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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gamma-ray energy spectrum study, nuclide analysis through energy analysis is very important. 

High-purity Ge detectors, which are commonly used for gamma-ray energy measurements, are commonly used 

because of their high energy resolution and relatively high detection efficiency.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a 

high energy resolution, the semiconductor detector has a problem in that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e original 

performance if the noise generated from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s not effectively blocked, and the effect of 

the expensive device is not achieved. Therefore, in this study, ground loop isolator (NEXT-001HDGL) was used 

to remove the electrical noise generated from the detector. In order to test the effect of improving energy 

resolution, HPGe detection device newly installed in the proton accelerator KOMAC was used. In the case of 

gamma-ray energy 2614 keV, the energy resolution was improved from (0.16 ± 0.02) % to (0.11 ± 0.01) %, and 

in the case of gamma-ray energy 662 keV of 137Cs isotope, the energy resolution was improved from (0.72 ± 

0.07) % to (0.27 ± 0.03) %. This result is considered to be very useful for the gamma ray spectrum study using 

the HPGe detection equipment of KOMAC(Korea Multi-Purpose Accelerator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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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전기적인 장치를 사용하여 정밀한 측정값을 구

해야 하는 실험에서 전기 잡음 문제는 실험 결과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1]. 특

히 환경방사선 측정의 핵종분석에 사용되는 검출

기로 감마선 에너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사용

되고 있는 HPGe검출기는 장치의 특성상 전기적 잡

음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며 그 측정결과는 전기

적 잡음의 정도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는 양상을 보

여주고 있다[2]. 특히 양성자와 중성자 핵반응을 통

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감마선들은 비슷한 에너지

들이 많고 시간에 따라서 붕괴되는 방사선의 에너

지 크기와 방사능의 세기가 달라서 정확한 에너지 

동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3]. Fig. 1은 KOMAC 

(Korea Multi-Purpose Accelerator Complex)의 100 

MeV 양성자를 이용하여 natW(p,xn)양성자핵반응을 

통하여 발생한 감마선에너지 스펙트럼의 측정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

사한 에너지의 방사선들이 다수 측정되었고 이 방

사선들은 하나의 핵종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핵종에서 발생되는 감마선들이 같이 측정

되므로 발생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특정 핵종에서 

발생되는 정확한 감마선을 알기 위해서는 검출기

의 분해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에

너지 분해능이 우수한 측정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기적 잡음

은 이런 방사선 측정 장치의 에너지 분해능에 대한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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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Measurement result of gamma ray energy 

spectrum generated through natW(p,xn) proton nuclear 

reaction using 100 MeV protons of KOMAC (Korea 
Multi-Purpose Accelerator Complex)

또한 이런 전기적인 잡음은 방사선의 에너지 따

라서 에너지 분해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전기적 잡음이 에너지 분해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주파 전기

잡음을 줄이는데 사용되는 NEXT-001HDGL 상용 

필터를 사용하여 양성자 가속기 센터 설치되어 있

는 HPGe(High Purity Germanium)검출기의 전기적 

잡음을 줄임으로써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의 변

화를 관찰하고 방사선의 에너지에 따라서 전기적 

잡음이 에너지 분해능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

로 분석하였다

Ⅱ. MATERIAL AND METHODS

1. 전기적 잡음을 줄이기 위한 NEXT-001HDGL

(Isolator & Balun)의 특성 및 원리 

본 연구에서는 시판되는 NEXT-001HDGL (Ground 

Loop Isolator)을 이용하여 소자에서 발생하는 전기

적 잡음을 줄이는데 사용하였다. Fig. 2와 Table 1은 

본 연구에서는 전기 신호의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 그라운드 루프 아이솔레이터를 보여줍니다. 

