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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YOBH Eu咒를 첨가하여 고상 반응으로 합성하였다. YOBr:Eu라 형광체는 621 nm에서 강한 적 

색 발광을 보이며, Eu라 이온 농도가 0.05 m이일 때 최대 발광 휘도를 나타냈다. 이 때, 적색 발광을 유발하는 

전이는 5D°t7F2이며, Eu라 이온의 농도에 따른 발광 스펙트럼과 잔광시간 곡선을 통해 YOBr:Eu아 형광체의 

PE동을 규명종！였다. Inokuti-Hirayama^으로 잔광시간 곡선을 fitting한 결과, YOBr 내의 Eu하 간 다중극자 

상호작용 유형 (multipolar interaction)은 쌍극자-쌍극자 상호작용 (dipole-dipole interaction沮로 밝혀졌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임계거리를 구하기 위해 임계농도에 의한 계산 외에도 Inokuti-Hirayama식^至■부터 ftting한 

C/C0 값으로 구하는 방법과 Eu라의 여기 및 발광 스펙트럼으로 spectral overlap하여 임계거리를 구하고자 시도 

하였다. 각각의 방법으로 구한 임계거리는 17.03, 10.51 및 7.18A으로 약간의 편차를 보이지만 대략적인 크기 

를 갖고 있어, 이는 계산이나 측정상의 오차를 감안하면 모두 임계거리를 구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europium doped yttrium oxybromide phosphors were synthesized by solid-state reac
tion method. The YOBr:Eu아 phosphor showed a strong and narrow red emission band at 621 nm and max
imum emission intensity obtained when 0.05 mol Eu ions were doped. The red emission of Eu3+ originated 
from 5D0 t7F2 electric dipole transition. In order to investigate on photoluminescence behavior, several exper
imental skills and numerical fittings are conducted to the YOBr:Eu3+ phosphor. The emission spectrum was 
measured in the UV range and then decay curve of 5D° T7Fj transitions was examined. The energy interaction 
type of YOBr:Eu3+ phosphor was dipole-dipole interaction. In addition to the calculating by critical con
centration, the critical distance (R0) was calculated by decay curve fitting parameter from Inokuti-Hirayamas 
equation, and spectral overlap method. The critical distance was 17.03, 10.51 and 7.18A for those methods, 
respectively. As considering systematic error of measurements, these values are within the same order, so that 
the above fitting methods are plausible and recommendable.

서 론

최근에 PbFCl-type의 모체에 희토류 원소(rare earth) 
를 첨가한 형광체들이 산업적으로나 물성학적으로 많 

은 주목을 받고 있다. Rare earth oxyhalides(REOX)에 

Tb아 이온을 첨가하거나 BaFCl에 Eu아 이온을 도핑한 

형광체는 이미 X-ray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REOBr:Eu라 

형광체에서 RE oxybromide는 tetragonal PbFCl-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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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group: P4/nmm-D4h, Z=2■로 RE 이온은 4개 

의 산소와 4개의 할로겐 원소에 둘러 싸인 C4v point 
site symmetry를 이루며, 이때 Eu3+는 RE 이온 자리에 

치환된다.1
본 연구에서는 YOBM] Eu3+를 첨가하여 자외선 영 

역 (UVgl서의 발광특성을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280nm 
의 자외선으로 여기 시킨 빛발광 (PL) 스펙트럼과 적색 

파장 영역 (621nmgl서 여기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비교적 간단한 4f전자배치를 갖는 Eu3+는 바닥 상태인 

7Fj(j = 0,1…. 6网 여기 상태인 5Dj(j = 0,1,2,3Q 구성 

되어 있는데, 적색 형광을 유발하는 전이는 5D0T7F2 의 

전기 쌍극자 전이 (electric dipole transition 注 알려져 

있다.

여기 스펙트럼을 통해 Eu3+의 흡수단과 Eu3+의 여기 

준위로 직접 여기 시키는 피크 (direct excitation peak) 
를 해석하였고 5Dj 전이의 농도 소광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Eu3+의 농도에 따른 발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임계거리에 대한 연구는 Blass 必卜 제안한 임계농도를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2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임계거리를 계산해 보았다. 

