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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r3+ and Yb3+ co-doped Gd(0.85−x) AlO3 :Yb3+
0.15 , Erx (x = 0.06, 0.09, 0.12 and 0.15) polycrys-

talline powders have been prepared by using a solid-state reaction method. The crystallinity of
the powders shows a polycrystalline orthorhombic system. For the down-conversion photoluminescence, through the direct excitation of Er3+ ions using a wide emission spectrum in the range
of 420 – 500 nm from the host crystal and 520 – 570 nm from the Er3+ ions has been observed.
3+
The up-conversion photoluminescence properties of Gd(0.85−x) AlO3 :Yb3+
phosphors were
0.15 , Erx

investigated in detail. The green and the red up-conversion emissions from the phosphors were
observed under an excitation at 980 nm by using a semiconductor laser. The powders exhibited
strong green and weak red up-conversion emission peaks at 545 and 657 nm, respectively. The
luminescence intensity showed the different Er3+ concentration dependencies for the up- and
down-conversion luminescence behavior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ir luminescence mechanisms.
The maximum intensities for the up- and down-conversion luminescence occurred at Er3+ ions
0.12 and 0.09 mo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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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d(0.85−x) AlO3 :Yb3+
0.15 , Erx 형광체의 하방 및 상방전환에 의한 형광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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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05일 받음, 2020년 10월 26일 수정본 받음, 2020년 10월 29일 게재 확정)
본 연구에서는 Yb3+ 이온을 0.15 mol에 고정시키고 Er3+ 이온의 농도를 변화시키며 GdAlO3 :Er3+ ,
Yb3+ 형광체 분말을 고상반응법을 이용하여 합성하고 Er3+ 이온의 농도 변화에 따른 형광특성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X-선 회절장치를 이용하여 (Gd0.85−x Yb0.15 )AlO3 :Er3+
형광체 분말의
x
결정성을 측정하였으며, 형광체 분말은 Er3+ 이온의 함유량에 관계없이 사방정계(orthorhombic) 구조의
다결정 상으로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광광도계를 이용하여 형광체의 하방 전환 형광특성을
관찰하였으며, 980 nm 레이저 다이오드와 분광기를 이용하여 상방 전환에 의한 형광특성을 분석하였다.
378 nm의 파장으로 여기시킬 때 420 – 500 nm 영역에서 넓게 분포하는 발광스펙트럼과 520 – 570
nm 에서 상대적으로 좁게 분포하는 발광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었으며, 980 nm 레이저 다이오드로
여기에 의한 상방전환 발광스펙트럼은 545 nm 부근의 강한 녹색 형광과 657 nm에서의 약한 적색 형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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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하방전환 및 상방전환에 의한 형광의 세기는 Er3+ 이온의 농도가 각각 0.12 mol 및 0.09 mol
일 때 최대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형광메카니즘이 다름에 따라 형광 세기의 농도 의존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Keywords: GdAlO3 , Yb3+ /Er3+ -첨가, 형광체, 하방전환, 상방전환

