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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형광체내에 근적외선 센서타이저를 구비하는 플라즈마디스플레이 패널 및 그에 사용되는 형광체 조

성물

(57) 요약

플라즈마 방전시 발생하는 근적외선을 형광체의 발광 소스로 이용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은, 전면판 및 배면판, 상기 전면판 및 배면판 사이에 형성되며, 내부의 방전 공간을 복수의 부픽

셀로 구획하는 격벽, 상기 전면판 및 배면판 중 최소한 하나의 기판에 형성되어 상기 부픽셀을 구동하기 위한 일련의 전극

군, 상기 구획된 복수의 부픽셀에 순차 형성되어 픽셀을 구성하며, 각각 Er3+을 센서타이저로 포함하는 적색, 녹색 및 청색

형광체층 및 상기 방전 공간에 충전되는 Xe 함유 방전 가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휘도 효율

이 높고 근적외선 방출을 억제할 수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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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판 및 배면판;

상기 전면판 및 배면판 사이에 형성되며, 내부의 방전 공간을 복수의 부픽셀로 구획하는 격벽;

상기 전면판 및 배면판 중 최소한 하나의 기판에 형성되어 상기 부픽셀을 구동하기 위한 표시 전극 쌍 및 어드레스 전극을

포함하는 일련의 전극군;

상기 구획된 복수의 부픽셀에 순차 형성되어 픽셀을 구성하며, 각각 Er을 센서타이저로 포함하는 적색, 녹색 및 청색 형광

체층; 및

상기 방전 공간에 충전되는 Xe 함유 방전 가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전 가스는 Xe을 소스 가스로 하고, He, Ne, Ar 및 Kr으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버퍼 가스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형광체층은 호스트 물질로 클로라이드, 플루오라이드 및 옥시클로라이드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할로겐 화

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형광체층은 부활제로 적색 형광체는 Eu3+ 및 Er3+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최소한 1종의 이온, 녹색 형광

체로 Er3+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최소한 1종의 이온, 청색 형광체로 Tm3+, Ce3+ 및 Eu3+로 이루어진 그룹 중

에서 선택되는 최소한 1종의 이온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널은 상기 전면판을 통해 화상이 표현되며, 상기 형광체층은 상기 전면판에 도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형광체층의 형광체는 입자 크기가 100n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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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형광체는 졸겔법으로 도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청구항 8.

전면판 및 배면판;

상기 전면판 및 배면판 사이에 형성되며, 내부의 방전 공간을 복수의 부픽셀로 구획하는 격벽;

상기 전면판 및 배면판 중 최소한 하나의 기판에 형성되어 상기 부픽셀을 구동하기 위한 표시 전극 쌍 및 어드레스 전극을

포함하는 일련의 전극군;

상기 방전 공간에 충전되는 Xe 함유 방전 가스; 및

상기 구획된 복수의 부픽셀내의 상기 전면판측에 형성되며, 상기 방전 가스로부터 발생하는 소정 파장대의 광을 흡수하여

근적외선을 차단하는 근적외선 형광체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청구항 9.

Er3+를 센서타이저로 하고 Tm3+, Ce3+ 및 Eu3+ 으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최소한 하나의 이온을 부활제로 하고,

호스트 물질로 할로겐 화합물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청색 형광체 조성물.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할로겐 화합물은 BaCl2, ZrF4, AlF3, BaY2F8, LiYF4 및 LaF3으로 이루어진 할로겐 화합물 중에서 선택되는 최소한

1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청색 형광체 조성물.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플라즈마 방전시 발생하는 근적외선을 형광체의 발

광 소스로 이용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및 그에 사용되는 형광체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종래의 3전극 면방전 PDP의 패널을 구성하는 방전셀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PDP는

정보를 표시하는 전면판(10)과, 상기 전면판(10)에 평행하게 배치되는 배면판(20)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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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면판(10)은 유리 기판(11)상에 평행하게 배열되는 한 쌍의 표시 전극(12; 단면상 하나의 전극만을 표현함)을 포함

하며, 상기 배면판(20)은 유리 기판(21)상에 상기 표시 전극(12)에 수직인 방향으로 배열되는 어드레스 전극(22)을 포함하

고 있다. 상기 전면판(10) 및 배면판(20)에는 복수의 상기 표시 전극쌍과 어드레스 전극이 행과 열로 배열되어 있다.

