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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프턴 카메라는 검출 신호의 동시성 판단을 기반으로 한 전자적 집속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물리적 집속기
를 이용하는 감마선 영상 장비의 가시영역이 좁고 투과력이 높은 고에너지 감마선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특히 대면적의 콤프턴 카메라는 절대 검출 효율이 높아 영상 장비의 운반이 요구되지 않는 대규모 공정 시설
내 핵물질의 모니터링용으로 매우 적합하다. 본 연구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파이로 시험 공정 시설에서
의 안전조치 수립을 위해 대면적 콤프턴 카메라를 적용하고자 한다. 대면적 콤프턴 카메라를 구성하는 대면적의 검출
기는 그 형태나 구성 방식에 따라 에너지 분해능이나 위치 분해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콤프턴 영상의 질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산모사를 통해 그 영향을 예측하여 대면적 검출기의 설계 방향을 결정하였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파이로 시험 공정 시설의 정보를 전달받아 전산모사를 수행하였고, 여러 계측 환경에
대해 대면적 콤프턴 카메라의 성능을 예측하여 보았다. 그 결과 대면적 검출기는 에너지 분해능 측면에서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에너지 분해능 10%, 위치 분해능 7 mm 정도 성능의 검출기
를 이용하여 콤프턴 카메라를 구성할 경우 1 m 거리에 위치한 감손우라늄 선원을 영상 해상도 16.3 cm(각도 분해능
9.26°)으로 영상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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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핵연료 재처리 공정의 개발은 핵연료의 재사용을 통한
경제적 이득 뿐 아니라, 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방사성 폐
기물로서의 사용후핵연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는 점에서 필요성이 높다. 특히 파이로 공정기술은 현재
의 세라믹 연료를 이용하는 원전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차세대 금속 고속로와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최적의 핵연
료 주기를 제공한다는 기술 자체의 이점을 갖고 있다. 이
와 더불어 파이로 공정을 통해서는 핵무기로 이용 가능한
순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핵 비확산 측
면의 이점도 갖고 있어,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이라
는 비전에 부합하는 차세대 기술이라 할 수 있다[1].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에서는 파이로 공정 기술의 국산
화를 위해 파이로 공정 시험 시설인 PRIDE (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 시설을 준공
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2]. 파이로 공정 시설
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 자체에 대한 연구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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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정 시설의 안전 조치 수립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파
이로 공정 시설의 안전 조치 수립을 위해서는 공정 과정
에서의 핵물질의 분포를 가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술
이 요구되며, 이러한 안전 조치 기술을 통해 공정 시설을
운용 및 감독 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안전 체계를 수
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팀은 파이로 공정 시설의 안전 조치 수립
을 목적으로 대면적의 고효율 콤프턴 카메라 기반의 핵물
질 감시 장비를 제작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콤프턴 카메라[3]는 동시계수 기반의 전자적 집속방식을
이용하여 기존의 감마선 영상장치가 갖는 여러 한계점을
극복한다. 특히 물리적 집속기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고 가벼우며, 가시영역이 넓고 투과력이 높
은 고에너지 감마선에 대해서도 양질의 영상을 제공하며,
선원의 삼차원 분포 영상화를 위해 대상을 여러 방향에서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콤프턴 카
메라는 대규모 시설 내부의 핵물질 감시 목적으로 이용하
기에 적합하다[4, 5].
대면적 콤프턴 카메라를 구성하는 대면적의 검출기는
그 형태나 구성 방식에 따라 에너지 분해능이나 위치 분
해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콤프턴 영상의 질에 직접적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VOL.40 NO.1 MARCH 2015

1

김영수 외 7인 : 전산모사를 통한 대면적 콤프턴 카메라 성능 예측

Fig. 1. Gamma-ray energy spectrum of modeled depleted uranium source.

