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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진단용 의료방사선은 환자의 방사선피폭을 수반하며, 사

용 건수의 증가로 환자의 총 방사선량도 증가해 왔다. 의료

용으로 사용되는 방사선에 대한 방사선방어 및 피폭관리는 

해당 종사자에 국한되어 그 규제가 설정되고 시행되어 왔

다. 방사선량의 증가는 암과 같은 방사선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방사선안전과 국민보건 관점에서 우려의 대상

이다.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치과검사별 대표 유효선량 값은 구내 촬영이 0.005mSv, 

Cone Beam CT 0.078mSv, 파노라마 촬영이 0.019mSv로 

흉부(LAT) 엑스선 촬영 0.22mSv에 비해 낮으나, 실제 의

료기관의 촬영조건에 따라 방사선량이 변화할 수 있다[1]. 

2011년 3월 31일 기준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의하

면, 치과용 방사선장치는 총 29,232대, 파노라마 장치를 포

함한 치과용 전산화단층촬영 장치는 총 3,081대가 보급되어 

있다[2]. 2011년 방사선검사 건수 총 2억 2천만 건 중 일반 

X선 촬영이 1억 7천만 건으로 78%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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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저선량 장시간(15초 내외) X선을 조사하는 치과 파노라마 촬영장치는 교육 목적의 사용에는 원자력안전법의 규

제를 받으며, 이에 따라 방사선안전 설비(경보장치, 인터록)를 설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 파노라마 촬영

에서 방사선량 및 공간선량률을 측정하여 방사선안전 설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등의 방사선방호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치과 파노라마 전용팬텀의 직접 피폭부위인 치아와 간접 

피폭부위인 수정체와 갑상선에서 유리선량계 소자(GD-352M)를 부착한 후 X선을 3회 반복 조사하여 형광유리선량

계 시스템으로 선량을 판독하였다. 팬텀 절치부를 중심으로 한 수평면을 45° 각도로 분류하여 7방향으로 구획하여 

각 방향마다 30, 60, 90, 120 cm의 거리에서 공간선량률을 측정하였다. 직접 피폭부위는 최대 984.5 μGy가 측정되

었다. 공간선량률은 30 cm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0 cm로 거리가 증가할수록 선량이 감소하였다. 방향에 따

라서는 30 cm 거리에서 회전 시작부위의 공간선량률이 3,840 μSv/h로 가장 낮은 부위인 778 μSv/h에 비해 4배 차

이가 났다.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위치할 수 있는 60 cm 거리에서의 공간선량률은 평균 408 μSv/h로 측정되었다. 보

수적인 관점에서 방사선관리구역 내에 의도하지 않은 피폭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폭선량 예측이 가능하도

록 공간선량률에 대한 방사선안전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에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록 등의 설비는 교육용 치과 파노라마 촬영실의 공간선량률이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원자력안전법에서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과한 규제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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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치과 촬영이 2천 4백만 건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크다[3]. 치과 파노라마 촬영은 상・하악골 및 안면구

조물을 하나의 연속된 상으로 구부러진 면을 겹치지 않게 

길고 좁은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검사[4]로, 90kVp 이

하, 15mA 이하의 저에너지 X선을 사용하며, X선 조사시간

이 15초 내외로 길어 구강 내 촬영에 비해 많은 선량이 피폭

되고 있다. 방사선 피폭은 저선량이지만 발암위험도가 이전 

평가보다 높다는 주장이 있고, 진단용 방사선 촬영에서 백

혈병의 발병율이 증가한 보고도 있다. 이에 방사선의 생물

학적 효과와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의료의 방사선은 확

률적 영향에 대한 문턱값 선량이 없어 선량이 증가하면 위

해도가 증가한다[5,6].

치과 파노라마 촬영에서 결정장기에 해당하는 갑상선, 수

정체 및 타액선은 방사선에 민감하여 그에 대한 주의가 필

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수행된 바 있다[7,8]. 본 논

문에서는 공간선량률 측정 시에 환자 대상이 아닌 사용자 

측면에서 직접 피폭부위의 방사선량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치과 파노라마 X선 촬영장치는 보건계열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 중의 교육 및 실습 목적으로 사용하여 원자력안전

법의 하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9].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방사선발생장치 시설기준은 기본적인 차폐

벽이나 차폐물과 관리구역 표지 외에 방사선발생장치를 사

용할 때에는 그 사용시설의 출입구에 방사선발생장치의 사

용 중임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경보장치)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시건장치)와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할 때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여부에 따라 사용시설의 

출입구가 개폐되는 연동장치(인터록)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10]. 

