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H01J 1/304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07월04일
10-0499120
2005년06월24일

(21) 출원번호 10-2000-0009394 (65) 공개번호 10-2001-0084384
(22) 출원일자 2000년02월25일 (43) 공개일자 2001년09월06일

(73) 특허권자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575

(72) 발명자 이항우
경기도수원시팔달구영통동주공아파트516동102호

이내성
서울특별시마포구대흥동241-12

최용수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7동296

김종민
경기도성남시분당구금곡동한라아파트305동1006호

(74) 대리인 이영필
이해영

심사관 : 이정재

(54) 카본 나노튜브를 이용한 3전극 전계 방출 표시소자

요약

  본 발명은 전자 방출 특성이 우수한 카본 나노 튜브(carbon nanotube)를 이용한 3극 전계 방출 표시소자(field emitter
diplay)를 기재한다. 본 발명에 따른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한 3전극 전계 방출 소자는 양극이 형성된 전면기판 상의 양극 주
변에 방출 전자를 제어하는 추출전극을 형성함으로써, 2전극 전계 방출 소자와 같은 단순한 구조를 가져 카본나노튜브의
기상증착법에 의한 제작공정이 용이하면서도 추출전극에 의한 양극 전류 제어가 가능하므로 대면적의 전계 방출 표시소자
를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존의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한 2극 구조 전계 방출 표시소자의 개략적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한 3극 구조 전계 방출 표시소자의 개략적 단면도,

  도 3은 도 2의 3극 구조 전계 방출 표시소자에서 일정 추출(extraction) 전압에 따른 양극 전압 0V에서의 카본나노튜브
방출 전자 궤적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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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는 도 2의 3극 구조 전계 방출 표시소자에서 일정 추출(extraction) 전압에 따른 양극 전압 700V에서의 카본나노튜
브 방출 전자 궤적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그래프,

  그리고 도 5는 2극 구조와 3극 구조의 카본 나노 튜브 전계 방출 소자에 대한 추출전압 변동에 따른 양극 전압-전류 특성
곡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전면유리기판 2. 양극

  3. 형광체 4. 카본나노튜브

  5. 음극 6. 배면유리기판

  7. 양극 전압(Anode voltage)원 8. 추출전압(Extraction voltage)원

  11. 전면유리기판 12. 양극

  13. 형광체 14. 카본나노튜브

  15. 음극 16. 배면유리기판

  17. 양극 전압(Anode voltage)원 18. 추출전압(Extraction voltage)원

  21. 추출(Extraction )전극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 방출 특성이 우수한 카본 나노 튜브(carbon nanotube)를 이용한 3극 전계 방출 표시소자카본 나노튜브
를 이용한 3전극 전계 방출 표시소자(Triode structure Field emission display using carbon nanotube)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전계 방출 표시소자(field emission dispay; FED)에서는 주로 Mo등 금속이나 Si등의 반도체 물질로 만들어진 스
핀트(Spind't)형 전계 방출 어레이(field emitter array; FEA), 즉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마이크로팁에 게이트를 이용하
여 강한 전기장을 걸어 줌으로써 마이크로팁으로부터 전자를 방출시킨다. 이렇게 방출된 전자는 수백 내지 수천 볼트
(volt)의 전압이 걸려 있는 양극(anode)으로 가속되어 양극에 도포되어 있는 형광체와 충돌하므로서 빛을 발하게 된다. 이
러한 기존의 방식의 전계 방출 표시소자의 마이크로팁에 사용되는 금속이나 반도체 물질은 일함수가 크기 때문에 전자방
출을 위한 게이트 전압이 상당히 높아야 하고, 진공중의 잔류 가스 입자들이 전자들과 충돌하여 이온화되고 이들 가스 이
온들이 마이크로팁들을 때림(bombard)으로써 마이크로팁에 손상(damage)를 주게 되므로 이 전자방출원으로서의 마이
크로팁이 파괴되기도 한다. 또한 전자에 의해 충돌된 형광체 입자가 떨어져나와 마이크로팁을 오염시키므로 전자방출원의
성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은 FEA의 성능과 수명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
기 위해, 기존의 금속이나 반도체 물질 대신 전자 방출 전압이 낮고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난 카본 나노 튜브(carbon
nanotube)를 이용하여 마이크로팁을 제조하면 FEA의 성능과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다.

