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H01L 33/00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7-0029743

2007년03월14일

(21) 출원번호 10-2006-7026176

(22) 출원일자 2006년12월13일

심사청구일자 2006년12월13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6년12월13일

(86) 국제출원번호 PCT/EP2005/005681 (87) 국제공개번호 WO 2006/005393

국제출원일자 2005년05월25일 국제공개일자 2006년01월19일

(30) 우선권주장 202004011015.6 2004년07월14일 독일(DE)

(71) 출원인 트리도닉 옵토엘렉트로닉스 게엠베하

오스트리아 아-8380 부르겐란트 예너스도르프 테히놀로기파크 10

(72) 발명자 호쇼프,한스

오스트리아 아-8380 옌네르스도르프 한스 폰스틸 가쎄 21

타쉬,슈테판

오스트리아 8380 옌네르스도르프 안제르슈트라세 33

파흘러,페터

오스트리아 8042 그라즈-세인트 페터 오토-뢰비-가쎄 4/4/19

(74) 대리인 양문옥

전체 청구항 수 : 총 12 항

(54) 깔때기 모양의 렌즈를 가진 발광 다이오드 스포트라이트

(57) 요약

적어도 하나의 LED를 가지고 그 상부에는 색 변환 물질이 배열되는 어레인지먼트 및 실질적으로 투명한 물질로 형성되고

LED 어레인지먼트로부터의 입사광을 전반사에 의하여 출구면으로 유도하는 광학 시스템을 갖는 LED 스포트라이트가 제

공된다. 이러한 원뿔 광학 시스템의 기저면은 다각형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원뿔 광학 시스템의 외벽은 적어도 부

분적인 영역에서 평단면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색 변환 물질은 LED 어레인지먼트 위에 입방형의 형태로 구비되어 있을

수 있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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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그 상부에 색 변환 물질(color conversion substance)이 배치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LED를 갖는 어레인지먼트

(arrangement); 및

실질적으로 투명한 물질로 형성되고, 상기 LED 어레인지먼트로부터의 입사광을 전반사에 의하여 출구면(exit surface)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광학 시스템을 갖는 LED 스포트라이트.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의 기저면(base surface)이 다각형의 형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ED 스포트라이트.

청구항 3.

상기 청구항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 있어서,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의 외벽이 적어도 부분적인 영역에서 평단면(planar facets)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ED 스포

트라이트.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색 변환 물질은 상기 LED 어레인지먼트 위에 입방형(cuboid) 형태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ED 스포트라이

트.

청구항 5.

상기 청구항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 있어서,

상기 LED 어레인지먼트는 같은 색을 내는 다수의 LED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ED 스포트라이트.

청구항 6.

상기 청구항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 있어서,

상기 LED 어레인지먼트는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의 상기 기저면을 형성하는 캐리어에 같은 높이(flush in a carrier)로 장

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ED 스포트라이트.

청구항 7.

상기 청구항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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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의 외벽은 적어도 2개의 원형 아크 영역(circular arc regions)을 가지며, 상기 원형 아크 영역의 각

각은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의 대칭축에 대하여 기울어진 평단면(planar facets)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ED 스

포트라이트.

청구항 8.

상기 청구항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 있어서,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의 외벽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거울화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ED 스포트라이트.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은 상기 거울화된 영역 안에서 탑재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ED 스포트라이트.

청구항 10.

적어도 하나의 LED를 가지는 어레인지먼트; 및

실질적으로 투명한 고체 물질로 형성되고 상기 LED 어레인지먼트로부터 멀어질수록 넓어지는 원뿔 광학 시스템을 갖는

LED 스포트라이트.

청구항 11.

적어도 하나의 LED를 가지는 어레인지먼트; 및

실질적으로 투명한 물질로 형성되는 원뿔 광학 시스템을 갖고,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의 외부면에는 그 바깥쪽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반사기가 구비되어 있는 LED 스포트라이트.

청구항 12.

