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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광자결정이란 주기적인 유전체의 배열이다. 광자결정의 주기적
인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브래그 회절 현상에 의해 특정 주파수 대
역의 빛이 구조 내부에 존재할 수 없는데, 이를 광밴드갭이라고 한
다. 광자결정은 고체결정과 유사한 성질을 많이 나타내는데, 광자결
정에서의 광밴드갭은 고체결정에서 주기적인 포텐셜에 의해 특정
에너지 범위의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에 대응되는 현상이다. 한
편 광밴드갭의 양 경계에 해당하는 상태를 광밴드에지라고 한다. 광
밴드에지 모드에 해당하는 광자는 구조 내부에서 군속도가 0이 되
며 구조 전체에 걸쳐 정상파의 형태로 분포하며 특정 매질에만 집
중되는 성질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1차원 광자결정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그 광밴
드에지 효과에 의해 형광체의 발광 세기가 증대되는 ‘1차원 광자결
정 형광체 구조’를 제시하였다. 두 종류의 고분자 물질을 번갈아 스
핀 코팅하는 방법으로 1차원 광자결정 형광체 구조가 제작되며, 형
광체 물질로는 CdSe/ZnS 코어-쉘 양자점이 삽입된다. 펌프 광원
의 파장이 광밴드에지에 맞춰지도록 광자결정 형광체 구조가 제작
된다면 펌프 광자와 구조 내부의 양자점과의 상호작용이 증대된다.
한편 관심 주파수 영역에서 광밴드갭 또는 광밴드에지를 나타내지
않고 벌크와 유사한 광학적 성질을 갖는 레퍼런스 형광체 구조 역
시 설계 및 제작되었다. 펌프 광원의 파장을 광밴드에지 근처에서
변화시키면서 광자결정 형광체의 광발광 세기가 측정되었다. 펌프
i

광자의 에너지가 광밴드에지 모드에 해당할 때 광자결정 형광체의
발광 세기가 최대인 것을 보임으로써 이론 및 계산과 동일한 실험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레퍼런스 형광체 구조에 비해 광자
결정 형광체 구조의 광밴드에지 파장에서 발광 세기가 1.36배 강하
게 나오는 결과를 얻었다.

핵심어: 광자결정, 형광체, 광밴드에지, 양자점, 광발광
학번: 2012-2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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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소개
1.1 광자결정
1.1.1 소개
광자결정(photonic crystal; PC)이란 주기적인 유전체의 배열을 의
미한다. 그 주기성의 방향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1, 2, 3차원 광자결정으
로 구별할 수 있다. 광자결정은 전자기 금지대(electromagnetic stop
band) 또는 광밴드갭(photonic band-gap; PBG)을 갖는 것으로 특징지
어진다. 이러한 광밴드갭의 개념은 Yablonovitch와 S. John에 의해
1987년 3차원 광자결정 구조의 연구를 통해 처음 대두되었다[1, 2]. 기
존에 알려진 개념 중 원자의 주기성에 의해 전자가 특정 에너지 범위에
서 존재하지 않는 밴드갭(band-gap)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주
기를 갖는 유전체의 배열 (즉, 광자결정) 구조에서 역시 그 주기 스케일
의 파장을 갖는 광자에 대해 광밴드갭을 가질 것이라는 논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광밴드갭의 주파수 범위 내의 전자기파는 광자결정 내에서 전파
(propagation)가 금지되며, 외부로부터 입사하는 광밴드갭 내의 전자기
파는 모두 반사된다. 주기성을 이용하여 매질 내의 빛의 분산관계를 변조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구조의 형태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어떠한 특정
주파수 범위의 광밴드갭을 가지는 광자결정을 인위적으로 설계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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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 2, 3차원 광자결정의 모식도[3]

1.1.2 결정과 광자결정의 비교
주기적인 포텐셜(potential)을 가지는 결정(electronic crystal) 내에
서의 전자와, 주기적인 유전율을 가지는 광자결정 내의 광자는 그 습성에
있어 유사성이 많다. 전자의 행동은 주기적인 포텐셜 조건 하에 슈뢰딩거
방정식(Schrödinger’s equation)으로 기술할 수 있고, 광자의 경우는 주
기적인 유전율의 조건 하에 맥스웰 방정식(Maxwell’s equation)으로 기
술 가능하다. 또 주기적 구조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블로흐 정리
(Bloch’s theorem)에 의해 각각의 고유상태에 해당하는 파동함수 또는
장(field)을 구할 수 있다.
2

고체결정 내의 전자 :
−

슈뢰딩거 방정식 :

ℏ

∇ + V( ) ψ ( ) = Eψ ( ) (eq. 1-1-1)

: V( ) = V( + )

주기적 포텐셜

: ψ ( ) = u ( )e

블로흐 정리

(eq. 1-1-2)

∙

(eq. 1-1-3)

광자결정 내의 광자 :
맥스웰 방정식 :
주기적 유전율 :
블로흐 정리

:

∇×

( )

∇×

ε( ) = ε( + )
( )=

( )e

( ) =
∙

(r)

(eq. 1-1-4)
(eq. 1-1-5)
(eq. 1-1-6)

