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1S 5/022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4월02일

10-0702106

2007년03월26일

(21) 출원번호 10-2005-0026667 (65) 공개번호 10-2006-0045030

(22) 출원일자 2005년03월30일 (43) 공개일자 2006년05월16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3월30일

(30) 우선권주장 JP-P-2004-00098613

JP-P-2004-00127635

JP-P-2004-00186259

JP-P-2004-00192960

JP-P-2004-00193503

JP-P-2005-00012554

2004년03월30일

2004년04월23일

2004년06월24일

2004년06월30일

2004년06월30일

2005년01월20일

일본(JP)

일본(JP)

일본(JP)

일본(JP)

일본(JP)

일본(JP)

(73) 특허권자 샤프 가부시키가이샤

일본 오사까후 오사까시 아베노꾸 나가이께쪼 22방 22고

(72) 발명자 시노하라 히사유키

일본 히로시마켄 히가시히로시마시 사이조초 지케 7428-1-301

츠지 마코토

일본 히로시마켄 히가시히로시마시 사이조아사히마치 8-13-305

이토 타카시

일본 히로시마켄 미하라시 나카노초 6-3-10

니시야마 노부히로

일본 오사카후 하비키노시 니시우라 1-12 3-403

(74) 대리인 백덕열

이태희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04150085 A

JP09205251 A

KR1020000066585 A

JP08055357 A

JP2004031900 A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이용배

전체 청구항 수 : 총 21 항

(54) 광픽업장치, 그에 사용가능한 반도체 레이저장치와 하우징및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제조방법

등록특허 10-0702106

- 1 -



(57) 요약

반도체 레이저 장치는, 반도체 레이저 칩을 탑재하는 판상의 탑재부 및 이 탑재부에 연속적으로 연장되는 리드부를 갖는

제1 리드와, 상기 제1 리드의 리드부를 따라 연장되는 제2 리드와, 상기 제1 리드 및 제2 리드를 일체적으로 유지하는 절

연성 재료로 이루어지는 유지부를 구비한다. 상기 제1 리드의 탑재부의 이면은 상기 유지부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제1 리드는, 상기 탑재부의 이면을 따라 상기 탑재부로부터 돌출된 타이바부를 갖는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도체 레이저 칩을 탑재하는 판상의 탑재부 및 상기 탑재부에 연속적으로 연장되는 리드부를 갖는 제1 리드부,

상기 제1 리드의 리드부를 따라 연재하는 제2 리드, 및

상기 제1 리드 및 제2 리드를 일체적으로 유지하는 절연성 재료로 이루어지는 유지부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리드는, 상기 탑재부의 이면이 상기 유지부로부터 노출되는 동시에, 상기 탑재부의 이면을 따라 상기 탑재부로부

터 돌출된 타이바부(tie bar portion)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레이저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바부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광축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레이저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바부의 돌출 방향의 선단은 상기 탑재부의 임의의 부분보다도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으로부터 먼 위치에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레이저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바부의 폭은, 반도체 레이저 칩의 폭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폭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레이저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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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리드는, 상기 제2 리드의 상기 유지부에 대한 이동을 규제하는 누락 방지부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레

이저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리드는 상기 탑재부의 전 에지에,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탑재 위치를 나타내도록 후퇴된 요부를 갖고,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직전에 상당하는 상기 요부의 내연은,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광축에 대해 경사져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레이저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리드는 부분적으로 두께가 상이한 이형 프레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레이저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리드의 상기 탑재부 중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이 탑재되는 부분의 두께에 비해, 상기 탑재부 중 나머지 부분의 두

께가 두껍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레이저 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상면과 상기 제1 리드부 상면 사이의 고저 차가 작게 되도록, 상기 제1 리드의 상기 리드부의 두

께가 상기 탑재부의 두께에 대해 두껍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레이저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리드의 상기 탑재부와 상기 리드부가 용접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레이저 장치.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상면과 상기 제1 리드의 리드부 상면이 와이어로 접속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레이

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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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리드의 상기 탑재부 중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이 탑재되어 있는 영역 이외의 영역에, 상기 탑재부의 표리를 통하

는 관통 구멍이 제공되고,

상기 탑재부의 이면에 상기 관통 구멍의 주위를 상기 관통 구멍에 연속적으로 둘러싸는 홈이 제공되고,

상기 유지부의 재료가 상기 탑재부의 표면측으로부터 상기 관통 구멍을 통해 상기 홈을 매립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레이저 장치.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리드의 상기 탑재부 중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이 탑재되어 있는 영역 이외의 영역에, 상기 탑재부의 표리를 통하

는 관통 구멍을 형성하도록 절기부가 제공되고,

상기 유지부의 재료가 상기 탑재부의 표면측으로부터 상기 관통 구멍을 통해 상기 절기부의 이면측의 공간을 매립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레이저 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리드의 리드부 및 제2 리드 중 상기 유지부로부터 돌출된 외곽 리드 부분에 국소적으로 가느다란 넥이 제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레이저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각 리드는, 심재에, 상기 심재에 비해 땜납 습윤성이 좋은 금속을 도금한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레이저 장

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심재가 Cu로 이루어지고, 상기 도금된 금속의 최표면이 Sn 또는 Au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레이저 장치.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지부의 재료가 수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레이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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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지부의 재료가 세라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레이저 장치.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지부의 색이 흑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레이저 장치.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지부상에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을 보호하기 위한 덮개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레이저 장치.

청구항 21.

하우징과,

제1항에 기재된 반도체 레이저 장치를 구비하고,

상기 반도체 레이저 장치가, 상기 제1 리드의 탑재부 및 타이바부를 상기 하우징에 접촉시킨 형태로 부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픽업장치.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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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삭제

청구항 44.
삭제

청구항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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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46.
삭제

청구항 47.
삭제

청구항 48.
삭제

청구항 49.
삭제

청구항 50.
삭제

청구항 51.
삭제

청구항 52.
삭제

청구항 53.
삭제

청구항 54.
삭제

청구항 55.
삭제

청구항 56.
삭제

청구항 57.
삭제

청구항 58.
삭제

청구항 59.
삭제

청구항 60.
삭제

청구항 61.
삭제

청구항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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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63.
삭제

청구항 64.
삭제

청구항 65.
삭제

청구항 66.
삭제

청구항 67.
삭제

청구항 68.
삭제

청구항 69.
삭제

청구항 70.
삭제

청구항 71.
삭제

청구항 72.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기록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독취하거나, 광기록매체에 신호를 기입하거나 하는 광픽업장치, 및 광픽업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 레이저장치와 하우징, 및 그와 같은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CD-ROM(컴팩트 디스크-독출전용 메모리)이나 MD(미니디스크) 등의 정보기록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독취하기 위해, 광

픽업장치의 부품으로서 반도체 레이저장치가 널리 사용된다. 반도체 레이저장치 중에는, 일본 특개 2002-43679호 공보

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프레임 타입의 레이저장치가 있다. 상기 프레임 타입의 레이저장치는, 금속의 리드프레임과 전극으로

이루어지는 복수의 리드가 수지(외위기)에 의해 일체 형성된 패키지를 구비한다. 리드프레임의 소자배치부(칩을 탑재하는

부분)에 반도체 레이저 칩이 탑재되고, 그의 반도체 레이저 칩과 전극리드는 와이어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일

본 특개 2002-43679호 공보의 것은, 상기 리드프레임이 상기 수지의 측면에서 돌출한 날개부를 구비하여, 방열효율을 높

이는 것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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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의 광픽업장치에서는 고출력의 반도체 레이저 칩을 사용하는 일이 많고, 반도체 레이저 칩의 방열특성을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일본 특개 2002-43679호 공보는, 반도체 레이저 칩을 서브 마운트를 통해 소자탑재부에 탑재한 예도 개시한다. 상

기 예에서는, 서브 마운트는 모니터용 수광소자를 내장한 Si 기판으로 이루어지고, 그 위에 반도체 레이저 칩이 땜납 등에

의해 설치되어 있다. 동작시에는, 반도체 레이저 칩이 전방에 레이저광을 출사함과 동시에 후방에도 레이저광을 출사한다.

후방에 출사된 레이저광의 일부가 상기 모니터용 수광소자에 입사하고, 상기 모니터용 수광소자의 출력에 기초하여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이 전방에 출사하는 레이저광이 제어된다.

그러나, 상기 예에서는, 반도체 레이저 칩과 서브 마운트와의 배치의 제약으로부터, 반도체 레이저 칩이 후방에 출사한 레

이저광의 대부분은 모니터용 수광소자에 입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모니토용 수광소자에의 입사광량이 적어져, 반도체

레이저 칩이 전방에 출사하는 레이저광의 제어가 용이하지 않게 되는 일이 있다.

일본 특개 2003-31885호 공보에 기재된 프레임 타입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에서는, 반도체 레이저 칩 및 모니터용 수광소

자의 주위를 둘러싸는 외위기를 제공하고, 상기 외위기의 내면의 일부에 광반사면을 제공한다. 반도체 레이저 칩이 후방에

출사한 레이저광은, 상기 광반사면에 의해 반사되어, 대부분이 상기 모니터용 수광소자에 입사한다.

그러나, 일본 특개 2003-31885호 공보의 예에서는,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광픽업장치 등의 전자기기에 실장하는 때에 상

기 외위기에 응력이 가해지면, 상기 광반사면이 휘어진다. 이 결과, 상기 모니터용 수광소자에 입사하는 광량이 안정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일본 특개 2003-31885호 공보는, 상기 외위기가, 하부 및 상부의 2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상부의 외위기는, 반

도체 레이저 칩을 보호하기 위한 덮개(캡)로서, 하부의 외위기에 압입 등에 의해 설치되는 것을 개시한다.

그러나, 상기 상부의 외위기를 상기 하부의 외위기에 압입에 의해 설치할 때, 상기 상부의 외위기는, 상기 하부의 외위기에

대해,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광축에 대해 약 수직한 방향으로 부세(付勢)하여 압접하기 때문에, 상기 하부의 외위기에

가해진 응력은, 상기 리드프레임에 전달되는 때에,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광축에 대해 대략 수직인 방향으로 전달된다.

그러나, 상기 하부의 외위기에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으로부터의 레이저광을 차단하지 않도록 창문부가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상기 응력은, 상기 하부의 외위기에서의 상기 창문부의 어떤 부위(강도가 작은 부위)에 가해지기 때문에, 상기

응력을 상기 하부의 외위기에서 흡수할 수 없고 상기 리드프레임에 전달되고, 상기 리드프레임이 휘어지거나, 굴곡이 생길

우려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래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방열성이 우수하고, 또한 생산성이 우수한 반도체 레이저장치 및 광픽업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반도체 레이저 칩이 후방에 출사한 레이저광을 모니터용 수광소자에 많이, 또한 안정하게 받을 수

있는 반도체 레이저장치 및 그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제3 목적은, 캡 압입시에, 리드프레임이 휘어지거나, 굴곡이 생기지 않는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

다.

본 발명의 제4 목적은, 광디스크장치의 기입특성 등이나 픽업의 신호제어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반도

체 레이저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제5 목적은, 박금속판에 직접 또는 서브 마운트를 통하여 탑재된 반도체 레이저 칩이 출사하는 출사광의 광축의

조정을 행할 수 있는 반도체 레이저장치 및 그것을 탑재하는 하우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상기 광축을 조정하여도 발

광점이 이동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반도체 레이저장치 및 그것을 탑재하는 하우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제1 측면에 관한 반도체 레이저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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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레이저 칩을 탑재하는 판상의 탑재부 및 상기 탑재부에 연속되어 연장되는 리드부를 갖는 제1 리드와,

상기 제1 리드의 리드부에 따라 연장되는 제2 리드와,

상기 제1 리드 및 제2 리드를 일체로 유지하는 절연성재료로 이루어지는 유지부를 구비하고,

상기 제1 리드는, 상기 탑재부의 이면이 상기 유지부로부터 노출됨과 동시에, 상기 탑재부의 이면에 따라 상기 탑재부로부

터 돌출한 타이바부(tie bar portion)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제1 리드의 "탑재부의 이면"이란, 반도체 레이저 칩을 탑재한 면과는 반대측의 면을 나타낸다.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예를 들어, 광픽업장치에 실장하는 단계에서 광픽업장치의 하우징에 상기 제1 리드의 탑재부

(이면) 및 타이바부(tie bar portion)를 접촉시키면, 반도체 레이저 칩의 동작시에 상기 탑재부와 함께 상기 타이바부가 방

열을 위해 작용한다. 즉, 반도체 레이저 칩이 발생시킨 열이 상기 탑재부 및 타이바부를 통해 하우징으로 방열된다. 따라

서, 방열면적이 넓어져, 방열성이 양호해진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타이바부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광축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돌출한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레

이저 칩이 출사한 레이저광이 상기 타이바부에 의해 방해되지 않는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타이바부의 선단은 상기 탑재부의 임의부분보다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과 다른 위치에 있다. 따라

서, 방열면적이 넓어지고, 또한, 방열성이 향상한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타이바부의 폭은 반도체 레이저 칩의 폭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폭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타이바부의 "폭"이란, 상기 탑재부의 이면에 따른 면내에서 상기 타이바부의 돌출방향에 대해 수직인 방향의

폭을 의미한다. 또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폭"이란, 상기 칩으로부터 출사되는 레이저광의 광축에 수직인 방향의 폭

을 의미한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방열면적이 넓어지고, 양호한 방열성이 얻어진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2 리드는, 상기 제2 리드의 상기 유지부에 대한 이동을 규제하는 누락방지부를 갖는다. 따라서,

예를 들어,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예를 들어, 광픽업장치에 실장하는 단계에서 상기 제2 리드를 땜납처리한 때에, 상

기 유지부의 재료가 땜납의 열에 의해 연화하여도, 상기 누락방지부의 덕분으로, 상기 제2 리드가 상기 유지부에 대해 이

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땜납이 안정하게 행해지고, 생산성이 좋아진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1 리드는 상기 탑재부의 전(前)에지에,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탑재위치를 나타내도록 후퇴한

요부를 갖고,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직전에 상당하는 상기 요부의 내부 에지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광축에 대해

경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탑재부의 "전 에지"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이 외부에 레이저광을 출사하는 방향을 "전"으로서 정하는 것으

로 한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1 리드는 상기 탑재부의 전 에지에,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탑재위치를 나타내도록 후퇴한

요부를 갖기 때문에, 제조단계에서 상기 탑재부상에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을 설치하는 경우, 반도체 레이저 칩의 위치 결

정을 행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예를 들어, 상기 탑재부상에 구형판상의 서브 마운트 부재를 통하여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

을 탑재하는 경우는, 그의 서브 마운트 부재의 전 에지를 상기 요부의 에지에 따라 위치를 맞추면 된다. 그러나, 상기 반도

체 레이저 칩의 직전에 상당하는 상기 요부의 내부 에지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광축에 대해 경사진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동작시에, 레이저광 조사대상물(예를 들어, 정보기록매체)로부터의 반사광은 상기 요부의 내부 에지나

서브 마운트 부재의 전 에지에 따라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이 레이저광을 출사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반사된다. 이

결과,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사용하는 장치(예를 들어, 광픽업장치)에 있어서, 레이저광 조사대상물로부터 반사광이

노이즈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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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리드의 두께를 부분적으로 다른 것으로 하면, 상기 제1 리드의 각 부분의 높이를 와이어본딩이 편리하도록 설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성이 우수해진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1 리드의 상기 탑재부 중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이 탑재되는 부분의 두께에 비해, 상기 탑재부 중

나머지 부분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상면과 상기 탑재부의 상기 나머지 부분의 상면과의 사이의 고저차가 적

어진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상면과 상기 탑재부의 상기 나머지 부분의 상면과의 사이를, 와이어본딩에 의해

와이어로 용이하게 접속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성이 우수해진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상면과 상기 제1 리드의 리드부 상면과의 사이의 고저차를 적게 하도록, 상기

제1 리드의 상기 리드부의 두께가 상기 탑재부의 두께에 대해 두꺼워지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상면과 상기 제1 리드의 리드부 상면과의 사이의 고저차가 적어진다. 따

라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상면과 상기 제1 리드의 리드부 상면과의 사이를, 와이어본딩에 의해 와이어로 용이하게

접속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성이 우수해진다.

