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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인 암의 3대 치료방법 중 하나인 방사선치료는 암 치
료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장비와 기술
발 전 으 로 사 이 버 나 이 프 (CyberKnife), 토 모 치 료 기
(TomoTherapy), 양성자 치료기(Proton therapy system) 등

여러 종류의 장비가 방사선종양학과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
다. 대부분의 경우 많은 병원에서 의료용 선형가속기(LINAC)
를 사용한 방사선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1) 실험에 사용한
TrueBeam STxTM는 6, 10 MV에서 Flattening Filter Free(FFF)
모드가 추가되었고 최대 2400 MU/min 까지 선량률이 가능하
다. High Definition Multileaf collimator(HDMLC)가 장착되었
으며 용적변조회전방사선치료(Volumetric Modulation Arc
Therapy : VMAT)와 Jaw tracking기법 적용이 가능한 장비로,
고에너지 광자선치료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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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고에너지 광자선을 이용한 방사선치료 시 발생되는 광중성자는 치료대상인 종양 주위의 인접한 정상조직에서 2차적인 암의 발생에 기인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치료계획 시에 고려할 수 있는 변수 중 치료방법, 선속평탄여과판, 선량률, 갠트리 각도들을 변환시

켰을 때 발생된 광중성자의 선량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실험에는 TrueBeam STxTM(Ver.1.5, Varian, USA)치료기를 사용하였다. 광중성자 측정 장비는 조직등가비례계수기(Tissue

Equivalent Proportional Counter : TEPC)인 KTEPC를 이용하였으며, 치료대의 세로 방향으로 조사야 중앙 하단 6cm 지점에서 측정을 실시하였

다. 치료방법, 선속평탄여과판의 사용유무, 선량율에 따른 광중성자 선량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전산화치료계획시스템

(Eclipse Ver 10.0, Varian, USA)으로 방사선치료계획을 각각 수립하였다. 치료방법으로는 세기변조방사선치료와 용적변조회전방사선치료로 구분

하였으며, 선량율은 400MU/min, 1,200MU/min 및 2,400MU/min에 따른 차이를 평가하였다. 또한 방사선의 입사방향에 따른 광중성자 선량을 측

정하였다.

결 과 : 치료방법의 차이에 따라 세기변조방사선치료와 용적변조회전방사선치료로 조사하였을 때 산란 광중성자 평균선량은 각각 449.7μ㏜,

2940.7μ㏜로 측정되었다. 선속평탄여과판의 사용 유무에 따라 Flattening Filter(FF)모드와 Flattening Filter Free(FFF)모드에서의 산란 광중성자 평

균선량은 2940.7μ㏜, 232.0μ㏜로 측정되었다. 400, 1200, 2400 MU/min으로 선량률을 변환시켜 조사하였을 때 CASE I은 3242.5μ㏜, 3189.4

μ㏜, 3191.2μ㏜로, CASE II는 3493.2μ㏜, 3482.6μ㏜, 3477.2μ㏜로, 그리고 CASE III에서 4592.2μ㏜, 4580.0μ㏜, 4542.3μ㏜로 측정 되었

다. 0°부터 315°까지 45°간격으로 갠트리 각도를 변환시켰을 때 산란 광중성자 선량은 10MV 광자선에 대하여 최소 3.2μ㏜, 최대 14.7μ㏜이었으

며, 갠트리 각도가 180°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15MV 광자선의 경우 최소 369.6μ㏜ 최대 448.0μ㏜이었으며, 역시 갠트리 각도가 180°일 때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결 론 : 치료방법의 차이에 따른 실험은 용적변조회전방사선치료가 세기변조방사선치료 보다 산란된 광중성자 선량이 측정점에서 평균 6.5배 높

게 측정되었다. 선속평탄여과판의 사용 차이에 따른 실험에서 선속평탄여과판을 사용하였을 때 12.7배 높게 측정되었다. 선량률을 변환에 따른 차

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갠트리 각도에 따른 산란 광중성자 선량 측정에서는 광자선이 치료대를 지나는 각도인 135°, 180°, 225°에서 산란

