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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사선 사고 지역 및 제염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안전하고 신속한 제염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오염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 획득이 필요하다. 특히 방사선원의 정확한 위치와 분포 정보의 파악은 신속한 후속 조치 및 오염원 

제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방사선원의 위치와 분포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분포 탐지 장치를 사용한다. 방사선 분포 탐지 장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탐지 센서 부가 단일 센서로 

구성되며, 단일 센서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탐지 범위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선 오염 분포 영

상화 장치에 사용되는 단일 센서의 탐지 감도 제어를 위하여 보정 검출기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한적이었던 

선량률 탐지 범위를 향상하였다. 또한 감마선 조사 시험을 통해 방사선 분포 탐지 범위의 개선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o carry out safe and rapid decontamination in radiological accident areas, acquisition of various information on 
radiation sources is needed. In particular, to figure out the location and distribution of radiation sources is essential for 
rapid follow-up and removal of contaminants as well as minimizing worker damage. The radiation distribution detection 
device is used to obtain the position and distribution information of the radiation source. In the case of a radiation 
distribution detection device, a detection sensor unit is generally composed of a single sensor, and the detection range is 
limited due to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ingle sensor. We applied a calibration detector for controlling the 
detection sensitivity of a single sensor for radiation detection and improved the limited detection range of radiation dose 
rate. Also, gamma irradiation test confirmed the improvement of radiation distribution detection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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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하여 핵 안보 및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원전 내부와 주위 환경 

감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전 세계적으

로 수명을 다한 원전의 증가로 인해 노후 원전 해체 산

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영향으로 방사능 오

염원 제거 및 원전 해체에 대한 기반 기술로 방사능 오

염 물질 탐지에 대한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1-2]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방사선 

측정기를 통하여 선량률, 누적 선량 및 핵종 분석 데이터

를 통해 얻고 있다. 방사선 사고가 발생하거나 제염이 지

역 등 방사선 탐지가 필요한 환경은 일반적으로 매우 복

합적이고 열악한 환경으로 정확한 방사선 오염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지만, 오염원의 핵종, 방사선량률, 
방사선원의 분포 등 여러 데이터를 파악해야 한다.

방사선 사고 처리 및 원전 해체 작업에서 작업자의 피

해를 최소화하여 신속한 방사능 오염원 제거를 위해서

는 공간상에서 방사선 오염원의 정확한 위치 및 분포 정

보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방사

선 오염분포를 측정하는 방사선 영상화 기술이 개발되

었고, 최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3]
현재 개발된 방사선 분포 탐지 장치로는 스캔 형 방사

선 탐지장치, 다중센서를 통해 사진촬영 방식과 같이 영

상카메라를 통해 방사선 분포를 측정하는 영상 촬상 형 

방사선 영상화 장치, 컴프턴 산란을 통해 방사선원의 분

포 및 핵종 정보를 획득하는 컴프턴 카메라 등이 있다. 
이러한 방사선 분포 탐지 장치들은 공간분해능, 탐지 선

량률 범위, 탐지 시간 등에 있어서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4-6]
본 논문에서는 방사선원의 오염 분포를 탐지하고, 탐

지된 선원의 거리를 측정을 위한 스테레오 기반 방사선 

분포 탐지 장치를 대상으로 방사선 탐지 범위 개선을 위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단일 검출기로 구성된 방사선 탐

