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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ydiacetylenes (PDAs) are very attractive chemical substances which have distinctive features of color 

change and fluorescence emission by thermal or chemical stress. Especially, when PDAs contact with 

solutions of a particular pH, such as a strong alkaline sodium hydroxide (NaOH) solution or a strong acidic 

hydrogen chloride (HCl) solution, PDAs change their color from non-fluorescent blue to fluorescent red. In 

this study, we propose a novel method to detect alkaline pH using PDAs and NaOH solutions by 

hydrodynamic focusing on a microfluidic chip. Preliminary results indicate that the fluorescent intensity of 

PDAs increases in respond to the NaOH solution concentrations. Also, the fluorescence is quenched back 

when the PDAs are in contact with a HCl solution. These results are useful in a microfluidic PDA sensor chip 

design for pH detection. 

1. 서 론 

폴리다이아세틸렌(PDA) 공액 고분자는 결정 
상태로 제작될 수 있다는 효율성과 외부자극(열, 
pH, 압력 등)에 의해서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색 
변화와 동시에 붉은색 형광이 발현되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주목할만한 화학센서 또는 
바이오센서로서 연구되어 왔다.(1-5) 이러한 PDA 
센서는 일반적으로 수용액,(6) Langmuir-Blodgett 
(LB)/Langmuir-Schaefer (LS) 필름,(7) 고체상에 
고정된 vesicles,(8) PDA-based microarray chips,(9) 
PDA-embedded electrospun fiber sensors,(10) 또는 
flexible strip-type PDA sensors (11) 형태 등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센서 시스템 
연구는 많은 양의 샘플을 일회용으로 사용하며 
PDA의 색변이 현상만 관찰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PDA에 반응하는 
Cyclodextrin을 이용한 미세유동칩 개발연구도 
진행되었다. (12)  
본 연구에서는 미소채널 내에 연속적으로 
유체를 흘려주면서 특정 pH용액과 반응하여 
형광발현을 관측할 수 있는 미세유동칩을 
개발하고자 한다. 가역적 PDA를 센서로 사용하고, 
이와 반응하여 형광을 발현시키는 반응물질과 
소멸시키는 반응물질을 미세유동칩의 상, 하류에 
주입하여 센서와 반응시킨 후 형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센서의 형광 변화를 관측하였다. 가역적 
PDA센서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자기 
조립된 PDA센서를 254 nm UV light에 약 60초 
동안 노광시킨 후 강염기의 NaOH와 반응시키면 
붉은색으로 색전이가 일어남과 동시에 형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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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된다. 이를 다시 강산성의 HCl과 반응시키면, 
다시 파란색으로 변하며, 형광이 없어지게 된다.  

2. 실험 방법 

2.1 PDA 센서용액 제조 및 반응성 확인 
본 연구에서는 preliminary test로 비가역적 센서인 

PCDA를 사용하였고, 가역적 센서로는 PCDA-
mBzA를 사용하였다. 각각 Deionized water(DI 
water)를 이용하여 1mM로 농도를 맞춘다. 제작된 
샘플을 80oC에서 약 10 분 간 가열하고 10분 동안 
소니케이션 시킨 후, 다시 0.45 μm 필터를 
이용하여 필터링하였다. 이 후 4oC에서 12시간 
동안 냉각시킨 후 254 nm UV light (1 mW/cm2)를 
이용하여 중합반응을 시켜주어 센서를 완성시킨다. 

2.2 미세유동 칩 제작 및 실험 장치 
미세유동칩은 잘 알려진 소프트 리소그래피 
기술로 PDMS substrate와 유리슬라이드를 접합시켜 
제작한다. Fig. 2는 PDA 미세유동 칩 센서 
시스템에 대한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가운데 
채널로 PDA 센서 용액, 측면 채널로 NaOH용액을 
주사기 펌프를 이용하여 공급하고, 유체집속 
효과를 이용하여 두 용액을 반응시키고 이때 
발현되는 형광을 형광현미경을 이용해 관측한다.  

