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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3+ and Yb3+ co-doped Y3 Ga5 O12 polycrystalline powders were prepared by using a solid-state
reaction method, and their crystallinities were measured using X-ray diffra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X-ray diffraction, the powders showed a polycrystalline tetragonal structure. The photoluminescence and the upconversion luminescence properties of the (Y0.85−x Yb0.15 )3 Ga5 O12 :Er3+
x (x
= 0.03, 0.06, 0.09, 0.12 and 0.15) phosphors were investigated in detail. Green and red upconversion emissions were observed for the phosphors excited by 980 nm radiation from a semiconductor
laser. The powders exhibited strong green and weak red upconversion emission peaks at 553 and
660 nm, respectively. Also, their upconversion processes were explained using an energy-diagram
analysis and the strongest upconversion intensity was emitted by the powder with a 0.12 mol Er3+
ion concentration.
PACS numbers: 78.55.-m, 78.2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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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상반응법을 이용하여 (Y0.85−x Yb0.15 )3 Ga5 O12 :Er3+
형광체 분말을 합성하고 그
x
분말의 형광특성을 연구하였다. Yb3+ 이온의 농도를 0.15 mol에 고정하고 Er3+ 이온의 농도를 변화시키며
제작된 (Y0.85−x Yb0.15 )3 Ga5 O12 :Er3+
형광체의 결정성을 X-선 회절장치를 이용하여 형광체 분말의
x
3+
결정성을 측정하였다. (Y0.85−x Yb0.15 )3 Ga5 O12 :Er3+
이온의 함유량에 관계없이 입방정계
x 분말은 Er

구조의 다결정 상으로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광광도계를 이용하여 형광체의 형광특성을
관찰하였으며, 980 nm 레이저 다이오드와 분광기를 이용하여 형광체의 상방전환 형광특성을 분석하였다.
980 nm 레이저 다이오드로 여기시킨 (Y0.85−x Yb0.15 )3 Ga5 O12 :Er3+
x 형광체의 상방전환 발광스펙트럼은
553 nm 부근의 강한 녹색 형광과 660 nm에서의 약한 적색 형광을 나타내었다. 형광과 상방전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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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의 세기는 Er3+ 이온의 첨가량이 0.12 mol 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에너지 전달 과정을 이용해
상방전환에 의한 형광 특성을 분석하였다.
PACS numbers: 78.55.-m, 78.20.-e
Keywords: (Y0.85−x Yb0.15 )3 Ga5 O12 :Er3+
x , 형광체, 상방전환, 에너지전달

I. 서 론

가지는 란탄계열의 이온들과 쉽게 치환되는 장점으로 인해
유용한 형광체 모체결정으로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 근적외선영역의 파장을 방출하는 레이저 다이오

본 연구에서는 Er3+ 이온의 농도를 달리하여 첨가한

드를 이용하여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는 상방전환

(Y0.85−x Yb0.15 )3 Ga5 O12 :Er3+
x (x = 0.03, 0.06, 0.09, 0.12

(upconversion) 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왔으며,

and 0.15 mol) 형광체를 고상반응법 (solid state reaction)

이온은 다양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어서 적외선뿐

으로 합성하여 형광스펙트럼 및 상방전환 발광스펙트럼을

아니라 자외선, 가시광선영역에서도 연구의 재료로 많이

측정하고 펌프광세기의 변화에 대한 상방전환 발광세기의

이용되고 있다 [1–3]. 레이저와 같이 세기가 강한 여기 광이

변화를 측정하여 적색 및 녹색 상방전환 형광방출과정에

입사할 때 바닥상태에서 있던 이온이 여기 에너지를 흡수하

대하여 조사하였다.

