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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발광 다이오드(LED:Light Emitting Diode) 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패키징 기판

을 이용한 자외선 발광 LED칩에 적색, 청색, 녹색 등 삼색 혼합의 형광 물질을 입힌 뒤, 자외선 발광 LED칩으로부터 발광

하는 자색 광이 적색, 청색, 녹색 등 삼파장이 혼합된 형광체면에 투과되도록 함으로써, 백색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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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청색 발광 LED칩에 녹색 및 적색, 혹은 황색 및 적색 형광 물질을 적층시킨 뒤, LED칩으로부터의 청색광의 투과

및 형광체의 흡수에 의한 발광 현상으로 인하여 백색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발광다이오드의 제

조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의 제조 방법에 의하면, 단일칩을 이용하여 보다 우수한 발광효율을 갖는 백색 발광 다이오드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패키징기판 또는 리드프레임의 탑재판에 Ag페이스트로 접착된 자외선 발광 LED칩과, 상기 리드프레임과 자외선 발광

LED칩의 각 전극을 연결하는 Au와이어와, 상기 LED칩과 Au와이어 등을 보호하면서 발광 다이오드의 외관을 이루는 투

명수지를 포함하는 백색 발광 다이오드에 있어서,

상기 자외선 발광 LED칩에 적색, 청색, 녹색의 삼원색을 혼합한 삼파장 형광체 물질을 도포하여, 자외선 발광 LED칩으로

부터 발광하는 자색 광이 적색, 청색, 녹색의 삼파장이 혼합된 상기 형광체 물질에 투과되도록 함으로써, 백색광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되, 상기 적색 형광체 물질과 녹색 형광체 물질과 청색 형광체 물질의 혼합은 1∼2 : 1∼2 : 1∼3의 혼합 비

율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패키징기판 또는 리드프레임의 탑재판에 Ag페이스트로 접착된 청색 발광 LED칩과, 상기 리드프레임과 자외선 발광 LED

칩의 각 전극을 연결하는 Au와이어와, 상기 LED칩과 Au와이어 등을 보호하면서 발광 다이오드의 외관을 이루는 투명수

지를 포함하는 백색 발광 다이오드에 있어서,

상기 청색 발광 LED칩에 적색과 녹색, 혹은 황색과 적색의 이원색을 혼합한 형광체 물질을 적층시킨 뒤, 상기 청색 발광

LED칩으로부터의 발광하는 청색광이 상기 형광체 물질에 투과되도록 함으로써, 빛의 투과 및 형광체의 흡수에 의한 발광

현상으로 인하여 백색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되, 상기 적색 형광체 물질과 녹색 형광체 물질간의 혼합은 1∼2 : 1∼2

의 혼합비율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자외선 발광 LED칩과 상기 청색 발광 LED칩이 발생시키는 빛의 파장 범위는

365∼480nm 사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4.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적색의 형광 물질은:

실리케이트 계열로 Sr3SiO5:Eu 인 형광체;

황화물 계열로 Eu을 활성제로 사용하며 모체의 구성 성분이 (Srx, Cay)S로 이루어진 형광체로 0≤x≤1, 0≤y≤1의 비율로

제조된 SrS:Eu 또는 CaS:Eu 형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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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Y2S4:Eu 형광체;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녹색의 형광 물질은:

실리케이트 계열로(Srx, Bay, Caz)2SiO4:Eu 으로 이루어진 형광체로 0≤x≤1, 0≤y≤1, 0≤z≤1의 비율로 제조된

Sr2SiO4:Eu, Ba2SiO4:Eu 및 Ca2SiO4:Eu 중에서 선택된 형광체;

티오갈레이트 계열로는 Eu을 활성제로 사용하며 모체의 구성 성분이 (Srx, Bay, Caz)Ga2S4로 이루어진 형광체로

0≤x≤1, 0≤y≤1, 0≤z≤1의 비율로 제조된 SrGa2S4:Eu, BaGa2S4:Eu, CaGa2S4:Eu 및 Sr2Ga2S5:Eu 중에서 선택된 형광

체;

