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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백색광 구현을 위해 사용되는 청색 LED의 파장 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백색 발광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

의 백색 발광 장치는, 청색 LED와; 상기 청색 LED 상에 배치된 등색 형광체와 녹색 형광체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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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LED; 및

상기 청색 LED 상에 배치된 등색 형광체와 녹색 형광체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청색 LED를 봉지하는 몰딩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등색 형광체와 녹색 형광체의 혼합물은 상기 몰딩부 내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색 형광체의 발광 피크는 560 내지 590n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녹색 형광체의 발광 피크는 510 내지 550n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색 형광체는 (3-x-y)SrOㆍx(Ba,Ca)Oㆍ(1-a-b-c-d)SiO2ㆍaP2O5 bAl2O3ㆍcB2O3ㆍdGeO2:yEu2+(0≤x＜2.4,

0.005＜y＜0.5, 0≤a, b, c, d＜0.5, a+b+c+d＜1)의 조성을 갖는 규산염 형광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색 형광체는 Zn1-xSeyS1-y:Cux(0＜x＜0.2, 0.005＜y＜1)의 조성을 갖는 형광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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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등색 형광체는 CaxSi12-(z+w)Alz+wOwN16-w:Euy
2+(0.5＜x＜0.9, 0.01＜y＜0.15, 0＜z+w＜4, 0＜z＜4, 0＜w＜4)

의 조성을 갖는 Ca-α시알론 형광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색 형광체는 (3-x-y)SrOㆍx(Ba,Ca)Oㆍ(1-a-b-c-d)SiO2ㆍaP2O5 bAl2O3ㆍcB2O3ㆍdGeO2:yEu2+(0≤x＜2.4,

0.005＜y＜0.5, 0≤a, b, c, d＜0.5, a+b+c+d＜1)와; Zn1-xSeyS1-y:Cux(0＜x＜0.2, 0.005＜y＜1)와; CaxSi12-(z+w)

Alz+wOwN16-w:Euy
2+(0.5＜x＜0.9, 0.01＜y＜0.15, 0＜z+w＜4, 0＜z＜4, 0＜w＜4) 중에서 선택된 2 이상의 형광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녹색 형광체는 (Sr1-x-y,Cax)Ga2(Sz,Se1-z)4:Euy
2+ (0≤x＜1, 0＜y＜0.2, 0＜x+y≤1, 0＜z≤1)의 조성을 갖는 형광

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 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녹색 형광체는 (Sr1-x-y-z, Cax, Bay, Mgz)2SiO4:Euw
2+ (0＜x＜1, 0.5＜y＜1, 0＜z＜1, 0.03＜w＜0.2, 0＜

x+y+z+w＜1)의 조성을 갖는 형광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 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녹색 형광체는 Eu로 활성화된 β시알론 형광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 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녹색 형광체는 Y3(Al1-x,Gax)5O12:Ce(0＜x≤1), SrSi2O2N2:Eu, CaSc2Si3O12:Ce, CaSc2O4:Eu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형광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 장치.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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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녹색 형광체는 (Sr1-x-y,Cax)Ga2(Sz,Se1-z)4:Euy
2+(0≤x＜1, 0＜y＜0.2, 0＜x+y≤1, 0＜z≤1)와; (Sr1-x-y-z, Cax,

Bay, Mgz)2SiO4:Euw
2+(0＜x＜1, 0.5＜y＜1, 0＜z＜1, 0.03＜w＜0.2, 0＜x+y+z+w＜1)와; Eu로 활성화된 β시알론

과; Y3(Al1-x,Gax)5O12:Ce(0＜x≤1)와; SrSi2O2N2:Eu와; CaSc2Si3O12:Ce와; CaSc2O4:Eu 중에서 선택된 2 이상의 형광

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 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색 형광체는 Zn(Se0.1, S0.9):Cu이고 상기 녹색 형광체는 Eu로 활성화된 β-시알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

