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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광변색 현상에 대한 양성자 빔 조사 효과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광변색 화합물을 포함하는 유기화합물에 대한 양성자 빔의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

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광변색 화합물의 구조 및 광반응에 미치는 이온빔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자외선에 의한 광변색 반응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살펴보므

로 써 이들 화합물의 radiochromism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또한 이들 화합물을 이용

하여 취급이 용이하고, 저가인 라디오크로믹 선량 측정용 재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를 축적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  반응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B의 특성을

규명하고, 반응 기구를 밝히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크로마토그래피 법으로 B의 특성을

규명하였으며, 양성자 빔과 자외선의 조사가 SPO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선

량 분석에 최적인 화합물, 농도 및 격자 등 기본 자료를 축적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반응은 SPO의 구성 성분인 인돌린 고리 (1)와 phenanthrene 고리 (2)를 갖는

두 화학종으로 분해되는 과정이었다. 2는 산성 특성을 가졌으며, 480 nm에서 흡수를 나타내

는 화학종이었다. SPO는 HCl이 첨가될 때 용매의 종류에 따라 trans-PMC∙HCl 또는

cis-PMC∙HCl 착물을 형성하였으며, 이들 화학종은 불안정하였다. 자외선을 조사한 경우에

도 양성자 빔 조사 때와 같은 분해 산물이 주 생성물로 얻어졌다. 8✕1011 ~ 2✕1013 ions/cm2

범위의 fluence에서는 1✕10
-3

M SPO/EtOH이 dosimeter에 매우 적합한 계인 것으로 생각되

며, SPO/acetonitrile 및 SPO/PS도 비교적 적합한 계로 생각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하여 SPO의 라디오크로미즘에 대한 반응 기구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며,

이 결과들을 학술지 게재 및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홍보할 것이다. 또한 이 결과들이 저렴

하고 간편한 라디오크로믹 선량계의 개발에 좋은 지침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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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 Influence of proton irradiation on the photochromism

Ⅱ.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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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tion mechanism of photochromic compounds and to accumulate the basic data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a low-cost radiochromic film dosimeter.

Ⅲ. Contents and the scope of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adiochromic reaction of SPO,  →  , were studied by

UV-Vis and chromatographic methods. The results of the radiochromic reaction was

compared with the effects of UV light on photochromic reaction of SPO. The basic data

for selecting the proper materials and conditions were also obtained.

Ⅳ. Results

Upon the proton irradiation, SPO decomposes into two chemicals (1 and 2). 1 is

contains indoline group and 2 contains phenanthrene group. 2 absorbs at 480 nm and

has acidic character. By the UV irradiation, SPO also decomposes to give the same

products as the radiochromic reaction. Depending on the solvent. trans-PMC∙HCl or

cis-PMC∙HCl complex was produced upon the addition of HCl on SPO solution and

two complexes seemed to be unstable in a given condition. It seems that 1✕10-3 M

SPO/ethanol solution is very suitable system for the radiochromic dosimeter in the

fluence range of 8✕10
11

~ 2✕10
13

ions/cm
2
. SPO/acetonitrile and SPO/PS system were

also good candidates for the dosimeter application.

Ⅴ. Suggestions for the applications

The understandings on the radiochromism of SPO was extended. The results will be

published in the journals and will provide valuable informations on the development of a

low-cost and easy-handling radiation dos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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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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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표준 선량계이며, 전리상자와 같은 다

른 선량 측정기는 열량계에 대하여 보정하여 사용한다 [1].

반도체, TLD 및 필름은 상대 선량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며 이상적인 선량 측정계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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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ochromic media는 액체 용액, 젤, 필름 및 도파관 등 다양

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0.1～106 Gy의 넓은 범위에서 선량을 검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아

마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업 제품은 GAFCHROMICⓇ 필름으로, 국내에서는 전량 수

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격도 비싼 편이다.

3D ORAM (three-dimensional optical random access memory)은 광변색 화합물이 분

산된 비결정질 고체를 이용한 신개념의 고밀도, 고속의 정보 저장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호스트 폴리머에 분산된 광변색성 화합물의 두 가지 이성질체들을 이용하여 2진수의 방식으

로 정보를 저장한다 [2-4]. 광변색성은 서로 다른 흡수 스펙트럼을 갖는 두 이성질체들이 빛

에 의하여 가역적으로 변환되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spiropyran의 광변색 반응은 scheme 1

과 같으며, closed form 은 binary "0"을 , open form은 “1”로 할당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개발되고 있는 3D ORAM 미디어는 양성자와 같은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 시 bit flip 현상

또는 memory loss 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5], 이것은 빔 선량 측정에 3D

ORAM 미디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수행된 광변색 화합물을 활용한 이

온빔 선량 측정법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Moscovitch 그룹에서 이루어진 것들로 [5-7], 검

출에 CLSM 또는 레이저 시스템과 같은 고가의 기자재를 활용해야만 하는 단점이 있었다.

