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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 양성자 치료 시 빔 비정 검증을 한 즉발감마선 측정 

장치의 성능 측 연구

Performance prediction of prompt gamma measurement system 

for range verification in head and neck cancer treatment with 

prot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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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prompt gamma 

measurement system for head and neck cancer 

treatment.

 서  론

  
양성자 치료는 래그 피크라는 양성자 빔의 선량

분포의 특성을 이용하여 원하는 치료부 에 선량을 

집 으로 달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인

체 내 양성자 빔의 선량 분포는 치료의 셋업, 환자 장

기의 움직임  신체 변화 등에 의해 향을 받기 때

문에 성공 인 치료와 환자의 안 을 해 치료  

빔의 분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술이 필수

이다. 최근 양성자 빔과 매질과의 핵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즉발감마선의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양성자 

빔의 분포를 결정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1].

재 실시간으로 인체 내 양성자 빔의 분포를 확인

하기 해 다수의 CsI(Tl) 섬 체 검출기와 집속장치 

 다채  신호처리 장치로 이루어진 즉발감마선 측

정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pot 

scanning 기법을 이용한 두경부 양성자 치료 시 활용

할 수 있는 즉발감마선 측정 장치를 설계하 으며, 

MCNPX 코드를 이용한 몬테칼로 산모사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 다. 

 재료  방법

그림 1은 본 연구를 통해 설계한 두경부 양성자 치

료빔을 모니터링하기 한 즉발감마선 측정 장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배경감마선의 향을 최소화하

고 양성자 빔의 입사방향에 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발생되는 즉발감마선만을 측정하기 해 두께 15 cm, 

높이 4 cm, 슬릿의 폭 0.2 cm, 격막 두께 0.2 cm의 

텅스텐 집속장치(pitch= 0.4 cm)를 설계하 다. 한 

집속장치를 통과한 고에 지의 즉발감마선을 효과

으로 측정하기 해 총 74개의 슬릿 치에 3 × 3 × 

0.3 cm3의 CsI(Tl) 섬 체 검출기 2개를 일렬로 각각 

치시켰다. 이러한 하나의 배열형 측정 장치를 원

을 심으로 20 cm 떨어진 치에서 18도 간격으로 

총 16개의 측정 장치를 치시켰다. 이들 16개의 측정 

장치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 어 2 mm 간격을 두고 

교차하여 치시킴으로써 실제 검출기 간격(=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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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유효 측정 간격을 다. 측정 장치들 사이의 

공간은 텅스텐을 이용하여 추가 으로 차폐하 다.

이 게 설계된 즉발감마선 측정 장치의 성능을 

측하기 해 20 × 20 × 40 cm
3
의 물팬텀 앙에 80, 

150, 200 MeV의 양성자 빔을 각각 1.21 × 108개(하

나의 치료 spot에 해당)를 달한 후 발생하는 즉발

감마선을 측정하 다. 측정된 즉발감마선 분포로부터 

양성자 빔의 비정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해 

sigmoidal Boltzmann 함수를 이용하여 래그 피크 

이후 분포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간 값에 해당하는 

치를 결정하여 빔의 비정으로 평가하 다. 한 150 

MeV 양성자 빔의 입사 치  물팬텀의 변 에 따

른 측정 장치의 성능을 평가하 다. 산모사는 각각

의 경우에 해서 10번씩 반복 수행함으로써 통계  

오차를 확인하 다.

  

 결과  고찰

Fig 2. Prompt gamma distribution for 80, 150, 

and 200 MeV proton beam obtained by prompt 

gamma measurement system.

그림 2는 80, 150, 200 MeV 양성자 빔에 해 본 

연구에서 설계한 두경부 양성자 치료빔을 모니터링하

기 한 즉발감마선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된 즉

발감마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물팬텀에서 80과 150 

MeV 양성자 빔의 비정은 각각 51.6, 157.1 mm이었

으며, 측정된 즉발감마선 분포를 통해 평가된 비정은 

각각 52.9±1.2 mm, 158.1±1.0 mm으로 약 2 mm의 

오차범  내에서 정확하게 빔의 비정을 결정할 수 있

음을 확인하 다. 200 MeV 양성자 빔의 경우 배경감

마선의 증가와 비정의 끝 부분에서 빔의 퍼짐으로 인

해 정확하게 비정을 평가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빔의 입사 치 변화에 따른 검출기의 시

야각의 변화가 빔의 비정 결정에 미치는 향을 평가

하 다. 양성자 빔을 원 을 심으로 x축으로 +3.0, 

+6.0 cm, y축으로 ±3.0, ±6.0 cm 이동하여 입사시켰

다. y축으로 -6 cm 이동한 지 에 빔이 입사하는 경

우 빔의 비정차이가 최  0.9 cm까지 발생함을 확인

하 다. 마지막으로 빔 치는 원 에 고정시킨 채 물

팬텀의 치를 각각 x축으로 +2.5, +5.0 cm, y축으로 

±2.5, ±5.0 cm 이동시킨 후 빔의 비정을 측정하 다. 

물팬텀이 원 에 치한 경우와 비교하 을 때 x축으

로 5 cm 이동한 경우 빔의 비정 차이가 최  0.2 cm

까지 발생하 다. 본 결과를 통해 측정 장치는 팬텀의 

치 변화보다는 빔의 입사 치 변화에 의한 검출기 

시야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 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pot scanning 기법을 이용한 두경부 

양성자 치료빔을 모니터링하기 한 즉발감마선 측정 

장치를 설계하 으며, MCNPX 산모사를 통해 그 성

능을 평가하 다. 80, 150 MeV의 양성자 빔에 해서 

약 2 mm의 오차범  내에서 단일 spot의 빔 비정을 정

확하게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설계된 측정 장치의 임상 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해 실제 인체 내부와 같이 비균질 매질에 한 장치 

성능을 평가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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