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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방사선 의료기기 분야는 방사선의 높은 투과

성을 이용하여 절개 없이 인체 내부에 병적 요소

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장치로 가장 잘 알려져 있

다. 이러한 영상 진단 장치로 엑스선 촬영(X-ray), 

혈관 조영 검사(angiography), 컴퓨터 단층 촬영

(computed tomography, CT) 검사 장치 등이 있

다. 방사선 치료 분야는 절개없이 국소 부위에 높은 

에너지를 집중시켜 암을 치료하기 때문에 위험한 위

치에 있는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 밖에

도 절개수술을 통한 암 제거 후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 암세포를 제거하는 보조적 치료 수단으로 사용

된다. 방사선 치료 의료기기는 외부에서 방사선을 

조사하는 감마나이프(gamma-knife), 사이버나이

프(cyberknife), 토모테라피(tomotherapy), 래피드

아크(rapidArc), 양성자 치료(proton therapy) 등과 

근접방사선치료(brachytherapy) 방식인 방사성 동

위원소를 인체 내 암 근처에 위치시키는 에프터로더

(afterloader) 의료기기가 있다 [1,2]. 이러한 방사선

을 이용한 인체 내 암을 진단, 치료하는 기술은 핵의

학(nuclear medicine)이라는 분야가 생길 만큼 의

학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분야의 발전과 함께 방사

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특히 방사선 

치료는 암 세포를 괴사(necrosis) 시킬 정도의 높

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 정상 세포 및 주

요 장기 등에 악영향을 주어 새로운 합병증을 유발

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방사선 

사용의 우려보다 의료분야에서 가지는 이득이 높

기 때문에 방사선 의료분야의 발전은 불필요한 피

폭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intensity-modulated radiation therapy, IMRT), 

영상유도방사선치료(image-guided radiation 

therapy, IGRT), 입체 세기 조절 회전 방사선 치

료(volumetric modulated arc therapy, VMAT), 

정위적방사선수술(stereotactic radiosurgery, 

SRS), 호흡 동조 방사선 치료(respiratory gated 

radiotherapy, RGRT) 등의 다양한 방사선 치료 기

술 개발로 이어졌다 [3].  

방사선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의 목적은 방

사선의 불필요한 피폭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기존 

방사선량 측정은 조사되는 방사선 반대편에서 인체 

투과 후의 방사선량을 측정해 인체에 조사된 방사선

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런 선량 측정 방법은 

최근 개발되는 매우 작은 영역(small field)에 조사

되는 방사선과 인체 내부에서 에너지를 모두 방출하

는 입자 가속기 치료 방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방사선량 측정 방식을 개

선하고 더욱 정확한 측정을 위해 체내(in vivo)에서 

실시간(real-time)으로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기술

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섬광 선량 측정(scintillation 

dosimetry)은 작은 사이즈, 가벼운 무게, 생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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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생체 안전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의료용 방

사선량계로 높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본 리뷰 논문에서는 방사선 치료 의료기기의 발전

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개발

되고 있는 방사선량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상

기 언급한 체내 실시간 의료용 방사선량계의 필요성

과 섬광 선량 측정의 요소 기술들의 소개로 연구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방사선이라는 특수환경

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과 의료용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을 기술하여, 섬광 선량 측정 기술 개발에 관

련된 소재 및 소자 레벨의 연구에 참고가 되길 바란

다. 본 리뷰 논문에서는 비교적 넓은 관점인 방사선 

의료기기와 섬광 검출기를 소개하고자 자세한 설명

을 첨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흐름상 다른 분야

는 제외하였다.

