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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hium-strontium-silicate phosphors activated with divalent or trivalent europium ions were
synthesized by using several Si raw materials, including SiO2 powders with several micron-size and
nanosize particles as a silicate source. The structural and the optical properties of the synthesized
phosphors were studied in detail. The intensity ratios of the 5 D0 → 7 F1 transition to the
5
D0 → 7 F2 transition due to Eu3+ ions, which were found to range from 1.4–2, were similar for
three of the four studied samples However, the ratio was 3.7 for the sample prepared with nanometer
size SiO2 particles. The excitation properties due to Eu2+ were very similar to one another except
for the sample prepared with nanometer-size SiO2 particle, but the emission spectra due to Eu2+
were quite similar for all the studied samples. In this study, interesting results were obtained the
emission efficiency of Eu2+ was found to depend highly on the intensity ratio of the 5 D0 → 7 F1
transition to the 5 D0 → 7 F2 transition due to Eu3+ ions even though the emission process of Eu2+
was found to be different form that of Eu3+ .
PACS numbers: 78.55.−m, 78.20.−e
Keywords: Li2 SrSiO4 , Eu2+/3+ , Emission spectrum, Excitation spectrum, Solid state reaction method,
self-activated luminescence

Si 원료물질이 Li2 SrSiO4 에 첨가된 Eu2+/3+ 의 광학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
푸레둘람 남크하이, 장기완∗
창원대학교 물리학과, 창원 51140, 대한민국
(2019년 6월 18일 받음, 2019년 7월 30일 수정본 받음, 2019년 7월 31일 게재 확정)
Li2 SrSiO4 의 원소 중의 하나인 Si의 원료물질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Li2 SrSiO4 :Eu2+/3+ 형광체를 제
조하고, Si의 원료물질이 Li2 SrSiO4 :Eu2+/3+ 형광체의 광학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Eu3+ 에 기인한 발광스펙트럼의 경우에 천이의 발광세기에 대한 발광세기의 비가 4개의 시료 중 3가지
시료에서는 1.4–2의 값을 보였으나, 분말 직경이 수 nm인 SiO2 분말을 사용하여 제조한 시료에서는 –3.7
의 값을 가졌다. 반면에 Eu2+ 에 기인한 여기 스펙트럼은 분말직경이 수 nm인 SiO2 분말로 제조된 시료를
제외하고는 여기효율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사하였으나, 발광스펙트럼은 동일함을 보였다. Eu3+
의 천이에 대한 천이의 발광세기의 비율에 따라 Eu2+ 에 대한 발광효율이 크게 의존한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얻었다.
PACS numbers: 78.55.−m, 78.20.−e
Keywords: Li2 SrSiO4 , Eu2+/3+ , 발광스펙트럼, 여기스펙트럼, 백색형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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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PGMS 방법을 이용하여 시료를 제조하였다. 고상법을 이
용한 제조에서는 Aldrich Chemical로부터 구입한 Li2 CO3 ,

인류의 일상적인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는 아마도 조명 및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광원이라 판
단한다. 과학기술의 발전 및 친환경적 요소의 중요성에
따라, 반도체기반의 광원인 발광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 LED) 를 이용한 광원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1–6]. 이에 따라 조명을 비롯하여 디스플레이 분야 등의
다양한 사용조건에 알맞은 백색 LED 광원의 개발이 요구되
고 있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백색광은
청색 LED에 황색 형광체인 Y3 Al5 O12 :Ce3+ (YAG:Ce3+ )
를 코팅하여 청색 LED로부터 나오는 청색과 황색 형광체
에서 나오는 황색의 빛을 결합하여 얻고 있다 [7,8]. 하지
만, YAG:Ce3+ 형광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색지수(colour
rendering index:CRI) 가 낮아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환
경에서 사용하기에 알맞지 않은 단점이 있다 [9]. 따라서
청색 LED 위에 YAG:Ce3+ 코팅하여 백색광을 얻는 현재
상용화된 백색광원과 같이 제조가 간단하면서 연색지수가
높은 형광물질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10]. 한 종류의 형광체를 이용하면서 연색지수가 높은
형광체의 연구를 위해 산화물, 황하물, 실리케이트, 알루미
네이트, 질화물 및 산질화물 모체에 주로 광활성이온으로
희토류 금속이온을 첨가한 형광물질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이뤄지고 있다 [11–13].
특히 실리케이트 기반의 물질은 낮은 가격, 높은 안정성
및 습기에 강한 특성 때문에 재료과학자들은 이들의 특성
및 응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4]. 특히 희토류 금
속이온이 첨가된 실리케이트 물질은 높은 발광효율을 나타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따라서 실리케이트 기반의
모체물질로서 비교적 넓은 영역에서의 발광특성과 함께 연
색지수가 높은 형광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16–19].
본 논문에서는 실리케이트 물질에 기반한
Li2 SrSiO4 :Eu2+ 형광체를 제조하면서 시료의 제조법
및 원료물질이 광활성 이온인 Eu2+/3+ 의 발광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분석하였다.