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산모사를 통해
그 영향을 예측하여 대면적 검출기의 설계 방향을 결정하
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 선원인 감손 우라늄 시료의
경우 여러 종류의 감마선을 방출하는 방사선원이므로, 관
심 에너지 영역의 설정이나 차폐물의 영향에 의해 영상의
질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실제 대면적 콤프턴
카메라를 제작하기에 앞서, 상기한 요인이 실제 영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여 최종 검출 시스템의 구
성 및 결정에의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Geant4 몬테칼로 전산모사 툴킷을 이용
하여 대면적 콤프턴 카메라를 설계하였다. 파이로 공정
내에서 감시하고자 하는 주요 핵물질인 감손 우라늄 선원
과 주변의 계측 환경을 구성하는 공정 시설 및 차폐벽에
대한 정보는 KAERI로부터 전달받아 그 매질 및 핵심 구
조를 모델링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설계 인자 및 측정
환경에 따른 대면적 콤프턴 카메라의 성능을 예측하고,
구성 장비가 가져야 할 최소 성능 및 최종 시스템의 달성
가능 목표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면적 콤프턴 카메라의 성능 예측을
위해 몬테칼로 전산모사 툴킷인 Geant4 (version 10.0
patch 02)를 이용하였다[6]. 먼저 파이로 공정 모니터링용
콤프턴 카메라의 평가임을 고려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으로부터 실제 PRIDE 시설에서 사용 중인 정보를 전달받
아 감손 우라늄(depleted uranium, DU) 10 kg을 선원항
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검출 장치로부터 1 m 거리에 위치
시켰다. 감손 우라늄을 구성하고 있는 238U, 235U, 234U의
질량 구성비는 각각 99.8%, 0.2%, 0.001%이며, 비방사능
은 각각 12.40, 0.16, 2.26 Bq·mg-1이다. 선원항을 모델

링하기 위해 감손 우라늄의 비방사능과 감마선의 발생률
(yield)을 고려하였으며(http://www.radiochemistry.org/
periodictable/gamma_spectra/)[7], 이를 바탕으로 감손
우라늄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의 98.9%를 반영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모델링한 감손 우라늄 선원항의 에
너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10 kg의 감손 우라늄 선원을
1 m에 위치시킨 경우 검출 장비 위치에서의 공기선량률
은 약 3 uSv·h-1로 계산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배경방사
선량률인 0.1 uSv·h-1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이며 한
지점에 집약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 가능하기에, 본 연구
에서는 배경방사선에 대한 모델링은 수행하지 않았다.
콤프턴 카메라를 구성하는 산란부와 흡수부의 검출기
는 현실적인 제작 가능성 및 검출 효율에서의 이득을 고
려하여 NaI(Tl) 섬광체 기반의 검출기로 구성하였다. 섬
광체의 크기는 300 cm (W) × 100 cm (H) × 2 cm (T)로
설정하였으며, 검출기의 에너지 분해능은 10%로 위치 분
해능은 7 mm로 가정하여 이를 Geant4 전산모사 시 반영
하였다. 이와 같이 설계한 콤프턴 카메라에 대해, 구성 검
출기의 성능이나 측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콤프턴 영상의
질을 영상 감도와 영상 해상도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측
정 시간은 5분으로 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양의 데이터
를 통해 영상 재구성을 수행하였다. 영상 재구성은
list-mode ML-EM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8, 9], 재구성
한 영상은 600 cm × 600 cm 평면을 600 × 600 크기의
배열로 샘플링하여 표현하였다(화소 크기 = 1 cm).
콤프턴 카메라에서 영상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산란부 검출기에서 산란각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입사된 광자의 에너지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콤프턴 카
메라의 산란부 검출기와 흡수부 검출기에서 흡수된 에너
지의 합을 입사된 광자의 에너지로 가정하였고, 먼저 감
손 우라늄의 선원항을 콤프턴 카메라로 모니터링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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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esign of modeled pyroprocessing facility.

Fig. 3. Energy spectrum of depleted uranium source obtained by large-scale Compton camera (sum of energy from scatter and absorber).

