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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use of radiation for medical purposes increases, the exposure dose of medical workers is also increasing. 

To reduce this dose, various studies on changing the shielding material have been conducted. Recently, a new 

method to reduce the dose at the entrance of the radiation treatment room was proposed by using the 

photoelectric effect that occurs when the radiation is scattered. Because this method is particularly effective for 

low-energy photons, in this study, a slit-type structure was proposed as a excellent shielding structure against 

scattered x-ray in a general photography room, and was evaluated the shielding effect by Monte Carlo simulation. 

As a result of the calculation, this study found that in the case of a structure in which steel plates with a 

thickness of 2 mm and a width of 5 cm are stacked at 2 mm intervals, a shielding effect was approximately 

99.9% or more, excluding the heights of the floor and the patient where scattering occurs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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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인공방사선을 이용

하는 활동 중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리방사선을 

피폭시킨다. 특히, 의료시스템이 선진화된 나라일

수록 의료방사선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는 의료관계자의 방사능 노출 가능성 

역시 함께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관계자

의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 방사선을 이용하

는 치료시설은 콘크리트 같은 차폐체를 이용하여 

방사선원을 둘러싸는 형태로 설계된다. 심지어 일

반촬영을 위한 시설도 납, 또는 납을 포함한 유리

를 이용하여 차폐한다. NCRP Report No. 151은 의

료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줄이기 위한 고 에너지 방

사선 치료시설 설계방법 전반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하고 있으며, 이 설계방법은 일반촬영실에도 적용

이 가능하다[1].

사용시설에 설치되는 차폐체와 별도로, 방사선을 

이용하는 의료종사자는 개인의 방사선방호를 위해 

납치마로 대표되는 액세서리 형태의 차폐체를 착

용해왔다. 그러나 납의 유해성으로부터 의료종사자

를 보호하고자 납을 대체하는 다양한 차폐체가 연

구되었다. 이 연구들은 사용자가 직접 착용하는 앞

치마의 재질을 바꾸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2-8].

반면 콘크리트로 대표되는 건축재의 대체재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납을 함유한 

고체상 폐기물을 차폐체로 이용하고자 전산코드와 

실험을 이용하여 이 폐기물의 질량감쇠계수(Mass 

attenuation coefficient)를 구함으로써 차폐성능을 평

가했다[9-10]. 방사선원에서 발생한 방사선이 관심지

점까지 도달하는 과정은 측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Monte Carlo method로 대표되는 전산

코드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전산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측정값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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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1].

최근 연구에서 방사선치료실 입구의 미로구조 

벽면을 납으로 얇게 덧씌우는 방법을 이용하여 미

로 입구에서의 선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제안되

었고, Monte Carlo method와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

다.[12,13] 이 방법은 방사선치료실 입구의 선량에 기

여하는 방사선은 컴프턴 산란(Compton scattering)에 

의해 에너지가 낮아진 광자이며, 에너지가 낮은 광

자는 원자번호가 높은 물질과 상호작용 시 컴프턴 

산란과 경쟁적으로 발생하는 광전효과(Photoelectric 

effect)를 일으킬 확률이 크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

이다. 이 효과는 저에너지 광자선에서 더 큰 효과

가 있음을 기존연구에서 증명했으며, 이 연구에 따

르면 1, 2, 4 mm 납판을 이용한 경우 0.5 MeV 광자

에 대한 %DRF(Dose reduction factor)[12]는 78, 80, 

81%에 해당했다[13].

방사선치료실 입구의 선량감소에 대한 연구[12-13]

는 방사선원을 차폐체를 이용하여 둘러싸는 고전적

인 방법 대신 원자번호가 높은 물질과의 충돌 과정

에서 발생하는 광전효과를 통해서도 저에너지 광자

에 대한 차폐가 가능함을 시사해준다. 특히, 저에너

지 광자선에서 광전효과가 잘 일어나는 특성을 이

용하면, 110 kVp 또는 그 이하의 X-ray를 사용하는 

일반촬영실의 차폐는 검사실과 촬영실 혹은 검사실

과 보호자실을 완전히 막았던 기존의 차폐방법 대

신, 슬릿형태의 차폐체를 이용하는 격벽의 형태도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차폐방법은 환자와 

의료종사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해주고, 특

히 어린 환자의 경우 고립된 환경에서 검사를 받아

야하는 공포심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슬릿형태 구조물의 X-ray 차폐능력

을 MCNP6.1[14]을 이용하여 평가하여, 이 구조체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Ⅱ. MATERIAL AND METHODS

일반촬영실에서 사용하는 X-ray의 산란선을 슬릿

형태 구조물로 차폐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Fig.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병원 일반촬영실의 구조를 

참고하여 기하학적 평가조건을 결정했다.

