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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배광 패턴을 적절히 형성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차량에 이용되는 차량용 등기구로서, 광을 발생하는 광원 모듈과, 광원 모듈이 발생하는 광을 차량용 등기구의 외부로 조

사하는 광학 부재와, 광학 부재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旣知)인 기준 위치에 광원 모듈을 고정시키는 광원 고정부를 구비

하며, 광원 모듈은 광원 모듈이 광원 고정부에 고정되는 경우에, 기준 위치에 맞추어 고정되는 기준부와, 적어도 하나의 직

선형 경계를 갖는 발광 영역으로부터 광을 발생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와, 상기 직선형 경계를 기준부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인 위치에 맞추어 반도체 발광 소자를 유지하는 유지부를 갖는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차량용 등기구(10)의 사시도.

도 2는 차량용 등기구(10)의 수평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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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광원 유닛(20)의 AA 수직 단면도.

도 4는 광원 유닛(20)의 BB 수직 단면도.

도 5는 LED 모듈(100)의 CC 단면도.

도 6은 LED 모듈(100)의 AA 단면도.

도 7은 LED 모듈(100)의 BB 단면도.

도 8은 기판(500)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배광 패턴(300)의 일례를 도시한 개념도.

도 10은 광원 유닛(20)의 AA 수평 단면도.

도 11은 광원 유닛(20)의 BB 수직 단면도.

도 12는 배광 패턴(300a)의 일례를 도시한 개념도.

도 13은 배광 패턴(300b)의 일례를 도시한 개념도.

도 14는 LED 모듈(100)의 구성의 다른 예를 도시한 도면.

도 15는 LED 모듈(100)의 AA 단면도.

도 16은 LED 모듈(100)의 BB 단면도.

도 17은 LED 모듈(100)의 하면도.

도 18은 기판(500)의 구성의 다른 예를 도시한 도면.

도 19는 LED 모듈(100)의 CC 단면도.

도 20은 LED 모듈(100)의 AA 단면도.

도 21은 LED 모듈(100)의 BB 단면도.

도 22는 기판(500)의 구성의 한층 더 다른 예를 도시한 도면.

도 23은 LED 모듈(100) 및 기판(500)의 구성의 한층 더 다른 예를 도시한 도면.

도 24는 LED 모듈(100)의 구성의 한층 더 다른 예를 도시한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차량용 등기구

12 : 커버

14 : 램프 보디

16 : 회로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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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광원 유닛

22 : 케이블

24 : 방열 부재

26 : 케이블

28 : 익스텐션 리플렉터

100 : LED 모듈

102 : 반도체 발광 소자

104 : 전극

108 : 밀봉 부재

202 : 고정 부재

204 : 렌즈

206 : 하우징

208 : 익스텐션

252 : 커버

254 : 배광 스텝

256 : 반사경

258 : 배광 스텝

260 : 반사경

300 : 배광 패턴

302 : 수평 컷 라인

304 : 경사 컷 라인

306 : 영역

310 : 변

312 : 본딩 와이어

320 : 선분

402 : 변

452 : 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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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기판

502 : 변

504 : 패드

506 : 패드

510 : 볼록부

512 : 볼록부

552 : 감합부

602 : 영역

604 : 영역

702 : 서브마운트

704 : 슬러그

706 : 보디

708 : 유지부

802 : 변

804 : 홈

902 : 변

904 : 홈

952 : 슬러그 수용부

954 : 연신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차량용 등기구 및 광원 모듈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차량에 이용되는 차량용 등기구에 관한 것이다.

차량용 전조등 등의 차량용 등기구에 있어서는, 안전상의 관점 등 때문에 높은 정밀도로 배광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

한 경우가 있다. 이 배광 패턴은 예컨대, 반사경 또는 렌즈 등을 이용한 광학계에 의해 형성된다(예컨대, 특허문헌 1 참조).

또한, 최근, 차량용 전조등에 반도체 발광 소자를 이용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특허문헌 1] 일본 특허 공개 평성 제6-89601호 공보(제3-7페이지, 도 1∼도 1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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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광학적 설계에 있어서는, 광원의 발광 영역의 형상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

한, 반도체 발광 소자는 예컨대, 표면 전체 등의 소정의 넓이를 갖는 발광 영역으로부터 광을 발생한다. 그 때문에, 차량용

전조등에 반도체 발광 소자를 이용하는 경우, 광학적 설계가 복잡화되어 적절한 배광 패턴을 형성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

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제1 형태에 있어서는, 차량에 이용되는 차량용 등기구로서, 광을 발생하는 광원

모듈과, 광원 모듈이 발생하는 광을 차량용 등기구의 외부로 조사하는 광학 부재와, 광학 부재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인

기준 위치에 광원 모듈을 고정시키는 광원 고정부를 구비하며, 광원 모듈은 광원 모듈이 광원 고정부에 고정되는 경우에,

기준 위치에 맞추어 고정되는 기준부와, 적어도 하나의 직선형 경계를 갖는 발광 영역으로부터 광을 발생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와, 상기 직선형 경계를 기준부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인 위치에 맞추어 반도체 발광 소자를 유지하는 유지부를 갖

는다.

또한, 광학 부재는 발광 영역의 형상을 차량의 전방으로 투영하고, 상기 직선형 경계의 형상에 기초하여, 차량용 등기구의

배광 패턴에 있어서의 명암 경계를 규정하는 컷 라인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하여도 좋다. 또한, 기준부는 유지부의 한 변이

며, 광원 고정부는 기준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용 변을 가지며, 유지부에 있어서의 한 변을 포함하는 면을 기준용 변을 포함

하는 면으로 접촉시킴으로써 기준부를 기준 위치에 맞추어 광원 모듈을 고정시켜도 좋다.

또한, 반도체 발광 소자는 서로 평행하지 않은 적어도 2개의 직선형 경계를 갖는 발광 영역으로부터 광을 발생하고, 유지

부는 2개의 직선형 경계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인 2개의 변을 포함하며, 광원 고정부는 2개의 기준용 변을 가지며, 2개

의 기준용 변의 각각을 포함하는 면에 의해, 유지부에 있어서의 2개의 변의 각각을 포함하는 면을 접촉시킴으로써, 기준부

를 기준 위치에 맞추어도 좋다.

또한, 기준부는 유지부에 형성된 구멍 또는 돌기이며, 광원 고정부는 기준 위치에 구멍 또는 돌기인 기준부에 감합(勘合)해

야 할 감합부를 가져도 좋다. 또한 광원 모듈은 적어도 2개의 기준부를 가지며, 광원 고정부는 적어도 2개의 기준부의 각각

과 각각 감합해야 할 적어도 2개의 감합부를 가지며, 2개의 감합부 중 한 쪽은 상기 2개의 감합부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여

유를 가지면서, 대응하는 기준부와 감합하여도 좋다.

또한, 광원 모듈은 구멍 또는 돌기인 제1 기준부와, 유지부의 한 변인 제2 기준부를 가지며, 광원 고정부는 기준 위치를 나

타내는 기준용 변을 추가로 가지며, 유지부의 한 변을 포함하는 면을 기준용 변을 포함하는 면에 접촉시킴으로써 기준부를

기준 위치에 맞추어도 좋다.

본 발명의 제2 형태에 따르면, 광을 발생하는 광원 모듈로서, 미리 정해진 기준 위치에 광원 모듈을 부착하는 경우에, 기준

위치에 맞추어 고정되는 기준부와, 적어도 하나의 직선형 경계를 갖는 발광 영역으로부터 광을 발생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

와, 상기 직선형 경계를 기준부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인 위치에 맞추어 반도체 발광 소자를 유지하는 유지부를 구비한

다.

또, 상기 발명의 개요는 본 발명의 필요한 특징 모두를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이들 특징군의 서브컴비네이션도 또한 발명으

로 될 수 있다.

