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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n
4+

-doped CaAl4O7 (CA2) and CaAl12O19 (CA6) powders were prepared under different conditions, with changes in the amounts
of flux, Mn concentration, and mole ratio of Al2O3 to CaCO3 in the starting mixtures, which affected the structure and the
luminescence. CA2 : Mn4+ and CA6:Mn4+ had the same excitation and emission spectra but with different intensities. The excitation
spectra exhibited broad bands (320 - 470 nm) centered at 395 nm, while red emission bands were observed at 656 nm. The emission
intensity of CA6 : Mn4+ was nearly twice as high as that of CA2 : Mn4+, as the Mn4+ ions were located in an octahedral crystal field
in the CA6, but not in the C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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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자 디스플레이와 백색 발광다이오드의 핵심소재인 형

광체 분말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

다. 형광체의 발광효율, 화학적 안정성, 내구성 등은 주로

모재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따라서 높은 열적, 화학

적 안정성을 보이는 (산)질화물 형광체와1-4) 더불어 알루

미네이트계 화합물 형광체가 모재로서 최근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알칼리 토금속 알루미네이트계 (Alkaline

earth metal aluminates) 중에서 대표적인 형광체는 Eu2+ 
혹

은 Eu3+ 
이온들이 활성제로서 도핑 된 스트론튬 알루미네

이트계와
5,6) 칼슘 알루미네이트계가7-10) 보고 되고 있다. 

형광체에 사용되는 활성제의 거의 대부분은 희토류 원

소들이다. 최근에는 희토류 원소의 고갈과 공급 불안정

때문에 비희토류계 활성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희토류계 원소

는 Mn이다. 예로서, Mn2+ 
혹은 Mn4+ 

이온이 모재인 알칼

리 토금속 (Sr, Ca) 알루미네이트계에 도핑되며, Mn4+ 이

온이 Mn2+ 
보다 발광특성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10-17) CaO-Al2O3계 화합물은 CaO와 Al2O3의 몰 비

에 따라서 CaAl2O4(CA), CaAl4O7(CA2), CaAl12O19(CA6),

Ca2Al2O5, 그리고 Ca12Al14O33 등이 얻어질 수 있다고 알

려져 있다.8) 이 중에서 Mn4+
가 도핑 된 대표적인 CaO-

Al2O3계는 적색발광의 CA6와
13-16) CA2가

17) 있다. 

본 연구에서는 Mn4+
가 도핑 된 CA2와 CA6를 고상반응

법으로 합성하고, 공정조건이 발광에 미치는 영향과 두

모재의 발광 특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Mn4+
가 도핑 된 CA2와 CA6를 각각 xCaCO3 + yAl2O3 +

zMnCO3 (zMnO2) 조성비를 갖는 혼합체를 이용하여 고상

반응법으로 합성하였다. 시작 물질로는 CaCO3 (High Purity
Chemical, 99.99%), Al2O3 (High Purity Chemical, 99.99%),

MnO2 (Sigma-Aldrich, 99.99%), MnCO3 (Sigma-Aldrich,

99.99%)를 사용하였다. 반응 촉진을 목적으로 융제로

H3BO3 (Sigma-Aldrich, 99.99%)를 사용하였다. 화학양론적

조성에 의한 혼합물은 24시간 동안 건식 볼밀 후 3시간

동안 1300 - 1400oC 온도에서 질소와 대기 분위기 하에서

각각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얻어진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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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상은 XRD (Rigaku MiniFlex II, λ = 1.5406 Å)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입자 모양은 FE-SEM (JEOL,

JSM-6500F)으로 관찰하였다. 발광 특성은 Photolumi-

nescence (PL, PSI Darsa-5000) 시스템으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CA2 : Mn4+ 분말 합성 시 Mn4+ 이온을 위한 시작원료

와 열처리 분위기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MnO2와 MnCO3

를 사용하여 화학양론비의 혼합물을 준비하고, 이들을 각

각 질소와 대기 분위기에서 1300oC로 3시간 동안 열처리

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XRD 패턴을 Fig. 1(a) - (d)에 나

타내었다. 합성 시에 5 wt%의 H3BO3를 융제로 첨가하였

다. 모든 시편들의 XRD 패턴에서 볼 수 있듯이, 피크 위

치와 강도가 JCPDS #23-1037과 일치하고 있었으며, 이는

모든 조건의 시편에서 CA2 상이 합성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JCPDS #38-0470과 일치하는 CA6 상이 소

