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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오일에서 구현되는 삼중항-삼중항 소멸법에 의한 Upconversion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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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음용가능한 수준의 비독성, 비휘발성 식물성 오일에서 PtOEP와 DPA를 광감응제와 전자수용체로 이용해 
구현되는 효율적인 TTA-UC현상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식물성 오일에 PtOEP/DPA를 담지시켰을 때, 
탈산소 공정없이도 532 nm의 입사 레이저에서 430 nm 영역의 선명한 green-to-blue UC현상이 관측되었으며, 양자수율
은 약 8%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UC의 효율은 식물성 오일의 화학적 조성, 특히 불포화 탄화수소의 함량과 점도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성 오일에서의 Stern-Volmer 상수값은 유기용매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보였으
나, 전환효율은 93%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해바라기씨유에서 UC의 전환 입사광 강도(Ith)는 약 100 
mW/cm2로 태양광의 직접활용에는 아직 무리가 있으나, 산소포화조건에서 비독성 매질을 통해 즉각적으로 구현되는 
UC는 비전통적인 방식의 bioimaging과 같은 기술에의 응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We herein report efficient triplet-triplet annihilation upconversion (TTA-UC) achieved in various non-toxic and non-volatile 
vegetable oils as a UC media using platinum-octaethylporphyrin (PtOEP) and 9,10-diphenylanthracene (DPA) as a sensitizer 
and acceptor, respectively. Green-to-blue UC was readily achieved from PtOEP/DPA solution in vegetable oils with the quan-
tum yield of 8% without any deoxygenation process. The UC efficiency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dependent on the con-
tents of unsaturated hydrocarbon in vegetable oils and viscosity of the solution, as well. Though the Stern-volmer constant 
and quantum yield in vegetable oils were measured to be lower than those measured in the deaerated organic solvent, the 
quenching efficiency was still high enough to be 93%. In the sunflower oil, the UC threshold intensity (Ith) was approx. 100 
mW/cm2, which is far larger than the sunlight intensity, but we believe that the UC achieved in non-toxic and air-saturated 
media was still highly applicable to nontraditional visualization techniques such as bioimaging.

Keywords: upconversion, vegetable oils, anti-stokes emission, triplett-triplet annihilation

1)1. 서    론

광에너지 상향전환(Upconversion, 이하 UC)은 둘 혹은 그 이상의 

낮은 에너지를 가진 광자들을 융합하여 하나의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를 생산해내는 비전통적인 방식의 광화학적 현상이다. 짧은 파장

(고 에너지)의 광자를 흡수하여 긴 파장(저 에너지)을 생성하는 일반

적인 스톡스 발광(Stokes emission)과는 반대로, UC 현상은 긴 파장의 

광자를 흡수⋅융합하여 짧은 파장의 광자를 생성함으로써 안티-스톡

스 발광현상(Anti-Stokes emission)을 보여준다. UC 현상은 광촉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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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태양전지 및 광학기기의 효율향상이나 비전통적인 방식의 

bio-imaging, 디스플레이 등에의 높은 적용 가능성으로 학계를 중심으

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1-4]. 지금까지 

UC 현상은 주로 희토류가 도핑된 무기 소재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무기물 기반의 UC는 긴 lifetime을 가지는 호스트 물질의 여기상태를 

조성함으로써, 연속적인 광자의 흡수와 에너지 전달을 통해 구현된다. 

그러나, 이는 낮은 양자효율(quantum yield, < 0.01%)과 비연속적인 

광원(예 : 레이저)의 필요성, 높은 입사 광원강도(>102 mW) 등의 이유

로 실질적인 기기로의 적용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5]. 한

편, 2010년도 초반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오기 시작한 삼중

항-삼중항 소멸법(Triplet-triplet annihilation, 이하 TTA)에 기반한 UC

는 완전한 유기물 조건에서 이루어지며, 높은 양자효율과 연속 스펙

트럼(예 : 태양광) 광원의 이용가능성, 넓은 흡광영역, 낮은 입사 광원

강도 요구치 등의 특장점으로 최근 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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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energy diagram for TTA-UC.

