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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감응성 입자 제조 및 특성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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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ation of Oxygen Sensitive Particles and Characteristic Analysis

Won Taek Jeong, Seung Jae Yi, Hyun Dong Kim and Kyung Chun Kim

Abstract. Oxygen sensitive functional particles(OSParticle) were fabricated by three different methods for

using the particles as oxygen sensors and PIV tracers. The used methods were a physical coating method,

an ion-exchange method and a dispersion polymerization method. The physical coating method is dipping

SiO2 hollow particles into dye solution then drying. This method is very simple, but particles are not uni-

form in diameter and luminescence. The particles fabricated by the ion-exchange method have very uni-

form diameter and well doped. However, it can not be used in water since the particles are hydrophobic.

In case of the dispersion polymerization method, the diameter of OSParticles is quite uniform. The diam-

eter of OSParticles can be changed by controlling the quantity of AIBN (2,2’-azobis isobutyronitrile). For

the purpose of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 measurement in micro scale water flows, the dispersion

polymerized OSParticles turn out to be the most superior functional particles. The luminescent intensity

of OSParticles was tested with the variation of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 in water samples. As a

result, the luminescent intensity of OSParticles is monotonically decreased with increasing DO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 of water. 

Key Words: Platinum octaethly porphyrin(백금 옥타에틸 포피린, PtOEP), Dissolved oxygen(용존산소),

Oxygen Sensitive Particle(산소감응입자, OSP), Dispersion polymerization(분산중합) 

1. 서 론

유체기계 및 자연 유동의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성질의 측정이 기본이 된다. 속도와

압력은 유체 현상 규명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변수로써

실험적 연구에서 속도와 압력의 측정은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속도, 압력 측정 방

법은 열선 유속계(Hot wire)나 압력탭 등의 점측정 방

식이었으나 측정기술과 광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입

자영상유속계(PIV)(1)와 압력감응페인트(PSP)(2) 등 평

면에서의 속도장과 압력장 측정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가시화 분석 기술은 크게 발전하였다.

평면 물리장 측정 기술은 매크로 스케일에서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스케일에서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

다. 마이크로 입자영상유속계(µ-PIV)는 MEMS/NANO

기술의 발전으로 제작된 마이크로 장치 내부의 속도장

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3). 압력감응페인트(PSP)

기술의 기본 원리는 산소에 의해 형광강도가 줄어드는

산소 칭(Oxygen quenching)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이론적으로 산소농도 측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4). 이를

이용하여 Song 등(5)의 연구팀에서는 마이크로 채널 내

부에서의 산소 확산의 정량적 가시화를 성공적으로 측

정하였다. 

MEMS/NANO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마이크로

장치의 제작 및 응용이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마이크로플루이딕스(Microfluidics) 장치는 세

포 배양 및 분리, 세포의 신진대사 활동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산소농도의

측정은 세포의 신진대사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이다. 또한 마이크로플루이딕스 장치 내부의 속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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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면 유동장에 의해 세포의 신

진대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

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스케일에서의 속도장, 산소농도

장의 동시측정 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시스템 내부의 산소농도장

과 속도장의 동시측정을 위한 산소감응성 입자를 물리

적 도포법(Physical coating method)(6), 이온교환법

(Ion-exchanged method)(7), 분산중합법(Dispersion

polymerization method)(8)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그 특

성을 알아보았다.

2. 산소감응성 입자 제조 방법

산소감응성 입자를 제조하기 위하여 물리적 도포법,

이온교환법, 분산중합법 등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각 제조법의 방법 및 특징은 아래와 같다. 

2.1 물리적 도포법

물리적 도포법은 실리카(SiO2)로 구성된 다공성 입자

를 특정 염료의 혼합액와 섞어, 입자 표면을 염료로 코

팅하는 방법이다. 코팅되는 입자가 다공성 입자이기 때

문에 기상유동에 적용하기 용이하고, 입자의 제작과정

이 비교적 쉽고 간단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입자의 크

기가 균일하지 않고 제작 후 염료가 외부에 묻어나며,

각 입자에 도포되는 염료의 양을 조절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입자의 깨진 형상이나 구멍이 난 형상이 나타나

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물리적 도포법을 통해

제작된 입자를 직접적으로 산소농도 측정에 적용할 경

우 정확한 산소농도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6).