저선량의 치과 파노라마촬영 장치에 관하여 환자 피폭선

량 저감화를 위한 연구는 활발한 반면, 사용자 측면에서 방

사선방호를 위한 방사선관리구역의 공간선량률에 관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보건계열 대학의 치과 파노라마 촬영실은 방사선관

리구역으로 출입하는 학생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의한 방

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에 해당된다.

최근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방사선작업종사

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령이 개정(시

행령: 2016. 4.12, 시행규칙: 2016. 8. 8)하였으며[11], 2016

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화된 수시출입자에 대

한 내용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해 교육훈련 실시, 개인피폭

선량 측정, 수시출입자 건강진단의 내용이 해당된다. 

방사선관리구역 내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피 교육생을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관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12]. 사용자를 고려한 방사선방호는 방사선관리구역

의 공간선량률 분포 및 위해정도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 파노라마 촬영에서 방사선량 

및 공간선량률을 측정하여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방사선안

전 설비(경보장치, 인터록)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방사선작

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등의 방사선방호를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대상 및 방법 

1. 실험기기 

치과 파노라마 촬영장치는 Planmeca사의 ProMax를 이

용하였으며, 촬영 대상은 인체등가물질로 구성된 치과 파노

라마 팬텀(Dental Radiography Head Phantom, Model : 

PH-47, Kyoto Kagaku co., Ltd)을 사용하였다.

방사선량 측정은 유리선량계 소자(GD-352M)를 이용하

여 형광유리선량계 시스템(Fluorescent Glass Dosimeter 

System, Model : FGD-1000SE, Asahi Techno Glass, 

Japan)으로 흡수선량을 측정하였고, 공간선량률은 비례계

수관식 Surveymeter(Model : FH 40G-L10, Thermo 

Scientific, Germany)로 3회 측정하여 교정인자 1.105(교

정일자 2016년 1월 14일)를 각각 반영하여 평균값을 산출하

였다(Fig. 1).

Fig. 1 Fluorescent glass dosimeter system and Survey 

meter

2. 측정방법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위해 치과 파노라마 전용팬텀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피폭부위인 우측 구치부, 전치부, 좌측 

구치부에 2 cm 간격과 간접 피폭부위인 수정체와 갑상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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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유리선량계 소자(GD-352M)을 부착하여 3회 반복 조

사하여 형광유리선량계 시스템으로 측정하였으며(Fig. 2), 

공간선량률은 X선 조사로 발생하는 산란 방사선의 측정을 

위해 팬텀 절치부를 중심으로 한 수평면을 45° 각도로 분류

하여 7방향으로 구획하여 각 방향마다 30, 60, 90, 120 cm

의 거리에서 공간선량률을 측정하였다(Fig. 3).

촬영장치의 지지대의 수직면에 대하여 팬텀 절치부 교합

면 높이에서 상방 10 cm, 하방 30, 60, 90, 120 cm의 거리

에서 공간선량률을 측정하였다(Fig. 4, 5). 측정조건은 성인 

남성 촬영에서 일반적 조건인 72kVp, 8mA, 16 sec로 하였

다. Surveymeter의 방사선량률 메모리 기능을 이용하여 측

정자는 별도의 조정실에서 불필요한 피폭을 방지하였다. 치

과 파노라마 촬영장치의 지지대를 벽면에 인접하게 설치하

여 측정 불가능한 방향의 일부거리는 제외하였으며, 120 cm 

이상은 촬영실의 공간이 제한되어 측정할 수 없었다.

Ⅲ. 결  과

1. 피폭선량 분포

직접 피폭부위인 치아의 상악 전치부 평균 34.6 μGy, 

하악 절치부 평균 40.6μGy, 상악 우측 구치부 평균 984.5

μGy, 좌측 구치부 평균 257.3μGy로 측정되었다. 중심에

서 우측으로 12 cm 떨어진 R6 위치에서 5,074μGy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선량 분포는 Fig. 6과 같고, 인체등가

물질로 구성된 팬텀에 유리선량계를 부착하여 촬영한 치과 

파노라마 영상은 Fig. 7과 같다. 수정체 좌우 각각 18.8μ

Gy, 18.6μGy, 갑상선 좌우 각각 139μGy, 129μGy로 측정

되었다. 

