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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량율 감마선 환경하에서의 카메라 관측성능

Monitoring Performance of Camera under the High Dose-rate Gamma 
Ra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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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the gamma ray irradiation test results of the CCD cameras are described. From the low 

dose-rate (2.11 Gy/h) to the high dose-rate (150 Gy/h) level, which is the same level when the hydrogen explosion was 

occurred in the 1~3 reactor unit of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the monitoring performance of the cameras owing 

to the speckles are evaluated. The numbers of speckles, generated by gamma ray irradiation, in the image of cameras 

are calculated by image processing technique. And the legibility of the sensor indicator (dosimeter) owing to the numbers 

of the speckles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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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 소의 1 ~ 3 호기 사고 원자로는 

2011년 12월 16일 기 으로 3 단계로 구성된 사고수습공정

에서 2 단계 공정목표를 달성하 으며, 지 은 3 단계인 폐

로를 한 비 공정에 진입하 다[1]. 1 단계 (2011. 4. 17 

~ 7.17)  2 단계 (2011. 7. 18 ~ 2011. 12. 16) 의 사고수습 

공정에서 원자로 건물 내의 환경정보를 악하기 해 미국

의 군사용 로  Packbot 과 일본의 재해 응 로  Quince 

시스템이 20 여회 이상 투입되었다[2]. Packbot  Quince 

로 은 원자로 건물 내의 환경정보를 악하기 해 카메라

를 주로 이용하 다. 로 에 카메라를 다수 탑재하여 원자

로 건물내에 설치된 계기 의 지시치를 독하거나, 는 화

면표시기능을 가진 계측센서 (감마선 선량계, 온도계, 습도

계) 를 로  본체에 부착하고 이를 카메라가 촬 하여 상

으로 독하 다. 일본의 Quince 로  시스템의 경우 로  

제어  환경계측에 6개 이상의 CCD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

다[3]. 

일본은 1999년에 발생한 JCO (우라늄 정련공장) 임계사

고 이후, 2000 ~ 2001년 기간에 원자력시설 사고시의 비상

응을 한 로  시스템들을 개발하 다[4]. 로  시스템에 

탑재되는 제어기  카메라에 해 내방사선 특성을 평가하

다. 10 Gy/h 의 감마선 선량율 환경에서 최  2 시간 작

업을 가정하고, 피폭선량 기 으로 20 Gy 이상에서 생

존성이 보증되는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다. 감마선 조사 시

험에 사용한 카메라들은 Sony 사의 일체형 Zoom Color 

CCD Block Camera 모듈 4개이다. 시험 결과에 의하면 평

균 으로 128 Gy 에서 Zoom 제어기능이 상실되었으며, 197 

Gy 에서 상 측기능이 상실되었다[5]. 

일본의 치바 공 는 지하시설의 재해 응용으로 개발한 

Quince 로  시스템을 설계 변경하여, 후쿠시마 제 1 원자

력발 소의 사고 원자로 건물에 투입하 다. 투입하기 에 

로  시스템에 탑재된 제어기, 센서  카메라에 하여 감

마선 조사시험을 통해 내방사선 특성을 평가하 다. 20 

Gy/h 선량율 환경에서 10시간, 피폭선량 기 으로 200 

Gy 조사하 다. 평가 결과 카메라는 169 Gy에서 측기능

이 상실되었다[6]. 

