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1L 33/0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10월09일

10-0631832

2006년09월27일

(21) 출원번호 10-2003-0040959 (65) 공개번호 10-2005-0000456

(22) 출원일자 2003년06월24일 (43) 공개일자 2005년01월05일

(73) 특허권자 삼성전기주식회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314번지

(72) 발명자 함헌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금곡동청솔주공아파트508-303

김인응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벽산아파트105-201

나정석

서울특별시광진구군자동2-33B01호

유승진

경기도평택시소사동136-3

박영호

경기도수원시팔달구원천동원천주공아파트103-408

이수민

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동3가863연립주택103호

(74) 대리인 특허법인씨엔에스

심사관 : 조기덕

(54) 백색 발광소자 및 그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는 제1 영역과 제2 영역으로 구분된 제1 면과 상기 제1 면에 대향하는 제2 면을 갖는 투광성을 지닌

도전성 기판과,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1 영역에 순차적으로 형성된 제1 클래드층, 제1 활성영역 및 제2 클래드층을 포함한

제1 발광부와,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2 영역에 순차적으로 형성된 제3 클래드층, 상기 제1 활성영역으로부터 발산되는 광

과 합성되어 백색광을 생성하는 파장의 광을 발산하는 제2 활성영역 및 제4 클래드층을 포함한 제2 발광부와,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2 면에 연결된 제1 전극과 상기 제2 클래드층에 연결된 제2 전극 및 상기 제4 클래드층에 연결된 제3 전극을 포

함하는 백색 발광소자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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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형광체를 이용하지 않고 백색광으로 합성될 수 있는 2개 또는 3개의 파장대역의 광을

발산하는 2개의 발광부를 이용함으로써 형광체에 의한 효율감소를 방지하면서 색감 및 광효율이 우수한 백색 발광소자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도전성 기판 상에 2개의 발광부를 나란히 형성하므로, 완성된 여러 개의 LED 소자를

조립하는 방식보다 적은 제조비용으로 보다 간소하게 제조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백색 발광소자(white light emitting diode), 금속접합, 활성층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a 및 1b는 종래의 백색 발광소자의 전체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2는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따른 백색 발광소자의 단면도이다.

도3a 내지 3f는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따른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공정단면도이다.

도4는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따른 백색 발광소자 패키지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백색 발광소자의 단면도이다.

도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에 다른 백색 발광소자의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20: 제1 발광부 21: n형 GaN 클래드층

23: GaN/InGaN 청색 활성층 25: 언도프 GaN 클래드층

27: GaN/InGaN 녹색 활성층 29: p형 AlGaN 클래드층

30: 제2 발광부 31: n형 AlGaInP 클래드층

33: AlGaInP 적색 활성층 35: p형 AlGaInP 클래드층

41: GaN 기판 43: 절연막

45: n측 전극 47: p측 전극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백색 발광 소자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 적색광, 녹색광 및 청색광을 발산할 수 있는 활성층이 단일 소자

로 구현된 백색 발광소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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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백색 발광 소자는 조명장치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의 백라이트로 널리 사용된다. 이러한 백색 발광 소자는 형

광체를 이용하는 방식과 개별 LED로 제조된 청색, 적색 및 녹색 LED를 단순 조합하는 방식이 알려져 있다.

우선, 형광체를 이용하여 백색 발광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청색 발광소자를 이용하는 방법과 자외선 발광소자를 이

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청색 발광소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YAG 형광체를 이용하여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파장

변환한다. 즉, 청색 LED로부터 발생된 청색파장이 YAG(Yittrium Aluminum Garnet)형광체를 여기시켜 최종으로 백색광

을 발광시킬 수 있다.

도1a은 종래의 YAG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발광소자(20)의 전체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1a을 참조하면, 상기 리드

프레임(12)의 캡에 실장된 InGaN계 청색 LED(10)와 상기 캡 내부에서 청색 LED(10) 주위를 둘러싼 YAG 형광체(15)가

도시되어 있다. 또한, 상기 청색 LED(10)는 캡구조를 갖는 양극 리드프레임(12)과 음극 리드플레임(14)에 와이어(11,13)

로 각각 연결되며, 청색 LED(10)가 위치한 전체 리드프레임(12,14) 상부는 투명한 재질(17)로 몰딩된다.

상기 리드프레임(12,14)을 통해 전원이 인가되어 InGaN계 청색 LED(10)로부터 청색광이 발광되면, 그 일부의 청색광은

YAG 형광체(15)를 여기시킨다. 이 때에 YAG형광체는 InGaN 청색 LED(10)의 피크파장인 460㎚에서 여기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황록색의 형광으로 발광한다. 이와 같이 YAG 형광체(15)를 통해 얻어진 황록색의 형광은 청색 LED(10)로부터

직접 발산되는 다른 일부의 청색광과 합성되어, 최종적으로 백색광을 발광하게 된다.

