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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n2(1-x)MnxSiO4(0.07 × 0.15) green phosphor was prepared by solid state reaction. The first heating was at

900oC-1250oC in air for 3 hours and the second heating was at 900oC in N2/H2(95%/5%) for 2 hours. The size effect of SiO2

in forming Zn2SiO4 was investigated. The temperature for obtaining single phase Zn2SiO4 was lowered from 1100oC to 1000oC

by decreasing the SiO2 particle size from micro size to submicro size. The effect of the activators for the Photoluminescence

(PL) intensity of Zn2SiO4:Mn2+ was also investigated. The PL intensity properties of the phosphors were investigated under

vacuum ultraviolet excitation (147 nm). The emission spectrum peak was between 520 nm and 530 nm, which was involved

in green emission area. MnCl2·4H2O, the activator source, was more effective in providing high emission intensity than MnCO3.

The optimum conditions for the best optical properties of Zn2SiO4:Mn2+ were at x = 0.11 and 1100oC. In these conditions, the

phosphor particle shape was well dispersed spherical and its size was 2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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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장

의 등장,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본격화와 40인치 이상의

대형 TV의 수요의 증가 등으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

다. PDP는 높은 색순도, 빠른 응답 속도, 넓은 시야각

등의 장점으로 가격대비 고성능을 표방하며 경쟁력 있는

디스플레이 기기로 자리매김해왔으나, 본격화된 LED TV

도입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점인 빠른 반응속도가

3D TV의 문제점인 어지럼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보이며 다시 한 번 도약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1) 그러나 PDP TV 시장 내에서 기존 2D PDP TV

를 대체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발광 효율의

향상과 고화질화 등의 기술 발전과 저가격화 전략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형광체는 PDP 핵심기술의 한 분야인

형광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2,3)

PDP용 형광체로 널리 이용되는 Zn2SiO4:Mn2+는 Willemite

구조로 색좌표가 우수하여 다른 녹색형광체보다 표현할

수 있는 색 대역이 넓으며, 높은 색순도와 우수한 휘도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형광체의 구성

성분의 종류나 각 농도, 제조방법 등에 변화를 주는 것

으로 형광체 분말의 입자크기나 형상을 제어하여 보다

효율이 높은 형광체를 제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서브마이크로의 형광체를 제조하기위하여 출발물

질의 특성이 Zn2SiO4:Mn2+ 형광체 제조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았다. 먼저, 모체 재료중의 하나인 SiO2를 합

성 이전 단계에서 분쇄하여 서브마이크로 사이즈로 만

들어 출발물질의 크기가 형광체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았다. 또한 형광체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Zn2SiO4:Mn2+를 제조할 때 주로 활성제로 사용

되는 MnCO3가 아닌 MnCl2·4H2O를 활성제로 사용하여

활성제의 종류가 형광체의 휘도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 알아보았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Zinc oxide, Silicon oxide와 활성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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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Manganese carbonate, Manganese chloride hydrate

를 사용하였다. 각 원료의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우선 합성에 앞서 여러 종류의 SiO2분말을 만들기 위

하여 볼밀을 이용하여 24시간동안 분쇄하였다. 각 출발

물질을 Zn2(1−x)MnxSiO4(x = 0.095, 0.11, 0.125)의 화학조

성을 바탕으로 시료의 양을 정확히 측정한다. 측정된 시

료들을 ball-mill로 균일하게 혼합하고, 그 혼합물은 60oC

에서 6시간 가량 건조시켜 순수한 혼합분말을 얻었다. 혼

합분말을 알루미늄 도가니에 넣어 공기분위기의 전기로

내에서 900oC, 1000oC, 1100oC, 1200oC, 1250oC까지 승

온을 시킨 후 3시간동안 해당 온도에서 유지한 후 로냉

(爐冷)하였다. 그 후, N2/H2(95%/5%)분위기의 튜브로 내

에서 900oC에서 두 시간 동안 유지하는 2차 열처리를 거

쳐 Zn2SiO4:Mn2+ 형광체를 얻었다. 이 과정을 Fig. 1에

도식화 하여 나타내었다. 이렇게 얻어진 시료를 XRD,

SEM, PL intensity 분석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분쇄하지 않은 SiO2의 사진 Fig. 2(a)를 보면, 입자의

크기가 평균 1~3 µm로 비교적 조대하고 형상은 매우 불

규칙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a)를 24시간 ball mill

로 분쇄한 후의 입자의 사진은 Fig. 2(b)와 같다. 이 사

진을 보면 분쇄공정을 통해 입자가 200~500 nm로 상당

히 미세해진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Fig. 3(a)는 입자의 크기가 조대한 SiO2를 이용하여

900~1250oC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Zn2SiO4:Mn+2의 XRD

회절패턴이다. 1000oC에서 ZnO상과 SiO2의 상을 나타내

는 피크가 900oC에 비해 약해졌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Zn2SiO4이 일부 관찰 된다. 그리고 1100oC에서 비로소