구조의 주기성에 의해 각각 전기적 에너지 밴드구조와 광밴드구조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와 같은 고체결정 내에서 전자는 모든 격
자점에서 원자핵에 의해 주기적인 쿨롱(Coulomb) 포텐셜을 느낀다. 슈
뢰딩거 방정식을 풂으로써 전자의 확률적 분포에 관련된 파동함수 Ψ를
구할 수 있고, 허락된 에너지 상태(allowed energy states)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에너지밴드라고 한다. 광자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구조 때문에 브래그 산란에 의해 광학적 파동의 회절이 일어나며, 맥스웰
방정식을 풂으로써 전자기파의 고유벡터를 얻을 수 있고 그 분산 관계인
광밴드구조(photonic band structure)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광자결정
에서의 광밴드구조는 고체결정에서의 전자의 에너지밴드구조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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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광밴드구조
광자결정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광밴드갭이다. 광자
결정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굴절률이 충분히 크고 주기가 일정하게 잘 정
의돼있다면, 광자가 유전율의 주기성에 영향을 받아서 광자의 진행이 금
지되는 특정 파장 대역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광밴드갭이다. 밴드갭 내의
빛은 구조에 진행할 시 감쇠파(evanescent wave)가 되고, 밴드에 해당
하는 빛은 구조 내부에 존재 가능한 진행파(propagating wave)가 된다.
이 둘의 경계 상태에 있는 빛은 정지파(standing wave)가 되고, 이 경계
상태를 광밴드에지(photonic band-edge; PBE)라고 한다. 광밴드에지
모드에 해당하는 빛은 광자결정 구조 내부에서 군속도(group velocity;
=

⁄

)가 0이 되며, 따라서 매질과 광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매우

크게 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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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달행렬법
광자결정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실현할 수 있는 1차원 광자결정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전달행렬법(Transfer
Matrix Method; TMM)이다. 전달행렬법은 양자역학적 토대 없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유전체 매질을 통해 평면파
(plane wave)가 진행할 때 유전율이 서로 다른 각 박막 계면에서의 반
사, 투과는 프레넬 방정식(Fresnel equation)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
나 그림 2와 같이 박막 구조이거나 여러 겹의 유전체 매질로 이루어져
있어 계면이 두 개 이상일 때는 각각의 계면에서 빛의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투과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이들간의 간섭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무한히 많은 반사 또는 투과된 빛들 간의 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계
산이 번거로워진다.

그림 2. 박막 구조에서 각 계면에 의해 일어나는 빛의 반사와 투과
에 대한 개념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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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달행렬법은 맥스웰 방정식에 기초하여 계면에서 전기장
의 연속 조건만 고려하게 된다. 각각의 매질 층에 대하여 행렬의 형태로
표현되는 계수 값들을 입사 매질로부터 최종 매질까지 전달시켜나가는
방법으로써, 처음 매질 층에서의 전기장을 알면 여러 겹의 매질 층을 거
친 후의 전기장은 행렬을 작용함으로써 간단히 유도될 수 있다. 즉 각 매
질 층들은 행렬로 대표될 수 있다. 이 전달행렬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반사 계수와 투과 계수, 따라서 반사율과 투과율을 구할 수 있다.
여러 겹의 박막 구조에 +z 방향으로 수직 입사하여 진행하는 특정
파장의(파수의) 전기장을 고려하겠다. 박막 특정 매질 층의 전기장은 +z
방향으로 진행하는 평면파와 –z 방향으로 진행하는 평면파의 중첩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와

+

( )=
( )

.
−

(eq. 1-2-1)
.

(eq. 1-2-2)

는 물론 각 경계에서 연속이어야 한다. 위 식에서 k는

매질에서의 파수(wave vector)로 k =

π
λ

와 같고, n은 매질의 굴절률이

다. z방향으로 거리 d만큼 진행한 위치에서의 전기장은, A와 B를 소거하
여 다음과 같은 행렬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

ℎ

)

)

=
=

∙
−

( )

(eq. 1-2-3)

( )

(eq.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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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질에서의 파수 k와 매질의 박막의 두께 d에 대하여 위 행렬 M은
그 매질의 박막을 통한 전파(propagation)를 의미한다. 따라서 N개의 박
막 층이 쌓인 구조가 있고, 그 중 j번째 박막의 전달행렬(transfer
matrix)를

라 한다면 구조 전체의 전달행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eq. 1-2-5)

이제 다중 박막 구조의 주된 관심사인 반사율과 투과율을 얻기 위한
단계이다. 여러 겹의 박막으로 된 구조에서 첫 번째 박막의 시작이
이라고 할 때 z < 0인 매질에서의 전기장은 아래과 같이
다.

( )=

처음 매질에서 파수가

( ) 로, 박막

( ) 로 나타낼 수 있

구조를 통과하고 난 마지막 매질에서의 전기장은

( )=

=0

+

(eq. 1-2-6)
(eq. 1-2-7)
일 때 그 전기장은 입사하는 원래의 입사

파와 반사되어 나오는 파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는 입사 파의 전

기장의 진폭이며, 반사되어 나오는 파에서 그 진폭에 곱해진 계수 r을 반
사계수라고 한다. 한편 마지막 매질에서는 파수가

일 때 -z방향으로

진행하는 파가 있을 수 없으므로 원래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투과파만 있
을 뿐이고 여기서 전기장의 진폭에 곱해진 t는 투과 계수이다. 다중 박막
구조 전체의 두께가 L, 구조 전체의 전달행렬이
과 t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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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다음을 풀어 r

( )

( )

=

∙

( )

(eq. 1-2-8)

( )

반사율 R과 투과율 T는 각각 R = |r| , T = |t| 로 구할 수 있다. [4]

