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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산업의 고집적화 기술발전으로 표시용 소자로 사용되던 

LED (lighting emitting diode)가 고효율 LED 조명기구로서 기

존 조명을 빠르게 대체하고, 응용되고 있다. 이는 전자산업의 소형 

및 경량화와 함께 고출력 COB (chip-on-board) LED모듈 형태로 

한 개의 모듈에 여러 개에서 수십 개의 LED칩을 패키지화 형태로 

제작되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LED는 기존 조명등에 

비해 저전력으로 장수명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우수한 가시광선

을 나타낸다. 기존 조명대비 LED모듈의 경우 70-85%가 열로 변

환됨으로서 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고성능화로 인한 발열이 

언제나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그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동시에 장시간의 수명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발열문제를 해결해

야만 된다[1-6].
특히, LED 가로등의 경우 방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과도한 크기의 중량물로 방열판을 설치하고 있다. 최근

에는 다소 소형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

존의 단순 방열판 구조를 넘어 강제방열이 요구된다. 따라서 열전

반도체(TEM: thermoelectric module)를 이용한 강제 방열을 실

시한다면 방열판을 보다 최소화 할 수 있어 LED가로등용 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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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형 및 경량화가 가능하고, 수명도 연장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LED칩 및 모듈의 발열을 해결하기 위한 원천기

술 연구와 다양한 방식의 방열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7-9].
본 연구는 30 W급 COB LED 모듈 4개를 사용하여 120 W급 

가로등 개발 제작을 위한 기본연구로서 30 W급 COB LED모듈을 

열전반도체와의 패키지화하여 방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으로 열전소자를 이용한 강제방열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멀티칩 

COB LED를 이용한 고출력 조명등 특히 가로등 개발제작 시 항

상 발열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등기구가 고중량 및 대형화되고 있

고, 이로 인해 상용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COB LED와 열전소자의 패키지 모듈화 방법을 강제방

열기술을 적용함으로서 가로등기구 설계 시 방열판의 소형화가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LED모듈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MCPCB (metal PCB) 판을 냉각하여 최적의 구동온도를 유지함

으로서 소형 경량의 가로등 등기구의 설계가 가능한 열전소자 이

용 강제방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2. 30 W급 COB LED 조명등 제작
2.1 열전반도체

열전반도체는 열전소자라고도 하며, 펠티어(Peltier) 효과에 의

해 소자의 흡열과 발열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한쪽은 흡열하고 반대쪽은 발열하는 소자를 열전반도체라 

한다.
열전소자는 Fig. 1과 같이 n형, p형의 열전반도체칩을 전기적으

로 직렬로 반복해서 연결하는 구조이며, 열적으로는 π형의 병렬구

조 형태로 사용되고, DC전원을 인가하면 기전력차이에 의해 열전

반도체칩 양단에 온도차가 발생하게 되어 한쪽은 흡열하고 반대쪽

으로 발열하게 된다. 펠티어 효과에 의한 냉각 모듈을 이용함으로

서 기존 냉매를 이용한 냉각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칩 양단간의 온도차

에 의한 열과 전기사이의 에너지 변환을 이용한 기전력이 발생하

는 제백(Seebeck) 효과에 의해 무공해 발전도 가능한 특징을 가지

고 있다.

2.2 COB LED모듈과 열전반도체의 패키지화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방범등 또는 가로등 등의 고출력 

LED조명등의 방열시스템을 열전소자를 활용한 강제방열을 실시

함으로서 COB LED모듈의 성능 및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

로 열전소자와 COB LED를 모듈화하기 위해 패키지화를 실시하

였다. 사용된 30 W급 COB LED모듈과 열전소자는 Fig. 2의 S사 

COB 모듈과 40 × 40 × t3.2 mm, 12 V, 6 A의 Z사 열전소자를 

사용하였다. LED모듈과 열전소자 패키지화를 위해서는 Fig. 3과 

같이 유닛에 대해 기구 설계를 실시하여 3D 프린터를 이용해 

ABS소재의 unit 목업을 제작 후 패키지화를 실시하여 30 W LED 
조명등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또한 패키지화에 따른 COB LED의 

