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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학물리학 대학원 교육과정 개요

학회가 마련한 “의학물리학 대학원과정 인증제도” 규정은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의

학물리학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최소의 석사/박사 수준의 의학물리학

교과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의학물리학 대학원과정을

개설할 때에는 이 수준의 교육이 실시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의학물리학 대학원과

정의 종류는 석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한 석사과정(2년)과,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한 박사과정(3~5년,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으로 크게 나눠진다. 의학물리학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의 교과과정은 이 보고서의 교과과정 지침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기초과목은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에서 의학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물리학을 전공하

지 않았거나 선택하지 않았던 학생을 위하여 설정되었고, 기초과목을 이미 학부 등

에서 이수하고 충분히 습득한 학생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의학물리학은 물리학

의 한 응용분야이며, 물리학 및 의학물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의학물리학 석/박사과정 학생이 숙지해야 할 주요 교육과정과 의학물리

(영상의학, 핵의학 방사선치료학분야) 세부분야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하여 중요하

게 반영하였다. 명백하게, 핵심 교육과정은 보다 전문적 교육과정에 대하여 기초 역

할을 한다. 예를 들면, 기초상호작용물리학은 방사선종양학, 영상의학, 핵의학, 보건

물리학 모두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본적 수준의 의료영상학 지식이 모든 의학물

리학자에게 요구될지라도 전문적인 자기공명(MR)과 같은 지식습득은 관련 전문가

에게 보다 적절하다. 또한, 실무 의학물리사의 필수항목으로서 의학통계학, 의료정

보학, 의료윤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임상과 연구 환경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핵심 일반과목은 방사선물리학, 선량계측학, 방사선방호, 방사선

물리학, 기초의료영상학, 해부학, 생리학, 그리고 더욱더 다방면의 지식으로 구성된

특별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과목은 컴퓨터 활용능력(컴퓨터학/의료정보학), 의

료윤리, 의학통계학, 방사선안전학, 임상연구, 학회 및 논문 발표(세미나), 특별연구

를 포함한다. 핵심과목은 모든 의학물리학 교육에 중요하며 보다 세부 전문분야 교

육에 대한 기초 역할을 한다. 특별과목은 모든 의학물리사에게 필요한 기본 지식을

포함하지만 보다 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최근의 경험에 비추어 의료윤리와 의

학통계학은 보다 깊은 범위에서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핵심과목(그리고 특수과목)

에 덧붙여, 두 가지 커다란 세부 특수 분야로서 영상/핵의학학과 방사선치료로 구분

된다. 그리고 치료 교육, 감시 영상, 실습과목이 제시되고 있다. 과목 설정 시 각각

의 교육과정이 바람직한 교육목표에 도달하도록 주제의 통합 및 재배치, 또 다른

수단을 동원하여 교과과정을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며, 과목 설정은 각 시설 독자적

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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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는 연구논문을 작성하여 학위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

에 특별연구(과정 논문)의 지도 시간과 최신 임상 및 연구에서 과제를 배우는 과학

적 의사소통(세미나) 환경은 빼놓을 수 없다. 이 지침에 따라 의학물리학 대학원과

정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하면 의학물리사로서 임상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 의

학물리학자로서의 교육능력과 연구능력, 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직종의 종사자에 방

사선 교육능력 등이 배양되도록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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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목 논의

2.1 핵심 과목

2.1.1 방사선의학물리학/ 선량계측학

이 과목의 과목은 물리학(또는 강력한 물리학과 수학적 배경을 가진 공학), 방사

선물리학과 선량학의 기초를 대학원 과정에서 가르치도록 고안되었다. 에너지전이

와 선량축적에 주안점을 두면서 방사성붕괴와 방사선 상호작용, 방사선장, 방사선량

이 논의될 수 있도록 표준 물리량과 단위를 제일 먼저 소개한다.

학생들에게 좁은/넓은 빔(narrow- and broad-beam) 조건 하에서 지수적 감쇠를

방사선방어와 안전 과정에 포함된 차폐를 배우기전에 가르쳐져야한다.

모든 선량계측학은 하전입자 평형, 방사평형, 그리고/또는 공동이론의 응용에 상당

히 의존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는 이온함 그리고 몇몇의 일반 응집-물질 선량으

로 수행하는 임상 선량학을 공부하기 전에 다루어야한다.

일부 과정에서 방사선물리학과 진단방사선학, 핵의학, 방사선방어와 방사선안전 과

정의 일부로써 이 과목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다.

2.1.2 방사선방어/안전학

방사선방어와 안전은 의학물리학의 다양한 세부분야에 스며들어있다. 방사선방어

와 안전에 대한 학습에는 인체 방사선 조사에 기인하는 생물학적 반응에 대한 논쟁

과 같이, 폭 넓은 내용이 논의된다. 환자와 방사선종사자의 방사선방어와 보호뿐만

아니라 측정장치와 차폐해석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기계와 환경시료

채집, 생물학적 분석, 다양한 측면에서의 차폐와 더불어 환자와 종사자들의 방사선

방어와 안전에 초점을 둔 일련의 실험실적 경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과목에서

강조하는 것은 의학물리학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방사선안전과 방어의 광

범위한 지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2.1.3 기초 의료영상학

이 과목은 역 문제(inverse problem)와 신호처리, 시스템 성능, 선형구조이론, 디

지털 영상처리, 확률처리, 영상복원, 영상 정량화, 의사결정론을 포함하는 영상학의

기본 개념을 영상 전공분야의 학생들에게 소개하기위해 만들어 졌다.

2.1.4 방사선생물학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에 대한 이해는 의학물리의 모든 분야에서 요구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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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 방사선의 생물학적 과정의 이해력 부족은 최근에 많은 잘못된 정보를 양산해

왔다. 오직, 교육에 의하여 이러한 상황은 감소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정될 수

있다. 방사선생물학은 인체에서의 방사선의 미시적이고 분자적인 상호작용과 세포

반응 사이의 기본 연결고리를 제공 해준다. 본문에서는 인체에 대한 방사선효과를

이해함으로서 방사선안전 방침과 치료기법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세포학과 생리학

적인 기본 지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목은 방사선치료물리학, 보건물리학, 핵의학

과 같은 몇 개의 관련된 과목들로 분배되기 보다는 총체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나

타내어야 한다.

2.1.5 해부학/ 생리학

해부학과 생리학(그리고 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확실한 이해는 의학물리사로 하

여금 의학계 구성원과의 협력에 매우 필수적이다. 이 과목을 완료한 후, 학생들은

그리스와 라틴 어원의 지식으로부터 공통의 의학용어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학

생들은 총체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분간하고, 주요 장기 시스템을 정의하고, 복구와

유지, 성장과 같은 생리학적인 원리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해부학적 구조와 생

리학적 기능은 대상을 보는데 사용되는 영상장치와 상호 연관되어야 한다. 세포생

리학과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학생들이 저산소증, 세포소명, 혈관생성, 증생,

발암 등과 같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준비 되어야 한다.

2.1.6 특별 과목

다음 과목들은 의학물리 훈련에 중요하다. 열거된 세부 과목은 해당 내용의 형태

와 종류를 가리킨다. 많은 기관들이 그들의 교육과정 내 다른 과목들 속에 이들의

특별 과목을 포함하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컴퓨터 활용은 영상학이나 방사선치

료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2.1.6.1 컴퓨터학/ 의료정보학

의학물리의 실무에서 컴퓨터 응용은 치료계획과 모의치료, 모델링, 자료 분석,

영상처리와 같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학물리사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과목은 기초 컴퓨터 활용 기술의 일부를 소개한다. 이 과목에서는 학

생들이 기초 컴퓨터 응용 기술 과정이 있는 대학원 의학물리 과정에 입학한 것을

전제로 대학원 과정 동안 관련 기술을 연마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

2.1.6.2 의료윤리/ 분쟁/과학적 위법

이 과목에서는 임상의학과 과학적 연구, 그리고 의학물리사의 전문적 행위에서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윤리”라는 용어는 전문직 구성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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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행위의 허용규준의 의미로 사용된다. 다른 사람들이 윤리가 무엇이 인가에 대

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전문직은 항상 어떤 윤리적 표준 또는 의료종사자

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규정화된 행위의 항목을 가지고 있다.

행위의 규정화된 항목과 익숙해지는 것에 덧붙여,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부딪치는

상황으로서 반윤리적으로 고려되는 상황이거나 또는 윤리적으로 고려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표준에 따라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교육되어야 한다. 최근 임상과 연구

양쪽에서 환자의 개인 사생활 존중과 건강보험정보이동관리법으로 특정되는 법제정

및 관련법 준수와 같은 보다 전문적인 사안이 포함된다.

수업 참가자들의 사례에 근거한 분석들로 세미나를 구성하는 것이 강력하게 추천

된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윤리적 난국에 직면했던 자신, 개개인의 상황들에 빠져들

게 함으로서 발표되는 사례별 차이를 체험케 해준다. 또한 다른 실무진을 참석시키

고 의견을 개진하게하며 그들이 직/간접으로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게 하

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

2.1.6.3 의학통계학

임상 의학물리사는 방사선과학에 관련된 수학적 기술에 대한 확고한 지식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규 수학 교육과정은 의학물리와 관련한 생물통계학과 수신

자 조작 특성 곡선 해석, 수학적 모형과 모사, 최적화 이론, 선형/비선형 회귀 기법,

푸리에 변환 (컨볼류션과 필터 응용)에 대한 총론을 포함한다.

2.1.6.4 임상 연구

연구는 의학물리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대학기반의 과학적 연구에 더하여 임상

적인 연구에도 의학물리사가는 관여하고는 한다. 임상 연구는 국가적인 임상실험이

나 일반 대학 규모의 연구로 행해지곤 한다. 의학물리학 대학원생은 대학원과정의

일부로서 임상연구에 참가하고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연구 기법, 인간

대상 실험과 관련한 윤리규정 그리고 과학적 의사소통에 익숙해져야 한다.

