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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초 록  

 

최근 LED(Light emitting diode)를 이용한 친환경 조명이 기존

의 형광등을 대체할 차세대 백색광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구현되

고 있는 LED의 경우 청색 LED 칩 위에 황색 형광체를 도포하여 백색

을 얻는 방법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색 온도

가 높고 고연색성의 백색을 얻기가 힘든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UV LED 칩 위에 청색, 녹색, 적색 형광체를 함께 사용하

여 백색을 얻는 방법 등으로 연색지수를 높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따라서 고효율, 고연색성 및 좋은 열적, 화학적 안정성을 가진 

새로운 청색 형광체의 개발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에 보고된 

Lanthanum silicon oxynitride 계 형광체는 3가 Ce 이온이 도핑되었을 

때 근자외선 영역에서 여기 파장을 흡수하여 청색 발광을 한다. 

Lanthanum silicon oxynitride 계열의 구조 중에서도 치밀한 구조와 높

은 질소 비율을 가지는 La2Si6O3N8 의 경우, 열적 안정성이 가장 뛰어

나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2가 Eu 이온이 도핑된 

La2Si6O3N8 형광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산)질화

물 기반의 형광체의 경우 높은 합성온도, 긴 합성시간이 요구된다. 또

한 중간 반응 중 산소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일상 합성

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 (Spark Plasma 

Sintering, SPS) 을 통해 단일상 합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열처리 온도

를 달리하며 합성된 분말은 특정 조건에서 단일상이 형성된 것을 XRD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Eu 농도에 따른 PL 특성을 분석하였다.  



  

ii 

 

                                

더 나아가, SPS로 합성된 형광체의 결정성 및 발광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후열처리와 추가 산처리를 실행하였다. SEM 을 이용하여 합성된 

분말 및 pellet 의 형상을 관찰하였다. 발광 중심 파장을 이동시키기 위

해 Ca 이온을 농도를 달리하며 La 자리에 치환 시켜 특성 변화를 관찰

하였으며, 성분 분석을 하여 La 과 Ca 이온의 원자 비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LED에 적용하였을 때 중요한 변수인 열적 안정성 측

정하였고 추가적으로 저온에서의 발광 특성을 관찰하였다.  

주요어 : White-LEDs, 산질화물 형광체, La2Si6O3N8, 방전 플라즈마 소

결법 

학번 : 2011-20627 

 

 

 

 

 

 

 

 



  

iii 

 

목 차  

초록 ∙∙∙∙∙∙∙∙∙∙∙∙∙∙∙∙∙∙∙∙∙∙∙∙∙∙∙∙∙∙∙∙∙∙∙∙∙∙∙∙∙∙∙∙∙∙∙∙∙∙∙∙∙∙∙∙∙∙∙∙∙∙∙∙∙∙∙∙∙∙∙∙∙∙∙∙∙∙∙∙∙∙∙∙∙∙∙∙∙∙∙∙∙∙∙∙∙∙∙∙∙∙∙∙∙∙∙∙∙∙∙∙∙∙∙∙∙∙∙∙∙∙∙∙ i 

List of Figures ∙∙∙∙∙∙∙∙∙∙∙∙∙∙∙∙∙∙∙∙∙∙∙∙∙∙∙∙∙∙∙∙∙∙∙∙∙∙∙∙∙∙∙∙∙∙∙∙∙∙∙∙∙∙∙∙∙∙∙∙∙∙∙∙∙∙∙∙∙∙∙∙∙∙∙∙∙∙∙∙∙∙∙∙∙∙∙∙∙∙∙∙∙∙∙∙∙∙∙∙∙∙∙ iv 

List of Tables ∙∙∙∙∙∙∙∙∙∙∙∙∙∙∙∙∙∙∙∙∙∙∙∙∙∙∙∙∙∙∙∙∙∙∙∙∙∙∙∙∙∙∙∙∙∙∙∙∙∙∙∙∙∙∙∙∙∙∙∙∙∙∙∙∙∙∙∙∙∙∙∙∙∙∙∙∙∙∙∙∙∙∙∙∙∙∙∙∙∙∙∙∙∙∙∙∙∙∙∙∙∙∙∙ ix 

1. 서론 ∙∙∙∙∙∙∙∙∙∙∙∙∙∙∙∙∙∙∙∙∙∙∙∙∙∙∙∙∙∙∙∙∙∙∙∙∙∙∙∙∙∙∙∙∙∙∙∙∙∙∙∙∙∙∙∙∙∙∙∙∙∙∙∙∙∙∙∙∙∙∙∙∙∙∙∙∙∙∙∙∙∙∙∙∙∙∙∙∙∙∙∙∙∙∙∙∙∙∙∙∙∙∙∙∙∙∙∙∙∙∙∙∙∙∙∙∙∙∙1 

2. 문헌연구 ∙∙∙∙∙∙∙∙∙∙∙∙∙∙∙∙∙∙∙∙∙∙∙∙∙∙∙∙∙∙∙∙∙∙∙∙∙∙∙∙∙∙∙∙∙∙∙∙∙∙∙∙∙∙∙∙∙∙∙∙∙∙∙∙∙∙∙∙∙∙∙∙∙∙∙∙∙∙∙∙∙∙∙∙∙∙∙∙∙∙∙∙∙∙∙∙∙∙∙∙∙∙∙∙∙∙∙∙∙∙∙∙4 

  2.1. Phosphor Converted-LED (PC-LED) ∙∙∙∙∙∙∙∙∙∙∙∙∙∙∙∙∙∙∙∙∙∙∙∙∙∙∙∙∙∙∙∙∙∙∙∙∙∙∙∙∙∙∙∙∙∙∙∙∙∙∙∙∙∙∙4 

    2.1.1 형광체 ∙∙∙∙∙∙∙∙∙∙∙∙∙∙∙∙∙∙∙∙∙∙∙∙∙∙∙∙∙∙∙∙∙∙∙∙∙∙∙∙∙∙∙∙∙∙∙∙∙∙∙∙∙∙∙∙∙∙∙∙∙∙∙∙∙∙∙∙∙∙∙∙∙∙∙∙∙∙∙∙∙∙∙∙∙∙∙∙∙∙∙∙∙∙∙∙∙∙∙∙∙∙4 

    2.1.2 White-LED ∙∙∙∙∙∙∙∙∙∙∙∙∙∙∙∙∙∙∙∙∙∙∙∙∙∙∙∙∙∙∙∙∙∙∙∙∙∙∙∙∙∙∙∙∙∙∙∙∙∙∙∙∙∙∙∙∙∙∙∙∙∙∙∙∙∙∙∙∙∙∙∙∙∙∙∙∙∙∙∙∙∙∙∙∙∙∙∙∙∙∙∙∙6 

    2.1.3 White-LED용 형광체 ∙∙∙∙∙∙∙∙∙∙∙∙∙∙∙∙∙∙∙∙∙∙∙∙∙∙∙∙∙∙∙∙∙∙∙∙∙∙∙∙∙∙∙∙∙∙∙∙∙∙∙∙∙∙∙∙∙∙∙∙∙∙∙∙∙∙∙∙∙∙∙∙∙∙∙∙8 

  2.2 La2Si6O3N8 ∙∙∙∙∙∙∙∙∙∙∙∙∙∙∙∙∙∙∙∙∙∙∙∙∙∙∙∙∙∙∙∙∙∙∙∙∙∙∙∙∙∙∙∙∙∙∙∙∙∙∙∙∙∙∙∙∙∙∙∙∙∙∙∙∙∙∙∙∙∙∙∙∙∙∙∙∙∙∙∙∙∙∙∙∙∙∙∙∙∙∙∙∙∙∙∙∙∙∙∙11 

    2.2.1 결정학적 특성 ∙∙∙∙∙∙∙∙∙∙∙∙∙∙∙∙∙∙∙∙∙∙∙∙∙∙∙∙∙∙∙∙∙∙∙∙∙∙∙∙∙∙∙∙∙∙∙∙∙∙∙∙∙∙∙∙∙∙∙∙∙∙∙∙∙∙∙∙∙∙∙∙∙∙∙∙∙∙∙∙∙∙∙∙∙∙∙11 

    2.2.2 형광 특성 ∙∙∙∙∙∙∙∙∙∙∙∙∙∙∙∙∙∙∙∙∙∙∙∙∙∙∙∙∙∙∙∙∙∙∙∙∙∙∙∙∙∙∙∙∙∙∙∙∙∙∙∙∙∙∙∙∙∙∙∙∙∙∙∙∙∙∙∙∙∙∙∙∙∙∙∙∙∙∙∙∙∙∙∙∙∙∙∙∙∙∙∙∙∙13 

  2.3 Spark Plasma Sintering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 ∙∙∙∙∙∙∙∙∙∙∙∙∙∙∙∙∙∙∙∙∙∙∙∙∙∙∙∙∙∙∙∙∙∙∙∙∙14 

3. 실험방법 ∙∙∙∙∙∙∙∙∙∙∙∙∙∙∙∙∙∙∙∙∙∙∙∙∙∙∙∙∙∙∙∙∙∙∙∙∙∙∙∙∙∙∙∙∙∙∙∙∙∙∙∙∙∙∙∙∙∙∙∙∙∙∙∙∙∙∙∙∙∙∙∙∙∙∙∙∙∙∙∙∙∙∙∙∙∙∙∙∙∙∙∙∙∙∙∙∙∙∙∙∙∙∙∙∙∙∙∙∙17 

  3.1 합성 ∙∙∙∙∙∙∙∙∙∙∙∙∙∙∙∙∙∙∙∙∙∙∙∙∙∙∙∙∙∙∙∙∙∙∙∙∙∙∙∙∙∙∙∙∙∙∙∙∙∙∙∙∙∙∙∙∙∙∙∙∙∙∙∙∙∙∙∙∙∙∙∙∙∙∙∙∙∙∙∙∙∙∙∙∙∙∙∙∙∙∙∙∙∙∙∙∙∙∙∙∙∙∙∙∙∙∙∙∙∙17 

  3.2 특성평가 ∙∙∙∙∙∙∙∙∙∙∙∙∙∙∙∙∙∙∙∙∙∙∙∙∙∙∙∙∙∙∙∙∙∙∙∙∙∙∙∙∙∙∙∙∙∙∙∙∙∙∙∙∙∙∙∙∙∙∙∙∙∙∙∙∙∙∙∙∙∙∙∙∙∙∙∙∙∙∙∙∙∙∙∙∙∙∙∙∙∙∙∙∙∙∙∙∙∙∙∙∙∙19 

4. 결과 및 고찰 ∙∙∙∙∙∙∙∙∙∙∙∙∙∙∙∙∙∙∙∙∙∙∙∙∙∙∙∙∙∙∙∙∙∙∙∙∙∙∙∙∙∙∙∙∙∙∙∙∙∙∙∙∙∙∙∙∙∙∙∙∙∙∙∙∙∙∙∙∙∙∙∙∙∙∙∙∙∙∙∙∙∙∙∙∙∙∙∙∙∙∙∙∙∙∙∙∙∙∙∙∙20 

