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2020年 8月

  博士學位 論文

일반촬영 X선 검사 시 선량저감화를 

위한 나노 텅스텐 차폐체 개발에

관한 연구

朝 鮮 大 學 校  大 學 院

原子力工學科

崔    星    炫

[UCI]I804:24011-200000342653[UCI]I804:24011-200000342653



일반촬영 X선 검사 시 선량저감화를 

위한 나노 텅스텐 차폐체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ano-tungsten shield for dose reduction 

during general X-ray examination.

2020년 8월 28일

朝 鮮 大 學 校  大 學 院

原子力工學科

崔    星    炫



일반촬영 X선 검사 시 선량저감화를 

위한 나노 텅스텐 차폐체

개발에 관한 연구

指導敎授     鄭  運  官

이 論文을 原子力工學 博士學位申請 論文으로 提出함

2020年 5月

朝 鮮 大 學 校  大 學 院

原子力工學科

崔    星    炫



崔星炫의 博士學位 論文을 認准함

            

委員長 光州保健大學校 敎 授 董京來  (印)

委  員 朝 鮮 大 學 校 敎 授 李庚鎭  (印)

委  員 朝 鮮 大 學 校 敎 授 宋鐘淳  (印)

委  員 東 岡 大 學 校 敎 授 柳永桓  (印)

委  員 朝 鮮 大 學 校 敎 授 鄭運官  (印)

2020 年  7 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 i -

목   차

표 목차····························································································································ⅲ

그림 목차······················································································································ⅳ

ABSTRACT·························································································································ⅶ

제1장 연구배경과 필요성·········································································1

제2장 이론적 배경···························································································4

제1절 X-선의 영상 성립의 원리······························································4

1. X-선의 발생····································································································4

2. 저지선················································································································6

3. 특성 X-선·········································································································7

4. X-선 스펙트럼·······························································································8

5. X-선의 감약····································································································8

제2절 방사선량과 단위···················································································9

1. 조사선량···········································································································9

2. 흡수선량·········································································································10

3. 커마···················································································································11

4. 등가선량·········································································································11

5. 유효선량·········································································································12

6. 면적선량·········································································································13



- ii -

제3절 Digital Radiography·······································································14

1. DR System·······································································································14

2. CR System·······································································································15

제4절 나노 입자··································································································16

제5절 Photon Energy Spectrum·······························································18

제6절 Image J·······································································································19

제7절 PCXMC············································································································20

제3장 연구재료 및 방법··········································································22

제1절 장치 및 재료·························································································22

제2절 연구방법····································································································28

제4장 결과···············································································································35

제1절 입자 크기 분석····················································································35

제2절 에너지 스펙트럼 분석····································································36

제3절 선량평가····································································································38

제4절 화질평가····································································································43

제 5 장 고찰·········································································································47

제 6 장 결론·········································································································52

참고문헌·························································································································53

국문초록·························································································································61



- iii -

List of Tables

Table 1. ICRP 103 weighting factor for radiation 12

Table 2. ICRP 103, 60 Tissue weighting factors 13

Table 3. Specification of X-ray Diffractometer 24

Table 4. The result of the quality control test of the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 26

Table 5. X-ray tube condition and set value according to the used   

of Nano Tungsten. 31

Table 6. Energy spectrum analysis result of using Nano Tungsten 36

Table 7. Dose value depending on whether Nano Tungsten shield is    

used when examining Pelvis in children 38

Table 8. The organ effective dose value according to whether or not  

Nano Tungsten is used in the pediatric Pelvis test 39

Table 9. Dose value depending on whether Nano Tungsten shield is    

used when examining Abdomen in children 41

Table 10. The organ effective dose value according to whether or    

not Nano Tungsten is used in the pediatric Abdomen test 42

Table 11. SNR according to the use of Nano Tungsten shield when     

examining Pelvis and Abdomen in children 43

Table 12. PSNR according to the use of Nano Tungsten shield when    

examining Pelvis and Abdomen in children 45

Table 13. RMSE according to the use of Nano Tungsten shield when    

examining Pelvis and Abdomen in children 46



- iv -

List of Figures

Fig. 1. Incorrect shielding example. 2

Fig. 2. X-ray generator. 5

Fig. 3. Principle of X-ray generation. 5

Fig. 4. Spectrum of blocking line when not filtered. 6

Fig. 5. Spectra of blocking lines when filtered. 7

Fig. 6. Energy distribution of characteristic line that occurs in

tungsten material. 7

Fig. 7. Typical diagnostic X-ray spectral distribution. 8

Fig. 8. Exposure dose. 10

Fig. 9. Relationship between the dose and the DAP by the distance.

14

Fig. 10. DR principle. 15

Fig. 11. Computed radiography processing steps. 16

Fig. 12. Photo showing nano tungsten powder. 17

Fig. 13. Photo showing nano sized powder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Magnification : 100,000 : 1). 17

Fig. 14. Photon Energy Simulation by using SRS-78. 18

Fig. 15. Digital image analysis program. 19

Fig. 16. PCXMC Dose Calcuations. 21

Fig. 17. (a) Image and (b) Schematic diagram of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22

Fig. 18. Electromagnetic Spectrum and Spatial Resolution Limits. 23

Fig. 19. Photo showing of Mini Flex 600 (a) Appearance of X-ray 

Diffractometer (b) Inside of X-ray Diffractometer. 24

Fig. 20. Schematic diagram of showing X-Ray Diffraction. 25



- v -

Fig. 21. Photo of (a) Digital Diagnostic VR X-ray system and (b) 

Acryl Phantom. 27

Fig. 22. VICTOREEN NERO mAx 8000 28

Fig. 23.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entire production process of 

the sheet. 29

Fig. 24. Schematic diagram of X-Ray Diffractometer. 30

Fig. 25. SRS-78 X-ray Spectrum Simulator. 32

Fig. 26. (a) Acryl Phantom (b) Using Nano Tungsten shield. 33

Fig. 27. Analysis of image Quality using Image J. 34

Fig. 28. Sample image specifying ROI. 34

Fig. 29.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images (a) Nano sized and 

(b) Micro size Image. 35

Fig. 30. Energy spectrum analysis graphs. 37

Fig. 31. Dose graph according to whether or not Nano Tungsten 

shield is used when examining Pelvis in children. 39

Fig. 32. A graph of organ effective dose according to whether Nano 

Tungsten is used in pediatric Pelvis test. 40

Fig. 33. Dose graph according to whether or not Nano Tungsten 

shield is used when examining Abdomen in children. 41

Fig. 34. A graph of organ effective dose according to whether Nano 

Tungsten is used in pediatric Abdomen test. 42

Fig. 35. Graph of SNR according to the use of Nano Tungsten shield 

in Pediatric Pelvis and Abdomen tests. 44

Fig. 36. Graph of PSNR according to the use of Nano Tungsten shield 

in Pediatric Pelvis and Abdomen tests. 45

Fig. 37. Graph of RMSE according to the use of Nano Tungsten shield 

in Pediatric Pelvis and Abdomen tests. 44



- vi -

Fig. 38. Pediatric girl pelvic radiographs with(left) and 

without(right) bismuth shield. 50

Fig. 39. Pediatric girl pelvic radiographs with bismuth shield, 

before(left) and after(right) contrast/density manipulation. 51



- vii -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ano-tungsten shield for dose reduction 

during general X-ray examination.

