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 학위논문

Gafchromic EBT3 필름을 이용한

알파선원의 방사능분포특성 연구

A study on radioactivity distribution of an

alpha particle source by using a peeled-off

Gafchromic EBT3 film

2018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이 광 호



Gafchromic EBT3 필름을 이용한

알파선원의 방사능분포특성 연구

지도 교수 김 은 희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이 광 호

이광호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위 원 장 정 경 재 (인)

부 위 원 장 김 은 희 (인)

위 원 이 기 만 (인)



- i -

초 록

서울대학교 방사선생명공학연구실의 알파선 조사함은 라돈과 그 딸

핵종에 의한 내부피폭영향연구를 위해 알파선원에서 방출되는 알파입자

를 실험세포에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다. 기존의 연구

에서 알파선 조사함의 알파선속 분포는 알파선원과 실험세포층의 기하학

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계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알파선원은 표면에 걸

쳐 균질한 방사능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실제 알파선원의 방사능분포는 균질하지 않으며

이러한 알파선원의 비균질성으로 인해 알파선속의 분포 역시 달라질 가

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Gafchromic EBT3 필름의 한쪽 보호층을 벗겨냄으로써

알파선원의 방사능분포특성 연구에 활용하였다. 벗겨진 EBT3 필름을 이

용하여 서로 다른 두 개의 Am-241 선원의 방사능분포를 반복해서 측정

하였으며 그 결과 비균질한 패턴의 방사능분포가 확인되었다. 측정된 방

사능분포는 알파선속의 분포를 계산하는 식에 활용되어 균질한 알파선원

과 대비해 비균질한 알파선원에 의해 알파선속의 분포가 어느 정도의 영

향을 받는지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알파선원의 비균질한 방사능분포는

본 연구실에서 세포조사 실험에 주로 사용하는 조건인 20 mm와 30 mm

의 거리에서 알파선속 분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벗겨진 EBT3 필름을 실험세포를 대신하여 세포배양접시 위에

올려두고 알파선 조사함의 EBT3 필름에 대한 선량분포를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MCNP6 몬테카를로 방사선 수송코드를 이용해 EBT3 필름

에 전달된 선량분포를 계산해보았으며 그 결과 측정한 선량분포와 계산

한 선량분포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MCNP6 몬테카를로 방사선 수송코드를 이용해 세포층에

전달된 선량분포를 계산해보았으며 그 결과를 본 연구실 알파선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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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험세포에 대한 선량분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선량분

포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알파선속의 분포에 비해 더욱 균질하였다.

주요어 : 방사능분포, 방사성선원, EBT3 필름, 알파선 선량평가, 선

량분포, 알파선 조사함

학 번 : 2016-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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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라돈은 암석과 토양에 포함된 우라늄 및 토륨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 방사성핵종 중의 하나로 기체의 형태로 대기 중에 존재한

다. 라돈은 대기 중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인체 내부에

쉽게 흡입될 수 있으며 흡입된 라돈과 그 딸핵종은 기관지나 폐포에 침

착되어 지속적으로 알파선을 방출하며 내부피폭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United Nations)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에서는 흡연에 이어 폐암

의 발생원인 중 두 번째로 라돈을 지목하고 있다[1].

라돈과 그 딸핵종에 의한 내부피폭영향 연구를 위해 in vitro 세포실험

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알파선 조사함이 제작되어왔다[2-12]. 서울대

학교 방사선생명공학연구실 또한 라돈과 그 딸핵종에 의한 내부피폭 세

포실험연구를 위해 Am-241 선원을 이용한 알파선 조사함을 제작하였다

[13]. 알파선 조사함의 내의 실험세포에 대한 평균 선량률은

AASI(Advanced Alpha Spectrometric sImulation) 몬테카를로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또한 실험세포에 대한 알파선속의 분포는 Am-241

선원과 실험세포층의 기하학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해석적으로 계산되었

으며 이 과정에서 Am-241 선원 전체 표면에 걸쳐 방사능분포가 균질하

다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11,14]에서 밝혀낸 것과 같이 알파선원의 방사능분포

는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알파선원의 비균질성은 알파선속의

분포와 선량의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균질한 알파선원을 가정

한 뒤 알파선속의 분포를 계산한 선행연구[4]에 비해 본 연구실의 알파

선 조사함은 알파선의 에너지 감쇠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파선원과 실험

세포 사이의 거리가 짧은 만큼 알파선원의 비균질성에 의한 영향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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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알파선원의 비균질성에 대한 정량

적 평가와 함께 이러한 비균질성이 알파선속과 선량의 분포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알파선원에서 방출되는 알파입자가 실험세포에 도달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달라지며 이에 따른 알파입자의 에너지 감쇠도 달라

진다. 이와 더불어 알파입자가 실험세포층에 입사하는 각도에 따라 세포

층을 투과하는 거리가 달라지며 투과 거리에 따라 세포층에 전달하는 에

너지도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선행연구[13]에서 제시한 알

파선속의 분포는 실제 선량분포와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Gafchromic EBT3는 필름 형태의 선량계로서 공간분해능이 우수하며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염화은 필름선량계에 비해 사용하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기조절 방사선치료(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15]. EBT3 필름은 전리방사선과