양성자 빔이 반도체 및 폴리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진행되고 있

으나, 유기화합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광

변색 화합물은 그 구조의 변화에 따라 색의 변화가 수반되므로 양성자 빔의 영향을 측정하

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1차 년도에서는 여러 종류의 광변색 화합물에

대하여 양성자 빔의 조사가 미치는 영향을 여러 격자 속에서 수행하였다. 그 결과 테스트한

화합물 중에서는 인돌리노스피로 화합물이 dosimeter의 재질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표적인 광변색 화합물인 인돌리노스피로 화합물은 많은 연구의 대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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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화합물의 합성과 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12]. 그러므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광변색 반응 메카니즘조차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차

년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피로 화합물 중에서도 스피로 옥사진 류가 dosimeter 용 재질

에 적합하였으며, calibration 등을 고려하면 흡수띠가 주위의 다른 흡수띠로부터 잘 분해된

SPO가 최적으로 판단되었다. SPO/CHCl3 용액에 양성자 빔을 쪼여주면, SPO는

 → →와 같은 일련의 연속 반응을 경험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1차 년도에

서는 B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양성자 빔이 SPO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

여 B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반응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할 것

이다. 또한 그 결과를 비전리 방사선인 자외선을 SPO에 조사하였을 때와 비교 분석할 것이

다. 광변색 화합물의 radiochromism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토대로 저가의 radiochromic film

dosimeter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를 축적하는 것으로 그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는 학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 산업적, 의료용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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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광변색 화합물이 3D ORAM 용 재료나 휴대용 이온빔 선량 측정 장치에 이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광변색 화합물의 radiochromic reaction mechanism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광변색 화합물의 radiochromism에 대한 기초 연구를 먼

저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저가의 radiochromic film 선량 측정계를 개발하는 것을 본 연구

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1차 년도에서 SPO/CHCl3 용액에 양성자 빔을 쪼여주면, SPO는  → →와 같은

일련의 연속 반응을 경험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러므로, 2차 년도에서는 양성자 빔이

SPO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 연구를 좀 더 면밀하게 수행 할 것이며, 그 결과를 비전리

방사선인 자외선을 SPO에 조사하였을 때와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B의 특성 규명

SPO에 양성자 빔을 쪼여주면 480 nm에서 흡수띠가 관찰되는데, 이 띠와 관련된 화

학종에 대해 이성질체, aggregate, 산과의 착물, 또는 분해 생성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분광학 및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 HCl 첨가가 SPO에 미치는 영향

화학종 B가 산성형 화합물일 가능성이 제시되므로, B의 특성은 산성도에 의하여 영향

을 받을 수 있으므로, SPO에 미치는 산의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 SPO에 미치는 자외선과 양성자 빔의 영향을 비교 분석

일반적으로 SPO에 자외선을 쪼이면 광반응에 의하여 590 nm에 위치한 PMC의 흡광

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성자 빔과 자외선 조사에 따른 영향을 비교 분석

하므로 써, 양성자 빔이 SPO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능한 메카니즘을 제안하고자 하

였다.

- 선량에 적합한 광변색성 화합물의 종류, 농도, 격자 결정 및 선량 측정법 수립

SPO에 양성자 빔을 조사한 후, aging에 미치는 각종 매질의 효과를 조사하고, 비교

적 aging 효과가 작은 system에 대하여 선량 측정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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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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화합물에 미치는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특히, 광변색 화합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야 3D ORAM에 이용될

수 있는 광변색성 화합물을 이용한 dosimetry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되었지만, 검출에

CLSM과 같은 고가의 기자재를 활용해야만 하는 단점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유사한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다.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사선량 측정계의 개발은 사용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2차 년도에서는 양성자 빔이 SPO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선량계 개발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더욱 축적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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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실험 방법

1. 시료

SPO와 폴리머 (PS, PMMA,...)는 Aldrich 사에서 구입하여 정제없이 사용하였다. 용매 (에탄올,

아세토니트릴, 클로로포름)는 Aldrich에서 분광학급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폴리머는 클로로포름에 녹이고, 이 용액에 SPO를 첨가한 후 잠시 방치하였다가 spincoater를

이용하여 실리콘 웨이퍼 위에서 박막을 만든 후, 실온에서 2 일간 건조시킨다. 광변색 화합물의 농

도는 3%로 하였다.

