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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중성자-감마 스펙트럼검층 존데 설계를 목적으로 Monte Carlo 시물레이션을 이용하여 열중성자

반응의 우세한 영역 파악 및 포획감마 스펙트럼의 에너지피크 값에 기초한 지층 구성 원소 구분을 수행하였다. 14 MeV

에너지준위의 중성자를 방출하는 중성자발생장치를 선원으로 이용하여 선원으로부터 10 cm 간격으로 12개의 중성자 검

출기들을 배열함으로써 거리에 따른 열중성자 양을 측정하였다. 시추공 영향 저감을 위해 존데모형에 차폐재를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열중성자 측정을 수행하여 열중성자 반응이 우세한 위치를 분석한 뒤, 이 위치에서 검출된 포획감마 에너지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지층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 및 그 양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중성자-감마 스펙트럼검층 존

데의 신호대잡음 비 향상과 포획감마 검출기 최적 위치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중성자-감마 스펙트럼검층 존데, Monte Carlo 시물레이션, 포획감마, 중성자발생장치, 에너지 스펙트럼

Abstract: For efficiently designing neutron induced gamma spectroscopy sonde, Monte Carlo simulation is employed to

understand a dominant location of thermal neutron and classify the formation elements from the energy peak of capture

gamma spectrum. A pulsed neutron generator emitting 14 MeV neutron particles was used as a source, and flux of

thermal neutron was calculated from the twelve detectors arranged at each 10 cm intervals from the source. Design for

reducing borehole effects using shielding materials was also applied to numerical sonde model. Moreover, principal

elements and quantities of numerical earth models were verified through the energy spectrum analysis of capture gamma

detected from a gamma detector. These results can help to enhance the signal-to-noise ratio, and determine an optimal

placement of capture gamma detectors of neutron induced gamma spectroscopy so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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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방사능검층은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방사능 선원을 이용하

는 검층법으로 밀도검층, 중성자검층, 자연감마선검층 등이 있

으며, 지층의 밀도, 수소원자의 양, 지층의 구성 원소 등을 측

정하여 지층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Myers, 1992). 방

사능검층 중 중성자검층은 선원에서 방출된 중성자가 비탄성,

탄성 등의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잃거나 속도가 줄어드는 과

정(moderation 또는 slowing-down) 후, 고열중성자(epithermal

neutron), 열중성자(thermal neutron)를 측정하여 지층의 공극

률을 추정하는 중성자-중성자검층(neutron-neutron log)과 에너

지준위가 높은 영역에서의 비탄성산란과 에너지준위가 낮은

열중성자가 원자에 포획되어 발생하는 감마선을 측정하는 중

성자-감마검층(neutron-gamma log)으로 구분할 수 있다

(Hearst et al., 2000; Ellis and Singer, 2007).

지층의 공극률을 측정하는 중성자-중성자검층은 1940년대

처음 소개된 이후 측정원리나 장비, 해석, 현장 적용 등에 대

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열중성자검층이 이

용되고 있다(Pontecorvo, 1941; Ellis et al., 2003, 2004; Hwang

and Lee, 2008). 중성자-감마검층은 선원에서 방출된 중성자가

비탄성 또는 포획모드에서 방출한 감마선의 에너지 스펙트럼

을 측정하여 지층을 구성하는 다양한 성분을 측정하는 검층법

이다. 이 검층법은 지층의 구성 원소 평가가 가능한 검층으로

1957년 처음 소개되어 케이싱 내에서 포화도를 추정하는 검층

법으로 또는 지화학검층(Geochemical log)법으로 최근에는 비

전통저류층 평가에 중요한 검층법으로 적용되고 있다(Baker,

1957; Muench and Osoba, 1957; Lock and Hoyer, 1974;

Freeman et al., 2014). 중성자-감마 스펙트럼검층의 장점은 감

마에너지 스펙트럼에서 지층의 구성성분을 추정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개발되었고 특히 다양한 지

질 코어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와의 비교과정을 통해 장비

성능개선과 해석의 정확도나 신뢰도가 매우 높아진 것이다

(Freedman et al., 2014; Herron et al., 2014). 또한 중성자-감

마 스펙트럼검층은 CO2 지중저장, 가스하이드레이트 평가 등

의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Murry et al., 2010; Collett

et al., 2011).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성이 높은 중성자

-감마 스펙트럼검층은 현재 Schlumberger, Halliburton, Baker-

Hughes 등과 같은 서비스 회사에서만 자료취득, 처리 등이 가

능한 기술 독점을 하고 있어 자체 기술개발이 필요한 시점

이다.