일반 으로 CCD 는 CMOS 상센서를 사용하는 카메

라는 감마선 피폭에 취약하다. 일정 선량율 이상의 감마선

에 노출되면 카메라의 측 상에는 백색반  (이하 

Speckle 로 기술) 들이 random 하게 생성된다. 이러한 

Speckle 들의 존재가 카메라의 측성능에 향을 주게 된

다.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 소 사고수습에 투입된 

Packbot 로  시스템은 원자로 격납용기 부근까지 근하여 

형 기기, 설비의 운반통로인 일(rail) 의 홈(conduit) 에 

고여있는 오염수 제거작업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 로 팔로 

부직포를 지하여 홈에 고여 있는 오염수를 닦아내고, 작업

원의 진입여부를 단하기 한 감마선 선량율을 측정하

다. (주)동경 력이 제공한 Packbot 로  시스템의 오염수 

제거작업 동 상을 분석한 결과 700 mSv/h 이상에서 감마

선에 의한 Speckle 들이 측되었으며, 선량율이 높을 수록 

Speckle 들이 많이 발생되어 격납용기 주변 구조물  설비

의 상황 악에 장애가 되고 있다[7].  한편 2012년 2월 27일

에 발표된 Quince 2호기 로 의 임무 수행을 담은 동 상에

서는 감마선 선량율이 200 mSv/h 부근의 측값을 나타낼 

때에 선량계의 지시치를 측하는 카메라 상에서 고선량 

감마선으로 인한 백색반 (speckle) 들이 측되었다. 측

된 Speckle 들의 개수가 어서 계기 (선랑계)의 지시치를 

독하는데 지장은 없었다[8]. 일본의 (주) Topy 공업이 개

발하여 (주) 동경 력에 제공한 Survey Runner 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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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 소 2호기 원자로 지하의 

Torus  실 조사 상에서는 100 mSv/h 선량율에서 Speckle 

들이 측되었다[9].  

한편,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 소 1 ~ 3 호기 원자로의 

노심용융에 이은 수소폭발 후 시 의 감마선 선량율 계측

자료(CAMS, containment atmospheric monioring system)

에 의하면 최  160 Sv/h 이상의 고선량율을 기록하고 있

다. 한, 2012년 3월 27일에 발표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

소 2호기의 격납용기 내부 선량 측정결과에 의하면 최  

73 Sv/h의 선량율을 기록하고 있다[10]. 격납용기 내부 벽면

에서 50 ~ 100 cm 거리에 치한 ８개 지 을 측정한 결

과、선량율은 31 ~ 73 Sv/h 분포를 나타내었다. 로 시스템

이 원자로 건물의 수소폭발과 같은 사고 방/방지와 

격납건물 내부의 환경 악  폐로 련 주요 작업을 해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160 Sv/h 이상의 고선량율 환경에서 

생존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측  로 제어에 사용되는 

CCD 상센서, CMOS 공정의 DSP, CPU, ASIC FPGA, 

RAM 자소자가 감마선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 소

자들의 생존성이 로  시스템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지 까

지의 카메라에 한 내방사선 특성 평가 련 연구에서는 감

마선의 피폭선량에 따른 카메라의 생존성을 주로 언

하고 있다[11]. 감마선에 의해 생성되는 Speckle 들에 의한 

카메라의 측성능 열화에 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

다. 사람이 근할 수 없는 고선량율의 방사능 오염구역인 

사고 원자로 주변에 로 시스템을 투입한다고 가정하면 투

입되는 지역의 감마선 선량율의 세기에 따라 로 에 탑재되

는 상 센서의 사양도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한다. 즉, 감

마선 선량율 환경에 따라 로 에 탑재되는 상 센서의 

합성을 단할 수 있는 성능지수 는 평가 지수와 같은 기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 소 1 ~ 3 호기 

원자로의 사고 수습에 투입된 Packbot, Quince 로  시스템

에 탑재된 카메라의 사례를 참조하여, 다양한 감마선 선량율 

환경에서 카메라의 생존성  측성능을 평가하 다. 로

이 원자로 건물에 진입하여 원자로 건물 내부의 주요 구조

물, 설비, 기기의 상태  주요 계기 을 원격 측할 경우

에는 고배율의  기능이 장착된 고해상도 카메라가 요구되

며, 반면에 원자로 건물내부의 환경정보를 악하기 해 로

 본체에 각종 센서 (감마선, 온도, 습도  가스 농도 계

측센서) 들을 부착하여 이들 센서의 지시치를 상 독하

는 경우에는 가의 범용 카메라가 사용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성능의 측 카메라는 Pan/Tilt/ 

Zoom 일체형 Color CCD Block Camera 모듈을 사용하고, 

범용 카메라는 Web Camera 를 모델로 하여 네 개의 2.11 

Gy/h, 3.4 Gy/h, 18 Gy/h  150 Gy/h 감마선 선량율 환경

에서 카메라의 측성능을 평가하 다. 그리고 감마선에 의

해 생성되는 Speckle 개수를 계산하고 측화면 크기와 비

교하 다. 이들 비교결과로 부터 측지수 (Monitoring 

Index) 개념을 제안한다.