I. 서 론

II. 실 험

최근에 조명등, 발광 다이오드 및 레이저의 발광 소재로
응용성이 뛰어난 희토류 이온을 첨가한 무기물 형광체 개
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3] 형광체의
형광 특성은 활성제의 이온 종류와 농도, 소결 온도, 결정
입자의 크기, 여기 파장, 합성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4–6] 활성제로 이용되는 희토류 이온은
4f-4f 전자 궤도 사이의 전이에 의한 좁은 밴드의 형광을
방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희토류 이온들 중 Er3+ 이온
은 다양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어서 적외선뿐 아니라
자외선, 가시광선영역에 대한 연구의 소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Er3+ 이온이 첨가된 형광체에 대하여 자외선 영역의
여기에 의한 하방전환과 적외선 영역의 레이저 여기에 의한
상방전환에 의한 발광특성들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
행되어 왔다. [7–10] 또한, Er3+ 및 Yb3+ 이온이 함께 첨가
된 형광체의 상방전환 형광특성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11,12] Yb3+ 이온은 에너지 준위를 두 개만
가지며 그 에너지 준위의 차가 반도체레이저들의 에너지와
잘 일치하여 상방전환과정을 위한 억셉터 이온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다른 희토류 이온들과 함께 첨가하여 상방
전환 형광의 세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14]
모체의 종류에 따라서 Er3+ 이온의 적색 및 녹색 상방전
환형광의 발광의 세기가 많이 달라진다. 여러 모체결정 중
GdAlO3 는 안정적인 화학적 및 기계적인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Gd3+ 이온은 같은 원자가와 비슷한 이온반경을
가지는 란탄계열의 이온들과 쉽게 치환되는 장점으로 인해
유용한 형광체 모체결정으로 연구되고 있다. [15,16]
본 연구에서는 Er3+ 이온의 농도를 달리하여 첨가한
3+
Gd(0.85−x) AlO3 :Yb3+
형광체 (x = 0.06, 0.09,
0.15 , Erx
0.12, 0.15 mol) 형광체를 고상반응법으로 합성하여 자외
선 여기에 의한 하방전환 형광스펙트럼 및 적외선 레이저
여기에 의한 상방전환 발광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활성제
이온인 Er3+ 이온의 농도 변화에 대한 형광세기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상방전환의 경우에는 펌프광인 레이저의 세기
의 변화에 대한 발광세기의 변화를 측정하여 적색 및 녹색
상방전환 형광방출과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3+
본 연구에서는 Gd(0.85−x) AlO3 :Yb3+
형광체
0.15 , Erx
분말을 고상반응법 (solid state reaction) 을 이용하여 합
성하였다. Yb3+ 이온을 0.15 mol에 고정시키고, Er3+
의 함량을 0.06, 0.09, 0.12, 0.15 mol 로 변화시키며
Al2 O3 (99.99%, Aldrich), Yb2 O3 (99.6%, Alfa Aesar),
Er2 O3 (99.9%, Aldrich) 그리고 Gd2 O3 (99.99%, Sigma
Aldrich) 를 화학당론적으로 칭량하여 합성하였다. 혼합한
분말을 300 rpm으로 24 시간동안 1차 볼 밀링(ball milling)
을 한 후 80 ◦ C에서 24 시간 건조하였다. 건조된 시료를 아
게이트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곱게 갈고 체를 통해 한 번 더
걸러준 후 시료를 알루미나 도가니에 담아 400 ◦ C의 전기
로에서 3 시간동안 하소(calcining)공정을 거친 후 1300 ◦ C
에서 5 시간동안 소결하였다. 형광체의 물성들을 분석하기
위해 X-선 회절 (X-ray diffraction : XRD, SHIMADZU,
XRD-6000) 을 이용하여 분말의 결정성을 측정하였으며,
표면 미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FE-SEM, Quanta 200 FEG) 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하방전환 (down-conversion) 에 의한
형광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Xenon 램프를 광원으로 하는 형
광광도계 (SHIMADZU, RF-5301PC) 를 이용하여 여기 및
발광스펙트럼을 측정하였으며, 상방전환 (up-conversion)
에 의한 형광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기 광으로 980
nm의 파장에서 800 mW의 출력을 방출하는 반도체 펄스
레이저 (TCLDM9, Thorlabs) 를 이용하였으며 광전자 증
배기가 연결된 분광기 (HR4000, Ocean Optics) 를 이용하
여 발광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상방전환에 의한 형광 메
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펄스레이저의 세기를 변화시키며
형광의 세기의 변화를 측정함으로 여기상태에서의 에너지
흡수 및 에너지 전달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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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결과 및 고찰
Figure 1(a)는 Yb3+ 이온을 각각 0.15mol%로 도핑을 고
정시킨 GdAlO3 형광체와 Er3+ 이온의 몰 비를 0.06, 0.09,
0.12, 0.15mol로 변화를 주어 만든 형광체 시료의 XRD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X-선 회절 결과는 GdAlO3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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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Color online) SEM images of
Gd(0.85−x) AlO3 :Yb3+
Er3+
phosphors, (a) x =
x
0.15 ,
0.06, (b) x = 0.09, (c) x = 0.12 and (d) x = 0.15.
Fig. 1(c) 에서 (112) 피크의 반치폭 (FWHM : full width
at half maximum) 도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러
한 미세결정구조의 변화는 Er3+ 이온 주위의 결정장에도
변화를 줌으로서 형광특성에도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Figure 2는 Er3+ 이온의 첨가량의 변화에 따른 입자의 표
면형상과 크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측정한 SEM 결과
이다. Er3+ 이온의 도핑 농도를 (a) 0.06 mol, (b) 0.09 mol,
(c) 0.12 mol, 그리고 (d) 0.15 mol을 첨가한 Gd0.85−x AlO3 :
Yb0.153 + ,Er3+
x 형광체의 사진인데 입자의 모양은 길쭉한

