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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developed a detector that uses two types of scintillators and s photo sensor to measure
the depth of interaction. A different type of scintillator was used for each layer, and light generated
by interacting with the scintillator was collected using a photo sensor. The energy spectrum of
the designed detector was obtained using a DETECT2000 simula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e designed detector was verified through preliminary experiments. As a scintillator, a lutetium
oxyorthosilicate (LSO) or a Gadolinium Aluminium Gallium Garnet (GAGG) scintillator was
used, and a silicon photomultiplier (SiPM) was used as the photo sensor. In the simulation,
the scintillator array was composed of two layers, and a light yield corresponding to gamma ray
interactions was generated in each scintillator pixel to obtain a signal to measure the energy
spectrum. In the preliminary experiment, the energy spectrum was measured using a single-pixel
scintillator, and the result was the photoelectric peak of the GAGG scintillator in the high-energy
channel and that of the LSO scintillator in the low-energy channel as in the simulation. Because
different photoelectric peaks are formed in the energy spectrum, the positions where the gamma
rays and the scintillator interact can be measured, thereby improving the spatial resolution through
measurement of the interaction depth.
Keywords: Two types of scintillator, Energy spectrum, SiPM, Depth of interaction, DETECT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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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의 섬광체와 광센서를 사용하여 반응 깊이를 측정하는 검출기를 개발하였다. 각 층별 서로
다른 종류의 섬광체를 사용하였으며, 섬광체와 상호작용하여 발생된 빛은 광센서를 통해서 획득하였다.
DETECT2000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한 검출기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획득하였으며, 기초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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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설계한 검출기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섬광체는 Lutetium Oxyorthosilicate (LSO) 와 Gadolinium
Aluminium Gallium Garnet (GAGG) 섬광체를 사용하였으며, 광센서는 실리콘광전증배관 (Silicon
photomultiplier; SiPM)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두 층으로 섬광체 배열을 구성하였으며, 각 섬광체
픽셀에서 감마선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빛을 발생시켜 신호를 획득하여 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기초 실험에서는 한 픽셀의 섬광체를 사용하여 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높은 채널에서 GAGG 섬광체의 광전피크가, 낮은 채널에서 LSO 섬광체의 광전피크가 형성되
었다. 에너지 스펙트럼 상에서 서로 다른 광전피크가 형성되므로 이를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감마선과
섬광체가 상호작용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반응 깊이 측정을 통해 공간분해능의 향상을 이룰 수 있다.
Keywords: 두 종류 섬광체, 에너지 스펙트럼, 실리콘광전증배관, 반응 깊이 측정, DETECT2000

