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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 팩키지(8, 8', 8", 208, 408)는 적어도 1개 발광 다이(12, 12", 14, 16, 212, 412)를 받치고 있는 인쇄회로기판(10,

10', 10", 210, 410)을 구비한다. 광전도 덮개(60, 60', 60", 260, 460)는 적어도 1개 발광 다이 위에 배치된다. 상기 덮개

는 인쇄회로기판에 연결된 덮개 둘레부(62, 62', 62", 262, 462)를 한정하는 개방 단부를 갖는다. 인쇄회로기판과 함께하

는 덮개의 내측면은 적어도 1개 발광다이를 함유한 실내 체적(70, 70", 270, 470)을 한정한다. 캡슐형 밀봉제(76, 76",

276, 278, 476)는 적어도 발광 다이를 덮으며 그리고 실내 체적에 배치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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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발광 팩키지에 있어서, 상기 팩키지는:

1개 이상의 발광 다이를 받치고 있으며, 적어도 2개 전기적 단자와, 파워 전달을 위해 적어도 2개 전기적 단자를 1개 이상

의 발광 다이에 연결한 덮개 둘레부를 형성하는 개방 단부를 가진 덮개를 인쇄회로기판과;

인쇄회로기판과 함께한 덮개의 내측면이 적어도 1개 발광 다이를 함유한 실내 체적을 한정하며, 적어도 1개 발광 다이 위

에 배치되지만 적어도 2개 전기적 단자 위에는 배치되지 않고, 인쇄회로기판에 연결된 덮개 둘레부를 한정하는 개방 단부

를 가진 광전도 덮개 및;

실내 체적부에 배치되고, 적어도 발광 다이를 덮는 캡슐형 밀봉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1개 발광 다이와 전기적 단자가 인쇄회로기판의 반대측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

키지.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회로기판은 대체로 평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인쇄회로기판은 적어도 1개 발광 다이에 대응하는 적어도 1개 반사 웰을 구비하고, 각각의 발광 다이는

대응 반사 웰의 내측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캡슐형 밀봉제가 실내 체적을 대략 채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2개 트인구멍은 실내 체적과 소통하고, 상기 트인구멍은: (i)인쇄회로기판, (ⅱ)광전도 덮개, 및

(ⅲ)덮개 둘레부와 인쇄회로기판과의 사이에 연결부 중에서 적어도 1개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트인구멍은: (i)캡슐형 밀봉제의 일부분, 및 (ⅱ)충진재료 중의 하나로 채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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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전도 덮개는 유리 덮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발광 팩키지는, 덮개의 내측면에 배치된 인광체를 부가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발광 팩키지는, 덮개의 내측면과 인광체 사이에 배치된 광학 코팅부를 부가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캡슐형 밀봉제는 실내 체적을 대체로 채우는 실리콘 밀봉제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내 체적은 대체로 덮개 둘레와 인쇄회로기판 과의 사이를 연결하여 대체로 밀폐식으로 밀봉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캡슐형 밀봉제는 덮개 둘레와 인쇄회로기판과의 사이를 연결하여 실내 체적부에 함유된 액체 또는

비-강성 반-고체 캡슐형 밀봉제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 팩키지는: 덮개 둘레와 인쇄회로기판과의 사이를 고정하도록 덮개 둘레와 인쇄회로기판 과의

사이에 배치된 접착제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회로기판은 덮개 둘레를 수용하는 요홈을 구비하는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회로기판은:

적어도 1개 발광 다이용 열 발산작용을 하는 금속제 코어 인쇄회로기판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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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1개 발광 다이는:

캡슐형 밀봉제에 의해 공통적으로 캡슐식으로 밀봉되고 그리고 분리 캡슐형 밀봉제를 구비하지 않는 복수의 베어 발광 다

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 팩키지는 부가로:

광전도 덮개 상에, 안에, 또는 내측부에 배치된 인광체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인광체는 광전도 덮개의 외측면에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인광체는 광전도 덮개에 박혀 설치(embed)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인광체는 광전도 덮개에 인접하고 그리고 적어도 1개 발광 다이(light emitting die)에서 원격되어

있는 캡슐형 밀봉제 부분에 분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2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인광체는 광전도 덮개의 내측면에 배치되고, 상기 캡슐형 밀봉제는 대체로 실내 체적을 채우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인광체는 광전도 덮개의 내측면에 배치되고 그리고;

상기 캡슐형 밀봉제는 (ⅰ)적어도 1개 발광 다이를 덮는 제1부분과 (ⅱ)광전도 덮개의 내측면상에 배치된 인광체를 덮는

제2부분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24.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광전도 덮개 내측에 배치된 인쇄회로기판의 표면은 인광체에 의한 발광용으로 그리고 적어도 1개

발광 다이에 의해 방출된 광을 반사하고; 그리고

광전도 덮개 외측에 배치된 인쇄회로기판의 표면은 상기 인광체에 의해 방출된 광을 반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

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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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발광 팩키지에 있어서, 상기 발광 팩키지는:

적어도 1개 발광 다이;

적어도 1개 발광 다이가 배치된 지지부;

유리 덮개와 지지부가 서로 협력적으로 동작하여 적어도 1개 발광 다이를 함유한 실내 체적을 한정하는, 적어도 1개 발광

다이 위에 지지부에 배치된 유리 덮개 및;

적어도 1개 발광 다이를 캡슐형으로 밀봉하고 그리고 실내 체적에 배치된 캡슐형 밀봉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 팩키지는 유리 덮개 상에, 내에, 또는 내부에 배치된 인광체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인광체는 유리 덮개의 내측면에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캡슐형 밀봉제는 대체로 실내 체적을 채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 팩키지는 부가로:

유리 덮개의 표면에 배치되고, 적어도 1개의 발광 다이에 의해 생성된 광을 반사 또는 흡수하는 광학 코팅과;

상기 광학 코팅이 대체로 인광체에 의해 생성된 광을 전달하는, 실내 체적부에 배치된 인광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인광체는 광학 코팅부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인광체는 유리 덮개에 근접하여 있고 그리고 적어도 1개 발광 다이에서부터 캡슐형 밀봉제의 일부

분에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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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 덮개는 돔 형상과 관 형상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33.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부는 일반적인 평면 지지부이고 그리고 상기 유리 덮개는 일반적인 평면 지지부에 고정된 보통

의 평면 둘레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34.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 덮개는 상기 지지부에 대체로 밀폐식으로 밀봉된 둘레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35.