적어도 하나의 LED를 가지는 어레인지먼트; 및

실질적으로 투명한 물질로 형성되는 원뿔 광학 시스템을 갖고,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의 외부면은 다수의 구별 가능한 영

역(discreet regions)으로 나누어지고, 상기 각 영역은 상기 거울 광학 시스템의 대칭축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각도를 갖는

LED 스포트라이트.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발광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 스포트라이트(Spotlight)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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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발광 다이오드 분야, 보다 구체적으로 "백색"광 발광 다이오드 분야를 배경으로 한다. 이 분야에서의 통상적인

기술에 따르면, 발광 다이오드로부터 백색광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유색광(colored light) 특히, 청색광을 색 변환(color

conversion)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색깔의 LED로부터의 광 요소(light component)를 혼합함으로써 백색광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백색광은 LED 칩에서 발생되는 청색광을 황색광과 혼합하여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상기 황색광은

상기 청색광의 일부로부터 생성되는 것으로서 상기 청색광의 일부가 상기 LED를 둘러싸고 있는 색 변환 물질(color

conversion material)을 통과하자마자 생성되는 것이다.

색 변환 물질의 특성과 LED 생산의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LED 위에 배치되어 있는 색 변환 층(color conversion layer)

이 다른 색깔의 영역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로 인하여 같은 LED를 통하여 불균일한(nonhomogenous) 색의

분포가 초래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기존의 굴절 렌즈(refraction lenses)들을 가진 경우에 초래된다. 상기 굴절

렌즈를 이용하는 경우에, 특히 좁은 영역에 빛을 방사하는 LED에서, 청색광을 황색으로 변환된 광과 전체 방출 범위에서

혼합하여 균일한 백색광이 방출되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청색 LED를 이용하여 백색광을 발생시킬 경우에, 균일한 백색광이 방출되도록 하는 전체 방사 폭(entrie radiation

breath)에 걸쳐서 청색광을 황색으로 변환된 광과 혼합하기가 어렵다.

WO 02/50572 A1에는 안쪽으로 개방된 반사기(reflector)를 가진 LED 스포트라이트 장치(LED spotlight arrangement)

가 알려져 있다. 상기 반사기의 바닥에 여러 가지 색깔을 갖는 복수의 LED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색변환도 필요

치 않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LED 스포트라이트의 방출 특성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은 본 발명에 따른 독립항들의 특징에 의하여 달성된다. 종속항들은 구체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본 발명의 중심

개념을 더욱 개진시킨다.

본 발명의 첫 번째 측면에 따르면 LED 스포트라이트가 제공되는데, 상기 LED 스포트라이트는 적어도 하나의 LED를 갖는

장치(arrangement) 및 실질적으로 투명한 고체 물질로 만들어진 원뿔 광학 시스템(conical optical system)를 갖는 다.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은 LED 어레인지먼트(LED arrangement)로부터 넓어지는 형상을 가지며 또한 전반사(total

reflection)에 의하여 상기 LED 어레인지먼트로부터 상기 광을 원뿔 광학 시스템의 출구면(exit surface) 방향으로 인도

한다. 따라서 "간접(indirect)"광, 즉, 원뿔 광학 시스템의 측면(주변 대기와의 경계층)에서 전반사된 광은, 반사되지 않고 "

직접" 상기 원뿔 광학 물질을 통해 상기 출구면으로 방출되는 광 요소(light component)와 혼합된다.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의 기저면(base surface)은 다각형, 원형, 타원형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의 측벽은 적어도 부분적인 영역에서 평단면(planar facets)을 가질 수 있다.

상기 LED 어레인지먼트의 위쪽, 즉 상기 LED 어레인지먼트와 상기 출구면 사이에 색 변환 물질이 배열되어 있다. 이 경우

에, 상기 색 변환 물질은 특히 입방형 고체(cuboid solid)의 형태로 배열되어 있을 수 있다.

다수의 LED를 포함하는 경우, 이것들은 모두 같은 색깔이거나, 또는 다른 색깔을 가질 수도 있다.