  4.1 조성의 영향 ∙∙∙∙∙∙∙∙∙∙∙∙∙∙∙∙∙∙∙∙∙∙∙∙∙∙∙∙∙∙∙∙∙∙∙∙∙∙∙∙∙∙∙∙∙∙∙∙∙∙∙∙∙∙∙∙∙∙∙∙∙∙∙∙∙∙∙∙∙∙∙∙∙∙∙∙∙∙∙∙∙∙∙∙∙∙∙∙∙∙∙∙∙∙∙∙∙20 

    4.1.1 La2Si6O3N8:Eu0.035
2+ 의 특성 평가 ∙∙∙∙∙∙∙∙∙∙∙∙∙∙∙∙∙∙∙∙∙∙∙∙∙∙∙∙∙∙∙∙∙∙∙∙∙∙∙∙∙∙∙∙∙∙∙∙∙∙∙20 

    4.1.2 La2-xSi6O3N8:Eux
2+ 의 특성 평가 ∙∙∙∙∙∙∙∙∙∙∙∙∙∙∙∙∙∙∙∙∙∙∙∙∙∙∙∙∙∙∙∙∙∙∙∙∙∙∙∙∙∙∙∙∙∙∙∙∙∙∙∙∙∙25 

  4.2 후열처리의 영향 ∙∙∙∙∙∙∙∙∙∙∙∙∙∙∙∙∙∙∙∙∙∙∙∙∙∙∙∙∙∙∙∙∙∙∙∙∙∙∙∙∙∙∙∙∙∙∙∙∙∙∙∙∙∙∙∙∙∙∙∙∙∙∙∙∙∙∙∙∙∙∙∙∙∙∙∙∙∙∙∙∙∙∙∙∙∙∙∙∙∙29 

  4.3 산 세척의 영향 ∙∙∙∙∙∙∙∙∙∙∙∙∙∙∙∙∙∙∙∙∙∙∙∙∙∙∙∙∙∙∙∙∙∙∙∙∙∙∙∙∙∙∙∙∙∙∙∙∙∙∙∙∙∙∙∙∙∙∙∙∙∙∙∙∙∙∙∙∙∙∙∙∙∙∙∙∙∙∙∙∙∙∙∙∙∙∙∙∙∙∙∙38 

  4.4 Ca 이온 치환의 영향 ∙∙∙∙∙∙∙∙∙∙∙∙∙∙∙∙∙∙∙∙∙∙∙∙∙∙∙∙∙∙∙∙∙∙∙∙∙∙∙∙∙∙∙∙∙∙∙∙∙∙∙∙∙∙∙∙∙∙∙∙∙∙∙∙∙∙∙∙∙∙∙∙∙∙∙∙∙∙∙∙∙∙50 

  4.5 열적특성 ∙∙∙∙∙∙∙∙∙∙∙∙∙∙∙∙∙∙∙∙∙∙∙∙∙∙∙∙∙∙∙∙∙∙∙∙∙∙∙∙∙∙∙∙∙∙∙∙∙∙∙∙∙∙∙∙∙∙∙∙∙∙∙∙∙∙∙∙∙∙∙∙∙∙∙∙∙∙∙∙∙∙∙∙∙∙∙∙∙∙∙∙∙∙∙∙∙∙∙∙∙∙∙61 

   

5. 결론 ∙∙∙∙∙∙∙∙∙∙∙∙∙∙∙∙∙∙∙∙∙∙∙∙∙∙∙∙∙∙∙∙∙∙∙∙∙∙∙∙∙∙∙∙∙∙∙∙∙∙∙∙∙∙∙∙∙∙∙∙∙∙∙∙∙∙∙∙∙∙∙∙∙∙∙∙∙∙∙∙∙∙∙∙∙∙∙∙∙∙∙∙∙∙∙∙∙∙∙∙∙∙∙∙∙∙∙∙∙∙∙∙∙∙∙∙71 

Abstract ∙∙∙∙∙∙∙∙∙∙∙∙∙∙∙∙∙∙∙∙∙∙∙∙∙∙∙∙∙∙∙∙∙∙∙∙∙∙∙∙∙∙∙∙∙∙∙∙∙∙∙∙∙∙∙∙∙∙∙∙∙∙∙∙∙∙∙∙∙∙∙∙∙∙∙∙∙∙∙∙∙∙∙∙∙∙∙∙∙∙∙∙∙∙∙∙∙∙∙∙∙∙∙∙∙∙∙∙∙∙∙∙∙72 



  

iv 

 

List of Figures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luminescence mechanism in phosphor. A activator 
ion (A) in its host lattice (H). Energy transfer occurs from sensitizer (S) to 
activator (A) after excitation. By radiative transition, emission of visible light can 
be observed. 

Figure 2 Various methods to fabricate white-LEDs. 

Figure 3 PL emission spectra of YAG:Ce at the excitation of blue LED. 

Figure 4 The CIE chromaticity coordinates of a blue LED with YAG:Ce phosphor 
on Plankian locus. 

Figure 5 Crystal structure of La2Si6O3N8 viewed along the [001] direction. 

Figure 6 Schematic diagram of Spark plasma sintering (SPS). 

Figure 7 Schematic illustration of reaction between particles during SPS. 

Figure 8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La2-xEuxSi6O3N8 (x=0.03) phosphors 
synthesized as a function of sintering temperature: (a) 1500, (b) 1600 and (c) 

1700
o
C. The reference diffraction pattern of La2Si6O3N8 (JCPDS no. 36-0570) 

was included. 

Figure 9 SEM micrographs of La2-xEuxSi6O3N8 (x=0.03) phosphors synthesized 

at 1700
o
C.  

Figure 10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La2-xEuxSi6O3N8 (x=0.03) phosphors 
synthesized as a function of sintering time: (a) 5, (b) 10 and (c) 15 min. The  

reference diffraction pattern of La2Si6O3N8 (JCPDS no. 36-0570) was included. 

Figure 11 Typical PL spectra of La2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SPS as a 
function of sintering time: 5, 10 and 15 min.  

Figure 12 Cathodoluminescence images of La2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SPS as a function of sintering time: (a) 5, (b) 10 and (c) 15 min. (a-1), (b-1)  



  

v 

 

 

and (c-1) are images with fixed detecting wavelength as 485 nm.  

Figure 13 Photoluminescence properties of La2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SPS as a function of Eu doping concentration: 0.01, 0.035, 0.05, 0.075 and 0.1 
mol%  

Figure 14 Schematic diagram of energy transfer based on (a) Exchange 
interaction and (b) Coulomb interaction. S and A are sensitizer and activator, 
respectively.   

Figure 15 Concentration quenching mechanism. 

Figure 16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as-synthesized and (b) 
postannealed La2Si6O3N8:Eu2+ phosphors (x = 0.035, SPS at 1700 oC, 
postannealing at 1650oC).  

Figure 17 Typical PL spectra of La2-xEuxSi6O3N8 (x=0.035) obtained by SPS and 
postannealed under λex = 370 nm. 

Figure 18 Cathodoluminescence images of La2-xEuxSi6O3N8 (x=0.035) obtained 
by (a) SPS and (b) postannealed. (a-1) and (b-1) are images with fixed detecting 
wavelength as 485 nm.  

Figure 19 Cathodoluminescence spectra of La2-xEuxSi6O3N8 (x=0.035) obtained 
by SPS and postannealed. 

Figure 20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and emission spectra of La2-xEuxSi6O3N8 
(x=0.035) obtained by SPS and postannealed as a function of postannealing time: 
(a) 3h and (b) 9h. 
Figure 21 The emission spectra of La2-xEuxSi6O3N8 (x=0.035) obtained by SPS 
and postannealed as a function of postannealing time: 3h and 9h. 

Figure 22 Comparison between solid state reaction and spark plasma sintering by 
tge X-ray diffraction patterns and photoluminescence spectra: (a) SPS-
Postannealing 3h, (b) SPS-Postannealing 9h, (c) SSR-Postannealing 3h and (d) 
SSR-Postannealing 9h. 



  

vi 

 

Figure 23 SEM micrographs of x = 0.035 Eu doped La2Si6O3N8 (x=0.035) 
phosphors synthesized by solid state reaction and spark plasma sintering and 
postannealed for 9h. 

Figure 24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La2-xEuxSi6O3N8 (x=0.03) phosphors 
synthesized as a function of acid-washing time: (a) 0, (b) 1, (c) 5 (d) 20 and (e) 30 
min. The reference diffraction pattern of La2Si6O3N8 (JCPDS no. 36-0570) was 
included. 

Figure 25 Photoluminescence properties of La2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SPS and acid-washed as a function of acid-washing time: 0, 1, 5, 20 and 30 
min. 

Figure 26 SEM micrographs of La2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SPS and 
acid-washed as a function of acid-washing time: (a) 0, (b) 1, (c) 5, (d) 20 and (e) 
30 min. 

Figure 27 High-magnitude SEM micrographs of La2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a) SPS and (b) acid-washed for 20 min. 

Figure 28 Cathodoluminescence images of La2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a) SPS and (b) acid washed for 20 min. (a-1) and (b-1) are images with fixed 
detecting wavelength as 485 nm. 

Figure 29 Cathodoluminescence spectra of La2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SPS and acid washed for 20 min.  

Figure 30 ICP-AES results of filtered solution of La2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SPS and acid washed for 1 and 20 min.   

Figure 31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as-synthesized, (b) postannealed 
and (c) postannealed and acid-washed La2Si6O3N8:Eu2+ phosphors (x = 0.035, 
SPS at 1700 oC, postannealing at 1650oC).  

Figure 32 Typical PL spectrum of La2-xEuxSi6O3N8 (x=0.035) obtained by SPS, 
postannealed and acid-washed after postannealing under λex = 370 nm. 

Figure 33 SEM micrographs of (a) as-synthesized, (b) postannealed and (c) 
postannealed and acid-washed La2Si6O3N8:Eu2+ phosphors. 



  

vii 

 

Figure 34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La2-yCay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SPS as a function of Ca doping concentration: (a) y = 0, (b) y = 0.125, 
(c) y = 0.25, (d) y = 0.375 and (e) y = 0.5.  

Figure 35 The photoluminescence properties of La2-yCay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SPS as a function of Ca doping concentration: (a) y = 0, (b) y = 0.125, 
(c) y = 0.25, (d) y = 0.375 and (e) y = 0.5.  

Figure 36 SEM micrographs of La2-yCay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SPS 
as a function of Ca doping concentration: (a) y = 0, (b) y = 0.125, (c) y = 0.25, (d) 
y = 0.375 and (e) y = 0.5.  

Figure 37 (Inset) SEM micrographs and cathodoluminescence spectra of La2-

yCaySi6O3N8:Eu2+ phosphor (y = 0.5) prepared by SPS. 

Figure 38 EDS mapping results of La2-yCaySi6O3N8:Eu2+ phosphor (y = 0.5) 
prepared by SPS: (a) electron image, (b) Ca, (c) La and (d) Si. 

Figure 39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as-synthesized, (b) postannealed 
and (c) postannealed and acid-washed La2-yCaySi6O3N8:Eu2+ phosphors (y = 0.25, 
SPS at 1700 oC, postannealing at 1650oC, Acid-washing for 20min).  

Figure 40 Typical PL spectrum of La2-yCaySi6O3N8:Eu2+ phosphors (y = 0.25) 
obtained by SPS, postannealed and acid-washed after postannealing under λex = 
370 nm. 

