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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저수시설의 누수탐사를 위한 기존의 방법은 누수 지점이나 누수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결과 해석의 복잡성과 모호성이 내재하여 정확한 누수 원인 

및 위치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추적자 이용기술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 IAEA를 중심으로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자연동위원소를 추적자로 활용한 저수시설의 

누수탐지 기술은 지하수의 연령(age), 지하수와 강수와의 관계(interconnection), 

누수의 기원(seepage origin)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공동위원소를 

이용한 누수탐지 기술은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저수시설 내부에서 수행하는 

추적기술로서 누수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중에는 

Radioactive cloud Migration Method과 Radioactive tracer Adsorption Method이 

있다. 전자는 수용성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흡착가능한 

감마선 방출 동위원소를 추적자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감마선을 방출하는 

추적자를 저수지 바닥 부근에 전용 투입장치를 이용하여 주입한 후, 수중의 

방사성 추적자의 이동경로를 방수처리된 계측기와 전용 보트를 이용하여 

추적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동위원소 131I과 82Br, 46Sc, 198Au을 사용한다. 추적실험 

후 추적자의 최대 농도 도달 지점이 저수시설 내 누수위치에 해당한다. 저수시설 

내 누수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리.화학적 탐사기법 과 

동위원소이용 추적자 기술을 통하여 종합적인 결과해석이 필요하다.



Summary

The previous techniques on the detection of leaks from reservoirs are difficult to 

identify the leak points and leak pathways in reservoirs. Additionally the complexity 

and ambiguity of data analysis resulted from them can increase the failures of leak 

detection. While, The technique using radioisotope as a tracer is considered to be very 

promising. In the same context, systematic studies led by IAEA are being practiced 

by organizing a task force team.

The detection technique using natural tracer can give information about the age of 

ground water and the interconnection between ground water and reservoir water and 

the seepage origin. On the other hand, the one using artificial tracer can identify the 

leak point in reservoirs directly, in which radioactive cloud migration method and 

radioactive tracer adsorption method are included. The former is using hydrophilic 

radioisotope tracer, and the latter adsorptive radioisotope tracer which is emitting 

gamma ray. The radiotracer are injected at a point of the reservoir near to the 

bottom. Afterwards, the migration of the radioactive tracer is followed by means of 

submerged scintillation detectors suspended from boats. Usually 131I, 82Br, 46Sc, and 
198Au etc. can be used as tracer. The point reaching the maximum concentration of 

tracer corresponds to the leak point in reservoirs. The comprehensive study using 

physicochemical detection techniques and radioisotope tracer technique is advisable for 

the accurate investigation into the leaks in reserv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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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서 현재 1인당 강수량이 세계평균의 

10%에 불과하며, 급속한 산업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 같은 물 부족 현상

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의 60% 이상이 하절

기(6-9월)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댐과 저수지 등과 같은 수리구조물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국내 기존 저수시설의 운전에 있

어서 여러 가지 불안전 요인이 있으나 그 중 누수에 의한 향이 가장 큰 문제로, 

댐의 경우에는 전체 관리불량(failures)의 약 30%가 이에 해당되며, 저수지의 경우

에는 약 16%에 달한다. 특히 저수지의 경우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324

개의 저수지 중에서 무려 92%는 건설자재가 부족하고 설계 및 시공기술 수준이 

낮았던 70년대 중반 이전에 설치된 것들이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집중 호우 시 

대형재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댐과 저수지 같은 수리시설물에 대한 누수 조사는 구조물 전체구간에 대하여 

외관 및 균열조사, 제한된 시추자료를 이용한 구조물 안정성 검토 등의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전기비저항 탐사(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자

연전위 탐사(self-potential), 지하레이더 탐사(ground penetrating radar) 등 물리

탐사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만으로는 누수 지점이나 누수 경

로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결과 해석의 복잡성과 모호성이 내재하여 정확한 누수 

원인 및 위치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과의 확증을 위해 시추

공을 이용한 추적자 시험(tracer test)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추적자를 

이용한 누수탐지 기술은 염료(Rhodamine WT, Fluorescein 등)와 이온(Cl-, Br-, 

I- 등)을 이용한 추적방법과 동위원소(2H, 18O, 131I, 82Br, 198Au 등)를 이용한 추적

기술이 있다. 하지만 염료와 이온 추적자의 경우에는 다량의 추적자를 필요로 하

여 제 2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잦은 시추작업으로 구조물에 새로운 불

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자연동위원소를 이용한 저수시설의 누수탐지 기술

은 1960년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지하수의 연령(age), 지하수

와 강수와의 관계(interconnection), 누수의 기원(seepage origin)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Drost and Moser, 1983; 배대석 등, 1999; 김형수 등, 2003). 그러나 

인공동위원소를 이용한 누수탐지 연구는 그 효과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며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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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중요성의 부각으로 현재 국제원자

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인공동위원소를 이용한 댐 

누수위치 탐지기술에 대하여 활발한 공동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저수시설의 누수탐사 기술을 개발

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수시설 관리 현황 및 누수탐사 기법에 대하여 기술현황 자

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저수시설의 관리현황 및 실태 파악

2) 누수탐사를 위한 기존의 기술현황 분석 및 방사성추적자 응용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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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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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저수시설의 개요 및 현황

하천을 가로질러 저수·취수·토사유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 축조하는 구조물. 

각각의 목적에 따라 저수댐·취수댐·사방댐으로 불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저수댐을 

말한다. 저수댐의 목적은 하천 유량의 변동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유량

이 많을 때 물을 가두어 갈수시에 댐으로부터 물을 방류, 농업·발전·수도·공업·운

송 등에 필요한 물을 공급한다. 또한 홍수유량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저수해서 하류

의 홍수유량을 감소시키고 홍수재해를 막기 위해서도 이용된다. 

이와 같이 저수댐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이는데, 이중 하나의 목적에만 쓰이

는 것을 전용댐, 둘 이상의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다목적댐이라고 한다. 취수댐은 

하천수를 용수로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인 댐으로, 높이가 

낮은 것이 많다. 사방댐은 산지와 계곡에서 유출되는 토사를 막아 하류로의 유출

토사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댐이다. 댐은 건설자재에 따라 콘크리트댐과 

필댐으로 분류된다. 필댐에는 다시 흙을 재료로 하는 흙댐과 석괴를 재료로 하는 

사력댐 등이 있다. 콘크리트댐은 구조에 따라 중력댐·중공중력댐·부벽댐 및 아치

댐으로 분류된다. 댐은 사용목적·재료·구조 등에 따라 분류된다. 사용목적에 따라 

나누면 저수댐·취수댐·사방댐 등이 있다. 건축재료 별로 분류하면 콘크리트댐(다

시 구조에 따라 중력댐·아치댐·부벽댐·중공중력댐이 있다)과 사력댐으로도 나누어

진다[자료출처 : 전자 백과사전]. 

1) 기능목적에 따른 분류

(1) 단일목적댐 : 특정 용도가 하나인 댐을 단일목적 댐 또는 전용댐이라고 함

(2) 다목적댐   : 다목적으로 의도되고 계획되어 건설된 댐

          (홍수조절, 관개용수, 생활·공업 용수, 수력발전, 내륙 주운, 퇴사제어  

             관광·리크레이션, 유역관리,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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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재료 형식에 따른 분류

   (1) 필 댐(fill dam)

- 균일형(homogeneous type) 댐

성질이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차수와 제체의 안정을 꾀함(흙댐)

- 존형(zoned embankment type) 댐

차수를 담당하는 core부와 투수성 재료(모래, 자갈)로 구성된 제체의  안

정을 담당하는 부위, 양자 사이에 있는 filter 부로 구성

- 표면차수벽형(paved type) 댐

흙 이외의 차수재료로 상류표면을 포장하는 것으로서 아스팔트나 철  

근콘크리트 등이 사용됨

   (2) 콘크리트 댐(concrete dam)

- 중력댐(concrete gravity dam)

저수지로부터의 수압을 댐 자중으로 지탱하는 것으로 삼각형의 단면 을 

가짐

- 아치댐(concrete arch dam)

댐에 작용하는 외력을 하부 기초와 양안의 암반에 전달

- 부벽댐(concrete buttress dam)

수압을 철근 콘크리트 판으로 받고, 그 판을 부벽으로 지탱하는 형식

- 중공 중력댐(concrete hollow gravity dam)

중력댐과 같은 원리이며 댐체 내를 비워서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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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건축재료에 따른 댐의 분류

댐의 종류 개     요 Scheme

록필댐

(rock fill dam)

록필댐은 댐의 1/2이상이 암석으로 

구성된 댐을 말하며, 석괴댐 이라고

도 한다.

