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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핵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99mTc에서 방출되는 140 keV 감마선을 기 으로, 

세 가지 실험을 통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납치마와 공기층 납치마를 이용해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Dosimeter (OSLD) 선량계에 도달하는 선량을 측정하고, 공기층 납치마의 피폭선량 감소 
효과에 해 연구했다. 그 결과 선량계와 납  사이의 거리를 납치마의 공기층이라고 가정했을 때, 선량계

와 0.2 mm 납  사이의 거리가 없는 0 Cm일 때 측정된 10개의 선량계의 평균값은 0.515 mSv이고, 선량
계와 납  사이의 거리를 20 Cm로 떨어뜨린 경우 10개의 측정값의 평균이 0.138 mSv로 약 0.377 mSv의 
선량 감소 효과를 보 다. 선량계와 0.5 mm 납  사이의 거리가 없는 0 Cm일 때 10개의 선량계의 측정값

의 평균은 0.296 mSv이고, 선량계와 납  사이의 거리를 20 Cm로 떨어뜨린 경우 10개의 측정값의 평균
이 0.075 mSv로 약 0.221 mSv의 선량 감소 효과를 보 다. 3일 간의 선량을 측정한 결과, 공기층이 
없는 납치마의 경우 측정된 선량의 평균은 0.238 mSv, 공기층 납치마의 선량은 0.176 mSv로 

0.062 mSv의 선량 감소 효과를 보 다. 한 달 간의 선량을 측정한 결과, 공기층이 없는 납치마의 
선량의 평균은 0.59 mSv, 공기층 납치마의 선량은 0.54 mSv로 0.05 mSv의 선량 감소 효과를 보 다.

■ 중심어 :∣공기층납치마∣핵의학∣

Abstract

In this study, we measured the dose reaching the OSLD dosimeter by using the regular lead 
apron, and air gap apron through 3 experiments, and researched the reductive effect of air gap 

apron on exposure dose based on the 140 keV gamma ray radiating from 99mtechnetium, which 
is the most commonly used in nuclear medicine. As a result, when the gap between the 
dosimeter and 0.2mm lead plate is 0 Cm, the average value of 10 dosimeters was 0.515 mSv, 

and when the gap between the dosimeter and lead plate is 20 Cm, the average value of 10 
dosimeters was 0.138 mSv, which shows reductive effect of dose as much as 0.388 mSv. When 
the gap between the dosimeter and 0.5mm lead plate is 0 Cm, the average value of 10 

dosimeters was 0.296 mSv, and when the gap between the dosimeter and lead plate is 20 Cm, 
the average value of 10 dosimeters was 0.075 mSv, which shows reductive effect of dose as 
much as 0.221 mSv. As we check the cumulative dosage for 3 days, the lead apron without air 

layer shows average 0.239 mSv, and the air gap apron shows 0.176 mSv, which is actually 
reduced by 0.062 mSv. 
As we check the cumulative dosage for a month, the lead apron without air layer shows 0.59 

mSv, and the air gap apron shows 0.54 mSv, which is reduced by 0.05 mSv.

■ keyword :∣Air Gap Apron∣Nuclear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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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방사선은 물질을 투과 할 수 있는 높은 에 지를 가

지며,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여 물질의 변환을 유발하는 

입자선이나 자기 를 말한다. 방사선의 종류와 에

지에 따라 다르지만, 인체에 방사선이 조사되면 세포조

직을 변형시키거나 괴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유

 장해를 유발 할 수도 있다[1]. 

의료에서 방사선 피폭은 진단  치료를 받는 개인뿐 

아니라 의료진  간병인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 의료

에서의 방사선 방호는 이러한 모든 피폭을 다루게 되

며, 국제방사선방호 원회(ICRP)에서는 의료분야의 피

폭을 의료  피폭, 직업  피폭, 공 의 피폭으로 구분

한다[2].

방사선 방호의 정량 인 목표는 방사선 방호 상이 

선량한도를 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에서 환자

의 피폭은 임상 인 이득이 기 될 수 있는바 행 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검사 는 치료 차가 최 화 

되었다면 방사선 방호의 3원칙에 의거하여 선량의 제

한이 없다. 그러나 련된 작업종사자와 일반인의 경우 

원자력안 법시행령 제2조 제4호 선량한도가 용된다

[3][표 1]. 