SiO2 및 Eu2 O3 를 별도의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화학
양론적으로 측량한 원료물질들을 마노 (agate) 막자사발에
넣어 원료물질들이 완전히 혼합되도록 30분 이상을 혼합연마하였다. 공기 중에서 완전혼합된 시료는 1차적으로 공
기 중에서 4 ◦ C/min의 승온속도로 700◦ 까지 승온하여 4시
간동안 유지하였다가 실온으로 자연냉각시켰다. 실온으로
자연냉각된 시료를 막자사발에서 다시 연마하여 4 ◦ C/min
의 승온속도로 900◦ 까지 승온시켜 4시간 동안 유지시켰
다가 실온으로 자연냉각시켰다. 이처럼 공기 중에서 2차
열처리된 시료는 Eu3+ 가 광활성으로 첨가된 시료가 만들
어지므로, Eu3+ 를 Eu2+ 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질소 (95%)
와 수소(5%)의 혼합기체로 채워진 환원분위기의 전기로에
넣은 다음, 5 ◦ C/min의 승온속도로 950 ◦ C까지 승온시켜
4시간 동안 유지시킨 후에 실온으로 자연냉각시켰다.
PGMS (Propylene glycol modified solution) 법을 이용
한 시료의 제조에서는 22.3 mL의 TEOS (Tetraethyl orthosilicate) 와 같은 양의 프로필렌글리콜 (Propylene glycol) 을 혼합하여 80 ◦ C에서 48시간 동안 교반하여 얻어
진 용액 5 mL와 15 mL의 2차 증류수를 혼합한다. 이
러한 혼합물을 교반하면서 0.1 mL의 HCl 용액을 천천히
첨가하면 투명한 PGMS 용액이 얻어진다. LiNO3 .6H2 O,
Sr(NO3 )2 .6H2 O, Eu(NO3 )3 · 6H2 O 및 구연산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용액 속에 PGMS 용액을 혼합하여 80 ◦ C에서 2
시간 동안 교반하면 균질한 용액이 얻어진다. 이렇게 얻어
진 균질용액에 프로플렌글리콜을 첨가하여 120 ◦ C에서 24
시간 동안 교반하면 폴리머 겔이 생성된다. 생성된 겔에서
유기물성분 제거를 위하여 공기 중에서 5 ◦ C/min의 승온
속도로 800 ◦ C까지 승온시켜 4시간 동안 유지시킨 후, 실
온으로의 자연냉각을 통하여 Li2 SrSiO4 :Eu3+ 시료를 제조
하였다. 또한, Li2 SrSiO4 모체 내에 첨가된 Eu3+ 를 Eu2+
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고상법을 이용한 시료제조 시와 같은
환원분위기에서 5 ◦ C/min의 승온속도로 950 ◦ C까지 승온
시켜 4시간동안 유지시켰다가 자연냉각시켰다.
제조된 시료의 결정성은 40KV Cu-Kα X-선 회절 분석

II. 실 험

기(X-Ray Diffractometer II, X’Pert PRO MPD-3040)을

시료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고상반응법과 함께
PGMS(Propylene glycol modified solution) 방법을 이용
하여 제조하였다. 고상반응법을 이용한 시료의 제조에서는
SiO2 의 원료물질로서 분말의 직경이 –nm 및 –µm크기의
분말, 그리고 SiOx 를 사용하였다. 또한 액상법 중의 하나인

