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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에서는 평판 유전체 장벽 방전을 이용한 발광 소자인 플라즈마 디

스플레이와 무 수은 면 광원의 방전 특성을 유체 모델의 수치 해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소자의 VUV 생성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들을 제안하고 검증하였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He 가스의 

첨가 또는 SrO 보호막의 사용으로 2차 전자 방출 계수를 개선하여 VUV 생성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무 수은 면 광원에 대한 연구에서는 전극 구조

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방전 공간의 전기장을 최적화시켜 VUV 생성 효율을 향

상시키고자 하였다.  

He-Ne-Xe 3원 혼합 가스로 채워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는 기존에 사용되던 

Ne-Xe 혼합 가스보다 더 높은 VUV 생성 효율을 가지고 있다. 전극 간격 조건

과 Xe 함량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He 첨가의 효과를 살펴 보았다. 전극 간격 조

건을 변화시킨 경우, He의 첨가비 상승에 의한 VUV 생성 효율의 상승 효과는 

전극 간격의 길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Ne이 주 가스일 때 극대화되었다. 긴 

전극 간격 조건의 VUV 생성 효율이 짧은 전극 간격 조건보다 더 높았는데, 그 

이유는 더 긴 방전 경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고, He 첨가에 의한 영향은 미미

하였다. Xe 함량 조건을 변화시킨 경우, Xe 함량에 상관없이 He의 효과는 Ne이 

주 가스일 때 극대화되었다. 높은 Xe 함량의 VUV 생성 효율은 낮은 Xe 함량 

조건보다 더 높았는데, 이는 높은 2차 전자 방출량 때문이었다. 그러나 He의 

이온화 반응에 많은 파워를 소비해야만 2차 전자가 많이 방출되므로 He 첨가

비의 상승에 따른 VUV 생성 효율의 상승율은 매력적인 수준에는 모자랐다.  

SrO 보호막이 적용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는 기존에 사용되던 MgO보다 

더 높은 VUV 생성 효율을 가지고 있다. Ne-Xe 혼합 가스 중에서 Xe 함량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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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면서, SrO의 효과를 살펴 보았다. 낮은 Xe 함량 조건에서 SrO를 사용하

면, Xe 이온에 의한 높은 2차 전자 flux 방출량은 방전 공간의 전자 와 이온 밀

도비 상승과, 더 약한 sheath field의 세기를 가진 음극 sheath의 확장 및 확장 면

적 감소를 가능케 하여 VUV 생성 효율도 상승하였다.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 

SrO를 사용하면, 음극 sheath가 음극의 바깥 부분으로 이동하면서 방전 공간의 

전기장이 차폐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2차 전자에 의하여 방전 공

간의 전자와 이온 밀도비를 상승시키고, 동시에 Xe 여기화로 에너지를 소비하

도록 유도하는 특성이 VUV 생성 효율을 향상시켰다.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 

SrO를 사용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VUV 생성 효율은 낮은 Xe 함량 조건에

서 MgO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약 2배 정도 향상되었다. 

무 수은 면 광원이 갖고 있는 기존 면 형태 전극 구조를 면 형태와 대향 

형태의 결합 형태 구조로 바꿈으로써 VUV 생성 효율을 향상시켰다. 결합 형태 

전극 구조는 기본 면 형태의 방전 특성과 수직 전극에 의하여 방전 공간의 전

기장이 더디게 감소하는 효과와 전자의 이동경로가 확장되는 효과를 동시에 얻

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Xe 여기화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비중이 상승하였다. 

또한, 결합 형태 구조를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에 새로운 보조 전극을 적용하면

서, 필요 없는 전기장이 제거되고, 전자 밀도가 넓게 분포하여 방전 공간의 전

기장의 감소가 더 느려져 동일 전압에서 VUV 생성 효율이 기존보다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 

 

주요어 : 평판유전체장벽방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무 수은 면 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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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He-Ne-Xe 혼합가스의 발광 효율 특성 실험 결과 (a) 이호준의 실험 결

과 [57], (b) 이인숙의 실험 결과 [58]  

 

그림 3-5. 본 장에서 사용된 개략적인 시뮬레이션 cell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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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0.2, (iii) 0.5, (iv) 0.8, (v) 1. 

 

그림 3-8. Xe 5% 고정, 전극 간격 60㎛ 조건에서 He 첨가비 증가에 따른 2차 전

자 방출량 및 γeff 

 

그림 3-9. Xe 5% 고정, 전극 간격 60㎛ 조건에서 He 첨가비 증가에 따른 (a) Ne-

Xe 혼합 가스 대비 전자, Xe 여기종, 이온의 평균 파워 증가율, (b) 부분 효율 

ρ1, ρ2 

 

그림 3-10. Xe 5% 고정, 전극 간격 200㎛ 조건에서 He 첨가비 증가에 따른 (a) 

포텐셜 분포, (b) 펄스 인가 시간 동안 전달된 전자 파워 분포 He/(He+Ne) = (i) 0, 

(ii) 0.2, (iii) 0.5, (iv) 0.8, (v) 1. 

 

그림 3-11. Xe 5% 고정, 전극 간격 200㎛ 조건에서 He 첨가비 증가에 따른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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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방출량 

 

그림 3-12. Xe 5% 고정, 전극 간격 200㎛ 조건에서 He 첨가비 증가에 따른 (a) 

Ne-Xe 혼합 가스 대비 전자, Xe 여기종, 이온의 평균 파워 증가율, (b) 부분 효

율 ρ1, ρ2 

 

그림 3-13. Xe 20% 고정, 전극 간격 60㎛ 조건에서 He 첨가비 증가에 따른 (a) 

포텐셜 분포, (b) 펄스 인가 시간 동안 전달된 전자 파워 분포 He/(He+Ne) = (i) 0, 

(ii) 0.2, (iii) 0.5, (iv) 0.8, (v) 1 

 

그림 3-14. Xe 20% 고정, 전극 간격 60㎛ 조건에서 He 첨가비 증가에 따른 2차 

전자 방출량 

 

그림 3-15. Xe 20% 고정, 전극 간격 60㎛ 조건에서 He 첨가비 증가에 따른 (a) 

총 이온 밀도 중 He, Ne, Xe 이온 밀도 비, (b) He, Ne, Xe 이온으로 전달된 파워 

 

그림 3-16. Xe 20% 고정, 전극 간격 60㎛ 조건에서 He 첨가비 증가에 따른 (a) 

Ne-Xe 혼합 가스 대비 전자, Xe 여기종, 이온의 평균 파워 증가율, (b) 부분 효

율 ρ1, ρ2 

 

그림 3-17. Auger 중화반응 메커니즘 [76] 

 

그림 3-18. 방전 공간 내의 하전 입자의 평균 밀도 (a) Xe 함량 10% 조건, (b) Xe 

함량 30%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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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본 장의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50인치 Full HD 해상도의 셀 구조 

 

그림 3-20. Xe 함량 10% 및 Xe 함량 30% 조건에서 MgO와 SrO 보호막을 적용

하였을 때의 (a) 정해윤의 발광 효율의 실험결과 [64], (b) VUV 생성 효율의 시

뮬레이션 결과 

 

그림 3-21. Xe 함량 10% 및 Xe 함량 30% 조건에서 MgO와 SrO 보호막을 적용

하였을 때의 (a) 정해윤의 휘도의 실험결과 [64], (b) VUV 생성량의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3-22. Xe 함량 10% 에서 MgO 와 SrO 셀의 전자 가열 효율 및 Xe 여기 

효율 

 

그림 3-23. Xe 함량 10% 조건에서 MgO 셀과 SrO 셀의 전류 파형 

 

그림 3-24. Xe 함량 및 보호막에 따른 음극에서 방출된 2차 전자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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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유전체 장벽 방전이란 부도체인 유전체 장벽에 의해 분리된 두 개의 전극 

사이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와 그 것의 특성을 총칭하는 말이다. 유전체 장벽 

방전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DBD) 에 대한 최초의 실험은 1857년 Siemens에 

의해서 보고되었다 [1]. Siemens는 두 개의 동축 유리 튜브 사이에 고리 형태의 

좁은 간격을 만들고 여기에 산소나 공기를 흐르도록 한 후, 전기장을 교번으로 

인가하여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오존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 때 전극은 플라즈

마와 닿아 있지 않았다. 이후로 현재까지 유전체 장벽 방전은 표면 처리, 플라

즈마 화학적 진공 증착, 오염물질 조절, CO2 레이져와 램프, 플라즈마디스플레

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적용 분야가 다양하여 유전체 장벽 방

전은 silent discharge, ac-discharge, normal pressure glow discharge, ozonizer discharge 

등 부르는 이름 또한 다양하다 [2]. 유전체 장벽 방전 소자의 전기적 특성은 다

음과 같다. 적어도 한 개의 유전제 장벽이 방전 챔버 안에 존재하여 방전을 일

으키기 위해서는 교번으로 인가되는 전압이 필요하다. 유전체는 부도체로서 dc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 오로지 전기장의 시간적 변화량, 변위 전류만 흐를 수 

있다. 그러나 방전 간격 사이에 높은 전기장이 인가되어 가스의 breakdown이 

발생하면, 방전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방전에 의해 생성된 하전 입자들은 유

전체 위에 쌓이게 되고, 인가된 전기장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유전체는 방전 

공간에 방전 전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유전체 장벽 방전 소자의 방전 역

학과 화학적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서 모델링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유전체 

장벽 방전 소자의 모델링은 하전 입자의 연속방정식, 여기종의 확산방정식,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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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텀 보존식, 에너지 보존식으로 이뤄진 유체 모델과 포아송 방정식을 사용한

다. 가스 반응 계수는 방전 공간의 E/N에 따라 전자 에너지 분포가 결정된다고 

가정하는 local field approxim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얻는다. 각 방정식의 계산 중

에 발생할 수 있는 해의 발산 가능성을 막아주는 제한 조건들도 사용된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유전체 장벽 방전을 이용하는 장치들 중에 빛과 관련되

어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와 형광 램프 (무 수은 면 광원) 에 초점을 맞췄

다. 이 소자들은 정보의 파급 속도를 증가시켰다는 점과 인간의 활동 시간을 

늘렸다는 점에 있어서 인간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관

련 상용 제품이 출시되었으며, 관련 시장의 경제적 규모도 크게 성장하였다. 용

이한 대면적화, 빠른 응답속도, 넓은 시야각, 높은 색 재현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는 CRT를 대체하는 평판형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각

광받았다. 한편, 환경 오염 및 인체 유해성 문제를 갖고 있는 수은을 사용하고, 

추가적인 광학 기구들이 필요한 관 형태의 기존 램프 대신 Xe을 사용하고, 평

판형의 무 수은 면 광원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플라즈마 디스

플레이와 무 수은 면 광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LED, OLED 등 

차세대 발광 소자들의 개발로 인해 이 소자들의 파급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플라즈마에 의한 발광 효율이 관련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역을 점점 줄어들게 하는 주 요인이다. 따라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와 무 수

은 면 광원의 발광 효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 뿐만 아니

라, 방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발광 효율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플라즈

마는 방전 조건에 따라서 그 특성이 복합적으로 변하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을 통한 방전 역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는 수백 ㎛의 

디멘젼을 가지고 있고, 무 수은 면 광원은 수십 mm의 디멘젼을 가지고 있으므

로, 각각에 해당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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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위논문에서 사용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코드는 많은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서 완성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성이 상승되었다. 서울대학교 플라

즈마 연구실에서 수행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이의 수치 해석 연구 역사에 대해

서 살펴보겠다.  

1993년 최경철 박사학위논문 “비방전 보조펄스를 이용한 직류플라즈마 디

스플레이 판넬의 특성” 은 본 연구실에서 최초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수치 

해석 연구에 대해서 다룬 학위논문이다. 이 학위논문에서는 2차원, 다유체식을 

이용하여 직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내부의 글로우 현상을 해석하였고, 비방전 

보조 펄스를 인가하였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해석하였다. Ne + Ar 0.1% 혼합 가

스에서 전자, 이온, Ne 여기종의 방전 특성을 해석하였다. 연속방정식, 운동량보

존식, 에너지보존식, 기체반응식, 포아송방정식을 순차적으로 풀어서 플라즈마 

내의 입자의 밀도, 속도, 온도, 전계를 얻었다. 각 방정식의 계산은 유한 차분법

의 ADI (Alteranting Direction Implicit) 법을 사용하였다. 수치 해석 결과, 비방전 

보조 펄스는 전자의 국부적 가열을 도모하여 여기종들을 더 많이 공급하고, 방

전 중심부로 플라즈마를 모이게 하여 방전 특성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111].  

1997년 신범재 박사학위논문 “직류 플라즈마 표시기의 최적 전극 구조 설

계와 방전 물성 특성에 관한 연구” 에서 대향형 전극 구조를 갖는 직류 플라즈

마 디스플레이의 수치 해석 연구를 다뤘다. 전극을 방전 셀의 벽면에 위치할 

경우, 전자가 에너지를 얻는 체적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112]. 

1998년 정희섭 박사학위논문 “교류형 플라즈마 표시기의 진공자외선 측정 

및 수치해석을 통한 방전특성 연구” 는 3전극형 면방전형 교류 플라즈마 디스

플레이의 수치 해석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최경철 박사학위논문과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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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연속방정식, 운동량 보존식, 에너지 보존식, 기체반응식, 포아송 방정식 등

을 2차원, 다중유체식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He + Xe 10% 혼합 가

스를 사용하는 교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에서 일어나는 방전은 페닝 효과보다 

전자의 충돌에 의해 지배됨을 알아냈고, 방전 전극 간격과 어드레스 전극의 전

위를 변화시켜 효과적인 방전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아냈다 [113].  

2000년 서정현 박사학위논문 “교류형 플라즈마 표시기에서의 He-Ne-Xe 혼

합가스의 방전 특성 연구” 는 0차원 볼츠만 방정식을 이용하여 He-Xe, Ne-Xe 

혼합 가스에서 Xe 부분압에 따른 이온화율과 Xe의 여기화율의 변화를 살펴 보

았으며, 앞 선 연구들과 달리, 운동방정식과 포아송방정식만 풀고, 운동량 보존

식은 drift-diffusion식으로 근사화하고, 에너지 보존식을 푸는 대신, 주어진 전기

장에서의 전자 온도를 0차원 볼츠만 방정식을 통해서 얻는 LFA (Local Field 

Approximation) 법을 사용하였다. 기체 반응식도 푸는 대신 LFA를 통해 주어진 

전기장에 따른 가스 반응 계수를 얻었다. 실험적으로 측정된 IR과 진공자외선

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음극과 양극에서 

발생하는 발광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발광 효율을 결정짓는 주된 요

인이 전자가 전기장으로부터 얻은 에너지가 Xe을 여기시키는데 효율적으로 전

달되는가 라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He-Ne-Xe 3원 혼합 가스에서 effective γ를 

도입하여 He 첨가비에 따른 발광 효율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15].  

2001년 김중균 박사학위논문 “교류형 플라즈마 표시기의 구동 특성에 관한 

연구” 에서 2차원 수치 해석을 통하여 교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리셋 기간 

중의 방전 특성을 살펴보았다. 경사형 리셋 펄스를 이용할 때, 경사형 펄스의 

증가 기간에는 전극 위의 벽전하가 축적되고, 하강 기간에는 형성된 벽전하가 

감소되는 것을 알아냈다. 경사형 펄스의 하강 기울기의 감소와 리셋 펄스의 종

료 전위의 증가시킴으로써 하강 기간 동안 감소되는 벽전하의 양을 감소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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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얻을 수 있고, 어드레스 방전 지연 시간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아냈

다 [114].  

2002년 정우준 박사학위논문 “수치해석을 통한 교류형 플라즈마 표시기의 

방전특성에 대한 연구” 는 3차원 교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수치 해석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한 학위논문이다. 뿐만 아니라, 다중세폭펄스를 이용한 리셋 구

동법을 제안하였고, 고압조건, 특히 Xe 함량이 높은 조건에서 발광 효율이 높

은 특성이 보이는 이유는 국부적으로 강하게 형성되는 sheath에 의해 전자가열

효율이 상승하기 때문임을 알아냈다 [36].  

2008년 배현숙 박사학위논문 “수치 해석을 통한 교류형 플라즈마 표시기의 

방전 특성 및 발광 효율 개선에 관한 연구” 는 그 전에 LFA로 대체되었던 가

스반응식과 에너지 보존식 중에서, 에너지 보존식만을 직접 계산하여 교류 플

라즈마 디스플레이에서 나타나던 striation 현상을 정성적으로 해석하였으며, 발

광 효율의 향상을 달성할 수 있는 전극 간격, 격벽 높이, 셀의 개구율 등의 최

적값이 존재함을 알아냈으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가 고정세 Full HD 디스플레

이로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법으로 높은 Xe 함량, 긴 전극 간격, SDE 구조

를 제안하였다 [12].  

본 논문의 독창성은 수십 mm 이상의 디멘젼을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에 대

한 수치 해석 연구 부분이다. 본 연구실에서 수행되어 온 연구들은 수백 ㎛의 

디멘젼을 갖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치 해석 위주였다. 무 수은 면 

광원의 시뮬레이션 도중에 발생하는 해의 발산 문제 때문에 연구에 큰 어려움

이 있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단계적 이온화 반응을 추가하여 해의 발산 문제를 

해결하였고, 무 수은 면 광원의 방전 특성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었고, 실험 결

과와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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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및 범위 
 

본 학위논문은 평판 유전체 장벽 방전 소자에서 플라즈마를 유체로 모델링

하여 방전 특성을 분석하고, VUV 생성 효율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평판 유전

체 장벽 방전 소자 중 수백 ㎛의 디멘젼을 갖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와 수십 

mm의 디멘젼을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두 소자는 

abnormal glow discharge 영역에서 동작하나, 각각의 구조적, 구동적 차이점에 의

해 서로 다른 방전 특성을 보여 준다. 플라즈마의 특성 상, 하나의 방전 조건 

변화는 복합적인 특성 변화를 일으키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전 역

학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또한, 본 학위논문에서 살펴 보는 평판 유전체 장벽 

방전 소자는 디스플레이 소자 및 광원 소자이므로 VUV 생성 효율이 매우 중

요하다. 방전 조건에 따른 소자들의 VUV 생성 효율 변화 메커니즘을 살펴 봄

으로써 새로운 VUV 생성 효율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본 학위논문에서 

다루는 연구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는 수십 ㎛의 전극 간격을 이용하여 방전 공간에 강한 

전기장을 형성시켜 negative glow 영역을 발광 영역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온

화 반응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발광 효율이 낮게 형성된다. 이를 극

복하고자 다양한 연구 그룹에서 셀 구조, 유전체 두께, 전극 모양 및 위치, 구

동 파형, 방전 가스, 보호막 등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3]. 재료적 변수에 따른 

방전 특성은 미시적 관점으로 분석해야 한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재료적 

변수에 따른 방전 특성의 미시적 변화를 플라즈마 유체 모델에 의해서 분석할 

수 있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재료적 변수로서 2차 전자 방출 계수에 주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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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차 전자 방출 계수는 플라즈마 방전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2차 전자 방출은 직접적인 이온화 반응이 아닌 메커니즘으로 방전 공간에 전자

를 공급할 수 있는 반응이므로 2차 전자 방출 계수가 높을수록 이온화에 소비

되는 에너지를 감소시킴으로써 발광 효율을 상승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따

라서 높은 2차 전자 방출 계수를 갖는 He 가스와, SrO 보호막 물질을 이용하였

을 때의 발광 효율의 변화를 유체 모델의 수치 해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였

다. 기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기본 가스로 사용되던 Ne-Xe 혼합 가스에 He 

가스를 첨가하였을 때의 방전 특성과 그에 따른 VUV 생성 효율의 변화에 대

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기본 보호막으로 사용되던 

MgO 대신 더 높은 2차 전자 방출 계수를 갖는 SrO를 사용하였을 때의 방전 

특성과 그에 따른 VUV 생성 효율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 무 수은 면 광원 

무 수은 면 광원은 수십 mm의 전극 간격을 이용하여 방전 공간에 전기장

이 약하게 형성되는 positive column 영역을 발광 영역으로 사용한다. 전자의 에

너지는 긴 방전 경로를 따라 Xe의 여기화 반응에 소비되어 발광 효율이 플라

즈마 디스플레이의 경우보다 높게 형성된다. 무 수은 면 광원의 발광 효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시도된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Xe 함량을 상승시키고, 형

광체 도포면적을 상승시켜야 발광 효율이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플

라즈마 디스플레이의 경우와 달리, He 또는 Ar 가스의 첨가 효과와 MgO나 SrO

에 의한 2차 전자 방출 효과 등 재료적 변수는 발광 효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

하였다. 무 수은 면 광원은 방전 공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사

용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변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최

근 무 수은 면 광원 연구에서 전극 구조의 변화시킴으로써 발광 효율을 상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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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는 보고가 발표되었다 [4]. 따라서 본 학위논문에서는 구조적 변수로서 전

극 구조의 변화에 따른 방전 특성 변화를 유체 모델의 수치 해석을 통하여 살

펴 보았다. 다양한 전극 구조에 따라 변화되는 방전 공간 내의 전기장 분포가 

방전 특성 및 VUV 생성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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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의 구성 
 

본 학위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학위논문에서 플라즈마의 

방전 특성을 분석하는데 사용된 유체 모델에 대해서 기술한다. 단계적 이온화 

반응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평판 유전체 장벽 방전 소자의 중요

한 평가 요소인 발광 효율 및 VUV 생성 효율을 정의하고, 소자 내부에서 일어

나는 방전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한다. 3장에서는 유체 모델의 수치 해석을 

통하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재료적 변수로서 2차 전자 방출 계수의 상승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방전 특성 및 VUV 생성 효율 특성을 살펴 보았

다. 높은 2차 전자 방출 계수를 갖는 He 가스의 첨가했을 경우와, SrO 보호막의 

적용되었을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방전 특성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유체 모

델의 수치 해석을 통하여 무 수은 면 광원의 구조적 변수로서 전극 구조의 변

화에 따른 무 수은 면 광원의 방전 특성 및 VUV 생성 효율 특성을 살펴 보았

다. 전극 형태에 따라 면 방전형, 대향 방전형, 그리고 결합 방전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방전 특성을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방전 조건 변화에 따른 각각의 평판 

유전체 장벽 방전 소자의 방전 특성 및 VUV 생성 효율 특성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하고, 각각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평판 유전체 장벽 방전의 연구에 대한 

미래적 방향성에 대해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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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플라즈마 수치 해석 방법론 및 방전 원리 

 

플라즈마 모델링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물리적 반응을 수반하므로 복잡하다. 

중성자와 하전 입자의 동역학, 자외선 또는 가시광 방사를 통한 에너지 교환 

현상, 플라즈마와 맞닿은 표면과의 반응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다양하다. 시간

과 위치에 대한 플라즈마와 관련된 수치들은 동시에, 그리고 자속적(self-

consistent)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플라즈마의 모든 특성들을 하나의 모델을 통해

서 계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므로, 특정 플라즈마 장치를 수치 해석할 때

는 주어진 압력이나 전기장의 세기 등의 조건들에 부합하는 수치 해석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플라즈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진단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Langmuir probe, Ion analyzer, LIF (Laser induced fluorescence) 등의 접촉식 및 비접

촉식 진단 방법들이 있다. 미소 체적에서 위와 같은 플라즈마 진단을 사용하는 

연구들도 있었으나 표면과의 반응이나 에너지 전달 흐름 등 플라즈마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5]-[6]. 따라서 수백 ㎛에서 수십 mm

까지의 크기를 갖는 방전 공간에서의 플라즈마 수치 해석은 미소 공간에서의 

플라즈마 물리에 대한 이해와 플라즈마 장치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를 가능케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3 가지 플라즈마 수치 해석 모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본 논

문에서 사용된 플라즈마 유체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영 차원 볼

츠만 방정식 계산을 이용하여 단계적 이온화 반응을 플라즈마 유체 모델에 추

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해석하는 VUV (Vacuum 

ultra violet) 생성 효율을 정의하였고, 가스 방전 원리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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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플라즈마 수치 해석 모델의 종류 
 

2.1.1 PIC-MCC (Particle in cell – Monte Carlo collision) 모델 

 

PIC-MCC 모델은 입자의 동역학 (kinetics) 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하전 입자

의 collective behavior를 이용한다. 모든 입자를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입자

만을 계산하며, 계산에 사용된 입자를 super-particle이라고 부른다. 1차원 시뮬레

이션에서는 보통 105~107개의 입자를 사용한다. Super-particle은 하전 입자의 속

도 분포 함수에 대한 가정 없이 Maxwell 방정식이 결합된 Newton-Lorentz 방정

식의 계산에 따라 이동하므로, 입자들의 동역학은 거의 근사치가 없는 상태로 

시뮬레이션 된다. 일반적으로 전자와 이온들이 계산되고, 중성자는 전 공간에 

일정하게 분포되어있다고 가정한다 [7]-[8]. 식 2-1은 Newton-Lorentz 방정식이다.  

 

𝑚𝑑𝒗
𝑑𝑑

=  𝑞𝑬 +  𝑞(𝒗 × 𝑩)                                          (2 − 1)                        

 

일반적인 PIC-MCC 시뮬레이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처음에 입자들은 시

뮬레이션 공간과 속도 공간에 분포되어 있고, Maxwell 방정식 또는 Poisson 방

정식으로 초기의 전기장을 구한다. 필드 값은 시뮬레이션 공간의 grid point에서 

계산이 되나, 입자는 위치와 운동량의 제약이 없는 공간 (phase space)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각 시간 간격마다 Newton-Lorentz 방정식을 계산하여 입자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grid point에 있는 

필드 값에 가중치를 할당함으로써 입자가 있는 위치의 필드 값을 예측해야 한

다. 입자가 움직이면, MCC 모듈을 이용해서 충돌 정보가 계산에 삽입된다. 

MCC 모듈은 충돌 반응에 참여하는 입자들과 그 것들의 산란되는 속도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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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한다. 동시에 격벽이나 유전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입자의 반사, 흡사, 

방출 등의 반응들도 고려한다. 필드 값이 계산되는 grid point에 해당하는 위치

에 있는 입자의 밀도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Q (charge density) 값을 정한다. Q 값

을 이용하여 다시 Maxwell 방정식 또는 Poisson 방정식을 계산하여 필드 값을 

새롭게 업데이트한다. 일련의 과정은 모두 자속적 (self-consistent) 으로 진행되

고,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PIC-MCC 모델은 유체 모델보다 자세한 통계적 프로세스의 모사가 가능하

다. 미분단면적 (differential cross section), 표면에서 방출되는 이차 전자의 에너지 

분포나, 방출 각도 의존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통계적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super-particle의 입자가 

많아야 한다. Super-particle의 수가 적은 경우, 시뮬레이션 상의 noise와 이 noise

에 의한 물리적 의미가 없는 입자의 에너지 획득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 [7]. 

Super-particle의 수를 늘렸을 때, 계산 시간이 급격히 상승하는 단점이 있다. 

PIC-MCC 시뮬레이션은 계산의 정확도와 계산 시간 및 비용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 PIC-MCC 모델은 다양한 가스가 수반된 저온 플라즈마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저온 플라즈마로 근사할 수 없고 전자의 열적 움직임 

(thermal motion) 을 고려해야 하고 전자의 nonlocal kinetics effect [9] 가 발생하는 

저 분압 (수 mTorr) 영역에서는 잘 모사된다. 

 

2.1.2 유체 모델 

 

본 논문에서 수행된 모든 시뮬레이션 결과는 유체 모델을 통해서 얻었다. 

유체 모델은 구성하고 있는 중성자나 하전 입자들의 밀도, 평균 속도, 평균 에

너지에 기초하여 플라즈마를 유체와 같이 연속한 매질이라고 가정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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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특성의 값은 연속 방정식, 운동량 보존식, 에너지 보존식을 계산하여 얻

는다. 세 개의 방정식은 Boltzmann 방정식 (식 2-2)에서 얻을 수 있다.  

 

𝜕𝜕
𝜕𝜕

+ 𝑣 ∙  𝛻𝑟𝜕 +
𝐹
𝑚
∙ 𝛻𝑣𝜕 =  

𝛿𝜕
𝛿𝜕�𝑐

                                      (2 − 2) 

 

𝜕(𝑟, 𝑣, 𝜕)은 입자의 속도 분포 함수이다. F는 외부에서 인가된 힘, m은 입자

의 질량이다. 우변은 탄성 및 비탄성 충돌에 의한 분포 함수의 미분치를 의미

한다. Boltzmann 방정식을 직접 푸는 것은 미시적 (microscopic) 관점으로 플라즈

마를 보는 것이고, 이는 매우 어려우므로 거시적 (macroscopic) 형태의 방정식으

로 변환하여 플라즈마를 모델링한다. 그러나 위치 정보 없이 속도와 시간 정보

만을 갖는 영 차원 Boltzmann 방정식은 BOLSIG+라는 프로그램으로 간단히 계

산할 수 있다 [10]. 이를 통해서 영 차원에서의 전기장에 따른 전자의 평균 속

도, 평균 에너지, 반응 계수 등의 lookup table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플라즈마를 도전 유체 (conducting fluid) 로 근사하기 위해서는 보장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한 입자에 의한 힘이 다른 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보다 작아야 한다. 즉, Debye length를 반지름으로 하는 

체적 안에 1개 이상의 하전 입자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입자의 자유 행정 거

리가 거시적 특성들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리 범위보다 작아야 한다. 이는 입자

의 움직임이 collective behavior를 거스를 수 없음을 말한다. 입자 간의 충돌이 

빈번하여 nonlocal kinetic effect가 중요하지 않은 높은 압력 조건 (수백 Torr) 에

서는 대부분 이 조건들을 만족한다 [7], [11].  

식 2-2 의 양변을 속도 공간에서 적분하여 연속 방정식 (식 2-3a: 하전 입

자, 식 2-3b: 여기종) 을 얻을 수 있고, Boltzmann 방정식의 양변에 속도를 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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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속도 공간에서 적분하여 운동량 보존식 (식 2-4) 을 얻을 수 있고,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전기장에 의해 받는 힘, 두 번째 항은 밀도 차와 온도 차에 의한 

확산 운동, 세 번째 항은 충돌에 의한 운동량 전달을 의미한다. Boltzmann 방정

식의 양변에 속도의 제곱을 곱하고 속도 공간에서 적분하여 에너지 보존식 (식 

2-5) 을 얻을 수 있고, 좌변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시간과 열 대류에 의

한 에너지 변화를, 세 번째 항은 압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의미하고, 네 번째 

항은 열 전도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의미한다. 우변은 충돌에 의한 에너지 전

달을 의미한다 [12].  

