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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 집적도 기술 향상으로 정보표시용 소자인 LED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의 발전이 급격히 빨라져 고출력화 됨으로서 

단순 정보표시용 LED의 응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산업의 

성장동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수년간 LED 칩은 매우 

빠른 기술발전 속도로 광효율 증가와 함께 칩의 면적과 구동 전류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LED 소자의 고출력에 따른 LED 
소자의 개발 경쟁 역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

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 조명등 제품개발 및 보급이 추진되

어 다양한 용도의 조명용 LED의 개발과 고성능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LED는 기존 조명 대비 60~80%의 에너

지 절약이 가능하므로 일반조명에서 각종 특수목적용 조명 및 산

업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LED 조명이 친환경, 고효율

이라는 장점 때문에 세계적으로 핵심기술 확보와 거대시장을 선점

하기 위해 각국에서 원천 및 응용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조명용 LED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LED 조명의 방출에너지를 보면 70-85%가 열로 변환되

는 열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1-4]. LED는 반도체 소자인 P-N 접합

으로 제작되고 이 과정에서 빛이 발생하고 그 양이 커질수록 고전

류가 필요하고, 접합부 온도가 상승하면 전류가 감소되고 동시에 

광 출력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고출력의 고휘도를 위해서는 방

열 설계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많은 연구결과 MCPCB (metal 
core printed circuit boards) 방식의 LED 모듈이 방열 효과를 극

대화 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사용되지만 고출력 멀티칩 

형태로 사용 시 등기구의 소형화 및 고출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냉각장치인 방열기술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5-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 W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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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 LED 모듈에 대해 열전소자에 의한 저전력 강제방열 테스트

를 통해서 열전소자 강제방열의 유효성과 방열 등기구의 소형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LED 모듈의 열전소자 이용 강제 방열
2.1 열전소자

열전소자(TEM : thermoelectric module)는 n형 및 p형의 열전

재료를 직렬로 구성하여 전기적으로는 직렬, 열적으로는 병렬이 

되도록 연결한 형태이며, Fig. 1과 같은 구조 및 원리로 DC 전원

을 인가하면 펠티어(peltier) 현상에 의해 한쪽면은 흡열하고, 반대

면은 발열하게 되어 세라믹 양면에서 온도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발열부를 냉각하지 않으면 발열 온도가 냉각부로 이동하여 열

평형이 일어나 전체가 뜨거워지게 된다. 따라서 열전소자의 냉각 

성능은 발열부의 방열이 매우 중요하다. 열전소자는 전자 이동으

로 인해서 흡열하는 고체식 히트 펌프로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

능한 무공해, 무소음의 친환경 열전냉각 반도체부품이다. 또한 소

자의 한쪽면을 가열할 경우 제백(seeback) 현상으로 열전재료의 

온도차에 해당하는 열기전력이 회로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무공

해 발전도 가능하다.

2.2 COB LED 모듈과 열전소자의 패키징
본 연구는 120 W급 방범용 가로등을 시제작하기 위하여 방열기

구를 설계하여 30 W LED 모듈 4개를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LED 모듈은 S사의 멀티칩 COB LED 모듈로 MCPCB가 28×28 

mm이며, 순방향전류 형의 최대전압 36.1 V, 최대전류 1.84 A, 
소비전력이 35.8~74 W의 규격품이다. 열전소자는 40×40 mm의 

Z사의 열전소자로 규격은 Table 1과 같다. 강제방열을 위한 열전

소자와 LED 모듈과의 일체화하는 패키지 작업을 위해 유닛을 설

계하고,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ABS 소재로 Fig. 2(a)와 같은 유

닛을 제작하였다. LED와 열전소자를 패키지화는 Fig. 2(b)와 같

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열전소자의 흡열부 세라믹판과 

LED 모듈 MCPCB, 열전소자 방열부 세라믹판과 방열판(heat 
sink)인 등기구 상판의 밀착도를 향상시키고, 열저항을 최소화하

기 위해 Shinetsu사의 서멀그리스(G-747, 열전도도 1.09 W/m･℃)
를 얇게 도포하고 열전소자의 발열을 방열판으로 전도하게 하여 

방열하도록 하였다.