 

2. Packbot 로  시스템 탑재 카메라의 상 분석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 소의 1 ~ 3 호기 원자로 사고를 

수습하기 해 로  시스템들이 투입되었다.  주로 미국의 

군사용 로 인 Packbot 이 가장 많이 투입되었으며 감마선 

선량율 기 에서 보면 상 으로 고선량 지역의 작업에 활

용되었다. 2011년 3월 12일 15:36 분과 3월 14일 11:01 분의 

1, 3 호기 원자로의 수소 폭발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시 인 

2011년 4월 17일에 원자로 3호기 투입을 시작으로 700 

mSv/h 이상의 고선량율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도 6 회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로 건물내부의 고선량 

환경에 투입된 Packbot 로  탑재 카메라시스템이 촬 한 

상의 특성을 분석한다. Packbot 로  시스템에 탑재된 

측카메라의 상을 분석한 결과 700 mSv/h 이상의 고선량 

지역을 측한 상에서는 감마선에 의한 Speckle 이 확인

되었다. 선량율이 높을 수록 Speckle 개수는 증가하 으며, 

배경이 어두울수록 Speckle 들이 두드러지게 측되었다. 

2011년 11월 14일에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 소 3 호기의 

격납용기 부근까지 Packbot 로 이 근하여 형기기  

설비의 이동 통로인 hatch rail 의 홈에 묻어 있는 슬러지

(오염수)를 부직포로 닦아내고 방사선 선량을 계측하 다. 

이와 련한 상을 그림 1에 나타낸다. 그림 1에서 선부

분으로 표시한 역내의 백색반  들이 감마선에 의한 

Speckle 이다. 그림 1의 좌측 상은 슬러지 제거 의 작업

화면이고 그림 1의 우측 상은 슬러지 제거후의 선량 계측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주) 동경 력이 제공한 그림 1의 

상들은 Packbot 로  시스템에 탑재된 카메라의 디스 이 

상을 별도의 카메라로 촬 한 간  상이므로 감마선 피

폭에 따른 Speckle 들의 존재를 제한 으로 단할 수 있었

다. 로 에 탑재된 선량계의 지시치를 독하여 측 상

의 Speckle 과 선량율 사이의 계를 악할 수 있다. 

Packbot 로  시스템의 측 상으로부터 배경이 어두울 

경우에는 Speckle 이 지배 으로 나타나고, 상 으로 작업 

환경의 배경이 밝은 경우에는 Speckle 들의 존재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Packbot 로 에 의한 격납용기 기기 hatch rail 의 슬

러지 제거작업 상

Fig. 1 Sludge removal in the PCV (plant containment 

vessel) equipment hatch rail area by Packbot robo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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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마선 조사실험  결과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 소 1 ~ 3호기 원자로의 사고수

