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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최근 몇 년간  세계 으로 방사선사고시 자극 

발 (OSL)을 이용한 사고시 선량평가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 사고시 작업자가 휴 하고 있는 휴 폰  

자부품(2003)을 시작으로 신용카드(2007), 개인의 

생체시료(2011, 치아, 손톱, 발톱 등)의 선량평가 연구

가 덴마크, 벨기에, 미국 등  세계 으로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자극 발  선량계(OSLD)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극 발 (OSL,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은 

시료를 빛으로 자극하 을 때 방출되며, OSL을 이용한 생체

시료의 선량평가 측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고시 

출된 방사선은 시료 내부에 자-정공의 을 생성하

며, 이  자들은 시료의 불순물 덫에 포획된다. 이 

때 생성되는 자의 농도는 선량에 비례한다. 이후 빛

(Blue LED) 는 열로 시료를 자극하면 자들은 

도 로 여기되고 이후 다시 안정화되기 해 지

에 존재하는 정공과 결합하여 OSL을 방출한다. 이 

빛은 측정 필터를 거친 후 자 증배 (PMT)을 통

해 컴퓨터에 보내져 수처리 통해 등가선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OSL 측정을 통하여 생체 시료(손

톱)의 사고선량 평가를 수행하 다. 이를 하여 정확

도  정 도가 높은 단일시료재 법(SAR)을 이용하

여 등가선량을 산출하 다. 한 형 등  태양 빛에 

노출시 bleaching되어 사라지는 손톱의 OSL 신호와 방

사선 조사 후 생체 시료가 얼마나 방사선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fading 실험을 수행하 다. 

 재료  방법

이 연구에서는 10명의 손톱 시료를 수집하여 측정

에 사용하 다. 

실험은 (주)네오시스코리아 방사선응용연구센터에 설치된 

RisΦ TL/OSL reader( RisΦ TL/OSL-DA-20)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여기 원으로는 470±20 nm의 장을 가진 청

색 발  다이오드(Nichia type NSPB-500S)가 사용되었

으며 원의 세기는 50 mW·cm
-2

 정도이다. 여기 원의 

OSL 신호의 분 을 하여 GG420필터가 여기 원의 앞

에 부착되었으며 OSL 신호는 Hoya U-340 필터와 결합

된 자 증배 (bialkali EMI 9235QB photomultiplier)

으로 검출되었다. 검출기의 기  잡음(electric noise) 

 시간에 독립 인 배경 신호(background signal)는 50 

counts·s
-1

 이하 다. 상온에서 시료에 조사되는 리성 

에 지는 90Sr/90Y 베타선원으로부터 제공되며 시료가 받

는 흡수선량율은 0.092 Gy·s
-1

 이다. 

 결과  고찰

 Figure 1. OSL curves from nail with an initial native signal 

(displayed signal above flat noisy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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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amples of OSL curve and TL glow curve recorded 

immediately after 1 Gy laboratory-administrated dose by using a 
90Sr/90Y beta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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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representative of OSL SAR growth curve 

obtained from the samples of nails.

  

Given dose: 2.8 Gy, Illumination power: 20 m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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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xamples of OSL curve from the relative samples but 

following bleaching by stimulation light for 10 min; the OSL from 

the sample after bleaching and exposure to a beta dose of 3 Gy.

Method: OSL-SAR, Irr source: 90Sr/90Y, Given dose: 2.75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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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ading of OSL signals from samples stored in the 

dark at room temperature.

표-1. 실험비교 결과.

시료
Native 

Signal

OSL 

Signal

TL

Signal

Fading 

Test

Bleachin

g Test

SAR-

Protocal

손톱 Non Large Non 2 h 10min
Good

accuracy

 결  론

  방사선 사고를 가정하여 생체시료(손톱)의 OSL 측정을 

통해 선량평가를 수행하 다. 각 시료에 단일시료재 법을 

용한 결과  0.1 Gy - 10 Gy의 선량반응 곡선을 얻었고, 

정확도와 정 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방사선 사고시 생체시료에 한 정확하고 정 한 선량평

가를 해 TL/OSL 측정 뿐만 아니라 측정장비 개발에 

한 추가 인 연구가 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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