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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종래의 Tb에 의해 활성화되는 Y  2 SiO  5 형광체의 모체에 포함되는 SiO  2 조성을 화학 양론비보다 과잉

으로 하고, 화학식 {(Y  1-y-z M  y Gd  2 )  1-x Tb  x }  2 (Si  1-b Ge  b O  2 )  1+a O  3 으로 표시되고, 또한 0<x≤1, 0

≤y≤1, 0≤z≤1, 0<a≤1, 0≤b≤1의 범위의 값이고, 또한 M이 Sc, In, La, Lu, Yb, Ce, Eu, Sm, Tm, Ho, Er 및 Nd

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희토류 원소인 녹색 발광 형광체를 사용함으로써, 휘도가 높고, 휘도 열화 

특성이 적고, 고화질 표시에 알맞은 형광체 및 고화질의 화상 표시 장치를 얻는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형광체, 희토류 원소, 녹색 발광 형광체, 화상 표시 장치, 휘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인 형광체의 과잉 SiO  2 농도 a와, 형광체의 휘도 유지율의 관계에 대해서 표시한 본 발명

의 특성 곡선.

도 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인 형광체의 과잉 SiO  2 농도 a와, 형광체의 상대 휘도의 관계에 대해서 표시한 본 발명의

특성 곡선.

도 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인 형광체의 Gd 농도 x와, 형광체의 휘도 유지율의 관계에 대해서 표시한 본 발명의 특성 

곡선.

도 4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인 형광체의 Gd 농도 x와, 형광체의 상대 휘도의 관계에 대해서 표시한 본 발명의 특성 곡

선.

도 5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인 형광체의 Sc 농도 y와, 형광체의 휘도 유지율의 관계에 대해서 표시한 본 발명의 특성 

곡선.

도 6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인 형광체의 Sc 농도 y와, 형광체의 상대 휘도의 관계에 대해서 표시한 본 발명의 특성 곡

선.

도 7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인 음극선관의 단면 구조를 모식적으로 표시한 구성도.

도 8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인 투사형 텔레비젼 화상 장치의 구조를 모식적으로 표시한 구성도.

도 9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셀 구조의 모식도.

도 10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성도.

도 1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인 필드 에미터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성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간략한 설명>

1, 21:페이스 플레이트 (face plate) 2, 22:형광막

3:메탈 백 (metal back) 4:전자총

5:적색 화상용 음극선관 6:녹색 화상용 음극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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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청색 화상용 음극선관 8:영사 스크린

9:투사 렌즈계 11:격벽

12:어드레스 전극 13:배면 기판 유리

14:전면 기판 유리 15:유전체층

16:보호막 17:표시 전극

18:녹색 형광체층 19:적색 형광체층

20:청색 형광체층 23:리어 플레이트

24:음극 25:저항막

26:절연막 27:게이트 (gate)

28:원추형 금속 29:FED형 전자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형광체 및 이를 사용한 투사형 음극선관이나 화상 표시 패널 등의 화상 표시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화

상 표시에 적합한, 휘도가 높고, 열화가 적은 녹색 형광체 및 이를 사용한 투사형 음극선관이나 화상 표시 패널 등의 

화상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컬러 화상을 표시하는 음극선관 등을 사용한 화상 표시 장치는, 최근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정밀화, 고휘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화상 표시 장치란 전자선 조사나 자외선에 의해 형광체를 여기하고, 발광시켜 화상 정

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즉, 음극선관 (특히, 투사형 음극선관), 저속 전자선 디스플레이 패널 (필드 에미터 디

스플레이 (FED) 등),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PDP)등을 말한다. 또한, 상기 관이나 패널을 표시부로서 구동시키기

위한 구동 장치나 화상 처리 회로 등을 조합하여 화상 정보를 표시하는 시스템 전체도 화상 표시 장치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화상 표시 장치는 고정밀화, 고휘도화를 위해 전자선 등의 여기 스포트 직경의 축소, 스캔 속도의 증대, 및 여

기 강도의 증대를 행하기 위해서 화상 표시 장치에 사용되는 형광체의 휘도 포화, 휘도 열화 및 잔광에 의한 잔상이 

현저해지고, 화질의 저하가 문제가 된다. 동시에, 색 재현성이 좋은 발광색도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형광체에는 휘

도 포화 특성, 휘도 열화 특성, 잔광 특성 및 색의 향상이 요망되고 있다.

이하, 화상 표시 장치 중, 주로 투사관용 음극선관 (이하, 투사관이라 약칭함)을 대표예로서 설명한다. 음극선관에서는

휘도의 강약은 여기 전자선의 전류치에 의해 제어된다. 그 때문에 형광체의 휘도는 전류치에 대하여 직선적으로 커지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형광체는 전자선에 의한 여기 강도가 높아지면 휘도 포화라는 현상이 발생되어

휘도의 직선성이 상실된다. 또한, 강한 여기 강도로 화상을 표시하면 형광체 재료의 열화가 심해지고, 사용중에 휘도 

저하, 및 발색의 열화가 발생한다.

투사관은 음극선관으로 표시한 화상을 스크린 상에, 광학계에 의해 수십배의 면적으로 확대 투영하여 화상 표시를 행

하는 투사형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음극선관이다. 그 때문에 확대하지 않은 화상을 보는 일반적인 직시형 브라운관

과 비교하여 10 내지 100 배의 전류치에 의해 여기된다.

