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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표면실장형 발광다이오드 (Surface mounting device lightemitting diode) 패케이징(Packaging)용 

구리 합금계 박판리드 프레임 (Thin Plate Lead Frame) 및 이를 사용하여제작된 표면실장형(SMD) 발광

다이오드(LED)

요약

본 발명은 표면실장형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의 패케이징(Packaging)용 프레임 기판으로서 통상에서 

사용되는 PCB 기판을 사용하지 않고 내열성, 열 방사성,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표면실장형 박판 리드 프레임을 사용

하여 발광 다이오드의 내열성을 크게 높이고, 전기적 open 불량 등을 대폭 감소시킨 신뢰성이 높은 표면실장형 발광

다이오드를 제작 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발광 반도체 소자인 발광 다이오드 칩을 기판 자체 프레임에 형성 되어 다이

패드 컵(Die Pad Cup) 면에 실장 또는 다이 패드 컵면 내부 표면에 광 반사율이 매우 높은 코팅 막을 형성 시켜 주어 

표면 실장형 박판 프레임에 부착된 칩 LED의 방사면 반대면에서 방사되는 광을 방사면 방향으로 고 반사시켜 방사면

에서 방사 되는 광과 더해지는 양이 많도록 하여 패키지의 방사 표면에서의 광 휘도를 종래의 기술에 비해 최소 2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인바,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칩을 다이 본딩 및 와이어 본딩을 하고, 동일 평면상의 박

판형 리드 프레임 하단부보다 패키지 하단부위 광 투과 에폭시수지가 10∼100㎛ 정도의 돌기가 되도록 광 투과 에폭

시 또는 광 투과 에폭시와 형광물질의 혼합체(Compound) 수지로 몰딩(Molding)하여 패키지 상단과 하단부를 고정

함으로서 종래에 가지고 있는 초소형 표면실장형 발광다이오드 소자의 두께 문제도 해결하고, 낮은 광 효율의 문제와

고가의 재료비 문제, 시간에 따른 광휘도 저하의 문제점 및 대량생산의 난제를 개선한 발광효율이 뛰어나고 신뢰성이

우수한 초소형, 초박형, 초경량의 표면실장형 발광다이오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색인어

표면실장형(SMD), 발광다이오드(LED), 박판 리드프레임(Thin Plate Lead Frame), 발광다이오드 패케이징 (LED P

ackaging), 칩 LED(Chip LED)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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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 본 발명의 표면실장형 발광다이오드(SMD LED)의 구조를 도시한 구조도 및 도면 및 이를 제작한 표면 실장형

발광 다이오드 사진.

제2도: 종래의 대표적인 표면실장형 발광다이오드의 구조도 및 사진.

제3도: 본 발명 박판 리드 프레임의 제작 도면 및 제작된 양극 및 음극 리드 프레임이 한조(,sets)로 된 SMD LED 리

드프레임이 다수열로 배열되어 반체 식각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박판 리드프레임 사진.

제4도: 종래부터 사용해오던 양극 및 음극 리드 전극이 한 조(Set)로 하여 한꺼번에 다수의 SMD LED를 패케이징 할

수 있도록 여러 Sets가 PCB 기판의 한면 상에 형성 되어 있는 PCB 기판. 이 기판 제작에는 표면 상에 형성되는 전도

성 리드의 패턴 형성에 Pattern 식각 기술을 사용하고 나아가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레이저 또는 기계적 드

릴링등에 의한 PCB Holing이 필요 함.

제5도: 본 발명의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폭 0.8mm, 길이 1.6mm, 두께 0.3mm인 휴대폰 키 패드 실장용 청색(Blue)

및 백색(White) 표면실장형 발광다이오드(SMD LED) 사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표면실장형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의 패케이징(Packaging)용 프레임 기판으로서 통상에서 

사용되는 PCB 기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열성,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표면 실장형 박판 리드프레임을 

사용하여, 종래에 가지고 있는 초소형 표면실장형 발광다이오드 소자의 두께 문제도 해결하고, 낮은 광 효율의 문제와

고가의 재료비 문제, 시간에 따른 광휘도 저하의 문제점 및 대량생산의 난제를 개선한 발광효율이 뛰어나고 신뢰성이

우수한 초소형, 초박형, 초경량의 칩 타입 표면실장형 발광다이오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은 발광다이오드 칩(LED Chip)을 표면실장형(SMD)으로 페캐이징(Packaging) 하는데 필요한 기판 및 그 기

판의 구조, 본 기판 및 구조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표면실장형 발광다이오드에 관한 것이다.