(c)

Fig. 1. (a) XRD patterns of Gd0.85−x AlO3 : Yb0.153 +
,Er3+
x phosphors. (b) Enlargement of the (112) peak of
XRD patterns. (c) FWHM of the main (112) peak of
Gd0.85−x AlO3 : Yb0.153 + ,Er3+
x phosphors.

낱알 모양이며, 크기는 Er3+ 이온의 도핑 농도와 관계없이
2 – 10 µm 크기로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형광체의 하방전환에 의한 형광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자외선 영역의 여기형광스펙트럼 및 발광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Figure 3(a) 는 발광 파장을 545 nm에 두고

의 ICDD(International Centre for Diffraction Data No.

3+
측정한 Gd(0.85−x) AlO3 :Yb3+
0.15 , Erx 형광체 분말의 여기

#00-046-0395)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분말이 다 결정상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200 – 320 nm 영역에 걸쳐서 폭

사방정계(orthorhombic system)의 결정 구조를 가짐을 알

넓게 분포하는 모체결정의 전하이동밴드 (charge transfer

수 있었다. 모든 형광체 시료에서 Er3+ 이온의 첨가 농도

band) 에 의한 여기스펙트럼과 378 nm를 정점으로 하여

◦

에 관계없이 주 회절 피크인 (002), (112) 는 각각 34.22 와

345∼395 nm 영역에 걸쳐서 약간 좁게 분포하는 Er3+ 이

24.64◦ 에서 나타났으며 그 이외에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

온에 의한 여기 스펙트럼이 관측되었다. Er3+ 의 함유량이

나는 (111), (202), (220), (312) 회절 피크는 각각 24.44◦ ,

0.06 mol에서 0.12 mol까지 증가함에 따라 여기스펙트럼의

43.42◦ , 48.61◦ , 62.18◦ 에서 관측되었다. 그리고 Fig. 1(b)

피크 값이 증가하다가 0.15 mol인 경우 다시 감소함을 알

3+

이

수 있었다. Figure 3(b) 는 378 nm의 파장으로 여기시킨

이온의

3+
Gd(0.85−x) AlO3 :Yb3+
0.15 , Erx 형광체 분말의 발광스펙트

농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112) 피크의 왼쪽에 YbAlO3 에

럼이다. 420-500 nm 영역에 걸쳐서 폭넓게 분포하는 모체

의한 작은 피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r3+ 이온의 농

결정에 의한 발광스펙트럼이 관측되었으며, Er3+ 이온에

도가 0.06 mol로부터 증가함에 따라 (112) 피크의 오른쪽

의한 525 nm 및 545 nm에서 피크를 갖는 강한 녹색 광을

어깨 부분에 회절 피크의 세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방출함을 알 수 있었다. 녹색 발광 중 525 nm 및 545 nm

에서와 같이 (112) 피크를 확대한 결과에 의하면 Yb
온의 함유량이 0.15mol에 고정된 상태에서 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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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Fig. 3. (Color online) (a) Photoluminescence excitation
(PLE) spectra and (b) Photoluminescence (PL) spectra
3+
of Gd(0.85−x) AlO3 :Yb3+
0.15 , Erx (x = 0.06, 0.09, 0.12 and
0.15) phosphors.
근처의 발광 피크는 각각 Er3+ 이온의 2 H11/2 → 4 I15/2 및
4

S3/2 → 4 I15/2 전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Figure

4(a) 는 378

(b)

Fig. 4. (Color online) (a) Variation of PL intensities of
3+
Gd(0.85−x) AlO3 :Yb3+
0.15 , Erx (x = 0.06, 0.09, 0.12 and
0.15) phosphors for the emission at 443 nm, 545 nm and
657 nm. (b) CIE diagram of GdAlO3 :Yb0.153+, Er3+
x
(x = 0.06, 0.09, 0.12 and 0.15) phosphors.

