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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article photoluminescence of the Al2O3:xCr2O3 solid solutions prepared by solid state reaction method are represented. The effect
of Cr2O3-activator concentration and heat treatment time on the PL characteristics have been discussed in conjunction with microstructure
of phosphor samples. The Al2O3:xCr2O3 phosphors show the highest PL intensity at x=0.003 mole when the samples are reacted at
1600

o
C for 5 h. The PL emission and absorption spectra show the maximum peaks at 698 nm and at 398 nm respectively. The CIE color

coordinate is (x=0.646, y=0.316) at 0.003 mole Cr2O3, which value is very close to the NTSC coordinate of red color. This characteristic
feature of Al2O3:xCr2O3 has been applied for an additive to improve the color characteristic of other red phosphor LiEuW2O8 which has
a relatively poor color purity with an emission peak centered at 615 nm and with a CIE coordinate (x=0.530, y=0.280). The
Al2O3:0.003Cr2O3 phosphor has been mixed with the LiEuW2O8 phosphor powder and the PL characteristics and CIE color coordinates
are characterized. The Al2O3:xCr2O3 phosphor was found effective for improving the CRI (color rendering index) of LiEuW2O8 phosp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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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백색 LED는 친환경적이며 우수한 에너지 절감 효과로

인하여 기존의 백열전등이나 형광등을 대체할 차세대 조

명으로 많은 기대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백색

LED는 일반적으로 청색광을 방출하는 InGaN계 화합물

반도체 발광 다이오드 위에 YAG:Ce계 황색 형광체를 조

합하여 만들어지거나 또는 적색과 녹색 발광 형광체를 조

합하여 구현된다.1-4) 최근에 LED BLU, 조명 등에 응용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LED에 적합한 적색 형광체의 수요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청색 LED용으로

개발된 대부분의 적색 형광체들은 색좌표가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최종

적으로 제작한 백색 LED의 연색성(color rendering)이 좋

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알루미나 단결정에 Cr 이온이 도핑된 루비(Ruby)

는 오래전부터 690 nm 파장 대(R-line)의 적색광 고체 레

이저(solid state laser) 원으로 연구되어져 왔다.5,6) 그런데

루비 레이저의 발광파장인 690 nm (R-line)는 NTSC 색좌

표에서 적색 기준색에 근접한 파장이므로 루비의 적색발

광을 LED 적색형광체로 응용할 수 있다면, Cr 이온이 도

핑된 알루미나는 매우 우수한 적색 연색성을 갖는 형광

체로 개발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6) 이제까지 Cr이 도

핑된 알루미나는 전자 또는 양성자 빔가속기의 검출기7)

나 알루미늄 금속 위의 알루미나 산화막의 응력상태 분

석
8)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연구되어져 왔으나, 적색발광

형광체로서의 응용연구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r이 도핑된 알루미나가 LED용

적색형광체로서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LED 형광체로의 응용을 위한 발광 특성 평가 및 발광 최

†
Corresponding author : Ki-Woong Chae

 E-mail : chaekw@hoseo.edu

 Tel : +82-41-540-5765 Fax : +82-41-548-3502



Al2O3:xCr2O3 고용상의 발광특성과 적색형광체의 연색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로의 응용 123

제47권 제2호(2010)

적화 조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Al2O3-xCr2O3계의

고용상에서 Cr2O3의 첨가량과 열처리 조건에 따른 형광체

분말의 미세조직과 발광(PL: photoluminescence)특성의 변

화를 고찰하였으며, 동시에 Al2O3-xCr2O3 형광체의 고유한

특성인 NTSC 적색기준에 근접한 적색발광을 이용하여

LiEuW2O8 적색 형광체9-11)
의 색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

가제로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 별도

로 제조된 LiEuW2O8 적색 형광체와 Al2O3-0.003Cr2O3를

혼합하여 색좌표 (CIE xy 좌표) 변화를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Al2O3-xCr2O3 형광체 조성에서 Cr2O3의 양 x는 0.0003,

0.001, 0.003, 0.01, 그리고 0.05 mol 첨가 하였으며, 일반

적인 고상법으로 합성하였다. 각각의 조성에 따라 칭량된

분말들은 알코올을 이용하여 막자사발에서 혼합하였다.

