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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고,

<화학식 1>

(Ca,Sr)1-x-yEuxPbyS

상기 x는 0.0005≤x≤0.01이고, 상기 y는 0.001≤y≤0.0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색 형광체와, 이의 제조 방법과, 이를

이용한 발광 소자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적색 형광체는 신뢰성을 높이고 발광 효율을 개선할 수 있으며, 향상된 신뢰성과 높은 발광 효율을 갖는 적색 형

광체를 이용하여 보다 우수한 색재현성과 광특성을 갖는 발광 소자를 얻을 수 있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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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적색, 형광체, 발광 소자, LED, 백색 발광, 연색성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적색 형광체의 주사 전자 현미경 사진.

도 2는 본 발명의 Pb 비율에 따른 적색 형광체의 발광 강도의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

도 3은 종래 적색 형광체와 본 발명의 적색 형광체를 사용하여 제조한 발광 소자의 광도 및 색 변화를 비교한 그래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칩형 발광 소자를 도시한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램프형 발광 소자를 도시한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기판 20 : 발광 다이오드 칩

30, 35 : 전극 40 : 몰딩부

50 : 형광체 60 : 와이어

70, 75 : 리드 단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적색 형광체,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발광 소자에 관한 것이다.

발광 소자(light emission diode; LED)는 반도체의 p-n 접합 구조를 이용하여 주입된 소수 캐리어(전자 또는 정공)를 만들

고 이들의 재결합에 의하여 소정의 빛을 발산하는 소자를 지칭하며, GaAsP 등을 이용한 적색 발광 소자, GaP 등을 이용한

녹색 발광 소자, InGaN/AlGaN 더블 헤테로(double hetero) 구조를 이용한 청색 발광 소자 등이 있다.

발광 소자는 소비 전력이 적고 수명이 길며, 협소한 공간에 설치 가능하고, 또한 진동에 강한 특성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단일 색성분 예를 들어, 적색, 청색, 또는 녹색 발광 소자 외에 백색 발광 소자들이 출시되고 있다. 백색 발광 소자는 자동차

용 및 조명용 제품에 응용되면서, 그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광 소자 기술에서 백색을 구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첫번째는 적색, 청색, 녹색 발광 다이오드 칩

을 인접하게 설치하고, 각 소자의 발광을 혼색시켜 백색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각 발광 다이오드 칩은 열적 또는

시간적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용 환경에 따라 색조가 변하고 특히, 색얼룩이 발생하는 등 균일한 혼색을 구현하지 못

하며, 휘도가 높지 않은 단점이 있다. 또한 각 발광 다이오드 칩의 구동을 고려한 회로 구성이 복잡하며, 칩의 위치에 따라

서 삼색광이 혼합되는 최적의 조건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완전한 백색광의 구현이 어렵다. 더욱이 연색

성은 40 정도로 낮기 때문에 일반 조명이나 플래시 광원으로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문제점이 있다.

두번째는 형광체를 발광 다이오드 칩에 배치시켜, 발광 다이오드 칩의 1차 발광의 일부와 형광체에 의해 파장 변환된 2차

발광이 혼색되어 백색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청색으로 발광하는 발광 다이오드 칩 위에 그 광의 일부를 여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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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황록색 또는 황색 발광하는 형광체를 부착시켜 발광 다이오드 칩의 청색 발광과 형광체의 황록색 또는 황색 발광에

의해 백색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광 소자는 단일 황색 형광체의 발광이며 녹색과 적색 영역의 스펙트럼 결핍으

로 인해 연색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상기와 같이 연색성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색 발광 다이오드 칩과, 청색광에 의해 여기되어 녹색 및 적색 발광

하는 형광체를 사용하여 백색 발광 소자를 제조한다. 즉, 청색광과, 청색광에 의해 여기되어 나오는 녹색광 및 적색광의 혼

색으로 인해 85 이상의 높은 연색성을 갖는 백색광을 구현할 수 있다. 이 때 녹색 발광 형광체로는 청색광에 의해 여기되어

녹색부터 황색 대역까지의 광을 발광할 수 있는 티오갈라이트(thiogallate) 그룹이 사용된다. 대표적인 티오갈라이트 그룹

의 조성은 (Ca,Sr,Ba)(Al,Ga,In)2S4:Eu(or Ce)으로 표현된다. 이 중에서 SrGa2S4:Eu 형광체는 높은 발광 강도를 갖는 녹

