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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LED 발광다이오드 소자를 사용하는 광원은 고효율, 저전력, 긴 

수명의 기대로 많은 디지털 평판 디스플레이에서 사용되고 있다. 가정용 

뿐만 아니라 상업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중 옥외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실내 제품보다 보다 높은 밝기와 

수명이 요구된다. 하지만 LED 소자는 높은 신뢰성과 긴 수명임에도 

초기 기동과 함께 성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LED 밝기 성능이 저하되면서 사용자가 느끼는 화면의 밝기가 

저하되므로 제품의 품질과 수명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광출력 

성능이 저하되는 원인에는 제조공정, 환경, 설계 등 광범위 영역에서 

물리, 화학적 원인이 있으며 지속적 개선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하되는 LED 광원의 광출력 특성을 센서를 

이용하여 감지하고 취득값 계산을 통해 초기수준으로 보상하여 

사용시간의 누적에도 성능 저하가 인지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제시한 방법을 통해 휘도유지가 

동작할 때 보상의 영향에 따른 LED 소자 열화 가속화와 제품의 수명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주요어 : LED 수명, Brightness 센서, 휘도유지, 휘도보상 

학  번 : 2017-2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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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초창기 CRT 기술의 보급으로 시작된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은 

반도체 기술이 디스플레이 소자에 사용되면서부터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반도체 기술로 인하여 근래의 

디스플레이 기술은 PDP, LCD, OLED 등 디지털 평판 디스플레이 

(Digital Flat Display)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평판 

디스플레이의 보급을 이끈 것은 가정용 TV 제품이지만, 디스플레이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가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분야 중의 한 영역이 상업용 디스플레이(Commercial Display) 

제품이다. 각종 건물이나 거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용도로 디스플레이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근래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 

뿐만이 아닌 사용자와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의 인터랙티브 (Interactive) 

기능으로 확대되어 광고, 미디어 매체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업용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전통적 아날로그 광고물을 디지털 

정보전달 기술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업용 디지털 평판 디스플레이는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로 지칭된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기존 아날로그 제품 방식과는 다르게 디지털로 

콘텐츠를 관리하는 이점으로 사용 장소,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 목적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이 되는 만큼 

다양한 성능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실내에 국한되어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이 활용되었다면 근래는 건물 앞과 거리에 설치되는 

옥외형 제품으로 확장하여 사용되고 있다. 옥외형 제품은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실내와는 다르게 외부환경에서도 동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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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성능이 요구된다. 외부 환경에서의 높은 온도, 먼지, 눈과 비 등의 

자연적인 환경과 설치 위치에 따른 개별적 요구사항은 옥외형 제품을 

보다 신뢰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건물 외부의 태양광 아래 설치되는 옥외형 제품은 

굉장히 밝은 태양광에 노출되며, 이 영향으로 화면에 대한 시인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 실내 제품보다 높은 

화면의 밝기로 설계되어야 한다. 더불어 주야를 구분하지 않고 운용되기 

때문에 긴 운용시간에 대응하면서 높은 휘도를 대응하여야 한다. 

장시간의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의 설계는 기존 

제품보다 높은 스펙을 요구하지만 TFT-LCD 방식을 사용하고, 

광원으로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제품은 사용시간에 따른 제품의 화면밝기 성능 저하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근래 각광받으며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광원으로 

사용되는 LED 소자는 기존 조명과 광원으로 사용하던 백열등, 할로겐, 

형광등보다 월등히 높은 수명인 30,000 이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LED 

소자의 특성상 사용 시작과 함께 시간이 지남에 따라, LED 소자의 발광 

성능인 광출력 즉, 광속(Luminous Flux)은 점진적으로 저하하게 된다 

[1]. 이러한 수명 특성으로 일반적으로 조명의 경우 초기 수준 대비 70% 

[그림 1] 옥외형으로 설치된 버스정류장의 디지털 사이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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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보조 조명, 응용 광원 및 디스플레이 제품의 경우 50% ① 

수준으로 광속이 줄어드는 시점을 수명으로 명기한다 [2]. 옥외형 

디지털 사이니지 또한 동일한 수명 명기방식을 사용한다. 상업용 

제품에서 수명은 중요한 제품의 성능이다. 이를 위해 LED 소자의 성능 

특성을 보완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광출력 특성이 저하되어 밝기가 

낮아지는 LED 소자를 사용한 디스플레이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제안하며 이에 따른 수명의 변화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LED 소자의 광속 즉, 밝기 성능 저하시 LED에 인가되는 전류의 

보상을 통해 초기 수준의 휘도를 유지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센서를 

이용하여 주기적인 LED 광출력 성능을 검출하고자 한다. 센서는 

반복적으로 LED 소자의 열화수준을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LED 

밝기를 조절하는 전류는 LED 전류 보상을 위해 설계적 여유가 

                                            
① Knau(2000), Kryszczuk and Boyce(2002), Shikakura et al.(2003), 
Akashiand Neches(2004) 연구결과, 일반적인 경우 관찰자는 20% ~ 30% 
이상일 경우 휘도 변화를 인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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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휘도 보상이 적용된 휘도 열화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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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야 한다. 이 전류 보상을 위한 여유분을 이용하여 초기 대비 

LED 전류를 보상한다면 휘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 LED의 광열화 특성은 [그림 2]와 같이 지수분포 

모델을 따라 저하된다 [3], [4]. 저하되는 시점을 알고 휘도 보상을 

하게 되면 그래프에서 점선으로 예측되는 것과 같이 제품이 운용되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휘도의 저하가 없이 휘도 유지가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또한 휘도 유지기간 동안 열화 특성이 변화되어 수명에도 

영향을 주어 [그림 3]과 같이 기존 기대수명보다 일정부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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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휘도 보상이 적용된 휘도 수명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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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디스플레이 제품의 구조 

디지털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면을 구현하는 한가지 방법은 

TFT-LCD(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를 이용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 영상을 인간이 인지 가능하도록 픽셀 단위로 

조합하여 표시하는 것이다. 영상 구현을 위한 TFT-LCD는 화면 구현을 

위해 반도체 기술을 접목한 소자로 자체 발광소자가 아니다. 화면을 

사람이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광원이 필요하다. 별도의 

광원으로부터 투사된 빛을 영상의 한점에 해당하는 픽셀이라는 소자 

단위로 on/off 제어함으로써 표시할 수 있다. 픽셀 단위로 통과된 

광원을 RGB Color Filter를 통해 개별적으로 Red, Green, Blue 빛의 

삼원색을 조합하여 색깔을 구현한다. 영상 해상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픽셀의 조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체 화상을 표현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목하는 부분은 자체 발광 소자가 아닌 TFT-LCD를 통해 

화면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TFT-LCD 패널(Panel)에 

광원으로부터 조사된 빛을 투과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인지를 하게 되는 광원으로 화상 밝기의 만들어 주는 부분이다. 

