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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 호 ․ 장 도 윤 ․ 강 상 묵 ․ 김 용 균
*

한양 학교 원자력공학과

E-mail: ykkim4@hanyang.ac.kr

심어 : MCNPX, D-T Generator, Cf-252, 인 지뢰, 즉발감마선

 서  론

 세계 으로 과거에 분쟁 지역에 매설되었던 지

뢰가 분쟁이 끝난 후에도 제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

어 지역 인근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을 지나치는 많은 

민간인들이 지뢰의 폭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사망

하는 경우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고 있다. 이에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 기존에 이용되는 

지뢰 탐지 방법에 비해 정확성이 향상된 지뢰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지뢰 제작 기술력의 부족으로 지뢰의 크기

가 크고 지뢰의 외형을 둘러싸는 물질이 주로 속으

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으로 속 탐지기를 이

용하면 토양에 매설된 지뢰를 부분 탐지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지뢰를 제작하는 기술이 발 됨에 따라 지

뢰의 크기가 차 으로 소형화되고 외형을 둘러싸는 

물질이 속 탐지기로 탐지가 불가능한 라스틱 재

질로 바 면서 재 방법으로는 지뢰 탐지에 어려움

이 많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뢰 탐지를 한 다른 

방법이 재 연구되고 있으며, 그  다방면으로 연구

되는 방법이 방사선을 이용하는 지뢰 탐지 방법이다. 

일반 으로 지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으로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이며 이들 원소는 방사선과의 핵반응

을 일으켜서 즉발감마선을 방출한다. 핵반응으로 방출

되는 즉발감마선을 감마선 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함

으로써 토양에 지뢰의 유무에 한 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지뢰 탐지에 주로 이용되는 방사선은 

X-ray, 성자가 있다. 기에는 X-ray를 이용하여 

차 지뢰와 같이 크기가 크고 무거운 지뢰를 탐지

하 지만 크기가 작고 무게가 200g 보다 은 가벼운 

인지뢰를 검출하는 선원으로는 합하지 않기 때문

에 재 성자를 이용한 지뢰탐지 방법에 해서 연

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1]

 방  법

본 연구에서는 MCNPX Code를 이용하여 성자

를 이용한 지뢰 탐지 시스템에서 지뢰와 성자간의 

핵반응으로 인한 지뢰 탐지의 유효성을 확인하 다. 

성자와 지뢰에 함유된 성분들의 핵반응은 다음과 

같다.

   →    

   →    

   →    

MCNPX Code에서 성자는 기존에 많이 상용화

된 Cf-252, D-T Generator를 설정하 고 지뢰의 매

설 깊이는 재 세계 으로 평균 매설 깊이로 알려진 

15 cm, 성자와 토양 사이의 거리는 10 cm로 설정

하 다. 한 지뢰는 TNT(C7H3N3O6) 성분을 지는 

51 g 량의 KM14 인 지뢰 모델을 채택하 다. 핵

반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4.44, 5.11, 6.13 MeV 즉발감

마선을 측정함으로써 토양에 지뢰의 매설 유무를 확

인하 다. 추후 계산으로는 각 고속 성자에 해서 

토양의 수분 함량에 변화에 한 검출 효율을 비교함

으로써 지뢰 탐지 시스템에 합한 최 의 선원을 결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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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과

  MCNPX를 이용하여 토양에 지뢰가 없을 경우에 주

 공기  토양으로부터 발생되는 감마선의 백그라운

드 신호를 계산하고 지뢰가 있을 때 발생되는 즉발감마

선의 에 지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두 결과를 비교하

다. 계산 결과의 오차는 0.4% 이내 다. 그림 1은 에

지 스펙트럼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지뢰가 존재할 경우 4.44, 5.11, 6.13 MeV의 감마선이 

백그라운드 신호보다 각각 약 6, 2.5, 4배 더 많이 도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속 성자가 지뢰와 핵반

응을 일으켜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이용하여 지뢰 탐지 

시스템에 방사선의 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Fig. 1. Energy spectrum measured with respect to 

land-mine existence in ground

 실제 토양은 암석의 종류, 수분 함량 등이 다르기 때

문에 산모사를 구 함에 있어서 여러 요소들을 고려

해야 한다. 지뢰를 탐지하기 해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는 다양한 환경에 용할 수 있는 최 의 선원

을 결정하는 것이다. 성자 선원으로 표 인 것은 

Cf-252, Am-Be이 있으며 발생장치로는 D-D, D-T 

Generator가 있다. 재 상용화된 D-D Generator는 

D-T Generator에 비해서 성자 발생량이 작고 두 가

지 핵반응으로 인해 양성자, 성자를 각각 발생시키므

로 지뢰 탐지 시스템에 이용하기에는 합하지 않다. 

한 Am-Be은 Cf-252 선원에 비해서 성자 방출 에

지 스펙트럼이 고르지 못하다는 단 을 지니고 있어 

결과를 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합하지 않다. 이 때

문에 Cf-252 선원과 D-T Generator를 선정하여 

MCNPX에 용하 다. 계산 결과의 오차는 0.5% 이내

로 신뢰할 수 있다고 단된다. 그림2는 선원  발생

장치를 이용하 을 때 토양의 수분 함량에 한 감마선 

검출효율을 나타낸다. 수분 함량이 18∼22%일 때 D-T 

Generator의 경우 Cf-252 선원을 이용했을 때보다 감

마선 검출효율이 낮지만 그 외의 역에서는 감마선 검

출효율이 선원에 비해 최  10배 정도 높고 변화의 폭

이 작기 때문에 발생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더 합하다

고 단할 수 있다. 

Fig. 2.  Detection efficiency with respect to water 

content change

 결  론

   최근에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지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한 노력으로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실제 지뢰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  단계로 MCNPX Code를 

이용하여 성자를 이용할 경우 지뢰 탐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의 수분 함량 변화에 한 감마선의 검출

효율을 계산함으로써 지뢰 탐지에 합한 성자 선원

을 선별하 다. 추후 이 결과를 이용하여 지뢰 탐지 시

스템을 구축하여 지뢰 탐지 실험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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