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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green phosphor is synthesized by reducing LiAlO2 : xEu
3+

 phosphors in a low pressure H2 atmosphere. The LiAlO2 : xEu
3+

prepared by a solid state reaction method is reported as red phosphor. The effect of the reduction treatment on the LiAlO2 : xEu
3+

 on
the crystalline phase change and photoluminescence (PL) property are characterized. The reduced phosphor had a broad green light
spectrum centered at 524 nm. The PL intensity of the reduced phosphor increased to a maximum at the reduction temperature of
1100

o
C. The PL intensity decreased with a further increase in the reduction temperature. The crystalline phase constituting the reduced

phosphor varied with the temperature. A new crystalline phase Li2Al4O7 was observed at 1100
o
C. The origin of the green-light

emission i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crystalline phas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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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LED 칩의 발광효율 및 형광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

로 LED는 다양한 전자디스플레이소자의 부품으로 사용

이 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이들 소자의 산업적 적용은 앞으로도 빠르게 진행될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들 소자의 성능향상과 수명연장

을 위해서는 우수한 발광효율 및 연색성을 갖는 형광체

조성과 제조 공정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기존 형광체 및

새로운 형광체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재료

는 주로 희토류 이온들이다. 특히, Eu 이온은 다양한 세

라믹스 기지상에 첨가되어 우수한 형광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1,2)

 물론, 이러한 희토류 금속이온에 의한 형광 특성

은 모체 (기지재료, 세라믹 재료)의 종류에 따라 크게 영

향을 받는다. 

한편, 형광체의 일반적인 제조방법은 고상합성법
3,4)

, 졸-

겔법
5,6)

, 열수방법
7)

 및 연소합성법
8,9)

 등으로 다양하게 적

용되고 있다. 이들 중 고상합성법이 가장 간단하며 손쉽

게 형광물질을 합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합성하는 과정에서 합성온도, 그리고 합성 후 이루어지는

환원 열처리
10)
와 온도 등의 여러 변수들이 형광체의 물

성을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색형광체인 Eu 이온이 첨가된 LiAlO2

(LiAlO2:Eu
3+

)을 이용하여 고상합성법으로 합성하고 새로

운 열처리공정을 도입하여 새로운 녹색 형광체를 제조하

였다. 그리고 형광체의 결정상 변화, 발광특성 변화, 및

발광기구 등을 고찰하였다. 기존에 Li2O-Al2O3계를 이용한

형광체는 거의 보고된 바가 없으며, 이제까지 알려진 것으

로는 LiAlO2에 Eu 또는 Fe를 첨가한 적색형광체가 보고되

어있다.
6,8)

 LiAlO2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형광체이나 열적

으로 안정한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어 형광체 및 고체 레이

저 모체로서 적합한 물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11,12)

본 연구에서는 진공 환원분위기 열처리를 통해 새로운 녹

색형광체를 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에 보고

된 형광체 조성인 LiAlO2 : Eu
3+
에 진공환원분위기라는 새

로운 공정을 도입함으로써 Li-Al-O : Eu계에서 새로운 형

광체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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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Eu 이온이 첨가된 LiAlO2 형광체는 2단계

를 거쳐 제조하였다. 최종 형광체 조성물은 LiAlO2 : xEu

로 나타내어진다. 첫 단계로, 출발원료를 Li2CO3, Al2O3

(AKP-50, Sumitomo) 및 Eu2O3 (99.9% STREM Co.)로

하여 Eu/Li의 몰비(x)가 0.01, 0.1, 0.2, 0.5가 되도록 원료

분말의 조성을 맞추었고, 일반적인 고상합성법으로 합성

하였다. 각각의 조성에 따라 칭량된 분말들은 알코올을

용매로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혼합하였다. 이후 건조하고,

고순도의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어 850
o
C까지 10

o
C/min의

속도로 승온시켜 공기 중의 분위기에서 5시간 동안 열처

리하였다. 이후 분쇄하고 1100
o
C에서 5시간 동안 다시 한

번 열처리함으로써 1단계의 적색형광체를 얻었다. 

