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AR-793/2008                          기술현황분석보고서

             

Cryogenic 센서  극 온 냉각 시스템 기술 개발 황

 

Progress Report on Development of Cryogenic 

Refrigerator and Cryogenic Detector

                                                         

2008. 01.     

  

                           

한국원자력연구원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Cryogenic 센서 및 극저온 냉각 시스템 기술 현황” 보

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 저 자  :   박 세 환, 송태영

공동저자 : 김 한 수, 하 장 호 

이 재 형               

                         



- i -

요  약  문

   본 보고서는 Cryogenic(극저온) 센서 제작 및 이를 이용한 고정밀 측

정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 동향을 다루고 있다. Cryogenic 센서는 초기의 

bolometer 형태의 센서에서 점차 초전도체를 이용하여 입사 입자의 에너

지를 초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오고 있다. 특히 초전도체

를 이용한 Cryogenic 센서는 기존에 쓰이고 있는 센서에 비하여 5 ∼ 10 

배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다양한 측정 분야에서 많

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기의 초전도 Cryogenic 센서는 고에너지 분

야에서 기초 물리 실험을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 단

백질 분석, 핵분열 생성 악티나이드 핵종 분석 등 분야에서 센서의 초고

분해능을 바탕으로 기존의 계측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차세대 센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에너지 밴드갭이 작은 InSb, 

InAs 등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하여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Ge이나 Si 보

다 분해능이 3 ~ 5 정도 향상된 반도체 기반 Cryogenic 센서도 많은 개

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동작할 수 있는 

센서 운용 부대 장치 기술 발전, 다채널 신호 처리를 바탕으로 한 검출 

대면적 증대, 반도체 단결정 성능 향상 등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

이 가능한 Cryogenic 센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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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development of cryogenic detector and the ultra 

high-resolution measurement technique based on the detector is 

discussed in this report. Cryogenic detector has developed from the 

bolometer-type detector to the superconductor-based detector, 

which could be used to measure the energy of particle with the 

ultra high resolution. Since the energy resolution of the cryogenic 

detector can be improved at around 5 ~ 10 times comparing to the 

energy resolution of the conventional detector, the cryogenic 

detector can be used in various application areas. At first, the 

cryogenic detector was used in high energy physics. Now it can be 

used in various areas such as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analysis of molecular DNA structure, and isotope identification of 

actinide isotope. The small band gap semiconductor detector, which 

is based on InSb and InAs, is also important detector, because the 

energy resolution of the detector can be improved at 3 ~ 5 times 

comparing to the Si or Ge-based detector. The technical progress 

of the low temperature cooling system, the enhancement of 

detection area based on the array structure, and the enhancement 

of the semiconductor crystal quality make it possible to use the 

cryogenic detector in various applicatio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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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극 온 검출기의 개요

   극 온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검출기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검출기들이 에 지 

분해능이 뛰어나며 극 온에서 동작하고 검출효율이 높다는 공통 을 가지고 있

으나 세부 인 동작 원리는 다르다. 일반 인 극 온 검출기의 구조는 센서와 결

합된 흡수부(absorber)와 cold bath부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구조는 시편 에 박막

이 올려진 구조인데, 박막은 간단한 구조의 검출기에서는 흡수부와 센서로 동작

하고 시편은 cold bath로 동작한다. 방사선이나 입사 입자가 박막에 입사하면 흡

수부에서 정지하게 되며 이 때 에 지에 의하여 박막 내 고체 구조의 들뜸 상

이 발생하고 이러한 들뜸 상을 측정함으로써 방사선이나 입사 입자를 측정하

게 된다. 일반 으로 박막에 방사선이나 입사 입자가 정지할 경우 발생하는 최

의 들뜸 상은 phonon이다. Phonon은 양자화된 결정의 진동이며 이러한 진동은 

입자와 같이 움직이며 물질 내를 소리의 속도로 이동한다. 흡수체의 종류에 따라

서 이러한 Phonon은 도체(superconductor) 박막에서는 quasiparticle로 바

고, 속박막에서는 hot electron으로 바 다.

   극 온 검출기는 평형 검출기(equilibrium sensor)와 비평형 검출기

(non-equilibrium sensor)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비평형 검출기에서는 들뜸 

상이 검출기 체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에 측정이 이루어지며, 입사 에

지는 들뜸 상의 수를 측정함으로 결정된다. 표 인 비평형 검출기로는 

Superconducting Tunnel Junction (STJ) 검출기를 들 수 있다. 평형 검출기에서

는 입사 에 지가 검출기 체에서 평형 상태에 이루며 이에 따른 온도 증가를 

측정하게 된다. 표 인 평형 검출기로는 Hot Electron Microcalorimeter를 들 

수 있다. 두 가지 검출기는 모두 cold bath와 연결되어서 검출기가 입사 입자와 

반응 후 빠르게 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극 온 검출기의 검출 속도와 에 지 분해능은 검출기의 종류  동작 온도

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으로 검출기의 에 지 분해능은 검출기 동작 온도가 낮

을수록 높아진다. 그러나 검출기 동작온도가 낮을수록 검출기의 검출 속도가 느

려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어진 온도에서 평형 검출기는 에 지 분해능이 높

은 장 을 보이고 있으며 비평형 검출기는 검출 속도가 빠른 장잠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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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극 온 냉각시스템 

 1.  Cryogenics 일반 사항

  가. 발  과정

   개스의 압축과 팽창 과정을 이용하는 것을 주로 하는 인 인 냉각 방법들

은 19C에 본격 으로 활용되기 시작하 다. 얼음 생산과 에어컨의 개념이 도입

된 것도 시기를 같이 한다. Cryogenics라는 용어는 1894년에 네덜란드 Leiden 

학의 Onnes 교수에 의해서 최 로 사용되었는데 재 일반 으로 cryogenics는 

-150℃ 이하의 온도와 련됨을 의미한다. 

   1800년  반에 국 과학자인 패러데이가 고체 이산화탄소와 에테르 혼합

액을 증발시켜서 163K(-110℃)의 온도에 도달했으며, 1877년에 랑스의 Caillete

와 스 스의 Pictet에 의해서 최 로 액화 산소를 만들었다. 1894년에 Onnes가 

최 의 액화공기 공장을 설립했고, 1898년에 국의 Dewar가 수소를, 1908년에 

Onnes가 핼륨을 액화하는데 성공하 다. 그 이후에 기체를 액화시키는 방법의 

효율성 증가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액체 수소나 핼륨의 보 이 확 되어 

일반 실험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재 1K 정도 이상의 일반 인 극 온 냉각은 액화된 질소, 헬륨을 직  이

용하거나 냉매의 압축, 팽창 cycle을 이용하여 냉각하는 refrigerator 방식을 사용

한다. 액화된 질소, 헬륨을 직  이용하는 경우에는 냉매를 용기 내에 가두어서 

사용하는 정  보  (Cryostat) 방식과 액화가스를 흘려주면서 증발시켜서 냉각 

용기 외부로 개스를 방출하면서 냉각하는 개방 유동 (Continuous Flow 는 

Open Flow)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K 이하의 극 온 냉각 방식은 3가지로 나  수 있는데 비등 이 He-4 보다 

낮아서 300mK 근방 이하까지 낮출 수 있는 He-3 이용 방식, He-3와 He-4를 

혼합하여 수 mK 까지 낮출 수 있는 dilution refrigerator 방식, 낮은 온도에서 

상자성체에 강한 자기장을 걸고 단열상태에서 자기장을 제거하면 온도가 하되

는 것을 이용하여 1mK까지 낮출 수 있는 ADR (Adiabatic Demagnetization 

Refrigerator) 방식이 있다. ADR의 경우에 핵자기를 이용하면 0.01mK 까지도 냉

각이 가능하지만 일반 으로 수십 mK 정도의 냉각에서 사용한다. 1K 이하의 냉

각 방식은 그 과정에서 1K 이상의 냉각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에서 설명한 1K 이하의 극 온 냉각 방식은 20C 에 방법이 개발되었으

며 극 온 이용 분야의 확 와 더불어 그 기술들이 한층 더 upgrade 되었다. 표 

1에 에서 언 한 냉각 방식들을 정리하 고, 표 2에는 냉각에 사용되는 유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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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등 을 정리하 다. 

   

표 1. 극 온 냉각 방식   

냉각 방식 특징

1K 이상
액체개스 
직  이용

정 보  방식 액체 질소, 헬륨 등 이용

개방유동 방식 액체 질소, 헬륨 등 이용

냉장고 방식 기체 질소, 헬륨 등 이용. Closed cycle.

1K 이하

He-3 이용 He-3 액체 이용 (300mK 근방 이하)

Dilution Refrigerator He-3/He-4의 dilution 이용 (수 mK)

ADR 상자성체 이용(1mK). 핵자기 이용(0.01mK).
일반 으로 수십 mK.

표 2. 냉각 유체 비등  (1기압)

Cryogen K oC oF

메탄 111.7 -161.5 -258.6

산소 90.2 -183.0 -297.3

질소 77.4 -195.8 -320.4

수소 20.3 -252.9 -423.2

헬륨 4.2 -269.0 -452.1

(참고: 온도) 0 -273.15 -459.67

  나. 활용 분야

   냉각 기술의 발 으로 여러 분야에서 냉각 기술을 활용하게 되었는데 첫 번

째로 기체의 액화로 부피가 작아져서 기체를 효율 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천연

가스 운반을 액체 상태에서 함으로서 수송이 용이해졌고, 잠수, 용 , 단에 사

용되는 산소를 작은 부피의 통속에 액체 상태로 넣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로켓의 연료로도 액체 상태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온 보 에 활용이 되었는데 음식물은 물론, 신체 세포를 온 보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용도로는 주로 액체 질소가 사용된다. 

   세 번째는 냉동 도구를 이용해서 킨슨씨병이나 뇌종양을 수술 치료 할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로 온에서의 도 상을 이용한 도자석이 가능해 짐으로서 

효율 인 자장 발생이 가능해지고 이것을 MRI, 가속기, 핵융합 장치 등에 활용

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방사선 계측기 의 하나인 반도체 계측기  일부는 

온에서 작동이 되는데 이러한 계측기 개발에도 극 온 기술이 활용 되고 있다.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반도체 검출기 들은 1K 이하의 온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

어서 극 온 기술과 한 련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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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K 이상의 극 온 냉각

  가. 액화 기체 직  이용 방식

   (1) 정  보  방식

   정  보  방식은 냉매인 액체질소나 액체헬륨을 reservoir에 보 하고 열

달을 이용해서 냉매 온도를 실험 샘 에 달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다. 그림 

1(a) [1]는 액체 헬륨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reservoir에서 tail을 뽑아서 끝에 cold 

finger를 붙여 놓으면 window를 통해서 optics와 련된 실험 수행이 가능하다. 

그림 1(a)에서 B는 radiation shield이며 외부 빛에 의한 온도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radiation shield와 cold finger 사이는 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 종류에 따라서 window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샘 을 액체 냉매에 

담그는 방식도 있다. 온도 조 이 가능하게 하기 해서는 sample holder에 

heater를 연결 할 수 있다. Reservoir의 헬륨은 시간이 지나면서 leak valve를 통

해서 증발하게 되는데, 온도 조 을 해서 sample holder에 열을 가하게 되면 

증발이 더 빨라지게 되는 단 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 온도 조 이 필요한 경우에는 reservoir내에 gas insert

를 삽입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b) [1]가 그러한 방법인데 gas 

insert에 핼륨 개스 압력을 조 해서 reservoir에서의 열 달을 조 하면 결과

으로 개스의 온도가 조 되고 cold finger의 온도도 조 된다. 개스 압력을 높이

면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된다. 이 경우에도 샘 을 gas 안에 넣을 수도 있다.

               

(a)                          (b)

그림 1. 액체헬륨 정  보  방식 [1]. (a) 액체 핼륨 식 (b)개스 insert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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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방 유동 방식

   정  보  방식은 reservoir에 냉매가 비교  많이 보  되야 하고 온도 조

이 간단하지 않다. 개방 유동 방식은 실험 필요시에만 냉매를 흘려 으로서 냉

매가 많이 필요치 않고, 유동 방식 에서 vaporizer 방식은 증발 개스에 히터를 

동작시켜서 쉽게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림 2 [1]는 단순 유동 방식으로 액체헬륨을 외부에서 tube로 공 하여 tube

와 연결된 cold finger를 냉각하는 방식이다. 온도 조 이 필요하면 cold finger에 

heater를 연결 할 수 있다. 그림 2는 cold finger 방식에 window가 없지만, 액체

헬륨 tube에 샘 을 직  담그거나 window를 장착한 방식도 가능하다. 한 액

체헬륨도 reservoir를 직  부착한 후에 그로부터 공 할 수도 있고 insert를 사

용할 수도 있다.

그림 2. 액체 헬륨 이용 단순 유동 냉각 방식 [1]

   그림 3 [1]은 vaporizer를 이용한 개방 유동 방식으로 온도 조 이 용이하다

는 장 이 있다. 그림 3(a)는 헬륨 reservoir 내에 샘  튜 가 장착된 형태로 

reservoir의 액체 헬륨이 조  밸 를 통해서 capillary tube로 흐르고 이어서 

vaporizer에서 증발하여 샘 을 냉각하는 방식이다. Vaporizer에 hetaer가 연결되

어서 증기의 온도 조 이 가능하다. 샘 이 직  헬륨 개스에 노출되는데 

vaporizer의 치를 으로 변경하여 cold finger를 장착함으로서 진공 분 기에

서 샘  냉각도 가능하다. 필요시 window 장착도 가능하다. 