 

𝜕𝜕
𝜕𝜕

+  𝛻 ∙ (𝜕𝒗) = 𝑆                                                    (2 − 3𝑎) 

𝜕𝜕
𝜕𝜕

= 𝐷𝑀 𝛻2𝜕 + 𝑆𝑀      M ∶  여기종                                      (2 − 3𝑏) 

𝑚𝜕 �
𝜕𝒗
𝜕𝜕

+ (𝒗 ∙ 𝛻)𝒗 � = 𝜕𝑭 −  𝛻𝛻 + 𝜕|𝑐                                     (2 − 4) 

3
2
𝜕𝑘𝐵 �

𝜕𝜕
𝜕𝜕

+ 𝑣 ∙ 𝛻𝜕� + 𝜕𝑘𝐵𝜕𝛻 ∙ 𝑣 −  𝛻 ∙ (𝜆𝛻𝜕) =  〈
𝛿
𝛿𝜕
𝑚𝜕𝑣2

2
〉𝑐                     (2 − 5) 

𝜕𝒗 = 𝜕𝑛𝑬 − 𝐷𝛻𝜕                                                  (2 − 6) 

𝛻 ∙ (𝜀𝑬) = 𝑒(𝜕𝑖𝑖𝑖 − 𝜕𝑒𝑒𝑒𝑐𝑑𝑟𝑖𝑖)                                       (2 − 7) 

 

연속 방정식은 전자, 이온, 여기종에 대해서 계산한다. 우변은 입자들의 생

성과 소멸에 관련된 반응 속도 (Reaction rate) 항으로, 영 차원 Boltzmann 방정

식에서 얻은 반응 계수를 사용하여 얻는다. 𝐷𝑀은 여기종의 확산 계수이다. 운

동량 보존식은 운동량 교환의 충돌 주파수 (momentum transfer collision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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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동 주파수보다 큰 경우에 평균 속도가 순간적으로 전기장에 의해 결정된

다고 가정하여 Drift-Diffusion 방정식 (식 2-6)으로 근사화가 가능하다. 일반적으

로 충돌이 빈번하여 이온화 반응이 강하게 형성되는 경우, 운동량 교환의 충돌 

주파수는 플라즈마 밀도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수백 Torr의 압력 조건에서 생

성된 플라즈마는 Drift-Diffusion 방정식으로의 근사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저 압

력 조건 (수 mTorr)과 고주파 (RF) 영역에서는 하전 입자의 대류 (또는 관성) 

식을 고려해야만 한다 [13]-[14]. 에너지 보존식은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계산하

지 않았다. 대신 영 차원 Boltzmann 방정식으로부터 전기장에 따른 전자의 평

균 에너지를 얻었다. 이는 LFA (Local Field Approximation) 방법으로서, grid point

의 필드 값이 결정되면, 일정한 dc 필드에서의 전자의 평형 속도 분포를 그대

로 그 위치의 전자의 속도 분포로 근사하는 방법이다. 전기장에서 하전 입자가 

얻은 에너지는 국부적, 순간적으로 충돌 반응을 통해 잃은 에너지와 평형 상태

에 있다는 가정에서 LFA를 이용할 수 있다 [7]. 전자 평균 에너지를 LFA을 통

해서 얻는 것의 타당성은 이미 검증되었다 [15]. 이온의 온도와, 이온과 여기종

의 이동도 (mobility), 확산 계수 (diffusion coefficient) 은 상수로 가정하였다. 위

에서 살펴 본 3 가지 방정식과 Poisson 방정식 (식 2-7), 그리고 LFA로 얻은 각 

종 반응 계수들이 계산에 참고되는 과정이 자속적으로 진행되며, 시간이 흐르

면서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유체 모델은 정확성의 한계가 명확한 단점이 있으

나, 계산 속도가 빠르고 계산 비용이 적은 장점 때문에 널리 쓰인다. 다양한 가

스 반응을 고려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2.1.3 Hybrid 모델 

 

Hybrid 모델은 PIC 모델과 유체 모델을 결합한 것이다. 유체 모델의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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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시간 특성과 PIC 모델의 입자의 운동 묘사의 정확성을 동시에 얻고자 하

는 의도에서 고안되었다. Hybrid 모델을 규정하는 조건은 따로 없다.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실험 조건에 맞춰 PIC 모델과 유체 모델을 접목시키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다. Sommerer와 Kushner는 capacitively coupled RF (radio-

frequency) 플라즈마를 모사하기 위해서 이온은 유체 모델로, 전자는 PIC 모델

로 계산하였고 [16], Lee J K와 Birdsall는 ring 플라즈마를 모사하면서 높은 에너

지를 갖는 전자는 PIC 모델로, 이온과 낮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는 유체 모델로 

계산하였다 [17]. Porteous와 Graves는 반도체 공정에서 이온의 에너지 분포 함수

를 얻기 위해서 이온을 PIC 모델로, 전자를 유체 모델로 계산하였다 [18]. 두 

가지 모델의 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1 step 계산 시간의 차

이를 없애는 것이다. 두 모델의 1 step 계산 시간이 다르게 되면, 서로 다른 시

간 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이 같은 공간 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한

다. 이는 계산 시간 간격을 최대한 줄여서 해결할 수 있으나 쉽지 않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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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체 모델의 수치 해법 
 

본 논문에서 사용한 유체 모델의 해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려면 각 식들의 이산화 (discretization) 가 필수다. 

본 논문에서 미분방정식의 이산화는 유한차분법 (Finite difference method, FDM)

를 이용한다. 유한차분법은 Taylor 급수를 이용하여 일차 미분, 이차 미분 등을 

유한 차분화하는 방법이다 (식 2-8 참조). Taylor 급수의 물리적 의미는 현재 위

치, 현재 시간에서의 여러 값들을 알면, 그 위치에서의 미래 시간에서의 값을 

근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유한차분법은 미분방정식 계

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19].  

 

𝜕𝜕
𝜕𝜕 �(𝑑,𝑥)

 ≈  
𝜕(𝜕 + ∆𝜕, 𝑥) − 𝜕(𝜕, 𝑥)

∆𝜕
                                        (2 − 8) 

𝜕2𝜕
𝜕𝑥2

�
(𝑑,𝑥)

 ≈  
𝜕(𝜕, 𝑥 + ∆𝑥)− 2𝜕(𝜕, 𝑥) + 𝜕(𝜕, 𝑥 − ∆𝑥)

∆𝑥2
                         (2 − 9) 

 

그림 2-1은 본 논문에서 수행된 2 차원 해석 영역의 기본 구조다. i가 x 방

향, j가 y 방향을 의미한다. 3 차원 해석 영역은 지면 방향으로 변수 하나를 더 

설정해주면 된다. 그림 2-1에서 점으로 표시된 (i, j), (i+1, j), (i-1, j), (i, j+1), (i, j-1) 

은 grid라고 부른다. 두 grid 사이의 (i+ 1
2
, j), (i−1

2
, j), (i, j+ 1

2
), (i, j−1

2
) 은 face라고 

부른다. 이는 미분치를 유한차분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격자의 위치와 크기를 

설정해주는 작업이다. (i, j) 에서 x 방향으로의 간격은 (i+ 1
2
, j)와 (i−1

2
, j)의 차로 

결정되고 이를 𝑑𝑥𝑥𝑖라고 부른다. (i+ 1
2
, j) 에서 x 방향으로의 간격은 (i+1, j)와 (i, j)

의 차로 결정되고, 이를 𝑑𝑥𝑥𝑖 라고 부른다.  y 방향도 같은 방식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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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 차원 해석 영역의 기본 구조 

 

풀어야 할 식은 연속 방정식, Drift-Diffusion 방정식, Poisson 방정식인데, 이 

중 Drift-Diffusion 방정식은 연속 방정식과 함께 계산된다. 본 절에서는 2 차원 

영역에서 각 방정식들의 이산화 방법과 시간 간격 설정 및 경계 조건에 대해서 

살펴 보고, 완성된 선형방정식의 계산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할 것

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추가된 단계적 이온화 반응 계수를 비롯하여 고려된 

전자에 의한 반응 계수들을 살펴 보았다.  

 

2.2.1 연속 방정식 

 

먼저 하전 입자의 연속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하전 입자의 밀도가

해이다. 식 2-3a의 이산화는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ADI (Alternate Direction Implicit) 

법으로 수행하였다 [20]. ADI법은 이미 시간 k의 n값을 아는 상태에서 시간 k+1

의 n을 구하고자 할 때, 중간 단계인 k+1
2
를 설정하여 x 방향에 대한 시간 k+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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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n을 구한 다음, 알고 있는 시간 k+1
2
의 n을 바탕으로 y 방향에 대한 시간 

k+1의 n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식 2-3a를 fully implicit 법으로 이산화한 

것보다 계산량이 감소하고, 시공간에서 정확성이 올라간다. ADI법을 통한 식 2-

3a의 이산화된 식은 다음과 같다.  

 

𝜕𝑖,𝑗
𝑘+12 − 𝜕𝑖,𝑗𝑘

∆𝜕
+  

Г𝑖+1/2,𝑗

𝑘+12 −Г𝑖−1/2,𝑗

𝑘+12

𝑑𝑥𝑥𝑖
=  𝑆𝑘 −  

Г𝑖,𝑗+1/2

𝑘
−Г𝑖,𝑗−1/2

𝑘

𝑑𝑦𝑥𝑗
                      (2 − 10) 

𝜕𝑖,𝑗𝑘+1 − 𝜕𝑖,𝑗
𝑘+12

∆𝜕
+  

Г𝑖,𝑗+1/2

𝑘+1
−Г𝑖,𝑗−1/2

𝑘+1

𝑑𝑦𝑥𝑗
=  𝑆𝑘 −  

Г𝑖+1/2,𝑗

𝑘+12 −Г𝑖−1/2,𝑗

𝑘+12

𝑑𝑥𝑥𝑖
                    (2 − 11) 

 

식 2-3a의 𝜕𝑣  항은 입자의 flux를 의미하고, 식 2-6의 좌변과 일치한다. 식 

2-6의 우변을 implicit 법으로 이산화하고 바로 식 2-10과 식 2-11에 대입할 수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flux를 SG (Scharfetter-Gummel) 법을 사용하여 이산화하

였다 [21]. 식 2-12는 이산화된 결과고, 식 2-13은 간략화한 식이다. 

 

Г𝑖+1/2,𝑗 =  
𝐷𝑥𝑖+1/2,𝑗

𝑑𝑥𝑥𝑖

𝛼
𝑒𝛼 − 1

𝜕𝑖,𝑗 −  
𝐷𝑥𝑖+1/2,𝑗

𝑑𝑥𝑥𝑖

𝛼𝑒𝛼

𝑒𝛼 − 1
𝜕𝑖+1,𝑗,                (2 − 12) 

α =  −
𝑣𝑥𝑖+1/2,𝑗𝑑𝑥𝑥𝑖
𝐷𝑥𝑖+1/2,𝑗

        𝑣𝑥 ∶ 𝑥 방향 𝑑𝑟𝑑𝜕𝜕  𝑣𝑒𝑣𝑣𝑣𝑑𝜕𝑣,𝐷𝑥 ∶ 𝑥 방향 확산 계수  

Г𝑖+1/2,𝑗 =  𝜕𝑥𝑖+1/2,𝑗𝜕𝑖,𝑗 −  𝑔𝑥𝑖+12,𝑗
𝜕𝑖+1,𝑗,                       (2 − 13) 

𝜕𝑥𝑖+1/2,𝑗 =  
𝐷𝑥𝑖+1/2,𝑗

𝑑𝑥𝑥𝑖

𝛼
𝑒𝛼 − 1

, 𝑔𝑥𝑖+1/2,𝑗 = 𝜕𝑥𝑖+1/2,𝑗𝑒
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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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𝑑𝑥𝑥𝑖

𝜕𝑥𝑖+1/2,𝑗�𝜕𝑖−1,𝑗
𝑘+12 +  �1 + 

∆𝜕
𝑑𝑥𝑥𝑖

𝜕𝑥𝑖+1/2,𝑗 +  
∆𝜕
𝑑𝑥𝑥𝑖

𝑔𝑥𝑖−1/2,𝑗�𝜕𝑖,𝑗
𝑘+12

+  �−
∆𝜕
𝑑𝑥𝑥𝑖

𝑔𝑥𝑖+1/2,𝑗�𝜕𝑖+1,𝑗
𝑘+12

=  �
∆𝜕
𝑑𝑦𝑥𝑗

𝜕𝑦𝑖,𝑗−1/2
�𝜕𝑖,𝑗−1𝑘 +  �1 −  

∆𝜕
𝑑𝑦𝑥𝑗

𝜕𝑦𝑖,𝑗+1/2
−  

∆𝜕
𝑑𝑦𝑥𝑗

𝑔𝑦𝑖,𝑗−1/2
�𝜕𝑖,𝑗𝑘

+  �
∆𝜕
𝑑𝑦𝑥𝑗

𝑔𝑦𝑖,𝑗+1/2
�𝜕𝑖,𝑗+1𝑘 + ∆𝜕 ∙ 𝑆𝑘                                                    (2 − 14) 

 

𝐴1𝑖,𝑗𝜕𝑖−1,𝑗
𝑘+12 + 𝐴2𝑖,𝑗𝜕𝑖,𝑗

𝑘+12 +  𝐴3𝑖,𝑗𝜕𝑖+1,𝑗
𝑘+12 =  𝑅𝑖,𝑗𝑘      i = 1 ⋯N               (2 − 15) 

𝐴11,𝑗 = 0,  𝐴3𝑖,𝑗 = 0 

 

    (2 − 16) 

 

y 방향에 대해서는 고정하고, x 방향에 대해서만 살펴 보면, 식 2-13를 식 

2-10에 대입하면 식 2-14와 같이 n에 가중치가 붙은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식 

2-11도 같은 형태의 식으로 정리된다. 시간 k에 해당하는 밀도 n은 이미 알고 

있는 값이므로 식 2-14의 좌변은 상수로 볼 수 있다. 또한 시간 k+1
2
의 n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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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계수 역시 상수이므로 식 2-14는 식 2-15과 같은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를 

행렬로 바꾸면 식 2-16과 같이 3중 대각 행렬 (Tridiagonal matrix) 형태로 된다. 

이 행렬은 Thomas algorithm [22], [23]을 이용해서 쉽게 해를 얻을 수 있다.  

여기종의 연속 방정식은 하전 입자의 경우와 달리 flux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ADI 법으로 이산화를 시킨다. 2차 미분항을 식 2-9과 같이 나타낼 수 있

지만, 𝑑𝑥𝑥𝑖  와 𝑑𝑥𝑥𝑖  의 크기가 다른 경우도 발생하므로 1차 미분을 2 번 하는 

것으로 고려하여 식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얻은 식은 𝑑𝑥𝑔𝑖  와 𝑑𝑥𝜕𝑖  의 크기가 

같으면, 식 2-9와 같은 식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y 방향에 대해서는 고정

하고, x 방향에 대해서만 이산화를 진행한 식은 2-17과 같다. 하전 입자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식 2-17은 식 2-15 형태이므로 Thomas algorithm으로 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

𝑑𝑥𝑥𝑖 ∙ 𝑑𝑥𝑥𝑖−1
𝐷𝑀�𝜕𝑖−1,𝑗

𝑘+12 +  �1 +
∆𝜕

𝑑𝑥𝑥𝑖 ∙ 𝑑𝑥𝑥𝑖
𝐷𝑀 +  

∆𝜕
𝑑𝑥𝑥𝑖 ∙ 𝑑𝑥𝑥𝑖−1

𝐷𝑀�𝜕𝑖,𝑗
𝑘+12

+  �−
∆𝜕

𝑑𝑥𝑥𝑖 ∙ 𝑑𝑥𝑥𝑖
𝐷𝑀�𝜕𝑖+1,𝑗

𝑘+12

=  �
∆𝜕

𝑑𝑦𝑥𝑗 ∙ 𝑑𝑦𝑥𝑗−1
𝐷𝑀�𝜕𝑖,𝑗−1

𝑘

+  �1 −  
∆𝜕

𝑑𝑦𝑥𝑗 ∙ 𝑑𝑦𝑥𝑗
𝐷𝑀 −  

∆𝜕
𝑑𝑦𝑥𝑗 ∙ 𝑑𝑦𝑥𝑗−1

𝐷𝑀�𝜕𝑖,𝑗
𝑘

+  �
∆𝜕

𝑑𝑦𝑥𝑗 ∙ 𝑑𝑦𝑥𝑗
𝐷𝑀�𝜕𝑖,𝑗+1

𝑘 + ∆𝜕𝑆𝑀𝑘                                                  (2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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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Poisson 방정식 

 

Poisson 방정식은 유체 모델이 자속적 (self-consistent)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식이다. 연속 방정식과 Drift-Diffusion 방정식으로 얻은 플라즈마 

밀도를 통해서 방전 공간의 전기장을 새롭게 업데이트해야 한다. 시간 k+1의 

전기장을 구하려고 할 때, 시간 k+1의 밀도를 사용할 수도, 시간 k+1
2
의 밀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전자의 방법은 연속 방정식과 Poisson 방정식을 implicit 하게 

연결되었다고 생각하여 계산하는 것인데 이는 정확성은 높지만 계산이 복잡하

다. 후자의 방법은 explicit 하게 연결되었다고 생각하여 계산하는 것인데 이는 

계산은 간단하나 정확성이 떨어진다 [2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를 절

충한 semi-implicit 하게 연결되었다고 생각하여 계산하였다. 시간 k+1의 밀도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시간 k+1
2
의 밀도와 밀도의 시간 도함수를 이용하여 

시간 k+1의 밀도를 구한다. 밀도의 시간 도함수는 source항이 없는 하전 입자의 

연속 방정식에서 얻는다. 방전 공간 내의 밀도에 대해서 연속 방정식의 source 

항은 보존되어야 하므로, Poisson 방정식 계산에 사용할 때는 source 항을 고려

해선 안 된다. 식 2-19를 2-18에 대입하여 얻은 식 2-20을 식 2-7의 우변으로 사

용한다. 식 2-20의 flux에 식 2-21을 대입한다. 

 

𝜕𝑖,𝑗𝑘+1 =  𝜕𝑖,𝑗
𝑘+12 + ∆𝜕

𝜕𝜕𝑖,𝑗
𝜕𝜕

                                            (2 − 18) 

𝜕𝜕𝑖,𝑗
𝜕𝜕

+  𝛻 ∙Г𝑖+1/2,𝑗

𝑘+12 = 0                                            (2 − 19) 

𝜕𝑖,𝑗𝑘+1 =  𝜕𝑖,𝑗
𝑘+12 −  ∆𝜕 �𝛻 ∙Г𝑖+1/2,𝑗

𝑘+1
�                                  (2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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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𝑖+1/2,𝑗

𝑘+1
= sgn(𝑞) ∙ 𝑛𝑖+1/2,𝑗𝐸𝑖+1/2,𝑗

𝑘+1 𝜕𝑥𝑥𝑖+1/2,𝑗

𝑘+12 +  𝜕𝑥𝑥𝑖+1/2

𝑘+12                  (2 − 21) 

𝜕𝑥𝑥𝑖+1/2,𝑗

𝑘+12 =  
𝜕𝑖,𝑗
𝑘+12 −  𝜕𝑖+1,𝑗

𝑘+12 𝑒𝛼

1 −  𝑒𝛼
+  
𝜕𝑖+1,𝑗
𝑘+12 −  𝜕𝑖,𝑗

𝑘+12

1 −  𝑒𝛼
𝑒
𝛼
2 , 

𝜕𝑥𝑥𝑖+1/2,𝑗

𝑘+12 =  −sgn(𝑞) ∙ 𝑛𝑖+1/2,𝑗𝐸𝑖+1/2,𝑗
𝑘+12 ∙ + 

𝜕𝑖+1,𝑗
𝑘+12 −  𝜕𝑖,𝑗

𝑘+12

1 −  𝑒𝛼
𝑒
𝛼
2 , 

sgn(𝑞) ∶ 𝑣ℎ𝑎𝑟𝑔𝑒  𝑞의 부호 함수 

 

식 2-7의 우변에 식 2-20을 대입하여 전기장에 관한 식으로 전개하면 식 2-

22과 같이 쓸 수 있다. 𝑞𝑒  은 부호 함수를 포함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영역의 

경계 조건은 포텐셜로 설정하였으므로 최종값은 포텐셜로 얻어야 한다. 따라서 

전기장을 포텐셜에 대한 식으로 수정한다. 포텐셜에 대한 식은 식 2-23과 같다. 

이를 행렬로 바꾸면 (N × M) ×  (N × M)의 sparse matrix가 된다. 얻어야 할 해의 

개수는 N × M 이다. 이 행렬의 계산은 반복 계산법 (iterative method) 중의 하나

인 Conjugate gradient stabilized method를 사용하였다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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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𝜀𝑖+1/2,𝑗

𝑑𝑥𝑥𝑖
 + �

⎣
⎢
⎢
⎡
𝑞𝑒∆𝜕

𝑠𝑞𝜕(𝑞𝑒)𝑛𝑖+1/2,𝑗𝜕𝑥𝑥𝑖+1/2,𝑗

𝑘+12

𝑑𝑥𝑥𝑖
⎦
⎥
⎥
⎤

𝑒
𝑒

⎠

⎞𝐸𝑖+1/2,𝑗
𝑘+1

+  

⎝

⎛−
𝜀𝑖−1/2,𝑗

𝑑𝑥𝑥𝑖
 −  �

⎣
⎢
⎢
⎡
𝑞𝑒∆𝜕

𝑠𝑞𝜕(𝑞𝑒)𝑛𝑖−1/2,𝑗𝜕𝑥𝑥𝑖−1/2,𝑗

𝑘+12

𝑑𝑥𝑥𝑖
⎦
⎥
⎥
⎤

𝑒
𝑒

⎠

⎞𝐸𝑖−1/2,𝑗
𝑘+1

+  

⎝

⎛𝜀𝑖,𝑗+1/2

𝑑𝑦𝑥𝑗
 +  �

⎣
⎢
⎢
⎡
𝑞𝑒∆𝜕

𝑠𝑞𝜕(𝑞𝑒)𝑛𝑖,𝑗+1/2𝜕𝑦𝑥𝑖,𝑗+1/2

𝑘+12

𝑑𝑦𝑥𝑗
⎦
⎥
⎥
⎤

𝑒
𝑒

⎠

⎞𝐸𝑖,𝑗+1/2
𝑘+1

+  

⎝

⎛−
𝜀𝑖,𝑗−1/2

𝑑𝑦𝑥𝑗
 −  �

⎣
⎢
⎢
⎡
𝑞𝑒∆𝜕

𝑠𝑞𝜕(𝑞𝑒)𝑛𝑖,𝑗−1/2𝜕𝑦𝑥𝑖,𝑗−1/2

𝑘+12

𝑑𝑦𝑥𝑗
⎦
⎥
⎥
⎤

𝑒
𝑒

⎠

⎞𝐸𝑖,𝑗−1/2
𝑘+1

=  �

⎣
⎢
⎢
⎢
⎡

𝑞𝑒𝜕𝑖,𝑗
𝑘+12

𝑒

+  𝑞𝑒∆𝜕

⎝

⎜
⎛
−𝜕𝑥𝑥

𝑖+12,𝑗

𝑘+12 + 𝜕𝑥𝑥
𝑖−12,𝑗

𝑘+12

𝑑𝑥𝑥𝑖
+  
−𝜕𝑦𝑥

𝑖,𝑗+12

𝑘+12 +  𝜕𝑦𝑥
𝑖,𝑗−12

𝑘+12

𝑑𝑦𝑥𝑗
⎠

⎟
⎞

⎦
⎥
⎥
⎥
⎤

𝑒

,           (2 − 22) 

𝑣 = 𝑑𝑣𝜕𝑠, 𝑒𝑣𝑒𝑣𝜕𝑟𝑣𝜕 

 

𝐸𝑖+1/2,𝑗 =  
𝑉𝑖+1,𝑗 −  𝑉𝑖,𝑗

𝑑𝑥𝑥𝑖
, 𝐸𝑖−1/2,𝑗 =  

𝑉𝑖,𝑗 −  𝑉𝑖−1,𝑗

𝑑𝑥𝑥𝑖
, 

𝐸𝑖,𝑗+1/2 =  
𝑉𝑖,𝑗+1 −  𝑉𝑖,𝑗

𝑑𝑦𝑥𝑗
, 𝐸𝑖,𝑗−1/2 =  

𝑉𝑖,𝑗 −  𝑉𝑖,𝑗−1
𝑑𝑦𝑥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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𝐴𝐸𝑖,𝑗𝑉𝑖+1,𝑗
𝑘+12 +  𝐴𝑊𝑖,𝑗𝑉𝑖−1,𝑗

𝑘+12 + 𝐴𝑁𝑖,𝑗𝑉𝑖,𝑗+1
𝑘+12 +  𝐴𝑆𝑖,𝑗𝑉𝑖,𝑗−1

𝑘+12 +  𝐴𝑃𝑖,𝑗𝑉𝑖,𝑗
𝑘+12 =  𝑄𝑖,𝑗,      

𝐴𝐸𝑖,𝑗 =  
𝜀𝑖+1/2,𝑗

𝑑𝑥𝑥𝑖𝑑𝑥𝑥𝑖
 +  �

⎣
⎢
⎢
⎡
|𝑞𝑒|∆𝜕

𝑠𝑞𝜕(𝑞𝑒)𝑛𝑖+1/2,𝑗𝜕𝑥𝑥𝑖+1/2,𝑗

𝑘+12

𝑑𝑥𝑥𝑖𝑑𝑥𝑥𝑖
⎦
⎥
⎥
⎤

𝑒
𝑒

, 

𝐴𝑊𝑖,𝑗 =  
𝜀𝑖−1/2,𝑗

𝑑𝑥𝑥𝑖𝑑𝑥𝑥𝑖−1
 +  �

⎣
⎢
⎢
⎡
|𝑞𝑒|∆𝜕

𝑠𝑞𝜕(𝑞𝑒)𝑛𝑖−1/2,𝑗𝜕𝑥𝑥𝑖−1/2,𝑗

𝑘+12

𝑑𝑥𝑥𝑖𝑑𝑥𝑥𝑖−1
⎦
⎥
⎥
⎤

𝑒
𝑒

, 

𝐴𝑁𝑖,𝑗 =  
𝜀𝑖,𝑗+1/2

𝑑𝑦𝑥𝑗𝑑𝑦𝑥𝑗
 +  �

⎣
⎢
⎢
⎡
|𝑞𝑒|∆𝜕

𝑠𝑞𝜕(𝑞𝑒)𝑛𝑖,𝑗+1/2𝜕𝑥𝑥𝑖,𝑗+1/2

𝑘+12

𝑑𝑦𝑥𝑗𝑑𝑦𝑥𝑗
⎦
⎥
⎥
⎤

𝑒
𝑒

, 

𝐴𝑆𝑖,𝑗 =  
𝜀𝑖,𝑗−1/2

𝑑𝑦𝑥𝑗𝑑𝑦𝑥𝑗
 +  �

⎣
⎢
⎢
⎡
|𝑞𝑒|∆𝜕

𝑠𝑞𝜕(𝑞𝑒)𝑛𝑖,𝑗−1/2𝜕𝑥𝑥𝑖,𝑗−1/2

𝑘+12

𝑑𝑦𝑥𝑗𝑑𝑦𝑥𝑗−1
⎦
⎥
⎥
⎤

𝑒
𝑒

, 

𝐴𝑃𝑖,𝑗 =  − 𝐴𝐸𝑖,𝑗 −  𝐴𝑊𝑖,𝑗 −  𝐴𝑁𝑖,𝑗 −  𝐴𝑆𝑖,𝑗 

𝑄𝑖,𝑗 =  �

⎣
⎢
⎢
⎢
⎡

− 𝑞𝑒𝜕𝑖,𝑗
𝑘+12 −  𝑞𝑒∆𝜕

⎝

⎜
⎛
−𝜕𝑥𝑥

𝑖+12,𝑗

𝑘+12 +  𝜕𝑥𝑥
𝑖−12,𝑗

𝑘+12

𝑑𝑥𝑥𝑖
+  
−𝜕𝑦𝑥

𝑖,𝑗+12

𝑘+12 +  𝜕𝑦𝑥
𝑖,𝑗−12

𝑘+12

𝑑𝑦𝑥𝑗
⎠

⎟
⎞

⎦
⎥
⎥
⎥
⎤

𝑒

,
𝑒

 

𝑑 = 1 ⋯𝑁, 𝑗 = 1 ⋯𝜕, 𝑣 = 𝑑𝑣𝜕𝑠, 𝑒𝑣𝑒𝑣𝜕𝑟𝑣𝜕                         (2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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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계산 시간 간격 및 경계 조건 설정 

 

유체 모델은 위에서 살펴 본 방정식들을 특정 시간 간격을 갖고 순차적으

로 계산한다. 밀도가 음의 값을 갖거나, 발산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 

간격의 제한이 필요하다. 크게 두 가지 시간 간격 제한 조건이 있다. CFL 

(Courant-Friedrichs-Lewy) 시간 조건과 dielectric relaxation 시간 조건이다 [27]. 시

뮬레이션의 시간 간격이 이 조건들보다 큰 경우에 오류가 생기므로 시간 간격

은 항상 이 조건보다 작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CFL 시간 조건은 시간 간격 동안 입자가 한 개의 grid 보다 더 많이 움직

이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implicit 법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계산하

면 완화되어 일반적으로 PDP 조건에서는 시간 간격이 10-10 초 안으로 설정되

면 CFL 시간 조건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보통 방전 초기에 중요한 

조건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CFL 시간 조건은 다음과 같다.  

 

𝜏𝐶  ≤   
𝐴𝑑𝑥𝑥𝑖

�𝜕𝑥𝑖+1/2,𝑗𝜕𝑖,𝑗 −  𝑔𝑥𝑖+1/2,𝑗𝜕𝑖+1,𝑗�
𝜕𝑥𝑥𝑖+1/2,𝑗

 , 𝐴 = 상수                 (2 − 24) 

 

Dielectric relaxation 시간 조건은 플라즈마 밀도가 변하고 난 후 전기장이 

급격히 변한 후 relaxation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만약 Dielectric 

relaxation 시간 조건 안에 시뮬레이션이 다음 시간 단계로 넘어 간다면, 부정확

하고 너무 높은 전기장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 계산을 진행하므로 해가 발산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dielectric relaxation 시간 조건은 식 2-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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𝜏𝑑  ≤  
2𝜀

𝑞
𝑣𝑥𝑖+1/2,𝑗
𝐸𝑖+1/2,𝑗

�𝜕𝑖+1,𝑗 + 𝜕𝑖,𝑗�
2

                                    (2 − 25) 

 

따라서 안정적인 시뮬레이션 진행을 위해서, ∆𝜕 는 𝜏𝐶  와 𝜏𝑑  중에 더 작은 

값보다 더 작게 설정되어야 한다.  

