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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inorganic powder EL lamp was made by screen printing technique with phosphor ink

and dielectric ink. The thickness change of a phosphor ink layer and a dielectric ink

layer were not influenced on dielectric content, but rely on phosphor size and vehicle.

Once finishing screen printing technique with phosphor ink and dielectric ink, and its

surface has been printed again before not drying of phosphor ink and dielectric ink.

Then phosphor ink and dielectric ink were not transferred. The electric capacity of

inorganic powder EL lamp was more influenced on dielectric content than the thickness

of dielectric ink layer, and it was more dependent on the thickness of phosphor ink

layer than the thickness of dielectric ink layer.

Keyword: phosphors ink layer, dielectrics ink layer, screen printing technique,

thickness, inorganic powder EL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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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분산형 무기 EL 램프의 구동을 위한 기술은 1936년에 개발
1)

되어 낮은 휘도, 고전력

구동 장치의 소요, 형광체의 짧은 내구 수명 등으로 인하여 상용적인 이용이 크게 확대

되지는 못하였다.
2)∼3)

과거 EL 램프는 투명한 유리 기판을 이용한 단순 적층 구조로 소

형 백라이트 광원으로 사용되기도 했어나,
4)

1980년대 말 이후에 형광체 표면을 무기물로

코팅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다.5)∼6) 한

편 최근에 널리 쓰이고 있는 분산형 무기 EL 램프의 일반적인 구조는 유연성 있는 투명

기판인 PET 필름을 사용하는 방법이 발전하면서 필름 위에 전도성 잉크로 스크린 인쇄

하여 전면 전극을 만들고, 전면전극인 전도성 기질위에 형광 잉크로 스크린 인쇄하여 형

광층을 형성시킨 다음, 그 위에 유전 잉크를 스크린 인쇄하여 유전층을 형성시키고, 다

시 그 위에 전도성 잉크로 스크린 인쇄하여 후면 전극을 만든 것이다.
7)

분산형 무기 EL

램프 발광 휘도는 램프에 가해지는 전압, 주파수, 비이클로 사용된 유전성 폴리머 수지

의 유전 상수, 비이클 내에 분산된 형광체의 함량, 입자크기, 그리고 형광층 및 유전층의

두께 등에 따라 다르다.
8)∼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크린 인쇄 기법이 형광층 및 유전층의 두께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정전용량의 정도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실험 기자재

2-1-1. 스크린 인쇄판(screen-printing plate)

알루미늄 재질의 30㎜×40㎜ Frame에 150메시 스크린 망사를 견장력 1.10kgf/㎠, 견장

각 22.5°에서 견장한 후, 두께 5㎛의 유제막을 도포하여 제작하였다.

2-1-2. 스퀴지(squeegee)

스퀴지는 우레탄 고무를 사용하였으며, 본 실험에 적당한 잉크 전이량을 고려하여 중

질의 경도 70°를 사용하였다.

2-1-3. 인쇄기

스크린 인쇄기는 (주)드림테크에서 제작한 것으로 테이블 평탄도 ±30㎛, 인쇄 평행도

±30㎛, 그리고 0.8∮× 15㎜의 흡착 홀 및 간격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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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ITO 필름

ITO 필름은 일본 Toray사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PET 필름 표면 위에 스

파트링(Sputtering) 방법으로 ITO를 적층하여 제작되었으며, 두께는 125㎛인 필름을 사

용하였다.

2-1-5. 비이클

비이클은 유전 잉크와 형광 잉크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3M사에서 시판하는 불소

고무(FC2211)를 용제에 용해하여 제조하였다.

2-1-6. 유전 잉크(dielectric ink)

유전 잉크는 비이클에 BaTiO3를 첨가하여 제조하였는데, 이 때 첨가량은 2%의 짝수

배로 0%에서 20%까지 혼합하였다. 사용된 BaTiO3는 국내의 Y-Cerachem사에서 수입시

판하고 있는 것으로서 평균 입도 분포(D50%)가 1.5㎛인 것을 사용하였다.