2.1.6.5 과학적 의사소통 (세미나)

간결하고 정확하며 유창하게 연구 방법과 결과 들을 다양한 청중에게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은 과학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의학물리학 학생은 과학 관련된 회의들

을 위한 초록 제출, 포스터 작성, 구연발표, 논문 준비, 논문 토론과 같은 활동에 참

가하고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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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상기기학

2.2.1 정보처리학/영상공학

수학에서 강력한 기초가 영상과학에 요구된다. 의학물리 대학원생은 의학 영상을

이해하고 개발하기에 필요한 수학의 기초에 숙달되어야한다. 이것은 선형시스템과

푸리에 변환이다. 영상처리와 재구성과 같은 결정적 측면이 이해되어야 한다. 확률

분포함수, 의사 결정이론, 잡음 그리고 여과와 같은 통계적 과정 모두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2.2.2 일반 X-선영상

일반 평면영상은 방사선사진과 투시영상을 포함한다. 이 과목에서 내용은 환자

영상 획득 단계에 중점을 둔다. 일반 평면영상에서는 x-선 발생, 환자와 x-선의 상

호작용, 필름-스크린 시스템 또는 영상증강장치를 사용한 영상 형성, 그리고 x-선

필름 현상과정을 포함한다. 영상 화질 문제는 그리드, 대조도, 상세함, 흐림 등을 포

함하는 몇몇의 개개의 논제를 통하여 제기한다. 영상 질의 측정, 영상 보증, 인가

그리고 규정이 있어야 한다.

2.2.3 디지털 X-선 영상/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 검출 기술은 필름으로부터 필름 없는 디지털 기술로 급격한 변화를 격고 있

다. 보다 새로운 기술, 즉 컴퓨터 방사선사진과 디지털 방사선사진들이 적절한 영상

처리기술로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 방사선사진에서 신호처리가 논의된다. 디지털 방

사선사진에서, 전통적인 필름 판독대는 전자 모니터로 바뀌고 있으며, 모니터와 모

니터 품질관리가 논의된다.

컴퓨터단층촬영(CT) 기술이 기계장치와 응용에서 최근 발전을 포함하여 이 과목

에서 논의된다. 진단, 치료계획 그리고 영상유도중재술을 위하여 축-방향 나선형 다

검출기 그리고 원뿔-빔(corn-beam)의 사용이 논의되어야 한다. 영상 재구성과 관련

한 수학이 소개되어야 한다. 영상 질, 품질관리, 인가 그리고 규제의 측정이 포함하

여야 한다.

2.2.4 초음파영상

초음파영상(US)은 다양한 의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초음파 분야는 최근에

급격하게 발전하여 왔다. 초음파 물리학에 대한 기초 지식, 조직을 통한 파동의 전

파, 초음파 트랜스듀서와 그들의 배열, 그리고 초음파 영상과 도플러장치에 대한 기

초 정보를 포함한다. 실무자는 실시간 초음파 출력 지표의 역할을 포함하는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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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 관련된 안전 문제를 인식하여야 한다. 영상 질의 측정과 품질관리, 인가, 규

제들을 거론하여야 한다.

2.2.5 자기공명영상(MRI)

자기공명영상(MRI) 물리학의 기초가 논의된다. 강조되는 것은 보다 발전된 MRI

기술 보다 영상형성과 공간정확도,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임상 펄스 순서에

대한) 영상 대조도. 주요 임상 응용과 안전의 기초적인 이해이다. 진단과 방사선치

료용 영상유도 도구로서 MRI의 일반적 사용과 한계가 논의 되어야 한다. 영상 질

의 측정과, 품질관리, 인가, 규제들이 거론되어야 한다.

2.2.6 핵의학

핵의학물리의 기초 지식과 감마카메라,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단광자방

출단층촬영장치(SPECT), 그리고 PET/CT와 같은 보다 새로운 기술 장치들의 논의

를 포함한다. 진단과 영상유도치료의 도구로써 핵의학 영상장치의 일반적 사용과

한계가 논의 되어야 한다. 영상 질의 측정과 품질관리, 인가, 규제들을 거론한다. 보

다 진보된 최신 기술에 대해서는 간략히 소개 되었다.

2.3 방사선치료

2.3.1 방사선종양학

방사선치료는 다양한 종류의 암 치료를 위해 방사선을 사용하는 임상 과정이다.

방사선치료는 고유의 특성과 절차를 가지는 다양한 방사선 선원을 이용한다. 이것

들은 다른 치료장치와 함께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장

치의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하고 암 치료의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을 구체화한다.

2.3.2 외부방사선치료

이 과목에서 내용은 조준된 외부방사선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로부터

외부방사선 응용을 대학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방사선의 특성

과 관련된 기초 선량 그리고 환자의 종양과 정상 세포에서 선량 분포를 전달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2.3.3 근접치료

근접치료는 방사성선원을 조직 내, 강 내, 또는 표면에 적용하여 짧은 거리에서

방사선을 전달하는 치료의 한 방법이다. 이 과목은 이러한 치료의 물리적 특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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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임상 방법들을 논의한다.

2.3.4 치료계획

임상 관심영역 설정과 선량 처방기준, 선량 모델링, 선량분포와 같은 치료계획 절

차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다룬다. 광자선과 전자선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의 특성

에 대해 논의하며, 계산 및 전달된 선량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기술한다.

비록 선량측정이 치료계획과는 전문분야에서 차이가 나지만 임상 의학물리사는 치

료계획 설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치료계획시스템에 대한 운영과 관리

는 임상 의학물리사의 중요한 책무이다.

2.3.5 방사선치료장치

고에너지 가속기(일반 선형가속기, 토모치료기와 사이버나이프에 설치된 초소형

가속기, 외부 방사선치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방사성선원들)로부터 모의치료기, CT,

US, MRI 그리고 PET 영상시스템까지 많은 장치들이 방사선치료를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방사선치료기의 물리적인 설계와 관리유지, 품잘보증(QA)

절차들이 논의된다.

2.3.6 특수방사선치료기술

최근 방사선치료 분야에서의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인하여 특정 치료의 절차는

매우 복잡해졌으며 특화된 장비, 훈련, 그리고 추가된 자원을 요구한다. 이러한 복

잡해진 치료들을 방사선치료의 특수 기술로 분류하고 교육과정의 일부로 만들었다.

2.3.7 중성자/ 양성자/ 중이온방사선치료

이 과목에서는 중성자, 양성자 그리고 다른 중입자 그리고 방사선치료에서 그들

의 사용과 각 이온화 방사선의 특성에 초점을 두었다.

2.3.8 방사선치료에서 방사선방어

방사선치료 환경과 관계있는 방사선방호 과정은 방사선치료에 밀접한 의학물리사

에게 방사선종양학과에서 개인과 일반인에 대한 방호의 필요성을 숙지하도록 준비

한다. 적합한 법규, 협력 방법, 기록 유지를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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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치료 지도와 감시 영상

2.4.1 움직임과 움직임 관리

이 과목에서, 환자/장기의 움직임에 대한 개념이 소개된다.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움직임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사선 전달 단계가 논의된다.

2.4.2 CT와 4D CT

치료 허용범위의 적용으로 치료계획을 위하여 CT 영상의 사용이 설명된다. 움직

임을 평가하기 위하여 4D CT의 사용이 소개된다. 다-절편 스캐너 그리고 후향적

영상 상관관계와 같은 다양한 기법과 기술이 논의된다.

2.4.3 포털 영상

움직임 관리를 위한 포털영상의 획득과 이용이 취급된다. 여러 이용 가능한 기술이

논의된다. 디지털로 재구성된 방사선사진(DRR: Digitally Reconstructed Radiographs)

인 CT 영상과 포털영상의 결합이 논의된다.

2.4.4 원뿔-빔 CT

치료 전/치료 중 환자의 온라인영상을 통한 움직임 관리가 소개된다. kV 또는

MV 영상을 사용하여 가능한 여러 기술과 영상에서 광자 산란의 영향 등이 논의된다.

2.4.5 MV CT

방사선치료기에서 움직임을 관리하기 위한 메가볼트(MV) CT의 사용이 소개된

다. MV 영상 질이 논의된다.

2.4.6 2차원과 3차원 초음파

움직임 관리를 위한 초음파 영상의 사용이 논의된다. 2D 그리고 3D 초음파 기술

이 소개된다. 치료계획을 위한 초음파 영상의 사용이 논의 된다.

2.4.7 영상 융합/ 정합/ 변형

서로 다른 영상장치를 융합하기에 요구되는 영상변형기술이 설명된다. 정합기술

이 개략적으로 설명된다.

2.4.8 호흡연동과 호흡지도를 통한 움직임관리

게이팅 치료와 환자 코칭을 통한 움직임 기술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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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목 개요

3.1 핵심 과목

3.1.1 방사선물리학/ 선량계측학

1. 원자와 원자핵 구조

(a) 원자구조의 기본적인 정의

(b) 원자의 러더퍼드 모델

(c) 수소원자의 보어 모델

(d) 다전자원자 보어 모델

(e) 핵결합에너지, n/p 비율, 분열 그리고 원자핵 충격을 포함하는 핵의 구조

(f) 방사능과 붕괴 방식

2. 방사선 분류

(a) 방사선물리 기본 물리량과 단위

(b) 직접이온화방사선과 간접이온화방사선의 종류와 선원

(c) 이온화 방사선장의 설명

3. 방사선장의 설명에 사용되는 양과 단위

(a) 선속과 선속율

(b) 에너지 선속과 에너지 선속율

(c) 단일에너지 그리고 다중에너지 스펙트럼

4. 이온화 방사선과 물질의 상호작용의 설명에 사용되는 양과 단위

(a) 커마, 충돌커마, 방사커마

(b) 흡수선량

(c) 방사능

(d) 에너지전이

(e) 등가선량과 선질계수

(f) 조사선량

5. 간접이온화방사선: 광자빔

(a) X-선 전이, 특성 x-선, 원자의 이온화와 여기

(b) Mosely 법칙, x-선의 선 스펙트럼

(c) 가속된 전하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선, 제동복사 발생, Lamor 관계식

(d) X-선 표적, 제동복사수율(yield)