광중성자 선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rueBeam STxTM을 이용한 FFF 모드와 세기변조방사선치료를 한 경우 산란 광중성자가 적게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더 많은 변수에 대한 실험을 계획하고 광중성자 측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다 환자들에게 안전

한 방사선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 광중성자, 선형가속기, KT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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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인 bending magnet, target, flattening filter, ion
chamber, collimator와 종양에 균등한 선량분포를 위하여
장착하게 되는 부가장치인 divergent block, wedge filter,
compensator들은 텅스텐, 아연, 구리, 납 같은 높은 원자번
호로 이루어진 금속으로 만들어 졌다. 이러한 물질로 만들
어진 구성품들은 고에너지 광자선(E≥8MeV)과 광핵반응
(photonuclear reaction)에 의해 광중성자(photoneutron)
를 발생시키며2) 텅스텐과 납에서 광중성자를 발생시키는
광자선의 임계에너지는 텅스텐 7.41 MeV, 납 6.74 MeV 이
다.3) 최근 선량분포 개선과 정상조직의 보호를 위하여 고에
너지 방사선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광중
선자 선량 측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광중성자 선량 측정용 검출기로 한국천
문연구원에서 개발하고 한국표준연구원에서 교정한 Korea
Tisssue Equivalent Proportional Counter(KTEPC)를 사용
하였다. KTEPC 검출기는 A-150 조직등가물질을 이용한 비
례계수기로서, 미소선량(microdosimetry) 측정용으로 개발
된 방사선 검출기이다. KTEPC 검출기는 인체와 조직등가
물질이며, 미소체적에 전달된 에너지를 측정하여 선에너지
전이(LET; linear energy transfer)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
기 때문에 인체의 등가선량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흡수선량 측정에 사용하는 전리함은 방사선에 의해 생
성된 전하량을 적분값으로 측정하므로 입사 방사선의 선질
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어서 흡수선량을 결정할 수 있지만
등가선량을 평가할 수 없다. 고에너지 방사선치료시 발생하

는 광중성자선은 광자선에 비하여 LET가 커서 방사선 하중
계수가 높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방사선의
LET 측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KTEPC 검출기의
측정범위는 0.01 ≤ LET ≤ 500 keV/㎛로 저에너지 광자선
부터 고에너지 하전입자와 광중성자를 측정할 수 있으며 증
폭률을 조절하면 최대 1000 keV/㎛까지 측정 가능하다.
KTEPC는 저 LET와 고 LET 모두 측정이 가능하고 직접 등
가선량을 평가할 수 있어서 우주개발에 따른 우주승무원의
방사선 피폭관리 외에 원자력 발전소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
고 있다.4) [Fig. 2]는 KTEPC의 외형 사진이다. 측정기는 내

Fig 1. 
TrueBeamTM

(Varian Medical Systems,
Palo Alto, Ver 1.5, USE)

Fig 2. KTEPC (Korea Tissue Equivalent Proportional
Counter, 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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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3 cm, 외경이 4 cm인 구형이며, 검출기체는 아르곤으
로 사용하였으며, 27.3torr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
를 스테인레스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 방사선 방호 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103에서 광중성
자선은 에너지에 따라 광자선에 비해 2.5배에서 20배까지
방사선 가중치가 크다고 하였다.5) 방사선 가중치가 크다는
것은 적은 선량으로도 인체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ICRP 103에서 의료피폭에 대해서 환자에게 방사선 방호
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 하고 있다.5) 최근 다른 연구에 의
하면 고에너지 방사선치료 시 발생되는 광중성자선으로 인
하여 주변 정상장기에 2차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 논문이 보고되었다.6) 또한 치료 후 치료실 내에 일
시적으로 잔존해 있는 광중성자선으로 인하여 환자 뿐 아니
라 방사선작업종사자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보
고 되었다.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치료계획 시에 고려할 수 있는
변수 중 치료방법, 선속평탄여과판, 선량률, 갠트리 각도들
을 변환시켜 발생되는 광중성자의 선량 변화를 비교 분석하
였다. 