3+

Er

여 여기상태준위에 짧게 머무르는 동안 또 다른 광 에너지를
흡수하여 더 높은 여기상태준위로 올라가는 것을 상방전
환과정이라고 한다. Er3+ 이온은 다양한 에너지 준위를

II. 실 험

가지며 이들 준위 중에는 공명 또는 준 공명 조건에 부합
하는 준위의 쌍들이 있고, 이러한 쌍들 사이에 에너지 전달

본 연 구 에 서 는 고 상 반 응 법 을 이 용 하 여 (Y0.85−x

상방전환 과정이 일어난다. 또한, Er3+ 및 Yb3+ 이온이

Yb0.15 )3 Ga5 O12 :Er3+
형광체 분말 시료를 합성하였다.
x

함께 첨가된 형광체의 상방전환 형광특성에 대한 연구들도

Er3+ 의 함량을 0.03, 0.06, 0.09, 0.12, 0.15 mol로 변화시키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Yb3+ 이온은 에너지 준위를 두 개만

며 Y2 O3 (99.99%, Aldrich), Yb2 O3 (99.6%, Alfa Aesar),

가지며 그 에너지 준위의 차가 반도체레이저들의 에너지와

Er2 O3 (99.9%, Aldrich) 그리고 Ga2 O3 (99.99%, Sigma

잘 일치하여 상방전환과정을 위한 억셉터 이온으로 많이

Aldrich) 를 화학당론적으로 칭량하여 합성하였다. 화학당

이용되어 왔으며 다른 희토류 이온들과 함께 첨가하여 상방

론적으로 준비된 분말을 300 rpm으로 24시간 동안 1차 볼

전환 형광의 세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밀링 (ball milling) 을 한 후 혼합한 분말을 60 ◦ C에서 24시

알려져 있다 [4–6].

간 건조하였다. 건조된 시료를 곱게 갈아 알루미나 도가니

일반적으로 모체결정의 격자진동에너지가 작을수록 상방

에 넣고 700 ◦ C의 전기로에서 3시간 동안 하소 (calcining)

전환에 의한 형광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7,8],

공정을 거친 후 2차 볼 밀링이 끝난 분말을 전기로에 넣고

상방전환형광에 대한 분광학적인 특성, 여기준위의 수명곡

1100 ◦ C에서 3시간 동안 소결하였다.

