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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oO4:Tb
3+ 녹색 형 체 분말과 박막의 제조와 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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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MoO4:Tb
3+ green phosphor powders and thin films were successfully prepared by using the 

solid-state reaction method and the radio-frequency magnetron sputtering technique, respectively. The 

crystalline structure of all phosphor powders with different Tb
3+ ion concentrations was found to be a 

tetragonal system with the maximum diffraction intensity at 28.58°, while that of the phosphor thin films, 

irrespective of the type of substrate, was amorphous. As for the phosphor powders, the grain particles 

showed the chain-like patterns with inhomogeneous size distribution, the excitation spectra were 

composed of a broad band peaked at 307 nm and two small narrow bands centered at 381 and 492 nm, 

and the highest green emission spectrum was observed at 0.01 mol of Tb
3+ ions. As for the phosphor 

thin films, the average transmittance exceeding 85% was measured in the 400∼1,100 nm range and the 

optical band gap showed a significant dependence on the type of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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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에 BaMoO4, SrMoO4, CaMoO4와 같은 학  

특성이 우수한 몰리 덴산염 (molybdates) 물질을 형

체, 이  물질, 섬  검출기 (scintillation 

detectors), 자 분야에 응용하기 한 연구가 많

이 진행되고 있다 [1-3]. 특히, CaMoO4 물질은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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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을 하는 회 석 (scheelite)형 결정 구조 (정방 정

계 C4h
6)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CaMoO4 박막

을 자 소재, 고체 이 , 부식 방지 코 재 

(anti-corrosion coating materials)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몰리 덴산염 녹색 형 체 박막 성장

에 상당한 심이 집 되고 있다 [4]. 

지 까지 CaMoO4 분말은 연소 합성법 

(combustion synthesis) [5], 용제법 (flux method) 

[6], 크랄스키법 (Chochralski technique) [7], 고상

반응법 (solid-state reaction method) [8], 착체 합법 

(complex polymerization method) [9]과 같은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합성되어 왔으나, 이에 반하여 

CaMoO4 형 체 박막 제작에 한 문헌들은 많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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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정이다. 일반 으로 박막은 본질 으로 작은 결

정 입자를 나타내고 수평 방향으로 산란이 작기 때문

에 분말 시료에 비하여 우수한 분해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증착 방법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10]. Cui 등 [10]은 단순 화학 반응법을 

사용하여 칼슘 이온을 포함하는 알칼리 수용액에 순

도 99.9 wt.%의 몰리 덴 속 기 을 담구어서 

CaMoO4 박막을 성장시켰으며, 장 230 nm로 여기 

시켰을 때 500 nm에 발  피크를 나타내면서 폭넓게 

분포하는 발  스펙트럼을 측하 다. Gao 등 [11]

은 상온에서 NaClO 혹은 H2O2 용액을 추가한 비가역 

갈바니 지 방법 (irreversible galvanic cell method)

을 사용하여 결정화된 균일한 회 석 결정 구조를 갖

는 CaMoO4 박막을 형성시켰으며, 510 nm에서 최  

발  세기를 갖는 스펙트럼을 얻었음을 제시하 다. 

Marques 등 [12]은 착체 합법을 사용하여 무질서 

(disorder)와 질서 인 CaMoO4 박막을 제작하 고 서

로 다른 온도와 시간 동안에 열처리를 수행하여 장 

역 470∼820 nm에서 강한 발  스펙트럼을 측하

으며, 이 발  신호는 복합 덩어리 빈자리 (complex 

cluster vacancies)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발표하 다.  

균일한 표면과 높은 결정성을 갖는 형 체 박막을 

성장시키기 해서는 박막의 발  상과 격자 구조

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결정 구조와 조성비가 

요한 변수이다. 고온에서 박막 성장 시 MoO3 물질의 

용이한 휘발성과 불순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온 성장, 일정한 조성비와 비

교  간단한 장비로 구성되는 라디오  (radio 

frequency,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박막을 성장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두 가지이

다. 첫째, 고상 반응법을 사용하여 모체 결정 CaMoO4에 

Tb3+ 이온의 농도를 체계 으로 치환 고용하여 발  효

율이 높은 녹색 형 체를 합성하는 데 있다. Tb3+ 이온

의 농도를 달리하여 합성한 형 체 분말의 결정 구조, 

표면 형상, 흡 과 발  스펙트럼을 비교 분석하여 최

의 Tb3+ 이온의 농도를 결정하 다 [13]. 둘째로, 라디오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기  