일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에서는, 상기 제1 리드의 상기 탑재부와 상기 리드부가 용접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절곡공정을 행하지 않고, 상기 제1 리드가 용이하게 제작된다. 따라서, 생산성이 우수해진다.

일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에서는,

상기 제1 리드의 상기 탑재부 중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이 탑재되어 있는 영역이외의 영역에, 상기 탑재부의 표리를 통하

는 관통구멍이 제공되고,

상기 탑재부의 이면에 상기 관통구멍의 주변을 상기 관통구멍에 연결되어 둘러싸인 홈이 제공되고,

상기 유지부의 재료가 상기 탑재부의 표면측으로부터 상기 관통구멍을 통해 상기 홈에 매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들의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에서는, 상기 탑재부가 상기 유지부에 의해 협지된다. 따라서, 상기 탑재부와 상기 유

지부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유지부의 재료가 상기 홈 또는 상기 절기(切起)부의 이면측의 공간을 정확하게 매립하도록 하면, 상기 탑재부의

이면측이 플랫구조로 된다. 그와 같이 하면,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예를 들어, 광픽업장치에 실장하는 단계에서, 상기

제1 리드의 탑재부(이면) 및 타이바부는 광픽업장치의 하우징에 밀접할 수 있다. 따라서, 방열특성이 손상되지 않는다.

일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는, 상기 제1 리드의 리드부 및 제2 리드 중 상기 유지부로부터 돌출한 외곽리드부분에 국

소적으로 좁은 네크가 제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1 리드의 리드부 및 제2 리드 중 상기 유지부로부터 돌출한 외곽리드부분을, 상기 네크에서 용

이하게 절단할 수 있다. 상기 각 외곽리드부분을 상기 네크에서 절단하면, 그 절단된 단면은, 상기 네크 이외의 장소에서

절단된 경우에 비해, 작아진다. 따라서, 각 외곽리드부분을 심재로 땜납 습윤성이 양호한 금속을 도금한 것으로 하면, 심재

의 노출면(단면)에 비해 땜납 습윤성이 양호한 면(도금면)이 상대적으로 넓은 상태가 된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

치를 예를 들어, 광픽업장치에 실장하는 단계에서 각 리드를 땜납하는 경우, 땜납 습윤성이 향상하여, 생산성이 양호해진

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각 리드는, 심재로, 상기 심재에 비해 땜납 습윤성이 양호한 금속을 도금한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상기 각 리드를 상기 네크에서 절단하면, 심재의 노출면(단면)에 비해 땜납 습윤성이 양호한 면(도금

면)이 상대적으로 넓은 상태가 된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예를 들어, 광픽업장치에 실장하는 단계에서 각 리

드를 땜납하는 경우, 땜납 습윤성이 향상하여, 생산성이 양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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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심재가 Cu로 이루어지고, 상기 도금된 금속의 최표면이 Sn 또는 Au이어도 된다.

상기 유지부의 재료는 수지여도 된다. 이 경우, 상기 유지부가 금형을 사용한 수지성형에 의해 용이하게 형성된다.

상기 유지부의 재료는 세라믹이어도 된다. 이 경우, 내열성이 향상한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유지부의 색이 흑색이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동작시에, 레이저광 조사대상물(예를 들

어, 정보기록매체)로부터 반사광이 상기 유지부에 입사하여도, 그 반사광은 상기 유지부에 흡수되어 반사되지 않는다. 이

결과,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사용하는 장치(예를 들어, 광픽업 장치)에서, 레이저광 조사대상물로부터 반사광이 노이

즈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는, 상기 유지부상에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을 보호하기 위한 덮개를 구비해도 된다.

본 발명의 제2 측면에 관한 광픽업장치는,

상기 제1 측면에 관한 반도체 레이저장치와,

하우징을 구비하고,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가, 상기 제1 리드의 탑재부 및 타이바부를 상기 하우징에 접촉시킨 상태로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본 발명의 광픽업장치에서는 반도체 레이저 칩의 동작시에 상기 탑재부와 함께 상기 타이바부가 방열을 위해 작용한다.

즉, 반도체 레이저 칩이 발생시킨 열이 상기 탑재부 및 타이바부를 통해 하우징에 방열된다. 따라서, 방열면적이 넓어지고,

방열성이 양호해진다.

또한, 본 발명의 제3 측면에 관한 광픽업장치는,

금속제의 방열판과, 상기 방열판의 표면에 고정된 반도체 레이저 칩을 갖는 반도체 레이저장치와,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지지하는 하우징을 구비하고,

상기 하우징은, 상기 방열판의 이면의 대부분과 면접촉하는 금속제의 접촉면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이면의 "대부분"이란, 표면의 면적의 50% 이상의 부분을 의미한다.

상기 구성의 광픽업장치에 의하면, 상기 방열판의 이면의 대부분이 하우징의 접촉면에 면접촉함으로써, 방열판의 대부분

으로부터 하우징으로 열이 달아나기 때문에, 방열판에 의한 방열량이 많고, 반도체 레이저 칩 근접의 열도 하우징으로 달

아난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방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방열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고온환경하에서 동작시킬 수 있다. 따라

서, 상기 광픽업장치는 품질·신뢰성면에서 우수한 것이다.

상기 방열판의 이면은 상기 하우징의 접촉면에, 금속재료(예를 들어, 땜납)로 고정되어도 된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하우징의 측면은 만곡면(예를 들어, 원통면)이다.

이 경우,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고정한 하우징을 예를 들어, 원주형상의 구멍에 넣음으로써, 반도체 레이저장치 및 하우징

을 그 구멍에서 지지하면서 회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이 출사하는 레이저광의 위치를 용이하게 조

정할 수 있다.

상기 방열판에는 요부 또는 관통구멍이 제공되어 있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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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방열판의 이면을 하우징의 접촉면에 땜납으로 고정하는 경우, 방열판의 요부 또는 관통구멍에 의해, 땜납이 회입하기

용이해진다. 따라서, 상기 방열판의 이면과 접촉면의 사이에 땜납을 균일하게 연장할 수 있다. 즉, 상기 땜납의 습윤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하우징의 접촉면에 대한 방열판의 이면의 밀착성이 높아진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는 상기 방열판의 표면측에만 제공된 수지를 갖는다.

상기 방열판의 이면과 하우징의 접촉면을 땜납으로 고정하는 경우, 상기 수지에 의해 땜납이 저해되지 않는다.

상기 방열판의 이면과 상기 하우징의 접촉면 중 적어도 일방에는, 상기 금속로재료의 습윤성을 높이기 위한 표면처리(예를

들어, 금속도금)가 실시되어도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제4 측면에 관한 광픽업장치는,

금속제의 방열판과, 상기 방열판의 표면에 고정된 반도체 레이저 칩을 갖는 반도체 레이저장치와,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지지하는 하우징과,

상기 방열판의 이면과 상기 하우징과의 사이에 배치된 기판을 구비하고,

상기 기판은, 상기 방열판의 이면의 대부분과 면접촉하는 표면을 갖고,

상기 하우징은, 상기 기판의 이면의 대부분과 면접촉하는 금속제의 접촉면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성의 광픽업장치에 의하면, 상기 방열판의 이면의 대부분이 기판의 표면에 면접촉하고, 상기 기판의 이면의 대부분

이 하우징의 접촉면에 면접촉함으로써, 방열판의 대부분으로부터 기판을 통하여 하우징으로 열이 달아나기 때문에, 방열

판에 의한 방열량이 많고, 반도체 레이저 칩 근처의 열도 기판을 통하여 하우징으로 달아난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장치의 방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방열판의 이면과 상기 하우징의 접촉면과의 사이에 기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기판에 다른 소자를 탑

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5 측면에 관한 반도체 레이저장치는,

판상의 탑재부를 포함하는 제1 리드와,

상기 제1 리드와는 별체인 제2 리드와,

상기 제1 리드 및 제2 리드를 일체로 유지하는 절연성재료로 이루어지는 유지부와,

상기 탑재부의 전부에 탑재되고, 전방 및 후방에 레이저광을 출사하는 반도체 레이저 칩과,

상기 탑재부 중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보다 후방에 배치된 모니터용 수광소자와,

상기 유지부와는 별체로, 상기 탑재부 중 상기 모니터용 수광소자보다 후방에 배치되고,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이 후방에

출사한 레이저광 중 적어도 일부를 받아 상기 모니터용 수광소자로 향하여 반사하는 광반사체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여기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이 전방에 출사하는 레이저광은,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반도체 레이저장치가 광픽업장치에 실장되는 경우는, 광디스크를 조사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에서는, 상기 광반사체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이 후방에 출사한 레이저광의 적어도 일부를

받아 상기 모니터용 수광소자로 향하여 반사한다. 따라서, 광반사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상기 모니터용 수광소

자로의 입사광량이 많아진다. 그러나, 상기 광반사체는 상기 유지부와는 별체이기 때문에,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광픽

등록특허 10-0702106

- 13 -



업장치 등의 전자기기에 실장하는 때에 상기 유지부에 응력이 가해져도, 상기 광반사체는 휘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모니터용 수광소자에의 입사광량이 안정하게 된다. 그 결과,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이 전방에 출사하는 레이저광은, 상기

모니터용 수광소자의 출력에 기초하여 양호하게 제어된다.

또한, 상기 제1 리드는 금속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탑재부의 저면부가 리드고정수지로부터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경우, 동작시에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이 발생시킨 열은, 상기 탑재부의 저면부를 통해 효율이 우수하게 방열된다.

상기 광반사체는, 예를 들어, 백색의 수지, 금속도금이 실시된 수지, 금속 등으로 형성할 수 있다. 백색의 수지를 사용한 경

우에는, 광반사체를, 반사에 적합한 형상으로 용이하게 가공할 수 있다.

상기 광반사체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으로부터의 상기 레이저광을 상기 모니터용 수광소자로 향하여 반사하도록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레이저광 출사방향에 대해 경사진 반사면을 가져도 된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은 상기 탑재부상에 판상의 서브 마운트를 통해 탑재되고, 상기 서브 마운트 중 상

기 반도체 레이저 칩보다 후방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상기 모니터용 수광소자가 내장되어 있다.

상기 구성에서는, 상기 서브 마운트와 모니터용 수광소자를 서로 별체로 제공하는 경우에 비해, 부품점수가 감소한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5 측면에 관한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제조에 있어서, 상기 탑재부상에 적어도 상기 모니터용 수광

소자와 상기 광반사체가 동시에 접착된다.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가 간단하게 제작된다.

본 발명의 제6 측면에 관한 반도체 레이저장치는,

반도체 레이저 칩을 탑재하는 판상의 탑재부 및 그의 탑재부에 연속되어 연장되는 리드부를 갖는 제1 리드와,

상기 제1 리드의 리드부에 따라 연장되는 제2 리드와,

상기 제1 리드 및 상기 제2 리드를 일체로 유지함과 동시에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으로부터의 레이저광의 출사용 창문부

가 형성된 테두리부를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측에 갖는 절연성 재료로 이루어지는 유지부와,

상기 유지부의 테두리부내에 설치되는 캡과,

상기 유지부의 테두리부내에 상기 캡이 설치된 경우에, 상기 유지부의 테두리부와 상기 캡을, 서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

의 광축에 대략 평행한 방향으로 부세하여 압접시키는 압접구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에 의하면, 상기 유지부의 테두리부내에 상기 캡을 압입에 의해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상

기 유지부의 테두리부에 가해진 응력은, 상기 제1 리드의 탑재부에 전달되는 때에,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광축에 대략

평행한 방향으로 전달된다. 즉, 상기 유지부의 테두리부에서 상기 창문부를 회피한 부위(강도가 큰 부위)에서 상기 응력을

흡수하기 때문에, 상기 제1 리드의 탑재부에 전달되는 응력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캡을 상기 유지부의 테두리부

에 압입해도, 상기 제1 리드(리드프레임)가 휘어지거나, 구부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캡은, 상기 유지부의 테두리부의 창문부에 감합하는 돌출부를 갖는다.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에 의하면, 상기 캡의 돌출부를 상기 유지부의 테두리부의 창문부에 감합함으로써, 상기 반도체 레

이저 칩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캡은,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광축에 대략 평행한 방향으로 돌출하는 돌기부를 갖고,

상기 유지부의 테두리부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광축에 대략 평행한 방향에 오목한 요부를 갖고,

상기 압접구조는, 상기 돌기부와 상기 요부를 갖고, 상기 유지부의 테두리부내에 상기 캡을 설치한 경우에, 상기 돌기부와

상기 요부와는, 압접하면서 감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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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시예에 의하면, 간단한 구조로, 상기 캡을 상기 유지부의 테두리부에 압입하면서 확실히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돌기부의 형상은, 반구형상이고, 상기 요부의 형상은, 상기 돌기부에 따른 형상이다. 이들의

형상에 의해, 균등하게 넓은 면적으로, 응력을 전달할 수 있고, 국소적으로 강한 응력이 가해지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캡은,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광축에 대해 대략 수직인 방향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대향하는 2개의 면을 갖고,

상기 유지부의 테두리부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광축에 대해 대략 수직인 방향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대향하는 2개의

내면을 갖고,

상기 돌기부는, 상기 캡의 2개의 외면 각각에, 2개씩 배치되고,

상기 요부는, 상기 유지부의 테두리부의 2개의 내면의 각각에, 2개씩 배치되어 있다.