선 등이 측정되었으며 이러한 상방전환형광특성의 분석을

(Y0.85−x Yb0.15 )3 Ga5 O12 :Er3+
분말들의 특성들을 분
x

통해 상방전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어

석하기 위해 X-선 회절 (X-ray diffraction, XRD, SHI-

왔다 [9–11]. 또한, 에너지 준위를 두 개만 갖는 Yb3+ 이

MADZU, XRD-6000) 을 이용하여 분말의 결정성을 측정하

온은 희토류 이온으로서 결정장의 영향을 작게 받지만, 준

였으며, 형광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Xenon 램프를 광원으로

공명조건에 부합하는 준위 쌍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약간만

하는 형광광도계 (SHIMADZU, RF-5301PC) 를 이용하여

달라지더라도 에너지전달 (energy transfer, ET) 에 변화가

여기 및 발광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상방전환에

크게 일어나며 전자-포논 상호작용으로 에너지전달에 참여

의한 형광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기 광으로 980 nm

하는 준위의 수명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12,13]. 따라서

의 파장을 방출하며 800 mW의 출력을 방출하는 반도체

모체의 종류에 따라서 Er3+ 이온의 적색 및 녹색 상방전환

펄스레이저 (TCLDM9, Thorlabs) 를 이용하였으며 광전자

형광의 발광의 세기가 많이 달라진다. 여러 모체결정 중

증배기가 연결된 분광기 (HR4000, Ocean Optics) 를 이용

Y3 Ga5 O12 는 안정적인 화학적 및 역학적인 성질을 가질

하여 형광의 세기를 측정하였다. 상방전환에 의한 형광 메

뿐만 아니라 Y3+ 이온은 같은 원자가와 비슷한 이온반경을

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펄스레이저의 파워를 변화시키며
형광을 측정함으로 여기상태에서의 에너지 흡수 및 에너지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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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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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1(a) 는 Er3+ 의 첨 가 량 을 변 화 시 키 며 합 성 된
(Y0.85−x Yb0.15 )3 Ga5 O12 :Er3+
x 형광체 분말들의 X-선 회절
상을 모체결정인 Y3 Ga5 O12 의 ICDD(International Centre for Diffraction Data No. 01-073-1374) 의 결과와 비교
하여 나타낸 것이다. 형광체 분말들은 Er3+ 이온의 함유량
에 관계없이 (420) 방향의 주 결정면을 가지며 (400), (422),
(642) 및 (640) 피크를 가지는 입방정계 (cubic) 구조의 다
결정 상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r3+ 이온의 첨가량에
관계없이 ICDD에서 제시된 회절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고, Er3+ 이온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회절피크들의
세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Yb3+ 이온의
함유량이 0.15 mol에 고정된 상태에서 Er3+ 이온의 농도
가 0.03 mol인 경우 주 피크들인 (420) 과 (422) 피크들의
왼쪽에 작은 피크들이 존재함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온
반경이 Y3+ 보다 큰 Yb3+ 이온의 첨가에 의해 결정격자가
크진 입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r3+ 이온의
농도가 0.03 mol로부터 증가함에 따라 회절 피크들의 주변
에 존재하던 작은 피크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주
피크들의 반치폭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도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미세결정구조의
변화는 형광효율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Fig. 1(b) 는 Er3+ 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른 주 피크
중 하나인 (420) 피크의 반치폭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농도가 증가할수록 반치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0.12
mol인 경우 최소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Er3+ 이
온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함께 첨가된 Yb3+ 이온과 상호
보완을 통해 형광체 분말의 결정성이 향상되었으며 그로
인한 입자 경계 밀도가 줄어들게 되고, Er3+ 이온 주위의
결정장에도 변화가 발생하여 형광특성에도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Fig. 2(a) 는 발 광 파 장 을 553 nm 에 두 고 측 정 한
(Y0.85−x Yb0.15 )3 Ga5 O12 :Er3+
x 형광체 분말의 여기스펙트
럼을 나타낸 것이다. 255 nm를 정점으로 하여 220∼300 nm
영역에 걸쳐서 폭넓게 분포하는 모체결정의 전하이동밴드
(charge transfer band) 에 의한 여기스펙트럼과 378 nm
를 정점으로 하여 345∼395 nm 영역에 걸쳐서 약간 좁게
분포하는 Er3+ 이온에 의한 여기 스펙트럼이 관측되었다.
Er3+ 의 함유량이 0.12 mol까지 증가함에 따라 여기스펙트
럼의 피크 값이 증가하다가 0.15 mol인 경우 다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Fig. 2(b) 는 378 nm의 파장으로 여기시킨
(Y0.85−x Yb0.15 )3 Ga5 O12 :Er3+
x 형광체 분말의 발광스펙트
럼이다. 400∼500 nm 영역에 걸쳐서 폭넓게 분포하는 모체
결정에 의한 발광스펙트럼이 관측되었으며, Er3+ 이온에

Fig. 1. (a) XRD patterns of (Y0.85−x Yb0.15 )3 Ga5 O12 :
Er3+
(x = 0.03, 0.06, 0.09, 0.12 and 0.15) phosphors,
x
which show a cubic crystal system having the main (420)
peak. (b) FWHM of the main (420) peak of (Y0.85−x
Yb0.15 )3 Ga5 O12 :Er3+
x phosphors.
의한 525 nm 및 553 nm에서 피크를 갖는 강한 녹색광을
방출함을 알 수 있었다. 녹색 발광 중 525 nm 및 553 nm 근
처의 발광 피크는 Er3+ 이온의 4 S3/2 → 4 I15/2 및 2 H11/2 →
4
I15/2 전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Er3+ 의 첨가량이
0.03 mol에서 0.06 mol로 증가할수록 전체적으로 형광의
세기가 약간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Fig. 1(a) 의 XRD
결과의 해석에서 설명하였듯이 Yb3+ 이온의 함유량이 0.15
mol에 고정된 상태에서 Er3+ 이온의 농도가 0.03 mol에
서 0.06 mol로 증가할 때 Er3+ 이온 주위의 결정 대칭성
이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미세결정구조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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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Photoluminescence excitation (PLE) spectra and (b) Photoluminescence (PL) spectra of (Y0.85−x
3+
Yb0.15 )3 Ga5 O12 :Er3+
x phosphors with various Erx concentrations (x = 0.03, 0.06, 0.09, 0.12 and 0.15).
의해 형광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 Er3+
이온의 첨가량이 0.06 mol에서 증가할수록 형광의 세기가
0.12 mol에서 최대값을 가지며 Er3+ 이온의 첨가량이 0.15
mol로 증가하면 다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농도소광
현상으로 Er3+ 이온의 첨가량이 0.12 mol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된 Er3+ 이온에 의한 방출된 광자가 주위에 존재하는
바닥상태에 있는 Er3+ 이온에 의해 흡수되어 방출세기가
감소하는 원인이 된다.
Fig. 3(a) 는 378 nm 의 파장으로 여기시킨 (Y0.85−x
3+
Yb0.15 )3 Ga5 O12 :Er3+
이
x 형광체 분말의 발광세기를 Er