2. 방사선과 측정의 기본원리

방사선은 크게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

과 비전리 방사선(non-ionizing radiation)으로 나

눌 수 있으며 물질을 직간접적으로 전리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방사선을 전리 방사선이라고 한

다. 일반적으로 방사선이라고 하면 전리 방사선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알파선(헬륨의 원자핵), 베

타선(전자), 중성자, 감마선, 엑스선이 있다. 방사

선 측정은 방사선이 물질과 반응하여 이온화 시키

는 능력을 이용하여 생성된 전하를 수집, 측정하

는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방사선 측정기로는 이

온 챔버(ionization chamber), 방사선감광필름

(radiographic film), 섬광 검출기(scintillator), 반

도체 검출기(semiconductor) 등이 있으며, 대표적

으로 섬광 검출기와 반도체 검출기는 방사선 신호를 

바로 디지털화 할 수 있고 비교적 작은 사이즈로도 

큰 효율을 가지고 있어 활발한 연구가 되고 있다. 반

도체 검출기는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전자-전공 쌍

(e-h pair)을 이용하여 방사선을 측정하고, 섬광 검

출기는 방사선에 의해 여기된 전자가 안정되면서 방

출하는 빛(luminescence)을 통하여 방사선을 측정

한다. 이런 방식의 차이로 두 검출기는 장단점을 가

지고 의료분야에 주목 받고 있다. 방사선을 바로 전

기 신호로 직접(direct) 측정하는 반도체 검출기는 

감도와 성능에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 최근 방사선 

의료 영상 검출기로 주목받고 있으며, 빛을 통해 간

접(indirect) 측정하는 섬광 검출기는 광신호를 이용

하는 특성으로 체내 안전성과 다른 의료기기와의 호

환성이 우수하여 방사선량계로 주목 받고 있다 (그

림 1). 

3. 섬광 선량 측정
(scintillation dosimetry)의 이해

3.1 섬광 방사선량계 구성

섬광 방사선량계의 구성은 방사선을 측정 가능한 

빛으로 변화시키는 섬광체와 변환된 빛 신호를 포토 

센서를 통해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선량을 나타내는 

구성이 기본적이다. 하지만 본 리뷰 논문에서는 광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섬광체와 포토 센서 사이에 

광섬유를 포함하는 광섬유 기반 섬광 방사선량계를 

기술한다. 섬광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방사선

에 의해 여기된 전자가 안정 상태로 돌아가면서 방

출하는 빛을 이용하여 방사선의 에너지 및 선량 등

을 확인 할 수 있다. 섬광체에서 발생한 빛은 전반사

를 이용한 광섬유를 통하여 원하는 위치까지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이 전송 된다. 마지막으로 전달된 광

신호는 전기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포토다이오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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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그림 1. 섬광 검출기의 2단계 변환을 통한 간접 측정(Indirect 
conversion)과 반고체의 직접 측정(direct conversion) 모
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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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포토 센서를 통하여 방사선 선량을 측정 할 수 

있다.

3.2 섬광체의 종류와 기본 원리

섬광체는 기체, 액체, 고체 모든 형태를 가질 수 

있으나 의료용 체내 사용을 목적으로 고체 섬광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체 섬광체는 재료의 종류에 따

라 크게 유기 섬광체인 플라스틱 섬광체와 무기 섬

광체로 나눌 수 있다. 유기 섬광체는 방향족 탄화 수

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섬광 현상이 분자레벨에서 발

생된다. 무기 섬광체는 반도체와 같이 결정을 이루

고 있으며 알칼리 할라이드 또는 산화물 계열로 이

루어져 있다. 무기 섬광체의 원리는 결정 구조에서 

오는 에너지 밴드 레벨에서 섬광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에너지 밴드에서의 섬광 현상은 결정의 종류에 

따라 효율이 떨어지거나 가시 영역에서 섬광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도핑(doping)을 통한 활성

제(activators)를 첨가하여 섬광 효율을 높이기도 한

다 (그림 2).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섬광체는 검출 효

율을 높이기 위해 큰 밀도, 높은 실효원자번호, 많은 

광 출력 등이 요구되며, 빠른 신호 처리를 위해 형광 

감쇠 시간(decay time)이 짧은 것을 선호한다. 하지

만 응용분야마다 요구하는 섬광체 특성이 다를 수 

있어 적절한 선택이 중요하다. 특히 방사선 치료에

서 사용되는 에너지 및 입자에 따라 선량 측정에 적

합한 섬광체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3.3 광섬유의 종류와 기본 원리

광섬유는 빛이 통과하는 코어(core)와 굴절률 차

이로 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클래드(clad)