도1a에 도시된 종래의 백색 발광소자는 삼색(RGB)에 해당하는 각색 LED를 사용할 때에 요구되는 전류조절이 필요하지

않다는 잇점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자외선광 LED와 RGB 삼색 형광체를 조합하여 백색광을 얻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형광체의 파장변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형광체 여기시 광효율이 감소하거나, 색보정지수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다른 종래의 기술로는, 삼색(RGB)에 해당하는 각색 LED를 조합하는 백색 발광소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백색 발광소자

의 일예는 도1b에 도시되어 있다. 도1b를 참조하면, 백색 발광소자(30)는 이미 완성된 각각의 LED(23,25,27)로 구성되

며, 각 LED는 와이어(22)를 통해 하나의 인쇄회로기판(21)에 실장된다. 도1b에 도시된 백색 발광소자(30)는 각 LED

(23,25,27)로부터 발산된 다른 색의 광(예를어, RGB)이 합성되어 백색광을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백색 LED는 형광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여 우수한 색감을 얻을 수 있으나, 각 LED를 제조하여 하므로 제조원가

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백색광을 얻기 위해서, 각 LED의 전류를 조절해야 하고, 이를 위한 복잡한 회로 구성이 요

구되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하나의 도전성 기판에 백색광으로 합성가능한 2개

또는 3개 파장 대역의 광을 발산하는 2개의 발광부를 구비한 백색 발광소자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는 제1 영역과 제2 영역으로 구분된 제1 면과 상기 제1 면에

대향하는 제2 면을 구비하며 투광성을 갖는 도전성 기판과,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1 영역에 순차적으로 형성된 제1 클래드

층, 제1 활성영역 및 제2 클래드층을 포함한 제1 발광부와,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2 영역에 순차적으로 형성된 제3 클래드

층, 상기 제1 활성영역으로부터 발산되는 광과 합성되어 백색광을 생성하는 파장의 광을 발산하는 제2 활성영역 및 제4 클

래드층을 포함한 제2 발광부와,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2 면에 연결된 제1 전극과 상기 제2 클래드층에 연결된 제2 전극 및

상기 제4 클래드층에 연결된 제3 전극을 포함하는 백색 발광소자를 제공한다.

상기 도전성 기판은 적어도 청색광을 투과시킬 수 있는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도전성 기판의 일예로는 GaN

기판이 있을 수 있다.

등록특허 10-0631832

- 3 -



본 실시형태에서는, 상기 제1 및 제3 클래드층은 제1 도전형 반도체물질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2 및 제4 클래드층은 제2

도전형 반도체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 발광부의 제1 활성영역은 상기 제1 클래드층 상에 형성된 녹색 활성층, 상기 녹색 활성층 상에 형

성된 언도프 클래드층 및 상기 언도프 클래드층 상에 형성된 청색 활성층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2 발광부의 제2 활성영역

은 적색광을 발산하기 위한 활성층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제1 클래드층은 제1 도전형 GaN계 화합물 반도체 물질이며, 상기 녹색 활성층은 GaN/InGaN계 다중

양자우물 구조이며, 상기 언도프 클래드층은 GaN계 화합물 반도체 물질이며, 상기 청색 활성층은 GaN/InGaN계 다중양자

우물구조이며, 상기 제2 클래드층은 제2 도전형 AlGaN계 화합물 반도체물질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발광부는

AlGaInP, GaP, GaAs 및 InN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반도체 물질로 구성된 적색 발광부일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상기 제2 및 제3 전극은 일체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발광부와 상기 제2 발광부 사이에 형

성된 절연막을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연막은 상기 제2 전극이 형성된 영역을 제외한 상기 제1 발광부 표면전체에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제1 영역과 제2 영역으로 구분된 제1 면과 상기 제1 면에 대향하는 제2 면을 갖는 도전성

기판과,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1 영역에 순차적으로 형성된 제1 클래드층, 제1 활성영역 및 제2 클래드층을 포함한 제1 발

광부와,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2 영역에 금속접합층에 의해 접합된, 제3 클래드층, 상기 제1 활성영역으로부터 발산되는

광과 합성되어 백색광을 생성하는 파장의 광을 발산하는 제2 활성영역 및 제4 클래드층을 포함한 제2 발광부와, 상기 도전

성 기판의 제2 면에 연결된 제1 전극과 상기 제2 클래드층에 연결된 제2 전극을 포함하는 백색 발광소자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 발광부의 제1 활성영역은 적색광을 발산하기 위한 활성층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2 발광부의 제

2 활성영역은, 상기 제3 클래드층 상에 형성된 녹색 활성층, 상기 녹색 활성층 상에 형성된 언도프 클래드층 및 상기 언도

프 클래드층 상에 형성된 청색 활성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제3 클래드층은 제1 도전형 GaN계 화합물 반도체 물질이며, 상기 녹색 활성층은 GaN/InGaN계 다중

양자우물 구조이며, 상기 언도프 클래드층은 GaN계 화합물 반도체 물질이며, 상기 청색 활성층은 GaN/InGaN계 다중양자

우물구조이며, 상기 제4 클래드층은 제2 도전형 AlGaN계 화합물 반도체물질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발광부는 AlGaInP, GaP, GaAs 및 InN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반도체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도전성 기판은 GaAs 기판과 같은 제1 도전형 기판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기 제1 및 제3 클래드층은

제1 도전형 반도체물질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2 및 제4 클래드층은 제2 도전형 반도체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발광부는 상기 제4 클래드층 상에 형성된 제2 도전형 기판과 상기 제2 도전형 기판 상에 형성된 전극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실시형태는 상기 도전성 기판은 제1 도전형 불순물영역을 갖는 제2 도전형 기판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상기 제2 발광부의 제3 클래드층은 상기 제2 도전형 불순물 영역에 접합될 수 있다.

