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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synthesized bluish-green, highly-efficient BaSi2O2N2:Eu2+ and (Ba,Sr)Si2O2N2:Eu2+ phosphors through a

conventional solid state reaction method using metal carbonate, Si3N4, and Eu2O3 as raw materials. The X-ray diffraction (XRD)

pattern of these phosphors revealed that a BaSi2O2N2 single phase was obtained. The excitation and emission spectra showed

typical broadband excitation and emission resulting from the 5d to 4f transition of Eu2+. These phosphors absorb blue light at

around 450 nm and emit bluish-green luminescence, with a peak wavelength at around 495 nm. From the results of an

experiment involving Eu concentration quenching, the relative PL intensity was reduced dramatically for Eu = 0.033. A small

substitution of Sr in place of Ba increased the relative emission intensity of the phosphor. We prepared several white LEDs

through a combination of BaSi2O2N2:Eu2+, YAG:Ce3+, and silicone resin with a blue InGaN-based LED. In the case of only

the YAG:Ce3+-converted LED, the color rendering index was 73.4 and the efficiency was 127 lm/W. In contrast, in the

YAG:Ce3+ and BaSi2O2N2:Eu2+-converted LED, two distinct emission bands from InGaN (450 nm) and the two phosphors (475-

750 nm) are observed, and combine to give a spectrum that appears white to the naked eye. The range of the color rendering

index and the efficiency were 79.7-81.2 and 117-128 lm/W, respectively. The increased values of the color rendering index

indicate that the two phosphor-converted LEDs have improved bluish-green emission compared to the YAG:Ce-converted LED.

As such, the BaSi2O2N2:Eu2+ phosphor is applicable to white high-rendered LEDs for solid state lighting.

Key words oxynitride phosphor, BaSi2O2N2,:Eu2+, rendering index, white LED.

1. 서  론

LED 산업은 현재 LCD TV와 함께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LED를 이용하는 조명은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지

속 성장 분야 중에 하나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백열

전구와 형광등은 점차 LED 조명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자

동차 산업을 비롯하여 농어업 등의 빛이 필요한 모든 분

야에 LED 빛을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LED는 기존 전구에 비해 사용전력과 사용시간에서 대

해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반

도체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적색, 오렌지색, 황색, 녹색, 청

색 등 다양한 파장의 빛을 내는 다이오드가 제조되고 있

다.1) 일반 조명에 이용하기 위하여 청색 LED는 효율 향

상을 기본으로 끊임없이 연구되어 발전하였다.2-5) 백색

LED의 제조방법에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청색, 녹색 및 적색 LED를 사용해서 세가지

색의 빛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는 고연색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근자외선 LED

를 사용하고 청색, 녹색, 황색 혹은 적색 형광체 형광체

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방법이 있으며,6,7) 세 번째로는 일

반적으로 현재 대부분의 백색 LED를 만드는 방법으로 청

색 LED에 황색 형광체를 도포하여 제작하는 기술이 있

다.8,9) 이러한 종래의 기술 중, 적색, 청색 및 녹색 발광

다이오드 칩을 각각 사용한 백색 발광 소자는 동작 전압

이 불균일하고, 주변 온도에 따라 각각의 칩의 출력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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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색 좌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색을 균일하게

혼합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백색광을 얻기가 어렵다. 또

한, 각각의 칩 또는 발광 다이오드에 관한 전기적 특성

들을 고려한 별도의 동작 회로가 필요하고, 이를 제어해

야 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이 복잡할 뿐 아니라 고휘도 백

색광을 구현하기에는 소비전력의 측면에서 장점이 없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생산업체들은 현재 청색 발

광 다이오드 칩에 황색 발광 특성을 갖는 형광체를 도

포함으로써 백색 발광 소자를 제조하고 있다. 이러한 방

법은 상기 적색, 청색 및 녹색 발광 다이오드 칩을 각각

이용하는 방법보다 공정이 단순하여 경제적인 장점이 있

고, 형광체의 발광되는 빛을 이용하여 가변혼색이 가능

하기 때문에 색 좌표를 맞추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가

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써 460 nm 영역에서 청색으로 발

광하는 LED칩과 황색으로 발광하는 YAG:Ce3+ (Yttrium

Aluminum Garnet) 형광체를 이용하여 백색광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YAG계의 발광 형광체는 발광 파장의 특

성상 청록색과 적색 영역의 발광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

높은 연색성을 갖는 조명이나 색표현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과 적색이 필요한 LCD 후면 광원으로 적용하는데 문

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적색형광

체는 제조가 용이하지 않고 황색형광체에 비해 상대적으

로 발광세기가 약해 연색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효율의 감

소를 감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백색 LED의 연색성을 향상시키고자 적

색 영역의 형광체를 추가하지 않고, 대신에 청록색 영역

의 형광체를 추가하여 기존보다 높은 연색성을 구현 가

능한지를 시험하였다. 사용한 청록색 형광체는 산질화물

형광체로써 BaSi2O2N2:Eu2+ 이며, 이 형광체를 합성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색 LED를 사용하고 청

록색 형광체와 황색 형광체(YAG)를 이용하여 백색 LED

를 제작하고 일반적인 백색 LED와 효율 및 연색성의 특

성을 비교하였다.