의 층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리카(유리)계열의 광섬유가 가장 잘 알려져 있으

며 플라스틱 광섬유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다. 섬광 방사선량계에서 광섬유는 섬광체에서 변환

된 빛을 전달하는 역할로 굴절률의 차이로 전반사가 

일어나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이 빛을 전달한다. 특

히 방사선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간과정

에서 손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광섬유는 섬광체에 

가장 적절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단, 섬광체-광섬

유와 광섬유-검출기 경계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의 

연구 및 주의가 필요하다.

3.4 포토 센서의 종류와 기본 원리

포토 센서는 섬광체에서 발생한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역할로 포토다이오드와 같은 잘 알려

진 센서로도 측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섬광체에서 

발생하는 빛의 경우 매우 낮은 신호가 발생하여 정

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증폭률이 높은 포토 센서가 

필요하다. 광전자증폭관(photo multiplier tube, 

PMT)은 빛을 측정하는 포토 센서로 특히 산사태 효

과(avalanche effect)를 이용한 높은 광증폭 효과

를 가지고 있어 섬광체와 함께 사용되는 가장 일반

적인 광 변환 장치이다. 광전자증폭관의 구성은 들

어오는 빛을 받아 광전효과를 일으켜 표면에서 초

기 전자(primary electron)를 방출하는 얇은 광전

음극(photocathode)판과 전압 차이로 전자를 가

속 및 충돌시켜 전자를 증폭시키는 다수의 다이노드

(dynode)를 거쳐 전극(anode)에서 증폭된 전류 신

호를 출력할 수 있다.  

실리콘 광증배관(silicon photomultiplier, 

SiPM)은 광전자증폭관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알려

진 고 감도 포토 센서이다. 실리콘 광증배관은 반

도체 디바이스로 실리콘 기판을 APD (avalanche 

photodiode)로 제작한 포토 센서이며 일반 포토다

이오드보다 광증폭률이 높다. 실리콘 광증배관 또

한 높은 광증폭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넓은 파장 영

역대에서 높은 양자효율을 가지고 있다. 작동원리

는 광전자증폭관에서 전자를 가속하여 다이노드

테마기획  _ 의료기기 및 의료용 재료

그림 1.  

 

그림 2.  

 

 

 

 

 

 

그림 2. 유기 섬광체와 무기 섬광체 발광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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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 전자를 증폭하는 것과 유사하게 반도체 내

부 구조를 이용하여 전자를 증폭시킨다. 전자 신

호를 증폭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우선 반도

체의 기본적인 p-n 접합을 이용하여 반도체 내부

에 전기장을 형성한다. 형성된 전기장으로 전자를 

일정 에너지 이상 가속하면 특정 영역인 산사태 영

역(avalanche region)에서 전자가 연쇄반응을 하

며 전자가 증폭된다. 이러한 전자 가속은 외부전압

(reverse bias)에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전

압이 있어야 증폭이 가능하다. 외부 전압에 따라 

낮은 전압에서는 연쇄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일반

적 포토 다이오드처럼 이득을 얻지 못하고(no gain 

region), 일정 전압 이상을가지게 되면 외부 전압 

증가에 선형적으로 연쇄반응이 일어나며(linear-

mode APD), 마지막으로 접합붕괴전(breakdown 

voltage, VBR)을 지나면 가이거 모드(geiger mode 

APD)로 엄청난 전자 증폭이 일어난다 (그림 3). 

