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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 원소(60Co,133Ba)를 사용하여 mapping method에 의한 HPGe 

detector의 효율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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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Introduction)

  감마선 분  분석법에서 체 효율성은 감마선 검

출 확률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격자 맵핑 방법을 

이용하여 HPGe 원통형 검출기 주  4면에서 ɤ-선 
선원의 치를 변화시키면서 에 지피크효율(Full 

Energy Peak Efficiency)을 측정하 다. 
60
Co,

133
Ba 

선원을 이용하여 면-Ι에서 5 mm 간격으로 측정하여 

검출기의 효율 칭성을 측하 다. 한 Monte 

Carlo 계산법은 제작사에서 제공한 검출기 데이터와 

검출기결정의 비 칭성을 알아보기 해 컴퓨터단층

촬 (CT)을 하여 검출기 결정의 모양을 비교 하 다. 

각 지 들에서 FEPE의 측정값과 Monte Carlo 계산

값을 비교하 다. FEPE 측정  MC Simulation과 

CT 단층촬 을 통하여 검출기효율에 한 기 자료

를 확보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검출기는 수평방향으로 놓여져 있다. 좌표계의 원

은 Fig. 1에서 P(0,0,0)이며, 축방향에 따라서 검출기

캡의 심에 있다.

      (a)                     (b)   

Fig. 1. (a) Schematic drawing of geometry for the 

detection efficiencies around a detector. 

Mapping points at each P(x, y ,z) is a lattice 

type. (b) Detector was designed for installation 

in the center. The stage was installed on the 

spacer height of 10cm in shielding blocks(with 

4 layer).

이동범 는 X-축 으로 10 cm 이상 Z-축으로 15 

cm 이상이며, 면 Ι은 시뮬 이션과 비교하기 해서 

5 mm 간격으로 이동하 다. 

한 Monte Carlo 계산법은 제작사에서 제공한 검

출기 데이터와 일반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CT 촬

을 통해 측정치와 비교하 다( Fig.3).  

Fig. 2. Schematic reprehension of the detector  

model(3D) used in the Monte Carlo 

calculations Compared with CT Scanner(3D).

에 지 E, R( E, z, r)에서의 비의 공간  의존

성은 검출기 속용기 면부 심에서의 비율, 즉 

R(E, z, 0)/R(E,0,0)축에 한 축방향 의존성인 

R(E,0,0)과 검출기로부터의 거리에서의 방사상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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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R(E, z, r)/R(e, z, 0)로 즉,    R(E, z, 0)  R(E, z, r)

R(E, z, r)= R(E, 0, 0)  R(E ,0, 0)  R(E, z, 0)

여기서, z와 r은 선원의 축  방사상 좌표를 나

타낸다. 검출기 속용기와 칭축 R(E, 0, 0)에서의 

값, 축방향 의존성 R(E, z, 0)/R(E, 0, 0)과 검출기 표

면에서의 방사상 의존성 R(E, 0, r)/R(E, 0, 0) 계산

치와 비교 하 다.

 결과  고찰 (Results and Discussion)   

 Fig. 3.을 통해 검출기 속 용기와 그 칭축에 

놓인 선원의 측정  계산된 첨두  체 효율성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Fig. 3.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d and 

calculated energy dependence of the peak 

and total efficiency for the source at the 

center of the front of the detector. 

보다 높은 에 지에서의 체 효율성은 검출기 코어

(core)를 조정함으로써 달성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출기 속 용기 면 심부에 치하

는 선원의 비의 측정  계산된 값에 한 내

용은 Fig. 4를 통해 볼 수 있다.

Fig.4.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d and 

calculated energy dependence of the total-to 

peak ratios for the source on the detector and 

on the symmetry axis of the detector.

           (a)                      (b)

Fig. 5. (a)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d and 

calculated axial dependence of the total-peak 

ratio along the detector axial at the energies 

of 365.01 keV. (b)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d and calculated radial dependence of 

the total-to-peak ratio at the energies of 

356.01 keV.

  거리가 짧을 경우, 검출기 축 에 치하는 선원

의 비율은 검출기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게 되

는데(Fig. 5-a), 그 이유는 선원이 검출기로부터 멀

어짐으로써 크리스털 내부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면서 

선 방향으로 산란되는 자의 이탈, 즉 확률은 감소한

다. 검출기 표면의 방사상 의존성(Fig. 5-b.)은 크리스

털 모서리 면이 선 원과 하는 부분의 반경에서 

최 치에 이른다. 한, 검출기의 둔감한 부분에서의 

산란 효과는 방사상 방향에서와 마찬가지로 축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율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결  론 (Conclusion)

검출기 결정의 칭성을 알아보기 해 각 면에서 

효율을 측정하여 검출기효율의 심이동성을 보고 검

출기의 칭성을 알아보았다.  측정된 공간  의존성

과  Monte Carlo 계산법을 이용해 얻은 공간  의존

성 사이에 한 일치 이 달성되었다. 이 획득된 검

출기 자료를 통해 여러 가지 시료에 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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