매질의 흡수가 있을 경우 파수 k =

π

λ

에서 굴절률 n을 복소수 형태인

n = n − iκ로 기술하면 되고, 흡수율은 A = 1 - R - T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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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1 차원 광자결정 형광체의 이론과 계산
2.1 소개
형광체 물질은 펌프 광자를 흡수하고, 흡수한 광자의 에너지보다 낮
은 에너지의 광자를 방출하는데 이것을 광발광(photoluminescence) 현
상이라 한다. 이러한 형광체의 광발광 현상은 여러 종류의 발광 소자에
응용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로 청색 LED 칩에 황색 형광체를 적
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작되는 백색 LED가 있다[5]. 이러한 분야에서
형광체의 효율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 형광체의 효율을 증가시
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6]. 그러나 지금까지의 형광체 효
율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형광체 물질의 물성에 관한 연구였으며, 형광체
를 포함한 구조에 관한 측면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소
개할 연구는 형광체에 1차원 광자결정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형광체의 발
광 효율을 증대시킨 연구이다.
광자결정이란 굴절률이 주기적으로 배열된 구조로써, 구조 내부에 특
정 주파수 범위의 빛이 전파될 수 없는 광밴드갭의 특성을 가진다. 본 연
구에서는 (광장결정 구조를 토대로 형광체를 삽입한) 광자결정 형광체
구조에서 광밴드에지를 이용한다. 광밴드에지의 여러 특성 중 하나는 광
밴드에지 모드에 해당하는 광자는 구조 내부에서 군속도가 0에 근접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광밴드에지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는 구조 내의 물질과
9

더욱 강하게 상호작용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7]. 발산된 광자의 에너지
가 광밴드에지에 맞도록 하여 광이득(optical gain)을 증대시키는 광밴드
에지 레이저 등[8]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펌프 광자의 에너지를 광
밴드에지에 맞추어 형광체의 발광 효율이 향상됨을 증명하였다.

10

2.2 1 차원 광자결정 형광체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된 1차원 광자결정 형광체 구조는 일반적인 브래그
반사체(Distributed Bragg Reflector; DBR) 형태를 기본으로 하는 구조
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물질이 주기적으로 번갈아 배열돼 있는 형태이
다. 그림 3은 1차원 광자결정 형광체를 도식화한 것으로, 높은 굴절률의
물질 층과 낮은 굴절률의 물질 층이 번갈아 쌓여 있는 것을 나타낸다. 펌
프 광자가 아래에서 수직으로 입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1차원 광자결정
형광체의 각 박막을 이루는 물질로는 고분자 물질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스핀코팅 방법을 이용해 여러 겹의 박막 구조를 만드는 것이 특히 용이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높은 굴절률을 가진 물질로 PVK(poly nvinylcarbazole), 낮은 굴절률을 가진 물질로 CA(cellulose acetate)를
사용하였다. 엘립소미터로 각 물질의 굴절률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4에
서 보여준다. λ ~ 450 nm 에서 PVK의 굴절률은 nPVK ~ 1.723, CA의
굴절률은 nCA ~ 1.495이다. 두 고분자 물질의 굴절률 차이는 ~0.23 정
도로, 명확히 구분되는 광밴드구조로서 광밴드갭(PBG)이나 광밴드에지
(PBE) 등의 성질을 뚜렷이 나타낼 수 있으므로 광자결정 구조의 조건에
부합한다. 더욱이 이 물질들은 각각 극성 및 비극성 용매에만 용해되는
특성이 있어서, 실제 스핀코팅 방법을 이용하여 박막을 제작할 때 PVK
층과 CA 층이 서로 섞이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9].
형광체로는 발광 중심 파장이 580 nm인 CdSe/ZnS 코어-쉘 구조의 양
자점(quantum dot; QD) 물질이 사용되었다. 양자점 물질은 높은 굴절률
의 물질 층에만 분포하게 하는데, 이는 후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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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유에서이다. 광자의 에너지가 고굴절률밴드(high index band; HIB)
또는 저굴절률밴드(low index band; LIB)의 광밴드에지 모드에 해당될
때 각각 광자결정 구조 내부의 고굴절률 물질 층 또는 저굴절률 물질 층
에 선택적으로 광자가 강하게 집중된다[10]. 본 연구의 경우 고굴절률밴
드의 광밴드에지 모드에 펌프 광자의 에너지를 맞추어, 높은 굴절률 물질
층에만 포함돼있는 양자점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도록 한다. 형광체에서
방출된 광자의 에너지가 아닌, 펌프 광자의 에너지를 광밴드에지 모드에
맞춘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그림 3. 1차원 광자결정 형광체 구조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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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차원 광자결정에 사용되는 두 종류의 고분자 물질인 PVK
와 CA의 파장에 따른 굴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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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차원 광자결정 형광체 구조의 광학적 성질
2.3.1 광밴드갭과 광밴드에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1D PC 형광체 구조는 PVK 층의 두께를 dH
= 66 nm, CA 층의 두께를 dL = 60 nm로 하며, 총 PVK/CA 박막 쌍의
수는 N = 15로 고정한다.
전달행렬법을 이용하여 이 1D PC 형광체 모델의 반사율 스펙트럼을
계산해보면 그림 5의 오른쪽 그래프와 같다[11]. 이에 대응해서 평면파
전개방법(plane wave expansion; PWE)을 이용하여 박막 쌍의 총 수가
무한대인 이상적인 광자결정 구조의 광밴드구조를 계산한 것이 왼쪽 그
래프이다. 광밴드갭에 해당하는 파장 영역에서 반사율이 1에 가까워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자기 금지대(stop-band)로서 구조 내부에 해당
광자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에 부합한다. 반사율의 극대점의 파장을 λ0라
고 한다. 반사율 스펙트럼에서 광밴드갭 영역의 양 경계에 존재하는 첫
번째 극소점들이 광밴드에지에 대응된다. 단파장 영역의 첫 번째 극소점
을 λ-1, 장파장 영역의 첫 번째 극소점을 λ+1이라고 한다.
박막 쌍의 총 수가 무한대라면 이상적인 광자결정 구조가 성립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으로의 구현의 편의성을 위해 박막 쌍의 수를
N = 15로 고정하는데 이 때 λ-1이 이상적인 광자결정 구조라면 저굴절
률밴드의 광밴드에지에 대응되는 파장이며, λ+1은 이상적인 광자결정 구
조라면 고굴절률밴드의 광밴드에지에 대응되는 파장이다. 본 구조는 유한
한 광자결정이기 때문에 본 구조로부터 계산한 λ±1(광밴드갭 양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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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반사율의 첫 번째 극소점들)과 이상적인 광자결정 구조로부터
계산한 광밴드에지에 해당하는 파장 사이에는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된다.