2. SPO가 doping된 gel의 제조

TMOS (tetramethoxysilane), HCl 수용액 (pH = 2.25)과 메탄올을 1: 7: 3의 비율로 섞어서 1시

간 30분 동안 잘 저어준다. 여기에 0.01 M 암모니아수, DMF 3ml, SPO 메탄올 용액을 첨가하여 10

분간 더 저어준 후 1회용 큐벳에 넣어 건조시키거나, 스핀코팅한 후 건조시켰다. 스핀 코팅은 실리

콘 웨이퍼위에서 100 rpm으로 수행하였다.

3. 밀폐된 폴리머 시료의 제조

1의 절차에 따라 제조된 폴리머 시료를 glove box 내의 산소, 또는 질소의 분위기하에서 두 장

의 slide glass 사이에 끼우고 옆의 4면을 에폭시로 밀봉하였다.

4. 양성자 빔의 조사

시료는 한국 원자력 의학원 (KIRAMS)에 설치된 MC-50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하여 양성자 빔

을 조사하였다. 싸이클로트론의 창을 통과한 양성자 빔이 대기에 놓인 시료를 쪼이도록 설치하였다.

양성자 빔의 에너지는 시료 위치에서 25∼35 MeV 였으며, 전류는 10∼100 nA 였다. 조사 선량은

1.0 ☓ 1010 ～ 1.0 ☓ 1013 ions/cm2 범위가 되도록 빔의 조사 시간을 조절하였다.

5. 산 첨가

SPO 용액에 미치는 HCl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농도의 HCl 수용액을 마이크로 피

펫을 이용하여 시료에 첨가하였으며, 시간의 함수로 시료의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또한 분해 산물 B의 특성 연구에서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암모니아 용액을 첨가하고 흡수 스펙

ㅌ트럼을 측정하였으며, 반응의 가역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 용액에 HCl을 첨가하여 스펙트럼이

가역적으로 회복되는지를 관찰하였다.

6. GC/MS 와 TLC

GC/MS data는 Agilent Tech. 사의 Agilent 5975C 모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컬럼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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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ent HP-5MS 컬럼을 (0.25 ㎜ ✕ 30 m ✕ 0.25 ㎛) 사용하였고, 운반 기체로는 He 기체를 이

용하였다 (1 /min.). 오븐 온도는 처음에 4분간 100 ℃로 유지하다가 10 ℃/min.의 속도로 280 ℃

까지 승온시킨 뒤, 280 ℃에서 8분간 유지시켰다.

TLC는 silica plate에서 4:6의 물과 에탄올 혼합 용액을 전개 용매로 이용하여 크로마토그램을

얻었다.

7. UV-VIs 스펙트럼 측정

시료의 UV-Vis 스펙트럼을 양성자 빔 조사 전과 후에 모두 측정하였다. UV-Vis 스펙트럼은

Cary 4000 (Vari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aging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각 시료에 대하여

양성자 빔 조사 직후에 스펙트럼을 한번 측정하고, 1일, 2일, 3일 후에 다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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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결과 및 고찰

1차 년도의 연구에서 양성자 빔의 조사에서 fluence가 증가함에 따라 스피로 옥사진

(SO, SNO와 SPO)은  →  →  의 연속 반응을 경험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여기서 B는

중간 생성물로서 (또는 그 중 하나가) 480 nm에서 흡수띠를 갖는 화합물이며, C는 최종

화합물로 (또는 그 중 하나가) 380 nm에서 빛을 흡수하는 화합물이다. 격자로 선택된

클로로포름, PS, PMMA 등은 1☓1010 ions/cm2 ～ 2☓1014 ions/cm2 의 fluence 범위에서

양성자 빔에 의하여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격자의 stopping power에 따라 반응이

일어나는 fluence 값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반응 메카니즘은 격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사하였다.

특히,  → 반응은 정량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SO, B와 C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반응 메카니즘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2차

년도에서는 SO의 radiochromism에 대한 이해를 넓히므로 써, 반응 메카니즘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aging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 보므로

써 라디오크로믹 선량 측정법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  반응 메카니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연속 반응에서 생성되는 B와 C의

구조와 물리 화학적 특성이 규명되어야 한다.

1. B의 특성 규명

1단계에서 생성되는 중간 생성물인 B는 단순히 SO의 이성질체 중의 하나일 수도

있으며, 응집체일 수도 있고, 양성자에 의하여 생성된 산 착물일 수도 있다. 또한 B는

SO의 분해 산물일 수 도 있다.

