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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field of radiation therapy using photon beams and electron beams, since each patient has a different 

sensitivity to radiation, skin side effects may occur even at the same dose. Therefore, if there is a risk of 

excessive dose to the skin, a dosimeter is attached to verify whether the correct dose is being investigated. 

However, since the skin dosimeter checks the attachment site visually by measuring a point dose, it is difficult 

to confirm an accurate dose distribution. As a result, the measurement and simulation errors of the material HgI2 

in the 6 MV photon beam were 3.73% and 5.24%, respectively, at the minimum thickness of 25 μm, and the 

material PbI2 was 4.73% and 5.65%,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the 6 MeV electron beam, 

the measurement and simulation errors of the material HgI2 were 1.35% and 1.12%, respectively, at a minimum 

thickness of 25 μm, and the material PbI2 showed relatively low attenuation error, 1.67% and 1.20%, 

respectively. Therefore, it was evaluated that the thickness of the photon beam within 25 μm and the electron 

beam within 100 μm is suitable to have a reduction rate error within 5%. This study presents a new research 

direction for a flexible dosimeter attached to the human body that is required in clinical practice and the 

construction conditions of a future skin dos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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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방사선 치료에서 피부는 약 30 Gy 이상의 선량

이 노출되면 홍반 (erythema), 박리 (desquamation), 

괴사 (necrosis)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

다.[1,2] 또한 전자선치료는 피부 또는 심부깊이가 낮

은 종양을 대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더욱 밀접하

게 작용한다. 이때 치료 선량은 치료계획시스템에

서 계산하여 예측하고 있지만, 정확도는 ± 20%에 

불과하다.[3] 그리고 환자는 방사선에 대한 피부민

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될 경우 선량

계를 이용한 검증이 요구된다.[4]

이에 임상에서는 필름 (14%), 광자극발광선량계 

(26%), 열형광선량계 (11.8%) 등의 선량계를 사용

하여 피부선량을 측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약 10% 

이상의 높은 오차를 가진다.[5] 또한 부착 부위를 육

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위치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에 임상에서는 인체에 부착하

여 체표면적에 대한 선량검증이 가능한 선량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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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부선량은 표면에서부터 발생되는 2차 전

자 발생으로부터 빌드업 영역을 가지기 때문에 선

량계의 구성 물질과 두께에 따라 선량변화를 초래

할 수 있다.[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패치형 선량계 개발에 앞서 치료선량 차이

를 줄이기 위한 기초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방사선 검출기 분야에서는 연성 기능을 가

지는 광도전체 물질을 활용한 계측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7,8] 이 중 수은요오드화합물 

(HgI2)와 납요오드화합물 (PbI2)는 높은 원자번호 

(ZHg : 80, ZPb : 82, ZI : 53)를 가지며, 2.1 eV, 2.31 

eV로 넓은 밴드갭 에너지를 갖는다. 그러므로 

X-ray 또는 γ-ray에 대한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다

양한 계측 평가가 이루어져왔다.[8-10] 하지만 체표면

의 선량 분포를 분석하기 위한 선량계 연구에 앞서 

감약에 의한 임상적 오차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입자침전법 (particle in binder; PIB) 증착 방

식은 파우더 형태인 광도전체 물질과 실리콘바인

더를 혼합함으로써 연성을 가지는 기능성 물질 제

작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gI2와 PbI2 기반의 연성 물

질을 제작하였다. 이후 광자선과 전자선에 대하여 

각 두께의 감약률 오차를 평가함으로써 최적화된 

선량계 두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평가 

항목에 대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시

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다.

Ⅱ. MATERIAL AND METHODS

1. Film and fabrication of photoconductor

본 연구는 피부 선량계의 감약률 오차를 평가하

기 위해 polyester (PET) 필름 상에 PIB 증착 방식을 

활용하여 HgI2와 PbI2 물질을 제작하였다.

PET 필름은 50 ~ 250 μm 두께를 사용하였고, 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30분간 초음파 세척을 수행

하였다. 이후 광도전체 물질 제작은 99.999% 순도

를 가지는 HgI2, PbI2 (Kojundo chemical laboratory 

Inc., Japan) 파우더 물질과 실리콘 고무 바인더 

(T-2)를 4:1 혼합비로 혼합하여 스크린프린팅 기법

으로 도포하였다. 이때 광도전체 크기는 plane 

parallel 이온 챔버 (PP chamber)의 크기 (반경 : 3 cm)

와 검출용적 (반경 : 2.5 mm, 깊이 : 1 mm)을 커버할 

수 있는 4 cm × 4 cm로 설정하였고, 25 ~ 250 μm까

지 두께를 제작하기 위해 프레임을 형성하였다. 이후 

물질 표면 거칠기 (roughness)를 5% 이하로 낮추기 

위해 30분간 석정반 공정을 수행하였고, 70℃에서 8

시간 오븐 공정을 통해 물질을 제작하였다.