           Choi, Sung - Hyun       00 0000  00000000

Advisor : Prof. Chung, Woon-kwan, Ph.D.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0   0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order to protect organs and gonads in the pediatric abdomen and pelvis 

with sensitive susceptibility during the X-ray examination, a Nano 

Tungsten(W) shielding sheet containing boron(B), an eco-friendly material, 

was produced to evaluate the usefulness. First of all, shielding material, 

Tungsten which is harmless to the human body, was produced in Nano-size. It 

has excellent shielding efficiency and has proven radiation shielding 

efficiency and particle dispersibility. In order to confirm the crystal size 

of the particles, crystal structure and dispersibility were analyzed by 

image using an X-ray diffraction analyzer(XRD) and a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The energy spectrum was analyzed with or without the use 

of a Nano Tungsten shield. The entrance surface dose(ESD) and effective dose 

were determined and compared for dose evaluation. As an image evaluation 

method, Signal to Noise Ratio(SNR), Peak Signal to Noise Ratio(PSNR) and 

Root Mean Square Error(RMSE) were obtained and evaluated by using Image 

J(1.52v) program that can compare and analyze differences in image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a Nano Tungsten shield. For the manufacture of 

the shield, to make the boron(B) and tungsten(W) powder into Nano-sized 

particles, dry milling is performed with a milling ball to produce 

Nano-sized powders. Moreover, high polymer hot mixing machine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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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epare a sheet through melt mixing, compression, and molding with a 

polymer substrate. Sponge material with a thickness of 1 cm was attached in 

consideration of artifacts according to the shielding. The particle size of 

tungsten was found to consist of particles of more than 1 µm before milling 

and particles of less than 100 µm after milling. After milling, Nano-sized 

particles showed relatively high dispersibility and small pores. As a result 

of simulation of energy spectrum with or without the use of Nano Tungsten 

shielding sheet using SRS-78 program, Photon Energy was 38.1 keV when None 

and 48.8 keV when using Nano Tungsten. Air Kerma values are 100.5 μGy/mAs 

and 9.793 μGy/mAs. As the average energy increases, the scattering line 

decreases and the exposure dose decreases. 1stHVL was 2.547 mmAl when None, 

and 5.822 mmAl when Nona Tungsten was used. In the dose evaluation, ESD and 

total effective dose(ED) were 0.609 ±0.001 mGy and 0.150 mSv when Pelvis 

was examined before using the shield, and 0.243 ±0.001 mGy and 0.107 mSv 

after use. The result of Abdomen examination showed 0.583 ±0.002 mGy,0.250 

mSv before use and 0.238 ±0.002 mGy after use, 0.179 mSv, resulting in 

about 60 % dose reduction in ESD and about 30% dose reduction in total 

effective dos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NR, PSNR, and RMSE in the 

image evaluation, the result of Pelvis examination showed 21.50 dB, 22.17 

dB, and 64.33, and the Abdomen examination showed results of 17.70 dB, 18.33 

dB, and 98.21 As such, in this study,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ungsten shields made of Nano-sized particles made of eco-friendly material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organs and gonads in the abdomen of children, 

which are sensitive to X-rays in the abdomen and pelvis of children and the 

usefulness has been proven. In conclusion, it is considered that, if the 

Nano Tungsten shield is commercially used,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the 

exposure dose during radiation-related tests such as general X-ray imaging, 

CT examination, and fluoroscopic examination of pediatric patients.

Keywords : Pediatric patients, Shielding, Nano particles, Tungsten, Absorbed   

            dose, Imag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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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배경과 필요성

방사선은 1895년 W.C Roentgen(뢴트겐)에 의해 X선이 발견된 이후 의료 기술과 

인류의 보건 복지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필름이나 검출기를 통해 인체 내 정보

를 영상화할 수 있어 질병의 진단에 가장 강력한 도구로써 사용되고 있다1-3). 세 

번째 밀레니엄(Millennium) 시대인 2000년대부터는 PACS(Picture Achie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의 도입으로 F/S(Film/Screen) 시스템을 사용하던 시대가 

급속도로 막을 내리며 CR(Computed Radiography)과 DR(Digital Radiography)등 디

지털 방사선장비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4,5). 이러한 변화로 인해 동일한 시간에 많

은 환자들을 검사 할 수 있게 되었고 영상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환자 피폭선량 

감소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Dose Creep 현상으로 피폭선량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

생하고 있다6,7). 환자의 피폭선량은 검사부위와 의료기관 및 국가마다 차이가 있

고, UN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2000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C)이나 경제협력개

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의 

경우 동일한 영상의학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에 따라 환자의 피폭선량

이 10 ∼ 100배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6), 이러한 과다 피폭선량은 탈모나 

암 발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7-10).

진단적 검사를 위해 받게 되는 저선량 의료피폭은 과연 암 발생이 유발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문턱 선량이 없어 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

제하에 의료피폭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11-14). 특히 소아는 환자의 체형

이 비교적 일정한 성인과는 달리 계속 성장하고 있어 세포들이 활발하게 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 감수성이 높고, 남은 생애가 길어 방사선 노출의 영향을 

오래 받으므로 불필요한 피폭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5). 환자가 어릴수록 

방사선에 의한 위험이 크며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2배 정도 더 방사선에 

민감하다16). 특히 민감한 장기인 소아의 갑상선, 골수 및 생식선 차폐는 X선 검사 

시 차폐를 꼭 시행해야 한다17). 

소아 복부(Abdomen) 및 골반(Pelvis) 일반촬영 X선 검사 시 생식선 차폐체의 사

용 유·무에 따라 피폭선량 측정을 통한 선행연구들의 보고에 의해 소아 생식선 

차폐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다18). 하지만 기존의 의료기관에서 쓰이고 있는 소

아 생식선 차폐체는 납(Pb)으로 만들어져 있고 Choi 등의 연구에서 육안으로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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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차폐함으로써 진단에 필요한 부위를 가리게 되며, 차폐를 꼭 해야되는 생

식선 부위는 차폐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촬영으로 이어져 소아 환자의 불필

요한 피폭선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9)(Fig 1).

   

Figure 1. Incorrect shielding example19).

소아 생식선 차폐체로 쓰이고 있는 납은 높은 온도(300°C)에서 액체 상태로 유

독가스를 발생시킨다20). 납으로 인해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난 식물이나 동물 그리

고 빗물로 오염된 지하수는 섭취하는 과정에서 납이 인체에 축척되어 납 중독

(Lead poisoning)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21). 또한 폐품처리

로 철거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하지만 적절히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22). 이러한 단점들을 대체하기 위해 친환경 X선 차폐체의 개발

이 필요하다. 원자번호가 높은 황산바륨(BaSo4), 비스무트(Bi), 텅스텐(W)등은 친

환경 차폐체로 대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며, 인체에 무해함과 동시에 우수

한 X선 차폐 능력을 가지고 있다23-26).

최근 들어 나노 및 마이크로 크기로 구성된 텅스텐이 저 에너지에서의 차폐 효

율이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27-29). 이와 같이 친환경 차폐물질을 이용하여 소아 환자들의 생식선을 

차폐해 준다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아 복부 및 골반 X선 검사 시 감수성이 민감한 소아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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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내 장기와 생식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친환경 물질을 이용하여 

새로 개발되어 진 나노 크기의 텅스텐 입자로 구성된 차폐체를 선량 및 화질평가

를 통해 이에 대한 유용성 평가를 해보고, 향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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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X-선 영상 성립의 원리

  1. X-선의 발생

  X-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X-선 장치라 한다. X-선 장치는 X-선 발생에 필요한 

구비 조건을 만족시키는 반면 X-선 질과 양을 조절하여야 한다. X-선관은 경질유

리로 된 고진공도를 유지하고 있는 전자빔관으로, 양측에 음극(cathod)과 양극

(anode)이 마주보고 있다. 음극내의 필라멘트를 가열시키면 열전자가 발생하게 되

고, 이 상황하에서 고압변압기에서 발생된 고전압(40∼150 kV)을 X-선선관의 양단

에 가해주면 열전자는 고전압에 의해 고속도의 운동에너지 상태가 되어 양극의 저

지물(target)에 충돌하므로서 X-선이 발생하게 된다(Fig 2, 3).

이렇게 발생된 X-선을 저지선, 연속선, 백색선, 독일어로는 Blemsstrahlung라고

도 한다. 타겟에서 발생된 X-선은 저지선 뿐만 아니라 특성 X-선(또는 고유선)도 

포함되어 있다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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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X-ray generator30).