반응하여 색변화를 일으키는 28 μm의 활성층(active layer)과 이를 양면

에서 뒤덮고 있는 125 μm의 보호층(protective layer)으로 이루어져 있

다. 보통의 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수 MeV의 알파입자는 이 보호층을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EBT3 필름은 알파선의 선량평가에 활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Mukherjee의 연구[16]에서 한쪽 보호층을 벗겨냄으

로써 EBT3 필름이 알파선 선량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한 그 이후 수행된 Ng의 연구[14]에서는 벗겨진 EBT3 필름을 활용해

Am-241 선원의 방사능 비균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쪽 보호층을 벗겨낸 EBT3 필름을 이용하여 서울대

학교 방사선생명공학연구실 알파선 조사함에 내장된 Am-241 선원의 방

사능분포특성을 연구하였다. 먼저 벗겨진 EBT3 필름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두 개의 Am-241 선원의 방사능분포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측

정된 방사능분포 결과를 알파선속의 분포를 계산하는 식에 활용하여 균

질한 알파선원 대비 비균질한 알파선원이 알파선속 분포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험세포 대신 세포배양접시 위에 벗겨진 EBT3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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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올려두고 EBT3 필름에 대한 알파선 조사함의 선량분포를 실제로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MCNP6 몬테카를로 방사선 수송코드를 이용해

EBT3 필름에 전달되는 선량분포를 계산해 보았으며 실제 알파선 조사

함의 선량분포는 선행연구[13]에서 제시한 알파선속의 분포와 어떻게 다

른지 비교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MCNP6 코드를 이용하여 실험세포층에

전달되는 선량분포를 계산해보았으며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선행연구에

서 제시한 알파선속의 분포와 비교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해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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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이론

제 1 절 EBT3 필름의 선량측정 원리

Gafchromic EBT3 필름(Ashland, Kentucky, USA)은 그림 2-1과 같이

28 μm의 활성층(active layer)과 이를 양면에서 뒤덮고 있는 125 μm의

보호층(protective layer)으로 구성되어있다. EBT3 필름의 활성층은 디아

세틸렌 단위체(diacetylene monomer)로 구성돼있으며 전리방사선에 노출

될시 그림 2-2와 같이 중합반응을 일으키며 디아세틸렌 중합체

(diacetylene polymer)로 변하게 된다[17]. 중합체로 변하면서 분자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색깔도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하게 된다. 필름의 활

성층이 흡수하는 선량이 커질수록 중합반응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더

욱 짙은 초록색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 전후로 필름을 스

캔하여 필름의 광학밀도(optical density, 이하 OD)를 측정하면 필름에

전달된 선량을 측정할 수 있다. 기존의 염화은 필름선량계는 전리방사선

뿐만 아니라 가시광선에도 반응도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된 현상실

에서 현상해야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에 비해 Gafchromic EBT3 필름은

가시광선 노출에 안정적이며 일반적인 스캐너만 있으면 쉽게 선량을 측

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방수성이 있어 물로 구성된 팬텀 안에서 선량

을 측정할 수 있으며 높은 해상도로 선량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스캐너를 이용하여 10 Gy 이하의 선량을 측정할 시 EBT3 필름의 광

학밀도의 변화는 빨강 채널에서 가장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18] 주로 빨

강 채널의 스캔 값을 이용하여 광학밀도를 계산한다. 필름의 광학밀도는

(2.1)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는 방사선 조사 전 필름의 빨강 채널

스캔 값이며 는 방사선 조사 후 필름의 빨강 채널 스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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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2.1)

측정된 필름의 광학밀도는 교정곡선을 이용하여 선량으로 변환된다.

따라서 선량측정 이전에 필름의 교정곡선이 수립되어 있어야한다. 교정

곡선은 알고 있는 값의 선량을 조사한 뒤 필름의 광학밀도를 측정함으로

써 결정된다. 교정곡선은 (2.2)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측정된 광학

밀도의 불확실도는 (2.3)식과 같이 표현된다. 최종적으로 교정곡선을 이

용한 선량평가 시 선량의 불확실도는 (2.4)식과 같이 표현되며 와 는

각각 회귀상수 , 의 표준편차이다.

  ××  (2.2)

 log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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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Gafchromic EBT3 필름의 구조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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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디아세틸렌 단위체와 디아세틸렌 중합체의 분자구조 개요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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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알파선속 분포의 계산

알파선원으로부터 방출되어 실험세포층에 입사하는 알파선속의 분포는

그림 2-3과 같이 알파선원과 세포층의 기하학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해

석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2.5)식의 는 극좌표 계에서 거리 , 방

위각 에 위치한 알파선원의 미소면적소를 의미하며  는 거리 ,

방위각 의 실험세포 위치에서 알파선원의 미소면적소 에 의한

알파선속을 나타낸다. 는 알파선원의 총 방사능을 의미하며 는

알파선원의 미소면적소인 의 상대적 방사능비를 나타낸다. 따라서

거리 , 방위각 의 실험세포 위치에서 총 알파선속  은 미소면적

소 에 의한 알파선속  에 대해서 알파선원 표면 전체에 걸

쳐 적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으며 (2.6)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5)



