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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 록)

연구목 :이 연구의 목 은 Monte-Carlomethod에서 선량결정인

자들의 입력값 변화에 따른 노라마방사선 검사의 유효선량의 변화

를 연구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Dosimetricmethod를 이용하여 노라마방사선 검사의

유효선량을 측정한다. Monte-Carlo method를 기반으로 한

PCXMC(PC-BasedMonte-Carloprogram)를 이용하여 노라마방사

선 검사의 유효선량을 측정한다.PCXMC의 선량결정인자 입력값

projection,obliqueangle,X-raytubevoltage,filtration,Xref,Yref,

Zref,FRD(Focus-Referencepointdistance),X-ray beam width을

변화 시켜보고 그에 따른 유효선량을 측정한다.

결과:Dosimetricmethod로 구한 총유효선량은 4.5605mSv로 나왔

고,Monte-Carlomethod로 구한 총유효선량은 4.5640mSv로 나타났

다.Projection,x-raytubevoltage,filtration값이 커질수록 유효선량

이 커졌으며,Obliqueangle은 값이 작아질수록 유효선량이 작

아지는 경향을 보 다.

결론:PCXMC 입력조건 에 projection,x-ray tube voltage,

filtration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 계를 보 고,oblique

angle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 계를 보 다.

주요어: Monte-Carlo method, PCXMC(PC-Based

Monte-Carlomethodprogram),Dosimetricmethod,유효선량

학 번:2012-22189

논 문 록

국문요약(국문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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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다양한 의료 목 으로 사용되는 방사선에 하여 이것이 인체

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왔다.방사선을 측정하는

단 는 여러 가지가 있다.선량은 심 치에서 단 부피당 흡수되는

방사선의 양을 의미한다.그 에서도 인체의 각 조직마다 서로 다른 방

사선감수성을 반 하여 나타낸 값을 유효선량이라고 한다.유효선량은

등가선량에 조직가 계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유효선량은 사람에 미

치는 방사선의 험도를 평가하기 한 단 로 쓰인다.1)

이번 연구에서는 성인에서 노라마방사선 촬 시 조사되는 유

효선량을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여 비교하고자 한다.첫 번째 방법은

통 인 방법인 Dosimetric method 로 실험용 팬텀에

Thermoluminescentdosimeter(TLD)chip을 치시켜 방사선 노출 후

선량을 계산한다.두 번째 방법은 Monte-Carlomethod로 컴퓨터 로

그램(PCXMC)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통해 설정한 조건에서 인체에

노출되는 유효선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Monte-Carlomethod에서 사용하는 PCXMC 로그램에는 13

가지의 입력 값이 있어 다양한 조건을 사용자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 projection,obliqueangle,X-raytubevoltage,

filtration,Xref,Yref,Zref,FRD(Focus-referencepointdistance),X-ray

beam width 9가지 항목을 각각 변화 시켜보고,결과 값을 비교하여

PCXMC 로그램이 어떤 항목에 더욱 큰 향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II.문헌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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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선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통 인 방식인

Dosimetricmethod는 Thermoluminescentdosimeter(TLD)chip을 사

용하는 방법이다.TLD는 LiF결정으로 구성된 작은 chip으로 그 속에는

수많은 격자구조가 존재한다.이것이 방사선에 노출되면 자유 자들이

격자구조에 갇히게 되고,여기에 열을 가하면 갇 있던 자가 빠져나오

며 빛을 방출한다.열을 가했을 때 방출되는 빛은 결정체가 흡수한 에

지와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방사선량을 측정한다.2)TLD는 크기

조 이 가능하고 넓은 부 의 조사량 측정이 가능하며 취 이 간단하다

는 장 을 지니나 비교 오차가 크다는 단 이 있다.

PC-BasedMonteCarloProgram (PCXMC)은 컴퓨터 로그램

을 이용하여 유효선량을 산출하는 방법이다.3)키,몸무게,연령,성별 등

의 정보를 포함하여 가상으로 설정된 팬텀에 시뮬 이션을 돌려 방사선

상 촬 시 팬텀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구하는 방법이다.2007년도에

발표된 ICRP103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조직가 계수를 고려하여 골수,

뇌,침샘,구강 막 등 노라마방사선 검사 시 조사되는 인체 부 의 기

별 선량을 계산할 수 있다.PCXMC 로그램에는 회 각,X선원의 수

평각,환자 키,환자 연령, 압 등 여러 가지 입력 항목이 있으며 이 값

을 변화시켜 에 따라 측정되는 유효선량 값도 달라진다.