   그림 3(b)는 같은 vaporizer 방식인데 액체 헬륨이 외부로부터 공 된다는 

이 다르다. 이것 역시 cold finger 장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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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insert 방식이 있는데 동작 원리는 reservoir 방식과 유사하다

         

  (a)                            (b)

그림 3. Vaporizer 이용 개방 유동 방식 [1]

  나. 냉장고 방식

   냉장고 방식은 closed cycle 방식으로 냉매의 소모가 없는 장 이 있다. 가장 

보편화된 냉각 방식으로 일반 으로 기계 으로 개스를 압축, 팽창하면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그림 4에 기계 인 방식의 refrigerator를 분류하 다 [2].

그림 4. 기계 인 방식을 이용한 refrigerator 분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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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K 이하의 극 온 냉각

  가. He-3 이용

   He-3 이용 냉각 방식은 앞에서 설명한 1K 이상의 냉각 방식과 같이 냉매를 

사용하는 은 같으나 He-3의 비등 이 1기압에서 3.2K로 He-4 보다 낮아서 더 

낮은 온도를 만들 수 있다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He-4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펌 를 이용해서 압력을 낮추어 으로서 비

등 을 낮출 수 있는데 He-3의 경우에는 략 300mK 근방 이하의 온도를 얻을 

수 있다. 

   그림 5는 He-3 냉각 장치의 한  [3]이다. 먼  storage vessel에 있는 He-3 

gas를 펌 된 He-4 reservoir에 시켜서 온도를 1K까지 낮추고, 1K 액체 

He-3의 압력을 내부의 sorption pump를 이용해서 낮추므로서 300mK 정도를 얻

을 수 있다. 

   그림 5의 He-3 냉각 장치는 single-shot mode로 운 되는 방식인지만 필요

시에는 continuous mode 방식의 제작도 가능하다.

                

그림 5. He-3 냉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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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Dilution Refrigerator

   1951년에 London에 의해서 고안된 dilution refrigerator는 He-3와 He-4의 혼

합물이 일정 온도 이하에서 상분리 (phase separation)가 발생하고 이때 He-3가 

상경계 (phase boundary)를 통과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함으로서 냉각이 이루

어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림 6에 He-3와 He-4의 phase diagram이 나타나 있다. Triple point인  

0.87K 이하에서 상분리가 나타나게 되므로 dilution refrigerator의 He-3/He-4 혼

합체는 0.87K 이하로 낮추어 져야 한다.

그림 6. He-3와 He-4의 phase diagram

   상분리가 발생하면 도가 큰 He-4가 아래층에, He-3가 층에 치하게 되

는데 각층의 He-3, He-4는 각각 100%가 아니며 상분리 발생 온도에 따라서 그

림 1에 나타난 것처럼 He-3는 일부 He-4를, He-4는 일부 He-3를 포함하게 된

다. 를 들어 상분리 온도가 0.6K이면 아래 He-4층은 체의 약 30%가 He-3

이고, 의 He-3층은 체의 약 15%가 He-4이다. 

   상분리 상태에서  He-3 층의 He-3가 상경계를 통과하여 증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냉각이 이루어지게 된다. 냉각이 반복되면 2mK 까지도 도달이 가

능하며, 온도가 낮아지면서 아래 He-4층은 He-3의 fraction이 6.3%까지 낮아지

게 된다.

   그림 7은 dilution refrigerator의 한 이다 [2]. 상분리를 한 He-3/He-4 혼

합체 온도를 0.6K로 설정했으며 냉각온도는 0.01K이다. 그림 7의 dilution 

refrigerator는 continuous 방식으로 증발된 He-3가 외부 펌 에 의해서 pumping 

되어 다시 활용이 된다. He-3와 He-4의 상분리가 일어나서 냉각이 되는 

container를 mixing chamber라고 하며 He-3의 증발이 일어나는 부분을 still이라

고 한다. Mixing chamber에서 still로 He-3가 이동하면서, 보충되는 He-3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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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이 이루어지도록 heat exchanger가 장착되어 있다.

   증발된 He-3는 pump를 통해서 재진입되어 액체헬륨 bath를 통과하면서 

4.2K, 1K로 낮아지고, throttle 통과후에 0.6K가 된다. 0.6K He-3는 열교환기를 

통과하면서 온도를 더 낮추게 되고 mixing chamber에 도달하게 된다.

그림 7. Dilution refrigerator의 한  [2]

   그림 7의 continuous 방식과 달리 증발된 He-3를 재사용하지 않고 He-3를 

reservoir에서 흘려주는 single-shot 방식도 있다. 그림 8은 실제 제작된 

continuous 방식의 dilution refrigerator [3]로 냉각 온도는 0.01K이다.

그림 8. 실제 제작된 continuous 방식의 dilution refrigerato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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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DR (Advanced Demagnetization Refrigerator)

   

   ADR은 1926년경에 디바이와 지오크가 고안한 것으로 낮은 온도에서 상자성

체 (paramagnetic ion)에 강한 자기장을 걸고, 외부와의 열출입을 끊은 상태에서 

갑자기 자기장을 제거하면, 상자성체의 온도가 격히 떨어지면서 극 온을 얻게

되는 방식이다. 그림 9 [4]에 상자성체의 한 종류인 CCA (Chromic Caesium 

Alum)의 엔트로피  온도 상 계가, 가해진 자기장의 크기별로 나타나 있다. 

   Reservoir 온도인 1.5K에서 온도를 유지하면서 2T의 자기장을 걸어주면 상자

성체의 자기 스핀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면서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reservoir 쪽으로 열을 방출하게 된다 (그림 9의 A 지 에서 B 지 으로 이동하

는 과정). 이후에 reservoir와 열 을 끊어주고 (adiabatic) 자기장을 제거하면 

(demagnetization) 자기 스핀이 무질서해지면서 상자성체의 온도가 낮아지게 된

다 (그림 9의 B 지 에서 C 지 으로 이동하는 과정). 자기장을 일시에 완 히 

제거하지 않고 0.1T 정도에 도달하면 그 후에는 그때 도달한 온도인 0.1K의 온

도를 유지하면서 자기장이 완 히 제거되도록 조 을 한다 (그림 9의 C 지 에

서 D 지 으로, D 지 에서 A 지 으로 이동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주변의 열

을 흡수하여 주변을 냉각 온도인 0.1K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 (C에서 D로 이동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생기게 되는데 보통 수십 시간 정도이다. 이 시간 동안에 

필요한 실험을 수행하고 다시 원 인 1.5K로 돌아가면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데 

원 으로 돌아가서 냉각온도 0.1K에 다시 도달하는데는 수 시간이 소요된다. 

   

그림 9. CCA (Chromic Caesium Alum)의 엔트로피  온도 상 계 [4]

   상자성체 종류, 상자성체 유지 온도, 부하 자기장 등에 따라서 냉각 온도, 냉

각 온도 유지 기간 등이 결정되는데 일반 상자성체로는 1mK까지, 핵자기 상자

성체로는 0.01mK까지 냉각 온도가 가능하지만, 일반 인 ADR은 상자성체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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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 K, 자기장 수 Tesla 정도를 사용해서 50 ～ 150 mK 정도의 냉각 온도

를 얻고 이를 1 ～ 3일 정도 유지한다.

   상자성체의 온도 1 ～ 1.5 K를 유지하기 한 방법으로 2 가지가 있다. 첫 번

째는 reservoir 온도를 상자성체 유지 온도로 맞추어주는 것인데 이를 해서는 

감압된 He-4나 He-3 냉각을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1 stage 방법이라 한다. 두 

번째로 일반 인 헬륨 냉각 장치를 reservoir로 사용하면 4K 정도 밖에 얻을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 상자성체 유지온도 1 ～ 1.5 K를 얻기 해서는 4K에서 1

단계용 상자성체를 이용해서 1 ～ 1.5 K를 만들고, 그 온도에서 다시 2단계 상자

성체를 용하는 2 stage 방법을 사용한다. Reservoir 온도 유지를 해서는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액체개스를 직  이용하는 방식과 냉장고 방식이 있는데 

액체개스를 직  이용하는 경우에는 증발 손실분의 보충 cycle을 ADR 운  

cycle과 맞추는 것이 좋다. 

    그림 10은 1 stage 방식의 ADR의 한 이다 [4]. 그림 9의 cycle을 용하

여 냉각 온도를 0.1K로 낮추는 장치이다. 그림 10의 ADR을 구성하는 부분은 상

자성체인 salt pill, 도 자석, 자기장 차폐체, heat switch 등이 있다. 

그림 10. One stage 방식의 ADR의 한  [4]

   상자성체로는 CCA (Chromic Caesium Alum)이나 FAA (Ferritic Ammonium 

Alum)을 사용하는데 FAA는 CCA에 비해서 더 높은 엔트로피 도를 가지고 있

고 따라서 냉각 능력도 더 높다. 

   도 자석의 류는 1.5A 정도이고 0.1K 온도 유지 시간은 약 23시간 정

도이다. 자기장 차폐체는 여러 형태가 있으나 그림 10에서는 vanadium 

permendur로 된 ferromagnetic shield를 사용하 고 3T까지 효과가 있다. 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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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수동 인 방법으로 자기장을 균일하게 해주는 장 이 있으나 무게가 무거

운 단 이 있다. 비교  자기장이 작고 자기장 유도 압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

는 얇은 자기장 차폐체 사용도 가능하다. 능동 인 방법으로 자석과 bucking coil

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게가 가벼운 장 이 있는 반면에 stray field 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

   Heat switch는 reservoir 온도를 유지하거나 단열을 할 때 사용하는 장치로서 

열 달이 좋아야 하는데 기계  스 치와 gas gap 스 치 등이 있다. 일반 으

로 기계  스 치를 많이 사용한다.   

   그림 11은 2 stage ADR의 한 이다 [3]. Reservoir 온도는 4K로 pumping이

필요 없는 일반 인 헬륨 냉각을 사용하고, 1단계 상자성체로 GGG 

(Gadolinium-Gallium Garnet)를 사용하여 1K로 온도를 낮춘다. 2단계 상자성체

로 FAA를 사용하여 최종 냉각 온도를 50 ～ 100 mK로 낮춘다. Reservoir 온도 

유지를 한 헬륨 냉각 방식은 냉장고 방식과 액체 헬륨 이용 방식이 있는데 그

림 11은 pulse tube refrigerator를 이용한 냉장고 방식이다.

   Niobium-Titanium 도자석을 사용하여 10A 류로 4T의 자장을 생성한

다. 냉각 유지 시간은 48시간 정도이며 자기장 차폐체가 있고 기계  heat 

switch를 용하 다. 

   

그림 11. Two stage ADR의 한  (수치 단  : inc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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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극 온 검출기의 이론  종류 

   1.  외선 검출용 Bolometer

   최 의 극 온 검출기는 외선을 측정하기 한 Bolometer 다. 외선 측정

에 리 쓰 던 방식  하나는 외선에 의한 온도 증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상온이나 온에서 동작하는 온도를 측정하는 외선 검출기는 리 쓰이고 있

다. 

   온도 측정 검출기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입사 자기 를 열로 바꾸어주는 

heat capacity C를 흡수체와 온도 Ts인 heat sink, 그리고 흡수체와 heat sink 사

이의 thermal conductance G로 구성되어 있다. 입사 자기 의 에 지 P가 입

사한 경우 흡수체의 온도 TB는 dTB/dt=P/C의 비율로 올라간다. Golay 

pneumatic 외선 검출기의 경우 얇은 속 박막에 흡수된 외선 에 지는 작

은 부피의 가스로 이동한다. 이동된 에 지에 의하여 가스 압력 변화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학 증폭기의 거울의 각도가 달라지게 된다. Pyroelectric 검출기의 

경우 흡수된 에 지는 물질의 온도를 올리게 되며 이 때 사용되는 물질의 유

율은 온도에 민감한 물질이 사용된다. 이러한 Golay pneumatic 외선 검출기나 

Pyroelectric 검출기는 1960년  이 후 실험실에서 외선 측정을 하여 리 사

용되었다.

그림 12 최 의 Bolometer

   1878년 Langley에 의하여 개발된 Bolometer는 자가  흡수체의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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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기 하여 기 항 온도계를 사용한다. Bolometer가 리 쓰이게 된 

이유  하나는 온도에 따른 물질 항 변화는 상당히 많이 연구되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사용하기에 합한 환경에 따라서 최 의 물질을 선택하기가 용이하

다. Bolometer의 흡수체는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의  주 수에 합한 물질을 선

택하며 heat capacitance가 작은 물질을 사용한다. 흡수체를 지지하는 시편은 

heat capacitance가 작고 thermal conductance가 큰 물질을 사용한다. Bolometer

의 온도계는 heat capacitance가 작으며 기  노이즈가 작고 온도에 따른 합

한 항 변화를 보이고 있다. heat sink는 사용 환경에 합한 온도 안정성을 지

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요한 구성부를 다양한 방식에 의하여 Bolometer는 

구성된다. 

   1950년 에는 Bolometer가 리 쓰이지는 못하 다. 그러나, Boyle과 Rogers

에 의한 탄소 항 bolometer가 도입된 이 후 Bolometer는 리 쓰이게 되었다. 