종래 표면실장형 발광다이오드(SMD LED)의 구성은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다. 전압을 인가하면 빛을 방사하는 LE

D Chip(제2도 200)과, 상기 칩은 PCB에 한쪽 표면상에 형성된 음극 리드(제2도 220)의 끝단에 형성된 다이 패드 (Di

e pad, 제2 도 230)상에 도전성은 접착제(제2도 235)로 부착됨과 동시에 음극, 동일 기판 동일 면상에 형성된 양극 

리드(제2도의 225)의 끝단과 골드 와이어 (제2도의 205 및 210)로 본딩되어 음극 및 양극 리드 사이에서 전기적으로

접속된 형태이다. 또한, 상기 칩이 부착된 면을 보호하기 위해 그 면을 전기적 절연재질의 광투과 에폭시로 몰딩(Mol

ding, 제2도의 240)하고, 한편 그 면에 전기 전도성 재질로 형성되어 있는 음극 및 양극 리드의 다른 끝단의 일부는 

몰딩하지 않고 노출되도록 하여 전극으로서 형성 되도록 해 외부에서 칩으로 전압을 인가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외

부로 노출된 발광다이오드의 음극 및 양극 리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회로와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게 되면, 음극 및 양극

리드를 통해 칩으로 전원이 인가됨으로써 광 반도체 소자인 칩이 발광되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몰딩물은 

통상 투명 에폭시(Epoxy) 수지로 이루어지고 부착된 발광다이오드 칩의 발광 파장 또는 칩의 발광 파장과 그 칩 위에

몰딩된 형광체와 에폭시 수지의 혼합체(compound)에 따라 적색, 녹색, 청색, 오렌지색, 흰색 등 다양한 색의 발광다

이오드로 제조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기 제작된 반도체 발광 소자인 발광 다이오드 칩(LED Chip)에서 시작하여 이를 패케이징하여 표면실장형(

SMD) 발광다이오드(LED) 소자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기존 생산 원가의 

최소 50%이상을 절감 할 수 있는 SMD LED 패케이징에 대한 제반 기술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다.

다음은 기존 표면 실장형 발광다이오드을 완성하는 패케이징 상의 과제 및 이를 해결하는 본 발명의 내용이다.

첫째, 기존 통상 사용하는 패케이징용 기판인 인쇄회로기판(PCB 제4도 참조)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개

선의 여지를 안고 있다. PCB 기판을 사용하여 제작된 SMD LED를 실제 휴대폰등의 키패드용 PCB 기판등에 장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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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등의 재료로 이 소자를 부착 공정인 솔더 리플로우(Solder Reflow) 공정은 220℃∼320℃ 온도 조건에서 작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PCB 기판의 열변형 온도는 220℃이하로서 솔더 리플로우 공정은 종래의 표면실장형(SMD) 초소형

발광다이오드(Chip LED) 소자에 열변형에 의한 기판의 치명적인 열적 충격 및 휨(Bending)에 의한 금으로 된 와이

어(제2도의 205 및 210)와 칩 Chip LED와 음극 리드 PCB 기판상에 부착을 위해 통상 사용되는 은(Ag) 에폭시(제2

도의 235)가 PCB 기판에서 떨어지는 Open 불량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 이다. 나아가 PCB의 온도 변화에 

대한 선 팽창 계수(통상2.3X10-6/℃)와 몰딩 재료인 투명 에폭시의 선 팽창 계수(통상 24.0X10-6/℃)가 통상 10배 

정도의 차이에 의한 휴대폰 , PDA 등에 실제 실장되어 개인 소비자가 사용하는 지역의 온도 변동이 심할 경우 두 재

질의 열에 의한 선 팽창계수의 큰 Mismatch에 의한 실장된 SMD Chip LED의 전기적 Open 불량이 발생하게 하는 주

원인이 되어 실장된 제품인 휴대폰, PDA 등 적용된 제품 전체에 대한 불량이 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상의 SMD LED 패케이징에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존 사용 재질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차원에서 두께

