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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공동 리함의 비균질도 보정인자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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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조사장치에 의해 형성되는 방사선장을 리함을 이

용하여 측정하는 경우, 정 한 측정을 해서는 리

류에 향을 주는 인자들을 고려해야한다. 이 인자

들은 리함 벽 효과, 비균질도, 이온 재결합, 스템 효

과, 습도, 온도, 기압 등이 있다. 특히,  함수로 정의

되는 공기커마나 흡수선량을 리함으로 정 하게 측

정하기 해서는 리함의 크기효과를 상쇄시켜주는 

비균질도 보정이 필수 이다.

  본 연구에서는 A4 구형 공동 리함의 비균질도 

보정인자를 측정하 다. 리 류  스탠드에서 산란

된 자에 의한 추가 기여분과 이온재결합에 의한 손

실분을 보정해 으로써 신뢰도가 높은 비균질도 보

정인자를 산출 하 다. 

 재료  방법

    조사장치로 형성된 감마선 장은 공간과 방향의 

함수로 정의되는 반면 이를 측정하는 리함은 일정

한 부피를 가지고 있다. 리함으로 측정한 응답을 이

용하여 측정 의 감마선 장을 기술하는 경우, 리함

의 부피 효과를 보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비균질도 보

정(non-uniformity correction)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표  
137
Cs 감마선 조사장치

(KRISS model F-type)와 A3(110) 리함을 이용하여 

직경이 43.66 mm인 Exradin A4(XP021342) 리함의 

일차표  
137
Cs 감마선 조사장치에 한 비균질도 보

정인자를 산출하 다.  

  A3 리함, A4 리함 각각의 리 류를 거리별

로 측정하여 A3 리함의 리 류를 기 으로 A4 

리함의 비균질도 보정인자를 산출하 다. KRISS 

일차표  리함의 비균질도 보정인자는 선원으로부

터 1.0 m 거리에서 1.0003 ± 0.0005 이고 A3 리함

은 일차표  리함보다 작으므로 선원으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에서 A3 리함의 비균질도 보정인자는 

1.0으로 설정하 고 비슷한 논리로 6.0 m에서 A4 

리함의 비균질도 보정인자를 1.0으로 가정하 다.

  

Fig. 1. Image for the measurement of 

stand scatter effect correction factor 

  리함 스탠드 산란 보정인자 한 선원에서 리

함 사이의 거리, 선원의 지오메트리에 의존하기 때문

에 거리별 측정을 해야 하고, 리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빔 크기에 리함을 제외한 스탠드가 포

함되기 때문에 스탠드에 의한 감마선의 산란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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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보정이 필요하다. 이에 리함과 리함 스탠드 

사이의 거리는 리함 크기를 변경하여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167.40 mm로 고정하여 측정하 다.  

  Fig. 1.은 스탠드 산란 보정인자 측정 모습이다. 보

정인자 산출 방법으로 리함 스탠드를 포함하여 측

정한 후, 스탠드를 포함하지 않고 측정한 류의 비를 

보정인자로 선택하 다.

  리함 내 공동에서 자에 의해 생성된 하는 손

실 없이 모두 수집되어야 한다. 하지만 감마선장의 강

도에 따라 생성된 하가 서로 재결합함으로 수집효

율이 하되어 실제 생성된 하보다 게 측정되는 

이온 재결합 손실이 발생한다. 이를 보정해 주는 것을 

이온 재결합 보정이라 한다. 이 보정인자는 Boutillon

의 연구를 토 로 실험하 다1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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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urrent ratio of ion recombination 

for A4 chamber 

  본 측정에서 이온재결합 보정 인자와 비균질도 보

정 인자는 78.1 TBq의 선원을 사용하 는데, 스탠드 

산란 보정 인자는 4.81 TBq의 선원을 선택하 다. 

4.81 TBq의 선원과 78.,1 TBq의 선원은 직경이 약 

10 cm로 빔 크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78.1 TBq 신 

4.81 TBq의 선원을 사용해도 향이 없을 것으로 

단하여 4.81 TBq의 선원을 선택해 측정하 다. 

  

 결과  고찰

Fig. 3. 는 거리에 따른 78.1 TBq의 선원에서 A4 

리함의 비균질도 보정인자를 나타낸 그래 이다. 곡

선 A는 비균질도 보정인자에 스탠드 산란 효과만 보

정한 값이고, 곡선 B는 이온 재결합만 보정, 곡선 C

는 스탠드 산란 효과와 이온 재결합을 모두 보정해  

비균질도 보정인자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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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urve of non-uniformity 

correction factor for A4 Chamber

 결  론

  A4 리함의 비균질도 보정인자에 스탠드 산란 효

과와 이온재결합을 고려하여 신뢰도가 높은 비균질도 

보정인자를 산출할 수 있었다. 산출된 비균질도 보정

인자의 최  불확도는 0.16% 이었다.

  비균질도 보정이 가장 큰 곳은 2.7 m의 치 고 

그 값은 0.9993 이었으나 측정 불확도를 감안하여 A4 

리함의 비균질도 보정인자는 2.7 m ∼ 6.0 m 사이

에서 1.0000 ± 0.0016 으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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