에 CaMoO4:Tb
3+ 녹색 형 체 박막을 성장시켜 기

의 종류에 따른 형 체 박막의 특성을 조사하 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CaMoO4에 +3가인 Tb
3+를 편입시키

는 방법으로 3개 Ca2+ 이온들을 2개 Tb3+ 이온들로 

치환 고용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즉, 3Ca2+= 

2Tb3++Vca, 여기서 Vca는 Ca 빈자리 (vacancy)를 나

타낸다. Ca1-1.5xMoO4:Tbx
3+ 녹색 형 체 분말 시료는 

기 물질 CaCO3 (순도: 99.9%, Sigma-Aldrich Co.),  

MoO3 (99.5%, Sigma-Aldrich Co.), Tb4O7 (99.9%, 

Sigma-Aldrich Co.)을 화학 양론 으로 비하여 합

성하 다. 이때 Tb3+ 이온의 몰 비를 0, 0.01, 0.05, 

0.10, 0.15, 0.20 mol로 변화시켰으며, 화학 반응식은 

(1-1.5x)CaCO3+MoO3+(x/4)Tb4O7 

  → Ca1-1.5xMoO4:Tbx+(1-1.5x)CO2+(x/8)O2    (1)  

            

으로 주어진다. 상기의 기 물질을 정  울로 측

량하여 에탄올, ZrO2 볼과 함께 라스틱 병에 넣고 

한 후, 300 rpm의 속도로 24시간 볼  

(ball-mill) 작업을 수행하 다. ZrO2 볼을 걸러낸 다

음에, 혼합 분쇄된 용액을 비커에 담아서 40℃의 건

조기에서 20시간 동안 건조하 다. 건조한 시료를 아

게이트 막자사발 (agate-mortar)에 넣고 곱게 갈아서 

80 ㎛ 크기의 체로 걸러내고, Tb3+ 이온의 농도별로 

구별하여 각각 알루미나 도가니에 담아 튜 형 기

로에 장입하 다. 상온에서 분당 2℃의 속도로 승온

시켜 350℃에서 3시간 동안 하소 공정을 실시한 후

에, 온도를 계속 상승시켜 1,000℃에서 5시간 동안 소

결하 다. CaMoO4:Tb
3+ 형 체 박막은 라디오  마

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증착 온도 400℃

에서 다양한 기  (유리, 석 , 사 이어, 실리콘) 

에 증착하 다. 기 은 아세톤, 에탄올, 증류수의 순

서 로 각각 20분 씩 음  세척을 실시하 고, 질

소 가스로 습기를 제거하고 시편 고정 에 장착하

다. 스퍼터링 타겟은 소성한 형 체 분말 시료를 

스로 40 MPa의 힘을 5분 동안 가하여 직경 1인치, 

두께 15 mm를 갖는 원형 소결체 (pellet)로 제조하

다. 타겟과 기  사이의 간격은 5 cm로 고정하 으

며, 스퍼터링 챔버의 기 진공도는 로터리 펌 와 

터보 펌 를 사용하여 5×10-6 Torr 이하로 배기하

고, 증착시 기 의 온도는 시편 고정  뒤에 장착되

어 있는 할로겐 램 를 사용하여 400℃로 유지하

다. 아르곤과 산소를 각각 스퍼터링 가스와 반응성 

가스로 사용하 고, 산소 분압비는 총 혼합 가스의 

10%로 유지하 다. 가스 투입 후에 챔버의 진공도는 

2.5×10-2 Torr로 고정하 으며, 균일한 박막을 성장하

기 하여 시편 고정 를 모터를 사용하여 10 rp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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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RD patterns of Ca1-1.5xMoO4:Tbx
3+ 
phosphor 

powders synthesized with different Tb
3+ 
ion mol ratios.

속도로 회 시키면서 형 체 박막을 증착시켰다. 

형 체 분말과 박막의 결정 구조는 Cu-Kα 복사선 

( 장: 1.5406 Å )을 사용하는 X-선 회  장치 

(X-ray diffractometer: Shimadzu, XRD-6000)를 사

용하여 산란각 10°∼70° 역에서 분당 4°의 스캔 속

도로 측정하 으며, 결정 입자의 크기와 표면 형상은 

계형 주사 자 미경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Hitachi, S-4800)으

로 조사하 다. 

흡 과 발  스펙트럼은 제논 램 를 원으로 갖

는 형  도계 (fluorescence spectrometer, Scinco, 

FS-2)를 사용하여 측하 으며, 형 체 박막의 흡수

율은 자외선-가시  분 계 (UV-VIS spectrophoto 

-meter, Amersham, Ultrospec-3300 Pro)를 사용하여 

장 200∼1,100 nm 역에서 측정하 다.