2. Measurement set-up

본 연구에서는 피부 선량계의 최적 두께를 제시

하기 위해 50 ~ 250 μm 두께에 대한 PET 필름의 최

적 두께를 평가하였다. 이후 평가된 최적 두께를 보

이는 PET 필름 상에 25 ~ 250 μm의 두께를 가지는 

물질을 제작하였으며, 두께에 따른 감약률 오차를 

측정하였다. 이때 감약률 오차는 0 μm의 정규화된 

측정치를 기준으로 오차를 제시하였다. Fig. 2 는 감

약률 오차 평가를 위한 측정 모식도를 보여준다.

Fig. 1. The schematic diagram of measurement setup
at photon and electron beam.

감약률 오차 측정은 선형가속기 (Elekta AB, 

Stockholm, Sweden)를 이용하여 6 MV 에너지의 광

자선과 전자선을 조사하였다. 이때 선원과 표면과

의 거리 (Source to surface distance; SSD)는 100 cm

로 설정하였으며, 500 MU/min의 선량률에서 200 

MU의 방사선량을 10회 반복하여 조사하였다. 감약

률 오차 측정은 표면 선량에 대해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PP chamber (Advanced Markus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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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W type 34045)를 사용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

에서 사용된 PET 필름의 두께와 제작된 광도전체

의 두께를 보여준다.

Table. 1 Film and material condition

PET film thickness 50, 75, 100, 125, 150, 250 μm

PET film size 5 cm × 5 cm

Material thickness 25, 50, 75, 100, 125, 250 μm

Material size 4 cm × 4 cm

필름 감약률 오차 평가는 PET 필름의 최적화된 

두께를 설정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후 선정된 두

께를 가지는 필름상에 광도전체 물질을 증착하여 

감약률 오차 평가하였다. Table 2는 측정 시 설정된 

LINAC의 조사조건을 보여준다.

Table. 2 Measurement condition

Energy Photon 6 MV, Electron 6 MeV

Field size
Photon 20 cm × 20 cm

Electron 14 cm × 14 cm (14 cone)

Dose 200 MU

Dose rate 500 MU/min

SSD 100 cm

Irradiation times 10

TRS-398 report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치료 용적

에 대하여 흡수선량 투여는 ± 5%의 정확성을 권고

하고 있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약률 오차의 

평가 기준은 5%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2. Simulation set-up

본 연구에서는 측정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2 는 시뮬레

이션 구동을 위한 기하학적 구조를 보여준다. 전자

선의 경우 선속평탄여과판 (Flattening filter)의 위치

에 산란박 (Scattering foil)을 위치시켰다.

시뮬레이션 구동을 위한 code는 Monte-Carlo 

N-Particle transport 6.1 (MCNP)를 사용하였으며, 크

게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LINAC 

장비와 시뮬레이션의 빔 일치를 검증하기 F6 tally

를 이용하여 MeV/g으로 측정 후 식(1)을 이용해 심

부선량백분율 (percentage depth dose; PDD)을 산정

해 비교하였다.

Fig. 2. The geometry of simulation at photon (left) 
and electron (right) beam.

 





× (1)

dd : Measurement dose

dm : Maximum dose

일반적으로 방사선치료 선형가속기 시뮬레이션

은 PDD를 측정값과 비교하여 빔 모델링에 대한 검

증을 수행한다. 이를 얻기 위해 SSD가 100 cm인 

지점에 50 × 50 × 50 cm3 크기의 물 팬텀을 구성하

였다. 이때 검출 용적으로 설정한 voxel은 측정에 

사용되는 thimble chamber 측정 용적인 0.13 cm3와 

근접한 0.5 × 0.5 × 0.5 cm3로 구현하여 선량 값을 

도출하였다. 시뮬레이션은 3% 미만의 신뢰도를 가

지기 위해 조사야 10 × 10 cm2 조건에서 8 × 107이

력수로 총 3회 반복 시행하여 계산하였다.