가 최소 0.2mm이상을 사용해야 하므로 초박형 SMD LED 실현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고, 나아가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 공정 및 보강재료 사용으로 제조비의 상승을 초 래하여 생산 원가 절감 차원에서 크다란 한계가 있

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종래의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 방사성,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고 내열성이 최소 

450℃(솔더 리플로우(Solder Reflow) 공정온도 220℃∼320℃ 보다 최소 120℃ 이상 높으므로 열 충격 문제 극복) 

이상인 박판(예컨데, 0.15mm copper alloy) 자체를 양극 및 음극 리드프레임(제 3도 참조) 기판으로 사용함으로서 

종래의 Solder Reflow시 음극 및 양극 리드 프레임(제 1도의 105 및 110, 제2도의 205 및 210)과 Chip LED 간 전

기적 접속을 해 주는 금선의 Open 불량 문제를 극복하게 한다.

한편,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리드 프레임 박판의 온도 변화에 따른 선 팽창 계수가 통상 17.6X10-6/℃로서 몰딩(Mol

ding)하는 에폭시의 선팽창 계수(통상 24.0X10-6/℃)와 차이가 적어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SMD LED가 최종 사용

처에 실장되어 개인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후 및 온도 변화에 의한 재료의 열 변화 스트레스에 기인된 음극 및 양극 리

드 프레임(제 1도의 105 및 110, 제2도의 205 및 210)과 Chip LED 간 전기적 접속을 해 주는 금선의 Open 불량 문

제를 제거하게 한다. 나아가 본 발명에서 사용 하는 리드 프레임은 두께 0.1mm 이하로도 제작이 매우 용이하여 초박

형화에 훨씬 유리하고 그리고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패턴 식각( Pattern Etching) 기술만 사용하여 다수열

로 배열된 SMD LED를 한꺼번에 대량 생산하게 하는 다수 조(sets)의 음극 및 양극 리드 프레임(제3도 참조) 제작함

으로서 패케이징 기판의 획기적 원가 절감(기존 PCB는 패턴 식각 기술 및 PCB 드릴링 등 공정이 복잡하고 금 도금 

등 비싼 재료가 사용)을 이루게 한다.

둘째, 종래 표면실장형 발광다이오드의 구성(제 2도 참조)에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전압을 인가하면 빛을 발산하는 

LED Chip(제2도의 200)과 PCB에 한쪽 표면상에 형성된 음극 리드(제2도의 220)의 끝단에 형성된 다이 패드 (Die p

ad)(제2도의 230)상에 도전성 은(Ag) 접착제(제2도의 235)로 부착됨과 동시에 음극, 동일 기판 동일 면상에 형성된 

양극 리드(제2도의 225)의 끝단과 골드 와이어로 본딩되어 음극 및 양극 리드(제2도의 220 및 225) 사이에서 전기적

으로 접속된 형태이다. 여기서 다이 패드 또는 다이 패드컵와 LED Chip간의 접착제의 광 반사도( 접착제의 광 투과도

가 매우 떨어지는 접착제의 경우) 또는 다이 패드 또는 다이 패드 컵의 표면 반사율 (접착제의 광 투과도가 매우 높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발광 효율이 높은 SMD LED를 얻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중요한데 종래에서는 금 

도금 다이 패드 또는 패드 컵 또는 접착제의 경우 최대 60% 이상의 반사도를 얻기 힘들다.

현재 및 향후 휴대폰, Display 시스템의 백 라이트(Back Light) 및 Edge Light용 광원, 조명용 등 가장 수요가 많이 

사용 되는/될 것으로 예측 되는 청색 및 백색 SMD LED는 통상 사파이어 기판 또는 실리콘 카바이트(SiC) 기판 상에 

형성된 GaN계의 P/N 접합에서 발광 되는 청색, 녹색 인데, 통상 이 파장대에서 발광은 InGaN 또는 GaN계의 재질에

서 얻을 수 있는데, 제작된 LED Chip의 발광면이 상호 반대 면인 양면(두 개의 면)에서 나온다. 이 LED Chip을 표면 

실장형 패케이징 기판에 부착하여 부착면의 반대면인 SMD에서 통상의 광 방사면에서 최대의 방광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LED Chip의 두 면에서 방사는 광 중 표면 실장형 소자(SMD) 방사면에서 나오는 광과 방사면의 반대면

