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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적으로 해운물류 안전 보안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국가물류보안 체계 구축을 위한 해운물류 안전·보안 핵심 

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정서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감마선 핵종 검출을 위한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많은 부품이 국산화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에 사용되던 Pulse Shaping Board를 대신하여 핵종을 판별하고 Scintillator의 온도 변환 효율을 보정하는 알고

리즘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검사 성능을 향상시키고 소형화 된 A9기반의 디지털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 구현에 대

한 연구를 제안한다.

ABSTRACT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strengthening of security systems for the safety of the shipping and logistics industry, 
the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ies within the field has become a key in the establishment of Korea’s own national 
logistics security system. Further in line with these global developments, there is growing attention within Korea to the 
development of portable radiation detectors capable of detecting gamma ray nuclides. In addition, many parts are 
becoming localized. In this research, instead of Pulse Shaping Board, which is used in existing portable radiation 
detectors, we have implemented an Algorithm to discriminate nuclides and correct the temperature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scintillator. This paper aim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se devic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 temperature conversional algorithm within the scintillator of the A9-based digital portable radiation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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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 노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

아지며 국가물류보안 체계에 대한 방사선 검출 기술 개

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항만에서 수입 컨테이너 화물을 검색할 때 X선을 활

용한 3차원 컨테이너 검색대 형태의 대규모의 검색이 

이루어지고, 세부 검색을 위해 휴대용 형태의 방사선 

검출기로 2차 검색을 실시한다.

이 중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는 국내에서 연구 개발이 

꾸준히 진행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형화와 검출 성능 

향상, 안정성을 높이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

존의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는 방사선을 인식하기 위한 

센서와 신호의 검출을 위한 Pulse Shaping Board, 그리

고 검출된 신호를 분석하고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임베

디드 플랫폼, 그리고 온도 보정에 사용되는 온도 센서 

회로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구성은 Pulse Shaping Board로 인해 별도의 전

력 소요와 노이즈 발생의 원인이 되며, 온도센서와 주

변소자 구성으로 휴대용 측면에서 단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Scintillator에 온도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검출 성능을 향상시킨 디지털 방식의 휴대

용 방사선 검출기 구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쿼

드코어 프로세서인 ARM Cortex-A9의 임베디드 플랫

폼을 기반으로 기존에 사용되었던 Pulse Shaping 

Board를 배제하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만으로 Pulse

의 측정값을 찾고, Scintillator에서 발생하는 온도 변환

효율을 특정 시료들을 이용하여 보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Ⅱ. 관련연구

2.1. Scintillator(NaI)

방사선이 Scintillator 안에 입사를 하게 되면 

Scintillator와 방사선이 상호작용을 한다. 방사선 에너

지를 흡수하여 충만대(Valence band)에 있던 전자가 전

도대(Excition band)로 여기되었다 천이하면서 가시광

선을 발생시키게 된다. 붕괴시간이 250ns로 비교적 빠

르고 광전환 효율이 우수하며, 감마선을 검출하는데 효

율이 높아 가장 많이 쓰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NaI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

고 있으며 이것은 감마선에 대한 검출효율이 높고 형광

효율도 비교적 크다. 

그림 1을 보면 Scintillator는 온도가 변화하면 방사선 

센서의 변환효율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1]. 30

도일 때 변환효율이 최대이며, 저온영역에서는 1도가 

감소할 때마다 변환효율이 0.3%씩 감소하고, 고온영역

에서는 1도가 증가할 때마다 변환효율이 0.23%씩 감소

한다. 또한, 고에너지 대역에서는 저효율변환, 저에너

지 대역에서는 고효율 변환 특성을 가진다[2].

Fig. 1 Efficiency of Transition of Scintillator Based     
on the Temperature[3]

2.2. PMT

PMT는 Scintillator에서 변환된 빛을 전자로 변환하

는 역할을 한다. 내부의 Photocathode를 통해 빛을 전자

로 바꾼 후 Dynode와 여러 번 충돌하며 증폭 된다[4]. 

발생한 자유전자가 Anode에 수집되어 출력 전류 신호

를 제공하게 된다. 이 때, Dynode는 고전압(800~900V)

에 연결되어 있다. PMT의 증폭도는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5].

전압의 1% 변화에 약 10%의 증폭률이 발생하기에 

인가 전압의 안정성이 요구된다. 

2.3. PMT Base

PMT Base는 High voltage와 Preamplifier로 구성되

어 있다. PMT는 1000V의 고전압으로 동작하며, PMT

에서 직접 출력되는 전류신호는 세기가 약하여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reamplifier를 통

해 신호를 증폭시켜 신호 분석이 용이하도록 만든다. 

