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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형광체재료의 개발 현황

  

1. 서 론

최근 LED는 백열등과 형광등이 각각 5%와 

40%의 전기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 데 비해 거의 90% 이상의 에너지 변

환 효율을 가진다. 또한 기존의 조명이 단순

히 켜고 끄는 기능에 머물러 있었다면, LED

는 빛의 밝기와 색을 자유자재로 미세하게 변

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이

전 조명으로 불가능했던 화려한 색상과 그림

들을 LED 조명으로 구현해 내고 있다. LED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기존 조명들은 전구 속에 수은 

등의 기체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LED는 

이런 물질들이 불필요하고, 빛의 파장을 조절

할 수 있어 농업용이나 어업용으로 사용이 가

능하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갈

치나 오징어잡이 어선의 집어등으로 LED 조명

을 사용함으로써 연료절감 효과와 함께 고열

과 소음에서 벗어난 쾌적한 어업환경을 제공

하고 있으며, 어종 별로 특정 파장의 빛을 이

용해 원하는 어종의 어획량을 높이는 기술도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LED 기술 분야에 있어 집중적으

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조명용 

백색 LED 분야 및 디스플레이 소자 분야이다. 

LED는 기본적으로 좁은 파장영역의 빛만을 

발생하므로 단일소자 차원에서 백색광 발현

은 기술적으로 난점이 많으며, RGB 삼원색을 

조합하여 백색을 얻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도 청색 또는 근자외선 

LED에 적절한 형광체 분말을 도포하여 Chip 

발광 파장의 Dowon-conversion을 통해 백색

광을 발현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며 현

재 많은 기업에서 실용화 되고 있다 (그림 1). 

따라서 LED를 이용한 백색 조명 및 디스플레

이 기기의 개발을 위해서는 그 응용분야에 맞

는 효율이 우수한 형광체의 개발이 필수적이

라 하겠다. 현재까지 LED용 형광체를 상용화

한 대표적 기업으로는 일본의 Nichia, Toyota 

Gosei, Mitsubishi Chemical, 독일의 LWB, 

Osram, 미국의 Intermatix 등이 있다. 국내의 

경우 LED 조명의 효율, 신뢰성, 연색성을 만

족할 만한 수준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

한 형광체 합성기술과 특허 확보적인 면에서 

미국, 일본 등 선발 주자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관련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고품위 형광체 기술 확보는 LED 제품의 효

율, 수명, 연색성 및 색 재현성과 같은 특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내

의 LED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핵심 

소재인 형광체 기술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LED용 형광체 개발

은 기본적인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제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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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광특성 변화를 최소화 및 장수명을 보장 

할 수 있는 신뢰성 향상 기술과, LCD BLU 

(Backlight Unit)나 조명, 전장 등 각각의 응

용 분야별로 요구되는 연색성, 색재현성, 색

온도 안정성 등을 만족시키기 위한 특화된 

형광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형광

체를 모체 (Host material)의 주성분 관점으

로 논의할 때, 기존의 YAG, TAG 및 Silicate

계열의 산화물 형광체와 황화물 (sulfide) 계

열의 종류가 많으나 이들 조성의 형광체는 

백색 LED에서 요구되는 내구성, 내습성, 색

온도 안정성 등의 고신뢰성을 만족시키기에

는 부족하다. 그러나 최근에 연구 개발 및 적

용 진행 중인 질화물 (Nitride) 또는 산질화

물 (Oxy-nitride) 모체는 기존 산화물의 산

소대신 질소 원자의 강한 공유결합으로 이루

어져 안정성이 높고, 여기 및 발광파장이 장

파장으로 이동하여 Blue광을 이용한 LED 적

용에 적합하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최근 고온 특성이 

우수한 질화물계 형광체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신규 형광체로써 상용화 연

구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나노입

자는 고체의 벌크 상태와 비교하여 매우 상

이한 물리/화학/광학/전기 및 표면 특성을 

나타내며 이와 같은 흥미로운 물성변화를 기

초로 하여 정보통신, 에너지, 의료 바이오, 

우주항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무한한 응

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발광성 나노

입자 (양자점, Quantum dot)는 태양전지 및 

레이저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LED에 적용하

여 벌크 형광체에 비해 보다 다양한 광특성

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발광성 나노입자는 일

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기물 계열의 형

광염료 (Fluorescent dye)와 비교하여 입자

의 크기조절에 의한 양자제한효과 (Quantum 

confinement effect)를 통해 동일 조성의 다

양한 광 스펙트럼을 구현할 수 있고, 80% 이

상의 매우 높은 양자효율 (Quantum yield)

과 색순도 (Color purity)가 매우 우수한 장

점이 있다.

