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PDP : 플라즈마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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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ㅇ 플라스마는양․음의 하전입자가 공존하여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관계로 물질을 구성하는 3태(態)인 고체․액체․
기체의 세가지 형태와 비유하여제4의 물질상태로 불리고 있다.

고체, 액체, 기체, 플라스마

고체, 액체, 기체, 플라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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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마 방전현상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를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
(Plasma Display Panel ; PDP)로

분류하고 있다.

※ 방전형 디스플레이는 1966년 미국일리노이 대학의 Bitger와 Slottow가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로 발표하였고 지금은 AC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DC형 PDP는 1968년에 네덜란드 필립스사의 Bohr에 의해 발
표되었고 당시 매트릭스디스플레이(dot matrix display) 또는 미국
베로즈(Burroughs)사에서는 자기주사패널(self scan panel) 등으로
불리워 졌다.
□

PDP가

평판으로서 대형화가 가능한 이유는 두께가 각각

되는 유리기판을

2장

체를 도포하고 약

㎜

3

정도

사용하여 각각의 기판위에 적당한 전극과 형광

～ ㎜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여 그 사이의 공

0.1

0.2

간에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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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

□ 플라스마 표시장치안의 각각의 방전 셀(cell)에는 화상을 표시하기 위
하여 발광을 수반하는 표시방전과, 이 표시방전을 점등 및 소등하여
제어하는 어드레스(address) 또는 신호 방전이 있다. 플라스마 표시
장치는 이들의 방전형태에 따라 직류(DC) 또는 교류(AC)로 분류한다.
단순형
Refresh 형
보조방전형
DC형
단순형
Memory 형
보조방전형

(a) DC형

PDP 구동
Refresh 형

전극

Memory 형

유전층

AC형

DC․AC 혼합형

(b) AC 대향형

(c) AC 연방전형

□ PDP는 상판유리와 하판유리사이에 Ne+Ar, Ne+Xe 등의 가스를 넣은 후,
마주 보는 전극(양․음극)에 전압을 인가하여 가스방전에 의해 발생
되는 자외선으로 R․G․B형광체를 발광시켜 표시하는 장치로
□ 표시전극에 따라 고정패턴표시와 메트릭스표시 방법이 있는 데 고정
패턴표시는 일자형전극패턴의 각 세그먼트를 on․off함으로써 숫자표
시를 하는 것이며 메트릭스표시는 방전셀을 세로(X)전극과 가로(Y)
전극사이의 교차점을 on․off하여 방전하여 갖가지 문자나 패턴을 표
시한다.
□ 방전구조에 따라 구분하면 AC구동형과 DC구동형으로 구분되며 AC
구동형은 메모리기능을 갖고 있는 것과 메모리기능이 없는 리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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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Reflesh)이 있으며 DC구동형은 reflesh형과 selfscan형이 있다.
ㅇ AC형 PDP는 DC형과 같이 배면기판 위에 수직전극을 평행하게 설치
하고 그 전극을 유전체로 절연한다. 가스방전을 이용하는 것에 관계
없이 전극을 절연한다. 유전체의 표면에는 방전특성을 좋게 하기 위
해 MgO를 증착한다.

ㅇ DC형 PDP는 소다유리 배면기판 위에 음극을 평행하게 형성하고 다시
그 위에 격벽을 음극과 수직하게 설치한다. 방전은 음극을 따라서 퍼
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격벽으로 막고 있다.
※ 구조적인 차이점은 DC형은 방전셀에서는 전하를 축적하는 유전체
층이 없고 전면유리측은 투명한 양극(anode)과 방전셀을 격리하는
격벽이 형성된다. 후면유리측은 AC형에 비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즉, 간단히 말하면 DC형 전극은 방전공간에 노출이 되어 전
류제한을 위한 외부저항을 만들어야 하는 점이 있으나, AC형은 유
전체로 전극을 덮어 자연적 전류제한을 할 수 있어 방전시 이온충
격으로 부터 전극이 보호되어 DC 형에 비해 긴 수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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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릭스형의 구조는 금속전극의 표면에 유전체를 균일하게 덧댐으
로써 각각의 셀에 용량성 저항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것에 의해 한
개의 셀이 방전하면 다른 셀이 방전하지 않는 결점이 해결되며, 더욱이
메모리 기능이라는 극히 유용한 기능도 얻을 수 있다.
□ 메모리기능을 갖춘 패널이 밝지만 구동회로의 복잡함이나 유리패널에
요구되는 특성의 엄격함을 고려할 경우 단순 메트릭스 방식이 제작
상 유리하다.
□ 기타 AC형 발명에 자극되어 1970년 Burrough사의 Holz와 Ogle은
TM형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를 발명하여 실용화하였다. TM형 디스
플레이는 하전 입자의 확산 작용을 이용한 Shift Addressing기술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기술로서, 구동소자의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장
점을 갖고 있었다.
 AC형 구동방식

