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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mma camera system using a pinhole collimator is used to locate a large area such as that
of a radiation disaster. However, the existing pinhole collimators have difficulty in determining
the correct position because the rotation radius and the magnification are fix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se Monte Carlo simulations to optimize the pinhole collimator of a gamma
camera with magnification images for radiation monitoring. The sensitivity and the resolution
were simulated for various the hole diameters and channel heights. This allowed the optimal
design variables for each magnification were optimized between 3.5 and 4.5 mm for magnifications
from 1.0 to 3.0. The simulation results allowed us to determine the optimal values of the hole
diameter and the channel height, which was be 4 mm and 4 mm, respectively.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pinhole collimator designed in this study can be utilized to create a disaster
radiation-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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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재난 구역 등 넓은 영역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바늘구멍 조준기를 사용한 감마카메라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바늘구멍 조준기는 회전반경 및 확대율이 고정되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감마카메라 검출기를 이동하여 확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바늘구멍 조준기의 설계변수를 도출하였다. 감마카메라 시스템의 모델링과 조준기
성능평가를 위해 GATE을 이용하였다. 바늘구멍 조준기의 구멍직경 및 채널높이를 다양하게 변경하여
민감도와 공간분해능의 결과값을 바탕으로 조준기의 설계변수 값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각 배율에
최적화된 설계 변수는 방사선원 위치의 공간분해능의 최소 하한을 제한하여 1.0 배율에서 3.0 배율까지
구멍 직경 3.5 – 4.5 mm 사이에서 최적화 변수를 도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최적화된 조준기의 설
계변수 값을 바탕으로 방사선 재난 감시에 활용하는 등 모니터링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Keywords: 방사선재난감시, 바늘구멍조준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Fig. 2. (Color online) Schematics of the gamma camera
system for magnification images.

Fig. 1. Magnification in the gamma ray imaging by pinhole collimator.

I. 서 론
감마선 영상 시스템은 방사선 테러, 안전사고 등 다각화된
방사선 재난이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방사선 오염지역
모니터링 등 방사선 방호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러한 감마선 영상 시스템은 방사선 관련 산업 분야의 수요
증대에 따라 방사선 재난 감시나 방사선 방호 등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많은 연구그룹에서 감마선 영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6]. 감마선 영상 시스템은
크게 조준기와 검출부로 나뉘며, 조준기를 통과하여 입사된
광자를 검출부에서 수집하여 2차원적인 영상으로 나타낸
다. 조준기는 감마선의 입사방향을 제한하여 선원의 위치를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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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종류로는 평행다공형, 바늘구멍,
확산형 조준기 등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방사선 재난이나 방사선 방호에 사용되는 감마카
메라는 원거리에 위치한 선원을 잘 확인 할 수 있도록, 고
민감도, 고분해능의 영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넓은 관심영역의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바늘구멍 조준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7,8]. 하지만 바늘구멍 조준기는 작은
하나의 구멍으로 감마선을 검출하여 고분해능 영상 획득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회전반경 및 확대율이 고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바늘구멍 조준기의 확대율은 Fig. 1과 같이
구멍의 위치에서부터 검출기까지 거리에 따라 영상의 확대
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감마카메라는
검출기가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재난 감시 영역에 대한 확대
영상을 획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검출기를 이동하여 확대영상을 획득 할 수 있
는 새로운 개념의 감마카메라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넓은
범위를 소형 감마카메라로 감시하기 위해 바늘구멍 조준기
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 확대율에 따른 조준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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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Simulated of penetration for pinhole collimator material.

Fig. 4. (Color online) Comparison of penetration rates
between Tungsten and Lead.
설계변수 최적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바늘구멍 조준기의
설계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
하여 최적화 값을 획득하였다.