건조 후 고순도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어 공기 중의 분위

기에서 1600oC까지 10oC/min의 승온속도로 승온시켜 5시

간, 15시간, 그리고 30시간 열처리하였다. 얻어진 각각의

분말들은 XRD로 상분석을 행하였으며, Fluorescence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PL (Photoluminescence) 특성을

측정하였다. 아울러, 합성된 분말들의 미세조직은 주사전

자현미경(SEM : Quanta 200)으로 관찰하였다.

한편, Al2O3-xCr2O3 형광체를 기존에 알려진 다른 적색

형광체의 연색성 개선을 위한 첨가제로서의 응용 가능성

을 조사하기 위해 발광특성이 우수하며 615 nm에서 주

발광피크를 보이는 LiEuW2O8 적색형광체를 선택하여 역

시 일반적인 고상반응법으로 합성하였다. 즉, Li2CO3,

Eu2O3, 및 WO3를 원료분말로 사용하여 0.5 :0.5 :2 mol 비

조성으로 칭량한 후 Al2O3-xCr2O3 형광체 합성에서 사용

한 방법과 동일한 과정으로 형광체를 합성하였다. LiEuW2O8

형광체 합성 시에는 반응성 향상을 위해 2차에 걸쳐 열

처리를 행하였는데, 600oC에서 6시간 동안 1차 반응시킨

후 이를 분쇄하여 다시 800oC에서 12시간 동안 열처리하

여 LiEuW2O8 적색형광체를 얻었다. 얻어진 LiEuW2O8 형

광체를 미리 합성된 Al2O3-0.003 mol Cr2O3 형광체와

15:85 및 75:25 mol% 비로 칭량 후 혼합하고, 각각의 혼

합된 형광체에 대해 PL 특성 및 CIE 값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Al2O3-xCr2O3 형광체의 여기-발광 특성

알루미나(ruby) 고체 레이저는 0.5~2 at%의 크롬산화물

(Cr2O3)이 첨가되어 Cr+3(d3)에 의해 697 nm에서 붉은 단색

광의 발광 피크를 발생하며, 이는 2E→4A2 전이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7,8,12) Fig. 1은 Al2O3에

Cr2O3의 첨가량을 0.0003~0.05 mol까지 변화시켜 1600oC

에서 열처리 시간을 5시간으로 고정시켜 합성한 Al2O3-

xCr2O3 형광체의 여기-발광 스펙트럼이다. Fig. 1 (a)는 여

기 스펙트럼으로 350~460 nm에 걸친 광범위한 파장 영역

에서 흡수가 일어나고 있으며, 최대 여기파장은 398 nm인

것을 알 수 있다. Fig. 1(b)는 최대 여기파장인 398 nm를

조사하여 얻은 각 조성에 따른 발광 스펙트럼으로

660~740 nm의 좁은 영역에서 발광파장이 관찰되며, 주 발

광피크는 697 nm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체 레이저

인 루비 단결정에서 보이는 697 nm에서의 발광특성이

Al2O3-xCr2O3 분말상태에서 고상법으로 합성된 경우에도

동일한 특성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l2O3-xCr2O3 형광체의 발광 강도값은 열처리 조건을

1600oC, 5시간으로 고정시킨 경우에는 Cr2O3의 첨가량이

0.003 mol 조성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보

다 적거나 또는 많은 양이 첨가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발

광 강도값이 감소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실제적으로 루

비 고체 레이저에 첨가되는 Cr2O3의 양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양이 첨가되어야 효과적인 형광특성을 보인다는 점

이다. Cr2O3의 양이 0.05 mol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형광특

성의 강도값이 급격히 감소하여 여기 및 발광 피크가 전

혀 관찰되지 않았으며 (바닥에 깔려 있는 선), 형광체로서

의 특성을 전혀 보이지 못하였다. 이는 첨가된 Cr+3 
이온

의 농도 증가에 의해 나타나는 concentration quenching 현

상으로서 흡수에너지가 Cr+3 이온들 사이에서 동일 에너

지 준위로의 평행이동으로 인해 흡수에너지의 발광천이

(radiation transition) 현상이 억제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Fig. 2는 Al2O3-xCr2O3 형광체 분말을 1600oC에서 5시간

열처리한 시료들의 XRD 패턴인데, (a)는 순수한 Al2O3를,

(b)는 0.003 mol, (c)는 0.01 mol, 그리고 (d)는 0.05 mol의

Fig. 1. PL spectrum of the Al2O3-xCr2O3 (x = 0.0003, 0.001,

0.003, 0.01, 0.05). The excitation spectrum (a) was

measured while observing the emission line at 698 nm.

