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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osphors of Eu
2+

 doped alkaline earth aluminates MAl2O4:Eu
2+

 (M=Sr, Ba, Ca) have been prepared by sol-gel process and their
characterization of photoluminescence and photocurrent properties have been performed. The phosphors prepared by sol-gel process,
due to its advantage of better homogeneity and low synthetic temperature, was synthesized as single phases at lower temperature than
the solid-state process; 800~1000

o
C for 6 h under mild reduction atmosphere (Ar- 3% H2). It was confirmed that SrAl2O4:Eu

2+

composition revealed the most excellent properties in the brightness and photo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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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학기술의 진보와 함께 보다 우수한 성능과 새로운 기

능을 갖는 분말재료의 개발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근 20~30년 간 산업적, 학

술적으로 세라믹스에 있어서 나노크기의 재료에 대한 관

심이 현저히 증대 되었다. 분말이 나노크기가 되면 분말

의 activity가 높아지고 소결온도가 낮아지며, 계면에서의

비표면적 증대로 인하여 벌크 입자와는 다른 광학적, 자

기적, 전기적, 촉매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을 이

용하여 촉매, 센서, 정보기록 매체, 연마제, 전자파 차폐

필름 등 여러 산업에 응용되고 있으며 이 때 입자의 성

능은 입자의 크기와 분포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축광

성 재료는 전등이나 태양광 등의 빛의 자극을 받아 에너

지를 흡수한 후, 이를 가시광으로 환원하여 어두운 곳에

서 발광하는 성질을 지닌 재료이다. 이러한 축광성 형광

체 특히 Eu
2+
가 도핑된 MAl2O4(M=Sr, Ba, Ca)는 녹색,

연두색, 파란색에서 높은 휘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1-3)

 Eu
2+
가 도핑된 스피넬계 산화

물의 발광은 빛이 차단되면 급속하게 발광 성능이 떨어

지고, Dy
3+
와 같은 이온들을 코-도핑하면 잔광이 오랜 시

간 동안 지속된다.
4)

 지금까지 대부분의 형광체들은 ZnS:Cu,

CaSrS:Eu,Sm의 황화물계 화합물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러한 축광성 형광체는 대기중의 습기나 탄산가스에 영

향을 받아 특성이 저하되고, 황화물계 형광체의 사용이 환

경오염문제로 인해 사용이 규제되고 있는 추세이다. 황화

물계 축광성 형광체 재료들은 야광 문자판이나 방제 표시

등에 이용되고 있으나 휘도가 높지 못하고 잔광시간도 길

지 않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발

광 성능이 뛰어난 산화물계 형광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산화물계 형광체는 형광잉크, 도료, 장식

품 및 저감도 광원에 이용되고 있고 주로 고상 합성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있다. 고상 합성법은 일반적으로 합성된

분말의 크기가 크고 높은 소결온도를 필요로 한다.
5,6)

 또

한 합성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융제의 첨가를 필요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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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고상합성법의 경우, 단일상 MAl2O4(M=Sr, Ba, Ca,

Mg)은 낮은 온도에서 합성하면 M3Al2O6의 결정상이 형

성되기 때문에 보통 1200oC 이상의 고온에서 합성한다.7,8)

하지만 졸-겔법은 고상합성법에 비해 낮은 합성 온도와

합성된 분말의 조성이 균일하고 순도가 높으며 불균일한

결정립의 성정이 일어나지 않아 형광체의 발광 특성이 우

수하다.9,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졸-겔법을 이용하여 미

분체의 스피넬(MAl2O4:Eu2+, M=Sr, Ba, Ca)을 합성하였

고, 온도의 변화에 따른 형광체의 발광 특성과 조도에 따

른 광전류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2.1. M0.99Eu0.01Al2O4(M=Sr, Ba, Ca)의 합성 

Fig. 1은 M0.99Eu0.01Al2O4(M=Sr,Ba,Ca)계 스피넬 형광체

의 합성 공정도이다. 입자의 크기가 균일하고 미세한 나

노분말을 합성하기 위해 졸-겔법으로 형광체 분말을 제조

하였다. 출발원료로는 초산염인 Strontium acetate(99%),

Barium acetate(99%), Calcium acetate(99%)와 Europium

oxide(99.9%)를 사용하였다. Strontium acetate, Barium

acetate, Calcium acetate는 2차 증류수로 용해하고,

Europium oxide는 질산으로 용해시켜 졸 상태로 만든다.

