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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5세 소아에서 파노라마방사선 촬영 시 조사되는 유효선량을 두 가지 방

법(Dosimetric method와 Monte-Carlo method)으로 측정하여 비교하고,

Monte-Carlo 계산시 입력항목들을 변화 시켜 유효선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두가지 방법으로 열발광선량계(Thermoluminescence

dosimeter, TLD)와 PCXMC(PC-based Monte-Carlo program)를 이용

하였다. 파노라마방사선 촬영결과 TLD를 통한 유효선량 측정은 4.647μS

값을 가졌고 장기별로는 갑상선이 가장 높은 유효선량 값을 보였다.

PCXMC를 통한 유효선량 측정은 4.657μS 값을 가졌고, 장기별로는 적색

골수에서 가장 높은 유효선량 값을 보였다. 또한, PCXMC의 입력항목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Oblique angle과 Zref가 유효선량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고, X-ray tube voltage, Filtration, FRD.

Xref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주요어 : TLD, PCXMC, dosimetry, panoramic radiography, effective

dose

학 번 : 2011-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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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소아는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성인보다 매우 높고, 방사선 노출의 영

향을 오래 받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선량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1 일반

엑스선 촬영에 의해 소아 백혈병과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고 암

이 발생하기 충분한 여명이 남아있어 소아에서 보다 적극적인 피폭 선량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2

인체 연조직과 유사한 방사선 감쇠 정도를 갖는 8개의 절단면으로 구성

된 5세 소아의 Rando phantom(ATOM® dosimetry phantom, model

705-D, CIRS, Norfolk, VA, USA)을 이용하여 파노라마방사선 촬영시

조사되는 유효선량을 두 가지 방법(Dosimetric method와 Monte-Carlo

method)으로 측정하여 비교하고, Monte-Carlo 계산시 입력항목들을 변

화 시켜 유효선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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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고찰

방사선 노출량 및 선량을 나타내는 다양한 단위가 있다. 방사선 노출량

과 선량을 측정하는 것을 선량측정법이라고 하며 선량은 관심위치에서

단위 부피당 흡수되는 양을 나타낸다. 흡수선량은 흡수체의 gram당 흡

수된 에너지를 측정하는 단위로 환자나 실험동물에 조사된 방사선의 양

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한다. 1Gy는 흡수체 kilogram당 1 Jule의 에너

지가 흡수된 경우이며, 100rad에 해당한다. 방사선의 흡수량은 방사선 노

출량에 의해서도 좌우되나 흡수체의 구성성분에 따라서도 좌우된다. 등

가선량은 흡수선량이 같더라도 방사선 종류에 따라 생물학적 효과가 다

르기 때문에 생물학적 효과를 나타내가 위해 사용된다. 등가선량은 흡수

선량에 방사선가중계수를 곱한 것으로 Sv단위를 사용한다. 유효선량은

사람에 미치는 방사선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위로 조직

마다 방사선 감수성이 달라 등가선량에 조직가중계수를 곱해 계산한다.3

방사선 노출량 관리를 위해 외부피폭에 의한 선량 측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방사선의 노출량이나 선량을 측정하는 것을 선량

측정법이라 하고 이 때 사용되는 기구가 선량계(dosimeter)이다. 전통적

으로 가스충전감시기(Gas-filled detector), 포켓선량계(Pocket

dosimeter), 열발광선량계(Thermoluminescence dosimeter, TLD), 반도체

선량계(Solid state dosimeter) 등 직접 방사선 조사량을 측정하는 방법

이 이용되어 왔다.4

이 중 열발광선량계(Thermoluminescence dosimeter, TLD)는 대부분의

결정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면 에너지를 흡수하고 열을 가하면 가시광선

형태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방출되

는 빛은 결정체가 흡수한 에너지와 비례하므로 방출되는 빛을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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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다. 주로 사용되는 결정체는 lithium

fluoride(LiF)이다. TLD는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넓은 범위의 조사량의