ZnO상과 SiO2의 피크가 사라지고 Zn2SiO4상의 피크가 성

장하여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입자크기가 조

대한 SiO2를 사용할 경우에는 단일상의 Zn2SiO4를 얻기

위해 최소 1100oC 이상에서 열처리해야 함을 알 수 있

다. Fig. 3(b)는 입자크기가 미세한 SiO2를 이용하여 900~

1250oC의 온도에서 열처리한 Zn2SiO4:Mn+2의 XRD 회절

패턴이다. 900oC 이하의 온도에서는 2ZnO + SiO2 + MnCO3

반응이 완결되지 않아 ZnO상과 SiO2의 상이 존재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1000oC에서는 잔존하던 ZnO와 SiO2이 사

라지고 Zn2SiO4의 상을 나타내는 피크들이 관찰되었다. 또

한 온도가 높아질수록 Zn2SiO4상의 피크가 더 강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기존의 문헌에 의하면 Zn2SiO4:Mn2+

는 고상법으로 최소 1300oC에서 합성된다고 보고되었으

며, 한편으로는 1080oC에서 8시간의 열처리를 통해 단일

상이 형성되었다는 보고된 바가 있다.6-8) Fig. 3의 결과로

Table 1. Properties of start materials.

Reactant Supplier Purity (wt%) Particle size (µm)

ZnO Aldrich 99.99 < 0.5

SiO2 Junsei 98.00 < 1.0

MnCO3 Kanto 99.00 < 0.5

MnCl2·4H2O Daejung 98.00 < 0.5

Fig. 1. Synthesis process of Zn2SiO4:Mn2+ prepared by solid-state

reaction.

Fig. 2. (a) SEM image of SiO2 before grinding and (b) SEM image of SiO2 after gr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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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X-ray diffraction patterns obtained from Zn2SiO4:Mn
2+

 (0.11 mol% Mn) used micro-size SiO2 at different temperature and (b)

X-ray diffraction patterns obtained from Zn2SiO4:Mn
2+

 (0.11 mol% Mn) used submicro-size SiO2 at different temperature.

Fig. 4. SEM images of Zn2SiO4:Mn
2+

 powders obtained from Zn2SiO4:Mn
2+

 (0.11 mol% Mn) used non-grinded SiO2 at different

temperature: (a)1100
o
C, (b)1200

o
C, (c)1250

o
C, obtained from Zn2SiO4:Mn

2+
 (0.11 mol% Mn) used grinded SiO2 at different temperature:

(d)1100oC, (e)1200oC and (f)125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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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도 출발물질인 입자크기가 작은 SiO2로 제조

된 형광체는 보다 낮은 온도인 1100oC에서 단일상이 쉽

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출발물질의 입자크

기를 보다 미세하게 제어함으로써 비표면적이 커지기 때

문에 이에 따라 낮은 온도에서도 합성반응이 잘 일어나

기 때문이다.

Fig. 4는 단일상으로 얻어진 Zn2SiO4:Mn2+(0.11mol%

Mn)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SEM 사진 이다. (a), (b), (c)

는 각 입자크기가 조대한 SiO2로 제조된 분말의 이미지

로 전체적으로 형상이 균일 하지 않다. 단일상으로 얻어

진 최소 온도 1100oC에서는 평균입자크기가 1 µm 정도로

관찰된다. 또한 1200oC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매우 불균

일하고, 그 크기도 보다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1250oC의 경우에는 입자간의 네킹현상도 관찰되었다. 그

러나 입자크기가 미세한 SiO2로 제조된 Zn2SiO4:Mn2+는

1100oC에서 평균입자의 크기가 거의 200 nm 정도의 크기

로 입자가 조대한 SiO2로 제조된 분말에 비해 매우 작은

크기임을 볼 수 있다. 또한 1200oC에서도 여전히 1 µm이

하의 크기를 가졌으며, 이 이하의 온도에서는 비교적 균

일한 구형의 형상이 관찰 되었다. 1250oC에서는 입자의 크

기가 더욱 성장하였으며 (c)와 같이 약간의 네킹현상이 관

찰되었다. SEM 사진으로부터 SiO2의 종류에 관계없이 각

합성되어지는 형광체 분말의 크기는 모두 온도에 비례하

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온도를 기준으로 보면 입

자크기가 미세한 SiO2로 제조된 분말입자의 크기가 현저

하게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세한 크기의 SiO2

를 사용하여 Zn2SiO4:Mn2+ 형광체를 제조할 경우, 합성

온도를 약 100oC 이상 낮출 수 있으며, 서브마이크로 형

광체 분말을 제조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

900~1250oC의 열처리 조건에서 입가크기가 조대한 SiO2

로 제조된 시료는 1100oC에서, 입자크기가 미세한 SiO2로

제조된 시료는 1200oC에서 최고 PL값을 나타냈고, 이 두

PL값을 Fig. 5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의 모든 조건에서 피

크는 520-530 nm부근에 위치했다. 각 최고의 PL값을 비

교해보면 입자크기가 미세한 SiO2의 PL값이 현저하게 높

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Fig. 4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입자크기가 미세한 SiO2로 제조된 입자가 비교적 미세함

에도 불구하고 PL값이 높은 이유는 Fig. 3의 결과에 나

타나듯 Zn2SiO4:Mn2+ 분말의 결정도가 높기 때문이다.