The emission spectrum (b) was measured under the

398 nm excitation.



124 채기웅·천채일·김정석

한국세라믹학회지

Cr2O3가 첨가된 조성의 것이다. Fig. 2에서 관찰되는 모든

회절 패턴들은 Al2O3 단일상임을 알 수 있는데, Cr2O3으

로부터의 회절피크는 관찰되지 않고 있어, 5시간의 열처

리에 의해 0.05 mol까지 모든 Cr2O3 상이 알루미나에 효

과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인다. Al2O3-xCr2O3계의 XRD

상분석 결과, 결정구조는 R-3c, Rhombohedral 이었으며,

결정계는 트리고날(trigonal), 격자상수 a=b=c=5.13 Å,

α=β=γ=55.28o
인 코란덤(corundum), 알런덤(alundum), 또

는 알파 알루미나(α-Al2O3)로 불리우는 알루미나 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Cr2O3가 0.05 mol 첨가된 경우에는 이

온반경이 큰 Cr3+
이

 
다량

 
고용되어 알루미나의 격자상수가

증가하여 모든 피크들이 저각도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Al2O3-xCr2O3 알루미나 형광체에서 열처리 시간의 변화

에 따른 반응성의 향상과 그에 따른 형광 특성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각 조성의 형광체 분말을 1600oC에서 5시

간, 15시간 그리고 30시간으로 열처리 시간을 변화시켜 열

처리한 후 각각의 발광 스펙트럼의 강도값을 동일한 조건

하에서 측정하였다. Fig. 3은 각각의 Al2O3-xCr2O3 형광체

시료들에서 열처리 시간의 변화에 따른 발광 강도값의 변

화를 나타낸 것인데, 가장 낮은 발광 강도값을 보여준 Al2O3-

0.0003Cr2O3 형광체 (5시간 열처리 후)의 발광강도 값을 1

로 환산하여 각각의 측정된 강도값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

타낸 것이다. 각 조성에서 발광 강도값은 열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 증가

정도는 첨가한 Cr2O3의 양에 따라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

다. 즉, 상대 강도값의 기준이 되었던 가장 낮은 값을 보이

는 0.0003 mol Cr2O3의 경우에 열처리 시간을 증가시켜도

발광 강도값에는 변화없이 거의 동일한 낮은 값을 유지하

고 있다. 아울러, 0.001 mol Cr2O3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한

값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0.003 mol과 0.01 mol Cr2O3

가 첨가된 시편에서는 열처리 시간의 증가에 따라 발광 강

도값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0.01 mol Cr2O3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30시간 열처리 후에는 0.001 mol Cr2O3

의 경우 보다 더 큰 강도값을 보이고 있다.

Fig. 4는 Al2O3-xCr2O3 형광체 분말의 열처리 시간에 따

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이다. Fig. 4(a)는 가장

낮은 발광 강도값을 보인 Al2O3-0.0003 mol Cr2O3를

1600oC 5시간 열처리한 후의 미세조직으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판상형의 알루미나 입자가 관찰되고 있으며, 약

5~8 µm의 평균 입자크기를 보이고 있다. Fig. 4(b)는 5시

간 열처리 했을 때 가장 높은 발광 강도값을 보인

0.003 mol Cr2O3가 첨가된 형광체의 미세조직으로, 앞서

가장 낮은 발광강도를 보인 (a)와 비교하여 미세조직상으

로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크기와 형상의 입자

를 보이고 있다. 즉, 첨가한 Cr2O3의 양과는 관계없이

Fig. 2. XRD patterns of the Al2O3-xCr2O3 : (a) x = 0, (b) 0.003,

(c) 0.01, and (d) 0.05.

Fig. 3. Relative PL intensity of the Al2O3-xCr2O3 (x = 0.0003,

0.001, 0.003, 0.01) according to the heat-treatment time

at 1600
o
C.

