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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층의 공극률 측정에 이용되는 밀도검층(감마-감마 검층)과 중성자검층은 지층 및 암석 그리고 저류층 

특성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석유산업분야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광물자원분야에서는 암석 및 광물의 

특성 규명 외에도 심부 잠재 광체를 탐사에도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조사나 지반조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밀도검층과 중성자검층은 시추공 환경이나 지층의 특성에 따라 

반응이 달라 지기 때문에, 밀도검층과 중성자검층 경과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여 지층의 밀도와 hygrogen 
index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추공 환경에서의 검출기 반응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밀도검층기는 방사선원에서 방출한 감마선이 지층을 통과해 돌아온 감마선양을 측정함으로써 지층의 

원위치 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감마선은 에너지대역에 따라 광전자효과, 콤프턴 산란 효과, 쌍생성의 세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데, 밀도(감마-감마)검층은 감마선이 원자 내 전자에 충돌하면서 전자를 방출시키면서 

에너지의 일부를 잃어 파장이 길어지는 콤프턴 산란 현상을 이용한다. 즉, 암석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 지층

은 많은 전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산란에 따른 감마선의 에너지 손실이 크고 원자 내에 흡수되는 에너지양

도 증가하기 때문에 검출기에 도달하는 감마선의 수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밀도 검층 시 시추공의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도 검층기를 시추공벽에 밀착시켜 측정한다. 특히, 영국 Robertson Geologging사에

서 제조된 밀도검층기의 검출기는 bed-resolution detector (BRD), high-resolution detector (HRD), 
long-spacing detector (LSD) 3개로 구성되어있다. LSD는 지층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며 BRD, 
HRD는 시추공내에 지층수, 이수, 케이싱 등의 영향으로 왜곡된 자료를 보정하는 데 사용 한다. 

중성자검층은 지층의 수소 원자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지층의 원위치 공극률을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중성자 검층기 하부에 부착된 중성자선원으로부터 중성자를 방출하게 되는데, 중성자 선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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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아메리슘(americium; Am)과 베릴륨(beryllium; Be)의 화학적 화합물로 고속 중성자(fast neutrons)
를 연속적으로 방출시킨다. 방출된 고속 중성자가 지층의 핵과 충돌할 때, 중성자는 에너지의 일부를 잃는

데 이때 상실 에너지의 양은 충돌하는 핵의 질량에 의존한다. 탄성충돌을 감안하면 쉽게 예상할 수 있듯, 
수소원자의 질량이 중성자와 거의 같기 때문에 중성자가 수소원자와 충돌할 때 에너지를 가장 잃는다. 
그러므로 지층의 수소 함량은 에너지 손실을 지배한다. 지층 내 대부분의 수소는 물(H20)과 탄화수소

(C2H2n+2)에 포함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 혹은 두 유체가 지층의 공극에 존재할 때 우리는 공극률을 

수소량으로 부터 간단히 추정할 수 있다. 고속 중성자가 충분한 충돌로 인해 에너지를 잃게 되면 열중성자

가 되어 핵에 포획되며, 중성자를 흡수한 원자핵은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을 방사한다. 
중성자 검층기는 종류에 따라 열중성자를 흡수한 원자핵에서 방사된 감마선을 측정하거나 열중성자를 

측정한다. 이때, 중성자선원 주위의 물질이 높은 수소 원자함량일 때 대부분의 중성자는 감속되고 선원과 

멀지 않은 곳에서 흡수되며, 이와 반대로 수소함량이 적을 때 중성자는 천천히 감속되고 흡수되며 선원으로

부터 보다 멀리 이동하기 때문에, 수소함량이 감소할수록 count rate는 증가한다. 여기서 count rate는 초당 

측정된 방사된 감마선이나 열중성자를 말한다. 공극률이 높은 암석에서 count rate는 낮고 공극률이 낮은 

암석에서 count rate는 보다 높게 된다. 중성자검층의 반응은 검출기 종류, 검출기에서 측정하는 대상, 중성

자선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 그리고 암상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중성자 검층이나 밀도 검층의 반응 분석을 위해서, 모형시추공을 건설하여 실험을 통한 방사능 검층기의 

반응 분석이나 모형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다양한 

시추공 환경, 정확한 화학적 조성 등을 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수치 모델링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대폭적으로 감소하면서 중성자검층의 반응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밀도검층기와 중성자검층기를 모사하고 검층기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상용 코드인 Monte Carlo N-Particle (MCNP) 알고리듬울 활용하였다. MCNP code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

함에 따라 방사선 수송 및 해석에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원자력공학 및 의료분야 등에도 널리 

쓰이지만 방사능검층 분야에서도 크게 각광 받고 있다. MCNP code는 난수(random value)를 발생시켜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방사선의 생성부터 소멸까지의 거동 모사하여 방사선 수송 및 해석에 이용한다. 
MCNP code는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 유지 되고 있다. 

MCNP 알고리듬을 이용한 밀도검층 및 중성자 검층의 수치 모델링을 통해, 밀도 검층과 중성자 검층 

각각의 반응 분석 및 두 검층 결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MCNP를 이용한 수치 모델링 기법 및 반응 분석은, 향후 우리나라에 시추공환경에 맞는 밀도 검층 및 

중성자 검층의 반응 연구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ACKNOWLEDGE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EST) (No. 20110014684), the Energy Efficiency & Resources of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ETEP) grant (No. 2010T100200133), and by the Basic 
Research Project of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KIGAM)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