2.2 이온교환법

이온교환법은 물리적 도포법과 도포방법은 동일하

지만, 물리적 도포법에서 사용하는 다공성 입자 대신에

이온교환성 입자를 사용하는 차이점이 있다. 이온교환

법은 염료용액과 이온교환입자의 두 물질 사이에서 이

온교환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염료가 도포되기 때

문에 물리적 도포법과 달리 균일한 형태로 도포가 잘

되고 제조 후 외부에 묻어나지 않아 물리적 도포법에

비해 균일하고 안정적인 입자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온교환입자 자체의 소수성 성질 때문에 물과 같은 액

상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7).

2.3 분산중합법

분산중합법은 높은 전화율로 1~15 µm의 입자크기

를 갖는 고분자 제조기술이다. 교반속도, 반응속도 등

의 실험적 조건에 따라 입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분산

중합법으로 제작된 입자는 제작공정을 조절하면서 입

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제작 공정의 조건에 대

한 재현성도 우수하다. 이렇게 제작된 입자는 그 크기

가 균일하고, 제작된 입자의 밀도가 물과 비슷하여 액

상 유동에 적용하기 적합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입자

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적합한 제작

조건을 찾아야 하며, 5 µm이상의 직경을 가지는 입자

를 제작할 경우 입자 크기의 균일성이 떨어지는 단점

이 있다(8).

3. 산소감응입자 제작

3.1 물리적 도포법

백금 옥타에틸 포피린(Platinum octaethly porphyrin,

PtOEP) 10 mg, 톨루엔 30 mL로 혼합액을 만들고 에탄

올과 1 : 3의 비율로 섞어 용액을 만든다. 실리카(SiO2)

로 구성된 다공성 입자(Godball B-6C, Suzukiyushi

Co., LTd.)를 용액에 넣어 말린 후, 에탄올을 사용하여

약 3회 정도 씻어 낸다. 

3.2 이온교환법을 이용한 입자 제조

이온교환법은 물리적 도포법에서 사용한 다공성 입자

대신에 이온교환성 입자(MCIGEL Mitsubishi Chemicals

Co., Ltd.)를 사용한다는 차이점 이외에 다른 제조 과정

은 물리적 도포법과 제조 방법과 동일하다.

3.3 분산중합법을 이용한 입자 제조

45 mL 에탄올과 5 mL의 순수(Deionized water)를 3

구 플라스크 안에 넣고 80oC에서 30분 동안 실리콘 오

일이 담긴 큰 비커에서 중탕시킨다. 먼저 폴리비닐 피

롤리돈(polyvinyl pyrrolidone) 0.04 g를 넣고, PtOEP

0.05 g와 스틸렌(Styrene) 5 mL을 섞은 용액을 넣은 다

음 2,2’-azobisisobutyronitrile(AIBN)을 차례로 넣어 약

24시간 동안 질소분위기 속에서 중합반응이 일어나도

록 한다. AIBN의 양은 입자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

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0.1~0.4 mg으로 AIBN 양을 조

절하여 입자크기를 변화시켰다. 이 때 플라스크 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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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틱 바와 교반기를 이용하여 계속 저어 준다. 그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라앉

은 입자를 에탄올을 사용하여 약 3회 정도 씻어 준 후,

먼지와 같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페트리디쉬에

잘 펴서 말려준다. Fig. 1은 분산중합법을 이용한 입자

제조 장치를 보여준다.

