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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고 에 지 자선 치료에 있어서 차폐물질은 종양조직 외 정상조직이나 주요장기를 보호하기 해 사용

된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에서 발생되어지는 산란선은 심부선량에 향을  수 있으며, 물질원자번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차폐물질로써 사용가능한 알루미늄, 구리, 납 등의 다양한 원자번호 물질을 

하 감약율 95% 되는 두께로 하여 측정과 MCNPX 모의계산으로 산란율을 비교분석하 다. 산란선 향을 

많이 받는 표면의 선량변화율은 최  물질두께에서 +0.88%, 원자번호에서 +0.43%의 향을 받으며, 하 

감약율 95% 되는 두께의 알루미늄, 구리, 납 물질은 측정에서 +19.70%, +15.20%, +12.40% 계산에서 

+25.00%, +15.10%, +13.70%를 보 다. 이로 인해 산란율은 물질두께가 원자번호보다  많은 향을 주며, 

산란 자가 자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임상에서의 한 차폐물질은 두께 향 

산란선이 게 방출되는 고 원자번호물질이 당하다고 사료된다.

■ 중심어 :∣산란전자∣차폐물질∣두께∣원자번호∣모의계산∣
  

Abstract

During irradiation of lesions in cancer treatment with high energy electrons,  normal tissue and 

critical organs are protected by the shielding material. Scattered radiation that generated the 

shielding materials affect the depth dose and atomic number. Therefore, we want to examine 

secondary particles and the scattered photons through calculation and its associated analysis, and 

compare the measurement for the aluminum, copper, and lead shielding substance of which 

thickness has 95% charge reduction. Dose change rate which effected scattering radiation was 

found to be +0.88% for material thickness, +0.43% for atomic number, and +19.70%, +15.20%, 

+12.40% for measurement, +25.00%, +15.10%, +13.70% for calculation on the aluminum, copper, 

and lead materials of which thickness has 95% charge reduction, respectively, As a result, we 

found that scattering rate was dependent on thickness than atomic number. In the dose 

increasing rate, scattered electrons are more important than scattered photon. For the above 

mentioned  reasons, I think that high atomic number materials should be applied to reduce 

scattered radiation that generated with thicknes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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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 에 지 자선은 1950년 처음 치료에 사용되어 

1970년 선형가속기의 발달로 오늘날 외과  수술  약

물 요법과 함께 요한 종양 치료방법이 되었다[1][2].

고 에 지 자선의 특징은 표 -표면 간 거리 100 

cm인 경우 최 비정이 6 MeV에서 4 cm, 20 MeV에서 

10 cm로 일정 깊이 통과 후 격한 선량 감소를 보인

다. 이에 피부  구순암, 유방암의 흉벽조사, 임 에 

한 부가선량조사, 그리고 두경부 종양 등 5 cm 깊이 

이내의 표재성 종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3]. 

이러한 고 에 지 자선 치료는 종양조직외 정상조

직이나 주요장기를 보호하기 해 자선 치료와 같은 

조사야  차폐물질을 사용한다[4]. 그러나 고 에 지 

자선 차폐에는 자선과 다소 차이가 있다. 먼  조

사야의 경우 자선은 이차 콜리메이터 40×40 cm
2 안

에서 다양한 크기의 조사야를 만들 수 있는 반면 자

선에서는 6×6, 10×10, 15×15, 20×20 그리고 25×25 cm2

의 고정된 조사야만을 사용하므로 크기에 제한 일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차폐물질을 보면  납 는  용융 

합 물질로 재질은 같으나 사용두께에서 납사용 시 

자선은 7 cm, 자선은 최  1 cm로 그 두께가 다르다

[5][6]. 이에 자선 차폐물질은 본태성 떨림 증상으로 

재 성이 떨어지는 환자나 유방 치료환자의 회  자

선치료 방법  추가차폐물을 피부에 직  올려야 하는 

경우[7] 등의 피부 에 올려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와 같이 환자 피부와 차폐물간 이격거리가 없는 경우 

산란 자 향에 의한 차폐물 가장자리의 심부선량증

가를 고려해 야 한다[8]. 