2.3 120 W급 방범용 가로등 시제작
방범용 가로등은 30 W 모듈 패키지를 사용하여 120 W급의 방

범등을 시제작하기 위하여 355×230×80(40) mm의 등기구를 

Fig. 3과 같이 설계하였으며, 크게 등기구 상판(방열판)과 하판, 
Ø150 mm 알루미늄 반사판, 글라스로 구성되고 시제작 단계로 알

루미늄 블럭을 이용한 가공을 통해 시제작하였다.
등기구 내부에는 LED 패키지 모듈, LED 구동 파워 모듈, 열전

소자 구동 파워 모듈과 열전소자의 전류제어를 위한 컨트롤 보드

가 내장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시제품으로서 NC 가공에 

의해 제작되어 다소 중량감이 있으나, 상용화 시에는 다이케스팅 

Table 1 Specimen of thermoelectric module
Item Value

Model Name FPH1-19912
External Dimension 40 × 40 × 3.2 (mm)

Voltage (Vmax) 12 (DCV)
Current (Imax) 6 (A)
ΔT (RT=27℃) 70 (℃)

(a) Assembly structures of thermoelements

(b) Principle of thermoelectric cooling

Fig. 1 Thermoelectric modules

(a) Packaging part

(b) Packaging process

Fig. 2 Packaging method of COB LED and thermoelectric 
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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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을 이용한다면 더욱더 중량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Fig. 4는 120 W 가로등의 조립과정으로 등기구 상판에 LED 패
키지 4개가 조립되어 병렬로 전원공급 보드에 연결된다. 또한 열

전소자도 병렬로 DC 전원공급 보드에 연결되고, 최종적으로 전원 

제어 컨트롤러에 의해 전류제어가 가능하도록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3. 120 W 가로등의 강제 방열테스트
강제 방열테스트는 열전소자와 LED 모듈이 패키지화된 상태에

서 열전소자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강제

방열의 유무에 따른 방열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실험을 위한 장치

는 DC 전원공급 장치 2대, 온도 센서(열전대 T-type), 온도 측정 

멀티레코더(Yokogawa MV1000), 조도계(TES-1336A), 열화상 

카메라(Flir SC620)로 Fig. 5와 같이 구성하였다. 강제 방열테스

트는 방열판에 패키지화하여 설치한 30 W급 COB LED 모듈 중 

2개의 MCPCB에 열전대를 Fig. 6과 같이 설치하였다. 본 실험의 

경우 LED광원과 열전소자의 전류제어는 하지 않고, 열전소자의 

전압 제어만 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열전소자 및 LED 모듈

의 구동 과정에서 전류는 구동 초기와 안정화 과정에서 약간 변하

며, 동일 조건 하에서 방열시스템의 유효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방
열테스트에 따른 온도 측정 포인트는 대기 온도(T1)와 LED 모듈 

MCPCB에서 온도(T2, T3)를 측정하였다. 또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방열판의 온도변화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그 결과는 강제

방열을 하지 않는 LED모듈 설치 부분이 더 높은 온도 분포를 나타

내었다. 조도측정의 경우 LED 모듈 전면 1000 mm에 조도 센서

를 설치하였으며, 방열판의 온도 분포 측정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는 방열판 1000 mm 후방에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알루미늄

(Al)으로 시제작 된 등기구는 재질 특성상 반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반사 방지를 위해 방열판 표면에 방사 페인트(USA, Krylon 
4290)를 도포 후 방사율이 0.97인 방열판을 실온 28.5±0.5℃, 습
도 70±5%의 암막 내부에서 열분포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고출력 LED 가로등의 소형 경량화를 위한 기초연구