3.4 제작된 산소감응입자의 비교 및 특징

Fig. 2은 각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한 입자를 주사전

자현미경(SEM)을 통하여 촬영한 사진이다. Fig. 2의

(a)와 (b)는 물리적 도포법에 의해 제조된 입자로써, 크

기는 3.2 µm~4.7 µm으로 균일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깨지거나 구멍 이 나는 등 입자 형상 자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c)와 (d)는 이

온교환법에 의해 제작된 입자로써, 크기가 약 4.4 µm

정도로 물리적 도포법에 비해 입자크기가 균일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입자 표면이 물리적 도포법과 분산

중합법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입자와는 달리, 매끈하지

못하고 돌기형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표면 성질에 의해 입자가 소수성을 가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e)와 (f)는 분산중합법에 의해 제작된 입

자이고, 0.2 mg의 AIBN을 사용하였을 때의 입자 크기

가 약 2.4 µm정도로 비교적 균일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각 제조법에 대한 기능성 입자의 특징은 Table 1과

같다. 

3.4 AIBN의 양에 따른 입자크기 변화

Fig. 3은 분산중합법으로 제작한 산소감응입자를 주

Fig. 1. Fabricationsetup fordispersion polymerization

method.

Fig. 2. SEM images of oxygen sensitive functional particles

[(a) Physically coated OSParticles, X2000, (b)

Physically coated OSParticles, X7500, (c) Ion-

exchanged OSParticles, X2000, (d) Ion-exchanged

OSParticles, X7000, (e) Dispersion polymerized

OSParticles, X2000, (f) Dispersion polymerized

OSParticles, X7000].

Table 1. The overview of the functional OSParticles.

Godball B6C (물리적 도포법) MCI GEL CHP10M (이온교환법) 산소감응입자(분산중합법)

평균입도 3 µm 4 µm 2.4 µm, [AIBN 0.2 mg]

화학적 구조 Silicon dioxide Styrene Divinylbenzene Polystyrene

밀도 2.1 g/cm3(True density) 
0.22~0.40 g/cm3(bulk density)

1.01~1.03 g/cm³ 1.05 g/cm³

특성 기상유동에 적합 액상유동에 적합, 
균일한 입도, 소수성

액상 유동에 적합, 균일한 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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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각각의 입자 제작

공정은 모두 같게 진행하였고, 변수로써 AIBN의 양만

을 조절하여 입자의 제조하였다. (a)와 (b)는 AIBN

0.1 mg에 대한 이미지로 입자의 크기는 약 1.9 µm정도

로 균일한 모습을 보이며, 입자의 표면이 깔끔하다. (c)

와 (d)는 AIBN 0.2 mg에 대한 입자의 사진이고 그 크

기는 약 2.4 µm정도로 비교적 균일하지만, (a), (b)에 비

하여 불균일한 모습을 보인다. (e)와 (f)는 AIBN 0.3 mg

넣었을 때 입자의 크기로 1.9 µm~4.0 µm이며, AIBN

0.2 mg을 넣었을 때의 입자보다 확연히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입자의 표면도 깔끔하지 못한 모습을 확

인할 수 있다. (g)와 (h)는 4.3 µm이상의 입자도 확인

이 되며, 불균일한 것도 확인 할 수 있다. 

AIBN이 0.1 mg에서 0.4 mg으로 증가됨에 따라 입자

의 크기는 커지지만 더 불균일해지고 표면이 깔끔하지

못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IBN 0.1 mg~0.2 mg

을 넣었을 때 입자가 비교적 균일하므로 water flow와

같은 액상 실험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4. 산소감응 테스트

4.1 각 방법으로 제조한 입자에 대한 산소감응도 테

스트 결과

Fig. 4는 각 제조법에 따른 제작한 입자를 이용하여

테스트한 산소 감응도의 사진이다. 광원은 532 nm CW

레이저(Diode laser, 1 W)를 이용하였고, High speed 카

메라(PCO, 1200 hs)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모든 조건

은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하였다.

Fig. 4 (a)의 사진은 물리적 도포법에 의한 사진이고,

발광광도가 가장 낮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b)의 입자

는 이온교환법에 의한 입자로 물리적 도포법에 의해 제

작된 입자의 발광광도보다 더 밝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c)의 사진은 분산중합법에 의해 제작된 입자로 세 가

지의 입자 중 가장 밝음을 알 수 있다.

