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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GEM 검출기의 동작특성 및 상획득 실험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GEM 검출기의 동작특성 분석을 위하여 MAXWELL 전기장 해

석프로그램과 GARFIELD 전기력선 가시화 프로그램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고 다양한 조건에서의 동작특성 실험 및 표준 CCD 카메라를 이용한 상획득 

실험을 하 다.

  시뮬레이션과 동작특성 실험 및 상획득에 사용된 GEM 검출기는 습식식각 방

식을 통해 이중 원뿔형 구조로 제작되었다. 검출기의 증폭도와 위치분해능을 높이

기 위해 이중 원뿔형 GEM 검출기의 홀 지름과 간격은 각각 60 ㎛, 100 ㎛로 하

고, 절연체의 두께와 유효 검출면적은 50 ㎛ 및 10 cm×10 cm로 제작하 다. 주 

검출기체로는 Ar을 사용하 고, CO2, CF4 소광기체를 다양한 조성비로 혼합하여 

1기압 상태에서 동작특성 분석과 상획득 실험을 하 다. 

  GEM 검출기의 기하학적 인자와 다양한 외부 전기장 조건에서 수행한 

MAXWELL 전기장 해석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르면 GEM 홀 내부의 중심 전기장

의 세기는 외부 전기장 세기에는 거의 향을 받지 않았고, GEM 인가전압에 대

해서는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 다. 

  GARFIELD 전기력선 가시화 모의시험 수행 결과에 의하면 표류전기장의 세기

가 강할수록, 수집 전기장의 세기가 약할수록 수집전극으로 향하는 전기력선의 수

가 감소하여 신호 손실이 발생하 다.

  단일 GEM 검출기의 전자수집 효율은 표류전기장 세기 증가에 거의 변화가 없

었고, 수집전기장의 세기에 대해서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8 kV/cm의 수집전기장

에서 약 90%로 측정되었다. 

  다양한 조성비의 Ar/CO2 혼합기체에 대해 측정한 이중 GEM 검출기의 최대 유

효기체이득은 104 정도로 단일 GEM 검출기에 비해 약 100배 정도 증가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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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GEM 검출기의 전자수집 효율은 단일 GEM 검출기와 마찬가지로 표류전기장 

세기에 무관하며 전송전기장에 대해서도 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상부 GEM

과 하부 GEM의 동작전압 분배의 차이에 따른 의존성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수

집전기장의 세기에 따라서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수집전기장의 세기가 7 kV/cm

일 때 약 60%로 측정되었다. 

  전자사태 시 우수한 가시광 방출 특성을 나타내는 CF4를 충전한 삼중 GEM 검

출기와 표준 CCD 카메라를 결합하여 X-선 상장치를 구성하 다. GEM 검출기

에서 방출되는 광의 세기는 CF4의 구성비가 증가할수록 소광효과에 의해 감소하

으나, 안정적인 동작조건을 고려할 때 Ar/CF4(95/5)가 최적의 기체조성비로 평

가되었다. 균일하게 입사된 X-선에 의해 GEM 표면의 전체 역에서 방출된 광세

기의 분포는 약 10% 정도 고, 편차의 주요한 원인은 GEM 검출기 내부의 전기

장 세기 변화와 X-선 선속의 불균일성으로 판단되었다. 제작한 GEM 검출기의 입

사창에 Π형상의 플라스틱 물체를 두고 X-선 상을 획득하 고, 피사체 상의 

위치에 따른 대조도를 이미지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하 다.

                                                                           

핵심 되는 말 : GEM 검출기, 기체검출기, 기체증폭, 전자증폭, X-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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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기체검출기는 방사선 검출기 분야에서 가장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고 제작의 용

이함과 방사선에 의한 손상이 거의 없다는 특징으로 인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

용되고 있다. 기체검출기의 원리는 방사선이 기체를 통과할 때 광전흡수, 컴프턴산

란 등의 상호반응으로 생성되는 전자를 수집하는데 기초를 둔다. 

  기체검출기 분야에서 입사 방사선의 위치를 전자적 신호로 검출한 최초의 검출

기는 1968년 G. Charpark이 고안한 다중선비례계수관(Multi Wire Proportional 

Chamber : MWPC)[1]으로 현재까지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고 연 

X-선을 이용한 결정의 회절실험과 생물학 분야의 생체조직 연구[2-4]를 비롯하여 

디지털 진단의학 분야[5-8]의 상검출기로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유럽 입자 가속기 연구소인 CERN에서 진행 중인 소립자 검출 실험에서는 

기존의 검출기보다 정확한 위치분해능과 시간분해능을 지닌 고성능의 검출기가 

요구되었다. 1987년 A. Oed 등은 MWPC의 새로운 대안으로 반도체 리소그라피

(lithography) 공정을 이용한 Micro Strip Gas Chamber(MSGC)를 제안하 다.[9] 

MSGC는 절연기판 위에 100 ㎛ 정도의 간격으로 양전극과 음전극을 식각하여 형

상화한 것으로 기체검출기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 다. 이후 초소형전자기술

(microelectronics)을 이용한 미세전극 구조의 검출기 개발 연구로 Microgap Gas 

Chamber(MGC)[10], Microdot Gas Chamber(MDOT)[11], Gas Electron 

Multiplier(GEM)[12] 등의 기체검출기가 개발되었다. 

  미세전극 검출기에서 제기된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검출기 자체의 고유한 특

징인 미세띠(micro strip) 구조가 고선속, 고이득 동작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

파크에 녹거나 절단되는 치명적 손상을 입는다는 것이다. 1996년 F. Sauli에 의해 

개발된 GEM 검출기는 초기에 기존 기체검출기의 표류 역(drift region)에 위치하

여 1차 전자증폭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통해 미세전극 검출기에 부가적인 전자증

폭도(gas multiplication)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 다. 이러한 GEM 검출기의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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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gas gain)의 기여로 미세전극 검출기에 인가되는 동작전압을 낮출 수가 있었

고, 결과적으로 스파크 손상 등의 불안정한 동작 특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GEM 검출기의 제작기술 향상과 동작 특성에 대한 연구는 GEM 검출기 자

체의 기체증폭도를 향상시켰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GEM 검출기는 기존의 미세전

극 검출기의 보조 수단이 아닌 독립적인 검출기로 동작하게 되었다. 독립적 동작

은 미세전극 검출기와 직접 결합되어 제작되는 신호수집회로(readout circuit)의 제

거를 의미하고 이로 인해 GEM 검출기는 다양한 구조의 신호수집회로와 결합된 

형태로 동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GEM 검출기는 기존의 다른 기체검출기들에 비해 스파크 손상에 매우 강하고, 

공간 및 시간 분해능, 검출효율 등 여러 면에서 훨씬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

며 신호수집회로와 분리되어 동작하므로 제작의 용이함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

점으로 인해 GEM 검출기는 차세대 검출기로 평가되고 있으나 전체 전극간의 전

기장 구성이 최적화되지 않으면 방사선과 기체의 반응으로 생긴 전자가 GEM 홀

(hole)을 통과하지 못하고 GEM 상위전극에 포획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또한 전자

가 홀을 통과하면서 겪는 전자사태(avalanche)로 발생하는 다량의 전자가 수집전

극 대신 GEM의 하부전극으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전자증폭도가 감소하

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GEM 검출기의 전자증폭도와 각 동작 조건 사이의 연관성을 분

석하기 위하여 MAXWELL[13] 전기장 해석 프로그램과 GARFIELD[14] 전기력선 

가시화 프로그램을 통한 시뮬레이션과 단일, 이중, 삼중 GEM 검출기에 대한 실험

을 수행하 다. 그리고 GEM 검출기의 활용 방안의 하나로 표준 CCD 카메라를 

신호수집회로 한 상획득 실험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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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체검출기의 원리와 물리적 현상

2.1 기체검출기의 기본 원리

  기체검출기는 가장 오래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사

선 검출기 유형중의 하나로서 입사방사선에 의해 생성되는 전자가 기체를 통과할 

때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기초를 둔다. 기체검출기의 기본 구조는 그림 2.1과 같이 

실린더 형태로 중앙전극이 양극으로 실린더 벽이 음극으로 구성된다. 방사선이 검

출기에 입사되면 기체를 전리시켜 전자와 양이온, 즉 이온쌍을  생성한다. 이때 검

출기의 양극과 음극사이에는 높은 전위차가 걸려 있으므로 전자는 양극으로 양이

온은 음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전자와 양이온이 전극에 포집됨에 따라 전류가 흐

르고 후위에 위치한 정 한 전류계 또는 전압계를 통해 신호를 표시한다. 한편 전

자와 양이온의 질량 차로 인해 양이온이 음극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1 ㎳ 정도이

고 전자가 양극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1 ㎲정도로 약 1000배 정도의 시간 차이가 

생긴다. 

                      그림 2.1 기체검출기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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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X-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

   

  X-선이 물질에 조사되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와 상호작용하여 흡수 및 산란되

거나 투과 된다. X-선과 물질간의 상호작용은 X-선 에너지와 원자내 전자의 결합

에너지 정도에 따라 궤도전자의 외각, 내각에서 일어나는 확률이 각기 다르다. 진

단 방사선에서는 입사 광자 에너지가 낮은 관계로(10∼150 keV) 광전흡수

(photoelectric absorption), 컴프턴산란(Compton scattering)만을 고려한다. 광전흡

수는 조사된 X-선과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내각전자(주로 K-각 전자)가 상호작

용하여 입사광자의 모든 에너지가 궤도전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작용으로 광자는 사라지고 물질은 이온화 되며,  이 때 생성된 이온화 전자를 광

전자(photoelectron)라 한다. 이에 반해 컴프턴산란은 조사된 X-선과 물질을 구성

하는 원자의 외각전자(주로 최외각 전자)가 상호작용하여 입사광자의 일부 에너지

가 궤도전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작용을 통해 물질은 이온화되고 

광자 자신은 입사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산란되며 생성된 이온화 전자는 반도전자

(recoil electron)라 한다.