Flux의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유전체 표면으로 입사하는 flux는 입자의 

drift velocity에 의한 flux와 random flux를 고려한다. 전자의 flux는 이온 flux에 

의한 2차 전자 flux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28]. Г𝑖, Г𝑒 , Г𝑖는 각각 유전체 

표면에서 이온, 전자, 여기종 flux이다. 𝑣𝑑ℎ는 thermal velocity이며, 𝛾𝑖는 이온의 2

차 전자 방출 계수이다. 𝑎는 격벽 또는 유전체 표면으로 향할 때는 1로 설정, 

그 외의 경우는 0으로 설정한다. 

Г𝑖 =  𝑎𝜕𝑖𝑛𝑖𝐸 + 
1
4
𝜕𝑖𝑣𝑑ℎ,𝑖 ,                                    (2 − 26) 

Г𝑒 =  −𝑎𝜕𝑒𝑛𝑒𝐸 +  
1
4
𝜕𝑖𝑣𝑑ℎ,𝑖 −  𝛾𝑖 ∙Г𝑖 , 

Г𝑖 =  
1
4
𝜕𝑖𝑣𝑑ℎ,𝑖 , 

𝑣𝑑ℎ =  �
8𝑘𝜕
𝜋𝑚

 

 

Poisson 방정식의 경계 조건은 시뮬레이션 영역은 가장 바깥쪽의 포텐셜에 

대해서 존재한다. 전압이 인가되는 위치는 Dirichlet 경계 조건 (V=A, A는 상수) 

으로 설정하며, 그 외 영역은 Neumann 경계 조건 (∇V = 0) 으로 설정한다. 

Neumann 경계 조건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내부의 grid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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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i=1 인 위치가 가장 바깥쪽이라면, 일반적으로 식 2-27과 같이 간단하

게 ∇V를 구할 수 있다.  

 

�
𝜕𝑉
𝜕𝑥
�
1

= 0 →  
𝑉2 −  𝑉1
𝑥2 −  𝑥1

= 0                                         (2 − 27) 

 

�
𝜕𝑉
𝜕𝑥
�
1
≈  
−𝑉3(𝑥2 − 𝑥1)2 + 𝑉2(𝑥3 − 𝑥1)2 − 𝑉1[(𝑥3 − 𝑥1)2 − (𝑥2 − 𝑥1)2]

(𝑥2 − 𝑥1)(𝑥3 − 𝑥1)(𝑥3 − 𝑥2)         (2 − 28) 

 

식 2-27은 𝑉1을 예측하는데 간단하지만 부정확하다. 따라서 정확성을 높이

기 위해서 내부의 grid를 더 사용해야 한다. Second-order approximation으로 ∇V를 

구하면 식 2-28과 같다. 각 grid의 간격이 동일하다면 식 2-28은 식 2-29로 줄일 

수 있다 [26]. 본 논문에서 식 2-29을 사용하여 Neumann 경계 조건을 설정하였

다. 

 

�
𝜕𝑉
𝜕𝑥
�
1
≈
−𝑉3 + 4𝑉2 − 3𝑉1

2∆𝑥
                                         (2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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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전자 반응 계수 

 

본 논문의 3-1장에서는 He-Ne-Xe 혼합 가스를, 그 외 나머지 장에서는 Ne-

Xe 혼합 가스를 사용하여 평판 유전체 장벽 방전 소자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본 논문의 주제는 발광 효율의 개선이므로 발광의 근원인 VUV를 방출하는 Xe 

가스 반응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고려하였다. He 여기종과 Ne 여기종은 여

러 에너지 준위를 함께 묶어 (lumped) 고려하였다. 본 논문에서 고려한 입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8]-[30].  

 

∙ 이온 (6 종): He+, He2
+, Ne+, Ne2

+, Xe+, Xe2
+  

∙ He 여기종 (2 종): He* (23s1: (19.82 eV), 21S0 (20.61 eV), 23P0 (20.96 eV)), He** (21P0 

(21.21 eV), lumped 3s, p, d (22.97 eV), lumped 4s, p, d (23.7 eV), lumped 5s, p, d (24.02 

eV))  

∙ Ne 여기종 (3 종): Ne* (1s5: (16.62 eV), 1s4: (16.72 eV), 1s2: (16.84 eV)), Ne** (2p: 

(18.72 eV), lumped 2s, 3d: (20 eV), 3p: (20.65 eV)), Ne2
* (3∑u

+, 3∑g
+, 1∑u

+, 1∑g
+)  

∙ Xe 여기종 (7 종): Xe*(1s5): (8.31 eV), Xe*(1s4): (8.44 eV), Xe**: (lumped 1s3, 1s2, 2p 

(9.69 eV), lumped 2s, 3d (10.0 eV) lumped 2p′ (11.0 eV), lumped 3<n<9 (11.7 eV)), 

Xe2
**(Ou

+): (8.315 eV), Xe2
**(1u), Xe2

*(3∑u
+): (7.919 eV), Xe2

*(1∑u
+): (8.051 eV)   

 

전자와 중성자 간의 반응을 통해서 위에 나열된 입자들이 생성된다. 전자

에 의한 반응 계수는 전자 에너지 분포 함수에 따라 결정된다. 방전 가스에서

의 전자는 Maxwellian 속도 분포가 아니고, 방전 조건에 따라 분포 함수가 결정

된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Boltzmann 방정식에 의해서 전자 에너지 분포 함수를 

포함하여, 반응 계수 및 전자의 각 종 특성이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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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방정식을 생략했기 때문에 전자와 관련된 값들은 전기장에 대한 함수이다. 

영 차원 Boltzmann 방정식의 계산은 Hagelaar와 Pitchford에 의해서 개발된 

BOLSIG+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10].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

문헌 31 에서 볼 수 있다.  

전자에 의한 반응 계수는 식 2-29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각 반응에 해당

하는 전자와 중성자, 또는 전자와 여기종의 충돌 단면적을 알면, BOLSIG+ 프로

그램을 통해서 식 2-30의 계산이 가능하다.  

 

𝑘𝑟 =  𝛾� 𝜀𝜎𝑟𝐹0𝑑𝜀
∞

0
,                                              (2 − 30) 

𝛾 =  �2𝑒
𝑚

, ε = �𝑣
𝛾
�
2

: 전자 에너지, 𝜎𝑟 ∶  충돌 단면적,  𝐹0 ∶ 𝜕𝑣𝑟𝑚𝑎𝑣𝑑𝑛𝑒𝑑 전자 에너지, 

r = 각 종 충돌 반응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실에서 사용하던 유체 모델 [12], [15] 에 여기종

의 단계적 이온화 반응 (stepwise ionization)의 반응 계수를 추가하였다. Xe*(1s5), 

Xe*(1s4), 그리고 Xe**에 해당하는 충돌 단면적은 식 2-31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32].  

 

𝑄�(𝑠) =  � 𝜕(𝜕)𝑄(𝑠, 𝜕)𝑢1/2𝑑𝜕
∞

0
,                                     (2 − 31) 

𝑄(𝑠, 𝜕) =  
4
𝑢2

1
𝑠2 + 𝜕2 + 1�

𝑠2 − 1
𝑠2

+
2
3
𝜕2
𝑠4 − 1
𝑠4 �𝜋𝑎02 

𝑠2 = 𝑣𝑖2/𝑢, 𝜕2 = 𝑣𝑏2/𝑢  



 31 

 

(a) 

 

 

(b) 

 

그림 2-2. 전자와 Xe 여기종 간의 충돌 단면적 (a) 직접 구한 충돌 단면적, (b) Hyman에 

의해 구해진 충돌 단면적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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𝑣𝑖는 입사되는 전자의 속도, 𝑣𝑏는 원자 내부에 갇힌 전자 (bound electron)의 

속도, 𝑢는 이온화 에너지, 𝜕(𝜕)는 전자 에너지 분포 함수이다. 전자 에너지 분

포 함수는 동일한 혼합 가스에서 전기장이 충분히 강한 조건에서 BOLSIG+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그림 2-2(a)는 직접 구한 전자와 Xe 여기종 간의 충돌 단면

적이고, 그림 2-2(b)는 Hyman에 의해 구해진 충돌 단면적이다 [32]. 두 그래프

는 거의 동일한 값을 보인다. 충돌 단면적과 Boltzmann 방정식을 이용하여 Ne-

Xe(5%) 혼합 가스에서의 반응 계수를 구하였다. 그림 2-3(a)는 직접 구한 각 반

응의 반응 계수이고, 그림 2-3(b)는 Hagelaar에 의해 구해진 반응 계수이다 [33]. 

두 그래프 역시 거의 동일한 값을 보인다. 본 논문에 추가된 단계적 이온화 반

응 계수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장의 경우에는 단계적 이온화 반응을 고

려하지 않아도 실험적 결과와 유사하여 기존의 반응 계수들을 사용하였으나, 4

장의 경우에는 단계적 이온화 반응을 고려해야지만 실험적 결과와 유사한 특성

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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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2-3. Xe의 여기화, Xe 여기종의 단계적 이온화, Xe의 직접 이온화의 반응 계수 (a) 

직접 구한 반응 계수, (b) Hagelaar에 의해 구해진 반응 계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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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발광 효율과 VUV 생성 효율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380~780 nm의 가시광을 방출하는 소자의 가장 중요한 

평가 척도는 발광 효율이다. 본 논문의 주제 역시 발광 효율의 개선이므로, 시

뮬레이션에서 말하는 VUV 생성 효율을 정의해야 한다. 그에 앞서, 실제로 측

정되는 발광 효율의 정의부터 살펴 보겠다. 발광 효율은 식 2-32로 정의된다. 

 

𝜂 =  
𝐹
𝛻

=   
𝜋 ∙ 𝐿 ∙ 𝑆
𝛻

                                                 (2 − 32) 

 

발광 효율 η는 [lm/W] 라는 단위를 갖는다. 발광 효율은 입력 파워 (P) 대

비 출력 파워를 의미하므로 물리량이 없다. 광속 (luminous flux: F, 단위 lm)은 

에너지의 물리량을 가지고 있다. 단일 파장의 전자기파가 단위 시간당 운반하

는 에너지를 단색복사속 (monochromatic radiant flux)라고 한다. 복사속의 단위는 

W이다. 빛도 전자기파이므로 복사속을 가지고 있으나, 가시광 영역에 따른 인

간의 눈의 감도가 다르다. 디스플레이 및 조명 기구의 주 목적은 밝기의 차이, 

또는 절대적 밝기의 상승을 통해서 인간에게 정보 전달 및 윤택한 환경을 제공

하는 것이다. 인간의 눈은 가시광 영역의 파장에 따라 색의 밝기를 감각하는 

정도 (시감도, luminosity factor)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555 nm 파장에서 가장 높

은 시감도를 갖고 있고, 이 보다 파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시감도는 감소한

다. 따라서 광속은 인간의 시감도 특성을 고려한, 단일 파장 이상의 빛이 단위 

시간당 운반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555 nm의 광이 갖는 복사속이 1 W일 때, 

광속은 683 lm이다 [34]. 빛은 일반적으로 전 공간으로 방사한다. 한 인간은 광

원에 대하여 한 방향에만 위치하므로, 방향에 따른 에너지량을 정의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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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때 사용하는 것이 입체각이다. 입체각은 반지름이 r인 구의 중심에서 

넓이 A를 갖는 구표면에 이르는 공간적인 각을 의미한다 (𝛺 =  𝐴
𝑟2

). 단위는 sr을 

사용하며, 1sr은 반지름 r인 구의 중심에서부터 r2의 넓이를 갖는 구표면에 의해 

생기는 입체각이다. 광도 (I: luminous intensity, 단위: lm/sr 또는 cd)는 단위 입체

각 당 방출되는 광속을 의미한다. 광원에서 관측면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관측

면에 도달하는 광속 (조도, illuminance)은 감소한다. 그러나 입체각은 거리에 따

라 변하지 않으므로, 광도는 거리와 상관없으므로 조명 기구의 빛의 방향 특성

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PDP나 무 수은 면 광원같은 평판 형태의 발광 소자에 대해

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발광면이 평평할 때의 빛의 에너지량에 대해서 정

의할 필요가 있다. 휘도 (L: luminance, 단위: lm/sr/m2 또는 cd/m2 또는 nit)는 광

원의 단위 투영 면적 당, 단위 입체각 당 방출되는 광속을 의미한다. 실제 PDP

나 무 수은 면 광원 실험에서는 휘도를 측정한다.  

 

𝐿(𝜃,𝜑) =  
𝐼(𝜃,𝜑)
𝑑𝑆 𝑣𝑣𝑠 𝜃

                                                (2 − 33) 

 

광도와 휘도의 관계는 식 2-33과 같다. 𝜃는 평평한 광원의 수직 벡터와 관

측자의 각도, 𝜑는 방위각, 𝑑𝑆는 평평한 광원의 미소면적이다. 𝑑𝑆 𝑣𝑣𝑠 𝜃는 각도 

𝜃에서 𝑑𝑆의 투영 면적이다. 평평한 광원의 광속은 식 2-34와 같이 계산된다.  

 

𝐹 =  �𝐼(𝛺) 𝑑𝛺 = � � 𝐼(𝜃,𝜑)𝑠𝑑𝜕 𝜃𝑑𝜃𝑑𝜑
𝜋/2

0

2𝜋

0
=  � � 𝐿(𝜃,𝜑) 𝑣𝑣𝑠 𝜃 𝑠𝑑𝜕 𝜃𝑑𝜃𝑑𝜑

𝜋/2

0

2𝜋

0
 

𝑑𝛺 = 𝑑𝐴/𝑟2  =  𝑠𝑑𝜕 𝜃 𝑑𝜃𝑑𝜑                                       (2 − 34) 



 36 

이 때 평평한 광원을 완전 확산면 (perfect diffusion surface)으로 가정하면, 

광도는 𝜃에만 의존하는 cosine 분포를 갖는다. 이는 식 2-35와 같이 쓸 수 있다. 

식 2-35을 식 2-33에 대입하면, 식 2-36와 같이 되고, 휘도는 각도 의존성이 사

라지고, 광원은 어느 각도에서는 동일한 휘도를 갖게 된다.  

 

𝐼(𝜃,𝜑) = 𝐼(0) 𝑣𝑣𝑠 𝜃                                                (2 − 35) 

𝐿(𝜃,𝜑) =  
𝐼(0)
𝑑𝑆

= 𝐿                                                (2 − 36) 

 

식 2-36를 식 2-34에 대입하면, 식 2-37과 같이, 평평한 광원이 완전 확산면

을 가질 때의 평평한 광원의 미소면적 𝑑𝑆에서 광속을 얻을 수 있다. 실제 휘도

계 내부에 표시된 측정 면적이 측정 거리의 제곱에 비해 굉장히 작아야 광원의 

투영 면적이 보장된다. 

 

�𝐹𝑑𝑆 =  𝐿𝑑𝑆� � 𝑣𝑣𝑠 𝜃 𝑠𝑑𝜕 𝜃𝑑𝜃𝑑𝜑
𝜋/2

0

2𝜋

0
= 𝜋𝐿𝑑𝑆                       (2 − 37) 

 

따라서 빛을 방출하는 총 면적이 S인 평평한 광원의 광속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5]. 

 

𝐹 = 𝜋𝐿𝑆                                                        (2 − 38) 

 

입력 파워 (P, 단위 W)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전압 파형 υ(t), 

방전이 발생하였을 때의 전류파형 i on(t), 방전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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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을 ioff(t), 펄스 주기를 T라고 하면, 입력 파워는 식 2-39 과 같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발광 효율은 식 2-32 으로 정의한다. 

 

𝛻 =
2
𝜕
� 𝜐(𝜕)(𝑑𝑖𝑖(𝜕)
𝑇/2

0
−  𝑑𝑖𝑥𝑥(𝜕))𝑑𝜕                             (2 − 39) 

 

VUV 생성 효율도 실험 측정치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한다. 먼저 실험에서

는 실제 가시광 휘도를 측정하였으나, 유체 모델 시뮬레이션에서는 VUV에 의

한 형광체 여기 효율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VUV 생성량을 살펴 보았다. 형광

체 여기 효율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레이옵틱스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36]. 시

뮬레이션의 한 격자에서의 VUV 생성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𝑉𝑉𝑉 =
2
𝜕
� �𝐴𝑖

𝑖

𝑇/2

0
𝑁𝑖(𝜕)𝜖𝑖𝑑𝜕                                   (2 − 40) 

 

𝐴𝑖은 VUV 방출 반응 n의 반응 계수로서 방출되는 life-time의 역수이다. 𝑁𝑖

은 VUV가 방출되는 Xe 여기종들의 밀도이다. 𝜖𝑖은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이

다. 𝛻𝑉𝑉𝑉의 단위는 J/s/m3으로 최종적으로 모든 격자의 부피를 곱하여 3 차원 

시뮬레이션의 경우 J/s의 단위를 갖고, 2 차원 시뮬레이션의 경우 J/s/m의 단위

를 갖는다.  

 

𝛻𝑖𝑖 =
2
𝜕
� �𝐽𝑖(𝜕)

𝑖

𝐸(𝜕) + 𝛻𝑒𝑖𝑙𝑙(𝜕)
𝑇/2

0
𝑑𝜕                            (2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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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41는 한 격자의 입력 파워의 계산 방법이다. 입력 파워는 방전 공간 

내의 입자 i, 전자와 이온의 줄 가열 (joule heating)에 소비된 파워와 유전체 및 

격벽 표면으로 손실된 파워의 합으로 구한다. 그러나 유전체 및 격벽 표면으로 

손실된 파워는 3 차원 시뮬레이션에서만 고려하였다. 𝛻𝑖𝑖의 단위도 J/s/m3으로 

최종적으로 모든 격자의 부피를 곱하여 3 차원 시뮬레이션의 경우 J/s의 단위를 

갖고, 2 차원 시뮬레이션의 경우 J/s/m의 단위를 갖는다. 따라서 VUV 생성 효율

은 다음과 같이 𝛻𝑉𝑉𝑉와 𝛻𝑖𝑖의 비로 정의된다.  

 

𝜂𝑉𝑉𝑉 =  
𝛻𝑉𝑉𝑉
𝛻𝑖𝑖

                                                      (2 − 42) 

 

VUV의 생성은 Xe 여기종에 기인하므로, VUV 생성 효율은 Xe 여기종의 

생성율과 비례 관계에 있다. 이에 착안하여 W. J. Chung은 VUV 생성 효율에 관

계된 새로운 특성값을 도입하였다 [36].  

 

𝜂𝑉𝑉𝑉  ∝  𝜂𝑋𝑒 =  
𝛻𝑒𝑒𝑒
𝛻𝑖𝑖

×
𝛻𝑋𝑒
𝛻𝑒𝑒𝑒

=  𝜌1 × 𝜌2                           (2 − 43) 

𝛻𝑋𝑒 =
2
𝜕
� �𝑒𝑘𝑖(𝜕)

𝑖

𝑇/2

0
𝜕𝑒(𝜕)𝑁𝑖(𝜕)𝜖𝑖𝑑𝜕                          (2 − 44) 

 

𝛻𝑖𝑖은 입력 파워, 𝛻𝑒𝑒𝑒은 전자의 줄 가열을 통해 소비된 평균 파워, 𝛻𝑋𝑒은 

Xe을 여기시키는데 소비된 평균 파워이다. 식 2-44는 𝛻𝑋𝑒 의 계산 방법이다. 

𝑘𝑖(𝜕) 는 Xe 여기종을 생성시키는 반응 n의 반응 계수, 𝜕𝑒(𝜕) 은 전자 밀도, 

𝑁𝑖(𝜕)은 Xe 중성자 밀도, 𝜖𝑖은 Xe 여기에너지이다. 따라서 𝜌1은 전자 가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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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로서, 입력 파워 중 전자 가열에 소비된 파워의 비이고, 𝜌2은 Xe 여기 효율

로서, 전자의 파워 중 Xe 여기화에 소비된 파워의 비이다. 𝜌1은 방전 공간 상

의 전자와 이온의 밀도비에 크게 영향을 받고, 𝜌2은 방전 공간 내의 전기장에 

크게 영향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𝜌1과 𝜌2의 경향성을 살펴 보면서, VUV 생성 

효율이 상승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그림 2-4. Ne-Xe (5%) 혼합 가스 조건에서 에너지 흐름도 [36] 

 

그림 2-4는 50 인치 XGA 해상도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전압의 인가에 

의한 방전 개시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입력 파워에서부터 가시광 방출에 이르는 

에너지 흐름도이다. 입력 파워를 100%로 설정하면, 입력 파워의 18%가 Xe 여

기종을 생성하는데 소비된다. 그리고 입력 파워의 8.46%가 VUV로 방출된다. 

방출된 VUV는 격벽 옆면 형광체와 밑면 형광체에 도달한다. VUV의 가시광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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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효율이 147 nm, 150 nm, 173 nm에 대해 각각 0.3267, 0.3333, 0.3844라고 가정했

을 때 (하나의 VUV 광자가 하나의 450 nm 가시 광자를 낸다고 가정), 입력 파

워의 0.74%가 밑변 형광체를 통해 가시광으로 변환되고, 입력 파워의 0.91%가 

옆면 형광체를 통해 가시광으로 변환된다. 즉, 입력 파워의 1.65%가 가시광을 

변환된다. 여기서 다시 전면으로 온전하게 방출되는 가시광은 입력 파워의 0.41%

이다 [36]. 입력 파워의 1.65%만이 가시광을 변환되는 것을 보면, PDP의 발광 

효율이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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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스 방전 원리 
 

플라즈마가 형성되기 전의 평판 유전체 장벽 방전 소자의 상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성 매질인 불활성 기체로 채워져 있다. 양극과 음극에 전압을 

인가하면, 초기 전자 (seed electron)는 전기장에 의한 가속과 불활성 기체와의 

충돌 이온화 반응을 연쇄적으로 일으켜 방전이 시작된다. 또한, 이온화 반응에 

의해 생성된 이온은 음극 표면에 입사하면서 2차 전자를 발생시켜 방전이 지속

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기체 방전 메커니즘을 밝힌 사람은 J. S. Townsend이며, 

이 메커니즘을 타운젠트 이론이라고 부른다. 이 이론은 α-process와 γ-process로 

이뤄져 있다.  

Townsend는 공기에 대해서 방전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식 2-45와 같이 방

전 전류 𝐼가 전극 간의 거리 𝑥에 대해서 exponential하게 증가하는 것과, 식 2-

46과 같이 단위길이 당 이온화 횟수 𝛼는 압력과 전기장에 의존하는 관계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혔다.  

 

𝐼 = 𝐼0𝑒𝛼𝑥,                                                      (2 − 45) 

𝛼 = 𝐴𝐴𝑒�−
𝐵
𝐸/𝑃�,                                                (2 − 46) 

 

𝐼0는 초기전자전류이고, 𝐴는 기체 압력, 𝐸는 전기장, 𝐴와 𝐵는 각 기체마다 갖고 

있는 상수로서 실험을 통해서 얻는다. 식 2-45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의 

전자가 단위 길이를 진행하는 동안에 𝛼번 이온화가 발생한다면, 𝜕개의 전자가 

거리 𝑑𝑥만큼 진행할 때 이온화에 의해 증가한 전자 수 𝑑𝜕 = 𝛼𝜕𝑑𝑥가 된다. 이 

미분방정식 𝑑𝑖
𝑑𝑥

= 𝛼𝜕 에서 초기 조건 𝑥 = 0 에서 𝜕 = 𝜕0 을 놓고 𝜕 을 구하면, 

𝜕 = 𝜕0𝑒𝛼𝑥가 되는데 이를 전자 사태 (electron avalanche)라고 부르며, 전류 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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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례하므로, 결국 식 2-45와 같게 된다. 전자의 비탄성 충돌로 여기화에 소

모되는 전자 에너지의 손실이 많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 불활성 기체의 𝛼는 

식 2-46보다는 식 2-47에 실험적으로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𝛼 = 𝐶𝐴𝑒
�− 𝐷

(𝐸/𝑃)
1
2
�

,                                                (2 − 47) 

 

𝐶와 𝐷는 역시 각 불활성 기체마다 갖고 있는 상수로서 실험을 통해서 얻는다. 

이와 같은 전자의 이온화 연쇄 반응을 α-process라고 한다.  

이온화 반응으로 생성된 이온은 음극으로 입사하면서, 2차 전자를 방출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γ-process라고 부른다. 음극의 물질에 따라서 입사하는 이온의 

수와 방출되는 2차 전자 수의 비가 다르고, 이 비를 2차 전자 방출 계수 γ라 

부른다. 이는 3.2장에서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α-process와 γ-process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타운젠트 이론을 따라서 흐

르는 방전 전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초기 전류 𝐼0를 만들어내는 초기 전자

가 α-process에 의해 exponential하게 증가하면서 전극 간의 거리 𝑑를 지나 양극

에 도달하면, 전류는 𝐼0𝑒𝛼𝑑가 된고, 이온에 의한 전류는 𝐼0𝑒𝛼𝑑 − 𝐼0가 된다. 이온 

전류는 음극으로 향하고, γ-process에 의해 𝛾�𝐼0𝑒𝛼𝑑 − 𝐼0�의 2차 전자에 의한 전류

가 생겨난다. 이 때의 2차 전자 전류가 α-process을 일으키면서 양극까지 도달

하면, 전자 전류는 𝛾�𝐼0𝑒𝛼𝑑 − 𝐼0�𝑒𝛼𝑑  =  𝛾�𝑒𝛼𝑑 − 1�𝐼0𝑒𝛼𝑑가 된다. 이 전자 전류에 

의해 생겨난 이온 전류는 γ-process에 의해 2차 전자 전류를 방출하는 반응이 

계속 무한히 일어난다. 양극에 도달하는 전자 전류를 모두 더하면, 무한등비급

수가 되어 방전 전류 𝐼는 식 2-48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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𝐼 =  
𝐼0𝑒𝛼𝑑

1 − 𝛾(𝑒𝛼𝑑 − 1)                                            (2 − 48) 

 

이 때, 𝛾�𝑒𝛼𝑑 − 1�가 1이 되면, 약간의 기존 전자들이 seed 역할을 하여 전극 사

이에 전류가 계속 흘러 방전이 유지되는 조건이 된다.  

 

𝛾�𝑒𝛼𝑑 − 1� = 1                                             (2 − 49) 

 

이 조건은 타운젠트의 방전개시 조건이라고 부른다. 이 조건의 물리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전자 1 개가 음극을 출발하여 양극에 도달하면 α-process에 의해 

𝑒𝛼𝑑 개의 전자가 생겨나고, 이 때 같이 생겨난 이온은 �𝑒𝛼𝑑 − 1�개 이다. γ-

process에 의해 생겨난 2차 전자는 𝛾�𝑒𝛼𝑑 − 1�개이며, 이 것이 1 개라도 있으면, 

이 2차 전자가 다시 seed가 되어 초기 전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위의 과정

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결국 전류가 지속적으로 흘러 방전이 유지된다는 것

이다 [37]. 

식 2-46과 식2-49을 이용해서 파셴의 법칙을 유도할 수 있다. 파셴은 방전

개시 전압은 기체의 압력 𝐴와 전극 간격 𝑑의 곱에 의해 결정되며, 최소값을 갖

는다고 발표하였으며, 이 것을 파셴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식 2-50은 파셴의 법

칙을 의미하는 방전개시 전압이다 [13].  

 

𝑉𝑑  =  
𝐵(𝐴𝑑)

𝐶 + ln 𝐴𝑑
,      C = ln

𝐴
ln (1/𝛾) + 1

                           (2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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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가스 별 pd에 따른 파셴 곡선 [13] 

 

방전개시 전압이 𝐴𝑑 에 대하여 최소값을 갖는 것의 물리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전극 간격 𝑑가 일정할 때, 기체 압력 𝐴가 상승하면, 평균자유행정거리 𝜆

가 짧아지고, 충돌이 빈번해져 전자의 에너지가 감소하므로, 전기장 𝐸가 상승

해야 방전이 일어나므로 𝑉𝑑가 상승해야 한다. 반대로, 기체 압력 𝐴가 감소하면, 

𝜆가 길어져서 전자의 에너지는 상승하지만, 충돌할 기체 수가 적으므로, 이온화 

확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역시 𝑉𝑑가 상승해야 한다. 따라서, 전극 간격 𝑑가 일

정할 때, 적절한 압력값이 있으면 최저의 방전개시전압이 존재한다. 파셴의 법

칙은 방전개시전압이 전극 간격이나 기체 압력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그 것들의 곱으로 이뤄진다고 하였다. 기체 압력 𝐴가 평균자유행정거리 𝜆에 

반비례하는 것을 이용하면, 평균자유행정거리 동안에 이온화 횟수 또는 전자가 

얻는 에너지와 같은 물리량이 같다면, 같은 방전개시전압 또는 전류가 얻어짐

을 알 수 있다. 즉, 길이의 단위로 1 m가 아니라 𝜆 를 기본 단위로 사용하여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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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량을 측정하면, 같은 𝜆  크기에서는 동일한 물리 현상이 관측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를 similarity law라고 부른다 [13, 37]. 그림 2-5는 가스 종류별 파셴 곡선

이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에서는 최소 개시전압이 나타나는 𝐴𝑑  값보다 약간 

큰 값을 사용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완만한 구간을 사용해야 각 화

소들 간의 편차에 따른 전압 차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와 무 수은 면 광원은 글로우 방

전 중 생성된 Xe 여기종에 의해 방출되는 진공 자외선 (VUV: Vacuum Ultra 

Violet)이 형광체를 여기시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원으로서 사용된다. Xe 여기

종에 의한 VUV의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15].  