는 분야이다[5]. 

TTA에 기반한 UC (이하 TTA-UC)는 광자수용체(Sensitizer, Sens)

와 전자수용체(Acceptor, Acc), 그리고 이 두 물질이 녹아있는 용매

(Media)를 통해 구현된다. 먼저, (1) 광자는 Sens에 의해 흡수되어 여

기된 일중항 Sens인 1Sens*를 생성하고, 이는 곧 항간 교차(Intersystem 

crossing, ISC)를 거쳐 여기 삼중항 Sens (3Sens*)를 생성한다. (2) 
3Sens*는 삼중항-삼중항 에너지 전달(Triplet-triplet energy transfer, 

TTET)과정을 통해 Acc에 에너지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3Acc*가 생성

된다. (3) 한편,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생성된 또 다른 3Acc*는 기존의 
3Acc*와 TTA를 통해 최종적으로 1Acc*를 형성하고, 1Acc*는 형광현상

을 내며 기저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Figure 1은 TTA-UC의 기작을 개

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Sens   → Sens Sens (1)

Sens  Acc Sens  Acc (2)

Acc  Acc Acc Acc (3)

TTA-UC는 무기소재 기반 UC에 비하여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

지만, 효과적인 TTA-UC 구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실험적 조건들이 

요구된다. 첫째로 광자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수많은 광감응 염료들이 

존재하지만, 모든 염료들이 TTA-UC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Figure 1에 보이듯 (1) 특수한 에너지 레벨조건을 충족시키는 UC pair

만이 TTA-UC구현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2) TTET와 TTA가 모두 

Dexter energy transfer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용매는 확산현상이 효과

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유체성을 띠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3) 시스

템 내에 산소가 존재할 경우 산소에 의한 3Sens*의 quenching이 일어

나므로(수식 (4)) 용매 내의 무산소 조건이 요구된다. 

Sens   →
Sens   (4)

이와 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TTA-UC는 대부분 톨루엔, 벤젠, DMF 

등의 유기용매에 Sens와 Acc를 녹인 후, 탈산소화 과정을 거친 용액

에서 구현되어 왔다[6-8]. 최근에는 이러한 독성 유기용매의 사용을 

지양하고, TTA-UC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Sens/Acc를 연성 고

분자 물질에 담지하거나, core-shell 구조로 캡슐화시키는 연구도 활발

히 수행되고 있다[1,9-12]. 하지만 TTA-UC의 양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유체상태의 용매가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휘발성/독성 유기용매의 사용과 탈산소화 과정이 필수적인 요소로 인

식되어져 왔다. 2012년 비휘발성/저독성의 탄화수소 기반 용매에서 

탈산소화 공정없이도 불포화 탄화수소에 의한 활성산소의 화학적인 

quenching현상에 의해 구현되는 TTA-UC가 최초로 보고된 이래, 이와 

관련된 유사한 연구들이 소수 진행되어져 왔다[1-2]. 오일류의 용매에

서 탈산소화 공정없이 구현되는 TTA-UC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정적

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양자효율을 보일 뿐 아니라 산소가 포화된 대

기조건에서도 즉각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에서 더욱 각

광받는 연구분야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식물성 오일에 지방족의 불포화 탄화수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음용가능한 수준의 비독성의 다양

한 식물성 오일에서 구현되는 TTA-UC현상을 최초로 보고하고 있다. 

문헌을 통해 분석된 다양한 식물성 오일의 구성성분의 차이를 바탕으

로, 오일의 종류별 UC 효율과 기작, 오일함량에 따른 점도와 UC효율

과의 상관관계, 최적 UC 효율을 보이는 오일에서의 Stern-volmer 상

수 등이 측정되고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분석되었다. 또한 양자효

율과 입사광원강도-UC 상관관계 등 UC 시스템의 효율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광화학적 인자 또한 분석되었다. 

