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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parent plasma display can be realized by developing the synthetic chemistry of appropriate nanophosphors and generating
nanophosphor-based transparent luminescent layers. For this goal, red-emitting Y(V0.5, P0.5)O4:Eu nanophosphors were synthesized by
a facile hydrothermal route at 200

o
C for 48 h and the resulting nanophosphors were subsequently annealed at 800

o
C at an ambient

atmosphere. The crystallographic structure, morphology, and emission property of the as-synthesized and annealed nanophosphors
were compared. Choosing 2-methoxyethanol as a dispersion medium and applying a standard sonication, well-dispersed nanophosphor
solutions could be prepared. Using these dispersions, visible transparent nanophosphor layers were spin-deposited on glass substrates.
By combining Y(V0.5, P0.5)O4:Eu nanophosphor layer/glass substrate as a rear plate with a front plate used in a conventional plasma
display panels (PDPs), mini-sized transparent red-emitting PDPs were constructed. Transmittance and luminance properties of two
transparent test panels using as-synthesized versus 800

o
C-annealed nanophosphors were characterized and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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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투명 디스플레이(transparent display)는 평상시에는 유리

처럼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표시소자로의 활

용이 가능한 장치를 의미하며, 최근 들어 플렉시블 디스

플레이 및 3D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가장 주목을 받고 있

는 차세대 정보 디스플레이이다. 대부분의 투명 디스플레

이에 대한 연구는 ZnO 및 TiO2와 같은 투명성 산화물을

활성층(active layer)으로 사용하는 투명 박막 트랜지스터

(TFT, thin film transistor) 소자 제작에 관한 연구에 집중

되어 왔다.
1-3)

 이와 같은 투명 TFT 소자를 유기 발광다이

오드(OLED, organic light-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에 적

용함으로써 투명성 능동 구동형 OLED 디스플레이는 구

현될 수 있으며, 실제 연구되고 있는 대부분의 투명 디스

플레이는 이와 같은 OLED 기반의 디스플레이에 국한되

어 있다.
4,5)

 반면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PDP, plasma

display panel) 역시 소자 구조 및 구성 요소를 고려할 때

OLED와 같이 고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디스플레이이다.

일반 PDP가 불투명하게 보이게 하는 주요 구성요소는

격벽과 형광체 층이다. 특히 형광체 층은 수 마이크로미

터 크기의 형광체 분말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가시광

선 영역에서의 빛 산란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형광체

막의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수십 나

노크기 수준의 나노형광체를 합성하여 용액공정을 통해

투명 형광막을 제조하는 것이다. 형광체는 입자크기, 형

상 및 입자 간 응집 등에 의해 발광 효율이 좌우될 수 있

다.
6,7)

 일반적으로 고상 반응법으로 합성된 벌크 형광체

는 5~20 µm의 입자크기를 가지며 높은 양자 수율(quantum

yield)을 가지는데 반하여, 나노형광체(nanophosphor)의 경

우에는 높은 비표면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발광효율

을 나타낸다.
6,8)

 이와 같은 나노형광체의 효율 저하를 극복

하는 동시에 작은 입자 크기와 좁은 크기 분포를 갖는 나

노형광체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습식 합성법이 제시되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졸-겔법(sol-gel),
9,10)

 용액 연소

합성법(solution combustion),
11)

 공침법(co-precipitation),
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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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합성법(hydrothermal),
13)

 용매열 합성법(solvothermal)
14,15)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수열 합성법은 밀링(milling)과 하소

(calcination) 과정이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100~300
o
C)

에서 합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공정이 간단하여 대

량생산에 적합한 특징이 있다. 또한, 입자 크기와 형상 제

어가 온도, pH, 및 계면 활성제의 첨가 등을 통해서 용이

하게 조절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6,13)

Yttrium vanadate(YVO4)와 yttrium phosphate(YPO4)는

희토류 이온을 이용하여 다양한 발광 스펙트럼을 구현하는

데 적합한 모체 결정(host lattice)이다.
9,16)