TFT-LCD 패널에 광원을 만들어 주는 장치 부분을 백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 BLU) 라 한다. 백라이트 유닛은 광원을 만들기 

위한 회로설계 부분과 광원을 효율적으로 전면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구적, 광학적 설계 부분을 통칭한다. 백라이트 유닛은 광원의 종류와 

배치 방법 등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 광원의 종류에 따라서는 

대표적으로 CCFL(Cold Cathode Fluorescent. Lamp)과 LED 방식이 

있다. CCFL 방식은 형광등과 같은 냉음극관 형광 램프를 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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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방식이며 LED 방식은 LED 발광소자를 이용하는 방식이다.② 

광원 배치 방식에 따라서는 Edge LED 방식과 Direct LED 방식 

(직하형)이 있다. 두 가지 방식의 백라이트는 [그림 4] 디지털 평판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유닛(BLU)의 구조와 같이 구분된다. 먼저 Edge 

LED 백라이트 방식은 평판 디스플레이의 측면에 광원을 배치하고 

도광판(LGP)을 이용하여 화면의 전 영역으로 빛을 고르게 확산시키고 

도광판 배면의 반사시트(Reflector sheet)를 통해 전면 즉 광원의 

수직면으로 보내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비해 Direct LED(직하형) 

백라이트 방식은 평판 디스플레이의 배면에 광원을 배치하고 

확산판(Diffuser Plate)과 배면의 반사시트를 이용하여 화면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사용자가 보는 정면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백라이트 방식은 구조적 차이에 따라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Edge LED 방식의 경우, 디스플레이 구조의 측면에만 광원을 

배치함으로써 제품의 슬림화가 가능하며 보다 적은 LED를 이용하여 

제작이 가능하므로 비용절감의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점으로 모바일 

기기, 노트북, 소형 모니터와 보급형 가정용 평판 디스플레이의 

                                            
② 기존에 가정용 TV 제품의 경우 CCFL을 사용하였으나 고효율 저전력, 긴 수

명이 이점으로 2013년에 이미 90% 이상 LED 소자로 대부분 대치되었다.  

“CCFL backlighting is only used in 10% of LCD”, Electronics Engineering 

Herald online magazine, last modified Sep.11. 2013, accessed Nov,30, 2018, 

http://www.eeherald.com/section/news/onws2013111001a.html 

[그림 4] 디지털 평판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유닛(BLU)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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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일부 영역의 광원을 LGP(Light 

Guide Plate, 도광판)를 통해 화면 전체영역으로 확산을 시키는 

방식이다 보니 전 화면이 고르게 밝기가 유지되기가 어려우며, LED가 

채용된 부위와 채용되지 않은 부위별로 온도차가 극명하여 방열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Direct LED 백라이트 방식의 경우는 광원이 되는 LED 

소자를 배면에 넓게 배치하고 전면으로 광출력을 유도하여 빛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LED 소자의 수량 조절을 통해 높은 휘도를 

구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적절한 배치를 통해 전 

화면영역에서의 휘도 균일도(Uniformity)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배면의 LED 소자를 매트릭스(Matrix) 형태로 배치를 하고 블록화를 할 

수 있는데, 매트릭스의 형태의 블록을 부분적으로 점등 제어하는 방식을 

구현할 수 있다. 이 방식의 동작을 전체 LED블록을 점등하는 글로벌 

디밍(Global Dimming) 방식과 필요에 따라 블록별로 구분하여 

부분점등 하는 로컬디밍(Local Dimming)으로 구분하여 동작 시킬 수 

있다. 

로컬 디밍 방식은 글로벌 디밍 방식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로컬디밍 방식을 통해 영상에 따라 어두운 영역의 로컬디밍 

블록은 어둡게 점등하고 밝은 영상 영역의 로컬디밍 블록은 밝게 

함으로써 부분 점등을 했음에도 전체가 점등했을 때와 동등 수준의 

화상을 얻을 수 있다. 부분점등과 부점등(아예 켜지 않는) 되는 블록의 

소비전력은 전 블록을 점등했을 때보다 낮게 된다. 따라서 로컬디밍을 

통해 화상품질을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인 백라이트 블록의 on/off 

운용으로 획기적으로 소비전력을 낮출 수 있다. 

또한 로컬디밍 방식은 콘트라스트(Contrast)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콘트라스트는 화상을 평가하는 성능지수로 화상표시의 가장 

어두운 밝기와 가장 밝은 밝기의 비를 말한다. 콘트라스트가 높은 수록 

명암의 표현이 좋아지면 화질이 좋게 된다. 백라이트 유닛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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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TFT LCD 구조에서는 액정을 통해 광원의 빛을 전면으로 

나오지 않게 하더라도 광학적, 기구적 틈을 통해 빛이 새어 나오는 

누설광이 생길 수 있다. 이 현상은 밝은 영역보다 가장 어두운 영역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누설광으로 인하여 어두운 계열의 색이 밝게 

보이면서 콘트라스트가 나빠지게 된다. 로컬디밍 블록은 이러한 

콘트라스트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어두운 영역의 영상 아래의 

로컬디밍 블록은 광출력을 낮게 점등하거나 아예 부점등함으로써 어두운 

영역을 완전 점등했을 때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게다가 패널의 

가장자리는 베젤(Bezel)이라는 기구적인 체결이 이루어지는데 이 

기구적 공간으로 백라이트 유닛의 광원이 새게 되면 빛샘현상으로 

보이게 되는데, 어두운 화면에서 일부가 밝게 보이는 빛샘(Light 

Leakage)으로 보인다. 로컬디밍을 통해 이런 부분이 개선 가능하다. 