부벽댐

(buttress dam)

콘크리트 댐으로, 부벽댐은 댐 상류

면에 작용하는 수평 수압을 자중으

로 막고 그 연직 분력을 기초 지반

에 전달하는 구조를 말한다.

속빈 중력댐

중력 댐의 내부에 공동을 만들어 댐

에 작용하는 양압력을 감소시키고 

또 공동으로 인한 댐 자중이 감소되

는 구조를 말한다.

아치댐

(arch dam)

콘크리트 댐으로, 수평한 아치 작용

과 연직한 캔틸레버 보 작용으로 상

류면에 작용되는 하중을 측방의 암

반과 하방의 암반에 전달하는 구조

를 말한다

중공 중력댐

(hollow- 

gravity dam)

콘크리트 댐으로, 중력댐 내부에 빈 

공간을 만들어 댐을 작용하는 힘 압

력을 감소시키고, 빈 공간으로 인한 

댐 자중이 감소되는 구조.

중력댐

(gravity dam)

콘크리트 댐으로, 댐 상류면에 작용

하는 수평 수압을 자중으로 막고 그 

연직 분력을 기초지반에 전달하는 

구조를 말한다.

흙댐

(earth dam)

필댐으로, 흙, 돌 등의 같은 자연재

료를 이용하여 만들되 1/2이상이 흙

으로 된 댐. 소양강 댐이 대표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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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댐과 저수지 관리현황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3㎜로서 세계 평균 973㎜의 1.3배이나, 연간 

1인당 강수량은 2,705㎥으로 세계평균(26,800㎥)의 10%에 불과하며, 계절별 지역

별 강수량의 편차도 심하여 수자원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전 국토의 65%

가 산악지형이고 하천경사가 급한 국토의 지형적 특성으로 홍수가 일시에 유출되

며 갈수기에는 유출량이 적어, 유량변동계수가 300∼400으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

은 현실이다. 이 같은 물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댐건설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다목적댐과 수력발전댐의 연계운  등 기 개발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

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댐건설이 추진 되여야 할 것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상의 장래 용수수급전망을 토대로 신규 수자
원 확보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노후수도관 교체 및 물절약기기 설치 등 물수요

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2011년 연간 22억㎥ 절감)하더라도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18억㎥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6억㎥은 기존댐의 연계운  등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12억㎥은 댐건설에 의한 신규수자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의 댐과 저수지의 권역별 신규 수자원 개발 필요량 및 저수시설 건설현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자료출처 : 수자원공사 21물관리비젼, 댐건설장기계

획].

표 2. 권역별 신규수자원 개발 필요량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1,228백만 ㎥ 307백만 ㎥ 695백만 ㎥ 104백만 ㎥ 122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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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역별 댐 건설현황                         

구  분 다목적댐 생공용수댐 발전용댐 관개용댐 홍수조절댐 합 계

계 14 63 21 1,114 1 1,213

한  강 3 5 10  112 1  131

낙동강 5 5 7  293 -  310

금  강 2 4 2  129 -  137

영산강 - 9 -   63 -   72

섬진강 2 1 1   98 -  102

기  타 2 39 1  419 -  461

※ 건설중인 댐 포함

표 4. 연도별 댐 건설현황          

구 분 다목적댐 생공용수댐 발전용댐 농업용댐 홍수조절댐 계

이전 14 63 21 1,114 1 1,213

1910∼1965 1 12 5 399 - 417

1966∼1975 1 13 2 181 - 197

1976∼1985 2 13 4 247 - 266

1986∼1995 4 20 4 187 1 216

1996이후 6 5 6 100 - 117

※ 단, 높이 15m 이상, 건설중인 댐 포함

표 5. 연대별 저수지 건설현황                         (단위:개소)            

구   분
계 1945이전 1946∼1971 1972∼1981 1982이후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계 17,764 100 9,551 53.8 6,153 34.6 1,296 7.3 764 4.3

공사관리 3,324 100 1,459 43.8 1,219 36.7 278 8.4 368 11.1

시군관리 14,440 100 8,092 56.1 4,934 34.2 1,018 7.0 39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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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유효저수량별 저수지현황                                     (단위:개소)

구    분 계
유효 저수량 (만톤)

비 고
50미만 50∼100미만 100∼200미만 200이상

계 17,764 16,970 375 233 186

공사관리 3,324 2,542 368 232 182

시군관리 14,440 14,428 7 1 4

2.3 저수시설 누수붕괴 사례

농업관련 수리시설물들 중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는 총 

17,956개소로 대부분이 시.군 및 정부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중 

약 89%인 15,960개소가 축조된 후 30년이 경과된 상태이다(농림부, 농업기반공사, 

2000). 또한 이들 저수지 중 제고가 20m 이상 또는 관개면적인 500ha 이상인 1종 

시설물의 경우는 총 448개소 중 약 15%인 69개소가 누수와 관련되어 보강을 실

시한 상황이다(원종근, 송성호, 1999). 저수지의 경우는 여러 가지의 불안전 원인

이 있으나 누수에 의한 향이 가장 큰 문제로 누수에 의한 불안전 구조물은 전

체의 약 16%에 달한다. 또한 방조제의 경우는 약 1,600여 개소 중 약 82%가 조

석차가 큰 서남해안에 집중되고 있고, 약 90% 정도가 민간관리로 체계적인 조사

가 필수적이다. 댐의 경우에는 전체 관리불량(failures)의 약 20%가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7).

저수시설의 붕괴사례 및 정 진단 사례를 농업기반공사의 자료협조로 아래에 

나타내었다. 최근 이전의 댐붕괴 사례 및 원인에 대한 자료는 한국건설정보시스템

의 “토목공사관련 실패사례”를 참조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ttp://www.cn.co.kr/data /fm173-01 /Fm173-01.asp#댐공사).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에는 하루에 870mm를 퍼붓는 게릴라성 폭우로 강원도 강릉시 장현동의 

장현저수지(1947년 준공, 58년 경과, 복구금액 71억원, 발생일시 : 2002년 8월 31

일(일 최대강우량 870.5mm)),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의 동막저수지(1961년 

준공, 44년 경과, 피해복구금액 84억원) 붕괴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 2004년 태

풍 매미 때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의 운정저수지(1956년 준공, 49년 경과, 

복구금액 5억원, 일강우량 293mm)는 붕괴직전에 군부대 폭파팀이 동원되어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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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나 폭파작전을 하는 등 다행히 사전에 조치를 취해 큰 피해는 없었다. 

우리나라 저수지 10개중 6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3,324개 중 1,984개소

(전체의 60%)는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시 치수능력 부족으로 대형재해 유발

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긴급보수를 요하는 저수지들 중 주요지역을 보면 

전남 진도군 지산면의 대천저수지(1945년 준공, 60년 경과)는 제방 하단부에서 다

량으로 누수가 되고 있고, 경상북도 덕군 병곡면 리의 백록저수지(1970년 준

공, 35년 경과)는 물넘이 콘크리트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누수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저수지는 폭우와 장마, 그리고 게릴라성 호우가 닥치면 큰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다.

      표 7. 댐 관리불량(failures)의 원인

1) Overtopping - 34% of all failures(nationally)

• Inadequate Spillway Design

• Debris Blockage of Spillway

• Settlement of Dam Crest

2) Foundation Defects - 30% of all failures

• Differential Settlement

• Sliding and Slope Instability

• High Uplift Pressures

• Uncontrolled Foundation Seepage

3) Piping and Seepage - 20% of all failures

• Internal Erosion through Dam caused by Seepage - " Piping"

• Seepage and Erosion along Hydraulic Structure such as Oulet

• Conduits or Spillways, or Leakage through Animal Burrows

• Cracks in Dam

4) Conduits and Valves - 10% of all failures

• Piping of Embankment Material into Conduit through 

 Joints or Cracks

5) Others - 60% of all failures

※ 출처 : Water resources program, Dam safety section in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Ecolog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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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수지 제체 침투에 의한 누수사례

(1) 시설물 현황

○ 위    치 : 전라남도 ○○군 ○○면 ○○리

○ 준공연도 : 1945년

○ 유역면적 : 141.0ha, 수혜면적 : 35.0ha

○ 총저수량 : 210.7천㎥

○ 제방길이 : 135.0m, 제방높이 : 11.6m

○ 물넘이 길이 : 12.0m, 방수로 길이 : 26.0m

○ 2005년도 정 안전진단을 시행 중인 관계로 시설명의 공개는 불가함.

(2) 침투의 현황 및 실측결과

① 사면침투수 및 습윤지역은 №0+6∼№1+6구간의 석축하부에 다량의 침투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구간의 침투수량을 실측한 결과 95.0㎥/d(허용누수량 105

㎥/d)로 측정되었고, №4+0지점의 사면하부에도 소량의 침투수가 유출.