색 발광 형광체이다. 한편, 적색 발광 형광체로는 청색광에 의해 여기되어 적색 대역의 광을 발광할 수 있는 SrS:Eu,

(Sr,Ca)S:Eu, CaS:Eu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적색 형광체의 경우 발광 특성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발광 효율이 우수한 적

색 형광체의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Sr,Ca)S:Eu로 표현되는 적색 발광 형광체는 발광 강도가 낮고 수분에 대한

화학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에 따라 일반 조명과 LCD 배면 조명 장치에의 적용에 제약을 받

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신뢰성이 향상되고 발광 효율이 개선된 적색 형광체 및 이의 제조 방법

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향상된 신뢰성과 높은 발광 효율을 갖는 적색 형광체를 이용하여 보다 우수한 색재현성과 광특성을

갖는 발광 소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고,

<화학식 1>

(Ca,Sr)1-x-yEuxPbyS

상기 x는 0.0005≤x≤0.01이고, 상기 y는 0.001≤y≤0.0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색 형광체를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x는 0.001≤x≤0.005이고, 상기 y는 0.005≤y≤0.03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적색 형광체는 600㎚ 내지 605㎚ 파장의 광을 방출할 수 있다.

본 발명은 Sr, Ca, Eu, Pb를 각각 포함하는 출발 물질을 정량하여 질산 또는 염산에 용해시키는 단계, (NH4)2CO3 또는

(NH4)2C2O4를 첨가하여 각각의 출발 물질이 분산된 상태에서 침전시키는 단계 및 상기 침전물을 건조시킨 후 이산화황

분위기하에서 900 내지 1250℃의 온도에서 1 내지 5시간 열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색 형광체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출발 물질로 SrCO3, CaCO3, Eu2O3, Pb(NO3)2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발광 다이오드 칩과 형광체를 포함하는 발광 소자에 있어서, 상기의 적색 형광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발광 소자를 제공한다. 상기 발광 다이오드 칩은 청색 또는 자외선 파장의 광을 방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상

기 발광 다이오드 칩은 청색 파장의 광을 방출하고, 녹색 발광 형광체와 상기 적색 형광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녹색

발광 형광체는 (Ba, Sr, Ca)2SiO4:Eu 또는 SrGa2S4:Eu일 수 있다.

상기 발광 다이오드 칩은 몸체 상에 실장되고, 상기 몸체 상부에 상기 발광 다이오드 칩을 봉지하는 몰딩부를 포함하며, 상

기 몰딩부는 상기 적색 형광체가 혼합되어 분포될 수 있다. 상기 몸체는 기판, 히트 싱크 또는 리드 단자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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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

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도면상에서 동일 부호는 동일

한 요소를 지칭한다.

형광체는 임자결정(Host Lattice)과 적절한 위치에 불순물이 혼입된 활성이온으로 구성되는데, 활성이온들의 역할은 발광

과정에 관여하는 에너지 준위를 결정함으로써 발광색을 결정하며, 그 발광색은 결정구조 내에서 활성이온이 갖는 기저상

태와 여기 상태의 에너지 차(Energy Gap)에 의해 결정된다. 즉, 활성이온을 갖는 형광체가 갖는 발광 중심색은 궁극적으

로 활성이온들의 전자상태 즉, 에너지 준위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Tb3+ 이온의 경우 임자 결정 내에서 5d →7f 천이

가 가장 용이하여 녹황색 발광형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에너지 차를 이용한 형광체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발광 색을 갖는 발광 다이오드를 제

조할 수 있으며, 특히, 백색 발광 다이오드를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은 기존의 (Sr,Ca)S:Eu로 표현되는 적색 발광 형광체에서 Pb 원소의 부분적인 치환을 통해 발광 효율과 수분에 대

한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한 새로운 조성의 형광체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적색 형광체는 하기 화학식 1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화학식 1

(Ca,Sr)1-x-yEuxPbyS

상기 화학식 1에서 상기 x는 0.0005≤x≤0.01이고, 상기 y는 0.001≤y≤0.05이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x는

0.001≤x≤0.005이고, 상기 y는 0.005≤y≤0.03이다.

소량의 Eu은 f-d 여기 준위에서 f 바닥 상태로 전자의 에너지 전이를 통해 발광을 일으키는 발광 중심 원소이다.