 




















 (2.6)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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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알파선 조사함 내의 알파선원과 세포층의 기하학적인 관계를

나타낸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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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알파선의 에너지 손실

알파입자와 같이 전자에 비해 질량이 월등히 큰 하전입자들은 주로 매

질원자의 궤도전자들과 전기력이 작용하여 궤도전자의 여기를 일으키거

나 전리를 일으킨다. 매질원자의 핵과도 반응을 하지만 그 크기는 궤도

전자와 작용하는 양에 비해 미미하다. 궤도전자와의 반응을 하는 과정에

서 알파선은 조금씩 에너지를 잃게 된다. 전자에 비해 알파선의 질량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전자와 반응하는 과정에서 알파선의 궤도는 교란되

지 않고 직진한다. 실제로 알파선의 에너지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어드

나 그 양이 매우 작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감쇠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알파선이 매질 속에서 잃는 에너지는 저지능(혹은 LET∞)이라 불리는 에

너지에 따른 함수이며 Bethe식이라 불리는 (2.7)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z는 입사 하전입자의 전하 수, n은 매질물질의 단위체적 당 전자 수,

는 광속에 대한 입사 하전입자의 속력비, I는 매질물질의 평균 여기에

너지이다.

 



 


log








 (2.7)

일반적으로 위 식은 1 MeV 이상의 알파입자에 대해서 저지능을 잘

근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다 정확하며 다양한 매질의 저지능에

관한 데이터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이하 NIST)에서 제공하는 ASTAR 데이터[19]를 참고하여

구할 수 있다. 그림 2-4는 ASTAR에서 구한, 본 연구에서 알파선이 투

과하는 매질에 대해 알파입자의 에너지에 따른 질량저지능(저지능/매질

밀도)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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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알파선 조사함 내의 알파선이 투과하는 각종 매질에 대한 질

량저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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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대상 및 방법

제 1 절 EBT3 필름 준비

Gafchromic EBT3 필름은 앞서 살펴본 그림 2-1과 같이 28 μm의 활

성층(active layer)과 이를 양면에서 뒤덮고 있는 125 μm의 보호층

(protective layer)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Am-241 선원에서

방출되는 알파선이 EBT3 필름의 활성층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쪽 보호

층을 커터 칼을 이용해 벗겨내었다. 이후 벗겨진 EBT3 필름은 세포배양

접시 안에 놓일 수 있도록 지름 30 mm의 원형으로 잘라내었다. 디아세

틸렌 중합체의 바늘과 같은 분자구조 때문에 필름 스캔 시 스캐너의 빛

이 편광 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필름을 스캐너에 가로로 배치

하느냐 혹은 세로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스캔 값의 차이가 발생한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름의 오른쪽 위에 표식을 남겨 항상 일정한 스

캔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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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알파선원과 알파선 조사방법

서울대학교 방사선생명공학연구실의 알파선 조사함은 10 μCi(model

AM1A210U), 100 μCi(model AM1A2100U)의 Am-241 선원(Eckert &

Ziegler Isotopes Products Inc., California, USA) 중 1개의 알파선원을

사용하여 알파선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선원 각각에

대하여 방사능분포와 이를 장착한 알파선 조사함의 EBT3 필름에 대한

선량분포를 측정하였다. 알파선원의 제작사에서 제공한 자료[21]에 따르

면 두 선원 모두 방사성 표면의 지름이 9.5 mm이며 0.51 μm 두께의 얇

은 금박 방사성층에 함유된 Am-241 입자에서 알파선이 방출된다. 방출

된 알파선은 방사성층 위에 존재하는 1.51 μm 두께의 금박 보호층을 거

쳐 세포에 도달할 수 있다. 제작사에서 제공한 품질 보증서에 따르면 알

파선원의 방사능 불확실도는 신뢰도 99% 수준에서 3% 미만이었다.

알파선원의 방사능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그림 3-1과 같이 알파선원

위에 EBT3 필름의 벗겨진 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올려두었다. 방사능이

높은 알파선원 순서로 18초, 180초간 조사하였으며 각각 3 번씩 반복 측

정하였다. 또한 알파선 조사함의 EBT3 필름에 대한 선량분포를 측정하

기 위해 그림 3-2와 같이 EBT3 필름의 벗겨진 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세포배양접시 위에 올려두었다. 알파선원과 세포배양접시 사이의 거리

(Source to Target Distance, 이하 STD)는 본 연구실에서 세포실험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조건인 20 mm와 30 mm로 설정하였으며 100 μCi

알파선원의 경우 20 mm, 30 mm 거리에 대해 각각 10분, 20분간 조사하

였다. 10 μCi 알파선원에 대해서는 각각 100분, 200분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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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방사능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벗겨진 EBT3 필름을 Am-241

선원 위에 올려둔 개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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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알파선 조사함의 EBT3 필름에 대한 선량분포를 측정하기 위

해 세포배양접시위에 EBT3 필름을 올려둔 개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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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EBT3 필름 선량평가

