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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 사용을 우려하며 노후원전에 대한 해체를 

감행함에 따라 노후원전 해체시 발생하는 방사원
에 대한 제염 기술이 주목받게 되었다. 노후원전
의 해체뿐만 아니라 방사선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사고발생시 방출되는 방사능의 위험은 인체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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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전 해체 및 사고 시 신속한 제염작업을 위해서는 감마선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제거해야할 감마선원의 위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실측영상을 기반으로 한 공간영역
을 생성하고. 방사선원의 분포를 표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감마선원의 제염작업을 수행할 수 있
다. 기 개발된 감마선 영상화 장치는 감마선원에 대한 탐지 후 가시영상과 중첩하여 2차원 영상만을 
제공하고 있지만 선원까지의 거리정보 등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제
염작업을 위해 감마선원에 대한 분포정보와 함께 거리값을 기반으로 한 3차원 모델링 결과의 산출하
고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시화 및 운용환경 개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향후 스테레오기반의 감마선 탐지장치의 성능개선을 위해 활용될 것이다. 

ABSTRACT

In case of dismantling of nuclear power generation facility or radiation accident, the accurate 

information of gammaray source is essential for rapid decontamination. In order to more 

efficiently represent the position of the gamma ray to be removed, we create a spatial domain 

based on the real image. And we can perform decontamination of gamma-ray source more 

quickly by expressing the distribution of radiation source. The developed gamma ray imaging 

device overlaps with the visible image after gamma - ray detection and provides only two - 

dimensional image, but it does not show the distance information to the source. In this paper, 

we have developed a operation environment using the 3D visualization model for reporting 

effective decontamination operation.

키워드

감마선 가시화, 감마선 탐지, 스테레오 방사선영상처리, 3차원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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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에대한 위험요소
를 줄이는 작업 역시 필수적이다. 이러한 위험요
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사선원의 선량정보, 선원
정보 등을 알아야하며 현재 개발된 상용장비는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
게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이
다.[1-3]

 본 논문에서는 원전 해체 및 사고발생 시 유
해한 방사선원의 제염 작업을 보다 신속하고 정
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구현한 스테레오 기반의 방
사선 탐지장치의 운용과 사용자에게 보다 효율적
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환경을 개발하
였고, 기존의 상용 장비와는 달리 실제 환경을 가
상공간으로 모델링하고 방사선원의 위치에 대한 
공간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였다. 

Ⅱ. 스테레오기반 방사선 탐지장치

스테레오기반의 방사선 탐지장치는 장치의 왼
편에 가시영상획득을 위한 Vision Camera를 두었
고, 우측에는 방사선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감마
선 센서로 구성하였다. 감마선 센서는 섬광검출기
로 NaI(Tl) 섬광체와 수광소자로 구성하였으며 팬
틸트를 통해 감마선원의 위치를 스캔하며 영상화
를 하도록 구현하였다. 1차 스캔시에는 방사선 탐
지센서를 통해 우측 방사선 영상과 좌측 가시광 
영상을 획득하고, 2차 스캔시에는 상부를 팬, 틸
트 방향에 대해 각각 180° 회전하여 우측 가시광 
영상을 획득하고 좌측 방사선 영상을 획득하도록 
운용한다. 

그림 1. 스테 오기반 방사선탐지장치 

탐지된 가시영상과 방사선 영상은 각각 2장의 
스테레오 영상으로 카메라 보정을을 통한 스테레
오 매칭을 이용해 방사선원에 대한 거리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 

Ⅲ. 탐지장치 운용환경 개발

기 개발된 상용 감마선 탐지장치의 운용환경을 
보면 그림 2와 같이 탐지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창과 사용자에게 탐지상태를 나타내 주는 표
시창이 있으며, 방사선 탐지 결과를 나타내기 위
해서 방사선원에 대한 분포만을 나타내는 출력창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상용방사선탐지장치 운용환경

그러나 복잡한 방사선 환경에서 방사선원에 대
한 단순 분포 정보만을 제공한다면 방사선원이 
장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으며 
거리측정기를 사용한다 해도 장애물로 인해 정확
한 거리를 산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한 스테레오 기반 감마선 탐지장치는 방사선
원의 측정값을 기반으로 영상을 획득하기에 장애
믈로 가려진 상황일지라도 방사선원의 탐지 후 
거리측정이 가능하기에 정확한 거리정보를 산출
할 수 있다. 이러한 탐지장치의 운용을 위해 개발
한 운용환경은 그림 3과 같으며 기 개발된 운용
환경보다 사용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 스테 오기반 방사선탐지장치 

그림 3은 스테레오 기반 방사선 탐지장치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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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위한 설정창과 탐지 결과를 나타내기 위
한 출력창을 보여주는 것이며 중앙에 위치한 출
력창에는 스테레오 가시영상(좌, 우) 그리고 방사
선 탐지영상 (좌, 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의 
결과영상은 그림 3에서 획득한 스테레오 영상을 
기반으로 방사선원의 선량 정보를 가상의 색상정
보를 통해 선량정보를 시각화 하였으며 각각의 
최대 선량에 대한 선량값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
한 선원의 거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을 구성하였기에 방사선원에 대해 보다 정확
한 정보를 얻을 수 잇을 것이라 판단한다. 

그림 4. 스테 오기반 방사선탐지장치 

그림 5는 방사선원의 거리정보를 보다 시각적으
로 나타내기 위하여 실제 공간을 가시영상으로 
획득 한 후 스테레오 정합을 통해 현재 공간에 
대한 가상공간으로의 모델링을 수행하고, 방사선
원의 공간정보를 추가하여 가상공간상에 방사선
원의 분포를 입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시화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그림 5. 스테 오기반 방사선탐지장치 

개발된 운용환경을 통한 방사선원의 탐지 정보는 
상용화된 탐지장치의 플랫폼 보다 방사선원에 대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각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사선원에 대한 제염 수행시 작업
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Ⅳ. 결  론

스테레오 감마선 탐지장치는 감마선 카메라와 
가시영상 카메라를 각각 한 대씩 두고 있으며 이
를 통해 방사선원의 선량, 공간분포, 거리정보등
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사선 탐지장치의 운용을 
위해 현재 개발된 상용화의 운용환경보다 사용자
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하여 다양한 결과
를 제시할 수 있는 사용자 운용환경을 개발하였
다. 개발된 사용자 환경에서 제공하는 것은 탐지
된 가시영상, 방사선영상, 그리고 선량정보가 포
함된 2차원 분포 영상과 3차원 가상공간을 통한 
3차원 공간분포 영상이다. 

본 논문의 결과는 방사선사고 시 또는 원전해
체 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기술로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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