② 우안의 №5+0∼+17구간의 논경계부와 사면 접속부를 따라 침투수 발생으로 하

류측으로 습지가 형성되고 №5+0지점의 사면하부에서 침투수량을 측정한 결

과 15.6㎥/d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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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저수지 위치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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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① 댐마루 측선

- 포화대는 №0+00∼№1+00(ℓ=20m), №3+12∼№5+12(ℓ=40m) 구간의 중심점토 

및 기초지반에 분포.

- №4+12∼№5+00(ℓ=8m) 구간의 최상부 성토층에 분포되는 포화대는 제체의 안

전 및 기능에 미치는 향이 미약할 것으로 판단.

- 2차원 해석단면의 비저항 분포로 볼 때 좌안(시점)부의 포화대는 물넘이시설 

접촉부까지 연장될 것으로 추정.

② 하류사면 측선

- 포화대는 №3+04∼№5+12(ℓ=48m) 구간의 성토층 및 기초지반에 광범위하게 

분포.

- 외관조사시 하류사면 하단부 일부구간(№5+04∼№5+16)에서 침투수에 의한 누

수가 관찰됨.

- 제체내 중심점토 및 기초지반에 분포되는 포화대가 하류사면쪽으로 연장되어 

침투수에 의한 누수 유로 형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저수지의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보수․보강 대책수립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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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현저수지 붕괴사례

(1) 시설물 현황

○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장현동

○ 준공연도 : 1947년

○ 유역면적 : 1,152ha, 수혜면적 : 406.4ha

○ 총저수량 : 2,176천㎥

○ 제방길이 : 170.0m, 제방높이 : 14.8m

○ 물넘이 길이 : 80.0m, 방수로 길이 : 60.0m

(2) 붕괴(水害)현황

○ 발생일시 :  2002년 8월 31일(태풍 “루사”)

○ 시설물피해 : 

- 물넘이 및 제방 40m 붕괴, 방수로 유실

- 약 200만㎥의 저수량 1시간 만에 방류

그림 2. 장현저수지 물넘이 및 접속 제방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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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장현저수지 하류부 유실 전경

3) 동막저수지 붕괴사례

(1) 시설물 현황

○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 준공연도 : 1961년

○ 유역면적 : 1,839ha, 수혜면적 : 267.5ha

○ 총저수량 : 1,138천㎥

○ 제방길이 : 230.0m, 제방높이 : 22.0m

○ 물넘이 길이 : 32.0m, 방수로 길이 : 20.0m

(2) 붕괴(水害)현황

○ 발생일시 :  2002년 8월 31일(태풍 “루사”)

○ 시설물피해 : 

- 물넘이 및 제방 57m 붕괴, 방수로 유실

- 상류제방 사면 175m 침하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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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동막저수지 물넘이 및 방수로 붕괴 유실

그림 5. 동막저수지 상류제방 사면 침하 및 활동

2.4 저수시설 누수탐지 기술

저수시설의 누수 형태는 일반적인 흙 댐의 손상형태 중 제체 양안 접합부를 

통한 누수, 제체를 통한 파이핑 형태의 누수, 기초지반의 불안정에 의한 제체 하

부 누수, 그리고 사면의 활동파괴와 다짐불량에 의한 구조물 자체 변위가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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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는 누수 등이 있다. 누수발생 위치는 저수지나 방조제 하류사면, 구조

물 하류측 기초부위, 제체 양안부근, 구조물의 재료별 접촉부위 등 다양하게 나타

난다. 누수발생의 급격한 변화는 구조물의 손상상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혼탁상태는 파이핑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 가능성을 나타내 준다. 누수량은 누수지

점에서 직접 관찰 또는 측정이 가능하지만 흐르는 물이 통과하는 경로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누수발생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지표지질조사

② 전기비저항탐사

③ 자연전위탐사(SP 탐사)

④ 추적자시험

⑤ GPR 탐사

⑥ 시추조사

구조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직접조사인 시추조사를 제외하면 대

부분 비파괴 탐사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추조사 등은 직접조사가 필요

한 경우에 실시한다. 대표적인 누수탐지 기술에 대해 다음에 기술하 다.

2.4.1 물리탐사 기법

1) 자연전위 탐사(Self-Potential)

일반적으로 다공질 매체(porous medium)를 통한 유체의 흐름 등은 전위를 발

생시키는데, 이러한 전위를 유동전위(streaming potential) 또는 자연전위

(self-potential)라 하며, 자연전위법이란 이러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전위를 측정

하여 지하광체나 지하수 유동 등을 탐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연전위의 크기는 

전기비저항(electrical resistivity), 유전상수(dielctric constant), 유체의 점도, 유체

와 매질간의 결합계수(coupling coefficient) 등과 관련이 있는데, 수리시설물의 경

우는 누수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전위값의 이상(anomaly)을 균질한 매질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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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축조된 시설물의 표면에서 연속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구조물의 일부구간을 통

한 누수유로 추적이 가능하다.

자연전위는 지층 내 전해질의 유동에 의한 전기역학적 전위, 이동성이 서로 다

른 전해액의 접촉에 의한 확산전위, 셰일의 반투막 작용 및 광화작용에 의한 광화

전위 등의 자연적인 전위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는 전기역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현상에 의한 배경전위와 광화적용에 의한 광화전위로 나뉜다. 배경전위는 보통 수 

십 mV 정도로 양(+) 또는 음(-)dml 값을 가지나, 광화 전위의 경우는 수 백 mV 

정도로 상대적으로 큰 값이 나타난다. 또한 지형경사가 매우 급한 지역의 기반암 

비저항값이 수 만 ohm-m 이상인 경우 수 천 mV 정도의 매우 큰 자연 전위값이 

보고되기도 하 다(Vagshal and Belyaev, 2001).

2) 전기비저항 탐사(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전기비저항탐사는 일반적으로 지층 및 암석, 광물등이 서로 다른 전기적 특성

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기적 특성 등을 이용하여 전류가 흐르는 통로나 암

석, 광물의 전류전도도의 차이에 따라서 전위차(ΔV/I)를 측정함으로서 지하에 대

한 정보를 탐사하는 방법이다. 특징적으로 전류전극을 이용하는데 전류전극은 인

공적으로 전류가 대지에 공급되어 전위분포를 일으키게 되고 이때 대지에 공급된 

전류의 크기와 이에 의해 발생된 전위의 크기를 측정함으로서 전기비저항치의 변

화양상을 탐지하고 이를 해석하여 지하 하부의 지질구조, 즉 선구조(Lineation), 

단층(Fault), 파쇄대(Fracture zone)등과 광상, 지하수, 지열지대의 보존 여부 및 

부존 양상 등을 탐사하는 방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질구조선에 관련된 선구조

(Lineation), 단층(Fault), 파쇄대(Fracture zone)에 따라 지하수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이러한 지질구조선들은 대체로 비저항치가 낮아지므로 전기비저항

탐사법을 이용하는 것이 지하수의 탐사법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전기비저항탐사는 

사용하는 전류전극과 전위전극의 종류, 전류전극과 전위전극의 배열방법, 전극간

의 간격 등에 의해 다시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일반적인 조사에서는 지층의 

수평적인 변화와 수직적인 변화를 모두 인지할 수 있는 쌍극자탐사법과 한 지점

의 수직적인 지층의 분포상태를 인지 할 수 있는 슐럼버져 수직탐사법을 이용하

여 탐사를 실시한다. 쌍극자배열 전기비저항 탐사는 일반적으로 천부 지질구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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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지하수 탐사, 저수지 제체를 통한 누수구간 파악 등에 이용되는 물리탐사 기

법으로 수평 및 수직 탐사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탐사 측선 하부의 2차원적 구

조를 밝혀내는 방법이다.

그림 6. 쌍극자 배열 전기비저항 탐사결과

3) 탄성파 시험

지층에 폭파나 진동에 의해 진동을 주어 파가 돌아오는 것을 분석하여 내부 

물질을 유추하는 방법, 간접적인 방법. 물층을 지나오면 탄성파가 느려진다. 이 방

법을 이용하여 지하구조, 특히 석유·가스·광상의 탐사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

다. 탄성파 탐사는 발파점을 떠난 음파가 반사와 굴절의 충돌에 의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진 감지기에 도달할 때까지 경과된 시간간격을 측정하는 것에 근거

한 탐사법이다. 음파발생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지하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는 것이지만, 동굴 같은 것이 있어 지하폭발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전기진동기를 이용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려 음파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파가 감지기에 도달하면, 파의 진폭과 진행시간이 지진기록(지구진동의 기록)을 

위해 기록된다.

