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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시 용기의 크기에 따른 흡수선량 평가

곽동원
*
․문 민

*
․강 록

*
․이창열

†
․정동

*
․김정기

*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센터, 

†
방사선종양학과

E-mail: int04@nate.com

심어 : 감마선조사기, 흡수선량, 변환계수

 서  론

방사선생물학 실험에서 다양한 종류 및 크기의 용

기(시료)에 대한 감마선조사가 시행되지만, 선량에 대

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시료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

고 방사선을 조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공기커

마값을 그대로 흡수선량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어 

방사선생물학 조사시설에 대한 물리적 측면에서 흡수

선량의 품질관리는 중요하다.

물리적 측면에서 대상 시료의 흡수선량은 시료의 

크기와 형태에 의존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얇은 경우

에는 대부분 유사하지만 두꺼운 경우에는 지수함수적

인 감쇠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생물

학실험용 세슘 감마선조사기에 대하여 정확한 실험조

건의 구축을 위하여 크기 별로 시료에 대한 선량측정

을 수행하였다. 

 재료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기는 저선량 방사선연구용

으로 제작된 저선량조사기(GAMMA IRRADIATOR, 

CHIYODA TECHNOL CO., JAPAN) 이다. 이 조사

기는 약 10 Ci의 Cs-137 선원이 내장되어 있으며 

선원으로부터 3 m에서 공기커마율은 3.194 mGy/h 

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기에서 방출되는 Cs-137 

감마선에 대하여 방사선생물학 실험에서 사용되고 있

는 실제 용기를 사용하여 여러 크기와 형태에 대하여 

흡수선량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치들은 Fig. 1과 같다. 그림의 

좌측에 있는 것이 저선량조사기이며, 우측에 보이는 

것은 크기가 다른 비이커들과 소형 튜브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들이다. 

 Fig 1. 실험에 사용된 저선량조사기(왼쪽)와 용기들(오른쪽)

여기서 원통형 튜브는 용량 50 ㎖ (반경 15 mm)이

고, 비이커는 250 ㎖ (반경 35 mm), 600 ㎖ (반경 

45mm), 1000 ㎖ (반경 50mm)이다. 삼각 플라스크

의 용량은 250 ㎖, 500 ㎖, 1000 ㎖이다. 

  흡수선량의 측정은 시료에 물을 채우고 중심축에 

대하여 3개의 유리선량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여

기서 유리선량계의 모델은 GD302M(Asahi Technol 

Glass co., Japan) 이었으며 판독장치는 동일사에세 

제작한 모델 FDG-1000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물속 측정으로부터 구한 유리선량계

의 판독치를 다음과 같이 보정하여 물흡수선량을 결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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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질량 에너지 흡수계수이며,  


  과 같다. 그리고 A는 유리선량

계 홀더에 의한 감쇠를 보정하는 보정인자이며, 자료

에 의하면 A=0.996이다[1].

Fig 2. 실험에 사용된 용기들

 결과  고찰

  시료의 크기에 따른 물에 대한 흡수선량은, 예상한 

바와 같이 용기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CF=흡수선량변환계수“로 정의하여 공기커마율

에 대한 비로서 표현하였다(Table 1 및 Fig. 3).

 

CF
Tube 1.50 ㎖ 1.085

Beaker
250 ㎖ 1.068
500 ㎖ 1.020
1000 ㎖ 0.962

Flask
250 ㎖ 1.048
600 ㎖ 1.009
1000 ㎖ 0.952

Table. 1. Absorbed dose conversion factor (CF). 

  평가는 원통형 형태를 가지는 비이커에 대해서만 시

행하였는데, 용기 크기가 작을 때 CF 값은 반경=2.8 

cm에서 1.085 값을 보였으나, 반경=5 cm에서는 

0.962로 줄어들었다. 삼각 플라스크의 경우에는 위치

에 따라 선량이 다르지만 근사적으로 비이커 크기에 해

당하는 반경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3. Dose conversion factor as a function of 

radius of the beaker.

 결  론

   시료의 크기 및 형태에 따라 물의 흡수선량은 동일

한 공기커마 조건에서 명백하게 변화를 보였다. 본 연

구에서 구한 변환계수는 공기커마를 알고 있을 때 조사

용기의 크기에 따른 중심영역의 흡수선량을 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실험에 여러 용기가 사용된다면 

본 결과를 직접 사용시 각 용기의 단위시간당 흡수선량

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영역의 

선량을 근사적으로 용기속 시료 전체의 평균으로 가정

하였으나 반경이 큰 용기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평가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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