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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고휘도 발광다이오드 조명등

요약

본 고안은 다수개의 발광다이오드가 접속된 회로기판 뒷면에 방열 접착제를 붙여주고, 알루미늄으로 인발 한 알루미늄플

레이트(Al Plate)부분의 중심부에 방열 판을 중심으로 다수개의 LED 회로기판을 방열판의 각에 따라 부착시켜 줌으로서

방사 각이 넓고, 방열 특성이 좋은 고휘도 발광다이오드 조명등에 관한 것이다. 본 발광다이오드 조명등은 상측면부에 알

루미늄으로 인발 한 반구형의 알루미늄플레이트(7)와, 상기 반구형의 알루미늄플레이트(7) 내측에 AC전압을 DC 전압으

로 바꾸어 주는 전원변환기(9)와, 알루미늄플레이트 내측에 원통형(또는 다면체형)(4)에 중심부에 부착된 다수개의 LED

가 접속된 1개 이상의 회로기판(PCB)과, 상기 LED회로기판(PCB) 밑면에 알루미늄플레이트 원통형(또는 다면체형)(41)

(42)(43)(44)(45)에 부착시키기 위한 방열접착제(5)와, 상기 LED회로기판(PCB)의 양측에 연결되어 통상적인 형광등 콘

센트에 접속되는 접속단자(1)와 접속 단자(1)를 연결시켜 주는 전극와이어(22)(33)와, 하측면부에 반구형의 아크릴(또는

PC)로 인발되어진 아크릴 플레이트(8)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의하여 주파수 특성이 없는 DC 전압을 사용하여 깜박 꺼림

이 없는 발광 다이오드 조명등을 제공하고 또한, 430nm~480nm, 500nm~800nm대의 가시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조

명 기구를 제작함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고, 제작 방법이 용이한 조명 기구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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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다이오드, 알루미늄플레이트, 리모콘리시버모듈, 접속단자, 형광체, 형광등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LED 조명등을 나타낸 개요도,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일 실시예의 절개 사시도,

도 3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의 사시도

도 4는 본 고안에 따른 발광 다이오드 조명의 구조도

도 5는 본 고안의 따른 절개 사시도

도 6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의 아크릴 플레이트 사시도

도 7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의 LED PCB 사시도

도 8은 본 고안에 따른 알루미늄 플레이트 사시도

도 9는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의 알루미늄 플레이트 사시도

도 10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의 알루미늄 플레이트포트부 사시도

도 11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의 발광 다이오드 조명의 구조도

도 12는 도 11의 절개 단면도

-도면 중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형광등 콘센트 접속 단자

2 : 콘센트 양극(Anode) 접속단자 22 : 콘센트 양극(Anode) 접속 와이어

222 : PCB의 양극 접속단자

3 : 콘센트 음극(Cathode) 접속 단자 33 : 콘센트 음극(Cathode)접속 와이어

333 : PCB의 음극 접속단자

PCB : (다수개의 LED가 부착되어 진 회로 기판)

4, 41,42, 43, 44, 45 : PCB가 부착되어지는 알루미늄 플레이트부

5 : 방열 접착제

6 : 알루미늄 플레이트 조립 홈

7 : 알루미늄 플레이트본체

71 : 알루미늄 플레이트의 판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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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알루미늄 플레이트의 댐부

8 : 아크릴 플레이트(확산판)부

81 : 아크릴 플레이트(확산 판) 조립 홈

9 : AC전압을 DC 전압으로 바꾸어 주는 전원변환기

91 : 전원변환기 부품

10 : 형광등 콘센트 단자 절연부

11 : 아크릴 Plate(확산판)부 내측의 형광체(또는 착색제)

12 : 알루미늄 플레이트 포트(냉각제 삽입 용기부)

13 : 리모콘 수신 모듈(Remocon Receiver Module)

14 : 냉각 팬(나사산 모양)

15 : 고정핀

16 : 고정 지그(JIG)부

17 :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부

171 :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e)ate)조립홈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발광 다이오드 조명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다수개의 발광다이오드가 접속된 회로기판 뒷면에 방열

접착제를 붙여주고, 알루미늄으로 인발 한 알루미늄 플레이트(Al Plate)부분의 중심부에 방열판을 중심으로 다수개의

LED 회로기판을 방열판의 각에 따라 부착시켜 줌으로서 방사 각이 넓고, 방열 특성이 좋은 고휘도 발광다이오드 조명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조명부 양단에 접속단자를 구비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광등 콘센트에 용이하게 접속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설치 및 일반 콘센트를 장착시키는 LED 조명등에 관한 것이다.