장치.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색 형광체는 Sr3SiO5:Eu이고, 상기 녹색 형광체는 SrGa2S4:Eu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 장치.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등색 형광체는 Zn(Se0.1S0.9):Cu이고, 상기 녹색 형광체는 CaGa2(S,Se)4:Eu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LED 소자를 사용한 백색 발광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형광체로서 등색 형광체와 녹색 형광체의 조합을 이용

함으로써 적용가능한 LED 소자의 파장 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백색 발광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백색 LED 장치는, 종래의 소형 램프 또는 형광 램프 등을 대신하여 액정 표시 장치의 백라이트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백색 LED 장치는, 청색 LED와 황색 형광체의 조합에 의해 구현된다. LED로부터 방출된 청색광은 형광

체를 여기시키고 이에 따라 그 형광체는 황색광을 방출하게 된다. 상기 청색광과 황색광의 혼색을, 관찰자는 백색광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경우, 황색 형광체로는, Ce3+로 활성화되고 가넷(garnet) 결정으로 된 YAG:Ce 및 TAG:Ce 형광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백색 LED 장치에 사용되는 황색 형광체로는, Eu2+로 활성화된 규산염(silicate) 형광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예컨대 (2-x-y)SrOㆍx(Ba,Ca)Oㆍ(1-a-b-c-d)SiO2ㆍaP2O5 bAl2O3ㆍcB2O3ㆍdGeO2:yEu2+

(x는 0＜x＜1.6, y는 0.005＜y＜0.5, 0＜a, b, c, d＜0.5, a+b+c+d＜1임)의 조성을 갖는 형광체와, (3-x)SrOㆍ

SiO2:xEu2+ (x는 0＜x＜1임)의 조성을 갖는 형광체 등이 있다. 이 형광체들은 청색광에 의해 여기되어 비교적 높은 양자

효율로 황색광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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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각각의 황색 형광체는 고유한 황색 피크 파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1931 CIE 색좌표 상에서 순수한 백색에

해당하는 x=0.27~0.33, y=0.25~0.35 영역의 백색광을 얻기 위해서는, 상기 황색 형광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청색

LED의 파장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YAG:Ce 형광체에서 Y를 Gd로 치환하거나 Al을 Ga로 치

환하는 방법, 및 TAG:Ce 형광체에서 Tb를 Gd로 치환하거나 Al을 Ga로 치환하는 방법에 의하여 형광체의 피크 파장을 단

파장화 또는 장파장화시키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또한 규산염 형광체의 경우에는 Sr, Ca, Ba를 서로 치환시켜 줌으로써 규

산염 황색 형광체의 파장 변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성 변화에 의한 파장 이동의 폭은 제한적이다. 더욱이 상기한 형광체의 파장 변화에 따라 발광 효율의 저

하된 파장 영역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 가능한 파장 변화의 폭은 더욱 제한된다. 이와 같이 종래의 가넷계 또는 규산염계

의 황색 형광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황색 발광 파장의 변화 폭이 극히 작기 때문에, 백색광 구현을 위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청색 LED의 발광 파장 또한 극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고품질의 백색광을 용이하게 구현하기가 어렵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백색광 구현을 위해 사용되는 청색 LED의 파장 범

위를 대폭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백색 발광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백색 발광 장치는, 청색 LED와; 상기 청색 LED 상에 배치된 등색

형광체와 녹색 형광체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백색 발광 장치는 상기 청색 LED를 봉지하는 몰딩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등색 형광체와 녹색 형광체

의 혼합물은 상기 몰딩부 내에 분산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적용가능한 청색 LED의 발광 피크의 범위는 420nm로부터 480nm까지 확대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등색 형광체의 발광 피크는 560 내지 590nm이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녹색 형광체의 발광 피크는 510 내지

550nm이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르면, 상기 등색 형광체는 (3-x-y)SrOㆍx(Ba,Ca)Oㆍ(1-a-b-c-d)SiO2ㆍaP2O5 bAl2O3ㆍ

cB2O3ㆍdGeO2:yEu2+(0≤x＜2.4, 0.005＜y＜0.5, 0≤a, b, c, d＜0.5, a+b+c+d＜1)의 조성을 갖는 규산염 형광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르면, 상기 등색 형광체는 Zn1-xSeyS1-y:Cux(0＜x＜0.2, 0.005＜y＜1)의 조성을 갖는 형광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르면, 상기 등색 형광체는 CaxSi12-(z+w)Alz+wOwN16-w:Euy
2+(0.5＜x＜0.9, 0.01＜y＜0.15, 0

