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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라, 금속산화물로 된 매트릭스 결정 및 상기 매트릭스 결정에 발광중심으로서 도핑된 금속원소를 포함하며,

표면에 배위된 유기기가 제공되며, 작은 입자 크기를 갖고 광투과성 수지에 대한 친화성 및 분산성이 높으며, 광원으로부

터 방출되는 빛이 산란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제조방법; 금속

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분산액; 형광변환막;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분리하는 방법; 형광성 액체; 형광성 페이

스트; 형광체; 상기 형광체를 제조하는 방법; 및 형광변환체가 제공된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금속산화물로 된 매트릭스 결정 및 이 매트릭스 결정에 발광 중심으로서 도핑된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금속산화물계 형광

체 미립자로서,

상기 미립자의 표면에 배위된 유기기가 제공되는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기가 말단 또는 측쇄에 결합된 하나 이상의 작용기를 갖는 유기 화합물의 잔기이며, 이때 상기 잔기는 유기 화합

물로부터 하나 이상의 작용기를 해리시킴으로써 형성되는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작용기가 OH 기인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발광중심으로서 상기 금속원소가 희토류 원소인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희토류 금속이 유로퓸(Eu), 테르븀(Tb), 프라세오디뮴(Pr), 세륨(Ce), 사마륨(Sm), 툴륨(Tm), 디스프로슘(Dy) 및 루

테튬(Lu)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인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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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결정을 구성하는 금속산화물에 함유된 금속원소가 이트륨(Y), 알루미늄(Al), 가돌리늄(Gd), 란탄(La), 갈륨(Ga)

및 바륨(Ba)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이고, 발광중심으로서의 금속원소가 유로퓸(Eu), 세륨(Ce)

및 테르븀(Tb)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인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청구항 7.

(a) 하나 이상의 작용기가 말단 또는 측쇄에 결합된 유기화합물을 함유하는 분산 매질, 및

(b) 금속산화물로 된 매트릭스 결정 및 이 매트릭스 결정에 발광중심으로서 도핑된 금속원소를 포함하고, 상기 유기화합물

로부터 하나 이상의 작용기를 해리함으로써 형성된 유기기가 표면에 배위결합된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포함하는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분산액.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작용기가 OH 기인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분산액.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c) 수지 성분을 추가로 포함하는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분산액.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지 성분이 광투과성 수지인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분산액.

청구항 11.

광투과성 수지 및 상기 광투과성 수지에 분산된 제 1 항 내지 제 6 항중 어느 한 항에 따른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포함하는 형광변환막.

청구항 12.

금속산화물로 된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금속 원소의 화합물 및 발광중심으로서 금속원소의 화합물을, 하나 이상의 작용기

가 말단 또는 측쇄에 결합된 유기화합물을 함유하는 분산 매질에 용해 또는 분산시켜 용액을 제조하는 단계,

상기 용액을 압력용기에 봉입시키는 단계, 및

상기 용액을 상기 유기화합물의 비점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제조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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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작용기가 OH 기인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 12 항에 있어서,

금속산화물로 된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금속 원소의 상기 화합물 및 발광중심으로서 금속 원소의 상기 화합물이 각각 탄산

염, 아세트산염, 질산염, 수산화물, 황산염, 인산염, 붕산염, 규산염, 알루민산염, 카복실산염, 할로겐화물, 알콕사이드 및

이러한 화합물의 수화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화합물인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와 용매의 혼합물을 원심분리, 여과, 자연침강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하여 미립자를 분급

함으로써 상기 용매를 함유하는 투명한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상기 혼합물로부터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분리하는 방법.

청구항 16.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와 용매의 혼합물을 미립자의 분산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용매와 혼합하는 단계, 및

상기 혼합물에 원심분리, 여과, 자연침강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하여 미립자를 분급함으로써 상기 용매를 함유하는 투

명한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상기 혼합물로부터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분리하는 방법.

청구항 17.

용매, 및 제 1 항에 따른 10중량% 이상의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포함하며, 상기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에

함유된 금속산화물에 기인된 파장을 가진 상기 미립자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광로장 1cm로 환산하여 50% 이상의 투과율

로 투과시키는 투명 형광성 액체.

청구항 18.

용매, 및 제 1 항에 따른 50중량% 이상의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포함하며, 상기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에

함유된 금속산화물에 기인된 파장을 가진 상기 미립자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광로장 150㎛로 환산하여 50% 이상의 투과율

로 투과시키는 투명 형광성 페이스트.

청구항 19.

제 17 항에 따른 형광성 액체를 500℃ 이하의 온도에서 소성시켜 제조된 형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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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 18 항에 따른 형광성 페이스트를 500℃ 이하의 온도에서 소성시켜 제조된 형광체.

청구항 21.

제 17 항에 따른 형광성 액체를 500℃ 이하의 온도에서 소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형광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22.

제 18 항에 따른 형광성 페이스트를 500℃ 이하의 온도에서 소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형광체의 제조방법.

청구항 23.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따른 형광체만을 포함하거나, 형광체에 수지 또는 용매를 첨가하고 수득된 혼합물을 고화시켜

수득한 생성물을 포함하는 형광변환체.

청구항 24.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따른 형광체를 수지 및/또는 용매에 분산시켜 수득한 형광변환체.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에 관한 것이며, 더욱 구체적으로 작은 입자 크기 및 광투과성 수지에 대한 높은 친

화성과 높은 분산성을 가지며,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이 산란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금속

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제조방법,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분산액, 형광변환막,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분리방법, 형광성 액체, 형광성 페이스트, 형광체, 상기 형광체를 제조하는 방법, 및 형광변환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다른 파장을 가지는 빛으로 변환할 수 있는 형광체 또는 형광재료를 사용하는 형광변환막이

전자 디스플레이와 같은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청색 또는 청록색 빛을 방출하는 유

기 전기 발광 재료 부위, 및 발광층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흡수하고 청록색 내지 적색범위 중 하나 이상의 색을 가진 가시

형광을 방출하는 형광체 부위를 갖는 유기 전기 발광 소자가 개시되어 있다(예, 일본특허공개 제152897/1999호 참조). 또

한, 로듐계 형광색소, 및 청색영역에서 흡수 밴드를 가지며 에너지의 로듐계 형광색소로의 전달 또는 재흡수를 유도할 수

있는 형광색소를 광투과성 매질에 분산시켜 얻어진 적색 형광변환막이 개시되어 있다(예컨대, 일본특허공개 제286033/

1996호 참조). 이러한 형광변환막에서, 예를 들면 일본특허공개 제44824/2000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입체장애기로서 사

이클로알킬기 및/또는 헤테로 환을 갖는 유기형광색소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기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1) 소자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색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여기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은 형광변환막에 의해 높은 효율로

다른 파장을 가진 빛으로 변환되어야한다. 여기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이 변환없이 막을 통하여 투과된다면, 상기 색순

도는 낮아지기 쉽다. 형광변환막의 변환효율을 높이고 변환된 빛의 강도(형광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기 막은 여기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충분히 흡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막이 빛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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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변환막에 함유된 유기형광색소의 농도가 증가되는 경우, 유기형광색소들 사이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상기 막에서

발생하기 쉬우며, 따라서 광원으로부터 흡수된 에너지가 인접한 색소로 전달된다. 그 결과, 소위 농도소광현상이 불가피하

게 초래되며, 그에 따라 높은 형광양자수율을 얻을 수 없다.

(2) 형광변환막의 내열성 또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투과성 매질로서 광경화성 수지 및 열경화성 수지와 같은 반

응 경화성 수지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 경우에, 상기 수지에 함유된 반응성분이 유기형광색소와 반응하여, 색소의 분해

또는 막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따라서 이의 형광성을 더욱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실험에 근거하여 하기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도 16에는, 형광변환막에 함유된 색소의 농도를

변화시킬 때 형광변환막의 흡광도와 형광양자수율 사이의 관계를 도시하고 있으며, 이때 원형 마크(O)는 벤조구아나민 수

지에서 유기형광색소로서 로다민 6G를 분산하여 얻은 형광변환막을 나타내고; 삼각형 마크(△)는 벤조구아나민 수지에서

유기형광색소로서 쿠마린 6을 분산하여 얻은 형광변환막을 나타내며; 짙은 삼각형 마크(▲)는 광경화성 수지에서 유기형

광색소로서 쿠마린 6을 분산하여 얻은 형광변환막을 나타낸다. 한편, 로다민 6G-분산 막에서는 534nm의 피크를 갖는 광

원으로부터 빛이 조사되는 반면, 쿠마린-분산 막에서는 456nm의 피크를 갖는 광원으로부터 빛이 조사되었다. 도 16에서,

횡축은 파장에서의 흡광도를 나타내며, 종축은 형광양자수율을 나타낸다.

도 16으로부터 명백하게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형광변환막의 색소 농도가 낮을 때, 이 막의 형광양자수율은 80% 이상의

높은 형광양자수율을 가진 색소를 사용할 때에도 여기광에 대한 흡광도가 1 이상인 범위에서 50% 미만으로 낮다. 특히,

상기 색소들이 광경화성 수지에서 반응성 수지로서 분산되는 경우, 상기 막의 형광양자수율은 약 30%로 낮다.

유기형광색소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기형광색소 대신에 무기형광체를 사용하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일본특허공개 제199781/1999호 및 제181419/1999호 및 미국특허 제6608439호 참조).

일본특허공개 제199781/1999호에서는 세륨 활성화된 이트륨/알루미늄/가닛계 형광체(소위 YAG:Ce 형광체)가 무기 형

광체로서 사용되었으며, 이 형광체들은 열가소성 수지 시이트에서 분산되어 형광변환막을 형성하였다. 상기 일본특허공개

에서, 소성된 YAG:Ce 성형체는 형광변환막에서 사용되는 형광체 미립자를 제조하기 위하여 분쇄되기 때문에, 형성된 미

립자의 입자크기는 1 미크론 미터정도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형광변환막이 빛을 산란함이 없이 여기광원으로부터 방출

되는 빛을 완전히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 상기 수지 시이트의 두께를 예를 들어 120㎛까지 크게 증가시키고 여기에 낮은

농도로 상기 미립자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이러한 수지 시이트를 유기 전기 발광 소자용의 형광변환막에 적용

하는 것은 어렵다.

일본특허공개 제181419/1999호에서, 금속산화물계 형광체의 매트릭스 및 활성제를 구성하는 금속원소의 탄산염, 질산

염, 수산화물, 황산염, 인산염, 붕산염, 규산염, 알루민산염, 카복실산염, 할로겐화물 및 알콕사이드로 구성되는 군으로부

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화합물을 옥시-카복실산 또는 폴리아미노 킬레이트 시약과 반응시켜 금속 착체를 수득하고, 이

금속 착체를 용매에서 폴리올과 중합시켜 착체 중합체를 제조하고, 이 착체 중합체를 소성함으로써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를 제조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 상기 소성이 800℃ 이상의 고온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상기 반응

생성물에 함유된 유기성분은 열에 의해 분해되어 상기 입자들이 2차적으로 응집된다. 그 결과, 수득된 형광체 입자의 크기

는 약 100nm로 크고, 따라서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더욱이, 상기 방법에서, 상기된 바와 동일한 이유로, 수득된 형광

체 입자가 유기 용매 또는 수지에서 불량한 분산성을 갖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문헌["응용물리학기초(APPLIED PHYSICS LETTERS)" 제80권, 제19호, pp. 3608-3610(2002)]에서, 졸-겔 방법에 의

해 수득된 미립자는 800℃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되며, 이에 의하여 약 35nm의 입자크기를 갖는 YAG:Ce 형광체가 제조된

다. 그러나, 일본특허공개 제181419/1999호에서 기술된 방법과 유사하게, 상기 수득된 입자가 유기성분을 함유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 수득된 입자는 유기 용매 또는 수지에서 불량한 분산성을 갖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미국특허 제6608439호에서는, 카드뮴 셀레나이트(CdSe)과 같은 II 내지 Ⅳ 족 반도체의 나노결정을 수지에 분산시켜서

수득된 막이 형광변환막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속 칼코게나이드는 내수성, 내약품성, 내열성과 같은 내구

성에서 열화되기 쉽다.

