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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변색 화합물들의 메카니즘 뿐만 아니라 자외선에 의한 광변색 반응과radiochromism ,
의 유사성 및 차이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
화합물의 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들 화합물을 이용하여 취급이 용이하고radiochromism , ,
저가인 라디오크로믹 선량 측정법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Ⅲ

다양한 폴리머 및 용매에 분산된 광변색 화합물에 미치는 양성자 빔의 영향을 분광학

적으로 연구하였는데 특히 에 미치는 격자 빔 조사 조건 및 반응 기구에 대, radiochromism ,
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용매 및 폴리머에 미치는 이온빔의 영향을 측정하여 격자의 영향.
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또한 광변색 화합물로는 아조벤젠 류 스피로피란 류 스피로옥사진. , , ,
류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광변색 화합물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Ⅳ

여러 광변색 화합물 중에서 반응 속도 반응물과 생성물의 흡수 스펙트럼의 분해 및 감,
도 안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스피로옥사진 류가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격자로 선택된 클로로포름 등은. , PS, PMMA 1 10■ 10 ions/cm2 2 10～ ■ 14

ions/cm2 의 범위에서 양성자 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므로 이들이fluence ,
의 메카니즘 연구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격자의 에radiochromism . stopping power

따라 반응이 일어나는 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반응 메카니즘은 유사하였으fluence
며 가 증가함에 따라, fluence SO → B → C 의 연속 반응이 진행하였다 여기서 는. B

에서 흡수하는 화학종이며 형광을 띠는 화학종 는 에서 흡수하였고450-480 nm , C 380 nm ,
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로부터 반응 속도 상수를 결정하였다 폴리머 격자에서는fluence .
효과가 관찰되었다aging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Ⅴ

차년도의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스피로옥사진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1 aging
있는 격자의 제조 방법을 찾으며 이와 더불어 새로운 적절한 격자를 탐색해 보므로 써 스피,
로옥사진 류를 이용한 라디오크로믹 선량계를 개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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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 Title : Influence of proton irradiation on the photochromismⅠ

. ObjectivesⅡ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xtend our knowledge on the radiochromic

reaction mechanism of photochromic compounds and to develop a low-cost radiochromic
film dosimeter.

. Contents and the scope of this studyⅢ

The influence of the proton beam on the photochromic compounds dispersed in the
various polymers and solvents were spectrophotometrically studied. This study mainly
concentrated on the effects of the matrices and irradiation condition on the
radiochromism.

. ResultsⅣ
The experimental results regarding on the reaction rate, spectral resolution and

sensitivity of the absorption spectra of reactants and products, and their stability show
that spirooxazines are among photochromic compounds studied best suited to the
objective of this study. Because chloroform, polystyrene and PMMA are nearly not
affected by the proton beam in the fluence range of 1 10■ 10 ions/cm2 2 10～ ■ 14 ions/cm2,
it is deduced that these matrices can be usable for the study of the radiochromic
reaction mechanism. Although,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stopping power of the
matrix, the fluence value that the radiochromic reaction onsets was different from matrix
to matrix, the reaction mechanism was similar in general. As the ion fluence increases, a
series reaction SO → B → C proceeds. Here, B is the species absorbing at 450-480
nm and the fluorescent species C absorbs at 380 nm. The reaction rate constant were
determined from the dependence of the absorbance on ion fluence. The aging effects
were observed in the polymer matrices.

. Suggestions for the applicationsⅤ
The radiochromic system studied in this study will provide valuable informations on

the development of a low-cost ion beam dos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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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1

제 절 연구 배경1
산업계 및 의료계에서 방사선의 선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갖가지 새로운 검출기의 출현

으로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진화해 오고 있다 많은 다른 검출기들이 그 성능 및 작동 원리.
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열량계가 차 표준 선량계이며 전리상자와 같은 다, 1 ,
른 선량 측정기는 열량계에 대하여 보정하여 사용한다 [1].

