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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많이 사용된 반도체 검출기의 분해능은 통계학적 이론으로 그 분해능의 한계가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반도체 검출기가 갖는 에너지 분해능의 한계를 뛰어넘는 저온 검출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사성 핵종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2×0.05 mm3 크기 금막 흡수체에 입사하는 에너지 때문에 흡수체의 온도가 상승하는 원리를 

이용해 241Am 알파 선원의 에너지를 측정하였다. 흡수체의 온도 변화 측정에는 자기양자센서인 Au:Er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순수한 Au에 핵스핀이 0 인 168Er을 수백 ppm을 첨가하여 얻은 상자성 합금이다. 알파 입자 흡수에 의한 미세한 

온도증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희석식 냉동기보다 작동이 편리한 무냉매 자기냉동기를 이용해 mK 온도 영역의 저온 

환경을 구성하였다. 241Am 선원 측정 결과 5.5 MeV에서 6.8 keV의 FWHM의 에너지 고 분해능을 얻었다. 

중심어: 저온검출기, 자기양자센서, 에너지 고 분해능, 무냉매자기냉동기 

1. 서론1)

현재 방사선은 식품의 장기 보관, 새로운 종자의 개발 

등 실생활에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의약품 제조, 타이

어 제조 등 산업분야 등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이러한 방사선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측이 필요하며 그것에 대한 분석과 이해 또한 

중요하므로 에너지 고 분해능의 방사선 검출기의 개발 역

시 중요하다.

일본 지진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와 그로인한 

방사능 유출 등 핵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 에너지 고 분

해능의 방사선 검출기의 연구개발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방사선 검출기는 방사성물질의 정량 및 핵종 분석, 핵

물리 연구, 환경 방사능 측정, 핵 활동 감시 등 여러 응용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많이 사용

되고 있는 반도체 검출기는 이온화를 통한 검출이므로 통

계적으로도 에너지 분해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 검출기에서는 방사선원으로부터 나오는 입자의 

에너지로 생성된 전자와 정공 쌍( pair)들로 인한 전

류량으로 입사된 에너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수십 

mK 영역에서 작동하는 저온검출기 경우, 입사하는 입자

의 에너지가 흡수체에 흡수 될때 격자들의 진동으로 온도 

변화가 야기된다. 그때 상승한 온도 값을 측정하여 방사

선 선원의 에너지를 결정하게 된다. 

반도체 물질에서 한 개의 전자와 정공 쌍을 만들기 위

해서는 대략 eV 근처 에너지가 필요하다. mK의 온도영

역에서 격자의 진동 양자화 포논(phonon)에너지는 μ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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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 해당된다. 동일한 에너지가 반도체 물질과 저온검

출기 검출기 흡수체에 입사 되었을 때, 생성되는 전자와 

정공 쌍 수는 생성되는 포논의 수에 비해 거의 백만배 적

다. 생성되는 전자와 정공 쌍수 혹은 포논 수를  이라고 

하였을 때, 통계적 요동(statistical fluctuation)   이 
있게 된다. 동일한 에너지를 충분히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때 나타나는 의 분산()은 통계적 요동 으로 표
시 할 수 있다. 이상적인 통계적 분해능()은 

  로 기술된다. 같은 에너지를 측정하였
을 때 극저온 검출기에서 분해능이 반도체 검출기 비해 

원리적으로 103 배 좋음을 보인다. 저온 검출기 경우는 

작동하는 온도가 낮일수록 열용량 및 포논 에너지가 작아

져 에너지 분해능 향상된다.

 이와 같은 원리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저온에

서 매우 정밀하게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가 구현되지 않

아 저온검출기가 측정 분야에서 일반화 되지 않았다. 최

근 저온양자 열물성 지식과 초전도 기술들을 이용하여 정

밀 온도계가 연구 개발됨에 따라 저온검출기를 정밀 측정 

분야에 적용, 시도되고 있다. 

저온 검출기에 사용되는 온도계는 Transition Edge 

Sensors (TES), Metallic Magnetic Calorimeters (MMC) 

등 여러 종류가 있다. 

TES는 초전도물질이 초전도-금속 상전이에서 온도에 

따라 급격한 저항변화 특성을 갖는 성질을 이용한 검출기

로서 초전도 물질 박막위에 귀금속을 증착한 초전도 이중 

박막을 상전이 온도에 유지시켜 작은 온도변화에 민감한 

온도센서로 이용하여 측정한다. 