이 때문에, 투사관용 형광체에는 특히 고전류에서의 휘도 포화가 적은 것, 및 고전류에서의 열화가 적은 것이 필요하

다. R (적색), G (녹색), B (청색)의 3원색 발광에 사용되는 형광체 중, 특히, 녹색 발광 형광체는 백색 화면상에서 70 

％의 휘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기 특성의 개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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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여러가지 재료가 음극선관용의 녹색 형광체로서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Y  2 SiO  5 :Tb의 조성을 갖는 

형광체가 알려져 있다. 이 형광체의 특징은 고밀도 전류에 의한 여기로 휘도 포화가 적다는 것이고, 실용적인 형광체

로서 일반 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형광체에는 전자선의 조사에 의해 착색 및 발광 효율의 저하가 발생하고,

조사 시간에 따라 휘도가 열화되어 간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휘도가 불충분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소61-21505호 공보, 및 일본 특허 공개평6-62939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조성의 일부를 Sc로 치환함으로써 휘도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평2-289679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조성의 일부를 Gd, Tm, S

m 및 Eu 중 어느 하나로 치환함으로써 휘도 및 휘도 열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소61-21505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조성의 일부를 Mn으로 치

환함으로써 휘도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평06-60354호 공보에 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조성의 일부를 Dy, Pr로 

치환함으로써 휘도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된 형광체에서도, 최근의 고전류, 고정밀화의 대응에는 휘도 열화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휘

도 개선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상기 종래의 Y  2 SiO  5 :Tb 형광체에는 휘도 열화가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휘도 열화가 적고, 또한 휘도가 높은 형광체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한 화질이 좋은 화상 표

시 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본 발명의 목적은 이하에 나타내는 조성의 형광체에 의해 달성할 수가 있다.

즉, 화학식 {(Y  1-y-z M  y Gd  z )  1-x Tb  x }  2 (Si  1-b Ge  b O  2 )  1+a O  3 으로 표시되고, 또한 0<x≤0.5, 0≤y

≤1, 0≤z≤1 (단, 0<y+z≤1), 0<a≤1, 0≤b≤1의 범위의 값이고, 또한 M이 Sc, In, La, Lu, Yb, Ce, Eu, Sm, Tm, H

o, Er 및 Nd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희토류 원소인 녹색 발광 형광체이다.

종래 기술의 녹색 발광 형광체는 Tb  x 에 의해 활성화되는 모재 Y  2-2x SiO  5 의 조성 Y의 일부를 Gd, Sc, Yb, Eu, 

Sm, Tm, Mn, Dy, Pr 등으로 치환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본 발명의 제1의 형광체는 SiO  2 를 화학 양론비에 대하여 과잉으로 포함하는 조성 (0<a≤1)을 갖고, 또

한 Y를 Gd로 치환한 기본 조성이 {(Y  1-z Gd  z )  1-x Tb  x }  2 (SiO  2 )  1+a O  3 으로 표시되는 녹색 발광 형광체이

다.

또한, 본 발명의 제2의 형광체의 구성은 SiO  2 를 화학 양론비에 대하여 과잉으로 포함하는 조성 (0<a≤1)을 갖고, 

또한 Y를 Sc, In, La, Lu, Yb, Ce, Eu, Sm, Tm, Ho, Er 및 Nd중 1종 이상의 희토류 원소로 치환한 것이고, 기본 조성

이 {(Y  1-y M  y )  1-x Tb  x }  2 (SiO  2 )  1+a O  3 으로 표시되는 녹색 발광 형광체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3의 형광체의 구성은 SiO  2 를 화학 양론비에 대하여 과잉 으로 포함하는 조성 (0<a≤1)을 갖고, 

또한 Y를 Gd로 치환하고 그와 동시에 Sc, In, La, Lu, Yb, Ce, Eu, Sm, Tm, Ho, Er 및 Nd중 1종 이상의 희토류 원소

로 치환한 것이고, 기본 조성이 {(Y  1-y-z M  y Gd  z )  1-x Tb  x }  2 (SiO  2 )  1+a O  3 으로 표시되는 녹색 발광 형

광체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4의 형광체의 구성은 상기 3종의 구성에 있어서, Si의 일부 또는 전부를 Ge로 치환한 것이고, 기본

조성이 {(Y  1-y-z M  y Gd  z )  1-x Tb  x }  2 (Si  1-b Ge  b O  2 )  1+a O  3 으로 표시되는 녹색 발광 형광체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 의해, 종래 기술보다 휘도 열화가 적고, 휘도가 높은 형광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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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래의 기술에서 설명한 일본 특허 공개평2-289679호 공보에 기재된 형광체에 있어서는, Gd 치환량 z=0.2 전

후에서 휘도가 최대가 된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본 발명에서는 보다 낮은 농도 (0<z≤0.1)에서 휘도가 최대가 되고 있

다. 이것은 본 발명의 합성 방법에서는 보다 적은 Gd 치환량으로 효과가 얻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본 발명에 관한 형광체의 합성에 있어서는, 실시예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플럭스를 사용하지 않고, 고온으로 반

응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합성 원료로서 Gd를 포함한 Y 산화물 원료를 사용하는 것 등에 의해서 본 발명의 효과

를보다 높일 수 있다.

또한, 먼저 종래의 기술에서 설명한 일본 특허 공개소61-21505호 공보 또는 일본 특허 공개평06-60354호 공보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Mn, Dy, Pr로 치환한 경우, 초기의 휘도는 향상되나 시간 경과에 따른 휘도 열화는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휘도 열화도 향상된다.