대상 및 방법

실험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선형가속기는 TrueBeam STxTM

(Varian Medical Systems, Palo Alto, Ver 1.5 USA)를 이용
하였고 광중성자 측정에는 조직등가비례계수기 (Korea
Tissue Equivalent Proportional Counter, KASI, Korea)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case의 치료계획에는 전산
화치료계획시스템 (Eclipse treatment planning system
Version 10.0, Varian, USA)을 이용하였고 측정 데이터의
계산을 위하여 Excel 2007 (Microsoft, USA)을 사용하였다.

Table 1. Photoneutron doses measured by KTEPC for IMRT and VMAT with LINAC (unit : μ㏜)

385.3 451.4 503.7 2957.4 3062.3 2803.0 
IMRT 429.0 454.2 512.5 VMAT 2948.8 3065.5 2805.7 

428.2 396.3 486.3 2954.5 3053.5 2816.0 
Avg. 414.2 434.0 500.8 Avg. 2953.6 3060.4 2808.2 

Plan case I case II case III Plan case I case II case III

Fig 3. Measure lineal energy spectra using by KTEPC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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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방법에 따른 광중성자 선량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기변조방사선치료 7문 조
사, 용적변조회전방사선치료는 2Arc로 3명의 전립샘암 치
료계획을 수립하였다. 선속에너지는 10MV Flattening
filter(FF)를 이용하였고, 계획용 표적체적 (planning target
volume : PTV)에 220 cGy 처방선량을 설정하였다. 

선속평탄여과판의 사용 차이에 따른 광중성자 선량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10MV FF와 Flattening filter free(FFF)
모드로 3개의 전립샘암 치료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용 표
적체적에는 동일하게 220 cGy 처방선량을 설정하였다.

선량률 변환에 따른 광중성자 선량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
여 선량률을 400, 1200, 2400 MU/min으로 변환시키고 3개
의 간암 치료계획을 수립하여 광중성자 선량을 측정하였다.

빔의 방향에 따른 광중성자 선량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0°, 45°, 90°, 135°, 180°, 225°, 270°, 315°로 각도를 균등
하게 8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각각 산란된 광중성자 선량
을 측정 하였다. 실험조건은 Open beam, 조사야 5x5,
10MV FF, 200 MU, 선량률 600 MU/min을 사용하였다.

위 실험에서 치료계획이 수립된 모든 환자 처방선량은 계
획용 표적체적에 최소 95 %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검
출기 교정은 고 LET 방사선에 대해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
원(KRISS;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의 Cf-252 광중성자선원과 저 LET 방사선에 대해
서는 Cs-137 662 keV 감마선을 이용하여 교정을 실시하였
다. 측정기 위치는 치료대의 세로 방향으로 조사야 중앙 하
단 6 cm 지점에서 측정을 실시하였다.

Table 2. Photoneutron dose compare with flattening filter mode and flattening filter free mode of 10MV X-ray Linac
(unit : μ㏜)

2957.4 3062.3 2803.0 196.0 238.4 271.1 
2948.8 3065.5 2805.7 190.6 233.8 263.2 
2954.5 3053.5 2816.0 189.0 238.1 267.8 

Avg. 2953.6 3060.4 2808.2 Avg. 191.9 236.8 267.4 

Plan case I case II case III Plan case I case II case III

Flattening
filter

Flattening
filter free

Table 3. Measurement of photoneutron dose according to dose rate using 10MV FFF (unit : μ㏜)

400 3242.5 3493.2 4592.2 
1200 3189.4 3482.6 4580.0 
2400 3191.2 3477.2 4542.3 

case I case II case IIIDose rate
(MU/min)

Table 4. Measurement of photoneutron dose by rotate gantry angle (unit : μ㏜)

0 3.4 3.4 2.8 3.2 371.5 373.6 375.9 373.7
45 3.7 4.9 4.4 4.3 367.4 370.1 371.2 369.6
90 5.1 5.1 5.6 5.3 380.5 388.8 383.9 384.4
135 12.1 10.9 11.0 11.3 447.5 445.2 378.2 423.6
180 13.6 16.3 14.2 14.7 448.0 448.6 444.7 447.1
225 10.4 11.6 11.5 11.2 448.3 447.7 448.0 448.0
270 4.1 3.6 3.5 3.7 382.2 387.1 384.3 384.5
315 2.9 3.0 3.2 3.0 372.8 380.8 378.2 377.3