Fig. 2 Measurement of the absorption dose during 

dental panoramic radiography

Fig. 4 Measurement of the spatial dose rates during 

dental panoramic radiography

Fig. 3 Measurement points of scattered dose rate 

distribution for horizontal plane

Fig. 5 Measure points of scattered dose rate 

distribution for vertic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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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면의 공간선량률 분포

치과 파노라마 촬영실 내의 자연 방사선량률은 197

nSv/hr이었으며, X선이 조사되는 16초 동안 측정된 최대 

공간선량률은 거리별로는 30 cm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

며, 120 cm의 거리로 증가할수록 선량률이 감소하였다

(Table 1). H방향 30 cm 거리에서는 회전 시작부위의 공간

선량률이 3,840μSv/hr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F방향 30

cm의 778 μSv/hr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같은 거리이지

만 X선관의 회전 특성으로 약 4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과 파노라마 촬영장치의 지지대를 벽면에 인접하게 설

치하여 F, G, H방향의 일부 거리는 측정하지 못하였으며, 

30 cm 거리에서 측정한 F지점과 H지점은 그래프와 평균치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납으로 차폐된 촬영실 문을 닫고 조

정실에서의 공간선량률은 자연방사선 수준이었다. 치과 파

노라마 촬영장치는 X선발생장치로 전원공급 차단 시에 X선

이 발생하지 않지만, 보수적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이 촬

영 자세를 잡기 위해 위치하게 되는 60 cm 거리에서의 공간

선량률은 평균 408μSv/h로 측정되었다.

3. 수직면의 공간선량률 분포

치과 파노라마 촬영장치의 지지대의 수직면인 C방향에 

대하여 팬텀 절치부 교합면 높이를 기준으로 한 안구높이의 

상방 10 cm 및 하방 30, 60, 90, 120 cm의 거리에서 공간선

량률 측정결과는 Table 2와 같다. 팬텀 절치부 교합면 높이

를 중심으로 원추형 모양으로 공간선량률이 분포하였으며, 

거리가 증가할수록 촬영 중심에서 멀어지는 바닥에 가까워

질수록 자연방사선 선량률에 근접하였다. 

Ⅳ. 고  찰

X선 촬영실 내에서 산란 X선의 공간선량률 분포는 환자

는 물론이고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방사선작업종사자

R7R6R5R4R3R2R1 C L1 L2 L3 L4 L5 L6 L7

upper lower

Fig. 6 Distribution of the absorption dose of dental 

panoramic radiography. (unit : μGy)

Fig. 7 Dental panoramic radiography image.

Direction 30 cm 60 cm 90 cm 120 cm

A 1,510 373 169 75

B 1,593 454 173 83

C 1,627 487 223 161

D 1,050 401 177 95

E 1,338 323 231 146

F 778 - - -

H 3,840 - - -

Table 1 Experiment results of the spatial dose rate of 

scattering x-ray for horizontal plane (unit : μSv/hr)

Height 30 cm 60 cm 90 cm 120 cm

-10 1,587 515 254 154

0 1,631 514 227 156

30 1,250 346 149 51

60 76 240 82 43

90 199 190 53 43

120 121 87 45 37

Table 2 Experiment results of the spatial dose rate 

scattering x-ray for vertical plane of C (unit : μSv/hr)

Mean spatial dose 30 cm 60 cm 90 cm 120 cm

dose rate in operation 

(μSv/hr)
1,424 408 195 112

1 week dose

(4 times, 16 sec/operation)
25 7 3 2

1 year dose

(7 month, 28 week)
700 196 84 56

Table 3 Calculation result of the mean spatial dose of 

scattering x-ray for distance. (unit : μ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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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피폭정도를 인지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분야의 연구가 미흡하여 막연히 

촬영실 내에는 산란선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피폭을 받는다

고 생각해 온 것이 보편화 된 사실이다[13,14]. 

보건계열 대학에서는 인체 대상이 아닌 인체조직등가물

질로 제작된 X선 촬영용 팬텀으로 실습이 이루어진다. 실습 

시에 직접 X선의 방사선량을 사용자 입장에서 확인하였다. 

이 팬텀을 대상으로 일반적 촬영조건으로 촬영하였을 때 직

접 피폭부위인 치아와 표재성 결정장기에 해당하는 수정체, 

갑상선에 대한 피폭선량은 다음과 같다. 치아부위의 선량은 

김창규[15]의 연구에 의하면 치아부위별 피폭선량 측정결과 

82.4∼2,340 μSv 선량분포를 나타내고, 박일우 등[8]은 상·

하 입술, 촬영 중심점, 하악골 첨부의 선량이 211∼413 μGy

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아의 상악 전치부와 구치

부에서 34.6∼984.5 μGy로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다양한 

선량분포를 알 수 있었다. 치과 파노라마 장치의 성능에 따

라 일부 차이가 있으며, 회전하면서 촬영되는 부분의 두께

와 밀도가 고려되어서, 상·하악골에 인접한 구치부의 선량

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수정체 방사선량은 선행

연구[8,15]에서 각각 70.2 μGy, 28∼38 μGy 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18.8 μGy로 더 낮았다. 갑상선 방사선량은 선행연

구[8]에서는 156∼169 μGy 로, 본 연구에서는 129∼139 μGy

로 유사한 선량을 나타내고 있다. 갑상선이 수정체보다 직

접 피폭부위인 치아와 근접하여 더 높게 측정된 것으로 사

료된다. 

