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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가로등 및 방폭등용 고출력 LED 조명 시스템의 광원으로서, 다수의 LED 칩이 실장된 50와트급 LED 어레이

모듈을 chip-on-board형 고방열 세라믹-메탈 하이브리드 기판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고방열 세라믹-메탈 하이브리드 기

판은 고열전도 알루미늄 금속 열확산 기판에 저온소결용 글라스-세라믹 절연 페이스트와 은 전극 페이스트를 후막 스크

린 공정에 의해 도포한 다음, 건조 후 515oC 에서 동시소성하여 LED 칩을 실장할 세라믹 절연층과 은전극 회로층을 형

성하여 제조하였다. 이 하이브리드 기판의 방열특성 평가를 위한 비교 샘플로서 기존의 에폭시 기반 FR-4 복합수지로 만

든 써멀비아형 PCB 기판에도 동일한 디자인의 LED 어레이 모듈을 제작한 다음, 다중채널 온도측정장치와 열저항 측정

기로 방열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4 × 9 type LED 어레이 모듈에서 세라믹-메탈 하이브리드 기판의 열저항은

써멀비아형 FR-4 기판에 비하여 약 1/3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곧 방열성능이 적어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fabrication and heat transfer property of 50 watts rated LED array module where

multiple chips are mounted on chip-on-board type ceramic-metal hybrid substrate with high heat dissipation property for

high power street and anti-explosive lighting system. The high heat transfer ceramic-metal hybrid substrate was fabricated

by conformal coating of thick film glass-ceramic and silver pastes to form insulation and conductor layers, using thick

film screen printing method on top of the high thermal conductivity aluminum alloy heat-spreading panel, then co-fired

at 515oC. A comparative LED array module with the same configuration using epoxy resin based FR-4 PCB with thermal-

via type was also fabricated, then the thermal properties were measured with multichannel temperature sensors and thermal

resistance measuring system. As a result, the thermal resistance of the ceramic-metal hybrid substrate in the 4 × 9 type

LEDs array module exhibited about one third to the value as that of FR-4 substrate, implying that at least triple

performance of heat transfer property as that of FR-4 substrate was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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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금까지 일반 도로, 광장, 그리고 건물 및 공장 플랜트

와 같은 실외 조명용 가로등과 방폭등(anti-explosive

lighting) 조명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할로겐, 제논 램프 등

다양한 제품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이들 광원은 대체로

높은 에너지 소모, 짧은 수명, 취약한 내구성과 폐기시 각

종 유해물질의 유출로 환경 오염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있

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친환경, 저 에너지, 그리고 장수

명이 특징인 LED (light emitting diode) 소자를 광원으로

하는 고출력 실외 조명 제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보

다 저전력에 높은 효율의 광 출력과 장수명화를 위한 연

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1-5) LED 광원의 조명시스템을

가로등이나 방폭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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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와트(watts) 급의 고출력 LED 모듈이 필요하다. 

LED 광원을 사용한 조명 패키지에서 동작시의 온도상

승은 LED 소자의 광출력과 수명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LED 패키지의 개발에 있어

서 효율적인 방열(heat dissipation)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

장 많이 시도된 접근으로는 LED 소자의 밀봉소재(encap-

sulation material)나 패키지 기판의 열전달(heat transfer) 효

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판이나 기타 패키지 소재, 예를

들면 thermal interface material (TIM)의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5-7) 다른 한편으

로는 LED 패키지 기판의 아키텍처를 변화시켜 방열효과

를 향상시키는 연구로서 써멀비아(thermal-via)형, chip-

on-board (COB) 형, chip-on-heatsink (COH)형 등 다양

한 패키지 기판의 디자인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

왔다.2-5,7,9,10)

본 연구는 가로등용 150와트급의 고출력 LED 조명 시

스템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수의 LED 소자가 실장된 50

와트급의 LED 어레이 서브 모듈(LED array sub-module),

이하 LED 어레이 모듈, 을 제작하고 이 서브 모듈 3개를

함께 어셈블리한 150 와트급 고효율 가로등용 LED 조명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50

와트급의 LED 어레이 모듈을 제작함에 있어서 고방열

성능의 chip-on-board 형의 세라믹-메탈 하이브리드 절연

기판에 LED 어레이 모듈을 제작하여 이것과 동일 규격

의 기존의 써멀비아형(thermal-via type) FR-4 PCB로 제

작한 모듈과의 방열성능, 즉 열저항(thermal resistance)을

비교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50와트급 LED어레이 모듈을 위해 제작할

두 가지의 방열기판의 구조 및 LED 어레이 실장 기판에

대한 개념도를 아래 Fig. 1과 Fig. 2에 각각 도시하였다.