온의 농도 변화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발광 파장에 관계없
이 Er3+ 이온의 농도가 0.12 mol인 경우 발광세기가 최대
이었으나, 농도 변화에 따라 각 파장에서 방출되는 발광의
세기의 변화는 약간 다른 경향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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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a) Variation of photoluminescence intensities of (Y0.85−x Yb0.15 )3 Ga5 O12 :Er3+
x phosphors for the emission at 532 nm, 552 nm and 669 nm.
(b) CIE diagram of (Y0.85−x Yb0.15 )3 Ga5 O12 :Er3+
x phosphors.
장이 553 nm인 경우에 발광 세기의 변화가 다른 파장에서
의 변화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로 인해
Fig. 3(b) 의 CIE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Er3+
이온의 농도가 변함에 따라 색좌표에 변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활성제 이온의 농도 변화에 따라
방출되는 광자들의 발광효율이 파장에 따라 다른 것에 기인
한다고 볼 수 있다. Er3+ 이온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Er3+
이온들의 주위 환경의 변화로 결정장의 변화가 야기되며
그로 인해 에너지 준위 간에 일어나는 전이 확률이 다르게
됨으로 파장이 다른 광자들의 발광효율이 달라질 것이다.
Fig. 4(a) 는 Yb3+ 와 Er3+ 이 첨가된 (Y0.85−x Yb0.15 )3
Ga5 O12 :Er3+
x 형광체 분말의 상방전환에 의한 발광스펙트
럼을 나타낸 것인데 Er3+ 이온의 농도에 관계없이 525 nm
및 553 nm 근처에서 피크를 갖는 강한 녹색광을 방출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광 특성은 반도체 레이저로부터 방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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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Energy level diagrams of Yb3+
and Er3+ ions following excitation with 980 nm. The
upconversion processes (excitation, emission, and energy
transfer) under 980 nm excitation are indicated by arrows.

Fig. 4.
(Color online) (a) Up-conversion emission
(x = 0.03,
spectra of (Y0.85−x Yb0.15 )3 Ga5 O12 :Er3+
x
0.06, 0.09, 0.12 and 0.15) phosphors under 980 nm
excitation with pumping power current at 150 mA.
And (b) Up-conversion emission spectra of (Y0.82
Yb0.15 )3 Ga5 O12 :Er3+
0.03 phosphors under 980 nm excitation with various pumping power current 100, 150, 200
and 250 mA.
980 nm 파장의 빛이 형광체 내부에 존재하는 Yb3+ 이온에
의해 흡수된 후 Er3+ 이온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고 여기상
태흡수 (excited state absorption, ESA) 등의 상방전환과
정을 거쳐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Yb3+ 이온의 농도는
상방전환에 의한 형광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Yb3+ 이온의 농도를 0.15 mol로 선택한 것은 선행된 연구
중 유사한 조성을 갖는 Yb3+ 와 Er3+ 이 첨가된 LaGaO3
형광체 분말에서 Yb3+ 이온의 농도가 0.15 mol인 경우에
우수한 상방전환에 의한 형광특성들이 나타남을 보고한 바
있으며 [15], 여기 펌핑 광의 광자들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농
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상방전환 형광 스펙트럼에 의하면
녹색 발광 중 525 nm 및 553 nm 근처의 발광 피크는 각각
Er3+ 이온의 4 S3/2 → 4 I15/2 및 2 H11/2 → 4 I15/2 전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Er3+ 의 첨가량이 0.03 mol에서

