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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ctron beam have many factors that affect dose distribution, so even if identical settings are used, they should 

be identified and used for radiation treatment, and the effects on the structures in the body are sensitive, making 

it difficult to investigate uniform dose distribution on tumors. In this study, a dosimeter was produced using PbI2 

which is a photoelectric material,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for 6, 9, and 12 MeV electronics in 

linear accelerators. The reproducibility test results showed that RSD were 1.1215%, 1.0160%, and 0.05137% 

respectively at 6, 9, and 12 MeV energies, indicating that the output signals were stable. The linearity evalu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R2 values of the reliability indicator for straight line trend lines were 0.9999, 0.9999, and 

0.9994, respectively, at 6, 9, and 12 MeV, to confirm that the output signal was proportional to PbI2 as dose 

increased. The PbI2 dosimeter in this study is judged to be highly applicable to electromagnet measurement and 

is thought to be able to be used as a basic study of electron detector through photoelectric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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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전자선은 비정이 짧기 때문에 일정 깊이를 투과

하면 선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정상 장기가 표적체적을 넘어 내부에 위치

하는 경우, 정상조직을 보호하면서도 종양조직에는 

계획된 선량을 조사할 수 있어 피부암, 유방암, 두

경부암 등의 표재성 종양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

다.[1-4]

이러한 전자선의 에너지와 물리적인 특성을 직

접 측정하기에는 이론적, 실험적으로 대단히 어렵

다. 전자선은 인체 조직 내에서 투과깊이가 증가함

에 따라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산란선이 증가하여 깊이이온곡선과 깊이선량곡선

이 일치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자

선 선량분포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매우 많고, 체

내 구조물에 영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동일한 

설정이라도 장치가 다를 경우, 장치마다 그 특성을 

파악하여 방사선 치료에 이용해야한다.[5] 

이러한 전자선이지만 방사선치료의 성격상 정상

조직에는 최소한의 피해를 주면서 종양조직에는 

의도한 선량을 조사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환

자에게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

어야 한다.

Lead(Ⅱ) Iodide(PbI2)는 방사선 에너지를 전기 에

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광도전체 물질이다. 높은 

원자량(Zpb-82, ZI-53)으로 방사선 흡수 계수가 높

고, 일함수가 4.9 eV로 전자-정공 쌍의 형성에너지

가 낮으며, 빠른 반응속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잡음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방사선 검출을 위한 반도체 

선량계로 사용 및 연구되고 있는 물질이다.[6-8]

본 연구에서는 광도전체 물질인 PbI2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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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 선량 측정에 적합한 선량계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선형가속기에서 조사되는 전자선에 

대한 전기적 반응특성을 분석하여 전자선 선량계

로써 적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Ⅱ. MATERIAL AND METHODS

1. PbI2 선량계 제작

먼저 선량계의 하부전극을 형성하기 위하여 인

듐 주석 산화물 (Indium-Tin-Oxide; ITO)을 유리위

에 도포하였다. 하부 전극 위에 가로세로 1 × 1 cm2

의 틀을 형성하고 그 위에 PbI2와 바인더를 4:1로 

혼합하여 screen printing 방법으로 도포하였다. 그

리고 오븐에서 70 ℃, 8 시간 동안 방사선 흡수층을 

건조시켰다. 건조된 방사선 흡수층에 상부 전극을 

형성하기 위해 금을 0.8 × 0.8 cm2 면적으로 증착시

켜 선량계 제작을 마무리하였다.

PbI2는 Kojundo Chemical Laboratory 사에서 제조

된 순도 99.999 %의 물질을 사용하였다. 

2. 실험 장치 set-up

본 연구에서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설치되

어있는 선형가속기(LINAC_ix. RapidArc)를 사용하

여 선량계의 전자선 반응특성을 분석하였다.

전자선이 조사 될 때, 제작된 PbI2 선량계는 

electron-hole pair를 생성한다. 이 때, Keithley 사의 

6517A electrometer로 방사선 흡수층 두께 당 1V의 

전압을 인가하면서 LeCroy 사의 wavesurfer510 

oscilloscope로 신호 파형을 획득하였다. 마지막으로 

ACQ(Biopac, Acqnowledge 4.2, canada) program을 

사용하여 획득된 신호 파형을 조사된 시간에 대하

여 적분하여 전하량을 산출하였다.

Fig. 1은 PbI2 선량계의 전기적 반응특성을 분석

하기 위한 실험 개략도이다. PbI2 선량계 상부에는 

Slab Phantom을 Build-up material로 위치시켜 각 에

너지에 해당하는 Dmax depth를 설정하였다. 6 MeV

에서 1.3 cm, 9 MeV에서 2 cm, 12 MeV에서 2.5 cm 

두께로 설정하고, SSD는 Slab Phantom 표면에서부

터 100 cm로 설정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et up.

3. PbI2 Reproducibility

출력 신호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Dose 

Rate를 400 MU/min으로 고정하고 동일선량 50 MU

를 10회 반복 조사하였다. 획득된 신호를 기반으로 

상대 표준 편차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

를 산출하였고, 이를 통해 재현성을 분석하였다. 평

가기준은 선량계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95 

% 신뢰구간 RSD 1.5% 이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

다.[8~9] RSD는 식(1)로 산출하였으며,  은 측정값

이며, 은 산술 평균값이다.