이하, 발명의 실시 형태를 통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지만, 이하의 실시 형태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발명을 한정하는 것

이 아니며, 또한 실시 형태 중에서 설명되어 있는 특징의 조합 모두가 발명의 해결 수단에 필수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형태에 관한 차량용 등기구(10)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한다. 도 1은 차량용 등기구(10)의

사시도이다. 도 2는 중단의 광원 유닛(20)을 횡단하는 수평면에 의한 차량용 등기구(10)의 수평 단면도이다. 본 예는 차량

용 등기구(10)의 배광 패턴을 높은 정밀도로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차량용 등기구(10)는 예컨대, 자동차 등의 차량

에 이용되는 차량용 전조등(헤드 램프)으로서, 차량의 전방으로 광을 조사한다. 차량용 등기구(10)는 복수의 광원 유닛

(20), 커버(12), 램프 보디(14), 회로 유닛(16), 복수의 방열 부재(24), 익스텐션 리플렉터(28) 및 케이블(22, 26)을 구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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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광원 유닛(20) 각각은 LED 모듈(100)을 가지며, LED 모듈(100)이 발생하는 광에 기초하여, 소정의 배광 패턴의

광을 차량의 전방으로 조사한다. 광원 유닛(20)은 예컨대, 광원 유닛(20)의 광축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에이밍 기구에 의해

틸팅 가능하게 램프 보디(14)에 지지된다. 광원 유닛(20)은 차량용 등기구(10)를 차체에 부착한 경우의 광축 방향이 예컨

대, 0.3∼0.6°정도 하향으로 되도록 램프 보디(14)에 지지되어도 좋다.

또한, 복수의 광원 유닛(20)은 동일 또는 동일이나 다름없는 배광 특성을 가져도 좋고, 각각 다른 배광 특성을 가져도 좋다.

또한, 다른 예에 있어서, 하나의 광원 유닛(20)이 복수의 LED 모듈(100)을 구비하여도 좋다. 광원 유닛(20)은 LED 모듈

(100) 대신에 예컨대, 반도체 레이저를 구비하여도 좋다.

커버(12) 및 램프 보디(14)는 차량용 등기구(10)의 등실(燈室)을 형성하며, 이 등실 내에 복수의 광원 유닛(20)을 수용한

다. 커버(12) 및 램프 보디(14)는 광원 유닛(20)을 밀폐 및 방수하여도 좋다. 커버(12)는 LED 모듈(100)이 발생하는 광을

투과하는 소재에 의해, 예컨대 투명 상태로 형성되며, 복수의 광원 유닛(20)의 전방을 덮도록 차량의 전면에 설치된다. 램

프 보디(14)는 복수의 광원 유닛(20)을 사이에 두고 커버(12)와 대향하며, 복수의 광원 유닛(20)을 후방에서 덮도록 설치

된다. 램프 보디(14)는 차량의 보디와 일체로 형성되어도 좋다.

회로 유닛(16)은 LED 모듈(100)을 점등시키는 점등 회로 등이 형성된 모듈이다. 회로 유닛(16)은 케이블(22)을 매개로 광

원 유닛(20)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또한, 회로 유닛(16)은 케이블(26)을 매개로 차량용 등기구(10)의 외부에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복수의 방열 부재(24)는 광원 유닛(20)의 적어도 일부와 접촉하여 설치된 히트 싱크이다. 방열 부재(24)는 예컨대, 금속 등

의 공기보다도 높은 열전도율을 갖는 소재에 의해 형성된다. 방열 부재(24)는 예컨대, 에이밍 기구의 지지점에 대하여 광

원 유닛(20)을 움직이는 범위에서 광원 유닛(20)을 따라 움직일 수 있으며, 램프 보디(14)에 대하여 광원 유닛(20)의 광축

조정을 행하는 데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설치된다. 복수의 방열 부재(24)는 하나의 금속 부재에 의해 일체로 형성되어도 좋

다. 이 경우, 복수의 방열 부재(24)의 전체로부터 효율적으로 방열을 행할 수 있다.

익스텐션 리플렉터(28)는 예컨대, 얇은 금속판 등에 의해 복수의 광원 유닛(20)의 하부로부터 커버(12)에 걸쳐 형성된 반

사경이다. 익스텐션 리플렉터(28)는 램프 보디(14)의 내면의 적어도 일부를 덮도록 형성됨으로써 램프 보디(14)의 내면의

형상을 은폐하여 차량용 등기구(10)의 미관을 향상시킨다.

또한, 익스텐션 리플렉터(28)의 적어도 일부는 광원 유닛(20) 및/또는 방열 부재(24)와 접촉한다. 이 경우, 익스텐션 리플

렉터(28)는 LED 모듈(100)이 발생하는 열을 커버(12)에 전도하는 열전도 부재의 기능을 갖는다. 이에 의해, 익스텐션 리

플렉터(28)는 LED 모듈(100)을 방열시킨다. 또한, 익스텐션 리플렉터(28)의 일부는 커버(12) 또는 램프 보디(14)에 고정

된다. 익스텐션 리플렉터(28)는 복수의 광원 유닛(20)의 위쪽, 아래쪽 및 옆쪽을 덮는 프레임형으로 형성되어도 좋다.

본 예에 따르면, 광원으로서 LED 모듈(100)을 이용함으로써 광원 유닛(20)을 소형화할 수 있다. 또한, 이에 의해, 예컨대

광원 유닛(20)의 배치 자유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디자인성이 높은 차량용 등기구(10)를 제공할 수 있다.

도 3 및 도 4는 광원 유닛(20)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한다. 도 3은 광원 유닛(20)의 AA 수직 단면도이다. 도 4는 광원 유닛

(20)의 BB 수직 단면도이다. 광원 유닛(20)은 LED 모듈(100)이 발생하는 광을 차량의 전방으로 조사하는 직사형(直射型)

의 광원 유닛으로서, LED 모듈(100), 기판(500), 고정 부재(202), 렌즈(204), 익스텐션(208) 및 하우징(206)을 갖는다.

LED 모듈(100)은 광을 발생하는 광원 모듈의 일례이다. LED 모듈(100)은 예컨대, 백색의 광을 발생하는 광원으로서, 반

도체 발광 소자(102)를 갖는다. 반도체 발광 소자(102)는 케이블(22) 및 기판(500)을 매개로 광원 유닛(20)의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에 기초하여 광을 발생한다. 또한, 본 예에 있어서, 반도체 발광 소자(102)는 직선형의 한 변을 발광 영역의

경계로 하여 광을 발생한다. 다른 예에 있어서, 반도체 발광 소자(102)는 예컨대, 표면상에 설치된 차광 부재의 가장자리부

를 발광 영역의 경계로 하여 광을 발생하여도 좋다. 반도체 발광 소자(102)는 적어도 하나의 직선형 경계를 갖는 발광 영역

으로부터 광을 발생하여도 좋다.

기판(500)은 예컨대, 표면 또는 내부 등에 형성된 프린트 배선에 의해 LED 모듈(100)과 케이블(22)을 전기적으로 접속한

다. 본 예에 있어서, 기판(500)은 LED 모듈(100)을 얹어 고정시키는 판형체로서, 홈(804)을 갖는다. 홈(804)은 LED 모듈

(100)의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LED 모듈(100)을 미리 정해진 기준 위치에 고정시킨다. 홈(804)은 예컨대, LED 모듈(100)

의 외면의 일부를 내벽에 의해 접촉시킴으로써 LED 모듈(100)을 고정시킨다. 그 때문에, 본 예에 따르면, 기판(500)은

LED 모듈(100)을 높은 정밀도로 고정시킬 수 있다. 기판(500)은 LED 모듈(100)을 고정시키는 광원 고정부의 일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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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예에 있어서, 기판(500)의 적어도 일부는 예컨대, 금속 등의 공기보다도 열전도율이 높은 소재에 의해 형성된다.

또한, 기판(500)의 적어도 일부는 고정 부재(202)와 접촉한다. 이에 의해, 기판(500)은 LED 모듈(100)이 발생하는 열을

고정 부재(202)에 전달한다.

고정 부재(202)는 예컨대, 차량의 전방을 향하는 표면을 갖는 판형체이다. 고정 부재(202)는 렌즈(204)에 대한 상대 위치

가 기지인 위치에 설치된다. 또한, 고정 부재(202)는 기판(500)을 사이에 두고 LED 모듈(100)과 대향하도록 그 표면 위에

기판(500)을 고정시킨다. 이에 의해, 고정 부재(202)는 LED 모듈(100)을 차량의 전방을 향해서 고정시켜 차량의 전방을

향해서 발광시킨다.