 YVO4:Eu
3+
는 여기

된 VO4
3- 
음이온에서 Eu

3+ 
활성이온(activator ion)으로 효율

적인 에너지 전이로 인하여 전자빔 및 자외선(UV) 여기를

통해 강한 적색 방출을 보이기 때문에 cathode ray tube(CRT)

와 고압 수은램프용 형광체로 상용화되어 왔다.
9,17)

 YVO4:

Eu
3+
의 화학적 안정성과 고온에서의 발광 특성은 VO4

3-

이온과 동일 구조를 갖는 PO4
3- 
이온의 부분적인 대체에

의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Y(V1-x,Px)O4:Eu
3+
는 YVO4:

Eu
3+
보다 더 나은 발광 특성을 갖는 형광체로서 부각되고

있다.
9,16,18)

 또한, 진공 자외선(VUV, vacuum ultraviolet)

여기 하에서 YPO4이 YVO4보다 더 우수한 에너지 흡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YPO4 결정 내에 VO4
3-
이 부분

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VO4
3-
가 에너지 전이(energy

transfer)의 가교(bridge) 역할을 하기 때문에, Y(V1-x,Px)O4:

Eu
3+
는 PDP용 적색 형광체로서 유력한 후보물질로 보고

되었다.
19)

 Yu 등은 졸-겔법을 통해 나노결정질의 Y(Vx,P1-x)

O4:Eu
3+ 
박막을 제조하였으며, 이때 V 및 P 함량에 따른

발광 강도 및 잔광 시간(decay time)
 
변화를 보고하였다.

20) 

본 연구에서는 수열 합성법을 이용하여 20 nm 이하의

평균 크기를 갖는 적색 발광의 Y(V0.5,P0.5)O4:Eu 나노형광

체를 합성하였으며, 수열 합성된 나노형광체의 열처리 온

도에 따른 결정구조 및 광발광(photoluminescence, PL) 특

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나노형광체를 2-methoxyethanol

에 분산시켜 스핀코팅에 적합한 분색액을 제조하여 유리

기판 위에 투명 나노 형광막을 형성시킨 후, 이를 적용하

여 투명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소자를 제작하여 소자의 발

광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Y(V0.5,P0.5)O4:Eu 적색 나노형광체는 수열 합성법에 의

하여 제조되었으며, 출발물질로 Y(NO3)3 ·6H2O, Eu(NO3)3 ·

5H2O, Na3VO4, Na3PO4를 사용하여 시료가 일정의 조성

이 되도록 각각을 칭량하였다. 먼저, Y(NO3)3 ·6H2O

(9.4 mmol), Eu(NO3)3 ·5H2O(0.6 mmol)를 20 mL의 증류수

에 넣어 30분 동안 용해를 시킨 다음, Na3VO4(5.0 mmol)

와 Na3PO4(5.0 mmol)의 혼합용액을 위의 용액에 넣어준

후 추가적으로 30분을 교반시켜 주었다. 제조된 혼합물을

수열 반응용기인 50 mL autoclavable Teflon vessel에 넣고

수열반응을 수행하였다. Autoclave vessel 내부온도는

200
o
C, 수열반응 시간은 48시간으로 고정하였으며 Eu

3+

이온의 농도를 변화시켜가면서 나노형광체를 제조하였다.

합성된 Y(V0.5,P0.5)O4:Eu 나노형광체를 침전시킨 후 아세

톤을 이용하여 원심분리기에서 7000 rpm으로 10분 동안

반복적으로 세척한 후, 90
o
C에서 1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형광체의 발광 특성 향상을 위해 수열 합성된 나노형광

체 분말을 공기 분위기로 800
o
C에서 2시간 동안 후열처

리를 실시하였다. 

