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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t was intended to replace the existing plane parallel ionization chamber, which requires 
cross-calibration in electron beam treatment. The semiconductor compounds HgI2 was fabricated as detector, and 
the characteristics of HgI2 detector for the 6, 9 and 12 MeV electron beam was analyzed in the linear accelerator. 
It was also intended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substitution with existing detectors and their applicability as 
electron beam dosimetry and to use them as a basic study of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beam dosimeter. As 
a result of reproducibility, RSD was 0.4246%, 0.5054%, and 0.8640% at 6, 9, and 12 MeV energy,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the output signal was stable. As a result of the linearity, the R2 was 0.9999 at 6 MeV, 0.9996 at 
9 MeV, and 0.9997 at 12 MeV showed that the output signal is proportional to HgI2 as the dose is increased. 
The HgI2 detector of this study is highly applicable to electron beam measurement, and it may be used as a basic 
research on electron beam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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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방사선치료에서 전자선은 비정이 짧고 피부에 미
치는 영향이 커서 표재성 종양 치료에 많이 사용되
고 있다.[1] 이러한 전자선 치료는 정확한 치료 및 불
필요한 피폭을 막아 정상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 
정도 관리(Quality Assurance; QA)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정확한 선량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2] 이에 전
자선 치료 분야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IAEA)나 미국의학물리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ist in Medicine; AAPM)에서 발
행한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흡수선량을 평가하고 있
다.[3,4] IAEA TRS-398(Technical Report Series No. 398, 
2000)에서는 R50 ≤ 4 g/cm2 저에너지 전자선에서는 
평행평판형이온함을 사용하여 선량을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고에너지 전자선 선량 측정에서는 
원통형이온함을 기준으로 평행평판형이온함을 교차
교정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3]

이러한 TRS-398에서는 선질보정인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으면 프로토콜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힘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자선에서 측정을 권
고하는 평행평판형이온함은 선량 경사도와 입자플
루언스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불확도를 줄이는데 
원통형이온함보다 기하학적 구조상으로 유리하지
만, 교차교정법에 의한 평행평판형이온함의 사용은 
추가적인 측정단계와 복잡한 수식으로 인하여 측
정 시 오차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5-7]

치료 방사선 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diode 선량계를 통한 측정
이 이루어졌지만, 온도 의존성, 낮은 흡수효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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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조사에 따른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성능저하
와 같은 문제점으로 반복적인 교정이 필요한 단점
이 있다.[8]

한편 X선에 대한 검출연구는 CdTe, CdZnTe, 
PbI2, HgI2 등 다양한 광도전성 반도체 화합물이 여
러 에너지 대역에서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중 
HgI2는 상대적으로 높은 유효 원자 번호(Zeff: 63)와 
전자 밀도(Nel: 2.5×1023 electrons/g)를 가져 우수한 
전하수집효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단영역에서 많
은 연구가 선행되어왔다. 또한, 최근에는 방사선치
료, 산업 검출 분야 등에서도 고에너지 X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실정이다.[9,10] 하지만 전
자선의 경우, 환자 위치, gentry 구성으로부터 발생
하는 산란에 따른 선량 오차가 크게 발생 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광도전성 반도체 화합물을 이용
한 전자선 선량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입자침전법(Particle-in Binder; 
PIB)으로 제작이 용이한 광도전성 반도체 화합물인 
HgI2를 선량계로 제작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체 제작한 HgI2 선량계를 선형
가속기에서 조사되는 저 에너지 및 고에너지 전자
선에 대한 반응특성을 평가함으로써 해당 물질의 
전자선 검출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
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교차교정이 필요한 기존 
평행평판형이온함의 대체가능성과 전자선 선량계
로서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Ⅱ. MATERIAL AND METHODS

1. HgI2 선량계 제작
본 연구에서는 Kojundo Chemical Laboratory 사에

서 제조된 순도 99.999%의 광도전체 물질 HgI2를 
사용하여 방사선 흡수층을 제작하였다. 인듐 주석 
산화물(Indium-Tin-Oxide; ITO)이 도포된 glass 상에 
1×1 cm2의 면적의 격벽을 형성한 이후 HgI2와 바인
더를 4:1로 혼합하고 screen printing으로 제작하였
다. 이후 오븐에서 70℃에 8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상부 전극은 금을 0.8×0.8 cm2 면적으로 방사선 흡
수층 상부에 증착시켜 형성하였다.

2. 실험 장치 set-up

제작된 선량계의 전자선 반응특성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설치되어있는 선형가속기(LINAC_ix. 
RapidArc)를 사용하여 얻었다. 제작된 HgI2 선량계
는 전자선 조사 시 electron-hole pair를 생성하는데, 
이때 Keithley 사의 6517A electrometer로 1 V/μm 구
동 전압을 인가하고, LeCroy 사의 wavesurfer510 
oscilloscope 사용하여 신호 파형을 획득하였다. 획
득된 신호 파형은 ACQ(Biopac, Acqnowledge 4.2, 
canada) program을 사용하여 조사된 시간에 대하여 
적분된 전하량을 획득하였다. 이때 전하량으로 입
력된 각 data는 단위 면적당 sensitivity를 제시하기 
위해 전극면적인 0.8×0.8 cm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
다. 

Fig. 1은 전자선의 반응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
험 개략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6, 9, 12 MeV 
전자선에 대하여 하부에 10 cm 두께의 slab 
phantom을 위치시키고 상부에는 각 에너지의 Dmax 
depth를 설정하기 위하여 6 MeV에서 1.3 cm, 9 
MeV에서 2 cm, 12 MeV에서 2.5 cm 두께의 Slab 
Phantom을 Build-up material로 형성하였다. 이후 
SSD는 100 cm로 설정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etup.

