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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optical properties, such as relative transmittance and reflectance of PDP were analyzed with 3D optical

code. Because of the electrode structure, the reference model shows 21.3 % higher transmittance than the test model and

the reference model shows 16.6 % higher reflectance than the test model. The calculated reflectance of reference and

test models is compared to the measured reflectance and the difference between calculation and measurement is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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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PDP (Plasma Display Panel) 의 연구개발 방향

은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으며, 고효율화와 고화질화

그리고 저가격화가 이에 해당한다. 공정 기술의 발전과

재료의 개선, 효율적인 셀 구조의 설계 및 저가격 회로

의 설계를 통하여 위의 과제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중 PDP 셀의 설계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의 활용은

셀의 변화에 따른 특성의 변화를 신속하게 예측함으로

써 실제 패널을 만드는데 들여지는 시간과 비용을 절

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Plasma Fluid Code[1]를 이용한 연구는셀의

방전 특성 분석을 통하여 휘도, 효율 및 구동 특성 등

을 분석하는 연구에 주로 이용되어 왔으며, 일부 Code

의 경우 Optical 부분의 지원을 통하여 가시광 영역의

분석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는 Plasma

Code와 3차원Optical Code 를 결합하여 가시광 분포의

정확성을 높이는 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다[2-3]. 3차원

Optical Code를 이용한 PDP 셀 설계는 상, 하판을 구

성하는 각 층들의 광학적 특성과 구조의 설정이 실제

와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보인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휘도나 가시광 분포 보다는 PDP 패

널 자체의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상판의 버

스전극 구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두 개의 구조를 갖

는 패널을 선택하여 상판의 투과특성, 하판의 반사특성

과 합착된 패널의 반사특성을 비교하고자 하며, 이후

동일한 구조를 갖는 7.5 인치 패널을 제작하여 계산된

결과와 측정된 결과를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2. 시뮬레이션 조건

Fig. 1은 시뮬레이션을 위해 설계된 셀의 구조를 3차

원 Optical Code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50인치 HD

급PDP의 Cell Pitch (0.800 mm × 0.270 mm)를 갖고 있

으며 상판은 Glass기판, ITO, Bus전극, 유전체 및 MgO

로 구성되고 하판은 Glass기판, Address전극, 반사층,

격벽 및 형광체로 구성된다. 각 층들의 형태나 두께는

일반적인 PDP 생산품에 적용되는 구조와 값을 사용하

였으며, 각 층들에 적용된 광학적 특성값들은 PDP 제

조사나 재료 업체로부터 수집을 하였고 적용된 주요

광학적 특성값들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상하판 패널과 합착된 패널의 투과와 반사특성을 평

가하기 위하여 단일 셀보다는 Fig. 2에 보이는 것과 같†E-mail : jkang@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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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9 × 3 셀들이 모여있는 구조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을 진행하였으며 Fig. 2(a)에 나타난 구조가 Reference

모델이 되며 Fig. 2(b)에 보이는 구조가 Test 모델이 되

어서 상호간의 특성을 비교하게 된다. 두 구조의 경우

상판의 전극 구조 외에는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광학

적 특성이 적용된다. 

추출하고자 하는 광학적 속성에 따라서 광원, 패널

과 디텍터의 시뮬레이션 내에서의 위치가 달라지게 된

다. Fig. 3은 반사적 특성을 연산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Set-up을 보여주고 있으며 6500 K의 표준 광원이 패널

의 전면에 위치하고 디텍터는 패널에 반사된 가시광을

취합하여서 패널의 반사특성을 평가하게 된다. 투과특

성의 경우 패널은 광원과 디텍터의 사이에 위치하게

되며 광원은 패널에서 15 um 떨어진 위치에 배치하고

디텍터는 필요에 따라서 20, 120 그리고 220 um에 배

치하게 된다. 

3. 시뮬레이션 결과

3.1. 상판의 투과적 특성 

Fig. 4에는 두 가지 모델의 투과된 가시광의 분포가

나타나 있다. Fig. 2에서 살펴보았듯이 Test 모델의 경

우 셀의 외곽쪽으로 불투명한 상판 전극의 면적이 증

가하기에 투과된 가시광 분포에서도 이 부근에서 매우

Fig. 1. Cell Structure of Reference Model.