 

𝑋𝑒∗∗(2𝐴5)  +  𝜕 →  𝑋𝑒∗(1𝑠4)  +  𝜕 +  ℎ𝑣 (828 𝜕𝑚)                          (A) 

𝑋𝑒∗∗(2𝐴6)  +  𝜕 →  𝑋𝑒∗(1𝑠5)  +  𝜕 +  ℎ𝑣 (823 𝜕𝑚)                          (B) 

𝑋𝑒∗(1𝑠4)  →  𝑋𝑒 +  ℎ𝜈 (147 𝜕𝑚)                                           (C) 

𝑋𝑒∗(1𝑠4)  +  𝑋𝑒 +  𝜕 →  𝑋𝑒∗(1𝑠5)  +  𝑋𝑒 +   𝜕                              (D) 

𝑋𝑒∗(1𝑠4)  +  𝑋𝑒 +  𝜕 →  𝑋𝑒2∗(0𝑢+, 𝜈 ≫ 0)  +  𝜕                               (E) 

𝑋𝑒∗(1𝑠5)  +  𝑋𝑒 +  𝜕 →  𝑋𝑒2∗(1u, 0u−, 𝜈 ≫ 0)  +  𝜕                            (F) 

𝑋𝑒∗(1𝑠5)  +  𝑋𝑒 +  𝜕 →  𝑋𝑒2∗(0𝑢+, 𝜈 ≫ 0)  +  𝜕                               (G) 

𝑋𝑒2∗(0𝑢+, 𝜈 ≫ 0)  →  2𝑋𝑒 +  ℎ𝜈 (150 𝜕𝑚)                                     (H) 

𝑋𝑒2∗(1u, 0u−, 𝜈 ≫ 0)  +  𝜕 →  𝑋𝑒2∗(1u, 0u−, 𝜈 ≈ 0)  + 𝜕                          (I) 

𝑋𝑒2∗(1u, 0u−, 𝜈 ≈ 0)  →  2𝑋𝑒 +  ℎ𝜈 (173 𝜕𝑚)                                  (J) 

𝜕 ∶ 𝐻𝑒,𝑁𝑒,𝑋𝑒 등 단원자 

 

6p 궤도 준위에 최외각 전자가 존재하는 Xe**(2p5)와 Xe**(2p6)는 단원자와

의 충돌을 통해서 각각 Xe*(1s4)와 Xe*(1s5)으로 828 nm와 823 nm의 적외선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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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며 천이한다 (A, B반응). Xe*(1s4)는 147 nm 진공자외선을 방출하며 천이하거

나 (C반응), Xe*(1s4)의 3체 충돌을 통해서 Xe*(1s5)와 Xe2∗ (0u+, ν≫0)이 생성된다 

(D, E반응). Xe*(1s5)의 3체 충돌을 통해서는 Xe2∗ (1u, 0u−, ν≫0)와 Xe2∗ (0u+, ν≫0)이 

생성된다 (F, G반응). Xe2∗ (0u+, ν≫0)은 150 nm 진공자외선을 방출하며 천이한다 

(H반응), Xe2∗ (1u, 0u−, ν≫0)은 단원자와의 충돌을 통해서 Xe2∗ (1u, 0u−, ν≈0)으로 천이

되고 (I반응), Xe2∗ (1u, 0u−, ν≈0)은 173 nm 진공자외선을 방출하며 천이한다 (J반

응). 그림 3-1은 Xe 여기종의 IR 및 VUV의 발광 경로이다 [15]. 이와 같은 진

공 자외선 방출 경로는 Xe의 함량 및 총 압력에 따라서 변한다. 주 가스가 Ne

인 경우와 He인 경우에 따라 각 반응 경로의 비중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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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Xe 여기종의 IR 및 VUV의 발광 경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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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2차 전자 방출 계수 개선을 통한 플라즈마 디
스플레이의 발광 효율 향상 및 메커니즘 해석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는 1960년대 중반부터 대면적 평판 디스플레이로서의 

가능성을 주목 받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상

품화 단계로 접어들어 2000년대 후반까지 매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꾸준한 성

장세를 보였다. 그 이후 다소 성장률이 주춤하였으나,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더 

큰 크기에서 저렴한 가격, 우수한 화질, 빠른 응답 속도, 다른 디스플레이 소자

와 유사한 소비 전력 등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3D TV로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의해 2010년대 초반부터 성장률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의 가격 하락과 OLED TV의 상

용화에 의하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던 영

역이 줄어들 위험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또한, 2011년 가을부터 새롭게 적용

된 에너지스타 인증 5.3 에서는 50 인치 이상 TV의 경우, 최대소비전력이 108 

W 이하여야만 인증을 획득할 수 있고, 2013년 봄부터 적용될 에너지스타 인증 

6.0은 잠정적으로 85 W 이하여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조건이 더욱 강

화될 전망이다. 현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주력제품이 40~50 인치 이상 급이

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비 전력의 감소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주변 상황에 의

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는 발광 효율 상승이라는 필연적이자 숙명적 목표를 가

지고 있다.  

본 장에서 살펴 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구조는 유전체 장벽 방전을 이

용한 교류형으로서 그림 3-1과 같다. 유리 상판 위에는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한 2 개의 유지 전극이 ITO로 투명하게 형성되어 있고, 도전성을 높이기 위

해 Ag 버스 전극이 ITO 전극 위의 끝 쪽에 형성되어 있다. 전극 위에는 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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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를 제한하고, 벽전하를 이용하여 메모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투명 유전체

가 쌓여 있다. 유전체 위에는 유전체를 보호하고, 낮은 구동 전압을 얻을 수 있

는 보호막이 증착되어 있다. 가시광은 상판을 통해서 방출된다. 유리 하판 위에

는 계조 표현을 하기 위한 1 개의 Ag로 된 어드레스 전극이 주 전극의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전극 위에 가시광을 반사하기 위한 백색 유전체가 쌓

여 있고, 그 위에 형광체가 도포되어 있다. 유리 상판과 하판은 150 ㎛ 정도의 

격벽에 의해 떨어져 있으며, 저융점 유리를 이용하여 합착된다. 그 후, 패널 안

에 존재하는 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해 가열 배기 공정을 진행하고, 방전 가스를 

주입한 후 최종적으로 에이징 공정을 거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제작이 완성

된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발광 효율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다양한 방

면에서 시도되었다. 발광 효율 상승을 위한 시도는 셀 구조, 방전 가스, 공정 

재료, 구동 회로 등의 관점에서 있어 왔다. 셀 구조 관점에서는 유지 전극의 간

격 증가, 전극의 패터닝, 보조 전극의 도입, HEXA 형태의 셀 배열, 유전체의 요

철화 등의 연구들이 있었다. 방전 가스 관점에서는 Xe 함량의 증가, He 또는 H

등의 새로운 가스의 첨가 등의 연구들이 있었고, 공정 재료 관점에서는 저 유

전율 재료 사용, 형광체의 가시광 변환 효율 및 열화 특성 개선, 유전체 및 격

벽 두께, 폭 최적화, 높은 2차 전자 방출 계수를 갖는 보호막 사용 등의 연구들

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구동 회로 관점에서는 구동 파형의 극성 변화, 주파수 

변화, Reset 파형의 변화 등의 연구를 통해서 발광 효율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 중에서 방전 가스와 보호막 재료의 변화는 발광 효율의 주목할 만한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방전 가스의 이온화 에너지, mobility, 충돌 주파수 등과, 보호

막 재료의 2차 전자 방출 계수의 물리적 특성들은 플라즈마 방전 특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고, 복합적인 결과들로 발현되므로, 직관적으로 방전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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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물리적 특성들을 고려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플라즈마 방전 역학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

하여 발광 효율 상승을 위한 방향도 제시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플라즈마 유

체 모델의 수치 해석을 통하여 방전 가스 중에서 2차 전자 방출 계수가 높은 

He을 기존 방전 가스인 Ne-Xe 혼합 가스에 첨가했을 때 변화하는 방전 역학 

및 VUV 생성 효율과, 보호막의 재료 중 2차 전자 방출 계수가 기존 보호막 물

질인 MgO보다 높은 SrO를 사용했을 때 변화하는 방전 역학 및 VUV 생성 효

율을 각각 살펴 보았다.  

 

 

 

 

 

그림 3-1. 본 장에서 연구된 교류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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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He-Ne-Xe 혼합 가스를 사용한 플라즈마 디스플레

이의 방전 특성 해석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는 가스 방전을 이용하여 정보를 표시하므로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와 압력 등에 따라 소자 특성이 변하게 된다. 방전 가스를 선택하

기 위한 조건은 방전전압, 휘도와 효율, 패널 수명, 색 순도 등이 있다. 형광체

에 의해 가시광이 방출되므로 방전 가스의 자외선 방출 강도는 크고, 파장이 

긴 것이 필요하다. 발광 효율 𝜂𝑣𝑣𝑣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𝜂𝑣𝑣𝑣~𝜂𝑢𝑣𝑞𝑝 �
𝜀𝑣𝑣𝑣
𝜀𝑢𝑣

�                                             (3 − 1) 

 

𝜂𝑢𝑣는 외부에서 인가된 전기에너지가 자외선에너지로 변환되는 방전효율, 𝑞𝑝는 

형광체의 양자효율, 𝜀𝑣𝑣𝑣는 형광체에 의해 방출되는 가시광선 평균 에너지, 𝜀𝑢𝑣

는 방전에 의해 방출되는 자외선 평균 에너지이다. 따라서, 자외선 파장이 길수

록 발광 효율은 상승한다. 방전 가스의 가시광선 방출 강도는 작은 것이 필요

하다. 왜냐하면 방전 가스에 의해 방출되는 가시광은 형광체에 의한 가시광에 

혼합되어 색순도를 저하시키고, 형광체 열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패널 수명의 관점에서 방전 가스는 화학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분자 기

체는 방전 중 해리되므로 불활성 가스가 가장 적합하다. 방전 가스의 이온은 

음극을 향해 가속되어 보호막에 충돌하므로 음극 물질들이 스퍼터링되는데, 이

는 압력이 높을수록 감소한다. buffer gas를 첨가하여 압력을 높이고, 또한 buffer 

gas는 방전 전압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 Xe을 자외선 방출 소스로 사용할 

경우, Xe의 높은 탄성 충돌 주파수 때문에 전자 에너지가 감소해 방전 전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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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기 때문에, 낮은 탄성 충돌 주파수를 갖고, 페닝 이온화도 기대할 수 있

는 Ne이나 He를 주 가스로 이용하여 방전 전압을 낮춘다.  

발광 효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방전 가스들이 시도되어왔

다. 방전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방전 역학이 변한다. 따

라서 이에 따른 세밀한 방전 역학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Ne-Xe 혼

합 가스에 대해서 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는 He-Ne-Xe 

혼합 가스를 가지고 출시되므로 새롭게 방전 역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He-Ne-Xe 혼합 가스를 이용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방전 특성과 

VUV 생성 효율 특성에 대해서 2 차원 유체 모델 수치 해석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3.1.1장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방전 가스 특성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

펴 보았고, 3.1.2장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에서 He 가스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3.1.3장은 He-Ne-Xe 3원 혼합 가스를 사용했을 때, VUV 생성 효율 변화

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3.1.4장부터 3.1.6장까지는 낮은 Xe 함량, 높은 Xe 함량, 

긴 전극 간격 등 각 방전 조건에서 방전 역학과 VUV 생성 효율 특성을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3.1.7장에서는 결과들에 대해 요약 및 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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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방전 가스 특성에 대한 문헌 조사 
 

2000년대 초반까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방전 가스로서 다양한 가스들이 

시험되었다. 연구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기존 가스 구성

에 작은 양의 특정 가스를 첨가하는 연구이고, 두 번째는 UV 소스인 Xe을 대

체하는 연구이다. G. Musa 연구 그룹은 PDP 타입의 DBD 조건을 챔버 안에 구

성하여 Cl2나 H2 첨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Cl2 첨가는 할로겐 가스와 불활성 가

스 간의 반응으로 excimer 방출의 극대화를 달성하려는 목적이었고, 기본 가스

가 Ne-Xe일 경우는 Cl2 첨가 효과가 없었으나 He-Xe이 기본 가스일 경우, He 

함량이 상승함에 따라 308 nm 파장 영역의 빛 세기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38]. 또한, Ne-Xe 기본 가스에 H2 첨가는 음이온을 형성시켜 벽전하가 쌓이

는 속도를 조절하여 Ne*(2p1)에서 Ne*(1s2)으로 천이하면서 방출되는 585 nm 파

장 영역의 빛의 세기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9]. Pioneer의 T. Okada도 

PDP 타입의 DBD 조건을 챔버 안에 구성하여 Ne-Xe 기본 가스에 H2의 첨가는 

방전 개시 전압을 10%정도 낮추고, aging 시간을 1/10 이하로 단축시킨다고 발

표하였다 [40]. S. O. Kwon은 Ne-Xe 기본 가스의 PDP에 중수소 (D2, Deuterium)을 

극소량 첨가하여 중수소와 Ne간, 중수소와 Xe간 페닝 이온화를 유도하여 전자 

밀도를 상승시켜 발광 효율을 약 60% 정도 상승시켰다고 발표하였다 [41]. 

Xe을 대체하는 가스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K. C. Choi는 Ne- 

N2 기본 가스의 PDP를 제작하여 N2에 의해 방출되는 300~400 nm 영역의 UV

를 이용하여 (Ba,Sr)2SiO4:Eu 녹색 형광체의 발광 효율이 147, 173 nm에 여기되

는 Zn2SiO4:Mn 녹색 형광체의 발광 효율보다 높은 값을 보여준다고 발표하였

다 [42]. SAIT의 Y. M. Kim은 Ne-Kr 기본 가스의 PDP를 제작하여 Kr excimer의 

ground state에서 self-absorption이 없는 특성 때문에 Xe의 경우보다 높은 UV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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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기대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Xe보다는 높은 2차 전자 방출 계수와 Ne과 

Kr간의 강한 페닝 이온화 반응에 의하여 Ne-Xe의 경우보다 낮은 구동 전압 영

역에서 발광 효율이 12% 상승되었다고 발표하였다 [43].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Ne-Xe 혼합 가스에 불활성 기체인 He, Ar, Kr 등을 

추가하여 삼원 가스의 방전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었다. B.-K. Min은 Ne-Xe

의 PDP에서 소량의 Ar을 첨가하여 Ne과 Ar간의 페닝 효과를 유도하여 Ne-Xe 

경우보다 약 30% 발광 효율을 상승시켰다고 발표하였다 [44]. D.-K. Lee은 Xe 

함량 30%의 PDP에서 He:Ne이 1:9일 때, 가장 높은 발광 효율을 보인다고 발표

하였다 [45]. M. F. Gillies는 Ne-Xe, Ne-Xe-Ar, Ne-Xe-He, 그리고 Ne-Xe-Kr 중에서 

방전 개시 전압 대 휘도만을 고려했을 경우, Ne-Xe 혼합 가스 조건이 동일 전

압에서 가장 높은 휘도를 보여주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Ne-Xe 가스 조건에서 

높은 전체 압력에서 낮은 Xe 함량 조건이 낮은 전체 압력에서 높은 Xe 함량을 

갖는 조건보다 더 낮은 방전 개시 전압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46]. G. 

Oversluizen은 Xe 함량이 상승할수록 낮아진 전자 온도에 의해 Xe 여기 효율이 

상승하고, 이온화 에너지가 낮고 충돌 단면적의 큰 Xe의 증가는 낮은 에너지로

도 이온화가 가능하여 전자 가열 효율이 동시에 상승하여 높은 발광 효율을 달

성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저자는 이 설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었다 [47]. W. J. 

Chung은 G. Oversluizen의 전자 가열 효율에 대한 부족한 설명을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 강해진 sheath field에 의한 Ne 이온화의 상승이 2차 전자 방출량 증가

시킨다는 메커니즘으로 보완하였다 [48].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었으나, 금전

적 문제와 가스의 안정성 및 보호막 오염 문제 등으로 인하여 He, Ne, Xe만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는 Ne-Xe 혼합 가스에서 진행되었으나, 

현재 시판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는 현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는 He와 Ne가 

약 1:1의 비율로, 그리고 Xe 약 10% 함량의 혼합 가스를 사용하여 시판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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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적인 낮은 Xe 함량 조건과 짧은 전극 간격 조건에서 He-Ne-Xe의 3원 

가스의 방전 특성뿐만 아니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발광 효율 상승을 위해

서 고려되는 높은 Xe 함량 조건 또는 긴 전극 간격 조건에서 3원 가스를 적용

하였을 때의 방전 역학과 VUV 생성 효율 특성에 대한 세밀한 방전 역학 분석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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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방전 가스로서 He의 특성 및 선행 
연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는 Xe을 주된 VUV 소스로 사용하고, 방전 전압을 낮

추기 위한 주 가스로 He이나 Ne을 사용한다. He-Xe 혼합 가스의 경우, He 가스

에서 방출되는 가시광은 보라색에 가까워 색순도가 Ne-Xe에 비해 좋은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온들의 이동도 (mobility)가 크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빠른 장점

이 있으나, He의 이온화 에너지준위가 높아 방전전압이 Ne-Xe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단점이 있다. Ne-Xe 혼합 가스의 경우, Ne 가스에서 방출되는 가시광이 

주황색에 가까워 색순도가 나쁘고, 응답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으나, 이온의 이

동도가 상대적으로 작아 패널의 수명이 길고 방전전압이 낮은 장점이 있다 

[15].  

He-Ne-Xe 혼합 가스에서 VUV의 발광 메커니즘 해석은 He과 Ne 가스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서정현은 He-Ne-Xe 에서 플라즈마 디스플레

이의 VUV의 발광을 측정하고 메커니즘을 해석하였다. He의 첨가량이 증가하면

서 150 nm와 173 nm의 연속선들의 발광세기가 증가하였고, Ne의 첨가량이 많은 

경우는 147 nm의 세기가 증가하였다. 앞서 살펴 봤듯이, 147 nm는 Xe*(1s4)를, 

150 nm와 170 nm는 Xe*(1s5)를 중심으로 생성되고, Xe*(1s4)와 Xe*(1s5)는 6p 이상

의 에너지 준위에 존재하는 Xe 여기종에 의해서 생성된다. Xe**(>6p) 여기종이 

6s 궤도의 준안정준위(metastable)인 Xe*(1s5)와 공명준위(resonance)인 Xe*(1s4)로 

천이되면서 823 nm와 828 nm의 IR을 각각 방출한다. IR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He의 첨가량이 증가하면서 준안정준위로의 천이가 활발해져 150 nm와 173 nm

의 발광이 강해지고, Ne의 첨가량이 증가하면 공명준위로의 천이가 증가하여 

147 nm의 세기가 커진다고 서정현의 연구에서 밝혀 졌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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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원자는 Ne과 Xe 원자보다 작은 충돌 단면적을 갖고 있으므로 Ne-Xe 

혼합 가스에 첨가되면, 이온 이동도와 평균 전자 온도를 변화시킨다. 먼저 He 

첨가에 따른 이온들의 이동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두 가지 이상의 

불활성기체가 혼합된 방전가스에서 이온의 이동도는 Blanc’s law에 의해서 계산

된다 [50]-[52]. He-Ne-Xe 혼합 가스에서 Blanc’s law를 이용하여 구한 Xe 이온의 

이동도는 다음과 같다.  

 

1
𝜇𝑋𝑋+/𝐻𝑋−𝑁𝑋−𝑋𝑋

=  
𝑎

𝜇𝑋𝑋+/𝐻𝑋
 +  

𝑏
𝜇𝑋𝑋+/𝑁𝑋

 + 
𝑐

𝜇𝑋𝑋+/𝑋𝑋
                    (3 − 2) 

 

순수 He 가스, 순수 Ne 가스, 그리고 순수 Xe 가스에서 Xe 이온의 이동도

와 He, Ne, Xe 가스의 분압 비율(a, b, c)을 이용해서 He-Ne-Xe 혼합가스 내의 Xe 

이온의 이동도를 구한다. He 이온과 Ne 이온의 이동도도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순수 가스에서 각 이온들의 이동도는 표 3-1과 같다. 그

림 3-2는 Blanc’s law를 이용하여 얻은 Xe 함량이 고정된 He-Ne-Xe 혼합가스에

서의 He 첨가비에 따른 각 이온들의 이동도이다. Ne과 Xe 이온들의 이동도는 

He 첨가비에 따라 증가하고, He 이온은 감소한다. 이는 He의 탄성충돌단면적이 

Ne, Xe 보다 작기 때문이다. Xe 함량에 따라서는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주나 높

은 Xe 함량 (20%)의 경우의 각 이온들의 이동도는 낮은 Xe 함량 (5%)의 경우

보다 작다.  

이온의 이동도는 음극 sheath field의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호막에서 

방출된 2차 전자는 음극 sheath를 통과하며 에너지를 전달받아서 원자의 이온화, 

여기화 반응들을 일으키며 방전을 지속시킨다. 따라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에

서 음극 sheath는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collisional sheath의 폭은 이온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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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전달의 평균자유행정거리와 비례한다 [36]. 또한 이온의 이동도는 위의 평균

자유행정거리와 비례한다. 방전공간 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Xe 이

온이므로, Xe 이온의 이동도가 감소할수록 collisional sheath의 폭은 감소하고, 음

극 sheath field의 크기는 증가한다. 따라서 He의 첨가비가 상승할 수록 Xe 이온

의 이동도가 감소하여 음극 sheath field의 크기는 감소한다. 반면, He 첨가에 따

른 평균 전자 온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전자는 joule heating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Joule heating은 전기장과 전기전도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플라즈마의 전

기전도도는 충돌주파수에 반비례하고, 충돌주파수는 충돌단면적에 비례하므로, 

평균 전자 온도는 불활성 가스의 충돌단면적이 클수록 작은 값을 갖게 된다 

[53]. 그림 3-3 (a)는 입사하는 전자 에너지에 따른 각 불활성 가스들의 충돌 단

면적을 나타낸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에서 drift velocity, random velocity를 가지

고 이동하는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9 eV 이하이므로, He이 첨

가될 수록, 평균 전자 온도가 감소할 것이다. 

 

표 3-1.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각 순수 가스에서 이온들의 이동도 (cm2/V ∙ s) [15] 

Ion 

Base gas 

He+ Ne+ Xe+ 

He 10.4 22 19 

Ne 12 4.1 6.5 

Xe 0.77 0.77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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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2. (a) He-Ne-Xe(5%) 와 (b) He-Ne-Xe(20%) 혼합 가스에서 He 첨가비에 따른 각 

이온들의 이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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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3. (a) 불활성 가스의 전자 탄성 충돌 단면적 [55],  

(b) 불활성 가스에 대한 MgO 박막의 2차 전자 방출 계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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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He의 2차 전자 방출 계수는 다른 불활성 가스들보다 높은 값

을 갖는다. 그림 3-3(b)는 여러 종류의 불활성 가스의 이온에 의한 MgO 보호막

의 2차 전자 방출 계수이다. 음극으로 입사하는 이온에 의한 2차 전자 방출은 

입자의 운동에너지에 의한 방출과 Auger 중화 반응을 통한 방출이 있다. 플라

즈마 디스플레이에서 이온의 운동에너지는 입자의 운동에너지에 의한 방출이 

일어나기 낮은 에너지므로, 대부분 Auger 중화 반응을 통해서 2차 전자가 방출

된다. Auger 중화반응은 보호막에 접근하는 이온에 의해 보호막 표면의 포텐셜 

장벽에 변화가 생겨 가전자대의 전자가 탈출하여 이온과 결합되면서 남은 에너

지에 의해 가전자대에 있는 다른 전자가 방전 공간으로 방출되는 현상이다. 

Auger 중화 반응으로 2차 전자가 방출되는 조건은 이온화 에너지가 보호막의 

밴드갭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의 합의 2배 보다 같거나 클 때이다. 따라서 이온

화 에너지가 높을수록 높은 2차 전자 방출 계수를 갖는다. [54]. He의 이온화 에

너지 준위가 가장 높으므로 가장 높은 2차 전자 방출 계수를 갖는다.  

따라서, He이 첨가될수록, 방전 공간 상의 2차 전자 방출량이 늘어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He이 첨가되면, 방전 공간내의 이온화율이 감소하

기 때문에 음극으로 입사하는 이온 flux양은 줄어든다. 따라서 단순히 2차 전자 

방출 계수만으로 He 첨가 효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음극으로 입

사하는 총 이온 flux양은 동일하나 이온의 가스 구성비가 다를 경우, 각 이온들

의 2차 전자 방출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2차 전자 방출량이 차이가 난다. 특정 

가스 조성비 조건에서는 이온 flux가 감소하더라도, 오히려 이온 flux 대비 2차 

전자의 방출 비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이를 정량화 하기 위해서 서정현은 γeff 라

는 변수를 도입하였다 [15]. 이 비율은 혼합 가스에서 2차 전자의 생성 효율로

도 간주할 수 있다. γeff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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𝛾𝑋𝑒𝑒 =  
∑ 𝛾𝑗Г𝑗𝑗

∑ Г𝑗𝑗
                                                       (3 − 3) 

: γj = j 이온의 2차 전자 방출 계수, Гj= j 이온의 음극으로 입사하는 flux 

 

He의 첨가량의 상승은 방전 전압의 상승과 2차 전자 발생의 증가라는 대

비되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므로 섣불리 He 첨가량의 많고 적음으로 그 He 

첨가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수치 해석을 통해서 

He의 첨가 효과를 자세하게 분석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Ne-Xe 혼합 가스에 

He이 첨가되면서 변화하는 방전 특성들을 낮은 Xe 함량 및 높은 Xe 함량 조건, 

그리고 짧은 전극 간격 및 긴 전극 간격 조건에서 살펴 보았다. 특히, γeff 라는 

변수를 이용하여, He가스의 첨가가 2차 전자 방출 생성 효율 및 VUV 생성 효

율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였다. 

그림 3-4는 이호준과 이인숙의 Ne-Xe 가스에 He 첨가에 따른 발광 효율을 

측정한 실험 결과이다. 낮은 Xe 함량 조건에서는 He 첨가에 따라 발광 효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는 최고값이 존재하며, 상승

율도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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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4. He-Ne-Xe 혼합가스의 발광 효율 특성 실험 결과 (a) 이호준의 실험 결과 

[57], (b) 이인숙의 실험 결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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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He 첨가비에 따른 VUV 생성 효율 특성 
 

 

 

그림 3-5. 본 장에서 사용된 개략적인 시뮬레이션 cell 구조 

 

본 장에서 방전 해석을 위해 사용한 시뮬레이션 조건은 다음과 같다. 2 차

원 유체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Cell 피치는 810 ㎛로 50 인치 XGA 해상도를 갖

는 cell을 사용하였다. 격벽 높이는 140 ㎛으로 설정하였다. 상유전체의 두께는 

30 ㎛이고, 하유전체의 두께는 20 ㎛, 형광체의 두께는 10 ㎛이며, 유전체의 유

전율은 12, 형광체의 유전율은 3으로 설정하였다. 서스테인 전극의 폭은 260 ㎛

이고, 전극 간격은 60 ㎛와 200 ㎛ 조건에서 해석하였다. 그림 3-5는 개략적인 

cell 구조이다. 혼합 가스의 총 압력은 300 Torr이며, 펄스 인가 전압은 각 조건

의 전압 범위의 중간값을 사용하였고, 주파수는 330 kHz, duty는 50%이다. 2차 

전자 방출 계수는 He 이온의 경우 0.4, Ne 이온의 경우 0.2, Xe 이온의 경우 

0.02로 설정하였다. 

그림 3-6는 He-Ne-Xe 혼합가스에서 Xe 함량과 전극 간격에 따른 VUV 생

성 효율, VUV 생성량, 그리고 실제 패널에서 구한 발광 효율이다. 각 방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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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구동 전압 범위의 중간 전압에서 얻은 효율값을 표시하였다. 낮은 Xe 함

량 (Xe 5%) 의 경우, 전극 간격에 상관없이 He 첨가비가 상승할수록 VUV 생성 

효율이 상승하나, He:Ne 비가 8:2 이상에서는 증가율이 더디다. 또한 전극 간격

이 클수록 (200 ㎛) VUV 생성 효율은 더 증가한다. 반면, 높은 Xe 함량 (Xe 

20%)의 경우, He:Ne 비가 7:3 전까지 VUV 생성 효율이 증가하고, 그 이후는 감

소한다. VUV 생성 효율의 절대값은 Xe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다. VUV 생성량은 

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Xe 5%, 60 ㎛ 조건에서는 He 첨가비 

0.5에서 최고값이 나타나지만, Xe 5%, 200 ㎛ 조건에서는 He 첨가비 상승에 따

라 VUV 생성량이 계속 상승한다. Xe 20%, 6 0㎛ 조건에서는 He:Ne 비가 8:2 에

서 최고값이 나타난다. 그림 3-6은 50 인치 XGA 해상도에서 He-Ne-Xe 혼합가

스에서의 발광 효율을 측정한 실험 결과이다. 실험 결과에서, 낮은 Xe 함량에

서의 발광 효율은 He:Ne비가 5:5일 때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 유지된 후, 감

소한다. He:Ne비 8:2 이상에서 발광 효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구동 전압이 급격

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높은 Xe 함량에서는 Ne이 주 가스 일 때는 상승율이 미

미하다가 He이 주 가스일 때부터 휘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감소되는 정도가 크

다. 실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Ne이 주 가스일 

때의 He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은 시뮬레이션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낮은 Xe 함량 조건에서 He의 증가에 따른 발광 효율 증가 현상

과,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 발광 효율의 최적값의 존재에 관하여 포텐셜 분포, 

전자로 전달된 파워 분포, 부분 효율 등을 조사하면서 자세히 분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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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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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3-6. He-Ne-Xe 혼합가스에서 Xe 함량과 전극 간격에 따른 (a) VUV 생성 효율,   

(b) VUV 생성량, (c) 실제 패널에서 얻은 발광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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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낮은 Xe 함량과 짧은 전극 간격 (Xe 5%, 60㎛) 조건에서 
방전 특성 

 

앞 절에서 He 가스의 첨가는 음극 sheath 크기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

하였다. 방전 공간 내에서 이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텐셜 분포를 살펴 보

았다. 그림 3-7(a)는 각 He 첨가비 조건에서 구동 전압 범위의 중간 전압에서 

전류가 최고값을 갖는 시간에서의 포텐셜 분포다. Xe 함량이 5%로 고정된 Ne-

Xe 혼합 가스의 경우, 음극 sheath 영역의 포텐셜 차는 전극 간격 전압 (gap 

voltage)과 유사할 정도로 매우 높다. 그러나 He이 첨가될수록, 음극 sheath 영역

의 포텐셜 차는 감소하고, 동시에 sheath에서부터 양극까지의 포텐셜 차가 상승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림 3-7(b)는 각 He 첨가비 조건에서 펄스 인가 시간 동안 전달된 전자 

파워의 공간분포이다. Ne-Xe 혼합 가스의 경우, 큰 전기장을 띄는 음극 sheath에

서 전자들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얻는다. He 첨가될수록 전자들은 전극 간격 

영역에서 에너지를 얻기 시작하고, He-Xe 혼합 가스의 경우, 전극 간격 영역에

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얻는다. He 첨가에 따라 감소한 음극 sheath field의 세기

에 의해 2차 전자로 전달되는 파워는 감소하나, 음극 sheath에서부터 양극 사이

의 증가한 전기장에 의해 전자는 줄어든 파워를 보상받는다. 그러나 전극 간격 

영역에서 전자로 전달된 파워 는 음극 sheath에서의 그것보다 작기 때문에 전자

에 전달된 총 파워는 He 분압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그림 3-8은 He 첨가에 따른 2차 전자 방출량과 γeff 이다. He 의 높은 이온화 

에너지는 방전 공간 내의 이온화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He이 첨가될수록 2차 

전자 방출량은 감소한다. 그러나 γeff 는 He:Ne 가 1:1인 시점까지 상승하고, 이

후에는 감소한다. 이런 γeff 의 경향성을 토대로 Ne이 주 가스인 경우에는 H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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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7. Xe 5% 고정, 전극 간격 60㎛ 조건에서 He 첨가비 증가에 따른 (a) 포텐셜 분

포, (b) 펄스 인가 시간 동안 전달된 전자 파워 분포 He/(He+Ne) = (i) 0, (ii) 0.2, (iii) 0.5, 

(iv) 0.8,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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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방출되는 2차 전자가 방전 공간의 전자 대 이온 밀도비의 하강을 더디게 

할 수 있으나, He이 주 가스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9(a)는 He이 첨가에 따른 하전 입자들과 Xe 여기종으로 전달된 평

균 파워의 변화율이다. Ne-Xe 혼합 가스를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양의 부호는 

Ne-Xe 혼합 가스의 경우 대비 증가, 음의 부호는 감소를 의미한다. He의 첨가비

가 상승하면서, 이온으로 전달되는 파워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음극 sheath field

의 크기 감소 및 방전 공간내의 이온화율 감소로 이온 가열이 감소하기 때문이

다. Ne이 주 가스인 경우, He 첨가에 따른 음극 sheath field의 크기의 감소에 의

해 전자 가열은 감소하나, 전극 간격 영역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γeff 에서 

예상하였듯이, 2차 전자의 생성 효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로 전달되는 파워

의 감소율이 작다. 전자로 전달되는 파워가 감소하므로 Xe 여기화에 소비되는 

비중이 상승한다. 따라서, Xe 여기종 (Xe*(1s5), Xe*(1s4), 그리고 Xe**) 을 생성시

키는데 소비된 파워의 증가율은 전자의 것보다 높다. 반면, He이 주 가스인 경

우, 전자와 Xe 여기종의 파워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전극 간격 영역에서 전자

로 전달되는 파워는 음극 sheath에서 전자로 전달되던 파워보다 낮고, 2차 전자

의 생성 효율도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He 첨가에 따른 이온화율의 감소와 

음극 sheath field의 감소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전자와 Xe 여기종의 파워 변

화율에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림 3-9(b)은 낮은 Xe 함량 조건에서의 전자 가열 효율 ρ1과 Xe 가열 효

율 ρ2 이다. He의 첨가비 상승에 따른 이온화율 감소와 음극 sheath field 세기의 

감소에 의한 이온 가열의 급격한 감소와, 전극 간격 영역의 전기장 상승과 2차 

전자의 방출 효율 상승이 전자 파워의 감소를 더디게 하여 결과적으로 전자 가

열 효율 ρ1의 상승을 이끈다. 전자 파워의 감소는 Xe 여기화의 비중을 상승시

키므로 Xe 여기 효율 ρ2 역시 상승한다. ρ1의 상승율이 ρ2보다 높기 때문에,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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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Xe 함량 조건에서는 He의 첨가비 상승에 따른 이온화율 감소와 음극 sheath 

field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이온 가열이 줄어드는 효과가 주된 VUV 생성 효율 

향상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Ne이 주 가스일 때만 He에 의한 효과는 극대화되고, 

He이 주 가스일 때는 전자와 Xe 여기종 파워의 변화율은 이온 파워의 변화율

과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하강하므로 VUV 생성 효율의 증가율이 Ne이 주 가스

인 경우보다 낮아진다. 