Fig. 4. SEM images of the Al2O3-xCr2O3 phosphors: (a) Al2O3-

0.0003Cr2O3 and (b) Al2O3-0.003Cr2O3 heat-treated at

1600
o
C for 5 h. (c) and (d) are Al2O3-0.01 Cr2O3 phosphors

heat-treated at 1600
o
C for 5 h and 30 h,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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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O3-xCr2O3 형광체분말은 동일한 입자의 성장과 형상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c)와 (d)는 열처리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가장 큰 발광강도값의 변화를 보였던 0.01 mol

Cr2O3 조성을 5시간 및 30시간 열처리한 이후의 미세조

직들로 이들 역시 앞서의 (a)와 (b)의 미세조직들과 비교

하여 서로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Fig. 3과 Fig. 4의 결과로부터 Al2O3-xCr2O3 형광체에서

발광강도값은 Cr2O3의 첨가량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0.0003 mol의 극히 소량의 Cr2O3가 첨가된 시료에

서는 발광센터가 되는 Cr3+ 
이온의 농도가 너무 낮아 충

분한 여기 및 발광 천이 준위를 형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0.01 mol 이상의 Cr2O3는 concentration quenching 현상의

시작으로 인하여 발광강도값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믿어

진다. 한편 0.01 mol 시편에서 열처리 시간의 증가에 따

라 발광강도값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첨가된 Cr2O3의 일

부분이 장시간의 열처리 시간 동안 휘발하여(evaporation)

전체적으로는 Cr2O3의 첨가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

고, 이로 인해 Cr2O3의 첨가량이 발광을 위한 최적의 조

성에 가까워졌기 때문으로 믿어진다. 한편, 고상법에 의

한 형광체 분말의 합성에서 열처리 시간의 증가에 의해

서도 입자성장이 효과적으로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Al2O3-xCr2O3 형광체를 이용한 적색 형광체의 연색성

향상

Fig.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은 PL 특성을 갖는 형광체

시료 Al2O3-0.003Cr2O3의 색좌표 (CIE)를 측정하였다. 측

정된 CIE 좌표는 각각 x=0.646, y=0.316이었는데, 이 결

과로 부터 Al2O3-xCr2O3 형광체가 NTSC 적색 (red) 기준

치(x=0.67, y=0.33)에 가까운 우수한 적색 색순도를 가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Al2O3-xCr2O3 형광체

는 우수한 연색성을 갖는다는 장점은 있으나, 자체의 발

광 피크(698 nm)의 폭이 넓지 못하며, 특히, NTSC에 가

까울수록 적색발광 광량이 감소하는 단점으로 인해 실제

응용에 있어서는 Al2O3-xCr2O3 자체만으로는 발광강도가

낮아 적색 형광체로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l2O3-xCr2O3가 가지는 우수한 연색성

을 색특성이 미흡한 다른 적색 형광체 (발광파장 영역 600

~640 nm)에 참가하여 사용하면 이들 형광체의 낮은 연색

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5는 고상반응법으로 제조한 LiEuW2O8 적색형광체

에 Al2O3-0.003mol Cr2O3 형광체를 각각 15 mol% 및

75 mol%를 혼합하여 발광특성의 변화를 관찰한 것이다.

LiEuW2O8 적색 형광체와 Al2O3-0.003 Cr2O3 형광체는 모

두 395 nm 여기 파장대에서 가장 강한 흡수 피크를 보이

므로 혼합된 형광체 분말의 발광 스펙트럼은 395 nm 여

기파장을 조사하여 얻은 것이다. Fig. 5(a)는 순수한

LiEuW2O8 적색 형광체 만의 발광피크로 Eu의 4f 준위의

여기 및 기저 천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기존 문헌에

서 보고된 바와 같이 여기 준위가 5D0→
7F2 전이에 의해

615 nm의 주발광 피크를 나타냈다.9,10) 592 nm, 651 nm 및

705 nm에서의 약한 발광피크 또한 각각 5D0→
7F1, 

5D0→
7F3와 5D0→

7F4의 전이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미 보고된 기존의 결과들과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

