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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 문문문문 요요요요 약약약약

내내내내부부부부피피피피폭폭폭폭 선선선선량량량량측측측측정정정정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갑갑갑갑상상상상선선선선 계계계계측측측측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개개개개발발발발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연연연연구구구구

본 연구에서는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내부피폭 선량측정을 위

한 갑상선 계측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계측시스템의 성능보정을 위해

NaI(Tl) 감마프로브의 검출효율을 계산하는 몬테칼로 모의실험 코드(CALEFF)를

개발하였다. 이때 NaI(Tl) 감마프로브의 신호증폭단의 동작특성을 분석하여 CALEFF

코드의 임계값으로 사용하였고, CALEFF 코드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간단한

선원(점 선원, 디스크 선원, 구형 선원)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치와 이론적 해석치를

상호비교 하였으며, 범용화된 몬테칼로 모의실험 코드인 MCNPX2.4의 결과치와 비

교하였다. 또한 갑상선 계측시스템의 검출효율을 실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

표준인에 근거한 갑상선 팬텀(K-THYRO)을 제작하였다. 표준한국인 설정은 1997

년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국민표준 체위조사의 결과로 얻어진

신체 외형에 대한 자료와 방사선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였던 ‘표준한국인 장기부피

설정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주요 장기 부피 평균값을 두 번째 선정 기준으로 사용

하여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령이 35세, 신장이 172 cm, 체중이 68

kg인 성인 남성)의 단층촬영(PET/CT)한 영상을 이용하여 tomographic modeling

방법으로 팬텀을 제작하였다.

CALEFF 모의실험 코드에 사용된 내부피폭 선량측정 시스템의 구조는 갑상선

에 분포한 감마선원을 대체한 점, 디스크, 구형의 단순화된 선원과 수학적 모델링

갑상선 선원(K-MIRD), 인체의 연부조직를 모사하기 위한 5×5×5 ㎤인 물 팬텀, 감

마선 검출기로서 반지름이 3.81 ㎝, 높이가 7.62 ㎝인 NaI(Tl) 신틸레이션 검출기로

구성하였다. 입사된 감마선원은 등방성(isotropic)을 가지며 물 팬텀 및 NaI(Tl) 신틸

레이션 검출기와의 상호작용은 고전산란(coherent scattering), 광전흡수(photo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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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rption), 그리고 컴프턴산란(Compton scattering)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입사된

감마선이 비균질 매질을 통과 할 때의 path-length sampling의 정확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 virtual mean-free path 방법을 적용하였다. 사용한 감마선원의 에너지는

0.38, 0.412, 0.662, 1.17 MeV이며 선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를 1～10 ㎝로 변화시

키면서 검출효율을 계산하였다. 모의실험 결과는 100만 개의 등방성 점 선원에 대해 모

의실험 계산치와 해석적 계산치가 1% 이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0.412 MeV와

5 cm 거리의 실험조건에서 약 0.8% 의 오차를 보여 주었다. 또한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MCNPX2.4 코드에 의한 검출효율은 0.0631로 계산되었으며 CALEFF 코드의 계산치

0.0634와 약 0.47% 의 오차를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은 검출효율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CALEFF 코드 계산과정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갑상선 위치에

따른 검출효율의 보정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3차원 공간에서 갑상선 팬텀을 0.2 ㎝간

격으로 이동시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갑상선 선원의 위치에 따른 검출효율의 변

화량이 평균 0.037 %/㎜로 계산되었고, 갑상선 선원과 NaI(Tl) 검출기와의 거리에

따른 변화량이 평균 0.4 %/㎜로 계산되어 갑상선 선원의 위치보다 선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검출효율 변화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됨을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하

였다.

본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갑상선 내부피폭 선량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시스

템의 검출효율을 보정하기 위해 국내표준인 자료에 근거한 K-THYRO 갑상선 팬

텀을 제작하였다. 또한 CALEFF 코드를 이용한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다양한 조

건에서 검출효율을 계산하여 갑상선 내부피폭 선량측정 시스템의 보정인자를 획득

하였다.

핵심 되는 말 : Monte Carlo simulation, detection efficiency, internal

dosimetry, thyroid phan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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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111 장장장장 서서서서 론론론론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1990년 기존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권고인 ICRP-26

을 대폭 수정하여 ICRP-60으로 대체 발표하였다. ICRP-60 신 권고는 1977년

ICRP-26의 방사선방호 체계를 유지하면서 선량한도의 하향 조정, 선량 및 가중치의

새로운 정의, 잠재피폭과 개입개념의 도입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국제원자력

기구(IAEA)는 ICRP-60을 방사선방호 실무에서 이용하기 쉽게 “방사선방호에 관한

기본안전기준(basic safety standards)”을 1996년 새로이 개정하여 IAEA 회원국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방사선방호의 국제적 규범에 대응하여 미국, 영

국, 프랑스, 일본 등을 비롯한 원자력/방사선 관련 산업의 선진국들은 자체적으로

체내ㆍ외 방사선 피폭선량의 정밀한 측정 및 평가를 위해서 오래 전부터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개인선량 측정을 위한 개인선량계 및 선량 판독장치, 전신/

그림 1.1. 내부피폭 모니터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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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선량 계측장비, 관련 선량평가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다. 국

내에서도 1999년 개정된 국내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내부피폭선량과 외부

피폭선량의 합산 및 각 선량에 대한 측정/평가오차는 5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

다고 규정한 바 있어, 전신 계측기나 갑상선 계측기와 같은 내부피폭 선량측정 장

비의 정밀한 계측이 요구되고 있다 [1]. 지금까지 국내에서 실시된 내부피폭 선량

측정 기술은 외국에서 전량 수입된 장비와 자국민을 기준으로 작성된 교정절차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국내인의 내부피폭 선량측정 결과에 무시 못 할 오차를 내

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방호 신개념에 부합하여 내부피폭 선량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측시스템의 검출효율을 보정하기 위

한 몬테칼로 모의실험 코드(CALEFF)를 개발하였고, 또한 표준한국인 관련 자료

에 기초한 갑상선 팬텀(K-THYRO)을 제작하였다. 실제 표준한국인 갑상선 모델

의 검출효율을 계산하기에 앞서, 본 코드의 계산수행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점(point), 디스크(disc), 또는 구형(sphere)과 같은 간단한 감마선원 구조에 대한

해석적 검출효율과 CALEFF 코드에 의한 검출효율, 그리고 범용 몬테칼로 코드인

MCNPX2.4에 의한 검출효율을 상호비교하였다. 또한 갑상선 위치에 따른 검출효

율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검출기의 위치와 거리를 변화시키며 다양한 실험조건

에서의 갑상선 내부피폭 선량측정 시스템의 보정인자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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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장장장장 갑갑갑갑상상상상선선선선 내내내내부부부부피피피피폭폭폭폭 선선선선량량량량측측측측정정정정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개개개개발발발발

본 연구에서는 내부피폭 선량측정 방법 중 국소장기 계측기인 갑상선 내부피

폭 선량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222....1111 내내내내부부부부피피피피폭폭폭폭선선선선량량량량 측측측측정정정정법법법법

내부피폭선량 측정에는 전신계측기 등을 이용하여 체내의 방사성물질로부터 방

출되는 감마선이나 엑스선을 직접 측정하여 내부에 침적된 방사성핵종과 양을 측정

하는 직접측정법(In-vivo), 작업자의 배설물이나 생체시료를 분석하여 작업자 내부

에 침적된 방사성물질을 측정하는 간접측정법(In-vitro), 그리고 공기 중 방사능 농

도와 작업자의 출입시간을 계산하여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공기샘플링(air-sampling)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 방법들에 대한 내부피폭 선량측정 및 평가흐름도와 각 측정

방법의 특징을 그림 2.1과 표 2.1에 나타내었다.

