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해상도 LCD TV용 DDI 방열 패키지 개발에 열해석 적용 

 

정충효† · 유재욱*

 

Applying Thermal Simulation to the DDI Development of Heat Dissipation Package 
for High Definition LCD-TV 

 

Chung-Hyo JUNG, Jae-Wook YOO 

Key Words : DDI(디스플레이 구동 칩), TECOF(방열 패키지), Metal Tape(금속 테이프), LCD-
TV(엘씨디 티브이), Flotherm S/W(플로썸 소프트웨어) 

Abstract 

The multi channel of DDI which is the core part of the LCD-TV has been propelled. When multi channel 
in DDI is introduced, it brings a thermal problem because of the increased power. To solve the thermal 
problem of the DDI it needs to be investigated each at the package level and module level. It is important to 
extract the junction temperature(Tj) of DDI clearly from the system level.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construct a compact model. The compact model is to reduce LCD module including DDI. When the compact 
model is used, it will be able to easily handle the boundary condition and accurately predict the temperature. 
Consequently, the temperature of DDI can be calculated easily at the system level. Through this research, we 
also proposed the cooling plan of DDI for a protection of overheating. The cooling plan was utilized in DDI 
design.

 

1. 서 론 

LCD 모듈에 사용되고 있는 COF 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Source IC와 Gate IC로 구분이 된다. Panel
에는 많은 화소가 있는데 이것을 각각 구동하는 
IC를 한곳에 묶어 놓은 것을 Driver IC라고 할 수 
있다. 이때 Driver IC 를 구성하는 소자를 Package
화 하지 않고 Film 위에 펼쳐놓은 것을 COF(Chip 
On Film)라고 한다. 
한편, LCD-TV 의 모듈에 사용되고 있는 Source 

IC 는 10 개 이상으로서, 재료비 절감 차원에서 사
용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DDI의 다채널화가 추진
되고 있다. LCD-TV 에 있어서, 현재 DDI 가 채용

하고 있는 채널은 414CH/480CH 로서 향후 720CH
이상으로 바뀌는 것을 다채널이라고 한다. 다채널
화에 따라서 극복해야 할 문제는 미세 Pitch 공정, 
재질, 안정적인 조립등이 있지만, 여기서는 열문제 
만을 다루기로 한다. DDI 는  데이터 처리량에 따
라서 6bit 와 8bit 로 구분이 된다. LCD 모듈에 8bit 
다채널을 도입할 경우, 노트북과 모니터, 그리고 
TV 에서는 기준 온도 Spec.을 초과하여 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열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bit 수
의 증가에 따른 소모전력의 증가와 채널수가 증가
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 용량이 많아져서 
소모전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에 의
해서 DDI 가 과열이 될 경우, DDI 의 퍼포먼스  
하락이 예상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Film 이 열에 
의해서 녹는 현상이 발생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DDI 의 다채널화에 따른 발열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COF 레벨과 모
듈 레벨에서 각각 DDI 의 열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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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I 의 Junction 온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용 Die 와 PCB 제작 및 온도 측정용 Diode 가 
심어진 DDI를 제작한다. 그리고 열해석은 COF레
벨과 모듈레벨에서 각각 수행이 되어 냉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실험 및 해석 방법 

2.1 다채널화에 따른 열문제 
DDI 에 다채널을 도입할 경우에 상온에서 DDI
의 온도는 109degC 정도로 예상이 되며 온도 
Spec.은 90degC 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
에 960 채널을 도입할 경우 DDI 의 온도는 
125degC 를 초과한다는 예측이 있어서 DDI 의 열
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2.2 기존의 분석 방법 
종래에는 새로운 DDI 를 개발하면 항온 챔버에

서 온도 신뢰성 시험을 거쳐 고객에게 성능 데이
터를 제공해 왔다. 그렇지만 칩의 고집적화로 칩
이 사용되는 시스템 환경에서 과열로 인해 고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 설계자들은 
보다 신뢰성 있는 칩의 열 성능 데이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열 분석 방법으로는 고객을 
만족할 수가 없게 되었다.  
 

2.3 COF 레벨 분석 
패키지 레벨에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험

용 표준 Board, Die, 그리고 Film을 주문 제작하였
다. 이 때 DDI 는 Junction 부의 온도측정이 가능하
도록 내부에 Diode 를 심어서 제작하였다. Fig.1 에 
개략적인 모델을 표시하였다. Film 의 사이즈는 
40200µm(X)×70µm(Y)×23500µm(Z)이며, DDI 의 사
이즈(대형)는 15080µm(X)×675µm(Y)×2250µm(Z)이
다. DDI 의 작동 방법은 실험용 샘플을 공기 중에 
메달아 놓고, 커넥터를 통해서 DDI 의 출력을 조
정하게 된다. DDI의 출력은 0.1[W]~0.5[W] 범위에
서 작동하도록 출력조정기(Acquisition & Power 
Control System)를 프로그래밍해 놓는다.  

