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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암석구성성분검층(중성자-감마스펙트로스코피검층)은 중성자선원의 비탄성산란과 중성자포획 작용으로부터 생성

되는 감마선을 측정하여 지층의 원위치 광물조성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지층의 광물조성 평가는 코어

에 대한 X선 회절법, X선 형광분석법 등의 실내 시험자료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 구간의 극히 일부분에 대

한 결과이며 특히, 유체의 유동 경로 구간은 주로 파쇄대 및 사질층인데 이 구간들의 코어 회수율이 불량하여 조사 구간

전체에 대한 광물조성 평가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추공 전 구간에 대한 원위치 광물조성 추정 기술개발은 지중환경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전통, 비전통 저류층 평가를 중심으로 최근까지 장비 개발 및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지만 몇 개 서비스회사의 독점기술로 자세한 정보 미공개, 다양한 지층 및 인공모형을 이용

한 화학-광물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 등으로 국내 연구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해설논문에

서는 암석구성성분검층의 기본원리, 시스템 구성, 교정시설, 국외 기 개발된 검층시스템 분석 및 연구개발 동향 등을 통

해 해당 기술을 소개하고, 국내 시스템 제작을 위한 기술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주요어: 암석구성성분검층, 중성자선원, 감마선, 광물조성, 지중환경

Abstract: Borehole elemental concentration logging, measuring neutron-induced gamma rays by inelastic scattering and

neutron capture interactions between neutron and formation, delivers concentrations of the most common elements found

in the minerals and fluids of subsurface formation. X-ray diffraction and X-ray fluorescence analysis from core samples

are traditionally used to understand formation composition and mineralogy, but it represents only part of formations.

Additionally, it is difficult to obtain elemental analysis over the whole intervals because of poor core recovery zones

such as fractures or sand layers mainly responsible for groundwater flow. The development of borehole technique for

in situ elemental analysis plays a key role in assessing subsurface environment. Although this technology has advanced

consistently starting from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resources evaluation, it has been considered as exclusive

techniques of some major service company. As regards domestic research and development, it has still remained an

unexplored field because of some barriers such as the deficiency of detailed information on tools and calibration facility

for chemistry and mineralogy database. This article reviews the basic theory of spectroscopy measurements, system

configuration, calibration facility, and current status. In addition, this article introduces the domestic researches and self-

development status on borehole elemental concentration tools.

Keywords: Borehole elemental concentration logging, neutron source, gamma ray, formation composition, subsurface

environment

서 론

토양과 암반, 지하수 등 지중 매체들의 다양한 물성을 원위

치(in situ)에서 측정 또는 추정하는 물리검층(geophysical well

logging) 기법 중 암석구성성분검층(borehole elemental con-

centration logs)은 중성자선원(neutron source)을 이용하여 지

층의 광물조성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로서 최근까지 장비 개

발 및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전통적인

물리검층은 지층의 체적 물성(bulk physical property)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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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술이지만 암석구성성분검층 기법은 지층을 구성하는

조성광물을 파악하는 기술이다(Fig. 1). 일반적으로 지층의 광

물조성 평가는 코어에 대한 X선 회절법(X-ray diffraction

analysis, XRD), X선 형광분석법(X-ray fluorescence analysis,

XRF) 등의 실내 시험자료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사 구간의 극히 일부분에 대한 결과이며 특히, 유체의 유동

경로 구간은 주로 파쇄대 및 사질층인데 이 구간들의 코어 회

수율(core recovery)이 불량하여 조사 구간 전체에 대한 광물

조성 평가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시추공 전 구간에 대한 원위

치 광물조성 추정 기술은 지중환경(subsurface environment)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활용범위 또한 다양

하다.