그림 5. 이상적인 1차원 광자결정의 광밴드구조와 유한한 1차원 광
자결정 형광체 모델의 반사율 스펙트럼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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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구조 내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 분포
그림 6은 전달행렬법을 이용하여 펌프 광원의 파장(λpump)이 각각
λ-1, λ0, λ+1로 1D PC 형광체 모델의 왼쪽에서 수직으로 입사했을 때
구조 내부에 분포하게 되는 전기장의 세기를 보여준다[11]. 펌프 광원의
파장이 광밴드갭 내부에 포함될 경우(λpump = λ0), 구조 내부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광자의 진행 방향에 따라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입사하는 빛이 완전히 반사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펌프
광원의 파장이 광밴드에지에 대응되는 경우(λpump = λ±1), 전기장이
구조 내부 전체에 걸쳐 정상파의 형태를 가지고 강한 세기로 분포하는
공명 터널(resonant tunneling)효과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특히 λpump
= λ+1일 경우 높은 굴절률의 물질 영역에, λpump = λ-1일 경우 낮은
굴절률의 물질 영역에 전기장이 강한 세기로 집중된다. 이를 통해 만약
λ±1의 파장으로 입사하는 펌프 광자에 대해, 전기장이 강하게 맺히는
영역에

형광체가

분포한다면

펌프

광자와

형광체

사이에

강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강한 상호작용은
펌프 광자의 강한 흡수와, 발광 세기의 증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형광체가 흡수한 광자의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로(장파장으로) 방출한 광자가 광밴드갭 영역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펌프