＜z+w＜4, 0＜z＜4, 0＜w＜4)의 조성을 갖는 Ca-α시알론(Ca-αsialon) 형광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르면, 상기 등색 형광체는 (3-x-y)SrOㆍx(Ba,Ca)Oㆍ(1-a-b-c-d)SiO2ㆍaP2O5 bAl2O3ㆍ

cB2O3ㆍdGeO2:yEu2+(0≤x＜2.4, 0.005＜y＜0.5, 0≤a, b, c, d＜0.5, a+b+c+d＜1)와; Zn1-xSeyS1-y:Cux(0＜x＜

0.2, 0.005＜y＜1)와; CaxSi12-(z+w)Alz+wOwN16-w:Euy
2+(0.5＜x＜0.9, 0.01＜y＜0.15, 0＜z+w＜4, 0＜z＜4, 0＜w

＜4) 중에서 선택된 2 이상의 형광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르면, 상기 녹색 형광체는 (Sr1-x-y,Cax)Ga2(Sz,Se1-z)4:Euy
2+ (0≤x＜1, 0＜y＜0.2, 0＜

x+y≤1, 0＜z≤1)의 조성을 갖는 형광체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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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르면, 상기 녹색 형광체는 (Sr1-x-y-z, Cax, Bay, Mgz)2SiO4:Euw
2+ (0＜x＜1, 0.5＜y＜1, 0＜z＜

1, 0.03＜w＜0.2, 0＜x+y+z+w＜1)의 조성을 갖는 형광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르면, 상기 녹색 형광체는 Eu로 활성화된 β시알론(β-sialon) 형광체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르면, 상기 녹색 형광체는 Y3(Al1-x,Gax)5O12:Ce(0＜x≤1), SrSi2O2N2:Eu, CaSc2Si3O12:Ce, CaSc2O4:Eu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형광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르면, 상기 녹색 형광체는 (Sr1-x-y,Cax)Ga2(Sz,Se1-z)4:Euy
2+(0≤x＜1, 0＜y＜0.2, 0＜x+y≤1,

0＜z≤1)와; (Sr1-x-y-z, Cax, Bay, Mgz)2SiO4:Euw
2+(0＜x＜1, 0.5＜y＜1, 0＜z＜1, 0.03＜w＜0.2, 0＜x+y+z+w＜1)

와; Eu로 활성화된 β시알론과; Y3(Al1-x,Gax)5O12:Ce(0＜x≤1)와; SrSi2O2N2:Eu와; CaSc2Si3O12:Ce와; CaSc2O4:Eu 중

에서 선택된 2 이상의 형광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형태에 따르면, 상기 등색 형광체는 Zn(Se0.1, S0.9):Cu이고 상기 녹색 형광체는 Eu로 활성화

된 β-시알론이다. 바람직한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상기 등색 형광체는 Sr3SiO5:Eu이고, 상기 녹색 형광체는

SrGa2S4:Eu이다.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르면, 상기 등색 형광체는 Zn(Se0.1S0.9):Cu이고, 상기 녹색 형광체는

CaGa2(S,Se)4:Eu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등색 형광체와 녹색 형광체의 혼합물과 청색 LED를 이용하여 백색광을 구현한다. 2가지 형광체(등색

및 녹색)의 종류 및 그 혼합비에 따라 형광체 피크 파장을 큰 폭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백색광 구현을 위해 적용

가능한 청색 LED의 파장 범위는 420에서 480nm에 이르기까지 대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형태를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형태는 여러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

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이하 설명하는 실시형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는 당업계에서 평균

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면에서의 요소들의 형상

및 크기 등은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 과장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백색 발광 장치의 측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백색 발광 장치(100)는 케이싱

