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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합화학은 한번에 여러 후보 물질을 소량 합성하여 원하는 물성을 갖는 물질을 탐색하는 기 

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착체 조합 화학법을 이용하여, 터븀이 도핑된 SrO-Gdq-AbQ 계에 대한 형 

광 물질을 합성하고 특성을 검색하였다. 합성 실험은 세 성분의 조성이 약 0.05몰씩 차이를 갖게하되 모든 

금속 이온 당량의 합이 1몰이 되도록 작성한 조성표에 따라 금속이온 용액, 구연산 용액 및 에틸렌 글리콜 

용액을 사용하여 , 고분자 착체 전구체를 형성하는 Pechini법으로 합성하였다. 합성된 전구체를 1000~1500 oC 

로 열처리한 후 제조된 분말을 UV PL(Photoluminescence)과 VUV(Vicuum-UV: 147nm) PL로 측정하여 

그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합성된 분말의 결정성과 입자형상은 XRD와 SEM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관찰하 

였다. UV PL 측정 결과, 240 nm 여 기 하에 서 는 Sr0.6Gd0.12Al0.17Tb0.Qs, 275 nm 여 기 하에서 는 Sr -̂ 

Gd0.89Al0.03Tb0.06Os와 Sr0.6Gd0.12Al0.17Tb0.1Os 그리고 307 nm 여기하에서는 Sr0.03Gd0.89Al0.03Tb0.06O5의 조성에서 

543nm의 발광 세기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VUV PL 측정 결과는 GdyyAlxTbyOs： 0.595<x<0.733, 
0.016<y<0.017 그리고 SrxAlyyTbyOs： 0.049<x<0.064, 0.02<y<0.039의 조성범위에서 543nm의 발광 세기 

가 크게 나타났다. 이 조성의 녹색 형광체는 plasma display panel 에 적용 가능하다.

ABSTRACT. The combinatorial approach has been applied to discover and optimize the composition of the 
novel or enhanced materials. In this study, we screened the optimum composition of the system SrO-GdzO^ 
ALO3 doped with Tb3+ by a polymerized-complex combinatorial chemistry method. Mixtures with compositions 
of Sr, Gd and Al component that is in the range from 0 to 1 in about 0.05 increments could be tested. The sample 
powders were synthesized by a polymerized complex method. To prepare appropriately polymeric precursors, 
we used the metallic nitrates, citric acid and ethylene glycol. The luminescence properties of the synthesized 
powders are investigated using the UV and VUV (Vacuum-UV: 147 nm) photoluminescence spectrometer. In 
addition, the crystallinity and morphology of powder were monitored by X-ray diffraction spectrometer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In result of VUV PL works, there are good luminescent samples with the com
position of 0.595<x<0.733 and 0.016<y<0.017 in Gd/yAlxTbyOs and 0.049<x<0.064 and 0.02<y<0.039 in 
SrxAl1-x-yTbyOs, their materials can be applicable to plasma display panels as the green phosp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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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보 표시용 디스플레 

이는 음극선관 (CRT) 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부 

피가 크고, 무거운 단점 때문에 차세대 디스플레 이 후보 

로 plasma display panel(PDP)와* field emission display 
(FED：가 주목받고 있고, PDP의 경우 개발이 거의 완료 

되어 시장형성의 초기 단계에 있다.

PDP는 제논가스의 플라즈마 상태에서 나오는 여기원 

을 사용하며 , FED는 TV오! 같은 CRT용에서와는 다른 

수 kV 미만의 가속전압하의 전자빔에 의해 구동된다. 

따라서 각각의 표시소자에 요구되는 형광물질은 다르 

며, 산화물 형광물질은 황화물계와 같은 다른 형광물질 

보다 열적 • 화학적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PDP와 

FE^2로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가 많이 진행중이다. 

대부분의 형광체는 모체와 활성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 

다. 활성 이온은 모체에 들어가 발광 중심을 만들고 입 

사된 에너지가 모체를 통하여 전달되어 활성 이온을 여 

기 시킴E로써 발광하게 된다. 그러나 입사 에너지의 

전달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강한 발광을 얻지 못하므로 

에너지 전달체인 모체가 중요하다.