본 발명의 형광체의 형태는 특히 한정되지 않고, 단결정일 수도 다결정일 수도 있다. 또한, 형상은 소결체, 분체 등 어

느 형태일 수도 있다. 단, 음극선관 등의 전자 여기에 의한 발광을 행할 경우, 고온에서 반응시킨 분체를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분체의 입경은 1 ㎛ 내지 20 ㎛ 정도의 것이 사용된다.

또한, 본 발명의 형광체와 다른 조성을 갖는 형광체, 특히 Y  3 (Al,Ga)  5 O  12 :Tb, Zn  2 SiO  4 :Mn, LaOCl:Tb 및 I

nBO  3 :Tb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형광체를 혼재시켜 (혼합 조성물로서)사용함으로써, 보다 휘도

를 높이거나 색 재현성을 좋게 할 수가 있다

또한, 실용에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 방법으로서, 본 발명의 형광체를 포함하는 형광막을 화상 표시 장치에 적용함으

로써 화질이 좋은 화상 표시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투사형 디스플레이를 예로 설명한다. 투사형 디스

플레이는 R, B, G 단색의 3개의 투사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녹색 투사관의 페이스플레이트에 도포하는 형광체로서 

본 발명의 형광체를 단독으로, 또는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형광체를 포함하는 녹색 형광체 혼합물로 사용함으

로써 수명 특성이 좋은 화상 표시 장치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직시형 디스플레이용 브라운관 (이하 '직시관'이라 약칭함)에 있어서 도, 페이스 플레이트에 도포하는 3색의 형

광체 중, 녹색 형광체로서 본 발명의 형광체를 단독 또는 상술한 바와 같이 다른 녹색 발광 형광체와의 혼합물로 사용

함으로써 녹색의 발색이 좋고, 수명 특성이 좋으며 잔광이 짧고 화질이 좋은 화상 표시 장치를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형광체를 포함하는 형광막을 필드 에미터 디스플레이 (FED라 약칭함) 등의, 저속 전자선을 사용하는

화상 표시 장치에 사용함으로써 수명 특성이 좋은 화상 표시 장치를 제조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은 고전류 여기에 있어서의 휘도 열화 특성 및 휘도 포화 특성이 특히 우수하기 때문에, 투사관용 및 FED용 

형광체로서의 용도에 최적이다.

또한, 본 발명의 형광체를 포함하는 형광막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PDP) 등의, 자외선 여기에 의한 발광을 행

하는 화상 표시 장치에 사용함으로써 수명 특성이 좋은 화상 표시 장치를 제조할 수가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1>

본 발명의 형광체를 이하의 방법에 의해 제조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1) 형광체의 제조 방법:

원료로서, (Y,Tb)  2 O  3 , SiO  2 및 Gd의 산화물을 사용하였다. 또는 (Y,Tb,Gd)  2 O  3 및 SiO  2 를 사용하였다. 이

들 재료의 소정량을 잘 혼합하였다. 이 혼합물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고, 도가니의 뚜껑을 닫은 후, 환원 분위기 중, 

1550 ℃에서 2 시간 동안 소성하였다. 소성물을 분쇄하여 입경 6 ㎛ 전후의 형광체 분말을 얻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Y  1-z Gd  z )  1-x Tb  x }  2 (SiO  2 )  1+a O  3 으로 표시되는 조성을 갖는 형광체를, 조성을 변화

시키며 제조하였다. x를 0.03≤x≤0.15의 범위, z의 값을 0≤z≤1의 범위, a를 0≤a≤1의 범위의 값으로 변화시켜 

각각의 조성을 갖는 시료를 제조하였다.

비교 대상이 되는 종래 제품은, x=0.07, z=0, a=0인 것을 사용하였다. 종래 실용적으로 사용된 형광체는 x=0.07 전

후의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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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광 특성 평가 방법:

음극선에 의한 발광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상기와 같이 하여 얻어진 형광체의 시료를, 구리제의 기판상에 수침강 

도포하여, 5 mg/cm  2 전후의 막 중량의 형광막을 얻었다. 이 형광막에, 진공도 7×10  -6 Pa 이상의 진공 중에서, 0.1

내지 1250 ㎂/cm  2 의 범위의 전류 밀도로 전자선을 조사하여, 휘도 및 휘도 열화를 측정하였다.

휘도는 막면에서 20 cm 떨어진 Si제의 포토 트랜지스터에 의해 측정하였다.

휘도 열화는 강제 열화 시험에 의해 평가하였다. 즉, 형광체 시료의 온도를 200 ℃로 상승시켜 전자선을 통상 실용으

로 사용되는 전류 밀도의 수십배 (1250 ㎂/cm  2 )로 30 분 간 조사한 후,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또한 30 분 냉각하여

초기 온도로 되돌린 후의 발광 휘도를 측정하였다. 열화 후 휘도의 초기 휘도에 대한 비를 측정하고, 이를 휘도 유지

율이라 정의하여 휘도 열화의 평가 기준으로서 사용하 였다. 휘도 유지율이 클수록 휘도 열화가 적은 형광체이다.

휘도 유지율 및 휘도 (상대 휘도)의 측정 결과를 도 1 내지 도 4에 나타내었다.

도 1은 x=0.07, z=0.05에 있어서, SiO  2 의 과잉량 a를 0에서 1까지 변화시켰을 때의, 상기 방법에 의해 측정한 강제

열화 후의 휘도 유지율을 나타낸다. 도에는 a=0.5까지의 그래프를 나타낸다. 아울러 종래 제품 (x=0.07, a=0, z=0의 

경우)의 휘도 유지율도 나타낸다. 이 도에서 분명한 바와 같이 0<a≤0.4의 범위에서 종래 제품을 상회하는 휘도 유지

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특히 z=0.13 부근에서는 8 ％ 정도 휘도 유지율이 향상되었다.

