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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ause the plasma display panel has used red, green and blue(RGB) phosphors, it has suffer from two intrinsic problems; 1) the
cell defect due to the lack of binding force between phosphor particles and 2) mis-discharge because of difference of electrical
characteristics among RGB phosphors. In order to control the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RGB phosphors, frit with ZnO-
B2O3-SiO2-Al2O3 system was added to RGB phosphor as sintering additive. The mechanical properties were increased by the amount
of frit. The amount of frit under 5 wt% rarely affected dielectric constant. However, there was the limit of amount because of
decreasing optical properties seriously; over 3 wt% in red, over 10 wt% in green and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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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lasma Display Panel(PDP)는 플라즈마 방전에 의한 발

광 현상을 이용하여 영상이나 정보를 표시하는 평면 디

스플레이 장치로, 현재 제안된 평판 표시소자에 비하여

대형화의 구현이 용이하여 차세대 벽걸이형 고선명 TV

로 각광 받고 있다.
1)

 PDP의 발광 메커니즘은 가스 방전

으로 생성된 플라즈마 내에서 여기되는 원자나 분자에 의

해 방출되는 자외선이 형광체에 흡수되었을 때 나오는 가

시광을 이용하는 원리로서, 각 재료마다의 유전 특성에

의해 표면 전하가 쌓였다가 break down voltage 이상에서

방전이 되는 현상을 이용한다.
2)

 각 방전 셀마다 치수와

재료는 동일하지만, 색을 표현하는 red, green, blue 각각

의 형광체(이하 RGB로 표기) 는 서로 다른 조성을 가진

다. Kim 등은 PDP용 형광체의 유전율과 손실계수 및 전

기 저항에 있어서 RGB간의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Red

의 유전율이 Green, Blue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보고하였다.
3)

또한, PDP에 사용되는 photoluminescence형 형광체는 격

벽으로 이루어진 방전 셀 내에 현탁액 또는 페이스트 상

태로 충전된 후, 열처리를 하여 용매와 유기 결합재를 하

소하여 제거 한다.
4)

 따라서, 최종 공정 후 형광체는 방전

셀 내에서 아무런 결합재를 함유하지 못하고 단순히 입

자간에 단순 충전된 상태로 인해 입자간 결합강도를 갖

지 못한다. 이와 같은 상태로 존재하는 형광체는 외부 충

격 등에 의해 방전 셀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으며, 이

로 인해 PDP 방전에 필요한 방전 공간을 채움으로써 방

전 현상을 방해하게 된다. 이러한 방해 현상은 PDP에서

점 결함으로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RGB 형광체에 유전율과 유리 연

화점을 알고 있는 저온 소성 형 무기결합제인 frit 소재를

일정량 혼합 소성하여, 형광체의 전기적 특성 및 기계적

특성 변화를 확인하고 형광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 형광체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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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체로 시약급의 (Y,Gd)BO3:Eu
3+

 (Red), Zn2OSiO4:Mn
2+

(Green), BaMgAl10O17:Eu
2+

(Blue) 파우더를 각각 원료로

사용하였고, 형광체의 결합재로는 ZnO-B2O3-SiO2-Al2O3계

무색 투명의 비정질 frit (NBW-174 Frit , Dion사-Korea)

을 첨가하였다. 사용된 frit의 유전율은 8.15, 입도(D50)는

3.2 µm이고, 연화점은 499.78
o
C이다. Fig. 1에 본 연구에

서 수행한 실험 순서를 모식도로 나타내었다. RGB와 Frit

을 3~20 wt%의 비율로 교반기를 이용해 알코올을 첨가해

균일하게 혼합하여 press후 2000 bar에서 60초간 CIP처리

를 하였다. 또한 소성 후 형광체 내부에 바인더 성분이

잔존하게 되면 형광체 휘도 및 수명이 감소한다.
5,6)

 이에

형광체 페이스트 탈바인딩을 위해 열처리 과정을 수행하

였다. 청색 형광체는 고온 공정 시 열화 현상으로 인해 휘

도가 감소 함으로 낮은 온도인 480
o
C에서 10분 간 소성

하였다.
7)

 소결된 형광체는 LCR meter (Agilant-E4980A)을

사용해 유전율을 측정하였고, PL spectrometer(PSI with

vacuum system)을 이용하여 발광특성을 평가하였다. Micro

Vickers Hardness (Shimadzu – HMV 2T-E)를 이용하여 소

결체의 경도를 평가하였으며, SEM (JEOL JSM-6390)을

이용하여 미세구조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에서 적색, 녹색, 및 청색 형광체에 frit를 첨가할

수록 유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유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frit를 혼합하였기 때문에 혼합효과에 의

해 frit의 함량 증가와 함께 유전율의 상승도 이해할 수

있다. Frit을 함유하지 않는 시료의 경우, 소성 후 그 형

상을 유지는 하였으나 유전율을 측정하기 위한 소지의 강

도가 약하여 측정이 곤란하였다. 3 wt% 첨가한 경우에는

유전율이 1.5 수준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형

광체를 구성하는 매우 높은 기공율 때문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서는 SEM 분석 결과(Figs. 6~8)에서 설명하겠다.

유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Fig. 2), PDP내 벽 전하

의 충진은 높아질 수 있으나 무효 전력의 상승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유전율 만의 관점에서는 5 wt% 이내에서 첨

가 까지가 첨가의 한계로 생각된다.

