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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졸-겔법 및 졸-겔법과 연소법을 함께 사용한 하이브리드법으로 각각 얻어진 건식 젤을 열처리하여

Ba2SiO4:Eu2+ (B2S:Eu2+) 분말을 합성하였으며, 이들 공정에 따른 구조 및 발광 특성 변화를 조사

하였다. Si 공급원으로서는 tetraethyl orthosilicate (TEOS)를 사용하였다. 졸-겔법에 의한 건식 젤

로 하소 과정 없이 합성한 경우 TEOS 양의 변화에 따라서 상전이가 관찰되었으며, 1.2 M

TEOS에서 B2S:Eu2+ 단일상을 얻었을 수 있었다. 반면에 하소 과정을 거친 1.2 M TEOS로 합성

된 분말에서는 졸-겔법과 하이브리드법 모두 B2S:Eu2+와 미량의 BaSiO3:Eu2+ (BS:Eu2+) 상이 혼

재하는 분말을 얻을 수 있었으나, 이들 분말은 하소 과정 없이 합성된 것보다 발광특성이 약 두

배 정도 우수하였다. 하이브리드법에 의한 B2S:Eu2+는 졸-겔법에 의한 것에 비하여 발광강도가 약

간 떨어지나 공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시킬 수 있는 장점을 보이고 있었다. 1.1 M TEOS로

하소 과정을 거쳐 하이브리드법으로 얻어진 분말은 B2S:Eu2+ 단일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Eu2+

이온의 4f65d1
→4f7 전이에 의한 가장 강한 강도를 갖는 녹색 발광 (505 nm)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었다. 

Abstract : Ba2SiO4:Eu2+ (B2S:Eu2+) powders were prepared by firing the dry gel obtained by

the sol-gel and the hybrid process (sol-gel and combustion), respectively, and their structure

and luminescence were investigated. Tetraethyl orthosilicate (TEOS) was used as a Si source.

The phase transition was observed with the TEOS content. With 1.2 M TEOS, the powders

prepared by the sol-gel process without prior calcination were composed of the B2S:Eu2+ single

phase, whereas those by the sol-gel and the hybrid process with prior calcination consisted of

the dominant B2S:Eu2+ and minor BaSiO3:Eu2+ (BS:Eu2+) phases and their emission intensities

were approximately two times higher than those without prior calcination. The hybrid process

could reduce the process time innovatively compared to the sol-gel process, even though the

former was a little inferior to the latter in the emission intensity of B2S:Eu2+. With 1.1 M

TEOS, the B2S:Eu2+ single phase was obtained by the hybrid process, and its green emission

was observed at 505 nm originated from the 4f65d1
→4f7 transition of Eu2+ 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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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백색 발광다이오드(white light-emitting

diodes, WLEDs)는 높은 발광 효율, 낮은 전력소모, 신

뢰성,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특징 때문에 이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근자

외선(near ultraviolet, nUV) LED 칩과 청녹적색의 세

가지 형광체를 사용하는 WLEDs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1,2) 여기에 적용되는 형광체로서 화학적열적 안정

성이 우수한 알칼리토류 실리케이트가 주목 받고 있으

며, 이들 중에서 Eu2+ 이온이 도핑된 Ba2SiO4

(B2S:Eu2+)가 녹색형광체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2-11) 활

성제인 Eu2+ 이온은 4f-5d 전이에 의한 nUV 영역에

서의 강한 흡수 특성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BaO-SiO2계 화합물은 Ba3SiO5 (B3S),

B2S, BaSiO3 (BS)가 있다. B2S와 BS는 사방정계

(orthorhombic) 구조를 가지며 각각의 공간군은 Pmcm
3,4,7,11,12)과 P212121

13,14)이다. 그리고 B3S는 I4/mcm의 공

간군과 정방정계(tetragonal) 구조를 갖는다.15) B2S는 두

개의 Ba(I)과 Ba(II) 양이온 자리들을 가지며, 이들은

산소이온에 의하여 각각 10배위와 9배위의 결합을 이

루고 있다.3-6) 따라서 B2S:Eu2+는 Ba(I)과 Ba(II) 자리

에 의한 두 개의 발광 밴드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지만, 실제로는 두 밴드가 겹쳐져 505 nm 근처에서