첫째로, 5D(£| 잔광시간 곡선을 Inokuti-Hirayama식을 

fitting하여 Eu3+ 사이의 상호작용 유형 (interaction type) 

을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fitting하여 구한 C/Co 값 

으로부터 소광 현상에 대한 임계거리를 Co=3/(4nRc3)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해 보았다. 두 번째로는, 잔광 

시간을 측정한 후 1/Tob= 1/Tnon+ 1/Trad 인 관계로부터 임 

계농도를 구하여, Rc=2(3V/4nXcN)1/3인 임계농도와 임 

계거리에 관한 식으로부터 임계거리를 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임 계농도를 농도 소광이 아니라 잔광시 

간으로부터 구하여 임계거리의 정의에 충실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spectral overlap 방 

법을 이용하여 Eu3+ 내에서 발생하는 5D1T7F1 전이의 

oscillator strength를 가지고 이를 구해 보았다.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본 고순도화학주冲서 제조한 Y2O3 

(99.9%) 분말, Eu2O3(99.9%) 분말과 bromide 출발물 

질로 순정화학(주)의 NHBr(Extra Pure)를 사용하였고, 

융제로는 SHOWA CHEMICALS의 KBr를 사용하였다. 

시료가 일정의 조성이 되도록 각각을 칭량한 다음, 마 

노 유발 내에서 보다 효과적인 혼합 및 분쇄를 위하여 

습식으로 약 40분간 혼합하였다 이 혼합물을 고순도 질 

소 분위기에서 430 oC로 1시간 유지한 후, 950~1150oC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Perkin Elmer L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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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각 2시간 동안 소결하여 원하는 조성의 형광체 

를 합성하였고, 이때 고순도 질소의 유량은 100 ml/min 
으로 유지하였다. Eu3+의 첨가량은 Y1-xEuxOBr 식에서 

x=5x10T~5x10T m이의 범위로 하였다.

여기 및 빛발광 스펙트럼은 xenon flash lamp를 내장 

한 Perkin Elmer LS 50 spectrometer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측정은 중간 폭이 약 0.01 msec(Av1/2=10卩s)인 

펄스를 이용한 single shot measurement system으로 

시행되었다. 모든 측정결과는 시료분말의 여러 부분에 

서 여러 차례 측정한 값을 평균하여 나타냈으며, 평균 

에 대한 편차는 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은 

형광체의 발광 특성 및 잔광시간을 측정한 기기에 대한 

개략도이다. 열처리한 시료의 결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 Rigaku 사의 DMAX-33 X선 분말 회절기로 X선 

회절무늬를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한 X선의 파장은 

1.54 A인 CuK서이고, 40 kV, 15 mA의 조건에서 측정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Eu3+ 이온을 활성제로 YOBM] 첨가 

하여 YOBr:Eu3+ 적색 형광체를 합성하였다. Fig. 2에 

열처리 온도에 따른 YOBr:Eu3+ 형광체의 X선 회절분 

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1100 °C 에서 Y2O3O 상이 형 

성되기 시작해 1150oC에서는 이미 YOBr상이 거의 없 

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열처리 과정에서 NHB倒 급격 

한 분해를 막기 위해 430 oC에서 1시간 동안 유지시켰 

으며, 이 온도구간을 유지하지 않으면 전부 Y2O3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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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RD patterns of YOBr:Eu3+ powders calcined at dif
fer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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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citation spectra of YOBr:Eu3+ phosphors, which adopt 
621 nm as a detecting wavelength.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미 형성된 YOBN] 열 

처리 중에 Y2O3로 역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순도 

질소 분위기에서 합성하였다.

Fig. 은 YOBr:Eu3+ 형광체를 발광 분광기 (emission 
monochromator)의 人em을 621 n^- 고정시키고 측정한 

여기 스펙트럼이다. YOBr 모체의 여기 스펙트럼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280 nm 영역의 강하고 넓은 흡수띠와 

360 nm 이후의 폭이 좁고 약한 피크들이 관찰된다. 