또한, 고정 부재(202)는 홈(904)을 갖는다. 홈(904)은 기판(500)의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기판(500)을 미리 정해진 위치에

고정시킨다. 홈(904)은 예컨대, 기판(500)의 일부를 내벽에 의해 접촉시킴으로써 기판(500)을 고정시킨다. 본 예에 따르

면, 고정 부재(202)는 기판(500)을 높은 정밀도로 고정시킬 수 있다.

또한, 고정 부재(202)는 예컨대, 금속 등의 공기보다도 열전도율이 높은 소재에 의해 형성된다. 이에 의해, 고정 부재(202)

는 LED 모듈(100)이 발생하는 열을 방열하는 방열판의 기능을 갖는다. 또한, 본 예에 있어서, 고정 부재(202)는 일단에 있

어서 하우징(206)과 접촉하고 있어, 예컨대 LED 모듈(100)이 발생하는 열을 하우징(206)에 전달함으로써 LED 모듈

(100)을 방열시킨다. 이에 의해, LED 모듈(100)의 발광량이 열에 의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익스텐션(208)은 예컨대, 얇은 금속판 등에 의해 LED 모듈(100)의 근방으로부터 렌즈(204)의 가장자리부 근방에 걸쳐 형

성된다. 이에 의해, 익스텐션(208)은 하우징(206)의 내면과 LED 모듈(100) 사이의 간극을 덮어 은폐하여 차량용 등기구

(10; 도 1 참조)의 미관을 향상시킨다. 익스텐션(208)은 LED 모듈(100)이 발생하는 광을 반사하여도 좋다.

하우징(206)은 LED 모듈(100), 기판(500), 고정 부재(202) 및 익스텐션(208)을 수용하는 케이스이다. 또한, 하우징(206)

은 전면에 개구부를 가지며, 이 개구부에서 렌즈(204)를 유지한다. 하우징(206)은 기판(500) 및 고정 부재(202)를 매개로

LED 모듈(100)로부터 전달받는 열을 방열 부재(24; 도 1 참조) 및/또는 익스텐션 리플렉터(28; 도 1 참조)에 계속 전달하

여도 좋다. 이에 의해, LED 모듈(100)을 적절히 방열시킬 수 있다.

렌즈(204)는 차량용 등기구(10)에 이용되는 광학 부재의 일례이다. 렌즈(204)는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발광 영역의 형

상을 차량의 전방으로 투영함으로써, 배광 패턴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한다. 본 예에 있어서, 렌즈(204)는 이 발광 영역에

있어서의 직선형 경계에 대응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한 변 위에 초점(F)을 갖는다. 이 경우, 렌즈(204)는 예컨대,

이 직선형 경계의 형상에 기초하여, 배광 패턴에 있어서의 명암 경계를 규정하는 컷 라인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한다. 렌즈

(204)는 LED 모듈(100)이 발생하는 광을 차량용 등기구(10; 도 1 참조)의 외부로 조사하여도 좋다.

여기서, 본 예에 있어서, 고정 부재(202)는 기판(500)을 높은 정밀도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판(500)은 LED 모듈(100)을

높은 정밀도로 고정시킨다. 이에 의해, 기판(500)은 렌즈(204)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인 기준 위치에 LED 모듈(100)을

고정시킨다. 그 때문에, 본 예에 따르면, LED 모듈(100)을 렌즈(204)에 대하여 높은 정밀도로 고정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한 변을, 렌즈(204)의 초점(F)과, 높은 정밀도로 맞출 수 있다. 또한, 이에 의해, 렌즈

(204)는 컷 라인을 명확하게 형성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본 예에 따르면, 배광 패턴을 높은 정밀도로 적절하게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초점(F)은 광원 유닛(20)에 이용되는 광학 부재에 대한 광학적 중심의 일례이다. 광학적 중심은 광학 부재에

대한 설계상의 기준점의 일례이다. 또한, 다른 예에 있어서, 기판(500) 및 고정 부재(202)는 예컨대, 하나의 부재에 의해

일체로 형성되어도 좋다.

도 5, 도 6 및 도 7은 LED 모듈(100)의 구성의 일례를 도시한다. 도 5는 LED 모듈(100)의 CC 단면도이다. 도 6은 LED 모

듈(100)의 AA 단면도이다. 도 7은 LED 모듈(100)의 BB 단면도이다. LED 모듈(100)은 반도체 발광 소자(102), 밀봉 부

재(108), 복수의 전극(104), 서브마운트(702), 복수의 본딩 와이어(312) 및 유지부(708)를 갖는다.

반도체 발광 소자(102)는 발광 다이오드 소자로서, 예컨대 표면 위에 설치된 형광체에 대하여 청색광을 조사함으로써, 형

광체에 청색광의 보색인 황색광을 발생시킨다. 이 경우, LED 모듈(100)은 반도체 발광 소자(102) 및 형광체가 각각 발생

하는 청색광 및 황색광에 기초하여 백색광을 발생한다. 다른 예에 있어서, 반도체 발광 소자(102)는 형광체에 대하여 자외

광을 조사함으로써, 형광체에 백색광을 발생시켜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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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에 있어서, 반도체 발광 소자(102)는 렌즈(204; 도 3 참조)의 방향을 향하는 표면으로부터 광을 발생한다. 반도체 발

광 소자(102)는 예컨대, 이 표면의 거의 전체를 발광 영역으로 하여 광을 발생한다. 반도체 발광 소자(102)는 넓게 확대된

평면형의 영역으로부터 광을 발생하는 평면 광원의 일례이다.

본 예에 있어서,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발광 영역은 직선형의 4개의 변(310a∼310d)으로 둘러싸인 대략 정방형이다.

각각의 변(310)의 길이(L)는 예컨대, 1 ㎜ 정도이면 좋다. 또한, 본 발광 영역은 4개의 변(310a∼310d)을 경계로 하여 광

을 발생한다. 이 발광 영역은 예컨대, 변(310b) 및 변(310d)과 같은 서로 평행하지 않은 적어도 2개의 직선형 경계를 갖는

다. 본 예에 있어서, 렌즈(204)는 변(310d)의 중앙에 초점(F)을 가지며, 변(310d)의 형상에 기초하여, 차량용 등기구(10;

도 1 참조)의 배광 패턴에 있어서의 컷 라인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한다. 또, 반도체 발광 소자(102)는 예컨대, 변

(310a∼310d)의 각각을 사이에 두고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표면으로 이어지는 단면에서도 추가로 광을 발생하여도 좋

다.

밀봉 부재(108)는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밀봉하는 몰드로서, 예컨대, 투과성 수지 등의 반도체 발광 소자(102)가 발생

하는 백색광을 투과하는 소재에 의해 형성된다. 본 예에 있어서, 밀봉 부재(108)의 적어도 일부는 반구형이다. 이 경우,

LED 모듈(100)은 예컨대, 이 반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동시에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표면에 수직인 광축을 갖는다.

복수의 전극(104)은 기판(500; 도 3 참조)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며, 기판(500) 및 케이블(22; 도 3 참조)을 매개로 광원 유

닛(20)의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을 본딩 와이어(312) 및 서브마운트(702)를 매개로 반도체 발광 소자(102)에 공급한

다. 복수의 본딩 와이어(312)는 복수의 전극(104)과 서브마운트(702)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킨다.

서브마운트(702)는 예컨대, 실리콘에 의해 형성된 판형체로서,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상면에 얹어 고정시킨다. 또한,

서브마운트(702)는 본딩 와이어(312)와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배선을 포함하며, 본딩 와이어

(312)를 매개로 LED 모듈(100)의 외부로부터 전달받는 전력을 반도체 발광 소자(102)에 공급한다.