Baker (1957)는 시추공 조건을 모사한 다양한 인공 지층

(artificial formation)을 대상으로 중성자 포획 감마선(neutron

captured gamma-ray)의 에너지 스펙트럼(energy spectrum)으

로부터 원소를 추정하여 방사능검층의 적용 가능성을 소개한

바 있으며, 이는 이 기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원위

치 분석이라는 큰 이점을 갖고 많은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 왔

으나 장비 자체의 전자적 성능 문제, 계측 시스템의 정밀도

(precision) 및 정확도(accuracy) 미흡, 정량적 분석을 위한 교

정(calibration)의 어려움, 검층속도(logging speed)와 온도의 민

감도 등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Muench and Osoba, 1957; Tittman and Nelligan, 1960;

Engesser and Thompson, 1967; Culver et al., 1974). 이러한

초기 연구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년의 지속적인

연구를 거쳐 많은 고성능 중성자-감마스펙트로스코피검층기

(neutron-induced gamma ray spectroscopy sonde)가 개발되었

으며, 다양한 지층 코어를 이용한 화학-광물학 데이터베이스

(chemistry and mineralogy database) 구축, 기존의 역산 방법

을 보완한 새로운 모델 독립적 역산 기법(model-independent

inversion method)의 개발 등으로 복잡한 지층에 대해 정확도

높은 정량적 분석을 하고자 노력하였다(Pemper et al., 2006;

Galford et al., 2009; Radtke et al., 2012; Craddock et al.,

2013; Freedman et al., 2014).

현재 방사능검층을 이용한 암석 광물조성 평가에 대한 국외

기술은 완성단계로 전통, 비전통 저류층 평가에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는 몇 개의 주요 서비스 회사의 독점 기술로 장비 판

매 없이 고가의 서비스만 실시하고 있어 자료취득 시스템의

정확한 제원 및 자료처리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해설논문에서는 암석구성성분검층의 기본원리, 시스템 구

성, 교정시설, 국외 기 개발된 검층시스템 분석, 국외 연구개발

동향 및 국내 관련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이 시스템 제작을 위

한 국내 기술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암석구성성분검층

기본 원리

암석구성성분검층기의 중성자선원에서 발생되는 높은 에너

Fig. 1. Conceptual sketch for borehole elemental concentration logs. Borehole elemental concentration logging, also referred to as neutron-

induced gamma ray spectroscopy, delivers in situ concentrations of the most common elements found in the minerals and fluids of subsurface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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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고속 중성자(fast neutron)는 지층과 반응하여 빠른 속도

로 에너지를 상실하면서 열중성자 영역(thermal energy level)

으로 감속(moderation)된다. 이때, 초기 마이크로초(micro-

second) 동안 에너지가 약 1 MeV 이하로 떨어지기 전 중성자

는 비탄성산란(inelastic scattering)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반

면 0.025 eV의 열중성자는 원자핵(atomic nuclei)에 흡착되어

중성자포획(neutron capture) 작용을 하여 각각 감마선을 방출

한다(Fig. 2). 이 두 가지 상호작용에 의한 고에너지의 감마선

스펙트럼을 검출기로부터 측정하여 감마선스펙트럼(gamma-

ray spectrum)을 구현하고 각 원소의 표준스펙트럼(elemental

Fig. 2. Primary neutron-gamma interactions in borehole elemental concentration logs. Inelastic neutron scattering occurs when fast neutrons

collide with atomic nuclei, and excited nucleus emits inelastic gamma rays to return to a deexcited state (top). Neutron capture occurs when

thermal neutrons are absorbed by atomic nuclei, and the capturing atom generates gamma rays to return to a deexcited state (bottom).

Fig. 3. Good agreement between six elemental concentrations measured on core (red) and those derived by applying the oxide closure principle

to the yields of the Elemental Concentration Sonde (Barson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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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spectrum)을 기반으로 원소를 구분하는 것이 암석구

성성분검층의 기본 원리이다. 원소의 표준스펙트럼은 알려진

화학 성분의 지층에서 얻을 수 있으며, 예로 실리콘(Silicon)과

칼슘(Calcium)의 표준스펙트럼은 순수 사암(clean sandstone,

SiO2)과 석회암(limestone, CaCO3) 모형에서 획득이 가능하다

(수소, 산소, 탄소의 표준은 물(H2O)과 오일(CnHm) 탱크에서

획득).