표 1. 선량한도

구 분
방사선  
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운반종사자
일반인

유효      
선량      
한도

연간 
50mSv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연간      
12mSv

연간      
1mSv

등가선량
한도

수정체 연간 
150mSv 연간 15mSv

손, 발 및 
피부

연간 
500mSv 연간 50mSv

 

국제방사선방호 원회에서 권고하는 선량한도의 개

념은 그 한도 이하이면 무조건 피폭이 허용된다는 의미

가 아니며, 정당화와 최 화의 조건이 만족하는 피폭의 

경우에 어쩔 수 없는 피폭 방사선의 상한치로 이해되어

져야 한다[4].

방사선이 인체에 피폭되는 형태는 인체에 방사선이 

직  조사되는 외부피폭과 호흡, 섭취, 개방된 상처부

를 통해 인체 내부에 축 된 방사성 물질에 의해 피폭

되는 내부피폭으로 구분된다.

외부피폭은 감마선이나 엑스선, 성자선과 같이 투

과력이 높은 방사선이 문제가 되며, 내부피폭은 알 선

과 베타선 같이 투과력이 낮은 방사선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외부피폭 선량은 개인피폭선량계를 사용해 평

가하며, 내부피폭 선량은 신계측기를 이용한 직 측

정법과 배설물 내의 방사성물질을 측정하는 간 측정

법 등이 있다[5].

기 의 방사선 안  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개인피폭선량계를 선택하여 지 하고, 독한 결과를 

정기 으로 상 기 에 보고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들

의 피폭선량을 리하고 있다[6].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진단 역은 방사선 발

생장치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을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제

어할 수 있고, 환자를 잡고 촬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

을 제외하고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최 의 거리와 

최소의 시간이 확보된 작업환경이다. 그러나 핵의학과

의 작업환경은 진단 역의 작업환경과 다르다. 핵의학

과에서 사용하는 방사성동 원소는 붕괴하면서 방사선

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방사선은 각각의 

동 원소에 따른 고유의 특성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인 으로 이 성질을 제어할 수 없고, 검사를 해 방

사성 물질을 취 하는 경우 혹은 검사나 치료를 해 

방사성 물질을 투여 받은 환자에게서 방출되는 방사선

으로부터 유발되는 외부 피폭에 취약하다[7][8]. 

방사성의약품의 분배  주사는 핵의학과 방사선작

업종사자 피폭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분배 시 사용되는 바이얼 차폐체와 주사 시 사용되는 

실린지 차폐체  엘-블럭 차폐체가 히 사용된다

면 업무상 노출되는 피폭을 상당부분 일 수 있다. 오

히려 방사성 의약품이 투여된 환자를 검사하고, 보살피

는 과정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은 선행 연구가 있다[9][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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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양한 종류의 차폐체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1000 MBq (27 mCi)의  

99m-Technetium (99mTc)을 이용해 24시간 심근 상

을 구 하는 동안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받은 체 피폭

선량  64%인 5.5 µSv가 환자를 검사하고, 보살피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10].

2013년 한국방사선진흥 회에서 발간한 방사선이용

통계를 참고하면, 핵의학 련 종사자가 2008년 1361명

에서 2012년 1698명으로 증가했고, 핵의학 련 의료장

비 역시 2008년 447 에서 2012년 508 로 증가 추세를 

보 다. 99mTc을 사용한 상 검사 건수 역시 2008년 

487,630건에서 2012년 574,741건으로 증가했다[11].

2009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부서별 평균피폭선량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표층선량과 심부선량 모두 핵의학

과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다른 부서에 비해 높은 피폭선

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2][표 2.].

표 2. 부서별 평균 피폭 선량                          
                                (Unit : mSv)  

핵의학 심 상의학 종양학

표층
선량 0.40 0.31 0.21 0.09

심부
선량 0.32 0.29 0.20 0.11

핵의학 련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의료장비, 상검

사 건수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핵의학은 여러 

부분에 있어 발 하고 있지만, 핵의학과 내의 방사선작

업 종사자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은 피폭선량을 보

이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외부 방사선 피폭에 한 방어의 3원칙은 시간, 거리, 

차폐이다.