발명의 개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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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작은 입자 크기를 갖고 광투과성 매질에 대한

친화성 및 분산성이 높으며,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이 산란되는 것을 억제시키며, 내수성, 내약품성 및 내열성이 우수

한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제조방법;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분산액; 형광변

환막;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분리하는 방법; 형광성 액체; 형광성 페이스트; 형광체; 이 형광체를 제조하는 방법;

및 형광변환체를 제공하는데 있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연구의 결과, 본 발명자들은 금속산화물로 된 매트릭스 결정, 상기 매트릭스 결정에 발광중심으로서

도핑된 금속원소, 및 상기 미립자의 표면에 배위결합된 유기기를 포함하는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형광재료로서

사용함으로써 상기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본 발명은 상기 발견을 기초로 하여 완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금속산화물로 된 매트릭스 결정 및 이 매트릭스결정에 발광중심으로서 도핑된 금속원소를 포함하며,

표면에 배위결합된 유기기가 제공된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a) 하나 이상의 작용기가 말단 또는 측쇄에 결합된 유기화합물을 함유하는 분산 매질, 및 (b) 금속산화물로 된 매트릭스

결정 및 이 매트릭스 결정에 발광중심으로서 도핑된 금속원소를 포함하고, 상기 유기화합물로부터 하나 이상의 작용기를

해리함으로써 형성되는 유기기가 표면에 배위결합된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포함하는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

자의 분산액;

광투과성 수지, 및 이 광투과성 수지에 분산된 상술된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포함하는 형광변환막;

금속산화물로 된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금속 원소의 화합물 및 발광중심으로서 금속원소의 화합물을, 하나 이상의 작용기

가 말단 또는 측쇄에 결합된 유기화합물을 함유하는 분산 매질에서 용해 또는 분산시켜 용액을 제조하는 단계, 상기 용액

을 압력용기에 봉입시키는 단계, 및 상기 용액을 상기 유기화합물의 비점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금속

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제조방법;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와 용매의 혼합물을 원심분리, 여과, 자연침강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하여 미립자를 분급

함으로써 상기 용매를 함유하는 투명한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상기 혼합물로부터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금속

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분리하는 방법;

용매, 및 상기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10중량% 이상을 포함하며, 상기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에 함유된 금속산

화물에 기인된 파장을 가진 상기 미립자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광로장 1cm로 환산하여 50% 이상의 투과율로 투과시키는

투명 형광성 액체;

용매, 및 상기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50중량% 이상을 포함하며, 상기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에 함유된 금속산

화물에 기인된 파장을 가진 상기 미립자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광로장 150㎛로 환산하여 50% 이상의 투과율로 투과시키는

투명 형광성 페이스트;

상술된 형광성 액체를 500℃ 이하의 온도로 소성시켜 제조된 형광체;

상술된 형광성 액체 및 형광성 페이스트를 500℃ 이하의 온도에서 소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형광체의 제조방법; 및

상술된 형광체만을 포함하거나, 형광체에 수지 또는 용매를 첨가하여 수득된 혼합물을 고화시켜 수득한 생성물을 포함하

는 형광변환체, 및 상기 형광체를 수지 또는 용매에서 분산시켜 수득한 형광변환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는 작은 입자 크기 및 광투과성 수지에 대한 높은 친화성 및 높은 분산성을 가지며,

우수한 내수성, 내약품성 및 내열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사용하는 형광변환막, 형광성 액

체, 형광성 페이스트, 형광체 및 형광변환체는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산란을 억제시키며,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여

기광을 광원 상에 배치할 때 더 긴 파장을 갖는 빛으로 변환시킴으로써 형광을 방출하는데 있어 대단히 실용적이며 유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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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금속산화물로 된 매트릭스 결정 및 이 매트릭스 결정

에 발광중심으로서 도핑된 금속원소를 포함하며, 이때 미립자에는 배위결합된 유기기가 표면에 제공된다.

유기기는, 하나 이상의 작용기가 말단 또는 측쇄에 결합된 유기화합물로부터 하나 이상의 작용기를 해리함으로써 상기 하

나 이상의 작용기를 갖는 유기 화합물로부터 유도된다. 상기 유기기는 매트릭스 결정에서 금속산화물의 금속원자 또는 산

소원자에 배위결합된다. 상기 유기기가 예를 들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산소원자에 배위결합될 때, 작용기 X는 유기화

합물(X-R)로부터 해리되고, 형성된 유기기 R은 상기 산소원자에 배위결합된다. 한편, 도 2에서, Me는 금속원자를 나타내

고, O는 산소원자를 나타낸다.

상기 매트릭스 결정은 바람직하게는 1종 이상의 금속화합물로 구성된다. 상기 금속화합물의 예로서 BO3, B4O12,

BaAl8O13, BaAl12O19, BaB5O9Br, BaMgAl10O17, BaMgAl14O23, BaGdNbO5, BaSi2O5, BaSO4, BeAl2O4, CaAl12O19,

CaAl2O3, CaMgSi2O7, CaO, CaSiO3, CaWO4, Cd2B2O5, CeMgAl11O19, GdBO3, Gd3Ga5O12, GdMgB5O10, Gd2O2S,

Gd2SiO5, Gd2(MoO4)3, InBO3, LaBO3, La2O2S, LaOBr, LaOC1, Mg6As2O11, MgB4O7, MgSiO3, Mg2SiO4, Mg2TiO4,

ScBO3, SiO2, SnO2, SrAl2O4, Sr4Al14O25, SrAl12O19, SrB6O10, Sr2P2O7, SrSb2O6, Sr4Si3O8C14, U2O3, YAlO3,

Y3Al5O12, (YxGd1-x)3Al5O12, ZnGa2O4, Y4Al2O9, YAl3B4O12, Y3(AlxGa1-x)5O12, Y3Al3Ga2O12, YBO3, (YxGd1-x)2OS,

(YxGd1-x)2O3, YPO4, Y(PxV1-x)O4, Y2SiO5, YTaO4, Y2O3, Y2O2S, YVO4, Zn2SiO4, 및 (ZnxBe1-x)2SiO4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금속산화물들 중에서도 Y3Al5O12, (YxGd1-x)3Al5O12, Y3(AlxGa1-x)5O12, Y2O3 및 (YxGd1-x)2O3이 바람직하다.

한편, 예를 들어, 화학식 "(YxGd1-x)3Al5O12"는 Y3Al5O12의 결정격자에서 이트륨 (Y)의 원자에 의해 (1-x)%가 가돌리늄

(Gd)으로 대체된 것을 의미한다.

발광중심으로서의 금속원소는 매트릭스 결정에서 금속 산화물 중에 금속원소 또는 이온 형태의 불순물로서 첨가되며, 매

트릭스 결정 중에 고체 용액 형태로 존재한다. 금속원소는 여기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흡수하여 여기상태로 전이되

고, 여기상태가 비활성화되어 기저상태로 돌아갈 때 빛을 방출한다.

발광중심으로서의 금속원소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주기표의 Ⅱ, Ⅲ, Ⅳ, Ⅴ 및 Ⅵ족에 속하는 금속원소: 안티몬 이온(Sb3+), 주석 이온(Sn2+), 납 이온(Pb2+), 탈륨 이온

(Tl+) 및 수은 원자(Hg);

(B) 전이금속원소: 망간 이온(Mn2+, Mn4+) 및 크롬 이온(Cr3+); 및

(C) 희토류 금속원소: La3+, Lu3+, Pr3+, Nd3+, Pm3+, Sm3+, Eu3+, Gd3+, Tb3+, Dy3+, Ho3+, Er3+, Tm3+, Yb3+,

Sm2+, Eu2+, Yb2+, 및 Ce3+.

상기 원소들 중에서, 희토류 금속원소 이온들이 바람직하며, 이것들의 발광효율을 고려하여 유로퓸(Eu), 테르븀(Tb), 프라

세오디뮴(Pr), 세륨(Ce), 사마륨(Sm), 툴륨(Tm), 디스프로슘(Dy) 및 루테튬(Lu)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가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매트릭스 결정에서 금속화합물 중의 금속원소와 발광중심으로서의 금속원소의 적합한 조합은, 예를 들면, 매트

릭스 결정에서 금속산화물 중의 금속원소가 이트륨(Y), 알루미늄(Al), 가돌리늄(Gd), 란탄(La), 갈륨(Ga) 및 바륨(Ba)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이고, 발광중심으로서의 금속원소가 유로퓸(Eu), 세륨(Ce) 및 테르븀(Tb)

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원소인 것의 조합을 포함한다.

유로퓸(Eu)이 발광중심으로서의 금속원소로 사용되는 이러한 금속원소들의 적합한 조합을 사용함에 의하여 수득되는 화

합물의 구체적인 예에는 BaAl8O13:Eu2+, BaMgAl10O17:Eu2+, BaMgAl14O23:Eu2+, Y2O3:Eu2+, Ba2GdNbO5:E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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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gAl10O17:Eu3+, BaMg2Al16O27:Eu3+, GdBO3:Eu3+, LuBO3:Eu3+, Y3Al5O12:Eu3+, YBO3:Eu3+, (YxGd1-x)

2O3:Eu3+, Y2O2S:Eu3+ 및 Y2O3:Eu3+가 포함된다. 세륨(Ce)이 발광중심으로서의 금속원소로 사용되는 이러한 금속원소

들의 적합한 조합을 사용함으로써 수득되는 화합물의 구체적인 예에는 Gd2SiO5:Ce3+, LaBO3:Ce3+, LaPO4:Ce3+,

YAl3B4O12:Ce3+, Y3Al3Ga2O12:Ce3+, Y3(AlxGal-x)5O12:Ce3+, (YxGal-x)3Al5O12:Ce3+, Y2SiO5:Ce3+, LuAlO3:Ce3+ 및

Lu2SiO5:Ce3+ 가 포함한다. 테르븀(Tb)이 발광중심으로서의 금속원소로 사용되는 이러한 금속원소들의 적합한 조합을

사용함에 의하여 수득되는 화합물의 구체적인 예는 CeMgAl11O19:Tb3+, Gd2O2S:Tb3+, GdBO3:Tb3+,

GdMgB5O10:Tb3+, (GdxY1-x)O2S:Tb3+, LaPO4:Tb3+, LuBO3:Tb3+, Y3(AlxGa1-x)5O12:Tb3+, Y3Al3Ga2O12:Tb3+,

Y3Al5O12:Tb3+ 및 Y2SiO5:Tb3+를 포함한다.

상기 유기기는 말단 또는 측쇄에 하나 이상의 작용기를 갖는 유기화합물로부터, 하나 이상의 작용기를 상기 유기화합물로

부터 해리함으로써 수득된다.

상기 유기기의 예는 1 내지 50의 탄소원자를 갖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알킬기, 1 내지 50의 탄소원자를 갖는 치환 또는 비

치환된 알케닐기, 1 내지 50의 탄소원자를 갖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알콕시기, 1 내지 50의 탄소원자를 갖는 치환 또는 비

치환된 사이클로알킬기, 6 내지 50의 탄소원자를 갖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아릴기, 5 내지 50의 탄소원자를 갖는 치환 또

는 비치환된 헤테로아릴기, 7 내지 50의 탄소원자를 갖는 치환 또는 비치환된 아랄킬기, 5 내지 50의 탄소원자를 갖는 치

환 또는 비치환된 아릴옥시기를 포함한다.