MMC는 Au:Er이라는 저온상자성물질을 이용하여 온도

의 변화를 측정하는 열량계이다.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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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기의 흡수체에 입사하여 흡수 될 때 수반하는 작은 

온도변화를 측정하여 입사한 에너지를 정밀하게 알아낼 

수 있다. 

상자성 물질은 일정한 자기장 하에서 온도가 증가할 

때 자화가 감소하는데 이때 변화하는 자화를 DC-SQUID 

(Superconductor Quantum Interference Device: 초전도

양자간섭계)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최근 미국 및 한국 표준과학연구원 등은 저온 검출기

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방사선 측정에 적용하며 

반도체 검출기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에너지 고 분해능 

성능을 보여 주고 있다. 저온 검출기를 작동하기 위해서

는 mK 온도 영역의 극저온 환경이 요구되므로 저온검출

기 기반 에너지 고 분해능 방사선 측정 시스템은 대형 희

석식 냉동기를 이용하여 실현된 경우가 많다.

본 실험에서는 대형 희석식 냉동기 시스템보다 작동이 

간편하고 액체 질소 및 헬륨을 사용하지 않아 비용면에서 

경제적이고, 사용면에서 편리한 무냉매 자기 냉동기

(Cryogen Free - Adiabatic Demagnetization Refriger-

ator, CF-ADR)를 이용한 극저온 시스템에서 MMC 

(Metallic Magnetic Calorimeter)로 에너지 고 분해능의 

알파 분광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2. 자기열량계 원리 및 측정 방법

2-1. 자기열량계(Metallic Magnetic Calorimeter, MMC)

MMC (Metallic Magnetic Calorimeter)에서 이용하는 

온도 센서 물질은 순수한 Au에 168Er을 수백 ppm을 첨가

하여 얻은 합금인 Au:Er을 사용한다[1].

이는 상자성 물질로서 온도변화에 따른 자화도가 변화

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온도 정보를 알 수 있다. 자화의 

변화( )는 DC-SQUID센서를 이용해 측정하며, 식(2-1)

과 같이 흡수되는 에너지( )에 의해 상승하는 온도의 

변화()로 나타난다.

≃

≃





           (2-1)

여기서 은 흡수체와 Au:Er 센서의 열용량의 합이다[2].

DC-SQUID를 이용해 얻어지는 신호의 크기()는 측

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2)

 여기서  는 SQUID와 Au:Er 센서 사이의 접합 인자

(coupling factor)이고, 는 진공에서의 투자율을 의미

한다.  는 Au:Er 센서의 부피,  은 SQUID의 pickup 

loop의 지름,  는 Au:Er 센서의 열용량을 나타낸다. , 

, ,  들에 비해서 


와  는 실험적으로 변화시

킬 수 있는 요소들로 온도를 낮추거나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킴으로써 신호의 크기를 조절 할 수 있다[3,4].

2-2. 알파 검출기 시스템

 MMC 구성에서 meander chip (Heidelberg대학 

Kirchhoff-Institute 물리 연구소 제공)은 Nb pickup coil

위에 Au:Er이 크기 1 mm×1 mm, 두께 3 μm으로 증착되

어있다. 

sensor SQUID Meander chip

Au:Er sensorGold absorber

Fig. 1. Microscopic image of the -ray detector system.

 

Fig. 1은 알파선원 측정을 위해 실제 흡수체와 센서를 

구성한 것으로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이다. 흡수체로 사

용할 금박(순도: 99.999%)를 크기 2 mm×2 mm×50 μm로 

만들어 에폭시의 한 종류인 Stycast1266을 이용해 Au:Er 

센서 위에 붙인다.

Fig. 2. Diagram and sectional view of the -ray detec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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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ss 기판

CF-ADR의 50 mK plate와 

열적 접촉부분

MMC

Collimator(φ1mm) 241Am Source

Fig. 3. Alpha source and collimator setup on MMC absorber.

Au:Er의 자화의 변화를 센서 SQUID로 pickup 하기 위

해서 meander chip의 input pad와 센서 SQUID의 input 

coil과 wedge bonder를 이용하여 연결시킨다. 이때의 연

결 wire는 저온에서 초전도 성질을 갖는 알루미늄으로 하

였으며 연결선은 빠른 열 유출입을 위해 최대한 짧게 하

는 것이 유리하다.

