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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ntillators are widely used in and studied for particle physics, nuclear physics and astroparticle
physics detection. In this study, we estimated the scintillation properties of a CsI:Tl crystal and
determined the best method to discriminate α-particles, which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cosmic-ray background, from γ-rays. We studied the scintillation properties of the CsI:Tl crystal
and the pulse shape discrimination capability by using an 241 Am α-particle source and a 137 Cs
γ-ray source. For the pulse shape discrimination study, we used these well-known methods: the
mean time method, charge integration method and optimum filter method. To determine which
method was best for discrimination, we calculated the FOM value for each method under various
conditions. Consequently, the optimum filter method was found to give the best value of the FOM.
If we use the optimum filter method when we are observing γ-rays from the sky, we can distinguish
the background of ion particles, such as α-particles, from γ-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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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Tl 단결정의 광특성 및 펄스 구별 최적화 연구
임상혁 · 김홍주∗ · P.Q. Vuong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대구광역시 41566, 대한민국
(2019년 12월 05일 받음, 2020년 2월 28일 수정본 받음, 2020년 2월 28일 게재 확정)

섬광단결정은 입자 물리, 핵물리 및 우주선 검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주에서 오는 감마선을 관측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CsI:Tl 단결정의 광특성을 알아보고 감마선과
주요한 백그라운드 중 하나인 알파입자를 효과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 단결정
샘플에 알파입자와 감마선을 입사하여 광특성 조사 및 펄스 모양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펄스 모양 분석
연구에는 평균시간법 (mean time method), 전하적분법 (charge integration method) 및 최적필터링법
(optimum filter method)의 세 방법을 이용하였다. 구별이 가장 잘 되는 조건 및 방법을 찾기 위해 조건과
방법을 변화시키며 FOM 값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최적필터링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주에서 감마선을 관측할 때 최적필터링법을 이용한다면 알파입자 등 이온입자의 백그라운드를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섬광체, 감마선 관측, 방사선 검출기, 방사선 구별, 우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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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예전의 천문학과는 달리 현대의 천문학은 가시광선 영
역을 넘어 다양한 파장대의 빛, 또는 입자 심지어 중력파의
영역에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다. 이러한 관측들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천문학적 사실들이나 현상들에 대한 발견을 이
끌어내고 있다. 감마선 영역에 대한 관측도 그중 하나인데
우주에 펄서, 블레이저(blazar) 그리고 감마선 폭발 현상 등
여러 감마선원이 확인되었고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현재
여러 나라 및 기관에서 우주에서 오는 감마선을 관측하기
위해 섬광단결정을 이용한 위성을 쏘아 올려 감마선을 관측
하고 있다 [1]. 감마선을 관측할 때 우주에서는 우리가 관측
하고자 하는 감마선 외에도 백그라운드인 다양한 우주선도
날아오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관측 방법은 감마선과 이들
배경 입자들을 구별하지 않았다. 따라서 더 우수한 관측
결과를 얻으려면 감마선과 이들 배경 입자를 효과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주선은 약 87%의 양성자 (수소 원자핵) 와 약 12%의
알파입자 (헬륨 원자핵) 로 이루어져 있다 [2]. 이번 연구에
서는 이 우주선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알파입자와
감마선을 효과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연구를 진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섬광체는 CsI:Tl 단결정으
로 이미 핵, 입자 물리, 천체물리실험 및 방사선 검출, 의학
영상 촬영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CsI:Tl 단결정의 경우
광특성을 연구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었지만 여러 종류
의 방사선이 입사되었을 경우 이를 구별하기 위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보다 향
상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입자 구별의 최적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CsI:Tl 단결정에 알파입자와
감마선을 입사하여 단결정의 광특성을 조사하고, 발생하는
신호의 펄스 모양을 분석하여 알파입자와 감마선을 구별하
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았다.

Fig. 1. (Color online) Raw signals from FADC 400 of
Am and 137 Cs. (a) is one of the signal of α-particles
from 241 Am and (b) is the signal of γ-rays from 137 Cs.
241

경로에 있는 테플론은 제거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광전자
증배관은 Hamamatsu사의 H7195모델이다. 그리고 알파
입자와 감마선을 입사하기 위해 각 방사선원을 각 실험에
맞춰 샘플의 2 cm 위에 올려놓았다. 알파입자를 입사시키는
데에는 5.5 MeV의 알파입자를 내는 241 Am을 사용하였고,
감마선은 662 keV의 감마선을 방출하는

137

Cs을 사용해

입사되었다. 이 모든 장치들을 외부의 빛으로부터 한번 더
차단되도록 암막천으로 감쌌다. 다음으로 섬광신호를 검출
하기 위하여 광전자 증배관에 – 1500 V의 고전압을 걸어
섬광신호를 얻었다. 그리고 이를 10배 증폭하여 FADC 400
MHz로 받았다 [3]. FADC 400 MHz는 리눅스 기반의 PC

