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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 LED 램프 패키징 방열 특성과 신뢰성에 관한 연구

홍대운†ㆍ이성재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과 광파전자공학연구실

우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2010년 2월 9일 받음, 2010년 5월 13일 수정본 받음, 2010년 5월 17일 게재 확정)

절연층이 부분 제거된 MCPCB에 기반을 둔 변화된 COB 개념의 고출력 LED 램프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구조의 경우, 
LED 소자와 금속 base 사이에 절연층이 제거됨에 따라 칩으로부터 발생된 열이 기판의 금속 base로 손쉽게 방출된다. 그 결과 

제안된 구조의 LED 램프는, 열 시뮬레이션은  물론 광출력 및 스펙트럼의 구동시간에 따른 변화 상에서도, MCPCB에 부착된 

SMD형 LED 램프나 기존의 COB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 LED 램프에 비해서도 우수한 열적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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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fabricated a high power LED lamp structure which utilizes the modified COB concept based on an MCPCB with insulation 
layer partially removed. In the proposed structure, no insulation layer exists between the LED chip and the metal base. As a 
result, the heat generated in the chip is easily dissipated through the metal base. In actual measurement as well as in thermal 
simulation, the fabricated LED lamp structure showed superb thermal properties, compared to the SMD LED lamp attached on 
an MCPCB or the LED lamp based on conventional COB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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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Light emitting diode(LED:발광다이오드)램프가 일반 조명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발광효율을 더욱 개선시

킴과 동시에 단위 LED로부터 추출해 낼 수 있는 최대 광출

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위 LED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광출력을 키우기 위한 한 방법으로 LED 소자의 면

적을 크게 키운 램프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지

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LED 소자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광추출효율이 떨어지는 문

제점이 나타나게 되며 이는 LED의 가장 큰 장점의 하나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적 LED 소자의 

경우에는, 발광효율의 감소 문제 외에 방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즉 LED 소자의 크기 증가는 동작 전류 주입과 내부 및 외

부 양자 효율을 감소시키게 되어 총광량 및 램프의 수명 감

소의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LED 광속이 감소되어 일정량으로 배합된 황색 형광체와의 

조합에 의한 백색광의 색온도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LED 소자의 크기를 감소시키면서 원활한 열 방출 구조를 설

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은 비교적 작은 면적의 LED 

소자를 이용하면서도, 방열특성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구동전

류와 광출력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새로운 LED 램프 구조의 

개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열 방출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LED 램프 구조로는 LED 소자를 printed circuit board(PCB:
인쇄회로기판) 기판에 직접 부착한 chip on board(COB:소자

표면부착기술)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COB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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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MD LED lamp attached on MC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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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Simplified model of SMD LED lamp on MCPCB 
(b) Thermal circuit model (c) Simulation results.

TABLE 1. thermal conductivities of the various materials

Materials
Thermal conductivity

(W/m.K)
Thickness

(㎛)

Sapphire 30 100

Ag paste 1.9 25

Sub-mount
(Heat-slug)

385 1,000

Solder paste 5 50

Dielectric layer 1.5 50

Phosphor coating layer 0.6 500

Al Metal Core(6061) 180 1,500

념에서는, LED 소자와 기판의 base 금속 사이에, 열전도도가 

크게 떨어지는 절연층이 가로 막고 있어서 열방출을 제한하

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

안으로서, LED 소자와 base 금속 사이의 절연층이 부분 제

거된 새로운 개념의 COB 개념에 바탕을 둔 LED 램프 구조

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제안된 LED 램프 구조의 열

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열 시뮬레이션과 실제 제작을 통

한 광출력 및 스펙트럼의 구동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 측

정하였다. 

II. 본 론

2.1. 표면 실장형 LED 패키지의 방열 구조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LED 램프들은 대부분 surface 
mount technology(SMT:표면실장기술) 공정을 적용하고 있는

데, 그 한 예는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은 surface mount device
(SMD:표면실장부품)형 LED 램프가 metal core printed circuit 
board(MCPCB:금속기반회로기판) 기판 위에 부착된 구조를 

들 수 있다.[2, 3]

이 구조의 경우, LED 소자가 부착되는 마운트가 금속블록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 하부가 밀봉재(encapsulant)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소자 접합부에서 발생된 열이 소자 밖으로 

원활하게 방출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이 열

적 특성 관점에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SMD형 LED 램프

는 주로 납을 이용해 MCPCB 기판에 부착되는데, 이 경우 

금속기판의 방열판을 이루고 있는 금속과 마운트 사이에 절

연층이 개입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절연층의 두께가 비교

적 얇아서 소자로부터 전달된 열이 원활하게 밖으로 빠져나

갈 수 있게 된다. 
그림 1의 구조는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고출력 LED 패

키지 구조의 일반적인 형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열 

해석을 위해서는 보통 그림 2(a)에 보인 바와 같이 좀더 단

순화 시킨 구조가 사용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단순화

된 구조에 대한 등가 회로는 그림 2(b)에 보인 바와 같다. 그
리고 그림 2(c)는 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표

1은 실제 열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여러 물질들의 열전도도

를 보여 주고 있다.[4] 

열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LED 소자는 InGaN/Sapphire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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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Simplified model of COB LED lamp (b) Thermal 
circuit model (c)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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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Simplified model of COB LED lamp based on 
partially removed insulation layer (b) Thermal circuit model (c) 
Simulation results.

