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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졸겔법을 사용하여 GdixLio.iEuQ3(x=O.O2, 0.05, 0.08, 0.12) 형광체 분말을 합성하였다. 형광체 입자의 

표면을 나노 크기의 SiO/입자크기 =30 nm)로 코팅한 후 스핀코팅법으로 유리 기판에 형광체 막을 제작하였다. 유리 

의 연화온도인 700°C 부근에서 융착 되는 SiO2 나노 입자들에 의해 GdgLigEuxQ 입자들은 유리 기판 표면 위에 

강하게 융착 되었다(>9H, 연필 경도계 ). 본 연구에서 채택한, 형광체 막을 제조하는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이 방법 

은 디스플레 이장치의 응용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Gdi^LiojEuxO, SiO2 나노입자, 형광체막

ABSTRACT. The GdigxLio.iEuxQ (x=0.02, 0.05, 0.08, and 0.12) powders G=1 |im) synthesized by sol-gel method, 
whose surfaces are modified in a colloidal silica suspension (size of SiO2 particles:〜30 nm), have been fabricated to 
highly stable and effective luminescent films on the glass substrates. Thanks to the fused SiO2 nano particles in the vicin

ity of the glass softening temperature (at around 700 °C), Gdi.9-xLio.iEux03 powders are strongly attached onto the surface 
of glass substrate (>9H, pencil hardness tester). This simple and low-cost method to get Gdi.9-xLio.iEux03 phosphor films 
without any loss of luminescence brightness would promise for applications to display devices.

Keywords: Gdi ^LiojEuxOg, SiQ Nano Particles, Phosphor Films

서 론

Cathode Ray Tube(CRT)는 가장 오랫동안 인간이 즐 

겨 사용하는 디스플레이장치이다. 그러나, CRT방식으 

로 구현하기 어려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평판디스플 

레 이 (Flat Panel Display) 기술의 발전이 진전되어 오늘 

날 Liquid Crystal Display(LCD), Plasma Display Panel 

(PDP), Field Emission Display(FED) 등의 제품이 개발 

되어 사용되고 있다. FED는 냉음극 전자원 (cold cathode 

electron source)인 전계방출 에미터 어레 이 (Field Emitter 

Array)를 행렬로 선택하여 CRT와 같은 음극선으로 형 

광체를 여기 시켜 음극발광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이용 

한다. 특히 국내외에서 연구개발이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FED는 종래의 CRT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얇고 가 

벼운 새로운 평 판디스플레 이로 각광을 받고 있다" FED 

의 특성은, CRT의 장점과 FPD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CRT의 장점은 완전한 칼라 및 그레이 

스케일 표시 , 높은 휘도, video rate 속도, 넓은 시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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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동작 온도 및 습도 범위를 가진다는 것이고, FPD 
로서의 장점은 얇고 가벼우며, 입력에 대한 휘도가 완 

전한 선형 특성이며, 자기 방출이 없고, X선 발생이 없 

다는 것이다.

FED의 실용화를 위하여 기판의 종류, 팁의 재료 및 

제조 기술, 진공 패키지 기술, 구동방법, 형광체 개발 등 

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형광체의 경우는 FED 

의 구동방식에 맞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 기존의 CRT 

용 형광체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극전위를 수 

만 볼트까지 올려야 하는데, 이것은 음극과 스크린사이 

의 거리가 ] mm 미만으로 유지되는 FED구조에서는 구 

동이 어렵기 때문에 저전압에서 구동되고 고휘도를 얻 

을 수 있는 저전압용 형광체가 요구되고 있다.*&

저전압 형태의 형광체의 경우, 많은 재료가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 휘도나 고유특성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있 

는 실정 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저전압용 형광체는 크게 

황화물계와 산화물계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FED용 Red형광체는 Y2O2S:Eu, Zn().2Cdo.8S:Ag,Cl, 

Green 형광체는 ZnO/Zn, SrGa2S4:Mn, Zno.65Cdo.35S: 

Ag.Cl, Blue 형광체는 ZnS:Au,Cl, ZnS:Ag, Al 가 사용 

되고 있다.7,8 기존의 CRT 황화물계를 FED에 적용시킬 

경우, 고진공 하에서 발생한 황화물 기체에 의한 진공 

도 저하와 anode의 tip을 부식시키는 치명적인 결함을 

나타내며, 휴대용 디스플레이의 응용을 위해서는 저소 

비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황화물계 형광체는 

고전압에서만 고휘도를 나타내는 단점을 나타내므로 황 

화물계 형광체의 단점을제거하기 위해 Y2O3:Eu, CaTiOa： 

Pr(red), ZnGaQrMn, ZnO/Zn(green), (Zn, Mg)O/Zn (blue) 
같은 산화물계 형광체가 연구되고 있다.이。

본 연구에서는 산화물계 형광체 중에서도 FED용 형 

광체로 사용될 수 있는 적색을 발광하는 Gd2O3:(Li, Eu) 

형광체를 미세 분말 합성법인 sol-gel법으로 합성하고, 

합성된 형광체 분말의 입자 표면을 나노 크기의 실리카 

로 코팅한 다음, 여태까지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 

으로 유리기판에 융착 시켜 제조된 후막(thick film)의 

형광 특성 등을 고찰할 것이다.

