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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uclear and particle physics experiments, muons are used for performance testing during
detector commissioning. Therefore, an understanding the flux of muons incident on the detector
is very important.

In this study, two rectangular, parallelepiped, scintillation detectors were

used to measure the muon flux according to their incident angle. In addition, simulations using
MATLAB and models based on geometry were performed and the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muons with respect to the angle of incidence was calculated, and the results were confirmed to
agree with the experimental values within the statistical uncertainty. This simulation was used
to calculate the flux of muons incident on a complex detector,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eching demonstra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to estimate the size of the muon signal required for
a complex type detector perform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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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온의 입사 각도에 따른 뮤온 선속 측정과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계산
이형준 · 윤한울 · 서진주∗ · 권민정 · 윤진희
인하대학교 물리학과, 인천 22212, 대한민국
(2021년 1월 4일 받음, 2021년 1월 28일 수정본 받음, 2021년 1월 28일 게재 확정)

핵 및 입자 물리학 실험에서는 검출기 제작 후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 우주선 뮤온을 이용한다. 따라서
검출기에 입사하는 뮤온의 선속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직육면체 섬광
검출기를 이용해 뮤온 입사 각도에 따른 뮤온 선속을 측정했다. 또한, MATLAB을 이용한 시뮬레이션과
기하학 모형에 기반한 모델을 각각 만들어 입사각에 따른 뮤온 수 분포를 계산해 실험값과 통계 오차범위
안에서 일치함을 확인했다. 이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복잡한 형태의 검출기에 입사하는 뮤온의 선속을
계산했으며, 이를통해 복잡한 형태의 검출기 성능 검사에 필요한 뮤온 신호 데이터 양을 추산하는 데 본
연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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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핵 및 입자 물리학 실험에서는 검출기의 성능을 시험하
기 위해 뮤온 입자를 사용한다 [1]. 왜냐하면 뮤온 입자의
에너지가 다양하고, 거의 모든 방향에서 입사할 뿐만아니라
늘 우주에서 쏟아져내리기 때문이다. 뮤온의 선속은 입사
각도에 따라 다른데, 임의의 구조를 갖는 검출기에 입사하는
뮤온의 선속을 알면 검출기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뮤온
신호 데이터를 받는 데 아주 유용하다.
우주선은 지구 외부로부터 입사하는 입자들인 일차 우주
선과 일차 우주선이 지구 대기 중의 원자핵들과 상호작용해
다양한 입자들로 붕괴된 이차 우주선으로 나뉜다. 붕괴된
우주선은 대부분 파이온(π)으로 구성된다. 전하를 갖는 파
이온(π ± )은 뮤온(µ± )과 뉴트리노(ν)로 붕괴하고, 중성인
파이온 (π 0 ) 은 광자와 전자로 연쇄 붕괴해 전자기적 입자
소나기를 만든다 [2,3]. Figure1에서 알 수 있듯이 지상에
도달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는 뮤온 수의 1/100 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관측되는 우주선은 뮤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뮤온은 다른 입자들보다 수명이 길고, 대기와의 상호
작용이 적기 때문에 지상에서 관측하기 쉽다 [2].
뮤온이 대기를 통과하여 지표면에 도달하기까지 가장 짧
은 경로는 지표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경로다. 지표면에
수직인 경로와 그렇지 않은 경로 간의 사잇각을 천정각 (θ)
이라고 한다. 뮤온이 통과하는 경로의 천정각이 클수록 뮤

Fig. 1. (Color online) Vertical fluxes versus atmospheric
depth of various particles [2]. The points indicate measurements of negative muons with Eµ >1 GeV from different experiments [4–9].

온이 잃는 에너지의 양이 많아진다. 뮤온이 천정각 θ 방향
에서 입사할 때, θ ≤ 75◦ 인 영역에서, 뮤온 개수 I(θ) 는 식
(1) 을 따른다. n 값은 운동량의 함수이며, 운동량이 대략
3 GeV/c인 뮤온의 경우는 n 은 2이다 [2]. I0 는 θ = 0 일때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당 입사하는 뮤온의 수이다.
I(θ) ≈ I0 cos θ
n

시뮬레이션과 2차원 기하학 모형을 만들어 뮤온 수 분포를
계산한 후 실험값과 비교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활용해 복잡한 형태의 검출기에 입사하는 뮤온의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1)

