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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사선 차폐 재료인 납을 대처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PVC를 선택하였다. 
방사선 차폐 의복 이외에 저선량 영역에서 의료기기 부품, 산업용 차폐 재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평가하고자 한다. 상업
용 PVC는 밀도가 3.68 g/㎠ 으로 재료의 유연성과 경제성 등 일정 방사선 영역에서는 충분한 차폐 효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고, 경량의 차폐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임상 검사 시 사용
되는 의료방사선 영역 대에서 3mm PVC 5장을 두께로 조절하여 차폐 성능을 실험하였다. 의료방사선의 관전압 기준으
로 실효에너지에 대한 차폐 성능을 평가하였다. PVC는 두께가 두꺼울수록 관전압과 실효에너지가 낮을수록 차폐효과
는 크게 나타났으며, 차폐효과는 12mm 두께에 관전압 80kVp에서 70%의 차폐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PVC 재료의
차폐효과는 두께의 의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는 차폐 성능을 높이면서 얇고 가벼운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차폐율, 투과선량, 입사선량, 폴리염화비닐, 방사선

Abstract  PVC was chosen as a plastic product that can cope with lead, a radiation shielding material 
that is widely used in medical institutions. In addition to radiation shielding clothing, we want to 
evaluate whether it can be used as a medical device component and industrial shielding material in 
low dose areas. Commercial PVC has a density of 3.68 g/㎠ and can be positively expected sufficient 
shielding effect in certain radiation areas such as material flexibility and economy efficiency, and can 
be transformed into various forms and used as a lightweight shielding wall. The shielding performance 
was tested by adjusting the thickness of 5 sheets of 3mm PVC in the range of medical radiation used 
for clinical examination in medical institutions. Shielding performance against effective energy was 
evaluated based on tube radiation voltage of medical radiation. The thicker the PVC, the lower the tube 
voltage and the lower the effective energy, the greater the shielding effect. The shielding effect was 70% 
at 12mm thickness and 80kVp tube voltage. Therefore, the shielding effect of PVC material has a high 
dependence of thickness. In the future, continuous research is needed to make thin and light 
eco-friendly products while improving shield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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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방사선 분야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방사선 진단 
과 방사선치료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장비를 
활용하여 발전하고 있다[1]. 방사선 인체 피폭량 제한에 
따른 국외의 동향과 국내 원자력안전법 개정(2016)으로 
방사선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되었다[2]. 현재 의료기관에
서 방사선 차폐를 위한 대표적인 보호제품은 납을 주원
료로 제작되어 있다. 그러나 납은 무게와 인체 접촉에 대
한 유해성 때문에 현재 납을 대체할 수 있는 차폐 물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3].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은 
직접 방사선의 위험성보다 작업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간접 방사선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4]. 이는 의료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은 예상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발
생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인자는 발생 장치와의 거리와 
강도이다. 의료 환경에 사용되는 에이프런의 주재료로 사
용되는 납은 원자번호가 높고, 밀도도 높은 물질이라 방
사선의 저항성이 매우 크다[5]. 이러한 물질의 특성으로 
인해 부재료인 고무 등과 혼합하여 착용의 유연성을 높
여 의복 등으로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 의복으로 제작
될 경우 차폐제의 무게감으로 인해 의료 활동 등에 일부 
제약이 있고, 납의 중금속 위험도를 벗어나기 위해 친환
경 소재의 경량의 의료방사선 차폐 재료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6]. 

의료 방사선 차폐 재료로 사용되는 주재료에는 안티
몬, 주석, 비스무트, 토르말린, 세슘, 텅스텐 등이 현재 제
품화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저선량 영역
의 의료방사선 사용구역에는 붕소, 황산바륨 등을 고려하
고 있다. 주재료의 선택 조건은 재료의 혼합성과 경제성
이 중요한 요소이다[7]. 

방사선 차폐를 위해선 원자번호와 밀도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치료영역이 아닌 진단 목적
의 의료방사선 에너지 영역은 40∼120kVp이며, 평균에
너지는 35∼60keV에 해당되므로 높은 수준의 차폐효과
가 있는 재료보다 방어 목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차폐 재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차폐 재료 중 PVC(Polyvinyl chloride)에 
관심을 두고 본 연구에서는 그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
다. 상업용 PVC는 밀도가 3.68 g/㎠ 으로, 기존 재료에 
비해서는 밀도에 대한 방사선 저항성은 낮다고 할 수 있
다[8,9]. 그러나 재료의 유연성과 경제성 등 일정 방사선 
영역에서는 충분한 차폐 효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고, 경량

의 차폐벽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의료방사선 차폐영역에서 
상품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선량 영역의 의료 방사선을 
이용할 경우 PVC Plate의 차폐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PVC의 저선량 의료 방사선 저항성을 평가하
고 향후 차폐 재료의 타당성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방사선은 물질을 투과하면서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방
사선량 및 에너지가 감소한다. 따라서 물질을 투과하면서 
거리에 따라 방사선의 세기()의 변화가 발생된다. 방사
선발생 점 선원()으로 투과 물질의 두께()라고 하면  
Eq. 1과 같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Eq 1.   