산란 자에 한 연구는 몇몇 연구자들[6][9][10]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산란 자  자는 조사

된 물질 원자번호  두께에 비례하여 발생된다고 보고

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는 치료부  주변 정상조직  

장기 보호에 을 둔 것으로 차폐 부 에 한 차폐

물 산란선의 향을 연구하 다. 한 기존의 연구는 

 원자번호 물질의 두께에 한 환자의 불쾌감과 고 

원자번호 물질의 독성으로 뚜렷한 평가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면의 차폐물

질 산란선에 의한 선량증가에 을 둔 것으로 Pohlit 

W 등[9]의 연구와 유사하며, 그들은 25 MeV 에 지에

서 차폐물질 산란선에 의한 최  선량값 27% 증가를 

보고하 다. 이러한 향을 주는 산란선은 물질의 원자

번호에 향을 받으며[5], 이에  원자번호 물질이 고 

원자번호 물질보다 은 양의 산란선을 방출시켜 조사

면 심부선량 증가율이 다소 낮을 거라는 가정이 성립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6 MeV 에 지 안에서 자선 차폐물

질로 이용 가능한  원자번호 물질인 알루미늄(Z=13), 

간 물질인 구리(Z=29), 그리고 고 원자번호 물질인 

납(Z=82)등[6]의 다양한 원자번호에 한 자  자

의 산란정도를 측정과 계산으로 비교 분석하여, 임상에

서의 물질별 유용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 다.

Ⅱ. 실 험 방 법

1. 전리함을 이용한 차폐물질별 선량변화 측정
본 연구는 원자번호가 다른 물질에 한 산란 정도를 

알아보고자 각각의 차폐물질을 동일한 두께로 실험하

다. 이는 산란 자  자가 표  물질의 원자번호

뿐만이 아닌 두께에도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4]. 실험은 6 MeV 에 지의 자선속 심선상에 평

행평 형 리함을 25×25 cm
2 폴리스티  팬텀 심에 

끼워 넣은 후 표 -표면 간 거리(Source surface 

distance: SSD) 100 cm, 조사야(Field size: FS) 10×10 

cm
2로 조정하 다. 차폐물질은 원자번호가 다른 알루

미늄, 구리, 납  각각을 팬텀 표면에 2.0 mm, 4.0 mm, 

6.0 mm 두께별로 올려놓았다. 이때 측정 치는 차폐

물 가장자리 선상을 심으로 선속 조사면으로 1.0 mm 

이격 시켜 치시켰다[그림 1]. 측정값은 Prasad SG 등

[7]의 실험을 참조하여 100 cGy를 6회 조사 평균값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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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평행평판형 전리함을 이용한 실험 구성도

2. Gafchromic EBT2 필름교정 및 측정
이온 리함 선량평가는 한 지 을 측정하는 것으로 

공간 분해능이 낮아 은 산란 변화량을 알아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11]. 이에  높은 공간 분해능과 낮

은 분 학  변화의 특징으로 선량변화량을 2차원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Radiochromic 필름[12]  하

나인 Gafchromic EBT2 필름을 사용하 다.

Gafchromic EBT2 필름은 1 ∼ 800 cGy 이하의 낮은 

선량범 에서 사용 가능하여 기존의 Radiochromic 필

름 보다 감도가 높고 에 지 의존성이 어 자 는 

고 에 지 자선의 선량측정에 이용 다[13][14]. 이에 

산란 자에 의한 미세한 심부선량 증가율을 알아보기

에 합하므로 본 연구에서 선택하 다.

먼  Gafchromic EBT2 필름의 선량- 학농도 선형

성 보정을 한 필름교정은 Sankar A등[15]의 연구방

법을 참조 수정하여  5×5 cm
2 작은 조각 14장과 10×10 

cm
2 큰 조각 1장으로 잘랐다.

5×5 cm2 필름은 고 에 지 자선 에 지가 25 MeV

인 경우 차폐물 경계에서의 심부선량증가율이 127% 인 

을 고려하여[9]
 각각 10, 30, 5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200 MU를 조사하 다. 10×10 

cm2 필름은 자연 방사선량(Natural background 

radiation dose)값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방사선을 조사

하지 않았다. 방사선 조사 조건은 의료용 선형가속기에

서 발생한 6 MeV 자선을 25×25 cm
2 폴리스티  팬

텀에 조사야 10×10 cm
2, 표 -표면 간 거리 100 cm 으

로 하 으며 자선 최 선량지 인 1.3 cm 깊이에 필

름을 놓고 조사하 다. 

