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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선의 소조사면에서의 3차원적 선량 측정

*가톨릭 학교 서울성모병원 사이버나이 센터, †경기 학교 학원 의학물리학과

장지선*†ㆍ권수일†

합체 겔 선량계를 제작하여 사이버나이 의 자선의 소조사면에서의 3차원  선량측정 실험을 수행하 다. 겔 선량

계는 아크릴로 제작된 두경부 팬텀내에 설치하여 선량측정에 사용하 다. 두경부 팬텀의 상은 사이버나이 의 두경부 

환자 치료를 해 사용하는 산화단층촬 장치(CT)의 로토콜을 사용하여 획득하 고 치료계획 시스템에 달되었다. 

겔 선량계에 치료계획에서 수립한 방사선을 조사하 으며, 24시간 경과 후에 선량분석을 하여 3.0T 자기공명 상장치

(MRI)로 상을 획득하 다. 측정된 겔 팬텀의 선량분포는 MATLAB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측정된 결과를 치료계획에서

의 계산값과 비교하 다. 선량분포는 축상(axial) 방향의 등선량곡선의 80% 고선량 역에서 치료계획 선량곡선과 측정

된 선량곡선과의 차이가 0.76 mm이었으며, 40% 선량 역에서는 차이가 1.29 mm로 선량 역보다 고 선량 역에

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합체 겔 선량계와 자기공명 상을 이용하여 소조사면에 해 3차원 으로 

선량을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료방사선 정도 리에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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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방사선치료 분야에서는 방사선수술(Radiosurgery), 

세기변조방사선치료(Intensity modulation radiotherapy), 세기

변조방사선수술(Intensity modulation radiosurgery), 감마나이

(GammaKnife), 사이버나이 (CyberKnife)  토모테라피

(TomoTherapy) 같은 3차원 입체 방사선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치료들은 치료하고자 하는 병소에는 충분한 

방사선량을 조사하여 치료효과를 높이며 동시에 정상조직에 

한 조사량을 극소화하여 최 한 보호하는데 그 목 이 있

다. 따라서 치료하고자 하는 부 에 한 정확한 선량의 

달과 정상 조직에 한 선량의 평가는 매우 요하다.1)

  소조사면의 특성상 편평한 선량 역이 어들고 선량이 

격히 떨어지는 경사도로 인해 측면 자평형상태(lateral 

electro equilibrium)의 부족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한 

정확한 선량측정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종래의 소조사면

에 한 선량계측은 소조사면의 특성상 선량 측정의 어려

움으로 인하여 주로 2차원 인 방사선분포 검증만을 하고 

그 자체의 구조가 복잡하여 선량해석이 매우 까다롭고 세

이 번거로워 측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2-5)

  소조사면에 한 선량측정을 해서는 유효 체 이 은 

이온 리함이나 다이오드 검출기, 열형 선량계 는 필

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량계들은 1차

원 는 2차원 인 선량측정법이며 간 으로 3차원 으

로 유효한 선량측정이 가능하지만 3차원 인 선량 가시화

에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선량계들은 세기조 방사선치

료, 방사선수술 등과 같은 소조사면을 이용한 방사선치료

에 하여 3차원 인 선량분포를 평가함에 있어 각각의 선

량계의 유용성에 따른 제한이 있다. 첫 번째로 이온 리함

의 유효 체 의 크기로 인하여 선량 경사가 심한 역에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로 필름의 경우 완벽한 3차원  선량측정을 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6) 일반 인 선량계는 연속 이고 3

차원 으로 분포된 선량 측정을 팬텀 내에서 임의의 방향

과 되는 선량으로 측정할 수 없다.7) 

  3차원 인 선량분포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겔 선량계가 개발되어 이를 이용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50년  Day와 Stein에 

의해 folin's phenol을 함유한 겔을 이용한 방사선의 색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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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velopment of head and neck phantom.

Fig. 2. The treatment plan. (a) 

Target (snowman), (b) axial view, 

(c) sagittal view and (d) coronal 

view.