III.연구 범 내용

1.Dosimetricmethod의 원리

Thermoluminescentdosimeter(TLD)는 LiF 결정으로 구성된

열형 물질이다.열형 물질이 상온에서 방사선에 피폭되면 수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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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자들이 발생하게 되고,자유 자들은 LiF결정체의 격자 결함에 갇

히게 된다.이것을 당히 가열하면 자가 격자구조에서 방출되어 안정

로 돌아오면서 빛을 방출하게 된다.이 때 방출되는 빛의 세기가 앞

서 피폭된 방사선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열시 방출된 빛의 세기를 측정

하여 피폭된 방사선량을 구할 수 있다.4)

2.Monte-Carlomethod의 원리

인체에 노출된 방사선량을 직 측정하거나 팬텀을 사용하여 실

험 으로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하지만 방사

선 조사 시에 사용한 장비와 기술에 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합리

인 근사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그 한 가지로 Monte-Carlo

method는 자와 매질 사이의 추계 시뮬 이션에 근거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를 응용하여 만든 컴퓨터 로그램이 PCXMC(PC-Based

MonteCarloProgram)이다.

2.1.PCXMC 로그램에 존재하는 입력값

　(1)Projection:팬텀에 조사되는 x-raybeam의 방향(°)

　(2)Obliqueangle:X-raybeam을 비추는 각도(°)

　(3)Patientheight:신장 (0은 입력한 연령에서의 표 신장,cm)

　(4)Patientweight:체 (0은 입력한 연령에서의 표 체 ,kg)

　(5)Patientage:0,1,5,10,15,30 에 입력.성인은 30

　(6)X-raytubevoltage:실험에서 사용한 장비의 voltage값 (kV)

　(7)Filtration:장비에 사용된 필터의 두께 (mm Al)

　(8)FRD:Focus-ReferencepointDistance측정값(cm)

　(9)X-raybeam width: 에서 FRD거리에 이르는 x-raybeam의

비 (cm)



8

그림 1 TLD chip (Harshaw Co., USA)

　(10)X-raybeam height: 에서 FRD거리에 이르는 x-raybeam의

높이 (cm)

　(11)Xref:팬텀 내부의 임의의 기 (+:팬텀의 왼쪽)

　(12)Yref:팬텀 내부의 임의의 기 (+:팬텀의 등쪽)

　(13)Zref:팬텀 내부의 임의의 기 (+:팬텀의 쪽)

　(14)Inputdosevalue:DAP를 사용함 (mGy㎠)

IV.연구방법

1.Dosimetricmethod를 이용한 유효선량 측정

(1)열형 선량계로는 가로 1/8인치 세로 1/8인치,두께 0.035인치의

LiFTLD-100chip(Harshaw Co.,USA)을 사용하 다.(그림 1)실험

TLDchipcalibration을 통해 오차범 를 측정하 다.각각의 TLDchip

은 임의로 ID를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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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hantom slice 단 그림 5 비닐 지에 넣은 TLD chip

(2) TLD 결정 내에 잔존 에 지를 모두 방출하기 해 소성

(annealing)을 실시하 다.(그림 2)

그림 2 TLD reader에 TLD chip을 넣고 annealing 하  습

(3)성인 팬텀(TheheadandneckofaRANDO phantom,Nuclear

Associates,Hicksville,NY)에서 두경부 역에 해당하는 slice1에서

slice9까지 아홉 개의 슬라이스를 사용하 다.각각의 슬라이스에 찰

하고자하는 장기를 임의로 설정하 다.(그림 3)슬라이스에는 TLD chip

을 치시킬 수 있는 구멍이 있다.(그림 4)오차의 향을 이기 해

하나의 구멍에 3개의 chip을 넣었다.각각의 chip은 서로 되지 않도

록 따로 비닐에 담아 넣었다.(그림 5) 찰하고자 하는 장기가 치하는

슬라이스 번호 해당 치에 넣은 TLDchipID를 정리하 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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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hantom slice 별 장 의 위치

그림 6 파노라마 촬 하  습

(4)7.3kV,8.0mA,17.6s의 조건으로 노라마방사선 사진을

촬 한다.(그림 6)

(5)오차를 최소화하기 해 같은 조건으로 3회 반복 촬 한다.

(6)TLDchip을 reader(Harshaw Co.,USA)로 측정한다.(표 2)

(7)측정값을 바탕으로 유효선량을 계산한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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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onte-Carlomethod를 이용한 기본값 설정 유효선량 측정

(1)PCXMC의 조건을 입력한다.각각의 수치는 다음과 같은 기 으로

설정하 다.

i.Projection,FRD,X-raybeam width,X-raybeam height는 직

측정하 다.단,FRD는 Focus-referencepointdistance를 의미하는데

노라마에서는 이 값이 연속 으로 변하므로 이번 실험에서는 bite

block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사용하 다.

ii.Obliqueangle,filtration은 사용된 노라마 장비의 설정값을 이용

하 다.

iii.X-raytubevoltage는 성인의 노라마 촬 시 기 치인 73kV

를 사용하 다.

iv.Patientheight,patientweight,patientage는 각각 0,0,30으로

입력하여 성인의 표 신장,표 체 을 사용하 다.

v.Inputdosevalue는 노라마 촬 시 측정한 DAP값을 바탕으로

Boyle-Charle의 법칙에 따라 당시의 기온과 기압을 보정하여 사용했다.

vi.Xref,Yref는 0,-5로 설정하 다.