2.3 하전입자와 물질과의 상호작용

  하전입자가 물질과 작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쿨롱 법칙에 의존하며, 물질과 

단 한 번만 상호작용하여 에너지를 모두 상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전입자

는 원자핵과 탄성산란을 하거나 물질구성 원자의 궤도전자와 비탄성산란을 수차

례 거듭하면서 물질을 여기 또는 전리시키면서 모든 에너지를 상실한 후에 정지

하게 된다. Bethe와 Bloch[15,16]에 의하면 입사입자의 단위길이당 에너지 손실은 

입사입자의 속도에 의존하고 그 질량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또한 에너지 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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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물질의 종류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그 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 도의 

흡수물질 내에서는 저지능(stopping power)이 증가된다. 하전입자와 물질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근거리 충돌(close collision)과 원거리 충돌(distant collision)은 물

질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구분된다. 전달에너지의 값이 큰 근거리 충

돌의 경우에는 물질을 전리시키게 되며 전달에너지가 작은 원거리 충돌에서는 여

기 및 전리작용이 동시에 포함된다. 근거리 충돌 및 일부 원거리 충돌에서의 전리

작용에 의해서는 수십 eV 이상의 에너지를 지닌 2차 전자가 생성되고 특히 근거

리 충돌에서 일부 만들어지는 수십 keV 이상의 에너지를 지닌 전자는 스스로 물

질을 전리하기 때문에 델타전자(δ electron)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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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GEM 검출기

3.1 GEM 검출기의 동작원리

    

              (a)                                      (b)

그림 3.1 (a) GARFIELD로 구현한 전자증폭 현상 

(b) GEM 검출기에서 발생하는 전자증폭 현상 모식도

  양단에 금속이 코팅된 절연체에 균일한 미소 홀들이 뚫려 있는 판구조의 GEM 

검출기는 일반적으로 기체검출기의 표류 역에 삽입되어 비례계수 모드로 동작을 

한다(그림 3.1). 절연체 양단의 상부전극(GEM top electrode)과 하부전극(GEM 

bottom electrode)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면 GEM 미소 홀 내부에 쌍극자 전기장이 

생성되고 표류전극(drift electrode)과 수집전극(collection electrode)에 의해 생성되

는 외부전기장을 홀 내부에서 집속한다. 결국 이러한 집속현상은 홀 내부에 강한 

전기장을 형성하게 된다. 표류 역(drift region, 표류전극과 GEM 상부전극 사이

의 역)에 입사한 X-선은 검출기체와 반응하여 1차 이온화에 의한 전자-양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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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을 생성하고 전자는 표류전기력선을 따라 GEM 미소 홀로 향한다. 홀에 접근한 

전자는 홀 내부의 집속전기장 역으로 빨려 들어가며 운동에너지를 얻게 되고, 

이러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검출기체와 연속적으로 비탄성 충돌을 하며 2차 이온

화에 의한 전자사태를 일으키게 된다. 전자사태 과정에서 증폭된 전자들은 GEM 

미소 홀 하부에서 분산되는 전기력선을 따라 수집전극에 도달하여 유도신호를 출

력한다. 그림 3.1 (a)는 이러한 GEM 검출기 내부에서의 전자증폭과정을 

GARFIELD 프로그램으로 모식화한 것이다. 표류 역에 있는 전자 하나가 전기력

선을 따라 홀로 이동하고 홀 내부에서 증폭되어 다수의 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표류 역에 입사한 방사선에 의해 전리된 전자 중 일부는 외부전기장이나 

다중산란에 의한 확산(diffusion), 재결합 등으로 인해 전자사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전자사태에 참여하여 증폭된 전자 중 일부는 수집 역(collection 

region, GEM 하부전극과 수집전극 사이의 역)의 전기장 세기에 따라 GEM 하

부전극에서 수집되어 전자신호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GEM 검출기에서 전자사태에 의해 수집된 전하의 양은 주로 미소 홀 중심 역

에서의 전기장 세기와 전하증폭의 통로가 되는 홀의 길이에 의존하게 된다. GEM 

양단 전극에 인가된 전압이 증가하면 GEM 미소 홀 내부의 전기력선 집속이 향상

되어 전기장 세기가 증가되고, 홀의 직경을 줄여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동

일한 전기장 세기 조건하에서는 기체증폭 경로가 길수록 증폭전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절연체의 두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동일한 전기장 조건

을 충족시키려면 증가된 두께 만큼 인가전압을 높여주어야 하고 고전압 하에서 

스파크와 같은 불안정한 요소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재의 공정조건 

및 제작비용을 고려한다면 100 ㎛ 이상의 두꺼운 GEM은 제작하기 힘든 실정이

다. 본 실험에 사용된 50 ㎛ 두께의 Kapton 절연체는 대기 중에서 500 V의 인가

전압에서 스파크 없이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외부전기장 조건에서 

GEM 홀 중심 역의 전기장 세기는 50 kV/cm 내외로 GEM 홀 내부로 들어온 전

자가 전자사태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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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GEM 검출기의 신호 형성

  기체검출기는 인가전압에 따라 전리, 비례계수, GM계수 모드로 구분되어 동작

하는데 GEM 검출기는 기체증폭을 이용하는 비례계수 모드에서 동작한다. 수 

kV/cm 이상의 전기장 내에서 전자는 전기력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가속되어 높은 

에너지를 얻고, 인근의 기체를 이온화시킨다. 전기장이 더욱 강해지면 이온화된 전

자가 다시 가속되면서 비탄성 충돌에 의해 연쇄적인 이온화 현상을 일으키며 전

하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자사태(avalanche)

라고 한다. 전자사태를 이용하여 전자의 수를 증식시키는 것을 기체증폭이라고 하

며, 비례계수관은 이러한 기체증폭을 이용한 방사선 검출기이다. 수집된 총 전하의 

수는 입사방사선의 1차 전리에 의해 생성된 전하의 수에 비례하고, 이 때의 비례

상수를 기체이득(기체증폭도, gas gain)이라 한다. 

   이온화 평균자유행로(mean free path for ionization)는 전자가 기체와 비탄성 

충돌을 하여 전자-양이온 한 쌍을 생성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평균거리로 정의

된다. 결국 기체 속을 평균자유행로만큼 이동한 전자는 한 개의 전자-양이온 쌍을 

생성하게 된다. 이온화 평균자유행로의 역수는 1차 Townsend coefficient(α)라고 

부르며, 단위 표류길이당 생성된 이온 쌍의 수에 해당하는 값이다. 

전자사태는 충돌에 의한 전리과정에 기본을 두고 있다. 균일한 전기장 내에 한 개

의 전자는 평균자유행로(α
-1
) 후에는 한 개의 전자-양이온 쌍을 생성하게 되고, 이 

두 개의 전자는 다시 두 개의 전자-양이온 쌍을 생성하게 되는 연쇄 다발적 현상

이 발생한다. 현재 어떤 지점의 전자 수를 N이라고 하면 경로 dx를 지난 후에 증

가된 전자 수는 다음과 같다.

    dN(x)=αN(x)dx     (식 3.1)

위의 식을 적분하면

    N(x)=N 0e
αx

또는 G(x)=
N(x)
N 0

=e
αx

            (식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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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어지며, G는 기체이득을 나타낸다. 만약 전기장이 균일하지 않으면 α는 거리 

x에 의존하므로 식 3.2는 

    N(x)=N 0e
⌠
⌡ α(x)dx

              (식 3.3)

로 주어지고, 기체증폭도는 

     G=e

⌠
⌡

X 2

X 1
α(x)dx

      (식 3.4)

으로 나타난다. 식 3.4에서 X1은 고전기장에 의해 전자증폭이 시작되는 지점의 좌

표이고, X2는 증폭과정이 중단된 위치의 좌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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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GEM 검출기 제작

4.1 GEM 검출기의 기하학적 구조 설계

   본 논문에서는 방사선 상검출기에 적용하기 위한 고증폭도, 고위치분해능 특

성을 갖춘 GEM 검출기를 설계하고 제작하 다. GEM 검출기의 기하학적 구조는 

검출기의 위치분해능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기체증폭도에도 향을 미친다. 검출기

의 위치분해능을 향상시키려면 GEM 미소 홀의 간격을 좁혀야 하며, 기체증폭도

를 증가시키려면 홀 지름을 줄이거나 절연체의 두께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림 

4.1과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 및 제작한 GEM의 홀 지름과 간격은 각각 

60 ㎛, 100 ㎛이었고 유효 검출면적은 10 × 10 ㎠이다.

