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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eavy-ion collision experiments, many kinds of detectors are used for detecting particles. Especially, semiconductor detectors play a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position of an incident
particle thanks to their excellent position resolution. A charged particle passing through a semiconductor detector makes electron-hole pairs. The pairs go toward the electrodes following the
electric field formed inside the detector. The trajectory and the momentum of the particle can be
calculated by collecting the electrical signal induced by the movement of the pairs. In this study,
we simulated a detector that consisted of p-type silicon pixels attached on an n-type silicon bulk.
First we defined the geometrical and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detector via the Graphical User
Interface (GUI) of the simulation and executed the program. Then, a simulation based on the
iteration method and the multigrid method was used to calculate the potential and the electric field
and to show the signal generated by the passing particle. The simulation was based on the ROOT
software developed by the CERN.
PACS numbers: 29.40.Gx
Keywords: Nuclear physics, Detector, Simulation

실리콘 픽셀 검출기 시뮬레이션
권지연∗ · 이수민 · 김유한 · 권민정
인하대학교 물리학과, 인천 22212, 대한민국
(2017년 12월 18일 받음, 2018년 1월 8일 수정본 받음, 2018년 1월 8일 게재 확정)

입자 충돌 실험에서 발생하는 입자들을 검출하는 데에는 여러 종류의 검출기가 사용된다. 그 중에서
반도체 검출기는 위치 분해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입자가 지나는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하를 띤 입자가 반도체 검출기를 지나면 검출기 내부에 전자-정공 쌍이 생기며, 이들은 검출기 내부
전기장에 의해 전극으로 이동한다. 이때 발생한 전류신호를 통해 입자가 지나간 궤적과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형 벌크에 p형 픽셀이 부착된 형태의 실리콘 검출기 시뮬레이션을 제작했다.
검출기의 기하학적, 전기적 특성을 그래피컬하게 구현된 유저 인터페이스 (GUI) 를 통해 입력하면 반복법에
다중격자 방법을 적용하여 내부 퍼텐셜과 전기장을 계산하고, 입자가 지나갔을 때 발생하는 신호의 크기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CERN에서 개발된 ROOT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PACS numbers: 29.40.Gx
Keywords: 핵물리, 검출기,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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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Structure of a silicon-pixel detector
[1]

I. 서 론
반도체 검출기는 기본적으로 역전압이 가해진 pn 접합의
형태를 갖는다. pn 접합의 경계면에서는 n형 반도체 내
전자의 일부가 접합면을 넘어가서 p형 정공과 결합하고, p
형 내부의 정공 일부가 접합면을 넘어가서 n형의 전자와
결합한다. 따라서 n형 영역은 양의 전기 퍼텐셜을, p형 영
역은 음의 전기 퍼텐셜을 띤다. 이로부터 접합점을 가로지
르는 전기장이 형성되어 경계면 근처에 전하 운반자가 없는
공핍층이 형성된다. 반도체 검출기는 공핍층을 이용해 하전
입자가 지나갈때 전류신호를 얻는다. pn 접합에 역전압이
가해지면 전자와 정공이 전극 방향으로 힘을 받아 공핍층이
넓어진다. 공핍층이 넓어지면 입자 검출에 민감한 유효 부
피가 증가하지만, 역전압이 너무 강해지면 pn 접합의 전체
영역에 공핍층이 생성되어 마치 도체처럼 작동한다 [2].
실리콘 픽셀 검출기의 기본적인 구조는 Fig. 1과 같다.
약하게 도핑된 n형 실리콘 벌크와 강하게 도핑된 p+ 실리
콘 픽셀이 pn 접합을 이루고 있으며, 후면판 (backplane) 은
강하게 도핑된 n+로 이루어져 있다. 두 전극 사이 벌크에
는 외부 전압에 의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검출기에는
역전압이 가해지므로 미량의 미세전류 이외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온화 입자가 검출기를 지나가면
가전도대에 있던 전자들이 전도대로 여기되면서 전자-정공
쌍이 생성된다. 전하는 전기장을 따라 전극으로 이동하는
데, 이때 전극에 전류가 유도된다. 이 유도 전류를 측정하여
입자를 검출할 수 있다.
우리는 검출기를 지나는 입자로 최소 이온화 입자 (minimum ionizing particle, MIP) 만을 고려하고자 한다. MIP
이란, 물질 내에서 최소의 전리손실을 갖는 하전 입자를
말한다. 최소의 전리손실은 입자의 운동에너지가 정지질량
보다 두 배 이상 큰 경우에 관찰할 수 있다. MIP의 전리손