(2)Zref값을 변화시켜가며 앞서 구한 TLD 측정값과 비슷한 값을 가

질 때를 기본 조건으로 설정한다.(표 4)

(3)설정한 기본값에서 구한 장기별 유효선량과 총유효선량을 1.에서 얻

은 결과와 비교한다.

2-1.PCXMC조건에 따른 노출량의 향 측정

(1)다음의 9가지 조건에 하여 기본값을 심으로 약 –25% 에서

+25% 범 로 변화시켜 총 5가지 값에 하여 유효선량을 측정하 다.

(2)Projection200°,220°,245°,270°,290°에 하여 측정한다.

(3)Obliqueangle–10°,-9°,-8°,-7°,-6°에 하여 측정한다.

(4)X-raytubevoltage55kV,65kV,73kV,80kV,90kV 에 하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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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5)Filtration1.9mmAl,2.2mmAl,2.5mmAl,2.8mmAl,3.1mmAl에

하여 측정한다.

(6)Xref–5,-3,0,3,5에 하여 측정한다.

(7)Yref–10,-7,-5,-3,0에 하여 측정한다.

(8)Zref50,55,63,65,70에 하여 측정한다.

(9)X-raybeam width0.15cm,0.17cm,0.20cm,0.23cm,0.25cm 에

하여 측정한다.

(10)각각의 조건에서 장기별 유효선량과 총유효선량을 구하고,입력값

변화에 따른 유효선량 변화를 알아본다.

V.결과

1.Dosimetricmethod로 측정한 유효선량

Dosimetricmethod로 측정한 결과 총유효선량은 4.5605mSv로

나왔다.장기별 유효선량을 봤을 때 기타조직 (림 ,근육,기도,구강

막)이 1.2857mSv로 가장 높게 나왔고 타액선이 1.2808mSv로 두 번

째로 높은 값을 보 다.그 다음으로는 갑상선(0.9741mSv), 색골수

(0.3921mSv),뇌(0.2390mSv),골표면(0.1285mSv),피부(0.1148mSv)순서

고,식도가 0.0973mSv로 가장 낮은 값을 보 다.(표 5)

2.Monte-Carlomethod를 이용한 기본값 설정 유효선량 측정

Monte-Carlo method 로 측정 시 팬텀의 수직축에 해당하는

Zref값에 따라 유효선량이 크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 다.다른 조건들

은 고정한 상태로 Zref값을 변화시키며 총유효선량을 측정하 다.50에



13

Zref값 50 55 60 61 62 63 65 70

유효선량(mSv)
10.49
6

12.75
6

5.798 5.013 4.564 4.383 3.799
10.43
3

표 6 Zref 에 따른 유효 량

서 70까지 8가지 값에 하여 측정하 고 이 Dosimetricmethod로

구한 유효선량과 비슷한 값을 가질 때를 기본값으로 설정하 다.(표 6)

Zref가 62일 때 총유효선량이 4.5640mSv로 dosimetricmethod로 측

정한 4.5605mSv 와 가장 유사하여 이때를 기본값으로 설정하 다.

Monte-Carlomethod로 측정한 장기별 유효선량을 보면 색골수에서

0.9593mSv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골표면이 0.3144mSv

고, 갑상선(0.1568mSv), 식도(0.0362mSv), 타액선(0.0046mSv), 피부

(0.0025mSv)순서로 나타났으며 뇌에서 0.0005mSv로 가장 낮은 값을 보

다.

등가선량(mGy) 조직가 계수 유효선량(mSv)

뇌 23.9025 0.01 0.2390

색골수 3.2674 0.12 0.3921

타액선 128.0772 0.01 1.2808

식도 2.4330 0.04 0.0973

갑상선 24.3517 0.04 0.9741

피부 11.4772 0.01 0.1148

골표면 12.8508 0.01 0.1285

기타조직 10.7144 0.12 1.2857

총유효선량 4.5605

표 5 Dosimetric method  측정한 장 별 유효 량 및 총유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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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Monte-Carlomethod로 구한 유효선량과 Dosimetricmethod로

구한 유효선량의 비교

Dosimetric method로 측정한 총유효선량은 4.5605mSv,

Monte-Carlomethod로 측정한 총유효선량은 4.5640mSv 로 나타났다.