2. 실    험

2.1. 시약

네 종의 식물성 오일(올리브유, 코코넛유, 해바라기씨유, 콩기름)과 

Hexadecane (HD), tetrahydrofuran (THF), oleic acid (OA), poly-

butadiene (PB), rhodamine 6G, Acc로 이용된 9,10-diphenylanthracene 

(DPA)는 Aldrich사에서 구입해 사용하였다. Sens로 이용된 Platinum 

octaethylporphyrin (PtOEP)는 Frontier Scientific사의 것을 사용하였다. 

2.2. UC 용액 제조

UC용액을 제조하기에 앞서, Sens와 Acc의 stock solution이 적정량

의 Sens와 Acc를 THF에 녹여 제조되었다. 적정 질량비를 가지는 식

물성 오일이 HD를 희석용액으로 사용해 제조된 후, Sens/Acc stock 

solution을 용액에 일정량 첨가하여 Sens/Acc가 함유된 용액을 제조하

였다. 이후, 용액을 60 ℃ 건조오븐에서 5 h 이상 두어 용액에 포함된 

THF를 휘발시키고 최종적으로 UC 용액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용액

은 추가적인 실험 시까지 상온 암실에 보관되었다.

2.3. 분석방법

2.3.1. 광화학적 특성 분석

UC용액의 흡광/발광 스펙트럼은 UV-VIS spectrophotometer 

(Mecasys사)와 spectrofluorometer (Perkin Elmer사)로 각각 분석되었

다. 용액의 UC 특성은 자체적으로 구성된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 분석

되었으며, 세부적인 구성사항은 다음과 같다. 레이저 광원(532 nm, 

CNI 사)은 UC 용액이 담긴 큐벳에 90°로 입사되고, UC 용액에서 방

출된 빛은 2개의 렌즈와 optical chopper (120 Hz)를 통과하여 mono-

chromator (Newport사)로 입사된 후 photon multiplier (Oriel Merlin 

radiometry detection system, Newport사)를 거쳐 발광 스펙트럼이 분

석되었다. 입사되는 레이저의 강도는 ND filter를 이용해 조절되고, la-

ser power meter (Newport사)로 측정되었다.

UC 양자효율은 quantum counter인 rhodamine 6G의 형광 양자효율

(95%, 에탄올)을 기준으로 하여 수식 (5)를 적용해 계산되었다. 수식 

(5)에서 아래첨자 std는 quantum counter를 의미하며, Φ는 양자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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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Normalized absorption (ABS) and photoluminescence (PL) 
spectra of PtOEP (red) and DPA (blue) in THF at room temperature.

Figure 3. Emission profiles of PtOEP/DPA in air-saturated oil/HD 
solution as a function of incident laser power under excitation at 532 
nm. OA : oleic acid, OO : olive oil, PB : polybutadiene, SFO : 
sunflower oil, CO : coconut oil, SO : soybean oil.

Figure 4. Variation of the UC intensity at 430 nm of OA/HD solution 
as a function of the laser exposure time at 532 nm.

A는 여기파장에서의 흡광도, I는 발광강도, η는 굴절률을 각각 의미

한다. UC 현상은 두 개의 광자흡수에 의한 현상이므로 UC 양자효율

은 정확히 두 개의 광자가 흡수되어 하나의 광자가 방출될 때를 100%

로 가정한다. 따라서 수식 5에는 환산계수 2가 추가되어 있다. 