각각의 졸 용액에 Eu2O3가 용해되어 있는 질산 용액을

혼합한 후, 글리세린을 적당량 첨가한다. Al은 넓은 범위

(PH=4~12)에서 용액으로부터 수산화물로 침전된다. 글리

세린을 첨가 하는 이유는 형성된 염을 물에 녹이면 수용

액 속에서 수산화이온을 형성하게 되는 수화반응이 일어

나 Al(OH)3와 같은 화합물의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Aluminum  isoprop- oxide는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에 용해시켜 졸 용액을 형성시킨후 혼합한다. 화학양

론적 몰비에 따라서 M(0.99)Eu(0.01)Al2O4 (M=Sr,Ba,Ca)가

1:2가 되도록 정량한다. 이 혼합 용액에 NaOH를 가하여

pH를 조절하면 겔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 전구체를 160oC

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였고 각각의 열처리는 환원분위

기(Ar- 3%H2)에서 온도와 시간을 변화시켜 소성하였다. 

2.2. 측정 장비 

M0.99Eu0.01Al2O4(M=Sr,Ba,Ca)의 결정상은 X-선 회절기기
(XRD, Model X'pert-Pro PANaly tical, Nathelands) Cu

Kα=1.5406 Å)로 결정상을 분석하였고, 하소 입자의 크기

와 형태 분석은 주사전자 현미경 (SEM, Model S-3500N,

HITACHI, Japan)을 사용하였다. Photo-luminescence (PL,

Model SPEX1403, SPEX)를 사용하여 형광체의 발광 대역

을 조사 하였고, 광원으로 He-Cd(325) Laser를 사용하였다.

광전류 측정을 위하여 열처리 분말 시료를 알루미나 기판

상에 Doctor blade법으로 0.6 mm 두께로 인쇄하고 그 상부

에 Pt 전극(전극 간격 0.3 mm)을 스크린 인쇄하여 1100oC

에서 열처리하였다. 광전류는 300 W Xe 램프를 장착한 솔

라 시뮬레이터(66984, Newport, USA)로 조도를 변화시키

며, DC 9 V를 인가(237E, Keithley, USA)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졸-겔법으로 합성된 스피넬 M0.99Eu0.01Al2O4

(M=Sr, Ba, Ca) 조성의 합성물을 800~1100oC에서 열처리

한 분말의 X선 회절분석 결과이다. 

SrAl2O4는 950oC에서 상전이 온도를 가지는 2가지 결

정상, 즉 저온형의 단사정계(PDF#34-0379)와 고온형의 육

방정계(PDF#31-1336)를 가지고 있다.11) Fig. 2(a)는 열처

리온도에 따른 SrAl2O4:Eu2+
의 XRD 패턴으로서 900oC에

서는 SrAl4O7의 2차상과 SrAl2O4의 피크가 함께 나타나고

있으나 온도가 1000oC, 1100oC로 올라가면서 SrAl4O7의

2차상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합성된 SrAl2O4는 저온상

인 단사정계이며 주 피크는 2θ=29.22o, 28.34o, 29.9o
로

JCPDS (#34-0379)의 기준표와 일치하며 어떤 다른 결정

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도핑제로 사용한 Eu2O3는 환원분

위기(Ar- 3% H2)에서 Eu2+
로 되며, 이온 반경은 (0.112 nm)

Sr2+
의 이온 반경(0.114 nm)과 비슷한 이온 반경을 가지며

치환형으로 고용되기 때문에 XRD의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Fig. 2(b)은 BaAl2O4: Eu2+
로 800oC~1000oC에서

6시간 동안 열처리 후의 XRD 패턴으로서 스피넬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Fig. 2(c)는 CaAl2O4: Eu2+
의 열처리 온도

에 따른 XRD 결과이다. 졸-겔법을 이용하게 되면 고상법

Fig. 1. Schematic flow chart diagram of experiment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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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은 합성온도인 900
o
C에서 합성되고, 900

o
C에서는

단사정계의 구조에 기인한 피크가 미약하게 나타내며,

1100
o
C로 열처리 온도가 높아지면서 발달된 결정피크가

나타난다. 합성온도가 1200
o
C 이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CaAl4O7이나 Ca12Al14O33의 2차 결정상이 나타난다. 또한

스피넬 형성을 위해서는 몰비의 혼합이 매우 중요하다.