측정이 가능하며 취급이 간단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TLD는 열처리

(annealing)시 기존 선량이 제거되어 기록의 영구보존이 불가능하고, 정

확한 선량측정을 위해서 보정계수를 사용해야 하며 조사 후 퇴행

(Fading)현상이 일어나는 단점이 있다.5

최근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표준화된 모델을

근거로 방사선 유효선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가상시뮬

레이션 프로그램인 PCXMC(PC-based Monte Carlo program)은 방사선

유효선량을 계산하는 대표적인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선량계

를 이용한 장기선량측정이 환자 검사에 직접 측정 할 수 없고 팬텀을 사

용하여 실험방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International

Committee for Radioactivity Prevention(ICRP)-103에서 권고하는 조직

가중인자 항목에 대한 측정이 어렵다. 이에 PCXMC 프로그램을 이용하

면 선량계로 측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조건에서의 장기별 유효선량과 총

유효선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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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및 방법

1. 선량계(Dosimetric method)를 이용한 유효선량 측정

인체 연조직과 유사한 방사선 감쇠 정도를 갖는 8개의 절단면으로 구성

된 5세 소아의 Rando phantom(ATOM® dosimetry phantom, model

705-D, CIRS, Norfolk, VA, USA)을 이용하였다. 이 팬텀은 그림 1과 같

이 횡단면으로 25mm간격으로 절단되어 있으며, 110cm, 19kg의 소아의

인체조직과 유사한 방사선 감쇠 정도를 가져 치료 방사선 조사에서 전체

몸의 유효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방사선 노출은 Orthopantomograph OP100(GE Healthcare, Finland)의

소아 촬영 파노라마를 기준으로 6.6 kV, 8.0 mA, 16.8 s 의 조건으로 3

회 반복하여 촬영하였다.

그림 1 5세 소아 Rando phan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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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파노라마 조사 실험

Dosimetric method 중 열형광선량계(Thermoluminescence dosimeter,

TLD)를 이용하였다. 열형광선량계로 가로 1/8인치, 세로 1/8인치, 두께

0.03인치의 LiF TLD-100 chip(Harshaw Co.,USA)을 사용하였고 모든

TLD chip은 결정 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방출시키기 위

해 REMTECH Co,LTD(Seoul, Korea)에 의뢰하여 실험 전 300℃에서

소성(annealing)한 후 각 chip의 오차범위와 상태를 측정하였다. 실험 전

3개의 chip을 각각 비닐에 넣어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 Rando

phantom에 표1와 같이 위치 시켰다.

방사선 노출 후 각각의 chip을 TLD reader(Harshaw Co., USA)로 측

정한 후 측정된 전하량(nC)을 Calibration curve를 이용하여 mR 단위의

노출량으로 변환시켰다. 이 때 매 소성 후 같은 조건에서 따로 보관한 3

개의 TLD chip으로 배경방사선 양을 구하여 각 측정치에서 빼 주었다.

그리고 이 값은 노출량이므로 흡수선량으로 바꿔주기 위해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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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를 곱해 흡수선량(μG)로 환산하였다.7

Organ s l i c e 
number

Location 
number

TLD chip ID

1 Calvarium anterior 2 1 H3, H7, H8
2 Calvarium left 2 2 G4, G11, G12
3 Calvarium right 2 3 F6, F12, G3
4 Midbrain 3 6 D2, E2, E3
5 Midbrain 3 7 E11, F2, F5
6 Pituitary 4 12 K3, K6, K12
7 Right orbit 4 15 B3, B4, B9
8 Right lens of eye 4 15 B3, B4, B9 (7과 동일)
9 Left lens of eye 4 16 C6, C7, C11
10 Right maxillary sinus 4 15 B3, B4, B9 (7과 동일)
11 Left nasal airway 4 12 K3, K6, K12 (6과 동일)
12 Right parotid 6 19 AS1, AS4, AS7
13 Left parotid 6 17 P6, Q1, R1
14 Left back of neck 6 20 AS10, J3, J8
15 Right ramus 6 19 AS1, AS4, AS7(12와 동일)
16 Left ramus 6 17 P6, Q1, R1 (13과 동일)
17 Right submandibular 

gland
6 19 AS1, AS4, AS7(12와 동일)

18 Left submandibular 
gland

6 17 P6, Q1, R1 (13과 동일)