다음으로 차폐물 사용에 따른 심부선량변화량을 알

기 해 Barouky JE등[16]의 연구방법을 수정하여 실

험하 다. 수정된 연구방법은 25×25 cm
2 폴리스티  

팬텀을 수직으로 세운 후 알루미늄, 구리, 그리고 납 등

의 가장자리를 심선속에 치시켜 심부선량 등선량

곡선을 측정하 다. Gafchromic EBT2 필름은 가로 

20.3 cm, 세로 4 cm로 잘라 조사야 심 선상 팬텀 표면

에 필름 끝을 일치시켜 끼웠다. 측정 치는 산란선의 

향을 많이 받는 표면에서부터 6 MeV 자선 최 선

량이 되는 깊이까지로 최 선량 80 ~ 90% 되는 구간과 

90 ~ 100% 되는 구간  가장 큰 값을 보일 수 있는 0.6 

cm, 1.3 cm 두 지 으로 하 다[17]. 각각의 물질은 팬

텀 표면의 하 감약율 95% 되는 두께로 팬텀 표면 상

단에 조사야 횡축면 1/2면까지 올려놓았다. 조사조건은 

표 -표면 간 거리 100 cm에서 기 조사야인 10×10 

cm
2에 6 MeV 자선을 이용하여 100 cGy 조사하 다.

조사되어진 모든 필름의 흑화도는 방사선 조사 후 안

한 조건이 되는 24시간 이후에[18][19] Epson Per- 

fection V700 Photo Scanner로 분석하여 필름의 교정인

자  등선량곡선을 구하 다.

3. MCNPX 모의계산
Gafchromic EBT2 필름의 최소 선량 측정 범 는 

0.01 cGy로써 그 이하의 선량율  발생입자 분포율을 

측정할 수 없는 단 이 있다. 하지만 몬테칼로 계산은 

물질에서 발생되어지는 사건을 수학 으로 풀어나감으

로 범  제한이 없으며, 입자 형태의 분리 계산이 가능

하여 측정으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 방사선량 

측정에 사용된다[20][21]. 본 계산에서는 LANL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 자- 성자- 자

를 연계 수송해석 할 수 있는 2.5.0 버 의 MCNPX 

(Monte-Carlo N Particle eXtended) 코드[22]를 사용하

다. MCNPX는 포트란 로그램어를 사용하여 자, 

자, 성자, 그리고 양자를 포함한 34개의 입자를 수

송하는 계산이 가능하며, 도(Window )운 체계로 개

인용 컴퓨터에서도 실행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11][23]. 

그 지만 정확한 결과를 알기 해서는 실제 물질과 같

은 구조, 구성  계산 목 에 맞는 선원, 출력인자

(tally)를 세부 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제

조사의 정보 한계성에 따른 것으로 부분의 연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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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분야에 따른 주요부분만 묘사하여 계산하 다

[21][24][25]. 이에 본 연구의 선형가속기 헤드 구형은 

Zanini A등[26]의 기록을 참조하고 자선 모드에 맞게 

고려하여 1차 콜리메이터(Primary collimator), 산란박

(Scattering foil), 2차 콜리메이터(Secondary 

collimator) 그리고 치료용 콘(Applicator)을 모델화 하

으며 [그림 2]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구성 물질은 1

차 콜리메이트와 2차 콜리메이트는 텅스텐, 산란박은 

탄탈륨과 알루미늄 합성물질, 그리고 치료용 콘은 아연 

  용융 합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 선형가속기 구성도

선형가속기의 제한된 구조 모사에 한 정확성을 확

인하기 해 몇몇 연구자들은 이온 리함으로 측정하

여 선형가속기 두부의 부분  모사에 따른 오차를 보정

하여 계산하 다[25][27]. 이에 본 연구에서도 평행평

형 리함으로 깊이선량률(Percentage Depth Dose: 

PDD)를 측정하여 비교하 다. 의료용 선형가속기에서 

발생한 6 MeV 에 지 자선을 표 -표면 간격 100 

cm, 기  조사야 10×10 cm
2의 조사 조건으로 두께 1 

mm, 지름 20 mm 창을 가진 평행평 형 리함(Ex- 

radin P11)을 25 × 25 cm2 폴리스티 (Polysty- rene) 

팬텀 표면에 고르게 하여 끼워 넣은 후  심선속에 

치시켜 PDD를 측정하 다. 모의계산은 평행평 형 

리함(Exradin- P11)의 표면창-수집기 간격이 2.0 mm 

인 을 고려 MCNPX 코드로 모사하고 출력 연산자 

*F6 tally와 3×10
6개 히스토리로 계산하여 측정치와 비

교하 다. 