Table 1. Flow diagram of the polymerized-complex combi
natorial chemistry method

L Composition Table J
L Preparation of Metal S이'n

Pipetting J
Addition

of CA and EG elution

L Drying & Polymerization J
Polymeric Precursor

Burning-out J
Post-heat Treatment

L Phosphor & Library J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화물계 후보 형광물질을 탐 

색하기 위하여 한번에 여러 물질을 합성 및 탐색하여 최 

적화하는 방법인 조합화학을 이용했다. 이 방법은 유기 

합성 및 신약개발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최근 

에는 초전도체 및 형광체 합성에도 적용하여 많은 연구 

가 진행중이며 ,1-4 실제로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5,6 

본 연구에 적용한 고분자 착체 조합 화학법은 습식 

합성7의 Pechini 법(고분자 착체 합성법程 응용하였는 

데 산화물계 물질의 제조시에 보다 낮은 열처리온도에 

서 복합산화물의 합성이 가능하며, 최종합성물질이 분 

말로 얻어지므로 형광물질의 연구에는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하게 되었다. 이 방법은 금속이온 

용액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제조하고자하는 조성 조 

절이 용이하고, 용액상태에서 출발하므로 균일한 조성 

의 형광물질 분말을 쉽게 합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형광물질은 분말의 형태로 표시소자에 이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박막제조에 의한 조합화학 합성법과는 

다르게 형광 특성뿐만 아니라 분말의 결정성과 모양을 

직접 측정하거나 관찰 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착체 조합화학법에 의 

하여 삼성분계 SrO-Gd2O3-ALO3 에서 터븀 활성 형광 

물질을 원하는 조성에 맞추어 합성하였다. 합성된 형광 

물질을 UV PL과 VUV PL로 형광특성을 측정하여 라 

이브러리를 만든 후, 후보 조성에 대한 X^i 회절분석 

을 통하여 시료의 구조를 분석하고, 얻어진 결과를 바 

탕2로 세부적인 실험을 수행하여 후보 형광물질을 탐 

색 하였다.

실험 방법

Table 1은 Pechni법에 기초를 둔 고분자 착체 조합 

화학법의 실험 과정에 대한 개략도이다. 금속이온 용액 

은 각각 일본의 고순도 화학연구소의 Al(NQ)3 • 9H2O 
(99.999%), SrCO3 (99.9%), GdzQ (99.9%), Tb40 

(99.9%) 을 증류수와 질산에 녹여 사용하였고, citric 
acid(CA, 99.5%)와 ethylene glycol(EG, 99.8%)의 혼 

합용액은 각 각 몰비가 1:4가 되도록 하여 사용하였다 

. 조성표는 스트론튬, 가돌륨 그리고 알루미늄의 당량을 

0.05몰 정도 차이를 두고 작성하며, 여기에 터븀의 당 

량을 합하여 네 성분의 합이 1몰이 되도록 작성하였다.

조성표에 따라 6 ml들이 시험관에 각각의 조성비에 

맞게 금속이온용액, CA와 EG 혼합용액을 분취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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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citation and emission spectra of SrxGd1.x.y.zAlyTbzOs.

오븐에서 70〜150oC까지 연속2로 가열하여 축합반응 

을 시킴으로서 고분자 착체 전구체를 만들었다. 3개의 

-COOH 기와 1개 -OH 기를 가진 CA는 금속 이온과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고, 이 착화합물은 과량의 CA와 

더불어 EG와 에스테르 반응을 통하여 고분자 착체 전 

구체를 생성한다.

이 전구체 시료들을 600oC 에서 열처리하여 유기물 

을 분해한 후, 조합화학용 알루미나 반응기에 옮겨 담 

은 뒤, 먼저 공기 분위기에서 소성하고자 하는 온도보 

다 100 oC 아래에서 열처리를 하고, 5% H2/N2(300cc/ 
min) 분위기에서 온도 (1000~1500oC)에 따라 叫간 소 

성하여 산화물 시료를 제조하였다.

