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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방사선안 은 방사선측정을 통해 리되고 평

가되며 이들 방사선측정결과는 다시 방사선정

책으로 피드백 된다. 방사선측정은 방사선표 에 

한 소 성(traceability)을 확보함으로써 신뢰

성을 갖출 수 있다.

 한국표 과학연구원은 국가표 기본법에서 정한 

국가표 표기 으로 방사선방호를 한 일차

표 [1]을 개발 보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 과학연구원이 국가표  

보 을 해 운 하고 있는 
137
Cs 조사장치의 

교정결과를 제시하 다.

 재료  방법

 한국표 과학연구원은 보건물리용 137Cs 공기

커마 국가표 을 국내에 공 하기 하여 총 3

기의 조사장치를 운 하고 있다. 조사장치 내

에는 5개의 137Cs 선원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들의 명목 방사능은 각각 78.1 TBq, 4.81 TBq, 

185 GBq, 37 GBq  1.85 GBq 이다. 

 조사장치를 교정하기 해서는 137Cs 감마선

장의 세기에 따라 여러 가지 크기의 리함을 

이용해야하므로 
137
Cs 감마선장 교정에 필요한 

리함을 선정하고 이 리함을 먼  교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형 공동 리함을 이용

하여 
137
Cs 감마선 조사장치를 교정하 다. 이

들 구형 공동 리함의 부피는 크기에 따라 3.6 

cm
3
 ∼ 16 l 정도이고 교정인자가 가진 확장불

확도(k = 2)는 0.41 ∼ 1.0 % 이었다. 

 보건물리용 Cs-137 감마선 국가표  조사장

치에 한 방사선량율을 선원으로부터 거리의 

함수로 측정하 다. 측정 치는 리함의 심

과 일치시켰으며 리함의 심은 30 µm의 불

확도 내에서 확인하 다.

 습도, 온도  기압에 따른 공기 도 보정은 

물론, 리함지지 스탠드 산란, 후방산란, 이온

재결합, 비균질도 등 측정에 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을 고려하고 불확도를 평가하 다.

 결과  고찰

 측정된 공기커마율의 범 는 2011년 1월 1일 

재, 78.1 TBq 일차표  조사장치에 해 

810.45 ～ 72.33 mGy/h 이었고 4.81 TBq 조사

장치에 해서는 34.93 ～ 3.11 mGy/h로 측정

되었다. 신뢰수  95.45 % (k = 2)에서 공기커

마율의 측정불확도는 78.1 TBq 조사장치외 

4.81 TBq 조사장치에 해 각각 0.50 %  

0.61 %로 평가되었다. 

 185 GBq,  37 GBq  1.85 GBq 선원은 모두 

하나의 조사장치에 장착되어 있는데 2011년 1

월 1일 재, 이들의 공기커마율 범 는 185 

GBq,  37 GBq  1.85 GBq 선원에 해 각각 

11.19 ～ 0.301 mGy/h, 1,502 ～ 40.4 µGy, 

139.3 ～ 3.79 µGy/h로 측정되었다. 신뢰수  

95.45% (k = 2)에서 공기커마율의 측정 불확도

는 185 GBq, 37 GBq, 1.85 GBq 선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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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3 %, 1.4 %, 1.7 %로 평가되었다. 참고

로, 78.1 TBq 일차표  조사장치의 거리-공기

커마 교정결과와 1.85 GBq 조사장치의 교정결

과를 그림 1과 2에 표시하 다.

Fig.1. Distance-air kerma calibration 

result for KRISS 78.1 TBq irradiation 

system 

  

Fig.2. Distance-air kerma calibration 

result for KRISS 1.85 GBq irradiation 

system 

 결  론

 KRISS 조사장치의 거리-공기커마율의 상용 수가 

가지는 결정계수는 78.1 TBq와 4.81 TBq는 

1.000000 으로서 단히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

었고 직선성이 가장 떨어지는 1.85 GBq의 경우도 

상 계수가 0.999994 이상으로 우수한 수 이었다.

 아울러, 이번 연구를 통하여 측정 불확도도 

반 으로 향상시켜서 1.85 GBq 조사장치의 

경우 1% 정도 불확도가 개선되었다. 결론 으

로 보건물리용 KRISS 
137
Cs 공기커마 국가표  

조사장치는 세계 최고수 의 조사장치로 손색이 

없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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