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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면수|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pMOS 산화막 구조별 중성 자 영 향분석 

• 소자 산화막 두께별 전기적 특성평가 

.pMOS 산화막의 중성자 조사 영향 분석 

-핵반응막 구조 영향 분석 

• 두께 변수별 핵반응막 영향 분석 

·박판형 핵반응막 제작 

• Gd-pMOS 1 차 시작품 제작 

Gd-pMOS 소자 열중상자 감도개선 

.pMOS 산화막과 Gd 반응막 두께별 중성자 감도 변수별 조사시험 및 분석 

• Gd-pMOS 소자 열중성자 감도 최적화 

열중성자 탐지용 반도체 소자의 중성자 특성검증 

• 열중성자 탐지용 반도체 소자의 중성자 특성 검증 



2. 연구결과 

-저에너지 중성자 탐지용 반도체 소자 

• 가돌리늄 핵반응막 제작 

• 가돌리늄 두께별 열중성자 탐지소자 감도시험 결과서 

• pMOSFET 산화막 두께별 방사선 측정감도 시험 결과서 

• Gd-MOS 저에너지 중성자 탐지소자 설계 제작 

-Gd-MOS 선 량 측정 용 전자적 선 량계 모률 

• 열중성자 선량 측정 모률 설계도 

• 온라인 전자적 선량 측정모률 하드웨어 

-열중성자 탐지용 반도체 소자 중성자 특성 

• Gd-MOS 센서의 열중성자 감도시험 및 평가결과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열중성자 탐지소자 국내 독자기술 확보 및 국산화 개발 

-반도체 센서와 부대전자회로 설계 및 제작 기반기술 확보 

-전자식 중성자 선량계 및 방사선 관련 각종 계측장비의 핵섬기술 개발 

-원전산업의 안전성 제고로 원전 및 원전 수거시설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확보 

-원전과 방사선 이용 시설에서의 개인 선량계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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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S를 이용한 열중성자 측정용 반도체 센서 제작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중성자 탐지센서는 병원의 중성자 치료 장치용 선량계， 전시 중성자 폭발에 대 

비한 탱크병의 개인 선량계， 우주선용 원격 방사선 탐지용 선량장치， 원자력발전소 등 

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공정의 발전으로 인해 극소형의 반 

도체 집적형태 센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기존 대부분의 중성자 센서는 

그 큰 부피로 말미암아 소형의 회로로 구현하거나 접적 회로(IC)화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중성자 폭탄 사용 환경이나 고에너지 중성자 발생장치와 관련 시설에서는 1 

KeV 이상의 중성자를 측정하는 선량계의 정밀도나 민감도가 주 관섬사이다. 따라서 

측정하고자 하는 방사선장의 에너지에 따른 특별한 순도 및 공정의 PIN 다이오드형의 

살리콘 반도체 개발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일부는 100keV 이상 에너지의 

중성자를 위한 속중성자 선량계용 탐지센서로서 시판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선진국 

에서 생산중인 이러한 반도체 센서는 구성물질의 원자 공유결합에 따라 15eV에서 

50eV에 이르는 원자변위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로 인해， 그 이하의 낮은 에너지의 중성 

자를 감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 실리콘 격자의 최소 변위에 필요한 에너지는 25eV 

이므로 그 이하 에너지의 중성자는 실리콘 격자의 변위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되어 결 

국 중성자의 측정이 불가능하게 된다[1 ，2].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작업 종사자와 우주 관측용 인공위성에는 1keV 이하 열중 

성자 범위의 에너지까지 감지가 가능한 소형의 센서가 필요하다. 실제 대부분의 경우 

중성자 발생 현장에서는 속중성자 뿐만 아니라 저에너지의 중성자를 신속 정확히 측정 

할 수 있는 션량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낮은 에너지의 중성자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핵 

변환 물질의 활용이 효과적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방법이 고에너지 임플란테이션을 

이용하여 다량의 10B을 표면 코탱하는 방법과 n형 불순물로 6Li를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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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시도로서 이온화 방사선 감지용 p형 MOSFET(Metal 

Oxide-Silicon Field Effect Transistor)를 저에너지 중성자 센서로 고안하고 개발을 시 

도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핵반응막은 가돌리늄(Gadolinium， Gd)으로 pMOSFET의 표면 

에 위치하게 된다. 저에너지 중성자가 Gd 막에서의 핵반응에 의해 이온화 방사선으로 

변환되면 그 바로 아래에 놓인 pMOSFET에서 이를 감지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저에너 

지 중성자를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저에너지 중성자에 민감한 필름 

이나 코팅물질 형태의 Gd 동위원소를 채택함으로써 p형 MOSFET 개인형 선량계의 

측정 가능한 중성자 영역을 열중성자 에너지 범위까지 개선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 

하는 것이다. 개발된 중성자 선량계는 MOSFET을 이용한 기존의 속중성자와는 차별 

점이 크다[3-6J. 이 새로운 선량계는 소형으로 구현이 가능하며 그 자체에 피폭 선량값 

을 기억하는 장점이 있어， 선량 회로의 고장시 선량계로부터 센서만을 추출함으로서 

선량값의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발된 선량계는 전장이나 원전 사고지역이나 원전 

로봇， 우주선 등 극한 환경에서 사용이 유리하다. 

ill.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pMOS 산화막 구조별 중성자 영향분석 

• 소자 산화막 두께별 전기적 특성평가 

.pMOS 산화막의 중성자 조사 영향 분석 

2. 핵반응막 구조 영향 분석 

• 두께 변수별 핵반응막 영향 분석 

·박판형 핵반응막 제작 

• Gd-pMOS 1 차 시작품 제작 

3. Gd-pMOS 소자 열중상자 감도개선 

.pMOS 산화막과 Gd 반응막 두께별 중성자 감도 변수별 조사시험 및 분석 

• Gd-pMOS 소자 열중성자 감도 최적화 

4. 열중성자 탐지용 반도체 소자의 중성자 특성검증 

• 열중성자 탐지용 반도체 소자의 중성자 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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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구개발결과 

1. 저에너지 중성자 탐지용 반도체 소자 

• 가돌리늄 핵반응막 제작 

• 가돌리늄 두께별 열중성자 탐지소자 감도시험 결과서 

• pMOSFET 산화막 두께벌 방사선 측정감도 시험 결과서 

• Gd-MOS 저에너지 중성자 탐지소자 설계 제작 

2. Gd-MOS 선량 측정용 전자적 선량계 모률 

• 열중성자 선량 측정 모률 설계도 

• 온라인 전자적 선량 측정모률 하드웨어 

3. 열중성자 탐지용 반도체 소자 중성자 특성 

• Gd-MOS 센서의 열중성자 감도시험 및 평가결과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반도체형 중성자 탐지센서 개발 및 선량계 상용화 

국내 원전 및 가속기 등 중성자를 이용 분야의 휴대형 개인 션량계 

-유사시 군수용 및 민간피폭 방호용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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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 Project Title 

Manufacture of a Improved Thermal Neutron Sensor using pMOS 

II.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Neutron sensors have been widely used in nuclear power plants, in hospitals 

for neutron therapy, for soldiers and tanks in a potential neutron bomb 

environment, and for remote sensing by spacecrafts. There has been growing needs 

for micro-sensors using highly integrated micron size devices. However, most of 

conventional neutron sensors, except a few semiconductor sensors, are so big in 

size that integration into a mini-circuit board or an IC has not been possible. 

Where neutron bombs and other high-energy neutron generators are 

concerned, the accuracy and sensitivity of the dosemeter at accident radiation levels 

in the neutron energy greater than 1 keV, are of primary interest. Much effort has 

been directed to produce silicon PIN type conductivity-modulated devices for 

dosemeter use, which is the silicon having diffused therein preselected impurities in 

a predetermined manner. Some diffused silicon p-n junction devices have been 

produced which could possibly be used as fast-neutron dosemeters for neutrons 

having an energy level greater than about 100 keV. One of afew semiconductor 

sensors is a fast neutron diode dosemeter that has limitation in their sensitivity at 

low energy region [1, 2]. To measure this low energy region is so challenging that 

even DN-156 diodes from a most advanced country is not designed for this region. 

In the range from about 0.1 to 1 keV, no such device is known to exist. Nuclear 

power plant workers and water searching spacecrafts need micro-sensors that are 

sensitive to low-energy neutrons less than 1 keV down to 0.025 eV thermal 

neutrons, while the diode dosemeter is sensitive only to neutrons with higher than 

100 keV energy due to a minimum energy to displace an atom, which range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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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Project Tit1e 

Manufacture of a Improved Thermal Neutron Sensor using pMOS 

II.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Neutron sensors have been widely used in nuclear power plants, in hospitals 

for neutron therapy, for soldiers and tanks in a potential neutron bomb 

environment, and for remote sensing by spacecrafts. There has been growing needs 

for micro-sensors using highly integrated micron size devices. However, most of 

conventional neutron sensors, except a few semiconductor sensors, are so big in 

size that integration into a mini-circuit board or an IC has not been possible. 

Where neutron bombs and other high-energy neutron generators are 

concemed, the accuracy and sensitivity of the dosemeter at accident radiation levels 

in the neutron energy greater than 1 keV, are of primary interest. Much effort has 

been directed to produce silicon PIN type conductivity-modulated devices for 

dosemeter use, which is the silicon having diffused therein preselected impurities in 

a predetermined manner. Some diffused silicon p-n junction devices have been 

produced which could possibly be used as fast-neutron dosemeters for neutrons 

having an energy level greater than about 100 keV. One of afew semiconductor 

sensors is a fast neu1σon diode dosemeter that has limitation in their sensitivity at 

low energy region [1, 2J. To measure this low energy region is so challenging that 

even DN - 156 diodes from a most advanced country is not designed for this region. 

In the range from about 0.1 to 1 keV, no such device is known to exist. Nuclear 

power plant workers and water searching spacecrafts need micro-sensors that are 

sensitive to low-energy neutrons less than 1 ke V down to 0.025 e V thermal 

neutrons, while the diode dosemeter is sensitive only to neutrons with higher than 

100 keV energy due to a nummum energy to displace an atom, which range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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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V to 50 eV dependent on the atom and its bond strength. Any neutron with its 

energy below the displacement threshold cannot knock an atom and make it 

displace from its original position. The mean threshold energy for a Si crystal is 25 

eV. If the energy of an incoming neutron is less than 3 standard deviation from 25 

eV, the probability of a displacement reaction is less than 5%. For the 0.025 eV 

thermal neutron, theoretically, no displacement reaction can be expected. A diode 

dosemeter without proper converter material cannot work for thermal neutrons. 

Lack of sufficient low-energy sensitivity in dosemeter diodes was of early concern 

as evidenced by many studies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factors governing 

personal dosemeter sensitivity to neutron damage. In most of commercial 

applications, it is desirable to know, simply, quickly and accurately, the dose of not 

only fast neutrons but also slow neutrons. 

There are several ways to explore for a low energy neutron sensor. One 

way is to put large amount of 1 0 B stimulator using multiple high-energy 

implantation by a surface coating method. Addition of 6Li doping as an n-type 

dopant is another way. 

Here in this study, a specially designed p-type MOSFET(Metal-Oxide-

Silicon Field Effect Transistor) neutron dosimetry sensor to be sensitive to 

low-energy neutrons has been developed by selecting the Gadolinium element as a 

neutron conversion material on the proper surfaces of the MOSFET for the first 

time. It uses charge build-up in a gate oxide layer of p-type MOSFET by ionising 

radiation from neutron reaction with Gadolinium as a mean to measure low-energy 

neutron dose. It is an object of this invention to provide a method of improving the 

low-energy (down to 0.025eV) neutron sensitivity of a p-type MOSFET personnel 

dosemeter by adapting low-energy neutron sensitive isotope Gd as package and/or 

surface coating materials. 

This new neutron dosemeter also differs from other types of fast-neutron 

sensors using a MOSFET [3-6]. The new dosemeter is small in size and keeps 

dose history even in the case of destruction of its reader circuit. Simply by taking 

out the sensor and by plugging in a functioning reader, it is enough to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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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 V to 50 e V dependent on the atom and its bond strength. Any neutron with its 

energy below the displacement threshold cannot knock an atom and make it 

displace from its original position. The mean threshold energy for a Si crystal is 25 

eV. If the energy of an incoming neutron is less than 3 standard deviation from 25 

eV, the probability of a displacement reaction is less than 5%. For the 0.025 eV 

thermal neutron, theoretically, no displacement reaction can be expected. A diode 

dosemeter without proper converter material cannot work for thermal neutrons. 

Lack of sufficient low-energy sensitivity in dosemeter diodes was of early concem 

as evidenced by many studies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factors goveming 

personal dosemeter sensitivity to neutron damage. In most of commercial 

applications, it is desirable to know, simply, quickly and accurately, the dose of not 

only fast neutrons but also slow neutrons. 

There are several ways to explore for a low energy neutron sensor. One 

way is to put large amount of 1GB stimulator using multiple high-energy 

implantation by a surface coating method. Addition of 6Li doping as an n-type 

dopant is another way. 

Here in this study, a specially designed p-type MOSFET(Metal-Oxide 

Silicon Field Effect Transistor) neutron dosimetry sensor to be sensitive to 

low-energy neutrons has been developed by selecting the Gadolinium element as a 

neutron conversion material on the proper surfaces of the MOSFET for the first 

time. It uses charge build-up in a gate oxide layer of p-type MOSFET by ionising 

radiation from neutron reaction with Gadolinium as a mean to measure low-energy 

neutron dose. It is an object of this invention to provide a method of improving the 

low-energy (down to 0.025eV) neutron sensitivity of a p-type MOSFET personnel 

dosemeter by adapting low-energy neutron sensitive isotope Gd as package anφor 

surface coating materials. 

This new neutron dosemeter also differs from other types of fast-neutron 

sensors using a MOSFET [3-6J. The new dosemeter is small in size and keeps 

dose history even in the case of destruction of its reader circuit. Simply by taking 

out the sensor and by plugging in a functioning reader, it is enough to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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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ose history. Therefore, it is ideal for a harsh environment such as battlefields, 

nuclear accident areas, mobile robots, and spacecrafts. 

IE. Contents and Range of the Project 

1. Analysis of the neutron effects to the configuration in a pMOS oxide layer 

A. Characteristic analysis to the thickness of the oxide layer in device 

B. Analysis of the neutron effects to the pMOS Si02 layer 

2. Effect analysis with the configuration of the nuclear converter 

A. Effect analysis to the thickness of the nuclear reactor 

B. Manufacture of the foil-type nuclear converter 

C. Manufacture of a Gd-pMOS prototype 

3. Sensitivity enhancement of the Gd-pMOS thermal neutron detector 

A. Test and analysis on sensitivity of the Gd-pMOS to the thickness of a 

pMOS oxide layer and a Gd converter 

B. Optimization of the Gd-pMOS sensitivity 

4. Verification of the neutron characteristics of the thermal neutron detector 

IV. Results 

1. Semiconductor device as thermal neutron detector 

A. Manufacture of Gd converters 

B. Test results on sensitivity of the thermal neutron detector to the 

thickness of converter 

C. Test results on sensitivity of the pMOS oxide layer to the thickness 

D. Design and manufacture of the Gd-MOS low-energy neutron detector 

2. Electronic dosimetry with Gd-pMOS detector 

A. Drawing of the thermal neutron dosimetry 

B. Hardware of on-line electronic dosimetry 

3. Characteristics of thermal neutron dosimetry to the neutron 

A. Results on the sensitivity test and evaluation of Gd-MOS dosiem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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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ject Results 

-Development of the semiconductor type neutron detector and commercial 

dosimetry with it 

-Development a personal neutron dosimetry for the neutron utilization field 

such as domestic nuclear power plant and accelerator facility. 

-Application in the military use and for the radiation protection to the 

civilian in wa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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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1 장 연구재발과저I의 재요 

방사선을 이용한 연구는 의료 산업 식품 및 비파괴 검사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방사선을 사용하는 연구 분야가 다양화되고 폭넓어짐에 따라 방 

사선에 노출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방사선 선량계는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에 몰두 할 수 있도록 작업자의 피폭량을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관점에서 실시간 선량계들이 선진국을 중섬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방 

사선의 종류 및 에너지에 따라서 센서의 감도가 틀려지므로 특정한 방사선 구역에 알맞 

은 센서를 개발하여 사용 방사선장에 대한 교정을 해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 에너 

지 중성자라 함은 카드늄 잘라버리기 (Cut Off) 이하의 에너지 즉 0.5 eV 이하를 일걷는 

다. 저 에너지 중성자 영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국내에서 방사선 작업 종사 

자들 중에서 많은 비율의 종사자가 원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원전에서 주로 발 

생되는 방사선이 저 에너지 중성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로에 종사하는 작업자들 

을 위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실시간 중성자 선량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저 에너지 

중성자는 에너지가 너무 낮아 직접검출이 힘들기 때문에 물질과의 핵반응으로 발생되 

는 반응생성물들을 검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저 에너지 중성자 검출기 

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핵 반응을 유도하는 반응막이고 다른 하 

나는 핵 반응 생성물(하전입자)을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이다. 핵 반응막은 중성자와 반 

응 단면적이 크고 핵반응을 통하여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이차 하전입자들을 방출시키 

는 물질이다. 이러한 물질 가운데 특히 가돌리늄(Gadolinium. Gd)은 열 중성자에 대하 

여 47,000 바안(B따n)의 높은 반응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 핵 반응막에서 방출된 이차 

하전입자를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의 종류는 가스형 섬광형 반도체형 등 다양하나 개 

인 선량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착용이 용이하고 전력소모가 작은 소형의 반도체형이 

유리하다. 반도체형 검출기 가운데 pMOSFET은 누적형 방사선 센서로서 소자 내부에 

방사선 누적량을 기억하는 기능이 있어 선량계의 구현 시 회로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pMOSFET의 게이트 극 산화막(Oxide Layer) 층 위에 부착한 

Gd 핵반응막과 pMOSFET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열중성자 탐지 센서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Gd 반응막이 있는 소자의 측정치와 반응막이 없는 

pMOSFET 측정값의 보정을 통하여 감마선과 열중성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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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있는 단일 모률의 선량계를 설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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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O 국내 기술개발 현황 

-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상용의 국산 pMOSFET을 사용한 방사선('i， n) 센서를 개 

발하였으며， 이는 On/Off-Line으로 누적 방사선량을 감지할 수 있고， 원격 및 내방 

사선 기능과 방사성 물질의 존재를 경보해 주는 기능을 가진 GM 카운터를 설계 

하였다. 

- 원자력 중장기과제인 “원자력용 내방사선 로보트 기술개발”과제를 통해 방사선 

관련 센서 연구를 수행중이며， 1998년 9월에 시작된 중소기업 기술이전과제인 

“pMOSFET 반도체를 이용한 방사선 센서개발” 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모색하고 있다.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99년 8월에 시작된 민군겸용기술사업 연구개발과제인 “반 

도체를 이용한 중성자 탐지소자 개발”를 완료하고 현재는 반도체 탐지소자의 감 

도평가 및 Algorithm 개발과 방사션 성능 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다. 

O 국외 기술개발 현황 

- 독일과 미국， 일본 등에서 여러 종류의 휴대용 전자식 방사선 선량계가 시판되고 

있으나， 선량계의 경량화를 위하여 고준위 방사션에 민감한 고가의 다이오드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비전자식 선량계의 교체가 지연되고 있다. 

- 다만 무션기능 혹은 PC와 연결하여 피폭 자료를 자동으로 처리가 가능한 일부 

션량계만이 그 편리성과 인건비 절약 때문에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AN/UDR-13과 SOR 1060라는 형식명이 붙은， 개인 휴대용 

중성자 및 광자 선량계를 개발 중에 있다. 이들 선량계는 그 값을 현장에서 디지 

털로 즉시 읽을 수 있는 전자식으로서， 기존의 GM 튜브를 사용한 선량계에 

pMOSFET을 이용한 최신식 방사광 선량계와 중성자 선량측정을 위하여 Silicon 

PIN diode 및 관련 회로들을 추가한 것이다. 

- 또한， 프랑스의 Saphymo 사는 IPSN(French Institute for Nuclear Safety and 

q 
u 



- 4 -

Protection) 연구 Program에 의하여 Saphydose-n이라는 개인 휴대용 디지털 중성 

자 선량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다. 

