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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Xe plasma flat lamp, considered to be a new eco-friendly LCD backlight, requires a further improvement of

its luminance and luminous efficiency.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is type of lamp,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the discharge variables on the luminous characteristics of the lamp. In this study, the luminous characteristics of a coplanar-

type Xe plasma flat lamp with a teeth-type electrode pattern were analyzed while varying the gas composition, gas pressure

and input voltage. The effects of the phosphor layer on the discharge and the luminous characteristics of the lamp were also

studied. The luminous efficiency of the coplanar-type Xe plasma flat lamp improved as the Xe input ratio and gas pressure

increased. Higher luminous efficiency was also obtained when helium (He) was used as a buffer gas and when a phosphor

layer was fabricated on the electrode region. In contrast, the luminous efficiency was reduced with increasing the input voltage.

It was found that the infrared emissions from the lamp were affected by the Xe excitation rate in the plasma, the Xe gas density,

the collisional quenching of excited Xe species by gas molecules, and the recombination rate between the Xe ions and electr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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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LCD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소자로 자체 발광이 불가능하여 backlight라는 외부 광원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LCD backlight 로는 수은(Hg) 플라

즈마를 이용한 냉음극관(CCFL, cold cathode fluorescent

lamp)이 주로 사용되었다. 수은은 매우 우수한 발광 특성

을 보이지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단점을 가지며 선형 광

원인 CCFL은 대면적 LCD로의 적용 시 휘도 균일도가 떨

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무수은 평판 광원의

개발이 요구된다. 다양한 무수은 평판 광원 중 Xe 플라즈

마 평판 램프는 Xe 기체를 사용하여 수은 사용에 의한 환

경문제를 피할 수 있고, 완전한 평면 형태를 가지며 구조

가 단순하여 제작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Xe

은 수은에 비하여 램프의 휘도와 광효율이 떨어지는 단점

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10)

Xe 플라즈마 평판 램프는 전극 배열 형태에 따라 대

향형 방식과 면방전형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대향형 방식

은 방전을 일으키는 전극 부분이 램프의 전면 유리와 후

면 유리에 각각 위치하는 형태를 가진다. 반면에 면방전

형 방식은 전극 부분이 후면 유리의 동일면에 위치하는

형태를 가지는데, 이 방식은 전극 사이의 간격 조절이 용

이하여 다양한 전극 설계가 가능하고 제조 공정이 더욱

단순하며 램프의 냉각이 용이한 장점을 가진다. 선형태의

전극 구조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면방전형 램프는 플라즈

마의 국부적인 수축 현상을 일으키는 문제점을 나타낸

다.8) 반면에 Volkommer5)에 의해 제안된 teeth-type 전극

구조는 선형태의 전극에 tip을 형성시켜 국부적으로 전

기장을 집중시키는 구조로서, 원하는 위치에서 안정된 삼

각형의 방전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Teeth-type

전극 구조에서 방전 기체의 조성과 압력 그리고 입력 전

압과 같은 방전 변수가 광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보고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teeth-type 전극 구조를 가지는 면방전형 Xe

플라즈마 평판 램프에서 기체의 조성, 압력 그리고 입력

전압 등의 여러 방전 변수에 따른 램프의 휘도와 광효

율, 방전 형상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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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 램프는 Xe 플라즈마로부터 생성된 147 nm, 173 nm

의 진공자외선이 형광체를 여기시켜 가시광선을 발생시키

며, 진공자외선의 생성 과정 중 추가적으로 828 nm와

823 nm로 대표되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발생한다. Xe

플라즈마로부터 방출된 광을 분석함으로써 램프 내 Xe 기

체의 방전 및 발광 특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Xe

플라즈마로부터 발생되는 진공자외선은 공기에 쉽게 흡수

되므로 측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반면, 적외선은 측정이 용

이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측정된 적외선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며, 특히 Xe 평판 램프에서 방전 변수가 적외선 발생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전 변수에 따른 Xe 플라즈마 828

nm 및 823 nm의 적외선 방출 변화를 관찰하고 그 의미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Fig. 1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면방전형 Xe 플라즈마 평

