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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광 다이오드 및 그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발광 다이오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발광 다이오드는 발광 다이오드 칩과 형광재료를 포함한다. 형광

재료는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규산염,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염 및 유로퓸

으로 활성화된 과산화인산염 중 적어도 한가지 화합물로 구성되며 초기 광선 일부를 흡수하는 동시에 상기 초기 광선과 다

른 파장의 형광광선을 발생한다. 형광광선은 초기 광선과 혼합하여 상기 발광 다이오드가 다 파장광원이 되도록 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발광 다이오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1(b）는 파장이 455nm인 청색 발광 다이오드칩이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아규산 스트론튬 바륨을 여기 시킨

발광 스펙트럼 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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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발광 다이오드의 제 1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발광 다이오드의 제 2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발광 다이오드의 제 3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발광 다이오드의 제 4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발광 다이오드 21:형광재료

22:칩 23:리드 프레임

23a:음극 23b:양극

24:성형부 25:금속 리드선

30:발광 다이오드 31:형광재료

34:성형부 40:발광 다이오드

42:칩 43:기판

43a: P형 전도성 동박 43b: N형 전도성 동박

43c:절연층 44:성형부

45:금속 리드선 411, 412:형광재층

50:발광 다이오드 51:음극

52:양극 53:성형부

54:사방형 게이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발광 다이오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 유로퓸으로 활성

화된 규산염,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염,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과산화인산염 형광재료로 구성된 발광 다이오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광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LED）는 체적이 작고 광효율이 높은데다가 수명이 길어 차세대 환경조명 광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LCD와 칼라 디스플레이의 발전과 더불어 백색광(白光)계 발광 다이오드는 표시등 및 전광판 등 용도

외에도 휴대폰, PDA와 같은 소비형 전자제품에까지 응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현재 발광 다이오드는 사용하는 반도체 재료에 따라GaAs, GaAs 1-xPx, GaP계열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외 GaAs 1-

xPx, GaP계 반도체 재료에 질소 원자를 혼합하면 여러가지 다른 파장의 색깔의 광을 발광한다. 일반적으로 발광 다이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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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방출하는 광선은 단색 파장인 바 그 파장의 길이는 발광 전자 이동 중의 에너지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장은 적외광 적색, 녹색, 황색, 청색 등이다. 적색、녹색、청색 3색으로 여러 가지 시각상 다른 파장의 색깔을 나타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적색、녹색、청색 3색을 광의 [3원색]이라 칭한다.

만약 적색、녹색、청색의 다른 파장의 발광 다이오드 광원을 인접하여 배치하면 광의 혼합으로 백색광（white color） 및

기타 중간색(neutral color）광을 얻을 수 있다. 미국 특허 제5,995,070호에 의하면 다른 파장의 광원을 인접시켜 디스플

레이장치를 구성하되 그 중 매개 픽셀은 1개의 적색광원、1개의 청색광원 및 2개의 녹색광원 다이오드로 구성되는 방안

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다른 파장의 발광 다이오드 광선이 혼합하여 형성된 백색광은 전도도가 다른 발광 다이오드를 조합하여 구성하기에

별도의 제어용 구동회로가 필요하므로 시스템 설계가 복잡해지는 결함이 있다.

또한, 미국특허 제6,614,179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발광 다이오드는 청색광을 생성하며，이 청색광은 형광체

（phosphor）를 여기하여 황색광을 생성한다. 두 가지 보색（complementary color）광원을 혼합하여 백색광을 형성하

며，그 중 청색광 파장은 420nm - 490nm，황색 형광체는 ［（Y,Gd)Sm］（AlGa)O:Ce｝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방식으

로 형성된 백색광은 실제 색깔의 표현력이 다른 바 색온도 (color temperature）가 높음으로 인해 연색 평가지수（color

rendering index )가 낮아진다.