또한, x가 0.03≤x≤0.15의 범위이고, z가 0≤z≤1의 범위인 다른 조성에 있어서도, a를 변화시킨 경우, 본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었다.

도 2는 상기와 같이 a를 0에서 1까지 변화시켰을 때의, 종래 제품 (x=0.07, a=0, z=0의 경우)를 100으로 하는 상대 

휘도를 나타낸다. 도에는 a=0.5까지의 그래프를 나타냈다. 이 도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0<a≤0.4의 범위에 있어서,

종래 제품을 상회하는 휘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특히 a=0.13 부근에서는 10 ％ 정도 휘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x가 0.03≤x≤0.15의 범위이고, z가 0≤z≤1의 범위인 다른 조성에 있어서도, a를 변화시킨 경우, 본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었다.

도 3은 x=0.07, a=0.05에 있어서, z를 0에서 1까지 변화시켰을 때의 상기 방 법에 따라 측정한 강제 열화 후의 휘도 

유지율을 나타낸다. 도에는 z=0.15까지의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종래 제품 (x=0.07, a=0, z=0인 경우)의 휘도

유지율도 나타내었다. 이 도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0<z≤0.12의 범위에서, 종래 제품을 상회하는 휘도 유지율을 나

타내고 있다. 또한, 특히 z=0.05 부근에서는 8 ％ 정도 휘도 유지율이 향상되었다.

또한, x가 0.03≤x≤0.15의 범위이고, a가 0<a≤1의 범위인 다른 조성에 있어서도, z를 변화시킨 경우, 본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었다.

도 4는 상기와 동일하게 z를 0에서 1까지 변화시켰을 때의 전류 밀도 10 ㎂/cm  2 의 전자선 여기로 측정한 종래 제

품 (x=0.07, a=0, z=0의 경우)를 100으로 하는 상대 휘도를 나타낸다. 도에는 z=0.15까지의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이 도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0<z≤0.1의 범위에서, 종래 제품을 상회하는 휘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특히 z=0.05 부

근에서는 10 ％ 정도 휘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x가 0.03≤x≤0.15의 범위이고, a가 0<a≤1의 범위인 다른 조성에 있어서도, z를 변화시킨 경우, 본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었다.

또한, z=0.05, a=0.05에 있어서, x를 0에서 0.5까지 변화시켜 전류 밀도 10 ㎂/cm  2 의 전자선 여기로 측정하여, 종

래 제품 (x=0.07, a=0, z= 0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0.5<x≤0.15의 범위에서 종래 제품을 상회하는 휘도를 나타내었

다.

또한, a가 0<a≤1의 범위이고, z가 0≤z≤1의 범위인 다른 조성에 있어서도 x를 변화시킨 경우, 본 실시예와 마찬가

지의 결과가 되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Gd로 치환함으로써, 또한 동시에 SiO  2 량을 화학 양론비 보다 많이 첨가하여 합성함으로써 높은 

휘도를 나타내고, 휘도 열화가 적은 본 발명의 형광체를 얻을 수 있다.

<실시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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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구성의 형광체를 하기 방법에 따라 제조하고,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원료로서 (Y,Tb)  2 O  3 , SiO  2 및 Sc의 산화물을 사용하였다. 또는 (Y,Tb,Sc)  2 O  3 및 SiO  2 를 사용하였다. 이들

재료의 소정량을 잘 혼합하였다. 이 혼합물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고, 도가니의 뚜껑을 닫은 후, 환원 분위기 중, 15

50 ℃에서 2 시간 동안 소성하였다. 소성물을 분쇄하여, 입경 6 ㎛ 전후의 형광체 분말을 얻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Y  l-y Sc  y )  1-x Tb  x }  2 (SiO  2 )  1+a O  3 으로 표시되는 조성을 갖는 형광체를, 조성을 변화

시키며 제조하였다. x를 0.03≤x≤0.15의 범위, y의 값을 0<y≤0.15의 범위, a를 0<a≤1의 범위의 값으로 변화시켜,

각각의 조성을 갖는 시료를 제조하였다. 비교 대상이 되는 종래 제품은 x=0.07, z=0, a=0인 것을 사용하였다. 종래 

실용적으로 사용된 형광체는 x=0.07 전후의 것이 일반적이다.

실시예 1에 표시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한 형광체의 휘도 및 휘도 열화를 측정하였다.

도 5는 x=0.07, a=0.05에 있어서, y를 0에서 0.15까지 변화시켰을 때의, 상 기 방법에 따라 측정한 강제 열화 후의 

휘도 유지율을 나타낸다. 아울러 종래 제품 (x=0.07, a=0, z=0인 경우)의 휘도 유지율도 나타낸다. 이 도로부터 분명

한 바와 같이 0<y≤0.07의 범위에서, 종래 제품을 상회하는 휘도 유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x가 0.03≤x≤0.15의 범위이고, a가 0<a≤1의 범위인 다른 조성에 있어서도, y를 변화시킨 경우, 본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얻어졌다.