회로기판의 일측에 무선 입력신호를 감지하는 리모콘 모듈(Receiver 모듈)을 구비함으로써 사용처에 일반 가정에서 손쉽

게 TV용 리모콘으로 발광 다이오드 조명의 On, Off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색상의 빛을 얻을 수 있도

록 한다.

또한, 상기 확산 커버 내측에 확산제 및 착색제, 형광체를 도포 함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칼라의 빛을 얻을 수 있

는 발광 다이오드 조명에 관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형광등은 전기소모가 많고 눈의 피로가 높은 60Hz, 180Hz의 주파수 특성을 갖는 단점이 있으나, 본 발명의

고안품은 주파수 특성이 없는 DC 전압을 사용하여 깜박 거림이 없는 발광 다이오드 조명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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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 형광등에서는 UV 파장(200nm)을 이용하여 형광체를 이용하여 원하는 빛을 생산하는데, 이때의 UV(자외선)은

인체에 해를 끼친다. 이에 반에, 본 발명의 고안품은 430nm~480nm, 500nm~800nm대의 가시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조명 기구를 제작함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고, 제작 방법이 용이한 조명 기구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명기구에 대한 연구개발은 에너지 효율과 소비자의 욕구 충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다.

현재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는 백열등, 형광등 및 삼파장 전구 등과 같은 조명기구는 제작 및 사용상의 간편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조명등의 수명이 짧고, 에너지가 다량으로 소요되어 에너지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이 검출 된다. 환경에 해로운 Ar Gas, He Gas등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적 오염 문제도 매

우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조명기구의 수명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대폭 향상시킨 LED 조명등이

개발되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LED 조명등은 소비전력이 5W 미만이므로 전기 사용료를 80%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수

명은 반영구적(10년)이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상당히 크다. 또한, 자외선의 방사 및 환경 규제 요소(Ar, He)가 전혀 없어 친

환경적이며 형광등 폐기 시 발생하는 공해 문제도 전혀 없다.

그러나, 최근에 개발되는 발광 다이오드 조명은 휘도적인 측면에서 고 휘도 구현이 미비하고, 방열적인 부분이 충분히 고

려하지 않고 있어 실제 조명의 수명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시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 발광 다이오드는 전압을 가하면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가 방출된다. 즉, 열에너지가 커지면, 빛 에너지가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발광 다이오드 조명을 구동할 시 발생하는 열을 충분히 감소시켜주지 않으면, 결국, 열에너지는 증가하고 빛 에너지

는 감소하는 수명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도 1은 종래의 LED 조명등을 나타낸 개요도로서, 종래의 LED 조명등은 다수개의 LED가 접속된 회로기판이 일정방향(빛

을 방사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열되어 있으며, 연결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리관으로 구성되어 져 있으며, 이 유리

관의 상측 부에 반사를 위한 코팅층이 있어 일정방향(빛을 방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빛을 방사해 준다.

그러나, 종래의 LED 조명등은 다수개의 LED가 접속된 회로기판(PCB)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설치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또한, 일정방향(빛을 방사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LED가 정열 함으

로서 유리관의 표면에 얼룩(Spot)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방사 각이 80도 정도여서 대 면적을 비춰 주 기에는 부족

한 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 형광등은 방사 각이 360도 이상이며..유리관 전면에서의 빛이 균일하게 나온다. 또한, 종래의 발광 다이

오드 조명은 밀봉된 유리관 내부에 LED PCB가 존재함으로 열 발생시 효과적으로 외부로 빼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상기 조명등을 On/Off시키거나 조사되는 빛의 조도 또는 색상을 조절할 경우에 매번 LED 조명등까지 이동하여 제어

장치를 통하여 On/Off하거나 빛의 조도 또는 색상을 변경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LED 조명등은 다수개의 LED에서 조사되는 빛이 유리관을 통하여 투과되므로 조사되는 빛이 산란 되거나 확