상기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캡의 상기 유지부의 테두리부의 압입시의 응력을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다.

상기 캡은, 핸들링용의 손잡이를 가져도 된다. 그 경우, 상기 캡을, 핀셋 등으로 용이하게, 핸들링할 수 있다.

또한,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1 리드는, 상기 탑재부에서의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광축에 대해 대략 수직인 방향의 양단 에지로부터, 상기 반

도체 레이저 칩의 광축에 대해 대략 수직인 방향으로 돌출한 타이바부를 갖고,

상기 유지부의 테두리부내에 상기 캡을 설치한 경우에, 상기 캡의 손잡이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광축에 대략 평행한

방향을 향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상기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유지부의 테두리부내에 상기 캡을 설치한 경우에, 상기 캡의 손잡이는, 상기 양방의 타이바부

에 대해 대략 수직인 방향을 향하도록,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제조에 있어서, 상기 캡을 상기 유지부

의 테두리부에 압입하는 경우, 상기 손잡이는, 인접한 상기 탑재부끼리를 연결하여 복수의 상기 탑재부를 직선모양으로 하

는 타이바에 대해, 대략 수직인 방향을 향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복수의 탑재부가 타이바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

기 캡의 압입을 행하는 경우의 작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기 타이바에 평행한 방향으로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전송하면서, 상기 타이바에 대해 수직인 방향으로부터, 수작업으로 핀셋 등으로 상기 캡을 핸들링하여 압입

하는 경우, 상기 손잡이는, 작업자에 대해 대략 수직인 방향을 향하게 되어, 작업자는, 옆을 차지한 상태로, 상기 캡을 압입

할 수 있어, 작업을 행하기 쉽고, 또한, 작업공간을 작게할 수 있다.

상기 캡의 손잡이는, 상기 캡의 일면에 이간하여 대향하는 2개의 손잡이 형성용 요부를 제공함으로써, 상기 2개의 손잡이

형성용 요부의 사이에 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캡의 손잡이는, 상기 캡의 상면에 돌기를 제공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기 캡의 두께가 증

가하지 않아,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손잡이 형성용 요부가, 초승달 형상이면, 상기 손잡이를 핸들링하는 경우에, 핀셋의 선단을, 상기 손잡이 형성용 요부

에 삽입하기 쉽게 되어, 작업성이 향상한다.

상기 유지부와 상기 캡은, 동일한 재료여도 된다. 재료의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상기 유지부 및 상기 캡의 재료를 수지로 하면, 상기 유지부 및 상기 캡을 금형을 사용한 수지성형에 의해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유지부 및 상기 캡의 색은 흑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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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동작시에, 레이저광 조사대상물(예를 들어, 디스크 등의 정보기록매체)로

부터 반사광이, 상기 유지부 및 상기 캡에 입사하였어도, 상기 반사광은, 흑색의 상기 유지부 및 상기 캡에 흡수되어 반사

되지 않는다. 이 결과,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사용하는 장치(예를 들어, 픽업장치)에서, 레이저광 조사대상물로부터 반

사광이 노이즈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7 측면에 관한 반도체 레이저장치는, 탑재면와 상기 탑재면에 연접하는 전면을 갖는 금속대와, 상기 탑재면에

탑재된 레이저 칩을 구비하여, 상기 레이저 칩의 상기 전면측의 광출사단면으로부터 레이저광을 출사하는 반도체 레이저

장치에서, 상기 전면의 적어도 일부는, 상기 광출사단면에 대해서는 경사지고, 또한, 상기 광출사단면을 상기 탑재면의 수

직선 주변으로 회전시킨 면에 대해서는 평행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성의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예를 들어, 광디스크장치의 광원으로서 사용한 경우, 상기 금속대의 전면의 적어도 일부

가, 레이저 칩의 광출사단면에 대해서는 경사지기 때문에, 광디스크로부터 되돌아온 서브빔이 금속대의 전면에 대응해도,

상기 서브빔이 광디스크에 다시한번 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가 광디스크장치의 기입

특성이나 픽업의 신호제어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금속대의 전면의 적어도 일부가, 레이저 칩의 광출사단면을 금속대의 탑재면의 수직선 주변으로 회전시킨 면에

대해서는 평행하기 때문에, 레이저 칩을 위치 결정하기 위한 기준면으로서 금속대의 전면의 적어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

다. 따라서, 상기 금속대의 전면의 적어도 일부를 기준면으로서 사용함으로써, 레이저 칩을 소정의 위치로 용이하게 배치

할 수 있다.

상기 레이저 칩과 상기 금속대와의 사이에, 유전체제 또는 반도체제의 서브 마운트가 제공되어 있어도 된다. 이 경우, 레이

저 칩의 열을 방출하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서브 마운트의 상기 전면측의 단면은, 상기 광출사단면에 대해서는 경사지고, 또한, 상기 광출사단

면을 상기 탑재면의 수직선 주변으로 회전시킨 면에 대해서는 평행하다.

상기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에 의하면, 광디스크로부터 반사된 서브빔이 서브 마운트의 상기 단면에 대응해도, 상기

서브빔이 광디스크에 다시한번 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레이저 칩과 금속대와의 사이에 서브 마운트가

있어도, 반도체 레이저장치가 광디스크장치의 기입특성이나 픽업의 신호제어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레이저 칩을 위치 결정하기 위한 기준면으로서 서브 마운트의 상기 단면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레이저 칩

과 금속대와의 사이에 서브 마운트가 있어도, 서브 마운트의 상기 단면을 사용함으로써, 레이저 칩을 소정의 위치로 용이

하게 배치할 수 있다.

상기 금속대는 금속박판으로 이루어지는 프레임이어도 된다. 이 경우, 제조비용을 낮출 수 있다.

상기 서브 마운트에서의 금속대의 전면측의 단면은, 금속대의 전면 중 적어도 일부에 대해서는 대략 평행해도 된다. 이 경

우, 서브 마운트를 위치 결정하기 위한 기준면으로서 금속대의 전면의 적어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금속대

의 전면의 적어도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서브 마운트를 소정의 위치에 용이하게 배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8 측면에 관한 반도체 레이저장치는,

본체부와,

상기 본체부에 고정된 반도체 레이저 칩과,

상기 본체부에 제공되어 있음과 동시에,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레이저광의 출사방향을 조정가능하도록, 상기 본체부를

지지하면서 회전가능하게 하는 제1 회전가이드기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성의 반도체 레이저장치는, 상기 제1 회전가이드기구를 본체부에 제공함으로써, 본체부를 지지하면서 회전시켜,

반도체 레이저 칩의 레이저광의 출사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예를 들어, 하우징에 탑재

하는 때에, 반도체 레이저 칩의 출사광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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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1 회전가이드기구는, 상기 본체부가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발광점 근처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본체부는 금속판으로 이루어진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1 회전가이드기구는, 상기 본체부의 에지부에 제공된 라운딩부를 구비한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1 회전가이드기구는, 상기 본체부에 제공된 요부(예를 들어, 본체부의 에지부에 제공된 절결부)

를 구비한다.

상기 요부의 내벽면은 원추면이어도 된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1 회전가이드기구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발광점 근처를 중심으로 하는 원주에 대략 겹치도

록 상기 본체부에 제공된 홈부를 구비한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본체부는, 금속판과, 상기 금속판과 일체로 제공된 수지부재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1 회전가이드기

구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을 중심으로 하는 원주에 대략 겹치도록 상기 수지부재에 제공된 홈부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제9 측면에 관한 하우징은,

하우징본체와,

상기 하우징본체에 제공되어 있음과 동시에,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레이저광의 출사방향을 조정가능하도록,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지지하면서 회전가능하게 하는 제2 회전가이드기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성의 하우징에 의하면, 상기 제2 회전가이드기구를 하우징본체에 제공함으로써,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지지하면서

회전시켜,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레이저광의 출사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하우징에 탑재

하는 때에, 반도체 레이저 칩의 출사광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2 회전가이드기구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가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발광점 근처를 중심

으로 회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2 회전기구는, 만곡면을 갖는 가이드부를 구비한다.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2 회전기구는 적어도 하나의 돌기를 구비한다. 상기 돌기는, 예를 들어, 원추형상 또는 원호형상

으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8 측면에 관한 반도체 레이저장치와, 본 발명의 제9 측면에 관한 하우징을 조합하여 광픽업장치에 조입되어

도 된다.

상기 광픽업장치에서는, 광학계의 광축과 반도체 레이저 칩의 출사광의 광축이 평행하게 되도록, 반도체 레이저 칩의 광축

을 발광점을 중심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과 첨부한 도면으로부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첨부한 도면은 설명을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히 설명한다.

(제1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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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프레임 타입의 반도체 레이저장치(40)를 기울여서 본 것을 도시한다. 또한, 도2a는 상기 반

도체 레이저장치(40)를 상방에서 본 것이고, 도2b는 도2a의 것을 우측에서 본 것이고, 도2c는 도2a의 것을 하방에서 본

것을 각각 도시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의 반도체 레이저장치(40)의 상하좌우의 방향은, 설명을 위한 편의상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1 리드(1)는, 대략 구형의 판상의 탑재부(1a)와, 상기 탑재부(1a)에 연속되어 가늘고 길게 연장되는 리드

부(1b)와, 탑재부(1a)의 이면(1c)에 따라 탑재부(1a)로부터 돌출한 타이바부(tie bar portion)(6a, 6b)를 갖는다. 상기 타

이바부(6a, 6b)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타이바(tie bar)(6)의 일부이고, 리드 프레임에 있어서 인접하는 탑재부(1a)들을

연결하는 것이며, 타이바부 커트 공정의 결과, 탑재부에 인접하여 잔존하는 부분이다. 탑재부(1a)에는, 구형의 판상의 서

브 마운트 부재(4)를 통해 반도체 레이저 칩(5)이 탑재되어 있다.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5)은, 광축방향으로 가늘고 긴 직

방체형의 외형을 갖고, 전방(도2a에서의 상방)으로 향하여 광을 출사한다. 도2c에 나타낸 바와 같이, 탑재부(1a)의 이면

(1c)이 수지부(3)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타이바부(6a, 6b)는 반도체 레이저 칩(5)의 광축에 대해 수직방향, 즉, 도2a, 도2c에서의 좌우방향으로 돌출한다. 타이바

부(6a, 6b)의 돌출방향의 선단은 탑재부(1a)의 임의의 부분보다도 반도체 레이저 칩(5)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다.

타이바부(6a, 6b)의 폭(돌출방향에 대해 수직한 방향의 폭)은 반도체 레이저 칩(5)의 폭(상기 칩에서 출사되는 레이저광의

광축에 대해 수직한 방향의 폭) 이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제1 리드(1)는 탑재부(1a)의 전 에지(1e)에, 반도체 레이저 칩(5)의 탑재위치를 나타내도록 후퇴한 요부(7)를 갖는

다. 이에 의해, 제조단계로 탑재부(1a)상에 서브 마운트 부재(4)와 반도체 레이저 칩(5)을 설치한 경우, 서브 마운트 부재

(4)나 반도체 레이저 칩(5)의 위치결정을 행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예를 들어, 서브 마운트 부재(4)의 전 에지를 상기 요부

(7)의 에지에 따라 위치를 맞추면 용이하다.

제2 리드(21, 22, 23)는, 제1 리드(1)의 리드부(1b)에 따라 가늘고 길게 연장한다. 도1 중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2 리드

(21, 22, 23)의 내단(21a, 22a, 23a)은, 테두리모양으로 형성된 수지부(3)내로 노출되어 있다. 도시하지 않은 Au선으로 이

루어지는 와이어가 반도체 레이저 칩(5) 및 서브 마운트 부재(4)로부터 제2 리드(21, 22, 23)의 내단(21a, 22a, 23a)으로

배선되어 있다.

수지부(3)는, 상기 예에서는 흑색의 절연성 수지재료, 예를 들어, 에폭시수지로 이루어진다. 수지부(3)는, 금형을 사용한

수지성형에 의해 용이하게 형성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40)에서는, 제1 리드(1)의 탑재부(1a)의 이면(1c)이 수지부(3)로부터 노출됨

과 동시에, 타이바부(6a, 6b)가 탑재부(1a)의 이면(1c)에 따라 탑재부(1a)로부터 돌출한다. 그러나, 타이바부(6a, 6b)의

면적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예를 들어, 광픽업장치에 실장하는 단계에

서, 광픽업장치의 하우징에 제1 리드(1)의 탑재부(1a)(의 이면(1c)) 및 타이바부(6a, 6b)가 방열을 위해 작용한다. 즉, 반

도체 레이저 칩(5)이 발생시킨 열이 탑재부(1a) 및 타이바부(6a, 6b)를 통해 하우징에 방열된다. 따라서, 방열면적이 넓어

지고, 방열성이 양호해진다.

도3a 및 도3b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40)를 제조하는 개략공정을 나타낸다.

i) 우선, Cu로 이루어지는 판재를 뚫어, 도3a에 나타낸 바와 같은 패턴을 갖는 프레임(90)을 얻는다(천공 공정). 이 경우,

천공은 탑재부의 이면(1c) 측으로부터 행한다. 그 결과, 구멍을 뚫어서 생기는 찌꺼기가 탑재면(1a)측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 반도체 레이저장치(40)를 광픽업 등, 다른 장치에 탑재한 경우, 이면(1c)을 다른 장치의 탑재면과 밀착시킬 수 있다. 따

라서, 방열성이 좋아진다. 상기 프레임(90)에서는, 제1 리드(1) 및 제2 리드(21, 22, 23)의 조가, 도3a에서 좌우방향으로

연장하는 바(91, 92)를 따라 2열로 복수로 늘어서있다. 바(91, 92)는 연결바(93)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인접하는 제1 리

드(1)의 탑재부(1a) 끼리는 타이바(6)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ii) 다음에, 천공된 프레임(90)은 부분적으로 절곡된다(절곡공정). 절곡의 양태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iii) 다음에, 도3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곡된 프레임(90)에, 금형을 사용한 수지성형에 의해 수지부(3)가 제공된다(수지성

형공정).

iv) 다음에, 제1 리드(1)의 탑재부(1a)상에 서브 마운트 부재(4)를 통해 반도체 레이저 칩(5)이 탑재된다(다이본딩공정).