 

 

 

 

 

 

 

 

그림 3-8. Xe 5% 고정, 전극 간격 60㎛ 조건에서 He 첨가비 증가에 따른 2차 전자 방출

량 및 γe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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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9. Xe 5% 고정, 전극 간격 60㎛ 조건에서 He 첨가비 증가에 따른 (a) Ne-Xe 혼합 

가스 대비 전자, Xe 여기종, 이온의 평균 파워 증가율, (b) 부분 효율 ρ1, 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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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낮은 Xe 함량과 긴 전극 간격 (Xe 5%, 200㎛) 조건에서 
방전 특성  

 

앞 절과 동일한 Xe 함량 조건에서 전극 간격만 늘어난 경우의 He-Ne-Xe 

혼합 가스의 방전 특성을 조사하였다. He 첨가에 따른 VUV 생성 효율과 VUV 

생성량 변화는 짧은 전극 간격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나 방전 특성에

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그림 3-10(a)는 긴 전극 간격 (200㎛) 조건에서 He 첨가에 따른 포텐셜 분

포이다. 구동 전압 범위의 중간 전압에서 전류의 크기가 최고값인 시간에서의 

분포다. He 첨가비가 상승할수록, 음극 sheath 영역의 포텐셜 차는 감소하고, 음

극 sheath부터 양극까지의 포텐셜 차는 증가하는데, 이는 짧은 전극 간격 조건

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긴 전극 간격 조건에서는 음극 sheath

에서부터 양극까지의 포텐셜 차가 더 크다.  

그림 3-10(b)는 긴 전극 간격 조건에서 He 첨가에 따른 펄스 인가 시간 동

안 전달된 전자 파워의 공간 분포이다. Ne-Xe 혼합 가스에서는 전자로 전달되

는 파워의 대부분은 음극 sheath 영역에서 공급받고, 전극 간격 영역에서도 전

자 파워 전달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He:Ne 가 1:1이 될 때까지, 음극 sheath 

영역에서 전자로 전달되는 파워는 유지되면서, 전극 간격 영역에서 전자로 전

달되는 파워가 상승한다. 전자는 음극 sheath에서 양극까지의 긴 방전 경로를 

통과하는데, 이 구간의 포텐셜 차가 상승할수록, 전자는 더 많은 파워를 전달 

받을 수 있다. 반면, He:Ne 가 1:1 이상의 경우에서는 짧은 전극 간격 (60㎛) 조

건과 마찬가지로 음극 sheath에서 전자가 전달받는 파워가 급격히 감소한다. 그

러나 전극 간격 영역에서 전자로 전달되는 파워는 계속 상승한다. 전극 간격 

영역에서 상승한 포텐셜 차는 sheath field 세기의 감소에 의한 전자 파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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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0. Xe 5% 고정, 전극 간격 200㎛ 조건에서 He 첨가비 증가에 따른 (a) 포텐셜 

분포, (b) 펄스 인가 시간 동안 전달된 전자 파워 분포 He/(He+Ne) = (i) 0, (ii) 0.2, (iii) 0.5, 

(iv) 0.8,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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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3-11는 2차 전자 flux 방출량과 γeff 이고, 짧은 전극 간격 조건과 같은 

경향성을 보여준다. He 첨가에 따라 2차 전자 flux 방출량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He:Ne 가 1:1인 시점까지는 γeff 는 상승하므로 짧은 전극 간격에서 보

여준 He의 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3-12(a)는 He 첨가에 따른 하전 입자들과 Xe 여기화에 소비된 평균 

파워의 변화율이다. 이온으로 전달되는 파워는 짧은 전극 간격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He 첨가에 의한 이온화율 감소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전

자와 Xe 여기종으로 전달되는 파워는 그와 달리 He:Ne 가 1:1까지는 증가하다

가 그 이상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Ne이 주 가스인 영역에서, He이 첨가될수

록 전자가 파워를 전달받는 영역이 확장되고, 2차 전자의 생성 효율이 상승하므

로 전자 파워는 상승한다. 전자 파워가 상승할수록 이온화 반응에 소비되는 비

율이 상승되므로 Xe 여기화에 소비된 파워의 증가율은 전자보다 작다. 이로 인

하여 긴 전극 간격 조건에서 이온 파워의 감소율은 짧은 전극 간격 조건보다 

작다. 반면, He이 주 가스인 영역에서는 긴 전극 간격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진

다. 음극 sheath field 세기의 급격한 감소와 2차 전자의 생성 효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대부분의 파워를 전극 간격 영역에서 전달받으면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또한, 전자와 Xe 여기종의 파워 변화율의 격차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짧은 전극 간격의 경우에서 He이 주 가스일 때, 전자와 Xe 여기종의 파워 변화

율은 He에 의한 이온화율 감소와 음극 sheath field 세기 감소에 강하게 의존하

여 He 첨가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3-12(b)는 긴 전극 간격 조건에서의 He 첨가에 따른 부분 효율을 보

여준다. He:Ne가 1:1 전 까지는 음극 sheath와 전극 간격 영역에서 동시에 전자

가 에너지를 얻으므로 이온화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비중이 늘어나 Xe 여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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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ρ2이 감소하나, 그 이후에서는 전극 간격 영역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져 ρ2

이 He 첨가비 상승에 따라 거의 일정하다. 전자로 전달되는 파워 증가뿐만 아

니라 이온으로 전달되는 파워의 감소 때문에 전자 가열 효율 ρ1는 He 첨가비가 

상승할수록 증가한다. ρ2의 값이 ρ1보다 상당히 크지만, He 첨가비 상승에 따른 

VUV 생성 효율의 증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ρ1이다.  

따라서, 긴 전극 간격 조건에서는 He 첨가에 의한 전자 가열이 발생하는 

영역의 확장 및 이온화율 감소로 인한 이온 가열의 감소 효과가 주된 VUV 생

성 효율 향상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He이 주 가스인 경우에서는 긴 전극 영역

에서 얻는 전자와 Xe 여기종의 파워가 일정하여 전자 가열 효율 및 VUV 생성 

효율의 증가율이 Ne이 주 가스인 경우보다 낮아진다. 

 

 

 

 

그림 3-11. Xe 5% 고정, 전극 간격 200㎛ 조건에서 He 첨가비 증가에 따른 2차 전자 방

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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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12. Xe 5% 고정, 전극 간격 200㎛ 조건에서 He 첨가비 증가에 따른 (a) Ne-Xe 혼

합 가스 대비 전자, Xe 여기종, 이온의 평균 파워 증가율, (b) 부분 효율 ρ1, 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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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높은 Xe 함량과 짧은 전극 간격 (Xe 20%, 60㎛) 조건에

서 방전 특성  
 

Xe 함량이 20%일 경우, Xe 함량이 5% 일 때와 다른 방전 경향성을 보이고, 

VUV 생성 효율은 상승한다. Xe 함량이 약 15%보다 높은 경우 (높은 Xe 함량 

조건), Xe 이온의 이동도가 감소하여 음극 sheath field의 크기가 강해지고, 이로 

인해 Ne 이온의 밀도가 상승한다. Ne 이온의 2차 전자 방출 계수는 Xe 이온의 

그것보다 10배정도 크므로, 2차 전자 방출량이 상승하게 된다. 증가한 2차 전자

는 전자 가열 효율을 증가시키고, 결국 VUV 생성 효율도 상승한다 [59].  

그림 3-13(a)는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 He 첨가에 따른 포텐셜 분포를 보

여준다. He 첨가에 따른 음극 sheath 폭의 증가는 미미하고, 전극 간격 영역의 

포텐셜 차의 증가 역시 미미하다. He 첨가에 따라서 음극 sheath field 세기가 감

소하는 특성이 사라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림 3-2(b)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는 각 이온들의 이동도는 낮은 Xe 함량 조건 경우보다 작으

며, He 첨가비 상승에 따른 Xe 이온의 이동도 증가율이 더딘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Xe 함량이 상승할수록 Xe의 큰 충돌단면적에 의한 이온들의 이동도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림 3-13(b)는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 

전자로 전달된 파워의 공간분포를 보여준다. He 첨가비가 상승하면서 전극 간

격 영역에서 전달받는 전자 파워가 약간 상승하나, 대부분의 전자 파워는 여전

히 음극 sheath에서 전달받는다.  

그림 3-14는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 He 첨가에 따른 γeff 와 2차 전자 방출

량을 보여준다. 2차 전자 방출량은 He:Ne가 1:1 까지 상승하고 그 이후에 감소

한다. Ne이 주 가스인 경우, He 함량이 증가해도 음극 sheath field가 강하게 유지

되기 때문에 감소하는 Ne 이온을 대신하여 큰 2차 전자 방출 계수를 갖는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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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3. Xe 20% 고정, 전극 간격 60㎛ 조건에서 He 첨가비 증가에 따른 (a) 포텐셜 

분포, (b) 펄스 인가 시간 동안 전달된 전자 파워 분포 He/(He+Ne) = (i) 0, (ii) 0.2, (iii) 0.5, 

(iv) 0.8,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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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이 생성되므로, 2차 전자 방출량은 상승한다. He이 주 가스인 경우, He의 첨

가비가 계속 상승하면서 음극 sheath field 세기가 조금 감소했고, He은 이온화에

너지가 높으므로 이온화 반응이 Ne 대신 Xe에 의해서 주로 일어난다. 따라서, 

Xe 이온의 2차 전자 방출 계수는 다른 이온들보다 매우 작으므로 2차 전자 방

출량은 감소한다. 그러나 높은 2차 전자를 갖는 He 이온 역시 지속적으로 생성

되므로 γeff 는 상승한다.  

 

 

 

그림 3-14. Xe 20% 고정, 전극 간격 60㎛ 조건에서 He 첨가비 증가에 따른 2차 전자 방

출량 

 

낮은 Xe 함량 조건에서는 He 첨가에 따라 2차 전자 flux 방출량이 감소하

지만,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는 주 가스 성분에 따라서 2차 전자 flux 방출량이 

변한다. 이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온의 밀도를 자세히 살펴 보았다. 그림 

3-15(a)는 방전 공간에서 총 이온 밀도 중 각 이온들이 차지하는 밀도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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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Ne 이온 밀도비가 감소율이 He 이온 밀도비의 증가율보다 크고, 특히 

He이 주 가스인 경우에서는 Xe 이온 밀도비의 증가율이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는 음극 sheath field가 강하게 형성되므로 이온 밀

도의 변화는 곧 이온 가열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림 3-15(b)는 각 이온들로 전

달된 파워이다. He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Ne이 주 가스인 경우에는 He 이온으로 

전달된 파워만 상승하지만, He이 주 가스인 경우에서는 He 이온뿐만 아니라, Xe

에 의한 이온화 반응이 주로 발생하면서 Xe 이온으로 전달받는 파워도 상승한

다.  

그림 3-16(a)는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 He 첨가에 따른 하전 입자들과 Xe 

여기종으로 전달된 평균 파워의 변화율이고, 그림 3-16(b)는 He 첨가에 따른 부

분 효율이다. 전자로 전달되는 파워는 He 첨가에 따른 γeff 의 증가와, 조금 감소

하지만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는 음극 sheath field에 의해 점점 증가한다. Ne이 

주 가스인 경우, 이온으로 전달되는 총 파워는 He 첨가에 따라 감소하는데, 이

는 조금씩 감소하는 음극 sheath field에 의해 Xe 이온 파워가 감소하고, Ne 함량

의 감소로 인한 Ne 이온 파워 감소에 기인한다. He이 주 가스인 경우, 위에서 

살펴 본 이유로 Xe 이온 파워가 상승하고, He 함량의 증가로 인한 He 이온 파

워도 증가하여 이온으로 전달되는 총 파워는 증가한다. He 첨가에 따른 γeff 의 

증가는 방전 공간에 전자 대 이온 비율을 상승시키므로 전자 가열 효율 ρ1이 

상승한다. 낮은 Xe 함량 조건보다 이온으로 전달된 파워의 감소율이 낮지만, 2

차 전자에 의한 전자 가열 효과가 매우 강하여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의 전자 

가열 효율은 매우 높다. 그러나 음극 sheath field의 크기가 강하게 유지되므로 

Xe 여기종 생성 효율 ρ2는 감소한다. 전자 가열 효율이 오히려 Xe 여기 효율보

다 높은 특성을 보인다. 특히 He:Ne가 1:1 이후에서는 Xe 이온화 반응이 빈번

해지면서 Xe 여기종 생성에 소비되는 파워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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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는 He:Ne가 1:1 까지는 강한 음극 sheath 

field의 유지와 He의 높은 2차 전자 방출 계수에 의한 효과로 인하여 전자 가열 

효율이 상승하여 VUV 생성 효율이 상승한다. 그러나 He:Ne가 1:1 이후에는 감

소된 Ne 이온을 Xe의 이온화 반응을 통해 보상받으므로 Xe 여기화 반응이 줄

어들게 되어 VUV 생성 효율이 He:Ne가 7:3까지 미미하게 증가하고, 그 이후에

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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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15. Xe 20% 고정, 전극 간격 60㎛ 조건에서 He 첨가비 증가에 따른 (a) 총 이온 

밀도 중 He, Ne, Xe 이온 밀도 비, (b) He, Ne, Xe 이온으로 전달된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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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16. Xe 20% 고정, 전극 간격 60㎛ 조건에서 He 첨가비 증가에 따른 (a) Ne-Xe 혼

합 가스 대비 전자, Xe 여기종, 이온의 평균 파워 증가율, (b) 부분 효율 ρ1, 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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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요약 및 토의 
 

2차원 유체 모델을 이용하여 He-Ne-Xe 3원 혼합 가스를 갖는 플라즈마 디

스플레이의 방전 특성 및 VUV 생성 효율 특성을 Xe 함량과 전극 간격에 따라

서 살펴 보았다. He은 2차 전자 방출 계수가 높고, He-Ne-Xe 혼합 가스에서 He

의 함량이 상승할수록 Ne, Xe 이온의 이동도는 감소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낮은 Xe 함량, 짧은 전극 간격 조건 (Xe 5%, 60 ㎛) 에서 He 첨가 효과는 

다음과 같다. Ne이 주 가스인 경우, He 첨가에 따라서 2차 전자의 생성 효율이 

상승하고, 음극 sheath field의 세기 감소에 의하여 전자 가열 효율과 Xe 여기 효

율이 동반 상승하여 VUV 생성 효율이 상승한다. 그러나 He이 주 가스인 경우, 

급격히 감소하는 음극 sheath filed 세기에 강한 의존성을 보이는 전자, 이온, Xe 

여기종들이 전달받은 파워가 모두 He 함량이 상승할수록 급격히 감소하여 

VUV 생성 효율의 증가율은 Ne이 주 가스인 경우보다 낮다.  

낮은 Xe 함량, 긴 전극 간격 조건 (Xe 5%, 200 ㎛) 에서 He 첨가 효과는 다

음과 같다. Ne이 주 가스인 경우, 짧은 전극 간격 조건에서도 보인 2차 전자의 

생성 효율의 상승, 음극 sheath field의 세기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전극 간격 영

역에서도 발생하는 전자 가열에 의하여 전자 가열 효율이 상승하여 VUV 생성 

효율이 상승한다. 그러나 He이 주 가스인 경우, 긴 전극 간격에 강한 의존성을 

보이는 전자와 Xe 여기종들의 파워가 He 함량이 상승하여도 일정하게 유지되

어 VUV 생성 효율의 증가율이 Ne이 주 가스인 경우보다 낮다.  

높은 Xe 함량, 짧은 전극 간격 조건 (Xe 20%, 60 ㎛) 에서 He 첨가 효과는 

다음과 같다. 낮은 Xe 함량 조건과는 달리 He 첨가에 따른 음극 sheath field 세

기의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Ne이 주 가스인 경우, 2차 전자의 

생성 효율의 상승과 높은 음극 sheath field 세기에 의하여 전자 가열 효율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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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여 VUV 생성 효율이 상승한다. 그러나 He이 주 가스인 경우, Xe의 이온화 

반응이 Ne을 대신하여 주로 발생하여 이온 가열이 상승하고, Xe 여기 효율이 

감소하여 VUV 생성 효율은 감소한다. 

짧은 전극 간격 조건과 긴 전극 간격 조건의 부분 효율 결과를 비교해 보

면, He의 첨가비 상승에 의한 전자 가열 효율의 상승 효과는 전극 간격의 길이

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Ne이 주 가스일 때 극대화되었고, 긴 전극 간격 조건의 

VUV 생성 효율이 짧은 전극 간격 조건보다 더 높다. Xe 여기 효율은 긴 전극 

간격 조건의 경우가 전체적으로 더 높으나, 전자 가열 효율은 두 경우 비슷하

다. 이는 긴 전극 간격 조건에서만 보이는 He 첨가 효과인 전자 가열 영역의 

확장에 의해 Xe 여기화 비중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He이 첨가된 조건

에서 전극 간격이 상승하였을 때, VUV 생성 효율이 상승하는 것은 He 첨가 효

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길어진 전극 간격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리하면, 

긴 전극 간격 조건의 VUV 생성 효율이 짧은 전극 간격 조건보다 더 높은 이

유는 더 긴 방전 경로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He 첨가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다.  

높은 Xe 함량의 VUV 생성 효율은 낮은 Xe 함량 조건보다 더 높고, Xe 함

량에 상관없이 He의 효과는 Ne이 주 가스일 때 극대화된다. 낮은 Xe 함량 조

건과 높은 Xe 함량 조건의 부분 효율 결과를 비교해 보면, 높은 Xe 함량 조건

에서의 전자 가열 효율과 Xe 여기 효율은 낮은 Xe 함량 조건의 두 부분 효율

보다 더 높고, 그 중에서 He 이온에 의해 증가된 2차 전자 방출량 때문에 전자 

가열 효율의 증가율이 더 크다. 그러나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 He 첨가비 상승

에 따른 VUV 생성 효율의 증가율은 낮은 Xe 함량 조건의 경우보다 낮다. 이는 

He의 이온화 반응에 많은 파워를 소비해야만 2차 전자가 많이 방출되고, VUV 

생성 효율이 상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He 첨가 효과는 낮은 Xe 함량 조건에

서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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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rO 보호막이 적용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방전 
특성 해석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는 양극과 음극의 간격이 수십 ㎛ 이내인 구조에서 형

성된 수백 Td에 해당하는 전기장에 의해서 방전이 형성된다. 강한 전기장에 의

해 가속된 이온은 높은 에너지를 갖고 음극으로 향한다. 전극 위를 덮고 있는 

유전체가 플라즈마에 노출되면, 유전체 성분 중 PbO, B2O3, SiO2 등이 플라즈마

에 의해 분해되어 방전 전압이 높아지고 불균일 방전이 일어난다 [60]. 이를 막

기 위해서 플라즈마에 대한 안정성을 갖는 보호막이 필요하고, 방전 특성 상 

높은 2차 전자 방출 계수가 요구된다. 또한 방전 공간 내에서 형성된 가시광이 

투과될 수 있어야 하며, 실링 과정 중에 대기에 노출되므로, 대기 중의 H2O와 

CO2에 대한 안정성도 높아야 한다. MgO, CaO, SrO, BaO, MgF2, RbCl, CsF, Cs2O, 

Al2O3, Si3N4, TiO2 등 많은 보호막 후보 물질들이 있어 왔고, 그 중 MgO가 가

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호막에 의한 2차 전자 방출 메커니즘은 앞 장에서 살펴본 Auger 중화반

응에 의한 방출과 exoelectron 방출이 있다. Auger 중화반응은 보호막의 밴드갭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에 의해서 2차 전자 방출의 정도가 결정된다. Exoelectron 

방출은 보호막의 고체분자가 여기된 후 relaxation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할 

때, 다양한 에너지 발산 방법 중 전자를 방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61]-[63]. 그

러나 exoelectron의 양은 매우 적고, 그 에너지 또한 작아 방전 지연 시간을 감

소시키는 역할은 가능하나, 방전 개시 전압을 감소시키거나 방전 효율을 증가

시키는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64].  

보호막에 의한 2차 전자 방출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저전압 고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 사용되던 MgO를 대신하여 새로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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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사용해서 발광 효율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플라

즈마 디스플레이의 공정 재료와 기술의 향상으로 상온, 상압에서 화학적으로 

불안정하지만 높은 2차 전자 방출 계수를 갖는 음극 물질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2차 전자 방출 계수가 증가할 수록 보호막에 의해 방전 공

간으로 방출되는 전자 flux가 증가하므로, 방전 전압은 감소하고, 발광 효율은 

상승한다. 그러나 Xe의 함량 변화에 따른 2차 전자 방출 효과의 변화를 직관적

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Xe의 함량이 증가하면, 방전 전압이 상승하기 때문

에, 높은 2차 전자 방출 계수를 갖는 물질에 의한 효과가 어떻게 발휘될지 예

상하기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는 MgO 물질에 대해서 주로 진행되었으나, 새롭

게 각광받고 있는 높은 2차 전자 방출 계수를 갖는 물질에 대한 방전 역학을 

새롭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SrO를 보호막 물질로 사용하는 플라

즈마 디스플레이의 방전 특성과 VUV 생성 효율 특성에 대해서 2 차원 유체 

모델 수치 해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2.1장에서는 다양한 보호막을 적용하

였을 때 나타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방전 특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 보

았고, 3.2.2장에서는 SrO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보호막으로서의 특성에 대해

서 살펴 보았다. 3.2.3장은 SrO가 사용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VUV 생성 효

율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3.2.4장과 3.2.5장에서는 낮은 Xe 함량, 그리고 높

은 Xe 함량 조건에서 방전 역학과 VUV 생성 효율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으로 3.2.6장에서 결과들에 대해 요약 및 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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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보호막 특성 연구에 대한 문헌 
조사 

 

1970년대부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방전 개시 전압을 낮추기 위하여 알

칼리 토금속 산화물들을 보호막으로 적용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65], [66]. 이후 

2000년대에는 MgO를 기본 보호막 물질로 사용하면서, 2차 전자 방출 특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Y. Motoyama는 e-beam을 이용한 MgO 박막 증

착 과정 중 산소를 흘려 MgO 내에 defect level인 F와 F+ 센터의 밀도를 상승시

켰고, Xe 이온에 의한 Auger 중화 반응이 defect level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방전 

개시 전압을 낮춘다고 발표하였다 [67]. 그러나 C. H. Ha는 MgO 박막의 defect 

level에 의해 MgO의 표면 전도도가 상승하여 벽전압이 줄어 들고, 결과적으로 

구동 전압 범위가 축소된다고 발표하였다 [68]. T. Okada는 MgO 박막 표면에 

100 nm에서 수 ㎛ 크기를 갖는 MgO crystal powder를 코팅하여 statistical delay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69].  

MgO를 대체하려는 시도들도 진행되었다. Y. Matsunaga는 Xe 이온의 Auger 

중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하여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로 증착한 diamond

를 보호막으로 사용하였다. Diamond의 Ne 이온의 2차 전자 방출 계수는 0.32, 

Xe 이온의 2차 전자 방출 계수는 0.25으로 측정되었고, 이를 사용하여 MgO 결

과 대비 3.5배 발광 효율 향상을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면적에 일

정하게 증착하기 어려운 점은 단점이다 [70]. Y. Motoyama는 SrCaO를 e-beam을 

이용하여 증착한 후, 질소 분위기에서 실링을 한 PDP의 효율이 MgO를 사용한 

것보다 약 2배 정도 향상되었다고 발표하였다 [71]. Y. Yamauchi는 CeSrO 박막이 

SrCaO 박막보다 H2O나 CO2에 덜 민감하다고 발표하였다 [72]. BaO나 SrO는 

Xe 이온의 2차 전자 방출 계수가 높으나, 이런 알칼리 토금속 산화물은 수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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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나 탄산화물로 쉽게 변하고, 다시 원래의 산화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

리의 녹는점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되는 과정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2010년대부터는 MgO와 CaO를 같이 사용하는 연구들이 여러 연구 그룹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Q. Yan는 MgCaO 박막을 e-beam으로 증착하면서 산소를 

흘려주어 더 좋은 columnar crystal 구조를 만들어 방전 전압을 낮추고, 25% 발광 

효율을 달성했다고 발표하였다 [73]. K.-W. Whang은 e-beam으로 증착한 MgCaO 

박막의 MgO와 CaO의 비율이 8:2일 때, 가장 높은 발광 효율을 보여준다고 발

표하였다 [74]. A. Iwamoto는 MgO 박막 위에 CaO 파우더를 코팅하여 방전 전압

을 낮췄다고 발표하였다 [75].  

본 장에서는 알칼리 토금속류 중 가장 높은 2차 전자 방출 계수를 갖는 

SrO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에 적용하였을 때의 방전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SrO의 특징과 SrO를 보호막 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실에서 

수행된 공정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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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SrO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보호막으로서의 특성 및 선
행 연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Ne과 Xe을 방전 가스로 사용하므로, Ne 

이온과 Xe 이온에 의한 보호막의 2차 전자 방출 특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에서는 주로 Auger 중화반응에 의해서 대부분의 2차 

전자 방출이 이뤄진다. 이 반응은 이온의 운동에너지가 1 keV보다 낮은 경우에 

지배적이다. 그림 3-17은 Auger 중화반응의 메커니즘이다. 밴드갭 내에 불순물 

준위를 무시하였을 때, Auger 중화반응을 통해 전자가 방출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64], [76].  

 

𝐸𝑖′ > 2�𝜒 + 𝜀𝑔�                                                     (3 − 4) 

 

표 3-2는 여러 산화물의 밴드갭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를 보여 준다. MgO 

보호막의 경우, 밴드갭 에너지는 6.8eV, 전자 친화도는 0.85eV이다. Ne의 이온화 

에너지는 20.36eV, Xe의 이온화 에너지는 11.33eV이다. Ne 이온의 경우 위의 식

을 만족하지만, Xe 이온의 경우는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론적으로 불순물이 없

는 MgO 보호막에서 Xe 이온의 Auger 중화 반응에 의해서 방출되는 2차 전자

는 없다. 앞 장의 그림 3-3 (b)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실제 Xe 이온의 2차 전

자 방출 계수는 250eV 이상의 이온 에너지 영역에서만 매우 작은 값으로 구할 

수 있었다 [56].  

Ne-Xe 혼합 가스를 사용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에는 Xe 이온이 가장 많

다. 그림 3-18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50 인치 Full HD 해상도를 갖고 보

호막이 MgO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셀 내에 존재하는 하전 입자의 평균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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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Auger 중화반응 메커니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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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여러 산화물의 밴드갭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 [77]  

 

 

표 3-3. 여러 산화물의 불활성 기체 이온에 대한 2차 전자 방출 계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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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준다. Xe 함량 10%와 30% 조건에서 모두 Xe 이온의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Xe의 이온화 에너지가 Ne 보다 낮아 방전 공간 내에서 일어

나는 대부분의 이온화 반응은 Xe에 의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고려해보았을 

때,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셀 내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종인 Xe 이온에 의한 

2차 전자 방출 효과를 MgO 보호막에서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보호막의 2

차 전자 방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Xe 이온에 대한 2차 전자 방출 계

수가 높은 보호막 물질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표 3-3에서 Xe의 이온화 에너지

로 2차 전자가 방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은 BaO와 SrO이다. 표 3-3은 

여러 산화물의 불활성 기체 이온에 대한 2차 전자 방출 계수값이다.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BaO과 SrO에서만 Xe 이온에 대한 2차 전자 방출 계수값이 

존재한다. 특히 SrO의 경우 더 높은 Xe 이온에 대한 2차 전자 방출 계수가 더 

높다. 따라서, SrO를 보호막 물질로 사용하면, 높은 2차 전자 방출 flux량을 기

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저전압 고효율 방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SrO를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보호막에 바로 적용하는데 문제점

이 존재한다. 