Fig. 2는 알파 검출기 시스템을 나타낸 그림으로써 흡

수체와 Au:Er 온도 센서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다. 

Au:Er 사이의 gold stem은 흡수체에 입사한 에너지에 해

당하는 열이 Au:Er 센서로 잘 전달되도록 한다[5]. 

상자성물질인 Au:Er 센서가 온도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Au:Er 속의 자기스핀 정열이 필요하다. Fig. 2

의 초전도 물질 Nb pickup coil에 영구 전류(persistent 

current)를 가두어 자기장을 만들어 코일 위에 있는 

Au:Er 속 자기스핀들이 정열한다. Au:Er에 유입된 에너지

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면 정열된 자기스핀들이 뒤집히고 

전자기유도에 의해 Nb  pickup coil에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발생된 전류는 SQUID loop와 유도결합(in-

ductively coupling)된 입력 단자로 들어가 측정된다. 

2-3. 알파 선원

알파 선원은 방출면이 지름 5 mm 인 241Am (Eckert & 

Zegler)으로 신호의 중첩을 피하기 위해 1 cps의 신호로 

금박  흡수체로만 입사할 수 있도록 지름 1 mm의 colli-

mator를 설치한다.

알파 선원과 결합된 검출기 시스템들은 구리 기판 위

에 고정되어 있으며, 저온에서 외부 자기장 잡음을 차단

하기위해 알루미늄 박스 속에 설치한다. 구리 기판은 센

서 SQUID의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amplifier SQUID와 함

께 무냉매 자기 냉동기의 제일 낮은 온도인 50 mK plate

에 열적으로 강하게 접촉시킨다[6].

3. 결과 및 논의

241Am 선원의 알파 입자가 MMC 흡수체에 흡수 될 때, 

입사하는 에너지(E)에 비례하여 온도가 증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흡수체의 열이 저온 bath로 빠져 나가며 다

시 온도가 감소한다. Fig. 4는 알파 입자가 흡수 될 때

Decay time(s)

Energy(V)

Fig. 4. Signal to 5.5 MeV energy 241Am.

발생한 온도를 SQUID로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241Am이 알파 붕괴를 할 때 8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5485.6 keV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신호이다. 신호

의 크기는 약 250 mV 정도이며 붕괴시간은 약 200 ms로 

측정되었다. 입사된 알파 입자 에너지는 SQUID 신호 크

기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를 측정된 온도에서 정확히 결

정하게 위해 잡음 제거 최적필터(optimal filter) 등이 필

요하다. 

위의 펄스 신호들을 약 30시간 정도 측정하여 Fig. 5와 

같은 에너지 스펙트럼을 얻었다. 

  







 

 




   

                                          (3-1)

Fig. 5의 에너지 스펙트럼은 식(3-1)을 이용하여 근사

하였다. 이 식은 가우시안 함수에 선원에서 생기는 에너

지 손실에 의한 낮은 에너지쪽의 테일을 반영한 함수이

다. 식(3-1)에서 A는 피크(peak)의 면적이며, 는 피크

의 위치이다[7]. 이 함수식으로 근사한 결과 5.5 MeV에서 

6.8 keV의 FWHM의 분해능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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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6 keV

(84.8%)

5442.9 keV

(13.1%)

5388.3 keV

(1.7%)

Fig. 5. Alpha energy spectrum measured by MMC.

5544.5 keV

(0.37%)

5511.5 keV

(0.225%)

Fig. 6. Spectrum comparison between MMC and Surface Barrier Detector.

Fig. 6은  241Am의 알파 에너지 스펙트럼을 좀 더 세밀

하게 보기위해 log scale로 나타낸 스펙트럼으로 적색 선

은 241Am의 5388.3 keV, 5442.9 keV, 5485.6 keV에 해당

하는 주된 3개의 알파선이다[8]. 적색 선 크기는 핵분광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고된 각각 1.7%, 13.1%, 84.8%의 세

기로 측정 스펙트럼과 잘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5485.6 keV 보다 큰 에너지 피크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0.225%의 5511.5 keV와 0.37%의 5544.5

keV에 해당하는 에너지 피크 값으로 작은 비율이지만 계

측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에서는 MMC에서 측정한 결과와 반도체검출기의 

한 종류인 Surface Barrier Detector로 측정한 결과를 비

교해 함께 나타내었다. Surface Barrier Detector에서 측

정한 결과는 5.5 MeV에서 약 20 keV의 FWHM 분해능을 

얻은 반면, 저온 시스템의 MMC로 측정한 결과는 5.5

MeV에서 약 6.8 keV의 FWHM의 분해능을 얻었다.