 













 


× (1)

4. Linearity

선형성은 조사된 선량과 선량계의 출력 신호의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Dose 

Rate를 400MU/min 으로 고정하고 선량을 1, 10, 50, 

100, 300, 500 MU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조사하여 

선량계에서 신호를 획득하였다. 획득된 신호는 결

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를 사용하여 

회귀식의 적합한 정도로 선량계의 선형성을 평가

하였다. 결정계수는 적합도가 높을수록 1에 근접한 

값이 나타난다.

Ⅲ. RESULT

1. Reproducibility

Fig. 2는 PbI2 선량계에 동일 선량 50 MU를 10회 

반복 조사하였을 때의 재현성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J. Korean Soc. Radiol., Vol. 14, No. 5, October 2020"

519

Fig. 2. Reproducibility of PbI2 detector at 50MU.

연속적인 10회 반복조사에 의한 재현성을 평가

한 결과, RSD는 6 MeV 에너지에서 1.1215%, 9 

MeV 에너지에서 1.0160%, 12 MeV 에너지에서 

0.05137%로 나타났다. 이는 RSD 1.5% 이하의 값으

로 제안한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결과이다. 

2. Linearity

Fig. 3은 1~1000 MU 조사된 선량에 따른 선량계

의 출력 신호값의 그래프로 선형성 평가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Fig. 3. Linearity of PbI2 detector at 50MU.

평가결과, 직선형 추세선의 신뢰도 지표 R2값은 

6 MeV, 9 MeV, 12 MeV에서 각각 0.9999, 0.9999, 

0.9994로 나타나 1에 근접한 값으로 나타났다. 선량

이 증가함에 따라 PbI2에서 생성되는 출력에 비례

하여 증가하는 우수한 선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DISCUSSION

재현성 평가결과, 각 에너지 6, 9, 12 MeV에 대

하여 RSD값은 1.1215%, 1.0160%, 0.05137%로 전자

선의 에너지가 낮을수록 재현성이 저하되었다. 이

는 에너지 변화에 따른 산란선과 에너지 특성 변화

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산란선의 에너지 강도는 원자번호의 제곱에 비

례하고 운동에너지에 반비례한다.[10] 또한, Electron 

PDD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에너지가 높아

질수록 Dmax를 포함한 build-up region이 비교적 완

만해진다. 이러한 특징은 build-up material로 Slap 

pantom을 이용한 본 실험에서는 오차를 증가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에너지에서는 build-up region

의 급격한 기울기 변화로 오차에 따른 신호를 불안

정하게 만들고, 반대로 고에너지에서는 완만한 기

울기와 줄어든 산란선으로 오차에 대한 영향이 상

대적으로 적어 안정적인 출력신호가 유지 되는 것

으로 판단되어진다. 하지만 그 차이는 매우 미세하

여 6, 9 12 MeV 에너지에서 RSD값은 최대 

1.1215%로 제작된 PbI2선량계는 6, 9 12 MeV 각 에

너지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

다.[11] 

선형성 평가결과, R2은 6, 9, 12 MeV에서 각각 

0.9999, 0.9999, 0.9994로 나타났다. 이는 타 논문에

서도 선량계 선형성 평가의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R2 > 0.9990을 만족하는 결과로, 제작된 PbI2 선량

계의 선형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12] 본 연

구결과는 PbI2 선량계가 다양한 범위의 전자선 에

너지 6, 9, 12 MeV에서 안정적인 출력을 나타내어 

전자선 치료를 위한 선량측정 QA 선량계로서의 적

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선은 피부에 큰 영향을 끼치기만 산란에 따른 

영향이 커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6, 9, 12 MeV 전자선의 정확한 선

량 측정을 위해 민감도가 우수한 PbI2 선량계에 대

한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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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PbI2 선량계를 제작하였고, 이에 

대한 안전성을 선형성과 재현성의 지표로 평가하

여, 전자선 선량계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PbI2 선량계 RSD 1.5% 이내 우수한 재

현성과 0.9990이상의 R2 값의 높은 선형성을 나타

내어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PbI2 선

량계는 전자선 측정의 선량계로 적용가능성이 매

우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전자선 검출에 대한 기

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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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치료의 선량 측정 QA를 한 PbI2 선량계 용 연구

양승우,1 한무재,1 정재훈,1 최윤선,2 조흥래,2 박성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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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자선은 선량분포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많아 동일 설정이라도 사용 장비마다 그 특성을 파악하여 방

사선 치료에 이용해야 하며, 체내 구조물에 영향이 민감하여 종양에 균일한 선량분포를 조사하기가 까다롭

다. 본 연구에서는 광도전체인 PbI2를 사용하여 선량계를 제작하였고, 선형가속기에서 6, 9, 12 MeV 전자선

에 대한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재현성 평가결과, RSD는 6, 9, 12 MeV 에너지에서 각각 1.1215%, 1.016

0%, 0.5137%로 나타나 출력 신호가 안정적인 것을 나타내었다. 선형성 평가결과, 직선형 추세선의 신뢰도 

지표 R2값은 6, 9, 12 MeV에서 각각 0.9999, 0.9999, 0.9994로 나타나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PbI2에 출력 신

호가 비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PbI2 선량계는 전자선 측정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광도전체 물질을 통한 전자선 선량계의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단어: 방사선치료, 전자선, 선량계, 반도체 화합물, 요오드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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