물질별 심부선량증가율은 하 감약율 95% 되는 차

폐물을 각각 구 한 후 조사야 10×10 cm
2 범  안에 횡

축면 1/2까지 치하도록 모사 하 다. 계산에 사용된 

이온 수집기는 지름 1 cm, 높이 0.5 cm 원기둥으로 폴

리스티  팬텀과 같은 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온 수집기 치는 차폐물질 가장자리 종축선상을 심

으로 차폐물이 없는 바깥면 치에서 표면으로부터 최

선량 90%되는 구간과 최 선량 90 %이상 최  선량

100% 구간으로 하 다. 출력 연산자는 *F6 tally로 축

 에 지(Energy deposition: ED)와 F4 tally로 자 

속(Photon flux: PF), 자 속(Electron flux: EF)를 계

산하 다. 계산의 통계  오차 3% 이하로 하기 해 히

스토리는 1×10
7개를 사용하 다.

Ⅲ. 결 과

1. 차폐물질별 선량변화 결과
표면에서의 물질별 두께에 한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알루미늄, 구리, 납 의 두께별 상  이온량은 각

각 2 mm에서 100.82%, 101.22%, 101.25%, 4 mm에서 

101.19%, 101.31%, 101.70%, 6 mm에서 101.70%, 

101.76%, 101.92%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두께가 두꺼

워 질수록 모두 증가율을 보 다[그림 3].

그림 3. 평행평판형 전리함을 이용한 물질 두께별 표면 상대 
이온량

다음으로 최 선량깊이에서의 물질별 두께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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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알루미늄, 구리, 납 의 두께

별 상  이온량은 각각 2 mm에서 100.23%, 99.78%, 

99.72%, 4 mm에서 99.87%, 99.70%, 99.80%, 6 mm에서 

99.78%, 99.80%, 99.83%로 두께 증가에 따른 선량변화

율은 알루미늄의 경우 감소세를 보 으나 구리와 납은 

4 mm를 심으로 감소 후 증가세를 보 다. 동일 두께

의 원자번호 차이에 따른 선량 변화율은 4 mm를 심

으로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고 원자번호에서 증가하

다[그림 4].

그림 4. 평행평판형 전리함을 이용한 물질 두께별 최대선량 
깊이 상대 이온량

2. Gafchromic EBT2 등선량곡선 측정 결과
 필름 흑화도는  필름교정 실험을 3차 방정식으로 피

(Fitting)하여 선량- 학 농도 선형성을 입증하 다. 

측정결과 필름의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른 교정 인자

가 비례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5]. 특히 

본 연구의 심 선량범 인 100 ∼ 200 cGy에서 우수한 

선형성을 보여 주었다.

y = 6E-05x3 - 0.002x2 + 0.033x + 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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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Gafchromic EBT2의 선량-반응곡선 

다음은 조사야 10×10 cm2 에서 차폐물질 가장자리 

선상을 기 으로 조사면 방향에 따른 알루미늄, 구리, 

납 물질별 선량변화율은 최 선량 90%되는 0.6 cm 구

간 에서 최  +19.70%, +15.20%, +12.40%, 최 선량 

100%되는 1.3 cm 구간에서 최  +11.40%, +10.00%, 

+5.20%로 원자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동일 지 의 선량

증가율이 작아짐을 볼 수 있었다[그림 6][그림 7]. 

그림 6. Gafchromic EBT2 필름을 이용한 전하 감약율 
95 % 두께의 물질별 표면 상대 이온량

그림 7. Gafchromic EBT2 필름을 이용한 전하 감약율 
95% 두께의 물질별 최대선량 깊이 상대 이온량

3. 전리함 측정과 MCNPX 모의계산 비교분석
먼  몬테칼로 시뮬 이션의 선형가속기 두부 부분

 모사에 따른 오차를 보정하여 계산 값의 신뢰성을 

평가 하기 해 평행평 형 리함의 PDD와 비교한 결

과  6 mm 구간의 4.2%를 제외한 부분이 ±2% 이내를 

보여 주고 있었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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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ing material 
of attenuation 95%

Depth
(cm) Photon flux

(10
-4
particles /cm

2
)

