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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자스핀공명(Electron Spin Resonance) 상을 이

용하여 인체의 일부분인 머리카락과 손톱 등을 상으

로 하는 연구는 근래에 손톱에 한 활발한 연구를 근

간으로 차 그 범 를 넓 가고 있다. 특히 머리카락

을 활용한 선량평가연구는 기단계로서 약 6 Gy 수

까지 최소계측선량을 낮춤으로서 계속 인 연구의 

필요성과 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손톱을 이용한 

ESR 선량평가 방법에서 그 간의 드러난 문제 은 손

톱을 처리하는 과정, 즉 커 하는 순간 생겨나는 기

계  충격에 의한 라디칼 신호와 방사선조사에 의한 

신호가 혼재하여 이를 분리하기가 실 으로 어려웠

다는 데 있었다. 기계  신호가 방사선조사에 의한 신

호에 해 그 크기에 있어 압도 이었던 계로 여러 

방법을 활용하 으나 최소 5 Gy이하의 선량 에서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 기계 충격에 의한 라디칼 신호와 방사

선에 의한 라디칼 신호의 Microwave power level에 

한 반응을 탐색함으로서 향후 이부분을 활용하여 선

량평가에 응용 가능하도록 하는 기 인 실험을 시행

하 으며 정 인 결과를 얻었다.

 재료  방법

아래 그림 Fig. 1과 같이 처리한 손톱을 같은 각각 

1 mm * 2 mm의 크기로 10개의 조각으로 잘라 아래 

그림과 같은 NMR 용 쿼츠 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쿼츠 의 바닥에는 망간샘 을 소량 고정하여 이

쿼츠   외측에 치한 에 치를 고정시킴으로

서 안쪽 의 움직임에 계없이 항상 ESR 분 기의 

상태를 보정할수 있도록 하 다.

측정에 사용한 ESR 장비의 조건은 Microwave 

power - 2.52mw, Modulation frequency - 100kHz, 

Modulation amplitude - 0.1mT, Time constant - 

40.96msec, Magnetic field sweep width - 150G, 

Number of sampling points - 1024, Microwave 

frequency - ≈9.77GHz 이었다.

         

Fig. 1. 측정을 해 시료 처리한 손톱과 측정도구

측정은 microwave power level을 26 DB로부터 15 

DB까지 변화시키면서 방사선에 조사되지 않은 일반

인 시료의 라디칼 신호(배경신호)의 microwave 

power에 한 반응 곡선을 작성하 으며 감마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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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감마선조사 시료의 라디칼 신호에서 기 계측된 

신호를 제거해 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라디칼의 워

의존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 

조사기는 Cs-137 선원을 사용하는  IBL 437C 장비

를 사용하 다. 선량율은 6Gy/min ±4%이다. 

 결과  고찰

Microwave power level에 한 정확한 결과를 산

출하기 해 손톱시료는 커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

은 시료를 사용하 으며 기계 신호의 간섭을 피하기 

해 조사 에 미리 커 한후 세부 인 조각으로 커

하는 방법을 사용하 으며 조각 수는 10개로 고정하

다.  기계  충격에 의한 신호 즉 커  시 발생하는 

신호의 경우(BKS, Background Signal) 아래와 같이 

빠르게 Saturation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라디칼의 relaxation 시간이 상 으로 긴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방사선에 의해 발생한 라디칼 신호(RIS, 

Radiation Induced Signal)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

으로 RIS 신호를 구성하는 라디칼의 saturation되기 

어려우며 커 시 발생하는 기계  충격에 의한 MIS와

는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Saturation behaviror of BKS(upper panel) and 

RIS(lower panel) spectrum on microwave 

power level.

 결  론

 X band의 ESR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계측시 동일

한 치에 생기는 발생근원이 다른 스펙트럼 신호일 경

우, Microwave power level에 따른 다른 반응을 보임

을 확인하 다. 향후 이를 활용하여 선량평가방법의 개

발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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