형광체는 과거 19세기 중반 영국의 과학자 

George G. Stokes가 형광 현상을 발견한 이

래 여러 가지 종류의 전기·전자 Device에

서 응용되어 왔다 [1]. 일반적인 형광체의 단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에

너지의 장파장의 빛을 방출 하는 Down-

conversion (DC) 형태인 반면에 본 과제에

서 다루고자 하는 Up-conversion (UC) 형광

체는 장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에너지인 단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특성

을 지닌다. 일반적인 DC 형광체는 높은 에너

지의 빛 (자외선)을 흡수하여 Activator 이온

이 여기 되고 이후 바닥상태의 에너지 준위

로 안정화 되는 과정에서 보다 낮은 영역의 

빛 (가시광선)을 방출한다. 하지만 UC 형광

체의 경우 낮은 에너지의 빛 (적외선)을 여기 

받아 더 높은 에너지의 빛(가시광선)을 방출

하게 된다. 즉, Activator 이온이 바닥상태에

서 광 에너지를 흡수하여 준안정 준위로 전

이 된 후, 다시 바닥상태로 돌아가기 전에 또 

다른 광 에너지를 흡수하여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게 된다. UC 발광 현상은 주로 

란탄족 계열의 재료에서 나타나며, 전이금

속, 전이금속의 Compound, 전이금속과 희

토류의 Compound에서도 발견된다 [1,2].

이러한 UC 형광체는 저가의 980 nm 파장

의 고출력 적외선 레이저 다이오드가 개발 

그림 1. Blue chip을 이용한 백색 LED 구조. 



18 테마

테 마 기 획     _ 디스플레이 재료

되면서 디바이스 적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희토류 이온들을 

첨가한 UC 형광체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분

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 

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 분야로

는 3D 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 디스플레이

의 새로운 광원, UC laser diode, 의료 진단

용 형광물질 (Bio-labeling, Bio-imaging), 

태양전지의 효율 증진 등이 있다 [3,4]. 

Up-conversion (UC) 형광체의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응용분야로써는 태양전지의 효율 

증대와 인체 무해성에 따른 의료 진단용 분

야이다. 태양전지의 효율증대 분야를 살펴보

면,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의 경우 아무리 

우수한 태양전지라 하여도 태양광 스펙트럼

의 약 30%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

한 이유는 태양전지의 광흡수 스펙트럼 영역

이 매우 좁기 때문이다. 태양전지가 30%의 

변환 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광 흡

수 대역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

해서, 입사되는 빛을 여러 개의 파장 대역으

로 분리하고 각각의 파장 대역에 알맞은 태

양전지를 수평 배치하는 방법, 빛의 입사 방

향으로 흡수대역이 에너지가 큰 태양전지부

터 차례로 적층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왔

다. 최근에 태양전지의 광흡수 영역을 넓히

기 위하여 UC 형광체의 적외선-가시광선 변

환특성을 이용해 태양전지 하단에 UC 반사

체를 적층시키거나, 혹은 투명한 UC 형광

Glass를 이용하여 태양전지의 광흡수 영역을 

증대시켜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연구 중에 있다 [5-7].

또한, 생체를 고해상도로 살아있는 상태에

서 분자수준의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기능적

인 변화를 관찰을 할 수 있는 바이오 의료영

상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은 미래의료기술의 

핵심적인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질병의 진

단 및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나노바이오 연

구들이 임상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포와 분

자를 표적하여 효율적으로 표지 (Labeling, 

imaging)하기 위한 다양한 나노입자의 개발

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의료 진단

용 형광물질이 X선이나 자외선을 이용하여 

인체에 장기간 조사하였을 경우 DNA 파괴 

혹은 세포괴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데 반해, 의료 진단용 UC 형광체의 경우, 기

존의 진단물질과는 달리 낮은 에너지의 근적

외선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외선이나 X-

선을 조사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미연

에 방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8,9].

이러한 UC 형광체의 모체로써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NaYF4

와 같은 물질의 경우 공기 중 혹은 생체 내

에서 반응 부산물로써 HF가 생성되어 인체

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할로겐족 

원소의 특성상 물리/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 

따라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상온에서 화학

그림 2.  Up-conversion (UC) 현상의 모식도 및 
대표적인 UC 형광체의 예.