산 되지 못하여 빛의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LED 조명등은 유리관을 사용함으로 취급 시 파손의 문제점이 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본 고안의 목적은, 다수개의 발광다이오

드가 접속된 회로기판 뒷면에 방열 접착제를 붙여주고, 알루미늄으로 인발한 알루미늄플레이트(Al Plate)부분의 중심부에

방열판을 중심으로 다수개의 LED 회로기판을 방열판의 각에 따라 부착시켜 줌으로서 방사 각이 넓고, 방열 특성이 좋은

고휘도 발광다이오드 조명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조명부 양단에 접속단자를 구비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광등 콘센트에 용이하게 접속하여 누

구나 편리하게 설치 및 일반 콘센트를 장착시키는 고휘도 발광다이오드 조명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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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목적으로는 회로기판의 일측에 무선 입력신호를 감지하는 리모콘 모듈(Receiver 모듈)을 구비함으로써 사용처에

일반 가정에서 손쉽게 TV용 리모콘으로 발광 다이오드 조명의 On, Off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색상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고휘도 발광다이오드 조명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상기 확산 커버 내측에 확산제 및 착색제, 형광체를 도포 함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칼라의 빛

을 얻을 수 있는 고휘도 발광다이오드 조명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기존의 형광등은 전기소모가 많고 눈의 피로가 높은 60Hz, 180Hz의 주파수 특성을 갖는 단점이 있으

나, 본 발명의 고안품은 주파수 특성이 없는 DC 전압을 사용하여 깜박 꺼림이 없는 고휘도 발광다이오드 조명등을 제공하

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일반 형광등에서는 UV 파장(200nm)을 이용하여 형광체를 이용하여 원하는 빛을 생산하는데, 이때의

UV(자외선)은 인체에 해를 끼친다. 이에 반에, 본 발명의 고안품은 430nm~480nm, 500nm~800nm대의 가시 발광 다이

오드를 이용하여 조명 기구를 제작함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고, 제작 방법이 용이한 조명 기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 고안은 상측면부에 알루미늄으로 인발 한 알루미늄플레이트(Al Plate)와, 이 알루미늄플레이트

내측에 AC전압을 DC 전압으로 바꾸어 주는 전원변환기와, 알루미늄플레이트 내측에 원통형(또는 다면체형)에 부착하는

다수개의 LED가 접속된 회로기판(PCB)과, 상기 회로기판(PCB)의 양측에 연결되어 통상적인 형광등 콘센트에 접속되는

접속단자와, 하측면부에 아크릴(또는 PC)로 인발되어진 아크릴 플레이트로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에 의한 형광등 콘센트에 장착되는 LED 조명등은 상측면부에 알루미늄으로 인발

한 반구형의 알루미늄플레이트(Al Plate)(7)와, 이 반구형의 알루미늄플레이트(7) 내측에 AC전압을 DC 전압으로 바꾸어

주는 전원변환기(9)와, 알루미늄플레이트(Al Plate)(7) 내측에 원통형(또는 다면체형)(4)에 부착되어진 다수개의 LED가

접속된 회로기판(PCB)과, 상기 회로기판(PCB)의 양측에 연결되어 통상적인 형광등 콘센트에 접속되는 접속단자(1)와, 하

측면부에 아크릴(또는 PC)로 인발 되어진 아크릴 플레이트(8)로 구성되어 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LED가 실장 되어 있는 PCB 회로기판(PCB)의 한 쪽에는 1개의 리모콘 모듈(13)을 LED 대용으로 실장하고 전원 변

환부(9)에 구동 회로와 연결함으로써 무선 입력신호를 감지하도록 하여 TV 리모콘으로 전원의 On/Off 및 칼라 변환을 해

주도록 리모콘 수신부를 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회로기판(PCB)에 정열 된LED는 회로기판의 상면 내측에 다수 개 접속되며, 알루미늄플레이트(7) 내측에 원통형(또

는 다면체형)(4)에 원통(또는 다면체형)을 중심으로 다수개의 LED 회로 기판(PCB)이 접속되며, 이 알루미늄플레이트(7)

내측에 원통형(또는 다면체형) 내부(12)가 밀봉이 되고 밀봉된 내부에는 냉각시켜 주기 위한 냉각제를 채워 넣어 주는 것

이 바람직 한다.