삼성분계의 발광 세기에 대한 라이브러리는 조성표 

에 따라 210〜23g 의 시료에 대하여 형광특성을 측정 

하여 만들었다. 라이브러리의 형광특성측정은 Xenon 
flash lamp를 갖는 Perkin Elmer LS 50 형광분광광도 

계를 사용하여 여기 스펙트럼을 얻은 후 분석하여 여기 

파장별로 측정하여 완성하였다. 완성된 라이브러리의 

조성비에 따른 시료의 형광특성을 검토하여 모체 (Sr, 
Gd, Al问 후보 조성 범위를 찾았다. 또한 플라즈마 디 

스플레이 패널환경과 유사한 진공 자외선 영역의 147 
nm 광원으로 여기시켜 발광 특성을 측정한 라이브러리 

를 완성하여 모체후보를 선정하여 형광체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후보물질의 결정상은 Rigak演卜의 X因 회절 분 

석기 (DMAX-33를 사용하여 확인하였고, 입자 형상은

2001, Vol. 45, No. 5

JEOL JSM-840A SEM(Scanmng Electron Microscopy)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결과 및 고찰

기존의 박막제조에 의한 조합화학 방법을 형광체에 

적용할 때 장점은 한 번에 1,00(까］ 이상의 물질을 동시 

에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나, 단점은 합성된 형광체 시 

료의 양이 너무 적고 박막상태에서 측정하므로 정확한 

형광특성 측정 및 평가를 하기 위해 후보조성에 대하여 

고상 반응법으로 다시 합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고분자 착체 조합화학법을 이용하 

면 수적으로는 기존의 조합화학법에 비해 적지만, 합성 

된 분말상 시료의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며, 시료를 0.1~ 

0.2 圖도 합성하므로 한번에 형광체의 광특성 바광파 

장, 여기파장 등) 분석, 결정상(XRD) 및 입자형상 

(SEM) 분석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소성온도 변화와 

소성 분위기 변화까지 실험할 수가 있었다.

스트론튬과 가돌륨 그리고 알루미늄 산화물의 삼성 

분계에서 터븀을 첨가한 경우의 23(까］ 시료에 대해 UV 

PL을 측정한 결과, 여기파장에 따라 발광 스펙트럼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1100 °C로 산 

소 분위기에서 전처리하고, 5% H2/N2 (300cc/min) 분 

위기에서 1200 oC로 列간 열처리 한 시료들 중에서 특 

성이 다른 몇 개의 시료에 대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났듯이 모체의 조성에 따른 구조 특성에 

따라 여기 파장이 다르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강한 

발광 세기를 갖는 것을 보면, 여기 파장이 240 nm에서는 

시료의 조성이 Sr0Gd0.73Al0.2Tb0.0Q (#29)일 경우이고, 

275 nm에서는 Sr0.45Gd0.2Al0.25Tb0.1O3 (#165) 그리고 307 
nm에서는 Sr0Gd0.92Al0.02Tb0.06O3 (#2)의 조성이었다. 여 

기 스펙트럼의 경우 모체의 O2- 이온과 Tb3+ 이온 사이 

의 전자 이동에 의한 charge transfer band(CTB)와 

Tb3+ 이온내의 4f8-4f75d1 전이 흡수밴드가 혼합되어 넓 

은 영역의 흡수 밴드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 

제로 여러 Tb계 형광체에서 CTB는 모체의 흡수단과 

4f-5d전이의 흡수밴드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실리케이트 형광체에서 전이의 흡수밴드 

는 이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8,9 발광 

스펙트럼을 보면 녹색 영역에서 5D4-7Fj 전이가 나타나 

는데, 여러 발광 전이 중 543 ng］ 위치한 전이가 가장 

강한 발광세기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5D4-7F5 전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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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3+ 이온의 녹색 발광은 주로 이 전이에 기인한다.10

여기 파장이 모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발광 파장 

을 543 n曜 고정시키고 여기 파장을 240, 275 그리고 

307nm에서 UV PL을 측정하여 23g 의 시료에 대해 

라이브러리를 작성하였다. 가장 발광 세기가 큰 소성 

조건은 산소분위기 에서 1200 °C로 전 열처 리 한 뒤 , 
5% H2/N2 (300cc/min) 분위기 에서 1300 °C로 3시 간 

열처리 한 것이었다. Fig. 2는 여기 파장이 240 nm일 

때의 라이브러리로써, 검은색이 짙을수록 발광 세기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 파장으로 여기시켰을 때 스트론 

튬이 많이 들어 가고 가돌륨과 알루미 늄이 적 게 들어 간

부분에서 발광 세기가 크게 나타났는데, 그 중 

Sr0.6Gd0.“Al0.17Tb0q의 조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여기 파장이 307 nm일 때는 가돌륨이 많이 들 

어가고 스트론튬과 알루미늄이 적게 들어간 부분에서 

발광 세기가 크게 나타남을 Fig. 3에서 볼 수 있으며, 

그 중 Sr0.03Gd0.2Al0.03Tb0.06O3 의 조성에서 발광 세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여기 파장이 275 nm일 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는데 , 여기파장이 240 nm와 307 
nm에서 발광 세기가 크게 나타난 부분이 섞여있음을 

Fig. 4에서 볼 수 있다. 가장 큰 세기를 갖는 조성은 

Sr0.03Gd0.2Al0.03Tb0.06O3와 Sr0.6Gd0.12Al0.17Tb0.1O^L 나 

타났다.