이들은 탄소 항체를 자기  흡수체  항 온도계로 사용하 는데 이 경우 

장 은 가격이 렴하고 제작하기 간편하다는 이다. 특히 실험실에서 측정하기

에 간편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탄소 항 Bolometer는 단 을 지

니고 있다. 즉 그 후에 리 쓰이게 된 결정체에 비하여 heat capacitance가 작지 

않으며 항체가 주  노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검출기의 동작에 한계로 작용

한다. 

그림 13 Germanium Bolometer 개념도

   그 후 Pyroelectric 검출기를 이용한 상온에서 동작할 수 있는 외선 검출기 

개발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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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manium을 이용한 Bolometer 개발은 Bolometer 발 에 요한 기가 되

었다. 이 기술은 리 쓰이지는 못하 으나 기술의 재 이 간편하고 안정 이며 

노이즈가 은 Bolometer 기술은 그 후 다양한 Bolometer 개발에 방향을 제시하

여 주었다. 이러한 개발은 그 후 우주 탐사나 다양한 외선 측정에 활용되었다. 

Bolometer 발 은 자기  흡수체 개발에 의하여 더욱 진되었다. 한 온도계

로 사용하기 합한 실리콘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주요한 발 이 이루어졌다. 

   Bolometer는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다. 검출기의 민감도를 높이기 

하여 4He 온도 이하에서 Bolometer는 동작한다. 3He을 이용한 더욱 낮은 온도

에서 동작하는 Bolometer가 개발되었다. 더욱 낮은 극 온을 이용하기 하여 

Demagnetization이나 Dilution Refrigerator가 이용되었다.  Bolometer 개발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Array형 Bolometer 개발, 액체 질소 온도에서 동

작할 수 있는 도 Bolometer 개발 등이다. 

Bolometer와 같은 열 측정 검출기는 자 검출기와 구별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

은 하나의 자에 한 반응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두 가지 검출기의 경우 모두 

입사 입자에 의한 에 지는 여러 경로를 거쳐서 열이 heat sink로 빠져 나가게 

된다. 차이 은 Bolometer의 경우는 측정이 이루어지기 에 입사 에 지가 열로 

환된다는 것이고 자 검출기의 경우는 열  변환이 아닌 들뜬 자가 측정된

다는 것이다.

   일반 으로 반도체 자 검출기 기술이 빠르게 발 하여 Bolometer에 비하여 

다양한 환경 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발 하 으나 일부의 경우에 Bolometer는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즉 Qunatum efficiency가 높아야 하거나, 스펙트럼 

범 가 넓은 경우나, Dynamic range가 넓은 경우 정 한 측정을 필요로 하는 경

우이다. 자 검출기를 이용하여 장 장 자기 를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

출기 운용 온도와 측정할 수 있는 에 지 밴드갭의 문제에 의하여 상당한 제약

을 받게 된다. 자 검출기는 낮은 온도에서 운용되어 온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노이즈를 게 하여 입사하는 자기 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를 측정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도핑된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검출기는 장 장을 측정하기 

하여 동작 온도가 1K 이하에서 동작해야 한다. InSb나 GaAs같은 물질이 연구되

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자 검출기로 개발하기에는 물질의 순도가 떨어지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장 장의 외선 측정을 해서 Bolometer는 유일한 안이 

될 수 있다.

  2.  외선 검출용 Bolometer의 

사용하기에 합한 Bolometer는 Bolometer를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에 크게 의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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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도체 온도계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의 온도에 따른 항 변화를 이용한 Bolometer는 액체 

질소 온도나 혹은 그 이하의 온도에서 동작하는 Bolometer 제작을 하여 합

한 검출기이다. 온도 측정을 해서는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에 불순물이 많이 도

핑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순수한 반도체나 도핑 농도가 작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항이 무 크기 때문이다. 반도체가 속- 연체 이 역에 

이를 정도로 도핑이 되었을 때 도도는 변환이 손쉬운 범 에 있게 된다. 이 경

우 온도에 따른 항 R의 변화는




 

와 같은 식으로 표 된다. 이와 비교하여 진성 반도체(intrinsic semiconductor)나 

도핑 정도가 낮은 반도체의 경우 항은



로 표시된다. Δ ≥ 100 K 이기 때문에 진성 반도체나 도핑 정도가 낮은 반도체

를 이용할 경우에는 온도계로 사용하기에는 부 합하게 된다. 

이상 으로 온도에 따른 장 변화를 나타내는 상수는 온도에 무 해야 한다. 

Mather (Appl. Opt. 23 (1984) 584)는 온도를 표 하기 하여 이

라는 변수를 제안하 다. 이 변수는 온도 이외의 다른 상수가 온도에 따른 변화

가 다는 장 이 있다. 

   용융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핑된 반도체를 온도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생성된 반도체의 농도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항 변화를 균일하

게 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보다 균일하게 도핑된 반도체는 성자 변환 도

핑(Neutron Transmutation Doping)을 이용한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이 사용되는 

반도체 에는 게르마늄 반도체가 있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4.2에

서 20 mK까지 사용되는 온도계 제작을 하여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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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5개의 NTD-게르마늄 온도계의 온도에 따른 저항 변화. 선형 변화는 이론에 

의하여 예상되는 것과 일치한다.

 

   게르마늄 bolometer의 속 함은 인듐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왔다. 그러나 

이 경우 성능의 균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 이 있었다. Schottky 장벽에 의

한 비선형성이나 류에 의존하는 1/f 노이즈가 측정되었다. 이러한 문제 은 이

온 주입  열처리 공정에 의하여 해소되었다. 이온 주입 후 표면은 Cr이나 Ti 

박막을 입혔고 그 후에 극을 쉽게 붙이기 하여 막을 입혔다. 

   200 μm3 정도의 작은 온도계가 NTD-Ge을 이용하여 제작되고 있다. 결정은 

웨이퍼 형태로 자르고 표면 손상을 제거하기 하여 표면을 에칭하고 이온 주입

을 한 후 열처리, Cr이나 Ti을 이용한 극을 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assivation 공정을 수행한다. 극은 인듐을 이용하여 합하거나 혹은 은 에폭

시를 이용하여 합한다. 와이어 본딩을 이용하여 극을 합하기도 한다. 

   용융이나 이온 주입에 의하여 실리콘을 이용하여 온도계를 제작하기도 한다. 

실리콘 표면에 생성되는 산화막 때문에 솔더링에 의한 합은 합하지 않기도 

하다. 일반 으로 실리콘을 이용하여 제작한 온도계는 게르마늄을 이용하여 제작

한 온도계에 비하여 제작 성능의 균일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게르마늄과 실리콘의 항은 동일한 온도하에서도 인가 압에 따라서 달라진

다. 이러한 문제 이 커지는 경우는 백그라운드(background)가 큰 경우나 X-선 

측정과 같이 높은 압을 인가해야 할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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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게르마늄, 실리콘 소자 bolometer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온도계를 이용한 IR bolometer가 개발되었다 (F.J. Low, 

J. Opt. Soc. Am. 51 (1961) 1300). Bolometer의 크기는 IR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 으로 1 mm3 이하이다. 온도계로 사용되는 물질은 bulk 

absorption이 큰 물질이 사용된다. 표면 반사도가 게르마늄의 경우는 약 36 %, 

실리콘의 경우는 30 % 정도를 가진다. 반사율을 게 하는 물질을 코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리 쓰이지는 않는다. 검은색 코 이 사용되는데 이를 사

용할 경우 heat capacity가 불필요하게 커지는 단 이 있다. 반도체 소자는 세

한 wire로 합되는데 기 합이나 열 도체로써 동작한다. 동과 같은 합 이 

사용되는데 노이즈가 은 bolometer 제작을 하여 사용된다. 최근에 bolometer

를 제작하는 기술은 어 이형 소자로써 75 μm 크기의 지름의 polyamide 튜 를 

이용하여 물리 인 지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다. 튜 를 따라서 속 세선을 이

용하여 기  합을 구성한다.

   처음으로 실리콘 bolometer가 실용화되었을 때 실리콘 bolometer가 게크마늄 

bolometer에 비하여 성능이 뛰어날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온 주입에 의한 극 

제작 기술이 도입된 이후에는 실리콘과 게르마늄 bolometer의 차이는 heat 

capacity 차이에 의하여 기인된다. 실리콘의 단  면 당 lattics specific heat는 

게르마늄에 비하여 5배 정도 작다. 실리콘 소자 bolometer는 
4
He 온도에서 게르

마늄 bolometer에 비하여 장 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3He 온도에서는 실리콘 

bolometer가 게르마늄 bolometer에 비하여 더 우수한 장 을 지니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 온도에서는 heat capacity에 의한 향보다는 다른 향이 

bolometer의 성능에 더 큰 향을 주기 때문이다. 실리콘 bolometer 제작을 해

서는 게르마늄에 비하여 더욱 높은 도핑 수 을 요구하기 때문에 3He 온도에서

는 게르마늄 bolometer가 더 유용하게 된다.  

   (3) Composite bolometer

   소자형 bolometer는 자기  흡수부와 열 측정부로 구성된다. 그러나 소자형 

bolometer가 사용하여 millemeter 수 의 자기 를 측정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

생한다. 즉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의 경우 낮은 주 수 자기  측정의 경우 흡수

율이 상당히 작아진다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단 을 해결하기 하여 흡수와 열

측정부가 분리된 bolometer가 1961년 개발되었다. 즉 탄소 항이 흡수체로 쓰이

고 열측정을 하여 게르마늄 온도계가 쓰이는 구조이다. 

   이러한 개념이 더욱 발 되어 속 열흡수체를 이용하는 bolometer 개발로 

이어졌다. 이러한 composite bolometer에 쓰이는 물질은 기에는 saphire가 사

용되었으며 그 후 실리콘이나 다이아몬드 등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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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자기 의 주 수에 무 한 흡수율을 얻기 하여 유 체의 뒷면에 

속박막을 입히며 면 항은 R = 377/(n-1) Ω을 선택한다. 이 때 유 체 내부의 

임피던스와 박막과 자유 공간과 일치하기 때문에 유 체에 입사한 자  에

지가 반사 없이 속 박막으로 달될 수 있는 조건이다. 경계면에서 반사가 없

을 때 흡수율 A = 4(n-1)(n+1)-2 으로 흡수율은 주 수에 무 하게 된다. 사 이

어의 경우 n = 3.2, R = 200 Ω, A = 50 %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항에 따른 

반사율 흡수율을 계산하 다. 연구에 따르면 입사각이 90
o
 근처에서 50 %에 이

른다. 따라서 이 맺힌 자 를 이용하여 bolometer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

다. 흡수율이 큰 bolometer는 항이 200 Ω 정도에서 얻을 수 있다. 

   흡수 속 박막의 조건은 표면 항이 합해서 도율이 커서 두께를 무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흡수체는 한 안정 이고 재생이 편리하며 

heat capacity가 낮아야 한다. Bi는 도율이 낮아서 흡수체로 사용되기도 한다. 

200 Ω의 증착한 Bi는 표면이 균일하게 두께가 하며 submillimeter의 장에 

합한 직류 항을 가지고 있다. 불순물의 향과 경계면에 의하여 직류 항은 

낮은 온도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원하는 항을 얻기 하여 박막 증착이 이루어

지는 동안에 온도를 높이던지 박막 증착후에 열처리를 함으로써 박막 두께는 얇

게 할 수 있다. 만약 박막 제작 과정이 안정화 된 후에는 낮은 온도에서 직류 

항의 측정은 흡수체의 성능에 한 확인 과정이 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낮

은 온도에서 Bi를 사용하는 것에 하여 부정 인 견해를 보 는데 그 이유는 

핵자의 Quadrupole이 heat capacity에 향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로 bolometer에 사용되는 60 nm 정도에서는 이러한 효과는 0.1 K 이하 정도에

서 요하게 된다. 

온에서 낮은 background하에서 동작하는 bolometer는 흡수 박막의 낮은 heat 

capacity가 요해진다. 도도는 자 도에 conductivity relaxation time을 곱

한 것이고, electronic specific heat는 자 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relaxation 

time이 길수록 유리하다.   

   도도가 높은 속박막은 입사 자기 를 효과 으로 흡수할 수 있으나 박

막은 매우 얇아야 한다. 이러한 얇은 박막에서는 박막의 비균질성으로 인한 문제

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외선 역의 성질은 박막

의 성질에 좌우되며 낮은 온도에서의 직류 항으로부터 계산할 수 없다. 이러한 

박막은 박막에 산화막을 생성함으로써 보호층을 만들기도 한다. 

   Heat capacity가 작은 흡수체는 도 속막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도 박막의 흡수율은 일반 인 속 박막의 흡수율과 거의 비슷하지만 

도 박막에서 trap되는 자기장 럭스에 의하여 노이즈가 증가할 수도 있다.

   (4) Composite bolomet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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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미터  리미터 이하의 장  자기 를 측정할 수 있는 composite 

bolometer의 를 들면 다음과 같다.  