II. 실험 재료 및 방법

에 연결되었고 이후 받아들인 섬광신호곡선을 C++ 기반의
ROOT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알파입자와 감마선에

이번 실험에서는 0.6 × 0.6 × 0.6 cm 의 CsI:Tl 단결정
샘플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샘플은 우크라이나의
AMCRYS사에서 구입한 큰 크기의 단결정을 앞서 언급한
크기로 자른 것이다. 섬광 신호 검출을 위해 이 샘플을 직
경 60 mm의 광전자 증배관 (PMT) 에 부착하였고, 샘플과
광전자 증배관 사이에는 광학 그리스(Optical grease)를 사
용하여 샘플을 고정시켰다. 이때 샘플과 광전자 증배관이
맞닿아 있는 곳 외의 모든 곳은 외부 빛을 차단하기 위해 테
플론으로 감쌌다. 물론 알파입자를 입사하는 경우에는 입사
3

대하여 각각 10000번의 섬광신호 곡선을 얻었고, 241 Am에
의한 섬광신호 곡선과

137

Cs에 의한 섬광신호 곡선을 Fig.

1에 나타냈다. Figure 1(a) 가

241

Am을 통해 입사된 알파

입자에 의한 신호이고 Fig. 1(b) 가

137

Cs을 통해 입사된

감마선에 의한 섬광신호이다.

III. 실험 결과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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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Histograms for number of events
versus the event’s energy. The energy is plotted in keV
by energy calibration. (a) is graph for α-particles and
(b) is for γ-rays.. The red lines in both graphs are fitted
gaussian function to the peaks of γ-rays and α-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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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Decay time of CsI:Tl crystal. The
graph (a) is for α-particles and (b) is for γ-rays. In each
graphs, parameters for two exponential functions are also
represented.
감쇄시간은 알파입자와 감마선에 대한 경우 모두 두 가지

1. CsI:Tl 단결정의 광특성 연구

성분으로 구성되었다. 두 경우에 대해 모두 두 지수함수의
합으로 피팅 (fitting) 을 하여 감쇄시간 값을 구했다. 이에

1) 에너지 분해능 (Energy resolution)

대한 그림은 Fig. 3에 나타냈으며 그래프 (a)가 알파입자에
대한 경우이고 (b) 가 감마선에 대한 그래프이다. 알파입

에너지 분해능은 반치폭 (FWHM, Full Width at Half

자의 경우 감쇄시간은 505 ns (67%) 와 1174 ns (33%) 로

Maximum) 을 봉우리의 값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된다. 에

측정되었고, 감마선의 경우에는 788 ns (61%) 와 2878 ns

너지 분해능을 구하기 위하여 알파입자를 입사한 경우와

(39%) 로 측정되었다. 각 그림에는 피팅한 두 지수함수의

감마선을 입사한 경우의 에너지 분포를 Fig. 2에 그래프로

계수 (parameter) 들도 추가로 나타내었다.

나타냈다. 이때 에너지 눈금 조정을 통해 가로축을 keV 단
위로 표시하였다. Figure 2(a) 가 알파입자를 입사한 경우
이고 Fig. 2(b)가 감마선을 입사한 경우이다.

137

3) α/β 비 (α/β ratio)

Cs으로부

터 입사된 감마선의 경우 662 keV에 의한 봉우리가 그림에
표시되어 있다. 에너지 분해능은 감마선의 662 keV에 의한

α/β 비는 알파입자의 봉우리의 위치와 감마선의 봉우
137

Cs을 통해 입사된

봉우리의 경우 8.74%로 측정되었고, 알파입자의 경우에는

리의 위치의 비로 정의되는 값이다.

8.98%로 측정되었다. 각 그림에서 빨간색 실선은 봉우리를

감마선에 의한 봉우리의 에너지가 662 keV임을 알고 있다.

정규분포함수로 맞춘 것이다.

이를 이용해 알파입자의 경우에 대해 에너지 눈금조정을
하면

241

Am에 의해 입사된 알파입자에 의한 봉우리의 에

너지를 계산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알파입자에 의한 봉우
2) 감쇄시간 (Decay time)

리의 에너지가 약 1.87 MeV로 나타났다. 이 값은 241 A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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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입사된 알파입자의 원래 에너지인 5.5 MeV보다 작은
값인데, 이는 전자기파인 감마선과는 달리 하전 입자인 알
파입자의 경우 단결정에 입사될 때 에너지를 잃기 때문이다
[4]. 이때 측정된 α/β 비는 0.35였다.

