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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과 역에서의 직업에 관련된 위험(occupational haz-

ards)은 크게 마취 가스에의 장기적인 노출과 그에 따른 위

험, 감염, 약물 남용 그리고 방사선에의 노출 등으로 대별

된다. 이 중 방사선 노출은 형광 투시경(fluoroscopy) 등의 

상 장비 사용시와 중재적 신경 방사선학(interventional neu-

roradiology)적 시술 시 주변에 있게 됨으로써 마취의가 방

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 본 증례에

서와 같은 방사성 옥소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노출됨으로

써 발생하는 방사선 노출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아직까

지 유사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방사성 옥소(radioactive 

iodine, I-131)는 갑상선 조직에 선택적으로 흡수되고 조직 

내에서 베타선을 방출하여 파괴 효과를 가지는 성질 때문

에 갑상선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1948

년 Seidlin 등이2) 전이 갑상선 암의 치료를 위한 방사성 옥

소의 사용을 처음 보고하 고, 수술 후 잔여 암 조직이 있

거나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 방사성 옥소의 투여는 재발을 

감소시키고 생존율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를 한 이후로 갑상

선 암 환자에서의 방사성 옥소의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

다.3,4) 하지만 방사성 옥소를 투여 받은 환자에 의한 방사능 

오염의 문제가 대두되고 특히 최근에는 방사성 옥소를 투

여 받은 환자의 조기 퇴원 및 통원 치료가 이루어지면서 

병원 방사선 직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일반 의료진 

등도 환자로부터의 방사선 노출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저자들은 재발된 갑상선 암을 치료받기 위

해 방사선 옥소를 투여 받은 환자의 응급수술을 하는 과정

에서 의료진이 방사선에 노출되고 수술실이 방사능에 오염

되는 사례를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이를 보고하

는 바이다.

증      례

  키 171 cm, 체중 71 kg인 44세 남자 환자가 급격히 진행

되는 경부종창과 연하곤란을 주소로 오전 9시 경 본원 응

급실을 방문하 다. 환자는 2년 전 갑상선 암으로 우측 갑

상선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최근에 갑상선 암 재발이 발견

되어 내원 2일 전 본원에 입원하여 방사성 옥소 캡슐(150 

mCi = 5,550 MBq)을 섭취한 뒤 내원 1일 전 오전에 퇴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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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내원 당시의 응급실에서의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

사 결과에서는 특이한 소견이 없었다. 경부 방사선 촬 과 

경부 전산화 단층 촬 에서 인두 뒤 공간에 혈종으로 의심

되는 다량의 체액이 고여있고, 좌측 하악하 공간과 좌측 후

경부 공간의 연조직 종창으로 인한 기관의 심한 우측 편위 

소견이 발견되었다. 이에 응급 기관 절개술 및 혈종 제거 

수술이 계획되었다. 오후 4시경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한 후 

혈압, 심전도, 맥박 산소 포화도를 감시하며 각성하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 다. 곧 이어 기관 절개술이 시행되었으며 

이후 경부공간을 조사한 결과 혈종이나 농양은 발견되지 

않았고 심한 조직의 부종과 고여있는 장액이 발견되어 이

를 제거한 뒤 배액관을 거치하고 저녁 7시 30분경 수술을 

종료하 다. 총 마취시간은 3시간 30분이었다. 환자는 회복

실에 도착한 후 2시간의 경과 관찰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병실로 이송되었다. 수술 종료시 수술 중 사용한 물품을 모

아 수술방 안에 그대로 방치한 채 해당 수술방을 폐쇄하

고 원내 방사선 안전 관리 위원회에 연락하 다. 수술 종료 

후 2시간 경 수술방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

다. 표면 오염도 측정기(Contamat FHT 111M, Thermo, USA)