등록특허 10-0702106

- 18 -



v) 다음에, 반도체 레이저 칩(5) 및 서브 마운트 부재(4)로부터 제2 리드(21, 22, 23)의 내단(21a, 22a, 23a)에 Au선으로

이루어지는 와이어가 배선된다(와이어 본딩공정).

또한, 상기 단계에서, 수지부(3)상에 반도체 레이저 칩(5)을 보호하기 위한 덮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i) 다음에, 제1 리드(1)의 리드부(1b) 및 제2 리드(21, 22, 23)의 바(91, 92) 근접부분과, 타이바(6)를 절단하여, 개개의

반도체 레이저장치(40)를 얻는다(타이바 컷공정). 이 경우, 제1 리드(1)의 리드부(1b) 및 제2 리드(21, 22, 23)의 일부(외

곽리드부분)를, 개개의 반도체 레이저장치(40)의 수지부(3)로부터 돌출한 상태로 남겨둔다. 또한, 타이바(6) 중 일부(6a,

6b)를, 개개의 반도체 레이저장치(40)의 수지부(3)로부터 돌출한 상태로 남겨둔다.

vii) 제1 리드(1)의 리드부(1b) 및 제2 리드(21, 22, 23) 중 수지부(3)로부터 돌출한 외곽리드부분에, 최표면이 Ag(은) 또

는 Au(금)로 되는 금속도금을 실시한다(도금공정). 이에 의해, 완성후에 각 외곽리드부분을 땜납하는 경우, 땜납 습윤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최표면이 Ag인 경우, 환경에 좋지 않다는 Pb를 포함하는 납재료(땜납)에 대신하여, 융점이 높은 Pb를

포함하지 않는 납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최표면의 금속으로서는 이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땜납의 습윤성이 향상되는

Sn, Ni, Zn 등이어도 된다.

이와 같이 하여, 반도체 레이저장치(40)가 용이하게 제조된다.

도4a는, 상기 ii)의 절곡공정 후의 프레임(90) 중, 1개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에 대응하는 부분을 상방에서 본 것을 나타낸

다. 또한, 도4b는 도4a에서의 A-A'선 시시단면도를 나타내고, 도4c는 도4a에서의 B-B'선 시시단면을 나타낸다.

도4a 및 도4b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1 리드(1)의 리드부(1b)에는 절곡공정에 의해 절곡된 누락방지부(21f, 22f,

23f)가 제공되어 있다. 제2 리드(21, 22, 23)의 누락방지부(21f, 22f, 23f)는, 도4b에 나타내는 방향에서 봐서, 제1 리드

(1)의 리드부(1b)와 동일한 각도로 절곡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예를 들어, 광픽업장치에 실장하는

단계로 제2 리드(21, 22, 23)를 땜납하는 때에, 수지부(3)의 재료가 땜납의 열에 의해 경화하였어도, 누락방지부(1f, 21f,

22f, 23f)의 덮개에서, 제2 리드(21, 22, 23)가 수지부(3)에 대해 이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땜납이 안정하게 행해지고, 생

산성이 우수하다.

특히, 제1 리드(1)의 누락방지부(1f)와 제2 리드(2)의 누락방지부(22f)는, 나머지 부분보다 폭이 넓게 가공되어 있다. 제1

리드(1), 제2 리드(22)의 수지부(3)에 대한 이동을 규제하는 효과가 높아진다.

또한, 도4a 및 도4c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1 리드(1)의 탑재부(1a) 중 반도체 레이저 칩(5)이 탑재되는 영역 이외의

영역, 상기 예에서는 반도체 레이저 칩(5)의 양측에 상당하는 영역에, 탑재부(1a)의 표리를 통과하는 관통구멍(30)을 형성

하도록 절기부(37, 38)가 제공되어 있다. 상기 iii)의 수지성형공정 후에는, 수지부(3)의 재료가 탑재부(1a)의 표면측에서

관통구멍(30)을 통해 절기부의 이면측의 공간을 매립한다(도2c 참조). 따라서, 탑재부(1a)(더욱 정확하게는 절기부(37,

38))가 수지부(3)에 의해 협지되어 있다. 따라서, 탑재부(1a)와 수지부(3)와의 접합강도를 높여, 탑재부(1a)와 수지부(3)

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탑재부(1a)로부터 후방(도4a에서의 하방)에 돌기(35, 36)가 돌출되어 있다. 상기 iii)의 수지성형공정 후에, 수지부

(3)가 돌기(35, 36)를 덮는 상태로 된다. 이에 의해, 탑재부(1a)와 수지부(3)가 분리되는 것을 또한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수지부(3)의 재료가 절기부(37, 38)의 이면측의 공간을 꼭 맞게 매립하도록 하면, 탑재부(1a)의 이면(1c)측이 플랫

구조로 된다. 그와 같이 하면,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40)를 예를 들어, 광픽업장치에 실장하는 단계에서, 제1 리드(1)의

탑재부(1a)(이면(1c)) 및 타이바부(6a, 6b)는 광픽업장치의 하우징에 밀접할 수 있다. 따라서, 방열특성이 손상되지 않는

다.

절곡 대신에, 반도체 레이저 칩 탑재부(1a)를 형성하는 프레임과 리드(1b)를 형성하는 프레임의 2매의 프레임을 사용하

여, 반도체 레이저 칩 탑재부(1a)와 리드(1b)를 용접에 의해 접속함으로써도, 동일하게 반도체 레이저장치(40)의 저면측

을 플랫구조로 할 수 있다.

도4d는, 절기부(37, 38)에 대신하여, 탑재부(1a)의 표리를 통과하는 관통구멍(32)을 제공함과 동시에, 탑재부(1a)의 이면

(1c)에 관통구멍(32)의 주변을 관통구멍(32)에 연속하여 둘러싸는 홈(31)을 제공한 예를 나타낸다. 이 경우도, 상기 ii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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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성형공정 후에는, 수지부(3)의 재료가 탑재부(1a)의 표면측에서 관통구멍(32)을 통하여 홈(31)을 매립한다. 이에 의

해, 탑재부(1a)가 수지부(3)에 의해 협지된 상태가 된다. 따라서, 탑재부(1a)와 수지부(3)과의 접합강도를 높여, 탑재부

(1a)와 수지부(3)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수지부(3)의 재료가 홈(31)을 매립하도록 하면, 탑재부(1a)의 이면(1c)측이 플랫구조가 된다. 그와 같이 하면,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40)를 예를 들어, 광픽업장치에 실장하는 단계에서, 제1 리드(1)의 탑재부(1a)(이면(1c)) 및 타이바부

(6a, 6b)는 광픽업장치의 하우징에 밀접할 수 있다. 따라서, 방열특성이 손상되지 않는다.

도4e는, 상술한 프레임(90)으로서, 부분적으로 두께가 다른 이형 프레임을 사용한 예를 도시한다. 상기 예에서는, 제1 리

드(1)의 탑재부(1a) 중 반도체 레이저 칩(5)이 탑재되는 부분(1d)의 두께에 비해, 상기 탑재부(1a) 중 나머지 부분(1a')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에 의해, 반도체 레이저 칩(5)의 상면과 상기 나머지 부분(1a')의 상면과의 사이의 고저차가 적어진

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접지(GND) 배선을 위해, 반도체 레이저 칩(5)의 상면과 상기 나머지 부분(1a')의 상면과의 사이를,

와이어 본딩에 의해 와이어로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즉, 높이가 다름으로써 와이어 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성이 우수해진다.

또한, 도7에 나타내는 예와 같이, 제1 리드(1)의 리드부(1b'으로 표시함)의 두께를 탑재부(1a)의 두께에 대해 두껍게 해도

된다. 이에 의해, 반도체 레이저 칩(5)의 상면과 제1 리드(1)의 리드부(1b') 상면과의 사이의 고저차가 적어진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접지(GND) 배선을 위해, 반도체 레이저 칩(5)의 상면과 제1 리드(1)의 리드부(1b') 상면과의 사이를, 와이어

본딩에 의해 와이어로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다. 즉, 높이가 다름에 의한 와이어 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성이 우수해진다. 또한, 이 경우, 절곡공정 대신에, 반도체 레이저 칩 탑재부(1a)를 형성하는 프레임과 리드(1b')를 형

성하는 프레임의 2매의 프레임을 사용하여, 반도체 레이저 칩 탑재부(1a)와 리드(1b')를 용접에 의해 접속해도 된다. 이에

의해, 제1 리드(1)가 용이하게 제작된다. 따라서, 생산성이 우수해진다.

(제2 실시예)

도5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40)를 사용한 광픽업장치(전체를 부호 50으로 나타냄)의 개략구성을 나타낸다. 상기 광픽

업장치(50)는, 반도체 레이저장치(40) 외에, 빔 스플리터(10)를 포함하는 광학계(8)와, 수광소자(11)를 구비한다. 이들의

요소는 도시하지 않는 하우징에 설치되어 있다. 부호 9는, 레이저광 조사대상물인 정보기록매체로서의 광디스크를 나타낸

다.

반도체 레이저 칩(5)에서 출사한 레이저광 L1은, 광학계(8)를 통과하고, 디스크(9)에 도달하고, 디스크(9)에 의해 반사된

다. 반사된 레이저광 L2는 광학계(8)로 돌아가고, 레이저광 L2의 일부가 빔 스플리터(10)에 의해 분기되어 수광소자(11)

에 입사한다. 상기 수광소자(11)에 의해, 디스크(9)가 갖는 정보가 독취된다. 또한, 반도체 레이저장치(40)의 타이바부(6a,

6b)는 반도체 레이저 칩(5)의 광축에 대해 수직방향으로 돌출하기 때문에, 반도체 레이저 칩(5)이 출사한 레이저광 L1이

타이바부(6a, 6b)에 의해 방해되지 않는다.

한편, 반사된 레이저광 L2 중 빔 스플리터(10)를 그대로 통과한 부분은, 반사광 L3이 되어 반도체 레이저장치(40)내에 입

사한다. 전술한대로, 반도체 레이저 칩(5)을 탑재한 탑재부(1a)에는, 서브 마운트 부재(4)를 통해 반도체 레이저 칩(5)이

마운트되어 있다. 이 때문에, 반사광 L3은 서브 마운트 부재(4)나 요부(7)의 내부 에지에 의해 반사되고, 다시한번 광학계

(8)에 입사하고, 빔 스플리터(10)를 통해 수광소자(11)에 입사하고, 노이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도6에 나타내는 예에서는, 탑재부(1a) 중 반도체 레이저 칩(5)의 직전에 상당하는 요부(7)의 내부 에지(7a)를, 반

도체 레이저 칩(5)의 광축에 대해 약 5도 정도 경사시킴과 동시에, 서브 마운트 부재(4)의 전 에지(4a)를 상기 요부(7)의

내부 에지(7a)를 따라 위치를 맞춘다. 반도체 레이저 칩(5)의 광축은 전방(도6에서의 상방)에 똑바로 향한다. 이와 같이 한

경우, 반도체 레이저 칩(5)의 동작시에, 광디스크(9)로부터의 반사광 L3이 서브 마운트 부재(4)나 요부(7)에 입사하였어

도, 그 반사광 L3은 서브 마운트 부재(4)의 전 에지(4a)나 요부(7)의 내부 에지(7a)에 의해, 반도체 레이저 칩(5)이 출사하

는 레이저광 L1과는 다른 방향으로 반사된다. 이 결과, 상기 광픽업장치(50)에 있어서, 광디스크(9)로부터의 반사광 L3이

노이즈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수지부(3)의 색이 흑색이기 때문에, 광디스크(9)로부터의 반사광 L3이 수지부(3)에 입사하였어도, 상기 반사광 L3

은 수지부(3)에 흡수되어 반사되지 않는다. 따라서, 광디스크(9)로부터의 반사광 L3가 노이즈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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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40)를 광픽업장치(50)에 실장하는 단계에서, 제1 리드(1)의 리드부(1b) 및 제2 리드(21,

22, 23) 중 수지부(3)로부터 돌출한 외곽리드부분이 절단되어, 실장에 적합한 길이로 되는 경우가 많다. 각 리드의 단면에

서 심재 Cu가 노출되면, 땜납 습윤성이 손상된다. 그래서, 도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외곽리드부분에, 국소적으로 가는

네크(1t, 21t, 22t, 23t)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한 경우, 각 외곽리드부분을, 네크(1t, 21t, 22t, 23t)에서

용이하게 절단할 수 있다. 그러나, 도9에 예시한 바와 같이, 상기 절단된 단면(21e)은, 네크 이외의 곳에서 절단된 경우에

비해, 작아진다. 따라서, 심재 Cu의 노출면(단면)(21e)에 비해 땜납 습윤성이 양호한 Sn 또는 Au의 면이 상대적으로 넓은

상태가 된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40)를 광픽업장치(50)에 실장하는 단계에서 각 외곽리드부분을 땜납하는

경우, 땜납 습윤성이 향상하여, 생산성이 양호해진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유지부의 재료가 절연성 수지인 것으로 하였지만, 세라믹이어도 된다. 유지부의 재료가 세라믹이면,

또한 방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3 실시예)

도10a에,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의 광픽업장치가 구비하는 반도체 레이저장치(101)를 하우징(102)에 고정한 상태를 상방

에서 본 개략도를 나타낸다. 또한, 도10b에,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101)만을 하방에서 본 개략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도10c에, 상기 상태를 측방에서 본 개략도를 나타낸다. 또한, 도10d에, 상기 상태를 후방에서 본 개략도를 나타낸다.

상기 광픽업장치는, 도10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레임 타입의 반도체 레이저장치(101)와,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101)

를 지지하는 금속제의 하우징(102)을 구비한다.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101)는, 금속제의 방열판(103)과, 상기 방열판(103)의 표면에 서브 마운트(104)를 통해 고정되

고, 광디스크로 향하여 레이저광을 출사하는 반도체 레이저 칩(105)을 갖는다. 상기 방열판(103)의 각 측부에는, 도10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요부의 일예로서의 절결부(110)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방열판(103)은 수지(106) 및 리드(107)와 일체

로 되어 있다. 상기 수지(106)는 방열판(103)의 표면측에만 제공되어 있다. 즉, 상기 수지(106)는 방열판(103)의 이면보다

하방에는 나오지 않는다.