판 램프의 단면 개략도 및 평면도 사진을 보여준다. 램

프의 후면부분은 130 mm × 130 mm × 3 mm의 소다-라임

유리위에 전극, 유전체, 형광체 후막을 차례로 스크린 프

린팅 법으로 형성시켜 제작하였다. 전극의 재질은 Ag이

며,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형의 전극에 tip 들을

형성시켜 플라즈마가 안정적으로 발생하도록 한 teeth-type

구조로 형성되었다. 전극의 비저항은 2.27 × 10−8 '
Ωm이고

두께는 6 µm이다. 전극 위에 형성시킨 유전체는 유전상수

가 12.3인 납유리가 사용되었으며 도포 두께는 90 µm이

다. 그리고 가시광 방출을 위하여 형광체를 도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ed - (Y,Gd)BO3:Eu3+, Green - (Ba,Sr)Al11O19:

Mn2+, Blue - BaMgAl10O17:Eu2+의 형광체를 사용하여 Xe

의 진공자외선을 받아서 백색광을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

형광체는 일반적으로 PDP에 사용되는 형광체로서, Xe으

로부터 발생되는 진공자외선에 적합한 형광체로 판단되어

본 실험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색온도 구현

을 추구하기 위하여 blue 형광체의 혼합비율을 비교적 높

게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형광체의 혼합비율은 다

음과 같다:

R:G:B = 30:25:45 wt%.

본 연구에서는 램프 하판 전면에 걸쳐 형광체를 도포

한 경우와 형광체가 기체 방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

기 위하여 전극 위에는 형광체를 도포하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램프 하판을 제작하였다. 하판 전체에 형광체를

도포한 램프를 Lamp I으로 명명하였으며, 전극 위에 형

광체를 도포하지 않은 램프를 Lamp II로 명명하였다. 램

Fig. 1. Schematic diagrams of cross-sectional (a,c) and planar views (b,d) of Lamp I and Lamp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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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의 평면도 사진인 Fig. 1(b) 및 1(d)는 각각 Lamp I 및

Lamp II의 발광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램프는 전극 tip의 존재로 인하여 위치에 따른 휘도

차이를 보인다. 전극 tip과 상대 전극사이에서 나타나는 삼

각형의 고발광 영역이 A 영역이며, tip과 tip 사이의 저발

광 영역을 B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Lamp II는 이들 A, B

영역 이외에도 형광체가 도포되어 있지 않은 비발광 영역

인 C 영역을 포함한다. 램프의 휘도 측정은 Photoresearch

사의 PR650 spectrocolorimeter를 이용하여 1.1 mm2의 측

정 면적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램프 전체의 평균광효율

은 각 영역의 측정 휘도와 면적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실제적인 평판 램프에 있어서는 발광효율을 증진시키기 위

하여 형광체를 램프의 하판뿐 아니라 상판에도 형성시킨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방전 상태의 직접적 관찰을 위

해 램프의 상판에는 형광체를 도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형광체를 여기 시키기 위한 진공자외선

source 기체로 Xe을 사용하였으며, 방전 개시전압을 낮추

고 방전을 안정화시키는 완충 기체로는 He과 Ne을 사용

하였다. 방전 기체의 조성과 압력에 따른 평판 램프의 발

광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기체의 조성과 압력을 자유

롭게 조절할 수 있는 진공 체임버(chamber)내에 평판 램

프를 장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치 개략도를 보여준다. 램프의 구동에는 bipolar

펄스 전원장치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실험에서 주파수는

30 kHz, trigger signal on-time은 2 µs로 고정하였다. 

Fig. 3은 기체조성 Xe(20%)-Ne, 기체압력 80 Torr (1.06 ×

104 Pa)의 조건에서 입력전압(VT)이 700 V로 설정되었을

경우, 입력전압 파형 및 방전 전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bipolar pulse power supply의

전압 파형은 30 kHz의 저주파 성분과 1.25 MHz의 감쇠

하는 고주파 성분이 혼합된 이중 주파수의 형태를 가진

다. 램프11) 및 PDP12)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이중 주

파수의 전압 파형은 방전 중 생성된 하전 입자가 소멸

되기 전에 진동을 유발하여 전자에 의한 기체의 여기효

율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라 저주파 성분만을 인가한 경

우에 비하여 더 높은 광효율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3. 결과 및 고찰

Xe-He 및 Xe-Ne의 기체 조성에서 Xe 입력비, 방전기

체의 압력 그리고 전극 위에의 형광체 도포유무에 따른

최소방전유지전압(VS)을 측정하였다. VS는 램프의 방전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소의 VT 값으로 정의하였다. Fig. 4(a)