산란선이 많이 발생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누

워있는 환자의 위에서 X-ray를 하향 촬영하는 상황

을 가정하였다. X-ray 선원의 에너지 스펙트럼은 

Report 78-Spectrum processor의 결과물을 이용했으

며[15], X-ray 생성조건 및 생성 X-ray의 특성은 각각 

Table 1 및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다.

산란선을 발생시키는 환자는 가로 300 mm, 세로 

600 mm, 깊이 150 mm의 물 팬텀으로 대신하였고, 

일반적인 사람의 키가 2 m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지상으로부터 2 m까지 슬릿형태의 구조물을 차폐

체로 설치하였다. 이 구조물이 환자로부터 멀리 설

Table 1. Input data for Report 78-Spectrum processor[15]

Parameters Values

Target material Tungsten

Tube voltage 110 kVp

Anode angle 16 degree

Materials used to attenuate spectrum 0.80 mm

Fig. 1. Top view of simulation model (a), and side 
views of a shielding wall (b). Unit of length is mm.



"J. Korean Soc. Radiol., Vol. 14, No. 6, November 2020"

735

Fig. 2. X-ray energy spectrum using this calculation.

Table 2. Cell numbers and sizes of the region of interest 
used in the calculations

Cell No.

Size of cells

Width
(mm)

Depth
(mm)

Height
(mm)

1 900 5 200; Floor level to 200

2 900 5 150; 200 to 350

3 900 5 100; 350 to 450

4 900 5 100; 450 to 550

5 900 5 100; 550 to 650

6 900 5 100; 650 to 750

7 900 5 100; 750 to 850

8 900 5 150; 850 to 1,000

9 900 5 200; 1,000 to 1,200

10 900 5 400; 1,200 to 1,600

11 900 5 400; 1,600 to 2,000

치되는 경우는 이 구조물이 벽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고, 환자 근처에 설치되는 경우는 이동식 차폐체

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상

황을 모두 평가하였다. 슬릿형태 구조물의 폭은 

Fig. 1(b)에서 L로 표기하였다.

빠른 계산을 위해 환자가 눕는 침대는 계산에서 

생략되었고, 환자로부터 2 m 지점, 즉 슬릿형태 구

조물이 벽으로 사용되는 경우 벽 뒤쪽을 관심지점

으로 지정하였다. MCNP6의 Mesh tally 기능을 사

용하는 경우 많은 계산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폭 

900 mm의 관심지점을 높이별로 구분하여 관심지

점으로 선정하였다. 관심지점의 Cell No.와 크기는 

Table 2와 같다.

선량환산인자는 ICRP Publication 116[16]의 Table 

A.1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했다. 이 출판물에서는 

다양한 피폭방향에 따른 선량환산계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저에너지에서 높은 

값을 제시하는 AP(Antero-Posterior) 조건의 선량환

산인자를 사용했다.

구조물의 차폐성능인 차폐전후 선량비율

(Transmission factor, B)은 차폐 전 선량(I0)과 차폐 

후 선량(I)의 비율이며, Eq. (1)로 계산된다.

 



(1)

Ⅲ. RESULT

슬릿형태의 구조물이 산란방사선 차폐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10 kVp X-ray의 하향조사 

시 2 m 거리에서의 선량을 계산하였다. 슬릿 형태

의 구조물은 Fig. 1(b)에서 보는 것과 같이 두께 2 

mm, 폭 50 mm, 길이 900 mm인 판을 2 mm 간격으

로 수평 적재하는 구조로 만들고, 구조물의 재질에 

따른 차폐성능 비교를 위해 재질을 알루미늄, 철, 

납으로 설정하여 차폐전후 선량비율(B)를 평가했

다.

알루미늄, 철, 납의 차폐전후 선량비율(B)은 Fig. 

