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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검출을 한 고감도 반도체 센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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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a)SiPM. (b) Structure of SiPM and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Geiger Mode 

 서  론

고성능 반도체 센서는 낮은 조사량에 하여 민

감해야하고 극단 으로는 단일 자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센서로 기존의 PMT 

(Photomultiplier tube)가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PMT는 부피가 크고 약 1000V이상의 높은 압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의 흐름인 류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장 내에서는 류의 왜곡이 생겨 원하는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최근에 제안되어 재 많이 연

구가 진행되고 있는 고감도 반도체 센서로 

Geiger-mode APD 혹은 실리콘 증배 소자 SiPM 

(Silicon Photomultiplier)이 개발 에 있다. 고감

도 반도체 센서인 SiPM은 한 변이 1mm x 1mm ～ 

3mm x 3mm 크기의 하나의 소자가 수십  크기

를 갖는 다수의 2차원 마이크로 픽셀 (micro-pixel)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Fig 1(a)). SiPM은 원리 으

로는 기존의 PMT를 완 히 체할 수 있으며, 반도

체 소자  공정기술로 소형화와 낮은 동작 압 특성

을 이룰 수 있고, 자기장으로 인한 향도 완 히 배

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Fig.1.(b)에서 보는 바와 

같이 SiPM은 APD(Avalanche photodiode)와 유사하

지만, 애벌런치 항복 상이 일어난 후의 Geiger 모드

에서 동작하는 차이가 있으며, 각 마이크로 APD에 

연 괴 압 (Breakdown Voltage)이상의 압이 인

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마이크로 APD에 하나의 

자가 입사하여 하나의 자 을 생성하면 곧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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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이상의 증배가 일어나는 매우 우수한 감도 

특성을 나타낸다. 재  세계 으로 의료나 산업분

야에서 방사선을 검출하기 해서 SiPM을 많이 연구

하고 제작하고 있다. 확보된 국내 기반기술을 이용하

여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 하고 사용이 편리한 방사선 

검출기 개발이 필요하다. 

 재료  방법

고감도 반도체 센서 SiPM은 재 한국 자통신

연구원(ETRI)에서 제작하 다. SiPM 센서의 

Microcell의 크기를 25 x 25, 50 x 50, 100 

x 100(Fig 2.)로 제작하 으며, 실리콘 웨이퍼에 

p-type의 에피층 (epilayer)의 두께를 1.2에서    

2로 조 하여 연 괴 압 (Breakdown 

Voltage)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 다. 

Fig 3.은 한국 자통신연구원에서 Can-type과 4 x 4

로 array-type으로 제작된 Si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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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a)               (b)              (c)

Fig 2. Microcell size (a) 25 x 25, 

(b) 50 x 50, (c) 100 x 100

 Fig 3. SiPM. 

 (a) Can- type, 

 (b) 4x4 array type

Fig 6. SiPM output by pulsed light illumination

Fig 5. Experiment setup of light illumination

 결과  고찰

SiPM 센서를 p-type의 에피층의 두께를 A type은 

1.2, B type은 1.5, C type은 2로 제작

한 후, V-I 특성을 측정하 다. Fig 4.는 센서의 V-I 

특성을 보여 다. 

Fig 4. V-I Characteristics of the SiPM 

SiPM 센서의 에피층(epilayer)의 두께에 따라 연

괴 압 (Breakdown Voltage)가 약19V에서 약 

34V까지 다양하게 측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서 

방사선 검출기를 제작 시, 필요한 동작 압을 설정하

여 방사선 센서의 제작이 가능하다. 

매우 약한 LED (465nm)의 빛을 이용하여 SiPM 

센서의 출력신호를 실험하 다. 실험장치구성은 Fig 

5.에서 볼 수 있다.  

  Fig 6.에서 가운데 그래 는 SiPM 센서에서 검

출되는 자의 자신호를 나타내며, 왼쪽에 란색의 

히스토그램은 각 피크의 수만큼 자 신호를 나타내

고 있다. 즉 등간격의 이 신호는 이 센서가 단일 자

를 계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결  론

   고감도 방사선 센서인 SiPM은 재 PET과 같은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

고 개발되고 있다.  SiPM은 PMT를 완 히 체할 수 

있으며, 소형화, 낮은 동작특성, 자기장의 향을 받지 

않는 장 이 있다. 한 SiPM을 연구함으로써 센서효

율을 높이고 경제 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감도 방사선 센서로 SiPM을 디자

인하고, 개발하 다. 그리고 센서의 여러 디자인을 통해

서 동작 압을 다양하게 조 할 수 있도록 하 고,  

테스트를 통해서 센서가 단일 자에도 민감하게 반응

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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