로 그 크기는 350㎛X350㎛ 이며, 0.5W의 발열체로 가정하

였다. 또한 MCPCB의 사이즈는 40mm(가로)×34mm(세로) 금
속의 두께는 1.5mm로 설정하였으며 LED 패키지의 heat sink
와 구리 층이 납을 이용해 부착된 면적은 지름 8mm 면적으

로 설정되었다. 25℃의 주변온도 조건에서 계산된 LED 소자

와 PCB 기판 하부의 온도는 각각 약 131℃와 120℃ 정도로, 
이들 두 지점간의 온도 차는 11℃ 정도로 나타났다. 

2.2. COB 패키지의 방열 구조

방열특성만을 고려할 경우, LED 소자를 PCB 기판에 직접 

부착하는 COB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COB 
개념에 바탕을 둔 LED 램프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3(a)에 

보인 바와 같다. 이 구조의 경우, LED 소자가 MCPCB 위에 

직접 부착되기 때문에, 그림 3(b)에 보인 바와 같이 LED 소
자와 기판 사이의 열저항 성분이 크게 단순화되게 된다. 그
림 3(c)는 그림 3(a)의 구조를 대상으로 한 열 시뮬레이션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LED 소자의 종류와 중요한 가정들

은 그림 2(c)의 시뮬레이션에서와 동일하다. LED 소자와 기

판 하부의 온도는 각각 약 127℃와 121℃ 정도로, 이들 두 

지점간의 온도 차는 6℃ 정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그림 

2(a)의 구조에서와 비교하여, 칩의 온도뿐만 아니라 LED 소
자와 기판 사이의 온도 차가 상당히 감소한 것은 LED 소자

와 기판 사이의 열저항 성분들이 감소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3. 절연층이 제거된 COB 패키지 방열 구조

그림 3(a)에 보인 바와 같은 기존의 COB 개념에 바탕을 

두고 LED 램프의 경우, LED 소자와 MCPCB 기판의 금속 

사이에는 아직까지도 열전도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절연

층이 자리잡고 있어서, LED 소자로부터 발생된 열이 밖으로 

방출되는 데에 지장이 되고 있다. 그림 4(a)의 구조는 기존의 

COB 방식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서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 변화

된 개념의 COB 방식의 핵심은, MCPCB 기판 상의 절연층을 

부분 제거한 다음 밖으로 노출된 금속판 위에 LED 소자를 

납을 이용하여 직접 부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알루미늄 표면에 일반적으로 납을 직접 부착하기 어려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에 Ni/Ag 도금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경우, LED 소자와 MCPCB의 기판 사

이에는 LED 소자 장착을 위해 사용된 납으로 이루어진 층만

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림 4(b)에 보인 바와 같이, LED 소자

와 기판 하부 사이의 열저항 성분이 더욱 단순화되게 된다. 
그림 4(c)는 그림 4(a)의 구조를 대상으로 한 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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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5. (a) Schematic view of LED lamps (b) Fabricated LED lamp samples (c) LED lamp samples being driven.

이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LED 소자의 종류와 중요한 가정

들도 앞의 두 시뮬레이션에서와 동일하다. LED 소자와 기판 

하부의 온도는 각각 약 105℃와 101℃ 정도로, 이들 두 지점

간의 온도 차는 4℃ 정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그림 3(a)
의 구조에서와 비교하여, LED 소자의 온도뿐만 아니라 LED 
소자와 기판 사이의 온도 차가 상당히 감소한 것은 LED 소
자와 기판 사이의 열저항 성분들이 더욱 감소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절연층이 부분 제거된 변화된 

COB 방식의 경우, 절연층의 열전도도 특성이 방열 특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MCPCB에서 절연층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지게 된다. 즉 절연층을 

선택할 때, 절연층의 열전도도 특성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이, 절연층의 전기적 절연 특성, 금속 base 상의 부착 또는 

패턴화 공정 상의 편리성만을 고려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또한 기존의 MCPCB의 경우, 방열 특성 개선을 

위해 절연층의 두께를 줄일 경우 절연층에 pin hole이 생기

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지만, 제안된 구조에서는 절연층의 두

께를 일정량 증가시키더라도 방열특성이 크게 손상되지 않

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2.4. 시료 제작 및 평가 결과

앞에서 설명된 세 종류의 LED 램프 구조의 방열특성을 실

험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5(a)와 같은 구조의 제품 설

계를 하였다. 3종의 광원 모듈은 모두 막대 타입으로 1.6mm
의 두께의 6061 알루미늄 합금을 기판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광원 샘플의 제작을 위해 사용된 LED 소자는 350㎛×350㎛ 
크기의 InGaN/Sapphire 계열의 LED 소자이다. MCPCB에 부