량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Mn4+ 치환에 의하

여 CA2의 정확한 화학양론비 보다 약간 벗어 났기 때문

에 CA2 + CA6 상들이 얻어진 것이다.18) 그러나 CA2나

CA6 상의 피크위치나 강도는 합성 조건에 따라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Fig. 1에 해당하는 분말들의 여기 스펙트럼과 발광 스

펙트럼을 각각 Fig. 2에 나타내었다. 이들은 Mn4+ 이온의

에너지 전이에 의한 전형적인 스펙트럼이다. 모든 시편의

여기 스펙트럼은 300 - 470 nm의 넓은 영역에서 관찰 되

었으며, 335 nm와 380 nm에서의 강한 피크와 467 nm에서

의 약한 피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여기 피크들은 Mn4+

이온의 4A2 → 4T1, 
4T2 에너지 전이에 의한 것이다.13-16)

발광 스펙트럼은 Mn4+ 
이온의 2E, 2T1 → 4A2 에너지 전

이에 의한 643 nm , 656 nm, 666 nm 그리고 670 nm에서

의 피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656 nm에서의 가장 높은 발

광 강도를 보이고 있다. MnCO3를 사용하여 질소 분위기

에서 열처리한 CA2 : Mn4+ 분말에서 가장 강한 발광강도

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후의 모든 시편은 이 조건으로

합성하였다. 한편, 뒤에서 기술할 CA6 : Mn4+ 분말에서도

동일한 여기/발광 스펙트럼이 관찰 될 수 있다. 하지만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CA6가 아주 소량만이 공존하고

있고, 합성 조건에 따른 XRD 피크 강도에도 변화가 거

의 없었기 때문에 Fig. 2의 적색 발광에는 일부 기여할

수 있으나 발광 강도의 변화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했다고 판단되었다. 

Fig. 2로부터 Mn4+ 이온이 CA2에 고용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이것이 어느 양이온 자리에, Ca2+ (r = 0.1 nm,

CN = 6) 혹은 Al3+ (r = 0.053 nm), 치환 되었는지는 현재

로서는 단정할 수 없었다. 이온의 크기와 원자가 차이를

고려하면 Mn4+ (r = 0.058 nm)가 Al3+ 자리에 치환되는 것

이 유리하다. 그러나 Mn4+ 이온은 사면체 보다는 팔면체

자리에서 안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CA2의 경우

Al3+
는 AlO4 사면체 자리에 있으며, Ca2+

는 7배위의 다면

체 (가장 근접한 6개의 산소이온만 고려 시 뒤틀린 8면체

Fig. 1. XRD patterns of CA2:Mn4+
 powders prepared with

different preparation conditions: (a) MnCO3/N2, (b)
MnCO3/air, (c) MnO2/N2, and (d) MnO2/air.

Fig. 2. PLE (left) and PL (right) spectra of CA2:Mn4+
 powders prepared with different preparation conditions: (a) MnCO3/N2, (b)

MnCO3/air, (c) MnO2/N2, and (d) MnO2/air.



Mn
4+

 이온이 도핑된 알루미네이트계 형광체 합성과 발광특성 39

제51권 제1호(2014)

로도 볼 수 있음.)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19) 따라서 결정

장 (Crystal field) 효과만을 고려한다면 Mn4+
가 Ca2+ 자리

에 치환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n4+ 이온이 CA2의 어느 양이

온 자리에 치환 되었는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CaCO3 +

2Al2O3 + 0.003MnCO3 + 5 wt% H3BO3의 시작 혼합물에서

CaCO3와 Al2O3의 배합비 (RA/C = Al2O3/CaCO3)에 따른

CA2:Mn4+
의 발광강도를 관찰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XRD 분석에 의하면 RA/C에 따른 피크의 변화는 거의 없었

다. 그림에서와 같이 RA/C가 2.0인 경우에 다른 값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발광 강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다른 RA/C 조건

에서는 서로 비슷한 강도를 보이고 있다. 0.003 몰의 Mn4+

가 치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RA/C = 2.0인 경우에 가장 강

한 발광 강도를 갖는 결과로부터 Mn4+ 이온이 CA2의 어

느 양이온 자리에 치환 되었는지 혹은 양쪽 모두에 치환

되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었다. 다른 합성조건에 의한

CA2 : Mn4+
의 발광 특성은 Ref.17에 자세히 보고되어 있다.