19 Center sublingual 
gland

6 18 O4, O7, O8

20 Center C spine 8 21 N2, O1, O3
21 Thyroid superior-left 8 22 M7, N1, H10
22 Thyroid-left 8 22 M7, N1, H10(21과 동일)
23 Thyroid-right 8 23 M1, M6, H9
24 Esophagus 8 21번 위 A6, L2, L3
비고
Phantom 상의 한계로 아래의 장기는   서로 같은 위치에 적용함

1)Right orbit=Right lens of eye=Right maxillary sinus
1. Pituitary=Left nasal airway
2. Right parotid=Right ramus=Right submandibular gland
3. Left parotid=Left ramus=Left submandibular gland
4. Thyroid left=Thyroid superior left

표 1 TLD chip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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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TLD chip에서 구한 흡수선량을 장기별로 분류하고 표2의 조직가중

계수를 곱해 유효선량(μS)로 변환하였다.8,9

적색 골수의 등가선량 계산에는 두개관(calvarium), 하악(mandible), 경

추(cervical spine)를 사용하였고 골수의 분포는 하악이 1.1%, 두개관이

11.6%, 경추가 2.7%로, 전체 골수 중 15.4%가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 계

산하였다.10

　 Fraction(%) weighting factor

bone marrow 　 0.12

  mandible 1.1 　

  calvaria 11.6 　

  cervical spine 2.7 　

Thyroid 100 0.04

skin 5 0.01

bone surface 　 0.01

  mandible 1.3 　

  calvaria 11.8 　

  cervical spine 3.4 　

brain 100 0.01

esophagus 10 0.04

salivary gland 　 0.01
  parotid 100 　

  submandibular 100 　

  sublingual 100 　

remainder 　 0.12

lymphatic  nodes 5 　

muscle 5 　

extrathoracic  region 100 　

oral mucosa 100 　

표 2 Fraction과 조직가중계수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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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근육 감쇠계수=-0.0618×kV(p)×2/3+6.9406를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66kV에서 4.2214값을 사용하였다.11 머리 목 부위의 피부표면은 Ludlow

et al의 논문을 따라 전체의 5%로 두고 계산하였다. 근육, 림프노드역시

%, 식도는 10%, 나머지는 100%로 두었다.

유효선량의 계산은   로 E는 조직에 따라 다른 방사선의

위험도를 표현한 가중계수()와 흡수선량과 등가선량()의 곱한 값으

로 총 유효선량은 모든 조직의 유효선량을 합하여 구하였다.

조직가중계수는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에서 정한 14개의 조직과 14개의 기타조직을

사용하였다. 이 중 자궁은 여자에게만, 전립선은 남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기타조직은 13개로 두고 계산하였다.10

1.1. Monte-Carlo method를 이용한 유효선량 측정 및 기

본값 설정

PCXMC(PC-based Monte-Carlo Program) 2.0프로그램의 5세 소아의

평균치로 설정된 가상의 수학적 팬텀을 사용하였고 이 가상의 소아 팬텀

은 19kg, 109.1cm로 설정되었다.12

PCXMC의 입력항목은 Projection, Oblique angle, Patient height,

Patient weight, Patient age, X-ray tube voltage, Filtration, FRD,

X-ray beam width, X-ray beam height, Xref, Yref, Zref, Input dose

value 등이 있고 이들이 의미하는 바는 아래 표 3과 같다.13

촬영조건에서의 관전류, 관전압, 고유여과 두께, 각도를 입력하였고

Input does value는 DAP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그 외의 입력항목은

실제 측정에 의해 표4와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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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 내의 임의의 기준점의 Z축 값인 Zref값을 변화시켜 Dosimetric

입력항목 의미

Projection 팬텀에 조사되는 x-ray beam의 방향

Oblique angle X-ray beam을 비추는 각도

Patient height 신장 (0은 입력한 연령에서의 표준 신장,cm)

Patient weight 체중 (0은 입력한 연령에서의 표준 체중,kg)

Patient age 0,1,5,10,15,30 중에 입력(5세 소아: 5)

X-ray tube voltage 실험에서 사용한 장비의 voltage 값 입력(kV)

Filtration 장비에 사용된 필터의 두께 (mm)

FRD Focus-Reference point Distance 측정값(cm)

X-ray beam width 초점에서 FRD거리에 이르는 x-ray beam의 너비 (cm)