X-선의 산란 각 (2θ) 은 10◦ ∼80◦ 까지 측정하였다. 또한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때에 주사속도는 분당 2◦ 였으며
제조된 시료들의 여기 및 발광스펙트럼 같은 광학적 특성은
제논램프가 내장된 형광광도계(FP-8500, Jasco, JP)을 이
용하여 측정하고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 활용된 시료들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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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udied samples.
Sample No. Charge state of Eu
Source of Si
Sample 1
Li2 SrSiO4 :Eu3+
SiO2 powder having particle size 1 nm – 9 nm
Sample 2
Li2 SrSiO4 :Eu3+ SiO2 powder having particle size 10 µm – 20 µm
Sample 3
Li2 SrSiO4 :Eu3+
SiOx powder
Sample 4
Li2 SrSiO4 :Eu3+
PGMS
Sample 5
Li2 SrSiO4 :Eu2+
SiO2 powder having particle size 1 nm – 9nm
Sample 6
Li2 SrSiO4 :Eu2+ SiO2 powder having particle size 10 µm – 20 µm
Sample 7
Li2 SrSiO4 :Eu2+
SiOx powder
Sample 8
Li2 SrSiO4 :Eu2+
PGMS

Fig. 1. (Color onlin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Eu2+ doped Li2 SrSiO4 samples including the standard
data for Li2 SrSiO4 (ICSD-167334).

III. 결과 및 논의
광활성제로 Eu2+ 가 첨가된 Li2 SrSiO4 형광체를 제조하
여, Si의 다양한 원료물질들이 시료의 결정성 및 광학적 특
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
라서 일차적으로 제조된 시료에 대한 결정성은 X-선 회절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제조된 시료들에 대한 결
정성은 ICSD No.167334의 Li2 SrSiO4 의 결정상과 잘 일
치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Fig. 1의 (b–e) 에서 2θ =
27.1◦ , 31.0◦ (“++”으로 표시)에서의 피크는 광활성제의 원
료로 첨가된 Eu2 O3 가 Sr의 자리에 치환되지 못하고 일부
존재하는 Eu2 O3 에 기인한 것이다. PGMS 방법을 이용하
여 제조한 시료에서 보다 두드러짐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조건으로 시료를 제조하더라도 원료물질이
모체에 치환되는 광활성제의 치환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제조방법에 따른 효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2nd
2nd
2nd
2nd

Heat
Heat
Heat
Heat

Heat
Heat
Heat
Heat
treated
treated
treated
treated

Remark
treated in air
treated in air
treated in air
treated in air
in a reducing atmosphere
in a reducing atmosphere
in a reducing atmosphere
in a reducing atmosphere