Electron flux
(10
-4
particles/cm

2
)

Energy deposition
(10
-26
jerks/g) of

Maximum 

No block Surface ∼ 90% 2.0369300 2.0060000 4.4972000  
90% ∼ 100% 2.2637600 2.2834600 5.7280400

Aluminum 
(th = 12.220000 mm)

Surface ∼ 90% 2.5235400 0.0225593 5.6255900
90% ∼ 100% 2.7784400 0.2253080 5.6702500

Copper 
(th = 3.614100 mm)

Surface ∼ 90% 2.4867200 0.0208126 5.1792800
90% ∼ 100% 2.7962500 0.2199380 5.5085100

Lead 
(th = 2.360089 mm)

Surface ∼ 90% 2.4973000 0.0205421 5.1151800
90% ∼ 100% 2.7766600 0.2201250 5.5178500

표 1.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차폐물 가장자리 종축선상을 기준으로 선속 조사면 1.0mm 이격 지점의 계산 값

그림 8. 6 MeV 전자선의 측정과 계산의 PDD 비교

다음으로 몬테칼로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하 감

약률 95% 되는 차폐물질 가장자리 종축선상을 기 으

로 선속 조사면 1.0 mm 이격 지 의 자 속, 자 속 

그리고 축  에 지를 계산한 값으로 크게 물질종류와 

깊이에 따른 변화율로 나눠 [Table 1]에 제시하 다. 

먼  표면 ~ 최 선량 90 % 구간에서 알루미늄, 구리, 

그리고 납 물질 계산값은 자 속 +23.80%, +22.00%, 

+22.60%, 자 속 -98.80%, -98.96%, -98.97%, 축 에

지 +25.00%, +15.00%, +14.00%를 보 다. 본 결과에

서 측정치와 유사한 선량증가율로  원자번호 물질이 

고 원자번호 물질보다 산란 자  자 발생이 다소 많

음을 보여 주었다. 다음으로 최 선량 90 % ~ 최 선량 

구간의 계산 값을 보면 자 속 +22.70%, +23.50%, 

+22.60%, 자 속 -90.20%, -90.40%, -90.40%, 축 에

지 -1.00%, -3.80%, -3.70%를 보 다. 본 깊이에서는 

측정치와 다소 상이하게 고 원자번호 물질에서  원자

번호 물질보다 선량증가율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결과

으로 깊이가 커질수록 차폐물질에서 발생하여지는 산

란 자  자의 향보다는 측정되는 치에서의 산

란 자  자 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시사하 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차폐물질 원자번호와 산란 자 발생률의 

연 성과 심부선량 변화율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물질별 유용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 다. Prasad SG 

등[6]의 연구에 의하면 각각의 물질들은 그 고유의 성

질 때문에 다양한 선량변화율을 보이고 있음을 발표했

다. 이에 각 물질의 원자번호  두께에 한 특성을 알

아보고자 다양한 두께에서의 물질별 특성을 표면과 최

선량깊이에서 측정하 다. 

표면에서는 원자번호와 물질 두께가 증가 할수록 높

은 선량 증가율을 보여 기존 이론  연구와 동일한 결

과를 보 다[4][8]. 더불어 최 선량깊이에서 두께가 얇

은 경우 알루미늄이 납 보다 더 높은 선량 증가율을 보

으며, 제동복사의 향을 받는“domination point”구

간부터는 납이 알루미늄보다 높은 선량증가율을 보여 

제동복사에 한 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온 리함의 결과에서는 Pohlit W 등[8]의 연구와 다

소 다른 결과를 보 다. 즉 산란선의 향을 받은 심부 

선량증가율이 100% 이상이 되지 않았으며, 이에 공간 

분해능이 뛰어난 Gafchromic EBT2 film과 몬테칼로 

산모사 방법인 MCNPX 코드를 이용한 계산으로 심

부선량 변화율을 세 하게 확인하 다. 

Gafchromic EBT2 film 측정과 몬테칼로 산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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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인 MCNPX 코드계산에 사용된 장비의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Gafchromic EBT2 film 선량- 학 농도의 

선형성 입증과 이온 리함 측정값에 따른 MCNPX 코

드 계산 값의 깊이선량률(Percentage Depth Dose; 

PDD) 일치성을 확인 하 다. 그 결과 3차 함수 피 에 

따른 선형성과 Chow 등[28]와 Karlsson 등[29]이 제시

한 깊이선량률 ± 2% 이하, R50과 Rp의 ±1 mm 이내 등

으로 계산 신뢰성을 입증하 다. 