280 nm 영역의 넓은 흡수띠는 Eu3+의 intra-level인 7F0 
에서 이웃한。"의 가전자대 (valence band) 간의 전하 

이동 띠 (charge transfer band, CTB)임을 알 수 있다. 

그 이하의 에너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약한 피크들은 

Eu3+의 4f & 전이로서, Eu3+의 바닥 상태인 7Fj(j=0, 
1....6冲서 여기 상태인 5Dj(j=123注 직접 여기 (direct 
excitation) 시키는 것임이 확인되었다.3 비교적 강한 

400 nm와 460 nm 영역의 피크는 7F°t5D3 및 7F°t5D2 

여기에 의한 것으로 기존에 보고된 에너지 준위와 일치 

한다.4

Fig. 4는 YOBr:Eu3+ 형광체의 합성 시, 열처리 온도 

에 따른 발광강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이때, 

Eu3+의 농도는 0.05 m이로 고정하였고, 융제인 KBr의 

농도는 5~10mol%로 변화 시켰다. Fig. 4(a冲 나타낸 

것처럼 1050 oC까지는 발광강도가 증가하다가 그 이상 

의 온도에서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XRD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1100oC 부터 Y2O3 상이 

관찰되기 시작해 1150 oC에서는 대부분 Y2O由이 형성 

됨으로써 Fig. 4(。에서 보듯이 주 피크의 위치가 621 nm 
에서 612 nmL 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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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Relative PL emission intensities of YOBr:Eu3+ 
phosphors as a function of KBr contents in various calcining 
conditions. (b) Relative PL emission spectra of YOBr:Eu3+ 
phosphors in various calcining conditions.

현상은 동일한 활성제가 같은 색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모체의 결정장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융제로 첨가된 KBr의 농도가 진해질수 

록 발광강도도 증가하는데, 이는 동일한 열처리 온도에 

서도 NH4BN］ 융제에 의해 반응성 및 결정성이 높아지 

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 

구에서는 YOBr:Eu3+ 형광체를 고순도 질소 분위기하에 

서 , 430 oC에서 1시간 유지한 후 1050 oC에서 2시간 열 

처리하여 제조하였다.

Eu3+의 농도에 따른 빛발광 스펙트럼과 발광강도를 

Fig. 判］ 나타내었다. Fig. 5(0에 나타낸 H］와 같이 280 nm 
로 여기 시킨 빛발광 스펙트럼은 621 nm에서 주 피크 

를 가지며, Eu3+이 0.05 m이일 때 발광의 최대값을 보 

였다. Fig. 5(b冲는 621 nm 영역에서의 발광강도와 잔 

광시간을 나타내었는데, 이로부터 deep-red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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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Relative PL emission spectra of YOBr:Eu3+ phos
phors with respect to Eu3+ concentrations. (b) Concentration 
quenching behavior of DT’Fj fluorescence in terms of 1/e 
decay time and luminance.

파장을 보이는 YOBr:Eu3+가 적색 형광체로 응용 가능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0.05 mol 이상에서는 Eu3+의 

농도 증가에 따라 발광강도가 오히려 줄어드는데 이것 

은 잘 알려진 농도 소광 (concentration quenching) 현상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활성제인 Eu3+의 농도 

가 임계 도핑 양보다 많아지면, 활성제들이 서로 응집하 

거나 이온대를 형성하게 되고, 이로부터 비발광 중심이 

생겨 킬러로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5
Eu3+ 이온들 사이의 에너지 상호작용 유형을 파악하 

기 위해, 5D의 소광 타입을 광자의 확산 없이 직접 소 

광하는 모델로 간주하여 측정 데이터로부터 다음의 

Inokuti-Hirayama6 식 (1福' 사용해 잔광거동을 해석하 

였다.

罕= exp
丄o

(1)

여기서 t는 고유 잔광시간(intrinsic decay time)^로

2001, Vol. 45,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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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plot of (C/Co) vs. (4nC/3) analyzed using linear 
curve fit.

Fig. 6.A plot of the experimental data according to Eq. 2.