그림 3.  Up-conversion 형광체를 이용한 태양
전지의 효율증대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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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안정한 금속산화물들을 이용한 새로

운 UC 형광체의 합성과 효율향상에 대한 연

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최근 경향에 맞추어 본고에서는 

LED 등의 디바이스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형광체 중 최근의 질화물계 형광체 및 발광 

나노입자를 이용한 연구 동향에 대하여 간단

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Down-conversion 형광체의 개발 현황

2.1.1  Down-conversion 형광체의 개념 및 
특성

형광체란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광에너

지를 흡수하여 고유의 광 에너지를 발산하

는 물질의 통칭이다. 여기서의 발광은 금

속 원소의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보다 안정한 에너지 준위로 전이하면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발산하는 현

상 (Photonic radiation)을 의미한다. 일반

적으로 형광체는 그림 5와 같이 모체 (Host 

material)와 그 안에 혼입된 활성제 원소 

(Activator)로 크게 이루어지며, 이런 활성

제들이 모체와 물리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발

광과 관련된 에너지 준위의 변화를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활성제 원소들과 모체간의 상

호작용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으며, 첫

째로 그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

로 대부분 주기율표 상의 란탄족 원소들의 

이온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란탄족 이

온들은 4f와 5d 궤도함수 사이에서 발생되

는 전자 전이에 의해서 발광특성이 결정된

다. 이와는 달리 활성제와 모체간의 상호 작

용이 강한 경우로서 주로 활성제 원소가 3주

기 및 4주기의 전이금속들이며, 전이금속들

의 d-d, f-f, d-s 준위간의 전이에 의해 발

광 현상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형광체의 활성제 원소들

을 살펴보면 주로 전이금속과 란탄족 금속

이온이 활성제 원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활성제 중에 LED용으로 주

로 활용되고 있는 원소는 Ce3+와 Eu2+이다. 

Ce3+이온은 산화물에서는 Blue-green, 황

화물에서는 Orange-red 그리고 잘 알려진 

YAG 구조에서는 Yellow-orange 광을 발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Eu2+이온은 

대부분의 모체에서 Blue부터 Red까지 다양

한 발광 특성을 보여준다. 특히, 질화물계 모

체에서는 산화물에 비해 아주 우수한 특성

의 Green-red 발광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

한 활성제의 모체에 따른 발광색의 변화는 

활성제 이온의 에너지 상태가 모체의 결정

장 (Ccrystal field) 에너지의 차이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4f 궤도의 전

자가 5d 궤도로 전이될 경우에 4f 궤도에 전

그림 4.  Up-conversion 형광체를 이용한 Bio-
labeling/Bio-imaging 실례.

그림 5. 무기형광체의 발광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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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있을 경우는 외부의 s와 p궤도에 의하

여 차폐되어 결정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

지만, d 궤도로 여기 되었을 경우 외부 결정

장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것으로 설명된

다. 또한 활성제가 흡수된 에너지를 효율적

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소를 증감제 

(Sensitizer)라고 하며, 이때 모체는 단순히 

활성제를 격자내에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

고, 증감제는 흡수된 에너지를 활성제로 효

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

만 모체는 활성제 주위의 결정장 대칭과 배

열 등에 큰 영향을 미쳐 발광 스펙트럼의 모

양과 중심 파장 위치 및 열적 안정성 등을 결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동일

한 활성제 원소가 각각 다른 모체에 혼입되

어 있을 때 각기 다른 발광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2.1.2 질화물계 RGY 형광체 개발 동향 
적색 형광체는 일반적으로 백색 LED를 

구현할 청색 LED chip을 주광원으로 녹색 

(Green), 황색 (Yellow) 혹은 청색 (Blue) 형

광체와 같이 Blending 하여 사용한다. 백

색 LED에서의 적색 형광체 적용 연구는 주

로 Eu3+를 활성제로 사용하는 산화물계 조성 

(e.g. NaEu(W,Mo)2O8)과 Eu2+를 활성제로 

사용하는 황화물 조성계 (e.g. Ca(Sr)S:Eu2+)

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형광체 조

성들은 청색 영역에서의 낮은 여기 특성 (산

화물)과 매우 열악한 화학적 안정성 (황화물)

을 가지고 있어 그 응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

다. 따라서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고 청색영

역에서 높은 여기 특성을 가지는 새로운 형광

체 조성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최

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리콘

을 주요 조성으로 하는 질화물 형광체가 개

발되어 LED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 

중인 대표적인 질화물계 형광체를 발광 파장

별로 분류하면 표 1 [10-24]과 같다. 

