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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ntillators are widely used as detectors to search for dark matter. In this study, we studied
the scintillation properties of a pure CsI crystal to confirm that the crystal has good properties
for searching for dark matter at low temperatures. To confirm if the pure CsI crystal has suitable
properties for detecting dark matter, we investigated its scintillation properties by using alpha
particles and gamma rays in temperature range from 300 – 10 K. The light yield, alpha/gamma
ratio, and decay time were measured for each temperature, and it the alpha and the gamma
signals could be separated by using a pulse shape discrimination. The light yield increased as the
temperature decreased, and the light yields due to alpha particles and gamma rays were found to
be about 80,000 photons/MeV. The decay times of alpha particles and gamma rays increased as
the temperatures was decreased. Because pure CsI at low temperatures have twice the number of
photoelec-trons per MeV than the CsI:Tl detector at room temperatures, we confirm that CsI has
a low threshold energy at low temperatures which is an advantage when searching for low-mass
dark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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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물질 탐색을 위한 저온에서 CsI 결정의 특성 연구
박세동 · Arshad Khan · 김홍주∗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대구광역시 41566, 대한민국
(2021년 1월 7일 받음, 2021년 2월 8일 수정본 받음, 2021년 2월 25일 게재 확정)

섬광체는 암흑물질 탐색을 위한 검출기로 널리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순수한 CsI 결정이
저온에서 암흑물질을 탐색하는데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섬광 특성을 연구하였다.
CsI 결정이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알파입자와 감마선을 사용하여 300 에서 10 K
의 온도 범위에서 섬광 특성을 조사하였다. 온도에 따른 빛의 양, 알파/감마 비율, 감쇠 시간을 측정하고
펄스 모양 분석을 통하여 알파와 감마 신호가 분리가 되는지 확인하였다. 빛의 양은 온도가 감소할
때 증가하여 20 – 60 K 에서 알파입자와 감마선의 섬광량이 약 80,000 photons/MeV로 측정되었다.
알파입자와 감마선의 붕괴 시간이 온도가 감소할 때 증가하였다. 저온에서 순수한 CsI 결정의 MeV 당
광전자의 수가 상온에서 CsI:Tl 검출기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저온에서 낮은 문턱에너지를 가져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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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의 암흑물질 탐색에 장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Keywords: CsI, 펄스 모양 구별, 알파/감마 비, 섬광 감쇠 시간, 섬광량

I. 서 론
Korea Invisible Mass Search(KIMS) 실험은 암흑물
질의 후보의 하나인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s(WIMPs) 를 검출하기 위한 실험으로 지하 700 m에
위치한 강원도 양양의 지하 실험실 (Y2L) 에서 실시되었다
[1]. 이 실험에서 WIMP를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한 검출
기에는 8 × 8 × 30 cm3 부피의 CsI:Tl 결정 12개가 사용
되었고 여기서 방출된 빛을 전기신호로 바꿔서 증폭시키기
위해서 CsI:Tl의 양 끝에 광증배관이 부착되었다. 각 광증
배관에서 측정된 신호는 FADC(Flash Analog to Digital
Con-verter) 400 MHz에 의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켰다.
KIMS 실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는 2 keV의 에너지의
문턱값 (threshold) 이 적용되었으며 KIMS 실험보다 낮은
질량의 WIMP 탐색을 위해서는 문턱에너지를 낮추어야한
다 [1,2].
CsI:Tl의 섬광량은 상온에서 약 60,000 photons/MeV의
값을 가지고 있다 [3]. 그리고 Fig. 1에서 볼 수 있듯 약

Fig. 1. (Color online) Quantum efficiency of photomultiplier(PMT) and X-ray lumi-nescence of pure CsI and
CsI:Tl. Maximum intensity of CsI:Tl is about 550 nm
and CsI is about 310 nm.

550 nm 파장에서 가장 많은 방출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550 nm 파장대에서 광증배관의 양자 효율은 13%로 상당히
낮은 값을 가진다. 반면 Tl을 첨가하지 않은 CsI는 약 315
nm에서 가장 높은 방출량을 가지며 이때 광증배관의 양자
효율은 약 33%로 550 nm 파장대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양자 효율을 가지고 있다. 상온에서 순수한 CsI 결정의 섬
광량은 3,400 photons/MeV로 상당히 낮게 측정되지만 이

단결정을 앞서 언급한 크기로 자르고 빛이 더 잘 투과되게
하기 위하여 표면을 연마하여 사용하였다. 이 결정은 저온
챔버 내부의 구리판 위에 놓였고 저온 챔버 외부에 위치한
광증배관에 부착된 석영 광유도봉에 부착되었다. 결정에서
석영 광유도봉과 닿는 면과 구리판에 닿는 면을 제외한 나

결정의 섬광량이 저온에서 크게 증가한다는 것은 이전의 연

머지 면은 방출된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테플론으로 감싸고

구에 의해서 알려져 있다 [4–6]. 순수한 CsI 결정이 방출하

알파입자를 측정하는 경우 알파입자가 입사하는 위치에 1

는 파장대에서 광증배관의 양자 효율이 CsI:Tl이 방출하는

mm의 구멍을 뚫어서 알파입자가 들어올 수 있게 하였다.