2. 실험 방법

2.1 형광체의 합성

청록색 BaSi2O2N2:Eu2+ 형광체를 합성하기 위하여 고순

도사의 BaCO3, SrCO3, Si3N4, Eu2O3을 사용하였다. 시료

를 원하는 조성으로 칭량한 다음, 마노유발을 이용하여 아

세톤과 함께 습식으로 30분간 혼합하였다. 남아있는 아세

톤과 수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100oC 오븐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형광체는 3가의 유로퓸 이온을 2가로 환

원하기 위하여 25%의 수소/질소 혼합가스 분위기하에서

합성하였으며, 합성시 온도는 1300~1400oC, 반응시간을

1~3시간 동안 유지하였다. 이때 가스의 유량은 300 cc/min

으로 유지하였다.

시료의 결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Rikaku사의 DMAX-

33 X-선 회절 분석기로 측정하였으며, 형광체의 발광특성

은 빛 발광(PL) 및 여기 스펙트럼을 제논 방전램프(xenon

flash lamp)를 내장한 Perkin Elmer LS 50 spectrometer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2 백색 LED의 제조

1W의 청색 InGaN 칩이 중심에 부착된 금속 패키지를 이

용하여 백색 LED를 제조하였다. 합성된 BaSi2O2N2:Eu2+ 형

광체와 YAG:Ce3+ 형광체를 일정한 비율로 칭량하여 실리

콘 수지에 혼입하고, 탈포과정을 거쳐서 형광체 혼합액을

제조한 후, 형광체 혼합액을 칩 위에 마이크로 피펫을 이

용하여 일정량 도포한 후에 200도에서 1시간 유지시켜 실

리콘 수지를 경화시켰다. 제조된 백색 LED의 광 특성은

SLMS LED 1060 SPECTRAL LIGHT MEASUERMENT

SYSYTEM을 이용하여 4 V, 100 mA에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일반적인 고상법으로 Eu2+를 활성제로하고 BaSi2O2N2를

Fig. 1. (a) Emission and excitation spectra of Ba1−xSi2O2N2:Eu2+

x and (b) relative PL emission intensity of the phosphor as a function of

Eu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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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체로 하는 청록색 BaSi2O2N2:Eu2+ 형광체를 합성하였

다. Fig. 1에서와 같이 합성된 BaSi2O2N2:Eu2+ 형광체는

450 nm 파장의 빛을 조사하였을 때, 495 nm의 중심파장

을 갖는 비교적 반치폭이 좁은 발광 피크가 존재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Eu의 첨가량에 따른 상대적 발광세기를

비교하여 보면, 활성제로 사용된 Eu의 양이 0.03 mol%가

Ba2+와 치환되었을 때, 발광세기를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0.03 mol% 이상이 치환되었을 때는 농도 소광 현상으로

인하여 발광세기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이것은 Eu의 양

이 증가할수록 Eu 이온과 Eu 이온 간의 거리가 가까워

짐으로써 이들 Eu 이온이 비발광 중심 또는 킬러로 작

용한다고 생각된다.10,11)

BaSi2O2N2:Eu2+ 형광체의 발광세기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Sr 이온을 첨가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2와 같이 Sr

이온의 양이 0.003 mol% 첨가하였을 경우에는 첨가하지 않

을 때보다 그 발광세기가 증가하였다. Sr 이온이 0.015

mol% 첨가될 때까지는 첨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높은 발

광 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Sr 이온이 소량 첨가

됨으로써 플럭스 효과를 나타내어 형광체의 결정성 향상

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Fig. 3의 XRD 패턴

에서와 같이 Sr 이온의 첨가량이 증가하여도 패턴의 변화

는 없었다. Sr 이온이 0.03 mol%가 첨가되는 경우에는

Fig. 2. (a) Emission spectra of Ba0.97−xSrxSi2O2N2:Eu2+

0.03 and (b)

relative PL emission intensity of the phosphor as a function of Eu

contents.

Fig. 3. XRD patterns of Ba0.97−xSrxSi2O2N2:Eu2+

0.03

 powders at

various Sr concentrations.

Fig. 4. SEM photographs of (a) BaSi2O2N2:Eu2+ and (b) (BaSr)

Si2O2N2 : Eu2+ phosp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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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2O2N2:Eu2+ 형광체의 XRD 패턴에서 2θ~25도와 31도

의 피크 강도가 역전됨과 동시에 발광세기가 감소하는 결

과를 나타내었다.

Fig. 4는 합성한 BaSi2O2N2:Eu2+ 형광체의 SEM 사진이

다. 합성된 형광체의 입자는 약 10 µm 정도의 크기를 가

진다. 형광체 입자들간의 응집현상 없고, 균일한 입도분

포를 가지고 있어 LED 형광체로 이용하기에 유리하다.