유지부(708)는 슬러그(704) 및 보디(706)를 포함한다. 슬러그(704)는 서브마운트(702)를 상면에 얹어 고정시킴으로써 반

도체 발광 소자(102)를 미리 정해진 위치에 고정시킨다. 본 예에 있어서, 슬러그(704)는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변

(310d)의 중심을 LED 모듈(100)의 광축 위에 맞추면서 변(310d)이 소정 방향으로 연신하도록,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고정시킨다. 또한, 슬러그(704)의 적어도 일부는 예컨대, 금속 등의 공기보다도 열전도율이 높은 소재로 형성되며, 반도체

발광 소자(102)가 발생하는 열을 LED 모듈(100)의 외부로 전달한다.

보디(706)는 예컨대, 수지 등에 의해 슬러그(704)의 외주를 덮도록 형성된다. 또한, 보디(706)는 복수의 전극(104)의 각각

의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전극(104)을 고정시킨다.

본 예에 있어서, 보디(706)는 복수의 변(402a∼402d)을 포함한다. 복수의 변(402a∼402d)은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부의 일례이다. 복수의 변(402a∼402d)의 적어도 일부는 유지부(708)의 한 변이어도 좋다. 또한, 복

수의 변(402a∼402d)의 적어도 일부는 LED 모듈(100)이 기판(500)에 고정되는 경우에, 기판(500)에 있어서의 기준 위치

에 맞추어 고정된다.

또한, 보디(706)는 슬러그(704)에 대하여 고정 설치되어 있다. 이에 의해, 유지부(708)는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발광

영역에 있어서의 직선형의 경계인 변(310d)을 변(402a∼402d)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인 위치에 맞추어 반도체 발광 소

자(102)를 유지한다. 이 경우, 복수의 변(402a∼402d)은 변(310d)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인 변으로 된다. 유지부(708)

는 서로 평행하지 않은 발광 영역에 있어서의 적어도 2개의 직선형 경계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인 적어도 2개의 변을 포

함하여도 좋다.

본 예에 따르면, 예컨대, 변(402a∼402d)의 적어도 일부를 기준으로 하여 LED 모듈(100)을 고정시킴으로써,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변(310d)을 소정의 기준이 되는 위치에 대하여 높은 정밀도로 고정시킬 수 있다. 또한, 도 3 및 도 4를 이용하

여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예에 있어서, LED 모듈(100)은 렌즈(204)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인 기준 위치에 높은 정밀도로

고정되어 있다. 그 때문에, 본 예에 따르면,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한 변(310d)을 렌즈(204)에 대하여 높은 정밀도로 위

치 맞춤하여 고정시킬 수 있다. 또한, 이에 의해, 차량용 등기구(10)는 변(310D)의 형상에 기초하여 높은 정밀도로 컷 라인

을 형성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본 예에 따르면, 배광 패턴을 적절하게 형성할 수 있다. 다른 예에 있어서, 유지부(708)는 예

컨대 변(310a∼310c)의 어느 하나를 변(402a∼402d)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인 위치에 맞추어 반도체 발광 소자(102)

를 유지하여도 좋다. 이 경우도, 예컨대 변(310a∼310c)의 어느 하나의 형상에 기초하여 높은 정밀도로 컷 라인을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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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LED 모듈(100)에 있어서의 치수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본 예에 있어서, 유지부(708)는 변(310d)의 위치

를 기준으로 하여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서브마운트(702) 위에 고정시킨다. 반도체 발광 소자(102)는 예컨대, 슬러그

(704)에 대한 상대 위치를 검출하는 화상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슬러그(704) 및 서브마운트(702) 위에 설치된다. 이에 의

해,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한 변(310d)을 높은 정밀도로 위치 맞춤하여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고정시킬 수 있다.

유지부(708)는 예컨대, 변(310d)과 변(402d)과의 거리가 소정의 거리(Y2)가 되도록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고정시킨

다. 여기서, 변(310d)과 변(402d)과의 거리란 예컨대,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 위에 변(310d) 및 변

(402d)을 투영한 경우의 각각의 투영상(投影像) 사이의 거리이다.

유지부(708)는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한 변의 길이(L)의 0.05%보다도 작은 위치 오차가 되는 정밀도로 변(402d)과의

거리를 맞추어 변(310d)을 고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컷 라인을 적절히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유지부(708)는

길이(L)의 0.01%보다도 작은 위치 오차가 되는 정밀도로 변(310d)을 고정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 경우, 컷 라인

을 더욱 적절히 형성할 수 있다. 유지부(708)는 예컨대, 0.01 ㎛보다도 작은 위치 오차가 되는 정밀도로 변(310d)을 고정

시켜도 좋다.

다른 예에 있어서, 유지부(708)는 변(402d)과 변(402c)과의 거리가 소정의 거리(Y1)가 되도록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고정시켜도 좋다. 또한, 유지부(708)는 변(310c)과 변(402d)과의 거리가 소정의 거리(Y4)가 되도록 반도체 발광 소자

(102)를 고정시켜도 좋고, 변(310c)과 변(402c)과의 거리가 소정의 거리(Y3)가 되도록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고정시

켜도 좋다. 또한, 변(310c)은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표면에 있어서의 변(310d)의 대변(對??)이다. 또한, 변(402c)은 반

도체 발광 소자(102)를 사이에 두고 변(402d)과 대향하는 변이다.

또한, 유지부(708)는 추가로 변(310d)의 일단과, 변(402b)과의 거리가 소정의 거리(X3)로 되도록 반도체 발광 소자(102)

를 고정시킨다. 변(310d)의 일단과, 변(402b)과의 거리란, 예컨대, 상기 일단에 있어서 변(310d)과 교차하는 변(310b)과,

변(402b)과의 거리이다. 다른 예에 있어서, 유지부(708)는 변(310b)의 타단과, 변(402a)과의 거리가 소정의 거리(X4)로

되도록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고정시켜도 좋다.

또한, 유지부(708)는 변(310d)의 중앙과, 변(402b) 또는 변(402a)과의 거리가 소정의 거리(X1 또는 X2)가 되도록, 반도

체 발광 소자(102)를 고정하여도 좋다. 변(310d)의 중앙과, 변(402a, 402b)과의 거리란, 예컨대, 변(310d)의 중점 및 변

(402a, 402b)을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상에 투영한 경우의 각각의 투영상 사이의 거리이다.

또한, 유지부(708)는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표면과 보디(706)의 하면과의 거리가 소정의 거리(Z1)가 되도록 반도체 발

광 소자(102)를 고정시킨다. 보디(706)의 하면은 예컨대, 복수의 변(402a∼402d)의 적어도 일부를 포함하며, 또한 반도

체 발광 소자(102)의 표면과 평행한 면이다. 다른 예에 있어서, 유지부(708)는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표면과 슬러그

(704)의 하면과의 거리가 소정의 거리(Z2)가 되도록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고정시켜도 좋다. 본 예에 따르면,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적절히 고정시킬 수 있다.

도 8은 기판(500)의 구성의 일례를 LED 모듈(100)과 함께 나타낸다. 본 예에 있어서, 기판(500)은 복수의 패드(504, 506)

및 홈(804)을 갖는다.

복수의 패드(506)는 LED 모듈(100)의 복수의 전극(104)에 예컨대, 납땜 등에 의해 접속된다. 복수의 패드(504)는 케이블

(22)에 예컨대, 납땜 등에 의해 접속되고, 복수의 패드(506)에 예컨대, 기판(500)의 표면 또는 내부 등에 형성된 프린트 배

선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된다. 이에 의해, 기판(500)은 케이블(22)과 LED 모듈(100)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킨다.

홈(804)은 유지부(708)의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LED 모듈(100)을 고정시킨다. 본 예에 있어서, 홈(804)은 복수의 변

(502a∼502c)을 갖는다. 복수의 변(502a∼502c)은 LED 모듈(100)을 부착해야 할 기준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용 변의 일

례이다. 홈(804)은 변(502a∼502c)을 각각 포함하는 내벽면에 의해 변(402a∼402c)의 각각을 포함하는 유지부(708)의

외면을 접촉시킴으로써 LED 모듈(100)을 기준 위치에 고정시킨다. 기판(500)은 변(402a∼402c)을 기준 위치에 맞추어

LED 모듈(100)을 고정시켜도 좋다. 본 예에 따르면, LED 모듈(100)을 높은 정밀도로 고정시킬 수 있다. 또한, 이에 의해,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높은 정밀도로 고정시킬 수 있다.