그림 2.1 내부피폭 선량측정 및 평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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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항목
비교방목 In-vivo 측정법 In-vitro 측정법 Air-sampling 측정법

측정대상
핵종

γ-선 방출핵종
예로써, 60Co, 137Cs, 131I,
54Mn 등

α,β,γ-선 방출핵종
예로써, 238U, 235U,
239Pu, 90Sr, 3H, 14C 등

방사선 계측기가
적절히 준비되어
있으면 측정대상
핵종은 한정되지
않음

측정장치 전신계측기
(폐 계측기 포함)

분석설비 및 기기
방사능 측정장치
(예 : LSC, 핵종분석
장치 등)

공기집진장치
방사능 측정장치

측정․평가 방사성물질의
체내량을 직접 측정

3H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화학 분석조작에 시간을
요함

공기중 방사능 농도의
측정, 평가는 비교적
용이하나, 그것으로
섭취량을 추정하는
경우에 불확실성
요소가 많음

피검자의
협력

단시간 측정이므로
피검자의 협력을
득할 수 있으나,
피검자를 구속할
수 있음

배설물 시료 채취시
피검자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불필요

성능
검출성능을 높이기
위해 고감도 검출기
의 사용과 충분한
차폐물을 필요로 함

미량의 방사성물질도
검출할 수 있음

농도는 비교적
정확히 측정
가능하나, 섭취량
평가의 정확도는 낮음

선량평가
상의 특징

방사성물질의 체내
분포 및 시간적
변화의 추적 가능

오염 여부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

공기중 농도와
개인의 섭취농도 간의
배수를 임의
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움

정확도 고 중 저

표 2.1 내부피폭 선량측정 방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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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 방방방방사사사사성성성성핵핵핵핵종종종종의의의의 장장장장기기기기친친친친화화화화성성성성

내부피폭에 있어서 소량의 방사성핵종을 섭취하였다 하더라도 방사성핵종의

물리적 반감기 및 체내 잔류기간에 따라 그 피폭정도는 다르다. 방사성핵종의 물

리적 반감기와 체내 잔류기간이 길면 큰 피폭을 주는 반면, 짧은 방사성핵종일 경

우 상당한 준위의 체내오염을 일으켜도 피폭선량은 그렇게 크지 않다. 방사성핵종

은 그 특성 및 섭취형태 등에 따라 특정장기 또는 조직으로 모이게 되는데 체내

피폭 모니터링을 위하여 방사성핵종의 특성 및 섭취 경로를 미리 파악한 뒤 적절

한 모니터링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각 조직과 친화성을 갖는 방사성핵종은 표 2.2

와 같다.

조 직 친화성 방사성핵종

전신 전신 균일분포 핵종

갑상선 방사성 옥소

폐 불용성 핵종

간장, 신장 간장 및 신장으로 모이는 핵종

골 향골성 핵종

위장관 불용성 핵종

표 2.2 조직과 친화성을 갖는 방사성핵종

본 연구에서는 호흡을 통해 인체 내로 들어온 131I의 체내 잔류량을 측정하여 내부

피폭 선량평가에 이용하였다.



- 6 -

2222....3333 갑갑갑갑상상상상선선선선 내내내내부부부부피피피피폭폭폭폭 선선선선량량량량측측측측정정정정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설설설설계계계계

본 연구에서는 내부피폭 선량측정 및 평가를 위하여 국소 장기인 갑상선

(thyroid)에 잔존하는 131I 감마선원의 강도를 계측하기 위한 감마프로브(gamma

probe)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감마프로브의 주요 구성은 그림 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NaI(Tl) 신틸레이션 검출기, 백그라운드 차폐체, 전자회로계(광전증배관(PMT),

고전압공급장치(HVPS), 전치증폭기(preamplifier), 주증폭기(shaping amplifier), 판별기

(discriminator), 카운터(counter)), 그리고 제어용 컴퓨터로 구성하였다.

M C AM C AM C AM C A
N a IN a IN a IN a I (((( T lT lT lT l ))))

H o u s in gH o u s in gH o u s in gH o u s in g

L a p to pL a p to pL a p to pL a p to p
C o m p u te rC o m p u te rC o m p u te rC o m p u te r

M C AM C AM C AM C A
N a IN a IN a IN a I (((( T lT lT lT l ))))

H o u s in gH o u s in gH o u s in gH o u s in g

L a p to pL a p to pL a p to pL a p to p
C o m p u te rC o m p u te rC o m p u te rC o m p u te r

그림 2.2 감마프로브의 구성

감마프로브감마프로브감마프로브감마프로브

γγγγ----ray ray ray ray 

갑상선갑상선갑상선갑상선((((131131131131I)I)I)I)
감마프로브감마프로브감마프로브감마프로브

γγγγ----ray ray ray ray 

갑상선갑상선갑상선갑상선((((131131131131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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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3333....1111 NNNNaaaaIIII((((TTTTllll)))) 신신신신틸틸틸틸레레레레이이이이션션션션 검검검검출출출출기기기기

NaI(Tl) 신틸레이터의 발광 메카니즘은 에너지밴드 모델에 의해 설명된다.

NaI(Tl) 결정 내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감마선이 입사되면 결정의 가전자대

(valance band)에 있는 전자는 감마선 에너지의 일부를 획득하여 전도대(conduction

band)로 올라가 자유전자가 되고 격자점은 정공(hole)이 된다. 또는 가전자대에 있는

그림 2.3 NaI(Tl) 무기결정 신틸레이터의 발광 메카니즘

전자가 여기되어 여기자대(exciton band)로 옮겨지고 가전자대의 정공과 pair 상태

로 여기자를 만든다. 이들 자유전자와 정공 또는 여기자는 결정 내를 돌아다니면서

금지대(forbidden band)에 있는 포획중심(trapping center) 및 발광중심(fluorescence

center)에 포획되어 여기상태로 된다. 여기상태에서 기저상태로의 천이가 일어나면

10-6초 이하의 짧은 시간 내에 광자를 방출하고 기저상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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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NaI(Tl) 신틸레이터에서 감마선의 반응단면적

NaI(Tl) 감마프로브에서 감마선의 에너지 정보를 가진 파고 펄스가 얻어지기까

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에너지가 E0인 감마선이 NaI(Tl) 신틸레이터 결정 내에서 상호작용하여 에너지

가 Ee인 고속전자를 생성한다: E0 -> Ee

고속전자의 에너지는 NaI(Tl) 신틸레이터 결정 내에서 전리 및 여기과정에 의

해 흡수된다.

흡수된 에너지의 일부는 섬광(scintillation) 과정에 의해 가시광(광자의 수 Nph)

로 변환된다: Ee -> Nph 과정에서 변환효율은 CEP = Nph/Ee가 됨.

광자는 PMT의 광전면에 전달된다: 전달효율 = CT

광자는 광전면의 광음극(photocathode)에서 흡수되고, 광전효과에 의해 광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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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출한다: 광전자의 수 NPE로 변환되는 양자효율 CPE = NPE/Nph

PMT의 dynode에서 2차전자 방출과정에 의해 전자가 증폭된다: 증폭률 = M

증폭된 전자는 PMT의 집전극(anode)으로 수집되어 전압신호로 출력된다.