도 6은 상기와 동일하게, y를 0에서 0.15까지 변화시켰을 때의, 전류 밀도 10 ㎂/cm  2 의 전자선 여기로 측정한 종래

제품 (x=0.07, a=0, z=0인 경우)를 100으로 하는 상대 휘도를 나타낸다. 이 도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0<y≤0.05의

범위에 있어서, 종래 제품을 상회하는 휘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x가 0.03≤x≤0.15의 범위이고, a가 0<a≤1의 범위인 다른 조성에 있어서도 y를 변화시킨 경우, 본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Sc로 치환함으로써, 또한 동시에 SiO  2 량을 화학 양론비보다 많이 첨가하여 합성을 행함으로써, 

높은 휘도를 나타내고 휘도 열화가 적은 본 발명의 형광체를 얻을 수 있다.

<실시예 3>

본 발명의 다른 구성의 형광체를 하기 방법에 따라 제조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실시예 2의 Sc 대신에, In, La, L

u, Yb, Ce 각각에 의한 치환을 하였다. 즉, 원료로서 (Y,Tb)  2 O  3 , SiO  2 및 In, La, Lu, Yb 및 Ce로 이루어진 군에

서 선 택된 1종 이상의 희토류 원소의 산화물을 사용하였다.

또는, (Y,Tb,M)  2 O  3 및 SiO  2 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 M은 In, La, Lu, Yb 및 Ce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

상의 희토류 원소이다.

이들 재료의 소정량을 잘 혼합하였다. 이 혼합물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고, 도가니의 뚜껑을 닫은 후, 1600 ℃에서 2

시간 동안 소성하였다. 소성물을 분쇄하여 입경 6 ㎛ 전후의 형광체 분말을 얻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Y  1-y M  y )  1-x Tb  x }  2 (SiO  2 )  1+a O  3 으로 표시되는 조성을 갖는 형광체를, 조성을 변화

시키며 제조하였다. x를 0.03≤x≤0.15의 범위, y의 값을 0<y≤0.15의 범위, a를 0<a≤1의 범위의 값으로 변화시켜,

각각의 조성을 갖는 시료를 제조하였다.

비교 대상이 되는 종래 제품은 x=0.07, z=0, a=0인 것을 사용하였다. 종래 실용적으로 사용된 형광체는 x=0.07 전후

의 것이 일반적이다.

실시예 1에 나타낸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성한 형광체의 휘도 및 휘도 열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0<y≤0.1의 범

위에 있어서, 종래 제품을 상회하는 휘도 및 휘도 유지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x가 0.03≤x≤0.15의 범위이고, a가 0<a≤1의 범위인 다른 조성에 있어서도, y를 변화시킨 경우, 본 실시예와 

동일한 결과가 얻어졌다.

상기와 같이, In, La, Lu, Yb, Ce 중 어느 하나로 치환함으로써, 또한 동시에 SiO  2 량을 화학 양론비보다 많이 가하여

합성을 행함으로써, 높은 휘도를 나타내 고, 휘도 열화가 적은 본 발명의 형광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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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원소의 2종 이상을 이용하여 동시에 치환함으로써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시예 4>

본 발명의 다른 구성의 형광체를 하기 방법에 의해 제조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실시예 2의 Sc에 대신에 Eu에 의한 치환을 행하였다. 즉, 원료로서 (Y,Tb)  2 O  3 , SiO  2 및 Eu의 산화물을 사용하

였다. 또는 (Y,Tb,Eu)  2 O  3 , 및 SiO  2 를 사용하였다. 이들 재료의 소정량을 잘 혼합하였다. 이 혼합물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고, 도가니의 뚜껑을 닫은 후, 환원 분위기 중, 1550 ℃에서 2 시간 동안 소성하였다. 소성물을 분쇄하여 

입경 6 ㎛ 전후의 형광체 분말을 얻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Y  1-y Eu  y )  1-x Tb  x }  2 (SiO  2 )  1+a O  3 으로 표시되는 조성을 갖는 형광체를, 조성을 변화

시키며 제조하였다. x를 0.03≤x≤0.15의 범위, y의 값을 0<y≤0.15의 범위, a를 0≤a≤1의 범위의 값으로 변화시

켜, 각각의 조성을 갖는 시료를 제조하였다.

비교 대상이 되는 종래 제품은 x=0.07, z=0, a=0의 것을 사용하였다. 종래 실용적으로 사용된 형광체는 x=0.07 전후

의 것이 일반적이다.

실시예 1에 나타낸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성한 형광체의 휘도 및 휘도 열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0<y≤1×10  -3

의 범위에서, 종래 제품을 상회하는 휘도 및 휘도 유지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x가 0.03≤x≤0.15의 범위이고, a가 0<a≤1의 범위인 다른 조성에 있어서도, y를 변화시킨 경우, 본 실시예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얻어졌다.

상기한 바와 같이, Y의 일부를 Eu로 치환함으로써, 또한 동시에 SiO  2 량을 화학 양론비보다 많이 가하여 합성을 행

함으로써, 높은 휘도를 나타내고, 휘도 열화가 적은 본 발명의 형광체를 얻을 수 있다.

<실시예 5>

본 발명의 다른 구성의 형광체를 하기 방법에 따라 제조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실시예 2의 Sc 대신에, Sm, Tm, Ho, Er, Nd 각각에 의한 치환을 하였다. 즉, 원료로서 (Y,Tb)  2 O  3 , SiO  2 및 Sm,

Tm, Ho, Er 및 Nd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희토류 원소의 산화물을 사용하였다.

또는, (Y,Tb,M)  2 O  3 , 및 SiO  2 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 M은 Sm, Tm, Ho, Er 및 Nd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희토류 원소이다.