파장대에서 양자효율보다 높고 저온에서 CsI의 섬광량이

결정에서 방출된 빛은 석영 광유도봉을 지나서 광증배관으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험에서 순수한 CsI 섬

로 들어간다. 알파입자는

광단결정이 저온에서 암흑물질을 탐색하는데 CsI:Tl 보다

의 입자를 사용하였고 감마선은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keV의 감마선을 사용하였다. 광증배관에 – 1900 V의 전압

241

Am에서 방출되는 5.5 MeV
137

Cs에서 방출되는 662

을 걸어서 신호를 얻었으며 이 신호는 FADC 400 MHz에

II. 실험 방법
실험 세팅은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이 실험에는 1
cm3 부피의 순수한 CsI 결정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샘플은 우크라이나의 AMCRYS사에서 구입한 큰 크기의
∗ E-mail:

hongjoo@knu.ac.kr

의하여 디지털화되었으며 이 신호를 C++ 기반의 ROO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8]. 알파와 감마 신호에
대하여 각각 20000회의 이벤트를 저온 챔버 내부의 온도를
300 K 에서 10 K 까지 낮춰가면서 측정하였다. 이 실험에
서 사용한 광증배관은 Photonics 사의 XP2260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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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Experiential setup for the scintillation measurement at low temperature. 1 cm3 pure
CsI crystal was placed in the vacu-um chamber and connected to a quartz light guide which is coupled to photomultiplier(PMT). Radiation source(241 Am or 137 Cs)
was placed next to the CsI crystal. PMT signal was digitalized by a FADC 400 MHz.
1. 섬광량 계산

LYCsI

Fig. 3. (Color online) X-ray luminescence of the sample.
Maximum emission in-tensity wavelength is about 310
nm.
결정은 약 320 nm에서 최대 빛 방출량을 가지는 것으로

CsI 결정의 섬광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미 섬광량을 알
고 있는 Lu1.8 Y2 SiO5 :Ce(LYSO) 결정을 사용하였다. CsI
결정과 동일한 조건에서 LYSO 결정의 섬광량을 측정한
다음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9].
PCsI × EM QELYSO
=
× LYLYSO
PLYSO × EM QEC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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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YLYSO 는 LYSO 결정의 섬광량으로 이미 33,000 photons/MeV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고 있으며, PCsI 와 PLYSO
는 이 실험에서 측정한 CsI와 LYSO 결정의 662 keV 감마선
의 봉우리의 평균값이다 [10]. EMQE(Emission Weighted
Quantum Efficiency) 는 해당 결정의 X-선 유도 방출 스펙
트럼과 광증배관의 양자 효율을 이용하여 계산되는 값으로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11].
∫
QE(λ)Em (λ)dλ
∫
EM QE =
(2)
Em (λ)dλ
QE(λ)는 해당 파장에서 광증배관의 양자 효율이며 Em (λ)
은 주어진 파장에서 방출 확률이다.

측정되었다 [12]. Figure 3는 이 실험에 사용한 샘플을 200
에서 1000 nm 범위에서 X-선 발광을 측정한 결과를 최대값
을 1로 규격화 (normalize) 한 것으로 약 310 nm 파장에서
가장 많은 빛이 방출되는 봉우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
외의 파장에서는 강도가 매우 낮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이
실험에 사용한 샘플은 높은 순도의 CsI 결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III. 실험 결과 및 논의
1. 섬광량
온도에 따른 CsI 결정의 섬광량의 변화는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00 K 에서 알파입자에 의한 섬광량은
620 photons/MeV, 감마선에 의한 섬광량은 2,700 photons/MeV로 측정되었다. 온도를 낮추면 섬광량이 증가하
여 알파입자는 60 K에서 70,000 pho-tons/MeV, 20 K에서
79,000 photons/MeV로 증가한 섬광량이 측정되었다. 감
마선은 80 K에서 70,000 photons/MeV, 10 K 에서 77,000