3. Reproducibility

재현성은 동일 선량에 출력 신호의 안정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서 동일 선량 50 MU에서 10회 반복 
조사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된 신호량을 기반으로 
출력값의 상대 표준 편차 (Relativ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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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D)로 나타내어, 선량계 연구에서 재현성 평가기
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95% 신뢰구간 RSD 1.5% 이
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11,12] RSD는 (1)로 산출하
였으며,  은 측정값이며, 은 산술 평균값이다.

 






  

× (1)

4. Linearity

선형성은 조사된 선량과 선량계의 출력 신호의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1, 10, 50, 100, 300, 
500 MU 단계적인 선량의 증가에 따른 신호의 변화
추세를 평가하였다. 평가에는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결정
계수는 회귀식의 적합한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서, 적합도가 높을수록 1에 근접한 값이 나타난다.

Ⅲ. RESULT

1. Reproducibility

Fig. 2는 HgI2의 선량계의 재현성 측정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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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producibility of HgI2 detector at 50MU.

연속적인 10회 반복조사에 의한 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RSD는 6 MeV 에너지에서 0.4246%, 9 MeV 
에너지에서 0.5054%, 12 MeV 에너지에서 0.8640%
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경우에서 평가 기준을 만족

하는 RSD 1.5% 이하를 충족시키는 결과이다.

2. Linearity

Fig. 3은 1~1000 MU의 선량 변화에 따른 선형성 
평가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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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producibility of HgI2 detector at 50MU.

평가결과, MU가 증가함에 따라 HgI2에서 생성되
는 신호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에너지 구간에서 직선형 추세선의 신뢰
도 지표 R2값은 6 MeV에서 0.9999, 9 MeV에서 
0.9996, 12 MeV에서 0.9997로 나타나 1에 근접한 
값으로 제시되었다.

Ⅳ. DISCUSSION

재현성 평가결과, 평가 기준인 RSD는 각 에너지
에 대하여 최대 0.864%로 나타났다. 이는 HgI2 선
량계에 대한 타 논문에서 재현성의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95% 신뢰구간에서의 1.5% 이하의 RSD를 
만족하는 결과이다.[13]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HgI2 
선량계가 일정한 선량에 대해 안정적인 출력을 내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선형성 평가결과, 직선형 추세선의 신뢰도 지표 
R2은 6, 9, 12 MeV에서 각각 0.9999, 0.9996, 0.9997
로 나타났다. 이는 HgI2 선량계에 대한 타 논문에서 
선형성 평가의 지표로 제시한 R2 > 0.9990을 만족
하는 결과로, 제작된 HgI2 선량계의 출력 신호가 선
량에 정비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14] 본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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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고에너지 전자선에서 교차교정이 필요한 기
존 평행평판형이온함 비교하였을 때, 6, 9, 12 MeV
에 다양한 에너지 범위에서 안정적인 출력을 나타
내어 전자선 선량계로서의 적용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었다. 

전자선은 피부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확
한 선량 측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전자선은 산란에 
따른 영향이 커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고에너지 전자선
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비교적 민감도가 우수한 
HgI2 선량계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HgI2 선량계의 전자선 측정 시 
산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 선량계와 비교
평가 하고자 한다. 또한, HgI2 물질 이외에 광도전
성 반도체 화합물을 사용하여 선량계를 제작 및 비
교 평가하여 전자선 선량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선량계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HgI2 물질을 사용하여 선량계를 
제작하였고, 이에 대한 전기적 특성에 대한 신뢰도
를 선형성과 재현성의 지표로 평가하여, 교차교정 
없이 저에너지 고에너지 전자선 출력의 정확한 평
가가 가능한 선량계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RSD 1.5% 이내의 재현성과 0.9990이상
의 R2 값의 선형성을 나타냄으로써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HgI2 선량계는 전자선 측정
의 선량계로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전자선 검출에 대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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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 치료 분야의 선량 측정을 위한 반도체 화합물의

적용가능성 연구

양승우,1 한무재,1 신요한,1 정재훈,1 최윤선,2 조흥래,2 박성광2,*

1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과
2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본 연구에서는 전자선 치료에서 전자선 선량 측정 시 교차교정이 필요한 기존 평행평판형이온함을 대체
하고자 하였다. 광도전성 반도체 화합물 HgI2를 사용하여 선량계로 제작하였으며, 선형가속기에서 6, 9, 12 
MeV 전자선에 대한 HgI2 선량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존 선량계와의 대체가능성과 전자선 선량
계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전자선 선량계 개발의 기초연구로써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현성 평가결
과, RSD는 6, 9, 12 MeV 에너지에서 각각 0.4246%, 0.5054%, 0.8640%로 나타나 출력 신호가 안정적인 것을 
나타내었다. 선형성 평가결과, 직선형 추세선의 신뢰도 지표 R2값은 6 MeV에서 0.9999, 9 MeV에서 0.9996, 
12 MeV에서 0.9997로 나타나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HgI2에 출력 신호가 비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HgI2 선량계는 전자선 측정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선 검출에 대한 기초연
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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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 직위

(제1저자) 양승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과 연구원

(공동저자)

한무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과 연구원

신요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과 연구원

정재훈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과 연구원

최윤선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조흥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교신저자) 박성광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연구자 정보 이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