본 연구에서는 5x10-4m이의 Eu아가 도핑된 YOBr의 

1/e 잔광시간인 1.2 m境 사용하였다. C는 단위격자 부 

피 당 발광 개수이며 Co=3/(4nR3户]다. R는 발광 중심 

이온과 소광 센터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임계거리이 

며, r(1-3/s庄 감마 함수 (gamma function) 이다. S는 전 

기 다중극자(electric multipole) 타입을 나타내는 상수 

로써 s=6* dipole-dipole(d-d), S=&* dipole-quadrupole 
(d-q), S=10은 quadrupole-quadrupole(q-q)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Eu아의 상호작용 형태를 보고 

자 식 (1淺 변환종〕여 다음과 같이 식 (2注 fitting하여 

S값을 구하였다.

吨土(方-(凯vs购 (2)

이 그래프는 Fig.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직선 형태 

를 띠며 , 이 직선의 기울기가 1/S 값을 나타낸다. S는 6 

에 가까운 값을 갖는데, 이로부터 가장 우세한 Eu3+의 

상호작용 형태는 •쌍극■자-%＞극■자 상호작용 (dipole-dipole 
interaction已로 간주된다.

C/Co 값으로부터 임계농도를 구하기 위해 먼저 C/Co 

값을 계산하였다. C/Co 값은 S 값을 식 (1戶!] 대입하여 

Eu3+ 농도별로 fitting하여 구하였다. C는 단위 부피당 

발광개수로 본 연구에서 첨가한 Eu3+ 이온의 단위격자 

부피당 개수이고 Co=3/(4nR?) 이다. 따라서 임계거리는 

C/Co vs. 4nC/3의 관계식을 만들어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으며, 기울기 값에서 구할 수가 있다. 데이터 값과 이 

를 fitting한 그래프를 Fig. 7에 나타내었고, 기울기로부 

터 계산된 임계거리는 17.03 A 이다. 이 값은 나중에 다 

른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임계거리 값들과 약간의 편차 

를 보이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잔광시 

간을 측정할 때, 원래 5Do 에너지 준위로 직접 여기 (direct 
excitation) 시켜야 하는데 측정 여건상 254 nmL 여기 

시켜 측정하였다. 따라서, 상위 준위인 5Dj(j=1,2,3)로부 

터 차례로 캐스캐이딩 (cascading) 되어 떨어지면서 방 

출된 에너지가 multiphonon emission과정을 거치면서 

지체되어 5Do 에너지 준위로 간접적으로 떨어져서 이러 

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음 

에 언급할 임계농도 및 spectral overlap을 이용하여 구 

한 값들과 같은 orde最 갖고 있어, 지금 제시한 방법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임계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용한 것 

으로 여겨진다.

위의 fitting 결과로부터 얻은 Eu3+의 상호작용 형태 

는 쌍극자-쌍극자 상호작용 (dipole-dipole interaction) 
이고,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개 (donor, 발광 센터)와 받 

개 (acceptor, 소광 센터尹卜 Eu3+ 이온으로 동일한 경우 

이므로 다음의 식 (3冲서 임계거리를 농도 소광으로부 

터 구할 수가 있다.2

& = 2(4編" ⑶

이때, Eu3+ 이온은 오직 Y3+ 자리에만 치환된다고 가 

정한다. V는 단위격자의 부피로 문헌으로부터 구한 값 

은 N=2 일 때 121.6512x1o-24cm3 이다.7 X已 임계농도 

이고, N은 Y3+ 이온이 YOBr 단위 격자에 존재하는 개 

수이다. 농도 소광에 따른 임계농도 값은 Fig. 5(b)에 

나타낸 바와 같이 o.o5m이이나, 이는 정확한 임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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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에 합당한 임계농도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임 

계농도를 구한다. 즉, 임계거리는 비복사 전이속도와 

Eu3N 상호작용이 없을 때의 복사 전이속도가 같을 때 

주개와 받개의 거리로 정의된다. 따라서 측정한 잔광시 

간이 고유 잔광시간의 1/2이 되는 시점의 농도가 바로 

임계농도 이다. Fig. 5(b冲 의하면 이는 0.1 mo虽 발광 

휘도의 감소로 구한 임계농도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토대로 구한 5D0T7Fj 전이의 임계거리는 10.51 A 이다.