이 때에, 상기 제1 및 제4 클래드층은 제2 도전형 반도체물질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 및 제3 클래드층은 제1 도전형 반도

체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2 발광부는 적어도 상기 제3 클래드층 및 제2 활성영역의 일부가 제거되어 상기 제1 도전형 기판과

대향하는 상기 제4 클래드층의 노출면을 가지며, 상기 제4 클래층의 노출면과 제1 도전형 기판은 연결하는 금속접합층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발광부는 상기 제4 클래드층 상에 형성된 GaN 기판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새로운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제1 영역과 제2 영역으로 구분된 제1 면과 상기 제1 면에 대향하는 제2 면을 가지며 투광성을 지닌 도전성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1 영역에 제1 클래드층, 제1 활성영역 및 제2 클래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

하여 제1 발광부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2 영역에 제3 클래드층, 상기 제1 활성영역으로부터 발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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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 합성되어 백색광을 생성하는 파장의 광을 발산하는 제2 활성영역 및 제4 클래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하여 제2 발광

부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2 면에 제1 전극을 형성하고, 상기 제2 클래드층과 상기 제4 클래드층 상에

각각 제2 및 제3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1 발광부를 형성하는 단계를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1 면에 제1 클래드층, 제1 활성영역 및 제2 클래

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하는 단계와,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2 영역에 형성된 상기 적층구조물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잔

류한 적층구조물 중 적어도 상기 제2 영역에 인접한 측벽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로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절연막은

상기 제2 전극이 형성될 영역을 제외한 제1 발광부 표면 전체에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은, 제1 영역과 제2 영역으로 구분된 제1 면과 상기 제1

면에 대향하는 제2 면을 갖는 제1 도전형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도전형 기판의 제1 영역에 제1 클래드층, 제1

활성영역 및 제2 클래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하여 제1 발광부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도전형 기판의 제2 영역에, 제

3 클래드층, 상기 제1 활성영역으로부터 발산되는 광과 합성되어 백색광을 생성하는 파장의 광을 발산하는 제2 활성영역

및 제4 클래드층이 순차적으로 형성된 제2 발광부를 금속접합층으로 접합시키는 단계와,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2 면과 상

기 제2 클래드층 상에 각각 제1 및 제2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실시형태에서, 상기 제1 및 제4 클래드층은 제1 도전형 반도체물질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 및 제3 클래드층은 제2 도

전형 반도체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상기 방법은 상기 제2 발광부를 접합시키는 단계 전에, 상기 제1 도전형

기판에 제2 도전형 불순물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2 발광부를 접합시키는 단계는, 상기 제2 발광부

의 제3 클래드층을 금속접합층으로 상기 제2 도전형 불순물 영역에 접합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2 발광부의 제4 클래드층

을 다른 금속접합층으로 상기 제1 도전형 기판에 접합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백색광으로 합성될 수 있는 2개 또는 3개의 파장대역의 광을 발산하는 2개의 발광부를 하나의 도전

성 기판 상에 형성함으로써 색감 및 광효율이 우수한 백색 발광소자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하나의 도전성 기판 상에 2개의

발광부를 나란히 형성하므로, 완성된 여러 개의 LED 소자를 조립하는 방식보다 적은 제조비용으로 보다 간소하게 제조할

수 있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크게 도전성 기판의 종류에 따라 2가지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제공할 수 있다.

하나는 투광성 기판을 사용하는 형태로서, 그 투광성 기판 상에 제1 및 제2 발광부를 모두 성장시키며, 리드프레임 등에 패

키지될 때는 도전성 기판이 상부에 위치하도록 실장된다.

이와 달리, 통상의 도전성 기판을 사용하는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그 기판 상에 제1 및 제2 발광부에 모두 성장시키는 방법

으로도 구현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이미 완성된 발광부를 금속접합층을 기판 상에 접합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러

한 실시형태에서는 발광부가 형성된 기판 상면이 위를 향하도록 패키지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2은 본 발명의 제1 실시형태에 따라 투광성 기판을 사용하는 백색 발광소자(50)의 단면도이다.

도2를 참조하면, 상기 백색 발광소자(50)는 하나의 도전성 기판(41)에 수평방향으로 나란히 형성되는 제1 및 제2 발광부

(20,30)를 포함한다. 상기 제1 발광부(20)는 도시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2개의 파장대역을 갖는 광을 발산하기 위한 활성

층(23,27)을 구비할 수 있다.

본 실시형태는, 상기 도전성 기판(41)은 적어도 적색 내지 청색광을 투과할 수 있는 큰 에너지 밴드갭을 갖는 GaN 단결정

기판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제1 발광부(20)의 활성층(23)은 청색광을 발산하기 위한 GaN/InGaN계 다중우물구조인 활

성층일 수 있으며, 다른 활성층(27)은 녹색광을 발산하기 위한 GaN/InGaN계 다중우물구조인 활성층일 수 있다.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도전성 기판(41)의 일영역에 형성된 제1 발광부(20)는 크게 상기 GaN 기판(41)에 형성된 n

형 GaN계 클래드층(21)과 p형 AlGaP계 클래드층을 포함한다. 상기 청색 활성층(23)은 상기 n형 GaN계 클래드층(21) 상

에 형성되며, 상기 녹색 활성층(27)은 언도프 GaN 클래드층(25)과 상기 p형 AlGaP계 클래드층(29) 사이에 형성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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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청색 활성층(23)과 녹색활성층(24)의 에너지밴드갭은 적색 발광을 위한 활성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작

다. 보다 구체적으로, 적색광 발산을 위한 에너지밴드갭은 약 1.3∼2 eV인데 반해, 청색광 발산을 위한 에너지 밴드갭은

약 3.3 eV이며, 녹색광 발산을 위한 에너지 밴드갭은 약 2.8∼2.9 eV이므로, 도시된 바와 같이 서로 수직구조로 형성하여

도 각 활성층(23,27)으로부터 원하는 발광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수직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청색 활성층(23)의 p

형 클래드층 역할과 녹색 활성층(27)의 n형 클래드층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언도프(undoped) GaN 클래드층

(25)을 상기 청색활성층(23)과 녹색활성층(27) 사이에 배치한다.