X-ray beam height 초점에서 FRD거리에 이르는 x-ray beam의 높이 (cm)

Xref 팬텀 내부의 임의의 기준점 (+: 팬텀의 왼쪽)

Yref 팬텀 내부의 임의의 기준점 (+: 팬텀의 등쪽)

Zref 팬텀 내부의 임의의 기준점 (+: 팬텀의 위쪽)

Input dose value DAP를 사용함 (mGy*㎠)

표 3 PCXMC의 입력항목과 의미

입력항목 기준값 입력항목 기준값

Projection 235 X-ray beam width 0.203475

Oblique angle -8 X-ray beam height 9.048649

Patient age 5 Xref 0

X-ray voltage 66 Yref -3

Filtration 2.5 Zref 49.5~59.5

FRD 31 Input dose 52.11

표 4 입력항목과 기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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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를 이용해 구한 유효선량과 유사한 설정값을 찾아 이를 PCXMC

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의 기준값으로 두었다.

2. PCXMC 입력항목에 따른 유효선량의 영향

앞서 설정한 기준값에서 PCXMC의 각 입력항목을 변화시켜 총 유효

선량과 각 장기별 흡수선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았다. 변화량은 각

입력항목의 기준값의 ±20~25%정도로 설정하였다.

(1) Projection은 기준값 235°를 기준으로 ±50°를 변화시켜 185°, 210°,

235°, 260°, 285°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2) Oblique angle은 기준값 -8°를 기준으로 ±2°를 변화시켜 -6°, -7°,

-8°, -9°, -10°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3) X-ray tube voltage는 기준값 66kV를 기준으로 ±16kV를 변화시

켜 50kV, 58kV, 66kV, 76kV, 84kV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4) X-ray beam width는 기준값 0.203475cm를 기준으로 ±0.4cm 변화

시켜 0.16cm, 0.18cm, 0.203475cm, 0.22cm, 0.24cm에서 측정하였다.

(5) Filtration은 기준값 2.5mmAl를 기준으로 ±0.4mmAl 변화시켜

2.1mmAl, 2.3mmAl, 2.5mmAl, 2.7mmAl, 2.9mmAl로 측정하였다,

(6) FRD는 기준값 31cm를 기준으로 ±6cm을 변화시켜 25cm, 28cm,

31cm, 34cm, 37cm에서 측정하였다.

(7) Xref는 기준값 0cm를 기준으로 ±5cm를 변화시켜 –5cm, -2.5cm,

0cm, 2.5cm, 5cm에서 측정하였다.

(8) Yref는 기준값 -3cm를 기준으로 ±5cm를 변화시켜 –8cm,

-5.5cm, -3cm, -0.5cm, 2cm에서 측정하였다.

(9) Zref는 기준값 54.5cm를 기준으로 ±5cm를 변화시켜 49.5cm, 52cm,

54.5cm, 57cm, 59.5cm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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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1. Dosimetric method를 이용한 유효선량 측정 결과