로 고출력 COB LED 모듈을 이용한 120 W급 방범용 LED 가로

등 시제품에 Fig. 6과 같이 전력 소모량 편차가 적은 COB LED 
모듈 2개의 MCPCB에 온도 측정 포인트로서 열전소자를 이용한 

강제방열의 경우를 T2, 강제방열을 하지 않는 경우의 온도 T3로 

설정하고, T1은 대기 온도이다. 열전소자를 적용한 4개의 LED 
중에서 3개는 열전소자를 구동하여 강제방열을 하고, 1개는 강제

방열을 하지 않고 방열판에 의한 방열만을 유지하면서 80분 동안 

방열테스트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이는 선행연구[10]에서 40분 후 

방열이 안정화됨에 따른 것이며, 열전소자의 저전력 구동에 의한 

강제방열 가능성의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열전소자를 이용

한 강제방열을 위해서 열전소자 3개를 병렬로 결선하고, DC 전압

을 0.5 V, 1.3 A ~ 4.0 V, 4.8 A 사이에서 인가하였으며, LED 

Fig. 3 120 W LED street light luminaire modeling

 

Fig. 4 Assembly of 120 W LED street light

Fig. 5 Configuration of heat dissipation the test device

Fig. 6 Temperature detection point of COB LED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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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의 경우 30 W급 4개를 병렬로 결선하고 DC 35 V, 3.4 A로 

공급(안정화된 상태의 전류로 다소 편차가 있음)하고, 열전소자의 

전압만을 조정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단, LED의 정전압 제어

를 하지 않았고, 또한 열전소자도 전류제어를 하지 않았다.
Table 2와 Fig. 7-9에 120 W 가로등의 30 W LED 모듈에 열

전소자에 의한 강제방열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및 그래프를 나타

내었다. Table 2에서 LED 모듈과 열전소자를 패키지화한 유닛에

서 LED 모듈을 구동하고, 열전소자의 구동 여부에 따라 초기, 20
분, 80분 후의 LED 모듈 MCPCB에서의 온도 T2, T3를 나타내

었다.
본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120 W LED전등에 강제 방열시

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80분 후의 LED 모듈의 MCPCB 온도 

T3가 101.4~115.9℃로 고온이 발생하였다. 강제방열 시의 온도 

T2는 99.2~76.2℃를 나타냈고 Fig. 7에서처럼 열전소자의 저전

력 강제방열로 인하여 LED 모듈의 방열성능이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10]인 30 W 단일 모듈의 강제방열을 하지 않는 

경우 MCPCB의 77℃보다 99.2℃로 높은 이유는 패키징 구조는 

같으나, 패키징 모듈이 장착된 120 W 등기구 구조가 경우 밀폐 

구조로 자연 대류에 의한 방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 원인으

로 판단된다.
열전소자에 의한 강제방열을 하지 않는 미 구동 시(0 V, 0 A) 

온도변화 T2는 Fig. 8과 같이 99.2℃, T3는 101.4℃로 거의 

유사하게 높은 온도변화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LED의 수명과 광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열전소자 구동 강제방열

의 경우 Fig. 9(a)-(d)와 같이 T2 온도가 92.5~76.2℃ 사이로 

낮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구동하지 않는 경우의 T3 온도 

101.4~115.9℃보다 6.8~23.2% 정도 온도 하강 효과가 나타남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별도의 시제품에 의한 온도변화 테스트가 

아니고, 1개의 시제품 내에서 강제방열을 적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동시에 테스트하여 그 효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

되어 진다. 열전소자의 전압을 0.5~4.0 V로 조정하며 테스트한 

결과 열전소자를 4.0 V로 구동할 때 가장 높은 방열성능 발휘함

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얻어낸 결과로 향후 

전류제어도 하게 된다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은 강제방열을 적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80분 

후에 조도를 비교한 결과 강제방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4800 
Lux를 나타내고, 강제방열을 적용하는 0.5 V, 1.0 V의 경우가 

Table 2 Temperature change of MCPCB due to TEM forced 
heat dissipation

* Room temp. (Rt, T1) : 28.5 ± 0.5℃
Thermoelectric 
Module (TEM) LED

120 W
Time
(min)

Temperature 
(℃)

V A T2 T3

0.0 0.0

35 V

3.4 A

0 27.3 27.1
20 71.8 71.3
80 99.2 101.4

0.5 1.3
0 30.8 30.5
20 69.1 77.0
80 92.5 106.0

1.0 1.8
0 28.2 28.2
20 63.1 76.3
80 87.8 105.3

2.0 2.7
0 32.1 31.7
20 61.9 84.2
80 84.1 111.0

4.0 4.8
0 29.6 29.2
20 52.1 85.0
80 76.2 115.9

Fig. 7 Temperature change of MEPCB Metal (T2) of COB LED 
module

Fig. 8 Temperature change of each measurement part without 
forced heat diss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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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 Lux, 4810 Lux로 다소 높았으며, 2.0 V 및 4.0 V의 경우는 