이렇게 얻어진 Eu 이온이 첨가된 LiAlO2 형광체 분말

을 가지고 다시 2단계 열처리공정을 실시하였다. 알루미

나 도가니에 넣어 흑연 발열체의 소결로에서 진공 환원

분위기 처리를 하였다. 환원 분위기는 진공소결로의 내부

를 0.01 torr까지 진공으로 만들고, 이후 고순도 수소

(99.999%)를 흘려 챔버의 내부압력을 1 torr로 유지하면서

1000
o
C, 1100

o
C, 그리고 1200

o
C의 온도에서 각각 5시간

동안 열처리를 실시하여 최종형광체를 제조하였다.

각각의 단계에서 얻어진 분말들은 XRD로 상분석을 행

하였으며, UV-VIS Fluorescence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PL (Photoluminescence) 특성을 측정하였다. 아울러, 합성

된 분말들의 미세조직을 주사전자현미경 (SEM) 및 EDX

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LiAlO2에 Eu 이온 (Eu/Li = 0.1)을 첨가하여

일반적인 고상합성법으로 1100
o
C에서 합성하여 얻은 형

광체 분말의 여기-발광 스펙트럼이다. 여기 스펙트럼 (a)

에서 200 ~ 500 nm에 걸친 광범위한 파장영역에서 흡수가

일어나고 있으며, 최대 여기파장은 283 nm인 것을 알 수

있다. 최대 여기파장인 283 nm를 조사하여 얻은 발광스

펙트럼 (b)로부터 590 ~ 620 nm의 좁은 영역에서 발광 파

장이 관찰되며, 주 발광피크는 614 nm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Eu 이온이 첨가된 LiAlO2 형광체는 전형적인 적색 형

광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Eu
+3

 이온이 첨가된 LiAlO2 형

광체는 이미 적색 형광체로 보고된 바 있다.
6)

 그런데 일

반적인 고상합성법으로는 형광체 합성이 불가능하였고,

졸-겔법이나 연소법을 통한 합성으로 제조된 형광체에서

만 적색발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6,8)

 연소법에

의한 합성에서는 합성한 이후에 열처리하면 형광특성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하였다.
8) 
이렇게 일반적인 고상합성법

으로 제조된 LiAlO2으로부터 적색발광 형광체를 얻을 수

없는 이유로는 첨가되는 Eu
+3

 이온의 크기가 모체인 Li
+1

및 Al
+3

 이온의 크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커서

일반적인 고상합성법으로는 치환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

문으로 알려져 있다.
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보고와

는 달리 고상반응법에 의해서도 우수한 적색 발광 특성

을 얻을 수 있었다.

Fig. 2(a)는 LiAlO2의 결정구조 (SG P41212, a = b =

5.16Å, c = 6.26Å)를 보여준다. 두 양이온 (Li
+1

, Al
+3

)

은 모두 사면체 배위를 형성한다. Li
+1 
와

 
Al

+3
 이온이 형

성한 4면체 배위의 체적 (tetrahedron volume)은 각각 3.8Å
3

과 2.77Å
3
이다. 이들 사면체 배위 자리에 있는 Li

+1

(0.73Å) 및 Al
+3

(0.53Å) 이온들의 크기는 Eu
3+

 이온 (1.08

Å)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Eu
3+

 이온은 이 사면체 배위자

리에 치환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이 단위정의

중심 (1/2, 1/2, 1/2)에 존재하는 양이온이 채워져 있지 않

은 6배위 자리의 체적 (팔면체 부피 = 12.9Å
3
)은 매우

크기 때문에 (Fig. 2(b)), Eu
3+

 이온이 이 자리 (1/2, 1/2, 1/

2)를 침입형으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1. PL spectrum of Eu-doped γ-LiAlO2 (Eu/Li = 0.1). The

samples were annealed at 1100
o
C in air for 5 h: (a) the

excitation spectrum measured while observing the

emission line at 614 nm and (b) the emission spectrum

measured under the 283 nm excitation.