   미국 NASA의 CODE(Cosmic Background Explorer) 인공 성은 외선  

마이크로 의 우주 측을 목 으로 한 것으로 1989년 11월 18일 발사되었다. 이 

인공 성에는 세 가지의 측정 장치를 탐재하 는데, 첫째는 우주 외선 배경 복

사를 측정하기 한 DIRBE(Diffuse Infrared Background Experiment)이고, 두 

번째는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기 한 DMR (Differential Microwave 

Radiometer)이며 세 번째는 우주 마이크로 와 흑체복사를 비교하기 한 

FIRAS (Far Infrared Absolute Spectrometer)이다. COBE 인공 성의 연구 인 

성취로는 CMB (Cosmic Microwave Background Radiation)에 한 측정을 들 

수 있다. 1981년 미국 린스톤 학과 로 스 학 연구 은 CMB의 흑체 복

사에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 다. 그러나, 1987년 일본과 미국의 과학자들에 

의하여 CMB가 진정한 흑체 복사의 형태를 띠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결과는 일반 으로 알려진 Big Bang 이론과 배치되는 연구 결과 다. 

       그림 15. COBE 인공위성 

   COBE의 측정 결과는 CMB가 흑체 복사의 이론  모델과 정확히 일치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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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으로써 Big Bang이론이 정확함을 보 다. 한 COBE 인공 성을 이용하

여 CMB의 비등방성이 측정되었다. 한 외선 측정을 통하여 기 은하를 측

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COBE 인공 성에서 FIRSA와 DIRBE에서는 bolometer

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bolometer는 time constant가 짧아야하고 low Noise 

Equivalent Power (NEP)를 지녀야하며 마이크로포닉 노이즈가 작게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composite bolometer가 제작되었다. 

     

그림 16 COBE 인공위성 Bolometer 사진

          

                 

 

그림 17. Bolometer를 이용하여 측정된 우주 영상

            

   D.C. Alsop 등은 300 mK에서 동작할 수 있는 Composite bolometer를 제작하

다. 펌핑한 4He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온도는 0.9 K이다. 300 mK 역의 

온도를 얻기 해서는 
3
He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온도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bolometer가 제작되었다. 2 mm
2 
35 μm 두께의 다이아몬드 시편 에 60 nm 두

께의 Bi 흡수체를 두고 15 μm 두께의 나이론 이버가 에폭시로 고정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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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이론 이버는 동작에 합한 열 도도를 제공하고 있다. NTD-Ge 정육면

체가 다이아몬드에 에폭시로 고정되어 있다. 

그림 18 Composite bolometer의 예

  Composite bolometer는 Alsop에 의하여 제작된 bolometer와 유사한 구조를 취

하고 있으나 다양한 재료가 사용된다. 다이아모드 신에 사 이어가 사용되며, 

주석이나 구리가 열 도도를 얻기 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Kevlar 이버가 사용

되기도 하 는데 일잔 으로 나일론 보다는 원하는 성질을 얻기가 어렵다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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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Composite bolometer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하나는 

thermal boundary resistance이다. 다양한 종류의 composite bolometer가 제품화

되어 사용되고 있다.

   (5) Monolithic Si bolometer

   Downey 등은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bolometer를 제작하 다. 제작된 

bolometer는 5 mm × 5 mm × 5 μm의 실리콘에 이온 주입된 온도계가 면에 

배치하며 뒷면에는 Bismuth로 코 된 박막이 존재한다. 앙의 정사각형 실리콘

은 3 mm 길이의 실리콘 에 의하여 지지된다. 일반 으로 사용되는 실리콘 

은 5 - 10 μm 두께이다.  

그림 19 실리콘 Monolithic bolometer 구조

   이온 주입에 의하여 제작된 thermometer는 1/f 노이즈가 상당히 작다는 특징

을 보이고 있다. 실리콘 공정 기술의 발 에 따라서 실리콘을 이용한 bolometer 

기술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 으로 제작을 해서

는 항의 재 성을 하여 기술을 필요로 한다.

X-선 측정을 한 새로운 bolometer가 Moseley 등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실리콘

은 가장 간편하게 이용될 수 있는 X-선 측정센서의 재료이다. 일반 으로 사용

되는 방식은 다이오드를 제작하는 것인데 에 지 분해능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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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velength dispersive spectrometer는 에 지 분해능이 10 eV 이하인 장

은 있으나 출력이 작다는 단 을 지닌다. 이에 반하여 극 온에서 동작하는 

bolometer는 검출효율이 높으면서도 분해능이 높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이러

한 bolometer를 실리콘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이 시도되었다. 일

반 으로 bolometer는 에 지 흡수체, 반도체 온도계, 온도 평형을 유지하는 지

지체로 구성된다. 실리콘 bolometer에서 온도는 온도계와 항에 걸린 직류 압

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압 변화는 노이즈 증폭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되며 

이러한 신호 처리의 첫 단계는 JFET을 사용하게 된다.

그림 20 실리콘 bolometer 설계

 

   제작된 bolometer를 이용하여 X-선 에 지를 측정하 다. 5.9 keV X-선에 

하여 350 eV의 FWHM이 보고된바가 있다. 

이러한 bolometer의 단 은 온에서 들뜬 긴 장의 phonon은 실리콘에서 

mean free path가 길게 되고 bolometer의 다리부가 phonon은 light pipe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bolometer 디자인시 긴 다리부를 가지게 된다. 

   (6) 외선 리미터  역의 bol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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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실리콘 bolometer를 이용하여 측정된 에너지 스펙트럼

   Winston cone은 solid angle을 크게 하기 하여 사용된다. 이차원 구조에서 

Winston 빛 집속장치는 가장 이상 인 장치이지만 삼차원에서는 이상 인 장치

는 아니다. Winston cone은 일정한 field of view에서 입사하는 빛을 최 화하기 

하여 고안된 명 인 개념이다. 이 장치는 입사하는 빔이 출구로 나가는 동안

에 다  경계면을 지나게 하여 집속을 높이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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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Winston cone 개념도

  

   Winston cone은 리미터나 리미터 이하 장의 자기 를 측정하기 하

여 사용된다. 아래 그림에 나타내는 구조는 Winston cone을 이용하여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하기 한 장치이다. Winston cone a는 측정을 한 입구  

background를 이기 한 장치를 나타낸다. Cone b는 입사하는 복사선을 다시 

수집하여 효율을 높이기 한 구조이다. Cone c는 마지막으로 복사 를 집속하

여 효율을 극 화시킨다. 이러한 구조의 집속장치는 우주선 측정을 하여 이용

되었다.

그림 23 Winston cone을 이용한 bolometer

   일반 으로 bolometer의 흡수율은 1보다 작기 때문에 흡수율을 높이기 하

여 cavity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cavity 구조를 이용한 bolometer 설계에 



- 27 -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제 인 cavity 디자인은 무나 복잡하

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Ray tacing 기법이 cavity 디자인을 하여 사용되기도 하는데 실제 으로는 

회  효과 때문에 정확한 모사는 어렵다는 단 을 지니고 있다. 정량 으로 정확

한 cavity 디자인은 어렵지만 정성 인 디자인을 통하여 cavity에 한 설계를 

할 수 있다.

   어 이 형태의 bolometer를 설계할 경우 행차(aberration)가 focal plane에서 

유용한 solid angle을 규정하는데 제한을 다. Winston cone이나 이차 즈를 

이용하여 bolometer의 크기를 작게 하기 한 시도가 수행된다. 이러한 어 이형 

bolometer로는 JCMT(James Clerk Maxwell Telescope)에 장착된 

SCUBA(Submillimetre Common-User Bolometer Array)를 들 수 있다.  

그림 24 JCMT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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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SCUBA 검출기

그림 26 SCUBA 검출기 광학적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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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SCUBA로 측정된 Orion Molecular Cloud 영상

   (7) 반도체 Bolometer 자회로

   Bolometer 신호 증폭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Bolometer의 NEP(Noise 

Equivalent Power)에 크게 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조건의 JFET을 이용

할 경우 0.1 K까지 만족된다. 그러나, Bolometer와 증폭기를 연결하는 와이어가 

노이지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만약 와이어기 움직이게 된다면 코페시턴스가 

바 게 되고 이것이 노이즈의 원인이 된다. 변화하는 커페시턴스는 VBdC/dt의 

노이즈를 발생한다. 라디오  역시 주요한 노이즈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노이즈 

발생은 INR의 노이즈를 발생한다. 이러한 노이즈를 피하기 해서는 마이크로포

닉 노이즈와 라이오  노이즈의 주 수가 ws/2π와 달라야 한다. 이러한 문제 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첫 번째 증폭기가 냉동기 내부에 존재해야 하며 냉동기로 

들어오는 모든 신호라인에 rf 필터를 부착해야 한다. 실제 인 설계에 있어서는 

액체 헬률 온도의 냉각기 에 단 증폭기를 설치한다. RF 주 수가 많은 환경

에서 측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Bolometer를 싼 후에 치 증폭기는 액체 질소 

온도의 RF 필터를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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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Bolometer 전치 증폭기 예

이러한 치 증폭기의 는 아래 그림에 나타내고 있다.  

 

   (8) 도체 Bolometer

   고체에서 상 이는 제한된 온도 범  내에서 매우 민감한 온도계이다. 유용한 

온도계로 사용하기 해서는 이차  상 이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상 이시 

잠열이 무한한 Heat Capacity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도체 이시 온도에 따

른 항 변화를 이용한 자기  측정은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온도계

는 노이즈가 고 박막 제작 기술에 의하여 쉽게 제작이 가능하며 학  리소

그라피 기술에 의하여 작은 크기의 검출기 제작이 가능하다. 도 외선 

bolometer 발 에 가장 큰 지장을 것은 도 bolometer를 제작한 경우 

impedance가 매우 작다는 이다. 이 경우 일반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폭기와

는 잘 맞지 않는다는 단 이 있다. 

   1977년 Clarke 등은 도 Transition Edge Bolometer에 한 연구를 수행

하 다. 1.3 K에서 동작하는 Al 박막 온도계가 사용되었으며 보정을 한 Bi 

heater가 사 이오 시편 에 증착되었고 나일론 에 의하여 지지되었다. 나일론 

에 도 In을 증착함으로써 임피던스가 작은 기 을 얻었다. 리 쓰이

고 있는 Bi 흡수체가 이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이 Bolometer의 노이즈는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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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획기 인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Bolometer 연구에 있어서 새

로운 발 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쓰이는 Ge 온도계에 비하여 Al 온도계는 1/f 

노이즈가 작으며 Heat capacity가 작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장 에도 

불구하고 이 Bolometer는 실제 으로 사용되지는 못하 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Bolometer가 간단한 기회로를 사용하여 이 도 Bolometer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 기 때문이다. 

   Clarke는 한 SQUID(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를 이

용하여 Bolometer의 신호를 읽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 경우 

SNS(Superconductor-Normal Metal-Superconductor) 합을 이용하여 온도에 

비례하는 류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성능을 매우 뛰어났으나 무 복

잡하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McDonald 등은 도 박막을 이용하여 Kinetic Inductance를 측정할 수 있

는 SQUID를 이용한 열소자를 제안하 다. 이러한 Kinetic Inductance는 도 

자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검출 소자는 Johnson noise를 피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단 은 신호를 얻기 한 회로가 복잡하다는 을 들 수 있

다. 

   SQUID 증폭기는 노이즈가 상당히 작으며 Johnson noise가 거의 없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9) SQUID 증폭기

   SQUID　 증폭기는 도 bolometer의 임피던스가 낮기 때문에 도 

bolometer와 연계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RF SQUID가 사용되기도 하지

만 DC SQUID가 보다 간단한 구조로 원하는 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

을 지니고 있다. SQUID증폭기의 구조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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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SQUID 증폭기 개념도

   DC SQUID는 shunted Josepson Junction의 성질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junction은 일정한 Io 류까지 Supercurrent가 증가하며 그 이상에서는 항체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DC SQUID는 Nb 박막을 이용한 학  Lithograhpy법을 이용하여 제작된다. 일

반 으로 4.2 K 이하에서 동작하며 크기는 1×1 mm 이하이다. 도 bolometer

의 발 에는 온 SQUID의 발 에 기인한다.

   (10) Composite high Tc Bolometer 

   액체 질소온도에서 동작할 수 있는 고온 도체를 이용한 bolometer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재까지 액체질소 온도에서 동작할 수 있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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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외선 bolometer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액체 질소 온도

에서 동작하는 온도 측정용 센서가 리 쓰이고 있으나 이러한 센서는 액체 헬

륨에서 동작하는 센서에 비하여 감도가 떨어지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90 K에서 도성을 가지는 YBa2Cu3O7을 이용한 액체 질소 

온도에서 동작하는 온도 센서에 많은 심을 기울 다. 그러나 기의 개발된 소

자는 상온에서 동작하는 Pyroelectric 검출기에 비하여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단

을 보 다.

   이상 인 고온 도체를 이용한 bolometer의 특성 한계에 한 연구가 수

행되었는데 그 결과 상용화된 상온 pyroelectric 검출기에 비하여 100 배 이상 성

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Applied Physics Letter 54 (1989) 283). 

그러나 실제 인 제작을 해서 재료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제  구 을 

해서는 Johnson noise와 증폭기 노이즈가 최소화 되어야 하며 환폭

(transition width)가 작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해서는 고품질의 

c-axis epitaxial 박막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박막은 특별한 단결정 에서 얻을 

수 있다.