그림 2는 감마선을 감지하고 신호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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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adiation Sensor without the Insertion of Light 
Pipe 

2.4. 아날로그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와 온도 보상

아날로그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는 크게 3가지로 구

성된다. 방사선을 감지하는 방사선 센서, 신호의 검출

과 증폭을 위한 Pulse Shaping Board[6], 신호를 A/D 

Conversion하여 핵종을 판별하고 사용자에게 디스플레

이하는 임베디드 플랫폼으로 구성된다[7]. 이 중, 방사

선 센서는 Scintillator, PMT, PMT Base의 구조로 이루

어져 있다[8]. PMT의 출력 신호는 음의 신호를 가지고 

있다. 이 신호는 1500ns의 펄스폭을 가지고 있으며 측

정하는 핵종의 종류에 따라 펄스의 높이가 다르게 나타

난다. PMT Base의 출력신호는 펄스 폭이 최대 200us이

고, Rise time은 100ns 이하로 매우 빠르다. 신호의 최대 

충전값을 인식하기 위하여 PMT Base 뒤에 Pulse 

Shaping Board를 두어 신호의 변환작업을 한다[9]. 

Conversion gain은 1eV당 1uV 혹은 6uV이다. 그림 3은 

아날로그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 시스템의 사진이다.

Fig. 3 Analog Portable Radiation Detecting System 
Structure

방사선 센서의 온도에 따른 변환효율의 특징 때문에 

에너지 spectrum을 일괄 보정하는 단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방사선 센서의 구성요소인 Scintillator는 변

환효율이 100%가 되는 30(상온)를 기준으로 저온영역

과 고온영역을 나눈다. 아날로그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

의 온도 변화에 따른 변환 효율은 그림 4에 보여진다.

온도 변화가 발생하면, 661KeV에서 최고치를 표현

해야 할 Cs-137을 511KeV에서 최고치를 표현하여 

Na-22 시료로 오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자연방사선과 

Cs-137의 저에너지 대역 성부 때문에 100~200KeV 대

역에서도 최고치가 표현됨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Scintillator가 저에너지 대역에서 효율이 높은 특성 때

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Fig. 4 Changes in Output of Analog Portable Radiation 
Detecting System without the Application of Temperature- 
based Correction 

그림 5는 측정된 온도에 따라 보정값을 계산하여 소

프트웨어에 반영한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일괄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해당 핵종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표현

되도록 보정한다.

Fig. 5 Changes in Output of Analog Portable Radiation 
Detecting System with the Application of Temperature- 
based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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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된 에너지 spectrum은 핵종 판별로 보내지고, 전

체 에너지 spectrum 영역에서 핵종 별 영역범위 안의 카

운트 수를 합산한다. 합산된 카운트의 수가 일정 수치 

이상일 경우 핵종이 검출된것으로 판단하고, 사용자에

게 디스플레이 한다.

Ⅲ. 제안하는 온도 보정 알고리즘을 적용한 디

지털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

3.1. 디지털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의 구성

디지털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는 아날로그 휴대용 방

사선 검출기에서 포함하고 있던 Pulse Shaping Board를 

배제하고 방사선 센서의 출력 신호를 임베디드 플랫폼

만으로 처리하게 된다[10]. 기존 아날로그 휴대용 방사

선 검출기 대비 고속의 측정과 Pulse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정밀하게 샘플링을 수행한다. 그림 6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 대비 디지털 방사선 검출기의 시스템 구

성 차이를 보여준다.

Fig. 6 Structures of Analog Portable Radiation Detecting 
System and Digital Portable Radiation Detecting System

임베디드 플랫폼 A9의 신호 처리 과정은 그림 7과 

같다. 신호 처리 과정은 크게 데이터 part와 디스플레이 

part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 part는 Pulse 검출부와 에너

지 Pairing, 그리고 보정값 적용 단계로 구성된다. Pulse 

검출부는 방사선 센서의 신호에서 Pulse 측정값을 찾는

다. 에너지 Pairing은 고유 에너지로 표현하기 위한 부

분으로써, 입력 받은 Pulse 측정값을 에너지 단위로 변

환하여 에너지 spectrum을 만든다. 보정값 적용 단계는 

특정 시료를 이용해 구한 보정값을 에너지 spectrum에 

적용한다. 디스플레이 part는 핵종판별과 디스플레이로 

구성된다. 핵종판별은 변환된 에너지 spectrum을 이용

해 방사선의 종류와 단일, 멀티 핵종 여부를 판별하고 

디스플레이에서 사용자가 핵종 정보와 그래프를 볼 수 

있도록 전시한다.