그 외 일본 스미토모 電工이 개발한 세렌화아연（ZnSe） 백색 발광 다이오드 역시 두 가지 보색 광선을 이용하여 백색광

을 형성한다. 이 발광 다이오드는 세렌화아연 기판 위에 에피택셜층을 성장시키며 그 주요 발광구조는 주기표 상의 II-VI

족 원소，예를 들면：정방향 전류를 인가한 후 청색광을 발광하는 세렌화아연카드뮴/ 세렌화아연（ZnCdSe/ZnSe） 양자

우물 （quantum well）을 포함하며，보색광은 도핑된 세렌화아연 기판을 형광재료로 하여 생성된다. 미국특허 제

6,337,536호에 의하면 불순물은 요오드（I）, 염소(Cl）, 브롬（Br）, 알루미늄（Al）, 갈륨（Ga） 및 인듐 （In） 등 중

에서 선택하되, 자체 활성화（Self-activated ; SA）발광 메카니즘을 이용하여，기판에 단 파장 광선을 조사한 후 550nm

내지 650nm 의 넓은 중심파장 대역의 형광을 발한다. 칩에 전류가 인가된 후，양자 우물의 에피택셜층은 청색광을 발하는

데 일부 청색광은 도핑된 세렌화아연 기판에 흡수되어 등황색광을 생성한다. 두 광은 혼합된 후，칩 자체가 백색광을 띠게

한다. 이 방안 역시 두 색깔의 보색방식을 이용하여 백색광을 형성하는 방안으로서 색온도가 낮은 백색광 형성에 적합하

다. 미국 특허 제6,614,179호와 제6,337,536호를 비교하면，전자는 적색 구간의 파장의 광이 부족한데 비해 후자는 녹색

구간 파장의 광이 부족하는 등 연색 평가지수상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높은 연색 평가지수를 구비한 백색광을 개발하려면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 중 각 색 광의 비중을 조절하여 자연광

의 구성비율에 접근하도록 해야만 색상이 보다 뚜렷해진다. 또한 현재 형광재료로서 이트륨알루미늄 가넷（화학식：X3

(A3B2)012）조성성분, 예를 들면 YAG형광체 구조 중 Y3(A13A12)O12,（Y3_XCeX)A15O12, （Y2.9Tb0.05)A15O12및

（Y2.95-aCe0.05Gda）（A15_bGab)O12 등을 중점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형광체의 혼합을 통해 높은

연색 평가지수를 구비한 백색 발광 다이오드를 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른 평균 분말 크기 （d50)를 가진 형광체마다

발광파장 및 발광강도가 달라진다. 세륨으로 활성화된 이트륨 알루미늄 가넷 결정체 외에도，독일 Tridonic

Optoelectronics GMBH 등 회사가 PCT국제신청한 건 WO 02/054502 중에는 화학식이：（2-x-y)SrO x(Ba,Ca)O (1-

a-b-c-d)SiO2 aP2O5 bA12O3cB2O3 dGeO2:yEu2+ 인 형광재료가 제시되어 있다. 즉 형광재료의 성분 조절을 통해 색온

도를 조절하거나，혹은 적색 형광재료 Y(V,P,Si)O4:Eu등을 첨가하여 색도 좌표를 조절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자연광의 조성비에 접근한 높은 광효율 및 휘도를 구비한 발광부품을 시장은 필요로 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반도체 형광재료를 이용하여 발광 다이오드 칩에서 형성된 광선을 흡수함으로서, 발광 다이오드 칩에서 생성된

광선과 다른 파장을 구비한 형광광선을 발생한 후, 발광 다이오드 칩에서 발생한 광선과 형광광선을 혼합하여 다 파장 발

광 다이오드를 형성하는 발광 다이오드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반도체 형광재료 조성비를 변경함으로써 핑크색（pink）혹은 자줏빛을 띤 핑크색（purplish pink)

등 백색계 중간색 광원을 생성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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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이 제시한 발광 다이오드 및 그 제조방법에 있어서，상기 발광 다이오드는 초기 광선