발광 팩키지에 있어서, 상기 발광 팩키지는:

적어도 1개 발광 다이와;

적어도 1개 발광 다이가 배치된 지지부와;

단일체 덮개와 지지부가 서로 협력적으로 동작하여 적어도 1개 발광체를 함유한 대략 폐쇄된 실내 체적을 한정하는, 적어

도 1개 발광 다이 위에 지지부에 배치된 단일체 광전도 덮개 및;

적어도 1개 발광 다이를 캡슐형으로 밀봉하고 실내 체적에 배치된 캡슐형 밀봉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

키지.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적어도 2개 트인구멍이 실내 체적과 소통하고, 상기 트인구멍은: (i)지지부, (ⅱ)광전도 덮개, 및 (ⅲ)광

전도 덮개와 지지부 사이에 계면 중에서 적어도 1개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캡슐형 밀봉제가 대체로 실내 체적을 채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 팩키지는 부가로:

단일체 광전도 덮개 상에, 내에, 또는 내측부에 배치된 인광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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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캡슐형 밀봉제는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40.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캡슐형 밀봉제는 액체 밀봉제와 비-경성 반-고체 밀봉제 중의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

키지.

청구항 41.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부는 반사성 코팅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42.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부는 발열 코어를 함유한 인쇄회로기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43.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단일체 광전도 덮개는:

무기물 무정형 광전도 덮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청구항 44.

발광 팩키지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인쇄회로기판에 적어도 1개의 발광 다이를 전기적 및 기구적으로 연결하는 단계와;

고정된 광전도 덮개와 인쇄회로기판이 서로 협력적으로 동작하여 실내 체적을 한정하고, 광전도 덮개는 적어도 1개 발광

다이를 덮는, 상기 인쇄회로기판에 광전도 덮개를 고정하는 단계 및;

실내 체적에 캡슐형 밀봉제를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광전도 덮개에 또는 그 안에 인광체를 배치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발광 팩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인광체 배치단계는:

(i)정전기 코팅, (ⅱ)슬러리 코팅 및 (ⅲ)분무 코팅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 광전도 덮개의 내측면 상에 인광체를 배치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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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7.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인광체를 배치하는 단계는:

광전도 덮개의 표면에 접착제를 부여하는 단계와;

접착제에 인광체 분말을 적용하는 단계 및;

상기 접착제를 경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48.

제47에 있어서, 상기 접착제는 광전도 덮개의 오목한 내측면에 배치되고, 그리고, 상기 인광체 분말의 적용은, 광전도 덮개

의 내측에 인광체 분말을 투여하는폴링(pouring) 단계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49.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접착제는 광전도 덮개의 볼록한 외측면에 배치되고, 그리고 인광체 분말 적용은 인광체 분말에 광

전도 덮개의 외측면을 담그는 딥핑(dipping) 단계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50.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캡슐형 밀봉제를 배치하는 단계는:

광전도 덮개를 고저하기 전에 인쇄회로기판에 적어도 1개 발광 다이를 캡슐형으로 밀봉하는(encapsulating) 단계를 함유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51.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캡슐형 밀봉제를 배치하는 단계는:

광전도 덮개를 인쇄회로기판에 고정한 후에 실내 체적부에 상기 캡슐형 밀봉제를 인젝트 하는 단계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발광 팩키지 제조방법.

청구항 52.

표면에 인광체를 배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표면에 접착제를 배치하는 단계와;

인광체 분말을 접착제에 적용하는 단계 및;

상기 접착제를 경성으로 하는(hardening)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면에 인광체를 배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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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은 오목한 표면이며, 상기 접착제는 오목한 면에 배치되고, 그리고 인광체 분말의 적용은:

오목한 면의 내측에 인광체 분말을 투여하는 폴링 단계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면에 인광체를 배치하는 방법.

청구항 54.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표면은 볼록한 표면이며, 상기 접착제는 볼록한 면에 배치되고, 그리고 인광체 분말의 적용은:

볼록한 면을 인광체 분말을 투여하는 폴링 단계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면에 인광체를 배치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조명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단일-칩과 복합-칩 발광 다이오드 성분과 발광 다이오드 성분을 제조하는 방

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발광 팩키지에 관한 것으로서, 모놀리식 발광 다이오드 어레이 다이스, 엣

지-방출 레이저 다이스, 수직 공동 발광 다이스 또는 모놀리식 레이저 어레이 다이스, 유기 전기 발광 디바이스 또는 유기

전기 발광 어레이 디바이스 등과 같은 팩키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의 발광 팩키지와 성분은 일반적으로 1개

이상의 광원을 이용하는 임의 적용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배경기술

발광 다이오드 성분은 소형의 우툴두툴한 신뢰할 수 있는 팩키지를 제공한다. 발광 다이오드는 시각 스펙트럼에 걸쳐있으

며 스펙트럼의 적외부와 자외부쪽으로 연장 형성된 많은 색상으로 개발되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발광 다이오드가

협폭 스펙트럼 범위에서 광을 방출하는 반면에, 주 칼라 발광 다이오드는 백색광을 방출하도록 결합될 수 있다. 백색광을

발생하기 위한 다른 접근방식에서는, 청색, 자색, 자외색 발광 다이오드가 적절한 인광체와 결합하여 백색광을 생성한다.

나머지 색상은 유사하게 발광 다이 성분, 인광체, 및 다이 성분과 인광체의 조합물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다.

발광 다이오드 성분 또는 팩키지가 갖는 문제는 광출력 세기와 관련한다. 조기 방열 다이오드는 일반적으로 낮은 광출력

세기를 갖고 그리고 백열등과 형광등과 대비하여 경쟁성이 없다. 크리스탈 성장, 디바이스 구조, 팩키지 방법, 인광체 재

료, 및 그와 같은 종류의 것에 향상이 대체로 현대 발광 다이오드 팩키지의 출력 광의 세기를 향상시키었다. 그리고, 여전

히, 출력광 세기의 향상은 연구대상인 것이다.

발광 다이오드 성분과 팩키지가 갖는 다른 문제는 표면의 거칠함과도 관련된다. 리드 프레임에 다이스를 접합하는 것과 같

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팩키지 기술은 상당히 허약한 발광 팩키지를 생성한다. 또한, 발광 다이오드 성분과 팩키지를 복잡

하게 만드는 경향도 있다. 일반적인 단일-칩 팩키지는 예를 들어, 발광 다이오드 다이(die), 리드 프레임, 발광 다이오드 다

이와 리드 프레임 위에 배치된 캡슐형 밀봉제, 및 상기 캡슐형 밀봉제에 설치된 인광체(phosphor)를 구비한다.