(e) 선질과 여과

(f)광자빔에 의한 조직에서 에너지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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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수적 감쇠

(a) 간단한 지수적 감쇠

(b) 반가층(HVL), 십분의 일가층(TVL), 감쇠계수, 반응단면적

(c) 좁은 선속 대 넓은 선속 감쇠

(d) 선량증가비(buildup factor)

(e) 감쇠에서 선 스펙트럼 효과, 빔 강화 및 약화

(f) 상반정리(reciprocity theorem)

(g) 에너지전이계수, 에너지흡수계수

7. 광자와 물질의 상호작용

(a) Thomson 산란

(b) Rayleigh 산란

(c) 광전효과

(d) 컴프턴(Compton)산란

(e) (전자)쌍생성, 세종류 전자 생성

(f) 광핵반응

(g) 개개 효과의 상대적인 우세

(h) 개개의 광자 상호작용, 형광수율(yield), 오제효과에 따른 효과

(i) 감쇠계수와 에너지전이계수, 에너지흡수계수에 대한 개개 효과의 기여

8. 간접이온화방사선: 중성자 빔

(a) 운동에너지로 분류되는 중성자 종류

(b) 중성자 선원

(c) 중성자 빔 규격 사항

9. 중성자와 물질의 상호작용

(a) 산란, 흡수 운동학을 포함하는 중성자 상호 작용과 반응단면적

(b) 중성자를 위한 차폐 고려

(c) 중성자 커마와 흡수선량 계산

(d 몸통 팬톰에서 흡수선량

(e) 감마-중성자 혼합 장(field) 선량측정

(f) 중성자 선질인자

10. 직접이온화방사선

(a) 임상에 사용되는 하전입자 빔의 종류

(b) 하전입자 빔의 선원

(c) 하전입자 빔에 의한 조직에서의 에너지 흡수

11. 직접이온화방사선과 물질의 상호작용

(a) 저지능(충돌 또는 방사), 산란력, 비정, 뿔뿔이흩어짐(stragg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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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한된 저지능, 선형에너지전이

(c) 궤도전자 상호작용

(d) 핵 상호작용

(e) 물질 내에서 전자의 에너지 분포 (하전입자 스펙트럼)

(f) 하전입자 상호작용에서 흡수선량 계산

12. 방사성 붕괴

(a) 전 붕괴상수와 부분 붕괴상수

(b) 방사능 단위

(c) 평균 감쇠시간과 반감기

(d) 어미-딸 핵종 관계

(e) 과도평형과 영속평형

(f) 딸핵종의 추출

(g) 원자핵 상호작용에 의한 방사화

(h) 조사선량율상수와 공기커마상수

13. 하전입자평형과 방사평형

(a) 방사평형

(b) 하전입자평형(CPE)

(c) 하전입자 평형에서 흡수선량, 충돌커마와 조사선량의 관계

(d) 하전입자평형 조건과 비평형의 원인

(e) 과도적 하전입자 평형

14. 선량측정

(a) 선량계의 종류와 일반적 특성

(b) 국제방사선단위측정위원회(ICRU)의 선량측정의 양과 단위의 정의

(c) 절대선량측정과 상대선량측정 기술

(d) 선량측정의 해석

15. 열량계에 의한 선량측정

(a) 기본원리와 측정법

(b) 열량손실과 열량평형

(c) 열전대와 서미스터

(d) 단열적, 등온도의, 그리고 일정 온도 기술

16. 화학(프리케) 선량계

(a) 기본원리와 측정법

(b) G값과 방사화학 수율

(c) 흡수 분광학

17. 공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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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브래그 그레이(Bragg Gray) 공동이론과 그의 파생

(b) Spencer-Attix와 Burlin 공동(cavity) 이론

(c) Fano 이론

(d) 평균저지능

(e) 경계 근방 선량

18. 이온함

(a) 이온함의 기본적인 모양

(b) 표준 자유공기이온함

(c) 공동(지두형)이온함

(d) 외삽형이온함

(e) 평행평판형이온함

(f) 이온함 전류(미분 모드)와 전하(적분 모드) 측정과 전위계의 작동

(g) 이온 쌍생성에 필요한 평균에너지

(h) 이온함의 포화 특성, 초기, 일반적 재결합 손실 보정, 확산 손실(이온함

측정에 응용되는 교정 인자의 이해)

19. 이온함선량계에 의한 광자, 전자선의 교정

(a) 공동이온함의 교정: 공기중 공기커마의 교정

(b) 선량측정프로토콜(한국의학물리학회 기술보고서 2(2010), AAPM TG-21,

AAPM TG-51, IAEA 보고서 시리즈 398(IAEA TRS-398) TRS-398

(c) 광자와 전자선을 위한 팬톰 물질

20. 특수 빔을 위한 선량 측정법과 팬톰(KSMP TRS-2: 물 흡수선량 측정 기술

보고서 2를 충족하지 않는 측정조건)

(a) 부분적으로 조사된 방사선 검출기의 효과

(b) 방사선치료 조사에서 조사면 크기와 시간 형태의 효과

(c) 정위적 방사선수술 빔

(d) 감마나이프 Co-60 감마선

(e) 로봇 선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

(f) 세기조절방사선치료

(g) 토모테라피

(h) 특수 빔을 위한 팬톰(KSMP-TRS-2를 충족하지 않는 측정조건)

21. 상대적인 선량측정 기술

(a) 결정체의 들뜸과 탈 들뜸을 포함하는 열형광선량계(TLD)

(b) 필름 선량측정과 라디오크로믹필름(그리고 절대전량계로써 필름을 사용

하는 내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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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반도체선량계: 다이오드

(d) 광자극발광(OSL: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e) 유리선량계(GRD)

(f) MOSFET(금속산화막반도체전계효과트랜지스터)

(g) 겔(gel) 선량계

22. 펄스 모드 검출기에 의한 선량측정

(a) 가이거뮬러 계수관(G-M 계수관)과 비례계수관

(b) 신틸레이션 검출기

(c) 방사선 서베이미터

(d) 중성자 검출기

23. 마이크로선량계(microdosimetry)

3.1.2 방사선방어/안전학

1. 서론과 역사적 전망

(a) 이온화 방사선의 발견과 초기 응용

(b) 관찰된 방사선 장해

(c) 제안된 방사선 방어 실무

(d) 규제 이전의 활동

2. 상호작용 물리의 방사선방호 응용

(a) 직접 그리고 간접 이온화 방사선

(b) 쿨롱산란에 대한 Bethe-Bloch공식, (전자) 껍질효과, 편광현상, 핵변환,

단열(adiabatic)산란, 궤도(track)구조, 표적현상, 방사화과정, Anderson-Ziegler

매개변수 표기, Janni 표 작성, 그리고 복합 그리고 합성물에 의한 효과

(c) 전자기 상호작용, 광전효과, 컴프턴효과, 쌍생성, 연속방전 현상

(d) 중성자 상호작용, 탄성/ 비탄성 과정

3. 방사선작업에서 선량측정

(a) 단위

(b) 커마/ 흡수선량

(c) 등가선량

(d) 국제방사선단위측정위원회(ICRU)의 권고

(e) 중성자 선질 인자의 최근 변화

4. 방사선검출기

(a) 비례계수관과 GM계수기를 포함하는 이온화 측정

i 전자-이온 이동

ii 펄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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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마이크로 선량측정장치

(b) 섬광/ TLD 장치

i 유기/ 무기, 고체/ 액체

ii 선량/ 등가선량 해석

iii TLD 에너지, 선량, 선량율 반응

(c) 등가선량계

i 에너지 의존

ii 펄스 장 반응

5. 차폐: 특성과 설계

(a) 직접 이온화 입자

(b) 간접 이온화 입자

(c) 선량증가(build-up) 매개변수 표기

(d) 통계 표본: 전산모사

i 선원 설명과 표본

ii 상호작용 표본

iii 기하학적 효과

iv 기록

v 일반적 분야 규정

(e) 입자가속기

i 1차 입자 차폐

ii 2차-3차 입자 차폐

iii 에너지/ 입자 형태 의존

iv 잠금장치와 접근 조절

v 방사선 환경 모델링

(e) NCRP(미국의 국가방사선방호위원회) 차폐 권고와 기술

6. 통계학

(a) 계측기 응답의 통계적 해석

(b) 실험의 설계

(c) 통계적/ 비통계적 오차 분석

(d) 해석 실험 결과

7. 개인에 대한 방사선모니터링

(a) 계측기 사용과 기술

(b) 자료 축적 및 능동적인 장치

(c) 역동 범위와 반응 민감도

(d) 필름, TLD, Lexan 그리고 CR-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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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포켓 이온함과 GM 계수기

(f) 임산부 작업종사자와 태아 선량 한계

8. 내부피폭

(a) ICRP 60

(b) 의료내부방사선(Medical Internal Radiation Dose: MIRD) 선량계

(c) 모니터링과 방사선 관리

(d) 생물학적 분석

(e) 작업환경에서 확산

(f) 섭취허용제한치 그리고 유도공기(물)오염농도

9. 환경으로 확산

(a) 환경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유출

(b) 선량적 결과

(c)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및 미국 핵규제위

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공기와 물 확산 모델

10. 생물학적 효과

(a) 기초 방사선생물학

(b) 비통계적/ 통계적 반응

(c) 방사선 장해의 생물학적 실험 자료 근거

(d) BEIR (Biological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이온화 방사선의 생물

학적 영향) 그리고 UNSCEAR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UN 산하원자방사선연구위원회) 보

고서

(e) 환자와 태아 선량

11. 규제

(a)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b) 10CFR19-70: 49USDOT300-399, 198; 219SFDA 278; 290SHA; 42USP

HS; 40USEPA

(c) 상태: 일치 또는 불일치

(d) NCRP와 ICRP(Internal Commission on Radiation Protection)에 대한

관계

12. 고준위와 저준위 폐기물

(a) USNRC/USDOE/USEPA 자료실(미국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Department of Energy/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b) 저준위 폐기물

(c) 미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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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이온화방사선