Eu2+의 4f65d1
→4f7 전이에 의한 단일 발광 밴드가 나

타난다.4,7,12)

B2S:Eu2+ 분말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고상반응법으

로 쉽게 합성되어지나, 입자가 크고 모양이 불규칙하여

이로 인한 높은 산란 손실 때문에 빛 방출 효율(light

extraction efficiency)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4-11) 따라

서 미세하고 균질한 분말을 얻기 위하여 졸-겔법,2,3)

공침법6)과 같은 액상법이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Si 공급원으로서 tetraethyl orthosi-

licate (TEOS)를 사용하여 졸-겔법 및 졸-겔법과 연소

법(combustion)을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법(hybrid)

으로 B2S:Eu2+ 파우더를 합성하였으며, 합성 공정, 온

도, TEOS 양이 분말의 상전이와 발광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2. 실 험

시작물질로 barium acetate [Ba(C2H3O2)2, 99.999%,

Aldrich), europium nitrate hydrate [Eu(NO3)3·xH2O,

99.99%, Aldrich]를 사용하고, Si 공급원으로는 TEOS

(99.999%, Aldrich)를 사용하였다. 용매제로는 탈이온

수(deionized water)과 에탄올 [C2H5OH, 99.5%,

Samchun Pure Chemial Co., LTD.]을 사용하고, 촉매

제로 초산 [acetic acid, CH3COOH, 99.7%, Junsei]을

사용하였다.

졸-겔 공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Ba(C2H3O2)2

와 0.05 mol Eu(NO3)3xH2O를 20 mL의 탈이온수에 희

석시켜 용액 A를 만들고, TEOS를 에탄올 10 mL에 희

석시켜 용액 B를 만든다. 그 후 용액 A를 저으면서

용액 B를 천천히 떨어뜨려 1시간 동안 섞은 후에 촉

매제인 초산을 천천히 떨어뜨려 pH를 1로 맞춰준 후

다시 1시간 동안 섞어주면 투명한 졸이 형성된다. 이

것을 불투명한 습윤 겔(wet gel)이 될 때까지 60oC에

서 가열하여 준다. 습윤 겔을 90oC의 오븐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여 백색의 건조된 겔을 만들고, 이를 두 가

지 방법으로 열처리 한다: (i) 수소 분위기에서 1300oC

에서 5시간 동안의 열처리, (ii) 대기 분위기에서

900oC로 3시간 동안 하소(calcination) 과정을 거친 후

수소 분위기에서 1300oC로 5시간 동안의 열처리.

하이브리드법의 경우는 습윤 겔을 형성하기까지는

졸-겔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졸-겔법과 다른 점

은 습윤 겔을 오븐에서 24시간 건조 시키는 공정 대

신에 300oC로 가열한 금속 비이커에 쏟아 붓고, 급속

가열하여 건조된 겔 분말을 1시간 만에 얻는 것이다.

이후 열처리 과정은 졸-겔 과정과 동일하다.

열처리된 파우더의 결정상은 CuKα  방사선

(λ=1.5406 Å)을 사용하는 X-선 회절분석기 (XRD,

Rigaku Miniflex2)로 분석하고, 발광 특성은 상온에서

500-W 제논램프를 사용하는 광루미네선스시스템

[Photoluminescence (PL) system, PSI, Darsa 5000]으

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하소 과정 없이 1300oC에서 합성된 분말의

TEOS 농도에 따른 XRD 패턴 변화를 나타낸다. (a)

(c)는 졸-겔법으로, (d)는 하이브리드법으로 합성한 것

이다. 정량비의 B2S 합성을 위한 TEOS의 이론 농도는

1.0 M이지만, 이 조건에서 합성된 분말의 Fig. 1(a)의

XRD 패턴을 보면 B3S 상이 주도적으로 합성된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B2S 상은 아주 미약하게

보이고 있다. 이는 정량비의 TEOS에 들어 있는 Si이

실제 합성 시에는 전량이 반응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TEOS 양을 1.2 M로 증가 시켰으

며, 그 결과 Fig. 2(b)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한 B2S

단일상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TEOS의 양을 1.4 M

로 증가 시키면 Fig. 1(c)에서와 같이 Si 양의 증가로

인하여 B2S 상 이외에 BS 상이 미량 나타나고 있다.