는 방전 기체의 압력을 100 Torr (1.33 × 104 Pa)로 일정하

게 유지할 경우, Xe 입력비 즉 Xe/(Xe + He) 또는 Xe/

(Xe + Ne) 에 따른 VS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Xe 입

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VS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Xe은

electron momentum transfer cross-section 및 excitation

cross-section이 He이나 Ne에 비해서 상당히 큰 값을 가

진다.13) 또한 Xe 이온은 He 이온 및 Ne 이온에 비하여

이차전자 방출계수가 상당히 작은 값을 가진다.14) 이에 따

라 Xe 입력비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확률 및 이차전자의

방출량이 감소하여 VS가 증가하게 된다. Fig. 4(b)는 Xe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apparatus used for studying

discharge and luminous characteristics of a coplanar type Xe plasma

flat lamp.

Fig. 3. (a) Trigger signal voltage, (b) input voltage and (c) discharge

current waveform for VT (trigger voltage) of 70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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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비가 20%일 때 램프내의 방전기체 압력이 60 Torr

(0.80 × 104 Pa)에서 140 Torr (1.86 × 104 Pa)까지 변화할 때

방전기체의 압력에 따른 VS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방전

기체의 압력이 증가할수록 모든 경우에서 VS가 증가하였

는데, 이는 압력의 증가에 따라 전자와 기체 원자 간의

충돌확률 증가에 따른 전자의 에너지 손실로 인하여 전

자가 기체 이온화를 일으킬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완충 기체인 He 및 Ne이 방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Fig. 4의 모든 실험 범위에서 Xe-He이 Xe-Ne

보다 높은 VS를 보였으며, Xe 입력비 및 압력의 증가에

따른 VS의 증가율 역시 Xe-He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Xe-He이 Xe-Ne보다 VS가 더 높은 이유는 He

이 Ne보다 electron momentum transfer cross-section이

더 커서 전자의 에너지 손실이 크고,10,13) He의 이온화 에

너지가 Ne 보다 더 커서 (He, 24.59 eV; Ne, 21.56 eV),

He이 Ne보다 이온화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He+과

Ne+은 Xe+에 비하여 수십 배 이상 큰 이차전자 방출계

수를 가지며, He+과 Xe간의 전하교환반응(He+ + Xe→ He

+ Xe+)이 Ne+과 Xe간의 전하교환반응(Ne+ + Xe→ Ne +

Xe+)보다 활발히 일어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14) 따라서 Xe

입력비의 증가 시, Xe-He에서의 실질적인 이차전자 방출

은 Xe-Ne에 비하여 더욱 감소하게 되므로 VS가 더욱 증

가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방전유지전압 VS는 형광체의 도포 형태에 따라서도 영

향을 받는다. Fig. 4에서 전극 위에 유전체뿐만 아니라 형

광체까지 도포된 Lamp I이 전극 위에 유전체만 도포된

Lamp II보다 더 큰 VS를 가지며, Xe 입력비 및 기체 압

력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다. 이러한 VS의 차이는 Lamp I의 경우 형광체의 존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정전 용량을 가져서 방전 전류가

감소하게 되고, 다음 방전에 작용하는 입자 밀도 및 벽전

하도 감소하여 메모리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방전기체의 조건을 가질 때,

Lamp I이 Lamp II에 비하여 최소방전개시전압(VF)이 수

백 볼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F는 기체의 이온

화 경향 및 전극부분으로부터의 이차전자 방출계수가 작

을수록 커지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형광체는 유

전체에 비하여 낮은 이차전자 방출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형광체의 낮은 이차전자 방출계수 역시

VS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공헌한 것으로 판단된다. Lamp

I과 Lamp II 간의 Vs 차이는 Xe-Ne에서보다 Xe-He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Townsend 방전기구의 감마작

용 (γ-process, 전극에서의 이차전자 방출) 차이에 기인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Lamp 내 전극부의 이차전자 방출 계