이들 재료의 소정량을 잘 혼합하였다. 이 혼합물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고, 도가니의 뚜껑을 닫은 후, 환원 분위기 

중, 1550 ℃에서 2 시간 동안 소성하였다. 소성물을 분쇄하여, 입경 6 ㎛ 전후의 형광체 분말을 얻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Y  1-y M  y )  1-x Tb  x }  2 (SiO  2 )  1+a O  3 으로 표시되는 조성을 갖는 형광체를, 조성을 변화

시키며 제조하였다. x를 0.03≤x≤0.15의 범위, y의 값을 0<y≤0.15의 범위, a를 0<a≤1의 범위의 값으로 변화시켜,

각각의 조성을 갖는 시료를 제조하였다.

비교 대상이 되는 종래 제품은 x=0.07, z=0, a=0인 것을 사용하였다. 종래 실용적으로 사용된 형광체는 x=0.07 전후

의 것이 일반적이다.

실시예 1에 나타낸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성한 형광체의 휘도 및 휘도 열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0<y≤5×10  -

3 의 범위에 있어서, 종래 제품을 상회하는 휘도 및 휘도 유지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X가 0.03≤x≤0.15의 범위이고, a가 0<a≤1의 범위인 다른 조성에 있어서도, y를 변화시킨 경우, 본 실시예와 

동일한 결과가 얻어졌다.

상기한 바와 같이, Y의 일부를 Sm, Tm, Ho, Er 및 Nd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희토류 원소로 치환

함으로써, 또한 동시에 SiO  2 량을 화학 양론비보다 많이 가하여 합성을 행함으로써 높은 휘도를 나타내고, 휘도 열

화가 적은 본 발명의 형광체를 얻을 수 있다.

<실시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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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구성의 형광체를 하기 방법에 의해 제조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실시예 1의 Y의 일부를 Gd로 치환함과 동시에, Sc, In, La, Lu, Yb, Ce, Eu, Sm, Tm, Ho, Er, Nd 각각에 의한 치환을

하였다. 즉, 원료로서 (Y,Tb)  2 O  3 , SiO  2 및 Gd의 산화물 및 Sc, In, La, Lu, Yb, Ce, Eu, Sm, Tm, Ho, Er 및 Nd

로 이루어진 군 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희토류 원소의 산화물을 사용하였다.

또는, (Y,Gd,Tb)  2 O  3 , SiO  2 및 Sc, In, La, Lu, Yb, Ce, Eu, Sm, Tm, Ho, Er 및 Nd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희토류 원소의 산화물을 사용하였다.

또는, (Y,Gd,Tb,M)  2 O  3 및 SiO  2 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 M은 Sc, In, La, Lu, Yb, Ce, Eu, Sm, Tm, Ho, Er 및 N

d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희토류 원소이다.

이들 재료의 소정량을 잘 혼합하였다. 이 혼합물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고, 도가니의 뚜껑을 닫은 후, 환원 분위기 

중, 1550 ℃에서 2 시간 동안 소성하였다. 소성물을 분쇄하여, 입경 6 ㎛ 전후의 형광체 분말을 얻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Y  1-y-z M  y Gd  z )  1-x Tb  x }  2 (SiO  2 )  1+a O  3 으로 표시되는 조성을 갖는 형광체를, 조성

을 변화시키며 제조하였다. 그 결과, 실시예 1에서의 Gd 단독의 치환의 경우보다도, 더 높은 휘도 유지율이 얻어졌다.

상기한 바와 같이, Y의 일부를 Gd와 함께, Sc, In, La, Lu, Yb, Ce, Eu, Sm, Tm, Ho, Er, Nd 중 어느 하나로 치환함

으로써, 또한 동시에 SiO  2 량을 화학 양론비 보다 많이 첨가하여 합성을 행함으로써 높은 휘도를 나타내고, 휘도 열

화가 적은 본 발명의 형광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M 원소로서 이들 원소의 2종 이상을 사용하고, Gd와 동시에 치환함으로써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시예 7>

본 발명의 다른 구성의 형광체를 하기 방법에 따라 제조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실시예 1 내지 4에서 표시된 조성에 있어서, 또한 Si를 Ge로 치환한 형광체를 제조하였다. 즉, 원료로서 상기 실시예

로 나타낸 것 및 Ge의 산화물을 사용하였다. 이들 재료의 소정량을 잘 혼합하였다. 이 혼합물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

고, 도가니의 뚜껑을 닫은 후, 환원 분위기 중, 1550 ℃에서 2 시간 동안 소성하였다. 소성물을 분쇄하여, 입경 6 ㎛ 

전후의 형광체 분말을 얻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Y  1-y-z M  y Gd  z )  1-x Tb  x }  2 (Si  1-b Ge  b O  2 )  1+a O  3 으로 표시되는 조성을 갖는 형광

체 (단, 0<b≤1)를 조성을 변화시키며 제조하였다. 그 결과, 종래의 기술에 의한 형광체보다 높은 휘도와 휘도 유지율

이 얻어졌다.

상기 조성으로 나타내는 바와 같이, Si를 Ge로 치환함으로써 높은 휘도를 나타내고, 휘도 열화가 적은 본 발명의 형광

체를 얻을 수 있다.

<실시예 8>

화상 표시를 행하는 녹색 형광막으로서 본 발명의 형광체에 의한 형광막을 갖는, 7인치의 녹색 화상용 투사형 음극선

관을 제조하였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을 사용한 이 녹색 화상용 투사형 음극선관과, 청색 화상용 투사형 음극선관 및

적색 화상용 투사형 음극선관등의 3개를 조합하여 투사형 텔레비젼 화상 표시 장치를 제조하였다.