MCPCB부분의 메탈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열이 외부로 전

달되지 않는 단점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 다른 

형태의 unit의 설계도 진행하였다. 열전소자와 COB LED모듈의 

패키지화를 위한 과정은 Fig. 3과 같이 패키지를 위해 제작된 유닛

에 LED 모듈을 넣고, 열전소자의 냉각부가 LED의 밑면에 접하도

록 조립하였다. 이때 LED의 MCPCB부와 열전소자의 밀착성을 

높이고 열전달(흡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멀그리스(Shinetsu 
G-747)를 도포하였다.

2.3 30 W급 COB LED 조명등 제작
열전소자 및 COB LED를 패키지화한 모듈을 적용하여 강제방

열테스트를 위한 30 W급 LED 조명등을 제작하였다. 30 W급의 

전구형태의 LED 조명의 방열판(Heat sink)은 Fig. 4(a)와 같은 

상용화된 25 W급의 안정기내장형 램프 제품을 구입하여 분해 

후 방열판(72 × Ø95 (Ø43) × t2 mm)만을 사용하여 제작에 활용

하였다.
패키지 유닛을 활용하여 Fig. 4(b)와 같이 조립한 후 Fig. 4(c)처

(a) Assembly structures of thermoelements

(b) Principle of thermoelectric cooling
Fig. 1 Structure of thermoelectric modules

 

Fig. 2 30 W COB LED and thermoelectric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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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COB LED 조명 2세트를 제작하였다. Fig. 4(c)의 왼쪽은 열전

소자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방열판에 COB LED모듈을 직접 부착

함으로서 방열판에 의해서만 방열을 실시하였고, 우측은 열전소자

와 COB LED를 유닛을 이용하여 패키지화하고 이를 방열판에 부

착함으로서 열전소자가 흡열(냉각)하여 방열하는 형태로 강제방열

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두 경우 모두 방열판과 COB LED의 

MCPCB 부분, 열전소자 방열부 사이에는 열저항을 줄이고 밀착

성과 열전도를 향상을 위해 서멀그리스를 도포하여 조립하였다.

3. 30 W급 COB LED 조명 방열테스트
방열 테스트는 Fig. 4(c)의 30 W급 COB LED 조명을 사용하

였다. 기존의 방열판 만 사용한 경우와 열전소자 및 LED 모듈을 

패키지화하여 강제 방열시스템을 적용한 것에 대한 비교 테스트 

실험으로 Fig. 5와 같이 암막 내에 장치를 구성하여 100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실험을 위한 장치는 DC 전원공급 장치 
2대, T-type의 열전대, 온도측정 및 저장 멀티레코더(Yokogawa 
MV1000), 조도계(TES-1336A), 열화상 카메라(Flir SC-620) 및 

데이터저장 PC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실험의 경우 LED 모듈 및 

열전소자의 전원의 경우 전류제어는 하지 않고, 열전소자의 전압

만을 변경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열전소자 및 LED모듈의 구동과정에서의 전류는 구동 초기 및 

안정화 단계에서 약간 변하게 되며, 동일한 조건하에서 방열시스

템의 유효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방열 테스트에 따른 온도 측정 

포인트는 Fig. 6과 같이 실내온도(TTT1)와 방열판(T3-T6) 및 COB 
LED의 MCPCB(T2)의 5개소에서 온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열화

상 카메라를 이용해 방열판의 온도변화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조도 측정의 경우 LED 전구의 직 하방 1,000 mm 위치에 조도센

서를 설치하였으며, 방열판의 온도분포 측정을 위한 열화상 카메

라는 전구로부터 600 mm 전방에 설치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LED 광원 칩의 가장 안정적인 최적의 구동 온도는 상온 25∼