그림 4.1 이중 원뿔형 GEM 검출기의 기하학적 구조

표 4.1. 이중 원뿔형 GEM 검출기의 기하학적 구성 요소

구성 요소 구성 요소별 수치

홀(hole) 간격 (P) 100 ㎛

전극 사이의 간격 (D) 60 ㎛

절연체 사이의 간격 (d) 40 ㎛

절연체 두께 (T) 50 ㎛

전극 두께 (t) 5 ㎛

유효 면적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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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GEM 검출기 제작

      

(a)                                       (b)

그림 4.2 (a) 광학현미경으로 촬 한 GEM 검출기 사진 

(b)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촬 한 GEM 홀 단면도

  GEM 검출기의 미소 홀은 습식식각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하 고 이로 인하여 

홀 내부에 절연체가 돌출된 형상을 나타내는 이중 원뿔형 GEM(double conical 

GEM) 구조로 제작이 되었다(그림 4.2) 이러한 구조는 습식식각 공정에서 식각율

의 차이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것으로 인하여 전자사태 중의 전하들이 홀 내부의 

경사진 절연층에 쌓여 전하증폭도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GEM 검출기는 스위스의 CERN연구소에서 제작하 으며, 

공정 순서는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쇄회로기판 제작공정과 유사하다. 먼

저 5 ㎛ 두께의 구리박막이 코팅된 Kapton(Du Pont 사의 polyimide 상표명) 절연

체 양면에 감광제(photo sensitive resin)를 코팅한 후 마스크를 정렬시키고 자외선 

광을 조사하 다. 그리고 Na2CO3로 홀이 될 부분을 현상(development)한 후에 

FeCl3로 구리를 식각하고, 그 시각된 구리패턴을 마스크로 삼아 Kapton을 식각하

여 GEM 검출기를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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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GEM 검출기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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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시뮬레이션을 통한 동작 특성 분석

5.1 전기장 시뮬레이션

  GEM 검출기의 기체증폭 특성은 주로 기하학적인 요소와 전기장 조건에 의존한

다. GEM 검출기의 기체증폭에 향을 주는 기하학적 요소는 홀의 직경과 절연체

의 두께이다. 직경이 작을수록 홀 내부의 전기장이 세어지고, 절연체의 두께를 증

가시킬수록 전자사태가 전개되는 경로가 길어져 보다 큰 증폭도를 얻을 수 있다. 

기체검출기에서 전자사태가 개시되는 전기장의 세기는 106 V/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실적인 절연체의 두께는 50∼150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보고에 

의하면[17], 홀의 직경이 40 ㎛ 이하에서는 전자의 GEM 하부전극으로의 확산으로 

인해 기체이득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GEM 검출기의 높은 기체증

폭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고위치분해능을 실현하기 위해 이중 원뿔형 GEM의 홀 

직경, 절연체의 두께, 홀 간격을 각각 60 ㎛, 50 ㎛, 100 ㎛ 로 설계하 다. 설계된 

GEM 검출기의 동작 특성을 분석하고, 전자수집효율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조건을 

구하기 위하여 전기장 해석 프로그램인 MAXWELL과 전기력선 가시화 프로그램

인 GARFIELD를 이용하여 GEM 검출기 내의 전기력선 분포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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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단일 GEM 검출기에 대한 전기장 시뮬레이션

그림 5.1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단일 GEM 검출기 단면도

  그림 5.1은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단일 GEM 검출기의 전체 단면도이다. 단일 

GEM 검출기의 기체공간은 표류 역(drift region)과 수집 역(collection region)으

로 구성된다. 표류 역은 표류전극(drift electrode)과 GEM 상부전극(GEM top 

electrode) 사이의 기체공간을 의미하며 이 사이에 형성되는 전기장을 표류전기장

(drift field, ED)이라 한다. 수집 역은 GEM 하부전극(GEM bottom electrode)과 

수집전극(collection electrode) 사이의 기체공간을 의미하며 이 공간에 형성되는 

전기장을 수집전기장(collection field, EC)이라고 한다. 전체 외부 전기장의 방향은 

수집전극에서 표류전극으로 향하는 방향이다. 

5.2.1 표류전기장의 향

  그림 5.2와 그림 5.3은 수집전기장의 세기를 6 kV/cm, GEM 인가전압을 420 V 

로 고정하고 표류전기장을 1 ∼ 15 kV/cm로 변화시켰을 때의 전기력선 분포를 

보여주는 모식도와 GEM 전극에 포획된 전기력선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표류전기장 세기가 수집전기장 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에서는 전기력선 전체가 홀

을 통과하 다. 반면 표류전기장의 세기가 수집전기장보다 강한 조건에서는 GEM 

하부전극에 포획되는 전기력선이 발생하 고 그 차이가 커질수록 포획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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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5.2  시뮬레이션 조건 : VGEM = 420 V, EC = 6 kV/cm 

(a) ED = 4 kV/cm (b) ED = 8 kV/cm

그림 5.3 단일 GEM 검출기의 표류전기장 변화에 따른 전기력선 포획률 그래프



- 16 -

도 증가하 다. 결국 GEM 검출기의 표류전기장 세기가 수집전기장보다 큰 동작

조건에서는 수집 전극에 도달하는 전기력선이 감소하여 신호의 손실이 발생하

다.

5.2.2 수집전기장의 향

  그림 5.4와 그림 5.5는 표류전기장의 세기를 5 kV/cm, GEM 인가전압을 420 V

로 고정하고 수집전기장의 세기를 1∼15 kV/cm로 변화시켰을 때의 전기력선 분

포를 나타내는 모식도와 GEM 전극에 포획된 전기력선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

이다. 표류전기장의 향과 마찬가지로 수집전기장이 표류전기장보다 작은 1∼4 

kV/cm 범위에서는 하부 전극으로 포획되는 전기력선이 발생하 고 그 차이가 적

어질수록 포획 비율이 감소하 다. 또한 수집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수집전

극에 도달하는 전기력선이 집중화되어 입사방사선의 위치 정보를 향상시켰다.

        

                     (a)                                      (b)

그림 5.4  시뮬레이션 조건 : VGEM = 420 V, ED = 5 kV/cm 

(a) EC = 3 kV/cm (b) EC = 10 kV/cm



- 17 -

그림 5.5 단일 GEM 검출기의 수집전기장 변화에 따른 전기력선 포획률 그래프

5.2.3 GEM 인가전압의 향

  그림 5.6과 그림 5.7은 표류전기장을 8 kV/cm, 수집전기장을 6 kV/cm로 고정하

고 GEM 인가전압을 변화시켰을 때의 전기력선의 분포를 나타내는 모식도와 그래

프이다. 인가전압이 100 V 정도에서는 외부전기장을 충분히 압축하지 못하기 때

문에 대부분의 전기력선이 상부전극이나 식각된 절연체 표면으로 포획되었고 전

압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력선의 포획 비율이 감소하 다. 하지만 수집전극에 도달

하는 전기선의 비율은 GEM 인가전압에 크게 향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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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5.6  시뮬레이션 조건 : ED = 8 kV/cm, EC = 6 kV/cm

(a) VGEM = 100 V (b) VGEM = 600 V

그림 5.7 단일 GEM 검출기의 인가전압 변화에 따른 전기력선 포획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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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GEM 홀 내부의 전기장 세기

  GEM 검출기의 기체증폭은 외부 전기장이 홀 내부에서 집속되어 강한 전기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표류전기장과 수집전기장 그리고 인가전압에 따른 홀 

내부의 전기장 세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홀의 수직 중심선을 따라서 전기장 세기

를 계산하 다. 또한 GEM 검출기의 불안정 동작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식각된 금속 전극의 모서리 부분의 전기장 세기[18]를 전극과 평행한 경로를 

따라서 계산하 다. 그림 5.8은 수집전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 가며 홀 내부의 전

기장 세기를 계산한 결과이다. 수집전기장의 세기가 증가는 홀 내부의 전기장 세

기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았고, 계산된 결과는 표류전기장에서 계산된 결과와 

거의 동일하 다.(그림 5.9) 계산된 두 결과로 외부 전기장이 전자증폭에 기여하는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 외부 전기장

은 전하의 전송 및 전하분할에 주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 검출신호의 크기

에 향을 주었다. 

그림 5.8 수집전기장 변화에 따른 GEM 홀 내부의 전기장 세기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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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표류전기장 변화에 따른 GEM 홀 내부의 전기장 세기 그래프

그림 5.10 GEM 인가전압 변화에 따른 GEM 홀 내부의 전기장 세기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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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GEM 전극의 수평경로에 따른 전기장 세기 그래프

  그림 5.10은 인가전압의 크기를 증가시키면서 계산한 홀 내부의 전기장 세기이

다. 인가전압이 증가할 때 홀 내부의 중심 전기장 세기는 전압에 따라 거의 선형

적으로 증가하 고 전자사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전기장 세기를 나타내었다. 하

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노이즈 등의 향으로 3×106 V/m 이상의 전기장 세기에서 

신호 검출이 관찰되었다. 외부전기장과 인가전압에 대한 홀의 중심 전기장 계산 

결과를 통해 전자증폭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작조건은 GEM 인가전압임

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11은 GEM 홀의 중심 부분과 전극 표면을 따라 계산한 전기장의 세기를 

보여준다. 최대 국소전기장은 GEM 홀 입구의 전극 끝에서 발생되었으며 그 세기

는 107 V/m 이상이었다. 이러한 과대한 전기장은 스파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 

GEM 양단전극에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를 제한하게 되고 결국 GEM 검출기의 동

작범위를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동작의 불안정을 최소하기 위해 검출기 표면 위

에 탄소(carbon) 혹은 비정질 실리콘(amorphous silicon) 등과 같은 전도성 물질을 

코팅하여 최대 국소전기장의 크기를 줄이려는 연구가 보고 된 바 있다.[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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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이중 GEM 검출기에 대한 전기장 시뮬레이션

 

  그림 5.12는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이중 GEM 검출기의 전체 단면도를 나타낸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GEM 검출기의 기하학적 구조는 단일 GEM 검출기와 동일

하다. 이중 GEM 검출기는 GEM을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

하며 두 번의 전자증폭을 통해 단일 GEM 검출기 보다 높은 신호를 형성한다. 이

중 GEM 검출기의 기체공간은 표류 역, 수집 역, 전송 역(transfer region)으로 

구분된다. 표류 역과 수집 역은 단일 GEM 검출기와 동일하고 전송 역은 위쪽

에 위치한 GEM 하부전극(GEM1 bottom electrode)과 아래쪽에 위치한 GEM 상

부전극(GEM2 top electrode) 사이의 기체공간을 의미하며 이 공간에 형성되는 전

기장을 전송전기장(transfer field, ET)이라 한다. 전체 외부 전기장의 방향은 단일 

GEM 검출기와 동일하다.