Degree(°) 10MV Avg. (μSv) 15 MV Avg. (μ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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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Fig. 3]은 10MV 광자선을 이용한 세기변조방사선치료 7
문 조사시 KTEPC 검출기로 측정 결과 스펙트럼으로서 x축
은 LET 값이며, y축은 각 LET에 해당하는 방사선의 계수 값

이다. 그림 3(a)는 KTEPC 검출기로 직접 측정한 스펙트럼
으로 각 LET 채널당 광중성자선의 계수 값을 확인할 수 있
으며, 그림 3(b)와 그림 3(c)는 각각 측정된 스펙트럼으로
계산한 yf(y) 및 y(dy) 값이다. 이 두 값을 교정프로토콜에
따라 분석하면, 입사 방사선의 선질계수와 등가선량을 결정
할 수 있다. 결정된 및 는 각각 26.3keV/μm, 37.7 keV/μm
이었다. 

치료방법의 차이에 따라 세기변조방사선치료와 용적변
조회전방사선치료로 조사하였을 때 산란된 광중성자 평균
선량은 449.7μ㏜, 2940.7μ㏜로 측정되었다.[Table 1][Fig. 4]
동일한 환자에 대해 용적변조회전방사선치료가 약 6.7배 산
란 광중성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기변

Fig 4. Comparison of photoneutron dose (A) at IMRT and
(B) at VMAT

Fig 5. Comparison of photoneutron dose (A) at FF mode
and (B) at FFF mode

Fig 6. Comparison of photoneutron dose to change dose
rate

Fig 7. Angular dependence of photoneutron dose 
(a) for 10MV X-ray, (b) for 15MV X-ray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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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사선치료와 용적변조회전방사선치료는 각각 1743MU,
512MU로 세기변조방사선치료의 MU가 더 많았지만, 산란
광중성자 선량은 용적변조회전방사선치료에서 더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콜리메이터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텅스텐의
광중성자 흡수단면적이 18.4barn으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세기변조방사선치료시 다분할 콜리메이터에 의해 일부 광
중성자가 더 많이 차폐된 것으로 판단된다. 

선속평탄여과판의 사용 유무에 따라 Flattening Filter(FF)
모드와 Flattening Filter Free(FFF)모드에서의 방사선치료
를 하였을 때 산란 광중성자 평균선량은 2940.7μ㏜, 232.0μ
㏜로 측정되었으며.[Table 2] [Fig. 5], FF일 때 FFF와 비하여
12.7배 더 많은 산란 광중성자 선량이 측정되었으며, 이는
FF일때 필터와 고에너지 광자선간의 상호작용으로 광중성
자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선량율에 따른 광중성자 선량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400, 1200, 2400 MU/min으로 선량률을 변환시켜 조사하였
을 때 CASE I은 3242.5μ㏜, 3189.4μ㏜, 3191.2μ㏜로, CASE
II는 3493.2μ㏜, 3482.6μ㏜, 3477.2μ㏜로, 그리고 CASE III
에서 4592.2μ㏜, 4580.0μ㏜, 4542.3μ㏜로 측정 되었다. 선
량율에 따른 산란 광중성자의 선량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였다. [Table 3] [Fig. 6]