MgO나 SrO는 대기 중에서 매우 불안정하여 대기에 노출되면 H2O, CO2와 

쉽게 반응하여 Mg(OH)2, MgCO3 또는 Sr(OH)2, SrCO3로 변하게 된다 [78], [79].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보호막이 대기 중에 노출되는 과정은 보호막 증

착 이후부터 상, 하판 실링 공정까지다. Mg(OH)2, MgCO3의 경우, 약 200 ºC 이

상에서 H2O와 CO2의 화학적 분리가 가능하다 [80]. 실링 공정의 온도 조건은 

약 450 ºC 이므로 충분히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공정 중에 Mg(OH)2, MgCO3에서 

MgO의 decomposition이 가능하다 [81]. 그러나 Sr(OH)2, SrCO3에서 SrO의 

decomposition이 가능한 온도는 800 ºC 이상이므로 [80], 유리의 용융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공정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따라서 Sr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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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8. 방전 공간 내의 하전 입자의 평균 밀도 

(a) Xe 함량 10% 조건, (b) Xe 함량 30%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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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막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H2O, CO2와의 반응을 최소화해야 한다. 

상, 하판 실링 공정을 N2 분위기에서 수행하여 H2O, CO2와의 반응을 최소

화하는 공정이나 [82], 보호막 증착 공정부터 배기관 봉입 공정까지 진공 분위

기에서 진행을 [83] 통하여 SrO를 보호막으로 사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 또한, 정해윤은 SrO를 E-beam evaporation으로 증착한 후, MgO를 그 위에 얇

게 올려서 이후 공정에서 H2O, CO2와의 반응을 최소화하는 공정을 연구하였다 

[84]. SrO의 보호막 특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또 있다. 실링 공정은 고온에서 수

행되므로, 실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들 역시 보호막의 특성을 떨어트리게 

된다. 특히, 실링 공정 중에 유전체의 구성 요소들 중 Na, K, Al들이 보호막 표

면으로 확산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유전체위에 보호막을 증착하기 전, 확산방

지막 SiO2를 미리 증착하여 실링 공정 중 보호막으로 확산되는 Na, K, Al 등의 

불순물을 차단하여 보호막 특성의 저해를 최소화하는 공정도 이태호에 의해 연

구되었다 [85].  

본 장에서 방전 해석을 위해 사용한 시뮬레이션 조건은 다음과 같다. 3 차

원 유체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Cell 피치는 580 ㎛, rib 피치는 200 ㎛로 50 인치 

Full HD 해상도를 갖는 cell을 사용하였다. 격벽 높이는 160 ㎛, 격벽 폭은 60 

㎛으로 설정하였다. 상유전체의 두께는 30 ㎛이고, 하유전체의 두께는 20 ㎛, 

형광체의 두께는 10 ㎛이며, 유전체의 유전율은 12, 형광체의 유전율은 3으로 

설정하였다. 서스테인 전극의 폭은 190 ㎛이고, 어드레스 전극의 폭은 60 ㎛이

다. 전극 간격은 60 ㎛ 이다. 그림 3-19는 개략적인 cell 구조이다. 혼합 가스의 

총 압력은 300 Torr이며, 펄스 인가 전압은 각 조건의 전압 범위의 중간값을 사

용하였고, 주파수는 330 kHz, duty는 50%이다. 2차 전자 방출 계수는 Ne 이온의 

경우 MgO는 0.2, SrO는 0.38, 그리고 Xe 이온의 경우 MgO는 0.02, SrO는 0.24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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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본 장의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50인치 Full HD 해상도의 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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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SrO 보호막 물질에 따른 VUV 생성 효율 특성 
 

그림 3-20과 그림 3-21은 서스테인 전극이 위치한 상판의 유전체 위에 

MgO 보호막 또는 SrO-MgO 이중 보호막이 증착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발

광 효율 및 휘도에 관한 정해윤의 실험 결과 [64]와 VUV 생성 효율 및 VUV 

생성량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Xe 함량 10%와 30%의 조건에 대해서 보여준다. 

MgO 또는 SrO 보호막이 적용된 셀을 각각 MgO 셀 또는 SrO 셀로 지칭한다. 

SrO 셀은 높은 2차 전자 방출 계수 때문에 MgO 셀에 비해 낮은 구동 전압을 

가지고 있으나, SrO 셀의 구동 전압 범위는 MgO 셀 보다 좁다. 이는 SrO 셀의 

방전 전류의 감소로 인하여 전극 위에 쌓이는 벽전하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SrO 셀은 Xe 함량이 상승하여도 전압이 상승하는 정도가 MgO 셀

보다 작다. 효율면에서도 SrO 셀의 특성은 매우 뛰어나다.  특히, Xe 함량 30%

에서 SrO 보호막을 사용한 경우, Xe 함량 10%에서 MgO 보호막을 사용한 경우

보다 VUV 생성 효율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다. 발광 효율 실험 결과와 VUV 

생성 효율 시물레이션 결과는 경향성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각 Xe 함량 조건에서 SrO 보호막을 사용하였을 때, VUV 생

성 효율의 향상 메커니즘을 전자 가열 효율 및 Xe 여기 효율과 벽전하 및 2차 

전자 방출의 시공간 분포를 통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높은 Xe 함량에서 

SrO를 사용할 경우, 기존 낮은 Xe 함량에서 MgO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높

은 VUV 생성 효율을 얻게 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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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0. Xe 함량 10% 및 Xe 함량 30% 조건에서 MgO와 SrO 보호막을 적용하였을 

때의 (a) 정해윤의 발광 효율의 실험결과 [64], (b) VUV 생성 효율의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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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21. Xe 함량 10% 및 Xe 함량 30% 조건에서 MgO와 SrO 보호막을 적용하였을 

때의 (a) 정해윤의 휘도의 실험결과 [64], (b) VUV 생성량의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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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낮은 Xe 함량 (Xe 10%) 조건에서의 방전 특성 

 

그림 3-22는 Xe 함량 10% 조건에서 MgO 셀과 SrO 셀의 전자 가열 효율 

ρ1 과 Xe 여기 효율 ρ2 이다. MgO 셀과 SrO 셀의 Xe 여기 효율은 차이가 크지 

않으나, SrO 셀의 ρ1은 MgO 셀의 ρ1 대비 약 30% 정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Xe 

함량 10% 조건에서 SrO 사용에 의한 VUV 생성 효율 증가 요인은 ρ1임을 알 

수 있다. VUV 생성 효율 메커니즘을 살펴 보기 위해서 각 조건의 구동 전압 

범위의 중간 전압에서 방전 특성을 살펴 보았다. MgO 셀은 227 V, SrO 셀은 147 

V 가 중간 전압이고, 그림 3-23는 각 전압 조건에서 MgO 셀과 SrO 셀의 전류 

파형이다. SrO 셀의 전류값이 훨씬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4은 Xe 함량 조건, 보호막 조건에 따른 2차 전자 flux 방출량이다. 

Xe 함량 10% 조건에서 방출된 2차 전자 flux량은 SrO 셀에서 월등히 많은 것

을 볼 수 있다. SrO 셀에서 방출된 2차 전자의 대부분은 Xe 이온에 의해서 생

성되고, MgO 셀에서 2차 전자는 대부분 Ne 이온에 의해서 생성된다. MgO 셀은 

2차 전자를 방출하기 위하여 Ne 이온화 반응에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해야 한

다. 그러나, Xe은 Ne보다 상당히 낮은 이온화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SrO 셀은 Ne의 이온화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SrO 셀의 높은 2차 전자 방출에 의하여 VUV 생성 효율 향상이 달성되는 메커

니즘을 분석하기 위해서 순시여기효율의 시변 특성, 벽전하 및 2차 전자 방출

의 시공간 분포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그림 3-25은 MgO 셀과 SrO 셀의 순시여기효율과, 순시입력파워 및 Xe 여 

기종 생성에 소비된 순시파워를 보여준다. 순시여기효율은 순시입력파워 대비 

Xe 여기종 생성에 소비된 순시파워의 비율로 정의된다 [36]. 플라즈마 디스플레

이의 역동적인 방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순시여기효율과 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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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Xe 함량 10% 에서 MgO 와 SrO 셀의 전자 가열 효율 및 Xe 여기 효율 

 

 
 

그림 3-23. Xe 함량 10% 조건에서 MgO 셀과 SrO 셀의 전류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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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들을 비교해보면, 이온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에서는 순시여기효율이 감

소하고, 여기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에서는 순시여기효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MgO와 SrO 셀의 순시여기효율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 순시입력파워와 

Xe 여기종 생성에 소비된 순시파워의 최고값이 나타난 이후, 순시여기효율은 

상승하기 시작한다. 약 40ns 후, 두 셀 모두 방전의 소멸에 가까운 시점 (MgO 

셀은 약 360 ns, SrO 셀은 약 380 ns) 에서 최고값에 다다르고 그 후 감소한다. 

순시여기효율이 상승하는 구간이 각 조건의 VUV 생성 효율을 결정한다. SrO 

셀의 경우, 순시여기효율의 절대값과 상승율 모두 MgO 셀보다 높다. 각 셀의 

순시여기효율이 상승하는 구간은 음극의 안 쪽 부분이 완벽하게 차폐되지 않은 

채 음극 sheath가 음극의 바깥 부분으로 확장되는 시점이고 (그림 3-26), 두 조

건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SrO 셀의 벽전하 분포 면적은 MgO 셀보다 좁다. 

MgO 셀과 SrO 셀의 2차 전자 flux 방출량이 가장 많은 시점은 MgO 셀에서 

320 ns, SrO 셀에서 340 ns으로 순시입력파워와 Xe 여기종 생성에 소비된 순시파

워의 최고값이 나타나는 시점과 같다 (그림 3-27).  

낮은 Xe 함량 조건에서는 음극 sheath field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방전 

초기에 전극 간격 영역에 인접한 음극이 완전히 차폐될 정도의 하전 입자가 생

성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음극 sheath가 전극의 넓은 영역에서 형성되어야 방전 

유지에 필요한 2차 전자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2차 전자 flux가 음극 위의 넓

은 영역에서 방출되고,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방전 공간의 전자와 이온의 

밀도비를 상승시킨다. 따라서 순시여기효율은 2차 전자 flux가 가장 많이 방출 

된 후, 약 40 ns 후에 최고값을 보인다. MgO 셀과 SrO 셀은 이와 같이 동일한 

방전 역학을 가지고 있으나, SrO 셀의 Xe 이온에 의한 높은 2차 전자 방출량은 

방전 공간 상의 전자와 이온 밀도비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음극 sheat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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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Xe 함량 및 보호막에 따른 음극에서 방출된 2차 전자 flux 

 

       

그림 3-25. Xe 함량 10% 에서 MgO 셀과 SrO 셀의 순시여기효율과, 순시입력파워 및 

Xe 여기종 생성에 소비된 순시파워 (■: MgO, ▲: 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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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O 셀보다 더 낮은 sheath field 세기를 가지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음 

극 sheath가 확장되는 면적이 넓지 않아도 되므로, 전자 에너지가 이온화에 소

비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자 가열 효율 ρ1이 매우 높게 형성될 수 있

다. 이 점이 낮은 Xe 함량 조건에서 SrO에 의한 VUV 생성 효율 향상의 중요

한 요인이다. SrO 셀의 Xe 여기 효율 ρ2도 MgO 셀보다 향상되지만, 순시여기효

율이 상승하는 구간 간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MgO 셀과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림 3-28은 정해윤에 의해 MgO 패널과 SrO-MgO 이중 보호막 패널에서 

촬영된 적외선 발광 형상이다 [64]. 그림 3-27의 벽전하 분포와 유사하게 MgO

의 경우, 발광 부분이 음극의 끝 부분까지 이동한다. 그러나 SrO-MgO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 과와 마찬가지로 발광 부분이 전극 간격에 가까운 영역에 머물

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높은 2차 전자 flux 방출량 때문에 음극 

sheath가 넓은 영역으로 확장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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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6. Xe 함량 10% 조건에서 벽전하의 시공간 분포 

(a) MgO 셀, (b) SrO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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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7. Xe 함량 30% 조건에서 방출된 2차 전자 flux의 시공간 분포 

(a) MgO 셀, (b) SrO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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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정해윤에 의해 얻어진 MgO 패널과 SrO-MgO 이중 보호막 패널의 적외선 발

광 형상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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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높은 Xe 함량 (Xe 30%) 조건에서의 방전 특성 

 

그림 3-29은 Xe 함량 30% 조건에서 MgO 셀과 SrO 셀에서 전자 가열 효율

과 Xe 여기 효율이다. MgO 셀의 ρ1은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 전압 상승에 따

라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Xe 함량이 높으면, Xe 이온의 이동도가 감소

하여 앞 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음극 sheath의 폭이 감소한다. 강화된 sheath field

의 세기에 의해서 Ne의 이온화 반응이 증가하고, Ne 이온은 2차 전자 방출 계

수가 높기 때문에 2차 전자 방출 flux량이 상승한다. 따라서, 구동 전압이 상승

하면서, sheath field의 세기가 더 강해지고 또한, 2차 전자 방출 flux량 역시 상승

하여 ρ1이 상승한다 [48]. 이로 인해 MgO 셀은 구동 전압 상승에 따라 VUV 

생성 효율의 감소가 더디다.  

반면, SrO 셀의 ρ1은 반대의 경향성을 보인다. 구동 전압이 상승하면서, Ne 

이온 밀도비는 상승하지만, 그림 3-24에서 볼 수 있듯이 SrO 셀의 2차 전자는 

대부분 Xe 이온에 의해서 방출되므로 전압 상승은 Ne 이온화 반응으로의 파워 

소비를 증가시킬 뿐이다. 따라서 ρ1은 전압 상승에 따라 감소한다. 다만, SrO 셀

의 높은 2차 전자 flux 방출량 때문에 ρ1의 감소가 더디다. 또한, SrO 셀의 ρ2는 

역시 MgO 셀보다 높다. 낮은 Xe 함량 조건과는 달리 전자 가열 효율과 Xe 여

기 효율의 동반 상승이 SrO 셀의 VUV 생성 효율 향상을 이끈다.  

각 조건의 VUV 생성 효율 메커니즘을 살펴 보기 위해서 각 조건의 구동 

전압 범위의 중간 전압에서 방전 특성을 살펴 보았다. MgO 셀은 259 V, SrO 셀

은 175 V이고, 그림 3-30은 각 전압 조건에서 MgO 셀과 SrO 셀의 전류 파형이

다.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도 SrO 셀의 전류값이 훨씬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31은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 MgO 셀과 SrO 셀의 순시여기효율과, 

순시입력파워 및 Xe 여기종 생성에 소비된 순시파워 그래프이고, 두 셀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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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Xe 함량 30% 조건에서 MgO 와 SrO 셀의 전자 가열 효율 및 Xe 여기 효율 

 

 
 

그림 3-30. Xe 함량 30% 조건에서 MgO 셀과 SrO 셀의 전류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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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Xe 함량 30% 에서 MgO 셀과 SrO 셀의 순시여기효율과, 순시입력파워 및 

Xe 여기종 생성에 소비된 순시파워 (■: MgO, ▲: SrO) 

 

방전 역학적 차이점이 명확히 보인다. MgO 셀과 SrO 셀의 순시입력파워와 Xe 

여기종 생성에 소비된 순시파워의 최고값은 모두 방전 개시에 가까운 시점에 

나타나고, 각각 220 ns와 250 ns이다. 그러나 MgO 셀의 순시여기효율의 최고값

은 방전 개시에 가까운 시점인 230 ns에 나타나지만, SrO 셀의 경우는 방전 소

멸에 가까운 시점인 320 ns에 나타난다.  

MgO 셀의 순시여기효율이 상승하는 구간은 전극 간격 영역에 가까운 음

극의 안 쪽 부분이 완벽하게 차폐된 상태로 벽전하가 급작스럽게 형성되는 시

점이다 (그림 3-32(a)). 순시입력파워의 최고값이 나타나는 시점에 2차 전자 flux 

방출량이 가장 높고 (그림 3-33(a)), 그리고 약 10 ns 후에 순시여기효율의 최고

값이 나타난다. 이 구간에서 생성된 벽전하의 최고값은 방전이 완전히 끝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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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벽전하의 최고값과 동일하다. 많은 양의 벽전하의 갑작스런 생성은 그 곳의 

sheath field의 세기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Xe 함량이 증가할수록 Xe 

이온의 이동도가 낮아지는 것에 기인한다. 강화된 sheath에서 이온화 반응이 활

발히 일어나게 되고, 2차 전자 flux 방출량이 급작스럽게 증가한다. 방출된 2차 

전자는 방전 공간 내의 전자와 이온 밀도비를 상승시켜 전자 가열 효율이 상승

한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MgO 셀의 순시여기효율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이온화가 극대화되어 급격히 상승하고, MgO 셀의 VUV 생성 효율이 결정된다. 

230 ns 이후, 매우 빠른 차폐에 의해 이온화 반응이 감소하고, 2차 전자 flux 방

출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순시여기효율은 급격히 감소한다. 

SrO 셀의 순시여기효율이 상승하는 구간은 방전 개시에 가까운 시점인 

250 ns부터 방전 소멸에 가까운 시점인 320 ns로 매우 길다. 방전 개시 시점에서

는 음극의 안 쪽 부분이 벽전하에 의해 완벽하게 차폐된 상태이고, 이 때 형성

된 벽전하의 크기가 방전의 소멸 시점에 음극의 바깥 쪽 부분까지 그대로 유지

된다 (그림 3-32(b)). 또한, 이 시점에 sheath field의 세기가 강한 영역이 국부적

으로 형성되었고, 이에 의해 Ne의 이온화 반응도 증가한다. 그러나 SrO의 셀은 

Xe 이온에 의해서 대부분의 2차 전자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림 3-24), Ne

의 이온화 반응은 파워 손실이므로, MgO 셀과 달리, 방전 개시 시점의 순시여

기효율은 최고값이 아니다.  

이후, 음극 sheath는 음극의 바깥 부분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차폐가 진행

되어 sheath field의 세기는 빠르게 감소한다. 그러나 Xe의 이온화 반응은 Ne의 

이온화 반응과 달리 약한 sheath field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2차 전자 flux 

방출량은 방전 개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값을 유지한다 (그림 3-33(b)). 

방전 공간의 전기장이 점점 약화되는 동안에 많은 양의 2차 전자 flux가 방출

되면서, 방전 공간 상의 전자와 이온의 밀도비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전자가 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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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화 반응에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유도한다. 이 메커니즘이 지속되는 동안 

순시여기효율은 상승한다. 굉장히 긴 순시여기효율의 상승 구간 동안 SrO 셀의 

VUV 생성 효율이 향상되고, Xe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 효과는 극대화된다. 

정리하면,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는 SrO 셀에서 형성되는 방전 역학은 

MgO 셀보다 Xe 여기종 생성에 유리한 것을 확인하였다. 약화된 sheath field에

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2차 전자 flux 방출량이 전자 가열 효율 ρ1과 Xe 여기 

효율 ρ2를 동시에 상승시켰다. 결국, 이 점이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 SrO에 의

한 VUV 생성 효율 향상의 중요한 요인이고, 낮은 Xe 함량의 MgO 보호막이 

적용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보다 2배 높은 발광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이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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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32. Xe 함량 30% 조건에서 벽전하의 시공간 분포 

(a) MgO 셀, (b) 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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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33. Xe 함량 30% 조건에서 방출된 2차 전자 flux의 시공간 분포 

(a) MgO 셀, (b) SrO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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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요약 및 토의 
 

3 차원 유체 모델을 이용하여 높은 2차 전자 방출 계수를 갖는 SrO 보호

막을 적용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방전 특성 및 VUV 생성 효율 특성을 Xe 

함량에 따라서 살펴 보았다. Xe 함량에 관계없이 SrO 셀의 VUV 생성 효율은 

MgO 셀보다 높았으며, 특히, Xe 30% 함량에서 SrO 셀의 VUV 생성 효율은 Xe 

함량 10% 의 MgO 셀보다 약 2배 정도 향상되었다. SrO 셀의 방전 전류는 

MgO 셀보다 작게 흐르며, 이 때문에 벽전하의 생성량이 적어 SrO 셀의 구동 

전압 범위는 MgO 보다 좁다.  

낮은 Xe 함량 조건 (Xe 10%) 에서 MgO 셀과 SrO 셀의 방전 역학은 유사

하였다. VUV 생성 효율을 결정하는 순시여기효율이 순시입력파워가 최고값인 

시점부터 상승하고, 상승하는 구간 간격이 유사하였다. 그러나 순시여기효율의 

절대값은 SrO 셀이 더 높았다. 낮은 Xe 함량 조건에서는 음극 sheath field의 세

기가 낮아서 넓은 영역에서 2차 전자가 방출되어야 방전 유지가 가능한데, SrO 

셀의 경우, Xe 이온에 의한 높은 2차 전자 flux 방출량은 방전 공간의 전자 와 

이온 밀도비 상승과, 더 약한 sheath field의 세기를 가진 음극 sheath의 확장 및 

확장 면적 감소를 가능케 하였다. 이 효과는 이온화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비중

을 감소시키므로, 높은 전자 가열 효율을 얻을 수 있고, 결국 VUV 생성 효율

도 상승한다.  

높은 Xe 함량 조건 (Xe 30%) 에서 MgO 셀과 SrO 셀의 방전 역학은 큰 차

이점을 가지고 있다. MgO 셀의 경우, 순시입력파워의 최고값이 나타난 직후부

터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순시여기효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후 바로 감소한다. 

순시여기효율의 상승 구간 동안 형성된 강력한 음극 sheath field의 세기에 의해 

활발한 이온화 반응이 일어나고, 2차 전자 방출이 급격히 상승한다. 매우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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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 의해서 VUV 생성 효율이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 SrO 셀의 

경우, 순시여기효율의 상승 구간이 매우 길다. MgO 셀과 마찬가지로 매우 강력

한 음극 sheath field가 생기지만, Ne 이온화 반응의 증가를 야기시켜, MgO 셀과 

달리, 순시여기효율의 최고값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음극 sheath가 음극의 

바깥 부분으로 이동하면서 방전 공간의 전기장이 차폐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

로 방출되는 2차 전자에 의하여 순시여기효율이 계속 상승한다. 이 메커니즘은 

방전 공간의 전자와 이온 밀도비를 상승시키고, Xe 여기화로 에너지를 소비하

도록 유도하므로, 전자 가열 효율과 Xe 여기 효율의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고, 결국 SrO 셀의 VUV 생성 효율은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 극대화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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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다양한 전극 구조 도입을 통한 무 수은 면 광
원 발광 효율 향상 및 메커니즘 해석 

 

형광 램프는 조명 광원 또는 백라이트로 널리 쓰이고 있다. 수십 년간 사

용되어 온 형광 램프는 수은을 이용하여 높은 자외선 여기 특성을 갖고 있지만, 

저온에서의 램프 성능이 저하되고, 램프의 warm-up 시간이 긴 단점, 전극이 방

전 공간에 노출되어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수은은 

환경 오염 문제, 인체에 유해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수은을 대

신하여 He, Ne, Ar, Kr, Xe 등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여 램프를 만드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또한 형광 램프는 선형 광원이므로 도광판, 반사판, 확산판, 프리

즘 시트 등의 광학 기구를 사용하여 광원의 평면화가 필요하다. 광학 도구에 

의한 추가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면 형태의 램프를 제안하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고, 그 중, 전극 위에 유전체를 제작하여 전극이 방전 공간에 직접 노출되

지 않는 유전체 장벽 방전을 사용하는 램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불활성 가스 중 Xe을 사용한 유전체 장벽 방전 광원은 수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주변 온도에 대한 의존성이 적고, 빠른 방전 개

시와 상대적으로 긴 수명을 갖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Xe 여기종에 의

해 생성되는 자외선의 파장이 짧아 발광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은은 254 

nm, Xe은 147, 173 nm), 균일하게 확산된 방전을 얻기 힘들고, 균일하게 확산된 

방전도 쉽게 수축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구동 중에 광원의 표면 온도가 높아 

지는 단점이 있다 [86], [87]. 따라서, Xe을 사용하는 광원의 경우, 높은 발광 효

율을 달성하고, 안정적 구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무 수은 면 광원의 구조는 그림 4-1과 같다. 유리 하판의 같은 면

에 2 개의 유지 전극이 놓여 있고, 그 위에 형광체의 반사를 증가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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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유전체가 쌓여 있다. 그리고 전극이 위치하지 않은 유전체 표면에만 형광

체를 도포한다. 유리 상판으로 가시광선이 방출되므로 플라즈마와 닿는 면에 

아주 얇게 형광체가 도포되어 있고, 반대면에는 口자 모양의 방전 전압을 낮춰

주는 보조 전극이 형성되어 있다. 두 기판은 2 mm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 저융

점 유리로 실링을 한다. 그 후, 패널 안의 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해 가열 배기를 

하고, 에이징을 거쳐 최종 소자가 완성된다.  

무 수은 면 광원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전 원리를 

가지고 있으나,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구조의 관점에서 차이점은 매우 

긴 전극 간격, 전극 간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유지 전극 폭과 낮은 격

벽 높이, 보조 전극의 도입 등이 있고, 구동의 관점에서 차이점은 10~15kHz의 

낮은 주파수 구동, 1% 이하의 매우 작은 duty 등이 있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의 경우, 유지 전극 폭과 격벽 높이는 전극 간격보다 크고, 100 kHz 이상의 주

파수에서 구동되며, 50% 정도의 duty를 사용한다. 무 수은 면 광원의 구조와 구

동 조건이 앞 서 살펴 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무 수은 

면 광원의 방전 역학에 대해서 새롭게 분석해야 한다. 특히, 극단적으로 길어진 

전극과 짧아진 펄스 폭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방전 특성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무 수은 면 광원의 

방전 역학의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발광 효율 상승을 위한 방향

도 제시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Xe 가스를 자외선 소스로 사용하는 무 수은 면 광원의 방전 

특성과 효율 개선 방법에 대해서 2 차원 유체 모델 수치 해석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4.1장과 4.2장에서는 무 수은 플라즈마 광원들의 연구 동향과 무 수은 

면 광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4.3장에서는 무 수은 면 광원의 

전극 구조에 따른 방전 특성과 VUV 효율을 분석하였다. 4.3.1장부터 4.3.3장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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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면 형태 전극, 대향 형태 전극, 그리고 면과 대향 전극의 결합 형태를 갖

는 무 수은 면 광원의 방전 특성을 분석하였다. 4.3.4장에서는 각 전극 구조에 

따른 VUV 생성 효율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4.3.5장에서는 무 수은 면 광

원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보조전극을 제안하였다. 4.4장에서는 결과

들을 정리하였다.  

 

 

 

 

 

 

 

그림 4-1. 본 장에서 연구된 무 수은 면 광원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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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무 수은 광원의 방전 및 발광 특성 연구에 대한 문헌 조사 
 

수은을 사용하지 않은 형광 램프에 대한 연구는 1980~9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 무 수은 광원 연구는 크게 튜브형과 평판형으로 나뉜다. 튜브형 무 

수은 광원 연구는 M. Jinno, D. Uhrlandt 등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M. Jinno는 간격

이 55 mm 인 두 개의 전극이 방전 공간에 삽입된 직경 7 mm의 유리 튜브 형

태의 램프에 Ne-Xe 혼합 가스를 이용한 형광 램프에서 전압 인가 시점에서는 

147 nm의 공명선이, afterglow 시점에서는 173 nm의 연속선이 가장 많이 방출되

는 것을 관측하였고, Xe 함량이 상승할수록 173 nm의 비율이 상승하여 발광 효

율 상승한다고 발표하였다 [88]. D. Uhrlandt는 10 Torr 이하에서 Xe 가스를 이용

한 튜브 형태 램프의 방전 특성을 분석하였다 [89].  

평판형 무 수은 광원 연구는 광원 제작이 훨씬 간편하고, 추가적인 광학 

기구가 불필요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평판형 무 수은 광원 연구는 전극 

간격이 수 mm 이하인 경우와 수 cm 이상인 경우로 나뉜다. 수 mm 이하의 전

극 간격을 갖는 광원의 경우 방전이 안정적인 장점이 있고, T. Urakabe, OSRAM, 

Chunghwa univ. 등에 의해서 주로 연구되었다. T. Urakabe는 가로 72 mm, 세로 

54mm, 높이 1.8 mm 의 유리에 전극을 제작하여 2 개의 유리판 사이의 간격을 

0.45~2 mm으로 정하여 전극이 서로 마주보는 방전 공간을 형성시킨 Xe 100% 

형광 램프의 발광 효율을 살펴 보았다. 압력이 상승할수록, 또는 주파수가 감소

할수록, 또는 사인파가 아닌 펄스를 사용할 경우 발광 효율이 상승한다고 발표

하였다 [90]. OSRAM사는 수은을 사용하지 않고, 불활성 가스를 이용하여 1 mm 

이하의 전극 간격을 갖는 셀들의 조합 형태를 갖고 있는 PLANON이라는 상용 

제품을 출시하였다. 돌출된 음극을 이용하여 삼각형 모양의 방전을 유도하여 

25 lm/W의 발광 효율을 보여주었다 [91] Chunghwa univ.의 C. C. Ting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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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ON과 유사한 삼각형 모양의 방전을 연달아 나열해 놓은 형태의 무 수은 

면 광원을 발표하였다. 또한, 유리표면에 굴곡을 형성하여 형광체 표면적을 상

승시켜 35 lm/W의 발광효율을 달성하였다 [92].  

반면, 수 cm 이상의 전극 간격을 갖는 광원의 경우 발광 효율은 높으나 방

전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T. Shiga, SAIT, SNU 등에 의해서 주로 연구되었다. 

T. Shiga는 가로 108 mm, 세로 85 mm인 유리 기판 위에 2 개의 전극을 같은 면

에 놓고, 전극 간격을 75 mm으로 설정하고, 2.4 mm 높이의 방전 공간을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을 제작하였다. 불활성 가스로 Ne, Xe, Ar의 혼합 가스를 사용하

여 1080 cd/m2에서 34 lm/W의 발광 효율을 달성하였다 [93]. SAIT의 H. B. Park은 

기본적으로 T. Shiga의 구조와 유사하나 하판 유리 뿐만 아니라, 상판 유리 위에

도 2 개의 전극을 같은 면에 놓아서, 같은 방향에 놓인 상, 하판의 전극에 동일

한 전압을 인가하는 무 수은 면 광원을 제작하였다. 2 개의 유리 기판의 간격은 

5.6 mm, 전극 간격은 13~23 mm이고, 상, 하판에 동시에 인가된 전압에 의하여 

발광 영역이 상승하여 발광 효율이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다 [94]. SNU의 J.-C. 

Jung은 T. Shiga의 구조와 유사한 무 수은 면 광원에서 상판 유리에 보조 전극

을 도입하여 구동 전압을 낮추고, 안정적인 확산 방전을 유지시켰다. 또한, 선

택적 디밍 (dimming)이 가능한 보조 전극을 제안하였다 [95]. SNU의 I. W. Seo는 

형광체가 요철을 갖도록 도포하여 3315 cd/m2에서 75.2 lm/W의 발광 효율을 달

성하였다. 형광체의 표면적을 상승시켜 형광체 요철이 없는 경우 대비 발광 효

율이 약 20% 상승되었다 [96]. SNU의 B. J. Oh는 형광체 요철이 있는 무 수은 

면 광원의 전극 구조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한 Xe 함량 

조건을 30%까지 올림으로써 3102 cd/m2에서 93.5 lm/W의 발광효율을 달성하였

다 [97]. 