높은 휘도의 구현과 소비전력을 낮추고 고휘도에서의 콘트라스트 

개선을 위한 이점으로 높은 옥외형 제품에서 가진 Direct LED 방식이 

선호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 방식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 2 절 LED 소자와 수명 특성 

Edge LED 방식과 Direct LED 방식, 두 백라이트 유닛 방식은 

제품이 요구하는 휘도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개 LED 소자의 조합한다. 

여러 개의 LED 소자의 조합을 통해 각 개별 소자에서 출력된 광속을 

중첩하여 보다 밝은 빛을 전달하도록 설계된다. 광원으로 활용되는 LED 

소자는 1907년 영국의 헨리 조셉 라운드(Henry Joseph Round)가 

탄화규소(Silicon Carbide, SiC)의 전기적 특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전자발광(Electroluminescence) 현상을 발견한 이래로 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용도에 따른 다양한 파장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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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차세대 조명과 응용 광원으로 발전해 왔다.③ 그중 디지털 평판 

디스플레이 광원으로는 고효율의 백색 LED를 주로 사용한다.  

LED 소자는 [그림 5]④와 같이 P-N 접합의 반도체 화합물 구조로 

되어 있다. P형과 N형 반도체에 순방향 전압을 걸어 주게 되면 

Junction의 장벽을 뚫고 정공과 전자가 Depletion Zone으로 이동하며 

발생된 에너지가 빛으로 방출되는 과정에서 발광이 이루어진다 [5].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95%가 빛으로 사용되는데, 기존 백열등이 90% 

이상을 열로 발산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광원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비하여 고효율, 저전력, 친환경의 광원이다.  

대부분의 전자부품이 그렇듯이 부품은 자기수명을 가지고 있다. 

LED 소자 역시 기존 광원 대비 길더라도 한계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백열등과 형광등의 수명 특성은 광원으로서 역할을 하다 일순간 

                                            
③ “Light-emitting diode”, Wikipedia, last modified Dec. 24. 2018, accessed 
Dec. 24. 2018, https://en.wikipedia.org/wiki/Light-emitting_diode 

④ “発光ダイオ〡ド”, Wikipedia Japan, last modified Nov.18.2018, accessed 

Dec. 11. 2018, https://ja.wikipedia.org/wiki/発光ダイオ〡ド Available at: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nJunction-LED-J.PNG > 

[그림 5] 발광 다이오드의 구조 및 밴드 구조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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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을 다하는 고장모드(Failure Mode)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LED 

소자의 경우는 한 순간에 고장이 나는 방식이 아닌, 시간에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성능이 줄어드는 방식의 수명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6] 

광원 별 수명 특성⑤은 다른 광원 대비 LED 소자의 독특한 수명 특성과 

긴 수명을 보여준다. 

LED 소자는 유기 화합물로 이루어지는데 이 화합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장이 나서 수명이 다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열화라고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의 개념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며 나오게 되는 

열화는 활성화 에너지가 극대화되면 더욱 빠르게 열화 된다. 열화는 

초기의 성능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떨어지는 성능은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원래의 성능 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 

수준으로 판단이 가능하며 이를 소자, 제품의 수명으로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조명의 경우 초기 수준 대비 70%를 디스플레이 제품의 

경우 50%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열화의 원인은 LED 소자의 

설계구조와 제조공정, 환경 등 다양한 인자의 영향을 받는다. [그림 7] 

LED 광속 저하의 고장모드는 열화의 다양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⑤ Richman, Eric. The elusive “life” of LEDs: How TM-21 contributes 
to the solution. LEDs Magazine. November 2011. Available at: 
<http://ledsmagazine.com/features/8/11/10/TM21fig1> 

[그림 6] 광원 별 수명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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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부분은 여러가지 원인 중 특히 온도와 습도로 환경, LED PKG, 

설계, 공정 등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인자이다 [6], [7].  

신뢰성 공학에서는 온도 인자에 따른 화학적 반응속도를 

아레니우스(Arrhenius) 모델로 [수식 1]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8]. 

화학적 반응에 의한 수명(𝑡)는 반응속도(𝐾)와 반비례[수식 2]하며 이를 

1차식으로 변환하면 [수식 3]과 같이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상수(𝑙𝑛	 -
.
), 활성화 에너지(𝐸0) 와 온도(𝑇)가 주요함을 알 수 있다. 

 𝐾 = 𝐴 ∙ exp	 8
−𝐸0
𝑘𝑇

; [수식 1] 

 𝑡 ∝
1
𝐾
=	
1
𝐴
∙ exp	 8

𝐸0
𝑘𝑇
; = 𝐴′ ∙ exp	 8

𝐸0
𝑘𝑇
; [수식 2] 

 𝑙𝑛(𝑡) = 𝑙𝑛 A
1
𝐴B

+
𝐸0
𝑘𝑇

 [수식 3] 

 
𝑡 : 수명 

𝐾: 화학반응속도 

𝐴: 상수 

𝐸0: 활성화 에너지(𝑒𝑉) 

𝑘: 볼츠만 상수 (8.6171 × 10LM = -
--,OPQ.RS

𝑒𝑉/𝐾) 

𝑇: 절대온도(𝐾)  

 

[그림 7] LED 광속 저하의 고장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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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니우스 모델을 통해 온도의 변화에 따른 반응속도의 변화를 

구할 수 있다. 이를 가속계수(Acceleration Factor)라 한다. 이는 

온도변화가 기존 온도 대비 얼마나 많이 부품의 스트레스를 가중함을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 온도의 변화를 통해 부품의 변화되는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 [9]. 

 𝐴𝐹V =
𝑡-
𝑡W
=
𝐾-
𝐾W

= 𝑒𝑥𝑝 8
𝐸0
𝑘 A

1
𝑇-
−
1
𝑇W
B; [수식 4] 

 

[그림 8] ⑥은 LED 온도와 수명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온도가 

높을 수록 광열화의 속도가 빠르게 되고, 그 결과로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LED 효율과 수명을 고려한 구동에서 LED Junction 

온도의 방열설계가 중요한 고려사항인 이유이다. 제품의 설계에 

효율적인 방열설계를 대응함으로써 LED Junction 온도를 낮게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밝은 화면에서 열화 및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 [10]. 