Dosimetricmethod는 기타조직이 가장 높은 유효선량을 보 고,식도에

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인 반면,Monte-Carlomethod에서는 색골수가

가장 높은 값을 보 고,뇌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다.(표 7)기타조

직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들을 비교했을 때,Dosimetricmethod에서는

타액선,갑상선, 색골수,뇌,골표면,피부,식도 순서로 유효선량이 작

아진 반면 Monte-Carlomethod에서는 색골수,골표면,갑상선,식도,

타액선,피부,뇌 순서로 감소하여 장기별 유효선량의 뚜렷한 경향성을

볼 수는 없었다.(표 8)

유효선량(mSv)

Dosimetricmethod Monte-Carlomethod

뇌 0.2390 0.0005

색골수 0.3921 0.9593

타액선 1.2808 0.0046

식도 0.0973 0.0362

갑상선 0.9741 0.1568

피부 0.1148 0.0025

골표면 0.1285 0.3144

총유효선량 4.5605 4.5640

표 7 Dosimetricmethod와 Monte-Carlomethod로 측정한 장기별 유효선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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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imetric method Monte-Carlo method

장 유효 량(mSv) 장 유효 량(mSv)

타액 1.2808 적색골수 0.9593

갑상 0.9741 골표 0.3144

적색골수 0.3921 갑상 0.1568

뇌 0.2390 식도 0.0005

골표 0.1285 타액 0.0046

피 0.1148 피 0.0025

식도 0.0973 뇌 0.0005

표 8 Dosimetric method  Monte-Carlo method  측정한 장 별 유효 량 비 2

2-2.PCXMC조건에 따른 유효선량의 향

(1)Projection

Projection을 200°에서 290° 까지 변화시키며 측정한 결과,

projection이 증가할수록 유효선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200°

일 때 3.777mSv로 가장 작은 값을 보 으며 220°에서 4.538mSv,245°

에서 4.564mSv,270°에서 4.981mSv,290°에서 5.233mSv로 측정되었다.

계수는 0.014 고,P-value가 0.013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장

기별 유효선량을 보면 projection값이 커짐에 따라 갑상선의 유효선량이

크게 증가하 고,식도의 유효선량도 비교 크게 증가하 다.반면 피부

와 림 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색골수와 골표면에서는

projection이 커질수록 유효선량이 작아지는 결과가 찰되었다.

(2)Obliqueangle

Obliqueangle은 –10°에서 –6°까지 1°씩 바꿔가며 측정하

다.각도의 값이 클수록 즉 X-raybeam 을 비추는 각도가 비스듬할

수록 유효선량이 크게 나타났다.P-value는 4.77E-06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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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rojection 에 따른 장 별 유효 량

y = 0.014x + 1.077

2.5

4.5

6.5

8.5

10.5

12.5

200 220 240 260 280 300

projection(°)

Projection

그림 7 Projection 과 유효 량의 그래프

Projection(°) 유효선량(mSv)

200 3.777

220 4.538

245 4.564

270 4.981

290 5.233

표 9 Projection 에 따른 유효 량 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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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Oblique angle 에 따른 장 별 유효 량

y = -0.066x + 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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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0 -9 -8 -7 -6

Oblique angle(°)

Oblique angle

그림 9 Oblique angle 과 유효 량의 그래프

Oblique
angle(°)

유효선량(mS
v)

-10 4.701

-9 4.629

-8 4.564

-7 4.501

-6 4.431

표 10 Oblique angle 에 따른 유

효 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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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X-ray tube voltage 에 따른 장 별 유효 량

(3)X-raytubevoltage

X-raytubevoltage를 55kV 에서 90kV 까지 변화시켜 본 결과,

voltage가 증가할수록 유효선량이 커지는 것을 찰하 다.55kV 일 때

2.951mSv로 가장 작은 값을 보 고,90kV일 때 6.045mSv로 가장 큰

값을 보 다.P-value는 1.16E-06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계수는 0.088로 아홉 가지 조건 두 번째로 큰 값을 보 다.

y = 0.088x -1.903

2.5

4.5

6.5

8.5

10.5

12.5

55 60 65 70 75 80 85 90

X-ray tube voltage(kV)

X-ray tube voltage

그림 11 X-ray tube voltage  유효 량의 그

래프

X-raytube
voltage(kV) 유효선량(mSv)

55 2.951

65 3.861

73 4.564

80 5.199

90 6.045

표 11 X-ray tube voltage 에 따른 유효

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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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Filtration 에 따른 장 별 유효 량

(4)Filtration

Filtration을 1.9mm에서 3.1mm 까지 0.3mm 씩 변화시키며 유효

선량을 측정하 다.Filtration이 두꺼울수록 유효선량이 커지는 경향을

보 고,P-value는 3.26E-05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 다.