Y(V0.5,P0.5)O4:Eu 나노형광체 분산액을 제조하기 위하여

0.5 g의 수열 합성된 또는 열처리된 나노형광체를 10 mL

의 2-methoxyethanol에 4시간 동안 sonication을 통해 분산

시켰다. 투명 나노형광체 층은 6 cm×6 cm 크기의 소다 라

임 유리 기판에 스핀코팅(3000 rpm, 60초)을 통해 2.7 cm×

2.7 cm의 면적을 가지도록 증착되었다. 교류(ac, alternating

current) 전압-PDP 구조를 갖는 mini-sized 투명 PDP의

test panel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Test panel

의 상판(front plate)은 기존의 PDP 상판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며, 유리 기판, 전극(ITO/bus 전극), 유전 층, MgO 박

막 층으로 구성된다. 상기의 상판과 나노형광체가 코팅된

유리 기판(하판, rear plate)이 100 µm 간격을 두고 결합된

후, 400 Torr의 Ne-20% Xe 방전 혼합 기체를 채웠다. 완

성된 test panel의 방전 실험은 pulsed ac power supply를

통해 30 kHz의 주파수와 280 V의 전압 하에서 실시되었다. 

수열 합성 및 열처리된 나노형광체의 결정 구조 및 입

자 크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말 X-선 회절분석기(Philips

APD 3720)를 이용하였다. 나노형광체의 입자 크기와 형

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주사 전자 현미경(SEM, Hitachi S-

4300)을 이용하였다. 나노형광체의 여기(excitation) 및 발

광(emission) 특성은 450 W Xe lamp를 광원으로 하는

spectrofluorometer (Jobin Yvon Inc., Fluorolog 3)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투명 나노형광체 막의 투과율을 측정하

기 위해서 UV-visible spectroscopy(Shimadzu, UV-2450)를

이용하였으며, 완성된 투명 test panel의 기체 방전 하에서

의 발광 특성은 spectroradiometer(CS-1000, Minolta)를 통

해 측정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수열 합성법을 이용하여 200
o
C에서 48시간 동

안 반응시켜 얻어진 Y0.94(V0.5,P0.5)O4:Eu0.06나노형광체와

이를 800
o
C에서 열처리한 나노형광체의 X-선 회절 분석

결과이다. 나노형광체의 회절 피크는 정방정계 구조

(tetragonal structure)와 I41/amd의 공간군(space group)을

갖는 YPO4(JCPDS 84-0335)와 YVO4(JCPDS 17-0341)

사이의 2θ 값을 가진다. V
5+

(0.059 nm)의 이온 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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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

(0.034 nm) 보다 더 크기 때문에 (Y0.94Eu0.06)(V1-x,Px)O4

(x=0-1)의 경우 x값이 0에서 1까지 증가함에 따라 더 큰

2θ 값을 갖게 된다.
16)

 입자들의 평균 크기는 Debye-

Scherrer’s equation인 D=0.9λ/Bcosθ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D는 평균 입자 직경이고, λ는 Cu Kα 파장

(0.15405 nm)이며, B는 반폭값(FWHM, full-width-at-half-

maximum, radians)이며, θ는 회절각이다. 가장 높은 강도

값을 가지는 (200) 면에 해당되는 2θ=25.33
o
를 나노형광

체의 평균 크기를 계산하는데 사용되었다. 수열반응으로

제조한 나노형광체와 열처리한 나노형광체의 평균 입자

크기는 각각 ~11.6와 ~16.2 nm로 계산되었으며, 이와 같은

계산 결과는 아래 SEM 사진을 통해 관찰된 입자의 평균

크기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800
o
C로 열처리한

경우 수열 합성된 나노형광체보다 좁은 반폭값을 가지는

데, 이는 열처리를 통해 입자 성장이 발생한 동시에 결정

화도(crystallinity)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4,21,22)

 Fig. 2(a)의

SEM 사진에서와 같이 수열반응으로 합성된 나노형광체

는 균일한 입자 분포를 가지면서 약 14 nm의 크기의 구

형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b)는 열

처리한 나노형광체의 SEM 사진이며, 입자 평균 크기는

약 21 nm로 측정되었으며, 열처리하기 전 보다 입자 크기

가 약간 증가한 동시에 입자 간 응집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3(a)는 수열반응으로 합성된 나노형광체의 여기 및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스펙트럼은 240~

360 nm의 범위에서 넓은 밴드를 형성하는데, 이는 VO4
3-

의 산소 리간드(O
2-

)에서 중심의 V
5+ 
이온으로의 전하 이

동(charge transfer)과 Eu
3+
와 O

2- 
사이의 전하 이동에 기인

한 것이다. 하지만, 
7
F0-

5
L6(395 nm), 

7
F0-

5
D2(465 nm)과 같

이 더 긴 파장대에서 나타나는 피크들은 Eu
3+ 
바닥

 
상태

에서 4f
6
의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의 직접적인 f-f 전이에 의한 것이다.