상기 화학식 1에서 형광체의 조성에 따라, 즉 Sr, Ca, Pb의 비율에 따라 발광 파장의 조절이 가능하며 최하 600㎚에서 최

대 660㎚의 우수한 발광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이하, 상술한 적색 형광체의 제조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형광체의 합성을 위한 출발 물질을 준비한다. Sr, Ca, Eu, Pb의 출발 물질로는 SrCO3, CaCO3, Eu2O3, Pb(NO3)2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알칼리 토금속인 SrCO3와 CaCO3 및 Pb(NO3)2와 활성제인 Eu2O3를 준비한 후, 이를 원하는 조성의

몰비를 바탕으로 혼합하여 질산이나 염산에 용해시킨다. 또한 과량의 (NH4)2CO3 또는 (NH4)2C2O4 등을 첨가하여 각각의

출발 물질이 분산된 상태에서 침전시킨다. 상기 침전물을 완전하게 건조시킨 후 이산화황 분위기 하에 900 내지 1250℃의

온도에서 1 내지 5시간 정도의 열처리 과정을 반복하여 탄화물에서 황화물로의 전환을 마친다.

이러한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된 적색 형광체는 2 내지 30 마이크로의 입자 분포를 갖고, 적색광의 높은 발광 강도를 나타

낸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적색 형광체의 Pb가 0.01의 비율로 치환된 Ca0.987Eu0.003Pb0.01S의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Ca0.997-yEu0.003PbyS에 있어서, Pb의 비율에 따른 적색 형광체의 발

광 강도의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면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발명의 적색 형광체는 2 내지 30㎛의 입자 분포를 보이

며, Pb를 포함하지 않은 기존의 적색 형광체에 비해 약 10% 정도 높은 발광 강도를 나타낸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Sr,Ca)S:Eu로 표현되는 적색 형광체는 청색광의 여기에 의해 적색광을 방출하는 성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Sr,Ca)S:Eu는 수분과 쉽게 반응하여 화학적 구조가 이황화 수소와 알칼리 토금속 황산화물

로 변형된다. 그리하여 (Sr,Ca)S:Eu 적색 형광체는 수분과의 화학 반응으로 인해 적색광의 스펙트럼이 점차 소멸되며, 부

산물로 생긴 이황화수소는 발광 소자 내의 금속 성분을 부식시키는 등 광특성이 급격하게 열화되는 현상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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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술한 제조 공정을 통해 (Ca,Sr)1-x-yEuxPbyS로 표현되는 적색 형광체를 제조하여, 수분에 대한 화학 반응을

방지할 수 있고 화학적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 3은 종래 적색 형광체와 본 발명의 적색 형광체를 사용하여 제조한 발광 소자의 광도 및 색 변화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Ca0.997Eu0.003S와, Pb가 부분적으로 치환된 Ca0.987Eu0.003Pb0.01S을 각각 사용한 발광 소자에 있어서, 60℃ 온도의 90%

수분을 포함한 외부 환경 하에서 신뢰성 시험을 진행하였고, 초기값을 100으로 하여 초기값 대비 광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광도 변화는 형광체의 조성이 수분과의 반응으로 인해 분해되어 광특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도면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발

명의 Pb가 부분적으로 치환된 적색 형광체의 광도 변화가 종래 적색 형광체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본 발

명은 적색 형광체의 수분에 대한 안정성이 우수하여 화학적 반응으로 인한 광특성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상술한 적색 형광체를 사용하여 장파장 자외선 영역 및 청색 영역대의 여기하에 매우 우수한 적색광

을 구현할 수 있으며, 수분에 대한 화학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향상된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이하, 상술한 형광체를 이용한 본 발명의 발광 소자에 관해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적색 형광체를 사용하여 제조한 칩형 발광 소자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발광 소자는 기판(10)과, 기판(10) 상에 형성된 전극(30, 35)과, 제 1 전극(30) 상에 실장된 발광 다이오

드 칩(20)과, 발광 다이오드 칩(20)을 봉지하는 몰딩부(40)를 포함한다. 상기 몰딩부(40)에는 상술한 적색 형광체가 균일

하게 혼합되어 분포되어 있다.