3. 결과  고찰

그림 1은 Tb
3+ 
이온의 몰 비 x=0, 0.01, 0.05, 0.10, 

0.15, 0.20 mol의 변화에 따라 합성한  Ca1-1.5xMoO4:Tbx
3+ 

형 체 분말 시료를 XRD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Tb
3+ 
이온의 몰 비에 계없이 모든 녹색 형 체 

Fig. 2.  Surface SEM images of Ca1-1.5xMoO4:Tbx
3+
 

phosphor powders synthesized with various Tb
3+ 
ion mol 

ratios of: (a) 0, (b) 0.01, (c) 0.05, (d) 0.10, (e) 0.15, and 

(f) 0.20 mol.

분말 시료는 28.58°에서 최  회  세기를 갖는 주 피

크와 상 으로 약한 세기를 갖는 18.48°, 31.08°, 

34.14°, 46.92°, 49.10° 53.92° 57.88°, 59.38°에 심을 

둔 회  피크들이 측되었다. 자는 (112) 면에서 

발생한 회  피크이며, 후자는 (101), (004), (200), 

(204), (220), (116), (312), (224) 면에서 회 된 피크

들이다. 이 결과로부터 합성한 형 체 분말은 JCPDS 

#85-0585에 제시된 회 상과 일치하 으며, 정방 정

계 (tetragonal system)의 결정 구조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b3+ 이온의 몰 비가 0.01 mol에서 0.10 

mol로 증가함에 따라 주 회  피크의 세기는 차

으로 증가하여 0.10 mol에서 최댓값을 나타내었고, 

Tb3+ 이온의 몰 비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회  세기

는 순차 으로 감소하 다. 한편, (112) 면의 반치폭 

(full width at half maximum)의 크기는 몰 비에 

계없이 일정하 으며, 그 값은 약 0.18°이었다.

그림 2는 서로 다른 Tb3+ 이온의 몰 비로 합성한 

Ca1-1.5xMoO4:Tbx
3+ 녹색 형 체 분말에서 형성된 결

정 입자의 표면 형상을 SEM으로 촬 한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 2(a)에서 보듯이, Tb3+ 이온이 주

입되지 않은 경우에 결정 입자는 구형에 근 한 형상

을 나타내었고, 평균 크기는 체 으로 1∼2 μ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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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otoluminescence excitation spectra of 

Ca1-1.5xMoO4:Tbx
3+ phosphor powders synthesized with 

various Tb
3+ 
ion mol ratios. 

었다. Tb3+ 이온의 몰 비가 0.01 mol인 경우에 평균 

결정 입자는 3.50 μm로 크게 증가하 으며, Tb
3+ 
이

온의 몰 비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결정 입자의 크기

는 순차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0.10 mol에서 

최소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반 으로 결정 입자는 

Tb3+ 이온의 몰 비가 높은 경우에 서로 뭉쳐진 응집 

형태로 나타남을 측할 수 있었다.

그림 3은 Tb
3+ 
이온의 몰 비 변화에 따라 합성한 

Ca1-1.5xMoO4:Tbx
3+ 형 체 분말의 흡  (photolumine 

-scence excitation)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Tb3+ 

이온의 몰 비가 0.01 mol인 형 체 분말의 경우에 반

치폭이 52 nm이며 307 nm에 피크를 갖는 주된 흡  

스펙트럼과, 상 으로 흡  세기가 비교  작고 

492 nm에 피크를 갖는 스펙트럼과 381 nm에 피크를 

갖는 매우 작은 신호들이 측되었다. 307 nm를 정

으로 하여 220-365 nm 역에 걸쳐서 범 하게 분

포하는 흡  신호는 Tb
3+ 
이온에 의한 4f

8➞4f75d1 
이에서 발생한 하 달 밴드 (charge transfer 

band)이고, 후자의 두 신호들 에서, 381 nm 발  

피크 신호는 Tb3+ 이온의 7F6→
5D3 이에 의해 발생

한 것이며, 492 nm 발  신호는 
7
F6→

5
D4 이에 의

해 발생한 신호이다 [14]. Tb3+이온의 몰 비가 0.01 

Fig. 4. Photoluminescence spectra of Ca1-1.5xMoO4:Tbx
3+
 

phosphor powders synthesized with various Tb
3+ 
ion mol 

ratios. 

mol에서 0.20 mol로 증가함에 따라 주 흡  스펙트럼

의 피크는 단 장 쪽으로 약 6 nm 이동하 고, 세기

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상은 농

도 소  (concentration quenching) 효과로 알려져 있

으며, Tb3+ 이온의 몰 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온 사이

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서로 뭉치는 상이 주도 으

로 작용하여 발  세기가 히 감소한다 [15]. 한

편, 492 nm에 피크를 갖는 흡  스펙트럼의 피크 

치는 변하지 않았으나 세기는 계속 증가하여 0.20 

mol에서 최댓값을 나타내었는데, 그 크기는 0.01 mol

과 비교할 때 약 10배 증가하 다. 