COB 형 세라믹-메탈 하이브리드 PCB (Fig. 1(a))의 경우

1.5 mm 두께의 알루미늄합금(Al-5052) 판넬 (표면을 약

1 μm 두께의 산화알루미늄 피막으로 아노다이징 전처리

함)에 저온소성 글라스세라믹(glass-ceramic), ZnO-B2O3-

SiO2 기반의 glass frit 분말(D50= 1 μm)로 만든 유전체 페

이스트(dielectric paste)를 후막 스크린 인쇄법(thick film

screen printing method)으로 도포하여 건조하였다. 이 유

전체 층 위에 36개의 LED 칩(Luxeon Rebel, Philips) 이

4 × 9 어레이 형태의 직병렬(series-parallel)로 배열된 회로

망(Fig. 2)을 구성하기 위한 전극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은(Ag) 전극 페이스트를 인쇄하였다. 이 후 일련의 열처

리 공정으로서 300-400oC 구간에서 바인더 탈거(binder

burn-out)와 515oC에서의 소결(sintering)을 거쳐 두께가 약

120-150 μm 인 절연막(insulation layer)과 두께가 약 10 μm

인 도체 회로(conductor circuit)를 형성하였다. 완성된 세

라믹-메탈 하이브리드 PCB에 스테인레스 스틸 메탈마스

크(t = 100 μm)를 써서 솔더 페이스트(solder paste)를 인쇄

한 다음 근적외선(near infrared: NIR) 오븐에 넣어 215oC

에서 15-30초간 열처리함으로써 LED 어레이 모듈이 완

성되었다.

Fig. 2는 4개의 LED 칩이 직렬회로(series circuit)로 연

결되고, 이 직렬회로가 9개의 병렬(parallel)로 연결되어

구성되는 4 × 9 = 36 chips 형태의 LED 어레이 모듈에 대

한 회로설계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LED 어레이 모듈의

단위 패널당 50와트의 파워로 설계하고자 하였으므로,

LED 단위 칩당 직류(DC) 3볼트(volts)의 정격전압(rated

voltage)을 기준으로 설계할 때 4개의 칩이 직렬로 구성되

면 12 볼트의 바이어스(bias)가 형성된다. 따라서 패널 전

력 50와트를 12 볼트로 나누면 패널에 인가할 총 전류 값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chip-on-board (COB) type LED array module with ceramic-metal PCB: (a) single chip and (b) multichip

mounted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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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167 A (ampere)가 되고, 이것을 다시 9개의 병렬 분

지회로(split circuit)로 나누면 분지회로당 463 mA의 전류

를 인가하게 된다.

한편 본 연구의 대조군(comparative sample)으로 사용

할 써멀비아형 FR-4 PCB의 구조도는 Fig. 3의 (a)와 같으

며 100 × 100 mm2의 패널면적에 ϕ = 80 mm의 반구형 투

명 캡을 어셈블리 할 수 있도록 상기 세라믹-메탈 하이브

리드 PCB와 동일한 규격의 회로 패턴을 구성하였다. 본

써멀비아형 FR-4 PCB샘플은 외주 가공하여 준비하였

다. Fig. 1과 3의 그림 (b)는 각각 세라믹-메탈 하이브리

드 PCB와 써멀비아 FR-4 PCB에 다수의 LED 칩이 마운

팅 된 멀티칩 어레이(multichip array) 모듈에 대한 개념도

를 나타낸 것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50와트급 LED 어레이 모듈의 제조

Fig. 4는 각각 세라믹-메탈 하이브리드형 PCB와 써멀

비아형 FR-4 PCB 위에 4 × 9 LEDs 어레이로 표면실장

(surface mounting) 된 LED 어레이 모듈의 실사 사진이다.

그림의 (a)는 4 × 9 어레이로 LED 칩이 실장된 모습을 보

여주기 위한 것으로 각 LED 마운팅 솔더 패드(solder pad)

가 노출된 사진이며, (b)는 솔더패드와 어레이 회로 실버

(Ag) 전극패턴을 접점부를 제외하고 절연 페이스트로 제

조한 보호층(protection layer)으로 커버한 최종 제품이다.

Fig. 2. Circuit diagram of 50 watts rated LED array module con-

sisted of 36 LED chips.

Fig. 3. Schematic illustration of LED array module with thermal-via type FR-4 PCB: (a) single chip and (b) multichip mounting module.