상기 회로기판(PCB)에 정열된 LED는 회로기판의 상면 내측에 다수 개 접속되며, 알루미늄플레이트(Al Plate)(7) 원통형

(또는 다면체형)에 부착하는 회로 기판(PCB)들 중에 1개는 다른 회로 기판(PCB)의 LED와 다른 칼라를 형성시켜는 것도

무방하다.

이하,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일 실시예의 일부절개 사시도 이고, 도 3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의 사시도이고, 도 4는 본 고안

에 따른 발광 다이오드 조명의 구조도이고, 도 5는 본 고안의 일 실시 예의 절개 사시도 이고, 도 6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실

시예의 아크릴 플레이트 사시도 이고, 도 7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의 LED PCB 사시도이고, 도 8는 본 고안에 따른 알

루미늄플레이트 사시도이다.

도 9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의 알루미늄플레이트 사시도 이고, 도 10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의 알루미늄플레이

트 포트(Al Plate Pot)부 사시도 이다.

도 2는 본 고안의 일 실시 예이다, 본 고안에 따른 형광등 콘센트에 장착되는 LED 조명등은 본 고안의 상측면부에 알루미

늄으로 인발 한 반구형의 알루미늄플레이트(Al Plate)(7)와, 이 반구형의 알루미늄플레이트(7) 내측에 AC전압을 DC 전압

등록실용 20-0430022

- 5 -



으로 바꾸어 주는 전원변환기(9)와, 알루미늄플레이트(7) 내측에 원통형(또는 다면체형)(4)에 부착되어진 다수개의 LED

가 접속된 회로기판(PCB)과, 상기 회로기판(PCB)의 양측에 연결되어 통상적인 형광등 콘센트에 접속되는 접속단자(1)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본 고안의 하측면부에 반구형의 아크릴(또는 폴리카보네이트;Poly Carbonate)로 인발 되어진 아크릴 플레이트(8)

로 구성되어 진다.

즉, 상기 회로기판(PCB)은 알루미늄플레이트(7) 내부 원통형(또는 다면체형)(4)의 장방형으로 부착되며, 또한, 원통형(또

는 다면체형) 플레이트(4) 중심으로 1개 이상 부착된다. 이때 LED는 다수개가 부착된다.

즉, 상기 알루미늄플레이트(7)는 외부는 반구형을 구조를 갖으며 알루미늄플레이트(Al Plate) 조립 홈(6)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가 반구형인 아크릴 플레이트(8)의 조립 홈(81)과 끼워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알루미늄 플레이트(7)는 내부에 반

사판(71)을 가지며 내부는 속이 비어 있어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공기 중으로 빼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진

다.

또한, 알루미늄플레이트(7) 원통형(4) 윗부분은 AC 전원을 DC전원으로 바꿔주는 변환기(9)가 부착되어 LED에서 발광하

는 빛에 간섭을 방지해 준다.

즉, 상기 회로기판(PCB)에 전극(222)(333)부는 전선(22)(33)으로 전원 변환기(9)에 연결이 되며 이 전원 변환기(9) 전선

(22)(33)은 형광등 콘센트 접속 단자(2)(3)에 연결되어 진다. 상기 콘센트의 접속단자(2)(3)은 조명등의 양단에 2개가 구

성되는데, 양극(Anode)접속단자(2)와 양극(Cathode) 접속 단자(3)를 좌우 비대칭으로 구성되어 진다.

이로 인하여 LED 조명등을 형광등으로 대체 할 시 극성에 상관없이 끼워도 점등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아크릴 플레이트(8)는 외부가 반구형이고 아크릴플레이트(8)의 조립 홈(81)을 가지고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플레이트

(7) 조립 홈(6)과 접속되어 지게 구성된다. 또한, 아크릴 플레이트(8)는 내부가 비어 있어 무게를 줄일 수 있게 구성 되어지

며 아크릴 자체가 광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확산제를 포함하도록 구성되어 진다.

그리고 상기 형광등 콘센트 접속단자(1)는 전원변환기(9)의 양측에 연결되어 통상적인 형광등 콘센트(1)에 접속되도록 양

측에 각 2개의 단자가 돌출된다.