0.12 mol로 증가할수록 상방전환과정에 의한 방출세기가
증가하다가 0.15 mol인 경우 다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
는 Er3+ 의 첨가량이 0.15 mol이 되면 Er3+ 이온의 농도가
너무 높아 Er3+ 이온들 사이의 교차이완과정이나 Er3+ 이
온 주위에 분포하는 Yb3+ 이온으로 에너지가 다시 역으로
전달되어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여 상방전환과정에 의한
방출세기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Fig. 4(b) 는 Er3+ 이온의
농도가 0.03 mol인 분말에 대해 여기 광의 파워를 변화시키
며 측정한 방출스펙드럼을 나타낸 것인데, 전류가 100 mA
에서 250 mA 증가함에 따라 상방전환에 의한 발광세기가
일정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5는 Er3+ 와 Yb3+ 이온들의 에너지 준위들과 관계된
다양한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을 나타낸 것이다. 상방전환과
정은 에너지전이과정 (ET) 과 여기상태흡수 과정 (ESA) 을
통해 발생하는데, ESA 과정은 단일 이온에서 ET 과정은
2개의 이온들이 관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Er3+ 와 Yb3+ 이온이 첨가된 Y3 Ga5 O12 형광체는 980 nm
의 여기광의 광자를 흡수한 후 2 F7/2 준위의 Yb3+ 이온이
2
F5/2 의 준위로 여기된다. 여기된 Yb3+ 이온은 근접한
Er3+ 이온으로의 에너지 전달과정 (ET: 2 F5/2 (Yb3+ ) +
4
I15/2 (Er3+ ) → 2 F7/2 (Yb3+ ) + 4 I11/2 (Er3+ )) 을 통해
Er3+ 이온을 4 I11/2 준위로 여기시킨다. 980 nm의 파장을
갖는 여기광으로 펌핑할 때 첫 번째 단계는 ET1 과정과 바
닥상태흡수 (GSA) 과정을 통해 Er3+ 이온이 4 I11/2 준위로
여기된다. 4 I11/2 준위의 수명은 충분히 길기 때문에, 또
다른 광자의 흡수를 통해 ET3 과정과 여기상태흡수 (ESA1 )
과정인 2 F5/2 (Yb3+ ) + 4 I11/2 (Er3+ ) → 2 F7/2 (Yb3+ ) +
4
F7/2 (Er3+ ) 에 의해 Er3+ 이온의 4 F7/2 준위에 전자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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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광자를 흡수하는 여기상태흡수 (ESA2 ) 과정을 통해
4

F9/2 준위를 전자가 점유한 후 4 F9/2 → 4 I15/2 전이를 통해

적색광을 방출하는 이광자 과정임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상반응법을 이용해 (Y0.85−x Yb0.15 )3
Ga5 O12 :Er3+
x 형광체 분말을 제조하였으며, X-선 회절 결
과에 의하면 형광체 분말들은 Er3+ 이온의 함유량에 관계
없이 (420) 방향의 주 결정면을 가지는 입방정계 구조의
다결정 상으로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Er3+
Fig. 6. (Color online) Dependences of red and green
emission intensity on pump power for (Y0.85−x Yb0.15 )3
Ga5 O12 :Er3+
x phosphors under 980 nm excitation.
유된다. 또 다른 여기의 확률은 인접한 Er3+ 이온들 사이의
교차이완과정을 통해 4 I11/2 준위에 있는 2개의 Er3+ 이온중
하나는 또 다른 것과 상호작용하여 에너지를 얻고, 또 다른
하나는 에너지를 잃는 동안 4 F7/2 준위로 이동한다. 위의
메커니즘에 의해 2 H11/2 → 4 I15/2 전이에 의한 525 nm와