한편 1.2 M TEOS로 하이브리드법에 의하여 합성된 분

말의 경우는(Fig. 1(d)), 졸-겔법과 TEOS 농도와 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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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1.4 M TEOS를 사용

하여 졸-겔법으로 얻은 분말과 유사하게 B2S와 소량의

BS 혼재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졸-겔법에 비하여 하

이브리드법에서는 TEOS에서 공급되는 Si 양이 열처리

후에도 좀 더 많이 분말에 함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90oC의 오븐에서 24 시간 건조 과정을

거치는 졸-겔법과는 달리 하이브리드법에서는 300oC의

고온에서 단시간에 건조시킨 공정상의 차이에서 온 것

이다. 

Fig. 1에서 얻어진 분말의 발광 (PL)과 여기스펙트럼

(PL excitation, PLE)을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1(b)(c)에 대응하는 분말의 경우 505 nm 근처에서 녹

색 발광을 보이고 있으나, Fig. 1(a)에 해당하는 분말의

경우에는 505 nm 피크 이외에 578 nm에서도 발광 피

크가 관찰되고 있다. 이는 합성된 분말의 결정상의 차

이에 기인한 것이며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들 분말의 발광은 Eu2+ 이온의 4f65d1
→4f7 전이에

의한 것이다. PLE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 스펙트럼의

주피크는 380 nm 전후에서 나타나며 이는 nUV칩을

사용하는 WLEDs에 적합함을 의미한다. 

B3S와 B2S는 둘 다 단위격자 안에 2개의 양이온 자

리 Ba(I)과 Ba(II)를 가진다. B2S에서는 Ba(I)과 Ba(II)

이 각각 산소 이온과 10배위와 9배위를 하고,3-6,10) B3S

는 각각 10배위와 8배위를 하고 있다.15) 그러나 BS는

이들과는 달리 산소와 불규칙하게 8배위를 하는 단 하

나의 양이온 자리만을 갖는다.16,17) B2S:Eu2+의 경우 2

개 양이온 자리가 2개의 발광밴드를 만들지만, 이들이

하나로 합쳐져 505 nm 부근에서 하나의 발광 밴드만

이 나타나게 된다.3-8,10,12) 한편, Yamaga et al.11) 과

Cho et al.16) 에 의하면 B3S:Eu2+는 585-590 nm 부근

에서 하나의 발광 파장이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러나 Park et al.12)은 B3S:Eu2+가 504와 566 nm에서

두 개의 발광 밴드를 나타내지만 Eu2+의 농도가 높아

지면 566 nm에서의 발광강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504 nm에서의 발광 강도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설명하

고 있다. Fig. 1(a)의 분말의 경우 XRD 상에서 B3S와

B2S가 혼재되어 나타나며, 이로 인해서 Fig. 2(a)와 같

이 B2S:Eu2+에 의한 505 nm에서의 발광 밴드 이외에

B3S:Eu2+에 의한 578 nm 발광 밴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Fig. 1(b)의 시편 경우에는 B2S 단일상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B2S:Eu2+에 의한 505 nm에서의

단일 밴드로 나타나고 있으며 (Fig. 2(b)), 이는 종전의

보고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B2S와 소량의 BS가 혼

재된 시편 (Fig. 1(c))의 경우는 Fig. 2(c)에서와 같이

505 nm 근처에서 단일 밴드가 보여지고 있다. BS:Eu2+

는 565~570 nm 부근에서 하나의 발광 밴드를 갖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6,17)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570 nm

