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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또는 PALC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방전 챔버(11, 22), 전극(3, 4, 8, 24, 25)을 포함
하며, 전극은 유전 층(5, 9, 28)에 의해 덮여지며, 상기 유전 층(5, 9, 28)은 알킬 그룹을 포함하는 금속 산화물 매트
릭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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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방전 챔버(discharge chamber)로부터 전극을 분리시키는 유전 층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
스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방전 챔버로부터 전극을 분리시키는 유전 층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소위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및 PALC-LCD 디바이스에 이용될 수 있다.

    배경기술

    
방전 챔버로부터 전극을 분리시키는 유전 층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은 EP 0 784 333으로부터 
알려져 있다. 전통적으로, 유전 층은 투명 유리 층을 형성하기 위해 프리트 유리 패이스트(frit glass paste)를 도포하
고 온도를 고온(대체로 580℃)으로 상승시킴으로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렇게 온도를 높은 값으로 상승시키는 것은 
이러한 온도를 견딜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다른 부분(특히, 디스플레이의 전방 및 후방 기판)에 대한 유
리의 이용이 요구된다. 보통의 플로트 유리(float glass)는 위에 제시된 온도(indicated temperature) 훨씬 아래에서 
변형점을 갖는다. 전통적으로, 상기 다른 부분에 대해 특별한 유리를 이용하거나 매우 느리게 온도를 상승시키고 냉각
시키는 공정을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는데, 이는 제조 비용 및 제조 설비의 복잡
성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속 알콕시드(metal alkoxide)을 포함하는 겔(gel)을 이용하는 것
이 EP 784333에 개시되어 있다. 일 예(컬럼 16)에서, 실리콘 산화물을 포함하는 유전 층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디바
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 층이 코팅에 의해 형성되고 SI(OC 4 H9 )4 를 포함하는 n-부탄올 용액이 닥터 블레이드 방
법(doctor blade method)에 의해 표면에 도포되고, 이어서 100~400℃의 온도로 가열된다.