복합 칩 팩키지는 일반적으로 복잡성이 더욱 증가한다. 그러한 복합 칩 팩키지의 예로서 로베리(Lowery)의 미국특허

6,504,301호가 원통형 케이싱과 형광 평판을 함유한 하우징에 배치된 지지부에 있는 복수개의 발광 다이스가 일반적으로

와이어-접합된 상호 연결부를 함유한 다양한 정렬방식을 나타내었다. 바레츠(Baretz)의 미국특허 6,660,175호는 유사한

복합 칩 팩키지를 개시한 것이다. 바레츠는 하우징 내측에 배치된 캡슐형 밀봉제에 함유된 인광체를 개시한 것이다. 상기

로베리와 바레츠 특허와 같은 복잡한 복합 칩은 제조성, 신뢰성, 및 제작비에 역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발광 다이오드 팩키지와 성분이 갖는 다른 문제는 작동 수명에 있다. 자외선 또는 단-파장 가시 광선의 인광체

파장 변환을 이용하는 팩키지의 성능은 일반적으로, 자외 또는 단파장 가시 광의 조사에 의해 야기되는 캡슐형 밀봉제 또

는 다른 물질의 변색 또는 다른 기능저하로 인해서 초과 시간이상으로 품질이 떨어진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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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술된 제약 및 다른 결함들을 극복하는 개량된 장치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 면에 의거, 발광 팩키지가 개시된다. 인쇄회로기판은 적어도 1개의 발광 다이를 받치고 있으며 그리고 적어

도 2개 전기적 단자를 구비한다. 인쇄회로기판의 인쇄회로는 적어도 1개 발광 다이를 적어도 2개 전기적 단자에 연결하여

인쇄회로에 파워를 제공한다. 광전도 덮개는 적어도 1개의 발광 다이 위에 배치되지만, 적어도 2개 전기적 단자에는 연결

되지 않는다. 상기 덮개는 인쇄회로기판에 연결된 덮개 둘레부를 한정하는 개방 단부를 갖는다. 인쇄회로기판과 함께하는

덮개의 내측면은 적어도 1개 발광 다이를 함유한 실내 체적부를 한정한다. 캡슐형 밀봉제가 실내 체적부에 배치되고 그리

고 적어도 발광 다이를 덮는다.

본 발명의 다른 일 면에 따라서, 발광 팩키지가 개시된다. 지지부는 지지부에 배치된 적어도 1개의 발광 다이를 갖는다. 유

리 덮개는 적어도 1개 발광 다이 위에서 지지부에 배치된다. 유리 덮개와 지지부는 적어도 1개의 발광 다이를 함유한 실내

체적부와 협력 동작하여 형성된다. 캡슐형 밀봉제는 실내 체적부에 배치되어 적어도 1개 발광 다이를 캡슐 형태의 모양으

로 에워 싼다.

본 발명의 다른 면에 따라서, 발광 팩키지가 개시된다. 지지부는 지지부 위에 배치된 적어도 1개 발광 다이를 갖는다. 단일

체 광전도 덮개는 적어도 1개 발광 다이 위에 있는 지지부에 배치된다. 단일체 덮개와 지지부는 상호 협력적으로 동작하여

적어도 1개 발광 다이를 함유한 대략적으로 폐쇄된 실내 체적을 한정한다. 캡슐형 밀봉제는 실내 체적부에 배치되어, 적어

도 1개 발광 다이를 캡슐형태로 밀봉한다.

본 발명의 다른 면에 따라서, 발광 팩키지를 제조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적어도 1개의 발광 다이가 인쇄회로기판에 전기적

및 기구적으로 연결된다. 광전도 덮개는 인쇄회로기판에 고정된다. 광전도 덮개는 적어도 1개 발광 다이를 덮는다. 고정된

광전도 덮개와 인쇄회로기판이 상호 협력적으로 동작하여 실내 체적을 한정한다. 캡슐형 밀봉제는 실내 체적부에 배치된

다.

본 발명의 다른 면에 따라서, 표면에 인광체를 배치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접착제는 표면에 배치된다. 인광체 분말이 상기

접착제에 적용된다. 상기 접착은 경화처리를 받게 된다.

본 발명의 많은 다른 특징과 이득을 첨부도면을 참고로 이하에 기술하는 기재 내용으로 당분야의 기술인은 본 발명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예

도1 내지 도3을 참고로 설명한다. 발광 팩키지(8)는 1개 이상의 발광 칩 또는 다이가 배치된 인쇄회로기판(10)을 구비한

다.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은 양호하게 대체로 열 전도성인 것이다. 예를 들면, 금속코어 인쇄회로기판이 이

용된다. 설명된 실시예에서는, 3개 발광 칩 또는 다이스(12, 14, 16)가 회로기판(10)에 배치되었지만; 다이스의 수는 1개

다이스, 2개 다이스, 또는 3개 이상의 다이스 일 수 있다. 상기 다이(die) 또는 다이스(dice)는 Ⅲ-질화물 청색 또는 자외

발광 다이오드, 적생 그룹 Ⅲ-인화물 또는 그룹 Ⅲ-비소화물 발광 다이오드, II-VI 발광 다이오드, IV-VI 발광 다이오드,

실리콘 또는 실리콘-게르마늄 발광 다이오드,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것이다. 임의 실시예에서, 다이 또는 다이스는 단면

발광 레이저 또는 수직 공동면 발광 레이저 이다. 상기 발광 칩 또는 다이스도 유기 전기 발광 다이오드(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또는 디바이스 일 수 있다. 각각의 발광 다이 또는 다이스는 베어 다이(bare die) 일 수 있으며 또는 각각

의 다이 또는 다이스는 개별 밀봉제를 구비할 수 있다. 또한, 다이 또는 다이스는 발광 다이오드 메사, 수직 공동면 발광 레

이저 메사(mesas)의 모놀리식 어레이(monolithic array) 일 수 있다. 상술된 실시예에서, 다이스(12, 14, 16)는 대응 반사

웰(22, 24, 26)에 배치되지만; 다이 또는 다이스는 인쇄회로기판(10)의 평탄면에 장착되거나 또는 상승 지주(raised

pedestals) 또는 다른 승진 지지 구조체(elevated support structures)에 장착될 수 있다. 임의 실시예에서,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이 배치된 인쇄회로기판(10)의 측부 일부분 또는 전부가 기판상에 배치된 반사층을 가지어서 팩키지

(8)로부터의 광 추출을 향상시킨다.

도3을 참고로 설명하면, 도시된 인쇄회로기판(10)은 절연층(32, 34)사이에 개재된 1개 이상의 인쇄회로층(30)을 구비한

다. 일반적으로, 전기적 패드는 인쇄회로층(30)이 있는 다이스(12, 14, 16)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절연층(32)을 통해

지나가는 적절한 길(vias)를 사용하는 인쇄회로기판(10)의 다이 부착면에 형성된다. 다이 또는 다이스(12, 14, 16)는 다음

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쇄회로기판(10)에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부착되며, 다양한 방식에는: 인쇄회로기판(10)의 전

기적 패드에 다이 전극을 플립-칩 접합하는 방식; 인쇄회로기판(10)의 전기적 패드에 다이 전극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와이어 본드를 사용하고 기판(10)에 다이를 솔더링하는 방식; 인쇄회로기판(10)에 차례로 장착되는 리드 프레임(도시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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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상기 다이를 솔더링하는 방식; 기타 등.등,의 방식이 있다. 상기 다이 부착물은 발광 다이 또는 칩과 인쇄회로기판 또

는 다른 지지부 사이에 배치되거나 또는 칩과 리드 프레임 사이에 배치되는 서브-마운트(도시 않음)를 구비할 수 있다. 또

한, 본원에 설명되는 바와 같은 개별 다이스를 장착하기 보다는, 공통 기판에 형성된 모노릴식 발광 다이오드 어레이를 이

용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의도된 실시예에서는 공통 기판이 인쇄회로기판(10)에 용접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고정되고, 그

리고 개별 발광 메사 또는 구조에 대한 전기적 연결이 공통 기판상에 형성된 전도성 트레이스(trace)인 와이어 본딩으로

만들어진다. 선택적으로, 투명한 공통 기판을 가진 모놀리식 어레이가 발광 메사 또는 구조의 전극이 전기적 패드에 직접

접합되는 플립-칩 장착방식에 적합한 구조로 할 수 있다.