방사선에 피폭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량은 

되고, 외부선원으로부터 방사선 피폭은 선원과의 거리

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낮아진다. 그러나 핵의학과 방사

선작업종사자의 경우 환자를 상으로 업무를 수행하

기 때문에, 표 화된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무한정 시간을 단축하는데 한계가 있고, 환자와의 

거리 역시 업무수행을 한 최소한의 거리는 유지되어

야 한다. 따라서 외부피폭으로부터 방사선작업종사자

를  효과 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차폐

체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13].

핵의학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폐체는 납치마를 비

롯해 바이알 차폐체, 실린지 차폐체, 납장갑, 납안경, 납

벽, 엘-블럭 등이 있으며, 이  납치마는 방사선작업종

사자가 직  착용해 몸을 감싸기 때문에 방사성의약품

이 투여된 환자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 차폐뿐 아니라 

작업구역 내 노출되어 있는 방사선의 방호에도 효과

이다. 그러나 납치마의 무게와 활동의 제약성으로 방사

선작업종사자의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납치마 착

용을 꺼리게 된다[14].   

일반 으로 시 되고 있는 납치마의 경우 연당량 

0.25~1 mm 이고, 연당량 0.5 mm의 차폐복은 약 4.95 kg

의 무게를 가지며, 차폐효율은 50 kvp(16 keV)에서 

99.9% 100 kVp (33 keV)에서는 75%이다. 그러나 핵의

학과에서 80% 이상 사용되고 있는  99mTc에서 방출되

는 140 keV의 감마선을 로 들었을 때, 연당량 0.25 

mm의 납치마 사용 시 평균 30%, 연당량 0.5 mm의 납

치마 사용 시 평균 53%의 차폐효율을 보 다[15].

납치마의 차폐율을 높이기 해서 차폐체의 도와 

질량을 높이게 되면 무게의 증가로 종사자의 활동에 제

약이 생길 뿐 아니라 피로도의 증가로 인한 업무의 효

율이 떨어지고, 업무상 사고에 노출될 확률 역시 증가 

할 것이다.

방사선이 물질을 통과 할 때,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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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산란과 흡수가 일어난다. 방사선이 납치마를 구

성하고 있는 물질을 통과 할 때, 상호작용으로 산란선

이 발생하게 되고, 이 때 납치마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과 방사선작업종사자 사이에 임의로 거리를 떨어뜨리

게 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도달하는 산란선이 감

소하게 되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을 감소시

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실험은 핵

의학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99mTc에서 방출되는 140 

keV 감마선을 기 으로, 3가지 실험을 통해 기존에 사

용되고 있는 납치마,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납치마 사이

에 일정한 거리가 있는 납치마 (이하 공기층 납치마)를 

이용해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Dosimeter 

(OSLD) 선량계에 도달하는 선량을 측정하고, 공기층 

납치마의 피폭선량 감소 효과에 해 실험하 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실험재료 
 1) 가로 210 mm, 세로 300 mm, 두께 0.2 mm 납

 2) 가로 210 mm, 세로 300 mm, 두께 0.5 mm 납  

 3) 납당량 0.5 mm 납치마

 4) 가로 450 mm, 세로400 mm, 두께 80 mm 에어쿠션

 5) OSLD 선량계 (Landauer의 Inlight Basic Whole 

Body 소자, USA)

 6) OSLD Reader (MicroStar Reader)

 7) 99mTc 1110 MBq (30 mCi) [그림 2].

그림 2. Inlight Basic OSLD 와 Micro star 판독기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하 으며, 각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2.1 1번 실험
 1cc 부피의 1110 MBq (30 mCi) 99mTc 선원을    

 치시키고, 선원과 OSLD 선량계 사이에 0.2 mm   

 납 을 치시킨다. 이때 선원과 선량계 사이의     

 거리는 30 Cm로 고정하고, 선량계를 기 으로      

 선량계와 납   사이의 거리를 0 cm, 1 cm, 5 cm, 10  

  cm, 20 cm로 변화시키면서  선량값을 기록한다. 각  

  거리 당 방사능 노출 시간은 2시간으로 설정하고,  

  재 성 확인을 해 각 거리 당 10회의 실험을     

  반복한다[그림 3]. 와 동일한 방법으로 0.5 mm   

 납 을 치시키고 실험을 하 다.