상기 표시 전극은 일반적으로 인듐주석산화물(indium tin oxide, ITO)과 같은 투명 전극으로 된 도전막과, 투명 도전막이

갖는 높은 저항을 보완하기 위해 상기 투명 도전막의 가장자리를 따라 도전성 금속으로 형성되는 버스 전극으로 구성된다.

상기 표시 전극(12)상에는 보통 두께 30 ㎛ 정도의 저융점 유리로 된 유전체층(16)이 도포되며, 그 표면에는 산화마그네슘

과 같은 보호막(18)이 증착된다.

상기 어드레스 전극(22)은 도전성 금속 재질로 구성되며, 그 위에는 통상 두께 10 ㎛의 유전체층(26)이 도포된다.

상기 전면판 및 배면판 사이에는 약 150 ㎛ 높이의 격벽(30)이 상기 어드레스 전극(22)과 평행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들 격벽(30)에 의해서 방전 공간이 부픽셀마다 정의되며 구획된다. 상기 격벽(30)에는 컬러 표시를 위한 적색, 녹색 및

청색의 형광체층(24)이 설치된다. 상기 전면판(10)과 배면판(20) 사이의 방전 공간에는 플라즈마 방전을 위한 방전 가스가

충전되어 있고, 형광체층(24)에서의 1 픽셀은 행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는 3개의 부픽셀로 구성된다. 부픽셀 내의 구조체

를 통상 셀이라 한다.

부픽셀 내의 방전 공간에는 Xe을 방전 소스 가스로 하고 He, Ne, Ar 및/또는 Kr 등을 버퍼 가스로 하는 혼합 가스가 충전

된다.

상기 혼합 가스는 표시 전극쌍 사이의 면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147 nm 또는 173 nm의 파장을 갖는 자외선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자외선에 의해 적색, 녹색 및 청색 형광층(24)을 여기시켜 원하는 색을 표현한다.

따라서, 종래의 PDP에서는, 상기 형광층(24)의 청색 형광체로 CaWO4:Pb, Y2SiO5:Ce, BaMgAl10O17:Eu 등, 녹색 형광체

로 Zn2SiO4:Mn, BaAl12O19:Mn, BaMgAl14O23:Mn, SrAl12O19:Mn, ZnAl12O19:Mn, CaAl12O19:Mn, YBO3:Tb,

LuBO3:Tb, GdBO3:Tb, ScBO3:Tb, Sr4Si3O8Cl4:Eu 등, 적색 형광체로 Y2O3:Eu, Y2SiO5:Eu, Y3Al5O12:Eu, Zn3(PO4)

2:Mn, YBO3:Eu, Y0.65Gd0.35BO3:Gd, BO3:Eu, ScBO3:Eu, LuBO3:Eu 등과 같이 자외선에 의해 여기되어 소정의 색상을

발광하는 형광체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Xe 가스는 방전시 자외선 외에도 823 nm, 828 nm 등 근적외선 영역의 광을 발광한다. 도 2는 Xe 가스를 방전 소

스 가스로 하는 플라즈마의 방출 스펙트럼 중 적외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Xe 가스는

Xe**->Xe*로의 전이에 의해 800 nm 부근에서 매우 큰 방출 피크를 갖는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그러나, 기존의 형광체는 이와 같은 근적외선 영역의 광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 근적외선 대부분이 PDP 외부로

방출되고 있다. 더욱이, 종래에는 근적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PDP 전면에 별도의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PDP 제

조 비용의 증가가 초래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Xe을 포함하는 방전 가스에서 발생하는 근적외선에 의해 여기되어 방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PDP를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Xe을 포함하는 방전 가스에서 발생하는 근적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필터를 구비할 필요가 없는

PDP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또한 전술한 PDP에 적용되기에 적합한 형광체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전면판 및 배면판, 상기 전면판 및 배면판 사이에 형성되며, 내부의 방전 공