인 부착면에서 나오는 광을 방 사면으로 100% 반사시켜 합한 경우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높은 방사 효율을 얻기 위

해서는 LED Chip과 다이 패드 또는 다이 패드 컵과의 접착에 필요한 접착제(접착제가 광 투과도가 낮은 경우) 의 반

사도 또는 다이 패드 또는 다이 패드 컵 면의 반사도(접착제의 광 투과도가 높은 경우)가 SMD LED의 발광 효율에 큰

영향을 준다.

본 발명에서는 부착면에서 발광되는 광의 최소 90%( 종래의 경우 최대 60%이상 얻기 어려움.) 이상을 SMD LED의 

광 방사면으로 반사시켜 종래 보다도 훨씬 큰 광 반사 효율을 얻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을 사용 한다, 즉, 내

열성, 열 방사성,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표면 실장형 박판 리드프레임을 양극과 음극의 리드 프레임( 제1도의 125 및 

120)이 전기적 절연이 되도록 상호 일정 간격으로 분리(제1도의 115) 배치된 리드 프레임 기판에서 음극 리드 프레임

자체의 다이 패드 표면 또는 두께 일부에칭(Etching; 박판 두께 전체를 다 식각하지 않고 특정 두께만 식각) 또는 압

출 등의 방법으로 형성된 발광 다이오드 칩을 마운팅하기 위한 다이 패드 컵(제1도의 135) 내부표면에 부착되는 발광

다이오드 칩에서 발생하는 광의 파장대역에 대해 고 반사 광 특성이 얻어지도록 알루미늄 코팅 또는 은 도금(예컨데 

일반 가정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울의 경우, 유리의 한쪽 면을 반사율이 99% 정도 얻을 수 있는 은 도금이 되어 있

다. 한편 Copper alloy 재질로 된 박판 리드 프레임에 은 도금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이루 수 있으며 정교한 

반도체 식각 기술에 의한 식각 표면의 매우 고른 처리로 최소 90%이상의 고 반사도를 얻을 수 있다.)에 또는 고 반사 

성능을 갖는 물질의 코팅 또는 유전체 박막의 적층 등에 의해 LED Chip에서의 방사 광 파장대에서 최소 90% 이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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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막을 형성시키고 LED Chip과 다이 패드 또는 다이 패드 컵 면과 접착은 LED Chip에서 방사 되는 광에 대해 투

명한 접착제 (제1도의 130, 예컨데 UV 또는 열 경화성 광 투명 에폭시 등을 사용하며 시중에서 쉽게 구 할 수 있다)로

접착하여 부착면에서 방사된 광이 매우 높은 효율로 반사되어 SMD LED의 LED chip의 두 방사면 중 부착면의 반대

면에서 방사되는 광과 높은 효율로 합쳐지게 되어 있다.

이로서 종래의 패케이징 방법으로 제작된 SMD LED 보다 최소 20%이상의 더 높은 광 효율이 얻어짐을 실제 샘플 제

작 결과 확인 되었다. 이는 응용 용도에 따른 SMD LED의 광 휘도(예컨데 현재 통상 휴대폰 키 패드용 SMD LED에는

40∼ 60 mcd 정도를 요구 한다.)를 얻는데 요구되는 LED Chip 자체의 발광량(양면 모두 합쳐)이 본 발명의 기술을 

사용하면 종래의 기술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LED Chip의 발광량에 비해 통상 20% 정도 낮은 발광량을 가진 LED Ch

ip을 사용해도 SMD LED의 요구 수준 발광량을 획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LED Chip 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SMD LED 제조 원가 측면에서 획기적 절감을 실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래의 기술을 사용하여 SMD LED의 

요구 수준발광량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발광량을 내는 LED Chip가격 보다 약 20% 더 낮은 발광량을 가진 Chip LED 

가격은 현제의 형성 시가 기준으로 볼 때 적어도 3분의 1 가격에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표면실장형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의 패케이징(Packaging)용 프레임 기판으로서 내열성, 열 방사성,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표면 실장형 박판(예 컨데 두께 0.15mm copper alloy 박판) 리드프레임을 양극과 음극의 리드