다.11) Fig. 5(b)와 (c)는 각각 Al2O3-0.003Cr2O3 형광체를

LiEuW2O8 적색형광체에 15 mol% 및 75 mol%를 혼합하

여 제조한 혼합 형광체의 발광스펙트럼이다. Fig. 5(d)는

비교를 위한 것으로 순수한 Al2O3-0.003Cr2O3 형광체의 PL

특성이다. Al2O3-0.003Cr2O3 형광체의 첨가에 의해 순수한

LiEuW2O8 적색형광체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698 nm에

서의 여기파장이 새롭게 관찰되고 있다. 또한, Al2O3-

0.003Cr2O3 형광체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Cr3+
의 주

발광피크인 698 nm의 강도값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LiEuW2O8 형광체의 주 발광피크인 615 nm의 강도값은

Al2O3-0.003Cr2O3 형광체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두 형광체의 주 발광 피크들의 공존과 발광 강도값

의 변화는 실제적으로 혼합형광체의 색특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Fig. 6은 이러한 색특성의 변화를 CIE 색좌표

로 표시한 것이다. Fig 6(a)는 순수한 LiEuW2O8의 CIE xy

Fig. 5. PL spectrum of the (1-x)LiEuW2O8-x(Al2O3-0.003Cr2O3)

phosphor. (a) x=0 (LiEuW2O8) (b) x=0.15 (0.85LiEuW2O8-

0.15Al2O3:0.003Cr2O3) (c) x=0.75 (0.25LiEuW2O8-0.75Al2O3

:0.003Cr2O3), and (d) x=1.0(Al2O3:0.003Cr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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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으로서 x=0.530, y=0.280로 측정되었으며, LiEuW2O8에

Al2O3-0.003Cr2O3를 15 mol% 혼합한 (b)에서는 x=0.633와

y=0.308를, Al2O3-0.003Cr2O3를 75 mol% 혼합한 (c)는

x=0.641와 y=0.314를 보였다. Fig. 6(d)는 순수한 Al2O3-

0.003Cr2O3 형광체의 CIE 좌표를 표시한 것이다. Al2O3-

0.003Cr2O3 형광체 분말의 첨가에 의해 혼합형광체의 색특

성이 Fig. 6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것과 같이 NTSC 기준

좌표에 접근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615 nm에

서 주 발광파장을 나타내며 낮은 연색성을 특성을 갖는

LiEuW2O8 형광체에 Al2O3-0.003Cr2O3 형광체 분말을 혼합

하는 경우 연색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고상합성법을 통해 Al2O3:xCr2O3 형광체를 합성하여 도

펀트의 첨가량과 열처리 조건에 따른 PL 특성을 분석하

였다. Al2O3:xCr2O3는 698 nm에서 주 발광피크를 갖는 적색

특성이 우수한 색특성을 보였다. 발광스펙트럼도 350~450 nm

의 넓은 영역에서 흡수피크를 갖는다. 첨가된 Cr2O3는

x=0.05 mol까지 모두 α-알루미나 기지상에 고용되었다. 열처

리 조건을 1600oC에서 5시간으로 고정한 경우에는 0.003 mol

Cr2O3에서 가장 우수한 발광 특성을 보였으며, 이보다 적거

나 많이 첨가된 경우 발광 강도값은 감소하였다. 열처리

시간을 5~30시간으로 증가 시키는 경우 concentration

quenching에 의해 발광강도가 현저히 낮았던 0.01 mol

Cr2O3 조성에서도 발광강도값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장시간의 열처리에 의해 Cr이 휘발하여 Cr 농도가 발광

을 위한 적정 조성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Al2O3-0.003 mol Cr2O3 형광체의 CIE 색좌표는 x=0.646,

y=0.316으로 우수한 적색 색순도를 보였다. 그러나 발광

강도가 비교적 낮아 그 자체로는 적색 형광체로 이용하

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색 발광강도는

우수하지만 적색 연색성이 낮은 LiEuW2O8 형광체(CIE

x=0.530, y=0.280)에 Al2O3-xCr2O3 형광체를 첨가함으로

써 연색성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Al2O3-0.003Cr2O3

를 15 mol% 첨가한 경우의 CIE 색좌표 값 (x=0.633,

y=0.308)을, 75 mol% 혼합한 경우는 (x=0.641, y=0.314)

를 얻어 혼합형광체의 색특성을 NTSC 적색기준 좌표에

접근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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