Fig. 2. Library for the Tb(III) ion under 240 nm excitation in 
the ternary SrO-GdzQj-A^Qj system. Samples were pre
pared at 1300 °C for 3 h in 5% H2/N2 atmosphere.

Fig. 4. Library for the Tb(III) ion under 275 nm excitation in 
the ternary SrO-Gd2O3-Al2O3 system. Samples were prepared 
at 1300 oC for 3 h in 5% H2/N2 atmosphere.

Fig. 3. Library for the Tb(III) ion under 307 nm excitation in 
the ternary SrO-Gd2O3-Al2O3 system. Samples were prepared 
at 1300 oC for 3 h in 5% H2/N2 atmosphere.

Fig. 5. Library for the Tb(III) ion under 147 nm excitation in 
the ternary SrO-Gd2O3-Al2O3 system. Samples were prepared 
at 1300oC for 3 h in 5% H2/N2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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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lative emission intensities under 147 nm excitation 
as a function of the firing temperature.

Fig. 5은 삼성분계의 23g 시료에 대한 VUV PL을 

측정한 결과의 라이브러리이다. 합성조건은 고분자 착체 

전구체를 1200oC로 산소 분위기에서 전처리 한 후, 5% 
H2/N2 (300cc/min) 분위기에서 1300 oC로 3시간 열처리 

한 것이다. 검은색이 진할수록 VUV Pg 여기파장인 

147nm에서 발광 세기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각 

조성에 따라 정량적인 3차원으로 그리면 Fig. 6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면 Sr0Gd0.73Al0.2Tb0.07O3 와 

Sr0.04Gd0Al0.85Tb0.11O；의 두 조성에서 발광 세기가 가장

r一

f - l-MQ"(:

Fig. 8. Fine-tuning screening of Gd1.x.yAlxTbyOs. Samples 
were prepared in air atmosphere.

큰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은 230개의 시료를 소성 온도 1200~1400 °C로 

변화시켜 열처리 한 뒤, VUV PL 측정 결과 중 발광 

세기가 큰 몇 개의 조성들에 대한 결과로써 1300 °C에 

서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VUV PL을 측정한 라이브러리를 보면 (Fig. 5) 

Sr0Gd0.73A10.2Tb0.07O와 Sr0.04Gd0Al0.85Tb0.1Q의 두 조성 

에서 발광 세기가 크게 나타나, 이것에 대한 몰 비를 세 

부적으로 변화시키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우선 Sr0Gd0.73Al0.2Tb0.07O3 조성에서 Gd-AbO,상이 

얻어졌기 때문에 Gd2O3-Al2O3 이성분계에 터븀을 도핑 

시켜 세 성분의 몰 비를 변화시켜 보았다. 열처리 분위 

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산소 분위기와 5% H2/N2 

(300cc/min) 분위기에서 소성하였다. Fig. 昵 산소 분 

위기에서 소성한 시료들의 VUV PL 측정 결과이다. 그 

림에서 对은 알루미늄의 몰 비로 터븀의 몰 비에 따라 

0〜1몰 간격을 두었고, 가돌륨, 알루미늄 그리고 터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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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ine-tuning screening of Gd1.x.yAlxTbyOs. Samples 
were prepared in 5% H2/N2 (300cc/min) atmosphere.

합이 1 몰이므로 알루미늄의 몰 비가 증가할수록 가돌 

륨의 몰 비는 감소한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터븀의 

몰 비에 상관없이 Gd0.84*Al0.142Tb0.011O«(Gd4Al2O9) 와 

Gd0.322Al0.661Tb0.01*O«(Gd3Al5O12) 조성에서 발광 세기가 

크고, 또한 소성 온도에 상관없이 Gd-AbO,보다 

Gd3ALO12이 약 30%정도 발광 세기가 큰 것을 관찰할 

수 있다. Gd'AbQ 조성은 1100°C에서 발광 세기가 가 

장 크고 소성온도가 올라갈수록 그 세기는 줄어드나, 

Gd'AlsO* 조성에서는 소성온도가 올라갈수록 세기가 

증가해서 1400 oC에서 최대 발광 세기를 나타내었다.