M2Si5N8:Eu2+(M=Ca,Sr,Ba,258phase)

조성은 Schnick [10-13] 등에 의해 최초

로 그 결정구조 및 특성에 대한 보고가 이루

어 졌으며, 각각의 결정 시스템은 Ca2Si5N8

이 Monoclinic, Sr2Si5N8및 Ba2Si5N8은 

Orthorhombic 구조를 가지며 대표적인 

Sr2Si5N8의 결정구조를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이러한 258 phase 결정구조에서의 알

칼리 토금속 금속들과 질소 원자간의 결합 

길이는 평균적으로 대략 2.880 Å로 알려

져 있다. 이 조성에서는 알칼리 토금속의 종

류 및 조성비에 따라 Orange부터 적색에 이

르는 넓은 색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으며, 알카리 토금속의 원자반경이 

커짐에 따라, 발광파장이 적색으로 전이하

는데,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결정장 이론

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성을 가지

는 형광체들의 여기 및 발광 스펙트럼은 그

림 6과 같이, 400에서 450 nm 근방에서의 

넓은 여기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근자외 및 청색 영역에서의 높은 여기특성

은 이 형광체 조성의 LED 적용 가능성을 높

여주는 중요한 특성이다. 또한, 그림 7에 대

표적인 Sr2Si5N8:Eu2+조성의 열적 소광현상 

(Thermal quenching)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

며, 이후에 설명할 또 다른 주요 Red 형광체

인 CaAlSiN3:Eu2+형광체 조성과 유사한 특

표 1.  대표적인 질화물계 형광체의 조성과 발광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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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150℃에서의 PL 

강도는 상온대비 약 85%로 아주 우수한 열적 

안정성을 나타낸다. 

상기에 설명한 258 조성 형광체와 함께 현

재 개발된 Red 형광체 중 가장 대표적인 Red 

조성인 MAlSiN3:Eu2+(M=Ca,Sr) [14-16]는 

Orthorhombic 결정구조를 가지며 그림 7에

서와 같이 (Si/Al)N4사면체가 3차원적으로 연

결되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구조

에서 Al 및 Si 원자들은 동일한 사면체 자리

에 불규칙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질소 원자와 

결합하여 존재하며, 금속 원자와 질소원자들 

간의 평균 거리는 약 2.451 Å로 알려져 있

다. 이 조성의 형광체는 600 nm 이상의 적색

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M자

리의 알칼리 토금속의 조성 및 함량비를 조

절하여 폭넓은 (Orange-red) 색역을 조절

할 수 있다. 이조성의 광특성은 그림 6에서의 

M2Si5N8:Eu2+조성의 형광체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며, 400부터 450 nm에서의 강하고 넓

은 여기 특성으로 현재 White-LED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열적 소광특성 또한, 그림 7

에서 150℃에서 상온대비 약 89%의 PL 특성

으로 높은 열적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질화물계 Green 형광체의 주요 조성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M-SiON계열과 

SiAlON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17-19]. 발

광중심으로 작용하는 첨가물로는 Eu, Ce, 

Mn, Dy 등이 주로 사용되며 현재 상용화에 

근접한 형광체는 Eu2+을 첨가한 형광체가 대

부분이다. Eu2+가 첨가된 M-SiON은 청색부

터 녹색영역까지의 발광특성을 보여주며 여

기에 금속 (M)이 첨가되는 양 및 O/N 비율

에 따라 주 발광파장이 변화하게 된다. 이

중 β-SiAlON은 [Si6N8]의 기본 질화규소 조

성에 Al을 첨가하는 양에 따라 O/N 비율 및 

Si의 농도가 변하는 결정학적 구조를 가지

며, Eu2+가 첨가된 β-SiAlON 형광체 조성

은 현재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형광체로 그

림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근자외부터 청

색의 넓은 영역에서 높은 여기 효율을 보이

며, 열에 의한 열화가 작은 장점을 가지고 있

다. 발광파장은 Al 농도 및 O/N 비율에 따

라 530~545 nm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발광

영역의 반치폭은 조성에 따라 40~55 nm로 

Silicate 및 다른 산질화물계 형광체와 비교

하여 좁은 특징을 보이며, 이는 BLU 등의 응

용에서 색순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으로 작

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Yellow 형광체는 CCFL, 백열

전등과 형광등을 대체하는데 있어서 광도, 

연색지수와 색온도 등 고품위 성능지수의 특

그림 6.  Sr2Si5N8:Eu
2+적색 형광체의 구조와 발광

특성. 

그림 7.  CaAlSiN3:Eu
2+적색형광체의 구조와 열적 

소광특성. 

그림 8.  ß-SiAlON:Eu2+녹색 형광체의 발광 및 
열적 소광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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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광변환 소재로써 적

색 및 녹색 형광체와 혼용하여 LED에 사용

된다. 이러한 Yellow 형광체들 중 가장 잘 

알려진 YAG 등의 산화물 계열 조성은 일본 

Nichia 및 몇몇 선진업체들이 특허권 및 상

용화 기술을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종

래의 산화물 형광체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성

의 고효율 형광 재료 연구가 시급하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하여 강한 공유결합성과 낮

은 전자친화도에 기인하여 온도 안정성, 내

구성 및 장파장 발광 특성이 우수한 (산)질화

물계 Yellow 형광체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형광체 기술 확

보 여부가 향후 LED 조명 시장의 제품 경쟁

력 확보에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적으로는 조명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종래의 

산화물 형광체를 질화물/산질화물 형광체로 

대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질화물인 α-SiAlON:Eu2+ 조성을 

모체로 하는 형광체는 조성 범위가 넓고, 조

성 제어에 의해 yellow에서 orange 영역까

지의 소재로 일본의 NIMS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 및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21-23]. 