30℃이다. 그러나 LED제품의 경우 대부분이 60∼80℃의 온도가 

발생하여 칩 손상과 수명을 단축되게 되고, 휘도가 저하되는 현상

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방열회로 및 방열판의 구동 상태에서 최소

Fig. 3 Packaging method of COB LED and thermoelectric modules

(a) Commercialized LED bulbs and heat sink

(b) Forced heat dissipation assembly

(c) Heat sink heat dissipation and forced heat dissipation

Fig. 4 Manufacture of 30 W COB LED lightings (bulb)

Fig. 5 Configuration of heat dissipation the test device

 

Fig. 6 Temperature detection point of COB LED 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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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3℃ 정도로 유지될 경우 50,000시간 정도의 수명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최근에 LED 모듈 자체의 발열을 줄이기 위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효율이 높은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

다. Table. 1과 Fig. 7-9는 30 W COB LED 전등에 LED모듈과 

열전소자 패키지화하여 강제방열을 적용하여 방열 테스트를 실시

한 결과의 온도분포를 나타내었다.
고출력 LED 조명기구는 소형 경량화가 중요함으로 고출력 단일

모듈 LED전등으로 Fig. 4의 시제품에 대해 Fig. 5와 같은 실험 

장치를 구성하고, Fig. 6의 온도 측정 포인트에서 방열판에 의한 

방열만의 경우(기존 방열판 사용), 열전소자에 의한 강제방열 조명

에서 열전소자를 구동안한 경우(0 V, 0 A)와 열전소자를 구동하여 

강제방열을 하는 경우(0.5 V, 0.5 A – 2.5 V, 1.3 A)의 온도변화

에 대한 비교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LED전등은 35 V, 0.8 A로 일정하게 고정하고, 열

전소자의 전압을 조정하며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단, 전류제어는 

실시하지 않았다. LED의 정전압 제어(현재 시판되는 제품들은 모

두 전압 및 전류제어를 실시함)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소자 또한 

전류제어를 실시하지 않았다.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30 W 

LED전등에 개발된 방열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Fig. 8의 경우 

100분 후의 LDE의 MCPCB 메탈의 온도 T2가 81.2℃로 고온

이 발생하고, 열전소자를 적용하였으나 강제방열을 구동하지 않

은 경우(0 V, 0 A)도 77.0℃로 직접 방열시보다 낮은 온도분포

를 나타냈다. 이는 LED 모듈의 수명과 광효율을 떨어뜨리는 원

인이 된다. 그러나 열전소자를 구동시킴으로서 Fig. 9(b)-(f)의 

T2를 Fig. 7에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68.1-72.5℃로 낮아져 

10.7~16.1% 정도 온도강하 효과가 나타났다. 
열전소자 전압을 0.5, 1.0, 1.5, 2.0, 2.5 V로 조정하며 테스트한 

결과 열전소자를 1.0 V로 구동할 때 강제방열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해서 얻어낸 

결과로 향후 전류제어까지 실시한다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확보

될 것이다. LED 소비전력은 28 W (35 V, 0.8 A), 열전소자 소비

전력은 0.7 W (1.0 V, 0.7 A), LED모듈의 MCPCB Metal에서 

최저온도가 81.2℃에서 68.1℃로 낮아져 16.1% 정도 온도하강 

효과가 일어났다. 또한 Fig. 9, 10의 온도변화 결과를 보면 LED 
조명은 구동 후 40분 정도 경과되어야만 방열 및 조도가 안정된 

상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열전소자를 이용한 강제방열을 적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의 조도 변화에 대한 Fig. 10의 결과를 보면 단순 방열판 방열 및 

열전소자 적용 강제방열 미 구동시의 조도는 1068 lux, 1063 lux
로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나, 강제방열을 적용하는 0.5 및 1.0 

Fig. 7 Temperature variation of COB LED PCB Metal (T2)

Fig. 8 Temperature variation during heat dissipation by heat sink

Table 1 Temperature distribution of each point due to TEM 
forced heat dissipation

* Room temp. (T1) : 28.5 ± 0.5℃

Thermoelectric 
Module (TEM)