알려진 디바이스 및 방법이 일부 문제를 해결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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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유전 층은 형성된 후 그 자체에 균열을 보인다. 이러한 균열은 흔히 파손을 야기시킨다(즉, 방전 전류가 직접 전
극으로 흐르는 동안). 이러한 플래시오버(flash-over)는 전극 또는 유전 층을 손상시킬 수 있고 PDP의 기능을 크게 
감소시킨다. 또한, 광선이 균열에서 불규칙하게 반사될 수 있으므로, 균열은 PDP의 광학적 특성에 악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유전 층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핀-홀(pin-hole)이 생길 수 있다. EP 784 333에서, 유전 층의 두께는 
0.003 내지 0.01mm(3 내지 10 마이크로미터)이다. 유전 층의 두께가 증가됨으로써 핀-홀의 발생이 줄어들지만 균열
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본 발명자는 알게되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및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
로서, 상기 디바이스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위에서 언급된 문제중 하나 이상이 줄어들며, 바람직하게는 최소화된
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수명 동안 높은 광선의 출력(liquid output)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유전 층이 알킬 그룹(alkyl groups)이 존재하는 실리콘 
산화물 매트릭스(silicon oxide matrix)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서, 유전 층은 알킬 그룹을 포함한다. 이러한 그룹은 균열의 형성을 감
소시켜 파손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어떠한 이론적인 해석에 연연해 할 필요 없이, 상호 결합된 Si 및 O 원자에 의해 형
성된 매트릭스 내의 알킬 그룹은 층을 기계적으로 더 유연하게 한다고 여겨진다. 이에 의해, 유전 층과 밑에 있는 기판 
사이의 열 팽창 차이의 역 효과가 더욱 잘 수용되어, 균열이 덜 생기게 한다. 또한, 파손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과는 별
도로, 그것은 10 마이크로미터보다 두꺼운, 바람직하게는 15 마이크로미터보다 두꺼운 층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증
가된 두께는 핀-홀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유전 층은 하나 이상의 서브-층(sub-layer)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 이상의 서브-층의 적층에 의해, 핀-
홀의 발생이 감소된다. 바람직하게는, 제 1 서브-층 내의 임의의 핀 홀은 핀-홀을 제거하는 제 2 서브-층으로 채워지
고, 이에 의해 파손의 위험이 감소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선구 물질 층이 전극을 포함하는 기판에 도포되며, 상기 선구 물질 층은 금속 원자에 결합된 채 
알킬 그룹을 포함하는 금속 산화물을 포함하며, 이어서 상기 선구 물질 층이 유전 층으로 변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변환되는 동안, 알콕시 그룹은(-Oalkyl)들은 금속 원자-O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서로 반응한다. 하지만, 알킬 그룹 
또는 그룹들은 이러한 반응에 관여하지 않으며, 유전 층이 균열 형성에 대해 저항적으로 되게 하여 10 마이크로미터보
다 두꺼운 층을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금속 알콕시드는 단일 알킬 그룹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속 원자는 또한 알콕시 그룹에 의해 둘러싸인다. 일반
적으로, 높은 유전 상수가 더 바람직하다. 유전 층의 유전 상수는 알킬 그룹 수에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그
룹의 존재에 의해 감소된다. 알킬 그룹은 에틸 또는 메틸 그룹인 것이 바람직하다( 메틸인 것이 더 바람직하다). 알킬 
그룹이 클수록, 유전 상수는 더 감소되며, 알킬 그룹이 매트릭스 내에 수용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 디메틸디
메톡시실래인(dimethyldimethoxysilane)(DMDMS)과 메틸트리메톡시실래인(methyltrimethoxysilane)(MTMS)
의 혼합물이 이용되는 일 예는, 상기 혼합물(균열이 일어나기 전)의 최대 두께가 MTMS만을 이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감소되었음을 보여 준다. 성분이 되는 메탈알콕시드(metalalkoxides) 중 하나가 알킬 그룹을 포함하는한, 금속은 예컨
대 알루미늄, 실리콘(실리콘 산화물의 광 특성 및 유전 특성으로 인해 선호된다) 또는 임의의 붕소 또는 메탈알콕시드
의 혼합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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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 챔버로부터 나온 UV 방사선에 의해 유전 층이 열화(degradation)되는 것을 막기 위해, UV 방사선을 흡수하는 
보호 층(예를 들면 ZrO 2 -층)이 유전 층과 방전 챔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이러한 목적 및 다른 목적은 이하에 기술되는 실시예를 참조로 하여 확실해지며 자명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은 실축 그려지지 않았으며, 도면에서, 동일 참조 번호는 일반적으로 동일 부분을 표시한다. 예들은 AC 타입의 디
스플레이 디바이스를 도시한다.

도 1a 및 도 1b는 각각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즉 PDP 디바이스의 일 예를 도시하는 부분 절개도 및 단면도.

도 2는 PALC-LCD 디바이스의 일부를 도시하는 개략적인 단면도.

    실시예

    
도 1은 {예컨대, 버스 전극(2), 주사 전극(3), 유지 전극(sustain electrode)(4)을 포함하는}투명 전극 그룹} 예컨대, 
일반적으로 MgO를 포함하는 보호 층(6)으로 덮인 유전 층(5)을 갖춘 면 유리 기판(face glass substrate)(1)을 포
함하는 컬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을 도시한다. PDP는 데이터 전극(8)과 유전 층(9)을 갖춘 후측 플레이트
(7)를 더 포함한다. 이러한 예에서, 후측 플레이트와 면 유리 기판 사이에는 방전 챔버(11)를 한정하는 배리어 리브(
barrier rib)(10)가 제공된다. 이러한 예(컬러 PDP)에서, 방전 챔버는 안쪽에 적색(R), 녹색(G), 청색(G) 형광 물질
로 차례로 코팅된다. 기판(1, 7)은 상기 기판들 사이에 작은 공간을(예를 들면 0.1mm 정도로) 갖춘 채 함께 놓여, 다
수의 광 방사 셀(light emitting cell)을 형성하며, 여기서 두 전극 그룹이 교차한다. 각각의 광 방사 셀은 배리어 리브
(10)에 의해 다른 셀들로부터 나뉘어지는 조그마한 공간을 형성한다. 각각의 셀은 크세논(Xenon)과 같은 희유 기체를 
포함한다. 전압이 주사 전극과 유지 전극(두 전극 모두 투명임) 사이에 인가될 때, 선택된 광 방사 셀(12) 내의 희유 
기체 내에서 방전이 일어난다(도 1b 참조). 이것은 가스에 전류를 통하게 하여 도 1b에서 잘려진 화살표(broken arro
w)로 표시된 자외선 방사를 발생시키며, 이는 다시 광 방사 셀의 형광 물질에 전류를 통하게 하여 도 1b에서 작은 화살
표로 표시된 가시 광선(인광체에 따라 적색, 녹색 또는 청색)을 생성시킨다. 도 1b에서 큰 화살표로 표시된 가시 광선
은 면 유리 기판을 통과하여 PDP의 전방을 통해 나온다. 다수의 광선 방사 셀의 광선은 컬러 이미지를 형성한다.
    