인쇄회로기판(10)은 양호하게 그라운드 평판 또는 금속 코어(38)와 같은 열 발산 구조를 부가로 구비하여 발광 칩 또는 다

이스(12, 14, 16)의 열을 발산시킨다. 선택적으로, 절연 백-판(도시 않음)을 다이 부착면에서 원거리에 있는 금속 코어(38)

의 측부에 배치한다. 열 발산(heat sink)은 로우 파워 조명 팩키지, 열 발산면에 설치된 팩키지, 또는 그와 같은 것들에서

선택적으로 누락시킨다. 또한, 인쇄회로 층 또는 층들(30)은 임의 실시예에서 적절한 열 발산동작을 할 수 있다. 다른 실시

예에서, 절연층(32, 34)을 형성하는 재료 또는 재료들은 상기 층들에서 발열동작을 발휘하도록 열적 전도성이 있는 것으로

선택한다.

인쇄회로기판(10)은 선택적으로 인쇄회로층(30)에 의해 발광 다이스(12, 14, 16)를 횡단하여 연결된 1개 이상의 제너 다

이오드를 구비한 제너 다이오드 성분(44)과 같은 상관 전기적 성분을 지원하여, 다이스용 정전기 방전 보호부를 제공한다.

유사하게, 전기적 파워 변환 회로, 파워 조절 회로, 정류 회로,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것들이 인쇄회로기판(10)에 추가 성

분으로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성분은 1개 이상의 분리 성분으로 또는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로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전기적 플러그, 어댑터, 전기적 단자(46)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것들을 상기 인쇄회로기판(10)에 배

치할 수 있다. 임의 실시예에서는 1개 세트 보다 많은 전기적 단자를 구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일렬

의, 병렬의, 또는 일렬-병렬의 다수의 발광 팩키지를 상호연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쇄회로층(30)은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에 전기적 단자(46)를 연결하는 트레이스를 구비하여, 전기적 단자(46)에 가해진 적절한 전기 파워가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과 제너 다이오드 성분(44)과 같은 상관 회로(필요 시)에 에너지를 활성화 시킨다. 인쇄회

로기판(10)은 발광 팩키지(8)를 기구적으로 설치 또는 고정시키기 위해 장착 소켓, 장착 개구(50, 52) 또는 그와 같은 다른

구성물을 구비할 수 있다.

상기 인쇄회로기판(10)은 일 예이다. 다른 타입의 인쇄회로기판 또는 다른 지지 구조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인

쇄회로 트레이스는 절연층(32, 34)사이에 개재되기 보다는 바닥면에 그리고/또는 다이 부착면에 배치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인쇄회로기판은 절연 지지부에서 기화되어 패턴을 형성하거나 또는 다르게 형성된 전도성 트레이스를 가진 전기적

절연 지지부 이다. 또한, 열 싱크는 인쇄회로기판을 예를 들면, 열 싱크에 용접된 또는 다르게 기구적으로 고정된 발광 다

이 또는 다이스와 전기적 패드에 접합된 다이 전극으로, 인쇄회로기판을 대신할 수 있다.

계속하여, 도1 내지 도3을 참고로 설명한다. 발광 팩키지(8)는 부가로,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위에 배치된 광전

도 덮개(60)를 구비한다. 광전도 덮개는 인쇄회로기판(10)과 연결된 덮개 둘레부(62)를 형성한 개방 단부를 갖는다. 상술

한 실시예에서, 인쇄회로기판(10)은 광전도 덮개(60)의 둘레(62)를 수용하는 선택적 환형상 요홈(66)을 구비하고, 상기 덮

개는 발광 팩키지(8)에서 반구형의 돔 형상 덮개이다. 상기 요홈(66)은 인쇄회로기판(10)상에 덮개(60)가 위치 설정되게

안내하고 그리고 또한 선택적으로 상기 기판에 덮개를 고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임의 실시예에서는 환형상 요홈

(66)이 생략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인쇄회로기판(10)에 덮개(60)의 배치를 자동화 조립체 지그에 의한 것과 같이 다른

수단에 의해 위치 설정한다.

광전도 덮개(60)는 접착에 의한 방식, 둘레(62)와 요홈(66) 사이에 억지끼움에 의한 방식, 파스너에 의한 방식, 또는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다양한 방식으로 인쇄회로기판(10)에 고정된다. 인쇄회로기판(10)과 함께하는 광전도 덮개(60)는 발광 다

이스 또는 칩(12, 14, 16)을 함유한 실내 체적(70)을 한정한다. 임의 실시예에서, 인쇄회로기판(10)과 광전도 덮개(60)의

둘레(62)간에 연결은 실내 체적(70)을 대략 밀폐식으로 밀봉한 대체로 공기 기밀한 밀봉 연결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인쇄

회로기판(10)과 둘레(62)사이에 연결은 밀폐식 밀봉이 아닌, 1개 이상의 갭, 트인구멍, 또는 그와 같은 여유 부분을 함유한

밀봉으로 이루어진다.

덮개(60)의 내측면에는 인광체(72)(도3에서 점선으로 표기)가 선택적으로 배치된다. 배치 시에는, 상기 인광체가 발광 다

이스 또는 칩(12, 14, 16)에 의해 생성된 대략 모든 또는 일부 광의 소망 파장으로의 변환을 생성하는 것으로 선택된다. 본

원에 기재된 "인광체" 표현은 선택된 파장 변환을 생성하도록 선택된 2개 이상의 화학적으로 구별되는 개별 합성물의 단일

인광 화합물 또는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적절한 인광 화합물의 예를 표1에 나타내었다. 당 분야의

기술인은 특정한 광 변환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다른 인광체를 용이하게 선택할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발광 다이스 또

는 칩(12, 14, 16)은 그룹 Ⅲ-질화물 발광 다이오드와 같은 청색, 자색, 또는 자외색 이미터이고, 그리고 인광체(72)는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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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 16)에 의해 발생된 대부분의 또는 대체로 모든 광을 백색 광으로 변환시킨다. 다른 실시예에서,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은 그룹 Ⅲ-질화물 발광 다이오드와 같은 청색 광 이미터이고, 그리고 인광체(72)는 일부 청색 광을 황색 광

으로 변환시키는 황색 인광체이고, 여기서 직접 청색 광과 간접 황색 인광체 발생 광이 화합하여 백색 광을 생성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은 청색, 자색, 자외색 이미터이고, 그리고 인광체(72)는 녹색, 황색, 적색 등

등과 같은 선택된 색상의 광으로 변환되어, 발광 팩키지(8)가 색채 광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기술되는 실시예로서, 대체로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에 의해 생성된 광 변환은 선택된 파장으로 출력하는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의

적절한 선택과 인광체(72)의 적절한 선택으로 실시된다. 임의 실시예에서 인광체(72)가 생략되고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12, 14, 16)에 의해 생성된 직접 광이 발광 팩키지의 출력 광이 된다.