Figure 1에서 “A” 로 표시된 2θ = 21.3◦ 에서의 피크는
ICSD No.167334에서도 존재하는 피크이지만 제조된 시
료들에서는 규격화된 상대적 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X선 회절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된 시료들의 결정구조
는 육방정계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광 활성제로 모체에 소량 첨가되는 Eu(3+/2+) 에 의해서
는 결정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의 결정구조는 P31 21의 결정구조군에
속하며, a = b = 0.50259 nm, c = 1.2471 nm 그리고
V = 0.3155 nm3 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
Li2 SrSiO4 모체물질에 광활성이온으로 소량 첨가되는
Eu3+ /2+이온은 모체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이온
반경이 각각 Li+ 는 0.09 nm , Sr2+ 는 0.118 nm 및 Si4+ 는
0.026 nm 로 알려져 있다. 한편, Eu3+ 이온에 대한 이온반
경은 배위수가 6인 경우에는 0.1087 nm , 그리고 배위수가
8인 경우에는 0.1206 nm 이며, 환원분위기에서의 열처리를
통하여 광활성이온으로 첨가되는 Eu2+ 에 대한 이온반경은
배위수가 6인 경우에는 0.131 nm , 배위수가 8인 경우에는
0.139 nm [22] 또는 일부 논문에서는 0.117 nm 로 알려져
있다 [23]. 따라서 전하보상차원 및 이온반경을 고려할 경
우에 Eu3+/2+ 이온들은 모체를 구성하고 있는 Sr2+ 자리에
치환된다고 볼 수 있다.
Figure 2는 Li2 SrSiO4 모체물질에 광활성이온으로 소량
첨가된 Eu3+ 이온들에 대한 여기 및 발광스펙트럼을 나타
낸 것으로 PGMS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시료의 여기 및
발광효율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u3+ 의 농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발광세기가 가장 큰 5 D0 → 7 F1 천이의
경우에 PGMS 방법으로 제조한 시료 4는 nm크기의 SiO2
분말을 사용하여 제조한 시료 1에 비하여 약 6.5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의 XRD 분석결과를 바
탕으로 시료의 결정성을 논한다면 PGMS 방법으로 제조한
시료가 다른 시료들에 비하여 2차상이 보다 많이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3가의 광활성 이온들에
의한 발광효율은 결정성이 우수할수록 발광효율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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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Excitation spectra (a) and emission spectra (b) of the Eu3+ doped in Li2 SrSiO4 samples.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시료들에 대한 여
기스펙트럼을 나타낸 Fig. 2(a) 에서 전하이동밴드 (CTB)
는 Eu3+ 가 리간드의 O2− 와 결합하는 경우에 O2− 로부터
1개의 전자가 Eu3+ 로 이동하여 Eu2+ −O− (Eu-O 결합)을
형성하면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이러한 전하
이동이 일어나면서 200–310 의 넓은 영역에 걸쳐 효율적인
여기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하이동밴드는 모체물질
의 종류 및 Eu3+ 의 주변환경에 의존하게 된다.
310–550 nm 영역의 319, 361, 381, 392, 464 및 526 nm
에 중심을 두고 있는 날카로운 여기스펙트럼들은 Eu3+ 의
7
F0 → 4 H6 , 7 F0 → 5 D4 , 7 F0 → 5 L1 , 7 F0 → 5 L6 ,
7
F0 → 5 D3 , 7 F0 → 5 D2 및 7 F1 → 5 D1 , 의 여기에 기인
한다. YPO4 모체에 첨가된 Eu3+ 의 경우에는 7 F0 → 5 L6 ,
의 여기스펙트럼 세기가 CTB 밴드보다 1.4배정도 강한 것
으로 보고된 데 비하여 [24],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들의
경우에는 모두 CTB 밴드가 보다 효율적으로 Eu3+ 를 여기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Eu-O 전하이동밴
드로부터 Eu3+ 로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광스펙트럼 분석에 따르면, nm크기의 SiO2 분말을 사
용하여 제조한 시료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는 5 D0 → 7 F2
천이에 대한 5 D0 → 7 F1 천이 세기의 비율이 약 1.4–2의
값을 보이지만, nm크기의 SiO2 분말을 사용한 시료 1의 경
우에는 5 D0 → 7 F2 천이의 발광세기에 대한 5 D0 → 7 F1
천이에 기인한 발광세기에 비하여 약 2.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료 1에서는 Eu3+ 의 자기쌍극
자 천이에 기인한 발광보다는 전기쌍극자에 의한 발광효
과가 다른 시료들에 비하여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54 nm 의 빛으로 시료를 여기시키는 경우에, 시료 1에서
는 5 D0 → 7 F2 의 천이가 같은 세기를 가지는 2개의 피크로

Fig. 3. (Color online) Emission spectra of Eu3+ doped
in Li2 SrSiO4 samples.
분리되지만 다른 시료들에서는 2개의 피크로 분리되지만
상대적 세기가 다르다는 것을 Fig. 2(b) 를 통하여 알 수
있다. Eu3+ 의 천이에서 5 D0 → 7 F1 천이는 자기쌍극자
천이로서, Eu3+ 의 주변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5 D0 → 7 F2 천이는 전기쌍극자 천이로서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시료 1의 경우에 Eu3+ 의 주변환경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시료들에 비하여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3은 실온에서 시료를 Eu3+ 만의 여기에 해당하
는 393 nm로 여기하여 얻은 발광스펙트럼을 측정한 것이
다. 일반적으로 5 D0 → 7 F4 천이에 기인한 발광세기는
Judd- Ofelt 이론에서 Ω4 가 Ω2 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5
D0 → 7 F2 천이에 기인한 발광세기보다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 하지만, Eu3+ 가 처한 대칭성에 따라
5
D0 → 7 F4 천이에 의한 발광세기가 더 강한 경우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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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PLE (a) and PL spectra (b) of the Eu2+ doped in Li2 SrSiO4 prepared with different SiO2
sources.
되기도 하였다 [26]. 중요한 것은 시료에 따라 5 D0 →