Organ 1번 2번 3번 평균(μGy) 표준편차

Calvariumanterior 94.48 128.1 115.3 112.6 16.97

Calvarium left 54.26 58.75 87.68 66.90 18.14

Calvarium right 121.6 74.11 121 105.6 27.25

Midbrain 89.15 59.24 136.5 94.96 38.96

Midbrain 111.7 81.77 87.21 93.56 15.94

Pituitary 300.6 301.9 344.5 315.7 24.98

Right orbit 92.14 125.8 122.2 113.4 18.48

Right lens of eye 92.14 125.8 122.2 113.4 18.48

Left lens of eye 137.8 58.94 125 107.2 42.32

Right maxillary sinus 92.14 125.8 122.2 113.4 18.48

Left nasal airway 300.6 301.9 344.5 315.7 24.98

Right parotid 246.9 209.9 202 219.6 23.97

Left parotid 168 178.1 176.2 174.1 5.367

Left back of neck 253.5 239.9 217 236.8 18.45

Right ramus 246.9 209.9 202 219.6 23.97

Left ramus 168 178.1 176.2 174.1 5.367

Right submandibular 
gland 246.9 209.9 202 219.6 23.97

Left submandibular 
gland 168 178.1 176.2 174.1 5.367

Center sublingual 
gland 80.17 96.15 112 96.11 15.92

Center C spine 192.6 125.4 84.53 134.2 54.57

Thyroid superior-left 80.52 113.5 84.86 92.96 17.92

Thyroid-left 80.52 113.5 84.86 92.96 17.92

Thyroid-right 120.6 87.68 196.3 134.9 55.70

Esophagus 192.6 125.4 84.53 134.2 54.57

표 5 장기 위치별 TLD chip의 흡수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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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기의 위치에 3개씩 위치시킨 TLD chip에서 얻은 흡수선량은 표

5와 같다. 이 값을 표 2의 비율을 적용시키고 조직가중계수를 곱하여 표

6과 같이 각 장기별 유효선량과 총 유효선량을 구하였다. 각 장기별 유

효선량이 총 유효선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림 3을 통해 알

수 있다. 갑상선에 1.4257μS로 가장 많은 영향이 있고 기타조직, 적색골

수, 뇌 등의 순으로 유효선량이 컸다.

　 흡수선량(uGy) 가중계수 유효선량(µSv)

골표면 5.266 0.01 0.2223

뇌 56.021 0.01 0.5602

타액선 54.423 0.01 0.5442

식도 4.4726 0.04 1.789

갑상선 35.642 0.04 1.4257

적색골수 4.9324 0.12 0.5919

피부 3.9467 0.01 0.0395

기타조직 9.0322 0.12 1.0838

total 　 　 4.6465

표 6 TLD를 이용해 측정한 유효선량

그림 3 TLD를 이용해 측정한 유효선량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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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onte-Carlo method를 이용한 유효선량 측정 및 기

본값 설정 결과

Zref 값을 제외한 나머지 입력항목의 기준값은 표 4와 같이 정하였고

Zref를 변화시켜 얻은 값은 표 7과 같다. 이에 TLD를 이용해 얻은 유효

선량과 거의 같은 4.657μS의 유효선량을 가지는 54.5cm를 Zref의 기준값

으로 정하였다.

이 기준값에서 PCXMC를 이용해 측정한 유효선량은 표 8과 같고 이

를 TLD를 이용해 측정한 값과 비교를 위해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그림

4와 같다. PCXMC는 뇌와 적색골수에서 유효선량이 높게 나타났고

TLD는 갑상선과 타액선에서 높은 유효선량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

다.

2. PCXMC 입력항목에 따른 유효선량의 측정 결과

(1) Projection

PCXMC의 입력항목 중 Projection의 입력값을 변화시켜 표 9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Projection의 변화에 따른 총 유효선량은 그림 5와 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projection각도가 유효선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 선형 회귀분석결과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지 않

았다. Projection 각도 변화에 따른 장기별 흡수선량의 그래프로 나타내

　Zref 49.5 52 54 54.5 55 57 59.5

유효선량(μS) 9.302 6.531 4.831 4.657 4.543 4.225 2.986

표 7 Zref의 변화에 따른 유효선량

　 총 유효선량 뇌 적색골수 타액선 식도 갑상선 피부

유효선량(μS) 4.657 1.234 1.964 0.131 0.0102 0.0811 0.1429

표 8 PCXMC를 이용해 측정한 유효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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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림 5와 같고 285°일 때 거의 모든 장기에서 가장 높은 흡수선량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TLD와 PCXMC의 유효선량 비교 그래프

Projection(°) 185 210 235 260 285

유효선량(μS) 4.656 4.641 4.657 4.681 5.891

표 9 Projection변화에 따른 유효선량 

그림 5 Projection변화에 따른 유효선량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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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blique angle

PCXMC의 입력항목 중 Oblique angle의 입력값을 변화시켜 얻은 결

과는 표 11과 같다. Oblique angle의 변화에 따른 총 유효선량은 그림 7

과같은 그래프를 가진다. 표 10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Oblique angle은

유효선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그림 6 Projection에 따른 장기별 흡수선량