CaAl2O4의 경우 Al의 비율이 높아지면 Ca12Al14O33과 같

은 2차 결정상이 생성이 되고, Ca의 비율이 높아지면

CaAl4O7과 같은 2차 결정상이 생성이 된다.
12)

 XRD 결과

의 반가폭 값(full-width at half-maximun)을 Scherrer의 식

에 적용하여 스피넬 입자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Scherrer's Formula

H는 FWHM으로 측정되며 2θ는 각 피크의 Bragg

angle, nλ는 2dsinθ이고, L은 입자의 크기를 나타낸다.

Scherrer의 식에 적용한 SrAl2O4 스피넬 입자의 크기는 74,

84 nm로 계산 되었다. SrAl2O4는 소성온도가 1000
o
C~

1100
o
C로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입자의 크기는 74에서

84 nm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BaAl2O4 스피넬 입자의 크

L
0.94λ

H θcos
----------------=

Fig. 2. XRD pattern of the MAl2O4:Eu
2+ 

phosphor synthesized at 900~1100
o
C for 6 h under a reduction atmosphere (Ar- 3% H2) 

Fig. 3. SEM image of the MAl2O4:Eu
2+

(M=Sr, Ba, Ca)
 
phosphor

synthesized at 900~1100
o
C for 6 h under the gas (Ar- 3%

H2):(a) Sr0.99Eu0.01Al2O4, (b) Ba0.99Eu0.01Al2O4, and (c)

Ca0.99Eu0.01Al2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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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열처리 온도에 따라 각각 45, 52, 57 nm로 계산 되

었고, CaAl2O4 스피넬 입자의 크기는 각각 69, 83, 96 nm

로 나노 크기의 입자를 얻을 수 있었다. 

Fig. 3은 환원분위기에서 각 온도별로 6시간 동안 열처

리하여 합성한 분말의 SEM 사진이다. Fig. 3(a)는 900
o
C

에서 1100
o
C까지 6시간 열처리한 SrAl2O4 분말로서 900

o
C

의 열처리 조건에서는 수 nm 크기의 미세한 입자로서

1000
o
C의 열처리에도 그다지 입성장은 관찰되지 않았으

나, Fig. 3(b)에 나타낸 BaAl2O4와 Fig. 3(c)에 나타낸

CaAl2O4는 1000
o
C의 열처리에도 상당한 입성장이 관찰되

어 1100
o
C의 열처리 온도에서는 소결이 어느 정도 진행되

어 입자가 상당히 응집되어 조대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입자의 3중점에서 기공이 관찰되었다. 입자의 형상

은 SrAl2O4 분말은 약간 둥근 구형 양상이었으나, BaAl2O4

와 CaAl2O4는 불규칙하게 각진 모습을 나타내었다.

졸-겔법으로 합성된 MAl2O4:Eu
2+ 
형광체의 형광특성은

Photo-luminescence로 확인하였다. 본 형광체의 경우 여기

파장 325 nm의 여기광에 의하여 전자가 4f
7
 상태에서

4f
6
5d

1
 상태로 여기된 후 재차 4f

7
 상태로 천이됨에 따라

발광하게 된다. MAl2O4:Eu
2+ 
형광체의 Photo-luminescence

스펙트럼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는데, 피크 파장

433~522 nm 영역에서 각각 브로드한 피크를 나타내는데,

이는 본 MAl2O4:Eu
2+ 
형광체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Fig.

4(a) SrAl2O4는 녹색의 발광 영역인 522 nm로 넓은 band

gap의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Fig. 4(b) BaAl2O4는

푸른색의 발광영역인 502 nm, Fig. 4(c)는 파란색의 발광

영역인 433 nm로 나타났다. 522 nm에 나타나는 피크는

Eu
2+
의 천이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고 시신경에 민감한 광

의 파장은 암순응에서 510 nm, 명순응에서 550 nm이기 때

문에 다른 스피넬계 형광체 BaAl2O4나 CaAl2O4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밝은 색을 나타낸다. 