Fig. 7 Signal Processing of Digital Portable Radiation 
Detecting System

3.2. Pulse 측정값 검출

Pulse 측정값 검출은 디지털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에

서 핵종을 판별하기 위한 과정이다. 기존의 아날로그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는 Pulse Shaping Board을 이용하

여 Pulse의 최고값만을 임베디드 플랫폼이 입력 받도록 

하였기 때문에 Pulse 측정값을 찾는 과정이 따로 필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디지털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는 

Pulse Shaping Board가 없으므로 별도의 방법으로 

Pulse 측정값을 찾아야 한다.

Fig. 8 Principles of Measured Pulse Value Detec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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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e 측정값 검출 방법은 그림 8를 통해 나타내었

다. 방사선 센서의 값을 입력 받을 때, 초기값을 저장

하고 연속해서 들어오는 새로운 값을 저장된 값과 비

교한다. 이 후 새로운 값이 저장된 값 보다 크다면 저

장된 값을 새로운 값으로 갱신하여 비교를 반복하고, 

새로운 값이 저장된 값 보다 작다면 저장된 값을 Pulse 

측정값으로 저장하여 찾고자 하는 Pulse의 측정값을 

획득한다.

3.3. 특정 시료를 이용한 온도 보정 알고리즘

그림 9는 디지털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에서 온도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측정값의 차이를 그래프로 보여

준다.

Fig. 9 Errors of Radionuclide Discrimination in Digital 
Portable Radiation Detecting System

기존 아날로그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에서는 온도 보

정을 위해 별도의 온도 센서와 주변회로를 구성하였으

나, 디지털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에서는 특정 시료를 

활용한 알고리즘의 구현으로 별도의 회로 추가 없이 온

도의 변화에 따른 측정값의 변화를 보정한다.

Table. 1 Defined Data Table and Correction Value 
Expression

Ba-133 270Kev

Na-22 511Kev

Cs-137 661Kev




  



특정 시료를 이용한 온도 보정 알고리즘은 온도 변화

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Scintillator의 온도 변화

에 대한 출력을 보정하는 방법이다. 최초, 특정 시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표 1과 같이 사전에 정의한 

Defined Data Table이 필요하다. 이를 이용해 특정 시료

에 대한 상온에서의 방사선 에너지를 확인하고 보정값

의 계산에 활용하게 된다.

보정식은 일련의 루틴을 통해 보정값을 구한 후 에너

지 spectrum을 보정한다. 보정값의 계산에 사용되는 시

료의 에너지는 어떤 핵종의 에너지를 적용하여도 무방

하며, 본 연구에서는 Cs-137 시료를 활용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상기의 수식으로 보정값을 구한 뒤, 미지의 핵종을 

검출하기 위한 시험 진행에 그 값을 적용하여 온도 변

화에 따른 Scintillator의 출력을 보정해주고 핵종을 판

별하게 된다. 특정 시료를 이용한 온도 보정 알고리즘

은 그림 10을 통해 나타내었다.

Fig. 10 Algorithm of Measured Pulse Value Corr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Temperature Using Specific 
Samples

Ⅳ. 실험 및 결과

4.1. 실험환경

본 연구의 실험환경은 그림 11과 같다.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한 파워서플라이, 방사선 시

료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검출하기 위한 방사선 센서,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별 시료, 신호 분석을 위한 A9

기반의 임베디드 플랫폼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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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tudy Environment of the Implemented System

방사선 센서는 NaI(Scintillator), 광전자증배관, 전치

증폭기로 구성된 제품을 사용하였다. 휴대용으로 보유

하며 핵종을 판별해야 하므로 이동성과 판별의 정확도

를 고려하여 3x3 inch의 크기를 가진 ORTEC사의 

Scintillator를 사용하였다. 해당 센서는 High Voltage 회

로와 전치증폭기가 포함되어 있기에 신호의 증폭을 위

한 별도의 아날로그 회로 없이 적절한 증폭률을 설정하

여 디지털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를 구현할 수 있다.

4.2. 온도 보정 전 핵종 측정 결과

실험에는 결과가 명확하게 보일만큼 충분한 세기를 

방출하는 감마선 핵종들의 시료를 사용하였다. Ba-133, 

Na-22, Cs-137 시료를 사용했으며 그림 12, 그림 13, 그

림 14는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준다.

그래프의 X축은 에너지 대역을 나타내고 Y축은 해

당 에너지 대역에서 검출된 Pulse 측정값이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빈도수)를 나타낸다. 

시험 결과 각 핵종이 지닌 감마선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에너지 spectrum이 특정 위치에서만 크게 검출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검출된 Pulse 측정값의 빈도수

를 판단하여 방사선 핵종의 검출이 가능하다.

Fig. 12 Results of Ba-133 Measurement

Fig. 13 Results of Na-22 Measurement

Fig. 14 Results of Cs-137 Measurement

4.3. 특정 시료를 이용한 보정 결과

특정 시료를 이용해 보정값을 설정한 뒤, 시험을 위

한 미지의 핵종을 선정하여 측정과 보정을 적용하였으

며 실험 결과는 그림 15, 16에 보여준다.

