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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u2+/Dy3+-doped Sr2MgSi2O7 powders were synthesized using a solid-state reaction method with flux (NH4Cl). The

broad photoluminescence (PL) excitation spectra of Sr2MgSi2O7:Eu2+ were assigned to the 4f7-4f65d transition of the Eu2+ ions,

showing strong intensities in the range of 375 to 425 nm. A single emission band was observed at 470 nm, which was the result

of two overlapping subbands at 468 and 507 nm owing to Eu(I) and Eu(II) sites. The strongest emission intensity of

Sr2MgSi2O7:Eu2+ was obtained at the Eu concentration of 3 mol%. This concentration quenching mechanism was attributable

to dipole-dipole interaction. The Ba2+ substitution for Sr2+ caused a blue-shift of the emission band; this behavior was discussed

by considering the differences in ionic size and covalence between Ba2+ and Sr2+. The effects of the Eu/Dy ratios on the

phosphorescence of Sr2MgSi2O7:Eu2+/Dy3+ were investigated by measuring the decay time; the longest afterglow was obtained

for 0.01Eu2+/0.03D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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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형광체 전환 백색 발광다이오드(Phosphor-conversion

white light-emitting diodes, pc-WLEDs)를 이용한 차세

대 조명은 기존의 조명 방법에 비하여 효율, 크기, 수

명 등의 장점 때문에 꾸준히 주목 받아 왔으며, 현재 널

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백색 발광다이오드의 제조 방

법으로는 형광체와 청색 혹은 근자외선(Near ultraviolet,

NUV) 발광다이오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후자의 경우 근자외선 칩 자체의 우수성과 청색, 녹색, 적

색의 형광체 혼합물을 사용함에 따른 높은 색 연계성을

갖고 있다.1-6) 근자외선 여기 하에서 효율적인 발광 특성

을 보이는 청색 형광체 모재로는 인산염(Phosphate)계3)와

규산염(Silicate)계가 있다. 

대표적인 규산염계 중에서도 Eu2+ 이온이 도핑된 Sr3

MgSi2O8
7-9)와 Sr2MgSi2O7

10-16) 형광체는 자외선 영역에서

의 넓은 여기 스펙트럼과 강한 청색 발광으로 널리 알

려져 있다. Sr3MgSi2O8는 단사정계 구조를 갖고 있으

며, Eu2+ 이온 도핑 시 약 350-410 nm에서 강한 흡수를

보이며, 약 460 nm를 중심으로 한 청색 발광 스펙트럼

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Sr2MgSi2O7는 정방정계 결정구

조를 갖고 있으며, 2개의 양이온 자리인 8 배위의 Sr(I)

과 6 배위의 Sr(II)를 가지고 있다.17) Eu2+ 이온 도핑 시

약 470 nm를 중심으로 한 청색 발광을 하며, Eu2+와

Dy3+를 동시에 도핑 시에는 긴 잔광시간을 갖는 인광 특

성을 보인다.14,15) 

본 연구에서는 Eu2+의 농도 및 Ba2+ 이온의 치환에 따

른 발광특성과 Dy3+ 도핑에 의한 발광 강도의 감쇠 시

간(Decay time) 변화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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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Sr2MgSi2O7:Eu2+/Dy3+를 만들기 위해 융제를 사용한 고

상반응법을 사용했으며, SrCO3(Aldrich, 99.9 %), SiO2

(High Purity Chemical, 99.9 %), Eu2O3(Aldrich, 99.99

%), MgCO3(High Purity Chemical, 99.9 %up), Dy2O3

(Aldrich, 99.9 %)를 시작 원료로 사용하였고, 융제로서

6 wt% NH4Cl(Aldrich, 99.99 %)를 첨가하였다. 원료 혼

합물을 5%H2 + 95%N2(50 sccm) 분위기의 전기 튜브로에

서 1300 oC로 3시간 열처리를 하였다. 합성된 분말의 결

정상은 XRD(Rigaku MiniFlexII, λ = 1.5406 Å)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입자 모양은 FE-SEM(JEOL, JSM-

6500F)으로 관찰하였다. 발광 특성은 500-W 크세논(Xe)

램프가 탑재된 Photoluminescence(PL, PSI Darsa-5000)