지진파가 지층의 경계면에 입사하면 반사파와 굴절파가 발생하며 이들은 스넬

의 법칙, 즉 sinθi/Vi ＝ const.를 만족시킨다. 여기서 θi 및 Vi는 각 지층에서 경

계면에 수직인 면과 지진파의 진행방향이 이루는 각과 그 지층에서의 지진파의 

속도이다. 탄성파탐사에서 S파는 P파 뒤에 따라오므로 도달시간을 정확히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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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난점이 있어 보통 P파가 주로 이용된다. 이 P파가 굴절파탐사에 이용된다. 

지질구조가 몇 개의 지층으로 되어 있을 경우 지표에서 입사하는 지진파는 지층

들의 경계에서 반사되고 굴절되어 그 일부가 다시 지표로 되돌아온다. 직접파와 

굴절파는 직선으로, 반사파는 쌍곡선으로 표시된다. 실제로 탐사에서 측정된 자료

로 주시곡선을 표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지질구조를 규명할 수 있다. 굴절파탐사는 

토목공사에서 기반암까지의 깊이, 지하수탐사 ·석유탐사 및 지각구조 규명 등에 

이용된다. 반사파탐사는 석유탐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구물리학적 방법이다. 

그림 7. 탄성파 속도에 의한 지층선 해석결과

4) 지하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

지하레이더 탐사법이란 고주파 대역의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를 지표에

서 펄스형태로 송신안테나를 통해 지하로 전파시킨 후, 지표하부의 지층경계, 파

쇄대, 공동(cavity), 매설관(buried pipe) 등과 같이 전파경로 중 물리적 성질이 다

른 매질의 경계에서 반사된 파를 수신 안테나로 수신.기록하고, 수신된 파형을 적

절한 기법으로 처리.분석하여 지하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물리탐사 기법 중의 

하나로, 1980년대 이후에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진 최신 기술이다.

지하레이터 탐사법의 기본 원리는 레이더 기술과 같으나, 지상레이더의 경우 

파의 전달매질이 균질한 공기이고 목적이 탐지대상의 공간상 위치파악에 있지만, 

지하레이더에서는 매질이 불균질하기 때문에 잡음이 많이 포함되므로 적절한 처

리기법이 필요하고 탐지목적도 대상물의 위치를 파악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탐사

를 통해 지하단면의 상을 획득하는데 있다. 지하레이더 기술은 초기 응용단계에

서는 지질조사나 광업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전자공학, 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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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기술, 컴퓨터 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적용범위가 지반공학과 환경오염 문

제를 다루는 지반조사 뿐만 아니라, 지하철, 교량 등 각종 구조물의 안전진단을 

위한 비파괴검사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림 8. 지하 레이더탐사에 해석결과

5) 추적자 시험

추적자시험은 일반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두 지점 혹은 역 사이의 연결

성을 확인하거나 대수층에서 용질의 이동 특성을 반 하는 물리ㆍ화학ㆍ생물학적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첫 번째 목적인 지하 매질

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카르스트지형, 대형 탱크의 누출, 매립지 침출수

의 누출, 제방 혹은 댐의 누수확인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정형재 외, 1996; 

Lee, 1998). 보다 흔한 경우의 추적자 시험은 주로 두 번째 목적으로 수행되어 왔

는데, 지하에 노출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 지하 매질을 

통과하는지를 알고자 할 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이진용 외, 1999). 

추적자 시험은 땅 속을 흐르는 지하수의 유동속도와 유동방향, 지하수의 연령, 

기원, 부존량 및 수리전도도 등 대수층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대수층 내에서의 

오염물질 이동과 관련되는 분산, 이송, 확산 및 흡착 등의 기작을 설명할 수 있는 

수리상수 등을 제공한다. 따라서 추적자 시험은 일반적으로 대수층의 특성과 대수

층 내에서의 오염물질 이동과 관련된 연구에 이용되지만, 본 연구와 같이 저수지 

제체를 통한 누수유로 파악 등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최근 제체의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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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파악에 안정됭위원소를 이용한 추적자 시험 기법이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

고 있다(Drost and Moser, 1983; 배대석 , 1999).

6) 순간수위변화 시험 (Slug test)

순간수위변화 시험은 일정량의 물 또는 dummy를 관정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주입 또는 제거한 후 지하수위가 안정수위로 회복되는 수위변화량을 측정하여 수

리전도도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7) 온도 검층(Temperature logging)

온도 검층은 시추공 내 물의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지하수와 오염물질의 근원 

및 이동을 밝힐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수직적인 온도구배 중 급격

한 이상이 나타나는 구간을 통하여 지하수의 유입이나 유출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한다. 

2.4.2 추적자 이용 기법

2.4.2.1 Non-Tracer Techniques

(1) Water balance of  reservoir

이론적으로, 누수의 총 양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한 water balance로부터 구할 

수 있다.

∑ ∑ ∆=−− Volumeoutputinput LeakageQQ

그러나 실질적으로 매우 이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 식을 이용하여 누

수를 계산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입과 유출수에 비해 누수량

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또한 정확하게 그 양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실질적으로 위의 water balance 식은 저수지 내에서 누수되는 물의 양이 인근

의 우물(springs)로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나 해당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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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lationship between water level at reservoir and leakage

저수지 내에서 물 수위에 따른 누수량의 변화에 대한 측정은 침투현상이 발생

한 수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의 측정을 요

하며(물수위와 발현하는 물의 유속 간의 관계), 인근에 여러 개의 우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들 전부에 대하여 개별적인 측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가지 예

를 아래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첫 번째 그림(그림 9.(A))에서 점선은 저수지와 우

물 사이에 위치하는 유역에 내린 강수에 의한 물 양 만큼의 기여분을 제하고 난 

후의 물 손실분에 해당한다. 유출유속이 제로일 때 실선이 만나는 점은 1293 

m.a.s.l. 이다. 이는 이후에 소개할 다른 방법에 의해 구한 결과와 매우 잘 맞는 

데이터를 보여준다. 이때 이 선의 기울기는 인근 지반의 투수도와 투수 분포경향

에 큰 향을 받게 된다. 

두 번째 그림(그림 9.(B))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sabaneta 저수지의 결과이다. 

저수지의 수위와 전체 유속 간의 관계에서 저수위가 640m에 근접할 때, 갑작스런 

기울기의 변화가 보이는데 이는 이 지점에서 새로운 침투 경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수위는 여수로가 위치하는 테라스에 해당하 으며 그 지역과 콘

크리트의 접촉면을 따라 물이 침투하고 있었다. 따라서 저수지의 수위와 그에 따

라 발현되는 물의 유속간의 관계를 통하여 갑작스런 유속 변화 구간에 속하는 수

위의 위치가 누수지점에 해당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9. 저수 수위에 따른 전체 누수량의 변화; Laja(A), Sabane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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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Natural Tracer Technique

물의 온도는 저수지나 호수에서 누수탐사를 위한 가장 좋은 추적자의 중의 하

나이다. 일시적인 온도 성층현상(thermal stratification)은 매우 추운 날씨의 지역

이나 혹은 열대지방서도 자주 발생한다. 일반적인 온도 성층현상은 종종 아래 그

림 10 Laja(Chile) 호수의 결과와 같이 나타난다. 깊이 50m 이하에서는 온도가 일

년 내내 5℃에서 6℃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그 이상의 층에서는 계속적으

로 변하여 여름에 현저한 온도상승 구간이 발견되고 있다.

그림 10. Laja 호수에서의 깊이에 따른 연간 온도변화

저수지와 spring 그리고 borehole 내의 물 사이의 온도관계는 종종 저수지에서 

침투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깊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온도 측정은 실

험의 초기에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하며 이는 추후 다른 실험과정(예: 저수지 내 

누수위치 탐지)에 중요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실험하고자 하는 저수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온도 데이터가 필요하다(약 1년).