상기 하우징(102)은, 도10d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방열판(103)의 이면의 대부분이 면접촉하는 금속제의 접촉면(111)을 갖

는다. 또한, 상기 하우징(102)은, 도10a, 도10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도체 레이저장치(101)의 일부가 들어가는 중공부

(108)를 갖는다. 상기 중공부(108)의 벽면에는, 도10d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방열판(103)의 측부가 감합하는 홈부(109)를

제공한다. 상기 홈부(109)의 벽면의 일부와 중공부(108)의 벽면의 일부가 접촉면(111)을 구성한다. 또한, 도시하지 않지

만, 방열판(103)의 이면과 중공부(108)의 벽면의 사이, 및 방열판(103)의 측면과 홈부(109)의 벽면과의 사이에는, 금속로

재료의 일 예로서의 땜납이 개재되어 있다. 즉, 상기 방열판(103)은 중공부(108) 및 홈부(109)의 벽면에 땜납으로 고정한

다.

상기 구성의 광픽업장치에 의하면, 방열판(103)의 이면의 대부분이 하우징(102)의 접촉면(111)에 면접촉함으로써, 방열

판(103)의 대부분에서 하우징(102)으로 열이 달아나기 때문에, 방열판(103)에 의한 방열량이 많다. 또한, 상기 반도체 레

이저 칩(105) 근처에서의 방열판(103)의 이면도 하우징(102)의 접촉면(111)에 면접촉하기 때문에, 반도체 레이저 칩

(105) 근처의 열이 하우징(102)으로 달아난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101)의 방열성이 높아진다.

또한, 상기 수지(106)는 방열판(103)의 표면측에만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하우징(102)의 접촉면(111)에의 방열판(103)

의 이면의 땜납이 용이하다.

또한, 상기 방열판(103)의 각 측부에 절결부(110)를 제공하기 때문에, 땜납이 회입하기 쉽고, 방열판(103)의 이면과 접촉

면(111)과의 사이에 땜납이 균일하게 연장된다. 즉, 상기 땜납의 습윤성이 높아진다.

상기 제3 실시예에서는, 방열판(103)의 이면의 대부분이 하우징(102)의 접촉면(111)에 면접촉하였지만, 방열판(103)의

이면의 대략 전면이 하우징(102)의 접촉면(111)에 면접촉하도록 해도 된다.

또한, 상기 방열판(103)의 측부에 절결부(110)를 제공하였지만, 방열판(103)에 관통구멍을 제공해도 된다. 상기 방열판

(103)에 관통구멍을 제공한 경우도, 땜납의 습윤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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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방열판(103)의 이면과 하우징(102)의 접촉면(111) 중 적어도 일방에, 금속로 재료의 습윤성을 높이기 위한 표

면처리를 행해도 된다. 예를 들어, 상기 방열판(103)의 이면과 하우징(102)의 접촉면(111) 중 적어도 일방에, 상기 표면처

리의 일 예로서의 Ag(은) 도금을 행해도 된다.

(제4 실시예)

도11에,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의 광픽업장치가 구비하는 반도체 레이저장치(101)를 하우징(122)에 고정한 상태를 경사후

방에서 본 개략도를 나타낸다. 또한, 도11에서, 도1에 나타낸 제3 실시예의 구성부와 동일한 구성부는, 도1에서의 구성부

와 동일한 참조번호를 붙여 설명을 생략한다. 또한, 도11에서는, 리드(107)의 일부를 도시하지 않고, 도1에서 도시하지 않

은 땜납(112)을 도시한다.

본 실시예의 광픽업장치는, 각 측면이 만곡면인 하우징(122)을 구비하는 점만이 상기 제3 실시예와 다르다. 이와 같이, 상

기 하우징(122)의 측면이 만곡면이기 때문에, 반도체 레이저장치(101)를 고정한 하우징(122)을 예를 들어, 원주형상의 구

멍에 넣음으로써, 반도체 레이저장치(101) 및 하우징(122)을 상기 구멍에서 지지하면서 회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105)이 출사하는 레이저광의 위치를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하우징(122)이 방열판(103)의 이면의 대부분이 면접촉하는 금속제의 접촉면을 갖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본

실시예의 광픽업장치는, 상기 제3 실시예의 광픽업장치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상기 제4 실시예에 있어서, 방열판(103)의 이면의 대략 전면이 하우징(122)의 금속제의 접촉면에 면접촉하도록 해도 된

다.

또한, 상기 방열판(103)의 이면과, 하우징(122)의 금속제의 접촉면 중 적어도 일방에, 금속로 재료의 습윤성을 높이기 위

한 표면처리를 행해도 된다. 예를 들어, 상기 방열판(103)의 이면과, 하우징(122)의 금속제의 접촉면 중 적어도 일방에, 상

기 표면처리의 일 예로서의 Ag 도금을 행해도 된다.

(제5 실시예)

도12에,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의 광픽업장치가 구비하는 반도체 레이저장치(101)를 하우징(132)에 고정한 상태를 후방에

서 본 개략도를 나타낸다. 또한, 도12에서, 도10a ~ 도10d에 나타낸 제3 실시예의 구성부와 동일한 구성부는, 도10a ~ 도

10d에서의 구성부와 동일한 참조번호를 부기하여 설명을 생략한다. 또한, 도12에서는, 도10a ~ 도10d에서 도시하지 않은

땜납(112)을 도시한다.

본 실시예의 광픽업장치는, 중공부(138) 및 홈부(139)가 제공된 금속제의 하우징(132)을 구비한다. 상기 홈부(139)의 벽

면의 일부와 중공부(138)의 벽면의 일부가 금속제의 접촉면(141)을 구성한다. 상기 접촉면(141)과 방열판(103)의 이면

사이에는, 기판의 일 예로서의 반도체기판(113)을 배치한다. 상기 반도체기판(113)의 표면에는, 방열판(103)의 이면의 대

부분이 면접촉한다. 또한, 상기 반도체기판(113)의 이면의 대부분은, 하우징(132)의 접촉면(141)에 면접촉한다. 또한, 도

시하지 않지만, 상기 반도체기판(113)의 표면에는, 반도체 레이저장치(101)를 땜납(112)으로 설치가능하게 하기 위한 패

턴을 제공한다.

상기 구성의 광픽업장치에 의하면, 상기 방열판(103)의 이면의 대부분이 반도체기판(113)의 표면에 면접촉하고, 반도체기

판(113)의 이면의 대부분이 하우징(132)의 접촉면(141)에 면접촉함으로써, 방열판(103)의 대부분에서 반도체기판(113)

을 통해 하우징(132)으로 열이 달아나기 때문에, 방열판(103)에 의한 방열량이 많고, 반도체 레이저 칩(105)(도10a 참조)

근처의 열도 반도체기판(113)을 통해 하우징(132)으로 달아난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101)의 방열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방열판(103)의 이면과 하우징(132)의 접촉면(141)과의 사이에 반도체 기판(113)을 배치하기 때문에, 다른 반

도체소자를 반도체기판(113)에 탑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105)과 다른 파장의 레이저광을 출사하

는 반도체 레이저 칩을 반도체기판(113)에 탑재할 수 있다.

상기 제5 실시예에서는, 상기 방열판(103)의 이면의 대부분이 반도체기판(113)의 표면에 면접촉하고, 반도체기판(113)의

이면의 대부분이 하우징(132)의 접촉면(141)에 면접촉하였지만, 방열판(103)의 이면의 대략 전면이 반도체기판(113)의

표면에 면접촉하고, 반도체기판(113)의 이면의 대략 전면이 하우징(132)의 접촉면(141)에 면접촉하도록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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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방열판(103)의 이면에, 금속 납재의 습윤성을 높이기 위한 표면 처리를 행해도 된다. 예를 들면, 상기 방열판

(103)의 이면에, 상기 표면 처리의 일례로서의 Ag 도금을 행해도 된다.

또한, 상기 제3~제5 실시예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본 발명의 픽업 장치로 해도 된다.

(제6 실시예)

도1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프레임 타입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240)를 비스듬히 본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도14a

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장치(240)를 상방에서 본 경우, 도14b는 도14a의 것을 우측에서 본 경우, 도14c는 도14a의 것을

하방에서 본 경우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240)의 상하좌우의 방향은, 설명

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도13 및 도1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프레임 타입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240)는, 반도체 레이저 칩(205)을 탑재하는

탑재부(201a)를 갖는 제1 리드(201)와, 신호입출력용의 복수의 제2 리드(221,222,223)와, 제1 리드(201) 및 제2 리드

(221,222,223)를 일체적으로 유지하는 유지부로서의 수지부(203)를 구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1 리드(201)는, 거의 직사각형 판상의 탑재부(201a)와, 이 탑재부(201a)에 연속적으로 가늘고 길게 연재

하는 리드부(201b)와, 탑재부(201a)의 이면(201c)을 따라 탑재부(201a)로부터 돌출된 타이바부(206a,206b)를 갖고 있

다. 탑재부(201a)에는, 직사각형 판상의 서브 마운트 부재(204)를 통해 반도체 레이저 칩(205)이 탑재되어 있다. 이 반도

체 레이저 칩(205)은, 광축 방향으로 가늘고 긴 직방체형의 외형을 갖고 있고, 전방(도14a에 있어서의 상방)을 향해 레이

저광을 출사한다. 서브 마운트 부재(204)는 본 예에서는 금속으로 이루어진다.

탑재부(201a)상의 반도체 레이저 칩(205)보다도 후방의 위치에는, 서브 마운트 부재(204)와는 별도의 모니터용 수광소자

(215)가 탑재되어 있다. 또한, 탑재부(201a)상의 모니터용 수광소자(215)보다도 후방의 위치에는, 모니터용 수광소자

(215)나 수지부(203)에 대해 별도의 광반사체(216)가 탑재되어 있다.

모니터용 수광소자(215)는, 본 예에서는 Si기판에 불순물을 확산시켜 형성한 거의 직방체형의 포토다이오드 칩으로 이루

어진다.

광반사체(216)는, 본 예에서는, 거의 직방체형으로 성형된 백색의 수지로 이루어진다. 광반사체(216)는, 금형을 사용한 수

지성형에 의해 용이하게 형성된다. 이 광반사체(216)는, 반도체 레이저 칩(205)의 레이저광 출사 방향(도14a에 있어서의

상하 방향)에 대해 수직인 반사면을 갖고, 반도체 레이저 칩(205)이 후방으로 출사된 레이저광의 일부를 받아 모니터용 수

광소자(215)를 향해 반사하는 작용을 한다.

수지부(203)는, 본 예에서는, 흑색의 절연성 수지 재료, 예컨대, 에폭시 수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지부(203)는, 금형

을 사용한 수지 성형에 의해 용이하게 형성된다.

도14c에 나타낸 바와 같이, 탑재부(201a)의 이면(201c)이 수지부(203)로 부터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제2 리드

(221,222,223)는, 제1 리드(201)의 리드부(201b)를 따라 가늘고 길게 연장되어 있다. 도13 중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2

리드(221,222,223)의 내단(221a,222a,223a)은, 테두리 모양으로 성형된 수지부(203) 내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

하지 않은 Au선으로 이루어지는 와이어가 반도체 레이저 칩(205) 및 모니터용 수광소자(215)로부터 제2 리드

(221,222,223)의 내단(221a,222a,223a)으로 배선되어 있다.

또한, 도13 및 도1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1 리드(201)는 탑재부(201a)의 전(前)에지(201e)에, 반도체 레이저 칩(205)

의 탑재 위치를 나타내도록 후퇴된 요부(207)를 갖고 있다. 이로써, 제조 단계에서 탑재부(201a)상에 서브 마운트 부재

(204)와 반도체 레이저 칩(205)을 부착할 시, 서브 마운트 부재(204)나 반도체 레이저 칩(205)의 위치 결정을 행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예를 들면, 서브 마운트 부재(204)의 전 에지를 상기 요부(207)의 에지를 따라 위치맞춤해도 된다.

도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도체 레이저 칩(205)이 전방(도15에 있어서의 상방)으로 출사되는 레이저광 L1은, 이 반도체

레이저 장치(240)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다. 예를 들면, 이 반도체 레이저 장치(240)가 광픽업장치(도시하지 않음)에 조

입되는 경우는, 광 디스크를 조사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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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레이저 칩(205)이 후방으로 출사된 레이저광 L2의 일부는, 직접 모니터용 수광소자(215)에 입사된다. 그러나, 반

도체 레이저 칩(205)이 후방으로 출사된 레이저광 L2의 대부분은, 광반사체(216)에 입사된다. 광반사체(216)는, 입사된

레이저광을 모니터용 수광소자(215)를 향해 반사된다. 따라서, 광반사체(216)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모니터용 수

광소자(215)로의 입사광량이 많아진다. 특히, 본 예에서는, 광반사체(216)는 백색이기 때문에, 수광된 광을 거의 흡수하지

않고 반사한다. 따라서, 모니터용 수광소자(215)로의 입사광량이 더욱 많아진다. 또한, 광반사체(216)는 수지부(203)와는

별도이기 때문에, 예컨대, 이 반도체 레이저 장치(240)를 광픽업장치에 실장할 때에 수지부(203)에 응력이 가해진다고 해

도, 광반사체(216)는 비뚤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모니터용 수광소자(215)로의 입사광량이 안정된다. 그 결과, 반도체 레

이저 칩(205)이 전방으로 출사되는 레이저광 L1은, 모니터용 수광소자(215)의 출력에 기초하여 양호하게 제어된다.

또한, 광반사체(216)를 구성하는 수지 자체가 백색 이외의 색(예컨대, 흑색)이어도, 그 표면에 은 등의 금속 도금을 행해

두면, 상기와 같이, 모니터용 수광소자(215)로의 입사광량을 많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안정시킬 수 있다. 또한, 광반사체

(216)는 금속제이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이 반도체 레이저 장치(240)에서는, 제1 리드(201)의 탑재부(201a)의 이면(1c)이 수지부(203)로

부터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반도체 레이저 장치를, 예컨대, 광픽업장치에 실장하는 단계에서, 광픽업장치의 하우징에

제1 리드(201)의 탑재부(201a)를 접속시키면, 반도체 레이저 칩(205)의 동작시에 탑재부(201a)가 방열을 위해 동작한다.

즉, 반도체 레이저 칩(205)이 발생한 열이 탑재부(201a)를 통해 하우징에 방열된다.