   다이아몬드를 제외하고는 부분의 composite bolometer를 한 시편 물질은 

90 K에서 비슷한 volume specific heat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thermal time 

constant가 상당히 길게 된다. 따라서 시편 물질 선정의 요한 기 기   하나

는 합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얇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높은 Tc를 

가지고 있는 얇은 박막이 선호되고 있다. 박막 성장을 하여 쓰이고 있는 물질 

 SrTiO3나 LaAlO3 등은 강도가 낮아서 합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고온 온도 센서의 특징은 NET(Noise Equivalent Noise)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

다. 사 이어 에 SrTiO3 buffer 층을 두고 YBCO 박막을 둔 경우 3 ×10
-8 

kHz
-1/2
 이 보고되었다(S. Verghese et al., IEEE Trans. Magn. MAG-27 (1991) 

3077). 한 실리콘 시편 에 YSZ buffer 층을 두고 YBSO 박막을 둔 경우 8 × 

10-8 kHz-1/2이 보고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Pyroelectric 검출기의 경우 NET는 

10
-6
 kHz

-1/2
정도이다. 다이아몬드는 heat capacity가 합하지만 리 쓰이고 있

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가격이 무 높기 때문이며 한 탄소 성분이 YBCO 박막

의 성질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 시편과 박막 사이에 

buffer 층을 둠으로써 박막의 성질 하를 일 수 있다.

   Verghese는 20 μm 두께의 사 이어 시편 에 검은  흡수체를 두는 검출기

를 제작하 다(S. Verghese et al., IEEE Trans. Magn. MAG-27 (1991) 3077). 

이러한 검출기의 NET는 10 Hz에서 2.4 × 10
-11
 WHz

-1/2
이다. 이 검출기는 외

선 Fourier Transformation Spectrometer를 하여 사용되었으며 상용의 

Pyroelectric 검출기에 비하여 월등한 SN ratio를 보여주고 있다.    

   Brasunas는 시편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다른 근법을 사용하 다(J. 

Appl. Phys. 66 (1989) 4551). SrTiO3 칩 에 YBCO 고 항 strip을 입히고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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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 흡수체가 코 된 시편 에 붙 다. 이러한 방식은 박막 제작 기술을 활용하

다. 

   거의 부분의 고온 Bolometer에 한 연구는 YBa2Cu3O7 박막을 이용하여 

90 K 근처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원리 으로는 BSCCO 등의 물질

이 사용 가능하지만 실제 으로는 시편이나 박막 제작 조건, 노이즈, 리소그라피 

등의 제작 기술에 한 연구가 부족하다. 만약 25 K 정도에서 유용하게 사용되

는 bolometer의 필요성이 커진다면 BKBO 계열의 도체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 기 된다. 

 3.  극 온  검출기 개발 진행

   기의 극 온 검출기 기술은 외선 측정을 한 bolometer 개발에서 비롯

된다. bolometer는 에 지를 측정하는 equlibrium device로써 입사하는 자기

나 방사선 선속에 의한 heating power를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 으로 

bolometer는 입사하는 입자의 개별 에 지를 측정하지는 못한다. 하나 하나의 개

별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검출기를 Cryogenic calorimeter 혹은 온 

micro-calorimeter라고 명칭한다. bolometer나 온 micro-calorimeter의 측정 원

리는 동일하다. 따라서 두 검출기 사이의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X-ray microcalorimeter를 bolometer라고 칭하기도 한다.

   부분의 기의 bolometer는 도핑된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을 thermistor로 사

용하는 구조 다. Thermistor는 온도에 민감한 항이다. 기의 외선 검출기

는 흡수체에 thermistor를 붙이고 4K 정도의 온에서 동작하는 구조 다. 최

의 X-ray microcalorimeter는 X-ray 천체물리를 하여 개발되었는데 반도체 

thermistor를 사용하 다. 100 mK 정도에서 동작하는 반도체 기반의 

microcalorimeter는 100 mK 정도의 온도에서 동작하는데 에 지 분해능은 5.89 

keV X-선에 하여 5 - 8 eV의 에 지 분해능을 보이고 있다 (Silver et al., 

X-ray Spectrometry, 25,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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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반도체 기반 microcalorimeter의 구조

  

그림 31 반도체 기반 Microcalorimeter로 측정된 에너지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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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반도체 기반 Bol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한 에너지 스

펙트럼

   A. Alessandrello는 반도체 기반의 bolometer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Physical Review Letter 82 (1999) 513). 수 keV 역의 X-선  측정은 핵물리나 

원자 물리 고체 물리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에 지 X-선 측정을 해서 주로 쓰이는 검출기는 Wavelength dispersive 

spectrometer (WDS)를 들 수 있는데 이 검출기는 Bragg crystal을 이용한다. 이 

방식은 에 지 분해능이 높지만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낮은 에

지 역에서 사용되는 검출기  하나는 Si(Li)로써 keV 에 지 역에서 120 

eV의 분해능을 보이고 있다. bolometer는 order 정도가 좋아지는 에 지 분해능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검출기의 에 지 분해능은 5.9 keV나 6.5 keV 역에서 

7에서 8 eV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bolometer 개발의 하나로 NTD Ge 

thermistor를 이용한 bolometer 개발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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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반도체 기반 microcaloriemter의 단 은 느린 equlibrium 검출기라는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검출기의 반응시간은 mS 정도로써 일반 으로 사용할 

수 있는 TOF 등에는 용할 수 없다. 

   Bolometer나 Microcalorimeter 기반의 Cryogenic 검출기로써 빠른 반응 시간

을 보이는 검출기는 도 박막을 이용하여 제작되고 있다. 도 박막은 

도 상에서 일반 속 상으로 바 는 상 이 온도 역에서 사용되면 TES 

(Transition Edge Sensor)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좁은 온도 역에서 박막의 

항은 온도에 하여 격하게 변화하게 된다. 

도 온도계를 이용한 도 bolometer는 오래 에 도입되었으며 재는 

외선 측정을 한 하나의 센서로 이용되고 있다. 1994년에는 입자 물리 실험을 

하여 개개의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검출기가 개발되었다 (Cabrera et al., 

Nuclear Physics B, Suppl. 51 B (1996) 294). 이러한 검출기에서는 입사 입자는 

유 체 흡수체에서 반응을 일으키고 TES 박막이 반응에 의하여 발생한 phonon

을  측정하게 된다. 이러한 calorimeter는 원자 이온 측정을 하여 용되기도 

하 다 (Kienlin et al., Nuclear Instrument and methods for phyiscs research A 

368 (1996) 815).  

그림 33 Kienlin 등에 의하여 개발된 초전도 원자 이온 검출기 구조

   민감한 X-선 microcalorimeter를 도 온도계와 속 흡수체를 결합하여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hot-electron microcalorimeter"는 에 지 분해능이나 속

도에서 도체를 기반으로 한 microcalorieter의 성능보다 뛰어나므로 X-ray 



- 38 -

그림 34 검출기 설치 구조

fluorescence analysis 등에 용이 기 되고 있다. TES(Transition Edge 

Sensor)에 기반을 둔 개개의 자를 측정할 수 있는 에 지 분해능이 뛰어난 검

출기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B. Cabrera et al., Applied Physics Letter 73 

(1998) 735). Hot electron microcalorimeter가 TOF-MS에 용되었다 (G.C. 

Hilton et al., Nature 391 (1998) 672). 

   STJ (Superconducting Tunnel Junction) 검출기는 도 박막을 이용한  

하나의 극 온 검출기이다. 이러한 비평형 극 온 검출기(Non-equlibrium 

cryogenic detector)의 개발 역시 X-ray 천체 물리학의 필요성에 의하여 발 이 

이루어졌다 (M. Kurakado et al., Nuclear Instruments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 A 196 (1982) 275, D. Twerenbold, Physical Review B 34 (1986) 7748, 

H. Kraus et al., Physics Letters B 231 (1989) 195, A. Zehnder et al., 

Proceedings of the SPIE 1344 (1990) 286). 이러한 검출기는 싱크로트론 빔 측

정을 한 검출기로 쓰이거나(M. Frank et al., Review of Scientific instruments 

69 (1998) 25), M. Frank et al., J. Synchrotron Radiation 5 (1998) 515), 개개의 

optical 자 측정을 하여 이용되었다 (A. Peacock et al., Nature 381 (1996) 

135). 한 이러한 검출기는 MALDI-TOF-MS를 한 최 의 극 온 검출기로 

이용되었다 (M. Frank et al., Rapid Commun Mass Spectrom 10 (199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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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werenbold et al., Applied Physics Letters 68 (1996) 75). 

 4.  STJ (Superconducting Tunnel Junction) 검출기

   Superconductor-Insulator-Superconductor(SIS) Tunnel Junction 혹은 STJ 

(Superconducting Tunnel Junction) 검출기라고 불리는 극 온 검출기는 비평형 

극 온 검출기의 하나이다. 가장 간단한 형태인 STJ 검출기는 최 로 TOF-MS

에 용된 검출기이다. 이 구조는 도체(S, Superconductor), 연체 

(Insulator), 도체 (Superconductor) 구조이며 표  구조는 

Niobium-Al2O3-Niobium 구조이다. 이러한 박막은 실리콘이나 사 이어 혹은 유

리 에 만들어진다. 

   일반 으로 동작되는 온도는 도체 critical 온도 Tc에 하여 0.1 Tc이다.

그림 35 STS 검출기 구조

   이러한 온도하에서 도층에 있는 자는 도 상을 구 하는 Cooper 

pair를 형성하고 있다. Cooper pair의 binding 에 지는 2Δ이며, Δ는 도 에

지 갭이며 일반 으로 1 meV 이거나 그 이하이다. Tc 이하의 온도에서 Δ는 온

도에 무 하게 된다. 아래의 Table은 일반 으로 리 쓰이고 있는 도체의 

Tc와 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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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 Ta Sn Al Ti

Critical Temperaturee 

Tc

9.2 4.5 3.7 1.2 0.39

Energy Gap Δ 1.5 0.69 0.56 0.17 0.06

표 3 초전도체의 Tc와 Δ

     

   일반 으로 Tc와 Δ는 서로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 성은 BCS 

(Bardeen, Cooper, Schrieffer)에 의한 이론에 따르면 Δ = 1.76 kBTc  이다. 

에 지를 가진 이온 등 입자가 STJ 표면에 입사하게 되면 이러한 에 지는 많은 

수의 non-thermal phonon을 만든다. 이러한 입자는 넓게 분포된 에 지를 가지

는 phonon을 만든다. 2Δ보다 큰 에 지를 가진 phonon은 도 박막에서 

Cooper pair로 흡수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Cooper pair는 깨지고 이러한 

상을 Quasi particle excitation이라고 한다. 이러한 Quasi particle은 두 개의 

도체를 가르고 있는 연체를 양자역학 으로 통과하게 된다. Cooper pair를 

깨기 해서는 수 meV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십 keV 정도를 가진 입자는 

수백만개의 quasi particle을 만든다. 수 mV 정도의 작은 압이 Tunnel 

junction에 가해지게 되면 quasi particle의 tunnel 통과는 측정할 수 있는 류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류는 Quasi particle이 재결합하여 Cooper pair로 돌아갈 

때 까지 계속된다. 이 시간은 일반 으로 수 microsecond 정도이다. 측정되는 

류는 Quasi particle의 수에 비례하며 이는 입사하는 에 지에 비례하다. Cooper 

pair를 깰 수 있는 에 지를 가진 phonon 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STJ 검출기는 

도막에 축 되는 일부의 에 지만을 측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J

에 측정되는 에 지는 총에 지에 비례하게 된다. 정 한 입자 입사 시간 측정이 

필요한 경우 100 nS 정도의 분해능을 가지게 된다. 

   간단한 구조의 STJ 검출기에서 보다 다양한 구조의 STJ 검출기가 연구되었

다. 즉 Tunnel Barrier 양 쪽에 Superconducting trapping layer를 두게 된다. 이

러한 구조의 목 은 Tunnel Barrier 근처에서 Quasi particle의 수를 증가하기 

해서이다. 이 게 함으로써 Tunneling 확률을 높이고 신호를 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출기는 X-선 측정시 성능이 크게 증가될 것이 상된다. Trapping 

layer는 다른 도체에 비하여 Δ가 작은 도체로 만들게 된다. 이러한 검출

기의 표 인 는 Nb-Al-Al2O3-Al-Nb 구조이다. 이 때 Al은 Nb에 비하여 작

은 Δ를 가지고 있다. 즉 에 지를 가진 입자가 검출기에 입사하게 되면 Nb 박막

에서 quasi particle을 만들게 되고 quasi particle은 Al 층으로 확산된다. Quasi 

particle은 Al 층에서 phonon을 만든다. Al의 에 지 층이 Nb 보다 낮기 때문에 

Al로 이동한 입자는 Nb로 이동하지 못하고 연층 박막 근처에 쌓이게 된다. 일

반 으로 Trapping 층을 가지는 STJ 검출기는 단순한 구조의 STJ 검출기에 비

하여 신호가 크며 에 지 분해능이 크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Tr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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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Tc가 낮기 때문에 노이즈를 이기 하여 보다 낮은 온도에서 동작해야 

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검출기를 이용한 X-선 측정 결과가 발

표되었다 (C.A. Mears et al., Applied Physics 63 (1993) 2961, M. Frank et al., 

Rev. Scientific Instruments 69 (1998) 25). Trapping 층을 가진 STJ 검출기가 

생체 분자 측정용 검출기로 용될 때에는 도체의 에 지 갭이 작아지기 때

문에 많은 phonon을 만들수 있기 때문에 입사 에 지의 많은 부분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STJ 검출기는 일반 으로 면 이 작다는 특성을 지니는데 한개의 pixel형 

STJ 검출기의 경우 200 × 200 μm2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크기를 증가시키

는 것은 실 하지 어려운 문제인데 이는 면 이 커질 경우 capacitance가 커지

기 때문이다. 