수는 입사이온의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그리고 전

극 표면물질의 일함수가 클수록 감소하게 된다.15) Xe의 이

온화 에너지는 12.13 eV로서 He 또는 Ne에 비해 그 값

이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하므로, 전극부 표면의 일함수 증

가에 따라 Xe의 경우 He과 Ne에 비해 더욱 큰 이자전

자 방출 계수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Lim 등16)

의 연구에 따르면 MgO 표면 일함수가 증가할 때, Xe의

이차전자 방출 계수 감소율이 Ne의 이차전자 방출 계수

감소율 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 상기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Lamp II에 대비하여 형광체를 전극 위에 도

포시킨 Lamp I에서 형광체 도포에 따른 이차전자 방출

계수 감소 효과가 Xe 이온에 대하여 더욱 크게 나타나

게 될 것이며, 보다 활발한 전하 교환 반응으로 Xe-Ne

보다 Xe 이온 입사량이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하는 Xe-

He 분위기에서 Lamp I에서의 유효 이차전자 방출 계수

감소가 더욱 심화되어, Vs 증가가 더욱 커질 것으로 분

석된다. 

Fig. 4. Minimum sustain voltage (VS) as a function of (a) Xe input

ratio (at pressure of 100 Torr) and (b) gas pressure (at Xe input ratio

of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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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방전기체의 조성 및 압력 변화에 따른 Xe 램프

의 발광 특성을 조사하였다. Fig. 5는 Xe 입력비를 변화

시킬 때 Fig. 1의 고발광 A 영역의 휘도와 램프 전체의

평균광효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Xe 입력비가 증가할수

록 A 영역의 휘도와 램프 전체의 광효율은 증가하며, 이

는 주로 Xe 기체 농도 증가에 따른 Xe 여기율의 증가에

기인한다. 삼체 충돌(three-body collision)에 의해 형성되는

Xe2
*는 150 nm, 173 nm의 진공자외선을 방출하며, 이는

Xe*에서 방출되는 147 nm의 진공자외선에 비하여 자기흡

수(self-absorption) 확률이 작다.8,17-19) 그런데 Xe 입력비의

증가는 삼체 충돌의 확률을 증가시켜서 Xe2
* 농도를 증

가시키므로, 이 또한 램프의 발광효율 증가에 일부 기여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Fig. 5의 모든 실험 조건에서 Xe-

Ne이 Xe-He보다 더 낮은 휘도 및 광효율을 보였다. 이

는 Xe-He보다 이온화 반응이 더 용이한 Xe-Ne 기체 분

위기에서 인가된 전력이 발광과 직접 관련된 Xe의 여기

반응보다는 기체 이온화 반응에 더 많이 소모되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Fig. 5에서 형광체 도포 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전

극 위에 유전체뿐만 아니라 형광체까지 도포된 Lamp I이

전극 위에 유전체만 도포된 Lamp II보다 휘도와 광효율

이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험 범위에서 Lamp

I은 Lamp II에 비해 Xe-He에서는 A 영역의 휘도가 평균

22%, 램프 전체의 효율은 평균 380%가 더 높게 나왔으

며, Xe-Ne에서는 A 영역의 휘도가 평균 20%, 램프 전

체의 효율은 평균 170%가 더 높게 나왔다. 휘도 증가량

에 비하여 광효율의 증가량이 훨씬 큰 주된 이유는 Lamp

II의 비발광 C 영역의 존재 때문이다. Lamp II의 경우

Fig. 1(d)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발광 C 영역의 면적이

램프 총 면적의 38%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램프 전체의 광효율이 더욱 크게 감소하였다. Lamp I의

휘도 및 광효율이 높은 또 다른 이유로는 Lamp I의 경

우 전극위에 유전체층 뿐만 아니라 형광체층도 도포되어

있음으로 인한 방전 특성의 차이 때문이다. 전극위에 도

포된 형광체는 유전체보다 이차전자 방출계수가 작고 또

한 정전용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방전 전류를 줄이고, 전력

소모를 감소시켜 광효율을 증가시키는데 공헌하게 된다.

Fig. 6은 방전기체의 압력의 변화에 따른 고발광 A 영

역의 휘도 및 램프의 평균광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램프

내 기체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A 영역의 휘도와 램프 전

체의 광효율은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총

Fig. 6. Luminance of Region A and luminous efficiency for Lamp

I and Lamp II as a function of gas pressure for various Xe input

ratios. VT: 900 V. Xe input ratio: 5%, 20%, and 40%.