3(a)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상대로 원자번호가 낮

은 알루미늄의 차폐성능이 철과 납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았다. 산란선을 발생시키는 팬텀 및 바닥의 

높이를 제외하면, 철과 납의 차폐전후 선량비율(B)

은 1.00E-03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낮았다. 이는 차

폐체의 십가층(Tenth value layers)의 3배에 해당하

는 차폐성능이므로, 이 구조체는 110 kVp X-ray에 

대한 차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차

폐체의 재질과 무관하게 팬텀 및 바닥 높이에서 차

폐효과가 낮게 나왔는데, 이는 수평으로 쌓아진 슬

릿은 슬릿과 평행하게 입사되는 방사선과 반응하

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원자번호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56Fe와 207Pb의 차폐전후 선량비율(B)이 거의 

같았다는 점이다. 이로써 방사선과 슬릿형태 구조

물과의 상호작용이 차폐가 아니라, 광전효과에 의

한 에너지 흡수임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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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은 높은 밀도로 인해 X-ray 또는 감마선에 대

한 좋은 차폐체로 분류되지만, 자기 스스로의 무게

를 견디지 못해 지지구조물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1]. 따라서 슬릿형태 구조물을 제작하기 가장 적합

한 재료는 철로 판단하고, 이후 계산은 철을 사용

하여 진행하였다.

슬릿형태 구조물의 설치 위치에 따른 차폐전후 

선량비율(B)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물과 선

원간 거리가 1 m인 경우와 2 m인 경우를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구조물과 선원간 거리가 1 m인 경우는 

이 구조물이 이동식 차폐체(Mobile shield)로 사용되

는 경우이고, 구조물과 선원과의 거리가 2 m인 경

우는 이 구조물이 벽 또는 문의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관심지점은 두 경우 모두 선원으로부터 

2 m인 지점이며, 구조물의 재질은 철이다.

계산결과 Fig. 3(b)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Fig. 1(b)에서 L로 표현된 슬릿의 두께에 따른 차

폐전후 선량비율(B)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슬릿

의 두께(L)를 1 cm부터 5 cm까지 변화시키며 계산

했다.

슬릿의 두께(L)가 얇아질수록 산란방사선이 슬릿

과 상호작용할 확률도 줄어들기 때문에, 예상대로 

차폐전후 선량비율(B)이 증가하여 차폐효과가 떨어

짐을 Fig. 3(c)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팬텀과 동

일높이에서의 차폐전후 선량비율(B)은 슬릿의 두께

(L)와 무관하게 비슷한데, 이를 통해 슬릿과 수평으

로 입사되는 방사선이 차폐체와 반응하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다.

관심지점을 상하 방향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팬텀의 높이에서 높게 계산되는 선량이 좌우 방향

으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관심지

점을 MCNP6의 Meshtally 기능을 사용하여 x축(좌

우)과 y축(상하)에 대한 선량을 계산하였다.

계산결과 Fig.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팬텀 높이의 

선량은 모든 x축(좌우)에 대해 동일하게 높았다. 이

는 슬릿을 수평방향으로 쌓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3. The transmission factors (B) according to the 
types of shield on 110 kVp X-ray. In (b) and (c), the 
steel is used for structure.

Fig. 4. Effective dose behind silt-shaped structure. The 
size of the region of interest was set to 90 cm wide 
and 200 cm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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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DISCUSSION

이전 연구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량을 줄이

기 위한 방법으로 재료의 개선을 주로 연구했다. 

방사선을 이용하는 의료종사자들은 납치마로 대표

되는 액세서리 형태의 차폐체를 주로 사용했고, 납

의 유해성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납을 대

체하는 다양한 재질이 연구되었다. 재료의 개선은 

콘크리트로 대표되는 건축자재 분야에서도 역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컴프턴 산란

