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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화학양론적 조성과 비화학양론적 조성을 갖는 LiBaPO4:Eu2+ 계 형광체를 고상반응으로 제조한 후 환원 분위

기에서 열처리한 다음 분말의 결정구조와 광 특성을 X선 회절 분석과 발광 분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XRD 분석 결과,

900℃에서 중간상으로서 Ba3(PO4)2 상이 주 결정상 LiBaPO4와 함께 나타났다. 1,100oC에서 낮은 농도의 유로피움이 도

핑된 조성의 결정구조는 삼방정(trigonal) 구조에 속하는 반면, 4 mol% Eu2+ 이상의 조성에서는 단사정(monoclinic) 계를

나타내었다. 4 mol% 이상의 Eu2+이 첨가된 비화학양론적 조성에서는 단일상의 LiBaPO4가 형성되었다. 단일상의

LiBaPO4:Eu2+ 계 형광체는 480nm에서의 청록색 발광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Abstract: LiBaPO4:Eu2+ phosphors with stoichiometric and nonstoichiometric compositions were prepared using a solid

state reaction followed by heat treatment in reduced atmosphere, and the crystal structures and photoluminescence(PL)

properties of the powders were investigated by x-ray powder diffraction and luminescence spectrometer. At 900oC, the

Ba3(PO4)2 phase as the intermediate phase was observed with the LiBaPO4 phase as the main crystalline phase. Samples

with a low europium concentration at 1,000oC belonged to the trigonal structure, whereas samples with Eu2+ content more

than 4 mol% showed monoclinic structure. In the nonstoichiometric compositions of 4 mol% Eu2+ and above, a single

phase of Eu2+-doped LiBaPO4, showing bluish green emission, was formed.

Keywords: LiBaPO4:Eu2+, Phosphor, Photoluminescence, Monoclinic, Trigonal

1. 서 론

형광체로서 인산염(phosphate)계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물질은 화학식

M5(PO4)3X:A로 표현되는 아파타이트(apatite) 계열의 물

질들이다.1) 여기서 M은 Ca2+, Sr2+, Ba2+ 또는 이 세 가

지의 조합이며, X는 OH−, F−, Cl− 등, A는 Eu2+, Sb3+,

Mn2+ 등의 활성제(activator) 이온들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알칼리토류 인산염계로 만들어진 형광체는 진공

자외선 영역에서 장파장 자외선 영역까지 상당히 넓은

파장에 걸친 여기원에 의하여 가시광을 방출한다.1-3) 알

칼리토류 인산염계로 chlorodiosite(Ca2PO4Cl) 또한 효

율적인 발광물질로서 알려져 있으며, +2가 유로피움

(Eu2+)으로 활성화된 Ca2PO4Cl는 장파장 자외선 범위에

서 청색 발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LED(Light Emitting

Diode)에의 응용가능성이 제시되는 발광소재 중 하나

이다.4-6)

형광체 분말을 이용한 발광다이오드(phosphor-converted

light emitting diode, pc-LED) 개발을 위해 근자외선 여기

파장에서 효율이 높은 형광체의 개발을 위해 많은 관심

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pc-LED용 형광물질로서

질화물계에 관한 연구도 각광을 받고 있다.7) 화합물 중

화학식 ABPO4(A=Li+, Na+, K+; B=Ca2+, Sr2+, Ba2+)로 나타

내는 물질은 pc-LED용 형광체의 모체로 유망하며,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8-15) 청록색(bluish green)

발광의LiBaPO4:Eu2+ 형광체는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여

백색 LED(w-LED)로의 응용이 가능한 우수한 후보로 거

론되고 있다.8) 반면 Zhang 등16)은 낮은 열적 안정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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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광, 온도에 따른 색의 변화를 들어 w-LED에 적용될 후

보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차이점

이 어디에 기인하는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또한 LiBaPO4:Eu2+, Ho3+ 형광체는 장잔광(long-lasting)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17) LiBaPO4의

XRD 패턴은 육방정계(JCPDS Card No. 14-0270) 결정구

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다른

XRD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Kim 등18)은 LiBaPO4

는 냉각속도에 따른 결정구조의 변화와 고온 XRD를 사

용하여 결정구조를 관측하였고, 냉각속도에 따라 급냉

(quenched) 시료는 삼방정(trigonal) 구조, 서냉(slow-

cooled) 시료는 단사정(monoclinic) 구조로 동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모체인 LiBaPO4의 결정구조가 명확하게 밝