그림 5.12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이중 GEM 검출기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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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표류전기장의 향

  이중 GEM 검출기에서의 표류전기장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 GEM 검출

기에서와 유사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 다. 전송 역 전기장 세기는 4 

kV/cm, 수집 역 전기장 세기는 5 kV/cm, 상부와 하부 GEM 인가전압은 400 V

로 고정하 고, 표류전기장의 세기는 2∼15 kV/cm까지 변화시켰다. 

  그림 5.13은 표류전기장 변화에 따른 각 전극에 포획되는 전기력선의 비율을 나

타내는 그래프이다. 단일 GEM 검출기에서와 마찬가지로 표류전기장이 수집전기

장의 세기보다 클 경우에 전기력선 포획현상이 관찰되었고 그 세기가 점차 증가

할수록 포획현상이 GEM2의 하부전극에서 GEM1의 하부전극으로 확대되었다. 그

리고 15 kV/cm에서는 GEM 미소 홀을 통과하지 못하는 전기력선까지 관찰되었

다. 하지만 표류전기장이 8 kV/cm일 때부터 GEM2의 하부전극으로의 포획현상이 

감소하면서 전체 외부 전기장에 대해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수집

전극에 도달하는 비율은 단일 GEM 검출기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수집전

기장의 변화에 따른 포획현상은 표류전기장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지만 결과는 

반대로 관찰되었다. 표류전기장의 증가에 따라서는 포획현상이 증가하지만 수집전

기장 세기의 증가에 대해서는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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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5.13 시뮬레이션 조건 : VGEM 1,2 = 400 V, ET = 4 kV/cm, EC = 5 kV/cm 

(a) ED = 3 kV/cm (b) ED = 8 kV/cm

그림 5.14 이중 GEM 검출기의 표류전기장 변화에 따른 전기력선 포획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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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전송전기장의 향

        

                     (a)                                      (b)

그림 5.15  시뮬레이션 조건 : VGEM 1,2 = 400 V, ED = 10 kV/cm, EC = 5 kV/cm 

(a) ET = 1 kV/cm (b) ET = 8 kV/cm

그림 5.16 이중 GEM 검출기의 전송전기장 변화에 따른 전기력선 포획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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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GEM 검출기에서의 전송전기장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송전기장 세기

를 0∼15 kV/cm로 변화시키면서 전기력선 포획 비율을 계산하 다. 표류전기장 

세기는 10 kV/cm, 수집전기장 세기는 5 kV/cm, 상부와 하부 GEM 인가전압은 

400 V로 고정하 다. 전기력선 포획현상은 조건에 따라서 3가지 형태로 관찰이 

되었다. 먼저 전송전기장의 세기가 2 kV/cm까지는 GEM1의 하부전극에서만 전기

력선 포획이 발생하 고 8 kV/cm까지는 GEM1과 GEM2의 하부전극 모두에서 전

기력선 포획이 발생하 다. 마지막으로 전기장 세기가 8 kV/cm 이상인 조건에서

는 처음과 반대로 GEM2의 하부전극에서만 포획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수집전

극에 도달하는 전기력선의 비율은 전송전기장 세기가 2 kV/cm 이상이면 항상 일

정하게 유지되었다. 이것은 표류전기장과 수집전기장 세기의 차이에 의해 발생되

는 전기력선 포획현상에 전송전기장 세기가 미치는 향이 미미함을 나타내며 

GEM 검출기 동작조건으로 고강도의 전송전기장 형성은 효과적이지 않음을 나타

낸다. 또한 단일 GEM 검출기의 동작조건과 마찬가지로 이중 GEM 검출기의 동

작조건에서도 표류전기장과 수집전기장 세기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

5.3.3 정렬형태에 의한 향

그림 5.17 상부 GEM과 하부 GEM의 정렬형태 결정을 위한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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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7은 이중 GEM 검출기의 GEM 홀의 정렬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단면도이며 A축과 X축 사이의 간격은 50 ㎛ 이다. 홀의 정렬형태는 A축과 B축의 

위치를 통해서 6가지로 결정하 다. 가장 안정적인 형태는 A축과 B축이 일치하는 

(상부 GEM 홀과 하부 GEM 홀이 일치하는 경우) 경우로 하 고, 가장 비안정적

인 형태는 A축과 Y축이 일치하는(상부 GEM 홀과 하부 GEM 홀이 완전히 어긋

난 경우) 경우로 하 다. 나머지 경우는 A축을 기준으로 B축이 왼쪽으로 15 ㎛, 

25 ㎛, 35 ㎛, 43 ㎛ 이동해서 위치해 있는 형태로 결정하 다. 그림 5.18은 동일한 

동작 조건에서 정렬형태에 따른 전기력선의 포획 비율을 계산한 그래프이다.

  하부 GEM 홀의 중심축이 상부 GEM의 절연체 범위에 존재하는 경우에(B축이 

25 ㎛ 이동한 경우) 전기력선 포획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가장 비안정적인 경우에

는 전기력선의 약 50% 정도가 전극에 포획되었다. 따라서 다중 GEM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GEM 홀의 정렬형태도 전자 수집에 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

다.

그림 5.18 정렬형태에 따른 전기력선 투과효율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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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19 정렬형태에 따른 전기력선 모식도

(a) A축과 B축이 일치하는 경우 (b) A축과 Y축이 일치하는 경우

          

(a)                                    (b)

그림 5.20 정렬형태에 따른 전자증폭 현상 모식도

(a) A축과 B축이 일치하는 경우 (b) A축과 Y축이 일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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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삼중 GEM 검출기에 대한 전기장 시뮬레이션

  그림 5.21은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삼중 GEM 검출기의 전체 단면도를 나타낸다. 

삼중 GEM 검출기는 GEM 검출기 3장을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시켜서 사용하는 

것으로 세 번의 전자증폭을 통하여 단일과 이중 GEM 검출기 보다 훨씬 큰 전자

신호를 형성한다. 삼중 GEM 검출기의 기체공간은 이중 GEM 검출기의 기체공간

에  제 2의 전송 역이 추가되어 이루어지며 전기장 방향은 동일하다.

그림 5.21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삼중 GEM 검출기 단면도

5.4.1 표류전기장의 향

  그림 5.23은 삼중 GEM 검출기에서 표류전기장 변화에 따른 전기력선 포획 비

율을 계산한 그래프이다. 수집전기장 세기는 5 kV/cm,  두 개의 전송전기장 세기

는 각각 4 kV/cm,  세 개의 GEM 인가전압은 각각 350 V로 고정하 으며 표류전

기장은 0∼15 kV/cm로 변화시켰다. 삼중 GEM 검출기의 표류전기장 증가에 따른 

전기력선 포획 비율 계산 결과는 단일 GEM 및 이중 GEM 검출기의 결과와 유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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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5.22 시뮬레이션 조건 : VGEM 1,2,3 = 350 V, ET 1,2 = 4 kV/cm, EC = 5 kV/cm 

(a) ED = 1 kV/cm (b) ED = 8 kV/cm

그림 5.23 삼중 GEM 검출기의 표류전기장 변화에 따른 전기력선 포획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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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전송전기장의 향

  삼중 GEM 검출기의 경우에는 제 2의 전송전기장 역이 추가되어 기체 역이 

총 4부분으로 구성된다. 표류 역과 가까운 곳에 형성된 전송전기장을 상부 전송

전기장이라 하고 수집 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송전기장을 하부 전송전기장

이라 한다. 각 전송전기장이 전기력선 분포에 미치는 향과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송전기장 세기는 0∼12 kV/cm로 변화시켰고 GEM 인가전압은 350 V, 

표류전기장 세기는 10 kV/cm, 수집전기장 세기는 5 kV/cm로 고정하 다. 또한 

상부 전송전기장의 시뮬레이션 조건하에서는 하부 전송전기장의 세기를 4 kV/cm

로 하 고, 하부 전송전기장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의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

하 다. 

  그림 5.25와 5.27은 각 전송전기장 변화에 따른 전기력선 포획 비율 그래프이다. 

수집전극에 포획되는 전기력선의 비율은 두 경우 모두 이중 GEM 검출기의 결과

와 유사하 다. 이것은 이중 GEM 검출기에서와 같이 표류전기장과 수집전기장 

사이의 세기 차이로 발생한 전기력선 포획현상에 전송전기장이 미치는 향이 미

미함을 나타낸다. 상부와 하부 전송전기장의 상호관계를 보면 상부 전송전기장 증

가에 의해서는 전기력선 포획현상이 하부 전송전기장 역에 집중되었으나 하부 

전송전기장에 대해서는 포획현상의 집중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단일 GEM 

검출기의 표류전기장과 수집전기장 세기 차이로 발생되는 전기력선 포획현상과 

유사하다. 상부 전송전기장이 4 kV/cm 이상으로 증가하면 하부 전송전기장 역

에서 포획되는 전기력선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상부 전송전기장에서 

발생된 모든 포획현상이 이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하부 전송전기장의 경우에는 4 

kV/cm까지는 포획현상이 관찰되나 그 이후에는 전기장 세기의 증가에 아무런 변

화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결국 하부 전송전기장 세기가 같거나 큰 경우가 신호형

성에 유리하다. 본 논문의 삼중 GEM 검출기 실험에 있어서는 상부와 하부 전송

전기장 세기를 동일하게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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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5.24 시뮬레이션 조건 : VGEM 1,2,3 = 350 V, ED = 10 kV/cm, ET2 = 4 kV/cm, 

EC = 5 kV/cm (a) ET1 = 2 kV/cm (b) ET1 = 10 kV/cm

그림 5.25 삼중 GEM 검출기의 상부 전송전기장 변화에 따른 전기력선 포획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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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5.26 시뮬레이션 조건 : VGEM 1,2,3 = 350 V, ED = 10 kV/cm, ET1 = 4 kV/cm, 

EC = 5 kV/cm (a) ET2 = 2 kV/cm (b) ET2 = 10 kV/cm

그림 5.27 삼중 GEM 검출기의 하부 전송전기장 변화에 따른 전기력선 포획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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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실험을 통한 동작 특성 분석

  GEM 검출기의 표류 역에 균질의 X-선을 조사하기 위해 직경 12 mm의 디스

크형 Fe-55 동위원소를 사용하 다. 사용된 Fe-55의 방사능 세기는 20 mCi이며 

반감기는 2.7년이다. GEM 검출기의 기체증폭도 측정, 상획득 실험 등 그 목적

에 따라 X-선의 선속을 조절하기 위해 테스트 챔버의 입사창 위에 직경이 1 mm, 

5 mm인 스테인리스 조준기(collimator)를 설치하 다.

