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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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rgy transfer of 5D3→
7F6(385nm) and 5D4→

7F5(544nm) transitions on the

YAlO3:Tbx
3+(x = 0.001, 0.05) have been investigated by using decay curves. The energy transfer mechanism was explained

by Inokuti and Hirayama model. The results of calculation and fitting showed that values of n are 6.11(x=0.01) and

6.13(x=0.005). These indicate that the energy transfer mechanism between Tb3+ ions is dipole-dipole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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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기 쌍극자와 exchange 상호작용으로부터 일어나

는 에너지 전달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1,2] 뿐만 아니

라 실험적[3-7]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

별히 고체 결정 내에서 일어나는 donor와 acceptor간의

에너지 전달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응용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energy transfer 과정에 대

한 응용은 분자 계, 액정, tunable laser, solar energy

transfer device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8-10]. 에너지 전

달 과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Forster[11]에 의하여 처

음 시작되었으며, 에너지 전달이 donor와 acceptor간

전기적 dipole-dipole 상호작용에 의한 비방사 전이로

가정하여 에너지 전달 율을 계산하였다. Dexter[12]는

dipole-quadrupole, quadrupole-quadrupole의 상호작용

과 분자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울 때 두 파동함수의

exchange 상호작용을 보완 한 Forster-Dexter모델을 제

시하였다. 그 후에 Inokuti와 Hirayama[13]는 여기 된

donor의 소멸곡선에 대한 적분 식을 근사적으로 풀어

에너지 전달 이론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이론은

donor 소멸곡선에 대한 실험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donor에서 acceptor로의 에너지 전달 현상을 분석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YAlO3:Tb3+에서 Tb3+의 첨가량에 따

른 발광 색의 변화를 cross relaxation에 의한 energy

transfer로 설명하고 각 전이에 대한 발광소멸곡선을 분

석하여 에너지 전달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발광소멸곡선은 Inokuti와 Hirayama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한 YAlO3:Tbx
3+는 연소법(combustion

method)으로 합성하였으며 초기 물질로 Al(NO3)3·9H2O,

Y(NO3)3·5H2O, Tb(NO3)3·6H2O를 사용하여 1050oC에

서 5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Tb3+의 농도는 0.001 에서

0.05 mole비까지 변화시켰다. 얻어진 시료는 X-선 회

절 시험을 통하여 상을 확인하였다.

발광소멸곡선을 측정하는 장치 도는 Fig. 1에서 보

여준다. 여기에서 여기 광원은 펄스 형 Nd-YAG 레이†E-mail : kim@korea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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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Quantel, Brilliant ω)를 사용하였으며, 시료에서 방

출한 빛은 석영렌즈로 집속하여 optical fiber bundle을

사용하여 분광기(Acton Research SpectraPro-300i, SP-

308) 슬릿에 입사시켰다. 특정 파장에서 시간에 따른

광 소멸 곡선을 측정할 때는 슬릿이 부착된 Hamamatsu

사의 side-on형 PMT R928을 사용하였다. PMT의 출

력은 Digital Oscilloscope (Lecroy, LC564)를 사용하여

기록하였다.

3. 이  론

에너지 전달 현상을 실험과 연관하여 연구하기 위해

서는 한 이온에서 주변의 근접한 다른 이온으로의 미

시적 관점의 에너지 전달 뿐만 아니라 시료 내에 임의

로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donor와 acceptor로부터의 발

광을 확률적인 관계식으로 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확률

적인 관계식은 실험적으로 측정되는 발광 소멸곡선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통계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다루기 위하여 부피가

매우 크고 acceptor의 수가 무한히 많은 경우를 고려하

면, NA→∞, V→∞이고 NA/V는 acceptor 농도로서

유한한 값을 갖는다. 만일 부피 V를 반지름이 RV인 구

로 가정하면 V=4πRV
3/3이 되고, donor 이온이 여기 된

후에 시간 t가 경과되어 여기 상태에 남아있을 확률의

평균값인 <P(t)>[13]는 

(1)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τR은 여기 된 donor

가 주변과의 상호작용 없이 소멸되는 고유 수명시간

(intrinsic lifetime)이며, donor와 acceptor 간의 거리 R

에 대한 함수인 에너지 전달 률 WDA(R)이 주어지면

donor의 소멸함수를 구할 수 있다. Multipolar 상호작

용에 의한 에너지 전달을 고려하면 에너지 전달 률

WDA(R)은 거리의 n승에 반비례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

여기서 Ro는 임계거리를 나타내며, n의 값은 dipole-

dipole 상호작용일 경우에는 6, dipole-quadrupole 상호

작용일 경우에는 8, quadrupole-quadrupole 상호작용일

경우에는 10을 갖는다. Donor-acceptor (D-A) 전달 율

에 비하여 donor-donor (D-D) 전달 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빠른 경우에 여기 에너지는 많은 donor 이온들

간에 빠르게 이동하게 된다. 이는 donor 이온이

acceptor 이온 주위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과 같은 효

과를 가진다. 이러한 현상을 donor의 소멸곡선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Γ는 감마 함수이다.