Figure 41 SEM micrographs of (a) as-synthesized, (b) postannealed and (c) 
postannealed and acid-washed La2-yCaySi6O3N8:Eu2+ phosphors (y = 0.25). 

Figure 42 Emission spectra of La2Si6O3N8:Eu2+ phosphors with commercial YAG 
phosphor. 

Figure 43 Reduced lattice vibrations at low temperature. 

Figure 44 Laser PL spectrum at 10 K of La2-xEuxSi6O3N8 (x=0.035) obtained by 
SPS and postannealed under λex = 325 nm. 

Figure 45 Reasons for red-shift of emission wavelength at low temperature.  

Figure 46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emission intensities of La2-xEuxSi6O3N8 
(x=0.035) obtained by SPS and postannealed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λex = 
450 nm). 



  

viii 

 

Figure 47 Thermally activated nonradiative de-excitation. 

Figure 48 Nonradiative energy transfer between luminescent centers. 

Figure 49 Nonradiative multiphonon emissions. 
Figure 50 Chi-squaure fitting results using FWHM of emission spectra of La2-

xEuxSi6O3N8 (x=0.035) phosphors obtained by SPS and postannealed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λex = 450 nm). 

  



  

ix 

 

List of Tables 

Table 1 Emission color of activator depends on the host materials.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theoretical value, as-synthesized and 
postannealed x = 0.035 Eu doped La2Si6O3N8 (x=0.035) phosphors. 

Table 3 EDS compositional analysis of La2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SPS and acid washed for 0, 1, 5, 20 and 30 min.   

Table 4 Chemical compositions of La2-yCaySi6O3N8:Eu2+ phosphor.  
Table 5 Micro-scale compositional analysis by EDS of La2-yCaySi6O3N8:Eu2+ 
phosphor (y = 0.5) prepared by SPS. 

 

 

 

 

 

 

 

 

 

 

 

 

 

 



  

1 

 

1. 서론  

  

현대 사회는 산업,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기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탄소 배출량 

절감을 위해서는 고효율 광원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LED 를 이용한 

반도체 조명은 소비전력이 매우 적고 수은과 같은 유해 중금속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측면에서 조명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1,2 

가장 일반적인 백색 LED 는 청색 GaN/InGaN LED 칩 위에 

Y3Al5O12:Ce3+ (이하 YAG) 황색 형광체를 도포하여 흰색을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 첫째, YAG 

형광체의 열적 안정성이 좋지 않아 LED 구동 시에 LED 칩에서 발열하는 

열로 인하여 고온에서 색 효율이 떨어지고 색 좌표가 변하여 색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둘째, 두 가지 색만으로 백색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연색성이 

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YAG 형광체는 황색 중에서도 단파장 대역의 

황색을 가지므로 blue LED 칩과 조합시 색 온도가 높은 (4500-11000K) 

차가운 느낌의 백색을 만든다. 따라서 따뜻한 느낌의 백색이 필요한 실내 

조명 등에의 적용에 적합하지 않다. 3,4 YAG 형광체를 사용하여 백색광을 

구현하는 데는 이와 같은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색 형광체와 

섞어 도포하거나, 장파장 대역의 황색을 내는 새로운 형광체들이 제시되었다. 

5 또한 효율 및 연색성을 높이기 위해 blue LED 칩이 아닌 NUV/UV LED 

칩에 적용할 수 있는 녹색 및 적색 형광체들이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상용화 되어 있는 기존의 산화물계 형광체보다 열적 안정성과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난 질화물 및 산질화물계 형광체들이 보고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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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서 백색 LED 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6-

13 질화물계 및 산질화물계 형광체는 결정 내에 강한 공유 결합이 존재하고 

낮은 전자친화도를 가지며 여기 파장이 넓어 청색 및 근자외선 LED 칩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높은 휘도를 보여 백색 LED 용 형광체로서 가능성이 큰 

물질이다. 6,7,14,15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질화물계 및 

산질화물계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고온, 고압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공정과정 때문에 합성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조성의 영향과 이론적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고 좋은 특성의 LED 용 형광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광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형광체용 모재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보고된 Ce3+이 도핑된 La-Si-O-N 계열의 

형광체는 단일상 합성이 어려워 잘 보고되어 있지 않다.  

Ce3+가 도핑된 La-Si-O-N 형광체는 La5Si3O12N, La4SiO7N2, 

La4SiO7N2 및 La3Si8O4N11 으로 네 가지가 있으며 GPS 와 고상법으로 합성된 

보고가 있다. 16 17 이 중에서도 La3Si8O4N11:Ce3+ 형광체가 가장 치밀한 

구조와 높은 산소 대 질소의 비율, 가장 좋은 열적 안정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La3Si8O4N11 (JCPDS no. 48-1597) 구조의 대해서는 La2Si6O3N8 

(JCPDS no. 36-0570) 와 논란이 있어왔다. 두 가지 모두 같은 monoclinic 

(I2/a) 구조를 가지며, La2Si6O3N8 구조가 두 배의 c 축 길이를 가지고 있다. 18 

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XRD 상 분석 결과 La2Si6O3N8 으로 인덱싱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La2Si6O3N8 으로 명명하였다.  

더욱이 Eu2+가 도핑된 La-Si-O-N 형광체에 대한 보고가 없으므로 이 

실험에서는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을 이용하여 La2Si6O3N8:Eu2+ 단일상의 

형광체를 성공적으로 합성하였으며 발광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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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후열처리와 산처리를 진행하였고, 발광 파장대를 

조절하기 위해 Ca 이온을 La 자리에 치환시킨 후 발광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양자효율을 측정하였고 저온 및 고온에서의 발광특성과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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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2.1. Phosphor-Converted LED (PC-LED)  

 

2.1.1 형광체 

 발광 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는 기본적으로 화합물 반도체 

단자에 전류를 흘려서 P-N 접합 부근이나 활성층에서 전자와 홀의 결합에 

의해 빛을 방출하는 소자다. 백색 발광 다이오드는 LCD-TV 용 백라이트, 

자동차 헤드램프, 일반조명 등으로 실용화되고 있으며 그 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백색 LED 에 이용되는 형광 소재는 LED 로부터 

나오는 빛을 가시광으로 전환하는 세라믹 분말의 물질로써 백색광 구현에는 

핵심소재다. 

 형광체란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고유의 

가시광선을 내는 물질로써 모체와 그 안에 혼입된 활성제로 구성되며, 그 

구조를 간단히 Figure 1 에 나타내었다. 19 

이 때 도핑되는 활성제들이 발광과정에 관여하는 에너지 준위들을 

결정한다. 또한 활성제가 효율적으로 흡수된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증감제 (Sensitizer)를 따로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모체는 단순히 

활성제를 격자 내에 고정시켜주는 역할과 더불어 여기 에너지를 흡수하여 

활성제에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모체는 활성제 주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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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장 대칭과 배열 등에 영향을 미쳐 발광밴드의 모양과 위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좋은 형광체란, 모체 결정의 품질이 좋고, 활성제로부터의 

발광특성이 목적에 적합하며, 에너지 전달과정에서의 손실 및 가해준 

에너지가 열이나 비발광 전이로 변환되는 비율이 적은 형광체라 할 수 있다. 

20 이에 따라 최근에는 형광체의 개발뿐 아니라 형광체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luminescence mechanism in phosphor. 
A activator ion (A) in its host lattice (H). Energy transfer occurs from 
sensitizer (S) to activator (A) after excitation. By radiative transition, 

emission of visible light can b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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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White-LED  

 현재 GaN 또는 InGaN 를 이용하는 백색 LED 의 제작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0 첫째, 청색, 녹색, 적색의 Multi chip 를 사용하여 

백색을 얻는 방법이 있다. 멀티 칩으로 백색 LED 를 구현하는 방법은 적, 녹, 

청색의 세가지 LED 칩을 조합하여 제작하는 것이다. Figure 2(a). 이 방식은 

각각 칩마다 동작 전압의 불균일성, 주변온도에 따른 색 출력의 차이로 인한 

색좌표의 불안정성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백색 LED 의 구현보다는 회로 

구성을 통해 각각의 LED 밝기를 조절하여 다양한 색상을 연출하는 특수 

조명에 적합하다. 둘째, 1996 년에 고휘도 청색 LED 의 상용화가 이뤄짐에 

따라, Figure 2(b). 와 같이 청색 LED 로부터 발산하는 청색광과 그 빛의 

일부를 이용, YAG:Ce (Y3Al5O12:Ce3+) 형광체를 여기시켜 얻어지는 황색광을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칩 위에 형광소재를 도포하는 방법이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이 방법으로 얻어지는 백색광은 고휘도이지만 청색과 황색의 

파장간격이 넓어서 동일한 백색 LED 의 양산이 어려우며, 색 온도가 높고 

연색지수 (CRI: Color Rendering Index)의 조절이 어렵다 (Figure 3, 4).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색을 내는 형광소재를 첨가하여 

발광스펙트럼을 넓히는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 학계에서는 NUV LED 칩 

위에 청, 녹, 적색의 형광체를 도포하는 방법이 단일 칩을 사용하여 백색 

LED 를 구현하는 방법의 대안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Figure 2(c). 넓은 

파장 스펙트럼을 가짐으로써 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색 온도가 낮아 

실내 조명에 적합하며 연색지수가 높다. 그러나 효율이 낮고, 공정이 

까다로우며 NUV LED 칩 자체의 가격이 Blue LED 칩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최근 상용화를 위한 백색 LED 용 

형광소재의 개발은 청색 LED 칩과의 조합에 사용될 수 있는 황색이나 녹색 

형광소재 및 적색 형광소재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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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Various methods to fabricate white-LEDs. 

Figure 3 PL emission spectra of YAG:Ce at the excitation of blue LED. 

Figure 4 The CIE chromaticity coordinates of a blue LED with YAG:Ce phosphor 
on Plankian l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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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White-LED 용 형광체 

 백색 LED 용 형광체의 대표적인 예가 YAG:Ce 형광체로써, 1997 년 

일본 니치아 (Nichia)사가 GaN 박막을 이용한 청색 LED 와 이 칩에서 

방출하는 청색 빛의 일부를 여기원으로 황색을 내는 YAG:Ce 형광체를 

조합하여 백색광을 내는 백색 LED 가 개발하여 상용화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색과 황색의 넓은 파장간격으로 인해 색좌표가 

동일한 백색 LED 의 양산이 어려우며, 색온도가 높고 연색지수의 조절이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색의 형광소재를 첨가하여 발광스펙트럼을 

넓히거나 기존의 모체에 다른 원소를 첨가, 결정장을 조절하여 발광밴도를 

이동시키려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효율이 좋고 물리화학적 

안정성이 좋은 M2Si5N8:Eu2+ 적색 형광체 21, Beta-SiAlON 녹색 형광체 22 

등의 개발 및 상용화가 시도되어 왔다.  

상기 언급된 것처럼 형광체의 종류가 많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LED 에 실제 장착되어 좋은 특성을 보이는 형광체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좋은 특성을 보이는 백색 LED 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형광체의 여기 파장대역이 UV/NUV/청색 LED 칩의 발광 파장영역을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여기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발광 

파장대역을 가져야 한다. 또한 변환효율 및 양자효율이 높을수록 좋으며, 

일정하고 고른 크기의 최적화된 입자 morphology 를 가져야 한다. 또한 

공기중의 수분에 민감하지 않고, LED 의 구동시 150 도에서 200 도에 이르는 

발열에도 안정적인 발광을 하도록 열적으로 안정해야 한다.  