을 발생하는 발광 다이오드 칩과 형광재료를 포함한다. 상기 형광재료는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 유로퓸

으로 활성화된 규산염,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염 및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과산화인산염 중 적어도 한가지 화합물로

구성되며 초기 광선을 일부 흡수하는 동시에 상기 초기 광선과 다른 파장의 형광광선을 발생한다. 상기 초기 광선과,상기

다른 파장 대역을 가진 형광광선은 혼합 후 백색계 광선을 형성하고 발광 다이오드에서 방출되어 백색광원이 되도록 한다.

또한, 형광재료 중 각 화합물의 조성비를 변경함으로써 기타 백색계 중간색광선을 생성할 수도 있다.

상기 발광 다이오드 칩은 질화물계（InGaAIN）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혹은 세렌화아연（ZnSe）계 발광 다이오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바，그 중에서도 질화물계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가 바람직하다.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은 산화마그네슘（MgO）, 산화칼슘 (CaO）, 산화스트론튬（Sr0）및 산화

바륨（BaO）중 적어도 한 종류를 주성분으로 하되 활성제 （activator）는 2가 유로퓸Eu2+이 바람직하다.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규산염의 주성분화학식은 A2Si04 이며, 그 중 A는 스트론튬, 칼슘, 바륨, 마그네슘（Mg）, 아

연（Zn）및 카드뮴（Cd）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염의 주성분화학식은 ASiO3이며, 그 중 A는 스트론튬, 칼슘, 바륨, 마그네슘, 아연 및 카

드뮴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과산화인산염의 주성분화학식은 (A1-x-yBxCy)2P2O7이며, 그 중 A는 스트론튬, 칼슘, 바륨, 마

그네슘, 아연 및 카드뮴 중 적어도 하나； B는 유로퓸, 망간（Mn）, 몰리브덴（Mo）및 세륨（Ce）중 적어도 하나; C는

유로퓸, 망간, 몰리브덴, 세륨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방법은 먼저 초기광선을 발생하는 초기광원을 제공하되 그 중 상기 초기광원은 발광 다이오드

칩을 지지 캐리어에 고정 및 전기적으로 연결시킨다. 상기 지지 캐리어는 리드 프레임 혹은 기판으로 형성된다. 그 다음 성

형부를 상기 초기광원 위에 덮고 형광재료를 상기 초기 광선이 조사되는 곳에 도포한다. 상기 형광재료는 유로퓸으로 활성

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규산염,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염 및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과산화인

산염 중 적어도 일종의 화합물로 구성된다. 상기 형광재료를 통해 일부 초기광선을 흡수하면 파장이 상이한 형광을 생성하

는데 이 초기광선과 형광을 혼합하면 해당 발광 다이오드는 다 파장광원이 된다.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발광 다이오드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산화물, 규산염, 아규산염 및 과산화인산염 등 재료영역에서는 많은 재료가 본체 성분 변경 및 활성제의 활성화를 거쳐 그

흡수광 스펙트럼 및 형광 스펙트럼을 변경할 수 있다. 도 1(a) 및 도 1(b)는 455nm파장의 청색 발광 다이오드 칩이 유로퓸

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스트론튬바륨을 여기할 때의 발광 스펙트럼 도면이다. 도 1(a）에서와 같이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산

화스트론튬바륨의 발광 광선의 파장은540nm 정도이다. 유로퓸, 스트론튬 및 바륨의 조성비를 변경하여 발광광선의 파장

을 조절할 수 있는바，도 1(b)와 같이 유로퓸 성분을 증가시키고 바륨 성분을 감소시켰을 때 발광광선의 파장은 565nm정

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발광 다이오드는 발광 다이오드 칩 및 형광재료를 포함하며，그 중 형광재료는 도 1(a), 도 1(b)중의 유로