벗겨진 EBT3 필름은 알파선을 조사하기 전과 그리고 조사한 후 24시

간 뒤에 컬러 스캐너(Expression 10000XL, Epson, Nagano, Japan)를 이

용해 스캔되었다. 스캐너의 옵션은 포지티브 필름모드, 자동보정효과 없

음, 48비트컬러로 설정하였다. 특별히 높은 해상도를 필요로 하는 방사능

분포 측정 시에는 5000 dpi로 스캔하였고 그렇지 않은 EBT3 필름에 대

한 선량분포 측정 시에는 127 dpi로 스캔하였다. 방사선에 대한 감응도

가 가장 높은 빨강 채널의 스캔 값만 TIFF 이미지파일로 저장하였으며

저장된 이미지는 MATLAB(MathWorks, Massachusetts, USA)을 통해

(2.1)식과 같은 방식으로 광학밀도가 계산되었다.

EBT3 필름을 이용해 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EBT3 필

름의 교정곡선을 구해야한다. 벗겨진 EBT3 필름의 교정곡선을 구하기

위해 그림 3-2와 같은 조건(STD는 30 mm로 고정)에서 100 μCi의 선원

을 사용하여 2.5분 간격으로 5분에서 25분까지 총 9개의 선량에 대해 조

사하였으며 한 조건의 선량에 대해 3개의 필름을 반복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림 3-3과 같이 동심원 형태의 선량분포를 측정하였으며 선량이

가장 높은 가운데 영역 0.8 x 0.8 mm2에 대해서 광학밀도를 측정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AASI 코드를 이용해 계산된 선량은 세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름의 해당 영역으로 전달된 선량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절

에서 상세히 서술할 MCNP6 몬테카를로 방사선 수송코드를 활용하였다.

127 dpi, 5000 dpi 해상도 모두에 대해서 교정곡선을 구하였으며 교정곡

선을 구하는 절차는 선행연구[2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행되었다. 그

결과 교정곡선식 (3.1), (3.2)식을 구하였으며 그림 3-4와 같이 해상도에

따른 교정곡선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후 교정곡선을 활

용하여 필름의 측정된 광학밀도를 선량으로 환산하였다. 교정곡선을 이

용한 선량평가의 불확실도는 (2.4)식과 같이 구해졌으며 그림 3-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2.5 Gy ~ 9 Gy의 선량범위에서 1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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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1)

   ×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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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STD 30 mm에서 100 μCi Am-241 선원에 20분간 노출된 필

름의 선량분포와 필름 가운데 0.8 x 0.8 mm2 영역(점선)에 대한 광학밀

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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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벗겨진 EBT3 필름의 알파선에 대한 교정곡선: 127 dpi 해상

도의 교정곡선(실선)과 5000 dpi 해상도의 교정곡선(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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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벗겨진 EBT3 필름의 교정곡선을 이용한 선량평가의 불확실

도: 127 dpi 해상도의 교정곡선(실선)과 5000 dpi 해상도의 교정곡선(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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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MCNP6를 이용한 알파선 조사함의 선량분포

계산

MCNP(Monte Carlo N-Particle) 방사선 수송 코드는 선량의 분포를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MCNP6 몬테카를로 코드[23]를

이용해 알파선 조사함의 선량분포를 계산하였다. 매질의 구성 및 밀도에

따라 선량이 다르기 때문에 5 μm의 세포층과 28 μm의 EBT3 필름의 활

성층에 대해 각각 선량분포를 계산하였다. 세포의 구성과 밀도는 물과

유사하기 때문에 5 μm 두께의 세포층은 간단히 동일한 두께의 물로 대

체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알파선원의 방사성층은 0.51 μm

두께를 가진 금과 이산화 아메리슘(AmO2)의 혼합물로 구성돼있으며 시

뮬레이션의 편의를 위해 동일한 두께의 순수한 금으로 대체하였다. 이

외에 MCNP6로 모사한 선원과 세포층(혹은 EBT3 필름)의 배치는 그림

3-2와 같았다. 알파입자의 방출은 0.51 μm 두께의 방사성층 전체에 걸쳐

고르게 발생되도록 하였으며 방사성층 상단의 1.51 μm의 금박 보호층을

투과해서 방출되도록 하였다. 알파입자의 에너지별 방출 비율은 선행연

구[13]를 참고하여 반영하였다. 알파선원에서 방출된 알파선은 이후 20

mm 혹은 30 mm의 헬륨과 4 μm의 Mylar 필름을 통과한 뒤 세포층(혹

은 EBT3 필름의 활성층)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MCNP6 전산모사에 사

용된 매질의 구성, 두께 및 밀도는 표 3-1과 같다. 선행연구[13]에 의하

면 Am-241 선원에서 방출되는 광자의 선량기여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

이므로 본 연구에서 광자에 대한 모사는 생략하였다. 0.75 mm의 해상도

로 선량분포를 계산하였으며 한 지점에서의 오차가 1% 미만이 되도록

시뮬레이션 입자 수를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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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MCNP6 전산모사에 사용된 각종 매질의 구성, 두께 및 밀도

