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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green barium strontium silicate phosphor (BaSrSiO4:Eu
3+, Eu2+) was synthesized using a solid-state

reaction method in air and reducing atmosphere. Investigation of the firing temperature indicates that a single phase of BaSrSiO4

is formed when the firing temperature is higher than 1400 oC. The effect of firing temperature and doping concentration on

luminescent properties are investigated. The light-emitting property was the best when the molar content of Eu2O3 was 0.025

mol. Also, the luminescent brightness of the BaSrSiO4 fluorescent substance was the best when the particle size of the barium

was 0.5 µm. BaSrSiO4 phosphors exhibit the typical green luminescent properties of Eu3+ and Eu2+.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nthesized BaSrSiO4:Eu
3+, Eu2+ phosphor were investigated using X-ray diffraction (XRD)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he maximum emission band of the BaSrSiO4:Eu
3+, Eu2+ was 520 nm.

Key words phosphor, BaSrSiO4:Eu, solid state reaction.

1. 서  론

형광체는 백색 발광다이오드, 램프 등 다양한 디스플레

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써,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

수하여 가시광을 내는 물질이다. 지난 몇 년 동안, LED

는 친환경적 제품으로 긴 수명과 저소비전력으로 기존

의 백색 형광등을 대체할 수 있는 신조명으로 인식되며

액정표시소자의 후면광원으로 주목받고 있다.1) 백색 LED

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 되고 있는데, 그중 청색 LED

와 황색형광체를 조합하여 백색이 발광되는 방식으로 사

용되고 있지만, 백라이트용으로서 색재현성, 연색성 등 색

특성이 충분하지 않고 발광효율이 낮다. 때문에 보다 천

연색에 가까운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색 LED칩을 이

용하고, 녹색, 적색 형광체의 조합으로 백색 LED를 구

현하는 방식이 개발되었다.2-4) 실리케이트계 형광체는 다

른 물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청색과 자외선에 용이한 흡수를 가

지고 있다. 그러나 실리케이트계 형광체는 열적 특성이

떨어져 고온에서 취약하다. 현재까지 실리케이트계 형광

체로는 BaSrSiO4:Eu, SrAl2O4:Eu, 및 (Ca,Sr)2MgSi2O7:

Eu가 있다.5-7) 산화물계 형광체의 제조방법은 여러 가지

가 있으나 현재 사용되는 산화물 입자는 대부분 고상법

에 의해 제조되고 있다. 이 밖에도 형광체 제조 방법으

로 졸-겔법을 비롯하여 공침법, 수열합성법 및 분무열분

해법 등이 우수한 제조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도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8-9) 고상법은 고체입자

의 확산을 이용하여 원하는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산화물상태의 원료 입자들을 잘 섞은 다음 고온에서 장

시간의 열처리와 반복되는 분쇄과정을 거쳐 산화물계 형

광체를 제조한다. 이러한 고상법은 공정이 간단하고 대

†Corresponding author

E-Mail : cwwon@cnu.ac.kr (W. C. Whan, Chungnam Nat'l Univ.)

© 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728 강주영·원형일·Hayk Nersisyan·원창환

량생산이 쉽기 때문에 현재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입자간의 확산거리가 크므로, 균일한 조성의 화

합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반응온도와 장시간의 열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10) 

본 논문에서는 BaSrSiO4:Eu 형광체를 고상법 공정을

이용해 합성하고, 광 특성을 확인 한 후, 현재 상용화

된 녹색 실리케이트 형광체 대비 휘도 및 효율의 차이

를 비교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고상법 공정을 이용하여 BaSrSiO4:Eu 형광체를 합성하

였다. 사용된 고상법 공정은 박스로에 구성되어 있는 열

선을 통하여 온도를 제어한다. 원료물질인 BaCO3(Terio,

99+%), SrCo3(대정화금, 99+%), SiO2(대정화금, 99+%)와

Eu2O3 을 전구체로 사용하였다. 박스로의 온도는 1300 oC,

1400 oC, 1500 oC 로 조건을 달리해 발광특성을 분석한

뒤에 최적의 온도를 찾았으며, Eu2O3의 양에 따른 효율

변화를 보기 위해, 0.0025 mol에서 0.075 mol까지 조건

을 달리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BaCO3의 입자크기에 따

른 발광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BaCO3를 지르코늄(Zr) 볼

안에 넣어 12시간 볼밀 공정을 거친 뒤 건조하여 BaCO3

의 입자크기를 줄였으며, BaCO3와 NaCl을 5:5, 5:3, 5:1

비율로 배합하여 2시간동안 900 oC 열처리를 진행하여 입

자크기를 늘렸다.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 원료들을

배합하여 볼밀처리 한 뒤에 50 cc도가니에 분말을 넣었

다. 이 도가니는 숯이 들어가 있는 1000 cc도가니 안에

넣어 박스로 안에서 합성하였다. 최종 처리된 분말의 결

정상 변화 및 농도, 합성온도 등의 제반 반응 조건이

BaSrSiO4:Eu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X-ray dif-

fraction pattern(XRD, model smart lab Rigaku, JAPAN)