Fig. 5. Luminance of Region A and luminous efficiency for Lamp

I and Lamp II as a function of Xe input ratio for various pressures.

VT: 900 V. Pressure: 60 Torr (0.80 × 104 Pa), 100 Torr (1.33 × 104 Pa)

and 140 Torr (1.86 × 104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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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증가에 따른 Xe 기체 농도의 증가에 의해 Xe 여기

율이 증가하고 삼체 충돌에 의한 Xe2
*의 형성이 촉진되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입력전압의 크기 즉 VT의 변화에 따라서도 램프의 방

전 특성 및 발광 특성 역시 변하게 된다. Fig. 7은 VT의

변화에 따른 고발광 A 영역의 휘도와 램프의 평균광효율

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A 영역의 휘도는 Fig. 8의

solid line으로 표시된 A 영역 중심에 위치한 1.1 mm2의

작은 측정 면적(S)에서 측정한 것이다. VT가 증가할수록

A 영역의 휘도는 Lamp 및 방전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서 증가하였다. 반면에 광효율은 VT가 증가

할수록 모든 경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VT가 증

가하면 플라즈마 내의 전자들은 전계로부터 높은 에너지

를 얻게 되고 이에 따라 기체의 이온화 및 여기화가 활

발하게 일어나서 휘도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전계가 강

해질수록 전자의 에너지와 밀도는 증가하지만, 증가된 전

자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여기 반응이 아닌, 이온화 반

응에 더 많이 소모되고 전자 밀도의 증가에 의해 stepwise

reaction20)으로 인한 Xe 여기종의 손실이 증가하여 광효율

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앞서의 Xe 입력비 및 압력의

변화에 대한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Xe-He이 Xe-Ne보다

더 높은 A 영역 휘도 및 광효율을 보였으며, Lamp I이

Lamp II에 비하여 높은 휘도 및 광효율을 나타내었다. 

Fig. 8은 Lamp I에서 VT가 900 V에서 1200 V로 증가

할 때, 그리고 Lamp II에서 VT가 600 V에서 900 V로 증

가할 때 램프 내 플라즈마 발광 형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Fig. 8(a) 및 8(b)는 전극 위에 유전체뿐만 아니라

형광체까지 도포된 Lamp I의 경우로서, Xe-He과 Xe-Ne

모두 VT 증가에 따른 플라즈마 발광 형상의 변화가 나

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Fig. 8(c) 및 8(d)는 전극 위에 유

전체만 도포된 Lamp II의 경우인데, VT가 증가함에 따라

플라즈마의 발광 형상이 변화해서 삼각형의 A 영역 형태

Fig. 7. Luminance of Region A and average luminous efficiency for

Lamp I and Lamp II as a function of VT. The measurement area of

the luminance of Region A: 1.1 mm2. Xe input ratio: 20%. Pressure:

100 Torr (1.33 × 104 Pa) and 140 Torr (1.86 × 104 Pa).

Fig. 8. Luminous shapes at different VT values for (a) Lamp I with Xe-He, (b) Lamp I with Xe-Ne, (c) Lamp II with Xe-He and (d)

Lamp II with Xe-Ne. Pressure: 100 Torr. Xe input ratio: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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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삼각형이 축소되어 선형 쪽으로 변화함을 볼 수 있다. 

Fig. 8의 점선의 원으로 표시된 측정 면적 50 mm2의 넓

은 면적에 대하여 휘도를 측정하고, 이를 Fig. 9에 나타

내었다. 측정 면적이 큰 50 mm2의 경우에는 휘도가 낮은

영역인 B 영역 및 Lamp II의 경우 발광이 일어나지 않

는 C 영역이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측정 면적 1.1 mm2

에서의 휘도에 비해 약 30~50%정도 낮은 휘도값을 보이

고 있다. 측정 면적 1.1 mm2에서 측정된 A 영역의 휘도

즉, 발광 중심부의 휘도는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Lamp I, Lamp II 모두 VT의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하였

다. 그러나 측정 면적이 50 mm2 일 때, Lamp I의 경우

VT가 증가함에 따라 측정 휘도가 계속하여 증가함을 보

이지만, Lamp II의 경우 700~900 V 이상으로 VT가 증가

하면 측정 휘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때 A 영역의 발광 형태가 삼각형에서 선형으로 변함을 관

찰할 수 있었다. 