몇 개의 섬광검출기를 이용하면 실험실에서 입사 뮤온

II. 실험방법

선속의 천정각(θ) 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에 이미 갖고 있는 두 개의 직육면체 섬광검출기를
이용해 뮤온 입사 각도에 따른 개수를 측정했다. 검출기의
형태가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천정각 대신 2차원 평면위

1. 섬광계수기를 이용한 입사 뮤온 선속의 천정각 의
존성 측정

에서 천정각에 대응하는 각도 α(두 섬광체 중심을 연결한
선과 지표면에 수직한 선 사이의 각도) 를 변화시켜가며

본 실험에서는 직육면체 형태 (3.8 × 3.8 × 50 cm3 ) 의

입사 뮤온의 개수를 측정했다. 검출기의 형태가 천정각

폴리스티렌 (polystyrene)으로 만들어진 섬광체 (Fig. 2)와

의존성을 확인하기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식 (1) 을 직접

광전자 증배기를 연결한 섬광검출기를 사용했다.

확인할 수는 없으나 식 (1)을 본 실험 설정에 적용해 계산한

광전자 증배기 (PMT, H7195) 에 1200 V 를 인가해 뮤온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면 입사 뮤온 개수의 천정각

이 남긴 섬광계수기의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증폭시켰다.

의존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경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광전자 증배기에서 나온 신호

실험결과를 계산으로 구현하고자 MATLAB 을 이용한

를 판별기(Discriminator, N842)를 통해 시간폭이 14 ns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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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Scintillator

Fig. 3. (Color online) A schematic diagram of the signal
process

Fig. 4. (Color online) Set up to measure coincidence and
individual signal
사각파로 개조했다. 대부분의 배경신호는 뮤온 신호보다
크기가 작으므로 문턱전압을 조절해 배경신호를 줄였다. 배
경신호를 최소화하고 실제 입사한 뮤온의 신호를 검출하기
위해 두 섬광계수기를 통과하는 동시신호를 이용했다. 판
별기를 통과한 두 섬광계수기의 개별신호들을 논리 모듈로
보내 동시신호를 얻었다 (Fig. 3).
배경신호가 동시신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려면 적
절한 문턱전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Fig. 4와
같이 섬광계수기를 위아래로 놓고 동시신호와 개별신호의
비율을 측정했다. 문턱전압을 10 mV부터 150 mV까지 1
mV씩 변화시켜 가며 동시신호와 개별신호를 1회당 10분
씩 측정했다.
Figure 5는 문턱전압에 따른 동시신호와 개별신호의 비
율을 보여 준다. 개별신호는 아래쪽에 놓인 섬광계수기
(Fig. 4의 Scintillator2) 에서 측정했다. 개별신호는 많은
배경신호를 포함한다. 문턱전압이 60 mV와 80 mV 사이인
영역은 동시신호와 개별신호의 비율이 약 0.3로 일정한 값을

Fig. 5. (Color online) (Number of coincidence signals/number of individual signals) as a function of
threshold voltage

Fig. 6. (Color online) Set up to measure the effect of
background signals
갖는다. 문턱전압은 동시신호의 기여도가 크고 배경신호의
기여도가 작은 영역인 60 mV과 80 mV 사이의 중간값 70
mV으로 설정했다.
개별신호의 우연한 겹침이 동시신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Fig. 6와 같이 두 섬광계수기를 x − y 평면
위에서 100 cm 떨어뜨려 평행하게 배치하고 개별신호와
동시신호를 측정했다. 문턱전압을 10 mV 부터 1 mV 씩
증가시켜가며 1회당 10분 씩 개별신호와 동시신호를 측정
했다.
Figure 7는 문턱전압에 따른 개별신호와 동시신호 수를
보여 준다. 개별신호는 문턱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다
40 mV 이상에서는 문턱전압이 증가해도 개별신호 개수가
변하지 않았고, 동시신호는 문턱전압과 관계없이 작은 값을
유지했다. 이를 통해 개별신호의 우연한 겹침이 동시신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위 두 실험을 바탕으로 배경신호의 영향을 확인하고 기본
설정값을 정한 후, 본 실험을 수행했다. Figure 8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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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두 섬광검출기 사이의 α 값을 변화시켜
가며 동시신호 개수를 세었다. 두 섬광검출기는 긴 직육면
체이며 무시할 수 없는 단면적을 갖고 있고, α 값이 변함에
따라 두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변하므로 측정값인 동시신호
수는 선속과는 다르다. 따라서 측정값은 cosn α에 비례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 실험 설정과 같은 기하학적인 모형과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어 식 (1) 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와
실험 값과 비교하면 간접적으로 입사 뮤온 개수의 천정각
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TLAB과 기
하학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같은 실험을 설계해 입사 뮤온
개수를 각각 계산하고 실험 결과와 비교했다.

