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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3Al5O12:Ce3+,Pr3+ single crystal phosphor was prepared by floating zone method. single crystal was confirmed to 

have a Ia-3d (230) space group of cubic structure and showed regular morphology. The optical properties, single 

crystal exhibited a emission band from green, yellow wide wavelength and 610nm, 640nm red wavelength vicinity. 

The luminance maintenance rate was decreased by phonon with increasing temperature, but high luminance is 

maintained more than powder phosphor. In addition, Y3Al5O12:Ce3+,Pr3+ single crystal phosphor was applied to a 

high power blue laser diode, we implemented high power white laser lighting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rmal 

properties over time, due to the effective heat transfer of complete crystal structure. We confirmed that excellent 

radiant heat properties than powder phosphor was applied to a high power white laser di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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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Light-Emitting Diode(LED)와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Diode(LD)는 기존의 여러 광원들을 대

체할 수 있는 가장 전도유망한 차세대 광원으로서 주거, 

공장, 도로, 시설 및 모든 산업 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

다. LED는 화합물 반도체의 p-n 접합구조에 순방향 전압

이 가해지면 p-n 접합부 부근에서 전자와 정공이 결합하

여 자연방출에 의해 빛을 내는 소자이며[1], LD는 p-n 접합

구조 사이에 활성층을 두어 빛을 가두고 내부 공진이 일

어나 반전분포가 형성되어 유도방출에 의해 특정한 빛을 

                                                                                                          
†E-mail: bong@pknu.ac.kr 

내는 소자이다[2-4]. 일반적으로 LED, LD패키지(package)의 

백색광을 구현하기 위해 형광소재를 사용하며, LED, LD칩

에서 발생하는 청색 광원 에너지를 형광소재에 투과시켜 

녹색 및 황색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색광혼합에 의해 백색

광을 내보낸다[5]. 이에 적색의 형광소재를 추가하여 높은 

연색성을 지닌 백색광을 구현한다[6]. 

최근 LED와 LD는 고휘도, 고출력, 고신뢰성 패키지 개

발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기존 실리콘(silicone)과 같은 유

기계 레진(organic resin)과 형광체 분말을 블랜딩(blending) 

후, 청색 LED 칩 상에 도포하는 방식으로는 낮은 열전도

도로 인해 형광체의 휘도가 열적으로 퇴화하며, 안정적인 

백색광을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기계 레진을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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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형광체를 플레이트(plate) 형식으로 제작하여 청색 

LED 및 LD에 접합하는, Remote 방식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8]. 기존의 Slurry 방식의 형광체 도포와 비교했을 

시 정밀면 가공을 통해 세라믹의 두께 균일도가 우수하

며, 100:1 이상의 높은 색 대비와 동시에 낮은 색 산포를 

나타내어 열 색 좌표의 이동을 감소시킨다. 또한 우수한 

발광 각 균일도를 나타내며, 플레이트의 실장 전 단계에

서 형광특성 Screening을 통한 Binning 문제를 해결하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황적색형광체 Y3Al5O12:Ce3+,Pr3+ 

(YAG:Ce,Pr)를 열적 내구성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플로팅

존(Floating Zone, FZ)법을 통해 단결정을 성장시켰다. 고출

력 레이저 다이오드를 광원으로 하는 조명은 반드시 

photo-thermal degradation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열적 안정성이 매우 우수한 단결정으로 제작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형광소재의 고효율 및 고내구

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플레이트 형식으로 제작 

후 특성을 분석해 보고, Fig. 1의 Remote방식으로 고출력 청

색 LD에 적용시켜 백색 레이저 광원용으로 가능성을 확

인해 보았다[9]. 

 

 
Fig. 1. Remote type LD structure. 

 

2. 실험 방법 
 

2.1 실험재료 
YAG:Ce,Pr 단결정 형광체 제작을 위한 전구체로Y2O3 

(Aldrich, 99.99%), Al2O3(Sumitomo chemical, 99.99%), CeO2(High 

purity chemical, 99.99%), Pr6O11(Aldrich, 99.99%)를 별도의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2.2 YAG:Ce,Pr 단결정 형광체 제작 
단결정 성장을 위해서는 Seed Rod와 Feed Rod를 필요로 

하며, Feed Rod는 위 전구체를 당량비에 맞게 측량하고, 마

노유발로 건식혼합 후 1차 Dry Press로 150kgf/cm2 압축성형, 

2차 Cold Isostatic Press(NIKKISO, CL3-23-30)로 2000kgf/cm2 등

방압축 하였다. 그리고 전기로에 질소 가스 분위기에서 

분당 5℃의 승온속도로 1600℃ 4시간 동안 유지한 후 분

당 5℃로 자연냉각 하였다. 제작된 Feed Rod와 [110] 방향

의 Seed Rod를 Image Furnace(NEC, SC-35HD)장비에 시간당 

1mm 성장속도로 질소가스 분위기에서 성장시킨 후 절삭 

및 두께 1.5mm로 연마하였다. Fig. 2는 플로팅존법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10]. 

 

 
Fig. 2. Floating Zone method working principle. 