실 험

형광체 합성. GdwEuQ3(x=0.02, 0.05, 0.08, 0.12)와 

Gdi 9-xEuxLi0.iO3 (x=0.02, 0.05, 0.08, 0.12) 형광체를 sol

gel 법으로 합성하기 위해 Gd(NO3)3-6H2O, Eu(NO3)3- 

5HQ, Li(NO3)를 사용하였다. 각 각의 시약들을 화학 

양론적으로 계산하여 칭량하였다. 상기의 시약들과 과 

량의 citric acid(molar ratio of citric acid/metal=3)을 증 

류수에 녹인 용액의 P中卜 4〜5가 될 때까지 NHQH 

용액을 넣어준 뒤 가열기로 천천히 가열하면 soK은 점 

성이 커지면서 geP상태로 변하게 된다. gel상태가 된 것 

을 계속 가열기로 가열하여 하루정도 burning한 다음에 

막자사발에 넣고 30분 이상 분쇄해준다. 이렇게 얻은 

전구체를 650。(：에서 10시간 동안 열처리하고 다시 막 

자사발에서 잘 갈아 준 다음, 750 °C, 850。(2에서 긱각 

5시간동안 열처리하여 Gd/yLkEuyCh 형광체를 합성하 

였다.

SiO2 코팅. 합성된 각각의 형광체 분말에 Aldrich사 

Ludox AM-30(SiO2 고형분: 30%)을 사용하여 형광체 

표면에 나노 크기의 SiO2(<30nm) 입자를 코팅시킨다• 

준비된 형광체 분말 0.8 g, H2O 50 ml와 Ludox 25 ml 

를 비이커에 넣어서 교반기에서 2시간 동안 교반시킨 

용액을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10분간 2000 rpm으로 

형광체 분말과 교반 액을 분리시킨다. 원심분리가 끝난 

뒤 상층 액을 제거하고 남은 용액에 일정한 양의 증류 

수를 첨가하여 10분간 교반기를 사용하여 과잉의 SiO2 
을 세척한다. 세척이 끝난 용액을 다시 원심분리기에 

넣어 10분간 원심 분리시키는 데, 이러한 세척 작업을 

3회 실시한다. 세척이 끝난 형광체 분말 용액을 80 °C 

건조기에 넣어 하루 동안 건조시킨다.

후막 제작. 유리 기판을 diamond cuttei로 일정한 크 

기 (20 mmX 20 mm)로 자른 후 상온에서 10% HF 용액 

에 3분동안 넣어 기판표면의 이물질을제거한다. Ludox 

코팅 처리된 형광체 분말 0.15 g과 glycerin 0.15 ml를 

mortal에 넣어 잘 섞어 pastel- 만든다. 준비된 paste를 

spin-coater기에 장착된 유리 기판 위에 올려 spin-coating 

한다(1 step: 500 rpm 10초, 2 step: 1500 rpm 20초). 만 

들어진 후막을 150°C dry oven에서 1시간 건조시킨 뒤, 

전기로에서 700。(2에서 1시간 유지시켜 승온 속도: 3 °C 

/min) 열처리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 반복하여 

최종적인 후막을 제작하였다.

특성 분석 합성된 형광체의 열처리 온도와 Li을 첨 

가한 효과에 따른 powder의 단일상과 이를 이용하여 만 

든 후막(thick file)의 SiO2 코팅과 열처리 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X선 회절 시험기 SHIMADZU, XRD-6000 
model)의 Cu-Ka radiation(爲 =1.5418 A)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powder의 표면 형상과 입자 크기의 변화,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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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진 후막의 상태를 15 kV 하에서 주사전자현미 경 

(HITACHI, S-4200 model)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합 

성된 형광체와 후막의 Photoluminescence(PL) 발광스 

펙트럼은 분광형광광도계 (SHIMADZU, RF-5301PC 

model)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측정하였다. 발광 스펙트 

럼은 254 nm의 파장으로시료를 여기 시켜 550- 650 nm 

의 범위에서 얻었다.