Fig. 2. Crystal structure of (a) the γ-LiAlO2 and (b) octahedral

interstitia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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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에서 LiAlO2:Eu
3+

 형광체가 보여주는 적색 형광

특성은 Eu
+3

 이온에 의해 나타나는 전형적인 f-f 천이

(transition) 및 charge transfer state (CTS)임을 알 수

있다. 발광스펙트럼 (b)에서 주피크인 614 nm는 
5
D0 →

7
F2 전이 (electric dipole transition)에 의해, 그리고 595

nm에서 관찰되는 작은 피크는 
5
D0→

7
F1 전이 (magnetic

dipole transition)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LiAlO2: Eu
3+

 형광체를 공기 중에서 합성할 때 원료로 사

용한 Eu2O3 중에서 일부 Eu 이온은 LiAlO2 결정격자 내

에 고용 되어 존재하고, 나머지는 고용이 안 되어 Eu2O3

로 남아 있게된다. 따라서 Fig. 1에서 적색 발광은 고용

된 Eu
3+

 이온과 고용이 되지 않고 남아 있는 Eu2O3로부

터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Eu
+3

 이온이 Eu
+2

 이온으로 환원되는 경우 5d-4f

전이에 의해 발광 천이가 나타나는데, 이때 5d 에너지 레

벨이 모체의 결정장 (crystal field)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

문에 녹색에서 파란색에 이르는 광범위한 발광특성이 나

타난다. 본 연구에서도 Eu
+3

 이온을 환원시켜 새로운 형

광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수소에 의한 환원 및 진공분위

기를 이용하여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Fig. 3은 LiAlO2에서 Eu/Li의 몰비를 0.01, 0.1, 0.2 그

리고 0.5로 변화시킨 조성을 1100
o
C에서 1단계 가소성하

여 적색형광체를 만들고, 이를 또다시 1100
o
C에서 1 torr

의 수소 환원 분위기에서 5시간 열처리 (2단계 환원 분위

기처리)하여 얻은 형광체 분말의 여기-발광 스펙트럼이다.

여기 스펙트럼 (Fig 3(a))에서는 250 ~ 480 nm의 넓은 영

역에서 완만한 형태의 흡수 파장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

때 최대 흡수피크는 396 nm인 것을 알 수 있다. (b)는 발

광스펙트럼으로 524 nm에서 가장 큰 피크 값을 보이며,

460 ~ 650 nm 영역의 넓은 곡선으로 관찰되고 있어 전형

적인 녹색형광체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Fig. 1에서 관

찰되던 적색 형광체 LiAlO2가 1 torr 압력의 수소 환원분

위기 열처리에 의해 여기 및 발광스펙트럼이 녹색 형광

체로 변화하였다. 한편, Eu/Li의 몰비에 따라 발광 강도값

이 변화하고 있는데, Eu 이온의 첨가량이 증가 (Eu/Li =

0.2) 할수록 강도값이 증가하다가 이후로 감소하고 있다. 

LiAlO2에 첨가된 Eu 이온은 환원분위기 처리에 의해

524 nm에서 최대 발광 강도값을 보이는 녹색 형광체로 변

화하였다. Fig. 4는 수소 환원 분위기 처리를 통해 얻어

진 LiAlO2 형광체를 254 nm 및 365 nm (사진 오른쪽 아

래)의 여기파장으로 조사하여 눈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Fig. 4의 왼쪽 아래는 동일 시편들을 자연광 아래서 얻은

사진이다. 1100
o
C에서 1단계 열처리한 LiAlO2 (LA : Eu/

Li = 0.1)는 적색 형광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수소

환원분위기 처리에 의해 녹색형광체로 변화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의 여기-발광 스펙트럼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LiAlO2는 적색 형광특성을 보일 때는 365 nm에

서는 거의 발광을 하지 못하다가 (오른쪽 사진의 흰색 화

살표 표시) 254 nm에서 밝은 적색 형광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원 열처리에 의해 녹색 형광체로

변화한 경우에는 Fig. 3의 여기-발광 스펙트럼에서 예측

할 수 있듯이 254 nm 및 365 nm에서 모두 Eu/Li =

0.01(RX0)과 Eu/Li = 0.1(RX1)의 조성보다는 Eu/Li =

0.2(RX2)에서 가장 밝은 발광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Eu 이온의 첨가량이 증가하면 (Eu/Li =

0.5(RX5)) 오히려 발광강도가 감소하는 것 (Fig. 3의 결과

와 일치)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형광체에서 발광 센터

(activator) 이온의 농도가 일정값 이상으로 증가하면 발광

강도가 감소하는 전형적인 concentration quenching 현상으

로 이해된다. Fig. 5는 수소 환원 열처리 온도가 발광강

도값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Eu/Li =0.1 조성의

Fig. 3. PL spectrum of Eu-doped γ-LiAlO2 (Eu/Li = 0.01, 0.1,

0.2, 0.5). The samples were annealed at 1100
o
C in air

for 5 h and then reduced under vacuum with 1 torr H2

at 1100
o
C for 5 h : (a) the excitation spectrum

measured while observing the emission line at 524 nm and

(b) the emission spectrum measured under the 396 nm

ex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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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lO2 형광체 분말을 선택하여 1000, 1100, 그리고