(Compton scattering)과 경쟁적으로 발생하는 광전효

과(Photoelectric effect)를 이용하여 저에너지 광자의 

차폐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저에너지에서 광전효과가 일어나

면 광자의 에너지를 물질이 모두 흡수하여 광자가 

소멸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슬릿형태의 구조물이 

일반촬영실에서 차폐체로써 사용 가능한지 MCNP6

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계산결과, 철판을 이용한 슬릿형태 구조물은 일

반촬영실의 차폐에 적합함을 증명했다. 철판이나 

납판을 사용하여 슬릿의 두께를 5 cm로 설계하여 

계산한 경우 차폐전후 선량비율(B)은 산란이 직접 

발생하는 바닥과 환자 높이를 제외하면 1.00E-03과 

비슷하거나 더 낮았다. 이 결과는 차폐체의 십가층

(Tenth value layers)의 3배에 해당하므로, 이 구조체

는 110 kVp X-ray에 대한 차폐체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폐능력은 차폐 구조물과 산란 

구조물의 거리에 무관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존

재한다. 먼저, 비록 직접 실험을 통한 실측이 아니

므로, 코드의 자체적인 문제 혹은 실제 현장에서의 

기하학적인 원인 등으로 계산과 차이가 있을 수 있

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선량환산계수를 보수적인 

값으로 선정하고, 기존 연구[1,14]에서 정확성이 증명

된 MCNP6을 계산 코드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최소

화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계산 결과의 상대오차를 

5% 이하로 계산하여 코드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

고자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산란이 직접 발생하는 

바닥과 환자 높이에서의 차폐전후 선량비율(B)이 

다른 지점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슬릿형태의 

구조물의 사용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용상의 

범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책상의 

높이가 75 cm 내외인 점과 촬영실 창문이 75 cm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 구조물

을 촬영실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슬릿형태의 구조물을 

이용한 차폐체는 방사선원과 관심지점을 물리적으

로 차단하지 않고 선량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있다. 이 현상은 공간

을 차단하지 않으면서 방사선은 차폐해야하는 환

경에 적극 사용할 수 있다. 환자와 의료종사자간, 

혹은 환자와 보호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

한 환경에서는 매우 좋은 차폐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MCNP6을 이용하여 병원 일반촬영실 

X-ray 산란선에 대한 슬릿형태 구조물의 차폐성능

을 평가하였고, 이 구조물이 차폐체로써 이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증명은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해

서는 방사선원을 격리시켜 차폐해야한다는 기존의 

오래된 설계 개념을 바꾸는 것이다. 기존 설계개념

에서도 미로(Maze)를 이용하여 선량을 줄이는 방법

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는 선원과의 거리를 추가 확

보하는 방법이었다. 추가적인 거리확보 없이 산란

현상만을 이용하여 선량을 적극적으로 감소시켜 

차폐체를 대신하는 방법은 이 연구가 최초이다.

특히, 고에너지 선형가속기를 사용하는 치료시설

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덕트의 경우 치료실 내부 

천정 높이에 설치되므로 바닥 혹은 환자 높이에서 

차폐효율을 떨어지는 슬릿형태의 구조물을 적용하

기 매우 좋은 대상이다. 치료시설에 설치되는 덕트 

차폐의 경우 슬릿형태 구조물이 기존 차폐 방법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별도의 예비실험에서 확

인했다. 따라서 차후에는 슬릿형태 구조물을 고 에

너지 선형가속기 사용시설의 덕트 차폐체로 사용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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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한 슬릿형태 구조물의 차폐능력 평가

김상록1,*, 허재승1,2

1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안전관리팀

2고려대학교 보건안전융합과학과

요  약

의료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줄이기 위한 최근 연구에서, 방사선이 산란될 때 발생하는 광전효과를 이용하

여 방사선치료실 입구에서의 선량을 줄이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특히 저에너지 광자에 효과적이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슬릿형태 구조물의 일반촬영실 산란 엑스선

에 대한 차폐성능을 평가하였다. 두께 2 mm, 폭 50 mm, 길이 900 mm인 판을 2 mm 간격으로 수평 적재하

는 형태의 슬릿형태 구조물은 알루미늄에 비해 철 또는 납으로 만드는 경우 차폐효과가 뛰어났다. 재질을 

철로 한정한 경우 선원과 관심구역 사이에서 결정된 구조물의 설치위치는 차폐효과와 무관했으며, 판의 폭

은 차폐효과에 비례했다. 폭 50 mm 철판을 사용한 경우 산란선이 직접 발생하는 바닥 및 환자의 높이를 

제외하면 약 99.9% 또는 그 이상의 차폐효과가 있었다.

중심단어: 방사선, 산란 엑스선, 차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광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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