Fig. 2. (Color online) Potential image of a threedimensional array. ϕ means potential, ∆h is very short
distance.
실은 입자의 운동량에만 약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MIP은 이동 경로 위에 균등하게 자유 전하 운반자를
생성한다. 고에너지 물리에서 측정되는 모든 입자는 MIP
이다 [2].

II. 시뮬레이션 계산 및 사용법
1. 퍼텐셜 계산
검출기 내부 퍼텐셜을 계산하기 위해 푸아송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2 ϕ = −

ρ
ϵ

(1)

∇2 는 Laplace operator, ϕ 는 퍼텐셜, ρ 는 전하 밀도, ϵ 은
유전상수이다. 검출기의 경계조건을 바탕으로 식 (1) 로
계산되는 퍼텐셜을 표류 퍼텐셜 (drift potential) 이라고 한
다. 반면에 측정하고자 하는 전극에 단위 전압을 걸어주고
나머지 전극에는 0 V를 걸어주고 공간 전하는 무시했을
때 (ρ = 0) 의 상황을 가정하여 식 ∇2 ϕ = 0 로 계산된 퍼
텐셜을 가중 퍼텐셜 (weighting potential) 이라고 한다 [2].
Fig. 2에서와 같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 µm인 3차원
격자 형태의 검출기를 만들고 퍼텐셜을 계산하였다.
푸아송 방정식 ∇2 ϕ = − ρϵ = −f 의 좌변을 테일러 전개
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ϕi,j,k =

1
[ϕi+1,j,k + ϕi−1,j,k + ϕi,j+1,k
∆h2
+ϕi,j−1,k + ϕi,j,k+1 + ϕi,j,k−1
−6ϕi,j,k ] + O(∆h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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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ϕi+1,j,k + ϕi−1,j,k + ϕi,j+1,k + ϕi,j−1,k
6
∆h2
+ϕi,j,k+1 + ϕi,j,k−1 ) +
fi,j,k
(3)
6
ϕi,j,k 는 (i, j, k) 성분 격자의 퍼텐셜이며, ∆h 는 격자 사이
간격, 즉 1 µm이다. 이 방정식을 이용하면 인접한 6개 격자
성분의 퍼텐셜을 이용하여 중앙에 위치한 ϕi,j,k 의 퍼텐셜을
계산할 수 있다.
격자 구조 경계면의 퍼텐셜은 시뮬레이션 사용자에 의해
정의되며, 경계면 이외의 내부 퍼텐셜은 기본값 0으로 지
정되어 있다. 전체 격자 성분에 대해서 식 (3) 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경계면과 가장 가까운 성분은 예상되는 퍼텐셜에
좀 더 근사한, 0이 아닌 퍼텐셜을 갖는다. 다시 한 번 전체
격자 성분에 대해서 계산하면 경계면과 가장 가까운 성분은
이전보다 더 예상되는 값에 근사한 값을 가지며, 좀 더 내
부에 위치한 성분까지 0이 아닌 퍼텐셜을 갖는다.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많이 반복하다 보면 전체 격자 성분은 위
식을 만족하는 값으로 수렴한다. 전체 격자 성분에 대해 위
식을 계산하기 전과 후의 퍼텐셜 차이가 수 십 µV 이하인
경우까지 계산을 반복하도록 설정했다. 이와 같은 근사
과정을 반복법 (iteration method) 이라 한다 [2].
격자의 모든 성분에서 위 식을 계산하는 반복법은 퍼텐
셜 계산을 근사하여 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격
자 경계부터 내부를 채워 나가는 수많은 계산을 수행해야
하므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 여기에 다중격자 방법
(multigrid method) 을 도입하면 반복법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간격이 1 µm인 격자가 아닌
덜 촘촘한 격자 (∆hcoarse = 2∆hf ine ) 에서 먼저 반복법을
수행하여 퍼텐셜을 계산하고, 주위 격자 성분의 평균값으로
사이 채움 (interpolation) 을 하여 생성한 더 촘촘한 격자에
서 반복법을 수행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2]. 격자
경계부터 내부로 서서히 성분을 채워 나가는 일반 반복법과
는 달리, 다중격자 방법은 예상되는 값 (평균값) 으로 격자
내부를 메운 후 반복법을 진행하므로 식 (3) 를 만족하는
데에 걸리는 계산 횟수가 훨씬 줄어든다. Fig. 3은 반복법과
다중격자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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ϕi,j,k =