1200
o
C에서 5시간 환원 열처리하여 얻은 형광체의 발광

강도값의 변화이다. 1100
o
C에서 열처리한 경우가 가장 우

수한 발광 강도값을 보이고 있어 환원 열처리 온도에 따

라 발광강도값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소 환원열처리에 의한 상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서 LiAlO2 : 0.1Eu 형광체에 대해 환원 열처리 전후의

XRD 분석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a)는 Eu 이

온을 첨가하지 않은 모체 LiAlO2 만을 합성하여 관찰한

결과이며, (b)는 Eu 이온을 첨가하여 1100
o
C에서 5시간

고상합성법으로 반응시켜 얻은 적색 형광체 LiAlO2:

0.1Eu
3+
의 결과이다. Fig. 6의 (c) ~ (e)는 (b)의 적색 형광

체를 다시 1000
o
C, 1100

o
C, 그리고 1200

o
C에서 각각 수소

를 흘리며 1 torr의 분위기에서 5시간 환원 열처리하여 녹

색형광체로 변화시킨 이후의 결과들이다.

우선, Fig. 6 (a)로부터 1100
o
C 공기 중에서 합성한

LiAlO2는 정방정 (tetragonal)의 γ-LiAlO2상 (JCPDS 75-

0905, 정삼각형 ▲으로 표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Eu2O3를 첨가하여 공기 중에서 재합성한 LiAlO2 : 0.1Eu
3+

(b)

는 입방정 Eu2O3 (JCPDS 86-2476, 정사각형 ■으로 표시)와

정방정의 γ-LiAlO2상이 동시에 관찰되고 있다. 이는 첨가

된 Eu2O3가 완전히 고용되지 않고 일부 Eu2O3로 남아있

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Fig. 6(c)는 Fig 6(b)의 적색 형광체를 1000
o
C에서

1 torr의 진공에서 수소를 흘리며 환원시킨 경우로 환원

전에는 관찰되지 않던 새로운 피크들이 관찰된다. 온도를

증가시켜 열처리 온도를 1100
o
C로 한 경우 (Fig. 6(d))에

는 새로운 피크의 강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 새로

운 상은 소량의 단사정 (monoclinic) Eu2O3 (화살표로 표

시)과 Li2Al4O7 (JCPDS 87-1279, *로 표시)상으로 확인되었

다. 즉, 초기의 적색 형광체의 모체였던 γ-LiAlO2상은

1100
o
C에서의 환원 열처리에 의해 거의 사라지고, 새롭게

합성된 Li2Al4O7가 주된 상으로 관찰되고 있다. 1200
o
C로

환원 열처리 온도를 더욱 증가시키는 경우 (Fig 6(e))에는

1100
o
C에서 주된 상이었던 Li2Al4O7상은 사라지고 β-Al2O3

(β로 표시)상이 주된 상 (phase)으로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 Photographs of Eu doped γ-LiAlO2 samples under 254

(upper part) and 365 nm (inset on the lower right) UV

light. Inset on the left shows a photograp 22 h of the

same samples under natural light. LA indicates Eu-

doped γ-LiAlO2 (Eu/Li = 0.1) annealed at 1100
o
C in

air for 5 h and RX0 ~ RX5 indicates reduced samples

(Eu/Li = 0.01, 0.1, 0.2, 0.5) under vacuum with 1 torr

H2 at 1100
o
C for 5 h.

Fig. 5. Relative PL intensity of Eu-doped γ-LiAlO2 (Eu/Li =

0.1) according to reduction temperatures under

vacuum with 1 torr H2 for 5 h.

