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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을 위한 모형 선형가속기 및 부속기구 제작 활용

김천 학 방사선과

나      수      경

목 : 의료환경의 변화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처하기 하여 학에서는 필요한 실습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

다. 그러나 재정 인 부담과 그것들을 유지 리하는데 생기는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의 학들이 고가의 방사선 치료 장치를 

설치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로 인한 실습의 제약을 해소하기 하여 김천 학 방사선과에서는 모형 선형가속기  모형 부속

기구를 제작하여 학생들의 실습 시간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유용성에 해 보고하고자 한다.

상  방법: 우리가 자체 제작한 모형 선형가속기(DLINAC-001)는 실제 선형가속기와 동일한 회 지지축(gantry)과 조사 

head의 회 이 가능하도록 제작하 다. 한 실습교육의 극 화를 해 우리는 자체 으로 모형 맞춤블록, 모형 기필터, 모

형 자선 조사통과 환자고정기구를 제작 하 다.

결 과: 선형가속기의 기계 인 기능과 동일하게 모형 선형가속기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용도의 모형 부속기구들을 실

습 시 활용할 수 있다.

결 론: 김천 학 방사선과에서 제작된 모형 선형가속기와 부속기구를 제작하여 학생들의 실습시간에 활용함으로서 다양한 

역의 임상실습이 가능하다. 한 장감 있는 실습을 시행함으로서 학습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으며, 임상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핵심용어: 모형 선형가속기, 모형 부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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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방사선치료는 비수술  암 치료방법으로 화학요법, 외과  

수술 등과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서 암 리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1)
 정상조직의 피폭은 최소화하고 종양에는 

최 의 선량을 조사하여 정상조직을 보호하고 암을 괴사시

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2)
 따라서 방사선 치료학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한 다양한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정상조직에 방사선의 장애를 이며 

종양의 총 조사선량을 높이기 하여 3차원  입체조형치료

(3-D CRT), 강도변조방사선치료(IMRT), 사이버나이 (Cy-

ber knife), 토모치료(Tomotherapy) 등 첨단화 된 치료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재 병원에서는 방사선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이 취

업하면 곧 바로 임상에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임상능력

을 갖춘 사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학에서의 철 한 실

습교육이 필요하며, 그를 해서는 실습기자재의 확충이 필

요하다. 기존에는 실습 시 학생을 피 실험자로 하여 실험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방사선장치와 인체팬톰을 구비하여 활

용함으로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일 수 있

으며, 얼마든지 다양한 실습을 가능 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학의 경우 고가의 방사선치료 장치를 도입

하여 운용하기는 경제 인 부담 뿐만 아니라 방어  리

인 측면에서도 불가능하여, 그로 인한 학에서의 방사선치

료학 실습에 많은 제약이 수반된다. 이러한 을 보완하기 

하여 김천 학에서는 모형 선형가속기(DLINAC-001, GUR)

와 여러 가지 모형 부속기구를 직  제작하여 방사선치료학 

실습 시 활용하여 교육의 극 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활용

도에 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상  방법

 1. 장비  재료

  ㆍDummy Linac (DLINAC-001, GUR, KOREA)

  ㆍHead holder device (DHHD-002, GUR, KOREA)

  ㆍWedge filter (DWF-003, GU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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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high energy linac 
(A), and manufactured dummy 
linac (B).

Fig. 2. Rotation of linac head (A) 
and dummy linac head (B).

  ㆍElectron cone (DEC-004, GUR, KOREA)

  ㆍHead phantom (PBV-31, KYOTO KAGAKU, JAPAN)

 2. 제작방법

  선형가속기의 기계 인 성능  여러 방향에서 치료를 

해서는 회 지지축(gantry)이 360o 회 하여야 한다. 이를 

해 모형 선형가속기의 터치 버튼을 이용하여 회 지지축을 

360o 회 이 가능하도록 제작하 다(Fig. 1). 

  한 기필터(wedge filter)를 사용할 때 뿐만 아니라 조사 

head를 일정한 각도로 회 하여 치료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모형 선형가속기의 조사 head를 실제 치료 장치와 동일하게 

360o 회  가능하도록 제작하 다(Fig. 2).3) 

  그리고 조사면을 결정해 주는 조리개(collimator)와 치료부

와 조사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면 표시장치(beam 

light)를 설치 제작하 다(Fig. 3).

  고 에 지 X선 치료 시 정상조직을 보호하기 하여 맞춤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음 반(shadow tray)에 부착시켜 치료

하게 되는데 맞춤블록이 부착된 음 반을 조사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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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ompare photograms 
of light beam field of linac (A) 
and dummy linac (B).

Fig. 4. Be used the accessories of 
linac (A), and the others are ap-
plication of dummy linac (B).

Fig. 5. The photograms of real 
treatment (A) and practical treat-
ment (B) used to the head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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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photograms of real 
treatment (A) and practical treat-
ment (B) of non-coplanar.