혀져 있지 않고 특히 형광체 LiBaPO4:Eu2+에 활성제 농

도와 온도에 따른 결정 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상반응법을 이용하

여 제조된 LiBaPO4:Eu2+계 형광체의 활성제 이온 농도

변화와 열처리 온도에 따른XRD 분석을 통하여 결정상

을 추적하고 그에 따른 발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결정

구조의 변화가 발광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

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출발물질은 다음과 같다: BaCO3

(Aldrich Co.; 99%), Eu(NO3)3·5H2O(Aldrich Co.; 99.9%),

(NH4)H2PO4(Aldrich Co.; 99.99%), Li2CO3(Aldrich Co.;

99%). 

LiBaPO4:Eu2+ 형광체 분말을 고상반응으로 합성하여 화

학양론적 조성과 비화학양론적 조성에 대하여 연구를 수

행하였다. 화학양론적 조성의 화학식은 LiBa1-xPO4:xEu2+

이고, 비화학양론적 조성의 경우는 Li1+xBa1-xPO4:xEu2+로

활성제 이온의 양만큼 리튬의 양을 과잉으로 첨가하여 제

조하였다. 활성제의 농도는 Ba2+ 이온 대비 0.5, 1, 2, 4, 6

및 8 mol%까지 치환하였다. 형광체 분말의 제조는 조성

에 맞추어 평량한 출발물질들을 마노(agate) 유발에 넣고

증류수와 에탄올을 1:1 부피 비의 용액을 소량 첨가하여

분쇄·혼합하고 100oC 오븐에서 건조하였다. 건조된 혼합

물을 분쇄하고 전기로에서 600oC로 가열하여 3시간 동안

유지한 후 냉각하여 다시 분쇄하였다. 이 시료들을 환원

분위기(5% H2 - 95% N2)에서 900~1,100oC에서 3시간 동

안 열처리하고 냉각한 후 다시 분쇄하여 형광체 분말을

얻었다.

형광체 분말의 결정구조 분석은 X-ray 회절분석기

(XRD; Rigaku D/MAX 2500U)로 Cu Kα선을 사용하여 45

kV-200 mA에서 측정하였다. 광 발광(photoluminescence,

PL) 특성은 He-Cd laser를 사용하여 325 nm의 여기 파장

으로 350~800 nm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고상반응법을 이용하여 화학양론적 조성과 비화학양론

적 조성의 LiBaPO4:Eu2+ 계 형광체를 제조하여 활성제 농

도와 열처리 온도 변화에 따른 결정구조 변화와 광 특성

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3.1 화학양론적 조성

Fig. 1은 화학양론적 조성 중 활성제 이온을 4 mol% 도

핑한 형광체 전구체를 환원분위기 중에서 900~1,100oC에

서 3시간 열처리하여 얻은 형광체에 대하여 측정한 X선

회절 분석 결과이다. 900oC에서는 LiBaPO4(JCPDS Card

No. 14-270)와 유사한 패턴의 주 결정상이 나타났고, 중

간상으로 Ba3(PO4)2(JCPDS Card No. 25-028)의 회절 피크

들이 강하게 나타났다. 열처리 온도가 1,000oC에서도 중

간상 Ba3(PO4)2가 관찰되어 아직 반응이 완전하게 진행되

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c)에서 보이는

것처럼 1,100oC에서는 중간상 Ba3(PO4)2은 확인되지 않지

만, 30~32° 사이의 2θ 범위에서 회절 피크의 강도가 약한

미확인 상이 존재한다.

문헌 조사 범위 내에서 LiBaPO4계에서 중간상으로서

의 Ba3(PO4)2 상의 형성에 관한 연구 보고는 확인할 수 없

었다. LiCaPO4:Eu2+ 형광체 제조 시 850oC에서 단일상

LiCaPO4를 얻을 수 있었으나 1,100oC에서는 주결정상

LiCaPO4와 함께 LiCaPO4 상의 분해로 인해 Ca3(PO4)2와

Li3PO4 상이 형성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19) 본 연구 결

과에서는 900oC에서는 Li3PO4 상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

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powders with the stoichio-

metric composition, LiBa0.96PO4:4%Eu2+, heat-treated at

various temperatures for 3 hrs under 5%H2/N2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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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주 결정상인 LiBaPO4와 중간상 Ba3(PO4)2이 공존하

