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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현재 99mTc와 131I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의

방사선과 짧은 반감기로 인하여 비교적 독성이 낮은 수 십 종

의 동위원소가 의료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1].�잘 알려진 바와

같이,�방사성 동위원소를 진단과 치료에 이용하는 핵의학과

작업 종사자들은 동위원소를 취급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전리 방사선에 노출된다[2].�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전신등가선량한도를 50�mSv year-1,�그리고 손가락에 대한

말단선량한도는 500�mSv year-1로 권고하고 있다.�후자의

선량한도가 전자의 그것보다 10배 크다[3].�일반적으로 말단

선량 초과자의 작업종사자의 수가 전신선량을 초과한 작업

종사자의 수에 비해 많을 뿐만 아니라,�말단선량의 잠재적 위

험성이 전신선량에 비해 더욱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따라서

지금까지 방사선 방어 목적을 위한 선량평가에 있어 전신피

폭선량평가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점차 손이나

피부 등 신체 국부의 말단선량 평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말단선량평가를

위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4].�본 연구에서는 GEANT4

를 이용하여 99mTc를 환자에게 주입하는 과정을 실제와 유사

하게 입체적으로 모델링하고 손가락의 등가선량을 계산하여

말단선량 평가의 기초 자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2.�연구의 배경

2.1�핵의학과 종사자의 손가락 피폭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이 손가락에 피폭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의 작업이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5].�환자에

게 동위원소를 주입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제너레이터에서
99mTc를 용출하고 분배하는 과정 등에서 자연스럽게 인체 다

른 부위에 비해 손에 많은 피폭을 입는다[6].�손가락을 비롯한

인체 말단 부위의 피폭선량에 관한 선행연구에서,�Gauri�등

[7]은 99mTc(34.6�GBq)과131I(21.6�GBq)�주입 작업에서 손가락

말단부의 주당 선량이 평균 10.2�mSv이며,�동일한 작업을 1

년간 시행한다고 가정할 때 피부의 선량한도인 500�mSv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으며,�99mTc만을 대상으로 측정하였

을 때는 주당 선량이 약 1.9�mSv에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또

한 1995년에 시행된 일본 핵의학기술협회 조사에 의하면,�핵

의학과 방사선사의 흉부의 월간 피폭선량이 0.2�mSv를 초과

하는 경우가 75%인 반면,�손가락의 월간 피폭선량 0.5�mSv이

상인 경우가 30%를 넘었다[8].�이와 같이,�손가락 등의 말단

부에 대한 초과 피폭의 우려가 크지만,�원자력법 시행령

(1992)에“개인 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기술 기준”의 고시 중

말단 선량계의 성능 평가 기준은 제외되어 있고[9],�2003년의

과학기술부고시“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10]에서도 선량계를 가슴에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인체 말단 부위의 선량평가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과학기술부 고시 제2003-6호

에 따르면,�원자력법시행규칙 제1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하여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말단선량을 필름 선량계나 열형

광 선량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물

리적 선량계를 이용한 측정에서는 선량계 설계의 변화,�교정

기술과 관련된 불확실성,�판독 장치와 판독 기술에 관한 변

화,�선량계의 방향 의존성에 의한 변화,�선량계의 위치에 의

한 변화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잠재적 오차가 존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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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따라서말단선량 평가에 있어,�실측에 의한 선량평가

못 지 않게 정밀한 실험 자료와 물리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GEANT4를 이용하여 실제 상황과 매우 유사한 기하학적 구

조와 물리적 조성을 구현하여 99mTc�주입할 때 손가락에 미치

는 말단피폭선량을 알아보고자 한다.

2.2�GEANT4

1970년대 CERN의 주도로 개발된 거대 강입자 충돌기

(LHC�:�Large�Hadron�Collider)와 같은 입자가속기에서 고에

너지 입자의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을 전산모사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초기에는 Fortran�언어로 구

성되어 GEANT3라는 명칭으로 고에너지 물리 연구에 응용되

었으며,�1994년 C++ 프로그래밍으로 전환하여 객체 지향 프로

그래밍 기술(OOT:�Object�Oriented�Technology)을 기반으로

재구성 되었다[11].�1998년GEANT4라는 이름으로 공개버전

이 발표된 이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지니는 장점에 힘입

어 개방성과 적용 영역의 확장을 가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원래 GEANT의 목적이었던 고에너지 및 핵물

리 실험이라는 영역을 넘어,�천체물리,�의료,�가속기,�환경 방

사선 모니터링,�방사선차폐 및 방어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응용이 가능하게 하였다.�현재 GEANT4는9.0�버전까지 발표

되었으며,�Linux,�SUN,�Windows�운영 체제 모두에 설치가

가능하며,�설치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GEANT4�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12].�

GEANT4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GEANT4는 그림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 17개의 카테

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이들 중 대표적인 카테고리를 표 1

에 정리하였다[13].�한편GEANT4는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

소(NIST�:�National�Institute�of�Standards�and�Technology)의

물성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단원자 및 분자는 물론이고 다

양한 화합물 및 이들의 혼합 물질의 구성도 가능하다.�기하학

Fig. 1. The top level class category diagram of GEANT4.



