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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고서는 X-선 상장비용 GEM(gas Electron Mulitplier)검출기 설계와 관련하여 수

행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GEM검출기는 Micro-channel plate (MCP)를 사용하는데 입사

한 X-선 입자 대비 MCP로부터 생성되는 전자의 수를 계산 또는 추정한 결과에 대하여 기

술하고 있다. 계산에 사용한 Micro-channel plate는 직경이 25 μm이고 pitch가 37 μm인 

Hole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MCP의 표면과 Hole의 내부는 두께가 0.3 μm∼1.0 μm인 CsI로 

코팅되어 있다. Hole의 내부로 방출되는 Primary electron의 수는 EGS4를 사용하여 직접 

계산하 으며 CsI물질내에 생성된 2차 전자들 중 Hole의 내부나 MCP 표면으로 방출되는 2

차전자는 Escape Depth를 사용하여 산출하 다. 또한, CsI코팅 내에 생성된 10keV 미만의 

Primary 전자들로부터 생성되는 2차 전자들 중 표면이나 Hole내부로 방출되는 2차 전자들

은 Universal Yield Curve를 사용하여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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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report contains materials related to a design of a gas electron multiplier 

detector for radiographic imaging systems using X-rays. The gas electron multiplier 

detector system uses a micro-channel plate (MCP) which takes photons and converts 

them into electrons. We describe the results of computations performed to count how 

many electrons are generated by this MCP. The micro-channel plate has cylindrical 

holes of diameter 25 μm  and of pitch size 37 μm  coated with 0.3 μm∼10 μm  thick CsI 

on the top of the plate and inside holes. The number of primary electrons emitted into 

the holes has been calculated directly by using EGS4 computer code. The secondary 

electrons generated inside CsI and emitted into hole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escape 

depth and the probability of emission due to their geometric locations. The number of 

secondary electrons generated by the primary electrons of energy less than 10keV which 

are not transported by EGS4 is estimated by using the universal yield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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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이 보고서는 원자력 실용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11월에 착수하여 수행중

인 ‘방사선 상장비용 GEM 검출기 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작성한 것이다. 개발 중

인 GEM(Gas Electron Multiplier) 검출기는 그림 1과 같이 상단에 Micro-Channel 

Plate를 사용하여 X-선을 전자로 변환한 후 고전압에 의해 GEM판을 통과토록 전

자들을 증폭한 후 이를 검출하여 사용한다. 이 때 Micro-Channel Plate에 의해 생

성되는 저 에너지 전자의 수는 X-선의 에너지나 CsI 코팅 두께 등에 따라 달라지

게 될 것이다. 이들 인자에 따라 입사한 Photon의 개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의 수를 

예측하는 일은 GEM검출기 설께의 일부이며 이 보고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계산 결

과를 기술하고 있다.

       

                  그림 1. GEM검출기와 Micro-Channel Plate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Micro-Channel Plate의 기하학적 구조는 Hole의 직경이 

25 μm이고 Hole들간의 Pitch가 37 μm인 것으로 한정하 으며 Hole의 내부와 

Micro-Channel Plate상단 표면은 CsI에 의하여 코팅된 것으로 가정하 다. 편의상 

코팅은 표면 및 Hole의 내부에서 두께가 같은 것으로 가정하 다. 주요 계산 내용

은 여러 가지 X-선 에너지 값에 따라 생성된 저 에너지 전자의 수가 어떻게 변하

는지,  X-선 수직입사 지점으로부터 Hole의 위치가 멀어질 때 생성된 전자의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코팅 물질인 CsI의 두께에 따라 생성되는 전자의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이다.

   계산 방법은 먼저 EGS4를 사용하여 입사한 Photon의 에너지가 1keV미만이 될 

때까지 수송하고 생성된 전자들의 경우 역시 에너지가 10keV 미만이 될 때까지 수

200 um

150 um

Top Bottom

85 um
Microchannel Plate

Convert Photon to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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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 으며 그 후 문헌에 밝혀진 관련 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성되는 저 에너지 

전자의 수를 추산하 다. EGS4에 의하여 Micro-Channel Plate Hole 내부 까지 수

송되는 전자는 에너지가 10keV를 초과하는 Primary Electron들 뿐이며 이는 실제 

생성되는 저 에너지의 수에 비하여 훨씬 적은 수이다. (MCP의 두께가 500 μm인 

경우 약 25% 수준) CsI 코팅내부에 생성된 전자들 중 Hole의 표면에 가까이 위치

한 저 에너지 전자들은 표면 밖으로 탈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험결과로부터 확인

된 ‘Escape Depth'[1]를 사용하면 이들로부터 Hole내부로 탈출하는 저 에너지 전자

의 수를 추정할 수 있다. CsI코팅 내부에 생성된 고 에너지(1keV 이상 10keV 미

만) 전자들로서 EGS4의 계산 한계 때문에 수송이 중단된 전자들에 의해 생성 가능

한 이차 전자들의 수는 ’Universal Yield Curve'로 알려져 있는 실험 결과를 이용하

여 추정하 다.

   먼저, CsI에 대한 전자의 Escape Depth관련 실험 결과들은 Verma[7]의 논문에 

잘 기술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CsI박막에 대한 Electron Yield Ratio를 

δ라 할 때 δ는

              δ= f(0)
EpL

EcRp
[1- exp(-

Rp
L
)]        ---------           (1)

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여기서, f(0)은 표면 가까이 있는 이차 전자가 표면으로

부터 탈출 할 확률이며 Ec는 2차 전자 하나를 Excite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이고, 

Rp는 에너지가 Ep인 Primary전자의 Electron Range이며 이 관계식은 실험 결과

로부터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CsI 내에서 Primary 전자의 에너지와 Range

사이에는 역시 실험결과로 부터

                  Rp= bE
1.35
p                             -----------     (2)

에 의하여 주어진다. 여기서, 상수 b의 값은(CsI의 경우) b=11.5로 주어지며 Rp

와 Ep의 단위는 각각 μgcm
-2와 keV이다. 또 다른 실험 결과로부터 Primary 

Electron의 최대 Yield는 에너지 값이 Ep=3.3keV일 때 이며 식(2)로부터 이 경우 

Electron Range값은 57.62μgCm -2가 된다. 식(1)로부터 
Rp
L 의 값을 산출하면 2.28

이 된다. 따라서, L의 값은 25.27μgCm -2가 되며 CsI의 도가 ρ=4.51gCm
-3이

므로 Linear Thickness값 56nm가 산출된다. 이 값을 이용하여 Micro-Channel 

Plate의 Hole내부나 표면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CsI코팅 내에서 생성된 Primary 전자중 에너지가 10keV미만이 되어 

EGS4가 더 이상 수송하지 못한 전자들에 의하여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전자

의 수는 Scholtz등[6]에 의하여 도출된 ‘Universal Yield Curve'를 사용하여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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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의 정의에 의하면 Secondary Electron Yield를 δ라 할 때 δ는

                   δ=
i s
i p                          --------------        (3)

에 의하여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i p는 입사되는 전자들의 Primary Current이고 i s

는 표면으로 방출되는 전자들의 전류이다. 이때 i s는 모든 전자들을 포함하는 것으

로 흔히 말하는 50eV 이하의 에너지를 갖는 2차 전자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Au, 

FeCrNi, MGO, LeadGlass, Si등 물질에 대한 Electron Emission Yield의 값을 측정

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근사 분포를 얻었으며 이를 Universal Yield Curve

라 부르고 있다.

           
δ
δm
= exp { -

[ ln(
Ep
Em
)
2
]

2σ
2 }                ------------      (4)

여기서, δm은 방출된 전자 수의 최대 값이며 Em은 최대의 전자를 생성하는 

Primary전자의 에너지의 값이다. 물론, Ep는 Primary 전자의 에너지이며 σ의 값은 

물질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다. 식(4)를 이용하여 EGS4가 수송을 중단한 Primary 

Electron들에 의해 생성된 2차 전자의 수를 산출하 다.   

    

    

    

    

                  그림 2. Universal Yield Curve의 예

   그림3은 본 Simulation에서 사용한 X-선과 Micro-Channel Plate의 기하학적 형

상을 나타내고 있다. 편의상 선원과 MCP사이의 거리는 1Cm로 고정하 으며 Hole

의 직경은 25 μm, 그리고 MCP의 두께는 0.5mm로 고정하 다. MCP의 표면과 

Hole의 내부에는 같은 두께의 CsI로 코팅된 것으로 가정하 으며 코팅의 두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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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μm∼10 μm범위 이내이다.