   

그림 3. 1번 실험

2.2 2번 실험
납당량 0.5 mm 납치마 2개를 비한다. 첫 번째 납치

마의 뒷면(착용 시 몸에 닿는 면)에 OSLD 선량계 5개

를 부착하고,  다른 납치마의 뒷면에는 에어쿠션을 

치시킨 뒤 OSLD선량계 5개를 부착한다.

1cc 부피의 1110 MBq (30 mCi) 99mTc 선원을 치시

키고, 선원과 선량계의 거리는 100 Cm로 일정하게 설

정한다. 이 때 하루에 4시간 씩  3일간 방사능에 노출시

켜 선량을 측정한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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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험2. 

2.3 3번 실험
납당량 0.5 mm 납치마 2개를 비한다. 첫 번째 납치

마의 뒷면(착용 시 몸에 닿는 면)에 OSLD선량계 3개를 

부착하고,  다른 납치마의 뒷면에는 에어 쿠션을 

치시킨 뒤 OSLD선량계 3개를 부착 한다. 핵의학과 방

사선 작업종사자 한 사람이 직  공기층이 있는 납치마

와 공기층이 없는 납치마를 각각 30일 씩 착용하고, 핵

의학과 업무를 수행한 뒤, 30일 간의 선량을 측정

한다[그림 5].

그림 5. 3번 실험

Ⅲ. 통계분석

측정된 선량 값은 표면선량 값을 기 으로 선량을 평

가하 다. 사용된 OSLD 소자는 Annealing 후 백그라

운드 선량 값을 측정하 고, 실험에 사용된 측정값은 

백그라운드 선량 값을 제외한 값을 기록했다. 통계 분

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Ver.18 Inc. USA)을 이용하 으며, 단순 회기분석 결과 

p<0.05 이하인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하 다.

Ⅳ. 실험결과

1. 1번 실험
1.1 선원과 선량계 사이에 0.2 mm 납판의 위치를  

변화 시키며 10회 반복 
측정된 선량 값은 백그라운드 선량 값을 제외한 값을 

기록했다.

선량계와 납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수 록 선량 감

소를 보 으며, 선량계와 납  사이의 거리가 없는 0 

cm일 때 측정된 10개의 선량계의 평균값은 0.515 mSv

이고, 선량계와 납  사이의 거리를 20 Cm로 떨어뜨린 

경우 10개의 측정값의 평균이 0.138 mSv로 약 0.377 

mSv의 선량 감소 효과를 보 다. 통계 분석 결과 

y=0.444 - 0.017x 의 회기식이 도출된다.

상 계수 –.871로 음의 상 계를 보 고, t=-12.277, 

p-value = 0.000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표 

3-표 6].

                               

표 3. 1.1 실험 결과             
(Unit:mSv)

횟수

거리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평균

0cm 0.45 0.5 0.48 0.54 0.42 0.52 0.54 0.58 0.62 0.50 0.51
1cm 0.23 0.44 0.42 0.34 0.38 0.38 0.4 0.44 0.48 0.48 0.39
5cm 0.24 0.36 0.38 0.34 0.39 0.28 0.36 0.34 0.3 0.33 0.33
10cm 0.14 0.32 0.16 0.22 0.26 0.22 0.3 0.22 0.2 0.21 0.22
20cm 0.06 0.18 0.12 0.18 0.16 0.09 0.14 0.16 0.14 0.15 0.13

표 4. 기술 통계    
 0.2mm 평균 표 편차 N
선량 .3218 .14341 50
거리 7.20 7.379 50   

     

표 5. 상관 관계
 선량 거리

Pearson 상관 선 량 1.000 -.871
거 리 -.871 1.000

유의확률 (단측) 선 량 . .000
거 리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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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거리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평균

0Cm 0.26 0.28 0.39 0.36 0.38 0.19 0.22 0.28 0.29 0.31 0.29
1cm 0.13 0.18 0.26 0.3 0.34 0.18 0.2 0.21 0.19 0.24 0.22
5cm 0.08 0.22 0.22 0.3 0.24 0.12 0.2 0.19 0.19 0.17 0.19
10cm 0.05 0.1 0.16 0.16 0.08 0.12 0.11 0.14 0.18 0.11 0.12
20cm 0.04 0.04 0.12 0.12 0.08 0.06 0.06 0.08 0.07 0.08 0.07

표 6. 계수a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1 (상수) .444 .014 　 31.376 .000
거리 -.017 .001 -.871 -12.277 .000

                        

1.2 선원과 선량계 사이에 0.5 mm 납판의 위치를 변
화 시키며 10회 반복

측정된 선량 값은 백그라운드 선량 값을 제외한 값을 

기록했다.

