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ticle

Appl. Chem. Eng., Vol. 33, No. 3, June 2022, 279-283
https://doi.org/10.14478/ace.2022.1024

279

1. 서    론1)

용액상에서 농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저렴하고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으로 알려져 있다[1]. 자외선가시광선분

광법을 이용하는 분야는 바이오, 고분자, 에멀전, 환경 분야, 에너지,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2-6]. 또한 plasmonic effect를 

가지는 금속 나노 입자의 농도와 크기 측정에도 사용되고 나노 입자

를 활용한 촉매 반응에서의 농도 변화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7-10]. 나노 입자는 원자와 벌크 입자의 특성과 다른 광학적, 표면전

자 특성을 가지고 있어 촉매 및 광전자 등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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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따라서 용액상의 촉매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조성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은 효율적이며 빠르고 재현 가능한 

분석 방법이며 Beer의 법칙에 따라 시료의 농도를 분석할 수 있다

[13]. 하지만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의 측정범위는 200~1100 nm의 파

장 범위지만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220~780 nm에서 분석을 해

야 하며 극성 용매의 극성 분자와 같이 용매는 상호작용을 하며 스펙

트럼의 분해능을 감소시킨다[14]. 고농도에서 화합물은 이량체 형성, 
분해, 응집, 침전 등으로 인해 농도가 증가하면 상호작용 빈도가 증가

하여 이량체가 형성될 수 있어 Beer의 법칙에서 벗어나 비선형 영역

이 나타나 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14]. 
색상 분석은 간단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으며 단순성과 높은 감

도가 장점이다[15]. 촉매 반응으로 시료의 색이 변할 때 컬러에 따른 

농도를 분석하고자 하며 촉매 특성 평가가 목표이다. 현존하는 액상 

용액의 농도 분석이 가능한 기기의 한계점까지 극복할 수 있다. 고온

에서 반응과 고농도의 시료 등 극한 상황에서도 적용되며 디지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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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반응물과 생성물이 자외선 및 가시광선 영역에서 빛을 흡수하는 경우 시료의 농도 및 화학반응의 특성을 평가하는데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농도와 높은 반응 온도 조건에서는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을 사용
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색을 가지고 있는 시료의 촉매 반응을 색상 분석으로 농도 및 조성을 외부에서 수집한 이미
지를 분석하여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Resazurin은 촉매 및 환원제에 의해 resorufin으
로 환원되며 농도에 따라 적색변광이 일어나며 카메라를 통해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다. 색상 분석을 위한 색공간은 
CIE L*a*b*를 사용하였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각각의 색상좌표 값을 추출하고 각 시료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시료의 
농도와 촉매 반응에 대해 색공간을 이용한 분석법과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의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된 방법의 유효성
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색상 분석을 통한 농도 분석에서는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과 다르게 흡수파장이 중복이 
있는 경우에도 디콘볼루션 없이 독립적으로 두 물질의 농도 측정이 가능하다.

Abstract
UV-vis spectroscopy is one of the powerful tools for measuring the concentrations of reactant and products during a chemical 
reaction. However, there is an limitation of using the technique when the reaction undergoes in high concentration and high 
temperature. Color analysis using camera images can provide the identical results with UV-vis analysis with regardless of 
the sample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The catalytic reduction reaction of resazurin to resorufin was investigated using 
the color analysis with the color spaces such as CIE L*a*b*. Moreover, the color analysis enabled the independent analysis 
of two different material’s concentrations without the deconvolution of overlapped wavelengths unlike the case of using 
UV-vis spectroscopy.

Keywords: Color space, Color analysis, Resazurin, Resorufin, Cat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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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통해 컬러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포도당 검출에 사용되

는 색상 분석은 15 min 내에 150 개 샘플 분석이 가능하다고 한다[16]. 
이 연구에서는 색상 분석을 통해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의 결과와 동

일성을 가지는 유효성에 대해서 검증한다. 색상 분석에 사용되는 색공

간은 RGB, HSV, CIE LCH, CIE L*a*b*, CIE xyY, CIE Yu’v’, CMYK
이고 모두 7가지가 있다. RGB는 빛의 삼원색으로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을 이용하여 색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HSV에서 hue (H)는 색상을 나타

내며 0~360 도로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고리모양으로 배치한 것으로 파

장이 긴 빨강을 0 도로 한다. saturation (S)는 특정 색상의 가장 진한 상

태를 100%로 하며 진하기를 나타낸다. value (V)는 흰색, 빨간색 등을 

100%, 검은색을 0%로 하는 밝은 정도를 나타낸다[17]. CIE LCH도 

HSV와 마찬가지로 명도, 채도, 색상을 의미한다. CIE L*a*b*는 L는 

밝기, a*는 초록(음수)-빨강(양수)을 나타내며 b*는 파랑(음수)-노랑(양
수)로 색상을 표현한다[18]. CIE xyY 중 Y는 밝기, xy는 색도좌표라고 