치과 파노라마 촬영실은 지지대를 벽면에 고정하고 X선 

튜브가 회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있으면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 측

정한 촬영실은 일정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서 치과 파노라마

촬영 장치의 공간선량률을 측정하는데 유리하였다. 치과 파

노라마촬영은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X선관 튜브가 상･하

악 구치부 및 전치부를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어 X선 조사

가 같은 거리라도 회전 방향에 따른 공간선량률의 차이가 

있었으며, 거리가 증가할수록 선량률이 감소하였다. 보건

계열 대학에서 실습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피폭 과정을 예

상하였다. 

첫째, 보건계열 대학에서는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허가를 득하고, 시설검사에 합격한 치과 파노

라마촬영 장치가 차폐시설이 구비된 방사선관리구역 안에 

고정 설치되어 있다. 인체 X선 촬영은 과징금 4,000만원의 

행정처벌 대상으로, 인체조직등가물질로 제작된 X선 촬영 

전용 팬텀을 사용한다. 치과 파노라마 촬영장치는 전원 차

단 시에 방사선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동하지 않을 때에는 

방사선관리구역 안은 자연 방사선량률이 된다. 따라서 실습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학생은 촬영실 내에서 각 촬영법에 따

른 X선 촬영전용 팬텀 자세를 맞추고, 납으로 차폐된 출입

문을 닫은 후 방사선관리구역 밖의  조정실에서 X선을 조사

한다. 실습 담당교수 및 학생은 법적 관리하는 방사선관리

구역인 촬영실에 촬영용 팬텀 자세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으

로 출입하여, 구역 내에 상주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

상된다. 그리고 교내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의 준수로 방사선 

피폭의 우려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방사선촬영 실습 시에 무지한 경우 또는 불가피하

게 방사선작업종사자가 X선 조사 시 방사선관리구역인 X선 

촬영실 내에 있는 것을 가정하여 보수적으로 방사선량률을 

계산하였다(Table 3). 거리별 평균 공간선량률은 30 cm에

서 1,423μSv/hr, 60 cm에서는 408μSv/hr, 90 cm에서는 

195μSv/hr, 120 cm에서는 112μSv/hr 이었다. 실제로 치

과 파노라마 촬영 실습수업은 1주일에 1인당 4회 이하, 조사

시간은 16초로 촬영실습을 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1인

당 1주일 방사선량을 계산하면 30 cm 에서 25μSv, 60 cm

에서 7 μSv, 90 cm에서 3μSv, 120 cm에서 2μSv가 된다. 

그리고 방학을 제외한 수업기간인 7개월을 가정하면 연간선

량을 계산하면 30 cm에서 700 μSv, 60 cm에서 196μSv, 

90 cm에서 84 μSv, 120 cm에서 56μSv가 된다.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인 1mSv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200 cm 거리에서는 거의 자연방사선 수준이다. 비정상

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방사선관리구역 내에 사람이 상주하

여 X선 조사를 하면 피폭으로 인한 급성장해 등의 발생 우

려는 없지만,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확률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안전관리에 주의를 요한다. 

치과영역에서의 방사선 검사는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직

접 방사선을 조사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기기자체에서 나오

는 누설방사선이나 산란선에 의한 2차 피폭도 무시할 수 없

기 때문에 납 에이프런, 납 장갑, 납 안경, 방사선 방호복 등

의 적절한 방호 기구를 준비하여야 한다[17]. 

향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방사선 피폭관리를 담당하게 

될 방사선사와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보건계열 대학에서

는 교육목적으로 인한 불필요한 피폭의 방지를 위해 X선 조

사 중에는 방사선관리구역 내에 상주하지 않는 것과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서의 공간선량률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

다. 