상기 LED 어레인지먼트는 그 단부가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의 상기 기저면과 동일한 높이를 가지는 캐리어(carrier)에 같

은 높이로 위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보다 많은 이점들과 특징, 특성들은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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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투명한 고체 물질로 된 원뿔 광학 시스템(1)의 형태인 깔때기 모

양 렌즈를 갖는 LED 스포트라이트가 제공되는데,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1)은 측벽(2)과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1)의 대칭

축에 대하여 수직인 출구면(3)을 갖는다.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1)의 물질은 예를 들어 1.4에서 1.6 사이의 굴절율

(refractive index), 특히 1.5에서 1.55의 굴절률을 가질 수 있다.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으로부터 주변 대기까지의 경계층에서, 내부로부터 사되는 광(light incident from the interior)은

전반사되며, 그 결과 이 입사광은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의 측벽으로부터는 나오지 못한다. 오히려 이 입사광은 보다 경사

진 각도에서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의 출구면으로 입사되기 때문에, 이 투사광은 상기 출구면에서 반사되지 않고, 오히려

상기 출구면에 수직한 방향으로부터 조금만 굴절된다.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의 외부 표면이 대칭축에 대하여 예각을 이루는 것에 의하여, 상기 LED 어레인지먼트로부터의 광이

전반사를 위한 경계각(boundary angle)보다 작거나 같은 각도로 입사되는 것이 보장된다. 다음의 방정식에 따라서,

sin(α) = n1/n2

상기 경계각(α)는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을 형성하는 재료의 굴절율(n2) (및 주변 대기의 굴절율(n1))의 함수이기 때문에,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의 외부 표면의 가능한 경로(possible path)는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선택된 물질의

굴절율에 의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기 외부 표면이 상기 대칭축과 형성하는 각도가 상기 LED 광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욱 평평

하게 되는 것이 유리하다.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1)의 횡단면의 넓이가 보다 더 작은 부분에서 LED 광원(LED light source), 예를 들어 도 3 및 도

4에 도시되어 있는 LED 칩이 제공된다. 상기 LED 칩에 대해서는 이 도면들을 참조하여 후술할 것이다. 상기 LED 칩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LED를 가진 LED 어레인지먼트를 가진다.

이 LED칩으로부터 광(4)은 출구면(3)의 방향으로 직접 방사될 수 있다.

반대로 원뿔 광학 시스템(1)의 경계면으로 입사되는 간접광은 적절하게 선택된 굴절 특성과 입사각(angle of incidence)

때문에 그곳에서 전반사되고, 그 결과 상기 출구면(3)의 영역으로 향하게 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뿔 광학 시스템(1)의 측벽(2)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평단면(6, planar facets)을 가질 수 있다.

원뿔 광학 시스템(1)의 하부 영역에는 LED칩을 위치시키기 위한 개구(opening)가 제공된다. 게다가, 상기 원뿔 광학 시스

템(1)의 아래쪽 면에는 원뿔 광학 시스템(1)이 캐리어 상에 위치할 수 있고,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위에 탑재되는 방

식으로 부착용 익스텐숀(11, attachment extensions)이 구비될 수도 있다.

상기 LED 스포트라이트는 원뿔 광학 시스템을 형성하는 물질과 색변환 물질, 그리고 LED 광원으로 완전히 채워지는데,

이것은 빈 영역이나 공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도 3에 도시되어 있는 실시예에서, 원뿔 광학 시스템(1)은 부착용 익스텐숀(11)에 의하여 캐리어(10) 내에 장착되어 위치

한다. 캐리어(10)의 윗면에는 회로판(13)이 구비된다. 원뿔 광학 시스템(1)의 내부에는, 그것의 밑면에서는 회로판(13)에

대하여 절연되었지만, 예를 들어 본딩 와이어(12, bonding wire)에 의해 적절하게 전기적으로 접촉이 되도록, LED 칩(8)

이 배치된다. LED 칩(8)의 위에는 입방형 고체 형태의 색 변환 물질(9)이 도포되어 있다.

