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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플라즈마 표시패널

(57) 요약

본 발명은 플라즈마 표시패널(plasma display panel)에 관한 것으로서, 전면기판 상에 유지전극 형성시 X, Y 한쌍의 유지

전극 사이에 필터링(filtering)역할을 하는 플로우팅전극(floating ITO)을 형성하여 유지전극이 위치하는 부분과 유지전극

사이에서 유전체막 두께의 차이가 나는 것을 완화함으로써 형광체로부터 반사되는 R, G, B파장, 특히 B파장이 상기 유전

체막에 흡수되어 투과율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여 패널의 휘도 및 고화질의 화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어드레스전극과, 상기 어드레스전극 상에 유전체층과, 상기 어드레스전극 양측으로 형성되는 격벽과, 상기 격벽

사이에 형성되는 형광체층으로 구성되는 배면기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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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어드레스전극과 교차하도록 형성되는 복수개의 유지전극과, 상기 유지전극 상에 형성되는 버스전극 및 스트라이프층

과, 전체표면 상부에 형성되는 유전체막 및 보호층으로 구성되는 전면기판과,

상기 전면기판과 배면기판 사이의 방전공간에 밀봉되어 충진되는 방전기체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표시패널에 있어서,

상기 전면기판의 단위 셀에서 상기 유지전극 상의 유전체막과, 상기 유지전극 사이의 전면기판 상의 유전체막 간의 두께

차이를 조절함으로써 상기 유지전극이 형성된 영역과, 상기 유지전극이 형성되지 않은 상기 유지전극 사이의 영역 간의 투

과율 차이를 조절하기 위한 부재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표시패널.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재는 PbO-B2O3-SiO2를 적용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표시패널.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재는 ITO를 적용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표시패널.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평판표시소자의 일종인 플라즈마 표시패널(plasma display panel; 이하 PDP라 칭함)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전

면기판에 유전체막의 두께에 따라 형광체로부터 반사되는 파장의 투과율을 향상시키는 플라즈마 표시패널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초고집적 반도체 제조기술과 초고진공 기술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인 마이크론 크기의 삼극 진공

관 소자의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러한 소자를 디스플레이에 응용하여 CRT와 액정표시장치(liquid crystal

display; 이하 LCD라 칭함)의 장점을 갖은 새로운 평판표시소자를 개발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그 중 가스 방전을 이용하는 칼라 플라즈마 표시패널은 구동방식이나 구조를 연구하는 단계에서 대량생산에 필요한 수율

이나 제조 공정을 연구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대표적인 평판 소자이다.

일반적으로 플라즈마 표시패널은 표시면 측의 전면기판에 유지방전을 위한 X, Y 전극을 형성하고, 반대측 배면기판에는

데이터 기입을 위한 어드레스 전극과 형광체를 구비하는 두 장의 기판을 합착하고 배기 공정을 실시한 후 가스 봉입 공정

을 실시하여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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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은 일반적인 플라즈마 표시패널의 단면도이다.

먼저, 전면기판(15) 상에 유지전극(16)과 상기 유지전극(16)의 저항을 보상하기 위한 버스전극(17)으로 구성되는 표시전

극이 형성되어 있고, 도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기 표시전극 사이에는 블랙 스트립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구조의 전

체표면 상부에는 투명한 유전체막(18)과 보호층(19)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배면기판(10) 상부에는 데이터를 기입하기 위한 어드레스전극(11)이 배치되고, 전체표면 상부에 유전체막(12)이

형성되어 있으며, 인접한 셀과 크로스토크(crosstalk)를 방지하기 위하여 격벽(13)이 형성되고, 상기 격벽(13)으로 둘러싸

인 벽면 및 상기 유전체막(12) 상부에 R, G, B형광체층(14)이 도포되어 있다.

상기 전면기판(15)에서 유지전극(16)이 형성되어 있는 Ⅰ영역과 상기 유지전극(16) 사이의 Ⅱ영역 상부에 형성되어 있는

유전체막(12)의 두께 차이가 있다.

도 2 는 도 1 의 플라즈마 표시패널에서 Ⅰ영역과 Ⅱ영역의 투과율을 비교하여 도시한 그래프도이다.