임의 실시예에서, 광전도 덮개(60)는 유리 덮개이며, 여기서 "유리"는 실리카-기본 재료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대체로 무

기질 무정형 광전도재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덮개(60)를 유리로 하면, 플라스틱 또는 다른 유기질 덮개를 능가하는

임의적인 잇점이 있다. 유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플라스틱보다 열 안정성이 더 우수하다. 유리는, 파장-선택 반사성 코

팅, 파장-선택 흡수성 코팅,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코팅과 같은 광학 코팅으로 보다 용이하게 코팅된다. 또한, 유리는 일반

적으로 대부분의 플라스틱과 대비되는 긁힘에 대한 내성이 더 크다. 또한, 유리는, 상기 파장에서의 광이 시간 초과 시에

변색하거나 또는 광 변환 플라스틱의 광학 품질을 저하하기 때문에,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이 자외선 또는 단파

시각 광을 생성하는 실시예에서 특히 유익한 것이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광전도 덮개(60)가 플라스틱 또는 다른 유기질

광전도 재료로 만들어진다. 또한, 다르게 고려되어 실시된 실시예에서는, 덮개(60)를 수정과 같은 결정구조의 광전도 재료

로 만든다. 상기 결정체는 일반적으로 유리 덮개의 많은 잇점을 공유한다.

또한, 인쇄회로기판(10)은 광 추출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반사성 코팅 또는 반사면을 가질 수 있다. 임의 실시예

에서,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과 덮개(60)가 배치된 인쇄회로기판의 전체 면이 인광체(72)에 의해 생성된 광과 발

광 칩에 의해 생성된 광을 반사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덮개(60)에 의해 덮여진 인쇄회로기판면의 부분 또는 영역이 인광

체(72)에 의해 생성된 광과 발광 칩에 의해 생성된 광을 반사하는 반면에, 덮개(60)의 외측에 인쇄회로기판면의 부분 또는

영역이 기본적으로 인광체(72)에 의해 생성된 광을 반사한다. 뒤에 실시예는 대체로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에 의

해 생성된 대체로 모든 직접 광이 인광체에 의해 변환될 때에 적절한 것이어서, 출력 광은 대체로 전체적으로 인광체로 인

한 것이다. 덮개(60)의 외측과 내측면 또는 다른 반사 코팅을 사용하여, 각각의 반사 코팅 또는 표면을 반사성질이 있는 광

스펙트럼에 맞게 독립적으로 최적하게 한다.

덮개(60)를 기술하면서 본원에 사용된 "광전도" 표현은 발광 팩키지(8)에 의해 생성된 소망 광 출력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

하면 된다. 상기 광 출력은, 주어진 경우에,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에 의한 조사(照射)에 반응하여 인광체(72)에

의해 발생된 광을 포함한다. 임의 실시예에서, 상기 광 출력은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에 의해 생성된 직접 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뒤에 실시예의 예는 백색 출력 광이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에 의해 방출된 청색 광과

인광체(72)에 의해 방출된 황색 광이 혼합된 백색 광이거나 또는 인광체(72)가 완전히 생략된 실시예이다. 발광 다이스 또

는 칩(12, 14, 16)에 의해 생성된 직접 광이 출력 광에 도움을 주는 곳에서, 상기 덮개(60)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직접 광을

광전도하게 된다. 다른 한 편, 출력 광이 인광체(72)에 의해 단독으로 생성되는 실시예에서는, 상기 덮개(60)가 인광체 출

력용 광전도성이지만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에 의해 생성된 직접 광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반사 또는 흡

수 한다. 상기 발광 팩키지의 예로는 출력 백색 광이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에 의해 생성된 자색 또는 자외색 광

에 반응하는 인광체(72)에 의해 생성된 백색 발광 팩키지가 있다.

인광체(72)는 예를 들어 정전기 코팅, 슬러리 코팅, 분무 코팅,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코팅과 같은 적절한 인광체 코팅 공

정을 사용하여 광전도 덮개(60)의 내측면에 적용된다. 또한, 인광체는 덮개(60)의 내측면상에 옆에 임의 장소에 배치된다.

예를 들어, 상기 인광체는 예를 들어 분무 코팅, 외부면 코팅, 또는 그와 같은 것을 사용하여 덮개(60)의 외측면에 가해지거

나 또는, 덮개(60)의 내측과 외측면 양쪽에 가해지게 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인광체는 광전도 덮개(60)를 이루는 재

료에 설치된다. 그런데, 인광체가 대부분의 유리 또는 결정 재료에 용이하게 설치되지는 않는다. 임의 실시예에서, 상기 인

광체는 덮개(60)의 내측면 및/또는 외측면에 회전가공되거나 다르게 코팅되는 유리 결합제에 배치된다.

적절한 인광체 공정에서, 덮개(60)의 내측면은 접착제로서 작용하는 액체 또는 저점성 반-고체 재료로 형성된다. 액체 재

료는 예를 들어, 액체 에폭시 또는 실리콘이 될 수 있다. 상기 접착재료는 아세톤 또는 메틸 이소부틸 케톤(MIBK)과 같은

적절한 용제에 작업 형성물 또는 그 용액을 분무, 브러싱, 또는 딥핑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음,

인광체가 분말 형태의 인광체를 더스팅(dusting), 딥핑(dipping) 또는 폴링(pouring)하여 피복된다. 예를 들면, 유동 인광

체 분말(pour phosphor powder)은 덮개(60)의 오목한 내측면에 적절히 흘러간다. 다르게는, 일반적으로 덮개(60)의 외측

면을 코팅하는데 사용되는 양호한 방법으로 딥핑이 있다. 이때, 상기 접착제는 용제 기화, 가열, 또는 UV경화, 또는 그와

같은 종류에 것으로 단단하게 되어 인광체 층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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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의 인광체 피복과 하드 공정(hardening process)의 반복 또는 다양한 조합을 실시하여 예를 들어, 다수 인광체 또

는 인광체 혼합물을 피복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필요한 두께 또는 층으로 된 구조를 구한다. 선택적으로, 인광체 코팅은

투명한 접착제 또는 다른 적절한 재료로 이루어진 최종 층으로 덮여져서 발광 다이스(12, 14, 16)에서 나오는 주변 자외선

광 또는 과도한 방사 광을 여과한다.