- 이들 휴대용 중성자 선량계의 기술적 난제는 민감도의 향상에 있으며， 현재 선진 

국에서도 부피가 작고 민감도가 높은 중성자 탐지 소자 및 디지털 선량계에 대한 

개발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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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Gd 핵반응 물질과 pMOSFET 반도체를 이용한 열중성자 질시 

칸탐지 

중성자 센서는 원자력발전소 중성자 치료 병원 잠재적 중성자탄 사용 환경에 

서의 군인과 탱크용 그리고 우주 탐사용 원격 센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접적 마이크론 단위의 소자를 사용하는 마이크로 센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 

다. 하지만 현재 사용중인 대부분의 중성자 센서는 일부 반도체형을 제외하고는 대형 

으로 인해 소형 회로화하여 제작하거나 집적회로(IC)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중성자탄과 고에너지 중성자 발생기와 관련하여 lKeV 이상 중성자 에너지의 

사고방사선 준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정확하고 민감한 선량계가 주요한 관심분야이므 

로 이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PIN 다이오드형의 전도도 변조 소자， 즉 일정한 불순물 

농도를 가진 실리콘 확산형 소자를 개발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100keV 이상 에너지의 

중성자 측정용 속중성자 선량계로 사용가능한 p-n 접합형 선량계는 일부 생산되고 있 

는 중이지만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반도체형 선량계는 낮은 에너지 중성자 영역에서 

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심지어 선진국에서 중성자 탐지용으로 시판중인 DN-156의 

경우에도 이 중성자 영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저에너지 중성자의 측정은 아 

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원자력발전소 작엽 종사자와 우주 수분 탐사용 위성은 lkeV 이하 O.025eV 열 

중성자 영역에 민감한 마이크로 센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이오드 선량계는 100keV 

이상의 중성자에 대해서만 반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원자의 변위를 이동시키는데 필 

요한 최소의 에너지 때문이다. 이 에너지는 원자의 결합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 

로 15eV - 50eV 범위에 있고 실리콘의 경우 이 최소변위에너지는 25eV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그 이하의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로는 실리콘 원자에 충돌하여 원래 위치로 

부터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으므로 이론상 열중성자는 실리콘에 변위손상을 줄 수가 

없다. 이로 인해 적절한 변환 물질(converter material) 없이는 다이오드 선량계는 열중 

자에 감응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다이오드 선량계를 이용한 저에너지 중성자 측정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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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Gd을 중성자 변환물질로 사용하여 소자의 표면에 코팅한 p형 

MOSFET 중성자 선량계 센서를 특별히 고안하여 저에너지 중성자 측정용 센서로 개 

발하고자 하였다. 이 센서는 p형 MOSFET의 케이트 산화층의 가돌리늄과의 중성자 

핵반응으로부터 발생된 이온화방사선에 의해 전하 축적현상(Build up)을 이용하여 저 

에너지 중성자 선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발명의 목적은 저에너지 중성자에 민감한 

가돌리늄 동위원소 막 또는 표면 코팅 물질을 채용하여 최소 O.025eV 에너지까지 민감 

한 저 에너지 중성자 감도를 개선하는데 있다. 이 새로운 중성자 선량계는 MOSFET 

을 사용하는 점에서 기존의 여러 형태의 속중성자 선량계와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 

다. 이 새로운 선량계는 소형이란 점 외에 소자 내부에 피폭 방사선량의 정보를 기억 

하고 있기 때문에 판독회로가 손상되더라도 선량정보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선량 

계는 전장이나 원전 사고 지역의 이동로봇， 우주 등과 같은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에너지 중성자의 존재를 기록하고 그 세기를 기록하는데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첫 단계는 주로 핵반응 과정으로서 중성자의 세기가 상용 p형 MOSFET 선량 

계 내부에서 저장된 이온화 방사선 세기로 변환되는 과정이다. 핵변환 물질로 주로 

Gd이 사용되며 이는 저 에너지 중성자와의 매우 높은 상호반응 확률 때문이다. 중성자 

가 Gd 핵과 반응할 때 전자와 감마 방사선과 같은 이온화 방사선이 생성된다. 감마 방 

사선이 원자의 궤도 전자와 반응할 때 전환전자가 생성된다. 베타 입자. 감마 방사선， 

변환전자， 그리고 관련 Bremstrahlung X 선은 모두 MOSFET 선량계의 게이트 산화 

층에 선량의 정보를 기억하는 이온화 방사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두 번째 단계로 전자와 감마방사선은 Si02 격자 원자의 궤도 전자와 전기적 상 

호반응을 주로 수행하며 pMOSFET의 Si02 산화층 내부에 전자 정공쌍을 생성시킨다. 

생성된 전자 전공쌍들은 중성자 선량의 크기에 비례하는 결함(전자 트랩， 홀트랩， 계면 

전하)을 만들게 된다. 정공은 산화막에 쉽게 갖혀 (Trap)서 Si02 증 내에서 양전하처럼 

작용한다. 유기된 양전하와 이로인한 계면상태의 전하 축적으로 인해 pMOSFET의 작 

동 전압이 변화하게 된다. pMOSFET의 Si02 게이트 산화막 내부의 결함의 양은 소 

자의 문턱전압(Thershold voltage, V T) 으로 읽혀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Gd 

막 pMOSFET은 저에너지 중성자용 션량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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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에너지 중성자 측정용 핵반응막 

저에너지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특성으로 인해 직접 검출이 용이하지 않 

아 일반적으로 다른 원자핵에 의한 중성자의 포획 시 생성되는 핵반응 생성되는 물질 

들을 측정하는 간접 측정방법을 이용한다. 

저에너지 중성자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센서는 핵반응을 유도하는 반응막과 

핵반응 생성물(하전입자)을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핵 반응막은 

저에너지 중성자와의 반응 단면적이 크고 핵반응 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이차 하전 

입자들을 방출시킬 수 있는 물질이 유리하며 일반적으로 핵이 중성자 포획에 의해 불 

안정화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알파선이나 알파 입자의 방출에 의해 분해되는 특정 원자 

들을 이용한다. 중성자 포획 후 알파선을 발생하는 물질은 10B 및 6Li 등이 있으나 1~ 

및 6Li 등은 중성자에 대해 갖는 포획 단면적이 비교적 작아 중성자 검출 감도가 낮다 

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가돌리늄(Gadolinium. Gd)은 일곱 개의 안정한 천연 동위원소를 갖 

고 있는데 157Gd(천연 분량의 15.68%) 이 254,000 바안(Barn)의 알려진 원자들 중에서 

열중성자에 대해 가장 큰 포획 단면적을 갖고 있다. Gd의 동위원소 중에서 14.73 퍼센 

트의 비교적 높은 빈도를 가진 동위원소 155Gd도 61.000 바안의 역시 높은 포획 단면적 

을 갖고 있고， 천연 가돌리늄 및 천연 동위원소 분포를 가진 가돌리늄은 평균 49,000 

바안의 포획 단면적을 갖는다. 포획 단면적은 통과해 날아가는 중성자의 포획 확률에 

직접 비례하기 때문에 가돌리늄-함유 중성자 흡수층으로 중성자의 높은 흡수 그리고 

그것에 따라 검출기를 위한 높은 감도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Gd의 저에너지 중성자에 대한 감도는 lOB 및 6Li 물질을 이용한 기존 

중성자 검출기에 비해 10배 이상 중성자 검출 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 그것은 10B은 

실제 3,837 바안의 포획 단면적을 갖지만 붕소(Boron)의 천연 동위원소 분포에서 단지 

20%만 차지하여 천연 동위원소 분포를 갖는 붕소 전체의 포획 단면적 (On，a)은 752 바안 

이고 6Li은 953 바안의 포획 단면적을 갖지만 천연 리륨의 포획 단면적은 단지 70 바 

안의 열중성자 포획 단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천연 가돌리늄에 비해 690배 만 

큼 작은 중성자 포획 확률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Gd의 고감도 특성은 핵변환 물질의 

중성자 에너지에 따른 반응 단면적을 나타낸 그림 1에서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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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핵반응막으로 사용되는 핵물질의 단면적 

그림 1 에서 가돌리늄은 중성자의 에너지가 증가하면 반응도가 급격히 감소하므 

로 저에너지 중성자의 검출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높은 에너지의 중성 

자 영역에서 반응도가 급격히 감도하는 가돌리늄의 특성은 다른 핵반응물질과 차별화 

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이며 마이크로 센서로 이용 가능한 저에너지 중성자 

검출용 핵반응 물질로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Gd이 다른 핵반응 물질에 비해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성은 1GB 및 6Li이 핵반응시 알파(a) 입자와 같은 중이온을 생성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알파업자는 메모리와 같은 전자장치에 Upset 효과를 일으켜 기 

억된 정보를 변경시키는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특히 pMOSFET의 

경우 열중성자 검출에 방해가 되는 변위손상(Displacement damage)의 효과를 가져온 

다. 

가돌리늄에 입사된 열중성자는 가돌리늄의 높은 반응 단면적(포획 단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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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l )/• -g-
(keV) 

Intensity on natural 
gadolinium (%) 

1 5 5 Gd (n,Y) 1 5 6 Gd 39 4.19 
81 4.97 
88 1.16 
149 0.84 
191 0.30 
198 0.06 
246 0.02 

1 5 7 Gd (n,Y) 1 5 8 Gd 29 9.82 
71 26.80 
78 6.17 
131 3.41 
173 1.46 
180 0.31 
228 0.40 

59.51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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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높은 포획 확률로 포획되고， 중성자 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요 하전입자는 전 

환 전자(Conversion electron)이며 155Gd과 157Gd의 중성자 포획 (Neutron capture)후 변 

환된 156Gd과 158Gd 핵으로부터 방출되는데 157Gd 동위원소는 다음 반응식과 같은 과정 

으로 질량수 158을 가진 안정한 가돌리늄으로 변환된다. 

157Gd + n • 158Gd* • 158Gd + 'i (1) 

전환 전자의 방출 메카니즘은 이들 변환 핵들이 들몬 상태에서 안정상태로 변화 

하며 방출하는 감마선이 원자궤도의 전자에 그 에너지를 전이시켜 발생하는 것으로서， 

표 1은 가돌리늄 동위 원소들 가운데 중성자 포획을 일으키는 동위원소의 종류와 핵변 

환으로부터 발생되는 전환전자의 에너지와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전환전자들의 종류 

가 매우 다양하며 그 에너지가 약 29keV에서 246keV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1. Gd에서 생성되는 전환전자 에너지 

핵반응 
전환전자 에너지 Intensity on natural 

(keV) gadolinium (%) 

155Gd (n, 'i) 156Gd 39 4.19 
81 4.97 
88 1.16 
149 0.84 
191 0.30 
198 0.06 
246 0.02 

157 Gd (n, 'i) 158Gd 29 9.82 
71 26.80 
78 6.17 
131 3.41 
173 1.46 
180 0.31 
228 0.40 

59.51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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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돌리늄 핵반응 막과 pMOSFET을 이용한 저에너지 검출 

가돌리늄 핵 반응막에서 방출된 이차 하전입자를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에는 

가스형， 섬광형， 반도체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개인 선량계용 센서로 사용하기 에 

는 착용과 전력소모 면에서 장점을 지닌 반도체형이 유리하다. 반도체형 이온화 방사 

선 탐지센서 가운데 포토 다이오드를 이용한 펄스 계수형 방식의 선량계가 많이 이용 

되고 있으나， 이 방식은 선량계의 고장발생 시 피폭 방사선량에 대한 정보가 상실된다 

는 단점이 있으며 순간 방사선율 정보를 피폭 방사선량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부가적 

인 누적 연산기가 요구되어 선량 판독회로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경향이 있다. 

pMOSFET은 선량 누적형 방사선 센서로서 소자 내부에 방사선 피폭 누적량을 

기억하는 기능이 있어 선량계의 구현 시 회로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차 

하전입자 검출기로 적합하다. pMOSFET는 저 에너지의 중성자， 즉 일반적으로 언급하 

는 카드늄 잘라버 리 기 (Cadmium cutoff) 이 하의 에 너 지 (< 0.5 eV) 에 대 해 서 는 특성 

변화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입사된 저 에너지의 중성자가 

pMOSFET의 산화층 내에서 전자-정공쌍을 생성시킬 수 있는 에너지 (3eV)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MOSFET를 저 에너지 중성자 검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 

성자 핵반응 막이 필요하게 된다. 

저 에너지 중성자가 가돌리늄 막에 입사하면 (n, r) 핵반응에 의해 전환전자와 

감마선이 방출되고， 방출된 이차 입자들을 그림 2와 같이 가돌리늄 핵반응 막 바로 아 

래에 놓인 pMOSFET으로 입사되도록 하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저 에너지의 중성자를 

측정할 수 있음. 가돌리늄 막에서의 핵반응에 의해 생성된 이차전자와 감마선이 바로 

아래 pMOSFET의 게이트 산화층으로 입사하여 산화층 내에 전자-정공 쌍을 생성시키 

게 되고， 이 가운데 산화층에 갇힌(Trap) 전공은 양의 전하 중심으로 작용하여 입사 이 

차전자와 감마선의 전하량에 비례하는 문턱전압이 천이 되므로， pMOSFET의 문턱전압 

변화량을 측정함으로써 입사된 저에너지 중성자에 대한 선량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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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얼중t~ / 
Gd Foil 

pMOSFET 

그림 2. Gd 반응막과 pMOSFET을 이용한 

저에너지 중성자 감지도 

pMOSFET형 방사선 센서는 사용분야 및 용도에 따라 방사선 대한 민감도와 

사용가능 총 선량 범위가 고려되어야 하며， pMOSFET의 이온화 방사선에 대한 특성은 

방사선의 에너지 및 게이트 산화층의 두께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산화층이 두꺼울수록 

감마선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게 된다. 

3. pMSOFET의 이온화 방사선 탐지원리 및 특정 

가. 이온화 방사선과 pMOSFET 

그림 3의 내부구조를 가진 pMOSFET이 이온화 방사선에 피폭될 경우 산화물 

층(Si02) 내 존재하는 원자 간의 공유 결합이 끊어져 피폭 방사선량에 비레하는 이동 

이 가능한 전자와 정공이 생성된다. 이 때 pMOSFET의 게이트(Gate)에 양의 전압을 

인가하면 정공에 비해 이동성이 아주 큰 전자는 빠른 속도로 게이트 전극으로 이동하 

여 산화층을 벗어나게 되지만， 정공은 산화물층 내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결합 형태에 

갖혀 정공이 트랩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기판과 산화물층간의 결합층 계면에서도 트랩 

상태로 축적된다(그림 4). 이와 같이 형성된 정공트랩 (Hole trap)과 계면트랩(Interface 

trap) 이 p-MOSFET 경우 모두 양(+)방향의 전계로 작용하므로 이 소자를 작동(Tum 

on) 시키기 위해서는 새로 형성된 전계 값만큼 추가적인 전계를 가해주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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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h 
]Region of Interest 

Bulk 

그림 3. pMOSFET 단면적 

그러므로 피폭 방사선에 비례하여 축적되는 전하의 전계만큼 더 많은 전압을 

게이트 전극에 인가해야만 소자를 작동시킬 수가 있게 되어 결국 소자의 작동 전압이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문턱전압(Threshold Voltage, VT)의 변 

위라고 하고 식 (2)와 같이 표현되어 이온화 방사선의 선량 측정 변수로 활용된다. 

+ Irradiation Bias 

f 

Existing Hole I 
T때ps | 힘 멍 행 

Ne빠 Interface Traps 
Sili con 

그림 4. 방사선 여기에 의한 pMOSFET 내부 

전하이동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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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T = i￡EAP%(I)좋dx (2) 

여기서， C nv:oxτ: 산화물층의 정전용량， .6. p ox는 산화물층 전하 밀도의 변화， t는 

산화물층의 두께， 그리고 X는 게이트 상단부로부터의 측정거리를 나타낸다. 

방사선 피폭에 

나타나 있다 방사선 

에 노출되어 피폭 

의한 pMOSFET의 문턱전압의 이동현상을 나타낸 것이 그림 5에 

노출 이전의 pMOSFET의 출력특성은 제일 왼쪽 곡선이며 방사선 

방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출력특성 (VG-ID)에서의 곡선들은 점차 오른쪽 

된다. 으로 이동하게 

increasing dose 
녁를---

Increase in 
interface states 

￥tn 

pre-u’radia 삐。n 

Ids 

Vh 

그림 5. 방사선 조사의 결과로서 RADFET의 특성변화 

나. pMOSFET의 방사션 탐지 감도변수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pMOSFET의 영향은 소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게 된다. 다시 말해 pMOSFET의 내부 변수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을 탐지하는 

나타나 

민감도 

공정 가 변하므로 탐지하고자 하는 이온화 방사선장의 세기에 측정에 사용되는 

변수를 달리하야 제작하여야 하며， 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소자 선택의 된 

소자의 

기준이 

다. pMOSFET의 방사선 측정에 관련된 공정 변수는 크게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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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외에도 소자의 구조적 형태와 재료의 순도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1) 방사선 조사시 게이트에 인가하는 바이어스 전압 

2) MOSFET 제조공정에서 게이트 산화층의 공정상태 

3) 게이트 산화층의 두께 (산화층에의 전하 트랩에 유용한 산화층 체적) 

게이트 인가전압 및 산화층 두께의 방사선 감도영향 영향과 관련하여 그림 6은 

방사선 조사 시 바이어스와 산화층 두께의 영향을 선량함수와 이에 대한 문턱전압을 

표시한 것으로서， 산화층 두께 (100nm， 400nm and 1μm)와 소자에 대한 바이어스(5V， 

OV)를 가변하면서 수행한 감도시험에서 산화층의 두께와 바이어스의 증가는 모두 방사 

선 측정감도를 개선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가 바이어스는 선 

량회로에서 가용한 공급 전원에 의해 제한되고 반도체 공정상 성장 가능한 산화층의 

두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측정하고자 하는 방사선장에 대한 최적의 감도 조건에 맞는 

소자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De1t훌 푸 
T 

I￥I 

0.1 

1 ... Vir5V 껴〈 
x .... 

J 

100 1000 10000 100000 1000000 
Dose (r뼈s) 

그림 6. 산화층의 두께와 게이트 바이어스에 대한 MOSFET 

방사선 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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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FET의 방사선 센서 사용에 대한 다른 변수로서 장시간 열화손상 현상과 

선량 판독시간 안정성을 수 있다. 여기서 열적 손상은 선량계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판 

독시간에서의 안정성은 정전류의 인가시간을 디지털 펄스형으로 최소화 함으로써 유지 

할 수 있다. 안정화에 필요한 시간은 일반적으로 연속측정에 의한 특성변이를 방지하 

기 위해 전원 기동 후 10초나 20초 사이가 적당한 것으로 시험결과 나타나 있다(그림 

7). 

1.2 

1 

훌 3:@ 

~ 

1500~， 0 
Unbiased Anneal 

RoomT않np. ， +5V 

RoαmT얹np. ， Unbiased 

10 100 1000 
Log(Time) (h) 

그림 7. 온도와 바이어스에 대한 시간 함수의 열화 특성 

(Fading) 

다. pMOSFET의 기 억 방사션 량 정 보 추출 

pMOSFET을 센서 사용하여 방사선을 측정할 때 소자에 저장된 방사선량 정 

보를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전자회로 장치가 필요하다. 이 판독회로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변화된 pMOSFET의 문턱전압을 읽어내게 되며 그 문턱전압 추출 방법에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그림 8은 MOSFET 소자의 서로 다른 게이트/드레인 전압에 대한 

소자의 드레인 전류를 표현하는 전류-전압((I-V)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로서 측정 시 

사용하는 MOSFET의 게이트와 드레인 접지 상태는 피폭 방사선량을 신속하게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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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널리 활용된다. 

600 내 • • Id @Vg=Vd 

• 500~ • 
• 

힐 400 • 
、‘-'
• .... • I 

민‘~ 300 • 
그 • 
o • 
c 200 • 
m‘- • • Vth = -1.63V @ 1.31 뻐 
디 • 100 

----·. ----------
-4 -3 -2 0 

Gate/Drain Voltage (V) 

그림 8. pMOSFET의 전류-전압(I-V) 특성 

이 MOSFET의 드레 인 전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d = μn똥Cox [ (Vg -감)캡 5캡] (3) 

여기서 Id는 드레인 전류， n은 전자 이동도， W 는 채널 폭， L은 채널 길이， 

Cox는 산화층 용량， V g 게이트 전압， Vth는 문턱전압， Vd는 드레인 바이어스 전압을 나 

타낸다. 

한편， MOSFET에서 드레인 전류(Jd)가 Vd > Vg-Vth에서 포화되면 Vg-Vth를 

Vd로 치환할 수 있고， 이때 표화 전류(Jdsat)는 다음과 같이 Vd로 표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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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d.sat = 송μn 똥CoxV; 

측정된 포화 전류 평방근을 취하고 겹쳐 나타냄으로써 

게이드 전압， .: Vd = Vg)과 선형적 관계에 있음을 

MOSFET의 문턱전압은 X축(Jds따 = 0)과 선형적 

결정된 문턱전압은 1.6 볼 

그림 

알수 

그러므로 그림 8의 

같이 드레인 전압(또는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게이트 전압과 만나는 점에서 

9와 

있다. 

통해 

외삽을 

결정되므로 그림 9에서 

트로 추출이 가능하다. 