(a) 전자기/ 음향 위험

(b) 장치 방출 요건

(c) 측정 기술

(d) 법적 규제

3.1.3 기초의료영상학

1. 의료영상을 위한 수학적 도구

2. 일반 x-선영상학

3. 디지털 x-선영상과 컴퓨터단층촬영(CT)

4. 초음파영상학

5. 자기공명영상(MRI)학

6. 핵의학

3.1.4 방사선생물학

1. 방사선과 물질의 상호작용 설명

(a) 방사선의 종류

(b) 방사선 흡수 원리

(c) 하전밀도

2. DNA에 대한 방사선장해

(a) 물의 방사선화학

(b) DNA구조와 방사선 기인 병소

(c) 이중가닥 절단

3. DNA 손상의 회복

(a) 절제 회복

(b) 이중가닥 절단의 회복

4. 방사선유발염색체 손상과 회복

(a) 염색체 생물학과 색수차

(b) 선형 2차 모델

5 생존율곡선이론

(a) 표적이론

(b) 생존율곡선 모델

i 단일충돌 다중표적

ii 선형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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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세포 민감도

i 단일충돌 다중표적

ii 세포사 원리

6. 세포사: 세포사 개념(apotosis와 증식사)

7. 세포회복과정

(a) 방사선 손상의 형태들

(b) 잠재치사 및 준치사 손상

(c) 선량분할 노력

(d) 선량율 효과들

8. 세포주기

(a) 세포역동학과 세포 주기 양성

(b) 방사선민감도와 세포 주기 위치

(c) 세포주기의 방사선 영향들

9. 방사선 반응의 변환요소(민감제와 보호제)

(a) 산소 영향과 다른 방사선 민감제

(b) 방사선 보호제

10. RBE, OER, LET

(a) 선형에너지전달

(b) 생물학적 상대효과

(c) 산소에 의한 방사선 영향의 증가율

11. 세포 역동학

(a) 세포주기와 정량화 구성요소

(b) 성장비율과 종양에 의한 세포 감소

(c) 방사선사진과 유세포분석법

(d) 인체 종양의 성장 역동학

12. 생체조직의 방사선장해

(a) 생체조직과 장기의 해부학

(b) 손상의 표현과 측정

13. 방사선병리학 급성장해와 만성장해

(a) 정상조직의 급성장해와 만성장해

(b) 급성장애와 만성장해의 발병학

(c) 다른 종류의 만성장해

(d) 잔류증상/ 방사선증후군/ 임상 TBI(전신조사)

14. 조직병리학

(a) 방사선 손상의 일반 형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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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세포사멸의 형태학

(c) 방사선 조사된 종양의 형태학적 변화

15. 종양 방사생물학

(a) 종양의 기본 구조와 생리학

(b) 종양 내, 저산소 세포들과 재산소화의 중요성

16. 시간/ 선량/ 분할

(a) 방사선생물학의 4R

(b) 부피 효과

(c) 분할치료의 기본 개념

(d) 급성과 만성 반응형 정상조직들에 대한 방사선과 반응도간의 상관관계

(e) 고선량분할치료와 치료당 선량

(f) α/β 비율

17. 방사선유전학: 불임과 돌연변이에 대한 방사선 효과

(a) 불임과 관련된 표적 세포들

(b) 일시적이거나 영구적 불임이 되는 방사선량

(c) "역-분할치료 효과“

(d) 돌연변이 유발의 원리

(e) 상대적 위험과 절대적 위험

(f) 시간 진행과 잠복기/ 다른 부위에서의 종양 유발 위험

18. 분자 메커니즘

(a) 분자 복제기술

(b) 유전자 분석

(c) 종양 유발유전자와 억제유전자

19. 약품과 방사선의 상호작용

3.1.5 해부학/ 생리학

1. 해부학 용어

(a) 해부학 용어의 기원

(b) 접두어와 접미어

(c) 해부학적 위치와 신체의 면에 대한 수사법

2. 골과 골수

(a) 분류(척추포함)

(b) 구조

(c) 형성

(d) 골수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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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방사선영상 형상(x-선,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핵의학영상)

3. 두뇌와 중추신경계

(a) 해부학적 구조

(b) 두뇌의 구조와 기능

(c) 신경전달과 조직(신경계의 질병)

(d) 방사선영상과 병리학

4. 흉부

(a) 흉골

(b) 흉부 내 장기

(c) 생리학

(d) 방사선영상과 병리학

5. 복부

(a) 분할 부위와 영역

(b) 복부 장기

(c) 복부계

(d) 생리학

(e) 방사선영상과 병리학

6. 호흡기 계통

(a) 장기

(b) 생리학

(c) 방사선영상과 병리학

7. 소화기 계통

(a) 분할부위

(b) 위치

(c) 생리학

(d) 방사선영상과 병리학

8. 비뇨기 계통

(a) 장기

(b) 위치

(c) 생리학

(d) 방사선영상과 병리학

9. 생식기 계통

(a) 장기

(b) 위치

(c) 생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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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방사선영상과 병리학

10 순환기 계통

(a) 주요장기

(b) 생리학

(c) 방사선영상과 병리학

3.1.6 특수 과목

3.1.6.1 컴퓨터학/ 의료정보학

1. 스프레드시트 예) 엑셀

2. 데이터베이스 예) 엑셀

3. 과학적 모델링과 영상 패키지 예) MatLabTM, IDL, MathematicaTM

4. 컴퓨터 언어 예) C/CC++

5. 편집기, 문서기, 발표용 S/W

6. 운영체제 예) 유닉스, 윈도우, 스크립트 언어(자바, ...)

7. 인용 검색 예) Medline, PubMed

8. 통계 패키지, 예) SPSS, SYSTAT, STATISTICATM

9. 네트워크

(a) 네트워크의 종류, 통신 속도, 대역폭

(b) 네트워크 기반시설

(c) 광역네트워크(WAN), 지역네트워크(LAN)

(d) 의료용 디지털영상 및 통신 표준(DICOM)의 핵심개념

(e) 의료양상정보시스템(PACS)

3.1.6.2 의료윤리/ 분쟁 /과학적 위법

1. 자료와 환자 기록, 측정 결과, 보고

(a) 개인정보 보호와 소유권

(b) 타당한 사용에 관한 논쟁

(c) 지적 소유권/HIPAA

(d) 자료기록과 보관

(e) 자료 위조

2. 발행과 발표

(a) 원저자

(b) 복사

(c) 논문심사, 비밀유지, 이해의 상충

(d)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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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인 직업적 처신

(a) 동료와 교류

(b) 직장 내 정당한 경쟁

(c) 교섭과 분쟁

(d) “고발”

4. 의료과실

(a) 표준 유의

(b) 전문가 증언

(c) 환자와 의사간의 관계에서의 권리와 책임

5. 연구

(a) 인간 대상 연구

(b) 인지동의

(c) 환경위생과 안전

(d) 연구결과의 전파

(e) 직권

(f) 분쟁

3.1.6.3 의학 통계학

A. 주요관심주제

1. 기술통계학

2. 확률

3. 통계적 추론과 평가

4. 가설 검증과 매개변수 평가를 위한 실험 설계. 민감도 분석

5. 회귀모형

6. 매개변수 모델과 무매개변수 모델의 진행효율과 재표본 모델

7. 다변량분석

8. 분류 자료 분석

B. 2차 관심 주제

1. 다중비교 - Bonferroni, Hommel, Tukey, 등등 유의수준(네이만 피어슨 모델)의

“수정”

2. 연구의 조합. 동일 안건의 여러 연구를 정보 취합. 메타(meta)분석. 교차설

계합성(cross-design synthesis), 코르런(Cochrane) 협회, 선량반응 함수의

종간외삽

3. 프로빗(Probit) 회귀분석모델. 생물검정

4. 시간이력해석, 통계적 예측. 점과 간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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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존분석. 시간-실패 모델, 검열관측, 생존과 위험함수

6. 임상연구의 설계

7. 순서반응(ordinal response)의 비례 확률과 비례 위험 모델

8. 품질관리통계. 일도량과 다변량 관리도

3.1.6.4 임상 연구

3.1.6.5 과학적 의사소통 (세미나)

3.2 영상과학

3.2.1 정보처리학/영상공학

A. 결정론적 양상

1. 수학 배경: 복소평면, 홀수/짝수 함수. 디락-델타(Dirac-delta) 함수

2. 선형 시스템 소개

(a) 푸리에이론: 푸리에 급수와 연속 푸리에변환

(b) 푸리에변환의 특성

(c) Gaussian, sinc, rect, sinusoid, comb 함수 그리고 기초 푸리에 변환 쌍

(d) 복소 전달 함수

(e) 합성곱(convolution) 원리

(f) 가장자리 반응 함수

(g) 자동 그리고 상호 비교

3. 이산 신호처리

(a) 표본 이론

(b) 표본 및 복원

(c) 이산 푸리에 변환(DFT: Discrete Fourier Transform)

(d) 아포디징(apodizing) 및 위신호(aliasing)

(e) 표본 (화소)으로부터 근사 복원

4. 2차원 디지털 영상 처리

(a) 화소 변환: 2차원 아핀(affine) 변환

(b) 반-위신호 아핀(affine) 변환

(c) 영상 정합: 정규화된 상호 정보량, 우드(Woods) 알고리즘

(d) 여과와 영상 압축

5. 영상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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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 그리고 가장자리 반응: 중앙 절편이론

(b) 투사로부터 영상: 사이노그램(sinogram)

(c) 분석 및 반복적 재구성 방법

(d) 사이노그램 공간에서 영상 정합

(e) 구획 모델링: 생리학적/생화학적 매개변수 사상(mapping)

B. 확률적 양상

1. 무작위 수 발생, 확률 밀도 및 분포 함수

(a) 이항, 푸아송(Poisson) 그리고 가우시안 분포

(b) 적률(moments): 기댓값, 평균, 그리고 분산

(c) 푸리에 관계: 특성 함수와 중앙 한계 이론

(d) 기초 결정 이론의 소개

(e) 신호대잡음비

(f) 로스(Rose) 모델과 선-백색 정합 필터(pre-whitened matched filter)