화를 연구한 것이 기 겔 선량계이며 이후 Andrews 등은 

agar 겔을 이용한 자와 자선의 깊이 선량을 측정하

다. 그 후 Fricke와 겔을 함께 사용하는 연구도 진행되었으

나 철을 이용한 선량계는 자기장 신호의 왜곡으로 인한 선

량 정보의 손실을 일으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을 보완하기 해 합체가 포함된 겔 선량계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합체 겔 선량계는 기존의 선량계와는 달

리 3차원 인 선량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선량측

정계로 알려져 있다. 겔에 방사선이 조사되면 합반응이 

일어나 가시화 할 수 있는 화학  변화를 유발하고 이 변

화된 양을 자기공명 상장치(magnetic resonance image, 

MRI)를 이용하여 상화하면 3차원 인 선량 분포의 측정

이 가능하다. 한 겔은 조직 등가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장

이 있다.4-6,8-10)

  겔을 이용한 선량 분포 분석은 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11-14) 그러나 

사이버나이 나 감마나이 와 같은 소조사면을 이용하는 

장비에 한 연구는 국내외 으로 많지 않다. Pappas 등은 

5 mm의 소조사면의 출력인자를 겔 선량계를 이용하여 측

정한 결과 기존 선량계의 유효체 의 크기로 인한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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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otographs showing the experimental setup for polymer gel dosimetry.

Fig. 4. The 3T MRI image scanner and images acquisition.

성을 일 수 있다고 제안하 다.4) Pantelis 등은 겔을 이용

하여 측정된 사이버나이 의 빔데이터를 기존의 선량계와 

비교하 으며, 이온 리함, 다이오드 검출기  Gafchromic 

EBT 필름으로 출력인자  로 일을 측정하 다.5) 본 연

구에서는 사이버나이 에서 겔선량계를 이용한 선량 측정

을 시행하고 이를 분석하여 소조사면에서의 3차원  선량 

측정에 한 유용성을 평가하 다.

상  방법

  두경부 팬텀은 아크릴 재질로 제작하 다. 팬텀 내에 선

량평가에 사용되는 표 인 선량계인 이온 리함, 

Gafchromic EBT 필름 그리고 겔 선량계를 동일한 조사 조

건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조사된 방사선의 

선량과 상 선량의 3차원  분포를 한 번에 악할 수 있

는 것이 특징이다(Fig. 1).

  이번 연구는 소조사면의 3차원  선량 측정에 한 기 

실험 단계로 겔을 이용한 상 인 선량분포만을 측정하

다. 겔 선량계 제작에 사용된 겔은 Gelatin, methacrylic acid 

(MAA), hydroquinone (HQ), tetrakis hydroxymethyl phospho-

nium chloride (THPC)로 구성되어 있다. 합성된 겔은 원통

형 겔 팬텀에 넣어 선량계를 제작하 다. 겔에 방사선을 조

사하기 에 온도변화 는 빛에 의해 합반응이 일어나

는 상을 사 합반응(pre-polymer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 합반응을 방지하기 해 겔 합성 후 알루미

늄 호일로 싼 후, 4oC에서 냉장 보 하 다.6,7) 

  소조사면에서의 3차원  선량측정을 하여 사이버나이

(Accuray, Inc., Sunnyvale, CA) 시스템을 이용하여 6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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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isodose 

distributions of gel-MRI data to 

plan data in central image. (a) 

Axial view, (b) sagittal view and 

(c) coronal view.

자선의 소조사면에 한 실험을 하 다. 3차원 체 을 

갖는 타겟을 치료계획하기 해 조사되지 않은 겔 선량계

가 삽입된 두경부 팬텀을 산화단층촬 장치(computed to-

mography, CT, SOMATOM Sensation, SIEMENS)를 이용하

여 슬라이스 두께 1.5 mm로 하여 상을 획득하 다. 치료계

획을 한 겔 팬텀의 산화단층촬 은 사이버나이 의 두

경부 환자 치료를 해 사용하는 산화단층촬  로토콜

을 사용하여 상을 획득하 다. 획득되어진 산화단층촬  

상은 사이버나이  치료계획 시스템으로 송하 다.

  타겟은 사람(snow man) 모양으로 설정하여  타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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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isodose line width between gel-MRI and plan data in center slice.