상기 전원 변환부(9)는 상기 알루미늄플레이트(7)의 내측에 안착 되어 220V 또는 110V 전압을 LED를 구동할 수 있는 전

압(3V~24V)으로 강압시켜주며, AC전원을 DC전원으로 변환시키는 전원 변환 부품(91)이 구비되며, LED색상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TV 리모콘으로 On/OFF시킬수 있는 드라이브 회로로 구성되어 진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LED 회로기판(PCB)에서 1개의 회로 기판에 1개의 LED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무선 입력

신호를 감지하는 감지센서(13)(리모콘 리시버 모듈)가 형성되어 지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

도 3은 또 다른 실시 예이다, 기본적으로는 도 2와 같은데, 알루미늄플레이트(7)의 내측에 구성되는 전원 변환기(9)를 삭

제한 구조로 상기 회로기판(PCB)에 전극(222)(333)부는 전선(22)(33)으로 형광등 콘센트 접속 단자(2)(3)에 직접 연결되

어 있다. 이로써 조명의 구성 원가를 줄일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에 따른 LED 조명등의 완성된 조립도 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에 따른 LED 조명등의 단면 절단 사시도 이다.

도 6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의 아크릴 Plate 사시도 이다

본 고안의 일 실시 예에서의 아크릴 Plate(9)은 확산재가 삽입된 아크릴 플레이트이다. 그러나 도 6은 아크릴 Plate(8) 내

측의 표면에 형광체를 도포하거나, 착색제(염료,안료)(11)을 도포함으로써 발광 다이오드 빛이 이 아크릴 플레이트(8)를

통과 할 시 파장이 변환되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아크릴 플레이트(8) 내측에 형광체 및 착색제(11)가 도포 됨으로 인하여

외부 충격 등으로 도포 층이 보호되며 고 휘도 조명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저가의 LED를 사용하여 발광하고 아크릴

플레이트를 투과하면서 고가의 백색 조명등, 또는 고가의 파장 변환 조명등을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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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의 LED PCB 사시도 이다. 상기 LED가 실장 되어 있는 PCB 회로기판(PCB)의 한 쪽에는

1개의 리모콘 모듈(13)을 LED 대용으로 실장하고 전원 변환부(9)에 구동 회로와 연결 함으로서 무선 입력신호를 감지하

도록 하여 TV 리모콘으로 전원의 On/Off 및 칼라 변환을 해 주도록 리모콘 수신부를 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8는 본 고안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알루미늄플레이트(7) 사시도 이다. 알루미늄플레이트(7) 내부의 원통형(또는 다면체

형)의 내부(12)와 플레이트 반사판(71) 윗부분이 열려 있는 구조로서 전원 변환기(9)의 부품들(91)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

도록 있다.

도 9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의 Al Plate(7) 사시도 이다. 알루미늄플레이트(7)의 내부에 알루미늄플레이트 댐부(72)

를 부가하여 알루미늄플레이트(7)의 내부(12)에 냉각제를 넣고 밀봉함으로서 열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도 10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의 알루미늄플레이트포트(Al Plate Pot)부 사시도 이다. 알루미늄플레이트 포트(12) 내

부에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식혀 주기 위하여 냉각 방열 팬(14)을 나사산 모양으로 설치되어 조명등의 수명

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다.

도 11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의 발광 다이오드 조명의 사시도 이다.

본 고안에 따른 Lamp형 콘센트에 장착되는 LED 조명등은 고안의 발명품의 내부에 알루미늄으로 인발 한 원통형(또는 다

면체형)(4)의 알루미늄 플레이트부(4)와, 이 완전 원통형(또는 다면체형)의 알루미늄플레이트(4) 외측 및 위측에 부착되어

진 다수개의 LED가 접속된 회로기판(PCB)과 알루미늄플레이트(4) 아래부분에 AC전압을 DC 전압으로 바꾸어 주는 전원

변환기(9)와, 전원변환기(9)와 Al Plate(4)를 고정시켜 주는 고정 지그(16) 및 고정 핀(15)와, 상기 전원 변환부와 콘센트

에 접속되는 접속단자(2)(3)와, 고안의 발명품의 상 측면부에 반구형의 아크릴(또는 PC)로 인발 되어진 아크릴 플레이트

(8)와, 아크릴 플레이트(8)부와, 접속단자(2)(3)을 고정시켜 주는 베이스플레이트(16)로 구성되어 진다.