를 이용하여 10 cm의 거리에서 측정한 결과 수술대 주변의 

표면 방사능 오염도는 10 cm의 거리에서 0.97-0.98 Bq/cm2

고 수술실 내부는 전체적으로 유의할 만한 오염은 보이

지 않았다. 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주요 설비와 환자의 수

술에 따른 부산물에 대한 표면 방사능 오염도의 측정 결과, 

린넨류 재활용품을 담은 자루 2개에서는 각각 25.7 Bq/cm2

와 11.0 Bq/cm2, 잡고체(거즈, 주사기, 앰플, 비닐, 고무장갑, 

포장 종이, 적출물, 수술 중 사용한 식염수 등을 포함)에서

는 10.2 Bq/cm2, 수술 기구는 1.76 Bq/cm2, 흡입기 튜브와 병

은 1.21 Bq/cm2 등으로 측정되었다. 그 외 마취 및 감시 장

비, 흡입장비, 수술 관련 장비 등에서는 유의할 만한 방사

능 오염은 측정되지 않았다. 병실로 이송되기 직전 환자 주

변에서 서베이미터(Model 290, Victoreen, Austria)로 측정한 

조사선량율이 환자의 옆쪽, 목으로부터 1 m 거리에서는 

3.51 mR/h 다. 환자의 적출물은 모두 수거되어 방사능 처

리반에서 처리하 으며 수술방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재조

사와 피폭의 우려 때문에 다음날까지 폐쇄하 고, 술후 2일

이 되는 날부터 개방하 다. 한편 수술 당일 참가했던 의료

진에 대해서는 방사능 피폭량 계산과 함께 수술 다음 날 

및 1주일 후 일반 혈액 검사를 시행하 고, 검사 결과 유의

할 만한 수준의 혈액학적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 다.

고      찰

  방사성 옥소(I-131)를 투여하여 갑상선 암을 치료하는 경

우 일반인이 받는 피폭량을 선량 한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

해 환자를 일정기간 동안 격리하여 입원시킨다. 격리의 근

거는 과학기술부 고시의 방사선량 등을 정하는 기준의 포

괄적인 규제(일반인의 선량한도 연간 1 mSv)를 따르며 미

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에서 발행한 지침서(Regulatory Guide 8.39 Release of patients 

administered radioactive materials)의 계산 방법에 따라 각 병

원마다 자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과거 NRC의 지

침서는 생물학적 반감기를 무시하고 물리적인 반감기만을 

고려한 방법으로 기준을 정하 다. 그러나 격리 시설의 부

족과 생물학적 반감기를 고려하면 격리 필요기간이 더 짧

으므로 1997년 4월에 지침서를 개정하여 환자마다 개별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 다. 이에 따르면 환자

에게 노출된 개인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유효선량당량

(total effective dose equivalent, TEDE)이 5 mSv (500 mrem)

가 넘지 않을 경우 환자의 퇴원이 가능하고, TEDE가 1 

mSv (100 mrem)가 넘을 경우 타인이 받을 수 있는 TEDE를 

가능한 낮게(as low as resonably achievable, ALARA) 유지하

기 위해 문서화된 교육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5) 또한 NRC

에서 명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국립방사선방호학회

(National Council on Radiation Protection and Measurements, 

NCRP)의 코호트 연구에 의해 추천되는 최대허용유효선량당

량(maximal permissible effective dose eqivalents, MPEDEs)은 

환자의 가족 구성원에서 5 mSv이고 일반인, 소아, 임산부에

서 1 mSv이다.6) 이에 본원에서는 현재 개정된 지침서에 따

라 150 mCi의 방사성 옥소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의사항을 교육시킨 뒤 조기퇴원을 시

행하고 있다. 본 병원의 지침에서는 환자를 최소 12시간을 

병실에서 격리시키고 퇴원직전 소변을 보게 한 뒤 개정된 

지침서에 따라 계산한 TEDE가 1 mSv 이하이고 1 m의 거

리에서 조사선량을 측정하여 15 mR/h (NRC 권고 기준은 7 

mR/h) 이하가 되는 경우에 퇴원시키고 있다. 환자에게 제공

하는 교육에는 첫 2일간 타인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고 

개인 화장실을 쓸 것, 퇴원 첫날 밤은 방에서 혼자 자고 대

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말 것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증례에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 을 당시 방사성 옥