□ AC형과 DC형 칼라PDP의 구동방식은 5개부로 구성되는데 세로측
구동부(column), 가로측 구동부(row), 타이밍컨트롤러(timming
controller), 데이터버퍼(data buffer) 및 전원공급부로 구성되어 있다.
Data

data buffer

Clock

timining
controller

column
controller

Row
controller

PDP

PDP 구동부의 블록다이아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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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가로측 전극양단에 2개의 콘덴서를 유리패널 내부에 설치하고 이
콘덴서를 통해 2쌍의 구동전극이 매트릭스 형태로 배선되어 있다.
이러한 전극의 조합에 의해 가로측 전극과의 매트릭스와 연계되어
가로측을 다중 구동할 수 있게 된다.
□ 계조표시방법은 방전펄스의 횟수로써 제어한다. AC형의 경우에는 발
광순간이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변조는 적용할 수 없다. 따
라서 방전횟수로써 중간조를 만들 수 있다. 밝기는 방전횟수에 정확히
비례하며 64계조 이상의 표시도 가능하다.
 DC형 구동방식

□ 디스플레이의 가로 전극측은 음극(cathode)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세로
전극측을 구동하는 IC는 양극(annode)측이 되고 표시정보를 제어하
게 된다.
Visible

Visible
Phosphor

Plasma
Plasma

Phosphor

Cathode

Cathode

□ 이러한 가로측과 세로측 2개의 구동장치와 정보를 읽어내는 시간은
타이밍컨트롤러의 부분에서 동기한다. 결국 표시화면의 도트수가 많
아지면 1셀에 주어지는 펄스폭이 감소하여 화면은 어두운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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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

□ 플라스마 표시장치 안의 각각의 방전 셀(cell)에는 화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발광을 수반하는 표시방전과, 이 표시방전을 점등 및 소등하여
제어하는 어드레스(address) 또는 신호방전이 있다. 플라스마 표시장
치는 이들의 방전형태에 따라 직류(DC) 또는 교류(AC)로 분류한다.
□ 플라스마 표시장치에 사용되는 방전기체는 He, Ne, Ar 또는 이들의
혼합기체들로 바탕기체(buffer gas)를 형성한 후, 여기에다가 소량의
Xe기체를 섞는다. 이 때 발생되는 PDP 플라스마는 대기압에 가까운
고압력 글로우 방전이다.
□ 전극은 한쪽 유리기판에 마주보고 나란히 표시(sustain/display : X)
전극과, 주사(scan:Y) 전극을 배치하고 또 다른 한쪽에 신호(address)
전극을 직각으로 교차하여 배치한다.
Black stripe
Front glass substrate

MgO layer
ITO electrode
Bus electrode

Dielectric layer

Barrier rib
Rear glass substrate

Phos. Red

Phos. Green

Address electrode

Phos.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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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plate