Fig.1 은 실험용 샘플과 동일한 모형으로 해석 
모델링을 한 것이다. 해석의 목적은 해석 결과가 
실험 결과에 근사하도록 Film 의 열전도도(k)를 찾
는 일이다.  
 

2.4 모듈 레벨 분석 
모듈 레벨에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험용 
표준 Board, Die, 그리고 Film 을 주문 제작하였다. 
2.3절의 COF 레벨의 실험용 샘플과 다른 점은 

 

 
Fig. 1 A Simulation Model of C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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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처럼 PCB를 실제 크기에 맞게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제작된 Fig.2 의 PCB 는 Fig.3 의 Panel 상
부에 설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실험용 PCB 는 실
제 모듈에 장착되어 DDI 의 출력을 조정하면서 
DDI 온도를 측정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실제 
환경을 고려하여 COF 의 열저항을 구할 수 있게 
되고, 또한 COF 주변 환경을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더러 DDI의 소모전력에 따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실험 장치를 설치하
는데 인치별 0.6 억원이 소요되고, 실험을 진행하
는데 약 2개월정도 걸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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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10 Source IC on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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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U Shape in LCD Upper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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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레벨에 대한 해석 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
로 구분이 된다. 우선 모듈 전체를 모델링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모듈을 단순화 하는 방법이 있
다. 
 

2.5 냉각 방안 도출 
DDI 의 냉각 방안은 COF 레벨과 모듈레벨에서 
열 솔루션을 도출할 수가 있다. COF 레벨에서는 
디자인 구속 조건과 방열 설계 방안을 논할 수 있
게 된다. 그리고 모듈레벨에서는 칩에 전도되는 
외부 열원의 조정과 기구 방열 설계 방안을 도출
할 수 있게 된다. 
 

2.6 해석에 사용한 S/W 

   

해석에 사용한 S/W 는 Flotherm V5.1 이다. 계산 
영역에서 외기 상태는 25.0degC, 1 Atm 으로 하였
다. 속도장의 계산에는 층류와 난류 (Automatic 
Algebraic) 조건을 설정하였고, 온도장의 계산에는 
대류, 전도, 그리고 복사 조건을 부여하였다. 그리
고 유속, 온도, 그리고 압력의 수렴 회수는 각각 5, 
300, 50으로 설정을 하여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검토 

3.1 23” 모듈의 전체 열 해석 
23” LCD 모듈 전체를 모델링하여 해석을 수행

하였다. 해석에 사용한 격자는, 사면체 격자로서 
4,102,410 개수가 사용되었다. Source IC 와 Gate IC
의 소모전력은 각각 0.2~0.3[W], 0.02[W]가 주어졌
다. 실험은 Fig.2 와 같은 PCB(DDI 포함)를 주문 
제작하여 모듈에 탑재한 상태에서 Source IC의 출
력을 출력조정기(Acquisition & Power Control 
System)로 조정 을 하면서 DDI 의 발열 온도를 측
정하였다. 이때 DDI 는 내부에 온도 감지 다이오
드를 내장하도록 제작되었다. 따라서 DDI 의 내부 
온도(Tj)는 다이오드로 측정을 하게 되고, 그 외 
의 부분은 전열대와 IR 카메라로 측정을 하게 된
다. LCD 모듈의 측정 조건은 백라이트가 OFF 한 
상태이고, Top Chassis 는 모듈에서 분리해낸 상태
이다.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석 모델이 구축되
어 해석이 진행되었다. 

Table 1에 DDI의 출력별로 실험과 해석에 의한 
DDI 의 온도를 표시하였다. 표에서 Ta 는 대기 온
도를 의미한다. Source IC 1에서 Source IC 10까지
의 온도 분포를 보면 Source IC 6에서 온도가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백라이트가 OFF 일 

 

Table 1 Temperature of DDI with Experiment and 
Simulation [degC] 

DDI 0.2[W] DDI 0.3[W] Source
  IC 

Test(Tj) CAE(Tj) Test(Tj) CAE(Tj)
1 43.99 44.82 53.26 54.31 
2 42.98 44.96 51.97 54.52 
3 43.58 45.00 52.76 54.56 
4 45.03 45.18 55.01 54.83 
5 44.60 45.07 54.47 54.67 
6 45.81 45.05 56.44 54.63 
7 45.21 45.03 55.62 54.61 
8 44.17 44.95 54.46 54.49 
9 43.61 44.86 53.08 54.36 

10 44.38 44.82 54.47 54.30 
Ta 25.90 25.00 25.90 25.00 

 
경우, 모듈의 중앙부에 위치한 칩의 열이 주변으
로 전도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해석에 사용된 장비는 인텔 팬티엄 4 CPU 

2.40GHz 머신으로서 해석에 소요된 시간은 9h 
36m 8s이다. 