그림 4는 장 307 nm로 여기 시킨 Tb3+ 이온의 

몰비에 따른 Ca1-1.5xMoO4:Tbx
3+ 녹색 형 체 분말의 

발  (photoluminescence)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Tb3+ 이온의 몰 비가 0.01 mol인 경우에, 형 체 분말

은 발  세기가 제일 강한 550 nm의 피크를 갖는 녹

색 발 과 상 으로 발  세기가 약한 494와 591 

nm에 피크를 갖는 청색과 주황색 발  스펙트럼들이 

각각 측되었다. 이 발  신호들은 Tb3+ 이온의 5D4

→ 7Fj (j=4, 5, 6) 이에 의해 발 된 신호들이다 

[16]. 주황색 발  스펙트럼은 5D4→
7F4 이에 의한 

발  신호이며, 녹색 발  스펙트럼은 j=5에 의한 5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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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citation spectra of Ca0.925MoO4:Tb0.05
3+ 
phosphor 

thin films deposited at various substrates. The inset 

indicates the XRD patterns of the thin films. 

→ 7F5 이 신호이며, 청색 발 스펙트럼은 5D4→
7F6 

이에 의한 발  신호이다. 본 실험의 경우에 Tb
3+ 

이온의 농도가 0.01 mol일 때 가장 강한 세기의 발  

신호들이 측되었으며, Tb3+ 이온의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발  스펙트럼의 세기는 차 으로 감

소하 다. Tb3+ 이온의 몰 비가 0.01 mol인 경우에 비

해서 0.20 mol인 경우에 측된 세 발  스펙트럼, 즉 

청색, 녹색, 주황색 스펙트럼의 세기는 각각 3.1, 2.1, 

3.5배 감소하 다. 이 결과는 발  세기가 활성제 

Tb3+ 이온의 농도와 하게 련되어 있으며, 농도 

소  상에 의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는 증착 온도 400℃와 산소 분압비 10%에서 

다양한 기 , 즉 유리, 석 , 사 이어, 실리콘 에 

성장한 Ca0.925MoO4:Tb0.05
3+ 
녹색 형 체 박막의 흡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기 의 종류에 계없이 

모든 형 체 박막의 경우에 흡  세기가 강한 270 

nm를 정 으로 하여 217∼330 nm 역에 걸쳐서 

범 하게 분포하는 주된 흡  스펙트럼이 측되었

다. 흡  스펙트럼의 세기는 사 이어, 유리, 실리콘, 

석  기  에 증착된 형 체 박막의 순으로 증가하

고, 석  기  에 증착된 흡  스펙트럼의 세기

는 사 이어 기  보다 약 5.1배 증가함을 알 수 있

었다. 이것은 사용한 기 과 형 체 박막 사이의 결

Fig. 6.  Emission spectra of Ca0.925MoO4:Tb0.05
3+ 
phosphor 

thin films deposited at various substrates.

합력과 격자 부정합 (lattice mismatch)에 의한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증착된 형 체 박막의 결정 

구조는 그림 5의 삽입 그림에서 보듯이, 사용한 기

의 종류에 계없이 비정질로 확인되었다.     

그림 6은 다양한 기  에 성장된 Ca0.925MoO4:Tb0.05
3+ 

형 체 박막을 장 270 nm로 여기 시켰을 때 측

된 발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기 의 종류에 

계없이, 성장된 모든 형 체 박막은 발  세기가 

매우 강한 550 nm의 피크를 갖는 녹색 발  스펙트

럼과, 그 다음으로 강한 494 nm에 피크를 갖는 청색 

발  스펙트럼과 상 으로 발  세기가 제일 약한 

591와 625 nm에 피크를 갖는 각각 주황색과 색 발

 스펙트럼들이 측되었다. 이 발  신호들은 형

체 분말 시료에서 얻은 결과와 일치하 다. 석  기

 에 증착한 형 체 박막의 경우에 가장 강한 녹

색 발  스펙트럼이 측되었다. 청색 발  스펙트럼

의 세기에 한 녹색 발  스펙트럼세기의 비는 유

리, 사 이어, 석 , 실리콘 기 을 사용한 경우에 각

각 2.8, 3.1, 3.9, 4.0이었다.