   

   

   

   

   

               그림 3. Simulation에 사용된 MCP의 기하 구조  

    다음은 본 Simulation에서 사용한 난수의 생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방사선원으

로부터 방출된 Photon의 초기 진행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난수를 사용하여 단위 벡

터를 지정해야 한다. 그림3에서 입자의 진행방향을 z-축으로 간주할 때 Azimuthal 

방향의 대칭성을 고려하여 극 좌표계를 사용하면 u=Sinθcosφ, v=sinθsinφ, 

w=cosθ가 된다.  이때 θ∈[0,θ0], φ∈[0,2π)  이며 θ0는 아주 작은 값이다. 구

간 [0,1]에 속하는 두 개의 난수를 생성하여 ξ와 η라 할 때 θ=θ0ξ, φ=2πη라 

두면 된다. 그러나, 이상의 방법으로 생성한 입자의 초기 진행 방향은 Polar Angle 

의 값이 작은 역에 비해 큰 역에 더 작은 수의 입자를 할당하게 된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θ0=0.01일 때 위의 방법으로 입자가 방출될 수 있는 역

에 대한 구면의 면적은 A=
⌠
⌡

2π

0

⌠
⌡

θ0

0
sinθdθdφ=2π(1- cosθ0)로 부터 약 

π
10000

이 된다. 반면에, θ0=0.02일 때는 A=
4π
10000 가 되어 되너 전자의 4배가 된다. 

일반적으로 0≤θ0≪1일 경우 2π(1- cos(θ+△θ))-2π(1- cosθ)≃ π(△θ)2으로 

△θ의 제곱에 비례함을 알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난수 ξ를 산출한 후 

θ=θ0 ξ를 사용하여 초기 진행방향을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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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CsI 판에 의해 생성된 전자의 수

  이 절에서는 Photon이 CsI판을 통과할 때 생성되는 전자들 중 반대편으로 방출되

는 전자의 수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EGS4를 사용하여 에너지가 

1keV이하가 될 때까지 Photon을 수송하며 이때 생성된 전자들 중 저 에너지 전자

의 경우 경계 면으로부터 Escape Depth거리 이내에 있는 전자의 수와  진행방향에 

대한 기하학적 확률을 곱해서 탈출된 전자의 수를 추정하 다. 또한, 생성된 전자의 

경우 에너지가 10keV이상일 때만 EGS4에 의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10 

keV 미만인 전자들에 의해 생성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차 전자들은 Frumkin[1] 등

에 의해 도입된 Universal Yield Curve를 사용하여 추정하 다. 이상의 방법으로 산

출된 전자의 수가 실험 결과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결과가 

알려져 있는 ‘Detection Yield'의 값을 계산하여 비교하 다.

   이 절에서 기술한 계산 결과들은 모두 두께가 0.1 μm ∼5 μm인 CsI판 상단 

10Cm 위치에서 에너지가 15kev∼100keV인 X-선을 CsI판에 수직으로 입사시켰을 

때 CsI판을 기준으로 X-선 입자의 초기 위치와 반대인 CsI판 하단에서 생성되는 

전자의 수를 계산한 것이다. CsI판의 두께 변화에 따른 생성된 전자 수의 변화, 입

사 Photon의 에너지 변화에 따른 생성 전자수의 변화, CsI물질의 두께에 따른 

Conversion Efficiency, Detection Yield 등의 값을 계산하 다.      

그림 4. 알미늄내에서 Electron Flux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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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sI의 Conversion Efficiency 및 Detection Yield

   먼저 EGS4가 수송할 수 있는 전자 및 Photon의 에너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 때

문에 본 연구에서 계산코자 하는 Micro-channel plate hole내부에서 생성되는 전자

의 수를 추정하는데 어느정도 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Electron Range

의 값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실험 측정 결과와 비교하 다. 입사 Photon의 에너지

를 15keV이상으로 제한하 고 EGS4를 사용하여 입사한 Photon의 위치와 생성된 

전자(Secondary electrons)들의 위치를 추적하 다. 실험결과가 알려져 있는 알미늄

의 경우 10,000개의 입자를 사용하여 표면으로부터의 침투 거리에 따른 생성전자들

의 분포를 그리면 그림4와 같다. 

    

   그림 4는 EGS4를 사용하여 전자의 에너지가 10keV 가 될 때 까지 수송하여 얻

은 결과이기 때문에 알미늄의 경우 10keV 입자의 이동거리(Electron Range)인 0.6

μm만큼 실험치 보다 작을 수 있다. 표-1의 두 번째 행은 참고문헌[4]로부터 발췌

한 값들이며  3번째 행은 EGS4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들이다. 전자의 에너지가 

20keV이상인 경우 두 행의 해당 값들을 비교해 보면 EGS4에 의한 산출 값과 측정 

값들이 대등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1에는 EGS4를 사용하여 산출한 CsI, CsBr, Au등에 대한 Electron Range값

들을 나타내고 있다. 알미늄의 경우에 대한 계산 값과 측정값의 비교 결과로부터 

이들 물질에 대한 계산 값 역시 실측치와 큰 차이가 없음을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100keV 이하인 Photon을 입사시켰을 때 생성된 저 에너지 전자

의 수 역시 10keV전자 1개(Photon의 초기 에너지가 40keV 미만인 경우) 또는 소수

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들에 의해 생성된 이차 전자의 경우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매

우 적음을 알 수 있다. 

표-1. Electron Range - 계산값과 실험값 비교

Energy(keV)   15   20   30   40   50   75   100   300   500   700

Al(Exper.)   1.2   2.4   5.3   9.0   14   32    48   260    610   970

Al(EGS4)   1.5   2.5   5.0   9.0   13   30      45   250   600   950

CsI(EGS4)   0.6   1.5   2.0   4.0   5.5   12    20   110   250   350

CsBr(EGS4)   0.9   1.5   3.0   5.5   8.0   20    30   170   350   500

Au(EGS4)   0.3   0.6   1.0   1.5   2.2   6.0    12    45    60    85
  

          

    다음은 Micro-channel plate의 hole에서 생성된 전자 수를 EGS4에 의해 산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 번째 확인이다. 즉, CsI판에서의 Detection Yield값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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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알려져 있으며 EGS4를 이용하여 이를 계산해 보았다. 여기서 Detection 

Yield[4]는 Photocathode물질인 CsI에 흡수된 Photon의 수에 대한 검출된 전자의 

수의 비율로 정의된다. EGS4를 사용하여 계산할 경우 Photon이 CsI에 흡수되었는

지는 CsI 내부에서 1번 이상 반응을 하 는지 즉,  1개 이상의 전자를 생성했는지

에 의하여 정의하 다. 

   그림 5는 두께가 0.3 μm ∼10 μm인 CsI판에 에너지가 60keV인 X-선 입자들을 

수직으로 입사시킨 다음 Detection Yield의 값을 산출하여 도시화 한 것이다. CsI판

을 뚫고 반대편으로 방출된 저 에너지 전자의 수는 EGS4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는 CsI물질에 대한 전자의 Escape Depth를 사용해야 

했다. 또한, CsI판 내부에서 생성된 고 에너지 전자(100eV∼10keV)들에 의하여 생

성될 수 있는 Secondary Electron들의 수는 ‘Universal Yield Curve'를 사용하여 산

출하 다. 

   Verma[7]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에너지가 100eV이하인 전자들(이차전자

-Secondary Electrons)이 CsI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최대 거리(Escape Depth)는 

56nm이다. 한편, EGS4를 사용하여 CsI판의 깊이 방향으로 생성된 이차전자의 분포

를 구할 수 있으며 지정된 깊이에서 CsI판의 한 면을 통하여 전자가 밖으로 이탈할 

수 있는 기하학적인 확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곱으로부터 방출된 전자

의 수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5. EGS4를 사용하여 산출한 CsI의 Detection Yield

   CsI판의 경계 면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즉, Escape Depth이내에 있는 

Secondary Electron들의 이탈 확률을 구하기 위하여 r을 전자의 위치로부터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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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X-선원과 반대편)까지의 거리라 하고 p를 이 전자가 밖으로 방출될 확률이라 

하자. 이 전자의 위치로부터 반경이 D인 구(Sphere)를 그렸을 때 구면의 넓이는 

4πD
2이며 CsI판의 경계면에 의하여 이 구의 잘린 부분의 넓이는 2π(D 2-rD)이므

로 방출 확률은

                 p(r)=
1
2
(1-

r
D
)      -------------------------       (5)

가 된다. 여기서 D=56nm이며 r은 경계면 까지 거리이다. 물론, r의 값이 D보다 

클 경우 p(r)=0이 된다. 따라서, 에너지가 100eV 이내인 저 에너지 전자들 중 CsI

판 밖으로 방출될 전자의 수는 

            δ1=
⌠
⌡

D

0
q(r)p(r)dr≃ ∑

7

i=1
q ip i          --------------------     (6)

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q(r)은 경계 면으로부터 거리가 r인 위치에 생

성된 전자들의 수이고 우변의 합은 56nm구간을 8nm간격으로 나누어 계산할 때의 

근사 값 산출을 위한 것이다.