퓸으로 활성화된 산화스트론튬바륨 분말을 선택할 수 있다. 발광 다이오드 칩이 청색 혹은 자외선 등 초기광선을 발광할

때，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스트론튬바륨 형광재료는 그 중 일부 광선을 흡수하는 동시에 상이한 파장 혹은 긴 파장

의 형광광선을 발광한다. 발광 다이오드는 상기 두 광선을 혼합하여 다파장 광원으로 된다. 상기 형광재료는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규산염,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아규산염 및

과산화인산염으로 구성되며 발광 다이오드 칩에서 발광하는 일부 광선을 흡수하여 일종 이상의 다른 파장을 구비한 광선

을 발생한다. 다른 스펙트럼의 광선을 혼합하면 백색계 광선이 형성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발광 다이오드의 단면도다. 발광 다이오드(20)는 리드 프레임（lead frame）(23)의 컵모양 구조부

분에 고정되어 있는 발광부품인 칩（chip）(22)으로 구성되며, 상기 칩(22)은 금속 리드선(25)을 통해 리드 프레임(23)의

음극(23a) 및 양극(23b)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상기 칩(22)은 질화물계 반도체로된 발광 다이오드이다. 상기 컵모양 구

조부분에는 다른 스펙트럼 광선을 발광하는 형광재료(21)가 충진되어 있기 때문에 칩(22)은 외부로부터 전원공급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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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선을 발광한다. 그 주위를 덮은 형광재료(21)는 초기광선에 의해 여기되어，스펙트럼 밴드상 상기 초기광선과 다른 형

광광선을 발광한다. 상기 초기광선과 상기 형광광선이 혼합되어 백색광계 광선을 형성하는데 이 백색광계 광선은 성형부

(24)를 투과하여 발광한다.

형광재료(21)의 주성분(host)은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규산염, 유로퓸으로 활성

화된 아규산염 및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과산화인산염 중 적어도 한가지 화합물로 구성된다.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은 산화 마그네슘（MgO）, 산화 칼슘（CaO）, 산화 스트론튬（Sr0）, 산화 바

륨（BaO）, 산화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Mg,Ca,Sr,Ba)O）, 산화 마그네슘 스트론튬 바륨（(Mg,Sr,Ba)O）, 산

화 칼슘 스트론튬 바륨（（Ca,Sr,Ba)O） 및 산화스트론튬 바륨（（Sr,Ba)O）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한다. 또한 2가 유러

퓸Eu2+ 를 활성제로 하기에，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 형광재료는 2가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산화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Mgr,CaX,Sry,BaZ)O:sEu2+), 2가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산화 마그네슘 스트론튬 바륨（

(Mga, Srb,Bac,))O:sEu2+ ), 2가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산화 스트론튬 바륨（(Bai,Srj)O: sEu2+)이 바람직하며，그 중 0≤

(a,b,c,i,j,r,s,x,y,z)≤1이고，또 조건 (r+x+y+z+s)=1， (a+b+c+s)=1 및 (i+j+s)=1을 꼭 만족시켜야 한다.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규산염의 주성분화학식은 A2S1O4으로 그 중 A는 스트론튬, 칼슘, 바륨, 마그네슘, 아연 및 카드뮴

중 적어도 일종을 선택한다. 그 외，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규산염의 형광재료는 불순물을 포함할 수 있는바，이 불순

물은 불소（F）, 염소（Cl）, 브롬（Br）, 요오드（1）, 인（p）, 유황（Ｓ） 및 질소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한다. 만약

주성분이 화학식이 (Sr2-x-yBaxCay)SiO4 인 규산 칼슘 스트론튬 바륨으로 구성되면 그 중 x 및 y는 이하 관계식을 만족해

야 한다. 0≤x≤0.8，0≤y≤ 0.8； 0≤x≤0.5，0≤y≤0.3； 0.5≤x≤0.7，0.2≤y≤ 0.5.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염의 주성분화학식은 ASiO3으로 그 중 A는 스트론튬, 칼슘, 바륨, 마그네슘, 아연 및 카드뮴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한다.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염의 형광재료는 불순물을 포함할 수 있는바 ，그 불순물은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인, 유황 및 질소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한다. 만약 주성분이 화학식이 (Sr2-x-yBaxCay)SiO3인