Cathode

Rib

Resistor
Anode

Phosphor

Rear plate

Auxilliary anode

Anode bus line

□ PDP하판에 신호 전극을 설치하고 그 위에 유전층을 도포하고, 격벽
(barrier rib)을 설치한 다음 형광체를 격벽과 신호전극을 덮고 있는
유전체 위에 도포한다.
□ 격벽을 따라서 도포된 빨강 (R), 녹색 (G), 파랑 (B)에 해당하는 세개의
골이 하나의 화소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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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P상판에는 투명한 방전표시전극과 주사전극을 형성하고. 투명전극
재료로는 ITO(Indium Tin Oxide)를 사용하며, 가시광선의 방출에 영
향 받지 않도록 ITO 양끝에는 버스전극을 알루미늄 또는 크롬/구리/
크롬층으로 형성한다.
□ 다음으로 PbO계통의 유전체로 도포하고, 그 표면에 MgO보호막을
증착한다. MgO보호막은 PbO 유전층을 이온의 스퍼터링으로부터 보
호하여 주며, PDP 플라스마 방전시 낮은 이온에너지가 표면에 부딪
혔을 때 비교적 높은 이차전자 발생계수의 특성을 가져 방전 플라스
마의 구동 및 유지전압을 낮추어주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 PDP 내부는 He, Ne, Ar 또는 이들의 혼합체와 Xe의 혼합기체를 사
용하여 봉입한다. 이와 같은 구조의 방전플라스마는 같은 기판상에
설치한 작은 공간인 표시전극(X) 및 주사전극(Y)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미소면방전플라스마라고 부른다. AC PDP의 미소방전은 유
전층으로 덮여진 전극사이에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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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극, 도전재료

□ 패널의 전극부분을 구성하는 재료는 각종 인쇄용페이스트, 은(Ag),
은-파라듐(Ag-Pd), 니켈(Ni) 등의 도전성페이스트가 사용된다. 사용
목적은 리드선의 접속, 투명전도막의 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상도체
또는 DC형 PDP의 경우에는 음극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페
이스트는 금속분말 이외에도 30～40%의 분말유리와 혼합하여 사용
한다.

 유리 재료

□ 유리는 PDP패널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전면유리, 후면유리는
물론 방전셀을 분리하는 격벽, 유전체도 유리페이스트(glass paste)로
만들어지며 도전성페이스트의 성분중 약 30%는 분말유리이다.
□ 유리판은 비교적 균일한 평탄면을 갖도록 플로트법(float method)에
의해 제작된 유리로 소다(soda)계의 유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
유리는 용해된 주석면 위에 띄워서 만들어진다. 주석에 접한 면과 반
대면에서의 표면평탄도와 특성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 94 -

원료

용해소
분위기 조정용 gas
Float bath
냉각소
절단

제품

용해금속

FLOAT법법 : 그림자료
그림자료 인용-(주)오디티의
인터넷자료
FLOAT
인용 - (주)오디티의
인터넷자료

□ 투명도전막은 산화주석막(SnO2) 또는 ITO막(InO2, SnO2)이 사용된다.
산화주석막은 열에 강하지만 투명도, 도전성 및 가공성에서 ITO막이
더 우수하다. 유리판에 투명도전막을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증착에 의
한 방법과 CVD법 등이 있다.
화

면
유리기판

MgO층
(유전체층 보호 및
전자방출 역할)
적벽 (Barrier Rib)
어드레스 전극
(Address Electrode
: 데이터를 써넣는 역할)

버스 전극
(Bus Electrode
: 전류 흐름을 도움)

형광체

유전체층
(Dielectric Layer
: 발생된 전하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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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전극
(ITO Electrode,
Transparent Electrode)

□ 격벽유리페이스트는 방전셀을 격리함으로써 셀과 셀사이의 누화
(Crosstalk)를 방지하여 서로의 절연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제3전극을 첨가하는 부분에 사용된다.

 봉입 가스

□ PDP에서는 봉입되는 불활성가스의 순도가 중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불활성가스는 He, Ne, Ar, Xe, Kr등이 있고 AC형의 경우에는 Ne를
DC형의 경우에는 Ne : Ar(0.5%) : Hg의 혼합가스를 주로 사용한다.
 형광체(R․G․B)재료

□ 적색형광체로는 이트륨, 가돌리뇸, 보론산염모체(matrix)에 유로퓸을
활성체(activator)로 사용한(Y, Gd)BO4 : EU3+ 또는 Y2O3 : EU3+
등이 사용되고 녹색형광체로는 규산아연모체에 망간활성체의 ZnSi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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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n이 가장 유망하다. 청색형광체는 바륨마그네슘알루미네이트(Ba,
Mg)Al14O23: EU2+형광체가 양호한 재료로 알려져 있다.
Sustain electrode(ITO)
Red