                                            
⑥ Source: life of LED-based white Light Sources, Ndarajah Narendran & 

Ymin Gu 

[그림 8] LED 출력, 수명과 Junction 온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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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간에 따른 열화의 고장모드가 있는 전자부품의 고장률은 지수 

분포와 와이블 분포의 형태를 따른다. 초기 고장률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열화율을 적용하면 와이블 분포도 지수분포와 유사하다. 구동간 

열화율이 동일하게 유지 된다면 LED의 광속 저하는 지수함수를 통해 

[수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 

 

 ϕ(t) = β ∙ exp	(−λt) 
[수식 5] 

 

𝑡	시간	후의	𝐿𝐸𝐷	소자의	광속	ϕ(t)는  초기 광속( β )과 열화율( 𝜆 )를 

통해 표현이 된다. 이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림 2]과 같은 지수함수 

형태가 된다. 광속ϕ(𝑡)를 초기 수준값을 1로 정규화하여 나타내면 β는 

1.0이 된다. 

 

 

𝜆 = 𝛢 ∙ exp	 8
−𝐸0
𝑘𝑇

; [수식 6] 

 

아레니우스 모델로 열화율( λ )는 [수식 6]로 표현할 수 있다. 두 

식으로부터 LED Junction 온도 𝑇c = 88℃ 에서 수명(𝐿MP)이 50,000 hrs 

이라고 한다면, ϕ(𝑡) = 0.5인 시점이 50,000 hrs이므로 열화율( λ )은 

λf𝑇cgRR℃ = hi	(P.M)
LMP,PPP

= 1.38629 ∙ 10LM로 계산할 수 있다. 열화율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계산된 열화율을 통해 ϕ(𝑡) = 0.9, ϕ(𝑡) = 0.8  값일 때의 

수명이 계산 가능하며, 이를 결과를 통해 그래프로 그리면 [그림 3]과 

같은 수명곡선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ϕmPf𝑇cgRR℃ =
ln	(0.9)

−1.38629 ∙ 10LM
= 7,600	ℎ𝑟𝑠 [수식 7] 

 ϕRPf𝑇cgRR℃ =
ln	(0.8)

−1.38629 ∙ 10LM
= 16,100	ℎ𝑟𝑠 

[수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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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소자의 조합인 LED Array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제품 역시 광특성에 대해서 동일한 형태의 지수함수 수명모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제품은 광속 열화율로 산출된 휘도가 

𝐿MP(50%) 수준일 경우를 기준 수명으로 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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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구현 및 실험 

앞서 2장에서는 디스플레이 제품의 구조로 화면을 표시해 주기 

위한 TFT-LCD 구조와 광원을 만들어 주기 위해 백라이트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광원으로 사용되는 백라이트 유닛은 

개별 LED 소자를 여러 개 연결하여 LED Array을 만들고 이를 Edge 

LED 방식이나 Direct LED 방식으로 배치하여 설계됨을 보았다. 또한 

백라이트 유닛에 사용되는 LED 소자의 광특성과 열화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LED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보상이 필요함을 보았다. 

본 장에서는 센서를 통해 LED 소자의 광특성을 측정하여 성능저하 

여부를 판단하고, 제품의 휘도 유지를 위해 LED 소자의 광출력 성능을 

보상하여 제어하는 방법을 구현하고자 한다. 

 

 

제 1 절 휘도유지 기능의 구현 

LED 광원의 성능을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초기 수준의 휘도와 

비교하여 열화도를 판단하고 휘도 보상을 수행하기 위해 [그림 9] 

휘도유지 블록 다이어그램을 구성하였다. 블록 다이어그램은 각 

단계별로 처리가 되며 지속적인 휘도유지를 위해 단계별 과정을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고안하였다.  

상세 블록 구성을 보면, 좌측 상단은 연속된 LED 소자로 구성된 

LED Array이다. 이는 화면의 화상을 나타내기 위한 광원으로 앞에서 

설명한 백라이트 유닛을 나타낸다. 그 아래의 LED Driver는 LED 

Array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로 우측의 마이크로 콘트롤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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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신호를 받아 전류값을 가지고 출력을 조절한다. 제어신호는 

PWM(Pulse Width Modulation) 신호를 사용하며 양의 신호 폭인 

duty가 넓을수록 많은 전류를 공급한다. 이 전류의 출력량에 따라 

화면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다. 

BLU 장치의 휘도는 Sensor를 통해 측정값을 취득한다. 측정된 

데이터는 처리를 위해 마이크로 콘트롤러에 전달된다[A]. 여기서 

측정된 데이터는 LED의 열화를 판별하기 위한 측정값이다. [B]단계를 

통해 현재 취득된 데이터가 LED 열화도를 대표할 수 있는 유효한 

데이터인지를 판별하게 된다. 그 다음 [C]단계에서 초기 기준 휘도와 

비교를 통해 LED 광출력 성능의 열화를 판별한다. 판별 결과에 따라 

LED의 열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PWM duty 신호의 증가를 

통해 전류값을 보상하는 제어신호를 LED Driver에 전달한다[D]. 

전달된 데이터는 증가된 LED 전류의 형태로 BLU Array에 

전달된다[E].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설명된 부분을 다시 플로우 차트로 

그리면 [그림 10]과 같다. 센서의 데이터의 유효성을 확인한 후 취득된 

데이터를 초기 휘도와 비교하고 비교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그림 9] 휘도유지 블록 다이어그램 



 

 17 

된다. 보상이 필요할 경우 휘도를 일정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다시 

데이터를 취득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조정은 정해진 

단계만큼만 이루어지며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반복적 휘도 보상을 

통해 초기 휘도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는 알고리듬이다. 알고리듬은 

아래의 구분된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단계적인 구현 과정은 제 2 절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10] 휘도유지 기능 플로우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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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센서 데이터 취득 시점의 유효성 판단  

2) 센서를 통해 LED 광출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추출 

3) 검출된 광출력의 변화가 초기 수준대비 변경되었는지 판단 

4) 저하된 광출력에 보상을 위해 LED 전류를 통한 제어 

 

 

 

제 2 절 센서의 데이터 취득 

디지털 평판 디스플레이의 휘도는 사용자가 전면을 기준으로 화상을 

인지하므로 일반적으로 전면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또한 전면에서 

인지가 가장 잘 되는 중심부의 휘도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본 

연구에서도 전면 휘도는 중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측정은 

미놀타社의 CA-210 휘도계를 이용하여 [그림 11]과 같이 수행되었다.  