지 센서는 탐지범위가 제한되므로 사고 현장에서의 활

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중센

서를 통한 탐지범위를 확대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

이 구성된다. 제 Ⅱ장에서는 스테레오 기반 방사선 오염

분포 영상화 장치와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 장치가 탐

지범위가 벗어 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을 제시한다. 제 

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보정 검출기를 통하

여 스테레오 영상화 장치의 탐지범위 개선에 대해 기술

한다. 제 Ⅳ장에서는 감마선 조사 실험을 통해 제시한 

기법에 대해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방사선 오염분포 영상화 장치

2.1. 스테레오 기반 방사선 오염분포 영상화 장치

일반적으로 방사선 오염 분포를 영상화하는 장치로

는 단일 센서 기반의 팬/틸트를 활용하여 방사선원의 분

포를 탐지하는 장치 그리고 배열형 방사선 센서와 일반 

카메라를 통해 방사선을 탐지하고 영상화하는 이미지 

촬상 방식의 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

일 센서 기반의 방사선 분포 탐지 영상화 장치에 대한 

탐지범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단일 센서 기반의 방사선 영상화 장치는 

상대적으로 공간분해능이 높고, 방사선 오염분포뿐만 

아니라 스테레오 구조를 통해 3차원 공간상에서의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스테레오 기반 방사선 오염분포 

영상화 장치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1은 스테레오 기반 방사선 오염분포 영상화 장

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7-8]

Fig. 1 Configuration of the system for radioactive source 
detection

장치의 구성은 실사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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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방사선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Radiation detector
를 좌, 우로 배치하였으며 팬/틸트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두 개의 센서를 스테레오 구조로 구성하였다. 수평방향

과 수직 방향으로 팬/틸트를 동작시키며 Radiation 
detector를 통해 방사선 신호를 측정하여 위치값과 방사

선 신호를 매칭하여 방사선 분포를 측정하고, Vision 
camera를 통해 그림 2와 같이 각각의 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중첩하여 실제 공간에서의 방사선 분포를 그림 3
과 같이 획득하게 된다. 또한 팬/틸트를 통해 수직, 수평

방향을 각각 180° 회전하여 Radiation detector와 Vision 
camera의 위치를 교환하면 스테레오로 좌, 우 영상을 획

득할 수 있고, 스테레오 구조의 장치로부터 방사선원까

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감마선 탐지센서의 탐지범

위를 벗어 날 경우 선량률 및 분포 영상 생성이 정상적

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방사선 분포정보 뿐만 아니라 

거리정보에서도 오차를 발생시킨다.

Fig. 2 Result images: Radiation image(left), vision image 
(Right)

Fig. 3 Radiation contamination distribution imaging

2.2. 방사선 영상화 분포탐지 센서 특성 분석

스테레오 기반 방사선 오염분포 영상화 장치에서 방

사선원을 탐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은 방사선 탐지

부이다. 그림 4와 같이 방사선에 반응하여 빛을 발생시

키는 섬광체와 빛 신호를 탐지하기 위한 수광소자 (Photo 
multiplier tube; PMT)를 하우징으로 결합하고, 방향성

을 갖도록 콜리메이터 구조의 차폐체에 삽입하여 방사

선 탐지부를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단일 센서로 구성된 방사선 센서의 탐지 

선량률 대역은 최대선량률/최소선량률 기준으로 약 100
에서 10000 이다. 그림 5는 장치에 적용한 탐지센서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선형적인 탐지 범위를 나타낸다. 

(a) (b)

(c)

Fig. 4 Radiation detector part: (a) photo multiplier tube 
(b) NaI(Tl) scintillator (c) collimator & shield

Fig. 5 Dose rate range of radiation detector 

단일 방사선 센서를 통해 방사선 검출이 가능한 탐지 

범위는 센서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림 5와 같이 제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3, No. 12: 1535-1541, Dec. 2019

1538

한된 선량률 (Dose rate) 영역에서 선형적 측정이 가능

하다. 선량률이 낮을 경우 탐지가 되지 않아 측정되는 

펄스(Pulse counts)가 적고, 선량률이 높아질 경우 측정

되는 펄스의 분해능력에 따라 펄스 계수가 포화되거나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림 5의 결과를 통해 

해당 센서는 0.1mSv/h부터 약 100mSv/h 구간 내외에서 

선형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방사선원을 영상화할 수 있

는 센서로서 활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방사선 영상화 장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

사선 사고 시 낮은 방사선 선량률 구간뿐만 아니라 고 

선량률 구간에서의 탐지가 필수적이지만 기존 방사선 

탐지기의 경우 탐지 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정확한 방사

선 오염 분포를 영상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Ⅲ. 방사선 탐지센서의 탐지범위 개선

3.1. 방사선 탐지범위 개선용 보정 검출기

방사선 분포 탐지 센서의 탐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그림 6과 같이 탐지범위 개선을 위한 보정 검출기를 적

용하였다. 영상화 분포 센서와 동일한 거리에 보정 검출

기를 배치하게 된다면 검출기를 통해 탐지되는 선량률

은 동일한 값을 갖게 된다. 