   STJ 검출기의 압 인가와 신호 처리는 간단한 자회로로 구 이 가능하다. 

일반 으로 STJ 검출기의 Impedance가 크기 때문에 (∼ kΩ) 신호 처리는 간편

하고 가격이 낮은 FET 기반의 치 증폭기가 사용되며 이는 일반 인 신호 처

리를 한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고 압 인

가와 더불어 100 Gauss 정도의 자기장을 검출기 표면과 평행하게 걸어주어야 한

다. 자기장은 Cooper pair tunneling에 의한 dc Josepson 효과를 여 주게 되며 

한 ac Jospeson 효과인 Fiske 공명을 여 다. 실제  동작에 있어서는 작은 

코일 안에 검출기를 둠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일 수 있다.

 5.  Hot-electron microcalorimeter

   Hot-electron microcalorimeter는 속 박막 흡수체에 Metal-Insulator-Super

conductor (NIS) 구조의 온도 측정 센서나 Transition Edge Sensor가 붙어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검출기는 평형 검출기(Equilibrium Sensor)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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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Hot-Electron Microcalorimeter 구조

   이러한 검출기는 calorimetric 검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입사 에 지에 의한 

온도 증가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에 지를 가진 방사선이 흡수체에 입사하게 되

면 넓은 에 지 역을 가진 phonon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phonon은 속 흡

수체의 자에 흡수되게 되며 자가 가진 에 지는 다른 자와 충돌하여 에

지를 나 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속 흡수체 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며 이러한 온도 상승은 입사 입자의 에 지에 비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온도는 기의 평형 온도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시간은 략 수백 

microsecond 정도가 걸린다. 

   Hot-electron microcalorimeter의 온도 상승은 얇은 연체로 만들어진 

membrance 에 둠으로써 극 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는 속에 흡수된 

phonon이 모두 흡수되도록 한다.

   STJ 검출기와는 달리 흡수과정에서 phonon에 지의 문턱에 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속이 도체와는 달리 에 지 밴드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

문이다. 따라서 Hot-Electron Calorimeter는 STJ 검출기와는 달리 입사하는 방사

선의 모든 에 지를 흡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일반 으로 

Hot-Electron microcalorimeter가 STJ 검출기에 비하여 에 지 분해능이 높다. 

그러나 Hot-Electron microcalorimeter는 평형 검출기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STJ 검출기에 비하여 느리게 된다. 한 Hot-Electron Microcalorimeter는 낮은 

온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검출기의 온도가 낮을수록 검출기의 heat capacity는 

작게 되고 검출기의 신호는 크게 된다.

   이 검출기의 가장 요한 부분은 온도 증가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반

으로 사용되는 온도 측정부는 NIS 센서나 Transition Edge Sensor이다. 

NIS 검출기의 구조는 일반 속(N)과 도체(S)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사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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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I)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로는 Cu-Al2O3-Al, Ag-Al2O3-Al 

등이다. 일반 으로 걸어주는 압은 mV 정도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속체의 

자 에 지 분포는 그림(b)의 오른쪽 실선과 같다. EF는 페르미 에 지이다. 

도 역에서는 에 지 밴드갭 아래 역의 모든 에 지 상태가 차있다. 따라서 

에 지 밴드갭  상태로 터 링이 가능하다. 터 링이 가능한 자의 분포는 온

도에 따라서 속히 증가하며 따라서 터 링되는 자를 측정함으로써 온도 변

화를 측정할 수 있다. 

   TES (Transition Edge Sensor)는  다른 하나의 온도 측정 센서이다. TES 

검출기는 도체와 속 이 온도에서 동작한다. 이러한 매우 좁은 온도 역

에서 기 항은 온도에 매우 민감한 함수이다. 아주 작은 온도 증가가 TES 센

서의 항 증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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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NIS 검출기 구조와 동작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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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TES 검출기의 동작 원리

   TES 검출기는 도체인 Nb, Ta, Al, Ti, Ir 등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는 

Ag/Al, Cu/Al, Au/Ir 등의 여러 층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일반 속의 도체 

에 증착함으로써 동작 온도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검출기의 동작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이용한 연구 결과로는 100 

mK에서 동작하는 X-선 검출기 제작 등의 연구 성과를 들 수 있다 (D.A. 

Wollman et al., J. of Microscopy 188 (1997) 196). 

   STJ 검출기와 비교하여 Microcalorimeter는 동작시 자기장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 그런데, Microcalorimeter는 온도 증가를 측정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검출기 

온도를 매우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Microcalorimeter는 일정

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일반 으로 Microcalorimeter

의 신호를 측정하기 해서는 SQUID(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SQUID 장치는 리 쓰이지 않

기 때문에 Microcalorimeter가 리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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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Wollman 등에 의하여 제작된 극저온 검출기가 장착된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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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Wollman 등에 의하여 제작된 Microcalorimeter 설치 구조도

 6.  에 지 보정

   극 온 검출기에서 인출되는 신호는 류 신호이며 이러한 류 신호는 입사 

방사선의 에 지에 비례한다. 다른 energy dispersive 검출기와 같이 극 온 검

출기는 에 지 보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5.89 keV의 X-선을 방출하는 55Fe를 이

용한 에 지 보정이 가장 리 쓰이는 에 지 보정 방식이다. Hot electron 

calorimeter의 경우는 검출기를 통하여 짧은 열 압을 통하여 으로써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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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 보정이 이루어진다. 

   X-선이나 열원으로 극 온 검출기로 측정한 에 지를 보정할 경우에 검출기

에 입사 에 지 흡수와 신호 생성은 다르다는 것이다. 만약 생체 분자와 같은 입

자의 충돌에 의한 신호를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호는 검출기 박막의 표면에

서 발생하고 X-선과 같은 방사선에 의한 신호를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호는 

검출기 박막 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호 발생의 차이는 특히 STJ 검출기의 경우 두드러진다. STJ 검출

기의 경우 단백질 분자의 입사에 의한 충돌에 의한 신호는 입사 에 지의 일부

분 만이 검출기에 측정된다. 즉 도 에 지 밴드 갭의 두배 보다 큰 열 이 

아닌 phonon의 에 지 만이 검출기에 신호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에 지가 같다

고 할 때 생체 단백질 분자의 충돌에 의하여 발생하는 에 지가 X-선 입사에 의

한 신호에 비하여 작게 된다. 

STJ 검출기
H o t - e l e c t r o n 

microcalorimeter

Operating temperature T ∼ 0.1 Tc or below T ~ 0.1 K or below

Temperature Stabilization not required required

Magnetic Field required not required

Pulse Duration microseconds tens of microseconds

Phonon Threshold 2 Δ no

Energy Calibration X-ray X-ray or heater

 

   Hot electron microcalorimeter의 경우에는 생체 단백질 입자가 입사하던지 방

사선이 입사하던지 입사하는 에 지가 온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입사 에

지 보정에 한 문제는 크지 않다. 즉 입사하는 입자에 의하여 흡수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입자가 phono 이던지 효과에 의한 자 이던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phonon이 흡수체를 벗어나지 않아서 에 지를 흡수

체에 모두 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흡수를 하여 얇은 membrance 

에 흡수체를 두기도 한다.

   따라서 생체 단백질 등 측정을 해서는 Hot electron microcalorimeter가 가

장 합한 극 온 검출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입사하는 에 지가 온도 상

승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에 지를 달할 수 있다. 에 지 달 경로로는 

흡수체 박막의 변형, 입사 분자 구조의 쇄, 되튐이나 방출등을 통하여 에 지

를 열 에 지 이 외에 다른 에 지로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상을 보다 정확하

게 이해하기 해서는 여러 종류의 극 온 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을 수행하고 

이를 비교해 보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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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용 분야

  가. 단백질 DNA 분석

   질량 분석법(Mass Spectrometry)는 생체 분자 연구에 매우 요한 도구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성공 인 정착의 발 에는 새로운 이온화 방식의 도입에 

기반한다. 즉 MALDI (Matrix-Assisted Laser Development of new Ionization 

method)와 ESP(Electrospray Ionization) 등의 방식은 큰 분자의 이온화를 가능

하게 하 다. 기에는 1000 Dalton 정도의 무게를 가지는 분자가 무거운 분자라

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온화 기술이 발 함에 따라서 100,000 Da 정도의 분자

도 이온화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발 과 더불어 측정 기술도 발 하 다. 

즉 Orthogonal Acceleration 방식이나 Reflection Technique, Fourier Transform 

Ion Cyclotron Resonance 등이 용됨에 따라서 분석 기술을 나날이 발 하 다.

   그러나 새로운 검출기의 개발은 이러한 다른 분야의 발 에 비하여 매우 더

디게 발 하 다. MCP (Micro Channel Plate) 검출기가 생체 분자 mass 

spectrometer를 하여 리 쓰이고 있는 검출기이다. 그러나, MCP의 단 은 무

거운 이온에 해서는 그 민감도가 격하게 떨어진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MCP는 이차 자 방출 장을 바탕으로 동작하는 검출기이며 따라서 입사 입자

의 무게가 무거워서 속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방출되는 자의 수가 어든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1994년 Gary Siuzdak은 “이온 소스 설계 기술의 발 에 의

하여 mass spectrometry 기술이 생체 분자 연구에 크나큰 진보를 가져왔다. 이

제는 지난 30 여년 동안 변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검출기에 하여 생각해 보

아야 할 때이다. 만약 보다 복잡하고 큰 분자 시스템을 연구해야 한다면 이온 검

출기 개발이 다음 단계일 것이다.”

   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검출기로는 이차 이온 방출을 바탕으로 한 검출기

이다. 즉 무거운 이온이 입사하면 보다 가벼운 이온이 방출되고 이를 다시 가속

하여 MCP 등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안은 극 온 calorimetric 검출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극 온 검

출기는 입자 물리나 천체 물리 분야에서 개발되어온 검출기로써 민감도가 뛰어

나고 에 지 분해능이 높다고 알려진 검출기이다. 기에는 외선 측정을 하

여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낮은 X-선 측정  암흑물질 측정을 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검출기가 생체 분자 분석을 하여 이용될 수 있다. 

  나. 발  과정

   1967년에 Cavallini, Gallinaro, Schles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외선 

bolometer를 이용하여 열 에 지 근방까지의 분자를 측정할 수 있다는 실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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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발표하 다 (M. Cavallini et al., Zeitschrift fur Naturforschung 22 A 

(1967) 413). 그들은 2K 정도에서 운용되는 Ge bolometer를 이용하여 2 × 108 

molecules s
-1
의 민감도를 얻었다. 그들은 이러한 검출 기술의 발  가능을 견

하 다. 그 후 bolometer를 이용한 다양한 측정 결과가 발표되었다. 

   반도체 기반의 bolometer를 이용한 분자빔 측정을 성공한 후 Cavallini는 

도체 bolometer를 이용한  측정 결과를 발표하 다 (M. Cavallini et al., 

Zeitschrift fur Naturforschung 24 A (1969) 1850). 이 연구에서 그들은 주석 

도 bolometer를 이용하여 아르곤 원자를 측정하 다. 한 검출기의 측정 민감

도가 크게 증가되는 측정 결과를 발표하 다. 도 bolometer는 마일라 포일 

에 주석 도체가 부착된 구조의 Transition Edge Sensor로써 3.7 K에서 동

작하게 된다. 도 bolometer는 반도체 bolometer와 비교하여 측정 민감도가 

크게 향상된 결과를 보 으나 도 온도 이 역이 무 작아서 그 후 리 

쓰이지는 못하 다. 한편, 도 bolometer의 반응 속도가 반도체 bolometer에 

비하여 크게 빠르다는 시실이 확인되었다. 

   1981년에 Bassi는 도 bolometer를 이용한 Laser-Bolometric 

Spectroscopy 결과를 발표하 다 (D. Bassi et al., Applied Physics B 26 (1981) 

99). 이 연구에서 Bassi는 laser beam으로 발생시켜서 SF6의 운동 에 지를  측

정하 다. 이 때 bolometer의 시간 분해능은 1 μ second이다. 그러나 실제 실험

에서는 신호 처리 회로 때문에 50 μ second의 시간 분해능을 보 다. 분자 측정

에 한 연구는 그 후 계속 발표되었다.

   극 온 검출기를 이용한 측정 연구도 수행되었다. 독일의 GSI에서는 사 이

어 흡수체를 이용한 극 온 검출기를 이용하여 GeV 역의 이온 에 지를 측정

하 다. 그들은 반도체 Ge 온도계와 도 알루미늄 Transition Edge Sensor를 

이용하 다 (Av. Kienlin et al., Nuclear Instruments and methods for physics 

research A 368 (1996) 815, J. Meier et al., Nuclear Physics A 626 (1997) 

451c). 펄스의 decay time은 500 μ - 4 ms로써 이는 흡수체의 heat capacity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U-238의 에 지 측정시 ΔE/E ~ 1.1 × 10-3으로 일반 검출

기에 비하여 분해능이 월등히 뛰어남을 알 수 있다. 

  다. TOF-MS에 용된 극 온 검출기

   1991년 Jaklevic 등은 MALDI TOF에 용될 수 있는 검출기로써 bolometer

를 고려하 다 (J.M. Jaklevi et al., Proposal, Lawrence Berkley National 

Laboratory). 이 때 고려된 검출기는 반도체 기반의 bolometer 다. 그러나 검출

기의 반응이 무 느려서 이 연구는 계속되지는 못하 다. 