치환 또는 비치환된 알킬기의 구체적인 예는 메틸, 에틸, 프로필, 아이소프로필, n-부틸, s-부틸, 아이소부틸, t-부틸, n-

페닐, n-헥실, n-헵틸, n-옥틸, 하이드록시메틸, 1-하이드록시에틸, 2-하이드록시에틸, 2-하이드록시아이소부틸, 1,2-

다이하이드록시에틸, 1,3-다이하이드록시아이소프로필, 2,3-다이하이드록시-t-부틸, 1,2,3-트라이하이드록시프로필,

클로로메틸, 1-클로로에틸, 2-클로로에틸, 2-클로로아이소부틸, 1,2-다이클로로에틸, 1,3-다이클로로아이소프로필,

2,3-다이클로로-t-부틸, 1,2,3-트라이클로로프로필, 브로모메틸, 1-브로모에틸, 2-브로모에틸, 2-브로모아이소부틸,

1,2-다이브로모에틸, 1,3-다이브로모아이소프로필, 2,3-다이브로모-t-부틸, 1,2,3-트라이브로모프로필, 요오도메틸,

1-요오도에틸, 2-요오도에틸, 2-요오도아이소부틸, 1,2-다이요오도에틸, 1,3-다이요오도아이소프로필, 2,3-다이요오

도-t-부틸, 1,2,3-트라이요오도프로필, 아미노메틸, 1-아미노에틸, 2-아미노에틸, 2-아미노아이소프로필, 1,2-다이아

미노에틸, 1,3-다이아미노아이소프로필, 2,3-다이아미노-t-부틸, 1,2,3-트라이아미노프로필, 사이아노메틸, 1-사이아

노에틸, 2-사이아노에틸, 2-사이아노아이소부틸, 1,2-다이사이아노에틸, 1,3-다이사이아노아이소프로필, 2,3-다이사이

아노-t-부틸, 1,2,3-트라이사이아노프로필, 나이트로메틸, 1-나이트로에틸, 2-나이트로에틸, 2-나이트로아이소부틸,

1,2-다이나이트로에틸, 1,3-다이나이트로아이소프로필, 2,3-다이나이트로-t-부틸 및 1,2,3-트라이나이트로프로필을

포함한다.

치환 또는 비치환된 알케닐기의 구체적인 예는 바이닐, 알릴, 1-부테닐, 2-부테닐, 3-부테닐, 1,3-부테인다이에닐, 1-메

틸바이닐, 스테아릴, 2,2-다이페닐바이닐, 1,2-다이페닐바이닐, 1-메틸알릴, 1,1-다이메틸알릴, 2-메틸알릴, 1-페닐알

릴, 2-페닐알릴, 3-페닐알릴, 3,3-다이페닐알릴, 1,2-다이메틸알릴, 1-페닐-1-부테닐 및 3-페닐-1-부테닐을 포함한

다. 이러한 알케닐기들 중에서, 스테아릴, 2,2-다이페닐바이닐 및 1,2-다이페닐바이닐이 바람직하다.

치환 또는 비치환된 알콕시기는 화학식 -OY에 의하여 표현된 기일 수 있다. Y기의 예는 상기에서 구체적으로 예시된 알킬

기들을 포함한다.

치환 또는 비치환된 사이클로알킬기의 구체적인 예는 사이클로프로필, 사이클로부틸, 사이클로펜틸, 사이클로헥실, 4-메

틸사이클로헥실, 1-아다만틸, 2-아다만틸, 1-노르보르닐 및 2-노르보르닐을 포함한다.

치환 또는 비치환된 아릴기의 구체적인 예는 페닐, 1-나프틸, 2-나프틸, 1-안트릴, 2-안트릴, 9-안트릴, 1-페나트릴, 2-

페나트릴, 3-페나트릴, 4-페나트릴, 9-페나트릴, 1-나프타세닐, 2-나프타세닐, 9-나프타세닐, 1-피레닐, 2-피레닐, 4-

피레닐, 2-바이페닐릴, 3-바이페닐릴, 4-바이페닐릴, p-테르페닐-4-일, p-테르페닐-3-일, p-테르페닐-2-일, m-테르

페닐-4-일, m-테르페닐-3-일, m-테르페닐-2-일, o-톨일, m-톨일, p-톨일, p-t-부틸페닐, p-(2-페닐프로필)페닐, 3-

메틸-2-나프틸, 4-메틸-1-나프틸, 4-메틸-1-안트릴, 4'-메틸바이페닐릴 및 4"-t-부틸-p-테르페닐-4-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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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 또는 비치환된 헤테로아릴기의 구체적인 예는 1-피롤릴, 2-피롤릴, 3-피롤릴, 피라지닐, 2-피리디닐, 3-피리디닐,

4-피리디닐, 1-인돌릴, 2-인돌릴, 3-인돌릴, 4-인돌릴, 5-인돌릴, 6-인돌릴, 7-인돌릴, 1-아이소인돌릴, 2-아이소인돌

릴, 3-아이소인돌릴, 4-아이소인돌릴, 5-아이소인돌릴, 6-아이소인돌릴, 7-아이소인돌릴, 2-푸릴, 3-푸릴, 2-벤조푸라

닐, 3-벤조푸라닐, 4-벤조푸라닐, 5-벤조푸라닐, 6-벤조푸라닐, 7-벤조푸라닐, 1-아이소벤조푸라닐, 3-아이소벤조푸라

닐, 4-아이소벤조푸라닐, 5-아이소벤조푸라닐, 6-아이소벤조푸라닐, 7-아이소벤조푸라닐, 퀴놀릴, 3-퀴놀릴, 4-퀴놀릴,

5-퀴놀릴, 6-퀴놀릴, 7-퀴놀릴, 8-퀴놀릴, 1-아이소퀴놀릴, 3-아이소퀴놀릴, 4-아이소퀴놀릴, 5-아이소퀴놀릴, 6-아이

소퀴놀릴, 7-아이소퀴놀릴, 8-아이소퀴놀릴, 2-퀴녹살리닐, 5-퀴녹살리닐, 6-퀴녹살리닐, 1-카바졸릴, 2-카바졸릴, 3-

카바졸릴, 4-카바졸릴, 9-카바졸릴, 1-페난트리디닐, 2-페난트리디닐, 3-페난트리디닐, 4-페난트리디닐, 6-페난트리디

닐, 7-페난트리디닐, 8-페난트리디닐, 9-페난트리디닐, 10-페난트리디닐, 1-아크리디닐, 2-아크리디닐, 3-아크리디닐,

4-아크리디닐, 9-아크리디닐, 1,7-페난트롤린-2-일, 1,7-페난트롤린-3-일, 1,7-페난트롤린-4-일, 1,7-페난트롤린-

5-일, 1,7-페난트롤린-6-일, 1,7-페난트롤린-8-일, 1,7-페난트롤린-9-일, 1,7-페난트롤린-10-일, 1,8-페난트롤린-

2-일, 1,8-페난트롤린-3-일, 1,8-페난트롤린-4-일, 1,8-페난트롤린-5-일, 1,8-페난트롤린-6-일, 1,8-페난트롤린-

7-일, 1,8-페난트롤린-9-일, 1,8-페난트롤린-10-일, 1,9-페난트롤린-2-일, 1,9-페난트롤린-3-일, 1,9-페난트롤린-

4-일, 1,9-페난트롤린-5-일, 1,9-페난트롤린-6-일, 1,9-페난트롤린-7-일, 1,9-페난트롤린-8-일, 1,9-페난트롤린-

10-일, 1,10-페난트롤린-2-일, 1,10-페난트롤린-3-일, 1,10-페난트롤린-4-일, 1,10-페난트롤린-5-일, 2,9-페난트

롤린-1-일, 2,9-페난트롤린-3-일, 2,9-페난트롤린-4-일, 2,9-페난트롤린-5-일, 2,9-페난트롤린-6-일, 2,9-페난트롤

린-7-일, 2,9-페난트롤린-8-일, 2,9-페난트롤린-10-일, 2,8-페난트롤린-1-일, 2,8-페난트롤린-3-일, 2,8-페난트롤

린-4-일, 2,8-페난트롤린-5-일, 2,8-페난트롤린-6-일, 2,8-페난트롤린-7-일, 2,8-페난트롤린-9-일, 2,8-페난트롤린

-10-일, 2,7-페난트롤린-1-일, 2,7-페난트롤린-3-일, 2,7-페난트롤린-4-일, 2,7-페난트롤린-5-일, 2,7-페난트롤린

-6-일, 2,7-페난트롤린-8-일, 2,7-페난트롤린-9-일, 2,7-페난트롤린-10-일, 1-페나지닐, 2-페나지닐, 1-페노티아지

닐, 2-페노티아지닐, 3-페노티아지닐, 4-페노티아지닐, 10-페노티아지닐, 1-페녹사지닐, 2-페녹사지닐, 3-페녹사지닐,

4-페녹사지닐, 10-페녹사지닐, 2-옥사졸릴, 4-옥사졸릴, 5-옥사졸릴, 2-옥사디아졸릴, 5-옥사디아졸릴, 3-푸라자닐,

2-티에닐, 3-티에닐, 2-메틸피롤-1-일, 2-메틸피롤-3-일, 2-메틸피롤-4-일, 2-메틸피롤-5-일, 3-메틸피롤-1-일,

3-메틸피롤-2-일, 3-메틸피롤-4-일, 3-메틸피롤-5-일, 2-t-부틸피롤-4-일, 3-(2-페닐프로필)피롤-1-일, 2-메틸-

1-인돌릴, 4-메틸-1-인돌릴, 2-메틸-3-인돌릴, 4-메틸-3-인돌릴, 2-t-부틸-1-인돌릴, 4-t-부틸-1-인돌릴, 2-t-부

틸-3-인돌릴 및 4-t-부틸-3-인돌릴을 포함한다.

치환 또는 비치환된 아랄킬기의 구체적인 예는 벤질, 1-페닐에틸, 2-페닐에틸, 1-페닐아이소프로필, 2-페닐아이소프로

필, 페닐-t-부틸, α-나프틸메틸, 1-α-나프틸에틸, 2-α-나프틸에틸, 1-α-나프틸아이소프로필, 2-α-나프틸아이소프로

필, β-나프틸메틸, 1-β-나프틸에틸, 2-β-나프틸에틸, 1-β-나프틸아이소프로필, 2-β-나프틸아이소프로필, 1-피롤릴메

틸, 2-(1-피롤릴)에틸, p-메틸벤질, m-메틸벤질, o-메틸벤질, p-클로로벤질, m-클로로벤질, o-클로로벤질, p-브로모

벤질, m-브로모벤질, o-브로모벤질, p-요오도벤질, m-요오도벤질, o-요오도벤질, p-하이드록시벤질, m-하이드록시벤

질, o-하이드록시벤질, p-아미노벤질, m-아미노벤질, o-아미노벤질, p-나이트로벤질, m-나이트로벤질, o-나이트로벤

질, p-사이아노벤질, m-사이아노벤질, o-사이아노벤질, 1-하이드록시-2-페닐아이소프로필 및 1-클로로-2-페닐아이

소프로필을 포함한다.

치환 또는 비치환된 아릴옥시기는 화학식 -OY'에 의해 표시된다. Y'기의 보기에는 상기에서 구체적으로 예시된 바와 같은

아릴기를 포함한다.

상기에서 구체적으로 예시된 각각의 기들은 1가 기의 형태이지만, 이로부터 하나 이상의 수소원자들을 추가로 해리하여

형성된 2가 이상의 기뿐만 아니라 수소원자들을 하기의 작용기로 치환하여 수득된 기들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는 1 내지 100nm, 바람직하게는 1 내지 60nm 정도로 작은 평균입자크기를 갖는

다.

상기의 작용기들의 예는 화학식 ZHn으로 표현된 하나 이상의 양자를 갖는 기들을 포함하는데, 여기에서 Z는 주기표의 15

또는 16족에 속하는 원소이며; n은 1이상의 정수이다. 이러한 작용기들 중에서, OH, NH2, SH 및 NHR'기가 바람직한데,

이때 R'은 알킬기이며, OH기가 더욱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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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 또는 측쇄에 하나 이상의 작용기를 갖는 유기화합물의 예는 아이소부틸 알코올, 1,4-부테인다이올, 1,5-펜테인다이

올, 1,6-헥세인다이올, 글라이세롤, 에틸렌 글라이콜, 트라이메틸렌 글라이콜, 1,3-프로페인다이올, 1,4-하이드록시벤젠,

1,3-하이드록시벤젠, 1,2-하이드록시벤젠, 2-하이드록시에틸메르캅탄 및 2-하이드록시에틸라마인을 포함한다. 이러한

유기화합물 중에서, 1,4-부테인다이올, 글라이콜 및 에틸렌 글라이콜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표면에 대한 상기 유기기의 배위결합은 TG-DTA(시차열-열중량분석) 방법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4-부테인다이올 "OH(CH2)4OH"로부터 말단 OH기를 해리하여 형성된 유기기"(CH2)

4OH"를 각각의 미립자들의 표면에 배위결합하는 것은, 미립자들이 1,4-부테인다이올의 비점(229℃)을 초과하여 계속적

으로 가열될 때 관측되는 미립자들의 계속적인 중량감소에 의해 측정된다. 표면에 배위결합된 유기기를 갖는 금속산화물

계 형광체 미립자가 계속적으로 가열될 때, 그 중량은 유기기의 열분해 때문에 계속적으로 감소한다.