Ⅲ. RESULT

1. PDD of measurement and simulation

본 연구의 빔 모델링 검증은 표면 선량계 감약률

에 대한 목적에 맞춰, 측정과 시뮬레이션의 PDD 0 

cm와 0.5 cm 깊이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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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AC 광자선 6 MV의 측정과 시뮬레이션 PDD 

결과를 보여준다.

Fig. 3. Percentage depth dose at 6 MV photon beam.

본 결과 MCNP로 얻은 0.2 cm 간격으로 출력한 

PDD의 선량 차이는 평균 ± 1.23%로 임상적 허용 

범위인 2% 이내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가속기 모델링이 신빙성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6 MV 광자선의 PDD 오차는 0 mm에서 약 

4.04%, 5 mm에서 약 0.70%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치료계획시스템에서 측정과 시뮬레이션의 표면오

차는 약 20% 이상을 보인다.[12] 이와 비교하였을 때 

본 결과는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선의 감약률 비교를 위해 전

자선 PDD를 비교하였다. Fig. 4는 LINAC 전자선 6 

MeV의 측정과 시뮬레이션의 PDD를 보여준다.

Fig. 4. Percentage depth dose at 6 MeV electron beam.

6 MeV 전자선의 경우 PDD 오차는 0 cm에서 

1.44%, 0.5 cm에서 0.97%로 2% 이내의 결과를 보

였다.

2. Film attenuation rate

본 연구에서는 피부 선량 측정을 위한 연성 선량

계의 최적화된 두께를 제시하기 위해 필름과 광도

전체 물질 두께에 따른 감약률 오차를 제시하였다. 

Fig. 4은 필름 두께에 따른 측정과 시뮬레이션의 감

약률 오차를 보여준다.

Fig. 4. Attenuation of PET film at 6 MV and 6 
MeV.

6 MV 광자선의 측정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최소 

두께 50 μm에서 각 각 2.14%, 2.64% 오차를 보였

다. 또한 필름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선량이 선형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평균오차는 

1.18%를 보였다. 이에 필름 두께는 최소 75 μm 미

만에서 평가기준인 5% 미만의 오차를 만족하는 결

과를 보였다.

6 MeV 전자선의 경우, 측정과 시뮬레이션의 오

차는 최소 두께인 50 μm에서 각 각 0.16%, 0.24%,

를 보였고, 전자선은 광자선보다 낮은 감약률 오차

를 보였다.

3. Film and material attenuation rate

본 연구에서는 광도전체 물질 제작은 필름 두께

에 따른 증착 안정성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 5% 이

내를 만족하는 75 μm PET 필름 상에 증착하였다. 

Fig. 5는 제작된 물질 두께에 따른 측정과 시뮬레이

션의 감약률 오차를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 전반

적인 물질의 감약률 오차는 필름과 유사하게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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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a) Attenuation rate error of HgI2

(b) Attenuation rate error of PbI2

Fig. 5. Attenuation rate error of materials at 6 MV 
and 6 MeV.

 

6 MV 광자선 결과, 물질 HgI2의 측정과 시뮬레

이션 오차는 최소두께 25 μm에서 각 각 3.73%, 

5.24%를 보였다. 물질 PbI2의 측정과 시뮬레이션 오

차는 각각 4.73%, 5.65%를 보였다. 반면 6 MeV 전

자선 결과, 물질 HgI2의 측정과 시뮬레이션 오차는 

최소두께 25 μm에서 각 각 1.35%, 1.12%를 보였다. 

물질 PbI2의 측정과 시뮬레이션 오차는 각 각 

1.67%, 1.20%로 비교적 낮은 감약률 오차를 보였

다. 이에 본 연구 결과 광자선은 5% 이내의 감약률 

오차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 25 μm 미만의 두께

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전자선의 경우 100 μm 이내 두께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소두께 25 μm 두께를 기준

으로 측정과 시뮬레이션의 결과 오차는 6 MV 광자

선과 6 MeV 전자선에서 각 각 최대 1.51%, 0.50%

로 시뮬레이션에서 높게 평가되었으며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

Ⅳ. DISCUSSION & CONCLUSION

본 연구에 사용된 실리콘 고무 바인더의 PIB 증

착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가공, 성형이 가능한 연성 

물질로써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피부 선량계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피부 선량계 제

작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선량계 물질 구성과 두

께에 따른 감약률 오차를 제시하였다. 이는 감약으

로 인해 미치는 피부선량의 오차를 제시함과 동시

에 연성 피부 선량계의 최적화된 두께를 평가하는 

첫 번째 연구로써 의미가 있다.