적 형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매개변수로 입체를 기술하

는 간단한 CGS(Constructed�Solid�Geometry)�방식을 따르고

있으며,�OpenGL�드라이버를 이용해 3D로 시각화 한다.�하지

만 GEANT4에서 정보를 출력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모사하고자하는 대

상과 목적에 맞게 스스로 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실행하여야

한다[12∼14].

3.�재료 및 방법

3.1�기하학적 구조의 모델링

1)�손가락의 기하학적 모델링

핵의학과 종사자 성인 남성(175�cm,�75�kg)�오른손 손가

락의 X-선 촬영을 통해 정면과 측면의 영상을 얻고,�손가락의

정면 및 측면 영상에서 원위부 지절골,�근위부 지절골,�중수지

관절부에서 각각 뼈와 조직의 두께를 측정하여 표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평균값으로 손가락의 기하학적 구조를 확보하였

고,�왼손 손가락은 오른손과 같다고 가정하였다.�손가락의 조

직과 뼈는 G4Tubs를 이용해 모델링하였고,�구성성분은 표 3

과 같이 인체조직은 Tissue_Soft_ICRP,�뼈는 Bone_ICRP를 이

용하였다.�또한 손가락의 조직과 뼈를 흡수체로 설정하였다.�

2)�1�mL�주사기의 기하학적 모델링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 1�mL�주사기의 기학학적 구

조를 확보하고,�표 3과 같이 주사기의 바늘을 철로 지정하고,

주사기의 몸체는 PVC로 하여 원소혼합방식으로 구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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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Event

Tracking

Material, Particle

Processes

Hit, Digits

Visualization

Interfaces

Event의 생성,�event generator와 interface,�검출기를 구성하는 물질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차입자의 생성

물질에 따라 한 step을 제한하는 요소를 분석하여 입자가 진행하도록 하며,�관련된 물리적 작용이 수행되는데 관여

하고,�Processes 카테고리가 사용하는 track, step에 관한 클래스를 포함

입자와 물질의 상호작용을 전산모사하기 위한 입자와 물질의 특성을 설정

lepton, photon, hadron, ion의 전자기적 상호작용과 강입자 상호작용을 모사하는 과정을 수행

검출기의 측정영역에서 물리적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하며,�G4Step object와 관련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

Graphical library에 따라 solid, trajectory, hit, interaction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수행

GUI와 같은 사용자 interface를 제공

Table 1. Function of the Categories of GEANT4.

Category Function

Finger

Tissue

Bone

Thumb

2.40 5.56 

1.10 5.56

Index Finger

2.12 7.64

1.00 7.64

Middle Finger

2.08 8.60

1.00 8.60

Table 2. Geometry of Fingers. [cm]

Geometry

Syringe needle

Syringe body

Finger Tissue

Finger Bone

Material

Fe

PVC

Tissue_Soft (ICRP)

Bone (ICRP)

Density (gcm-3)

7.874

0.92

1.0

1.850

Element weight(%)

Fe(100)

H(2.0793), C(24.7793), Cl(73.1413)

H(10.447), C(23.219), N(2.488), O(63.024), Na(0.113)

Mg(0.013),  S(0.199),  P(0.133),  Cl(0.134),  K(0.199)

Ca(0.023), Fe(0.005), Zn(0.003)

H(4.72), C(14.43), N(4.20), O(44.61), Mg(0.22) P(10.50),

S(0.31), Ca(21.00), Zn(0.01)

Table 3. Element weight percent, Density and component of Syringe and F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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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99mTc를 정맥 주입시 손가락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

으며,��이와 동일하게 그림 3과 같이 손가락과 주사기를 모델

링하였다.

3.2�선원 및계산이력

주사기 내 선원의 크기는 임상병원에서 이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생리 식염수와 99mTc를 혼합한 0.4�mL로 하고,�99mTc

선원에서 발생된 141�keV�에너지의 감마선이 등방향으로 방

출되게 입체 선원으로 구성하였다.�감마선과 손가락의 조직

및 뼈와의 상호작용을 구현하기 위한 물리과정으로는

G4EmStandardPhysics를 이용하였다.�그림 4는99mTc�선원에

서 300개의 감마선을 방출시켰을 때를 OpenGL로 시각화한

그림이다.

한편 계산 이력은 370�MBq의99mTc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의 량은 식 (1)과 같은 방식으로 주어진다.

식에서 N은 초당 방출되는 감마선의 수(#/sec)이며,�Y는

감마방출율(99mTc�:�0.89�photons/decay)이고,�A는 환자에 주

입되는 방사능량(Bq)이다.�따라서 초당 방출되는 감마선의

량은 370�MBq에서3.293×108 #/sec이다.�계산이력은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109회로 하였다.