4.2 용존산소량에 따른 산소감응성 입자의 발광광

도 테스트 결과

이 사진을 통하여 입자의 크기가 다르고, 물리적 도

Fig. 3. SEM images of dispersion polymerized OSParticles

according to quantity of AIBN [(a) 0.1 mg, X2000,

(b) 0.1 mg, X4000, (c) 0.2 mg, X2000, (d) 0.2 mg,

X7000, (e) 0.3 mg, X2000, (f) 0.3 mg, X4000, (g)

0.4 mg, X2000, (h) 0.4 mg, X7000].

Fig. 4. Luminescent intensity images of OSParticles for the

three different types [(a) Physically coated

OSParticles (b) Ion-exchanged OSParticles (c)

Dispersion polymerized OS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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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법에 의한 입자는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각 입자의

발광광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4.2.1 실험 방법

AIBN 0.2 g을 넣어 분산중합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입자를 사용하여 산소 감응도를 테스트 하였다. 발광 광

도 테스트는 스펙트로미터(BLUE - Wave, UVN-14,

stellarNet Inc.)를 사용하였고, 작동 유체는 DIwater를

사용하였다. 각 실험에 대한 조건은 용존산소량이

0%~84%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용존산소량은 아황산

나트륨(Na2SO3)을 사용하여 조절하였으며, 촉매제로

염화 코발트(CaCl2) 을 사용하였다.

4.2.2 실험 결과

Fig. 5은 용존산소량에 따른 발광광도에 대한 사진

이다. (a)는 84%의 용존산소량에 대한 사진으로 발광

광도가 가장 밝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b)는 0%에

대한 사진으로 발광광도가 84%의 용존산소량에 대한

사진보다 더 어둡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두

장의 사진으로도 쉽게 용존산소량에 따라 산소감응 입

자의 발광광도가 확연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Fig. 6은 용존산소량이 0%, 10%, 15%, 20%, 30%,

40%, 50%, 65%, 84%일 때에 대하여 형광스펙트럼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모두 646 nm에서 최고값을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고, 용존산소량에 따라 전체적

인 발광광도가 낮아짐을 그래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조사 광원에 의한 입자의 포토블리칭(Photo bleaching)

현상으로 인해 발광 강도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의 조사시간을 5초 이내의 짧은 시

간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산소 농도가 입자의 발광 강도

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지배적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입

자에 대한 포토블리칭 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식 (1)은 Stern-Volmer 식을 나타내는데, 형광강도의

산소에 의한 불활성화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여 준다.

(1)

여기서 I는 측정값에 대한 발광광도이고, I0 는 용존

산소량 0%에 대한 발광광도이다. 분자 내부의 불활성

화에 의한 이론적 형광강도의 관계는 선형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용존산소량을 변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발

광광도의 최대값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

I0

I
---- a b O2[ ]+=

Fig. 5. (a) Image of Dispersion polymerized OSParticles

in DO 84% (b) Image of Dispersion polymerized

OSParticles in DO 0%. Fig. 6. The Variation of luminescent intensity by increasing

DO concentration.

Fig. 7. The Variation of maximum luminescent intensity

values by increasing DO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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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를 통하여 0%일 때 입자가 가장 높은 발광광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또한 용존산소량이

100%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발광광도가 선형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결 론

산소센서와 PIV 추적 입자의 사용을 목적으로 물리

적 도포법, 이온교환법 분산중합법을 이용하여 산소감

응입자를 제조하였다. 각 공정 중 분산중합법이 비교

적 입자의 크기가 균일하고 가장 높은 발광광도로 나

타났다. 입자의 크기는 AIBN의 양에 따라 조절할 수

있었으며,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균일하지 못하였다.

분산 중합법으로 제조된 입자의 산소 민감도를 알아보

기 위하여 발광광도를 DO 농도를 변화시켜 관찰하였

으며, DO의 농도가 0%에서 100%에 가까울수록 발광

광도가 선형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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