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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형광체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Sr3-xSiO5 : Eu2+
x (x는 0 < x ≤1)로 표시되는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

광체, 그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발광다이오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형광체를 이용한 발광다이오드는 넓은 파

장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색순도면에서 우수한 성질을 보이며, 발광다이오드 및 능동 발광형 액정 디스플레이의 후면 광원

에 적용될 때, 매우 높은 발광 효율을 가질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 발광다이오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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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를 이용한 발광다이오드의 개략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험예에 따른 스트론튬실리게이트계 형광체(Sr2.93SiO5:Eu2+
0.07)를 이용한 백색 발광다이오드 칩

(InGaN)과 YAG:Ce의 황색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발광다이오드 칩(InGaN)의 상대휘도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험예에 따른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Sr2.93SiO5:Eu2+
0.07)와 에폭시 수지를 혼합하여 발광다이

오드 칩(InGaN)위에 도포시킨 발광다이오드에 있어서, 에폭시 수지와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의 혼합비율에 따른

CIE 색좌표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

102: 반사컵 104: 발광다이오드 칩

106: 전극선 108: 형광체

110: 외장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형광체에 관한 것이다. 상세히는 스트로튬실리케이트 모체에 활성제 성분으로 유로퓸옥사이드(Eu2O3)를 첨가

하여 혼합되는 공정과, 특정한 조건으로 건조되는 공정과, 특정한 조건의 열처리 공정이 수행됨으로써, 발광다이오드 또는

능동 발광형 액정 디스플레이에 적용되었을 때 매우 높은 발광효율을 가질 수 있는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 그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발광다이오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색(Blue), 녹색(Green) 및 적색(Red) 등의 발광다이오드들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InGaN, GaN, GaAs, ZnO

등의 서로 다른 기판을 제조하여야 된다. 이러한 제조 공정은 서로 다른 반도체 박막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발광다이오

드 제조 공정에 투자비가 많이 들고 제조 단가가 비싸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같은 반도체 박막을 이용하여 청

색, 적색 및 녹색 발광을 하는 발광다이오드 제조가 가능하다면, 제조 비용 및 투자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한편, 조명, 노트북, 핸드폰의 액정 디스플레이용 후면광원이나 백열전구 등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백색 발광다이오드

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상기 백색 발광다이오드를 제조하기 위한 일 방법으로서, InGaN계의 발광다이오드에서 출사되는 빛을 여기 에너지원

(excitation source)으로 사용하는 형광체를 더 도포하는 시도가 있다. 예를 들면, InGaN계의 청색 발광다이오드에 황색

을 내는 YAG:Ce 형광체를 결합하여, 백색 발광다이오드를 제조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청색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하여 백색광을 발광하기 위해, 상기 YAG:Ce나 일부 유기 발광물질(organic

luminescent materials)이외에는 상기 청색 발광다이오드에 의해 여기되는 적합한 형광물질을 찾기가 힘들었다.

즉, 상기 청색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해서는 주로 YAG:Ce의 형광체로 백색 발광다이오드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YAG:Ce 이외의 새로운 형광물질이 절실히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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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질화갈륨계 다이오드에 의해 여기되어 500 ~ 700 nm 영역의 파장대를 가진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 및 그 제조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Sr3-xSiO5 : Eu2+
x (x는 0 < x ≤1)로 표시되는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를 제안한다.

다른 측면에 따른 본 발명은 스트론튬카보네이트(SrCO3), 실리카(SiO2), 및 유로퓸옥사이드(Eu2O3)를 혼합하여 혼합물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혼합물을 건조하는 단계; 및 상기 건조된 혼합물을 환원 분위기에서 열처리하는 단계가 포함되는 스

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의 제조 방법을 제안한다.

또 다른 측면에 따른 본 발명은 발광다이오드 및 상기 발광다이오드에서 출사된 빛에 의해 여기되고, Sr3-xSiO5 : Eu2+
x

(x는 0 < x ≤1)의 화학식을 갖는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가 포함되는 발광다이오드를 제안한다.

