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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태양 플레어에서 높은 에너지를 갖는 파장들이 방출되는 우주공간에서는 생명체 및
구조물들이 고입자 에너지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고입자 에너지는 생명체의 DNA
에 변형을 주고 구조물의 안정성을 열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입자 에너지에 쉽게
노출되는 우주공간과는 달리, 이러한 고입자 에너지는 대기권에서 대부분 흡수되어
지상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지만, 항공사 승무원들은 지상에서 생활하는
일반인보다 많은 양의 우주방사선에 피폭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우주 분야
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력 자외선 색도계 센서를 고체기반 및 유연 패치 형태로 제작
하였다. UVC 색도계 센서는 와이드 밴드갭 반도체 물질인 Ga2O3(산화갈륨)을 사용하
여 염료의 일종인 메틸렌블루(Methylene Blue, MB)를 UVC 조건 하에서 분해시킴으
로써 가역적인 색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변화된 색은 RGB값으로 얻은 후 사람
의 RGB의 색 인지 구조에 맞게 △C의 값으로 변환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도료 형
식과 파우더 형식 두 가지 센서를 제작한 결과 UVC 자외선 노출 시 MB의 분해가
확인되었다. 또한 패치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므로 실시간으로 휴대하여 자외선 노출
환경에서 노출 정도를 육안으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염료의 농도를 조절
함으로써 분해 속도의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공우주분야 및 다양한 고에너지의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자외선 센서, 금속산화물, 메틸렌블루, RG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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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론
태양 플레어에서 높은 에너지를 갖는 파장들이 방출되는 우주공간에서는 생명체 및
구조물들이 고입자 에너지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고입자 에너지는 생명체의 DNA
에 변형을 주고 구조물의 안정성을 열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입자 에너지에 쉽게
노출되는 우주공간과는 달리, 이러한 고입자 에너지는 대기권에서 대부분 흡수되어
지상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지만, 항공사 승무원들은 지상에서 생활하는
일반인보다 많은 양의 우주방사선에 피폭되기도 한다.

<그림 1> (a) 국내 항공승무원의 2015년 우주 방사선 피폭방사선량 (b) 다양한 종사자의 연평균 우주
방사선 피폭선량.

FIGs. 1(a)와 1(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실 승무원은 많은 양의 고입자 에너지에
피폭되고, 그 양은 비파괴 검사, 원자력 발전소, 의료기관 종사자 보다 훨씬 많은 양
에 피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여러 가지 파장 중 자외선은
X선과 가시광선 사이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기 방사 스펙트럼으로 에너지에 따라
UVA (315-400 nm), UVB (280-315 nm) 및 UVC (220-280 nm)로 구별 할 수 있
다 [1]. 여기서 UVC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파장은 생명체의 DNA에 변형을 줄 만큼
높은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UVC 이상의 에너지 노출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센서
가 필요하다 [2-4]. 하지만 기존의 UVC 센서는 고체 소자 기반으로 동작이 되기 때
문에 센서의 동작을 위해서 다소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무전력으로 작
동되는 UVC 색도계 센서를 제작하고자 한다. 제작된 UVC 색도계 센서는 Solar
UVC 뿐만 아니라, 살균 및 멸균 효과를 위해서 병원 및 실내공간에서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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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UVC 광원 센서로도 사용할 수 있다 [5]. 또한 로켓 및 미사일 엔진 및 고
온에서 발산되는 emitted UVC 파장 센서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항공우주 우주선
및 군사 목적의 발사체의 정상 동작을 위해서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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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론
3.1 UVC 산화갈륨 센서 제작

<그림 2> UVC 영역의 파장에서만 선택적으로 EHPs이 생성되는 산화갈륨

산확갈륨은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9 eV의 에너지 밴드갭을 갖기 때문에,
UVC (220-280 nm) 파장 에너지에 노출될 때 전자–홀 쌍(Electron-Hole Pair,
EHPs)을 생성한다[6-9]. 본 연구는 산화갈륨이 UVC를 흡수하여 생성되는 EHP를 전
기 화학 반응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을 활용하였다[10]. 전기 화학적 반응은 양이온성
산화 환원 염료인 MB의 분해를 유발하여 자발적으로 색을 변화하도록 유도한다
[11,12]. MB는 헤테로 고리 방향족 화합물로 상온에서 짙푸른 녹색을 띄며, 산화 시
푸른색, 환원 시 무색을 띄는 특성이 있다. UVC 입사로 인해 여기된 전자는 OH 라
디칼을 생성하여 MB의 환원을 유도하고 무색으로 변화시킨다. 이는 가역적인 반응으
로써 환원 유무에 따라 산화갈륨으로 구성된 패치가 UVC 노출 정도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산화갈륨 UVC 색도계 센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먼저 산화갈륨과 MB로 구성된 도
료를 제작하였다 <그림 3>. 산화갈륨 파우더(Sigma-Aldrich, ≥99.99%, crystalline
powder)는 Deionized (DI) water와 1 : 1의 비율로 혼합하였다. DI water에 용해성
이 없는 산화갈륨 파우더는 현탁액(suspension) 상태로 분산된다. 이후 백색의 산화
갈륨을 푸른색으로 염색시키기 위해 MB 파우더를 산화갈륨 현탁액에 혼합하였다. 시
료의 염색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MB 파우더의 양을 제어하였고 혼합된 용액은 150
rpm의 조건에서 2시간 동안 교반되었다. 이와 같이 제작된 도료는 각 0 m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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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 mole, 0.02 mole, 0.1 mole로 서로 다른 MB 농도 조건을 갖는다. 이렇게 준
비된 도료는 평탄한 표면에 도포 후 건조하면 페인트와 유사한 질감을 가지는 박막으
로 형성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 도료를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8000 rpm으로
40 분간 DI water와 분리시키고 60℃에서 24시간 건조 시키면 파우더 형태의 염
색된 산화갈륨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 산화갈륨 도료 제작 과정