7

F4

천이에 기인한 발광세기가 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료 4의 경우에 5 D0 →
천이에 기인한 발광세기가 D0 →
5

7

7

F4

F2 천이에 비하여 확

연히 약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같은 종류의 시료에서 Ω4 와
Ω2 의 값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본 연구자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론 및 실험결과들에 기
인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Figure 4(a, b) 은 제조된 시료들에 대한 Eu2+ 의 여기
(photoluminescence excitation: PLE) 및 발광 (emission:
PL)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580 nm
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측정한 여기스펙트럼은 200 nm에서
550 nm까지의 매우 넓은 영역에 걸쳐 분포하였다(Fig. 3(a)
참조). 여기스펙트럼의 경우에 Si의 원료물질로서 SiO2 분
말의 크기가 수 nm인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시료 5를 제
외하고 모두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Eu2+ 의 경우에

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광활성 이온으로 첨가된 Eu이온
주위의 환경은 초기의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Fig. 3(a)와
같은 여기특성을 보이지 않나 생각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험 및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발광영역은 580 nm에서 최대발광세기를 나타내었으며,
발광스펙트럼의 선폭(Full Width Half Maxium: FWHM)
은 약 98 nm로 비교적 넓었다. 최대발광세기로 규격화하
여 측정한 발광스펙트럼의 선폭은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같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발광특성은 광활성이온으로
첨가된 Eu2+ 주위의 결정장에 의하여 결정되며, Eu2+ 의
4f 6 5d → 4f 7 천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발광밴드는 청색 LED와 결합되어 상용화된 YAG:Ce3+
(550 nm) 의 최대 발광파장보다는 장파장 쪽으로 30 nm
이동하고 있는 관계로 청색 LED와 결합된 YAG:Ce3+ 보
다는 따듯한 느낌의 백색광을 내는 백색광원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나타나는 광학적 특성은 4f 6 5d → 4f 7 천이에 기인하고
Eu3+ 의 광학적 특성은 4f → 4f 천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Eu3+ 의 광학적 특성을 가지고 Eu2+
의 광학적 특성과 결부하여 물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기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시료 4의 경우에 5 D0 →

7

F2 천이에

기인한 발광세기와 D0 → F1 천이에 기인한 발광세기의
5

7

상대적 세기가 다른 시료에 비하여 3배 정도 크다는 점이
다. 이러한 특징은 시료 4의 경우에 Eu3+ 가 처한 결정장이
다른 시료에 대한 결정장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료의 제조는 1차적으로 공기 중에서의 열처리를 통하여
Eu3+ 가 첨가된 시료를 제조하고, 수소와 질소가 혼합된 환
원분위기에서 2차 열처리를 통하여 Eu3+ 를 Eu2+ 로 환원

IV. 결 론
Li2 SrSiO4 모체의 원소 중의 하나인 Si의 원료물질들이
제조한 시료들의 결정성 및 발광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
정, 분석하였다. 제조된 시료들에 있어서 Eu3+ 에 기인한
발광특성은 시료 4를 제외하고 모두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한편, Eu2+ 에 기인한 발광특성은 Eu3+ 에 기인한 발광에서
5
D0 → 7 F2 천이에 기인한 발광세기와 5 D0 → 7 F2 천이
에 기인한 발광세기의 상대적 세기가 다른 시료에 비하여 약
2.73배 강한 시료 8이 가장 효율적인 발광을 보이고 있다.
광활성이온으로 Eu2+/3+ 가 첨가된 모체가 동일한 결정
구조를 가지더라도 모체 구성원소 중의 하나인 Si 원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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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Eu2+/3+ 의 발광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SiO2 분말의 크기가 수 나노미터
크기를 가지는 원료물질로 제조된 시료의 광학적 특성이
다른 시료들의 광학적 특성과 매우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실험 및 이론적인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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