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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vercoming the drawbacks of pinhole collimators, which are used to detect a wide field of
view, compact diverging collimators using metal-based precision machining have recently been
drawing attention in the 3D printer field.

Thus, we evaluated the performances of diverging

collimators among the square, circular and hexagonal holes, as well as the arrangements of the
GAGG crystals. The GATE code and the STL file were used, as was a

99m

Tc point source. The

2

total area and the height of the collimator were set at 25.8 × 25.8 mm and 15 mm respectively.
While the spatial resolution for all holes was relatively constant within a low error, the sensitivity
for the square holes was 37.3% better than that for circular boles and 52.2% better than that for
hexagonal holes,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when the source was moved to the X-axis. Also, if
the arrangement of crystals matched the type of the holes in the collimator, the spatial resolution
was slightly better, confirming that the higher the degree of matching the hole, the better th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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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감마카메라에서 확산형 조준기의 구멍 형태 및 배열에 따른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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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D 프린터에서 금속 재질의 정밀 가공기술을 이용한 소형 확산형 조준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확산형 조준기의 구멍 형태가 사각형, 원형, 육각형일 때와 섬광체의
배열 형태에 따른 민감도와 공간분해능의 차이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도구인 GATE와 STL 파일을 이용하였고, 점선원

99m

Tc(140 keV) 과 조준기의 전체 면적, 높이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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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25.8 mm2 , 15 mm로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모든 구멍에서 공간분해능은 작은 오차 내 범위로
비교적 일정했던 반면 민감도는 사각형이 원형 대비 37.3%, 육각형 대비 52.2% 우수했으며, 이는 선원이
가장자리로 이동했을 때도 유사하였다. 또한, 섬광체의 배열이 조준기의 구멍 형태와 일치했을 경우 공
간분해능은 개선되었고, 이를 통해 조준기의 구멍과 일치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Keywords: 확산형 조준기, GATE, 성능평가, 3D 프린터

I. 서 론
감마카메라는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검출하여
영상화하는 장비로 산업 및 의료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
고 있다. 최근 환경감시 및 소동물 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
로 병원에서 사용되는 감마카메라가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차지하는 공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비경제적이며, 비효율
적이다 [1,2]. 그래서 감마카메라의 소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형 감마카메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넓은
관심영역을 확보하면서 대상의 확대 또는 축소가 가능한 바
늘구멍 조준기가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구멍 크기에 따라
변화하는 검출효율과 가장자리에서의 민감도와 공간분해
능 저하 등의 문제로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이전까지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금속 재질을 활용한 3D 프린팅 정밀 가공기술로 출력
이 가능해진 확산형 조준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5].
확산형 조준기는 감마카메라의 유효직경보다 넓은 관심
영역을 확보할 수 있고 영역 내 선원에 대해서는 다른 조
준기에 비해 민감도와 공간분해능이 일정한 특징이 있다.
또한 구조적 특성상 소형으로 제작하여도 선원의 위치를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 방사선 누설이 우려되는 환경
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의 감시에 활용이 가능하다 [6,7]. 이
러한 조준기는 감마카메라의 가장 앞에 위치하여 감마선이
섬광체에 흡수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방사선을 집속시키
는 역할을 하는데 선원의 방사능 대비 섬광체에 흡수되는
광자수는 에너지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그 비율은
매우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소검출방사능 (Minimum
detectable activity, MDA) 과 컴프턴 산란 및 투과 등을
고려한 조준기의 설계가 중요하며, 이때 변수는 조준기의
높이, 격벽 두께, 구멍의 형태 및 배열 등으로 이는 감마카
메라의 성능과 영상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 [8–10].
섬광체는 흡수된 감마선과 충돌하여 빛을 발생하는 물질
로 NaI(Tl), CsI(Tl), GAGG 등 다양한 종류의 섬광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섬광체 배열을 활용하여 공간분해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감마카메라는 다양한 관심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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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verging W-collimator in various hole type, (a):
Square, (b): Circle, (c): Hexagon.
영상화가 가능하다 [9]. 그러나 섬광체는 센서를 고려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배열의 형태가 조준기의 구멍과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며 불일치로 인한 감마카메라의 성능은 차이를
보여왔다 [11–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인
GATE (Geant4 application for tomographic emission)를
이용하여 사각형, 원형, 육각형 형태의 확산형 조준기의
구멍 형태 및 배열과 섬광체가 조준기 구멍에 일치되었을
경우, 일정 간격으로 배열화되어 있는 경우로 분류하여 확
산형 조준기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II. 실험 대상 및 방법
확산형 조준기의 구멍 형태 및 배열과 섬광체의 형태에
따른 민감도와 공간분해능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Geant4
기반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도구인 GATE를 이용하여
구조를 모사하였다 [14, 15]. 모사된 확산형 조준기의 매
질은 감마선 차폐력이 우수하고 감쇠계수가 큰 텅스텐 (밀
도 :19.25 g/cm3 ) 을 사용하였다 [16,17]. Figure 1은 조준
기의 구멍 형태 단면과 전체적인 모습이며, Table 1과 같이
섬광체와 맞닿는 조준기 밑면의 크기는 25.8 × 25.8 mm2
이고 같은 면적 내 각 구멍 형태로 인해 생기는 빈 공간의
면적은 사각형의 경우 75.38%, 원형은 59.20%, 육각형은
69.53%를 차지했으며 조준기의 높이는 15 mm로 일치시
켰다. 구멍 수는 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미지수 라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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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Scintillator type of diverging collimator, (a): Matching, (b): Pixelated.