1) MATLAB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계산
Fig. 7. (Color online) Number of coincidence and individual signals as a function of threshold voltage

Fig. 8. (Color online) Setup to measure zenith angle
dependence
두 섬광계수기를 y 축 방향으로 14.4 cm 떨어뜨린 후, x
축 방향으로 2 cm씩 20회 이동 시키며 x − y 평면위에서
측정한 두 섬광검출기 사이의 각도를 0◦ 부터 70.2◦ 까지 시
계방향으로 변화시켰다. 각 위치에서 1회당 1분 씩 10회 측
정해 x−y 평면위에서 측정한 각(α)에 대한 뮤온 수 분포를
측정했다. 이때 α 는 x − y 평면위 두 섬광검출기의 중심을
연결한 선과 y 축 사이의 각도로 3차원에서의 천정각 (θ)
과는 다르다. 여기서 α 와 θ 는 y 축에서부터 시계 방향의
각도이다.

2. MATLAB과 기하학적 모형을 이용한 입사 뮤온
선속의 천정각 의존성 계산

MATLAB(Ver. R2017a) 을 이용해 실험과 같은 물리량
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했다.
2차원 모형에서는 Fig. 9와 같이 2차원 평면위에 반
지름이 다른 두 반원을 두고, 바깥 원에 들어오는 지점
Gj , (j = 1, 2, 3, · · · , n)과 작은원에 도달하는 지점 Tk , (k =
1, 2, 3, · · · , n)을 정의했다. 지표면은 두 원의 중심을 지나며
원의 중심 위에 정사각형 검출기를 배치했다. 뮤온 경로는
Gj 와 Tk 를 지나는 직선으로 정의된다. 모든 가능한 j, k 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직선 중 검출기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의
개수 합과 하나만 지나는 직선의 개수합으로 동시신호와 개
별신호 개수를 정의했다. 뮤온의 입사 선속은 식 (1)에 따라
천정각 (θ) 에 의존하므로 개수 계산시 각 직선의 천정각에
해당하는 값을 곱했다. 식 (1) 의 n 은 운동량에 따라 약간
다른 값을 갖는데, 본 연구에서는 3 GeV/c 운동량을 갖는
뮤온에 해당하는 n = 2 를 이용했다. 향후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여러 실험에서 얻은 입사 뮤온의 운동량
분포와 운동량에 따른 n 값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3차원 모형은 2차원 모형을 확장한 형태이다. 3차원 모
형에서 뮤온이 들어오는 지점인 바깥원은 반원에서 반구로
확장했다. 뮤온이 도달한 점들의 집합은 원에서 구로 확
장했다. 검출기는 정사각형에서 직육면체로 확장했다. 두
개의 검출기를 위아래로 배치해 실험과 같은 조건을 만들
었다.
점 j, k 와 윗쪽에 놓인 검출기를 동시에 지나는 뮤온의
수를 I(θjk )up 라 하고, 점 j, k 와 아래에 놓인 검출기를 동
시에 지나는 뮤온의 수를 I(θjk )down 라 하자. 이때, 점 j,
k 를 연결한 선이 검출기를 지나지 않으면 각각의 값은 0
이다. 동시신호의 수 Scoin 는 뮤온이 두 검출기를 지나는
(즉, I(θjk )up ̸= 0 이고 I(θjk )down ̸= 0) 모든 경우에 대한
I(θjk )down (또는 I(θjk )up ) 의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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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lor online) Sketch of the measurement for
the geometric model calculation
천정각 θ 로 입사하는 평행한 뮤온 신호 다발은 Fig. 10와
같이 영역 ltotal 과 lcoin 으로 나뉜다. ltotal 은 개별신호를
만드는 영역이고, lcoin 은 동시신호를 만드는 영역이다. 각
영역을 지나는 뮤온의 수는 영역의 폭과 천정각 (θ)에 의존
한다.