청색광을 여기원으로 이용하여 효율적인 발광을 하는 형광체의 경우 

활성제로는 주로 Ce3+ 또는 Eu2+ 이온이 사용된다. 이들 이온은 

란탄계열로써 4f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f 궤도의 전자가 광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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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여기되었다가 바닥상태로 떨어지는 4f65d1-4f7 transition 을 하면서 

특정한 색의 빛을 발산하게 된다. Table 1 의 내용과 같이 모체의 종류에 

따라 동일한 활성제가 사용되더라도 발광파장이 달라지게 된다. 이것은 이들 

이온들의 전자 전이에 f 궤도뿐만 아니라 d 궤도도 관여하게 되므로 결정 

주위에 배위된 음이온에 의하여 nephelauxetic effect, crystal field effect 와 

같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공유 결합성과 5d 배열의 결정장 효과가 커지게 

되면 4f65d1-4f7 transition 간의 간격이 작아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발광 

파장이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며 변환 효율이 좋은 질화물 및 산질화물 형광체가 각광받고 

있으며, Ce3+ 및 Eu2+ 가 도핑된 Ca-α-SiAlON 23, β-SiAlON 22, M2Si5N8 [M 

= Ca, Sr, Ba] 21, MAlSiN3 [M = Ca, Sr] 24,25, MSi2O2N2 [M = Ca, Sr, Ba] 26, 

Ba3Si6O12N2 
27, La3Si6N11 

28 조성 등의 다양한 모체가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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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Host Emission Transition 

Ce3+ 

Y2SiO5 Blue 

5d1-4f1 Y3Al5O12 Yellow 

CaS Red 

Eu2+ 

BAM Blue 

4f65d1-4f7 

Ba2-xSrxSiO4 Green/Yellow 

(Sr1-xBax)3SiO5 Orange/Red 

CaAlSiN3 Red 

 

Table 1 Emission color of activator depends on the hos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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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a2Si6O3N8 

 

2.2.1 결정학적 특성 

 La-Si-O-N 류 형광체인 La2Si6O3N8 조성은 Monoclinic 구조를 

가지며 I2/a space group 에 속한다. Figure 5 에 이러한 La2Si6O3N8 의 

결정구조를 나타내었다. 이 물질은 Si6(O, N)4 구조가 [010] 방향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Si(O, N)4 tetrahedra 와 coner-sharing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Si3N4 tetrahedra 를 기반으로 하는 물질의 경우 그 

결합이 몹시 단단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물질의 합성은 산화물 내지 

황화물에 비해 합성이 몹시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화학적으로 

안정하여 백색 LED 구현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LED 용 형광체의 

모체로 주목 받고 있다.  

 La-Si-O-N 류로는 Ce3+이 도핑된 La5Si3O12N, La4Si2O7N2, LaSiO2N, 

La3Si8O4N11 등이 두 번 보고가 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도 La3Si8O4N11 구조가 

가장 N/O 비율이 높으며 열적 안정성이 좋다고 보고되어 있다.  

 La3Si8O4N11 (JCPDS no. 48-1957) 과 La2Si6O3N8 (JCPDS no. 36-

0570) 구조 간의 unit cell 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 상은 처음에는 

La2Si6O3N8 (La2O3·2Si3N4) 이라고 일컬어져 왔지만, 최근 보고되는 논문에는 

La3Si8O4N11 이라 표기되고 있다. 두 구조간 구조상의 차이는 없고 

La2Si6O3N8 이 La3Si8O4N11 에 비해 두배로 늘어난 c 축 길이를 가지고 있다.  



  

12 

 

 그러나 얻어진 단일상의 XRD pattern 을 해당하는 JCPDS 카드와 

peak intensity 를 대조한 결과, La2Si6O3N8 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여 

이 논문에서는 La2Si6O3N8 이라고 표기하겠다.  

Figure 5 Crystal structure of La2Si6O3N8 viewed along the [001]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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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형광 특성 

 산질화물 내지는 질화물 형광체를 이루는 질소의 전기 음성도 

(3.04)가 산소의 전기 음성도 (3.50) 보다 작기 때문에 (산)질화물 형광체의 

경우 산화물 형광체 보다 강한 공유 결합을 형성하여 더욱 강한 

nephelauxetic effect 를 가진다[ref]. 또한 (산)질화물 형광체의 질소 이온은 

산소 이온보다 더 큰 effective charge 를 갖기 때문에 5d orbital 의 에너지 

준위를 splitting 시키는 crystal field effect 가 강화된다. 이처럼 강한 

nephelauxetic effect 와 crystal field effect 는 발광 중심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여 들뜬 상태의 에너지 준위와 바닥 상태의 에너지 준위 

간의 격차를 좁혀 여기, 발광 파장을 장파장 (낮은 에너지 대역) 쪽으로 

이동시킨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La-Si-O-N 류로는 Ce3+이 도핑된 

La5Si3O12N, La4Si2O7N2, LaSiO2N, La3Si8O4N11 (La2Si6O3N8) 등이 두 번 

보고가 되어 있다. 각 형광체의 경우 여기 및 발광 파장대가 모두 다르다. 

La5Si3O12N 의 경우 358 nm 에서 여기되어 472 nm 에서 발광 중심을 

가지며 La4Si2O7N2 은 317 nm 에서 488 nm, LaSiO2N 은 356 nm 에서 416 

nm, La3Si8O4N11 (La2Si6O3N8) 은 365 nm 에서 425 nm 의 빛을 낸다고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활성제인 Eu2+ 가 도핑된 보고는 

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 구조들 중에서도 La3Si8O4N11 (La2Si6O3N8) 구조가 

가장 N/O 비율이 높고 열적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Eu2+ 

가 도핑된 La2Si6O3N8 형광체를 합성해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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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 (Spark Plasma Sintering)  

 

 본 연구에서는 La2-xEuxSi6O3N8 형과체를 합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SPS 를 택하였다. SPS 는 기존의 상압 소결은 물론 Hot Pressing (HP) 이나 

Hot Isostatic Pressing (HIP) 에 비해 짧은 시간에 합성 및 소결을 할 수 

있어 주로 난소결성 물질의 소결에 이용되어 왔다. 방전 플라즈마 소결은 

Pulse 형의 전류가 분말 사이의 틈에 발생시키는 고온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가압, 소결하는 장치이다. Figure 6 은 SPS 장치에 대한 모식도이고 Figure 7 

은 SPS 메커니즘에 대한 모식도이다. 소결 초기에는 과량의 전류에 의해 

입자 간에 플라즈마와 아크가 형성되고 이로 인한 열이 발생한다. 또한 흑연 

몰드를 타고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Joule heating 에 의한 열이 

직접적으로 시편에 전해지게 된다. 시편이 도체인 경우 시편의 가열은 주로 

시편에서의 직접 발열이 주를 이루나 부도체인 경우에는 흑연 몰드의 발열이 

주를 이루게 된다. 소결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플라즈마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나 pulse 형태로 가해지는 전류에 의해 시편은 더욱 치밀하게 된다.  

Omori 는 방전 플라즈마 소결의 특징을 방전 플라즈마의 생성, 전계 

효과, 전류 효과, 방전 플라즈마에 의한 충격 그리고 빠른 승온 및 

냉각속도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29. 이 중에서 플라즈마의 생성은 새로운 

물질의 제조에 으용될 수 있는 특징이며 주로 DC pulse 에 의한 전계가 

만들어지면 내부에서 물질의 확산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결성이 

증진된다고 보고했다. 또한 빠른 승온과 냉각 속도는 흑욘 몰드와 시편을 

직접 가열함으로써 큰 열용량을 가지는 저항이나 발열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얻어지는 장점이라고 하였다. 방전 플라즈마 소결은 높은 온도에서 

높은 압력을 가해 줄 수 있어 합성이 어려운 질화물 계열의 합성에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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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으로 합성된 형광체의 경우 산질화물 계열에 

대해서 몇 편 보고되어 있다. 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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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chematic diagram of Spark plasma sintering (SPS). 

 

 

 
Figure 7 Schematic illustration of reaction between particles during 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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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3.1 합성 

 

 La2Si6O3N8 형광체의 합성을 위한 출발물질로는 La2O3 (Aldrich, 

Milwaukee, WI), Si3N4 (E10, Ube America Inc., New York, NY), Eu2O3 

(Aldrich, Milwaukee, WI) 가 사용되었다. Ca 을 La 자리에 치환하는 실험에

서는 Ca3N2 (Aldrich, Milwaukee, WI) 를 추가로 사용하였으며, 이 때 Ca3N2 

가 공기 중의 수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진공 상태의 글러브 박스에서 실

험이 진행되었다.  

 정량적으로 측정한 분말은 알루미나 유발에서 일정시간 섞는 방법으

로 믹싱하였으며, 혼합된 분말은 방전 플라즈마 소결용 흑연 몰드 내부에 채

워 합성을 준비하였다. 사용한 몰드는 외경이 20 mm, 내경이 10 mm 의 원기

둥 형태이며 몰드 내에 채워진 분말의 위아 아래에 같은 재질의 펀치를 끼워

주었다. 고온, 고압 하에서 시편과 몰드가 붙지 않고 탄소의 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분말과 직접 닿는 펀치의 한쪽 끝 부분에 BN 슬러리를 발라 건조 

시켰으며 몰드 내부에는 카본 필름을 끼워주었다.  

 예비 실험을 통해 확립된 합성 조건 (승온 속도: 분당 100 oC, 열처리 

온도: 1700 oC, 압력: 30 MPa, 유지시간: 5 분) 에 따라 합성을 진행하였으며 

합성을 마친 즉시 공기 중에서 냉각시켰다. 합성 후 흑연 몰드에서 꺼낸 시편

은 연마기를 이용하여 BN이 침투한 부분과 시편 옆을 따라 달라붙은 카본 필

름을 제거한 뒤 알루미나 유발에서 분쇄하여 시편을 분말의 형태로 준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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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을 통하여 합성된 시편은 고온에서 주위 물질과

의 반응을 막기 위해 BN 도가니에 담은 후 1650 oC 에서 3시간 동안 후열처

리 하였다. 이 때 N2 기반의 5% H2 가스를 1000 sccm 으로 흘려주어 환원분

위기를 잡아주었다.  

 또한 추가로 발광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행하였던 산세척 실험

에서는, 5M 의 HCl 용액을 시편 0.6 g 당 100 ml 사용하여 초음파세척기로 

산 세척을 한 후 걸러내어 건조시켰다.   

