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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erties of neutrinos are not well known because they are weakly interacting with surrounding matter. Recently, studies on neutrino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and several results
and interesting phenomena have been obtained. Various types of detectors for detecting neutrinos
are used, but photomultiplier tubes (PMTs) are more generally used. In particular, a signal generated in each PMTs is used to reconstruct the position information of the neutrino incident on the
detector. However, if the number of PMTs is decreased from the initial value, the performance of
the PMTs and the operation efficiency may change over time, which may affect the information on
the reconstructed position of the incident neutrino. This, in turn, has a direct impact on the results
that utilize the reconstructed vertex information. This paper describes in brief the dependence
of the resolution of the reconstructed vertex on the operating status of the PMT in the reactor
neutrino detector. The Monte Carlo simulation technique was designed based on the cylindrical
liquid-scintillating-detector model.
PACS numbers: 13.15.+g, 29.40.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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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미자 검출기에서 광증폭관들의 작동 상태에 따른 재구성된 이벤트 위치 정보의
분해능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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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이 거의 없고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잘 하지 않아 검출이 어려웠던 중성미자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중성미자에 대한 물리적인 성질들이 밝혀지고 있다. 중성미자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기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신호 검출을 위해 일반적으로 광증폭관이 사용된다. 광증폭관들로부터
측정된 신호정보를 통해 입사된 중성미자의 위치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증폭관들의 성능과 작동효율 등이 변하여 광증폭관들의 개수가 초기 상태와 비교해 줄어들면 재구성된
중성미자 위치 정보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원자로 중성미자와 원통형 액체섬광검출기를 기반
으로 설계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광증폭관들의 작동 상태에 따라 재구성된 중성미자의
위치 정보의 분해능 변화를 알아보았다.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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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중성미자는 물질들과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검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제까지 많은 검출
시설들이 중성미자를 관측하기 위해 건설되어왔으며, 액체
섬광검출용액 (liquid scintillator) 이 채워진 검출기와 초
순수를 이용한 체렌코프 (water Cherenkov) 빛 검출기가
주로 사용된다 [1–3]. 이러한 검출기에서 발생한 중성미자
이벤트의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광증폭관 (photomultiplier tube, PMT)을 사용한다. 물리 분석을 위해서
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배경사건 (background event)
제거와 중성미자 위치 재구성 (vertex reconstruction) 등
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광증폭관의 동작 상태와 검출 효율
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광증폭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 저하, 오작동 및
동작 불능으로 작동 상태가 변하게 되면 입사하는 중성미자
이벤트의 정보 재구성 결과가 광증폭관을 설치했던 초기
상태와는 다르게 변하게 된다. 따라서 이 광증폭관의 동작
유무와 작동 상태에 따라 재구성 (reconstruction) 된 이벤
트에 대한 정보는 분석 결과에 영향을 준다. 이 논문에서는
원자로 중성미자와 액체섬광검출기를 기반으로 한 몬테카
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광증폭관의 소실에 따른 재
구성된 위치 정보의 분해능 변화를 조사하였다.

Fig. 1. (Color online) A schematic view of the IBD
process where a pair annihilation is created and subsequently a neutron is captured by Gd in the liquid scintillating cylindrical detector. About 400 PMTs surrounding the detector are mounted to collect lights.
Figure 1과 같이 생성된 양전자는 전자에 의해 쌍소멸
하여 광자 (γ) 를 방출하고 중성자는 검출기내 가돌리늄의
원자핵에 포획되어 광자를 방출하고, 생성된 광자는 액체
섬광검출용액 내에서 복잡한 여러 섬광 및 에너지 변환과
정을 거쳐 광증폭관에 도달하는데 이 과정을 시뮬레이션에
포함하였다.

II.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본 연구를 위해 간단한 원통형 모형의 검출기를 설계하
였다. 검출기의 지름과 높이는 약 3000 mm로 설정하였고,
신호를 검출하기 위해서 검출기 내에 직경이 10인치인 광
증폭관을 등방적으로 약 400개를 배치하였다. 검출기 내부
는 액체섬광검출용액으로 채웠고, 검출기 표적 (target) 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돌리늄 (Gd)이 용해된 액체섬광검
출용액을 가정하였다 [4,5]. 원자로에서 방출된 반전자 중성
미자는 원통형 검출기에 채워진 액체섬광검출용액에서 Eq.
(1) 과 같이 역베타붕괴 (inverse beta decay, IBD) 반응을
일으키며 그 후 양전자 (e+ ) 와 중성자 (n) 가 생성된다. 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는 100만개의 역베타붕괴 이벤
트를 생성하였다.
ν e + p → e+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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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벤트 위치 재구성
1. 전하가중방법 (charge weighting method) 분석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 이벤트 위치를 재구성하기
위해 전하가중방법을 이용하였고, 원통형 검출기의 중앙을
(0,0,0) 으로 택하는 직교좌표계를 사용하였다 [6]. 발생된
이벤트의 위치를 ⃗r, 한 이벤트의 히트 (hit) 수를 Nhit , hit당
전하크기를 Qi 광증폭관의 위치를 ⃗ri 이라고 했을 때 아래
Eq. (2) 와 같이 측정된 전하의 중심 위치를 찾음으로써
광자가 생성된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N
hit
∑

(1)
⃗r =

(Qi⃗ri )

i
N
hit
∑
i

(2)
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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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Eq. (2) 를 통해 재구성된 위치를 비교하여 보정되
었다.

