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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1에 있어

서 이차전자 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기, (secondary electron) 2로서

광신호에 대한 매우 빠른 반응시간으로 인해 양질의 영상 획득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는 를 이용한 검출PMT(Photomultiplier tube)
기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를 이용한 이차전PMT
자 검출기의 주요 핵심 부품인 신틸레이터 를 자체(scintillator)
제작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신틸레이터의구성및기능2.
신틸레이터는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고전압을 인가하기Fig. 1

위한 전극 부분과 이차전자를 광신호로ITO(Indium Tin Oxide)
변환하는 형광분말 층 그리고 기판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파이어 유리로 구성된다 시료에서 발생한 이차전자는. ITO
전극에 인가된 고전압 에 의해 신틸레이터 쪽으로 가속되(10kV)
어 형광분말에 부딪히게 되고 이 때 발생한 광자 는, (photon) ITO
전극과 사파이어 유리를 통과하여 쪽으로 전달된다 따라서PMT .
보다 양질의 상 을 얻기 위해서는 전자 광자 변환효율이(image) -
높은 형광분말의 제작 및 높은 광투과율을 가지는 전극의ITO
제작이 요구되어 진다 은 본 논문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Fig. 1
신틸레이터의 형상 및 치수를 보여준다.

Fig. 1 Structure of the scintillator

신틸레이터의제작및성능평가3.
신틸레이터의 제작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파이어 유리. (1)

기판 위에 스퍼터링 방법으로 전극을 증착한다(sputtering) ITO .
믹서 기를 이용하여 형광분말과 물유리 를(2) (mixer) (water glass)

물과 혼합한다 전극이 증착된 사파이어 유리를 형광분말. (3) ITO
혼합물 속에 담가 약 분 동안 형광분말 층을 전극 위에20 ITO
침적시킨다 침전이 완료된 후 물의 요동에 따른 형광분말층. (4)
의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펀법을 이용하여 수 시간

동안 서서히 물을 제거한다 대기 중에서 형광분말층에 함유. (5)
되어 있는 수분을 증발시킨다.
신틸레이터에 있어서 전극으로서의 전극은 이차전자를ITO

포집하기 위한 정전기장을 형성하기만 하면 되므로 그 전기저항

값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극의. ITO
증착 실험에 있어서 증착 후 측정된 전극의 저항 값은 단지

전극의 증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사용하였다 반면. , ITO
전극의 광투과율은 신틸레이터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중요한 성능 파라미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높은 광투과율을

가지는 박막을 얻고자 박막의 증착조건을 변화시키며 증착실험

을 수행하였다 스퍼터링 방법을 이용한 박막의 증착에 있어. ITO

서 공정변수로는 기판 온도와 스퍼터 건 에 인가되는 전압, (gun) ,
그리고 증착시간 등을 들 수 있다 은 이 가지 증착조건값. Table 1 3
및 해당 조건하에서 증착된 전극의 저항 및 광투과율의ITO
측정값을 나타낸다 증착조건으로 기판온도는. 40 , 100 , 16℃ ℃

인가전압은 증착시간은 분 분 분으0 , 350V, 450V, 550V, 10 , 20 , 30℃

로 변화시켰다 광투과율은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광도계. -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광투과율을(UV-VIS spectrophotometer) .

측정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신틸레이터에서 발생한 광자를,
검출하기 위한 로 사의 모델 를 사용할PMT Hamamatsu R6249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이 제품의 피크 파장 이(peak wave length)

이므로 의 빛에 대한 투과율을 측정하여 전극의420nm 420nm ITO
광투과율에 대한 대표 값으로 선정하였다.

Table 1 Sputtering conditions

Fig. 2 Transmittance of the ITO electrodes

는 광투과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Fig. 2 .
수 있듯이 의 조건기판온도 인가전압 증착시VII-1 ( 160 , 350V,℃

간 분에서 가장 높은 광투과율을 보였고 이로부터 높은 기판10 ) ,
온도 짧은 증착 시간 낮은 인가전압에서 광 투과율이 최적화최, , (
대화됨을 알 수 있다 의 증착조건으로 다수의 샘플을 제작) . VII-1
하고 이 샘플들에 대하여 광투과율을 각각 측정한 후 광투과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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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일한 값을 가지는 샘플들만 분별하여 후술하는420nm
형광분말의 침적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차전자의 에너지를 빛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

하기 위한 형광물질로 시판되고 있는 사의 형광분말Sylvania
P-48(Y3Al5O12:Ce+Y2SiO5 을 사용하였다 형광분말만을 물과:Ce) .
섞어 침적할 경우 형광분말 간의 아주 약한 결합으로 인해 형광분

말층이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광분말의

침적시 결합제인 물유리를 첨가함으로써 형광분말 간에 결합력

을 부여하였다 은 제작한 신틸레이터의 사진이다. Fig. 3 .