Fig. 3. (Color online) Multigrid and iteration method.
Ex , Ey , Ez 는 각각 x, y, z 방향의 전기장 크기이다. 표류
퍼텐셜과 식 (4) 를 이용하여 계산한 전기장을 표류 전기장
(drift field) 이라 한다. 또한 가중 퍼텐셜과 식 (4) 를 이용
하여 계산한 전기장을 가중 전기장 (weighting field) 이라
한다.

3. 유도 전류 계산
2. 전기장 계산
앞서 구한 퍼텐셜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전기장을 계산
한다. 모든 배열 성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계산을 했다.
ϕi,j,k − ϕi−1,j,k
,
Ex = −
∆h
ϕi,j,k − ϕi,j−1,k
Ey = −
,
∆h
ϕi,j,k − ϕi,j,k−1
Ez = −
.
(4)
∆h

전기장 내에서 전하는 전기장을 따라 이동하며, 전자와
정공의 속도는 다음 관계식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3].
µe E
ve = √
,
eE
1 + ( vµe,sat
)2

vh =

µh E
hE
1 + vµh,sat

(5)

ve,sat 와 vh,sat 는 각각 전자와 정공의 포화 속도이다. µe ,
µh 는 각각 전자와 정공의 이동도이며, 이 계산에서는 전자
는 1350 cm2 /Vs, 정공은 450 cm2 /Vs를 이용했다 [4]. 실

192

New Physics: Sae Mulli, Vol. 68, No. 2, February 2018

Fig. 5. (Color online) Result of calculating potential.

Fig. 4. (Color online) Interface of a simulation of a
silicon-pixel detector.

구하였다. Shockley-Ramo 정리에 의하면 전하량이 q 인 전
하 운반자에 의해 전극 k 에 유도된 전류 ik 는 다음과 같다
[7].
ik = −q⃗v · E⃗w

리콘 결정격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전하의 이동속도는
이동시간과 무관하고 전기장에만 의존하게 된다.
만약 검출기에 전기장의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이 존재하
면 전하 운반자 (전자 혹은 정공)는 로렌츠 힘을 받아 로렌츠
각 θL 만큼 회전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로렌츠 힘의 방향은
입자의 전하, 입자의 이동 방향, 자기장의 방향에 의존한다.
일정한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어질 때 전자와 정공은 각각

(8)

검출기 내에 생성된 여러 개의 전자와 정공에 의해 유도된
전류의 크기를 모두 더하여 총 유도 전류를 계산할 수 있다.
각각의 전자와 정공을 j 라 할 때, 전극 k 의 총 유도 전류 ik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ik = −eE⃗w 
v⃗j,e +
v⃗j,h 
(9)
j

j

반대 전하를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로렌츠 힘을 받는다. 즉, B 가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일 때 전하 운반자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며 이동한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자기장 B 가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인
경우에 양수, 들어가는 방향인 경우에 음수로 설정했다.
로렌츠 각은 아래와 식 (6) 으로 계산할 수 있다.
θL = tan−1 (µB)