도 1 에서 유지전극(16)이 형성되어 있는 Ⅰ영역에서의 투과율은 B, G, R 파장 모두 약 80%정도로 우수한 것을 알 수 있

으나, 유지전극(16) 사이의 Ⅱ영역에서의 투과율은 파장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B파장의 투과율이 상기 Ⅱ영역에서 약 60%정도로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종래 기술에 따른 플라즈마 표시패널은, 유지전극 사이에 유전체막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특히 B파장의 투

과율이 저하되어 전체의 휘도 및 마진이 저하되어 표시패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유전체막 두께에 따른 파장의 투과율이 저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지전극 사이에 플로우팅 전극을 추가로 형성함으로써 형광체로부터 발산되는 파장의 투과율

을 향상시켜 패널의 휘도를 향상시키고, 고화질의 화상을 재현할 수 있는 플라즈마 표시패널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플라즈마 표시패널은,

복수개의 어드레스전극과, 상기 어드레스전극 상에 유전체층과, 상기 어드레스전극 양측으로 형성되는 격벽과, 상기 격벽

사이에 형성되는 형광체층으로 구성되는 배면기판과,

상기 어드레스전극과 교차하도록 형성되는 복수개의 유지전극과, 상기 유지전극 상에 형성되는 버스전극 및 스트라이프층

과, 전체표면 상부에 형성되는 유전체막 및 보호층으로 구성되는 전면기판과,

상기 전면기판과 배면기판 사이의 방전공간에 밀봉되어 충진되는 방전기체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표시패널에 있어서,

상기 전면기판의 단위 셀에서 상기 유지전극 상의 유전체막과, 상기 유지전극 사이의 전면기판 상의 유전체막 간의 두께

차이를 조절함으로써 상기 유지전극이 형성된 영역과, 상기 유지전극이 형성되지 않은 상기 유지전극 사이의 영역 간의 투

과율 차이를 조절하기 위한 부재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플라즈마 표시패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기로 한다.

도 3 는 본 발명에 따른 플라즈마 표시패널의 단면도를 도시한 것이다.

배면기판(30) 상부에는 데이터를 기입하기 위한 어드레스전극(31)이 배치되고, 전체표면 상부에 유전체막(32)이 형성되

어 있으며, 인접한 셀과 크로스토크(crosstalk)를 방지하기 위하여 격벽(33)이 형성되고, 상기 격벽(33)으로 둘러싸인 벽

면 및 상기 유전체막(32) 상부에 R, G, B형광체층(34)이 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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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면기판(35) 상에 유지전극(36)과 상기 유지전극(36)의 저항을 보상하기 위한 버스전극(38)으로 구성되는 표시

전극이 형성되어 있고, 도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기 표시전극 사이에는 블랙 스트립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구조의

전체표면 상부에는 투명한 유전체막(39)과 보호층(40)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유지전극(36) 사이의 Ⅱ영역에 투명전극인

플로우팅전극(37)을 형성하여 유지전극(36)이 형성되어 있는 Ⅰ영역과 Ⅱ영역 사이에 유전체막(39)의 두께 차이를 감소

시켜 형광체층(34)으로부터 반사되는 파장이 상기 유전체막(39)에 흡수되는 양을 감소시켜 상기 Ⅱ영역에서 R, G, B파장

의 투과율을 향상시키는데, 특히 B파장의 투과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때, 상기 플로우팅전극(37)은 ITO 또는 PbO-B2O3-SiO2 등을 적용하여 1000 ∼ 20000Å 두께로 형성된다.

그 후, 봉합 및 가스 주입 등의 공정을 진행하여 플라즈마 표시패널을 완성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플라즈마 표시패널의 제조방법은, 전면기판 상에 유지전극 형성시 X, Y 한쌍

의 유지전극 사이에 필터링역할을 하는 플로우팅전극을 형성하여 유지전극이 위치하는 부분과 유지전극 사이에서 유전체

막 두께의 차이가 나는 것을 완화함으로써 형광체로부터 반사되는 R, G, B파장, 특히 B파장이 상기 유전체막에 흡수되어

투과율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여 패널의 휘도 및 고화질의 화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일반적인 플라즈마 표시패널의 단면도.

도 2 는 도 1 의 플라즈마 표시패널에서 Ⅰ영역과 Ⅱ영역의 투과율을 비교하여 도시한 그래프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플라즈마 표시패널의 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30 : 배면기판 11, 31 : 어드레스전극

12, 18, 32, 39 : 유전체막 13, 33 : 격벽

14, 34 : 형광체 15, 35 : 전면기판

16, 36 : 유지전극 17, 38 : 버스전극

19, 40 : 보호막 37 : 플로우팅 전극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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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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