(101)의 홈부(또는 반사컵)에 청색 LED(104)가 배치되어 있다. 케이싱(101)에 설치된 단자 전극(103)은 본딩 와이어

(105)를 통해서 LED(104)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게 된다. 청색 LED(104) 상에는 청색 LED(104)를 봉지하는 몰딩부(110)

가 형성되어 있다. 이 몰딩부(110)에는 등색 형광체와 녹색 형광체가 적절한 혼합비로 분산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백색 발광 장치(100)는 파장 변환용 형광체로서 등색과 녹색의 혼합 형광체를 사용한다. 이 등색과 녹색 형광체

의 종류와 그 혼합비를 선택 및 조절함으로써 혼합 형광체로부터 나오는 발광 스펙트럼의 피크 파장을 580nm 근방의 등색

으로부터 510nm 근방의 녹색까지 조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백색 발광 구현에 적용되는 청색 LED(104) 소자의 파장 영

역을 420nm로부터 480nm에 이르기까지 대폭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게 된다. 결국, 백색 발광 구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청색 LED(104)의 선택폭이 넓어짐으로써, 양호한 색좌표 특성을 갖는 고품질 백색광을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상기 등색 형광체로는, (3-x-y)SrOㆍx(Ba,Ca)Oㆍ(1-a-b-c-d)SiO2ㆍaP2O5 bAl2O3ㆍcB2O3ㆍdGeO2:yEu2+(0≤x＜

2.4, 0.005＜y＜0.5, 0≤a, b, c, d＜0.5, a+b+c+d＜1)의 조성을 갖는 규산염 형광체를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Sr3SiO5:Eu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등색 형광체로서 Zn1-xSeyS1-y:Cux(0＜x＜0.2, 0.005＜y＜1)의 조성을 갖는 형광

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Zn(Se0.1S0.9):Cu가 사용될 수 있다. 그 밖에도 CaxSi12-(z+w)Alz+wOwN16-w:Euy
2+(0.5＜

x＜0.9, 0.01＜y＜0.15, 0＜z+w＜4, 0＜z＜4, 0＜w＜4)의 조성을 갖는 Ca-α시알론 형광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조성식의 등색 형광체들 중에서 선택된 2이상의 형광체들의 혼합물이 백색 발광 장치용 등색 형광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조성식을 갖는 등색 형광체는 청색광에 의해 여기되어, 560 내지 590nm에서 발광 피크를 나타낼 수 있다.

상기 녹색 형광체로는, (Sr1-x-y,Cax)Ga2(Sz,Se1-z)4:Euy
2+ (0≤x＜1, 0＜y＜0.2, 0＜x+y≤1, 0＜z≤1)의 조성을 갖는

형광체를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SrGa2S4:Eu 또는 CaGa2(S,Se)4:Eu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녹색 형광체로서 (Sr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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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z, Cax, Bay, Mgz)2SiO4:Euw
2+ (0＜x＜1, 0.5＜y＜1, 0＜z＜1, 0.03＜w＜0.2, 0＜x+y+z+w＜1)의 조성을 갖는 형

광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녹색 형광체로서 Eu로 활성화된 β시알론(βsialon) 형광체, Y3(Al1-x,Gax)5O12:Ce(0

＜x≤1), SrSi2O2N2:Eu, CaSc2Si3O12:Ce 또는 CaSc2O4:Eu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조성식의 녹색 형광체들

중에서 선택된 2이상의 형광체들의 혼합물이 백색 발광 장치용 녹색 형광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조성식을 갖는 녹색

형광체는 청색광에 의해 여기되어, 510 내지 550nm에서 발광 피크를 나타낼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적용될 수 있는 등색 형광체와 녹색 형광체의 발광 스페트럼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특히, 도 2는 등색

형광체인 'Zn(Se0.1, S0.9):Cu'의 발광 스펙트럼과 녹색 형광체인 'Eu로 도핑된 β-시알론'의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Zn

(Se0.1, S0.9):Cu은 420 내지 480nm의 청색광에 의해 여기되어, 580nm 근방의 피크 파장을 갖는 등색광을 방출한다. 즉,

Zn(Se0.1, S0.9):Cu은 본 발명에 적용될 수 있는 등색 형광체에 해당한다. Eu로 도핑된 β-시알론(β-sialon)는 420 내지

480nm의 청색광에 의해 여기되어, 540nm 근방의 피크 파장을 갖는 녹색광을 방출한다.