2. 위치 재구성 결과

Fig. 2. (Color online) A distribution of x, y, and z distance between true vertex and reconstructed vertex when
all PMTs are normally operating. The red line is a fitting
line.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검출기가 3차원 평면에서 모두
대칭적인 구형의 검출기에서는 잘 작동한다. 한편, 현재
분석을 이용해 사용된 검출기는 원통형이므로, Eq. (2) 를
사용하여 재구성된 위치 (reconstructed vertex)와 실제 위
치 (true vertex)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광증
폭관에 광자가 도달하는 동안 지나간 매질의 영향을 받아
재구성된 위치가 실제 위치와 달라질 수 있다 [7]. 이러한
차이는 몬테카를로 샘플에 포함되어 있는 이벤트의 실제

모든 광증폭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전하가중방법을
이용하여 중성미자 이벤트가 발생한 실제 위치와 재구성된
위치의 거리차를 (x, y, z) 분포로 Fig. 2와 같이 나타내
보았다.
위 분포를 보았을 때 몬테카를로에서 재현된 중성미자
이벤트의 실제 위치와 전하가중방법을 이용한 재구성된 위
치의 값의 차이가 평균적으로 0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어
사용한 전하가중법이 이벤트의 위치를 재구성하는데 잘 작
동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 함수
로 근사 (fitting) 하여 구한 1σ 값을 기준으로 위치 재구성
분해능은 약 8 cm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광증폭관이
무작위로 전체 광증폭관 중 절반가량이 작동 불능일 경우의
이벤트 위치 분포 변화를 정상 상태의 경우와 비교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광증폭관의 정보를 가지고 이벤트의 위치를 재구성하게
되면 실제 위치에서 조금 벗어나게 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구성된 위치 분포를 보았을 때 50% 광증폭관이 무작위로
제거됐을 때와 정상일 때 분포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
는다. 따라서 분포의 차이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검출기
반지름 방향의 축을 ρ 라고 하여 Fig. 4 와 같이 ρ2 − z 의
분포를 그려 보았다.
Figure 4의 두 분포를 비교해 보았을 때 모든 광증폭관이
정상일 경우에 비해 50%의 광증폭관이 제거되었을 때 재구
성된 위치 분포가 검출기의 타켓 영역에서 더 벗어남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광증폭관의 소실은 이벤트 위치를
재구성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증폭관의 손실률에 따라 이벤트 위치 재구성에
대한 분해능을 Fig. 5에 나타내 보았다.
광증폭관을 무작위로 점점 제거하였을 때 이벤트 위치
재구성에 대한 분해능 값이 점점 커짐을 알 수 있다. 위 그림
에서 제거된 PMT의 0%에 해당하는 값들은 가시성을 위해
0% 기준선의 조금 오른쪽에 나타내었다. 0%를 기준으로
분해능은 약 8 cm이다. 10%의 광증폭관이 제거되었을 때
분해능은 약 9 cm, 50%의 광증폭관이 제거되면 분해능이
약 13 cm로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전하가중방법을
이용해 중성미자 이벤트의 위치 재구성을 할 때 광증폭관의
소실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실제 실험을 할 때 검
출기의 광증폭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가 계속 바뀔
것이므로 광증폭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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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Distributions for the reconstructed
vertex when the PMTs are functional (a) and when the
PMTs are 50% mal-functional randomly (b). The black
dotted line is showing the detector’s target region where
Gd is loaded in the liquid scintillator.

Fig. 3. (Color online) Distributions for the true vertex
(black line), the reconstructed vertex when all PMTs are
functional (red dotted line), and 50% of PMTs are malfunctional randomly (blue dashed line).

IV. 요 약
액체섬광검출용액을 사용한 원통형 중성미자 검출기를
설계하고, 전하가중방법에 의해 이벤트 위치 정보를 재구성
해 보았다. 이벤트의 위치가 재구성되기 전과 후의 분포를
비교하여 전하가중방법이 올바르게 작동됨을 확인하였고,
그 후 전체 광증폭관을 10%에서 50%까지 무작위로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 재구성된 중성미자 이벤트의 위치에

Fig. 5. (Color online) Resolution change of the reconstructed event vertex as a function of operation status of
the PMTs.
대한 분해능을 살펴보았다. 오작동인 광증폭관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이벤트 위치를 재구성할 때의 분해능 값이 커
짐을 확인하였다. 향후 광증폭관을 이용하는 검출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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