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문] 한국재료학회지 http://dx.doi.org/10.3740/MRSK.2012.22.2.103
Kor. J. Mater. Res.
Vol. 22, No. 2 (2012)

103

적색 발광 (Y,Al)VO4:Eu3+ 형광체 나노입자의 합성과 발광 특성

서정현*,**·최성호*·남산**·정하균*†

*한국화학연구원,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

Synthesis and Photoluminescence Properties of Red-Emitting 

(Y,Al)VO4:Eu3+ Nanophosphors

Jung-Hyun Seo*,**, Sungho Choi*, Sahn Nahm** and Ha-Kyun Jung*†

*Advanced Materials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Yuseong, Daejeon 305-600, Korea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Anam-dong, Seongbuk-gu, Seoul, Korea

 (2011년 12월 6일 접수 : 2012년 1월 17일 최종수정 : 2012년 2월 13일 채택)

Abstract Red-emitting Eu3+-activated (Y0.95-xAl
x
)VO4 (0 < x ≤ 0.12) nanophosphors with the particle size of ~30 nm and the

high crystallinity have been successfully synthesized by a hydrothermal reaction. In the synthetic process, deionized water as

a solvent and ethylene glycol as a capping agent were used. The crystalline phase, particle morphology, and the

photoluminescence properties of the excitation spectrum, emission intensity, color coordinates and decay time, of the prepared

(Y0.95-xAl
x
)VO4:Eu3+ nanophosphor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YVO4:Eu3+. Under 147 nm excitation, (Y0.95-xAl

x
)VO4

nanophosphors showed strong red luminescence due to the 5D0-
7F2 transition of Eu3+ at 619 nm. The luminescence intensity

of YVO4:Eu3+ enhanced with partial substitution of Al3+ for Y3+ and the maximum emission intensity was accomplished at the

Al3+ content of 10 mol%. By the addition of Al3+, decay time of the (Y,Al)VO4:Eu3+ nanophosphor was decreased in comparison

with that of the YVO4:Eu3+ nanophosphor. Also, the substitution of Al3+ for Y3+ invited the improvement of color coordinates

due to the increase of R/O ratio in emission intensity. For the formation of transparent layer, the red nanophosphors were

fabricated to the paste with ethyl celluloses, anhydrous terpineol, ethanol and deionized water. By screen printing method, a

transparent red phosphor layer was formed onto a glass substrate from the paste. The transparent red phosphor layer exhibited

the red emission at 619 nm under 147 nm excitation and the transmittance of ~80% at 6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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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의 액정 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 LCD)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lasma Display Panel, PDP)에

이어 차세대 정보 디스플레이 산업을 주도할 대표적인 분

야로 3차원 영상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투

명 디스플레이 소자가 꼽히고 있다. 그 중에서 투명 디스

플레이는 투명소자를 이용하여 필요 시 정보를 배경과 같

이 보여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투명 PC, 네비게

이션, 스마트창 등의 디스플레이 응용분야가 있어 많은 관

심을 받고 있다.1) 

현재 투명 디스플레이에 관한 연구는 투명전극과 절연

막을 이용한 투명 교류형 무기박막 EL 디스플레이(Alter-

nating current thin film electroluminescent, AC-TFEL), 투

명 산화물 TFT 소자를 이용한 유기 발광 다이오드(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방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투명 디스플레이를 실현하기 위

해서는 우수한 발광 특성과 높은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

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시인성 확보와 대면적 패널 제

조가 가능하여야 그 응용이 확대 될 수 있다.2) 

대면적 평판 디스플레이는 개발과 함께 다양한 응용분

야에 적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면적 평판 디스플레이

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LCD, PDP, OLED 및 전계방출

소자(Field emission display, FED)와 같은 방식들이 이미

상용화 되었거나 실용화를 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PDP는 다른 평판 디스플레이에 비해 대면적

화하기 쉽고 고휘도 및 넓은 시야각 확보가 용이하며 색

순도 특성 등이 우수하여 여전히 정보디스플레이 분야에

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3) PDP는 네온(Ne)과 제논(Xe)