   
 

 
 



(5)

2.3.2. 점도 분석

각 오일류들의 점도는 회전형 레오미터 DHR-1 (TA instrument)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부의 기하학적 형상으로는 원추-평행판 

(cone and plate) (원추의 각도 2°, 직경 20 mm)를 사용하였으며, 각각

의 오일의 점도는 25 ℃에서 전단속도 0.05-1000 1/s의 범위에서 정적 

전단률실험(steady shear rate test)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오일

은 점도가 전단속도와 상관없이 일정한 뉴턴성유체(Newtonian fluid) 

특성을 보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Sens와 Acc의 분광학적 특성 분석

Figure 2는 본 연구에서 Sens와 Acc로 사용된 PtOEP와 DPA의 흡광/

발광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PtOEP와 DPA는 Green-to-blue UC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UC pair로써 여러 연구에 보고된 바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식물성 오일에서 UC현상을 관측하기 위한 benchmark UC 

pair로 이용되었다. PtOEP는 porphyrin 계열의 감광재료로써 중앙에 위

치한 platinum과 porphyrin 리간드와의 MLCT (metal-to-ligand charge 

transfer)에 의해 긴 시간의 여기 삼중항 lifetime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3]. PtOEP는 400 nm영역에서 강한 Soret band를 보이며, 540 

nm영역에서 Q-band 가지는 전형적인 metal-porphyrin 계열의 흡광 스

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탈산소 공정을 거친 PtOEP는 540 nm에서 여

기시켰을 때, 650 nm에서 뚜렷한 인광을 나타내며, 이러한 PtOEP의 인

광은 DPA의 존재 시에 TTET과정에 의해 quenching되어 감소되는 경

향을 보여준다. 한편, DPA는 UVA영역에서 흡광도를 가지고, 370 nm

에서 여기되었을 때 430 nm 영역에서 형광 스펙트럼을 보인다.

3.2. UC 스펙트럼과 기작 분석

Figure 3은 본 연구에서 대조군으로 사용된 OA, PB 용액과 실험군

인 4종의 식물성 오일에서 측정된 UC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OA

는 식물성 오일의 주성분이라는 점에서, PB는 단위 분자량당 불포화 

탄화수소가 가장 많은 고분자라는 점에서 식물성 오일의 효율을 평가

하는 대조군으로 이용되었다. 532 nm 레이저 조사조건에서 모든 용액

들은 DPA의 형광파장에 해당하는 400~440 nm 영역에서 뚜렷한 UC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으며, DPA에 의해 quenching 되지 못한 PtOEP

의 인광 파장 또한 650 nm 영역에서 동시에 관찰되었다. UC 발광현

상은 밝은 형광조명이 있는 환경에서도 기타 광학기기 없이 맨눈으로 

관찰될 정도로 뚜렷하였다. 

탈산소화 공정없이 UC 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용액 내에 불포

화 탄화수소(unsaturated hydrocarbon)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2010년 

불포화 탄화수소의 존재 하에서 탈산소 공정없이 구현되는 UC현상이 

최초로 보고된 이래, 유사한 몇몇의 UC현상이 보고된 바 있으며[1-2], 

최근에는 이러한 기작이 불포화 탄화수소에 존재하는 다중결합과 활

성산소와의 화학적인 반응(ene-reaction)에 의한 산소의 국지적이고 순

간적인 화학적 quenching 때문이라는 연구가 본 연구자와 다른 연구

진에 의해 보고되었다[2,10]. 즉, 입사된 레이저 경로에서 생성된 
3Sens*는 용매 내의 산소로의 에너지 전달을 통해 활성산소를 생성하

지만, 생성된 활성산소는 즉시 불포화 탄화수소의 다중결합과의 반응

을 통해 탄화수소 내부로 entrap된다. 이는 산소의 화학적인 quenching 

반응으로, 입사 레이저 경로에서의 순간적이고 국지적인 산소결핍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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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ated hydrocarbon
Unsaturated hydrocarbon

Viscosity (cPs)Single Multiple

Fatty acid mol% Fatty acid mol% Fatty acid mol%

Hexadecane (HD) Hexadecane 100 - - 3.2

Polybutadiene (PB) - - - - PB chain 100 2700~3000*

Oleic acid (OA) - - Oleic acid 100 - - 29.3

Olive oil (OO)

Palmitic acid 10.91 Oleic acid 84.17 - -

73.1Stearic acid 4.92 - - - -

Sum 15.83 Sum 84.17 Sum -

Sunflower oil (SFO)