기체 방전 시, 플라즈마는 전계의 크기가 가장 큰 전극

tip 끝과 반대 전극 간에 우선적으로 형성되게 된다. 매우

높은 입력전하로 인하여 플라즈마 밀도가 크게 증가될 경

우 강력한 국부 전계의 형성으로 인하여 플라즈마가 선형

으로 수축된다. 램프 내 방전이 선형의 수축된 플라즈마

로 변형될 경우, 생성된 플라즈마는 그 영역이 작아질 뿐

아니라 전자 밀도의 증가에 의한 stepwise reaction의 증

가로 단위 입력전력당 광효율이 감소하게 된다. Lamp II

의 경우 700~900 V 이상으로 VT값이 증가하면 이와 같

은 플라즈마의 수축현상이 발생함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에 Lamp I의 경우에는 1200 V의 VT까지도 이와 같은

플라즈마의 수축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극을

덮고 있는 형광체의 존재에 의한 정전용량의 감소 및 형

광체의 작은 이차전자 방출계수로 인하여 방전 전류가 감

소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Xe 플라즈마 평판 램프의 방전 시, Xe의 여기종으로부

터 형광체를 여기시켜 가시광선을 발생시키는 진공자외선

이 발생된다. 그리고 이들 진공자외선의 생성과정에서 파

장 828 nm 및 823 nm의 특성 적외선이 동반하여 발생한

다. 본 연구에서는 방전 변수들이 828 nm 및 823 nm의 적

외선들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 10은 VT

의 변화에 따른 828 nm/823 nm의 적외선 강도비 (이후,

I(828 nm) / I(823 nm)로 표기)를 보여주고 있다. 전극 위에

유전체뿐만 아니라 형광체까지 도포된 Lamp I의 경우에

서는 VT 증가에 따라 Xe-He 및 Xe-Ne의 두 기체 조성에

서 I(828 nm) / I(823 nm)는 매우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전극 위에 유전체만 도포된 Lamp II의 경

우는 VT가 700~900 V 사이에서 I(828 nm) / I(823 nm)가

급격히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Lamp II에서 I(828 nm) /

I(823 nm)가 급격히 감소하는 VT값은 Fig. 8(c) 및 Fig.

Fig. 10. Intensity ratio of 828 nm radiation to 823 nm radiation as a

function of VT. Pressure: 80 Torr (1.06 × 104 Pa). Xe input ratio: 40%.

Fig. 9. Luminance of Region A for Lamp I and Lamp II as a function

of VT. The measurement area of the luminance of Region A: 50 mm2.

Pressure: (a) 100 Torr (1.33 × 104 Pa) and (b) 140 Torr (1.86 × 104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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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에 나타난 바와 같은 급격한 플라즈마의 수축 현상

이 발생하는 지점과 거의 일치한다. 즉 방전 형태가 확

산된 플라즈마 형태에서 선형의 수축된 플라즈마 형태로

전이될 때 I(828 nm) / I(823 nm)가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Fig. 11은 Xe 입력비를 10%에서 100%까지 증가시키

면서 측정한 I(828 nm) / I(823 nm)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Fig.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적외선 비는 램프의 방

전 모드가 변하기 않는 한 VT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Fig. 11에서의 적외선은 VS의 조건에서 측정하

였다. Xe 입력비의 증가에 따라서 I(828 nm) / I(823 nm)는

대략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Xe(100%)의 경우, Xe(10%)

의 경우보다 약 6.5배 더 큰 I(828 nm) / I(823 nm) 값을

보여주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Xe-He 혼합 기체가 Xe-Ne

혼합 기체보다 더 큰 I(828 nm) / I(823 nm)를 나타내었다.

Fig. 12는 일정한 방전기체의 조성에서 방전 기체의 압력

을 10 Torr (0.133 × 104 Pa)에서 100~120 Torr (1.33~1.60

× 104 Pa)까지 변화시키면서 측정한 I(828 nm) / I(823 nm)

비를 보여주고 있다. 압력에 대한 I(828 nm) / I(823 nm)의

변화 경향은 완충 기체의 존재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경

향을 나타내었다. Xe 입력비가 100%인 경우에는 압력의

증가에 따라 I(828 nm) / I(823 nm)가 약 2.3~2.5배 정도

증가하다가 80~100 Torr 이상부터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

였다. 반면에 Xe 입력비가 10%인 경우에는 압력의 증가

에 따라 I(828 nm) / I(823 nm) 비는 계속 감소하였다. 