휘도계는 전면을 측정하지만 적용해야 할 센서는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동작을 해야 하므로 제품 내부에 위치되어야 한다. 

센서는 내부에서 LED 광출력 측정값을 통해 전면에서 휘도계로 

측정되는 데이터를 대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LED 소자가 

배치되어 있는 백라이트 유닛의 배면인 Cover Bottom의 영역에 Hole을 

가공하여 후면으로 빛을 새어 나오게 하고 센서를 설치하였다. 대상 

[그림 11] 미놀타 휘도계 CA-210과 디스플레이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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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라이트는 로컬디밍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이며 화면의 전면 중앙부를 

기준으로 하기 위해 중앙부에 위치시켰다. 

배면에 위치한 센서는 백라이트 유닛 내부에서 LED 소자에 의해 

발광된 빛이 전면 패널을 통해 나가는 빛을 제외하고 내부에서 중첩된 

빛이 Hole을 통해 인식하게 된다. [그림 12]를 통해 내부 LED 

소자에서 발생된 빛이 센서에 전달되는 빛 전달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백라이트 유닛 내부의 LED 밝기를 측정하기 위한 Brightness 

센서를 선정하였다. 센서는 [그림 13]과 같은 사양의 Capella CM3232 

제품으로 주변조도를 센싱하기 위해 개발된 센서이다. Chip 한 개에 

포토다이오드가 포함되어 있어 주변광 측정이 가능하고 증폭기, I2C 

통신이 가능하여 기존 시스템에 적용하기가 용이하여 선정되었다. 또한 

온도 보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온도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대 수광 스펙은 40,000 lux로 백라이트 내부의 고휘도의 환경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그림 12] 백라이트 내부 구조와 센서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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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센서 측정값과 휘도계 측정값의 비교는 센서를 이용하여 

내부 휘도를 조정하며 변화를 측정한 데이터이다. 센서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제 밝기가 바뀌는 휘도의 변화와 센서의 

취득값의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형적인 관계를 통해 

센서의 값으로 실제 전면을 휘도계로 측정했을 때의 값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래프를 통해 휘도 계측기(CA-210)을 통해 측정한 값과 

센서의 값이 단위는 다르지만 선형적인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13] Brightness 센서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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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센서 측정값과 휘도계 측정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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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는 백라이트 유닛의 내부에서 LED의 광출력값을 측정하게 

된다. 백라이트 내부는 [그림 12]와 같이 광학시트와 패널 등으로 

적층되어 있는 구조이다. 사용자가 인지하는 빛은 이 적층구조를 

통과하고 나온 빛만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제품의 휘도가 된다. 실제 

투과율이 낮기 때문에 내부의 광량과 외부에서 보는 휘도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내부의 센서는 내부에서 광량을 측정하여 외부의 

휘도를 추정해야 한다. 적층구조의 투과율은 각 시트나 TFT-LCD 

투과율의 합이 되겠지만, 이 적층의 각 부품의 투과율은 계산하는 것은 

복잡성이 요구되며 오차가 커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그림 

15]의 그래프와 같이 투과율은 선형적으로 나오므로 센서값과 휘도값 

간의 상관관계를 [그림 16]의 기울기를 통해 계산할 수 있었다. 이 1차 

방정식을 통해 내부 센서의 측정값만으로 외부 전면 기준의 휘도로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은 센서, 백라이트 유닛마다 투과율의 

차이가 존재하여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보다 정확한 변환을 위해 

센서별로 센서값과 휘도계 값을 정합하는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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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센서값과 휘도계 측정값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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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센서 데이터 유효성 검증 

센서의 정상동작을 확인한 다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취득된 

데이터의 유효성과 취득시점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센서 

데이터의 유효한 데이터로 확인하기 위해 LED 광원의 가동시간에 따른 

특성을 확인했다. 초기 기동시간은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 LED 소자가 

주변온도와 같은 상태에서 전원이 켜지고 LED 소자가 발광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LED 광원은 초기 기동시 인가된 전류에 비례하여 광출력을 

하게 되는데, 광출력 비율은 LED 소자의 Junction 온도( 𝑇c )에 따라 

성능 효율의 변화가 있다. 온도가 낮은 초기 기동시 광출력이 높게 

나오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LED 소자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 광출력의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다시 온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포화되어 더 이상의 온도의 변화가 없게 되며 이후 광출력은 

유지된다. 초기 기동부터 LED 휘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한 

[그림 17] 기동시간(Aging)에 따른 휘도의 안정화를 참조하면 기동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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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센서 측정값과 휘도값의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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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동안은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하여 휘도의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30분 이후로는 안정화가 되어 휘도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초기 휘도기준으로 비율로 보면 초기 기준휘도 대비 3.5% 정도의 

휘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온도가 안정되고 

광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가 센서 데이터를 유효한 데이터라고 

판단했다. 이를 감안하여 측정값은 초기 기동 후 1시간 이후 시점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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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기동시간(Aging)에 따른 휘도의 안정화 

[그림 18] 직하형 백라이트 구조에서 화상에 따른 로컬디밍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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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를 통해 취득된 데이터의 유효성은 대형 옥외형 사이니지에 

채용되는 로컬디밍이 동작하는 백라이트 유닛 구조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로컬디밍이 동작하는 환경에서는 [그림 18]과 같이 영상의 밝고 

어두운 영역에 따라 실시간으로 백라이트 유닛의 블록이 개별적으로 

부분점등 한다. 이 때 센서를 통해 취득된 데이터는 부분점등 된 LED 

블록들의 빛의 양이 합쳐져(중첩되어) 나온 값으로 LED 블록의 전체가 

정상 점등되었을 때의 밝기와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 취득 

데이터를 가지고 LED의 열화도를 판별할 수는 없었다. [그림 19]는 

광고용 동영상이 화면에 재생될 때 2초 간격으로 센서에 취득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백라이트 유닛의 밝기 레벨을 조정하는 

PWM은 고정되어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센서를 통해 

들어오는 값이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로컬 

디밍 알고리듬에 의해 백라이트 값이 고정된 최대값(PWM값)을 

기준으로 하위 단계로 조정되어 가변적으로 밝기를 조정함을 보여준다. 