상기 반도체 레이저 장치(240)는 다음과 같이 제작된다.

우선, 도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Cu로 이루어지는 프레임(290)을 준비한다. 이 프레임(290)에서는, 각각 반도체 레이저 장

치(240)를 구성하기 위한 제1 리드(201) 및 제2 리드(221,222,223)의 조가, 도16에 있어서, 좌우 방향으로 연재하는 바

(291,292)를 따라 2열로 복수개 늘어서 있다. 바(291,292)는 연결바(293)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인접하는 제1 리드

(201)의 탑재부(201a) 끼리는 타이바(206)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금형을 사용한 수지 성형에 의해, 제1 리드

(201) 및 제2 리드(221,222,223)의 조마다 수지부(203)가 제공되어 있다.

이 상태로, 제1 리드(201)의 탑재부(201a)상에 서브 마운트 부재(204)를 통해 반도체 레이저 칩(205)이 탑재되는 동시에,

모니터용 수광소자(215)와 광반사체(216)가 탑재된다(다이 본딩 공정). 공정의 간소화를 위해, 서브 마운트 부재(204), 모

니터용 수광소자(215) 및 광반사체(216)는, 탑재부(201a)상에 동시에 접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반도체 레이저 칩(205) 및 모니터용 수광소자(215)로부터 제2 리드(221,222,223)의 내단(221a,222a,223a)으로의

Au선으로 이루어지는 와이어가 배선된다(와이어 본딩 공정).

또한, 이 단계에서, 수지부(203)상에 반도체 레이저 칩(205)을 보호하기 위한 덮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제1 리드(201)의 리드부(201b) 및 제2 리드(221,222,223)의 바(291,292) 근방 부분과, 타이바(206)를 절단하고,

개개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240)를 얻을 수 있다(타이바 커트 공정).

이와 같이 하여, 반도체 레이저(240)를 간단하게 제조할 수 있다.

상기 예에서는, 유지부의 재료가 절연성 수지인 것으로 했지만, 세라믹이여도 된다. 유지부의 재료가 세라믹이면, 방열성

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제7 실시예)

도17은, 상기 반도체 레이저 장치(240)를 변형한 제7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250)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도13에

있어서의 것과 동일한 구성요소에는 동일한 부호를 부기하여 개개의 설명을 생략한다.

이 반도체 레이저 장치(250)에서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장치(240)에 대해, 모니터용 수광소자(218)를, 단독의 부품으로

하지 않고, Si로 이루어지는 판상의 서브 마운트(219)에 내재된 점이 상이하다. 상세하게는, 반도체 레이저 칩(205)은 서

브 마운트(219)의 전단부에 탑재되고, 서브 마운트(219) 중 반도체 레이저 칩(205)보다도 후방으로 연재하는 부분의 표면

에 모니터용 수광소자(218)가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수광소자(218)는, 공지의 방법에 의해, Si기판의 표면에 불순물을

확산시킴으로써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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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도체 레이저 장치(250)에서도, 광반사체(216)로 인해, 모니터용 수광소자(218)로의 입사광량이 많아진다. 또한, 광

반사체(216)는 수지부(203)와는 별체이기 때문에, 예컨대, 이 반도체 레이저 장치를 광픽업장치에 실장할 때에 수지부

(203)에 응역이 가해졌다 해도, 광반사체(216)는 비뚤어지지 않고, 모니터용 수광소자(218)로의 입사광량이 안정된다. 그

결과, 반도체 레이저 칩(205)이 전방으로 출사되는 레이저광 L1은, 모니터용 수광소자(218)의 출력에 기초하여 양호하게

제어된다. 또한, 서브 마운트와 모니터용 수광소자를 서로 별체로 제공하는 경우에 비해, 부품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도18은, 도17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250)를 변형한 또 다른 반도체 레이저 장치(60)를 나타내고 있다.

이 반도체 레이저 장치(260)에서는, 도17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250)에 대해, 광반사체(216)는, 반도체 레이저 칩(205)으

로부터의 레이저광 L2를 모니터용 수광소자(218)를 향해 반사하도록 반도체 레이저 칩(205)의 레이저광 출사 방향(도18

에 있어서의 상하 방향)에 대해 경사진 반사면(217)을 갖는 점이 상이하다. 이 반사면(217) 덕분에, 모니터용 수광소자

(218)로의 입사광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경사의 각도에 따라, 모니터용 수광소자(218)로의 입사광량을 조정할 수

있다.

도19는, 도18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260)에 있어서, 제1 리드(201)의 탑재부(201a)에 광반사체(216)를 접착하기 위한 접

착제로서 은 페이스트(20)를 사용한 변형례(270)를 나타내고 있다. 이 변형례(270)에서는, 모니터용 수광소자(218)를 내

재하고, 또한, 반도체 레이저 칩(205)을 탑재한 Si로 이루어지는 판상의 서브 마운트(219)와, 광반사체(216)가, 층상의 은

페이스트(220)를 통해 탑재부(201a)에 접착되어 있다.

이 구성에 따르면, 서브 마운트(219)와 광반사체(216)를 탑재부(201a)에 동시에 접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상세하게는,

다이 본딩 공정에 있어서, 제1 리드(201)의 탑재부(201a)에 은 페이스트(220)를 디스펜서 등에 의해 일정량 도포하고, 그

은 페이스트(220)상에 서브 마운트(219)와 광반사체(216)를 얹는다. 그 후, 이들을 오븐 등에 넣고 가열하고, 동시에 경화

시킨다. 이와 같이 한 경우, 탑재부(201a)상에 서브 마운트(219)와 광반사체(216)를 별도로 탑재한 경우에 비해, 반도체

레이저 장치(270)를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다.

(제8 실시예)

도20은, 본 발명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의 일 실시예의 정면도를 나타내고 있다. 즉, 도20은, 본 발명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

의 캡을 압입하기 전 상태의 정면도를 나타낸다. 또한, 도21은, 본 발명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의 캡을 압입한 상태의 정면

도를 나타내고, 도22는, 본 발명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의 캡을 압입한 상태의 측면도를 나타낸다. 또한, 도면 중의 음영은,

부재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부재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 반도체 레이저 장치는, 소위, 프레임 타입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이고, 반도체 레이저 칩(305)을 탑재하는 탑재부(301a)

를 갖는 제1 리드(301)와, 신호 입출력용의 복수의 제2 리드(302)와, 상기 제1 리드(301) 및 상기 제2 리드(302)를 일체

적으로 유지하는 유지부(303)와, 이 유지부(303)에 부착되어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을 보호하는 캡(309)을 구비한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기 제1 리드(301)는, 거의 직사각형 판상의 탑재부(301a)와, 이 탑재부(301a)에 연속적으로 가늘

고 길게 연재하는 리드부(301b)와, 상기 탑재부(301a)의 이면(301c)를 따라 상기 탑재부(301a)의 좌우단 에지로부터 좌

우 방향으로 돌출된 타이바부(306a,306b)를 갖고 있다. 상기 탑재부(301a)에는, 직사각형 판상의 서브 마운트 부재(304)

를 통해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이 탑재되고, 이 반도체 레이저 칩(305)은, 광축의 방향으로 가늘고 긴 직방체형의 외

형을 갖고 있고, 전방(도20에 있어서의 상방)을 향해 레이저광을 출사한다.

여기서, 좌우 방향이란,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의 광축에 대해 거의 수직인 방향을 말하고, 도20에서는, 좌우의 방향

을 말한다. 또한, 전후 방향이란,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광축의 방향을 말하고, 도20에서는, 상하 방향을 말한다.

상기 탑재부(301a)의 이면(301c)(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을 탑재한 면과는 반대측의 면)은, 상기 유지부(303)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상기 타이바부(306a,306b)의 돌출 방향의 선단은, 상기 탑재부(301a)의 임의의 부분보다도,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으로부터 먼 위치에 있다. 상기 타이바부(306a,306b)의 폭(돌출 방향에 대해 수직인 방향의 폭)은, 상기 반

도체 레이저 칩(305)의 폭(이 반도체 레이저 칩(305)으로부터 출사되는 레이저광의 광폭에 대해 수직인 방향의 폭)이상으

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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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상기 제1 리드(301)의 탑재부(301a)의 이면(301c)이 유지부(303)로부터 노출되는 동시에, 상기 타이바부

(306a,306b)가 상기 탑재부(301a)의 이면(301c)를 따라 상기 탑재부(301a)로부터 돌출되어 있다. 또한, 상기 타이바부

(306a,306b)의 면적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이 반도체 레이저 장치를, 예컨대, 광픽업장치에 실장

하는 단계에서, 광픽업장치의 하우징에 상기 제1 리드(301)의 탑재부(301a)의 이면(301c) 및 상기 타이바부(306a,306b)

를 접촉시키면,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의 동작시에 상기 탑재부(301a)와 함께 상기 타이바부(306a,306b)가 방열을

위해 동작한다. 즉,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이 발생한 열이 상기 탑재부(301a) 및 상기 타이바부(306a,306b)를 통해

하우징에 방열된다. 따라서, 방열 면적이 넓어지고, 방열성이 좋게 된다.

상기 탑재부(301a)의 전 에지(301e)에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의 탑재 위치를 나타내도록 후퇴한 위치 결정용 요

부(308)를 갖고 있다. 이로써, 제조 단계에서 상기 탑재부(301a)상에 상기 서브 마운트 부재(304)와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을 부착할 시, 상기 서브 마운트 부재(304)나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의 위치 결정을 행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예를 들면, 상기 서브 마운트 부재(304)의 전 에지를 상기 위치 결정용 요부(308)의 에지를 따라 위치 맞춤해도 된다.

상기 복수의 제2 리드(302)는, 상기 제1 리드(301)의 리드부(301b)를 따라 가늘고 길게 연장되어 있다. 상기 복수의 제2

리드(302)의 내단은, 테두리 형태로 형성된 상기 유지부(303)내에 노출되어 있다. 도시하지 않은 Au선으로 이루어지는 와

이어가,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 또는 상기 서브 마운트 부재(304)로부터 상기 제2 리드(302)의 내단으로 배선되어

있다.

상기 유지부(303)는, 본 예에서는, 흑색의 절연성 수지 재료, 예컨대, 에폭시 수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기 유지부

(303)는, 금형을 사용한 수지 형성에 의해 용이하게 형성된다.

상기 유지부(303)는, 상기 탑재부(301a)의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측에, 테두리부(331)를 갖고, 이 테두리부(331)에

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으로부터 출사되는 레이저광을 차단하지 않도록, 레이저광 출사용 창문부(332)가 형성되

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기 테두리부(331)는, 거의 직사각형이고, 전후의 변 및 좌우의 변을 갖는다. 그리고, 전변(331a)

의 도중에, 상기 창문부(332)가 형성되고, 이 창문부(332)에, 상기 서브 마운트 부재(304) 및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

이 배치되어 있다.

상기 테두리부(331)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의 광축에 대해 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연재하는 동시에 대향하는 2개

의 내면을 갖고, 이 2개의 내면의 각각에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의 광축에 거의 평행한 방향으로 오목해져 있는 요

부(307)를, 2개씩 갖는다. 즉, 상기 테두리부(331)의 전후 변의 내측의 각각에, 상기 요부(307)를 2개씩 배치하고 있다. 이

요부(307)의 형상은, 반구의 외면을 따른 형상이다.

상기 캡(309)은, 본 예에서는, 상기 유지부(303)와 동일한 재료이고, 흑색의 절연성 수지 재료, 예컨대, 에폭시 재료로 이

루어진다. 따라서, 상기 캡(309)은, 금형을 사용한 수지 형성에 의해 용이하게 형성된다.

상기 캡(309)은, 상기 테두리부(331) 내에 부착되는 거의 직사각형의 본체부(313)와, 이 본체부(313)의 전 에지로부터 돌

출되는 동시에 상기 테두리부(331)의 창문부(332)에 감합하는 돌출부(314)를 갖는다. 이와 같이, 상기 캡(309)에 의해 상

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상기 캡(309)은,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의 광축에 대해 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연재하는 동시에 대향하는 2개의 외면

을 갖고, 이 2개의 외면의 각각에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의 광축에 거의 평행한 방향으로 돌출되어있는 돌기부

(310)를, 2개씩 갖는다. 즉, 상기 본체부(313)의 전 에지 및 후 에지의 각각에, 상기 돌기부(310)를 2개씩 배치하고 있다.

이 돌기부(310)의 형상은, 반구형이다. 즉, 상기 요부(307)의 형상은, 상기 돌기부(310)를 따른 구형이다.

그리고, 상기 유지부(303)의 테두리부(331) 내에 상기 캡(309)을 부착한 동시에, 도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돌기부

(310)와 상기 요부(307)는, 압접하면서 감압하고, 상기 유지부(303)의 테두리부(331)와 상기 캡(309)을, 서로, 상기 반도

체 레이저 칩(305)의 광축에 거의 평행한 방향으로 눌러 압접시킨다. 즉, 상기 돌기부(310) 및 상기 요부(307) 등에 의해,

압접수단(320)을 구성한다.

