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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안은 간접조명기능이 장착된 직하방식의 LED조명기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방열기능을 보완하고 세련된 디
자인을 위하여 발열부품인 어댑터를 열전도가 뛰어난 금속성 프레임에 밀착하여 내장시키고 또 다른 발열부품인
LED칩이 장착된 PCB기판을 천정 또는 벽면으로부터 일정간격이 떨어지게 구성하고, 반사판을 PCB기판의 앞쪽에
위치하게 하고 각개의 LED칩 위치에 구멍을 내어 LED칩의 발광부만 노출되게 함으로써 반사판의 효과를 극대화
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조도를 실현하였으며, LED칩이 장착된 LED바를 간접조명으로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메인
조명과 간접 조명기능을 동시 혹은 별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뛰어난 실내분위기 연출과 절전효과를 높이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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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간접조명기능이 장착된 직하방식의 LED조명기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방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열부품인
어댑터를 내장할 수 있고 또 다른 발열부품인 LED칩이 장착된 PCB기판을 천정 또는 벽면으로부터 일정간격이 떨
어져서 고정될 수 있는 금속성 프레임, 종래의 PCB기판 뒤쪽에 있던 반사판을 PCB기판의 앞쪽에 위치하게 하고
각개의 LED칩 위치에 구멍을 내어 LED칩의 발광부만 노출되게 하여 상대적으로 반사효율을 높여주는 반사판, 프
레임 외부에 천정 또는 벽면을 향하게 부착하는 LED칩이 내장된 간접조명용 LED바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메인
조명과 간접 조명기능을 동시 혹은 별도로 사용하게 하는 LED조명기기.

명 세 서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고안은 간접조명기능이 장착된 직하방식의 LED조명등에 관한 것으로 방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열부품인
어댑터와 간접조명용 LED바를 열전도 및 열 발산이 뛰어난 금속성 프레임에 밀착하여 내장시키고 또 다른 발열
부품인 LED칩이 설치된 PCB기판을 천정 또는 벽면으로부터 일정간격이 떨어지게 부착하였으며, 조도감소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직하방식을 채택하였다.

배 경 기 술
[0002]

종래의 LED조명등은 직진성이 강한 LED빛의 특성상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빛을 측면에서 발산하여 반사판을 활
용하는 도광판을 적용한 제품이 주를 이루었는데 광량의 손실이 많고 도광판의 구조상 LED칩의 사용량 한계 때
문에 밝기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고, 또한 직하방식을 채택한 제품도 반사판이 PCB기판의 뒤에 위치하여 빛의
흡수 및 산란관계로 상대적으로 조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고안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0003]

본 고안은 LED조명기기의 방열기능을 보완하고, 종래의 PCB기판 뒤쪽에 있던 반사판을 PCB기판의 앞쪽에 위치하
게 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지던 반사효율을 높이고, 빛의 직진성향을 지닌 LED바를 이용한 간접조명을 부가하여
메인 조명과 간접 조명기능을 동시 혹은 별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뛰어난 실내분위기 연출과 절전효과를 높이
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 해결수단
[0004]

본 고안은 LED조명기기의 방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열부품인 어댑터를 열전도가 뛰어난 금속성 프레임에
밀착하여 내장시키고 또 다른 발열부품인 LED칩이 설치된 PCB기판을 천정 또는 벽면으로부터 일정간격이 떨어지
게 구성하여 천정 또는 벽면이 최대한 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0005]

또한 종래의 PCB기판 뒤쪽에 있던 반사판을 PCB기판의 앞쪽에 위치하게 하고 각개의 LED칩 위치에 구멍을 내어
LED칩의 발광부만 노출되게 함으로써 반사판의 효율을 높이고 직하방식을 채택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조도를 실
현하도록 하며, 눈부심 방지와 빛의 확산을 위해 빛의 확산효과가 뛰어난 투광유리 또는 투광 합성수지를 이용
하여 조명기기의 전면을 마감한다.

[0006]

또한 빛의 직진성향을 지닌 LED바를 이용한 간접조명을 부가하여 메인 조명과 간접 조명기능을 동시 혹은 별도
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뛰어난 실내분위기 연출과 절전효과를 높인다.

효 과
[0007]

본 고안은 LED조명기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방열기능을 보완하고 반사판을 PCB기판의 앞쪽에 위치하게 하여 반
사판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직하방식을 채택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조도를 실현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메
인 조명과 간접 조명기능을 동시 혹은 별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뛰어난 실내분위기 연출과 절전효과를 높이도

-2-

공개실용신안 20-2011-0003398
록 하였다.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08]

본 고안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0009]

도 1 내지 도 2, 도 3,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은 열전도가 뛰어난 알미늄 등의 금속으로 내부에 어댑
터(2)가 위치하고 PCB기판(6)이 천정 또는 벽면(3)에서 일정간격이 떨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홈과 다수의 요철
로 구성된 (5)을 프레임(8)을 제작하고 어댑터(2)를 프레임에 밀착하여 내장시키고 다수의 LED칩(5)이 내장된
PCB기판(6)을 프레임(8)에 고정한다.

[0010]

금속 또는 합성수지로 제작된 반사판(7)에 각개의 LED칩(5) 위치에 구멍을 내어 LED칩의 발광부만 노출되게 하
고 조명기기 내부의 측면도 반사판(7)으로 마감한다.

[0011]

다수의 LED칩(5)이 1렬로 내장되어 있는 간접조명용 LED바(1)를 프레임(8)외부 측면 상단부에 위치하게 하여 배
치한다.

[0012]

확산효과가 뛰어난 투광유리(4) 또는 투광합성수지(4)를 이용하여 조명기기의 전면을 마감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3]

도 1은 본 고안에 의한 LED조명기기의 사시도.

[0014]

도 2은 본 고안에 의한 LED조명기기의 단면도.

[0015]

도 3는 본 고안에 의한 LED조명기기의 측면도.

[0016]

도 4은 본 고안에 의한 LED조명기기의 부품배치도.

도면
도면1

-3-

공개실용신안 20-2011-0003398

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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