본 발명에 따른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분산액은, 도 3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a) 말단 또는 측쇄에 결합된 하나 이

상의 작용기를 갖는 유기화합물을 함유하는 분산 매질; 및 (b) 금속산화물로 된 매트릭스 결정 및 매트릭스 결정에 발광중

심으로서 도핑된 금속원소를 포함하는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로 구성되며, 이때 상기 미립자는 유기화합물로부터 하

나 이상의 작용기를 해리함으로써 형성된, 표면에 배위결합된 유기기가 제공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따른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분산액은 (b)성분으로서 본 발명의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를 함유하며, 분산 매질은 (b)성분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유기화합물을 함유하며, 따라서 매우 우수한 분산성을 나

타낸다.

또한, (a)성분으로서의 분산 매질은, 상기 유기화합물에 더하여, 다른 공지된 성분을 함유할 수 있다. 다른 공지된 성분의

예는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아이소부틸 케톤 및 사이클로헥사논과 같은 케톤류; 메틸 셀로솔브, 에틸 셀로솔브, 부틸 셀로

솔브 및 셀로솔브 아세테이트와 같은 셀로솔브류; γ-부티롤락톤과 같은 락톤류; 및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분산액은 추가적으로 (c) 수지성분을 함유할 수 있다.

수지성분의 예는 비경화형 수지, 열경화형 수지 및 광경화형 수지를 포함한다. 수지성분의 구체적인 예는 멜라민 수지, 페

놀 수지, 알키드 수지, 에폭시 수지, 폴리우레탄 수지, 말레산 수지, 폴리아미드 수지, 폴리메틸 메트아크릴레이트, 폴리알

릴레이트, 폴리카보네이트, 폴리바이닐 알콜, 폴리바이닐 피롤리돈, 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오스 및 카복시메틸 셀룰로오

스와 같은 올리고머 또는 중합체, 및 이러한 올리고머 또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를 함유하는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수지 중에, 특히, 형광변환막이 임의의 형태로 패턴화되는 경우, 광경화성 수지성분이 사용될 수 있다. 광경화성 수

지로서, 통상적으로 감광제를 함유하는, 아크릴산계 또는 메트아크릴산계 수지 및 메트아크릴 에스터-메트아크릴산 공중

합체와 같은 반응성 바이닐기-함유 광중합성 수지; 및 폴리바이닐 신나메이트와 같은 광가교성 수지가 사용될 수 있다. 더

욱이, 상기 광경화성 수지는, 필요시 광중합가능한 에틸렌성 불포화기를 갖는 단량체 및/또는 올리고머, 광중합개시제 또

는 감광제를 또한 함유할 수 있다.

상기 단량체 및 올리고머의 구체적인 예는 2-하이드록시에틸 (메트)아크릴레이트, 2-하이드록시프로필 (메트)아크릴레이

트 및 2-하이드록시헥실 (메트)아크릴레이트와 같은 하이드록실-함유 단량체, 및 에틸렌 글라이콜 (메트)아크릴레이트 및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메트)아크릴레이트와 같은 (메트)아크릴산 에스터를 포함한다.

상기 적합한 광중합개시제 또는 감광제의 예는 아세토페논, 벤조페논, 벤조인 에터, 황화합물, 안트라퀴논, 유기과산화물

및 티올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분산액이, 하기에 상세하게 설명된 바와 같이 형광변환막의 형성을

위한 재료로서 사용되는 경우, 광투과성 수지가 수지 성분 (c)로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투과성 수지는 여기광원

또는 형광체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30% 이상의 투과율로 투과할 수 있는 수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광투과성 수지의 예는

상기에서 구체적으로 예시된 수지 성분들을 포함한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른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분산액은, 필요시 경화촉진제, 열중합억제제, 가소제, 소포제 및 레

벨화제(leveling agent)와 같은 다양한 첨가제를 또한 함유할 수 있다. 경화촉진제의 구체적인 예는 과벤조산 유도체, 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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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산 및 벤조페논을 포함한다. 열중합억제제의 구체적인 예는 하이드로퀴논, 하이드로퀴논 모노메틸 에터, 피로갈롤, t-

부틸 카테콜 및 페노티아진을 포함한다. 가소제의 구체적인 예는 다이부틸 프탈레이트, 다이옥틸 프탈레이트 및 트라이크

레실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형광변환막은, 도 4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광투과성 수지 및 이 광투과성 수지에서 분산된 본 발명의 금속산화

물계 형광체 미립자로 구성된다.

광투과성 수지의 예는 상기에서 예시된 수지들을 포함한다.

형광변환막을 제조하는 방법은 특별하게 한정되지 않는다. 형광변환막은 본 발명의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분산 매

질 및 광투과성 수지를 서로 혼합하여 수득된 분산액을 스핀-코팅, 스크린-코팅, 침지-코팅 및 잉크-제트와 같은 공지된

막형성 방법에 의하여 기판에 적용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막형성이 완료된 후, 형성된 막은 분산 매질의 비점, 증기압력

및 막의 두께에 따라 적절하게 가열되어 막으로부터 분산 매질을 증발시킴으로써 광투과성 수지에 분산된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함유하는 형광변환막을 수득할 수 있다.

이렇게 수득된 형광변환막의 두께는 보통 0.1㎛ 내지 1mm이며,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00㎛이다.

형광변환막 중의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함량은 보통 0.1 내지 90질량%이며, 바람직하게는 1 내지 70질량%이다.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함량이 0.1질량% 이상인 경우, 제조된 형광변환막은 여기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완

전히 흡수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수득되는 형광의 강도가 높게 된다. 또한,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함량이 90질

량% 이하인 경우, 형성된 형광변환막은 우수한 평활성과 높은 기계적 강도를 나타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형광변환막, 형광성 액체, 형광성 페이스트, 형광체 및 형광변환체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도 4

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형광변환막은 여기광원 상에 배치되고, 여기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여기광이 그 형광변환막을 통

과하여 더 긴 파장을 갖는 빛으로 변환(예, 청색광 녹색 또는 적색 광으로 변환됨)하여, 형광을 발생시킨다. 여기광원의 예

는 유기 전기 발광 소자, 무기 전기 발광 소자, 발광 다이오드, 냉음극관, 형광관 및 레이저를 포함한다. 이러한 광원들 중에

서, 유기 전기 발광 소자 및 발광 다이오드가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 따른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제조방법을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금속산화물로 된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금속원소의 화합물과 발광중심으로서의 금속원소의 화합물이, 말단 또는 측쇄에 결합된 하나 이상의 작용기를

갖는 유기화합물을 함유하는 분산 매질에서 용해 또는 분산되어 원료용액을 제조하고, 이렇게 제조된 원료용액이 압력용

기에 봉입되고, 유기화합물의 비점 이상의 온도로 가열된다.

더욱 구체적으로, 상기 제조방법은 일반적으로, (1) 원료물질(매트릭스-형성 금속산화물의 원료, 발광중심으로서의 금속

원소의 원료, 유기화합물, 및 분산 매질)의 선정, 블렌딩, 투입; (2) 가열; 및 (3) 정제의 3단계를 포함한다. 각각의 단계들

이 하기에서 순차적으로 설명된다.

(1) 원료물질의 선정 및 블렌딩

본 발명의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구성하는 매트릭스-형성 금속산화물을 형성하는 금속원소 및 발광중심으로서의

금속원소의 공급원의 구체적인 예는, 상기 매트릭스-형성 금속산화물 및 발광중심으로서의 금속산화물을 형성하는 금속

원소의 탄산염, 아세트산염, 질산염, 수산화물, 황산염, 인산염, 붕산염, 규산염, 알루민산염, 카복실산염, 할로겐화물, 알콕

사이드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화합물의 수화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화합물은 통상의 방법에 의해 목적하는 화합물을 제조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혼합비로 서로 블렌딩되고, 상기 분산 매질에서 용해되고 분산되어 원료 용액을 제조한다. 이렇게 제조

된 원료 용액은 전형적으로 오토클레이브와 같은 압력용기에 봉입된다.

말단 및 측쇄에 결합된 하나 이상의 작용기를 갖는 유기화합물을 함유하는 분산 매질로서,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분산액과 관련하여 상기에서 설명된 분산 매질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의 매트릭스-형성 금속산화물을 형성하는 금속원소의 화합물 및 발광중심으로서의 금속원소의 화합물(금속화합물)

의 총합과 분산 매질의 혼합비율은 최종적으로 수득된 분산액에서 원하는 고형분의 함량 및 원료물질의 균일성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상기 금속화합물의 분산 매질에 대한 혼합비율은 보통 0.1:100 내지 50:50(질량 비율)이며, 바람직하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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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내지 50:50이다. 원료용액에서 분산 매질의 비율이 증가되지 않아서 하기에서 언급될 가열 단계 동안 압력용기의 압

력이 낮게 유지되는 경우, 도 6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때 주어진 혼합비율에서 각각

의 성분을 혼합하여 제조된 원료용액으로 충전된 내부 튜브형 용기가 분산 매질만으로 충전된 압력용기에 봉입된다.

또한, 압력용기의 내부 용적과 원료용액의 부피비(용적비)는 하기에서 언급될 가열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큰 것

이 바람직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피비가 40%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며, 60%이상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2) 가열

원료 용액의 반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압력용기의 외부에 배치된 외부 열원으로부터 열이 공급된다. 일반적으로, 금속산화

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제조는 통상적으로 800℃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금속산

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고압조건하에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0℃ 내지 500℃의 낮

은 온도에서 반응이 실시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수득된 입자는 통상적인 종래의 방법들에 의해

수득된 입자들에 비해 더 작은 입자크기를 갖는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압력용기 내의 반응압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가열온도는 사용되는 분산 매질의 비점 이상이다.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반응은 보통 0.5 내지

10MPa, 바람직하게는 1 내지 8MPa에서 실시될 수 있다.

목적으로 하는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종류, 원료화합물 및 사용되는 분산 매질의 종류에 따라 도달 압력이 변하기

때문에, 가열 시간은 적절하게 결정될 수 있으며, 보통 1 내지 10시간의 범위이다. 가열 시간이 1시간보다 짧은 경우, 형성

된 미립자는 낮은 결정성을 보이며, 따라서 충분한 형광강도를 얻을 수 없다. 다른 한편, 가열 시간이 10시간보다 긴 경우,

형성된 미립자는 분산 매질의 탄화로 인해 불순물이 혼입되기 쉽거나, 미립자의 2차적 응집이 가속되기 쉽다.