　 상관계수 R-Square Adjusted 
R-Square F-Value P-Value

projection  
angle 0.010 0.518 0.358 0.170 0.170 

oblique angle -0.022* 0.978 0.971 0.001 0.001 
X-ray tube 

voltage 0.073* 0.999 0.998 0.000 0.000 

X-ray beam  
width 0.147 0.518 0.357 0.171 0.171 

filtration 0.743* 0.997 0.997 0.000 0.000 

FRD 0.005* 0.979 0.971 0.001 0.001 

Xref 0.009* 0.922 0.896 0.009 0.009 

Yref -0.002 0.006 -0.325 0.901 0.901 

Zref -0.598* 0.923 0.898 0.009 0.009 

표 10 입력항목에 따른 회귀 분석 결과(*: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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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Oblique angle이 커질수록 유효선량이 작아짐을 의미한

다. 그림 8의 그래프를 보면 oblique angle이 작아질수록 타액선의 흡수

선량이 특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Oblique angle(°) -6 -7 -8 -9 -10

유효선량(μS) 4.625 4.638 4.657 4.684 4.712

표 11 Oblique angle 변화에 따른 유효선량 

그림 7 Oblique angle 변화에 따른 유효선량 그래프

그림 8 Oblique angle에 따른 장기별 흡수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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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ray tube voltage

PCXMC의 입력항목 중 X-ray tube voltage의 입력값을 변화시켜 얻

은 결과는 표 12와 같다. X-ray tube voltage의 변화에 따른 총 유효선

량은 그림 9와 같은 그래프를 가진다. 표 10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X-ray tube voltage는 유효선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P<0.05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X-ray tube voltage가 커질수록 유

효선량이 커짐을 의미한다. 그림 10의 장기별 흡수선량 그래프를 보면

X-ray tube voltage가 작아질수록 타액선의 흡수선량이 특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X-ray tube voltage 변화에 따른 유효선량 그래프

X-ray tube voltage(kV) 50 58 66 74 82

유효선량(μS) 3.414 4.065 4.657 5.221 5.769

표 12 X-ray tube voltage 변화에 따른 유효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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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ray beam width

PCXMC의 입력항목 중 X-ray beam width의 입력값을 변화시켜 얻은

결과는 표 13과 같다. X-ray beam width의 변화에 따른 총 유효선량은

그림 11과 같은 그래프를 가진다. 표 10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X-ray

beam width와 유효선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

다. X-ray beam width의 변화가 장기별 흡수선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그림 12).

그림 10 X-ray tube voltage에 따른 장기별 흡수선량

그림 11 X-ray beam width 변화에 따른 유효선량 그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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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iltration

PCXMC의 입력항목 중 Filtration의 입력값을 변화시켜 얻은 결과는

표 14와 같다. Filtration의 변화에 따른 총 유효선량은 그림 13과 같은

그래프를 가진다. 표 10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Filtration은 유효선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때,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이는 Filtration이 커질수록 유효선량이 커짐을 의미한다. 그림 14의

장기별 흡수선량 그래프를 통해 Filtration이 커질수록 뇌의 흡수선량이

특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X-ray beam width(cm) 0.16 0.18 0.203475 0.22 0.24

유효선량(μS) 4.653 4.644 4.657 4.657 4.661

표 13  X-ray beam width 변화에 따른 유효선량 

그림 12 X-ray beam width에 따른 장기별 흡수선량

Filtration(mmAl) 1.9 2.2 2.5 2.8 3.1

유효선량(μS) 4.172 4.429 4.657 4.869 5.067

표 14 Filtration 변화에 따른 유효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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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RD

PCXMC의 입력항목 중 FRD의 입력값을 변화시켜 얻은 결과는 표 15

와 같다. FRD의 변화에 따른 총 유효선량은 그림 15와 같은 그래프를

가진다. 표 10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FRD는 유효선량과 양의 상관관계

를 가지고 이때,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FRD

가 커질수록 유효선량이 커짐을 의미한다. 그림 16의 장기별 흡수선량

그림 14 Filtration에 따른 장기별 흡수선량

그림 13 Filtration 변화에 따른 유효선량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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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통해 FRD가 커질수록 타액선의 흡수선량이 특히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FRD(cm) 25 28 31 34 37