CA2 : Mn4+
와의 발광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CaCO3 +

(y-0.005)Al2O3 + 0.01MnCO3의 혼합물로 CA6 : Mn4+
를 합

성하였으며, RA/C에 따른 XRD 패턴 변화를 Fig. 4(a) - (e)

에 나타내었다. RA/C가 5.995인 경우가 화학양론비의 혼

합물로부터 얻어진 결과이며, Fig. 4(e)에서 볼 수 있듯이

JCPDS #38-0470과 일치하는 CA6 상이 주도적으로 합성

되었으나, 다량의 미 반응 Al2O3가 남아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Al2O3 양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상

변화를 관찰하였다. RA/C가 감소함에 따라서 미 반응

Al2O3 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으며, Fig. 4(b)에서와

같이 RA/C가 3.495일 때 CA6 단일상이 얻어졌다. RA/C가

2.995인 경우에는 CA6 상 이외에 CA2 상이 이차상으로

나타났다. 

CA6 : Mn4+
의 대표적인 여기/발광 스펙트럼을 Fig. 5(a)

에 나타내었으며, RA/C 변화에 따른 발광강도의 변화를

Fig. 5(b)에 나타내었다.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CA6 단

일상이 얻어진 RA/C = 3.495에서 가장 높은 발광강도를 보

이고 있었으며, 이외의 RA/C 값에서는 이차상의 생성으로

발광 강도가 낮아지고 있다. 발광스펙트럼의 경우 CA2 : Mn4+

과 동일한 피크 위치와 모양을 갖고 있었다. Mn4+
는 CA6

의 AlO6 팔면체의 Al3+ 자리를 치환하고, 이것의 2E, 2T1 →
4A2 에너지 전이에 의하여 656 nm를 중심으로 하는 적색

발광을 보이고 있다.13-16) 팔면체 자리에 위치한 Mn4+ 
이

온의 Tanabe–Sugano diagram을 Fig. 5(c)에 인용하였다.20)

 Fig. 6은 RA/C = 3.495의 조건에서 융제의 양을 변화 시

키면서 합성한 시편의 XRD 패턴이다. 융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Fig. 6(a)에서와 같이 CA6이 합성되지 않

고 CA2 상이 합성되고 미반응 Al2O3 상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 융제의 양을 3 wt%로 증가 시킴에 따라서 미반응

Al2O3 상은 없어지고 CA2와 CA6 상이 관찰되었고, 5 wt%

에서 CA6 단일상이 합성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융제의 사

용은 CA6 상의 합성을 촉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

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량의 융제가 사

용된 10 wt%에서는 오히려 CA6 상과 더불어 미반응 Al2O3

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분말에 대한 발광강도의 변화를 Fig. 7에 나타내

었다. 융제가 첨가되지 않은 시편의 경우 앞서 Fig. 6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CA2 : Mn4+
와 미반응 Al2O3 상이 공

존하고 CA6 : Mn4+ 상은 생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의

약한 적색 발광은 CA2 : Mn4+
에 의한 것이다. 그 후 융제

양의 증가에 따라서 발광 강도가 계속 증가하여 CA6 단

일상이 얻어진 5 wt%에서 가장 높은 강도를 보이고 있으

며, 10 wt%에서는 이차상의 생성으로 인하여 발광 강도

가 떨어지고 있었다. Fig. 8은 융제 양에 따른 입자 크기

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융제를 미 첨가 시(Fig. 8(a))

보다 융제를 첨가함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급격히 커

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후 3 - 10 wt%까지 큰 변화는

Fig. 3.  Variation of the PL intensity of CA2 : 0.003Mn4+ powders
prepared with different RA/C ratios: (a) 1.9985, (b) 2.0,
(c) 2.006, and (d) 2.012.