Green

Blue

Front glass substrate

Dielectric layer
MgO layer

Barrier rib
Gas seal

Phosphor Red

Address electrode
Phosphor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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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r glass substrate

Phosphor Blue

4

제조공정

 제조공정 개관

□ PDP제조공정은 전공정인 상판공정, 하판공정 및 후공정과 모듈조립
공정으로 구분된다.
ㅇ 상판공정은 ①상판전극형성(박막기술과 포토리소그래피기술), ②유전
체인쇄(전기적으로 condenser 기능을 위하여 유전체를 코팅), ③seal
재 형성(상하판 합착을 위하여 저융점 frit glass를 형성), ④보호막형
성(유전층을 보호하고 2차전자 방출계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MgO
박막을 증착하여 보호막을 형성함)
ㅇ 하판공정은 ①어드레스전극형성(방전용의 어드레스 전극을 인쇄방식
으로 형성), ②격벽형성(방전공간을 보호하고 cross talk를 방지하기
위해 높이 100㎛가량의 격벽형성), ③형광체형성(각각의 격벽사이에
R․G․B형광체를 strip상으로 인쇄), ④보호막형성(유전층을 보호하
고 2차전자 방출계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MgO박막을 증착하여 보
호막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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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후공정은 ①합착(상하판 유리를 정렬한 후 합착), ②배기/가스주입(방
전을 원할히 하기 위해 고진공상태로 플라스마를 배기한 후 약
500Torr로 혼합가스를 주입한 후 봉입), ③Aging(MgO표면의 활성화
와 물성안정을 위해 예비방전을 실시)한 후 다음으로 판넬과 회로를
연결하여 조립하는 Module 조립공정이 있음

그림자료 인용 : WoW Chemical(주) 홈페이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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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공정별 내용

① 전극형성
ㅇ AC형 PDP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극은 형광체에서 생성된 가시광선을
효과적으로 투과시키기 위한 투명전극과 이 투명전극에 신호를 전달
하는 저저항의 BUS전극이 필요하고, Data를 Writing할 수 있도록
하는 Data전극(하판)으로 구성된다.
상판(Front Plate)
1. 투명전극(Sustain) : 두 개의 쌍으로 이루어진 투명전극은 AC PDP의
방전유지 전극으로써 Cell내에서 플라즈마가 형성된 후, 방전을 지속
적으로 다음 펄스에 의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2. BUS전극: BUS전극은 방전시 저항에 의한 전압강하를 줄이기 위함.
하판(Back Plate)
1. Address전극(Data 전극) : Data를 writing(BUS전극의 요구특성 및 공법과 유사)
Lift Off 법

Photo Etching 법

1. PR Coating

1. ITO 증착(Sputter)

Duct Roll

Roll의 회전방향

ITO(000～0000Å)
PR(Photoresist)

Glass

Glass

Coating Roll

2. PR Coeting
Backup Roll
Duct Roll

2. 노 광
UV(365mm) 조사

PR(Photoresist)

Glass
ITO

Photorsak
PR

Roll의 회전방향

Coating Roll
Backup Roll
감광된 부분

3. 노 광
UV(365mm) 조사
Photorsak

3. 현 상

감광된 부분

PR

PR(Photoresist)

4. 현 상
4. SnO2 증착(화학 증착법)
PR(Photoresist)
PR(Photoresist)

5. Etch/Strip
5. Photoresist 박리
ITO

Acid Etch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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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resist 제거

② Barrier Rib 형성
ㅇ PDP의 상하판유리에는 서로 다른 유전체유리(dielectric glass)를 코
팅하는 데. 앞면 유리기판에는 투명유전체 유리를 코팅하고, 뒷면 유
리기판에는 반사를 위한 불투명 백색유전체 유리를 입힌다. 하판유리
위에는 R․G․B방전영역을 분리하기 위하여 격벽(barrier rib)이 만
들어지고 그 위에 형광물질이 코팅되게 된다.