α-SiAlON의 결정구조는 Si4+를 Al3+가 대체

하고 [Si,Al]-[O,N] 구조에 있는 격자간 위

치 자리에 Li, Ca, Y와 같은 양이온이 들어

가서 안정화를 시켜줌으로써 [α-Si12N16]의 

기본구조로부터 얻어지며 M-α-SiAlON구조

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가장 효율

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Ca-α-SiAlON 황색 

형광체의 여기 스펙트럼의 경우 그림 9와 같

이 λem=570 nm 영역대를 기준으로 300-450 

nm, 발광스펙트럼의 경우, λex=450 nm 영역

대를 기준으로 500-600 nm 영역까지 보고

되었다 [24]. 

 

2.1.3 LED용 양자점 형광체 개발 동향
현재 가장 잘 알려져 있는 CdSe와 같은 

II-VI족 화합물 반도체 양자점 (Quantum 

dot, QD)은 높은 발광효율 및 안정성으로 

LED 등에 대한 폭넓은 적용이 검토되어 왔

다. 그림 10 [25,26]은 양자점의 재료와 크기

에 따른 방출 파장을 비교 하여 나타내었는

데 일반적으로 반도체 밴드 갭이 좁을수록 장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그림에서와 같이 백색

광을 구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양자점으로

는 ZnSe, CdSe, InGaP 등을 예로 들 수 있지

만 주로 가시광선 영역을 다 포함하는 CdSe 

양자점이 연구되어 왔다. CdSe 녹색의 경우

는 청색과 자색 LED에서 70~80% 효율을 보

이며, CdSe 자주색의 경우는 자색 LED에서 

70%의 효율을 보이고, InGaP 자주색의 경우

에는 자색 LED에서 50%의 효율을 보이고 있

다. 하지만 Cd과 같은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원소들이 이 조성의 주요한 성분이므로 향후 

적용 범위 측면에서 큰 제약이 따른다. 따라

서 최근에는 이러한 II-VI족 양자점 형광체

를 대체할 수 있는 Cd-free 조성 즉, III-V

족 혹은 I-III-VI족 등의 삼성분계 화합물

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이중 InP 조성

은 II-VI 족 화합물 반도체와 비교하여 무독

성의 장점과 CdSe 양자점과 유사한 발광영역 

및 양호한 발광효율로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

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5,26]. 

이러한 QD 형광체는 수분 및 열에 아주 취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기형광체를 LED

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

그림 9.  Ca-α-SiAlON:Eu2+ 황색형광체의 결정
구조와 발광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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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따른다. 최근에는 이러한 화학적 불안정

성을 극복하기 위해 그림 11 [27]과 같이 QD 

형광체를 얇은 관에 삽입한 후 밀봉하는 QD 

rail 혹은 폴리머 계열의 Plate에 도포하여 

적용하는 방법들이 검토되고 있다. 

반도체 계열의 양자점이 아닌 비양자점 나

노형광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란탄족 계열의 

이온들이 도핑된 기존 형광체 조성을 나노입

자화하는 연구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나

노 형광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00 nm 이

하의 크기를 갖는 형광체를 의미하며, 수많

은 기존의 형광체 조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합성법을 통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LED 

적용의 측면에서는 마이크로 사이즈의 기존 

형광체에 비해 그 발광 휘도가 현저히 저하

되고 분산성이 결여되어 있어 제품적용 등

의 활용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

실이다. 대표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물질로는 

강한 적색 발광 특성을 보여주는 Y2O3:Eu3+

와 YVO4:Eu3+ 등이 있다. YVO4:Eu3+의 경

우 [VO4]
3-으로부터 Eu3+로의 효율적인 에

너지 전이로 인해 벌크 물질의 경우 양자효

율이 70%에 이르며, 이와 같이 높은 양자효

율을 갖는 형광체 물질을 중심으로 나노사

이즈화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8]. 또

한 LaPO4가 우수한 발광특성으로 인하여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조성에서 각

기 다른 종류의 란탄족 원소 (Ce, Eu, Tb, 

Dy)를 활성제로 이용하여 각기 다른 파장

의 발광특성을 발현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29]. 