Fig. 9는 5% H2/N2 (300cc/min) 분위기에서 열처리한 

시료의 VUV PL 측정 결과로써 산소 분위기에서 열처 

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Gd0.847Al0.142Tb0.011O5(a-Gd4Al2O9) 
와 Gd0.322Al0.661Tb0.017O5(c-Gd3Al5O12) 조성에서 발광 세 

기가 좋으나, 소성온도가 1200 oC일 때는 Gd4Al2O,(a, 
e) 조성 이 Gd3Al5O12(c, d) 조성보다 20% 이상 좋으나 

1300 oC부터는 반대로 Gd'AlsO” 조성에서 그 세기가 

훨씬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핑된 터븀의 몰이

Fig. 10. Relative emission intensities under 147 nm excitation 
as a function of the firing temperature.

Fig. 11. XRD patterns of some samples in the fine-tuning 
screening of Gd1.x.yAlxTbyOs.

0.01〜0.02 사이일 때 세기가 크므로 이 부분을 확대하 

여 위의 경향을 자세하게 나타난 것이 Fig. 10이다.

Fig. 11은 Gd1-x-yAlxTbyOs 세부 변화 중 1500 oC(5% 
H2/N2 300cc/min：에서 열처리한 몇 개의 시료를 선택해 

얻은 XRD] 회절모양이다. Gd0"7Al0.142Tb0.011O«(a)를 

보면 주된 상은 Gd4AbO9 이나 Gdq3 의 상이 아직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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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EM photographs of some samples in Fig. 11.

이 남아있는 혼합상이다. Gdo,22Alo.661Tbo.017O«(C)와 

Gdo.31」Alo.656Tbo.o33O«(d问서는 Gd'AlsO*이 주된 상이고 

여기에 GdAlQ상이 약간 남아있다. 이는 Gd3A，O12 

상이 15oooC에서 GdAlOj와 AI2O3로 분해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11 도핑된 터븀의 몰이 증가한 最 보 

면 c에 비해 GdAlQ 상이 더 남아있는데, 이것 때문에 

휘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거의 발광이 없는 

조성 인 Gdo.656Alo.331Tbo.o13O«(b)에서는 거의 GdAlQ 상 

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Gd3ALO12 조성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상이 급격하게 변화되며 이것이 형광특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에 제시된 시료에 대한 입자 형상을 Fig. 12에 

나타내었는데, 域 最 보면 a와 b에 비해 입자가 응집 

되지 않고 크기가 훨씬 균일한 것(약 2 卩m：度 볼 수 있 

다. a와 b의 경우는 XRD 측정 결과 (Fg. 11-a, b)에서 

도 볼 수 있듯이 혼합상으로 존재하고 잔상이 많이 남 

아있는 것이 입자 형상에서도 나타나며, 이런 요인들은 

발광 세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터븀이 도핑된 라이브러리의 VUV PL 측정결과로 

부터 얻은 발광 세기가 큰 또 다른 조성(SrgGdo- 
Alo.o85Tbo.11O网서의 Sr/Al m이비와 소성 온도의 변화

: Tb그0.075 —♦— Re1200°C
o Re1300°C

Q r r - Re1400°C

■3
.

ra)A-su
a,A
-
U
O
-
S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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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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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Fine-tuning screening of SrxAl1.x.yTbyOs. Samples 
were prepared in 5% H2/N2 (300cc/min) atmosphere.

2001, Vol. 45, No. 5



468 鄭良先 • 金昌海 • 朴熙東 • 치骏宅 • 姜聖權

10 20 30 40 50 60 70 80
20

二4丄

S「0.054A 10,926*0,02°厂 1 C

I %.089시0,8921叫）.02°5사흐허1400°C

J A』A. — A .. -JIIa . ..Ji - A.丄

fj시—4一1 A

二丄

Sr시］2°19 ▼
▼ ai2o3

ll I , Il

Sr（）.o54 시 0,926

< ‘%34시0.946

111,1』„

rb002O8-Re1400°C

Fb002O5-Re1400°C

ULsJR耳ij】

ik I I

Fig. 14. XRD patterns of some samples in the fine-tuning 
screening of SrxAl1.x.yTbyOs.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Fig. 13과 같다. 터븀의 

몰수와 거의 상관없이 모두 1300 °C에서 환원 처리한 

시료가 발광 세기가 크나, 터븀의 몰수가 커질수록 최 

대 발광세기가 Sr/Al비가 작은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최고 발광 세기를 갖는 것은 

1300°C 에서 열처리한 것 중 Sro.oMlyTbo.oQMb) 조성 

의 시료에서 나타났다.