4. 의료용 섬광 선량 측정 기술의 개발

4.1 의료용 섬광 선량 측정 활용

섬광 방사선량계는 방사선 의료기기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QA) 프로그램에 활용된다. 품

질보증은 의료기기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의 정확

도와 정밀도를 방사선량계로 검증하고 장비를 보

정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 방식

이 복잡해지면서 환자 맞춤 별 장비 확인 및 팬텀

(phantom)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 계획 점검까지 품

질보증에 포함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5,6]. 다른 섬

광 방사선량계로는 치료 과정 동안 실시간으로 방사

선 선량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

과 같이 치료 전 사전 점검도 중요하나 치료 과정 동

안 환자가 받는 방사선 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일반적으로 치료 중 사용되는 

선량 측정 방식은 인체를 투과한 방사선 선량을 측

정함으로써 계산을 통하여 신체에 흡수된 선량을 확

인한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사선 선량 측정은 

체내에서 직접 목표로 하는 암 위치에서 선량을 측

정하여 불필요한 선량이 발생할 때 마다 즉시 실시

간으로 선량을 조절하여 과도한 피폭을 막는 것이다 

(그림 4).  

광섬유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사선량계의 종

류로는 열 발광(thermoluminescence, TL) 방

사선량계, 광 자극 발광(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OSL) 방사선량계, 방사선 발광

(radioluminescence, RL) 방사선량계 등이 있다 

[6]. 열 발광 및 광 자극 발광 방사선량계의 경우 방

사선량계로 우수한 특성 및 잠재성을 가지고 현재에

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인피폭 선량계이다. 하지

만 방사선에 의해 측정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재

료를 자극해야하는 특성은 실시간 방사선량계로서 

단점으로 작용한다. 체내 실시간 사용을 위한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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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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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amamatsu 사의 광전자증배관(PMT) 상용제품 및 작
동원리(a, c), SiPM 상용제품 및 작동원리(b, d, e) [4].

그림 4. 실시간 in vivo 방사선 선량 측정 모식도.

(a)

(c)

(b)

(d) (e)



전기전자재료 제30권 제5호 (2017년 5월)   23

선량계로 방사선 발광 방사선량계가 가장 적합하여 

상세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선형 가속

기(linear accelerator, linac)를 이용한 고에너지 방

사선 치료 및 최근 주목 받는 입자 가속기(양성자, 

중이온, 중입자) 치료, 영상 가이드를 위한 자기공명

영상장치(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에 

적용할 수 있는 방사선량계의 필요 기술 등을 위주

로 기술하였다 [7].  

4.2 체내 실시간 선량 측정을 위한 섬광체

플라스틱 섬광체는 주로 수소와 탄소로 이루어

져 있어 물과 인체 조직과 유사한 특성을 가져 선

량 측정에 큰 장점을 가진다. 또한 낮은 원자 번호

와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의 에너지가 컴

프턴 상호작용이 주가 되는 영역에 포함되어 플라

스틱 섬광체에서 생성되는 광은 입사된 광자 또는 

전자에 선형적으로 비례하고 초기 에너지에는 의

존하지 않아 이론적으로 광자와 전자의 선량을 측

정할 때 보정(correction factor)이 필요하지 않

다 [8]. 이런 장점과 함께 물과 유사한 물리적 특성

(water-equivalent)으로 플라스틱 섬광체인 BC-

400(saint-gobain crystals, cleveland, OH, USA)

가 방사선량계 소재로 상용화 되었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대표적 연구로 BC-400의 특성을 분

석한 연구 결과는 밀도, 전자 밀도, 분자량, 구성 원

소 비율 등이 물과 유사함을 보였다. 더 나아가 방사

선 상호작용에 주요한 요소인 질량 에너지 흡수계

수(mass energy absorption coefficient), 질량 충

돌 정지력(mass collision stopping power), 질량 

각산란력(mass angular scattering power)이 100 

keV 이상에서 거의 동일함을 보여 주었다 (그림 5).  

플라스틱 섬광체는 온도 의존성 또한 무시할 정도

로 작다고 알려졌으나, 최근 2013년 연구 결과에서 

모든 섬광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져 체내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함을 보였다 [8]. 

그 밖에도 입자 가속기 치료에서는 별도의 보정이 

필요하며, 높은 에너지 방사선에 낮은 내성 등이 한

계로 제시되었다.