Figure 3. Principle of X-ray generatio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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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지선

   고속전자가 타겟 물질의 원자핵 근처에 도달했을 때 고속전자의 속도가 줄어들

면서 방향이 변화하여 에너지가 상실된다. 이 때 상실되는 에너지가 X-선으로 방

출된다. 이것을 저지선, 제동복사(Braking radiation)라 한다. 여과(filtration)

를 시키지 않았을 때의 저지선의 스펙트럼은 여과 후의 스펙트럼과 다르게 나타난

다(Fig 4, 5). 가장 낮은 에너지의 X-선은 관유리에 의해 흡수된다. 이러한 저지

선은 에너지가 낮을 때 대부분 발생하고, 에너지가 높을수록 발생은 적어진다32).

Figure 4. Spectrum of blocking line when not filtered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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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pectra of blocking lines when filtered32).

  3. 특성 X-선

  높은 궤도에 있는 전자가 고속전자의 충돌에 의해 낮은 궤도로 이동했을 때 에

너지 손실이 생기는데 이것이 X-선으로 방출된다. 이 특성 X-선은 물질의 원자 번

호에 따라 다르며, 텅스텐에서는 12 kV, 69.5 kV에서 발생한다(Fig 6).

Figure 6. Energy distribution of characteristic line that occurs in tungsten  

material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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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X-선 스펙트럼

  전형적인 진단용 X-선의 스펙트럼은 저지선, 특성선, 여과작용이 혼합된 

“Bell" 형태의 곡선이 된다(Fig 7). 이러한 X-선 스펙트럼은 X-선의 량과 질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가 낮은 때와 높을 때 X-선의 발생은 적게 일어나고, 중간 

정도의 에너지에서 X-선의 발생이 주로 일어난다.

Figure 7. Typical diagnostic X-ray spectral distribution30).

  5. X-선의 감약

   초점에서 발생한 X-선이 일정거리를 통과하는 동안에 거리 역자승 법칙, 물질 

내의 흡수, 물질 내의 산란에 의해 강도가 감약된다. 물질 내의 흡수와 산란에 의

한 감약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X-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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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방사선량과 단위

  1. 조사선량(Exposure dose; X)

  조사선량은 질량이 dm인 공기의 체적내에서 X선 또는 감마선으로 인해 방출된 2

차 전자에 의해 공기 중에서 생성된 이온쌍 중 양전하 또는 음전하가 공기 중에서 

정지했을 때 그 중 어느 한 쪽 부호의 전체 전하 dQ를 dm으로 나눈 값이다.

 


                                                           (2.1)

  단위는 C·kg-1 이다. 여기서 dm은 일정부피내에 매질의 질량이며 dQ는 dm의 질

량을 지닌 부피의 공기중에서 광자에 의해 생성된 모든 전자들이 그 공기 중에서 

완전히 흡수되었을 때 양(+) 또는 음(-) 전하 중 어느 한 쪽의 전하량의 총합을 

말한다.

그러나 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 째 조사선량은 X선

이나 감마선 같은 광자에만 적용된다. 둘 째 조사선량의 중간 매질은 공기로 정의

한다. 셋 째 공기의 이온화 현상에 의해 측정 되어진다. 넷 째 공기 중에서 생성

된 모든 전자는 일정 부피의 공기 중에서 완전히 흡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

건을 만족하는 광자의 에너지는 대체로 3 MeV 미만인 것이 실험적으로 밝혀졌다. 

조사선량의 특수 단위로는 Roentgen(R)이 있으며 국제단위로는 C/kg으로 표시한

다. 1 R이란 표준상태(0°C, 760 mmHg)의 건조한 공기 1 cm3(0.001293 g)에서 생

성된 1 esu의 한쪽 부호 전하량에 해당되는 X선이나 감마선의 조사선량을 말한다

(Fig 8).

  × ․                                               (2.2)



- 10 -

Figure 8. Exposure dose32).

  2. 흡수선량(Absorbed dose; D)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의 정량적 평가수단으로 사용되는 말이며, 조사된 

물질의 단위질량당 흡수된 에너지로 정의된다33). 즉 흡수선량 D는

 


                                                            (2.3)

dE는 조사된 물질의 질량 dm에 흡수된 방사선의 평균 에너지이다.

  흡수선량의 기본단위는 J·kg-1이고 조사대상물은 임의의 모든 물질이며, SI 단

위로는 Gy(Gray)를 사용하고 1 Gy=1 J·kg-1이다. 재래식 단위는 rad가 사용되었고 

1 rad는 100 erg/g으로 정의되며, 1 Gy는 100 rad와 같다.

  흡수선량은 직접 및 간접 전리방사선이 포함되고 모든 매질에 적용될 수 있으며 

매질에 흡수된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조사선량보다 사용범위가 넓다.

  흡수선량의 단위로는 1975년 국제도량형총회에서 Gy를 국제단위로 채택하였으며 

J·kg-1으로 표시되는 유도단위와 합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978년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라드(rad)의 단위를 국제단위와 함께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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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커마(kerma; K)

  커마는 질량 dm인 물질내에서 비하전 이온화 입자에 의해서 생성된 모든 하전 

전리화 입자의 최초의 운동에너지의 총합 dEtr을 dm으로 나눈 값이다.

 


                                                        (2.4)

  커마의 단위는 J·kg-1이다. SI 단위는 Gy가 있고 1 Gy= 1 J·kg-1이며 rad로 표

시하면 1 rad= 10-2 J·kg-1이다.

  커마율은 시간 dt내의 커마의 변화 dK를 dt로 나눈 값이다.

  


                                                          (2.5)

  단위는 J·kg-1·s-1이다. SI 단위는 1 Gy·s-1= 1 J·kg-1·s-1이며 rad 단위로는 

1 rad·s-1= 10-2 J·kg-1·s-1가 된다.

  4. 등가선량(Equivalent dose; HT)

  동일한 흡수선량이라 할지라도 방사선의 종류 및 에너지에 따라 방사선의 인체

의 조직 또는 장기에 미치는 효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방사선 방호관점에서 

방사선의 질에 따른 방사선의 샐물학적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흡수선량을 방사

선의 질에 따른 상대적 생물학적 효과비로 보정한 양이 등가선량이며, 이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34).

   ․ 등가선량

 


 ․ 총등가선량 

                                       (2.6)

  여기서 HT는 조직 또는 장기 T에 대한 등가선량, DT,R는 방사선 R에 기인된 조직 

쪼는 장기 T에 대한 흡수선량, WR는 방사선 가중치이다. 방사선 가중치는 방사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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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CRP 103 weighting factor for radiation34)

방사선의 종류 에너지 범위 방사선 가중치 WR

광자(X선, γ선) 전체영역 1

전자 또는 뮤온 전체영역 1

양성자 및 하전 파이온 2 Mev이상 5

α입자, 핵분열파편, 중이온 20

중성자

10 keV 이하 5

10 keV ∼ 100 keV 10

100 keV ∼ 2 MeV 20

2 MeV ∼ 20 MeV 10

20 MeV 이상 5

종류에 따른 장해정도(결정적 영향)의 차를 보정하는 계수이다(Table 1).

  등가선량의 단위는 J·kg-1이며, SI 단위는 시버트(Sv)가 사용된다.

  5. 유효선량(Effective dose; ED)

  동일한 등가선량이라 할지라도 방사선의 확률적 효과의 발생 위험의 정도는 인

체의 조직 또는 장기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체 내 조직간 선량

분포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하나의 양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각 조직의 등가선량에 

해당 조직의 조직가중치를 곱하여 이를 모든 조직에 대해 합산한 양을 유효선량

(E)이라 하며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34).

 


 





                                        (2.7)

  여기서 WT는 조직가중치이며, ICRP 60과 103에서 결정된 값을 나열하였다. 이 조

직가중계수는 모든 방사선에 적용된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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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CRP 103, 60 Tissue weighting factors34)

Organ or Tissue
조직하중계수(WT)

2007년 권고(ICRP 103) 1990년 권고(ICRP 60)

생식선 0.08 0.20

적색골수 0.12 0.12

결장 0.12 0.12

폐 0.12 0.12

위 0.12 0.12

방광 0.04 0.05

유방 0.12 0.05

간장 0.04 0.05

식도 0.04 0.05

갑상샘 0.04 0.05

피부 0.01 0.01

골표면 0.01 0.01

나머지 조직 0.12 0.05

  유효선량의 단위는 J·kg-1이며, SI 단위는 Sv이다.

