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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뢴트겐에 의해 방사선이 발견된 이후 X 선은 

의료 상, 치료, 산업분야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그 에서도 의료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X-ray, CT등을 통해서 

인체의 이상을 진단하며, 고에 지 방사선을 이용

해서 암을 치료하기도 한다. 그  X-ray를 이용한 

일반 촬 은 의료 분야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 X선 검사는 X선 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생성된 X선을 인체에 투과시켜 

그 결과를 필름에 상화하거나, 검출기를 통해 

디지털 상화하여 인체의 해부학  구조를 악

하는 검사이다. 방사선이 피사체를 투과할 때 피

사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감약된 

정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인체의 해부학  구조를 

알 수 있게 된다. 다른 방사선 검사에 비해서 소

량의 X선을 사용하고 검사에 있어서 그 방법이 

간단하고 시간도 게 들기 때문에 일반 병원뿐 

아니라 형 종합병원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비교  은양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검사보다는 상  험도가 낮으나 결과

으로는 리 방사선의 향을 받게 되고  소량의 

X선 이라도 그 빈도수가 많아지게 되면 환자에게 

항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해서 X-ray

검사시 환자의 몸에 조사되는 선량을 계산하는 연

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에서도 

본 논문에서는 산모사 코드인 MCNPX가 이러

한 계산에 있어서 얼마만큼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지에 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재료  방법

  

  산모사를 해 사용한 로그램은 MCNPX, 

SRS-78, KTMAN-2 팬텀. 이다. MCNPX는 가상

의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 도구이고 SRS-78은 실

험조건의 X선 energy spectrum을 나타내기 해

서 사용하 다. KTMAN-2 phantom은 한양 에

서 개발된 가상의 팬텀으로서 MCNPX코드로 작

성되어있어서 이를 이용한 시뮬 이션에 용이하

다. 표 부 는 HEAD에서 방사선에 한 감수성

이 높거나 생리학 으로 요한 부분인 lenz, eye 

ball, thyroid, thyroid surface를 지정하 고, 

CHEST나 ABDOMAL에서 감수성이 높은 

thyroid, thymus, stomach, large intestine을 지정

하 다. 각각의 표 부 에 TLD를 실제와 같이 

모사한 다음 시뮬 이션 툴을 이용하여 방사선을 

조사하 으며 단 는 MeV/gram이다.

  실제 실험에서는 Male ART phantom 과 일반 X

선 촬 장치, 그리고 TLD를 사용하 다. ART 팬

텀의 표 부  (KT-MAN phantom과 동일한 

치)에 TLD를 삽입하 고 X-ray를 10번씩 조사하

여 평균값을 구하 다. 그리고 TLD reader를 이

용하여 TLD에 조사된 방사선의 양 (단 는 uC)

을 측정하 다. 산모사에서의 시뮬 이션 결과

값과 실험값의 단 가 달라 변환을 용이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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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NF(Normalizing Factor)를 이용, 간 으로 

선량을 비교하 다.

NF = 시뮬 이션값/실험값

  조사자세는 표 장기들이 부 포함될 수 있는 

HEAD AP와 Lateral position 으로 제한하 다. 

 결과  고찰

  실험에서 도출된 값의 단 는 uC이고 시뮬 이션을 

통한 값은 MeV/gram이다. 이를 보정하기 해 NF 

(Normalizing Factor)를 이용하여 선량을 간 으로 

비교하 다. Abdomen이나  Chest와 같은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유동성이 심한 장기들 보다는 비교 으로 구

조가 간단하며 장기의 움직임도 은 Head부분에서의 

시뮬 이션 값과 실제 실험값이 체로 일치하는 경향

을 보인다.

Fig. 1.  KTMAN-2 phantom

Fig. 2.  Normalized ratio of each target organs in 

Head AP and lateral positions.

Table 1.  Normalized ratio in target organs of each 

experience positions.

 결  론

   Head 검사에서 보이는 Ratio에 비해 Abdomen 과 

Chest 검사시 복부 표 장기(Stomach, Large 

intensity)에서는 NF를 용한 시뮬 이션 값과 실제 

실험값이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복잡한 내부 장기의 

구조와 구성으로 기인한다고 단된다. Eye ball 과 

Lens 등 유동성이 으며 상 으로 단순한 장기에

서는 Ratio의 변동이 다. 따라서 다른 복잡한 표

장기의 시뮬 이션을 해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

은 추가 인 요소에 한 고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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