이러한 등색 형광체와 녹색 형광체는 혼합되어 백색 발광 장치용 혼합 형광체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등색 형광체와 녹색

형광체의 혼합비를 원하는 비율로 조절함으로써, 혼합 형광체로부터 나오는 발광 스펙트럼의 피크 파장은, 580nm 근방의

등색으로부터 540nm 근방의 녹색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조절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백색 발광 장치의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3의 발광 스펙트럼은 도

2에 나타난 'Zn(Se0.1, S0.9):Cu' 등색 형광체와 'Eu로 도핑된 β-시알론' 녹색 형광체의 혼합물을 460nm의 피크 파장을 갖

는 청색 LED에 적용하여 얻은 것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백색 발광 장치의 발광 스펙트럼은 460nm 근방과 580nm

근방에서 피크를 갖으며 비교적 넓은 파장 범위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혼합 형광체와 청색 LED 조합은 양호한 색

좌표 특성을 갖는 백색광을 출력하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백색 발광 장치의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4의 발광 스펙트럼은,

Sr3SiO5:Eu 등색 형광체와 SrGa2S4:Eu 녹색 형광체의 형광체 혼합물을 460nm의 피크 파장을 갖는 청색 LED에 적용하

여 얻은 것이다. 도 4에 된 바와 같이 백색 발광 장치의 발광 스펙트럼은 460nm 근방과 580nm 근방에서 피크를 갖으며 비

교적 넓은 파장 범위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혼합 형광체와 청색 LED 조합은 양호한 색좌표 특성을 갖는 백색광을

출력하게 된다. Sr3SiO5:Eu 등색 형광체와 SrGa2S4:Eu 녹색 형광체의 혼합비를 조절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청색 LED

의 파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백색 발광 장치의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5의 발광 스펙트럼

은, Zn(Se0.1S0.9):Cu 등색 형광체와 CaGa2(S,Se)4:Eu 녹색 형광체의 형광체 혼합물을 452nm 피크 파장의 청색 LED에

적용하여 얻은 것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백색 발광 장치의 발광 스펙트럼은 450nm 근방과 555nm 근방에서 피크

를 가지며 비교적 넓은 파장 범위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발광 스펙트럼은 양호한 색좌표 특성을 갖는 백색광을 나

타낸다. Zn(Se0.1S0.9):Cu 등색 형광체와 CaGa2(S,Se)4:Eu 녹색 형광체의 혼합비를 조절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청색

LED의 파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상 도 3 내지 도 5를 참조하여 특정 실시형태의 형광체 혼합물을 사용한 백색 발광장치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

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한 등색 형광체 및 녹색 형광체의 혼합비를 다르게 함으로써, x=0.27~0.33,

y=0.25~0.35 영역의 색좌표를 얻을 수 있는 청색 LED의 피크 파장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색 LED에 대

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형태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한정하고자 하며, 청구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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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등색 형광체와 녹색 형광체를 청색 LED에 적용함으로써 형광체 혼합물의 피크

파장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양호한 색좌표 특성을 갖는 백색광을 구현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청

색 LED의 파장 범위가 420nm에서 480nm에 이르기 까지 대폭적으로 넓어지게 된다. 결국, 고품질의 백색광 구현이 용이

하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백색 발광 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측단면도이다.

도 2는 ZnSeS:Cu 형광체와 β-시알론 형광체의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백색 발광 장치의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백색 발광 장치의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백색 발광 장치의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백색 발광 장치 101: 케이싱

103: 단자 전극 104: 청색 LED

105: 본딩 와이어 110: 형광체 함유 몰딩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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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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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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