6,8,12,14,20)
 305 nm 여기 파장 하에서 발광 스

Fig. 1. XRD patterns of (a) as-synthesized and (b) 800
o
C-

annealed Y0.94(V0.5,P0.5)O4:Eu0.06 nanophosphors, consistent

with tetragonal crystal structure.

Fig. 2. SEM micrographs of (a) as-synthesized and (b) 800
o
C-

annealed Y0.94(V0.5,P0.5)O4:Eu0.06 nanophosphors with

average diameters of ~14 and ~21 nm, respectively.

Fig. 3. (a) PL excitation and emission spectra of as-synthesized

Y0.94(V0.5,P0.5)O4:Eu0.06 nanophosphors and variation of

PL emission intensity with Eu
3+

 concentration, and (b)

comparison of PL emission intensity of as-synthesized

versus 800
o
C-annealed nanophosp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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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럼은 3가의 Eu 이온들로부터 다중선 전이(mutiplet

transitions)인 
5
D0-

7
FJ(J=1,2,3,4) 전이에 의해 일어나게 된

다. 일반적으로, YVO4:Eu 형광체의 경우에서는 electric-

dipole이 허용된 전이인 
5
D0-

7
F2(618 nm) 및 

5
D0-

7
F4(695 nm)

는 magnetic-dipole이 허용된 전이인 
5
D0-

7
F1(593 nm) 및

5
D0-

7
F3(648 nm) 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발광 피크를 갖

는다. 그 이유는 Eu
3+ 
이온들이 inversion center 이외의 자

리에 위치하게 되면 electric-dipole 전이인 
5
D0-

7
F2,4이 허

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8,22)

 Eu
3+ 
이온의 농도(x=0.03-0.12)

에 따른 Y1-x(V0.5,P0.5)O4:Eux 나노형광체의 발광 강도 변

화를 Fig. 3(a)에 나타내었다. 
5
D0-

7
F2 전이(618 nm)의 발광

강도는 Y(V,P)O4 모체 안에서 Eu
3+
의 농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발광 강도는 Eu
3+
의 농도가

x=0.06까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0.06 이상의 Eu
3+

농도에서 농도 소광(concentration quenching) 효과로 인하

여 발광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농

도 소광은 이웃해 있는 Eu
3+ 
이온들 사이에서 교환 상호

작용(cross relaxation)에 의해 발생되는 에너지 이주(energy

migration) 때문이다.
23)

 Eu
3+ 
이온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온들 간의 평균 거리는 길어짐에 따라 에너지 이주는

어려워져 농도 소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높은

농도에서는 에너지 이주에 의한 비방사 재결합(nonradiative

recombination)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24,25)

 수열반응으

로 합성된 나노형광체와 800
o
C에서 열처리한 나노형광체

의 발광 강도를 Fig. 3(b)에 비교하였다. XRD 패턴과

SEM 사진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열처리 과정은 나노형

광체의 입자 크기 및 결정화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로 인해 열처리된 나노형광체는 수열 합성된 나노형광체

보다 약 1.2배 정도의 다소 우수한 발광 강도를 나타내게

된다. 

Laser ablation 등과 같은 진공 증착법을 이용하여 Y2O3:

Eu
26
와 YVO4:Eu

27 
형광체 박막 제조에 대한 보고가 있었

지만, 형광체가 갖는 다성분계의 복잡한 조성으로 인해

원하는 조성을 갖는 형광체 박막 구현에는 많은 난관이

따른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나노형광체를 합성

하여 분산액을 제조한 후 저비용의 용액 코팅 공정을 통

해 균일한 나노형광체 박막을 형성시키는 연구가 최근 본

연구팀에 의해서 보고되었다.
28)

 본 연구에서는 투명한 적

색 발광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나노형광체를 초음파(ultrasonic)