Fig. 4. XRD patterns of CA6 : 0.01Mn4+ prepared with different
RA/C ratios: (a) 2.995, (b) 3.495, (c) 3.995, (d) 4.995,
and (e) 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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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았다. 큰 입자로의 변화도 발광 강도 증가에 크

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CaF2를 융제로 사용하

여 CA6 : Mn4+ 상을 합성한 경우에도 융제양의 증가에 따

라서 커진 입자가 발광 강도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보

고가 있다.13)

CA6 : Mn4+
과 CA2 : Mn4+ 

분말의 Mn4+ 농도에 따른 발

광 강도 변화를 Fig. 9에 비교하였다. 두 경우 모두 동일

5 wt%의 융제를 사용하였으며, CA2 : Mn4+ 
분말의 경우는

기존에 발표한 논문의 결과를 인용하였다.17) CA6 : Mn4+

과 CA2 : Mn4+ 
분말의 가장 높은 발광 강도는 각각 0.005

와 0.003 몰의 Mn 농도에서 관찰되었다. 그 이상의 Mn

농도에서의 발광 강도 저하는 농도소광 효과에 의한 것

이다. 전반적인 Mn 농도 구간에서 CA6 : Mn4+
의 발광 강

도가 CA2 : Mn4+
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높음을 알 수 있

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CA2 : Mn4+

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Mn4+ 이온의 치환 자

리가 다면체 자리의 Ca2+ 혹은 사면체 자리의 Al3+ 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 치환이 되어도 Mn4+

의 효율적인 활성화에 필요한 결정장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CA6 : Mn4+
의 경우는 Mn4+ 이온

Fig. 6.  XRD patterns of CA6 : 0.01Mn4+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s of H3BO3: (a) 0 wt%, (b) 3 wt%, (c) 5 wt%,

and (d) 10 wt%.

Fig. 7. Variation of the PL intensity of CA6 : Mn4+ powders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s of H3BO3.

Fig. 5. (a) PLE/PL spectra and (b) variation of the PL
intensity of CA6:0.01Mn4+ as a function of RA/C;
(c) Tanabe-Sugano diagram for the d

3
 electron con-

figuration in an octahedral crystal field cited from

Ref.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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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슷한 이온 크기의 Al3+ 팔면체 자리를 치환함에 따

라서 Mn4+
의 활성화에 필요한 적합한 결정장이 형성되었

고, 따라서 강한 발광을 가지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CA6가 CA2 보다는 Mn4+ 이온의 모재로서 훨씬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CA2 : Mn4+
와 CA6 : Mn4+ 형광체 분말을 융제를 사용한

고상반응법으로 합성하였다. Mn 소스로 MnCO3를 사용

하여 질소 분위기에서 합성하는 것이 발광 특성에 유리

함을 알 수 있었다. 시작 혼합체에서의 CaCO3와 Al2O3와

의 혼합비율 (RA/C)은 단일상 생성 및 발광 강도에 영향

을 주고 있었다. 여기 스펙트럼은 Mn4+
의 4A2 → 4T1, 

4T2

에너지 전이에 의한 320 - 470 nm의 넓은 밴드로 구성되

어 있었으며 395 nm에서 피크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발

광 피크는 2E, 2T1 → 4A2 에너지 전이에 의한 656 nm에

서의 적색 발광이 관찰되었다. CA6:Mn4+
의 경우는 RA/

C = 3.495에서, CA2 : Mn4+
는 RA/C = 2.0에서 각각 가장 강

한 발광강도를 나타내었다. 동일한 융제 양을 사용하여

합성한 CA2 : Mn4+
와 CA6 : Mn4+ 형광체 분말의 발광 강

도를 비교해보면 후자의 경우가 전자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값을 갖고 있었다. 이는 CA6의 경우에 Mn4+ 이온에

게 적합한 팔면체 자리의 Al3+
를 치환하였기 때문이다. 반

면에 CA2는 Mn4+
의 활성화에 필요한 적합한 결정장을 제

공하기 어려운 결정 구조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CA6가

CA2 보다는 Mn4+ 이온의 모재로서 훨씬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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