2-1-7. 형광 잉크(phosphor ink)

비이클과 형광체를 35 : 65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형광체는 blue green색을

발광하는 황화아연 형광체 ZnS:Cu,Cl(or Al)로서 평균 입도 분포(D50%)가 25㎛인 것을

사용하였으며, 소포제 0.2%, 습윤 분산제 0.2%, 희석 용제 2%를 혼합하였다. 그리고 유

전잉크에 사용된 BaTiO3도 첨가하였는데 첨가량은 2%의 짝수배로 0%에서 20%까지 혼

합하였는데, 그 이유는 형광체가 분산되어 있는 비이클인 폴리머 수지 역시 유전체 역할

을 하며, EL 램프가 치명 적인 유전 방전에 보호되려면 BaTiO3와 같은 강유전체가 분

산되어 절연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2. 실험 방법

2-2-1. 스크린 인쇄

판들림 간격 5㎜, 판들림 시간 3.0sec, 인쇄 속도 20㎝/sec, 인쇄 압력 5.20kgf/㎠, 및

인쇄 각도 70°로 설정하여 인쇄를 진행하였다.

2-2-2. 정전용량 측정

정전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Power Meter는 Yokogawa社의 WT210 모델을 사용하였다.

2-2-3. 인쇄층의 두께 측정

스크린 인쇄된 유전층 및 형광층의 두께는 mitutoyo사의 Micrometer Dialgauge에 의

하여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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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적층을 위한 스크린 인쇄 기법의 표기에 대한 이해

잉크의 도포를 위한 스크린 인쇄 기법은 크게 나누어 2가지 형식으로 분류되었는데,

첫 번째 인쇄하여 잉크가 건조하기 전에 그 위에 연이어 재 인쇄하는 기법과 첫 번째

인쇄된 잉크를 건조시킨 후, 그 위에 다시 인쇄하는 기법이다. 표기는 P와 PD로 하며,

P는 printing 그리고 PD는 printing-drying을 의미한다. 사용된 표기법은 어떤 관례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만 본 연구에서 편리상 사용된 기호일 뿐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1차 인쇄하고 잉크가 건조하기 전에 그 위에 다시 인쇄한 다음 인쇄된 잉크를 완

전히 건조시키고 나서 그 위에 다시 한 번 더 인쇄하고 또 건조했다고 가정하며 이것의

표기는 1P2PD가 된다. 다른 예로서 첫 번째 1차 인쇄하고 잉크를 완전히 건조시키고 나

서 다시 한 번 더 그 위에 인쇄하고 또 건조했다고 가정하며 또한 이것의 표기는 2PD

(혹은 1PD1PD)가 된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 사용된 분산형 무기 EL 램프의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공정은 PET 필름

표면 위에 ITO 박막을 적층하여 전면 전극을 만들고 그 위에 차례로 형광 잉크 및 유

전 잉크로 스크린 인쇄하여 형광층 및 유전층을 형성시킨다. 분산형 무기 EL 램프 발광

휘도는 형광층 및 유전층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므로 스크린 인쇄 기법에 따른 형광층과

유전층의 두께 변화 및 정전용량에 관한 변화를 고찰한다.

3-1. 스크린 인쇄 기법에 따른 형광층 및 유전층의 두께 변화

분산형 무기 EL 램프는 형광층 및 유전층의 두께에 의해 발광 휘도, 내구 수명 등의

램프 특성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
11)

Figure 1은 형광 잉크를 스크린 인쇄하여 형성시킨

형광층의 두께를 스크린 인쇄 기법과 형광 잉크에 포함된 유전체 함량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Figure 1의 결과를 참조하여, 첫째 각각의 스크린 인쇄 기법에 따른 형광층

의 두께를 형광 잉크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체 함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형광층의 두

께는 형광 잉크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체 함량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형광 잉크로 1차 스크린 인쇄하여 건조한 1PD-형광층의 두께를 유전체 함량 별로 구

분하여 비교하면, 유전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두께가 35㎛이며, 유전체 포함량 최저

2%에서 최고 20%까지 모두 이와 유사한 두께로서 32㎛에서 34㎛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1∼2㎛ 정도 차이가 나고 있으나 이 정도는 실험적 오차인 것으로 인

정할 수 있다. 형광 잉크로 1차 스크린 인쇄하고 건조하기 전에 그 위에 다시 스크린 인

쇄하여 건조한 1P1PD-형광층의 경우도 1PD-형광층의 두께와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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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형광 잉크로 1차 스크린 인쇄하여 건조시킨 다음 그 위에 다시 스크린 인쇄하

여 건조한 2PD-형광층의 경우, 1PD 및 1P1PD-형광층의 두께와 비교하여 그 절대적인

값은 다르지만 경향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내었다.