Fig. 14는 SrxAl1-x-yTbyO5 세부 변화 중 몇 개의 시료 

를 선택해 얻은 XRD 회절모양으로서 SrAl1Q19상이 주 

를 이루고, 여기에 Al2O3 상이 소량 혼합되어 있다. 

Sro.o34Alg6Tbo.o0 조성(a)에서는 SrAl12O19와 AbQ 상 

이 혼합되어있고, Sro.o89Alo.892Tbo.o2O5 조성(。에서는 

Al2O3 상이 없어지고 SrAl12O19 상만 형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14oo°C 에서 환원 처리한 Sro.o54Alo.926Tbo.o2O5 

조성 (b)의 회절 모양을 보면 Al2O3 상이 조금 섞 여 있 

으나 발광 세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같은 조성을 산소 분위기에서 15。。°C 열처리한 것 (b') 
은 소성온도가 b보다 1oo °C 높음에도 불구하고 AbQ 
상이 더 많이 남아있다. 소성 시 환원 처리하는 것이 상 

형성과 발광 세기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5. SEM photographs of some samples in 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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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향에 관한 내용은 세부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 

려고 시도하고 있다.

Fig. 14에 제시된 조斗의 시료에 대한 입자 형상을 Fig. 
1剑］ 나타내었다. 전형적인 SrAl“Oi9상의 형태인 판상형 

이 얻어졌고, 세기가 가장 좋은 Sro.o54Gd0Alo.926Tbo.02O5(b) 
조성이 다른 조성들(a, c)보다 훨씬 모양이 균일한 것을 

볼 수 있다. 波］ 경우 다른 것에 비해 입자가 더 불균 

일한데, 이것은 XRD의 분석 결과(그림 14-a) 에서 볼 

수 있듯이 AbQ 상이 많이 존재하여 입자의 성장에 영 

향을 미치는 것 같다. 소성온도가 높아지면 (b') 입자 크 

기가 커지지만 발광 세기는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 론

터븀이 도핑된 SrO-GdzQ-ALQ 계에 대한 형광 물 

질을 고분자 착체 전구체를 경유하는 조합화학법으로 

합성하고 탐색하였다. 실험 결과 고분자 착체 조합화 

학법으로 산화물계에 대한 형광물질을 합성하여 여기 

파장에 따른 라이브러리를 완성할 수 있었으며, 형광 

특성을 추적하여 후보형광물질을 찾아내고, X因 회절 

분석을 통하여 합성된 시료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라이브러리의 결과로부터 얻은 녹색의 발광 세 

기가 큰 조성은, UV Pg 경우 여기 파장이 240 nm일 

때는 Sr0.6Gd0.12Al0.17Tb0.1O5(P-Sr4Al2O7), 275 nm일 때는 

Sr0.03Gd0.89Al0.03Tb0.06O(cubic GdzQ)와 Sr0.6Gd0.12Al0.17Tb0.1O3 

(B-SriAbO*) 그리고 307 nm 일 때는 Sr0.03Gd0.89Al0.03Tb0.06O3 

(cubic GdzQ)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VUV PL의 경우에는 Sr0Gd0.73Al0.2Tb0.07O3, 
Sr0.04Gd0Al0.85Tb0.11O3 두 개로 정 리가 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험 결과, 환원 분위기에서는 Gd1-x-yAlxTbyO3 

는 0.595<x<0.733 그리고 0.016<y<0.017 영역에서, 그리 

고 SrxAl1”TbyO는 0.049<x<0.064 그리고 0.02<y<0.039 
영역에서 발광세기가 크게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도 

Gd0.322Al0.661Tb0.017O3는 1500 °C(5% H2/N2 300cc/min) 
에서 합성한 것이 Gd3Al5O12 상으로서 그리고 Sr°.054 

Al0.926Tb0.02O 点 1300 oC(5% H/N2 300 cc/min) 에서 힙성 

한 것이 SrAl12O19상으로서 가장 큰 발광 세기를 갖는 

녹색 형광물질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조성을 

갖는 형광물질은 PDP4] 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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