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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3+/Er3+ 비가 YNbO4:Yb3+/Er3+의 하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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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NbO4:Yb3+/Er3+ is synthesized using a solid-state reaction process with a LiCl flux. The effects of the Er/(Yb+Er)
ratios (REr) on the up-conversion (UC) and down-conversion (DC) spectra are investigated. The XRD data confirm that the
Yb3+ and Er3+ ions are fully substituted for the Y3+ sites. The UC emission spectra activated by 980 nm consists of green and
red emission bands, which originate from the Er3+ ions through an energy transfer (ET) process from Yb3+ to Er3+. The UC
emission intensity depends on the REr value, and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REr ≤ 0.14 is suitable for an effective UC process.
The DC emission spectra under 269 nm radiation of the synthesized powders exhibits not only a strong blue emission assigned
to the [NbO4]3− niobates, but also green peaks that originate from the Er3+ ions through an ET process between [NbO4]3− and Er3+.
Key words YNbO4, up-conversion, down-conversion, luminescence.

1. 서

론

은 에너지의 자외선(Ultraviolet, UV)을 낮은 에너지의 가
시광선으로 바꾸는 것이며, UC 발광은 적외선(Infrared,
IR) 등의 낮은 에너지의 빛을 보다 높은 에너지의 가시
광선 혹은 자외선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UC 형
광체는 바이오,11-13) 태양전지14,15) 분야 등으로의 응용이
가능하다.
YNbO4는 고온상인 정방정계 구조의 T-YNbO4(Scheelite)
와 저온상인 뒤틀린 단사정계의 M-YNbO4(Fergusonite)
를 동질이상으로 갖고 있으며, Nb 원자는 산소 원자
로 구성된 크게 뒤틀린 정방정계의 중심에 놓여있다.16)
YNbO4 내에서 나이오베이트(Niobate) 그룹인 [NbO4]3−는
UV 여기 하에서 청색으로 자체 발광하며, 이 발광특성
은 [NbO4]3−의 리간드-금속 간의 전하전이(Charge transfer,

발광 소재로서 사용되는 많은 형광체의 산화물 모재 중
에서 ABO4(A: Y, La; B: Ta, Nb, V, P)계는 자체 발광
또는 도핑된 활성제로의 에너지 전이에 의한 발광을 특
징으로 한다. 대표적인 화합물로서 YNbO4, YVO4, YPO4,
LaPO4 등이 있다.1-8) YNbO4의 경우 자체 여기에 의한
청색발광을 할 뿐만 아니라 Y 자리에 치환된 희토류 활
성제(Eu3+, Sm3+, Tb3+)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하향전
환(Down-conversion, DC) 적색발광 특성을 나타낸다.1-4)
최근에는 감광제와 활성제가 공-도핑(Co-doping)된 YNbO4:
Yb3+/Er3+, YNbO4:Yb3+/Tm3+ 형광체의 상향전환(Up-conversion, UC) 발광이 보고 되고 있다.9,10) DC 발광은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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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에 의한 것이다.3,10,17-19)
현재까지 Eu3+가 도핑된 YNbO4:Eu3+ 분말의 DC 발광
연구는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으나, Yb3+/Er3+이 공-도
핑된 YNbO4 형광체의 DC 및 UC 발광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소수의 논문만이 보고되고 있다.9,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Yb3+/Er3+ 비를 갖는 YNbO4:Yb3+/
Er3+ 분말을 합성하여 DC와 UC 발광 스펙트럼을 측정
하고 이들 거동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2. 실험 방법
Y0.79YbxEryNbO4 (x + y = 0.21) 분말을 융제를
고상반응법으로 합성하였다. 시작물질로는 Y2O3
Chemical & Material Co., Ltd, 99.99 %), Nb2O5,
Chemical & Material Co., Ltd, 99.9 %), Yb2O3
Chemical & Material Co., Ltd, 99.99 %), Er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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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C emission spectra of Y0.79YbxEryNbO4 powders prepared
with different REr values of (a) 0.05, (b) 0.14, (c) 0.24, and (d) 0.33.
(Inset represents CIE coordinates).

