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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방사선 흡수선량 측정 시 이온함을 이용한 방식은 기온과 기압 변화에 따라 전리량 발생 차이에 따른 부정

확한 방사선량이 측정된다. 따라서 이온함을 이용한 방사선 흡수선량 측정 시 기준대기상태 조건과 차이에 따

른 기온, 기압 측정 후 대기보정계수 산출을 통한 방사선 흡수선량 보정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시

간 기온과 기압 측정 후 대기보정계수 산출이 가능한 대기보정계수 산출 장치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과 결과
마이크로컨트롤러와 기온, 기압센서를 이용하여 대기보정계수 산출 장치를 제작하였다. 측정된 자료는 마

이크로컨트롤러와 컴퓨터간 시리얼 통신을 통해 csv 파일로 획득하였다. 획득한 csv 파일 분석을 위해 엑셀 

마크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온, 기압, 대기보정계수를 측정 및 산출하고 각각 평균값과 그래프를 도출

하였다. 제작한 대기보정계수 산출 장치 성능평가를 위해 9곳의 기온과 기압을 측정하였으며, 동시에 대기보정

계수도 산출 하였다. 기온과 기압 측정단위는 각각 섭씨온도(degree of celsius, ℃)와 밀리미터 수은주

(millimeter of mercury, mmHg)로 측정되도록 프로그래밍하였다. 대기보정계수 산출 장치 정확도 측정을 위해 

디지털 기온계(C100, G. Lufft Mess- und Regeltechnik GmbH, Germany)와 디지털 기압계(C300, G. Lufft Mess- 

und Regeltechnik GmbH, Germany)를 이용하여 동시 측정을 진행하였다. 각 측정값 통계분석은 일표본 t-검정

을 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0.05로 하였다. 9곳의 기온 측정결과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각각 24.07±0.04, 

24.87±0.21, 24.12±0.07, 24.67±.011, 23.97±0.01, 24.96±0.01, 24.55±0.02, 24.24±0.07, 23.63±0.18 로 디지털 기온

계 측정값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기압 측정 결과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각각 752.34±0.03, 

752.23±0.03, 750.18±0.03, 752.37±0.03, 752.27±0.03, 752.26±0.03, 750.05±0.03, 750.12±0.03, 749.63±0.03로 디

지털 기압계 측정값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3. 고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기보정계수 산출 장치는 기존 기온계와 기압계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장치의 

기본 개념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는 방사선 흡수선량 측정 시 업무능률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대기보정계수 산출 오류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에 안전하고 정확한 방사선 이용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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