정리하면, 보조 전극이 포함되고, 같은 기판 면에 2개의 전극이 놓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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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의 무 수은 면 광원에 대한 연구에서 높은 발광 효율 결과가 발표되고 있

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SNU의 무 수은 면 광원의 방전 특성 분석 및 발광 효

율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 구조에서 발광 효율의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형

광체의 표면적 증가와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 안정적 구동이다. 또한, 전극 구

조의 변화 역시 발광 효율 상승에 큰 역할을 하였다. 형광체 표면적 증가와 Xe 

함량 증가로 인한 발광 효율 상승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나, 전극 구조의 변화

에 따른 발광 효율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세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a) M. Jinnon의 튜브형 광원 [88]           (b) T. Urakabe의 대향형 광원 [89] 

   

 

(c) Chunghwa대의 무 수은 면 광원 [90] 



 124 

            

(d) OSRAM의 PLANON [91]             (e) T. Shiga의 무 수은 면 광원 [92] 

 

     

(f) SAIT의 무 수은 면 광원 [93]        (g) J.-C. Jung의 선택적 디밍 구조 [94] 

 

그림 4-2. 다양한 무 수은 광원에 대한 연구 [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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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무 수은 면 광원의 기본 방전 특성 및 선행 연구 
 

본 장에서 연구 대상으로 사용된 실제 SNU 무 수은 면 광원의 구조 및 가

스 조건, 방전 형상, 발광 특성, 효율 특성 등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무 수은 면 광원의 기본 구조는 간단하다. 그림 4-3과 같이 2 mm 두께

의 유리 스페이서가 2 개의 유리판 사이에 위치하여 기본 단위 셀을 형성한다. 

기본 단위 셀의 크기는 40 mm × 40 mm 이다. 빛이 방출되는 판을 상판, 상판

에 마주보는 판을 하판이라고 한다. 하판에는 2개의 평행한 주 전극의 형성되

어 있다. 주 전극의 폭은 4 mm, 두께는 5 ㎛이고, 두 전극 사이의 거리는 30 

mm이다. 주 전극 위에는 방전 전류를 억제하고, 전극을 보호하는 유전체를 60

㎛ 두께를 갖도록 형성시킨다. VUV를 가시광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삼원색의 

혼합 형광체 (적색: (Y, Gd)BO3:Eu, 녹색: (LaPO4:Ce,Tb), 그리고 청색: 

(BaMgAl10O17:Eu))를 상, 하판에 도포하는데, 상판에는 50 ㎛, 하판에는 5 ㎛의 

두께로 도포한다. 그리고 방전의 확산과 저 전압 구동을 위하여 상판의 바깥쪽 

표면에 口자 모양의 보조전극을 형성시킨다. 보조전극은 주 전극의 정 가운데

에 위치하며, 크기는 34 mm × 34 mm 이고, 보조전극의 선폭은 4 mm이며, 두

께는 5 ㎛이다. Ne과 Xe 혼합 가스를 사용하며, 총 압력은 100 Torr, Xe 함량은 

20~25%를 사용한다. 구동 주파수는 15kHz이고, 펄스 폭은 1 μs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무 수은 면 광원은 사각형의 방전 단면을 가지고 있다. 

사각형의 방전 단면을 갖는 구조에서는 구조의 길이(w)와 구조의 높이(h)의 비

에 따라 플라즈마 밀도의 공간 분포가 달라진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98], 

[99]. 그림 4-4(a)는 J. H. Ingold의 실험 장비 구성도이다. 구조의 길이는 주 전극

과 평행한 방향의 길이를 의미하며, 구조의 높이는 상판과 하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Aspect ratio (R=w/h)가 3 이상일 때, 구조의 중앙에 전자 밀도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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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3. 기본 무 수은 면 광원의 단위 셀 구조 [86] (a) 정면도 (b)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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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구조의 격벽에서는 전자 밀도가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결국 방전 수

축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4-4 (a)는 aspect ratio가 3 이상에서는 

구조의 격벽에서는 전자 밀도가 급감하는 것을 수치 해석적으로 구한 결과이다. 

x축은 w=R/h을 의미하며, R이 3일 때는 x축의 3이 구조의 끝부분을 의미하고, R

이 5일 때는 5가 구조의 끝부분임을 의미한다. 그림 4-4 (b)는 63P 준위로 여기

된 수은이 방출하는 254 nm의 발광 세기가 구조의 격벽 쪽으로 갈수록 급감하

는 것을 얻은 실험 결과이다. 이 현상의 물리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방전의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 (x 방향) 가 상승할수록 플라즈마 밀도 n는 

단조 감소(monotonically decreasing)를 한다. 

(2) 이온화에 의한 이온 생성은 해당 위치의 밀도의 제곱 n2에 비례한다. 

(3) y 방향의 유전체 표면으로 향하는 ambipolar diffusion에 의한 이온의 손실은 

n에 비례한다. 

(4) 따라서 방전 중심에서 x 방향 (주 전극과 평행한 방향)으로 멀어질수록 이

온화에 의한 밀도 생성이 급격히 감소한다. 

정리하면, x 방향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상, 하판에서 ambipolar diffusion에 

의한 밀도 손실이 일정하게 일어나는 반면, 이온화에 의한 밀도 생성은 급격히 

감소한다. 결국 x 방향의 격벽 근처에서는 이온화에 의한 밀도가 아닌 방전 중

심에서 확산된 밀도가 지배적이게 되어, x 방향의 격벽 근처에서 밀도가 급감한

다.  

x 방향을 따라 방전이 퍼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기종들의 이온화 

반응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림 4-4 (b)에서 볼 수 있듯이, 단일 원자에 의한 

이온화 반응 (1-stage 또는 direct ionization)만을 고려하여 수치 해석했을 때는 격

벽 부근에서도 일정량의 플라즈마 밀도가 존재하였으나, 여기종의 이온화 반응 

(2-stage 또는 stepwise ionization)까지 고려하여 해석하였을 때는 격벽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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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4. (a) J. H. Ingold의 실험 장비 구성도 [98], 

(b) 종방향의 거리에 따른 수치 해석적으로 구한 플라즈마 밀도 [98],  

(c) 종방향의 거리에 따른 실험적으로 얻은 254 nm 발광 세기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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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밀도가 급감하였고, 실험 결과와 일치하였다. 여기종들의 상, 하판에

서의 손실이 이온화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사각형 방전 단

면을 갖는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플라즈마 밀도의 불균형은 국부적인 

열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국부적인 가스의 온도 상승은 열 팽창에 의한 가스 

밀도의 국부적인 감소를 일으킨다. 이는 국부적 영역의 E/N의 상승과 전자 온

도의 상승을 야기시켜 동시에 플라즈마 밀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어 방전의 

불안정성 (instability)을 일으킨다 [100]. 

방전의 불안정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무 수은 면 광원

에는 보조 전극이 형성되어 있다. 보조 전극과 주 전극 간의 방전으로 구동 전

압을 대폭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고, 방전이 수축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

져왔다. 앞 서 살펴본 플라즈마 밀도가 중심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메커니즘

을 고려해보면, 보조 전극 중 멀리 떨어진 두 주 전극 사이를 연결해주는, 주 

전극과 수직인 보조 전극 성분이 격벽 부근에서 이온화에 의한 플라즈마 밀도 

생성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여 격벽 부근에서 플라즈마 밀도의 급격한 감소를 

막아주어 방전 공간 내의 플라즈마 밀도 불균형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5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무 수은 면 광원에서 보이는 확산 방전과 수축 

방전 형상이다. 확산 방전은 전 영역에 넓게 퍼지나, 수축 방전은 중심부에서만 

강한 발광이 보인다. 수축 방전은 구동 주파수를 높이거나, 펄스 폭을 증가시키

거나 전압이 상승하면 발생 가능성이 상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7]. 

무 수은 면 광원의 발광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림 4-6는 형광체가 

도포되지 않은 무 수은 면 광원의 실제 발광 형상이다. 전극 영역과 셀 중심 

영역에서 방출되는 가시광의 색깔 차이가 확연하게 보인다. 전극 영역은 붉은 

색 계통이며, 셀 중심 영역은 푸른 색 계통이다. 그림 4-7은 그림 4-6의 램프의 

전극과 셀 중심 영역에서 방출되는 가시광을 서인우가 분광기로 측정한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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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5. 무 수은 면 광원의 방전 형상 (a) 확산 방전, (b) 수축 방전 

 

 

 

그림 4-6. 형광체를 도포하지 않은 무 수은 면 광원의 가시광 방출 형상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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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출된 가시광의 파장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극 영역과 셀 중심 영역

에서 공통적으로 450~492.3 nm 파장 영역과 823, 828 nm의 파장의 발광이 관측

된다. 전극 영역과 셀 중심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파장 중 방출 세기

가 큰 것들만 살펴 보면, 최외각 전자가 7p 궤도에 존재하는 Xe***(3p8)에서 최

외각 전자가 6s 궤도에 존재하는 Xe*(1s5)로 천이하면서 467.1 nm를 방출하고, 

Xe***(3p6)에서 Xe*(1s5)로 천이하면서 462.4 nm를 방출한다. 823 nm는 Xe**(2p6)에

서 Xe*(1s5)로 천이하면서 방출되고, 828 nm는 Xe**(2p5)에서 Xe*(1s4)로 천이하면

서 방출된다 [101]-[103]. Xe***(3p8)와 Xe***(3p6)의 에너지 준위는 10.97 eV와 

10.99 eV이고, Xe**(2p6)와 Xe**(2p5)의 에너지 준위는 9.82 eV와 9.93 eV이다. 

전극 영역에서만 관측되는 파장 영역은 585.2~703 nm이다. 이 파장 영역에

서 방출 세기가 큰 것들만 살펴 보면, 3p 궤도의 Ne*(2p10)에서 3s 궤도의 

Ne*(1s5)으로 천이하면서 703 nm의 가시광을 방출한다. Ne*(2p1)에서 Ne*(1s2)으로 

천이하면서 585.2 nm의 가시광을 방출한다 [101], [104]-[108]. Ne*(2p10)와 Ne*(2p1)

의 에너지 준위는 18.38 eV와 18.96 eV이다.  

따라서, 전극 영역에서는 음극 sheath의 존재로 Xe의 이온화 반응이 주로 

일어나므로 Ne의 여기화 반응이 Xe의 여기화 반응보다 우세함을 유추할 수 있

다. 반대로 셀 중심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전기장에 의해 Xe의 여

기화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대부분의 발광 영역에서 Xe의 여

기화 반응이 우세하므로 무 수은 면 광원은 높은 효율을 가질 수 있다 [87], 

[109] 

본 연구에서 사용된 SNU식 무 수은 면 광원의 발광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

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86], [87]. 기본적으로 Xe의 함량이 상승할수록 무 

수은 면 광원의 발광 효율은 상승한다. Xe 함량이 1% 상승할 때, 발광 효율이 

대략 1 lm/W 상승한다. 그러나 Xe 함량이 상승할수록 수축 방전이 발생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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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7. 서인우에 의해 구해진 무 수은 면 광원의 가시광 및 적외선 방출 스펙트럼 

[87] (a) 전극 외 영역, (b) 전극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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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역시 상승한다. 서인우의 연구에서는 형광체를 요철을 갖도록 도포하여 발

광 효율을 상승시켰다. 형광체의 표면적을 상승시켜 형광체 요철이 없는 경우 

대비 발광 효율이 약 20% 상승되었다 [96]. 오병주의 연구에서는 무 수은 면 

광원의 전극 구조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동일 Xe 함량 조건에서 기본 면 방전 

구조 대비 약 10%의 발광 효율 상승을 달성하였다 [97].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SNU의 무 수은 면 광원은 보조 전극의 도

입으로 낮은 구동 전압과 방전의 안정성을 동시에 획득하였고, 형광체의 표면

적을 증가시키는 형광체 요철과 새로운 전극 구조의 도입으로 효율 향상을 달

성하였다. 그러나 전극 구조에 따른 무 수은 면 광원의 방전 역학에 대한 이해

는 부족한 상황이다. 다음 장에서는 오병주의 연구에서 확인된 다양한 전극 구

조의 변화에 따른 방전 특성과 발광 효율의 상승 메커니즘을 2 차원 유체 모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이에 앞서, 기본 무 수은 면 광원에서 MgO와 SrO 보호막을 사용하였을 때

의 발광 효율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무 수은 면 광원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소자와 달리 음극 물질에 의한 2차 전자 방출에 의한 발광 효율 상승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실제 무 수은 면 광원 기본 제작 공정에서 보호막 

증착 공정은 없다. 그림 4-8은 실제 무 수은 면 광원의 전극 위에 보호막을 적

용하였을 때의 서인우에 의해 구해진 발광 효율 결과이고, MgO나 SrO 보호막 

물질을 전극 위 유전체 표면에 증착하여도 구동 전압과 발광 효율은 거의 변화

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SrO 경우의 이온 

가열에 소비된 파워는 MgO의 이온 파워의 90% 정도로 높게 계산되었다. 플라

즈마 디스플레이에서 SrO 경우의 이온 가열에 소비된 파워는 MgO의 이온 파

워의 30% 정도였다. SrO를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온 가열이 적지 않은 이

유는 음극과 음극 위의 보조 전극 사이의 방전과, 주 전극 간의 방전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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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는 음극 sheath들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sheath에서의 이온 가열이 

상승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 전자 가열에 소비된 파워는 MgO와 SrO의 

경우 거의 유사하였다. 이는 음극의 폭이 MFFL의 가로 길이에 비해 짧아서 방

출된 2차 전자의 flux량이 방전 공간 상의 전자와 이온의 밀도비를 증가시키기

에 부족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무 수은 면 광원의 보조 전극은 플로팅되어 있으면서, 口자 모양으로 연결

되어 있으므로 Dirichlet 과 Neumann 경계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 문제의 

수치 해석을 위해서 포아송 방정식을 2번 연속해서 풀었다. 먼저, 보조 전극이 

없다고 가정하고, 보조 전극의 위치의 포텐셜 경계 조건을 Neumann 경계 조건

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첫 번째 포아송 방정식을 전 단계에서 구한 하전 입자

의 밀도를 이용하여 푼 후, 시뮬레이션 도메인에서 포텐셜 값을 얻는다. 보조 

전극의 위치에 해당하는 포텐셜들의 평균값을 서로 연결된 보조 전극들이 갖는 

포텐셜로 지정한다. 이 포텐셜은 두 번째 포아송 방정식의 Dirichlet 경계 조건

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포아송 방정식을 앞 선 방정식에서 사용한 하

전 입자의 밀도를 다시 사용하여 풀어 시뮬레이션 도메인의 포텐셜 값을 얻는

다 [110]. 처음에 Neumann 경계 조건을 이용하여 보조 전극의 위치에 유기되는 

포텐셜은 양극에 인가된 포텐셜의 약 40%의 값을 보여주었다. 본 장에서는 위

의 계산 방법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플로팅된 보조 전극의 영향이 고려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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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8. 보호막의 유무에 따른 무 수은 면 광원의 발광 효율  

(a) 서인우에 의해 구해진 실험 결과, (b)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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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극 구조에 따른 VUV 생성 효율 특성 
 

2차원 유체 모델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무 수은 면 광원의 구조는 실제 

무 수은 면 광원을 전극 방향과 나란히 잘랐을 때의 단면 형태이다. 2 mm 떨

어진 2개의 유리 기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판에는 확산 방전의 생성과 저

전압 구동을 위해 필요한 폭 0.5 mm인 보조전극이 형성되어 있다. 하판 위에

는 전극이 위치하고, 그 위에 유전체가 덮여 있다. 본 장에서는 3가지 형태의 

전극 배치에 따른 방전 특성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림 4-9에는 3가지 형태의 

전극 배치를 보여준다. 첫 번째는 면 형태 (coplanar type) 전극 구조이다. 하판

의 동일 면에 2개의 평행한 주 전극을 형성한다. 두 전극 사이의 거리는 15 

mm이고, 각 전극의 폭은 2 mm이다. 두 전극 위에는 0.1 mm 두께의 유전체가 

형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대향 형태 (counter type) 전극 구조이다. 유리 스페

이서의 수직 표면에 서로 마주보는 2개의 평행한 주 전극을 형성한다. 두 전

극 사이의 거리는 20 mm이고, 전극의 폭은 1 mm이다. 두 전극 위에는 0.1 

mm 두께의 유전체가 형성되어 있다. 세 번째는 결합 형태 (combination type) 

전극 구조이다. 2개의 면 형태의 주 전극과 2개의 대향 형태의 주 전극을 동

시에 갖고 있다. 같은 쪽에 위치한 전극에는 동일한 전압이 인가된다. 하판과 

수직 스페이서 표면에 0.1 mm 두께의 유전체가 형성되어 있다. 위의 3가지 

구조에 대한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고, 자세한 수치 해석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스 조건은 Ne-Xe 혼합 가스에서 Xe 함량 20%이고, 총 압력은 200 Torr이다. 

실제 무 수은 면 광원 소자의 총 압력은 100 Torr이다. Similarity law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에서 d가 1/2배 줄어든 대신 p가 2배 늘어나도록 설정하였다 [9]. 

펄스 인가 주파수는 15.2 kHz이고, duty는 2%, 즉 펄스 폭은 1.4 μs이다. 펄스

의 상승 및 하강 기울기는 10 V/ns으로 사용하였다. 2차 전자 방출 계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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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위와 그 외 영역으로 나눠서 설정하였다. 전극 위는 Ne 이온의 경우 0.2, 

Xe 이온의 경우 0.02이고, 그 외 영역은 Ne 이온의 경우 0.04, Xe 이온의 경

우 0.004로 설정하였다. 포텐셜, 전기장, 전자 밀도, Xe** 종 밀도의 시공간 분

포를 통해서 각 전극 구조 별 특징 및 VUV 생성 효율 특성을 해석하였다. 

특히, Xe** 종의 공간 분포는 오병주가 얻은 실제 무 수은 면 광원의 IR 이미

지와 유사하다 [86]. 이는 Xe** 종이 Xe*(1s5)와 Xe*(1s4)으로 천이하면서 823, 

828 nm의 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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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9.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무 수은 면 광원의 전극 배치 단면도 

(a) 면 형태 (coplanar type),  (b) 대향 형태 (counter type),  (c) 면과 대향의 결합 형태 

(combination type) 

 



 139 

4.3.1 면 형태 (coplanar type) 전극 구조의 방전 역학 

 

이번 절에서는 면 형태 전극 구조의 무 수은 면 광원의 방전 역학을 시간

에 따라서 살펴 보았다. 인가 전압은 양극에 1.6 kV, 음극에 0 V이며, 160 ns 부

터 1240 ns까지 전압이 일정하게 인가되었다. 그림 4-10은 전압과 전류 그래프

이다. 전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경우와 다르게 펄스가 인가되는 동안에도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방전 초기에 음극으로 흐르는 전류와 양극으로 흐르

는 전류의 모양이 다른 것도 볼 수 있다. 자세한 방전 특성을 그림 4-11에 나타

난 포텐셜, 전기장, 전자 밀도, Xe** 종 밀도의 시공간 분포를 통해서 살펴보았

다.  

 

 

 

 

 

그림 4-10. 면 형태 전극 구조를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의 전압 및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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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의 개시 시점 (150 ns) 에서 전자들은 양극의 안 쪽에서 Xe의 이온화와 

여기화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200 ns에서 생성된 음극과 음극 위의 보조전극 간

의 강한 전기장은 방전이 저 전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 

때 생성된 양의 공간 전하는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음극의 안 쪽에서 sheath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음극 sheath에서 생성된 2차 전자는 양극과 음극 위의 보조

전극을 향해서 이동하면서 Xe의 여기화와 이온화를 일으킨다. 2차 전자의 에너

지가 낮아 이온화보다는 여기화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400 ns에서 Xe** 종이 전극 간격 영역에서 생성되기 시작한다. 음극을 떠난 

음의 공간 전하와 양극을 떠난 양의 공간 전하에 의해서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서 Xe 여기화가 일어난다. 양극에 도착한 음의 공간 전하들은 양극 sheath를 형

성하면서 약하게 Xe의 이온화 반응과 여기화 반응을 일으킨다. 양극에 전자가 

먼저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양극 위의 영역의 전기장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 

영역에서 단계적 이온화 (stepwise ionization)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때의 단

계적 이온화는 아직 방전을 유지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음극 sheath의 움

직임은 매우 느린데, 이는 음극과 음극 위의 보조전극과의 방전으로는 충분한 

하전 입자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상판의 유전체 표면은 플로팅된 

상태이므로 전자가 먼저 표면으로 도착하기 때문에, 양극 위의 방전 공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포텐셜을 갖게 된다. 따라서 상판의 유전체 표면 근처에 높은 

전기장이 형성된다. 양극 쪽의 수직 스페이서 표면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높은 

전기장이 형성된다. 이 전기장들은 Xe의 여기화 반응에 전혀 효과적이지 않고, 

파워 손실만 일으킬 뿐이다.  

700 ns에서 주 전극 사이의 방전이 시작된다. 양의 공간 전하가 음극 위에 

넓게 분포하고, sheath가 음극의 끝 쪽을 향해서 이동을 시작한다. 전자는 전체 

방전 영역에 분포하고, Xe** 종 역시 넓고 두껍게 분포한다. 양극 위에서도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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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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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그림 4-11. 면 형태 전극 구조를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의 방전 특성들의 시공간 분포  

(a) 포텐셜, (b) 전기장, (c) 전자 밀도, (d) Xe** 종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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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전하에 의해 전자의 생성 영역이 늘어나고, Xe** 종 밀도 또한 늘어났다. 

그와 동시에 양극과 음극이 차폐되면서, 포텐셜들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1050 ns에서 음극 sheath에서 생성된 2차 전자뿐만 아니라, 양극의 안 쪽과 

근접한 영역에서도 전자들이 생성된다. 이 특성으로 인해 펄스가 인가되는 동

안에도 계속 전류가 흐르게 된다. 주 전극의 차폐에도 불구하고 양극의 안 쪽

과 근접한 영역에서 계속 이온화가 발생하는 것은 단계적 이온화 때문이다. Xe 

여기종의 단계적 이온화 에너지는 Xe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매우 낮으므

로 전기장이 감소해도 단계적 이온화 반응이 일어난다. 차폐가 진행되어도 음

극 sheath field의 세기가 여전히 강한 것은 인가된 전압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완벽한 차폐를 위한 하전 입자를 충분히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Xe** 종 밀도

는 서서히 감소하고, 분포영역 역시 축소되기 시작한다. 전기장의 감소로 인한 

낮은 전자 에너지 때문에 Xe의 여기화 반응이 감소한다. 펄스 인가의 끝 시점 

(1200 ns)에서도 역시 음극 sheath와 양근의 안 쪽과 근접한 영역에서 하전 입자

의 생성은 활발하나 서서히 줄어드는 전기장에 의해서 Xe** 종 밀도 역시 서서

히 감소한다.  

그림 4-12는 실제 실험에서 적외선 발광을 측정하기 위해 면 형태 전극 구

조를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에 인가한 전압 파형이다. 이 전압 파형은 대향 형

태 전극 구조, 결합 형태 전극 구조의 적외선 발광 실험에서도 똑같이 사용하

였다. 그림 4-13는 오병주가 수행한 실제 실험에서 측정된 면 형태 전극 구조를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의 적외선 발광 이미지이다. 패널의 가스 조건은 Ne-Xe 

혼합 가스, Xe 함량 25%이고, 총 압력은 100 Torr이다. 인가 전압은 1.9 kV이다. 

방전 초기에 양극에서 약하게 방전이 시작되고, 약 60 ns 후에 음극과 음극 위

의 보조전극 간의 강한 발광이 일어난다. 양극과 음극 위에서 발광이 시작되면

서 양극 위에서 시작한 발광이 점차 음극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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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적외선 방출 형상을 관측하기 위한 전압 파형 [86] 

 

결국 주 전극 사이에서 강한 발광이 일어난다. 시뮬레이션과 실제 측정은 유사

한 경향성을 보여주지만, 시뮬레이션 결과와 달리 실제 적외선 발광 결과에서

는 전압이 감소하기 직전까지 발광 크기가 감소하긴 하나 거의 동일하게 유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험에서 인가한 전압 파형의 경우,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간이 시뮬레이션의 경우보다 짧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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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오병주에 의해 측정된 면 형태 전극 구조를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의 플라즈

마 생성, 발달, 소멸 단계 별 시공간적 IR 발광 형상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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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대향 형태 (counter type) 전극 구조의 방전 역학  

 

이번 절에서는 대향 형태 전극 구조를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의 방전 역학

을 시간에 따라서 살펴 보았다. 앞 절의 면 형태 전극 구조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별되는 특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인가 전압은 양극에 2 kV, 음

극에 0 V이며, 200 ns 부터 1200 ns까지 전압이 일정하게 인가하였다. 그림 4-14

은 전압과 전류 그래프이다. 전류는 면 형태 전극 구조의 경우와 다르게 방전 

초기에 전류 피크가 높게 뜨고, 전압이 일정한 동안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상

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자세한 방전 특성을 그림 4-15에 나타난 포텐

셜, 전기장, 전자 밀도, Xe** 종 밀도의 시공간 분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림 4-14. 대향 형태 전극 구조를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의 전압 및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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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 초기에 양극에서 방전이 시작되어 전자들은 일직선으로 형성된 전기

장에 따라서 가속된다. 양극의 앞 부분의 전기장은 양극 쪽의 보조전극에 의해

서 상당히 강화된다. 이 영역에서 Xe** 종 밀도가 매우 높게 형성될 뿐만 아니

라 하전 입자 역시 생성된다. 음극에서도 보조전극과 가까운 부분에서부터 음

극 sheath가 형성되어 하전 입자는 급격히 생성된다. 이로 인하여 면 형태 전극 

구조의 경우와 달리, 펄스가 인가되고 상당히 빠른 시간에 전류의 최고값이 나

타나고, 양극과 음극으로 흐르는 전류 모두 peak를 보인다. 또한, 전체 방전 시

간을 통틀어 200 ns에서의 Xe** 종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빠른 시

간에 Xe** 종 밀도가 최고값을 보이고, 전류의 최고값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직 

전극과 보조 전극 간의 거리가 가까워 형성된 전기장의 세기가 강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전극의 차폐 역시 빠르게 진행된다. 

방전이 진행되면서 Xe** 종이 전극 간격 영역에 넓게 분포하기 시작하지만 

그 것의 값이 200 ns에서의 Xe** 종 밀도 최고값에 못 미치고, 700 ns 이후에는 

Xe** 종 밀도는 급격히 감소하고, 1200 ns에서는 음극 부근을 제외하곤 Xe** 종

은 거의 소멸한다. 반면, 양극 앞 부분에서는 전자 밀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

욱 상승한다. 이는 양극 앞 부분의 포텐셜 감소로 단계적 이온화 반응이 상승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계적 이온화 반응으로 생성되는 하전 입자의 양은 면 

형태 전극 구조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적다. 전기장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하전 입자의 생성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류를 살펴 보면, 방전 

초기의 전류 최고값보다 매우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16는 오병주가 수행한 실제 실험에서 측정된 대향 형태 전극 구조

를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의 적외선 발광 이미지이다. 패널의 가스 조건은 Ne-

Xe 혼합 가스, Xe 함량 25%이고, 총 압력은 100 Torr이다. 인가 전압은 2.3 kV이

다. 방전 초기에 역 시 양극에서 약하게 방전이 시작되고, 약 60 ns 후에 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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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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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그림 4-15. 대향 형태 전극 구조를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의 방전 특성들의 시공간 분포 

 (a) 포텐셜, (b) 전기장, (c) 전자 밀도, (d) Xe** 종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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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강한 발광이 일어난다. 양극 위에서도 발광이 시작되면서 점차 음극 쪽으

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결국 주 전극 사이에서 강한 발광이 일어난다. 발

광이 방전 공간의 중심 영역에서 일어나면서 양극과 음극 앞 부분에서의 발광

은 사라진다. 발광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면 형태 전극 구조의 경우보다 

빠른 것은 실제 펄스의 전압의 상승, 하강 기울기와 duty가 일정한 상태에서 전

압이 상승하므로 펄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과 실제 측정은 대부분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지만, 시뮬레이션 결과와 달리 

실제 패널에서는 주 전극과 보조전극 간의 방전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300 ns

에서 양극 부근에서 보이긴 하나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면 비중이 작다. 실

제 패널에서는 2 mm 높이의 격벽에 2 mm 폭의 전극이 형성되므로 보조전극과

의 거리 차이가 크지 않아 보조전극의 영향이 작은 반면, 시뮬레이션에서는 2 

mm 높이의 격벽에 1 mm 폭의 전극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보조전극과 주 전

극 간의 빈 영역에 전기장이 유도되어서 생기는 차이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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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오병주에 의해 측정된 대향 형태 전극 구조를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의 플라

즈마 생성, 발달, 소멸 단계 별 시공간적 IR 발광 형상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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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면과 대향 전극의 결합 형태 (combination type) 구조의 방
전 역학 

 

이번 절에서는 면과 대향 전극의 결합 형태 구조를 갖는 무 수은 면 광원

의 방전 역학을 시간에 따라서 살펴 보았다. 앞 절의 면 형태 전극 구조와 대

향 형태 전극 구조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별되는 특성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인가 전압은 양극에 1.6 kV, 음극에 0 V이며, 160 ns 부터 1240 ns까

지 전압이 일정하게 인가하였다. 그림 4-17은 전압과 전류 그래프이다. 전류는 

면 형태 전극 구조의 경우와 유사하게 흐르나 펄스 인가 시간이 늘어날수록 전

류의 크기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수평 전극들 간의 방전이 먼

저 일어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직 전극 들 간의 방전도 같이 일어나기 때

문이다. 자세한 방전 특성을 그림 4-18에 나타난 포텐셜, 전기장, 전자 밀도, 

Xe** 종 밀도의 시공간 분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림 4-17. 면과 대향 전극의 결합 형태 구조를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의 전압 및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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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 개시 시점부터 700 ns까지의 전자 밀도와 Xe** 종 밀도의 분포는 면 

형태 전극 구조의 경우와 유사하다. 양극에서 방전이 시작된 후, 음극과 음극 

위의 보조전극 사이에서의 방전으로 음극 sheath가 형성된다. 증가하는 양의 공

간 전하와 음의 공간 전하에 의해 수평면에 놓인 주 전극 사이에서 방전이 일

어난다. 이후 시점부터는 차이점이 나타난다.  

