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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fundamental issues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throughput of the AC PDP (Plasma

Display Panel) manufacturing. The properties of the MgO protective layer affect the PDP efficiency. Especially, the

secondary electron emission efficiency was affected on the deposition rate of MgO during the evaporation. In this study,

the deposition rate of 5 Å/s has given the maximum efficiency value of 0.05 It is demonstrated that the impurity gases

such as H2O, CO2, CO or N2, and O2 can be remained inside the PDP panel before sealing and the amount of the impurity

gases decreased rapidly as the base vacuum level increased, especially near 10-5 torr. The fundamental soluti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is the vacuum in-line sealing process from the MgO evaporation to the final sealing of the

panel without breaking the vacuum. We have demonstrated this fundamental process technology and shown the feasibility.

The firing voltage was reduced down to 285 V at the base vacuum value of 10-6 torr, whreras it was about 328 V at the

base vacuum value of 10-3 torr.

Key Words : Plasma display panel, MgO evaporation, Vacuum sealing, High throughput, TAC time reduction

1. 서 론

평판 디스플레이의 하나인 PDP(프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가 LCD나 OLED와 같은 다른 디스플레이와 경쟁

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화질 구현 및 효율 향상 외에 생

산단가를 더욱 낮출 수 있는 제조공정 기술의 확보가 필

요하다. PDP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기술중의

하나가 MgO 보호막 형성기술이다. 즉 MgO 보호막으로

부터 발생하는 2차 전자는 방전개시전압(Vf)를 낮출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MgO 보호막으로 부터 2차전자 방출계수(감

마, r)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1-6].

이와 같이 2차전자 방출계수는 MgO 보호막의 결정

방향과 결정성 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요인 외에도 MgO 증착

후 대기상에 노출되었을 때 표면에 흡착되는 여러 가

지 불순물(H2O, CO2, CO, N2, 및 O2,)들도 r 값을 떨

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즉, 기존의 PDP 패널제조 공정방법에서 상판은

MgO 보호막 증착이 최종 공정이고, 하판은 격벽

(barrier rib) 형성 후 형광체 도포가 최종 공정이며[7],

이들 상 하판을 대기상에서 프릿 페이스트(firt paste)로

합착한 후에 하판의 구석에 미리 형성되어 있는 작은

구멍에 가늘고 긴 유리관을 부착한 다음, 유리관을 통

해 패널 내부를 진공화 시키고 다시 He(Ne)-Xe의 프

라즈마 혼합가스를 적정량 주입하고 유리관을 밀봉

(Tip-off)함으로써 실장이 완성된다. Fig. 1은 이와 같은

기존의 실장방법을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실장 방법에서는 MgO 보호막이

대기상에 장시간 노출되고 진공배기시 패널 내부에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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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는 불순물 원소들의 영향으로 r값이 저하되어 방

전개시 전압을 높게 한다. 뿐만 아니라 실장에 소요되

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큰 요

인이 된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은, MgO 보호막을 진공 증착 후 곧바로 진공 상에

서 실장할 수 있는 ‘진공 인-라인(in-line) 실장’ 기술의

개발이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Fig. 2는 진공 인-

라인 방법에 의한 MgO 보호막 형성 및 실장방법의 개

념도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새로운 방법에 대한 기술의

구현 및 효과를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2. 실 험

2.1. MgO 보호막 형성

본 실험에서는 PDP의 ‘MgO 보호막 형성 및 실장’

의 진공 인-라인 공정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MgO 보호막 증착의 최적화 공정을 얻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유효 발광면적이 ‘3.5 cm × 3.5 cm’ 크기인

PDP 동작패널을 제작하였다. 상판제작을 위해 2.8 mm

두께의 소다라임(soda-lime) 유리기판에 ITO 전극을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으로 형성후, 스크린 프린팅법으

로 bus 보조 전극을 형성하였다. 그 위에 다시 스크린

프린팅법으로 투명 유전체를 24 µm 두께로 형성하였

다. 최종적으로 MgO 보호막을 전자선 증착법(e-beam

evaporation)으로 5,000 Å 두께 증착하였는데, 최적의

결정성 확보를 위해 기판온도를 300oC로 승온시킨 다

음 증착률을 3 Å/s에서 15 Å/s로 변화시켜가며 여러장

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Fig. 3은 본 실험에 적용된 전

자선 증착 장비의 구조도를 보여준다. 

