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문] 한국재료학회지 DOI: 10.3740/MRSK.2008.18.8.422
Kor. J. Mater. Res.

Vol. 18, No. 8 (2008)

422

†Corresponding author

 E-Mail : jhpaik@kicet.re.kr (J. H. Paik)

ZrO2 첨가에 따른 AC PDP 보호막용 MgO 박막의 광학적 전기적 특성

김창일·정영훈·이영진·백종후
†
·최은하*·정 석**·김정석**

요업(세라믹)기술연구원,

*광운대학교 전자물리학과, **(주)씨앤켐 기술연구소

Effects of ZrO2 Addition on Opt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MgO Films as a Protective Layer for AC PDPs

Chang-Il Kim, Young-Hun Jung, Young-Jin Lee, Jong-Hoo Paik†, Eun-Ha Choi*,

Seok Jung** and Jeong-Seok Kim**

Electronic Components & Materials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eramic Engineering and Technology,

Seoul 153-801, Korea

* Department of Electrophysics, Kwangwoon University, Seoul 139-701, Korea

 **R&D Department, Ceramics & Chemicals Technology Inc., Ulsan 689-892, Korea

(2008년 7월 29일 접수 : 2008년 8월 7일 최종수정 : 2008년 8월 8일 채택)

Abstract The effects of an addition of ZrO2 on the microstructure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MgO films as

a protective layer for AC plasma display panels were investigated. MgO + a 200 ppm ZrO2 protective layer

prepared by e-beam evaporation exhibited a secondary electron emission coefficient (γ) that was improved by

21% compared to that of a pure MgO protective layer. The relative density and Vickers hardness increased

with a further addition of ZrO2.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ischarge properties and optical properties of

MgO protective layers are closely related to the relative density and Vickers hardness. The good opt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γ, at 0.080, a grain size of 19 µm and an optical transmittance of 91.93 % were obtained

for the MgO + 200 ppm ZrO2 protective layer sintered at 1700oC for 5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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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DP (Plasma Display Panel)는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

고 형광체, 유전체, 보호막, 격벽, 전극 등의 주요 구성

재료를 인쇄 공정과 같은 후막 제작 공정을 이용하여 소

자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박막 제작 공정이 필수 불

가결한 TFT LCD (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ELD (Electro Luminescent Display), FED (Field

Emission Display)등과 같은 소자와 비교하여 제작 공정

이 단순하여 저가격으로 대형화면을 제작할 수 있다.1)

PDP 대중화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력과 품질 향상을 위

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한다. 전극이 방전가스에 직

접 노출되어 방전을 되풀이되면 전극 자체가 스퍼터링을

일으켜 금속이 증발해 버리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를 방

지하기 위해 전극을 유전체층으로 코팅하여 보호막을 만

든다. 이러한 보호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한 보

호막 재료로서의 요구 조건은 장시간 구동시 안정성, 낮

은 구동 전압, 빠른 방전 응답성, 높은 전기절연 특성,

빠른 증착속도를 갖는 저가의 증착방법, 높은 광투과율

및 낮은 굴절율이다.2) 구동회로의 소비전력을 낮추기 위

해서 저전압에서 구동이 가능한 보호막 물질의 개발이 요

구되고 있으며 화학적, 열적으로 안정한 MgO가 보호막

물질로 가장 적합한 재료로 알려져 있으며,3,4) 이러한

MgO에 희토류 원소(Gd2O3)
5)나 알카리토 금속화합물

SrO, CaO, BaO, 그리고 그들의 화합물 등의 다른 물질

을 첨가하여 특성을 높이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6)

MgO 박막의 제작방법은 스퍼터링,7,8) 전자선증착,9,10) 이

온플레이팅,8) 화학기상증착11)의 방법이 있으며 본 실험

에서는 전자선 증착방법으로 MgO 박막을 제작하였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전전압을 낮추기위해 이차전자

방출계수를 높이고 또한 볼밀링 공정시 지르코니아 볼의

미량의 파손에 의해 함유되었을때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ZrO2를 0, 50, 100, 200 ppm 첨가하여 소결

체의 특성 및 박막의 광학적 전기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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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MgO 박막제작은 Fig. 1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조

성식 MgO + x ppm ZrO2로 시료는 정제한 순수 MgO

(99.96%)에 ZrO2(99.9%, Aldrich)를 ppm 단위로 첨가량

(x = 0, 50, 100, 200)을 달리하여 혼합한 후, 압축하여

disk 형태로 제작하여 pallet을 만들었다.