아규산 칼슘 스트론튬 바륨으로 구성되면 그 중 x 및 y는 이하 관계식을 만족해야 한다. 0≤x≤0.8, 0≤y≤0.8;

0≤x≤0.5，0≤y≤0.3； 0.5≤x≤0.7，0.2≤y≤0.5.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과산화 인산염의 주성분 화학식은 (A1-x-yBxCy)2P2O7이며, 그 중 A는 스트론튬, 칼슘 ,바륨, 마그네

슘, 아연 및 카드뮴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 B는 유로퓸, 망간, 몰리브덴 및 세륨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 C는 유로퓸, 망간,

몰리브덴 및 세륨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한다.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과산화 인산염의 형광재료는 불순물을 함유할 수

있는바 그 불순물은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인, 유황 및 질소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한다. 만약 주성분이 과산화인산 스

트론튬 유로퓸 망간으로 구성되면 ，그 화학식은 (Sr1-x-yEuxMny)2P2+ZO7 으로，그 중 x, y 및 z는 이하 관계식을 만족

해야 한다. 0.03≤x≤0.08， 0.06≤y≤0.16，0≤z≤0.05.

물론 상기 형광재료(21)도 상기재료를 다른 비로 구성한 화합물 혹은 혼합물 중 적어도 1종의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상

기 형광재료(21)는 다른 스펙트럼 밴드에 속하는 1종 이상의 형광광선을 여기할 수 있다.

도 2에서와 같이 분말상태의 형광재료(21)와 액체콜로이드를 혼합한 뒤, 인캡슐레이션, 도포, 인쇄 혹은 주입 등 방법으로

혼합 후의 형광재료(21)액을 리드 프레임(23)의 컵모양 구조부분에 채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발광 다이오드의 일 실시예의 단면도로서, 그 중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형광재(31)는 성형부(34) 내

부에 분포되어 있다.

성형（molding）공정시 형광재료(31)와 에폭시 수지로 된 성형재료（molding compound）를 금형 내부에 주입하여 도

3의 발광장치를 형성한다.

도 4는 본 발명중 백색광계 발광 다이오드의 개략도이다. 상기 각 도면 중의 핀（pin）형식의 패키징 외관을 비교하면，도

4는 표면실장（SMD）식 발광 다이오드(40)이다. 칩(42)은 절연층(43c) 표면에 고정되어 금속 리드선(45)을 통하여 P형

전도성 동박(43a) 및 N형 전도성 동박(43b)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그 중 P형 전도성 동박(43a) , N형 전도성 동박(43b)

및 절연층(43c)은 회로기판(43)를 구성한다.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아규산염、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규산염、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염 혹은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과산화인산염 중 적어도 1종, 예를 들면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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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규산스트론튬 바륨을 포함하는 형광재료층(411)을 먼저 칩(42) 표면에 증착시킨 후，다른 형광재료, 예를 들면 유로퓸

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칼슘 스트론튬 바륨을 구비한 형광재료층(412)을 형광재료층(411) 및 칩(42) 표면에 도포한다. 나중

에 투명한 성형부(44)를 기판(43) 위에 형성시킨다. 물론 형광재료층들(411, 412) 내의 형광재료를 성형부(44)의 원료에

직접 혼합하여 성형공정시 금형 내부에 주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즉 형광재료층들(411, 412)의 형광분과 성형부(44)의

콜로이드를 혼합하여 실리콘 고무를 형성한다. 성형（molding）시 실리콘 고무는 가열되어 액화상태로 금형 내부에 주입

되며 나중에 경화되어 성형부(44)를 형성한다. 그 외에 분말상태의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형광재료와 액체콜로이드를 먼저