측정된 스펙트럼은 oxide closure model (Grau and Schweitzer,

1989; Grau et al., 1989; Hertzog et al., 1989) 혹은 Elemental

Log Analysis (Quirein et al., 1986)같은 반복 역산 기법

(iteration inversion technique)에 적용하여 각 원소들의 질량분

율(elemental weight fraction)을 산출한다. Fig. 3은 oxide

closure model로 구해진 6개의 원소에 대한 예로 코어 분석과

좋은 상관성을 보여준다(Barson et al., 2005). 산출된 원소들

은 정확한 원소와 광물 사이의 실험 관계식을 기반으로 한 순

차 처리 기법인 SpectroLith algorithm (Herron and Herron,

1996) 혹은 ELANPlus advanced multimineral log analysis

(Techlog ELANPlus module of Schlumberger) 등의 모델링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광물로 환산한다. 암석구성성분검층의 자

료 취득 및 처리 절차는 Fig. 4와 같다.

감마선스펙트럼으로부터 추정하는 지층을 구성하는 주요 원

소들은 비탄성산란과 중성자포획 모드에 따라 각기 다르며 이

중 Al, Ba, Ca, Fe, Mg, S, Si 등은 두 가지 상호작용에 모두

나타나는 원소로 알려져 있다(Table 1, Radtke et al., 2012).

시스템 구성

암석구성성분검층 존데는 크게 중성자선원, 감마선 검출기,

자료취득 및 통신 모듈로 구성된다. 암석구성성분검층의 선원

은 주로 AmBe 화학선원(chemical source) 혹은 중성자발생장

치(neutron generator)를 이용한다. AmBe 화학선원은 아메리

슘(americium, 241Am)과 베릴륨(beryllium, 9Be)의 혼합물로 핵

반응(nuclear reaction)의 부산물(by-product)로부터 중성자를

발생한다. 아메리슘이 들뜬 상태(excite state)의 넵투늄(nep-

tunium)으로 붕괴하면서 5.5 MeV의 알파입자(alpha particle)

를 방출하여 베릴륨과 반응하여 4 MeV의 초당 4 × 107개

(neutron/s)의 중성자를 발생한다. 중성자발생장치는 핵융합반

응(fusion reaction)으로부터 중성자를 생산하는 자기제어 입자

가속기(self-contained particle accelerator)로 14 MeV의 3 × 108

neutron/s의 출력을 가진다.

AmBe 화학선원은 예상된 에너지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안

정적인 중성자를 생산하며, 펄스중성자발생장치(pulsed neutron

generator, PNG)는 높은 에너지의 많은 중성자를 발생시키고

중성자를 항상 발생시키는 화학선원에 비해 신호를 줄때만 중

성자를 발생시키므로 안전성을 가진다. 하지만 중성자발생장

치의 단점으로는 출력이 온도, 장치 전원(tool power), 평균수

Table 1. Elements determined through capture and inelastic gamma

spectroscopy (Radtke et al., 2012).

Element Description Capture Inelastic

Al Aluminum ● ●

Ba Barium ● ●

C Carbon ●

Ca Calcium ● ●

Cl Chlorine ●

Cu Copper ●

Fe Iron ● ●

Gd Gadolinium ●

H Hydrogen ●

K Potassium ●

Mg Magnesium ● ●

Mn Manganese ●

Na Sodium ●

Ni Nickel ●

O Oxygen ●

S Sulfur ● ●

Si Silicon ● ●

Ti Titanium ●

Fig. 4. Multi-step process from acquisition to interpretation in

borehole elemental concentration logs. Inelastic and capture gamma-

ray from nuclear interaction are converted to elemental yields using

elemental standards. Elemental weight fractions are computed based

on iteration inversion techniques. Elemental analysis programs

convert weight fractions to minera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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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lifetime) 등에 의해 가변적일 수 있다.

방사선 검출기는 일반적으로 섬광검출기(scintillation detector)

와 반도체검출기(semiconductor)가 있으며, 섬광검출기는 무기

섬광체(inorganic scintillator)와 플라스틱, 액체섬광체 등의 유

기섬광체(organic scintillator)로 나뉘고 검출기마다 특성 차이

가 있다. 암석구성성분검층 시스템에서 방사선 검출기에 대한

선정은 지층의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 취득에 분해능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시스템 구성을 위한

방사선 검출기의 이상적 조건은 높은 계측 효율(detection

efficiency), 섬광 효율(scintillation efficiency), 선형성(linearity)