반도체 및 필름은 상대 선량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며 이상적인 선량 측정계는 정, TLD
확도 정밀도 검출 한계 측정 범위 선량에 대한 반응성 에너지 의존성 공간 분해능이 좋, , , , , ,
아야 하며 취급이 용이해야 한다 라디오크로믹 선량계는 이들 특성의 일부를 만족시켜주는, .
데 예를 들면 공간 분해능이 매우 높으며 상대적으로 저에너지에서 스펙트럼 감도가 좋다, , , .
또한 가시광선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며 직접 색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화학적 과정이 필요 없다.

현재 선량계에 이용되는 는 액체 용액 젤 필름 및 도파관 등 다양radiochromic media , ,
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0.1 10～ 6 의 넓은 범위에서 선량을 검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아Gy .
마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업 제품은 필름으로 국내에서는 전량 수GAFCHROMIC ,Ⓡ
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격도 비싼 편이다, .

은 광변색 화합물이 분3D ORAM (three-dimensional optical random access memory)
산된 비결정질 고체를 이용한 신개념의 고밀도 고속의 정보 저장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
호스트 폴리머에 분산된 광변색성 화합물의 두 가지 이성질체들을 이용하여 진수의 방식으2
로 정보를 저장한다 광변색성은 서로 다른 흡수 스펙트럼을 갖는 두 이성질체들이 빛[2-4].
에 의하여 가역적으로 변환되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의 광변색 반응은, spiropyran scheme 1
과 같으며 은 을 은 로 할당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closed form binary "0" , open form “1” .
개발되고 있는 미디어는 양성자와 같은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 시 현상3D ORAM bit flip
또는 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빔 선량 측정에memory loss [5], 3D

미디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수행된 광변색 화합물을 활용한 이ORAM .
온빔 선량 측정법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그룹에서 이루어진 것들로 검Moscovitch [5-7],
출에 또는 레이저 시스템과 같은 고가의 기자재를 활용해야만 하는 단점이 있었다CLSM .

대표적인 광변색 화합물인 인돌리노스피로 화합물은 많은 연구의 대상이었지만 대부분

의 연구가 화합물의 합성과 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에도 불[8-12]. ,
구하고 광변색 반응 메카니즘조차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변색 화합물의 에 대한 기초 연구를 먼저 수행하여 반radiochromism
응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저가의, radiochromic film

를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사용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산업dosimeter . ,
적으로나 의료용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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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N O

UV

∆ or Vis

Scheme 1. Photochromism of spirobenzopy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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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 목적 및 범위2
광변색 화합물이 용 재료나 휴대용 이온빔 선량 측정 장치에 이용될 수3D ORAM

있기 위해서는 광변색 화합물의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radiochromic reaction mechanism
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광변색 화합물의 에 대한 기초 연구를 먼. , radiochromism
저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저가의 선량 측정계를 개발하는 것을 본 연구, radiochromic film
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차 년도에서는 광변색 화합물의 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1 radiochromism
그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변색성 화합물의 기본 성질 평가- (AB, SP, SO, ....)
광변색 화합물에 미치는 이온빔의 조사 효과를 측정하므로 써 및- dosimetry

에 사용 가능한 광변색 화합물의 탐색ORAM
에 미치는 격자의 영향을 관찰하여 및 에 사용 가- radiochromism dosimetry ORAM

능할 계의 탐색

격자 구조에 미치는 이온빔의 영향 측정- (PS, PMMA, PE, chloro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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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2

광변색 화합물은 디스플레이 메모리 사진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동안, ,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화합물의 합성과 응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온빔 조사가 광변색 화합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수행되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국외에서 에 이용될 수 있는 광변색성 화합물을. 3D ORAM
이용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검출에 과 같은 고가의 기자재를dosimetry , CLSM
활용해야만 하는 단점이 있었다.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사선량 측정계의 개발은 사용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차 년도에서는 선량계 개발에 스피로옥사진, , 2
류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를 더욱 축적하고 단계에서는 선량 측정계를 본격적으, 3
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필름 선량계에 활용되는 라디오크로믹 필름은 대부분. ISP

와 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가격(International specialty product) Sunna systems corperation ,
도 비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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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3

제 절 실험 방법1
시료1.

광변색 화합물인 아조벤젠 류 스피로피란 류 및 폴리머 류인 와 등은 사에, PS PMMA Aldrich
서 구입하여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클로로포름은 분광학급으로 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 Aldrich
다.