광자의

파장으로

λ+1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고굴절률밴드의 광밴드에지에 의한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형광체는
고굴절률 물질에만 선택적으로 삽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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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펌프 광원이 수직 입사하는 경우, 펌프
광원의 파장에 따른 광자결정 구조 내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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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 차원 광자결정 형광체 구조의 흡수와 발광
실제 실험을 위한 모델 설정에 앞서 1D PC 구조가 형광체의 흡수
및 발광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즉 1D PC 구조와 형
광체의 흡수, 발광 사이에 물리적으로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에 1D PC
구조가 형광체의 발광 효율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겠다.
1D PC 형광체 구조의 각 박막을 이루는 고분자 물질의 굴절률을 나타낼
때 그 분산을 고려하기 위해 고분자 물질의 굴절률은 파장의 함수로 나
타내어진다. 또한 양자점과 같은 형광체의 경우 광자를 흡수함으로써 그
결과물로 광발광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흡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굴절률은 반드시 허수를 포함한 형태로 나타내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PVK 물질에 양자점이 미량 삽입된 높은 굴절률 박막의 경우 굴절률은
nH = nPVK(λ)-ik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CA 물질에는 양자점이 포함
되지 않았으므로 낮은 굴절률 박막의 경우 굴절률은 nL = nCA(λ)로 나
타낼 수 있다. 이 때 k값이 커지면 1D PC 형광체 모델의 광밴드구조 특
성이 변형되어 명확한 광밴드갭과 광밴드에지가 정의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k 값은 1D PC 형광체 모델의 광밴드구조가 변형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값으로 설정한다. 실제 본 연구에서 선택된 CdSe/ZnS 코어
-쉘 양자점은 그 흡수계수(absorption coefficient)가 ε = 105 cm-1
M-1로 알려져 있으며[12], 계산을 통해 양자점의 몰농도가 10mM 이하
인 경우 1D PC 형광체 모델의 광밴드구조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
다.
펌프 광자가 1D PC 형광체 구조에 수직으로 입사되면 구조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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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양자점 물질에 의해 흡수가 일어난다. 전달행렬법으로 구해진 반사
율(reflectance)을 R, 투과율(transmittance)을 T라고 할 때, 1D PC 형
광체 구조에 의한 펌프 광자의 흡수율(absorbance) A는 단순한 에너지
보존 공식인 A = 1 - R - T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R과 T를 전달행
렬법으로 계산할 시에 각 물질 층의 굴절률은 분산을 고려하여 파장의
함수로 표현되어야 하며 양자점 물질의 흡수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앞서
논의한대로 nH = nPVK(λ)-ik, nL = nCA(λ) 를 이용한다.
형광체의 흡수와 발광 사이의 관계의 논의에 있어서는 형광체의 내
부 양자 효율(internal quantum efficiency)이 1에 가깝다는 가정 하에
펌프 광자의 흡수율 A와 형광체의 발광 세기가 단순히 비례한다고 생각
해도 무방하다. 실제로도 CdSe/ZnS 코어-쉘 양자점은 상당히 높은 내
부 양자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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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모델 설정
1D PC 형광체 구조의 광밴드에지에서 일어나는 효과를 비교하기 위
해 세 가지 형광체 구조 모델로 “bulk”, “bulk-like PC”와 “PC”
를 설정하였다. 세 형광체 구조 모델의 차이점은 오직 낮은 굴절률(CA)
층의 두께에서만 있다. Bulk에 대해 dL = 0 nm, bulk-like PC에 대해 dL
= 40 nm, PC에 대해 dL = 60 nm이다. 그러나 높은 굴절률(PVK) 층의
두께는 세 형광체 구조에 대해 모두 dH = 66 nm로 동일하다. 총 박막
쌍의 수 역시 N = 15로 고정한다. 이는 세 종류의 형광체 구조에 대해
높은 굴절률 물질의 박막의 총 두께(dH × N = 990 nm)가 동일하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PVK 층 내에서의 양자점 물질의 농도에 상관없이
양자점 물질의 총량도 동일하게 고정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bulk 형광체는 두꺼운 단일 PVK 층(양자점 물질이 삽입된)에 불과하며
bulk-like PC 형광체는 PC 형광체에 비해 CA 박막 층이 매우 얇아진
구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광밴드에지 효과를 보고자 하는 영
역인 400 nm ~ 500 nm(청색 계열인 ~450 nm의 주변)의 범위 내에서
bulk와 bulk-like PC는 모두 광밴드에지 모드를 갖지 않는다. 기저물질
로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투명(transparent)한 쿼츠(quartz)를 선택하였
다. 쿼츠의 굴절률과 두께는 각각 nQZ ~ 1.54, 1000μ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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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반사율 스펙트럼의 계산
그림 7은 전달행렬법을 이용해 계산한 세 형광체 구조의 반사율 스
펙트럼이다. 1 mm 쿼츠 기판의 존재 때문에 반사율에 패브리-패롯
(Fabry-Perot) 진동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평활화(smoothing)하
여 최종적인 반사율 스펙트럼을 얻는 방식을 취한다. 그림 7에서는 PC
형광체 구조의 패브리-패롯 진동만을 표시하였지만 bulk와 bulk-like
PC 형광체 구조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거친다.
PC 형광체 구조의 광밴드갭에 대하여 장파장 영역으로 첫 번째 극
소점인 λ+1이 잘 정의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λ+1은 이상적인 PC라면
고굴절률밴드(HIB)의 광밴드에지에 대응되는 파장으로, 앞으로 광밴드에
지 효과를 보고자 하는 파장이다. 이에 비해 bulk나 bulk-like PC 형광
체 구조의 반사율 스펙트럼은 해당 영역에서 밴드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
고, 얕은 패브리-패롯 진동만을 보여줄 뿐이다. Bulk-like PC 형광체의
반사율 스펙트럼이 bulk 형광체의 반사율 스펙트럼과 유사한 것에 주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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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세 형광체 구조(bulk, bulk-like PC, PC 형광체)의 반사율
스펙트럼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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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흡수율 스펙트럼의 계산
그림 8은 전달행렬법을 이용하여 세 형광체 구조의 흡수율 스펙트럼
을 계산한 결과이다. 반사율 스펙트럼을 구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1
mm 쿼츠 기판에 의해 생기는 패브리-패롯 진동을 평활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PC 형광체 구조의 흡수율의 최고점(peak)이 λ+1 근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광밴드에지 효과를 나타낸
다. 반면 bulk나 bulk-like PC 형광체는 해당 영역에서 광밴드구조 효과
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흡수율 역시 해당 영역에서 뚜렷한 최고점을 찾
아볼 수 없다. 즉, 파장에 따른 흡수율의 변화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λ+1에서의 흡수율을 비교하면 PC 형광체의 흡수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bulk 형광체에 비해서는 대략 두 배 가까이 된다. 흡수율의 상승은 그로
인한 발광 역시 증가할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펌프 광자의 에너지가 PC
형광체 구조의 광밴드에지 모드에 맞춰진다면 발광 효율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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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세 형광체 구조(bulk, bulk-like PC, PC 형광체)의 흡수율
스펙트럼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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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제작 및 측정
3.1 샘플 제작
3.1.1 Bulk 형광체 구조의 구현의 한계
이상적인 레퍼런스(reference)라고 할 수 있는 bulk 형광체 구조 모
델을 실제로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PVK:양자점 용액의 점도가 낮아서
한 번의 스핀코팅 과정을 통해서 990 nm 두께의 박막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PVK:양자점 용액을 여러 번 스핀코팅하여 bulk 형광체
구조를 만드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사이사이 CA 박막 층이 없기 때문에
PVK:양자점 용액만을 여러 겹으로 스핀코팅할 경우 아래의 박막 층들이
함께 용해되어버리기 때문이다. Bulk-like PC 형광체 구조를 제안한 것
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본 연구에서 광밴드에지 효과를 보고자 하는 영
역을 포함하는 400 nm ~ 500 nm 범위에서 bulk-like PC 형광체 구조
는 이상적인 레퍼런스인 bulk 형광체 구조와 반사율, 흡수율 등에서 비
슷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해당 파장 영역에서 그 광학적 성질이 유사
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bulk 형광체 구조를 대체하여 bulk-like
PC 형광체 샘플을 제작하여 PC 형광체 샘플의 레퍼런스로써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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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PC와 bulk-like PC 형광체 샘플 제작
PC와 bulk-like PC 형광체 구조의 샘플은 두 종류의 고분자 물질을
번갈아가며 스핀코팅하는 방법으로 제작된다. 높은 굴절률과 낮은 굴절률
을 가진 두 고분자 물질로는 각각 PVK와 CA가, 높은 굴절률 층에만 삽
입될 형광체로는 CdSe/ZnS 코어-쉘 구조의 양자점 물질이 사용된다.
높은 굴절률의 박막을 위한 PVK:양자점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PVK
를 톨루엔에 18mg/ml의 농도로 용해시킨다. 양자점은 PVK-톨루엔 용
액에 0.67mg/ml의 농도가 되도록 혼합한다. 이 때 양자점의 몰농도는