시스템으로 상온에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합성된 분말의 XRD의 모든 피크들은 JCPDS #75-

1736의 Sr2MgSi2O7 상과 일치하고 있었으며, 다른 이차

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합성된 Sr2MgSi2O7:Eu2+ 분말의 여

기(PL excitation, PLE) 스펙트럼과 발광(PL) 스펙트럼을

Fig. 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PLE는 Eu2+

이온의 4f7-4f65d1 에너지 전이에 의하여 밴드 폭이 넓

으며, 특히 375-425 nm 영역에서 강한 흡수를 보이고 있

다. 이는 Sr2MgSi2O7:Eu2+가 근 자외선 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하는 pc-WLEDs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발광 스

펙트럼은 청색 영역인 470 nm를 주 피크(Dominant peak

wavelength, DPW)로 하는 비대칭 밴드로 나타나고 있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Sr2MgSi2O7에는 8 배위의

Sr(I)과 6 배위의 Sr(II) 자리가 있다. 따라서 Eu2+가 Sr2+

자리를 치환 시 2개의 발광센터인 Eu(I)과 Eu(II)이 존

재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2개의 발광 밴드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Eu(I)과 Eu(II)에 의한 에너지 레벨이 서

로 가까워 이들에 의한 발광 밴드는 겹치게 되며 이로

인하여 하나의 비대칭 발광 밴드로 나타난 것이다. 따

라서 Fig. 1의 PL 스펙트럼에서와 같이 470 nm의 발광

밴드를 468 nm와 507 nm를 피크로 하는 2개의 서브 밴

드로 분리가 가능하다. 이 결과는 기존의 보고된 것과

일치하고 있었다.10) 8 배위의 Eu(I) 자리는 6 배위의

Eu(II) 자리보다 Eu-O 거리가 길기 때문에 Eu(I) 주위의

결정장 세기가 Eu(II)의 경우보다 약하다. 따라서 Eu(I)

의 가장 낮은 여기 에너지 레벨은 Eu(II)의 것 보다 기

저상태(Ground state)로부터 더 높은 레벨에 있게 되며,

이로 인하여 단파장 즉, 468 nm의 발광에 기여하게 된

다. 한편 507 nm 피크는 Eu(II)에 의한 것이다. 

Eu2+ 농도(x)에 따른 Sr2-xEuxMgSi2O7의 DPW와 강도

변화를 Fig. 2에 나타내었다. Eu2+ 농도를 x = 0.01에서

0.03로 증가시킴에 따라서 발광강도는 급격히 증가하였

고, x = 0.03 이상에서는 농도소광효과(Concentration quen-

ching effect)로 인하여 발광강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Eu2+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온

간(Eu2+-Eu2+)의 평균거리(Ra)가 줄어들게 되어, 이온간의

에너지 전이가 일어나는 임계거리(Rc: critical distance

for the energy transfer) 보다 짧아지게 된다. 이때 이온

들 사이에 강한 상호작용이 서로 일어나게 되며, 활성

화 이온들 사이 혹은 활성화 이온과 모재의 격자 사이

에 비발광 에너지 전이가 증가되어 발광강도를 감소시

키는 농도소광이 시작된다. 

Fig. 2의 농도소광효과로부터 Blasse에 의하여 제안된

식(1)18)을 이용하여 Eu-Eu 간의 Rc를 구하였으며, 그 결

과 Rc는 17.7 Å이었다.

Fig. 1. PLE and PL spectra of Sr2MgSi2O7:0.03Eu
2+

 powders.

Fig. 2. Variations of DPW and the emission intensity of Sr2-xEux

MgSi2O7 as a function of the Eu concentrati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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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V, x
c
, N은 각각 단위정 부피, 임계 농도, 단

위정 내의 이온 수이다. 

한편, Fig. 1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아래의 Dexter 이론

에 의한 식(2)19)를 이용하여 구한 Rc는 17.2 Å 이었으

며, 이 값은 농도소광효과로부터 구한 값과 거의 일치

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Eu-Eu 간의 에너지 전이가 쌍

극자-쌍극자 상호작용(Dipole-dipole interaction)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여기서, P와 E는 각각 Eu2+ 이온의 흡수 전이 진동자

강도(Oscillator strength of the absorption transition,

10−2)와 겹친 부분의 최대 에너지(Energy of maximum

spectral overlap, 2.77 eV)이며, S. O.(spectral overlap

integral)은 0.05 eV−1이다.