Fig. 3 A scintillator

같은 양의 이차전자가 신틸레이터에 도달하였을 경우 이 신틸,
레이터의 표면에 침적되어 있는 형광분말의 양에 따라 발생되는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지고 에 도달하는 광자의 양 또한, PMT
달라지어 스크린에 보이는 영상의 콘트라스트와 밝기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광분말의 침적두께를.
변화시키면서 다수의 신틸레이터를 제작하고 이 들을 사용하여

영상 측정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침적두께가 영상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침적두께의 최적화를 도모하였다 는. Table 2
형광분말의 침적두께에 대한 제작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형광분.
말의 양을 변화시키고 그에 따른 물유리의 양도 함께 변화시켜

형광분말과 물유리 양이 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였다100:2 .
는 의 조건으로 신틸레이터를 제작한 후 이를Fig. 4 Table 2 SEM

장비의 검출기에 장착하여 격자형상의 표준시편을 측정한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형광분말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이미지의.
콘트라스트가 점점 작아지고 어두워짐을 알 수 있다 이차전자의.
충돌로 인해 형광분말에서 발생한 광자는 형광분말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에 도달하기까지 더 많은 형광분말과PMT
부딪히게 되어 더 많은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따라서 까, PMT
지 도달하는 광자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콘트라스트

가 작아지고 상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 Manufacturing conditions on the deposition thicknesses of
fluorescent powder

형광분말(g) 물유리(g) 형광분말과 물유리의 비

α1 0.1 0.002 100 : 2

α2 0.15 0.003 100 : 2

α3 0.2 0.004 100 : 2

α4 0.25 0.005 100 : 2

α5 0.3 0.006 100 : 2

α6 0.35 0.007 100 : 2

α7 0.4 0.008 100 : 2

α8 0.45 0.009 100 : 2

Fig. 4 SEM images according to the deposition thickness

본 연구에서는 형광분말 침적시 분말 간에 결합력을 부여하기

위해 결합제로서 물유리를 첨가하였다 이러한 물유리는 신틸레.
이터의 형광기능 및 발생한 광자의 로의 전달효율이라는PMT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불순물로 생각될 수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형광분말과 물유리의 질량비물유리의 양를 변화시키면서( )
다수의 신틸레이터를 제작하고 이 들을 사용하여 영상 측정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물유리의 양이 영상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은 형광분말과 물유리의 질량비에 대한 제작. Table 3
조건을 나타낸 것이고 는 의 조건으로 신틸레이터를, Fig. 5 Table 3
제작한 후 표준시편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물유리의 첨가로 인해 측정된 영상에 다소의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으나 콘트라스트와 밝기에 있어서는 물유리의 유무 및 그

양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영상을 얻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보다 양질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물유리를 첨가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지만 물유리의 첨가가 신틸레이터의 성능에 미치

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신틸레이터 제작시 형광분말

간의 결합을 위해 약간의 물유리를 첨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3 Manufacturing conditions on the mass ratio of water glass
형광분말(g) 물유리(g) 비고

β1 0.05 0 100 : 0

β2 0.2 0 100 : 0

β3 0.2 0.002 100 : 1

β4 0.2 0.006 100 : 3

β5 0.2 0.01 100 : 5

β6 0.2 0.014 100 : 7

β7 0.2 0.018 100 : 9

β8 0.2 0.02 100 : 10

Fig. 5 SEM images according to the mass ratio of water glass

결론4.
본 연구에서는 이차전자 검출기용 신틸레이터를 제작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최적의 광투과율을 가지는 박막의. ITO
증착조건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형광분말의 침적 두께

및 물유리의 양이 신틸레이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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