혼합하여 박막을 형성한 뒤 박막을 칩(42)표면 위에 안장한다. 그 후 박막에 열을 가해 융해시켜 칩(42) 표면에 부착시킨

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 외에도 측면발광 패키징 형식에도 응용할 수 있는바 ，도 5의 발광 다이오드(50) 사시도에서와 같

이 발광 다이오드(50) 양측의 음극(51) 및 양극(52)은 L형으로 굴곡되어 그 중간에 있는 성형부(53)가 칩 및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아규산염,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규산염,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염 흑은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과산화인산염 중의 적어도 1종으로 구성된 형광재료 （도시되지 않음）를 클래딩하여 혼합 후의 백색광은 사방형 게이트

(54)를 통해 측면으로부터 방사된다.

본 발명의 기술 내용 및 기술 특징은 상기와 같은바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발광 다이오드 및 그 제조방법으로 다 파장 발광 다이오드를 제작할 수 있으며 반도체 형광재료 조성비를

변경함으로써 핑크색（pink）혹은 자줏빛을 띤 핑크색（purplish pink)등 백색계 중간색 광원을 생성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초기 광선을 발생하는 발광 다이오드 칩; 및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규산염,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염 및 유로퓸으로 활

성화된 과산화인산염 중 적어도 한가지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화합물로 구성되며 일부 상기 초기 광선을 흡수하여 파장이

다른 형광광선을 발생하는 형광재료를 포함하는 발광 다이오드에 있어서,

상기 초기 광선 및 형광광선을 혼합하여 상기 발광 다이오드가 다 파장광원으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의 주성분은 산화마그네슘（Mg0）, 산화칼슘（CaO）, 산화스트론튬

（Sr0）, 산화바륨（BaO）, 산화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Mg,Ca,Sr,Ba)O）, 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 바륨（

(Mg,Sr,Ba)O）, 산화칼슘 스트론튬 바륨（（Ca,Sr,Ba)O） 및 산화스트론튬 바륨（（Sr,Ba)O）등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 중 적어도 하나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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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규산염,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염 및 유로퓸으

로 활성화된 과산화인산염으로 형성된 형광재는 2가유로퓸(Eu2+)을 활성제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형광재료는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 중에서 선택하며 다른 비로 구성된 화합물 혹은 혼합물 중

적어도 1종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 형광재료는 2가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산화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Mgr,CaX,Sry,BaZ)O:sEu2+), 2가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산화 마그네슘 스트론튬 바륨（(Mga, Srb, Bac,))O:sEu2+), 2가유

로퓸으로 활성화된 산화 스트론튬 바륨（(Bai,Srj)O: sEu2+)이 바람직하며，그 중a, b, c, i, j, r, s, x, y 및 z는 0≤

(a,b,c,i,j,r,s,x,y,z)≤1, (r+x+y+z+s)=1，(a+b+c+s)=1 및 (i+j+s)=1을 만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

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규산염의 주성분화학식은 A2SiO4으로 그 중 A는 스트론튬, 칼슘, 바륨, 마그네슘, 아연 및 카드뮴 중

선택된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규산염의 형광재료는 불순물을 포함하되，상기 불순물은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인, 유황 및

질소 중 선택된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규산염의 주성분은 화학식이 (Sr2-x-yBaxCay)SiO4 인 규산 칼슘 스트론튬 바륨으로 구성되며,

그 중 x와 y는 관계식 0≤x≤0.8，0≤ y≤ 0.8； 0≤x≤0.5，0≤y≤0.3； 0.5≤x≤0.7，0.2≤y≤0.5를 만족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청구항 9.