nm 의 파 장 으 로 여 기 시 킨

3+
Gd(0.85−x) AlO3 :Yb3+
형광체 분말의 Er3+ 이온
0.15 , Erx

의 첨가량의 변화에 따른 545, 443 및 657 nm의 발광 피크
의 세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발광 파장에 따라 Er3+ 이
온 농도에 대한 다른 의존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Er3+
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443 nm의 발광 피크의 세
기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657 nm의 발광 피크의 세기는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545 nm의 경우에는 발광 피크의
세기가 Er3+ 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0.12 mol에서
최대값을 가지며 Er3+ 이온의 농도가 0.15 mol로 증가하면
다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농도소광 현상으로 Er3+
이온의 농도가 0.12 mol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된 Er3+ 이

온에 의한 방출된 광자가 주위에 존재하는 바닥상태에 있는
Er3+ 이온에 의해 흡수되어 방출세기가 감소하는 원인이
된다. 위와 같이 Er3+ 이온의 농도 변화에 따라 각 파장에
서 방출되는 발광의 세기의 변화가 다른 경향성을 가짐으
로 인해 Fig. 4(b)의 CIE(Commission International de I’
Eclairage)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Er3+ 이온의
농도가 변함에 따라 색좌표의 변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활성제 이온의 농도 변화에 따라 방출되는
광자들의 발광효율이 파장에 따라 다른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Er3+ 이온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Er3+ 이온들의
주위 환경의 변화로 결정장의 변화가 야기되며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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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Color online) (a) Up-conversion emission spec3+
tra of Gd(0.85−x) AlO3 :Yb3+
0.15 , Erx (x = 0.06, 0.09, 0.12
and 0.15) phosphors under 980 nm excitation with laser
diode pumping current 130 mA. (b) Up-conversion emis3+
sion spectra of Gd0.76 AlO3 :Yb3+
0.15 , Er0.09 phosphor under 980 nm excitation as a function of pumping laser
diode current.
에너지 준위 간에 일어나는 전이 확률이 다르게 됨으로 파
장이 다른 광자들의 발광효율이 달라질 것이다.
Figure 5(a) 는 Er3+ 와 Yb3+ 이 온 이 첨 가 된
3+
Gd(0.85−x) AlO3 :Yb3+
형광체 분말의 상방전
0.15 , Erx
환에 의한 발광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Er3+ 이온의
농도에 관계없이 525nm 및 545 nm 근처에서 피크를 갖는
강한 녹색광과 657 nm 근처에서 피크를 갖는 적색 광을
방출함을 알 수 있으며, 하방전환에 의한 형광스펙트럼과
달리 모체결정에 의한 443 nm 근처의 영역에서는 빛이