Vth = -1.63V 

Id @ Vth = 1.31뻐 

Id @ Vg=Vd 

Id
O

.
5 = -10.0Vg-16.3 

• 25 

20 

15 

10 

5 

0 

(
〈
그
)
 
잊
어
-

0 

Gate Voltage:Vg 

-3 -4 

미약한 

I-V 곡선의 평방근 

역전에 의해 기초한 문턱전압 추출법은 채널의 

관계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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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선형적 

이상과 같은 포화전류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이트 전압으로 정의되는 이상적인 문턱전압으로 근사시키는 정 

밀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추출법인 트랜스 컨덕턴스(Transcondu 

ctance) 방법은 작은 드레인 바이어스(약 50mV) 인가로 생성된 약한 역전 채널을 이 

용하는 것으로 트랜스컨덕턴스의 기울기가 최대 양에서 음으로 변하는 트랜스컨덕턴스 

의 최대 지점 (Maximun)에서 X축으로 선형적 외삽법을 적용하여 찾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전력소모가 많아 소형 선량계에 대한 실용적 구현에는 약점이 큰 것으로 지적 

된다. 

현실적으로 문턱전압을 추출하는 최적의 방법은 그림 10과 같은 회로구성을 갖 

는 정전류(Constant current) 방식으로 이 회로 구성에서 소자는 MOSFET의 드레인 

단자를 흐르는 소량(10μA)의 전류(ID)로서 포화상태로 바이어스 된다. 따라서 실제 응 

용에서는 드레언에 인가한 정전류(A)에 대한 출력 전압(Vo)을 문턱 전압으로 측정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 정전류 인가방식은 저전력 소모형으로서 장점이 많아 일반적인 선 

량계 응용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하여 선량계를 구현 

하게 되었다. 

Controll밟 

감따뽀nt 

Source 

g짧ξ 네F혔빨 

그림 10. 정전류형 문턱전압 추출회로의 

구성 

- 18 -



4. 열중성자와 감마션의 구분 탐지 

Gd 코팅막은 저에너지 중성자에 대해 핵반응을 나타내지만 감마선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Gd 코팅막을 가진 pMOSFET과 코팅막이 없는 

MOSFET 소자를 동시에 감마선장에 투입하여 조사시키면 Gd막의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는 반면， 저에너지 중성자에 대해서는 Gd막 pMOSFET 소자만이 

Gd 반응막에서의 핵반응으로 인해 소자의 출력 특성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 

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Gd-MOS와 MOS 소자를 동시에 사용하고 감산기를 부가적으로 

이용하면 감마선과 열중성자를 독립적으로 탐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원리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11 이다. 이 그림에서 감마선과 저에너지 중성자의 정보를 동시에 가진 Gd 

막 pMOSFET의 출력 값에서 감마선만의 정보를 제공하는 pMOSFET 소자의 출력 값 

을 감산기 CSubtracter)에서 제거함으로써 Gd막 pMOSFET에서 생성되는 저에너지 중 

성자만에 의한 특성 변화량을 추출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도식적으로 설명되어 있 

다. 고안된 방법은 반도체 센서와 간단한 전자소자를 활용하여 혼합 방사선장에서 열 

중성자와 감마 방사선의 선량을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소형의 휴대형 전자 

적 방사선 선량계로 구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평가된다. 

pMC빨푼r 

GadolinitITI 

pMOO뿐I 

열중영JJ 
천량 

길맨}앤 
천량 

그림 11. Gd-pMOSFET를 활용한 저에너지 

중성 자 및 감마방사선 탐지 용 복합 방사선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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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Gd-MOS 열중성자 탐지용 반도체 센서 구현 및 검증 

1. Gd-MOS 탐지소자 절계 및 제작 

고안한 원리에 대한 실험적 입증을 위해 다양한 두께의 Gd 막과 Si02 층을 결 

합한 Gd-MOSFET을 다음의 과정을 통해 제작하였다. 

가. Gd 코탱막 

Gd막 pMOSFET의 제작은 밟은 금속판 Plate의 한쪽 면에 정해진 두께로 Gd을 

코팅한 다음/ 이 코팅된 면이 pMOSFET의 산화층을 가급적 가까이서 마주보도록 

pMOSFET의 상부에 고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구입한 이온화 방사선 탐지용 

pMOSFET 소자의 칩을 덮은 뚜껑을 제거한 후 Gd이 코팅된 알루미늄 판을 적당한 크 

기로 절단하여 원래의 뚜껑과 같이 밀봉함으로써 Gd막 pMOSFET의 소자 제작을 완성 

하였으며 상세한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Gd 막의 두께에 의한 pMOSFET에서의 저에너지 중성자 측정 감도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두께를 탈리하는 두 가지의 핵반응 막을 제작하였다. 가급적 밟은 

(lmm) 알루미늄 박막 위에 각각 5]lm와 10]lm의 Gd 막의 증착을 시도하였다. 

1) 물리증착법의 원리 및 특징 

진공 중에서 피막을 제조하는 소위 진공증착은 피복시키고자 하는 물질을 기화 

시켜서 그 기체가 피도금체의 표면에서 응고되도록 함으로써 증착하는 방법으로 증착 

의 효율과 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개 진공 중에서 이루어지므로 진공증착이라고 

하며 증착물질의 기화 및 응고 방법에 따라서 물리증착(Physical vapor deposition, 

PVD)과 화학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CVD)으로 나눈다. 물리 증착법 은 다시 

증발(Evaporation)， 스퍼 터 링 (Spu ttering) 그리 고 이 온플레 이 팅 (Ion plating)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이온 플레이팅은 증발법으로부터 파생되었으나 그 특성이 현저히 달라 

새로운 기술로 분류되고 있다. 증발법은 10-4 Torr 이하의 진공 중에서 증착할 물질을 

가열하여 기화시켜서 기체로 만들었을 때y 기화된 물질이 원자 또는 분자 상태로 증발 

하여 증착되도록 하는 방법이며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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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필라멘트I 저항가열 증발원， 아크/ 전자빔 둥을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전자빔과 

아크 증발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플라즈마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이용하는 경우는 이온 플레이팅 (Ion plating)으로 분류된다. 한 

편l 증발에서도 반응 가스를 이용한 활성화 증착 (Reactive deposition) 이 가능하여 산 

화불과 같은 일부 화합물 증착에 이용되고 있기는 하나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는 기 

술이다. 

2) 장치 및 방법 

증착에 사용된 장비의 개략도와 실물은 그림 12, 13과 같다. 

'Subsl1징tξ 

IH !I I디er 、‘1

Sch빼꺼atic Diagram of Deposition sy벌훌m 

sutJsn"ate Subslrate 
F! O'TÃ lIon Sy5t~m B ias System 

Shutter 
fOrsu삐strate 

snutter ror E뼈poralion 

R esist iYe Eleetron Beam 
H 많ting Source Sour1i:e 

그림 12. 시험장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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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치는 초고진공 배기시스템과 진공 챔버로 이루어져 있으며 10-7 Torr 이하 

의 진공을 얻을 수 있다. 증발원은 저항가열원y 전자빔 가열원y 스퍼터 증발원 및 성장 

중인 박막 표면을 조사할 수 있는 RF 방전형 이온빔원과 스퍼터링용 이온빔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 배기장치는 터보분자펌프와 유회전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기판은 회전이 

가능하고 바이어스를 인가할 수 있으며 l 기판에 대한 글로우 방전 청정을 할 수 있도 

록 최대 5 kV 까지 절연되어 있다. 기판홀더 위에는 가열기가 설치되어 있어 기판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박막두께 모니터와 Faraday cup을 설치하여 박막 두 

께 및 이온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 

Gd 증착은 전자빔 증발원을 이용하되 4-pocket용 도가니를 이용하여 Gd과 

Ah03를 다층으로 증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Gd을 원하는 두께 (511ffi， 1011ffi)를 

증착한 다음 Gd을 보호할 수 있는 알루미나를 증착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13. 시험장비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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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d 핵 반응막 시편 

그림 14(a)는 100mm x 100mm 알루미늄 박판에 Gd을 5]lm 증착한 결과로서 

Gd의 코팅으로 인해 푸른색을 띠고 있고， 그림 14(b)는 MOS 접착에 용이하도록 크기 

를 맞추어 제작한 30um의 Gd 증착 결과물의 결과물을 보여준다. 

(a) 100 x 100mm Gd 코팅 막 

(b) MOSFET 금속막 크기 의 Gd 

코팅막 

그림 14. Gd 을 증착한 알루미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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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d 박판 (FoiI) 

상기 부분에서 설명된 증착법을 사용하여 두꺼운 Gd 증착막을 제조하는 공정에 

서 고열， 용융 등으로 인해 30um 이상 두께의 막 제작에 어려움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보다 두꺼운 가돌리늄 막의 구현을 위해 Gd 박판의 사용을 검토하게 되었다. 핵반응막 

으로 사용하기 위 한 Gd 박판은 Goodfellow 사로부터 구입 한 순도 99.9%의 Gadolinium 
。

준크 이용하였으며 Gd은 공기와 반응하여 잘 산화하므로 취급에 주의를 요하고 있다. 

Gd-MOSFET 소자의 제작에 사용한 500um의 Gd 박판 (5cm x 5cm)의 사진은 그림 15 

에 나타나 있고 이에 대한 개략적인 물리 화학적 f르 ι」, 다] 

^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그 림 15. 500um Gd 박판 ( Goodfellow 

사) 

• Name Gadolinium Foil 

• Synonyms Gd 

• CAS number : 7440-54-2 

• Purityj composition (weight %) : 99.9% 

•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íes Can react with arr, hal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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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ising agents especially if finely divided 

• Atomic number : 64 

• Atomic weight : 157.25 amu 

• Melting point : 1313 C 

• Boiling point : 3266 C 

• Density (@25C) : 7.895 g cm-3 

구입처인 Goodfellow사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특성표(Datasheet)는 부록 1에 첨부되어 

있다. 

다. Gd-MOS 접착 

MOSFET 선량계는 확산 n형 살리콘 디스크 상에서 공정 처리를 한 것인데， 전 

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예상 채널의 양끝 부분에 인 (Phosphor)을 확산과 임플란트 방 

법에 의해 제작이 진행된 것이다. 확산 실리콘 표면과의 민감한 전기적 접촉은 알루미 

늄과 같은 전기적 전도물질을 사용하여 접촉면을 코팅함으로서 보호하고 있다. 보통 

200-400um에 해당하는 p+ 영역 내 한쪽 끝단과 다른 끝단 사이의 진성영역의 두께는 

MOSFET의 채널 길이로 정의된다. 가는 전기적 접촉선은 MOSFET 선량계의 금속접 

속으로 햄 질 (Soldering)되 고 집 합체 (Assembly)는 보호를 위 해 적 절 한 합성 수지 나 세 라 

믹 물질로 캡슐에 싸서 보호된다. 이온화 방사선원의 역할을 하는 가돌리늄 안감 

(Liner)은 산화층 윗부분이나 캡슐화된 패키지 물질의 상부에 위치시킨다. Si02 산화층 

의 체적에 비해 정육면체의 게이트 산화층을 마주하는 이온화 방사선원에 해당하는 가 

돌리늄 리너의 표면적비를 크게 하기위해 단순히 두께 d 라고 표현하는 단면 또는 옆 

면의 길이는 이온화 방사선의 평균 자유거리 (Mean free pass) L에 아주 중요한 관계 

에 있다.d는 L과 같거나 작도록 결정되어야 하므로 d .s: L로 표현될 수 있다. 가돌 

리늄 변환막은 Si02 게이트 상부에 직접 위치시키거나 p형 MOSFET 센서를 보호하는 

IC 부분의 패키지 부분에 놓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환막은 변환막으로부터 생성되 

는 이차 전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p형의 MOSFET의 산화막에 가능한 가깝게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 25 -



그림 16(a)는 게이트 상부에 놓인 가돌리늄 금속 캡이 부착된 초기 상태의 

Gd-MOSFET 선량계의 사진이다. 소자의 제작은 NMRC(Ireland's ICT Research 

Institute)에 의해 기 제작된 MOSFET 센서의 DIP(Dual in-line package) 패키지 캡 

(Cap)의 내부 천정에 5 또는 10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Gd 막을 부착하는 과정을 시작 

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16(b)는 pMOSFET에서 금속 캡은 제거한 상태의 사진이다. 캡 

과 소자의 어셈블리 사이는 강력한 밀봉 접합를 유지하고 있어 제거가 용이하지 않았 

다. 결국 금속막의 제거에는 정밀 밀링 기기를 이용하여 표면을 앓게 벗겨내는 과정을 

반복하여 제거하게 되었고 그림 16(b)는 밀링 과정을 통해 캡이 제거된 pMOSFET의 

내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섬에 pMOSFET 소자의 칩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부분 

에서 Gd으로부터 생성된 이온화 방사선을 축적하게 된다. 내부의 칩으로부터 어셈블리 

의 각 단자로는 섬세한 금속 와이어를 통하여 연결이 되어있어 Gd-pMOSFET의 제작 

과정에서 와이어 부분에 대한 손상에 세섬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pMOSFET의 상부에 부착할 적당한 형태의 Gd 막의 제작이 필요하 

다. 구입한 가돌리늄 호일을 pMOSFET 상부에서 제거한 금속 캡의 크기와 유사한 

크기로 절단하였다. Gd 막은 공기중에 노출될 경우 쉽게 산화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 

촉을 방지하는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그림 17과 같이 절단된 Gd 

막을 비닐 물질로 밀봉 처리를 하였다. 밀봉 형태의 Gd 막을 pMOSFET의 캡 크기로 

절단하여 캡이 제거된 소자에 부착하는 Gd 판과 MOS를 결합 과정이 그림 18에 나타 

나 있다. 완성된 Gd-MOS의 형태와 함께 Gd-pMOSFET 선량계를 통하여 열중성자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이 그림 19에 도시되어 있다. pMOSFET 상부 캡에 부착된 

Gd 막에서의 핵반응 과정을 통하여 열중성자의 선량 또는 세기가 높은 반응 확률로서 

이온화 방사선 세기로 변환된다. 열중성자의 Gd 반응에서 전자와 감마 방사선과 같은 

이온화 방사선이 생성되고 감마 방사선이 원자의 궤도 전자와 반응할 때 전환전자가 

생성된다. 전자와 감마방사선은 Si02 격자 원자의 궤도 전자와 전기적 상호반응을 주 

로 수행하여 pMOSFET의 Si02 산화층 내부에 전자-정공쌍을 생성시키고， 생성된 전 

자-전공쌍들은 중성자 선량의 크기에 비례하는 결함을 생성한다. 이 때 유기된 정공으 

로 인한 양전하와 계면전하로 인해 pMOSFET의 작동 전압이 변하게 되고 소자 외부 

에서는 문턱전압(Thershold voltage, VT)의 변화량으로 계측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열중성자의 선량을 pMOSFET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의 공정 과정을 통해 Gd 막을 가진 p형 MOSFET 반도체 센서의 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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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다. Gd 층은 실리콘 웨이퍼와 함께 공정 처리하여 부대 전자회로와 함께 IC 칩 

화시킬 경우 전체 선량계를 극소형의 개인 휴대형 선량계로 구현이 가능하리라 생각된 

다. 

(a) 금속 캡 제거 전 

(b) 금속 캡 제거 후 

그림 16. 금속막 제거 전후의 

pMOSFET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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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Gd 막의 비닐 코팅 형태 

펴며C웹FET 

Gd-매훌)SFET 

던d 

그림 18. Gd-pMOSFET 소자의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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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 J 

그림 19. 가돌리늄막 pMOSFET의 저에너지중성자 감지 

개념도 

2. 온라언 선량 측정 모률 절계 및 제작 

열중성자 조사에 의한 탐지소자의 특성변화를 온라인 실시간으로 측정을 위해 

선량 모률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가. 기능 

제작된 온라인 전자적 선량계의 결과물은 그림 20에 나타나 있다. 그림 21에 도 

식으로 나타낸 선량계의 기능 및 구성에서 선량계 모률은 여러 개의 시험 샘플이 설치 

된 센서 모률로부터 측정하려는 pMOSFET을 선택하여 설정된 디지털 정전류를 인가 

하고 인가된 정정류에 해당하는 소자 문턱전압의 변화량을 통하여 중성자 피폭으로 인 

한 탐지소자에서의 누적된 열중성자 선량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측 

정된 전기적 정보는 직렬 통신을 통해 원격지의 측정 및 제어용 컴퓨터로 전달하여 측 

정 데이터를 표시하고 데이터로 저장하게 된다. 그림 22는 구현된 온라인 중성자 선량 

측정모률의 회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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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V -12V +12V +24V 

(전 원 부) 

16개의 
Sensor 

센서 
선택 

모률 
MULTI 
PLEXER 
(HC138) 

그림 20. 온라인 선량 측정 모률 

7'i 것{ 트르 깅흐 2.1 
o'--.! Jl :;;;;;;;::, 

(HC164 , DAC0800) 

(센서 선택 부문) (전압추|득 무운) (AJD 무운) 

그림 21. 온라인 선량계의 기능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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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크게 선량부와 전원부， 그리고 디스플레이부로 구성된다. 

1) 전 원 부 

직류 5V 전원을 공급받아 DC!DC 컨버터 (Converter)를 통하여 각 모률에 필요 

한 전압(+5V， -12V, + 12V, +24V)을 공급한다. 단， 아날로그 노이즈 간섭을 피하기 위 

해 +24V 전원은 다른 전원들과 접지를 달리한다. 

2) 정전류 발생부 

8 비트 전류형 D/A 컨버터 (DAC0800)를 사용하여 0-100mA의 범위에서 정전류 

를 발생시킨다. PC에서 선택된 전류 값은 선량계 모률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RS232 통신을 통하여 전탈 받아， 상응하는 디지럴 값을 쉬프트 레지스터 (74HC164)에 

직렬로 전송한다. 이 때 74HC164와 병렬로 접속되어 있는 DAC0800은 PC에서 전송받 

은 전류 값을 출력한다. 그러면 스위칭 TR(2N7000)은 컨트롤러의 신호에 따라 펄스 

형태로 정전류를 출력하게 되며， 이 펄스의 폭 및 주기 또한 PC에서 가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센서 소자의 열화 방지를 위하여 통상 10ms의 이하의 펄스폭으로 운용하 

는 것이 유리한다. 

3) 센서 선택부 

여러 개의 센서를 동시에 실험하기 위해서 많은 센서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측 

정하기 위한 기능이 필요로 하다. 이 기능은 아날로그 멀티플렉스 기능이며， 이 모률에 

서는 74HC138 2개와 16개의 2N7000를 사용하여， 167ß 의 센서에 대하여 선택적인 측정 

을 가능케 하였다. PC의 응용 프로그램 상에서 임의의 센서를 선택하면 선택된 센서의 

전압 값 측정을 할 수 있다. 

4) 전압 취득부 

정 전류 펄스를 인가하면， 센서의 양단에는 중성자에 의해 변화된 저항 값에 상 

응하는 전압이 발생되는데， 이 전압값을 OP296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전달 받게 된다. 

A/D Converter의 전압 측정 범위는 0-5V이지만， 측정 전압 범위를 0-20V로 만들기 

위하여 저항을 이용 전압을 1/4로 낮추어 측정하였으며， 나중에 이에 대해 소프트혜어 

적으로 보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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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PU부 (Signal processing) 

컨트롤러로는 작고 기능이 다양한 PIC16F873을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은 칩에 

내장된 4K 워드의 플레쉬 메모리에 탑재되어 동작 한다. 이 부분은 시스템의 전반에 

관한 통제를 담당하며， 컴퓨터에서 RS232 방식으로 데이터를 받아， 그 동작을 수행한 

다. 측정할 센서를 선택하고 정전류 값을 세팅하며， 스위칭을 실시하여 펄스를 발생시 

킨다. 또한 수 ms 후 일어나는 A/D 변환 결과를 LTC1298로부터 받아， 그 결과 값을 

연산 후 LCD와 RS232를 통하여 컴퓨터로 전송하게 된다. 프로그램 개발에는 

PCM(CCS-C) 컴파일러를 이용하였다. 

6) LCD 출력부 

측정 정보는 LCD(8X2)로 출력을 하며， 센서의 전압 측정결과와 선량으로 환산 

한 값을 나타내며， 직렬 (Serial) LCD 모률을 도입하여 단일의 데이터 선을 통하여 

RS232 방식으로 LCD에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하게 된다. 

7) 통선부 

MAX232 칩을 이용하여 RS232방식으로 컴퓨터와 인터페이싱을 구현한다. 전송 

속도는 9600bps이며， 이를 통하여 컴퓨터로부터 센서의 선택정보， 전류 값의 크기， 펄 

스의 폭， 측정 시작 등의 데이터를 전송받아 측정 모률을 동작시키고， 측정결과 값은 

전압 형태로 컴퓨터에 전송하면 컴퓨터는 이를 중성자 선량 값으로 연산하여 화면에 

결과를 출력하게 된다. 