불리는데 계산된 값이다[19]. 색상 분석을 통해 농도 측정하기 위해서 

resazurin (RZ)과 resorufin (RF)을 이용하고 반응을 통한 농도 변화는 

RZ의 환원반응을 통해 RF가 생성되는 촉매 반응을 이용하였다. RZ와 

RF는 각각 파랑색과 붉은색을 띄는 염료로 농도의 변화가 CIE L*a*b*
에서 a*와 b*에 정비례하므로 색상 분석법으로 CIE L*a*b*를 선택하였다.

2. 실    험

2.1. 재료

Resazurin sodium salt, hydroxylamine (50% in water, HA), gold 
nanoparticle (5 nm diameter, stabilized suspension in citrate buffer, 
GNP)은 Sigma-Aldrich에서 구입하였다. Resorufin sodium salt은 

Santa Cruz Biotechnology Inc.에서 구입하였다. 

2.2. 디지털 이미지 획득과 색상 분석

색상 분석을 위해서 Nikon D5600과 5 W 백색 LED, 석영 셀을 사

용하였다. 5 W 백색 color LED를 20 cm 앞에 두어 빛의 밝기를 동일

하게 유지시켜 주었다. 카메라는 ISO 1/10, F 5.6, 조리개 최대 개방을 

5로 세팅하였다. Wien의 변위 법칙에 의해 온도와 파장은 반비례이므

로 LED에서 방출되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10 min 이상 충분한 시

간을 둔다. 빛의 파장 또는 주파수가 디지털 이미지에 줄 수 있는 영

향을 차단하기 위함이다[20]. 또한 카메라 기기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플리커(flicker) 현상은 일반적으로 주 전압 공급의 변동 즉, 교류

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화면 출력의 변조이다[21]. 플리커 현상을 최소

한 감소시키기 위해서 셔터스피드를 1/60보다 느리게 해야 하며 카메

라 외의 형광등과 같은 외부 조명 및 빛 또한 50~60 Hz를 가지기 때

문에 50, 및 60 Hz를 모두 상쇄할 수 있는 셔터스피드 1/10 값으로 

결정하였다.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하기 위해 

석영 셀을 사용하였다. 획득한 디지털 이미지를 소프트웨어(GIMP)를 

통하여 CIE L*a*b* 값을 추출하여 색상 분석을 하였다.

2.3. 색상 분석과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 분석 비교

RZ와 RF를 9 mM HA를 용매로 하여 1, 2, 4, 7, 및 10 µM 농도로 

준비하고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을 통해 농도에 따른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파장은 200~800 nm에서 측정하고 baseline은 용매로 사용한 

HA solution 9 mM를 사용한다. 색상 분석은 위와 동일한 시약을 사용

하고 디지털 이미지로부터 CIE L*a*b* 값을 추출하였다. 

2.4. RZ의 환원 반응

RZ 8 µM 2 mL, HA 20 mM 1.8 mL, 5 nm GNP 0.321 mM 0.2 
mL를 혼합하여 22 °C에서 환원 반응을 일으켜주었다. 자외선가시광

선분광법을 이용하여 5 min마다 흡수파장을 얻고 카메라를 이용해 30 
s마다 디지털 이미지를 얻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을 이용한 RZ와 RF 농도 측정

Figure 1(a)와 1(b)는 각각 10 µM 이하의 농도에서 RZ 및 RF를 자

외선가시광선분광법을 분석한 것이다. RZ, RF는 각각 약 601, 571 nm
에서 최대 흡광도가 나타난다. 농도에 따라 peak의 크기가 줄어들며 

RZ와 RF의 최대 흡광도와 농도와의 관계를 각각 Figure 1(c)와 1(d)에
서 확인할 수 있다. RZ, RF 모두 1, 2, 4, 7, 및 10 µM에서 흡광도가 

선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Beer의 법칙을 통해 시료의 농

도와 흡광도 사이 관계식을 구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RZ와 RF의 

몰흡광도 계수는 각각 0.0446, 및 0.066 cm-1µM-1이다. 