따른 FOM값과 구간이 5 µs인 경우에 대한 두 그래프를
나타냈다. (a) 는 구간을 변화시키면서 계산한 FOM값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구간이 5 µs일때를 검은색 점선으로 나
타냈다. (b) 에는 구간이 5 µs인 경우에 대해 각 신호의 에
너지와 평균시간을 나타냈다. 검은색 점선은 에너지가 250
keV인 선을 나타낸다. 여기서 빨간색 점들이 알파입자에

2. 펄스 모양 분석 연구

의한 신호들이고 파란색 점들이 감마선에 의한 신호이다.

다음으로는 알파입자와 감마선을 효과적으로 구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펄스 모양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앞
서 감쇄시간을 분석할 때에 알파입자가 입사된 경우와 감
마선이 입사된 경우의 감쇄시간이 다름을 알았다. 펄스
모양 분석은 이를 이용해 입사된 방사선을 구별한다. 분
석에는 잘 알려진 평균시간법 (mean time method), 전하
적분법 (charge integration method) 그리고 최적필터링법
(optimum filter method)의 세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5].
그리고 각 방법을 적용할 때 조건을 변경하면서 구별이 가장
잘 되는 조건을 찾았다. 구별이 잘 되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FOM(Figure of Merit) 값을 계산하였다. FOM
값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
FOM =

|Pα − Pγ |
FWHMα + FWHMγ

(1)

여기서 Pα , Pγ 는 각각 알파입자와 감마선에 대한 봉우리의
위치이고 FWHMα , FWHMγ 는 각각에 대응하는 반치폭
이다.

(c)에는 이를 평균 시간에 대해 히스토그램을 그린 것이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빨간색 선이 알파입자, 파란색 선이 감
마선에 의한 신호이다.

2) 전하적분법 (Charge Integration Method)
전하적분법은 각 섬광신호에서 두 적분 구간에서의 적분
값을 비교하여 알파입자와 감마선을 구별한다. 첫 번째 적
분 구간에서의 적분 값과 첫 번째와 두 번째 적분구간에서의
적분 값의 비로 정의되는 PSD ratio 를 이용한다. 두 적분
구간을 각각 구간1 (w1 ), 구간2 (w2 ) 라고 하면 PSD ratio
는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
PDS ratio = ∫

w1

Signal

w1 +w2

Signal

(3)

이 경우 적분 구간이 두개가 있으므로 각 적분 구간을
모두 변화시키면서 FOM값을 측정하였다. 평균시간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250 keV 이하인 신호들은 무

1) 평균시간법 (Mean Time Method)

시되었다. 분석 결과 첫번째 적분 구간이 8 µs, 두번째 적분
구간이 44 µs일 때 FOM값이 4.52로 가장 좋게 계산되었다.

평균시간법은 각 섬광신호에서 평균시간을 비교하여 알
파입자와 감마선을 구별하는 방법이다. 평균시간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
∑
A × ti
∑i
(2)
t=
ti
여기서 Ai 는 FADC 신호의 크기이고 ti 는 그때의 시간
이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 합을 하는 구간 즉, 적분 구간을
달리할 수 있는데, 구별에 최적화된 구간을 찾기 위해 구
간을 변경하면서 FOM값을 비교하였다. 이때 배경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에너지가 250 keV보다 작은 신호들은 무시
하였다. 그 결과 적분 구간에 따라 FOM값이 크게는 4.34,
작게는 1.60으로 측정되는 등 구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가장 좋은 FOM값은 적분 구간이 5 µs일
때로 4.34이었다. 따라서 평균시간법의 경우 구별이 가장
잘 되는 적분 구간은 5 µs이다. 아래 Fig. 4에 적분 구간에

Figure 5에 첫번째 및 두번째 적분 구간에 따른 FOM값과
적분 구간이 각각 8 µs, 44 µs 경우에 대한 여러 그래프를
나타냈다. Figure 5(a)와 (b)는 각각 한 구간을 고정한 채로
다른 적분 구간을 변화시키면서 측정한 FOM값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Fig. 5(c)는 첫번째 구간이 8 µs, 두번째 구간이
44 µs인 경우에 대해 각 신호의 에너지와 PSD ratio 를 비
교한 그래프이다. Fig. 5(d)는 그 경우의 FOM을 계산하기
위해 그린 히스토그램이다. 마지막 두 그림에서 빨간색은
알파입자에 의한 신호를, 파란색은 감마선에 의한 신호를
나타낸다. 그리고 Fig. 5(a)와 (b)에서 볼 수 있듯이 두번째
보다 첫번째 구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구간의 경우 구간이 커짐에 따라 FOM값이 커지다
가 비교적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구간이 신호의 끝부분에 이르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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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a) Calculated FOM values for
integration window. The black dotted line is for 5 µs. (b)
Scatter chart for energy and meantime. The red points
are for α-particles and blue points are for γ-rays. The
black dotted line in the chart is for 250 keV. (c) Number
of events for mean time, the y axis is normalized.
3) 최적필터링법 (Optimum Filter Method)
최적필터링법은 1962년 E. Gatti와 F. de Martini에
의해 제안된 방법이다 [6]. 이 방법에서는 각 섬광신호의 SI
(shape indicator)값을 비교하여 펄스 모양을 구별한다. SI
값은 시간마다 가중치를 두어 신호의 크기를 평균한 가중
평균 값인데,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
Ai P (ti )
(4)
SI = ∑
AI