이상의 과정을 종합하여 집전극에 수집된 전자의 수(Nel)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Nel = Ee × CEP × CT × CPE × M

이 때 전하량 q를 나타내면 q = (1.6x10-19) × Nel [C]이며, 집전극에서 정전용량

Cs를 이용하여 출력전압 Vout을 나타내면 Vout = q/Cs [V]가 된다. 위 식의 각 변

환계수가 일정하다면 출력신호의 크기는 검출기 내에서 축척된 감마선 에너지 Ee

에 비례하며, 펄스 파고분석으로 얻어진 스펙트럼으로부터 감마선의 에너지를 알

수 있다(그림 2.5).

NaINaINaINaI((((TlTlTlTl))))

γγγγ----rayrayrayray

Ε = Ε = Ε = Ε = hhhhνννν
eeee----

ΕΕΕΕeeee

가시광가시광가시광가시광
NNNNphphphph개개개개

발광효율발광효율발광효율발광효율: : : : CCCCEPEPEPEP = = = = NNNNphphphph////EEEEeeee

광전달효율광전달효율광전달효율광전달효율: : : : CCCCTTTT

광전자변환효율광전자변환효율광전자변환효율광전자변환효율: : : : CCCCPEPEPEPE = N= N= N= NPEPEPEPE////NNNNphphphph

광음극광음극광음극광음극 PMTPMTPMTPMT

eeee----

NNNNPEPEPEPE 방출방출방출방출

Dynode Dynode Dynode Dynode 

증폭율증폭율증폭율증폭율 : : : : MMMM

PMT PMT PMT PMT 증폭율증폭율증폭율증폭율: : : : MMMM

Anode Anode Anode Anode 

총전자수총전자수총전자수총전자수((((NNNNelelelel) = () = () = () = (EEEEeeee)(C)(C)(C)(CEPEPEPEP)(C)(C)(C)(CTTTT)(C)(C)(C)(CPEPEPEPE)(M))(M))(M))(M)

CCCCssss

전치증폭기전치증폭기전치증폭기전치증폭기 주증폭기주증폭기주증폭기주증폭기

MCAMCAMCAMCA

VVVVoutoutoutout[volt] = (1.6x10[volt] = (1.6x10[volt] = (1.6x10[volt] = (1.6x10----19191919))))NNNNelelelel / C/ C/ C/ Cssss

NaINaINaINaI((((TlTlTlTl))))

γγγγ----rayrayrayray

Ε = Ε = Ε = Ε = hhhhνννν
eeee----

ΕΕΕΕeeee

가시광가시광가시광가시광
NNNNphphphph개개개개

발광효율발광효율발광효율발광효율: : : : CCCCEPEPEPEP = = = = NNNNphphphph////EEEEeeee

광전달효율광전달효율광전달효율광전달효율: : : : CCCCTTTT

광전자변환효율광전자변환효율광전자변환효율광전자변환효율: : : : CCCCPEPEPEPE = N= N= N= NPEPEPEPE////NNNNphphphph

광음극광음극광음극광음극 PMTPMTPMTPMT

eeee----

NNNNPEPEPEPE 방출방출방출방출

Dynode Dynode Dynode Dynode 

증폭율증폭율증폭율증폭율 : : : : MMMM

PMT PMT PMT PMT 증폭율증폭율증폭율증폭율: : : : MMMM

Anode Anode Anode Anode 

총전자수총전자수총전자수총전자수((((NNNNelelelel) = () = () = () = (EEEEeeee)(C)(C)(C)(CEPEPEPEP)(C)(C)(C)(CTTTT)(C)(C)(C)(CPEPEPEPE)(M))(M))(M))(M)

CCCCssss

전치증폭기전치증폭기전치증폭기전치증폭기 주증폭기주증폭기주증폭기주증폭기

MCAMCAMCAMCA

VVVVoutoutoutout[volt] = (1.6x10[volt] = (1.6x10[volt] = (1.6x10[volt] = (1.6x10----19191919))))NNNNelelelel / C/ C/ C/ Cssss

그림 2.5 NaI(Tl) 감마프로브에서 펄스출력 생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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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3333....2222 신신신신호호호호처처처처리리리리회회회회로로로로부부부부

PMT에서 출력된 전압신호는 전치증폭, 주증폭, 전압신호증폭 단계를 거쳐

discriminator에 입력되며 설정된 판별준위(discriminator level) 이하의 전압신호는

잡음(noise)으로 무시되고, 그 이상의 신호는 카운터에 입력되어 최종적으로 계수

된다.

1) 구성된 신호처리회로 IC칩의 특성

가) A225 IC칩

- Charge sensitive preamplifier & shaping Amplifier

- 작은 사이즈 (14 pin hybrid DIP)

- 초저전력 소비 (10 mW)

- 넓은 범위의 단독 공급전압 (+4 to +25 VDC)

- 두 개의 출력 가능 (timing pulse and shaped unipolar)

- 55°C 125°C 사이에서 동작

- Pole-zero cancellation(내부)

- 높은 신뢰도

나) A206 IC칩

- Voltage amplifier & low level discriminator

- 작은 사이즈(16pin D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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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전력은 보통 12 mW

- 단독 공급전압

- Low noise 소자

- 펄스높이 분석과 카운팅 동작

- Pole-zero cancellation(외부)

- 높은 신뢰도

2) A225 및 A206 IC칩의 테스트 보드 제작

A225 및 A206 IC칩의 동작특성 실험을 위하여 테스트 보드를 제작하였다. 그

림 2.6은 PMT의 출력신호가 A225 및 A206 IC칩을 거쳐 카운터와 MCA로 이동

하여 계수되는 과정을 모식화한 것이고, 그림 2.7 및 2.8은 각각 설계된 테스트 보

드의 회로도 및 실제 제작된 신호처리회로 기판을 나타낸다.

그림 2.6 검출기 신호처리회로부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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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제작한 테스트 보드의 회로도

그림 2.8 제작된 신호처리회로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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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호처리회로부의 동작특성 실험

신호처리 회로부에 사용되는 A225 및 A206 IC칩의 동작특성을 실험하기 위해

PMT의 출력펄스 대신 함수발생기(function generator)의 사각파를 제작된 테스트

보드에 인가하여 동작특성을 분석하였다(그림 2.9). 함수발생기의 출력은 FG,

Pre-amplifier는 PA, Shaping amplifier는 SA, Voltage amplifier는 VA, Discriminator의

출력은 DC 로 나타내었고, 두 개의 신호를 같이 관찰하였을 경우 두 신호를 순서

대로 표기하였다.

그림 2.9 신호처리회로부의 특성실험

그림 2.10은 함수발생기의 출력을 10 kHz 및 50 mV로, discriminator level을

0.7 V 로 설정하였을 때 테스트 보드 각 단자의 출력신호를 디지털 오실로스코

프로 관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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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PA) (PASA)

(SAVA) (VADC)

그림 2.10 테스트 각 단자의 출력신호 그림

4) 카운터 제작

FPGA칩과 7-SEGMENT를 VHDL-로직을 이용하여 카운터를 설계 및 제작한

후 테스트 보드의 출력단에 연결하였다. 카운터 설계에 사용한 FPGA칩(ALTERA

사의 EPF10K100ARC240-3)은 100,000개의 GATE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158,000

개의 로직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림 2.11).