3. 실험 결과 

3.1 특정 pH 용액의 선택적 반응성 확인 
비가역적  PDA(PCDA)와  가역적  PDA(PCDA-

mBzA)를 각각 NaOH 및 HCl 용액과 반응시켜 
그에 대한 반응성을 벌크 상태에서 확인하였다. 
Fig. 3에서 보여지듯이 비가역적, 가역적 PDA가 
NaOH와 반응함과 동시에 붉은 형광을 발현함을  

 
Fig. 1 Schematic of interaction between reversible PDA 

and NaOH and HCl 

 
 

Fig. 2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for a microfluidic 
PDA sensor chip.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반응한 PDA에 HCl을 
첨가하였을 때 비가역적 PDA는 형광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가역적 PDA(PCDA-mBzA)는 형광이 
사라지고 색 또한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돌아옴을 확인했다. 푸른색으로 돌아온 PCDA-
mBzA는 다시 NaOH를 첨가하자 색 변이와 함께 
형광이 재발현됨을 확인하였다.  

3.2 NaOH농도에 따른 비가역적 PDA 형광세기 
미세유동칩을 이용하여 비가역적 PDA(PCDA)를 
다양한 농도의 NaOH와 반응시켜 그 형광을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Fig. 4A와 4B에서 
보이듯이 농도가 높아질수록 형광세기 및 
형광범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C는 
NaOH의 농도와 최대 형광세기 값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50mM NaOH에서는 정체됨을 확인할 
수 있다.  

3.3 다른 농도의 NaOH에 대한 비가역적 PDA
의 동시 반응성   

비가역적 PDA(PCDA) 용액의 양 옆에 각각 다른  

 
Fig. 3 Photographs, fluorescence Images and visible 

absorption spectra of PCDA(A) and PCDA-
mBzA(B) upon interaction with pH solutions 

 
 



농도의 NaOH용액을 주입하고 junction에서 1mm와 
3mm 하류에서 형광을 분석하였다. Fig. 5는 측정 
위치에 상관없이 NaOH의 농도가 높을수록 
PDA의 형광 세기가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새롭게 설계되는 센서 
시스템에서 다양한 pH를 가진 물질의 다양한 
농도를 측정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4 가역적 PDA의 NaOH와 HCl 용액에 대한 
반응성 

미세유동칩에서 가역적 PDA(PCDA-mBzA)와 
NaOH 및 HCl의 연속적인 반응을 살펴보았다. Fig.  
6A와 같이 첫 교차지점 양쪽 채널에 10mM NaOH
를 넣어주고 10mm 간격으로 2 개의 채널을 추가
해 각각 50mM HCl 과 100mM NaOH 를 주입하였
다. Fig. 6B와 6C에서 볼 수 있듯이 PDA가 NaOH
와 반응했을 때는 붉은 형광이 발현하다가 HCl 을 
만나는 구간에서는 점점 그 형광이 서서히 사라지
고, 다시 NaOH 를 만나는 순간 형광이 재발현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가역적 PDA
를 가지고 특정 pH 용액에 대해 미세유동칩에서 
가능함을 알 수 있다. 

 

 
 

Fig. 4 Fluorescence images (A), the intensity profiles 
across the microchannel (B) and peak intensity 
variations (C) of the PDA sensor upon interactions 
with 10 (a), 20 (b), 30 (c), and 50 (d) mM of 
NaOH. 

 
Fig. 5 Fluorescence image at 1mm and 3mm from the 

junction (A) and intensity profile across the 
microchannel (B) of the PDA flow in contact with 
10 and 20 mM of NaOH. 

 
Fig. 6 Schematic of a microfluidic reversible PDA sensor 

chip (A), fluorescence image (B) and intensity 
profile across the microchannel (C). Data are 
measured 5mm downstream of the first junction(a), 
at the second junction(b), 5mm downstream of the 
second junction(c), at the third junction(d), and 
5mm downstream of the third junction(e). The 
concentrations of NaOH at the first junction and 
third junction are 10 and 100 mM, and the HCl 
concentration is 50 mM.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역적, 비가역적 PDA센서 
물질CDA, PCDA-mBzA)을 이용해 미세유동 
칩에서 pH을 검출하는 새로운 센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PDA센서와 특정 
pH의 용액들과 반응성을 확인해 본 결과 
두 가지 PDA센서 물질 모두 NaOH와 반응을 
일으켜 형광을 발현함을 확인하였고, NaOH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형광세기와 형광범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대 
형광세기가 농도에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다른 농도를 동시에 주입하였을 
때에도 반응물질의 농도에 따라 반응 결과가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역적인 
PDA와 NaOH, HCl을 연속적으로 반응시킨 결과 
pH에 따라 센서 형광의 발현과 소멸이 반복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가역적인 PDA 
센서를 이용하여 pH 검출뿐만 아니라 
Cyclodextrins이나 PDA와 반응을 일으키는 기타 
물질들을 검출할 수 있는 미세유동칩 
센서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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