   에너지가 100eV∼10keV인 Primary 전자들의 EGS4에 의해 수송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생성된 Secondary Electron의 수는 Universal Yield Curve[6]을 

사용하여 추정하 다. 즉, Ep를 Primary Electron의 에너지라 하고 δ를 생성된 

Secondary Electron의 수 라 하면

           δ=δmexp {- ln (
Ep
Em )

2

2σ
2 }          ---------------------       (7)

이 성립한다. 여기서 δm의 δ의 최대 값으로 Primary 전자의 에너지가 Em일 때 

Electron emission yield의 값이다.  CsI의 경우 실험 결과로부터 산출된 값은 

δm=20, Em=3.3keV, σ=1.6이다.  한편, MgO의 경우에는 δm=12, 

Em=0.95keV로 추정되어 있으며 Au등 금속의 경우에는 δm=1.5, Em=0.4keV로 

추정되어 있다.

    식 (7)을 사용하면, 입사된 X-선 입자를 EGS4에 의하여 수송하는 과정에서 전

장의 10keV 미만이 되어 더 이상 수송할 수 없을 때 이로부터 생성될 Secondary 

Electron의 수를 추정할 수 있다. 산출된 전자의 수에 식(6)의 확률을 곱하여 적분

하면 구하고자 이차전자의 수가 산출된다. 이 때 식(6)의 Escape Depth D위치에는 

해당 에너지를 갖는 전자의 이동거리(Range)를 사용해야 한다. Verma[7]에 의하면 

CsI내에서 전자의 이동거리 R은 

       R= f×E 1.35 ,  f=
11.5×10

-6

4.51                --------------        (8)

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방법으로 산출한 Secondary electron의 수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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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산출한 Escape Depth 이내로부터 방출된 전자의 수와 합하여 CsI판의 반대편으

로 방출된 총 전자의 수가 추정된다. 

   그림 5는 이상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Detection Yield 값들과 Frumkin[4]에 

의한 실험 값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에서 ‘Near Boundary'로 표기된 곡선은 

Escape Depth 이내의 저 에너지 전자들로부터 산출된 전자의 수이며 ’Yield Curve'

로 표기된 곡선은 Primary Electron들로부터 universal Yield Curve를 사용하여 추

정한 전자의 수이다. 이 두 곡선의 합과 실측 데이터 값을 비교해 보면 추정값이 

측정값의 두배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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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Micro-channel Plate의 Hole에서 생성된 2차 전자의 수  

 1. CsI판 반대편에서 생성되는 전자의 수

   두께가 2 μm인 CsI 판 상단 10 Cm위치에서 수직으로 200만개의 Photon을 입사

시켰을 때 CsI판의 하단에 생성된 전자의 수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이들 

전자의 수는 EGS4를 사용하여 Photon의 에너지가 1keV 이하가 될 때까지, 그리고 

생성된 전자들의 경우 에너지가 10keV이하가 될 때까지 수송한 후 100eV이하의 전

자는 CsI의 Escape Depth를 사용하여 방출되는 수량을 산출하 으며 100eV이상인 

경우 Frumkin이 제안한 universal yield curve를 사용하여 산출하 다. 

   

그림 6. CsI판이 Photon의 입사각과 이루는 각도에 따른 생성 전자수의 변화

    위 그림은 앞 절에서 기술한 방법에 따라 CsI판의 반대편에 생성되는 전자의 

수를 추정한 것이다. 입사한 X-선은 200만개의 입자 모두 일정 각도를 유지하며  

90°일 경우가 CsI 판 표면에 수직으로 입사한 경우이다. 입사 각도가 작아질수록 

Detection Yield 값이 커지며 입사 X-선의 에너지가  45keV일 때 최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입사 각도에 따라 생성되는 전자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입

사 X-선의 에너지를 45keV로 고정하고 CsI의 두께를 2 μm으로 고정한 다음 입사

각도 만을 변화시키면서 생성되는 전자의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한 것이

다. 그림 7에서 점선으로 포시된 곡선은 수직 입사시 생성된 전자의 수(각도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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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점)를 Sin(θ)[Frumkin et al.]로 나누었을 때 생성되는 곡선이다. 따라서, 생성되

는 전자의 수는 X-선의 통과 거리(Path)에 정비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 입사각에 따른 생성 전자수의 변화

  2. CsI판 표면에서 생성되는 전자의 수

    이 절에서는 CsI판에 수직으로 입사한 X-선 입자에 의하여 입사 표면에서 생

성되는 전자의 수를 추정한 결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판의 두께는 0.2 μm에서 6 μm

까지 구간의 여러 값에 대하여 계산하 으며 X-선 선원으로부터 CsI판까지의 거리

는 10Cm로 고정하 다. 매회 에너지가 40keV인 입자 50만개를 EGS4를 사용하여 

수송하 으며 그후 앞에서 기술한 ‘Universal yield curve'와 CsI물질의 ’Escape 

depth' 값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다음 표는 수직 입사 시와 60°입사 시 및 30°입

사 시 등에 대한 계산 결과이다.

               표-2. 입사면과 반대면에서 생성된 전자의 수

     CsI판의 두께    표면에서 생성된 전자 수         투과 후 생성된 전자 수  

                     90°      60°     30°         90°      60°     30°

      0.2 μm       10152      9528      6141          9925      9350     5578

      0.3          13319     15435     12686         13247     15181    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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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13318     15435     26632         13677     15661    25950

      0.7          13310     15435     26614         12815     14907    26930

      1.0          13329     15454     26568         12570     14548    25035 

      1.5          13318     15435     26522         12353     14296    25365

      2.0          13273     15407     26560         12773     14524    25711

      2.5          13328     15443     26651         12611     14712    25770

      3.0          13263     15369     26585         12776     14749    24805

      3.5          13309     15388     26548         12157     13858    24240 

      4.0          13318     15388     26594         12359     13970    24934

      4.5          13272     15342     26520         12519     14497    25140

      5.0          13299     15350     26537         11939     13708    24218

      5.5          13271     15359     26537         12335     14058    24115

      6.0          13299     15387     26648         11722     13675    24180 

   위 표로부터 입사각에 따른 전자 수의 변화는 앞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입사

각이 θ일 때 1/sinθ  에 근접한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단, CsI판의 두께가 0.3

μm  미만일 때는 예외임). 또한, 표면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와 투과 후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거의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두께가 6 μm이내일 경우 CsI판 

내부에 생성되는 전자의 수가 거의 균일하게 분포되기 때문이다.      

     

                  그림 8.  CsI판 상하단에서 생성된 전자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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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MCP Hole의 내부와 상단에서 생성된 전자 수의 비교 

 3. MCP hole의 내부와 표면에서 생성된 전자수의 비교

   그림9는 두께가 0.5mm인 PbO판에 직경이 25 μm인 구멍을 뚫고 구멍 내부와 

PbO판 상단을 두께가 0.5∼5 μm인 CsI로 코팅한 다음 구멍의 축 상 10Cm 거리에 

위치한 선원으로부터 수직으로 Photon을 입사했을 때 생성되는 전자의 수를 산출한 

것이다. 점선으로 표시된 곡선은 PbO판 상단으로 방출된 전자의 수를 나타내며 실

선으로 표시된 곡선은 구멍의 내부에서 발생한 전자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9로 부터 확인할 수 있는바와 같이 상단에서 생성되는 전자의 수는 구멍의 

내부에서 생성된 전자의 수에 비해 약 4배 정도로 나타났다. 만약 구멍간의 거리

(Pitch)를 37 μm으로 두면 상단의 CsI가 코팅된 면적 중 한 개의 구멍에 할당되는 

면적은 반경이 31 μm인 원 보다 약간 큰 면적이 되며 이 경우 구멍의 상단에서 생

성되는 전자의 수는 약 4분의 1로 줄게된다. 따라서, 구멍 내부에서 생성되는 전자

의 수와 상단에서 생성되는 전자의 수의 비율은 16:1이 된다. 이로부터 구멍의 수를 

증가할수록 보다 많은 전자가 생성됨을 확인할수 있다.     

