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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국제방사선방호 원회(ICRP)에서는 재방사선( 상

의학,Interventional Radiology)시술자의 방호복 안쪽 

 바깥쪽에 패용한 선량계가 나타내는 개인선량당량 

에 각각 한 가 치를 부여한 값을 합하여 

유효선량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복수선량계”[1] 알고리

즘을 권고하고 있다. 재까지 개발된 복수선량계 알

고리즘에 따르면, 바깥 선량계 패용 치는 목깃 가운

데이며, 안쪽 선량계의 경우 연구자마다 정의하는 패

용 치가 다르고, 시술 조건 한 다양하다. 

최근 ICRP는 조직 가 치를 일부 수정하 는데, 뇌, 

흉외 기도, 구강 막과 같이 차폐가 되지 않는 머리 

쪽 부 의 조직가 치가 증가되었으며, 기 인 모델을 

바탕으로 개발된 새로운 체 소 기  모의체(Voxel 

reference phantom)를 채택하여[2] 유효선량 변화에 

따른 복수선량계 알고리즘이 재평가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X-ray 빔 입사 방향별, 압  

방호복 두께에 따라 ICRP 기  모의체를 이용하여 

MCNP로 평가한 시술자의 유효선량  을 기

존 연구에서 제안된 복수선량계 알고리즘과 비교하

다. 

 재료  방법

X-ray 빔이 워있는 환자의 심장 부 에 각각 

(AP)와 아래(PA)에서 조사될 때, 산란되는 방사선장

에 서 있는 시술자를 일반 인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산모사하 다. 시술자는 0.3,  0.5mm 납치마 

Table1. Double dosimetry algorithms for the calculation 

of effective dose(E)

갑상선 보호 를 착용하 으며 은 ICRU 정의

에 따라 조직 성분인 구의 1cm 깊이에서의 선량값으

로, 바깥 선량계()는 갑상선보호  에, 안쪽 선량

계()는 허리와 가슴 앙에 모사하 다.[3] 표1은 

재까지 개발된 복수선량계 알고리즘으로[4], 빔 입사 

방향, 안쪽 선량계 패용 치, 갑상선보호  착용 유무 

등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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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Ratio E1/E2, i.e. the effective dose obtained 

from the double dosimetry algorithm(With 

thyroid shield) divided by the effective dose 

calculated from the Monte Carlo simulation 

in this study.(Upper : AP projection, Lower : 

PA projection)

참  고  문  헌

1. ICRP Publication 85 (2000)

2. ICRP Publication 103 (2007)

3. 김지 . “ 재방사선시술자의 유효선량 평가를 한 

복수선량계 알고리즘 개발”, 한양 학교 학원(2011) 

4. H.Jarvinen et al., Overview of double dosimetry 

procedure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effective 

dose to the International Radiology staff. 

Radiation Protection Dosimetry(2008)Vol.129, 

No.1-3

 결과  고찰

그림1은 각각 AP, PA빔 방향에 따라 4가지 조건에

서( 압 90, 120 kVp일 때 납치마 두께 각 0.3, 0.5

mm) 시술자의 안쪽  바깥쪽 에 한 산

모사  결과를 기존 복수 선량계 알고리즘에 용한 값

(E1)과 기  모의체를 이용하여 MCNP로 계산된 유효

선량(E2)의 비를 나타낸다. AP 빔 방향 일 때, 복수 

선량계 알고리즘은 1∼6.5배 범 에서 유효선량을 반

하며, PA 빔 방향에서는 과소평가되는 한 두 개의 

알고리즘을 제외하고는 유효선량을 1∼2배 범 에서 

반 하고 있다. 실제 재방사선 시술에서 PA 빔 방

향이 많이 쓰이며 선량계 알고리즘에 한 연구 역시 

PA빔 방향을 주로 하 기 때문에 AP방향 결과를 

기존 알고리즘에 용한 경우 불확실성이 증가된다. 

빔 방향에 따른   비는 AP 빔 방향이 PA보다 

약 2.5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MCNP 

결과는  Boetticher et al.이 ICRP103 조직가 치를 

고려하여 물리  팬텀  TLD를 사용한 실험 결과로 

도출된 알고리즘과 가장 근 함을 보 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CRP 기  모의체  산모사를 이용

하여 재까지 연구된 재방사선 시술자의 복수선량계 

알고리즘을 비교하 다. 복수선량계 알고리즘은 재방

사선 시술자의 유효선량을 부분 과 평가 하며, PA 

빔 방향이 AP빔 방향보다 더 근 하게 반 한다. 하지

만 NCRP  Botticher et al.,(ICRP60 조직 가 치 

용)의 경우는 PA 빔 방향에서 유효선량을 상당히 과소

평가 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산모사 

결과는  Botticher et al.,(ICRP 103 조직 가 치 용)

가 제안한 복수선량계 알고리즘(E=0.6+0.47)과 가

장 유사함을 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