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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b3+ or Eu3+or Ce3+-doped CaYAlO4 phosphor were synthesized by solid-state method. CaYAlO4:Tb3+ is shown 

that the Tb3+-doping concentr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5D4/
5D3 → 7FJ (J=6,…,0) emission intensity of Tb3+. 

The CaYAlO4:Tb3+ phosphors show tunable photoluminescence from blue to yellow with the change of doping 

concentration of Tb3+ ions. The CaYAlO4:Eu3+ phosphors exhibit a red-orange emission of Eu3+ corresponding to 5D0, 

1, 2→
7FJ (J=4,…,0) transitions. The CaYAlO4:Ce3+ phosphors show a blue emission due to Ce3+ ions transitions from 

the 5d excited state to the 2F5/2 and 2F7/2 ground states. The decay time of CaYAlO4:Tb3+ phosphors decrease from 

1.33 ms to 0.97 ms as Tb3+ concentration increases from 0.1 mol% to 7 mol%. The decay time of CaYAlO4:Eu3+ 

phosphors increase from 0.94 ms to 1.17 ms as Eu3+ concentration increases from 1 mol% to 9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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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현재 희토류 이온을 활성제로 사용한 산화물 형광체가 

고체조명인 WLED(white light-emitting diodes)에서 주목을 받

고 있다[1,2]. 고체조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발광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 LED)는 작은 크기, 환경친화성, 에너지 

절약, 높은 휘도, 긴 수명 등으로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추

월할 수 있는 조명이다. 모든 WLED 장치 중에서 pc-

WLEDs(phosphor-converted white LEDs)가 색온도 조절성, 적

당한 연색지수, 높은 안정성 등의 장점 때문에 가장 주목

받고 있다[3]. 그래서 여기 파장과 발광파장, 열 안정성, 

양자효율 등의 형광체 특성은 발광효율, 색온도 및 

                                                                                                          
†
E-mail: kim@koreatech.ac.kr 

WLED(white light-emitting diodes)의 색재현을 결정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즉, 실용적인 응용을 위해서는 효율적

인 형광체를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4,5]. 

CaYAlO4는 정방정계의 K2NiF4구조를 가지며, 황화물 혹

은 질화물 계열의 소재보다 화학적으로 더 안정하다[6]. 

CaYAlO4는 우수한 기계적 강도와 높은 열전도성과 같은 

특성 때문에 형광체의 모체로 연구되고 있다. 

활성제로써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적색 발광 활성제 중 

하나인 Eu3+이온은 주로 5D0 -
7FJ(J=0,…,4)의 전이로부터 기

인하는 방출을 나타낸다. 또한, 호스트 격자 및 Eu3+의 도

핑 농도를 선택함으로써, 5D0레벨로부터의 적색 방출 및 

Eu3+의 상위 5D레벨 (5D1, 
5D2 및 5D3)로부터의 청색 및 녹색 

방출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7,8]. 

또 다른 활성제로써 Tb3+이온은 녹색을 방출하는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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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표되기도 하지만,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부터 청

색을 함께 방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청색 및 녹색발광은

Tb3+이온의 5D4 및 5D3 → 7FJ(J=6,…,0) 전이로부터 기인하는 

발광 스펙트럼을 가진다. Tb3+이온이 첨가된 형광체의 흡

수는 모체의 종류에 따라 변동성이 있지만 보통 210-270 

nm 사이의 넓은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농도 소광과 교차

완화는 Tb3+이온이 활성제로 쓰인 형광체에서 잘 알려져 

있는 현상이며 이는 채택되는 모체와는 독립적으로 발생

한다[9,10]. 

Ce3+ 이온은 4f1의 전자배열을 가지며, 여기 준위는 

4f05d1이다. 기저준위인 4f1은 스핀-궤도 상호작용에 의해 
2F5/2와 2F7/2 준위로 나뉜다. 4f → 5d 전이 에너지는 Ce3+ 이

온에서 가장 낮지만, 큰 에너지 차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발광을 일으킬 수 있다. 5d의 가장 낮은 결정장 준위에서 
2F5/2 와 2F7/2 준위로 각각 전자가 전이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Ce3+ 이온은 2가지의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이러한 Ce3+ 발광은 근자외선 및 청색 부근에 나타나지만 

모체의 결정 구조에 강하게 영향을 받아 발광이 달라진

다[11,12]. 