4. 결  론

기존의 저온 검출기의 구동을 위한 저온 시스템으로 

주로 희석식 냉동기를 많이 사용하였다. 하지만 희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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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기는 액체 헬륨을 이용해 구동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며 냉동기가 크고 조작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

만 무냉매 자기 냉동기(CF-ADR)는 액체 헬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도 경제적이고, 희석식 냉동기처

럼 계속적으로 헬륨을 충전시켜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자기장을 인가해주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운영

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저온

검출기를 보다 보편화하기 위해 작동이 편리한 무냉매 자

기 냉동기를 이용하여 고 분해능 알파 분광기를 작동 할 

수 있는 저온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무냉매 자기 냉동기을 이용해 약 32 mK의 저온에서 

MMC로 241Am을 알파 선원으로 측정해 알파 분광을 구현

하였으며, 에너지 스펙트럼으로 나타낸 결과 5.5 MeV에

서 6.8 keV의 FWHM의 에너지 분해능을 얻었다. 이것은 

기존의 반도체 검출기의 한 종류인 Surface Barrier 

Detector의 20 keV의 FWHM보다 약 3배 이상 뛰어난 분

해능이다. 

또한 Surface Barrier Detector로 측정한 스펙트럼에서 

주요 알파선의 세기는 핵분광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시하

는 1.7%의 5388.3 keV, 13.1%의 5442.9 keV, 84.8%의 

5485.6 keV 값과 비교하였을 때 5442.9. keV, 5388.3

keV의 낮은 에너지 레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낮

은 에너지의 테일의 영향으로 낮은 에너지 레벨의 카운트

(count)가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MMC로 측정

한 결과는 에너지 고 분해능을 갖기 때문에 주요 알파 에

너지 피크와 핵분광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시한 값이 일치

함을 보였다. 

이전의 희석식 냉동기 시스템에서 저온검출기를 이용

하여 측정된 에너지 분해능 2.8 keV와 같은 에너지 고 분

해능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필

요할 것이다[5]. 에너지 분해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

이즈를 감소시키고 신호의 크기를 지금보다 크게 하여 신

호 대 잡음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본 실험을 진행했던 시스템의 온도는 약 32 mK 에

서 약 50 μK의 요동을 가졌다. 세밀한 온도 조절 시스템

의 개선을 통해 온도를 안정화시킨다면 신호의 크기 역시 

일정해지면서 분해능이 향상 될 것이다. 또 본 실험에서

는 신호의 붕괴시간 200 ms로 다소 길었으나 Au:Er 센서

와 흡수체의 열 접촉을 개선하고 meander chip과 홀더와 

gold wire로 연결해 chip에서 열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

록 만들어 붕괴시간을 감소시킨다면, 단위시간당 더 많은 

신호의 측정이 가능해지므로 이 또한 분해능을 향상시키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면 

무냉매 자기 냉동기를 이용한 저온 시스템에서도 이전의 

희석식 냉동기 시스템에서와 같이 에너지 고 분해능 측정

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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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Energy Resolution Alpha Spectrometer Using a Cryogenic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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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ryogenic particle detectors have recently been adopted in radiation detection and measurement because of their 

high energy resolution. Many of these detectors have demonstrated energy resolutions better than the theoretical limit of 

semiconductor detectors. We report the development of alpha spectrometer using a micro-fabricated magnetic calorimeter 

coupled to a large-area particle absorber. A piece of gold foil of 2×2×0.05 mm3 was glued to the paramagnetic temperature 

sensor made of sputtered Au:Er film to serve as an absorber for incident alpha particles. 

  We performed experiments with 241Am source at cryogen free adiabatic demagnetization refrigerator (CF-ADR). A high 

energy resolution of 6.8 keV in FWHM was obtained for 5.5 MeV alpha particles.

Keywords : Cryogenic detector, CF-ADR, Au:Er, Magnetic Calorime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