티오알루미네이트 계열로 (Srx, Bay, Caz)Al2S4이루어진 형광체로 0≤x≤1, 0≤y≤1, 0≤z≤1의 비율로 제조된

SrAl2S4:Eu, BaAl2S4:Eu 및 Sr2Al2S5:Eu 중에서 선택된 형광체;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청색의 형광체 물질은:

실리케이트 계열로(Srx, Bay, Caz)3MgSi2O8:Eu 으로 이루어진 형광체로 0≤x≤1, 0≤y≤1, 0≤z≤1의 비율로 제조된

Sr3MgSi2O8:Eu 또는 Ba3MgSi2O8:Eu 형광체;

황화물 계열로는 Ce을 활성제로 사용하며 모체의 구성 성분이 (Srx, Cay)S로 이루어진 형광체로 0≤x≤1, 0≤y≤1의 비율

로 제조된 SrS:Ce 또는 CaS:Ce 형광체;

CaAl2S4:Eu 형광체;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백색 발광 다이오드를 포함하는 조명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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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백색 발광 다이오드를 포함하는 표시 장치.

청구항 11.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백색 발광 다이오드를 포함하는 백라이트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발광 다이오드(LED:Light Emitting Diode) 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

게는 패키징 기판을 이용한 자외선 발광 LED칩에 적색, 청색, 녹색 등 삼색 혼합의 형광 물질을 입힌 뒤, 자외선 발광 LED

칩이 자색 광을 발광하는 점을 이용하여 적색, 청색, 녹색 등 삼파장이 혼합된 형광체면에 빛을 투과시켜 백색광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한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청색 발광 LED칩에 녹색 및 적색, 혹은 황색 및 적색 형광 물질을 적층시킨 뒤, LED칩의 청색 빛을 이용함

에 따른 빛의 투과 및 형광체의 흡수에 의한 발광 현상으로 인하여 백색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발광 다이오드는 미래형의 천연색 표시소자로서, 각종 계기판 및 TV는 물론 평판 패널화 표시장치 등 여러가

지 전자장치에 응용할 수 있어 최근에 주목받는 기술분야중 하나이다.

발광 다이오드는 빛을 낼 수 있는 발광물질에 전기장을 가했을 때, 음극에서 투입된 전자와 양극에서 형성된 정공이 발광

층에서 결합하여 소위 "단일 여기자(single exciton)"라는 여기상태를 형성하고 이것이 바닥 상태로 전이될 때 여러가지

빛을 내는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서, 기존의 발광체에 비하여 발광효율이 우수하고, 소비전력이 적으며, 열적 안정성이 좋

으며, 수명이 길고 응답성이 좋은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우수한 특성을 갖는 발광 다이오드중 백색 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기존의 제조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니치아(Nichia)의 대만 특허 등록번호 제383508호에는 청색 발광 칩에 황색 형광 물질(YAG)을 결합시켜 백색 발광

소자를 만드는 방법이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백색광은 청색과 황색의 두파장으로 이루어져 지시용만으로 적합하고, 조명 용도 및

LCD 칼라 배경의 광원 용도로는 적합하지 못하며, 또한 황색 형광 물질의 양을 조절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자주 빛의 색깔

이 청색으로 치우치거나 황색으로 치우치는 문제점이 있다.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등록번호 제0164457호(1998.09.12)에는 희토류 원소인 Pr을 발광중심으로 한 EL소자를 제공하

여, 빛의 삼원색인 적,청,녹색 파장의 발광스펙트럼을 갖는 백색 형광박막이 적층된 백색발광용 전계발광소자가 개시되어

있고, 또한 등록번호 제0165867호(1998.09.19)에는 Pr과 Mn 이원중심을 첨가한 ZnS:Pr, Mn을 발광재료로 이용하여 백

색 EL소자의 발광층을 형성함으로써, 우수한 발광스펙트럼 분포특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백색발광용 전계발광소자가 개

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공개번호2003-88882, 2003.11.20)에도 제1형광판 ZnS로부터의 청색광과 제2형광판 ZnSSe로

부터의 황색광을 혼합하여 백색을 합성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는 백색발광소자가 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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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특허들은 공통적으로 백색발광소자를 구현하는 기술이지만, 이들 특허보다 우수하고 경제적이며, 단일칩을 이용하여