SPO와 SNO는 총 8개의 이성질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14]. 그러나,

이들 중에서 cisoid 구조를 갖는 4종은 입체 장애에 의하여 실온에서는 안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B가 SO의 이성질체라면 transoid 4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진이 수행한 이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transoid 들의 흡수띠는

100 nm 이상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15], 이성질체들 사이에는 열적 평형 관계가

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비록 양성자 빔에 의하여 특정 이성질체가 안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열적 평형에 의하여 다시 최초의 평형 조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B가 PMC의 다른 이성질체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HCl이 첨가될 때 SO는 PMC형이 안정화 되며 부분 음전하의 산소 위치에 양성자가

결합되어 산 착물 PMC․HCl 이 생성된다. 여기에 염기를 첨가하면 중화되어 다시 PMC가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B가 SO의 산 착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PO가

대부분 B의 형태로 존재하는 용액에 NH3를 첨가하였다 (그림 1). 그러나, 480 nm에서의

흡수띠는 사라졌지만 PMC의 흡수 띠는 복원되지 않았다. 또한 여기에 산을 첨가하면 480



- 14 -

300 400 500 600 700

0.0

0.2

0.4

0.6

0.8

Ab
so

rb
an

ce

Wavelength (nm)

   CP4
   + NH3
   ++ HCl

Figure 1. The changes of the absorption spectra of B upon the addition of ammonia and

HCl. The B form was obtained by the proton irradiation with the fluence of 5*10
11

ion/cm2. The solvent is chloro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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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에서의 흡수가 다시 복원되는 것으로 보아 B는 SPO의 산 착물은 아니지만 산성형의

특성을 갖는 화합물임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은 반복해서 NH3와 HCl을 첨가하여도

가역적으로 반응하였다.

B가 SPO의 PMC 형의 H-응집체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5.0 × 10-4 M SPO/CHCl3

용액을 양성자 빔으로 조사한 후 용액을 묽혀가며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양성자 빔은 100 nA의 전류로 480 nm에서의 흡광도가 최대가

되도록 조사하였다. 이때 fluence는 5 × 1011 ions/cm2 였다. 용액이 묽어짐에 따른

스페트럼의 변화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묽은 시료에 대응되는 스펙트럼은 임의로

확대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1에 따르면, 5.0 × 10-4 M ∼ 5.0 × 10-7 M 농도 범위에서

농도에 비례하여 용액의 흡광도가 변화할 뿐 스펙트럼의 모양은 변하지 않났다. 그러므로,

B가 SPO의 응집체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NO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B가 SPO의 분해 산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4✕10-4 M SPO/CHCl3 시료의 흡수

스펙트라를 조사된 양성자 빔 fluence의 함수로 그림 3에 나타내었으며, GC/MS 데이터는

그림 4∼6에 나타내었다. 양성자 빔의 fluence가 0, 1×1011, 5×1011, 1×1012, 2×1012 일 때의

시료를 각각 CP0, CP1, CP2, CP3, CP4 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림 3에서 CP0의 스펙트럼은

전형적인 SPO의 흡수 스펙트럼에 해당하며, 590 nm에 위치한 작은 흡수띠는 PMC형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CP1에서는 590 nm에서의 흡수띠가 거의 사라진 대신에 485 nm에

큰 흡광도를 갖는 새 흡수띠가 관찰되었다. CP2~4처럼 양성자 빔을 계속 더 쪼여주면 485

nm의 흡수띠는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4는 CP0의 GC/MS data로, 머무름 시간이 23.620 분인 곳에서 1개의 커다란

피크가 관찰되었다. 이 피크에 대응되는 mass 데이터는 분자량이 378.4인 화합물임을

나타내며, SPO의 분자량과 일치하였다. CP1의 경우에는 두 개의 커다란 피크가 10.173

min과 18.538 min에서 관찰되는 대신에 23.620 min에 위치했던 피크는 사라졌다 (그림 5).

두 피크는 각각 분자량이 175와 219인 화학종에 해당하며, 문헌 및 Wiley 사의 library에

나와 있는 mass 스펙트럼을 참고로 하면 분자량이 175인 화합물은

1,3,3-Trimethyl-1,3-dihydro-2H-indol-2-one (1) 로, 분자량이 219인 화합물은

phenanth[1,2-d]oxazole (2)로 할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돌린 고리와 옥사진 고리가

스피로 탄소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던 SPO가 양성자 빔의 조사에 의하여 두 고리 성분

1과 2로 분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반응은 분해반응이며, B는 분해 산물 1과 2에 대응된다. GC/MS는