방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방 전환에 의한 형광
특성은 반도체 레이저로부터 방출된 980 nm 파장의 빛이
Yb3+ 이온에 의해 흡수된 후 에너지전이과정 (Energy
Transfer, ET) 을 통한 Er3+ 이온의 여기 (GSA) 및 또
다른 광자에 의한 에너지 전이와 여기상태흡수 (Excited
State Absorption, ESA) 과정 등을 거쳐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Yb3+ 이온의 농도는 상방전환에 의한 형광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Yb3+ 이온의
농도를 0.15mo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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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여기 펌핑 광의 광자들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농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상방전환 형광 스펙트럼에 의하면
녹색 발광 중 525 nm 및 545 nm 근처의 발광 피크는
각각 Er3+ 이온의 2 H11/2 → 4 I15/2 및 4 S3/2 → 4 I15/2
전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Er3+ 의 농도가 0.06
mol 에서 0.09 mol 로 증가할수록 상방전환과정에 의한
방출세기가 증가하다가 0.12 mol인 경우 다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Er3+ 의 농도가 0.09 mol 이상이
되면 Er3+ 이온의 농도가 너무 높아 Er3+ 이온들 사이의
교차이완과정이나 Er3+ 이온 주위에 분포하는 Yb3+
이온으로 에너지가 다시 역으로 전달되어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여 상방전환과정에 의한 방출세기가 감소됨을
의미한다. Figure 5(b) 는 Er3+ 이온의 농도가 0.09 mol
인 분말에 대해 여기 광의 세기를 변화시키며 측정한
방출스펙드럼을 나타낸 것인데, 반도체 레이저에 인가한
전류가 130 mA에서 220 mA 증가함에 따라 상방전환에
의한 발광세기가 일정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ure 6 은 Er3+ 와 Yb3+ 이온들의 에너지 준위들
과 관계된 다양한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을 나타낸 것
이다. 상방전환과정은 Yb3+ 이온들에 의해 흡수된 에
너지가 Er3+ 이온들로 전달되는 에너지전이과정 (Energy Transfer, ET) 과 여기된 Er3+ 이온들에 추가적인
에너지의 전달에 의한 여기상태흡수 (Excited State Absorption, ESA) 과정을 발생한다. ESA과정은 단일 이
온에서 ET 과정은 2 개의 이온들이 관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Er3+ 와 Yb3+ 이온이 첨가된
3+
Gd(0.85−x) AlO3 :Yb3+
형광체는 980 nm의 여기
0.15 , Erx
2
광의 광자를 흡수한 후 F7/2 준위의 Yb3+ 이온이 2 F5/2
의 준위로 여기된다. 여기된 Yb3+ 이온은 근접한 Er3+
이온으로의 에너지전이과정 (ET : 2 F5/2 (Yb3+ )+4 I15/2
(Er3+ )→2 F7/2 (Yb3+ )+4 I11/2 (Er3+ ))을 통해 Er3+ 이온
을 4 I11/2 준위로 여기시키고 바닥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980 nm의 파장을 갖는 여기광으로 펌핑할 때 첫 번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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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or online) Energy level diagrams of Yb3+
and Er3+ ions and upconversion processes (excitation,
emission, and energy transfer) under 980 nm excitation.
는 ET1 과정과 바닥상태흡수 (GSA) 과정을 통해 Er3+ 이
온이 4 I11/2 준위로 여기된다. 4 I11/2 준위의 수명은 충분히
길기 때문에, 또 다른 광자의 흡수를 통해 여기된 Yb3+ 이
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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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된다. 4 F7/2
준위에 전자가 점유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한 메카니즘은
인접한 Er3+ 이온들 사이의 일어나는 교차이완과정으로,
4

I11/2 준위에 있는 2개의 Er3+ 이온 중 하나는 또 다른 것과

상호작용하여 에너지를 얻어 4 F7/2 준위로 이동하고, 또 다
른 하나는 에너지를 잃으며 바닥상태인 4 I15/2 준위로 전이
한다. 위의 메커니즘에 의해 2 H11/2 → 4 I15/2 전이에 의한
525 nm와 4 S3/2 → 4 I15/2 전이에 의한 545 nm의 파장에서
두 개의 녹색 광을 방출하게 된다. 상방전환에 의한 적색

1043

Fig. 7.
(Color online) Dependences of red and
green emission intensity on pump power for Gd0.85xAlO3:Yb3+ , Er3+
x phosphors under 980 nm excitation.
환에 의한 형광세기의 변화를 값을 취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파장이 545 nm인 녹색 형광은 기울기가 1.76으로
1보다 큰 값을 보였는데 이는 녹색 형광의 방출이 두 개의
여기 광자가 관여한 이광자 과정 (two-photon process) 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적색형광의 경우도 기울기가 1.40
으로 나타나 이광자 과정 (two-photon process)) 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은 Fig. 5의 에너지준위 다이어그
램에서의 설명에서와 같이 바닥상태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광자를 흡수한 후 4 I11/2 준위로 여기된 뒤 비방사전이에 의
해 4 I13/2 준위를 점유하게 되고 ET2 과정을 통해 두 번째
광자를 흡수하는 여기상태흡수 (ESA2 ) 과정을 통해 4 F9/2
준위를 점유한 후 4 F9/2 → 4 I15/2 전이를 통해 적색 광을
방출하는 이광자 과정임을 알 수 있다.