즉, 부분점등 함으로써 로컬디밍이 동작함을 보여준다. 

영상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점등 동작 상황에서 센싱되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LED 소자의 성능저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로컬 디밍으로 부분점등 상황에서 낮은 값으로 취득된 

센서값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LED 소자의 광출력 특성의 저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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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로컬디밍 동작과 센서 취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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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되고 휘도보상이 이루어져 초기 기준 휘도보다 높은 상태로 오보상 

될 수 있다.  

로컬 디밍 동작 상황에서도 센서값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LED 

블록의 점등동작과 관련된 인자가 요구되었다. LED 블록이 최대로 

켜지는 순간을 구분하기 위한 인자로 화상의 APL(Average Picture 

Level) 분석값을 참조하였다. APL값은 화상의 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분석하여 R, G, B 색상 데이터의 레벨을 히스토그램으로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이다. 영상의 히스토그램 데이터는 

픽셀별로 R, G, B 데이터를 0부터 255까지 단계별 값으로 표현한다. 

[그림 20]⑦과 같이 전체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통해 화면의 전체 밝기를 

                                            
⑦ Open CV histogram available at : 

<https://docs.opencv.org/3.1.0/d1/db7/tutorial_py_histogram_begins.html> 

[그림 20] 화면의 밝기에 따른 히스토그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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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수 있다. 밝은색의 데이터가 많을수록 R, G, B 픽셀값이 커지고 

그 수가 많을수록 값이 커진다. 이 동작을 통해 예측하면, LED 소자 및 

블록이 최대 밝기로 켜지는 밝은 화면에서는 APL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게 된다. 로컬 디밍의 동작도 화면의 영상이 밝은 영상일 수록 

부분점등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동작하는데 APL 값의 동작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 APL값과 센서값의 비교 그래프는 샘플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재생하는 상태에서 APL 값과 휘도값을 누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선(파란색)을 그려 APL과 휘도값 

간의 상관관계를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APL 값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센서를 통한 휘도가 최대값과 근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로컬디밍 동작하에서 APL값을 이용하여 측정시점을 판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APL값은 화면 전체의 분석값으로 만들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특정 영상에서 APL이 높다고 무조건 최대 휘도값이 나오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휘도보상을 위한 유효성 판별시 

일정 수준 이상의 누적 조건을 적용하여 높은 APL값만을 사용하여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그림 21] APL값과 센서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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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휘도 보상 

 LED 광출력이 안정화되고 센서의 데이터 값이 안정적으로 되면 

측정에 적합한 상태가 된다. 센서를 취득하게 된 유효한 데이터는 초기 

기준 휘도와 비교하게 된다. 초기 기준 휘도 대비 낮다는 것은 LED의 

열화로 LED의 광출력 성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는 동일한 

전류를 LED 소자에 인가 하더라도 초기 수준의 광출력 성능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인하여 디스플레이의 휘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전류를 기존보다 증가시켜 LED의 

광출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휘도보상을 하였다.  

LED 소자에 인가되는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LED 전원을 

제어하는 LED Driver에 PWM(Pulse Width Modulation) 신호가 

전달되어야 한다. PWM 방식은 신호의 on/off 주기를 가변적으로 하여 

제어하는 신호로 on 구간이 길어질수록 인가되는 전류가 커지게 된다. 

PWM 제어신호 출력은 8비트 해상도로 256단계의 제어가 가능하다. 0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이고 255가 최대 전류로 휘도를 가장 밝게 

설정할 수 있는 제어신호 레벨이다. [그림 22] PWM 값과 휘도값의 

상관관계의 그래프는 PWM 값을 가변하여 휘도가 선형적으로 제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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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PWM 값과 휘도값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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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지를 확인한 결과를 보여준다. PWM 값은 선형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므로 휘도 보상을 위해 PWM 값을 조정하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단계만큼의 휘도가 조정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제 5 절 자료 분석 

휘도유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센서를 선정하여 백라이트 유닛에 

설치하고 데이터를 취득하여 휘도로 변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휘도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다양한 영상구동 상태에서 

동작성을 확인하기 위해 화면 전 영역이 RGB(255,255,255) 컬러의 

Full White Pattern을 사용하였다. 또한 로컬 디밍 동작으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LED 소자의 부분점등 상황의 분석을 하기 위해 일반 

뮤직비디오, 광고영상, 영화 동영상을 사용하여 [그림 23] 휘도유지 

기능을 위한 센서값 및 내부 데이터 형태의 데이터를 취득하고 

비교하였다. 취득된 데이터를 센서의 취득값과 휘도의 보상과정을 

표현하기 위해 시간의 기준으로 하였으며 시간경과에 따른 보상 등의 

데이터를 R programing 및 PRISM 8 그래프 툴을 이용하여 표현 및 

분석하였다.  

[그림 23] 휘도유지 기능을 위한 센서값 및 내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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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제 1 절 LED 열화의 시뮬레이션 

LED 소자의 광출력을 기준으로 센서로 측정된 값을 초기 기준 

광출력과 비교하고 이를 디스플레이 제품의 휘도 열화를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로 사용하고 저하가 판단되면 LED 전류를 기존보다 크게 

조정함으로써 휘도유지 기능을 구현하였다. 아래는 센서의 데이터를 

취득하고 휘도 보상을 하는 알고리듬 처리과정을 동작 조건별로 확인한 

실험 결과이다. 