(g) 검출양자효율(DQE)과 잡음등가양자(NEQ)

2. 결정 이론

(a) 음성/양성 예측값; 결정 기준에 잡음의 효과

(b) 조건부 결합 확률; Bayes 정리

(c) 수용자 동작 특성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d) 자유-수신자 동작특성 (FROC) [논문 주제]

3. 잡음 평균과 필터

(a) 잡음 평균의 원리: 공분산 개념

(b) 자기공분산 출력 스펙트럼 개념[잡음 그래프]

(c) 필터링: 역, 메츠(Metz), 위너(Wiener), 그리고 위너-헬스톰(Wiener -

Hellstrom) 필터

(d) 오차의 전파 및 공분산 행렬

4. 최대 우도(Maximum Likelihood)

(a) 선형 회기

(b) 상관계수

(c) 공분산 행렬의 고유구조

(d) 최적화: Levenberg-Marquardt와 Nelder-Mead 접근

(e) 기댓값-최적화

(f) OSEM과 반복 역합성곱(deconvolution) 기법

5. 유의성 검증

(a) 카이제곱(Chi-squared), t-검정, F-검정, 통계적 검증력

(b) 분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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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통계적 매개변수 지도화법(SPM: 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

3.2.2 일반 X-선 영상

1. X-선 발생

(a) X-선관

(b) 전자에너지

(c) 제동복사

(d) 특성방사선

(e) 효율

(f) 유효성(출력)

(g) 여과, 자체 여과, 뒤꿈치(heel)효과

2. X-선관의 에너지 공급과 제어

(a) kV 발생

(b) 전압 파형과 x-선 발생

(c) 축전기

(d) 고주파 전원장치

(e) mA 조절

(f) 노출 시간 조절

(g) 품질관리 과정

3. X-선관의 가열과 냉각

(a) 열발생

(b) 열용량

(c) 초점 지역

(d) 양극체

(e) 선관 덮개

(f) 냉각도표(Cooling charts)

4. X-선 영상의 형성과 대조도

(a) 대조도 형태

(b) 광자 에너지(kVp) 영향

(c) 지역 대조도

5. 산란 X-선과 대조도

(a) 대조도 감소

(b) 조준

(c) 공기 간극(갭)

(d)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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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그리드 투과

(f) 그리드 선택

6. 방사선 영상 검출체

(a) 형광판 기능

(b) 검출체 민감도

(c) 영상 흐림

(d) 영상 잡음

(e) 인공물

7. 사진 형성과 필름 민감도

(a) 필름 기능

(b) 광학 밀도

(c) 필름 구조

(d) 현상 과정

(e) 민감도

(f) 현상과정 품질관리

8. 필름 대조도 특성

(a) 대조도 전달

(b) 필름 관용도

(c) 필름 형태

(d) 현상 과정의 영향

(e) 필름 안개(fog)

9. 사진 농도의 제어

(a) X-선 발생기

(b) 검출체 민감도

(c) 환자

(d) 거리와 면적

(e) 자동노출장치(AEC)

10. 흐림, 분해능, 그리고 세밀함의 가시성

(a) 세밀함의 가시성

(b) 뚜렷하지 않음

(c) 분해능

(d) 변조전달함수(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11. 사진의 세밀함

(a) 물체 위치와 확대도

(b) 움직임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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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초점 흐림

(d) 검출체 흐림

(e) 복합 흐림

12. 영상 잡음

(a) 가시성에 대한 효과

(b) 양자 잡음

(c) 검출기 민감도

(d) 알갱이와 구조적 잡음

(e) 전자적 잡음

(f) 대조도에 대한 잡음의 효과

(g) 잡음에 대한 흐림의 효과

(h) 영상 통합

(i) 차감(subtraction) 영상

13. 투시촬영시스템

(a) 증배관

(b) 비디오시스템

(c) 광학시스템과 카메라

(d) 검출체 민감도

(e) DSA

14. 선량과 선량 감소 주제

3.2.3 디지털 X-선 영상/ 컴퓨터단층촬영(CT)

1. 디지털 영상 시스템과 영상 처리

(a) 디지털 영상

(b) 디지털 영상 검출과 변환

(c) 영상 처리

(d) 영상 저장과 복구

(e) 영상 표시장치와 품질관리(QC)

(f) 디지털 x-선 영상 시스템

2. CT 영상 형성

(a) X-선시스템

(b) 검출기시스템 설계

(c) 컴퓨터시스템

(d) 디스플레이장치

(e) 주사(sc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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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영상 재구성

(g) 체적 또는 원뿔 빔 CT

(f) 4D CT

3. CT 영상 화질

(a) 절편 프로파일, 나선 스캔 피치

(b) 대조도 민감도 - kVp와 mAs의 효과

(c) 고/저 대조도 분해능

(d) 잡음

(e) 선량

(f) 인공물(빔 강화, 부분용적효과, 금속물체)

(g) 품질관리

4. 선량과 선량 감소 주제

5. 특화된 디지털 기술

(a) 영상 분류

(b) 디지털 투시

(c) 시간-의존 처리

(d) 마스크 방식

(e) 결합된 필터

(f) 시간 간격 차이(TID: Time Interval Difference) 방식

(g) 회기 시간 필터

(h) 매개변수 영상

(i) 에너지 의존 처리

(j) K-모서리 영상

(k) 비 K-모서리 에너지 차감

(l) 에너지 차감 S/N (signal to noise: 신호대잡음)

(m) 공간 주파수 필터링

(n) 이중에너지 잡음 감소 기술

(o) 영상 보상 기술

3.2.4 초음파영상

1. 초음파 평면파

(a) 조직의 기계적 그리고 탄성 특성의 개요

(b) 1차원 파동 방정식과 조화 해석

(c) 파동 변수: 압력, 입자 속도, 변위

(d) 에너지, 출력, 그리고 강도-(압력 진폭과 입자 속도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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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데시벨 표기법

(f) 음향 임피던스

(g) 경계에서 반사와 투과

2. 조직을 통한 음파의 전파

(a) 소리의 속도

(b) 감쇠와 흡수

(c) 산란

(d) 비선형 전파; B/A의 정의

(e) 충격파의 조화

3. 단 소자 탐촉자(transducer)

(a) 일반 설계 고려 사항

(b) 주파수와 대역폭에 영향을 주는 요소

(c) 구경 물리학: 근거리/원거리 장 근사; 회절

(d) 연속 파동 빔 형태

(e) 펄스 동작을 위한 빔 형태

(f) 초점 맞춤

4. 탐촉자 배열

(a) 1차원 배열 형태의 원리 (기능에 대한 형태/크기/포맷)

(b) 설계: 소자 배치, 정합 그리고 충전 물질

(c) 다-주파 동작

(d) 빔 형성 송신: 초점 형성 송신

(e) 수신하는 사이에 빔 형성; 초점 형성 수신

(f) 초음파 애퍼디제이션(apodization)과 동적 구경

(g) 축과 외측 해상도의 추정

(h) 단면 두께(다차원 배열; 광대역을 위한 초점 폭)

5. 펄스에코장치 신호처리

(a) 펄스 특성, 충격 계수(duty factor)

(b) 전송력

(c) 수신 이득(gain); 전체 이득과 TGC (temporal gain correction)

(d) 동적 범위, 압축,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그리고 신호 변조

(e) 빔 형성(완전 디지털 대 혼성)

(f) A-mode, B-mode, M-mode, 이중/삼중 작동 모드

6. B-모드 영상

(a) 주요 영상 방법

(b) 영상 프레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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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반점(speckle) 통계와 합성 기법

(d) 조화 영상

(e) 미세기포 대조도

(f) 3D와 4D 영상 기법의 개요

7. 연속 파동과 펄스 도플러

(a) 도플러 방정식

(b) 도플러 신호의 본질

(c) 분광 분석

(d) 펄스 도플러

(e) 도플러 신호 처리

(f) 앨리어싱(aliasing)

8. 초음파 혈류 영상

(a) 생리적 순환 현상의 검토

(b) 속도 영상

(c) 에너지 영상

(d) 칼라 혈류 영상에서 정보 내용

(e) 혈액 저류 조영제

9. 장비 성능 테스트

(a) 팬톰(재질, 구조, 관리)

(b) 축, 외측 그리고 고도방향 분해능

(c) 분해능 측정을 위한 방법

(d) 시스템 민감도 그리고 가시화 깊이

(e) 초음파와 두께 측정에서 기하학적 정확도

(f) 무반사 개체와 흑백 영상 표적

(g) 인가 프로그램과 인가 단체

10. 흑백 영상과 도플러에서 정보와 인공물

(a) 후방 증강과 그늘짐

(b) 반사/거울 인공물

(c) 반향 인공물

(d) 굴절 인공물

(e) 소리 인공물의 속도(기하학적 변위/왜곡, 위상-편차

(f) 도플러 위신호

(g) 일반 송수신기 문제(세로 소실; 가로 줄무늬)

11. 생물학 효과와 안전

(a) 음향 출력 측정과 규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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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시간 출력 표찰: MI 그리고 TI 그리고 규제 한도

(c) 초음파의 생물학 효과

(d) 안전 동작 수준; ALARA와 피폭 개념

(e) 조영제 안전

(f) 안전과 최신 초음파로 태아 영상

(g) 권고와 규제(FDA, AIUM, NEMA, NCRP, ACR, AAPM)

3.2.5 자기공명영상(MRI)

1. 기초 원리

(a) MR 영상 대조도에 영향을 주는 본질적/ 비본질적 변수

(b) MR에서 유용한 핵의 특성

(c) 정자기장(B0)과 평행 분배

(d) 라머 주파수와 라디오 주파수 장(B1)