DPW는 Eu2+ 이온의 양을 증가시킬수록 장파장 쪽으

로 이동(Red-shift)이 관찰되고 있다. 이 거동은 Eu2+ 농

도를 증가시킬수록 Eu2+의 5d 에너지 궤도의 높은 에너

지 레벨에서 낮은 에너지 레벨로의 에너지 전이가 가능

해지기 때문으로 설명된다.20)

Ba2+ 치환량에 따른 Sr1.97-yBayEu0.03MgSi2O7 분말의

XRD 패턴을 Fig. 3에 나타내었다. Sr2MgSi2O7의 단일

상만이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Ba2+가 Sr2+ 자리로

치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r2+(r = 0.118 nm)에 비

해 이온 크기가 큰 Ba2+(r = 0.135 nm)가 Sr2+ 자리에 치

환되었기 때문에 Sr2MgSi2O7 정방정계 결정 구조의 격

자상수가 증가하여 Ba2+ 첨가량을 늘릴수록 XRD 피크

위치가 낮은 각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이들 시편에 해당하는 PL 발광 강도와 DPW의 변화를

Fig. 4(a)에 나타내었다. Ba2+의 치환 양을 y = 0에서 0.5

까지 증가시킴에 따라서 DPW가 470 nm에서 약 461 nm

까지 이동하였으며, 그 결과 Fig. 4(b)에서와 같이 CIE

색 공간에서 x 축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y 축 방향으

로 뚜렷이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단파장 이

동은 결정장 세기와 공유원자가(Covalence)로 설명될 수

있다. Ba2+의 치환에 따라서 Fig. 3에서 확인되었듯이 격

자 상수의 증가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Eu-O 거리

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Eu2+ 이온 주위의 결정장 세

기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소 여기 에너지

레벨은 기저상태로부터 더 높은 에너지 레벨로 이동하

고 그 결과 높은 에너지의 발광 즉, 단파장 발광이 일

어난다. 이 거동에 관련된 식은 Dq~R−5 이며, 여기서

Dq는 결정장 세기, R은 중심 이온과 리간드 이온 간의

거리(M-O)이다.21) 

한편, Sr1.97-yBayEu0.03MgSi2O7 분말의 발광 밴드의 단

파장 이동에 대하여 앞서 설명한 이온 크기의 차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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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Variations of DPW and the emission intensity of Sr1.97-y
BayEu0.03MgSi2O7 and (b) CIE chromaticity coordinates.

Fig. 3. XRD patterns of Sr1.97-yBayEu0.03MgSi2O7 synthesized with

various amounts of Ba (y). (a) y = 0 mol, (b) y = 0.1 mol, (c) y =

0.3 mol, and (d) y = 0.5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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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공유원자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앞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Ba 치환양(y)가 1.6

이하에서는 Sr1.97-yBayEu0.03MgSi2O7 고용체가 정방정계

를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이상에서는 단사정계

(Monoclinic) 구조로 바뀐다고 보고되고 있다.16) Ba의 전

기음성도(0.89)는 Sr의 전기음성도(0.95) 보다 낮으며, 따

라서 Ba는 Sr에 비하여 산소와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더

크게 되고, 이로 인하여 더 낮은 공유원자가를 갖게 된

다. 그 결과 Ba2MgSi2O7:Eu2+는 Sr2MgSi2O7:Eu2+ 보다

단파장 발광을 하게 된다. 같은 원리로서 Sr1.97-yBayEu0.03

MgSi2O7:Eu2+는 Ba 치환양의 증가에 따라서 단파장 이

동을 하게 된다. 