의 혼합 불활성 기체 방전으로 발생되는 플라즈마로부터

방출되는 진공자외선이 형광체를 여기시켜 발광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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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PDP의 구조적 요소와 구성 소자를 고려

할 때 투명 디스플레이 형성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는 고효율 가스방전 모드와 셀 구조 개발, 저 전압 구

동 파형 및 재료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투

명 형광층을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에 사용해온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형광체 입

자들은 발광 휘도는 우수하나 가시광 영역에서 빛 산란

을 일으켜 투명성을 저하시킨다. 충분한 투명도를 얻기

위해서는 박막형 형광막이 유리하다. 스퍼터링,4) 펄스 레

이저 증착법(pulsed-laser deposition)5) 등 다양한 박막형

형광막을 제조하는 기술들이 관심을 받았지만, 형광층을

박막으로 제조하면 높은 투명도를 확보할 수 있으나 발

광 휘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적당한 휘

도를 나타내면서 높은 가시광 투과율의 형광층을 얻기

위해서는 수십 나노미터의 입자 크기를 갖는 고효율의

나노 형광체를 합성하고, 이로부터 투명 형광막을 제조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6-7)

통상 형광체는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 입자가 갖는 부

피에 비해 비표면적이 상당히 증가하므로 기존의 마이크

로미터 크기의 벌크 형광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발광

효율이 낮아지지만, 형광체의 입자 크기가 나노 크기로 매

우 미세해지면 보다 얇고 치밀한 투명 형광막을 제조할

수 있으므로 가시광 투과율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8-9) 이

제까지 나노미터 크기를 갖는 형광체 입자를 제조하는 방

법으로는 졸-겔법(sol-gel method)10) 을 비롯해 공침법(co-

precipitation),11) 수열합성법(hydrothermal synthesis),12) 용

매열 합성법(solvothermal synthesis)13)과 같은 습식 합성

법, 그리고 초음파 분무열분해법(ultrasonic spray pyrol-

ysis)14) 등과 같은 기상합성법이 많이 이용되어 왔다. 이

중 수열합성법은 최종단계에서 소성 과정 없이 약 300oC

이하의 낮은 반응온도에서 높은 결정성, 일정한 입자 크

기 및 입자 형상을 나타내는 형광체 나노 입자의 제조

가 가능하다.

Eu3+를 활성제로 하는 (Y,Gd)BO3:Eu3+ 형광체는 높은

발광 휘도와 긴 수명, 우수한 안전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진공자외선 여기용 적색형광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형광체는 590 nm 파장 근처의 오렌지색 영역에 위치

하는 강한 발광 피크로 인하여 좋지 않은 색 좌표 특성

을 나타내며 잔광시간이 8.5 msec로 비교적 길다는 문제

점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Y,Gd)BO3:Eu3+ 형광체를 대체

하기 위하여 자외선 영역에서 f-f천이에 의한 높은 양자

효율(70%)을 나타내고 우수한 색 순도와 열 안정성을 가

지며 짧은 잔광시간(4 msec)을 나타내는 YVO4:Eu3+ 적색

형광체가 검토되어 왔다. 하지만 YVO4:Eu3+는 진공자외

선 여기 조건에서 (Y,Gd)BO3:Eu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발광 효율을 보인다.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형광체

의 발광 휘도는 다양한 첨가제를 사용하여 향상시킬 수

있는데,15) Wang은 YBO3:Eu3+에 진공자외선 영역에서 강

한 여기 특성을 가지는 Al3+을 첨가하여 발광 효율을 향

상시킨 바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YVO4:Eu3+ 나노 형광체의 발광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해, 수열반응을 이용하여 Al3+을 첨가시킨

(Y0.95-xAl
x
)VO4:0.05Eu3+ (0 < x ≤ 0.12) 적색 나노 형광체를

합성하였다. 제조된 형광체들에 대하여 Al3+ 함량에 따른

결정 구조와 발광 휘도, 색 좌표와 잔광시간 등의 광학

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합성된 나노 형광체를 고분자 바

인더와 혼합하여 페이스트를 만들었으며 이로부터 스크린

프린팅법을 이용하여 투명 형광막 제조를 시도하였다.