방사능검층의 시물레이션을 위해서는 Monte Carlo 방법에

기초한 MCNP (Monte Carlo N-Particle Transport) 알고리듬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X-5 Monte Carlo team, 2003). Monte

Carlo 방법은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률적 시스템을 이용

한 모의실험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를 핵반응 시물레

이션에 적합하도록 작성한 코드가 MCNP 코드이며 중성자,

감마, 전자 등 하나의 입자 혹은 두 개 이상의 입자 수송과정

을 모사할 수 있는 범용 프로그램으로서 방사능 입자와 매질

입자들 간의 반응을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MCNP는 1940년

대 중반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되어 현재까지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국내

에서 방사능검층 수치모델링에 적용된 바 있다(Ku et al.,

2012a, 2012b; Won et al., 2013, 2014).

본 논문에서는 중성자-감마 스펙트럼검층 존데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수치모델링을 이용한 중성자-감마 스펙트럼검층

존데 설계를 수행하였다. 중성자 선원은 14 MeV의 높은 에너

지를 갖는 중성자발생장치(pulsed neutron generator)이며 포획

모드의 중성자-감마 스펙트럼검층 수치모델링을 Monte Carlo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중성자-감마 스펙트럼검층 존데

에 대한 정보, 즉, 선원과 검출기 거리, 차폐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수치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포획모드

중성자-감마 스펙트럼검층 존데의 최적 감마선검출기 위치 선

정, 배경감마선 저감을 위한 차폐 등을 수행하였으며 포획모드

감마선은 열중성자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거

리에 중성자검출기를 배열하여 열중성자의 분포특성을 우선적

으로 고찰하였다. 

중성자-감마 스펙트럼검층 원리

존데 하부에 위치하는 높은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발생장치

또는 화학선원(chemical source)에서 중성자가 지층을 향해 방

출되면 비탄성산란(inelastic scattering)과 탄성산란(elastic

scattering) 과정에서 에너지를 잃고 최종적으로 열중성자 수준

으로 에너지준위가 감소한다. Fig. 1은 선원에서 방출된 고속

Fig. 1. Classification of neutrons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neutron energy and velocity (Elli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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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fast neutron)부터 열중성자 에너지준위까지의 중성자

에너지 감쇠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중성자-감마 스펙트럼검층

은 비탄성산란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마선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방법과 비탄성산란과 탄성산란을 거치며 에너지를 잃은 열중

성자가 포획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스펙트럼을 이용

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1 MeV 이상의 중성자

가 비탄성산란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탄소, 산소 등의 원소를 측정하며 C/O 비는 케

이싱 내에서 포화도 결정에 유용하게 이용된다(Roscoe and

Grau, 1985). 후자의 경우, 약 0.025 eV 이하의 열중성자가 원

자에 포획되어 기저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획

감마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지층을 구성하는 원소를 구분하는

방법으로서 수소, 나트륨, 염소, 칼륨, 티타늄, 크롬, 니켈, 바

륨, 가돌리늄 등이 측정된다. 또한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황, 칼슘, 철 등은 비탄성/포획모드에서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Pemper et al., 2006; Galford et al., 2009; Radtke

et al., 2012). 비탄성산란과 포획모드 중성자-감마 스펙트럼검

층 존데의 자료측정, 자료처리와 실험실 및 현장 적용에 대한

연구결과는 Hertzog (1980)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최근 안전문제로 인하여 중성자 검층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

는 241Am-Be 화학선원 사용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Deuterium-Tritium (D-T) 중성자발생장치가 많

이 이용되는 추세이다(Gilchrist et al., 2011). D-T 중성자발생

장치의 경우, 241Am-Be 화학선원에 비해 초당 발생할 수 있는

중성자 양이 적은 단점이 있지만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241Am-Be 화학선원에 비해 더욱 높은 14 MeV의 에너지준위

를 가지는 중성자를 사용자의 통제 하에 방출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또한 평균 4.2 MeV의 에너지준위를 가지는 화학선