Sr2MgSi2O7의 인광(phosphorescence)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Eu2+와 함께 Dy3+ 이온을 동시에 도핑 하였으며,

Eu2+의 농도를 0.01로 고정한 후 Eu2+/Dy3+ 비에 따른 감

소 곡선 변화를 Fig. 5(a)와 같이 얻을 수 있었다. Dy3+

이 도핑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광 특성이 관찰되지 않았

으나, Dy3+의 첨가에 따라서 인광 특성이 관찰되었고,

0.03Dy3+에서 가장 큰 인광 특성이 관찰되었다. 0.03Dy3+

이상에서는 농도소광효과로 인하여 인광 특성이 떨어지

고 있었다. 최대 인광 특성을 갖는 Sr2MgSi2O7:0.01Eu2+,

0.03Dy3+ 시편을 2중과 3중 지수감소함수로 Fig. 5(b)에

서와 같이 피팅을 한 결과 2중 지수감소곡선은 측정된

감소 곡선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으며, 반면에 3중 지수

감소곡선은 측정된 곡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3중

지수감소함수(Triple-exponential decay)는 식(3)과 같다.22) 

I = A1 exp (−t/τ1) + A2 exp (−t/τ2) + A3 exp (−t/τ3) (3)

여기서, I는 인광 강도, A은 상수, t는 시간, 그리고 τ

는 지수 함수의 감소 시간(Decay time)이다. 측정된 감소

시간인 τ1, τ2, τ3는 각각 0.25초, 5.25초, 그리고 55.78초

로서 초기 시간보다는 후반 시간에서 감소 시간이 매우

길어지면서 인광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시편의 인

광을 시간 별로 관찰한 사진을 Fig. 5(c)에 나타내었다. 

Sr2MgSi2O7:Eu2+,Dy3+ 시편의 인광 특성은 다음의 원

리에 의하여 발생하며, Fig. 6에 도해로서 나타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r2MgSi2O7:Eu2+,Dy3+의 청색

발광은 Eu2+ 이온의 4f7-4f65d 에너지 전이에 의한다. 한

편, 인광 특성은 에너지 밴드 내에 존재하는 정공(hole)

의 거동에 의한 것이며, Dy3+는 정공의 트랩(trap), 이

동, 재방출에 관여한다. 그림에서와 같이 자외선에 의하

여 여기된 Eu2+ 이온의 전자는 4f7-4f65d 전이를 하며,

이로 인하여 4f 궤도에서 발생한 정공은 원자가 전자대

(Valence band)로 이동한 후 Dy3+에 의하여 트랩되고, 이

로 인하여 Dy4+ 상태로 유지된다. 여기원이 꺼진 후 Dy3+

에 의하여 트랩되었던 정공은 다시 천천히 재방출되며,

이들은 다시 원자가 전자대를 따라 이동하여 Eu2+ 이온

의 에너지 전이에 관여함으로써 인광에 기여하게 된다. 

4. 결  론

Eu2+/Dy3+ 이온이 도핑된 Sr2-yBayMgSi2O7 단일상 분말

을 융제를 사용한 고상반응법으로 합성하였다. Sr2Mg

Si2O7:Eu2+ 분말은 375-425 nm 영역에서 강한 흡수를 보

이는 폭이 넓은 여기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었다. 발광

Fig. 5. (a) Decay curves of Sr2MgSi2O7:Eu,Dy, (b) double- and triple-exponential fit for Sr2MgSi2O7:0.01Eu,0.03Dy, and (c) afterglow

images after irradiated by a 385 nm lamp. 

Fig. 6. Schematic diagram of the mechanism of long afterglow of

Sr2MgSi2O7:E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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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은 각각 Eu(I)과 Eu(II)에 의한 468 nm와 507

nm에서 피크를 갖는 두 개의 서브 밴드가 겹쳐져 470

nm에서 하나의 밴드로 나타나고 있었다. 발광 강도는

3 mol%의 Eu 조건에서 가장 높았다. Ba2+ 이온은 Sr2+

이온에 비하여 큰 이온 크기와 낮은 전기 음성도를 가

지며, 이로 인하여 Ba2+ 이온의 치환 양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발광 밴드의 단파장 이동이 관찰되었다. Dy3+ 이

온은 정공의 트랩, 이동, 재방출 특성에 기여하게 되며,

따라서 Eu2+ 이온과 동시에 도핑 시 인광 특성을 나타

나게 한다. Sr2MgSi2O7:0.01Eu2+,0.03Dy3+ 시편은 가장

긴 인광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감소 곡선은 3중 지

수감소함수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측정된 감소 시

간인 τ1, τ2, τ3는 각각 0.25초, 5.25초, 그리고 55.78초

로서 초기 시간보다는 후반 시간에서 감소 시간이 매우

길어지면서 인광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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