  카본나노튜브(Carbon nanotube)를 증착하는 기술로는 현재 아크 방전(arc discharge), 레이저 용발(laser ablation) 등
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낮은 가격으로 카본나노튜브를 대량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을 뿐 만 아
니라 구조제어(structure control)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최근들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상 증착
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에는 열화학기상증착(thermal CVD)(Appl. Phys. Lett. 67, 2477 (1995)),
MPECVD(Appl. Phys. Lett. 72, 3437 (1998)), 이온빔 방사(ion beam irradiation)(Appl. Phys. Lett. 69, 4174 (1996))
등이 있다.

  전자 방출원 재료로 각광을 받아온 다이아몬드 막(diamond film)의 전자 방출 전계가 대략 10V/μm정도인데 비하여 카
본나노튜브는 1V/μm 이하의 전계에서도 전자가 쉽게 방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전자 방출원 재료로 각광을 받
고 있다.

  도 1은 기존의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한 전계 방출 표시 소자의 개략적 구조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기
존의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한 전계 방출 소자는 일정한 간격으로 서로 대향되게 배치된 전면기판(1) 및 배면기판(6), 이 두
기판 사이의 대향면 상에 각각 형성된 양극(2) 및 음극(5), 그리고 양극(2) 상에 도포된 형광체(3)와 음극(5) 상에 도포된
카본나노튜브(4)를 구비하는 2극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한 전계 방출 표시 소자를 제작함에 있어서, 문제는 카본나노튜브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대면적에 낮은 가격으로 증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기상증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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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상증착법에서도 아크 방전(arc discharge)이나 레이저 용발(laser ablation)법과 마찬가지로 Ni, Fe 등의 천이 금속
(transition metal)이나 CoSi2 등의 실리사이드(silicide)를 촉매로 사용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어떤 패터닝된 구조 위가 아
니라 위의 2극 구조나 다를바 없는 랜덤(random)한 형태로 카본나노튜브를 증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2극 구조는
절연층이나 게이트와 같은 3극 구조의 적층들이 구비될 필요가 없으므로 기상증착법으로 쉽게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이 단순한 2극 구조로는 방출전자를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표시소자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는 어렵
다.