지만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중간상이 점차 사라지고 적

어도 1,100oC에서는 LiBaPO4 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활성제 이온의 첨가량이 2, 4, 8 mol%인 화학양론적 조

성의 전구체를 1,100oC에서 열처리한 분말의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낮은 활성제 이온 농도

에서는 회절 피크의 분리(splitting)가 명확하지 않게 나타

났다. 활성제 이온 농도에 따라 특히 22~23°, 28~30° 및

34~36°의 2θ 영역에서 회절 피크들의 분리가 분명하게 차

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얻어진 회절

피크 패턴과 JCPDS Card No. 14-0270의 LiBaPO4 결정상

과 비교했을 때 회절 피크의 위치와 피크의 형태에서 차

이를 보여주고 있다. 화학양론적 조성에서는 모든 활성

제 농도에서 30~32°의 2θ 영역에서 약하지만 미확인의

피크가 존재하였다.

Fig. 3은 Fig. 1에서 보여준 4 mol%의 Eu2+ 이온이 도핑

된 화학양론적 조성에 대하여 열처리 온도 변화에 따른

형광체들의 광 발광 스펙트럼이다. 900oC의 시료에서는

416 nm, 440 nm 및 480 nm에서 3개의 발광 피크를 보여

준다. Fig. 1(a)의 XRD 패턴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LiBaPO4 주 결정상 외에 Ba3(PO4)2 상이 존재하는데, 416

nm 근처에서 나타난 발광 피크는 Ba3(PO4)2:Eu2+ 형광체

의 발광 파장과 잘 일치한다.20,21) 1,000oC의 시료에서는

416 nm부근에서 shoulder 모양의 발광 패턴을 보여주며,

이것은 XRD 결과(Fig. 1(b)) Ba3(PO4)2 상의 회절 피크의

강도가 낮기 때문에 PL 스펙트럼에서 shoulder 형태로 나

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1,100oC에서는 416 nm 파장의

발광은 사라지고 440 nm 근처에서 shoulder형태의 발광

피크와 Eu2+ 이온의 5d-4f 천이에 해당하는 480 nm에서

가장 강한 발광 피크가 나타난다. 

활성제 도핑 양에 따른 1,100oC에서 열처리된 시료들

의 광 발광 스펙트럼을 Fig. 4에 나타내었다. 활성제의 농

도에 관계 없이 유사한 패턴으로 440 nm 부근의 shoulder

와 함께 480 nm에 주 발광 피크를 갖는 스펙트럼을 보여

준다. Wang 등17)은 1 mol% Eu2+ 농도에서 발광 강도가

최대값을 갖고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발광 강도가 저하

하는 현상(농도 소광; concentration quenching)을 발표하

였으나, 본 연구에서 얻어진 PL 결과만으로는 최대 발광

강도를 나타내는 Eu2+ 농도가 1 mol%이지만 활성제 양

에 따른 발광강도와의 뚜렷한 관련성은 관찰할 수 없었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powders with various

activator ion contents of the stoichiometric compositions,

LiBa1-xPO4:xEu2+, heat-treated at 1,100oC for 3 hrs under

5%H2/N2 atmosphere.

Fig. 4. Room-temperature PL emission spectra (λex = 325 nm) of the

powders with the stoichiometric compositions, LiBa1-xPO4:

xEu2+, heat-treated at 1,100oC for 3 hrs under 5%H2/N2

atmosphere.

Fig. 3. Room-temperature PL emission spectra (λex = 325 nm) of the

powders with the stoichiometric composition, LiBa0.96PO4:

4%Eu2+, heat-treated at various temperatures for 3 hrs

under 5%H2/N2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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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할 수 있

을 것이다. 광 발광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형광체 분말을

측정용 셀에 넣을 때 분말의 양이나 누르는 압력에 따라

발광 강도가 차이가 나며, Fig. 4와 같이 활성제 농도에

따라 광 발광 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는

농도의 증가에 따라 광 발광 강도가 증가 후 감소되는 최

대값을 나타내거나 일정 농도 이후 발광 강도가 포화되

는 현상인 농도 소광을 보이지 않고 농도에 관계 없이 발

광 강도의 대소를 나타내어 농도 소광 현상은 관찰이 어

려웠다.