선량계와 납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수 록 선량 감

소를 보 으며, 선량계와 납  사이의 거리가 없는 0 

Cm일 때 10개의 선량계의 측정값의 평균은 0.296mSv

이고, 선량계와 납  사이의 거리를 20 Cm로 떨어뜨린 

경우 10개의 측정값의 평균이 0.075 mSv로 약 0.221 

mSv의 선량 감소 효과를 보 다. 통계 분석 결과 

y=0.253-0.010x 의 회기식이 도출된다.

상 계수 -.780로 음의 상 계를 보 고, t =-8.635 

; p-value= 0.000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표. 

7-표 10].      

   

표 7. 1.2 실험 결과                              
                                     (Unit:mSv)

표 8. 기술 통계
0.5mm 평균 표 편차 N
선량 .1816 .09360 50
거리 7.20 7.379 50  

표 9. 상관 관계 
 선량 거리

Pearson 
상관

선 량 1.000 -.780
거 리 -.780 1.000

유의확률 
(단측)

선 량 . .000
거 리 .000 .

                                    

표 10. 계수a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1 (상수) .253 .012 　 21.514 .000
거리 -.010 .001 -.780 -8.635 .000

 

2. 2번 실험 3일 누적선량 측정
측정된 선량 값은 백그라운드 선량 값을 제외한 값을 

기록했다.

3일 간의 선량을 측정한 결과, 공기층이 없는 납

치마의 경우 측정된 3일 간의 선량의 평균은 0.238 

mSv, 공기층이 있는 납치마의 3일 간의 선량은 

0.176 mSv로 0.062 mSv의 선량 감소 효과를 보 다.

통계 분석 결과 y=0.238-0.006x의 회기식이 도출된

다. 상 계수  -.661로 음의 상 계를 보 고, t 

=-2.4905 ; p-value= 0.038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표 11-표 13]. 

표 11. 2번 실험  결과                           
(Unit:mSv)

1 2 3 4 5
선량
평균

1번납
치마 0.17 0.24 0.23 0.28 0.27 0.23
2번납
치마 0.18 0.15 0.18 0.14 0.23 0.17

 *1번 일반 납치마 (공기층 없음.) 2번 공기층 납치마 (공기층 8 Cm.)
                            

표 12. 기술 통계
 평균 표 편차 N

선량 .2070 .04945 10
거리 5.00 5.270 10

                  

표 13. 계수a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베타

1 (상수) .238 .018 　 13.517 .000
거리 -.006 .002 -.661 -2.490 .038

3. 3번 실험 한 달 누적선량 측정
측정된 선량 값은 백그라운드 선량 값을 제외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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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기록했다. 30일 간의 선량을 측정한 결과,    

 공기층이 없는 납치마의 선량의 평균은 0.59    

mSv, 공기층이 있는 납치마의 선량은 0.54       

mSv로  0.05 mSv의 선량 감소 효과를 보 다[표 14].

표 14. 3번 실험  결과                           
(Unit:mSv)

1 2 3 선량평균
1번 납치마 0.66 0.59 0.54 0.59
2번 납치마 0.61 0.51 0.50 0.54

*1번 일반 납치마 (공기층 없음.) 2번 공기층 납치마 (공기층 8 Cm.)

Ⅴ. 고 찰 

본 연구는 기존에 사용되던 납치마와 공기층 납치마

를 착용했을 때,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받게 되는 피폭

선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99mTc을 주로 사용하는 핵

의학과 작업 환경에 합한 납치마의 형태를 제시하기 

함이다.