선택적으로, 광전도 덮개(60)는 인광체(72) 근방에서 1개 이상의 광학 코팅부를 함유한다. 임의 실시예에서, 반대-반사 코

팅이 덮개(60)의 내측 및/또는 외측 면에 가해져서 광전도를 향상한다.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에 의해 생성된 직

접 광이 출력 광 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실시예에서, 광전도 덮개(60)는 선택적으로 파장-선택 반사 코팅부를 함유하여, 인

광체(72)와 상호 작용하는 추가 기회가 있는 실내 체적부(70)쪽으로 직접 광을 역반사시킨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광전도 덮개(60)는, 단일체 유리 덮개, 단일체 성형 플라스틱 덮개, 또는 그와 같은 단일체 덮개이다.

단일체로 덮개(60)를 제작하여 발광 팩키지(8)의 조립이 간단하게 된다. 단일체 덮개(60)의 다른 잇점은 실내 체적(70)의

대략적 밀폐 밀봉이 인쇄회로기판(10)과 덮개(60)의 둘레부(70)와의 사이에 대략적인 밀폐 밀봉을 보장하여 구해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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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광전도 덮개(60)는 빛의 산란을 증진하는 면, 프레스넬 렌즈 외형상 또는 다른 빛 굴절 특성을 가지어서, 공간상

에서 매우 균일한 광 출력을 발생한다. 유사하게, 광전도 덮개(60)는 샌드와 같은 것으로 에칭되어져 빛 산란을 하는 윤을

지운 유리(frosted glass)로 제조할 수 있다.

특히, 도3을 참고로 하여 설명하면, 실내 체적(70)은 조명 팩키지(8) 내에서 대체로 캡슐형 밀봉제(76)로 채워진다. 예를

들어, 캡슐형 밀봉제(76)는 실리콘 캡슐형 밀봉제, 에폭시 캡슐형 밀봉제, 또는 그와 같은 류의 것이다. 상기 캡슐형 밀봉제

(76)는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에 의해 발생된 빛을 통과시키는 투명한 것으로서,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 밖으

로의 광 축출을 향상하고 그리고 양호하게 인광체(72)와 광 결합도 향상하는 굴절 인덱스-매칭 재료로서 작용하고, 그리

고 발광 다이스(12, 14, 16)에 의해 직접 광이 생성는 경우에는, 상기 팩키지 광 출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양호하게 덮

개(6)쪽의 빛 전송을 향상시킨다.

임의 실시예에서, 인광체는 캡슐형 밀봉제(76)와 동일한 재료로 이루어진 결합 물질에 확산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인광

체-결합 재료를 캡슐형 밀봉제(76)와 우수한 굴절 인덱스가 어울리는 다른 재료로 한다. 상기 인광체(72)가 덮개(60)의 내

측면을 따라서 있는 것으로 도3에 도시되어져 있지만, 임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인광체(72)가 덮개(60)의 내측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격진 거리로 실내 체적(70)에 배치된 캡슐형 밀봉제(76) 쪽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임의적으

로 예상할 수 있는 실시예에서는, 상기 인광체가 캡슐형 밀봉제(76)에 분산되고, 그리고 캡슐형 밀봉제(76)를 통해 일정하

게 분포된다. 그리고, 국제공보 WO 2004/021461 A2호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구조에서는 발광 다이스 또는 칩에서

인광체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유효한 잇점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양호한 실시예에서, 상기 인광체는 덮개(60)의 내측면

에 배치되거나 또는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보다 덮개(60)에 더 가깝게 배치된다.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이 베어 다이스(bare dice) 즉, 개별적으로 캡슐 포장되지 않은 실시예에서는, 캡슐형 밀

봉제(76)가 습기나 다른 해로운 환경에 노출시킴으로서 인해 발생한 손상으로부터 칩을 보호하는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의 공통 캡슐형 밀봉제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캡슐형 밀봉제(76)는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의 포팅을 제

공하여 조명 팩키지(8)를 더욱 거칠게하고 그리고 진동 또는 다른 기구적 혼란으로 발생하는 해로움에 대한 내성이 향상된

조명 팩키지(8)를 만든다.

임의 실시예에서, 상기 덮개(60)는 인쇄회로기판(10)에 밀봉되고 그리고 캡슐형 밀봉제(76)는 광전도 덮개를 밀봉한 후에

실내 체적(70)안으로 주입된다. 상기 밀봉제를 주입하기 위해, 트인구멍(80, 82)이 인쇄회로기판(10)에 설치된다. 다르게

는, 상기 트인구멍은 인쇄회로기판과 덮개 둘레와의 사이에 계면 또는 광전도 덮개에 설치될 수도 있다. 적어도 2개의 상

기 구멍(80, 82)을 양호하게 제공하여서, 캡슐형 밀봉 재료가 1개 트인구멍 안으로 주입되는 동안에, 대체 공기가 다른 트

인구멍을 경유하여 빠져나갈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단일 신장된 또는 다른 방향으로 확장된 트인구멍이 사용되어

내부흐름 캡슐식 밀봉물 및 외부흐름 대체 공기용 공간(room)을 제공한다.

실내 체적(70)이 대체로 밀폐식으로 밀봉된 실시예에서, 주입식 캡슐형 밀봉제(76)는 밀폐식으로 밀봉된 실내 체적(70)에

함유된 액체 또는 비-경성, 반-고체 밀봉제이다. 액체 또는 비-경성 반-고체 밀봉제는 일부 실시예에서는 밀페식 밀봉부

가 밀봉제의 누설을 방지함으로, 경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겨지게 된다. 또한, 선택적으로, 밀폐식 밀봉은 어느 정도의 압력

을 받아서 밀봉제가 주사되게 하여서, 밀봉제가 대기압 보다 높은 압력으로 있다. 임의 실시예에서는 실내 체적(70)이 밀

폐식으로 밀봉되지 않으며, 따라서, 일부의 주입된 캡슐형 밀봉제 물질이 밖으로 누설될 수 있다. 상당히 높은 고 점성의

밀봉 재료용으로, 누설 밀봉물의 량을 제약하고 그리고, 상기 누설 밀봉 재료가 주입된 밀봉제를 경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고체로 경성으로 할 때에 실내 체적(70)의 밀봉을 도와주는 범위에서는 유익한 것임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도1 내지 도3을 참고로 하고 그리고 부가로 도4를 참고로 하여 기술하면, 조명 팩키지(8)를 제작하는 일 예의 공

정(100)을 기술한 것이다.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 14, 16)은 다이 부착 공정(102)에 인쇄회로기판(10)과 기계적 및 전기

적으로 연결된다. 다이 부착은 플립 칩 접합, 솔더링, 와이어 본딩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접합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