Chemical & Material Co., Ltd, 99.99 %)를 사용하였고,
융제로는 7 wt% LiCl (Sigma Aldrich, 99.99+%)을 사
용하였다. 정량비의 혼합물을 N2 분위기 하에서 1300 oC,
12 시간 열처리하였다. 합성된 분말의 결정상은 X-선 회
절분석기(XRD, Rigaku MiniFlexII, λ = 1.5406 Å)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입자 모양은 FE-SEM(JEOL, JSM6500F)으로 관찰하였다. DC 및 UC 발광 특성은 각각
500-W 크세논(Xe) 램프와 200 mW IR 레이저 다이오드
(λ = 980 nm)가 장착된 광루미네선스[Photoluminescence
(PL), PSI Darsa-5000] 시스템으로 상온에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에 사용된 Y0.79YbxEryNbO4 분말은 Yb(x)와 Er(y)
의 총량을 0.21로 고정한 후, x와 y의 비를 x/y = 0.20/
0.01, 0.18/0.03, 0.16/0.05, 0.14/0.07로 변화시켰으며, 변
수로서 Er/(Yb + Er) = REr (0.05, 0.14, 0.24, 0.33)을 사
용하였다. Yb와 Er의 총량(x + y)을 변화시키는 경우, 이
에 따른 YNbO4 결정 구조의 변화가 발광 특성에 영향
을 줄 수 있기 때문에 Yb와 Er의 총량을 고정하였다.
XRD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합성된 분말의 회절 피크들은
JCPDS #23-1486의 M-YNbO4와 일치하고 있었으며,
JCPDS #38-0187의 T-YNbO4와 일치하는 약한 회절 피
크가 관찰되었다. Yb와 Er에 의한 2차상은 나타나지 않
았고, Y3+(r = 0.9 Å), Yb3+(r = 0.868 Å), Er3+(r = 0.89 Å)
의 이온크기가 서로 거의 유사함으로 Yb3+와 Er3+ 이온
들이 모두 Y 자리로 치환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고온 상인 T-YNbO4의 일부는 도핑된 Yb와 Er로 인하
여 저온 상인 M-YNbO4로의 상 전이가 일어나지 못 하
였으나, 합성된 분말에서의 T-YNbO4 양이 REr에 관계없

Fig. 2. Variation of UC emission intensities at various wavelengths.

이 모든 시편에서 약 6 vol% 정도로 적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REr에 따른 발광특성 변화에는 영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980 nm의 적외선 여기에 의한 Y0.79YbxEryNbO4 분말
의 UC 발광스펙트럼은 Fig. 1과 같다. 녹색 영역에서의
강한 발광 밴드와 적색 영역에서의 약한 발광 밴드가 나
타나고 있다. 이들은 Yb3+와 Er3+ 이온 사이의 에너지 전
이를 통한 UC 발광 기구에 의한 것이다. 큰 Stark
splitting에 의한 여러 피크가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Er
가 산소 원자로 구성된 심하게 뒤틀린 입방정계 중심 자
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삽도에서 볼 수 있듯이
CIE 좌표는 녹색 영역의 약(0.307, 0.672)이며, 이 값은
REr에 관계 없이 거의 변화가 없다. REr에 따른 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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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UC emission intensity (I em ) at 556 and 672 nm of
Y0.79YbxEryNbO4 powders as a function of the input power (P). (a)
REr = 0.05, (b) REr = 0.14, (c) REr = 0.24, and (d) REr = 0.33.

Fig. 4. Schematic energy diagrams of Yb3+ and Er3+.