Layer
Composition (Atom %) Thickness

(μm)

Density

(g/cm3)H He Li C N O Na Cl Br Au

Active layer of disc source 100 0.51 19.3

Protective layer of disc source 100 1.51 19.3

Helium gas in the irradiator 100 STD 1.664·10-4

Mylar film (base of cell dish) 36.4 45.5 18.1 4 1.39

Cell layer (water equivalent) 66.7 33.3 5 1

Active layer of an EBT3 film 58.3 0.8 29.6 0.1 10.8 0.1 0.2 0.1 2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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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알파입자의 도달위치에 따른 에너지 감쇠 및

세포투과거리 계산

알파입자의 세포 도달위치에 따른 에너지 감쇠를 확인하기 위해

MCNP6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NIST에서 제공하는 저지능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두 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MCNP6를 이용한 방법에서는 세포층의 중앙부와 최외각부에 0.8 x 0.8

mm2의 영역을 설정하여 해당 영역으로 입사하는 알파선의 에너지 스펙

트럼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된 조건은 제 3장 제

4절에서 나타낸 것과 같았다.

NIST에서 제공한 저지능 데이터를 이용한 방법에서는 그림 3-2의 기

하학적 관계를 이용하여 알파입자가 도달하는 위치에 따라 알파입자가

알파선원의 금박 보호층, 헬륨, Mylar 필름을 투과하는 거리를 계산하였

고 그에 따라 감쇠되는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금박 보호층과 Mylar 필름

에 대해서는 0.01 μm씩, 헬륨에서는 1 μm씩 알파입자를 전진시키며 에

너지 손실을 계산하였다. NIST에서 제공하지 않는 에너지의 저지능에

대해서는 주어진 데이터에 3차 spline 보간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간

단한 계산을 위해 84.5%의 가장 높은 방출 비를 가진 5.486 MeV의 알

파입자가 선원의 정중앙에서 방출된다고 가정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세포

층의 정중앙과 최외각에 도달할 2 가지 경우에 대해 계산하였다.

또한 알파입자의 도달위치에 따른 세포층 내 투과거리를 계산하였다.

마찬가지로 간단한 계산을 위해 선원의 정중앙에서 알파선 방출이 발생

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세포층의 정중앙과 최외각으로 입사하는 알파입자

에 대해서만 계산하였다. 도달 위치에 따른 세포층 투과거리는 그림 3-2

에서 나타낸 기하학적 관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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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제 1 절 알파선원의 방사능분포

그림 3-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알파선원과 EBT3 필름 사이의 거리

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EBT3 필름을 통해 측정한 선량분포는 알파선원

의 방사능분포와 동일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벗겨진 EBT3 필름을 이용

하여 10 μCi, 100 μCi Am-241 선원의 방사능분포를 측정한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MATLAB을 이용해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알파선원의 방사

성 표면의 지름인 9.5 mm(약 1871 pixel)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추출하

였다. 각각의 알파선원에 대해 3번씩 측정한 결과 동일한 패턴의 비균질

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알파선원의 외곽에서 비교적 선량이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외각의 방사능이 특별히 낮기 보다는, 알파선원

의 캡슐 구조상 방사성 표면이 안으로 약간 함몰 되어있으며 이로 인해

필름과 알파선원이 완전히 밀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변의 방사능분포

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방사능분포의 측정 결과 그림 4-2의

(a), (c)와 같이 스캐너에 의한 잡음과 필름의 두께변동에 의한 잡음이

섞여있었다. Wiener 필터는 해상도 손실 없이 잡음을 제거할 수 있기 때

문에 EBT 필름 사용자들 사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20,24]. 본 연구

에서는 스캔된 이미지에 MATLAB에서 제공하는 “wiener2“ 필터를 100

x 100 pixel 적용하여 그림 4-2 (b), (d)와 같이 잡음이 제거된 방사능분

포를 구하였다. 그림 4-2 (a), (c)와 그림 4-2 (b), (d)를 비교한 결과

wiener 필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소적인 방사능분포의 변화 역시 일

부 제거되었지만 전체적인 방사능분포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10 μCi의 선원의 경우 최외각을 제외한 지름 9 mm에 대해서

전체 평균 방사능을 1이라 했을 때 국소 위치별 상대적 방사능비의 최댓

값은 1.28, 최솟값은 0.55이었으며 표준편차는 약 0.12였다. 100 μCi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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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경우 지름 9 mm에 대한 전체 평균 방사능을 1이라 했을 때 상대

적 방사능비의 최댓값은 1.31, 최솟값은 0.66이었으며 표준편차는 약 0.09

였다.