Fig. 9. (Color online) 2D simulation

ltotal = l(cos |θ| + sin |θ|)

(4)

lcoin = l cos |θ|

(5)

ltotal 와 lcoin 는 θ 에 대한 함수이므로 총 동시신호 Gcoin
과 총 개별신호 Gindv 는 θ 에 대한 함수다.
∫ π/2
Gindv =
ltotal cos2 θ dθ
(6)
−π/2

∫
Gcoin =

Fig. 10. Geometric model for muon flux calculation

Scoin =

n
∑

I(θjk )down ,

(2)

j,k

(단, I(θjk )up ̸= 0 이고 I(θjk )down ̸= 0)
아래에 놓인 검출기의 개별신호의 수 Sindv 는 모든 뮤온
경로에 대한 I(θjk )down 의 합이다.
Sindv =

n
∑

I(θjk )down

(3)

j,k

π/2

−π/2

lcoin cos2 θ dθ

(7)

본 실험과 같이 검출기들 사이를 띄어놓은 배치 (Fig. 8)
를 그림으로 구현하면 Fig. 11과 같다. 뮤온 선속의 α 의존
성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배치의 2차원 기하학 모형을 만들
어 α에 따른 입사 뮤온의 수의 계산했다. 2차원 모형이므로
α 는 천정각 θ 와 같다.
한 변의 길이가 l 인 정사각형 모양의 두개의 검출기들을
y 축방향으로 ∆y 만큼 분리하고, 위 검출기를 x 축 방향으로
옮겨가며 동시신호 영역을 계산했다. 천정각에 따른 동시
신호는 θi 부터 θf 까지 동시신호 영역의 폭인 lcoin 를 천정각
θ 에 대해 적분한 값이다.
∫ θf
lcoin cos 2 θ dθ
(8)
Gcoin (∆x, ∆y) =
θi

2) 기하학적 모형을 이용한 계산


∆x−l
 arctan ∆y−l
θi =



arctan ∆x−l
∆y+l

for ∆x < l
(9)
for ∆x ≥ l

2차원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기하학을 이용한 계산으로
검증할 수 있다. 기하학 모형에서 검출기들은 한 변의 길이
가 l 인 정사각형이다.

θf = arctan

∆x + l
∆y − 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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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lor online) Geometric model of the measurements

Fig. 14. (Color online) Geometric model of the measurement for θ ≥ θm
이 경우도 평행한 뮤온 신호 다발은 Fig. 14와 같이 두
영역으로 나뉜다. 개별신호 영역인 ltotal 은 식 (12)와 같으
나 동시신호 영역인 lcoin 은 기하학적 구조에 따라 식 (14)
를 따른다.
lcoin = l(sin |θ| + cos |θ|)
− ∆y sin θ + ∆x cos θ

Fig. 13. (Color online) Geometric model of the measurement for θ < θm

for θ ≥ θm

(14)

III. 결과 및 논의

개별신호는 모든 위치에서 일정하므로 식 (6)과 같다. 동

동시신호와 개별신호의 비율을 시뮬레이션의 2차원, 3

시신호 영역의 폭 (lcoin )은 검출기 배치의 기하학적 양상이

차원 모형에서 계산하고 기하학 모형의 계산 결과와 비교

바뀌는 임계각 (θm ) 을 기준으로 다른 형태를 가진다. 임계

했다. 검출기 사이의 각도인 α 는 0으로 두고 식 (2), (3),

각 (θm ) 은 lcoin 이 최대가 될 때의 천정각 (θ) 이다.

(6), (7)을 이용해 계산했다. 2차원, 3차원 모형에서 계산한
Scoin /Sindv

∆x
θm = arctan
∆y

(11)

2D

, Scoin /Sindv

3D

와 기하학 모형으로 계산한

Gcoin /Gindv 는 다음과 같다.

천정각 (θ) 이 임계각 (θm ) 보다 작을 때 동시신호 영역의
폭(lcoin )은 Fig. 13처럼 정의된다. 천정각 θ 로 입사하는 평

Scoin /Sindv

행한 뮤온 신호 다발은 Fig. 13과 같이 두 영역으로 나뉜다.

Scoin /Sindv

위 검출기의 개별신호 영역인 ltotal 은 θ 에 대한 함수이다.
ltotal = l(sin |θ| + cos |θ|)

(12)

lcoin 은 개별신호 영역에서 동시신호 영역이 아닌 부분을
제외한 영역으로 θ 에 대한 함수이다.