8) 원격제어 및 디스플례이부 

그림 23과 같은 형태로 노트북 컴퓨터 상에 구현된 원격 제어부는 중성자 조사 

시험 시설 밖에 위치한 실험실에 설치되어 조사시험 진행 중 샘플 소자의 중성자 특성 

변화를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소자에 인가하는 디지털 펄스형 정전류의 

크기도 가변하여 감도의 이에 따른 소자 감도 변화도 고찰하게 하였다. 측정모드에는 

원하는 순간에서의 소자 특성변화를 확인하는 메뉴얼 모드와 일정 주기로 연속 변화량 

을 측정하는 자동 모드로 선택하여 구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측정된 값들은 .dat 형태 

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 모드 측정 시 측정 데이터의 시간적인 변화를 

- 34 -



구 기능을 이차원 디스플레이 

비쥬얼 C++로 구현되었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 축(x)에 대한 선량 값을 

현하였다. 이와 같은 기능들은 윈도우 Xp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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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중생자 반응시험을 통한 열중성자 반응특성 검증 

그림 23. 원격제어부의 컴퓨터 

열중성자 조사장치에서 시험을 

체크하기 위해 60CO 조사시설을 

진행 위해 

대한 감도를 

Gd-MOSFET 선량계의 성능 시험을 

이온화 방사선에 별도로 이와는 

활용하였다. 

하였고， 

시험방법 다l 
Ã 열중성자 조사장치 가.하나로 

소자의 열중성자에 대한 

연구용 원자로 중성자 레 

개발 제작된 Gd-MOSFET의 열중성자 탐지용 반도체 

반응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 

수행하였다. 디 오그라피 (Neutron radiography) 포트(Port)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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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하나로 열중성자 NR 포트 내부 단면도 

실험을 진행한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의 중성자 레디오그라피 NR포트 제 2 조 

사실의 단면도가 그림 24에 설명되어 있다. 콜리메이터 입구(Aperture)부터의 6.8m의 

거리인 샘플 테이블(@)에 시험 샘플을 부착하여 오프라인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 

고， 샘플 설치 위치에서의 중성자 플럭스는 4.2x106 ψcm2s로서， MCNP 시율레이션을 

통하여 계산된 흡수 선량율은 15.91cGy!hr(Tissue)이다. NR 포트 제 2 조사실의 중성 

자 에너지 분포는 대략 O.025eV에서 최대 피크를 가지며 대부분이 열중성자 성분으로 

감마선은 아주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혼합장에서 이온화 방사선으로부터 잠재적인 오염을 보상하기 위해 가돌리늄 

막이 없는 또 하나의 pMOSFET이 이온화 방사선 감지기로 사용한다. 저에너지 중성 

자 선량계로 부터의 이온화 방사선에 의해 잠재적 교차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적절 

한 거리를 유지시켰다. Gd-MOSFET 센서와 함께 Gd 막이 없는 MOSFET과 동시에 

원자로의 열중성자 포트 입구로부터 130.3cm 위치에 설치되었다. 전체 중성자 중 98% 

이상이 열중성자 성분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기존의 선량계를 사용하여 측정한 이온화 

방사선의 성분은 1% 이하였다. Sv 단위의 열중성자의 선량은 표준 Cf-252 중성자 선 

원을 사용하여 KAERI에서 교정 및 검증한 Studsvik Model 2202D 중성자 선률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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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하나로 시험장치내 센서 설치 모습 

그림 25는 실험을 진행한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의 중성자 레디오그라피 NR포 

트 제 2 조사실에 센서 모률을 부착한 모습이다. 정면 위부분이 빔이 조사되는 방향이 

다. 센서만을 샘플 설치대에 부착하고 온라인 측정을 위해 센서로부터 외부 측정용 PC 

로는 10m이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하였다. 조사과정에서 pMOSFET의 게이트(Gate) 

전극에 직류 6볼트 전압을 인가하고 소스(Source)와 드레인(Drain)을 그라운드 

(Ground)에 접지 시켰는데， 이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pMOSFET의 산화막(Si02 

layer) 내에 분리 생성된 전자(Electron)와 정공(Hole)이 즉시 재결합하는 것을 막음으 

로써 방사선 측정에서의 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소자의 방사선 조사과정과 측정과정 

에서는 pMOSFET의 단자 연결 상태를 자동으로 변화하도록 선량계의 제작에 반영하 

여 방사선 조사와 측정 시의 시간지연과 더불어 수반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한 상태로 

시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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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d-MOS의 열중성자 반응시험 결과 

Gd 막 부착 유무만 차이가 있는 두 종의 동일한 pMOSFET 샘플을 대상으로 

표 2와 같이 다섯 단계 열중성자 조사시험은 NR 포트 내의 샘플 테이블에 설치한 후 

에 걸쳐 열중성자 조사와 각 단계별 소자의 특성변화 측정 과정을 반복하는 시험에서 

최대 조사선량은 704cGy로 설정하였고 Sv 단위에서 Gy(Tissue)로의 전환 상수는 1/2.3 

이 사용되었다. 

표 2. 열중성자 조사시험 과정 

Step 1 2 3 4 5 

Total Dose (cGy) 30 60 323 428 704 

단계별 소자의 특성변화 측정에서는 2011A의 정전류를 인가할 때 나타나는 

문턱전압(VT) 추출방식을 사용하였고， 

열화효과 영향을 최 

Gd막이 없는 MOSFET 

pMOSFET 출력 전압을 확인하는 정전류 방식의 

측정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소화하도록 하였다. 각각 두 개의 Gd막을 가진 

선량계에 대한 열중성자장 시험결과 그림 26에서 

pMOSFET에서의 

MOSFET과 

Gd-MOSFET 

선량에 비례하는 출력 전압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704 cGy까지는 

지됨을 알 수 있다. 측정 결과에서 Gd-pMOSFET은 단위 

센서는 

선형적인 

중성자 조사 

특성이 
。

ìT 

선량당 감도는 15.4 

mV/cGy로서 높은 열중성자 감도를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감도는 0.021m V /cGy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이었으며 

측정 결과값의 0.13%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열중성자의 

Gd막이 없는 pMOSFET의 

이 수치 는 Gd-MOSFET의 

변화량에 비해 감마방사선에 

소자는 열중 

사실을 시 

의한 반응은 거의 무시할 만한 정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Gd-pMOSFET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성자에는 민감히 반응하는 반면 감마방사선에는 거의 

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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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Error 

A 0.2258 0.21822 
B 0.0154 6.02308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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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6 

Neutron Dose (Gy) 

그림 26. Gd-MOSFET과 MOSFET 탐지소자의 열중성자 조사특성 

8 

다. 열중성자 감마 방사션 구분 감지특정 컬과 

pMOSFET에 부착된 Gd이 열중성자뿐만 아니라 감마방사선에도 반응을 한다면 

열중성자와 감마선의 영향을 구분하여 감지할 수 없게 되므로 열중성자 실험에서 사용 

된 동일한 두 소자에 대하여 감마방사선 영향 평가 시험을 수행하였다. 한국원자력연 

구소 준위 감마션(Co-6이 조사시설에서 표 3에서와 같이 모두 다섯 단계에 걸친 최대 

1 ，OOOcGy의 감마 방사선 조사에 대한 단계별 소자의 특성변화를 측정 시험을 진행하였 

다. 감마선원으로부터 샘플 소자까지의 거리는 130.3cm로 고정하였으며 이 지점에서의 

감마선 선량률은 170cGy/hr이다. 그 외 소자의 특성변화 측정에서 적용한 조건과 과정 

은 열중성자 실험에서의 조건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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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60CO 조사시 험 과정 

Total Dose (cGy) 

Step 

도시한 

소자는 모두 감마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조사결과에서 

개발된 

시험결과를 

Gd은 

디〕 
^ 

혼합장에서 사 

고안 

대한 반응 

pMOSFET 

특성도 

센서의 

이 결과는 

일반적인 방사선 

센서의 감마 방사선 (60CO)에 

없는 

감도 

Gd-pMOSFET와 Gd막이 

반응특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통하여 60CO에 

영향이 없다는 

가지 

것이다. 결과 그래프에서 

선에 대해서 선형적인 

있다. 시험 결과를 

이온화 방사선에는 

t::: 
T 27은 그림 

대 한 Gd-MOSFET /-‘ 
T 

있다. 

혼재된 

/-‘ 
T 알 

Gd-MOSFET 선량계는 열중성자와 감마선이 

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것을 

pMOSFETs I 
1.2 

Q 

Polynomial Regression on Data1 
y = AO + A 1 x + A2 x^2 

Parameter Value sd 

A 

g 

O 
D 

3 

5 

4l 

nu 

nu 

(>) 

m
m「E
I
O
m
m
m느
。
>
 강
-
。i
m
m」
드
·
뉴
 

0.4 

AO 0.017462620 0.0097 
A 1 0.0012100379 0.00006 
A2 -1.8731475E-76.277E-8 

Q' 
0.2 

0.0 

10 8 6 4 2 O 

Gamma Ray Dose (Gy) 

그림 27. Gd막 유무에 따른 두 MOSFET의 감마방사선 반응특성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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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두 가지 실험 결과에서 개발한 Gd-MOSFET 센서가 중성자 선량계로서 

우수한 성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Gd-pMOSFET 선량계는 

저에너지 중성자에 아주 민감하고 단순히 소자의 전압변화만을 측정함으로써 중성자 

선량계로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Gd-pMOSFET 소자의 전압의 변화를 조 

사기간으로 미분하면 중성자 선율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발된 선량계는 혼합장에서 Gd-MOSFET 센서의 전압 변화값을 MOSFET 소자만의 

센서로 부터의 전압 변화양 만큼 제거함으로서 혼합장에서 중성자 선량계와 감마선 선 

량계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장점으 

로 인해 단일 센서 모률로 이루어진 극소형의 휴대형 복합방사선 선량계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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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Gd-MOS 소자 열중성자 감도개선 

Gd-pMOSFET 탐지소자에서의 열중성자 탐지감도는 핵 반응막과 pMOSFET 

소자의 다양한 반도체적 변수들에 의존적이지만 대표적인 감도변수는 열중성자를 

이온화 방사선량에 

두께이다. 

이온화방사선으로 

비레하는 전하를 

변환하는 핵변환막인 가돌리늄 막의 두께와 

축적하는 부분인 pMOSFET 

실제 방사선 감도 

내 산화층(Si02)의 

분석시험에 적용 가능한 보 
'- 연구에서는 대상에 한정하여 

두 감도 변수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감도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1. Gd-pMOSFET 감도개선 변수 

가. Gd 핵변환막의 두쩨 

Gd-MOS 소자에서 저에너지 중성자에 반응하여 이온화 방사선 발생 장치의 여 I 

할을 수행하는 Gd 핵반응막은 二l 두께에 비례하여 입사 중성자와 Gd 원자와의 반응 

확률이 높아지므로 열중성자의 측정감도 개선을 위해서는 Gd 막 두께의 증가가 중요하 

다. 그러나 핵 반응막에서 방출되는 전자는 그 비정으로 인해 일정 두께 이하의 Gd 막 

일 경 우에 한하여 반응막으로 부터 벗 어 나 pMOSFET에 영 향을 줄 수 

두께의 증가는 Gd-pMOSFET의 감도의 증가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의 

있다. 즉 Gd 막 

이와 관련하여 논문과 특허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Gd 핵 반응으로부터 방출 

된 전자가 Gd-pMOSFET의 감도에 최대 영향을 줄 수 있는 Gd의 

1.5mm로 판단된다. 

O 참고특허 독일 특허공개DE 19644522, 1998. 5. 7 

O 참고논문 IEEE Trans. Nucl. Sci. Vol. 39, No. 4, 1992 

두께의 조건은 약 

앞 절에서 설명된 증착고정을 통해서 제작하는 

고， 그 이상의 제작은 고열에 의한 금속막의 변형과 함께 

인해 공정상 한계가 따랐다. 그러므로 mm 단위의 

한 Gd 막의 최대치는 30um이 

증착된 Gd의 불균일 특성으 

Gd 막의 사용은 증착 방법을 통 로 

해 제작한 Gd 막으로는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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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시험에서는 막(Foil) 형태로 기 제작된 Gd 막을 사용하여 500um 

이상의 두께에 대한 감도시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용한 Gd 막은 Goodfellow사에서 

제작된 고순도(순도 99.99%) Gd 박판(Foil)이며 상세한 물리적 특성은 부록에 첨부되 

어있다. 

나. pMOSFET 소자 Si02 잔화층 

이 온화 방사선 측정 용 상용 pMOSFET은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방사선 분 

야의 반도체시장은 수요의 제한성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부품의 설계 및 생산이 이 

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시판되는 반도체 소자 또한 그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향후 기존 방사선 선량계가 전부 반도체형으로 대체될 경우엔 수 

요의 증가로 인해 생산이 증가되고 따라서 저가의 부품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 

면 또한 국내 시장이 활성될 경우 자체 개발에 의한 저가의 다량 생산도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아일랜드 국립반도체 연구소인 NMRC는 오래전부터 방사선 측정용 

pMOSFET(RADFET)을 연구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감도의 lum RADFET을 개 

발하여 시판중에 있다. lum RADFET 소자는 lum 두께의 Si02 산화층을 가진 방사선 

에 민감한 소자로서 제공되는 특성분석표에 의하면 단위 방사선량당 감마 방사선 (60CO) 

감도는 최대 2.4mV/rad로 나타나 있다. 이전에 생산된 100nm, 400nm RADFET 모델 

은 Si02 산화층 두께에 따라 분류된 소자이므로 방사선에 대한 감도 또한 lum 

RADFET에 미치지 못한다. 400nm RADFET의 감마 방사선 감도는 1.33이라고 알려지 

고 있다. 

또 하나의 방사선 측정용 pMOSFET 제작은 영국의 REM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소자는 오래전부터 우주 인공위성에 장착되어 우주방사선 측정 센서로서 그 

성능을 인정받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신뢰성 있는 소자이며 현재까지 꾸준히 감도개선 

이 이루어져 최근에 생산된 TOT/CC-8 소자의 경우 Si02 산화층 두께가 1. 23um이고 

감마 방사선(60Co) 감도는 최대 20mV/rad로서 경쟁사의 소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감도 

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최대감도는 인가전류 및 조사시 인가전압이 최적의 경 

우일 때 가능한 것으로 실제 응용에서는 그 이하일 가능성이 많으며， 특히 소자의 외 

부 형태가 평면형 (Planar type) 이 아니어서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약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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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현재 상용으로 구입 가능한 이온화 방사선 측정용 pMOSFET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표에 나타난 Gd-pMOSFET 소자의 감도는 소자의 산화막 두께와 감마 

방사선(Co-60) 감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Gd 막과 MOS의 

구조변경 및 결합에서 발생되는 기구적 원인으로 인해 열중성자 감도가 달라질 가능성 

이 있으므로 pMOSFET와 Gd 막의 조합에 의한 다양한 종류별 저에너지 중성자 감도 

평가 시험이 필요하게 되었다. 

표 4. 이온화 방사선 측정용 MOSFET의 사양 및 방사선 감도 

MOSFETs 산화층두께 
감마방사선 

(Tox, um) 
감도 (max, 

제조사 명칭 mV/rad) 

NMRC 400nm RADFET 0.4 1.33 
NMRC 1um RADFET 1 2.4 

REM TOT/CC-3 0.83 10 

REM TOT/CC-8 1.23 20 

평가 시험에 사용된 NMRC 및 REM사에서 제작된 대표적인 pMOSFET 세 가 

지 종류에 대해 각각의 전기 및 방사선 특성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았다. 

1) NMRC pMOSFET 

O 명 칭 1um Gate Oxide Solid State Dosimeter 

O 제 조사 : NMRC CIreland) 

O 형 태 (Pin Out) 

- 44 -



PIN NO. 

3 

4 

5 
l Dl 

꾀.c. 

따[경 

31 r4 
BOD 't:: 

l 

BOD 't::: 

매f
 

n@ 

d1i 

요 

3- N.C. 

-펜.감 

그림 28. NMRC 1um Gate Oxide Solid State 

Dosimeter 내 부구조 

:두 개의 서로 다른 구조의 p타입 MOS로 구성 

:PIN 1 ，2，3，4는 300/50(W!L), PIN1 ，5，6，7은 868/11 크기 

O 기술 사양 (@2TC) 

[> Oxide Thickness - 10,000Å) 

[> 방사선에 대한 Vth 감도 (@10uA 정전류) 

2.4m V /rad(O.05 irradiation field) 

0.8 n V /rad (O irradiat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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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사선 환경에서 작동 형태 

톨껴li 

그림 29. RADFET의 방사선 조사모드 시 PIN 연결도 

ν 방사선 환경에서 노출시키는 상태의 바이어스 형태 

[> Vi = Irradiation Bias 

[> 고감도시 Vi=5V이고 저감도시 Vi=OV 인가. 

O 문턱전압 판독회로 

Controllεd 

감따뼈nt 

Source 

g않ξ 네F혔빨 

그림 30. RADFET의 방사선 피폭정보 추출 시의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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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총 누적선량 값을 판독시 연결 회로는 그림 30과 같이 결선. 

P 전원 인가 20초 후 Vth 값 판독해야 정확함. 

O 감도 곡선 

P 조사중 인가전원이 OV, 5V 인 경우에 대한 감도곡선 

P 측정시 인가 정전류는 10uA 

fiVT 

(V) 

le2 ~→IE- Vi[OV -용-V， i r5V 

le l 

leO 

l e- l 

le2 le3 le4 

STRESS([ads(H 황) 

le5 

그림 31. RADFET의 조사선량별 문턱전압 변화량(ðVT) 

O 소자의 외관 

t> 130rnm x 85rnm (L x W) 

P 상부 금속막 내부에 위치한 반도체 칩으로부터 DIL 타입 케이싱의 리 

드로 와이어 본딩 연결 내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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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NMRC RADFET 실λ} 

2) REM TOT500/CC3 RADFETs 

O 명 칭 : REM type RADFET CC-3 

O 제 조사 : REM (England) 

O 형태 (Pin Out) : 네 개의 MOS로 구성 

14. 

lC 

Q1 0-1 

Q2 

1 

E 

R 

K 

l」1 ‘ 
K 

Q4 0-톨亡0" R 
了 월 B 0 1.1: 

그림 33. REM TOT500/CC-3 외부 핀 구조도 및 칩 내부 연결도 

[> Q2, Q3: TOT501C Type K (FETs Q2 and 3) = O.13um 

[> Ql, Q4: TOT501C Type R (FETs Ql and 4) = O.85um 

O 기술사양 

[> 고감도용(R) Oxide Thickness - 0.85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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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에 대한 Vth 감도 (@160uA 정전류) 

10m V /rad{irradiation field) (cf. NMRC 1 urn는 2.4m V /rad(bias)) 

P 

인가전압은 20V 

160uA 

조사중 

인가 정전류는 

O 감도곡선 

방사선 

측정시 

P 

P 

eight-decade RADFET c벼rge buildup m:xlel ba5ed on Co-∞ calibration c벼rt for RADFET 
Twe 밍1C ， dated 1S93 A HoI rnes-Siedle, file rftgrlé011 찌51이1r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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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gamma ray dose , D, (rad 뿜i]) 

34. REM TOT500/CC-3의 방사선 량별 감도 그림 

소자의 외관 O 

[> 128rnrn x 87mm (L x W) 

DIL 타입 케이싱의 리 금속막 내부에 위치한 반도체 칩으로부터 

구조. 본팅 연결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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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릭 :1S. REM TOTSOO/CC- :1 짐 붐 

3) REM TOT500/CC8 RADFETs 

O 명 칭 : REM type RADFET CC-8 

O 제 조사 : REM (England) 

O 형태 (Pin Out) : 네 개의 MOS로 구성 

〔갚3 

률 Ô n.c 

F훌 

K 

(a) MOS 핀 구조도 (b) 칩 내부 회로 구성 

그림 36. REM TOT500/CC8의 외부 핀 구조도 및 칩 내부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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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0.25um 

1. 23um 

- Q3: TOT504A Type K (FETs Q3) 

- Q4: TOT504A Type R (FETs Q4) 

기술사양 

고감도용(R) Oxide Thickness 

방사선에 대한 Vth 감도 (@160uA 정전류) 

1. 23um P 

O 

20m V /radCirradiation field) (cf. NMRC 1 um는 2.4m V /rad(bias)) 

P 

조사중 인가전압은 20V 

인가 정전류는 160uA 

O 감도곡선 

방사선 

측정시 

P 

P 

eight깅ecade RADFET charge buildup rrodel . Estirrates based on CO-6O calibration of RADFETs of 

Type 512 A. Holrres-Siedle, file 빼grZ:04뼈∞1.xls 17/7/r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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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REM TOT500/CC8의 방사선 량별 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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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자의 외관 

P 반도체 칩으로부터 프린팅 케이블을 통해 결선이 가능한 연결 구조 

그림 38. REM tvpe RADFET CC-8 실사 

다- 선량계 회로와 감도개선 

Gd-MOSFET 열중성자 측정용 센서에 저장된 방사선 피폭정보를 정확하게 판 

독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센서 자체의 감도를 정확이 읽어내는 판독용 선량계 회로의 

정밀도 및 신뢰도도 전체 중성자 선량계의 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복잡한 전자회로로 구성된 전자적 선량계는 외부 전자장의 간섭뿐만 아니라 내부 회로 

상호간의 잡음 영향에 의해 판독 오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시험을 수행한 온라인 중성자 선량계 모률로부터 정밀도를 

향상시킨 회로를 구성하고 설계하였다. 정밀 감도 측정회로는 기존 회로를 개선하여 

잡음 제 거 와 측정 정 밀도 향상시 키 기 위 해 Instrument Amplifier 및 Active 형 태 의 

Low Pass Filter(4th LPF, fc二30hz)단을 추가함으로써 센서로부터 측정되는 전압의 오 

차를 최소화하였고， 기존의 12BIT의 ADC(L TC1298)를 16BIT타입의 LTC1285IC를 대 

체하여 보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DAC로부터 출력되는 전류 

출력 패스 및 센서로부터 전압을 읽어내는 아날로그 처리부의 PCB 패턴의 길이를 최 

소화하여 설계함으로써 잡음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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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중성자에 대한 감도변수 시험 및 분석 

가. 1차 시 험 (코탱 Gd 막과 MOS 산화막 두께 별 감도평 가) 

Gd-pMOSFET 소자의 열중성자 탐지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변 

수는 Gd 막과 pMOSFET 산화층의 두께이므로， 이들 변수에 대한 열중성자의 영향 

을 평가하였다. 두 변수에 대한 다양한 조건의 Gd-MOSFET 샘플을 제작하고 열중 

성자 장에서 시험을 통해 이들 감도변수와 중성자 감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나 

아가 Gd-pMOSFET 소자의 열중성자 탐지감도 향상 방향설정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시험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두께의 산화층 두께를 가진 pMOSFET과 

Gd 코팅막을 변수별로 조합한 Gd-MOSFET 소자를 제작하였다. 

o 1011m Gd 반응막 400nm 산화층 pMOSFET 

o 1011m Gd 반응막 400nm 산화층 pMOSFET 

o 511m Gd 반응막 100nm 산화층 pMOSFET 

o 511m Gd 반응막 100nm 산화층 pMOSFET 

그림 39. 감도변수별 시험용 소자 모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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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온라인 측정모률의 측정단 

샘플의 제작에서 pMOSFET는 앞 절에서 설명된 NMRC사의 100nm/ 400nm 

Gate Oxide Solid State Dosimeter 두 종이며 각각의 산화층 두께 100nm, 400nm로서 

서로 네 배의 두께 차이가 있다. 