또한, 기판(500)은 측면에 변(802a∼802d)을 가지며, 변(802a∼802d)의 적어도 일부를 기준으로 하여 고정 부재(202;

도 3 참조)에 고정된다. 고정 부재(202)는 예컨대, 변(802a∼802c)의 각각을 포함하는 기판(500)의 측면을 홈(904; 도 3

참조)의 내벽면에서 접촉시킴으로써 기판(500)을 고정시킨다. 이 경우, 고정 부재(202)는 기판(500)을 높은 정밀도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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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킬 수 있다. 그 때문에, 본 예에 따르면, 예컨대, 렌즈(204; 도 3 참조)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인 기준 위치에 LED 모

듈(100)을 높은 정밀도로 고정시킬 수 있다. 또한, 이에 의해, 차량용 등기구(10)(도 1 참조)는 배광 패턴을 적절히 형성할

수 있다.

도 9는 차량용 등기구(10; 도 1 참조)에 의해 형성되는 배광 패턴(300)의 일례를 도시하는 개념도이다. 배광 패턴(300)은

차량용 등기구(10)의 전방 25 m의 위치에 배치된 가상 수직 스크린 위에 형성되는 로우빔 배광 패턴이다. 본 예에 있어서,

차량용 등기구(10)는 대략 수평 방향의 명암 경계를 정하는 수평 컷 라인(302) 및 수평 방향에 대하여 15°정도의 각도를

이루는 소정의 경사 방향의 명암 경계를 정하는 경사 컷 라인(304)을 갖는 배광 패턴(300)을 형성한다.

본 예에 있어서, 차량용 등기구(10)는 각각 다른 배광 특성을 갖는 복수의 광원 유닛(20)을 구비하며, 각각의 광원 유닛

(20)이 발생하는 광에 기초하여 배광 패턴(300)을 형성한다. 이 경우, 각각의 광원 유닛(20)은 배광 패턴(300)에 있어서의

일부의 영역을 형성한다. 예컨대, 도 3 및 도 4를 이용하여 설명한 광원 유닛(20)은 배광 패턴(300)의 일부의 영역(306)을

형성한다.

이하, 도 3 및 도 4를 이용하여 설명한 광원 유닛(20)의 배광 특성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본 예에 있어서, 이 광

원 유닛(20)에 있어서의 렌즈(204)는 반도체 발광 소자(102)가 발생하는 광을 전방으로 조사함으로써, 반도체 발광 소자

(102)의 발광 영역의 형상을 차량의 전방으로 투영하여 영역(306)을 형성한다. 렌즈(204)는 이 발광 영역의 형상을 수평

방향으로 확대하여 투영하여도 좋다.

여기서, 본 예에 있어서, 렌즈(204)는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변(310d) 위에 초점(F)을 갖고 있다. 변(310d)은 반도체

발광 소자(102)에 있어서의 수평 방향으로 연신하는 밑변이다. 또한, 렌즈(204)는 반도체 발광 소자(102)가 발생하는 광

을 광원 유닛(20)의 광축을 교차시켜 조사한다. 그 때문에, 렌즈(204)는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변(310d)의 형상을 영역

(306)의 윗변의 위치에 투영한다.

또한, 렌즈(204)는 영역(306)의 윗변의 적어도 일부를, 수평 컷 라인(302)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해야 할 위치에 형성한다.

이에 따라, 광원 유닛(20)은 영역(306)에 의해 형성되는 명암 경계에 기초하여 수평 컷 라인(302)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한

다.

여기서, LED 모듈(100)은 변(310d)에 대하여 위치맞춤이 이루어진 변(402; 도 5 참조)을 이용하여 소정의 기준 위치에 높

은 정밀도로 고정되어 있다. 그 때문에, 본 예에 따르면, 변(310d)의 형상에 기초하여 명확한 수평 컷 라인(302)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이에 의해, 적절한 배광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예에 있어서, 반도체 발광 소자(102)는, 예컨대

변(310d)을 소정의 경사 방향과 평행하게 하여 고정되어도 좋다. 이 경우, 광원 유닛(20)은 변(310d)의 형상에 기초하여

예컨대 경사 컷 라인(304)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한다.

도 10 및 도 11은 광원 유닛(20)의 구성의 다른 예를 도시한다. 도 10은 광원 유닛(20)의 AA 수평 단면도이다. 도 11은 광

원 유닛(20)의 BB 수직 단면도이다. 또한, 이하에 설명하는 점을 제외하고, 도 10 및 도 11에 있어서, 도 3 및/또는 도 4와

동일한 부호를 붙인 구성은 도 3 및/또는 도 4에 있어서의 구성과 동일 또는 동일이나 다름없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설명

을 생략한다.

본 예에 있어서, 광원 유닛(20)은 커버(252), 복수의 LED 모듈(100a, 100b), 복수의 기판(500a, 500b), 고정 부재(202),

복수의 반사경(256, 260) 및 하우징(206)을 갖는다. 커버(252)는 광원 유닛(20)의 전면에 반도체 발광 소자(102)가 발생

하는 광을 투과하는 소재에 의해, 예컨대 투명 상태로 형성된다.

고정 부재(202)는 표면 및 이면을 차량의 좌우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설치된다. 그리고, 고정 부재(202)는 표면 및 이면의

각각에 복수의 기판(500a, 500b)의 각각을 고정한다. 고정 부재(202)는 표면 및 이면의 각각에 마련된 홈(904)에 의해 복

수의 기판(500a, 500b)을 고정한다.

기판(500a, 500b)의 각각은 복수의 LED 모듈(100a, 100b)의 각각을 각각 마련된 홈(804)에 의해 고정한다. 이 경우, 기

판(500a)은 LED 모듈(100a)을 반사경(256)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인 기준 위치에 고정한다. 또한, 기판(500b)은 LED

모듈(100b)을, 반사경(260)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인 기준 위치에 고정한다.

여기서, LED 모듈(100a)에 대응하는 기준 위치는, 예컨대, 광학적 중심(Fa)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인 위치에 미리 정해

진다. 이 기준 위치는, 예컨대, 광학적 중심(Fa)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인 점을 일단에 가지며, 수평 방향으로 연신하는

선분상에 정해진다. 또한, 광학적 중심(Fa)은, 예컨대, 반사경(256)에 대한 설계상의 기준점이다. 기판(500a)은 LED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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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a)에 있어서의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하나인 정점을 광학적 중심(Fa)과 일치시키도록, LED 모듈(100a)을 고정한

다. 또한, 기판(500b)은 반사경(260)에 대응하는 광학적 중심(Fb)과 LED 모듈(100b)에 있어서의 반도체 발광 소자(102)

의 하나의 정점을 일치시키도록, LED 모듈(100b)을 고정한다. 고정 부재(202) 및 기판(500a, 500b)은 복수의 LED 모듈

(100a, 100b)을, 각각의 저면을 고정 부재(202)를 사이에 두고 대향시켜 고정한다.

복수의 반사경(256, 260)의 각각은 복수의 LED 모듈(100a, 100b)의 각각에 대응하며, 대응하는 LED 모듈(100)을 차량

의 후방에서 덮도록 형성된다. 이에 의해, 복수의 반사경(256, 260)의 각각은 대응하는 LED 모듈(100)에 있어서의 반도체

발광 소자(102)가 발생하는 광을 차량의 전방으로 반사시킨다. 또한, 반사경(256, 260)은 차량용 등기구(10; 도 1 참조)에

이용되는 광학 부재의 일례이다. 반사경(256, 260)은 대응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102)가 발생하는 광을 차량의 전방으로

조사함으로써, 차량용 등기구(10)의 배광 패턴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한다.

또한, 본 예에 있어서, 반사경(256)은 복수의 배광 스텝(254a∼254f)을 포함한다. 반사경(256)은 배광 스텝(254a∼254f)

이 반사하는 광에 기초하여, 차량용 등기구(10)의 배광 패턴에 있어서의 경사 컷 라인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한다.