2. 실험 방법

(Y,Al)VO4:Eu3+ 적색 나노 형광체를 수열합성 공정을 이

용하여 제조하였다. 모든 형광체 시료에서 Eu3+ 활성제의

함량은 최적의 농도라고 알려진 5 mol%로 고정하여 합성

하였다.17) 수열반응을 위한 출발 물질로는 Y(NO3)3·6H2O

(Aldrich Chemical Co. LTD, 99.99%), Eu(NO3)3·5H2O

(Aldrich Chemical Co. LTD, 99.9%), Na3VO4 (High Purity

Chemical, 99%), Al(NO3)3·9H2O (Aldrich Chemical Co.

LTD, 99.9%)과 Ethylene glycol (Aldrich Chemical Co.

LTD) 등이 사용되었다. 먼저 Y(NO3)3·6H2O, Eu(NO3)3·5

H2O, Na3VO4 및 Al(NO3)3·9H2O를 90 ml의 증류수에

용해시킨 후 10 ml의 Ethylene glycol을 첨가하여 1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Al(NO3)3·9H2O는 0-12 mol% 사이의

Al3+이 첨가되도록 다양한 치환량으로 첨가되었으며, 나

노 입자의 분산을 돕기 위해 capping agent로 Ethylene

glycol을 첨가하였다. 얻어진 수용액을 130 ml 용량의 테

프론 용기에 넣고 50 bar의 압력 하에서 내부온도를 180oC

그리고 반응시간 3시간의 동일 조건으로 처리하여 (Y,Al)

VO4:Eu3+ 형광체 나노 입자들을 제조하였다. 반응이 완

료된 (Y,Al)VO4:Eu3+ 나노 입자 함유 용액을 실온으로 냉

각시킨 후, 원심분리기에서 17,000 rpm의 조건으로 분리

하고 에탄올을 사용하여 15분간 3회 세척하였다. 얻어진

침전물을 130oC의 오븐에서 1시간 동안 건조시킴으로써

(Y,Al)VO4:Eu3+ (0 < x ≤ 0.12) 적색 형광체 나노 입자들을

수득하였다. 

2 g의 (Y,Al)VO4:Eu3+ 적색 나노 형광체 분말과 Ethyl

cellulose (Aldrich Chemical Co. LTD, 100cps), Anhy-

drous terpineol (Aldrich Chemical Co. LTD), 에탄올 및

증류수를 이용하여 형광체 페이스트를 제조하였다. 처음

(Y,Al)VO4:Eu3+ 나노 형광체 분말의 뭉친 입자 덩어리는

증류수와 에탄올을 이용하여 유발에서 잘 갈아서 풀어

주었다. 100 ml의 에탄올에 나노 형광체 분말과 20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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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yl cellulose, 10 g의 Anhydrous terpineol을 혼합한 후

초음파 진동기(ultrasonicator)를 이용해 10분씩 3회 분산

시켰다. 얻어진 (Y,Al)VO4:Eu3+ 나노 형광체 분산액은

60oC와 70 mbar조건의 증발기(evaporator)로 용제를 제거

함으로써 (Y,Al)VO4:Eu3+ 나노 형광체 페이스트를 제조하

였다. 투명 형광막은 형광체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6 cm ×

6 cm크기의 소다 라임 유리 기판에 스크린 프린팅을 통

해 형성시켰다. 400oC에서 3 시간의 열처리를 통하여 투

명 형광막에서 고분자 바인더와 같은 유기물을 제거하

였다.

합성된 (Y,Al)VO4:Eu3+ 나노 형광체의 결정 구조는 X

선 회절분석기(Rikaku DMAX-33 X-ray diffractomet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입자의 크기와 형상을 전계방출 주

사전자 현미경(FE-SEM, Philips XL-30S)을 사용하여 관

찰하였다. 나노 형광체의 발광 스펙트럼 및 잔광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진공 챔버에 장치된 deuterium 램프

(PTR-VUV D2L-1000)와 제논 램프를 이용한 디지털 오

실로스코프(Tektronix DPO 3014)를 각각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또한 투명 형광막의 투과율은 UV-visible re-

cording spectroscopy (Shimadzu, UV-2501PC)를 이용하

여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결정학적으로 YVO4는 격자상수가 a = 0.711925 nm, c =

0.62898 nm인 정방정계 결정구조(tetragonal structure)를

취하며 공간군 I41/amd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수

열반응으로 합성된 YVO4:0.05Eu3+ 나노 형광체와 Al3+

의 함량을 4 mol%로부터 12 mol%까지 변화시킨(Y0.95-x

Al
x
)VO4:0.05Eu3+ 나노 형광체들의 X-선 회절 패턴을 Fig.