소 치료를 하 다는 사실을 응급실의 의료진 및 모든 진료 

과정에 참여한 의료진들은 알고 있었지만 방사선 노출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 고 일반 환자와 다름없이 대하 다.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

술 전반에 걸쳐 아무런 방호구나 조사선량의 감시가 없었

고 다른 의료진에 비해 환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

며 일반 의료진이 환자로부터 특정 거리에 있을 확률

(occupancy factor)이 낮은 데 반해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

은 수술 동안 이 확률이 거의 1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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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C의 지침서에 따를 경우, I-131을 투여한 후 t시간까지

의 유효선량당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t) = 34.6ΓQ0TE(1 - e
-0.693t/Tp) / r2 (공식 1)

  D (t) = t 시간(d)까지 축적된 선량(R)

  34.6 = 붕괴시간 총 적분값(1.44)의 24 h/d 시간으로의 전

환상수

  Γ = 한 점 선원으로부터의 조사선량율상수(exposure rate 

constant), 2.2 R/mCi × h at 1 cm

  0 = 시작 시점에서의 초기 방사성 물질량(mCi)

  T = 반감기(d)

  Tp = 물리적 반감기(d)

  E = 특정 거리에 있을 확률(occupancy factor)

  r = 환자로부터의 거리(cm)

  갑상선의 방사성 옥소 섭취를 2성분 모델(2 compartment 

model)로 생각하게 되면 Table 1과 같은 섭취분율과 생물학

적 반감기가 사용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방사성 옥소가 

위장관에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시간과 방광 내의 저류 때

문에 실제보다 선량이 과소평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8시

간 내에 몸에서 배출되는 약 80%의 방사성 옥소에 대해서 

물리적 반감기를 적용한다. 이와 같이 계산한 유효선량당량

은 다음과 같다.

  D(t) = 34.6ΓQ0[E1Tp(0.8)(1 - e-0.693(0.33)/Tp) + E2F1T1eff(1 

- e-0.693(t)/Tp) + E2F2T2eff(1 - e
-0.693(t)/Tp)] / r2

(공식 2)

  (단 t ＞ 0.33 d이어야 함)

  E1 = 첫 8시간 동안의 occupancy factor

  E2 = 8시간 이후의 occupancy factor

  F1 = 비갑상선 조직의 섭취분율

  F2 = 갑상선 조직의 섭취분율

  T1eff = 비갑상선 조직의 생물학적 반감기(0.32 d)

  T2eff = 갑상선 조직의 생물학적 반감기(7.3 d: 갑상선 절

제 후)

  본 증례에서 환자는 과거에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 받았

고, 마취 시작 48시간 전에 150 mCi의 방사성 옥소 캡슐을 

복용하 기 때문에 당시 외과의, 마취의, 간호사 등의 수술

장내 위치와 머문 시간에 대해 공식 2를 이용하여 피폭량

을 계산하면 Fig. 1과 같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 특히 

가까이에서 장시간 수술을 시행한 외과의의 경우 예상되는 

유효선량당량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정되어 있는 일반인

의 연간선량한도인 1 mSv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물론 계

산된 유효선량당량은 실제 피폭량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 

Fig. 1. Expected exposure doses considering the distance from the patient and residence time in operating room. Expected exposure doses are 

calculated via the equation in the text: D(t) = 34.6ΓQ0[E1Tp(0.8)(1 - e-0.693(0.33)/Tp) + E2F1T1eff(1 - e-0.693(t)/Tp) + E2F2T2eff(1 - e-0.693(t)/Tp)] 

/ r2. The surgeons 2, 3 and 4 stay for the longest time with the nearest distance and the radiation exposure is actually near the recommended 

limit of yearly exposure in spite of short surgery time. A: anesthesiologist, N: nurse, S: surgeon.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Distance  Residence Expected exposure