(e) 기준의 실험실과 회전 프레임

(f) 이완 (T1, T2, T2*) 작용과 일반 대조도 제재의 영향

(g) 기초 스핀-에코 기법

(h) 스핀-에코 영상에서 대조도

(i) 선형 자기장 경사(Gx, Gy, Gz)를 사용하는 공간 인코딩

i 절편(slice) 선택

ii 주파수-인코딩

iii 위상-인코딩

iv MRI의 공간 정확도

(j) "k-space"의 특성

2 기계 설비

(a) 정자기장 하부 시스템

i 일반 자기장 강도와 자석 설계

ii. 설치 문제

(b) 라디오파 장 하부 시스템

i 코일 설계: 체적, 표면, 위상 배열

ii 라디오파 차폐 요건(설치)

(c) 경사장 하부 시스템

i 최대 진폭, 상승 시간, 회전율(slew rate)

ii 맴돌이(Eddy) 전류 효과와 보상 기법

3. 기초 영상 화질 문제

(a) MRI에서 신호대잡음비 그리고 대조도대잡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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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분해능

(c) 영상 획득 시간

4. 기초 펄스 기법

(a) 스핀-에코 기법

(b) 경사-에코 기법

(c) 고속 스핀-에코 기법

(d) 역 회복 기법과 응용[STIR, FLAIR (Short Time Inversion Recovery,

Fluid-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e) 일반 기법 조건 (공간과 화학적 포화 기법)

(f) 초 신속 영상 기법 (에코 평면 영상과 나선 기법)

(g) MR 혈관조영술(MRA) 기법

i 혈류 관련 현상

ii 경과시간(time-of flight) MRA

iii 위상 대조도 MRA

iv 볼러스(bolus) 대조도 물질 강화 MRA

v 관류민감 영상

vi 확산 강조 확산 텐서 영상

(h) 기능 MRI 뇌영상 기법

i 생리학적 기초

ii 영상 방법

iii 실험 디자인과 분석

(i) MR 분광법(MRS) 기법

(j) 평행 영상 기법

5. 인공물

(a) 움직임

(b) 에일리어싱(aliasing) 또는 “wrap-around”

(c) 금속 물체

(d) 화학적 이동

(e) 절단(truncation)

(f) 시스템에 관련된

i 왜곡

ii 라디오파(RF) 코일 문제와 RF 간섭

iii 고스팅(ghosting: 유령 인공물)

iv 수신기/저장/배열 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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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공간 정확도 한계와 최적화

6. 안전과 생물학적 효과

(a) 정자기장 고려사항(추진체, 임프란트에 대한 효과, 생리학적 효과)

(b) RF 고려사항(조직 가열, 특수 흡수율, 화상 상해)

(c) 경사장 고려사항(주변 신경 자극, 음압 수준)

(d) 식약청 권고사항

(e) MR과 임신부 환자, 방사선사, 간호사

(f) 일반 MR 대조도 재제

7. 정도 관리

(a) MRI에 관련된 ACR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표준

(b) ACR MR 인증 프로그램(MRAP)

(c) ACR MR 품질관리 메뉴얼과 이것의 권고되는 품질관리 양상

(d) AAPM 실무그룹과 NEMA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보고서를 포함하는 다른 지침서

3.2.6 핵의학

1. 감마카메라

(a) 카메라 특성

(b) 조준기

(c) 결정체

(d) 광증배관 배열

(e) 영상 형성

(f) 분광계

(g) 파고 분석기

2. 방사성핵 영상 화질

(a) 대조도

(b) 상세함의 흐림과 가시성

(c) 영상 잡음

(d) 균일성

(e) 임상 감마카메라 응용

3. 방사성핵단층 영상

(a)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그리고 PET-CT

i PET 영상의 원리, 기계장치, 분해능

ii 임상 PET 영상 획득 과정

iii 정량적 PET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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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동영상(4D) FET

(b) 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SPECT)

i SPECT 영상의 원리, 기계장치, 분해능

ii 임상 SPECT 영상 구성

iii 정량적 SPECT 영상

4. 통계: 측정 오차

5. 환자 피폭과 방호

(a) 내부선량평가

(b) 임상선량평가 그리고 일반 영상 획득 과정에서 전형적인 선량

(c)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선량평가

6. 개인 피폭 및 방호

(a) 유효선량 등가

(b) 피폭 한계

(c) 피폭 선원

(d) 지역 차폐

(e) 개인 차폐

(f) 방사성 선원으로부터 피폭

7. 방사선 측정

(a) 이온함

(b) 서베이미터

(c) 방사능 측정

8. 방사화학, 방사면역영상, 방사성의약품의 원리

(a) 방사화학 원리

(b) 방사면역영상과 방사면역치료 원리

(c) 방사성의약품 기술

9. 핵의학에서 품질관리 문제점

3.3 방사선치료

3.3.1 방사선종양학

1. 임상방사선종양학의 개요

(a) 암발생율/병인학

(b) 암 분류/병기

(c) 치료장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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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술

ii 화학요법

ii. 방사선치료

A 원격치료(외부방사선치료)

B 근접치료(큐리 치료)

C 중성자, 양성자, 중입자치료

iv 온열 요법

(d) 임상의학물리학자의 역할

(e) 국내 및 국제 의학물리학과와 방사선종양학과 조직

2. 방사선치료의 방사선생물학적 기초

(a) 종양제어와 정상조직의 허용(치료가능비)

(b) 회복

(c) 분할(조사)

(d) 장기허용선량

(e) 생존곡선의 수학적 국면

3.3.2 외부방사선치료

1. 임상광자빔: 기재사항

(a) 기본 인자: 조사면 크기, 선원-피부거리, 선원-축거리, 선원-콜리메이터거리

(b) 조사면 옵션: 원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부정형

(c) 조사면 콜리메이터: 콜리메이터의 1차, 2차, 3차 배치; 직각(상부와 하부

콜리메이터); 원형; 다엽콜리메이터

2. 임상광자빔: 점 선량 계산

(a) 깊이선량백분율(PDD)

(b) 최대산란비율(PSF)

(c) 공기조직선량비(TAR)

(d) 최대조직선량비(TMR)

(e) 팬톰조직선량비 (TPR)

(f) 산란함수

(g) 공기산란선량비(SAR)

(h) 최대산란선량비(SMR)

(i) 콜리메이터 인자

(j) 상대적인 선량인자/출력인자

(k) 축외선량비(OAR)

3. 임상광자빔: 기초적인 임상에서 선량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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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인자

(b) 기본 선량 인자간의 관계

(c) 콜리메이터와 팬톰에서 발생하는 산란에 대한 보정

(d) 불균질 조직과 보정

4. 임상 전자빔

(a) 전자빔 치료의 방향

i 에너지 선택

ii 빔 확산 방법들: 이중 산란 포일 대비 스캔 빔

iii 콜리메이터를 이용한 방법들: 트림머와 어플리케이터

(b) 깊이-선량 분포

i 특성값 (Ds ,Dx, R100, R90, Rp, R90-10)

ii 에너지와 조사면 크기에 따른 변화

(c) 에너지 스펙트럼

i 특성값(Eo, Ep)

ii 표면(범위-에너지 상관관계들)과 깊이와 관련한 규격들

(d) 선량분포

i 빔 편평도와 대칭도

ii 반음영

iii 등선량 분포

(e) 모니터단위(MU)의 결정

i 선량처방의 방법

ii 출력인수의 수식

(f) 선량측정에서의 공기 갭(gap)에 의한 효과

(g) 기본 원리

i 제곱근 방법

ii 유효 빔 선원과 가상 빔 선원

iii 외곽 산란 평형

5 광자빔과 전자빔의 특수한 경우

(a) 광자빔의 세기조절방사선치료

i 콜리메이터를 가지고 있는 선형가속기

ii 토모테라피

iii 정위적 방사선 빔과 로봇 기반 선형가속기

(b) 전자빔으로 세기변조방사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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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근접치료

1. 근접치료: 기본적인 물리 특성

(a) 근접치료에서 사용되는 방사성 핵종들

(b) 근접치료에 사용되는 원소 종류 들

(c) 치료용 밀봉방사성원소 선량측정(선원 세기, 공기커마율, 흡수선량 계산)

(d) 방사성원소의 선량 보정, 순도분석, 품질관리

(e) 방사성원소의 규격과 선량 측정

2. 근접치료: 임상적인 측면

(a) 근접치료의 기술들: 침습치료, 강내치료; 표면 국소장치(applicator)

(b) 근접치료 체계: 직접 장전 대비 후장전; 메뉴얼 대비 원격후장전

(c) 침습 치료: 맨체스터(manchester) 방식과 파리(Paris) 방식

(d) 시드 선원삽입(seed implant)

(e) 초음파 유도 전립선 시드 선원삽입(seed implant)

(f) 부인과 강내치료

(g) 임상 방사선 처방과 선량부피그림표(DVH)

(h) 원격후장전장치(remote afterloading mahone)

3.3.4 치료계획

1. 표적체적의 정의와 처방선량의 기준(ICRU 50과 ICRU 60)

(a) 맨눈(육안적)종양체적(GTV)

(b) 임상표적체적(CTV)

(c) 계획표적부피(PTV)

(d) 처방선량점, 등선량곡선, 등선량면

2. 광자빔: 선량 모델링과 치료계획

(a) 단독 조사선량 분포

(b) 등선량 곡선과 등선량 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c) 조사빔의 다양한 정합

(d) 쐐기필터와 비스듬한 조사

(e) SSD 보정, 틈(gap) 보정, 불균질 보정

(f) 선량 규격화와 표준화

3. 광자빔: 치료계획

(a) 등선량 값의 획득

(b) 컴퓨터 기기

(c) 일반 알고리즘: 합성곱(convolution), 중첩, 실빔(pencil beam)

(d) 차원 (2차원, 2.5차원, 3차원 치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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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비동일평면 치료계획

(f) 비대칭 콜리메이터를 이용한 치료계획

(g) 쐐기필터를 이용한 치료계획(고정쐐기, 동적쐐기, 가상쐐기)