상기 캡(309)은, 핸들링용 손잡이(311)를 갖는다. 상기 유지부(303)의 테두리부(331) 내에 상기 캡(309)을 부착한 때에,

이 손잡이(311)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의 광축에 거의 평행한 방향을 향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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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기 손잡이(311)는, 상기 캡(309)의 일면에 이간되어 대향하는 2개의 손잡이 형성용 요부

(312,312)를 제공함으로써, 이 2개의 손잡이 형성용 요부(312,312)의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상기 손잡이 형성용 요부

(312)는, 초승달 형상이고, 상기 2개의 손잡이 형성용 요부(312,312)는, 각각의 직선 부분이 대향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상기 구성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에 따르면, 상기 유지부(303)의 테두리부(331)내에 상기 캡(309)을 부착한 때에, 상기 압

접수단(320)에 의해, 상기 유지부(303)의 테두리부(331)와 상기 캡(309)을, 서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의 광축에

거의 평행한 방향으로 눌러 압접시키기 때문에, 상기 유지부(303)의 테두리부(331)에 가한 응력은, 상기 제1 리드(301)의

탑재부(301a)에 전해질 때,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의 광축에 거의 평행인 방향으로 전해진다. 즉, 상기 유지부(303)

의 테두리부(331)에 있어서, 상기 창문부(332)를 회피한 부위(즉, 상기 부위란, 상기 테두리부(331)의 좌우의 변에 있어

서, 강도가 큰 부위이다)에서 상기 응력을 흡수하기 때문에, 상기 제1 리드(301)의 탑재부(301a)에 전달하는 응력을 억제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캡(309)을 상기 유지부(303)의 테두리부(331)에 압입해도, 상기 제1 리드(301)(리드 프레임)가

휘어지거나, 구부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압접수단(320)은, 상기 돌기부(310)와 상기 요부(307)를 갖기 때문에, 간단한 구조에 의해, 상기 캡(309)을 상

기 유지부(303)의 테두리부(331)에 압입하면서 확실히 위치맞춤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돌기부(310)의 형상은, 반구형이고, 상기 요부(307)의 형상은, 상기 돌기부(310)를 따른 형상이기 때문에, 균

등하게 넓은 면적에서, 응력을 전달할 수 있고, 국소적으로 강한 응력이 가해지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돌기부(310)는, 상기 캡(309)의 2개의 외면의 각각에, 2개씩(합계 4개) 배치되고, 상기 요부(307)는, 상기 유지

부(303)의 테두리부(331)의 두개의 내면의 각각에, 2개씩(합계 4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캡(309)의 상기 유지부

(303)의 테두리부(331)로의 압입시의 응력을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캡(309)은, 상기 핸들링용의 손잡이(311)를 갖기 때문에, 상기 캡(309)을, 핀셋 등으로 용이하게, 핸들링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손잡이(311)는, 상기 2개의 손잡이 형성용 요부(312,312)를 제공함으로써 형성되기 때문에, 상기 손잡이(311)

는, 상기 캡(309)의 상면에 돌기를 제공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기 캡(309)의 두께가 증가하지 않아, 반도체

레이저 장치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손잡이 형성용 요부(312)는, 초승달 형상이기 때문에, 상기 손잡이(311)를 핸들링할 때, 핀셋의 선단을, 상기 손잡이

형성용 요부(312,312)에 압입하기 쉽게 되어, 작업성이 향상된다.

또한, 상기 유지부(303)의 테두리부(331)내에 상기 캡(309)을 부착할 때, 상기 캡(309)의 손잡이(311)는, 상기 좌우의 타

이바부(306a,306b)에 대해 거의 수직인 방향을 향하도록,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도체 레이

저 장치의 제조에 있어서, 상기 캡(309)을 상기 유지부(303)에 압입할 때, 상기 손잡이(31)는, 인접하는 상기 제1 리드

(301,301)(탑재부(301a,301a)끼리를 연결하여 복수의 상기 제1 리드(301)를 직선상으로 하는 타이바(306)에 대해, 거의

수직인 방향을 향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복수의 제1 리드(301)(리드 프레임)가 상기 타이바(306)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상기 캡(309)의 압입을 행할 때의 작업성을 향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기 타이바(306)에 평행한 방향으로 반도체 레이저 장치를 보내면서, 상기 타이바(306)에 대해 수

직인 방향으로부터(도23에서는, 반도체 레이저 장치의 하방향으로부터), 수작업에 의해 핀셋으로 상기 캡(309)을 핸들링

에 의해 압입할 때, 상기 손잡이(311)는, 작업자에 대해 거의 수직인 방향을 향하게 되어, 작업자는, 겨드랑이를 차지한 상

태로, 상기 캡(309)을 압입할 수 있어, 작업을 쉽게 행하고, 또한, 작업 공간을 작게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유지부(303) 및 상기 캡(309)의 색은, 흑색이기 때문에,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305)의 동작시에, 레이저광 조

사 대상물(예컨대, 디스크 등의 정보 기록매체)로부터의 반사광이 노이즈의 원인으로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레이

저광 조사 대상으로부터 반사되는 광의 난반사를 막을 수 있고, 레이저 발진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아, 픽업의 신호 검출용

수광소자에 본래의 신호 이외의 광이 들어와, 신호를 흩어지게 하지도 않는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도시하지 않지만, 상기 유지부의 테두리부에, 상기 반도체 레

이저 칩의 광축에 거의 평행한 방향으로 돌출해 있는 돌기부를 배치하고, 상기 캡에,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의 광축에 거의

평행한 방향으로 오목해져 있는 요부를 배치하도록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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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실시예)

도24a에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의 사시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상기 반도체 레이저 장치는, 금속제의 스템(405)을 구비하고 있다. 이 스템(405)은, 원판형상의 베이스부(아이레트)(401)

와, 이 베이스부(401)의 표면(스템 기준면)에 제공된 금속대(403)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베이스부(401)에는, 원주 방향으로 약 180°간격으로 절결(401a)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기 베이스부(401)에 3개

의 리드(402a,402b,402c)가 접속되어 있다. 이 3개 중 2개의 리드(402a,402b)는, 베이스부(401)를 관통하고, 나머지 1

개의 리드(402c)는 베이스부(401)를 관통하지 않는다. 상기 리드(402a,402b)는, 절연성을 갖는 수지 또는 글래스에 의해

베이스부(401)에 일체로 고정되어 있다. 이로써, 상기 리드(402a,402b)는 베이스부(401)와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다.

한편, 상기 리드(402c)는 베이스부(401)의 이면(스템 기준면과는 반대측의 면)에 부착되고 베이스부(401)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상기 베이스부(401)의 표면(스템 기준면)측에 금속대(403)를 제공하고 있다.

상기 금속대(403)는, 탑재면(403a)과, 이 탑재면(403a)에 연접하는 전면(403b)을 갖고 있다. 상기 탑재면(403a)은 전면

(403b)에 대해 거의 수직으로 되어 있다. 또한, 상기 탑재면(403a)에는 레이저 칩(404)을 탑재하고 있고, 이 레이저 칩

(404)의 전면(403b)측의 광출사단면(404a)으로부터 레이저광이 출사된다. 이 레이저 칩(404)은, Au선(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리드(2b)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도24b에 상기 금속대(403)를 탑재면(403a)측에서 본 도면을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상기 금속대(403)의 전면(403b)은, 레이저 칩(404)의 광출사단면(404a)에 대해 경사져 있다. 즉, 상기 금속대(403)의 전

면(403b)의 수직선은, 레이저 칩(404)에 의한 레이저광의 출사 방향에 대해 경사져 있다. 또한, 상기 금속대(403)의 전면

(403b)은, 레이저 칩(404)의 광출사단면(404a)을 탑재면(403a)의 수직선(도24a,24b의 지면에 수직인 선) 둘레로 회전시

킨 면에 대해 평행하게 되어 있다.

상기 구성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를 광 디스크 장치의 광원으로서 사용한 경우, 레이저 칩(404)의 광출사단면(404a)으로부

터 출사된 레이저광은, 회절 격자에 의해 1개의 메인 빔과 2개의 서브 빔으로 분리된다. 이 3개의 빔은, 코리메터 렌즈, 대

물 렌즈 등의 광학계를 통과하여 광 디스크의 표면에 집광되고, 광 디스크에 정보를 기입하거나, 광 디스크가 갖는 신호를

독입한다. 그리고, 상기 빔은 광 디스크에서 반사되어 반도체 레이저 장치로 되돌아 온다. 이 때, 상기 광 디스크로부터 되

돌아 온 서브 빔이 금속대(403)의 전면(403b)에 닿아도, 금속대(403)의 전면(403b)이 레이저 칩(404)의 광출사단면

(404a)에 대해 경사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대(403)의 전면(403b)에서 반사된 서브 빔은 재차 광 픽업의 표면에 입사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장치가 광 디스크 장치의 기입 특성이나 픽업의 신호 제어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금속대(403)의 전면(403b)이, 레이저 칩(404)의 광출사단면(404a)을 금속대(403)의 탑재면의 수직선 둘레에

회전시킨 면에 대해 평행하기 때문에, 레이저 칩(404)을 위치 결정하기 위한 기준면으로서 금속대(403)의 전면(403b)을

사용할 수 있어, 금속대(403)의 전면(403b)을 기준면으로 하여 사용함으로써, 레이저 칩(404)을 소정의 위치에 용이하게

배치할 수 있다.

(제10 실시예)

도25a에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의 사시도를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도25b에 금속대(403)를 탑재면

(403a)측에서 본 도면을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도25a, 25b에 있어서, 도24a, 24b에 나타낸 제9 실시예의 구성부와

동일 구성부는, 도24a, 24b에 있어서의 구성부와 동일한 참조 번호를 붙여 설명을 생략한다.

상기 반도체 레이저 장치는, 도25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금속대(403)와 레이저 칩(404)의 사이에 제공된 유전체제 또는 반

도체제의 서브 마운트(406)를 구비하고 있다. 이 서브 마운트(406)의 전면(403b)측의 단면(406a)은, 도25b에 나타낸 바

와 같이, 레이저 칩(404)의 광출사단면(404a)에 대해 경사져 있는 동시에, 금속대(403)의 전면(403b)에 대해서도 경사져

있다. 즉, 상기 서브 마운트(406)의 단면(406a)의 수직선, 및 금속대(403)의 전면(403b)의 수직선은, 레이저 칩(404)에 의

한 레이저광의 출사방햐에 대해 경사져 있다. 또한, 상기 서브 마운트(406)의 단면(406a)은, 레이저 칩(404)의 광출사단면

(404a)을 탑재면(3a)의 수직선(도25a,25b의 지면에 수직인 선) 둘레로 회전시킨 면에 대해 평행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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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구성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를 광 디스크 장치의 광원으로 하여 사용한 경우, 서브 마운트(406)의 단면(406a)과 금속

대(403)의 전면(403b)이 레이저 칩(404)의 광출사단면(404a)에 대해 경사져 있기 때문에, 광 디스크로부터 되돌아 온 서

브 빔이 서브 마운트(406)의 단면(406a) 또는 금속대(403)의 전면(403b)에 닿아도, 그 서브 빔이 광 디스크에 재차 향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장치가 광 디스크 장치의 기입 특성이나 픽업의 신호 제어계에 악영

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본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도 상기 제9 실시예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11 실시예)

도26에 본 발명의 제11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의 사시도를 나타낸다. 이 반도체 레이저 장치는 프레임 레이저라 불

린다.

상기 반도체 레이저 장치는, 프레임으로 되는 금속박판(413)과, 이 금속박판(413)상에 배치된 서브 마운트(416)와, 이 서

브 마운트(416)상에 배치된 레이저 칩(414)을 구비하고 있다. 이 레이저 칩(414)의 광출사단면(414a)으로부터 레이저광

이 출사된다. 또한, 상기 금속박판(413)에는, 절연성의 수지를 통해 리드(412a,412b,412c,412d)가 접속되어 있다.

상기 금속박판(413)은, 탑재면(413a)과, 이 탑재면(413a)에 연접하는 전면(413b)를 갖고 있다. 상기 탑재면(413a)은 전

면(413b)에 대해 거의 수직으로 되어 있다. 또한, 상기 금속박판(413)의 전면(413b)에는, 레이저 칩(414) 근방에 위치하

는 절결(417)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절결(417)의 각 단면은, 레이저 칩(414)의 광출사단면(414a)에 대해서는 경사져 있지

만, 레이저 칩(414)의 광출사단면(414a)을 탑재면(413a)의 수직선 둘레로 회전시킨 면에 대해서는 평행하다.

상기 서브 마운트(416)의 절결(417)측의 단면(416a)은, 레이저 칩(414)의 광출사단면(414a)에 대해 거의 평행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 서브 마운트(416)의 단면(416a)은, 절결(417)의 각 단면에 대해 경사져 있다.

상기 구성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를 광 디스크 장치의 광원으로서 사용한 경우, 금속박판(413)의 전면(413b)에 절결(417)

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광 디스크로부터 되돌아 온 서브 서브 빔이 서브 마운트(416)의 단면(416a) 및 금속대(23)의 전

면(413b)에 닿아도, 그 서브 빔이 광 디스크에 재차 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장치가 광 디

스크 장치의 기입 특성이나 픽업의 신호 제어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레이저 칩(414)의 광출사단면(414a)로부터 출사된 레이저광은 타원의 원추상으로 넓혀져 가지만, 금속박판

(413)의 전면(413b)에 절결(417)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광과 금속박판(413)이 간섭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절결(417)의 각 단면에 대해 서브 마운트(416)의 단면(416a)이 경사져 있지만, 절결(417)의 하나의

단면에 대해 서브 마운트(416)의 단면(416a)을 평행으로 해도 된다.

(제12 실시예)

도27a에 본 발명의 제12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의 사시도를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도27b에 금속대(403)를 탑재면

(403a)측에서 본 도면을 개략적으로 나태낸다. 또한, 도27a, 27b에 있어서, 도25a, 25b에 나타낸 제10 실시예의 구성부와

동일한 구성부는, 도25a,25b에 있어서의 구성부와 동일한 참조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본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가 상기 제10 실시예와 상이한 점은, 서브 마운트(406)의 단면(406a)이 향하는 방향만큼이

다. 즉, 본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 장치는, 도27a,27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브 마운트(406)의 단면(406a)이 금속대

(406)의 전면(403b)에 대해 대략 평행하게 되어 있다.

본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는, 상기 제10 실시예와 동일한 효과를 갖음과 동시에, 서브 마운트(406)의 단면(406a)을

금속대(406)의 전면(403b)에 대해 대략 평행하게 함으로써, 서브 마운트(406)를 금속대(403)상에 배치하는 때에, 서브 마

운트(406)를 위치 결정하기 위한 표지로서 금속대(403)의 전면(403b)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브 마운트(406)의 배치

가 용이해진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제9

~ 제12 실시예를 적절하게 조합한 것이어도 된다.

(제13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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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8에, 본 발명의 제13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501) 및 광픽업장치의 샤시의 반도체 레이저 탑재부인 하우징(502)

을 표면측에서 본 개략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광픽업장치의 샤시는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외에, 도시하지 않는 반도체 레

이저 칩으로부터 출사된 광을 대략 평행광으로 변환하는 코리메터 렌즈, 광축변환미러, 대물렌즈 구동장치 등을 탑재하고,

광픽업 광학계를 일체로서 유지하는 것이다.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501)는, 두께 0.3 mm의, 예를 들어, 철판 또는 동판으로 주석(Sn), 금(Au) 등을 도금한 박금속판

(503)과, 상기 박금속판(503)의 표면에 서브 마운트(505)를 통해 고정된 반도체 레이저 칩(504)를 구비한다. 상기 박금속

판(503)의 표면에는, 전극용 리드(507)에 일체로 제공된 두께 3 mm의 수지테두리(508)를 제공한다. 즉, 상기 박금속판

(503)은 수지테두리(508) 및 전극용 리드(507)와 일체로 되어 있다. 또한, 상기 수지테두리(508)의 내주면은, 반도체 레이

저 칩(504)의 양측면, 후면(광출사단면(504a)과는 반대측의 면)에 대향한다.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504)의 캐소드(상면)

과 리드(507)는 도시하지 않는 금속세선(예를 들어, 직경 25㎛의 Au 와이어)으로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또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504)의 애노드는 서브 마운트(505)상의 전극과 도시하지 않는 금속세선으로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서브

마운트상의 전극은 박금속판(503)(이것은 리드(507)의 하나와 연결되어 있음)과 도시하지 않는 금속세선으로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또한, 상기 박금속판(503)의 에지부에는, 반도체 레이저 칩(504)의 측방에 위치하는 라운딩부(503a)와, 반

도체 레이저 칩(504)의 전방에 위치하는 절결부(503b)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504)은 반도체 레이저 칩

의 일 예이다. 또한, 상기 박금속판(503)과 수지테두리(508)가 본체부의 일 예를 구성한다.

