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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13.2W  COB LED의 공랭식 방열을 해 열 소자를 이용하여 열  특성을 분석하 다. 기

존 방식과의 방열 성능을 비교 분석하기 하여 Heat Sink를 설계  제작 하 고 실험은 100분간 COB LED

를 구동시켜 식 온도계를 통하여 온도 분포를 측정하 다. 합부의 온도 측정 결과 열 소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에서는 약 75℃로 나타났고, 열 소자에 0.8A의 류를 인가하여 구동하 을 때 57℃로 열 응집 상

이 가장 심한 COB LED 합부분의 열은 기존의 방식보다 약 31% 감소됨을 확인하 다.

ABSTRACT

This paper was designed to analyze thermal properties using thermoelectric element for air-cooling heat dissipation of 

13.2W-class COB LED. For comparative analysis with generally used air cooling methods, the heat sink was designed and 

produced, and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using a contact thermometer while the COB 

LED was operating for 100 minutes. One result was about 75℃ for the general cooling method, and the other was 57℃ while the 

thermoelectric element was operating with applying the current of 0.8A to the thermoelectric element. This results confirmed that 

the method of applying thermoelectric element was much better in the dissipation of thermal condense on the COB LED than that 

of the general air cooling one. The temperature on the contact points of COB LED using thermoelectric element was decreased 

about 31% compared with the air cooling method from 75℃ to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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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LED(Light-Emitting-Diode)는 각종 자기기의 표

시램 에서부터 경 조명, 자동차, 조명산업, 의료  

농어업 등으로 응용분야가 확 되고 있다[1]. 한 수

은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인 특성 때문에 차세  

조명 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에서도 COB 

(Chip-on-Board) LED는 한 개의 Module에 여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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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LED Chip을 패키지 한 것으로 여러 개의 부품을 

하나의 기  에 일체화함으로써 발 부가 집약 으

로 설계되어 고출력의 조명을 소형으로 제작이 가능

한 LED Module기술이다[2]. 칩에서 발생한 열이 유

출되는 경로를 임으로써 체 인 방열효과를 증

시키는데 유리한 장 이 있으며, 부피와 무게를 크게 

감하고 열 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다량의 

고출력 칩을 좁은 면 에 집 화하기 때문에 고온에 

의한 열 응집 상이 나타난다. LED는  반도체 소

자로써 입력 력  약 70~80% 이상이 열에 지로 

환되고 있고 고온의 열에 의한 칩의 온도 상승은 

스펙트럼선의 장이 본래보다 장 장 쪽으로 이동하

는 드 시 트(Red shift) 상, 열응력 발생에 의한 

Bond wire 손, LED내부온도 상승에 따라  출력이 

감소되는 문제 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해 방열 구

조물(Heat-Sink)를 통한 공랭식 방열 방식이 사용되

고 있다. 하지만 직  공기와 하여 냉각이 이루어

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COB LED의 합부분에서 발

생하는 고온의 열 응집 상을 해소하기엔 한계 이 

있다[3-4]. 열 응집 상을 해소하기 해 열 소자를 

사용하 다. 열 소자(Thermoelectric element)는 열

은 기로, 는 기를 열로 직  변환시킬 수 있는 

소자이다. 미소 부분에 국소 인 냉각이 가능하고 소

음이 없으며 인가 류 제어를 통한 온도 조 이 가

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응용되고 있는 소자

이다. 펠티에 효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열 소자는 p

형과 n형 반도체 간에 속 층을 두어 양단에 압

을 인가하면 p형 반도체로부터 n형 반도체로 공이 

이동할 때, 자는 온 측에서 열 에 지를 흡수하여 

고  에 지 상태가 되고 이러한 자가 p형 반도

체로 이동할 때 고온 측으로 열에 지를 발생한다. 펠

티에소자는 체 으로 상부 측의 열을 하부 측으로 

이동하여 방열하게 하는 p형과 n형의 열  병렬 구조

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열 소자의 기본 구

조  구동원리를 설명하고, 열 소자의 인가 류에 

따른 모듈의 온도 분포를 측정 분석하 다. 한 기존

의 방열방식인 Heat Sink를 통한 방식과의 비교 분석

을 통하여 성능을 분석하 다[5-6].