   

따라서 방사선 발생원()에서 거리()와 세기(I)는  
Eq. 2와 같이 감쇠한다. 

Eq 2. 

  

이때 는 선형투과계수라 하고, 여기서 일정거리 X에
서 방사선의 세기는  Eq. 3과 같다. 

Eq 3.    


따라서 의료영역에서의 방사선 차폐는 거리와 투과하
는 물질의 두께 즉 차폐체의 두께와 직접적인 관계를 지
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PVC 재료에 방사선을 조사하면 
변색, 가교, 분해, 산화반응 등의 영향이 나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방사선을 이용함 내열전선, 플라스틱 
단열재, 고분자 퓨즈, 유해가스 흡착제, 피부 치료용 하이
드로겔 등이 상업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복합재료의 경
화 등 다양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11]. 

방사선 조사 후 발생되는 변화에 영향을 주는 유리기
(Free radicals)를 제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저에너지 영역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매우 작다. 경
량의 소재로 재료의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밀도
로 방사선의 저항성을 가진다면 의료방사선 저 선량 영
역에서 차폐 재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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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재료의 방사선 방어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진단용 
X-선 발생장치(Tosiba E7239, 150kV-500mA, 1999, 
Janpen)를 이용하여 의료방사선 영역인 관전류 200mA
로 고정하고 인체 방사선 촬영 에너지 영역대에서 사용
되는 관전압 40kVp, 60kVp, 80kVp, 100kVp, 
120kVp영역에서 실험하였다.

공간선량 검출기는 Radical Corporation Mo.9517 
Radiation Monitor, Mo10×5-6, 6cc Ion chamber 
(Radical Corp.)로 검 교정 후 사용하였다. PVC Plate
의 차폐성능평가를 위한 실험 방법은 Fig. 1과 같이 한국
산업표준에 X선 방호용품류의 납당량 시험방법(KS A 
4025 : 1990, 2009년 확인)과 동일한 실험 방법을 적용
하였다[12].

Fig. 1. Measuring arrangement for radiation shielding

Fig. 2. External appearance of PVC plate

주재료인 PVC는 널리 쓰이고 있는 플라스틱이긴 하
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얇은 PVC판은 주로 가공을 거
친 공예용이나 인테리어용이다. 따라서 실험을 위한 균질
한 두께의 가소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 PVC Plate
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Fig. 2와 같이 Engineering Plastics(ENGP)에서 제조
한 3mm PVC Plate(150mm×150mm, 100g)를 여러 겹 
사용하여 정해진 두께에서 측정하였다. PVC Plate 두께
에 대한 차폐율 계산은 방사선 조사선량(Irradiation 

Dose, ID)과 정해진 두께로 제작된 PVC Plate를 투과
한 투과선량(Transmission Dose, TD)의 비로 Eq. 4와 
같이 계산하였다.

Eq 4.  
 

×  

PVC Plate는 3mm, 6mm, 9mm, 12mm, 15mm로 
나누어 각 에너지별로 차폐능력을 평가하였다. 10회 조
사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에너지대별 두께를 기준
으로 PVC Plate의 차폐능력을 비교하였다.

3. 결과

PVC Plate의 두께별, 에너지별 차폐능력 평가에서 사
용된 실험에 사용된 의료방사선 실효에너지의 특징은 
Table 1과 같다. PVC Plate의 두께와 의료방사선 발생
장치의 관전압에 의한 조사선량에 대한 차폐에 결과는 
Table 2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전반적으로 두께가 두꺼
울수록 차폐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3mm에서는 낮은 차폐율을 보이고 있었다. 