(h) 다엽콜리메이터를 이용한 치료계획

(i) 보상체 설계

(j) 3차원 치료계획

(k) 순방향과 역방향 치료계획

(l) 역방향치료계획 항목과 기법. 최적화 기법

(m) 몬테카를로 기반 치료계획

(n) 치료계획시스템을 위한 품질관리

(o) 생물학적 수정사항/최적화

4. 임상 광자빔 : 환자에 적용

(a) 환자 자료 획득

i 체윤곽

ii 영상들: 필름, 전자포털영상장치(EPID),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iii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US), 단광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SPE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b) 일반 모의치료기 기법

i 위치결정/고정

ii 조영제와 표적자등의 사용

iii 영상 데이터 인자/영상 최적화

(c) 부속 장치들과 기법들

i 차폐물 만들기

ii 보상체

iii 볼러스(bolus)

(d) CT 모의치료기법

i 스카우트 뷰(scout view) 기법

ii 가상 모의치료

iii 수치재구성방사선사진(DRR)

iv CT 수(CT number)과 전자밀도간의 관계와 보정

(e) 기타 특이 고려 사항

i 피부선량

ii 조사면 일치

iii 누적선량

iv 선량부피그림(DVH): 미분(직접)과 적분(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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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상 전자빔: 선량 모델링과 치료계획

(a) 환자와 방사선 빔의 기하학적 구조에 따른 효과

i 공기 틈

ii 빔 경사

iii 환자의 불규칙한 신체 표면

iv 내부의 불균질: 뼈, 지방, 폐, 공기

(b) 선량 알고리즘

i 해석적 알고리즘(예: 페르미-아이거 기반 실빔)

ii 몬테카를로 알고리즘

iii 임상적 치료준비(commissioning)

iv 치료계획의 품질관리

(c) 치료계획 기법들

i 에너지와 조사면 크기 선정

ii 볼러스: 일정 두께와 모양

iii 조준: 삽입, 피부, 내부

iv 조사면 정합 기법

v 광자-전자빔 혼합

(d) 특별한 전자빔 치료기법들

i 전신피부전자선조사

ii 전림프전자선조사

iii 전자선회전치료

iv 수술중전자선치료

v 전두피 조사

vi 뇌척수신경 조사

vii 입체조형(Conformal) 치료

3.3.5 방사선치료장치

1. 방사선치료장치

(a) 동위원소단위: 코발트-60과 세슘-137

(b) 고정식 가속기

i X-선 장비

ii 중성자 발생기

(c) 주기식 가속기

i 선향가속기의 기본

ii 베타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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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마이크로트론

iv 사이클로트론과 싱크로사이클로트론

v 싱크로트론

2. 선형가속기(Linac)

(a) 기본 설계와 요소

(b) 도파관 가속

(c) 전자 주사 체계

(d) RF 파워 발생

(e) 전자빔 전달

(f) 선형가속기 치료의 방향

(g) 임상용광자빔의 생성(표적)

(h) 편평필터(일부 가속기는 사용하지 않음)

(i) 임상용 전자빔의 생성(산란 박지)

(j) 선량 감시 체계

(k) 빔 콜리메이션(광자 대비 전자)

3. 토모치료기

(a) 기본 설계와 요소

i 선형가속기와 마그네트론

ii 텅스텐을 이용한 차폐와 빔 정지, 산란과 누출의 효과

iii 임상용광자빔의 생성: 빔 윤곽

iv 선량 감시 체계

v 빔 콜리메이션

A 콜리메이터와 조사면 너비

B 다엽콜리메이터의 구조와 운용

vi MV CT 검출기

A 설계

B 운용과 데이터 획득 체계

C 영상 복원

vii 일일 품질보증(QA)

(b) 치료 전송

i 회전전송

ii 영상획득과 융합

(c) 치료계획체계

i 선량 계산 알고리즘

ii 최적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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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피치

iv 세기조절 인자

v 치료 사이노그램

vi 선량 전달 품질관리

4 사이버나이프

(a) 기본 설계와 요소

i 선형가속기

ii 로봇팔

iii 환자위치결정용 환자 치료대의 6차원 자유도

iv 임상용 광자빔의 생성: 빔 윤곽

v 선량 감시체계

vi 빔 콜리메이션

A 원형 콜리메이터

B 빔 조사 자유도

vii X-선 영상 체계

A 설계

B 운용과 데이터 획득

C 영상 재건

viii 일일 품질보증(QA)

(b) 치료 전송

i 공시상태

ii 영상 획득과 융합

(c) 치료계획 체계

i 선량계산 알고리즘

ii 치료계획 체계와 영상 융합 및 윤곽그리기 체계

iii 최적화 인수

iv 빔 전송 품질보증(QA)

5. 장비 인수

(a) 규격서

(b) 치료실 설계

(c) 입찰 서류

(d) 장비 설치

(e) 인수검사

(f) 장비 치료준비

6. 품질보증/품질관리(QA/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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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체 치료과정에 대한 오차 해석

(b) 품질보증과 품질관리 표준의 원천

(c) 품질관리 프로그램의 조직화

i 스텝 배정

ii 장비

iii 이력 추적과 반복

(d) 선량 전달

i 요구 서류

ii 포털 증명 기법

iii 기록 및 증명 체계

iv 생체내(In-vivo) 선량측정(TLD, 다이오드, MOSFET)

(e) 구체적인 품질관리 지침

i 장비 선원

ii 근접치료 선원과 어플리케이터

iii 차폐물 제작과 보정기 시스템

iv 치료계획 체계

v 다엽콜리메이터(MLC)

vi 세기조절방사선치료

vii 동적 쐐기

(f) 방사선 종양학과 정보 운용 체계

i 방사선종양학과내의 네트워크와 데이터 흐름

ii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

iii 방사선치료 영상 시스템

iv 정보체계 인터페이스: DICOM-RT와 Health Level-7(HL-7) 표준

7. 팬톰 시스템과 물탱크

(a) 광자빔과 전자빔에 대한 조직등가물질

(b) 교정용 팬톰

(c) 인체 등가 팬톰

(d) 빔 스캔 시스템

3.3.6 특수방사선치료기술

1. 특별한 외부방사선치료기법 : 기본적인 특징; 역사적 개발, 품질보증(장치 및

치료), 치료환자;

(a) 전신조사(TBI)

(b) 전신피부전자선조사(T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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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정위방사선수술

(d) 정위방사선치료

(e) 직장 조사

(f) 전자빔 회전치료

(g) 수술중 방사선치료

(h) 온열치료

(i) 과분할 조사와 소분할 조사

(j) 펄스 저선량비(PLDR)

2.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a) 선량 전달 체계

i 단일 절편 콜리메이터

ii 다엽콜리메이터

iii 토모치료기

iv 체적세기조절회전방사선치료

(b) 선량 전달 기법들

i 전달 단계

ii 슬라이딩 윈도우(Sliding window)

(c) 환자 품질관리

3.3.7 중성자/ 양성자/ 중이온방사선치료

1. 이론(기초)

(a) 물리적 관점

i 깊이선량분포 비교(브래그봉우리)

ii LET(선형에너지전달)

(b) 생물학적 관점

i LET

ii 저산소증 - 산소증강비(OER)

iii 상대적생물학적효과(RBE)

2. 중성자

(a) 중성자의 생성

i 중수소-삼중수소 (DT) 발생기

ii 싱크로트론(d+→ Be 상호작용)

iii 선형가속기(p+→Be 상호작용)

iv 밀봉동위원소 방사선치료(252Cf)

(b) 인체 조직 내에서 방사선의 상호작용



- 44 -

i 탄성산란

ii 비탄성산란

iii 중성자 포획

iv 핵분열

(c) 깊이선량과 선량측정

(d) 설치와 설치 기관

(e) 붕소포획중성자치료(BNCT)

3 양자선

(a) 생성

i. 선형가속기

ii. 싱크로트론

iii. 싱크로사이클로트론

(b) 인체 조직 내에서 방사선의 상호작용

i. 원자 탄성충돌

ii. 이온화와 여기

iii. 핵 상호작용

iv. 방사성 상호작용(제동복사)

(c) 깊이선량과 선량측정

(d) 빔 형상화

(e) 설치와 설치 기관

4 중이온(선) (헬륨, 탄소, 질소, 네온, 아르곤)

(a) 생성

i 선형가속기

ii 싱크로사이클로트론

iii 양성자 싱크로트론

(b) 인체 조직 내에서 방사선의 상호작용

i 원자 탄성충돌

ii 이온화와 여기

iii 핵 상호작용

iv 방사성 상호작용(제동복사)

(c) 깊이선량과 선량측정

(d) 빔 형상화

(e) 설치와 설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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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방사선치료에서 방사선방어

1. 조작상의 안전 지침

(a) 규제기관과 규제요건

(b) 방사선 탐사: 측정 기법과 도구

(c) 구역별 개인방사선 경보

(d) 외부방사선 선원

(e) 근접치료 방사성 선원

2. 치료(설비) 장치의 구조적 차폐

(a) 작업부하량, 점유율, 사용률 등의 정의

(b) 1차선, 산란, 누설차폐벽 등의 정의

(c) 구조적 차폐설계

i 일반 모의치료기와 CT-모의치료기 설치

ii 표재 그리고 심부치료 x-선 방사선

iii 저선량율치료(LDR)와 고선량율치료(HDR) 원격후장전 근접치표 설치

iv 코발트와 저에너지 선형가속기 설치

v 고에너지 선형가속기설치와 중성자 방어

vi 수술중방사선치료장비 설치

3.4 치료 지침과 감시를 위한 영상

3.4.1 움직임과 움직임 조절

(a) 근골격 운동

(b) 심장 운동

(c) 호흡 운동

(d) 위장 운동

(e) 치료 여백(margin), 시스템 오차와 랜덤 오차

(f) 여백(margin) 감소 전략들: 온라인, 오프라인, 적응(adaptive)

3.4.2 CT와 4D CT

(a) 단독 슬라이스와 다중 슬라이스 CT에서의 영상 획득

(b) 영상 질

(c) 영상 재구성 기법

(d) 치료계획과 관련한 CT 값(몬테카를로 기반 치료계획 포함)

(e) 영상 결함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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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4D CT: 원리