을 가지며 짧은 감쇄시간, 무 조해성(hygroscopic), 온도에 대

한 안정성 등이 있다. 섬광검출기 중 무기섬광체는 일반적으로

가시광선을 방출할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소량의 불순물을 첨

가하며 높은 섬광 효율과 선형성을 가지고 원자번호가 높아

감마선 계측에 사용되는 반면, 유기섬광체는 유기물질로 구성

되며 섬광 효율이 낮고 원자번호가 낮아 적절치 않다. 고순도

저마늄 검출기(High Purity Germanium, HPGe), 카드뮴텔루라

이드(Cadmium Telluride, CdTe) 등의 반도체검출기는 섬광검

출기에 비하여 높은 에너지 분해능(resolution)을 가지고 낮은

에너지 영역(10 keV 이하)까지 측정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냉

각이 필요해 암석구성성분검층에 이용되기에는 한계를 가진

다. 물리검층에 사용되는 무기섬광체 중 NaI(Tl)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검출기로 높은 발광량(light output)을 가지며 가

격이 저렴하지만 크기가 클수록 분해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

어, 암석구성성분검층에는 BGO (bismuth germanate)가 그동

안 이용되어 왔으며 비스무트(bismuth)의 높은 원자번호(93)와

밀도(7.13)로 인해 효과적인 감마선 측정에 용이하고 다양한

모양(geometry)으로 제작이 가능하였다. 최근에는 높은 밀도와

고분해능, 작은 배경값의 특징을 가지는 다양한 방사선 검출기

가 개발되어 암석구성성분검층에 이용되고 있다(Van Loef et

al., 2001; Stoller et al., 2011).

감마스펙트럼 측정 모듈은 섬광체와 광전자 증배관(photo-

multiplier, PMT)을 포함하는 검출기와 섬광체의 출력 신호를

적분한 결과인 에지(edge) 신호 형태의 고주파 대역 특성의 출

력신호를 만드는 전치 증폭기(preamp), 이를 아날로그 신호 처

리하여 종형(bell-shape)을 갖는 저주파 대역의 신호를 만드는

증폭기(amp), 고전압 공급 장치(High Voltage, HV), 다채널 분

석기(Multichannel Analyzer, MCA)로 구성된다(Fig. 5). 현장

에 적용될 감마 스펙트럼 측정 모듈의 요건은 큰 계수율의 안

정적 측정(high count rate application), 저전력 사용(low power

consumption), 온도 안정성(temperature stabilization) 등이 있

다. 특히, 큰 계수율(예로 LaBr3:Ce와 PNG의 조합의 경우

2,500,000 count/s 이상)을 가진 빠른 신호들의 처리를 위해서

전문화된 전자장치가 요구된다.

교정 시설

원소 표준스펙트럼 구축 및 암석구성성분검층기의 제작, 성

능테스트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험 지층(test formation)과 시추

Fig. 5. Schematic of the measurement module for gamma ray detection. Gamma rays enter the scintillator causing a flash of light. The

photomultiplier tube converts the light to a current, which it amplifies many times. The analog signal is further amplified and converted to a

digital value. The amplitude of the signal is determined by a pulse height analyzer.

Fig. 6. Elemental standards and tool calibration at Environmental Effects Calibration Facility (EECF, Schlumberger). Standards are derived by

using slabs of formation rocks and simulated formation with known geochemical and lithologic composition (Abound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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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환경(environmental condition)을 구현한 교정 시설이 필수

적이다. 미국 슐럼버저社(Schlumberger Limited)에서는 1985

년 휴스턴에 Environmental Effects Calibration Facility (EECF)

를 조성, 다양한 시험 지층을 구현하여 중성자 및 밀도검층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본 시험 지층은 다양한 지질, 공

극률 및 시추공 크기, 머드 타입, 머드량, 염도, 케이싱 등의 시

추공 환경을 모사하였다. 또한 화학 조성을 알고 있는 암석의

평판(slab) 혹은 모형 지층(simulated formation)을 이용하여 다

양한 원소에 대한 장비의 정확한 스펙트럼 반응 표준을 도출

하고 개발된 장비에 대한 교정을 실시한다(Fig. 6). 휴스턴에

위치한 Baker Atlas Instrument Characterization Center (ICC)

에는 시추공 크기, 공극, 밀도, 지층 등을 다양화하여 약 90개

의 모형이 구축되어 있다. 모형은 일반적으로 직경 1.2 ~ 1.5

m, 높이 1.5 m의 암석으로 된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알려진

화학물질로 만들기도 하였다(Pemper et al., 2006).