별적으로, 광전도 덮개(60)의 내측면(및/또는 선택적으로 외측면)은, 만일 상기 인광체(72)에 코팅된다. 덮개가 인광체를

가진 실시예에서는 인광체 작업 공정(104)이 생략되며 대신에 인광체가 덮개(60)를 성형하는 중에 또는 다르게 형성하는

중에 합체된다. 다음, 상기 덮개는 고정되고, 밀봉 공정(106)에서 인쇄회로기판(10)에 선택적으로 밀봉된다. 밀봉 공정

(106)은 실내 체적(70)을 형성하고, 상기 실내 체적은 선택적으로 밀페식으로 밀봉된다. 다음, 캡슐형 밀봉제(76)가 캡슐

형 밀봉제 분사공정(108)에서 트인구멍(80, 82)을 통해 실내 체적(70)에 분사된다. 캡슐형 밀봉제는, 만일 캡슐식 밀봉물

이 경화작업을 필요로 하면, 경화공정(110)에서 경화된다. 캡슐형 밀봉물이 분사 된 후에 선택적으로 트인구멍(80, 82)이

밀봉 공정(112)에서 적절한 밀봉재료로 밀봉된다. 임의 실시예에서, 캡슐형 밀봉제(76)가 또한, 트인구멍(80, 82)을 밀봉

하고 그리고 이러한 실시예에서는 분리식 밀봉 공정(112)이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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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를 참고로 하여 설명하면, 다른 조명 팩키지(8')는 인쇄회로기판(10')과 덮개 둘레부(62')를 형성한 개방단부를 가진 광

전도 덮개(60')를 구비하고, 상기 부분은 도5에서 설명되며 각각 조명 팩키지(8)의 인쇄회로기판(10), 덮개(60), 및 덮개

둘레부(62')에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조명 팩키지(8')는 도5의 외부 사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조명 팩키지의 대부분의 다

른 성분들을 구비하는 것이다. 조명 팩키지(8')는, 조명 팩키지(8)의 전기적 단자(46)가 인쇄회로기판(10')의 후면에 배치

된 4개 전기적 단자(46')에 의해 조명 팩키지(8')에 대체되는 도1 내지 도3의 조명 팩키지(8)와는 다른 것이다. 전기적 단

자(46')는 인쇄회로기판(10')상에 또는 그 안에 있는 적절한 인쇄회로에 의해 덮개(60')에 배치된 발광 다이 또는 다이스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뒷면 전기적 단자(46')는 예를 들어 4개-갈퀴 면-장착 리셉터클 소켓의 대응 개구에 삽입되는 구조

로 이루어진다.

도6을 참고로 설명한다. 다른 조명 팩키지(8")는 장길이 스트립 형태를 갖는 인쇄회로기판(10")을 구비하며, 복수의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이 기판 스트립을 따라서 이중-열 배열로 반사 웰(22")에 정렬된다. 인쇄회로기판(10")은 그라운드 평

판 또는 금속 코어(38")와 절연층(32", 34")사이에 개재된 1개 이상의 인쇄회로층(30")을 구비한다. 인쇄회로기판(10")상

에 배치된 전기적 단자(46")는 인쇄회로(30")를 통해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에 전기 파워를 공급한다. 광전도 덮개(60")

는 관-형태로 이루어져,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의 장길이 이중-열을 덮으며, 인쇄회로기판(10")에 형성된 대응 요홈

(66")에 의해 수용되는 둘레부(62")를 한정하는 개방 단부를 갖는다. 인쇄회로기판(10")에 함께 고정된 관-형태 덮개(60")

는 발광 다이스 또는 칩(12")을 함유한 장길이 또는 관형 실내 체적(70")을 형성한다. 인광체(72")가 선택적으로 관-형상

덮개(60")의 내측면에 피복된다. 캡슐형 밀봉제(76")는 대체로 실내 체적(70")을 채워서 선택적 인광체(72")와 발광 다이

스 또는 칩(12")을 캡슐식으로 포위하여 안에 보관 한다.

도7을 참고로 하여 설명한다. 다른 조명 팩키지(208)는 1개 이상의(특정적으론 상술된 실시예에서는 3개) 발광 다이스 또

는 칩(212)이 정렬 배치되는 인쇄회로기판(210)을 구비한다. 조명 팩키지(208)에서, 발광 다이스 또는 칩(212)은 반사 웰

에 배치되기 보다는, 인쇄회로기판(210)의 레벨 면에 면-장착된다. 인쇄회로기판(210)은 그라운드 평판 또는 금속 코어

(238)와 절연층(232, 234)사이에 개재된 1개 이상의 인쇄회로층(230)을 구비한다. 제어 다이오드 성분(244)은 발광 다이

스 또는 칩(212)용 정전기 방전 보호부를 제공한다. 인쇄회로기판(210)에 배치된 전기적 단자(246)는 인쇄회로(230)를

경유하여 발광 다이스 또는 칩(212)에 전기적 파워를 전달한다. 광전도 덮개(260)는 발광 다이스 또는 칩(212)을 덮고, 광

전도 다이스 또는 칩(212)을 함유한 실내 체적(270)을 한정하도록 인쇄회로기판(210)에 연결된 둘레부(262)를 형성한 개

방 단부를 구비한다. 인광체(272)는 선택적으로 광전도 덮개(260)의 내측면에 코팅 된다. 상술된 조명 성분 또는 팩키지

(208)는 도1 내지 도3에 도시된 조명 성분 또는 팩키지(8)의 대응 요소와 유사한 것이다.

상기 조명 팩키지(208)는 실내 체적에 배치된 캡슐형 밀봉제의 구조에 있는 조명 팩키지(8)와는 다른 것이다. 상기 조명

팩키지(208)에서, 제1캡슐형 밀봉제(276)는 발광 다이스 또는 칩(212)을 캡슐 포장하고 선택적으로 안에 보관하지만, 그

러나 대체로 실내 체적(270)을 채우지는 않는다. 임의 실시예에서, 제1캡슐형 밀봉제(276)은 1개 이상의 발광 다이스

(212)만을 캡슐로 포장한다. 제2캡슐 포위부(278)는 만일 상기 인광체가 팩키지(208)에 함유된다면 인광체(272)를 캡슐

포장한다. 임의 실시예에서, 제2캡슐 포위부(278)는 인광체(270)의 결합재이다. 예를 들면, 인광체(272)는 덮개(260)의

내측면에 적용되고 그리고 이 실시예에서의 캡슐형 밀봉제는 적용된 인광체의 결합재이다. 일반적으로, 제1 및 제2캡슐형

밀봉제(276, 278)는 다른 이종 재료이다. 대략 갭(280)은 제1 및 제2캡슐형 밀봉제(276, 278) 사이로 연장 형성된다. 일

반적으로, 상기 갭(280)은 공기를 함유하지만, 불활성 가스로 상기 갭(280)이 채워져서 조명 팩키지(208) 내부의 습도가

낮아지게 하는 것도 고려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갭(280)은 1개 이상의 제1 및 제2캡슐형 밀봉제(276, 278)와는 다

른 제3캡슐형 밀봉제로 채워진다. 조명 팩키지(208)에서는 덮개(260)의 둘레부(262)를 수용하기 위한 인쇄회로기판

(210)상에 오목부는 없다. 그리고, 상기 조명 팩키지(8)의 요홈(66)과 유사한 요홈은 선택적으로 정렬 배치되어 선택적으

로 덮개(260)를 인쇄회로기판(210)에 고정되는 것을 도와준다.