- 15 -

그림 2.11 설계에 사용된 FPGA칩

그림 2.12 제작된 카운터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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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3333장장장장 검검검검출출출출효효효효율율율율계계계계산산산산 모모모모의의의의실실실실험험험험코코코코드드드드((((CCCCAAAALLLLEEEEFFFFFFFF)))) 개개개개발발발발

갑상선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은 등방성을 가지므로 계측방사능(measured

activity)으로 부터 절대방사능(absolute activity)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NaI(Tl) 검

출기의 검출효율을 알아야한다. 검출기의 검출효율을 획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모

의실험방법과 직접측정방법이 있는데, 본 장에서는 NaI(Tl) 검출기의 검출효율을

계산하는 모의실험코드(CALEFF)를 몬테칼로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이때 검

출효율은 절대검출효율(absolute detection efficiency), 흡수에너지 검출효율(energy-deposit

detection efficiency), 임계검출효율(threshold detection efficiency)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3333....1111 검검검검출출출출효효효효율율율율의의의의 개개개개념념념념

선원에서 방사선이 등방향(isotropic)으로 방출될 때 방사되는 방사선 모두가 검

출기와 반응하여 검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 3.1에서와 같이 입사방사선이 검출기

와 반응하지 않고 투과하기도 하고(case 1), 검출기 내에서 연속적으로 반응을 일

으키기도 하며(case 2), 산란되어 검출기 외부로 빠져 나오거나(case 3) 또는 반응

을 단 한번 일으키기도 한다(case 4). 이때 일정한 시간 내에 검출기 내에서 상호

작용(주로 coherence scattering, photoelectric absorption, Compton scattering 등)

을 일으킨 결과 검출되는 방사선의 수를 그 시간 동안에 선원에서 방출되는 총 방

사선의 수로 나눈 것을 검출효율(detection efficiency) ε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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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

그림 3.1 입사한 방사선의 검출기 내에서의 반응

검출효율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① 검출기의 밀도 및 부피 : 검출기의 구성물질과 입사방사선의 상호작용이 증

가하면 검출효율도 증가하게 되며, 단위거리당 상호작용할 확률은 검출기

구성물질의 밀도에 비례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원(131I)에서 5 cm 떨어진 직경

과 높이가 각각 7.62 cm인 원통형 NaI(Tl) 검출기를 모사하였고, 정육면체의

물 팬텀을 선원과 검출기 사이에 위치시켜 인체를 모사하였다. 이 때 NaI(Tl)

검출기의 밀도는 3.67 g/㎤이다 (그림 3.2).

② 입사방사선의 종류 및 에너지 : 입사한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검출기와 상호작

용하는 원리가 다르며, 또한 방사선의 에너지에 따라 반응을 일으킬 확률도 달

라져 검출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131I 방사성동위원소가

갑상선에서 단일에너지의 감마선을 가지고 등방향적(isotropic)으로 방출된다

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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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모의실험에 사용된 검출기의 밀도 및 부피

③ 계측회로 : 검출기의 계측회로는 방사선을 검출할 때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신호가 판별기에 설정된 판별준위(discriminator level)보다 높아야 계수하도

록 되어 있다. 판별준위가 너무 낮으면 잡음(noise)도 방사선 신호로 간주하

여 계수됨으로써 실제 검출효율보다 과대평가하게 되고, 판별준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게 된다 (그림 3.3).

그림 3.3 내부피폭 선량계측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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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2222 검검검검출출출출효효효효율율율율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① 절대검출효율

방사선원에서 입사된 방사선이 검출기 내에서 반응할 때마다 100% 검출된다

고 가정할 때의 검출효율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ε abs=
Νmber of first of actions inside the detector volume

Νmber of radiation emitted by a source
(식 3.2)

이때 절대검출효율은 검출기의 기하학적 효율(geometric efficiency)과 검출기의

반응효율(response efficiency)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기하학적 효율

은 선원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이 등방향적으로 방출되므로 이 때 검출기의 유효면

적으로 들어오는 비율을 의미하며 이를 비율적 고체각(fractional solid angle)Ω 로 정

의하였다. (그림 3.4). 또한 검출기의 반응효율은 검출기의 유효면적으로 들어온 감마

선 중에서 투과하지 않고 검출기의 유효부피 내에서 반응을 일으킨 비율을 나타낸다.

Ω=
Particle flux entering the effective detector aperture

Particle flux emitted by the source
(식 3.3)

그림 3.4 비율적 고체각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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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선원(point source)일 때의 비율적 고체각(Ω) :

Ω=
1
2
(1-cosθ) (식 3.4)

그림 3.5 점 선원(point source)일 때의 비율적 고체각(Ω)

디스크(disk) 선원일 때의 비율적 고체각(Ω) :

 



 



   




 


  











   (식 3.5)

그림 3.6 디스크 선원(disk source)일 때의 비율적 고체각(Ω)

여기서 ψ=R d/d, ω=R d/d 이다. 방사선이 평행(parallel)하게 조사될 때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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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형 검출기의 절대검출효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그림 3.7):

         (식 3.6)

그림 3.7 방사선이 평행(parallel)하게 조사될 때의 절대검출효율

이 때 검출효율은 검출기의 길이(L), 입사방사선의 에너지(E), 검출기의 구성물

질(μ)에 의해 결정된다. 방사선이 등방향으로 조사될 때의 원통형 검출기의 절

대검출효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그림 3.8):

ε(E)=

θ 0

0
S1-exp[-μ(E)r(θ)]

1
2
sinθdθ

S
2

θ 0

0
sinθdθ

(식 3.7)

그림 3.8 방사선이 등방향(isotropic)으로 조사될 때의 원통형 검출기의 절대검출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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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은 원통형 검출기의 길이이며, d는 선원에서 검출기 유효면적까지의

직선거리를, θ는 방사선이 검출기의 유효면적으로 조사될 때의 임의의 입사각

을, θ0는 이 때의 입사 최대각을 각각 나타내며, S는 방사선원의 강도이다.

② 흡수에너지 검출효율 : 방사선원에서 입사된 방사선이 검출기 내에서 반응하여 검

출기 물질로 전달된 방사선의 에너지에 비례해서 검출된다고 가정할 때의 검출효율

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식 3.8)

그림 3.9 흡수에너지 검출효율

③ 임계검출효율 : 방사선원에서 입사된 방사선이 검출기 내에서 반응할 때 신호

처리회로의 discriminator의 기준준위(reference level) 이상의 출력을 낼 때 계

수(counting)되는데, 이 때의 검출효율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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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9)

그림 3.10 임계검출효율

3333....3333 검검검검출출출출효효효효율율율율 계계계계산산산산방방방방법법법법

절대검출효율에 관한 이론식은 입사방사선이 검출기 내에서 한번이라도 상호작용을

한다면 100% 계측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검출효율보다 다소 과대평가하게 된

다. 실제 검출효율에 가까운 값을 얻기 위해서는 임계검출효율을 측정하는 것이 더 유용

하다. 특히 임계검출효율을 측정할 때 입사된 감마선이 유효 카운트를 발생하기 위해서

는 일정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NaI(Tl) 신틸레이터에 전달하여야 하는데 이 임계에너

지 준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판별기의 기준준위를 0.7 V로 고정한 후 신호처리부의 이득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
 ×  × 



 × 
      (식 3.10)

여기서 Qin은 PMT의 출력단에서의 전하량, GPMT는 PMT의 이득, Total effec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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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Tl) 신틸레이션 검출기와 광음극의 효율이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임계검출효

율을 구하기 위해서 임계준위를 0.17 MeV로 설정하였다.