Filtration에 따른 장기별 유효선량을 보면 filtration이 증가할수록 장기

별 유효선량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y = 0.868x + 2.374

2.5

4.5

6.5

8.5

10.5

12.5

1.9 2.1 2.3 2.5 2.7 2.9 3.1

Filtration(mmAl)

Filtration

그림 13 Filtration 과 유효 량의 그래프

Filtration(mm
Al)

유효선량(mSv)

1.9 4.004

2.2 4.298

2.5 4.564

2.8 4.811

3.1 5.05

표 12 Filtraion 에 따른 유효 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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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Xref 에 따른 장 별 유효 량

(5)Xref

팬텀의 왼쪽과 오른쪽을 의미하는 x축 좌표는 0을 기본값으로

하 다.기 을 심으로 –5에서 5까지 2.5씩 변화시켜가며 유효선량을

측정하 다.-5에서 –2.5로 갈 때와 +2.5에서 +5로 갈 때는 유효선량이

감소하 고,-2.5에서 +2.5로 증가할 때는 유효선량이 증가하는 것을

찰하 다.-2.5일 때와 +2.5일 때를 비교해보면 왼쪽을 의미하는 +2.5에

서 5.076mSv로 오른쪽인 –2.5에서 4.522mSv인 것 보다 큰 값을 보

다.마찬가지로 +5일 때 4.797mSv이고,-5일 때 4.555mSv로 기 에서

같은 거리를 비교했을 때 역시 왼쪽에서 더 높은 값을 보 다.통계 으

로 유의미한 경향성은 찾을 수 없었다.

y = 0.041x + 4.702

2.5

4.5

6.5

8.5

10.5

12.5

-6 -4 -2 0 2 4 6

Xref

Xref

그림 15 Xref  유효 량의 그래프

Xref 유효선량(mSv)

-5 4.555

-2.5 4.522

0 4.564

2.5 5.076

5 4.797

표 13 Xref 에 따른 유효 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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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Yref 에 따른 장 별 유효 량

(6)Yref

팬텀의 후방과 방을 의미하는 y축 좌표는 –5를 기본값으로

하 다.-9에서 –1까지 2씩 변화시켜가며 유효선량을 측정하 다.-7에

서 5.290mSv로 가장 큰 값을 보 고,-9에서 4.540mSv로 가장 작은

값을 보 다.장기별 유효선량을 보면 y값이 변함에 따라 식도의 유효선

량이 가장 크게 변화하 다.Y가 방으로 갈수록 식도의 유효선량이 크

게 증가하 다.반면 피부와 골표면은 조사한 역 안에서 y값이 커질수

록 즉 후방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P-value는 0.652154

로 통계 으로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았다.

y = -0.029x + 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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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5

10.5

12.5

-9 -7 -5 -3 -1

Yref

Yref

그림 17 Yref  유효 량의 그래프

Yref 유효선량(mSv)

-9 4.54

-7 5.29

-5 4.564

-4 4.554

-1 4.596

표 14 Yref 에 따른 유효 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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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Zref 에 따른 장 별 유효 량

(7)Zref

팬텀의 쪽과 아래쪽을 의미하는 z축 좌표는 62를 기본값으로

하 다.50에서 70까지 측정한 결과 55일 때 12.756mSv로 가장 큰 값

을 보 고,65일 때 3.596으로 가장 작은 값을 보 다.Z축에 따라서 유

효선량의 변화가 큰 것을 확인하여 60부터 63까지 1씩 변화시키며 측정

해보았다.Zref가 60에서 63까지 1씩 증가함에 따라 유효선량은 감소하

는 경향을 보 다.그러나 60이하와 65이상에서는 그 값이 크게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하 다.(표 6)장기별 유효선량을 보면 갑상선은 z가 증가함

에 따라 다시 말해 로 올라갈수록 증가하 고 특히 z가 70일 때 에

띄게 큰 값을 보 다.

y = -0.213x +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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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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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2.5

50 55 60 65 70

Zref

Zref

그림 19 Zref  유효 량의 그래프

Zref 유효선량(mSv)

50 10.496

55 12.756

62 4.564

65 3.596

70 10.433

표 15 Zref 에 따른 유효 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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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FRD에 따른 장 별 유효 량

(8)FRD

FRD는 31cm를 기 으로 27cm에서 35cm까지 측정하 다.