간을 복수의 부픽셀로 구획하는 격벽, 상기 전면판 및 배면판 중 최소한 하나의 기판에 형성되어 상기 부픽셀을 구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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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일련의 전극군, 상기 구획된 복수의 부픽셀에 순차 형성되어 픽셀을 구성하며, 각각 Er3+을 센서타이저로 포함하는

적색, 녹색 및 청색 형광체층 및 상기 방전 공간에 충전되는 Xe 함유 방전 가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 상기 방전 가스는 Xe을 소스 가스로 하고, He, Ne, Ar 및 Kr으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의 버

퍼 가스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형광체층은 호스트 물질로 클로라이드, 플루오라이드 및 옥시클로라이드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

된 할로겐 화합물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형광체층은 부활제로 적색 형광체는 Eu3+ 및 Er3+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최소한 1종의 이온, 녹색

형광체로 Er3+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최소한 1종의 이온, 청색 형광체로 Tm3+, Ce3+ 및 Eu3+로 이루어진 그

룹 중에서 선택되는 최소한 1종의 이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패널은 상기 전면판을 통해 화상이 표현되며, 이 때 상기 형광체층은 상기 전면판에 도포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상기 형광체층의 형광체는 입자 크기가 100nm 이하인 것이 좋다. 또한, 상기 형광체는 졸겔법으로 도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전면판 및 배면판, 상기 전면판 및 배면판 사이에 형성되며, 내부의 방

전 공간을 복수의 부픽셀로 구획하는 격벽, 상기 전면판 및 배면판 중 최소한 하나의 기판에 형성되어 상기 부픽셀을 구동

하기 위한 일련의 전극군, 상기 방전 공간에 충전되는 Xe 함유 방전 가스, 및 상기 구획된 복수의 부픽셀내의 상기 전면판

측에 형성되며, 상기 방전 가스로부터 발생하는 소정 파장의 근적외선을 차단하는 근적외선 형광체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공한다.

상기 또 다른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Er3+를 센서타이저로 하고 Tm3+, Ce3+ 및 Eu3+ 으로 이루어진 그

룹 중에서 선택된 최소한 하나의 이온을 부활제로 하고, 호스트 물질로 할로겐 화합물을 포함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

널용 청색 형광체 조성물을 제공한다. 여기서, 상기 할로겐 화합물은 BaCl2, ZrF4, AlF3, BaY2F8, LiYF4 및 LaF3으로 이

루어진 할로겐 화합물 중에서 선택되는 최소한 1종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함으로써 본 발명을 상술한다. 이하의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 번

호는 동일 또는 유사한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도 3a는 본 발명에서 형광체의 센서타이저로 사용되는 Er3+의 주요한 에너지 준위를 도시한 다이어그램이다. 도 3a를 참

조하면, Er3+는 4I13/2,
4I11/2,

4I9/2,
4F9/2,

4S3/2, 등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4I9/2 준위는 약 800 nm 파장의 포톤 에너지에 대응되므로, Er3+ 이온은 800 nm대의 근적외선을 흡수하여 여기될

수 있다. 도 3b는 Y0.8Er0.2F3 형광체의 800 nm 부근의 여기 스펙트럼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b로부터 약 800 nm 영역에

매우 큰 흡수 피크가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이로부터 Er3+ 이온이 근적외선의 특정 파장대의 광을 흡수하여 여기됨을 확

이할 수 있다.

도 4a 및 도 4b는 각각 본 발명의 형광체에 사용되는 Er3+에 의한 형광체 발광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에너지 준위 다

이어그램이다.

먼저 도 4a를 참조하면, 약 800 nm의 광에 의해 여기(에너지 준위 4I9/2)된 Er3+ 이온(도 4a의 (a))은 공명 에너지 전달

(resonant energy transfer) 메커니즘에 의해 Er3+ 부활제(도 4a의 (b))를 여기시킨다. 여기된 Er3+ 부활제는 4S3/2 준위

로 떨어진 후 약 550 nm의 녹색 광을 발광하거나 4F9/2 준위로 떨이진 후 약 600-650 nm의 적색 광을 발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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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상기 Er3+가 도핑된 호스트 물질이 YF3와 같은 할라이드(halide)일 경우에는 녹색 발광 메커니즘이 지배하게 되며,

호스트 물질이 YOCl과 같은 옥시 할라이드(oxyhalide)인 경우에는 적색 발광 메커니즘이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전술한 메커니즘에 따라 Er3+가 도핑된 할로겐 화합물(할라이드, 옥시 할라이드)은 Er3+가 약 800 nm의 근적외

선에 대해 센서타이저로 작용하여 공명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에 따라 녹색 및 적색의 광을 방출한다.