 

2.2 Up-conversion 형광체의 개발 현황

2.2.1 UC 형광체의 Activator 및 모체 선택
UC 형광체 모체에서 Dopant이온은 크게 

활성제 (Activator)와 증감제 (Sensitizer)로 

나뉠 수 있다. 먼저 좋은 활성제 이온의 조건

으로는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에너지 전

이 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모체에 첨가 

되었을 때, 활성제의 기저 준위와 여기 준위

간의 충분한 에너지 차이가 존재해야 하며, 

활성제의 최외각 전자배치가 광학적 효율이 

가장 큰 형태를 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

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전자 배치가 가장 안

정한 상태로 존재 해야만 한다. UC 증감제의 

경우, 활성제 이온과의 에너지 전이가 높은 

효율로 일어날 수 있도록 특정 에너지 준위

가 비슷한 값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

고, 980 nm와 같은 낮은 에너지 영역파장대

의 빛을 잘 흡수 해야만 한다. 

수많은 희토류이온들이 UC 물질에서

의 Dopant 물질로써 연구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UC 형광을 발산하기 위한 풍부

한 에너지 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른 희토류 이온들에 비하여 높은 형광 

Quenching concentration을 가지고 있는 

Er3+,Tm3+,Ho3+이온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1-4]. 그러나 Er3+,Tm3+,Ho3+이온의 

Ground state absorption (GSA)은 980 nm

의 빛이 조사되었을 때 4I11/2준위에서 아주 

그림 10.  입자사이즈에 따른 QD 형광체의 발광 
파장 변화.

그림 11.  QD rail의 발광 사진 및 QD plate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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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흡수 단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하

여 Er3+이온이 단독으로 Doping된 UC 형광

물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발광효율과 

Pumping 효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UC 방출 효율을 증대

시키기 위하여, 980 nm 근방에서의 큰 흡수 

단면을 가지고 있고, 공명에너지 준위를 가

지고 있으며 활성제 이온으로의 에너지 전이 

효율이 높은 Yb3+이온을 Sensitizer 이온으

로 주로 사용한다.

UC 형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체

의 선택 역시 매우 중요하다. 활성제가 양이

온일 때 모체의 양이온 자리에 치환되어 존

재하기 때문에 활성제 이온과 모체 양이온의 

크기 차이가 클 경우 활성제가 입자 내부 또

는 계면에 석출되고, 에너지 공명 현상에 의

하여 발광 특성이 급격히 저하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체의 양이온과 활성제 양이온의 크

기가 유사하여야 한다. 또한 모체는 주로 단

일상을 형성하여야 하며, 혼합상을 이루거

나 이차상의 형성이 쉽게 생성되는 물질은 

형광특성을 제어하기가 어려워진다. 여기에 

활성제가 첨가 되었을 때 외부로부터의 에

너지 흡수는 주로 모체에 의한 경우가 크므

로, 적당한 영역의 흡수 밴드를 가지고 있어

야 한다. 또한, UC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Multi-phonon relaxation에 의한 비방사 전

이를 줄이기 위해, 모체가 낮은 Phonon 에너

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UC 형광체

의 가장 중요한 응용 분야인 태양전지와 의

료 진단 분야의 경우, 고온 다습에서도 안정

한 화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근래 희토류가 도핑된 대부분의 UC 형광

체는 Halides, Glasses, Chalcogenide를 모

체로 사용하여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물질들은 높은 재료비와 화학적 불안

전성으로 인해 실용적인 응용 가능성이 매

우 낮다. 이에 반하여 UC 물질의 모체로써 

아주 낮은 Excitation threshold와 화학적, 

기계적, 열적으로 안정한 금속산화물이 최

근 주목을 받고 있다. 전기광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물질 중 하나인 Metal-tungstate/

molybdate (MWO4,MMoO4,M=Ca,Sr,Ba,Pb)

는 상온에서 매우 안정한 금속 산화물

중 하나로써 Scheelite 구조를 가지고 있

으며, 이러한 Scheelite 구조는 W6+/Mo6+

원자가 산소 리간드와 함께 Tetrahedral 

coordination을 이루고, 2가의 금속 원

자 (M)가 Polyhedral coordination을 이

루고 있다 [30]. 이 재료는 높은 밀도와 높

은 방사 Damage 저항성, Excitonic 형광특

성 및 열발광 특성과 함께 다른 산화물에 비

하여 낮은 Phonon threshold energy를 가

지고 있다. 또한, 모체 내의 W6+/Mo6+이온

은 큰 Electric charge와 작은 Radius로 인

하여 아주 강한 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Symmetries의 감소, Crystal fields 내에서

그림 12.  980 nm 조사 시 IR-Visible 광에너지 
변환 메커니즘.