전통적으로, 유전 층(5, 9)은 유리 프리트 페이스트를 도포하고 이를 고온(580℃)으로 가열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설명
된 바와 같이, 유리 프리트 페이스트를 투명한 유전 층으로 변환시키는데 이용되는 높은 온도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EP 784 333에서, 이러한 문제는 금속 알콕시드를 포함하는 겔을 닥터 블레이드 방법을 이용해 도포함으로써 부분적으
로 극복된다.

< 예>

아래와 같은 솔-겔(sol-gel)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다:

200 그램의 아교질 이산화 규소(등록 상표명 Ludox)가

200 그램의 메틸트리메톡시실레인(CH3 Si(O-CH3 )3 )(MTMS)와,

18 그램의 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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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램의 테트라에틸오쏘실리케이트(tetraethylorthosilicate)(TEOS)와 혼합되어졌다.

층은 소위 닥터 블레이드 방법에 의해 도포된다.

400℃로 가열 후, 10 마이크로미터(±1 내지 2 마이크로미터)의 두께를 갖는 충분히 잘 부착된 투명 유전 층이 형성되
었다(예컨대 질소와 같은 불활성 기체 분위기에서, 이러한 물질이 500℃ 내지 550℃로 가열될 수 있다). 닥터 블레이
드 방법을 이용해, 약 30 마이크로미터의 최대 두께가 얻어질 수 있다. 더 두꺼운 층은 균열될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
으로 큰 두께는 MMTS(또는 더 정확히는 MMTS 내의 알킬 그룹)의 존재로 인해 얻어질 수 있다. 유전층의 형성 중에, 
알콕시 그룹(-Oalkyl)은 서로 반응하여 산소 다리(oxyen bridge)를 형성한다. 하지만, 알킬 그룹은 이러한 반응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 층 내에 병합된다. 유전 층 내의 알킬 그룹의 존재는 적외선 분광 측정으로 드러난다. 적외
선 스펙트럼에서 약 3000cm-1 의 대역이 C-H 진동 대역에 상응하게 존재하는데, Si와 0 원자 사이의 상호 결합 전체 
수보다 작은 수의 결합은 아마 유전 층의 더 양호한 기계적 유연성을 야기할 것이다. 그 결과, 유전 층을 얻기 위한 선
구 물질의 가열 중에, 유전 층과 기판 사이의 열 팽창의 차이는 더욱 쉽게 수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층은 균열이 더욱 
적게 나타난다. 유리 프리트 페이스트로 만들어지는 유전 층과 비교하여, 동일한 두께의 층의 투명도가 더욱 증가되었
음을 또한 알 수 있었다. 유전 층에서의 광의 손실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의 광도를 감소시키므로, 투명도가 높을수록 
이롭다.

    
바람직하게는, 딥-코팅 기술(dip-coating technique)에 의해, 층이 제공된다. 딥 코팅 기술은 더욱 양호하게 규제되
는 두께를 갖는 층을 생기게 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딥 코팅 기술에서, 기판은 용액에 담겨지고 상기 용액으로부터 
천천히 빼내어진다. 용액의 층은 표면 위에 남는다. 이러한 방법은 많은 이점을 갖는다. 두께가 더욱 양호하게 규제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유전 층의 두께는 디바이스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며, 그래서 두께가 더욱 양호하게 규제될
수록, 디바이스의 성능은 더욱 양호하게 될 수 있다. 더욱이, 두 개의 층이 제공될 때, 두께 규제에 관한 한, 그리고 유
전 층 내의 핀 홀 발생에 관한 한, 딥 코팅 기술은 더욱 양호한 결과를 제공한다.
    