습에 투입된 Packbot  Quince 로  시스템의 측 상과 

수소폭발 후 시 의 감마선 선량율을 기 으로 2 가지 측

면에서 감마선 조사실험을 수행하 다. 첫째, 선량계를 비롯

한 계기  패 의 상 독과 Quince 로  시스템과 같이 

로  구동부(crawler & flipper) 의 동작  로  제어용 통

신 이블 reel 의 상태감시에는 각의 시야를 갖는 고정 

즈를 장착한 카메라로도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가의 

상용 CCD 카메라를 상으로 하 다. 그리고 원자로 건물 

내부의 주요 구조물, 설비, 기기의 검사, 주변 환경 악  

로 의 주행에는 고배율  기능을 갖는 고성능 카메라가 

요구된다는 가정하에 Pan/Tilt/Zoom 일체형의 고성능 Color 

CCD 카메라를 상으로 선정하 다. 가 모델의 상용 

CCD/CMOS Camera 의 경우에는 고선량율 환경에서의 계

측기 계기 의 문자 독능력에 을 맞추었으며, 고성능 

칼라 카메라의 경우에는 고선량율 환경하에서의 카메라의 

주요기능 (Pan/Tilt/Zoom) 의 동작성능과 측 성능을 주로 

평가하 다. 이러한 평가에는 Munsell 의 Mini Colorchecker 

(24 Color) 보드를 이용하여 색상분해능을 평가하고, 미 공군

의 USAF 1951 Resolution Chart (분해능 차트) 를 이용하여 

상의 왜곡  라인 분해능을 평가하고, 원자로 구조물 VT 

(Visual Test) 검사에 사용되는 Visual Acuity Test 

Character (VT-1  VT-2) 의 독가능성을 평가하 다. 

이를 한 실험 구성도의 한 를 그림 2에 나타낸다. 

그림 2 고선량 감마선환경에서의 CCD/CMOS 카메라의 온

라인 측성능 평가 구성도

Fig. 2 On-line monitoring performance evaluation setup of 

CCD/CMOS camera under high dose-rate gamma 

ray irradiation environment

그림 3과 표 1에 여러 가지 카메라 모델들을 이용한 감마

선 조사실험 장면과 구체 인 사양을 나타낸다. 표 1에서  

칼라 CCD/CMOS 카메라의 경우에는 색상 독능력을 평가

하기 해 24개 칼라 색상의 Munsell 칼라패턴을 사용하

으며, 흑백 CCD 카메라의 경우에는 Visual Acuity Test 

Pattern 을 사용하여 분해능을 평가하고자 하 다. 

그림 3 여러 가지 CCD/CMOS 카메라 모델들에 한 감마

선 조사실험 구성

Fig. 3 Experimental setup for gamma ray irradiation test of 

various CCD/CMOS cameras

No Camera Type Note

1 CCD, B/W Board   

2 CCD, Color Pin Hole

Sensor Head and Signal 

Processing Unit are 

separated each other.

3 CCD, Color Cylinder 20mm diameter. 

4 CCD, B/W Board   　

5 CCD, Color Cylinder Off-Line / Power Off

6 CMOS, Color
Black Box 

for Car

Images are stored in SD 

Memory Device

7
Resolution 

Target
Character VT-1 & VT-2 Class

8
Resolution

Target
Color

Munsell 24 Color Checker 

Board

표 1 고선량율 (150 Gy/h) 감마선 조사에 사용된 

CCD/CMOS 카메라 

Table 1 CCD/CMOS cameras under high dose-rate (150 

Gy/h) gamma ray irradiation

그림 3에서 오른쪽에 치한 감마선 선원으로부터 19.2 

cm 에 단일 B/D 타입의 흑백 카메라를 치시켜 150 Gy/h 

의 고선량율의 감마선이 조사되도록 하 다. B/D 타입의 카

메라는 C-마운트 즈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즈 부착

에 의한 무게 심을 잡아주고, B/D 체 면에 해 균일한 

피폭이 되도록 한 하우징을 설계 제작하 다. 나머지 5

개의 CCD/CMOS 카메라 들도 150 Gy/h 의 선량율로 피폭

되도록 원통형 기둥인 감마선 선원의 원주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에 치시켰다. 칼라  흑백 CCD 카메라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타입의 NTSC/RS-170 상신호가 출력되기 때문

에, 이를 스 칭하여 하나의 상신호가 제어실의 컴퓨터에 

달되도록 하 다. 이때 각 채 의 스 칭 주기는 10 로 

설정하 다. 실험에 사용한 칼라 CMOS 카메라는 차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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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Box 에 사용되는 카메라로 SD 메모리 카드에 상이 