Gd 막의 경우 앞서 설명된 증착 방법으로 lmm의 알루미늄 금속판에 증착한 

5um와 10um Gd 변환막을 적용하였다. 제작된 알루미늄 판 가돌리늄 막을 적당한 크 

기로 절단한 다음 pMOSFET의 상부 캡을 제거한 자리에 밀봉하여 부착하였다. Gd 막 

과 pMOSFET의 네 가지 감도변수별 소자에 대해 각각 세 개씩의 샘플소자 모률을 

그림 39와 같이 제작하였고 그림 40의 온라인 측정모률을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NR포트에서 반응도 시험과 동시에 pMOSFET 소자의 특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앞 장에서의 하나로 조사시험과 동일한 시험조건과 고정된 중 

성자 방사선률 하에서 진행된 시험은 표 5와 같이 네 단계에 걸쳐 열중성자 조사와 

각 단계별 소자의 특성변화 측정을 반복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최대 조사선량은 

350cGy로 설정되었다. 

- 54 -



S 
) 

Q) 
。)

동 4 
..c o 
~3 
m 
예-' 

2 

1 

。
〉
깅
-
。I
m
m」
드
·
뉴
 

표 5. 열중성자 조사시험 과정 

Step 2 3 1 4 

Total Dose (cGy) 0 110 250 370 

6 -1J.-10μm Gd - 400nm Si0
2 

--<>- 5μm Gd - 400nm Si0
2 

-口- No Gd - 400nm Si0
2 

-.-10μm Gd - 100nm Si0
2 

-X-5μm Gd - 100nm Si0
2 

O 

12.8,:t0.5 mV/cGy 

1.76,:t0.06 mV/cGy 

O 100 200 300 

Neutron Dose (cGy) 

그림 41. 변수별 열중성자 선량계의 감도 

400 

단계별 소자의 특성변화 측정에서는 2011A의 정전류를 인가할 때 나타나는 

pMOSFET 출력 전압으로 소자의 문턱전압(VT)를 검출하였다. 그림 41은 네 종류의 소 

자에 대한 열중성자 실험결과를 하나의 그래프 상에 나타낸 것으로 소자별 조사 열중 

성자 선량에 대한 pMOSFET의 문턱전압의 변화량을 실시간 측정하여 종류별로 평균 

하여 도시한 것이다. 

시험 결과 그래프는 은 열중성자 탐지 감도는 Gd 막의 두께에 비례하여 증가하 

고， pMOSFET의 산화막 두께에도 비례하여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고감도의 열 

닮
 



중성자 탐지용 Gd-pMOSFET 소자의 개발 형태는 두꺼운 Gd 막과 역시 두꺼운 

pMOSFET의 산화막이 유리한 조건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Gd 막이 없는 

pMOSFET는 열중성자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전 

시험에서의 시험결과와 동일한 것으로서 Gd-pMOSFET 소자의 혼합방사선장에 대한 

사용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나. 2차 시험 (고감도 MOS에 대한 Gd Foil의 대한 열중성자 감도평가) 

직전 부분에서 수행한 제 1차 시험 결과에서 확인된 결과 - 높은 감도의 열중 

성자 탐지소자를 위해서는 Gd 막과 pMOSFET 산화막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 

람직하다 - 를 반영하여 두 번째 시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본 시험은 Gd-pMOSFET 소자의 열중성자 탐지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인 pMOSFET 산화층은 NMRC 사에서 구입 가능한 최대치인 lum로 고정하고 가 

돌리늄 막의 두께 변수만을 다양하게 가변함으로서 현실적으로 상용화 제작이 가능 

한 다음 네가지 형태로 시험 샘플을 제작하였다. 

o O.Olm Gd 반응막 lum 산화층 pMOSFET 

o O.025mm Gd 반응막 lum 산화층 pMOSFET 

o O.lm Gd 반응막 lum 산화층 pMOSFET 

o O.5m Gd 반응막 lum 산화층 pMOSFET 

증착을 통한 Gd 막의 국내 제작은 30um가 한계이므로 보다 두꺼운 Gd 막에 

대한 Gd-pMOSFET 소자의 감도 평가는 상용의 Gd 막(Foil)을 구입하여 이용하게 되 

었다. Goodfellow 사로부터 구입 한 10um, 25um, 100um, 500um의 네 종류의 Gd 금속 

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공기와의 접촉에 따른 산화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코팅기 

를 이용하여 비닐막으로 Gd 막의 양쪽을 열접착하여 밀봉시켰다. 밀봉된 Gd 막을 

pMOSFET의 상단부 캡이 제거된 부분에 부착하여 그림 42와과 같은 형태의 

Gd-pMOSFET 소자를 제작하였다. 변수별 Gd 막이 부착된 Gd-pMOSFET 소자들은 

열중성자 조사시험을 위해 그림과 같이 PCB에 부착하고 각 측정단자를 연장하여 커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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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로 외부 측정 모률과 연결시켜 온라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그림 42. 감도변수 실험에 사용된 센서부 

열중성자 장에서의 시험은 앞서의 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되었고 선량별 

측정과정은 표6에 나타나 있다. 

표 6. 열중성자 조사시험 과정 

Step 

Total Dose (cGy) 

그림 43에서 나타난 실험 결과에서 Gd-pMOSFET은 열중성자 피폭선량에 대 

해 선형적 반응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Gd 막의 두께에 따라 Gd-pMOSFET의 열 

중성자 감도도 증가됨 증가됨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의 Gd-pMOSFET의 열중성자 감 

도는 단위 cGy당 최대 10.58mV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감도는 예상과 달리 직전시험에서 나타난 감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 

한 수치이다. 직전 시험에서 사용된 샘플의 Gd 막과 pMOSFET 산화막 변수의 두께에 

비해 본 시험에서 사용된 감도 변수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열중성자 

감도는 반대로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원인은 Gd 막을 감싼 물질이 열중성자를 

흡수하는 비닐 코팅이었고 코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Gd막과 MOS 내의 방사선 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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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영역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4 

-<>- 1 u RADFET with 0.01 mm 
- 0 - 1 u RADFET with 0.025mm 
- . - 1 u RADFET with 0.1 mm 
-口- 1 u RADFET with 0.5mm 

밀 

( >
) O 

<> 3 

2 

1 

흰
드
ω
 φ
m
m느
。
>
 -
-
。ζ
m
φ」
드
.
뉴
 

O 

200 

Dose (cGy) 

그림 43. Gd 핵반응막 두께 변화에 따른 Gd-pMOSFET의 열중성자 감도특성 

O 100 300 400 

다. 3차 (최대 감마광 감도 MOS 소자에 대한 열중성자 감도평가) 

이상의 시험을 통해 NMRC사의 pMOSFEToJl 서 나타난 감도의 한계성을 二~프i!. ., 
하기 위해 보다 높은 감도 특성을 가진 pMOSFET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 

다 높은 이온화 방사선 감도를 가지는 pMOSFET을 조사하게 되었다. 영국의 벤처회 

사 REM은 오래전부터 우주 인공위성 탑재형 방사선 측정용 pMOSFET을 연구 개발 

하고 있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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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 적절한 소자의 구입에 

힘입어 

소규모의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접촉과 함께 병행하여 

Holmes-Siedle 교수의 협 조에 

고감도의 pMOSFET 두 종류를 구입하게 되었고 구입한 RADFET으로 

Gd-pMOSFET 열중성자 탐지소자의 감도개선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REM사에서 

제작한 RADFET의 대한 상세한 사양은 부록에 원본을 첨부되었다. 

REM 사에서 필요하였다. 다행히 력과 시간이 

개발된 연구 

15.68 보다 

mV/rad)로 알려진 소자인 CCS-8 pMOSFETOIl 대한 열중성자 감도를 평가하였다. 소 

자의 자세한 형태 및 특성은 3절 1장에서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번 시험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시험과는 차이점이 있었다. CCS-8 타입의 pMOSFET은 

DIP 타입이 아니라 Flexible Carrier 타입으로서 평면 형태의 Gd 막을 부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RADFET 칩을 감싸고 있는 에폭시 형태의 둥근 보호막으로 인해 평면 

의 Gd 막과 둥근면의 칩과는 밀착고정이 쉽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제작된 Gd 막의 형태와는 탈리 

은박지에 Gd을 코팅하였다. 은박지의 

pMOSFET 칩에 잘 밀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같
 
의
 

쐐
 맨
 

4 

둥
 

리
n
 

그
 
해
 

이
C
 

고감도(15.38 REM사 RADFET 가운데 종의 I二

T 시험에서는 보 
'-

성질로 Flexible한 밟은 이 

그림 44. 굴곡면 MOS 센서 부착용 은박지 코팅 30um 
Gd 막 

구성한 모습이다. 

그림 44에서 부분이다. 이 부분에 

그림 45(b)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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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모률에 그림 45(a)는 여섯 개의 CCS8 pMOSFET을 센서 

사진에서 검은 점이 에폭시로 보호된 pMOSFET 칩 

제작된 Gd 박판을 둘러싸서 밀착시킨 것이 



(a) CCS8 RADFET 와 센서 결합체 

(b) Gd 박판과 결합된 센서 결합체 

그림 45. Gd 코팅 박판과 결합된 Gd-MOS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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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중성자 감도시험을 진행하 앞서의 시험과 유사하였고 진행은 l=!.l 
^ 조건 시험의 

나타났 

달리 낮은 감도를 나타내고 있다. 감마방사선에 대한 감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rad당 2mV로 단위 46에 나타내었다. 측정된 감도는 측정된 결과를 그림 

으며， 이 결과는 예상과는 

부터 유추한 감도와는 

면서 

열중성자 감도의 

DIL 타입 pMOSFET의 

이번 시험에서는 CCS8 pMOSFET 

밀접한 공간적 접합이 완전하게 

pMOSFET 센서의 굴곡표면 제거 

진행하였으나 감도의 획기적인 개선은 

막과 pMOSFET의 결합에 있는 

반도체 칩과 Gd 막 사이의 거 

Gd 원인은 낮은 이와 같은 

보 

않았기 때 

열중성자 반응 

않았다.향 

굴곡된 센서 

이루어지지 

시도와 

나타나지 

?:l 。
ê , 

구조이지만， 

결합 시 

따라 

것으로 

리가 거의 

호막 표면과 Gd 막의 

판단된다. 이에 

시험을 진행을 추가적으로 

판단된다. 앞서의 

밀착되는 

뾰
 

것이 문제점 해결 접근을 시도하는 소자 제작과정에서부터 연구 기회를 통해 

보였다. 

19.8 

다
 

-
후
 바람직해 

。 REM CC-8 w/0.5um Gd 
Linear Regression for Sheet1_B 
Y=A+B*X 

Error 

A 19.49121 0.02027 
B 0.00208 4.09437E-4 

Value Parameter 

19.7 
> 
m 
。1

m 

으 19.6 

τ3 
。

..c 
m 

월 19.5 
1-
(j) 

O 
듣 
-6 19.4 
0 

Dose (rad) 

그림 46. REM TOT500/CC8과 30um Gd foil 제작 센서의 감도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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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감도 열중성자 선량계 구현 

감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변수별 샘플에 대한 제작과 열중성자 장에서의 시험 

과 분석을 통해， 현재 실용화 가능한 Gd-pMOSFET 열중성자 선량계로서 최대의 감도 

를 구현할 수 있는 pMOSFET은 REM사의 TOT501/CC-3이 최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Gd 핵반응막은 두께에 비례하는 감도가 증가하지만 lmm 이상의 두께의 경우 

pMOSFET과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인해 500um로 두께를 최적의 조건으로 

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열중성자 탐지용 소자로서 500um의 Gd 막 

을 부착한 REM사의 pMOSFET TOT501/CC-3을 결정하고 소자의 정밀 제작과 함께 

Gd-pMOSFET으로부터 방사선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출해낼 수 있는 전자적 선량계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그리고 측정된 값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고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가. Gd-MOSFET 열중생자 탐지소자 

REM사의 TOT501/CC-3로부터 상부의 캡을 밀링과정을 통하여 정밀하게 제거 

하기 위핸 제작한 지그(Zig)가 그림 47에 나타나 있다. 

그림 47. MOS 상부 금속막 제거를 위해 제작한 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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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의 세로선에 pMOSFET의 두줄의 리드를 각각 꽂은 후 밀링기계에서 상부 

의 캡을 앓은 두께로 벗겨내었다. 한꺼번에 두껍게 벗겨낼 경우 내부의 칩과 리드 사 

이에 미세하게 연결된 와이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48은 원래 형태로부터 상부의 캡을 제거한 TOT501/CC-3 RADFET의 모 

습이다. 내부 중심에 정육면체의 칩이 있고 칩의 각 단자와 주변의 리드 사이에는 가 

는 금속 와이어가 미세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다. 그림에서는 캡이 제거 

된 주변의 표면이 일부 불균일한 상태로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캡이 렬 제거된 경우 

부착될 Gd 막과 방사선 센싱 영역인 칩과의 거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열중성자 탐 

지 감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반면， 원래 캡의 영역 보다 갚게 제거될 경우 내부의 

칩이나 칩과 리드간을 연결하는 와이어에 손상을 주게 되어 결국 소자의 고장으로 이 

어질 수 있어 소자 캡의 제거에 세섬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림 48. Gd 막 부착을 위해 금속 캡을 벗겨낸 REM TOT501/CC-3 RADFET 

캡이 제거된 pMOSFET의 부착될 Gd 막은 Goodfellow 사로부터 구입한 두께 

O.5mm의 고순도(99.99%) Gd 막을 이용하여 캡의 크기와 동일하게 절단하였다. 절단된 

캡의 공기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pMOSFET과 부착시 실리콘으로 주변을 밀 

봉 처리하여 공기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였다 그림 49는 pMOSFET 금속 캡과 동일한 

크기로 절단한 뒤 소자 상부에 실리콘으로 밀봉 결합하여 제작된 Gd-pMOSFET 열중 

성자 센서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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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0.5mm Gd 막으로 결합된 REM RADFET 

나. 고감도 측정을 위한열중성자 선량회로 구현 

읽어내 방사선 정보를 실시간으로 

장치의 

소자로부터 

필요하다.선량계 

열중성자 탐지용 Gd-pMOSFET 

전자적 선량계 장치가 

읽어내기 위해 일정 

기능은 pMOSFET 소자 

인가한 상태에서 을
 

는
 
압
 

서
 
전
 

해
”
 터
「
 

위
 
문
 

기 

의 t::: 크기의 정전류를 소스 단자에 

레인 단자에 나타난 출력전압을 추출하는 것이다. 또한 방사선에 대한 감도를 증가시 

1-

T 키기 위해서는 방사선 pMOSFET 소자의 게이트에 일정 전압을 인가하여 산화층에 

적되는 전하의 양을 증가시키는 기능도 포함하여야 한다. 

잡음의 

판독회로 

측정감 

변
 

주
 
’ 

야기되는 

향상시킴으로서 

중요한 것은 Gd-MOSFET로부터 방사선 정보를 추출할 때 

신호에 의한 간섭으로 

측정 정밀도를 

발생되는 여러 가지 

동시에 센서 신호의 

내부에서 

최소화함과 

영향이나 회로 

에서의 오차를 

특히 

그림 50에 나타나 있고 각 도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구현한 선량모률이 

각의 주요구성 부분 및 기 능은 다음과 같다. 

- 64 -



그림 50. 열중성자 감도평가용 다중센서 온라인 측정용 선량모률 

1) 주요 구성 

o Micro Controller : ATMega128L (11.0592Mhz) : JT AG방식을 지원하여 내 

부프로그 램 의 변경 이 용이 하며 128KByte의 System Programmable Flash 

메모리를 자체내장 시스템의 기능추가 및 변경 시 충분한 메모리공간을 제 

공한다. 

[> 8Bit Micro-controller with 128K Bytes In-System Programmable 

Flash 

[> 4Kbyte SRAM 내장 

[> 4Kbyte EEPROM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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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AC : AD420 (16Bit, 0 - 20mA output) 

o ADC : L TC1865, 16BIT, uPower, 250ksps 

o LCD Display 

[> LCD Controller : PCF2111 

P 전용 LCD Module 설계 및 제작 

o Instrument Amplifie 및 4차 LPF단을 추가하여 센서신호측정에 대한 정밀도 

향상 

ATMega128L (CPU) LCD Controller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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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CB 설계도 

그림 51. 마이크로 컨트롤러부 회로도 및 PCB 설계 

나) 노이즈 제거 및 측정 정멀도 향상 

저잡음 고정밀 회로의 구현을 위해 Instrument Amplifier 및 Active형태의 Low 

Pass Filter(4th LPF, fc二30hz)단을 추가하여 센서로부터 측정하는 전압의 오차를 최소 

화하였으며 기존의 12BIT의 ADC를 16BIT타입의 LTC1285 IC를 사용하여 보다 정밀 

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DAC로부터 출력되는 전류출력 Pass 및 센서로부터 

전압을 읽어내는 Analog 처리부의 PCB 패턴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설계하여 잡음의 

원언을 최소화 하였다. 

o PCB 패턴길이의 최소화 

o Instrument Amplifier사용 

o 4th LPF(Low pass filter)사용 (노이 즈제 거 ) 

o 12bit ADC - > 16Bit ADC로 대체하여 설계(측정정밀도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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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Amplifier LPF(LOW P.돼S FILTER) LTC1865 (uPOWER 16BIT ADC) 
+2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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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잡음제거 및 정밀 신호처리관련 회로도 

그림 53. 신호처리부 PCB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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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션량 변화 온라언 모니터랭 

선량모률을 통한 온라인 Gd-pMOSFET의 방사선 특성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pMOSFET의 정전류 인가 및 출력전압 측정 및 데이터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격의 PC에서 구축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그림 54에 나타나 있다. 그림 54(a) 

에는 열중성자 조사시험 초기의 Gd-pMOSFET 소자의 문턱전압값이 나타나 있고 일 

정 선량 피폭 후 변화된 문턱전압은 그림 54(b)의 모니터링 화면 캡쳐사진에 나타나 

있다. 