도 7은 투사형 음극선관의 단면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도 7에서 투사형 음극선관은 네크단에 전자총 (4)를 구비하고 

페이스 플레이트 (1)의 내면에 형광막 (2) 및 메탈 백 (3)을 구비하고 있다. 투사형 음극선관의 형광막 (2)는 단색막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 1 내지 7에서 얻어진 형광체를 사용하여, 7인치 밸브 중에서 수침강에 의해 형광막 (2)를 형성하고,

필름화 및 알루미늄 후면 증착을 행한 후, 전자총 등의 부품을 부착하고 배기 및 봉지를 행하여 녹색 화상용 투사형 

음극선관을 완성시켰다.

동일한 방법으로 시판중인 형광체를 사용하여 다른 청색 화상용 및 적색 화상용 투사형 음극선관을 제조하였다.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투사형 텔레비젼 화상 표시 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낸다. 도 8에 있어서, 5는 적색 화상용 음극

선관, 6은 본 발명의 녹색 화상용 음극선관, 7은 청색 화상용 음극선관이고, 이들에 대향하여 일정 거리 떨어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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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사 스크린 (8)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상기 각각의 투사형 음극선관에는 이들 중심 축과 동일선 상에 투사 렌즈

계 (9)가 배치되고, 상기 각각의 투사형 음극선관의 페이스 플레이트에 재생된 단색의 화상이 집광 확대되어 상기 영

사 스크린 (8)에 투사되어 3 색이 중첩되어 합성된 컬러 화상이 얻어진다.

실제로는 투사형 텔레비젼 화상 표시 장치는 상기에 나타내는 각 화상용 음극선관, 영사 스크린 및 투사 렌즈계 이외

에, 텔레비젼용 튜너, 음극선관 구동 회로, 화상 신호 처리 회로 등의 화상 표시용 장치, 또한 음향용 스피커, 앰프 등

의 음향 장치, 또한 스위치나 볼륨 등의 조작용 장치, 또한 전체를 수납하는 외장이나 지지하는 프레임이나 대(臺) 등

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본 실시예에 있어서 하기 각 방법으로 발광 특성을 측정하였다. 휘도는 30 cm 떨어진 위치에서 휘도계를 사

용하여 계측하고 종래 사용되고 있는 현행 표준품의 휘도를 100으로서 상대 휘도로 표시하였다.

형광체의 발광색은 페이스 플레이트 (1)의 전방 30 cm 떨어진 위치에서 색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발광색의 비

교는 x-y의 색도 좌표의 색도치 y의 비교에 의해 행하였다. 상기 특성의 측정은 모두 102×76 mm의 크기로 조사되

는 0.35 mA의 음극선관으로 여기하여 측정하였다.

휘도 열화 특성은 강제 열화 시험에 의해 평가하였다. 102×76 mm의 크기로 조사되는 0.6 mA의 음극선을 2000 시

간 동안 연속 조사하고, 그 후 측정한 휘도와 초기 휘도의 비를 휘도 유지율이라 정의하였다. 휘도 유지율이 높은 쪽이

, 휘도열화가 적은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 제조한 투사형 텔레비젼 화상 표시 장치는 휘도 열화 특성에 있어서 종래 제품을 상회하였다. 또한, 휘

도 특성에 있어서도 종래 제품을 상회하였다. 즉, 본 발명에 의해 녹색의 열화 특성 및 휘도가 좋고, 화질이 좋은 화상 

표시 장치를 얻었다.

이상으로부터 본 발명에 의하면 화질이 좋은 음극선관 및 화상 표시 장치를 제공할 수가 있다.

<실시예 9>

화상 표시를 행하는 녹색 형광막으로서, 본 발명의 형광체 및 Zn  (2-x) SiO  4 :Mn  x 형광체의 양자의 혼합막을 갖는 

7 인치의 녹색 화상용 투사형 음극선관을 제조하였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을 사용한 녹색 화상용 투사형 음극선관과

, 다른 청색 화상용 투사형 음극선관 및 적색 화상용 투사형 음극선을 조합하여, 투사형 텔레비젼 화상 표시 장치를 제

조하였다. 장치의 구성 및 특성의 측정 방법은 실시예 8과 동일하다.

상기 혼합막에 있어서, 본 발명의 형광체에 대한 Zn  (2-x) SiO  4 :Mn  x 형광체의 중량비를 0에서 1까지 변화시켜, CI

E 색도 좌표의 색도치 y 및 상대 휘도를 측정하였다.

녹색 형광체에 있어서는 색도치 y가 클수록 색 재현성이 좋고, 양호한 화상이 얻어진다.

Zn  (2-x) SiO  4 :Mn  x 의 중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색도치 y가 증가하고 양호한 색 재현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Zn  (2-x) SiO  4 :Mn  x 의 중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휘도가 저하된다. 색 재현성 측면에서, Zn  (2-x) SiO  4
:Mn  x 의 중량비는 보다 큰 쪽이 좋지만 실용을 위한 휘도를 얻기 위해서는 중량비가 0.4 이하인 쪽이 좋다. 이 범위

에서의 혼합 형광체를 사용함으로써 양호한 특성을 갖는 화상 표시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Zn  (2-x) SiO  4 :Mn  x 대신에, Zn  2 SiO  4 :Mn, LaOCl:Tb 및 InBO  3 :Tb의 각 형광체 각각을 본 발명의 형광

체와 혼합하여 음극선관을 제조하였다. 그 결과 상기와 동일한 결과가 얻어졌다. 또한, 혼합되는 형광체는 상기한 것

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색도치 y가 양호한 다른 형광체를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결과가 얻어진다.