PDP-디바이스의 작동 중에, 자외선 방사는 주로 147nm 및 172nm 근처의 방사 스펙트럼으로 주로 발생된다. 이러한 
방사가 유전 층(5)의 솔-겔 물질을 열화시키도록 영향을 끼치므로, 이러한 층은 보통 MgO로 된 보호 층으로 덮인다. 
하지만, 실험은 심지어 보호 층으로 MgO를 이용하는 중에도 어느 정도 열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 낮은 광 출력이 얻어
졌다는 것을 보였다. 이것은 MgO가 λ> 175nm에서 UV 방사를 완전하게 흡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75nm 이상의 파장에서 UV 방사를 흡수하는 부가 층(extra layer)(33)이 도입되었다. 
적절한 층은 ZrO2를 포 함하고 0.2~2 ㎛의 두께(본 예에서는 0.5㎛)의 두께를 갖는다.

본 발명의 구성 내에서 많은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상기 예에서, 예컨대, 소위 PDP 디바이스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졌다. 본 발명은 이러한 유형의 장치에서 특히 이롭지만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러한 유형의 장치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도 2는 소위 PALC-디바이스의 일부를 도시하는 단면도
이다. 이러한 디바이스에서, 기체 방전(gas discharge)(21)이 방전 챔버(22) 내에 생성된다. 기판(23)에는 전극(24, 
25)과 회로(26, 27)가 제공된다. 전극들 위에 그리고 기판(23)과 방전 챔버(22) 사이에는 보호 코팅(29)으로 덮일 
수 있는 유전 층(28)이 제공된다. 방전 챔버는 리브(30, 31) 사이에, 기판(23)과 에 놓인 마이크로 시트(micro she
et)(32) 사이에 형성된다. 리브에는 보조 전극(33)이 병합될 수 있다. 기체 방전(21)에 의해 마이크로시트 위의 LCD
(도 2에 미도시됨)가 스위칭된다. 플래시오버의 감소 및/또는 층의 두께에 대한 양호한 규제 및/또는 균열(의 위험성)
감소는 또한 유전 층에 있어서 중요하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방전 챔버(discharge chamber)로부터 전극을 분리시키는 유전 층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등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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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극(2, 4, 3, 8, 25, 24)을 방전 챔버(discharge chamber)(11, 12)로부터 분리시키는 유전 층(5, 9, 28)을 포함하
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서,

상기 유전 층(5, 9, 28)은 알킬 그룹이 존재하는 투명한 금속 산화물의 매트릭스(metal oxide matrix)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 층(5, 9, 28)은 10 마이크로미터보다 두꺼운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
바이스.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 층은 15 마이크로미터보다 두꺼운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 층은 하나 초과의 서브-층(sub-layer)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
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한 금속 산화물은 실리콘 산화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알킬 그룹은 메틸 또는 에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6.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알킬 그룹은 메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λ≥175nm인 파장을 갖는 방사 흡수 층(33)은 상기 유전 층(5, 9, 28)과 상기 방전 챔버(11, 22)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흡수 층(33)은 지르코늄 산화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
스.

청구항 9.

전극(2, 3, 4, 8, 24, 25)과 방전 챔버(11, 22)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상
기 디바이스에서 유전 층(5, 9, 28)은 상기 전극과 상기 방전 챔버 사이에 제공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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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물질 층은 전극을 포함하는 기판(1, 7, 23)에 도포되며, 상기 선구 물질 층은 금속 원자에 결합된 알킬 그룹과 알
콕시 그룹을 포함하는 금속 알콕시드(metal alkoxide)를 포함하며, 이어서, 상기 선구 물질 층은 유전 층으로 변환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알킬 그룹은 메틸 또는 에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선구 물질 층은 딥-코팅에 의해 바람직하게는 하나 초과의 층으로 도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방법.

도면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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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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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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