감도가 매우 좋은 장치이므로, 부반응에 의하여 극소량이기는 하지만 다른 화학종들도

생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CP4의 GC/MS 데이터로, 화학종 2는 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였으며, 여러 개의 새로운 피크들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화학종

2가 480 nm에서 빛을 흡수하는 화학종이며, 양성자 빔에 의하여 더 작은 화학종으로

분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화학종 2는 산성형 수소를 갖고 있으므로, 480 nm 빛을

흡수하는 화학종으로 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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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dilution effects on the absorption spectra of B form. The B form was

obtained by the UV irradiation (365 nm, 2 h) and the solvent was chloro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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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dependence of the absorption spectra of SPO/CHCl3 on the proton 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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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GC/MS data of SPO dissolved in CHCl3. (A) GC separation and (B) mass

spectrum of peak corresponding to rt=23.6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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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GC/MS data of CP1. (A) GC separation and (B) and (C) are mass spectra

of peaks corresponding to rt = 10.173 and 18.538 mi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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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GC/MS data of C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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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과 염기의 영향

그림 2에 따르면 산과 염기의 첨가에 의하여 화학종 B의 스펙트럼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NO도 산 첨가에 의하여 스펙트럼이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SPO도

산 염기에 의하여 반응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7는 SPO 용액에 염산 수용액과 암모니아수를 첨가함에 따라 흡수 스펙트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ACN (A)과 CHCl3 (B)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양성자 빔을

쪼이지 않은 5✕10-4 M SPO/ACN 용액의 경우에는 가시광선 영역의 최대 흡수 파장이

590 nm였으나, HCl을 첨가하였더니 최대 흡수 파장이 550 nm로 이동하였으며, 590 nm에

shoulder가 관찰되었다. 전체적으로는 가시광선 영역의 흡광도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HCl이 열린 형인 PMC를 더욱 안정화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에 NH3를 첨가하면 550

nm에서의 흡수가 감소하며 스팩트럼이 HCl을 첨가하기 전과 같아졌기 때문에, 550

nm에서 관찰되었던 흡수띠는 transoid형 PMC (trsns-PMC)의 산 착물에 대응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5✕10-4 M SPO/CHCl3 용액에서는 HCl의 첨가로 590 nm의 흡수띠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430 nm 영역에서의 흡광도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SNO(?)

등은 금속염을 첨가할 때 cisoid형 PMC (cis-PMC)의 금속 착물이 430 nm 부근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금속과 유사하게 양성자도 cis-PMC와 착물을 형성하여 430

nm에 shoulder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두 용매는 극성이 다른데,

ACN에서는 좀 더 극성이 큰 trans-PMC가 HCl과 착물 (trans-PMCㆍHCl)을 형성한

것으로 생성되며, CHCl3에서는 산의 첨가로 고리가 열리면서 cis-PMC가 HCl과 착물

(cis-PMCㆍHCl)을 형성하며 trap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림 8은 SPO 용액에 HCl을 첨가한 뒤 흡수 스펙트럼을 시간의 함수로 측정한

것이다. 5✕10-4 M SPO/ACN 용액에서는 HCl의 첨가와 함께 관찰되었던 550 nm의

흡수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대신 450 nm에서 흡수는 증가하였다 (A).

450 nm에서 흡수하는 화학종은 일단 생성되면 염기를 첨가하더라도 다시

trans-PMCㆍHCl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반응은 비가역적이다. 또한, 450

nm에서의 흡수띠는 그 특성이 CP1 용액과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trans-PMCㆍHCl은

불안정하여 양성자 빔의 조사가 없더라도 B로 분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SPO/CHCl3 용액도 HCl 첨가 시 처음에 관찰되는 430 nm에서의 shoulder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480nm에 새로운 흡수띠가 생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B). 이 결과는 430

nm에서 흡수하는 착물 cis-PMCㆍHCl도 주어진 조건에서는 안정한 화학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3. 자외선과 양성자 빔의 영향 비교

일반적으로, 자외선을 스피로 옥사진에 조사하면 열린 형인 PMC가 생성되어 550-600

nm에서 흡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9는 240 K에서 5✕10-4 M SPO/CH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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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의 스펙트럼을 질소레이저 (337 nm, 1 Hz)의 조사시간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240

K에서는 590 nm에서의 흡광도가 실온에서보다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클로로포름 용액에서

반응 →가 흡열 반응임을 의미한다. 240 K에서 337 nm 빛을 용액에 조사하면,

조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590 nm에서의 흡광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온에서는

bleaching 반응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스피로 화합물도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분해된다고 알려져 있다 [16, 17]. 양성자 빔에

의한 분해 반응 메카니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에 의한 분해 생성물과 양성자