와 는 클로로포름에 녹이고 이 용액에 광변색 화합물을 첨가한 후 잠시 방치하였다가PS PMMS ,
를 이용하여 실리콘 웨이퍼 위에서 박막을 만든 후 실온에서 일간 건조시킨다 광변색spin coater , 2 .

화합물의 농도는 의 범위로 조절하였다1 3% .～

양성자 빔의 조사2.

클로로포름에 녹인 광변색 화합물 용액은 한국 원자력 의학원 이 설치된 싸(KIRAMS) MC-50
이클로트론을 이용하여 양성자 빔을 조사하였다 싸이클로트론의 창을 통과한 양성자 빔이 대기에.
놓인 시료를 쪼이도록 설치하였다 양성자 빔의 에너지는 시료 위치에서 였으며 전류는. 25 MeV ,

였다 조사 선량은10 nA . 1.0 10■ 10 1.0 10～ ■ 13 ions/cm2 범위가 되도록 빔의 조사 시간을 조
절하였으며 이온빔 조사로 야기되는 시료의 색깔 변화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모니터하였다, CCD .
폴리머에 분산된 시료는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에 설치된 가속기를 이용하여 양성자TANDEM

빔을 조사하였다 시료는 진공 장치 내에 장착하였으며 양성자 빔의 에너지는 이었으며. , 3.4 MeV ,
전류는 또는 이었고 조사 선량은 조사 시간을 조절하여100 nA 1 A , 1.0 10μ ■ 12 1.0 10～ ■ 15

ions/cm2 범위가 되도록 하였다.

분광학적 분석3.

액체 시료는 형광 및 여기 스펙트럼을 양성자 빔 조사 전과 후에 모두 측정하였으UV-Vis, IR,
며 폴리머 시료는 및 스펙트럼만 측정하였다 스펙트럼은, UV-Vis IR . UV-Vis Cary 4000 (Varian)
을 스펙트럼은 분광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형광 및 여기 스펙트럼은, IR MB-100 (Bomem) ,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각 시료에 대하Cary Eclipse (Varian) . aging
여 양성자 빔 조사 직후에 스펙트럼을 한번 측정하고 일 일 일 후에 다시 측정하였다 특히 용, 1 , 2 , 3 .
매에 미치는 양성자 빔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스펙트럼은 을 이용하NMR Gemini-200 (Varian)
여 측정하였다.



- 12 -

제 절 결과 및 고찰2
광변색성 화합물의 탐색1.

에 적합한 화합물을 탐색하기위하여 광변색 화합물 중에서 아조벤젠 류 스dosimetry ,
피로피란 류 스피로옥사진 류 등을 중심으로 자외선 및 양성자 빔의 조사가, (Scheme 2)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가 아조벤젠 류.
azobenzene (1 과) disperse orange I (2 는 자외선에 의하여 형과 형이 가역) trans- cis-

적으로 변환하는데 그림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형은 이상의 파장 영역 대, 1 cis- 300 nm
에서 몰흡광계수가 매우 낮다 그러므로 형의 최대 흡수파장의 흡광도를 이용하여. , trans-
화학종의 농도에 대한 정보를 직접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 는 정. , 1 2
제를 하여도 며칠 내에 다시 분해가 되었고 시료 제조 후 선량 측정에 실제로 이용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과 를 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1 2 dosimetry
않았다.

나 스피로피란 류.
스피로피란 류는 일반적으로 스피로옥사진 류 보다 자외선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분해되는 특성을 가졌다 클로로포름에 녹인. NBSP (3 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량) dose
에도 화합물이 쉽게 분해되었으며 화합물의 골격구조가 거의 깨졌다, . 6-acid (4 용액은)

에 따라 분광학적 특성이 변화하였다 그러므로 화합물 은 에 이용되fluence . , 3 dosimetry
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화합물, 4는 좀 더 테스트 해 볼 필요가 있다.