저수지와 borehole 그리고 저수지와 spring 사이의 물 통과시간이 수일 정도가 

걸린다면 물의 온도는 그것이 통과하는 경로과정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마른 

흙의 온도 전달계수(thermal conductivity) 값이 작기 때문에(대략 5x10-3 

cal.cm-1.s-1.℃-1), 물이 이동과정에서 열을 얻거나 잃는 것은 대부분이 1℃의 수

십에서 수백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저수지와 borehole 그리고 

spring자체에서는 수 ℃ 이상의 변화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대부분의 저수지 실험 

시 저수지의 상단 표면에 있는 물의 평균 온도는 일 년 동안에 계절적인 변화를 

거치며, 이는 대략 sinusoidal thermal wave로 묘사될 수 있다. 만약 물의 통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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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transit time)이 짧다면 이 thermal wave는 smoothing 현상을 가지며 borehole 

혹은 spring water로 전파될 것이다. 이때, smoothing 현상은 대수층 내에서 다른 

연령(age)의 물과 혼합작용으로 인해 그리고 암반과의 열교환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혼합작용으로 인한 smoothing 현상은 sinusoidal input function의 경우에 

conservative tracer에 적용된 동일한 수식을 사용하여 묘사될 수 있다. 하지만 암

반과의 열교환으로 인한 smoothing은 현상은 훨씬 계산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단지 계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parameter만을 측정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계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smoothing 효과는 암반의 specific heat

이 0.2 cal.g-1℃-1(물에 대해서는 1 cal.g-1℃-1)의 크기가 되고, 물과 접촉하게 되는 

암반의 질량이 물의 질량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팩터

가 아니다. 따라서 암반은 암과 물의 열 차이로 인해 온도를 얻거나 빼앗아 가는 

열저장(heat storgage)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열의 얻고 잃은 net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면 무시할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다. 특히 일 년 전체에 대한 평균 온도

가 저수지나 spring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에 이 효과는 무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Laja 호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잘 보여 진다(그림 11). 저

수지 상부에서의 온도는 평균 8.79℃로 일 년 동안에 개략적인 싸인(sine) 파형의 

변화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결과는 대부분의 호수의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

만 Ojos de Agua 저수지는 혼합작용에 향을 받지 않고 평균 온도가 8.31℃로 

매우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thermal wave는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하

여 매우 smooth되고 delay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Indice 2 spring에서 누수

로 인해 발현되는 물은 호수의 물과 중간 basin에서 기인하는 일정한 온도의 물

과 혼합된 물이다. 이로 인해 thermal wave는 매우 smoothed 되었고 연간 평균 

온도 또한 낮았다. 깊이 50m (고도 1290 이하) 이하의 호수 내 수온이 6℃ 이하

를 유지하고 있고, spring에서의 대부분의 누수 수온이 이 보다 높음을 고려할 

때, 누수의 대부분이 이 수심 보다 높은 상부에서 기원하고 있음을 결론지을 수 

있다. 이 같은 결론은 이후에 소개될 상호연관성 실험에 의한 침투율(infiltration 

measurement) 측정에 의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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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Laja 호수와 대표적인 인근 두 spring에서의 연간 온도변화

(Ta = 연간 평균 온도)

두 번째 예는 온도가 key tracer로서의 역할을 하 던 Colbun 저수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저수지로 부터 오는 대부분의 물과 댐의 하류부에 설치되어 있는 

relief well로 부터 발현하는 물의 온도는 10℃에서 11.5℃ 사이의 값을 보인다. 이 

같이 낮은 온도는 인근 Teatinos(그림 12) 강 바닥 인근의 온도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 이 보다 더 높은 고도의 지역에서는 18℃까지 높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발현하는 물의 대부분은 강바닥 인근의 물로 부터 기인하 음을 간접적으

로 알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추후 추적자 실험 수행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림 12. 연구 수행기간 내 Colbun (Chile) 저수지 바닥 인근에서의 

등온분포(isotherm distribution)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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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예는 Sabaneta 저수지이다(그림 13). 각각 다른 시기에 저수지에서 측

정된 수직 온도 프로파일은 이 지역이 열대지방임에도 불구하도 온도성층 

(thermal stratific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4). 그림 14 

그래프에 누수현상이 발생되는 있는 물의 수온을 표시하 다. 온도 프로파일 데이

터와 spring 물의 온도자료를 바탕으로 누수 현상이 저수지 내 고도 660m 이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500mCi 131I 추적자

를 댐 상류부 약 200m 전방에 투입하여 상호연관성 실험을 수행하 다. 그러나 

실험결과 spring에서 어떠한 추적자의 계측이 이루어지 않았다. 따라서 누수 지역

은 131I 추적자 투입지점 보다 더 상류측 그리고 고도 660m 이하에 있음을 확인하

고 누수발생 가능지역을 좁힐 수가 있었다. A. Torres와 P. Ramspacher은 댐의 

최상류 측에 대해 우라늄을 추적자로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며 긍정적인 결

과를 얻었다. 실험결과 추적자 주입 후 203일 경과 뒤에 spring에 우라늄이 도달

하 으며, 침투수 발생지역은 저수지 바닥의 석회함 지대 노출부와 우연히 일치하

다.  

그림 13. 온도데이터를 통해 확보한 Sabaneta 저수지에서의 침투수 유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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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Sabaneta 저수지 내의 온도성층 현상 프로파일

누수에 의해 향을 받은 구간에 대한 지질학적(geological)인 그리고 수문지질

학적(hydrogeological)인 조사는 항상 이와 같은 연구의 starting point에 해당한

다. 일정 수준의 정보는 댐을 건설하기 전에 수행되었던 타당성 분석 보고서나 환

경 향 분석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지만,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난 후에 더욱 필요하다. 

2.4.2.3 Radioisotope Tracers Techniques

1) 동위원소 조성분석의 개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몇 가지 원소들의 동위원소 분석은 지구화학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이다. 서로 다른 지구화학적 반응으로 동위원소의 상대

적인 함량 변화가 생기므로 동위원소 함량비를 측정하여 지구화학적 반응을 이해

할 수 있다. 관심 대상이 되는 동위원소들은 주로 정상의 원소에 대해 두 가지나 

그 이상의 동위원소를 갖는 것들이고, 그 차이가 측정될 수 있는 것들이다.

몇 가지 원소들의 상대적 동위원소 함량 비에는 비방사성 동위원소 비의 변화

도 있다는 것이 자연계에서 확인되었다. 원소 H, C, O, S 에서는 지질학적으로 

흥미있는 차이가 관측되었다. 질량 분석기로 측정된 변화량을 절대 비로 나타낼 

수도 있으나, 흔히 δ(‰)로 나타낸다. 시료나 표준물질에서 선택된 두 개의 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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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함량 비를 R이라고 하면, δ=(Rsample/Rstandard-1)×1000로 표시된다. 

흔히 측정되는 원소들의 동위원소 비인 산소의 ‰ 변화는 18O/16O에 대한 것이

고 표준물질로는 SMOW(평균해수)나 PDB(백악기 벨렘나이트의 탄산염)가 사용

된다. 일반적으로 2H/1H의 변화는 SMOW를 13C/12C의 변화는 PDB를 표준물질로 

사용한다. δ값의 +변화는 표준물에 비해 시료에 더 무거운 동위원소가 많음을, -

변화는 시료에 가벼운 동위원소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위원소의 변화는 

질량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 질량의 차이가 분자나 결정 내에 있는 원자의 진동수

에 변화를 일으켜서 내부에너지, 열용량, 엔트로피와 같은 열적 성질이 달라지므

로 결국 두 개의 상에서 동위원소의 분별작용(fractionation)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18O와 16O의 경우에 두 상에서의 분리상수를 α라고 하면, α = RA/RB = 

(18O/16O)상A/(
18O/16O)상B 로 계산되며 평형을 이루는 계에서 α는 동위원소 교환반

응의 평형상수가 된다. 이 상수는 온도와 관계가 있으므로 지구화학 계에서 천연 

온도계로 사용된다. 분별작용의 요인인 α와 δ는 α=1+(δA-δB)/1000의 관계가 있다. 

생물계에서 속도조절(rate-control)이나 확산작용에 의해 일어난 분별작용을 정확

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형적인 계에서는 측정이 가능하다. 동위원소의 분별

작용 대해 만들어진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ⅰ) 가벼운 원소에 의해 형성된 결합이 무거운 원소에 의한 결합보다 쉽게 깨진다.

ⅱ) 가벼운 동위원소를 가진 분자가 더 빠르게 반응한다.

ⅲ) 가벼운 동위원소가 비가역적 화학반응을 더 잘 일으킨다.

ⅳ) 중수소를 함유한 물은 먼저 응축된다.

측정된 동위원소의 변화는 분별작용 과정과 원래의 물질 내에 있던 최초의 동

위원소 조성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변화로는 암석과 광물, 화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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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는 온도와 암석이 형성되는 동안 또는 그 이후에 암석에 향을 미친 물, 

화학적 작용, 암석과 여러 유형의 운석과의 성인적 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

다. 특히 2H과 18O은 물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이다. 이 둘의 물속에서의 조성

비는 latitude and altitude, elevation of precipitation, condensation and 

evaporation, mixing of groundwater or other, recharge sources of an aquifer 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은 위도와 계절적인 변화 그리고 온도 등에 의해 

큰 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온도에 의한 향으로 귀결되는 사

항이다. 강우 내 동위원소 함량비의 온도에 대한 향은 매우 중요한 factor이다. 

