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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 LED 패키지 생산공정 개발
Development of COH LED package manufactur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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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고유가 시대로 인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개발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발광다이

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에 대한 연구는 일반 

조명을 대체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들에서 이루어지

고 있으며, 그 기술의 진보 또한 괄목할 만하다. 그러

나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LED 패키지들은 대부분 

표면실장기술(surface mount technology, SMT) 공정이 

적용되고 있다.(1) 이 구조의 경우 열 병목 현상에 

의한 방열문제로 인해 장기적인 LED Chip의 신뢰성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개선하고자 COB(Chip 
On Board) 형태의 LED 패키지 구조가 제안되었으나,  
이러한 COB 형태의 LED 패키지 구조 또한 열전도도

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절연층이 자리 잡고 있어, 
LED 소자로부터 발생된 열이 밖으로 방출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를 다시 개선하고자 절연층이 제거된 

COB 패키지 구조가 제안되었다.(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절연층이 제거된 COB 패키

지의 변형된 구조인 COH(Chip On Heat-sink) LED 
패키지를 실제로 생산하기 위한 공정과 그 과정에서

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COH Package 구조 설계

본 COH 패키지 모듈은 일반적인 LED 패키지와는 

달리 금속(Metal Core) 위에 LED 칩을 바로 실장하는 

구조로서 Fig. 1과 같으며, 실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공정은 Fig. 2와 같다. 이는 LED 칩을 방열판 역할을 

하는 Metal Core 위에 직접 실장하므로 인해 LED 
칩에서 발생된 열이 즉시 Metal Core를 통해 외부로 

방출되는 효과를 가진다. Metal core는 구리판(Cu 
Plate)을 사용하였고, 형광체를 가두기 위한 격벽

(Wall)은 PSR(Photo Solder Resist)를 이용하였다.

Fig. 1 Structure of COH　package

Fig. 2 Process  of COH  production

3. 개발과정에서의 문제해결

COH 패키지 방식의 핵심은 금속판(Metal plate) 
위에 LED 칩을 실장하는 방법이므로, 이러한 외부로 

노출된 Metal PCB위에 LED 칩이나 와이어를 납을 

이용에 부착하게 된다. 그러나 Metal PCB위에 납을 

직접 부착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노출된 Metal PCB 표면에 Ni/Ag 도금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Fig. 3과 같이 Boding 
PAD 부위나 칩 실장부위에 Ni/Ag 도금이 균일하지 

못하게 되면 LED 칩이 실장이 되지 않거나 와이어가 

부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

Fig. 3 Defective Phenomenon of p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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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광체를 가두기 위해서는 격벽을 일정 높이 

이상 적층해야 하는데 이 격벽이 일정높이 이상 높지 

않으면, Fig. 4와 같이 형광체 흘러넘치는 현상이 발생

되게 되므로, 격벽 높이가 100 um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a)정상품           (b)형광체 넘침불량

      Fig. 4 Defective Phenomenon of Wall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지그 및 고정구를 이용하여 도금조의 랙(Rack) 
접점 방식을 변경하고 인가되는 전류량을 조정하여 

도금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Wall 적층 시 사용되는 

인쇄판을 정밀하게 제작하여, Fig. 6과 같이 격벽의 

높이가 130 um 이상 확보하게 되었다.

     (a) Before             (b) after
       Fig. 5 Modified LED plate system

Fig. 6 Measurement of Wall

생산공정 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COH 
패키지 모듈을 양산할 수 있는 생산공정을 확보하였

으며, Fig. 7과 같이 COH 형 LED 제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
상기 COH형 LED 패키지를 바 형태로 만들어 평면

상으로 조립하면 평면 광원을 만들 수 있다. Fig. 8은 

가로등을 제작한 모습을 보여준다. 무게가 2.15 kgf 
정도로 가로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무게임을 

알 수 있다.

Fig. 7 COH LED Product

Fig. 8 Photo. of LED assembly

4. 결론

COB 패키지의 변형된 구조인 COH LED 패키지를 

양산할 수 있는 생산공정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개발

과정 중 발생된 여러 문제점들도 성공적으로 해결하

였다. 개발된 제품을 광원으로 이용하면 향후 방열특

성이 우수한 다양한 일반 조명등 기구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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