이 장치는 CCTV, 오디오 등 다양한 전자 기기의 전

압 차가 다른 두 기기의 주파수 왜곡 제거 또는 주

파수 안정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듈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적 잡음은 두개의 장비 사이에 

전위차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AC 기저 주파수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기적 잡음(60 Hz)과 고주파 전

기적 잡음의 원인이 된다. 이런 현상을 그라운드루

프(Ground Loop)라고 하며 일부는 단일 지점 접지

를 사용하여 배선하는 방법과 저주파 차폐 케이블

을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일정부분 제거가 되기

도 한다. 그러나 장치들에서의 누전되는 차이가 있

을 경우 완전히 소거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경

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전기적 노이즈를 유발하기

도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절연 변압기, 절연체 또는 

발룬(Balun)을 사용하여 직접 연결을 피하는 것이

다. 이 경우 주파수 대역폭에도 영향을 미친다. 

Balun은 균형(Balance)과 불균형(Unbalance)의 첫 글

자 뒤에 만들어진 단어로 평형 신호를 불평형 신호

로 변환하는 회로이다. 이 경우 신호전파를 순방향

으로만 흐르게 하고 역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게 

하여 전기적인 잡음을 낮출 수 있게 된다[4].

Fig. 2. In this study, a ground loop isolator (NEXT 
-001HDGL) was used to reduce the electrical noise 

generated by the HPGe detector.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ground loop isolator 
(NEXT-001HDGL) parameters in the present measurement

Insertion Loss 0.5 dB

Response Frequency 20 Hz ~ 10 MHz (0 ~ 3 dB)

Resistance 75 Ohm

Insulation Voltage 600 VDC(Min)

Insulation Resistance 100m Ohm

Overvoltage protection 12 Vrms

material ABS black

Size(mm) 73.3 x 28 x 21 with 18 cm x2 cable

Weight(g)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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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마선 측정을 위한 HPGe 감마선 측정 시스템 

전자기파의 일종인 감마선은 여기상태의 준안정 

상태의 핵으로부터 안정한 핵종으로 붕괴되는 과

정에서 발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감마선 측

정에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CANBERRA 

회사의 HPGe(High Purity Germanium) 검출기 시스

템을 이용하여 감마선을 측정하였다. 감마선 측정 

시스템과 그 특징을 Fig. 3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 시스템은 두께 10 cm의 납을 이용하여 자연방

사선의 영향을 줄였고, 검출기 주위에는 하전입자

에 의한 제동복사 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0.5 cm 두

께의 구리로 차폐를 하였다. 본 감마선 측정시스템

의 에너지 교정을 위하여 표준선원(137Cs, 22Na, 

60Co)들을 사용하여 에너지교정을 시행하였다. 

Fig. 3. Gamm-ray measurement spectrometer system 
(HPGe detector) of gamma-ray from the gamma ray 

sample.

일반적으로 HPGe 검출기의 경우 충분한 전기적

인 잡음을 줄이기 위하여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영

하 196도씨의 온도로 냉각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검출시스템은 Cryo-Plus 

(CP5-plus)제품으로 전기적으로 검출기의 Cryostat

를 냉각시키는 장치를 부착한 장치로서 액체질소

의 교환을 할 필요가 없어 장기간 측정에 매우 유

리한 제품이다. 그러나 전기적인 잡음이 기존의 제

품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ADC(Analog Digital 

Convertor)로는 CANBERRA 사의 DSA-LX를 사용

하였으며 8192 Ch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5].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측정시스템에 NEXT-001 

HDGL 장치를 부착하여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의 

해상도를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하여 전

기적인 잡음이 전체적인 감마선에너지 스펙트럼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다. 

Table 2. Specifications of the HPGe detector system

Unit Characteristic

Size (mm dia × mm) 62.00 × 41.20

Applied voltage (Volt) +4,900 

Energy resolution (keV) 1.8 at 1.333 MeV

Relative efficiency (%) 30

Thickness of lead (cm) 10

3. HPGe 감마선에너지 스펙트럼의 에너지 분해능 

일반 섬광검출기와 마찬가지로 반도체검출기의 

경우에도 입사되는 감마선의 에너지에 비례하여 

정공-전자를 만들어낸다. 즉 에너지가 클수록 만들

어지는 정공-전자의 수는 많아지고 통계적으로 정

확도가 높아진다. 즉 식 (1)에서 보는 것처럼 생성

되는 정공-전자 수(전하의 수: Q)에 따라서 검출기

에서 발생되는 신호의 전압(V)이 결정된다. 