여기서, 복수의 배광 스텝(254a∼254f)의 각각은 반사경(256)에 있어서의 직사각형 형상 또는 비스듬하게 경사진 사다리

꼴 형상으로 구획된 부분이다. 배광 스텝(254a∼254f)은, 예컨대, 소정의 회전 포물면상의 각 위치에 있어서, 형성해야 할

경사 컷 라인의 형상에 따라 설정된 쌍곡적 포물면에 의해 형성된다. 또한, 쌍곡적 포물면이란, 예컨대, 대략 수직 단면이

광원 유닛(20)의 전방을 향해 넓어지는 포물선으로 구성되며, 대략 수평 단면이 광원 유닛(20)의 후방을 향해 넓어지는 포

물선으로 구성된 쌍곡 포물면, 또는 이것에 근사한 곡면이다.

반사경(260)은 복수의 배광 스텝(258a∼258d)을 포함한다. 반사경(260)은 배광 스텝(258a∼258d)이 반사하는 광에 기

초하여, 차량용 등기구(10)의 배광 패턴에 있어서의 수평 컷 라인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한다. 배광 스텝(258a∼258d)은

배광 스텝(258a∼258f)과 동일 또는 동일이나 다름없는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본 예에 따르면, 배광 패턴을 적절히 형성

할 수 있다.

도 12는 반사경(256)에 의해 형성되는 배광 패턴(300a)의 일례를 도시하는 개념도이다. 본 예에 있어서, 배광 패턴(300a)

은 복수의 영역(602a∼602f)을 포함한다. 복수의 배광 스텝(254a∼254f)의 각각은 LED 모듈(100a; 도 10 참조)에 있어

서의 반도체 발광 소자(102)가 발생하는 광을 각각 반사함으로써, 복수의 영역(602a∼602f)의 각각을 형성한다.

이 경우, 배광 스텝(254a)은 대략 수평 방향으로 넓어지는 영역(602a)을 형성한다. 또한, 배광 스텝(254b∼254f)은 소정

의 경사 방향으로 넓어지는 영역(602b∼602f)을 형성한다. 반사경(256)은 영역(602b∼602f)의 명암 경계에 기초하여 경

사 컷 라인(304)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한다.

여기서, 반도체 발광 소자(102)는 적어도 한 변을, 반사경(256)의 광학적 중심(Fa)에 맞추어 고정되어 있다. 또한, 배광 스

텝(254a∼254f)은 광학적 중심(Fa)을 설계상의 공통의 기준점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다. 그 때문에, 본 예에 따르면, LED

모듈(100a)이 발생하는 광에 기초하여, 높은 정밀도로 경사 컷 라인(304)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라, 배광 패턴을

적절히 형성할 수 있다.

도 13은 반사경(260)에 의해 형성되는 배광 패턴(300b)의 일례를 도시하는 개념도이다. 본 예에 있어서, 배광 패턴(300b)

은 복수의 영역(604a∼604d)을 포함한다. 복수의 배광 스텝(258a∼258d) 각각은 LED 모듈(100b; 도 10 참조)에 있어서

의 반도체 발광 소자(102)가 발생하는 광을 각각 반사함으로써, 각각 대략 수평 방향으로 넓어지는 복수의 영역

(604a∼604d)의 각각을 형성한다. 반사경(260)은 예컨대 영역(604a)의 명암 경계에 기초하여 수평 컷 라인(302)의 적어

도 일부를 형성한다.

여기서, 반도체 발광 소자(102)는 적어도 한 변을 반사경(260)의 광학적 중심(Fb)에 맞추어 고정되어 있다. 또한, 배광 스

텝(258a∼258d)은 광학적 중심(Fb)을 설계상의 공통의 기준점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다. 그 때문에, 본 예에 따르면, LED

모듈(100b)이 발생하는 광에 기초하여, 높은 정밀도로 수평 컷 라인(302)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이에 의해, 배광 패턴을

적절히 형성할 수 있다.

도 14는 LED 모듈(100)의 구성의 다른 예를 도시한다. 또한, 이하에 설명하는 점을 제외하고, 도 14에 있어서 도 5, 도 6

및/또는 도 7과 동일한 부호를 붙인 구성은 도 5, 도 6 및/또는 도 7에 있어서의 구성과 동일 또는 동일이나 다름없는 기능

을 갖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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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에 있어서, LED 모듈(100)은 복수의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갖는다. 복수의 반도체 발광 소자(102)는 가상적인 선

분(320a∼320d)으로 둘러싸인 대략 정방형의 영역에 나란히 배치된다. 선분(320a∼320d)은 예컨대, 인접하는 복수의 반

도체 발광 소자(102)의 각각의 한 변을 포함하는 포락선의 일부이다.

또한, 유지부(708)는 하나의 선분(320d)과, 복수의 변(402a∼402d)의 적어도 일부와의 거리를 합쳐서, 복수의 반도체 발

광 소자(102)를 고정시킨다. 유지부(708)는 예컨대, 도 3 내지 도 5를 이용하여 설명한 경우의 변(310d) 대신에 선분

(320d)과 변(402d)과의 거리가 거리 Y2가 되도록 복수의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고정시킨다. 다른 예에 있어서, 유지부

(708)는 선분(320b∼320d) 중 어느 하나와, 변(402a∼402d) 중 어느 하나와의 거리를 합쳐서 복수의 반도체 발광 소자

(102)를 유지하여도 좋다. 이 경우도, 복수의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높은 정밀도로 고정시킬 수 있다.

또한, 렌즈(204; 도 3 참조)는 선분(320d)의 중앙에 초점(F)을 갖는다. 이 경우, 렌즈(204)는 선분(320d) 위에 있는 반도

체 발광 소자(102)의 변의 형상을 차량의 전방으로 명확히 투영할 수 있다. 렌즈(204)는 이 반도체 발광 소자(102)에 있어

서의, 이 변을 경계의 일부로 하는 발광 영역의 형상을 투영하여도 좋다. 본 예에 따르면, 배광 패턴을 적절히 형성할 수 있

다.

도 15, 도 16 및 도 17은 LED 모듈(100)의 구성의 또 다른 예를 도시한다. 도 15는 LED 모듈(100)의 AA 단면도이다. 도

16은 LED 모듈(100)의 BB 단면도이다. 도 17은 LED 모듈(100)의 하면도이다. 또한, 이하에 설명하는 점을 제외하고, 도

15, 도 16 및 도 17에 있어서, 도 5, 도 6 및/또는 도 7과 동일한 부호를 붙인 구성은 도 5, 도 6 및/또는 도 7에 있어서의

구성과 동일 또는 동일이나 다름없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본 예에 있어서, 보디(706)는 슬러그 수용부(952) 및 연신부(954)를 포함한다. 슬러그 수용부(952)는 슬러그(704)의 외주

를 덮게 형성된다. 이에 의해, 슬러그 수용부(952)는 슬러그(704)를 수용하여 고정시킨다.

연신부(954)는 슬러그 수용부(952)의 하단으로부터 더욱 아래쪽으로 연신되어 형성된다. 여기서, 아래쪽이란 예컨대, 반

구형의 밀봉 부재(108)의 정점으로부터 상기 반구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 또한, 연신부(954)는 하면에 반도체 발광 소

자(102)의 표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대략 정방형의 구멍을 갖는다. 이 구멍은 복수의 변(402a∼402d)을

내벽면의 적어도 일부에 갖는다. 변(402a∼402d)은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부의 일례이다. 복수

의 변(402a∼402d)은 유지부(708)에 있어서의 구멍의 내벽면의 변이어도 좋다.

또한, 복수의 변(402a∼402d)은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 위에 형성되어도 좋다. 슬러그 수용부

(952)와 연신부(954)는 상기 평면을 경계로 하여 형성되어도 좋다.

또한, 본 예에 있어서, 유지부(708)는 예컨대, 변(402a∼402d)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인 위치에 변(310d)을 맞추어 반

도체 발광 소자(102)를 고정시킨다. 유지부(708)는 예컨대, 변(310d)과 변(402d)과의 거리가 Y2가 되고, 변(310d)의 일

단과 변(402b)과의 거리가 X3이 되도록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고정시킨다. 또한, 유지부(708)는 반도체 발광 소자

(102)의 표면과, 복수의 변(402a∼402d)을 포함하는 면과의 거리가 Z1이 되도록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고정시킨다.