Screen Printing

Sandblasting Method

Glass Paste

Glass Paste

Squeezing Method

Phatolithpgrapy Method

Thick Layer Resist

Photosensitive
Glass paste

Direct Etching
Glass Paste

Glass
Screen Printing

Exposure/Develop

Exposure
Photoresist

Photoresist
Coating &
Exposure

Resist

Repetition
(10～15 times)

Sandblasting

Strip

Sqreezing
Glass Paste
into crooves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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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

Develop/Etch

Strip

③ 유전체 형성
ㅇ Screen Mask로 Paste를 Glass 위에 인쇄하는 공정으로 Screen
Mask와 Paste만 교환해 줌으로써 Address전극, White Back, Rib,
투명유전체, B/M 등의 PDP를 구성하고 있는 막을 형성한다.
ㅇ S/Q(Squeezer)가 그림에서의 붓의 역할을 하고 Paste가 물감의 역할을
함으로써 인쇄를 하게 됨. Screen Mask는 SUS재질의 일정한 두께
의 SUS 망사로 짜여져 있는데 이사이를 Paste가 통과함으로써 두께
가 일정한 막의 도포가 가능해진다.
S/Q가 Screen 위를 일정하게 왕복
Screen Mesh 개구부에 Paste 유입
(토출 Mechanism)

인쇄 방향

S/Q

판 분리에 의한 Screen이 위로

Paste

급속히 상승(판 분리 Mechanism)

Screen Bask

Leveling

판 분 리

토출

기상판에 잔존하는 Paste가 스스로
힘으로 형상을 결정한다.
(Leveling/형상 복원 Mechanism)

Paste Rolling

유전층
기포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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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④ 형광체 형성
ㅇ PDP에서는 진공자외선에 의해 발광효율을 나타내는 데 형광체는 방전에
의해 발생되는 VUV(진공자외선)을 가시광으로 변환하는 공정이다.

Process Flow

대표 특성




∙두께

Pattern 인쇄
R.G.B
3회 반복

∙Patterning성
(혼색/결별 탐)

건 조

∙잔류 용제
∙Leveling 정도

소

∙Binder Burn-Out
∙형광막의 치밀성

성

Speeze Rubber

Barrier
Rib

Phosphor

Glass

Electrode

⑤ 보호막 형성
ㅇ 방전으로부터 내구성이 약한 유전체를 보호함으로써 Panel이 장시간
동안 안정된 동작을 하게하며, 방전시에 2차 전자를 많이 방출함으로
써 방전전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공정이다.
- 104 -

⑥ Seal 봉착/배기/주입
ㅇ 상․하 유리기판을 합착하여 내부공기를 배기한 후 플라스마 방전가
스를 주입하는 공정으로 설비공정은 일체형과 seal봉착로, 배기/주입
기로 분리된 분리형이 있음. 설비는 seal재 봉착을 위한 Heater부, 배
기를 위한 진공펌프부와 방전가스주입부로 구성되어 있다.
ㅇ 상․하판의 align key를 맞취 클립핑한 후, 얼라인 정도를 검사한 후
배기와 가스주입을 위한 배기관과 배기관 고정을 위한 Frit Ring을
설치한다.
ㅇ 진공배기를 하여 판넬내부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방전가스를 주입하고
배기관을 가열하여 Tip-off하여 판넬을 완성하고 판넬의 안정화를 위
해 얼라인 및 결함상태를 검사한다.
일체형 설비 개략도

Process Flow
상 판

하 판





MaO 증착

형광체 소성
봉착 Align
Seal 봉착

Seal
봉착로

분
리

배기

배기/주입기

형

Gas주입
Tip-off

Seal 봉착/
배기/주입기

일
체
형
TMP

Aging

RP

GAS

⑦ 실장
ㅇ 가스가 주입된 판넬과 PDP회로연결로 최종화상을 구동하도록 ACF,
FPC 등을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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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F : Anisotropic Conductive Film(이방성 전도 Film)으로 Au를
Coating한 Ni의 Ball을 이용하여 만든 전도성 수지 Film. 약150℃이
상에서 부착력을 가지고 FPC와 Glass를 연결하는 재료로 사용된다.
- FPC : Flexible Printed Circuit로서 Polymide를 이용하여 내부에
Pattern을 형성한 Film으로 현재 널리 사용된다. 이를 이용하여 회
로와 Panel을 연결한다.
ㅇ 최종 조립 후 신호를 인가하고 전압을 입력시켜서 Panel에 적절한
전압을 설정하고 고온에서 Aging 하면서 Panel의 동작 전압이 정확
한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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