1(a)에 나타내었다. YVO4:0.05Eu3+ 나노 형광체뿐만 아니

라 (Y0.95-xAl
x
)VO4:0.05Eu3+ 나노 형광체들의 모든 회절

패턴에서 각기 2θ 값이 25o, 33.5o와 49.8o 근처에 (200),

(112)와 (312)면에서 발생한 주 회절 신호들이 동일하게

관측된다. 이것은 보고된 YVO4의 회절패턴(JCPDS card

file no. 17-0341)과 잘 일치하는 결과로서 합성된 모든

(Y0.95-xAl
x
)VO4:0.05Eu3+ 형광체 나노 입자들이 정방정계

결정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것은 본

실험에서 첨가된 Al3+의 함량 범위 내에서는 Al3+의 첨가

에 따라 이차상의 형성 없이 YVO4 단일상이 합성됨을

의미한다. 한편, Y3+에 대한 Al3+의 치환에 따른 (Y,Al)

VO4:Eu3+의 25o 근처의 2θ 값 에서 관찰되는 (200)면에

의한 주 회절피크를 Fig. 1(b)에 비교하였다. Al이 치환

되지 않은 YVO4:0.05Eu3+
 와 비교하여 Al3+의 치환량이

증가함에 따라 (200)면에 의한 회절피크는 점점 더 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Y3+ 이

온(0.90Å)과 Al3+ 이온(0.54Å)의 크기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Y3+ 이온 자리에 상대적으로 작은 Al3+ 의 치환

으로 인하여 결정격자의 뒤틀림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

석된다. 

제조된 YVO4:0.05Eu3+와 (Y0.85Al0.1)VO4:0.05Eu3+ 나노

형광체들의 입자 형태를 관찰하기 위해 측정한 주사전자

현미경 사진을 Fig. 2에 제시하였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얻어진 YVO4:0.05Eu3+ 나노 형광체와 (Y0.85Al0.1)

VO4:0.05Eu3+ 나노 형광체는 입자 형태와 크기에 있어 거

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형광체 입자의 평균 입자 크

기는 약 30 nm 이며 비교적 균일한 구상의 입자 형태를

나타낸다. 육안으로 구별되는 이차상이나 불순물들은 확

인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Al3+의 첨가가 수열반응으로 형

성되는 나노 형광체의 입자 크기 및 형상에 아무런 영

Fig. 1. (a) XRD patterns of YVO4:0.05Eu
3+

 and (Y0.95-xAlx)VO4:0.05Eu
3+

 (0 < x ≤ 0.12) nanophosphors and (b) Diffraction peaks from (200)

plane by Al3+ concentration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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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조된 YVO4:0.05Eu3+ 나노 형광체와 (Y0.85Al0.1)VO4:

0.05Eu3+ 나노 형광체에 대한 진공자외선 영역에서의 여

기 스펙트럼과 진공자외선 여기에 의한 발광 스펙트럼을

각각 Fig. 3(a)와 Fig. 3(b)에 나타내었다. 130-180 nm 사

이의 진공자외선 영역에서 측정된 YVO4:0.05Eu3+ 와

(Y0.85-Al0.1)VO4:0.05Eu3+ 나노 형광체의 여기 스펙트럼에

서 흡수강도는 160 nm 이하의 단파장 영역에서 파장의 증

가와 함께 감소하다 160 nm 파장 이후에는 파장이 증가

할수록 흡수강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제논

가스에 기반한 플라즈마 방전에서는 147 nm와 172 nm 파

장의 진공자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형광체는 이 파장에

대한 흡수강도가 높아야 한다. 여기 스펙트럼으로부터 나

노 형광체들이 147 nm와 172 nm 의 진공자외선을 흡수

하며, 172 nm파장보다 플라즈마 방전 시 주 여기 파장인

147 nm에서 흡수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YVO4:0.05Eu3+의 흡수 스펙트럼은 VO4
3−의 O2−로