계속하여 도7을 참고로 하고, 부가로 도8을 참고로 하여, 일 예의 조명 팩키지(208)를 제조하는 공정(300)을 설명한다. 발

광 다이스 또는 칩(212)은 다이 부착 공정(302)에서 인쇄회로기판(210)과 기구적 및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다이 부착은

플립 칩 접합, 솔더링, 와이어 본딩 등을 포함한다. 부착 발광 다이스(212)는 제1캡슐 밀봉 공정(304)에서 인쇄회로기판

(210)상에 캡슐로 포위되거나 안에 보관되고 그리고 제1캡슐형 밀봉제(276)는 인쇄회로기판(210)에 적용된 제1경화공정

(306)에서 경화된다.

개별적으로, 광전도 덮개(260)의 내측면(및/또는 선택적으로 외측면)은 인광체 처리 공정(310)에서 인광체(272)로 코팅

된다. 덮개가 안에 갖추어진 인광체를 가진 실시예에서, 인광체 처리 공정이 생략되고 대신에, 인광체가 덮개(260)를 성형

또는 형성하는 중에 합체된다. 상기 인광체는 제2캡슐식 밀봉 공정(312)에서 광전도 덮개(260)에 캡슐로 포위되고 그리고

제2캡슐형 밀봉제(278)는 광전도 덮개(314)에 적용된 제2경화공정(314)에서 경화된다. 만일, 인광체(272)가 팩키지

(208)에서 생략된다면, 공정(310, 312, 314)도 적절하게 생략된다. 임의 실시예에서, 제2캡슐형 밀봉제(278)는 인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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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의 결합재이다. 이 실시예에서, 인광체 처리 공정(310)과 제2캡슐식 밀봉 공정(312)은 통합된다. 다음, 광전도 인함

유 덮개는 고정 공정(316)에서 인쇄회로기판(210)에, 고정되고, 선택적으로 밀봉되어진다. 고정 공정(316)은 밀폐식으로

밀봉된 체적부가 선택적으로 실내 체적(270)을 형성한다.

도9를 참고로 설명하며, 이전과는 다른 광 팩키지(408)가 단일 발광 다이 또는 칩(412)이 인쇄회로기판(410)의 레벨 면에

면-장착되는 인쇄회로기판(410)을 구비한다. 인쇄회로기판(410)은 발광 다이(412)와 동일한 표면에 배치된 2개 인쇄회

로 트레이스(430, 431)를 구비한다. 2개 전도성 트레이스(430, 431)는 금속 증발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다. 와이어 본드

(436, 437)는 전도성 트레이스(430, 431)에 발광 다이 또는 칩(412)의 상부측 전극과 연결한다. 인쇄회로기판은 2개 인쇄

회로 트레이스(430, 431)가 형성되는 절연층(432)과, 선택적 그라운드 평판 또는 금속 코어(438)를 구비한다. 광전도 덮

개(460)는 발광 다이 또는 칩(412)을 덮고 그리고 발광 다이 또는 칩(412)을 함유한 실내 체적부를 형성하도록 인쇄회로

기판(410)과 연결된 둘레부(462)를 형성하는 개방 단부를 구비한다. 2개 인쇄회로 트레이스(430, 431)는 덮개(460)내측

에서 덮개(460)외측으로 연장 형성되어 실내 체적부와 전기적 통신을 제공한다. 인광체(472)는 선택적으로 광전도 덮개

(460)의 내측면을 선택적으로 피복하고 그리고 캡슐형 밀봉제(476)는 대체로 실내 체적(470)을 채운다. 광전도 덮개

(460)의 둘레부(462)에 형성된 반구형 트인구멍(480, 482)은 캡슐형 밀봉제의 분사와 공기의 대응 변위가 이루어지게 한

다. 즉, 조명 팩키지(408)의 트인구멍(480, 482)이 조명 팩키지(8)의 인쇄회로기판 구멍(80, 82)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

된다.(도3 참고)

도9를 계속하여 참고로 하여, 반사 코팅(488)이 광전도 덮개의 내측면을 코팅한다. 반사성 코팅(488)은 대체로 발광 다이

또는 칩(412)에 의해 생성된 광용의 반사성이지만, 발광 다이 또는 칩에 의한 조명에 대한 인광체(472)에 의해 생성된 광

을 전달한다. 조명 팩키지(408)에서, 인광체(472)는 반사성 코팅(488)에 배치되고 그리고 캡슐형 밀봉제(476) 쪽으로 일

정 거리로 연장 형성된다.

본 발명은 양호한 실시예를 참고로 기술되어진 것이다. 명백하게, 상술된 설명으로부터 당업자는 본발명을 변경 및 개조할

수 있는 것이며, 첨부 청구범위의 정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기 변경 및 개조는 모두 본 발명에 포함

되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조명 성분 또는 팩키지의 사시도이다.

도2는 발광 다이스 또는 칩과 그 위에 배치된 상관 전기성분을 갖춘 도1의 조명 팩키지의 인쇄회로기판의 사시도이다.

도3은 조명 팩키지의 내부요소를 나타내기 위해 제거된 인함유 광전도 덮개의 일부분을 가진 도1의 조명 성분 또는 팩키

지의 사시도이다.

도4는 도1의 조명 팩키지를 제조하는 일 예의 공정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5는 후면에 전기적 단자를 가진 조명 성분 또는 팩키지의 사시도이다.

도6은 장길이 이중-열로 배열된 발광 칩을 가진 다른 조명 성분 또는 팩키지의 사시도이며, 도면에서 일부 발광 다이스 또

는 칩과 다른 내부 성분을 나타내기 위해 인함유 광전도 덮개의 일부분을 제거하여 나타낸 것이다.

도7은 발광 다이스와 인광체가 캡슐형 밀봉제를 분리하여 캡슐형태로 밀봉된 다른 조명 성분 또는 팩키지의 사시도이며,

조명 팩키지의 내부 요소가 나타나도록 인함유 광변환 광전도 덮개의 일부분을 제거 도시 하였다.

도8은 도7의 조명 팩키지를 제작하는 일 예의 공정의 다이어그램이다.

도9는 인쇄회로기판이 2개 기화된 전도성 트레이스를 구비하며, 다른 조명 성분 또는 팩키지의 사시도로서, 조명 팩키지

의 내부 요소가 나타나도록 인함유 광전도 덮개의 일부분을 제거하여 도시 하였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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