6.1  실험장치 구성

6.1.1 검출기체 선택

  비례계수관의 성능은 검출기 자체의 구조나 동작조건에 의존하지만 검출기체의 

종류와 순도, 압력 등에도 크게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검출기의 성능은 수명, 증폭

도, 계수율, 비례성, 신호 대 잡음비, 동작전압 등으로 결정되며 고성능의 동작 특

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검출기체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체의 종류와 순도는 표 6.1에 나타내었다.

  비례계수관의 주요 검출기체로는 대개 원자번호가 높고 전자친화도(electron 

affinity)가 전혀 없는 단원자희귀기체(noble gas)를 사용한다. 단원자희귀기체는 

하전입자의 단위 길이당 생성된 이온쌍의 수인 비전리(specific ionization)가 크고, 

입사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1차 전자(primary electrons)를 부착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의 손실이 없다. 또한 전자사태가 개시되는 전기장의 세기가 낮은데, 이는 단

원자희귀기체가 다원자 분자와 달리 들뜨기(excitation) 과정에 에너지를 소실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단원자희귀기체로 비례계수관에서 적합한 기체로는 Ne, 

Ar, Xe 등이 있으나 비용을 고려하여 Ar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Ar 등 단원

자희귀기체의 양이온은 음극에서 전자를 끌어내고 중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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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복사의 형태로 광자(Ar의 경우 11.6 eV)를 방출하게 된다. 이 복사광자가 음극

에서 광전효과를 일으키며 전자를 방출시키고 재차 전자사태를 유발하게 된다. 이

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비례계수관에서는 보통 순 단원자희귀기체만을 사용

하지 않고 다원자 분자기체를 섞은 혼합기체를 이용하며, 이 다원자 분자기체는 

소광기체(quenching gas)라 하고 복사 광자를 흡수하여 소멸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주 이용되는 소광기체로는 CH4, C2H6, i-C4H10(isobutane), DME(C2H6O), CO2 

등 주로 탄화수소 및 알콜족의 유기화합물이며 자외선광(ultraviolet ray)을 포함하

여 넓은 에너지 역에 걸쳐서 광자 흡수효율이 높고, 해리(dissociation), 회전, 진

동과 같은 비복사적(non-radiative) 소비과정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주 검출기체인 Ar과 소광기체인 CO2를 검출기에 충전하면 두 기체 모두 전자사

태에 참여하게 되고 Ar이온과 CO2이온이 함께 생성된다. Ar원자의 이온화 에너지

(ionization potential)는 15.7 eV이고 CO2의 경우는 13.7 eV로, Ar이온이 중성 CO2

분자와 충돌할 때 Ar이온이 CO2분자로부터 전자를 얻어서 중성화 된다. 

CO 2 + Ar +∗ → CO+∗2 + Ar

검출기 내에서 Ar이온과 CO2분자의 무수한 충돌로 대다수 Ar이온은 중성화 되고 

음극에는 CO2이온만이 도달한다. CO2이온은 음극표면에서 전자를 끌어들여 중성

의 CO2분자로 되는데, 이 때 CO2는 여기상태에 있으나 복사광을 방출하지 않고 

대신에 스스로 해리되어 간단한 분자로 분해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광

기체로서 적합한 조건을 갖추려면 계수관의 주 검출기체 보다 이온화 전위가 낮

아야 하고, 넓은 자외선 흡수대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상태에서 광을 방출하지 않

고 스스로 분해될 수 있어야 한다.

표 6.1 사용기체의 순도

기체 종류 순 도

Ar 99.9999%

CO2 99.99%

CF4 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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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테스트 챔버 제작

  본 연구에서 제작한 테스트 챔버는 기체소멸로 인한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기

체유동형(gas flow type) 구조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재료는 진공에 견딜 수 

있고 가스에 반응이 없는 스테인레스(SUS304)를 사용하 다. 그리고 챔버의 봉

재료는 고온에 강하고 out-gassing이 적은 Viton O-ring을 사용하 다. 입사창의 

재료는 X-선의 흡수가 적고 내부기체의 압력과 진공에 잘 견딜 수 있는 Be을 사

용하 다. Be의 도와 6 keV 광자에 대한 질량흡수계수는 각각 1.848 g/cm3, 

2.53 cm
2
/g이다. 사용된 Be의 두께는 0.5 mm로 Fe-55의 5.9 keV 입사 X-선에 대

해 약 80%의 투과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6.1은 제작된 테스트 챔버의 외관으로 상

판 중심 부분에 원형의 Be 입사창을 볼 수 있다.

그림 6.1 제작된 테스트 챔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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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표류전극 제작

  표류전극은 1 ㎛ 두께로 Al이 코팅된 50 ㎛ 두께의 마일러를 사용하 다. 마일

러(C10H8O4)는 도가 1.4 g/cm3이고, 6 keV 광자에 대한 질량흡수계수가 16.1 

cm
2
/g인 고분자 물질이다. Fe-55의 5.9 keV 입사 X-선에 대한 Al의 흡수는 무시

할 수 있으며, 마일러 표류전극에서 90%의 투과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6.2는 FR4 

기판에 부착된 표류전극의 모습을 나타낸다. 한편 검출기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재

료는 노화현상을 일으킬 소지가 없는 재료로 엄격히 제한하 다. 또한 각종 재료

의 접착에 사용된 에폭시는 노화현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E505를 사용하 다.

그림 6.2 제작된 표류전극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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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수집전극 제작

  그림 6.3은 세라믹 기판에 부착된 MSGC의 모습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집전극으

로 이용하 다. MSGC는 미국의 LBNL에서 제작하 으며, 7059 유리기판 위에 스

퍼트링 증착법(sputtering deposition)으로 0.2 ㎛ 두께의 크롬(Cr)박막을 제작한 

후 표준 광리소그라피 공정을 이용하여 음극과 양극을 형성시켰다. 양극과 음극의 

폭은 각각 5 ㎛, 95 ㎛로 제작하 으며, 전극들을 200 ㎛ 간격으로 배열하 다. 

GEM 검출기에서 증폭된 전자신호는 MSGC에서 수집되도록 하 으며, 음극과 양

극을 함께 묶어 피코암미터에 연결시켰다.

그림 6.3 MSGC를 이용한 수집전극 사진 



- 39 -

6.1.5 신호수집과 기체공급 장치

  GEM 검출기의 전하분할, 전하수집 효율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GEM 검출기의 

각 전극에서 전류 변화를 측정하 다. GEM 검출기의 각 전극에 고전압을 인가하

기 위해서 사용된 CAEN N471A는 피코암페어 단위의 미소한 전류까지 모니터 

할 수 있어서 정확한 전류 측정과 과전류 발생 여부 확인을 함께 수행할 수 있었

다. 모든 출력전류는 피코암미터(Keithley 487)와 일렉트로미터(Keithley 6517A)의 

스캐너로 읽혀져 기록되도록 하 다. 

  검출기체의 종류와 순도는 전하증폭도, 에너지분해능 등에 향을 주게 되므로 

검출기체와 소광기체의 혼합비는 Mass Flow Controller(MFC)를 통해 제어하 으

며, mixer에서 정확한 혼합기체가 생성되도록 하 다. 이미 언급했듯이 본 검출기

는 기체유동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챔버 내의 압력은 항상 1기압 상태이며, 챔버

에 기체를 공급하기 전에, 챔버 내에 존재하는 잔존기체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

해 터보펌프로 충분히 배기시켜 10-3 torr 정도의 진공상태에서 검출기체를 유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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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GEM 검출기의 기체증폭도

  본 연구에서는 GEM 검출기의 동작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Fe-55(20 mCi)에서 

방출되는 5.9 keV의 X-선을 표류 역(drift region)에 조사하 다. 입사된 X-선은 

검출기체를 통과할 때 주로 광전효과에 의해 흡수되며, 기체와의 상호작용으로 생

성된 1차 전자-양이온 쌍들은 표류 전기력선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표류 역에서 

생성된 전자들은 GEM 홀 내부로 집속되는 전기력선을 따라 가속되고 검출기체와 

연속적인 비탄성 충돌에 의해 전자사태를 일으키며 전자수를 증폭시킨다. 이 때 

전자 한 개당 증폭되는 전자 수를 기체이득(gas gain) 혹은 기체증폭도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G=
I aval (A)

(ne
-
)(1.6×10

-19
C/e

-
)(R)       (식 6-1)

여기서 R은 흡수된 X-선의 계수율이고, Iaval은 전자사태에서 증폭된 전하들에 의

한 전류값(Ampere 단위)이다. e-는 전자의 전하량이며, n은 X-선 광자당 생성된 

1차 전자-양이온 쌍의 수로서 Ar/CO2(70/30)에서의 값은 대략 220이다. 