Tube Voltage
(kVp) Inh. filter Add. filter Half value

(mmAl)

Eff. 
energy
(keV)

40
1.0mmBe

0.374mmAl 0.42 22.4

60 - 2.32 31.5

80

4.0mmBe +
1.5mmAl

- 3.29 42.7

100 3.25mmAl 4.85 56.9

120 3.25mmAl +
0.25mmCu 8.87 68.2

* Inh. filter = Inherent Filter  
* Add. filter = Additional filter
* Eff. energy = Effective energy

Table 1. Comparison of effective energy to tube voltage

PVC Plate의 차폐율 변화 추이를 관찰하면 Fig. 3과 
같이 나타났다. PVC Plate 두께가 두꺼울수록 에너지가 
낮을수록 차폐율이 현저히 높고 반대가 될 경우 차폐율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VC Plate 9㎜에서 관전압 
100kVp 일 때 다소 차폐율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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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C plate
Tube            [mm]
voltage[kVp]

0 3 6 9 12 15

a_IRD a_TD SR a_TD SR a_TD SR a_TD SR a_TD SR

40 5.21 3.35 35.70 2.82 45.87 2.04 60.84 1.41 72.94 0.85 83.68
60 6.49 3.74 42.37 3.04 53.16 2.62 59.63 1.52 76.58 1.12 82.74
80 7.04 4.49 36.22 3.2 54.55 2.72 61.36 2.11 70.03 1.41 79.97
100 9.62 6.32 34.30 4.85 49.58 3.2 66.74 2.71 71.83 2.21 77.03
120 12.84 9.82 23.52 8.35 34.97 6.98 45.64 5.1 60.28 3.89 69.70

* a_IRD means Average Irradiation Dose.[Unit: mR]
* a_TD means Average Transmission Dose.[Unit: mR]
* SR means the shielding rate of PVC plate.[Unit: %]

Table 2. Result of the radiation shielding tests

Fig. 3. Change of Shielding Rate with Energy

4. 고찰

의료방사선 영역의 종사자 피폭은 주로 직접선 및 2차 
방사선에 의해 노출된다. 특히 저선량의 영역도 방사선 
노출로 인해 신체적 피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
다[13]. 따라서 저선량 방사선 차폐는 의료영역 뿐만 아
니라, 공항 투시 검열대 또는 산업용 생산 검사대에 사용
되는 스캐너 커튼 등에 납을 주 원료인 차폐막이 사용된
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에너지의 범위는 
60 ~ 120kVp이며, 평균 에너지는 약 35–60keV이다
[14]. 즉 의료방사선영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광전 효과가 이 에너지 범위에서 에너지 전달과 흡수

를 지배하므로 방사선 차폐의 효과는 구성 물질의 에
너지 감쇠 계수, 두께 등 에 따라 달라진다. 저에너지 영
역의 방사선차폐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영상 의료기기 화
질 향상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이러한 차폐 재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제작의 유연
성과 두께, 무게 등의 부수적이고 중요한 요소를 만족시
키는데 있다. 본 실험 결과와 같이 PVC인 경우 차폐벽으
로 제작은 가능하나, 두께의 문제가 발생된다. 물론 밀도

를 높일 수는 있으나, 경제적인 비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차폐능력으로 평가되는 다른 재료와 같이 사용하여 
방사선 영상의료기기의 스케닝 차폐벽 구조물로 가능하다.

저 선량 방사선의 차폐체로 사용되는 앞치마(Apron)
의 경우 납 분말을 사용한 엘라스토머(Elastomer)시트로 제
작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노화, 손상 등에 의한 오염과 차
폐 수명의 단축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15]. 무연납을 재
료로 사용되는 텅스텐, 비스무트 등의 혼합물은 인열, 균
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중합체를 고려해야 한
다. 따라서 차폐 성능을 높이면서 얇고 가벼운 친환경 제
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PVC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
틱으로, 현재에도 의료용 플라스틱의 1/3을 차지하고 있
다[16]. 경제성이 뛰어나고 가소성이 좋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기에 차폐 재료로 사용되는 거부감은 없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PVC를 이용한 혼합체 실험에
서 관전압 60-120kVp에서 이루어진 방사선 차폐실험에
서 PVC는 납-고무 차폐제에 비해 더 얇은 두께에서 더 
나은 차폐율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기존 연구에
서 0.15mmPb 정도가 차폐율 70% 이상으로 본다면
[17], 아직 PVC 단일재료로 상용화한다는 것은 좀 어렵
게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두께 기준으로 차폐 재료로 효
과적인 결과로는 부족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지속되어
야 한다고 생각된다.

5. 결론

저선량 의료방사선의 차폐 재료로 PVC의 차폐 성능
을 평가하였다.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차폐효과가 PVC 
두께에 따라 증가되는 추세가 분명하였으나, 높은 에너지 
영역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PVC Plate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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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의료 방사선 차폐 효과에서는 에너지가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효과가 좋았으며, 12mm PVC Plate
는 관전압 80kVp에서 70%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타 차
폐 재료보다 두께에 비해 차폐효과는 현저히 낮아서 효
율이 낮다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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