Palmitic acid 7.62
Oleic acid 26.71 Linoleic acid 60.76

63.2Stearic acid 4.91

Sum 12.53 Sum 26.71 Sum 60.76

Soybean oil (SO)

Palmitic acid 10.85
Oleic acid 25.62 Linoleic acid 59.62

50.7Stearic acid 3.91

Sum 14.76 Sum 25.62 Sum 59.62

Coconut oil (CO)

Lauric acid 49.50

Oleic acid 5.12 Linoleic acid 1.47
-

Myristic acid 17.19

Caprylic acid 11.46

Decanoic acid 7.20

Palmitic acid 8.06

Sum 93.41 Sum 5.12 Sum 1.47

*Data from the manufacturer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Viscosity of the Materials

Figure 5. Variation of the UC intensity at 430 nm of the various oils 
in HD solution as a function of the oil contents.

경을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레이저가 입사될 때 지속적

으로 형성되는 3Sens*는 국지적인 무산소 조건에서 Acc와 에너지 교

환을 통해 UC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Figure 4는 OA와 PB 용액에서 

532 nm 레이저의 조사시간에 따른 430 nm에서의 UC 강도변화를 보

여주고 있는데, 초기의 강한 피크(i)는 순간적이고 국지적인 무산소 

조건에서 구현된 UC에 해당한다. 하지만, 레이저 경로의 외부는 여전

히 산소가 풍부한 상태이며, 농도차이에 의해 레이저 경로 내부로 빠

르게 확산되는 산소들은 Acc와의 경쟁반응을 통해 UC의 효율을 일시

적으로 낮추게 된다(Figure 4 (ii)). 레이저 경로 외부의 산소들이 확산

을 통해 소모되면서 용액 내부의 전체적인 산소농도는 감소되고, 산

소가 결핍된 상태에서 UC 피크는 산소의 확산과 평형을 이루며 최종

적으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Figure 4 (iii)). 크게 세 영역으로 나

누어지는 UC 특성은 위와 같이 UC기작과 연관지어 해석될 수 있으

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UC 용액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지속적인 광원입사조건에서 UC 효율의 시간에 따른 감소정도

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일 내 불포화 탄화수소의 함량

이 실험시간 동안 UC를 구현하는 데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

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보다 긴 시간 동안 광원에 노출되거나, 공기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불포화 탄화수소의 지속적인 

소모에 의해 UC 효율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산소의 침투에 대해 식물성 오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용매

의 sealing 기술이 향후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3. 식물성 오일의 함량에 따른 UC 강도 변화

Figure 3에서 보이듯, 식물성 오일의 종류에 따라 UC 강도는 차이

를 보였는데, 이는 식물성 오일의 종류에 따라 함유된 불포화 탄화수

소의 종류와 함량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용액의 

점도차이에 의한 확산도(diffusivity) 차이 또한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식물성 오일의 농도에 따른 UC 강도의 최

적화 실험이 진행되었다.

Figure 5는 대조군으로 이용된 OA, PB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 이용

된 모든 식물성 오일에서 오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UC 강도가 증가

하다가, 최적점을 거치며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낮은 

오일 농도에서는 불포화 탄화수소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 용존 산소에 

의한 3Sens*의 quenching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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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hemical structures of the oil components.

Figure 7. Stern-Volmer plots generated from phosphorescence intensity 
of PtOEP measured as a function of DPA in the sunflower/soybean 
oils-HD solution.