장된다. 감마선 조사후에 메모리 카드에 장된 상을 

독하여 CMOS 카메라의 성능을 평가하 다. 감마선 조사

시간은 JCO 비상 응로 과 Quince 로 시스템의 감마선 

조사실험에서 확인된 카메라의 생존시간을 참조하여 90분으

로 설정하 다. 즉, 피폭선량 기 으로 225 Gy (150 

Gy/h × 1.5 h) 조사하 다.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

선량 조사기간 동안 제어실에 치한 컴퓨터로 시간경과에 

따른 CCD 카메라들의 열화 특성을 온라인 측  장하

다. 그림 4, 5에 고선량 감마선 조사 후의 CCD/CMOS 

카메라의 측 상을 나타낸다. 그림 4, 5로부터 원통형 

(Cylinder) 타입의 칼라 CCD 카메라와 차량용 블랙박스용의 

칼라 CMOS 카메라의 경우 고선량율 감마선 피폭환경에서

는 칼라 표 능력이 상실됨을 알 수 있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 소 1~3호기 원자로의 노심용융  수소폭발에 이

르는 사고 시 까지의 감마선 선량율(160 Gy/h) 에 근

한 150 Gy/h 의 선량율 환경에서는 가의 상용 

CCD/CMOS 카메라는 고선량 감마선에 의한 speckle 들로 

인해 측 기능이 거의 상실됨을 알 수 있다. 한편, 1999년

에 일본 도카이무라의 우라늄 정련공장(JCO)에서 발생한 임

계사고로 원자력 비상 응 로 시스템의 필요성이 두되어 

2001년에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가 심이 되어 내방사선 

로 (RaBOT, radiation proof robot) 을 필요한 여러 의 

원자력 비상 응 로 시스템들을 개발하 다[10]. 이러한 로

 시스템에 사용된 카메라는 감마선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

정 한도로 정한 피폭선량을 과하면 센서/카메라를 교

체하는 개념으로 개발되었다. JCO 임계사고 응의 원자력 

비상 응 로 시스템에 사용된 CCD 카메라의 감마선 향 

평가는 10 Gy/h 선량율로 조사하 으며, 후쿠시마 원  사

고 응을 해 개발된 Quince 로  시스템에 탑재되는 카

메라의 경우 20 Gy/h 선량율로 카메라의 생존성을 평가하

다.  본 논문에서는 JCO  임계사고 응 비상 응로 과 

Quince 로  시스템의 측용 카메라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고성능의 CCD 카메라 모듈의 원자력 사고 생존

성을 평가하기 해 150 Gy/h 의 고선량율 환경에서 생존

성  측 성능을 평가하 다. 실험에 사용한 CCD 카메라

는 pan/tilt/zoom 일체형의 고성능 카메라이다. 그림 6의 좌

측은 감마선 조사 의 실험실에서 카메라의 pan/tilt  

을 원격제어하여 측 FOV 내에 Munsell 24 Color checker 

board 의 칼라패턴과 Visual Acuity Test (원자로 시설의 

VT 검사에 사용되는 VT-1 & VT-2 class 의 문자) 패턴이 

자세히 보이도록 하여 색분해능과 문자 독능력을 평가하

다.  고성능 카메라와 분해능 표 과의 거리는 1m 내외로 

하 다. 감마선 조사 의 경우 VT-2 Class 의 문자는 용이

하게 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의 우측은 150 

Gy/h 의 고선량 감마선 조사 의 카메라 측 상을 나타

내고 있다.  감마선 조사시 제어실에서 RS-232C 인터페이

스에 의한 원격제어에 의해 카메라의 pan/tilt/zoom 기능을 

조작하 다.  고성능 카메라는 그림 5에 나타낸 가형 

CCD/CMOS 카메라에 비해 색상 분해능이 일부 살아 있음

을 알 수 있다.  고성능 카메라는 자동 모드로 하여 

VT-Class 2 문자의 독능력을 평가하 다. 감마선 조사

에는 자동 모드에 의해 상이 선명히 맺힌채 변동이 없었

으나, 고선량 감마선 조사기간 에는 선명한 상이 맺혔다

가 바로 흐려(blurring) 져서 문자를 독하기 해서는 고

도의 집 력이 요함을 확인하 다. 