프레임(제1도의 125 및 120)이 전기적 절연이 되도록 상호 일정 간격으로 분리(제1도의 115) 배치된 리드 프레임 기

판에서 음극 리드프레임(제1도의 120) 상에 새겨질 다이 패드 컵(제1도의 135)등의 구조를 에칭 또는 압출 등을 통해

단독형(한 Set) 또는 단독형의 다수를 면상으로 배열된 구조를 가진 리드 프레임(제3도 참조) 에서 음극 리드 프레임 

자체의 다이 패드표면 또는 두께 일부 에칭(Etching; 박판 두께 전체를 다 식각하지 않고 특정 두께만 식각) 또는 압

출 등의 방법으로 형성된 발광 다이오드 칩을 마운팅하기 위한 다이 패드 컵(제1도의 135) 내부 표면에 부착되는 발

광 다이오드 칩(제1도의 100)에서 발생하는 광의 파장대역에 대해 고 반사 광 특성이 얻어지도록 알루미늄 코팅 또는

은 도금에 또는 고 반사 성능을 갖는 물질의 코팅 또는 유전체 박막의 적층 등에 의해 LED Chip 에서의 방사 광 파장

대에서 최소 90% 이상 고 반사 막을 형성시키고 LED Chip과 다이패드 또는 다이 패드 컵 면과 접착은 LED Chip에

서 방사 되는 광에 대해 투명한 접착제 (제1도의 130)로 접착하여 부착면에서 방사된 광이 매우 높은 효율로 반사 되

도록 한다. 그리고 양극 및 음극 리드 프레임(제1도의 125 및 120)과 부착된 LED Chip(제1도의 100)를 각각 골드 와

이어 (제1도의 105 및 110)로 본딩하여 전기적으로 접속 한다.

또한, 부착된 LED Chip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극 및 음극 리드 프레임 각각의 한 끝단 부분을 제외 (통전용 전극, Ele

ctrodes 제1도의 155, 양극 리드 프레임 전극으로 형성 되게)한 통전용 골드 외이어를 포함 음극 및 양극 이드 프레임

사면을 전기적 절연재질의 광투과 에폭시 또는 광투과 에폭시와 형광물질 의 혼합체(Compound)로 몰딩(Molding, 

제1도의 140; 상판 몰딩 에폭시, 150; 하판 몰딩으로서 통상 10∼100 마이크로미터 돌기되어 전기적 절연을 보장)하

여 패키지 상단과 하단부를 고정하여 제작 완성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서는 열변형 온도가 450℃이상으로 내 열성이 크고 두께가 0.1∼0.2mm인 이며, 열 방사성 및 전기 전도성

이 우수하며, 제작이 매우 용이하고 재질 자체의 원가가 매우 싼 리드 프레임(Lead Frame)을 SMD LED 패케이징용 

기판으로 사용함으로서 SMD LED의 높여 수명을 보증하고 초경박화, 제작 원가를 크게 효과가 있다. 나아가 발광 반

도체 소자인 발광 다이오드 칩을 다이 패드 면 또는 기판 자체 프레임에 형성되어 있는 다이패드 컵 면에 실장 또는 

다이 패드 컵면 내부 표면에 광 반사율이 매우 높은 코팅 막을 형성 시켜 주어 표면 실장형 박판 프레임에 부착된 칩 

LED의 방사면 반대면에서 방사되는 광을 방사면 방향으로 고 반사시켜 방사면에서 방사 되는 광과 더해지는 양이 많

도록 하여 패키지의 방사 표면에서의 광 휘도를 종래의 기술에 비해 최소 20%이상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고 

발광 효율 SMD LED를 제작 할 수 있고 이로서 SMD LED의 제작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 열성, 열 방사성, 전기 전도성이 우수한 박판(Thin Plate) 리드 프레임(Lead Frame)으로 된 양극과 음극의 리드 

프레임이 전기적 절연이 되도록 상호 일정간격으로 분리 배치된 리드 프레임 기판과; 상기 음극 또는 양극 리드 프레

임 자체에 에칭 또는 압출 등의 방법으로 발광 다이오드 칩을 마운팅(Mounting)하기 위한 다이패드 컵이 형성 되어 

있는 표면 실장형 발광 다이오드(SMD) 패케이징(Packaging)용 단독형 리드 프레임 및 상기 양극 및 음극 리드 프레

임을 1조로 된 단독형이 다수열 면상으로 배열 구성된 표면 실장용 발광다이오드(SMD LED) 리드 프레임(Lead Fra



공개특허 10-2005-0000266

- 5 -

me).

