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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사  X-ray 이미징 기술은 샘 의 고감도  고해상도 3차원 해부구조를 규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는 장 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사 을 이용해 사람의 조갑병변 연구를 한 동물모델로서 마우스 

조갑의 내부 미세구조를 찰하 고 상 으로 구분이 명확하고 의학 으로 의미론 인 구조물을 3D
로 가시화하여 조갑 구조 해석에 새로이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그림 1)  방사 장비 상

1. 서론

   조갑과 련된 질환에 한 연구는 손톱 내부의 연조

직이 미경 검사를 어렵게 하고, 조직검사 시 조갑의 기

형  구 인 손상의 가능성으로 인해 환자에게 육체 , 

정신 으로 고통을  우려가 있어 시행하기에 어려운 

이 있다. 한 신체 , 상 으로 작은 조갑의 크기는 

연구자들이 내부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기에 불편한 

이 많다. 따라서 조갑의 구조  생물학 연구는 조갑 병변

의 원인을 악하기 한 도구로서 기본 인 이해가 필요

하다.

   과거부터 미경으로 동물모델의 내부 미세 구조들을 

찰해 치료제 개발  질환의 징후를 진단하기 한 노

력들이 계속 되고 있다[1]. 사람과 마우스의 부분의 조

갑 구조 양상은 유사하기 때문에[2], 마우스 조갑의 미

경 검사는 사람의 조갑 질환 연구에 반드시 필요하다.

   방사 은 일반 으로 사용되는 X선과 장은 동일하지

만 세기가 몇 십억 배 세고 ㎛단 면 에 집  조사가 가

능해 미세 구조를 보는데 유용하다. 방사  X-선 미경

은 시료의 방사선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의료  바이

오샘  분야에 리 사용되고 있다[3]. 따라서 방사  X-

선 상분석법을 통해 조갑 질환의 신약 개발  생명 공

학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 을 이용

한 X-선 미경으로 마우스 조갑을 분석한 방법을 소개

하고자 한다.

2. 재료  방법

   Pohang Light Source-Ⅱ의 beam line 6C Bio Medical 

Imaging을 통해 방사  X-ray 컴퓨터 단층 촬 을 수행

하 다. 이 시스템은 마그네틱 마운트가 있는 스테이지가 

회 하면서 단색 X 선 빔이 샘 을 조사하며 투사 된 이

미지는 뒤에 배치 된 고해상도 역 검출기로 기록된다

(그림 1) [4]. 

  

   이 연구에서 X 선 빔 에 지는 30keV이며 단일 투

에 한 노출 시간은 500ms로 설정되었다. 샘 은 샘  

홀더에 고정시켜 샘  스테이지  마그네틱 마운트에 장

착하 다. 섬 은 4배 물 즈와 CMOS 카메라를 사용

하 고, Cerium이 50㎛ 두께로 도핑 되어있는 Yttrium 

aluminium garnet을 사용한 X-ray 상 미경을 이용하

여 1000장의 tomography 이미지를 획득하 다. 상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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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우스 조갑의 단층 촬  이미지

터는 Octopus와 Amira를 이용하여 Computed 

Tomography(CT) 복원과 3D화  분석을 수행하 다. 

    

3. 결과

   (그림 2)는 마우스 조갑의 미세 내부 구조를 확인하기 

해 6C 빔라인(BMI)로 획득한 3D 상 데이터로 각 단

층면을 찰한 것으로 sagittal, coronal, axial로 내부 구조

를 볼 수 있다. 본 상에서 선택한 방향에서는 ⓐ, ⓑ, ⓒ

가 각각 가리키는 tendon, nerve, artery가 찰된다. 

4. 결론

   방사  가속기를 이용해 마우스 조갑의 조직학  내부 

구조를 세 히 확인할 수 있었고, 마우스 조갑의 내부 구

조  nail plate, nail bed, nail matrix, hyponychium의 

삼차원 X-선 상 분석을 하 다. 방사 을 이용한 마우

스 조갑 상은 기존의 다른 기법들 보다 고감도  고해

상도의 3D 이미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갑 질환의 진단 

 신약개발 그리고 생명공학분야 연구 등에 분석 자료로

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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