  전자사태에서 방출된 전자들은 GEM 홀을 빠져나와 전기력선을 따라 수집전극

과 GEM 하부전극으로 향하며 그림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전극에 유도전류 

IC, IB를 생성한다. 특히 수집 역의 전기장의 세기가 약할수록 GEM 하부전극에 

포획되는 전자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양이온들은 그와 반대방향으로 

GEM 홀을 거슬러 올라가 표류전극과 GEM 상부전극에 도달하여 유도전류 ID, IT

를 출력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전자사태로 발생한 전자들 중 일부는 외부 전기장 

및 GEM 인가전압에 의존하여 GEM 하부전극으로 향하게 된다. 게다가 표류전기

장의 세기가 매우 강한 경우 표류 역에서 생성된 1차 전자의 일부는 GEM 상부

전극에 포획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집전극에서는 전체 전하신호에 대해 상당히 손

실된 양이 계측된다. 한편 수집전극에서 측정한 전류 값만을 식 6-1의 Iaval에 대입



- 41 -

그림 6.4 GEM 홀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자증폭 현상과 

전하분할에 대한 모식도

하여 환산한 이득을 “유효기체이득(effective gas gain)”이라 하고, GEM 하부전극

과 수집전극에서 수집된 총전류를 대입한 이득을 “절대기체이득(absolute gas 

gain)”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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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단일 GEM 검출기

  GEM 검출기의 제작기술 발전과 동작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GEM 검출기는 

다른 기체검출기의 부가적인 증폭작용을 위한 역할이 아닌 독립적인 기체검출기

로서 동작하게 되었다. 그림 6.5는 단일 GEM 검출기의 동작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그림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GEM 검출기는 표류전극과 수집전극 사

이에 위치하게 되며, GEM의 상하부 역은 각각 표류 역과 수집 역으로 구분

되어진다. 표류 역과 수집 역의 간격은 각각 3 mm, 2 mm로 설정하 고, 

MSGC를 수집전극으로 사용하 다. 

그림 6.5 실험에 사용된 단일 GEM 검출기의 단면도

6.3.1 표류전기장의 향

  입사방사선에 의해 전리된 1차 전자-양이온 쌍은 표류 전기력선을 따라 표류전

극으로 향하거나 GEM 홀을 통과하면서 증폭되고, 증폭된 전하는 표류전극, GEM 

상부전극, GEM 하부전극, 수집전극으로 분산된다. 기체증폭을 유도하는 전자는 

표류 전기력선을 따라 이동하다 GEM 홀에서 증폭된 후 수집전극에 도달하여 전

류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하지만 외부 전기장의 세기에 따라 일부 전자는 재결합

과 포획과정으로 인해 신호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그림 6.6은 수집전기장

의 세기가 2 kV/cm와 7 kV/cm일 때 표류전기장의 세기에 따른 전하분할을 측정

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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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이다. ITOT은 수집전극과 GEM 하부전극에서 관측된 전자전류의 총합이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표류전기장의 세기가 2 kV/cm 이하에서는 GEM 미소 홀에서 

증폭된 대부분의 양이온들이 GEM 상부전극에서 수집되었고, 표류전기장의 세기

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표류전극으로 향하게 되어 표류전극 전류 ID는 증가하고 

상부전극 전류 IT는 감소하 다.

  표류전기장의 세기가 수집전기장보다 클 경우, GEM 하부전극 전류는 증가하

고(그림 6.6 (a)), 수집전기장의 세기와 표류전기장의 세기가 같아지는 7 kV/cm까

지만 수집전류 Ic가 증가하 다(그림 6.6 (b)). 이것은 표류전기장과 수집전기장의 

세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력선 포획현상의 결과이다. 그림 6.7은 측정된 

전자분할 결과를 통해서 계산된 전자수집 효율이다. 전자수집 효율의 정의는 

IC/(IB+IC)로 주어지며, GEM 검출기에서 증폭된 전체 전자전류에 대한 수집전극 

전류의 비를 의미한다. 전자수집 효율은 표류전기장의 세기에는 향을 받지 않았

으며 수집전기장의 세기에 따라 거의 선형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수집전기

장의 세기가 2 kV/cm와 5 kV/cm일 때 수집효율은 각각 15%와 6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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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6.6 단일 GEM 검출기의 표류전기장 변화에 따른 전하분할 

                             (a) EC = 2 kV/cm, (b) EC = 7 kV/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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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7 단일 GEM 검출기의 표류전기장 변화에 따른 전자수집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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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수집전기장의 향

 

  그림 6.8은 수집전기장의 세기에 따른 전하분할을 측정한 결과로 GEM 검출기

의 모든 전극에서 유도된 전류의 변화를 나타낸다. 전자사태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표류전극과 GEM 상부전극으로 향하게 되며 각 전극에서 유도전류신호 ID 및 IT

를 출력하게 된다. 그림 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류전극에서의 양이온전류는 표

류전기장에 크게 의존함을 알 수 있었다. 

  전자사태에서 생성된 전자들은 GEM 홀을 통과하여 수집전극으로 향하게 되지

만, 수집전기장의 세기에 따라 상당한 양의 전자들이 GEM 하부전극에서 수집되

었다. 이 현상은 앞서 수행한 전기력선 모의시험과 일치하는 것으로 수집전기장의 

세기가 표류전기장의 세기보다 약해지면 GEM 하부전극으로 향하는 전기력선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포획되는 전자의 수도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자들의 

분산효과(dispersion effect)는 수집전극에서의 신호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수집전기장의 세기가 커질수록 분산효과가 완화되어 수집전극에서의 전류가 증가

하며, 그 증가량은 GEM 하부전극의 전류감소분에 해당하 다. 그림 6.8에서 GEM 

하부전극 전류(IB) 와 GEM 상부전극 전류(IT)의 총전류(ITOT = IB + IC) 값은 절대

기체이득(absolute gas gain)을 의미한다. 절대기체이득은 수집전기장의 세기가 증

가함에 따라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수집전기장의 증가가 

GEM 홀 내부의 전기장 세기를 약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수집전기장의 세기가 강해지면 GEM 검출기의 수집 역에서는 GEM 홀에서 생

성된 전자사태 전자들이 재차 기체증폭에 기여하는 평행판 증폭현상(parallel plate 

multiplication)이 발생한다. 본 실험에서는 7 kV/cm 이상의 수집전기장에서 평행

판 증폭현상에 의한 수집전극 전류가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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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6.8 단일 GEM 검출기의 수집전기장 변화에 따른 전하분할 

(a) ED = 2 kV/cm, (b) ED = 5 kV/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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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9 단일 GEM 검출기의 수집전기장 변화에 따른 전자수집 효율 

  전자수집 효율은 수집전기장의 세기가 5 kV/cm까지 증가하는 동안 거의 선형

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급격한 증가를 보여 8 kV/cm에서는 효율이 약 90%

정도 다. 이러한 결과는 수집 역에서 발생한 평행판 증폭으로 인하여 수집전극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 기 때문이다(그림 6.8). 위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전자사태

에서 생성된 전체 전자들 중 수집전극에 도달하는 양은 수집전기장 세기와 접

한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전자수집을 위해서는 평행판 증폭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 수집전기장 세기를 GEM 검출기의 동작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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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GEM 인가전압의 향

  그림 6.10은 표류전기장의 세기를 1 kV/cm로 고정하고, 다양한 수집전기장 조

건에 대해서 GEM 인가전압을 변화시켜가며 측정한 단일 GEM 검출기의 유효기

체이득이다. 최대 유효기체이득은 GEM 인가전압이 510 V이고, 수집전기장의 세

기가 6 kV/cm일 때 약 3.5×10
3
다. 수집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GEM 동작

전압은 낮아졌고, 3 kV/cm 이상의 수집전기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각각의 최대 유

효기체이득은 비교적 일정한 값이었다.

  여러 가지 수집전기장 세기에 대해 400 V 내외의 낮은 GEM 인가전압에서도 

1000 이상의 증폭도를 나타내었는데, 이 결과는 동일 전압에서 이전에 보고된 연

구 결과[21]보다 2배 가량 높은 값에 해당한다. GEM의 기체증폭도가 높은 이유는 

본 연구에서 제작한 GEM 미소 홀 직경이 금속면에서 60 ㎛로 기존의 GEM 검출

기보다 작아서 홀 내부의 중심전기장 세기가 더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6.10 GEM 인가전압과 다양한 수집전기장에 따른 유효기체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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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1 GEM 인가전압과 다양한 기체혼합비율에 따른 유효기체이득 

  그림 6.11은 표류전기장의 세기를 1 kV/cm, 수집전기장 세기를 5 kV/cm로 고

정하고, 다양한 기체혼합비율에 대해서 GEM의 인가전압을 증가시키며 측정한 단

일 GEM 검출기의 유효기체이득을 보여준다. Ar/CO2 혼합기체는 노화현상을 일으

키지 않는 불연성기체(non flammable gas)로서 GEM 검출기에 사용하기가 용이

한 기체이며, 이미 CERN을 비롯한 여러 연구소에서 GEM 검출기의 주요 검출기

체로 이용하고 있다. CO2의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증폭이 시작되는 GEM 동작전

압이 증가하는 것은 X-선과 주된 반응을 통해 전자를 생성하는 Ar기체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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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이중 GEM 검출기

  GEM 검출기의 기체증폭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홀의 직경, 절연체

의 두께, 외부전기장의 최적화, 혼합기체의 선택 등 많은 조건변수들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복수 개의 GEM을 적층

하는 것이다. 이중 GEM 검출기는 입사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전자를 두 개의 

GEM 홀을 통과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외부 전기장의 조건에 따라 결

정되는 고유의 수집 효율에 상응하는 증폭신호를 출력한다.