준비 

도휠헬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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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기 방사션 량 피 폭치 (MOS#l =8.938, MOS#2=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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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사시 간 경 과 후 방사선 량 피 폭치 (MOS#l =9.543, MOS#2=8.980) 

그림 54. 온라인 선량 모니터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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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열중성자 탐지용 반도체소자의 중성자 특성 검증 

고감도 열중성자 감지소자로 제작된 Gd-pMOSFET 소자에 대해 방사선 

시험과 분석을 통하여 단위 전압당 최소 측정 가능한 방사선 감도(mGy/mV)를 

추출하였다. 

가. 시험 목적 

방사션 특성분석을 통해 고감도 열중성자 탐지소자로 제작된 Gd-pMOSFET의 

방사선 특성과 최소 측정 방사선량을 측정하고자 시험하였다. 

나. 시험 구성 및 방법 

열중성자 조사 및 평가시험은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에서 온 

라인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NR포트 내부 시료설치기 

그림 55.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NR 포트 내 
선량모률 설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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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중성자 조사시험에서 열중성자 탐지용 소자는 고감도 특성으로 결정된 REM 

TOT501/CC-3과 0.5mm Gd 막으로 설계 제작된 Gd-pMOSFET을 샘플로 선정하였고， 

정밀한 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잡음저하 및 신호처리 성능을 개선하여 설계 제작한 온 

라인 전자적 선량계를 이용하여 방사선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림 55와 같이 선량 

계 모률을 NR 포트 내부에 샘플 설치용 기구에 고정하고 열중성자 빔의 중섬이 

Gd-pMOSFET에 일치되도록 정렬시켰다. 이 선량계 모률로부터 10미터의 측정 라언을 

NR 포트 외부로 연장하여 선량 모률 제어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이식된 노트북 PC 

의 직렬 통신 단자로 연결하였다. 

그림 56. 열중성자 조사시험용 NR 포트 외부현장 및 모니터링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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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은 열중성자 조사시험이 진행 중인 모습으로 정면 NR 포트의 출입문 

(파란색)의 오른쪽으로 선량모률과 외부 PC를 연결하는 케이불과 실험대 위의 노트북 

의 방사선량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방사선 정보를 관찰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은 Gd-pMOSFET 센서를 일정 위치에 고정시키고 조사 시간만을 조절함 

으로써 피폭선량을 결정하였고， 샘플 설치 위치에서의 시간당 조사선량률은 10ra야1 

이다. 

라. 시험컬과 및 분석 

그림 57은 온라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1분 간격으로 측정된 Gd-pMOSFET 

소자의 문턱전압 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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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m-‘ 

>。 8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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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8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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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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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 10 

。 2nd Irrad 2 (#3) RevO 
Linear Regression for Sheet1_C: 
Y=A+B*X 
Parameter Value Error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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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519 
0.01424 

20 

5.5764E-4 
4.44103E-5 

Beam irradiation time (min.) 
25 

그림 57. REM TOT500/CC3과 O.5mm Gd foil로 제작된 Gd-MOS 선량계의 

열중성자 감도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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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선량과 Gd-pMOSFET 소자사이의 변화관계에서 선형성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다음 식과 같이 직선 식으로 표현된다. 

VT 二 8.567 + 0.014 x TM (5) 

여기서 VT는 소자 문턱전압 TM 는 소자시간(min.) 이다. 

시험결과에서 나타난 선형화 수식에서 보여지는 감도는 14.24m V /min.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센서의 단위 mV당 방사선량값으로 변환하면 11.7rnrad/m V로 표현 

된다. 이 감도결과는 과제에서 요구한 단위 mV당 수십 rnrad 측정감도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결과이며， 감도 개선된 회로의 구분 가능한 O.1mV 단위를 고려할 경우 최소 

측정감도는 이보다 대폭 향상된 1 rnrad 정도로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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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섬도 및 관련 분야어I으1 71 며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가. 최종 목표 

pMOS를 이용한 열중성자 측정용 반도체 센서 제작 

나. 당해 단계목표 몇 달성도 

가중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치 달성도 비고 

(옹) (옹) 

• 소자 산화막 두께별 전기적 특성 10% 100 
pMOS 산화막 구조 

분석결과 
별 중성자 영향분 

.pMOS 산화막의 중성자 조사 영 10% 100 
석 

향 분석서 
• 두께 변수별 핵반응막 영향 분 5% 100 

핵반응막 구조 영 
석 결과 

향 시율레이션 
• 박판형 핵반응막 설계 제작 10% 100 

1 차 시작품 제작 • Gd-pMOS 1 차 시작품 제작 15% 100 

.pMOS 산화막과 Gd 반응막 두 15% 100 
Gd-pMOS 소자 열 

께벌 중성자 감도 변수벌 조사 
중상자 감도개선 

시험절차 및 감도개선 결과 
및 2차 시작품 제 

• 열중성자 탐지용 반도체 소자 2 15% 100 
작 

차 시작품 제작 
Gd-pMOS 측정용 • 실시간 전자적 측정회로 모률 설 20% 100 

선량계 회로 개발 계도 및 제작품 

- 75 -



- 76 -

제 2 절 대외 기여도 

- 방사선 탐지용 반도체 센서와 전자적 선량계회로 설계기술 및 제작기술 국산화 

유도를 유도하고 나아가 방사선(능)과 관련된 각종 계측장비 설계 및 제작관련 

국내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 

- 전자장비의 내방사선화 기술자립 확산 유도하고 원전 설비의 신뢰성을 제고시킴. 

- 중성자 선량계의 수입대체 효과(10억원/년)와 수출(10억원/년)을 통한 외화 획득 

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일조. 

- 중소 원자력산업 육성으로 원자력산엽의 기반강화 및 국산화율 향상. 

- 원자력산업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시간 열중 

성자 선량계용 센서 및 이를 이용한 선량계 개발을 통해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성과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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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O 경제적 측면 

- 열중성자 탐지용 선량계의 탐지센서로 활용하여 방사선 탐지기 분야에서의 국산 

화 및 수입대체 효과 달성 

- 중소 원자력산엽 육성 항목으로 집중 개발하여 원자력산엽의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반 마련 

O 사회적 측면 

- 원전 산업의 안전성 제고로 원전 및 원전 수거시설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확보 

- 유사시 군수용 및 민간 방사선 피폭 방호용으로 활용 

O 기술적 측면 

- 열중성자 탐지소자관련 저변 산업개발의 기초기술로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방사 

선에 관련된 각종 계측장비 개발에 대한 자신감 및 동기 부여 

-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발생 구역과 방사선 이용 및 연구시설용 휴대형 개인 선량 

계 개발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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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Material Safety Data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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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MRC RADFET 

ESAPM0S4 single chip layout and pin-out 

The single device layout is as shown in Figu re 1. The size of the chip is 1 mm square. There 
are two 300/50 and two 690/15 devices in this chip. The first 300/50 (RADFET#1) device has 
4 terminals; bulk, drain, gate and source. The first S90/15 device (RADFET#2) also has 4 
terminals; bulk, drain, gate and source. The bulk connection is the same bond-pad as that of 
the RADFET#1. There is a diode in th is ch ip. The diode P-+ to N+ minimum distance is 1 Sjim. 
For the 2^ of the 300/50 and 690/15 devices (RADFET#3 and RADFET#4, respectively) the 
RADFETs are designed with drain and gate physically tied and source and bulk also 
co n nected together. Th is mea ns th at these devices are 2 te rrni nal dev ices t hat cou Id eas ily be 
used in the Reader circuit configuration. 

Figure 1: Layout of ESAFWOS4 -single device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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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NMRC RADFET 

ES홈P뻐o홉4 훌in월lechip I훌yout and pin켈ut 

Th9 singl9d함|며 la:yo ut is as shown in F땐ur펌 1. Th9 si:ze of th9 chip is 1 mm .s펙uar를 Th9r흩 
ar9 뼈엉 않폐많 and 뼈엉 않월115 d9Vi며.s in this chip. Th9 first 웹때많 (RA디 FET#1) d9V C9 has 
4 t9rmi nals; 빼 I k, drain , gat9 and .sou roo. Th9 fi r얹 많월115 d9V C9 (RA D FET뿔) a필。 has 4 
t9rminals; 빼 Ik , drain , gat9 and SOUrc9. 까19 b u Ik con n9etion is th 9 same bo n하 pad as that of 
th9 RADFξT#1. Th9r홈 띤 a di않엉 in th 띤 ch ip. Th 9 di0d9 P+ to N+ mi n i mu m distanc9 is 1 5μm. 
For th9 감‘ 。f th9 않빌띤o and 않빼15 d9Vice.s (RADFET#3 and RADFET#4, re.sp뾰tiwty) th9 
RADFE1뀔 ar흩 de.sign.뼈 with drain and gat9 physicalty t뻐d and SOU 1(;9 and bulk al앓 
conn앞t밟 뼈9th9r. Th is rr빼ns that th뼈 빼|짧 뼈 2t9rminal 뼈많 that cou닙 짧.s ity b9 
usoo in th9 Ræoor ci 1(; u ~ con figu 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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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뚫뚫뚫關購總훨爾뚫뚫 훨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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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驚훌훌 굶닮뚫 ‘‘ = -

i낭 ζ 런:.-.ι t 

A ” 
v 

Flgur멍 1: L!y out of E5AR헤〔뿔4 톨 Inglede .... 1빼 ch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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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12 bond-pads in the chip. The bond-pad size is 100u.m square and the distance 
between bond-pads is 150u.m. If one boks at the Figure 1, and assigns #1 to the top-right 
bond-pad which is designated Bulk, and #2 etc. to the bond-pads in an anti-cbckwise order, 
Table 1 describes the bond-pad arrangement of the ESAPMGS4 single device cell. 

Table 1: Bond-pad description of E5APMOS4 -single device ch Ip 

Bond-pad No. Label (as in Figure 1) Description 
1. Bulk Substrate connection (common) 
2. • rain 300/50 Drain of 300/50 W/L RAD FET#1 
3. Gate 300/50 Gate of 300/50 W/L RADFET#1 
4. Source 300/50 Source of 300/50 W/L RADFET#1 
5. Drain 690/15 Drain of 690/15 W/L RAD FET#2 
6. Gate 690/15 Gate of 690/15 W/L RADFET #2 
7. Source 690/15 Source of 690/15 W/L RADFET #2 
e. Bulk Another bulk connection (as 1) 
9. Diode P+ Diode 
10. Drain-Gate 300/50 Common drain 8L gate of 300/50 W/L RADFET#3 
11. N/C No Connection 
12. Drain-Gate 690/15 Cornrrcn drain & cjateof 69Q'15 W/L RADFET#4 

Table 2 describes the pin-out of the 14 pin package with ESAPMOS4 single device chip. 

Table 2: Pin-out of the 14-pln package wi th ESAPMOS4 single device c h i p 

Pin No. Description 
1 Substrate connection (common) 
2 Drain of 300/50 W/L RADFET#1 
3 Gate of 300/50 W/L RADFET#1 
4 Source of 300/50 W/L RADFET#1 
5 Drain of 690/15 W/L RADFET#2 
6 Gate of 690/15 W/L RADFET #2 
7 Source of 89G/15 W/L RADFET #2 
e Another bulk connection (as 1) 
9 P+ Diode 
10 Common drain H qate of 300/50 W/L RADFET#3 
11 Com mon drai h a gate of 690/15 W/L RA D FET#4 
12 No Connection 
13 No Connection 
14 No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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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ørø arø 12 bon바며ds in thø chip . Thø bon앙며d sizø is 1않μm squarø a nd th ø distanc핍 
빼빼oon 밟nd-며ds is 150μm . If onø boks at thø Fgurø 1, and ass뱅ns #1 to thø top- r방1t 
bond-pad w h c h is 빼signatød Bulk, and #2 øtc. to thø bon하뼈ds in a n anti-c I:x:: kwisø 。띠ør， 

Tab밤 1 없scribøs t hø bond-pad arf3 n뺑mø nt of th ø ESAPM αS4 si nglø æv cø cøll. 

Tl!l ble 1: lI ond-뼈 de톨 orl마lon of E5A매행4 톨 Ingle devloe oh Ip. 

Bond-pad N。 L.abøl 웹s in F뺑urø 1) Døscription 

Bulk Substratø connøctbn (common) 
요. Df3in 3않)/50 Drain of 3α)/5φ W IL RAD FET#1 
3. 13atø 웰XJJ50 Gatø of 윌XJJ50 W/L RAD FET#1 
4. SOurcø3α')/:필3 Sourc빠 。f3않)/50 W/L RADFET#1 
5. Df3in 않월115 Drain of 6않파15 W/L RAD FET#킬 
6. 13atø 않::0;15 Gatø of 않lOI15 W/L RAD FET #요 
7. SOurcø 6'않)/15 I Sourc빠 d 않월15 W/L RADFET #2 
8. Bulk Anothør bulk con n앞tbn (as 1) 
9. Di며jg P+Diαjg 

10. f Df3in- l3atø 3α)/50 co mmon d f3 in & gatø of 켈XJJ50 W/L RADFET#3 

11 ‘ N/C No Connøctbn 
12 1 D f3i n- l3a tø 6'않)/15 co mmon d f3 in & ç:aa.tø of 않::0;15 W/L RA D F튼T#4 

Tab빔 요 빼scri빼s thø pin킹 ut of thø 14 pin 며.ckagø with ESAPMOS4 singlø ævcø chip . 

TI!I ble .2: p1 n-o u t of the 14-pl n 뼈o IC l!Ige wlt h E5APM054 톨Ingle devloe ohl p. 

Pin No. Døscriptbn ιF ，~--、

Su bst f3tø con nøct bn (comπDn) ’ ........... \ 

요 Drain of 켈]며'50 WI L RAD FET#1 1 ‘ 

3 Gatø of 않XJJ50 W/L RA D F튼T#1 
4 SOurc원 。f3α)/필) W/L RAD FET#1 
5 Drain of 앉월115 WI L RAD FET#2 
6 Gatø of 않뼈15 W/L RADFET #요 
7 SOurc빠 。f 않lOI15 W/L RADF튼T #2 
a An σthør bulk connøction (as 1) 
g P+ Diodø 
10 Com mon drai n &뿔tøof웰따앓 W/L RADFET#3 
11 Com mon drai n & ga tø of 69따15 W/L RADFET#4 
12 No co n nøctbn 

13 No co n nøctbn 
14 No co n nøct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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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A Gate Oxide SOLID STATE 

PIN NO. 
2 

4 
5 

fi 

7 

£ 

ID 

12 

13 ' 

J4 — 

• 
• 

_1N.C . 

HODYlj 

01 
CI 

1 » [ J 

•2 [7 

JJ| NJC. 

^ N C . 

— l BODTT3 

In] NJC. 

I ] PI 

. N . C . 

N.C. 

JBODT2 

Two types P-M05 dosimeters of different geometry, 
Typel has a W/Lvalueof 300/50.- FUNS 1,2.3.4. 
Type 2 has a W/Lvalueof S6S/11. - FLN5 15,6,7. 
fwherje PINS 1,2,3,4 refer Do Hulk, Drain, Gate, 
Source , similarly for Type2.) 
Dosimeter operational specifcations are listed below, 
and device biasing for radiation sensing and threshold 
voltage reading is described opposite. 

TECHN1CA L 5 FEC1FLCAT10N5 
Jypkal vahjes 3 37°C, 
Oxide Thickness 100QA 
Sercitivity of Vth to Radiation 

Irradiation Field = 0.125 Mv/cm 0 .WmV/rad 
Irradiation Field = OMv/cm 0.014mV/rad 

fsensitivity at 30 kradfHiO) using a constant 10|lA in 
Reader configuration below.) 

Temperature Compereation: 
TVTC 2 . 5 m V / t 
fThis figurje taken from extrapolated Vtp value in li near 
mode <a temp.sfrom 2 7 t to loot.) 
Z.TC. value in Li near Mode ~ 3llA 
fVs=Vb=0, Vds=-0.1) 
Z.T.C value in Saturation Mode ~ 30jlA 
fUsing Reader ci rcui t co nfi gu ratio n below) 
Pre-irradiation Dosimeter Characteristics: 

Threshold Viltage fExtrapolated) 
-2.I5±0.1V 

(Also see Reader circuit graph - page2) 
Vth drift with time fsecs) 2.2mV/decade 
fThis value from Reader configuration 
forcing 4011A.) 
Oxide H reakdown Itage ~ 75V 
Channel Leakage Current with 
Vd=-12, Vg=Vs= V bu I k=0 
Su bth res ho Id 5 lope 

10 pA 
100±20 mV/ 
decade 

Channel On Resistance with 
Vgs-Vth=5V. Vds=-0.1 0.3 M£5 

Note:A bove values refer to to 300/50 device. 

OPERATION IN RADIATION ENVIRONMENT 

r H v i 

• u • • • • q 

1̂1 L̂ i IJLI g y Lg Ld 

Vi=lrradiationHias. 
The above biasi ng is used when serci ng radiation. 
Forlowfieldmode;Vi=0 (al I pi re tiedtogether). 
Fo r hig h field mode; Vi=5V is used , gi vi rrg a fi eld 
of05MV/cm,andVthchangewith dose is measu red 
with the Reader circuit. 

data-sheet lOO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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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옳 Gate O"ide SOLJD Sl"A’lE 
IXl..,", l l\IEI’F. R 

PlN 1>0 

g 

9 

12 
N.C_ 

13 
~ _N.C_ 

BODY2 

Two ty fCS P-MOS oosim~rs of difæ~nt8=C1ry ， 

Typd hasa W/ L. vahrof 300/.50 . - PlNS 1 ，~， 3 .4 

Typ~~ hasa W/ L. valueof 짧 8/1 1. - PlNS 1 ,5,6,7 
fwh~r PlNS 1.~.3.-I ~월f to Hulk. Drain. Ga~ 
S01l["(r , 잉milarly ror Typ~~.) 
D∞i ~r Op~lG.tio nal s pecit'cations a~ listed bdow, 

ar념 dc-vic~ bi빼 n8 ror !adiatio n sen되 n8 ar펴 th~hold 
뼈|빼ge ~adin8 is d=:riW opposi~. 

TECHNlCA L. S PEClFLCA TIONS 
Jypkal VSk.JK @ 27oC. 

Oxid~ Thiån= 1000A 
S~nEitivity of \i'th to Radiati며 

lπ·때iation Fidd = 0 . 1~5 Mv/cm O.OOm\i'lrad 
lπ'adiation Fidd = 0 Mv/cm 0 .01 -1m\i'lrad 

data-shed 100nm 

fsensitivity at 30 krad fH "2 0) usi n8 a conEtant 101lA i n 
R빼~rconlì 8UlG.tion bdow.) 

T는m ~ratu~ Comp~r톨anon: 

T\i'TC ~.5m\i'f1c 
fThidì 8U r tak~ from c;:x t lG.pola~ \i'tp value in li ~ar 
m며~ @ ~mp.s from ~7만 to 100면:.) 
Z.T.ζ. value in un~arMo~ ‘ 3μA 

f\i'E=\i' b=o, \i'd용0 .1) 

Z.T.c. value in Saturation Mod~ ~ 3여lA 

f Usi n8 R~~r ci rcui t co nIì 8u IG.tio n bdow) 
Prc:‘1 π때iation D않i~r Charac~ri화lCS : 

Th~hold 뾰|빼8~ f E:ttrapolated) 
-~ . 1 호1O . 1 \i' 

fAI∞ s~R~aζ~r ci ø;:uit 8raph - p~~) 
\i'th d rift wit h tim~ f풍cs) ~.~\i'/~ad~ 

fThis value from R~~r con1ì8U ræion 
rorci n8 -I01lA .) 
디1:1ζ~H~akdown 뼈 1!a8~ 

Channd ~ak~ Currnt with 
\i'd=← 1~ ， \i'8=\i'E=\i' bul노O 

Su bth ~ho Id S lop~ 

Channd 0 n RC5iEtanc~ wit h 
\i'8~←\i' th=5\1， \i'd훌~O .1 

~ 75\1 

10 pA 
1oo~0 m \i'l 
d~~ 

0.3 M.Q. 

No~:Abo~ values ~rto to 300150 dc-vic~. 

디 PERATlON 뻐 RA DlA TION EN\i'lR디NMENT 

"\i'i 

\i'i = lr!adiatio n Hias 
T~ abOY~ biasi n8 is UEC:닙 w~ns~nsi r망 radiation. 
Fc r low 1ìdd mod~; \i'i=O fall pi nE ti~ to향th~r) 

Fc r hi8h 1ìdd m뼈， 낸=5\1 is u뼈 i 휠Vl맹 a 1ìdd 
。f 0 5M\i' /cm , and \i'th c ha"8~ wi th d행ilelSm~.뻐Jrd 

with t~ ~ad~r ci rcu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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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VOLTAGE READER CIRCUIT 

Controlled 
Cu merit 
Source-

gate 

lOOhJn Gitt O i i J t HADFET. RwJef Circuit Out Jut. 