획득되는 에너지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관심 에너지 영역
에 따른 영상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결정
된 최적의 에너지 영역을 이용하여 검출기의 핵심적 성능
인 에너지 분해능과 위치 분해능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실제 공정에서 이용하게 될 공정장치에 대한 정보를
KAERI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모델링하여 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감손 우라늄이
460 mm (D) × 200 mm (H) × 10 mm (T) 규격에 SUS
물질로 구성된 공정 장치 내에 있다고 설정하였다. 차폐
벽의 구성 물질은 5000 mm (W) × 2000 mm (H) × 5
mm (T) 크기의 SUS와 5000 mm (W) × 2000 mm (H)
× 150 mm (T)의 SiO2가 결합한 형태로 설정하였다. 해당
구조에서 선원이 포함된 공정 장치의 위치, 차폐벽의 유
무, SUS 공정 장치의 두께가 콤프턴 영상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3. 결과 및 논의
Fig. 3.은 본 연구에서 모델링한 대면적 콤프턴 카메라

를 통해 획득한 산란부 검출기와 흡수부 검출기에서 흡수
된 에너지의 합 스펙트럼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에
너지 범위를 크게 세 영역(567-693 keV 영역(1), 711-869
keV 영역(2), 900-1100 keV 영역(3))로 분류하고 각 에너
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이용해 영상을 재구성하여
관심 에너지 영역의 선택에 따른 영상의 질을 평가하였
다. Fig. 4.에 관심 에너지 영역에 따른 영상 해상도와 영
상 감도, 그리고 이 둘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기 위한
성능 지수(Figure Of Merit, FOM)[10]를 나타내었다. 단
일 에너지 영역을 이용한 경우에 대해 평가한 결과
900-1100 keV 영역(3)을 선택했을 때 영상 해상도가 가
장 좋으며, 성능 지수 측면에서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
가되었다. 콤프턴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선원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영상 해상도가 높으며, 감손 우라늄 선원의 경
우 1000 keV 이상의 감마선 발생 빈도가 낮아 잡음대비
신호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
우 영상 감도는 9.20 × 10-5로 다른 영역을 선택한 경우에
비해 다소 떨어지나, 핵물질의 위치를 16.3 cm FWHM
범위 내에서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모든 에
너지 영역을 이용하는 경우 성능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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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ton images by selection of energy region of interest (ROI). A: ROI: 567-693 keV, B: ROI: 711-869 keV, C: ROI: 900-1100 keV, D: ROI:
567-1100 keV.

A

B

C
Fig. 5. Compton images by energy resolution of detectors. A: energy resolution: 5% FWHM, B: energy resolution: 10% FWHM, C: energy resolution:
20% FW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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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나, 이처럼 에너지 영역을 너무 넓게 설정할 경우 타
선원항이 함께 존재할 때에는 에너지 정보를 이용한 선원
항 간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상의 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 후 상황 및 목적에 따라 전 에너지
영역의 반응 정보를 모두 이용하여 영상 감도 측면에서의
이득을 취하거나, 900-1100 keV 에너지 영역의 반응 정
보만을 이용하여 영상 해상도 측면에서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의 추후 영상
평가에서는 900-1100 keV 영역의 반응 정보만을 이용하
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앞서 대면적 콤프턴 카메라 구성 검출기의 에너지 분
해능을 검출기의 특성 및 크기를 고려하여 흡수된 감마선
에너지의 10% 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이
라고 가정하여 전산모사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실제 검출
기를 제작하였을 때 검출기의 에너지 분해능이 가정과 다
를 수 있기 때문에, 검출기의 에너지 분해능을 5%, 10%,
20%로 변경하며 전산모사를 수행하여 에너지 분해능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였다. Fig. 5.는 구성 검출기의 에너지
분해능이 영상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영상 해상
도는 에너지 분해능 5%에서 10.65 cm FWHM, 10%에서
16.3 cm FWHM, 그리고 20%에서 31.70 cm FWHM으로
평가되었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검출기의 에너지

