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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노후 원전의 증가에 따라 해체 시 위험요소인 
방사선원에 대한 제염분야의 관심이 증가하며 관
련기술의 개발역시 발전되고 있다. 효율적인 방사
선원 제염작업을 위해서는 오염선원에 대한 분포 
및 세기정보 그리고 탐지장치를 기준으로 한 선
원까지의 거리정보 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감마선 탐지장치를 이용하여 영상처리 알고리즘
을 통한 고속 감마선 탐지 및 3차원 탐지영상 가
시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감마선원을 대상
으로 성능시험을 수행한 결과 약 40%이상의 탐지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3차원 모니터를 통해 감마
선원과 가시광영상의 합성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감마선원의 분포정보를 공간상에서 확인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제염작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Ⅱ. 스테레오 감마선 탐지장치

스테레오 감마선 영상화 장치의 구성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에서 왼쪽은 감마선 탐지용 검출기
로 Pb재질의 차폐체 및 콜리메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부에는 감마선을 탐지하는 NaI(Tl) 

Scintillator와 PMT로 결합된 검출기가 있다. 오른
쪽의 CCD 카메라는 가시영상 획득을 위한 
Vision 카메라이다. 중앙에 위치한 Pan/Tilt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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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테레오 감마선 공간 탐지장치는 감마선원을 탐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원 영상분포를 측
정한 후, 스테레오 카메라 기법을 적용하여 3차원 공간상에서 장치로부터 선원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통해 감마선 공간 탐지를 위한 스캔시간
을 줄이고, 방사광 및 가시광 영상을 중첩한 후 스테레오 보정을 통해 3차원 가시화를 통한 감마선 
분포 탐지 효율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탐지시험 결과 고속 탐지를 위한 알고리즘을 적용
한다면 단일선원을 탐지할 때 약 30%이상의 탐지효율 개선하였으며, 3D 모니터를 통한 3차원 시각
화 영상을 통해 공간상의 선원에 대한 분포를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stereo radiation detection system detects gamma ray source and measures the two dimensional 
distribution image based on the detection result. Then the system is implemented to measure the distance to 
the radiation source from the system in 3D space using stereo vision algorithm. In this paper, we reduced the 
time for a gamma-ray scan space detection through image processing algorithms. In addition, it combines 
radiation and visible light images. Then we conducted a study for improving the distribution of gamma-ray 
detection efficiency through the stereo calibration using a 3D visualization. As a result, we obtain an improved 
detection time by more than 30% and have acquired a visible image with a 3D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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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마선 검출기의 조사구를 수직, 수평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 신호측정값과 위치값을 동
기화 하여 감마선 분포영상을 생성하게 된다.

그림 1. 스테 오 감마선 탐지장치

Ⅲ. 감마선 분포영상 탐지효율 개선

감마선 분포 영상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Cs-137 

감마선 조사시험을 통한 영상 획득을 수행하였다. 

감마선 영상은 그릶 2와 같은 방사광 영상과 그
림 3과 같은 가시광영상을 획득한다. 

그림 2. 감마선원 상화 결과(좌, 우)

그림 3. 감마선 탐지장치의 가시  상(좌, 우)

감마선 영상에 대한 탐지효율 개선을 위해서 
좌 또는 우 영상을 획득한 후 그림 4와 같이 선
원의 위치를 중심으로 관심영역을 설정하여 탐지
선원을 검색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
과 약 40% 이상의 시간단축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림 5는 가시영상과 감마선 영상의 
Homography 변환관계를 적용하여 카메라를 보
정한 후 중첩된 결과영상을 나태난 것이며, 가시
광 카메라 및 감마선 검출기 카메라에 대한 좌우 
스테레오 보정과 정류화를 통해 생성된 최종영상
을 3차원 모니터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고속 탐지를 한 탐지 역 설정

그림 5. 스테 오 감마선 탐지장치 보정패턴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원을 탐지하는 스테레오 
감마선 탐지장치의 분포정보를 효율적으로 획득, 

가시화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탐지장치의 고속
스캔을 위해 관심영역 추출 및 이를 기반으로한 
영역스캔 알고리즘을 통해 탐지시간을 최대 40% 

가량 단축이 가능하며, 탐지결과에 대한 스테레오
보정 및 정류화등을 통한 영상처리 구현으로 감
마선 영상과 가시광영상의 중첩결과, 선량의 세기
정보 표현 및 3차원 모니터를 통한 가시화를 구
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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