형광은 4 I11/2 준위에서 비 방사전이에 의해 4 I13/2 준위에
전자가 점유되게 되고 ET2 와 여기상태흡수(ESA2 )과정을

IV. 결 론

통해 4 F9/2 준위에 전자가 점유된 후 4 F9/2 → 4 I15/2 전이에
의해 657 nm의 적색 광을 방출한다.
상방전환에 의해 방출되는 형광의 세기 (I) 는 펌프 여기
광의 형광의 세기(P )에 I ∝ P n 의 형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는데, 여기 펌핑 광의 세기를 변화시키며 상방전환 형광의
세기를 측정하여 상방전환 형광의 방출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때 은 형광의 방출을 위해 상방전환과정에 관계하는 여
기 광자의 개수이며 펌핑 광의 세기에 를 취한 값과 형광의
세기에 를 취한 값에 의한 그래프의 기울기로부터 구할 수
있다. Figure 7은 Er이온의 농도가 0.09 mol 그리고 Yb
3+
이온의 농도가 0.15 mol 첨가된 Gd0.76 AlO3 :Yb3+
0.15 , Er0.09

형광체에서 펌핑 광의 세기를 변화시키며 측정한 상방전

본
연구에서는
고상반응법을
이용해
3+
Gd(0.85−x) AlO3 :Yb3+
,
Er
형
광
체
분
말
을
제조하
x
0.15
였으며, X-선 회절 결과에 의하면 형광체 분말들은 Er3+
이온의 함유량에 관계없이 (002) 및 (112) 방향의 주
결정면을 가지는 사방정계 (orthorhombic) 구조의 다결정
상으로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Yb3+
이온의 함유량이 0.15 mol에 고정된 상태에서 Er3+ 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112) 피크의 반치폭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을 통해 분말의 결정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체 분말에 대한 하방 및 상방전환에 의한 형광스펙
트럼을 측정하였는데 형광의 세기가 형광 메커니즘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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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으로 인해 Er3+ 이온의 농도변화에 대해 다른 의존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하방전환의 경우 378 nm의 파장으로
(Y0.85−x Yb0.15 )3 Ga5 O12 :Er3+
x 형광체 분말을 여기시킬 때
400 – 500nm 영역에 걸쳐서 폭넓게 분포하는 모체결정에
의한 발광스펙트럼과 Er3+ 이온에 의한 525 및 545 nm에서
피크를 갖는 강한 녹색 광 및 657 nm에서 피크를 갖는 약한
적색 광을 방출함을 알 수 있었으며, Er3+ 이온의 농도가
0.12 mol인 경우 최대값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Er3+ 이온

[2] M. Songet al.,

Mater. Res. Bull.. 122, 110677

(2020).
[3] E. A. Rathnakumari, M. Jayachandiran, and S. M.
M. Kennedy, Optik 186, 221 (2019).
[4] M. Songet al., J. Alloys Compd. 803, 1063 (2019).
[5] S. E. Kichanovet al.,

Mater. Chem. Phys. 237,

121830 (2019).

의 농도 변화에 따라 색좌표의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남을

[6] M. Buryiet al., Opt. Mater. 106, 109930 (2020).

알 수 있었다.

[7] S. J. Mofokenget al., J. Lumin. 223, 117192 (2020).

상방전환에 의한 발광스펙트럼에서는 Er3+ 이온의 농도
에 관계없이 525 nm 및 545 nm 근처에서 피크를 갖는 강한
녹색광과 657 nm에서 피크를 갖는 약한 적색 광을 방출하
였다. Er3+ 의 농도가 0.06 mol에서 0.09 mol로 증가할수록
상방전환과정에 의한 방출세기가 증가하다가 0.12mol인 경
우 다시 감소하였는데, 이는 Er3+ 이온의 농도가 0.12mol인
경우 이온의 농도가 너무 높아 Er3+ 이온들 사이의 교차이
완과정이나 Er3+ 이온 주위에 분포하는 Yb3+ 이온으로의
에너지 전달에 의한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여 방출세기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펌핑 광의 세기를 변화시키며 측정한
상방전환에 의한 형광세기의 변화에 의하면 녹색 형광이나
적색형광의 방출이 여기상태흡수과정과 에너지전이과정을
통한 이광자과정 (two-photon process) 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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