Fig. 4. Optical images of fabricated 50 watts rated LED array module panels: circuit layout of 4 × 9 LEDs arrayed on ceramic-metal

hybrid PCB panel (a) without top protection layer, (b) with top protection layer, and (c) comparative LED array module made

with thermal-via FR-4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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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는 대조군인 써멀비아형 FR-4 PCB로 만든 50와

트급 LED 어레이 모듈이다. DC bias를 인가하기 위한 단

자패드(terminal pad)는 그림의 하단에 각각 위치하고 있

으며, 모듈 패널의 네 모서리에는 힛싱크에 결합 또는 150

와트급 가로등 조명 시스템 하우징에 어셈블리 하기 위

한 리벳팅 홀을 만들었다.

3.2. 50와트급 LED 어레이 모듈의 방열특성 평가

3.2.1. 다채널 온도센서에 의한 LED 어레이 모듈의 방

열특성

우선 Fig. 4(b)와 (c)의 50와트급 LED 어레이 모듈에 대

한 방열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채널 온도센서(multi-

channel temperature sensor)에 K-type 열전대(thermo-

couple) 와이어의 센서팁(sensor tip)을 Fig. 5의 (b)와 같이

PCB모듈의 LED 칩부와 반대편 열확산판(세라믹-메탈

PCB의 경우 알루미늄 패널, FR-4 PCB의 경우 구리패널)

에 접착 테이프로 고정시켜 LED 발열부와 외부공기 접

촉부의 온도를 감지코자 하였다. 그림의 (a)와 (c)는 각각

COB형 세라믹-메탈 하이브리드 PCB와 써멀비아형 FR-

4 PCB 패널로 만든 LED 어레이 모듈의 구동 시, 발열 및

방열접점에서의 온도 모니터링 사진이다. 세라믹-메탈

PCB의 경우 발열부(heat source point: LED 칩)와 방열부

(ambient point: 알루미늄 또는 구리 열확산판이 외부공기

와 닿는 점)의 온도 차이가 포화전류 상태에서 5oC로 측

정된 반면, FR-4 PCB의 경우 온도 차이가 16oC에 달했

다. 이 값을 인가한 정격 전력 50와트로 나눈 값이 겉보

기 열저항 값(apparent thermal resistance value) 으로 볼 수

있으며, 각각 0.10 K/W (kelvin per watt)와 0.32 K/W 로 나

타났다. 방열성능에 있어서 열저항 값이 낮을수록 시스

템의 열전달 효율이 좋은 것이므로, 본 결과에 의하면 세

라믹-메탈 하이브리드 PCB를 적용한 LED 어레이 모듈

이 써멀비아형 FR-4 PCB 를 적용한 모듈에 비해 방열(heat

dissipation) 특성이 약 3배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3.2.2. 표준 열저항 측정 시스템에 의한 LED 어레이 모

듈의 방열특성 평가

한편 방열패키지에 있어서 국제공인 시험 규격(JEDEC

STD 51-1)에 의한 방열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규격

에 준하는 열저항 측정기(transient thermal resistance tester,

model-T3Ster, Micred, Hungary)를 사용하여 두 가지 모듈

의 열저항값을 시험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6(a)에 도시

하였다. 써멀비아형 FR-4 PCB 패널을 사용한 50 와트급

LED 어레이 모듈(II)의 열저항 값은 0.81 K/W 로 측정되

었고, 반면 COB형 세라믹-메탈 하이브리드형 PCB 패널

을 사용한 모듈(I)의 열저항 값은 0.43 K/W 로 종래의 FR-

4 PCB 대비 1/2로 낮아졌다. 즉 모듈 전체 관점에서의 방

열성능으로 보면 약 두 배가 향상된 값을 나타냈다. 여기

서, 동일 PCB 패널에서 다채널 온도센서에 의한 측정값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열저항 값을 나타낸 것은, 앞서 다

채널 온도 센서법에서는 칩 단자와 PCB 기판 방열부 열

확산판에 온도센서 팁을 직접 접촉하여 측정하는 반면,

T3Ster 열저항 측정기에 시료를 장착할 때에는 측정모듈

PCB 패널의 금속(구리 or 알루미늄) 열확산판을 열저항

측정기 챔버의 알루미늄 소재의 플레이트(cold plate) 바닥

에 고정시키기 위해 열간접착재(thermal interface material:

TIM)로서 써멀 테잎(thermal tape) 을 붙여서 측정하는 것

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두께 0.5

mm 이고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가 2 W/m·K 인 써

멀 테잎을 사용하였다. 즉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T3ster 장비로 측정한 LED 어레이 모듈의 전체(junction-

to-ambient) 열저항 값(Rja)에는 LED 칩부와 패키지 기판

부, 이 두 가지 구성요소 간의 접합부(silver/solder), 그리

고 시료 모듈을 T3ster 측정 챔버에 고정시키기 위한 TIM

소재(thermal tape)와 cold plate에 대한 각각의 열저항 요

소가 부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아키텍처의 패키지타입에 대한 순

수 기판의 열저항 값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Fig. 6과 같

이 상기 T3ster 장비로 측정한 누적구조함수(cumulative

structure function) 를 Cauer-type RC ladder model에 따른

일련의 등가 열저항 값(Rth)과 열용량(thermal capacitance)