유효선량의 변화는 소수 세 자리 수 으로 미미했다.FRD가 35cm

일 때 4.568mSv로 가장 큰 값을 보 고,29cm 일 때 4.563mSv로

가장 작은 값을 보 다.P-Value는 0.052로 통계 유의미함은 없었다.

y = 0.000x +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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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FRD  유효 량의 그래프

FRD(cm) 유효선량(mSv)

27 4.564

29 4.563

31 4.564

33 4.567

35 4.568

표 16 FRD 에 따른 유효 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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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X-ray beam width에 따른 장 별 유효 량

(9)X-raybeam width

X-raybeam width는 0.20cm 를 기 으로 0.15cm 에서 0.25cm

까지 측정하 다.최 값은 beam width가 0.23cm 일 때 4.577mSv 고,

최소값은 0.17cm 일 때 4.556mSv로 나타났다.P-value는 0.069로 통계

유의미함은 없었다.

y = 0.173x + 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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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X-ray beam width  유효 량의 

그래프

X-raybeam
width(cm) 유효선량(mSv)

0.15 4.56

0.17 4.556

0.2 4.564

0.23 4.577

0.25 4.571

표 17 X-ray beam width 에 따른 유효

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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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고찰

Dosimetricmethod 를 이용한 유효선량 측정 실험에서 TLD

chip은 Harshaw사의 TLD-100chip으로 calibration을 통하여 오차범

5~10% 인 것을 사용하 다.각각의 TLD chip은 서로 하지 않

도록 비닐에 따로 담아 팬텀 슬라이스에 치시켰다.이번 연구에서는

노라마방사선 촬 시 두경부 역에서 선량에 노출될 수 있는 장기

23개를 선별하 고,1번부터 9번 슬라이스 상에 해당되는 치에 chip

을 치시켰다.팬텀상의 한계로 인하여 몇 개의 장기는 서로 같은 치

에 용하 다.그 로 좌측상악동과 좌측이하선,구강인두 과 좌측악

하선,우측갑상선과 식도는 같은 치를 사용하 다.오차를 이기 해

노라마 촬 을 3회 반복 시행하 으며,결과 계산 시 평균값을 사용하

다.TLDchipreader로 측정한 등가선량 수치로부터 Ludlow J.(2013)

의 논문에 의거하여 유효선량을 계산하 다.유효선량을 측정한 결과

Dosimetricmethod로 측정한 총유효선량은 4.5605mSv 다.장기별로

는 기타조직 (림 ,근육,기도,구강 막)이 1.2857mSv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타액선이 1.2808mSv로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보 다.그

다음으로는 갑상선(0.9741mSv), 색골수(0.3921mSv),뇌(0.2390mSv),

골표면(0.1285mSv),피부(0.1148mSv)순서 고,식도가 0.0973mSv로 가

장 낮은 값을 보 다.

Monte-Carlomethod로 측정시 팬텀의 수직축에 해당하는 Zref

값에 따라 유효선량이 크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 다.다른 조건들은 고

정한 상태로 Zref값을 변화시키며 앞서 Dosimetricmethod로 구한 유

효선량과 비슷한 값을 가질 때를 기본값으로 설정하 다.Zref가 62일

때 총유효선량이 4.564mSv로 측정되었고 이때를 기본값으로 설정하

다.장기별 유효선량은 색골수에서 0.9593mSv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골표면이 0.3144mSv 고, 갑상선(0.1568mSv), 식도

(0.0362mSv),타액선(0.0046mSv),피부(0.0025mSv)순서로 높았으며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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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0.0005mSv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Dosimetric method 로 측정한 유효선량은 4.5605mSv,

Monte-Carlomethod로 측정한 유효선량은 4.5640mSv 로 나타났다.

Dosimetricmethod의 경우 기타조직이 가장 높은 유효선량을 보 고,식

도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인 반면 Monte-Carlomethod에서는 색골수

가 가장 높은 값을 보 고,뇌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다.Dosimetric

method에서는 기타조직,갑상선, 색골수,뇌,골표면,피부,식도 순서

로 유효선량이 작아진 반면 Monte-Carlomethod에서는 색골수,골표

면,갑상선,식도,타액선,피부,뇌 순서로 감소하여 장기별 유효선량의

뚜렷한 경향성을 볼 수는 없었다.

PCXMC에 존재하는 13가지 입력조건들 에 총 9가지의 입력

조건에 하여 유효선량을 측정하 다.기 값을 심으로 –25%에서

+25% 범 로 조건을 변화시켜 각각 5개의 값에 하여 장기별 유효선량

총유효선량을 산출하 다.회귀분석결과 projetion,oblique angle,

X-raytubevoltage,filter4개의 조건에 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경

향을 발견하 다.첫째로 projection이 증가할수록 유효선량이 증가하

다.Skeleton을 제외한 모든 장기에서 projection이 증가할수록 유효선

량이 증가하는 것을 찰하 다.Projection은 수평으로 노라마방사선

원이 조사되는 각도를 의미하는데 이 값이 커질수록 조사되는 범 가 넓

어지므로 노출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둘째로 Oblique

angle은 값이 커질수록 유효선량이 커지는 경향을 보 다.Oblique

angle이 커질수록 팬텀에 조사되는 수직각이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한

다.즉 팬텀에 하여 방사선이 비스듬하게 조사되어 더 넓은 역을 통

과하므로 노출량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셋째로 X-raytubevoltage