상기 기판(10)은 발광 다이오드 칩(20)이 실장되는 중심 영역에 소정의 홈을 형성하여 홈의 측벽면에 소정의 기울기를 형

성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발광 다이오드 칩(20)은 홈의 하부 면에 실장되고, 소정의 기울기를 갖는 측벽면으로 인해 발광

다이오드 칩(20)에서 발광하는 광의 반사를 극대화하고 발광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기판(10)은 발광 다이오드 칩(20)의 열을 외부로 방출하기 위한 히트 싱크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판

(10) 상의 발광 다이오드 칩(20)이 실장될 소정 영역을 제거하여 관통공을 형성하고, 그 내부에 히트 싱크를 삽입 장착하여

히트 싱크 상부에 발광 다이오드 칩(20)을 실장할 수도 있다. 히트 싱크로 열전도성이 우수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고, 열전도성 및 전기 전도성이 우수한 금속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상기 전극(30, 35)은 기판(10) 상에 발광 다이오드 칩(20)의 양극 단자 및 음극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제 1 및 제 2 전극

(30, 35)으로 구성한다. 상기 제 1 및 제 2 전극(30, 35)은 인쇄 기법을 통해 형성할 수 있다. 제 1 및 제 2 전극(30, 35)은

전도성이 우수한 구리 또는 알루미늄을 포함한 금속 물질로 형성하되, 제 1 전극(30)과 제 2 전극(35)은 전기적으로 단전

되도록 형성한다.

상기 발광 다이오드 칩(20)은 GaN, InGaN, AlGaN 또는 AlGaInN 계열의 청색 발광하는 발광 다이오드 칩을 사용한다. 본

실시예는 420 내지 480 ㎚ 범위의 청색 광을 방출하는 발광 다이오드 칩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청색 광

뿐만 아니라 자외선(UV)을 방출하는 발광 다이오드 칩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발광 다이오드 칩(20)의 개수는 하나일

수도 있고, 목적하는 바에 따라 다수 개로 구성할 수도 있다.

상기 발광 다이오드 칩(20)은 제 1 전극(30) 상에 실장되고, 와이어(60)를 통하여 제 2 전극(35)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발광 다이오드 칩(20)이 전극(30, 35) 상에 실장되지 않고 기판(10) 상에 형성되는 경우에, 2개의 와이어(60)를 통하

여 각각 제 1 전극(30) 또는 제 2 전극(35)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기판(10) 상부에는 상기 발광 다이오드 칩(20)을 봉지하기 위한 몰딩부(40)가 형성된다. 상기 몰딩부(40) 내에는 상

술한 바와 같이 (Ca,Sr)1-x-yEuxPbyS로 표현되는 적색 형광체(50)가 균일하게 혼합되어 분포되어 있다. 몰딩부(40)는 소

정의 투명 에폭시 수지와 상기 형광체(50)들의 혼합물을 이용한 사출 공정을 통해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주형을 이

용하여 제작한 다음, 이를 가압 또는 열처리하여 몰딩부(40)를 형성할 수 있다. 몰딩부(40)는 광학 렌즈 형태, 평판 형태 및

표면에 소정의 요철을 갖는 형태 등 다양한 형상으로 형성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적색 형광체를 사용하여 제조한 램프형 발광 소자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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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참조하면, 발광 소자는 반사부가 형성된 제 1 리드 단자(70)와, 상기 제 1 리드 단자(70)와 소정 간격 이격된 제 2

리드 단자(75)로 구성된다. 상기 제 1 리드 단자(70)의 반사부 내에 발광 다이오드 칩(20)이 실장되고, 와이어(60)를 통하

여 제 2 리드 단자(75)와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상기 발광 다이오드 칩(20)의 상부에는 형광체(50)를 포함하는 몰딩부(40)

가 형성되고, 리드 단자(70, 75)의 선단에는 성형용 틀을 이용하여 형성한 외주 몰딩부(45)를 포함한다. 상기 몰딩부(40)

내에는 상기 발광 다이오드 칩(20)으로부터 방출된 광을 흡수하여 적색의 파장으로 광을 파장 전환시키는 (Ca,Sr)1-x-

yEuxPbyS로 표현되는 적색 형광체(50)가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다. 상기 외주 몰딩부(55)는 발광 다이오드 칩(20)에서 방

출된 광의 투과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투명한 에폭시 또는 실리콘 수지로 제작된다.