무기 섬광체는 높은 반응 단면적과 광 효율을 가

지고 있어 핵의학 영상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구

리가 도핑된 석영 센서와 산화 알루미늄(Al2O3) 무

기 섬광체는 실시간 선량 측정에 사용되었다. 특

히 무기 섬광체는 유기 섬광체에 비해 내방사선 

(radiation hardness)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 치료에 사용 가능한 안정성과 재현

성을 가진다. 방사선 발광 무기 섬광체의 종류로는 

산화 계열의 Bi4Ge3O12(BGO), 할라이드 계열의 요

오드화 나트륨(NaI) 및 요오드화 세슘(CsI)에 탈륨

(Tl)을 도핑한NaI(Tl), CsI(Tl)

이 대표적이다. 광 섬유 기반 

방사선량계에 적용한 무기 섬

광체 연구로는 Gd2O2S:Tb, 

Y3Al5O12:Ce, CsI:Tl의 특성을 

비교한 실험도 있다 [6,10]. 하

지만 방사선 치료 분야에 응

용 시 플라스틱 섬광체와 상대

적으로 선량 측정 환경에 대

한 명확한 실험 방법이나 검증

이 부족하고, 에너지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선량 측정기로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기 

섬광체는 심부 선량(depth-

테마기획  _ 의료기기 및 의료용 재료

그림 4.  

 

 

그림 5.  

 

 

 

 

그림 5. 플라스틱 섬광 검출기의 물과 유사성(water-equivalent) 특성 분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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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 데이터에서 일정 영역(bremsstrahlung tail)

을 제외하고는 이온 챔버와 동일한 특성과 방사선에 

매우 민감한(sensitive)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의료용 

선량 측정기로 높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6]. 특히 

브레그 피크(bragg Peak)와 같은 특이한 현상을 가

진 입자 가속기 치료 분야에 방사선량계 소재로 새

로운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11] (그림 6).  

본 연구 그룹 또한 다양한 섬광체 제작 및 성장 기

술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높은 효율을 가지는 

방사선 측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플라스

틱 섬광체 제작의 경우 중합반응(polymerization)

을 이용하여 섬광체의 성장 크기 및 모양을 원하는 

형태로 제작한다. 섬광체 결정 성장은 초크랄스키

(czochralski), 브리지만(bridgman) 공법을 이용하

여 만든다. 섬광체 제작의 중요한 부분인 순도를 높

이기 위해 존 정제(zone refining) 장치도 활용하여 

다양한 섬광체를 개발하였다 (그림 7). 개발된 섬광 

결정은 광섬유와 결합을 위해 절단 및 접합 경계에 

광손실을 줄이기 위해 연마(polishing) 과정을 거쳐 

광섬유와 결합한 형태로 방사선량계를 제작하여 특

성을 분석할 수 있다.

4.3 체내 실시간 광 신호 전달을 위한 광섬유

체내 방사선량평가에 사용되는 광섬유는 섬광체

에서 변환된 빛을 전달하는 역할로 일반적인 광섬유

와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실리카(유리) 계

열의 광섬유는 플라스틱 광섬유에 비해 우수한 광 

신호 전달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용으로

는 물과 유사성, 저렴함, 유연성을 고려하여 플라스

틱 광섬유가 주를 이루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의료

용 광섬유는 최소 침습적 체내 적용을 위해 1~10 

mm 정도의 작은 직경과 가볍고 유연이 특성을 요

구된다. 광섬유 기반의 방사선량계의 가장 큰 장점

은 전기 신호가 아닌 광 신호로 전송한다는 점에서 

체내 적용에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기적 상

호작용에 영향이 없어 다른 의료기기 (MRI, 인공심

장박동기 등) 사용에 제약이 없다. 

방사선 치료 환경에서 광섬유 기반 방사선량계

를 사용하였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현상으로 체렌

코프 효과(cerenkov effect)를 들 수 있다. 체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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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그림 7.  
그림 6. 양성자 치료기와 브레그 피크(bragg peaks)에 따른 치

료 원리 [12].