1.67mM이 된다. 낮은 굴절률의 박막을 위한 CA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는 CA를 다이아세톤 알코올(diacetone alcohol)에 18mg/ml, 12mg/ml
의 농도로 용해시키며 각각 PC 형광체 샘플, bulk-like PC 형광체 샘플
제작에 사용한다. 전술한 용액의 농도는 스핀코팅의 속도를 4000 rpm으
로 고정시켰을 때, 각 형광체 구조 모델에 해당하는 박막의 두께를 얻도
록 맞춰진 조건들이다. 두께 1000μm인 쿼츠 기판 위에 PVK:양자점 용
액과 CA 용액을 번갈아서 4000 rpm의 속도로 스핀코팅한다. 각 코팅
단계 후에 섭씨 80도에서 5분간 샘플 건조 과정을 거쳐서 구조를 안정
화시킨다. PVK/CA 박막 쌍의 총 수를 15 쌍으로 한다.
그림 9는 제작한 샘플의 단면을 찍은 SEM 사진이다. 개개의 박막의
두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박막의 층이 구분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 SEM을 찍는 과정에서 전기적 효과 때문에 고분자 물질의 박막이
고정되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러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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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과의 영향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광자결정 구조의 단면을
찍기 위해 샘플을 쪼개는 과정에서 샘플이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박막이 여러 겹으로 균일하게 쌓여 1차원 광자결정 구
조가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다중 스핀코팅 방법으로 제작된 1차원 광자결정 형광체 샘
플의 단면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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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반사율 스펙트럼 측정
그림 10(a)와 10(b)는 PC와 bulk-like PC 형광체 구조 샘플의 반
사율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이다. 2.3.2 절에서의 반사율 스펙트럼의 계
산 결과와 함께 나타내었다. PC 형광체 샘플의 광밴드갭 파장 대역에서
반사율이 1에 근접하고 있으며 첫 번째 극소점인 λ+1이 444 nm로써 잘
정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Bulk-like PC 형광체 샘플의 경우 해당 파장
대역에서 광자결정으로써의 특성인 광밴드갭, 광밴드에지 등이 나타나지
않고 반사율 스펙트럼이 큰 굴곡 없이 나타나고 있다. 즉, 계산 결과와
측정 결과가 거의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두 형광체 구조 샘플
모두 계산한 바와 같이 잘 제작,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높은 굴절률
의 박막 층에서 양자점 물질이 PVK에 비해 매우 소량(＜10mM) 삽입되
었기 때문에 양자점 물질에 의한 빛의 흡수 역시 매우 적어서 광밴드구
조가 거의 변형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광자결정 구조
에 의한(광밴드에지 효과로 인한) 형광체의 흡수 및 발광 효과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0의 그래프 내부에 들어간 사진은 각각 제작된 샘플들을 자연
광에 비추어 본 실제 사진이다. PC 형광체 구조의 경우 청남색 계열에서
반사율이 1에 근접하는, 광밴드갭이 존재하므로 실제로도 청남색을 띄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bulk-like PC 형광체 구조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는 광밴드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도 아무런 색을 띄지 못하고
회색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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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 PC 형광체 샘플의 반사율 스펙트럼 측정 결과와 사진.
(b) bulk-like PC 형광체 샘플의 반사율 스펙트럼 측정 결과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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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발광 스펙트럼 측정
3.3.1 발광 측정 셋업
그림 11은 펌프 파장에 대하여 PC와 bulk-like PC 형광체 샘플의
광발광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셋업의 개략도이다. 각 형광체 샘
플의 광발광을 펌프 파장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에 펌프
파장을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단파장 광원을 소스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시광선 영역에서 넓은 대역폭을 가지는 제논램프와 모노크로미
터를 결합하여 펌프 파장의 조절이 가능한 단파장 광원으로 사용하였다.
제논램프에서 나온 넓은 파장 대역을 가지는 빛은 모노크로미터를 통과
하며 하여 좁은 선폭을 가지게 된다. 이 단파장 광원의 스펙트럼을 측정
한 결과 그 반치폭(full-width at half-maximum; FWHM)이 0.4 nm 정
도로써 펌프 파장이 λ+1 근처일 때 광발광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구
분 가능하며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분해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파장 광원은 각 형광체 샘플에 수직 입사되어 구조 내의 양자
점을 광펌핑하며, 양자점에서 발광된 빛은 펌프 광자가 투과되는 방향의
스펙트로미터로 들어가도록 초점을 맞추어 양자점의 발광 스펙트럼을 측
정하였다. 스펙트로미터 앞에는 펌프 광원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500 nm 롱패스필터(long-pass filter)를 두었다. 괄방광 측정 실험은 상
온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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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조절 가능한 펌프 파장의 단파장 광원을 소스로 하여 샘플
의 광발광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셋업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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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발광 스펙트럼 측정 결과
그림 12(a)와 12(b)는 각각 폄프 파장에 따른 PC 형광체 샘플과
bulk-like PC 형광체 샘플의 발광 스펙트럼의 측정 결과이다. 펌프 파장
이 바뀌어도 형광체의 발광 스펙트럼의 모양은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발광 중심 파장(~ 580 nm)의 이동도 없고, 스펙트럼의 선폭
(FWHM ~ 35 nm)의 변화도 없다. 그러나 펌프 파장이 변함에 따라 발
광 스펙트럼의 최고값, 즉 발광 세기에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bulk-like PC 형광체 구조의 경우 발광 스펙트럼의 최고값이 펌프 파장
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변하는데 반해, PC 형광체 구조의
경우 그 변화가 심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펌프
광원 자체의 세기의 변화가 형광체의 발광 세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 위해 모노크로미터를 통과한 펌프 광원의 자체의 스펙트
럼 역시 측정해보았다. 펌프 광원의 스펙트럼 측정 결과는 그림 13(a)에
서 보여진다. 관심 영역인 λ+1(~ 444 nm)를 포함하는 영역(390 nm ＜
λpump ＜ 490 nm)에서 5 nm 간격으로 펌프 광원의 스펙트럼을 측정하
였다. 특히 광밴드에지 효과를 보기 위해 유의해야 할 λ+1 근처(420
nm ＜ λpump ＜ 460 nm)에서는 2 nm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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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펌프 파장에 따른 (a) PC 형광체 샘플과 (b) bulk-like
PC 형광체 샘플의 발광 스펙트럼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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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파장에 따른 각 형광체 샘플의 발광 스펙트럼 측정 결과에서
펌프 광원 자체의 세기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펌프 광원의 세기로 정
규화(normalize)하는 과정을 거친다. 각각의 펌프 파장에 대하여 양자점
의 발광 스펙트럼인 그림 12(a), (b)을 적분한 값을 발광 세기라 할 수
있고, 이를 각 펌프 광원의 세기인 그림 13(a)의 최고값으로 나눔으로써
펌프 광원의 세기로 정규화한 발광 세기를 얻는다. 그림 13(b)의 각 점
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값이다. 그림 13(b)에서 펌프 파장이 증
가함에 따라 bulk-like PC 형광체 샘플의 발광 세기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PC 형광체 샘플의 발광 세기는 펌프 파장이 증가
함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PC 형광체 샘플의
발광 세기의 변화를 그 반사율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사율의 첫 번째 극소점인 λ+1과 광발광이 최대가 되는 펌프 파장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광밴드에지에 해당하는 펌프 광자가 입
사할 때 광자결정 구조 내부에 빛이 집중되어서 펌프 광자와 양자점 물
질간의 상호작용이 강해질 것이라는 광밴드구조에 의한 효과를 증명해주
는 결과이다. 즉, 이상적인 광자결정 구조에서의 광밴드에지에 대응되는
것이 PC 형광체 구조의 λ+1이고, 따라서 펌프 광원의 파장이 λ+1에 해
당할 때 PC 형광체 구조의 광발광이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그림 13(b)의 PC와 bulk-like PC 형광체 구조의 발
광 스펙트럼은 모두 2.7절에서 계산한 그림 8의 흡수율 스펙트럼과 유사
한 모양을 보인다. 2.4절에서의 논의에 의해 흡수가 발광 세기에 비례한
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므로 이는 제대로 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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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 모노크로미터를 통과한 펌프 광원 스펙트럼 측정 결과.
(b) 펌프 세기로 정규화한 PC와 bulk-like PC 형광체의 발광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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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발광 향상 계수
Bulk-like PC 형광체 구조에 비해 PC 형광체 구조가 λ+1의 펌프
광원에서 더 강한 발광 세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림 13
(b)에서 PC 형광체 샘플의 펌프 파장에 따른 발광 세기를 bulk-like PC
형광체 샘플의 펌프 파장에 따른 발광 세기로 나누어주고 이를 발광 향
상 계수(phosphorescence enhancement factor)로 정한다. 이를 나타낸
그래프가 그림 14의 실험 그래프이다. 그림 14의 계산 그래프는 그림 8
에서 PC 형광체 모델의 흡수율 데이터를 bulk-like PC 형광체 모델의
흡수율