  6. 면적선량(Dose Area Product; DAP)

  면적선량은 초점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서 측정된, 후방산란이 없는 공기 중 흡

수선량과 X선 조사야 면적의 곱으로 입사표면선량(Entrance Surface Dose; ESD)과 

함께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선량 수치이다. 보통 Gycm2로 표현한다. 이는 X선 선원

과 환자사이 빔 축 상의 모든 편리한 위치에서 정의된다35,36).

  면적선량은 일반적으로 X선관의 방출구에 위치한 전리함인 면적선량계(DAP 

meter)로 측정할 수 있으며, X선 장비가 디지털 방사선(Digital Radiography; DR) 

장치일 경우 면적선량은 발생장치 데이터와 조리개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그림 2.2는 환자에게 전달되는 총에너지와 면적 선량과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녀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한 선량값을 측정할 수 있다(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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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Relationship between the dose and the DAP by the distance32).

제3절 Digital Radiography

  1. DR System

  디지털 X선 촬영 장치는 투과된 X선을 방사선 영상 검출기들이 흡수하여 물리적 

반응의 결과로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킨다. 그것들을 위치 정보와 함께 읽어 들여 

디지털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완성된 하나의 방

사선 영상을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DR의 종류에는 광자극인광 

plate를 검출기로 사용하여 X선을 디지털화시키는 CR(Computed Radiography)과 

CCD(Charge Coupled Device) 검출기, 비정질 셀레늄(amorphous selesuum)또는 비

정질 실리콘(amorphous silicon)을 flat panel digital detector를 사용하여 디지

털 영상화하는 방식 등이 있다37,38).

  Flat-Panel Detector는 일반적으로 전기적 변환 방식에 따라 직접방식(Direct 

Method)과 간접방식(Indirect Method)으로 분류된다. 직접 변환 방식은 X선을 흡

수하는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기적 신호로 발생기키는 광전물질

(Photoconductors)을 사용한다. X선을 가시광선으로 변환하는 섬광체나 형광체가 

없이 직접 X선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원리를 가진다39). 간접 변환 방식은 피사

체를 투과한 X선이 섬광체(Scintillator)와 반응하여 일부 에너지가 흡수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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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흡수된 X선 에너지에 비례하여 섬광체에 의해 가시광 영역 파장을 갖는 광자로 

전환하고, 이를 광소자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방사선을 검출하는 방식이다. 

즉 X선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기 전에 빛으로 변환한 다음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

는 방식을 말한다40,41)(Fig 10).

Figure 10. DR principle32).

  2. CR(Computed Radiography) System

  Computed radiography는 film/screen 방식 대신에 휘진성 형광물질이 도포된 

IP(Imaging Plate)를 사용한다. IP에 X선을 조사하면 잠상이 축적되고, 이것을 판

독기에 삽입하여 레이저 빔으로 주사하면 형광체에 흡수되었던 X선 에너지에 비례

하여 광 신호를 방출한다. 이 신호를 집광가이드로 모아 광전자 증배관에서 증폭

시켜 전기신호로 변환시키고, A/D Convertor를 통하여 디지털 신호화하며 진단에 

적합한 영상 상태가 되도록 각종 영상처리를 한다. 레이저 스캔이 끝난 IP판은 빛

에 노출시켜 저장되어있는 정보를 지운 후에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다른 장점

으로 높은 관용도를 유지하여 여러 복잡한 형상의 심한 두계차가 있어도 한 평면

상에 나타낼 수 있다. 광범위하게 Dynamic Range의 직선성을 갖고 있으며,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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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적은 흡수 차이를 검출하여 표시할 수 있다42)(Fig 11).

Figure 11. Computed radiography processing steps32).

제4절 나노 입자(Nano particle)

  나노 입자란 10-9 m인 나노미터 단위에 근접한 원자 정도의 작은 크기 단위의 물

질을 말한다43.). 이렇게 매우 작기 때문에 높은 표면적을 갖고44,45) 입자 크기가 작

아짐에 따라 표면에 위치하는 원자의 비율도 증가하여 내부에 위치한 원자들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특성을 보인다46). 나노입자의 이러한 특성으로 다른 복합물질

과 혼합될 경우 물리적 강도가 증가한다. 현존하는 물질 중에서는 나노 입자가 물

리적 성질이 우수하고47-49) 최근 나노 입자가 다른 입자에 비해 효율적, 안정성, 

보강성으로 인해 광학적 활성을 이용하는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등에서 많은 연구

가 이뤄지고 있다50-52).(Fig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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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Photo showing nano tungsten powder.

Figure 13. Photo showing nano sized powder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Magnification : 100,000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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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Photon Energy Spectrum

  X선 스펙트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SRS-78 프로그램 외 TASMIP, Xcomp5r, 

BeamNRC, Specgene 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X선 스펙트럼 계산 프로그램은 비

공개이거나 컴퓨터 코드 입력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가 컴퓨터 코드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에너지 스펙트럼을 계산할 수 있다. 반면 SRS-78 프로그램은 

간단한 윈도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컴퓨터 코드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간편하게 X선 에너지 스펙트럼을 계산할 수 있다(Fig 14). CT검사 시의 X선 에너

지 스펙트럼을 모사하기 위하여 SRS-7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에너지 스펙트럼을 

구한 경우가 많았으며, 다른 에너지 스펙트럼 계산 프로그램의 결과를 수집하여 

이를 SRS-78 프로그램으로 모사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가 미미하였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SRS-7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소아 복부 및 골반 X선 검사에서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66 kVp에 나노 텅스텐 차폐체 사용 유·무에 따라 에너지 스

펙트럼을 구하였다.

  

Figure 14. Photon Energy Simulation by using SR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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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Image J 1.52v

  정량적 영상평가를 할 수 있는 Image J program은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NIH)에서 개발한 디지털 영상분석 프로그램이다. 사용법이 

간단하고 영상분석, 편집 프로세스, 저장 및 8bit, 16bit 및 32bit 이미지를 표시

할 수 있다. 그리고 TIFF, GIF, JPEG, BMP, DICOM, FITS와 Raw 등 많은 이미지 형

태를 읽을 수 있어 초기에는 생명공학자들의 다양한 이미지 분석에 자주 사용되어 

졌다53)(Fig 15).

Figure 15. Digital image analysis program.

  Image J의 특징은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다양한 툴을 이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여러 가지 분석 방법 중 SNR(Signal to Noise 

Ratio),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 RMSE(Root Mean Squared Error)등을 

이용하였다. SNR은 신호 대 잡음비로 원영상과 실험영상을 비교하여 두 영상의 화

질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수치(dB)로 알아보는 것이다. dB이 높아질수록 원영상과 

비슷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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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NR은 50 dB를 원영상으로 설정해 놓은 화질측정 단위이다. 두 영상간의 차이

가 없다면 PSNR값은 무한대가 된다. 일반적으로 11 dB 이상이면 상당히 유사한 영

상으로 보며, 30 dB 이상에서는 임상적으로 영상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수 없고 

값이 높을수록 영상의 질이 좋게 평가 된다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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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는 두 비교 영상 x, y 간에 각 화소 값 차이의 제곱 값의 평균을 제곱 근한 

값으로 두 영상 간 오차 정도를 나타낸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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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픽셀 수를 의미한다57).

  

제7절 PCXMC(PC-Based Monte Carlo Program)

  PCXMC 프로그램은 환자의 장기유효선량(Organ dose)과 전체 유효선량을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58). 29개의 organ들과 tissues의 선량이 계산된다. 유효선량 계

산 시 ICRP 103(2007) 버전과 ICRP 60(1991)버전의 조직(tissue) 가중 인자를 사

용한다. 소아와 성인의 체형이 계산된 프로그램과 실제의 X선 조사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성별과 나이에 따른 위험도의 모델(model)에 따라 방사

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위험도 추정치가 계산된다. 