  그림 6.12는 이중 GEM검출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단면도를 나타낸다. 그림 

6.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중 GEM검출기는 표류 역과 수집 역에 전송 역이 

추가되어 있다. 표류 역의 간격은 3㎜, 전송 역과 수집 역의 간격은 2㎜로 두었

으며, 단일 GEM 검출기와 동일하게 MSGC를 수집전극으로 사용하 다. 

그림 6.12 실험에 사용된 이중 GEM 검출기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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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전송전기장의 향

  그림 6.13은 전송전기장의 세기에 따른 전하분할을 측정한 결과로 GEM 검출기

의 모든 전극에서 유도된 전류의 변화를 나타낸다. 각 GEM의 동작전압의 차이에 

따른 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두 GEM의 인가전압 총합을 680 V로 고정시키고, 

GEM1/GEM2 (V/V)의 전압비를 280/400, 340/340, 400/280의 세 가지로 달리하

으며 표류 역과 수집 역의 세기는 5 kV/cm의 같은 크기로 고정하 다.

전송전기장의 세기에 따라 수집전류의 크기는 증가하 으며 이는 전송전기장의 

세기가 강해지면 전자 전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기체증폭도가 향상됨을 나타

내는 것이다. 한편 GEM 인가전압의 분배에 따라서는 큰 향이 없었다. 전송전기

장의 세기가 6 kV/cm 이상으로 증가되면 급격한 전류증가와 같은 불안정한 상태

를 나타내다가 결국 연속적인 스파크를 일으켜 실험을 지속할 수 없었다. 이것은 

상부 GEM 검출기로 향하는 양이온과 금속전극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전자의 부가

적인 전자사태 때문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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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그림 6.13 전송전기장과 GEM 인가전압 분배에 따른 전하분할 ED = EC = 5 kV/cm

 (a) VGEM1/VGEM2 = 280/400 (b) VGEM1/VGEM2 = 340/340 

(c) VGEM1/VGEM2 = 40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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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GEM 인가전압의 향

그림 6.14 GEM 인가전압과 다양한 기체혼합 비율에 따른 유효기체이득

  그림 6.14는 표류전기장의 세기를 3 kV/cm, 전송전기장의 세기를 5 kV/cm, 수

집전기장 세기를 5 kV/cm로 고정하고, 다양한 기체혼합비율 조건에 대해서 GEM 

인가전압을 증가시키며 측정한 이중 GEM 검출기의 유효기체이득이다. CO2의 혼

합비율이 적을수록 전자증폭이 이루어지는 동작전압이 낮아졌으며, 혼합비율 

70/30일 경우에 인가전압 400 V에 대해서 2×10
4 
정도의 유효기체이득을 나타내었

다. 이것은 유사한 조건의 단일 GEM 검출기의 약 100배 정도 되는 크기로서 복

수의 GEM 검출기를 사용할 경우 보다 큰 유효기체이득 획득이 가능함을 설명하

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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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전자수집 효율

  전자수집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 전자전류 값을 구해야 하지만, 이

중 GEM 검출기 구조에서는 표류전극과 수집전극을 제외하고 GEM 전극에서 관

측된 전류는 전자전류와 양이온전류 성분이 결합되어 있으며 산술적으로 서로 소

거된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체 전자전류를 직접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보

다 합리적인 근사방법을 취하기 위해 전자전류 대신에 각 GEM 검출기의 상부전

극과 표류전극에서 측정된 양이온전류의 합을 전체 전자전류 값으로 대치하 다

(ITOT ≒ ID + IT1 + IT2). 단일 GEM 검출기와 마찬가지로 전자수집 효율은 

|IC|/ITOT로 주어지며 표류전기장, 전송전기장, 수집전기장에 대한 전자수집 효율을 

계산한 결과가 그림 6.15이다.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자수집 효율은 표류전기장과 

전송전기장의 세기에는 거의 향을 받지 않았으며, 수집전기장의 세기와 거의 선

형적인 비례관계를 나타내었다. 수집전기장의 세기가 7 kV/cm일 때 전자수집 효

율은 세 가지 GEM 인가전압에 대해 약 60% 정도로 나타났고, GEM 인가전압 분

배의 차이와의 의존성은 거의 없었으며 하부 GEM 인가전압의 크기가 낮을 때 약

간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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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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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림 6.15 각 역의 전기장 세기 변화에 따른 전자수집 효율

(a) 표류전기장 (b) 전송전기장 (c) 수집전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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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삼중 GEM 검출기

  이중 GEM 검출기의 기체증폭도를 더욱 향상시키고 X-선 상검출기에서 검출

기의 감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3장의 GEM을 겹쳐 삼중 GEM 검출기를 구성하

다. 그림 6.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GEM간의 간격은 2 mm로 하 으며 제일 아

래쪽의 GEM 하부전극에 피코암미터를 연결하여 증폭된 전자신호를 측정하 다. 

그림 6.16 실험에 사용된 삼중 GEM 검출기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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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GEM 인가전압의 향

  그림 6.17은  Ar/CO2(70/30)의 혼합기체 내에서 1, 3, 5 kV/cm의 전송전기장에 

대해 GEM 인가전압을 증가시켜가며 측정한 삼중 GEM 검출기의 유효기체이득이

다. 낮은 인가전압에서도 1000배정도의 증폭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GEM 검출

기의 400 V에서 얻어진 증폭도를 360 V 정도에서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GEM 

검출기의 동작범위가 매우 좁은 한계가 있었고, 이것은 연속적인 전자증폭으로 과

도하게 생성된 GEM 미소 홀 내부의 전자가 전기장을 교란하여 발생하는 스파크

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림 6.18은 상획득실험을 위한 Ar과 CF4의 조성비에 따

른 기체증폭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이 실험 결과에서도 GEM 인가전압이 300 V를 

넘어서면 동작이 불안정해지고 스파크가 발생하 는데, 역시 미소 홀 내부의 과도

한 전자 생성으로 발생하는 전기장 교란 때문이다.

      그림 6.17 Ar/CO2 혼합기체 내에서 인가전압 변화에 따른 유효기체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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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8 Ar/CF4 혼합기체 내에서 인가전압 변화에 따른 유효기체이득



- 61 -

제 7 장 GEM 검출기를 이용한 상획득 실험

7.1 섬광특성

  기체검출기에서 전자사태가 일어나면 인가 전위차에 의해 가속된 전자들은 검

출기체와 비탄성 충돌하여 여기 및 전리작용을 일으키고, 이때 여기된 기체는 수 

nsec 이내에 원래의 기저상태로 되돌아간다. 주 검출기체인 Ar은 대부분 여기상태

에서 기저상태로 돌아갈 때 UV광(Ar의 광스펙트럼 봉우리 : 1250 Å)을 방출한다

[22]. 최근에 포르투갈 Coimbra 대학의 F. Fraga 등은 가시광 역의 섬광특성이 

우수한 검출기체를 선택하여 GEM 검출기를 가시광 방출형 위치검출 섬광체로 이

용하려는 연구를 시도하 다[23-27].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Ar에 소량의 CF4 

기체를 첨가하 을 때 가시광 역에서부터 800 nm 정도의 적외선에 이르는 광범

위한 파장 역의 많은 광출력이 나타났고, 표준 CCD 카메라로도 이러한 광출력의 

수집이 가능함을 입증하 다. CF4 기체에서의 광자방출은 대부분 여기된 (CF3+)
*

와 (CF4+)
*가 바닥상태로 되돌아갈 때 방출하는데[28], GEM 검출기의 미소 홀 내

부에서 가속된 전자들은 전자사태 동안 CF4 기체를 여기 또는 전리시켜 광방출을 

유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GEM 검출기의 입사창을 통과한 X-선의 위치를 검출하

고 그 강도에 따른 X-선 상을 획득하기 위해 그림 7.1과 같은 X-선 상획득시

스템을 구성하 으며, GEM 검출기에서 증폭된 전자를 직접 검출하는 방법 대신

에 증폭과정에서 발생하는 섬광을 표준 CCD 카메라로 수집하여 X-선 상을 획

득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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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상획득 시스템 구성

그림 7.1 삼중 GEM 검출기와 표준 CCD 카메라를 결합한 X-선 영상획득 시스템

CCD
X-ray

hood

Quartz window Be window 

CCD
X-ray

hood

Quartz window Be window 

  본 실험에서는 X-선원으로 55Fe 방사성 동위원소(5.9 keV, 20 mCi)를 사용하

고, 베릴륨(Be) 입사창으로부터 10 cm 떨어진 거리에서 직경 5 mm의 조준기로부

터 X-선이 조사되도록 하 다. 고강도의 섬광을 검출하기 위해서 주 검출기체인 

Ar에 소량의 CF4 기체를 적절하게 혼합하 으며, 3장의 기체전자증폭기를 2 mm 

간격으로 적층하여 사용하 다. 전자사태 시에 GEM 검출기의 미소 홀 내부에서 

방출되는 섬광은 테스트 챔버의 quartz 창과 망원렌즈를 통해 표준 CCD 카메라로 

전해지는데, 그림 7.1에서와 같이 외부의 광 노이즈를 차단하고 초점거리를 확보하

기 위해 테스트 챔버와 표준 CCD 카메라의 망원렌즈 사이에 20 cm 길이의 흑색 

후드를 결합하 다. 후드와 결합된 quartz 창은 테스트 챔버 내부의 GEM 검출기

의 미소 홀에서 방출되는 섬광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시 및 적외선 역의 

섬광을 효율적으로 검출하기 위한 수광장치로서 고분해능의 KAF1400 CCD 광센

서가 내장된 MegaPlus 1.4i 카메라를 사용하 다. 표준 CCD 카메라에 기록된 X-

선 상정보는 PIXCI 이미지보드를 통해 컴퓨터로 입력되며 이미지분석 소프트웨

어인 XCAPTM(EPIX Inc.)을 사용하여 획득된 X-선 상의 특성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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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X-선 영상획득 실험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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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X-선 상획득실험 

  그림 7.3은 GEM 검출기의 전체 역에 X-선을 조사한 후 미소 홀 내에서 방출

된 섬광을 표준 CCD 카메라로 촬 한 X-선 상의 일부분이다. X-선 상획득

을 위해 사용된 혼합기체는 Ar/CF4(95%/5%)이며, GEM 인가전압은 300 V이다. 