즉, 상기 LED 회로기판(PCB)은 알루미늄플레이트(7) 내부 원통형(또는 다면체형)(4)의 장방형으로 부착되며, 또한, 원통

형(또는 다면체형) 플레이트(4) 중심으로 1개 이상 부착된다. 이때 LED는 다수개가 부착된다.

즉, 상기 Al Plate(4)는 내부는 속이 비어 있어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공기 중으로 빼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진다. 또한, 알루미늄플레이트 원통형(4) 아랫부분은 AC 전원을 DC전원으로 바꿔주는 전원 변환기(9)가 부착되어 LED에

서 발광하는 빛에 간섭을 방지해 준다.

상기 아크릴 플레이트(8)는 외부가 완전 구형(또는 다면체형)이고 아크릴 Plate의 조립홈을 가지고 있어서 상기 베이스플

레이트(17) 조립 홈과 접속되어 지게 구성된다. 또한, 아크릴 플레이트(8)는 내부가 비어 있어 무게를 줄일 수 있게 구성되

어 지며, 아크릴 자체가 광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확산제를 포함하도록 구성 되어진다.

그리고 상기 형광등 콘센트 접속단자(2)(3)는 전원변환기(9)의 양측에 연결되어 통상적인 전구 콘센트에 접속되도록 되어

져 있다.

상기 전원 변환부(9)는 상기 알루미늄플레이트(7)의 내측에 안착 되어 220V 또는 110V 전압을 LED를 구동할 수 있는 전

압(3V~24V)으로 강압시켜주며, AC전원을 DC전원으로 변환시키는 전원 변환 부품(91)이 구비된다, LED색상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TV 리모콘으로 On/OFF시킬수 있는 드라이브 회로를 구성하여 지는 것도 부가할 수 있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LED 회로기판(PCB)에서 1개의 회로 기판에 1개의 LED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무선 입력

신호를 감지하는 감지센서(13)(리모콘 리시버 모듈)가 형성되어 지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

상기 베이스플레이트(17)는 조립홈을 가지고 있어서 상기 아크릴 플레이트 (8) 조립홈(81)과 접속되어 지게 구성된다. 또

한, 베이스플레이트(8)는 내부가 비어 있어 무게를 줄일 수 있게 구성되어 진다.

본 고안은,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 예 및 도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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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른 형광등 콘센트에 장착되는 LED 조명등은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다수개의 발광다이오드가 접속된 회로기판 뒷면에 방열 접착제를 붙여주고, 알루

미늄으로 인발 한 알루미늄플레이트 부분의 중심부에 방열판을 중심으로 다수개의 LED 회로기판을 방열판의 각에 따라

부착시켜 줌으로서 방사 각이 넓고, 방열 특성이 좋은 발광 다이오드 조명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효과로는 조명부 양단에 접속단자를 구비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광등 콘센트에 용이하게 접속하여 누구

나 편리하게 설치 및 일반 콘센트를 장착시키는 LED 조명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효과로는 회로기판의 일측에 무선 입력신호를 감지하는 리모콘 모듈(Receiver 모듈)을 구비함으로써 일반 가정에

서 손쉽게 TV용 리모콘으로 발광 다이오드 조명의 On, Off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색상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한 LED 조명등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효과로는 상기 확산 커버 내측에 확산제 및 착색제, 형광체를 도포 함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칼라의 빛을

얻을 수 있는 발광 다이오드 조명등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효과로는 기존의 형광등은 전기소모가 많고 눈의 피로가 높은 60Hz, 180Hz의 주파수 특성을 갖는 단점이 있으나,

본 고안은 주파수 특성이 없는 DC 전압을 사용하여 깜박 꺼림이 없는 발광 다이오드 조명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효과로는 일반 형광등에서는 UV 파장(200nm)을 이용하여 형광체를 이용하여 원하는 빛을 생산하는데, 이때의