앞서 구한 알파선원의 방사능분포를 배경이론에서 언급한 알파선속 분

포 계산식인 (2.5)식에 상대적 방사능비 함수로 대입하였다. 측정된 방사

능분포는 연속적인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적인 적분이 불가능했으며

수치해석적인 적분 방법을 이용해 세포배양접시의 위치에서 2차원 알파

선속의 분포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그림 4-3과 같이 본 연구실에서 세

포실험을 주로 수행하는 조건인 STD 20 mm, 30 mm에서 측정된 알파

선원의 비균질성은 알파선속 분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 이유는 방사능분포가 비록 비균질하지만 비균질성이 어느

한쪽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방사성층 표면 전체에 걸쳐 임의로 나타났으

며, 비균질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선원과 필름사이의 거리가

알파선원의 지름에 비해 충분히 길었던 점 역시 비균질한 알파선원의 영

향이 크지 않았던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측정된 알파선원의 비균질성은 알파선원 자체에 내재된 것으로 제작

과정의 한계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특히 Tisnek의 연구[11]에서는 반

도체 검출기와 미세한 콜리메이터를 이용해 알파선원 위를 스캐닝 하듯

이 측정함으로써 비균질성을 확인한바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선원 방사

성층의 두께변동으로 인한 결과라고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제작사에서

제공한 자료[21]에 따르면 본 연구에 사용된 알파선원은 연구용 알파선

원으로 교정용 알파선원이 전기도금방식을 이용해 제작되는 것과 달리

롤러를 이용해 얇은 금박의 형태로 제작된다고 언급되어있다. 이러한 얇

은 금박 형태의 방사성층은 금과 이산화 아메리슘 가루를 섞은 뒤 롤러

로 얇게 펴는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25,26]. 따라서 이산화 아메리슘 가

루를 고르게 섞지 못하거나 롤러로 피는 과정의 정밀도 한계로 인해 측

정된 바와 같이 비균질한 방사능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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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EBT3 필름으로 측정한 10 μCi Am-241 선원과 100 μCi Am-241 선원의 방사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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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Wiener 필터를 적용하기 전 Am-241 선원의 방사능분포와 필

터를 적용한 후의 방사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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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균질한 알파선원에 의한 알파선속 분포(실선)와 비균질한 알

파선원에 의한 알파선속 분포(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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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알파입자의 에너지 감쇠와 세포층 투과거리

계산

제 3장 제 5절에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알파선의 에너지 손실을

계산한 결과는 그림 4-4와 같다. MCNP6로 계산한 결과는 검은색 에너

지 스펙트럼으로 표현하였으며 저지능 데이터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는

빨간색 수직선으로 표현하였다. 계산 결과 두 가지 방법 모두 도달위치

에 따른 에너지 손실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CNP6의 계산결

과 STD 20 mm에서 세포의 중앙부로 입사하는 알파선의 평균 에너지는

3.86 MeV인 것에 비해 외각부로 입사하는 알파선의 평균 에너지는 3.40

MeV로 약 0.46 MeV의 에너지 차이가 있었다. STD 30 mm에서는 중앙

부와 외각부로 입사하는 알파선의 평균 에너지는 각각 3.68 MeV, 3.44

MeV로 그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약 0.24 MeV의 에너지 차이가

있었다. 저지능 데이터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역시 MCNP6로 계산한 것

과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 차이를 확인하였다.

세포층에 도달하는 가장 낮은 에너지인 3.40 MeV 알파선의 물 안에서

비정거리가 약 21 μm이기 때문에 5 μm의 세포층은 충분히 투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가장 높은 에너지인 3.86 MeV 알파선의

물 안에서 비정거리가 약 26 μm이므로 밀도가 1.2인 28 μm의 EBT3 필

름의 활성층은 투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세포층에 전

달되는 선량은 입사알파선의 저지능에 비례할 것이며 EBT3 필름에 전

달되는 선량은 입사알파선의 에너지에 비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세포층의 도달위치에 따른 알파선의 에너지, LET∞ 및 세포층 투과거

리를 표 4-1과 같이 정리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알파선원의

비균질한 방사능분포는 20 mm, 30 mm의 거리에서 알파선속의 분포에

영향을 거의 미치기 못하기 때문에 균질한 알파선원을 가정하여 계산한

알파선속을 표 4-1에 함께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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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세포층 도달위치에 따른 알파선의 에너지 감쇠를 계산한 결과: 세포층의 중앙부에 도달하는 알파입

자의 에너지와(실선) 세포의 가장자리에 도달하는 알파입자의 에너지(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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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세포층 도달위치에 따른 알파선속, 알파선의 에너지, LET∞ 및 세포층 투과거리

STD 20 mm STD 30 mm

Location of

interest

Fluence

rate

(#/mm2·s)*

Energy, E

(MeV)

LET∞**

at E

(MeV/cm)

Pathlength

in the cell

layer (μm)

Fluence

rate

(#/mm2·s)*

Energy, E

(MeV)

LET∞**

at E

(MeV/cm)

Pathlength

in the cell

layer (μm)

Center 724 3.86 1064 5 329 3.68 1094 5

Edge 385 3.40 1157 6.25 238 3.44 1146 5.59

Ratio

(Edge/Center)
0.53 0.88 1.09 1.25 0.72 0.93 1.05 1.12

* 100 μCi 선원 기준
** 물속에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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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알파선 조사함의 EBT3 필름에 대한 선량분