GEM 검출기의 인가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방출섬광의 밝기는 증가하 으며 확대

된 표준 CCD 카메라 상을 통해 GEM 검출기의 미소 홀 모습을 선명하게 확인

하 다. GEM 검출기의 전체 역에 균일한 X-선을 조사하 을 때 CCD 카메라에

서 수집된 섬광의 균일성은 상의 대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림 

7.4는 GEM 검출기의 표류 역에 X-선을 균일하게 조사한 후 GEM 검출기의 전

체면적에서 발생된 섬광을 표준 CCD 카메라로 측정한 후 각 픽셀에 수집된 섬광 

세기의 분포를 나타내며 약 10% 정도의 편차를 나타내었다. 방출 섬광의 균일성

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는 X-선속의 불균일성 이외에 GEM 검출기의 미소 홀 내

부 혹은 외부에 존재하는 국부적인 전기장 세기의 요동을 들 수 있다. 그림 7.5는 

불안정한 동작 조건과 외부 태양광에 의해 촬 된 노이즈 상이다. 그림 7.5 (a)

는 삼중 GEM 검출기의 과도한 인가전압으로 인해 발생한 스파크 상이고, (b)는 

후드와 연결되는 표준 CCD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외부 태양광이 들어왔을 때의 

상이다.  그림 7.6은 테스트 챔버의 입사창 위에 Π 형상의 플라스틱 물체를 두

고서 촬 한 상이다. 그림 7.7은 그림 7.6의 선분 (a)와 (b)를 따라 측정한 섬광

세기의 차이, 즉 대조도를 나타내고, 그림 7.8은 XCAPTM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여 3차원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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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GEM 검출기의 섬광작용에 의한 미소 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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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표준 CCD 카메라의 각 픽셀에 수집된 섬광세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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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7.5 노이즈 상 (a) GEM 검출기에서 발생한 스파크 상 (b) 태양광에 의한 상

(a)

(b)

(a)

(b)

그림 7.6 촬 된 Π-형상 플라스틱 피사체의 X-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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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XCAPTM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재구성한 

Π-형상 플라스틱 피사체의 3차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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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GEM 검출기의 동작특성 분석을 위하여 MAXWELL 전기장 해

석프로그램과 GARFIELD 전기력선 가시화 프로그램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고 다양한 조건에서의 동작특성 실험 및 표준 CCD 카메라를 이용한 상획득 

실험을 하 다.

  시뮬레이션과 동작특성 실험 및 상획득에 사용된 GEM 검출기는 습식식각 방

식을 통해 이중 원뿔형 구조로 제작되었다. 검출기의 증폭도와 위치분해능을 높이

기 위해 이중 원뿔형 GEM 검출기의 홀 지름과 간격은 각각 60 ㎛, 100 ㎛로 하

고, 절연체의 두께와 유효 검출면적은 50 ㎛ 및 10 cm×10 cm로 제작하 다. 주 

검출기체로는 Ar을 사용하 고, CO2, CF4 소광기체를 다양한 조성비로 혼합하여 

1기압 상태에서 동작특성 분석과 상획득 실험을 하 다. 

  GEM 검출기의 기하학적 인자와 다양한 외부 전기장 조건에서 수행한 

MAXWELL 전기장 해석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르면 GEM 홀 내부의 중심 전기장

의 세기는 외부 전기장 세기에는 거의 향을 받지 않았고, GEM 인가전압에 대

해서는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 다. 

  GARFIELD 전기력선 가시화 모의시험 수행 결과에 의하면 표류전기장의 세기

가 강할수록, 수집 전기장의 세기가 약할수록 수집전극으로 향하는 전기력선의 수

가 감소하여 신호 손실이 발생하 다.

  단일 GEM 검출기의 전자수집 효율은 표류전기장 세기 증가에 거의 변화가 없

었고, 수집전기장의 세기에 대해서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8 kV/cm의 수집전기장

에서 약 90%로 측정되었다. 

  다양한 조성비의 Ar/CO2 혼합기체에 대해 측정한 이중 GEM 검출기의 최대 유

효기체이득은 104 정도로 단일 GEM 검출기에 비해 약 100배 정도 증가하 다. 이

중 GEM 검출기의 전자수집 효율은 단일 GEM 검출기와 마찬가지로 표류전기장 

세기에 무관하며 전송전기장에 대해서도 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상부 GEM

과 하부 GEM의 동작전압 분배의 차이에 따른 의존성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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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기장의 세기에 따라서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수집전기장의 세기가 7 kV/cm

일 때 약 60%로 측정되었다. 

  전자사태 시 우수한 가시광 방출 특성을 나타내는 CF4를 충전한 삼중 GEM 검

출기와 표준 CCD 카메라를 결합하여 X-선 상장치를 구성하 다. GEM 검출기

에서 방출되는 광의 세기는 CF4의 구성비가 증가할수록 소광효과에 의해 감소하

으나, 안정적인 동작조건을 고려할 때 Ar/CF4(95/5)가 최적의 기체조성비로 평

가되었다. 균일하게 입사된 X-선에 의해 GEM 표면의 전체 역에서 방출된 광세

기의 분포는 약 10% 정도 고, 편차의 주요한 원인은 GEM 검출기 내부의 전기

장 세기 변화와 X-선 선속의 불균일성으로 판단되었다. 제작한 GEM 검출기의 입

사창에 Π형상의 플라스틱 물체를 두고 X-선 상을 획득하 고, 피사체 상의 

위치에 따른 대조도를 이미지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GEM 검출기의 구조적 특징은 기존의 GEM 검출기에 비해 

홀의 직경과 홀 간격이 작다는 점이다. GEM 검출기 홀 직경을 작게 함으로써 기

체증폭도를 기존 발표된 결과보다 2배 정도 향상시켰고, 동작전압 또한 낮출 수 

있었다. 

  향후 보다 개선된 대조도의 X-선 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GEM 검출기의 섬

광 특성을 이용하는 대신에 전자사태에서 발생된 전자를 직접 검출하는 방식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신호수집회로 설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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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for Characteristic Analysis of GEM Detector 

and Image Acquisition Experiment

                                                          Kang, Sang Mook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 the study, we have performed experiments and field simulations using the 

MAXWELL for field calculations and the GARFIELD for plotting field lines 

and simulating electron avalanche process with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in 

order to analyze operating properties of a GEM(Gas Electron Multiplier) 

detector. We have also attempted to acquire X-ray images using the GEM 

detector with a standard CCD camera for medical applications.

  The GEM detectors we used for this study were manufactured by using the 

PCB technique. The geometric parameters of the GEM detector are as follows 

: hole diameter = 60 ㎛, hole pitch = 100 ㎛, Kapton thickness = 50 ㎛, metal 

thickness = 5 ㎛, and active area = 10 x 10 ㎠. We used an Ar/CO2 and 

Ar/CF4 gas mixtures of several different concentrations as a fill gas for 

characteristic analysis and image acquisition experiment.

  The central field intensity of the GEM micro hole was nearly affected by 

the increase of the external field intensity but was almost proportional to 

supplied the GEM voltage. We obtained maximum electric field intensity  

above 5×10
6
 V/m over the applied GEM voltage in a gas mixture of Ar/CO2 

(70/30). According to the GARFIELD simulations, the drift field lines to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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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collection electrode decreased as the drift field intensity became 

stronger and the collection field intensity became weaker. The electron 

collection efficiency of the single GEM detector was nearly affected on the 

drift field intensity but was almost proportional to the collection field intensity. 

The maximum collection efficiency was about 90% at the collection field 

intensity of 8 kV/cm. The maximum gas gain of the double GEM detector 

was about 10
4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Ar/CO2 gas mixture. The gas 

gain of the double GEM detector was 100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single 

GEM detector. The electron collection efficiency of the double GEM detector 

was nearly affected on the drift field intensity and the operating voltage 

distribution of the upper and lower GEM detector, but was almost proportional 

to the collection field intensity. The electron collection efficiency was measured 

about 60% at the collection field intensity of 7 kV/cm.  

  We have established on X-ray imaging acquisition system based on the 

GEM scintillation using visible light optics and a standard CCD camera for 

signal readout. Our results show that the light emission in a gas mixture of 

Ar/CF4 is reduced with the quencher concentration, but  we added a minimum 

of quencher to the mixture for safer GEM operation. The distribution of the 

collected light on the pixels of the CCD was within 10% standard deviation 

when the detector was uniformly irradiated with X-rays. We have obtained a 

radiography of Π-shaped plastic taken with the triple GEM detector in a gas 

mixture of Ar/CF4(95/5) and analyzed the acquisition image by using the 

XCAPTM image software.

                                                                           

Key Word : GEM detector, gas filled detector, gas avalanche, electron 

avalanche, X-ra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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