UV(자외선)은 인체에 해를 끼친다. 이에 반에, 본 발명의 고안품은 430nm~480nm, 500nm~800nm대의 가시 발광 다이

오드를 이용하여 조명 기구를 제작함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고, 제작 방법이 용이한 조명 기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측면부에 알루미늄으로 인발 한 반구형의 알루미늄플레이트(7)와,

상기 반구형의 알루미늄플레이트(7) 내측에 AC전압을 DC 전압으로 바꾸어 주는 전원변환기(9)와,

알루미늄플레이트 내측에 원통형(또는 다면체형)(4)의 중심부에 부착 되어진 다수개의 LED가 접속된 1개 이상의 회로기

판(PCB)과,

상기 LED회로기판(PCB) 밑면의 알루미늄플레이트 원통형(또는 다면체형)(41)(42)(43)(44)(45)에 부착시키기 위한 방열

접착제(5)와,

상기 LED회로기판(PCB)의 양측에 연결되어 통상적인 형광등 콘센트에 접속되는 접속단자(1)와 접속 단자(1)를 연결시켜

주는 전극와이어(22)(33)와,

하측면부에 반구형의 아크릴(또는 폴리카보네이트;Poly Carbonate)로 인발되어진 아크릴 플레이트(8)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휘도 발광다이오드 조명등.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LED 회로기판(PCB)은 알루미늄플레이트(7) 내부 원통형(또는 다면체형)(4)의 장방형으로 부착되며, 또한, 원통형

(또는 다면체형) 알루미늄 플레이트(4) 중심부(12)를 밀봉하고 알루미늄 플레이트 중심(12)에 냉각재를 채워 LED에서 발

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해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휘도 발광 다이오드 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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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플레이트(7)는 외부는 반구형을 구조를 갖으며 알루미늄플레이트 조립 홈(6)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가 반구

형인 아크릴 플레이트(8)의 조립 홈(81)과 끼워질 수 있도록 되어지며, 알루미늄플레이트(7)는 내부에 반사판(71)을 가지

며 내부는 속이 비어 있어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공기 중으로 빼 줄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휘도 발광 다이오드 조명등.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전원변환기(9)와 연결되는 상기 전선(22)(33)은 형광등 콘센트 접속 단자(2)(3)에 연결되고 이 콘센트의 접속단자(2)

(3)은 조명등의 양단에 2개가 구성되는데, 양극(Anode)접속단자(2)와 음극(Cathode)접속 단자(3)를 좌우 비대칭으로 구

성되어서 LED 조명등을 형광등으로 대체 할 시 극성에 상관없이 끼워도 점등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고휘도 발광 다이오드 조명등.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아크릴 플레이트(8)는 외부가 반구형이고 아크릴 플레이트(8)의 조립 홈(81)을 가지고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플레이

트(7) 조립 홈(6)과 접속되도록 구성되고, 상기 아크릴 플레이트(8)는 내부가 비어 있어 무게를 줄일 수 있게 구성되어 지

며 아크릴 자체가 광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확산제를 포함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휘도 발광다이오드 조명

등.

청구항 6.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아크릴 플레이트(8)는 아크릴 내부 표면에 광을 여기 시킬 수 있도록 형광체(착색제 포함)를 도포하거나, 형광체 대용

으로 착색제를 도포함으로서 LED에서 발광하는 빛이 아닌 다른 파장의 빛을 방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변환 발

광다이오드 조명등.

청구항 7.

청구항 1에 있어서,

전원 변환부(9)는 상기 알루미늄 플레이트(7)의 안측에 안착 되어 220V 또는 110V 전압을 LED를 구동할 수 있는 전압

(3V~24V)으로 강압시켜주며, AC전원을 DC전원으로 변환시키는 전원 변환 부품(91)이 구비되며, LED색상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TV 리모콘으로 On/OFF 시킬 수 있는 드라이브 회로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휘도 발광다

이오드 조명등.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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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LED 회로기판(PCB)에서 1개의 LED 회로 기판(PCB)에 1개의 LED을 떼어 내고 그 자리에 무선 입력신호를 감지하

는 감지센서(13)(리모콘 리시버 모듈)를 부착하여 TV 리모콘(930nm 적외선)으로 On/OFF 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휘도 발광 다이오드 조명등.