한편 도 4b는 Er3+ 센서타이저에 의한 청색광 방출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에너지 준위 다이어그램이다.

도 4b를 참조하면, 800 nm 부근의 근적외선에 의해 여기된 Er3+ 이온은 전술한 공명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에 의해 Tm3+

이온을 여기시킨다(에너지 준위 1G4). 이 여기 과정에는 복수의 연속적인 공명 에너지 전달(successive resonant energy

transfer)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도 있다. 여기된 Tm3+ 이온은 약 450~500 nm의 청색광을 방출한다.

도 4a 및 도 4b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형광체는 Er3+ 이온을 센서타이저로 구비함으로써, 적색, 녹색 및

청색의 발광을 구현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PDP 패널의 구조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은 전면판(110) 및 배면판(120)을 포함하고, 상기 전면판 및 배면판

의 합착에 의해 규정되는 상기 전면판 및 배면판 사이의 내부 공간은 격벽(130)에 의해 구획된다. 상기 전면판과 상기 배면

판에는 복수의 전극군이 배치되며, 상기 복수의 전극군 및 상기 격벽에 의해 상기 전면판 및 배면판 사이의 방전 공간이 복

수의 부픽셀로 구획된다.

도시된 도면은 3전극 면방전 구조 PDP의 부픽셀을 도시한 것으로, 전면판에 한 쌍의 표시 전극(112)이 배치되며, 배면판

에는 어드레스 전극(122)이 배치되어 있다. 상기 전면판 및 배면판 사이의 방전 공간(S)에는 Xe을 방전 소스 가스로 하고

He, Ne, Ar 및 Kr을 포함하는 그룹에서 선택되는 최소한 1종의 가스를 버퍼 가스로 하는 혼합 가스가 충전된다.

상기 부픽셀에는, 세개의 부픽셀이 하나의 픽셀을 구성하도록 R,G,B 형광체(124)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서 상기 R, G, B

형광체는 할로겐 화합물을 호스트 물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할로겐 화합물은 BaCl2 등과 같은 클로라이드,

ZrF4, AlF3, BaY2F8, LiYF4, LaF3와 같은 플루오라이드, YOCl과 같은 옥시클로라이드가 사용될 수 있다.

부활제로는, R 형광체의 경우에는 Eu3+, Er3+ 이온 또는 이들의 조합, G 형광체의 경우에는 부활제로 Er3+, B 형광체의

경우 Tm3+, Ce3+, Eu3+ 이온 또는 이들의 조합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 상기 R, G, B 형광체는 모두 Er3+ 이온을 센서타이저로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상기 R 형광체로는 (Y, Er)OCl이 사용될 수 있으며, G 형광체로는 (Y, Er)F3, (Na, Y, Er)F4 및 (Ba, Y, Er)F8로 이

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의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 청색 형광체로는 (Y, Er, Tm)F3가 사용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R, G, B 형광체는 상기 패널의 전면판측에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R, G,

B 형광체는 상기 전면판의 MgO 보호막(118) 및 격벽(130)상에 도포된다. 이와 같은 배치는 플라즈마로부터 방출되는 근

적외선을 R, G, B 형광체가 흡수함으로써 전면판을 통해 근적외선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전면판에 별도의 근적외선

차단을 위한 필터를 설치할 필요성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물론, 전술한 설명이 상기 R, G, B 형광체가 배면판에 형성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R,

G, B 형광체는 전술한 할로겐 화합물과 종래의 자외선 형광체의 혼합물이어도 무방하다는 것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

야의 당업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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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에서 상기 전면판측에 형성되는 할로겐 화합물의 입경이 커짐에 따라 투과되는 가시광의 광량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할로겐 화합물 형광체의 평균 입경은 100 nm 이하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상기 형광체는 페이스트 인쇄법, 그린 시트 라미네이팅법, 잉크 제트법 등의 통상의 방법에 의해 제공될 수 있