(a)

(c)

(b)

 

그림 8.  

 

 

그림 7. 무기 섬광 검출기 소재인 결정 성정 장비 및 성장된 다양
한 섬광 결정.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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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효과는 하전 입자가 매질 속에서 빛보다 빠른 속

도로 움직일 때 방출되는 광선으로 유리 또는 플라

스틱과 같은 대부분의 광학 가이드 재료에서 발생한

다. 진공 굴절률보다 높은 굴절률을 갖는 매질에서 

발생하고 임계(threshold) 에너지 Eth는 굴절률 n과 

정지질량 m, 빛의 속도 c로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선량 측정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플

라스틱의 경우 굴절률 1.48~1.60 정도로 체렌코프 

에너지는 계산에 의해 145~180 keV로 나타낼 수 

있다 [13]. 

방사선 치료 홖경에서 광섬유 기반 방사선량계를 사용하였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현상으로 

체렌코프 효과 (Cerenkov effect)를 들 수 있다. 체렌코프 효과는 하젂 입자가 매질 속에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방출되는 광선으로 유리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대부분의 광학 가이드 

재료에서 발생핚다. 짂공 굴젃률보다 높은 굴젃률을 갖는 매질에서 발생하고 임계(threshold) 

에너지 𝐸𝐸𝑡𝑡ℎ는 굴젃률 n 과 정지질량 m, 빛의 속도 c 로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선량 

측정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경우 굴젃률 1.48~1.60 정도로 체렌코프 에너지는 

계산에 의해 145~180 keV 로 나타낼 수 있다. [13] 

𝐸𝐸𝑡𝑡ℎ = 𝑚𝑚𝑐𝑐2

(

 1

√1 − 1
𝑛𝑛2
− 1

)

  

체렌코프 현상으로 발생하는 빛은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는 에너지와 선량률에 의졲하기 때문에 

적젃핚 보상을 통핚 측정이 중요하다. 이 분야는 광섬유 기반의 방사선 선량 측정 시스템 개발 

초기부터 문제로 제기되어 다양핚 연구가 수행되었고 기준 광섬유를 이용핚 듀얼 광섬유 방식, 

기본 광 필터링, 시갂 필터링, 반음계(chromatic) 제거 방식, 다중/하이퍼 스펙트럼 (multi-

/hyperspectral) 필터링, 공심 광섬유(air-core fibers) 등의 다양핚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6,8] 

더 나아가 이런 체렌코프 현상을 이용핚 방사선 측정 방식도 개발되었다. [14,15]  

그 밖에도 앞서 언급핚 섬광체와 광섬유 사이 경계에서 발생핛 수 있는 에너지 손실 문제점은 

연마 공정의 최적화로 개선될 수 있으며, 다른 해결 방식으로는 분말형태의 섬광체를 투명핚 

에폭시와 섞어 광섬유에 코팅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그림 8) 

4.4 미세한 신호를 확보하기 위한 고감도 포토 센서 

작은 사이즈의 섬광체에서 발생핚 광 싞호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감도 포토 센서가 

필요하며 앞서 언급핚 광젂자증폭관과 실리콘 광증배관이 방사선량계에 사용된다. 실리콘 

광증배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잡음, 대면적화, 싞호 증폭의 차이 (PMT ~108, SiPM ~106)의 단점이 

있지맊 의료용으로서 큰 장점인 낮은 공급 젂압 (PMT ~1000V, SiPM ~100V)을 가지고 작고 

가벼워서 맋은 홗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방사선 선량 측정을 위핚 증폭률이 공급 젂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광젂자증폭관의 경우 외부 자기장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핛 수 있다. 