Isodose

line (%)

Plan (mm) Gel-MRI (mm) Difference (mm)

Axial Sagittal Coronal Axial Sagittal Coronal Axial Sagittal Coronal

80 32.55 31.74 31.39 33.31 32.57 31.69 0.76 0.83 0.30

70 37.03 35.21 34.90 38.81 36.02 36.41 1.78 0.81 1.51

60 41.11 37.81 38.41 42.73 39.27 39.26 1.62 1.46 0.85

50 45.07 41.97 41.74 46.86 44.15 43.14 1.79 2.18 1.40

40 49.68 46.83 46.65 50.97 48.18 47.94 1.29 1.35 1.29

의 최  지름이 10 mm, 아래 타원형의 최  지름이 30 

mm, 높이 30 mm로 하여 설계하 다. 타겟에서 등선량곡선

(isodose line)이 100%가 되는 지 에 600 cGy가 조사되도록 

치료계획을 수립하 다(Fig. 2). 수립된 치료계획 로 겔 선

량계가 삽입된 두경부 팬텀에 사이버나이 시스템을 이용

하여 방사선을 조사하 다(Fig. 3). 조사된 겔 선량계는 자

기공명 상장치(MRI)실에서 24시간 정도 보  후, 실내 온

도와 겔 내부 온도가 평형상태가 되었을 때 상을 획득하

다. 이는 합체 겔은 자기공명 상장치실의 온도에 따

라 횡이완 시간(T2 time)이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기 때문이다.15,16)

  본 연구에서는 3.0T 자기공명 상장치(MAGNETOM Trio 

a Tim, 3T, SIEMENS)를 이용하여 상을 획득하 다(Fig. 

4). 자기공명 상장치의 상획득 조건은 반복 시간(Repeti-

Fig. 6. Comparison of profiles for gel-MRI data and plan data. 

(a) Axial, (b) sagittal and (c) cor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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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3D views in gel-MRI data. (a) Axial view, (b) sagittal view, (c) coronal view and (d) 3D view.

tion time, TR) 3000 msec, 에코 타임(time echo, TE) 20, 40, 

60, 80, 100, 120, 140 msec, 매트릭스 320×320 mm2, 슬라이

스 두께 1 mm, 간격(gap) 0.5 mm, 신호가산평균(number of 

excitation, NEX)은 2로 하여 총 40개의 상을 획득하 다. 

그리고 코일은 두부 코일(head coil)을 사용하 다. 자기공

명 상장치에서 획득한 각각의 상은 MATLAB (MATLABTM, 

7.11.0.584 (R2010b), The Math Works, Inc., USA)을 이용하

여 분석하 고, 얻어진 결과는 치료계획에서의 선량분포와 

비교하 다. 

결   과

  두경부 팬텀 내 삽입된 겔 선량계를 이용하여 소조사면

에서의 3차원  선량측정을 하 다. 자기공명 상장치에서 

획득한 겔 상을 MATLAB을 이용하여 재구성(reconstruc-

tion)하여 3차원 공간  선량 분포를 확인하 다. 재구성된 

겔 상의 선량분포를 치료계획의 선량분포와 비교 분석하

다. 각 상에서의 선량 분포는 600 cGy를 100%로 하여 

정규화(normalization)하 다. 

  MATLAB을 이용하여 재구성된 축상(axial), 시상(sagittal) 

 상(coronal)의 겔 상을 비교한 결과 치료계획에서의 

등가선량선보다 측정된 겔에서의 등선량곡선이 넓게 나타

났다. 고선량 역에서 보다 선량 역에서 등선량곡선

이 더 넓게 퍼지는 경향을 보 다(Fig. 5). Fig. 5에서의 겔 

상에서 타겟의 왼쪽 부분에서의 선량이 약간씩 퍼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사이버나이  시스템의 구조 인 특

성상 빔의 경로(path)가 왼쪽 방향에 더 많이 편 되어 있

기 때문에 실제 겔에 방사선을 조사하 을 때 치료계획시

보다 약간의 선량분포의 치우침 상이 보이는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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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공명 상을 재구성하여 측정된 겔의 축상의 등선량

곡선  80%의 등선량곡선의 두께는 치료계획에서 계산된 

것보다 0.76 mm 정도 더 넓게 측정되었다(Table 1). 70%에

서의 등선량곡선의 두께의 차이는 1.78 mm, 60%는 1.62 mm, 

50%는 1.79 mm 이었고 40%에서는 1.29 mm의 차이를 보

다. 시상의 등선량곡선의 두께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역시 

겔에서 측정된 등선량곡선이 치료계획에서 계산된 등선량

곡선보다 80%에서는 0.83 mm의 차이를 보 고 40%에서는 

1.35 mm의 차이를 보 다. 상의 등선량곡선 역시 고선량 

역인 80%에서는 0.30 mm, 선량 역인 40%에서는 1.29 

mm의 두께의 차이를 보 다. 