I. 서 론
전임상용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기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는 작은 동물을 사용하여 영상을 획득
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를 위해 우수한 공간분해능의
필요하므로 두께가 얇고,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을 검출하
기 위해 길이가 긴 섬광체를 사용한다 [1]. 이러한 섬광체
를 사용하므로써 관심 시야 외곽에서 발생된 감마선들은
검출기의 섬광체에 비스듬하게 입사하게 되고, 이는 여러
개의 섬광체에 걸쳐 검출이 이루어지게 되어 공간분해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2,3]. 공간분해능의 저하 현상을
패럴렉스 오차라고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사한 감
마선과 상호작용한 섬광체의 깊이 방향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감마선과 상호작용한 위치를 측정하
는 방법에는 동일한 종류의 섬광체 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섬광체를 여러 층으로 구성한 후, 각 섬광체의 빛의 감쇠
시간을 측정하여 깊이 방향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 [4]과
여러 층의 섬광체, 광센서 조합을 사용하여 각 층마다 감마
선과 섬광체가 상호작용한 위치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 [5,6],
하나의 섬광체 층과 두 개의 광센서를 사용하여 섬광체에서
발생된 빛의 신호의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 [7,8], 여러 층의
섬광체를 사용하고 각 층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빛이 이
동할 수 있도록 반사체를 처리한 방법 [9,10]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층의 서로 다른 섬광체와 하나의 광센
서를 사용하는 반응 깊이를 측정하는 검출기를 개발하였다.
검출기는 서로 다른 섬광체를 사용함으로써 각 섬광체가
가진 감마선과 상호작용하여 발생되는 빛 개수의 차이를 이
용하여 반응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광센서는
신호의 증폭이 가능한 반도체 검출기인 실리콘광전증배관
(Silicon Photomultiplier, SiPM)을 사용하였으며, 각 층별
섬광체에는 감마선과 상호작용하여 발생된 빛을 가능한
광센서로 전달시키기 위해 반사체를 사용하였다. 섬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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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Schematic of the detector module
for DETECT2000 simulation. A 4 × 4 array detector was
constructed using the top layer as the LSO scintillators
and the bottom layer as the GAGG scintillators.
의 종류에 따라서 발생되는 빛의 수가 달라지므로 에너지
스펙트럼 상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광전피크가 나타난다.
각 광전피크의 위치를 분석함으로써 감마선과 섬광체가 상
호작용한 층의 위치를 판별할 수 있다. 검출기 내에서 빛
의 이동을 모사할 수 있는 DETECT2000 [11]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섬광체에서 발생된 빛의 에너지
스펙트럼의 양상을 확인하였고, 두 개의 섬광체를 사용하
여 한 픽셀을 지닌 검출기를 구성하여 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II. 실험 대상 및 방법
검출기의 섬광체에서 빛의 발생과 이동을 모사하기 위해
사용한 DETECT2000 시뮬레이션 툴은 빛이 이동 시 나타
날 수 있는 반사, 굴절, 흡수 등의 과정과 광센서에서 측정되
는 빛의 수를 모사할 수 있다. Lutetium Oxyorthosilicate
(LSO) 섬광체와 Gadolinium Aluminum Gallium G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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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GG) 섬광체를 사용하여 검출기를 구성하였으며, 굴절
율은 각각 1.82와 1.9로 설정하였다. 설계한 검출기는 Fig.
1과 같다. 두 층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층은 LSO, 아래층은
GAGG 섬광체를 사용하였다. 각 층별 섬광체 사이와 아
래층과 광센서 사이는 빛의 굴절율의 차이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광학 윤활제(굴절율: 1.465)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섬광체의 크기는 모두 3 mm × 3 mm × 10 mm
이다. 섬광체의 반사체는 난반사체를 사용하였고, 반사율은
98%로 설정하였다. SensL사의 SiPM을 모사하여 섬광체
에서 발생된 빛을 검출하였다. SiPM의 한 픽셀의 크기는
3 mm × 3 mm이며, 4 × 4 배열로 구성되며, 각 픽셀 사이
는 0.2 mm이다. 섬광체에서 감마선과 상호작용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각 섬광체 중심에서 감마선 반응을 일으켰
다. 발생된 빛의 개수는 LSO 섬광체 및 GAGG 섬광체가
소멸방사선의 에너지에 의해 발생시키는 빛의 수, SiPM의
빛 수집 효율을 고려하여 생성하였다. 16개의 SiPM에서
획득된 빛의 수를 사용하여 에너지 스펙트럼을 획득하였고,
앵거 방정식을 통해 영상을 재구성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에너지 스펙트럼의 양상을
검증하기 위해 기초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ire 2와 같이
실험에 사용한 LSO 섬광체와 GAGG 섬광체의 크기는 2
mm × 2 mm × 10 mm이며, 반사체는 난반사체인 테플론
을 사용하여 발생된 빛을 광센서로 전달시켰다. Figure 3
과 같이 아래층은 LSO 섬광체, 위 층은 GAGG 섬광체로
두 층으로 검출기를 구성하였으며, Na-22 선원을 사용하여
소멸감마선을 검출하여, 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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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The scintillator used in the experiment was LSO and GAGG, and the size of each scintillator was 2 mm × 2 mm × 10 mm.