LED의 열화는 긴 시간을 통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자연적인 시험환경에서 단시간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수분포를 

따르는 LED 소자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의 열화곡선 특성은 초기에 

열화가 비율적으로 적고 중반기간으로 가야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이루어지므로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실험하는 것은 불가하다. 따라서 본 

실험은 LED 소자의 열화를 모사(Simulation)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이를 인식한 센서와 처리 알고리듬이 적절히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LED 소자로부터 만들어진 광출력은 센서로 입사되어 센서가 

광출력의 강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LED 소자의 열화가 진행되면 

[그림 24] Diffuser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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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출력이 점차 저하되고 센서에 입사되는 광출력도 줄어들 것이다. 이를 

모사하기 위해 [그림 24] Diffuser Filter 와 같은 불투명한 PVC 재질의 

필터(Filter)를 이용하여 입사된 광출력된 빛의 감쇄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25]와 같이 필터를 센서와 LED 소자에 사이에 

배치함으로써 투과되는 광출력의 양이 비율적으로 줄어들면서 열화가 

충분히 이루어 진 것으로 모사가 가능하였다. 

 

 
 

제 2 절 휘도보상 결과 

먼저, 휘도보상의 동작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컬디밍에 의해 휘도 

변화가 없는 Full White의 고정된 패턴 영상에서 휘도를 제대로 

센싱하고 그 값을 바탕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였다. 

LED 소자의 열화에 의해 센서에서 취득한 데이터가 낮게 들어오는 

것을 모사하기 위해 필터를 추가하였다. [그림 26] 휘도 상향 보상 과정 

그래프의 초기 휘도 높게 나오는 것은 필터를 추가하기 전의 휘도를 

취득한 것이다. 이후 필터를 추가하여 센서의 취득된 휘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PWM 값은 변화가 없이 동일하게 된 것을 

[그림 25] 센서와 LED 소자 사이의 Filter 적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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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이는 PWM의 보상에 의한 휘도의 변화가 아닌 

시점임을 보여준다. 이후 센서의 휘도가 초기 휘도보다 낮기 때문에 

보상 알고리듬에 의해 단계적으로 PWM 값을 증가시켜 LED 소자에 

인가되는 전류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를 통해 휘도를 단계적으로 높게 

만들었다. 단계적 보상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므로 그래프에서 보듯이 

PWM 파형과 휘도의 파형은 단계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휘도가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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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휘도 상향 보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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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휘도 하향 보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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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과 같아지는 시점에는 PWM 값 증가를 멈추고 휘도보상을 멈추게 

된다. 

[그림 26] 휘도 상향 보상 과정그래프는 휘도가 하락하여 

점진적으로 휘도를 높이는 보상이었다면, 아래의 [그림 27] 휘도 하향 

보상 과정 그래프는 휘도가 높게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하향으로 

보상하는 실험의 결과이다.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디퓨저 필터(Difusser 

Filter)를 통해 센서가 값을 취득하고 휘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디퓨저 필터를 제거함으로써 센서에서 인식하는 휘도가 일순간 높게 

인식되도록 모사하여 초기 휘도보다 높은 상태일 경우 하향으로 

PWM값을 낮춤으로써 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그래프를 통해 

정상적으로 PWM값을 낮춤으로써 휘도값을 낮추고 초기 수준으로 

휘도를 낮추고 추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8] 동영상 재생 중 휘도 보상 과정 그래프는 일반 동영상이 

무작위로 재생되는 과정에서 측정한 데이터이다. 일반 동영상 

재생시에는 영상이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므로 로컬디밍이 동작하게 된다. 

이 과정 중에는 센서가 고정된 센서값을 갖지 못하고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값을 가지게 된다. 대신 알고리듬을 통해 APL 값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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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동영상 재생 중 휘도 보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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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측정된 센서값이 LED의 열화를 판정하기에 적절한가를 판별하여 

센서값을 사용한다.  

[그림 28] 그래프에서 휘도값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PWM 값은 30분까지는 대동소이하게 값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휘도값의 변화가 있지만 APL 값을 통해 판단한 

값은 휘도의 열화가 없으므로 보상 알고리듬이 동작하지 않고 모니터링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35분 시점에 디퓨저 필터를 통해 LED 

열화를 인위적으로 모사하면 실시간으로 휘도값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APL 값을 이용하여 휘도의 열화를 판별하고 적절하게 PWM 값을 

증가시켜 휘도보상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3 절 휘도보상 후 수명의 추정 

주기적으로 취득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초기 기준 휘도와 

비교하고 보상을 함으로써 휘도유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휘도 

열화 환경의 모사를 통한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휘도유지 

기능이 적용된 LED 전류값 보상이 LED 수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예측하기 위해 아레니우스 모델을 적용하고 반복적 수명의 변화를 R 

Program을 통해 프로그램하여 계산한 값으로 산출한 결과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휘도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류를 추가적으로 

높게 인가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가지고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만 휘도 

열화시 초기 전류보다 높은 값을 인가하여 LED의 광출력을 높일 수 

있다. LED 광출력을 높이기 위해 전류를 높이게 되면 LED의 

소비전력이 증가를 가져온다. 소비전력이 높아지면 에너지의 소비가 

많아지고 제품의 열에너지가 증가하여 열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열은 

LED 소자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온도를 높이게 되며 높아진 LED 

Junction 온도(𝑇c )는 LED의 열화율( λ)을 높이는 원인이 되어 열화의 

속도를 가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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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된 열화로 휘도는 기존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된다. 

가속된 열화로 휘도는 보다 빠르게 다시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다시 열에너지가 가중되고 LED Junction 온도( 𝑇c )가 증가하게 되는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보상이 반복적으로 될수록 열화율은 

가중되어 열화의 Slope가 커지게 된다. 

[수식 6]으로부터 5만시간의 수명이 확보 가능한 Junction 

온도( 𝑇c )가 87.5℃인 LED 디스플레이 제품의 최대 휘도 조건에서의 

열화율(λ)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수식 9].  