Figure 1. Thickness change of phosphor ink layer by screen printing technique.

그러므로 형광 잉크에 포함된 유전체는 그 함량에 관계없이 형광층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형광 잉크에 포함되어 있는 형광체

의 입도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형광체의 평균 입도는 25㎛이나 유

전체의 평균 입도는 1.5㎛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형광체의 입도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적은 입도를 갖는 유전체는 형광체 입자들 사이에 형성된 공극 속으로 끼어들어가는 형

상으로 되어 형광층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입도가 큰 형광체가 형

광층의 두께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2는 형광체, 유전체 및 다른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비이클만으로 스크린

인쇄하여 그 두께를 측정한 값이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이클을 1번 스크린 인

쇄하여 건조한 1PD-비이클 층의 두께가 8㎛인 점을 미루어 볼 때 형광체의 입도 25㎛

에 비이클 층의 두께가 더해져서 Figure 1의 1PD-형광층의 평균 두께가 33㎛로 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PD-형광층의 두께와 1P1PD-형광층의 평균 두께 모두 33㎛로

나타났는데, 스크린 인쇄 기법을 비교해 보면 1PD-형광층은 형광 잉크로 1번 인쇄하여

형성된 층인 반면에 1P1PD-형광층은 2번 인쇄하여 형성된 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PD-형광층의 두께와 1P1PD-형광층의 두께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Figure

2의 결과에서도 1PD-비이클 층의 두께와 1P1PD-비이클 층의 두께가 8㎛ 및 9㎛로서

상호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은 1P1PD-스크린 인쇄 기법 때

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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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ickness increase of vehicle layer by screen printing technique.

1P1PD-인쇄 기법은 잉크를 1차 스크린 인쇄하고 건조하기 전에 그 위에 다시 스크린

인쇄하여 건조하는 기법인데, 처음 1차 인쇄한 잉크가 건조하기 전에 그 위에 인쇄하였

을 때 잉크가 피인쇄체로 거의 전이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에 대한 설

명은 Figure 1과 2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의 1P1PD 층에서 1P4PD 층까

지 단계에 따라 그 두께가 9㎛에서 34㎛까지 한 단계 당 7㎛∼9㎛ 정도 즉, 평균 8㎛씩

거의 동일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PD 인쇄에서 4PD 인쇄까지 각각 인쇄한

잉크가 건조된 후, 다음 인쇄를 하는 기법으로써 잉크 전이양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또

한 Figure 1의 결과에서 1PD와 1P1PD-형광층의 평균 두께가 33㎛인 것은 처음 1차 인

쇄한 잉크가 건조하기 전에 이어서 2차 인쇄하는 1P1PD 스크린 인쇄 기법에 의해서 잉

크의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으로 이 결과 때문에 1번 인쇄하여 건조시킨 1PD-형

광층의 두께와 동일한 두께를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2PD-형광층의 평균 두께가

1P1PD-형광층의 두께와는 달리 52㎛인 이유는 처음 1차 인쇄한 형광층을 건조시킨 다

음 2차 인쇄를 하였기 때문에 잉크의 전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2PD-

형광층의 평균 두께는 1PD 및 1P1PD-형광층 두께의 2배인 66㎛ 정도에 근접하지 못하

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형광 잉크에 포함된 형광체 입자와 그들 사이에 형성된 공극이 형

광층의 표면을 요철 상태로 만들고, 그 표면 위에 다시 인쇄된 형광 잉크의 형광체가 공

극 사이에 겹쳐짐으로서 그 만큼의 두께가 상쇄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와 유사한

현상은 형성되어 있는 형광층 위에 유전 잉크를 스크린 인쇄하여 유전층을 형성시켰을

때도 나타났다. Figure 3은 1P1PD 스크린 인쇄 기법에 의해 형성된 형광층 위에 그리고

Figure 4는 2PD 스크린 인쇄 기법에 의해 형성된 위에 유전 잉크를 각각 1P2PD,

1P3PD 및 1P4PD 스크린 인쇄 기법으로 인쇄하여 형성시킨 유전층의 두께를 나타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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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ickness change of dielectric ink layer formed with screen printing

technique on 1P1PD-phosphor ink layer.