Personnel
 (cm)  time (hr) dose (mSv)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1, A2  30 2 0.51

A3 100  3.5 0.08

S1  30 1 0.25

S2, S3, S4  30  3.5 0.89

N  60 3 0.1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1. Uptake Fractions and Effective Half-Lives for Iodine-131 
Treatments (U.S. NRC 1996)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Parameter  Hyperthyroidism  Post-thyroidectomy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trathyroidal F1  0.20  0.95

 tissue T1eff (day)  0.32  0.32

Thyroidal F2  0.80  0.05

 tissue T2eff (day) 5.2 7.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F: uptake fraction, Teff: effective half-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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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개 방사성 옥소를 투여하고 

바로 측정한 초기 조사선량율이 계산에서 사용한 값보다 

작다는 점이다. NRC의 지침서에 따라 공식 2에서는 초기 

조사선량율상수 2.2 R/mCi × h at 1 cm를 사용하 는데 실

제 측정한 조사선량율은 이보다 더 작다.7,8) Leslie 등은7) 특

히 환자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측정값이 계산값보다 더 

작아져서 0.38 m의 거리에서 24%밖에 안 된다고 보고하

다. 둘째로 공기 중에서 측정되거나 계산된 유효선량당량은 

피폭되는 개인의 조직에 의해 약화되는 효과를 무시하 기 

때문에 유효선량당량을 과대평가 할 수 있는데, 1 m 거리

에서의 유효선량당량이 계산된 값의 62%에 불과하다는 보

고도 있다.9) 셋째로 공식 2에서는 Table 1과 같은 유효반감

기를 사용하 다. 그러나 실제 측정된 조사선량율로 구한 

유효반감기는 갑상선 암 환자에서 매우 다양하며 투여 초

기에는 문헌에서 널리 쓰이는 값보다 더 길다는 보고가 있

다.10) 넷째로 이 환자의 경우 갑상선 전 절제술이 아닌 우

측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 받았기 때문에 비 갑상선 조직에 

비해 생물학적 반감기가 긴 갑상선 조직의 방사성 옥소 섭

취분율이 계산에 사용한 0.05보다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된

다. 이상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실제 의료진이 피폭된 선

량과 계산된 선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본 증례

와 같은 상황에서 필름뱃지나 개인 피폭 선량계로 직접 선

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지만 방사선 노출 위험

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본 증례에서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

고, 보다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초기 조사선량율 측정

이나 방사성 옥소 투여 전 갑상선 조직의 옥소 섭취율 검

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향후 본 증례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수술 준비 과정에

서부터 방사선 방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방호는 피폭 시간, 선원으로부터의 

거리, 차폐, 선량 감시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만 수술에 참여하고 산모나 임

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제외하여야 한다. 

Barber 등은11) 태아의 경우 임신 10주까지는 피폭량이 적지

만 그 이후부터 태아 갑상선 조직의 피폭량이 급격히 높아

지므로 방사선 노출에 주의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수

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전용 수술복 및 실내화와 납치마, 

납안경, 보호장갑 등의 방호용품을 착용하여야 하는데, 이

는 감마선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약화시킨

다. 또 필름뱃지나 휴대용 개인 피폭 선량계를 패용하여 수

술 중이나 후에 피폭선량을 측정 또는 계산하여야 한다. 환

자의 타액, 분비물, 소변, 혈액 등에도 방사성 옥소가 포함

되어 있으므로 마취의의 경우 기관 내 삽관, 동․정맥 캐뉼

라 삽관 등의 술기 시행 즉시 사용한 직접 후두경, 카테터, 

장갑 등의 모든 물품을 모아서 일정거리 이상에 두고 술후

에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능한 마취유도는 신속하게 하

고 마취유지 시에는 가능한 멀리 위치하고 환자와 마취의 

사이에 투명한 납유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일정 거리를 유지

하기 힘든 외과의의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종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술 시간이 길어질 경우 대체 인

력을 투입하여 개인의 피폭선량을 줄여야 한다. 또한 회복

실에서도 의료진들은 방호구 착용, 일정 거리 유지, 환자의 

분비물 관리에 유념하여야 한다. 수술 물품 소독이나 수술

방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각 병원마다 정해진 방사성 

물질 취급 규정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술방은 환자의 분비

물이나 혈액, 호흡에 의해 오염되기 때문에 정규 수술인 경

우 마지막 수술로 하여 방사능 오염도가 허용치 이하로 떨

어질 수 있도록 다음 수술까지의 시간적 거리를 두어야 한

다.