   1996년 D. Twerenbold가 6th International Workshop on Low Temperature 

Detectors에서 극 온 검출기를 이용한 MALDI-TOF 용에 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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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 다. 이 발표에서 Twerenbold는 TOF-MS에서 착하는 검출기 효율 문

제에 한 언 을 하 으며 DNA 구조 연구에 극 온 검출기가 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발표하 다. Twerenbold는 그 후 그의 공동 연구자

들과 함께 MALDI-TOF-MS를 한 극 온 검출기 용에 한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에 한 특허를 취득하 다.

  라. STJ 검출기 TOF-MS 용 연구

   (1) Sn 기반의 STJ 검출기를 이용한 최 의 결과

   1996년 Twerenbold와 그 공동 연구자들은 극 온 검출기를 이용한 

MALDI-TOF-MS 실험을 수행하 다. 검출기는 Sn/Sn-oxide/Sn 구조의 SIS 

tunnel junction 검출기로써 0.4 K에서 동작하며 검출기 면 은 20 × 80 μm2이

다. 측정 샘 의 무게는 14,300 Da이었다. 최 의 실험에서 Twerenbold는 상

한 시간에 도착하는 분자 이온의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 검출기의 에 지 보정

은 
55
Fe 방사선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이 측정을 통하여 검출기에서 얻어지는 

신호는 검출기 표면에 부딪치는 이온 충돌에 의한 것임이 검증되었다. 그들은 분

자 이온의 발생 시간을 측정하여 TOF 측정을 수행하 다. 최 의 실험에서 측

정되는 신호의 수가 었으나 그 후 실험을 통하여 통계  오차를 폭 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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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Twerenbol에 의하여 측정된 Sn STJ 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TOF-MS 스펙트럼

   (2) Nb 기반의 STJ 검출기를 이용한 최 의 실험

   Lawrence Livemore National Lab에서는 Twerenbold의 실험 발표 후 

Nb-Al2O3-Nb 기반의 tunnel junction 검출기를 이용한 TOF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검출기의 면 은 0.04 mm2
22으로 앞의 Twerenbold에 비하여 

25배 큰 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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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Lawrence Livemore National Lab에서 측정한 Nb 기반 TOF 테이터

   (3) Hot electron microcalorimeter를 이용한 TOF-MS 용

   Hilton은 microcalorimeter를 이용하여 최 의 TOF-MS 실험을 수행하 다 

(Hilton et al., Nature 391 (1998) 672). 그들은 200 × 200 μm2의 은 흡수체가 

Si3N4 membrance 에 장착되게 하 으며 NIS tunnel junction 온도계를 이용하

여 온도 변화를 측정하 다. 이 검출기는 100 mK에서 동작하 다. Fe-55 동  

원소가 부착되어 주기 으로 검출기의 에 지 보정을 수행하도록 하 다. 

검출기의 rise time은 1.2 μ second 이며 decay time은 17 μ second이다. 이 측

정 결과에서 흥미로운  의 하나는 단백질 입사 에 지의 반 정도만이 열

에 지로 측정되었다는 사실이다.    

   (4) STJ와 microcalorimeter의 TOF 용시 성능 비교

   STJ와 microcalorimeter를 비교하기 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X-선과 생체 

분자에 의한 신호 형성이 다르다는 이다. X-선은 흡수체의  역에서 자

로 흡수되지만 생체 분자는 흡수체의 표면에서 phonon을 발생하고 이 phonon이 

에 지를 자로 환하여 신호를 형성한다는 이다. STJ 검출기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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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에 지 갭의 두 배 이상이 되는 phonon 만이 신호 형성에 기여한다. Hot 

electron microcalorimeter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턱 에 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phonon 에 지가 측정되는 신호로 환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려하면 동일한 에 지의 X-선과 생체 분자가 입사

할 경우에 STJ 검출기는 X-선에 의한 신호가 생체 분자에 의한 신호보다 크게 

되며 microcalorimeter의 경우에는 동일한 신호를 얻을 것이 상된다. 실제  측

정 결과를 고려하면 microcalorimeter의 경우에는 생체 분자에 의한  신호가 X-

선의 의한 신호에 비하여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에 하여 충돌시 분자 

구조가 깨지거나 분자의 일부분이 되튀는 상이 기인한 것이 아니가 하는 상

이 있었다. 혹은 충돌시 라스틱 휨에 의하여 에 지 흡수가 해되는 상이 

지 되기도 하 다. 

Nb STJ Sn STJ Microcalorimeter

동작 온도 1.3 K 0.5 K 0.1 K

Phonon문턱에너지 yes yes no

Signal height relative to 

X-ray
0.2 1 0.6

X-선 에너지 분해능
300 eV at 6 

keV

180 eV at 6 

keV
92 eV at 6 keV

생체 분자 에너지 분해능
15 keV for 

30 keV

1.5 keV for 

6 keV
1.7 keV for 20 keV

q/Δq 2 4 10

  

마. 미세 구조 물성 분석

반도체 산업은 장비 산업이라고 할 만큼 장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한, 

Life-Cycle이 빠르고 지식집약 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문화된 장비 시설

이 반도체 산업 발 에 요한 요소이다. 반도체 소자의 크기는 빠른 속도로 소

형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반도체 산업 회(SIA : Semiconductor Insustry 

Association)의 NTRS(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 보고

서에 따르면 차세  반도체의 장기 인 발 을 해서 반도체 소자 분석용 X-선 

측정 기술 향상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지 되고 있다. 특히 수십 나노 크기의 반

도체 소자 정  분석을 해서는 고정  에 지 X-선 측정 기술이 필요하지만 

재 측정 기술로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 지 되었다.

X-선을 이용한 다양한 물성 분석 방법  하나로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를 들 수 있다. EDS 시스템은 SEM(Scanning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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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cope)에 장착되어 마이크로스코 에서 빔을 발생시키고 이를 상 물질에 

입사시켜서 발생하는 특성 X-선을 분석함으로써 물질의 성분에 한 정보를 얻

는다. 특히 특성 X-선의 에 지를 정 하게 분석하므로써 상 물질의 성분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DS의 공간 분해능은 상 물질의 종류  입사빔의 

종류에 의존하게 된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소자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서 작은 구조물, 얇은 박막, 미

립자를 분석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SEM에서 입사

하는 자빔의 에 지를 보다 낮게 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낮은 에

지의 자빔이 입사라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X-선의 에 지도 낮게 되며 따라서 

물성 분석을  해서 필요한 K-Line, L-Line, M-Line의 X-선 에 지 분석을 

해서는 기존에 쓰이는 Si(Li) 검출기 보다 높은 에 지 분해능을 필요로 한다. 일

반 으로 이용되고 있는 Si(Li) 검출기의 1.5 keV X-선에 하여 90 eV의 

FWHM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Metrology Institute인 PTB(Physikalisch-Technische Bundesanstalt)에서

는 cryogenic 검출기를 이용한 XRF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측정에 이용

되는 STJ 검출기는 미국의 Lawrence Livemore 연구소에 제작되어 공 되었다. 

검출기의 낮은 동작 온도를 유지하기 하여 2 단의 ADR (Adiabatic 

Demagnetization Refrigerator)를 이용하고 있다. 이 냉각 장치의 온도는 70에서 

400 mK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온도를 유지하는 cold finger 끝에 

검출기를 치하고 측정이 이루어진다. 검출기의 구조는 Nb/Al/AlOx/Al/Nb 구조

의 STJ 검출기이다.       

그림 43 독일 PTB에서 XRF 연구에 쓰인 STJ 검출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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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는 X-선은 Nb 박막에서 반응하여 Cooper 을 깨트리며 이 하를 수집

함으로써 방사선을 측정하게 된다. 검출기가 동작하는 온도는 250 mK에서 400 

mK 이며 검출기 동작의 최 화된 온도는 Al 박막의 두께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검출기는 일반 으로 XRF에 많이 쓰이고 있는 Si(Li) 검출기에 비하여 10 배 

정도 에 지 분해능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검출기의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하여 쓰이는 냉각 장치는 2 단계로 동작하게 

되어 있다. 냉각기의 가장 바깥층은 약체 질소가 들어가며 그 안쪽에는 액체 헬

륨이 들어가게 된다. 이 액체 헬륨통의 안쪽에 ADR이 치한다. 

바. 성분 분석 연구 

일반 으로 XRF　성분 분석을 하여 리 쓰이는 방사선 센서로는 HPGe나 

Si(Li)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사선 센서의 에 지 분해능은 6 keV X-선에 

하여 120 eV이다. 이러한 에 지 분해능의 한계는 동일한 에 지의 방사선이 

방사선 센서에 입사한 경우 생성되는 하  입자의 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보

다 많은 수의 하  입자가 만들어질 경우 에 지 분해능이 높아진다. 일반 인 

방사선 센서에서 방사선에 의하여 하  입자가 만들어지는 신 solid state 

excitaion이 생성되면 에 지 분해능이 획기 으로 증 된다. 이러한 excitation에

는 quasiparticle, phonon, hot electron 등이 있다.

XRF성분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극 온 방사선 센서로는 STJ나 

microcalorimeter를 들 수 있다. 이 에서 표 인 microcalorimeter를 개발한 

연구 성과로는 NIST 연구진에 의한 물성 분석  X-선 우주 측을 한 연구, 

Gorddard Space Flight Center, 네덜란드 SRON(Space Research Organization 

of the Netherland), Cryogenic Spectromenters Munich 등을 들 수 있다. 

STJ와 microcalorimeter의 동작 특성 비교  물성 분석 시 요한 사항  하

나는 microcalorimeter는 STJ에 비하여 에 지 스펙트럼 상에 실제 event가 아

닌 event의 수가 다는 것이다. 한 동작을 하여 STJ의 경우는 자기장을 필

요로 하지만 microcalorimeter는 자기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다. 

(1) 극 온 냉각 시스템

이러한 검출기를 해서는 극 온 냉각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일반 으로 극 온 

냉각 장치는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77 K까지 온도를 내리며, 액체 헬륨을 이용

하여 4.2 K 는 pumping 방식에 의하여 1.2 K까지 온도를 내린다. 최근에는 액

체 헬륨을 사용하지 않고 3 K 까지 온도를 내릴 수 있는 냉동기가 리 쓰이고 

있다. K 이하의 온도는 다양한 방식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데, 300 mK까지 얻

을 수 있는 3He 냉동기, 10 mK 역까지 얻을 수 있는 3He-4He di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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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igerator, 60 mK 역까지 얻을 수 있는 Adiabatic Demagnetization 

Refrigerator (ADR)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냉동기  ADR이 극 온 검출기

에 용될 수 있는 가장 합한 냉동기  하나이다.

ADR의 장 은 구조가 간편하고, 이동이 간편하며, 운 이 쉽다는 이다. 이 냉

동기는 펌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액체 질소, 액체 헬륨, 기 장치 만 있으면  

동작할 수 있다. 한 액체 질소나 액체 헬륨 없이도 동작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ADR은 Salt pill이라는 상자기성 물질을 주요한 냉동기 부분으로 사용하고 자기

장에 의하여 냉동 주기가 이루어진다. Salt pill을 일정  온도 이하로 낮춘 후 수 

Tesla 정도의 강한 자기장을 인가한다. 그 후 salt는 외부의 자기장의 없애면서 

열 스 치를 연다. 일반 으로 ADR 구조는 이 으로 되어 있으며 100 mK 정도

의 낮은 온도를 약 20 시간 유지한다. 

부분의 많은 ADR 장치에서는 4.2 K 까지 온도를 내릴 때에는 액체 헬륨을 사

용한다. 그러나 일부 실험 환경에서는 액체 헬륨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 

경우에는 기계  페쇄 회로가 사용된다. 최근 기술로 인하여 액체 헬륨이나 액체 

질소 없이 3 K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냉동기가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냉동

기 개발자로는 CryoMech, Sumitomo, CSP Munich/Vericold/GilTec, University 

of Giessen 둥이 있다. 이러한 냉동 장치는 기계 인 진동이 어서 극 온 검출

기 용에 많은 장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냉동기를 이용할 경우 4K 까지 온

도를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16 시간으로 액체 헬륨을 이용할 경우 걸리는 6 

시간에 비하여 시간이 더 걸리는 편이다. 

일반 으로 냉동기는 지름 30 cm, 길이 60 cm, 무게 30 kg 정도이다. 검출기는 

X-선 입사가 가능한 얇은 입사창을 가진 냉동기의 끝에 장착된다. STJ 검출기

를 이용할 경우에는 검출기 주변에 자기장을 인가할 수 있는 코일이 치한다. 

극 온 검출기를 SEM에 용할 경우에는 SEM 주 장비로부터 진동을 이기 

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진동은 액체 질소나 액체 헬륨의 온도를 높일 수 있

다. 

극 온 검출기를 이용하여 에 지 스펙트럼을 얻기 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SEM을 이용한 물성 분석을 고려할 경우 자빔 입사량, 검출기 solid angle, 검

출기 X-선 측정 효율, 입시창에 의하여 흡수되는 X-선 등에 의하여 측정 장치의 

효율이 결정된다. 검출기의 X-선 측정 효율은 낮은 에 지 X-선에 하여 100 

% 이지만 검출기의 표면 이 작기 때문에 검출 효율은 낮아진다. 반도체 검출기

와 비교할 경우 X-선 검출 효율은 극 온 검출기가 약 100 배 정도 작아진다. 