이 경우도,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높은 정밀도로 고정시킬 수 있다. 또한, 이에 의해, 차량용 등기구(10; 도 1 참조)는

배광 배턴을 적절하게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유지부(708)는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표면과 연신부(954)의 하단과의 거리가 소정의 거리 Z3이 되도록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고정시켜도 좋다. 또한, 다른 예에 있어서는, 예컨대 도 3 내지 도 5를 이용하여 설명한 유지부(708)와

마찬가지로, 유지부(708)는 변(310a∼310d) 중 어느 하나와, 변(402a∼402d) 중 어느 하나와의 거리를 합쳐서, 복수의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유지하여도 좋다.

도 18은 기판(500)의 구성의 다른 예를 도 15, 도 16 및 도 17을 이용하여 설명한 LED 모듈(100)과 함께 도시한다. 또한,

이하에 설명하는 점을 제외하고, 도 18에 있어서 도 8과 동일한 부호를 붙인 구성은 도 8에 있어서의 구성과 동일 또는 동

일이나 다름없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본 예에 있어서, 기판(500)은 LED 모듈(100)을 향하는 방향으로 돌출되는 복수의 볼록부(510, 512)를 갖는다. 복수의 볼

록부(510, 512)는 유지부(708)에 있어서의 구멍에 수용됨으로써 LED 모듈(100)을 기준 위치에 맞춘다. 볼록부(510)는

복수의 변(402a∼402d)에 대응하는 복수의 변(502a∼502d)을 LED 모듈(100)과 대향할 상면에 갖는다. 복수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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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a∼502d)은 LED 모듈(100)을 부착할 기준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용 변의 일례이다. 이 기준 위치는 예컨대, 고정 부

재(202; 도 3 참조)가 기판(500)을 고정시킨 경우에, 렌즈(204; 도 3 참조)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旣知)가 되는 위치이

다.

볼록부(510)는 변(502a∼502d)을 각각 포함하는 측면에 의해 변(402a∼402d)의 각각을 포함하는 유지부(708)의 내벽면

을 접촉시킴으로써 LED 모듈(100)을 기준 위치에 고정시킨다. 그 때문에, 본 예에 따르면, LED 모듈(100)을 높은 정밀도

로 고정시킬 수 있다.

볼록부(512)는 볼록부(510)의 상면으로부터 더욱 돌출되게 형성된다. 그리고, 기판(500)이 LED 모듈(100)을 고정시키는

경우, 볼록부(512)의 상면은 슬러그(704)의 하면과 접촉한다. 이에 의해, 볼록부(512)는 반도체 발광 소자(102)가 발생하

는 열을 슬러그(704)를 매개로 전달받는다. 본 예에 따르면, LED 모듈(100)을 적절히 고정시킬 수 있다. 또한, 이에 의해,

차량용 등기구(10; 도 1 참조)는 배광 패턴을 적절히 형성할 수 있다.

도 19, 도 20 및 도 21은 LED 모듈(100)의 구성의 한층 더 다른 예를 도시한다. 도 19는 LED 모듈(100)의 CC 단면도이

다. 도 20은 LED 모듈(100)의 AA 단면도이다. 도 21은 LED 모듈(100)의 BB 단면도이다. 또한, 이하에 설명하는 점을 제

외하고, 도 19, 도 20 및 도 21에 있어서 도 5, 도 6 및/또는 도 7과 동일한 부호를 붙인 구성은 도 5, 도 6 및/또는 도 7에

있어서의 구성과 동일 또는 동일이나 다름없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본 예에 있어서, LED 모듈(100)은 복수의 돌기(452a, 452b)를 갖는다. 돌기(452a, 452b)는 유지부(708)의 하면으로부터

아래쪽으로 돌출된다. 돌기(452a, 452b)는 슬러그(704)의 하면으로부터 돌출되어도 좋다.

또한, 유지부(708)는 예컨대, 돌기(452a, 452b)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인 위치에 변(310d)을 맞추어 반도체 발광 소자

(102)를 고정시킨다. 유지부(708)는 예컨대, 변(310d)과 돌기(452a)와의 거리가 Y2가 되도록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고정시킨다. 이 경우, 유지부(708)는 예컨대, 변(310D)의 일단 및 타단과 돌기(452a)와의 거리가 X1 및 X2가 되도록 반도

체 발광 소자(102)를 고정시킨다. 이 경우도,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높은 정밀도로 고정시킬 수 있다. 또한, 이에 의해,

차량용 등기구(10; 도 1 참조)는 배광 패턴을 적절히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돌기(452a, 452b)는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부의 일례이다. 또한, 변(310d)과 돌기(452a)

와의 거리란 예컨대, 반도체 발광 소자(102)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 위에 변(310d)과 돌기(452a)의 중심축을 투영한 경우

의 각각의 투영상 사이의 거리이다. 또한, 변(310d)의 일단 또는 타단과 돌기(452a)와의 거리란, 예컨대, 반도체 발광 소자

(102)의 표면과 평행한 평면 위에, 상기 일단 또는 타단과, 돌기(452a)의 중심축을 투영한 경우의 각각의 투영상 사이의

거리이다.

다른 예에 있어서, 유지부(708)는, 예컨대 복수의 돌기(452a, 452b)를 연결하는 직선 위에 변(310d)을 맞추어 반도체 발

광 소자(102)를 고정시켜도 좋다. 또한, 유지부(708)는 변(310a∼310d) 중 어느 하나와, 돌기(452a, 452b) 중 어느 하나

와의 거리를 맞추어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고정시켜도 좋다.

도 22는 기판(500)의 구성의 한층 더 다른 예를 도 19, 도 20 및 도 21을 이용하여 설명한 LED 모듈(100)과 함께 도시한

다. 또한, 이하에 설명하는 점을 제외하고, 도 22에 있어서 도 8과 동일한 부호를 붙인 구성은 도 8에 있어서의 구성과 동

일 또는 동일이나 다름없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본 예에 있어서, 기판(500)은 복수의 돌기(452a, 452b)에 대응하여 마련된 복수의 감합부(552a, 552b)를 갖는다. 기판

(500)이 LED 모듈(100)을 고정시키는 경우, 복수의 감합부(552a, 552b)의 각각은 복수의 돌기(452a, 452b)의 각각과 감

합한다. 또한, 감합부(552a, 552b)는 LED 모듈(100)을 고정해야 할 기준 위치에 마련된다. 이 기준 위치는 예컨대, 고정

부재(202; 도 3 참조)가 기판(500)을 고정시킨 경우에, 렌즈(204; 도 3 참조)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로 되는 위치이다.

이에 의해, 기판(500)은 렌즈(204)에 대하여 LED 모듈(100)을 높은 정밀도로 고정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예에 있어서, 한 쪽의 감합부(552b)는 2개의 감합부(552a, 552b)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여유를 가지면서, 대응하

는 돌기(452b)와 감합한다. 또한, 다른 쪽의 감합부(552a)는 대응하는 돌기(452a)와 상기 방향으로 여유가 거의 없도록

감합한다. 또한, 양쪽의 감합부(552a, 552b)는 상기 방향과 수직이면서 기판(500)의 표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여유가 거의

없도록 돌기(452a, 451b)와 감합한다. 이 경우, 예컨대 돌기(452b)의 선단을 감합부(552b)에 감합시킨 후에, 돌기(452a)

와 감합부(552a)를 감합시킴으로써, LED 모듈(100)을 기판(500)에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다. 본 예에 따르면, LED 모듈

(100)을 적절히 고정시킬 수 있다. 또한, 이에 의해, 차량용 등기구(10; 도 1 참조)는 배광 패턴을 적절히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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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예에 있어서, LED 모듈(100)은 돌기(452a, 452b) 대신에 예컨대, 유지부(708; 도 19 참조)에 형성된 구멍을

구비하여도 좋다. 이 경우, 기판(500)은 감합부(552a, 552b)로서, 상기 구멍과 감합해야 할 돌기를 구비하여도 좋다. 이

경우도, LED 모듈(100)을 적절히 고정시킬 수 있다. 또한, LED 모듈(100)은 복수의 돌기(452a, 452b) 중 하나의 돌기

(452) 대신에 유지부(708)에 형성된 구멍을 구비하여도 좋다. 기판(500)은 복수의 감합부(552a, 552b)로서, 이들과 감합

해야 할 구멍 및 돌기를 구비하여도 좋다.