Fig. 5. (Color online) (a) and (b) are FOM values for
window 1 and window2, respectively. (c) represents each
event’s PSD ratio versus energy in keV. (d) is a histogram for PSD ratio. For last two graphs, blue means
events for γ-rays and red means for α-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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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i 는 시간 ti 에서 신호의 크기이다. 그리고 P (ti )는
시간 ti 에 대한 가중치이다. 여기서 P (ti )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되는데 이 식의 fα 와 fγ 는 각각 알파입자와 감마선에
대한 평균 감쇄시간 함수이다.
P (ti ) =

fα − fγ
fα + fγ

(5)

평균시간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분 구간을 변화시키면
서 최적의 적분 구간을 찾을 수 있다. 이때 앞선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250 keV이하인 신호들은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적분 구간을 1 µs부터 9 µs까지 변화
시키면서 FOM 값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적분 구간이 6
µs인 경우 FOM 값이 4.72로 가장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이 값은 각 최적의 조건에서 수행된 앞선 두 가지
방법보다 더 좋은 FOM 값이다. 따라서 이 조건의 최적
필터링법이 CsI:Tl 단결정에 입사된 알파입자와 감마선을
구별하는 최적의 조건 및 방법이다. 이 경우에 대한 여러
그래프를 Fig. 6에 나타냈다. Figure 6(a) 에서 보이듯이
이 방법 또한 평균시간법의 경우와 비슷하게 적분 구간에
대해 FOM 값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잘 맞는 결과이다 [7]. Figure 6(b) 와
(c)는 각각 SI 값과 에너지 그래프, SI 값에 대한 히스토그램
을 나타냈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빨간색은 알파입자,
파란색은 감마선에 의한 신호를 의미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sI:Tl 단결정에 알파입자와 감마선을 입
사하여 에너지 분해능, 감쇄시간, 그리고 α/β 비의 세 가지
광특성을 알아보았고 추가로 펄스 모양 분석을 진행하였다.
알파입자와 감마선은 각각

241

Am과

137

Cs으로부터 입사

되었다. 알파입자의 경우 에너지 분해능은 8.98%, 감쇄시
간은 505 ns (67%), 1174 ns (33%) 으로 측정되었고, 감마

Fig. 6. (Color online) Several graphs for Optimum Filter
Method. (a) Calculated FOM values for different window. (b) and (c) Graphs for SI – energy and normalized
counts – SI graph, respectively. As same as previous
methods, blue means γ-rays and red means α-particles

선은 에너지 분해능이 8.74%, 감쇄시간이 788 ns (61%),
2878 ns (39%) 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α/β 비의 경우 0.35
로 측정되었다. 펄스 모양 분석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적분 구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간이 6 µs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평균시간법의 경우에는

인 경우에 FOM 값이 4.72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적분 구간에 따라 FOM 값이 크게 변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각 최적의 구간에서 시행된 앞선 두 방법에서 얻은 최고의

구간이 5 µs일 때 가장 큰 값인 4.34를 보여주었다. 다음

FOM 값들 보다 더 큰 값이다. 따라서 CsI:Tl 단결정에 입

으로 전하적분법의 경우 FOM 값은 두번째 적분구간 보다

사된 알파입자와 감마선을 펄스 모양 분석을 통해 구별하는

첫번째 적분구간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최적의 방법은 최적필터링법이다. 따라서 CsI:Tl 단결정을

타났고, 가장 좋은 FOM 값은 첫 번째 구간이 8 µs, 두 번째

이용해 우주에서 오는 감마선을 관측할 때 최적필터링법을

적분 구간이 44 µs인 경우에 4.5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해 백그라운드의 알파입자를 구별해 낸다면 더욱 우수한

최적필터링법의 경우 평균시간법과 마찬가지로 FOM 값이

관측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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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 방사선 검출 및 핵물리 실험등에서 감마선과 알파입자
를 동시에 구별하여 검출 해야하는 경우에 최적필터링법을
통해 알파입자와 감마선을 구별한다면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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