낮은 UC 강도를 나타내었다. 대조군으로 사용된 PB의 경우, 단위 분

자량당 불포화 탄화수소의 몰 함량이 가장 높으므로 낮은 농도에서도 

효과적인 UC가 관측되었으나, PB자체의 높은 점도(2700~3000 cPs) 

때문에 오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UC pair의 확산도가 저하되어 UC 

강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정량적으로 살펴보면, 

6% PB 용액의 점도는 5.3 cPs에 불과했으나 20% PB용액의 점도는 

15.6 cPs로 3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UC 강도는 최적점에서

의 66%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Table 1과 Figure 6에 보이듯 내부에 

OA와 같은 불포화 탄화수소를 다량 함유하는 SFO과 OO, SO의 경우

는 상대적으로 낮은 오일 농도에서도 효과적인 UC를 나타내었지만, 

불포화 탄화수소의 함량이 낮은 CO의 경우는 40% 이상의 높은 농도

에서 유의미한 UC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오일 농도에

서는 모든 오일에서 공통적으로 UC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

데, 이는 TTA-UC에서 중요한 과정인 TTET와 TTA가 모두 확산

(diffusion)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TTET와 TTA는 dexter energy 

transfer과정으로써, 두 물질 간의 실질적인 전자교환이 이루어져야 한

다. 즉, 효과적인 TTA-UC를 위해서는 Sens와 Acc 간의, 그리고 Acc

와 Acc 간의 충돌에 의한 에너지 교환이 효과적으로 발생하여야 하지

만, 높은 오일 농도에서 증가된 점도는 물질들의 확산도를 크게 감소

시키며, 따라서 UC 효율은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 SO의 경우, 오일의 

함량이 13%에서 45%로 증가함에 따라 용액의 점도는 4.8 cPs에서 약 

10 cPs까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UC 강도는 절반 수준으

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불포화 탄화수소의 함량과 점도, UC 강

도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예이며 이는 향후 효과적

인 UC 매질을 개발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4. Stern-Volmer plot

TTA-UC에서 Stern-Volmer plot은 Sens와 Acc 간의 TTET 효율을 

평가하는데 널리 이용된다. 이때, Acc는 TTET를 통해 3Sens*의 인광

을 소광시키는 qeuncher로 간주되며 매질에 존재하는 Acc농도에 따라 

Sens의 인광스펙트럼 강도를 측정하여 다음 수식에 의해 Stern- 

Volmer 상수가 계산된다. 이때 I0와 I는 Acc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존

재할 때의 Sens의 인광강도, KSV는 Stern-Volmer 상수, [Q]는 Acc의 

몰농도를 의미한다. 



      (6)

Figure 7은 SFO와 SO에서의 Stern-Volmer plot를 보여주고 있다. 

두 그래프는 모두 R2 > 0.99의 높은 선형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로부터 

계산된 Stern-Volmer 상수는 SFO와 SO에서 각각 3838 M-1와 3967 

M-1로 계산되었다. 이는 문헌에 보고된 탈산소 공정을 거친 toluene 용

액에서 측정된 값인 92200 M-1의 약 1/25 정도의 수치로서, 이는 점도

가 낮은 유체인 toluene에 비하여 식물성 오일에서 고분자 사슬 등에 

의해 UC pair들의 확산이 제한되어 TTET의 효율이 감소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14]. 하지만 1-I/I0로 TTET의 실질적인 효율을 계

산해 보면 DPA의 최대농도에서 약 93% 정도로 대부분의 Sens가 

TTET과정을 통해 quenching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식물

성 오일을 기반으로 한 용매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TTET 효율

이 관찰되었지만, 저독성/비휘발성인 용매에서 탈산소 과정없이 구현

되는 UC는 toluene과 같은 용매에서 구현되는 UC에 비해 적용성 측

면에서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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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8. (a) Emission intensity at 430 nm and (b) quantum yield of 
SFO solution as a function of power density of the incident laser at 
532 nm. Inset : photograph of SFO UC solution.