Fig. 6. XRD patterns of (a) γ-LiAlO2 (Eu/Li = 0.1) and (b) Eu-

doped γ-LiAlO2 (Eu/Li = 0.1) samples annealed at

1100
o
C in air for 5 h. (c) ~ (e) prepared by reduction of

(b) sample under vacuum with 1 torr H2 at 1000, 1100,

and 1200
o
C for 5 h, respectively (▲ : γ-LiAlO2 , ■ :

cubic Eu2O3,  : monoclinic Eu2O3, * :Li2Al4O7, β :

β- Al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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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와 Fig. 6의 결과로부터 진공의 수소 환원열처리

에 의해 Li-Al-O계에서의 녹색 형광 특성과 발광강도값

은 환원열처리에 의해 생성되는 Li2Al4O7상의 생성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진공의 환원열처

리에 의해 초기의 주상인 γ-LiAlO2상이 1000
o
C에서 사라

지고 새로운 Li2Al4O7상이 관찰되면서 녹색 형광특성을

보이게 되며, 새로이 합성된 Li2Al4O7상이 주된 상으로 관

찰되는 1100
o
C에서 녹색의 최대 발광강도값을 보인다. 이

후 1200
o
C에서의 환원열처리에 의해 Li2Al4O7상의 피크

값이 약해지면 발광강도값이 감소하고 있다. Li2Al4O7상

은 Li2O-Al2O3계에서 관찰되는 상 (phase)중의 하나로 알

려져 있다.
9)

 지금까지는 이 화합물에서는 Eu 이온의 첨

가에 의한 녹색 형광특성이 보고된 바는 없다. Eu2O3가

첨가된 γ-LiAlO2에서 수소를 이용한 진공 환원열처리에

의해 Li2Al4O7상이 형성되고, Li2Al4O7상에 의해 녹색 형

광체 특성과 발광강도 값이 변화하고 있다. γ-LiAlO2 : Eu

계 형광체에서 환원 열처리에 의해 γ-LiAlO2상이 Li2Al4O7

으로 변화하고, 열처리 온도가 증가하면서 다시 β-Al2O3

상으로 변화하는 상변화 현상은 Li 원소의 증발에 기인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1 torr의 진공 환원분위기에서

Li 이온의 증발로 Li 이온 성분이 결핍된 상으로의 변화

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Fig. 7(a)는 Li2Al4O7의 결정구조(SG Fd-3m, a = b =

7.91Å)
13)
를 보여준다. 결정구조학적으로 이 조성은

(Li0.25Al0.75)2(Li0.75Al1.25)2O7으로 나타낼 수 있다. (Li0.25

Al0.75)2와 (Li0.75Al1.25)2(A)를 각각 A, B 자리로 한다면 A

자리는 4면체 산소배위를 하고, B자리는 8면체 산소배위

를 한다. 4면체 및 8면체 산소배위에서 배위다면체의 체

적 및 양이온 (A/B)-O
2−

 결합거리는 각각 2.90Å
3
/9.29Å

3
,

1.78Å/1.94Å이다. 배위다면체의 체적 (volume) 및 결합

거리로 볼 때 Eu
2+

 이온은 8면체 배위자리에 치환될 가

능성이 크다. Fig. 2(b)는 Li2Al4O7의 결정구조 내에 8면체

격자간 자리 (1/8 1/8 1/8)의 위치와 가상적 배위를 나타

낸다. 이 8면체 배위 다면체의 체적은 10.9Å
3
, 다면체 중

심에서 O
2− 
이온 중심까지의 거리는 2.0Å으로서 이 비

워진 격자간 자리도 Eu 이온의 부분적으로 차지할 가능

성이 있다. 

Li2Al4O7는 스피넬구조에서 파생된 결정구조로, Fig. 7(a)

에 나타낸바와 같이 산소자리의 점유율 (occupancy)이

0.875로, 산소이온이 부분적으로 채워진 defective 구조이

다. 따라서 형광체 내에 Eu 이온이 치환되는 과정에서 필

요한 charge balance나 또는 고온에서 환원처리하는 과정

에서 Eu
3+
가 Eu

2
+로 환원될 때 필요한 charge balance는

산소자리의 occupancy가 변화됨으로써 쉽게 만족시켜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Fig. 6의 XRD 데이터를 통해 수소 환원열처리에

의해 녹색형광 특성을 보이는 시편에서도 여전히 단사정

의 Eu2O3상이 관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Eu2O3는 적색

형광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Eu2O3상은 진공 (~ 10 torr)의

수소 환원열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Eu2O3 자체의 발광

(적색) 특성은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14)