  인체에 노출된 방사선량을 선량계로 직접 측정하거나 팬텀을 사용하여 실험적으

로 측정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계가 있다. 하지만 X선 검사 시 사용한 

장비와 검사 프로토콜에 대해 알고 있다면, 피폭선량을 합리적인 근사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PCXMC 프로그램은 매질 사이의 추계적 시뮬레이션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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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를 응용하여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다59)(Fig 16).

Figure 16. PCXMC Dose Calc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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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재료 및 방법

제1절 장치 및 재료

  1. 투과 전자 현미경

  입자 크기를 영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고분해능 투과 전자 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Model; JEM-2100F, Rigaku JEOL, Japan)을 

이용하였다(Fig 17).

  

                  (a)                                (b)

Figure 17. (a) Image and (b) Schematic diagram of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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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과 전자 현미경은 전자빔을 투과시켜 시료 내부의 미세 구조와 결정구조, 원

자들의 배열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화학분석도 가능한 전자현미경이다. 

전자빔을 사용하여 시료를 투과시킨 전자빔을 전자렌즈로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

는데 배율의 범위가 100 ~ 1,000,000배 정도의 고배율 관찰이 가능하다(Fig 18).

Figure 18. Electromagnetic Spectrum and Spatial Resolution Limit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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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cification of X-ray Diffractometer

Classification Value

Tube voltage 10 ~ 40 kV (1 kV step)

Tube current 2 ~ 15 mA (1 mA step)

Stability ± 0.01 kW 

Measuring angle +2 ~ +135 (2θ)

Measuring speed 0.01 ~ 100 ˚/min (2θ)

  2. X-선 회절 분석기

  나노 텅스텐 결정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기(X-ray 

Diffractometer, Rigaku,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Table 3), (Fig 19).

  

                (a)                                  (b)

Figure 19. Photo showing of Mini Flex 600 (a) Appearance of X-ray 

Diffractometer (b) Inside of X-ray Diffractometer52).

  X선 회절(X-ray Diffraction, XRD)은 물질의 입자 크기 및 미세구조를 밝히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어 화학, 생물학, 물리학, 재료공학, 광물학 등에

서 널리 활용되어지고 있다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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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회절 패턴이 나타나려면 전자기파의 파장과 결정구조 판(Plane) 거

리와 대략적으로 같아야 하고 결정이 일정한 간격으로 원자의 배열이 규칙적이면 

X선이 결정에 의해서 회절 되며 Bragg’s Law 법칙에 의해 다음 식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sin                                                       (3.1)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d  Sinθ가 되고 B에서 C까지의 거리와 동일하다. 따라서 

AB = BC = d Sinθ이고, nλ = 2d Sinθ를 만족하면 X선은 회절되어 나타나게 된

다(Fig 20).

Figure 20. Schematic diagram of showing X-Ray Dif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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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선질 관리 시험 결과.

항 목 기준값 결과값

관전압 백분율평균오차 ±10 % 1.31 %

조사선량 재현성 평가 CV : 0.05 이하 0.0008

Focal spot test 대초점:11, 소초점:13 그룹 대초점:13, 소초점:13

반가층 80kV일때 2.3mm이상 3.78 mmAl

  3. 디지털 X-선 발생 장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X선 발생 장치는 간접방식(Indirect Radiography)의 디지털 

영상 진단 장치(Digital Radiography)인 Philips Diagnost VR(IR-1100-150)를 사

용하였고 소아 환자를 Acryl phantom으로 대체하였다(Fig 21).

실험의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 위해 최종실험 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선질

관리(QC)를 시행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전압의 백분율평균오차(PAE: Percent Average Error)는 1.31 %로 나와 ±10 

％미만으로 설정치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조사선량에 대한 재현성 평가에서 변동

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 CV)는 기준치인 0.05 이하인 0.0008로 측정되었

고, X선관 초점의 크기는 focal spot test tool bar의 형태가 대초점, 소초점 모

두 13그룹으로 적합하게 나타났으며, 반가층 시험에서는 최소 반가층 두께인 2.3 

㎜Al보다 높은 3.78 ㎜Al의  반가층이 측정되어 적합하게 나타났다(Table 4, 5).

  이와 같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영상 선질 관리(QC) 시험 결과, 모든 조

건에서 오차 범위 이내로 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인하

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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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21. Photo of (a) Digital Diagnostic VR X-ray system and (b) Acryl 

Phantom.

  4. 선량 측정 장비 및 사용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선량 측정 장비로는 VICTOREEN NERO mAx 8000와 PCXMC 

Program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X선의 선질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SRS-78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영상평가에서 Image J(v.1.52v)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Fig 22), 

통계학적 수치의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8.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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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VICTOREEN NERO mAx 8000

제2절 연구 방법

  1. 나노 입자 크기의 텅스텐 차폐체 제작

  소아의 복부 및 골반 X선 검사 시 골반강 내의 생식선등 감수성이 높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론(B)이 함유된 나노 크기의 텅스텐(W) 입자로 이루어

진 차폐체 시트를 제작하였다.

  차폐시트의 제작은 먼저 보론(B)과 텅스텐(W) 분말을 나노 크기의 입자로 만들

기 위해 밀링볼(milling  ball)과 함께 건식 밀링처리하여 보론(B)과 텅스텐(W)을 

나노 입자 크기의 파우더로 제조하고 이를 고분자 용융 혼합기(high polymer hot 

mixing machine)를 이용하여 고분자 기재와 용융 혼합한 후 압축 성형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트 형태로 제작하였다. 차폐에 따른 아티펙트를 고려하여 1 cm두께의 스

폰지 재질을 부착하였다(Fig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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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entire production process of the 

sheet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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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자 크기 분석

  본 연구에서 나노 입자 크기 텅스텐 분말의 결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기(X-Ray Diffractometer, Model : D/MAX-2500 POWDER, D/MAX-2500/PC THIN, 

Rigaku,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Fig 24).

Figure 24. Schematic diagram of X-Ray Diffractometer.

  입자의 크기를 영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공동기기원에 

있는 투과 전자 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Model : JEM-2100F, 

Rigaku JEOL, Japan)을 이용하였다.



- 31 -

Table 5. X-ray tube condition and set value according to the used of Nano 

Tungsten.

Parameter None Nano Tungsten

Target Anode angle (°) 13 13

Filter Thickness (mm) × 0.1

Intrinsic filtration (mmAl) 2.5 2.5

  3. SRS-78을 이용한 에너지 스펙트럼 분석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로 X선을 이용하여 얻어

진 영상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X선 검사가 많은 일반촬

영 X선 검사에서는 그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피폭선량이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 X

선 검사의 종류마다 환자와 선원인 X선 튜브의 거리가 다르고, 관전압 및 관전류

등 X선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사 종류에 따라 부가필터 사용 유·

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는 X선의 선질 변화로 인하여 피폭선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 복부 및 골반 X선 검사 시 Nano Tungsten 차폐체 사용 유·

무에 따라 X선 선질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SRS-7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X선 에너지 

스펙트럼을 구하였다. 선질 분석 전 초기 설정은 Target Material은 Tungsten(W)

으로 설정하였고, Tube Voltage은 66 kVp로 설정하였다. Anode angle은 13°이고 

Voltage ripple은 0 %, Attenuation materials에서는 None일 때 고유여과인 

Aluminium 2.5 mm로 설정하였고 Nano Tungsten 사용 시 교유여과 Aluminium 2.5 

mm + Tungsten 0.1 mm를 추가하여 설정하였다(Table 5), (Fig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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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SRS-78 X-ray Spectrum Simulator.

  4. 선량평가

  소아 복부 및 골반 검사 부위를 Nano Tungsten 차폐체 사용 유·무에 따라 선량

값의 오차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10회씩 반복 검사하여 실험하였다(Fig 26). 