공개특허 10-2006-0084346

- 7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염의 주성분화학식은 ASiO3으로 그 중 A는 스트론튬, 칼슘, 바륨, 마그네슘, 아연 및 카

드뮴 중 선택된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염의 형광재료는 불순물을 포함하되, 상기 불순물은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인, 유황

및 질소 중 선택된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염의 주성분은 화학식이 (Sr2-x-yBaxCay)SiO3인 아규산 칼슘 스트론튬 바륨으로 구성되

며 그 중 x 및 y는 관계식 0≤x≤0.8, 0≤y≤0.8; 0≤x≤0.5，0≤y≤0.3； 0.5≤x≤0.7，0.2≤y≤0.5를 만족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과산화인산염의 주성분은 화학식이 (A1-x-yBxCy)2P2O7인 과산화인산 스트론튬 유로퓸 망간으

로 구성되며, 그 중 A는 스트론튬, 칼슘, 바륨, 마그네슘, 아연 및 카드뮴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하고; B는 유로퓸, 망간, 몰

리브덴 및 세륨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하고; C는 유로퓸, 망간, 몰리브덴 및 세륨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과산화 인산염의 형광재료는 불순물을 함유하되, 그 불순물은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인, 유

황 및 질소 중 선택된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과산화인산염의 주성분은 그 화학식이 (Sr1-x-yEuxMny)2P2+ZO7인 과산화인산 스트론튬 유로

퓸 망간으로 구성되며，그 중 x, y 및 z는 관계식 0.03 ≤x≤0. 08，0.06≤y ≤0.16， 0≤z≤0.05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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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발광 다이오드칩을 고정하는 리드 프레임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리드 프레임은 발광 다이오드를 측면발광용 부품으로 형성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 다이오드 칩을 고정가능한 기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광혼합 후의 다파장 광선은 백색광 및 백색광계 중간색 중 일종 광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형광재료는 상기 발광 다이오드 칩 표면에 직접 클래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 다이오드 칩을 클래딩하는 성형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형광재료는 상기 성형부 내에 분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청구항 22.

발광 다이오드칩을 지지 캐리어에 고정 및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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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재료는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규산염,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염 및 유

로퓸으로 활성화된 과산화인산염 중 적어도 일종의 화합물로 구성되며 상기 형광재료를 상기 초기 광선이 조사되는 곳에

안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발광 다이오드칩을 통해 초기광선을 방사하여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 형광재료를 여기시켜 형광광

선을 발광하고，상기 초기광선과 형광광선을 혼합함으로써 해당 발광 다이오드가 다 파장광원으로 되게 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의 주성분은 산화마그네슘（Mg0）, 산화칼슘（CaO）, 산화스트론튬

（Sr0）, 산화바륨（BaO）, 산화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Mg,Ca,Sr,Ba)O）, 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 바륨（

(Mg,Sr,Ba)O), 산화칼슘 스트론튬 바륨（（Ca,Sr,Ba)O）및 산화스트론튬 바륨（（Sr,Ba)O）등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 중 적어도 하나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형광재료는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에서 선택하며，다른 조성비로 형성된 화합물 혹은 혼합물

중 적어도 1종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방법.

청구항 25.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 형광재료는 2가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산화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Mgr,CaX,Sry,BaZ)O:sEu2+), 2가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산화 마그네슘 스트론튬 바륨（(Mga, Srb, Bac,))O:sEu2+), 2가유

로퓸으로 활성화된 산화 스트론튬 바륨（(Bai,Srj)O: sEu2+)이 바람직하며，그 중 a, b, c, i, j, r, s, x, y 및 z는 0≤

(a,b,c,i,j,r,s,x,y,z)≤1, (r+x+y+z+s)=1，(a+b+c+s)=1 및 (i+j+s)=1을 만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

드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알칼리 토류 산화물,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규산염,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염 및 유로퓸으

로 활성화된 과산화인산염으로 형성된 형광재는 2가유로퓸(Eu2+)을 활성제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

조방법.

청구항 27.