  이러한 제어된 구조의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한 전계 에미터(field emitter)로는 미국특허 US 5,773,834호에 기재되어 있
는 것이 유일하다. 이 특허에서는 게이트 전극으로 그물(net) 형태의 그리드(grid)를 사용하고 있는 3극 구조로서 방출전
자의 제어는 용이할지 모르나 기상증착법으로 쉽게 제작할 수 있는 2극 구조에 가까운 단순한 구조는 아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창안한 것으로, 방출전자의 제어가 용이한 3극 구조이면서 2극 구조에 가까
운 단순한 구조를 가져 카본나노튜브를 대면적에 낮은 가격으로 증착할 수 있는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한 3극 전계 방출 표
시소자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한 3극 전계 방출 표시소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대향하도록 배치된 전면 기판 및 배면 기판; 상기 배면 기판 상에 형성된 음극; 상기 음극 상에 형성된 카본 나노
튜브; 상기 전면기판 상에 형성된 양극; 상기 양극 상에 형성된 형광체; 및 상기 전면기판 상의 상기 양극과 일정한 간격으
로 이격된 상면에 형성된 추출전극;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한 3극 전계 방출 표시소자는, 일정
한 간격을 두고 서로 대향하도록 배치된 전면 기판 및 배면 기판; 상기 배면 기판 상에 스트라이프 상으로 형성된 음극라인
들; 상기 음극라인 상에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된 카본 나노 튜브; 상기 전면기판 상에 상기 음극라인들과 교차하는 방향의
스트라이프 상으로 형성된 양극라인들; 상기 양극라인들 상에 형성된 형광체; 및 상기 전면기판 상의 상기 양극라인과 일
정한 간격으로 이격된 상면에 상기 양극라인들과 나란한 방향의 스트라이프 상으로 형성된 추출전극;을 구비한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한 3극 전계 방출 표시소자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한 3전극 전계 방출 표시소자의 개략적 구조를 보여주는 수직 단면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3전극 전계 방출 표시소자는 우수한 전자방출 특성을 갖은 카본나노튜브(carbon nanotube)를 기상증착법으
로 음극상에 증착하고 양극과 동일평면 상의 주위에 게이트 역할을하는 추출전극을 배치한 3극(triode)형의 전자 방출 구
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도시된 바와 같이, 배면유리기판(16) 위에 투명전극이나 금속등을 이용하여 도전성 음극라인(cathode line)(5)을 형
성시키고, 그 위에 카본 나노 튜브(14)를 위치시킨다. 그리고 전면유리기판(11) 위에 카본 나노 튜브(14)를 항상 전자를 방
출할 수 있도록 여기시키기 위한 추출(extraction )전극(21)를 위치시키고, 양극(anode)(12) 위에 형광체(13)를 도포하여,
추출(extraction )전극(21)사이에 형성시킨다. 이러한 구조 내에서 추출(extraction )전극(21)에 일정 전압 Ve(18)을 인가
시키고, 양극(anode) 전압 Va(17)를 변화시키면,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전자의 궤적을 얻는다. 이 전자궤적은
시뮬레이션(simulation)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도 3은 양극 전압이 0V 일 때의 방출전자의 궤적으로서 양극 전압이 추출 전극의 전압(400V) 보다 낮으므로 카본나노튜
브로부터 방출된 전자들이 추출전극 쪽으로 많이 분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 4는 양극 전압이 700V 일 때의 방출전자의 궤적으로서 양극 전압이 추출 전극의 전압(400V) 보다 높으므로
카본나노튜브로부터 방출된 전자들이 양극 쪽으로 많이 집속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추출전극에 인가되는 전
압을 제어함으로써 양극상의 형광체에 충돌하는 전자의 양을 제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도 5는 이러한 결과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즉, 도 5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3극관 구조의 전계 방출 소자를 실
제 제작하여 얻은 방출(emission) 특성 그래프로서, 추출전극에 인가되는 전압 Ve의 값에 따라 양극 전압에 따른 양극 전
류의 값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추출전극 전압 Ve를 각각 400V, 450V 및 500V로서 각 50V씩 상승시켜 인가하였을 때,
양극 전압에 따른 양극 전류는 전형적인 3극관 형태의 전압-전류 특성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양극 전압이 높을수
록 양극 전류값이 증가하며, 또한 추출전극 전압 Ve가 커질수록 방출 전자들이 추출전극 쪽으로 분산되어 양극 전류가 줄
어듦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한 3전극 전계 방출 소자는 양극이 형성된 전면기판 상의 양
극 주변에 방출 전자를 제어하는 추출전극을 형성함으로써, 2전극 전계 방출 소자와 같은 단순한 구조를 가져 카본나노튜
브의 기상증착법에 의한 제작공정이 용이하면서도 추출전극에 의한 양극 전류 제어가 가능하므로 대면적의 전계 방출 표
시소자를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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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대향하도록 배치된 전면 기판 및 배면 기판;

  상기 배면 기판 상에 형성된 음극;

  상기 음극 상에 형성된 카본 나노 튜브;

  상기 전면기판 상에 형성된 양극;

  상기 양극 상에 형성된 형광체; 및

  상기 전면기판 상의 상기 양극과 대략 동일한 평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되도록 형성된 추출전극;을 구비하며,

  비 발광시에는 상기 카본 나노 튜브로부터 방출된 전자를 상기 추출전극이 집속하도록 하고, 발광시에는 상기 양극이 주
로 집속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한 3극 전계 방출 표시소자.

청구항 2.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대향하도록 배치된 전면 기판 및 배면 기판;

  상기 배면 기판 상에 스트라이프 상으로 형성된 음극라인들;

  상기 음극라인 상에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된 카본 나노 튜브;

  상기 전면기판 상에 상기 음극라인들과 교차하는 방향의 스트라이프 상으로 형성된 양극라인들;

  상기 양극라인들 상에 형성된 형광체; 및

  상기 전면기판 상의 상기 양극라인과 대략 동일한 평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되도록, 상기 양극라인들과 나란한 방향
의 스트라이프 상으로 형성된 추출전극;을 구비하며,

  비 발광시에는 상기 카본 나노 튜브로부터 방출된 전자를 상기 추출전극이 집속하도록 하고, 발광시에는 상기 양극이 주
로 집속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한 3극 전계 방출 표시소자.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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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499120

- 5 -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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