착된 표면실장형 패키지 타입의 광원 모듈은 금속 표면에 실

리콘 알갱이가 함침된 절연층과 동박을 적층한 구조로서 일

반적인 방열 구조 LED 패키지를 적용하였다. COB 광원 모

듈의 경우에는, 앞서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동일한 금속과 

동박을 적층한 금속기판의 표면에 LED 소자를 직접 장착한 

구조로 제작 되었다. 그리고 LED 소자와 바이어스를 위한 

wire를 보호하기 위한 실리콘 봉지재 렌즈 구조를 갖도록 설

계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절연층 부분제거 

COB LED 광원 모듈의 경우, 우선 금속 base 표면에 부착된 

절연층에 지름 2mm 크기의 구멍을 형성한 다음 그 위에 회

로가 형성된 동박층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때 노출된 금속 

표면에 LED 소자를 직접 접합하게 된다. 
그림 5(b)는 실제 제작된 LED 광원 모듈을 보여주고 있는

데, 그 길이와 폭이 각각120mm와 6mm인 라인 형태의 구조

로 되어 있어서 TV, 모니터, 노트북 등 슬림 타입 LCD의 

LED BLU(back light unit)나 형광등 대체용 라인램프, 옥내.
외 조명 제품을 제작을 위한 광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

였다.[5] 그리고 그림 5(c)는 각각의 광원 모듈에 전류를 인가

하여 점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각의 밝기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제작된 모듈 사이의 구조적 차이에 따

른 방출광의 빔폭이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a)는 제작된 각각의 LED 램프 샘플들의 광출력의 

구동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각 샘플에 인가된 

구동전류는, 일반적인 MCPCB에 부착된 SMD LED 램프의 

정격전류에 해당되는 50mA를 크게 뛰어 넘는 200mA 이었

다. 그림 6(a)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MCPCB에 부착된 

SMD LED램프의 경우, 광출력의 감소 기울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절연층이 부분 제거된 MCPCB에 기반을 둔 

COB 타입 LED 램프의 경우, 광출력의 감소 기울기기가 가

장 낮게 나타나서 방열특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b)는 그림 6(a)의 경우와 동일한 구동 조건에서 측

정된 구동시간에 따른 출력광의 색좌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구동시간에 따라 색좌표가 변하는 이유는 

발열로 인한 접합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활성층의 밴드갭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색좌표가 

변화의 폭이 클수록 방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절연층이 부분 제거된 MCPCB에 

기반을 두고 COB 구조의 경우, x와 y 색좌표의 변동 폭이 

각각 Δx(0.7/1,000), Δy(0.7/1,000) 정도로 사람들이 시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표준형 LED 램프라고 할 수 

있는 MCPCB에 부착된 SMD형 LED 램프의 경우, 색좌표의 

변동 폭이 Δx(15/1,000), Δy(21/1,000) 정도로 측정되었는데, 
이 수준의 변동폭은 한계치인 (5/1,000)를 넘어서는 수준이

어서 응용분야에 따라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 기존의 C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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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6. Optical Measurement (a) Light output as a function of 
operation time (b) Chromaticity shift during operation.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 LED 램프의 색좌표 변동 폭은 각

각 Δx(2/1,000), Δy(6/1,000) 정도로 두 램프의 중간 수준을 

보여주었다. 

III. 결 론

절연층이 부분 제거된 MCPCB에 기반을 둔 변화된 COB 
개념의 LED 램프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구조의 경우, 
LED 소자와 금속 base 사이에 절연층이 사라지기 때문에 칩

으로부터 발생된 열이 금속 base로 손쉽게 방출된다. 열 시

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구조에서 LED 소자의 온도는 약 10
5℃ 정도로, 표준형 LED 램프라고 할 수 있는 MCPCB에 부

착된 SMD형 LED 램프나 기존의 COB개념에 바탕을 LED 
램프에서 각각 예상되는 131℃와 127℃비해 상당히 낮게 나

타났다. 뿐만 아니라 제안된 구조의 LED 램프의 출력광을 

측정해 본 결과 구동시간에 따른 광출력의 감소의 기울기와 

색좌표의 변화의 폭도 다른 두 구조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이론 및 실제 

측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구조의 LED 램프는 다른 

두 구조의 램프에 비해서 훨씬 우수한 방열특성을 갖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방열특성이 크게 개선된 제안된 LED 램프의 경

우, 구동전류를 크게 증가시키더라도 광출력의 감소가 상대

적으로 완만하기 때문에, 대면적 LED 소자나 복수 개의 

LED 소자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광출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

어서, LCD backlight나 일반조명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출력 

LED 광원을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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