3.5. 입사강도와 UC 강도의 상관관계와 UC 양자효율 분석

Figure 8 (a)는 각 오일류에서 레이저의 입사광 강도에 따른 UC 강

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Stokes 발광현상이 입사광 강도

에 대한 발광 UC 강도가 1차함수 관계를 띠는 것에 비해, TTA-UC 

현상은 이 상관관계가 2차함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러한 상관관계는 입사광 강도가 낮을 경우에 특히 뚜렷하게 관찰되며, 

이는 TTET에 의해 생성된 3ACC* 중 상당부분이 TTA에 의해서가 아

니라 단분자 감쇠(unimolecular decay)에 의해 소실되기 때문이다. 한

편, 상대적으로 높은 입사강도에서는 생성된 3ACC*가 인접한 충분한 
3ACC*와 효율적인 TTA를 이루면서 TTA의 효율이 극대화되며, 입사

광과 UC 강도는 1차함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UC현상을 연구하

는데 있어 이러한 두 가지 강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한데, 이는 위 상관관계에 의해 전환 강도(Threshold intensity, Ith)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Ith는 입사광과 UC 강도가 2차 함수관계에서 1차

함수 관계로 바뀌는 변이영역에 해당하는 입사광의 강도를 의미하며, 

이는 UC 시스템의 효율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낮은 Ith

에서 1차 함수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TTA-UC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Figure 8 (a)에 보이듯, 식물성 오일인 SFO에서 

Ith는 약 100 mW/cm2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탈산소 공정을 

거친 chloroform에서 같은 UC pair를 이용해 측정된 8.9 mW/cm2보다 

약 10배 이상의 높은 수치이며, Stern-Volmer 상수값의 차이와 마찬가

지로 점도가 높은 식물성 오일에서 확산도의 제한으로 전환강도가 높

아진 것으로 생각된다[15]. 532 nm (± 5 nm)영역에서 지면에서의 태

양광 입사강도는 약 1.6 mW/ cm2이며, 실제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UC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Ith 값을 위 수치에 가능한 접

근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의 Ith 값은 태양광을 직접 활

용할 수 있는 수준만큼 낮지는 않았으나 차후 후속 연구를 통해 불포

화 탄화수소를 다량 함유하면서도 매질 내부에서의 UC pair의 확산도

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저점도의 매질이 개발된다면 Ith 값을 태양광 

수준으로 근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사강도와 UC 강도가 2차함수 관계에서 1차함수 관계로 전이됨에 

따라, QY는 입사강도의 증가에 따라 초반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일정

한 수치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Figure 8 (b)). 대표적인 식물

성 오일로 선정된 SFO에서 UC 양자효율(QY)은 입사강도 100 

mW/cm2에서 약 4.5%로 측정되었으며, 500 mW/cm2에서 약 8.0%에 

근접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탈산소 공정을 거친 toluene에서 측

정된 QY인 14% 보다는 다소 낮은 값이었지만 단단한 고분자 물질인 

PMMA (polymethyl methacrylate)에서 측정된 값(< 1%)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로서[14]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된 식물성 오일에서 구현된 

UC의 양자효율이 기존의 유기용매에서 구현된 UC의 양자효율과 근

접한 수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음용가능한 수준의 비독성의 다양한 식물성 오일에서 

탈산소 공정없이 즉각적으로 구현되는 Green-to-blue TTA-UC현상을 

국내 학계에서는 최초로 보고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식물성 오일에

서 매우 간단한 실험과정만으로 맨눈으로도 관찰가능한 수준의 UC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식물성 오일에 포함된 불포화 탄화수소의 존재

유무는 이러한 UC의 구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오일별 불포화 탄화수소의 함량과 조성에 따라 UC 효율 또한 크

게 변화하였는데, 산소 포화조건에서 UC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불포

화 탄화수소의 존재가 필요조건이었지만 지나치게 높은 오일함량은 

용액의 점도를 증가시켜 UC pair의 확산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UC 효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Stern-Volmer 상수와 Ith, 

QY 결과는 식물성 오일에서의 UC 효율이 전통적인 방식의 탈산소화

된 유기용매에서보다 낮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나, 탈산소 공정이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구현될 뿐 아니라 비휘발성이면서도 음용가능한 수

준의 비독성의 UC 매질은 그 자체로 앞으로의 UC 소재의 적용성 측

면에서 높은 활용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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