Figure 4. Thickness change of dielectric ink layer formed with screen printing

technique on 2PD-phosphor ink layer.

Figure 3, 4의 결과와 같이 각각의 인쇄 기법에 대하여 유전층의 두께가 동일하게 나

타났으며, 1P2PD에서 1P4PD까지 각 단계별로 유전층 두께의 증가는 Figure 2에 수록된

자료와 유사하게 평균 두께가 8㎛씩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전층의 두께를 결정짓는 요인

은 형광층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전 잉크에 포함된 유전체 함량이 아니며, 유전 잉

크를 구성하는 비이클과 스크린 인쇄 기법에 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Figure 3, 4의 1P2PD-유전층의 두께를 Figure 2의 1P2PD-비이클층 두께와 비

교하였을 때, 16㎛에 근접해야 하겠지만 평균 두께 10㎛로서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였

다. 이러한 현상 또한 상기 기술된 형광층의 경우에서와 유사하게 형광체 입자에 의해

요철화된 표면의 공극에 유전 잉크가 일부 삽입되어 그 만큼의 두께가 상쇄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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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형광층 및 유전층의 두께에 따른 정전용량의 변화

분산형 무기 EL 램프의 정전용량은 유전체의 유전율을 가늠하는 척도라 할 수 있겠

다. Figure 5에는 1P1PD-형광층을 가지는 분산형 무기 EL 램프의 정전용량에 관한 결

과를, Figure 6에는 2PD-형광층을 가지는 분산형 무기 EL 램프의 정전용량에 관한 결

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Figure 5. The electric capacity of inorganic powder EL lamp to be 1P1PD-phosphor

ink layer.

Figure 6. The electric capacity of inorganic powder EL lamp to be 2PD-phosphor ink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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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에서 같이 유전체 함량으로 구분하여 각각 유전층의 스크린 인쇄 기법에 따

라 1P2PD에서 1P4PD 스크린 인쇄 기법의 순서로 정전용량을 분석해 보면, 그 차이가

가장 적은 유전체 함량 0%일 때, 1P2PD-유전층과 1P3PD-유전층과의 비교 및 1P3PD-

유전층과 1P4PD-유전층과의 비교에서 평균 5%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정전용량 차

이가 가장 많은 유전체 함량 16%일 때, 평균 10% 정도의 정전용량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유전층의 스크린인쇄 기법으로 구분하여 유전체 함량에 따라 0%에서 20%의 순

서로 정전용량을 분석해 보면, 1P2PD-유전층일 때, 유전체 함량 0% 및 16%의 비교에

서 정전용량 차이의 비는 거의 44%로서 최고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Figure 6의 결과

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므로 정전용량은 유전층의 두께 보다 유전체 함량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igure 5와 6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Figure

5에 나타난 전반적인 정전용량은 대략 80∼130(㎋/㎠) 정도에 분포되어있는 반면에

Figure 6에서는 대략 40∼70(㎋/㎠) 정도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정전용량은 유

전층의 두께 보다 형광층의 두께에 더 많은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스크린 인쇄 기법이 형광층 및 유전층의 두께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정전용량의

정도에 관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형광층 및 유전층의 두께는 유전체인 함량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형광체 입도

및 비이클에 의해 결정되었다.

2) 형광 잉크 및 유전 잉크로 스크린 인쇄하고 잉크가 건조하기 전에 그 위에 다시

스크린 인쇄하면 잉크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

3) 정전용량은 유전층의 두께 보다 유전체의 함량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뿐만 아

니라 유전층의 두께 보다 형광층의 두께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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