II. 실험 대상 및 방법
새로운 개념의 감마선 영상 시스템의 적용하기 위한 바
늘구멍 조준기의 최적화 설계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시뮬
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감마선 영상 시스템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툴 중에 하나인 Geant4 기반의 GATE (Geant4
Application for Tomographic Emission) [9]를 이용하여 모
델링 하였다. 섬광체의 종류는 GAGG (Gadolinium Aluminum Gallium Garnet)를 사용하였으며, 각 픽셀의 크기
는 0.7 × 0.7 mm2 로 두께는 3 mm 이다. 섬광체는 29 × 29
로 배열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면적은 25.8 × 25.8 mm2 로
설계하였다. 최적화를 위한 공간분해능과 민감도 값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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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기 위해 선원은 137 Cs 점선원으로 방사선량은 10 mCi
로 수행하였다. 감마카메라 설계 개략도는 Fig. 2와 같다.
감마선은 모든 매질을 통과할 때 원소들과 상호작용으로
흡수 하면서 에너지를 잃거나 소멸되는데 감마선이 가지는
에너지를 일부 또는 모두 전달한다. 이와 같이 매질에 따른
에너지를 잃는 정도를 감쇠계수라고 하고 감마선 차폐를
위해서는 감쇠계수가 큰 물질을 필요로 한다. 이에 바늘구
멍 조준기의 물질 및 두께를 선정하기 위해 감쇠계수가 큰
텅스텐 (밀도 : 19.25 g/cm3 ) 과 납 (밀도 : 11.34 g/cm3 ) 을
이용해 투과력 시험을 실시하였다. 조준기의 기능을 위한
최소 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투과력이 5% 미만이 되는 매
질의 두께를 설정하였다. Figure 3은 GATE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투과력 시험을 나타내고 있으며, 섬광결정의 경우
완전 흡수체를 사용하였다. 137 Cs 선원에 대한 조준기의
두께를 결정하고자 2.0 mm – 30 mm까지 2 mm 간격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각 배율 별 바늘구멍 조준기의 최적화 설계변수를 얻기
위해 137 Cs 점선원에 의한 공간분해능과 민감도를 측정하
였다. 공간분해능은 점 선원 영상의 점확산분포를 가우
시안 함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반치폭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으로 측정하였고, 민감도는 선원의 방
사능 대 측정된 광자수의 비로 계산하였다. 최적화 설계
변수를 위해 바늘구멍 조준기의 배율이론값을 근거로 1.0,
1.5, 2.0, 2.5, 3.0 배의 각 확대율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
하였다. 구멍의 지름은 0.5mm 간격으로 1.0 mm – 5.0 mm
로 설정하였고, 채널 높이는 2 mm 간격으로 0 (Knife edge)
– 12 mm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공간분해능과 민감
도는 바늘구멍 지름과 높이에 따른 함수로 계산하였으며,
분해능과 민감도 결과값을 trade-off curve로 나타내었다.
확대율에 따른 바늘구멍 조준기의 최적화 설계변수를
통해 감마 영상 시스템을 설계하여, 영상의 확대율에 따른
두 선원의 구별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선원을 조준기의 중심
에서부터 60 mm 거리에 10 mm 간격으로 위치시키고 662
keV의 감마선을 발생시켜 영상을 획득하여 평가하였다.

III. 실험 결과
GATE 시뮬레이션을 통해 콜리메이터의 유효시야
(FOV), 초점거리, 홀의 지름, 높이, 구성물질, 방사선원
에너지 등의 설계변수를 바탕으로 감마카메라를 모델링하
여 물질 선정 및 분해능과 민감도를 획득하였다. Figure 4
는 바늘구멍 조준기의 물질 및 두께를 결정하기 위한 물질별
차폐력 시험 결과을 나타낸다. 텅스텐과 납의 차폐력 시험
결과 텅스텐은 20 mm 이상, 납은 30 mm 이상의 두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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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Trade-off curves of spatial resolution and sensitivity as a function of pinhole diameter for various
channel heights with each magnification imaging.
5% 미만의 투과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조준기의 물

이내, 1.5 배는 4.0 – 4.5 mm 사이, 2.0 배는 4.0 mm 이내,

질로 텅스텐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2.5 배는 3.5 – 4.0 mm 사이, 3.0 배는 3.5 4.0 mm 사이로

방사선 재난 구역 및 사고 지역의 정확한 위치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바늘구멍 지름과 채널 높이를 변화 시키면서

이를 바탕으로 각 배율에 따른 공통적인 설계변수 값은 4
mm 구멍지름과 4 mm의 채널 높이 값을 획득하였다.