3.2 비화학양론적 조성

비화학양론적 조성의 Li1+xBa1-xPO4:xEu2+ 형광체는 Li+

을 Eu2+ 함량만큼 과잉으로 첨가한 조성으로 열처리 온

도와 활성제 첨가량에 따른 특성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Fig. 5는 4 mol%의 Eu2+ 이온을 첨가

한 분말을 각각 900oC, 1,000oC 및 1,100oC에서 열처리한

시료에 대한 X선 회절 분석 결과이다. Fig. 1과 비교하여

회절강도에서 차이만 있을 뿐 거의 유사한 회절패턴을 보

여준다. 1,000oC에서 비화학양론적 조성은 화학양론적 조

성보다는 Ba3(PO4)2 상의 회절 피크 강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타났다.

Fig. 6은 1100℃에서 3시간 열처리하여 얻어진 활성제

농도에 따른 비화학양론적 조성의 형광체 분말에 대한

XRD 분석 결과이다. Hora 등22)은 15 mol%까지 과잉의

Li+ 이온을 첨가하여도 다른 상은 관찰할 수 없었다고 보

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 이온을 8 mol%까지 과

잉으로 첨가하였으며, Hora 등22)의 결과와 같이 다른 상

은 나타나지 않았고 화학양론적 형광체 조성에서 나타났

던 30~32° 사이의 2θ 영역에서의 미확인의 피크가 사라

졌다. 따라서 비화학양론적 조성에서는 LiBaPO4 단일상

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2 mol% Eu2+ 농도에서는 피

크, 특히 22~24°와 28~30° 등의 2θ 범위에서 피크의 분

리가 명확하지 않지만, 4 mol% 이상의 Eu2+ 농도에서는

그 함량의 증가에 따라 회절 피크들의 분리 현상이 뚜렷

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비화학양론적 조성에서도

LiBaPO4 상의 회절 피크들의 위치와 피크 패턴에서 차이

를 나타내어 그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Wu 등8)은 LiSrPO4:Eu2+ 형광체에서 Eu2+ 이온 첨가량

에 따라 회절 피크가 약간 이동하지만, 모체 구조에 영향

을 주지 않았으며 LiSrPO4(JCPDS 14-0202) 상으로 색인

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XRD 결과로부터

Eu2+ 이온이 도핑되지 않은 모체에서 LiSrPO4(육방정)로

규정하였고 Stucky 등23)의 결과와 잘 일치하지만, 이 구조

는 Eu2+ 이온의 양이 적을 때(<1%)라고 기술하고 있다.24)

Sr2+(0.114 nm) 이온 반경보다 Eu2+(0.112 nm) 이온 반경

이 더 작기 때문에 Eu2+ 이온의 치환 양이 1 mol%보다 높

아지면 육방정 구조를 약간 왜곡시키게 되어 단사정 구

조를 취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 이온 반경의

출처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Shannon 등25)의 이온반경 보

고로부터, ABPO4 구조에서 B2+ 이온이 8배위라고 가정

하면 Sr2+(0.125 nm)과 Eu2+(0.125 nm)로 비슷하지만,

LiBaPO4:Eu2+ 계에서 Ba2+(0.147 nm) 이온의 반경이 Eu2+

이온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LiSrPO4 구조보다 결정구조

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powders with the non-

stoichiometric compositions, Li1.04Ba0.96PO4:4%Eu2+, heat-

treated at various temperatures for 3 hrs under 5%H2/N2

atmosphere.

Fig. 6.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powders with various

activator ion contents of the non-stoichiometric compositions,

Li1+xBa1-xPO4:xEu2+, heat-treated at 1,100oC for 3 hrs under

5%H2/N2 atmosphere.



고상반응법에 의한 LiBaPO4:Eu2+ 계 형광체의 제조 및 광 발광 특성 87

J. Microelectron. Packag. Soc. Vol. 26, No. 4 (2019)

왜곡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최근 Kim 등18)은 LiBaPO4의 결정구조와 상전이에 관

한 연구 결과로 냉각속도에 따라 결정상이 다름을 발표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급냉한 시료의 XRD 패턴이

JCPDS Card No. 14-0270와 거의 같지만, 서냉한 시료에

서는 몇몇 회절 피크의 분리와 함께 부가적인 회절 피크

들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차이가 특히 18.5~21°

와 28~36° 사이의 2θ 영역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서냉

시료는 단사정 구조이고 급냉 조건에서는 대칭성이 더 좋

은 삼방정 구조로 동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양론적 조성과 비화학양론적 조성