A

분해능에 따른 영상 해상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대면적 콤프턴 카메라 제작 시
영상 해상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해능 특성이
우수한 검출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검출기의 위치 분해능이 영상 해상도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검출기의 위치 분해능을 3.5
mm, 7 mm, 14 mm로 변경하며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이 때 검출기의 에너지 분해능은 10%로 고정하였다. Fig.
6.은 구성 검출기의 위치 분해능에 따른 영상과 영상 해
상도를 나타낸다. 전산모사 결과 검출기의 위치 분해능에
따른 영상 해상도는 각각 15.91 cm FWHM, 16.3 cm
FWHM. 17.0 cm FWHM으로 구성 검출기의 위치 분해능
이 좋아질수록 영상 해상도 역시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으
나, 검출기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대면적 섬광 검출기의 위치 분해능은 일반적으로 섬광체
후면에 부착된 광증배관(photomultiplier tube, PMT)의
개수와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본 결과는 적은 개수의 광
증배관을 이용하여위치 분해능 측면에서의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영상의 질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암시하므로, 대
면적 콤프턴 카메라의 제작 시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점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

C
Fig. 6. Compton images by position resolution of detectors. A: position resolution: 3.5 mm FWHM, B: position resolution: 7 mm FWHM, C: position
resolution: 14 mm FWHM.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VOL.40 NO.1 MARCH 2015

5

김영수 외 7인 : 전산모사를 통한 대면적 콤프턴 카메라 성능 예측

A

B

C
Fig. 7. Compton images by transversal location of depleted uranium sources. A: center, B: 1 m moved, C: 2 m moved.

A

B

C
Fig. 8. Compton images by axial distance of depleted uranium sources. A: distance: 1 m, B: distance: 1.5 m, C: distance: 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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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손 우라늄이 포함된 공정 장치의 위치에 따른 대면
적 콤프턴 카메라의 성능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콤프
턴 카메라의 중심축으로부터 옆으로 1 m 씩 공정 장치를
이동하여 0(중심), 1, 2 m 위치에서 전산모사를 수행한
결과를 Fig. 7.에, 콤프턴 카메라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
는 방향으로 0.5 m 씩 공정 장치를 이동하여 1, 1.5, 2
m 거리에서 획득한 영상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선원의 위치가 콤프턴 카메라의 중심축에서 멀어짐에 따
라 영상 해상도가 약간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콤프
턴 영상이 보여주는 선원의 위치는 전산모사 시 설정한
위치를 잘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반면 콤프턴 카메라로부
터 멀어지는 경우에는 영상 해상도가 비교적 크게 나빠지
는 것처럼 나타났으나 이는 본 연구에서 고정적인 화소
크기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며, 거리와 반치폭을 함께 고려
하여 각도 분해능 측면에서 평가하면 큰 차이가 없었다.
대면적 콤프턴 카메라 앞에 차폐벽이 있는 경우 영상
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대면적 콤프턴 카메라와
공정장치 사이에 차폐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전산모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전산모사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차폐벽에 의해 산란된 광자가 급격히 증가하
는 것을 에너지 스펙트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란
된 광자는 재구성된 영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공정장치를 콤프턴 카메라를 이용하여 5분 측정하
였다고 가정할 때, 차폐벽이 있는 경우 영상의 질이 저하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콤프턴 카메라에서는 산란되지 않