<실시예 10>

화상 표시를 행하는 녹색 형광막으로서, 본 발명의 형광체 및 Y  3 (Al,Ga)  5 O  12: :Tb 형광체의 양자의 혼합막을 갖

는 7 인치 녹색 화상용 투사형 음극선관을 제조하였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을 사용한 녹색 화상용 투사형 음극선관

과, 다른 청색 화상용 투사형 음극선관 및 적색 화상용 투사형 음극선관을 조합하여, 투사형 텔레비젼 화상 표시 장치

를 제조하였다. 장치의 구성 및 특성의 측정 방법은 실시예 8과 동일하다.

상기 혼합막에 있어서, 본 발명의 형광체에 대한 Y  3 (Al,Ga)  5 O  12 :Tb 형광체의 중량비를, 0에서 1까지 변화시켜 

색도치 y, 상대 휘도 및 휘도 열화 특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Y  3 (Al,Ga)  5 O  12 :Tb 형광체의 중량비를 증가시키

면 상대 휘도 및 휘도 열화 특성이 향상되지만 색도치 y가 저하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실용에 제공할 수 있는 색도치

는 Y  3 (Al, Ga)  5 O  12 :Tb 형광체의 중량비 0.6 이하에서 얻을 수 있다. 이 범위에서의 혼합 형광체를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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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휘도가 높고 휘도 열화가 적은, 양호한 특성을 갖는 화상 표시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혼합되는 형광체는 상기한 것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휘도 또는 휘도 열화 특성이 양호한 다른 형광체를 사

용함으로써 동일한 결과가 얻어진다.

<실시예 11>

본 발명의 형광체를 포함하는 형광막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PDP)에 적용하였다. 도 9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셀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단면도이고, 도 10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성을 나타낸 분해도이다.

즉, 도 10 (a)은 전면 기판측을, 도 10 (b)은 배면 기판측을 나타내고 있다. 도면 중의 11은 격벽, 12는 어드레스 전극,

13은 배면 기판 유리, 14는 전면 기판 유리, 15는 유전체층, 16은 보호막 (MgO), 17은 표시 전극, 18은 본 발명에 관

한 녹색 형광체층, 19는 적색 형광체층, 20은 청색 형광체층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PDP는 도 10 (a)의 전면 기판과 도 10 (b)의 배면 기판을 합체하여 기밀 봉지함으로써 구성된다. 그리고, 스트라이프

상으로 형성된 각 형광체층의 상부 공간 (방전 공간이 된다)에 희가스 (불활성 가스) 등의 방전 가스가 충전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PDP는 종래 제품보다 휘도가 높고, 휘도 열화도 적고, 화질이 좋은 것이었다.

<실시예 12>

본 발명의 형광체를 포함하는 형광막을 저속 전자선에 의한 여기를 행하는 필드 에미터 디스플레이 (FED)에 적용하

였다. 도 11은 필드 에미터 디스플레이의 셀 구조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도 11에서, 21은 페이스 플레이트, 22는 

형광막, 23은 리어플레이트, 24는 음극, 25는 저항막, 26은 절연막, 27은 게이트, 28은 원추형 금속, 29는 FED형 전

자원을 각각 나타낸다.

이에 따라 종래 제품보다 휘도가 높고, 휘도 열화가 적은, 화질이 좋은 필드 에미터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할 수가 

있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즉, 본 발명에 의해 휘도 열화가 적고,

더불어 휘도가 높은, 고화질 표시에 적합한 형광체 및 고화질의 화상 표시 장치를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화학식 {(Y  1-y-z M  y Gd  z )  1-x Tb  x }  2 (Si  1-b Ge  b O  2 )  1+a O  3 으로 표시되고, 또한 0<x≤0.5, 0≤y≤1, 

0≤z≤1 (단, 0≤y+z≤1), 0<a≤1, 0≤b≤1의 범위의 값이고, 또한 M이 Sc, In, La, Lu, Yb, Ce, Eu, Sm, Tm, Ho, 

Er 및 Nd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희토류 원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광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0<z≤0.1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광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0<a≤0.4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광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M은 Sc이고, 0<y≤0.07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광체.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M은 In, La, Lu, Yb 및 Ce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희토류 원소이고, 0<y≤0.1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광체.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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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M은 Eu이고, 0<y≤1×10  -3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광체.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M은 Sm, Tm, Ho, Er 및 Nd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희토류 원소이고, 0<y≤5×10
 -3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광체.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0.03≤x≤0.1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광체.

청구항 9.
제1항에 기재된 형광체와, Y  3 (Al,Ga)  5 O  12 :Tb, Zn  2 SiO  4 :Mn, LaOCl:Tb 및 InBO  3 :Tb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형광체와의 혼합 조성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형광체.

청구항 10.
페이스 플레이트 상의 형광막과, 이 형광막에 전자빔을 조사하여 발광시키는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형광막은 제1항

에 기재된 형광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극선관.

청구항 11.
형광막과, 이 형광막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발광시키는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형광막은 제1항에 기재된 형광체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청구항 12.
형광막과, 이 형광막에 가속 전압 15 kV 이하의 저속 전자선을 조사하여 발광시키는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형광막은

제1항에 기재된 형광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속 전자선 디스플레이 패널.

청구항 13.
제10항에 기재된 음극선관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표시 장치.

청구항 14.
제11항에 기재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표시 장치.

청구항 15.
제12항에 기재된 저속 전자선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 표시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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