의 모든 시료에 대하여 같은 열처리 조건에서 실험하였

지만 활성제 농도와 Li의 첨가량에 따라 XRD 패턴이 다

소 다르게 나타났다. Kim 등18)의 보고와 실험 조건이 다

르지만,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비교해 보면 2 mol%

이하의 Eu2+ 농도에서는 급냉한 시료의 XRD 패턴과 유

사하고 4 mol% Eu2+이 도핑된 비화학양론적 조성에서는

서냉 시료의 것과 거의 같은 회절패턴을 보여준다. 따라

서 본 연구의 XRD 결과는 Wu 등8)이 언급한 것처럼 Ba2+

이온과 Eu2+ 이온의 반경 차이에 기인한 결정구조의 왜

곡으로 인해 4 mol% 이상의 Eu2+ 농도에서는 단사정 구

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열처리 온도에 따른 활성제 이온 농도 4 mol%인 비화

학양론적 조성의 형광체에 대한 광 발광 특성을 Fig. 7

에 나타내었다. Fig. 3의 화학양론적 조성의 형광체들의

PL 결과와 유사한 발광 패턴으로 얻어졌지만, 가장 큰

차이는 900oC의 시료의 경우에 Ba3(PO4)2:Eu2+ 결정상의

존재에 기인하는 발광 피크가 416 nm에서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비화학양론적 조성의 시료가 XRD

패턴에서 회절 피크들의 강도가 약간 증가하였지만 PL

강도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1,000oC에서는

Ba3(PO4)2:Eu2+ 상의 감소에 의한 416 nm의 shoulder 및

440 nm 부근에서 shoulder 와 함께 나타내는 480 nm에서

강한 발광 피크가, 1,100oC에서는 480 nm의 주 발광 피

크와 함께 440 nm 근처의 shoulder로 구성되는 발광 스펙

트럼을 보여준다.

Fig. 8은 활성제 농도 변화에 따른 1,100oC에서 열처리

한 비화학양론적 조성의 형광체에 대한 광 발광 스펙트

럼을 나타낸다. 모든 농도에서 같은 패턴의 발광 스펙트

럼을 보여주며 이 조성에서는 최대의 발광 강도가 2 mol%

Eu2+ 농도에서 나타나지만 Fig. 4의 광 발광 결과에서 이

유를 밝혔듯이 이 경우에도 광 발광 강도와 활성제 농도

와의 상관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 론

고상반응에 의해 제조한 화학양론적 조성과 비화학양

론적 조성의 LiBaPO4:Eu2+ 계 형광체를 합성하여 얻은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열처리 온도에 따른 결정상

의 변화 과정은 900oC의 저온에서는 LiBaPO4 상과 함께

중간상으로 Ba3(PO4)2가 나타나며, 1,100oC에서는 중간상

이 사라지고 LiBaPO4 상이 관측되었다. 1,100oC에서 Eu2+

농도가 2 mol% 이하에서는 삼방정 구조의 LiBaPO4 상

이, 활성제 농도가 높아지면서 결정 구조의 왜곡으로 인

해 단사정 구조로 전환되며, 본 연구 범위에서는 4 mol%

Eu2+ 이상에서 단사정 구조를 보여주었다. 광 발광 측정

에서는 900oC에서는 LiBaPO4:Eu2+ 계 형광체에 의한 480

nm 부근의 피크와 함께 Ba3(PO4)2:Eu2+ 형광체에 기인한

416 nm에서 발광 피크가 나타나며 특히 비화학양론적 조

성에서는 이 파장에서 매우 강한 광 발광 강도를 나타내

었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하면서 480 nm 부근의 발광 피

크 강도도 증가하였다. 한편, 1,100oC에서는 농도 소광과

같은 PL 강도와 활성제 농도와의 상호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다.

Fig. 7. Room-temperature PL emission spectra (λex = 325 nm) of

the powders with the non-stoichiometric composition,

Li1.04Ba0.96PO4:4%Eu2+, heat-treated at various temperatures

for 3 hrs under 5%H2/N2 atmosphere.

Fig. 8. Room-temperature PL emission spectra (λex = 325 nm) of

the powders with the non-stoichiometric composition,

Li1+xBa1-xPO4:xEu2+, heat-treated at 1,100oC for 3 hrs under

5%H2/N2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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