그림 3.11 임계검출효율을 계산하기 위한 임계에너지준위 결정 과정

3333....4444 모모모모의의의의실실실실험험험험코코코코드드드드((((CCCCAAAALLLLEEEEFFFFFFFF)))) 알알알알고고고고리리리리즘즘즘즘

3333....4444....1111 방방방방사사사사선선선선원원원원의의의의 수수수수학학학학적적적적 모모모모델델델델링링링링

① 점 선원: 모의실험코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선원으로서 10 x 10 x 10 ㎤ 크

기의 물 팬텀에 반지름 3.81 ㎝, 높이 7.62 ㎝의 NaI(Tl) 검출기를 위치시켰다. 이 때

점 선원은 물 팬텀 윗면의 중앙에 위치한다 (그림 3.13 (a)).

② 디스크 선원: 점 선원들이 디스크 모양으로 모인 형태로서 디스크 선원의 반지름은 1

cm로 하였다. 그 외 팬텀의 구조는 점 선원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림 3.13 (b)).

③ 구형 선원: 점 선원들이 구형 모양으로 모여 있는 형태로서 10 x 10 x 10 ㎤ 크기의

물 팬텀의 중앙에 반지름 1 ㎝인 구형 선원이 위치해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 외 팬텀

의 구조는 점 선원인 경우와 동일하다 (그림 3.13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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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12 (a) 점 선원, (b) 디스크 선원, (c) 구형 선원에 대한 팬텀의 구조

④ 갑상선 선원(K-MIRD): 점 선원들이 갑상선 모양으로 모여 있는 형태로서 10 x 10

x 10 ㎤ 크기의 물 팬텀의 중앙에 반지름이 2.2 ㎝이고 높이가 5 ㎝인 원기둥에서

반지름이 1.6 ㎝이고 높이가 5 ㎝인 원기둥을 제외하고 횡축으로 1 ㎝ 잘라내고, 종

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0.2 ㎝씩 잘라낸 모양으로 갑상선 선원(K-MIRD)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갑상선선원(K-MIRD)은 방사선방호를 위한 표준한국인 설정 연구

에서 제작한 수학모델을 사용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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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1)

그림 3.13 갑상선의 K-MIRD 수학적 모델링

그림 3.14 갑상선(K-MIRD)선원에 대한 팬텀의 구조

3333....4444....2222 감감감감마마마마선선선선과과과과 NNNNaaaaIIII((((TTTTllll)))) 신신신신틸틸틸틸레레레레이이이이션션션션 검검검검출출출출기기기기와와와와의의의의 상상상상호호호호작작작작용용용용

방사성 동위원소 131I에서 방출되는 감마선과 NaI(Tl) 신틸레이션 검출기와의 상호작

용 발생빈도는 감마선 에너지와 구성물질의 원자번호(Z)에 의해 좌우되며, 고전산란, 광

x 2+y 2≤2.2 2

x 2+y 2≥1.6 2

y+1≤0
x≤-0.2 or x≥0.2

0≤z≤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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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흡수, 컴프턴산란, 쌍생성으로 구분된다. 본 모의실험 코드에서는 131I에서 방출되는 감

마선의 에너지가 364 keV이므로 피사체와의 상호작용은 고전산란, 광전흡수, 컴프턴산란

으로 제한하였다. 입사감마선이 팬텀 내에서 상호작용할 때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이 결정

된다: 0과 1사이에서 균일한 값을 갖는 난수 ξ를 생성한 다음, 난수 ξ가   
  

보

다 작거나 같으면 감마선이 그 지점에서 고전산란을, 난수 ξ가   
  

보다 크고

     
  

보다 작은 경우에는 광전흡수 반응이, 그 외의 경우에는 컴프턴산란을 일

으킨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는 에너지 E를 가진 감마선의 광전흡수 반응에 대한 선

형감약계수(linear attenuation coefficient), 는 고전산란 반응에 대한 선형감약계수,

은 전체 반응에 대한 선형감약계수를 나타낸다.

그림 3.15 상호작용 유형결정

3333....4444....3333 팬팬팬팬텀텀텀텀 내내내내 감감감감마마마마선선선선의의의의 반반반반응응응응거거거거리리리리 계계계계산산산산

① 균질매질 내에서의 반응거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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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감마선이나 팬텀 내에서 산란된 감마선은 피사체 내에서 상호작용하거나 또

는 팬텀 외부로 투과한다. 이러한 과정을 모사하기 위해 현재 감마선의 지점에서 다

음 반응지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야 한다. 감마선이 현 위치에서 거리 s만큼 이

동하였다면 거리 s와 s+ds 사이에서 반응이 일어날 확률,   는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 ∑= −

t

sE
dseEdssp t

)(
)()( (식 3.12)

  에서 ∞까지   의 적분값은 1이므로   는 확률밀도 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가 되며, 이 함수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S sE

tesdspsP
0

)(
1)()( (식 3.13)

감마선의 현 지점에서 다음 반응지점까지 이동한 거리 s는 역변환 방법(inverse

transformation method)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

ξξξξ ln
)(

1
)(ln)(1 1)(

E
PssEe

t
t

sEt

Σ
−==→=Σ→=− −Σ−

(식 3.14)

② 비균질 매질 내에서의 반응거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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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이 균질한(homogeneous) 매질들로 구성된 비균질한(heterogeneous) 매질

내로 이동한 경우(물 팬텀 내부에서 신틸레이터 내부로 또는 신틸레이터 내부에

서 물 팬텀 내부로 이동한 경우)에는 반응거리는 가상반응거리(virtual

mean-free path) 방법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그림 3.20). 감마선이 이동하는 방향

으로 n개의 서로 다른 매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선형감약계수들을

이라고 하고 임의의 매질 i 에서 투과거리를 라고 하면, 첫째

현재 감마선이 위치한 매질 1에서의 가상반응거리 는 확률밀도함수로부터 얻어진다 [3]:

     (식 3.16)

여기서 는 일정한 확률분포를 갖는 난수이다. 다음으로 은 현재 감마선 위치한 매

질에서의 실제반응거리(actual mean-free path) ⋅ 와 비교하게 된다. 감마선의

실제반응거리는 현재 위치에서 감마선의 고유 방향벡터를 알고 있으므로 방향벡터에

거리를 증가시켜 결정하게 된다 (그림 3.19).

그림 3.16 실제반응거리(actual mean free path)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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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제반응거리(⋅)가 가상반응거리 보다 크다면, 반응거리는 


이 된다. 반면

에 가상반응거리 가 실제반응거리 ⋅보다 크다면 그 감마선은 매질1을 통과하게

된다. 통과한 감마선은 매질 2에서의 가상반응거리 를 확률밀도함수로부터 다시 얻는

다. 그 후 가상반응거리 는 매질 2의 실제반응거리 ⋅와 비교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가 ⋅보다 작게 될 때까지 반복된다 (그림 3.20).