청구항 2.
제1항에서 반사광이 특정 방향으로 반사되도록 조절하기 위해 다이 패드 컵의 내부 표면을 볼록 거울 또는 오목 거울

등의 형태 또는 특정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

청구항 3.
내 열성, 열 방사성, 전기 전도성이 우수한 박판(Thin Plate) 리드 프레임(Lead Frame)으로 된 양극과 음극의 리드 

프레임이 전기적 절연이 되도록 상호 일정 간격으로 분리 배치된 리드 프레임 기판과; 상기 음극 또는 양극 리드 프레

임 자체에 에칭 또는 압출 등의 방법으로 발광 다이오드 칩을 마운팅하기 위한 다이 패드 또는 형성된 다이 패드 컵 

내부 표면에 부착되는 발광 다이오드 칩에서 발생하는 광의 파장대역에 대해 최소 60% 이상의 고 반사 광 특성이 얻

어지도록 알루미늄 코팅 또는 은 도금 또는 고 반사 성능을 갖는 물질의 코팅 또는 유전체 박막의 적층 등 부착된 LE

D Chip의 방사 파장에 대해 광의 고 반사 막이 다이 패드 면상 또는 다이패드 컵 내부 표면에 형성 되어 있는 표면 실

장용 발광 다이오드 리드 프레임과 상기 양극 및 음극 리드 프레임을 1조로 된 단독형 및 단독형이 다수열 면상 배열

로 구성된 발광 다이오드 표면 실장용 리드 프레임.

청구항 4.
제3항에서 반사광이 특정 방향으로 반사되도록 조절하기 위해 다이 패드 컵의 내부표면을 볼록 거울 또는 오목 거울 

등의 형태 또는 특정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

청구항 5.
청구 제1항 과 제2항 과 제3항 과 제4항에서의 리드 프레임 상에 있어서 리드프레임에 형성된 다이 패드 컵 상에 광 

투과 에폭시를 돗팅(dotting)하고 그 위에 발광 다이오드 칩을 접착하여 고정하고 전기 전도성이 매우 뛰어난 금선 등

으로 발광 다이오드 칩과 양극 및 음극 리드 프레임부에 각각 본딩하여 전기적 접속을 하고 양극 및 음극 각각의 리드

프레임 양쪽 끝단을 제외한 골드 와이어를 포함 리드 프레임 상단과 하단 또는 양 측면 포함 4면을 광 투명 에폭시로 

몰딩하여 형성된 표면 실장형 발광 다이오드.

청구항 6.
청구 제1항 과 제2항 과 제3항 과 제4항에서의 리드 프레임 상에 있어서 리 드 프레임에 형성된 다이 패드 컵 상에 광

투과 에폭시를 도팅(dotting)하고 그 위에 발광 다이오드 칩을 접착하여 고정하고 전기 전도성이 매우 뛰어난 금선 등

으로 발광 다이오드 칩과 양극 및 음극 리드 프레임부에 각각 본딩하여 전기적 접속을 하고 양극 및 음극 각각의 리드

프레임 양쪽 끝단을 제외한 골드 와이어를 포함 리드 프레임 상단과 하단 또는 양 측면 포함 4면을 광 투명 에폭시와 

상기 고정된 발광 다이오드에서 방사하는 파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흡수하여 흡수 된 파장 보다 더 긴 파장대를 방사

하는 형광물질이 혼합된 Compound 물질로 몰딩하여 형성된 표면 실장형 발광 다이오드.

도면



공개특허 10-2005-0000266

- 6 -

도면1



공개특허 10-2005-0000266

- 7 -

도면2



공개특허 10-2005-0000266

- 8 -

도면3



공개특허 10-2005-0000266

- 9 -

도면4

도면5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