이러한 본 발명의 발광 소자는 발광 다이오드 칩(20)으로부터 1차 광이 방출되고, 1차 광에 의해 형광체(50)는 파장변환된

2차 광을 방출하여, 이들의 혼색으로 원하는 스펙트럼 영역의 색을 구현한다. 즉, 청색 발광 다이오드 칩으로부터 청색광

이 방출되고, 청색광에 의해 적색 형광체는 우수한 발광 강도를 갖는 적색 파장의 광을 방출한다. 그리하여 1차 광인 청색

광의 일부와, 2차 광인 적색광이 혼색되어 핑크색에서 자주색에 이르는 파스텔계 광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색의 구현을 위해 (Ba,Sr,Ca)2SiO4:Eu 또는 SrGa2S4:Eu와 같은 다양한 조성의 형광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광 소자는 발광 다이오드 칩 상에 상기 (Ca,Sr)1-x-yEuxPbyS로 표현되는 적색 형광체와 SrGa2S4:Eu의 녹색

형광체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때, 청색 발광 다이오드 칩으로부터 청색광이 방출되고, 청색광에 의해 적색 형광체는 적색

파장의 광을 방출하고 녹색 형광체는 녹색 파장의 광을 방출한다. 그리하여 1차 광인 청색 광의 일부와, 2차 광인 적색광과

녹색이 혼색되어 백색광을 구현할 수 있다.

이는 종래 청색 발광 다이오드 칩과 황색 형광체를 사용한 발광 소자에 비해 연색성이 높은 백색광을 구현할 수 있으며, 발

광 효율이 우수한 적색 형광체를 사용함으로써 색 재현성과 백색 균일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발광 소자는

종래에 비해 적색 형광체의 수분에 대한 안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적색 형광체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광

소자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기술적 요지는 상기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정과 변형이 가능하며, 다양한 구조의

제품에 응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Pb 원소의 부분적인 치환에 의한 새로운 조성을 사용하여 발광 강도가 우수한 적색 형광체를 제조할 수 있다. 또

한 적색 형광체가 종래 수분에 대한 화학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신뢰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적색 형광체는 장파장 자외선 영역 및 청색 영역 대의 여기하에 발광 효율이 매우 우수한 적색광을 발광함

으로서, 청색광을 이용한 백색 발광 다이오드 뿐 아니라 UV광을 이용한 백색 발광 다이오드 제조에서도 우수한 광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안정적인 신뢰성과 향상된 발광 효율을 갖는 본 발명의 적색 형광체를 이용하여 우수한 색재현성과 광특성

을 갖는 발광 소자를 제조할 수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발광 소자는 90 이상의 고연색성의 백색광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

에 일반 조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연색성과 색재현성으로 인해 LED 배면광원으로도 사용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고,

<화학식 1>

(Ca,Sr)1-x-yEuxPb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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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x는 0.0005≤x≤0.01이고, 상기 y는 0.001≤y≤0.0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색 형광체.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x는 0.001≤x≤0.005이고, 상기 y는 0.005≤y≤0.0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색 형광체.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적색 형광체는 600㎚ 내지 660㎚ 파장의 광을 방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색 형광체.

청구항 4.

Sr, Ca, Eu, Pb를 각각 포함하는 출발 물질을 정량하여 질산 또는 염산에 용해시키는 단계;

(NH4)2CO3 또는 (NH4)2C2O4를 첨가하여 각각의 출발 물질이 분산된 상태에서 침전시키는 단계; 및

상기 침전물을 건조시킨 후 이산화황 분위기하에서 900 내지 1250℃의 온도에서 1 내지 5시간 열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색 형광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출발 물질로 SrCO3, CaCO3, Eu2O3, Pb(NO3)2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색 형광체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발광 다이오드 칩과 형광체를 포함하는 발광 소자에 있어서,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적색 형광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소자.

청구항 7.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발광 다이오드 칩은 청색 또는 자외선 파장의 광을 방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소자.

청구항 8.

청구항 6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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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발광 다이오드 칩은 청색 파장의 광을 방출하고,

녹색 발광 형광체와 상기 적색 형광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소자.

청구항 9.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녹색 발광 형광체는 (Ba, Sr, Ca)2SiO4:Eu 또는 SrGa2S4:Eu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소자.

청구항 10.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발광 다이오드 칩은 몸체 상에 실장되고, 상기 몸체 상부에 상기 발광 다이오드 칩을 봉지하는 몰딩부를 포함하며, 상

기 몰딩부는 상기 적색 형광체가 혼합되어 분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소자.

청구항 11.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몸체는 기판, 히트 싱크 또는 리드 단자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소자.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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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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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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