부터 V5+ 이온으로의 전하 이동과Y3+와 O2− 사이의 전하

이동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9) 그리고 그림

에서는 (Y0.85Al0.1)VO4:0.05Eu3+ 나노 형광체가 YVO4:0.05

Eu3+ 나노 형광체보다 상대적으로 흡수강도가 30% 정도

높은 흡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이것은 Al3+의 첨가가

형광체 모체의 진공자외선 흡수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했

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Fig. 3(b)의 발광 스펙트럼을 보

면, 580 nm와 720 nm 사이의 파장 영역에 활성제 Eu3+

이온들의 5Do→
7Fj (j = 1, 2, 3, 4) 다중선 천이(multiplet

transition)에 기인하는 여러 개의 발광피크들이 관찰된다.

합성된 나노 형광체들에 의한 가장 강한 발광피크가 Eu3+

의 5Do→
7F2 천이에 따른 619 nm에서 확인된다. 또한

5Do→
7F1, 

5Do→
7F3와 5Do→

7F4 천이에 의해 초래하는

발광피크들이 각각 594 nm, 645 nm 및 697 nm에 위치한

다. YVO4:0.05Eu3+와 (Y0.85Al0.1)VO4:0.05Eu3+ 나노 형광

체들의 이러한 발광 스펙트럼은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벌

크 형광체의 발광 스펙트럼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한편,

(Y0.85Al0.1)VO4:0.05Eu3+ 나노 형광체의 발광 강도가 YVO4:

0.05Eu3+ 나노 형광체와 비교하여 30% 정도 증가되었음

을 볼 수 있다. 이것은 Fig. 3(a)의 흡수 스펙트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Al3+의 첨가로 형광체의 모체 흡수가

강화됨으로써 발광 강도도 증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Al3+ 첨가에 의한 형광체의 발광 휘도 증

가는 다른 형광체에서도 이미 보고15)된 바 있는데, YBO3:

Eu3+ 형광체 조성에 Al3+이 첨가되는 경우에 Al3+의 첨가

에 따라 진공자외선 영역에서 모체의 흡수가 증가하게 되

고 결과적으로 YBO3:Eu3+의 발광이 강화되는 현상과 유

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Fig. 4는 진공자외선 여기 하에서 (Y0.95-xAl
x
)VO4:0.05

Eu3+ 나노 형광체의 Al3+ 이온의 첨가 농도에 따른 발

광 강도의 의존성을 나타낸다. Al3+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10 mol%에 이르기까지는 형광체의 발광 강도도 함께 증

가하다가 더 높은 Al3+ 농도에서는 발광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Al3+의 농도가 10 mol%보다 높을 때 발

광 강도가 감소하는 것은 Leverenz 등의 보고20) 와 같

이 일정량 이상의 첨가물이 첨가될 경우 형광체의 결정

구조에 부분적 결함이 많이 생겨 비발광 천이를 초래하

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Y0.95-xAl
x
)

VO4:0.05Eu3+ 나노 형광체에서 Al3+의 첨가량에 따른 발

Fig. 2. FE-SEM images of (a) YVO4:0.05Eu3+ and (b) (Y0.85Al0.1)VO4:

0.05Eu
3+

 nanophosphors prepared by hydrothermal method.

Fig. 3. VUV-PL (a) excitation and (b) emission spectra of YVO4:

0.05Eu3+ and (Y0.85Al0.1)VO4:0.05Eu3+ nanophosp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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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강도를 고려할 때 최적의 Al3+ 함량은 10 mol%임을 알

수 있다. 