  
  







(식 3.17)

그림 3.17 비균질 매질 내에서의 path-length sampling

3333....4444....4444 산산산산란란란란 감감감감마마마마선선선선의의의의 방방방방향향향향 계계계계산산산산

감마선의 산란각 를 구하기 위하여 Kahn의 거절법(rejec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감마선이 NaI(Tl) 신틸레이션 검출기 내에서 광전흡수 반응을 일으키면 그 감마선은 모

든 에너지를 잃고 사라지는 반면, 컴프턴산란을 일으키면 자신의 에너지 중 일부를 잃고

입사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산란하게 되고, 고전산란을 일으키면 에너지는 잃지 않고 단

지 방향만 바뀌게 된다. 이때 산란된 감마선의 방향벡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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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 경우, ii)  ±  인 경우,

  





  





      

   
 

   
 

  

(식 3.18)

그림 3.18 감마선의 입사방향과 산란방향과의 관계

여기서 는   이고 는 방위각(azimuthal angle)이다. 산란 감마선의 분포는 방위각

에 대해서 균일하기 때문에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ξ는 난수값이다

[10]. 또한 산란 감마선의 에너지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식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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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전자의 정지질량 에너지(0.511 MeV)이며, 는 전자의 정지질량 에너지

단위로 표현된 입사 감마선의 에너지이다. 산란된 감마선에 의해 검출기에 누적되는 에

너지는   이 된다.

3333....4444....5555 CCCCAAAALLLLEEEEFFFFFFFF 코코코코드드드드

상기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사감마선이 검출기와 상호작용하는 전 과정을 묘사

하는 모의실험코드 CALEFF를 Visual C++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였으며, NaI(Tl)

신틸레이션 검출기의 검출효율을 계산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림 3.21은 CALEFF 코드의

GUI환경이다. 선원과 검출기간의 거리와 검출기의 위치 그리고 광자에너지(MeV)를 입

력하고 소스형태를 클릭하면 검출효율이 계산된다.

그림 3.19 CALEFF 코드의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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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CALEFF 코드의 간략화된 계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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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444 장장장장 모모모모의의의의실실실실험험험험 및및및및 결결결결과과과과고고고고찰찰찰찰

본 장에서는 CALEFF 코드를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선원과 실험조건에서 검출효

율을 계산하였다. 이론적 해석치 및 범용화된 몬테칼로 모의실험 코드인 MCNPX2.4

의 계산값과 상호비교하여 CALEFF 코드 계산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갑상

선의 위치에 따른 검출효율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3차원 공간에서 갑상선 팬텀

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검출효율을 계산하였다.

4444....1111 CCCCAAAALLLLEEEEFFFFFFFF 코코코코드드드드의의의의 신신신신뢰뢰뢰뢰도도도도 검검검검증증증증

CALEFF 코드 계산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의 해석적 검

출효율과 범용화된 몬테칼로 모의실험 코드인 MCNPX2.4와의 검출효율을 상호비

교하였다.

4444....1111....1111 CCCCAAAALLLLEEEEFFFFFFFF 코코코코드드드드와와와와 해해해해석석석석치치치치와와와와의의의의 검검검검출출출출효효효효율율율율 비비비비교교교교

점 선원에 대한 NaI(Tl) 신틸레이션 검출기의 해석적 절대검출효율()은 그

림 4.1 및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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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1)

그림 4.1 점 선원에 대한 NaI(Tl) 신틸레이션 검출기의 해석적 절대검출효율

CALEFF 코드의 계산과정의 검증을 위해서 점 선원과 검출기와의 거리, 감마

선 에너지 등을 변수로 하여 모의실험한 절대검출효율 값과 점 선원에 대한 이론

적 절대검출효율 값을 상호비교하였다 (표 4.1, 그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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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to-det
ector distance

(cm)

εabs(E) for point source

Gamma-ray energy (MeV)

0.412 0.662 1.17

1.0 0.2531 (0.255352) 0.217 (0.2164) 0.181 (0.1788)

1.5 0.205 (0.21565) 0.175 (0.18235) 0.145 (0.14635)

2.0 0.168 (0.17125) 0.143 (0.15135) 0.119 (0.1229)

3.0 0.117 (0.11935) 0.100 (0.1061) 0.0837 (0.0856)

5.0 0.0646 (0.06345) 0.0558 (0.05695) 0.0470 (0.0492)

7.0 0.0403 (0.03641) 0.0352 (0.03165) 0.0298 (0.0299)

10 0.0102 (0.01735) 0.0204 (0.0159) 0.0174 (0.0171)

표 4.1 점선원에 대한 절대검출효율의 이론치 및 CALEFF 계산치의 비교

(1이론 계산치, 2모의실험계산치)

0 .0

0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3 0

0 .3 5

0 2 4 6 8 1 0 1 2

0 .4 1 2  M e V ( C A L E F F )
0 .6 6 2  M e V  ( C A L E F F )
1 .1 7  M e V  ( C A L E F F )
0 .4 1 2  M e V  ( T h e o r e ti c a l)
0 .6 6 2  M e V  ( T h e o r e ti c a l)
1 .1 7  M e V  ( T h e o r e t ic a l )

S o u rc e - t o  d e t e c t o r  d is t a n c e  ( c m )

그림 4.2 점 선원에 대한 절대검출효율의 이론치 및 CALEFF 계산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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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점 선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그리고 감마선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절대검출효율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점 선원에 대해 CALEFF

코드의 계산치와 이론 계산치가 1% 이내에서 일치됨을 확인하였으며, 사용된 감마선의

개수(100만 개)를 더 늘인다면 그 오차범위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444....1111....2222 CCCCAAAALLLLEEEEFFFFFFFF 코코코코드드드드와와와와 MMMMCCCCNNNNPPPPXXXX2222....4444 코코코코드드드드와와와와의의의의 검검검검출출출출효효효효율율율율 비비비비교교교교

① 점 선원에 대한 검출효율 비교

계산결과의 상호검증을 위하여 범용 몬테칼로 코드인 MCNPX2.4를 사용하여 같은

점 선원 조건에서 검출효율을 계산하였다. 몬테칼로 계산의 상대오차를 1% 이하로 줄이

기 위해 history는 100만개를 사용하였다. MCNPX2.4 코드의 계산결과를 수계산에 의한

결과(Health et al[19] ) 및 CALEFF 코드의 계산결과와 비교하여 표 4.2에 나타내었다.

MCNPX2.4 Heathet al CALEFF

Absolute efficiency 6.310×10-2 6.460×10-2 6.345×10-2

Energy deposit efficiency 4.613×10-2 N/A 4.450×10-2

Threshold efficiency 4.961×10-2 N/A 4.733×10-2

표 4.2 몬테칼로 계산결과에 대한 상호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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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MeV γ-ray
Source-detector distance = 5 cm

그림 4.3 점 선원에 대한 CALEFF 코드와 MCNPX2.4 코드의 검출효율 비교

그림 4.3에 나타낸 바와같이 CALEFF 코드 및 MCNPX2.4 코드의 계산결과가 3.6% 이

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어 CALEFF 코드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② K-MIRD형 갑상선 모델에 대한 검출효율 계산

K-MIRD형 갑상선 모델에 대한 검출효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K-MIRD형 갑상선모델

전체에 0.412 MeV의 감마선원이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모사하였다. 목부분 전방에 직경

과 높이가 각각 7.62 cm인 NaI(Tl) 신틸레이션 검출기를 부착시키고 검출효율을 계산하

였다. 그림 4.6 (a)은 MCNPX2.4 코드에서 사용된 갑상선 팬텀의 구조이고, 그림 4.6 (b)

는 CALEFF 코드에 사용된 갑상선 팬텀의 구조를 나타낸다. 이때 검출기와 갑상선 선

원의 거리 1 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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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4 (a) MCNPX2.4 코드의 갑상선 팬텀 구조와 (b) CALEFF 코드의 갑상선 팬텀 구조

TTTThhhhyyyyrrrrooooiiiidddd ssssoooouuuurrrrcccceeee MMMMCCCCNNNNPPPPXXXX2222....4444 CCCCAAAALLLLEEEEFFFFFFFF