가 커질수록 유효선량도 커지는 경향을 보 고,계수는 0.0885로 유의미

한 결과를 보인 4가지 항목 가장 큰 값을 나타냈다. 압이 커질수

록 노출량이 커지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넷째로

Filter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유효선량이 크게 측정되었고,계수는

0.8683이었다.FRD와 X-raybeam width에 하여는 큰 차이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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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그 밖의 5가지 항목에 해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경향을 보

이지 않았다.한 가지 흥미로운 은 Xref에 하여 심부인 0 을 기

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진 부 에서의 유효선량을 비교해보면 왼쪽에서

의 유효선량 값이 오른쪽에서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Yref에

해서는 y값이 작아질수록 식도의 유효선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이것은 체내에서 식도가 비교 으로 방에 치한 것을 생각했

을 때 타당한 결과로 보인다.반면 골표면은 조사한 역 안에서 y값이

커질수록 즉 후방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는데 이것은 골격에

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척추 두개골 등이 체내에서 후방에 치한다

는 것이 반 된 결과로 보인다.Zref는 60에서 63까지의 범 에서는 z

값이 감소할수록 유효선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60이하와 63이상

의 값에서는 유효선량이 크게 증가하 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두경부 역을 벗어낫기 때문으로 생각된다.FRD와 x-raybeam

width는 유효선량에 거의 향을 미치지 못하 는데 이는 inputdose인

DAP값을 고정해놓고 FRD와 width만 변화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VII.결론

성인의 노라마방사선 조사시 Dosimetricmethod로 측정한 총

유효선량은 4.5605mSv이고,Monte-Carlomethod로 측정한 총유효선

량은 4.5640mSv이다.장기별 유효선량값은 두 방법에서 서로 다른 양

상을 보 다.PCXMC 입력조건 에 projection,x-raytubevoltage,

filtration 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 계를 보 고,oblique

angle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 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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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
Phantom slice

number
TLDchipID

1 Calvarium anterior 1 M9,M5,I1

2 Midbrain 2 I11,KS2,KS3

3 Calvarium left 3 KS8,KS9,KS11
4 Midbrain 3 A10,B1,B6

5 Calvarium posterior 4 B8,B10,C3
6 Pituitary 4 C9,D1,D4

7 Lens-right 4 D5,D6,D7
8 Lens-left 4 E7,E8,E10

9 Rightethmoid 5 E12,F1,F8

10 Leftmaxillarysinus 5 F9,F11,G1
11 Oropharyngealairway 7 G5,G6,G8

12 Rightparotid 5 H1,H6,H11
13 Leftparotid 5 F9,F11,G1

14 Rightramus 6 H12,I4,I6

15 Leftbackofneck 6 I8,I10,J1

16
Rightsubmandibular

gland
7 J7,J9,J10

17
Leftsubmandibular

gland
7 G5,G6,G8

18 Centersublingualgland 7 K1,K2,K5

19 CenterCspine 7 K7,K9,K10
20 Lateralneck-left 9 K11,L1,L4

21 Thyroid-left 9 L5,L7,L8
22 Thyroid-right 9 L9,L10,M10

23 Esophagus 9 L9,L10,M10
※ Phantom 상의 한계로 아래의 장기는 서로 같은 치에 용함.

1)Leftmaxillarysinus=Leftparotid

2)Oropharyngealairway=Leftsubmandibulargland

3)Thyroid-right=Esophagus

표 1 인 팬 상에  TLD chip의 위치

VIII.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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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
1차(uGy
)

2차(uGy
)

3차(uGy
)