그림 13.  Scheelite (CaWO4) 결정구조, 광특성 
및 기존 응용분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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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r3+이온의 Stark energy splitting의 증

가를 야기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metal-tungstate/molybdate 

(MWO4,MMoO4,M=Ca,Sr,Ba,Pb)가 UC 형광

용 모체에 매우 적합한 물질임을 예상할 수 

있다. 

 

2.2.2 UC 형광체의 합성
일반적으로 형광체 물질을 합성하는 방법

은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산업용으로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원소의 금

속산화물을 균질하게 혼합하여 고온에서 열

처리하면서 합성하는 고온고체반응법을 사

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혼합방

식의 불완전성과 높은 소성온도 때문에 입자

크기가 마이크로 이상으로 성장하고 Dopant

의 균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 균일한 사이즈의 나노입자

를 합성하기기 위해서 수열합성법 혹은 졸

젤 합성법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졸젤 합

성법에서는 원료 물질이 상대적으로 고가이

고 반응 중 수분과의 반응 제어에 상당한 노

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수열합성법에서는 비

교적 저가의 재료를 이용하여 나노사이즈의 

입자를 합성할 수 있으나, 온도와 압력의 제

어가 어렵고 합성시간이 상당히 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가 원

료인 Metal-nitrate이나 Metal-carbonate

를 이용하는 착체중합법 및 Microwave 

irradiation을 이용하여 착체중합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Dopant가 균

일하게 분포된 UC 형광체입자를 합성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31,32]. 

상기 연구에서 Scheelite 구조의 대표적

인 재료인 CaWO4에 대표적인 Activator

와 Sensitizer인 Er3+와 Yb3+원소를 도핑한 

CaWO4:Er/YbUC형광체를 합성하는 공정하

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원 료 물 질 은  C a l c i u m  a c e t a t e 

h y d r o u s ( C a ( C H 3 C O O ) 2 · H 2 O ) , 

A m m o n i u m -  t u n g s t e n -

oxidehydrate ((NH4)10H2(W2O7)6·xH2O), 

Erbiumnitratehydrate (Er(NO3)3·xH2O), 

Ytterbiumnitratehydrate (Yb(NO3)3·xH2O)

를 사용하고, Citric acid (HOC(CO2H)

(CH2CO2H)2)와 함께 DI water에 용해시킨

다. 먼저 시료가 DI water에 모두 용해될 때 

까지 교반시키고, 그렇게 얻은 투명한 용액

이 Gel 상태가 될 때 까지 공기 중에서 약 30

분 동안 Microwave처리를 한다. 이 후 얻어

진 Gel 상태의 시료를 오븐에서 24시간 동

안 250℃의 온도로 건조시켜 유기물과 습기

가 제거된 시료를 얻는다. 이것을 Furnace

에 넣고 500~600℃ 까지 승온 시킨 후 3시

간 동안 유지시키며 하소를 진행하여 백색의 

CaWO4:Er3+/Yb3+파우더를 얻는다. Er3+,Yb3+

이온의 비율은 먼저 Er3+이온의 농도에 따른 

CaWO4 UC형광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Yb3+

을 8 mol%로 고정시키고 Er3+의 농도를 0, 

1, 2, 3 및 5 mol%로 변화를 주어 시료를 

제작한다. 다음으로 Yb3+이온의 농도에 따

른 UC 형광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최적의 

Er3+함량에 고정시키고 Yb3+의 농도를 0, 4, 

8, 12, 16 및 20 mol%로 변화시켜가면서 최

적의 Yb3+의 농도를 찾는다. 

Yb3+ 및 Er3+, Tm3+, Ho3+ 이온의 도

핑 농도 변화에 따른 UC 형광체의 광특성

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림 15와 같이 PL 

그림 14.  UC 형광체 제조를 위한 Microwave를 
이용한 착체중합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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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luminescence)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980 nm 레이저를 조사 하였을 때, 

Yb3+ 및 Er3+, Tm3+, Ho3+이온의 첨가로 인

하여 발생되는 UC 형광특성의 변화를 측정

한다. 이를 통하여 Yb3+ 및 Er3+, Tm3+, Ho3+

이온의 도핑 농도 변화에 따른 UC 형광 방출

량의 세기 변화를 측정하여 최적의 Yb3+ 및 

Er3+, Tm3+, Ho3+첨가농도를 분석한다. UC 

현상은 한번 이상의 여기 과정에 의하여 발

생되는 현상인데, Yb3+, Er3+, Tm3+, Ho3+이

온들이 Co-doping된 형광체의 Photon 여기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레이저 조사량 변화

에 따른 UC 방출량 변화의 기울기 값을 측정

하여 다음식과 같은 로그식을 이용하여 UC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1-4]. 

 

 I ∝Pn

 n: number of pumping photons required to excite the emitting state

I : Luminscent Intensity, P:Laserpumpingpower.