Fig. 5는 MAl2O4:Eu
2+ 

M=(Sr,Ba,Ca) 형광체의 온도 변

화에 따른 발광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통상 형광체는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광 특성이 저하하는데, 이러한

발광 특성의 저하 요인으로는 상온에서는 적은 진동을 나

타내는 격자들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진동을 많이 함

으로써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을 방해하게 된다. 또한, 온

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전자들은 열에 의하여 전도대로 여

기되고, Fermi 에너지는 낮아지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인

하여 전자가 억셉터 레벨로 올라갈 확률이 줄어들게 되

고, 이에 따라서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의 횟수도 줄어들

기 때문에 발광특성은 저하 된다. 본 실험에서 합성한

SrAl2O4의 경우, 가장 밝은 휘도를 나타내며 100
o
C까지

상온 휘도의 약 70% 이상을 유지하다가 100
o
C 이상의 온

도에서 발광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120
o
C 이상에서는 거

의 발광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BaAl2O4의 경우는

다른 형광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빛의 강도를 나

타내지만 80
o
C 정도 까지는 상온 휘도의 약 75%의 휘도

를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CaAl2O4의 경우는 상온에서

Sr계에 필적할 만한 휘도를 나타내지만 약 60
o
C 이상에

서 발광 특성이 급격하게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온도에 따른 휘도 저하 온도는 각각의 조성물의

고유 특성으로 여겨지며, 각 형광체 조성물의 사용 온도

등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6은 MAl2O4:Eu
2+ 

M=(Sr,Ba,Ca) 형광체의 Eu 도핑

량과 광량 변화에 따른 광전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시

편 모두에서 광량에 비례한 광전류를 얻을 수 있었으며,

400 Lux 이상의 실생활 조도 영역에서 직선성 또한 우수

하였다. Eu 도핑량에 따른 광전류는 Eu 도핑량이 1 at.%

인 M0.99Eu0.01Al2O4 (M=Sr,Ca,Ba)의 조성이 광전류가 가

장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조성 별로는 SrAl2O4:Eu
2
 조성

에서 광전류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BaAl2O4:Eu
2
 조

성에서 광전류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현재까지 평가된

소결체 시료의 10~5,000 Lx의 조도범위는 KS A 3011의

조도기준에서 규정된 공공시설, 사무실 및 일반 가정의

거실과 공부방 등의 대부분의 실내 공간의 조도기준을 포

함하는 영역으로서, 이 모든 영역에서 실용화에 가까운

성능을 발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Photoluminescence spectra of Eu-doped MAl2O4 (M=

Sr,Ba,Ca) : (a) emission spectra of SrAl2O4(kem=522 nm),

(b) BaAl2O4(kem=502 nm), and (c) CaAl2O4(kem=433 nm).

Fig. 5. Temperature dependence of photoluminescence for

MAl2O4(M=Sr, Ba, Ca).



졸겔법으로 합성된 MAl2O4:Eu
2+

(M=Sr,Ba,Ca)의 특성 683

제46권 제6호(2009)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MAl2O4:Eu
2+

(M=Sr,Ba,Ca)계 형광체 조성

물을 습식 합성법인 졸-겔법을 이용하여 나노 사이즈의

분말을 제조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SrAl2O4:Eu
2+
의 경우, 1000

o
C의 낮은 온도에서는

SrAl4O7의 2차 결정상이 생성되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2차 결정상의 생성은 감소하여 1200
o
C에서는 단일상의 결

정상이 나타나며, 형광체의 발광 특성은 피크 파장이

522 nm의 녹색 발광 영역에서 스펙트럼을 나타내었고

100
o
C까지 상온 휘도의 약 70% 이상을 유지하다가 100

o
C

이상의 온도에서 발광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120
o
C 이상

에서는 거의 발광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2. BaAl2O4:Eu
2+
는 800~1000

o
C에서 단일상이 형성되고

피크 파장이 502 nm인 청록색 발광영역을 나타내었으며,

80
o
C까지 상온휘도의 약 75%의 휘도를 유지하였다. 

3. CaAl2O4:Eu
2+
은 900

o
C에서는 사방정계의 구조를 나타

내고 있으며, 상온에서 SrAl2O4:Eu
2+
계에 필적할 만한 휘

도를 나타내지만 약 60
o
C 이상에서 발광 특성이 급격하

게 떨어졌다.

MAl2O4:Eu
2+ 

M=(Sr,Ba,Ca) 형광체의 Eu 도핑량과 광량 변

화에 따른 광전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시편 모두에서 광

량에 비례한 광전류를 얻을 수 있었으며, 400 Lux 이상의

실생활 조도 영역에서 직선성 또한 우수하였다. Eu 도핑량

에 따른 광전류는 Eu 도핑량이 1 at.%인 M0.99Eu0.01Al2O4

(M=Sr, Ca, Ba)의 조성이 광전류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조성 별로는SrAl2O4:Eu
2
 조성에서 광전류가 가장 높

게 측정되었으며,
13,14)

 BaAl2O4:Eu
2
 조성에서 광전류가 가

장 낮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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