본 실시형태와 같이, 제1 발광부가 청색 및 녹색에 해당하는 두 파장대역의 광을 발산하는 경우에는, 청색 활성층(23)이 녹

색 활성층(27)보다 GaN 단결정 기판에 인접하도록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백색

발광소자는 GaN 단결정 기판(41)이 상부를 향하도록 실장되어 사용되므로, 도시된 상태에서 아래에 배치된 활성층으로부

터 발생된 광이 상부를 향해 쉽게 투과될 수 있도록 보다 큰 에너지 밴드갭을 갖는 활성층과 GaN 단결정층들을 상기 기판

(41)측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백색 발광소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큰 에너지 밴드갭을

갖는 청색 활성층(23)을 녹색활성층(27)보다 상기 기판(41)에 가깝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제2 발광부(30)는 상기 제1 발광부(20)가 형성된 동일한 면에서 그 제1 발광부(20)가 형성되지 않은 다른 영역

에 형성되며, n형 AlGaInP계 클래드층(31)과 적색 발광을 위한 AlGaInP계 다중우물구조인 활성층(33)과 p형 AlGaInP계

클래드층(35)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1 및 제2 발광부(20,30)는 도전성 기판(41)의 동일한 면에 수평방향으로 나란히 배치되며, 서로 대향하는 측면이

전기적으로 분리된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분리구조는 상기 제1 및 제2 발광부(20,30)의 마주한 측면 사이에 절연막(43)

을 형성하는 것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본 실시형태와 같이 상기 절연막(43)은 전극형성을 위한 개구부를 제외한 제1 발광

부(20)의 표면에 형성되어 보호층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백색 발광소자는 상기 GaN 단결정 기판(41)의 외부면과 제1 및 제2 발광부(20,30)의 p형 클래드층

(29,35)면에 각각 형성된 n형 및 p형 전극(45,47)을 포함한다. 두 전극(43,44)은 상기 제1 및 제2 발광부(20,30)의 공통전

극으로서 작용하며, 전류가 상하로 도통하는 수직구조형태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수평방향의 전류흐름을 갖는 통상의

LED구조보다 높은 전류효율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도2에 도시된 와 같이, 상기 p형 클래드층(29,35) 상에 형성된 p형 전극(47)은 소정의 리드프레임에 실장될 수 있도

록 평탄한 하면을 갖도록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드프레임에 실장된 패키지 구조는 도4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로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백색 발광소자는 상기 제1 발광부에서 발산되는 청색광 및 녹색광과, 상기 제2 발광부에

서 발산되는 적색광이 합성되어, 결과적으로 원하는 백색광을 발산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제1 발광부는 약 450㎚ ∼ 약 550㎚의 파장영역을 갖는 청록색광을 발산하는 하나의 활성영역을 포함하도록

형성하고, 제2 발광부는 약 630㎚ ∼ 약 780㎚의 파장영역을 갖는 적황색광을 발산하는 하나의 활성영역을 갖도록 형성하

더라도, 두 광은 합성되어, 본 발명에서 요구하는 백색광을 발산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따른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을 도3a 내지 3f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3a 내지 3f

는 본 발명의 일예에 따른 백색 발광소자 제조방법를 설명하기 위한 공정단면도이며, 도2의 백색 발광소자와 유사한 형태

를 제조하는 공정으로서 예시되어 있다.

우선, 도3a와 같이, 평탄한 상면을 갖는 도전성 기판(111)을 마련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기판은 수직 구조의 발광부

를 구현하기 위해 도전성 기판이어야 하며, 바람직하게는 모든 가시광선대역의 광을 잘 통과시키는 투광성 기판이 바람직

하다. 본 발명에서 채용되는 바람직한 도전성 기판으로는 큰 에너지 밴드갭을 갖는 GaN 단결정기판이 있을 수 있다.

이어, 상기 도전성 기판(111) 상면의 일영역에 제1 발광부를 위한 단결정층을 형성한다. 본 공정은 도3b와 도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도전성 기판(111) 상면 전체영역에 제1 발광부를 형성하기 위한 단결정층을 1차 성장하고, 제2 발광부가

형성될 영역의 단결정층들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도3b와 같이 도전성 기판의 상면에 제1 클래드층(121), 제1 활성층(123), 언도프 클래드층(125), 제2 활성

층(127) 및 제2 클래드층(129)을 순차적으로 적층하는 1차 성장공정을 수행한다. 청색 및 녹색을 각각 발광하는 발광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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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게 상기 제1 클래드층(121)은 n형 GaN계 클래드층(21)으로, 상기 제1 활성층(123)

은 청색광을 발산하기 위한 GaN/InGaN계 다중우물구조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언도프 클래드층(125)은 진성

GaN계 클래드층으로, 상기 제2 활성층(127)은 녹색광을 발산하기 위한 GaN/InGaN계 다중우물 구조로, 또한 상기 제2

클래드층(129)은 p형 AlGaP계 클래드층으로 형성될 수 있다.