3.3�손가락 선량의 계산

손가락에 가해지는 선량을 계산하기 위해 손가락의 조직

및 뼈에 흡수된 에너지를 모두 축적하여 저장하고,�손가락의

조직과 뼈의 질량으로 나눈 후 다시 Joule�(J)�단위로 변환하

여 흡수선량을 계산하였다.�계산된 흡수선량을 방사선 가중

계수를 곱하여 등가선량으로 변환하였다.�손가락의 선량은

조직과 뼈의 등가선량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이상의 시뮬레이션은 GEANT4.9.0�version,�CLHEP2.0.3.1

version과 사용된 컴퓨터는 Microsoft�Windows�Server�2003

Enterprise�Edition�sp2,�Intel(R)�Xeon(R)�CPU�5150�@�2.66GHz,

6.00GB�RAM�사양의Workstation을 이용하였다.�

4.�결과 및 고찰

370�MBq�일 때 각각 손가락 조직과 뼈에 대한 초당 등가

선량을 구한 다음에 두 값을 합하여 표 4와 같은 손가락 등가

선량을 계산하였다.�선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왼손 검

지와 엄지의 피폭선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선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선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따라서 선원으로부터의 거리가 피폭선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선원으로부터 거

리를 유지하는 것이 피폭선량 저감에 유효하지만,�수작업으

로 이루어지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분명한 제한이 따른

다.�기계적 방법을 이용한 주사기의 천자와 고정이 가능하다

면 저감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표 4에 제시된

초당 등가선량은 99mTc를 주입하는 동안 선원밀도가 일정하

다는 보수적인 가정 하에 계산된 선량이다.�이 값을 기준으로

임상 병원의 종사자가 사용하고 있는 방사능의 양과 주입 과

정에서 소요된 시간을 단순히 곱하여 손가락에 흡수되는 선

량을 간편하게 예측할 수 있다.�

표 5는 손가락의 구성성분을 조직과 뼈로 구분하였을 때

조직과 뼈에 대한 선량을 정리한 것으로,�손가락 조직에 흡수

되는 선량은 선원에 가까운 왼손 검지와 엄지에서 가장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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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eometry Modeling.

Fig. 4. Visualization of accumulated tracking.

Fig. 2. Finger position for intravenous administration to patient.

(1)



고,�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오른손 엄지에서 가장 낮게 계산

되었다.�손가락의 뼈에 흡수되는 선량도 조직의 선량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조직과 뼈의 선량의 비교에서는 모든 손가락

에 있어 뼈에 미치는 선량이 조직에 비하여 높게 계산되었는

데,�이는 구성물질의 성분과 밀도의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ICRP가 권고하고 있는 피부 선량과 뼈 표면 선량의 측정 기준

을 보면 각각 피부의 70�μm�지점과 뼈 표면선량으로 정해져

있어 인체의 손상 없이 측정이 불가능하다.�따라서 본 연구에

서 GEANT4를 이용하여 얻은 수치가 손가락과 뼈에 대한 선량

계산에 있어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결론

99mTc�주입시 손가락에 흡수되는 선량을 GEANT4를 이용

하여 계산한 결과,�왼손 엄지와 검지가 높은 값을 보인 반면

오른손 엄지가 가장 낮은 값을 보여,�피폭선량에 있어 선원과

의 거리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

한 본 연구를 통하여 계산된 0.4�mL의 체적을 가지는99mTc�선

원 370�MBq이 미치는 각각의 손가락에 대한 초당 등가선량은

다음과 같다:�오른손 엄지(0.29�μSv sec-1),�검지(1.19�μSv

sec-1),�중지(1.07�μSv sec-1),�왼손 엄지(4.36�μSv sec-1),�검

지(3.37�μSv sec-1).�이 수치는99mTc�주입시 손가락에 미치는

말단선량 예측에 있어 의미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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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370 MBq

Right Thumb

0.29 

Right Index Finger

1.19

Right Middle Finger

1.07

Left Thumb

4.36

Left Index Finger 

3.37

Table 4. Finger dose rate received during 99mTc injection. [ Sv sec-1]

Finger tissue

Finger bone

Right Thumb

0.126

0.164

Right Index Finger

0.516 

0.670 

Right Middle Finger

0.464

0.603

Left Thumb

2.081

2.275

Left Index Finger

1.585 

1.789

Table 5. Comparison of dose equivalent per 370 MBq. [ Sv se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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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er Doses Received during 99mTc Injections Calculated with GEANT4 

Dong Hyun Han, Sang Koo Kang, Chong Yeal Kim
Department of Radiation Science & Techn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o estimate the finger dose absorbed by 99mTc injection, simulations are carried out to calculate the dose equivalent of each

finger per second with radioactivity of 370 MBq, based on the GEANT4 simulator. For the 99mTc source of the volume of 0.4mL and

the radioactivity of 370 MBq, we obtained the dose equivalent of the right thumb (0.29μSv sec-1), the right index finger (1.19μSv
sec-1), the right middle finger (1.07μSv sec-1), the left thumb (4.36μSv sec-1), and the left index finger (3.37μSv sec-1), respectively.

This simulation results may serve as a useful data in the prediction of finger dose absorbed by 99mTc injection. 

Keywords : GEANT4 simulator, finger dose, dose equival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