선형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δD-δ18O 의 관계는 온도에 비례한다. 하지만 온

도가 일정온도 이상이면 선형적인 관계를 크게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림 15. 동위원소의 계절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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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동위원소의 온도변화에 대한 향

수질분석에  가장 중요한 두 원소 산소와 수소에 대해 다음에 정리하여 나타

내었다.

(1) 산소 동위원소

산소는 지각에 가장 풍부한 원소이므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질량 분

석기를 이용하여 CO2를 구성하는 산소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천연수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δ18O가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저온 물질들은 고온에서 

생성된 화성암에서 보다 δ18O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화성암에서의 산소 

동위원소의 분별작용은 거의 평형에 가까우므로 α값이 계산될 수 있고 형성 온

도도 결정된다. 측정된 값을 실험 값과 비교해 보면 공존하는 광물 쌍(pair)간

의 δ18O로 생성 온도를 알 수 있고 온도가 직접적으로 계산될 수도 있다. 

Si-O-Si 결합이 우세한 광물에서는 18O가 풍부하며, Si-O-Al, Si-O-Mg 결합

을 하는 광물들은 분별이 적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조암광물 중에서는 석

의 18O 함량이 가장 높고 장석, 백운모, 각섬석, 휘석, 흑운모, 감람석으로 가

면서 감소한다. 산화물인 Magnetite와 Ilmenite에서 분별작용은 최소이다. 화성

암에 대한 분석에서 얻어진 결론은 화성암을 구성하는 광물이 일정 비의 18O／

16O를 다량 함유하면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지각과 맨틀에

서 산소의 확산이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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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 동위원소

1H와 2H의 질량 비는 모든 동위원소 쌍 중에서 가장 크므로 수소는 매우 큰 

동위원소 분별을 보이며 약 70％(700‰) 까지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다. 중수소 

측정의 표준물은 산소와 같은 SMOW이며 대부분의 시료에서 측정된 δD는 해

수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해수는 수소 동위원소의 조성이 원래 일정하지만 

HDO는 H2O보다 증기압이 작아서 증발이 더 잘 일어나므로 해수에는 상대적으

로 중수소의 양이 많아진다. 동일한 물의 산소에서도 이런 분별이 일어나지만 

규모는 작다. 물의 증발과 응결도 동위원소의 분별을 일으킨다. 적도 지방의 강

수에서 δD는 해수와 비슷하며 극지방에서는 δD가 -300‰이하, δ18O가 -45 ∼

-50‰ 정도이며 위도에 따라 규칙적인 변화를 하는데 천연수에 대한 측정값의 

일부만이 이런 규칙적 변화에서 벗어난다. 이런 변화는 지구 대기를 거대한 응

축기로 생각하면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즉, 물이 증발 또는 응결할 때 D와 18O

는 액상에 응집된다. D와 18O가 많은 천수(meteoric waters)는 지표로 떨어져 

탄산염, 규산염광물과 접하면서 산소 동위원소를 교환하는데 수소는 암석 내 

함량이 적으므로 교환되는 양도 적다. 물의 안정 동위원소 연구에서 얻어진 중

요한 결론은 대부분의 물이 마그마 기원의 일차적 물이 아니라 지역적 강수에 

의한 천수라는 것이다. 주어진 지역에서 δ18O는 그 지역 암석과의 동위원소 교

환에 의해 변하지만 δD는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수소가 천수 기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동위원소를 이용한 누수탐지

저수시설로부터의 누수탐지는 자연동위원소 및 인공동위원소 추적자의 전형적

인 적용기술이다. 대부분의 모든 누수탐지 기술은 추적자 기술을 제외하고서는 완

벽한 기술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물리탐사와 물리화학

적 원소분석 등과 같은 비 추적자 기술과의 종합적인 분석이 가장 이상적인 기술

에 해당한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누수탐지를 위해 일반적인 절차서와 기준

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최적의 방법은 저수시설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

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저수지의 경우에 누수는 댐 주변

의 geological formation에 위치하며 이중 일부는 댐의 구조적인 안전성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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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일반적으로 댐 누수는 큰 경제적 중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흙댐을 처리할 

경우에는 누수가 댐의 안정성에 큰 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몇몇 개

의 경우에는 심한 누수현상으로 댐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댐과 저수지

와 같은 저수시설로부터 누수의 탐지는 작은 역 내에서 지하수 흐름의 수리학

적 인자와 패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며,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water 

tracing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기존의 piezometric method와 

geophysical and water injection methods 같은 방법은 종종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많은 보수작업들이 실패로 돌아

간 경우가 있다.

(1) 안정동위원소 추적자

자연계 내에 존재하는 안정동위원소 18O과 2H의 구성비 혹은 3H, 14C 등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저수시설에 존재하는 누수의 기원(origin)과 누수경로(seepage 

path) 및 이력(history; 증발, 응축, 강수, 연령) 그리고 저수시설 상ㆍ하류와 지하

수의 상호 연관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인 인자(EC, 

T, pH, DO 등)를 이용하여 기초 지반의 투수계수 및 누수량과 유속 등을 직접적

으로 측정할 수 있다. 안정동위원소의 성분분석은 다른 방법으로는 획득할 수 없

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종종 저수지에 저장된 물은 높은 지역에서 기원을 하

며 그리고 그것의 동위원소 조성이 지역 강수와 매우 다른 경우가 있다(D와 18O

의 δ 값이 더 큰 음의 값을 가짐). 이런 일이 발생하 다면 우리는 저수지의 물과 

지역 지하수의 물을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 둘이 어느 정도 혼합되

어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염료와 이

온 추적방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누수현상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누수위치와 같은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 34 -

                 

그림 17. Theoretical δD-δ18O relationship of different types of water 

                  interacting in the vicinity of a reservoir 

그림 18. Correlation between deuterium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at relief 

wells of the dam El Colorado(reservoir Colbun, Chile)

위 경우는 칠레의 Colbun 저수지에 대한 한 예이다. 이 저수지의 물은 

Cordillera Los Andes에 있는 고지대로 부터 기인하고 있다. 이 저수지의 δD의 

평균값은 약 -95‰이었으며, 일 년 간의 조사기간 중 매우 적은 변동 폭을 보여

주었다. 반면에 Colorado 댐 하류부의 긴 계곡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는 평균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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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1.1‰의 값을 보인다. 이 두 타입의 물은 spring에서 발현하기 전에 혼합작용

을 거치며, 이 때의 혼합비율은 δD의 값을 기초로 하여 계산될 수 있다. δD와 온

도와는 좋은 연관성이 있다(그림 18). 왜냐하면 저수지로부터 오는 물은 약 11℃

의 온도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역 지하수의 온도는 약 16℃이기 때문이다. 

Spring에 대한 지하수의 기여도를 물의 온도 값으로 부터 구할 수 있다.

지하수나 저수지의 동위원소 조성비에 있어서 차이점을 유발하는 중요한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증발(evaporation)현상이다. 증발이 충분히 발생하 을 때, 호수

의 물은 안정동위원소가 풍부해지고(δ의 값이 더 큰 양의 값을 가짐), δD-δO18의 

그래프가 local meteoric line의 아래에 놓이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빠른 물의 갱

신능력이 있는 저수지에 비해 호수 내에서 낮은 turnover time을 가지고 있는 호

수가 이런 효과가 더 크다. 예를 들어 Managua(Nicaragua) 호수는 δD=+6.2‰ 그

리고 δ18O=+1.43‰인 동위원소 조성비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지역 지하수의 동위

원소 조성비는 δD=-48.6‰ 그리고 δ18O=-7.33‰의 값을 보 다. 이 같은 큰 차이

는 그 지역 인근에서 물공급을 위한 펌핑작업이 있었고 이로 인해 piezometric 

level이 호수의 물 수위 보다 낮았음을 감안한다면, 저수지의 물이 지하수로 침투

하여 나타난 결과임을 설명해 준다. δ 값에서 충분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저수지 

물에 의해 지하수의 일부가 대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안정동위

원소 조성비의 분석으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는 저수지가 새로 조

성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조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인공동위원소 추적자

① Generalities

인위적으로 방사능을 띄도록 만든 추적자를 이용하여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저수시설 바닥 인근에서 수행하는 추적기술로서 누수위치를 정확하게 찾

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호수나 저수지의 바닥에서 누수 역(침투 zone)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몇몇 기술이 제안되고 실제로 적용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인공동위원소를 이용한 기술이고 그 중 일부에서만 긍정적인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실험이 현장의 지형에 많은 향을 받으

며 또한 실험해야 하는 구간이 상당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실험에 앞서 누수발생 가능지역에 대한 개략의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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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물의 온도변화 측정실험 결과(2.4.2.2절)도 누수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온도 데이터 결과를 활용하

면 광범위한 스캔구간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다음에 저수지 내 누수지역

을 탐지하는 기술 중 가장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 다.