   표-3은 CsI코팅의 두께를 1 μm으로 고정하고 구멍들의 직경을 25 μm, 35.35 μm, 

43.3 μm, 50.0 μm, 55.9 μm, 61.23 μm, 66.13 μm, 70.7 μm, 75 μm, 79.05 μm  등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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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었을 때 생성되는 전자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직경의 크기는 25 n, 

n=1,2,3,…10에 해당한다. 입사 X-선의 에너지는 37keV로 고정하 으며 구멍의 

반경의 1.5배에 해당하는 구역에 10만개의 Photon을 입사시켰다. 따라서, 실제 실험

에서는 반경이 커지면 입사하는 입자의 수는 면적에 비례하여 많아져야 할 것이다. 

난수 생성 시 초기 입자의 진행방향에 대한 균일성 유지를 위하여 제1장에서 기술

한바와 같이 Polar Angle에 해당하는 난수 산출 후 제곱근을 취한 다음 허용코자 

하는 Polar Angle의 최대값을 곱하여 사용하 다.   

표-3. MCP Hole의 크기에 따른 생성 전자수

   반경   12.5   17.68   21.65   25.00   27.95   30.61   33.06  35.35  37.50   39.58

  전자수  58042  48024  48475  43768  42293  40147  43363  39643  40068  39378

n*전자수  58042  67916  83961  87536  94570  98339 114727 112127 120204  124524   

  4. Hole의 위치에 따른 생성된 전자수의 변화

  이절에서는 Micro-channel plate 상의 Hole의 위치에 따라서 생성되는 전자의 수

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기술한다. X-선원은 

Micro-channel plate상단으로부터 100Cm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Mocro-channel 

plate는 무한 평면으로 간주하 다. Hole의 직경은 25 μm이며 pitch 간격은 37 μm로 

설정하 다. Micro-channel plate의 두께는 0.5mm로 두었으며 입사각은 일직선상에 

놓인 여러 개의 Hole에 동일한 개수의 Photon이 입사하도록 하 다. 즉, Photon의 

최대 입사각은 Tan -1(0.125mm/100Cm) =Tan -1 (0.000125)로 두었다. 사용한 입자

의 수는 5000만개이다.

  

  표-4. MCP Hole의 위치에 따른 생성 전자 수 (Photon 5000만개 사용)

Hole의 위치( μm)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전자의 수   2515  1826  3461  3459  3532  4385  4358  5290  4859   5845

 Hole 위치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전자 수  6240  5393  6613  5472  7378  6545  5220  6987  7096  7968  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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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MCP Hole의 위치에 따른 생성 전자수 (Photon 5000만개 사용)

  

표-5에서 보는바와 같이 생성된 전자 중 Hole의 내부로 방출 되는 전자의 수에 대

한 추정 값은 사용된 입자의 수는 수직인 점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많아짐

을 나타낸다. 이 같은 경향을 보다 확실히 점검하기 위하여 입사 Photon의 수를 2

억 개로 늘렸을 때의 계산결과는 표-6과 같다. 한 개의 Hole에 대한 계산에 소요된 

시간은 HP-715 Workstation 사용 시 약 50시간이었다.

표-5. MCP Hole의 위치에 따른 생성 전자 수 (Photon 2억개 사용)

Hole의 위치( μm)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전자의 수  13999 10363 13516 14504 16421 17454  16999 21401  21179  23335

 Hole 위치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전자 수  22800 22432  25363 24876  28591   27408  25107   27152  30585  25713  3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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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MCP Hole의 위치에 따른 생성 전자수 (Photon 2억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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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MCP Hole내부로 방출되는 Primary Electron의 수

   이 장에서는 EGS4를 사용하여 제1장에서 기술한 기하학적 구조를 갖는 MCP 

Hole내부로 방출되는 Photo Electron (primary electron)의 개수를 계산한 결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들 전자는 MCP Hole내부에 있는 기체와 반응하여 Secondary 

Electron들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EGS4사용만으로는 이들을 추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Hole내부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10keV 이상인 Photo Electron들의 

개수와 에너지 Spectrum만을 기술한다. 이 절에 기술한 모든 계산은 10억개의 

Photon을 입사시켰을 때 생성된 Primary Electron의 개수이다.  그림12에 따르면 

입사 Photon의 에너지가 75keV일 때 생성된 Primary 전자의 수가 가장 많으며 이 

경우 에너지가 약 38keV인 전자가 가장 많이 발생됨을 알수 있다. 

          

 그림 12. MCP Hole내부로 방출된 Photo Electron의 에너지 Spectrum

  위 그림은 CsI코팅 두께가 0.3 μm일 때 Photo Cathode 물질인 CsI에 의하여 생

성된 전자들 중 MCP Hole 내부로 방출되는 Photo Electron의 에너지 Spectrum을 

나타내고 있다. 입사 입자의 에너지를 55keV∼100keV구간에서 5keV간격으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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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에 대한 생성전자의 에너지 Spectrum을 EGS4를 이용하여 계산한 다음 표준

편차가 2keV인 Gauss분포함수를 사용하여 Smoothing한 결과이다.

   그림13은 생성된 Photo Electron들이 Hole의 축 방향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지를 보이고 있다. Micro Channel Plate의 두께는 0.5mm로 두었으며 Hole의 내부

벽과 MCP표면은 0.3 μm두께로 균일하게 코팅된 것으로 가정하 다. 그림13의 곡선

은 Hole의 축이 X-선 수직입사 방향과 일치할 경우에 대한 것으로 Hole이 이동함

에 따라 곡선의 최대값은 이동하게 된다.

      

      그림 13. MCP Hole로 방출된 Photo Electron의 축 방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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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sI코팅 두께 및 입사 에너지에 따른 생성 전자 수

   그림 14는 CsI코팅 두께에 따라 생성되는 Photo Electron의 개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이고 있다. 이들 곡선은 에너지가 50keV∼100keV 범위내 있는 입자를 

각각 10억 개 씩 입사시켰을 때 한 개의 Hole내부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나타내

고 있다. 이때 CsI의 코팅 두께는 0.3 μm, 0.4 μm, 0.5 μm등 세가지 경우에 대한 것

으로 입사 에너지가 75keV 근처일 때 가장 많은 Photo Electron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0억개의 Photon으로부터 최대 100만개의 전자가 생성되며 비율은 

약 0.1%임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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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sI로 코팅된 Micro Channel Plate로부터 생성되는 전자의 수를 

추정하 다. 에너지가 10keV이상인 Primary Electron의 경우 EGS4를 이용하여 

MCP Hole내부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직접 계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2차 전자

의 경우 EGS4 계산에 의해서는 생성된 수를 직접 추정할 수 없었다. EGS4가 수송

할 수 있는 전자의 에너지 범위가 10keV 이상인 점 뿐 아니라 2차 전자는  CsI 코

팅 또는 PBO내에서만 생성되기 때문에 Hole내부로 방출되는 수량의 직접적인 계산

은 불가능하 다.  

   따라서, 이미 발표된 실험결과들을 이용하여 CsI 코팅 내에 생성된 Secondary 

Electron중 외부로 방출이 가능한 수량을 추정하 으며 CsI내에서 수송이 중단된 

Primary Electron들에 의해 생성 가능한 2차전자중 표면 밖으로 탈출이 가능한 전

자의 수는 ‘Universal Yield Curve'를 사용하여 추정하 다. 계산 결과에 의하면 후

자의 전자 수는 전자에 비해 10%미만임을 확인하 다.

  이상의 계산 결과들은 여러 가지 간접적인 실험결과들을 이용하여 추정하 지만 

직접적인 실험을 통한 검증이 필수적이며 이는 2차 년도에 수행할 예정이다. 생성

된 전자들이 전장내의 GEM판을 통과하면서 몇 배로 증폭될 것인지, 어떤 경로를 

따라 Readout판 까지 이동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 또한 향후 추진되어야 할 연구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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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MCP Hole에서 생성되는 전자 수 산출용 EGS4 프로그램 