보다 높은 발광효율을 제공할 수 있는 백생 발광 다이오드 및 그 제조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기존의 백색 LED가 갖는 단점들을 해결하면서 단일칩을 이용하여 보다 우수한 발광효율을 갖는 백색 발

광 다이오드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서, 패키징 기판을 이용한 자외선 발광 LED칩에 적색, 청색, 녹색 등

삼색 혼합의 형광 물질을 입힌 뒤, 자외선 발광 LED칩으로부터 발광하는 자색 광이 적색, 청색, 녹색 등 삼파장이 혼합된

형광체면에 투과되도록 함으로써, 백색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청색 발광 LED칩에 녹색 및 적색, 혹은 황색

및 적색 형광 물질을 적층시킨 뒤, LED칩으로부터의 청색광의 투과 및 형광체의 흡수에 의한 발광 현상으로 인하여 백색

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발광다이오드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구현예에 따르면, 패키징기판 또는 리드프레임의 탑재판에 Ag페이스트로 접착

된 자외선 발광 LED칩과, 상기 리드프레임과 자외선 발광 LED칩의 각 전극을 연결하는 Au와이어와, 상기 LED칩과 Au와

이어 등을 보호하면서 발광 다이오드의 외관을 이루는 투명수지를 포함하는 백색 발광 다이오드에 있어서, 상기 자외선 발

광 LED칩에 적색, 청색, 녹색의 삼원색을 혼합한 삼파장 형광체 물질을 직간접적으로 도포하여, 자외선 발광 LED칩으로

부터 발광하는 자색 광이 적색, 청색, 녹색의 삼파장이 혼합된 상기 형광체 물질에 투과되도록 함으로써, 백색광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에 따르면, 패키징기판 또는 리드프레임의 탑재판에 Ag페이스트로 접

착된 청색 발광 LED칩과, 상기 리드프레임과 자외선 발광 LED칩의 각 전극을 연결하는 Au와이어와, 상기 LED칩과 Au와

이어 등을 보호하면서 발광 다이오드의 외관을 이루는 투명수지를 포함하는 백색 발광 다이오드에 있어서, 상기 청색 발광

LED칩에 적색과 녹색, 혹은 황색과 적색의 이원색을 혼합한 형광체 물질을 직간접으로 적층시킨 뒤, 상기 청색 발광 LED

칩으로부터의 발광하는 청색광이 상기 형광체 물질에 투과되도록 함으로써, 빛의 투과 및 형광체의 흡수에 의한 발광 현상

으로 인하여 백색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구현예로서, 상기 자외선 발광 LED칩과 상기 청색 발광 LED칩이 발생시키는 빛의 파장 범위는 365∼480nm 사

이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적색의 형광 물질은: 실리케이트 계열로 Sr3SiO5:Eu 인 형광체; 황화물 계열로 Eu을 활성제로 사용하며 모체의 구성

성분이 (Srx, Cay)S로 이루어진 형광체로 0≤x≤1, 0≤y≤1의 비율로 제조된 주 화학식이 SrS:Eu, CaS:Eu 인 형광체;

SrY2S4:Eu 인 형광체중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녹색의 형광 물질은: 실리케이트 계열로(Srx, Bay, Caz)2SiO4:Eu 으로 이루어진 형광체로 0≤x≤1, 0≤y≤1, 0≤z≤1

의 비율로 제조된 주 화학식이 Sr2SiO4:Eu, Ba2SiO4:Eu 혹은 Ca2SiO4:Eu 인 형광체; 티오갈레이트 계열로는 Eu을 활성제

로 사용하며 모체의 구성 성분이 (Srx, Bay, Caz)Ga2S4로 이루어진 형광체로 0≤x≤1, 0≤y≤1, 0≤z≤1의 비율로 제조된

주 화학식이 SrGa2S4:Eu, BaGa2S4:Eu, 혹은 CaGa2S4:Eu 인 형광체 또는 Sr2Ga2S5:Eu 인 형광체; 티오알루미네이트 계

열로 (Srx, Bay, Caz)Al2S4이루어진 형광체로 0≤x≤1, 0≤y≤1, 0≤z≤1의 비율로 제조된 주 화학식이 SrAl2S4:Eu,

BaAl2S4:Eu 인 형광체 혹은 Sr2Al2S5:Eu 인 형광체중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청색의 형광체 물질은: 실리케이트 계열로(Srx, Bay, Caz)3MgSi2O8:Eu 으로 이루어진 형광체로 0≤x≤1, 0≤y≤1,