AAAAbbbbssssoooolllluuuutttteeee eeeeffffffffiiiicccciiiieeeennnnccccyyyy 1111....888877778888××××11110000----2222 1111....888888885555××××11110000----2222

EEEEnnnneeeerrrrggggyyyy ddddeeeeppppoooossssiiiitttt eeeeffffffffiiiicccciiiieeeennnnccccyyyy 1111....222277777777××××11110000----2222 1111....333344444444××××11110000----2222

TTTThhhhrrrreeeesssshhhhoooolllldddd eeeeffffffffiiiicccciiiieeeennnnccccyyyy 1111....222299991111××××11110000----2222 1111....333399999999××××11110000----2222

표 4.3 K-MIRD형 갑상선 팬텀에 대한 MCNPX2.4 코드 및 CALEFF 코드의 검출효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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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PX2.4 CALEFF

K-MIRD thyroid source
0.38 MeV γ-ray
Source-detector distance = 1 cm

그림 4.5 K-MIRD형 갑상선 팬텀에 대한 MCNPX2.4 코드 및 CALEFF 코드의 검출효율 비교

그림 4.5에서 CALEFF 코드의 계산결과가 MCNPX2.4 코드의 계산결과보다 다소 높은

데 이는 MCNPX2.4 코드의 경우 갑상선 모델링을 원통형으로 모사하였기 때문에 선원

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의 비율적 고체각이 작고 팬텀의 기하학적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

다. 갑상선은 해부학적으로 목의 전방에 위치해 있으며 검출기를 목 부위에 접촉시켰으

므로 검출효율이 앞서 상호검증 시 계산하였던 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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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2222 갑갑갑갑상상상상선선선선 팬팬팬팬텀텀텀텀의의의의 위위위위치치치치에에에에 따따따따른른른른 검검검검출출출출효효효효율율율율 비비비비교교교교

본 절에서는 갑상선 팬텀의 위치에 따른 검출효율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NaI(Tl) 신틸레이션 검출기는 고정시키고 K-MIRD형 갑상선 팬텀을 0.2 ㎝ 간격

으로 이동시키면서 검출효율을 계산하였다. 또한 갑상선 팬텀과 검출기의 거리에

따른 검출효율의 변화량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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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K-MIRD형 갑상선 팬텀의 위치에 따른 절대검출효율 변화



- 42 -

0.186

0.187

0.188

0.189

0.190

0.191

0.192

0.193

0.194

-1.2 -0.8 -0.4 0 0.4 0.8 1.2

Shift in X direction
Shift in Y direction

A
b

so
lu

te
 e

ff
ic

ie
n

cy
 

Distance from the central axis (cm)

K-MIRD phantom
Source-detector distance = 1 cm
0.38 MeV γ-ray

그림 4.7 K-MIRD형 갑상선 팬텀의 축 이동에 따른 절대검출효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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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K-MIRD형 갑상선 팬텀의 위치에 따른 흡수에너지 검출효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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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K-MIRD형 갑상선 팬텀의 축 이동에 따른 흡수에너지 검출효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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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K-MIRD형 갑상선 팬텀의 위치에 따른 임계검출효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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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K-MIRD형 갑상선 팬텀의 축 이동에 따른 임계검출효율 변화

Max-value Min-value Discrepancy

Absolute efficiency 1.939×10-2 1.797×10-2 7.32%

Energy deposit efficiency 1.142×10-2 1.131×10-2 7.26%

Threshold efficiency 1.442×10-2 1.337×10-2 7.28%

표 4.4 K-MIRD 갑상선 팬텀의 위치에 따른 검출효율의 최대값 및 최소값

K-MIRD형 갑상선 팬텀의 위치에 따른 검출효율의 변화는 검출기의 정 중앙에 갑상선

팬텀을 위치시켰을 때 가장 높았으며, 위치이동 시 평균 0.037 %/㎜로 감소하였다. 검출

기 정 중앙에서 벗어날수록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림 4.12은 K-MIRD형 갑상선 팬텀과

검출기간의 거리에 따른 검출효율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검출기 중심에 갑상선 팬텀

을 위치시킨 상태에서 0.2 ㎜간격으로 20 ㎜까지 변화시키며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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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갑상선 선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에 따른 검출효율

갑상선 팬텀과 검출기의 거리에 따른 검출효율은 평균 0.4 %/㎜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4.6～4.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검출효율은 갑상선 팬텀의 위치보다는 갑성선 팬텀과 검

출기의 거리 변화에 더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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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5555장장장장 표표표표준준준준한한한한국국국국인인인인의의의의 갑갑갑갑상상상상선선선선 팬팬팬팬텀텀텀텀((((KKKK----TTTTHHHHYYYYRRRROOOO)))) 제제제제작작작작

검출기의 검출효율을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갑상선 팬텀에 표준선원을

삽입한 다음 팬텀과 검출기를 피검자 측정 시와 동일한 위치에 놓고 직접 방사능

을 측정하여 표준선원의 방사능과 측정된 방사능을 비교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실험적으로 검출기의 검출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표준인 관련 자료에 근거한

갑상선 팬텀을 제작하였다.

5555....1111 갑갑갑갑상상상상선선선선 모모모모델델델델링링링링

표준한국인의 갑상선 팬텀을 제작하기 위해 국내표준인의 갑상선 관련 자료를

이용한 갑상선 모델링이 필요하였다. 인체를 모사하는 방법에는 단순화된 수학방정

식을 이용하여 인체장기를 모사하는 stylized modeling과 실제 인체의 단층영상을

이용하여 장기를 사실적으로 모사하는 tomographic modeling이 있다(그림 5.1):

① Stylized modeling: 인체가 받는 방사선량을 계산하기 위해 1960년대에 개발되

어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으나 인체를 단순화된 수학방

정식을 이용하여 인체장기를 모사하므로 모델의 외형 및 내부 장기, 조직의 형

태가 실제 인체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② Tomographic modeling: 컴퓨터 기술과 인체 단층영상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인체 단층영상(CT/MRI/PET)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인체 모델의 외형 및 내부

장기, 조직의 형태가 단층영상의 해상도 및 선명도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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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실제 사람의 갑상선 모양을 가장 가깝게 모사해낼 수 있는 tomographic

modeling 기법을 이용하여 표준한국인 갑상선 팬텀을 제작하였다.

(a) (b)

그림 5.1. (a) Stylized(표준한국인의 MIRD형 모델링) 및 (b) Tomographic(표준한국인
단층영상모델 KRMAN2) 모델링의 예

5555....2222 갑갑갑갑상상상상선선선선 팬팬팬팬텀텀텀텀의의의의 제제제제작작작작

5555....2222....1111 갑갑갑갑상상상상선선선선 단단단단층층층층영영영영상상상상 획획획획득득득득

표준한국인 갑상선 팬텀 제작을 위한 단층촬영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대상 선

정기준은 표준한국인에 대한 인체외형자료 및 장기부피자료를 사용하였다. 산업자

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는 1979년, 1986년, 1992년, 1997년 모두 4차에 걸쳐 국

민표준체위조사를 실시하였다. 1997년에 실시된 제4차 국민표준체위조사의 결과로



- 48 -

얻어진 신체 외형에 대한 대표값을 추출하여 표준 성인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사

용하였다. 또한 방사선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였던 ‘표준한국인 장기부피 설정연구’

를 통해서 얻어진 주요 장기부피 평균값을 두 번째 선정기준으로 사용하여 두 가

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지원자의 단층영상을 획득하였다. 표 5.1은 선정된 지

원자와 표준한국인의 신체외형 자료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선정된 지원자의 신체

규격은 연령이 35세, 신장이 172 cm, 체중이 68 kg인 성인 남성이다 [5].