본 논문에서는 CaYAlO4를 모체로 하여 녹색발광에 Tb3+

이온, 적색발광에 Eu3+이온, 청색발광에 Ce3+이온을 사용하

여 녹색, 적색, 청색형광체를 합성하였고, 각각의 형광체

들의 구조와 광학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2. 실험 과정 

 

2.1 형광체 합성 

본 연구에서 합성된 형광체는 CaYAlO4를 모체로 하여 

활성제인 Tb3+를 0.1-7 mol%, Eu3+를 1-9 mol%, Ce3+를 3-9 

mol% 첨가하고 혼합하였다. 원료는 CaCO3, Y2O3, Al2O3, 

Tb4O7, Eu2O3, CeO2를 사용하였고, 혼합된 시료 분말을 

1400 ℃에서 4시간동안 소결하였다. 

 

2.2 측정 및 분석 

합성된 형광체의 결정구조의 분석을 위해 X-ray 

diffraction (XRD)(Rigaku, UltimaIV)을 이용하였다. 측정조건은 

Cu-Kα방사, 10°~80°의 회절각(2θ) 범위로 측정하였고, Joint 

Committee on Powder Diffraction Standards(JCPDS)의 diffraction file

을 이용하여 회절 패턴을 비교 분석하였다. 광학적 특성

을 분석하기 위해 형광분광 광도계(HITACHI, F-4500)를 이

용하여 photoluminescence(PL)와 photoluminescence excitation 

(PLE), decay time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형광체의 구조적 특성 

합성된 형광체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된 

CaYAlO4:Tb3+, CaYAlO4:Eu3+, CaYAlO4:Ce3+의 XRD 패턴을 

JCPDS 카드 #24-0221와 비교 분석하였다[13]. Fig. 1에서 시

료들의 모든 회절 피크는 CaYAlO4의 구조와 일치하며, 피

크의 이동이나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CaYAlO4:Tb3+/Eu3+/Ce3+형광체 구조는 공간

군 I4/mmm (D17
4h)에 속하는 tetragonal 구조를 가지며 격자상

수 a=3.648 Å, c=11.89 Å이다[6]. 여기에서 Tb3+, Eu3+, Ce3+ 이

온은 CaYAlO4 구조에서 Al3+자리에 우선적으로 치환된다. 

 

 

Fig. 1. XRD patterns of CaYAlO4:Tb3+/Eu3+/Ce3+. 

 

3.2 CaYAlO4:Tb
3+

/Eu
3+

/Ce
3+
형광체의 발광 특성 

CaYAlO4:Tb3+의 농도 별 발광특성을 나타내는 스펙트럼

을  Fig. 2에서 보여준다. 이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발광 

피크는 여기광이 250 nm일 때 PL 피크이다. 이들 피크들

은 Tb3+에 의해 기인되며, 발광 피크 세기는Tb3+의 농도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Tb3+의 농도가 낮을 때는 

PL이 녹색영역보다 청색영역에서 주로 발광하며, 이 발

광은 Tb3+의 5D3→
7FJ(J=6,…,0) 전이에 의해 일어난다. 이들 

전이에 의한 발광 피크는 383 nm(5D3→
7F6), 417 nm(5D3→

7F5), 

440 nm(5D3→
7F4), 460 nm(5D3→

7F3), 474 nm(5D3→
7F2) nm로 나타

난다. Tb3+의 농도가 높으면 발광 피크는 청색 영역보다 

녹색영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이들 피크는 Tb3+의 5D4→
7FJ

전이에 의해 발생한다. 녹색 영역의 피크들은 490 nm(5D4

→
7F6), 547 nm(5D4→

7F5), 587 nm(5D4→
7F4), 623 nm(5D4→

7F3) nm로 

나타난다[13]. 그리고 Tb3+이온의 도핑농도가 5 mol%일 때 

녹색영역의 발광강도가 최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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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luminescence of CaYAlO4:xTb3+ (x=0.001-0.07) . 