0≤z≤1의 비율로 제조된 주 화학식이 Sr3MgSi2O8:Eu 혹은 Ba3MgSi2O8:Eu 인 형광체; 황화물 계열로는 Ce을 활성제로

사용하며 모체의 구성 성분이 (Srx, Cay)S로 이루어진 형광체로 0≤x≤1, 0≤y≤1의 비율로 제조된 주 화학식이 SrS:Ce,

CaS:Ce 인 형광체; CaAl2S4:Eu 인 형광체중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상기 적색 형광체 물질과 녹색 형광체 물질과 청색 형광체 물질의 혼합은 1∼2 : 1∼2 : 1∼3의 혼합비율로 이루어

진다.

등록특허 10-0704492

- 5 -



또한, 상기 적색 형광체 물질과 녹색 형광체 물질간의 혼합은 1∼2 : 1∼2의 혼합비율로 이루어진다.

이하,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백색 발광 다이오드 제조 기술은 파장 390∼470nm사이의 자색광 및 청색을 서로 다른 색을 내는 두 가지

이상의 형광 물질에 투과시켜 백색 광을 제조하는 기술로서, 상기한 청색 발광칩에 황색 형광 물질(YAG)을 추가하는 기술

이나, 또는 자외선을 삼색 형광 물질에 투과시켜 삼파장의 백색광을 만드는 기술과는 다른 기술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발광 다이오드는 패키징기판(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 PCB), 세라믹 기판, 실리콘 기

판, 또는 금속 기판 등) 또는 리드프레임(60)의 탑재판(오목한 수용부)에 Ag페이스트(20)로 접착된 발광 LED칩(10)과, 상

기 리드프레임(60)과 발광 LED칩(10)의 각 전극을 연결하는 Au와이어(40)와, 상기 LED칩(10)과 Au와이어(40) 등을 보

호하면서 발광 다이오드의 외관을 이루는 투명수지(5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본 발명의 일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발광 LED칩을 자색광을 내는 자외선 발광 LED칩으로 적용하고, 이 자외선 발

광 LED칩에 적색, 청색, 녹색의 삼원색을 혼합한 삼파장 형광체 물질을 직간접적으로 도포하게 된다.

즉, 상기 자색광을 내는 발광 LED칩에 광투과성의 에폭시 수지 또는 실리콘 수지를 베이스로 하여, 적색, 청색, 녹색의 삼

원색을 혼합하여 도포한다.

따라서, 자외선 발광 LED칩으로부터 발광하는 자색 광이 상기 적색, 청색, 녹색의 삼파장이 혼합된 상기 형광체 물질에 투

과됨에 따라 백색광이 만들어지게 된다.

본 발명에서 자색광을 이용한 이유는 390~410nm 사이의 파장을 이용해서 파워 10mW 이상을 만들어 내는 고효율 LED

칩을 만들어 냈기 때문인데, 이는 현재의 청색이나 자외선보다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 또한 390~410nm 범위내의 자외

선에 의해서 형광 물질(적색, 청색, 녹색)이 고르게 발광될 수 있음은 후술하는 실시예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본 발명에 적용된 형광체로서, 적색의 형광 물질은 Eu이 활성제로 사용되어진 실리케이트 계열과 황화물계열의 형광체가

사용되고, 녹색의 형광 물질은 Eu을 활성제로 사용하는 실리케이트 계열, 티오갈레이트 계열 및 티오알루미네이트 계열의

형광체가 사용되며, 청색의 형광 물질은 Eu이 활성제로 사용되어진 실리케이트 계열 및 티오알루미네이트 계열과 Ce을

활성제로 사용한 황화물 계열의 형광체가 사용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상기 적색의 형광 물질은 실리케이트 계열로 Sr3SiO5:Eu 인 형광체와; 황화물 계열로 Eu을 활성제로 사

용하며 모체의 구성 성분이 (Srx, Cay)S로 이루어진 형광체로 0≤x≤1, 0≤y≤1의 비율로 제조된 주 화학식이 SrS:Eu,

CaS:Eu 인 형광체와; SrY2S4:Eu 인 형광체중 선택된 어느 하나를 사용한다.

