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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a microfluidic method to uniformly form diacetylene (DA) liposomes and control 

their size. DA liposomes are biochemical sensor materials with a unique property such that when they are 

polymerized to polydiacetylene (PDA) they exhibit non-fluorescent blue to fluorescent red phase transition 

upon chemical or thermal stress. The liposome size and distribution are important because they significantly 

affect the phase transition. So far, DA Liposomes, have been prepared by mixing of bulk phases leading to 

heterogeneous, polydisperse distribution in size. Therefore, additional post-processes are required such as 

sonication or membrane extrusion to obtain an appropriate size of liposomes. Here, we report a novel strategy 

using a microfluidic chip and hydrodynamic focusing to form DA liposomes and control their size. 

Preliminary results obtain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and dynamic light scattering (DLS) 

show that the microfluidic strategy generates more monodispersed liposomes than a bulk method. 

1. 서 론 

리포좀은 구형의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핵에는 친수성 물질, 이중층 사이의 공간에는 

친유성(lipophilic) 물질을 각각 격리하여 캡슐화할 

수 있는 특별한 성질로 인하여 화학적, 생물학적, 

약학적, 산업적으로 그 적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생채 내(in-vivo) 측면에서, 리포좀의 

크기와 크기 분포는 의약품의 투약, 검출, 

표적화(targeting) 및 제거율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1)
 하지만, 일반적으로 

벌크(bulk) 상태에서 제조되는 리포좀은 그 크기가 

크고 크기 분포가 매우 불균일하다. 따라서 micro-

filtering, solvent removal, membrane extrusion, 

sonication과 같은 번거로운 추가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다이아세틸렌(diacetylene, DA) 리포좀은 열, 압력 

및 화학적 자극을 받아 그 색상이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형광을 

발현하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2)
 Fig. 1과 

같이, 리포좀이 처음 생성되면 반투명한 

액체상태의 DA 리포좀이 되고, 254 nm UV로 

노광하면 센서 입자로서 사용되는 파란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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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다이아세틸렌 (polydiacetylene, PDA) 리포좀이 

된다. 이것이 자극을 받아 red phase로 변하면서 

형광을 띠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PDA 센서이다. 

만일 불균일한 크기의 blue PDA 리포좀을 

사용한다면, 동일시간 동안 같은 자극을 받았다고 

해도 red phase로의 변화 정도나 형광 세기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높은 정확도 및 

분해능을 요구하는 생화학 실험에서는 균일한 

크기의 리포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미세유동칩의 발달로 이를 이용한 나노 

입자의 크기 제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3-6)

 또한, 유량 및 유량비의 변화를 

통하여 미세유동칩 내에서 리포좀 크기의 제어를 

수행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4,5) 이에 우리는 

생화학 분야에서 형광 센서로서 탁월한 성능을 

지니는 DA 리포좀을 미세유동칩에서 

유체집속효과와 self-assembly를 통해 제조하고 그 

크기를 제어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세유동칩을 이용한 DA 리포좀의 

제조 방법과 리포좀의 크기를 제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결과를 SEM과 DLS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2.1 벌크상태에서의 DA 리포좀 생성 

가루상태의 10, 12-pentacosadiynoic acid(PCDA)를 

극소량의 dimethyl sulfoxide(DMSO)에 녹인 후, 

주사기에 넣어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80°C의 

deionized (DI) water에 3~4방울씩 떨어뜨리며 

동시에 플라스크를 20~30분간 흔들어 1mM의 

용액을 만든다. 분산이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하여 30분 정도 sonication한 후, 안정화를 위해 

최소 4시간 냉장 보관 한다. 