본 실험의 결과로부터 방사선안전 설비의 실효성을 설명

하면 환자 대상으로 치과 파노라마 X선 촬영하는 의료기관

의 촬영실에는 방사선안전 설비(경보장치, 인터록)의 규제

가 없다. 진단 목적의 이익으로 그 피폭이 정당화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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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촬영하는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안전 설비가 더욱 필요

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보건계열 대학에서 사용하는 치과 

파노라마 촬영장치는 방사선안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규정 준수를 위해 방사선발생장치의 회로를 

조작하여 별도의 배선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사용 중임을 자

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경보장치)와 사용여부에 따라 출입

구가 개폐되는 연동장치(인터록)를 설치한다. 다른 진단용 

X선 촬영장치에 비해 특히, 치과 파노라마 촬영장치는 저선

량 장시간(15초 내외) 조사하여 규제기관에서는 방사선안전 

장비 설치가 필수사항이 되었다. X선 촬영실습 시에는 X선 

촬영 중임을 나타내는 경보장치에 전원이 켜져 주의를 요할 

수 있으며, 사용여부에 따라 출입구가 개폐되는 인터록은 

촬영실문이 닫혀야만 X선 조사가 가능하며 X선 조사 중 문

을 열면 X선 발생이 중지되어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목적으로 한층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나, 다음의 문제점

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시설기준으

로 방사선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방사선

의 위해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기준에 해당이 

된다. 1 MeV 이상의 방사선 치료장비는 방사선안전 설비

(인터록, 경광등) 연결을 위한 배선이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

지는 반면, 최대 사용전압 90 kVp 이하의 치과 파노라마 촬

영장치는 법규 적용을 위해 인위적으로 회로를 조작하여 별

도의 배선을 만들어 방사선안전 설비를 설치하는 실정이다. 

방사선 장비업체에서는 임의로 장치 회로변경시 AS를 문제 

삼는 경우와 업무대행업체를 통해 추가 설치하는 비용 또한 

부담이 된다. 대부분의 보건계열 대학은 지방에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 원자력안전법에서 요구하는 방사

선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12].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의 분포를 분석해 

보면 방사선관리구역 안은 X선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 자연 

방사선량률에 해당하며, 별도 조종실 또한 자연 방사선량률

에 준한다. 실제 방사선관리구역 벽면에 설치 된 납 유리창 

아래에 비치한 모니터링을 위한 선량계를 1분기(3개월) 동

안 비치해 두고, 정기적으로 판독업체를 통해 측정한 결과

는 늘 0.01mSv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교육용 치과 파

노라마 촬영실 내 공간선량률을 감안하여 방사선 위해 정도

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가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특정 치과 파노라마 촬영장치에 한정

되어 공간선량률의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일반화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  론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보수적 관점에서 방사선관리구역

에 의도하지 않은 피폭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하며, 

피폭선량 예측이 가능하도록 공간선량률에 대한 방사선안

전 교육이 필요하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

치하지 않는 경보장치, 인터록 등의 방사선안전 설비는 교

육용의 치과 파노라마 촬영실내 공간선량율이 낮은 것을 감

안할 때 원자력안전법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과한 규제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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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Spatial Dose Rates during Dental Panoramic Radiography

Jong-Kyung Ko1)
･Myeong-Hwan Park2)･Yongmin Ki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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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partment of Radiologic Technology, Daegu Health College

3)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 dental panoramic radiography which usually uses low level X-rays is subject to the Nuclear Safety Act 

when it is installed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This paper measures radiation dose and spatial dose 

rate by usage and thereby aim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radiation safety equipment and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radiation safety of radiation workers and students. After glass dosimeter (GD-352M) is at-

tached to direct exposure area, the teeth, and indirect exposure area, the eye lens and the thyroid, on 

the dental radiography head phantom, these exposure areas are measured. Then, after dividing the hori-

zontal into a 45°, it is separated into seven directions which all includes 30, 60, 90, 120 cm distance. The 

paper shows that the spatial dose rate is the highest at 30 cm and declines as the distance increases. At 

30 cm, the spatial dose rate around the starting area of rotation is 3,840 μSv/h, which is four times high-

er than the lowest level 778 μSv/h. Furthermore, the spatial dose rate was 408 μSv/h on average at the 

distance of 60 cm where radiation workers can be located. From a conservative point of view, It is possi-

ble to avoid needless exposure to radiation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However, in case that an unin-

tended exposure to radiation happens within a radiation controlled area, it is still necessary to educate ra-

diation safety. But according to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in medical institutions, even if they are 

not installed, the equipment such as interlock are obliged by the Nuclear Safety Law, considering that the 

spatial dose rate of the educational dental panoramic radiography room is low. It seems to be excessive 

regulation.

Key Words : Dental panoramic radiography, Spatial dose rates, safety education, radiation safety equi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