도 4에 도시되어 있는 실시예는 LED 칩(8)과, 역시 입방형 고체 형태를 가지는, 색 변환 물질(9)이 캐리어(10) 내의 함몰

부(14, depression) 내에 그것과 동일한 높이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 3과 다르다.

본 발명에 의하면, LED 칩(8)으로부터 방출되는 색깔에 대응하는 광 색깔과 색 변환 물질(9)에 의하여 변환되어 발생하는

광 색깔이 서로 혼합되는 것이 현저하게 개선된다. 이와 같이 혼합이 개선되는 것은 특히 다음 메카니즘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메카니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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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 전반사 영역으로부터 오는 광과 편평한 커버 표면(plane cover surface)을 통해 직접 방출되는 광이 겹치도록 하는

원뿔 광학 시스템(1)이 사용된다. 이것에 의하여, 원뿔 측벽(2)의 적절한 구조(conformation)를 통해, 상기 광의 첫 번째

혼합이 달성된다.

- 상기 원뿔이 다수의 조각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상기 혼합은 더욱 잘 이루어지는데, 이 원뿔 조각들은 각각은 그 자체로

이미 소망하는 형태로 광을 방출한다. 개별 원뿔 영역들(individual cone regions, 예컨대 도 2의 단면(6)을 참조하라)로부

터의 방출을 겹치게 함으로써, 광의 혼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상기 "원뿔"은 다각형의 기저면

(polygonal base surface)을 가진다.

- 추가적으로 부가된 단면(6)을 통하여 상기 광의 혼합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더 작은 공간 각도

범위에서의 혼합을 제공한다. 이런 단면들의 각도 배열(angular disposition)에 대해서 다음에 더욱 상세히 서술될 것이다.

- 색 변환 물질의 기하학적 도포를 통해서, 다양한 영역으로의 상기 광의 방출은 아주 적게 변한다는 사실이 또한 제공된

다. 게다가, 이를 통해 상기 색 변환 물질의 표면 색깔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계 내에서 같은 수준에 머문다.

원뿔 광학 시스템에서의 상기 단면들의 각을 배열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범위들이 유리하다:

1. 상기 칩 표면의 중앙에 위치하는 추정 광원 지점(assumed point light source)으로부터의 광선들이, (상기 물질에서) 0

에서 28°의 각도 범위인 경우에 바깥쪽, 즉 출구면(3)으로 직접 보내지게 된다.

2. 각도 범위가 28에서 40° 사이인 경우에,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의 대칭축에 대하여 5°에서부터 0°까지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1)의 안쪽 측면에서 상기 광선들은 전반사를 경험한다.

3. 40에서부터 55°까지의 탈출 영역(exit region)에서, 상기 광선들은 0도에서부터 상기 대칭축에 대하여 5°까지 전반사

를 경험하고, 55에서부터 75°까지에서는 상기 축에 대하여 5°에서부터 0°까지 전반사를 경험한다.

이렇게 다른 영역들에서 방출된 광선들이 겹침으로써, 균일한 혼합을 달성할 수가 있다. 도 2에 도식적으로 도시된 것과

같은 원형 아크 또는 접선 변이(tangential transition)를 가진 측벽(2)에 의해서, 위에서 언급한 3개의 영역(zone)들은 상

기 원뿔 광학 시스템(1)에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접선 변이 대신에, 가장자리(edge)가 또한 존재할 수도 있다.

참조 부호 15는 상기 평단면들(planar facets)의 원형 아크를 지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55°에서 75°까지의 탈출 범위(exit

range)를 가진 광선을 완전히 반사한다. 참조 부호 16은 40°에서 55°까지의 탈출 각도를 갖는 광을 완전히 반사하는 평단

면들의 원형 아크를 지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조 부호 17은 28°에서 40°까지 범위의 광을 완전히 반사하는 원형 아크

를 지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언제나 상기 대칭축(18)에 대하여 측정되는 상기 0에서 28°까지의 탈출 각도(exit

angle)를 갖는 광은 출구면(3)으로 직접 나온다.