따라서 Fig. 6의 XRD에서 관찰되는 Eu2O3상은, 일부는

팔면체 격자공간에 침입하고 나머지 Li-Al-O계에 포함되

지는 못한 것으로, 수소 환원열처리가 이루어진 Li2Al4O7 :

Eu계에서는 형광특성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

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새롭게 형성된 Li2Al4O7상에 의해

녹색형광 특성이 구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Fig. 8은 Fig. 6에서 분석한 각각의 형광체 분말을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미세조직사진들이다. Fig 8(a)는

Fig. 6(b) 형광체를, Fig. 8의 (b) ~ (d)는 각각 Fig. 6의 (c) ~

(e) 형광체 분말의 미세조직이다. Fig. 8(a)의 환원열처리

전의 미세조직에서는 뚜렷하게 두 개의 상이 관찰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EDX 분석과 Fig. 6의 결과로 부터 2 ~

4 µm의 크기로 관찰되는 작은 크기의 밝은 입자들은 Eu2O3

이었으며, 이러한 작은 입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기지상

입자는 γ-LiAlO2로 판단되었다. γ-LiAlO2의 경우 20 ~

Fig. 7. Crystal structure of (a) the Li2Al4O7 and (b) octahedral

interstitial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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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µm의 불규칙한 크기로 합성된 것은 원료분말로 첨가

된 낮은 녹는점 (723
o
C)의 Li2CO3에 의해 열처리 중 액상

소결과 같은 반응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렇게 합성된 γ-LiAlO2를 수소의 진공 환원분위기에서

열처리하는 경우 Fig. 8(b) ~ (d)와 같은 미세조직의 변화

가 얻어진다. 우선 환원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합

성된 분말의 입자크기가 감소하고 있다. Fig. 8(d)에서

1200
o
C에서 환원시키는 경우 모든 입자가 2 µm 정도로

모두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 Fig. 6의 XRD 결과로부터

환원 열처리에 의해 Li2Al4O7의 새로운 상이 생성되고 최

종적으로는 β-Al2O3상이 생성되는 것은 환원열처리 전의

γ-LiAlO2의 상분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녹는점이 낮고 증기압이 높은 Li 이온이 1 torr의 진공

분위기에서 휘발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환원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Li 이온의 휘발이 활발히 진

행되어 Li 이온이 적은 Li2Al4O7상이 형성되었다가 이후

더 높은 열처리온도에서 더 많은 Li 이온의 휘발로 β-

Al2O3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고상합성법을 통해 Eu2O3가 첨가된 γ-LiAlO2의 적색형

광체를 합성하였고, 이렇게 제조된 적색형광체를 수소를

이용한 진공 환원열처리를 통해 새로운 녹색 형광체를 얻

을 수 있었다. 고상합성법으로 합성된 γ-LiAlO2 : Eu
+3
는

283 nm에서 최대 여기파장을 보였으며, 최대 발광파장은

614 nm로 전형적인 적색 형광체 특성을 보여 주었다. 그

러나 이후 수소를 이용하여 1 torr의 진공 환원 분위기에

서 열처리 하는 것에 의해 396 nm에서 최대 흡수피크를

보이며 250 ~ 480 nm의 넓은 영역에서 완만한 형태의 흡

수 파장이 관찰되었고, 발광스펙트럼은 460 ~ 650 nm의 넓

은 곡선을 이루며 524 nm으로 최대 발광피크를 보이는

전형적인 녹색형광체로 변화하였다.

γ-LiAlO2 : 0.1 Eu
+3
를 진공 환원 열처리하는 경우 1000

o
C

에서 1100
o
C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PL 강도값은

증가하였고 γ-LiAlO2상은 Li2Al4O7상으로 변화하였다, 그

러나 열처리 온도를 더욱 증가시켜 1200
o
C에서 열처리하

는 경우 대부분이 β-Al2O3상으로 변화하면서, 발광 강도

값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진공 환원 열처리에 의해

녹는점이 낮은 Li 이온의 휘발에 의한 상변화로 판단되

며, 미세조직의 관찰에서도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입

자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u 이온이 +3

에서 +2로 환원되면서 녹색형광체 특성을 보였으며, Li

이온의 휘발에 기인한 Li2Al4O7상의 생성이 발광강도값을

대폭 항상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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