Fig. 6 Configuration of calibration detector

그림 6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보정 검출기의 내부 구

조을 나타내고 있으며, 탐지 범위 확장을 위해 GM-Tube
를 통한 공간 선량률 측정 센서를 구성하였다. 참고로 

GM-Tube는 가스로 채워진 Tube에서 방사선에 의해 이

온화가 되고 출력부를 통해 전자가 방출되어 펄스를 생

성한다. 이러한 펄스 계수를 통해 방사선의 선량률을 측

정한다. 

Fig. 7 Low dose (0.01 – 10 mSv/h) rate detection for 
Calibration detector

Fig. 8 High dose (10 – 500 mSv/h) rate detection for 
calibration detector

보정 검출기의 정량적 탐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KOLAS 인증 감마선 조사시설을 통해 진행하였고, 저 

선량률과 고 선량률 구간의 탐지 결과를 그림 7과 그림 

8에서와 같이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림 7의 저 선량

률 구간에서 탐지할 수 있는 탐지대역은 약 0.01 – 10 
mSv/h 대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선형적 고 선량률 탐

지대역 (그림 8) 은 10 – 500 mSv/h 이다. 두 대역 모두 

감마선 조사에 따른 펄스 검출이 선형적임을 실험을 통

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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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정 검출기 적용을 통한 탐지 범위 개선 

방사선 분포 탐지 센서는 콜리메이터와 차폐체 내부

에 위치하므로 콜리메이터가 방사선원을 마주 볼 때 선

량률을 탐지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탐지센

서의 보정이 완료되면 기존 방사선 탐지기의 경우 탐지

대역이 제한된다. 본 연구에서는 탐지대역이 제한되어 

있는 방사선 탐지 분포 센서를 수광 소자인 PMT의 증폭

률 및 신호 측정 모듈에서의 파라미터 조정을 통해 선형

적인 탐지 구간을 능동적으로 제어하였다. 분포 탐지를 

진행하기 전 방사선원의 선량률을 보정 검출기로 탐지

하고 능동적으로 PMT의 Gain과 Threshold 변환을 통해 

방사선 분포 탐지를 진행한다면 탐지범위의 개선뿐만 

아니라 불확도가 높은 방사선 탐지 성능 개선에도 효과

가 있다. 
그림 9의 결과는 방사선 분포 탐지 센서의 감도를 제

어하는 파라미터인 Gain과 Threshold을 통해 각각의 고 

선량률 영역과 저 선량률 영역에 대한 선형적인 탐지 범

위를 나타낸 것이다. 보정 검출기로 검출된 선량률이 

100 mSv/h 이하이면 PMT의 Gain은 1800 V, 신호 측정 

모듈의 Threshold는 0.01로 설정하여 낮은 선량에서도 

PMT가 반응 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를 제어한다. 

Fig. 9 Characteristic of detection sensor sensitivity for 
radiation distribution detection

보정 검출기로 검출된 선량률이 100 mSv/h 이상이면 

PMT의 Gain은 1080 V, 신호 측정 모듈의 Threshold는 

0.02로 설정하여 PMT의 반응을 낮게 설정하였다. 그림 

5에서처럼 100 mSv/h 이상에서 포화 되지 않고 선형적

인 탐지 구간을 확보한다. 이러한 파라미터 제어는 앞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보정 검출기로 자동 변환할 수 있도

록 방사선 오염 분포 영상화 장치 소프트웨어에 적용하

였다.
그림 10은 방사선 오염분포 영상화 장치 제어 소프트

웨어이다. 주위 방사선을 탐지하는 방사선 검출기를 보

정 검출기로 활용하여 획득된 선량률 기준으로 방사선 

영상화 검출기의 PMT Gain 및 Threshold 파라미터를 

자동 조절하게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방사선 영상화 검

출기의 탐지 범위를 확장 하였다.