이때 C는 검출기내부의 커패시턴스이다. 

   × (1)

즉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은 많은 통계적으로 정

확한 전압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에너지 분해능은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높을수록 좋아지는 경향(절대

수치는 감소)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검출기 시스

템의 에너지 분해능은 식 (2)를 사용하여 단일 피

크의 최대 강도 (FWHM: Full Width Half Maximum)

의 1/2이 되는 강도의 에너지 폭으로 에너지 분해

능(R)은 아래와 같이 정의 될 수 있다[6]. 




 ∆ 
×




 ∆
×

(2)

여기에 E0와 Ch0는 임의의 단일 에너지와 그 

Channel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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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ATA ANALYSIS

1. 감마선 스펙트럼의 분석

1.1 감마선에너지 스펙트럼

일반적으로 핵반응으로부터 얻어지는 감마선의 

에너지는 최대 10 MeV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양성자핵반응에서 얻어지는 감마선에너지는 수 

MeV의 감마선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자연방사선의 최고에너지로 알려져 있는 208Tl에

서 발생되는 2615 keV, 214Bi에서 발생되는 5개의 

방사선과 40K에서 발생되는 1460 keV 에너지의 방

사선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표준선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60Co, 22Na 및 137Cs 동위원소를 사용

하여 총 12개의 주요 감마선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

하였다. 

각각의 감마선측정 스펙트럼을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각의 감마선에 대

한 에너지와 방출된 동위원소 및 에너지에 해당하

는 channel 번호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List of gamma-ray energy and peak channel 
number

Gamma-ray Energy (keV) Isotopes Channel Number

511.0 22Na 916

609.3 214Bi 1093

662.0 137Cs 1189

1120.3 214Bi 2009

1174.0 60Co 2107

1274.0
22Na 2289

1333.0 60Co 2393

1460.0 40K 2619

1763.7 214Bi 3163

2204.2 214Bi 3950

2447.9 214Bi 4388

2614.5 208Tl 4686

(a) Gamma-ray energy spectrum from the gamma ray 
standard sources.(Measurement time: 600 sec)

(b) Gamma rays generated by 60Co and 22Na are 
indicated. It can be seen that the shape of the peak 
is remarkably different with and without a filter for 
removing electrical noise.

Fig. 4. Gamma ray energy spectrum with and without 
a filter for removing electrical noise is shown.

Fig. 5. Background gamma ray energy spectrum with 
and without a filter for removing electrical noise is 
shown.(Measurement time: 24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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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에너지 분해능의 계산

검출기의 에너지 분해능은 식 (2)에 따라 임의의 

감마선 에너지에 대한 FWHM의 비값에 의해서 결

정된다. NEXT-001 HDGL 장치 부착 여부에 따른 

스펙트럼의 에너지 분해능의 변화를 Table 4와 Fig. 

6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에너지 분해능의 절대값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감마선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에너지 

분해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7].

 

Table 4. List of Parameters obtained from the measurement spectrum to obtain the gamma-ray energy resolution

Isotopes
Gamma-ray 

Energy (keV)

Without Noise Filter With Noise Filter

Difference (%)

FWHM(Ch)
Energy 

Resolution (%)
FWHM (Ch)

Energy 
Resolution (%)