(3) 정제

반응 종료 후, 수득된 반응 생성물은 실온으로 냉각된다. 필요시, 반응 생성물은 원심분리되고, 남은 침전물은 유기용매와

혼합된 후 다시 원심분리된다. 공침법 및 졸-겔법과 같은 공지된 방법을 사용하는 종래의 제조방법에서는, 반응종료 후 형

성된 미립자의 결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미립자가 1000℃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미

립자는 2차 응집이 가속되기 쉽기 때문에 수득되는 미립자는 100nm 이상의 큰 미립자 크기를 갖는다. 이에 반하여, 본 발

명의 제조방법에서는, 반응 후에 소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작은 입자크기를 갖는 미립자를 수득하는 것이 가능

하다. 또한, 반응 생성물의 정제가 필요하다면, 형성된 입자를 유기용매와 혼합시켜 반복적으로 여러번에 걸쳐 원심분리시

킬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분리방법에서는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와 용매의 혼합물을 원심분리,

여과, 자연침강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하여 미립자를 분급하여 용매를 함유하는 투명한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를 상기 혼합물로부터 분리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의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분리하는 방법은,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와 용매의 혼합물을 상기 미립자의 분산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용매와 혼합하고; 이렇게 수득된 혼합물을 원심분리, 여

과, 자연침강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하여 미립자를 분급함으로써 용매를 함유하는 투명한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

자를 혼합물로부터 분리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미립자의 분산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용매로서, 예를 들어, 하기

의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매 또는 물이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용매는 상기

미립자들의 분산상태를 변화시키는 작용을 갖는다. 예를 들어, 상기 형광체의 합성에 사용되는 용매(예, 1,4-부테인다이

올)가 상기 혼합물에 첨가될 때, 그 용매에 대한 분산된 미립자의 비율을 변화시켜 흡수 평형의 변화를 초래하며, 따라서

분산성을 변화시킨다. 또한, 아세톤과 같은 유기용매가 상기 혼합물에 첨가될 때, 상기 미립자의 분산상태는 쉽게 불안정

되어서, 미립자의 침강을 가속화시킨다. 상기 미립자의 분산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용매의 전형적인 예는 선형 또는 분

지형 알코올, 일가 알코올, 다가 알코올, 알케인, 케톤, 에터, 에스터, 방향족 용매 및 물을 포함한다. 상기 용매는 상기 미립

자의 분산상태에 따라 최적의 양으로 적절하게 첨가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형광성 액체는 용매 및 10중량% 이상의 본 발명의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함유하는 투명 형광성 액체이

며, 이때 상기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에 함유된 금속산화물에 기인하는 파장을 가진 상기 미립자로부터 방출되는 빛

은 광로장 1cm로 환산하여 50% 이상의 투과율로 상기 형광성 액체를 통하여 투과된다. 한편, 본원에서 사용되는 "형광성

액체"는 일반적으로 50,000cp 이하의 점성을 갖는 액체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1,000cp 이하의 점성을 갖는 액체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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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형광성 페이스트는, 용매 및 50중량% 이상의 본 발명의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함유하는 투명 형광성

페이스트이며, 이때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에 함유된 금속산화물에 기인하는 파장을 가진 상기 미립자로부터 방출되

는 빛은 광로장 150㎛로 환산하여 50% 이상의 투과율로 상기 형광성 페이스트를 통하여 투과된다. 한편, 본원에서 사용되

는 "형광성 페이스트"는 일반적으로 1,000cp 이상의 점성을 갖는 액체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50,000cp 이상의 점

성을 갖는 액체를 의미한다.

형광성 액체 및 형광성 페이스트에 사용되는 용매의 예는, 1,4-부테인다이올에 더하여, 선형 또는 분지형 알코올, 일가 알

코올, 다가 알코올, 알케인, 케톤, 에터, 에스터, 방향족 용매 및 물을 포함한다.

형광성 액체 및 형광성 페이스트는 각각 500℃ 이하의 온도에서 소성되어 투명 고체 형태의 형광체를 산출한다. 소성 대기

는 공기, 불활성 가스등으로부터 적절하게 선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형광변환체는 본 발명의 형광체 단독이나 또는 수지 및/또는 용매를 상기 형광체에 첨가하고 상기 혼합물을 고

체화하여 수득된 생성물로 구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형광변환체는 본 발명의 형광체를 수지 및/또는 용매에서 분산시킴

으로써 수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형광변환체에서 사용되는 수지는 특별하게 한정되지 않으며, 임의의 적합한 공지된 수지가 사용될 수 있다. 수

지의 예는 수지 성분(c)에서 예시된 것과 같다.

형광변환체에서 사용되는 용매는 특별하게 한정되지 않으며, 임의의 적합한 공지된 용매가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분리 방법이 적용되는, 본 발명에 따른 형광체를 제조하는 방법은 다음의 순서도를 참조하여 하기에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한편, 이 순서도에서, 최종 분리 생성물이 수득되는 한, 각각의 단계는 화살표에 의해 지시되는 방향을 따라 임

의의 적합한 경로에 따라 실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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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분리로부터 형광체의 제조까지

상기 (2)에서 반응종료 후, 수득된 반응 생성물은 실온으로 냉각시킨다. 그 후,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각각의 금속

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표면에 배위결합된 유기기 및 용매로 구성되는 혼합물 형태의 형광체를 상기 반응 생성물로부

터 분리시킨다. 이 경우, 적절한 조건을 선택함으로써, 투명 형광체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리절차는 하기 순서로 실

시될 수 있다. 먼저, 후속 분리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립자의 분산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기 용매 1종 내지

수종을 상기의 반응 생성물에 첨가한다. 첨가되는 용매의 양은 반응 생성물의 부피를 기준으로 1/20 내지 1/2이며, 바람직

하게는 1/5 내지 1/1이다. 용매를 첨가한 후, 수득되는 혼합물은 초음파 균질기 또는 기계식 균질기를 사용하여 혼합처리

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다르게는, 상기 반응 생성물의 조건 때문에 후속 분리에서 형광체가 반응 생성물로부터 쉽게 분리

된다면, 용매를 첨가할 필요가 없다.

다음, 상기 반응 생성물은 제 1 정치, 제 1 여과 또는 제 1 원심분리되어 조질 입자가 제거된다(분급). 제거되는 조질 입자

는 보통 1㎛ 이상, 바람직하게는 0.1㎛ 이상, 및 더욱 바람직하게는 0.01㎛ 이상의 입자 크기를 갖는 입자를 포함한다. 그

후, 조질 입자가 제거된 반응 생성물은 제 2 정치, 제 2 여과 또는 제 2 원심분리되어 분급된 미립자를 제거한다. 이때, 제

1 및 제 2 정치시간은 각각 상기 미립자의 생성 정도에 따라 1일 내지 약 1달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선택될 수 있다. 제 1

및 제 2 여과 과정은 조질 입자 및 미립자가 각각 적절하게 분리되는 한 임의의 필터를 사용하여 실시할 수 있지만, 상기 미

립자의 분산을 위한 여과는 예를 들어 중공(hollow) 섬유필터, 보빈(bobbin) 필터, 막(membrane) 카트리지 필터 또는 복

수의 이러한 필터들의 조합과 같은 큰 여과면적을 갖는 필터를 사용하여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1 및 제 2 원심분리

절차는 보통 100g 내지 100,000g(바람직하게는 1000g 내지 5000g)의 원심력 하에서 보통 10분 내지 3시간(바람직하게

는 30분 내지 60분)의 처리시간 동안 실시될 수 있다. 원심분리후 수득되는 침전물은 경사분리(decantation)에 의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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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될 수 있다. 이 경우, 고형분 함유량이 적은 투명 형광체 분산액이 고체-액체의 계면 부근에 생성된다. 상기 미립자의 분

산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기 용매가 분리 과정에서 첨가될 때, 이 용매는 필요시 질소기류 하에서 또는 진공건조에 의

하여 제거된다.

이렇게 분리된 형광체는 페이스트 상태로 존재한다. 또한, 이 페이스트는 보통 500℃ 이하의 온도에서, 바람직하게는

400℃ 이하의 온도에서, 더욱 바람직하게는 250℃ 내지 300℃의 온도에서, 예를 들어, 질소기류 하에서 소성되어, 투명

형광체(고체)를 수득한다. 소성시간은 처리되는 페이스트의 총량에 따라 다르며, 약 10분 내지 약 1시간이 적합하다.

실시예

본 발명은 하기의 실시예를 참조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실시예들은 단지 예시적인 것으로, 이러한

실시예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각각의 측정은 하기 방법에 의해 실시된다.

(1) X선 회절의 동정

유리기판에 고정된 결과의 반응 생성물 입자를 샘플로 사용하여, X선 회절각과 회절 강도를 리가쿠 덴키사(Rigaku Denki

Co., Ltd.)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X선 회절측정장치 "린트(Rint) 2200"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이에 의해 이 둘 사이의 관계

를 얻는다. 수득된 입자의 동정은, 결과를 JCPDS 카드(ICDD(International Center for Diffraction Data)의 JCPDS(Joint

Committee on Power Diffraction Standards)에 의해 편집된 분말 X선 회절 데이터 베이스)와 비교함으로써 실시되었다.

(2) ICP 정량분석

수득된 반응생성물 입자 0.02g을 백금접시 위에 놓고, 물, 황산 및 염산으로 구성된 혼합용매를 첨가한 후, 상기 혼합용매

에 입자를 용해시켜 샘플용액을 수득하였다. 이 샘플용액에 ICP 발광스펙트럼분석을 실시하여 이에 함유된 각각의 금속원

소의 질량%를 측정하였다.

(3) 동적 광산란에 의한 평균입자크기의 측정

수득된 반응생성물 입자 0.02g을 1밀리리터의 1,4-부테인다이올을 첨가하고, 수득된 혼합물에 초음파를 적용하면서 10

분 동안 분산시켜 분산액을 제조하였다. 수득된 분산액의 수 개의 소적구를 30mL의 초순수한 물에 첨가한 후, 상기 혼합

물에 초음파를 적용하면서 10분 동안 추가로 분산시켜 샘플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수득된 샘플을 말번 인스트루먼트사

(Malvern Instruments Inc.)로부터 입수한 동적광산란 측정장치 "HPPS(모델명)"을 사용하여 시험하여 이것의 수-평균입

자크기분포를 측정하였다.

한편, 상기에서 기술된 입자로부터 제조한 분산액 대신에, 가열하고 실온으로 냉각시켜 제조된 반응생성물 용액을 직접 초

순수한 물에 첨가하고, 그 혼합물에 상기와 같은 후속의 절차를 실시하여 수득된 샘플을 또한 사용할 수 있다.

(4) 형광강도 측정

형성된 입자를 석영셀에 충전시켜 니폰 분코사(Nippon Bunkko Co., Ltd.)로부터 입수한 형광스펙트럼광도계 "FP-6500"

을 사용하여 여기스펙트럼의 피크파장 λEX를 측정하였다. 다음, 여기파장으로서의 λEX을 사용하여 얻은 형광스펙트럼의

피크파장 λEm 및 피크강도 I를 측정하였다.

유사하게, 상기의 석영셀 대신, 박막을 사용하여 박막 샘플을 제조하고, 높은 확산반사율을 가진 마그네슘산화물 판을 상

기 박막 샘플의 배면상에 배치시켜 뒤쪽으로 방출되는 형광을 효율적으로 측정하였다. 여기광을 45ㅀ의 입사각으로 박막

상에 조사시켜 45ㅀ의 방향에서 생성되는 형광 및 피크 형광강도를 측정하였다.

(5) 분광광도계에 의한 투과율 측정

공개특허 10-2006-0123537

- 16 -



형광체 샘플의 투과율을 시마쭈 세이사쿠쇼사(Shimadzu Seisakusho Co., Ltd.)로부터 입수한 자외/가시광 분광광도계

"UV310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박막홀더에 의해 박막 샘플을 고정시키고 기판 상에 수직방향으로 입사되는 빛의 투과

율을 측정하였다. 상기 용액 샘플을 1cmㅂ의 용액셀에 충전시켜 투과율을 측정하였다.

실시예 1(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Y3Al5O12:Ce)

(ⅰ) 분산 매질로서 52.8mL의 1,4-부테인다이올(이후 "1,4-BD"로 지칭됨; 간토 가가쿠사(Kanto Kagaku Co., Ltd.)로부

터 입수; 비점: 229℃)로 미리 채워진 유리 내부 튜브에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2.51g의 이트륨 아세테이트 4수화물,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0.025g의 세륨 아세테이트 일수화물, 및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2.55g의 알루미늄 트

라이아이소프로폭사이드(이후 "AIP"로 지칭됨)를 투입하였다.

(ⅱ) 유리 내부 튜브와 압력용기 사이의 틈에 10.8mL의 1,4-BD를 첨가하였다. 한편, 압력용기의 내부용적은 120mL이고,

투입된 원료용액의 체적은 63.6mL이며, 압력용기의 내부용적에 대한 원료용액의 투입용적비는 53.0%였다.