상기 녹색의 형광 물질은 실리케이트 계열로(Srx, Bay, Caz)2SiO4:Eu 으로 이루어진 형광체로 0≤x≤1, 0≤y≤1, 0≤z≤1

의 비율로 제조된 주 화학식이 Sr2SiO4:Eu, Ba2SiO4:Eu 혹은 Ca2SiO4:Eu 인 형광체와; 티오갈레이트 계열로는 Eu을 활성

제로 사용하며 모체의 구성 성분이 (Srx, Bay, Caz)Ga2S4로 이루어진 형광체로 0≤x≤1, 0≤y≤1, 0≤z≤1의 비율로 제조

된 주 화학식이 SrGa2S4:Eu, BaGa2S4:Eu, 혹은 CaGa2S4:Eu 인 형광체 또는 Sr2Ga2S5:Eu 인 형광체; 그리고 티오알루미

네이트 계열로 (Srx, Bay, Caz)Al2S4이루어진 형광체로 0≤x≤1, 0≤y≤1, 0≤z≤1의 비율로 제조된 주 화학식이

SrAl2S4:Eu, BaAl2S4:Eu 인 형광체 혹은 Sr2Al2S5:Eu 인 형광체중 에서 선택 사용한다.

상기 청색의 형광체 물질은 실리케이트 계열로(Srx, Bay, Caz)3MgSi2O8:Eu 으로 이루어진 형광체로 0≤x≤1, 0≤y≤1,

0≤z≤1의 비율로 제조된 주 화학식이 Sr3MgSi2O8:Eu 혹은 Ba3MgSi2O8:Eu 인 형광체; 황화물 계열로는 Ce을 활성제로

사용하며 모체의 구성 성분이 (Srx, Cay)S로 이루어진 형광체로 0≤x≤1, 0≤y≤1의 비율로 제조된 주 화학식이 SrS:Ce,

CaS:Ce 인 형광체; CaAl2S4:Eu 인 형광체중에서 선택 사용하게 된다.

이때, 상기 자외선 발광 LED칩과 상기 청색 발광 LED칩이 발생시키는 빛의 파장 범위는 365∼480nm 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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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적색 형광체 물질과 녹색 형광체 물질과 청색 형광체 물질의 혼합은 1∼2 : 1∼2 : 1∼3의 혼합 비율로 이루어

진다.

위의 혼합비율을 벗어나게 되면 원하는 색좌표의 백색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상기 적색 형광체 물질과 녹색 형광체 물질과

청색 형광체 물질의 혼합은 1∼2 : 1∼2 : 1∼3의 혼합 비율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구현예로서, 상기 발광 LED칩을 청색광을 내는 청색 발광 LED칩으로 적용하고, 이 청색 발광 LED칩에 상

기 적색과 녹색, 혹은 황색과 적색의 이원색을 혼합한 형광체 물질을 직간접으로 적층 또는 도포시키게 된다.

즉, 상기 청색 발광 LED칩에 광투과성의 에폭시 수지 또는 실리콘 수지를 베이스로 하여, 적색과 녹색의 이원색을 혼합한

형광체 물질을 혼합하여 도포한다.

이때, 상기 적색 형광체 물질과 녹색 형광체 물질간의 혼합은 1∼2 : 1∼2의 혼합비율로 이루어지며, 이 혼합비율을 벗어

나게 되면 원하는 색좌표의 백색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상기 적색 형광체 물질과 녹색 형광체 물질간의 혼합비는 1∼2 :

1∼2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상기 청색 발광 LED칩으로부터의 발광하는 청색광이 상기 적색과 녹색 또는 황색과 적색이 혼합된 형광체 물질에

투과되도록 함으로써, 빛의 투과 및 형광체의 흡수에 의한 발광 현상으로 인하여 백색광이 만들어지게 된다.

물론, 적색, 청색, 녹색의 적당한 배합을 통해 백색광이나 여러 가지 빛의 색깔 온도나 다양한 빛의 색깔을 만들어 낼 수 있

다.