다음으로, 상기 도전성 기판(111)의 상면 중 제2 발광부가 형성될 영역이 노출되도록, 1차 성장된 단결정구조물

(121,123,125,127,129)을 선택적으로 에칭한다. 도3c는 제2 발광부를 형성하기 위한 영역을 마련하기 위해, 1차 성장된

단결정구조물의 일부가 제거된 상태를 나타낸다. 여기서 잔류한 단결정구조물은 제1 발광부를 구성한다. 상기 제1 발광부

(120)를 구성하는 단결정구조물의 주위를 따라 도전성 기판(111)의 상면이 노출되도록 일부를 추가적으로 에칭할 수도 있

다.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에칭된 영역은 전극형성을 위한 개구부를 제외하고 상기 제1 발광부(120)의 전체 표면에 절연막

을 형성하기 위한 영역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도3d와 같이, 후속공정에서 전극이 형성될 영역을 제외하고 제1 발광부의 표면전체에 절연막(143)을 형성한다. 이러

한 절연막(143)은 SiO2, SiN 등의 통상적인 절연막을 사용할 수 있다. 도3d에 도시된 절연막(143)은 상기 도전성 기판

(111)의 노출영역에 형성될 제2 발광부(도3e의 130)와 제1 발광부(120)의 서로 마주하는 측면을 접하지 않도록 분리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 제1 발광부의 산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층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형태에서는 제1 발광부와 분리된 위치에 개별 부품으로 완성된 제2 발광부를 금속접착층으로 도전성 기판에 실장하는 방

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도3e와 같이, 상기 도전성 기판(111)의 노출된 영역에 제3 클래드층(131), 제3 활성층(133) 및 제4 클래드층(135)을 순

차적으로 적층하기 위한 2차 성장공정을 실행한다. 도2와 같이 바람직한 적색 발광을 위한 제2 발광부(130)를 형성하기

위해, 제3 클래드층(131)은 n형 AlGaInP계 클래드층으로, 상기 제3 활성층(133)은 AlGaInP계 다중우물구조인 활성층으

로, 상기 제4 클래드층(135)은 p형 AlGaInP계 클래드층로 형성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상기 도전성 기판(111)의 다른 면에 제1 전극(145)을 형성하고, 상기 제2 클래드층(129')과 제4 클래드층

(135)에 연결된 제2 전극을 형성함으로써 도3f와 같은 원하는 백색 발광소자(150)를 완성할 수 있다. 도3f에 도시된 백색

발광소자(150)는 리드프레임에 실장되어 사용될 때에는 도2와 같이 상하면을 반대로 하여 사용된다.

도4는 본 발명의 일시시형태에 따른 백색 발광소자 패키지 구조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4에 도시된 백색 발광소자 패키지(200)는 도3f에 도시된 백색 발광소자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백색 발광소자를 포함한

다. 상기 백색 발광소자는 청색 발광부(160a)와 녹색 발광부(160b)를 갖는 제1 발광부와 적색 발광부(170)인 제2 발광부

로 이루어진다.

상기 백색 발광소자는 도전성 기판(151)이 상부를 향하도록 제1 리드프레임(195)의 캡부분에 실장된다. 또한, 상기 백색

발광소자의 제1 전극(185)은 와이어를 이용하여 그 제1 리드프레임(194)에 연결되며, 제2 전극(187)은 상기 제1 리드프

레임(195)에 연결된다. 본 실시형태에서 사용된 도전성 기판은 투광성 기판이므로, 각 발광부(160a,160b,170)으로부터

발생된 광을 상부로 투과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백색 발광소자는 삼색의 광이 합성되어 백색광을 생성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발광소자는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절연막(183)과 제1 발광부(160a,160b) 사이에 반사막(181)을

추가적으로 구비하여, 광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투광성이 아닌 도전성 기판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백색 발광소자는 발광부가 형

성된 기판 상면이 위를 향하도록 패키지된다. 또한,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발광소자는 제2 발광부를 이미 완성된 발광부를

금속접합층을 기판 상에 접합시키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도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백색 발광소자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본 실시형태는, 앞선 실시형태와 달리 개별

부품형태인 제2 발광부(230)가 금속접합층(248)로 도전성 기판(241)에 접합된 형태를 도시한다.

도5를 참조하면, 상기 백색 발광소자(250)는 크게 도전성 기판인 p형 GaAs기판(241)과, 그 위에 형성된 제1 발광부(220)

및 제2 발광부(230)로 이루어진다. 본 실시형태에서 채용되는 도전성 기판은 도2에 도시된 기판(41)과 같은 투광성을 요

구하지 않으며, 제1 발광부를 성장시키는데 적합한 도전성 기판이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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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발광부(220)는 상기 p형 GaAs 기판(241)의 일영역에 형성되며, p형 AlGaInP계 클래드층(221)과 적색 발광을

위한 AlGaInP계 다중우물구조인 적색 활성층(223)과 n형 AlGaInP계 클래드층(225)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제1 발광부

(220)는 p형 GaAs 기판 상에 직접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공정은 전체 p형 GaAs 기판 상에 p형 AlGaInP

계 클래드층(221)과 AlGaInP계 적색 활성층(223)과 n형 AlGaInP계 클래드층(225)을 성장시킨 후에, 제2 발광부(230)가

형성될 영역을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기 제1 발광부(220)를 형성된 후에 상기 전극

(247) 형성된 영역을 제외한 상기 제1 발광부(220)의 표면 에 SiO2와 같은 절연막(243)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제2 발광부(230)는 상기 제1 발광부(220)과 다른 영역에 형성되며, p형 AlGaP계 클래드층(231)과 GaN/InGaN계

다중우물 구조인 녹색 활성층(233)과, 언도프 GaN 클래드층(235)과 GaN/InGaN계 다중우물 구조인 청색 활성층(237)과,

상기 n형 GaN계 클래드층(239)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제2 발광부(230)는 n형 GaN 기판(238)을 이용하여 별도의 공정

을 통해 성장된 개별 부품일 수 있으며, 이러한 개별 부품형태인 제2 발광부(230)는 금속접합층(248)으로 상기 p형 GaAs

기판에 접합된다.