부근에서의 발광 밴드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소

량의 BS:Eu2+ 만이 분말에 있기 때문에 이 것에 의한

570 nm에서의 발광 강도는 매우 약할 것이며, 따라서

B2S:Eu2+에 의한 강한 505 nm 발광밴드에 포함되어 있

기 때문이다. 결국 B2S 단일상이 나타난 (b)에서 발광

강도가 가장 높았다. Fig. 2(d)의 하이브리드법에 의하

여 얻어진 시편의 발광특성을 보면 순수한 B2S:Eu2+

발광밴드와 동일한 파장에서 나타나지만, 이차상인 BS

로 인하여 동일조건에서 얻어진 Fig. 2(b)의 순수한

B2S:Eu2+에 비하여 발광 강도가 낮아 지고 있으며,

PLE의 경우에는 보다 좋아진 결정성 때문에 피크 위

치가 졸-겔법으로 합성된 분말에 비하여 381 nm의 장

파장 쪽으로 이동하였다. 

Fig. 1. XRD patterns of the samples prepared at 1300oC

without calcination with different amounts of TEOS of

(a) 1.0 M, (b) 1.2 M, (c) 1.4 M, and (d) 1.2 M. [(a)  (c):
sol-gel; (d): hybrid].

Fig. 2. PL and PLE spectra of the samples prepared at

1300oC without calcination with different amounts of

TEOS of (a) 1.0 M, (b) 1.2 M, (c) 1.4 M, and (d) 1.2 M.

[(a)-(c): sol-gel; (d): 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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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 과정 없이 합성된 경우 분말의 색깔이 진한 회

색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소량의 탄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성 중에 잔류 탄소를 제거하기 위

하여 900oC에서 하소 시킨 후에 열처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분말내의 탄소 성분이 거의 제거되어 흰색에

가까운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 1.2 M TEOS로 졸-겔

법과 하이브리드법으로 얻어진 건식 겔을 각각 하소

과정을 거친 후 열처리하여 합성한 분말의 XRD 패턴

을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b)의 하이브리드법에

의하여 얻어진 분말의 경우 Fig. 1(d)와 비교 시 하소

유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으나, Fig. 3(a)의

졸-겔법으로 합성된 시편 경우에는 하소 과정 없이 합

성된 Fig. 1(b)의 분말과 달리 BS 상이 이차상으로 약

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분말의 PL과 PLE 스펙트럼을 Fig. 4에 나타내

었다. 하소 과정을 거친 분말의 경우는 졸-겔과 하이브

리드법 모두에서 하소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말에 비

하여 약 200% 정도 발광 강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분

말내의 잔류 탄소를 제거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이다.

PLE를 보면 하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겔법으로 합

성된 분말은 다른 시편들에 비하여 단파장에서 좁은

피크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며, 반면에 하소 과정을 거친 후 졸-겔법으로 얻어진

분말의 경우는 하소 과정에서 결정성이 발달되어 하이

브리드법과 같이 장파장에서 넓은 피크를 보이고 있다.

하소 과정을 거친 경우에 하이브리드법에 의한 분말

의 발광 강도는 졸-겔법에 의한 것의 약 90% 정도이

다. 그러나 습윤 젤로부터 건식 젤 분말을 만드는 과

정이 전자의 경우는 1시간 정도 걸리는 반면에, 후자

의 경우는 약 24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10%

정도 낮은 발광 강도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법은 공

정 상에서의 매우 큰 장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하

이브리드법에서의 하소 온도와 TEOS 양의 영향을 아

래와 같이 알아보았다.

하이브리드법으로 합성한 건식 젤의 하소 온도와

TEOS양에 따른 XRD 패턴을 Fig. 5에 나타내었다.

1.2 M TEOS 조건에서는 하소 온도를 900oC에서

1000oC로 증가시켰으나, XRD 패턴에서는 Fig. 5 (a)와

(b)와 같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B2S 상과

더불어 나타나는 이차상인 소량의 BS 상이 하소 온도

를 증가시키더라도 큰 변화를 보이 않고 있었다. 반면

에 TEOS 양을 1.2 M에서 1.1 M로 감소 시킨 경우에

는 Fig. 5 (c)에서 볼 수 있듯이 이차상인 BS 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B2S 단일상이 합성되었다. 

이들 시편의 발광 스펙트럼을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3. XRD patterns of the samples prepared at 1300oC

with prior calcination at 900oC. (a) sol-gel and (b) hybrid.

(1.2 M TEOS).