Fig. 7. The treatment photograms 
of lung cancer (A), and the 
practical treatment photograms 
used to dummy linac (B).

mount에 끼워 장착하게 되는데 이를 해 모형 선형가속기 

조사 head 에 모형 맞춤블록을 장착한 음 반  기필터

를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고 에 지 자선 치료 시 선속의 확산을 방지하며 조사면

을 결정하기 하여 자선 조사통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하여 모형 자선 조사통을 제작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하 으며, 머리  목 부 의 종양 치료 시 머리를 고정시

키기 한 머리고정기구(head hold device)4)를 제작하 다

(Fig. 4). 

결    과

  선형가속기의 기계 인 기능과 동일하게 모형 선형가속기

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용도의 모의 부속기구들을 실

습 시 활용하므로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부 에 존재

하는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실습할 수 있다는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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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real treatment pho-
tograms by Hockey stick (A), 
and the practical treatment photo-
grams used to dummy linac (B).

1. 두경부암 치료

  두경부암 치료 시 환자가 원활하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것이 가장 요

하다.5) Fig. 5는 환자고정기구를 이용한 머리  목 부 의 

치료사진으로 종양의 치에 따라 머리를 수평으로 치료하

는 경우와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제작

하 으며, 엎드린 자세에서 동일면  비 동일면 치료가 가

능하도록 얼굴 고정기구를 제작하여 사용하 다(Fig. 6).

2. 가슴 치료

  흉부에 있는 Hodgkin's disease의 경우 맨틀치료법이 이용

되고 있으며 폐암  기 지암 치료 시 후 향 2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6) Fig. 7은 폐암의 실제 치료사진과 인체팬톰

을 상으로 모의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실제치료와 동일

한 방법으로 치료 시연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유방암 치료

  일반 으로 유방암은 외과  수술요법이 우선 시행하는 경

우가 부분이며, 수술방법의 선택은 조직학 인 측면, 치, 

범 , 그리고 환자의 정서 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개별 으

로 이루어지게 된다. 수술이 시행된 후에는 수술부 의 미세 

암세포와 림 조직을 치료하기 하여 Hockey stick 방법이 

시행된다. 이때 Fig. 8은 자선을 이용한 흉벽과 빗장 림

(supraclavicular node) 이가 있을 때 4 MV X선을 이용

하여 시행하는 실제치료  모형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실

습하는 장면이다. 한 Fig. 9는 유방암의 병기가 기일 경

우 종양만 외과  수술로 제거한 후 유방을 가능한 보존시켜 

방사선을 조사하는 면 2문조사7)로 모형 선형가속기를 이

용하여 실제치료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습을 시행할 수 있

다.

4. 자궁암 치료

  자궁암 치료는 고 에 지 X선을 이용하여 원격치료(Tele-

therapy)가 끝난 후 Ir-192  소선원을 이용하여 근 치료

(Brachytherapy)를 시행하게 된다. 자궁암치료 시 자궁에 최

 선량을 조사하고 주변 정상조직을 보호하기 하여 4문조

사를 시행하게 된다.
8)
 Fig. 10은 자궁암의 4문조사 방법과 모

형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4문조사 방법을 실습하는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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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two tangential irra-
diation for breast cancer (A), and 
the practical treatment used to 
dummy linac for breast cancer 
(B).

Fig. 10. The treatment method of 
uterine cancer (A), and practical 
treatment used to dummy linac 
for uterine cance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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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  결론

  의학  과학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술이 도입되

고 있으며, 소득  의식수 이 높아지므로 인하여 환자들의 

다양한 의료요구에 의료기 들은 신속하게 처하여야 한다. 

한 변화하는 학 환경하에 임상실습의 요성이 강조되

는 시 에서 김천 학 방사선과에서 제작된 모형 선형가속

기와 모형 부속기구를 제작하여 학생들의 실습시간에 활용

함으로서 다양한 역의 임상실습이 가능하다. 한 장감 

있는 실습을 시행하므로 학습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으며, 

임상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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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plication of the Running of a Dummy Linac and Accessories 

Soo-Kyung Na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Gimcheon College, Gimcheon, Korea

Purpose: To provide practical education, most universities should be equipped with medical appliances in need. 

As compensatory measures, Gimcheon College has produced in-house dummy linac and dummy accessories, we 

are going to report efficiency and its usage. 

Materials and Methods: Dummy linear accelerator (DLINAC-001) has the same mechanical functions as rotation of 

gantry and collimation in linear accelerator. In addition, to maximize practical education, we have produced and 

utilized in-house custom blocks, wedge filters, electron cones and head rests. 

Results: The in-house produced linear accelerator with the same mechanical functions as the linear accelerator, 

DLINAC-001 can be effectively used in practicing diverse medical instruments.

Conclusion: We have produced dummy linear accelerators and dummy accessories and utilized them in practice 

classes, which can provide the students with clinical training in diverse fields. Consequently, the students exposed 

to the maximized educational effectiveness can be easily equipped with the practical competence required in real 

clinical fields. 

Key words: dummy linear accelerator, dummy accesso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