상기 p형 GaAs기판(241)은 그 하면에 p측 전극(245)이 형성되고, 상기 제1 발광부(220)의 n형 클래드층(225)과 상기 제

2 발광부(230)의 n형 기판(238) 상에 각각 n측 전극(247,248)이 형성된다. 다만, 본 실시형태에서 상기 제2 발광부(230)

는 이미 완성된 부품을 접합시키는 방식으로 구현되므로, 상기 제2 발광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극형성공정없이 상기 제2

발광부(230)의 n형 기판(238) 상에 n측 전극(248)을 미리 형성한 상태에서 p형 GaAs기판에 접합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백색 발광소자는 도2에 도시된 실시형태와 같이 p형 GaAs 기판(241)의 동일한 면에 수평

방향으로 나란히 배치된 제1 및 제2 발광부(220,230)를 구비하며, 상하부에 각각 대향하는 전극이 제공되는 형태이지만,

패키지로 구현될 때에는, 상기 제1 및 제2 발광부(220,230)가 형성된 p형 GaAs기판면이 상부를 향하도록, 즉 n측 전극

(247,248)이 상부를 향하도록 배치되며, 각 n측 전극은 와이어 본딩으로 리드프레임(미도시)에 연결된다.

도6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백색 발광소자(300)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본 실시형태는, 도5에 도시된 실시

형태와 다른 n형 GaAs기판(291)을 사용하며 제2 발광부(280)의 다른 접합방식을 갖는 백색 발광소자(300)를 나타낸다.

도6를 참조하면, 상기 백색 발광소자(300)는 크게 도전성 기판인 n형 GaAs기판(291)과, 그 위에 형성된 제1 발광부(270)

및 제2 발광부(280)로 이루어진다. 본 실시형태에서 채용되는 도전성 기판은 도5에 도시된 기판(241)과 달리 p형 GaAs기

판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상기 n형 도전형 기판(291)은 p형 불순물 영역을 형성하여 제너(Zener) 다이오드 구조를 갖는

다. 이러한 불순물영역(298)은 제2 발광부(280)를 접합시키는 단계 전에 실행된다.

상기 제1 발광부(270)는 상기 n형 GaAs 기판(291)의 일영역에 형성되며, n형 AlGaInP계 클래드층(275)과 적색 발광을

위한 AlGaInP계 다중우물구조인 적색 활성층(273)과 p형 AlGaInP계 클래드층(271)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제1 발광부

(270)는 n형 GaAs 기판 상에 직접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공정은 전체 n형 GaAs 기판 상에 n형 AlGaInP

계 클래드층(271)과 AlGaInP계 적색 활성층(273)과 p형 AlGaInP계 클래드층(275)을 성장시킨 후에, 제2 발광부(280)가

형성될 영역을 선택적으로 에칭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기 제1 발광부(270)를 형성된 후에 상기 전극(297) 형성된 영역을 제외한 상기 제1 발광부(270)의 표면에

SiO2와 같은 절연막(293)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 제2 발광부(280)는 상기 제1 발광부(270)과 다른 영역에 형성되며, p형 GaN계 클래드층(281)과 GaN/InGaN계 다

중우물 구조인 녹색 활성층(283)과, 언도프 GaN 클래드층(285)과 GaN/InGaN계 다중우물 구조인 청색 활성층(285)과,

상기 n형 GaN계 클래드층(289)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제2 발광부(280)는 n형 GaN 기판(288)을 이용하여 별도의 공정을 통해 성장된 개별 부품일 수 있지만, 도5에

도시된 제2 발광부(230)와 달리, 수직구조가 아닌 수평형 구조를 갖는다. 즉, 두 전극이 한 방향을 향해 형성될 수 있도록

p형 GaN계 클래드층(281), GaN/InGaN계 녹색 활성층(283), 언도프 GaN 클래드층(285) 및 GaN/InGaN계 청색 활성층

(285)의 일부영역이 에칭되어, 상기 n형 GaN계 클래드층(289)의 일부면이 노출된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본 실시형태에서는 제2 발광부의 접합방식도 다르게 구현된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제2 발광부의 p형 클래드층

(281)은 p형 불순물 영역(292)에 금속접합층(298)에 의해 접합되며, 상기 n형 클래드층(289)의 노출면을 상기 다른 금속

접합층(299)으로 상기 n형 GaAs 기판(291)에 접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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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n형 GaAs기판(291)은 그 하면에 n측 전극(295)이 형성되고, 상기 제1 발광부(270)의 p형 클래드층(271)에 p측 전

극(297)이 형성되며, 상기 p형 클래드층(281)과 n형 GaAs 기판(291)의 p형 불순물영역(292)을 연결하는 금속접합층

(298)도 제2 발광부(280)의 p측 전극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본 실시형태에 따른 발광소자(300)를 패키지할 경

우에, 상기 제1 및 제2 발광부(270,280)가 형성된 n형 GaAs기판면이 상부를 향하도록 배치하고, 제1 발광부(270)의 p측

전극(297)과, p형 불순물영역(292) 또는 그 금속접합층(298)에 와이어 본딩으로 리드프레임(미도시)에 연결될 수 있다.