3.2 UVC 노출로 인한 산화갈륨 센서의 색도 변화
<그림 3>에서 제작된 시료의 염색 결과는 <그림 4> 사진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
다. <그림 4(a)-4(d)>는 서로 다른 농도 (0 mole, 0.005 mole, 0.02 mole, 0.1
mole)의 MB로 제작된 산호갈륨 파우더를 overhead projector (OHP) 필름 위에 도포
하여 건조시켜 얻은 고체 박막이다. 각 각의 고체 박막 속에는 <그림 4(e)-4(f)>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MB 염색된 산화갈륨 파우더가 존재한다. <그
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MB의 농도가 각 0 mole, 0.005 mole, 0.02 mole, 0.1
mole 으로 증가할수록 보다 짙은 푸른색을 띤다. 염색된 파우더의 표면을 관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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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0 mole과 0.1 mole 두 농도로 염색된 <그림 4(e)>와 <그림 4(h) 두 파우더의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백색을 띠는 산화갈륨 파우더는 염색
후 파우더 표면이 푸른빛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MB가 산화갈륨 파우더 입자 표면에
흡착됨으로써 가시광 영역에서 푸른빛을 띠기 때문이다.

<그림 4> 염색 농도별 산화갈륨 파우더 이미지 (Scale: 50 μm). (a)~(d) MB 0 mole, 0.005 mole, 0.02
mole, 0.1 mole 으로 염색된 산화갈륨 도료 형태, (e)~(h)는 각 각의 파우더 형태

이와 같이 제조된 시료는 용매로 사용된 DI water를 첨가하거나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 도료나 파우더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며 MB의 농도를 조절하여 자외선 노출 정
도에 알맞게 색 변화가 가능한 색도계 센서로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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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UVC 6W 노출 시간 변화에 따른 투과도 변화

<그림 4(c)>와 같이 제작된 UVC 센서에 대해서 4W UVC 램프에서 색도계 특성을
transmittanc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5>는 UVC 노출 시간에 따라 변화된
투과도

측정

결과이다.

투과도는

시분해형광분광광도계

(High

Sensitivity

Spectrophotofluor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MB는 강력한 양이온성 광촉매
로써 일반적으로 520 ~ 670nm 파장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투과도 측정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MB가 코팅되지 않은 산화갈륨 파우더
는 300 ~ 800 nm 영역에 걸쳐 95% 이상의 투과율을 나타낸다. 하지만 MB 코팅된
산화갈륨은 공통적으로 520 ~ 670 nm 특정 영역에서 투과도가 낮은 것이 확인되었
다. 이는 MB가 빛을 흡수하여 그 영역에서 빛이 투과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염색된 산화갈륨 파우더는 노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 구간 파장 영역에서 투과도
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UVC에 의해 산화갈륨 내에서 생성된 EHPs가 산화
갈륨 표면에 OH 레디칼을 형성하여 MB를 환원 및 분해하였기 때문이다. 즉, 투과도
의 증가는 분해된 MB가 더 이상 빛을 흡수하지 못하므로 전체적으로 흡수율이 감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파우더 형태로 제작된 색도계 센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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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투과도의 변화를 통해서 염료의 분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3.3 RGB의 색 인지, △C
색의 변화를 나타는 경우 RGB의 값을 이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
데 그것은 우리의 눈이 같은 수치의 RGB를 같은 세기로 인식하는지의 여부이다. 눈
은 RGB를 대략 30 : 59 : 11 의 비율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조정하여 색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  는
사람이 눈으로 느끼는 색 변화 값이다. 즉, UVC 색도계 센서의 ∆  의 값이 클수록
육안으로 보다 확실한 색 변화의 관찰이 가능하며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
다.