2. X-선 발광 (X-ray luminescence)

photons/MeV로 섬광량의 측정값이 증가하였다. 이전 연
구와 비교하면 측정된 값은 10 – 20% 작은 값을 보였으나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할 샘플이 고순도의 CsI 결
정이 맞는지와 봉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X-선 발광을 측
정하였다. 순수한 CsI 결정이 약 315 nm에서 최대 빛 방
출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전에 수행된
PEREIRA의 연구에서도 다른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CsI

온도에 따라 값이 바뀌는 경향성은 유사하게 나왔다. 알파
입자에 의해서 섬광량이 바뀌는 것은 Mikhailik의 기존 연
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4] 감마선에 의한 섬광
량은 Gridin의 기존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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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Temperature dependence of light
yield. Black and brown squares represent results from
this study. Results from Mi-khailik alpha particles are
shown by red circles [4]. Results from Gridin gammas are
shown by green circles [5]. Results from Clark alphas are
shown by blue circles and gammas are shown by yellow
and violet circles [6].

2. α/γ 비 (α/γ ratio)
알파/감마 비는 알파와 감마의 봉우리를 각각 알파입자
와 감마선의 에너지로 나눈 값이다.
알파 입자는 5.5 MeV,

137

241

Am에서 방출되는

Cs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은 662

keV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므로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α/γratio =

LYα
5.5MeV
LYγ
662keV

(3)

LYα 와 LYγ 는 각각 알파입자와 감마선에 의한 섬광량이며
5.5 MeV와 662 keV는 각 입자의 에너지를 나타낸다. 이 식
을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알파/감마 비를 계산하여 온도에
따른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알파/감마 비는 300 K 에서
0.23의 값을 가졌고 200 K 이하에서 온도가 감소하면 증가
하여 20 K 에서 1.05까지 증가하였다. Figure 5는 온도에
따라 알파/감마 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낸 것으로 파란
색 원이 우리가 측정한 결과이며 빨간색 삼각형은 Clark이
이전에 측정한 결과이다 [6]. 이전 연구에서 측정된 결과와
비교하면 양쪽 모두 온도가 감소하면 알파/감마 비가 증가
했지만 우리가 측정한 알파/감마 비는 140 K 이하의 온도
범위에서 Clark가 측정한 결과보다 약간 작은 값을 가진다.

Fig. 5. (Color online) Temperature dependence of α/γ
ratio. Blue circles are results from this study and red
triangles are results from Clark. [6]
3. 감쇠 시간 (Decay time)
알파입자의 감쇠 시간은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감마선의 감쇠 시간은 2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알파
입자에 대해서 3개, 감마선에 대해서 2개의 지수함수의 합
으로 피팅하여 감쇠 시간을 계산하였다. 알파입자의 감쇠
시간은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첫번째 그래프는 300
K에서 감쇠 시간을 나타낸 것이고 두번째 그래프는 10 K
에서 감쇠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감마선의 감쇠 시간은
Fig. 7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첫번째 그래프는 300 K에서
감쇠 시간을 나타낸 것이고 두번째 그래프는 10 K에서 감쇠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6, 7에서 붉은색 선은 감쇠
시간을 피팅하는데 사용한 지수 함수들을 나타낸 것이다.
온도에 따른 감쇠 시간의 변화는 Fig.8에서 확인할 수 있으
며 그래프 (a) 와 (b) 는 알파 입자의 감쇠 시간이고 그래프
(c)는 감마선의 감쇠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각 그래프에서
파란색 원은 첫번째 요소를 나타내며 빨간색 삼각형은 두번
째 요소를 나타낸다. 알파입자 감쇠 시간의 세번째 요소는
위쪽 우측의 검은색 그래프로 무작위로 값이 바뀌다가 100
K 이하에서 사라진다. 첫번째와 두번째 요소는 온도가 감
소할때 증가하여 300 K에서 두번째 요소는 109 ns, 첫번째
요소는 26 ns로 측정이 되었고 10 K 에서 각각 1000 ns와
250 ns로 증가하여 약 10배 증가하였다. 감마선 감쇠 시간
의 첫번째 요소는 300 K 에서 36 ns, 140 K에서 216 ns로
측정이 되었고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사라졌다. 두번째
요소는 300 K 에서 140 ns로 측정이 되었고 온도가 감소할
때 계속 증가하여 140 K 에서 410 ns, 10 K 에서는 940 ns
로 약 7배 큰 값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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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b)

Fig. 6. (Color online) Decay time of pure CsI crystal for
alpha particles. Upper plot is 300 K case and lower plot
is 10 K case. Red lines in both plots show exponential
functions used for fitting.

Fig. 7. (Color online) Decay time of pure CsI crystal
for gamma ray. Upper plot is 300 K case and lower plot
is 10 K case. Red lines in both plots show exponential
functions used for fitting.