  



  

19 

 

3.2 특성 평가 

 

 합성된 La2-xEuxSi6O3N8 분말 형광체의 상 분석은 X-ray Diffraction 

(XRD, D-8 Advance, BRUKER MILLER Co.) 장비를 통해 10 도에서 50 도

까지 분당 5도의 속도로 이루어졌다. 또한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으로 합성된 

시편의 경우 조밀화된 pellet 의 형태로 얻어지기 때문에 연마하여 분쇄하기 

전의 샘플을 HCl 용액에 에칭한 시편과 연마한 뒤 분쇄하여 분말 형태로 준

비된 시편을 따로 준비하여 FE-SEM (JSM-7401F, JEOL, Tokyo, Japan) 과 

Normal-SEM (JSM-6360, JEOL, Tokyo, Japan) 을 통해 그 미세구조를 관찰

하였다. PL 특성은 Xe 램프를 장착한 fluorescence spectrometer (PSI Darsa 

5000, PSI Co., Ltd., Korea) 장비로 상온에서 측정되었다. CL 특성은 Gatan 

사의 MonoCL4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합성된 형광체의 조성 분석을 

위해 X-ray Fluorescence Spectroscopy (XRF-1800, SHIMADZU, Japan) 및 

Elemental Analyzer (Flash EA 1112, Thermo Electron Co., USA) 를 사용하

여 양이온, 질소 그리고 탄소의 함유량을 측정하였다. 합성된 형광체의 고온

에서의 발광특성은 25 도에서 200 도까지의 온도 범위 내에서 25도 간격으

로 측정되었으며 여기파장은 370 nm 로 고정시켰다 (PS-PLEU-X1420, PSI, 

Korea). 저온에서의 발광 특성은 상온과 10 K 에서 측정하여 비교하였으며, 

여기 파장은 He-Cd CW Laser 를 사용하여 325 nm 로 고정시켰다 

(LabRAM HR UV/Vis/NIR PL, Horiba Jobin Yvo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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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조성의 영향 

 

4.1.1 La2Si6O3N8:Eu0.035
2+ 의 특성 평가 

 

 보고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La2Si6O3N8 를 합성한 방법은 가스압소

결법과 고상법이 유일하였다. 가스압소결법 (Gas Pressure Sintering, 이하 

GPS)의 경우 1500-1600 oC의 온도에서 0.5MPa의 압력으로 4시간동안 열처

리를 하여야 했으며, 고상법의 경우 1700 oC에서 25%H2/75%N2의 환원분위

기를 이용하여 합성이 가능하지만 깨끗한 상을 얻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하

지만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 (Spark Plasma Sintering)을 이용하였을 때, 1700 

oC 에서 30 MPa 의 압력으로 5분 소결 시 비교적 깨끗한 상의 La2Si6O3N8 

을 얻을 수 있었다. Figure 8 에 나타난 바와 같이, 1500 oC에서는 출발물질 

및 이차상이 남아 있다가 합성온도가 올라갈수록 천천히 단일상의 

La2Si6O3N8이 합성되며, 상 분석 결과와 같이 1700 oC에서 가장 높은 강도를 

가지는 발광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었다. 근자외선 영역인 370 nm 에서 여기

되어 483 nm 부근에서 발광하므로 청색 LED 칩을 사용하는 LED 보다는 

UV 및 NUV LED 칩을 사용하는 백색 LED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

단된다. 또한 소결체를 깨고 갈아서 파우더를 만들기 때문에 Figure 9 처럼 

균일하지 않고 깨어진 모폴로지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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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La2-xEuxSi6O3N8 (x=0.03) 
phosphors synthesized as a function of sintering temperature: (a) 1500, 

(b) 1600 and (c) 1700
o
C. The reference diffraction pattern of La2Si6O3N8 

(JCPDS no. 36-0570) was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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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EM micrographs of La2-xEuxSi6O3N8 (x=0.03) phosphors  

synthesized at 1700
o
C. 

10 20 30 40 50

 

 

 

 

In
te

ns
ity

 (a
.u

.)

  
(c)

(b)

(a)

JCPDS no. 36-0597

74-1144 La2O376-1407 -Si3N436-0571 La
5
Si

3
O

12
N

  

2



  

22 

 

 소결 시간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소결시간을 5분, 10분 그리

고 15분으로 늘리면서 합성 한 후 상분석, PL 및 CL 분석을 하였다. Figure 

10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소결 시간과 관계없이 단일상의 유지되었으

며 10분 소결시 가장 높은 강도의 PL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었다 Figure 11. 

그리고 검출 파장을 485 nm로 고정시켰을 때 5분 소결한 파우더에서는 약한 

강도를 가지는 부분 즉 어둡게 나타나는 부분이 존재하였으나 시간을 늘릴수

록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균일하게 파우더가 발광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Figure 12. 하지만 장비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단일상이 합성되는 최저조

건 5분으로 고정하고 추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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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La2-xEuxSi6O3N8 
(x=0.03) phosphors synthesized as a function of sintering time: (a) 

5, (b) 10 and (c) 15 min. The reference diffraction pattern of 
La2Si6O3N8 (JCPDS no. 36-0570) was included. 

Figure 11 Typical PL spectra of La2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SPS as a function of sintering time: 5, 10 and 1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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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athodoluminescence images of La2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SPS as a function of sintering time: (a) 5, (b) 10 and (c) 15 
min. (a-1), (b-1) and (c-1) are images with fixed detecting wavelength as 

48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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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La2-xSi6O3N8:Eux
2+ 의 특성 평가 

 모체의 조성 La2Si6O3N8 의 단일상을 얻은 후 발광 중심인 Eu2+의 도

핑 농도를 조절하여 PL 특성의 변화를 관찰한 뒤 Figure 13 에 나타내었다. 

Europium의 농도를 0.01 부터 0.1 mol% 까지 조절한 결과, 0.035 mol%에서 

가장 높은 발광 강도를 가지며 이후 발광 강도가 감소하는데 이는 형광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농도소광 현상에 기인한다.  

형광체 내에서는 발광원 간에 에너지 전달 등과 같은 물리적 상호작

용이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난다 (Figure 14). 첫째 오비탈의 직접적인 중첩에 

의한 교환 상호작용과 둘째 극성이 있는 오비탈의 전기적 공진을 통한 쿨롱 

상호작용이다. 교환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 전달은 전자파동함수의 직접적인 

중첩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1차 근접 이웃 (the first nearest neighbor) 

정도의 짧은 거리에서 유효하며, 전달 확률이 발광원의 거리에 따라 지수함수 

적으로 감소한다. 여기서 에너지 전달 확률이 50% 가 되는 거리를 임계거리 

(critical distance)라고 하는데, 교환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 전달의 경우 약 

1 nm 안팎의 값을 갖는다. 쿨롱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 전달은 여기원과 수

용원의 전기장에 의한 상호 작용에 기반을 두는 만큼, 오비탈 중첩에 의한 에

너지 전달 보다 긴 수 nm의 임계거리를 갖는다. 쿨롱 효과에 의한 에너지 전

달은 공진에 참여하는 전자 오비탈의 극성 종류에 따라 쌍극자-쌍극자, 쌍극

자-사극자, 사극자-사극자 상호작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상호작

용이 작동하는지는 여기에 참여하는 오비탈의 대칭성이 어떠한지에 따라 결정

된다. 교환 또는 쿨롱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 전달 확률은 여기원의 발광 스

펙트럼과 수용원의 흡수 스펙트럼이 얼마나 중첩되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따

라서 두 종류의 발광원 간의 에너지 전달의 발생 여부는 개별 발광원의 흡수 

및 발광 스펙트럼을 비교해 봄으로써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 이온 

사이에서도 흡수 및 발광 에너지 사이의 중첩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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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기된 에너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발광하기도 하지만 몇 단계의 에너지 

전달을 거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이온에서 발광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동일 이온 간의 에너지 전달 현상은 특별히 에너지 확산 또는 에너지 이동이

라고 구분되기도 한다. 에너지 확산의 빈도가 높아 질 경우, 전자 구조가 동

일한 종류의 이온 사이를 이동하다가 발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되는 광

특성의 변화는 없으나, 문제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비발광 소멸을 일

으키는 호스트의 결함을 만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에너지 전

달을 통하여 발광원을 호스트를 돌아다니던 에너지는 비발광 결함으로 전달되

어 빛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열로 소모되어 버린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무기 

형광체에 발광원이 되는 이온을 도핑할 때는 에너지 전달로 인한 비발광 소멸

이 전체 발광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수준으로 억제하게 된다. 그것보다 더 

많은 농도가 도핑되면, 비발광 소멸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 형광체의 효율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농도 소광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호스트 결정 내에 비

발광 결함의 양은 일정하다 하더라도 발광원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전달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서 비발광 결함으로 에너지가 전달될 확

률이 커지게 된다 Figure 15.  

또한 도핑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광 파장이 480 에서 496 nm 로 적

색편이 하게 되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하였듯 발광원 간의 에너지 전달 과정에

서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발광원으로 에너지가 전달되었을 때 좀 더 낮

은 에너지 대역의, 즉 장파장 쪽의 빛을 내게 되는 형광체에서의 일반적인 농

도 소광 결과이다.  

 추가적으로, 기존 보고에서 La2Si6O3N8 구조에 Ce3+ 를 도핑하였을 

때는 420 nm 중심의 빛이 나다가 Eu2+ 를 도핑한 본 실험에서는 480 nm 의 

부근에서 빛이 난다. 다른 시스템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산질화물계 형광체인 β-SiAlON 에서도 Ce3+ 도핑시 48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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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 34, Eu2+ 도핑시 530 nm 부근에서 빛이 나며 22, 질화물계 형광체 

LaSi3N5 구조에서도 Ce3+ 도핑시 430 nm 부근 35, Eu2+ 도핑시 540 nm 

부근에서 빛이 나는 것이 관찰된다 36. 따라서 같은 시스템에서 Ce3+ 과 Eu2+ 

를 각각 도핑하였을 때 Eu2+ 의 경우 Ce3+ 도핑시보다 장파장 쪽에서 

발광하는 현상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480

484

488

492

496

 

 

 

W
avelength (nm

)

Eu Concentration (x)

In
te

ns
ity

 (a
.u

.)

Figure 13 Photoluminescence properties of La2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SPS as a function of Eu doping concentration: 0.01, 0.035, 

0.05, 0.075 and 0.1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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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chematic diagram of energy transfer based on (a) Exchange 
interaction and (b) Coulomb interaction. S and A are sensitizer and 

activator, respectively. 

Figure 15 Concentration quench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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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후열처리의 영향 

 산질화물계열 형광체의 경우 합성 후 후열처리를 통해서 발광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있다. 32. 본 실험에서도 방전 플라즈마 소결

법을 이용하여 단일상을 얻은 후 가장 발광 특성이 좋은 europium 농도 

(0.035 mol%) 에서 후열처리를 실시하였다. 산화를 막고 환원을 완전히 시키

기 위해서 환원분위기 5%H2/95%N2 하에서 실시하였으며 원래는 합성 온도

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후열처리를 진행해야 물질이동이 원활하지만 furnace 

의 물리적 한계로 최대온도인 1650 oC 에서 진행하였다.  

 후열처리 결과 Figure 16 에 나타낸 바와 같이 X-ray Diffraction 패

턴에는 변화가 없었다. 단일상은 유지되었지만 픽 인텐시티가 같았으므로 결

정성의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Figure 17 에 PL 스펙트럼

을 나타내었다.  후열처리 결과 여기와 발광 스펙트럼 모두 두 배 가량 향상

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소결 후 큰 입자들 표면에 뭉쳐있던 작은 입자들이 대

부분 사라지고, 비교적 매끄럽고 정돈된 모폴로지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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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as-synthesized and (b) 
postannealed La2Si6O3N8:Eu2+ phosphors (x = 0.035, SPS at 1700 oC, 

postannealing at 1650oC). 