합성한 청록색 BaSi2O2N2:Eu2+ 형광체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YAG:Ce3+ 형광체를 이용하여 백색 LED를

제작하였다. 이들 두 개의 형광체 조합을 통하여 연색성

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Table 1에는 백색 LED 제작에

사용된 실리콘 수지와 BaSi2O2N2:Eu2+, YAG:Ce3+ 형광체

의 혼합 비율을 나타내었다. YAG:Ce3+ 형광체의 비율을

고정하고 BaSi2O2N2:Eu2+ 형광체 양의 변화에 따른 백색

LED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Fig. 5는 Table 1의 조성으로 제작된 백색 LED의 발

광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YAG:Ce3+ 형광체를 표준

으로 사용했을 때(Reference)와 비하여 청록색 영역이 크

게 보강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YAG:Ce3+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LED제작에서는 적색 영역의 보완을 통하여

연색성을 향상시키고 있다.12,13) 본 연구에서는 합성된

BaSi2O2N2:Eu2+ 형광체를 이용하여 YAG:Ce3+ 형광체의 또

다른 취약 파장대인 480~510 nm 영역을 보완해 줌으로써

적색을 혼합하지 않더라도 기존보다 높은 연색 지수를 얻

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2에는 BaSi2O2N2:Eu2+ 형광체와 YAG:Ce3+ 형광

체의 조합을 통해 얻어진 백색 LED의 광 특성이 정리

되어 있다. 두 가지의 형광체를 사용하여 색온도가 6000~

7500 K 의 백색 LED를 제조할 수 있었다. 제조된 백색

LED는 BaSi2O2N2:Eu2+ 형광체를 도포하지 않은 경우의

연색 지수가 73.4 인 것에 비교하여 연색 지수가 79.7~

81.2 으로 비교적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형광체를 도포할 경우에 형광체 사용량이 증가함으

로써 빛의 산란과 가로막힘에 의하여 전체 효율이 떨어

지게 된다.13) 하지만 BaSi2O2N2:Eu2+ 형광체를 추가하여

YAG:Ce3+ 형광체와 함께 도포하여도 그 효율이 많이 감

소하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효율이 117~ 128 lm/W 로서

YAG:Ce3+ 형광체 단독으로 도포할 경우의 127 lm/W와 비

교하여도 효율면에서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또한, 두 가

지 혼합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LED의 색온도가 높은 만

큼 동일한 색온도를 구현한다면, 효율은 거의 동일하게 얻

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두 가지 형광체를 혼합

하여 사용한 형광체의 사용량은 YAG:Ce3+ 형광체를 단

독으로 사용한 량과 비교하여 비슷하기 때문에 효율에 영

향을 적게 미쳤다고 여겨진다. 기존의 적색 영역을 보완

하는 연색성을 향상한 백색 LED의 경우는 적색 형광체

의 효율이 YAG:Ce3+ 형광체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백색

LED를 제작할 경우 연색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청록색이나 적색이 보강된
Fig. 5. Emission spectra of white LEDs combined the blue LED

with the mixed phosphors in Table 1.

Table 1. Ratio of Silicone resin, BaSi2O2N2:Eu2+ and YAG:Ce3+

phosphor.

Polymer and Phosphor (wt%)

Silicone BaSi2O2N2:Eu2+ YAG:Ce3+

Referenc 94.3 5.7

A 94.8 1.7 3.5

B 94.7 1.8 3.5

C 94.6 1.9 3.5

D 94.5 2 3.5

E 94.4 2.1 3.5

F 94.3 2.2 3.5

G 94.2 2.3 3.5

Table 2. The optical properties of white LEDs under a 100 mA

drive current.

LED Property

CCT (K) CRI (Ra) Efficiency (Im/W)

Reference 5852 73.4 127

A 6410 80.1 126

B 6193 79.7 128

C 6235 80.1 119

D 7437 81.2 117

E 6788 80.8 121

F 6471 80.6 127

G 6230 80.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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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색성이 향상된 백색 LED는 응용성이 다를 수는 있다

고 여겨지지만, BaSi2O2N2:Eu2+ 형광체와의 조합을 통한

백색 LED는 연색성의 향상과 함께 효율도 유지할 수 있

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서 백색 LED 로써 사용이 충분

히 가능하다.

4. 결  론

일반적인 고상법을 통하여 고효율의 청록색 BaSi2O2N2:

Eu2+ 형광체를 합성할 수 있었다. BaSi2O2N2:Eu2+ 형광체

는 450 nm 파장의 빛을 조사하였을 때, 495 nm의 중심

파장을 갖는 비교적 반치폭이 좁은 발광을 보였다. Eu

이온을 0.03 mol%가 Ba 이온으로 치환되었을 때, 발광세

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Sr 이온을 0.003 mol% 치환

하였을 경우에도 첨가하지 않을 때보다 그 발광세기가 증

가하였다. 합성된 BaSi2O2N2:Eu2+ 형광체를 YAG:Ce3+ 형

광체와 함께 실리콘 수지에 혼입하여 백색 LED를 제조

하였고 색온도 6471 K에서 연색지수가 80.6, 효율이 127

lm/W를 가지는 백색 LED를 제조할 수 있었다. 이 형광

체는 앞으로 황색 형광체와 동시에 사용하여 연색성이 향

상된 백색 LED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많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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