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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AlO3:Tbx
3+ has been synthesized by a combustion process and the concentration x of Tb was varied from 0.001 and

0.05 mol% per mole of YAlO3. The emission optical properties on the YAlO3:Tbx
3+ have been investigated by time-

resolved photoluminescence spectra and decay curves of center wavelength. The emission color changes from blue to

green with increasing the Tb3+ concentration from x= 0.001 to 0.05 mole fraction in YAlO3 host. This emission color

change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cross-relaxation processes. Decay curves of emission intensity indicate that the type

of energy transfer is donor-acceptor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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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금까지 많은 형광체들이 램프, scintillator, CRT,

디스플레이에 사용되기 위에 연구 개발되었다[1,2]. 근

래에는 평판 디스플레이와 LED에 사용되는 형광체를

개발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4].

형광체가 사용되는 기구들이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파장의 여기 광이 요구되고 예측 가능한 파장의 빛을

얻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PDP에 사용되는 형광체는

Xe이 방출하는 147~170 nm의 빛에 대하여 높은 안정

성과 높은 양자 효율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최근에

개발되는 형광체는 엄격한 요구조건들을 만족해야 하

며 높은 양자 효율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조건

을 만족하는 형광체의 개발뿐만 아니라 높은 양자 효

율을 얻기 위하여 energy transfer와 quantum dot에 대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6]. 본 연구에서

host 물질로 사용한 YAlO3는 perovskite 형태의 결정구

조를 가지므로 YAP  (Yttrium Aluminum Perovskite)

이라 한다[7]. 결정구조는 D2h
16(Pbnm)의 공간 군이며

YO12와 YAl8의 뒤틀린 다면체를 가진다[8]. 용융점이

1875oC이므로 강한 결합력을 가져서 레이저 host물질

로 사용된다.  YAlO3 의 host 물질에서 RGB(Red-

Green-Blue) 구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RG

는 Eu3+와 Ce3+ 첨가로 얻을 수 있다[9].  Eu3+와 Ce3+

는 YAlO3 의 Y자리에 치환되어 EuAl8과 CeAl8의 다

면체를 형성하며 5D→ 7F와 2D→ 2F5/2,7/2전이로 R과

G가 방출된다[10] . 

본 연구에서는 YAlO3 에 Tb3+를 첨가하여 B(Blue)

를 발광하는 형광체를 얻고자 하며 Tb3+의 첨가량에

따라 B에서 G까지 발광 색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

여준다. 이들 발광 색의 변화에 대한 현상은 cross-

relaxation 에 의한 energy transfer로 설명되고 각 전이

에 대한 발광소멸 곡선을 분석하여 energy transfer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에너지 전달과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Forster [11]

에 의하여 처음 시작되었다. 그는 다른 두 종류의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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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기적 dipole-dipole 상호작용에 의한 비 방사(non

radiative) 전달로 가정하여 에너지 전달 율을 이론적으

로 계산하였다. Donor와 acceptor사이의 에너지 전달

확률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1)

여기에서 gD(E)와 gA(E)는 각각 D*→ D 방사전이와

A*→ A흡수전이의 규격화된 선형 함수를 나타내고,

┃D*,A＞와 ＜D,A*┃는 각각 초기 상태와 에너지 전

달 후의 상태를 나타낸다. HAD는 donor와 acceptor 간

의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확률적인 관계식이 실험적으

로 측정한 발광 소멸곡선과 직접적으로 관계하기 위하

여 한 이온에서부터 근접한 다른 이온으로의 에너지

전달 뿐만 아니라 시료 내에 분포된 수 많은 donor와

acceptor로부터의 발광을 통계적인 관점에서 다룬다[12].

부피가 V인 시료 내에 NA개의 acceptor가 존재할 때, 시

간 t=0에 여기 되어 있는 donor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되는 발광 소멸곡선은 다음 식으로 주어 진다.

(2)

여기에서 WDA는 거리 R만큼 떨어진 donor와

acceptor 사이의 에너지 전달률이다. 이 식에서 발광소

멸곡선은 지수적으로 감소됨을 알 수 있다.

2. 실험방법

2.1. 시료제작

본 실험에 사용한 YAlO3:Tbx
3+는 combustion method

로 합성하였으며 초기 물질로Al(NO3)39H2O, Y(NO3)3

5H2O, Tb(NO3)36H2O를 사용하여 1050oC에서 5시간동

안 반응시켰다. Tb3+의 농도는 x = 0.001 에서 0.05 mole

까지 변화시켰다. 제작된 시료는 X-선 회절 시험을 통

하여 상을 확인하였다.  

2.2. 측정

제작된 시료에 시간변화에 따른 동적인 발광 스펙트

럼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간 분해된 photo-

luminescence 스펙트럼과 시간에 따른 발광 소멸 곡선

을 측정하였다. 시간 분해된 photoluminescence 스펙트

럼의 측정은 펄스 형의 여기 광원으로 발광 이온을 들

뜨게 한 후에 지연시간을 다르게 한 반복 시험을 통하

여 시간 분해된 발광 스펙트럼을 얻는다. 시료는 짧은

펄스 폭의 여기 광원에 의해 여기 된 후에 특정 시간의

발광 스펙트럼은 Delay Generator와 ICCD의 gating

time을 조절하여 얻을 수 있다. 여기 광원으로는 Nd-

YAG 레이저 (Quantel, Brilliant w)를 Q-switching 상태

에서 266 nm 파장의 제4조화파를 발진하여 사용하였

으며 석영렌즈로 시료의 표면에 접속하여 조사하였다.