다 스피로옥사진 류.
SNO (5 와) SPO (6 은 스피로피란 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외선에 안정한 화합물)

이다 그림 와 은 와 용액의 흡수 스펙트럼에 미치는 양성자 빔의 영향을 나. 2 3 SNO SPO
타낸 것으로 두 화합물 모두 량에 따라 흡수 스펙트럼이 변화하였다 한편 흡수, dose . ,
스펙트럼은 시간에 걸쳐 정도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그림72 ~10% .( 4)
그러나 량이, dose 1.0*1012 ions/cm2 이상이되면 제 의 반응이 진행하여 흡수 스펙트2
럼이 변화하기 때문에 가 크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dynamic range ,

와는 비견되는 값을 갖는다 그림 는 의 형광스펙트럼radiochromic film dosimeter . 5 SNO
이 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 그림이다 에서의 형광의 세기dose . 530 nm 가

에 관계하는 것으로 보아 형광 세기를 이용하여 를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리라dose dose
고 보고 있으며 어느 파장에서 흡광도와 형광 세기가 에 가장 정량적으로 대응하는,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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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2. Photochromic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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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bsorption spectra of azobenzene (1) and disperse orange 1 (2). Spectra were
taken before and after UV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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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 of H+ beam fluence (25 MeV) on the UV/VIS spectra of
4.0 10-4 M SNO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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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 of H+ beam fluence (25 MeV) on the UV/VIS spectra of 4.0
10-4 M SPO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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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현재 분석 중이다.

격자에 미치는 양성자 빔의 영향2.

양성자 빔이 용매 또는 격자 클로로포름 등 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 PS, PMMA )
분광학적으로 관찰하였다 양성자 빔을. 1 10■ 10 ions/cm2 2 10～ ■ 12 ions/cm2 의 로fluence
조사한 후에 측정한 클로로포름의 스펙트럼은 조사 전의 스펙트럼과 차이를 보이지NMR
않았다 이것은 주어진 범위에서는 클로로포름이 양성자 빔의 영향을 거의 받지. fluence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 10■ 10 ions/cm2 2 10～ ■ 14 ions/cm2의 로 와 필름에 양성자 빔을fluence PS PMMA

쪼여주어도 스펙트럼은 빔 조사 전후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 그림 그러나UV-vis ( 6-A). ,
가fluence 1 10■ 14 ions/cm2 인 경우에는 조사 직후에 적외선 투광도가 상당히 감소하였으

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광도의 일부가 복원되었으며 새로운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이 결과는 폴리머 내에서 양성자 빔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많은 결합이 끊어진( 6-B).
것을 의미하며 부분적으로는 과 일어나겠지만 새로운 피크가, cross-linking chain scission
관찰될 만큼 규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영역에서의 흡. vis
수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편재화된 탄소간 이중 결합도 그리 많이 생성된 것으

로 보이지 않는다.

광변색 화합물에 미치는 양성자 빔의 영향 용액에서3. -

이온빔의 에너지 격자 등이 광변색 화합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광학적으로 관, fluence,
찰하였다.

용액에 이온빔을 조사하면 가 증가함에 따라 용액의 색은 그림 과 같은SPO fluence 7
방향으로 변화하며 이 변화는 스펙트럼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림 은 용액, UV-vis . 8 SPO
의 흡수 스페트럼을 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실선은 조사한 가ion fluence . ion fluence 4.0
10■ 11 ions/cm2 이하이고 점선은 가, fluence 4.0 10■ 11 ions/cm2 이상인 경우를 나타낸 것이
다 빔 조사 이전에 용액은 에서 최대 흡수를 가지며 에 작은 흡수 띠. SPO 350 nm , 590 nm
를 갖는데 이 흡수 띠는 의 열린 형에 기인한다 가 증가함에 따라, SPO . ion fluence , 590
와 의 흡광도는 동시에 감소를 하였으며 에서의 흡광도는 점차적으로nm 350 nm , 480 nm

증가하여 가fluence 4.0 10■ 11 ions/cm2 일 때에 최대값에 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388 nm
와 에서 가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에서 흡수하는 화학종이535 nm isosbestic point , 590 nm

에서 흡수하는 화학종으로 변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480 nm . ion fluence 4.0 10■ 11

ions/cm2 보다 더 커지게 되면 에서의 흡광도는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뒤늦게, 480 nm , 380
부근에 새로운 흡수 띠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용액이 양성자 빔에 의하여nm . SPO

연속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반응은 닫힌 형의 가 양성자 빔. SPO
에 의해 방사선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로 쓸 수 있으며 두 번째 단계에SPO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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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 UV-vis and (B) IR spectra of PMMA before and after the proton
irradiation with 1 10■ 14 ions/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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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color change of SPO solution
with the increase in the fluence.