%L
%E
!INDENT M4;                       "INDENT MORTRAN LISTING BY 4 PER 
LEVEL"
!INDENT F2;                        "INDENT FORTRAN OUTPUT BY 2 PER 
LEVEL"
"======================================================================="
"PROGRAM FOR THICKNESS SIMULATION" 
"PROGRAMMED BY BYUNG SOO MOON -APR.28,2000 "
"======================================================================="
"STEP 1 : ADDITIONAL MACRO"
"======================================================================="
"RANDOM GENERATER @ 32-BIT MACHINE"
REPLACE {;COMIN/RANDOM/;} WITH
        {;COMMON/RANDOM/IXX;}
REPLACE {$RANDOMSET#;} WITH
        {IXX=IXX*663608941; {P1}=0.5+IXX*0.23283064E-9;}
REPLACE {$RANDOMNO#;} WITH
        {JXX=JXX*663608941; {P1}=0.5+JXX*0.23283064E-9;}
REPLACE {;COMIN/EBIN/;} WITH
        {;COMMON/EBIN/NCH,ESUM,CHANEL(1024);}
REPLACE {DOUBLE PRECISION E;} WITH
        {DOUBLE PRECISION E,X,Y,Z,U,V,W;}
REPLACE {DOUBLE PRECISION EDEP;} WITH
        {DOUBLE PRECISION EDEP,TSTEP,TUSTEP,USTEP,TVSTEP,VSTEP;}
REPLACE {$EVALUATE#USING SIN(#);} WITH
        {{P1}=SIN({P2});}
REPLACE {$EVALUATE SINTHE USING SIN(THETA);} WITH
        {SINTHE=SIN(THETA);}
REPLACE {$EVALUATE COSTHE USING SIN(CTHET);} WITH
        {COSTHE=COS(THETA);}
REPLACE {$EVALUATE SINPHI USING SIN(PHI);} WITH
        {SINPHI=SIN(PHI);}
REPLACE {$EVALUATE COSPHI USING SIN(CPHI);} WITH
        {COSPHI=COS(PHI);}
REPLACE {C#=PI5D2-#;} WITH {;}
REPLACE {$SET INTERVAL#,SINC;} WITH {;}
"USER INPUT UNIT DEFINE MACRO"
REPLACE {$INIT_IN;} WITH
        {;OPEN(UNIT=5,FILE='user.egs4inp',STATUS='OLD');}
REPLACE {;INPUT#;#;} WITH
        {;{SETR A =@LG}READ(5,{COPY A}){P1};{COPY A}FORMAT{P2};}
REPLACE {$INIT_OUT;} WITH
        {;OPEN(UNIT=1,FILE='USER.OUT');}
REPLACE {;OUTPUT1#;#;} WITH
        {;{SETR A =@LG}WRITE(1,{COPY A}){P1};{COPY A}FORMAT{P2};}
"======================================================================="
"STEP 2 : USER OVER RIDE OF EGS MACROS & ARRAY ARGUMENT SETTING"
"======================================================================="
REPLACE {$MXMED} WITH {2}                          "DEFULT 10 MATERIAL"
REPLACE {$MXREG} WITH {5}                          "DEFULT 2000 REGION"
REPLACE {$MXSTACK} WITH {100}                      "STACK SIZE"



- 29 -

REPLACE {$MXPLNS} WITH {3}                   "MAX NUMBER OF PLANES"
REPLACE {$MXCYLS} WITH {2}                   "MAX NUMBER OF 
CYLINDERS"
;COMIN/BOUNDS,MEDIA,MISC,PLADTA,CYLDTA,RANDOM,STACK,THRESH,UPHIOT
,USEFUL/;
;COMIN/EBIN/;
CHARACTER*4 TEMP(24,5);
COMMON/TROUBLE/NCASE,HEIGHT,DIST1,RADIUS,XINIT;
COMMON/RESULT/ ERGIN,NPARTI(4),ERSUM(4),NCDSTR(1024),EDSTR(128,128);
COMMON/EFFICI/EBOUND,RBOUND,NTOP,NSELEC,NESCAP,IPART;
"======================================================================="
":STEP 3 : READ TRANSPORT PROPERTIES"
"======================================================================="
$INIT_IN;                      "USER INPUT UNIT = 5(@MACHINE.MAC)"
DO J=1,$MXMED [INPUT (TEMP(I,J),I=1,24);(24A1);]     "READ MATERIAL NAME"
INPUT NCASE;(I8);              "READ NUMBER OF HISTORY"
INPUT TCSI1;(F15.8);           "THICKNESS OF CSI COATING(Cm)"
INPUT TCSI2;(F15.8);           "RADIAL THICKNESS OF CSI CYLINDER"
INPUT HEIGHT;(F15.8);          "DEPTH OF CSI CYLINDER"
INPUT DIST1;(F15.8);           "DISTANCE FROM SOURCE TO CSI PLATE"
INPUT RADIUS;(F15.8);          "RADIUS OF THE HOLE"
INPUT ERGIN;(F15.8);           "INITIAL ENERGY OF THE INPUT X-RAY"
INPUT XINIT;(F15.8);           "INITIAL LOCATION OF X-RAY SOURCE"
"======================================================================="
"STEP 4 : INITIALIZATION FOR HATCH"
"======================================================================="
NREG=$MXREG;
NMED=$MXMED;                               "VARIABLE FOR MATERIAL 
NUMBER"
NPLNS=$MXPLNS;
NDIM=100;NPARTIC=0;
DO J=1,NMED[DO I=1,24 [MEDIA(I,J) = TEMP(I,J);]]  "MATERIAL NAME SETTING"
"SET MEDIUM NUMBER"
DO I=1,NREG [MED(I)=0;]
MED( 2)=1;MED(3)=2;                                           "MATERIAL"
"======================================================================="
"STE
"======================================================================="
CALL HATCH;                                  "PICK UP CROSS SECTION DATA"
$INIT_OUT;
OUTPUT1;(' QUANTITIES ASSOCIATED WITH EACH MEDIA');
DO J=1,NMED [
   OUTPUT1 (MEDIA(I,J),I=1,24); (1X,24A1);
   OUTPUT1 RHO(J),RLC(J);
      (' RHO =',1P,E15.7,' G/CM**3',5X,'RLC =',1P,E15.7,' CM');
   OUTPUT1 AE(J),UE(J);
      (' AE  =',1P,E15.7,' MeV    ',5X,'UE  =',1P,E15.7,' MeV');
   OUTPUT1 TE(J);
      (' TE  =',1P,E15.7,' MeV    ');
   OUTPUT1 AP(J),UP(J);
      (' AP  =',1P,E15.7,' MeV    ',5X,'UP  =',1P,E15.7,' MeV');
           ]
"COMPTON EVENTS CAN CREATE ELECTRONS AND PHOTONS BELOW THESE 
CUTO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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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6 : INITIALIZATION FOR SUBROUTINE HOWFAR"
"======================================================================="
"SET PLANE'S NORMAL VECTOR & ORIGIN"
DO I=1,3 [/PNORM(1,I),PNORM(2,I)/=0.0; PNORM(3,I)=1.0;]
DO I=1,3 [/PCOORD(1,I),PCOORD(2,I),PCOORD(3,I)/=0.0;]
PCOORD(3,1)=DIST1;
PCOORD(3,2)=DIST1+TCSI1;
PCOORD(3,3)=DIST1+HEIGHT;
CYRAD2(1)=RADIUS**2;
CYRAD2(2)=(RADIUS+TCSI2)**2;
"======================================================================="
"STEP 7 : DETERMINATION OF INCIDENT PARTICLE PROPERTIES"
"======================================================================="
/YI,ZI/=0.;                     "COORDINATES OF INCIDENT PARTICLE"
XI=XINIT;
IQI= 0;IRI=1;                  "INCIDENT PARTICLE STARTS OUT IN REGION 1"
WTI=1.0;                                                  "WEIGHT FACTOR"
IXX=87654321;JXX=IXX;                                "RANDOM NUMBER SEED"
"======================================================================="
"STEP 8 : INITIALIZATION FOR SUBROUTINE AUSGAB"
"======================================================================="
DO I=1, NREG [ECUT(I)=0.512000;PCUT(I)=0.001;]        "SET CUT OFF ENERGY"
"======================================================================="
"STEP 9 : CALL SHOWER"
"======================================================================="
"CALL CHKTIM;"                            "INITIATE THE SHOWER NCASE 
TIMES"
  ANGLE=ATAN(RADIUS*100./DIST1);          "10 holes for pitch 37.5micron"
DO LOOP=1, 10 [
DO I=1,NCASE [                           "should be NCASE" 
  IF(MOD(I,1000)=0) [OUTPUT LOOP,I,NCASE;(1X,'HISTORY = ',3I12);]
  ESUM=0.0;
  IPART=I;
  
