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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 한 입식 신계수기를 이용한 인체 내 K-40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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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방사선비상시 내부오염환자에 한 내부피폭선량평

가를 한 기 자료로써 내부오염도 결과가 필요하며, 

이를 해 직 측정(In-vivo bioassay)  간 측정

(In-vitro bioassay)법을 이용한다. 체내 유입가능한 

방사성물질  감마방출핵종의 유무를 별하기 한 

방법으로 신계수기 등을 이용한 직 측정법을 사용

한다[1]. 내부오염도 결과 분석은 내부오염환자에 

한 의학  처치를 결정하기 한 기본 인 방사선학

 정보이며 특히 신계수기를 이용한 직 측정을 

해서는 피검자의 신체조건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

다[2, 3].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서는 방사선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비하여 내부오염시스템을 

갖추어 운 하고 있으며, 최근 후쿠시마 원  사고와 

련하여 내부오염이 의심되는 일반인에 한 내부오

염검사를 수행하 다. 신계수결과 일반 으로 인체 

내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인 K-40의 경우 외국 남자 

성인기 치(3,700Bq - 4,400Bq) 정도로 평가되었다[4, 

5]. 

 본 연구에서는 일반상황에서 일반인 인체 내 존재하

는 방사성물질(K-40)을 신계수기를 이용하여 측정

하 으며, 이의 기 를 성별, 신체조건별로 평가/

비교 하 다.  

 재료  방법

인체내부에 존재하는 감마방출핵종의 평가를 해 

사용된 신계수기는 두 의 NaI(Tl) 계측기가 설치

되어 있으며, 각각의 계측기의 사이즈는  7.6 × 12.7 

× 40.6cm 이다. 백그라운드의 향을 최소화 하기 

한 차폐체의 두께는 약 10cm 정도이며 신계수기의 

량은 총 4,800kg이다. 신계수기의 설치면 은 

1.24 × 0.9m2이며 높이는 2.11m이다. 상․하로 설치

된 계측기로부터 측정된 방사능을 분석하기 한 

로그램은 ABACOS를 사용하 다.

최  계측기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측정값을 비교․

분석 한 결과 계측기로부터 16cm지 이 상․하 계측

기의 결과값에 한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 다. 계측기로부터의 최 치를 설정 후 

RMC-II Phantom을 사용하여 인체와 유사한 기하학

구조를 설정하여 효율을 교정하 다(Fig. 1). 

Fig. 1. FASTSCAN 신계수기의 효율교정 결과

연령 (21-51세), 신장 (165-183cm), 체

(64-101kg)의 조건을 가진 42명의 남성과 연령 

(23-55세), 신장(152-170cm), 체 (42-70kg)의 조건

을 가진 32명의 여성을 상으로 신계수기를 이용

하여 인체 내 K-40의 방사능을 측정 하 다. 

 신계수기의 측정결과는 피검자의 인체조건(신장, 

체 )을 고려한 흉벽의 두께(Chest Wall Thickness; 

CWT)를 아래 계산식을 통해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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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고찰 

 일반상황에서 일반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K-40의 측

정결과 남성의 경우 2,500-5,000Bq, 여성의 경우 

1,500-3,000Bq 범 내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Fig. 2). 남성의 경우 외국 남자성인기

(3,700-4,400Bq) 범 와 유사한 분포를 가지지만, 여성

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인체 내 K-40의 함량이 낮은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인체 내 지방을 제외한 

신에 분포하고 있는 Potassium은 K-39, K-40, 

K-41의 동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감마분

분석이 가능한 K-40은 0.012%의 일정한 비율[4]을 가

지고 있는데, 체질량이 상 으로 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측정 결과값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흉벽의 

두께는 체   신장조건을 고려하여 평가되는데, 과체

의 경우 흉벽의 두께는 증가하지만 측정결과값이 상

으로 낮은 이유는 체지방의 존재함량이 높기 때문

이라 단된다.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1x103

2x103

3x103

4x103

5x103

6x103

A
ct

iv
ity

 [B
q]

Chest wall thickness [cm]

 Male
 Female

Fig. 2. 흉벽의 두께에 따른 인체 내 K-40 방사능 

  측정된 방사능값을 기 으로 하여 체내 Potassium의 

총량(Total Body Potassium; TBK)을 계산한 결과 남

성의 경우 단 질량당 1.2 - 2.4 g 의 Potassium이 존

재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0.7-2.1 g의 Potassium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결  론 

신계수기를 이용하여 성별  인체조건(신장, 체

)을 고려하여 방사성물질(K-40)의 인체 내 기

를 평가한 결과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 다. 특히 인체 내부오염평가를 해 신계수

기의 측정효율 교정을 통해 품질 리를 유지할 필요

가 있으며, 내부오염환자에 한 내부피폭선량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피폭환자의 치료에 한 방사선학  기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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