하 감약률 95% 되는 두께에 한 Gafchromic 

EBT2 film을 이용한 알루미늄, 구리, 그리고 납의 심부

선량증가율은 차폐물이 없는 선속 조사면 치에서 최

선량 90% 되는 0.6 cm, 최  선량 100% 되는 1.3 cm

구간 모두 선량 증가를 보 으나 그 증가율은  원자

번로 물질이 고 원자번호 물질보다 높았다.

하 감약률 95% 되는 두께에 한 MCNPX 코드를 

이용한 계산을 보면 산란 자  자 증가율은 표면 ~ 

최 선량 90% 구간에서 고 원자번호 물질일수록 최

선량 90% ~ 최 선량 100% 구간에서  원자번호물질

로 갈수록 감소하 으며, 축 에 지는 자 럭스에 

비례하게 증가하 다. 

본 연구결과 표면 ～ 최 선량 90% 구간의 Gaf- 

chromic EBT2 film 측정과 MCNPX 코드 계산에서 모

든 물질이 선량 증가율을 보 으며,  원자번호 보다 

고 원자번호 물질에서 선량증가가 다소 게 나타났다. 

즉 산란 자  자 발생비율이 고 원자번호 물질보다 

 원자번호 물질에서 더 높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기

존 연구에서 보고된 원자번호와 산란계수 비례성[30], 

제동복사 발생의 원자번호 제곱 비례성[31]과 다른 결

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다음의 물질 두께

변화에 한
 이차 자  제동복사 발생[32]  표면 

선량에 향을  수 있는 후방산란 연 성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33]. 즉 차폐물질이 물질별 하 감약율 95%

로 조정하려 함에 따라  원자번호 물질은 두꺼워지며 

고 원자번호 물질은 상 으로 얇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두꺼운  원자번호 물질에서 많은 산란 자가 방

출되어 높은 선량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실험을 통하

여 알 수 있었으며, 연구결과에서 고 원자번호 물질보

다  원자번호 물질에서 표면 선량 증가율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최 선량 90% ～ 최 선량 100% 구간의 

Gafchromic  EBT2 film 측정과 MCNPX 코드 계산을 

보면 표면 ～ 최 선량 90% 구간보다 더 높은 선량율

로 기존연구의 깊이에 따른 산란선량증가와 유사한 결

과를 보 다[34].
 하지만 MCNPX 코드 계산에서 리

함의 측정과 유사하게 차페물질이 없는 경우보다 차폐

물질이 있는 경우가 더 은 선량율을 보 다. 이는 

MCNPX 코드의 이온 수집기가 리함과 유사하게 일

부 구간만 측정한 결과로 이 구간에 한 필름측정값을 

비교한 결과 유사하 다. 즉 측정 치  형태에 따른 

결과라 사료된다. MCNPX 코드를 이용하여 축 에

지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물질에서 많이 방출되

는 자 럭스보다 가장 게 방출되는 자 럭스에 

비례 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선량변화요

인이 Sathiyan 등[35]이 제시한 제동복사보다 산란 자

에 있음을 확인하 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6 MeV 에 지에서 표면 에 직  차폐물

을 놓았을 경우 알루미늄(Z=13), 구리(Z=29), 그리고 납

(Z=82) 등의 다양한 원자번호 물질에 한 차폐면과 조

사면의 산란정도를 비교 분석하여 임상에서의 물질별 

유용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

로 조사면의 심부선량 증가율을 보면 동일 두께에서는 

원자번호 증가에 따른 산란 자의 수는 증가하 으나, 

하 감약률 95% 두께에서는  원자번호 물질에서보

다 많은 산란 자가 발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 

감약률 95% 두께에 한 물질별 차폐두께의 차이로 두

께증가에 따른 산란선 증가의 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발생되어지는 입자의 산란 향 분석을 통

해 에 지 변화가 자보다 자에 비례 으로 반응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선량증가의 향인자로 산란

자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임

상 인 면에서의 차폐물은 두께가 얇으며, 두께 향 산

란선이 게 방출되는 고 원자번호의 납 물질이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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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사료된다. 한, 차폐물질 사용에 따른 방사선 조

사면 경계 역 선량분포  깊이에 따른 선량분포 측정

에 세 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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