값(Cth)에 대한 근사 모델11)을 Fig. 6의 (b)와 같이 나타낼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Fig. 6(a)의 누적구조함수 곡선에

대해 LED 어레이 패키지의 각 구성요소 즉 구조물 단위

로 해치박스(hatched box)로 묘사하였다. 여기서 각 구조

물에 대한 열저항 값의 경계(boundary)는 Fig. 6의 누적구

조함수를 다시 1차 미분하여 얻어지는 미분구조함수

Fig. 5. Measurement of Ta in 50 watts LED array modules using multipoint temperature sensors (without thermal tape): (a) with COB

type ceramic-metal PCB, (b) temperature measuring point, and (c) with thermal-via type FR-4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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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ial structure function)에서 나타나는 변곡점의 피

크 값에 의한 근사치로 얻어진 것이다.11) 이 결과에 의하

면 50와트급 4 × 9 칩LED 어레이 패키지에서, 세라믹-메

탈 PCB자체의 열저항 값은 약 0.11 K/W로, 써멀비아형

FR-4 PCB의 열저항 값은 약 0.48 K/W로 두 가지 패키지

기판의 열저항 값이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표준 열저항 측정기에 의한 값이 앞서 다채

널 온도센서에 의한 모듈의 방열온도 실측 값에서는 두

종류 기판에서 약 3배의 성능차이가 보였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상기 두 가지의 측정방법에 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두 종류 기판의 방열성능 차이

는 적어도 3배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두 가지 PCB의 아키텍쳐 구조와 기판 소재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즉, 세라믹-메탈 하이브리드형 PCB

에서는 높은 열전도도의 글라스-세라믹 절연층(3 W/

m·K), 그리고 고열전도의 두꺼운 알루미늄(120-150 W/

m·K) 열확산판에 LED 칩의 열이 수직 및 수평으로 빠르

게 확산할 수 있는 구조인 반면, 써멀비아형 FR-4 PCB는

LED 칩의 열방출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낮은 열전도도의

에폭시 수지(0.2-0.3 W/m·K) 기반 절연층 사이에 형성된

좁은 통로의 써멀 비아를 통해 거의 수직으로만 방출되

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 검토한

두 가지 패키지의 기판 소재와 아키텍처 구조에 대한 별

개의 정량적 방열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각각 동일

한 패키지 소재로 구성된 COB 형과 써멀비아형 LED 어

레이 패키지를 제조하여 비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사료된다.

4. 결  론

고열전도 알루미늄 금속 열확산 기판에 저온소결용 글

라스-세라믹 절연 페이스트와 은 전극을 사용하여 COB

형 고방열 세라믹-메탈 하이브리드 기판에 4 × 9배열로

36개의 LED 칩이 실장된 50 와트급 고출력LED 어레이

모듈을 제작하였다. 이와 함께 이 하이브리드 기판의 방

열특성을 기존의 에폭시 기반 FR-4 복합수지로 만든 써

멀비아형 PCB 기판과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

이즈의 LED 어레이 모듈을 제작한 다음, 다중채널 온도

측정장치와 표준 열저항 측정기로 방열특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 그 결과, LED 어레이 모듈에서 세라믹-메탈 하

이브리드 PCB의 열저항은 0.10~0.11 K/W 범위로서 써멀

비아형 FR-4 PCB의 0.32~0.48 K/W 보다 1/3~1/4로 낮게

측정되었다. 이로써, 본 연구에 의한 세라믹-메탈 하이브

리드 기판을 사용한 LED 어레이 모듈이 기존의 써멀비

Fig. 6. (a) Thermal resistance data obtained by cumulative structure functions of 50 watts rated 4 × 9 LEDs array modules with (I) COB

type ceramic-metal PCB and (II) thermal-via type FR-4 PCB and (b) equivalent thermal resistances and thermal capacitances

circuit by Cauer-type RC ladd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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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형 FR-4 PCB를 사용 것에 비하여 방열성능이 적어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결과는 두 종류

의 PCB 패널의 기판소재와 아키텍처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검토한 두 가지 패키지의

기판 소재와 아키텍처 구조에 대한 별개의 정량적 방열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각각 동일한 패키지 소재로

구성된 COB 형과 써멀비아형 LED 어레이 패키지를 제

조하여 비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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