으며 또한, 온도에 따른 광효율 저하를 억

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효율적인 열방출

을 위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자동차 헤

드램프로 LED를 채택한 차종인 'Audi R8'의 

램프와 LED 모듈을 살펴보면 (그림 8) LED 

패키지는 PHILIPS LUMILEDS의 LUXEON 

Atilon을 채택하고 있으며 AlSi 계열의 히트

싱크와 브로워를 사용한 강제 대류 방식을 

이용하여 열을 방출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

다. 자동차의 동작환경이 가혹하고 또한, 엔

진열 등의 외부 열원에 의한 영향이 큰 자동

차 헤드램프의 경우 자연대류 방식으로는 신

뢰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고성능

그림 7.  LED 패키지의 온도에 따른 순전압 및 
광량의 변화 (OSRAM OSTAR).

그림 8. Audi R8 헤드램프 및 방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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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팬이나 브로워를 

이용한 강제 대류 방

식을 채택하고 있다. 

LED를 채택한 타 차

종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LED 헤드

램프를 위한 고출력 

LED 에피 성장 기

술 및 Chip 제조 기

술, 패키지 기술은 향

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반도체 고체 광원

의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열

이 발생하고 이의 효과적인 방출 시스템은 

요구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방열 방식은 자체의 팬이나 브로워를 이용

한 강제 대류 방식에 집중되어 있으며 방열

을 위한 구조물이 크고 금속계열의 열전달 

재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비용 증가 및 중량

의 증가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뚜렷한 대안이나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며 수냉식, 전자

냉각식, 히트파이프 히트싱크 등의 응용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 또한 기존의 방식의 문

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원천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열전도 특성이 우수하고 경량인 재료

의 개발이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냉각방

식이 고안되어야 하지만 기술적 난이도나 

비용 등의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당

분간 기존 방식의 LED 헤드램프 방열 구조

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6. 헤드램프용 LED 패키지 개발 동향

자동차용 LED 헤드램프는 광학 기구, 렌

즈, 방열 시스템, ECU 모듈, 기구 설계 등의 

다양한 핵심 기술을 요구하는 자동차용 램프

의 첨단 부품이다. 특히, 헤드램프는 다른 차

량용 광원에 비해 높은 광량이 요구되는 부

품으로써 LED 광원을 이용하여 필요한 광 특

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출력의 LED 패키

지가 개발되어지고 있으며 광효율을 극대화

하고 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패키

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적용을 위

한 고출력 LED 패키지는 OSRAM OSTAR와 

PHILIPS LUMILEDS의 LUXEON Atilon 등

이 있다 [7,8]. 이들 패키지는 세라믹 기판에 

COB (Chip On Board) 형태로 LED Chip을 

직접 실장하고 칩의 발광면에 형광체를 직접 

도포하였다. 그리고 Al PCB나 Cu core 패키

지를 제작하고 세라믹 기판을 TIM (Thermal 

Interface Material)을 이용하여 접합함으로

써 열전달 경로를 최적화하도록 설계 제작

하였다. 단위면적당 높은 발열량을 가지기 

때문에 패키지 상태에서는 정션 온도 이하 

(150℃)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반드

시 별도의 방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에 들어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LED 

헤드램프를 채택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

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내 LED 패키지 업

체인 삼성 LED, 서울 반도체 등이 이들 자

동차 업체가 협력하여 헤드램프에 적용 가

그림 9. 대표적인 자동차용 고출력 LED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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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고출력 LED 패

키지 제품을 개발, 램

프 제조업체에 공급하

고 있는 상황이다. 이

들 패키지 제품의 경우

에도 기존의 해외 패키

지 업체와 유사한 형태

의 패키지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자동

차용에 사용되는 패키

지는 대부분은 광량 기

준 600~1,000 lm 정

도를 충족해야 하며 소

비 전력은 약 10 W 수준의 제품이 주를 이루

고 있다. 표 1은 일반적인 자동차용에 사용되

는 패키지의 필요 사양을 정리한 것이다. 업

체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개발

된 패키지의 경우에는 표의 특성값과 대등하

거나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향후 자동차

용 패키지의 개발 방향은 광원의 크기가 작고 

광 출력이 높은 소면적 고출력 패키지를 구현

하는 것에 목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LED 헤드램프를 채택한 차종의 경우 현재

는 고급차종인 Flagship 모델을 위주로 적용

되고 있으나 향후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휘도 LED 조명시장은 09

년 48억불에서 15년 150억불 규모로 빠른 성

장이 예상되며, 이중 차량용 LED 조명시장

은 09년 3.3억불 (전체 규모에서 약 6.9%)에

표 1. 자동차용 LED 패키지의 일반적인 성능 지표.

Parameter Symbol Value Unit 비고

Operating Temperature T board. op -40~125 ℃

Storage Temperature T board.stg -40~125 ℃

Junction Temperature (Max) TJ 150 ℃

Minimum Forward Current IF 100 mA

Maximum Forward Current IF 1,000 mA

Surge Current IFM 2,000 mA

Viewing Angle 2φ 120 deg

Forward Voltage (IF=700 mA)

(Min) VF 12 V

(Typ) VF 14 V

(Max) VF 16 V

Optical Efficiency nopt 70~ lm/W (IF=700 mA)

Thermal Resistance of Module Rth JB ~3.3 K/W 2.5~3.5

Color Temperature CCT 5,000~6,000 K (IF=700 mA)

CRI CRI 60~70 (IF=700 mA)

Package 광량 700~ lm (IF=700 mA)

Dynamic Resistance RD ~1.8 Ω

ESD Sensitivity 

HBM 8 KV

CDM 2 KV

MM 400 V

Maximum allowed Solder Pad Temperature 270℃, 30sec

Allowed Reverse Current IR 150 mA

그림 10. 고휘도 LED 시장 전망 (Electronicas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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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5년 38억불 (전체 규모에서 25%)로 급속

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다. 이러

한 급속한 성장의 배경에는 헤드램프에 대한 

LED 적용 범위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물

론, LED 패키지의 기술적 성장과 이에 따른 

적정 가격의 확보가 필수 요소이며 이를 기

반으로 전 차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을 형

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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