 

2.2 미세유동칩을 이용한 DA 리포좀 생성 

미세유동칩을 이용하여 리포좀을 생성할 때는 

유체집속효과를 사용한다. Fig. 2과 같이 

미세유동칩의 중앙 채널에는 PCDA 용액을, 양 옆 

채널에는 상온의 DI water를 주사기 펌프를 

이용하여 주입시킨다. PCDA용액은 얇은 막(film) 

형태의 PCDA가 dimethyl sulfoxide(DMSO)에 

녹아있는 용액으로서, Fig. 3과 같이 PCDA를 

소량의 chloroform에 녹인다. 용액이 들어있는 

시약병을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후, 실온에서 

질소 가스를 불어넣어 주어 chloroform을 

증발시키면, 시약병 아래쪽에 하얀 막 형태의 

PCDA만 남게 된다. 여기에 DMSO를 넣어 다시 

한 번 녹여서, 1mM의 PCDA 용액을 만든다. 중앙 

채널의 유량은 0.1ml/h, 양 옆 채널의 유량은 

0.3ml/h로 하였다. 유동이 안정되면 합류점에서 

유체집속효과가 나타나고, PCDA가 DI water와 

만나면 self-assembly를 통해 DA 리포좀이 

생성된다. 생성된 DA 리포좀은 채널 출구에 달린 

 

 

Fig. 3 Preparation of PCDA solution 

 

 

 

 

Fig. 2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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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perties of PDA lipos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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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관을 통해 시약병으로 모이게 된다. 약 0.1ml 

정도의 DA 리포좀을 확보한 후, 4시간 이상 냉장 

보관 한다. 미세유동칩은 표준화된 soft 

lithography를 이용하여 제작한다. 

 

3. 실험 결과 

3.1 SEM을 이용한 크기분포 비교 

DA 리포좀은 그 결합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외부 조건에 의하여 그 형태가 깨지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54nm UV로 2시간 동안 

노광하여 red PDA 리포좀으로 변화시켰다. 이 red 

PDA 리포좀을 샘플로 만들어 40000배 확대하여 

촬영한 이미지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미세유동칩을 이용하여 생성한 DA 리포좀의 

크기는 수십nm이고 분포는 전체적으로 균일한 

반면, 벌크 상태로 만든 DA 리포좀은 크기가 

수십-수백nm로 크기도 크고 균일성도 떨어진다는 

것을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2 DLS를 이용한 크기분포 비교 

SEM으로 촬영한 이미지에서는 입자 하나하나의 

크기 및 모양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샘플의 

크기 분포는 정성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량화하기 위해 DLS 분석을 수행하였다. 

약 24시간 동안 냉장 보관된 DA 리포좀에 대한 

DLS 분석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벌크 DA 

리포좀은 희석하여 0.5mM 농도의 샘플을 

사용하였고, 미세유동칩을 이용한 DA 리포좀은 

이보다는 훨씬 희석된 상태로 분석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미세유동칩을 이용한 경우 

리포좀의 크기는 대략 30-80nm인 반면 

벌크상태로 제조한 리포좀은 80-230nm로 크기도 

크고 균일성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이아세틸렌(DA) 리포좀 입자의 

크기를 미세유동칩 내의 유체집속효과를 통하여 

균일하게 제어하고자 하였다. 벌크 상태에서 

제조한 리포좀과 미세유동칩을 이용하여 제조한 

리포좀을 SEM과 DLS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미세유동칩에서 제조된 DA 리포좀의 

크기나 그 분포가 벌크 상태에서 제조된 

리포좀보다 훨씬 작고 더 균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미세유동칩을 이용한 경우 

리포좀의 크기는 대략 30-80nm인 반면 

벌크상태로 제조한 리포좀은 80-230nm로 

확인되었다. 위의 결과와 같이 균일하게 제어된 

DA 리포좀을 PDA 센서로 만들어 사용하면 PDA 

센서 시스템의 성능 및 분해능을 향상시켜 보다 

정확한 검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 좀 더 정확하고 

다양한 실험결과가 기대되며, 미세유동칩에서 

리포좀의 크기를 제어하는 것에 관한 연구도 

병행될 것이다.  

 

 

Fig. 5 DLS results of DA liposoms generated in a 

microfluidic chip (diamond) and in bulk (gradient). Both 

are paraspline curves. 

 

 

 

 

Fig. 4 SEM images of PDA liposoms generated in a 

microfluidic chip (A) and in bulk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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