Figure 17 Typical PL spectra of La2-xEuxSi6O3N8 (x=0.035) obtained by 
SPS and postannealed under λex = 37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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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열처리가 발광특성을 향상시킨 이유를 찾기 위해서 CL image 와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Figure 1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 스펙트럼을 485 

nm 로 고정시켰을 때 보이던 커다란 검은 부분들이 후열처리 한 후에는 관찰

되지 않음으로 보아, europium이 후열처리를 하면 고르게 분산되어 입자 간 

골고루 발광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PL 스펙트럼과 같이 CL 스펙트럼 또한 

480 nm 부근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8 Cathodoluminescence images of La2-xEuxSi6O3N8 (x=0.035) 
obtained by (a) SPS and (b) postannealed. (a-1) and (b-1) are images with 

fixed detecting wavelength as 48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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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Cathodoluminescence spectra of La2-xEuxSi6O3N8 (x=0.035) 
obtained by SPS and postann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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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후열처리 시간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3시간 후열처

리 이외에 6시간을 더 열처리하여 총 9시간을 열처리한 시편과 함께 상분석, 

PL 분석 및 성분분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20 에 나타낸 바와 같이, 3시간 

후 열처리시 가장 좋은 결정성과 발광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었으며, 9시간 

열처리시에는 XRD 피크 인텐시티와 PL 발광 인텐시티가 낮아지는데 이것은 

중간 그라인딩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후열처리를 오래 할수록 Si이 줄어들고 N이 늘어나며 SPS의 문제점

인 Carbon의 양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열처리를 하면 성분

이 이론값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PL 특성 향상의 다른 이

유일 수 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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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and emission spectra of La2-

xEuxSi6O3N8 (x=0.035) obtained by SPS and postannealed as a function of 
postannealing time: (a) 3h and (b) 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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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compositions of theoretical value, as-synthesized, and 
postannealed x = 0.035 Eu doped La2Si6O3N8 phosphors.  

 

XRF (mol 
ratio) 

 

N/C analysis (wt. %) 

La Si N C 

Theoretical value 1 3 18.48 0 

As-synthesized 1 3.88 15.98±0.01 0.09±0.01 

Postannealed (3h) 1 3.58 18.31±0.01 0.07±0.01 

Postannealed (9h) 1 3.39 18.38±0.01 0.07±0.01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theoretical value, as-synthesized and 
postannealed x = 0.035 Eu doped La2Si6O3N8 (x=0.035) phosphors. 

Figure 21 The emission spectra of La2-xEuxSi6O3N8 (x=0.035) obtained by SPS and 
postannealed as a function of postannealing time: 3h and 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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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법과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으로 합성한 뒤 후열처리까지 거친 결

과의 비교를 통하여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이 단일상의 La2Si6O3N8을 합성하

기에 더 효율적임이 증명되었다. Figure 22 을 보면 9시간 후열처리를 거친 

후에도 고상법에서의 이차상을 제거하는데 실패하였으며, PL 스펙트럼 또한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으로 합성한 시편의 경우 더욱 높은 강도를 가진다. 비

슷한 온도대에서 고상법보다 높은 압력을 가하는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의 경

우에는 물리적인 압력뿐만 아니라 몰드 주변에 전기장이 형성되는데 그 영향

으로 이온들의 mobility 가 향상되거나, activation energy barrier 를 낮춰주

는 효과 등이 반응을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고상법의 경우 이

차상이 있는데도 여기 및 발광 파장대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고상법의 이차상

이 PL 특성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입자 모폴로지의 경우 3

시간 후열처리를 거친 후에는 거의 비슷하지만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을 이용

했을 시에 좀 더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다 (Figur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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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Comparison between solid state reaction and spark plasma 

sintering by tge X-ray diffraction patterns and photoluminescence spectra: 
(a) SPS-Postannealing 3h, (b) SPS-Postannealing 9h, (c) SSR-Postannealing 

3h and (d) SSR-Postannealing 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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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SEM micrographs of x = 0.035 Eu doped La2Si6O3N8 (x=0.035) 
phosphors synthesized by solid state reaction and spark plasma sintering 

and postannealed for 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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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산 세척의 영향 

 

 상업적으로 대량생산되는 형광체의 경우, 합성 공정의 마지막에 산 세

척공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 세척 공정을 추가하는 가장 큰 이

유는 발광 특성의 향상 및 형태의 제어이나 그러한 특성의 향상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발광특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합성 후 산 세척을 진행하여 논문을 보고하기도 한다. 

37,38 본 실험에서는 5M 의 HCl 용액을 사용하여 Sonication 과 Filtering 을 

통한 산 세척을 실행하였다. 산 세척을 진행한 결과 산 세척을 하지 않은 시

편을 저속으로 XRD 스캔을 하였을 때 나타나는 Si3N4 피크가 검출되었다 

(Figure 24). 그 이유는 완전히 반응하지 않은 Si3N4가 산 세척을 하면서 검

출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Figure 25 에 1분, 5분, 20

분 그리고 30분 동안 산 세척을 한 후 발광특성을 나타내었다. 각 조건 중에

서도 20분 산 세척하였을 때 가장 높은 발광 강도를 보이며 산 세척을 하지 

않은 시편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발광 특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26 에 나타낸 바와 같이 SEM을 이용하여 시간 별로 산 세척

을 한 분말을 관찰한 결과, 산세 척을 할수록 아주 작은 입자들은 부유물로 

씻겨져 나가고 남은 입자들의 표면과 입자의 깨진 모서리가 부드러워 지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발광 강도가 가장 좋은 20분 세척한 시편의 경우 가장 

크기가 균일하며 매끄러운 입자를 가진다. 보통의 형광체가 발광 특성이 좋기 

위해서는 수 마이크로미터 내외의 균일한 입자 크기를 가져야 하고 굴절률을 

최소화 시켜 주어야 하는데, 39,40 산 세척을 통하여 균일한 크기의 입자를 얻

었을 경우 발광 특성 향상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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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좀 더 고배율의 SEM 사진을 

얻어보았다 (Figure 27). 초음파를 이용하여 세척하기 때문에 큰 입자의 표면

에 붙어있는 작은 입자들은 씻겨져 나가며, 표면의 결정립계가 에칭되어 나타

난다.   



  

40 

 

10 20 30 40 50

 

 

 

  

 

In
te

ns
ity

 (a
.u

.)

  

  
(e)

(d)

(c)

(b)

(a)

JCPDS no. 36-0570

  

2

76-1407 -Si3N4
82-0697 -Si3N4

 

 

 

 

 

  

Figure 24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La2-xEuxSi6O3N8 (x=0.03) 
phosphors synthesized as a function of acid-washing time: (a) 0, (b) 1, 

(c) 5 (d) 20 and (e) 30 min. The reference diffraction pattern of 
La2Si6O3N8 (JCPDS no. 36-0570) was included. 

Figure 25 Photoluminescence properties of La2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SPS and acid-washed as a function of acid-

washing time: 0, 1, 5, 20 and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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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SEM micrographs of La2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SPS and acid-washed as a function of acid-washing time: (a) 0, (b) 1, (c) 5, 

(d) 20 and (e)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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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High-magnitude SEM micrographs of La2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a) SPS and (b) acid-washed for 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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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Figure 28 에서 CL 이미지 상으로 검출 파장을 485 nm로 고정

한 결과, 산세척을 하더라도 반응이 완전히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

들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PL 스펙트럼과 마찬가지로 CL 스펙트럼 또한 두 배 

가량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잇었다 (Figure 29).  

 

 

  

Figure 28 Cathodoluminescence images of La2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a) SPS and (b) acid washed for 20 min. (a-1) and (b-1) are 

images with fixed detecting wavelength as 48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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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9 Cathodoluminescence spectra of La2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SPS and acid washed for 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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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세척이 시편의 성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EDS 를 사용하여 성

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산 세척 시간이 길어질수록 La 대비 Si 의 비율이 높아

지며 (Table 3) 필터링한 용액에는 La 비율이 Si 보다 다섯배가량 월등히 높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30). 이는 La2O3 와 Si3N4 이 반응하는 식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보고된 논문에 따르면 41,  

Si3N4 + La2O3 (1200~1250)  Si3N4 + (La4Si2O7N2 + LaSiO2N)  

(1400~1500)  LaSiO2N + Si3N4  

(1650~1750)  2Si3N4∙La2O3 + liquid 

(+20)  2Si3N4∙La2O3 + La5Si3O12N + glass   

처럼 온도대별로 생성되는 상이 다르다. 또한 SPS 는 파이로미터를 통하여 

온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설정온도가 1700 oC 라도 실제 몰드 안 시편의 온도

는 그보다 높을 수 있다. 하지만 La5Si3O12N 의 경우 녹는점이 1600 oC 근처

이기 때문에 승온 시 상이 생겼다가 1700 oC 에서 녹은 후 SPS의 빠른 퀜칭 

속도 때문에 미처 결정화되지 못하고 유리 내지는 비정질으로 시편에 존재하

고 있다면, 산 세척 시 결정질보다 쉽게 씻겨져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기되는 빛이 효과적으로 내부에 흡수되고 형광체 결정에서 나는 빛이 굴절 

내지는 산란되지 않고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어 광 특성이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TEM 등으로 추가 분석을 하여 산 세척시 씻겨져 나가는 부분이 La 

이 과량으로 존재하는 La-Si-O-N 비정질인지는 확인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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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실험에서 후열처리와 산 세척을 통하여 발광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번에는 합성된 형광체에 두 가지 후 처리를 모두 

시켜보았다. 앞의 실험에서 얻은 가장 빛이 잘나는 조건에서 후열처리 후 산 

세척을 하는 순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31 에서 확인 가능 한 것처럼 

예상대로 후 처리들이 단일상의 La2Si6O3N8 XRD 패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으나, 후열처리와 산 세척을 순서대로 거친 시편의 경우 PL 특성이 초기의 

네 배 가량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2). SEM 을 

이용하여 입자들의 모폴로지를 자세히 관찰한 결과, 갓 합성되었을 때보다 후 

열처리를 하였을 때 매끄럽고 부드러운 표면을 얻을 수 있었으며 후에 산 세

척을 거친 후에는 결정립계들이 자세히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ure 

33). 따라서 후 열처리와 산 세척을 모두 거친 경우 단일상에 상관없이 발광 

특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모폴로지 향상에도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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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as-synthesized, (b) 
postannealed and (c) postannealed and acid-washed La2Si6O3N8:Eu2+ 

phosphors (x = 0.035, SPS at 1700 oC, postannealing at 1650oC). 

Figure 32 Typical PL spectrum of La2-xEuxSi6O3N8 (x=0.035) 
obtained by SPS, postannealed and acid-washed after 

postannealing under λex = 37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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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3 SEM micrographs of (a) as-synthesized, (b) postannealed and (c) 
postannealed and acid-washed La2Si6O3N8:Eu2+ phosp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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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Ca 이온 치환의 영향 

 La2Si6O3N8:Eu2+ 형광체의 경우 370 nm 에서 여기되었을 때 483 nm 

부근에서 발광을 한다. 하지만 LED 용 형광체로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는 청색 (450 nm), 녹색 (520nm) 또는 적색 (630nm) 으로 확실하게 정의되

는 것이 좋다. 이온 반지름이 작은 이온을 활성제가 치환되는 양이온 자리에 

치환하게 된다면 격자상수가 줄어듦에 따라 Nephelauxetic effect 및 Crystal 

field effect 를 더 받게 되어 발광 파장이 장파장 쪽으로 이동한다. 42 43.  