Fig. 4. Sensitivity and FWHM as a function of hole type
with the fixed slat height of 15 mm.
출된 반치폭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으로
정의하였다.
Figure 4는 섬광체와 반사체가 각각 0.7 mm, 0.1 mm의
동일한 크기로 총 25.8 mm에 대해 배열화된 경우, 선원이
Fig. 3. (Color online) Modeling for evaluating diverging
collimator performance, (a): Geometry, (b): in GATE.

중앙에 위치하였을 때 섬광체에 흡수된 감마선을 표준화하
여 나타낸 민감도와 반치폭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이다. 민감도는 사각형 구멍 형태가 원형 대비

했을 때 Table 1의 식과 같이 도형 각각의 면적을 산출하여
구하였다.
섬광체는 NaI(Tl), CsI(Tl) 등에 비해 저지능에 효율적
이고 형광수율이 높은 장점이 있는 GAGG (Gadolinium
aluminum gallium garnet) 를 이용하였다. Figure 2와 같
이 섬광체의 배열을 조준기의 구멍과 일치시킨 경우와 동
일한 크기로 배열화된 경우로 분류하여 시뮬레이션을 진
행하였고, 산란선을 제거하여 정확한 결과값을 획득하고자
에너지 창은 ±10%로 설정하였다. 선원은 핵의학 진단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99mTc (에너지: 140 keV)으로 사용하
였으며, 분해능과 민감도 측정을 위해 점선원으로 방사능은
1×108Bq로 모사하였다. Figure 3과 같이 섬광체 표면으
로부터 200 mm에 위치시킨 후 확산형 조준기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한 관심영역 내 성능을 구멍 형태별로 확인하기
위해 선원을 중앙에서 X축으로 10, 20, 30 mm 이동시키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37.3%, 육각형 대비 52.2%만큼 우수했고, 반치폭은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났다.
또한 Fig. 5와 같이 관심영역 내 점선원의 위치를 이동
시켜 감마카메라의 성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선원이 중
앙에 위치할 때 사각형 형태의 분해능은 3.1 mm이었고, X
축으로 10 mm씩 이동하였을 때 각각 3.1, 3.0, 3.1 mm로
나타났고, 원형 형태의 분해능은 선원이 중심에 있을 경우
3.0 mm, X축으로 이동할수록 3.0, 2.9, 3.0 mm로 나타났
다. 또한 육각형 형태에서는 중심에서 2.9 mm, X축으로
이동할수록 2.6, 3.0, 3.0 mm로 나타났다. 모든 구멍 형태
에서 이동한 점 선원 위치에 대해 확산형 조준기의 구조적
특징인 관심영역 내 선원에 대한 민감도와 공간분해능이
비교적 일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섬광체의 형태에 따른 감마카메라의 성능 차이를 비교
하였다. 확산형 조준기의 사각형 구멍 형태는 섬광체와 일
치시켰을 때가 배열화했을 때의 구조와 같으므로 원형과
육각형에 대해서만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Figure 6과