Table 1. Optical Properties of Each Layer at 550 nm

Transmittance Reflectance Absorption

Rear

White Back 30.4% 54.1% 15.5%

RIB 23.4% 56.3% 20.3%

Phosphor 25.9% 74.1%

Front

MgO 88.7% 11.3%

Dielectric Layer 78.1% 11.6% 10.3%

Bus Electrode 3.2% 68.3% 28.5%

Black Matrix 11.3% 4% 80.8%

Fig. 2. Drawings of 9 by 3 Cells for Optical Simulation.

Fig. 3. Simulation Set-up for Reflectance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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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가시광 투과 정도를 보이고 있다. Table 2에서는

투과된 가시광의 총합을 숫자로 나타내고 있으며 Ref-

erence 모델이 Test 모델에 비하여 21.3% 높은 투과특

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3.2. 하판의 반사적 특성 

Fig. 5는 하판에서 반사된 가시광의 분포를 디텍터의

위치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모델 모두 동일

한 하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판의 2차원적 구조에 따

라서 반사된 가시광의 세기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3.3. 합착된 패널의 반사적 특성

앞 절에서는 상하판 각각의 광학적 특성을 살펴보았

고 이번 절에서는 합착된 패널의 반사적 특성을 비교

하고자 한다. 합착된 패널의 반사특성은 밝은 환경에서

의 명암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추후 세트 제작 시 전

면에 부착하는 필터의 투과율을 결정하는 인자이다.

Fig. 6에는 합착된 패널에서 반사되는 가시광의 분포가

나타나 있으며 두 모델 모두 상판에 위치한 전극구조

가 반사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Table 3에는 반사된 광량을 총합한 숫자들이 나타

나 있으며 두 구조와 다른 디텍터 위치에서 취합된 값

들이 변경됨을 알 수 있다. 디텍터의 위치가 패널에서

20 um 떨어진 지점에서 Test 모델의 상대반사율이

Reference 모델에 비하여 16.6%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3.4. 실험결과와의 비교

3차원 광학코드를 통해서 연산된 결과를 확인하고자

동일한 구조와 광학적 특성을 갖는 두 개의 7.5인치 패

널을 제작하여 상호간의 반사율 특성 차이를 비교하였

다. 제작된 패널의 반사율은 미놀타사의 스펙트로미터

(CM-2600d) 로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결과와 계산된

결과의 비교는 Table 4에 나타나 있다. 시뮬레이션에서

두 가지 구조의 상대반사율 차이는 16.6% 였고 실험에

Fig. 4. Transmitted Light Distribution of Two Different

Front Panels.

Fig. 5. Reflected Light Distribution of Rear Panel.

Fig. 6. Reflected Light Distribution of Assembled Panel.

Table 2. Comparison of Transmitted Light Sum between

Reference and Test Models

Transmitted Light Sum

[arb. unit]
Ratio

Reference 13.71 1.000

Test 10.80 0.787

Table 3. Sum of Reflected Light Intensity

Reflected Light Sum

[arb. unit]
Ratio

Reference

20 um 6.58 1.000

120 um 6.31 0.959

220 um 5.86 0.889

Test

20 um 5.49 0.834

120 um 5.31 0.806

220 um 4.96 0.753

Table 4. Comparison of Normalized Reflectance between Simulation and Measurement Results

Reference Model Test Model

Simulation Measurement Simulation Measurement

Normalized Reflectance [%] 100 100 83.4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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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측정된 차이는 21.5% 로 상호간의 차이는 4.9% 수

준이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DP의 상대적 투과나 반사특성을 3

차원 광학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서 분석하였다. 두 가

지 다른 전극구조를 갖는 패널을 사용하였으며 상대적

으로 넓은 불투명 전극면적을 갖는 Test 모델이 Refer-

ence 모델에 비하여 21.3% 낮은 상판 투과율과 16.6%

낮은 합착패널의 반사율을 나타내었다. 연산결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두 개의 7.5 인치

페널을 제작하여서 반사율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구조의 실험과 연산 두 방법의 상대반사율 차이

는 4.9%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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