- 22 -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0.0

0.5

1.0

1.5

2.0

2.5

3.0

    CP

 2*10
12

 1.24*10
12

 8*10
11

 6*10
11

 4*10
11

 2*10
11

 1*10
11

 7.5*10
10

 5*10
10

 1*10
10

 0

A
b
s
o
rb
a
n
c
e

W avelength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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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5 MeV we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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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단계에서 생성된 가 반응을 하는 경우로 로 쓸 수 있다 여기서 는1 B B C . B 480→
에서 흡수하는 화학종이며 는 에서 흡수하는 화학종이다 두 번째 단계의 반nm , C 380 nm .

응은 대부분의 가 로 변환되고 난 후에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두 번째 단계는SPO B ,
첫 번째 단계보다 그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며 따라서 속도 결정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
수 있다.

에서 흡수하는 의 열린 형은 닫힌 형과 평형을 이루며 그 반응 속도는 실590 nm SPO ,
온에서 빠르므로 에서의 흡광도의 변화는 닫힌 형의 농도 변화도 동시에 반영하게590 nm
된다 그림 에서와 같이 에서의 흡광도를 이용하여 반응에 대한. 9-(A) 590 nm SPO B 1→
차 반응 속도 상수 ka를 구해 보면 그 값은, 0.266 min-1 이었으며, R2 이었다 그= 0.992 .
러므로 반감기는 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온빔에 의하여 일어나는 반응을 단순한, 2.61 min . ,
차 반응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타당성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1 .
주어진 실험 조건하에서 화학종 는 분에 그 농도가 최대가 되었다 연속 반응에, B 14.8 .

서 화학종 의 농도가 최대가 되는 시간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B .

b

a

ba
k

k

kk
t ln

1
max

−
=

그러므로 반응에 대한 반응속도 상수는, B C 0.00563 min→ -1 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는9-(B) 1 10■ 10 ions/cm2 4 10～ ■ 11 ions/cm2 의 이온 범위에서 에서의 흡fluence 480 nm

광도가 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의 화학적 구조를fluence . B
규명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 중에 있으며 차 년도 연구에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할 계획, 2
이다.
그림 은 의 함수로 나타낸 의 흡수 스펙트럼으로 그림 과 유사한 경향10 fluence SNO 8

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는 에 비하여 열린 형과 닫힌 형간의 평형. , SNO SPO
상수가 백분의 일 정도에 해당하므로 파장의 빛을 거의 흡수하지 못함을 알 수 있580 nm
으며, 6 10■ 11 ions/cm2 에서 부근의 흡광도가 최대가 됨을 알 수 있다 이 화합480 nm .
물의 형광 및 여기상태 스펙트럼을 그림 에 나타내었는데11 , fluence 2 10■ 12 ions/cm2 로
조사한 시료의 경우에는 여기 파장이 일 때 에서 매우 강한 형광이 관찰되350 nm 450 nm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 낮은 로 이온빔을 조사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광의 세, fluence
기가 매우 낮았다 에서 여기시킨 형광 스펙트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다른. 470 nm (inset),
시료에 비하여 에서의 흡광도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470 nm 2 10■ 12 ions/cm2 의

로 조사한 시료의 형광 세기가 더 컸다 이것은 큰 로 조사하는 경우 형광성fluence . fluence
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광을 주는 화학종의 를 그림. excitation spectra 11-(B)
에 나타내었는데 의 형광은 주로 에서 흡수하는 화학종에 기인함을 알 수, 450 nm 400 nm
있으며 의 형광은 주로 에서 흡수하는 화학종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530 nm 460 n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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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changes in the absorbance of as a function of the proton irradiation time
(min.) (A) 590 nm and (B) 480 nm. The absorbances are derived from the figure 9. The
solid lines are fit to the data in the forms of the exponential decay (A) and the linear
fit (B). The inset in (A) represents the first-order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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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absorption spectra of SNO solution as a function of 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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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fluorescence (A) and excitation (B) spectra of SNO solution. λexc wass
350 nm in (A) and 470 nm in the inset of (A). λp was 450 and 56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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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변색 화합물에 미치는 양성자 빔의 영향 폴리머에서4. -

와 가 도핑된 폴리머 필름은 전류가 이고 가SNO SPO beam 1 A , fluence 1 10μ ■ 15

ions/c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빔에 의하여 녹았으며, 5 10■ 14 1 10～ ■ 15 ions/cm2 범
위에서는 필름이 찢어졌다 스피로옥사진 류는 폴리머 필름 내에서도 용액에서와 유사하게.