(ⅲ) 이렇게 투입된 원료용액을 300rpm의 속도로 회전하는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하는 동안 3.1℃/분의 온도상승율로

300℃까지 가열시켰다.

(ⅳ) 그 후, 반응용액을 300℃에서 2시간 동안 유지시켜 반응을 더욱 진행시켰다. 그 결과, 2시간 후, 반응압력이 5.1MPa

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

(ⅴ) 반응용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수득된 반응생성물을 원심분리하고, 잔류침전물에 에탄올을 첨가하였다. 상기 절

차를 4회 반복한 후, 수득된 생성물을 50℃에서 송풍건조하여 입자를 수득하였다.

이러한 원료물질과 제조조건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수득된 입자에 대하여, 상기 (1) 내지 (4)의 방법에 따라 각각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가 하기에 제시된다.

수득된 입자는 상기의 방법 (1)을 사용하여 X선 회절에 의해 동정되었다. 도 7에는 수득된 X선 회절 패턴(상부), 및

Y3Al5O12에 대응하는 JCPDS 카드가 도시되어 있다. 도 7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장 강한 회절강도를 갖는

(420)면에서의 피크를 포함하는 모든 피크는 Y3Al5O12에 대응하는 JCPDS 카드의 피크와 일치하며, 따라서 그의 매트릭

스 결정은 Y3Al5O12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 입자에서의 Ce의 함유량(질량%)을 상기 방법 (2)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Ce의 함유량이 0.53질량%이고, 따

라서 Ce가 입자에 도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입자들의 평균입자크기를 상기 방법 (3)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상기 입자들의 평균입자크기가 46nm임이 확

인되었다.

파장 λEX 및 λEM 및 피크 강도 I를 상기 방법 (4)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파장 λEX 및 λEM은 각각 452nm 및

528nm이고, 피크 강도 I는 25.9(임의단위)임이 확인되었다. 도 8에, 상기 측정에서 수득된 여기 스펙트럼 및 형광 스펙트

럼이 도시되어 있다.

실시예 2(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Y3Al5O12:Ce)

(ⅰ) 분산 매질로서 52.8mL의 1,4-BD로 미리 채워진 유리 내부 튜브에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2.51g의 이트륨 아

세테이트 4수화물,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0.025g의 세륨 아세테이트 일수화물, 및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2.55g의 AIP를 투입하였다.

(ⅱ) 유리 내부 튜브와 압력용기 사이의 틈에 10.8mL의 1,4-BD를 첨가하였다. 한편, 압력용기의 내부용적은 120mL이고,

투입된 원료용액의 체적은 63.6mL이며, 압력용기의 내부용적에 대한 원료용액의 투입용적비는 53.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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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렇게 투입된 원료용액을 300rpm의 속도로 회전하는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하는 동안 3.1℃/분의 온도상승율로

300℃까지 가열하였다.

(ⅳ) 그 후, 반응용액을 300℃에서 4시간 동안 유지시켜 반응을 더욱 진행시켰다. 그 결과, 4시간 후, 반응압력이 5.5MPa

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

(ⅴ) 반응용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수득된 반응생성물을 원심분리하고, 잔류침전물에 에탄올을 첨가하였다. 상기 절

차를 4회 반복한 후, 수득된 생성물을 50℃에서 송풍건조하여 입자를 수득하였다.

이러한 원료물질과 제조조건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수득된 입자에 대하여, 상기 (1) 내지 (4)의 방법에 따라 각각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가 하기에 제시된다.

수득된 입자를 상기의 방법 (1)을 사용하여 X선 회절에 의해 동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피크들은 Y3Al5O12에 대응하는

JCPDS 카드의 피크들과 일치하며, 따라서 그의 매트릭스 결정은 YY3Al5O12로 구성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상기 입자에서의 Ce의 함유량(질량%)을 상기 방법 (2)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Ce의 함유량이 0.54질량%이고, 따

라서 Ce가 입자에 도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입자들의 평균입자크기를 상기 방법 (3)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상기 입자들의 평균입자크기가 52nm임이 확

인되었다.

파장 λEX 및 λEM 및 피크 강도 I가 상기 방법 (4)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그 결과, 파장 λEX 및 λEM은 각각 453nm 및

528nm이고, 피크 강도 I는 38.3(임의단위)임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3(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Y3Al5O12:Ce,Lu)

(ⅰ) 분산 매질로서 52.8mL의 1,4-BD로 미리 채워진 유리 내부 튜브에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2.26g의 이트륨 아

세테이트 4수화물,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0.13g의 루테튬 아세테이트 모노하이드레이트,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

수한 0.025g의 세륨 아세테이트 일수화물, 및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2.55g의 AIP를 투입하였다.

(ⅱ) 유리 내부 튜브와 압력용기 사이의 틈에 10.8mL의 1,4-BD를 첨가하였다. 한편, 압력용기의 내부용적은 120mL이고,

투입된 원료용액의 체적은 63.6mL이며, 압력용기의 내부용적에 대한 원료용액의 투입용적비는 53.0%였다.

(ⅲ) 이렇게 투입된 원료용액을 300rpm의 속도로 회전하는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하는 동안 3.1℃/분의 온도상승율로

300℃까지 가열하였다.

(ⅳ) 그 후, 반응용액을 300℃에서 2시간 동안 유지시켜 반응을 더욱 진행시켰다. 그 결과, 2시간 후, 반응압력이 4.5MPa

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

(ⅴ) 반응용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수득된 반응생성물을 원심분리하고, 잔류침전물에 에탄올을 첨가하였다. 상기 절

차를 4회 반복한 후, 수득된 생성물을 50℃에서 송풍건조하여 입자를 수득하였다.

이러한 원료물질과 제조조건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수득된 입자에 대하여, 상기 (1) 내지 (4)의 방법에 따라 각각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가 하기에 제시된다.

수득된 입자를 상기의 방법 (1)을 사용하여 X선 회절에 의해 동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피크들은 Y3Al5O12에 대응하는

JCPDS 카드의 피크들과 일치하며, 따라서 그의 매트릭스 결정은 Y3Al5O12로 구성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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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자에서의 Ce의 함유량(질량%)을 상기 방법 (2)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Ce의 함유량이 0.52질량%이고, Lu

의 함유량이 3.51질량%이며, 따라서 Ce 및 Lu가 입자에 도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입자들의 평균입자크기를 상기 방법 (3)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상기 입자들의 평균입자크기가 56nm임이 확

인되었다.

파장 λEX 및 λEM 및 피크 강도 I를 상기 방법 (4)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파장 λEX 및 λEM은 각각 452nm 및

526nm이고, 피크 강도 I는 18.8(임의단위)임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4(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Y3Al5O12:Ce)

(ⅰ) 분산 매질로서 52.8mL의 1,4-BD로 미리 채워진 유리 내부 튜브에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2.51g의 이트륨 아

세테이트 4수화물,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0.025g의 세륨 아세테이트 일수화물, 및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3.07g의 알루미늄 트라이-sec-부톡사이드(이후 "ASB"로 지칭됨)를 투입하였다.

(ⅱ) 유리 내부 튜브와 압력용기 사이의 틈에 10.8mL의 1,4-BD를 첨가하였다. 한편, 압력용기의 내부용적은 120mL이고,

투입된 원료용액의 체적은 63.6mL이며, 압력용기의 내부용적에 대한 원료용액의 투입용적비는 53.0%였다.

(ⅲ) 이렇게 투입된 원료용액을 300rpm의 속도로 회전하는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하는 동안 3.1℃/분의 온도상승율로

300℃까지 가열하였다.

(ⅳ) 그 후, 반응용액을 300℃에서 2시간 동안 유지시켜 반응을 더욱 진행시켰다. 그 결과, 2시간 후, 반응압력이 4.5MPa

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

(ⅴ) 반응용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수득된 반응생성물을 원심분리하고, 잔류침전물에 에탄올을 첨가하였다. 상기 절

차를 4회 반복한 후, 수득된 생성물을 50℃에서 송풍건조하여 입자를 수득하였다.

이러한 원료물질과 제조조건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수득된 입자에 대하여, 상기 (1) 내지 (4)의 방법에 따라 각각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가 하기에 제시된다.

수득된 입자를 상기의 방법 (1)을 사용하여 X선 회절에 의해 동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피크들은 Y3Al5O12에 대응하는

JCPDS 카드의 피크들과 일치하며, 따라서 그의 매트릭스 결정은 Y3Al5O12로 구성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상기 입자에서의 Ce의 함유량(질량%)을 상기 방법 (2)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Ce의 함유량이 0.46질량%이고, 따

라서 Ce가 입자에 도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입자들의 평균입자크기를 상기 방법 (3)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상기 입자들의 평균입자크기가 82nm임이 확

인되었다.

파장 λEX 및 λEM 및 피크 강도 I를 상기 방법 (4)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파장 λEX 및 λEM은 각각 452nm 및

530nm이고, 피크 강도 I는 15.8(임의단위)임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5(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Y3Al5O12:Ce)

(ⅰ) 분산 매질로서 52.8mL의 에틸렌 글라이콜(이후 "EG"로 지칭됨; 간토 가가쿠사(Kanto Kagaku Co., Ltd.)로부터 입

수; 비점: 198℃)로 미리 채워진 유리 내부 튜브에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2.51g의 이트륨 아세테이트 4수화물,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0.025g의 세륨 아세테이트 일수화물, 및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2.55g의 AIP를 투입하였다.

(ⅱ) 유리 내부 튜브와 압력용기 사이의 틈에 10.8mL의 EG를 첨가하였다. 한편, 압력용기의 내부용적은 120mL이고, 투

입된 원료용액의 체적은 63.6mL이며, 압력용기의 내부용적에 대한 원료용액의 투입용적비는 53.0%였다.

공개특허 10-2006-0123537

- 19 -



(ⅲ) 이렇게 투입된 원료용액을 300rpm의 속도로 회전하는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하는 동안 3.1℃/분의 온도상승율로

300℃까지 가열하였다.

(ⅳ) 그 후, 반응용액을 300℃에서 2시간 동안 유지시켜 반응을 더욱 진행시켰다. 그 결과, 2시간 후, 반응압력이 2.0MPa

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

(ⅴ) 반응용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수득된 반응생성물을 원심분리하고, 잔류침전물에 에탄올을 첨가하였다. 상기 절

차를 4회 반복한 후, 수득된 생성물을 50℃에서 송풍건조하여 입자를 수득하였다.

이러한 원료물질과 제조조건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수득된 입자에 대하여, 상기 (1) 내지 (4)의 방법에 따라 각각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가 하기에 제시된다.

수득된 입자를 상기의 방법 (1)을 사용하여 X선 회절에 의해 동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피크들은 Y3Al5O12에 대응하는

JCPDS 카드의 피크들과 일치하며, 따라서 그의 매트릭스 결정은 Y3Al5O12로 구성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상기 입자에서의 Ce의 함유량(질량%)을 상기 방법 (2)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Ce의 함유량이 0.52질량%이고, 따

라서 Ce가 입자에 도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입자들의 평균입자크기를 상기 방법 (3)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상기 입자들의 평균입자크기가 51nm임이 확

인되었다.

파장 λEX 및 λEM 및 피크 강도 I를 상기 방법 (4)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파장 λEX 및 λEM은 각각 452nm 및

530nm이고, 피크 강도 I는 15.8(임의단위)임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6(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Y3Al5O12:Ce)

(ⅰ) 분산 매질로서 26.4mL의 1,4-BD 및 26.4mL의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200(이후 "PEG"로 지칭됨; 간토 가가쿠사

(Kanto Kagaku Co., Ltd.)로부터 입수)로 미리 채워진 유리 내부 튜브에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2.51g의 이트륨 아

세테이트 4수화물,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0.025g의 세륨 아세테이트 일수화물, 및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2.55g의 AIP를 투입하였다.

(ⅱ) 유리 내부 튜브와 압력용기 사이의 틈에 10.8mL의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1,4-부테인다이올 및 폴리에틸렌 글

라이콜 #200의 혼합용액을 1:1의 용적비율로 첨가하였다. 한편, 압력용기의 내부용적은 120mL이고, 투입된 원료용액의

체적은 63.6mL이며, 압력용기의 내부용적에 대한 원료용액의 투입용적비는 53.0%였다.