4. 결과 및 논의

YAlO3:Tbx
3+에서 Tb3+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청색

발광에서 녹색 발광으로 변화 하였으며 이는 Tb3+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5D3→
7Fj 전이에서 5D4→

7Fj 전

이로 에너지 전달이 발생하는 것을 시간 분해 photo-

luminescence 측정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14]. 따라서

donor에 해당하는 5D3→
7Fj 전이에 의한 발광 수명시

간은 감소하며 이에 따라 acceptor인 5D4→
7Fj 전이에

의한 발광의 증가시간도 함께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

< P t( )  exp≥ t/τR–( )

lim
4π
V
------ exp

0

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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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chematic diagram of time-resolved photolumine-

scenc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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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결과들   로부터 YAlO3에 포함된 Tb3+ 이온

들 간의 cross- relaxation에 의한 D-A 에너지 전달을

직접적으로 관찰 할 수 있었고 이에 관여하는 상호작

용과 메커니즘을 찾아내기 위하여 donor와 acceptor에

의한 발광의 소멸곡선을 측정하였다. Donor와 acceptor의

소멸곡선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Tb3+의 농도가

x = 0.005와 x = 0.01일 때의 결과를 Fig. 2에 함께 나타

내었다. 이 소멸곡선들은 donor와 acceptor에 해당하는

청색발광과 녹색발광의 peak 중에서 가장 세기가 강한

파장인 385 nm (5D3→
7F6)와 544 nm (5D4→

7F5)의 형

광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Tb3+ 불순물로 첨가된

형광체에서 발생하는 cross-relaxation에 의한 에너지

전달 과정은 (3)식에서 주어지는 Inokuti-Hyrayama 모

델의 multipolar 상호작용에 의한 D-A 전달로서 잘 설

명된다[13]. Fig. 3은 에너지 전달에 관여하는 multipolar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x = 0.005와 x = 0.01일

때 385 nm 파장의 donor 발광 소멸곡선을 ln(-ln(I(t))-t/

τR)와 ln(t/τR)3의 관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τR은

Tb3+의 농도가 낮은 x = 0.001일 때의 소멸곡선으로부

터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구간에서 구한 1.29 msec를

사용하였다. 

YAlO3:Tbx
3+ (x = 0.005, 0.01).

Fig. 3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3) 식에서 1/n에 해당

하며 fitting으로부터 구한 n의 값은 6.11과 6.13이었다.

이는 Tb3+ 이온 간의 에너지 전달에 관여하는 상호작용

이 dipole-dipole 상호작용임을 의미한다. Fig. 4는

dipole-dipole 상호작용(n = 6)에 대하여 (3) 식으로

fitting한 YAlO3:Tbx
3+(x = 0.005, 0.01)의 5D3→

7F6 전

이에 의한 발광(385 nm) 소멸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Fig. 2. Comparison of donor and acceptor decay curves

in.

Fig. 3. Plots of ln(-ln(I(t))-t/τR) vs ln(t/τR)3  in 5D3 →
7F6

(385 nm) transition of YAlO3:Tb3+
x (x = 0.005,

0.01).

Fig. 4. Comparison of theoretical decay curves and  experi-

mental data in 5D3→
7F6(385 nm) transition of

YAlO3:Tb3+
x(x=0.00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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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ting 결과와 실험값이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여기

에서 I(0)는 fitting에 의하여 구하였으며 na/no는 첨가한

모든 Tb3+ 이온이 YAlO3에서 Y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

다는 가정 하에 YAlO3 결정 내에서 Y의 단위 부피당

자리수로부터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Fig. 5는 acceptor

에 해당하는 5D4→
7F5 전이에 의한 544 nm 파장의 발

광 소멸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fitting 결과와 실험값이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여기 광원에 의해 여기 된 후

초기 시간대에는 5D3으로부터의 cross-relaxation에 의

한 에너지 전달이 활발히 이루어져 발광의 세기가 증

가하다가 일정시간 후로는 지수 적으로 감소하였다. 초

기의 발광 증가 시간(rise time)은 Tb3+의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더욱 빨라졌는데 이는 Tb3+의 농도가 증가

하면 Tb3+ 이온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따라서 에

너지 전달 율이 커져 에너지가 점점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는 Tb3+의 cross-relaxation에 의한 D-A 에

너지 전달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또 하나의 현상이기

도 하다. 여기 후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Fig. 5에서 실

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Tb3+의 농도에 관계 없 이

3.38 msec의 동일한 수명시간을 갖고 소멸하였는데 이

는 donor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은 후에 acceptor로부터

의 발광은 주변과의 상호작용 없이 5D4→
7Fj 전이에 의

한 단일 과정의 방사 전이(radiative transition)로 소멸

하는 것을 의미한다. 

5. 결  론

YAlO3:Tbx
3+에서 Tb3+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청색

발광에서 녹색 발광으로 변화 하였으며 이는 Tb3+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5D3→
7Fj 전이에서 5D4→

7Fj 전

이로 에너지 전달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 하였다. 이 현

상으로부터 YAlO3에 포함된 Tb3+ 이온들 간의 cross-

relaxation에 의한 D-A 에너지 전달을 직접적으로 관찰

할 수 있었고 이에 관여하는 상호작용과 메커니즘을

찾아내기 위하여 donor와 acceptor에 의한 발광의 소멸

곡선을 측정하였다. 이 소멸곡선들은 donor와 acceptor

에 해당하는 청색발광과 녹색발광의 peak 중에서 가장

세기가 강한 파장인 385 nm (5D3→
7F6)와 544 nm

(5D4→
7F5) 그리고 Tb3+의 농도가 x = 0.005와 x = 0.01

에 대한 결과이다. 이 소멸곡선에 대하여 Inokuti-

Hyrayama 모델을 적용하여 n 값을 구한 결과는 6.11

(x = 0.01)과 6.13 (x = 0.005)이었다. 이 값은 Tb3+ 이온

간의 에너지 전달에 관여하는 상호작용이 dipole-

dipole 상호작용임을 알 수 있었다. n = 6에 대하여

Inokuti-Hyrayama 모델을 적용하여 5D3→
7F6와  5D4→

7F5 전이에 의한 발광 소멸곡선을 fitting 하였으며, 그

결과와 실험값이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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