상대적으로 외부 자기장에 독립적 작동 핛 수 있는 실리콘 광증배관은 자기 공명 장치와 

호홖성을 가지고 있어 성능의 최적화가 이루어짂다면 의료용으로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5. 맺음말 

방사선을 이용핚 의료분야의 사용은 1895 년 뢴트겐에 의해 X 선이 발견되면서부터 100 여 년 

동앆 의료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다른 고에너지 기술의 발달과 함께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에 대핚 홗용도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위험성 또핚 높아졌다. 이런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 

치료를 홗용하기 위해서는 체내에서 실시갂으로 방사선 선량을 확인 핛 수 있는 방사선량계가 

필수가 될 것이다. 핚 예로 귺접 방사선 치료에서 체내에 들어갂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출하는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임상시험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24 명의 홖자 중에서 10 명의 홖자가 

체렌코프 현상으로 발생하는 빛은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는 에너지와 선량률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절

한 보상을 통한 측정이 중요하다. 이 분야는 광섬유 

기반의 방사선 선량 측정 시스템 개발 초기부터 문

제로 제기되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기준 광섬

유를 이용한 듀얼 광섬유 방식, 기본 광 필터링, 시

간 필터링, 반음계(chromatic) 제거 방식, 다중/하

이퍼 스펙트럼(multi-/hyperspectral) 필터링, 공

심 광섬유(air-core fibers)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6,8]. 더 나아가 이런 체렌코프 현

상을 이용한 방사선 측정 방식도 개발되었다 

[14,15]. 

그 밖에도 앞서 언급한 섬광체와 광섬유 사이 

경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손실 문제점은 

연마 공정의 최적화로 개선될 수 있으며, 다른 

해결 방식으로는 분말형태의 섬광체를 투명한 

에폭시와 섞어 광섬유에 코팅하는 방법도 연구

되고 있다 (그림 8). 

4.4  미세한 신호를 확보하기 위한 고감도 포토 

센서

작은 사이즈의 섬광체에서 발생한 광 신호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감도 포토 센서

가 필요하며 앞서 언급한 광전자증폭관과 실리

콘 광증배관이 방사선량계에 사용된다. 실리콘 

광증배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잡음, 대면적화, 신호 

증폭의 차이(PMT ~108, SiPM ~106)의 단점이 있

지만 의료용으로서 큰 장점인 낮은 공급 전압(PMT 

~1,000 V, SiPM ~100 V)을 가지고 작고 가벼워서 

많은 활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방사선 선량 

측정을 위한 증폭률이 공급 전압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광전자증폭관의 경우 외부 자기장에서도 민감하

게 반응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외부 자기장에 독립

적 작동 할 수 있는 실리콘 광증배관은 자기 공명 장

치와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 성능의 최적화가 이루어

진다면 의료용으로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5. 맺음말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분야의 사용은 1895년 뢴트

겐에 의해 X선이 발견되면서부터 100여 년 동안 의

료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다른 고에너

지 기술의 발달과 함께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에 대

한 활용도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위험성 또한 높아

졌다. 이런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 치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내에서 실시간으로 방사선 선량을 확인 

할 수 있는 방사선량계가 필수가 될 것이다. 한 예로 

근접 방사선 치료에서 체내에 들어간 방사성 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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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그림 8. 광섬유에 섬광체를 코팅 방식을 통한 방사선량계 제작 및 제작 순

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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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방출하는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임상시험이 시

행되었고, 그 결과 24명의 환자 중에서 10명의 환자

가 계획된 선량보다 최대 9%의 선량 이탈을 보이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17]. 이러한 결과는 실시

간 방사선량계의 필요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체내 실시간 방사선량계의 개발은 체내에서의 안

정성 및 의료기기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였을 때, 광

섬유 기반의 섬광 검출기 형태가 가장 적합할 것이

라 생각된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룬 것과 같이 방사

선량계의 구성, 적용 의료 분야별 연구 및 개선되어

야 할 점이 많이 있다. 이러한 개선은 섬광체, 광섬

유, 포토 센서 등의 소재 및 소자 레벨에서 새로운 

기술들의 적용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재 

및 센서 레벨에서 개발에서 의료의 가장 큰 제약인 

의료기기 규격과 본고에서 기술한 내용을 고려한다

면 전기전자재료가 의료분야에 많은 부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첨단 의료 신소재의 개발과 연구

를 통하여 방사선 의료기기를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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