를 통하여 2-methoxyethanol에 분산시켰으며, 분산용액에

서의 나노형광체의 농도는 약 0.253 mol/L이었다. 수열반

응으로 합성된 나노형광체 및 열처리한 나노형광체가 분

산된 용액을 유리 기판 위에 1번 스핀 코팅하여 증착된

나노형광체 막을 Fig. 4(a,c)에 각각 나타내었다. 이러한

나노형광체 막은 실내 조명 하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

을 정도로 투명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UV

lamp의 254 nm 자외선을 조사한 경우 Fig. 4(b,d)에서와

같이 강한 적색 발광을 나타내는 나노형광체 막을 확인

할 수 있다. 유리 기판 위에 1번 코팅하여 증착된 나노형

광체 막들의 가시광 투과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리 기판

과 비교한 투과율 스펙트럼들을 Fig. 5(a)에 나타내었다.

수열반응으로 합성된 나노형광체 막의 투과율은 유리 기

판 대비 550 nm에서 약 90%의 투과율을 보이는 반면, 열

처리한 나노형광체 막의 투과도는 같은 파장에서 약 68%

Fig. 4. Photographs showing highly transparent layers spin-deposited (3000 rpm, 60 s) on glass substrates using (a,b) as-synthesized and

(c,d) 800
o
C-annealed Y0.94(V0.5,P0.5)O4: Eu0.06 nanophosphors. (a,c) See-through images under room light and (b,d) red-emitting

images under UV (254 nm)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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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XRD 패턴과 SEM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열처리 과정을 통해 나노 형광체

의 입자 크기가 증가하였고, 입자 간 응집 현상이 나타나

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열처리된 나노형광체를 가

지고 형성된 형광막은 그 두께가 다소 증가했을 뿐 아니

라, 막 균일성 역시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

은 이유로 인해 열처리된 나노형광체기반의 형광막에서

는 보다 높은 광 산란이 발생되어 가시광 투과율이 감소

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
29)

 Fig. 5(b)는 상판과 하판(나

노형광체 막/유리기판)을 결합한 test panel의 광 투과율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상판을 유리 기판만으로 사용

한 test panel은 550 nm에서 약 44.3%의 투과율을 보이며,

수열반응으로 합성된 나노형광체와 열처리한 나노형광체

막이 적용된 test panel의 경우에는 같은 파장에서 투과율

이 각각 ~37.9%와 ~28.3%로 감소하였다. 완성된 test

panel의 모식도를 Fig. 6(a)에 나타내었으며, 또한 Fig. 6(b)

에서와 같이 나노형광체 투명 막이 적용된 test panel의 실

제 사진을 통해 제작된 panel의 가시광에서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열반응으로 합성된 나노형광체와 열처리한 나노형광

체가 적용된 test panel의 기체방전 하에서의 발광 스펙트

럼을 Fig. 7(a)에 나타내었다. 열처리한 나노형광체로 코

팅된 panel의 휘도(brightness)가 열처리하지 않은 나노형

광체가 코팅된 panel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열처리 전과 후의 나노형광체의 경우 PL 발광 강도는 약

1.2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비교한다면(Fig. 3(b)), 각각

의 나노형광체가 적용된 panel에서의 휘도값은 더 큰 차

이를 나타내고 있다. 열처리로 인한 나노형광체의 입자

성장 및 입자 간 응집현상을 감안한다면, 단지 수열 합성

Fig. 5. UV-visible transmittance spectra of (a) bare glass, as-

synthesized and 800
o
C-annealed Y0.94(V0.5,P0.5)O4:

Eu0.06 nanophosphor layers deposited on glass substrate,

and (b) mini-sized transparent test panels using the rear

plates in (a). 