결과 및 고찰

X선 회절 분석. Li이온은 Gd2O3 주격자 내에서 결 

정화 온도를 낮추고, 입자의 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은 알려져 있다.”“ Fig. 1은 Sol-gel법으로 합성한 Gd2O3 

에 Eu을 첨가한 시료와 GdzCh에 Li와 Eu을 첨가한 시 

료를 650 °C에서 열처리하고 750 °C, 850 °C에서 각각 

1시간 annealing한후막의 X선 회절 분석도이다. JCPDS 

(Joint Committee on Power Diffraction Standards)?］드 

의 데 이터와 비교해 본 결과, Ia3 공간군의 입방계 (cubic 

system)의 단일상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광막의 물리적 특성 분석. 제조한 형광체 막이 유 

리 기판에 얼마나 강하게 부착되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필 경도계를 사용하였다. 제일 높은 경도를 

갖는 9H 연필에도 전혀 끍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 

으나, 수술용 칼끝으로 강하게 끍어서 형광체 막을 제

Fig. 1. XRD patterns of GdzO3:Eu3+ films after annealing at 
700 °C for Ih, (a) coated with Gd1.88Euo.12O3 powder treated 
at 850 °C, (b) coated with Gd1.78Lio.1EuQ.12O3 powder treated 
at 750 °C, (c) coated with Gd1.78Lio.1Euo.12O3 powder treated 
at 850 °C.

거할수 있었다. 이는 형광체의 입자표면에 부착된 Sio2 

나노 입자들이 유리의 연화점 부근인 700。(2에서 유리 

기판에 융착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펄스방식의 

레이저 장치로 제조한 박막의 부착력과 거의 비슷한 정 

도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형광체 

막 제조법은 일반적으로 고체 반응법에 의해 합성된 분 

말 입자를 유리 기판에 강하게 코팅 시키는 방법으로서 , 

다른 방법과 비교해 볼 때 박막 제조 장치 구입비가 매 

우 저렴할 뿐 만 아니라 손쉽게 막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주사전자현미경(SEM)분석. Fig. 2는 sol-gel방법으로 

합성한 형광체 분말의 SEM사진이다 (a)와 (b)는 Gd2O3 

에 Eu을 첨가한 시료를 각각 750 °C, 850 °C에서 열처 

리한 분말의 SEM 사진이고, (c)와 (d)는 GdQ：에 Li와 

Eu을 첨가한 시료를 각각 750 °C, 850。(2에서 SEM 사 

진이고 (d)는 GdjOs^l L와 Eir을 첨가한 시료의 SEM 

사진이다. Li이온은 Gd2O3 주격자 내에서 결정화 온도 

를 낮추고, 입자의 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알려져 

있다.nr 药이 첨가되기 전에는 0.3 卩m보다 작은 입자 

들이 불규칙적으로 뭉쳐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Li이 첨가된 경우에는 입자가 둥근 모양을 형성하면서 

입자크기도 커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750 °C, 850 °C 
에서 열처리한 분말을 각각 비교해보면 열처리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증가한다. LizCO와 같은 

리튬화합물들은 특히 고체-고체 반응에서 공동 혼입제 

(co-dopant)로서, 특히 융제(flux)로서 잘 알려져 있고, Li 

혼입에 따른 결과들에 대해서도 보고 된 바가 있다.'w 

본 실험에서도 Li 화합물을 이용한 액상 소결(liquid- 

phase sintering)을 유도하여 powder의 입자크기를 증가 

시키고, 유사구형으로 성장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액상 소 

결은 재배열 (rearrangement), •용액 침전 (solution precipitation), 

Ostwald 숙성 (Ostwald ripening)과 같은 세 단계로 진행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이 시스템에서 출발 물질을 

650。(2에서 열처리하면 Gd2O3, E112O3, LiQ/LizO의 혼 

합물인 백색의 전구물질 분말이 얻어지며, 그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면 LiQs/LiQ 혼합물이 먼저 용융되고 

Gd2O3, EibOW 공융 액체 (eutectic liquid)로 반응하게 

된다. Li2O3/Li2O 액체상에 의해 고체 입자들의 뾰족한 

가장자리가용해되어 숙성 단계에서 여러 개의 미세한 

입자들이 결합 되면서 둥근 형태의 더 큰 입자로 변하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액상 소결 과정어】서, 활성체인 

Eu이온과 함께 GdKh격자에 결합된 Li 이온은 Eu 이

2003, Vol. 47,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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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photographs of the Gd2O3:Eu powder: (a) Gd1.88Euo.i203 powder after firing at 750 °C for 5hr, (b) Gdi ^Eu。12O3 
powder after firing at 850 °C for 5hr, (c) Gd|.78Lio.iEuo,]203 powder after firing at 750 °C for 5hr, and (d) Gd1.78Lio.1Euo.12O3 pow
der after firing at 850 °C for 5hr.