점 선원의 영상을 획득하여 공간분해능과 민감도를 분석하

바늘구멍 조준기의 구멍직경과 채널높이의 최적화 설계

였다. Figure 5는 바늘구멍 지름과 채널 높이에 따른 trade-

변수를 바탕으로 감마영상시스템을 설계하여 1.0, 1.5, 2.0,

off 그래프를 나타낸다. 바늘구멍 조준기의 확대율 별 최적

2.5. 3.0 확대율의 배율이론값을 근거로 영상을 획득하였다.

화 설계변수는 방사선원의 위치확인을 위한 공간분해능의

Figure 6과 같이 1.0 배율에서는 분해능이 낮아 두 선원이

하한을 8 mm 범위 내로 제한하여 최적화 값을 도출하였다.

겹쳐 보였으며, 확대 배율이 커질수록 분해능이 향상되어

그 결과 구멍지름과 채널높이에서 확대율 1.0 배는 4.5 mm

두 선원이 잘 구분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Optimization of a Pinhole Collimator According to Magnification · · · – Jong-Hun W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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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or online) Simulated images of two source obtained with each magnification rate for demonstrate of optimal
pinhole collimator.

IV. 고찰 및 결론

감사의 글

방사선 재난 및 오염지역의 정확한 영역을 찾을 수 있는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산업육성지원 사업

확대 영상이 가능한 감마카메라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재난안전기술상용화지원)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바늘구멍 조준기의 최적화 설계변수 값을 도출하였다.
GATE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각 배율에 따른 공간분해

감사 드립니다 (2019-MOIS32-024).

능과 민감도 사이의 trade-off 곡선을 통해 바늘구멍 조준기

REFERENCES

의 설계변수 값을 획득하였다. 그 결과 바늘구멍 조준기의
확대율별 최적화 설계변수는 방사선원의 위치 확인을 위한
공간분해능의 하한을 8 mm 범위 내로 제한하여 1.0 배율

[1] L. Caballero et al., JINST 13, P03016 (2018).

에서 3.0 배율까지의 교차하는 공통 설계변수인 구멍 지름

[2] C. -H. Baek, D. H. Kim, Y. -G. Lee and Y. Lee, Jour-

4 mm, 채널 높이 4 mm 값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실제 배율 별 감마카메라 시스템을 모델링하여 두 선원의

Engineers 54, 133 (2017).

확대 영상을 획득한 결과 고 분해능의 영상을 획득 할 수
있었다. 이는 넓은 영역을 감시하다가 특정 관심영역만을

[3] N. Kawachi et al., J. Environ. Radioact. 151, 461
(2016).

확대하여 고분해능의 영상을 얻어 정확한 방사선 구역을

[4] C. -H. Baeket al., Radiat. Meas. 59, 114 (2013).

찾아 낼 수 있는 감마카메라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5] C. -H. Baeket al., IEEE Trans. Nucl. Sci. 57, 1404

본 연구에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재난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바늘구멍 조준기 최적화 연구를
하였으며, 이는 기존 조준기의 연구에 이용되거나 실제 바
늘구멍 조준기 제작 시 참고 자료로 이용되는 등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후 실제 제작된 조준기

(2010).
[6] M. Giménez et al., Nucl. Instrum. Methods Phys.
Res. A 525, 298 (2004).
[7] S. Y. Bae et al., Int. J. Radiol. Med. Imag. 2, 116
(2006).

를 통해 감마카메라 시스템을 제작하여 실험 검증이 필요

[8] S. R. Cherry, J. A. Sorenson and M. E. Phelps,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개념의 가변형 조준기 개발에

Physics in Nuclear Medicine 4th (W.B. Saunders

적용하고자 한다.

company, 2012), Chap. 13, pp. 195-206.
[9] S. Jan et al., Phys. Med. Biol. 49, 4543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