평균(uG
y) sd

Midbrain 50.15 48.87 40.71 15.52556 1.706944

Midbrain 25.72 56.47 60.18 15.81889 6.305227

Pituitary 557.7 674.6 421.7 183.7778 42.19005

Calvarium anterior 88.5 34.42 144.1 29.66889 18.28059

Calvarium left 50.15 48.87 40.71 15.52556 1.706944

Calvarium posterior 96.28 64.81 101.3 29.15444 6.592759

Rightramus NULL 169.1 193.3 60.4 5.703995

CenterCspine 82.18 48.78 78.28 23.24889 6.087358

Rightparotid 140 171.7 162.3 52.66667 5.427195

Leftparotid 200.8 150.1 191.8 60.3 9.016836

Rightsubmandibular
gland

277.9 312.8 357.9 105.4 13.36941

Leftsubmandibular
gland

256.2 247.3 315.6 91.01111 12.37714

Centersublingual
gland

379.2 725.7 961 229.5444 97.55526

Esophagus 68 71.54 79.43 24.33 1.950444

Thyroid-left 70.36 60.1 88.91 24.37444 4.867477

Thyroid-right 68 71.54 79.43 24.33 1.950444

Leftbackofneck 181.6 159.7 215.2 61.83333 9.318262

Oropharyngeal
airway

256.2 247.3 315.6 91.01111 12.37714

Lateralneck-left 51.16 54.86 54.36 17.82 0.669162

Lens-right 96.99 132.5 99.68 36.57444 6.590325

Lens-left 100.5 98.42 118.3 35.24667 3.642295

표 2 TLD reader  측정한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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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ion(%) 측정값 조직가 계수 유효선량(mSv)

뇌 100 71.70741 0.04 0.717074

색골수 12.2 0.12 1.17627

하악 0.8 181.2

두개 7.7 74.35

경추 3.8 69.15

타액선 100 0.01 3.842317

이하선 100 169.45

악하선 100 294.615

설하선 100 688.63

식도 10 72.99 0.04 0.29196

갑상선 100 73.055 0.04 2.9222

피부 5 688.63 0.01 0.344315

골표면 16.5 0.01 0.530168

하악 1.3 181.2

두개 11.8 74.35

경추 3.4 69.15

기타조직 0.12 3.857169

림 5 165.1296

근육 5 165.1296

기도 100 154.6936

구강 막 100 246.6533

총유효선량
13.68147/3
=4.560491

※ Bonesurfacedose=bonemarrow dosexbone/musclemassenergy

absorptioncoefficientration=-0.0618x2/3kV(p)+6.9406 (NBS

Handbook85).

※ 조직가 계수는 2007년도에 발표된 ICRP103보고서에서 제시한 값을 사

용함.

표 3 Dosimetric method  얻은 유효 량값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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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XMC성인 기본조건

Projection:245 Patientweight:0

Obliqueangle:-8 X-raybeam width:0.203475

Filtration:2.5mmAl X-raybeam height:9.048649

X-raytubevoltage:73kV Xref:0

Patientage:30 Yref:-5

Patientheight:0 Zref:62

표 4 PCXMC 인 본조건

Rsquare
Adjusted
Rsquare

Fvalue Pvalue 계수

Projection 0.9024555
81

0.8699407
74

0.0133293
07

0.0133293
07**

0.0144518
87

Oblique angle 0.999498 0.999331 4.77E-06
4.77E-06*
* -0.0668

X-ray tube 

voltage
0.999805 0.999739 1.16E-06

3.26E-05*
*

0.088527

Filtration 0.998193 0.99759 3.26E-05
3.26E-05*
* 0.868333

Xref 0.485443 0.313924 0.191094 0.191094 0.04152

Yref 0.076603 -0.2312 0.652154 0.652154 -0.02971

Zref 0.176654 -0.09779 0.481057 0.481057 -0.21343

FRD 0.765957 0.687943 0.051929 0.051929 0.0006

X-ray beam 

width
0.717969 0.623958 0.069945 0.069945 0.173529

표 19 각 조건별 회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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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ftheeffectsofdosedeterminingfactors

ontheeffectivedosemeasuredbyMonte-Carlomethods

inpanoramicimages

Lee,Seyoung

DepartmentofDentistry

SchoolofDentistry

SeoulNationalUniversity

Purpose:Purposeofthisstudyistodeterminetheeffectofdose

determining factorstotheeffectivedosewhich ismeasuredby

using Monte-Carlo method when taking a panoramic radiology

image.

Materials and method: Measure effective dose by using

dosimetric method. Measure effective dose by using

PCXMC(PC-BasedMonte-Carloprogram).Measureeffectivedose

byusingPCXMC whilechangingsomedosedeterminingfactors

suchasprojection,obliqueangle,X-raytubevoltage, filtration,

Xref,Yref,Zref,FRD(Focus-Referencepointdistance),X-raybeam

width.

Results:Theeffectivedosemeasuredbydosimetricmethodwas

4.5606mSv.TheeffectivedosemeasuredbyMonte-Carlomethod

was 4.5640mSv.As projection, x-ray tube voltage, filtration

increase,theeffectivedoseincreases.Asobliqueangleincreases,

theeffectivedosedecreases.

Conclusion: Among the factors which have been tested,

외국어 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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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ion,x-raytubevoltage,filtrationshow positiverelationship

withtheeffectivedose.Whereasfortheobliqueangle,theeffective

dosedecreasesastheobliqueangleincreases.

Keywords: Monte-Carlo method, PCXMC(PC-Based

Monte-Carlo method program), Dosimetric method,

Effectivedose

Student number: 2012-2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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