② Radioactive cloud migration method

Radioactive Cloud Migration Method은 수용성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

는 방법이다(그림 19). 이는 감마선을 방출하는 추적자를 저수지 바닥 부근에 

전용 투입장치를 이용하여 주입한 후, 수중의 방사성 추적자 구름(radioactive 

tracer cloud)의 이동 경로를 방수처리된 계측기(scintillation detector)와 전용 

보트를 이용하여 추적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동위원소 131I과 82Br, 198Au을 사용

한다. 저수지의 누수 지점에서는 계속적인 침투현상에 의해 물의 흐름이 존재

하므로 추적자 구름이 침투되는 방향으로 점차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후 추적

자 구름이 저수지의 누수지점에 도착하 을 때에는 그 지점에서 추적자의 농

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역을 형성하다가, 일정 시간 경과 후 유입되는 추가적

인 누수로 인해 그 농도가 감소하여 사라지게 된다. 이 때, 추적자가 최대농도 

도달 후 감소하는 위치가 누수지점에 해당한다. 일정시간 경과 후 보통 이 부

근에서는 속이 빈 원형 형태의 contour map이 형성된다. 이때 속이 빈 곳이 

누수지점이다.

그림 19. Radioactive Cloud Migration Method를 이용한 누수위치 탐지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그러나 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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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ⅰ) 저수지 상의 물의 흐름(natural currents)은 바람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물 

침투에 의해 야기되는 흐름보다 훨씬 지배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

서 매우 큰 침투현상이 존재할 경우나 혹은 누수지역 인근에 추적자가 투

입될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단점이 있다.

ⅱ) 방사성 구름(radioactive cloud)의 tracking이 쉽지가 않고 종종 여러 팀을 

구성하여 수행해야 하는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로 인해 장비 및 

경비의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

ⅲ) 바닥 지질이 성층형 구조를 이룰 경우에는 수직 투수계수가 수평투수 계

수에 비해 매우 작아 저수지 내의 물이 수평으로 우세하게 이동하게 되고, 

바닥의 침투 층은 물로 채워져 있게 된다. 예를 들어 Contreras 저수지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46Sc-EDTA를 저수지 바닥 10m 상부에서 1Ci를 주

입하 고, radioactive cloud migr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 다. 추

적자 투입 후 하루 뒤에 추적자는 2x105 m2이나 수평으로 확산되었으나, 

수직상으로는 방사능 깊이가 대부분 1m 이하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댐

의 하단 부에 위치하는 spring에서는 추적자가 전혀 계측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저수지 내 수심별 온도 프로파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호수나 저수지에서의 성층형 지질구조는 매우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③ Radioactive tracer Adsorption Method

한편 Radioactive tracer Adsorption Method은 흡착 가능한 감마선 방출 

동위원소( ex., Au[HAuCl4] 등)를 추적자로 이용하는 방법이다(그림 20). 이는 

저수지의 바닥 인근에 추적자를 투입한 후, 추적자 구름이 저수지 하단부 누수

지점으로 이동하여 흡착되는 현상을 탐지하는 방법이다. 이때 이동된 추적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최대 농도를 유지하는 계측지점이 누수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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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Radioactive tracer Adsorption Method를 이용한 누수위치 탐지

이 기술의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른 추적자가 사용될 수 있다. 

ⅰ) 198Au in a colloidal form or as chloro-auric acid solution

    : General case

ⅱ) 113mIn in the form of InCl3 as it is obtained from a 
113Sm/113mI

    generator

ⅲ) Thin sediments labelled with 198Au, 59Fe etc.

ⅳ) Ion-exchange resins labelled with 131I

ⅴ) Bitumen emulsion labelled with 131I

Labelled sediment나 ion-exchange resins 혹은 bitumen이 사용되었을 때

에는 추적 물질(tracing material)의 도가 물의 도 보다 약간 더 큰 경향을 

보이며 저수지의 바닥에 침적되는 경향을 보 다. 따라서 이를 통한 실험결과

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사실 이 방법을 사용한 예는 거의 드믈며, J. 

Makowski가 sediment labelled with gold-198을 Pszeczica 저수지에 사용한 

예가 있다. 바닥 함몰지역의 누수존을 조사하기 위하여 염분용액(saline 

solutions)을 사용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도로 인하여 바닥의 함몰지

역에 용액이 퇴적되고 추적자의 희석이 conductivity-meter를 이용하여 모니터

링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침투현상은 바닥의 함몰지역에 발생하지 

않는다.

도의 큰 변화 없이 물속에 용해되는 추적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앞서 

Radioactive Cloud Migration Method에서 언급한 동일한 단점이 존재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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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자연적인 흐름에 대한 향을 면 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gold-198을 cloro-auric acid의 형태로 사용한 B. ANDREU(Mexico)는 64번의 

추적자를 투입하 고, 19개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누수위치를 탐지하 다. 동일

한 추적자를 이용하여 A. OWCZARCZYK와 S. SPILOWSKI가 폴란드의 

Preczyce 호수에 대해 적용하 다. 이 경우에 추적자는 라인 선상의 1m 깊이

에서 투입되었으며, 투입장치와 계측장비는 그림 21에 나타내었다. 이때 성공

적으로 추적자의 최대 농도 도달지점을 파악하 고, 이 지점이 누수발생 지역

으로 판단되었다. 이 과정에서 tracking 작업은 바닥에 침전물이나 다른 장애

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 21. 누수위치 탐지를 위해 Owczarczyik and S. Sxpilowski에 

의해 제안된 방법

3) 동위원소를 이용한 상호연관성 실험

(1) Generalities

상호연관성 실험(Interconnection Experiments)은 지하수 흐름특성을 결정하거

나 혹은 다른 결과를 증명할 때에 누수탐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실험이다. 이러한 

실험의 경우 특정 지역에 인공동위원소를 주입하고 발현되는 누수에 대해 추적자

를 계측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상호연관성 실험을 계획할 때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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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ⅰ) 어떠한 추적자가 사용될 것인가

ⅱ) 얼마의 양이 주입될 것인가

ⅲ) 주입할 지역과 투입위치

ⅳ) 발현하는 물의 샘플링 방법: 샘플링 간격, 위치, 기간 

이에 대한 해답은 기존의 자료와 현장 여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실험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들어 개략적인 지침에 대해 설명하겠다.

(2) The selection of Tracers

일반적으로 상호연관성 실험은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을 labelling할 필요가 있으

므로 추적자는 매우 적은 농도까지 측정이 가능한 물질이어야 한다. 또한 추적자

가 암반 형성구간을 지날 때, 이는 추적자의 거동에 결정적인 향을 미치므로 이

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다른 사항은 투

입지점과 측정지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예상 통과시간(transit time)이다. 통과시

간의 측정은 발현하는 물(emerging water)의 전체 유속과 두 지점 사이에 존재하

는 포화된 암반 형성구간의 부피를 측정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travel time과 tracer reconvery에 관련된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다. 상호연관성 실험을 수행할 경우에 다음의 추적자들이 사용가능하다.

ⅰ) Fluorescent tracer(uranine, rhodamine, 등)

이들 추적자는 압 된 암반지역에 더 적절하다. 그러나 짧은 구간(수 미터에

서 수백미터)의 조  지역(granular media)에 대해서는 사용될 수 있다. 하지

만 다른 조건의 지역에 대해서는 그들의 거동에 관해 충분한 정보가 없으므로 

적용하 을 때, 좋은 정량적인 데이터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다. 

이들 추적자를 이용한 quantitative reconvery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었다. 

active charcoal에 흡착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농도 보다 매우 낮은 추적자 계

측값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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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Bromine-82과 Iodine-131

이들 추적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좋은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transit 

time과 반감기가 적당할 경우). 131I을 사용할 경우에는 AgI의 형태로 이 핵종

이 공침전(co-precipitation) 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약 250mg의 I- 이온과 과

량의 Ag++ 이온이 약 10리터의 물 샘플에 혼합되고 침전이 이루어진 것을 분

리하고 난 후, 필터로 거르고 원심분리를 한다(약 침전물의 90%가 회복

(recovered)된다). 침전물을 포함하는 test tube는 well type NaI 형광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3x10-3 uCi/m3 까지 측정될 수 있다. 

ⅲ) Tritium in the form of tritiated water

이는 정량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에 유일한 대안이 되는 추적자로써 이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측정에 의해 50TU(0.16uCi/m3) 만큼 낮은 

농도가 계측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방법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민감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추적자의 긴 반감기(12.33년)로 인해 오랜 기간 오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사용은 

다른 추적자 방법이 실패하 을 때나 그리고 물의 reasonable turnover time이 

보장될 경우에만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형광 추적자의 사

용이 권장된다.