가 증가함에 따라 노랑 오렌지 갈색 등으로 다양한 색 변화를 나타내었다fluence , , .
그림 는 에 도핑된 의 흡수 스펙럼으로 빔 가12 PMMA SPO fluence 1 10■ 12 ions/cm2

이상이 되면 반응이 관찰되었으며, 1 10■ 14 ions/cm2 까지도 가 증가함에 따라fluence
에서의 흡광도가 중가하였다 그러나 에 도핑된 와 는 둘 다 반응이480 nm . , PS SNO SPO
에서 처럼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클로로포름 용액 내에서는PMMA . 1 10■ 12

ions/cm2 의 에서도 반응이 관찰될 수 있을 정도로 진행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fluence
아 이러한 차이점은 클로로포름 의 와 관련된다 클로로포름의, PMMA, PS stopping power .
밀도는 1.48 g/cm3 로 나 보다 높으며 빔이 통과하는 시료의 두께가 크기 때문PS PMMA ,
에 빔의 에너지를 모두 시료에 내놓게 된다 그러나 와 는 박막으로 대부분의. , PS PMMA
에너지가 시료를 통과하기 때문에 시료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작아서 더 높은 영역fluence
에서 반응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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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absorption spectra of SPO dispersed in PMMA as a function of beam
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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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결론3

여러 광변색 화합물에 대하여 반응 속도 반응물과 생성물의 흡수 스펙트럼의 분해 및,
감도 안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에 사용하기에는 스피로, . radiochromic film dosimeter
옥사진 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격자로 선택된 클로로포름 등은. , PS, PMMA
1 10■ 10 ions/cm2 2 10～ ■ 14 ions/cm2 의 범위에서 양성자 빔의 영향을 거의 받지fluence
않았으므로 이들이 의 메카니즘 연구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격자의, radiochromism .

에 따라 반응이 일어나는 값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반응stopping power fluence
메카니즘은 격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사하였으며 가 증가함에 따라, fluence SO → B → C
의 연속 반응이 진행하였다 여기서 는 에서 흡수하는 화학종이며 형광을 띠. B 450-480 nm ,
는 화학종 는 에서 흡수하였고 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로부터 반응 속도 상C 380 nm , fluence
수를 결정하였다 폴리며 격자에서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ag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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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차 년도에서는 및 에 사용 가능한 광변색성 화합물을 탐1 dosimetry ORAM
색하고 양성자 빔 조사가 격자 용매 및 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며 광변색, , ,
화합물에 미치는 양성자 빔의 영향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기로 계획하였으며 연구 목표,
를 모두 달성하였다.

당해 년도에서 수행한 광변색 화합물에 미치는 양성자 빔의 영향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하여 라디오크로미즘 반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기초 자료들을 반응 속도 연( ,
속 반응 격자의 영향 얻을 수 있었으며 이 결과들은 의 개발에 좋은 지침이, , ....) , dosimeter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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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게재 및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홍보하고 기술을 전파한다- .
본 연구를 통하여 구축된 라디오크로미즘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저렴하고 간편한 라디오크-
로믹 선량계의 개발에 적극 활용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라디오크로미즘.
에 대한 더 많은 기초 자료를 필요로 하며 선량에 맞는 시료의 제조 조건을 찾는데도 추,
가 연구 기간이 필요하다.

효과를 최소화 하는 시료 제조법 또는 새로운 격자를 채택하여 넓은 영역의 빔 선- aging
량 범위에서 활용이 가능한 선량계를 개발할 것이다.
광변색 화합물들에 미치는 이온빔의 효과로부터 차원 메모리에 응용될 수 있는 보다 좋- 3
은 재료의 개발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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