Xe 여기종 Xe*(6p[1/2]0: Racah notation)은 Xe*(6s[3/

2]1)로의 천이에 의하여 828 nm의 적외선을 방출하고,

Xe*(6s[3/2]1)는 147 nm의 진공자외선을 생성하며 소멸되

며, 또 다른 Xe 여기종 Xe*(6p[3/2]2)는 Xe*(6s[3/2]2)로

의 천이에 의하여 823 nm의 적외선을 방출하고, 생성된

Xe*(6s[3/2]2)는 다른 Xe과 결합하여 Xe2
*를 형성한 다음

173 nm의 진공자외선을 생성하며 소멸된다.21) Stefano21,22)

등은 Xe*(6p[1/2]0) 생성에 대한 Xe 농도 의존성이 Xe*

(6p[3/2]2) 생성에 대한 Xe 농도 의존성보다 더 커서 Xe

농도가 증가할수록 Xe*(6p[1/2]0)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생

성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Xe 농도가 증가하는 경

우 828 nm의 생성원인 Xe*(6p[1/2]0) 농도가 상대적으로

더 커서 I(828 nm) / I(823 nm)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램프 내에 존재하는 기

체 분자들은 적외선 발생원인 Xe*(6p)에 대한 collisional

quenching을 일으키는데, 이에 따라 적외선의 발생이 영

향을 받게된다. Table 1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Xe은 823

nm 적외선 발생원인 Xe*(6p[3/2]2)에 대하여 더 활발한

collisional quenching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Xe 밀도 증

가는 823 nm의 발생을 감소시켜 I(828nm) / I(823nm)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완

충 기체로 사용되는 He, Ne은 828 nm 적외선 발생원인

Fig. 12. Intensity ratio of 828 nm radiation to 823 nm radiation as

a function of gas pressure for Xe input ratios of 100% and 10%.

Fig. 11. Intensity ratio of 828 nm radiation to 823 nm radiation as

a function of Xe. Pressure: 60 Torr (0.80 × 104 Pa).

Table 1. Total quenching rate constants (unit: 10−11 cm3s−1).23)

Xe(6p) He Ne Xe

6p[1/2]0 2.0 ± 0.2 3.4 ± 0.2 0.58 ± 0.05

6p[3/2]2 0.17 ± 0.08 0.05 ± 0.03 8.2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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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6p[1/2]0)와 더 활발한 collisional quenching을 일으킨

다. 따라서 완충 기체인 He, Ne의 밀도가 증가하면, 즉

Xe의 입력비가 감소하면, 828 nm의 발생을 감소시켜 I(828

nm) / I(823 nm)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분

석된다. 

Xe 이온과 전자간의 재결합 반응 또한 적외선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Xe 이온과 전자는 재결합을 하여

Xe*(5d[3/2]1), Xe*(5d[5/2]2)를 생성한 후 Xe*(6p[3/2]2)를

거쳐서 Xe*(6s[3/2]2)로 변환이 되고, 이 과정은 823 nm의

적외선 발생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21,24,25) 반면에 828 nm

의 적외선은 주로 Xe 기체의 여기에 의해서만 발생된다.

따라서 램프 내 플라즈마의 밀도가 증가하여 Xe의 이온

화율이 증가할수록 Xe 이온과 전자간의 재결합률이 증가

하여 I(828 nm) / I(823 nm)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VT

의 변화에 대한 I(828 nm) / I(823 nm)의 변화를 보여주는

Fig. 10의 결과는 전자와 Xe 이온의 재결합률에 의한 것

으로 해석된다. VT가 증가하는 경우, 입력 전력의 증가로

인하여 플라즈마의 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Xe 이온

과 전자 간의 재결합을 증가시켜 823 nm의 적외선 강도

를 증가시킴으로써 I(828 nm) / I(823 nm)를 감소시키게 된

다. Lamp II에서 플라즈마가 확산된 형태에서 선형의 수

축된 형태로 변환되는 VT 700~900 V 지점에서 I(828 nm) /

I(823 nm)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선형의 수축된 플

라즈마에서 하전입자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Xe 이온과

전자와의 재결합률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이 I(828 nm) / I(823 nm)는 기체의 여기화율 /

이온화율의 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인

가 전력이 방전기체의 여기화보다 이온화에 더 많이 사

용될수록 램프의 방전효율이 나빠지게 된다. 따라서 Fig.