Fig. 4. PL and PLE spectra of the samples prepared at

1300oC without (a), (c) and with prior calcination at

900oC (b), (d). [(a), (b): sol-gel; (c), (d): hybrid].

Fig. 5. XRD patterns of the samples prepared by the

hybrid process with prior calcination at (a) 900oC, (b)

1000oC, and (c) 1000oC. [(a), (b): 1.2 M TEOS; (c): 1.1 M

T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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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 TEOS에서는 하소 온도를 900oC에서 1000oC로

증가시킴에 따라서 XRD 패턴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

나, 발광강도는 약간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높은 하소

온도가 결정질 향상 및 내부 결함 완화에 좀 더 기여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1.1 M TEOS로

합성한 시편의 경우는 같은 하소 조건의 1.2 M TEOS

로 합성한 분말에 비하여 약 130 % 발광강도가 증가

하였다. 이는 앞서 Fig. 5 (c)에서 설명하였듯이 이차상

인 BS 상이 완전히 없어진 단일상의 B2S 상이 얻어

졌기 때문이다. 

단일상 B2S:Eu2+ 분말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Fig. 7

에 나타내었다. 분말은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에 이르

는 작은 나노 입자와 이방성으로 성장한 침상 입자들

로 구성되어 있다. 침상 입자의 성장 거동과 이들이 발

광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현 단계에서 원인

을 명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유사한 실험 결과가 다음

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 Han et al.2)와 Birkel et al.3)

은 졸-겔 법으로 합성한 B2S:Eu2+ 분말이 구형의 입자

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Han et al.은

Ba 자리에 Sr을 치환함으로써 입자 모양이 구형에서

침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였으나, 입자의 이방성

성장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Lee et

al.6)도 공침법으로 합성한 Sr2-xBaxSiO4:Eu2+ 분말이 침

상으로 얻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반응물들이

특정한 결정면으로 우선적 결합을 하기 때문이며, 이러

한 거동은 성장하는 결정들의 표면자유에너지 및 표면

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4. 결 론

B2S:Eu2+ 분말을 졸-겔법과 하이브리드법으로 합성하

였다. 졸-겔법에 의한 건식 겔을 하소 과정 없이 열처

리한 경우에는 1.2 M TEOS에서 순수한 B2S 단일상을

합성하였으나, 동일 조건의 하이브리드법으로는 B2S와

소량의 BS 혼재된 분말이 합성되었다. 앞의 동일 조건

에서 얻어진 건식 겔을 900oC에서 하소 시킨 후에 열

처리한 분말에서는 B2S 단일상이 아닌 B2S와 BS 혼

재상이 합성되었다. 졸-겔법과 하이브리드법 모두 하소

과정을 거친 분말이 거치지 않은 분말보다 발광강도가

높았다. 졸-겔 공정으로 합성한 분말이 하이브리드 공

정으로 합성한 분말보다 발광 강도가 높지만 하이브리

드 공정은 졸-겔 공정에 비해 합성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하이브리드 공정에서 1.2 M

TEOS로는 B2S와 BS 상이 혼재하는 분말이 얻어진 반

면에, TEOS 양을 1.1 M로 낮춘 조건에서는 B2S 단일

상이 합성되었고 발광강도는 130% 정도 증가하였다.

B2S 단일상 분말은 직경이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에

이르는 작은 입자와 길쭉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경기대학교 연구년 수혜로 연

구되었음.

References

 1. C. C. Lin and R. S. Liu, ‘Advances in phosphors for
light-emitting diodes’ J. Phys. Chem. Lett., 2, 1268

(2011).

 2. J. K. Han, M. E. Hannah, A. Piquette, J. Micone, G. A.

Hirata, J. B. Talbot, K. C. Mishra, and J. Mckittrick,

Fig. 6. PL spectra of the samples prepared by the hybrid

process with prior calcination at (a) 900oC, (b) 1000oC,

and (c) 1000oC. [(a), (b): 1.2 M TEOS; (c): 1.1 M TEOS].

Fig. 7. SEM micrograph of B2S:Eu2+ powders prepared

by the hybrid process with prior calcination at 1000oC.