원이 4 MeV 이상에서 반응하는 비탄성산란을 측정하는데 효

과적이지 못한 반면에 D-T 중성자발생장치의 경우 14 MeV의

높은 에너지준위에서 중성자를 발생하기 때문에 포획모드 뿐

만 아니라 비탄성산란에서의 중성자-감마 스펙트럼 측정이 가

능한 장점을 가진다. Fig. 2는 중성자-감마 스펙트럼 존데의 이

상적인 구조로서 중성자발생장치 부근에 비탄성산란 감마선

측정 검출기가 위치하고 보다 먼 거리에 공극률 측정을 위한

열중성자 또는 고열중성자 검출기가 위치한다. 포획감마를 측

정하는 감마 검출기는 그 보다 원거리에 위치하며 중성자발생

장치는 일반적으로 중성자 활성화(neutron activation)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존데의 하부에 위치시킨다.

중성자-감마 스펙트럼검층 수치모형 구성

Monte Carlo 시물레이션

MCNP 코딩은 cell card, surface card 및 data card 세 가지

로 구분된다. cell card는 surface card에서 작성되는 면과 선들

의 조합 및 밀도를 지정하는 기능을 가지며 surface card는 cell

card에서 조합되는 각각의 면과 선들을 구현하는 기능을 가진

다. data card는 cell card에서 지정된 조합들에 원소 및 이들의

비율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선원에 대한 정보와 검출하려는 위

치 및 계측 특성 등을 지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전체적인

MCNP 모델링 과정은 Fig. 3과 같이 진행된다. 즉 cell card,

surface card 및 data card를 이용해 존데 및 지층의 수치모형

을 구성하고 시물레이션을 수행한다. 이때에 기하학적 에러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시물레이션은 사용자가 지정한 횟수 또는

시간만큼 수행되게 되며 결과는 10가지의 통계적 검증결과와

함께 기록된다. MCNP 코드는 감마선과 중성자의 계수율

Fig. 2. Schematic sketch of the neutron induced gamma spectro-

scopy sonde. Fig. 3. The flow chart for the MCNP modeling (Wo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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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ing rate) 측정뿐만 아니라 중성자가 발생되고 최후에 원

자의 핵에 포획되며 방출하는 감마에너지 양과 이들의 에너지

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즉 data card에 중성자와 감마에 대

한 코드를 추가함으로써 복수의 방사능입자를 구현하여 수치

모델링을 가능케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MCNP 버전은 MCNPX이며 결과 값은

MCNP 자체의 모든 통계적 검증 통과와 오차는 0 ~ 3% 이내

가 되도록 충분한 시간동안 수행하였다.

MCNP 알고리듬에 기초한 지층 및 존데의 수치모형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4 MeV의 에

너지를 갖는 중성자발생장치를 선원으로 할 때, 포획감마를 측

정할 수 있는 감마선 검출기의 최적 위치 선정과 검출된 포획

감마 스펙트럼의 에너지 분석이다. 즉, 약 0.025 eV의 열중성

자가 원자핵에 포획되고 안정 상태로 돌아가면서 감마선을 방

출하기 때문에 열중성자가 우세한 공간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포획감마 에너지를 분석할 수 있는 최

적의 감마 검출기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중성자발생장치로부

터 10 cm 간격으로 12개의 중성자 검출기를 위치시켜 각각의

위치에서 중성자의 에너지준위에 따른 flux 양을 분석하였다.

지층의 수치모형 크기는 중성자발생장치에서 방출되는 중성자

에너지 분포와 포획감마선의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방사선이

지층모형 밖으로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크기인 반지름

5 m, 높이 10 m의 원기둥으로 설정하였으며 존데가 위치하는

시추공은 지름 10.16 cm (4인치) 크기이고 시추공 내부는 물

로 채웠다. 존데의 지름은 7.62 cm (3인치), 존데 내부는 중성

자와 감마선이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감마선

차폐는 텅스텐(tungsten)으로 열중성자 차폐는 보론(boron) 재

질로 내부를 충진 하였다.