유효선량(μS) 4.628 4.636 4.657 4.675 4.684

표 15 FRD 변화에 따른 유효선량 

그림 15 FRD 변화에 따른 유효선량 그래프

그림 16 FRD에 따른 장기별 흡수선량



22

(7) Xref

PCXMC의 입력항목 중 Xref의 입력값을 변화시켜 얻은 결과는 표 16

과 같다. Xref의 변화에 따른 총 유효선량은 그림 17과 같은 그래프를

가진다. 표 10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Xref는 유효선량과 양의 상관관계

를 가지고 이때,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Xref

가 커질수록 유효선량이 커짐을 의미한다. 그림 18의 장기별 흡수선량

그래프를 통해 Xref가 커질수록 뇌의 흡수선량은 증가 후 감소하고, 적

색골수, 타액선, 피부는 감소 후 증가, 식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7 Xref 변화에 따른 유효선량 그래프

Xref -5 -2.5 0 2.5 5

유효선량(μS) 4.609 4.646 4.657 4.698 4.696

표 16 Xref 변화에 따른 유효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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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Yref

PCXMC의 입력항목 중 Yref의 입력값을 변화시켜 얻은 결과는 표 17

과 같다. Yref의 변화에 따른 총 유효선량은 그림 19와 같은 그래프를

가진다. 표 10의 회귀분석결과에서 Yref와 유효선량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Yref가 증가할 때 뇌의 흡수선량이 크

게 증가하고 적색골수, 피부, 기도, 구강점막은 감소하였다(그림 12).

그림 18 Xref 따른 장기별 흡수선량

그림 19 Yref 변화에 따른 유효선량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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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Zref

PCXMC의 입력항목 중 Zref의 입력값을 변화시켜 얻은 결과는 표 18

과 같다. Zref의 변화에 따른 총 유효선량은 그림 21과 같은 그래프를

가진다. 표 10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Zref는 유효선량과 음의 상관관계

를 가지고 이때,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Zref가

커질수록 유효선량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그림 22의 장기별 흡수선량 그

래프를 통해 Zref가 커질수록 뇌의 흡수선량은 증가 후 감소하고, 타액

선, 림프절, 갑상선, 근육, 식도, 구강점막에서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Yref(cm) -8 -5.5 -3 -0.5 2

유효선량(μS) 4.456 4.714 4.657 4.577 4.498

표 17 Yref 변화에 따른 유효선량 

그림 20 Yref에 따른 장기별 흡수선량

Zref(cm) 49.5 52 54.5 57 59.5

유효선량(μS) 9.302 6.531 4.657 4.225 2.986

표 18 Zref 변화에 따른 유효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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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Zref 변화에 따른 유효선량 그래프

그림 22 Zref에 따른 장기별 흡수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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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 찰

파노라마방사선 촬영 시 수반되는 방사선 피폭은 방사선 방어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하다. 최소의 방사선으로 환자의 정보를 최대한 획득하여

치료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어릴수록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위험도가 크므로 소아방사선촬영에서 더욱

피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14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에서

파노라마 촬영의 유효선량은 3.85μS~30μS으로 보고되었다.15-21

이번 실험에서 TLD를 이용한 유효선량 측정결과 4.647μS, PCXMC를

이용한 측정결과는 4.657μS이다. 총 유효선량은 두 가지 방법에서 비슷

하게 나왔지만 조직별 유효선량은 차이가 있었다. PCXMC를 이용한 유

효선량 측정결과가 적색골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조직가중계수의

영향이 크다. 조직가중계수가 0.12로 가장 큰 적색골수는 적은 흡수선량

에도 큰 유효선량을 나타낼 수 있다. TLD를 이용한 유효선량 측정결과

는 조직가중계수가 두 번째로 큰 0.4인 식도와 갑상선에서 매우 높게 나

왔다. 조직별 유효선량은 편차가 있지만 PCXMC를 이용하여 총 유효선

량을 측정하는 것이 유용하다.