형광체의 잔광시간(τ1/10)은 형광체의 발광 유지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형광체의 광량이 초기 광량의 1/10 수

준에 이르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소자에서 잔광시간이 길면 소자 구동 시 잔상을 남기는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형광체는 짧은 잔광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진공자외선 여기 조건에서의 YVO4:

0.05Eu3+와 (Y0.85Al0.1)VO4:0.05Eu3+ 나노 형광체들의 잔

광곡선을 Fig. 5 에 비교하였다. 모든 형광체들의 잔광곡

선은 단일의 지수함수적(single-exponential) 거동을 보이지

는 않는다. 이것은 YVO4:0.05Eu3+ 형광체와 (Y0.85Al0.1)

VO4:0.05Eu3+ 형광체의 잔광 거동이 단일 메커니즘이 아

니라 보다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21)

통상 마이크론 크기의 YVO4:0.05Eu3+ 벌크 형광체는 약

4 msec이하의 잔광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성된 YVO4:0.05Eu3+ 나노 형광체는 잔광시간이 3.12

msec로 벌크 형광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다. 이것

은 형광체 입자가 나노 크기로 감소하면 비표면적이 크

게 높아져 많은 표면 결함이 존재하게 되고, 이로부터

표면과 그 근처에 존재하는 Eu3+ 활성제에 대한 국부적

환경(local environment)이 변화됨으로써 비복사 에너지

전달과정(non-radiative energy transfer process)이 활성화

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22) Al3+이 치환된

(Y0.85Al0.1)VO4:0.05Eu3+ 나노 형광체의 경우에는 잔광시간

이 1.3 msec로 상대적으로 더 짧은 잔광시간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Al3+의 첨가에 의해 형광체의 잔광시간 감소

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Table 1에 YVO4:0.05Eu3+와 (Y0.95-xAl
x
)VO4:0.05Eu3+ 나

노 형광체들의 색 좌표를 나타내었다. (Y0.85Al0.1)VO4:0.05

Eu3+ 나노 형광체의 측정된 색 좌표는 CIEx = 0.670, CIEy

= 0.327로 조사되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Al3+

의 첨가량 변화에 따른 (Y0.95-xAl
x
)VO4:0.05Eu3+ 나노 형광

체들의 색 좌표는 거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Al3+을 첨가

시킨 나노 형광체들의 색 좌표는 YVO4:0.05Eu3+의 CIEx =

0.661, CIEy = 0.332와 비교하여 크지는 않지만 상대적으

로 x값이 증가하고 y값이 감소됨으로써 명백하게 색 좌

표 특성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Y0.95-xAl
x
)VO4:0.05Eu3+ 나노 형광체의 발광 스펙트럼은

Eu3+ 이온의 5Do→
7Fj (j = 1, 2, 3, 4) 다중선 천이에 기인

하는 여러 개의 발광피크들로 구성된다. 이중 적색 영역

619 nm, 645 nm 및 697 nm에 존재하는 발광피크(5Do→

7F2,3,4)와 오렌지 영역 594 nm에 위치하는 발광피크(5Do→

7F1)의 발광강도 비(R/O 비)에 형광체의 색 좌표가 영향

을 받는다. Al3+ 첨가량 변화에 따른 R/O 비의 의존성

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적색 영역인 619 nm에 존재하

는 발광피크(5Do→
7F2)의 R/O 비는 Al3+이 첨가되었을 때

YVO4:0.05Eu3+의 경우보다 모두 더 큰 값을 나타낸다.

Fig. 4. Emission intensity dependency of (Y0.95-xAlx)VO4:0.05Eu3+

on Al3+ concentration.

Fig. 5. Decay curves of YVO4:0.05Eu
3+

 and (Y0.85Al0.1)VO4:

0.05Eu
3+

 nanophosphors measured under the VUV excitation of

147 nm wavelength.

Table 1. CIE chromaticity coordinates of YVO4:0.05Eu
3+

 and (Y0.95-x

Alx)VO4:0.05Eu3+ nanophosphors with various Al3+ concentration.