그림 4 고선량율 감마선 조사 의 CCD/CMOS 카메라의 온

라인 측 상

Fig. 4 On-line monitoring image of CCD/CMOS cameras 

before gamma ray irradiation

그림 5 고선량율 감마선 조사 의 CCD/CMOS 카메라의 온

라인 측 상 

Fig. 5 On-line monitoring image of CCD/CMOS cameras 

during gamma ray irradiation

그림 7은 후쿠시마 사고원 에 투입된 Packbot  

Quince 로  시스템의 감마선 선량계측 방법을 모사한 것이

다. 고선량율을 온라인으로 계측하는 선량계 신에 온/습도

계를 사용하여 온/습도계의 LCD 지시치를 CMOS Camera 

측 상으로 독한다. 그림 7(a)는 감마선 조사 의 상

이고, 7(b)와 7(c)는 감마선 선원이 조사 치로 올라올 때

의 측 상이다. 그림 7(d)는 조사 치에 정 치(선원으

로부터 1m 거리) 하 을 경우의 측 상이다. 그림 7(a), 

7(b)  7(c)와 같이 Speckle 개수가 을 경우에는 온/습도

계의 LCD 패 을 독할 수 있으나, 그림 7(d)처럼 고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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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에 의한 Speckle 개수가 무수히 많을 경우에는 온/습

도계 LCD 패 의 계측치 독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림 6 고선량 감마선 조사   조사기간 동안의 카메라 

측 특성

Fig. 6 Monitoring performance of CCD camera before and 

during high dose-rate gamma ray irradiation

그림 7 감마선 피폭환경하의 Web Camera 의 온/습도계 

LCD 패  측 상 (18 Gy/h)

Fig. 7 LCD panel monitoring image of thermo/hygrometer 

using WEB camera under gamma ray irradiation (18 

Gy/h) 

이와 같은 실험 결과로부터, CCD ( 는 CMOS 상센

서) 카메라를 로 에 탑재하여 후쿠시마 사고 원 과 같이 

고선량 감마선 구역의 주요 시설을 검  측하고자 할 

경우에는 카메라의 감마선에 생존성 평가도 주요한 고려 사

항이지만, 감마선에 의해 발생되는 Speckle 에 의한 카메라

의 측성능열화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림 7에 나타낸 선량

율은 후쿠시마 사고 원 에 투입하기 해 개발된 일본 

Quince 로 의 카메라 시스템의 감마선 향 평가시의 선량

율 (20 Gy/h) 을 참조하 다. 

4 측지수

감마선 선원은 지하 장조에서 감마선 차폐체에 의해 

폐되어 있다. 선원이 지하 장조에서 조사  치로 상승할

때 감마선 선원과 조사시편(CCD/CMOS 카메라)과의 거리

가 단축되므로 조사시편이 받는 감마선 세기는 거리의 제곱

에 반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는 CCD/CMOS 카메라의 측

상에는 감마선으로 인한 Speckle 들의 개수가 계속 증가

함을 의미하며, 감마선 선원이 조사 치에 자리잡으면 일정

한 분포를 보인다. 감마선 선원에 의해 방출되는 감마 에

지는 확률론 으로 랜덤하게 발생되므로, 측용 CCD / 

CMOS 카메라 상에는 frame 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차 상 (image subtraction) 처리를 이용하여 감

마선에 의해 발생되는 CCD/CMOS 카메라 상의 Speckle 

들의 개수를 추출하 다.  이를 식 (1)에 나타낸다.