 이 실험에서는 Eu 농도를 0.035 mol% 로 고정시킨 뒤 La3+ 보다 이

온 반지름이 0.1 Å 가량 작은 Ca2+ 를 농도별로 첨가하여 발광 특성의 변화

를 관찰하였다. SPS 법을 사용하게 되면 CaO 가 과량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액상의 형태로 시편이 몰드 내부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Ca3N2 를 Ca 물질원으

로 사용하게 되었다. Ca3N2 의 경우 반응성이 좋고 공기중의 수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믹싱과정부터 몰딩과정은 진공을 잡은 Glove Box 안에서 진행하였다. 

Figure 34 에서 Ca 의 농도별로 XRD 패턴을 나타내었다. Ca 이 치환되지 않

았을 때에는 단일상의 La2Si6O3N8 상을 얻을 수 있었으나, Ca 이 치환된 이후 

alpha- 및 beta- Si3N4 가 검출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화학양론상으로 N 

성분이 과량 들어가는 이유도 있지만 보통 Si3N4 보다 Ca3N2 가 반응성이 좋

기 때문에 먼저 반응이 되고 미반응한 Si3N4 가 검출되거나, 혹은 반응과정 

중 Si3N4 가 석출된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Figure 35 에는 Ca 농도에 따른 La2-yCaySi6O3N8:Eu2+ 형광체의 발광 

강도 및 발광 파장을 나타내었다. 목적대로라면 발광 강도는 유지되거나 향상

되고 발광 파장이 장파장 즉 녹색 영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Ca이 y = 0.25 만

큼 들어갔을 때 발광 강도가 가장 좋고 그 뒤로는 오히려 감소하며 발광 파장 

또한 크게 이동하지 않았다.  



  

51 

 

 

 

 

 

10 20 30 40 50

 

 
In

te
ns

ity
 (a

.u
.)

 
 

(d)

(e)

(c)

(b)

(a)

JCPDS no. 36-0570

  

2

 76-1407 -Si3N4
82-0697 -Si3N4

Figure 34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La2-yCay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SPS as a function of Ca doping concentration: (a) y = 0, (b) y = 

0.125, (c) y = 0.25, (d) y = 0.375 and (e) y = 0.5. 

Figure 35 The photoluminescence properties of La2-

yCay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SPS as a function of Ca 
doping concentration: (a) y = 0, (b) y = 0.125, (c) y = 0.25, (d) y = 

0.375 and (e) y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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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a 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보통 powder 보다 pellet 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므로 합성된 pellet 을 Ca 

농도별로 준비하여 EDS 를 사용하여 La 과 Ca 비율을 살펴보았다 (Table 4). 

정확도를 위하여 3 번 측정하여 평균을 낸 결과 La 과 Ca 의 비율이 이론 

값에 근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emical compositions of as-synthesized and Ca substituted (La2-

y,Cay) Si6O3N8:Eu2+ (y = 0.125, 0.25, 0.375, 0.5) phosphors. 

                EDS (at. %) 

 Theoretical value  Experimental value 

 La Ca  La Ca 

As-synthesized 100 0  100 0 

y = 0.125 93.75 6.25  95 4.7 

y = 0.25 87.5 12.5  87.4 12.6 

y = 0.375 81.25 18.75  82 18 

y = 0.5 75 25  79 21 
 

 

Table 4 Chemical compositions of La2-yCaySi6O3N8:Eu2+ phosp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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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이 합성 시 모폴로지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깨지 않고 

pellet 상태 그대로 SEM 이미지를 얻어보았다 (Figure 36). Ca 이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정립계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고 이어진 것으로 보아, 

liquid-phase 소결이 된 것처럼 보이나, Ca 이 들어갈수록 육각형의 rod 형태

를 가진 모양들이 관찰이 된다. 발광 강도가 가장 좋은 Ca 이 y = 0.25 만큼 

들어갔을 때 가장 깨끗한 육각형의 모습을 보이며, 이후에는 큰 rod 들 사이

에 작은 whisker 형태들이 관찰 된다. 따라서 이 whisker 는 Ca 성분과 관

련된 상으로 여겨지며, Ca 이 y = 0.25 만큼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발광 강

도를 보이는 것은 모폴로지가 가장 깨끗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Rod 와 whisker 에서 각각 어떤 빛이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L 

스펙트럼을 얻어보았다 (Figure 37). Rod 형태에서는 원래 파장대인 483 nm 

부근에서 빛이 나는 반면, whisker 형태에서는 적색 영역인 600 nm 부근에서 

굉장히 낮은 강도로 발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Ca 이 들어갈수

록 발광 강도가 낮아지는 것은 이 whisker 상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차상 내지는 불순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EDS 분석을 진행

하였다 Table 5.   

 EDS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whisker 형태에서 Ca 이 굉장히 많이 

함유된 것으로 보아, Ca 이 어느정도 이상 들어가면 고루 들어가지 못하고 국

부적으로 과량 함유된 영역이 존재하게 된다. 추가로 EDS mapping 을 측정

한 결과에도 whisker 형태에서 Ca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Figure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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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SEM micrographs of La2-yCaySi6O3N8:Eu2+ phosphor prepared 

by SPS as a function of Ca doping concentration: (a) y = 0, (b) y = 0.125, (c) 
y = 0.25, (d) y = 0.375 and (e) y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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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cale compositional analysis by EDS of La2-

yCaySi6O3N8:Eu2+ phosphor (y = 0.5) prepared by SPS. 

at. % La Ca Si O N 

Rod-like 9.1 0.7 29.4 18.7 41.9 
Whisker-

like 2.1 1.3 26.1 16.7 53.6 
 

  

Figure 37 (Inset) SEM micrographs and cathodoluminescence spectra 
of La2-yCaySi6O3N8:Eu2+ phosphor (y = 0.5) prepared by SPS. 

Table 5 Micro-scale compositional analysis by EDS of La2-yCaySi6O3N8:Eu2+ 
phosphor (y = 0.5) prepared by 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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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EDS mapping results of La2-yCaySi6O3N8:Eu2+ phosphor (y = 0.5) 
prepared by SPS: (a) electron image, (b) Ca, (c) La and (d)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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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Ca 이 y = 0.25 만큼 함유되었을 때 기존의 형광체보다 발광

강도가 향상되었고, 이전 실험에서 후열처리와 산 세척을 거쳤을 때 발광 강

도가 네 배 가량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y = 0.25 시편에서 후열

처리 및 산 세척을 실시하였다. 앞의 실험들과 마찬가지로 후처리를 거친 후

에도 XRD 패턴의 단일상은 유지되었다 (Figure 39). 

 Figure 40 에 나타난 바와 같이 PL 특성의 경우 Ca 을 넣지 않았을 

때에는 후열처리를 하면 두 배 가량 증가하였는데, Ca 이 치환되었을 경우에

는 후열처리를 하여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대신 후열처리 한 시편에 산 세

척 후 원래보다 두 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Ca 이 

치환되지 않은 La2Si6O3N8:Eu2+ 형광체를 후 열처리하고 산 세척한 것과 Ca 

이 치환된 형광체를 후열처리하고 산 세척하면 최종 발광 강도는 비슷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41 처럼 각 과정에서의 입자 모폴로지를 관찰한 결과 앞의 실

험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후열처리를 거친 후에는 작은 입자들이 제거

되고 매끄러운 표면을 얻었으며, 산처리 후에는 결정립계가 드러나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또한 후처리 한 샘플들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하여 상용 YAG 형광체

와 함께 발광 스펙트럼을 Figure 42에 나타내었다. 후열처리를 하였을 때 

SPS 만 하였을 때보다 2 배 이상 발광 강도의 증가를 보이며, 후열처리 후 

산 세척을 하였을 때 추가 향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a 이 치환된 

샘플에 후열처리 및 산 세척을 한 결과, 같은 조건의 Ca 이 치환되지 않은 샘

플과 발광 강도가 같았다. 가장 발광 강도가 높았던 후열처리 및 산 세척을 

거친 샘플은 상용 대비 약 30%의 발광 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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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as-synthesized, (b) 
postannealed and (c) postannealed and acid-washed La2-yCaySi6O3N8:Eu2+ 

phosphors (y = 0.25, SPS at 1700 oC, postannealing at 1650oC, Acid-
washing for 20min). 

Figure 40 Typical PL spectrum of La2-yCaySi6O3N8:Eu2+ phosphors (y = 
0.25) obtained by SPS, postannealed and acid-washed after postannealing 

under λex = 37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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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SEM micrographs of (a) as-synthesized, (b) postannealed and (c) 
postannealed and acid-washed La2-yCaySi6O3N8:Eu2+ phosphors (y = 0.25). 



  

60 

 

  

400 500 600 700

ex 370 nm

 

 
In

te
ns

ity
 (a

.u
.)

 (nm)

 YAG:Ce (ex 450 nm)
 Postannealed-Acid washed (Ca0.25)
 Postannealed-Acid washed
 Postannealed
 As-synthesized

Figure 42. Emission spectra of La2Si6O3N8:Eu2+ phosphors with 
commercial YAG phosp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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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열적특성 

 형광체는 결정내부의 환경에 따라서 활성제의 주위환경이 달라져 발

광특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LED 구동 시에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특히 200 oC 가량의 고온에서도 발광 특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4.5.1. 저온특성 

 영하의 온도에서는 보통 격자 진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발광 중심의 

에너지 중, 열 등의 외부로의 손실이 감소한다. 또한 활성제 간 에너지 전달 

거리도 감소하면서 비발광원 내지는 결함을 만나서 에너지를 손실할 확률도 

줄어들게 된다 (Figure 43). 따라서, 보통의 경우 상온보다 저온에서의 발광특

성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 본 실험에서는 10K 에서 325 laser를 이용하여 

micro PL 을 측정, 발광 스펙트럼을 상온 및 10K 에서 얻은 후 비교하였다. 

상온보다 10K 에서 발광 강도가 약 10배 가량 증가하였다 (Figure 44). 

 또한 저온에서는 발광원간 에너지 전달 정도와 거리가 감소함에 따라 

발광원이 여러 개일 경우 발광 픽이 발광원의 개수만큼 나타나게 된다. 44 45 

본 실험의 경우 10 K 에서 측정하였을 때 발광 픽이 한 개인 것으로 보아, 

La2Si6O3N8:Eu2+ 형광체 내의 발광 중심은 한 개로 판단된다.  

 상온에서 10K 로 갈수록 파장이 10 nm 가량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며, 이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저온으로 갈수록 

격자가 수축하여 nephelauxetic effect 와 crystal field effect 를 더 강하게 

받아서 장파장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Figure 45(a)). 둘째, 고온으로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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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ly-activated phonon assisted tunneling” 을 통하여 전자가 높은 에

너지 준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고온에서 더 큰 에너지의 즉 단파장 쪽의 빛을 

내게 되는데 46, 반대로 저온에서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는 전자의 수가 

고온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장파장 쪽으로 이동함을 생각할 수 있다 (Figure 

45(b)).  