COB
LED

module

Temperature (°C)

V A Time
(min) T2 T3 T4 T5

None TEM

35 V

0.8 A

28 W

0 28.4 28.5 28.3 28.5
20 67.4 59.3 56.7 57.7
100 81.2 75.5 71.1 73.7

0.0 0.0
0 29.9 28.5 28.3 28.5
20 59.1 48.6 53.3 53.2
100 77.0 63.4 71.4 71.9

0.5 0.4
0 29.9 28.2 28.0 28.2
20 59.1 58.7 57.7 57.7
100 72.5 75.3 73.6 74.0

1.0 0.7
0 29.8 28.9 28.8 28.7
20 53.8 55.6 53.9 54.2
100 68.1 74.7 73.5 73.1

1.5 0.9
0 28.4 28.1 27.8 28.0
20 51.8 55.3 53.8 54.6
100 68.5 73.7 72.3 71.7

2.0 1.2
0 28.7 28.7 28.4 28.7
20 51.1 56.5 55.7 55.5
100 68.1 74.7 73.5 73.1

2.5 1.3
0 28.5 28.7 28.5 29.7
20 50.9 57.0 57.1 57.4
100 67.8 73.8 75.0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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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의 경우가 1100 lux, 1077 lux로 높았으며, 1.5-2.5 V의 경우가 

오히려 1034-1029 lux로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원인

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테스트 환경에 따른 오차일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LED 수명은 LED칩의 접합면(LED junction temperature)의 

온도 수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완성된 상용화 모듈의 경우 접합면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일반적으로 LED광원의 접합

면 온도와 수명관계 곡선으로 알려져 있는 Fig. 11을 이용하여 

MCPCB Metal에서 측정한 100분 후 가장 높은 온도 81.2℃, 
가장 낮은 68.1℃를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수명을 계산하면 약 

33,000 h에서 49,000 h로 약 48.5% 정도 이론적으로 수명이 연장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 0.0 V, 0.0 A                                          (b) 0.5 V, 0.4 A

   

 (c) 1.0 V, 0.7 A                                          (d) 1.5 V, 0.9 A

   

 (e) 2.0 V, 1.2 A                                       (f) 2.5 V, 1.3 A

Fig. 9 Temperature variation of each measuring point during forced heat diss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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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멀티칩 COB LED 모듈을 이용한 방범등, 가로등 등의 고출력 

LED 조명등 개발 시 LED모듈의 발열문제로 등기구의 고중량 대

형화로 소형 경량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열판만 이

용한 방열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어 강제방열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으며, 열전소자를 이용한 강제방열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고, 적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열전소자

의 전기적 규격을 그대로 구동에 적용하여 강제방열을 하고 있다. 
이는 열전소자의 방열량을 키워 또다시 방열판을 키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열전소자의 구동전력을 최소화하는 강

제방열로 열전소자의 구동에 따른 전력소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열전소자 소비전력이 0.7 W일 때 

MCPCB에서 온도가 68.1℃로 최저로 낮아져 16.1%정도 온도하

강 효과가 일어났으며, LED 조명은 구동 후 40분 정도 경과되어

야만 방열 및 조도가 안정된 상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도

의 변화에서도 열전소자를 0.5 V 구동 강제방열을 적용한 경우 

1100 Lux로 방열판만의 방열시보다 미미하지만 약 3% 정도 조

도가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
LED 수명은 LED칩의 접합면 온도가 수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접합면 온도대신 MCPCB에서 측정한 온도를 기준으로 산술적으

로 수명을 계산한 결과 약 48.5% 정도 이론적인 수명연장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30 W급 COB LED 모듈과 열전소자를 패키지화

하여 강제방열 모듈을 적용하고, 열전소자에 미소전력을 이용한 

구동으로 강제방열시 COB LED 모듈의 MCPCB의 온도강하 및 

수명연장이 가능한 유효한 기술로 적용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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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LED junction temperature and a curve in life cycle relation

Fig. 10 Variation in illuminance during forced heat diss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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