III. 실험 결과

같이 조준기의 구멍 형태가 원형일 경우 섬광체를 일치시키
면 영상 중심 주변의 픽셀에 흡수되는 광자수가 섬광체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산형 조준기를 모사하
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민감도는 선원의 방사능 대비 섬
광체에 흡수된 광자수의 비로 정의하였고, 공간분해능은
영상의 광자수 확산분포를 가우시안 함수로 분석하여 산

픽셀화했을 때와 비교하여 감소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공간
분해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7과 같이 구멍
형태가 육각형인 경우 X축과 Y축으로 배열된 구멍 개수
즉, 격벽 개수가 많음으로 인한 방사선 집속효율 증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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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ometrical characteristics of the diverging W-collimator.
Hole Type
Total Area (mm2 )
Empty Area (%)
Slat Height (mm)
Septal Thickness (mm)
Area Formula
Total Number of Holes along X(Nx)
Total Number of Holes along Y(Ny)

Square

Circle
25.8 × 25.8
59.20
15
0.1
√
3 2
x
2
32
32

75.38

x2 π x2 2
32
32

Hexagon
69.53

36
41

Fig. 7. (Color online) Photon counts absorbed into each
pixel of the image in a hexagonal hole (a): Matching,
(b): Pixelated.
Fig. 5. Sensitivity and FWHM uniformity by hole type
depending on the point source position [mm].

본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민감도는 조준기의 구멍 형태가
사각형일 때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전체 면적 대비 비어있는
공간의 비율, 조준기의 틀 형태 등이 고려된 결과이다. 하
지만 산란선의 비율도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간분해능이 다른 구멍 형태에 비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육각형 구멍 형태가 사각형, 원형보다 구멍 개수가 많아
하나의 구멍 지름이 작기 때문에 감마선 퍼짐이 작고, 조
준기의 격벽에 산란선이 대부분 흡수되어 1차선의 비율이
증가되어 민감도는 줄었지만 분해능은 향상되는 특성을 나

Fig. 6. (Color online) Photon counts absorbed into each
pixel of the image in a circular hole, (a): Matching, (b):
Pixelated.

타내었다.
고 분해능의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육각형 구멍 형태
가 좋지만, 방사선 모니터링 목적의 확산형 조준기는 분해능
저하 대비 민감도가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성능 측면에서

차선의 비율이 증가하여 주변 픽셀에 흡수된 광자수는 섬

사각형 형태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어있는 공간

광체를 일치시켰을 때가 더 많았지만 반치폭을 형성하는

이 차지하는 비율은 곧 감마카메라의 무게와도 직접적인

주된 요인인 중심 픽셀에 흡수되는 광자수가 매우 높아 이

연관이 있으며 이는 실제 제작 시 경제적임을 나타낸다.

또한 결과적으로 공간분해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섬광체 형태는 조준기의 구멍과 일치시킨 경우가 모든
구멍 형태에서 공간분해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하지만 여

있었다.

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감마카메라의 경우 하나의 센
서와 섬광체에 조준기만을 교체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조준기의 구멍과 일치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공간분해능이

IV. 논 의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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