    
′   ············································································································ (1)

∆       ········································································································· (2)
∆       ········································································································ (3)
∆       ········································································································· (4)
∆ 






′
  ′
 × ∆   × ∆      × ∆
  



·················· (5)

도료 형태로 제작된 산화갈륨 색도계 센서의 분해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6>
같이 실험을 진행하였다. 도료는 OHP 필름 위에 페인팅 방식으로 코팅된 후 60℃ 에
서 1 h 동안 건조되었다. 이후 알루미늄 마스크를 사용하여 선택 영역에서만 UVC에
노출되도록 구상하였다. UVC 소스는 6 Watt 출력의 254 nm UVC 램프를 사용하였
다. UVC 램프에 20분 노출됨에 따라 염색된 샘플은 푸른색에서 흰색으로 변화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MB의 환원으로 인해 염료 고유의 색은 무색으로 변화하였고 산
화갈륨 파우더의 색인 백색에 가깝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래의 염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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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실험이 수분을 포함한 습식 분해라는 것이 단점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건식으로
도 충분한 분해반응을 유도하였다 [10].

<그림 6> UVC 노출 반응 실험 과정 모식도 및 제작된 샘플 이미지 (Scale : 2cm)

색 변화를 보다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MB 농도별 UVC 노출에 따른 ΔC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7>과 같이 A, B, C 순으로 농도가 짙어질수록
분해시간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농도 조건별 ΔC의 변화는 세 샘플에서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초기 약 20분 이내에 ΔC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경과 할수록 증가폭은 감소하여 일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다음의 지수 함수로 모델링 한 결과 <표 1>의 물리적 의미를 얻을 수 있었다.

   × ex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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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그림 7> 도료 농도에 따른 ΔC 변화

<표 1> ΔC 변화 모델링 파라미터
Sample

t

A

y0

A (0.005 mole)

0.98

-34.42

93.21

B (0.02 mole)

6.02

-35.05

103.42

C (0.1 mole)

24.37

-42.26

126.25

MB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t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염료의 색이
분해되어 백화 되기까지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초기 값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화하는 반응의 속도는 느려진 것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MB 농도
별 각 지수함수는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감소하여 포화상태를 보인다. 이는 A와 y0을
이용하여 각 그래프가 근접하는 점근선을 얻을 수 있는데 샘플 A, B, C 각 각 y=
58.79, y=68.37, y=83.99의 점근선을 갖는다. 이 값은 농도의 증가와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는 MB의 분해가 완료되어 △C의 변화 없이 포화상태로 접어드는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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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농도가 증가할 때 더 늦게 발생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농도가 짙은
샘플의 경우 흰색 대비 더욱 진한 색을 띠기 때문에 △C의 값이 초기 값에 비해
더욱 많이 변화하므로 점근선도 보다 큰 값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UVC 노출되는 시간에 맞게 MB의 농도를 조절하여 요구에 맞는 UVC 색도계 센서의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4 유연 UVC 색도계 센서

<그림 8> UVC 색도계 센서. (a), (b), (c)는 각각 가시광선, UVA, UVC에 조사된 것.

유연 UVC 패치는 셀로판테이프에 염색된 파우더를 부착시켜 제작되었다. 제작된
패치는 <그림 8>과 같이 알루미늄 테이프에 의해 절반이 가려진 상태로 각각
가시광선, UVA, UVC에 30분 동안 조사되었다. 그 결과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UVC에 조사된 시료에서만 색 변화를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제작된 UVC
색도 센서가 UVC와 그 이상에서의 고 에너지 파장에서 센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 (b), (c) 각 세 조건의 △C를 도출해 본 결과 15.12, 27.80, 141.95로
UVC 조건 하에서 가장 큰 △C 값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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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와이드 밴드갭을 갖는 산화갈륨 반도체를 이용하여 무전력 자외선 색도계 센서를
제작하였다. 색도계 센서는 산화갈륨 내 자외선에 의해 생성된 EHPs를 이용하여
MB를 분해하는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었다. 광 여기된 캐리어는 MB를 환원시켜
광흡수 반응을 억제시킨다. 그 결과 염료 고유의 푸른색을 띠는 MB는 산화갈륨에
염색되어 자외선에 노출됨에 따라 무색으로 변화한다. 센서는 산화갈륨 파우더를
이용하여 도료 형태와 파우더 형태로 제작되었다. 두 형태에서 모두 UVC 노출 시
색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색 변화 결과는 투과도와 △C 값으로 도출되어 보다
정량적으로 확인되었다. 직경 2cm 이하의 면적으로도 충분이 제작이 가능하여
UVC에 대한 노출 정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 휴대가 가능하다. 또한
도료와 파우더 형태로 제작된 색도계 센서의 적용으로써 유연하고 얇은 형태로
제작하여 UVC 패치 센서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던
종래의 액체 기반 색도계 센서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무전력 색도계 센서는
항공우주근로 환경에서 보다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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