              (1)

식 (1)에서 n 번째 이미지 임의 Speckle 개수는  

(n 번째) 이미지 임에서 이  (n-1 번째) 이미지 임

을 감산처리하면 감마선에 의한 Speckle 들만 추출된다.  이

를 그림 8에 나타낸다. 18 Gy/h 선량율 조건에서 CMOS 카

메라의 감마선 조사기간 동안의 Speckle 분포를 구한 결과

를 그림 9에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은 150 Gy/h 선량율 환

경에서의 pan/tilt/zoom 일체형 칼라 CCD 카메라의 Speckle 

발생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8 상처리기법을 이용한 Speckle 추출

Fig. 8 Speckle extraction using image processing technology

그림 9, 10에서 X 축은 감마선 조사기간 동안의 상 

임 번호를 나타내고 있고 Y축은 식(1) 을 이용하여 구한 

Speckle 개수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추출한 Speckle 들

의 개수를 계산하여, 이를 측화면 크기의 비율로 정의하는 

측지수 (Monitoring Index) 를 제안한다. 이를 식(2) 에 

나타낸다. 측 상의 체 화면크기에서 Speckle 들의 개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다. 감마선 선량율의 

세기에 따라 CCD/CMOS 카메라 상의 독특성을 측지

수로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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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고선량 감마선 조사기간 동안의 CMOS(Web) 카메라

의 Speckle 발생 분포

Fig. 9 Speckle profile of CMOS (Web) camera under high 

dose-rate gamma ray irradiation 

그림 10 고선량 감마선 조사기간 동안의 Pan/Tilt/Zoom 일체

형 칼라 CCD카메라의 Speckle 발생분포

Fig. 10 Speckle profile of pan/tilt/zoom color CCD camera 

under high dose-rate gamma ray irradiation 

    ×


×      (2)

식 (2)를 이용하여 그림 9의 Speckle 분포로부터 18 Gy/h 

선량율의 감마선 조사기간 동안의 평균 으로 발생되는 

Speckle 개수는 17,863 이다. 그리고 CMOS (Web) 카메라

의 화면 크기는 320×240 크기이다. 따라서 식 (2)를 이용하

여 측지수를 계산하면 식(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3)

그림 7(d)의 상으로부터 18 Gy/h의 고선량율 피폭환경

에서 CMOS(Web) 카메라로 측한 온/습도계의 지시치를 

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를 측지수로 정의하면 고선

량 감마선에 의한 CMOS 카메라의 측지수가 23을 과하

면 상의 육안 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

지수정의를 이용하여 로 이 진입하여야 하는 원자력 시설

의 방사선(감마선) 정보와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따라 로

에 탑재되는 카메라들의 사양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표 2에 감마선 선량율에 따른 여러 가지 

CCD/CMOS 카메라들의 측지수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Camera

Dose 

Rate

(Gy/h)

Image 

Size

[X×Y]

Speckles
Monitoring 

Index
Year

Color CCD 

(Sony FCB-IX)
2.11 640×480 134.63 < 1 (0.04) 2008

Color CMOS

(Web Camera)
3.4 320×240 1030.13 1.34 < 2000

Color CMOS

(Web Camera)
18 320×240 17863.40 23.26 < 2000

Color CCD, EVI-D100

(Pan/Tilt/Zoom)
150 640×480 40933.66 13.32 2004

Color CCD

(Pin Hole, 그림 3의 2번)
150 557×480 72722.70 27.20 2012

Color CCD

(Cylinder, 그림 3의 3번)
150 720×480 86172 24.93 2006

B/W CCD

(Board, 그림 3의 4번)
120 720×480 57711.32 16.70 2004

Color CMOS

(Blackbox, 그림 3의 6번)
150 640×480 70167.79 22.84 2009

표 2 선량율에 따른 CCD/CMOS 카메라의 Speckle 발생

개수와 측지수

Table 2 Speckle numbers and monitoring index of CCD/ 

CMOS cameras according to gamma ray dose-rate  

 

표 2에서 고성능의 EVI-D100 (Pan/Tilt/Zoom 일체형 

Color CCD Camera) 모듈의 경우 CMOS(Web) Camera 의 

감마선 조사 선량율에 비해 약 8배 높은 고선량환경에서도 

카메라의 측지수는 CMOS(Web) Camera 에 비해 낮다.  