(1.1 M TEOS).



전기화학회지, 제 16권, 제 3 호, 2013 189

‘Europium-activated barium/strontium silicates for near-

UV light emitting diode applications’ J. Lumin., 133 184

(2013).

 3. A. Birkel, N. A. DeCino, N. C. George, K. A. Hazelton,

B. C. Hong, and R. Seshadri, ‘Eu2+-doped M2SiO4 (M
= Ca, Ba) phosphors prepared by a rapid microwave-

assisted sol-gel method: Phase formation and optical

properties’ Solid State Sci., 19 51 (2013).

 4. M. Zhang, J. Wang, Q. Zhang, W. Ding, and Q. Su,

‘Optical properties of Ba2SiO4:Eu2+ phosphor for green

light-emitting diode (LED)’ Mater. Res. Bull., 42 33

(2007).

 5. J. S. Kim, Y. H. Park, S. M. Kim, J. C. Choi, and H. L.

Park, ‘Temperature-dependent emission spectra of

M2SiO4:Eu2+ (M = Ca, Sr, Ba) phosphors for green and

greenish white LEDs’ Solid State Commun., 133 445

(2005).

 6. J. S. Lee and Y. J. Kim, ‘Effects of barium on

luminescent properties of Sr2-xBaxSiO4:Eu2+

nanoparticles’ Ceram., Int., 39 S555, (2013).

 7. M. A. Lim, J. K. Park, C. H. Kim, and H. D. Park,

‘Luminescence characteristics of green light emitting

Ba2SiO4:Eu2+ phosphor’ J. Mater. Sci. Lett., 22 1351

(2003).

 8. J. S. Kim, P. E. Jeon, J. C. Choi, and H. L. Park,

‘Emission color variation of M2SiO4:Eu2+ (M = Ba, Sr,

Ca) phosphors for light-emitting diode’ Solid State

Commun., 133 187 (2005).

 9. M. Wang, X. Zhang, Z. Hao, X. Ren, Y. Luo, X. Wang,

and J. Zhang, ‘Enhanced phosphorescence in N

contained Ba2SiO4:Eu2+ for X-ray and cathode ray tubes’

Opt. Mater., 32 1042 (2010).

10. S. H. M. Poort, W. Janssen, and G. Blasse, ‘Optical

properties of Eu2+-activated orthosilicates and

orthophosphates’ J. Alloy. Compd., 260 93 (1997).

11. M. Yamaga, Y. Masui, and Shu Sakuta, ‘Radiative and

nonradiative decay processes responsible for long-lasting

phosphorescence of Eu2+-doped barium silicates’ Phys.

Rev. B, 71 205102 (2005).

12. J. K. Park, M. A. Lim, K. A. Choi, and C. H. Kim,

‘Luminescence characteristics of yellow emitting

Ba3SiO5:Eu2+ phosphor’ J. Mater. Sci., 40 2069 (2005).

13. S. H. M. Poort, H. M. Reijnhoudt, H. O. T. van der Kuip,

and G. Blasse, ‘Luminescence of Eu2+ in silicate host

lattices with alkaline earth ions in a row’ J. Alloy.

Compd., 241 75 (1996).

14. O. B. Tagiev, S. A. Abushov, F. A. Kazymova, and K. O.

Tagiev, ‘Photoluminescence of a BaSiO3:Yb3+ crystal’ J.

Appl. Spectosc., 71 541 (2006).

15. E. Tillmanns and H. P. Grosse, ‘Refinement of
tribarium silicate’ Acta Cryst., B34 649 (1978).

16. I. S. Cho, D. K. Yim, C. H. Kwak, J. S. An, H. S. Roh,

and K. S. Hong, ‘Investigation of crystal/electronic

structure effects on the photoluminescence properties in

the BaO-SiO2:Eu2+ systems’ J. Lumin., 132 375 (2012).

17. C. Guo, Y. Xu, Z. Ren, and J. Bai, ‘Blue-White-Yellow

tunable emission from Ce3+ and Eu2+ co-doped BaSiO3

phosphors’ J. Electrochem. Soc., 158 J373 (2011).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SyntheticBoldness 1.0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