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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ydiacetylene (PDA) is chemosensor materials that exhibit non-fluorescent-to-fluorescent transition as well as blue-
to-red visible color change upon chemical or thermal stress. They have been studied in forms of film or microarray chip, 
so far. In this paper, we provide a novel technique to fabricate continuous micro-fiber PDA sensor using in-situ laser-
polymerization technique and 3-D hydrodynamic focusing on a microfluidic chip. The flow of a monomer solution with 
diacetylene (DA) monomer is focused by a sheath flow on a 3-D microfluidic chip. The focused flow is exposed to  
365 nm UV laser beam for in-situ polymerization which generates a continuous fiber containing DA monomers. Then, 
the fiber is exposed to 254 nm UV light to polymerize DA monomers to PDA. Preliminary results indicate that the fiber 
size can be controlled by the flow rates of the monomer solution and sheath flows and that a PDA sensor fiber 
successively responds to chemical and thermal stress. 

 

기호 설명 
( )V r              출구유속 

R                 채널 직경 

sR                 샘플유동 직경 
r                  채널중심으로부터의 거리 

totalQ               전체유량 

sheathQ              sheath flow 유량 

sampleQ              샘플유량 

1. 서 론 

공액고분자는 외부자극에 의해 그 특성이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바이오 센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중 
폴리다이아세틸렌(PDA)이라는 물질은 필름 혹은 
마이크로어레이 형태로 제작될 수 있고, 외부 
자극에 의해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의 색 전이와 
동시에 형광 발현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폴리다이아세틸렌 필름의 색 변이를 통해 검출이 
가능함이 발표되었다.(1) 이를 계기로 
폴리다이아세틸렌을 이용한 센서개발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PDA 센서는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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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pH의 변화(2) 및 화학적 자극(3-7) 등에 반응하여 
색 변이가 일어나며, 필름,(1) 수용액,(8) 마이크로 
어레이,(9) strip,(10) 고체표면에 고정된 vesicle(11)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유동칩을 이용하여 미세 
섬유 (microfiber) 형태의 PDA 센서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미세 섬유는 
3차원의 유체집속효과를 이용하여 미세유동칩 
상에서 제작하였으며, 미세섬유를 제작하는 
공정(12)에 PDA의 단량체를 주입하여 PDA가 
함유된 섬유를 제작하였다. 또한 유량비의 변화를 
통하여 섬유센서의 크기 및 길이를 제어하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2. 실험 방법 

2.1 미세유동칩의 제작 
3차원의 유체집속효과를 위하여 미세유동칩은 

3차원의 형상으로 제작하였으며 그 공정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원형 단면의 채널을 제작하기 
위해 외경 675μm의 유리모세관을 이용하여 
실리콘 웨이퍼 위에 몰드를 제작하였고, PDMS를 
이용하여 원형의 채널 형상을 가진 substrate를 
완성하였다. 이후 PDMS 내의 유리모세관을 
제거하고, 채널의 상단부에 sheath flow를 흘려주기 
위한 구멍을 가공하였으며, 모세관과의 연결을 
위한 포트를 부착하였다. 또한 샘플 유동이 
용이하게 집속될 수 있도록 내경 150μm, 외경 
375μm의 유리모세관을 내경 440μm, 외경 
675μm의 유리모세관 안에 설치한 후 이를 PDMS 
substrate의 채널에 삽입하였다.  
이러한 미세유동칩 상에서 제조되는 섬유의 

직경은 다음의 관계식을 통하여 계산이 가능하다.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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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샘플 용액과 sheath 용액 
레이저 중합 반응을 일으키는 샘플 용액은 4-

HBA 용액으로 DA 단량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주위를 감싸고 흐르는 sheath 용액은 5 wt%의 PVA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두 용액의 조성은 Table. 1 
에 상세히 나타내었다. 
 

 
Fig. 1 Fabrication process of microfluidic chip 

 
2.3 실험의 구성 
실험의 개략도는 Fig. 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syringe pump를 이용하여 샘플 용액과 sheath 
용액을 각각 0.03ml/h와 0.4ml/h의 유량으로 
미세유동칩에 주입하게 한다. 거울과 렌즈를 
사용하여 칩의 주 채널로 365 nm UV laser beam이 
주사되게 하고, CCD 카메라를 통해 중합반응을 
 

Table 1 Composition of the sample and sheath fluid 

Sample solution Sheath solution 

4-hydroxybutyl  
acrylate (85 wt%) PVA (5 wt%) 

acrylic acid (11 wt%) DI water (95 wt%) 
ethyleneglycol  
dimethacrylate (1wt%)   

2,2'-dimethoxy-2-phenyl-
acetonephenone (3 wt%)   

PDA monomer ( 3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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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Schematic of laser-polymerization station 
and (B) schematic and images of a microfluidic 
chip 

 
관찰한다. Fig. 2B는 미세유동칩의 개략도 및 
샘플유체가 집속되는 부분과 laser-polymerization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3-D 유체집속효과를 
이용하여 집속된 샘플유체는 채널의 끝단에서 
laser beam에 의해 노광되어 중합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3. 실험결과 

PDA 센서 입자가 포함된 미세섬유를 제작하기 
전에 시스템의 안정성 확인을 위해 참고논문(12) 

에서 제시한 샘플을 사용하여 미세섬유를 제작해 
보았다. Fig. 3은 3-D 유체집속효과와 laser-
polymerization을 이용하여 제작한 미세섬유를 
보여주고 있다.  일정한 굵기의 미세섬유가 제작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유량 조절에 따라 섬유 
지름의 변화도 가능함을 파악하였다. 그림에 
나타낸 미세섬유는 약 120μm 의 지름을 지니고 
있다. 

PDA 센서 입자를 포함하는 샘플 용액을 위와 
동일한 방법의 실험을 통하여 칩에 주입시켜 PDA 

센서 미세섬유를 제작하고 그 반응성을 
확인하였다. Fig. 4A 에 보인 것처럼 PDA 센서 
미세섬유를 3-D 유체집속효과와 in-situ laser 
polymerization을 이용하여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예상과는 달리 sheath 용액과 샘플 용액이 
반응하여 미세섬유의 지름이 다소 불균일하지만 
이는 sheath 용액의 교체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작된 PDA 센서 미세섬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54nm UV light에 수 초간 
노출시켜 푸른색의 미세섬유로 변화시켰다.(Fig. 
4B) 활성화된 PDA 센서 미세섬유의 반응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00℃의 DI water에 수 초간 담가 
두어 색 전이와 형광성을 검사하였다. Fig. 4C 에서 
보는 바와 같이 PDA 센서 미세섬유가 붉은색을 
띠며, 형광 발현도 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PDA 센서입자를 가진 미세섬유의 
제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계속되는 
연구에서는 미세섬유의 크기 제어 및 반응성 제어 
등에 중점을 둘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 차원 유체집속효과를 구현하는 
미세유동칩과 laser-polymerization 시스템을 이용하
여 PDA 센서 입자를 포함하는 미세섬유를 제작하
였다. 미세유동칩은 모세관과 PDMS 를 이용하여 
3 차원 형상을 지니도록 제작하였으며, laser-
polymeriztion 시스템은 365 nm UV laser 및 렌즈, 
거울 등을 이용해 칩 상에서 중합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제작하였다. 참고문헌에서 제시한 미세섬
유를 성공적으로 제작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PDA 센서 입자를 포 
함하는 PDA 센서 미세섬유를 성공적으로 제작하 

 

 
 

Fig. 3 Photos of a reference micro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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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cal and Fluorescent images of a PDA sensor 

 
다. 이 미세섬유를 254 nm UV light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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