도5 및 도6에 도시된 실시형태에서, 도전성 기판을 GaN 기판과 같은 다른 기판을 사용하여 제1 발광부뿐만 아니라, 제2

발광부도 도3에서 설명된 방법과 같이 기판 상에 직접 성장시킬 수도 있으며, 상기 제2 발광부(230,280)에서 발산되는 청

색광 및 녹색광과, 상기 제1 발광부(220,270)에서 발산되는 적색광이 합성되어, 결과적으로 원하는 백색광을 발산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상술한 실시형태 및 첨부된 도면은 바람직한 실시형태의 예시에 불과하며,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명세서 및 도면에서 설명된 실시형태에서는 n형 또는 p형을 갖는 결정층 및 기판으로 설명하였으나, n형 및

p형을 반대로 형성할 수도 있으며, 적색 또는 적황색 활성층을 갖는 발광부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AlGaInP계 반도체 물질

외에 GaP, GaAs, InN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아래의 청구범위와 그 균등한 범위에 의해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형광체를 이용하지 않고 백색광으로 합성될 수 있는 2개 또는 3개의 파장대역의 광을

발산하는 2개의 발광부를 이용함으로써 형광체에 의한 효율감소를 방지하면서 색감 및 광효율이 우수한 백색 발광소자를

제공할 수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도전성 기판 상에 2개의 발광부를 나란히 형성하므로, 완성된 여러 개의 LED 소자를 조립

하는 방식보다 적은 제조비용으로 보다 간소하게 제조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영역과 제2 영역으로 구분된 제1 면과 상기 제1 면에 대향하는 제2 면을 구비하며 투광성을 갖는 도전성 기판;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1 영역에 순차적으로 형성된 제1 클래드층, 청색 활성층, 언도프 클래드층, 녹색 활성층 및 제2 클래

드층을 포함한 제1 발광부;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2 영역에 순차적으로 형성된 제3 클래드층, 적색 활성층 및 제4 클래드층을 포함한 제2 발광부; 및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2 면에 연결된 제1 전극과 상기 제2 클래드층에 연결된 제2 전극 및 상기 제4 클래드층에 연결된 제

3 전극을 포함하는 백색 발광소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기판은 적어도 청색광을 투과시킬 수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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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기판은 GaN 기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3 클래드층은 제1 도전형 반도체물질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2 및 제4 클래드층은 제2 도전형 반도체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래드층은 제1 도전형 GaN계 화합물 반도체 물질이며, 상기 녹색 활성층은 GaN/InGaN계 다중양자우물 구조

이며, 상기 언도프 클래드층은 GaN계 화합물 반도체 물질이며, 상기 청색 활성층은 GaN/InGaN계 다중양자우물구조이며,

상기 제2 클래드층은 제2 도전형 AlGaN계 화합물 반도체물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발광부는 AlGaInP, GaP, GaAs 및 InN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반도체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및 제3 전극은 일체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발광부와 상기 제2 발광부 사이에 형성된 절연막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631832

- 10 -



상기 절연막은 상기 제2 전극이 형성된 영역을 제외한 상기 제1 발광부 표면전체에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

소자.

청구항 11.

제1 영역과 제2 영역으로 구분된 제1 면과 상기 제1 면에 대향하는 제2 면을 갖는 도전성 기판;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1 영역에 직접 순차적으로 형성된 제1 클래드층, 적색 활성층 및 제2 클래드층을 포함한 제1 발광

부;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2 영역에 순차적으로 형성된 제3 클래드층, 녹색 활성층, 언도프 클래드층, 청색 활성층 및 제4 클래

드층을 포함하며, 상기 도전성 기판과 상기 제3 클래드층이 금속접합층에 의해 접합된 제2 발광부; 및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2 면에 연결된 제1 전극과 상기 제2 클래드층에 연결된 제2 전극을 포함하는 백색 발광소자.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클래드층은 제1 도전형 GaN계 화합물 반도체 물질이며, 상기 녹색 활성층은 GaN/InGaN계 다중양자우물 구조

이며, 상기 언도프 클래드층은 GaN계 화합물 반도체 물질이며, 상기 청색 활성층은 GaN/InGaN계 다중양자우물구조이며,

상기 제4 클래드층은 제2 도전형 AlGaN계 화합물 반도체물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

청구항 14.

제11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발광부는 AlGaInP, GaP, GaAs 및 InN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반도체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기판은 제1 도전형 기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형 기판은 제1 도전형 GaAs 기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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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3 클래드층은 제1 도전형 반도체물질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2 및 제4 클래드층은 제2 도전형 반도체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발광부는 상기 제4 클래드층 상에 형성된 제2 도전형 기판과 상기 제2 도전형 기판 상에 형성된 전극을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

청구항 19.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기판은 제2 도전형 불순물영역을 갖는 제1 도전형 GaAs기판이며, 상기 제2 발광부의 제3 클래드층은 상기

제2 도전형 불순물 영역에 접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4 클래드층은 제1 도전형 반도체물질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 및 제3 클래드층은 제2 도전형 반도체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발광부는 적어도 상기 제3 클래드층 및 제2 활성영역의 일부가 제거되어 상기 제1 도전형 기판과 대향하는 상기

제4 클래드층의 노출면을 가지며,

상기 제4 클래층의 노출면과 제1 도전형 기판은 연결하는 금속접합층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

자.

청구항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발광부는 상기 제4 클래드층 상에 형성된 GaN 기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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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발광부와 상기 제2 발광부 사이에 형성된 절연막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상기 제2 전극이 형성된 영역을 제외한 상기 제1 발광부 표면전체에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

소자.

청구항 25.