제 2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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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규산염의 주성분화학식은 A2SiO4로 그 중 A는 스트론튬, 칼슘, 바륨, 마그네슘, 아연 및 카드뮴 중

선택된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방법.

청구항 28.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규산염의 형광재료는 불순물을 포함하되，상기 불순물은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인, 유황 및

질소 중 선택된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방법.

청구항 29.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규산염의 주성분은 화학식이 (Sr2-x-yBaxCay)SiO4 인 규산 칼슘 스트론튬 바륨으로 구성되며,

그 중 x 와 y는 관계식 0≤x≤0.8，0≤y≤0.8； 0≤x≤0.5，0≤y≤0.3； 0.5≤x≤0.7，0.2≤y≤0.5를 만족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방법.

청구항 30.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염의 주성분화학식은 ASiO3으로 그 중 A는 스트론튬, 칼슘, 바륨, 마그네슘, 아연 및 카

드뮴 중 선택된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방법.

청구항 31.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염의 형광재료는 불순물을 포함하되, 상기 불순물은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인, 유황

및 질소 중 선택된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방법.

청구항 32.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아규산염의 주성분은 화학식이 (Sr2-x-yBaxCay)SiO3인 아규산 칼슘 스트론튬 바륨으로 구성되

며 그 중 x 및 y는 관계식 0≤x≤0.8, 0≤y≤0.8; 0≤x≤0.5，0≤y≤0.3; 0.5≤x≤0.7，0.2≤y≤0.5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방법.

청구항 33.

제 2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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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과산화인산염의 주성분은 화학식이 (A1-x-yBxCy)2P2O7인 과산화인산 스트론튬 유로퓸 망간으

로 구성되며, 그 중 A는 스트론튬, 칼슘, 바륨, 마그네슘, 아연 및 카드뮴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하고; B는 유로퓸, 망간, 몰

리브덴 및 세륨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하고; C는 유로퓸, 망간, 몰리브덴 및 세륨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방법.

청구항 3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과산화 인산염의 형광재료는 불순물을 함유하되, 그 불순물은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인, 유

황 및 질소 중 선택된 적어도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방법.

청구항 35.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퓸으로 활성화된 과산화인산염의 주성분은 그 화학식이 (Sr1-x-yEuxMny)2P2+ZO7인 과산화인산 스트론튬 유로

퓸으로 구성되며，그 중 x, y 및 z는 관계식 0.03≤x≤0.08，0.06≤y≤0.16， 0≤z≤0.05를 만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방법.

청구항 36.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 캐리어는 리드 프레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방법.

청구항 37.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 캐리어는 기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방법.

청구항 38.

제 22 항에 있어서,

광혼합 후의 다파장 광선은 백색광 및 백색광계 중간색 중의 일종 광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방법.

청구항 39.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형광재료는 상기 발광 다이오드 칩 표면에 직접 클래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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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0.

제 22 항에 있어서,

성형부를 상기 발광 다이오드 칩 및 지지캐리어에 클래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

방법.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형광재료는 상기 성형부 내에 분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방법.

청구항 42.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형광재료는 분말상태로 액체콜로이드와 혼합한 후, 인캡슐레이션, 도포, 인쇄 혹은 주입 중 일종 방법으로 혼합 후의

형광재료를 상기 발광 다이오드 칩 표면에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방법.

청구항 4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형광재료는 형광분을 포함하며 콜로이드와 함께 실리콘 고무를 형성하고, 상기 실리콘 고무는 가열융화된 후 성형을

거쳐 성형부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방법.

청구항 44.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형광재료는 분말상태로서 액체콜로이드와 먼저 혼합하여 박막을 형성하되 상기 박막은 일정한 열량을 흡수한 후 상

기 발광 다이오드 칩 표면에 융해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조방법.

청구항 45.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리드프레임은 상기 발광 다이오드로 하여금 측면 발광 부품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광 다이오드 제

조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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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1a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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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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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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