이온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회절피크들의 세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Yb3+ 이온의 함유량이 0.15 mol
에 고정된 상태에서 Er3+ 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420) 피크의 반치폭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을 통해 분말의
결정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체 분말의 여기스펙트럼에 의하면 255 nm를 정점
으로 하여 220∼300 nm 영역에 걸쳐서 폭넓게 분포하는
모체결정의 전하이동밴드에 의한 여기스펙트럼과 378 nm

S3/2 → 4 I15/2 전이에 의한 553 nm의 파장에서 두 개의

를 정점으로 하여 345∼395 nm 영역에 걸쳐서 약간 좁게

녹색광을 방출하고, 4 I11/2 준위에서 비 방사전이에 의해

분포하는 Er3+ 이온에 의한 여기 스펙트럼이 관측되었다.

4

I13/2 준위에 전자가 점유되게 되고 ET2 와 여기상태흡수

378 nm의 파장으로 (Y0.85−x Yb0.15 )3 Ga5 O12 :Er3+
x 형광

(ESA2 ) 과정을 통해 4 F9/2 준위에 전자가 점유된 후 4 F9/2

체 분말을 여기시킬 때 400∼500 nm 영역에 걸쳐서 폭넓게

→ I15/2 전이에 의해 660 nm의 적색광을 방출한다.

분포하는 모체결정에 의한 발광스펙트럼과 Er3+ 이온에

4

4

이러한 상방전환 형광의 방출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여

의한 525 nm 및 553 nm에서 피크를 갖는 강한 녹색광 및

기광의 세기를 변화시키며 상방전환 형광의 세기를 측정하

660 nm에서 피크를 갖는 약한 적색광을 방출함을 알 수

였다. 상방전환에 의해 방출되는 형광의 세기 (I) 는 펌프

있었다.

여기광의 형광의 세기 (P ) 에 P n 의 형태로 비례한다, 이때

상방전환에 의한 발광스펙트럼에서는 Er3+ 이온의 농

n 은 형광의 방출에 관계한 여기광자의 개수이며 펌핑 광에

도에 관계없이 525 nm 및 553 nm 근처에서 피크를 갖는

대한 형광세기의 log-log 그래프의 기울기로부터 구할 수
있다. Fig. 6은 Er3+ 이온의 농도가 0.03 mol 그리고 Yb3+
이온의 농도가 0.15 mol 첨가된 형광체에서 펌핑 광의 세기
를 변화시키며 측정한 상방전환에 의한 형광세기의 변화를
log-log 값을 취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파장이 각각
525 nm 및 553 nm인 녹색 형광은 기울기가 1.54과 1.83
으로 2에 가깝거나 2보다 약간 작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강한 녹색광과 660 nm 에서 피크를 갖는 약한 적색광을
방출하였다. Er3+ 의 첨가량이 0.03 mol에서 0.12 mol로
증가할수록 상방전환과정에 의한 방출세기가 증가하다가
0.15 mol 인 경우 다시 감소하였는데, 이는 Er3+ 이온의
농도가 0.15 mol 인 경우 이온의 농도가 너무 높아 Er3+
이온들 사이의 교차이완과정이나 Er3+ 이온 주위에 분포하

녹색 형광의 방출이 두 개의 여기광자가 관여한 이광자

는 Yb3+ 이온으로의 에너지 전달에 의한 에너지의 손실이

과정 (two-photon process) 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적

발생하여 방출세기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펌핑 광의 세기를

색형광의 경우도 기울기가 1.60으로 나타나 이광자 과정에

변화시키며 측정한 상방전환에 의한 형광세기의 변화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Fig. 5에서와 같이 첫 번째

의하면 녹색 형광이나 적색형광의 방출이 여기상태흡수

4

광자 흡수를 통해 I11/2 준위로 여기된 전자가비방사전이
4

에 의해 I13/2 준위를 점유하게 되고 ET2 과정을 통해 두

과정과 에너지전이과정을 통한 이광자 과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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