하판제작을 위해서는 소다라임 유리기판 상에 먼저

어드레스 전극을 스크린 프린팅 방법으로 형성하고 흰

색 유전체를 역시 스크린 프린팅 방법으로 24 µm 정도

두께로 형성하였다. 다음, 격벽을 형성하기 위해 스크

린 프링팅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프린팅과 소성공정을

8차례 반복하여 150 µm 정도 높이의 격벽을 형성시켰

다. 마지막으로 백색 형광체를 격벽사이에 스크린 프린

팅함으로써 하판제작을 완성하였다.

2.2. MgO 보호막 최적 증착조건 

위와 같이 제작된 상판과 하판을 봉착하기 위하여

먼저, 상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프릿 유리 페이스트를

디스펜싱(dispensing)하여 소성함으로써 실장용 sealant

Fig. 1. The schematics of a conventional PDP sealing

process.

Fig. 2. The schematic of a new vacuum in-line process

for a MgO evaporation and a sealing process of

ACPDP.

Fig. 3. The structure of the MgO evaporator used in this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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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미리 형성하였다. 상판과 하판을 진공 챔버 속에서

봉착시켰으며, 하판의 구석에 미리 형성된 구멍(hole)

을 통해 ACPDP 용 방전 가스로서 ‘Ne-Xe (4%)’ 혼합

가스를 주입하여 PDP 패널 가스 압력이 400 torr 되게

한 다음 구멍을 밀봉함으로써 PDP 동작패널을 제작하

였다. MgO의 증착률을 달리하여 최적의 증착률 조건

을 구하고자 하였다. Fig. 4는 ADS 구동기법을 이용하

여 발광특성을 측정하고 이로부터 계산된 2차 전자 방

출계수 값(감마)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감마값을 구하

기 위하여, FIB 시스템에 의한 이온빔 측정을 하였고

동작전압(Vf) 측정을 하였으며 본 실험에 적용한 변수

값들을 Paschen 법칙에 적용하여 감마값을 계산하였

다. 결과로부터 증착률이 5 Å/s일 때 가장 높은 감마(r)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 증착조건에서의 방전 개시

전압(Vf)도 223V로 다른 조건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gO 증착시, 기판온도 300oC

에서 증착률 5 Å/s을 적용하여 진공 인-라인 공정의 유

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프라즈마 가스주입 조건은

‘Ne-Xe (4%)’을 400 torr 압력으로 설정하였다.

3. 진공 인-라인 공정의 실험결과

3.1. 진공 인라인 실장 방법

Fig. 5는 앞에서 제작된 상판과 하판을 진공실장하기

위한 장비의 구조도이다. 챔버 내에 상판과 하판을 장

착하기 위한 스테이지가 있으며 흑연판으로 제작되었

다. 먼저, preformed 프릿 실란트가 형성되어 있는 상판

은 위쪽 스테이지에 장착하고, 구멍이 형성된 하판은 아

래쪽 스테이지에 장착한다. 상판과 하판의 간격은 수 cm

로 내부가 충분히 진공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터보 펌프(TMP)로 챔버 내부의 진공도를 최대

한 높게(~10−6 torr) 유지한 다음 챔버 상하부에 설치된

tubular 히터 어레이를 통해 preformed 프릿을 녹인다.