 
Table 2 Conductivity of Film Layer 

Layer of
Film Material Conductivity 

[W/(mK)] 
Thickness

[um] 
Base 
Film 

Polyimide-
150EN 0.5 38 

Copper Plating 397 8 
Solder 
Resist SN-9000 0.35 25 

 
 
3.2 COF 레벨 분석 
DDI에서 발생한 열이 주변으로 전도되어 갈 때,

가장 중요한 인자는 필름의 열전도도임이 밝혀졌
다. 지금까지는 필름의 열전도도는 실험을 기준으
로 해석을 통해서 역으로 도출하여 사용했다. 이
때 발생되는 문제는 Table 1 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DDI 의 소모전력이 증가할수록 실험결과와 해
석결과에 갭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
완하기 위해서 COF 레벨에서 실험과 해석의 
Correlation 을 수행했다. 해석은 Fig.1 에 표시한 모
델을 활용하여 수행이 되고 사용된 격자는 
759,588 개 이다. 격자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필름
의 두께 방향으로 3 개의 격자가 들어 갈 수 있도
록 했다. 중력은 –Z 방향으로 작용한다. Table 2 에 
필름을 구성하는 각층의 물성치를 표시하였다. 이 
표에 표시된 물성치를 이용하여 Film의 X, Y, Z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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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대해서 열전도도를 구하면 각각 1.0[W/mK], 
0.084[W/mK], 9.337[W/mK]이 된다. 이 물성치를 이
용하여 DDI 의 각 출력별로 Fig.4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래프에서 0.1[W]일 때, 실험과 해석의 
온도 차이는 1.88degC 이고, 0.5[W]일 경우 0degC
로 확인이 되었다. Fig.5는 DDI가 0.1[W]일 때 IR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다. 그림에서 Z 축 방향으
로 많은 열이 전도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것은 COF 의 패턴 방향과 일치한다. 이로서 필름
의 열전도도가 보다 명확하게 도출되고 COF 레벨
의 해석 방법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Fig. 4 Power of Source and dT 

 

Fig. 5 Photograph takes with IR Camera 
 
3.3 냉각 방안 
다음으로 냉각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기로 한다. 

DDI 의 소모전력이 0.3[W] 이상일 경우 칩의 온도
가 스팩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구 냉각 방안이 필
요하게 된다. 냉각 방안으로서 금속 테이프를 
COF 뒷면에 부착하는 방법이다. AL 테이프를 필
름의 뒷면에 부착하여 실험/해석을 수행한 결과, 
DDI의 소모전력이 0.3[W], 0.4[W], 0.5[W] 일 경우, 

각각 15.56degC(해석), 20.49degC(해석), 
25.49degC(실험)만큼의 냉각 효과가 확인 되었다. 
이로서 DDI가 다채널화 되는데 따른 온도 스팩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냉각 방안은 LCD 
모듈 개발실에서 실장 테스트를 거쳐야 하고 패키
지의 신뢰성 검증 또한 거쳐야 하는 과제를 앉고 
있다. 

4. 결 론 

LCD 모듈의 핵심 부품인 DDI(Display Driver IC)
의 사용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다채널화(414CH→
720CH)가 추진 중에 있다. DDI 가 다채널화 됨에 
따라서 소모전력 증가로 발열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본 연구는 냉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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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CD 모듈 상부에 위치한 DDI 의 열 해석을 
위해서 모듈 전체에 대한 모델링을 구축하여 해석
을 수행했다.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는 최대 
3.45degC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 

(2) COF 의 필름에 대한 열전도도를 명확하게 
도출하여 COF 레벨에서 해석을 수행한 결과, 실
험결과와 오차가 최대 1.88degC 로 판명되었다. 이
를 통해서 COF 레벨의 분석 방법을 정립하였다. 

(3) COF 레벨과 모듈 레벨에 대한 DDI 의 열 분
석을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칩의 디자인 
구속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칩을 사용하
는 고객에게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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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채널 DDI의 냉각 방안으로 AL Tape를 이
용하여 해석한 결과, DDI 의 온도 스팩을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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