빔에 의하여 생성된 분해 생성물의 구조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은 5✕10-4 M SPO/CHCl3 용액을 UV 램프 (365 nm, 4W)로 쪼이며 측정한

UV-Vis 스펙트럼이다. 그림 9와는 달리 자외선 조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590 nm에서의

흡광도는 감소하였고, 480 nm에서의 흡광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흡수띠의 모양도 양성자

빔을 조사하였을 때와 유사하였다. 사용한 램프의 광자 flux는 질소 레이저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펄스 에너지가 큰 레이저를 사용한다면 역시 SPO가 분해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외선에 의한 분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TLC 측정을 하였다. 자외선을 조사하기

전에는 1개의 spot만이 rf=0.5에서 관찰되었으며, SPO의 의해 나타나는 spot이다. 자외선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rf=0.58 및 0.62인 곳에 2개의 희미한 spot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조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 두 spot은 더욱 진해졌으며, 동시에 SPO의 spot은 희미해

졌다. 이들 두 spot의 위치는 양성자 빔을 조사하였을 때와 같은 위치이며, 이들의 흡수

스펙트럼은 양성자 빔을 조사하였을 때와 유사하였다. 계속 자외선을 조사하면, 두 spot

중에서 rf=0.62인 spot 은 점차 희미해 졌으나 rf=0.58인 spot은 변화가 없었다. 이와

동시에 rf=0.38 및 0.50인 지점에 새로운 spot 두 개가 새로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rf=0.5인

지점은 초기에 SPO에 의해 spot이 나타났던 지점으로 SPO가 다 제거되어 spot도

사라졌다가 다시 같은 위치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용액의 스펙트럼도 CP2와

거의 같았다. 그러므로, rf=0.62인 spot은 480 nm에서 흡수하는 화학종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두번째 단계는 간혹 재현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rf=0.62인 spot은 480 nm 빛을 흡수하는 화학종에 기인한 것으로, 이것이 양성자 빔

조사에서 생성된 480 nm 빛을 흡수하는 화학종 (2)과 같은 화학종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rf=0.58인 화학종이 양성자 빔 조사에서 생성된 화학종 1과 동일한

화학종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외선을 조사한 시료를 GC/MS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크로마토그램은 그림 5와 매우 비슷하였다. 두

크로마토그램의 두 개의 주 피크는 서로 잘 일치하였으며, minor 피크에서 일부 작은

차이가 관찰되었다. 또한 주 피크들의 mass 데이터도 잘 일치하고 있으므로, SPO는

양성자 빔과 자외선에 의하여 같은 경로를 갖는 분해 반응이 주로 진행되지만, 이와

동시에 부반응들은 일부 다른 경로를 거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SPO->B 반응에 대해 제안된 반응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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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GC separation of SPO/CHCl3 solution irradiated with 365 nm light for 1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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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1)과 (3)에 따르면, 양성자 빔 또는 자외선의 조사에 의하여 SPO는 대부분

SPO의 두 고리 성분에 해당하는 화학종 1과 2로 분해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두

경우에서 주 생성물은 방사선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았다. 여기에 자외선 또는 양성자 빔을

더 쪼여주면, 화학종 2는 더욱 분해되었으나, 화학종 1은 상대적으로 안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외선 조사 시에는 SPO의 spiro 탄소와 oxazine 고리의 산소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며, PMC가 생성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같은

자외선이라도 SPO/CHCl3 용액에 질소 레이저 (337 nm)를 쪼였을 때에는 590 nm에서

흡광도가 증가하였지만 (그림 9), UV 램프 (365 nm) 를 쪼였을 때에는 590 nm의

흡광도는 감소하고 480 nm의 흡광도가 증가하였다 (그림 10). 두 광원에서 광자의

에너지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온도를 낮춘 상태에서 365 nm의 빛을 쪼여 주면 590 nm의

흡광도 증가를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UV 램프를 250 K에서

조사하며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자외선이

조사됨에 따라 초기에는 590 nm의 흡광도는 증가하였으며, 장시간 조사 시 590 nm의

흡광도는 감소하고 480 nm에 새로운 흡수띠가 자랐다. 250 K에서는 PMC의 thermal

bleaching 반응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PO/EtOH에서는 주어진 fluence 조건하에서 조사 방사선에 상관없이 480 nm에서의

흡수띠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590 nm의 흡광도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SPO가

클로로포름보다는 에탄올에서 보다 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적어도

SPO/CHCl3 용액에서는 양성자 빔의 영향이 자외선에 의한 SPO의 분해반응과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산의 첨가에 의해서도 같은 지역에서 흡수띠가 관찰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자외선, 산, 양성자 빔에 의한 유사한 반응이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scheme 2와 같은 반응 메카니즘을 제안할 수 있다.