(ⅲ) 이렇게 투입된 원료용액을 300rpm의 속도로 회전하는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하는 동안 3.1℃/분의 온도상승율로

300℃까지 가열하였다.

(ⅳ) 그 후, 반응용액을 300℃에서 4시간 동안 유지시켜 반응을 더욱 진행시켰다. 그 결과, 4시간 후, 반응압력이 1.5MPa

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

(ⅴ) 반응용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수득된 반응생성물을 원심분리하고, 잔류침전물에 에탄올을 첨가하였다. 상기 절

차를 4회 반복한 후, 수득된 생성물을 50℃에서 송풍건조하여 입자를 수득하였다.

이러한 원료물질과 제조조건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수득된 입자에 대하여, 상기 (1) 내지 (4)의 방법에 따라 각각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가 하기에 제시된다.

수득된 입자를 상기의 방법 (1)을 사용하여 X선 회절에 의해 동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피크는 Y3Al5O12에 대응하는

JCPDS 카드의 피크와 일치하며, 따라서 매트릭스 결정은 Y3Al5O12로 구성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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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자에서의 Ce의 함유량(질량%)을 상기 방법 (2)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Ce의 함유량이 0.48질량%이고, 따

라서 Ce가 입자에 도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입자들의 평균입자크기를 상기 방법 (3)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상기 입자들의 평균입자크기가 52nm임이 확

인되었다.

파장 λEX 및 λEM 및 피크 강도 I를 상기 방법 (4)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파장 λEX 및 λEM은 각각 452nm 및

528nm이고, 피크 강도 I는 48.1(임의단위)임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7(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 Y3Al5O12:Ce)

(ⅰ) 분산 매질로서 66.0mL의 1,4-BD로 미리 채워진 유리 내부 튜브에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2.51g의 이트륨 아

세테이트 4수화물,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0.025g의 세륨 아세테이트 일수화물, 및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2.55g의 AIP를 투입하였다.

(ⅱ) 유리 내부 튜브와 압력용기 사이의 틈에 10.8mL의 1,4-BD를 첨가하였다. 한편, 압력용기의 내부용적은 120mL이고,

투입된 원료용액의 체적은 76.8mL이며, 압력용기의 내부용적에 대한 원료용액의 투입용적비는 64.0%였다.

(ⅲ) 이렇게 투입된 원료용액을 300rpm의 속도로 회전하는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하는 동안 3.1℃/분의 온도상승율로

300℃까지 가열하였다.

(ⅳ) 그 후, 반응용액을 300℃에서 0.5시간 동안 유지시켜 반응을 더욱 진행시켰다. 그 결과, 0.5시간 후, 반응압력이

1.4MPa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

(ⅴ) 반응용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수득된 반응생성물을 원심분리하고, 잔류침전물에 에탄올을 첨가하였다. 상기 절

차를 4회 반복한 후, 수득된 생성물을 50℃에서 송풍건조하여 입자를 수득하였다.

이러한 원료물질과 제조조건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수득된 입자에 대하여, 상기 (1) 내지 (4)의 방법에 따라 각각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가 하기에 제시된다.

수득된 입자를 상기의 방법 (1)을 사용하여 X선 회절에 의해 동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피크는 Y3Al5O12에 대응하는

JCPDS 카드의 피크와 일치하며, 따라서 그의 매트릭스 결정은 Y3Al5O12로 구성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상기 입자에서의 Ce의 함유량(질량%)을 상기 방법 (2)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Ce의 함유량이 0.55질량%이고, 따

라서 Ce가 입자에 도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입자들의 평균입자크기를 상기 방법 (3)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상기 입자들의 평균입자크기가 104nm임이

확인되었다.

파장 λEX 및 λEM 및 피크 강도 I를 상기 방법 (4)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파장 λEX 및 λEM은 각각 452nm 및

526nm이고, 피크 강도 I는 37.1(임의단위)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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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시예 8

(ⅰ) 실시예 1에서 수득된 1.0g의 입자에 1.0g의 1,4-BD 및 4.0g의 1-메톡시-2-아세톡시프로페인을 분산 매질로서 첨

가하고, 수득된 혼합물에 초음파를 적용하면서 10분 동안 상기 혼합물에 분산시켰다. 또한, 광투과성 수지로서 하기 성분

(A) 내지 (C)를 하기에 제시된 중량비율로 함유하는 수지조성물 1g을 첨가하고, 상기 혼합물을 교반시켜 분산액을 제조하

였다.

A: 메타크릴산-메틸 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메타크릴산의 공중합 비율:15%; 중량평균분자량(Mw): 20000)

B: 트라이메틸올 프로페인 트라이아크릴레이트

C: 광중합개시제(상표명: "이르가큐어(IRGACURE) 907", 시바 스페설티 케미칼 코포레이션(Ciba Specialty Chemical

Corp.)으로부터 입수)

A:B:C(중량비율)=55:42:3

(ⅱ) 이렇게 수득된 분산액을 스크린 프린팅법에 의해 유리 기판에 적용시켜 코팅막을 형성하였다. 수득된 코팅막을

150℃에서 20분 동안 건조시켰다. 계속하여, 이 건조된 막을 고압수은등으로부터 300mJ/㎤의 강도를 가진 빛으로 공기중

에서 조사시켜, 60분동안 200℃의 공기중에서 열처리시켜 10㎛의 두께를 갖는 형광변환막을 수득하였다.

(ⅲ) 수득된 형광변환막을 실리콘 오일을 통하여 청색광(휘도: 100nit; CIE색도좌표(0.16, 0.10); EL 피크파장: 445nm)을

방출할 수 있는 유기 EL소자의 발광표면상에 부착시켜 발광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0.22, 0.45)의 CIE색도좌표

및 139nit의 휘도를 갖는 녹색 광이 방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도 9에, 유기 EL소자의 발광스펙트럼 및 형광변환막을 통

과하여 수득된 발광스펙트럼이 제시되어 있다.

비교예 1

(ⅰ) 말단 및 측쇄에 해리되는 작용기를 함유하지 않는, 분산 매질로서 52.8mL의 1-메톡시-2-아세톡시프로페인(이후

"PGMEA"로 지칭됨; 와코 준야쿠사(Wako Junyaku Co., Ltd.) 제조; 비점: 146℃)으로 미리 채워진 유리 내부 튜브에 간

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2.51g의 이트륨 아세테이트 4수화물,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0.025g의 세륨 아세테이트

일수화물, 및 간토 가가쿠사로부터 입수한 2.55g의 AIP를 투입하였다.

(ⅱ) 유리 내부 튜브와 압력용기 사이의 틈에 10.8mL의 PGMEA를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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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렇게 투입된 원료용액을 300rpm의 속도로 회전하는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하는 동안 3.1℃/분의 온도상승율로

300℃까지 가열하였다.

(ⅳ) 그 후, 반응용액을 265℃에서 2시간 동안 유지시켜 반응을 더욱 진행시켰다. 그 결과, 2시간 후, 반응압력이 1.5MPa

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

(ⅴ) 반응용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수득된 반응생성물을 원심분리하고, 잔류침전물에 에탄올을 첨가하였다. 상기 절

차를 4회 반복한 후, 수득된 생성물을 50℃에서 송풍건조하여 입자를 수득하였다.

이러한 원료물질과 제조조건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수득된 입자를 상기의 방법 (1)을 사용하여 X선 회절에 의해 동정하였다. 도 10에, Y3Al5O12에 대응하는 JCPDS 카드 뿐

만아니라 수득된 X선 회절패턴이 제시되어 있다. 도 10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X선 회절패턴은 Y3Al5O12에

대응하는 JCPDS 카드의 패턴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반응생성물을 동정하는 것은 불가능하

였다.

또한, 파장 λEX 및 λEM 및 피크 강도 I를 상기 방법 (4)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유효한 형광은 검출되지 않았다.

실시예 9

단계 (ⅰ) 내지 (ⅳ)를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하게 반복하였다.

(ⅴ) 반응용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2주동안 정치시킨 후, 상청액을 용액으로부터 분리시켜 60분동

안 2000g의 원심력 하에서 원심분리기(히다치사(Hitachi Limited)로부터 입수한 고속냉각 원심분리기 "hinmac CR22")

를 사용하여 원심분리하여 침전물을 분리시켰다. 분리된 침전물 중 소량을 샘플로 사용하여 상기의 방법 (3)에 의하여 평

균입자크기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침전된 입자의 평균입자크기가 55nm임이 확인되었다.

(ⅵ) 침전물과 용매 사이의 고체-액체 계면 부근에서, 1.0g의 투명 분산액을 회수하였다. 이 절차를 수회 반복하였다. 수집

된 투명 분산액을 석영셀에 놓고 상기 방법 (4)에 의하여 형광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방출되는 형광의 피크파장은 520nm

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상기 방법 (5)에 의하여 투명 분산액의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520nm의 파장에서 측정된 투과

율이 88%임이 확인되었다. 투명 분산액을 300℃까지 가열하여 중량감소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으로부터 분산액에 함

유된 용매의 양이 85중량%, 즉 분산액 중의 고형분 함유량이 15%임이 확인되었다.

(ⅶ) 침전물로부터 수득된 형광체는 황색의 투명 액체 페이스트였다. 이 페이스트를 질소 환경에서 300℃까지 가열하여

그의 중량감소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으로부터, 페이스트에 함유된 용매의 양이 약 20중량%, 즉 페이스트 중의 고형

분 함유량이 80중량%임이 확인되었다. 가열 후, 형광체는 투명한 덩어리로 형성되었다.

(ⅷ) 두 개의 유리 기판을 스페이서를 통해 그 사이에 150㎛의 틈이 형성되도록 배치시켰다. 상기 페이스트를 유리 기판들

사이의 틈에 삽입시키고 에폭시 접착제로 만들어진 밀봉제에 의해 밀봉시켜 투명 박막 샘플을 수득하였다. 형성된 박막 샘

플의 개요도 및 위에서 본 그의 사진이 도 11 및 12에 각각 도시되어 있다. 또한, 상기 박막 샘플로부터 수득된 투과스펙트

럼이 도 13에 도시되어 있으며, 그의 형광스펙트럼 및 여기스펙트럼이 도 14에서 도시되어 있다. 그 결과, 형광스펙트럼의

피크파장이 520nm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흡수스펙트럼을 상기 방법 (5)에 의해 측정할 때, 520nm의 파장에서 측정된 상

기 박막 샘플의 투과율이 89%임이 확인되었다. 도 12에 도시된 사진으로부터 명백하게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문자들이 페

이스트의 박막을 통하여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박막이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비교예 2

실시예 1에서 수득된 입자 및 폴리에틸렌 글라이콜(분자중량:600)을 75:25의 중량비율로 서로 혼합하여, 황백색의 탁한

페이스트를 제조하였다. 두 개의 유리 기판을 스페이서에 의하여 그 사이에 150㎛의 틈이 형성되도록 배치시켰다. 상기 페

이스트를 유리 기판들 사이의 틈에 삽입시키고 밀봉제에 의해 밀봉시켜 투명 박막 샘플을 수득하였다. 수득된 박막 샘플을

상기 방법 (4)에 의해 측정할 때, 형광스펙트럼에서 피크파장이 525nm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흡수스펙트럼을 상기 방법

(5)에 의해 측정할 때, 525nm의 파장에서 측정된 상기 박막 샘플의 투과율이 45%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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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0

단계 (ⅰ) 내지 (ⅳ)를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하게 반복하였다.

(ⅴ) 반응용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셀룰로오스-혼합된 에스터형의 막필터(어드반텍 토요사(Advantec Toyo Co.,

Ltd.)사로부터 입수; 1.0㎛의 메시; 293mmφ)를 통하여 여과시켰다. 또한, 수득된 여액을 60분동안 2000g의 원심력 하에

서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원심분리시켜 침전물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침전물 중 소량을 샘플로 사용하여 상기의 방법 (3)

에 의하여 평균입자크기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침전된 입자의 평균입자크기가 105nm임이 확인되었다.