일반 으로 엑스선 발생장치의 에 지 역은 40 

kVp에서 150 kVp이내에 있으며, 의 에 지 역에서 

발생하는 일차선과 산란선에 의한 방사선 작업종사자

의 방사선 방호는 납치마를 착용함으로써 수행되고 있

다. 그러나 핵의학과 내에서 사용되는 에 지는 일반

으로 진단 역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높은 63keV 

(201Tl)에서 1.89MeV (68Ga)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투

과력이 높기 때문에 사용되는 방사성동 원소에서 발

생하는 감마선의 차폐는 납용기 사용에 따른 차폐효과

에 의존하고 있는 실이다[15].

따라서, 진단 역보다 더 높은 에 지를 사용하는 핵

의학과에서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감소하기 해서는 

과의 특성상 작업환경에 합한 납치마의 착용이 요구

된다.

연구결과, 기존의 납치마와 비교 했을 때 납치마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도와 질량 증가 없이 공기층 

납치마를 사용한 경우 피폭선량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최근에 납의 유해성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방사

선 차폐 물질로 텅스텐, 비스무스 등 납 이외의 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16]. 

본 실험에서 제한 은 첫째, 다양한 차폐물질을 반

하지 못하고, 납과 납치마로만 실험을 진행하 다. 둘

째, 핵의학과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동 원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99mTc에 국한되어 실험을 진행했다.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동 원소를 가지고, 추가 인 연

구가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번 실험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 달간의  선량 측정 시 환자

마다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의 방사능이 다르고, 거동

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데 있어 환자와의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오염이 생기는 등의 변수가 생기면서 3

번 실험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실험에 3개

의 선량계가 사용되었고, 선량감소 효과를 보 으나 통

계 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해선, 좀 더 많은 선

량계를 착용하고,  선량 기간을 늘려서 추가 인 

실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기층 납치마가 핵의학과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 선량을 이는데 효과가 있지만, 기존에 

사용되던 납치마에 공기가 차 있는 에어쿠션을 삽입해 

착용하다 보니 활동에 제한이 있고, 종사자의 체형에 

따라 공기층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었다. 

납치마를 제작하는 업체와 의해서 납치마 자체에 

에어튜 를 삽입해 공기층의 두께를 조 할 수 있게 해 

주고, 착용자의 체형에 맞게 제작해 착용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핵의학과 용 납치마를 제작하

는데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99mTc에서 방출되는 140 keV 감마선을 기

으로, 3가지 실험을 통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납치

마와 공기층 납치마를 이용해 OSLD 선량계에 도달하

는 선량을 측정하고, 공기층 납치마의 피폭선량 감소 

효과에 해 실험했다. 

선량계와 납  사이의 거리를 납치마의 공기층이라

고 가정했을 때, 선량계와 0.2 mm 납  사이의 거리가 

없는 0 Cm일 때 측정된 10개의 선량계의 평균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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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mSv이고, 선량계와 납  사이의 거리를 20 Cm로 

떨어뜨린 경우 10개의 측정값의 평균이 0.138 mSv로 

약 0.377 mSv의 선량 감소 효과를 보 다. 선량계와 0.5 

mm 납  사이의 거리가 없는 0 Cm일 때 10개의 선량

계의 측정값의 평균은 0.296 mSv이고, 선량계와 납  

사이의 거리를 20 Cm로 떨어뜨린 경우 10개의 측정값

의 평균이 0.075 mSv로 약 0.221 mSv의 선량 감소 효

과를 보 다. 3일간의 선량을 측정한 결과, 공기층

이 없는 납치마의 경우 측정된 3일 간의 선량의 평

균은 0.238 mSv, 공기층이 있는 납치마의 3일 간의 

선량은 0.176 mSv로 약 0.062 mSv의 선량 감소 효과

를 보 다. 한 달간의 선량을 측정한 결과, 공기층

이 없는 납치마의 선량의 평균은  0.59 mSv, 공기

층이 있는 납치마의 선량은 0.54 mSv로  약 

0.05mSv의 선량 감소 효과를 보 다.

선량계와 납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선량계에 

측정되는 측정값이 감소하 고, 기존에 사용되던 납치

마와 공기층 납치마를 비교한 결과 공기층 납치마 착용 

시 선량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에 지가 높고, 투과력이 

좋은 99mTc을 사용하는 핵의학과 방사선작업종사자를 

한 공기층 납치마를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기 자료

로 활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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