Ⅱ. 열 소자의 구조  원리

2.1. 열 소자 구조

열 소자는 제벡 효과(Seebeck Effect), 톰슨효과 

(Thomson Effect)  펠티에 효과(Peltier Effect)로 

구분 되어 지는데 그 에서도 펠티에 효과를 이용한 

열 소자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표  된다. p형 반

도체와 n형 반도체를 그림 1과 같이 속 극에 

합시킨 직렬회로 양극을 각각 -,+로 되도록 류를 n

형에서 p형으로 흘리면, p형 반도체내의 정공은 –극

으로, n형 반도체내의 자는 +극으로 흐르게 된다. 

이때 정공과 자가 모두 상부의 p-n 합부로부터 열

을 갖고 하부의 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의 상부의 

합부는 냉각되어 주 로부터 열을 흡수하고, 하부에서

는 열을 방출하게 된다. 한 류의 방향을 역으로 

하면 정공과 자 모두 상부의 n-p 합부 극으로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상부에서는 발열이 하부에서는 

흡열 상이 나타난다. 고온 측의 열을 온 측으로 효

과 으로 처리하면 열은 온 측에서 연속 으로 

Heat Pumping이 이루어지게 된다[7].

그림 1. 열 소자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the thermoelectric element

열 소자의 특성지표(figure of merit)는   값을 

사용한다.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 온부의 온도가 

  이고 고온부의 온도가   이며, 열 효과를 하

여 사용되는 물질의 열 도도가 , 기 도도가 일 

때,   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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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 된다. 여기서   는 고온부와 온부의 평균온

도,    이다. 식 (1)에서   는 

Seebeck coefficient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이므로, 높

은 열 효과를 해서는   의 값이 클수록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Ⅲ. 실험방법  결과

본 실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 다. 첫 번째 

방법은 기존의 공랭식 방열방식인 Heat Sink만을 이

용한 실험으로 사용될 Heat Sink는 그림 2와 같이 

Solid works 로그램을 통하여 설계하고 제작하 다.

그림 2. 설계된 Heat sink와 제작된 Hest sink
Fig. 2 Designed heat sink

Heat Sink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알루미늄 

재질에 Fin 25mm, 베이스 3mm, 총 높이 28mm로 제

작하 다. 설계한 Heat sink의 방열 성능을 측정하기 

하여 13.2W  COB LED와 식 온도계(HH309A 

Omega社), 키슬리2430을 통해 열 , 기  특성을 

분석하 다. 열의 분포는 그림 3과 같이 4개의 을 

임의로 지정하 다.

그림 3. 측정 포인트
Fig. 3 Measurement point

T1은 Heat sink와 COB LED의 합부분이며 T2는 

Heat sink의 하부 앙 부분, T3와 T4는 양쪽 끝부분이

며 식 온도계를 통하여 측정하 다. 한 열 도도

를 증가시키기 해 합부분에는 방열실리콘을 사용하

여 측정하 다. 실험은 COB LED에 9V의 압을 인가

하여 총 100분간 구동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정리하여 다음 그림 4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4. Heat sink의 온도 변화
Fig. 4 Temperature change of the heat sink

온도는 COB LED의 구동이 시작되고 약 30분 동

안 격히 증가하다가 30분 이후에는 서서히 안정화 

상태에 다다른다. 변화가 가장 큰 은 COB LED

와 Heat sink의 합부분인 T1이며 기 30분 동안 

격히 온도가 상승하여 최고온도 75.2℃ 까지 증가하

다. 다른 인 T2, T3, T3는 평균 으로 56℃ 이

으며, Heat sink를 통한 열 확산이 수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두 번째 방법은, 열 소자를 기존 제작된 모듈사이에 

삽입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표 1. 열 소자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thermoelectric module

Parameter value

size 40mm*40mm

I max 7A

V max 15.2V

Qcmax 64.7 W

△Tmax 65℃

표 1은 열 소자의 사양을 표기하 다. 열 소자의 

크기는 40mm*40mm이고 최  인가 류는 7A, 최  

인가 압은 15.2V, 최 소비 력량은 64.7W, 양면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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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차는 65℃인 구리박  열 소자를 사용하 다. 