 

희토류 이온이 도핑된 형광체 재료에서 가장자주 사용

되는 적색 방출 활성제 중 하나인 Eu3+이온은 주로 
5D0, 1, 2

→
7FJ(J=4,…,0)의 전이에 의하여 발광한다. 여기광이 275nm 

일 때 CaYAlO4:Eu3+의 농도 별 발광 스펙트럼을 Fig. 3에 나

타내었다. 여기에서 적색 발광은 590 nm(5D0→
7F1), 620 

nm(5D0→
7F2)의 피크로 나타나며, 그 외의 발광 피크는 514 

nm(5D2→
7F3), 536 nm(5D1→

7F1), 559 nm(5D1→
7F2), 580 nm(5D0→

7F0), 700 nm(5D0→
7F4)로 나타난다[13,14]. 그리고 Eu3+이온의 

도핑농도가 9 mol%일 때 적색발광이 최대임을 볼 수 있다. 

 

 

Fig. 3. Photoluminescence of CaYAlO4:xEu3+ (x=0.01-0.09). 

 

여기광이 350 nm 일 때 CaYAlO4:Ce3+ 농도 별 발광 스펙

트럼을 Fig. 4에서 나타내었다. 발광 피크 437 nm의 반치폭

은 약 70 nm인 넓은 발광을 보여주는데 이는 Ce3+이온의 
2F5/2와 2F7/2 준위로의 전이에 의해 기인한다. Ce3+이온의 도

핑농도가 5 mol%일 때 청색영역의 발광강도가 최대가 되

고, 그 이상의 도핑에서는 농도 소광이 일어나게 되어 오

히려 발광강도가 감소한다. 

 

Fig. 4. Photoluminescence of CaYAlO4:xCe3+ (x=0.03-0.09). 

 

3.3 CaYAlO4:Tb
3+

/Eu
3+

/Ce
3+
형광체의 흡수스펙

트럼과 백색광 구현 

CaYAlO4:Tb3+/Eu3+/Ce3+형광체의 최적농도에서의 흡수스

펙트럼은 Fig. 5에서 보여준다. CaYAlO4:Tb3+의 흡수스펙트

럼은 250nm의 피크를 가지는 230 nm에서 270 nm까지의 넓

은 스펙트럼을 보이는데 이는 Tb3+의 4f8 → 4f75d 전이에 

의해 일어난다[13]. CaYAlO4:Eu3+의 흡수스펙트럼은 280 nm 

부근에서 강하고 넓은 피크가 나타나며, 이 피크는 O2-와 

Eu3+사이의 전하 이동 전이(charge transfer band)에 기인한다. 

그리고 좁은 피크인 320 nm(7F0→
5H6), 363 nm(7F0→

5D4), 386 

nm(7F0→
5G2), 398 nm(7F0→

5L6), 418 nm(7F0→
5D3), 468 nm(7F0→

5D2) 

nm는 Eu3+의 f-f 전이에 기인한다[14]. CaYAlO4:Ce3+ 형광체

는 347 nm의 피크를 가지며 반치폭이 43 nm의 넓은 흡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이는 Ce3+이온의 4f-5d 전이에 의해  

 

 

Fig. 5. Photoluminescence excitation of CaYAlO4:Tb3+ 

(5 mol%), CaYAlO4:Eu3+(9 mol%), CaYAlO4: 

Ce3+ (5 m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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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다. 이와 같이 CaYAlO4:Tb3+/Eu3+/Ce3+ 형광체 모두는 

UV or near-UV영역에서 흡수를 나타내고 있다. 

Fig. 6은 최적농도에서 녹색 CaYAlO4:Tb3+(5 mol%), 적색 

CaYAlO4:Eu3+(9 mol%), 청색CaYAlO4:Ce3+(5 mol%) 형광체들

의 발광 피크의 조합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UV LED 또는 near-UV LED와 녹색, 적색, 청색, 형광체의 

조합을 통해 백색광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6. Photoluminescence of CaYAlO4:Tb3+(5 mol%), 

CaYAlO4:Eu3+(9 mol%), CaYAlO4:Ce3+ (5 mol%). 