     EI=ERGIN;
    $RANDOMNO RANWI;RANWI=SQRT(RANWI)*ANGLE;WI=COS(RANWI);  
    $RANDOMNO RANPHI;PHI=RANPHI*PI*2.;
     UI=SIN(RANWI)*SIN(PHI);VI=SIN(RANWI)*COS(PHI);
     CALL SHOWER(IQI,EI,XI,YI,ZI,UI,VI,WI,IRI,WTI);
            ]           "end of NCASE"
               ]        "end of loop" 
"======================================================================="
"STEP 10 : OUTPUT OF RESULT"
"======================================================================="
"PRINT TRANSPORT PARAMETER"
OUTPUT1 NCASE,DIST1;
(1X,'NUMBER OF HISTORY : ',I8,' DISTANCE TO OBJECT',F8.3,' cm');
OUTPUT1 HEIGHT,TCSI1;
(1X,'HEIGHT OF HOLE',F9.6,' cm, THICK of CSI COATING',F9.6,' Cm');
OUTPUT1 RADIUS,XINIT;
(1X,'RADIUS OF THE HOLE',F9.6,'  CENTER AXIS AT',F9.6);
OUTPUT1 EBOUND,RBOUND;
(1X,' LIMITS- ENERGY, RADIAL ',3F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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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1 ERGIN,NPARTI(1),NPARTI(2),NPARTI(3),NPARTI(4);
(1X,'ENERGY',F8.4,' kev, NO IN EACH REGN ',4I9);
OUTPUT1 ERSUM(1),ERSUM(2);(' ENERGY SUM OF ELECTRONS GEN.',2F12.6);
ESCAP=0.;
  DO KK=1,7 [
    ESCAP=ESCAP+NCDSTR(KK)*(1-.04*(2*KK-1)/.56);
            ]
NESCAP=ESCAP/2.;
DIVIDE=NPARTI(4);FRAC=DIVIDE/NCASE;
OUTPUT1 NCASE,NPARTI(4),FRAC;(' ABSORPTION PROBABILITY ',2I8,F10.3);
OUTPUT1 NSELEC,NESCAP;(' NO OF SEC. ELECTRONS, ESCAPED',2I9);
NPSUM=0;DELSXX=0;ENER=EBOUND/128.*1000.; "ener is in kev for formula"
DIFR0=RBOUND/1024.;FACTOR=11.5/4.51*1.E-6;
  DO KK=1,1024 [NPSUM=NPSUM+NCDSTR(KK);]
  DO KK=3,128 [
       ENERK=ENER*(KK-0.5);
    DO LL=1,128 [
       NKKCNT=EDSTR(KK,LL);
        DELTA=20*EXP(-ALOG(ENERK/3.3)**2/2./1.6**2)*NKKCNT;
        RANGEK=FACTOR*ENERK**1.35;
        IF (DIFR0*LL .LT. RANGEK) [
          DELTA=DELTA*(1-DIFR0/RANGEK)/2.;
          DELSXX=DELSXX+DELTA;    ]
                ]                         "DO LL=1,128"
              ]                           "do kk=1,128"
OUTPUT1 NPSUM;(' NUMBER OF PRIMARY ELECTRONS ',I10);
NTESCAP=NESCAP+DELSXX;NESCAPX=DELSXX;
OUTPUT1 NESCAP,NESCAPX,NTESCAP,NTOP;
(' SUM OF SECONDARY ELECTRONS GENERATED',3I7,' TOP PLATE',I7);
OUTPUT1 (I,NCDSTR(I),I=1,1024);(6(I6,I7));
 DO K=1,128 [
OUTPUT1 (EDSTR(K,J),J=1,128);(1X,10F7.0/16(1X,10F7.0/));
            ]
STOP;END;
"===================================================================="
SUBROUTINE AUSGAB(IARG);
"===================================================================="
;COMIN/BOUNDS,EBIN,STACK,EPCONT,PLADTA,MEDIA,THRESH,UPHIOT,USEFUL/;
COMMON/TROUBLE/NCASE,HEIGHT,DIST1,RADIUS,XINIT;
COMMON/RESULT/ ERGIN,NPARTI(4),ERSUM(4),NCDSTR(1024),EDSTR(128,128);
COMMON/EFFICI/EBOUND,RBOUND,NTOP,NSELEC,NESCAP,IPART;
DATA ICASE/0/;
EBOUND=0.010240;RBOUND=0.0008192;
ENER=EBOUND/128.;DIFR0=RBOUND/1024.;
ZHITE=Z(NP)-DIST1;
RADXY=SQRT(X(NP)**2+Y(NP)**2);
DIFR=RADXY-RADIUS;
IRL=IR(NP);                                           "LOCAL VARIABLE"
EDEPWT=EDEP*WT(NP);
"IF(RADXY.LE.RADIUS*1.5) [" 
IF(IRL=1 & ZHITE.LT.0) [
  IF(IQ(NP)=-1 & EDEPWT>=.000001 & EDEPWT<0.0010) [NTOP=NTOP+1;]
                       ]
IF(IRL=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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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Q(NP).EQ.-1) [
       IF (IRL.GE.1 .AND. IRL.LE.3) [NPARTI(IRL)=NPARTI(IRL)+1;]
       ERSUM(1)=ERSUM(1)+EDEPWT;
       IF (IPART.NE.ICASE) [
         ICASE=IPART;NPARTI(4)=NPARTI(4)+1;
                           ]
       DO KK=1,1024 [
         IF (DIFR >=(KK-1)*DIFR0  & DIFR  < KK*DIFR0 ) [
           NCDSTR(KK)=NCDSTR(KK)+1;                    ]
                    ]
       IF (EDEPWT.GT.0.0001.AND.DIFR.GT.0.0000056) [
         DO KK=1,128 [
           DO LL=1,128 [
            IF (EDEPWT>=(KK-1)*ENER & EDEPWT<KK*ENER) [
            IF (DIFR  >=(LL-1)*DIFR0 & DIFR <LL*DIFR0) [
              EDSTR(KK,LL)=EDSTR(KK,LL)+1.;           ]]
                       ]
                     ]
                                                   ]"END OF EDEPWT>0.001"
                      ]                         "end of IQ(NP)=-1" 
          ]                                     "end ofIRL=2" 
               "]"                              "end of radxy<0.00245" 
RETURN;END;
%E
"======================================================================="
SUBROUTINE HOWFAR;
"======================================================================="
"SUBROUTINE FOR CHECK THE MULTIPLANE GEOMETRY"
;COMIN/STACK,EPCONT,PLADTA,CYLDTA/;
COMMON/RESULT/ ERGIN,NPARTI(4),ERSUM(4),NCDSTR(1024),EDSTR(128,128);
COMMON/EFFICI/EBOUND,RBOUND,NTOP,NSELEC,NESCAP,IPART;
  DOUBLE PRECISION XF,YF,ZF,TCYL,TPLN,EPS,XYRAD;
  IRL=IR(NP);
  ENER=0.001/1024.;ZHITE=(PCOORD(3,3)-PCOORD(3,1))/1024.;
  ZNP=Z(NP)-PCOORD(3,1);
  
     IF (IRL.EQ.2 .OR. IRL.EQ.3) CALL BDRY;                   
  EPS=0.5E-7;
  IF (IRNEW.LE.0) IRNEW=IR(NP);
  XYRAD = X(NP)**2 + Y(NP)**2;
     IRL=IRNEW;
  IF (USTEP.LT.0.10E-8.AND.IRL.EQ.2) [IDISC=1;RETURN;]
  IF (USTEP.LT.0.10E-5.AND.IRL.EQ.3) [IDISC=1;RETURN;]
   "ICASE=ICASE+1;"
   "IF (ICASE.LE.2500000) ["
  "OUTPUT1 IR(NP),IRNEW,Z(NP),XYRAD,USTEP;"
  "(1X,2I5,4E15.8);       ]"

IF(XYRAD.GE.100.|IRL.GE.4|Z(NP).LT.0.)
    [IDISC=1;RETURN;]  
ELSEIF(IRL=1) [
  $PLANE1(1,1,IHIT,TPLN);
   IF (IHIT.NE.1) [IDISC=1;RETURN;]
   IF (IHIT.E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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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VAL(TPLN,XF,YF,ZF);
       XYRADF=XF**2+YF**2;
       IF (XYRADF.GE.CYRAD2(1)) [$CHGTR(TPLN,2);]
       ELSE [
         X(NP)=XF;Y(NP)=YF;Z(NP)=ZF;USTEP=USTEP-TPLN;
         INCY=1;
  CALL GCYLNDR(X(NP),Y(NP),CYRAD2(1),U(NP),V(NP),INCY,JHIT,TCYL);
         IF (JHIT.NE.1) [IDISC=1;RETURN;]
         IF (JHIT.EQ.1) [
           IF (TCYL .LE. USTEP) [
             $FINVAL(TCYL,XF1,YF1,ZF1);
             IF (ZF1.GE.PCOORD(3,1).AND.ZF1.LT.PCOORD(3,3)) [
                    $CHGTR(TCYL,2);                         ]  
             ELSE                    [IDISC=1;RETURN;]
                                ]        "end of TCYL .le.USTEP"
           IF (TCYL .GT. USTEP) [IDISC=1;RETURN;]
                        ]                     "END OF JHIT=1"
            ]                                 "end of else"
                  ]                           "end of ihit=1"
              ] 
ELSEIF(IRL=2) [
  IF (Z(NP).LT.PCOORD(3,1)) [IDISC=1;RETURN;]
  ELSEIF (Z(NP).LE.PCOORD(3,2)) [  
    INCY=0;
    CALL GCYLNDR(X(NP),Y(NP),CYRAD2(1),U(NP),V(NP),INCY,IHIT,TCYL);
    IF (IHIT.EQ.1) [
      IF (TCYL.GT.USTEP) [
        $PLANE1(1,-1,JHIT,TPLN);
         IF (JHIT.EQ.1) [IF (TPLN.LT.USTEP) [IDISC=1;RETURN;]]
         IF (JHIT.NE.1) [
            $PLANE1(2,1,KHIT,TPLN);
             IF (KHIT.EQ.1 .AND. TPLN.LE.USTEP) [
               $FINVAL(TPLN,XF,YF,ZF);
                XYRADF=XF**2+YF**2;
                IF (XYRADF.GE.CYRAD2(2)) [
                   IF (TPLN.LE.USTEP) [
                      IRNEW=3;USTEP=TPLN; 
                                      ]  ]  
                                                ]  "end of khit=1 &  .."
                        ]                          "END OF JHIT.NE.1"
                         ]                         "end of tcyl>ustep"
      IF (TCYL.LE.USTEP) [
        $PLANE1(1,-1,JHIT,TPLN);
         IF (JHIT.EQ.1) [
           IF (TCYL.LT.TPLN) [USTEP=TCYL;IRNEW=5;]
           ELSE [IDISC=1;RETURN;]
                        ]                          "end of jhit=1"
         IF (JHIT.NE.1) [
   