열 소자의 구동 류별 합부의 온도 값을 측정하기 

해 0A, 0.2A, 0.4A, 0.6A, 0.8A로 바꾸어 총 5번의 실

험을 통하여 데이터를 측정 하 다. 그림 5는 식 온

도계의 측정 을 나타내었다.

그림 5. 열 소자 모듈의 측정 포인트
Fig. 5 Measurement point in the thermoelectric element 

module

그림.5에서 T1은 COB LED와 열 소자의 흡열 부

분의 , T2는 열 소자의 발열 부분과 Heat sink

와의 이며, T3는 Heat sink 하부 앙 안쪽부분, 

T4는 가장 끝부분을 식 온도계를 통하여 측정을 

실시하 다.

(a) 0A

(b) 0.2A

(c) 0.4A

(d) 0.6A

(e) 0.8A

그림 6. 입력 류에 따른 온도변화
Fig. 6 Temperature changes in the input current

열 소자를 포함한 실험에 한 그래 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100분 동안 COB LED의 원을 인가하

고 온도분포를 측정한 결과 그래 에서 알 수 있듯이 

기 30분 이내에 T1, T2, T3, T4의 의 온도가 

체 으로 상승하다가 30분이 지나면 안정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열 소자를 구동하지 않는 그림 

6(a)의 경우는 T1의 온도가 격히 상승하여 최 온

도 75.5℃가 되어 다른 보다 약15℃ 이상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열 소자가 열 항 

역할을 함으로써 COB LED에서 발생하는 열이 방열

으로 원활하게 달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6(b)와 그림6(c)는 T1의 의 온도가 약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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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로 열 소자를 구동시키지 않았을 때보다 5도 가

량 감소하 지만 T2, T3, T4 의 온도가 오히려 

상승하 다. 열 소자는 구동되었지만 열을 흡수하는 

흡열부의 냉각 성능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발

열부에서는 열을 배출하기 때문에 체 인 온도가 

상승하 다. 그림6 (d)와 그림6 (e)는 COB LED와 열

소자의 인 T1보다 열 소자와 Heat sink의 

의 온도가 상승하여 T1과 T2가 역 되었다. COB 

LED에서 발생하는 열 응집 상이 해소되며 열 소자

의 발열부의 온도가 상승하 다. 5번의 구동 류별 

COB LED 패키지의 온도는 체 으로 55~65℃로 나

타났지만 그림6 (d)와 그림6 (e)에서 COB LED의 열 

응집 상을 해소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1 의 

온도가 열 소자에 0.8A를 인가하 을 때 57℃로 기

존의 열 소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에서 측정된 7

5℃보다 약 18℃ 감소한 온도를 나타내 일반 공랭식

보다 31%의 온도 감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COB LED는 발 부가 집약 으로 설계되어 고출

력의 조명을 소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다량의 고출

력 칩을 좁은 면 에 집 화하기 때문에 고온에 의한 

열 응집 상이 나타나고 이를 해소시키기 해 Heat 

sink를 사용한 공랭식 방열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

지만 공랭식 방열 기술은 직  공기와 하여 이루

어지는 냉각 방식이기 때문에 합부분의 고온의 열

을 해소시키기에는 한계 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합부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 응집 상 

해소를 해 열 소자를 이용한 방열 방법을 제안하

다. COB LED와 Heat sink사이에 열 소자를 삽입

하고 열 소자 구동시 발생하는 흡열과 발열 효과를 

활용하여 합부분의 온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기

존의 공랭식 방열 방법보다 열 소자에 0.8A의 류

를 인가하여 구동시켰을 때 COB LED의 합부분의 

경우 온도가 57℃로 일반 Heat Sink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측정된 75℃보다 31% 감소하 기 때문에 

향후 고출력의 조명에 유용한 방열기술로 유용하게 

활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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