또한, 본 발명은 종래의 형광체에 비하여 넓은 파장의 스펙트럼을 보이고, 색순도가 개선되고, 오랜 동작 시간 및 높은 동

작 온도에서도 안정된 발광 특성을 보이는 형광체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설명한다. 다만, 본 발명의 사상이 제시되는 실시예에 제한되지는

아니하고, 구성요소의 부가, 치환 등에 의해서 다른 실시예를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사상에 따르는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의 제조방법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설명한다.

먼저, 스트론튬카보네이트(SrCO3), 실리카(SiO2) 및 유로퓸옥사이드(Eu2O 3) 를 칭량한(Weighing) 뒤에, 소정의 용매하

에서 혼합시킨다.

상세하게는, 상기 물질을 원하는 조성에 따른 소정비로 칭량하고, 효과적인 혼합을 위해 상기 용매는 아세톤을 사용한다.

또한, 상기 아세톤하에서 볼밀링(ball milling) 또는 마노 유발과 같은 혼합기를 이용하여 균일한 조성이 되도록 혼합한다.

여기서, 활성제로 사용되는 유로퓸옥사이드(Eu2O3)는 스트론튬카보네이트(SrCO3)에 대하여 0.001 ~ 0.5 몰비, 바람직

하게는 0.001 ~ 0.3 몰비로 첨가한다.

만일, 상기 유로퓸옥사이드 사용량이 0.001 몰비 미만이면 활성제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충분한 양이 되지 못하며, 0.5 몰

비를 초과하면 농도 소광 현상에 따른 휘도 저하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상기 혼합물을 오븐에서 건조시킨다. 여기서, 건조온도를 100 ~ 150 ℃, 건조시간은 1 ~ 24 시간으로 한다.

이후, 건조된 혼합물을 고순도 알루미나 튜브에 넣고, 상기 알루미나 튜브를 전기로에 넣은 다음, 수소혼합가스의 환원 분

위기에서 열처리를 한다.

여기서, 열처리 온도가 800 ℃ 미만이면 스트론튬실리케이트의 결정이 완전하게 생성되지 못하게 되어 발광 효율이 감소

하게 되고, 1500 ℃를 초과하면 과반응에 의해 휘도가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열처리 온도를 800 ~ 1500 ℃

로 하고, 열처리 시간은 1 ~ 48 시간으로 한다.

상세하게는, 상기 수소혼합가스는 환원 분위기를 위하여, 수소가 2 ~ 25 % 중량 비율로 혼합된 질소 가스를 사용한다.

<실험예>

본 실험에서는, 상기 실시예를 구체적으로 실험하기 위하여, 스트론튬카보네이트(SrCO3), 실리카(SiO2) 및 유로퓸옥사이

드(Eu2O3)를 칭량하여 혼합시키는 용매로 아세톤을 사용하고, 혼합기로 볼 밀링(ball milling) 또는 마노 유발을 사용하여

균일한 조성이 되도록 충분히 혼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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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븐에서의 건조온도는 120 ℃, 건조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열처리온도는 1350 ℃, 열처리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여기서, 환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5 ~ 25%의 수소 혼합가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상기 실험과정을 통해 제조한 Sr2.93SiO5:Eu2+
0.07 인 화학식을 갖는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황색 형광체와 460

nm대의 주피크를 갖는 InGaN의 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하여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장파장 자외선 백색 발광다이오드를

제조하였다.

도 1은 본 발명의 사상이 적용되는 장파장 자외선 백색 발광다이오드의 구조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사상이 적용되는 장파장 자외선 백색 발광다이오드는 반사컵(102)과, 상기 반사컵(102)위에

설치되는 InGaN계의 발광다이오드 칩(104)과, 상기 발광다이오드 칩(104)에서 출사된 빛에 의해서 여기되는 형광체

(108)와, 상기 발광다이오드 칩(104)에 연결되는 전극선(106)과, 상기 발광다이오드 칩(104) 주위 전체를 봉입하는 광투

과성 수지로 이루어진 외장재(110)가 포함된다.

