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다중 슬릿 즉발감마선 카메라를 이용한 균질 매질에서의 양성자 펜슬빔 비정 

측정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센터‡ 

 

구영모†, 정재린†, 김찬형†*, 정종휘‡, 김성훈‡ 

 

 

목적: 양성자 치료 분야에서는 체내 빔 비정 검증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빔의 

비정 불확실성 및 치료 마진을 감소시켜 치료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팀에서는 즉발감마선 분포 측정에 기반하여 빔 비정을 측정하는 장치인 

다중 슬릿 즉발 감마선 카메라의 원리를 실험적으로 검증한 바 있으며, 최근 임상 적용을 목표로 

하여 프로토타입을 신규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프로토타입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균질 매질에 조사된 양성자 펜슬빔의 비정을 측정하고 그 정밀도를 평가하였다. 

 

대상 및 방법: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센터 3 치료실에서 다중 슬릿 즉발감마선 카메라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당 실험에서는 30×30×30 cm3부피의 균질 고체 팬텀(SP34, Iba, Belgium)에 

양성자 펜슬빔을 조사하고, 빔의 비정을 다중 슬릿 즉발감마선 카메라로 측정하였다. 이 때, 다중 

슬릿 즉발감마선 카메라는 양성자 빔의 진행 경로부터 15 cm, 팬텀 표면으로부터 3 cm 에 

위치했다. 조사된 양성자 빔의 에너지는 97.36, 142.11 MeV(매질 내 비정 = 73.1, 141.5 mm)이며, 

빔 당 선량은 1, 2, 3, 5, 10 MU(MU 당 양성자의 수 = 8.8×107, 10.6×107)였다. 비정 측정은 각 

에너지 및 선량에 대해 100회 반복하였고, 그 평균과 정밀도(1.5σ)를 평가했다. 

 

결과: 다중 슬릿 즉발감마선 카메라로 측정한 빔 비정의 평균과 정밀도(1.5σ)는 양성자 빔의 

에너지가 97.36 MeV 이고 빔 당 선량이 1, 2, 3, 5, 10 MU 인 경우에 각각 74.0±8.0, 73.6±2.1, 

73.6±1.7, 73.6±1.2, 73.7±1.0 으로 평가되었다. 양성자 빔의 에너지가 142.11 MeV 인 경우에는 

같은 선량에서 142.3±9.2, 141.5±3.6, 141.9±3.0, 142.0±2.2, 142.0±1.5 로 평가되었다. 비정의 평균 

측정값과 참값을 비교하면 그 오차는 모든 경우에서 1 mm 미만으로 나타났다. 측정의 정밀도는 

빔 당 선량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2 MU 이상인 경우에 측정 데이터의 통계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1–3 mm 수준의 높은 정밀도를 보였다. 국립암센터에서의 치료 마진(3.5% + 1 mm)이 73.1, 141.5 

mm 의 비정에서 각각 3.6, 6.0 mm 임을 고려하면, 선량이 2 MU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카메라의 

이용을 통해 양성자 빔의 비정 불확실성 및 치료 마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시행되는 스팟 스캐닝 양성자 치료의 경우 스팟 당 평균 선량이 약 0.2-0.3 

MU 임을 감안할 때, 근방에 위치한 여러 스팟을 하나로 합하여 비정을 측정하거나, 치료 

계획단계에서 비정 검증을 위한 고선량 스팟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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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임상 적용을 목표로 개발중인 다중 슬릿 즉발감마선 카메라의 양성자 

빔 비정 측정 정밀도 평가를 수행했다. 그 결과, 모든 경우에서 1 mm 이내의 정확도를 

나타냈으며, 2 MU 이상의 선량에서 1-3 mm 수준의 높은 정밀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빔 당 평균 선량이 이보다 낮은 치료에서도 정밀하게 비정을 검증할 수 있도록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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