국내 방사능검층 교정장 시설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지

질자원실증연구센터에 물을 가득 채운 수조, 화강암(granite),

석회암(limestone), 모형 시추공 2개, 알루미늄 블록 등을 기반

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화강암과 석회암 블록은 4인치로 시추

하여 코어를 획득하였다(Fig. 7). 각 모형의 크기는 직경 0.7 ~

2.0 m, 높이 1.2 ~ 3.0 m로 모형 시추공에는 모래 혹은 글라

스비드(glass bead) 등을 채워 넣어 인공 지층을 구성할 수 있

다. 추후 다양한 지층에 대해 추가 블록을 제작, 설치할 계획

이며 블록에 대한 물리검층 기초 실험, 교정 및 코어 실내시험

을 통해 국내 지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려고 한다.

국외 암석구성성분검층 시스템 현황

중성자를 이용한 감마스펙트로스코피의 초기 연구는 1950

년대 시작하였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 중반 오일 포화도

(oil saturation)를 구하기 위한 비탄성모드에서 탄소와 수소를

측정하는 Carbon/Oxygen (C/O) log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Lock and Hoyer, 1974; Schultz and Smith, 1974). 1980년 말

슐럼버저社는 NGT (natural gamma ray tool), GST (gamma

ray spectrometer tool) 및 AACT (aluminum activation clay

tool)를 조합하여 Geochemical Logging Tool (GLT)을 제작하

였으며, minitron tritium 선원과 NaI(Tl) 검출기, 256 채널 분

석기(channel analyzer)를 이용하여 Al, Ca, Fe, Gd, K, S, Si,

Th, Ti, U 원소를 측정하였다(Hertzog, 1980). Elemental

Capture Spectroscopy (ECS, Herron, 1995)는 화학선원인

16Ci AmBe과 BGO 검출기를 이용하였으며 600 keV에서 8

MeV의 포획모드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셰일가스(shale gas) 개

발에 적용되었다(Herron and Herron, 1996; Barson et al.,

2005). 그 후 2009년 핼리버턴社(Halliburton)에서 출시한

GEM도 ECS와 비슷한 사양으로 같은 선원과 검출기를 이용

하여 좀 더 넓은 에너지 영역(600 keV ~ 9.5 MeV)에서 많은

원소들을 측정할 수 있었다(Galford et al., 2009).

암석구성성분검층은 높은 에너지로 많은 중성자를 출력하는

펄스중성자발생장치와 계수율의 측정 능력과 스펙트럼 분해능

을 높인 고성능의 감마선검출기를 이용하면서 관련 연구 및

장비 제작에 한 단계 도약이 있었다. 2010년대부터 중성자발

생장치를 선원으로 이용한 검층기가 출시되었으며, 베이커휴

즈社(Baker Hughes Incorporated)의 Formation Lithology eX-

plorerTM (FLeX, 2010)는 펄스중성자발생장치와 3 × 6인치 크

기의 BGO를 탑재하고 고강도 티타늄 하우징(titanium

housing)과 차폐를 위한 탄화붕소(boron carbide)를 이용해 제

작하여 비탄성모드와 포획모드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하였

Fig. 7. Radioactive logging calibration facility at KIGAM Pohang Branch: (a) water tank, (b) granite, (c) limestone, (d) physical model (sand),

(e) physical model (glass bead), (f) aluminum block, (g) calibration block layout, and (h) the whole view of calibratio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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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i et al., 2011). 슐럼버저社의 Litho ScannerTM는 기존의

검출기 보다 높은 분해능을 가지는 세륨 함유 란타늄 브롬화

물(cerium-doped lanthanum bromide, LaBr3:Ce) 검출기를 이

용하여 스펙트럼의 분해능을 향상시키고 고속도의 전자기술을

기반으로 높은 계수율의 빠른 측정을 가능하게 하여 빠른 검

층 속도(1,097 m/h)를 구현하였다. 이는 높은 중성자 출력, 계

수율 측정 능력, 스펙트럼 분해능 향상을 기반으로 비탄성모드

와 포획모드의 스펙트럼을 분리하는 기술로 기존의 장비보다

더 많은 원소 측정이 가능하였다(Gonzalez et al., 2013; Yan

et al., 2018).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프랑스에서도 관련 분야

연구가 있었으며, SODERN, BHP 빌리턴(BHP Billiton),

CSIRO에서는 광체 품위(ore grade) 평가를 위해 중성자발생장

치와 란타늄 브롬화물 검출기를 이용하여 30 cm의 분해능에

심도 400 m까지 측정 가능한 FastGradeTM를 공동 개발하여

호주 필바라(Pilbara)의 철광산에 최초로 적용하였다(Smith et

al., 2015).