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형광체는 Y2O3, SiO2, ZrO2 또는 Gd2O3나 이들의 혼합물을 매트릭스로 하는 졸겔법에 의해

제조되어 상기 전면판의 유전체상에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3전극 면방전 구조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를 예

시한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대향 방전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이와 다른 전극 배치

또는 방전 메커니즘을 갖는 다른 형태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도 적용될 수 있음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PDP 단면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형광체가 전면판 뿐만 아니라 배면판에도 제공된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구조는 도 5와 관련하여 설명

한 PDP 구조와 동일하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형광체로는 두 종류의 형광체가 제공되고 있다. 먼저 상기 전면판에 제공되는 형광체(124)는 전술한

바와 같이 Er3+ 이온을 센서타이저로 하는 할로겐 화합물로 구성된다. 다음, 상기 배면판과 상기 배면판으로부터 연장되어

측벽에 걸쳐지는 형광체는 종래의 자외선 형광체(125)로 구성된다.

상기 자외선 형광체(125)는, 청색 형광체로 CaWO4:Pb, Y2SiO5:Ce 및 BaMgAl10O17:Eu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 녹색 형광체로 Zn2SiO4:Mn, BaAl12O19:Mn, BaMgAl14O23:Mn, SrAl12O19:Mn, ZnAl12O19:Mn,

CaAl12O19:Mn, YBO3:Tb, LuBO3:Tb, GdBO3:Tb, ScBO3:Tb 및 Sr4Si3O8Cl4:Eu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1종 이

상, 적색 형광체로 Y2O3:Eu, Y2SiO5:Eu, Y3Al5O12:Eu, Zn3(PO4)2:Mn, YBO3:Eu, Y0.65Gd0.35BO3:Gd, BO3:Eu,

ScBO3:Eu 및 LuBO3:Eu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이 사용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상기 전면판에 배치되는 근적외선 형광체(124)는 상기 자외선 형광체에 비해 그 두께가 작은 것이 바람직

하다. 이것은 근적외선 형광체에 흡수되는 가시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상기 근적외선 형광체의 두께가 작아

질수록 방출되는 근적외선의 량이 증가하므로 근적외선 형광체의 두께는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설정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근적외선 형광체가 매우 얇은 두께로 구현되는 경우 가시광 투과율의 손실은 거의 없는 반면, 폐

기되던 근적외선을 활용함으로써 형광체의 휘도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근적외선 필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 된

다.

이상 설명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은 이러한 예시로부터 다양하게 변형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상세한 설명에서 언급되는 특별한 형태로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되는 본 발명의 기술 사상과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변형물, 균등물 및 대

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Xe을 포함하는 방전 가스에서 발생하는 근적외선을 발광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패널의 방전 효율을 높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적외선이 패널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패널은 근적외선의 차단

을 위한 별도의 필터를 채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동반되는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형광체 조성물은, 특히 Xe 방전 가스에서 발생하는 800 nm 부근의 근적외선을 흡수하여 요구되는 색상을

발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형광체 조성물은 종래의 자외선 형광체와 혼용할 수 있어 패널의 휘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Xe 방전 가스의 근적외선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근적외선 필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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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3전극 면방전 PDP의 패널을 구성하는 방전셀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2는 Xe 가스를 방전 소스 가스로 하는 플라즈마의 방출 스펙트럼 중 적외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a는 본 발명에서 형광체의 센서타이저로 사용되는 Er3+의 주요한 에너지 준위를 도시한 다이어그램이다.

도 3b는 Y0.8Er0.2F3 형광체의 800 nm 부근의 여기 스펙트럼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a 및 도 4b는 각각 본 발명의 형광체에 사용되는 Er3+에 의한 발광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에너지 준위 다이어그램

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PDP 패널을 구성하는 방전셀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PDP 단면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면의 부호에 대한 간략한 설명>

10, 110 : 전면판 12, 112 : 표시 전극

16, 116 : 유전층 18, 118 : 보호막

20, 120 : 배면판 22, 122 : 어드레스 전극

24, 124 : 형광체층 26, 126 : 유전층

30, 130 : 격벽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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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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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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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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