Fig. 3. SEM photographs of phosphor films: (a) phosphor film coated with Gdi.88Euo.i203 powder after firing at 850 °C fbr 5hr, 
(b) the thickness of phosphor film coated with Gdi 88EU0.12O3 powder after firing at 850 °C for 5hr, (c) phosphor film coated with 
Gd1.78Lio1Euo.12O3 powder after firing at 850 °C for 5hr, and (d) the thickness of phosphor film coated with Gdi.^Lio.iEumQ 
powder after firing at 850 °C for 5hr.

온의 발광효율을 증가 시키는 촉진제 (sensitizer)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형광체의 발광효율 

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최적의 화학 조성, 입자 크기 

의 균일한 분포와 구형의 형태를 갖는 분말 입자의 형 

상이 요구된다. 구형의 형태를 갖는 분말 입자는 형광 

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빛의 산란을 줄이고, 높은 충진 

밀도를 갖기 때문에 발광 효율이 높게 나타난다."

Fig. 3은 GdQa에 Eu을 첨가한 시료와 GdzQ에 Li와 

Eu을 첨가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든 후막의 SEM 사진 

이다. SEM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Li이 첨가된 분말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SiCh 나노 입자로 코팅된 형광체 분말을 이용한 Gd2O3: (Li, Eu) 필름 제조 623

(=.
",)

-

은
-
-

(T
T

B
)  A

-
s
u
-
-

560 580 600 620 640

Wavelength (nm)

Fig. 4. PL emission spectra of Gd2O3:Eu films after 700 °C 
annealing: (a) coated with Gd1.78Lio.1Euo.12O3 powder treated 
at 750 °C, (b) coated with Gd1.78Lio.1Euo.12O3 powder treated 
at 850 °C.

로 제조된 막은 Li 이 첨가되지 않은 것에 비교하여 입 

자의 크기가 클뿐만 아니라 유사 구형의 형광체 입자 

로 형성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형광 막의 두께 

를 비교하면, 막의 두께가 대략 1.5 umS. Li이 첨가되 

지 않은 형광체 입자로 제조된 막보다 두껍게 코팅이 

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PL 특성. Fig. 4는 sol-gel법으로 합성한 Gdg에 Eu 

을 첨가한 시료와 GdKh에 Li와 Eu을 첨가한 시료를 

650。(2에서 열처리하고 750°C, 850。(2에서 각각 1시간 

annealing한 후막의 발광 스펙트럼이다. 254 nmS- 여기 

시킨 후 550 nm에서 650 nm 까지 변화시켜 스펙트럼 

을 얻었다. 611 nm의 발광 peak은 Eu*이온의 5D0 여 

기 준위에서 个"기저 준위로의 전이에 의한 발광이다. 

분말의 열처리한 온도가 높아질수록 후막의 발광세기 

가 증가함을 보였다. Fig. 5는 Eu의 변화량에 대한 후 

막의 PL 발광 세기를 비교한 것이다. Eu의 양이 증가 

될수록 PL 발광 세기가 증가하였다.

결 론

sol-gel법으로 합성된 적당한 크기의 구형의 형광체를 

합성하였다. Li 이온을 적당량 첨가한 시료는 입자 크 

기가 큰, 구형의 형상을 가지지만, Li 이온을 첨가하지 

않은 시료인 경우에는 매우 미세한 분말 입자들이 뭉쳐

2003, Vol. 47,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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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L emission spectra of the Gdi.9-xLio.iEux03 films as 
a function of Eu contents: (a) x二0.02, (b) x=0.05, (c) x二0.08 
and (d) x=0.12 (Phosphors are synthesized at 850 °C).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 형광체 막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나노 크기 (=30 nm)의 SiO2 입자들이 형광체 입자 표면 

에 부착되기 위해서는 대략 1 呻 정도의 형광체 크기 

가 적당할 것이므로 Li 이온이 첨가된 형광체 분말을 

합성하여 SiO2 나노 입자를 형광체 표면에 코팅하였다. 

스핀 코터를 이용하여 SiO2가 코팅된 형광체를 유리기 

판에 코팅한 다음 700。(2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최종적인 형광체 막을 제조하였다.

제작된 막의 부착력은 수술용 칼끝으로 끍어낼 수 있 

을 정도의 강한 부착력을 띠고 있었으며 형광 막의 발 

광 특성도 상당히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형광체 막 제조법은 일 

반적으로 고체 반응법에 의해 합성된 분말 입자를 유리 

기판에 강하게 코팅 시키는 방법으로서, 다른 방법과 

비교해 볼 때 박막 제조 장치 구입비가 매우 저렴할 뿐 

만 아니라 손쉽게 막을 제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 이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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