시료에서 방출한 빛은 석영렌즈로 집속하여 optical

fiber bundle을 사용하여 분광기 (Acton Research

SpectraPro-300i, SP-308) 슬릿에 입사시켰으며 시료

면에서 반사되거나 산란된 여기 광원은 필터로 차단하

였다. 지연시간, gating time, 파장선택 및 scanning, 반

복측정, 데이터 포착 및 처리 등은 컴퓨터로 제어 하였

으며 측정 장치 도는 Fig. l에서 보여준다. Donor나

acceptor의 특정 발광 파장에 대한 시간에 따른 발광

소멸 곡선은 슬릿이 부착된 PMT 포트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Tb
3+

 첨가량에 따른 스펙트럼 분석

Tb3+ (5D3) + Tb3+ (7F6) → Tb3+ (5D4) + Tb3+ (7F0)

Tb3+에 대한 에너지 도표와 cross-relaxation 과정을

Fig. 3에서 보여준다.

PDA

2π
h

------  D A*HDAD*,A A>,< 2
gD E( )gA E( ) Ed∫=

P t( ) exp(
t

τR

-----– ⎠
⎞ exp WDA– Rk( ) t⋅( )

k 1=

N
A

∏⋅=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time-resolved photolu-

minescenc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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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간에 따른 스펙트럼 분석

Tb3+첨가량이 x = 0.01일 때의 시간 분해 발광 스펙

트럼을 Fig. 4에서 보여준다. 이 스펙트럼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B발광(5D3→
7Fj)은 점점 감소하다가 사

라지지만 G발광(5D4→
7Fj)은 B발광이 급격히 감소하

는 초기 시간 대에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여기 광원에 의하여 5D3 에너지 준위

로 여기 된 Tb3+이온들이 초기에 높은 밀도로 존재하

면서 5D4 에너지 준위로 cross-relaxation에 의한 에너

지 전달이 활발히 일어나며, 그 후로는 5D4→
7Fj전이에

의한 발광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B발광은 donor에 G발광은 acceptor에

해당한다. YAlO3에 첨가된 Tb3+ 이온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cross-relaxation에 의한 energy transfer가 더욱 빠

르게 진행된다. 그러므로 donor에 해당하는 5D3→
7Fj

전이에 의한 발광 수명시간은 감소하며 이에 따라

acceptor인 5D4→
7Fj 전이에 의한 발광의 증가시간도

함께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발광소멸곡선 분석  

YAlO3에 첨가된 Tb3+ 의 cross-relaxation에 의한

energy transfer형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발광소멸곡선을

측정하였다. 소멸곡선의 형태와 수명시간은 에너지전

달에 관여하는 상호작용과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14]. B발광 peak중 가장 강한 세기를 가지

는 385 nm(5D3→
7F6) peak에 대한 소멸곡선을 Fig. 5

에서 보여준다. 

이 소멸곡선은 발광세기가 수 msec 에 걸쳐 감소하

는 전형적인 donor 소멸곡선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Tb3+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발광 수명이 감소하다가 첨

가량이 5.0 mol%에서는 발광세기가 매우 작아지면서

10 µsec이내에서 급격히 감소한 후에 소멸하였다. G발

Fig. 2. Photoluminescence spectra of YAlO3:Tb x
3+.

Fig. 3. A schematic energy level diagram of Tb3+ for

cross-relaxation processes.

Fig. 4. Time-resolved photoluminescence spectra of

YAlO3Tbx
3+ (x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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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peak중 가장 강한 세기를 가지는 544 nm(5D4→
7F5)

peak에 대한 소멸곡선을 Fig. 6에서 보여준다. 이 소멸곡

선은 여기 광원이 차단된 후에 donor의 발광이 급속히

감소하는 초기 시간대에서 증가하다가 점차적으로 감

소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acceptor의 소멸곡선 형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들은 시간 분해 PL 스펙트럼에

서 나타난 현상과 일치한다. Donor와 acceptor의 소멸

곡선을 동시에 나타내어 두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Fig. 7에서 보여준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두 형태의 소

멸곡선은 donor에서 acceptor로 비방사 energy transfer

가 일어나는 전형적인 형태이며 energy transfer가 발생

될 때에 관찰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12]. 

4. 결 론

YAlO3:Tbx
3+에서 Tb3+ 첨가량에 따른PL스펙트럼의

분석에 의하여 Tb3+ 첨가량이 작을 때(x = 0.001)에는

B(blue) 발광이 지배적이었으나, Tb3+ 첨가량이 증가함

(x = 0.005, 0.01)에 따라 G(green) 발광이 급격히 증가

하였다. 시간에 따른 PL스펙트럼의 분석에 의하여 발

광 메커니즘은 5D3 에너지 준위로 여기 된 Tb3+이온들

이 초기에 높은 밀도로 존재하면서 5D4 에너지 준위로

cross-relaxation에 의한 energy transfer가 활발히 일어

나며, 그 후로는 5D4→
7Fj전이에의한 발광이 지배적으

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b3+ 이온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cross-relaxation에 의

한 energy transfer가 더욱 빠르게 진행됨을 확인 하였다.

Fig. 5. Decay curves of YAlO3:Tbx
3+(x=0.001~0.05) at

the 385 nm(5D3→
7 F6).

Fig. 6. Decay curves of YAlO3:Tbx
3+(x=0.001~0.05) at the

544  nm(5D4→
7F5).

Fig. 7. Comparison of donor and acceptor decay curv

YAlO3:Tbx
3d)+(x = 0.00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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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relaxation에 의한 energy transfer형태를 조사하

기 위하여 발광소멸곡선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donor에서 acceptor로 비 방사 energy transfer가 일어

나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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