상기 하우징(502)은, 구형판 형성의 하우징본체(506)와, 상기 하우징본체(506)에 제공되고, 만곡면의 일 예로서의 접촉면

(509a)을 갖는 가이드부(509)를 구비한다. 상기 접촉면(509a)의 곡률은, 박금속판(503)의 라운딩부(503a)의 곡률과 대략

동일하게 한다. 또한, 상기 하우징본체(506)에서 박금속판(503)에 접촉하는 면은, 가이드부(509)의 표면보다 낮아진다.

일방의 라운딩부(503a)의 곡률과 타방의 라운딩부(503a)의 곡률은 반드시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각 라운딩부

(503a)의 곡률의 중심은 반도체 레이저 칩(504)의 발광점(전단면(광출사단면(504a))의 중심)에 대략 일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일방의 라운딩부(503a)의 곡률반경과 타방의 라운딩부(503a)의 곡률반경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반도체 레이

저 칩(504)은 위에서 볼 때 곡률반경이 작은 라운딩부(503a)측에 바싹 붙게 된다. 또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504)의 발

광점은 하나일 필요는 없고, 또한,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504)이 하나일 필요는 없다. 상기 발광점이 복수인 경우, 라운딩

부(503a)의 곡률의 중심은 조정의 중심이 되는 어느 한쪽의 발광점으로 해도 되고, 라운딩부(503a)의 곡률에 의해 중심이

되는 발광점을 변경해도 된다.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501)를 하우징(502)에 탑재하는 경우, 반도체 레이저장치(501)의 라운딩부(503a)를 하우징

(502)의 접촉면(509a)에 맞추어, 반도체 레이저장치(501)를 하우징(502)에 대해 접동(摺動)시킨다. 이에 의해, 상기 박금

속판(503)이 접촉면(509a)에서 지지되면서 회전하기 때문에, 반도체 레이저 칩(504)의 출사광의 광축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라운딩부(503a)의 곡률의 중심을 반도체 레이저 칩(504)의 발광점으로 함으로써, 반도체 레이저 칩

(504)의 출사광의 광축을 조정한 경우에 그의 광축이 지면내에서 평행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14 실시예)

도29에, 본 발명의 제14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521) 및 하우징(522)을 표면측에서 본 개략도를 나타낸다. 또한, 도

29에서, 도28에 나타낸 제13 실시예의 구성부와 동일한 구성부에는, 도28에서의 구성부와 동일한 참조번호로 한다.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521)는, 박금속판(523)과, 상기 박금속판(523)의 표면에 서브 마운트(505)를 통해 고정된 반도

체 레이저 칩(504)을 구비한다. 상기 박금속판(523)의 표면에는, 전극용 리드(507)에 일체로 제공된 수지테두리(508)를

제공한다. 즉, 상기 박금속판(523)은 수지테두리(508) 및 전극용 리드(507)가 일체로 되어 있다. 또한, 상기 수지테두리

(508)의 내주면은, 반도체 레이저 칩(504)의 양측면, 후면(광출사단면(504a)은 반대측의 면)에 대향한다. 또한, 상기 박금

속판(523)의 에지부에는, 반도체 레이저 칩(504)의 전방에 위치하는 절결부(523b)가 형성되어 있다. 즉,상기 절결부

(523b)는, 반도체 레이저 칩(504)의 발광점 근처에 위치한다. 또한, 상기 절결부(523b)의 내벽면은 원주면으로 되어 있다.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504)은 반도체 레이저 칩의 일 예이다. 또한, 상기 박금속판(523)과 수지테두리(508)가 본체부의

일 예를 구성한다.

상기 하우징(522)은, 구형판 형상의 하우징본체(526)와, 상기 하우징본체(526)의 표면에 제공되고, 절결부(523b)에 감합

가능한 원주형상의 돌기(529)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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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521)를 하우징(522)에 탑재하는 경우, 반도체 레이저장치(521)를 도면 중 시인방향으로 움직이

고, 하우징(522)의 돌기(529)를 반도체 레이저장치(521)의 절결부(523b)에 감합시켜, 반도체 레이저장치(521)를 하우징

(522)에 대해 접동시킨다. 이에 의해, 상기 박금속판(523)이, 돌기(529)에서 지지되면서, 반도체 레이저 칩(504)의 발광점

근처를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반도체 레이저 칩(504)의 출사광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박금속판(503)의 테두리부에 절결부(523b)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도체 레이저장치(521)를 도면 중 시인방향

으로 움직여서, 돌기(529)를 절결부(523b)에 용이하게 감합시킬 수 있다.

상기 제14 실시예에서는, 원주형상의 돌기(529)를 하우징본체(526)의 표면에 형성하였지만, 도3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

추형상의 돌기(539)를 하우징본체(526)의 표면에 형성해도 된다. 상기 돌기(539)를 형성하는 경우, 내벽면이 원추면인 절

결부(533b)를 박금속판(533)에 제공해도 된다. 상기 원주모양의 돌기 또는 원추모양의 돌기의 높이는 반도체 레이저 칩

(504)의 발광점보다 낮고, 레이저광이 맞지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반도체 레이저(504)의 출사광은 발광점에

서 원추모양으로 넓어지고, 발광점에 가까운만큼 폭이 작다. 따라서, 돌기의 형상으로서는 원추형상의 쪽이 더욱 바람직하

다. 또한, 상기 돌기(539)를 하우징본체(526)의 표면에 형성하는 경우, 도시하지 않지만, 돌기(539)가 감합가능한 요부를

박금속판(533)의 이면에 제공해도 된다. 상기 돌기(539)가 감합가능한 요부를 박금속판(533)의 이면에 제공한 경우, 하우

징(522)의 상방에서 반도체 레이저장치(521)를 하우징본체(526)의 표면에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다.

상기 제14 실시예에서는, 원주형상의 돌기(529)가 감합가능한 절결부(523b)를 박금속판(523)의 에지부에 제공하였지만,

도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주형상의 돌기(529)가 감합가능한 요부(543c)를 박금속판(543)의 이면에 제공해도 된다. 상

기 요부의 내벽면은 원주면이다. 또한, 상기 요부(543)의 위치는 광출사단면(504a)의 위치와 대략 겹친다. 즉, 상기 요부

(543)는 반도체 레이저 칩(504)의 발광점 근처에 위치한다.

(제15 실시예)

도32에, 본 발명의 제15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551)를 이면측에서 본 개략도를 도시한다. 그리고, 도33에, 본 발명

의 제15 실시예의 하우징(552)을 표면측에서 본 개략도를 나타낸다. 또한, 도32에서, 도28에 나타낸 제13 실시예의 구성

부와 동일한 구성부에는, 도28에서의 구성부와 동일한 참조번호를 붙인다.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551)는, 도3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호형상의 홈부(553c)(박금속판(553)의 도중까지 관통해도

됨)가 이면에 제공된 박금속판(553)을 구비한다. 상기 박금속판(553)의 표면에는, 서브 마운트를 통해 반도체 레이저 칩

(504)을 고정한다. 상기 홈부(553c)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 칩(504)의 발광점(전단면(광출사단면(504a))의 중심)을 중심

으로 하는 원주에 대략 겹치도록 형성한다. 또한, 상기 박금속판(553)의 표면에는, 전극용 리드(507)에 일체로 제공된 수

지테두리(508)를 형성한다. 즉, 상기 박금속판(553)은 수지테두리(508) 및 전극용 리드(507)가 일체로 되어 있다.

상기 하우징(552)은, 도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우징본체(556)와, 상기 하우징본체(556)의 표면에 제공되고, 박금속판

(553)의 홈부(553c)에 감합가능한 원호형상의 돌기(559)를 구비한다. 상기 돌기(559)의 원주방향의 길이는, 홈부(553c)

의 원주방향의 길이보다 짧아진다.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551)를 하우징(552)에 탑재하는 경우, 하우징(522)의 돌기(559)를 반도체 레이저장치(521)의 홈

부(553c)에 감합시켜, 반도체 레이저장치(521)를 하우징(522)에 대해 접동시킨다. 이에 의해, 상기 박금속판(553)이, 돌

기(559)로 지지되면서, 반도체 레이저 칩(504)의 발광점 근처를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반도체 레이저장치(551)의 출

사광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다.

상기 제15 실시예에서는, 원호형상의 돌기(559)가 감합가능한 홈부(553c)를 박금속판(553)의 이면에 형성하였지만, 도

3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호형상의 돌기(559)가 감합가능한 홈부(558c)를 수지부재의 일 예로서의 수지테두리(558)의

이면에 형성해도 된다. 상기 홈부(558c)는, 반도체 레이저 칩의 발광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주에 대략 겹치도록 형성한다.

상기 제15 실시예에서는, 하우징본체(556)의 표면에, 박금속판(553)의 홈부(553c)에 감합가능한 원호형상의 돌기(559)

를 하나 형성하였지만, 도3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우징(562)에서의 하우징본체(566)의 표면에, 원주형상의 돌기(569)를

2개 형성해도 된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은 반도체 레이저장치 및 하우징을 광픽업장치가 구비하도록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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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3 ~ 제15 실시예 및 그들의 변형예에서, 반도체 레이저 칩의 광축을 조정한 후는, 광경화성 수지 등의 접착제에

의해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하우징에 고정한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이것은 여러가지로 변경해도 되는 것은 명백하다. 그와 같은 변경은 본 발명의 정

신과 범위에서 이탈하여 이루어져서느 안되고, 당업자에 의해 명백한 변경은 전부, 다음에 계속되는 청구범위 중에 포함되

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방열성이 우수하고, 또한 생산성이 우수한 반도체 레이저장치 및 광픽업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반도체 레이저 칩이 후방에 출사한 레이저광을 모니터용 수광소자에 많이, 또한 안정하게 받을 수 있는

반도체 레이저장치 및 그의 제조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캡 압입시에, 리드프레임이 휘어지거나, 굴곡이 생기지 않는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광디스크장치의 기입특성 등이나 픽업의 신호제어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반도체 레

이저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박금속판에 직접 또는 서브 마운트를 통하여 탑재된 반도체 레이저 칩이 출사하는 출사광의 광축의 조

정을 행할 수 있는 반도체 레이저장치 및 그것을 탑재하는 하우징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광축을 조정하여도 발광점

이 이동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반도체 레이저장치 및 그것을 탑재하는 하우징을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2a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상방에서 본 도면이고, 도2b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우측방에서 본 도면, 도2c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하방에서 본 도면이다.

도3a ~ 도3b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제조과정을 나타내는 공정도이다.

도4a는 프레임의 1개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에 대응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도면, 도4b는 도4a에서의 A-A'선 시시단면도,

도4c는 도4a에서의 B-B'선 시시단면도, 도4d는 탑재부의 이면에 홈을 제공한 변형예의 도4c에 대응하는 도면, 도4e는 다

른 형상 프레임을 사용한 변형예의 도4a에 대응하는 도면이다.

도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의 광픽업장치의 개략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6은 제1 리드의 반도체 레이저 칩 위치를 나타내는 요부의 내부 에지를 기울인 변형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7은 제1 리드의 탑재부보다 리드부를 깊게 한 변형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8은 외곽리드부분에 네크를 제공한 변형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9는 외곽리드부분을 네크부에서 절단한 후의 양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0a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의 광픽업장치에서의 반도체 레이저장치, 하우징을 상방에서 본 개략도이고, 도10b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하방에서 본 개략도이고, 도10c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 하우징을 측방에서 본 개략도이고, 도

10d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 하우징을 후방에서 본 개략도이다.

도11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의 광픽업장치에서의 반도체 레이저장치, 하우징을 경사 후방에서 본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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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2는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의 광픽업장치에서의 반도체 레이저장치, 하우징을 후방에서 본 개략도이다.

도13은 본 발명의 제6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개략구성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14a, 14b, 14c는 각각 본 발명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정면도, 측면도, 저면도이다.

도15는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단면도이다.

도16은 상기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수지성형상태의 프레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7은 수광소자를 내장한 서브 마운트를 구비한 제7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8은 도17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에 있어서, 광반사체에 경사면을 제공한 변형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19는 도17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또 다른 변형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20은 본 발명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제8 실시예를 나타냄과 동시에 캡을 압입하기 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도21은 본 발명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캡을 압입한 상태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도22는 본 발명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캡을 압입한 상태를 나타내는 측면도이다.

도23은 본 발명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제조과정에서, 캡을 압입한 후의 리드프레임이 연속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정

면도이다.

도24a는 본 발명의 제9 실시예위의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기울여서 본 개략도이고, 도24b는 그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금

속대를 탑재면측에서 본 개략도이다.

도25a는 본 발명의 제10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기울여서 본 개략도이고, 도25b는 그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금

속대를 탑재면측에서 본 개략도이다.

도26은 본 발명의 제11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기울여서 본 개략도이다.

도27a는 본 발명의 제12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를 기울여서 본 개략도이고, 도27b는 그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금

속대를 탑재면측에서 본 개략도이다.

도28은 본 발명의 제13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 및 하우징의 표면(상면)의 개략도이다.

도29는 본 발명의 제14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 및 하우징의 표면(상면)의 개략도이다.

도30은 상기 제14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 및 하우징의 변형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이다.

도31은 상기 제14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변형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이다.

도32는 본 발명의 제15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이면(하면)의 개략도이다.

도33은 본 발명의 제15 실시예의 하우징의 표면(상면)의 개략도이다.

도34는 상기 제15 실시예의 반도체 레이저장치의 변형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이다.

도35는 상기 제15 실시예의 하우징의 변형예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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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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