각 형광체에 대해 frit를 혼합 후 소성한 시료들의 경도

를 측정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무기 결합재인 Frit를 형광체와 혼합해 소성하게

되면, 입자간 결합의 세기를 반영 수 있는 경도 값이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무기 결합재 인 frit

가 유리상을 형성함에 의해 형광체 입자간의 결합을 향

상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본 실험과 유사한 Vitrified

bond 다이아몬드 또는 cBN 연마석의 경우 결합의 세기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Fig. 2. The change of dielectric constant of RGB phosphors

according to amounts of frit contents.

Fig. 3. The change of hardness of RGB phosphors according to

amounts of fri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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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도 값을 표시하며 결합세기가 강할수록 입자간 결

합이 증가한 것으로 표현한다.
8)

 본 연구에서도 경도의 변

화는 형광체 입자간 결합세기가 점차 강해진 것으로 생

각할 수 있었다. 

따라서 Figs. 2, 3에서 frit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

간 결합력이 높아지고 유전율도 높아지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결합력에 있어서 frit의 첨가와 더불어 그

효과가 바로 얻어지기 때문에 frit의 첨가는 셀 결함과 같

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Fig. 4는 frit 첨가에 의한 각 형광체의 진공자외선에 의

한 형광특성에 대한 것이다. PDP는 Ne과 Xe의 패닝 가스

방전 시 발생하는 147 nm와 172 nm 파장의 진공 자외선

을 여기원으로 사용하므로 이 진공 자외선에 의한 형광

휘도를 측정 하였다. 무기 결합재를 혼합하지 않은 적색

형광체, 녹색 형광체 청색 형광체의 휘도를 100%로 하고,

무기결합재의 함량에 따른 휘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Fig. 4. The change of brightness of RGB phosphors according

to amounts of  frit contents.

Fig. 5. Photography of RGB phosphors exposed by uv lamp

(235 nm).

Fig. 6. Microstructures of red phosphor with frit (a) 0% (b) 3%

(c) 5% (d) 10% (e) 20% after heat treatment at 480
o
C.

Fig. 7. Microstructures of green phosphor with frit (a) 0% (b)

3% (c) 5% (d) 10% (e) 20% after heat treatment at

48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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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형광체의 경우, 무기결합재의 함량이 3 wt%를 초

과하게 되면 무기 결합재를 함유하지 않는 적색 형광체

에 비하여 휘도가 90% 미만(여기 파장이 172 nm인 경우)

으로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녹

색 형광체 및 청색 형광체에 무기결합재의 함량이 10 wt%

를 초과하게 되면 무기 결합재를 함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발광 휘도가 90% 미만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rit이 0~20 wt% 첨가된 형광체에 자외선 램프(235 nm)

를 비추어 발광 시킨 시편의 사진을 Fig. 5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은 Fig. 4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것으로, 그

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frit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휘도

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s. 6~8은 red, green, blue 각각의 형광체에 무기 결합

재의 첨가량에 따른 미세구조이다. RGB 형광체에 frit을

첨가하게 되면 형광체의 입자 주변에 frit가 편석되어 관

찰된다. 이는 단면뿐 아니라 표면에서도 동일하게 관찰

되었으며, 형광체 발광영역을 줄이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세구조는 형광체 발광능력을 낮추며,

이는 Figs. 4, 5에서 얻어진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형

광체에 무기 결합재가 함유되면 액상 소결로 인해 necking

현상이 발생해 형광체 간 결합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예

상하였지만 SEM으로 관찰 결과 frit의 형상이 크게 변하

지 못하였다. 다만 Fig. 9에 frit의 함량이 10 wt%에서 red

형광체와 무기 결합재간의 necking 현상을 뚜렷하게 관측

할 수 있는 경우가 관찰되기도 하였다.(Fig. 9) 이는 frit가

형광체 강도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미세구조이

며, Fig. 3에서 나타난다.

Figs. 6~8을 보면 RGB 형광체 모두 고압의 CIP를 이용

하여 성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세구조에서 낮은 충진

밀도를 보였다. 이는 실제 PDP 형광체의 열처리 온도인

500
o
C 이하와 10분 내외의 소성시간으로는 세라믹 입자

와 입자 사이의 고상 확산에 의한 necking 현상을 기대하

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라믹의 소성온

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용융온도의 1/2~2/3의 온도를 설정

하는 것은 일반적이므로, 형광체의 열처리 온도 500
o
C로

형광체 입자간 결합을 기대하기에는 매우 낮은 온도로 생

각된다.
9)

 참고로 YBO3의 용융 온도는 1650
o
C,

10)
 Zn2OSiO4

는 1512
o
C,

11)
 BaMgAl10O17는 920

o
C이다.

12)
 따라서 형광

체 열처리 조건 하에서 입자간의 결합은 기대하기 어렵

기 때문에, 미량의 소결 조제가 존재하는 것이 입자간 결

합에 유리 할 것으로 판단한다. 만일 frit의 연화점이 보

다 낮다면, 미량 첨가로도 입자간의 결합에 의한 강도 증

진과 휘도 감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형광체에

무기 결합재인 frit를 첨가하였을 때, 전기적 특성 조절 및

기계적 특성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성형된 형광체의 유전

율 측정 결과 무기결합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유전율과

경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기결합

재의 함량이 증가됨으로써 휘도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을

Fig. 8. Microstructures of blue phosphor with frit (a) 0% (b)

3% (c) 5% (d) 10% (e) 20% after heat treatment at

480
o
C.

Fig. 9. Microstructures of red phosphor with fri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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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Red의 경우 무기 결합재 함량이 3% 초과

시, 그리고 green, blue의 경우 10% 초과시 휘도가 90%

미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PDP용 형광체의 탈락에 의한 Cell 결함과 유전

특성의 조절을 위해 저연화점 frit의 첨가는 형광체 휘도

감쇄 현상을 최소화 하는 점에서 미량 첨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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