데이터로

나누어준

결과로써

흡수

향상

계수(absorption

enhancement factor)라 정할 수 있겠다. 실험값인 발광 향상 계수의 최
대값은 λpump ~ λ+1일 때 1.36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펌프 광자
의 파장이 광밴드에지 모드에 대응되는 λ+1에 맞춰질 때 1D PC 형광체
샘플의 발광 세기가 bulk-like PC 형광체 샘플의 발광 세기에 비해
1.36배 가량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실험 결과와 계산 결과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위치가 모두 λpump ~
λ+1로써 일치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그래프의 개형 또한 실험 결과인 발
광 향상 계수가 계산 결과인 흡수 향상 계수의 그래프의 경향성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는 앞서 2.4절에서 논의하였던 바와 같이 양자점 물질
에 의한 발광이 펌프 광자의 흡수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만 계산 결과의 경우 흡수 향상 계수가 1.67로써 실험 결과
인 1.36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계산 단계에서 설정했던 모
델과 실험을 통해 제작된 샘플이 완전히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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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결과이며, 실제 실험의 경우 수직 입사가 아닌 점, 구조 내부에서
의 반사 또는 재흡수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림 14. 파장에 따른 bulk-like PC 형광체 구조 대비 PC 형광체
구조의 발광 향상 계수(측정값)와 흡수 향상 계수(계산값).