이때 진공도는 프릿으로 부터의 outgassing에 의해 다시

떨어지는데, 진공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다. 진공도

가 회복되면 아래 스테이지를 위로 서서히 이동시키면

서 상하판을 밀착시킨다. 밀착시키기 전에 외부에서 연

결된 CCD카메라를 이용해 정렬(alignment)을 수행한

다. 이 상태에서 온도를 일정한 속도로 떨어뜨리면 상

하판 간의 봉착공정이 완료된다.  다음은 챔버 내부로

‘Ne-Xe(4%)’의 프라즈마 방전가스를 유입시켜 하판에

형성되어 있는 구멍을 통해 패널 내부로 가스가 채워

지게 하며 적정 압력으로 가스가 채워지면 하판의 구

멍 아래 부분에 위치한 국부적 히터를 통해 seal-off용

프릿 실란트 cap을 녹인 다음, 하판의 구멍쪽으로 밀어

올려 밀착시켰다가 다시 아래로 내리면 봉입이 완료된

다. 이러한 봉입의 특징은 Tip-less 봉입형태를 가진다

는 장점을 내포한다.

상판과 하판의 봉착시 중요한 것은 온도의 균일도

인데, 충분한 균일도를 확보하기 위한 히터 어레이의

설계 및 면적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비의

세부적인 히터 어레이 사진이 Fig. 6에 보여져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가열되는 기판보다 어레이의 면적 너

비가 대략 120 cm 이상 되도록 설계하였다.

봉입을 위한 국부적 heater의 설계도 중요한데, 보다

세부적인 설계도 및 장치 사진이 Fig. 7에 보여져 있다.

Fig. 4. The variation of the secondary electron emission

efficiency depending on the MgO evaporation

rate.

Fig. 5. A schematic structure of a vacuum in-line sealing

equipment for the PDP 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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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적 가열을 위한 전원공급선의 연결과 정확한 온도

제어를 위한 thermo couple(TC)의 설치가 필요하다.

Fig. 8은 이와 같이 완성된 진공 인-라인 장치를 사

용하여 PDP 상판과 하판의 장착, 배기 및 봉착, 가스주

입 및 봉입 과정을 보여주는 공정 순서별 단면도이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PDP 패널의 후면 및 측면 사진

이 Fig. 9에 보여져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Tip-less 형

태의 봉입된 패널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실장된 패널 내부에 존재하는

대기상의 잔류가스들의 영향을 보는 것인데, 이를 판단

하기 위하여서는 진공 실장시 배기과정에서 도달하는

진공도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대기 잔류가스를 변화

시키는 것이다. 즉, 배기시 진공도를 달리하면 대기 중

의 잔류가스의 양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에 따른 특성

변화를 관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배기시 진공도 변화

에 따른 동작 개시전압 및 휘도변화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가 Fig. 10에 보여져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전압에 대해서는, 진공도 레벨이 증가함에

Fig. 6. Photo of the inside view for the sealing chamber.

Fig. 7. Detailed view of the seal-off assembly for the Tip-

less sealing.

Fig. 8. Process sequencies of the PDP vacuum in-line

sealing : (a) alignment between the front and the

rear plate, (b) attachment by moving up the rear

plate at 430oC, (c) pumping and ‘Ne-Xe’ gas filling,

and (d) seal-off by a local heater.

Fig. 9. (a) The rear view and (b) the side-view of the

vacuum in-line sealed ACP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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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동작전압은 감소하고 휘도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MgO 증착 후 대기상에 노출

없이 진공 중에서 실장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PDP의

효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진공 인-라인 방식으로 MgO 보호막 증착 및 실장공

정을 수행하는 것은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Fig. 11은 본 논문에서 제시된 새로운 방식의 진공 인-

라인 실장공정시 공정사이클 시간을 보여준다. 기존 실

장방식의 경우 대략 24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비해 새

로운 방식인 경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5시간 정도

로 현저히 공정시간이 크게 단축됨을 알 수 있다[8].

4. 결 론

PDP의 MgO 보호막 증착 후 대기 노출없이 바로 실

장시킬 수 있는 진공 인-라인 실장 방법은 효율 및 생

산성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

는 최적 조건으로 증착된 MgO 보호막을 적용하여 진

공 인-라인 실장시 배기 진공도에 따른 휘도를 측정해

봄으로써 이와 같은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이 방법을 생산라인에 적용시 생산시간을

기존의 방식에 비해 월등히 단축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은 PDP 디스플레

이가 다른 디스플레이와의 개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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