가장 최근 개발된 암석구성성분검층기는 슐럼버저社의

Pulsar multifunction spectroscopy (Grover, 2017)이며 펄스중

성자발생장치와 기존의 1개의 검출기를 이용하는 검층기와 달

리 총 4개의 검출기(compact neutron monitor (CNM), near

and far LaBr3, yttrium aluminum perovskite (YAP))를 이용하

였다(Fig. 8). 동시에 시간영역과 에너지영역의 측정이 가능하

며 시간영역에는 가스포화도를 구하기 위한 포획단면적

(capture cross section), 공극률, 고속중성자단면적(fast-neutron

cross section)과 에너지영역에는 지층 원소추정을 위한 비탄성

/탄성모드, C/O ratio, TOC (total organic carbon) 등을 각각 구

Fig. 8. Tool architecture of Pulsar multifunction spectroscopy. Tool consists of high-performance pulsed neutron generator (PNG) and 4

detectors: CNM, far LaBr3, near LaBr3, YAP (Grover, 2017).

Table 2. Major specifications for borehole elemental concentration tools. Blank cells means no records found to match criteria.

Tool Measurement specifications Mechanical specifications

Elemental Capture 
Spectroscopy

(Schlumberger)

logging speed 549 m/h max. temperature 177 degC

range of measurement 600 keV to 8 MeV max. pressure 138 MPa

vertical resolution 18 inch borehole size 6.5 ~ 20 inch

accuracy 2% Outside diameter 5 inch

depth of investigation 9 inch length / weight 3.09 m / 138 kg

GEM
(Halliburton)

logging speed 278 m/h max. temperature 177 degC

range of measurement 600 keV to 9.5 MeV max. pressure 138 MPa

vertical resolution 18 inch borehole size 6-24 inch

sampling rate 10 samples/m Outside diameter 5 inch

depth of investigation 6 inch length / weight 2.94 m / 166 kg

FLeX
(Baker Hughes)

logging speed 186 m/h max. temperature 177 degC

range of measurement 0.5 to 10 MeV max. pressure 138 MPa

No. of channel 256 borehole size 6 ~ 22 inch

sampling rate Outside diameter 4.87 inch

depth of investigation
inelastic 8.5 inch
capture 21 inch

length / weight 4.8 m / 

Litho Scanner
(Schlumberger)

logging speed 1,097 m/h max. temperature 177 degC

range of measurement 1 to 10 MeV max. pressure 138 MPa

vertical resolution 18 inch borehole size 5.5 ~ 24 inch

sampling rate Outside diameter 4.5 inch

depth of investigation 7 ~ 9 inch length / weight 2.74 m / 132 kg

Pulsar multifunction 
spectroscopy

(Schlumberger)

logging speed 61 m/h (inelastic capture mode) max. temperature 175 degC

range of measurement 1 to 10 MeV max. pressure 103.4 MPa

vertical resolution borehole size 23/8 ~ 95/8 inch

sampling rate Outside diameter 1.72 inch

depth of investigation length / weight 5.58 m / 4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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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다목적 장비이다(Rose et al., 2015; Millot et al.,

2017).

국외에서 이미 개발된 주요 암석구성성분검층기의 측정 관

련 사항 및 기계적 세부 특징들을 Table 2에 정리하였으며, 기

술 개발에 따라 크기(직경, 길이)가 작아지고 높은 온도/압력에

서도 측정이 가능하며 검층속도도 향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검층기마다 사용 선원 및 검출기, 자료처리 방

식에 따라 측정되는 원소도 각기 다르며, 초기 모델인

Geochemical Logging Tool은 9개의 원소 측정이 가능하였지

만 관련 분야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지층에서 추출할 수 있는 원

소수가 증가하면서 최근 모델에서는 약 20개의 원소 측정이

가능하다(Table 3).