(g) 내부 장기 운동의 정량화

(h) 위상 정렬

(i) 4D CT와 선량 계산

(j) 영상 선량

(k) 조영제

(l) 품질관리

3.4.3 포털 영상

(a) 포털 필름, 전자 포털 영상

(b) 영상패널의 종류와 기법

(c) 산란

(d) 선량 재구성(생체 내 선량측정)

(e) CT로 부터의 DRR 계산

(f) DRR 정합

(g) 영상선량

(h) 품질관리

3.4.4 콘빔 CT

(a) 넓은 조사면 CT, 조사면 크기

(b) kV 그리고 MV 콘빔 CT

(c) 검출기, 영상 패널

(d) 산란, 산란 제거

(e) 영상 결함

(f) 콘빔 영상과 치료계획

(g) 영상선량

(h) 외부방사선치료와 근접치료에서의 콘빔 CT

(i) 품질관리

3.4.5 MV CT

(a) 토모치료기의 영상

(b) 영상 질

(c) 영상 결함

(d) 콘빔 영상과 치료계획

(e) 영상선량



- 47 -

(f) 품질관리

3.4.6 2차원/ 3차원 초음파

(a) 2차원과 3차원 초음파 기술

(b) 초음파 탐침 추적 기술

(c) 2차원 초음파 영상의 공간 정합

(d) 영상 인자

(e) 3차원 영상재구성

(f) 영상 체윤곽선 작성

(g) 이종 영상에 대한 영상 융합

(h) 치료계획에서의 초음파 영상의 이용

(i) 내부장기 운동

(j) 조영제, 맥-반전 조화영상

(k) 품질관리

3.4.7 영상 융합/ 정합/ 변형

(a) 영상 융합에 관한 알고리즘

(b) 영상 정합에 관한 알고리즘

(c) 다중 영상 모드 치료계획

(d) 치료계획과 움직임

3.4.8 호흡동조와 훈련을 통한 움직임 관리

(a) 측정 기법

(b) 호흡동조 기법

(c) 능동호흡조절(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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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상 훈련

4.1 방사선방어/안전학

1. 신틸레이션 검출기에 의한 시료 분석

(a) 검출기 반응 대 에너지

(b) 통계적 고려

(c) (미국 규정) USNRC 누설 테스트 요구사항

(d) 시료 준비

(e) 자료 분석

(f) 결과 해석

2. 개인선량계: 광자-전자

(a) 검출기 형태와 특성

(b) 감마선 에너지 반응

(c) 선량 반응

(d) 안정성과 재현성

3. 개인선량계: 중성자

(a) 검출기 형태와 특성

(b) 중성자 에너지 반응

(c) 선량 반응

(d) 선량-등가 반응

(e) 안전성과 재현성

4. 선형가속기로부터 누설 방사선

(a) 예측된 방사선 장

(b) 검출기 형태 및 교정

(c) AAPM 권고

(d) 측정과 분석

(e) 중성자 누설

5. 중성자 감시 계측기

(a) 선량 등가 반응: 보너(bonner)구

(b) 에너지 비의존 반응: 긴 계측기

(c) 교정: Pu-Be

(d) 유효 중심과 중성자 반응

(e) 자료 분석과 해석

6. 삼중수소 공가 농도-생물학적 부담 결정



- 49 -

(a) 공기 확산과 시료 수집

(b) 생물시료 수집

(c) 액체섬광계측기 기술

(d) 유도공기중농도

(e) 추정 신체 부하 방사능량

7. CT-진단 검사실 차폐 계산

(a) 선원의 특별 요구와 특성

(b) 기존 건물 재질의 사용

(c) 검사실 도면도와 인력 이동 동선

(d) 계산과 해석

(e) 결과의 발표

8. 통계적 표본 추출에 의한 입자 이동

(a) 선원 유래의 생성

(b) 단면적 자료 준비

(c) 기하학적 구조 준비

(d) 연역의 정확한 수송

(e) 결과의 분석

9. 진단 영상 과정으로부터 선량 추측

(a) 태아 선량 계산

(b) 소아 선량 문제

(c) 위험 추정

4.2 진단영상기기학과 품질관리

1. X-선 발생과 장비 출력

(a) 이온함 측정

(b) kVp, mA, 노출시간의 효과

(c) 여과의 효과

(d) 반가층(HVL) 측정

2. 방사선사진(필름) 대조도

(a) 농도측정계, 감광측정계

(b) kVp, mA, 노출시간의 효과

(c) H-D 곡선 (Hurter & Driffield curve)

(d) 현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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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름/스크린 시스템

(a) 필름 감도

(b) 분해능

(c) 잡음

(d) 현상기

4. 산란 감소

(a) 그리드

(b) 공기 간극

(c) 시준

5. 방사선사진과 투시촬영 품질관리

(a) 초점 크기

(b) 방사선시야/ 광시야

(c) 재현성, 선형성

(d) 선량 계산

(e) 전압 측정

(f) 단층촬영, 동영상, 급속 필름 변환기

(g) 투시촬영

(h) 유방촬영

(i) 치과

6. 영상 저장과 표시 시스템

(a) 비디오 시스템

(b) 인쇄물 출력 카메라

(c) 광학 디스크

(d) 자기 저장장치

(e) 영상처리

(f) 네트워크 품질관리(QC)

(g) 전산자료 표시장치 교정과 품질관리

7. 영상 시스템 성능 평가

(a) MTF

(b) ROC

(c) 성능지수(figures of merit)

8. 초음파

(a) 영상 원리

(b) 품질관리(QC)

(c) 강도, 출력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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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기공명영상

(a) 영상 원리

(b) 기초 펄스 계열과 일반 영상 선택

(c) 라디오주파수 그리고 경사코일 설계 그리고 명세서

(d) 설치와 안전

(e) 인공물 감소를 위한 과 인공물과 전략

(f) 인수검사, 품질관리(QC) 그리고 인가

10. 컴퓨터 단층촬영

(a) 영상 원리

(b) 절편 두께

(c) 고/저 대조도 분해능

(d) 빔 프로파일

(e) 선량 측정

(f) 나선 z-축 특성

(g) 위치잡기 광선 정렬

(h) 품질관리 그리고 인준

4.3 핵의학

1. Mo-Tc 방사성핵종 발생기

(a) 추출과 분석

(b) 품질관리

2. 방사성동위원소 방사능 측정기

(a) 품질관리: 일관성, 선형성, 정확성

(b) 방사성핵종 표준의 문지름(wipe) 테스트

3. 섬광검출기 계측시스템

(a) 각 요소의 펄스 출력 특성

(b) 광증배관 최적 전압 결정

4. 감마선 분광법 (NaI 시스템)

(a) 단 채널과 다중채널분석시스템의 교정

(b) 선형성 측정

(c) 정도 관리

(d) 두 방사성동위원소 측정

5. 섬광카메라 (Anger 형태)

(a) 품질관리: 플러드 장(flood field) 균일성과 공간 분해능: 장 균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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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기) 결정 수산화(hydration) 평가를 위한 비대칭 윈도우 사용

(b) 대조도와 분해능에서 파고 분석 윈도우의 효과

(c) 분해 시간 측정

(d) 본질적, 비본질적 측정과, 산란 공간 분해능에서 비본질적 그리고 변조

전달함수(MTF)의 계산

(e) 다중 윈도우 공간 기록 오류의 측정

(f) 플러드 장 균일도 정량화

6. 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자치(SPECT: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a) 품질관리: 회전축 교정과 고 계수율 플러드

(b) 평면과 단층 공간 분해능의 비교

(c) 장 균일도, 제곱평균(RMS) 잡음, 감쇄 교정의 정확도, 대조도 측정

7.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a) 품질관리

(b) 단측정율, 제곱평균제곱근(RMS) 잡음, 대조도의 측정

4.4 방사선치료물리 장비와 품질관리, 임상연구

1. 임상방사선종양학 개요: 다양한 암관련 회의와 종양학회, 주중 상호 세미나

에 참석

2. 흡수선량측정

(a) TG-21또는 TG-51을 이용하여 선형가속기 광자선 교정

(b) SSD와 SAD 방식으로 코발트-60 선량 교정

(c) TG-21 또는 TG-51을 이용하여 전자에너지 검증 및 전자선 선량 교정

(d) TLD 보정 목적을 포함하여 TLD를 이용한 2가지 임상측정

(e) 방사선용 필름을 이용하여 전자선의 편평도와 대칭도, 깊이에 따른 선량

분포를 측정

3. 방사선기기: 기계적 품질관리의 수행

4. 광자선: 기본적인 선량 기술 용어

(a) GTV와 CTV, PTV, 중요 장기의 정의

(b) PDD와 TMR의 직접적인 측정수행. PDD자료로부터 TMR을 계산하여

측정치와 비교

(c) 임상 사례를 통하여 MU에 따른 치료 시간 계산

(d) 선형가속기 출력인자(Output factor)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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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MR로 부터 SAR(또는 SMR) 계산

(f) 맨틀(Mantle) 조사면 조사를 포함하는 3개의 불규칙 조사면에 대해 수

기와 컴퓨터로 각각 계산

(g) 회전빔의 평균 TMR을 수기와 컴퓨터로 각각 계산

5. 광자선: 선량 모델링, 외부방사선치료와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6. 광자선: 환자 적용, 외부방사선치료와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7. 전자선치료

(a) 환자모의치료에서 차폐물 자르기, 치료계획, 치료빔 조사, 환자 품질관리

까지에 이르는 전체적인 환자치료 과정에 참여

(b) 외부방사선치료에 대한 선량 모델링

8. 소선원치료: 임상 참여 외에 추가로, 자국경부와 평면 삽입 경우에 대하여

수기와 컴퓨터를 각각 계산

9. 방사선방어: 빔 차단장치가 없는 경우 선형가속기 설치를 위해 요구되는 차

폐 값을 계산

10. 품질보증/품질관리

(a) 모든 방사성선원과 차폐물들에 대하여 주기적인 품질관리 수행

(b) 각종 방사선 빔(코발트, 선형가속기 광자선, 전자선, 표면/심부 모의치료

기)에 대한 1년 주기의 총체적이고 완전한 품질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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