오히려 4770 Lux, 4670 Lux로 낮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선행

연구[10]의 30 W 단일 모듈과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2.7% 이내

의 차로 이는 측정 환경에 따른 오차일 것으로 판단되며 일상에서 

조도의 변화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판단되며 그 원인은 명확

하게 말할 수 없으나, LED 모듈의 고유특성으로 LED 모듈을 열

전소자에 의해 강제방열 시의 냉각으로 약간 조도가 상승하거나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강제방열 전후의 경우 거의 유사하고 방열

 (a) 0.5 V, 1.3 A (b) 1.0 V, 1.8 A

 (c) 2.0 V, 2.7 A (d) 4.0 V, 4.8 A
Fig. 9 Temperature variation of each measuring point during forced heat dissipation (Thermoelectric element drive power)

Fig. 10 Variation in illuminance during forced heat dissipation
Fig. 11 LED junction temperature and a curve in life cycle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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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 할 수 있으나, 냉각에 의한 조도 

변화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LED 광원의 가장 안정적인 최적의 구동 온도는 상온 25~30℃

이다. 그러나 LED제품의 경우 대부분이 60~80℃의 온도가 발생

하여 칩이 손상되고, 수명이 단축되어 휘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

생한다. 방열 회로 및 방열판이 작동된 상태에서 최소한 40±3℃ 
정도가 유지될 경우 50,000시간 정도의 수명을 보장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LED 수명은 LED 칩의 접합면(LED junction 
temperature)의 온도로 수명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완성된 상용화 

모듈의 경우 접합면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Fig. 11의 LED Junction 온도와 수명 관계 곡선을 기준으로 

LED모듈 MCPCB에서 측정된 온도를 접합면 온도로 가정하여 

산술적으로 수명을 계산한 결과 MCPCB의 온도가 101.4℃에서 

최저 76.2℃로 24.9% 온도가 하강하여 LED 가로등의 수명 

19,200 hr에서 38,500 hr로 100.5% 수명 연장 효과가 기대되는 

이론적인 결과를 얻었으나 이는 방열판 설계를 추가로 진행하여 

LED모듈의 온도 안정화가 된다면 명확한 수명 데이터 확보가 가

능할 것이다.

4. 결 론
30 W급 단일 COB LED 모듈과 열전소자를 일체형 방열패키징 

유닛화를 실시하고, 소형 등기구를 설계 제작하여 패키지 유닛 4개

로 구성된 120 W급의 방범용 가로등을 개발하였다. 이때 열전소

자를 이용한 강제 방열을 위해서 열전소자 3개를 병렬로 연결하여 

DC 전압을 조정하면서 강제 방열테스트를 수행하였다. LED 가로

등의 소비전력은 35 V, 3.4 A로 119 W이고 이때 병렬연결된 3개

의 열전소자에 4 V, 4.8 A를 인가할 때 열전소자 1개가 4 V, 1.6 
A로 6.4 W의 전력을 소모하는 강제방열을 진행할 때에 MCPCB
의 온도가 테스트 80분 경과 후에 99.2℃에서 76.2℃로 23.0℃
의 온도 하강으로 23.2%의 방열 효과가 가장 뛰어났으며, LED 
모듈의 MCPCB에서 측정된 온도를 LED Junction 온도로 가정하

여 Junction 온도 수명 관계 곡선을 바탕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한 

결과 100.5%의 이론적인 수명향상 효과를 알 수 있었다.
30 W COB LED 모듈과 패키지 유닛화 한 열전소자에 대해서 

전류제어를 하지 않고 저전력 강제방열을 진행한다면 LED 모듈의 

방열 효과를 증대시키고, LED 모듈의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본 기술을 활용할 경우 등기구의 경량 및 소형화와 

고출력 COB LED 모듈의 수명 연장에 유용한 기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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