국내 암석구성성분검층 연구 현황

국내 암석구성성분검층 관련 연구는 Hwang (2015), Hwang

et al. (2018)에 의해 진행된 바 있으며, 러시아 제품의 중성자

발생장치(ING-10-20-120T, VNIIA)를 선원으로 이용하여 감마

선검출기로 비탄성, 포획모드의 감마스펙트럼을 측정하는 실

험실 규모의 방사능검층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감마선 측정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자체 개발하여 대형 수조, 암석모형에

서 계측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국내 최초로 중성자선원을

이용하여 감마스펙트럼 측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융합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을 개발한 첫 사례이다. 또한 몬테카를로(Monte

Carlo) 수치모델링을 이용하여 자연감마선, 스펙트럴자연감마

선, 밀도, 중성자검층 장비의 검교정을 실시하였고 장비개발과

Table 3. Suite of elements from borehole elemental concentration tools. Red, gray, and green colors denote elements estimated from natural

gamma, capture, and inelastic spectrum, respectively.

Fig. 9. Gamma ray spectra obtained in the physical model: (a) water tank, (b) granite and (c) limestone (Hwan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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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기술 확보 외에 성능시험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하였다

(Won et al., 2015). Fig. 9는 중성자발생장치와 BGO 검출기를

이용하여 수조, 화강암, 석회암 모형에서 취득한 0 ~ 10 MeV

에너지영역의 감마스펙트럼으로 물에서의 수소(2.2 MeV), 석

회암에서의 칼슘(4.4, 6.4 MeV)의 에너지 피크 구분을 보여준

다. 개발된 시스템은 지상에서 측정이 가능하며 이를 국내 다

양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각 모듈의 소형화와

개발한 원천 기술의 현장 활용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

정이다.

현재 지중환경에서 암석-유체의 반응성 예측을 위한 암석

광물조성 평가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관련 연구가 수행 중이다

(Shin et al., 2018). 선원-검출기의 수치모사와 성능시험을 통

해 검출기 선정, 최적 배열 등의 존데 구조 및 모듈에 대한 기

하구조를 설계하고 지중환경 조건을 만족하는 소구경용 프로

토타입 시스템을 제작, 시험모형을 이용하여 성능 시험을 실시

한다. 이후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시스템 설계를 수치모사를

통해 재 실시하여 테스트베드에 적용하고 개발된 장비로부터

지층의 구성 원소를 추정, 원위치로 측정한 검층자료와 시추코

어에 대한 실내시험 분석 결과치를 비교하여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Fig. 10).

결 론

방사능검층법을 이용하여 지층의 구성원소, 조성광물을 추

정하는 기술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특히 석유분야에서 케

이싱내의 저류층 평가와 최근 셰일가스 개발까지 적용되어 왔

다. 또한 선원 및 검출기, 계측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많

은 원소의 정량적인 추정이 가능한 새로운 검층기가 지속적으

로 개발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본 기술은 몇 개의 서비스 회사

의 독점 기술로 장비 제작에 관련된 특허와 장비 활용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논문만 공개되어 있고 설계, 제작, 장비 교정,

성능시험 및 현장적용 등의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되어 있어

국내 연구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설계과정은 수치모사와 다

양한 물리시험을 바탕으로 수행하며, 여러 시추공 환경을 모사

하는 국내의 다양한 지층과 인공모형을 구현하여 많은 원소에

대한 스펙트럼 반응 표준을 도출하고 개발된 장비의 교정 실

시 및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진행하여야 한다. 최근 성능이 향

상된 몬테카를로 전산모사 코드와 분해능 및 효율 높은 감마

선 검출기 등을 이용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암석구성성분검

층기를 개발하고 그 적용성과 신뢰성이 검증된다면 관련 시장

의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스템 개발의

독자적인 국내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자연감마선, 스펙트럴자

연감마선, 밀도검층, 중성자검층 등 방사능검층 장비 개발의

기반기술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원위치에서 지층의 원소 및 광물조성을 평가하는 기술은 오

염물질의 지중저감 평가 계획 수립, 광물자원 품위평가, 지하

폐기물처분장 평가 등의 지중환경 평가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10. Systematic procedure to develop borehole elemental concentration logging system (Shin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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