III. 실험 결과
두 종류의 섬광체와 SiPM 광센서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을 통해 각 SiPM 픽셀에서 획득한 빛 신호를 측정하였으
며, 이를 통해 검출기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구성하였다. 각
섬광체 층에서 섬광체의 특성에 부합하는 빛 신호를 발생
시켰으며, 이는 반사체에서 반사된 후 광센서에 입사된다.
Figure 4가 DETECT2000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한 에
너지 스펙트럼이다. 광전효과만 발생한 것을 가정하였으므
로, 실제 실험에서 획득되는 에너지 스펙트럼과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LSO 섬광체 층과 GAGG 섬광체 층에서 발
생된 빛의 분포가 뚜렷이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SO 섬광체는 GAGG 섬광체에 비해 감마선의
에너지당 발생하는 빛의 수가 적으므로 에너지 스펙트럼의
채널에서도 더 낮은 곳에서 광전피크를 형성하였다.
Figure 5는 각 섬광체 픽셀에서 발생시킨 빛을 SiPM을
통해 획득하여 재구성한 평면 영상이다. 4 × 4 배열로 영

Fig. 3. (Color online) The preliminary experiment was
conducted using a scintillator made of two layers, Na-22
radiation source and SiPM.
상이 재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에너지 차이에 의한
픽셀 위치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영상에서 픽셀이 형
성되는 위치는 동일하므로 에너지 스펙트럼의 분석을 통해
감마선과 섬광체가 상호작용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Figure 6은 LSO 섬광체 1개와 GAGG 섬광체 1개를 두
층으로 구성하여 획득한 Na-22 선원의 에너지 스펙트럼이
다.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광전피크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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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Energy spectra at the simulation.

Fig. 5. Flood image at the simulation.

수 있다. 동일한 감마선의 에너지에서 빛이 더 많이 발생하
는 GAGG 섬광체의 광전피크의 위치가 더 높은 채널에서
나타났으며, 이보다 적은 빛이 발생하는 LSO 섬광체에서
더 낮은 채널에서 광전피크가 나타났다. 소멸방사선에 해
당하는 광전피크의 위치가 서로 다른 곳에 나타나므로 에너
지 스펙트럼 상에서 영역 지정을 통해 신호를 수집할 경우

Fig. 6. (Color online) Energy spectra at the experiment
for Na-22 source.
DETECT2000 시뮬레이션에서 광전피크의 위치는 각
섬광체 종류별로 다른 곳에 나타났으며, 기초 실험에서 획
득한 에너지 스펙트럼에서도 동일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은 4 × 4 배열에서 획득한 신호를 바탕으로 에
너지 스펙트럼을 구성하였으나, 실험에서는 하나의 픽셀을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사용한 SiPM의 픽셀간 간격은
0.2 mm로 이 부분은 빛을 수집하지 못하므로, 하나의 픽셀
이 아닌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배열의 섬광체를 구성할 경우
시뮬레이션의 양상은 동일하겠지만 Fig. 6과 같이 완벽한
광전피크의 분리는 향후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서로 다른 섬광체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과 기초 실험에
서 두 층의 검출기를 구성하여 에너지 스펙트럼과 영상을
재구성하였다. 에너지 스펙트럼은 시뮬레션과 실험에서 모
두 각 섬광체에서 발생된 신호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광전
피크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광전피크의 분리를 통해 감마선
과 섬광체가 상호작용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재구성된
영상은 각 층별 픽셀들이 동일한 위치에 나타났으며, 보다
적은 픽셀 구획화를 통해서도 에너지 스펙트럼의 영역을
설정하면 반응 깊이를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섬광체와 에너지 스펙트럼 분
석을 통한 반응 깊이 측정 검출기를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검출기를 전임상용 PET에 사용할 경우 향상된 공간분해능
을 획득하여 영상 질의 향상을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감마선과 섬광체가 상호작용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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