포

벗겨진 EBT3 필름으로 측정한 알파선 조사함의 선량분포와 MCNP6

로 계산한 선량분포를 그림 4-5에 나타내었다. EBT3 필름으로 측정한

선량분포와 균질한 알파선원을 가정하고 MCNP6로 계산한 선량분포가

매우 비슷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알파선원의

비균질한 방사능분포가 STD 20 mm, 30 mm에서 선량분포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EBT3 필름이 그림 3-3과 같이 필름 중앙부의 측정값에 대해서만 교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름의 외각에서 MCNP6가 계산한 선량 값과 거

의 비슷하게 측정된 사실을 통해 벗겨진 EBT3 필름을 이용한 알파선

선량평가가 비교적 잘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EBT3 필름으로 측정한 결과와 MCNP6로 계산한 선량분포 결과에는

알파입자의 도달위치에 따른 에너지 감쇠의 효과가 반영되어있다. 에너

지 감쇠 효과를 더욱 잘 보여주기 위해 그림 4-6과 같이 MCNP6로 계

산한 선량분포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알파선속의 분포를 함께 나타내었

다. 필름의 정중앙에서의 선량 및 알파선속의 값을 1로 두고 상대적인

값을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제 4장 제 2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EBT3

필름은 도달한 알파입자의 에너지를 모두 흡수하기 때문에 필름에 전달

되는 선량은 입사하는 알파입자의 에너지에 비례한다. 따라서 필름의 정

중앙에서의 선량을 1이라 두었을 때 필름 최외각에서의 선량은 간단히

입사 알파선속의 비와 입사 알파에너지의 비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앞

서 표 4-1에서 확인한바와 같이 STD 20 mm에서 최외각으로 입사하는

알파입자의 선속비 0.53에 에너지 비 0.88을 곱하면 0.47이 된다. 이는

MCNP6로 계산한 최외각에서의 상대적 선량비인 0.45와 상당히 근사한

수치이다. 마찬가지로 STD 30 mm에서 최외각으로 입사하는 알파입자

의 선속비 0.72에 에너지 비 0.93을 곱하면 0.68이 되며 이는 MCNP6로

계산한 상대적 선량비인 0.66과 매우 근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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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EBT3 필름으로 측정한 선량분포와 MCNP6로 계산한 EBT3 필름에 대한 선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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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EBT3 필름에 대한 상대적 선량분포와 알파선속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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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통해 EBT3 필름이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 혹은 LET∞에

따라 반응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20,27,28,29]. 본 연구에서

EBT3 필름을 통해 측정한 알파선의 에너지는 최소 3.4 MeV에서 최대

3.86 MeV이었으며 측정한 선량분포와 MCNP6로 계산한 선량분포가 일

치하므로 이 영역의 에너지에서 필름의 에너지 혹은 LET∞ 의존성은 발

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선행연구[27,29]에서 확인한바와 같이 입자간의

에너지 차이가 커질 경우에는 에너지 의존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EBT3 필름으로 알파선 선량평가를 수행하기에 앞서 실험에서

측정할 알파선의 에너지 범위를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EBT3 필름의 에너지 의존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매우 부

족한 만큼 EBT3 필름이 알파선 선량평가에 다양하게 활용되기 위해서

는 에너지 의존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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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알파선 조사함의 실험세포에 대한 선량분포

실험세포층에 대한 선량분포는 알파입자의 도달위치에 따른 에너지 감

쇠 효과뿐만 아니라 세포층 투과거리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 앞서 확

인하였듯이 세포층의 외각으로 입사하는 알파입자는 중앙으로 입사하는

알파입자에 비해 더욱 낮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며 따라서 더욱 높은

LET∞를 가지고 세포층을 더욱 비스듬히 지나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효과는 외각에서의 선량전달을 증대시키며 따라서 실제 선량분포는

알파선속의 분포보다 더욱 균질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알파입자의 세포

층 투과거리를 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MCNP6로 선량분포를

계산하였으며 이는 그림 4-7과 같다. 또한 이를 본 연구실에서 알파선

조사함을 이용한 세포실험 시 실험세포에 대한 선량분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알파선속의 분포와 MCNP6로 계산한 선량분포

의 차이를 보다 쉽게 비교하기 위해 그림 4-8과 같이 세포층 정중앙에

서의 선량 및 알파선속의 값을 1로 두고 상대적인 값을 계산하여 나타내

었다. EBT3 필름과는 달리 알파입자는 세포층을 투과하기 때문에 세포

층에 전달되는 선량은 입사하는 알파입자의 LET∞와 투과거리에 비례한

다. 따라서 세포층 정중앙에서의 선량을 1이라 두었을 때 최외각에서의

선량은 간단히 입사 알파선속의 비, 입사 알파입자의 LET∞ 비, 투과거

리 비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앞서 표 4-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STD

20 mm에서 최외각으로 입사하는 알파입자의 선속비 0.53에 LET∞ 비

1.09, 투과거리 비 1.25를 곱하면 0.73이 된다. 이는 MCNP6로 계산한 최

외각에서의 상대적 선량비인 0.72와 상당히 근사한 수치이다. 마찬가지로

STD 30 mm에서 최외각으로 입사하는 알파입자의 선속비 0.72에 LET∞

비 1.05, 투과거리 비 1.12를 곱하면 0.85이며 이는 MCNP6로 계산한 상

대적 선량비인 0.84와 매우 근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실험세포에 대한 선