및 Photoluminescence(PL, model FP-6500 JAICO, JAPAN)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면 이미지는 Scanning elec-

tron microscopy(SEM, model HATACHI S-4800, Hitachi,

JAPAN)을 사용하였으며,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model EX-250, Horiba, JAPAN),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BaSrSiO4:Eu 형광체는 1400 oC 에서 합성하였을 때 가

장 높은 발광 특성을 보여주었다. 

Fig. 1은 BaSrSiO4:Eu 조성으로 합성된 온도에 따른

형광체 분말 휘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BaSrSiO4:Eu 녹

색형광체의 여기 스펙트럼은 발광파장(λem)을 450 nm에

고정하고 측정하였으며 470 nm~700 nm영역에서 520 nm

의 Peak이 발생하였다. 고상법 공정을 통하여 BaSrSiO4:

Eu3+ 시료를 1300 oC 에서 1500 oC 까지 각각 100 oC씩

변화시켜 3시간 동안 열처리 하였다. 그 결과 1400 oC

열처리 온도에서 비교적 가장 높은 Peak가 형성 되었다. 

Fig. 2는 X선 회절 분석결과로 열처리 온도에 따른

BaSrSiO4상의 형성과 불순물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X선

회절 분석을 진행하였다. 열처리 온도에 따라 상이 변

하지 않았고, BaSrSiO4상이 모두 생성 되었으며, 1400 oC

에서 Peak intensity가 가장 좋았다. 이후 실험에서 열처

리 온도를 1400 oC 에 맞춘 뒤에 활성제 역할을 하는

Eu2O3의 양에 따른 발광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Eu2O3을

0.0025 mol, 0.006 mol, 0.012 mol, 0.025 mol, 0.05 mol,

0.075 mol을 넣어 각각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3은 유로퓸 몰수에 따른 발광특성을 나타내는 그

래프이다. Eu2O2 0.025 mol을 넣었을 때 가장 좋은 발

광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조건에서는 Eu2O3 함

Fig. 1. Emission of spectrum of BaSrSiO4:Eu
3+ at (a) 1300 oC, (b)

1400
o
C, (c) 1500

o
C for 3h.

Fig. 2. XRD patterns of BaSrSiO4:Eu
3+ phosphors obtained at

different calcinations temperatures: (a) 1400
o
C, (b) 1300

o
C, (c)

1500
o
C for 3h.



고상법에 의한 BaSrSiO4 형광체의 분말합성 및 발광특성 729

량이 0.025 mol이 되어야 형광체 결정립에 유로퓸이 균

질하게 분포되어 발광세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그 이상에서는 발광세기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 발광효율은 현재 상용화 된 제품 대비 50 %의 효

율을 가지고 있는데, 발광특성을 높혀 상용화된 제품에 가

까운 발광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모체가 되는 BaCO3를 통

해 효율향상 평가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방법으로 BaCO3

의 입자크기를 조절하여 휘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12

시간동안 지르코늄(Zr) 볼을 넣은 볼밀공정을 진행하여

입자의 크기를 대폭 줄였으며, 두 번째 방법으로 BaCO3

와 NaCl를 5:1, 5:3, 5:1의 비율로 배합해 전기로에서 2

시간동안 900 oC 열처리를 하였다. 모체가 되는 BaCO3

의 입자 크기를 작게 만들면 표면적의 증가로 인한 효

율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으며, 반대로 NaCl를 Flux로

사용해 BaCO3와 열처리를 진행하였을 때, 입자의 크기

향상 및 NaCl을 통해 BaCO3 모체의 원자 간격을 촘촘

히 하여 효율 향상을 예상하였다. 

Fig. 4는 모체가 되는 BaCO3 의 입도를 Fe-SEM을 통

하여 찍은 사진이다. 기존의 BaCO3 의 입자평균크기는 약

Fig. 3. Emission of spectrum of BaSrSiO4:Eu at (a) Eu2O3 0.0025

mol, (b) Eu2O3 0.006 mol, (c) Eu2O3 0.012 mol, (d) Eu2O3 0.025

mol, (e) Eu2O3 0.05 mol, (f) Eu2O3 0.075 mol.

Fig. 4. SEM images of BaSrSiO4:Eu
3+ phosphor synthesized at (a) BaCO3 (b) GradingBaCo3, (c) BaCO3 NaCl rate 5:1 (d) BaCO3 NaCl

rate 5:3, and (e) BaCO3 NaCl rate 5:5.