4. 펄스모양구별(Pulse Shape Discrimination)

요소과 느린 감쇠 요소의 범위에서 적분값을 비율을 비교
하여 알파 입자와와 감마선의 신호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CsI 결정의 알파와 감마 신호가 잘 분리가 되는지 확인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13].

하기 위해서 펄스 모양 구별 (Pulse Shape Discrimination,
PSD) 을 확인하였다. 펄스 모양 구별은 알파와 감마 신호

PSD ratio =

Q1
head
=
Q1 + Q2
total

(5)

의 감쇠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두 신호를 구분한
다. 알파와 감마 신호가 분리되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Q1 과 Q2 는 각각 빠른 감쇠 요소와 느린 감쇠 요소의 범

Figure of Merit(FoM)을 계산하였다. FoM 값은 다음 식을

위에서 전하를 적분한 값이다. Q1 의 적분 범위는 펄스의
최대값에서 시작되며 Q2 의 시작 지점까지 그 범위에 해당

이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12]
FoM =

|Mα − Mγ |
F W HMα + F W HMγ

된다. 적분 범위를 변경하면 FoM 값도 변하게 된다.
(4)

Figure 9에서 위쪽은 40 K에서 FoM 값을 계산하기 위
해서 그린 히스토그램으로 빨간색은 감마선에 의한 신호

Mα 와 Mγ 는 각각 알파와 감마 봉우리를 가우시안 (Gaus-

를 나타내고 초록색은 알파 입자에 의한 신호를 나타내며

sian) 함수로 피팅해서 나온 평균값이며 FWHM(Full

파란색은 두 신호가 합쳐진 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알파와

Width at Half Maximum) 은 반치폭으로 F W HMα 와

감마 신호가 가장 잘 분리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40 K

F W HMγ 는 각각 α 와 γ 의 봉우리의 반치폭에 해당한다.

에서 윈도우의 범위에 따른 FoM 값을 나타낸 것이다. 빠른

PSD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하 적분 방법 (Charge Integra-

윈도우는 Q1의 적분 범위의 최대 값이며 느린 윈도우는 Q2

tion Method) 을 사용하였다. 전하 적분 방법은 빠른 감쇠

의 적분 범위의 최대값에 해당한다. FoM은 빠른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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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b)

Fig. 9. (Color online) Upper plot is histogram for PSD
ratio at 40 K. Lower plot is FoM value by each window
range at 40 K
방법을 이용하여 40 K에서 윈도의 값에 따른 FoM 값의
대략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고 빠른 윈도우를 25 ns까지, 느
린 윈도우를 1125 ns까지로 설정하여 FoM 값을 계산하면
0.64가 나오며 이는 상온에서 2.4 이상의 값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CsI:Tl의 FoM 값에 비하여 작은 값이다 [14].

IV. 결 론

(c)

Fig. 8. (Color online) Temperature dependence of decay
time. plot (a) and (b) are for alpha particles and plot
(c) is for gamma rays.

가 40 ns 이하의 값을 가질 때 비교적 큰 값을 가진다. 이

온도의 감소에 따라 섬광량이 증가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
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알파/감비 비는 300 K에서 0.23
으로 측정되었고 온도가 감소하면 증가하여 20 K에서는
1.05로 측정되었다. 감쇠 시간의 경우 알파 입자의 감쇠
시간이 300 K에서 각각 109 ns, 26 ns로 측정이 되었고 10
K 에서 각각 1000 ns와 250 ns로 약 10배 증가한 값으로
측정되어 온도가 감소하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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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감마선의 감쇠 시간 또한 300 K에서 36 ns, 140 ns로

Spectrometers, Detectors and Associated Equip-

측정이 되었고 10 K에서 940 ns로 측정되어 온도가 감소

ment 901, 6 (2018).

하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펄스 모양 구별을
통해서 알파와 감마 신호가 분리되는 정도를 알아본 것은
FoM 값이 0.64로 계산되어 두 신호가 잘 분리되지 않았다.
저온에서 순수한 CsI 결정이 CsI:Tl 결정보다 1.3배의 높은
섬광량과 2배 좋은 양자효율을 가지고 있어 에너지 문턱값
을 2.5배 낮출 수 있으므로 순수한 CsI 결정은 차세대 낮은
질량의 암흑 물질 탐색실험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7] I. R. Pandeyet al., Review of Scientific Instruments
91, 103108 (2020).
[8] R. Brun and F. Rademakers, Nuclear Instruments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 Section A: Accelerators, Spec-trometers, Detectors and Associated
Equipment 389, 81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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