3.2. 색상 분석을 이용한 RZ와 RF 농도 측정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과 마찬가지로 1, 2, 4, 7, 10 µM의 RZ과 RF
를 준비하여 촬영을 통해 얻은 이미지는 각각 Figure 2(a)와 2(b)와 같

다. RZ는 푸른 계열, RF는 붉은 계열로 관찰되고 농도가 낮아짐에 따

라 색이 옅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a)와 3(b)는 각각 RZ
와 RF의 농도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GIMP소프트웨어를 통해 추출

한 CIE L*a*b* 색상 좌표 값이다. 이때 바탕을 제거하고 오직 색깔의 

변화만 보기 위해 용매인 HA 9 mM의 색상 좌표 값을 추세선의 절편

으로 사용하였다. Figure 3에서 농도와 색상 좌표가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식1은 RZ와 RF의 농도와 Figure 3의 색상 분석으로부

터 얻은 L*, a*, b* 값을 선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각각의 관계식의 

Figure 1. UV-vis spectroscopy of resazurin and resorufin at low 
concentration: (a) UV graph of resazurin. (b) UV graph of resorufin. 
(c) concentration-dependent absorbances at 601 nm of the resazurin. 
(d) concentration-dependent absorbances at 571 nm of the resorufin. 
Conditions: concentration: 1, 2, 4, 7 and 10 µM, solvent: 9 mM 
hydroxylamin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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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최소자승법을 사용했으며 LRZ, aRZ, bRZ, LRF, 
aRF, bRF, L0, a0, b0는 각각 -1.81, -0.0135, -2.80, -1.17, 4.61, -2.45, 
86.9, -1.60, -11.4 이다. 

(1)

색상 분석을 통해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색상 좌표에 따른 농도

의 변화식이 필요하므로 행렬 계산을 위해 식 1을 식 2와 같이 행렬 

형태로 변환되며 RZ 및 RF의 농도에 따른 색상 좌표의 변화 관계식

을 알 수 있다.

(2)

최소자승법을 통해 L*, a*, b*값에 대한 농도의 관계는 식 3과 같이 

표현된다. 

(3)

이 때, x1, x2, x3, x4, x5, x6은 각각 -0.1222, -0.1927, -0.3041, -0.0414, 
0.0468, 0.00152이다. 

3.3. GNP를 이용한 RZ의 환원 반응

시간에 따른 RZ의 농도를 선형화 된 0, 1, 2, 3차 반응속도식에 대

입하여 반응속도상수 및 차수를 구할 수 있다. RZ의 환원반응 메커니

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RZ를 RF
로의 환원 반응 실험은 유입과 유출이 없는 수용액 상에서 진행되므

로 정적 회분식 반응이다. 두 번째로 RZ에서 RF로의 환원 반응은 역

반응이 거의 없으며 전환율이 100%라고 가정한다. 세 번째로 환원제

로 사용하는 HA는 과량의 농도로 사용하고 촉매인 GNP는 생성되거

나 소멸되지 않고 일정하여 환원 반응은 RZ의 농도에만 의존한다. 이
러한 가정으로 RZ의 환원반응은 식 4와 같다[2].

(4)

여기서 CR은 RZ의 농도, kobs는 관측반응속도상수, n은 반응속도차수

이다[2]. 식을 바탕으로 적분법을 통해서 시간에 따른 농도 결과를 선형

화하여 반응의 차수를 구하였다. 반응 차수에 대해 0~3차까지 적용하였

고 농도에 따른 선형화 된 식은 각각 식 1-4로 표현될 수 있다[2].

3.3.1.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을 이용하여 RZ의 환원 반응 분석

Figure 4(a)는 RZ 환원 반응을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을 이용해 측

정한 그래프이다. 601 nm에서 최대 흡광도를 보이는 RZ이 시간이 경

Figure 2. Color of resazurin, resorufin. (a) Images of resazurin at 10, 
7, 4, 2, 1 µM. (b) Images of resorufin at 10, 7, 4, 2, 1 µM. [(R, G, 
B) RZ 10µM (150, 189, 255), 7 µM (160, 196, 254), 4 µM (175, 204, 
249), 2 µM (190, 210, 243), 1 µM (196, 213, 240), RF 10 µM (236, 
157, 246), 7 µM (232, 170, 249), 4 µM (224, 189, 247), 2 µM (215, 
203, 244), 1 µM (209, 210, 240)].

Figure 3. L*a*b* color coordinates depending on the concentrations of 
(a) RZ and (b) RF.