A

고 입사한 광자의 경우에만 영상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차폐벽에 의해 산란되는 광자를 고려하여 측정시간을 늘
림으로서 영상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모델링한 차폐벽의 경우에는 1.001 MeV 감
마선에 대한 감쇠율이 약 90%정도이므로, 동일한 수준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측정시간을 열 배 정도로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획득된 합 에너지 스펙트럼을 볼
때 고에너지 감마선이 산란되어 저에너지 영역에 영향을
주므로, 차폐벽이 두꺼운 경우에는 되도록 고에너지 영역
의 감마선을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물질을 둘러싸고 있는 SUS 공정장치의 두께가 영상
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공정장치의 두께를 5
mm, 10 mm, 20 mm로 변화시켜서 전산모사를 수행했
다. Fig. 10.은 공정장치 두께에 따라 재구성된 콤프턴 영
상을 나타낸다. 공정장치의 두께 역시 차폐벽과 동일한
효과를 내므로, 고에너지 영역의 감마선을 이용함으로써
산란 감마선에 의한 영상 해상도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두께에 대해서는, SUS 5 mm
의 경우 21%, 10 mm의 경우 33%, 20 mm의 경우 61%의
감쇠율을 보이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 경우 5분 측정으
로도 공정장치 내 감손우라늄 선원항을 영상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Fig. 9. Sum energy spectrums and Compton images by existence of shielding wall. A: without shielding wall, B: with shielding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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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0. Compton images by thickness of SUS container. A: thickness: 5 mm, B: thickness: 10 mm C: thickness: 20 mm.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Geant4 몬테칼로 전산모사 툴킷을 이용
하여 대면적 고효율 콤프턴 카메라를 설계하였다. 또한
KAERI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파이로 공정장
치 및 감손 우라늄 선원항 정보에 대해 그 매질과 핵심
구성을 반영하여 모델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면적 콤
프턴 카메라를 파이로 공정 시설에 적용함에 있어서의 설
계 방향 도출 및 성능 예측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전산
모사 연구를 통해 대면적 콤프턴 카메라의 구성 검출기
설계 및 영상장치의 이용에 있어 다음의 주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대면적 콤프턴 카메라를 구성하는
검출기의 에너지 분해능은 위치 분해능 특성보다 영상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검출기의 구
조나 성능을 선택할 시 에너지 분해능 측면에 특히 주의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공정장치의 케이스나 차폐
체의 영향이 큰 경우, 이로 인해 감손우라늄으로부터의
초기 감마선이 감쇠되는 비율만큼을 보상하도록 측정 시
간을 길게하여 영상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3) 차폐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산란선의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되도
록 고 에너지 영역대의 감마선을 이용하여야 영상의 질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추후 대면적 콤프턴 카메라의

실험적 설계에 있어 본 전산모사 연구를 통해 획득한 정
보를 바탕으로 구성 검출기의 종류 및 구조를 결정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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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stimation of Large-scale High-sensitive Compton Camera for
Pyroprocessing Facility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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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mpton cameras overcome several limitations of conventional mechanical collimation based gamma imaging
devices, such as pin-hole imaging devices, due to its electronic collimation based on coincidence logic. Especially large-scale
Compton camera has wide field of view and high imaging sensitivity. Those merits suggest that a large-scale Compton camera
might be applicable to monitoring nuclear materials in large facilities without necessity of portability. To that end, our research
group have made an effort to design a large-scale Compton camera for safeguard application. Energy resolution or position
resolution of large-area detectors vary with configuration style of the detectors. Those performances directly affect the image
quality of the large-scale Compton camera. In the present study, a series of Geant4 Monte Carlo simulations were performe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those detector parameters. Performance of the designed large-scale Compton camera was
also estimated for various monitoring condition with realistic modeling. The conclusion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s that
the energy resolution of the component detector is the limiting factor of imaging resolution rather than the position resolution.
Also, the designed large-scale Compton camera provides the 16.3 cm image resolution in full width at half maximum (angular
resolution: 9.26°) for the depleted uranium source considered in this study located at the 1 m from the system when the
component detectors have 10% energy resolution and 7 mm position resolution.

Keywords : Large-scale Compton camera, Safeguard application of pyroprocessing facility, Monte Carlo simulation, Geant4,
Gamma-ray visualization, Image reconstruction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VOL.40 NO.1 MARCH 2015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