별 발광 강도의 변화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모든 발광
피크의 강도가 REr이 0.14까지는 뚜렷하게 증가하였으
나, 그 이상의 값에서는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
다. Y0.79YbxEryNbO4 분말의 UC 기구를 규명하기 위하
여, 인가된 여기 광원의 전력에 따른 556과 672 nm의
녹색과 적색 발광 강도 변화를 REr에 따라서 측정하였
으며, 이들의 log-log 그래프는 Fig. 3과 같다. 포화 특
성을 나타내기 전까지의 직선 구간에 대한 여기 광원의
전력(P)과 발광 강도(Iem)는 Iem ~ Pn의 관계식을 가진다.20)
여기서, n은 UC 공정에 필요한 광자(Photon) 수를 의미
한다. 모든 REr 값에서 n은 1.89-2.06 범위에 있으며, 이
는 Y0.79YbxEryNbO4의 UC 공정이 2개의 광자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들 결과로부터 UC 발광 기구는 다
음과 같이 설명된다. 980 nm 방사에 의하여 감광제인
Yb3+와 활성제인 Er3+ 이온 모두 기저상태에서 여기상태
로 여기될 수 있다. 그러나 Er3+ 이온에 비하여 Yb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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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의 흡수 단면적(Absorption cross section)이 7배 정도
크며, Yb3+ 이온의 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입사 광원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Yb3+ 이온이 흡수한다. Fig. 4에서와
같이 980 nm 방사는 Yb3+를 기저 상태인 2F7/2로부터
2
F5/2로 여기 시키고, 여기서 흡수된 에너지는 에너지 전
이(Energy transfer, ET)를 통하여 Er3+를 기저 상태(4I15/2)
에서 4I11/2로 여기 시키고, 2번째 광자에 의하여 4F7/2 레
벨까지 여기 시킨다. 그 다음 Er3+ 이온의 4F7/2 레벨의
전자들은 비 발광 완화 과정을 거쳐서 2H11/2, 4S3/2, and
4
F9/2 레벨로 떨어진 후 기저 상태(4I15/2)로 전이되며, 그
결과 각각 526(534, 544), 556, 672(658) nm의 녹색 및
적색 발광이 얻어진다. 따라서 Er3+에 의한 발광 강도는
980 nm 방사에 의한 Yb3+ 이온의 여기된 전자의 수(Yb3+
이온에 의한 흡수 에너지), Er3+ 농도, 그리고 Yb3+ →
Er3+의 ET 확률(W1, W2)에 의하여 결정된다. ET 확률의
경우 Yb와 Er 원자간 거리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본
실험에서는 두 원자의 총량(x + y)을 고정하였기 때문에
REr 변화에 따른 결정 구조 변화는 거의 없고, 따라서
Yb와 Er 원자간 거리 변화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발광 강도 변화는 REr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결정
되며, REr의 증가는 Yb3+의 여기된 전자 수의 감소와
Er3+ 농도의 증가를 의미한다. Fig. 2에서와 같이 REr =
0.05에서 0.14로의 증가에 따라서 발광 강도가 증가한 것
은 Yb3+ 이온에 의한 흡수 에너지가 줄었지만, 증가된
Er3+ 이온의 전자를 여기 시키기에는 충분한 에너지를 보
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REr = 0.14 이상에서는 포화된
발광 강도가 관찰 되었는데 이는 REr 증가에 따른 Yb3+
이온의 감소된 흡수 에너지가 증가된 양만큼의 Er3+ 이
온을 여기 시키기에는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Er3+
증가에 따른 농도소광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발광에 관여할 수 있는 유효한 Er3+ 이온 간의 평균 거
리가 농도소광에 필요한 임계거리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
문이다. 이 결과로부터 YNbO4:Yb3+/Er3+의 UC 발광 강
도를 증가 시키기 위해서는 REr = 0.14 이하 값을 일단
정한 후에, 이로부터 REr를 유지하면서 x + y의 총량을 증
가시키거나, 혹은 REr ≤ 0.14에 해당하는 x, y를 정한 후
y 값만을 증가시키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REr에 따른 DC 스펙트럼의 변화를 Fig. 5에 나타내었
다. Fig. 5(a)의 발광 스펙트럼은 강한 청색 발광 밴드
와 좁고 약한 녹색 발광 피크들로 구성되어 있다. 청색
발광 밴드에 대응하는 여기 스펙트럼은 269 nm에서의 강
한 피크와 303 nm에서의 약한 피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NbO4]3− 자체의 CT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CT 밴드(CTB)라 하며, [NbO4]3−의 기저 상태(1A1)에서
각각 상위 여기 상태인 1T2과 1T1로의 전이에 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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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s of DC emission intensities at 409 and 556 nm
under 269 nm radiation.