제1 영역과 제2 영역으로 구분된 제1 면과 상기 제1 면에 대향하는 제2 면을 구비하며 투광성을 갖는 도전성 기판을 제공

하는 단계;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1 영역에 순차적으로 적층된 제1 클래드층, 청색 활성층, 언도프 클래드층, 녹색 활성층 및 제2 클래

드층을 포함한 제1 발광부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2 영역에 순차적으로 적층된 제3 클래드층, 적색 활성층 및 제4 클래드층을 포함하는 제2 발광부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2 면에 제1 전극을 형성하고, 상기 제2 클래드층과 상기 제4 클래드층 상에 각각 제2 및 제3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기판은 GaN 기판이며,

상기 제1 및 제3 클래드층은 제1 도전형 반도체물질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 및 제4 클래드층은 제2 도전형 반도체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및 제3 전극은 일체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발광부를 형성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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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1 면에 제1 클래드층, 제1 활성영역 및 제2 클래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하는 단계와,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2 영역에 형성된 상기 적층구조물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잔류한 적층구조물 중 적어도 상기 제2 영역에 인접

한 측벽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제2 전극이 형성될 영역을 제외한 제1 발광부 표면 전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30.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발광부는 AlGaInP, GaP, GaAs 및 InN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반도체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래드층은 제1 도전형 GaN계 화합물 반도체 물질이며, 상기 녹색 활성층은 GaN/InGaN계 다중양자우물 구조

이며, 상기 언도프 클래드층은 GaN계 화합물 반도체 물질이며, 상기 청색 활성층은 GaN/InGaN계 다중양자우물구조이며,

상기 제2 클래드층은 제2 도전형 AlGaN계 화합물 반도체물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33.

제1 영역과 제2 영역으로 구분된 제1 면과 상기 제1 면에 대향하는 제2 면을 갖는 도전성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1 영역에 제1 클래드층, 적색 활성층 및 제2 클래드층을 순차적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제1 발광부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2 영역에 순차적으로 적층된 제3 클래드층, 녹색 활성층, 언도프 클래드층, 청색 활성층 및 제4 클래

드층을 포함한 제2 발광부가 배치되도록, 상기 도전성 기판과 상기 제3 클래드층을 금속접합층으로 접합시키는 단계;및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2 면과 상기 제2 클래드층 상에 각각 제1 및 제2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기판은 제1 도전형 GaAs기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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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3 클래드층은 제1 도전형 반도체물질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2 및 제4 클래드층은 제2 도전형 반도체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발광부는 상기 제4 클래드층 상에 형성된 제2 도전형 GaN 기판을 더 포함하며, 상기 제2 발광부는 상기 제2 도

전형 GaN 기판 상에 형성된 제3 전극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37.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도전성 기판은 제1 도전형 GaAs 기판이며,

상기 제2 발광부를 접합시키는 단계 전에, 상기 제1 도전형 기판에 제2 도전형 불순물 영역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4 클래드층은 제1 도전형 반도체물질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 및 제3 클래드층은 제2 도전형 반도체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발광부를 접합시키는 단계는,

상기 제2 발광부의 제3 클래드층을 금속접합층으로 상기 제2 도전형 불순물 영역에 접합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2 발광부

의 제4 클래드층을 다른 금속접합층으로 상기 제1 도전형 기판에 접합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발광부는 적어도 상기 제3 클래드층 및 제2 활성층의 일부영역이 제거되어 상기 제1 도전형 기판과 대향하는 상

기 제4 클래드층의 노출면을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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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도전형 기판에 접합시키는 단계는, 상기 제2 발광부의 제4 클래드층의 노출면을 상기 다른 금속접합층으로 상기

제1 도전형 기판에 접합시키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41.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발광부는 상기 제4 클래드층 상에 형성된 GaN 기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

법.

청구항 42.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발광부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1 면에 제1 클래드층, 적색 활성층 및 제2 클래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하는 단계와, 상기 도전성 기

판의 제2 영역에 형성된 상기 적층구조물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잔류한 적층구조물 중 적어도 상기 제2 영역에 인접한

측벽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상기 제2 전극이 형성될 영역을 제외한 제1 발광부 표면 전체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

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4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발광부는 AlGaInP, GaP, GaAs 및 InN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반도체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45.
삭제

청구항 46.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3 클래드층은 제1 도전형 GaN계 화합물 반도체 물질이며, 상기 청색 활성층은 GaN/InGaN계 다중양자우물 구조

이며, 상기 언도프 클래드층은 GaN계 화합물 반도체 물질이며, 상기 녹색 활성층은 GaN/InGaN계 다중양자우물구조이며,

상기 제4 클래드층은 제2 도전형 AlGaN계 화합물 반도체물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소자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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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7.

제1 영역과 제2 영역으로 구분된 제1 면과 상기 제1 면에 대향하는 제2 면을 갖는 도전성 기판;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1 영역에 순차적으로 형성된 제1 클래드층, 적색 활성층 및 제2 클래드층을 포함한 제1 발광부;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2 영역에 순차적으로 형성된 제3 클래드층, 청색 활성층, 언도프 클래드층, 녹색 활성층 및 제4 클래

드층을 포함한 제2 발광부; 및

상기 도전성 기판의 제2 면에 연결된 제1 전극과 상기 제2 클래드층에 연결된 제2 전극 및 상기 제4 클래드층에 연결된 제

3 전극을 포함하는 백색 발광소자.

청구항 48.
삭제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631832

- 17 -



도면2

도면3a

도면3b

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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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d

도면3e

도면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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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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