성형한 pellet을 1700oC에서 5시간 소결하여 소결체를

얻었다. 소결체의 파단면 형상을 관찰하기 위해 SEM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e, Topcon sm-300)을 이용

하였고,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XRD (X-Ray Diffraction,

MAC Science Co. Ltd)을 이용하였다. 경도측정을 위해

미소 경도측정기(Hardness Testing Machine HM-124,

Akashi)를 이용하였으며 소결체의 밀도측정은 아르키메데

스 방법(Density Kit, Toledo)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700oC에서 5시간 소결한 MgO 소결체를 전자선 증

착기(E-beam evaporator, Kwangwoon University PDP

Research Center)를 사용하여 MgO 박막을 제작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기판은 glass (PD-200)를 사용하였다. 증착

조건은 증착속도 0.5 nm/sec 로 약 100 nm의 ITO 위에

MgO를 약 350 nm 두께로 증착하였다.

MgO 박막의 가속전압에 따른 이차전자 방출계수는 γ-FIB

System (Gamma-Focused Ion Beam System, Kwangwoon

University PDP Research Center)13-15)로 측정하였고 증

착된 MgO 박막의 형상과 두께를 관찰하기 위해 FE-

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JSM-6700F)을 이용하였다. 가시광선영역에서의 투

과율을 보기위해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Mecasys Co. Ltd)를 사용하였다. 각

MgO pellet과 MgO 박막은 수분과의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공포장하여 시료를 보관하였다.

Fig. 1. Flow chart for fabrication.

Fig. 2. Relative density of MgO + x ppm ZrO2 as a function of

ZrO2 content.

Fig. 3. Vickers hardness of the MgO + x ppm ZrO2 as a

function of ZrO2 content.

Fig. 4. XRD patterns of MgO + x ppm ZrO2 protective layers

with (a) x = 0, (b) x = 50, (c) x = 100 and (d) x = 200 sintered

at 1700
o
C for 5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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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Figure 2는 1700oC에서 5시간 소결한 MgO + x ppm

ZrO2 (x = 0, 50, 100, 200 ppm)조성에서의 ZrO2 첨가량

에 따른 상대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소결체의 밀도측정

은 아르키메데스 방법(Density Kit, Toledo)을 사용하여

소결체를 3시간동안 증류수에 끓인 뒤 포수 수중무게와

24시간 건조 후 건조 무게 값으로 비중을 구한 뒤 이론

밀도 3.58 g/cm3을 적용시켜 상대밀도를 얻었다. ZrO2 이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밀도도 증가하였다.

Fig. 3은 1700oC에서 5시간 소결한 MgO + x ppm ZrO2

(x = 0, 50, 100, 200 ppm)조성에서의 ZrO2 첨가량 변화

에 따른 비커스경도 값이다. ZrO2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

라 비커스 경도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x = 0, 50, 100, 200 일때 각각 673, 710, 723, 729의

비커스 경도값을 얻었다. 비커스 경도의 증가는 ZrO2 첨

가량 증가에 따른 상대밀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Fig. 4는 1700oC에서 5시간 소결한 MgO + x ppm ZrO2

(x = 0, 50, 100, 200 ppm)조성에서의 ZrO2 첨가량 변화

에 따른 XRD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x = 0 ppm인 pure

MgO XRD pattern (Fig. 4 (a))과 x = 50, 100, 200  ppm

ZrO2 가 첨가된 소결체의 XRD pattern을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MgO 이외의 새로운 피크나 상(phase)은 나

타나지 않았으며, 합성이 잘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5는 1700oC에서 5시간 소결한 MgO + x ppm ZrO2

(x = 0, 50, 100, 200 ppm)조성에서의 ZrO2 첨가량 변화

에 따른 소결체의 표면 SEM 사진이다. 평균 grain size

를 일정직선안에 몇 개의 grain이 있는지를 세어서 구하

였다. 평균 grain size는 x = 0 일때 26 µm, x = 50 일때

24 µm, x = 100 일때 22 µm, x = 200 일때 19 µm이었다.