PCXMC를 이용해 다양한 조건에서 파노라마의 유효선량 측정해 본

결과 Projection angle, X-ray beam width, Yre는 유효선량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Projecion angle은 280로 아주 컸을 때 모든

장기에서 유효선량의 증가를 보였지만 그 이하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았

다. 또한, X-ray beam width도 유효선량에 큰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원

인은 Input dose의 변화 없이 Projection angle, X-ray beam width에만

변화를 주어서 그런 것이라 분석된다. 일정한 선량으로 돌아가는 파노라

마는 Projection angle이 증가하면 Input dose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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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ion angle, X-ray beam width 등에만 변화를 주면 적은 선량을

많은 범위에서 주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유효선량이 크게 변하지 않았

다. Yref는 임의의 기준점을 잡는 것으로 Yref가 증가할수록 등쪽에 가

까워진다. Yref가 –로 클수록 안면부에 가깝기 때문에 뇌의 흡수선량은

줄어들고, 피부, 식도, 구강점막 등의 흡수선량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영

향이 상쇄되어 총유효선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Oblique angle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입력값이 –라 Oblique angle이 커질수록 유효선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Oblique angle이 커질 때 타액선의 흡수선량이 크게 증

가하였고 이로 인해 유의미한 유효선량 증가를 보였다.

X-ray tube voltage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X-ray tube voltage가 증가할수록 모든 장기에서 흡수선량 증가를 보인

다. 관전압이 증가되면 타겟과 충돌하는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되어 더욱

많은 X선 광자가 발생된다. 특히 높은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더 많이 증

가하여 X선속의 평균에너지도 증가되고 투과력도 증가된다.3 방사선 노

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X-ray tube voltage의 감소가 매우 중요하다.

Filtration은 유효선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Filtration이 클수록 저에너지 X선을 제거하여 X선의 평균에너지가 증가

되고 이를 경화(hardening)된다고 한다.3 Filtration이 커지면 X-선의 평

균에너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유효선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FRD는 유효선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는 DAP가 일정하고 FRD가 커지면 더 많은 선량의 X-ray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타액선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Xref는 유효선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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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별 흡수선량은 0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형태를 보였지만 식도에서 흡수

선량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기준점이 0에 있을 때 뇌의 흡수선량은 가장

컸지만 타액선, 적색골수, 피부 등은 흡수선량이 가장 적었다. 기준점이

정중앙에서 벗어나면 좌우 장기에 미치는 유효선량이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Zref는 유효선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

는 Zref가 작을수록 타액선, 갑상선, 림프절 등 조직가중계수가 큰 장기

의 흡수선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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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파노라마방사선 촬영결과 TLD를 통한 유효선량 측정은 4.647μS값을

가졌고 장기별로는 갑상선이 가장 높은 유효선량 값을 보였다. PCXMC

를 통한 유효선량 측정은 4.657μS 값을 가졌고, 장기별로는 적색골수에

서 가장 높은 유효선량 값을 보였다. 또한, PCXMC의 입력항목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Oblique angle과 Zref가 유효선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고, X-ray tube voltage, Filtration, FRD. Xref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PCXMC를 이용해 다양한 조건에서 파노라마의 유효선량 측정해 본 결

과 파노라마 영상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에서 관전압을 줄이고, 여과

를 증가시키고 기준점을 최대한 머리 위쪽 방향으로 잡는 것이 파노라마

조사 시 유효선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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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diatric absorbed doses from

rotational panoramic

radiography

-comparison of effective dose with PCXMC

and Dosimetric method-

Bora, Park

School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onte Carlo method and phantoms measurements are essential

methods to estimate effective dose in rotational panoramic

radiography. We compared effective doses determined using the

PCXMC software with TLD phantom measurements of 5years old

pediatric anthropomorphic phantom. Monte-Carlo calculation by

changing the input items wer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effective

dose.

TLD chips were calibrated, annealed and then placed in slot of

phantom. The charge read out from TLD chips and converted to

organ doses form which and effective dose was calculated. This value

was compared to than obtained from PCXMC by using the same

exposure and patient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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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oramic radiography result of effective doses measured by the

TLD had a 4.647μS effective dose of thyroid gland, showed the

highest effective dose values. Effective Dose measurement with

PCXMC had a 4.657μS, showed the highest effective dose values in

the marrow. In addition, regression analysis, and the Zref Oblique

angle of the entry of PCXMC had a correlation between the effective

dos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X-ray tube voltage,

Filtration, FRD. Xref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keywords : TLD, PCXMC, dosimetry, panoramic radiography, effective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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