Phosphors

Excitation 

Wavelengt

h (nm)

Al3+ 

(mol%)

CIE chromaticity

coordinates

x y

YVO4:Eu3+

147

0 0.661 0.332

(Y,Al)VO4:Eu
3+

4 0.667 0.329

6 0.672 0.327

8 0.668 0.328

10 0.670 0.327

12 0.668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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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짙은 적색 영역인 697 nm의 발광피크(5Do→
7F4)에

대한 R/O 비도 Al3+이 첨가되었을 때에 첨가되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값을 보인다. 645 nm의 발광피크(5Do→

7F3)는 Al3+의 첨가에 따른 R/O 비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Al3+의 첨가에 따라 5Do→
7F1 전이에 비하

여 5Do→
7F2,4 전이들이 강화됨으로써 색 좌표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Al3+의 첨가로 Y3+

와 Al3+의 이온 반경차이로 인한 결정격자의 뒤틀림이 발

생하여 Eu3+ 이온 주변의 높은 대칭성이 깨지고, 이로

인해 Eu3+ 이온들이 반전 중심(inversion center) 이외의

자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서 전기쌍극자 전

이(electric-dipole transition)인 5Do→
7F2,,4 전이들이 강화

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13) 

전술한 바와 같이 형광막의 두께 형성이 어려워 발광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박막형 형광막의 문제점을 극

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나노 형광체를 합성하여 페이

스트를 제조한 후 기존의 PDP공정에서 형광층 형성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스크린 프린팅 방법을 통해 투명 형

광막 형성을 시도하였다. 형광체 페이스트는 (Y0.85Al0.1)

VO4:0.05Eu3+ 나노 형광체와 Ethyl cellulose, Anhydrous

terpineol, 에탄올 및 증류수를 혼합하여 제조되었다. 일반

적인 스크린 프린팅 방법에 따라 (Y0.85Al0.1)VO4:0.05Eu3+

나노 형광체 페이스트를 유리 기판 위에 한 번 코팅하

여 부착시킨 후 유기물 제거를 위해 400oC에서 3시간 동

안 열처리를 하여 얻어진 (Y0.85Al0.1)VO4:0.05Eu3+ 투명

형광막의 사진을 Fig. 7(a)에 나타내었다. 대략 1 µm의 두

께로 형성된 나노 형광막은 실내 조명 하에서 유리 기

판과 비교했을 때 육안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 투명도

를 나타낸다. 그러나 254 nm의 자외선 램프를 조사하면 투

명 형광막은 Fig. 7(b)의 사진과 같이 강한 적색 발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형성된 (Y0.85Al0.1)VO4:0.05Eu3+ 투

명 형광막에 대하여 400 nm로부터 800 nm 사이의 가시광

영역에서의 투과율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Fig. 8에 나타내

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조된 (Y0.85Al0.1)

VO4:0.05Eu3+ 적색 투명 형광막의 가시광 투과율은 600 nm

파장에서 유리 기판(가시광 투과율 92%) 대비 약 80%

의 상대 투과율을 나타낸다. 

4. 결  론

우수한 발광 강도를 나타내는 YVO4:Eu3+ 적색 나노 형

광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Al3+이 첨가된 (Y0.95-xAl
x
)VO4:

0.05Eu3+ (0 < x ≤ 0.12) 나노 형광체를 수열반응을 이용하

여 합성하였다. 합성된 나노 형광체의 입자는 약 30 nm

의 입자 크기와 균일한 구형의 입자형상을 나타내었다.

Al3+을 10 mol% 첨가함으로써 YVO4:0.05Eu3+ 나노 형광

체와 비교하여 30%의 휘도 향상과 동시에 약1.3 msec의

짧은 잔광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색 좌표 특성도

개선됨으로써 기존의 YVO4:0.05Eu3+ 나노 형광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광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한편, (Y0.85Al0.1)VO4:0.05Eu3+ 나노 형광체를 페이스트

로 제조한 후 유리 기판 위에 스크린 프린팅하여 투명 형

Fig. 6. R/O values of YVO4:0.05Eu
3+

 and (Y0.95-xAlx)VO4:0.05Eu
3+

nanophosphors.

Fig. 7. (a) See-through image under room light and (b) red-emitting

images under UV (254 nm) irradiation of (Y0.85Al0.1)VO4:0.05Eu3+

transparent phosphor layer. 

Fig. 8. UV-visible transmittance of the bare glass and the (Y0.85Al0.1)

VO4:0.05Eu3+ transparent phosphor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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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막을 제조하였다. 가시광 영역에서의 투명 형광막의 투

과도는 600 nm에서 약 80%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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