0°, 45°, 90°, 135°, 180°, 225°, 270°, 315°로 갠트리 각
도를 변환시켰을 때 산란 광중성자 선량은 10MV에서 각각
3.2μ㏜, 4.3μ㏜, 5.3μ㏜, 11.3μ㏜, 14.7μ㏜, 11.2μ㏜, 3.7μ
㏜, 3.0μ㏜로 15MV는 373.7μ㏜, 369.6μ㏜, 384.4μ㏜,
423.6μ㏜, 447.1μ㏜, 448.0μ㏜, 384.5μ㏜, 377.3μ㏜로 측
정되었다.[Table 4][Fig. 7] 갠트리 각도가 0도로 고정하고,
광자선의 가속전압을 10MV, 15MV에 대하여 측정된 산란
광중성자 선량은 각각 14.7μ㏜, 448.0μ㏜로 10MV 광자선
에 비하여 15MV 광자선으로 치료할 때 산란 광중성자 선량
이 30.5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광자선의 에너지가 증가 할
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발생한 광중
성자의 선량은 환자테이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10MV 광자선에 대하여 산란 광중성자 선량은 갠
트리 각도가 0도일 때 최소 3.2μ㏜, 갠트리 각도가 180도일
때 가장 높아 14.7μ㏜이었으며, 갠트리 각도가 180°일 때 0
도 방향에 비하여 5배 높게 측정되었다. 15MV 광자선의 경
우 갠트리 각도가 0도일 때 369.6μ㏜로 가장 낮았으며, 갠
트리 각도가 180도일 때 1.2배인 448.0μ㏜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환자테이블에 의한 산란 광중성자 선량 증가율은
광자선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치료계획 시 고려할 수 있는 변수들
을 변환시켜 TrueBeam STxTM을 이용하여 방사선치료 할
때 발생하는 산란 광중성자 선량 변화에 대한 실험을 수행
하였다. 

광중성자는 방사선 가중치가 광자선 보다 높고5), 방사선
치료는 단순한 1회 치료가 아니라 분할 조사로 진행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측정 결과가 ｍ㏜ 수준이라도 치료대상
주변장기의 잠재적인 2차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6)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광자선 반음영으로 인한
조사야 밖으로 산란된 광자선이 있기에9) 광중성자의 발생
은 2차 암 발생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
다. 방사선치료에 사용되는 변수를 변환시켜 광중성자를 측
정한 결과 TrueBeam STxTM을 이용한 FFF 모드를 사용하
고 세기변조방사선치료 방법을 사용한 치료가 광중성자 발
생이 적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더 많은
변수에 대한 실험을 계획하고 광중성자 측정에 대한 평가와
정보 수집을 한다면, 보다 환자들에게 안전한 방사선치료를
시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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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Photoneutron dose in high-energy photon radiotherapy at linear accelerator increase the risk for secondary cancer.
The purpose of this investigation is to evaluate the dose variation of photoneutron with different treatment method, flattening

filter, dose rate and gantry angle in radiation therapy with high-energy photon beam (E≥8MeV).

Materials and Methods : TrueBeam STxTM(Ver1.5, Varian, USA) and Korea Tissue Equivalent Proportional Counter (KTEPC)

were used to detect the photoneutron dose out of the high-energy photon field. Complex Patient plans using Eclipse planning

system (Version 10.0, Varian, USA) was used to experiment with different treatment technique(IMRT, VMAT), condition of

flattening filter and three different dose rate. Scattered photoneutron dose was measured at eight different gantry angles with

open field (Field size : 5 X 5 cm).

Results : The mean values of the detected photoneutron dose from IMRT and VMAT were 449.7μ㏜, 2940.7μ㏜. The mean

values of the detected photoneutron dose with Flattening Filter(FF) and Flattening Filter Free(FFF) were measured as 2940.7μ㏜,

232.0μ㏜. The mean values of the photoneutron dose for each test plan (case 1, case 2 and case 3) with FFF at the three

different dose rate (400, 1200, 2400 MU/min) were 3242.5μ㏜, 3189.4μ㏜, 3191.2μ㏜ with case 1, 3493.2μ㏜, 3482.6μ㏜,

3477.2μ㏜ with case 2 and 4592.2μ㏜, 4580.0μ㏜, 4542.3μ㏜ with case 3, respectively. The mean values of the photoneutron

dose at eight different gantry angles ( 0°, 45°, 90°, 135°, 180°, 225°, 270°, 315°) were measured as 3.2μ㏜, 4.3μ㏜, 5.3μ㏜,

11.3μ㏜, 14.7μ㏜, 11.2μ㏜, 3.7μ㏜, 3.0μ㏜ at 10MV and as 373.7μ㏜, 369.6μ㏜, 384.4μ㏜, 423.6μ㏜, 447.1μ㏜, 448.0μ㏜,

384.5μ㏜, 377.3μ㏜ at 15MV.

Conclusion :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reduce photoneutron dose using FFF mode and VMAT method with TrueBeam

STxTM. The risk for secondary cancer of the patients will be decreased with continuous evaluation of the photoneutr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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