청구항 9.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전원 변환부(9)을 없애고 LED 회로 기판(PCB)의 전극 전선(222)(333)을 직접 형광등 콘센트 접속 단자(2)(3)에 연

결하고. 상기 콘센트의 접속단자(2)(3)은 조명등의 양단에 2개가 구성되는데, 양극(Anode) 접속단자(2)와 음극(Cathode)

접속 단자(3)를 좌우 비대칭으로 구성되어서 LED 조명등을 형광등으로 대체 할 시 극성에 상관없이 끼워도 점등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휘도 발광다이오드 조명등.

청구항 10.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플레이트(7)의 알루미늄플레이트포트(12) 내부에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식혀 주기 위하여 냉

각 방열 팬(14)을 나사산 형태(모양에 한정 하지 않음)로 설치되어 조명등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고휘도 발광다이오드 조명등.

청구항 11.

램프(Lamp)형 콘센트에 장착되는 LED 조명등은 내부에 알루미늄으로 인발 한 원통형(또는 다면체형)(4)의 알루미늄플레

이트(4)와, 이 완전 원통형(또는 다면체형)의 알루미늄플레이트(4) 외측 및 위측에 부착 되어진 다수개의 LED가 접속된

회로기판(PCB)과 알루미늄플레이트(4) 아랫부분에 AC전압을 DC 전압으로 바꾸어 주는 전원변환기(9)와, 전원변환기(9)

와 알루미늄플레이트(4)를 고정시켜 주는 고정 지그(16) 및 고정 핀(15)와, 상기 전원 변환부와 콘센트에 접속되는 접속단

자(2)(3)와, 상측면부에 반구형의 아크릴(또는 PC)로 인발되어진 아크릴 플레이트(8)와 아크릴 Plate(8)부와 접속단자(2)

(3)을 고정시켜 주는 베이스플레이트(16)로 구성되어 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휘도 발광다이오드 조명등.

청구항 12.

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LED 회로기판(PCB)은 알루미늄플레이트(4) 외부 표면 또는 윗부분 표면에 부착되며, 원통형(또는 다면체형) 알루미

늄플레이트(4)의 중심부(12)를 밀봉하고 알루미늄플레이트 중심부(12)에 냉각재를 채워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

으로 방출해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휘도 발광다이오드 조명등.

청구항 13.

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아크릴 플레이트(8)는 외부는 완전 구형(또는 다면체)의 구조를 갖으며 플레이트 조립 홈(81)을 가지고 있어서 베이

스플레이트(17)의 조립 홈(171)과 끼워질 수 있도록 되며, 내부는 속이 비어 있어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공

기 중으로 빼 줄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휘도 발광다이오드 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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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 아크릴 플레이트(8)는 아크릴 자체가 광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확산제를 포함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

휘도 발광다이오드 조명등.

청구항 15.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 아크릴 플레이트(8)는 아크릴 내부 표면에 광을 여기 시킬 수 있도록 형광체(착색제 포함)를 도포하거나, 형광체 대용

으로 착색제를 도포함으로서 LED에서 발광 하는 빛이 아닌 다른 파장의 빛을 방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휘도 발광

다이오드 조명등.

청구항 16.

청구항 11에 있어서,

전원 변환부(9)는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17)의 내측에 안착 되어 220V 또는 110V 전압을 LED를 구동할 수 있는 전압

(3V~24V)으로 강압시켜주며, AC전원을 DC전원으로 변환시키는 전원 변환 부품(91)이 구비되며, LED색상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TV 리모콘으로 On/OFF 시킬 수 있는 드라이브 회로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휘도 발광다

이오드 조명등.

청구항 17.

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LED 회로기판(PCB)에서 1개의 LED 회로 기판(PCB)에 1개의 LED을 떼어 내고 그 자리에 무선 입력신호를 감지하

는 감지센서(13)(리모콘 리시버 모듈)를 부착하여 TV 리모콘으로 On/OFF 시킬 수 있는 발광 다이오드 조명등.

청구항 18.

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알루미늄플레이트(7)의 알루미늄플레이트포트(Al Plate Pot)(12) 내부에 LED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식혀

주기 위하여 냉각 방열 팬(14)을 나사산 형태(모양에 한정 하지 않음)로 설치되어 조명등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휘도 발광다이오드 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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