 

2.3 측정방법 및 사용기기 
형광소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X-ray 

diffractometer(Rigaku, D/MAX 2500)의 Cu Kα선, 20kV,  30mA에

서 2θ = 10°~80°의 범위, 0.02°스텝으로 X-ray diffraction(XRD)

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Fluorescence spectrophotometer(PSI, DARSA PRO 5200)로 200W 

Xenon lamp source, 1nm spectral resolution 조건에서 

Photoluminescence(PL), Photoluminescence excitation(PLE), 

Temperature dependent PL를 측정하였다. Remote 방식의 white 

LD는 Spectroradiometer(Konica Minolta, CS2000)를 이용하여 연

색성, 색온도, 발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으며, 이에 방출하

는 열은 열화상 카메라(JENOPTIK, VarioCAM)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구조적 특성 
Fig. 3은 플로팅존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단결정 형광체

의 외형 이미지이다. 

단결정은 직경 7mm, 두께 1.5mm로 제작하였으며, 아르

키메데스법을 이용하여 밀도측정결과 4.54g/cm3로 이론밀

도 대비 98.7%로 확인되었다. 

Fig. 4는 정확한 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XRD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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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otograph of YAG:Ce,Pr single crystal. 
 

 
Fig. 4. XRD patterns of Y3-x-yAl5O12:xCe3+,yPr3+. 

 
 

하여 패턴을 분석하였으며, Cubic 구조의 Ia-3d(230)  공간

군을 가진 상임을 확인하였다. 단결정(a)만이 [110]방향으

로 폭이 좁고 높은 XRD세기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한 방

향으로 성장이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2 광학적 특성 
Fig. 5는 Y3-x-yAl5O12:xCe3+,yPr3+ 형광체의 온도 별 PL 스펙

트럼이다. 610nm, 640nm 적색 파장부근에서 좁은 peak는 

Ce3+ 여기준위 4f05d1의 split된 제일 낮은 준위에서 Pr3+로 에

너지 전달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단결정(a)는 

610nm파장부근에서, 분말형광체(b)보다 약한 세기를 나타

내는데, 이는 완벽한 격자구조에 기인해 에너지를 받아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이로 인해 천이현상 및 에너지 

전달 현상이 줄어들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샘플들은 25~200℃까지 온도 증가에 따라PL의 휘

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열에너지에 의한  

 
Fig. 5. Temperature-dependent PL spectra of Y3-x-y 

Al5O12:xCe3+,yPr3+ and normalized PL intensity. 
 

Phonon증가로, 비방사 전이 확률(Non-radiative transition 

probability)이 증가함에 원인을 두고 있다[11]. 따라서 온도 

증가에 따른 비방사 전이확률이 증가하여, PL의 휘도는 

줄어들며 또한 기저준위와 여기준위의 에너지 차이가 감

소하면서 적 색 편이 현상이 보이게 된다. 모든 샘플들이 

온도 증가에 따라 약 10~20nm 적색 편이 현상이 나타났

으며, 위의 이론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3 White LD 특성 
Fig. 6은 5W 청색 LD(445nm)와 Y2.925Al5O12:0.06Ce3+,0.015Pr3+ 

단결정을 Remote 방식으로 구현 후 측정한 PL 스펙트럼

이다. 단결정을 접합한 백색 LD는 연색성 54Ra, 색좌표 

x=0.3791, y=0.4301, 색온도 4356K를 나타내었다. 연색성의 

경우 청색 LD의 특성인 좁은 반치폭(full width at half 

maximum)에 기인하여 낮게 측정되었으며 개선의 여지가 

요구된다. 

Fig. 7은 위와 동일하게 Remote 방식으로 구현 후, 열화

상카메라로 1시간 동안 열특성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분

말형광체(b)의 경우 짧은 시간 차이에서 온도 편차가 심

했으며,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온도가 계속 상승하였다. 

이에 반하여 단결정(a)는 효과적인 열전달로 인해 안정적

인 온도 편차를 보였으며, 최대온도가 약 72.29 ℃로 유지

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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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L spectrum of remote type white LD. 
 

 
Fig. 7. Temperature-dependent graph of remote type white 

LD. 

 

4. 결  론 
 

열적 내구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단결정

Y3Al5O12:Ce3+,Pr3+ 형광체를 제작하였으며, 구조적 특성으로 

굴절률이 결정축 방향에 따라 모두 같은 Cubic 구조의 Ia-

3d(230) 공간군을 가진 상임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결

정질의 입계에서 산란이 일어나지 않아 투명함을 외형으

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단결정의PL스펙트럼 측정 결과 

녹, 황색의 넓은 파장대역과 610nm, 640nm 적색 파장부근

에서 좁은 peak의 PL 스펙트럼을 확인하였으며, 고온에서

는 분말 형광체보다 높은 휘도 유지율을 보였다. 또한 

Remote 방식으로 고출력 백색 레이저 광원을 구현한 결과, 

분말형광체보다 안정적인 열특성을 보였으며, 효과적인 

열전달로 인해 최고온도가 80℃이내에서 유지됨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연색성 향상을 위해 450nm ~ 500nm 범위의 

스펙트럼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완벽한 백색을 얻

기 위해서는 단결정의 두께를 조절해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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