5. 측정 선량에 적합한 광변색성 화합물의 종류, 농도, 격자 결정 및 선량 측정법 수립

SPO는 CHCl3, PS, PMMA 등의 서로 다른 격자에서 유사한 반응을 일으키지만, 반응

이 개시되는 fluence 값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SPO의 반응은 CHCl3에서는 1.0 × 1010

ions/cm
2
에서도 반응이 진행되었으며, PMMA와 PS는 fluence가 각각 1.0 × 10

12
ions/cm

2

이상에서야 개시되었다. 특히 PS에서는 1.0 × 1014 ions/cm2
이 되어도 B가 충분히 생성되

지 않았다 (그림 13). 이 결과들은 매질의 stopping power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양성자 빔의 조사에 따른 aging 효과도 매질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PMMA에서는 aging 효과가 매우 커서 평균적으로 3일 이내에 20 % 이상이 변화하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PS에서는 PMMA 보다는 aging 효과가 작았으나, CHCl3에서 보다는 컸

다. CHCl3에서는 aging 효과가 비교적 적었으나 (10 % 미만), 에탄올의 밀도가 더 작다는

점에 착안하여 에탄올 용매를 사용하여 SPO에 대한 양성자 빔 조사의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림 14는 양성자 빔의 조사에 따른 SPO/EtOH 용액의 흡수 스펙트럼 및 aging 효과를 나

타낸 것이다. 1✕1012 ions/cm2의 fluence에서도 595 nm에서의 흡광도가 일부만 감소하였고,

480 nm에서는 흡광도의 증가가 명확히 관찰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클로로포름 용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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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dependence of the absorption spectra of 5*10-4

M SPO/CHCl3 on the UV irradiation time at 250 K.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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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nm에서의 몰흡광계수가 590 m 보다는 훨씬 크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에탄올의

stopping power가 작아서 계에 축적된 에너지가 충분히 크지 못하여 분해 반응이 아직 시

작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에탄올에서는 양성자 빔에 의하여 클로로포름 용액에서와는

다른 반응이 진행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즉 클로로포름에서는 SPO의 분해 반응에 의하

여 화학종 1과 2가 생성되지만, 에탄올에서는 화학종 2가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

체적으로 에탄올에서의 aging 효과는 클로로포름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평균적으로 5% 내외). 따라서 8✕1011 ~ 2✕1013 ions/cm2 범위의 fluence에서는 SPO/에탄

올이 dosimetry에 매우 적합한 계인 것으로 보이며, 농도는 1✕10-3 M 농도가 적합한 것으

로 보인다. SPO/acetonitrile도 에탄올에서와 유사하게 aging 효과가 비교적 작게 나타났으

므로, 이 계도 dosimeter에 적합한 계로 생각된다.

폴리머의 aging 효과는 양성자 빔에 의하여 생성된 라디칼과 산소와의 반응에 기인되

는 것이라 생각되어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시료에 양성자 빔을 쪼여 주었다.

PS나 PMMA에 doping된 SNO와 SPO를 두 slide glass 사이에 넣고 질소 분위기하에서

네 면을 에폭시로 밀봉한 뒤 양성자 빔을 조사하였으며, 그 상태 그대로 스펙트럼을 측정

하였다. 그러나, aging 효과가 감소되었다고는 하기 힘들며, 대체적으로 불규칙한 aging 효

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질소 기체대신에 산소 분위기하에서 네 면을 에폭시로 밀봉하여

aging에 미치는 산소의 영향도 살펴보았으나 눈에 띠는 차이점을 관찰할 수가 없었다.

SPO/PS의 경우는 비교적 aging 효과가 작았으나, 상대적으로 용액에서는 보다는 그

효과가 더 컸다. 그러나, 운반∙보관 등을 고려하면 SPO/PS 계도 고려할 만한 계인 것으

로 보인다. 또한 폴리머에 남아있는 잔여 용매도 aging 효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

서로 다른 날짜에 제조한 시료를 같은 절차를 거쳐 양성자 빔을 조사하고 스펙트럼을 측정

하였다. 그러나 유의미한 aging 효과의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다.

고려해 본 또 다른 매질로 SPO가 doping된 sol-gel glass를 이용하는 것이다. TMOS

를 가수분해한 뒤 암모니아수로 중화하고, SPO 용액을 첨가한 뒤 gel화된 유리에 양성자

빔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aging 효과가 폴리머나 용액에서보다 훨씬 더 컸으

며, 실내 형광등에 의해서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더 이

상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선량측정에 이용되는 film 들은 batch에 따라 calibration을 새로 해야 한다.