수평 양극과 수평 음극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차폐가 되어 전극들 위의 

포텐셜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직 양극과 수직 음극은 계속 자

신들의 포텐셜을 유지하고 있다. 수직 전극들의 포텐셜의 유지는 방전 공간의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더디게 감소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면 형태 전극 구

조의 경우보다 결합 형태 전극 구조에서 동일 시간대 전극 간격 영역에서의 전

기장이 약간 더 높으므로, 양극에서 전극 간격 영역 사이의 전자 밀도가 상대

적으로 더 높다.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 단계적 이온화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반응 역시 E/N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결합 형태 전극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Xe** 종이 생성되는 영역이 

양극 쪽의 격벽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수평 양극과 수직 양극이 서로 같은 포

텐셜을 갖고 있으므로, 수평 양극 위의 표면과 수직 양극 위의 격벽의 일부분

의 전기장이 약해지면서 Xe의 여기화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이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평평한 전압이 인가되는 시간이 끝나가도 다른 구조들과는 달리 전극 

간격 영역에서 Xe** 종 밀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고,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

는다. 결과적으로, 수직 양극과 수직 음극의 존재는 방전 경로가 늘어난 효과를 

나타내고, 이로 인한 전극 간격 영역에서의 약간의 전기장 증가는 방전이 종료

되는 시점을 연장시켜줘 Xe** 종 밀도가 꾸준히 생성되는 역할을 한다. 펄스 인

가가 끝나는 시점에서도 수직 양극과 수직 음극은 차폐가 되지 못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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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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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그림 4-18. 면과 대향 형태의 결합 구조를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의 방전 특성들의 시공

간 분포 (a) 포텐셜, (b) 전기장, (c) 전자 밀도, (d) Xe** 종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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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음극 위에 sheath는 생성되지 못한 채 방전이 종료된다.  

그림 4-19은 오병주에 의해 수행된 실제 실험에서 측정된 결합 형태의 전

극 구조를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의 적외선 발광 이미지이다. 패널의 가스 조건

은 Ne-Xe 혼합 가스, Xe 함량 25%이고, 총 압력은 100 Torr이다. 인가 전압은 

1.9 kV이다. 시뮬레이션과 실제 측정 실험은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 준다. 방전 

초기에 양극에서 약하게 방전이 시작되고, 그 후에 음극에서 강한 발광이 일어

난다. 양극 위에서도 발광이 시작되면서 점차 음극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

이고, 결국 주 전극 사이에서 강한 발광이 일어난다. 발광 세기는 다른 전극 구

조들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방전 시간이 증가하면서 양극의 스페이서 

앞 부분을 향하는 형태의 발광 영역이 점점 나타난다. 또한 발광의 세기가 펄

스가 하강하기 직전까지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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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오병주에 의해 측정된 면과 대향 형태 전극의 결합 구조를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의 플라즈마 생성, 발달, 소멸 단계 별 시공간적 IR 발광 형상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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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3 가지 전극 구조의 VUV 생성 효율 특성 

 

그림 4-20은 지금까지 살펴 본 3가지 전극 구조들의 발광 효율 및 VUV 생

성 효율이다. 실제 패널 실험으로 얻은 발광 효율 결과 [86] 와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VUV 생성 효율 결과는 매우 유사하다. 면 형태 전극 구조와 결합 형태 

전극 구조의 전압 마진은 구동 전압 영역은 서로 같고, 대향 형태 전극 구조의 

구동 전압 영역은 더 높다. VUV 생성 효율은 결합 형태 전극 구조가 가장 높

고, 대향 형태 전극 구조가 가장 낮다. 2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VUV 생성 효율

은 전자 가열 효율 ρ1과 Xe 여기 효율 ρ2 의 곱에 비례한다. 이는 무 수은 면 

광원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두 가지의 부분 효율은 VUV 생성 효율 향

상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한 좋은 도구이다.  

그림 4-21은 3가지 전극 구조들의 부분 효율이다. 낮은 전압 영역에서는 면 

형태 전극 구조와 결합 형태 전극 구조의 전자 가열 효율 ρ1은 거의 유사하다. 

이는 전압이 낮을수록 결합 형태 전극 구조의 수직 음극 위의 sheath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전압이 상승할수록 수직 음극의 전 영역에 

sheath가 형성되기 때문에 결합 형태 전극 구조의 전자 가열 효율이 약간 더 높

다. 이로부터 결합 형태 전극 구조의 전자 가열 효율은 VUV 생성 효율 향상과 

관련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대향 형태 전극 구조의 경우, 전극의 폭이 짧기 

때문에, 음극 sheath가 형성되는 면적이 작고, 결국 전자 가열 효율은 다른 구조

들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면 형태 전극 구조와 결합 형태 전극 구조의 Xe 여기 효율 ρ2은 상대적으

로 차이가 크다 결합 형태 전극 구조의 Xe 여기 효율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이

는데, Xe** 종의 밀도와 차지는 체적의 크기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결합 형태 

전극 구조에서 수직 전극은 방전 공간 상에서 전기장의 감소를 더디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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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20. 면 형태, 대향 형태, 그리고 결합 형태 전극 구조를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의 

발광 효율 및 VUV 생성 효율 결과 (a) 오병주에 의해 얻어진 실제 실험 결과 [86] (b) 

시뮬레이션 결과 



 160 

효과와 방전 경로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는 긴 방전 경

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된다. 전극 간격 영역에서 전자가 이동하

며 얻은 에너지는 Xe 여기화 반응에 소비되어 Xe 여기 효율을 상승시킨다. 이 

영역에서 얻은 에너지에 의해 전자 가열 효율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단계적 

이온화 반응 역시 동일하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합 형태 전극 구조에

서의 VUV 생성 효율이 다른 구조들보다 높다. 대향 형태 전극 구조의 경우, 

전압이 높아져도 Xe 여기 효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 이는 수직 전극의 짧

은 폭 때문에 음극 sheath가 빠르게 차폐되어서 전자가 음극 sheath와 전극 간

격 영역에서 얻는 에너지가 부족하여 이온화 반응이 활발하게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4-21. 면 형태, 대향 형태, 그리고 결합 형태 전극 구조에 따른 부분 효율 결과  



 161 

4.3.5 새로운 보조 전극의 제안 
 

 

 

그림 4-22. 새로운 보조 전극이 추가된 결합 형태 전극 구조의 단면도 

 

결합 형태 전극 구조를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은 높은 VUV 생성 효율 향

상을 보여줬다. 그러나 효율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 양극 쪽

의 보조전극은 음극의 역할을 한다. 이 보조 전극의 포텐셜은 0 V보다 크므로 

이온에 의한 차폐는 불가능하다. 전자의 mobility가 이온보다 빠르기 때문에 양

극 쪽 상판의 유전체 표면의 포텐셜이 방전 공간의 중심보다 낮게 형성된다. 

이 영역에 형성된 전기장은 오로지 파워 손실에만 해당되므로 효율 저감 원인

이 된다. 음극 쪽의 상판의 표면에서는 이런 전기장이 보이지 않는다. 음극 쪽

의 보조전극이 양극의 역할을 해서 음극에서 활발히 생성된 전자들이 좁은 폭

의 전극을 빠르게 차폐시키기 때문이다. 양극 쪽의 상판 유전체 표면에 형성된 

전기장을 제거한다면, VUV 생성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22은 새로운 보조 전극이 형성된 결합 형태 전극 구조이다. 양극 쪽

의 상판 부근의 전기장이 전자에 의해서 차폐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의 보조

전극 양 옆에 새로운 보조전극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보조전극의 폭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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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동일하며, 기존 보조전극 양 옆에 0.25 mm 떨어진 위치에 2개의 보조전극

을 위치하도록 한다. 기존 보조전극은 그대로 플로팅시키고, 양극 위의 새로운 

보조 전극에는 양극에 인가된, 음극 위의 새로운 보조 전극에는 음극에 인가된 

전압을 똑같이 인가시킨다. 그림 4-23는 전압과 전류 그래프이다. 전류는 결합 

형태 전극 구조의 경우와 유사하게 흐른다. 

그림 4-24는 새로운 보조 전극이 형성된 결합 형태 구조의 VUV 생성 효울

과 부분 효율이다. 새로운 보조전극이 추가된 결합 형태 전극 구조의 VUV 생

성 효율은 기존의 결합 형태 전극 구조보다 향상된다. 새로운 보조전극을 사용

하면서, 동일 전압에서 전자 가열 효율과 Xe 여기 효율 모두 향상되었다.  

 

 

 

 

 
 

그림 4-23. 면과 대향 전극의 결합 형태 구조를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의 전압 및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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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24. 면 형태, 기존 결합 형태, 새로운 보조 전극이 추가된 결합 행태의  

(a) VUV 생성 효율 결과, (b) 부분 효율 결과 



 164 

새로운 보조 전극에 의해 변화된 방전 특성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한 불필요한 전기장의 제거, 두 번째는 수직 음극

의 전 영역에 sheath 형성, 세 번째는 Xe** 종 분포영역의 확장이다. 그림 4-25

은 1.6 kV를 인가하였을 때, 포텐셜, 전기장, 전자 밀도, Xe** 종 밀도의 시공간 

분포이다. 첫 번째로 새로운 보조전극에 의해서 Xe 여기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양극 쪽의 전기장이 많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방전 시간이 증가하면서, 전

자 밀도는 상승하지만, 양극 부근에서 전자 밀도의 최고값은 기존 결합 형태 

전극 구조의 경우보다 낮다. 이는 전자 밀도가 수평 양극 부근에 집중되지 않

고, 새로운 보조전극에 의해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전기장이 줄어들기 때문

에 전자 밀도가 넓게 퍼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넓게 퍼진 전자 밀도는 방

전 공간의 전기장이 기존보다 더 느리게 감소되는 효과를 만든다. 두 번째로 

수직 음극에서 형성된 양의 하전 입자는 상판 쪽으로 수월하게 이동을 할 수 

있어 수직 음극 전 영역에 sheath가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보조전극에 

의해서 전자가 더 넓게 분포될 수 있고, Xe** 종 역시 수평 양극과 수직 양극 

앞의 넓은 영역을 차지할 수 있다. 기존 결합 형태 전극 구조에서 Xe** 종 밀도

는 양극 표면에서만 높게 분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양극 쪽의 상판 유

전체 표면에 형성된 전기장에 의하여 전자의 이동은 수평 양극과 수직 양극 표

면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보조전극을 이용하여 파워 손실을 일으키는 전기장을 제거한 것은 

전자 가열 효율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기존 구조에서 수평 양극 

근처에 집중되었던 전자 밀도가 넓게 분포하면서 차폐에 의한 방전 공간의 전

기장의 감소가 기존보다 더 느려졌기 때문에, Xe** 종을 넓은 영역에 분포시킬 

수 있는 전자의 이동경로의 확장에 의하여 Xe 여기 효율 역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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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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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그림 4-25. 새로운 보조 전극을 갖는 결합 구조의 무 수은 면 광원의 방전 특성들의 시

공간 분포 (a) 포텐셜, (b) 전기장, (c) 전자 밀도, (d) Xe** 종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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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은 오병주에 의해 구해진 실험을 위한 새로운 보조 전극의 제작 

형태와 새로운 보조 전극을 갖는 결합 구조의 휘도 대비 발광 효율이다. 실제 

패널에서 기존 보조 전극과 새로운 보조 전극을 같은 면에 놓는 것은 불가능하

므로, 기존 보조 전극 위에 약 30 ㎛ 정도의 유전체를 쌓은 뒤, 그 위에 새로운 

보조 전극을 제작하였다. 기존 보조 전극과 새로운 보조 전극의 폭은 모두 0.5 

mm 이고, 두 보조 전극들 간의 거리는 1.25 mm이다. 새로운 보조 전극이 적용

된 경우에 구동 전압 범위가 약간 변한다. 확산 방전이 안정하게 유지되는 최

고 전압은 유사하나, 최저 전압은 약 50 V 정도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시뮬레

이션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일 전압 (동일 휘도) 영역에서 발광 효율이 더 상승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저 전압이 상승하여 낮은 휘도 영역의 발광 효

율이 사라진 것은 이 구조의 단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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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26. (a) 오병주에 의해 얻어진 실험을 위한 새로운 보조 전극의 제작 형태와  

(b) 기존 결합 구조와 새로운 보조 전극을 갖는 결합 구조의 휘도 대비 발광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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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요약 및 토의 
 

2차원 유체 모델을 이용하여 전극 구조에 따른 무 수은 면 광원의 방전 특

성과 VUV 생성 효율 특성을 살펴 보았다. 무 수은 면 광원의 긴 전극 간격 영

역의 전기장은 10 Td 이하로 매우 낮기 때문에 단계적 이온화 반응이 시간이 

지날수록 빈번해지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인가된 펄스의 duty가 1% 정도이므

로 방전 공간이 완전히 차폐되기 전에 외부 전압이 차단되어 펄스 인가 시간 

동안에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특징을 보인다.  

면 형태 전극 구조의 방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음극과 음극 위의 보조 전

극에 의한 강한 전기장으로 방전이 시작되어 주 전극 사이의 방전으로 전이된

다. 음극과 양극이 차폐되면서 방전 공간의 전기장의 감소하지만, 음극 sheath와 

양극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전자와 이온이 생성되어 전류가 펄스 전압이 하강하

기 전까지 계속 흐른다. 양극 위의 보조 전극 근처의 유전체 표면과 격벽 근처

에는 Xe 여기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파워 손실만 일으키는 전기장이 존재한다.  

대향 형태 전극 구조의 방전 특성은 다음과 같다. 다른 구조와 달리 일직

선 형태로 하전 입자와 Xe** 종들이 생성된다. 보조 전극과 주 전극의 거리가 

가까워 전기장이 강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에 전류의 최고값이 

나타나고, 이 때 Xe** 종 밀도도 최고값을 보인다. 그러나 방전 공간의 차폐되

는 속도 역시 빨라 Xe** 종의 소멸이 빠르고, 단계적 이온화 반응에 의해 생성

된 전자 밀도가 낮다.  

결합 형태 전극 구조의 방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수평 전극 간의 방전 까

지는 면 형태 전극 구조와 유사하다. 차이점은 수직 전극으로 방전이 전이되면

서 생긴다. 수직 전극에 의하여 방전 공간의 전기장이 더디게 감소하는 효과와 

전자의 이동경로가 확장되는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되므로, 전자 밀도와 Xe**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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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가 다른 구조들보다 높고 꾸준히 생성되며, Xe** 종의 분포 영역이 격벽 근

처까지 확장된다. 

3 가지 형태의 전극 구조 중 결합 형태 구조가 가장 높은 VUV 생성 효율

을 보여 준다. 면 형태와 결합 형태 간의 전자 가열 효율은 거의 유사하지만, 

Xe 여기 효율은 결합 형태 구조가 더 높다. 이는 수직 전극에 의하여 방전 공

간의 전기장이 더디게 감소하고, 이동 경로가 상승하여 Xe 여기화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비중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대향 형태 구조는 방전 공간의 빠른 차폐

로 전자로 전달되는 파워가 부족하여 전자 가열 효율이 낮고, 전압이 상승해도 

Xe 여기 효율이 거의 일정하다.  

양극 위의 보조 전극의 유전체 표면과 격벽 근처에 생기는 전기장을 제거

하기 위해서 새로운 보조 전극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보조 전극 양 옆에 동일

한 크기의 새로운 보조 전극을 위치시키고,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전압을 새

로운 보조 전극에 인가하였다. 새로운 보조 전극을 적용하면서, 기존에 파워 손

실만 시키던 전기장이 제거되었고, 전자와 Xe** 종의 양극 근처의 집중화가 사

라졌고, 수직 음극 전 영역에 sheath가 생성되었다. 또한, 결과적으로 방전 공간

의 차폐를 더 느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필요 없는 전기장이 제거되고, 전

자 밀도가 넓게 분포하여 방전 공간의 전기장의 감소가 훨씬 더 느려져 전자 

가열 효율이 상승하고, 전자의 늘어난 이동 경로에 의하여 Xe 여기 효율도 상

승하여 동일 전압에서 VUV 생성 효율이 기존보다 상승한다. 그러나 기존 보조 

전극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구동 전압의 최소값이 상승하는 단점이 있다. 

정리하면, 긴 전극 영역과 매우 짧은 전극 폭으로 구성된 무 수은 면 광원

의 매우 낮은 전기장은 단계적 이온화 반응을 활발하게 발생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VUV 생성 효율 관점에 부정적인 특성이다. 플라즈마 밀도가 양극 표면에 

집중되면 차폐 진행 속도가 빨라지므로 단계적 이온화 반응은 더욱 빈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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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저지해야 하기 위해서 플라즈마의 분포 영역을 

확장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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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평판 유전체 장벽 방전을 이용한 발광 소자인 플라즈마 디

스플레이와 무 수은 면 광원의 VUV 생성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

해 2, 3차원 유체 모델의 수치 해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의 경우, He 가스의 첨가 또는 SrO 보호막의 적용을 통한 2차 전자 방출 계수

의 개선 효과가 VUV 생성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무 수은 면 광

원의 경우, 전극 구조의 변화를 통한 전기장 분포의 변화 효과가 VUV 생성 효

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He 가스가 첨가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VUV 생성 효율 특성 

Xe 함량 (5%, 20%)에 따라서, 전극 간격 (60 ㎛, 200 ㎛) 에 따라서 He-Ne-

Xe 3원 혼합 가스의 방전 특성과, 각 방전 조건에서 He 첨가에 따른 VUV 생성 

효율 변화 메커니즘에 대해서 2차원 유체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긴 전극 간격 조건의 VUV 생성 효율이 짧은 전극 간격 조건보다 더 높다. 

두 조건의 부분 효율 결과를 비교하면, 전자 가열 효율은 비슷하고, Xe 여기 효

율은 긴 전극 간격 조건의 경우가 전체적으로 더 높다. He의 첨가비 상승은 이

온화율의 감소를 야기시켜 전자 가열 효율을 상승시킨다. 이 효과는 전극 간격

의 길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Ne이 주 가스일 때 극대화되었다. 각 조건에서 

He 첨가비 상승에 의해 전자 가열 효율이 상승하는 방전 역학적 차이점은 존

재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조건의 전자 가열 효율의 값은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긴 전극 간격 조건의 VUV 생성 효율이 짧은 전극 간격 조건보다 더 높은 이

유는 더 긴 방전 경로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He 첨가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다.  

높은 Xe 함량의 VUV 생성 효율은 낮은 Xe 함량 조건보다 더 높고, Xe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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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상관없이 He의 효과는 Ne이 주 가스일 때 극대화된다. 두 조건의 부분 효

율 결과를 비교해 보면,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의 전자 가열 효율과 Xe 여기 

효율은 낮은 Xe 함량 조건보다 더 높고, 그 중에서 He 이온에 의해 증가된 2차 

전자 방출량 때문에 전자 가열 효율의 증가율이 더 크다. 그러나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 He 첨가비 상승에 따른 VUV 생성 효율의 증가율은 낮은 Xe 함량 조

건의 경우보다 낮다. 이는 He의 이온화 반응에 많은 파워를 소비해야만 2차 전

자가 많이 방출되고, VUV 생성 효율이 상승되기 때문이다.  

 

(2) SrO 보호막이 적용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VUV 생성 효율 특성 

Xe 함량 (10%, 30%)과 적용된 보호막에 따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방전 

특성과, SrO에 의한 VUV 생성 효율 변화 메커니즘에 대해서 3차원 유체 모델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Xe 함량에 관계없이 SrO를 적용하였을 때의 VUV 생

성 효율은 MgO보다 더 높다. 특히, 높은 Xe 함량과 SrO 보호막을 사용하면, 

VUV 생성 효율은 낮은 Xe 함량과 MgO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약 2배 정도 상

승한다.  

낮은 Xe 함량 조건에서 MgO 셀과 SrO 셀의 방전 역학은 유사하나, SrO 셀

의 VUV 생성 효율이 더 높은 이유는 Xe 이온에 의한 높은 2차 전자 flux 방출

량은 이온화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비중을 감소시키므로, 높은 전자 가열 효율

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 MgO 셀과 SrO 셀의 방전 역학은 큰 차이점을 가

지고 있다. MgO 셀의 경우, 매우 짧은 순시여기효율의 상승 구간 동안 형성된 

강력한 음극 sheath field의 세기에 의해 2차 전자 방출이 급격히 상승한다. 이 

구간에 의해서 VUV 생성 효율이 결정된다. 반면, SrO 셀의 경우, 방전 초기에 

매우 강력한 음극 sheath field가 생기지만, Ne 이온화 반응을 증가시켜 순시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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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이 낮고, 오히려, 음극 sheath가 음극의 바깥 부분으로 이동하면서 방전 공

간의 전기장이 차폐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2차 전자에 의하여 순

시여기효율이 계속 상승하고, 이 구간은 매우 길다. 이 메커니즘은 방전 공간의 

전자와 이온 밀도비를 상승시키고, Xe 여기화로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유도하므

로, 전자 가열 효율과 Xe 여기 효율의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고, 결국 

SrO 셀의 VUV 생성 효율은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 극대화되었다. 

 

(3) 전극 구조에 의해 변화하는 무 수은 면 광원의 VUV 생성 효율 특성 

면 형태 전극, 대향 형태 전극, 그리고 면과 대향 형태 전극의 결합 형태 

구조를 갖는 무 수은 면 광원의 방전 특성과 VUV 생성 효율 변화 메커니즘에 

대해서 2차원 유체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가지 형태의 전극 구조 중 결합 형태 구조가 가장 높은 VUV 생성 효율

을 보여 준다. 면 형태와 결합 형태 간의 전자 가열 효율은 거의 유사하지만, 

Xe 여기 효율은 결합 형태 구조가 더 높다. 이는 수직 전극에 의하여 방전 공

간의 전기장이 더디게 감소하고, 이동 경로가 상승하여 Xe 여기화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비중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롭게 제안한 보조 전극을 적용하면, 기존에 필요 없는 전기장이 제

거되고, 전자 밀도가 넓게 분포하여 방전 공간의 전기장의 감소가 더 느려져 

전자 가열 효율이 상승하고, 전자의 늘어난 이동 경로에 의하여 Xe 여기 효율

도 상승하여 동일 전압에서 VUV 생성 효율이 기존보다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경우, 2차 전자 방출 계수의 개선을 통해서 구동 전

압 감소와 VUV 생성 효율의 향상을 달성할 수 있었고, 무 수은 면 광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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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방전 공간의 전기장의 최적화를 통해서 VUV 생성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

었다. 수백 ㎛ 디멘젼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와 수십 mm 디멘젼의 무 수은 면 

광원의 방전 특성과 VUV 생성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한 본 

논문의 분석 내용은 수 mm 디멘젼을 갖는 발광 소자의 VUV 생성 효율을 향

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수 mm 디멘젼을 갖는 발광 소자의 제작 시 고

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상, 하판의 간격이 주 전극 간격 거리보다 짧을 경우, 

주 전극과 어드레스 전극 또는 보조 전극 간의 방전이 강하게 발생하여 방전 

전류가 상승하는 단점이 있다. 2차 전자 방출 계수의 효과는 방전 전류의 감소

에서 발휘되므로, 격벽 높이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셀의 디멘젼이 상승할수록 

방전 공간의 전기장이 VUV 생성 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므로, 전극들의 구

조에 대한 최적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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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thesis, the discharge characteristics of the plasma display panel (PDP) and the 

mercury-free flat fluorescent lamp (MFFL) were analyzed using the numerical simulation 

of the fluid model.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ischarge characteristics, the methods for 

the improvements of vacuum ultra-violet (VUV) efficacies in these flat dielectric discharge 

barrier devices were proposed and investigated. On the plasma display panel, He gas 

addition or SrO protective layer application for improving the secondary electron emission 

coefficient was studied, and on the mercury-free flat fluorescent lamp, the effect of the 

electrode configuration change for optimizing the electric field in the large discharge space 

was studied in order to improve the VUV efficacy in each device.  

The discharge characteristics of He–Ne–Xe gas mixture in the PDP were investigated 

using a two-dimensional numerical simulation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adding He and 

varying the Xe contents in the gas mixture, and also varying sustain electrode gap. With 5% 

Xe content and 60 μm sustain electrode gap, decreased ionization led to the improvement 

of the VUV efficacy at increasing He mixing ratios. However, at 20% Xe content and 60 

μm sustain electrode gap, increased electron heating improved the VUV efficacy until the 

He mixing ratio reached 0.7, but the efficacy decreased beyond the ratio of 0.7 due to the 

increased ionization of Xe atoms. At 5% Xe content and 200 μm sustain electrode gap, the 

VUV efficacy increased as a result of increased electron heating at the gap space at 

increasing He mixing ratios. 

The mechanism to realize high luminous efficacy in a PDP fabricated with a cathode 

material possessing a high secondary electron emission coefficient (γ) for Ne and Xe ions 

was studied via three-dimensional numerical simulation. When a high γ cathode material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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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the increased electron heating efficacy is responsible for increasing VUV efficacy 

with 10% Xe content gas. However, the continued availability of sufficient secondary 

electrons during the dynamic moving phase of the cathode sheath in which the electric 

field remains weakened causes increasing VUV efficacy with 30% Xe content gas. It was 

foun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luminous efficacy of the plasma display panel with a 

high γ cathode material is maximized under the condition of high Xe content gas because 

of the simultaneous increase of the electron heating efficacy and Xe excitation efficacy 

The discharg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related to the luminous efficacy of MFFLs 

with three different types of coplanar, counter, and combination electrode configuration 

were studied via two-dimensional numerical simulation. The spatiotemporal distributions 

of the potential, electric field, electron density, Xe** density, and current waveforms of the 

MFFLs were obtained and analyzed. The MFFL with the combination electrode 

configuration shows the highest Vacuum Ultra-Violet (VUV) efficacy value. The vertical 

electrode in the MFFL with the combination electrode configuration prevents the electric 

field at the gap space from decreasing fast, and extends the discharge path. The effects of 

the vertical electrode help to increase Xe excitation efficacy. In addition, the new auxiliary 

electrode was proposed in the original MFFL with the combination electrode configuration. 

The MFFL with the new auxiliary electrode has broader distributions of electrons and Xe** 

species, and higher VUV efficacy value than the original MFFL with the combination 

electrode configuration at the same voltage. 

 

Key words : Flat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PDP, MFFL, luminous efficacy  

 

Student Number : 2006-21133 



 194 

Journal publication 
 

1. O. Kwon,B. J. Oh, and K.-W. Whang, “Discharge characteristics of mercury-free 

flat fluorescent lamp with various electrode configurations analyzed through two-

dimensional fluid model simulation,” J. Phys. D: Appl. Phys. 45, 275202 (2012) 

 

2. O. Kwon, H. S. Bae, H.-Y. Jung, T.-H. Lee, H.-W. Cheong, and K.-W. Whang, 

“Mechanism of high luminous efficacy in plasma display panel with high secondary 

electron emission coefficient cathode material analyzed through three-dimensional 

fluid model simulation,” J. Appl. Phys. 110 4, 043303 (2011) 

 

3. O. Kwon, H. S. Bae, and K.-W. Whang, "Discharge characteristics of He-Ne-Xe gas 

mixture with varying Xe contents and at varying sustain electrode gap lengths in the 

plasma display panel", J. Appl. Phys. 106 6, 063311 (2009) 

 

  



 195 

감사의 글  
 

그 동안 걸어왔던 길에 대한 사명감에 쫓겨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6년 반

이나 지났습니다. 서울대에서 좋은 스승님들과 선배들, 동료들, 후배들을 만나

면서 철없던 대학생에서 제 몫은 하는 박사로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

니다. 또한, 가족들의 관심과 지원이 없었다면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이 매우 힘

들었을 것입니다.  

플라즈마연구실에 소속되어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하시는 황기웅교수님의 모습을 보며 리더로서, 학자로서의 자세를 배웠습

니다. 깐깐한 선, 후배,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저 역시 깐깐해지고자 노력

했고, 저보다 더 나은 선, 후배,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뒤쳐지지 않고자 노

력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의 스승인 셈입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무사히 박사과정을 끝냈습니다. 

저의 선택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가족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

다. 좌절의 바닥까지 내려갔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묵묵히 기다려 주는 가족

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박사과정 핑계로 그 동안 사위 노릇 제대로 못한 

저를 많이 챙겨주신 장인어른, 장모님께 죄송스런 마음뿐이고, 앞으로 잘 모시

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옆에서 나약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

고 날 항상 지지해주는 은영에게. 이 논문에 실린 많은 연구 결과들이 쌓이는 

동안에 내 옆에 항상 네가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고, 행운이었다. 이젠 너

와 있을 즐겁고 행복한 일들을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을 일만 남은 것 같

다. 늘 옆에 있어줘 고맙다. 

 


	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및 범위  
	1.3  논문의 구성  

	제 2 장  플라즈마 수치 해석 방법론 및 방전 원리  
	2.1  플라즈마 수치 해석 모델의 종류   
	2.2  유체 모델의 수치 해법   
	2.3  발광 효율과 VUV 생성 효율   
	2.4  가스 방전 원리

	제 3 장  2차 전자 방출 계수 개선을 통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발광 효율 향상 및 메커니즘 해석
	3.1  He-Ne-Xe 혼합 가스를 사용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방전 특성 해석   
	3.1.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방전 가스 특성 연구에 대한 문헌 조사   
	3.1.2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방전 가스로서 He의 특성 및 선행연구   
	3.1.3  He 첨가비에 따른 VUV 생성 효율 특성   
	3.1.4  낮은 Xe 함량과 짧은 전극 간격 조건에서 방전 특성   
	3.1.5  낮은 Xe 함량과 긴 전극 간격 조건에서 방전 특성   
	3.1.6  높은 Xe 함량과 짧은 전극 간격 조건에서 방전 특성   
	3.1.7  요약 및 토의   

	3.2  SrO 보호막을 사용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방전 특성 해석  
	3.2.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의 보호막 특성 연구에 대한 문헌 조사   
	3.2.2  SrO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보호막으로서의 특성 및 선행연구  
	3.2.3  SrO 보호막 물질에 따른 VUV 생성 효율 특성   
	3.2.4  낮은 Xe 함량 조건에서의 방전 특성  
	3.2.5  높은 Xe 함량 조건에서의 방전 특성  
	3.2.6  요약 및 토의   


	제 4 장  다양한 전극 구조 도입을 통한 무 수은 면 광원 발광 효율 향상 및 메커니즘 해석   
	4.1  무 수은 광원의 방전 및 발광 특성 연구에 대한 문헌 조사   
	4.2  무 수은 면 광원의 기본 방전 특성 및 선행연구  
	4.3  전극 구조에 따른 방전 특성 및 VUV 생성 효율    
	4.3.1  면 형태 전극 구조의 방전 역학   
	4.3.2  대향 형태 전극 구조의 방전 역학   
	4.3.3  면과 대향 전극의 결합 형태 구조의 방전 역학   
	4.3.4  3 가지 전극 구조의 VUV 생성 효율 특성   
	4.3.5  새로운 보조 전극의 제안   

	4.4  요약 및 토의   

	제 5 장  결   론    
	참고 문헌   
	ABSTRACT   
	Journal pub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