Figure 4. (a) UV-vis spectroscopy of reduction reaction of resazurin. 
(b) Time-dependent absorbances at 601 and 571 nm in the mixture. (c) 
Time-dependent concentrations of RZ and RF. Condition: RZ 4 µM, 
hydroxylamine 9 mM, and gold NPs 16.05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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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함에 따라 감소하여 약 3 h 경과 후 사라진다. 571 nm에서 최대 흡

광도를 가지는 RF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RZ의 최대 흡광도는 RF의 흡수 파장과 겹쳐 있지 않

지만 RF의 최대 흡광도는 RZ의 흡수 파장과 겹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4(b)는 시간에 따른 601 및 571 nm에서 최대값의 변화를 나타

낸 것이고 RF는 RZ의 흡수파장과 겹치기 때문에 시간이 0 min일 때 

0이 아닌 값을 갖는다. Figure 4(c)는 흡광도를 농도로 바꾼 것이다. 
이 때 RZ의 농도는 Beer의 법칙에 따라 Abs = 0.0446 × [RZ]를 사용

하여 RZ의 농도를 구할 수 있지만 RF의 농도는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고 RZ 초기 농도는 RZ과 RF 농도의 합과 같음으로 RF의 농도는 

물질 수지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반응속도식은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나타냄으로 농도를 통해 반

응속도 상수와 반응속도 차수를 구할 수 있다. Figure 5(a)-(d)는 각각 

식 1-4에 주어진 반응속도식에 맞춘 결과이며 가장 선형으로 나타난 

것은 Figure 5(c)이므로 RZ의 환원 반응은 2차 반응속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응속도상수는 0.029 µM-1 min-1이다.

3.3.2. 색상 분석을 이용하여 RZ의 환원 반응 분석

Figure 6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RZ 환원 반응의 색상 이미지이다. 
RZ에서 RF로 환원이 될수록 파란 계열에서 붉은 계열로 변하게 되며 

약 3 h 이후에는 색의 변화가 없다. Figure 7은 식 3에 CIE L*a*b* 
색상 좌표를 대입해서 얻은 시간에 따른 RZ와 RF의 농도이다. 자외

선가시광선분광법을 이용한 결과와 다르게 색상 분석은 물질 수지식

을 사용하지 않고도 RZ와 RF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색상 분석을 통

해 식 1-4를 이용하여 선형화 된 식을 Figure 8과 같이 다양한 차수에 

대해서 구했으며 가장 선형적인 반응식[Figure 8(c)]을 통해 자외선가

시광선분광법을 이용한 결과와 같이 RZ의 환원 반응은 2차 반응임을 

확인하였다. 색상 분석으로 구한 반응속도상수는 0.030 µM-1 min-1 이
며 이는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으로부터 구한 반응 속도와 매우 유사

한 값임을 알 수 있다.

Figure 5. Plots for integral method of reaction mechanism using the 
UV-vis spectroscopy. (a) 0th order, (b) 1st order, (c) 2nd order, and 
(d) 3rd order.

Figure 6. Color of reduction reaction of resazurin. Condition: RZ 4 
µM, hydroxylamine 9 mM, gold NPs 16.05 µM. [(R, G, B) 0 min 
(179, 198, 245), 5 min (201, 206, 251), 10 min (211, 204, 251), 15 
min (215, 203, 251), 20 min (217, 203, 253), 25 min (219, 200, 253), 
30 min (200, 199, 253), 60 min (255, 197, 252), 90 min (227, 198, 
252), 120 min (226, 196, 251), 150 min (228, 198, 252), 180 min 
(227, 198, 252)].

Figure 7. Concentrations obtained by substituting the color coordinates 
into color analysis relationship using CIE L*a*b*.

Figure 8. Plots for integral method of reaction mechanism by the color 
analysis using CIE L*a*b*. (a) 0th order, (b) 1st order, (c) 2nd order 
and (d) 3r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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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CIE L*a*b*를 사용한 색상 분석을 통해 RZ과 RF의 농도를 측정하

고 GNP를 이용한 RZ의 환원반응 속도식과 반응속도상수를 구하였으

며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을 이용한 방법과 비교하였다. RZ와 RF은 

각각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을 이용하였을 때 최대 흡광도와 농도는 

선형관계를 가지고 Beer의 법칙을 만족한다. CIE L*a*b*로 색상 분석

을 이용하였을 때 RZ와 RF의 농도가 색상 좌표와 선형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고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색상 좌표의 값으로부터 RZ와 RF
의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RZ의 환원 반응에서 자외선

가시광선분광법을 활용한 방법에서는 RZ와 RF의 흡수 파장이 겹치

는 문제로 RZ의 농도만 측정이 가능하고 RF의 농도는 물질 수지식으

로부터 추정할 수 있지만 CIE L*a*b* 색상 분석을 이용하였을 때는 

RZ와 RF의 농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방법을 통해 

RZ의 환원 반응은 2차 반응이며 반응 속도상수가 0.029 µM-1 min-1, 
0.030 µM-1 min-1으로 유사하게 측정된다. 따라서 CIE L*a*b* 색상 분

석을 이용한 농도 분석 및 반응속도 분석은 자외선가시광선분광법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RZ와 RF의 

농도를 독립적으로 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농도 분석 및 촉매반응속

도 분석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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