(ⅵ) 침전물로부터 수득된 형광체는 황색의 투명 페이스트 형태였다. 이 페이스트를 질소 대기에서 300℃까지 가열하여

그의 중량감소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으로부터, 페이스트에 함유된 용매의 양이 약 30중량%, 즉 페이스트 중의 고형

분 함유량이 70중량%임이 확인되었다. 가열 후, 형광체는 부피가 감소되었으며 투명한 덩어리로 형성되었다. 용매를 페이

스트로부터 제거하여 투명 고형체를 수득하였다.

(ⅶ) 두 개의 유리 기판을 스페이서를 통해 그 사이에 150㎛의 틈이 형성되도록 배치시켰다. 상기 페이스트를 유리 기판들

사이의 틈에 삽입시키고 밀봉제에 의해 밀봉시켜 투명 박막 샘플을 수득하였다. 이 샘플에 365nm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을

조사시키면, 녹색 광이 방출되며, 따라서 샘플이 형광체임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11

단계 (ⅰ) 내지 (ⅳ)를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하였다.

(ⅴ) 반응 용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30분동안 500g의 원심력 하에서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원심분리시켜 침전물을

분리하고, 추가적으로 60분동안 2000g의 원심력 하에서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원심분리시켜 침전물을 분리하였다. 분

리된 침전물 중 소량을 샘플로 사용하여 상기의 방법 (3)에 의하여 평균입자크기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침전된 입자의 평

균입자크기가 65nm임이 확인되었다.

(ⅵ) 침전물로부터 수득된 형광체는 황색의 투명 페이스트 형태였다. 이 페이스트를 질소 대기에서 300℃까지 가열하여

중량감소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으로부터, 페이스트에 함유된 용매의 양이 약 25중량%, 즉 페이스트 중의 고형분 함

유량이 75중량%임이 확인되었다. 가열 후, 형광체는 부피가 감소되었으며 투명한 덩어리로 형성되었다. 용매를 페이스트

로부터 제거하여 투명 고형체를 수득하였다.

(ⅶ) 두 개의 유리 기판을 스페이서를 통해 그 사이에 150㎛의 틈이 형성되도록 배치시켰다. 상기 페이스트를 유리 기판들

사이의 틈에 삽입시키고 밀봉제에 의해 밀봉시켜 투명 박막 샘플을 수득하였다. 이 샘플에 365nm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을

조사시키면, 녹색 광이 방출되며, 따라서 샘플이 형광체임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12

단계 (ⅰ) 내지 (ⅳ)를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하였다.

(ⅴ) 반응용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수득된 생성물 약 80cc를 동일한 부피의 메탄올과 혼합하고 혼합물을 잘 교반하였

다. 또한, 상기 혼합물을 60분동안 2000g의 원심력 하에서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원심분리시켜 침전물을 분리하였다. 분

리된 침전물 중 소량을 샘플로 사용하여 상기의 방법 (3)에 의하여 평균입자크기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침전된 입자의 평

균입자크기가 45nm임이 확인되었다. 상기 침전물을 질소흐름하의 50℃에서 하루동안 정치시켜 메탄올을 제거하였다.

(ⅵ) 침전물로부터 수득된 형광체는 황색의 투명 페이스트 형태였다. 상기 페이스트를 질소 대기에서 300℃까지 가열하여

중량감소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으로부터, 페이스트에 함유된 용매의 양이 약 45중량%, 즉 페이스트 중의 고형분 함

유량이 55중량%임이 확인되었다. 가열 후, 형광체는 부피가 감소되었으며 투명한 덩어리로 형성되었다. 용매를 페이스트

로부터 제거하여 투명 고형체를 수득하였다.

(ⅶ) 두 개의 유리 기판을 스페이서를 통해 그 사이에 150㎛의 틈이 형성되도록 배치시켰다. 상기 페이스트를 유리 기판들

사이의 틈에 삽입시키고 밀봉제에 의해 밀봉시켜 투명 박막 샘플을 수득하였다. 이 샘플에 365nm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을

조사시키면, 녹색 광이 방출되며, 따라서 샘플이 형광체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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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3

단계 (ⅰ) 내지 (ⅳ)를 실시예 1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하였다.

(ⅴ) 반응 용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수득된 생성물 약 80cc를 동일한 부피의 아세톤과 혼합하고, 상기 혼합물을 잘 교

반하였다. 또한, 상기 혼합물을 60분동안 2000g의 원심력 하에서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원심분리시켜 침전물을 분리하

였다. 분리된 침전물 중 소량을 샘플로 사용하여 상기의 방법 (3)에 의하여 평균입자크기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침전된

입자의 평균입자크기가 45nm임이 확인되었다. 상기 침전물을 질소흐름하의 50℃에서 하루동안 정치하여 아세톤을 제거

하였다.

(ⅵ) 침전물로부터 수득된 형광체는 황색의 투명 페이스트 형태였다. 상기 페이스트를 질소 대기에서 300℃까지 가열하여

중량감소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으로부터, 페이스트에 함유된 용매의 양이 약 45중량%, 즉 페이스트 중의 고형분 함

유량이 55중량%임이 확인되었다. 가열 후, 형광체는 부피가 감소되었으며 투명한 덩어리로 형성되었다. 용매를 페이스트

로부터 제거하여 투명 고형체를 수득하였다.

(ⅶ) 두 개의 유리 기판을 스페이서를 통해 그 사이에 150㎛의 틈이 형성되도록 배치시켰다. 상기 페이스트를 유리 기판들

사이의 틈에 삽입시키고 밀봉제에 의해 밀봉시켜 투명 박막 샘플을 수득하였다. 상기 샘플에 365nm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

을 조사시키면, 녹색 광이 방출되며, 따라서 샘플이 형광체임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14

실시예 12에서 수득된 황색의 투명 페이스트를 질소로 퍼징된 오븐에서 300℃까지 가열시키고, 상기 온도에서 30분동안

유지시켰다. 상기 가열된 생성물을 냉각시킨 후 오븐에서 꺼내어, 투명 고형체를 수득하였다. 수득된 투명 고형체에

365nm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을 조사시키면, 녹색 광이 방출되며, 따라서 이 투명 고형체가 형광변환체임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15

실시예 12에서 수득된 황색의 투명 페이스트 및 PEG(평균분자량: 2000)를 1:1의 중량비율로 비커에 넣어 샘플화하고 고

온 플레이트 위에서 약 150℃로 서로 혼합하였다. 수득된 혼합물을 유리기판 위에 적용하여 황색의 박막을 수득하였다. 또

한, 고온상태로 보관된 동일한 혼합물을 내열성 스테인리스 강철 박스에 유입하여 2mm의 두께를 갖는 수지기판을 수득하

였다. 이 박막 및 수지기판에 365nm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을 조사시키면, 상기 박막 및 수지기판으로부터 녹색 광이 방출

되며, 따라서 이 박막 및 수지기판이 형광변환체임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16

실시예 9의 (ⅷ)단계에서, 수득된 황색 투명 페이스트를 두 개의 유리기판 사이에 삽입시킬 때, 그 둘사이에 형성된 틈(페

이스트의 막두께)을 각각 100㎛, 200㎛ 및 300㎛으로 변화시켜서 수득한 형광스펙트럼의 피크강도 의존성을 측정하였다.

막의 두께를 횡축상에 플롯하는 반면, 형광강도로서의 피크강도를 종축상에 플롯하였다. 플롯한 결과가 도 15에 도시되었

다. 도 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막의 두께 및 형광강도는 서로에 대하여 실질적인 비례관계를 나타내며, 페이스트의

우수한 투명성으로 인하여 형광이 매우 효율적으로 방출됨이 확인되었다.

비교예 3

비교예 2에서 수득된 황색 투명 페이스트를 두 개의 유리기판사이에 삽입시킬 때, 그 둘 사이에 형성된 틈(페이스트의 막

두께)을 각각 100㎛, 200㎛ 및 300㎛으로 변화시켜서 수득한 형광스펙트럼의 피크강도 의존성을 측정하였다.

막의 두께를 횡축상에 플롯하는 반면, 형광강도로서의 피크강도를 종축상에 플롯하였다. 플롯한 결과가 도 15에 도시되어

있다. 도 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막의 두께 및 형광강도는 서로에 대하여 덜 의존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따라서 페이

스트의 두께를 증가시킨다고 할지라도 페이스트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형광이 비효율적으로 방출됨이 확인되

었다.

실시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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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9에서 수득된 황색의 투명 페이스트 및 폴리에틸렌 글라이콜(분자량:6000)을 150℃로 가열시키면서 75:25의 중

량비율로 서로 혼합하였다. 수득된 혼합물을 스테인리스 강철 통에 유입시키고 실온으로 냉각시켜 2mm의 두께를 갖는 기

판을 수득하였다. 이 기판에 365nm의 파장을 갖는 자외선을 조사시키면, 녹색 광이 방출되며, 따라서 이 기판이 형광변환

체로서 작용하는 형광변환판임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18

실시예 9에서 수득된 황색의 투명 페이스트 및 폴리에틸렌 글라이콜(분자량:6000)을 150℃로 가열하면서 75:25의 중량

비율로 서로 혼합하였다. 니치아 가가쿠사(Nichia Kagaku Co., Ltd.)로부터 입수한 청색 발광다이오드 "NSPE520S"의 수

지 일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상기 혼합물을 청색 발광다이오드의 노출된 발광 부위에 떨어뜨려서 냉각시켰다. 그 결

과, 발광다이오드가 켜졌을 때 그것으로부터 황색 내지 녹백색 빛이 방출됨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19

실시예 8의 (ⅰ)단계에서 사용된 입자가 실시예 9에서 수득된 황색 투명 페이스트로 대체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8의 (ⅰ) 내지 (ⅲ)단계와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여 (ⅲ)단계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광원으로부터 여기광을 방출할 때 발

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CIE 색도좌표가 (0.25, 0.44)이며, 130nit의 휘도를 가진 녹색광이 방출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는 작은 입자크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투과성 수지에

대한 높은 친화성과 높은 분산성을 가지며, 내수성, 내약품성 및 내열성이 우수하다. 그러므로,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

자를 사용하는 형광변환막, 형광성 액체, 형광성 페이스트, 형광체 및 형광변환체는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이 산란되는

것을 억제시키며, 광원상에 배치될 때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여기광을 더 긴 파장을 갖는 빛으로 변환시키는데 있어서 대

단히 실용적이고 유용하다. 광원의 예는 유기 전기 발광 소자, 무기 전기 발광 소자, 발광다이오드, 냉음극관, 형광관 및 레

이저를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구조를 보여주는 설명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표면상태를 보여주는 설명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의 분산액을 보여주는 설명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형광변환막의 작용을 보여주는 설명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설명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금속산화물계 형광체 미립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또 다른 설명도이다.

도 7은 실시예 1에서 수득된 입자들의 X선 회절패턴(상단) 및 Y3Al5O12에 대응하는 JCPDS 카드(하단)를 도시한 도면이

다.

도 8은 실시예 1에서 수득된 입자들의 여기 스펙트럼 및 형광 스펙트럼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9는 실시예 6에서 수득된 유기 EL 소자의 발광 스펙트럼 및 형광변환막을 통해 투과된 빛의 발광스펙트럼을 도시한 도

면이다.

도 10은 비교예 1에서 수득된 입자의 X선 회절패턴(상단) 및 Y3Al5O12에 대응하는 JCPDS 카드(하단)를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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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은 실시예 9에서 수득된 박막형 샘플을 보여주는 개요도이다.

도 12는 실시예 9에서 수득된 박막형 샘플의 위에서 보았을 때의 사진이다.

도 13은 실시예 9에서 수득된 페이스트의 투과스펙트럼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4는 실시예 9에서 수득된 페이스트의 여기스펙트럼 및 형광스펙트럼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5는 실시예 16 및 비교예 3에서 수득된 페이스트에 대한 막두께 및 형광강도 사이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6은 종래의 형광변환막에 함유된 색소의 농도를 변화시킬 때의 흡광도 및 형광양자수율 사이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

다.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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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공개특허 10-2006-0123537

- 28 -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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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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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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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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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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