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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össbauer 장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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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형 Mössbauer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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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형 Mössbauer 분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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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or 소개(비례계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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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or 소개(반도체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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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diode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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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de 소개

Diode의 I-V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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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n 흡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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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diode의 구조

빛이 공핍층
(depletion layer)
에서 흡수되면
diode를 통하여
전류가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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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 Photodiode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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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D(Avalanche Photodiode)의 구조

Photodiode에서 avalanche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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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diode의 흡수 파장

Si Photodiode의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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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측정(Scintillator사용)

Scintillatot와 Photodiode의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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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ntillator

Scintillator 의파장분포



-- 16 16 --

감마선 측정(Scintillator 사용)

Scintillatot와 Photodiode의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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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측정(직접 측정)

Scintillatot와 Photodiode의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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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측정(직접 측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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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de에 따른 흡수 파장

• Band gap에 따른 흡수 파장

Material Band gap 
(eV)

Spectral sensitivity

silicon (Si) 1.12 250 to 1100 nm

indium arsenide (InGaAs) ~0.35 1000 to 2200 nm

Germanium (Ge) .67 900 to 16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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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diode의 응답특성

Si Photodiode의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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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diode의 등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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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diode에서 전압-전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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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변환 증폭회로

• 전류를 전압으로 변환 (amplifier)

• 회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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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류-전압 변환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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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회로 mode

• Photovoltaic mode
• Photodiode has no bias voltage
• Lower noise
• Lower bandwidth
• Logarithmic output with light intensity

• Photoconductive mode
• Higher bandwidth
• Higher noise
• Linear output with light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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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voltaic mode

• I = thermal component + photon flux related current

• where 
I = photodiode current
V = photodiode voltage
I0 = reverse saturation current of diode
e = electron charge
k = Boltzman's constant
T = temperature (K)
n = frequency of light
h = Plank’s constant
P = optical power
h = probability that hv will elevate an electron across the band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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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회로 요건

• 최적화 요건
• Photodiode의 전기용량이 가능한 작아야 한다.
• Photodiode의 활동면적이 작아야 전기용량이 작고, 저항이

크게 된다.
• Photodiode의 shunt 저항 (RJ )이 가능한 커야 한다.
• 고감도를 유지하려면 “photovoltaic mode”를 사용해야 한다.
• Noise를 감소시키려면 가능한 큰 feedback 저항을 써야 한다.
• 모든 회로를 금속으로 Shield 시켜야 한다.
• Feedback 저항에 연결된 전기용량을 작게 조절하여 진동이

나 gain peaking 을 감소시킬 수 있다.
• 고감도를 얻기 위해서는 낮은 bias 전류의 op amp를 사용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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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검출 회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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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 구성



-- 29 29 --

실험장치구성

Si PIN Diode

화재경보기용
241Am
Energy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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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Noise Vp-p 약 100mV

Pulse Vp-p 약 400mV

241Am
Pulse Vp-p 약 150mV

57Co

Noise Vp-p 약 100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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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 Photodiode를 사용한 감마선 측정의 특징
• Photodiode의 크기가 작아 소형 제작이 가능하다.
• Photodiode의 감도가 우수하여 특정 감마선의 선택 측정에

효과적이다.
• 구조가 단순하여 다른 장치에 장착이 간편하다.

• Photodiode를 이용한 감마선 특정의 개발 과제
• 효과적인 Photodiode의 온도 보정 회로의 개발이 필요.
• Noise 신호를 최소화 해야 한다.
• Compact 하고 효과적인 제작을 구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