마지막으로, 임계거리를 spectral overlap!] 의해 구할 

수가 있다. Dexter8에 의하면 비복사 에너지 전이(Non- 
radiative energy transfer 尹卜 전기 쌍극자-쌍극자 상호작 

용 (electric dipole-dipole interaction) 유형일 경우 에너 

지 전이의 확률은 다음의 식 (4)로 나타낼 수 있다.

(
>
으

二0
읃
£

-

p°
--
一
 쯘

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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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pectral overlap between Eu3+ emission band and exci
tation band.

0.63 X1028 X Q再(E)・ Fa(E) 
------------:dER X&s J E，

(4)

여 기 서 Qa는 absorption cross-section of A를 뜻하 

며, 이 상수는 흡수 정도를 나타내는 oscillator strength 
에 관련된 것으로 4.8*10-16 Pa로 나타낼 수 있다. R은 

임계거리이며, J/와JF는각각 증감제(sensitizer)의 발광 

띠 (emission band)와 활성제 (activator)의 흡수 띠 (asorption 
band)의 평균 면적을 나타낸다. 따라서, Jf(E)dE= 
J FA(E)dE=1 로 정규화(normalization) 한 면적을 구하여 

eV 단위인 에너지 (E 冲 대해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증감제와 활성제의 에너지 전달에 대한 임계거리는 

전달할 확률과 증감제의 복사전이의 속도가 같을 때 이 

므로 RmTs=1 이다. 따라서 임계거리는 다음과 같은 식 

(5戶L 나타낼 수 있다.

R6 = 3.024 X101：於(E)FAE)dE (5)
C ■시 4 '丿

본 연구에서는 증감제와 활성제가 동일한 경우이므 

로 다음과 같이 Eu3+의 여기 스펙트럼과 발광 스펙트럼 

이 overlap되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산해 보았다.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Eu3+의 intralevel인 5Dl7F1 전 

이에 대한 여기 피크와 발광 피크를 측정한 스펙트럼으 

로부터 Gaussian fitting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Oscillator 
strength(慌 EuCH의 DtE 전이에 대한 문헌 값9으 

로부터 구하였다. 이와 같이 spectral overla^^ 구한 

임계거리는 7.18 A 이다. 임계농도로부터 구한 임계거리 

값과의 차이는 모체인 YOB网 첨가된 Eu3+의 oscillator 
strength값이 아니라, EuCk로부터 구한 근사값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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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차로 여겨지며 또한, 형광체 분말의 특성상 흡수 

스펙트럼 대신 여기 스펙트럼으로 overlap한 결과로 보 

인다. 그러나 spectral overlap을 이용한 방법 역시 앞에 

서 이미 언급한 방법들과 함께 발광 임계거리를 구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1. YOBr:Eu3+ 형광체를 고순도 질소 분위기하에서 

1050 oC에서 열처리하여 합성하였으며 , 그 이상의 온도 

에서는 丫2。正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합성된 분 

말의 PL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적색 형광체로 응용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2. YOBr:Eu3+ 형광체에서 D 준위의 전기 다중극자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소광을 가정한 Inokuti- 

Hirayam必]으로 잔광시간 곡선을 fitting한 결과, Eu3+ 
농도에 관계없이 S=6을 보였고, 이로부터 쌍극자-쌍극 

자 상호작용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에너지 전달에 관한 임계거리를 다음과 같은 3가 

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았다. 먼저, Inokuti-Hirayama식 

으로부터 C/C, 값을 fitting하여 C/C, vs 4nC/3의 그래 

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서 구한 임계거리는 

17.03 A 이다.

둘째로, 임계거리 (Rc) 정의에 의해 1/e 잔광시간으로 

구한 임계농도는 0.1m이이고, 이때의 임계거리는 10.51A 
이다

세째로, oscillator strength를 EuCl£| 근사값으로 하 

여 spectral overlap!] 의해 구한 임계거리는 7.18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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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임계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따라 약간의 

편차를 보이지만 같은 order를 갖고 있어, 이는 계산이 

나 측정상의 오차를 감안하면 모두 임 계거 리를 구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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