  본 증례에서와 같이 방사성 옥소 치료 도중 다른 원인으

로 응급수술을 받게 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되지

만, 이미 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투석을 하는 환자에서의 

방사성 옥소 치료와12) 방사성 옥소 치료 도중의 치과적 치

료에 대한 증례가13) 보고된 바 있으며, 방사성 옥소 치료를 

받게 될 환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유

사한 증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본 증례에서 환자는 방사성 옥소 투여 후 비정규시간에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여 응급으로 수술이 진행되었고, 방사

성 핵종을 이용한 치료에 대한 이해 부족과 증례 자체의 

희귀성, 핵의학과와의 교류 부족 등으로 인해 수술 전후로 

방사선 방호를 전혀 하지 못하 다. 또 직접 후두경 및 기

도 유지기 등 환자에게 사용된 물품 일부가 뒤늦게 방사성 

오염물로 추가되거나 병에 들어 있던 흡입액이 일반 개수

구로 버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 다. 그리고 수술 후 수

술방에서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유의한 방사능 오

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 조사 및 방사능 오염에 대한 평가 등이 

늦어지면서 불필요하게 수술방을 오래 폐쇄하 다. 원자력

법에서 규정하는 허용 방사능 오염도 기준은 알파선을 방

출하지 않는 동위원소의 경우 4 Bq/cm2으로 그 이상인 경

우는 제염을 원칙으로 한다. 본 증례에서 수술방 내에서 측

정된 방사능 오염도는 수술기구나 환자의 부산물을 제외할 

경우 최고 0.98 Bq/cm2으로 허용치보다 낮았고, 기준치를 

넘는 경우에도 제염을 하고 다시 측정하여 기준치 이하의 

값이 나올 경우에는 수술방을 폐쇄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2

일 동안 폐쇄하여 정규 수술의 지연과 수술실 가동률을 떨

어뜨리는 등의 손실을 가져왔다.

  본 증례에서 피폭된 의료진들에 대해 일반 혈액 검사가 

시행되었는데, 급성 방사선 노출의 경우 혈액학적 변화가 

감지되려면 흡수선량이 최소한 0.5 Gy (등가선량으로는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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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이상이 되어야 하는데14) 이는 가장 많이 피폭된 외과의

가 예상유효선량당량이 0.89 mSv임을 감안하면 불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방사선의 인체에 대한 향은 일반적으로 

결정적 향과 확률적 향으로 나뉘는데, 결정적 향의 

측면에서 볼 때 방사선에 가장 민감한 남성 생식세포의 경

우 1회 급성 피폭시 0.15 Gy 정도가 문턱선량이 되므로 그 

이하의 흡수선량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백혈병

을 포함한 암과 유전자 결함으로 집약되는 확률적 향은 

정해진 문턱 선량이 없고 선량에 비례하여 발생확률이 증

가하므로 가능한 피폭량을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번 증

례에서 피폭량은 1 mSv도 되지 않는 적은 양이지만 평소에 

방사선 상 장비 이용이나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 등으

로 자주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의료진의 경우 필름뱃지나 

개인 피폭 선량계 등으로 연간 피폭량을 측정하여 연간 한

도를 넘을 경우, 방사선 노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끝으로 본 증례를 계기로 향후 방사성 핵종을 이용한 치

료를 받는 환자의 응급 상황 및 응급 수술 그리고 술후 처

리에 관한 대처 지침이 마련되어 방사선 노출에 의한 위험

을 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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