Table 1. BaCO3 NaCl rate 5:5 EDS data.

Element Weight% Atomic%

C K 9.04 31.28

O K 18.04 46.84

Ba L 70.89 21.45

Pt M 2.03 0.43

Totals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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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µm의 구형이다. 이를 물리적 분쇄 및 합성을 통한

BaCO3의 입자크기를 변형하였다. 분석 결과 Grading 된

BaCO3의 평균입자 크기는 약 0.5 µm였으며, BaCO3 및

NaCl을 5:1의 비율로 입자의 크기를 늘린 BaCO3는

30 µm, 5:3의 비율로 입자의 크기를 늘린 분말은 35 µm,

5:5의 비율은 45 µm정도의 평균입자크기를 가지게 되었다.

BaCO3와 NaCl의 합성으로 인해 모체가 되는 BaCO3

의 불순물이 들어가 있을 경우 발광특성에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을 예상하여 EDS를 통해 불순물 성분분석을 진

행 했다. Table 1은 NaCl과 합성한 BaCO3 분말로 입자

의 크기를 늘리면서 불순물 제거가 이루어 졌는지를 확

인한 EDS 데이터 이다. 분말시료를 분석하기 위해 표

면에 Platinum(pt) coating 처리를 한 것 이외에 다른 불

순물 Peak은 생성되지 않았으며, BaCO3의 입도사이즈에

따른 발광 효율 확인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5를 살펴보면 입자의 크기에 따른 발광특성은 12

시간동안 볼밀공정을 거친 BaCO3 분말을 사용한 시료

가 가장 높은 발광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 발광특성은

출발원료로써 추가공정 없이 만든 BaSrSiO4:Eu 시편보

다 더 높은 발광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유는 모체가 되

는 BaCO3의 입자가 작아져 표면적의 증가 및 활성제인

Eu2O3과 반응이 더욱 활성화 되었기 때문으로 예상되었

으며, Fig. 6 BaSrSiO4:Eu의 Main peak를 비교했을 때

기존의 BaCO3 분말 보다 입자크기가 작은 GrindingBaCo3

에서 Intensity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Table

2을 보면 이 샘플은 상용화 된 Intematix 녹색 실리케

이트 형광체와 비교 했을때 Intematix sample과 비슷한

발광 효율을 기대 하였으나, 위 제품 대비 약 75%의 발

광 특성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NaCl을 Flux로 사

용해 BaCO3의 입자크기를 늘려 실험을 진행했던 두 번

째 실험은 기존 실험 대비 오히려 발광 효율이 더 떨

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BaCO3의 입자 크기가 커짐으

로서 표면적의 감소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 되었다.

5. 결  론

일반적으로 형광체의 합성에 있어서 몰수 또는 온도는

발광 휘도 개선 및 형태 특성 개선을 위해 활용되어진

다. 본 논문에서는 고상공정에서 실리케이트계 형광체의

합성 조건에 따른 BaSrSiO4:Eu 형광체의 발광 특성을 조

사하였다. BaSrSiO4:Eu 형광체의 발광스펙트럼은 520 nm

에서 중심파장을 나타내며, 고상법을 이용한 BaSrSiO4:Eu

녹색 실리케이트 형광체의 최적 합성 온도는 1400 oC이

다. Eu2O3은 0.025 mol을 넣었을 때 가장 발광 특성이 좋

았다. 또한 BaCO3의 입도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BaSrSiO4:

Eu 형광체의 발광휘도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며, 표면

적의 증가 및 활성제인 Eu2O3와 반응이 더욱 활성화 되

어 5 µm 사이즈의 전처리 공정이 없었는 BaCO3를 이

용한 시료 보다 더 좋은 발광 효율을 보여주었다. 반면

에 BaCO3의 입도 사이즈가 커질수록 발광 휘도가 떨어

지는 원인이 되었다. 

고상공정에 의한 BaSrSiO4:Eu 형광체 합성에 있어서

발광휘도 및 BaCO3 분말의 크기 등을 고려했을 때 최

적의 BaCO3 입도 사이즈는 0.5 µm 였으며, 이는 현재

상용화 된 녹색 실리케이트 형광체 대비 약 75%의 효

율 특성을 보여주었다.

Fig. 5. Emission of spectrum of BaSrSiO4:Eu at (a) BaCO3 (b)

GrindingBaCo3, (c) BaCO3 NaCl rate 5:1 (d) BaCO3 NaCl rate 5:3,

and (e) BaCO3 NaCl rate 5:5.

Fig. 6. Main peak of BaSrSiO4:Eu phosphors obtained at (a) BaCO3,

and (b) GrindingBaCo3.

Table 2. Color coordinate and intensity data.

Lot X Y Y' Wp

Intematix 0.3333 0.5958 100.00 % 519

Sample-43 0.3314 0.5887 75.09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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