H 1 1 1 I-

V°cV) 

1 
Vth = \ b 
measuiied 

To read the total abso rbed dose at any time, 
con nect the decimeter i n the Reader ci rcuit above. 
Tabe Vth reading <* 20sec after power-up. 5u bt ract 
Ythf zero dose) to give the Vth shiftduetoirradiation. 
Dose can be Dead from AYth v"s Dose graph, as in Fig 1. 

0 10 Si 30 40 50 60 10 SO 90 
IDS ( l O ^ t t A ) 

Fig 2. 

Fig 1. Vth dependence on Ids, measuted using theVo of 
the Reader Ci rcuit. 

1-1 

LOCnm attOxXt KAS3FET. 

| - * -V , i lO\r 
CAUTION: devices are static sensitive. Use 
grounding straps when handling packages. 

le-l 
1*1 

DoKljad^H -,OJi 

Ffe L 

Figl.Radiation response of the standard 1 k A NM RC 
RADFET. The graph includes OV and 5 V irradiation 
bias responses. 

data-sheet lOD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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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d 

Cu~nt 

Source 

8<lte 

To rea.:l thell야al amorbedd。합 æanynme, 

c:on~tthed않imeter i n the Reader c:i æuit ab。’'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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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types F-M05 dosimeters of different geometry, 
Type 1 has a W/Lvalue of 300/50. - PINS 1.2,3.4. 
Type2 has a W/Lvalue of B6S/11. - FLN5 15.6,7. 
(where FINS 1,2,3,4 refer to Bulk, Drain, Gate. 
Source , similarly for Type2.) 
Dceimeter operational specifcations are listed below, 
and device biasing for radiation sensing and threshold 
vo Itage readi ng is desc ri bed opposite. 

TECHN1CA L S FECIFICATIONS 
typical vabjes <9 27°C 
•x ide Thickness 
Sensitivity of Vth to Radiation 

Irradiation Field = 0.125Mv/cm 
Irradiation Field = 0 Mv/cm 

4000A. 

0.25mV/rad 
O.lSmV/rad 

f sensitivity at 1 5 kradfH-,0) using a constant lOjlA in 
Reader configuration below.) 

Temperature Compensation: 
TVTC 6.4mV/Vl 
(This fi gu rje taken from extrapolated Vtp value in li near 
mode <9 temp.s from 2 7 ^ to loot J 
Z.T.C. value in Li near Mode 1.85[dA 
fVs=Vb=0,Vd&0.1) 
Z.T.C. value in Saturation Mode *- 2.0 llA 
I'Using Reader circuit configuration below) 
Pre-irradiation Dosimeter Characteristics: 

Threshold Voltage fExtrapolated) -6.9±0.3 V 
fAlso see Reader cirouit graph - page2) 
Vth drift with time fsecs) 1.5mV 
(This figuro from Reader configuration 
forcing 40(1A, for afactor of 2 increase in 
time) 
Oxide E reakdown Vo Itage > 300 V 
Channel Leakage Current with 
V d ^ 12. Vg=Vs= V bu I k=0 
Subthreshold S lope 

2 pA 
240120 raV/ 
decade 

Channel On Resistance with 
Vgs-Vth=5V. Vds=-0.1 O.&J-Mil 

Note: Above values refer to to 300/50 device. 

OPERATION UN RADIATION ENVIRONMENT 

I 1 — * " V i 

• • • • • • 

L̂ j Qjp Ijd Ijd y l|] Ljd^ 

Vi = Irradiation bias. 
The above biasing is used when sensi ng radiation. 
For low field mode; Vi^5 fall pins tied together). 
Fo r hig h field mode; Vi=5V is used , gi vi ng a fi eld 
of 0.125MV/CIX1, and Vth change with dose is measured 
with the Reader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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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VOLTAGE READER CIRCUIT 

J 4Vss 
Controlled 

Current 
Source 

iCd lift GI1F Olid? RADFET. Rradr t Cilr: nil O nlji 01. 

•SSL. 

1 Vo<V) 

gate 

Vth = \ b 
measured 

l̂ J source 
r—|P bulk 
| l~| drain J 

To read the total absorbed dose at any time, connect 
the dosimeter in the Reader circuit above. 
Take Vth reading <9 ?0sec after power-up. Subtract 
Vthf zero dose) togivetheVthshiftduetoi rradiatio n. 
Dose can be read from AVth v"s Dose graph, as in Fig 1. 

fl Jjfl 7Q 30 « SO ffl 70 so 90 
TD5r.uA) 

F l g Z 

Fig 7. Vt h dependence on Ids, measu redusingtheVoof 
the Reader Circuit. 

1*1 
Lln-tT̂ bnfcdStneLiil I l L f a V t i 'ill-? 

-VuOV , —e—VjiSV 
CAUTION: devices are static sensitive. Use 
grounding straps when handling packages. 

lei le3 
DoK(nd^HlO)) 

Fig 1. Radiation response of the standard 4kAunim-
plantedNMRC RADFET.ThegraphincludesOVand 
5V irradiation bias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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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A Implanted Gate Oxide SOLID 
STATE DOS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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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types P-M05 dosimeters of different geometry, 
Typel has a W/L value of 300/50.- FINS 1.2.34. 
Type 2 has a W/Lvalue of B6S/11. - FLN5 15.6,7. 
(where PLNS 1.2.3,4 refer to Bulk, Drain. Gate. 
Source , similarly for Type2.) 
Dosimeter operational specifications are listed below, 
and device biasing for radiation sensing and threshold 
voltage reading is described opposite. 

TECHNICAL SFEORCATTJQNS 
typical v a h i e s Q Z7°C, 
Oxide Thickness 4 CO OA 
Sercitivity of Vth to Radiation 

Irradiation Field = 0.125 MV/cm 1.33mV/rad 
Irradiation Field = 0 MV/cm 0.46 3 mV/rad 

I sensitivity at 1 5 kradf H.? 0) usi rrg a co nstant 10)1 A i n 
Reader configuration below.) 

Temperature Compensation: 
TVTC 2.5m V fic 
fThis figure taken from extrapolated Vy value in linear 
mode temperatures from 2 7 ^ to loot.) 
Z.T.C. value in Li near Mode ~ -500 nA 
fVs=Vb=0,Vds=0.1) 
Z.T.C. value i n Saturatio n Mode ~ - L |lA 
f Using Reader circuit configuration below) 
Pre-irradiation Dosi meter Characteristics: 

ThresholdVoltagef Extrapolated) -1 O±0.4 V 
fAlso see Reader circuit graph - page2) 
Vth d rift wit h time fsees) 2.5mV/decade 
(This figu re from Readerconfiguration 
forcing 4011A) 
Oxide Breakdown "tfsltage - 250V 
Channel Leakage Current with 
Vd=-12, Vg=Vs= V bu I k=0 
Su bt h res ho Id 5 lope 

25 pA 
220±20 mV/ 
decade 

Channel On Resistance with 
Vgs-Vth=5V. Vds=-0.1 0.75 M i l 

Note:Above values refer to to 300/50 device. 

OFERATLON UN RADIATION ENVIRONMENT 
I 1 — * * V i 

• a • • • • q 

L̂l Ijd Op [fcj Lb| Ld 

Vi — Irradiation bias. 
The above biasing is used when sersi rrg radiation. 
For low field mode; Vi=0 fall pi re tied together). 
Forhighfieldmode;Vi=5Vis used , gi vi rrg a fi eld 
of0.125MV/cm.andVthchangewithdoseis measu red 
with the Reader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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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VOLTAGE READER CIRCUIT 

gate 

Vth = Vo 
measured 

To read the total absorbed dose at any time, connect 
the dosimeter in the Readercircuit above. 
Tabe Vth reading <J 2Csec after power-up. 5u bt ract 
Vthfzero dose) to give the Vth shi ft due to i rradiatio n. 
Dose can be Dead from AVth v"s Dose graph, as in Fig 1. 

4 V. 
Tl 

(V) 

0 JO 30 30 4 0 50 GO 70 SO 90 

Ids ( piA) 

F i g Z 

Fig 1. Vth dependence on Ids, measured using theVo of 
the Reader Circuit. 

CAUTION: devices are static sensitive. Use 
grounding straps when handling packages. 

jt-j 

tni i i (K.Oj) 

F i g 1-

Fig 1. Radiation uesponEe of the standard 4 tA implanted 
NMRC RADFET. The graph includes OV and 5V i rradi-
ation bias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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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types F-M05 dosimeters of different geometry. 
Typel hasaW/Lvalue of 300/50.- FINS 1,2.3.4. 
Type2 has a W/L value of S6S/11. - FINS 1,5,6,7. 
fwheoe FINS 1,2,3,4 refer to Hulk, Drain, Gate. 
Source , similarly for Type2.) 
Dosimeter operational specifcations are listed below, 
and device biasing for radiation sensing and threshold 
voltage reading is described opposite. 

TECHNICAL SPECIFICATIONS 
Jypkral values O 27°C 
Oxide Thickne 
Sensitivity of Vth to Radiation 

Irradiation Field = 0.05 Mv/cm 
Irradiation Field = 0 Mv/cm 

10000A 

2.4mV/rad 
O.BmY/rad fsen-

sitivity at 1.5 kradfH^O) using a constant 10|iA in 
Reader configuration below.) 

Temperature Compersation: 
TVTC 1 5 m V / t 
(This figure taken from extrapolated Vtp value in li near 
mode 0 temp.s from 2 7 t to 100^.) 
Z.T.C. value in Linear Mode -5 \iA 
fYs=Vb=0. Vds^O.l) 
Z.T.C. valuein Saturation Mode ~ -30 [lA 
fUsing Reader circuit configuration below) 
Fre-i rradiation Doei meter Characteristics: 

Threshold Voltage fExtrapolated) -17.2±0.4V 
f A Iso see Reader ci ucuit graph - page2) 
Vth d rift wit h time (sees) 4 mV 
fThis figu pe f rom Readerconfiguration 
forcing -I0|1A, for a factor of 2 increase in 
time) 
Oxide Hreakdown\b Itage >400V 
Channel Leakage Current with 
Yd=-12, Vg=Ys= V bu I k=0 
Subthreshold S lope 

-20 pA 
-500 mV/ 
decade 

Channel On Resistance with 
Vgs-Vth=5V, Vds^O.1 1.95 Mil 

Note:Above values refertoto 300/50 device. 

OPERATION IN RADIATION ENVIRONMENT 

Vi = Irradiation bias. 
The above biasing is used when serei ng radiation. 
For low field mode; Vi^5 fall pins tied together). 
For high field mode; Vi=5V is used , giving afield 
of 0.125M Y/cm, and Vth change with dose is measured 
with the Reader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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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VOLTAGE READER CIRCUIT 

T 

gate 

Vth = Vo 
measured 

L̂ J source 
i—IPbult 
I H dram ^ 

To read the total abso rbed dose at any time, CO n nect 
the dosimeter in the R e a d e r c l l c u i t above. 
Tate Vth reading <9 20sec after power-up. 5u bt ract 
Vthfzero dose) to give the Vth shi ft due to i rradiatio n. 
Dose can be read from AVth v's Dose graph, as in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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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th dependence on Ids, measured using the Vo of 
the Reader Circuit. 

-ViiOV -V,J5V 

CAUTION: devices are static sens hive. Use 
grounding straps when handling packages. 

1*1 le3 1*4 

3 T R E 5 S i i i l i H C i j 

Ffe 1. 

Fig 1. Radiation response of the standard Ijlm unim-
planted NM RC RA D FET. The g raph i nc ludes 0V and 
5V irradiation bias resp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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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EM RADFET (REM 02-9-501xCC3) 

Technical report No. REM-02-9-501xCC3 

Notes on TOT500/CC3 RADFETs 
- PINOUT, MEASUREMENT, RESPONSE 

R A D F E T n. An acronym for RADIATION-SENSING FIELD-EFFECT TRANSISTOR 
based on the metal-oxide-si]icon p-channel structure. An integrating dosimeter which measures 
dose (rad or Gy(Si)) by virtue of the field effect caused by space charge trapped in an inorganic 
insulator (SiOi).The RADFET was invented in 1970 .by Andrew Holmes-Siedle (sole owner of 
REM) and the late Waldemar Poch. Details were published in 1974. The acronym "RADFET" 
was coined by Robert Hughes in 1986. The sensor has been used for the last 20 years in 
aerospace industry. It has a future in medicine, nuclear industry and science. This report gives 
response parameters and some construction details of a REM radiation sensor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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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on TOTS00/CC3 RADFETs - P1NOUTS, RESPONSES etc. 

1. GENERAL 

The RADFET dosimeter, originated by REM, is an integrating dosimeter, formed from 
an metal-oxide semiconductor (MOS) structure which measures dose (rad or Gy(Si)) by 
• se of the oxide space-charge buildup principle. The multiple RADFET elements on this 
type can be used as discrete dosimeters or jointly for temperature compensation and other 
balance c ire nits. This series and previous series, 100 to 400, are discussed in earlier 
papers (see reference section). This report gives response parameters and some construction 
details of a REM radiation sensorprobe. 

2. Physical Properties of the RADTETprobe 

2.1 General 

Controlled variable parameters of RADFETs include the overall die size, the number of 
M OS FETs w ired up and oxide t h ic knes s. The di mens ions of the R EM TOT500 c h ip are 
1.0 x 1.0 mm and it contains 4 FETs: two Type R ("RAD dose level"),two Type K 
("KILO RAD dose level"). In the CC3 and CC5 chip carriers, all four devices are wired 
out. In other models (CC4, 5, 6 and 8), two or even only one FET is wired out. Oxide 
thickness is adjusted by varying the process "recipe" for the oxidation of the silicon 
surface (oxide growth) and these conditions are varied to produce the radiation 
responsivity desired. The oxides can be described as ultra-soft i.e. processed to optimize 
the long-term trapping of positive charge. The thickness, t(ox) of gate oxide in the Type 
R MOSFET is over 0.5 micrometres; Type K: under 0.26 micrometres. The individual 
device properties (variations in oxide thickness using the same process masks) are 
specified by Recipe Number (e.g. 501C has oxides of 0.85 and 0.25 micrometres for 
FETs R and K respectively). The device used is best defined by quoting "Recipe-wafer 
number-lot number-sample number", giving dosimeter numbers such as "TOT501C-2-
3#5". The FETs within that dosimeter chip are given numbers Ql to Q4. Five recipes 
have been developed in the 500 series, including the following 

forTOT501C Type K (FETs 0 2 and 3) = 0.13 u.m 
forTOT502A Type K (FETs 0 2 and 3) = 0.25 |j.m 
forTOT501CTypeR (FETs Q land 4) = 0.93 u.m 
forTOT502A Type R (FETs Ql and4) = 0.83 p,m 

The FET sensor chip has a volume of about 0.1 cubic cm. The dielectric [the sensitive 
volume] is only a small part of this, being only about 10 cubic micrometres. The 
encapsulated chip can be placed in a position on the end of a very light ribbon cable, 
making a radiation probe assembly. We will from now on refer to this replaceable sensor 
assembly, usually a pair of FETs and a cable, as ''the sensor" or "the probe". 

12, ELECT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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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FETs are enhancement pMOS transistors. I-V characteristics resemble those of 
pTMOS switching FETs. Dosimetry involves tracking "threshold voltage", V(T). Th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 readout voltage of a RADFET after expo sure to radiation [or 
other charge injection into theMOSFET oxide] are expressed as the dosimetric parameter, 
AV T , which can be concerted into dose on its. A recommended practice is to measure the 
characteristic vo l ta^ at two different values of drain current. These yield two points on 
the TV characteristic of the sensor, from which the tme threshold voltage, V T , at zero 
volts could be obtained by extrapolation. Dosimetry is possible with only ONE current 
value but having two or three points gives more chance for error correction since it 
establishes that the FET has the correct transcondnctance, is stable and that a proper " V T " 
value exists. That is, the provision of two or three currents, leading to three voltage 
valnes, provides a system health check. 

The measurement of I-V slope is expressed as "diff". After measuring voltage at 160 u,A, 
another measurement of voltage is made at 9Q|iA. The difference between the values of 
signal at the two current values is tabulated as "diff". "diff" values for REM FETs lie 
between 200 and 200m V. The value is used as a rapid check that the I-V characteristic is 
as it should be. 

The shift of V(T) given by a given number of trapped charges is dependent on the 
thickness of the gate oxide. The initial threshold voltage values for thick-oxides are high, 
due to the process-induced oxide trapped charge. 

STABILITY - GENERAL: In unirradiated RADFETS, drift of V(T) with time can be 
caused by interface states, ionic motion or noise and drift caused by a a "diode 
instability". All of these can be regarded as process defects which are normally 
minimized by selection and grading The larger drift effects observed AFTER irradiation 
["radiation-induced drift up of threshold voltage^ cannot be altered but are predictable. 
The value of "dn 10/20s", is the increase in the arithmetical value of V(T) between time 
values of 10 and 20 seconds after switching the V(T) tracker circuit on at a drain current 
value of 160 microamperes. Low dn values indicate good stability. Radiayion-induced 
drift up from an exposure to 50 rad(Si) of p m m a ray sat V(I)=0 is of the order of 0.5 mV. 
However, the same dose produces a permanent radiation-induced VfT) shift of over 50 
mV (i.e. the dosimetric figure is 100 times the drift effect). 

STABILITY SPECIFICATION: A typical mode of specifying pre-irradiation drift is a 
symbol such as "Ae" (acceptable-excellent) under which the threshold voltage before 
irradiation must not drift up by not more than 0.60V over the time period between 10 and 
20 seconds after the constant current source (effectively a negative gate volta^) from the 
reader is applied to the source (expressed as "dn 10/20s = 0.60 mV"). A less exacting 
specification is "Ag" (acceptable-good), in the above test must produce drift up of less 
than 1.0 mV. This is adequate for most RADFET dosimetry. 

13 READING OP RADFETs - THRESHOLD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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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irradiation electrical parameters of RADFETs delivered commercially will have been 
selected by measurement on a transistor curve tracer to determine functionality of the 
fourMOSFETs. Even if only one in four is functioning, it can still be used with 
confidence because "failed" devices do not normally interfere with working ones. 
Further measurements are carried out as appropriate for the user's specification. To 
determine stability and a precision starting value of the threshold voltage, a more precise 
"threshold voltage tracking" circuit is used to give a "read voltage" signal at a current 
near 160 microamperes. It is the SHIFT in this signal with exposure to radiation which is 
the measure of dose received. A description of a typical simple "threshold voltage 
tracker" designed by REM is given below. 

A RADFET reader circuit does not take a large area. A constant-current source, say a 
JFET and three resistors, plus switching fits a small board such as a PC card. The system 
is lighter and less complex than that for most other do si meters and radiation counters and 
hence fits easily into portables, briefcases or mailing envelopes. The dimensions, not 
including the protective box, of REM'sB2 10-do si meter reader board are: w 144mm 
(6in), d 160mm (6.3in), h 50mm (2in); weight is 130 gm (5ounces). 

Such a reader requires only milliamperes of power from a DC source and only during 
reading. For bench-top work, an external mains supply of +27 V usually works at about 
80 mA andean come from a mains transformer via a 2.1 mm DC power plug. Three °/V 
PP3 batteries in the same position would last for a few hours. For medium doses, a supply 
rail voltages as low as 12 V may be sufficient. 

It is advisable to include on the PCB a solid-state constant-current generator which can be 
switched to THREE different values of drain current. These yield three points on thel-V 
characteristic of the sensor. Dosimetry is possible with only ONE current value but 
having two or three points gives more chance for error correction. That is, the provision 
of three currents, leading to three voltage values, provides a system health check 

The REM 5-way dosimeter system is based on 5-way channels, contacted via sets of 5-
way square-pin PCB headers [0.64mm square pins]. These connect the read circuit to the 
sensors via 5-way cables [see Fig 2 ] . Thepinout of each group is as follows: No. 1 = 
body/source, B/Spin; pins 2-5 are Drain, Gate, Drain, Gate respectively. There is nearly 
always a good argument for designing a system with TWO RADFET sensors - two 
positions to monitor or two sensitivities in the one position. Thus, switching is arranged 
allowing the system to multiplex around several sensors. A useful system would be an 
array of about ten sensors. For a proper threshold-voltage measurement, only one FET is 
connected to the current supply of the reader. 

2A THE MEASUREMENT AND SELECTION OF RADFETS FOR DOSIMETRY 

When selecting devices for a given dosimetric use, electrical parameters must be 
understood, especially the I(D)-V(G) curve, the thresh old voltage and the drift of 
threshold versus time. The drift effect is caused by interface states or ionic motion and 
places a fundamental limitation on dosimetric accuracy. Drift effects increas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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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so that a heavily irradiated device is less accurate than afresh one.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to handle these effects. 