 

2.2.3 UC 형광체의 응용 기술 개발
UC 형광체를 이용하여 적요하고자 하

는 응용분야는 우선 첫 번째로 Display 

용 새로운 White-LED 분야이다. 기존의 

White-lighting LED 제조 방식은 Red(R), 

Green(G), Blue(B) 각각의 LED 소자를 이

용하는 방식과 Blue LED에서의 광원과 G 

및 R 발광을 위한 각각의 D.C. 형광체를 이

용한 방식이 있다. 현재는 소자의 안정성 

및 제조단가 적인 측면에서 440~460 nm의 

InGaN 기반의 Blue chip과 각각의 특성에 

맞는 D.C. 형광체를 이용한 방식이 주를 이

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경우에는 

InGaN 기반의 양자구조를 제조하기 위하여 

고가의 MOCVD 장비가 필수적이고 유기금속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의 특성상 Chip의 제조

단가가 높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고가의 InGaN blue chip을 사용하

는 기존의 방식 대신에 제조단가가 낮고 제

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며 신뢰성이 뛰어난 

980 nm의 IR chip에 UC 형광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White-LED 소자 개발의 가

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32]. 이 연구에서 그

림 16과 같이 Activator들의 농도조절을 통

하여 Blue부터 Yellow까지의 다양한 색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UC 형광체를 이용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응용분야는 태양전지의 효율증

대 분야이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태양전지

를 물질별로 크게 구분하면 무기물 태양전

지 (Inorganic solar cell), 염료감응 태양전

지 (Dye-sensitized solar cell)와 유기물 태

양전지 (Organic solar cell)가 있다. 태양전

지가 30%의 변환 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광 흡수 대역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

는데 이를 위해서, 입사되는 빛을 여러 개의 

파장 대역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파장 대역에 

알맞은 태양전지를 수 평 배치하는 방법과 

빛의 입사 방향으로 흡수대역이 에너지가 큰 

태양전지부터 차례로 적층하는 방법을 이용

하여 왔다. 

그림 15.  UC 광효율 측정장치 모식도 및 UC 
luminescence측정 예.

그림 16.  UC 형광체를 이용한 청색부터 황색까
지의 발광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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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파장분리형은 다양한 물질의 태양전

지를 이용하여 각각의 파장 대역에 가장 적

합한 태양전지를 배치함으로써 광 흡수를 극

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

법을 사용할 경우, 필수적으로 광학계를 사

용하여야 함에 따라, 제작 공정이 복잡하고, 

대면적으로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대량 생산

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공정

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그림 17

과 같이 기존의 셀 구조에 UC 형광체 층과 

반사판을 적층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광 흡수 

대역을 Deep-IR 영역으로 극대화 하고 이를 

통하여 태양전지의 효유를 증가시키고자 하

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33-35]. 

또 다른 응용분야로써 기존의 Fluores-

cence imaging 방법은 UV light를 이용한 

일반적인 형광체나 Quantum dot을 이용하

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형광을 위해 사용

되는 UV light가 DNA와 같은 세포에 손상

을 입히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었

다. 최근 적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980 nm 

파장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많은 연구 결과

가 나옴과 동시에 980 nm 파장의 소스를 이

용한 UC 형광체가 연구되면서 차세대 Bio 

labeling의 응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또한, UC 형광체의 경우 도핑 이온

의 종류에 따라 980 nm 파장에서 다양한 색

을 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세포를 동시에 연

구 할 수 있는 Multi-plex labeling이 가능하

기 때문에 Bio-labelling 혹은 Bio-imaging 

응용분야의 확장이 기대되고 있다 [36,37].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ED용 Down-conversion 

및 Up-conversion 무기형광체의 기술 현황

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LED 산업

은 현재의 주광원 들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

경 녹색산업의 한 예로써,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소 에너지 절감과 효율향상 면

에서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실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대안이라 하겠다. 현재 이러한 LED 분

야에 있어 가장 역동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

고 있는 분야는 조명용 백색 LED 분야, 디스

플레이 소자 분야 및 의료/바이오산업 분야

이다. 이러한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서는 그 응용분야에 적절한 우수한 무기 형

광체의 원천 기술 개발과 합성, 응용, 나노

화, 저비용 기술개발의 현실적이면서도 비약

적인 발전이 절실하다. 최근에는 국내 학계 

및 정부에서도 이러한 형광체 기술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본 및 미

국과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연구 

환경이나 기업들의 투자 등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 LED용 

무기형광체 기술에 대한 산·학·연 공동의 

지속적인 높은 관심과 정부차원에서의 집중

적인 지원 및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7.  UC 형광체를 적용한 Solar-cell 적용 
개념도. 

그림 18.  UC 형광체를 적용한 생체 내 세포추적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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