도 23은 LED 모듈(100) 및 기판(500)의 구성의 한층 더 다른 예를 도시한다. 또한, 이하에 설명하는 점을 제외하고, 도 23

에 있어서, 도 5∼도 8, 도 18 및/또는 도 19∼도 22와 동일한 부호를 붙인 구성은 도 5∼도 8, 도 18 및/또는 도 19∼도

20에 있어서의 구성과 동일 또는 동일이나 다름없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본 예에 있어서, LED 모듈(100)은 변(402) 및 돌기(452)를 갖는다. 변(402) 및 돌기(452)는 반도체 발광 소자(102; 도 5

참조)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부의 일례이다.

또한, 기판(500)은 볼록부(510) 및 감합부(552)를 갖는다. 볼록부(510) 및 감합부(552)는 LED 모듈(100)을 부착해야 할

기준 위치를 나타낸다. 또한, 볼록부(510)는 변(502)을 포함한다.

그리고, 기판(500)이 LED 모듈(100)을 고정시키는 경우, 볼록부(510)는 변(502)을 포함하는 측면에 의해 변(402)을 포함

하는 LED 모듈(100)의 외면을 접촉시킨다. 또한, 감합부(552)는 돌기(452)와 감합한다. 이 경우도, 기판(500)은 LED 모

듈(100)을 높은 정밀도로 고정시킬 수 있다. 그 때문에, 본 예에 있어서도, 차량용 등기구(10; 도 1 참조)는 배광 패턴을 적

절히 형성할 수 있다.

도 24는 LED 모듈(100)의 구성의 한층 더 다른 예를 도시한다. 또한, 이하에 설명하는 점을 제외하고, 도 24에 있어서 도

5, 도 6, 도 7 및/또는 도 14와 동일한 부호를 붙인 구성은 도 5, 도 6, 도 7 및/또는 도 14에 있어서의 구성과 동일 또는 동

일이나 다름없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본 예에 있어서, LED 모듈(100)은 복수의 반도체 발광 소자(102a∼102c)를 갖는다. 복수의 반도체 발광 소자

(102a∼102c)는 가상적인 선분(320d)에 한 변을 맞추도록 하고, 가상적인 선분(320a∼320d)으로 둘러싸인 대략 정방형

의 영역에 예컨대, 0.01 ㎜ 정도 이하의 간격(d)을 두고 나란히 배치된다.

또한, 유지부(708)는 선분(320d)과, 복수의 변(402a∼402d)의 적어도 일부와의 거리를 맞추어 복수의 반도체 발광 소자

(102a∼102c)를 고정시킨다. 유지부(708)는 예컨대, 선분(320d)과 변(402d)과의 거리가 거리 Y2가 되도록 복수의 반도

체 발광 소자(102a∼102c)를 고정시킨다. 다른 예에 있어서, 유지부(708)는 선분(320b∼320d) 중 어느 하나와, 변

(402a∼402d) 중 어느 하나의 거리를 맞추어 복수의 반도체 발광 소자(102)를 고정시켜도 좋다. 이 경우도, 복수의 반도

체 발광 소자(102a∼102c)를 높은 정밀도로 고정시킬 수 있다.

또한, 렌즈(204; 도 3 참조)는 선분(320d)의 중앙에 초점(F)을 갖는다. 이 경우, 렌즈(204)는 선분(320d) 위에 있는 복수

의 반도체 발광 소자(102a∼102c)의 변의 형상을 차량의 전방으로 명확히 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의 반도체 발광

소자(102a∼102c)의 변의 형상을 투영함으로써, 컷 라인을 적절히 형성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본 예에 따르면, 배광 패턴

을 적절히 형성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실시 형태를 이용하여 설명했지만,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상기 실시 형태에 기재된 범위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상기 실시 형태에 다양한 변경 또는 개량을 가하는 것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는 분명하다. 그와 같은 변경 또는 개

량을 가한 형태도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이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로부터 분명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차량용 전조등은 반도체 발광 소자를 이용하더라도, 적절한 배광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등록특허 10-0544074

- 14 -



차량에 이용되는 차량용 등기구로서,

광을 발생하는 광원 모듈과,

상기 광원 모듈이 발생하는 광을 상기 차량용 등기구의 외부로 조사하는 광학 부재와,

상기 광학 부재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旣知)인 기준 위치에 상기 광원 모듈을 고정시키는 광원 고정부를 구비하며,

상기 광원 모듈은

상기 광원 모듈이 상기 광원 고정부에 고정되는 경우에, 상기 기준 위치에 맞추어 고정되는 기준부와,

적어도 하나의 직선형 경계를 갖는 발광 영역으로부터 광을 발생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와,

상기 직선형 경계를 상기 기준부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인 위치에 맞추어 상기 반도체 발광 소자를 유지하는 유지부를

갖는 것인 차량용 등기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학 부재는 상기 발광 영역의 형상을 상기 차량의 전방으로 투영하고, 상기 직선형 경계의 형상에

기초하여, 상기 차량용 등기구의 배광 패턴에 있어서의 명암 경계를 규정하는 컷 라인의 적어도 일부를 형성하는 것인 차

량용 등기구.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부는 상기 유지부의 한 변이며,

상기 광원 고정부는 상기 기준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용 변을 가지며, 상기 유지부에 있어서의 상기 한 변을 포함하는 면을

상기 기준용 변을 포함하는 면에 접촉시킴으로써 상기 기준부를 상기 기준 위치에 맞추어 상기 광원 모듈을 고정시키는 것

인 차량용 등기구.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반도체 발광 소자는 서로 평행하지 않은 적어도 2개의 직선형 경계를 갖는 상기 발광 영역으로부터

광을 발생하고,

상기 유지부는 상기 2개의 직선형 경계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인 2개의 변을 포함하며,

상기 광원 고정부는 2개의 상기 기준용 변을 가지며, 상기 2개의 기준용 변의 각각을 포함하는 면에 의해, 상기 유지부에

있어서의 상기 2개의 변의 각각을 포함하는 면을 접촉시킴으로써, 상기 기준부를 상기 기준 위치에 맞추는 것인 차량용 등

기구.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부는 상기 유지부에 형성된 구멍 또는 돌기이며,

상기 광원 고정부는 상기 기준 위치에 상기 구멍 또는 돌기인 상기 기준부와 감합해야 할 감합부를 갖는 것인 차량용 등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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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 모듈은 적어도 2개의 상기 기준부를 가지며,

상기 광원 고정부는 상기 적어도 2개의 기준부의 각각과 각각 감합해야 할 적어도 2개의 상기 감합부를 가지며,

상기 2개의 감합부 중 한 쪽은 상기 2개의 감합부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여유를 가지면서, 대응하는 상기 기준부와 감합하

는 것인 차량용 등기구.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 모듈은 상기 구멍 또는 돌기인 제1 기준부와, 상기 유지부의 한 변인 제2 기준부를 가지며,

상기 광원 고정부는 상기 기준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용 변을 추가로 가지며, 상기 유지부의 상기 한 변을 포함하는 면을 상

기 기준용 변을 포함하는 면에 접촉시킴으로써 상기 기준부를 상기 기준 위치에 맞추는 것인 차량용 등기구.

청구항 8.

광을 발생하는 광원 모듈로서,

미리 정해진 기준 위치에 상기 광원 모듈을 부착하는 경우에, 상기 기준 위치에 맞추어 고정되는 기준부와,

적어도 하나의 직선형 경계를 갖는 발광 영역으로부터 광을 발생하는 반도체 발광 소자와,

상기 직선형 경계를 상기 기준부에 대한 상대 위치가 기지인 위치에 맞추어 상기 반도체 발광 소자를 유지하는 유지부를

구비하는 것인 광원 모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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