7 및 Fig.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전 변수 VT의 변

화에 따라 램프의 방전효율과 I(828 nm) / I(823 nm) 비가

같은 변화 경향을 보이게 된다. 

Xe 입력비의 변화에 대한 I(828 nm) / I(823 nm)의 변화

를 보여주는 Fig. 11의 결과는 Xe 농도 증가에 의한

Xe*(6p[1/2]0)의 농도 증가 효과 및 Xe과 He, Ne에 의한

Xe*(6p)의 collisional quenching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Xe 입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Xe

농도가 증가하고 He, Ne 농도가 감소하므로 두 효과 모

두 828 nm의 발생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결국 I(828

nm) / I(823 nm)를 크게 증가시키게 된다. 그리고 Xe-He의

경우가 Xe-Ne의 경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더 높은 I(828

nm) / I(823 nm)를 보이는데, 이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Xe*(6p[1/2]0)에 대한 quenching 효과가 He보다 Ne

의 경우에서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체 압력의 변화에 대한 I(828 nm) / I(823 nm)의 변화를

보여주는 Fig. 12의 결과에서 Xe(100%)의 경우에는 기체

압력 증가에 따라 Xe 농도 증가에 따른 828 nm의 발생원

인 Xe*(6p[1/2]0)의 농도 증가 효과와 collisional quenching

에 의한 823 nm의 발생원인 Xe*(6p[3/2]2)의 농도 감소 효

과로 인하여 I(828 nm) / I(823 nm)가 증가한다. 그러나 압

력이 증가하면 플라즈마 밀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

우 삼체 충돌에 의한 Xe 이온과 전자간의 재결합률이 증

가하여 823 nm의 적외선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압력이 너무 큰 경우에는 오히려 I(828 nm) / I(823 nm)가

감소하게 된다. 한편 Xe(10%)-He 및 Xe(10%)-Ne의 경우

에는 Xe(100%)의 경우와 달리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완

충 기체인 He 및 Ne 농도 증가에 따른 828 nm 적외선

발생원인 Xe*(6p[1/2]0)의 collisional quenching 효과가 크

게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Xe(10%)-He 및 Xe(10%)-Ne의

조건에서 압력이 증가할 경우, I(828 nm) / I(823 nm) 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Teeth-type 전극 구조를 가진 면방전형 Xe 플라즈마 평

판 램프를 제작하여 방전 기체의 조성, 압력 및 입력 전

압에 따른 방전 특성 및 발광 특성을 조사하였다. 램프

의 광효율은 Xe 입력비 및 압력의 증가에 따라 향상되

었고, 완충 기체로 He이 사용된 경우와 전극 위에 형광

체가 도포되어 있는 경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입력 전압이 증가하는 경우, 휘도의 증가량보다 전력 소

모량이 더 커서 광효율은 감소하였다. 특히 전극 위에 형

광체가 도포되어 있지 않고 유전체만 도포되어 있는 경

우, 전압 증가에 따라 선형으로의 플라즈마 수축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 때 급격한 I(828 nm) / I(823 nm)의 감소

가 동반하여 나타났다. Xe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828 nm

및 823 nm의 적외선은 Xe*(6p[1/2]0) 및 Xe*(6p[3/2]2)의

생성률에 관계되며, I(828 nm) / I(823 nm)는 플라즈마에서

의 Xe 기체 여기율, Xe 기체의 농도, 기체 분자에 의한

Xe 여기종의 collisional quenching, 그리고 플라즈마 밀

도에 따른 Xe 이온과 전자간의 재결합률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828 nm의 적외선은 Xe 기

체의 여기에 의해 생성되고 823 nm의 적외선은 Xe 기체

의 여기뿐만 아니라 Xe 이온과 전자와의 재결합 반응에

의해서도 상당수 생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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