RADFETs are enhancement pMOS transistors. I-V characteristics resemble those of 
pMOS switching FETs. Dosimetry involves tracking "threshold voltage", V(T). Th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 readout voltage of a RADFET after expo sure to radiation [or 
other charge injection into theMOSFET oxide] are expressed as the dosimetric parameter, 
AV-r, which can be converted into dose units. A recommended practice is to measure the 
characteristic voltage at two different values of drain current. These yield two points on 
the TV characteristic of the sensor, from which the true threshold voltage, V T , at zero 
volts could be obtained by extrapolation. Dosimetry is possible with only ONE current 
value but having two or three points gives more chance for error correction since it 
establishes that the FET has the correct transcondnctance, is stable and that a proper " V T " 
value exists. That is, the provision of two or three currents, leading to three voltage 
values, provides a system health check. 

The measurement of I-V slope is expressed as "diff". After measuring voltage at 160 u,A, 
another measurement of voltage is made at 90u,A. The difference between the values of 
signal at the two current values is tabulated as "diff'. "diff" values for REM FETs lie 
between 200 and 200m V. The value is used as a rapid check that the I-V characteristic is 
as it should be. 

The shift of V(T) given by a given number of trapped charges is dependent on the 
thickness of the gate oxide. The initial threshold voltage values for thick-oxides are high, 
due to the process-induced oxide trapped charge. 

2J5 EXAMPLES OF DEVICE MEASUREMENTS BY REM RFR SOFTWARE 

REM's software characterizes the quality of aqnadmpLe FET orany other array by 
rapidly switching drive currents, making timed measurements of threshold voltages and 
logging them. The table below shows atypical set of device parameters for REM Type 
TOT501, logged by an auto mated digital reader, which are within specification with 
regard to V(T) ,I - V , and stability. 

V T Q 1 dn diff VT Q2 dn diff 
(V) (mV) (mv) (V) (mV) (mV) 

6.0565 1.2 -242.3 3.1927 0.2 -268.6 

V T Q 3 dn diff VT Q4 dn diff 
(V) (mV) (mv) (V) (mV) (mV) 

3.1317 0.4 -263 6.2206 0.6 -255.6 

V(T)Q1 shows the measurement of the VT tracker signal for device Ql at 1(D) = 160 u,A, 
t = 1 second after s witching the reader circuits to Q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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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J6 CHIP CARRIERS 

Fig 1 shows dosimeter carrier packages for the T0T5Q0 RADFET. The type shown is the Type 
CC-3,a development of the commercial semiconductor package known as the 14-way D1L. It 
will allow the wiring out of all of the electrodes of the TOT500 quadruple RADFET. Smaller and 
more advanced carriers were later designed by REM as dosimeter probes, including the CC-5 
3+0, CC-b 5+5 (dual RADFET surface-iuountable); for those who must have small probes, 
single RADFET type CC-5 (4+0) and for mounting on cables, CC-S 3+3 (b-way, dual-RADFET). 
Medical probes of small diameter are evolvi ng from the above carrier technologies. 

3. CONCLUSIONS 

This technical note explains practical aspects of the electrical parameters of RADFETs, 
their measurements and selection by measurement. It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and use 
of thefour-FET device, the REM TOT500, as a radiation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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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g . L Dosimeter carrier packages for the TOT500 RADFET. The type shown is the Type CC-3, 
a development of the commercial semiconductor package known as the 14-way D1L. It will allow 
the wiring out of all of the electrodes of the TOT5 00 quadruple RADFET. Smaller and more 
adva need car rie rs are specia 11 y de sign ed by REM a s dosi mete r probe s, i nc ludi n g the CCS 3+0, 
CC-65+5 (dual RADFET surface-mountable); for those who must have small probes, single 
RADFET type CC-5 (4+0) and for mounting on cables, CC-S 3+3 (6-way, dual -RADFET). 
Medical probes of small diameter are evolvi ng from the above carrier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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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RADIATION RESPONSE MODEL 

This section gives an eight-decade response model fortheTOT500 RADFET . The 
model is not a calibration of the production lot selected for this procurement but is typical 
response derived from a number of gamma-ray results taken by REM and other workers 
The variance over a process lot is likely to be larger than 5 percent and smaller than 15 
percent. 

Threshold shift as a function of dose 
Zero bias. This section gives an eight-decade response model for the TOT500 RADFET 
in the zero-bias mode i.e. with all leads shorted during exposure. The zero-bias response 
fordose values below 300 rad (3 Gy) is seen to be linear, of slope about 75 mV/rad. 
Above this dose value the response, over short spans, can be viewed as a power law. 
Over longer dose spans the function has a gradually reducing exponent. Thus, under 
10,000 rad (100 Gy), the power can betaken as about 0.7. Between 0.1 and 1 Megarad 
(10 kGy), the power is about 0.4. The tables give numerical values for the data points on 
the figures. 

Positive bias. A second table gives some indicative values for exposure under positive 
gate bias. Response is linear for about four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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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l Radiation response of RADFET type 501C [positive bias]. Threshold voltage 
shift at 160 microamps drain current under+20V continuous DC bias during exposure 
to gamma rays. Cumulative dose values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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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2 Radiation response of RADFET type 501C [zero bias]. Threshold voltage shift 
at 160 microamps drain current under continuous "zero-bias "condition during exposure 
to gamma rays. Cumulative dose values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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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 l . VOLTAGE SHIFTS: REM GENERAL MODELS. 

REM RADFET RECIPE 501C, ZERO BIAS:: Eight-decade RADFET response model. 
Oxide t hie kness val Lie s are 0.83/0.25 u.m (mic ro n s). 
Tested with Co-60 gamma rays nnderzero gate bias do ring irradiation. 

DOSE 

DOSE 

THICK. THIN 
OXIDE OXIDE 
"TYPE R" "TYPE K" 
U = 0.83 p U = 0.-25 um 
V T SHIFT V T SHIFT 

rad(Si) (Volts) (Volts) 

1 0.001 0.0002 
2 0.0021 0.0004 
5 0.0051 0.001 
10 0.011 0.002 
20 0.02 0.004 
50 0.048 0.0093 
100 0.091 0.018 
200 0.17 0.036 
500 0.33 0.08 
1.00E+03 0.71 0.145 
2.00E+03 1.2 0.28 
5.00E+03 2.7 0.61 
1.00E+04 4.6 1.15 
2.00E+04 6.6 1.9 
5.00E+04 H i 3.9 
1.00E+05 18 5.9 
2.00E+05 22 9.1 
5.00E+05 33 16 
1.00E+06 43 195 
2.00E+06 57 24 
5.00E+06 72 31 
1.00E+07 83 385 
2.00E+07 93 47 
5.00E+07 95 52 
1.00E+08 10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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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 l (cont). VOLTAGE SHIFTS: REM GENERAL MODELS (cont) 

REM RADFET RECIPE 5Q1C, POSITIVE BIAS: 
Eight-decade RADFET response model. Oxide thickness values Q.83XJ.25 LLm (microns). 
Tested with Co-60 gamma rays nnder+20V gate bias do ring irradiation. 

THICK THIN 
DOSE OXIDE OXIDE 

DOSE 
radfSi) 

"TYPE R" "TYPEK" 
1„=0.S5 |im t„=0.25 r̂n 
V T SHIFT V T SHIFT 
(Volts) (Volts) 

1 0.01 0.0006 
2 0.02 0.0012 
5 0.05 0.003 
10 0.1 0.006 
20 0.2 0.012 
50 0.5 0.03 
100 0.06 
200 2 0.12 
500 5 0.3 
1.0QE+03 10 0.6 
2.00E+03 20 1.18 
5.00E+03 48 31 
1.00E+04 87 6 
2.Q0E+04 120 12 
5.00E+04 150 28 
1.00E+05 170 53 
2.00E+05 180 82 
5.00E+05 190 115 
1.00E+06 * 122 
2.00E+06 * 125 
5.00E+06 * 128 
1.00E+07 * 130 
2.00E+07 * 130 
5.00E+07 * 130 
1.00E+08 * 130 

* off-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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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EM RADFET (REM 02-9-504xCC8) 

Technical report No. REM-02-9-504 xCC8resp 

NOTES ON TOT500/CC8 RADFETs : 
RESPONSE T O G A M M A RAYS 

RADFET n. An acronym for RADIATION-SENSING FIELD-EFFECT TRANSISTOR 
based on the metal-oxide-silicon p-channel structure. An integrating dosimeter which measures 
dose (rad or Gy(Si ))by virtue of the field effect caused by space charge trapped in an inorganic 
insulator (SiO-).The RADFET was invented in 1970 .by Andrew Holmes-Siedle (sole owner of 
REM) and the late Waldemar Poch. Details were published in 1974. The acronym "RADFET' 
was coined by Robert Hughes in 1986. The sensor has been used for the last 20 years in 
aerospace industry. It has a future in medici ne, nuclear industry and science. This report gives 
some construction details of a REM radiation sensor probe and appends a model of its reponseto 
gamma rays or other ionizing radiation.. 

- 102 -



NOTES ON TOT500/CC8 RADFETs : 
RESPONSE T O G A M M A RAYS 

1. GENERAL 

The RADFET dosimeter, originated by REM, is an integrating do si meter, formed from 
an metal-oxide semiconductor (MOS) structure which measures dose (rad or Gy(Si)) by 
• se of the oxide space-charge buildup principle. The multiple RADFET elements on this 
type can be used as discrete dosimeters or jointly for temperature compensation and other 
balance c ire nits. This series and previous series, 100 to 400, are disenssed in earlier 
papers (see reference section). This report gives response parameters and some construction 
details of a REM radiation sensor probe and appends model of its reponse to gamma rays or other 
ionizing radiation.. 

Controlled variable parameters of RADFETs inc lode the overall die size, the n Limber of 
MOSFETs wired np and the oxide thickness. The dimensions of the REM TOT500 chip 
are 1.0 x 1.0 mm and it contains 4 FETs: two Type R ("RAD dose level"), two Type K 
("KILORAD dose level"). In the CC3 and CC5 chip carriers, all fonrdevices are wired 
OLit. In other models (CC4, 5, 6 and 8), two or even only one FET is wired ont. Oxide 
thickness is adjusted by varying the process "recipe" for the oxidation of the silicon 
SLirface (oxide growth) and these conditions are varied to prodncethe radiation 
responsivity desired. The oxides can be described as nltra-soft i.e. processed to optimize 
the long-term trapping of positive charge. The thickness, t(ox) of gate oxide in the Type 
R MOSFET is over 03 micrometres; Type K: nnderO.26 micrometres. The individual 
device properties (variations in oxide thickness • sing the same process masks) are 
specified by Recipe NLimbers (e.g. 504 has oxides of 1.24 and 0.13 micrometres for FET 
Type R and K respectively). To specify a device exactly quote "Recipe-wafer number-
assembly lot nLimber-sample number", example : "TOT504A-20-3 #5". The FETs within 
that dosimeter chip are nLimbered Q1 to Q4. Five recipes have been developed in the 500 
series AND THEIR RESPONSES ARE DESCRIBED LATER. If the encapsulated 
RADFET chip is positioned on the end of a very light ribbon cable, it constitutes a 
"radiation probe" assembly. We will from now on refer to this replaceable sensor 
assembly, usually a pair of FET sand a cable, as "the sensor" or "the probe". 

12, ELECTRICAL 

THRESHOLD VOLTAGE: The RADFET is an enhancement pMOS transistors. The I-V 
characteristics resemble those of pMOS switching FETs. Dosimetry involves tracking 
"threshold voltage", V(T) . Th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 readoLit voltage of a 
RADFET after exposure to radiation are expressed as the dosimetric parameter, delta V T , 
or "threshold voltage shift", which, if the MOSFET is suitably stable, can be converted 

1. Physical Properties of the RADFET probe 

2.1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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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t o dose • n its. S ome tab ies fo r t hi s c o nversi o n appear belo w. A M OSFET hav ing a 
"thick oxide" is normaLLy highiy sensitive to radiation, although the high initial threshoid 
vo itage valnes are a disadvantage. Other REM notes indicate how to determine that a 
M OS FET is stable and that a proper "Yf" value exists in the I-V curve. 

STABILITY SPECIFICATION: A typical mode of specifying pre-irradiation drift is a 
symbol snch as "Ag" (acceptable-good) nnder which the threshold voltage before 
irradiation most not drift np by more than 1 mV over the time period between 10 and 20 
seconds after the constant cnrrent sonrce (effectively a negative gate voltage) from the 
reader is applied to the sonrce (expressed as "dn 10/20s = 1 mV"). This level of pre-
irradiation stability is more than adequate for most RADFET dosimetry. 

2.J READING OF RADFETs - THRESHOLD TRACKING 

Pre-irradiation electrical parameters of RADFETs delivered commercially will have been 
selected by measurement on a transistor curve tracer to determine functionality of the 
fonrMOSFETs. Even if only one in four is functioning it can still be used with 
confidence because "failed" devices do not normally interfere with working ones. fOR 
ROUTINE DOSIMETRIC READOUT, precise "threshold voltage tracking" circuit is 
REQUIRED to give a "read voltage" signal which can be logged. If possible, the initial 
voltage is nulled and the SHIFT in voltage signal is logged directly. A RADFET reader 
circuit does not take a large area. A constant-current source, say a J FET and three 
resistors, plus switching fits a small board such as a PC card. The system is lighter and 
less complex than that for most other dosimeters and radiation connters.and requires only 
milliamperes of power from a DC source and that only during reading. 

The REM 5-way dosimeter system is based on 5-way channeIs, contacted via sets of 5-
way square-pin PCB headers [0.64mm square pins]. These connect the read circuit to the 
sensors via 5-way cables [see Fig 2 ] . Thepinout of each group is as follows: No. 1 = 
body/source, B/S pin; pins 2-5 are Drain, Gate, Drain, Gate respectively. 

When selecting devices for a given dosimetric use, electrical parameters must be 
understood, especially the I(D)-V(G) curve, the threshold voltage and the drift of 
threshold versus time, [a section on this subject will be found in REM application note 
REM-02-9CC8pin]. 

2J5 CHIP CARRIERS 

Fig 1 shows dosimeter carrier packages for the TJOT50Q RADFET. The type shown is the Type 
CC-S. Several advanced carriers are offered by REM. 

3. RADIATION RESPONSE 

Eight-decade response model by REM for the various oxide thickness values of the 
TOT500 RADFETS are available. The model is not a calibration of a given production 
lot but istypical response derived from a number of gam ma-ray results taken by REM 
and other workers. The variance over a process lot is likely to be larger than 5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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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maller than 15 percent. The value of the threshold or flat band voltage shift as a 
function of dose is given for eight decades of dose in at least two bias conditions. Five 
recipes have been developed in the 500 series, including the following: 

TOT501C Type K (FETs Q2 and 3) = 0.25 u.m 
TOT502 to 504A Type K (FETs Q2 and 3) = 0.13 |im 
TOT501C Type R (FETs Q1 and 4) = 0.83 LUXI 

TOT502A and 504A Type R (FETs Ql and 4) = 0.93 and 1.24LUTI respectively 

The radiation sensitivity of the MOSFET arises from the channel area of the oxide ft I. 
While the sensor chip is small as sensors go, having a volume of about 0.1 cubic cm, the 
sensitive volume of the dielectric is only a small part of this, being only about 10 cubic 
micrometres i.e. a microscopic point sensor, capable of very high resolution of profiles 
but, because of its size, having relatively poor dose resolution - see our literature 
references below. 
Zero bias, [all leads shorted during expo sure]. The zero-bias response for dose values 
below 300 rad (3 Gy) is near-linear, having a si ope about 1 mV/rad for Type R. Above 
this dose value the response, over short spans, can be viewed as a power law. The 
practical dose resolution in this mode is over 10 rads. 
Positive bias. A positive voltage on the gate during exposure gives a high oxide field, 
about 1 MV/cm. Response is linear for about four decades, havinga slope of about 10 
mV/rad.forType R The practical dose resolution in this mode is about 1 rad. 

4. CONCLUSIONS 

This technical note describes the use as a radiation probe and the response parameters of 
the REM TOT500 pMOSFET radiation dosimeter. Combined with the REM CCS flexible 
chip carrier, it can achieve high dimensional resolution of dose profiles. Literature 
references give links to furth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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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FET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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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ER 
of Ka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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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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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car-16.pieknd tiEp02-7.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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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A D F E T CHIPS ON A 

3 OR 6-WAY FLEXIBLE 

CARRIER TYPE C C S 

REM type CC-S 
chip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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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rawing of the REM CC8. 1.1 six-way REM RADFET sensor probe. 
Genera i front view and c ire nits for two alternative connections to 2.5 mm sqnare-pins 
(PCB type). Lengths are variable to order. Not shown are the parts nsed in fabrication 
[work holding tabs and a shorting track]. CC-8 may also be connected by cables or a 1-
mm pitch eclge connector. Medical probes of small diameter are evolving from advanced 
c h ip-carrier tec h n ol 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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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 l Radiation response of RADFET type 504A under POSITIVE 
irradiation bias. "Threshold voltage" shift at a constant drain current under+20V 
continuous DC bias during exposure to gamma rays. Cumulative dose values on x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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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2 Radiation response of RADFET type 504A under ZERO irradiation bias. 
"Threshold voltage" shift at a constant drain current under continuous "zero-bias" 
condition during exposure to gamma rays. Cumulative dose value on x-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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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 l . V O L T A G E SHIFTS: REM GENERAL MODELS. 

REM RADFET RECIPE S04A, POSITIVE BIAS: 
Eight-decade RADFET response modei. Oxide thickness vaines 1.23X5.13 u.m (microns). 
Mid range tested with Co-60 gamma rays under ZERO gate bias during irradiation. 

DOSE THICK. OXIDE THIN OXIDE 

DOSE 
rad(Si) 

"TYPE R" 

V T SHIFT 
(Voits) 

'TYPE K" 
U=013 lixn 
V T SHIFT 
(Volts) 

5 
10 
20 
50 
100 
200 
500 

0.02 
0.04 
0.1 
0.2 
0.4 

0.00035 
0.0007 
0.00175 
0.0035 
0.007 
0.0175 
0.035 
0.07 
0.175 

4 

1.00E+03 
2.00E+03 
5.0QE+03 
1.00E+04 
2.00E+04 
5.00E+04 
1.00E+05 
2.00E+05 
5.00E+05 
1.00E+06 
2.00E+06 
5.00E+06 
1.00E+07 
2.00E+07 
5.00E+07 
1.00E+08 

10 
20 
40 
85 
135 
205 
280 
333 
343 
347 
350 
352 
354 
356 
358 
360 
362 

0.35 
0.65 
1.7 
3.5 
6.7 
17 
30 
41 
55 
69 
71 
73 
75 
76 
7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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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 l (cont). VOLTAGE SHIFTS: REM GENERAL MODELS (cont) 

REM RADFET RECIPE S04A, ZERO BIAS: 
Eight-decade RADFET response modei. Oxide thickness vaines 1.23/0.13 u.m (microns). 
Mid range tested with Co-60 gamma rays nnder+20V gate biasdnring irradiation. 

DOSE THICK. OXIDE THIN OXIDE 
"TYPE R" 
W= 1.23 (iin 

"TYPE K" 
t*=0.l3 \im 

DOSE V T SHIFT VTSH1F1 
radfSi) (Volts) (Volts) 

1 0.0032 0.00008 
2 0.006 0.00016 
5 0.015 0.0004 
10 0.029 0.00075 
20 0.052 0.0017 
50 0.12 0.004 
100 0.231 0.0075 
200 0.42 0.014 
500 0.95 0.035 
1.00E+03 1.6 0.064 
2.00E+03 2.8 0.12 
5.00E+03 5 0.27 
1.00E+04 8.75 0.45 
2.00E+04 13 0.8 
5.00E+04 25 1.5 
1.00E+05 34 2.45 
2.00E+05 48 
5.00E+05 68 7 
1.00E+06 85.7 9.5 
2.00E+06 110 13 
5.00E+06 134 18 
1.00E+07 148 2 1 3 
2.00E+07 160 25 
5.00E+07 175 27 
1.00E+08 193 29-8 

* off-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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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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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본 연구에서는 pMOSFET의 게이트 극 산화막층 위에 부착한 Gd 핵반응막과 

pMOSFET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열중성자 탐지 센서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이를 위해 pMOSFET 반도체 소자와 Gd 핵반응 막 열중성자 탐지소자를 제작 

하고 열중성자장에서의 반응도 및 측정감도를 시험하였다. 또한 감마선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감마선장에서의 조사시험을 병행하였다. 열중성자 조사시험에서 

Gd-pMOSFET 소자는 열중성자에 대해 선형적인 민감한 반웅을 나타낸 반면 Gd 막 

이 없는 pMOSFET는 무시할 정도의 반응을 보였고， 감마션에 대해서 두 소자는 유사 

한 감도의 방사션 특성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양한 방사선 시험을 통하여 Gd 막을 부 

착한 pMOSFET는 열중성자를 감지할 수 있는 우수한 감도의 센서로 사용이 가능하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감산기를 사용하여 Gd-pMOSFET과 pMOSFET의 출 

력값을 보상할 경우， 열중성자와 감마선이 혼재된 방사선장에서 두 방사선의 양을 각 

각 독립적으로 감지할 수 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선량모률을 

설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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