(6)

µ 는 전하 운반자의 이동도, B 는 자기장의 크기이다 [5].
또한 전하의 이동은 열 확산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특정
온도 T 에서 열에너지로 인해 입자가 갖게 되는 무작위 걷기
(random walk) 속도의 크기 vabs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vabs =

2kb T
1
ln |
|
mef f
1−ξ

)1/2
(7)

kB 는 볼츠만 상수, ξ 는 0에서 1 사이 임의의 수, mef f 는
전하 운반자의 유효질량이다 [6].
위 조건들을 고려해 계산한 전하 운반자의 속도 ⃗v 와 앞서
구한 가중 전기장 E⃗w 를 이용하여 전극에 유도되는 전류를

4. 시뮬레이션 사용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창 하나가 나타나며
왼쪽에 결과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오른쪽에 검출기 특성과
입자의 입사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Fig. 4는
실리콘 픽셀 검출기의 Graphic User Interface (GUI) 이다.
이 GUI를 통해 퍼텐셜과 전기장, 유도 전류 출력값을 그래
픽을 통해 볼 수 있다.
퍼텐셜과 전기장을 출력하기 위해 GUI에서 제어하는
입력값은 Dimension, Voltage와 Zcut이다. Dimension은
각각 검출기의 너비, 높이와 길이, 픽셀 전극의 간격과 크
기를 지정한다. 단위는 각각 µm이다. Voltage는 역전압과
공핍전압의 크기를 지정하며, 단위는 V 이다. 역전압의
크기가 공핍 전압보다 커야 전하 수집이 효율적으로 일어
날 수 있다. Zcut에 따라 해당 Z값에서 Z축에 수직한 단
면을 그래프로 보여준다. 이 세 가지의 수치를 입력한 뒤
Calculate Potentials 버튼을 누르면 검출기 내부 퍼텐셜이
계산되어 표류 퍼텐셜 탭 좌측 상단의 캔버스에 결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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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lectric field for each cross section. (a) pallalel to x-axis (y = 0 µm), (b) pallalel to x-axis (y = 45 µm), (c)
pallalel to y-axis (x = 0 µm), and (d) pallalel to y-axis (x = 15 µm).
래프가 그려진다. 다중격자를 사용하여 반복법을 이용한
계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계산이 끝나면
전기장 벡터가 그려진다. 추가적으로 왼쪽 가운데에 위치한
입력값을 조정하여 검출기의 x 또는 y 방향 단면에서의
전기장 크기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좌측
하단의 캔버스에 그려진다.
다음으로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 GUI에서 제어하는 입력
값은 Incident position of Particle, B-field와 Temperature
이다. Incident position of Particle은 중앙의 픽셀 전극을
기준으로, 입자의 입사 위치 (x 성분) 와 입사각을 지정한
다. 단위는 각각 µm, ◦ (degree) 이다. 입력된 경로를 따라
전자-정공 쌍이 균일하게 생성된다. 자기장의 크기는 우선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값을 입력하면 된다. 값이 양수이
면 화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며 음수이면 그 반대
방향이다. 검출기의 온도는 체크 박스를 선택한 후 값을
입력하면 된다. 단위는 K이다. 이 세 가지 수치를 입력한
뒤 Calculate Currents 버튼을 누르면 검출기에 입자가 지
나갔을 때 유도되는 전류의 크기가 계산되어 Currents 탭
상단 캔버스에 시간에 대한 유도 전류 그래프가 그려진다.
하단 캔버스에는 전극에 수집된 전하 운반자 각각의 개수가
출력되며, 자기장을 입력한 경우 계산된 로렌츠 각의 정보도
출력된다.

