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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gO protective lay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plasma display panels (PDPs). Our previous work demonstrated
that the properties of MgO thin film could be improved, which were deposited by ion beam assisted deposition (IBAD).
However arc discharge always occurs during the IBAD process. To avoid this problem, oxygen neutral beam assisted
deposition (NBAD) is used to deposit MgO thin films in this paper. The energy of the oxygen neutral beam was used
as the parameter to control the deposi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oxygen neutral beam energy was
effective in determining in F/F+ centers, crystal orientation, surface morphology of the MgO thin film, and the discharge
characteristics of AC PDP. The lowest firing voltage (Vf) and the highest secondary electron emission coefficient (γ) were
obtained when the neutral beam energy was 300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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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벽걸이 TV로 알려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plasma display panel, PDP)은 대형화 평판표시 소자

로 기체를 방전시켜 형성된 빛을 이용하여 문자나 그

래픽을 표시하는 장치이다. PDP는 간단한 구조, 고 해

상도, 빠른 응답 속도, 대형화와 광 시야각 등 장점을

가지고 있다. MgO 보호막은 낮은 스퍼터링율(sputter-

ing yield), 높은 이차 전자 방출계수(secondary electron

emission coefficient, γ) 특성이 있어서 AC PDP에서

유전체의 보호막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효

율, 고화질, 저가격 AC PDP개발을 하기 위하여 MgO

에 의한 많은 연구발표가 있어 왔다[1-3].

AC PDP 제조 공정에서 MgO의 형성 방법은 주로

전자 빔(electron beam, E-beam) 증착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E-beam 방법으로 MgO를 증착 시 MgO

는 먼저 Mg와 O원자를 분리하고 시편에 도착한 후에

다시 MgO로 재결합한다. O원자 들이 시편으로 올라

가는 동안 펌핑(pumping)하기 때문에 일정한 양의 O

원자 들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형성된 MgO보

호막에 F/F+ center들이 존재한다[4]. 본 연구실에서는

상실된 O원자를 보충하기 위하여 산소 이온빔 보조 증

착(ion beam assisted deposition, IBAD)방법을 이용해

서 MgO 보호막을 형성하였고, MgO 보호막의 특성과

PDP 패널의 방전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5, 6]. 결과는

산소 이온빔 보조증착 방법이 MgO의 특성과 PDP 패

널의 방전 특성을 개선하는 반면, MgO를 증착하는 동

안에 이온빔에 의해서 아크(Arc)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Fig. 1은 산소 이온빔 보조증착 방법으로

MgO를 형성할 때 진공 챔버(vacuum chamber)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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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흔적 사진이다. 산소 이온이 쳄버 안에 있는 이물질

이나 불순물과 충돌하여 중성화 되기 때문에 아크는

발생하였다. 그래서 증착하기 전에 쳄버 벽을 깨끗이

cleaning하는 것은 필수적인다. 그러나 증착하는 동안

산소 이온 들이 쳄버 벽에서 붙어 있는 증착물질들과

충돌하고 아크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아크 문제점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온화된 산소를

중성화시켜 얻어지는 산소 중성빔을 이용하는 보조증

착 (neutral beam assisted deposition, NBAD) 방법을

제안하였다. 

2. 실험방법

실험에서 사용된 기판은 PD-200 유리 기판이었으며

주 발광 영역이 35(W)×35(H)mm2인 2인치 테스트 패

널을 제작하였다. 전면 패널은 유리 기판에 증착되어 있

는 ITO를 사진 식각 공정을 이용하여 투명 전극을 형성

하였고, 그 위에 스크린 프린터(screen printer)를 사용하

여 버스 전극(bus electrode)과 투명 유전체(transparent

dielectric)를 형성하였다. 이어서 전자빔(E-beam) 증착

방법을 이용해 MgO 박막을 증착하였으며 증착되는

동안 Fig. 2에서와 같이 부가적으로 설치된 플라즈마

소스(plasma source)로부터 발생되는 산소 이온빔을 중

성화시켜 얻어지는 중성빔을 보조적으로 조사시켰다.

배면 패널은 유리 기판에 스크린 프린팅 방법을 이용

하여 어드레스 전극(address electrode)과 백색 유전체

(white dielectric), 격벽(barrier rib), 형광체(phosphor)

부분을 형성시켰다. 이렇게 형성된 전면과 배면 기판을

진공 챔버 안에 세팅하고 1×10-6 torr까지 배기시켰다.

그 다음 Ne+Xe(4%) 혼합가스를 400 torr까지 주입하

였다. 발광 특성을 측정하기 전에 annealing은 300oC 1

시간 하였고 방전은 유지하면서 aging을 충분히 수행

하였다.

NBAD 시스템 구조 개념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타겟은 99.99%의 순도를 가지는 직경 10mm, 두께

Fig. 1. Photo of arc happened in the chamber during
IBAD process.

Fig. 2. Schematic of the NBAD system for MgO protective
layer deposition. Fig. 3. Schematic of the plasma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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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m의 MgO pellet (KOJUNDO CHEMICAL LAB

CO., LTD)을 사용하였다. 증착 전에 초기 진공도는

1.0×10-6 torr였고 전자빔을 이용하여 MgO를 증착하는

동안 산소 가스를 RF 이온 소스 속으로 유입시켜 산소

중성빔을 발생시킨다. 산소 가스 주입량이 10 sccm이

고 산소 이온들을 발생시키기 위한 플라즈마 전력은

200 W로 하였다. 증착시 산소 가스 유입에 의한 챔버

진공도는 1.6×10-4 torr이었다. 이온 소스에서 나오는

산소 중성빔의 에너지를 100 eV부터 500 eV까지 변화

시켰다. 증착시의 기판온도는 300oC로 하였으며 증착

율은 ~5Å/s, 그리고 증착된 MgO 막의 두께는 5,000

Å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비교를 위해서 산소 이온 빔

을 이용하지 않고 E-beam만을 사용하여 증착한 시편

(No NBAD)도 준비하였다.