Fig. 5에서 보는바와 같이 ZrO2가 첨가되지 않은 x = 0

일때 grain size가 가장 컸으며 porous한 기공이 다수 확

인되었다. 이것은 x = 0 일때 상대밀도가 낮은 것과 일

Fig. 5. Surface SEM images of MgO + x ppm ZrO2 protective layers with (a) x = 0, (b) x = 50, (c) x = 100 and (d) x = 200 sintered

at 1700
o
C for 5 hrs.

Fig. 6. The secondary electron emission coefficient of

MgO + x ZrO2 films as a function of ZrO2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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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결과이다. ZrO2가 첨가됨에 따라 평균 grain size

가 차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6은 MgO + x ppm ZrO2 (x = 0, 50, 100, 200 ppm)

조성에서의 ZrO2 첨가량 변화에 따른 이차전자 방출계

수(γ)이다. 이차전자 방출계수는 1700oC에서 5시간 소결

한 pallet을 E-beam 으로 증착하여 만든 MgO 박막시료

를 Ne 분위기에서 가속전압에 따라 측정하였다. 가속전압

200 V에서 x = 0 일때 γ = 0.066, x = 50 일때 γ = 0.072,

x = 100 일때 γ = 0.073, x = 200 일때 γ = 0.080 이었다.

가장 높은 이차전자 방출계수를 지닌 박막은 200 ppm 첨

가되었던 박막이었으며 순수 MgO인 x = 0의 이차전자 방

출계수보다 21% 향상된 값이다. 순수 MgO의 이차전자

방출계수보다 ZrO2를 첨가한 박막의 이차전자방출계수가

모두 높게 나타남으로 ZrO2가 MgO에 첨가되어 이차전

자방출계수를 높이는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와 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ZrO2 첨가량이 200 ppm 일때

밀도가 가장 컸으며 평균입경(grain size)은 가장 작었다.

Fig. 7은 ZrO2의 첨가량에 따른 MgO 박막의 파단면

형상을 FE-SEM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Glass 기판 위에

ITO를 증착하고 그 위에 MgO 박막의 두께는 x = 0 일때

340 nm, x = 50 일때 347 nm, x = 100 일때 376 nm,

x = 200 일때 337 nm이었으며, 전체적으로 상당히 균일

하고 고른 박막면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8은 ZrO2의 첨가량에 따른 MgO 박막의 투과율을

UV.Vis 분광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것으로 전체 조성에

서 대체적으로 90% 이상의 투과율을 가지고 있었으며

ZrO2 첨가 MgO 보호막 소재가 PDP의 새로운 보호막

소재로 적용가능함을 확인하였다.

Fig. 7. FE-SEM images of MgO + x ppm ZrO2 films as a function of ZrO2 content. (a) x = 0, (b) x = 50, (c) x = 100 and (d) x = 200.

Fig. 8. Transmittances spectra of the MgO + x ppm ZrO2 thin

films as a function of ZrO2 content.

Table 1. Optical transmittances of the MgO + x ppm ZrO2 thin

films as a function of ZrO2 content.

Wavelength (nm)
Transmittances (%)

x = 0 x = 50 x = 100 x = 200

550 97.77 99.96 99.97 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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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은 550 nm 파장에서의 투과율를 나타낸 것으

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90% 이상의 투과도를 보였으며

ZrO2를 첨가하여 AC-PDP의 보호막으로 사용할 경우 가

시광선 영역의 투과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MgO + x ppm ZrO2 조성에서 ZrO2 첨가

량(x) 에 따른 소결체의 특성과 MgO 박막의 광학적 전

기적 특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ZrO2가 200 ppm 첨가된 조성을 1700oC에서 5시간

소결한 소결체로 e-beam 증착하여 제작한 MgO 박막의

이차전자 방출계수는 가속전압 200 V에서 0.080으로 순

수 MgO 박막보다 21% 높게 나타났다.

2. ZrO2를 첨가함에따라 소결체의 상대밀도와 비커스

경도 및 이차전자방출계수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는 상대밀도와 비커스 경도가 이차전자방출계수의 향상

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3. ZrO2를 첨가함에따라 이차전자방출계수가 순수 MgO

박막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MgO의

볼밀링시 지르코니아 볼의 파쇄로 인한 첨가로 특성의 저

해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특성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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