량분포는 기존에 알고 있던 알파선속의 분포보다 더욱 균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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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MCNP6로 계산한 세포층에 대한 선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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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세포층에 대한 상대적 선량분포와 알파선속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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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가정한 알파선원의 균질성을 실제 측정을

통해 검토해 보았다. 한쪽 보호층을 벗겨낸 Gafchromic EBT3 필름을

이용함으로써 높은 해상도로 Am-241 선원의 방사능분포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실에서 보유중인 10 μCi 선원과 100 μCi 선원에 대하여 각각 3

번씩 측정한 결과 일관된 패턴의 비균질한 방사능분포가 측정되었다. 이

러한 알파선원의 비균질성은 알파선원 자체에 내재된 것으로 제작 과정

의 한계로 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측정된 방사능분포는 알파선속을 계산하는 식에 상대적 방사능비 함수

로 대입하여 비균질한 방사능분포 효과가 반영된 새로운 알파선속의 분

포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실에서 세포실험을 주로 수행하는 조건인 STD

20 mm와 30 mm에 대해서 알파선속 분포를 계산한 결과 측정된 비균질

성은 알파선속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선원과 세포층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비균질한 방사능분포에 의해 알파

선속의 분포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벗겨진 Gafchromic EBT3 필름을 세포대신 세포배양접시 위에

올려두어 알파선 조사함의 EBT3 필름에 대한 선량분포를 측정하였다.

또한 비균질한 방사능분포가 STD 20 mm, 30 mm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균질한 알파선원을 가정하여 MCNP6 몬테카를로 방사선

수송 코드를 이용해 EBT3 필름에 대한 선량분포를 계산하였고 실제 측

정한 선량분포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EBT3 필름으로 측정한 선량분

포와 MCNP6로 계산한 선량분포는 거의 일치하였다. 이로써 실제로 비

균질한 알파선원이 STD 20 mm 그리고 30 mm에서 선량분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EBT3 필름의 활성

층이 알파선 조사함에서 방출된 알파입자가 투과할 수 없는 두께이기 때

문에 EBT3 필름에 대한 선량분포는 에너지 감쇠에 의한 효과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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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 실제 측정을 통해서 그리고 MCNP6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

였다.

마지막으로 MCNP6로 계산한 실험세포층에 대한 선량분포를 본 연구

실에서 알파선 조사함을 이용한 세포 실험시 실험세포에 대한 선량분포

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계산된 선량분포는 알파선 에너지 감쇠효과

와 세포층 투과거리 증가 효과에 의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알파선속의

분포보다 더욱 균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선량분포는 향후 알파선 조사함을 이용한 세포 실

험기반 내부피폭영향연구에서 중요한 배경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콜리메이터 혹은 선원 회전 장치와 같이 선량분포를 더욱 균질하게 하는

추가 장치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벗겨진 EBT3 필름이 알파선원

의 방사능분포특성, 알파선 조사함의 선량분포특성 연구에 활용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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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adioactivity distribution

of an alpha particle source by using

a peeled-off Gafchromic EBT3 film

Lee, Kwang-Ho

Department of Energy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 alpha particle irradiator is installed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Radiation Bioengineering Laboratory to investigate the cellular

response to radon and its progenies. In the previous study, fluence

rate distribution of alpha particles was calculated analytically from

geometrical relationship between alpha source and cell layer in the

irradiator. In the process of calculation, the radioactivity distribution

of alpha source was assumed to be homogeneous. However, some

earlier studies have discovered that the radioactivity distribution of

alpha sources is not homogeneous but rather inhomogeneous. And the

inhomogeneous radioactivity distribution of the alpha source can affect

the fluence rate distribution of alpha irradiator.

In this study, we peeled-off one sides of protective layer of

Gafchromic EBT3 film and utilized it to investigate the radioactivity

distribution of alpha source. We measured the radioactivity

distribution of two Am-241 sources and identified the inhomoge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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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activity distribution in both sources. The measured radioactivity

distribution was utilized to calculate fluence rate distribution of alpha

irradiator. As a result, the inhomogeneous radioactivity distribution

did not affect fluence rate distribution in the source-to-target

distances of 20 mm, 30 mm which is the well-used conditions of

experiments in our laboratory.

We also measured the dose distribution of EBT3 film on the cell

culture dish in the alpha irradiator. In addition, we calculated the dose

distribution of EBT3 film with utilizing MCNP6 Monte Carlo radiation

transport code. The measured dose distribution nearly accorded with

calculated dose distribution.

We calculated dose distribution of cell layer on the cell culture dish

with MCNP6 Monte Carlo radiation transport code and suggested it

as a real dose distribution of alpha irradiator in the Radiation

Bioengineering Laboratory. The calculated dose distribution was the

more homogeneous than fluence distribution suggested from the

previous study.

Keywords : radioactivity distribution, radioactive source, EBT3

film, alpha dosimetry, dose distribution, alpha irrad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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