이와 같이, 적당한 비율로 배합시킨 적색, 청색, 녹색의 삼원색 형광물질이 자외선에서 충분한 백색광을 만들어낼 뿐만 아

니라, 적색과 녹색의 형광체를 청색 발광 칩과의 조화에 의하여 훌륭한 백색광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상기 백색광은 고객의 다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3000∼10,000K의 색온도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적색, 청색,

녹색의 삼원색의 형광 물질 역시 그 비율에 적용시켜 조정될 수 있다.

한편, 상술한 형광 물질이외에 기타 다른 계열의 형광 물질을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형광 물질에만 한

정되지 않고, 365∼470nm 파장 범위의 빛을 흡수하여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발생시키는 형광 물질을 모두 포함한다.

기존의 형광 물질은 파장이 254nm에서 365nm 범위내의 자외선 영역의 빛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해서 행해졌지만, 본 발

명과 같이 자색광을 내는 자외선 LED칩과 청색 LED칩을 이용하여 삼원색 또는 이원색 이상의 형광체를 혼합하여 백색 발

광을 구현함으로써, 백색광을 양호하게 발생시킬 수 있고, 또 삼파장으로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기존 청색 발광 칩에 황색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구현 칩의 약한 적색 부분을 보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겠는 바, 본 발명이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1: 적색:녹색:청색 혼합 형광체를 이용하여 백색 발광 다이오드 제조

패키징기판 또는 리드프레임의 탑재판에 Ag페이스트로 자외선 발광 LED칩을 실장하고, 상기 자외선 발광 LED칩에 적색,

청색, 녹색의 삼원색을 혼합한 삼파장 형광체 물질을 직간접적으로 도포하여, 자외선 발광 LED칩으로부터 발광하는 자색

광이 적색, 청색, 녹색의 삼파장이 혼합된 상기 형광체 물질에 투과되도록 하였다.

즉, 아래의 표 1 내지 3에 기재된 성분 및 혼합비율로 혼합된 적색, 청색, 녹색의 형광체를 자외선 발광 LED칩에 도포하여,

자외선 발광 LED칩으로부터 발광하는 405nm의 자색 광이 적색, 청색, 녹색의 삼파장이 혼합된 상기 형광체 물질에 투과

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표 1 내지 3의 색좌표 및 도 3의 발광 스펙트럼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색광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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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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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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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시예2: 적색:녹색 혼합 형광체를 이용하여 백색 발광 다이오드 제조

패키징기판 또는 리드프레임의 탑재판에 Ag페이스트로 청색 발광 LED칩을 실장하고, 상기 청색 발광 LED칩에 적색, 녹

색의 이원색을 혼합한 삼파장 형광체 물질을 직간접적으로 도포하여, 청색 발광 LED칩으로부터 발광하는 청색광이 적색,

녹색의 이원색이 혼합된 상기 형광체 물질에 투과되도록 하였다.

즉, 표 4에 기재된 성분 및 혼합비율로 혼합된 적색, 녹색의 형광체를 청색발광 LED칩에 도포하여, 465nm의 청색 발광을

하는 LED칩으로부터 청색광이 적색, 녹색의 이원색이 혼합된 상기 형광체 물질에 투과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표 4의 색좌표 및 도 4의 발광 스펙트럼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색광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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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발광 다이오드의 제조 방법에 의하면, 고효율의 자외선 및

청색 LED 발광칩에 두 가지 색 이상의 형광 물질을 적층하여 백색광으로 만들어 냄으로서, 단일 칩을 이용한 백색 LED 제

조 기술 중 발광 효율이 가장 높은 삼파장의 백색광을 제조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패키지 형태의 백색 발광 다이오드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2는 도 1의 백색 발광 다이오드의 탑 LED에 대한 확대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1에 의거, 405nm의 자색 발광을 하는 LED칩을 이용하여 청색, 녹색 및 적색 형광체를 혼합

하여 백색을 구현한 백색 발광 다이오드의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2에 의거, 465nm의 청색 발광을 하는 LED칩을 이용하여 녹색 및 적색 형광체를 혼합하여

백색을 구현한 백색 발광 다이오드의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발광 LED칩 20 : Ag 페이스트

30 : 형광체 물질 40 : Au 와이어

50 : 투명 에폭시 수지 60 : 리드 프레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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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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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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