높은 밀도를 갖는 텅스텐은 존데 내부로 이동하는 감마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보론은 열중성자 차폐재로서 존

데를 구성하는 재질에서 발생되는 포획감마를 줄이기 위해 사

용된다(Radtke et al., 2012). Fig. 4는 MCNP 수치모형으로 지

층 모형과 시추공, 존데의 크기와 검출기, 그리고 중성자 발생

장치의 위치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중성자-감마 스펙트럼검층 시물레이션 수치 실험

중성자 선원과 검출기 거리에 따른 열중성자 스펙트럼 반응 분석

Fig. 4의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포획감마를 방출하는 열중성

자의 거리별 변화량 파악과 이를 근거로 포획감마 검출기의

적정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수치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지층의

수치모형은 공극률 0%으로 하였으며, 이 지층에 위치한 시추

공은 물로 채워졌다고 가정하였다. 시추공 내 존데에는 방사능

선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검출기를 위치시켜 반응을 계산함

으로써, 선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검출되는 열중성

자의 에너지 스펙트럼 특성을 분석하였다. Table 1은 수치 지

층모형의 화학조성 비를 나타낸 것이며 Fig. 5은 지층 모형이

각각 사암, 석회암, 화강암, 현무암 일 때에 중성자 검출기 위

치에서의 에너지 스펙트럼으로 선원과 검출기 거리가 각각 30

cm 간격으로 증가할 때의 결과이다. Fig. 5에서 가로축은 에너

지(MeV)이고 세로축은 검출기 1 cm2당 한 개의 중성자 입자

Fig. 4. Numerical model of MCNP modeling for neutron-neutron

log. 12 neutron detectors are arranged at 10 cm intervals from

pulsed neutron generator.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formations used in MCNP

modeling (McConn et al., 2011).

Element 
Weight fraction 

Sandstone Limestone Granite Basalt

O 0.519609 0.497802 0.484170 0.441115 

Na 0.002969 0.000373 0.027328 0.021700 

Mg 0.007240 0.047860 0.004274 0.041878 

Al 0.025417 0.004254 0.076188 0.083934 

Si 0.366185 0.024419 0.336169 0.232811 

K 0.011628 0.000334 0.034144 0.008920 

Ca 0.039328 0.305865 0.012985 0.068973 

Ti 0.001199 0.000361 0.001795 0.011151 

Mn - 0.000387 0.001541 

Fe 0.010031 0.003513 0.021555 0.085141 

Pb 0.000671 0.000337 0.001004 0.002835 

H 0.001791 0.000899 - -

C 0.013652 0.113782 - -

S 0.000280 0.000201 - -

Total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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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과할 확률(#/cm2)을 나타내며 열중성자가 우세한 에너지

준위는 약 0.025 eV (약 2.5 × 10−8 MeV)이다. 14 MeV의 높

은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 발생장치에서 방출되는 중성자는 비

탄성, 탄성 충돌을 겪으면서 에너지가 감소한다. 따라서 선원

과 검출기의 거리가 30 cm에서는 높은 에너지준위의 중성자

가 분포하고 거리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높은 에너지

준위의 중성자는 감소하고 낮은 에너지준위의 중성자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에너지 감소 경향은 지층을 구

성하는 매질의 중성자 산란 단면적(neutron scattering cross-

section)에 따라 변화한다.

Fig. 5에서 사암과 석회암의 경우는 약 60 ~ 90 cm 거리에

서 열중성자의 에너지 범위가 우세하게 나타나지만 화강암과

현무암의 경우는 90 ~ 120 cm에서 열중성자의 에너지 범위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지층을 구성

하는 원소들의 중성자 산란 단면적과 이들 원소들의 양에 의

해 나타나는 차이로서 중성자 산란 단면적이 큰 원소를 많이

포함하는 사암과 석회암 내에서 포획감마의 우세한 위치는 선

원으로부터 보다 짧은 거리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시추공 영향 저감을 위한 검층기 존데 설계

중성자-감마 스펙트럼 존데는 시추공이나 존데 구성의 재질

에 따라서 측정 자료의 신호대잡음 비 영향을 받아 이를 감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자연감마선의

영향 제거, 시추공 영향 저감, 그리고 존데 구성 물질의 영향

저감, 열중성자 영향 차폐 등이 있다(Galford et al., 2009). 자

연감마선의 영향은 중성자발생장치에서 중성자가 방출되지 않

은 시간에 자연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이들 값을 중성자

-감마 스펙트럼에서 빼는 방법이 적용된다. 존데 내부를 구성

하는 물질에 의한 영향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중성자

포획 단면적(Thermal neutron capture cross-section)이 작은 물

질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는 존데 구성 물질에 의한 포획감마

생성을 작게 한다. 그리고 존데 하우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론과 같은 물질을 코팅하여 하우징 재질에 의한 포획