SEM 측정시 반도체 검출기를 사용할 경우에 검출기에 측정되는 count rate가 

1000 cps 인 반면 극 온 검출기를 사용할 경우 count rate는 20 cps이다. 따라

서 극 온 검출기를 사용할 경우 필요한 분석을 하여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

는 단 이 있다. 측정에 많은 시간이 걸림에 따라 부가 인 문제 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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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즉 표 의 방사선 피폭이 많다거나 charging이 되는 문제 이 발생한다.     

     

그림 44 ADR 냉동기를 장착한 

Polaris microcalorimeter

  

XRF 장치와 극 온 검출기를 함께 사용할 경우 검출기로 입사하는 외선의 양

을 이기 한 고려가 필요하다. 많은 양의 외선이 검출기로 입사할 경우 검

출기의 노이즈를 증가한다거나 검출기 주변의 온도를 올린다는 단 이 있다. 따

라서 일반 으로 검출기 앞에 알루미늄 박막을 두어서 검출기로 입사하는 외

선의 양을 여 다. 이러한 박막은 입사하는 외선은 막아주고 X-선은 통과하

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일반 으로 많이 쓰이는 박막은 100 nm의 Parylene-N

에 20 nm의 알루미늄 박막이 입 진 것이다. 이 외에도 베릴륨이나 알루미늄 박

막 같은 물질이 이용된다. 

 다른 문제 은 외선을 이기 하여 검출기 앞에 치한 박막에 낮은 온

도로 인하여 가스 분자가 쌓이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자의 입사창 투과율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극 온 검출기의 Quantum efficiency는 흡수박막의 흡수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창기의 STJ 검출기 연구에는 Niobium을 주로 이용하 다. 이 후에는 흡수율

을 높이기 하여 Tantalium이나 납 흡수체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많이 쓰이

는 흡수체로는 165 nm 두께의 Niobium, 600 nm 두께의 Tantalium, 1.3 micron 

두께의 납 등이 있다. 

TES 검출기의 흡수율은 검출기 상단에 치하는 흡수체의 두께에 의하여 결정

된다. 극 온 검출기 흡수체의 최  부피는 한계가 있는데, 이는 microcalorimter

의 heat capacity에 따라서 검출기 분해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Bismuth가 많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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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고 있는 흡수체인데 이는 이 물질의 heat capacity가 낮고, stopping power

가 크기 때문이다. 2 micron 정도의 bismuth가 많이 쓰이는데, 이 박막은 수 

keV 역까지 quantum efficiency가 1 이기 때문이다.

Quantum efficiency가 작을 경우 검출기의 효율이 작아질 뿐 아니라 에 지 스

펙트럼 상에 불필요한 정보를 나타내게 된다. 한 검출기 입사하는 방사선이 검

출기의 측면으로 입사할 경우 full peak을 만들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스펙트럼 

상에 불필요한 정보를 나타내며 이를 이기 해서는 입사 방사선의 

collimation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나의 픽셀형 검출기의 크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STJ 검출

기의 경우는 검출기의 capacitance, 도 tunnel junction의 특성 resonance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일반 인 STJ 검출기의 경우 capacitance는 1nF 정도이

며 이 경우 5 eV의 기  노이즈를 동반한다. 한 두 개의 도 박막 사이

의 연 박막 사이에 형성되는 tunnel 역의 ac Josepson 효과에 의한 eigen 

mode에 의하여 노이즈가 발생하며, 검출기의 면 을 크게 할수록 eigen mode의 

수가 많아진다. 따라서 각각의 STJ 검출기의 면 은 0.3 × 0.3 mm
2
 정도로 제한

된다. 

Microcalorimeter의 경우 검출기 크기의 한계는 heat capacity 고려에 의하여 발

생한다. 일반 인 microcalorimeter의 크기는 NIST 연구진의 경우 0.4 × 0.4 

mm
2
  이다. 1 × 1 mm

2
 의 검출기 면 도 가능한데 이 경우 균일한 온도 분

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으로 XRF에 용될 수 있는 극 온 검출기의 면 은 면의 길이가 100 - 

400 micron 정도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X-선 focussing과 같은 

방식이 제안되기도 한다. 샘 과 검출기 사이에 Polycapillary X-선 튜 를 두고 

이를 이용하여 샘풀에서 발생하는 X-선을 집속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약 

300 배 정도의 효율 증 를 가져오기도 한다.  다른 연구자들은 pixel의 수를 

늘려서 검출 효율의 증 를 가져오는 방안에 한 연구를 하고 있다. 

많은 연구진들이 극 온 검출기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XRF를 한 

ADR 냉동기, 극 온 측정 시스템에 한 연구는 소수의 연구 그룹에 의하여 이

루어지고 있다. 표 인 연구 성과로는 NIST 그룹의 이 단 ADR을 이용한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에 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를 이용한 극 온 측정 시스템이다. 이 장치의 창기에는 액체 질

소  액체 헬륨을 이용한 냉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장치는 특허가 출원되어 

Noran and EDAX에 의하여 상품화가 진행되었다.

Livemore 연구진에 의해서도 싱크로트론 방사 을 이용한 비슷한 구조의 측정 

장치가 개발되었다. NIST 연구진의 측정 장치에 비하여 LLNL의 측정 장치는 

NIST 장치에 비하여 electric heat switch, 냉각 장치 구조의 발 을 이루고 있

다. 이러한 장치는 PTB Berlin에 제공되어 BESSY-2 싱크로트론빔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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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기 특성 평가  XRF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Cryogenic Spectrometers Munich에서는 새로운 방향의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CSP는 이 의 액체 질소  액체 헬륨을 이용한 냉각 방식을 기계  펌핑

에 의한 냉각 방식으로 환하 다. 이리듐/  박막의 TES microcalorimeter 동

작을 가능하게 하기 하여 일단의 ARD을 사용하 다. 기계  펌핑으로 발생하

는 진동 노이즈를 이기 하여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을 두었다. 

독일의 Vericold Technologies에서는 CSP 극 온 스펙트로메터를 이용하여 물성 

분석에 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 소자의 크기는 빠르게 작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나노 소자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 장비의 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극 온 검출기는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의 EDS (Energy-Dispersive Spectrometer)의 센서로 용

되고 있다. 극 온 검출기가 이용될 경우 미세 입자나 작은 defect 검출이 가능

하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미세한 defect나 구조 분석을 해서는 자빔 에

지를 낮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낮은 에 지의 X-선 L 이나 M 라인이 

분석에 쓰이게 된다. 이 경우 X-선 에 지는 수십 keV 정도이며 일반 으로 쓰

이는 반도체 검출기로는 구분이 어렵다는 단 을 지니고 있다. 극 온 검출기를 

이용할 경우 에 지 분해능이 향상되어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닌다. 

NIST에서는 극 온 검출기를 개발하여 EDX 시스템에 용하 다. 이 단 ADR

을 이용하여 온도를 0.1 K까지 내렸으며, polycapillary를 이용하여 검출기 효율

울 하 다. 재 NIST EDS 시스템은 1.5 keV X-선에 하여 2 eV의 

FWHM을 보이고 있다. 

싱크로트론을 이용한 X-선 분석법도 극 온 검출기가 용될 수 있는 분야이다. 

XAS(X-ray Absortion Spectroscopy)는 eV 이하의 에 지 분해능으로 상 물

질에서 나오는 X-선 에 지를 측정하여 물성 분석을 수행한다. 극 온 검출기는 

일반 으로 쓰이고 있는 반도체 검출기에 비하여 에 지 분해능이 뛰어나므로 

XAS에 용할 수 있는 검출기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Lawrence Livemore 연구소와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ies

의 공동연구로 싱크로트론을 이용한 X-선 스펙트럼 측정 장치를 개발하 다. 이 

연구는 속의 산화막 상태 측정을 하여 시작되었고, 그 후 화합물 반도체  

Inorganic model compund 측정을 하여 확 되었다. 검출기는 keV X-선에 

하여 15 eV의 에 지 분해능을 보이며, 100,000 counts/s의 count rate에서 동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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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연구의 제약과 망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성공 인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비용이나 검출기 크기 

등으로 인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극 온 장치의 문제

   극 온 검출기는 1K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동작한다. 따라서 이 검출기를 

체하기 하여 재 사용되고 있는 검출기가 상온에서 동작한다는 사실에 비추

어 보면 넓은 용을 하여 큰 약 이다. 따라서 답을 해야할 문제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온도에서 검출기가 동작할 수 있으며 미래에는 액체 냉동 기술 없이

도 검출기의 운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이다. 

   극 온 검출기는 이온 입사에 의한 결정 구조의 진동을 측정할  정도로 매우 

정 한 검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세한 신호 측정은 높은 온도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에 의하여 결정 구조의 진동이 생기

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 용을 하여 5 K 이나 10 K 정도의 온도면 충분하다

면 극 온 검출기의 용을 보다 확 할 수 있을것이 상된다. 따라서 critical 

temperature가 9.2 K 인 Nb는 가능성 있는 검출기 구성 물질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액체 질소 온도에서 동작이 가능한 검출기 개발은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

라고 할 수 있다.

   극 온 동작이 필수 이지만 반드시 액체 헬륨을 사용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액체 헬륨의 사용이 고가의 유지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만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

기 하여 Closed-Cycle Refrigerator 등과 같은 기계  냉각 장치가 사용되기도 

한다. Adiabatic Demagnetization Refrigerator 등과 같이 결합하면 K이하의 온도

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구 할 수 있다. 재 반도체 산업에서는 액체 헬률 

없이 동작하는 XRF를 한 장치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이러한 장치의 수요가 증 될수록 액체헬륨 없는 냉각 장치의 가격은 더욱 낮아

질 것이 상된다.

 2.  검출기 크기의 문제

   일반 으로 극 온 검출기의 크기는 0.05 - 0.2 mm 정도이다. 이러한 검출기 

크기는 다양한 분야의 용을 해서는 작은 크기이다. 따라서 검출기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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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로는 개개의 검출기 크기를 크게 하

는 것과 어 이형 검출기를 제작하여 검출 면 을 크게 하는 것이다.

  가. 검출기 면  증가

   검출기 면 을 증가하면 검출기의 민감도와 에 지 분해능이 떨어지며 반

응 시간이 느려진다는 문제 이 발생한다. Microcalorimeter의 경우에 검출기의 

면 을 증가시키면 Heat capacity가 커지면 따라서 검출기 신호가 작아진다. 

이러한 문제 은 검출기 동작 온도를 낮춤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으로 극 온 검출기가 사용될 수 있는 온도는 50 - 100 mK 정도이다. 이러한 

온도 역은 재 기술 수 으로는 비교  간단하게 도달할 수 있다. 이보다 낮

은 온도를 얻기 해서는 Dilution Refrigerator와 같은 보다 복잡한 장치를 필요

로 한다. 한 낮은 온도에서는 외선에 의한 온도 상승과 같은 문제가 요하

게 작용한다. 한 Microcalorimeter의 경우에는 동작 온도를 낮출 경우 검출 신

호가 느려진다는 문제 이 발생한다. 이러한 신호 속도 하는 검출기와 cold 

bath사이의 coupling에 의한 것인데 낮은 온도에서는 평형 온도로 돌아가는데 보

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록 100 mK 이하로 동작 온도를 낮추는 

것이 실제 으로는 실성이 떨어진다고 밝 지고 있으나 다른 안으로는 흡수

체의 Heat capacity를 낮추는 것이다. 이러한 흡수체 물질로는 Bi나 TES 온도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NIST에서는 이러한 시도로 매우 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하여 1 mm
2
 정도의 검출 면 을 가진 

Microcalorimter 개발이 가능할 망이다. 

   STJ 검출기의 경우 검출 면 의 증가는 검출기 capacitance 증가를 가져오

며 이는 검출기 설 류를 크기를 증가하며 검출기의 항을 낮게 한다. 일반

으로 200 × 200 μm2 정도 크기의 STJ 검출기가 개발되고 있다. 만약 검출기 

신호 처리를 하여 FET 기반의 증폭기를  사용하지 않고 SQUID 기반의 증폭

을 사용할 경우 1 mm
2
 정도의 검출 면 을 STJ 검출기를 이용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 mm2 이상의 STJ 검출기 검출 면 은 capacitance가 

무 커져서 기술 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 상된다. 

   여러 연구진들이 검출기 면 을 크게 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러한 시도들이 검출기 면 의 크기를 증가시킬 것이 상되기도 하지만 검출

기의 면 이 실제 측정에 합하면서도 검출기 반응 속도가 빠를 수 있으리라

고는 기 하기는 힘들다. 검출기의 면 이 커질 경우 발생하는  다른 문제  

의 하나는 pulse pileup이다. 따라서 STJ 검출기 면 의 한계는 0.5 mm 정

도이며 Microcalorimeter는 반응 속도가 STJ 검출기에 비하여 느리기 때문에 이

보다 작을 것이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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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이형 극 온 검출기 개발

   이러한 검출기 면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의 하나는 어 이형 

검출기를 제작하고 각각의 어 이에서 신호를 처리하는 것이다. 사진식각 기수을 

이용하여 어 이형 검출기 제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어 이형 검출기  그 신호 

처리회로를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으로는 Lawrence Livemore National 

Laboratory와 네덜란드의 European Space Research and Technology Centre 등

을 들 수 있다. 

   어 형 검출기 개발의 제한은 신호처리 회로의 수에 있으며 장래 그 가격이 

보다 낮아지리라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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