3D

= 0.668
= 0.651

(15)

Gcoin /Gindv = 0.667
2차원 모형은 기하학 모형과 0.1%, 3차원 모형은 기하학
모형과 1.6%의 차이를 보였다. 3차원 모형은 직육면체 길이
방향 성분을 갖고 입사하는 입자도 고려하기 때문에 2차원
모형과 결과가 약간 다르다. 시뮬레이션과 기하학 모형의

lcoin = l(sin |θ| + cos |θ|)
+ ∆y sin θ − ∆x cos θ

2D

동시신호와 개별신호의 비율은 실험 결과인 0.3 (Fig. 5)
for θ < θm

(13)

보다 약 2.2 배 높은 값을 가진다. 이는 시뮬레이션과 기
하학 모형에서는 실험에서 개별신호 측정시 나타나는 배경

식 13은 ∆x 와 ∆y 가 0이면 식 5와 동일한다. 천정각 (θ)

신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는 배

이 임계각(θm )보다 클 때 동시신호 영역의 폭(lcoin )은 Fig.

경신호를 포함한 비율을 나타내므로 시뮬레이션과 기하학

14처럼 정의된다.

모형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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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lor online) α dependence of signal rates for
the geometric model and 2D simulation
2차원 시뮬레이션과 기하학 모형에서 각각 구한 α 에 따
른 뮤온 선속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α 를 0◦ 에서 70◦ 까지
균일하게 30 회 변화시키며 각각 뮤온 수를 계산했다. 두
모형에서 얻은 α에 따른 동시신호와 개별신호의 비율 분포
를 비교했다 (Fig. 15). 두 분포는 0.1% 내에서 같다. 이는
향후 복잡한 구조의 검출기를 통과하는 뮤온의 선속을 계산
할 때 복잡한 기하학 모형 계산 대신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ure 8와 같은 구성의 실험을 통해 얻은 동시신호 수
분포를 3차원 모형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한 α 에 따른 동시
신호 수 분포와 비교했다 (Fig. 16). 시뮬레이션에서는 α를
0◦ 에서 70◦ 까지 균일하게 50회 변화시켰다. 시뮬레이션과
실험에서 얻은 분포를 α 가 0일 때 1이 되도록 규격화한
후 비교했다. 그 결과, 통계 오차범위 내에서 실험 결과를
기술함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얻은 동시신호 수는 면적
으로 규격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α 가 약 20◦
도 일때 뮤온이 두 섬광검출기를 동시에 지나갈 단면적이
가장 크다. 따라서 동시신호의 수는 약 20◦ 에서 최대값을
갖고 각도가 커질수록 급격하게 감소한다.
MATLAB으로 구현한 3차원 모형 시뮬레이션은 Fig.
17과 같은 복잡한 형태의 검출기에 입사하는 뮤온의 선속을
계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Figure 17은 원기둥 형태의
대형 검출기를 직육면체 형태의 판형 섬광계수기들로 둘
러싼 팔각기둥 구조를 나타낸다. 뮤온 입자를 이용해 대형
검출기의 초기 성능을 측정할 때, Fig. 17와 같이 주변에
섬광검출기를 두고 뮤온이 지나갔는지를 판별해, 검출기
신호를 얻는다. 일정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뮤온 신호
이벤트를 얻을 수 있는지 추산해, 원하는 양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려면, 팔각기둥 형태의
섬광 검출기를 지나는 뮤온의 선속을 알아야 한다. 본 시뮬
레이션을 이용하면 쉽게 섬광검출기를 통과하는 총 뮤온의

Fig. 16. (Color online) α dependence of coincidence signals for 3D simulation and measurements

Fig. 17. (Color online) Application of the simulation

선속을 계산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대형 검출
기와 섬광계수기의 y 방향 길이는 대형 검출기 반지름의 3
배다.
본 시뮬레이션에 Fig. 17 섬광검출기 구조를 적용한 후
섬광검출기에 입사하는 뮤온 검출 수율을 계산했다. 뮤온
검출 수율은 섬광계수기에 수직 입사하는 동시신호 Tnormal
와 인접한 섬광계수기를 제외한 다른 섬광계수기와의 동시
신호 전체를 합한 값 Ttotal 의 비율로 정의되며, 시뮬레이션
으로부터 얻은 값은 다음과 같다.

Ttotal
= 8.85
Tnormal

(16)

전체 검출기를 설치하기 전 Ttotal 을 구하고 싶다면,
Fig. 4와 같은 장치를 이용한 간단한 실험을 통해 일정시간
동안의 Tnormal 을 구한 후 식 (16)에서 얻은 값을 곱하면 같
은시간 동안의 Ttotal 구할 수 있다. 이로부터 원하는 양의
데이터를 얻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추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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