감마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시추공 영향으로는 시추공을 채

우고 있는 머드의 영향이 있다. 염도가 높은 이수를 이용하는

경우 열중성자 발생이 많아 포획감마선의 발생도 함께 증가한

다. 시추공의 영향 저감을 위한 방법으로 밀도가 높은 차폐재

를 감마선 검출기 주변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추공 영향 저감 수치모델링 시험을 위해

지층모형은 100%의 CaCO3로 가정하고 검출기의 최적 위치

파악을 위해 수행한 수치모델링과 동일한 크기로 지층모형과

물로 채워진 시추공을 구성하였다. 존데 모형은 Fig. 6과 같으

며 포획감마 검출기는 거리에 따른 포획감마 검출기 반응 양

상 시험을 통해 확인된 열중성자가 공통적으로 우세한 120

cm에 위치시켰다. 지층으로부터 들어오는 포획감마선을 우세

하게 검출하고 잡음 성분인 시추공을 채우고 있는 물로부터

Fig. 5. Characteristics of neutron flux change for sandstone, limestone, granite, and basalt according to the distances between source and

detector. (a) 30 cm, (b) 60 cm, (c) 90 cm, and (d) 1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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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되는 감마선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지층에 맞닿는 부분

을 제외한 주변부를 Fig. 6과 같이 설계하였다. 검출기 후방부

분을 높은 밀도를 갖는 납으로 더욱 두텁게 차폐하였으며 최

대 두께는 0.6 cm이다. Fig. 7의 (a)는 검출기 주변에 납 차폐

재가 없을 경우이며 (b)는 납으로 검출기 주변을 차폐하였을

때의 감마에너지 스펙트럼으로서 차폐재가 저에너지 부분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alford et al. (2009)

는 염수로 채워진 8인치 시추공에 대한 MCNP 모델링 결과,

약 70% 정도의 시추공 영향이 감소됨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Fig. 7의 결과에서 납을 이용한 차폐는 콤프턴 산란 영역에서

30% 정도 감소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중성자-감마 포획모드의 스펙트럼 피크 분석

거리에 따른 열중성자 분포 및 존데의 신호대잡음 비 향상

Fig. 6. Design for decreasing back scattering effects in the borehole

region.

Fig. 7. Energy spectrums of neutron-induced capture gamma

particles in CaCO3 formation models. (a) is the spectrum from

detector without shielding material, and (b) is the spectrum from

detector with lead shielding material.

Table 2. Thermal neutron capture cross-section of the principal

elements (Lone et al., 1981).

Elements
Cross-section in barns 

for neutrons
(v = 2200 m/s)

Energy of emitted 
gamma-ray (MeV)

Intensity
(N/100)

H 0.332 2.223 100

C 0.00337
4.945
3.683

67.64
31.1

N 0.0747
5.298
5.269

21.02
29.73

O 0.00027
3.271
2.184

18.00
82.00

Na 0.4
6.395
3.982

22.18
18.63

Mg 0.063
3.917
2.828

48.62
42.51

Al 0.23 7.723 27.43

Si 0.16
6.381
4.934
3.539

12.37
62.69
68.00

S 0.52
5.421
3.221
2.931

59.08
27.09
22.34

Cl 33.2
7.414
6.111
1.951

10.42
20.00
21.72

K 2.1
5.381
2.074

8.90
10.75

Ca 0.43
6.420
4.418
1.942

38.89
14.94
72.53

Ti 6.1
6.760
6.418

24.17
30.13

Cr 3.1
8.884
7.939

26.97
12.57

Mn 13.3
7.243
7.058

12.13
11.06

Fe 2.55
7.645
7.631

24.13
28.51

Ni 4.43
8.998
8.533
6.837

37.74
16.98
10.79

Cu 3.79
7.915
7.636

30.82
15.71

Zn 1.1 7.863 10.58

W 18.5
6.190
5.261

4.78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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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수치모델링 결과를 이용하여 포획모드의 중성자-감마

스펙트럼 수치모델링을 수행하여 지층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에너지 피크를 작성하였다. 측정 가능한 원소들의 특징은 열중