Fig. 10 Software of the system for radioactive source 
detection

방사선 분포 탐지 센서에 대한 파라미터 설정을 진행

하기 위해 보정 검출기의 선량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방

사선 분포 탐지센서의 측정을 진행하였다. 방사선 분포 

탐지 결과를 통한 선량률 값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방사선 분포 탐지 결과에서 방사선원 분포의 최

대 측정값과 보정 검출기 측정값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각각의 검출기가 갖는 불확도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Ⅳ. 성능 검증을 위한 감마선 조사 시험

4.1. 탐지 선량률 개선에 대한 감마선 조사 시험

앞서 제안한 보정 검출기와 방사선 분포 탐지 센서를 

이용하여 방사선 영상화 시 제한된 선량률 범위를 넘어

서는 탐지 구간에서의 정확한 선량률과 분포 영상을 확

인하기 위한 감마선 조사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감마선 

조사 시험은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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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림 11은 감마선 조사 시험을 위한 조사실 내부의 

모습과 방사선 탐지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사진이다. 보
정 검출기와 방사선 분포 탐지 센서를 탐지기 내부에 구

성하고 동일한 위치에 설치한 후 감마선(Cs-137)을 조

사하여 방사선 분포 탐지 시험을 진행하였다.

Fig. 11 Test configuration of gamma source (Cs-137) 
detection performance.

4.2. 감마선 조사 시험 결과

그림 12와 13은 각각 탐지 선량률 범위 개선 전/후의 

방사선 탐지 결과 영상을 나타낸다. 저 선량률 구간에서

는 동일한 영상 획득 및 선량률을 나타내지만, 그림 1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고 선량률 구간에서는 선량률이 높은 

영역에서 포화 또는 펄스의 감소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방사선원의 중심부에서 분포 영상의 오류(휘도가 감소

하는 현상)가 발생한다. 그림 13은 보정된 탐지 기법을 

사용한 결과로 중심부인 방사선원의 분포를 정확하게 나

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사선량률을 500 mSv/h
로 설정하였으나 보정 전의 측정 결과에서 중심부의 탐

지 선량률 값은 67,109 CPS로 약 130 mSv/h로 측정되었

다. 보정 후의 측정 결과에서는 24,790 CPS로 정확한 탐

지 선량률 500 mSv/h의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12 Test result without calibration at 500 mSv/h: 
Radiation image(left), Overlay image (right)

Fig. 13 Test result with calibration at 500 mSv/h : 
Radiation image(left), Overlay image (right)

탐지 감도 시험 결과를 통해 왜곡이 없는 분포 탐지 

영상을 획득하였으며 탐지 선량률 구간을 5배 이상 확

장할 수 있었다. 아울러 탐지 센서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선량률 구간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Ⅴ. 결 론

일반적인 방사선 분포 영상화 장치는 단일 센서로 구

성되며 방사선 선량률 탐지범위가 제한되었다. 이러한 

탐지범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사선 분포 측정 시 탐

지범위를 능동적으로 변환하여 탐지 구간을 개선할 수 

있는 보정 검출기 및 방사선 분포 탐지센서의 파라미터 

변환을 통해 탐지 구간을 개선하였다. 방사선원의 분포

를 탐지하고 영상화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는 스캔형 

방사선 검출기 뿐만 아니라 단일 센서를 통해 방사선을 

탐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량률의 탐지 범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탐지 시제에서는 약 5배의 탐지범위 확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탐지센서의 특성에 따라 그 이상의 탐지

범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방사

선 분포 영상화를 위한 탐지센서의 성능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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