본 연구 결과 필름의 두께는 광자선에서 최소 75 

μm 두께로 평가되었으며, 전자선은 모든 두께에서 

평가기준 5% 이내를 만족하였다. 물질의 두께는 

광자선에서 25 μm, 전자선에서 100 μm 이내에서 

평가기준을 만족하였다. 그러므로 피부선량의 오차

를 줄이기 위한 피부 선량계는 약 25 μm 이하의 박

막 두께로 제작되어야 하며, 정확한 측정을 위해 

신호수집 효율이 우수한 물질이 활용되어야 한다.

물질 PbI2는 HgI2보다 비교적 감약률 오차가 크

게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감약에 의한 선량오차를 

줄이기 위한 선량계 물질은 PbI2 물질 보다 HgI2 물

질이 적합하다. 본 결과는 약 2 MeV 이상의 에너

지에서 물질 원자번호가 높아질수록 질량 감쇠계

수가 높게 발생되는 이론에 근거하여 물질의 전자

밀도에 의한 영향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13] 그러

므로 피부 선량계 물질은 원자번호 및 전자밀도에 

대한 물리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선량계 

구성을 위한 보호막 재질은 연성 기능성을 포함하

여 감약에 영향을 크지 않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과 두께 변경에 따른 결과를 

유추하기 위한 방법으로 MCNP 코드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과 측정 결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시뮬

레이션 결과는 필름 두께 75 μm 이내와 물질 두께 

25 μm 미만일 때 가장 적합한 두께로 유추할 수 있

다. 이는 추가적인 물질 개발과 제작 두께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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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다결정질 (poly-crystalline) 기반 선량계는 광자선

에 대한 성능 평가를 통해 적용 가능성이 보고되어 

왔다.[14,15] 반면 전자선에 대한 성능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광자선과 전자선의 검출 특성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피부선량을 검증할 수 있

는 패치형 선량계 개발에 대한 접근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점 선량을 측정하는 기존 선량계는 피부 표면의 

선량 분포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접빔 

(adjacent beam)의 두개척수조사 (craiospinal 

irradiation) 치료에서 접합 사이 (junction gap)를 정

확하게 검증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에 2D 

피부 선량계 개발을 위해 array 검출을 통한 검증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인체 표면에 부착할 수 있는 

연성 물질로써 인장 강도 및 주사전자현미경 

(SEM) 분석을 통한 물리적 평가와 구부림에 따른 

전기적 특성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10]

본 연구는 임상에서 요구되는 인체 부착형 연성 

선량계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미

래 피부선량계의 구성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방사선을 다루는 모든 계측분야에서 곡

면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 검출기 연구의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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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자선 치료에서 피부선량계의 측정과 시뮬 이션을 

이용한 감약률 오차 평가

한무재,1 양승우,1 허승욱,2 배상일,3 문영민,3 박성광,4 김진영3,*

1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과

2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소

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학과

4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광자선과 전자선을 사용하는 방사선 치료 분야에서는 환자마다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선량에서도 피부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이에 피부에 과다선량 위험도가 있을 경우, 선량계를 부

착하여 정확한 선량이 조사되고 있는지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피부선량계는 점선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부착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정확한 선량 분포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체표면적에 대한 선량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2D 선량계의 기초 연구로 감약률 오차를 분석하여 최

적화된 선량계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결과 6 MV 광자선에서 물질 HgI2의 측정과 시뮬레이션 오차

는 최소두께 25 μm에서 각 각 3.73%, 5.24%를 보였고, 물질 PbI2는 각각 4.73%, 5.65%를 보였다. 반면 6 Me

V 전자선 결과, 물질 HgI2의 측정과 시뮬레이션 오차는 최소두께 25 μm에서 각 각 1.35%, 1.12%를 보였고, 

물질 PbI2는 각 각 1.67%, 1.20%로 비교적 낮은 감약률 오차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 5% 이내의 감약

률 오차를 가지기 위해서는 광자선 측정은 최소 25 μm 미만, 전자선 측정은 100 μm 이내 두께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임상에서 요구되는 인체 부착형 flexible 선량계의 새로운 연구 방향과 미래 

피부선량계의 구성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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