37

4 장 결론
굴절률이 서로 다른 물질이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조를 광자
결정이라 한다. 광자결정은 그 주기적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브래그 회절
현상으로 인해 구조 내부에 빛이 존재할 수 없는 특정 주파수 대역이 형
성되는데, 이것을 광밴드갭이라고 한다. 밴드갭 내에서 빛은 감쇠파가 되
어 모두 반사되고, 밴드 내의 상태에서 빛은 진행파가 되는데 그 경계 상
태를 광밴드에지라고 한다. 이와 같은 광밴드에지 상태에 있는 빛은 군속
도가 0이 되어 매질과 광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매우 강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광밴드에지 특성을 활용하여 1차원 광자결정
구조에 형광체를 접목시켜 발광 효율을 향상시키는 ‘1차원 광자결정 형
광체’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펌프 광자가 고굴절률 밴드의 광밴
드에지 모드에 해당될 때 전기장의 세기는 구조 내부 전체에 걸쳐 정상
파의 형태로 분포하며 고굴절률 물질 층에만 선택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굴절률 물질 층에만 형광체를 선택
적으로 분포시킨다면, 펌프 광자가 광밴드에지 모드에 맞춰질 경우 형광
체의 흡수가 향상되고 따라서 발광 세기 또한 증대될 것을 예측하였다.
전달행렬법을 이용하여 PC 형광체, bulk-like PC 형광체, bulk 형광체
모델의 반사율 스펙트럼과 흡수율 스펙트럼을 계산한 결과 광밴드에지
모드에 대응되는 파장인 첫 번째 반사율 극소점인 λ+1이 잘 정의되었으
며 해당 파장에서 PC 형광체 구조의 흡수율이 나머지 두 모델의 흡수율
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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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굴절률의 고분자 물질인 PVK와 CA를 기반으로 하여
CdSe/ZnS 코어-쉘 양자점 물질을 형광체로 고굴절률인 PVK 층에만
삽입하여 스핀코팅 방법으로 PC 형광체 구조, bulk-like PC 형광체 구
조를 실제로 제작하였으며 반사율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계산과 동일
한 그래프를 얻었다. 또한 펌프 광원의 파장에 따른 실제 광발광 측정 실
험에서, 흡수 스펙트럼의 계산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얻었다. PC 형광
체의 발광 세기를 bulk-like PC 형광체의 발광 세기로 나눈 값을 발광
향상 계수라 정의하였고, 광밴드에지 파장에 대응되는 λ+1의 펌프 광원
에서 bulk-like PC 형광체 구조에 비해 PC 형광체 구조의 발광 세기가
1.36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계산값에 해당하는 흡수 향상
계수가 λ+1에서 1.67인 것에 비해 낮은 값이지만 파장에 따른 향상 계
수의 그래프의 경향성이 동일하고, 광밴드에지 파장에서 향상 계수가 최
대가 된다는 점에서 예측 및 계산한 바와 같이 광밴드에지에 의한 효과
가 작용되었음을 증명한다. 본 연구 결과는 형광체의 발광 세기의 개선을
물성 측면이 아닌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즉 형
광체의 종류에 무관하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정 파장의 광
밴드에지를 갖는 다중박막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당 펌프
파장에 대한 발광 세기를 증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광자
결정 형광체 구조는 앞으로 단일 파장의 LED 칩에 형광체를 결합하는
방식의 백색 LED 산업 등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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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hanced phosphorescence from
one-dimensional photonic crystal phosphor
structure
Serok Choi
Majoring in Physics
Department of Physics and Astronom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hotonic crystal (PC) is a periodic arrangement of dielectric media, resulting in
a complex band structure. Due to the periodic structure of PC, Bragg-like diffraction
occurs and lights are prohibited to propagate within certain frequency range, called
photonic band-gap (PBG). The both sides of PBG are called photonic band-edges
(PBEs). One of the unique properties of PBE mode is that the photons at the PBE
have zero group velocity inside the photonic crystal structure. Also, the lights at a
PBE are distributed as standing waves in the structure with the electric field highly
enhanced and confined within the particular medium in the structure.
In this thesis, I introduce about enhanced phosphorescence from phosphor
based on one-dimensional (1D) photonic crystal (PC) structure. Two kinds of
polymer materials with different refractive indices are spin-coated alternatel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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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ate 1D PC basis. CdSe/ZnS core-shell quantum dots (QDs) were embedded in
the high index layer as the phosphorescence material. With the 1D PC phosphor
structure design, the pump photon energy is tuned to the PBE of high-index band
(HIB) so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ump photon and the QDs in the structure
is enhanced. A reference phosphor structure that doesn’t appear PBG or PBE but
does have similar photonic properties with bulk phosphor in the frequency range of
interest is also designed and fabricated. Phosphorescence of 1D PC and reference
phosphor structure is measured with changing of the pump wavelength across the
PBE. Phosphorescence intensity reaches maximum when the pump wavelength
corresponds to the PBE of 1D PC structure. It confirms that the experimental results
have a good agreement with the theoretical prediction. Based on the measurement,
we obtained that phosphorescence from the 1D PC phosphor is enhanced by the
factor of 1.36 compared to that of the reference phosp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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