1 22Na 511.0 27.9 1.25 ± 0.12 6.4 0.69 ± 0.07 0.55 ± 0.14

2 214Bi 609.3 28.3 1.07 ± 0.11 5.2 0.47 ± 0.05 0.59 ± 0.12

3 137Cs 662.0 8.6 0.72 ± 0.07 3.2 0.27 ± 0.03 0.45 ± 0.08

4 214Bi 1120.3 24.8 0.51 ± 0.05 5.5 0.27 ± 0.03 0.23 ± 0.06

5 60Co 1174.0 8.0 0.38 ± 0.04 3.4 0.16 ± 0.02 0.22 ± 0.04

6 22Na 1274.0 7.7 0.34 ± 0.03 3.4 0.15 ± 0.02 0.19 ± 0.04

7 60Co 1333.0 8.3 0.35 ± 0.03 3.6 0.15 ± 0.02 0.20 ± 0.04

8 40K 1460.0 16.0 0.25 ± 0.03 3.9 0.15 ± 0.02 0.10 ± 0.03

9 214Bi 1763.7 17.6 0.23 ± 0.02 4.5 0.14 ± 0.01 0.09 ± 0.03

10 214Bi 2204.2 20.5 0.21 ± 0.02 5.4 0.14 ± 0.01 0.08 ± 0.03

11 214Bi 2447.9 23.6 0.22 ± 0.02 6.4 0.15 ± 0.01 0.07 ± 0.03

12 208Tl 2614.5 18.8 0.16 ± 0.02 5.4 0.11 ± 0.01 0.05 ± 0.02

Fig. 6. The difference in energy resolution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filter is shown for 
gamma ray energy. It can be seen that the energy 
resolution when the filter is used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as the energy decreases.

Fig. 6에서 보는바와 같이 NEXT-001 HDGL 장치

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1500 keV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에너지 영역에 대해서는 분해

능이 0.16 ~ 0.25 %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반

면에 그 이하의 에너지 영역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최대 1.25 % 까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NEXT-001 HDGL 장치를 사용하였을 때는 1500 

keV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에너지 영역에 대해서

는 분해능이 0.11 ~ 0.15 %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그 이하의 에너지 영역에 대해서는 급

격하게 증가하여 최대 0.69 % 까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특히 NEXT-001 HDGL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

을 때에는 그 증가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전기적 잡음의 영향이 낮은 감마선

에너지의 경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NEXT-001 HDGL 장치 사용의 

유무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 진다. 그

러나 그 감마선에너지 분해능의 절대값은 낮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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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영영으로 갈수록 NEXT-001 HDGL 장치의 효

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RESULT 

본 연구의 결과 전기적 잡음이 감마선 측정 장비

의 에너지 분해능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특히 낮은 에너지 일수록 그 차이가 크

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감마선의 에너지 분해

능의 차이를 필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라서 

나타내었다. 그 결과를 Table 4와 Fig. 7에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낮은 에너지 영역으

로 갈수록 필터의 사용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 경향은 전형적인 지수 감

소형태의 경향을 보였으며 함수 fitting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또한,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의 감

마선 에너지 분해능의 차이에 따른 오차의 크기도 

증가하였다. 이것은 낮은 에너지 영역으로 갈 수 

록 하나의 감마선 에너지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Channel의 수가 감소하여 Channel변화에 대한 오차

가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Fig. 7. The difference in the energy resolution of 
gamma rays was shown with and without a filter.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감마선에너지의 정확한 측정에 사용

되는 HPGe검출기의 전기적인 잡음을 줄이는데 있

어서 에너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

구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기적 잡음이 입사되는 

방사선의 에너지에 따라서 감마선 측정 장비의 에

너지 분해능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특히 낮은 에너지 영역에 대해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인 높은 원자

번호를 가지는 물질들과의 핵반응에서 나타나는 

낮은 에너지의 감마선들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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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도 Ge 검출기의 기  노이즈 감소를 통한 감마선 에 지 

스펙트럼의 분해능 향상에 한 연구

이삼열

동서대학교 방사선학과

요  약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 연구에서 에너지 분석을 통한 핵종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감마선 에너지 측정

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순도 Ge 검출기는 높은 에너지 분해능과 상대적으로 높은 검출 효율 때문에 일

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반도체 검출기는 높은 에너지 분해능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기 어렵고 고가의 장치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출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접지 루프 아이

솔레이터 (NEXT-001HDGL)를 사용했다. 에너지 분해능 향상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양성자 가속기 KOM

AC에 새로 설치된 HPGe 검출 장치를 사용했다. 감마선 에너지 2614 keV의 경우 에너지 분해능이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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