 

λf𝑇cgRt.M℃ =
ln	(0.5)
50,000

= 1.38629 ∙ 10LM 
[수식 9] 

λf𝑇cgtM℃ =
ln	(0.5)
82,745

= 8.37691 ∙ 10LO [수식 10] 

ϕP.mMf𝑇cgtM℃ =
ln	(0.95)

−1.38629 ∙ 10LM
= 6123	ℎ𝑟𝑠 

[수식 11] 

 

휘도보상을 위해 전류 여유를 반영하여 기준 휘도를 설정하면 

Junction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 아레니우스 모델을 적용한 Junction 

온도에 따른 계산 결과인 [그림 29] Junction 온도(𝑻𝒋 )별 예상수명을 

참조하면, Junction 온도가 75℃로 내려가면 수명은 82,745 시간으로 

늘어난다. 이 수명을 𝐿MP으로 열화율의 변화를 계산하면 [수식10]으로 

열화율은 낮아진다. 이 조건으로부터 초기 기동하게 된다. 휘도보상을 

위한 시점을 지정하기 위해 휘도저하 임계값 5%를 적용하면, 1차 휘도 

보상시점은 𝜙(𝑡) = 0.95인 시점은 6,123 hrs 시점으로 추정된다[수식 

11]. 휘도보상으로 6,123 hrs 시점에는 다시 휘도는 초기수준으로 

보상이 될 것이다. 이 보상을 통해 전류가 상승하게 되면 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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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Tx )는 기존보다 상승하게 된다. 상승한 Junction 온도는 

아레니우스 모델의 가속계수로 작용하여 열화율(λ)을 크게 만들게 되어 

초기보다 Slope(기울기)가 크게 LED 휘도 열화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구동시간의 누적에 따라 휘도보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반복적 결과는 [표1]로 계산된다. 계산된 값으로부터 열화율은 

계속 커지면서 보다 빠르게 열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Junction 온도 
(℃) 

보상 횟수 
(n) 

기대수명 
(hrs) 

열화율 
(λ) 

누적시간 
(hrs) 

76.6 1 77,727 8.918E-06 6,100 

78.2 2 72,979 9.498E-06 11,900 

79.7 3 68,483 1.012E-05 17,400 

81.3 4 64,257 1.079E-05 22,500 

82.9 5 60,328 1.149E-05 27,300 

84.5 6 56,639 1.224E-05 31,800 

86.0 7 53,194 1.303E-05 36,000 

87.6 8 50,100 1.384E-05 40,000 

 [표  1] 보상에 따른 열화율(	𝛌)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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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Junction 온도(𝑻𝒋)별 예상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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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pe가 커진 것은 [그림 30] 휘도보상에 따른 열화율의 

변화(Slope)의 기울기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31] 휘도보상과 

열화 곡선의 그래프는 최대출력인 최대 휘도 수준에서와 초기 휘도 

수준에서의 LED junction 온도를 기준으로 열화율을 추정하고 휘도유지 

기능으로 보상이 되는 중간 구간의 Junction 온도( 𝑇c )를 아레니우스 

모델을 통해 변화하는 열화율을 반영하여 R program을 통해 

계산값으로 추정하여 비교한 그래프이다. 휘도 유지를 통한 그래프는 

초기기동 이후 일정기간동안 톱니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는 휘도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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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휘도보상에 따른 열화율의 변화(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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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휘도보상과 열화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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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임계점이 초기기준 휘도의 95% 수준으로 선정하여 5%의 

휘도 하락이 진행되고 보상을 통해 100% 수준으로 보상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그래프에서 표현이 된 것이며 반복적으로 보상이 수행될수록 

휘도 저하 Slope가 가중되어 나타난다. 전체적인 수명 곡선 확인을 위해 

로그 스케일로 그린 [그림 32] 휘도보상과 수명 추정곡선그래프로부터 

40,000 hrs 시점에 휘도유지 기능을 적용하지 않는 4100 cd/m2 

초기설정 휘도는 2350 cd/m2 로 43% 하락하였고, 3000 cd/m2 

초기설정 휘도는 2144 cd/m2로 28%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하지만 휘도유지 기능이 동작된 경우에는 초기 3000 cd/m2 수준을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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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휘도보상과 수명 추정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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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앞에서 제시한 실험과정의 결과를 통해 센서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제품에서 LED 소자의 광속 열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전류를 

증가시켜 초기수준 휘도로 보상하여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LED 소자의 열화를 정량적 센서값으로 판별하고 전류를 증가시켜 

보상하는 것은 전기전자 이론에 근거한 원리이다. 하지만 로컬디밍 

동작에 의해 실시간으로 백라이트 블록이 부분점등되는 상태에서 

APL을 이용하여 LED의 열화를 검출하고, 반복된 보상 과정에서 

변화되는 Junction 온도(𝑇c )를 기반으로 수명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기존 연구와 구분되는 접근이었다. 

영상의 밝기 데이터인 APL 값을 활용하여 로컬디밍의 수준을 

추정하고 센서의 데이터 취득 시점을 확인하는 것은 유효성 데이터를 

얻기 위해 주요한 접근방법이다. APL 값을 통해 얻는 것은 디스플레이 

제품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에도 사용자에게 인지되지 않고 

LED 열화율 측정과 휘도 유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유도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APL값은 화면의 위치와 상관없이 밝은 화면의 

양을 표현하는 수치로 센서가 설치된 위치에서의 취득값 사이의 오차를 

만들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취득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연속한 패턴의 데이터인지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부분을 통해 

취득 센서값의 정확도를 올리는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였다.  

LED 소자의 휘도 열화와 반복적 휘도 보상의 과정은 초기 LED 

수명특성 대비 변화 요인을 만들었다. 열화율의 가속화로 보다 빠르게 

열화가 이루어졌다. 열화율의 변화는 기존의 수명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치적 계산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변화된 수명을 계산하여 추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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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LED의 열화가 장기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LED의 시간적 열화를 센서와 백라이트 LED 사이에 Diffuser 

Filter를 추가하는 것을 통해 모사하였다. 이는 보상 알고리듬과 보상결

과를 보기 위한 동작성 연구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장기간의 동

작에서 실제로 열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에서의 동작은 확인되지 

않았다. 추가적인 연구로서 LED의 열화를 모사하는 방법이 아닌 장기간

의 LED 구동을 통한 열화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보상이 되는 동작성을 

확인하는 실험과 이를 통한 수명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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