노출 조건은 식약처에서 발간한 “소아 일반 영상의학검사의 표준촬영 가이드 라

인”에서 발표된 131개 의료기관에서 쓰이는 평균노출 조건인 66 kVp에 12.5 mAs

로 조사하였다62). SID는 110 cm, 조사야는 30 cm × 25 cm으로 하였다. 선량 측정 



- 33 -

장비인 VICTOREEN NERO mAx 8000으로 ESD 값을 구하였다. 획득된 ESD 값을 PCXMC 

Program에서 ICRP 103의 조직가중계수를 적용하여 복부 및 골반 검사 부위를 Nano 

Tungsten 차폐체 사용 유·무에 따라 주요 장기 유효선량(Organ Effective dose)

과 총 유효선량의 결과 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8.0(SPSS  Inc,  Chicago,  IL,  U.S.A.)프로그

램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기술통계치인 평균과 표준편차(Mean±SD)로 표시

하였다. Nano Tungsten 차폐체 사용 유·무에 따른 차이값은 독립 T검정으로 분석

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학적 유의성은 (p<0.05)의 범위로 하였다.

   

                   (a)                                  (b)

Figure 26. (a) Acryl Phantom (b) Using Nano Tungsten shield.

  5. 화질 평가

  소아 복부 및 골반 검사 부위를 Nano Tungsten 차폐체 사용 유·무에 따라 

Sample 영상을 획득한 후 DICOM image processing software인 Image J를 이용하였

다. 각 영상에 ROI를 설정한 다음 화질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 가능한 SNR, 

PSNR, RMSE등을 구하여 결과값을 비교하였다(Fig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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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Analysis of image Quality using Image J.

Figure 28. ROI를 지정한 Sample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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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과

제1절 입자 크기 분석

  Nano Tungsten 차폐 시트의 구조 및 입자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고분해능 투과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나노 크기의 텅스텐 입자의 결정을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텅스텐의 입자 크기는 밀링 전 1 µm 이상으로 이루어진 입자와 밀링 

후 100 µm 미만으로 이루어진 입자들로 구성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밀링 

후 나노 크기로 이루어진 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산성이 높고 기공이 작게 나

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Fig 29).

  

                   (a)                                  (b)

Figure 29.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images (a) Nano sized and (b) 

Micro siz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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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nergy spectrum analysis result of using Nano Tungsten.

Parameter None Nano Tungsten

Mean Photon Energy (keV) 38.1 48.8

Air Kerma(μGy/mAsat 750mm) 100.5 9.793

1stHVL (mmAl) 2.547 5.822

제2절 에너지 스펙트럼 분석

  SRS-7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ano Tungsten 차폐 시트 사용 유·무에 따른 에너

지 스펙트럼의 Simulation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Photon Energy는 

None 일 때 38.1 keV, Nano Tungsten 사용 시 48.8 keV로 나타났다. Air Kerma 값

은 None 일 때 100.5 μGy/mAs로 나타났고, Nano Tungsten 사용 시 Air Kerma 값

은9.793 μGy/mAs로 나타났다. 1stHVL은 None 일 때 2.547 mmAl, Nona Tungsten 사

용 시 5.822 mmAl으로 나타났다(Table 6), (Fig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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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Energy spectrum analysis 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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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ose value depending on whether Nano Tungsten shield is used when 

examining Pelvis in children.

Shield N kVp mAs EI
ESD(mGy)

mean±SD
p*

Effective

Dose

(mSv)

None 10

66 12.5

200 0.609±0.001 <0.001 0.150

Nano 

Tungsten
10 800 0.243±0.001 0.107

제3절 선량평가

  1. 소아 골반 X선

  

  첫 번째 소아 골반 X선 검사 시 Nano Tungsten 차폐 시트 사용 유·무에 따라 

선량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None일 때 EI값은 200, Nano Tungsten 차폐 시트 사용 

시 800으로 나타났고 ESD 값은 None 일 때 0.609 ±0.001 mGy, Nano Tungsten 사

용 시 0.243 ±0.001 mGy로 나타났다. 총 유효선량 값은 0.150 mSv, 0.107 mSv로 

나타났다(Table 7), (Fig 3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By independent t-tes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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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organ effective dose value according to whether or not Nano 

Tungsten is used in the pediatric Pelvis test.

Shield kVp mAs

Organ Effective dose(mSv)

Colon Liver Stomach
Urinary 

bladder
Prostate

Active 

bone 

marrow

Weighted 

remainder

None

66 12.5

0.260 0.227 0.327 0.398 0.290 0.045 0.148

Nano 

Tungsten
0.211 0.167 0.231 0.271 0.253 0.041 0.095

Figure 31. Dose graph according to whether or not Nano Tungsten shield is 

used when examining Pelvis in children.

  각 장기에 따라 받는 유효선량은 Urinary bladder, Stomach, Prostate, Colon, 

Liver, Weighted remainder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8, Fig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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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A graph of organ effective dose according to whether Nano 

Tungsten is used in pediatric Pelvis test.

  2. 소아 복부 X선

  

  두 번째 소아 복부 X선 검사 시 Nano Tungsten 차폐 시트 사용 유·무에 따라 

선량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None 일 때, EI값은 100, Nano Tungsten 차폐 시트 

사용 시 250으로 나타났고, ESD 값은 None 일 때 0.583 ±0.002 mGy, Nano 

Tungsten 사용 시 0.238 ±0.002 mGy로 나타났으며, 총 유효선량 값은 None 일 때 

0.250 mSv, Nano Tungsten 사용 시 0.179 mSv로 나타났다(Table 9), (Fig 33).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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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ose value depending on whether Nano Tungsten shield is used when 

examining Abdomen in children.

Shield N kVp mAs EI
ESD(mGy)

mean±SD
p*

Effective

Dose

(mSv)

None 10

66 12.5

100 0.583±0.002 <0.001 0.250

Nano 

Tungsten
10 250 0.238±0.002 0.179

* By independent t-test, α<0.05

Figure 33. Dose graph according to whether or not Nano Tungsten shield is 

used when examining Abdomen in children.

  각 장기에 따라 받는 유효선량은 Stomach, Urinary bladder, Liver, Colon, 

Prostate, Lungs, Weighted remainder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0, Fig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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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 organ effective dose value according to whether or not Nano 

Tungsten is used in the pediatric Abdomen test.

Shield kVp mAs

Organ Effective dose(mSv)

Colon Liver
Stoma

ch
Lungs

Urinary 

bladder

Pros 

tate

Active 

bone 

marrow

Weighted 

remainder

None

66 12.5

0.252 0.298 0.375 0.169 0.337 0.182 0.063 0.169

Nano 

Tungsten
0.212 0.222 0.241 0.113 0.247 0.125 0.042 0.103

Figure 34. A graph of organ effective dose according to whether Nano 

Tungsten is used in pediatric Abdome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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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화질평가

  1. 신호 대 잡음 비(SNR)

  

  Nano Tungsten 차폐체 사용 유·무에 따른 영상의 차이를 신호 대 잡음비로 원

영상과 실험 영상을 비교하여 두 영상의 화질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수치(dB)로 알

아본 결과 소아 Pelvis X선 검사 시 21.50 dB로 나타났고, Abdomen에서는 17.70 

dB로 나타났다(Table 11, Fig 35). 

Table 11. SNR according to the use of Nano Tungsten shield when examining 

Pelvis and Abdomen in children.

Reference Image Test Image Pelvis Abdomen

None Nano Tungsten 21.50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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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Graph of SNR according to the use of Nano Tungsten shield in 

Pediatric Pelvis and Abdomen tests.

  2. 최대 신호 대 잡음 비(PSNR)

  

  Nano Tungsten 차폐체 사용 유·무에 따른 영상의 차이를 50 dB를 원영상으로 

설정해 놓은 화질측정 단위로 평가한 결과 소아 Pelvis X선 검사 시 22.17 dB로 

나타났고, Abdomen에서는 18.33 dB로 나타났다(Table 12, Fig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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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PSNR according to the use of Nano Tungsten shield when examining 

Pelvis and Abdomen in children.

Reference Image Test Image Pelvis Abdomen

None Nano Tungsten 22.17 18.33

Figure 36. Graph of PSNR according to the use of Nano Tungsten shield in 

Pediatric Pelvis and Abdomen tests.