Fig. 15 Selection Stage of the Correction Values

그림 15은 처음 특정 시료를 이용해 보정값을 설정하

는 단계이다. 보정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특정 시료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선택할 수 있으며 본 실험

에서는 Cs-137의 에너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Cs-137시료를 이용해 측정 했을 때, 약 594Kev에서 나

타나고 있다. 해당 단위는 에너지 pairing 단계를 거쳐 

표현된 에너지 단위로, 특정 시료를 측정 할 때 얻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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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spectrum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에너지를 Cs-137

의 에너지인 661로 나누어 보정값 0.90을 얻는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정값을 설정한 뒤, 사용자가 정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핵종을 측정하여 앞에서 구한 보정

값을 적용한다. 그림 16은 Scintillator 출력의 보정 결과

이다. Na-22 핵종을 측정 결과 결과는 약 461Kev에서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 Na-22는 511Kev에서 측정이 

되어야 정상이지만 잘못된 측정결과로 인해 정확한 핵

종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

정값을 적용하면 정상적으로 약 512KeV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6 Application Stage of the Correction Values

그림 17, 18, 19는 저온, 상온, 고온 환경에서 미지의 

핵종에 대한 보정값 적용 전/후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은 Cs-137 시료를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17은 저온영역(3℃)에서의 시료 측정 결과이다. 

사용자가 정보를 알고 있는 시료를 이용하여 보정값 

0.90을 설정한다. 새로 측정한 미지의 핵종에 보정값이 

적용되면 온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Scintillator의 오

차를 보정하여 해당 핵종은 약 658KeV에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7 Results of the Correction in the Low-Temperature 
Area 

그림 18은 상온영역(30℃)에서의 시료 측정 결과이

다. 사용자가 정보를 알고 있는 시료를 이용하여 보정

값 1.00을 설정한다. 핵종은 정상적으로 약 668KeV에 

Pulse 측정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8 Results of the Correction at Room Temperature 

그림 19는 고온영역(69℃)에서의 시료 측정 결과이

다. 사용자가 정보를 알고 있는 시료를 이용하여 보정

값 0.91를 설정한다. 새로 측정한 미지의 핵종에 보정값

이 적용되면 온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Scintillator의 

오차를 보정하여 해당 핵종은 정상적으로 약 662KeV

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9 Results of the Correction at Room Temperature 

방사선 센서 정밀도의 영향으로 이론적 에너지의 크

기 대비 10Kev 내 오차가 존재하나, 핵종의 판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실험 결과 저온, 상온, 고온영역 

모두 정상적으로 Pulse 측정값이 보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0은 고온영역(68℃)에서 두 개의 핵종을 측정

한 결과이다. 사용자가 정보를 알고 있는 시료를 이용

하여 보정값 0.91을 설정한다. 새로 측정한 미지의 핵종 

Ba-133, Cs-137에 보정값이 적용되면 온도 때문에 발생

한 Scintillator의 오차를 보정하여 두 핵종은 정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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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약 270KeV와 661KeV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결과 두 가지 시료 동시 측정에서도 보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0 Results of the Correction in the High-Temperature 
area Based on the Measurement of the Two Radionuclides

특정 시료를 이용한 보정 알고리즘의 적용 전, 후 비

교 결과는 표 2를 통해 정리하였다.

Table. 2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Correction Algorithm

Temp.
(℃)

Correction 
value

Before 
Applying 
Algorithm 

(KeV)

After 
Applying 
Algorithm

(KeV)
3 0.90 592 658
29 1.00 668 668
69 0.91 602 662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아날로그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

에서 신호의 감지를 위한 Pulse Shaping Board와 온도 

센서를 소프트웨어로 대체하여 Pulse의 측정값을 찾고, 

Scintillator의 온도 변화 효율을 보정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기존의 아날로그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는 Pulse 

Shaping Board와 온도 측정을 위한 회로들로 인해 별도

의 전력 공급원이 필요하지만, 디지털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는 소프트웨어로 해당 기능을 대체하였기에 소

형화와 제작 비용 절감, 저전력 운용으로 휴대용 관점

에서 많은 장점이 존재한다.

현재 방사선 센서에서 사용되는 PMT는 빛을 전기적

인 신호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PMT는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 휴대용 방사선 검출 시스템의 

단점이 된다. 향 후 PMT를 Photo diode를 대체하여 적

용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Photo diode는 PMT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부피

가 매우 작고 구동에 사용되는 전압이 약 50v면 충분하

기 때문에 PMT의 High Voltage 대비 효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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