그림 7은 자외선-가시  분 계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기  에 증착한 Ca0.925MoO4:Tb0.05
3+ 형 체 박

막에서 측정한 학 흡수율과 투과율 스펙트럼을 나

타낸 것이다. 유리 기  에 증착된 형 체 박막의 

흡수단 (absorption edge)에서 흡수율은 317 n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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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bsorbance and transmittance spectra of 

Ca0.925MoO4:Tb0.05
3+ 
phosphor thin films deposited at 

various substrates.

측되었고, 사 이어와 석  기  에 증착된 박막

의 흡수단은 각각 272와 270 nm에서 나타났다. 평균 

투과율 T(%)는 학 흡수율 A과의 계식, T(%)= 

102-A을 사용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17], 장 역 

400∼1,100 nm에서 그 값은 석 , 사 이어, 유리 

에 증착된 박막의 경우에 각각 85, 86, 88%이었다.

다양한 기  에 증착된 Ca0.925MoO4:Tb0.05
3+ 박막

의 학 밴드갭 에 지는 Tauc 모델과 제곱 함수, 

       을 사용하여 높은 흡수 역에서 

결정할 수 있다 [18]. 여기서 는 상수, 는 Planck 

상수, 는 입사 자의 에 지, 는 학 밴드갭 에

지를 나타낸다. 

그림 8은 축을 입사 자 에 지 , 축을 

 의 값으로 선택하여 측정한 데이터를 표시한 

것이다. 이때 학 밴드갭 에 지 는 그림 8에서 

데이터가 격히 증가하는 흡수단 역의 값을 가장 

잘 맞추는 선을 자 에 지 를 나타내는 축으로 

연장하여 축과 만나는 으로 결정하 다. 유리 기

 에 박막을 증착한 경우에 밴드갭 에 지는 4.03 

eV이었으며, 석 과 사 이어 기 을 사용한 경우에 

밴드갭 에 지는 각각 4.78, 4.79 eV으로 증가하 다. 

이 값은 Lei 등 [19]이 화학 용액 증착법 (chemical 

solution deposition method)을 사용하여 제작한 CaMoO4

 

Fig. 8. Plot of   vs photon energy   for the 

Ca0.925MoO4:Tb0.05
3+ phosphor thin films deposited at 

various substrates.

박막의 밴드갭 에 지 값인 4.18 eV와 비슷하 다. 

이 결과는 증착 시 사용하는 기 의 종류에 따라 밴

드갭 에 지가 한 차이를 나타냄을 제시하며, 이

것은 증착된 박막과 기  사이의 격자 부정합의 크기

와 결합력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4. 결 론

고상 반응법을 사용하여 활성제 이온 Tb3+의 몰 비

를 변화시키면서 Ca1-xMoO4:Tbx
3+ 
형 체 분말을 합

성하 으며, 그 시료를 스로 압축하여 타겟을 제

작하 고, 라디오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을 사

용하여 다양한 기  에 Ca0.925MoO4:Tb0.05
3+ 
형 체 

박막을 성장하 다. 형 체 분말의 경우에, 활성제 이

온 Tb3+의 몰 비에 따른 형 체의 결정 구조, 표면 

형상과 발  특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형

체 시료는 Tb3+ 이온의 몰비에 계없이 주 피크는 

(112)면에서 회 된 신호이며, 결정 구조는 정방 정계

를 나타내었다. 결정 입자의 크기는 Tb
3+ 
이온의 몰 

비가 증가함에 따라 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흡  스펙트럼은 하 달 밴드에 의해 형성

된 307 nm를 심으로 넓은 흡수 스펙트럼과 381, 

492 nm에 피크를 갖는 매우 약한 신호가 측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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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발  세기가 제일 강한 550 nm의 피크를 갖는 녹

색 발 은 Tb3+ 이온의 몰 비가 0.01 mol인 시료에서 

발생하 다. Ca0.925MoO4:Tb0.05
3+ 녹색 형 체 박막은 

증착 온도 400℃와 산소 분압비 10%에서 유리, 석 , 

사 이어, 실리콘 기  에 각각 성장되었으며, 형

체 박막의 흡  스펙트럼은 기 의 종류에 계없이 

흡  세기가 강한 270 nm를 정 으로 범 한 역

에 분포하는 주된 흡  스펙트럼이 측되었으며, 박

막의 학 투과율은 85% 이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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