체형 및 체중 지원자
표준한국인*

평균 표준편차

Body height (cm) 172 170.9 5.0

Body weight (kg) 68 68.1 8.2

Head circumference (cm) 54.1 56.7 1.5

Neck circumference (cm) 37.2 36.3 1.9

Chest circumference (cm) 88.3 90.9 5.9

*제4차 산업자원부 국민표준체위조사(1997) 청년층(25세～39세)

표 5.1 표준한국인과 지원자의 신체 외형자료 비교

본 연구에서는 PET/CT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지원자의 전신 단층영상(1 mm 간

격)를 확보하여 그 중 갑상선 부위에 해당하는 영상 60장을 추출하여 팬텀제작에

사용하였다. 그림 2.2는 60장의 단층영상 중 5 mm 간격으로 12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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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지원자의 갑상선 PET/CT 단층촬영 영상의 예 (5 mm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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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2222....2222 의의의의료료료료용용용용 3333차차차차원원원원 ddddaaaattttaaaa를를를를 SSSSTTTTLLLL ddddaaaattttaaaa로로로로의의의의 변변변변환환환환

갑상선 팬텀의 제작공정에 앞서 CyberMED사에서 개발한 PC기반의 실시간 3차

원 의료영상 소프트웨어인 V-Works를 이용하여 갑상선 부위 CT data를 STL

data로 변환 생성하였다. STL data의 생성과정은 그림 5.3과 같다.

그림 5.3 V-Works의 작업과정

5555....2222....3333 입입입입체체체체조조조조형형형형

표준한국인의 갑상선 팬텀을 제작하기 위해 3D Systems사의 SLA(Stereo

Lithography Apparatus)장비를 이용하였다. 쾌속조형(rapid prototyping)은 부품의

형상모델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다양한 프로세스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모두 복합재료를 한층 한층 쌓아서 시작품을 만들어낸다. SLA 장비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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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부품을 공정한다:

① 광원에 노출되었을 때 고화되는 광경화성 resin을 그림 5.4에 나타낸 것처럼

액체상채로 용기에 담는다.

②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platform을 액체 resin의 표면으로부터 밑으로 원하는 층 두

께만큼 내려간 곳에 위치시킨다.

③ UV laser를 platform 위에 있는 수지층에 주사하여 해당 단면의 형상을 갖도록 수지

를 고화시킨다.

④ Platform을 resin 용기 안쪽으로 층 두께만큼 내려보내 resin 용액이 부품을 덮

어 다음 layer를 쌓을 수 있도록 해준다.

⑤ 부품의 맨 위층이 만들어질 때까지 ③, ④과정을 반복한다.

⑥ 부품을 완전하게 고화시키기 위해서 후 경화처리(post-curing)를 수행한다.

그림 5.4 SLA 방식의 RP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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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2222....4444 KKKK----TTTTYYYYRRRROOOO 갑갑갑갑상상상상선선선선 팬팬팬팬텀텀텀텀의의의의 제제제제작작작작 공공공공정정정정

방사선표준연구원에 의뢰하여 획득한 표준한국인의 갑상선 영상 data를 상기

언급한 V-works를 이용하여 3D-Object로 만든다음 STL format으로 변화하여

SLA장비를 사용하여 갑상선 팬텀을 제작하였다(그림5.5).

그림 5.5 갑상선 팬텀 제작공정

또한 갑상선 팬텀의 위치에 따른 검출효율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직경 14 ㎝, 높이 10

㎝ 의 원통형 물 팬텀 내부에서 이동 가능한 갑상선 팬텀을 제작하였고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 단위로 이동 가능한 x-y-z stage에 제작된 갑상선 팬텀을 연결하였다 (그림

5.7). 향후 제작된 갑상선 팬텀과 131I 액체동위원소를 사용하여 NaI(Tl) 신틸레이션 검출

기의 검출효율을 측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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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개인별 편차 보정을 위한 K-THYRO 갑상선 팬텀 제작공정

그림 5.7 갑상선 내부피폭 선량측정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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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666 장장장장 결결결결 론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방호 신개념에 부합되는 내부피폭 선량측정 기술이 요구됨

에 따라 갑상선 내부피폭 선량측정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또한 갑상선 내부

피폭 선량측정 시스템의 검출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모의실험을 통한 방법으로

CALEFF 코드를 Visual C++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하였고, 직접측정실험

을 통한 검출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표준인 자료를 조사하여 tomographic

modeling 방법으로 갑상선 팬텀(K-THYRO)을 제작하였다. CALEFF 코드 계산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의 해석적 검출효율과 범용화된 몬테칼

로 모의실험 코드인 MCNPX2.4 코드와 검출효율을 상호비교하였다. 그 결과 검출

효율은 1% 이내로 일치하였으며, 따라서 CALEFF 코드 계산의 정확도를 확인하였

다. 모의실험 결과 NaI(Tl) 신틸레이션 검출기의 검출효율은 선원과 검출기 사이

의 거리가 멀수록, 선원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그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갑상선 팬텀의 위치에 따른 검출효율은 NaI(Tl) 신틸레이션 검출기 정 중

앙에 갑상선 팬텀을 위치하였을 때 검출효율이 가장 높았으며, 검출기에서 벗어날

수록 검출효율이 최대 0.06 %/㎜ 으로 급격히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갑상

선 선원의 위치에 따른 검출효율의 변화량이 평균 0.037 %/㎜로 계산되었고, 갑상

선 선원과 NaI(Tl) 검출기의 거리에 따른 변화량이 평균 0.4 %/㎜으로 계산되어

갑상선의 위치보다 선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검출효율 변화에 더 큰 요인으

로 작용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보다 정확한 검출효율 계산 및 측정을 위하여 K-THYRO 팬텀과 동일한

영상으로 제작된 복셀팬텀(voxel phantom)을 CALEFF 코드의 입력 data로 사용

하는 것과 K-THYRO 갑상선 팬텀 및 액체 방사선 동위원소(131I)를 사용하여 실

제 계측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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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Para. 5 of Art. 2 of the Korean Nuclear Safety

Regulations which were revised in 1999, internal dose assessment as well as

external one should be performed for nuclear power plant employees after 2003,

and their estimate errors should also be within 50%. Thus, more accurate

internal dosimetry is required.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a Monte Carlo

simulation code, the so-called CALEFF, which calculates detection efficiencies

of χ- or γ-ray scintillation detectors, and also fabricated a thyroid phantom

based on the reference Korean data, the so-called K-THYRO, for the more

precise calibration of thyroid internal dosimetry. For checking the code

calculation algorithm, we compared simulated efficiencies with analytic values

for some simple source geometries such as a point, a disc, and a sphere. The

discrepancy of the results was within 1%, which may verify the accuracy of

the code calculation. We also calculated detection efficiency for K-MIRD

thyroid model; the efficiency was 18.8% for a source-to-detector distance of 1

cm and a gamma energy of 0.412 MeV. In this thesis, the detect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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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a 3"x3" NaI(Tl) gamma probe were discussed by using the

K-THYRO phantom and the CALEFF code with a variety of test conditions.

Key words : Monte Carlo simulation, detection efficiency, internal

dosimetry, thyroid phan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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