  3. 평균 제곱근 오차(RMSE)

  Nano Tungsten 차폐체 사용 유·무에 따른 영상의 차이를 평균을 제곱근 오차로 

평가한 결과 소아 Pelvis X선 검사 시 64.33 로 나타났고, Abdomen에서는 98.21 

로 나타났다(Table 13, Fig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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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MSE according to the use of Nano Tungsten shield when examining 

Pelvis and Abdomen in children.

Reference Image Test Image Pelvis Abdomen

None Nano Tungsten 64.33 98.21

Figure 37. Graph of RMSE according to the use of Nano Tungsten shield in 

Pediatric Pelvis and Abdomen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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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 찰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기계의 등장으로 영상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

단이 가능해졌으며, 의료영상은 현대 의학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

다16). 의료 기관에서 방사선은 잠재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진단과 치료 등에 대

한 유익성이 인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63). 하지만 이온화 방사선을 사용하는 

검사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받게 되는 의료피폭도 급경하게 

증가하였다. 저선량 피폭에 의해 암 발생이 유발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현

재 선형무문턱(linear-non-threshold;LNT) 가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턱선량이 

없기에 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의료피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64-67). 특히 방사선 피폭 시의 연령을 잘 고려해야 한다. 피폭 연

령과 피폭된 조직 및 장기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며 소아 피폭의 경우 생애 

사망 위험이 성인보다 2~3배 정도 높을 것이다68). 소아 환자는 같은 선량을 받는 

성인보다 암의 위험도가 평균적으로 더 높고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높으며, 성

장하는 장기나 조직이 방사선 영향에 더욱 민감하여 소아의 긴 기대여명으로 방사

선의 해로운 영향이 나타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검사의 정당

성 확보와 촬영 기술의 최적화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며 특정한 방사선 방호 지침

이 필요하다69). 소아 환자의 피폭을 줄이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불필요한 검사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로 인하여 검사의 정당성 확보와 촬영기술의 최적화

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피폭선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노출조건, 격자 사용 유·

무, 조사야의 크기, 소아용 AEC mode, 부가여과판 등이 있고, 10세 미만의 소아 

환자는 생식선 차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 차폐체는 환자 검사 시 검사 부

위에 직접 덮어서 방사선의 연선을 제거하여 피폭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세 기준 소아 복부 및 골반 부위의 일반 X선 검사 시 방사

선 피폭을 최대한 줄여 민감한 장기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폐체를 제

작하였다. 차폐체는 Nano 크기의 입자로 만들어진 Tungsten(W)과 보론(B)을 이용

하여 제작하였고, 실제 검사에서 사용되는 소아 복부와 골반 부위에서의 검사 프

로토콜을 적용하여 전체 복부 및 골반을 Nano Tungsten 차폐체 사용 유·무의 선

량과 영상의 화질을 정략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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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 및 환자가 받는 피폭

선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차폐물질은 대부분 납이 많이 이용하여 만들어

진 차폐체이다70,71). 방사선 방호 용구나 영상의학과 검사실의 차폐에 사용되는 

벽, 출입문, 바닥 등의 방호장치에도 납을 포함하고 있다. 납은 현재 차폐 물질 

중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이유는 비중이 높으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격이 저렴

하고 의료방사선 차폐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물질의 가공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

이다72). 그러나 최근에 방사선 차폐 물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면서 납이 

대두되고 있다. 납은 중금속으로 분류되어 있고 체내 흡수 등 다양한 면에서 위험

성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다.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신경계 손상을 유발하거나 납중

독으로 불임, 고혈압, 태아의 신경학적 발달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들어 납

을 사용하지 않고 방사선 차폐성능을 나타내면서 인장강도와 내열성 등 다양한 성

능을 가지는 방사선 차폐막을 제조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73). 납의 유해

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는 황산바륨(BaSO4), 비스무트(Bi), 텅스텐(W) 등 원

자번호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텅스텐은 원자번호가 높고 밀도가 

높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74,75). 그러나 텅스텐은 납처럼 녹는점이 낮지 않으

므로 제조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제조기술의 발달로 극복해 나가고 있

다. 본 연구에서도 물리적 특성을 극대화 하고자 나노 크기의 텅스텐을 적용하였

다. 마이크로 크기 이상의 입자로 구성된 차폐체보다 나노 크기의 방사선 차폐물

질이 방사선의 평균 자유 경로를 단축시켜 차폐효과의 효율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차폐체보다 경량화시킬 수 있었고 차폐물질 내의 공극률을 최소화함으로써 

차폐 능력 저하를 방지 할 수 있었다. Aghaz의 연구에서도 산란된 방사선의 강도

가 재료의 입자 크기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증명하였다76). 본 연구에서는 보론(B)

와 텅스텐(W)을 나노 입자 크기의 파우더로 제조하였고 고분자 용융 혼합기를 이

용하여 압축 성형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트 형태로 제작 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Hohl77) 등이 권장했듯이 빔 경화 인공물로 인해 영상의 질이 떨어지는걸 방지하고

자 1 cm 두께의 스폰지 재질을 부착하여 공간을 두었다.

나노 입자 크기 텅스텐 분말의 결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기인 XR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입자의 크기를 영상으로 확인하기 위해 투과 전자 현미경인 

TEM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밀링 전 1 µm 이상으로 이루어진 입자와 밀링 후 100 

µm 미만으로 이루어진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질량 당 입자수가 더 많아 밀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분산성이 높으며 기공이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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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X선 검사의 종류와 여러 가지 Operator Factor에 의해 같은 검사를 하더라

도 환자의 피폭선량은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 텅스텐 차폐체의 사

용 유·무에 따른 에너지 스펙트럼을 비교한 결과 Photon Energy는 None 일 때 

38.1 keV, Nano Tungsten 사용 시 48.8 keV로 나타났고, Air Kerma 값은 100.5 μ

Gy/mAs, Nano Tungsten 사용 시 9.793 μGy/mAs로 나타났다. 1stHVL은 None 일 때 

2.547 mmAl, Nano Tungsten 사용 시 5.822 mmAl으로 나타났다. 이는 Nano 

Tungsten 사용 시 평균 에너지가 올라감으로써 Air kerma 값이 떨어져 피폭선량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Nano Tungsten 차폐시트에 대한 선량평가를 한 결과 먼저 골반 검사 시 ESD와 

총 유효선량은 사용 전 일 때 0.609 mGy, 0.150 mSy로 나타났고, 사용 후 0.243 

mGy, 0.107 mSv 나타나 평균적으로 ESD는 사용 전·후로 60 % 감소가 있었고, 총 

유효선량 값에서는 34 %의 피폭선량 감소가 있었다. 각 장기에 따라 받는 유효선

량은 Urinary bladder, Stomach, Prostate, Colon, Liver, Weighted remainder 등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용 전·후 각 장기별 피폭선량이 평균적으로 32% 감소

가 있었다. Abdomen에서 검사 시 ESD와 총 유효선량은 사용 전 일 때 0.583 mGy, 

0.250 mSv로 나타났고, 사용 후 0.238mGy, 0.179 mSv 나타나 평균적으로 ESD는 사

용 전·후로 60 % 감소하였다. 총 유효선량 값에서는 32 %으로 피폭선량이 감소 

하였다. 각 장기에 따라 받는 유효선량은 Stomach, Urinary bladder, Liver, 

Colon, Prostate, Lungs, Weighted remainder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적으로 약 36 %의 피폭선량 감소가 이루어졌다.

  Karami78) 등의 연구에서는 비스무트(Bi)를 사용해 차폐체를 만들어 소아 환자 

대상으로 연구 하였는데 본 연구와 동일한 소아 골반 부위 일반 X선 검사에서 비

스무트(Bi) 차폐체 사용 유·무에 따라 ESD가 62 %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는 Nano Tungsten 차폐체를 사용하였을 시 60 %의 감소가 있어 비슷한 

결과 값이 나왔다. 하지만 소아 환자의 성별을 구분하여 남아일 경우는 생식선 부

위만 차폐를 해주었고 골반 부위 검사만 연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나누

지 않고 검사 부위 전체를 덮어 줌으로써 여러 장기 유효선량을 전체적으로 감소 

시켰다. 