상세하게, 상기 InGaN의 발광다이오드 칩(104)은 전극선(106)에 의해서 외부전원과 연결된다. 그리고, 상기 InGaN계 발

광다이오드 칩(104)으로부터 출사된 광에 의해서 여기되는 형광체(108)가 에폭시 수지와 혼합되어 발광다이오드 칩(104)

의 외측에 형성되고, 상기 형광체(108)를 포함하여 그 주위를 무색 또는 착색된 광투광성 수지로 이루어진 외장재(110)를

사용하여 봉입한다.

다만, 본 발명에 따른 발광다이오드의 구성은 상기 구성예에 한정되지 않고 종래 기술에 따른 구성 요소의 부가, 변경, 삭

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상기 형광체(108)는 에폭시 수지외에도 실리콘 수지와 혼합되어 상기 발광다이오드 칩

(104)의 주위를 몰딩하는 방식으로도 백색 발광다이오드를 구성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해서 장파장 자외선 백색 발광다이오드가 형성된다. 여기서, 광투광성 수지로 에폭시 수지 이외에

실리콘 수지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형광체(108)는 상기 발광다이오드 칩(104)의 외측에 형성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상기 발광다이오드 칩

(104)의 발광층에서 출사되는 광이 상기 형광체(108)의 여기광으로 작용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InGaN계의 발광다이오드 칩(104)은 460nm의 주피크를 갖는 파장의 광을 발생하며, 상기 발광다이오드 칩

(104)으로 여기되는 형광체(108)는 본 발명에 따른 Sr2.93SiO5:Eu2+
0.07 의 조성비를 갖는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

를 사용한다.

백색광이 구현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상기 발광다이오드 칩(104)에서 출사되는 청색의 광(460nm)은 상기 스트

론튬실리케이트 형광체를 통과하게 된다. 여기서, 일부의 광은 스트론튬실리케이트로 이루어진 황색 형광체를 여기시켜

황색을 구현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 광은 청색광으로 그대로 투과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황색 형광체를 통과하며 여기된 황색광과 황색 형광체를 그대로 투과한 청색광이 서로 중첩되어

백색광을 구현하게 된다.

도 2는 상기 실험예에 의해 제조된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를 이용하여 제조한 장파장 자외선 발광다이오드 칩

(InGaN)과 YAG:Ce 황색 형광체를 이용한 자외선 발광다이오드 칩(InGaN)의 빛 발광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여기서, 실선은 본 실험예에 따른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Sr2.93SiO5:Eu2+
0.07)를 이용하여 제조한 백색 발광다이

오드의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점선은 기존의 InGaN 칩을 이용한 발광다이오드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실험례에 의한 장파장 자외선 백색 발광다이오드과 기존의 발광다이오드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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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를 참조하면, 본 실험예에 따른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에 의해 여기되는 빛의 파장은 500 ~ 700nm 영역의 스

펙트럼을 보였고, 상기 형광체를 사용하여 제조된 발광다이오드는 400 ~ 700nm의 넓은 파장의 스펙트럼을 보였으며, 휘

도도 비교례에 비하여 더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본 실험예에 따른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는 오랜 동작시간 및 약 250 ℃까지의 높은 동작온도에서도 고휘도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를 이용하면, 색순도의 개선이 가능하게 되고, 장파장 자외선 발광다

이오드 및 능동 발광형 액정디스플레이에 사용될 경우, 고효율 형광물질로서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도 3은 본 실험예에 따른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Sr2.93SiO5:Eu2+
0.07)와 에폭시 수지를 혼합하여 발광다이

오드 칩(InGaN)위에 도포시킨 발광다이오드에 있어서, 에폭시 수지와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의 혼합비율에 따른

CIE 색좌표(▣)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여기서,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CIE 좌표계를 사용하였으며, 비교를 위해서 청색의 빛을 출사하는 발광다이오드 칩 자체의

CIE 좌표( )와 YAG:Ce 황색 형광물질을 활용한 장파장 자외선 발광다이오드 칩(InGaN)의 CIE 좌표(◆)를 함께 나타내

었다.