           $PLANE1(2,1,KHIT,TPLN);
            IF (KHIT.NE.1) [$CHGTR(TCYL,5);]
            IF (KHIT.EQ.1 .AND. TPLN.LT.TCYL) [
              $FINVAL(TPLN,XF,YF,ZF);
               XYRADF=XF**2+Y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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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XYRADF.GT.CYRAD2(2)) [$CHGTR(TPLN,3);]
                                              ]
            IF (KHIT.EQ.1 .AND. TPLN.GE.TCYL) [
              $CHGTR(TCYL,5);                 ]
                        ]                          "end of jhit.ne.1"  
                          ]                        "end of tcyl<=ustep"  
                ]                                  "end of ihit=1"
    IF (IHIT.NE.1) [
      $PLANE1(1,-1,JHIT,TPLN);
       IF (JHIT.EQ.1) [IF (TPLN.LE.USTEP)[IDISC=1;RETURN;]]
       ELSE [
         $PLANE1(2,1,KHIT,TPLN);
          IF (KHIT.EQ.1) [
            $FINVAL(TPLN,XF,YF,ZF);
             XYRADF=XF**2+YF**2;
             IF (TPLN.LE.USTEP) [
                IF (XYRADF.GE.CYRAD2(2)) [
                   IRNEW=3;USTEP=TPLN;        
                                         ] 
                                ]  
                         ]                         "END OF KHIT=1"
          IF (KHIT.NE.1) [IDISC=1;RETURN;]
            ]                                        "end of else"
                   ]                                 "end of IHIT.ne.1"
                              ]                      "end of z(np)<(3,2)"
 ELSEIF (Z(NP).GT.PCOORD(3,2).AND.Z(NP).LT.PCOORD(3,3)) [
    INCY=0;
    CALL GCYLNDR(X(NP),Y(NP),CYRAD2(1),U(NP),V(NP),INCY,IHIT,TCYL);
    IF (IHIT.EQ.1) [
      $PLANE1(3,1,JHIT,TPLN);
       IF (JHIT.EQ.1) [
         IF (TPLN.LE.TCYL) [$CHGTR(TPLN,4);]
         IF (TPLN.GT.TCYL) [
            IF (TCYL.LE.USTEP) [IRNEW=5;USTEP=TCYL;]
                           ]
                      ]
       IF (JHIT.NE.1.AND.TCYL.LE.USTEP) [IRNEW=5;USTEP=TCYL;]
                   ] 
    IF (IHIT.NE.1) [
      INCY=1;
    CALL GCYLNDR(X(NP),Y(NP),CYRAD2(2),U(NP),V(NP),INCY,JHIT,TCYL);
      
      IF (JHIT.EQ.1) [
        $FINVAL(TCYL,XF,YF,ZF);
         IF (ZF.LE.PCOORD(3,1)) [
           $PLANE1(1,-1,LHIT,TPLN);
            IF (LHIT.EQ.1 .AND. TPLN.LE.USTEP) [
              IDISC=1;RETURN;                  ]
                                ]
         IF (ZF.GT.PCOORD(3,1).AND.ZF.LT.PCOORD(3,3)) [
            IF (TCYL.LE.USTEP) [IRNEW=3;USTEP=TCYL;RETURN;]
            IF (TCYL.GT.USTEP) [IRNEW=2;RETURN;]      ]
         IF (ZF.GE.PCOORD(3,3)) [
           $PLANE1(3,1,KHIT,TP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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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KHIT.EQ.1) [$CHGTR(TPLN,4);]
            IF (KHIT.NE.1) [IDISC=1;RETURN;]
                                ]
                     ]
      ELSE [
        $PLANE1(1,-1,KHIT,TPLN);
         IF (KHIT.EQ.1) [
           IF (TPLN.LE.USTEP) [IDISC=1;RETURN;]
                        ]
         IF (KHIT.NE.1) [
           $PLANE1(3,1,LHIT,TPLN);
            IF (LHIT.EQ.1) [$CHGTR(TPLN,4);]
            IF (LHIT.NE.1) [IDISC=1;RETURN;]
                        ]
           ]
                   ]                                "END OF IHIT.NE.1"
                                                   ]"END OF Z(NP)>(3,2)"
 ELSEIF (Z(NP).GE.PCOORD(3,3)) [
    IRNEW=4;IDISC=1;RETURN;    ]
              ]
     
ELSEIF(IRL=3) [
  INCY=0;
  IF (XYRAD.LT.CYRAD2(2)) INCY=1;
  CALL GCYLNDR(X(NP),Y(NP),CYRAD2(2),U(NP),V(NP),INCY,IHIT,TCYL);
  IF (IHIT.EQ.1) [
    IF (TCYL.GT.USTEP) [
      $PLANE1(2,-1,JHIT,TPLN);
       IF (JHIT.EQ.1) [$CHGTR(TPLN,2);]
       IF (JHIT.NE.1) [
         $PLANE1(3,1,KHIT,TPLN);
          IF (KHIT.EQ.1) [
            IF (TPLN.LE.USTEP) [IDISC=1;IRNEW=4;RETURN;]
                         ]                         "end of khit=1"
                      ]                            "END OF JHIT.NE.1"
                       ]                           "END OF TCYL>USTEP"
    IF (TCYL.LE.USTEP) [
      $PLANE1(2,-1,JHIT,TPLN);
       IF (JHIT.EQ.1) [
         IF (TCYL.LE.TPLN) [
            IF (TCYL.LE.USTEP) [
               IRNEW=2;USTEP=TCYL;
                               ]
            ELSEIF (TPLN.LE.USTEP) [IRNEW=2;USTEP=TPLN;]
                           ]
         ELSE [$CHGTR(TPLN,2);]
                      ]                            "END OF JHIT=1"
       IF (JHIT.NE.1) [
         $PLANE1(3,1,KHIT,TPLN);
          IF (KHIT.EQ.1) [
            IF (TPLN.LE.TCYL) [
              IF (TPLN.LE.USTEP) [IRNEW=4;USTEP=TPLN;IDISC=1;RETURN;]
                              ]
            E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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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TCYL.LE.USTEP) [
              IRNEW=2;USTEP=TCYL;
                                 ] 
                 ]
                         ]                         "END OF KHIT=1"
          IF (KHIT.NE.1) [$CHGTR(TCYL,2);]
                      ]                            "END OF JHIT.NE.1"     
                       ]                           "end of tcyl <= ustep"
                 ]                                 "end of ihit=1"
  IF (IHIT.NE.1) [
    $PLANE1(2,-1,JHIT,TPLN);
     IF (JHIT.EQ.1) [$CHGTR(TPLN,2);]
     IF (JHIT.NE.1) [
       $PLANE1(3,1,KHIT,TPLN);
        IF (KHIT.EQ.1) [
           IF (TPLN.LE.USTEP) [IRNEW=4;USTEP=TPLN;IDISC=1;RETURN;]
                       ]
                    ]                              "END OF JHIT.NE.1"
                 ]                                 "END OF IHIT.NE.1"
              ]                "end of IRL=3" 
ELSEIF(IRL=4) [IDISC=1;RETURN;]
ELSEIF(IRL=5) [
    IDISC=1;RETURN;
              ]
RETURN;
END;
"======================================================================="
SUBROUTINE BDRY;
"=============================================================="
"SUBROUTINE FOR CHECK THE MULTIPLANE GEOMETRY"
;COMIN/STACK,EPCONT,PLADTA,CYLDTA/;
DOUBLE PRECISION EPS,EPS2,XYRAD,XYRADF,XF,YF,ZF;
   IRL=IR(NP);                                          "SET LOCAL VARIABLE"
   XYRAD = X(NP)**2 + Y(NP)**2;
  $FINVAL(0.0001,XF,YF,ZF);
   XYRADF=XF**2+YF**2; 
   EPS  = 1.0E-08;
   EPS2 = 0.5E-06;
  