 

3.4 CaYAlO4:Tb
3+

/Eu
3+
형광체의 감쇠시간 

CaYAlO4:Tb3+ 5 mol%의 5D4→
7F5 전이에 대한 감쇠곡선을 

Fig. 7에서 보이며, Table 1에서 각 농도에 따른 감쇠시간을 

나타낸다. 농도에 따른 감쇠시간은 도핑된 Tb3+이온이 0.1 

mol%에서 7 mol%로 변함에 따라 감쇠시간이 1.33 ms에서 

0.97 ms감소하고, 녹색발광이 최대인 5 mol%에서는 감쇠시

간이 1.05 ms이다. 

 

 

Fig. 7. The decay curves for luminescence of CaYAlO4:Tb3+ 

(5 mol%) phosphor. 

Table 1. The decay time of CaYAlO4:Tb3+   

CaYAlO4:Tb
3+

 

mol % τ (ms) 

0.1 1.33 

0.5 1.23 

1 1.13 

3 1.10 

5 1.05 

7 0.97 

 

CaYAlO4:Eu3+ 9 mol%의 5D0→
7F2 전이에 대한 감쇠곡선을 

Fig. 8에서 볼 수 있고, 각 농도에 따른 감쇠시간을 Table 2

에 나타내었다. 농도 변화에 따른 감쇠시간은 도핑된 Eu3+

이온이 1 mol%에서 9 mol%에 따라 감쇠시간은 0.94 ms에서 

1.17 ms으로 증가하고, 적색 발광이 최대인 9 mol%에서는 

감쇠시간이 1.17ms이다. 

 

 

Fig. 8. The decay curves for luminescence of CaYAlO4:Eu3+ 

(9 mol%) phosphor. 

 

Table 2. The decay time of CaYAlO4:Eu3+   

CaYAlO4:Eu
3+

 

mol % τ (ms) 

1 0.94 

3 1.04 

5 1.08 

7 1.12 

9 1.17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aYAlO4를 모체로 하여 녹색발광에 Tb3+

이온, 적색발광에 Eu3+이온, 청색발광에 Ce3+이온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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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녹색, 적색, 청색형광체를 합성하였고, 각각의 형광체

들의 구조와 광학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CaYAlO4:Tb3+형광체는 Tb3+의 4f8
→ 4f75d천이에 기인한

250 nm 피크의 230-270 nm의 넓은 흡수 스펙트럼을 가지며, 

Tb3+이온의 5D4, 
5D3 → 

7FJ(J=6,…,0)의 전이에 의해 발광이 

일어난다. Tb3+의 도핑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청색영역에서 

녹색영역으로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고, 

Tb3+이온이 5 mol%일 때 녹색발광이 최대가 되었다. 

CaYAlO4:Eu3+형광체는 Eu3+ 이온의 
5D0, 

5D1, 
5D 2 →

7FJ (J=4,…,0) 

전이에서 기인한 발광이 일어난다. 그리고 O2-와 Eu3+사이

의 전하이동전이에 의해 280 nm 부근의 넓은 흡수 스펙트

럼을 나타내고, Eu3+의 f-f 전이에 의해 좁은 흡수 스펙트럼

을 나타낸다. Eu3+이온이 9%일 때 적색 발광은 최대가 된

다. CaYAlO4:Ce3+형광체는 Ce3+이온의 4f-5d 전이에 의해 기

인한 347 nm의 피크를 가지며 반치폭이 43 nm의 넓은 흡

수스펙트럼을 보여주고, Ce3+이온의 2F5/2와 2F7/2 준위로의 

전이에 의해 넓은 청색영역의 발광을 일으킨다. Ce3+이온

의 도핑농도가 5 mol%일 때 청색영역의 발광강도가 최대

가 되고, 그 이상 도핑하게 되면 농도소광에 의해 오히려 

발광강도가 감소한다. 

그리고 감쇠시간은 CaYAlO4:Tb3+형광체의 경우농도가 0.1 

mol%에서 7 mol%로 증가함에 따라 발광감쇠시간이 1.33 ms

에서 0.97 ms으로 감소함을 보여준다. 반면 CaYAlO4:Eu3+형

광체는 도핑된 Eu3+이온이 1 mol%에서 9 mol%로 증가할 

때, 발광감쇠시간은 0.94 ms에서 1.17 ms으로 증가함이 보

여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CaYAlO4:Tb3+/Eu3+ /Ce3+형

광체의 녹색, 적색, 청색의 발광 특성은 백색발광소자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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