Fig. 6. (a) Schematic illustration of a mini-sized transparent

PDP consisting of the front plate (glass substrate/ITO

electrode/bus electrode/dielectric layer/MgO film) and

the rear plate (Y0.94(V0.5,P0.5)O4:Eu0.06 nanophosphor

layer/glass substrate) with a gap of 100 nm between

them and (b) photograph of the completed test panel

with rear plate of 800
o
C-annealed nanophosphor/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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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나노 형광체로 형성된 형광막과 비교하여 열처리된 나

노형광체로 형성된 형광막의 경우에는 형광막의 표면 거

칠기(surface roughness)가 증가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형

광막의 표면 거칠기는 외부 양자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거칠기가 증가할

수록 광 방출 면적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광 추출(light

extraction) 효율 역시 향상된다.
30-32)

 따라서 열처리된 나

노형광체로 형성된 형광막이 갖는 높은 표면 거칠기로 인

해 외부 양자효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7(b)는

열처리하지 않은 나노형광체를 적용한 panel에 있어서 나

노형광체 코팅 횟수에 따른 panel의 휘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번 코팅된 panel의 휘도는 약 14.8 cd/m
2
을 나타

내었으며, 5번 코팅된 panel은 약 16.2 cd/m
2
로 다소 증가

하였다. 나노형광체가 코팅되지 않은 경우에 ~5 cd/m
2
의

휘도값을 나타내는 이유는 방전 기체인 Ne으로 부터의

orange-reddish 발광에 기인한 것이다. 코팅 횟수의 증가에

따라 휘도값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VUV

여기광이 투과할 수 있는 깊이가 약 100~200 nm 정도이

기 때문에 형광막의 두께가 증가하더라도 휘도에는 큰 변

화가 없게 된다. 반면에, Fig. 7(c)에서 볼 수 있듯이, 열

처리한 나노형광체를 적용한 경우에는 1번 코팅 시 panel의

휘도는 약 28.2 cd/m
2
이며, 5번 코팅 시에는 약 46.1 cd/m

2
로

코팅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휘도가 어느 정도 선형적으

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열

처리된 나노형광체로 형성된 형광막의 경우, 코팅이 반복

될수록 형광막의 두께도 증가하지만, 동시에 표면 거칠기

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로 인해 광 방출

면적이 보다 넓어지는 동시에 광 추출이 향상되어 높은

휘도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반복적인 코팅은 나노형광체 막의 휘도를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두께 증가 및 표면에서의 광 산란도 함께 증가하

여 panel의 광 투과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적색 발광의 Y0.94(V0.5,P0.5)O4:Eu0.06 나노형광체가 수열

합성법에 의해 제조되었다. 수열반응으로 제조된 나노형

광체의 입자 크기는 약 14 nm이었고, 800
o
C에서 열처리

한 나노형광체의 입자 크기는 약 21 nm로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열처리 과정을 통해 Eu
3+

 관련 적색 발광은 약

1.2배 향상되었다. 투명 나노형광체 막은 수열반응으로 제

조된 나노형광체와 열처리한 나노형광체를 2-methoxyethanol

에 분산시켜 유리 기판에 스핀 코팅에 의해 형성되었으

며, 1번 코팅된 나노형광체 막의 광 투과도는 550 nm에

서 각각 약 90 및 68%로 측정되었다. 투명 PDP의 test

panel은 기존의 PDP에서 사용되는 상판구조를 적용하였

으며, 나노형광체가 증착된 유리 기판을 하판으로 사용하

여 test panel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투명 test panel의 광

투과율은 수열반응으로 합성된 나노형광체를 적용한 경

우 약 37.9%, 열처리한 나노형광체를 적용한 경우 약

28.3%를 나타내었다. 기체 방전 시, 투명 test panel은 안

정적인 적색 발광을 나타내었으며, 수열반응으로 합성된

나노형광체 및 열처리된 나노형광체를 가지고 1회 코팅

이 적용된 test panel의 휘도는 각각 14.8 및 28.2 cd/m
2
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휘도 차이는 열처리한 나노형광체

를 통해 투명 형광막을 형성한 경우 막의 표면 거칠기가

보다 크고, 이로 인해 광 방출 면적이 증가하고 광 추출

효율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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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Luminance spectra and photographs of test panels

with as-synthesized versus 800
o
C-annealed Y0.94(V0.5,P0.5)O4:

Eu0.06 nanophosphor layers. Variations of luminance of

test panels with (b) as-synthesized versus (c) 800
o
C-

annealed nanophosphor layers with coat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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