 

 

 

Figure 43 Reduced lattice vibrations at low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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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Laser PL spectrum at 10 K of La2-xEuxSi6O3N8 (x=0.035) obtained 
by SPS and postannealed under λex = 325 nm. 

Figure 45 Possible reasons for red-shift of emission wavelength at low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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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고온특성 

 앞서 언급하였듯 LED 구동시에는 최소 150 oC 정도의 열이 LED 칩

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LED 용 형광체는 그 열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가

장 많이 쓰이는 YAG 형광체의 경우에는 60% 정도의 열특성을 보여주나, 보

통 산질화물계 또는 질화물계 형광체의 경우 80% 이상을 유지하면서 뛰어난 

열특성을 보여준다고 알려져있다. 47 48 

  Figure 46 에 합성 후 후열처리를 거친 La2Si6O3N8:Eu2+ 형광체의 고

온에서의 열특성을 나타내었다. 측정은 450 nm 의 여기파장 하에서 25 oC 에

서 200 oC까지 25 oC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목표 온도에 도달한 뒤 5분 정

도 온도 안정화를 시킨 뒤 측정을 진행하였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발광 강도

의 저하를 나타내며, 200 oC 에서 초기발광강도 대비 약 14%의 발광을 보여

주므로 열적 안정성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양자효율은 상용 Beta-

SiAlON 과 비교했을 시에 흡수는 Beta-SiAlON 대비 85% 정도로 양호하지

만 내부 및 외부 양자효율이 10% 미만으로 효율이 매우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보통 결정성이 좋지 않거나 결정 내부의 문제가 있을 경우 혹은 형광

체 자체의 물질 특성이 열특성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처음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물질 내부의 결함이 많을 경우, 전자가 여

기되었을 때 conduction band 밑의 4f5d 준위가 아닌 shallow trap states 로 

trap 되거나 혹은 다른 전자 준위로 가서 defect state 로 전달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defect state 로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발광을 할 수 있기 때

문에 확실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49 

따라서, 형광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비발광 메커니즘을 생각

해보았다. 50 첫째, 여기된 전자가 (AO) 전이되어 (OB) 발광 (BC) 하지 

않고, BX 로 열적으로 여기되어 (BX) Cross-linking 점에 다다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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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 처럼 비발광 천이를 하게 될 확률이 있다 (Figure 47). 이때 B 와 X 사

이 energy barrier 가 낮을수록 level crossing 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며 

Dexter’s theory 를 활용하여 energy barrier 를 계산할 수 있다 (Equation 

1). 이 때 Io 는 상온에서의 발광 강도, I(T) 는 해당 온도에서의 발광 강도, A 

는 상수, kB 는 볼츠만 상수 그리고 ∆E 는 energy barrier 를 의미한다. 

		I(T) = 	
1 + (−	∆E)

					− 		 	1 

계산결과, La2Si6O3N8:Eu2+ 형광체의 경우 0.22 eV의 energy barrier 

값을 갖는데, 이는 열특성이 90 %라고 알려진 Ca-α-SiAlON 값 (0.212 eV) 

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또한 열특성이 20-30 % 이라고 알려진 형광체의 값 

(0.25 eV) 과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energy barrier 의 높이가 열특성에 결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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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emission intensities of La2-

xEuxSi6O3N8 (x=0.035) obtained by SPS and postannealed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λex = 450 nm). 

Figure 47 Thermally activated nonradiative de-ex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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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발광 메커니즘으로는 Figure 48 에 도식화한 것 처럼 발광원 

간의 에너지 전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적어

도 두 개 이상의 발광원이 존재하여야 한다. 발광원의 개수는 앞에서 언급하

였듯 저온에서 측정하였을 때 나타나는 픽의 개수로 알 수 있는데 본 실험에

서는 10K에서 픽이 한 개였으므로 발광원이 하나라고 판단하여 이 경우는 제

외하였다.  

 

 

  

Figure 48 Nonradiative energy transfer between luminescent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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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multiphonon emission을 고려해볼 수 있다. Strong electron-

lattice coupling 과 Weak electron-lattice coupling 에 따라 경우가 달라진

다. Strong electron coupling 의 경우 (Figure 49(a)), 전자가 여기되었을 때 

(XO) 발광원이 downrelax 하여 (OX) B로 전이하지 않고 바로 비발광 천

이 할 수 있다. 이 때 X가 여기 상태와 바닥 상태가 공존하는 점이므로 비발

광 천이의 확률이 더 높다. 둘째 Weak electron coupling의 경우 (Figure 

49(b)) Energy-gap 이 주위의 진동주파수보다 4~5 배 이상 높을 때, 전자 

천이가 B에서 순간적으로 바닥 준위로 이동 (BC), 바닥 준위를 타고 내려

와서 발광하지 않는다. 합성된 La2Si6O3N8:Eu2+ 형광체의 coupling 정도를 결

정하는 데에는 Figure 46(b) 를 활용하여 Equation 2 을 통한 fitting 결과로 

나오는 Huang-Rhys factor (S) 를 사용할 수 있다 51. S 값이 1보다 작으면 

weak coupling, 1과 5 사이면 intermediate coupling 그리고 5 이상이면 

strong coupling 상태라고 define 할 수 있다. Ref.  

FWHM(T) = ℎ 	[8 × 	 2 × × coth ℎ
2 ] 					− 		 	2 

Fitting 방법으로는 Chi-sqaure 법을 사용, IDL 이라는 fitting 

program을 이용하여 fitting 을 시도하였다. Fitting 결과 (Figure 50) hv 값은 

0.0175, S 값은 0.04168 이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 합성하고 후 열처리를 

거친 La2Si6O3N8:Eu2+ 형광체는 weak electron-phonon coupling 상태를 가

지며, 열특성 또한 여기서 기인되는 비발광 천이과정의 영향이 크다고 추측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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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9 Nonradiative multiphonon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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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0 Chi-squaure fitting results using FWHM of emission spectra of 
La2-xEuxSi6O3N8 (x=0.035) phosphors obtained by SPS and postannealed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λex = 45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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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La2Si6O3N8:Eu2+ 형광체가 새로운 합성방법인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

을 통해 성공적으로 합성되었다. 예비실험을 통해 확립된 합성조건인 1700 

oC에서 5분동안의 소결과정을 통하여 현재 알려진 합성방법인 가스압소결법 

(Gas Pressure Sintering, GPS) 과 고상법보다 짧은 시간동안 효과적으로 단

일상이 합성이 가능하다. 합성된 형광체는 근자외선에서 청색부터 녹색 가시

광선 영역대에 걸친 넓은 여기 파장대를 가지며 Eu의 농도에 따라 480-496 

nm 의 중심파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장 좋은 발광 특성을 보인 농

도는 Eu 이 0.035 mol% 도핑된 것이었으며, 후열처리와 산세척을 통하여 모

폴로지 및 발광 강도의 향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두 가지 후처리 공정을 모

두 거쳤을 때 매우 뛰어난 발광특성을 보였다. 또한, LED용 형광체로써의 효

과적 활용을 위해 중심파장을 장파장대로 이동하기 위해 이온 반지름이 작은 

Ca 이온을 La 자리에 치환하는 실험을 하였다. 합성된 La2Si6O3N8:Eu2+ 형광

체는 열적 안정성이 좋지 않은데, 이는 형광체 자체의 모특성으로 실험결과를 

이용한 fitting 결과 weak electron-phonon coupling 에서 기인되는 

multiphonon non-radiative transition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La2Si6O3N8:Eu2+ 형광체의 PL 특성의 향상이 필요하

며, 격자상수와 결정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로써는 

단일상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아직 남아있고, 백색 LED용 형광체로 쓰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전 플라즈마 소결법으로 인해서 가지는 불균일한 모폴로

지와 탄소오염을 해결해야 한다. 합성 후 후처리가 발광특성을 향상시키는 원

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또한, 근자외선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여기되

기 때문에 근자외선용 형광체의 발광 파장대를 가지도록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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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white light-emitting-diodes (white LEDs) have been extensively 

spotlighted as an alternative for conventional light sources because of numerous 

advantages such as low energy consumption, long lifetime and high color rendering index. 

The first commercially available white LED based on phosphors was produced by 

combining blue light-emitting GaN/InGaN with a yellow emitting YAG:Ce3+ phosphor. 

However, white light from the combination of blue LED chip and yellow phosphor has 

low color rendering index and high color temperature due to a deficiency in red color 

region.  

To improve luminescent properties, many phosphors suitable for NUV or blue 

pumped LED chips have been developed. In particular, rare-earth doped 

oxynitrdes/nitrides have been attracted significant research interest. Due to the strong 

nephelauxetic effect and large crystal field splitting, (oxy)nitride phosphors exhibit 

excellent luminescent properties as well as low thermal quenching and high chemical 

stability. The most widely researched oxynitride/nitride compound hosts are α- or β- 

SiAlON, M-Si2O2N2 (M = Ca, Sr, Ba), CaAlSiN3 and M2Si5N8 (M = Sr, Ca).  

Meanwhile, exploring new oxynitride and nitride phosphors for white LEDs have 

received constant research interest. In this regard, the developments of several Ce3+-

activated La-Si-O-N phosphors were reported. The existence of La-Si-O-N systems has 

been known for decades, but there are few investigations on the La-Si-O-N based 

phosphors because of difficulty in synthesizing a single phase.  

The first report about Ce3+-doped La-Si-O-N phosphor compared luminescent 

properties in different crystal structures such as La5Si3O12N, La4SiO7N2, La4SiO7N2 and 

La3Si8O4N11, which were synthesized by gas pressure sintering technique. A blue 

emission under UV irradiation was observed in all crystal structures, while Ce3+-doped 

La3Si8O4N11 has the highest emission intensity and the highest therm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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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the luminescent properties and covalence degrees focusing on crystal field 

effect of Ce3+-doped La-Si-O-N series – LaSiO2N, La5Si3O12N, La2Si6O3N8 and 

La4Si2O7N2 – were investigated. Although emission band shifted depending on the host 

lattice, the emission of Ce3+ in La-Si-O-N covered blue light region from 400 to 460 nm 

at UV excitation. In addition, the structure of La3Si8O4N11 (JCPDS no. 48-1597) was 

originated from La2Si6O3N8 (JCPDS no. 36-0570). Both have same monoclinic structure 

but La2Si6O3N8 has doubled c axis, and this could results in similar excitation and 

emission properties in each structure when an activator is doped. However, the 

luminescent properties of Eu2+ as an activator in La2Si6O3N8 system have not been 

reported,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In this work, Eu2+-doped La2Si6O3N8 phosphor was successfully synthesized by 

spark plasma sintering (SPS). In our previous studies, SPS is proved to be an efficient 

method to synthesize (oxy)nitride phosphors at a relatively lower temperature and shorter 

time than those of conventional methods. Effects of sintering temperature, Eu doping 

concentration, postannealing, acid washing and Ca substitution on luminescent properties 

of La2Si6O3N8:Eu2+ phosphor were discussed.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photoluminescence was measured at 10 K and in the range from 25 oC to 200 oC. Also, 

compositional analysi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the luminescent property was 

included. 

Kew-words : White-LEDs, Oxynitride phosphors, La2Si6O3N8, Spark plasma 

sintering 

Student ID number : 201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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