III. 시뮬레이션 결과
1. 퍼텐셜 및 전기장 계산 결과
사용자가 GUI에 원하는 값을 입력하고 시뮬레이션을 실
행하면 퍼텐셜과 전기장 벡터가 계산되어 출력된다 (Fig. 5).
퍼텐셜의 크기가 0인 부분은 파란색으로 그려지며, 퍼텐셜
이 높아질수록 붉은색으로 그려진다. 픽셀에서 가장 낮은
퍼텐셜을 가지며, 역전압을 걸어주는 후면판에서 각각의
픽셀로 향하는 전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좌측 중앙의 입력칸을 이용하여 검출기 단면의 전기장
크기를 계산했다 (Fig. 6). x 축에 평행한 단면의 경우, 픽
셀의 수직 아래부분 전기장의 세기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픽셀에 가까울수록 그 효과가 더욱 명확하
게 드러난다 (Fig. 6(a), 6(b)). 또한 y 축에 평행한 단면의
경우 픽셀을 포함한 단면에서는 픽셀에 가까울수록 전기장
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Fig. 6(c)), 두 픽셀 사이의
단면에서는 픽셀 방향으로 갈수록 전기장이 커지다가 픽셀
근방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Fig. 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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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lor online) Result of calculating induced currents. (a) Incident on the center of pixel perpendicularly(default), (b) Increasing back vias voltage, (c) Incident on the center of bulk (between the pixels) perpendicularly,
(d) Applying Magnetic field, and (e) Considering thermal diffusion.

IV. 결 론

2. 유도 전류 계산 결과
검출기 내부 퍼텐셜과 전기장을 계산한 후 유도 전류를
계산할 수 있다 (Fig. 7). 검출기 픽셀 중앙으로 입자가
수직 입사한 경우의 유도 전류 계산 결과는 Fig. 7(a) 와
같다. 전자가 정공보다 유동속도가 빠르므로, 입사 직후에
정공보다 큰 유도 전류를 만들며 빠르게 수집된다. 위의
검출기에서 더 강한 역전압을 인가하여 다시 유도 전류를
계산한 결과를 분석했다 (Fig. 7(b)). Fig. 7(a) 에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보면 최대 유도 전류는 0.16 × 10−6 A에서
0.28 × 10−6 A로 증가했으며 수집 시간은 52 ns에서 30 ns
로 감소했다. 역전압의 크기가 증가하면 검출기 내부 전기
장의 세기가 강해지므로 유도 전류의 크기가 커지며 전하
운반자가 더 빠르게 수집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입자가
픽셀 중앙에서 15 µm 벗어난 위치에 수직으로 입사한 경우,
초기에 전기장이 약한 영역에 생성된 전하 운반자가 전기
장이 강한 영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유도 전류 역시 커진다
(Fig. 7(c)). 따라서 유도 전류가 최대인 지점은 시간이 다소
흐른 뒤 (약 5 ns) 에 나타난다. 검출기에 자기장이 가해지는
경우, 로렌츠 힘을 받은 전하들은 각각의 로렌츠 각만큼
기울어진 방향으로 진행한다 (Fig. 7(d)). GUI에 검출기
의 온도를 입력한 후 유도 전류를 계산하면 검출기 내부에
생성된 전하들은 열에너지로 인해 무작위한 움직임을 갖게
된다 (Fig. 7(e)). 따라서 신호가 다소 불안정하게 생성되며,
전극에 수집되는 전체 전하 운반자의 수가 다소 감소한다.

픽셀 검출기의 기하학적, 전기적 특성을 GUI를 통해 입
력하면 내부 퍼텐셜과 전기장을 계산하고 입자가 지나갔을
때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크기를 출력하는 시뮬레이션을
제작했다. 역전압의 크기, 입자의 입사 위치, 자기장, 온도
등의 변수들을 바꾸며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를 정성적
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를 확장하여 p형 픽셀 및 n형 벌크의
도핑 정도와 역전압의 크기, 검출기의 온도 등의 초기값에
의존하는 공핍층의 크기를 계산하여 시뮬레이션에 추가한
다면 실제 검출기의 반응을 좀 더 정확히 모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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