도 3에서 (a)~(d)는 상기 발광다이오드 칩에 도포되는 에폭시 수지와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Sr2.93SiO5:Eu2+

0.07)의 혼합비율, 즉 에폭시 수지: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Sr2.93SiO5:Eu2+
0.07)가 (a)의 경우 100마이크로리터 :

0.01 그램, (b)의 경우 100마이크로리터 : 0.015 그램, (c)의 경우 100마이크로리터 : 0.02 그램, (d)의 경우 100마이크로

리터 : 0.025 그램의 비율로 혼합된 경우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험예에 따른 스트론튬실리게이트계 형광체(Sr2.93SiO5:Eu2+
0.07)를 혼합한 비율에 따른

CIE 색좌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본 발명에 따른 형광체를 이용한 발광다이오드는 종래의 YAG:Ce 형광체를 이용한 발

광다이오드보다 백색광의 색순도가 개선되는 것을 알 수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면, 넓은 파장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청색 발광다이오드를 여기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도 효율적인 발광을 하는 형광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백색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색순도면에서 우수한 성질을 보이므로 색순도의 개선이 가능하게 되어 고효율의 형광물질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형광체를 장파장 자외선 발광다이오드 및 능동 발광형 액정 디스플레이의 후면 광원에 적용될 때, 매우 높

은 발광 효율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형광체는 오랜 동작 시간 및 약 250 ℃까지의 높은 동작 온도에서도 발광 특성이 덜 변하게 되어 안

정적으로 동작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음 화학식 1로 표시되는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

[화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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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3-xSiO5 : Eu2+
x (x는 0 < x ≤1)

청구항 2.

스트론튬카보네이트(SrCO3), 실리카(SiO2), 및 유로퓸옥사이드(Eu2O3 )가 혼합된 혼합물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혼합물을 건조하는 단계; 및

상기 건조된 혼합물을 환원 분위기에서 열처리하는 단계에 의해서 Sr3-xSiO5 : Eu2+
x (x는 0 < x ≤1)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퓸옥사이드(Eu2O3)는 스트론튬카보네이트(SrCO3)에 대하여 0.001 ~ 0.5 몰비의 범위로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건조하는 단계에서, 건조온도는 100 ~ 150 ℃, 건조시간은 1 ~ 24 시간의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론튬실리

케이트계 형광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열처리 단계에서, 열처리 온도는 800 ~ 1500 ℃, 열처리 시간은 1 ~ 48 시간의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론튬

실리케이트계 형광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열처리 단계에서, 환원 분위기는 수소 혼합가스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

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 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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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열처리 단계에서, 환원 분위기는 수소가 2 ~ 25 % 중량비율로 혼합된 질소가스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8.

발광다이오드 칩; 및

상기 발광다이오드 칩에서 출사된 빛에 의해 여기되고 다음 화학식 1로 표시되는 스트론튬실리케이트계 형광체가 포함되

는 발광다이오드.

[화학식 1]

Sr3-xSiO5 : Eu2+
x (x는 0 < x ≤1)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형광체에 의해서 여기되는 광은 500 ~ 700 nm의 파장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다이오드.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다이오드 칩은 출사된 광이 반사되는 반사컵 상에 놓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다이오드.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형광체를 여기시키는 발광다이오드 칩은 청색 발광다이오드 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다이오드.

청구항 12.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다이오드 칩 및 상기 형광체는 투광성 수지에 의해 몰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다이오드.

도면

등록특허 10-0574546

- 7 -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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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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