폴리머 대 SPO의 무게 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면 두께를 이용하여 calibration을 할 수

있다. 용액의 경우에는 주어진 용기를 이용한다면 두께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검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해진다. 현재까지 측정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측정 조건 및 상황

에 따라 스펙트럼이 특정 부위에서 미소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 구

간의 스펙트럼을 모두 이용하기는 어렵지만 좀 더 정밀한 검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일정 구

간의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Calibration 알고리즘에는 고전적인 회귀 분석, PCR (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PLS(Partial Least Squares)등이 있는데, 스펙트럼 데이터의 경우처럼 상관 관계를 가지는



- 33 -

400 500 600 700
0.0

0.2

0.4

0.6

0.8
5*10-4 M SPO/EtOH

  0
  2 x 10  12

 

  5 x 10  12
 

  1 x 10  13 
  2 x 10  13 
  5 x 10  13 
  1 x 10  14 

Ab
so

rb
an

ce

Wavelength (nm)

Figure 14. The dependence of the absorption spectra of 5*10-4 M SPO/EtOH on

the UV irradiation time at 250 K. The light source is a UV lamp (365 nm, 4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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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수의 수가 대단히 많고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의 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PLS 알고리

즘이 적합하다. PL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처럼 에너지의 함수로 측정된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신호처리와 관련한 신호의 평활화

(smoothing) 방법, 배경신호(background signal)의 보정, 잡음제거(noise filtering) 등도 필

요로 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농도에 대하여 측정한 다변량의 스펙트럼을 CAMO 사의

Unscrambl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검정을 제

대로 하기위해서는 양성자 빔의 절대 에너지 및 flux 등이 제대로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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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결론

SPO/CHCl3에 양성자 빔을 조사하면  →  →  의 연속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1차

년도에서 관찰하였다. 2차 년도에서는 반응  → 의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광변색 화합물을 dosimetry에 응용할 수 있는 지초 자료들을 수집하였

다.

1) SPO/CHCl3 용액에서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하여 진행된  →  반응은 SPO의 분해

반응에 해당되며, 분해 생성물 1과 2는 스피로 화합물의 두 고리 성분인 인돌린 고리와

phenanthrene 고리 구조를 갖는 화학종이었다. 자외선을 조사한 경우에도 같은 분해 산물이

얻어졌으며, 부산물만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2) SPO 용액에 산을 첨가하는 경우 용매에 따라 다른 종류의 산 착물이 얻어졌다. ACN

에서는 trans-PMC가 HCl과 착물을 형성하였으며 (trans-PMCㆍHCl), CHCl3에서는

cis-PMC가 HCl과 착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cis-PMCㆍHCl) 생각되며, 두 착물들은 주어진

조건하에서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서서히 450 nm에서 흡수하는 화학종으로 변화하였다.

3) 8✕1011 ~ 2✕1013 ions/cm2 범위의 fluence에서는 1✕10-3 M SPO/EtOH이 dosimetry

에 매우 적합한 계인 것으로 보인다. SPO/acetonitrile도 에탄올에서와 유사하게 aging 효과

가 비교적 작게 나타났으므로, 이 계도 dosimeter에 적합한 계로 생각된다. aging 효과가 비

교적 작은 폴리머인 SPO/PS 계도 편리성 면에서 dosimeter용 재질로 고려할 만한 해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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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CHCl3에 양성자 빔을 조사하면  →  →  의 연속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1차 년도에서 관찰하였다. 2차 년도에서는 반응  → 의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

고 하였으며, 자외선 및 양성자 빔 조사가 SPO에 미치는 영향 비교, 분해 산물 B의 특성, 산

첨가 반응과의 비교, dosimeter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축적하기로 계획하였으며, 연구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

유기 화합물들에 미치는 빔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그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해 년도에서 수행한 광변색 화합물에

미치는 양성자 빔의 영향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하여 라디오크로미즘 반응을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되는 많은 기초 자료들을 (반응 속도, 연속 반응, 격자의 영향, ....) 얻을 수 있었으며,

이 결과들은 dosimeter의 개발에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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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게재 및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홍보하고 기술을 전파한다.

- 다른 유기물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 본 연구를 통하여 구축된 라디오크로미즘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저렴하고 간편한 라디오크

로믹 선량계의 개발에 적극 활용한다.

- 광변색 화합물들에 미치는 이온빔의 효과로부터 3차원 메모리에 응용될 수 있는 보다 좋

은 재료의 개발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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