Fig. 6(a)는 1차 열처리 온도와 휘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모두 1100oC에서 열처리되었다). 각 intensity

(%) 값은 실험으로 얻은 최고 PL intensity 값인 100으로

하여 환산하였다. 우선 MnCO3의 곡선을 보면 1100oC까

지 휘도가 증가하여 최고 휘도를 보이고 그 이상의 온

도에서 휘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MnCl2·4H2O의 곡

Fig. 6. (a) Relation between heat treatment temperature and PL intensity and (b) relation between Mn concentration and PL intensity.

Fig. 5. PL spectra of Zn2SiO4:Mn2+ powders(0.11 mol% Mn),

(λexci = 146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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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마찬가지로 1100oC에서 최고 휘도를 보이고, 1200oC

부터 급감하고 1250oC까지 작은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느 임계점 이후로 온도가 증가하면 휘도가 감

소하는 것은 고온에서 합성되어질 때 분말입자가 급성장하

여 표면적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환원을 위한 2차 열처

리의 효과를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각

MnCO3와 MnCl2·4H2O 활성제를 모두 도핑농도를 x =

0.11(Zn2(1−x)MnxSiO4)로 첨가하고, 1100oC에서 1차 열처리

하여 제조된 형광체일 때 최대 발광휘도를 보였다. Fig.

6(b)는 각 Mn의 첨가량과 PL (Photoluminescence) intensity

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MnCO3와 MnCl2·4H2O를

사용한 두 그래프의 곡선은 같은 경향을 보였다. Mn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점점 휘도가 상승하여 0.11 mol%일

때 최고 휘도를 보였다. 그리고 그 이상인 0.13 mol%에

서부터 휘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농도소

광현상(concentration quenching)으로 설명될 수 있다. 농

도소광은 일정량 이상의 활성제 농도가 첨가되면 이것이

모체의 양이온자리에 치환되지 못하고 계면 등의 부적절

한 위치에서 석출되어서 luminescent killer로 작용하여 발

광효율을 저하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첨가

한 활성제의 농도가 임의의 한계점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결정구조에 부분적 결함이 많이 생성되어 여기서 비발광

천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광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것

이라고 예측된다.9) 또한 같은 조건에서 MnCO3가 아닌

MnCl2·4H2O를 활성제로 사용한 시료의 발광휘도가 더 우

수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각 활성제

의 녹는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MnCO3는 반응 중 MnO

와 CO2로 분해되고 MnO가 반응에 참여하게 된다. 이

때, MnO의 녹는점이 1945oC이다. 이에 비해 MnCl2의

녹는점은 654oC로 매우 낮다. 따라서 MnCl2·4H2O 의

경우 합성 중 액체 상태로 반응에 참여하게 되고, 결과

적으로 액상의 MnCl2이 열역학적으로 불안전하므로 합

성반응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예측된다.

4. 결  론

ZnO, SiO2, MnCO3 분말을 출발원료로 여러 가지 입

자크기의 Zn2SiO4:Mn2+ 녹색 형광체를 고상법으로 제조

하여 XRD pattern, SEM 이미지, PL intensity 분석을

하였다. 마이크로사이즈의 서브마이크로사이즈 SiO2로 제

조된 Zn2SiO4는 1100oC에서, SiO2로 제조된 Zn2SiO4는

1000oC에서 단일상이 얻어져 미세한 SiO2를 사용함으로써

열처리 온도를 100oC 낮추는 효과를 얻었다. PL intensity

는 147 nm의 excitation으로부터 각 조건에서의 시료들은

520 - 530 nm의 녹색파장 영역에서 emission peak가 관찰

되었다. 또한 Zn2SiO4 : Mn2+를 제조할 때에 주로 사용되

는 MnCO3가 아닌 MnCl2·4H2O를 활성제로 이용하여 보

다 높은 PL intensity값을 얻었을 수 있었다. 이 실험에

서 얻은 최적의 광학특성은 Mn의 농도를 0.11 mol%로 첨

가하고, 1차 열처리 온도가 1100oC인 조건에서 나타났으

며, 이 때 형광체 입자의 크기는 200 nm로 매우 미세한

크기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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