도 3 및 도 4에 도시되어 있는 고체 입방 형태의 색 변환 물질은 상기 색 변환 물질의 표면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색 변화

가 생기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상기 LED 칩, 상기 색 변환 매개체(medium), 그리고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 사이의 상대적

인 위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상기 색 변환 물질의 윤곽(contour)이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의 하부면(underside)에 의하

여 형태상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LED 캐리어(10)에 부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LED 칩은 상기 원뿔 광

학 시스템 내에 설치될 수 있다.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캐리어 내에 설치되거나 및/또는 초음

파을 이용한 결합(ultrasonically welded)에 의해 접착되어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

은 또한 기저 부분에서 많이 확장되어 상기 캐리어상(도 2 및 도 3 참조)에 직접 장착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도시된

작은 다리(11, small legs)를 이용하면,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을 위치시키는 것은 보다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는데, 상기

작은 다리를 가지고서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이 상기 캐리어(10)의 구멍들(bores)(도 3 및 도 4 참조)에 위치하도록 할 수

있다.

도 5는 전반사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의 외부면을 예

컨대, 외부에 금속층(19)을 도포하는 것을 통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거울화(partially mirrored)하는 경우이다. 이 금속층

은 반사기(reflector)가 어떻게 전반사를 보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지 하나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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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의 적어도 일 부분에 이러한 반사기(19)를 마련하는 것을 통하여, 이 부분에서는 전술한 전반사의

효과는 완전히 없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이 부분에서의 LED 스포트라이트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비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상기 LED 스포트라이트는,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의 외부면의 이 영역에서, 접착제(20)에 의하여 캐리어(21)와

연결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청색 또는 자외선 LED를 이용하여 백색광을 발생시키는 것은 상기 LED칩 바로 위에 배치된 형광

체(luminophor)에 의한 색변환 과정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이런 형광체들은 에폭사이드(epoxide), 아크릴 산염

(acrylate), 또는 실리콘과 같이 투명하고, 열적으로 그리고 빛에 대하여 안정적인 매트릭스(transparent, thermally and

light stable matrix)로 배치된다. 이것 대신에, 상기 색 변환층은 또한 LED 칩에 직접 도포될 수도 있다. 기판(캐리어)에

상기 원뿔 광학 시스템을 부착하는 것은 접착이나 접합(welding), 또는 어떤 기계적인 부착을 통하여 실시될 수 있다. 렌즈

물질로는 예를 들어 폴리탄산에스테르(polycarbonate), PMMA, PMMI, COC, COP와 같은 아주 투명한 플라스틱이나 또

한 유리와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발광 다이오드 스포트라이트(Spotlight)를 생산하거나 이를 판매 및 사용하는 산업 등에 널리 이용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원뿔 광학 시스템에서의 광 경로(beam path)를 도식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깔때기 모양의 렌즈(funnel-shaped lens)에 대한 사시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LED칩이 제자리에(in place) 장착되어 있는 본 발명에 따른 LED 스포트라이트의 일 실시예에 대한 도식적인 단면

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LED 스포트라이트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는 부분적으로 거울화된(partially mirrored) 원뿔 광학 시스템을 갖는 일 실시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참조 부호에 대한 리스트

1. 깔대기 모양의 렌즈(원뿔 광학 시스템)

2. 투명 측벽

3. 출구면

4. 직접광 요소(direct light component)

5. 간접광 요소(전반사된 광요소)

6. 단면(facet)

7. LED 다이에 대한 개구(opening for LED die)

8. 하나 또는 그 이상의 LED를 갖는 LED 다이(LED 칩)

9. 색 변환 물질

10.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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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착용 익스텐숀(attachment extension)("렌즈 다리")

12. 전기 접촉체(electrical contacting)

13. 회로판(circuit board)

14. 캐리어의 함몰부(depression in carrier)

15, 16, 17: 원형 아크부(circular arc sections)

18. 상기 광학 시스템의 대칭축

19. 부분적으로 거울화된 부분(partial mirroring)

20. 접착제(adhesion)

21. 피팅 캐리어(fitting carrier)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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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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