Fig. 5. DC PL spectra for (a) the blue and (b) green emission.

다.1,3,4,17-19) 청색 발광 밴드는 409와 430 nm에서의 청색
발광 피크가 겹쳐진 것으로서 이들 피크 각각은 [NbO4]3−
의 3T2 → 1A1, 3T1 → 1A1 전이에 의한 것이다. CTB 여
기 하에서 청색 발광 밴드 이외에 녹색 영역에서의 피
크들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 들은 [NbO4]3−에서 Er3+로
의 ET에 의한 결과이다. Fig. 5(b)의 녹색 발광 피크에
대한 여기 스펙트럼은 379 nm에서 매우 강한 피크와
269 nm에서의 약한 피크를 나타내고 있다. 전자의 경우
는 Er3+ 이온의 전형적인 특성 스펙트럼 피크이며, 후자
는 CTB 파장과 일치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NbO4]3−
에서 Er3+로의 ET가 일어 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NbO4]3−에 의하여 흡수된 에너지는 ET를 통하여 Er3+
를 기저 상태(4I15/2)에서 4F3/2,5/2까지 여기 시키며, 그 다
음 2H11/2, 4S3/2 → 4I15/2 전이에 의하여 녹색 발광을 하게
된다. 269 nm 여기 하에서 REr에 따른 [NbO4]3−에 의한
청색(409 nm) 발광과 Er3+에 의한 녹색(556 nm) 발광 강
도 변화를 Fig. 6에 나타내었다. REr의 증가에 따라서
[NbO4]3−에 의한 청색 발광 강도는 감소하는 반면, Er3+

Fig. 7. CIE coordinates of Y0.79YbxEryNbO4 powders under 269 nm
radiation.

이온에 의한 녹색 발광 강도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Er3+
이온의 농도 증가에 따라서 [NbO4]3−에 의하여 흡수된 에
너지가 Er3+ 이온으로 더 많이 에너지 전이가 일어 났
기 때문이다. 그 결과 Fig. 7에서와 같이 CIE 좌표가 청
색 영역에서 Er3+의 증가에 따라서 녹색 영역으로 이동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Y0.79YbxEryNbO4 분말을 융제를 사용한 고상반응법으
로 합성하였으며, XRD 결과로부터 Yb3+와 Er3+ 이온들

Yb3+/Er3+ 비가 YNbO4:Yb3+/Er3+의 하향 및 상향전환 발광 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 모두 Y3+ 자리로 치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980 nm 여
기에 의한 UC 발광 스펙트럼은 강한 녹색과 적색 발
광밴드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는 Yb3+ 이온에서 Er3+ 이
온으로의 ET 공정에 의한 것이다. 모든 UC 발광 피크
의 강도가 REr = 0.14까지는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상의 값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로부터 YNbO4:
Yb3+/Er3+의 UC 발광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REr =
0.14 이하 값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DC
발광 스펙트럼은 [NbO4]3−에 의한 청색 발광 피크와 Er3+
에 의한 녹색 발광 피크를 나타내고 있었다. REr이 증
가함에 따라서 청색 발광 강도는 감소하는 반면 녹색 발
광 강도는 증가하였다. 이는 [NbO4]3−에 의하여 흡수된
에너지가 ET 공정을 통하여 Er3+이온으로 더 많이 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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