성자 포획 단면적이 크며 반응 후에 방출되는 감마선이 원소

를 구분할 수 있는 에너지 피크를 보이는 것으로 열중성자 포

획 단면적이 크고 우세한 에너지 피크를 가진 원소일수록 측

정될 확률이 높다. Table 1은 MCNP 수치모델링에 이용한 4

개의 지층모형인 사암, 석회암, 화강암 및 현무암의 구성 원소

이다. Table 2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 중에서 측정이 가능

한 원소, 즉 열중성자 포획 단면적과 해당 에너지 피크를 나타

낸 것이다. 즉 지층을 구성하는 원소의 열중성자 포획 단면적

이 크고 함량이 많은 경우, 감마스펙트럼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Fig. 8은 MCNP 수치모델링을 수행하여

구현된 4개의 암석의 포획감마 에너지 스펙트럼으로써 0 ~ 10

MeV 사이의 에너지준위 영역을 256 구간으로(채널) 나누어

분석하였다.

공통적으로 시추공 안에 채워진 물의 영향으로 2.2 MeV의

수소와 존데 하우징의 대표적인 구성물질인 7.6 MeV의 철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의 (a)는 사암모형 지층으로서 규소가

구성성분의 1/3가량을 차지하며 규소의 에너지피크인 4.9

MeV와 3.5 MeV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b)는 석회암 모형지

층으로서 칼슘성분이 약 1/3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우세한 에

너지피크인 6.4, 4.4, 1.9 MeV를 확인할 수 있다. (c)는 화강암

의 모형지층으로서 가장 많은 구성성분인 규소의 에너지피크

를 확인하였으며 다른 모형지층에 비해 알루미늄의 에너지피

크를 7.7 MeV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d)는 현무암의 에너지

스펙트럼으로서 6.7 MeV의 티타늄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모형지층에 대한 포획감마 에너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함량을 보이는 원소들이 해당 에너지에

서 피크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5 MeV 이하

의 저에너지준위의 경우에는 다양한 원소들의 영향으로 인해

원소구분이 불가능하다. 또한 산소는 구성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열중성자 포획 단면적이 매우 작기 때문에 중성자-

감마선 포획모드 스펙트럼에 나타나지 않으며 동일한 에너지

피크를 가진 광물 또한 구분이 쉽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비전통 저류층의 평가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중성자-감마스

펙트럼검층 장비 개발에 필요한 존데 시스템 설계의 선행 연

구로 Monte Carlo 수치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수치모델링은 중

성자발생장치를 선원으로 이용하였고 포획모드 중성자-감마스

펙트럼검층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사암, 석회암, 화강암, 현무암의 지층모형에 대한 열중성자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4 MeV의 중성자 선원으로부터

10 cm 간격으로 120 cm까지 중성자검출기를 배열하여 모델

링한 결과, 사암과 석회암의 경우는 60 ~ 90 cm, 화강암과 현

무암의 경우는 90 ~ 120 cm에서부터 열중성자가 우세하게 분

포하였다. 따라서 포획모드의 중성자-감마 스펙트럼 측정을 위

한 감마선검출기의 위치는 열중성자가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된, 선원으로부터 120 cm 떨어진 위치로 결정하였다.

지층으로부터 들어오는 포획모드의 감마선을 주로 검출하고

시추공 내부의 물로부터 이동되어 들어오는 영향을 줄이기 위

해 검출기가 시추공벽과 밀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을 납으로 차폐한 결과, 1 MeV 이하의 저에너지준위에서 약

30% 정도 감소하였다.

포획모드 중성자-감마 스펙트럼 수치모델링으로 계산한 에

너지 스펙트럼 분석 결과, 수치모형에 이용한 각각의 암석을

구성하는 원소들과 이들의 열중성자 포획 단면적에 따라서 감

마스펙트럼의 차이를 보였으며 중성자 산란 단면적이 큰 원소

를 많이 포함하는 사암과 석회암은 화강암과 현무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원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열중성자 분포가 많

아 포획감마가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포획모드

감마스펙트럼에서 칼슘, 철, 규소,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타늄,

수소와 같이 열중성자 포획 단면적이 크고 상대적으로 지층에

포함된 양이 풍부한 원소들의 우세한 에너지 피크를 확인하

였다.

Fig. 8. Neuron induced capture gamma energy spectrums in each

formation models. (a) sandstone, (b) limestone, (c) granite, and (d)

ba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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