  IF(DABS(Z(NP)-PCOORD(3,1)).LT.EPS) [
    IF(W(NP).GE.0|XYRAD>CYRAD2(1)) [
      Z(NP)=PCOORD(3,1)+EPS2;
      IRNEW=2;
                                   ]
    ELSE [
      Z(NP)=PCOORD(3,1)-EPS2;IRNEW=1;
         ]
                                     ]         "end of |z(np)-(3,1)|<eps" 
  IF(DABS(Z(NP)-PCOORD(3,2)).LT.EPS) [
    IF(W(NP).GE.0.0) [
        Z(NP)=PCOORD(3,2)+EPS2;
        IRNEW=3;      
                     ]
    ELSEIF (W(NP).LT.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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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NEW=2;            ] 
                                     ]         "end of |z(np)-(3,2)|<eps" 
  IF (DABS(Z(NP)-PCOORD(3,3)).LT.EPS)[
    IF (W(NP).GE.0) [
        Z(NP)=PCOORD(3,3)+EPS;IRNEW=4;
                    ]
    IF (W(NP).LT.0) [
      IF (XYRAD.GT.CYRAD2(2)) [
         Z(NP)=PCOORD(3,3)-EPS;
         IRNEW=3;             ]
      ELSEIF (XYRAD.GT.CYRAD2(1)) [
         Z(NP)=PCOORD(3,3)-EPS;
         IRNEW=2;                 ]
      ELSEIF (XYRAD.LE.CYRAD2(1)) [
         IDISC=1;RETURN;          ]
                    ] 
                                    ]
  IF (Z(NP).GE.PCOORD(3,1).AND.Z(NP).LT.PCOORD(3,3))[
      DIFFRAD=DABS(XYRAD-CYRAD2(2));
    IF (DABS(XYRAD-CYRAD2(1)).LT.EPS) [
      IF (XYRADF.LT.XYRAD) [
        X(NP)=X(NP)*(1-20*EPS2);
        Y(NP)=Y(NP)*(1-20*EPS2);
        IRNEW=5;IDISC=1;]
      ELSE                  [
        X(NP)=X(NP)*(1+10*EPS2);
        Y(NP)=Y(NP)*(1+10*EPS2);
        IRNEW=2;        
                            ]
                                     ]
    IF (DABS(XYRAD-CYRAD2(2)).LT.EPS) [
      IF (XYRADF.LT.XYRAD) [
        X(NP)=X(NP)*(1-10*EPS2);
        Y(NP)=Y(NP)*(1-10*EPS2);
        IRNEW=2;           ]
      ELSEIF (Z(NP).GE.PCOORD(3,2)) [
        X(NP)=X(NP)*(1+10*EPS2);
        Y(NP)=Y(NP)*(1+10*EPS2);
        IRNEW=3;        
        IDISC=1;                    ]
      XYRADS=X(NP)**2+Y(NP)**2;
                                     ]
                                              ] 
  ELSEIF (Z(NP)>PCOORD(3,2).AND.Z(NP)<PCOORD(3,3))[
    IF (DABS(XYRAD-CYRAD2(2)).LT.EPS) [
      IF (XYRADF.LT.XYRAD) [
        X(NP)=X(NP)*(1-EPS2);
        Y(NP)=Y(NP)*(1-EPS2);
        IR150NEW=2;           ]
      IF (XYRADF.GE.XYRAD) [
        X(NP)=X(NP)*(1+EPS2);
        Y(NP)=Y(NP)*(1+EPS2);
        IRNEW=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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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IF (XYRADF.GT.CYRAD2(2))     [
        IRNEW=3;                     ]
                                                  ]
  XYRAD=X(NP)**2 + Y(NP)**2; 
  RETURN;
  END;
"
   SUBROUTINE GCYLNDR 
(GCYX,GCYY,GCYRAD2,GCYLU,GCYLV,INCY,IHIT,TCYL)
"                                                                   "
"   GCYLX, GCYLY ARE THE (X,Y) COORDINATES OF THE PARTICLE WHEN 
//Z-AXIS"
"   GCYLX, GCYLY ARE THE (Y,Z) COORDINATES OF THE PARTICLE WHEN 
//X-AXIS"
"   GCYLX, GCYLY ARE THE (Z,X) COORDINATES OF THE PARTICLE WHEN 
//Y-AXIS"
"   GCYLU, GCYLV ARE THE (U,V) COMPONENTS OF PARTICLE VELOC WHEN 
//Z-AXIS"
"   GCYLU, GCYLV ARE THE (V,W) COMPONENTS OF PARTICLE VELOC WHEN 
//X-AXIS"
"   GCYLU, GCYLV ARE THE (W,U) COMPONENTS OF PARTICLE VELOC WHEN 
//Y-AXIS"
"             "
;COMIN/STACK,EPCONT,PLADTA,CYLDTA/;
DOUBLE PRECISION TCYL,DELCYL,GCYLX,GCYLY,ACYL,BCYL,CCYL;
DOUBLE PRECISION ARGCY,ROOTCY,GCYX,GCYY,GCYLU,GCYLV;
       DELCYL = 1./(32.*1024.);                 "used to be 1.e-3 1999.8.26 bsm"
       IF (GCYRAD2 .LT. 1. ) [DELCYL=1./2.**36;]
       ELSEIF (GCYRAD2 .LT. 4. ) [DELCYL=1./(2.**22);]
       GCYLX = GCYX;
       GCYLY = GCYY;
       IHIT=1;
        TCYL=0.0;
        ACYL=DSQRT(GCYLU*GCYLU+GCYLV*GCYLV);
        IF ((ACYL.EQ.0.0)) THEN;
          IHIT=0;
        ELSE;
          BCYL=(GCYLX*GCYLU+GCYLY*GCYLV)/ACYL;
          CCYL=GCYLX*GCYLX+GCYLY*GCYLY -GCYRAD2;
          ARGCY=BCYL*BCYL-CCYL;
          IF ((ARGCY.LT.0.0)) THEN;
            IHIT=0;
          ELSE;
            IF ((DABS(CCYL).LT.DELCYL.AND.INCY.EQ.0.AND.BCYL.GE.0.0)) THEN;
              IHIT=0;
            E L S E 
IF((DABS(CCYL).LT.DELCYL.AND.INCY.EQ.1.AND.BCYL.LT.0.0))THEN; 
              TCYL=-2.0*BCYL/ACYL;
            ELSE;
              IF ((INCY.EQ.1.AND.CCYL.GE.0.0)) THEN;
                IHIT=1;
                TCYL=DELCYL;
              ELSE IF((INCY.EQ.0.AND.CCYL.LE.0.0)) THEN;
                IHI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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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YL=DELCYL;
              ELSE;
                ROOTCY=DSQRT(ARGCY);
                IF ((CCYL.LT.0.0)) THEN;
                  TCYL=(-BCYL+ROOTCY)/ACYL;
                ELSE IF((BCYL.LT.0.0)) THEN;
                  TCYL=(-BCYL-ROOTCY)/ACYL;
                ELSE;
                  IHIT=0;
                END IF;
              END IF;
            END IF;
          END IF;
        END IF;

      RETUR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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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15-20줄내외)
 이보고서는 X-선 상장비용 GEM(gas Electron Mulitplier)검출기 

설계와 관련하여 수행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GEM검출기는

Micro-channel plate를  사용하는데 이로부터 생성되는 전자의 수를 계산 또는 추정한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계산에 사용한 Micro-channel plate는 직경이 25 μm이고 

pitch가 37 μm인 Hole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MCP의 표면과 Hole의 내부는 두께가 0.3

μm∼1.0 μm의 CsI로 코팅되어 있다. Hole의 내부로 방출되는 Primary electron의 수

는 EGS4에 의하여 직접 계산하 으며 Secondary Electron은 CsI물질로부터의 Escape 

Depth를 사용하여 산출하 으며 10keV 미만의 Primary 전자들로부터 생성되는 2차 전

자들은 Universal Yield Curve를 사용하여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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