중성빔은 반도체 공정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7-9].

Fig. 3은 중성빔 발생 기구 plasma source를 나타낸 그

림이며, 본 실험에서 사용되는 중성빔은 이온 소스와

로우 앵글 리플펙터(low angle reflector)로부터 발생하

였다. 먼저 산소 가스를 RF 이온 소스 속으로 유입시

켜 산소 플라즈마를 발생시킨다. 이온 소스의 가속 그

리드(acceleration grid)에 전압을 가하고, 다른 그리드

는 그라운드(ground)와 연결시키면 산소 플라즈마 중

에서 양이온만 가속되므로 플라즈마 소스 밖으로 나온

다. 따라서 가속된 산소 이온들은 리플렉터(reflector)를

거칠 때 Auger 포획 과정(Auger capture process)과 공

진 중화 과정(resonance neutralization process)을 통해

서 산소 중성빔이 된다[8].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4700, Hitachi), cath-

ode luminescence (MONO-CL, Gaten) spectrometer과

X-Ray diffraction (D/MAX-2200, Rigaku)을 사용하고

NBAD 방법으로 증착된 MgO 보호막의 특성을 분석하

였다. 이 MgO 보호막을 갖는 AC PDP의 방전 특성도

분석하였다.

3. 실험결과

먼저, 산소 중성빔 보조증착 방법으로 MgO를 형성

하는 동안에는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었다. 따라서

산소 중성빔 보조증착이 산소 이온빔 보조증착보다 안

정된 공정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BAD 방법으로 형성된 AC PDP의 MgO보호막의

결함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cathode luminescence

(CL) 측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4에서 나타나 있

다. CL 피크는 MgO에 있는 F/F+ center의 수량에 비

례하다. No NBAD 경우는 CL 피크가 제일 높게 나와

났다. NBAD방법으로 증착된 MgO의 CL 피크가 No

NBAD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보인다. 또 중성빔 에너

지 증가에 따라서 CL 피크가 적을수록 나왔다. 즉, No

NBAD방법으로 증착된 MgO는 보조적으로 보충해 주

는 O원자가 없어서 F/F+ center가 많이 생기는 반면,

산소 중성빔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더 많은 O원자가 시

편의 도착해서 F/F+ center가 적게 생겼다. 산소 중성빔

의 에너지가 MgO 보호막의 내부 F/F+ center 결함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10].

산소 중성빔 보조증착 방법으로 증착된 MgO 보호

막의SEM사진을 Fig. 5에 나타내었다. No NBAD의 경

우는 MgO 그레인(grain)이 균일하지 않음을 볼 수 있

Fig. 4. CL spectrum of the MgO thin film deposited by
NBAD method.

Fig. 5. SEM photos of the MgO thin film deposited by
NBAD method (a) No NBAD, (b) 100 eV, (c) 300
eV, and (d) 500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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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소 중성빔 에너지가 100에서 500 eV 범위에서는

에너지가 높을수록 증착된 MgO 박막의 그레인은 작

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소 중성빔 보조증착

시 중성빔 에너지가 MgO 표면 그레인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소 중성빔 에너지에 의

해서 MgO 그레인들이 집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6에서 산소 중성빔 보조증착 방법으로 증착된

MgO보호막의 XRD 스팩드럼이 나다났다. No NBAD

증착된 MgO 경우는 (200)과 (220) 피크가 있지만

NBAD 방법으로 증착된 MgO경우는 (220) 피크만 있

다. 또 산소 중성빔의 에너지 증가에 따라서 (220) 피

크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산소 중성빔

에너지가 MgO보호막의 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산소 중성빔 보조증착 방법으로 형성된 MgO 보호

막을 갖는 PDP 패널의 방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방전 개시 전압(firing voltage, Vf)과 이Vf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이자 전자 방출계수(secondary electron emission

coefficient, γ)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Fig. 7에 나

타내었다. 산소 중성빔 보조증착 방법을 적용한 경우

MgO 보호막의 이차 전자 방출계수 γ값은 No NBAD

경우보다 높게 나왔지만, 산소 중성빔 에너지가 300 eV

일 때 최대 이차 전자 방출계수 γ를 얻었다. 또한 산소

중성빔 에너지가 500 eV일 때 이차 전자 발출계수 γ값
은 감소하는 것은 보인다.

위 결과로부터 산소 중성빔 보조 증착시의 중성빔

에너지가 MgO 보호막의 표면 특성과 내부 결정성, 결

함 등에 크게 영항을 주고 PDP 패널의 방전 특성이

MgO 표면 보호막의 표면 상태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실험에서는 산소 중성빔 보조증착 방법을 이용하

여 형성된 MgO의 표면특성, 결정성, 내부 결함 특성과

이 MgO 보호막을 가지는 PDP 패널의 발광 특성에 관

한 연구를 하였다. 실험 결과는 산소 중성빔의 에너지

가 MgO 보호막의 표면 특성, 결정성, 내부 결험 특성

과 AC PDP의 발광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실험의 조건하에서는 산소 중성빔

에너지가 300 eV일 때 최소 방전 개시 전압 (Vf)과 최

대 이차 전자 방출계수(γ)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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