  체 으로 치료계획에서 계산된 등선량곡선보다 겔로 

측정한 등선량곡선이 고선량 역에서 선량 역으로 이

동될수록 등선량곡선의 두께가 더 크게 나타나는 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겔이 상용화 된 겔

이 아니라 연구실에서 자체 제작한 정상산소 합체 겔을 

사용한 것으로 사 합반응을 억제할 목 으로 겔에 첨가

한 HQ의 향 때문에 선량 역에서 등선량곡선의 두께

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자기공명 상을 이용하여 재구성된 겔 선량계의 선량분

포를 치료계획에서의 선량분포와 비교분석하 다(Fig. 6). 

각각의 로 일은 Fig. 5에서 축상의 경우 X축(L-R) 방향

으로, 시상의 경우 Y축(S-I) 방향, 상의 경우 Y축(S-I) 방

향의 로 일을 얻었다. 

  축상, 시상  상의 치료계획에서의 로 일과 재구

성된 겔 선량계의 로 일을 비교해 보았을 때 거의 일치

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겔과 치료계획의 로 일

을 비교해보면 반 으로 겔의 로 일이 치료계획의 

로 일보다 다소 넓게 퍼져있으나 30% 이하의 선량 

역에서는 치료계획의 로 일이 더 높은 선량값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 다. 치료계획의 선량 분포와 겔을 이용하

여 측정한 선량 분포를 비교했을 때 선량 역에서 차이

를 보 지만 고선량을 조사하는 방사선수술과 같은 방사선

치료 분야에서 심 역인 고선량 역에서는 거의 일치

함을 보여주었다.  

  겔 선량계의 자기공명 상을 축상, 시상  상 그리고 

각선 방향으로 MATLAB을 이용하여 상으로 재구성하

여 3차원 인 선량 분포도를 획득하 다(Fig. 7). 

고찰  결론

  두경부 팬텀을 제작하여 겔을 이용한 3차원 인 선량을 

측정하여 세기조 방사선치료, 방사선수술 등과 같은 소조

사면을 이용한 방사선치료 역에서 겔의 정도 리 도구로

써의 유용성을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보면 소

조사면의 방사선수술 빔의 선량계측에서 합체 겔 팬텀과 

자기공명 상을 이용하여 3차원으로 선량을 측정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겔 선량계가 조직 등가물질인 장 이 있으

며 유효 체   치의 불확실성에 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단된다. 

  앞으로 겔 선량계의 3차원  선량측정 방법의 확립을 

하여 이온 리함과 Gafchromic EBT 필름을 겔 선량계와 동

일한 조건에서 측정하여 방사선의 선량과 상 선량 분

포의 비교가 이루어진 연구가 병행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한다. 한 치료계획 장비에서의 감마인덱스 분

석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이용한 비교가 수행되지 못하

는데 향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감마분석방법을 사용하여 

3차원  선량분포를 분석할 있도록 방법을 고안하여 연구

를 진행할 정이다. 

  아직은 기 실험 단계로 보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

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겔 선량계가 갖는 장 으로 인하여 

방사선수술,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세기변조방사선수술과 같

은 소조사면을 사용하는 최신 방사선치료에서 방사선치료

계획 결과와 3차원 인 입체로 비교 가능한 정도 리  

선량계측법으로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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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lymer gel dosimeter was fabricated. A 3-dimensional dosimetry experiment was performed in the small field 

of the photon of the cyberknife. The dosimeter was installed in a head and neck phantom. It was manufactured 

from the acrylic and it was used in dosimetry. By using the head and neck CT protocol of the CyberKnife system, 

CT images of the head and neck phantom were obtained and delivered to the treatment planning system. The 

irradiation to the dosimeter in the treatment planning was performed, and then, the image was obtained by using 

3.0T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fter 24 hours. The dose distribution of the phantom was analyzed by 

using MATLAB. The results of this measurement were compared to the results of calculation in the treatment 

planning. In the isodose curve on the axial direction, the dose distribution coincided with the high dose area, 

0.76mm difference on 80%, rather than the low dose area, 1.29 mm difference on 40%. In this research, the 

fact that the polymer gel dosimeter and MRI can be applied for analyzing a small field in a 3 dimensional 

dosimetry was confirmed. Moreover, the feasibility of using these for the therapeutic radiation quality control was 

also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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