이는 CCD 센서 소자  카메라 드라이버 회로(ASIC 

FPGA, DSP) 의 제조공정에서 결함이 고, 신뢰성이 높은 

부품을 사용할수록 감마선에 한 내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IT 기술의 발 에 따라 소형/고성능/고집 도의 ASIC 

FPGA 소자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는 소자 내부에서 발생되

는 열을 가능한 한 최소로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해

서는 소자 제조공정에서 결함이 가능한 한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함이 을수록 소자 내부의 발열도 고, 

감마선에 의한 소자의 내성도 강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쿠시마 사고원 과 같이 감마선 선량율이 높은 고선량 환

경에 투입되는 로  시스템에 탑재되는 카메라 들은 신뢰성

이 높은 산업용 ( 는 군사용) 등 이거나 최근에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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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 소 1 ~ 3 호기 

원자로의 사고 수습에 투입된 미국의 군사용 로   

Packbot, 일본의 재해 응 로  Quince 에 탑재된 카메라의 

사례를 참조하여 다양한 감마선 선량율 환경에서 카메라의 

생존성  측성능을 평가하 다. 로 이 원자로 건물에 

진입하여 원자로 건물 내부의 주요 구조물, 설비, 기기의 상

태  주요 계기 을 원격 측할 경우에는 고배율의  기

능이 장착된 고해상도 카메라가 요구된다. 반면에 로  본

체에 각종 센서 (감마선, 온도, 습도  가스 농도 계측센서) 

들을 부착하여 이들 센서의 지시치를 상 독하거나 로  

구동부 (Crawler  Flipper) 의 동작상태를 감시하는 경우

에는 범용 카메라가 사용된다고 가정하 다. 1999년에 발생

된 일본의 JCO (도카이무라 우랴늄 정련공장) 에서의 임계

사고를 계기로 개발된 원자력 비상 응 로  (RaBOT) 에 

탑재된 측 카메라의 생존성 평가에 사용된 감마선 선량율

(10 Gy/h), Quince 로 의 제어기  측 카메라 등을 후

쿠시마 사고원 에 투입하기 에 실시한 감마선 생존성 평

가 선량율 (20 Gy/h)  후쿠시마 사고 원자로의 노심용윰 

 수소폭발 시 에서의 감마선 선량율 (약 160 Gy/h) 을 

참조하 다. 

본 논문에서는 고성능의 고해상도 카메라는 Pan/Tilt/ 

Zoom 일체형 Color CCD Camera 모듈을 상으로 하고, 범

용 카메라는 소형의 CMOS(Web), Board 타입의 흑백 CCD, 

Lip Stick 형태의 원통형 칼라 CCD 카메라를 모델로 하여 

여러 가지 감마선 선량율 환경에서 카메라의 측성능을 평

가하 다. 그리고 상처리를 이용하여 감마선에 의해 생성

되는 Speckle 개수를 계산하 으며, 이를 CCD/CMOS 센서

의 체 화소수와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내는 측지수 

(Monitoring Index) 개념을 도출하 다. 18 Gy/h의 고선량

율 피폭환경에서 범용의 CMOS(Web) 카메라 측 상의 

측 지수는 23.26 이었으며, 이러한 측지수에서는 온/습

도계의 지시치 독이 쉽지 않았다. 반면에 150 Gy/h 고선

량율 환경에서 고성능의 고해상도 Pan/Tilt/Zoom 일체형 칼

라 CCD 카메라의 측지수는 13.32 로 계기 지시치의 

독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따라서, 이러한 측지수를 이용

하여 로 이 진입하여야 하는 원자력 시설의 방사선(감마

선) 정보와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따라 로 에 탑재되는 카

메라들의 사양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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