  화질평가에서 PSNR 값이 30 dB 이상일 경우 사람의 눈으로 영상 화질에 있어 질

적 차이를 구분할 수 없고 11 dB 이상이 되면 상당히 유사한 영상으로 본다는 선

행연구가 보고되어 있다56,57). 본 연구에서도 Image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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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한 결과 Nano Tungsten 차폐체 사용 유·무에 따라 소아 Pelvis 검사에서는 

PSNR 값이 22.17 dB, Abdomen에서는 18.33으로 나타나 영상의 질적차이가 거의 없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ahid Karami 등의 연구에서 비스무스로 차폐체를 제작

하여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생신선에 차폐한 후 화질 평가를 정성적 평가 방법으

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차폐된 소아 환자와 차폐되지 않은 환자 모두 진단적으로 

가치 있는 영상으로 평가 되었지만 장비의 특성인 대조도 및 해상도를 조절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할 수 없어서 정성적 평가

를 할 수 없었지만 장비에서 수정 이용 가능한 대조도 및 해상도를 조절한다면 정

량적 평가 결과에서 더 높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충

분히 진단 가치있는 영상이 나올 것이라 사료된다78)(Fig 38, 39).

Figure 38. Pediatric girl pelvic radiographs with(left) and without(right) 

bismuth shield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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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Pediatric girl pelvic radiographs with bismuth shield, 

before(left) and after(right) contrast/density manipulation78).

  의료방사선에 의한 피폭은 확률적 영향에 대한 문턱 값 선량이 없다고 믿기 때

문에 일반인이 받는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위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므로79) 일반 X선 검사에서의 영상 획득 시 환자 선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과 영상 화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정확히 인지하여 검사에 적용해야 한

다고 생각된다.

  소아는 성인보다 피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장기를 포함한 신체적인 

모든 부위가 민감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아 일반 X선 검사 시 친환경 소재

로 무해하고 소독이 간편하며 가벼운 보론(B)이 함유된 나노 입자 크기의 텅스텐 

차폐체를 사용하여 검사함으로써 소아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선량을 최

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 52 -

제6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아 복부 및 골반 X선 검사 시 감수성이 민감한 소아의 복부 내 

장기들과 생식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환경 물질로 제작한 나노 크기 입자

로 이루어진 텅스텐 차폐체를 여러 가지 유용성 평가를 통해 제시하였다.

  첫째, 방사선 방호 용구와 방사선 방호 시설에 널리 쓰이는 납(Pb)은 여러 가지 

유해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차폐 물질의 대안으로 보론과 나노 텅스텐을 사

용하여 인체 및 환경의 유해성을 해결함으로써 Nano Tungsten 차폐체의 가능성을 

증명하였다.

  둘째, Micro 입자와 Nano 입자의 결정을 분석하고 차폐 효율을 분석하여 차폐체

에 사용되는 물질에서 Micro 입자보다 Nano 입자의 우수성을 증명하였다.

  셋째, 동일한 피폭선량에서 방사선 감수성이 성인보다 훨씬 민감한 소아 환자에 

대해 일반 X선 검사 시 Nano Tungsten 차폐체 사용 유·무에 따라 복부 내 각 장

기들의 선량을 평가하여 피폭선량 감소 효과를 증명하였다.

  넷째, Nano Tungsten 차폐체 유·무에 따라 영상의 화질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영상 화질의 질적 차이가 적음을 증명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Nano Tungsten 차폐체가 상용화되어 사용된

다면 소아 환자들의 일반 X선 촬영, CT 검사, 투시 조영 검사 등의 방사선에 관련

된 검사 시 피폭선량을 저감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친환경 물질로 이루어진 차폐

체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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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반촬영 X선 검사 시 선량저감화를 위한 나노 텅스텐

차폐체 개발에 관한 연구

                   최 성 현

                            지도교수 : 정운관 

                                         조선대학교 대학원 원자력공학과     

  소아 복부 및 골반 X선 검사 시 감수성이 민감한 소아의 복부 내 장기와 생식선

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물질인 보론(B)이 함유된 Nano Tungsten(W) 차폐 시트를 

제작하여 이에 대한 유용성 평가를 하였다. 먼저 제작된 차폐물질 Tungsten은 인

체에 무해하고 차폐 효율이 우수하며 방사선의 차폐 효율과 입자의 분산성이 증명

된 나노 크기로 제작하였다. 입자의 결정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X선 회절분석기

(X-Ray Diffraction, XRD)와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을 이용하여 결정 구조 및 분산성 등을 영상으로 분석하였다. Nano Tungsten 

차폐체 사용 유·무에 따라 에너지 스펙트럼을 분석하였고, 선량평가로는 입사표

면선량(Entrance Surface Dose, ESD)과 유효선량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영상평가 

방법으로는 Nano Tungsten 차폐체 사용 유·무에 따라 영상의 차이를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Image J(1.52v)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호 대 잡음 비(Signal to Noise 

Ratio, SNR), 최대 신호 대 잡음 비(Peak Signal to Noise Ratio, PSNR), 평균 제

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구하여 평가하였다. 차폐시트의 제작

은 먼저 보론(B)과 텅스텐(W) 분말을 나노 크기의 입자로 만들기 위해 밀링볼

(milling  ball)과 함께 건식 밀링처리하여 나노 입자 크기의 파우더로 제조하고 

이를 고분자 용융 혼합기(high polymer hot mixing machine)를 이용하여 고분자 

기재와 용융 혼합, 압축, 성형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트 형태로 제작하였다. 차폐

에 따른 아티펙트를 고려하여 1 cm두께의 스폰지 재질을 부착하였다. 텅스텐의 입

자 크기는 밀링 전 1 µm 이상으로 이루어진 입자와 밀링 후 100 µm 미만으로 이루

어진 입자들로 구성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밀링 후 나노 크기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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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산성이 높고 기공이 작게 나타났다. SRS-78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Nano Tungsten 차폐 시트 사용 유·무에 따른 에너지 스펙트럼의 

Simulation한 결과 Photon Energy는 None 일 때 38.1 keV, Nano Tungsten 사용 시 

48.8 keV로 나타났다. Air Kerma 값은 100.5 μGy/mAs, 9.793 μGy/mAs로 나타나 

평균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산란선이 줄어들어 피폭선량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1stHVL은 None 일 때 2.547 mmAl, Nona Tungsten 사용 시 5.822 mmAl으로 나

타났다. 선량평가에서는 차폐체 사용 전 Pelvis 검사 시 ESD와 총 유효선량

(Effective Dose, ED)은 0.609 ±0.001 mGy, 0.150 mSv였고, 사용 후에는 0.243 

±0.001 mGy, 0.107 mSv로 나타났다. Abdomen 검사에서는 사용 전 0.583 ±0.002 

mGy,0.250 mSv였고 사용 후 0.238 ±0.002 mGy, 0.179 mSv로 나타남으로써 ESD에

서 피폭선량이 약 60%, 총 유효선량에서는 약 30% 선량 감소가 있었다. 영상평가

에서는 SNR, PSNR, RMSE를 분석한 결과 Pelvis 검사에서는 21.50 dB, 22.17dB, 

64.33으로 나타났고 Abdomen에서는 17.70 dB, 18.33 dB, 98.21로 결과를 나태내었

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소아 복부 및 골반 X선 검사 시 감수성이 민감한 소

아의 복부 내 장기들과 생식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환경 물질로 제작한 

나노 크기 입자로 이루어진 텅스텐 차폐체를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하여 이에 대한 

유용성을 증명하였다. Nano Tungsten 차폐체가 상용화되어 사용된다면 소아 환자

들의 일반 X선 촬영, CT 검사, 투시 조영 검사 등의 방사선에 관련된 검사 시 피

폭선량을 저감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친환경 물질로 이루어진 차폐체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 된다.

Keywords : Nano Tungsten, 차폐체, 소아 환자, ESD, Effective Dose, 선질, PS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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