ⅳ) Elements detected by neutron activation analyses

EDTA 혼합물 형태로 Br과 I 그리고 In의 사용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의 실

질적인 적용 사례는 거의 없다. NH4Br이 멕시코의 한 저수지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을 뿐이다. 이 때 추적자는 투입 후 누수 발현구간에서 몇 

달 후에 감지되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누수 과정에 대해 거의 알 수 있는 정

보가 없을 경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ⅴ) Lycopodium spores

이 방법은 압 된 암반구간에 정성적인 정보를 얻는데 본 추적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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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될 추적자의 양은 누수의 유속, 부피 그리고 투입지점과 계측지점 사이에 

포화대 형성구간에서의 투수도, 확산계수 등과 같은 기본적인 수리학적 인자를 고

려하여 개략적인 계산에 의해 산정될 수 있다. 이때, 계측기의 민감도(sensibility)

는 꼭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전형적으로 수 킬로그램의 형광추적자가 사용되고 

수 Ci의 추적자가 투입된다. Tritium의 경우에는 5Ci에서 100Ci 정도의 추적자가 

권장된다. 추적자 실험 시 사용가능한 추적자의 종류 및 그 특성에 대하여 다음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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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추적자의 종류 및 특성

구분 종류 특   성

음이온

공통

- 지하수를 연구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추적자이다. 염소이온

(Cl-), 브롬이온(Br-), 요오드이온(I-), 황산이온(SO42-) 및 유기음

이온 등이 있다.

- 대부분의 음이온은 대수층 매질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pH가 매

우 낮은 경우 주변의 점토광물과 이온교환을 할 수 있다.

- 주입 이온의 농도는 현장에서 검출되는 농도가 주변농도 보다는 

커야 한다.

- 지하수 전기전도도(EC)의 변화양상으로 회수되는 추적자의 농도

를 측정할 수도 있다.

Cl-

- 배경농도가 높기 때문에 비교적 고농도의 추적자 혹은 많은 양을 

주입한다.

- 비교적 보존성이 뛰어난 추적자이며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적이

다.

- 농도는 적정법, 전기전도도 측정, 이온선택성전극(ISE)으로 측정

한다.

Br-

- 자연상에서 1mg/L 이하로 매우 낮은 배경농도를 가진다.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온 추적자이다.

- 생물학적으로 안정하고 침전이나 흡착에도 안정하다.

- 검출방법은 전기전도도나 이온선택성전극 등의 방법과 중성자활

성분석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이 있다.

I-

- 자연상에 존재하는 배경농도가 0.01mg/L로 매우 낮다

- 미생물의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농도는 전기전도도 측정, 이온선택성전극(ISE)으로 측정할 수 있

다.

양이온
Li+, NH4+, 

Mg2+, K+

- 양이온은 이온교환과정을 통하여 점토광물과 쉽게 반응하여 잘 

사용되지 않는다.

염료(dye) 공통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염료추적자에는 fluorescein, pyraine,  

lissamine FF, Rhodamine B, Rhodamine WT와 sulfo 

Rhodimine B를 포함한 형광염료와 photine CU와 amino G 

acid를 포함한 광학표백제가 있다.

-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사용하기도 쉽다. 검출도가 높고 독성이 

낮다.

- 부유물질, 온도, pH, 탄산염 함유량, 염분, 그리고 발사된 형광 

빛이 다른 광물에 흡수되는 quenching, 흡착, 광화학적 감소에 

따라 측정되는 염료의 농도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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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추적자의 종류 및 특성(계속)

구분 종류 특   성

염료

공통

- Fluor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부유물이 있으면 원심분리하

여야 하며 염료를 주입하거나 회수할 때, 태양광선을 차단해야 

한다. 가능하면 시료를 채취하자마자 분석하는 것이 좋다.

Rhodamine 

WT

- 오렌지색을 띄며 다른 염료에 비해 가장 보존성이 좋은 추적자이

다. 극히 작은 농도의 측정이 가능하다.

- 보통 카르스트 지역이나 투수도가 좋은 모래나 자갈층 및 댐누수

에서 많이 사용된다.

Fluorescei

n

- Uranine, sodium fluorescein, pthalien으로도 불리우며 녹색을 

띈다.

- 대부분의 녹색염료와 같이 이 염료도 배경농도가 매우 높아 분석 

민감도가 떨어지고 광화학적 감쇄와 흡착이 높아 주입용액의 양

이 많아야 하며 pH에 심하게 영향을 받아 산성 하에서 색이 연

해지고 염분이 높을수록 형광이 약해지며, 산화물질과 부유물질

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포자 공통

- 관정에서 사용시 지속적인 양수와 여과작용이 필요하다.

- 평균지름이 33 마이크론이며, 밀도가 물보다 약간 높아 물 속에 

떠있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교란이 필요하다.

- 물의 화학적 성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점토나 실트에 흡착되지 

않는다.

- 주입농도를 아주 높게 할 수도 있으며 건강상의 위험은 없다.

- 포자를 준비하고 채취,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든다.

- 오염된 물에서 잘 살아남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속이 느리거나 

침전물이 많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박테리아 공통

- 박테리아는 배양하기 쉽고 검출하기가 간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미생물 추적자이다.

- 지금까지 사용된 박테리아는 Escherichia coliform(E. coli), 

Streptococcus faecalis, Bacillus stearothermophilus, Serratia 

marcescens와 Seratia indica가 있다.

- 추적자로서 사용한 박테리아와 이미 존재한 박테리아를 구분하기 

위해 부수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 표면에 흡착될 수도 있어 해석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박테리아를 이용해야 한다.

환경추적자

(환경동위원

소)

공통

- 환경추적자에는 CFCs(chlorofluorocarbons), 삼중수소(tritium), 

Kr, 중수소(deuterium), 산소18(18O) 등이 있다.

- 이들은 지하수의 연령 혹은 지하수의 근원을 밝히는데 이용된다.

※ 출처 : (주) 지오그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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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jection site and point

① Generalities

추적자의 적절한 투입지점의 선택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니다. 사전에 조사한 정

보에 근거하여 저수지 내에 그리고 borehole 내에 투입할 수 있다. 추적자가 유출

되는 정확한 위치는 실험과정에 많은 향을 주기 때문에 추적자 투입지점의 선

택은 기존의 local flow test를 통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Injection in the lake

추적자를 저수지에 투입할 때, 우세한 침투유로 구간이 선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구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temperature as a tracer"(2.4.2.2절)

의 방법이 추천된다. 그러나 이 역이 성공적으로 파악되었다 하더라도 바람과 

유입수에 따른 자연류(natural currents)가 저수지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이 효과는 Laja 호수를 대상으로 tritium을 추적자로 사용하여 상호

연관성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서 볼 수 있다.

 4Ci의 tritium이 아래 그림 22.의 1-5 지역에 바닥으로 부터 약 5m 지점에 각

각 투입되었다. 실험결과 단지 12Ci 만이 spring에서 회복(recovered)되었으며, 이

는 아마도 투입지점 3, 4, 5에 주입된 추적자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평균 통과시간(transit time)은 약 25일 이었다. 지점 1과 2에 주입된 tritium은 자

연류에 의해 씻겨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실험은 tritium 20Ci를 지점 6에 

투입하 며, 주입 위치는 호수의 표면 부근에 이루어져 seepage flow의 패턴이 직

접적으로 관찰되었다. 이의 결과를 아래 그림 23에 나타내었으며,  tritium의 회복

을 정량적으로 계측할 수 있었다.

그림 22. Laja 호수의 댐에서 침투유속의 분포(상대적인 값; VF=velocity factor, 

which is proportional to the slope of the dilu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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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Breakthrough curves obtained at three different points after 

injection of 20Ci of tritium at the lake Laja(Chile, 1989)

상대적인 자연류(natural currents)의 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추적자의 주입

은 seepage current의 흐름이 지배적인 호수의 바닥인근에 투입하여야 한다. 그러

나 이러한 경우라도 침투율(infiltration rate)이 균일하지 않다면 특정 지역에서 누

수될(infiltrated) 추적자가 평균 속도(average velocity)가 아닌 초기 속도(initial 

velocity)로 암반 형성구간을 통해 이동될 수 있으며, 이는 평균 속도에 비해 아주 

빨리 혹은 아주 느리게 spring에서 나타날 수 있다. 달리 말해 초기 조건(initial 

condition)이 추적자의 이동과정에 많은 향을 미치며 이는 결과의 해석을 위해

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누수현상이 댐에 아주 인접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추적자를 댐 상부에 주입함

으로써 상호연관성 실험을 통해 댐의 위험요소인 under-seepage 현상을 규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험에 대해 몇몇 연구자들이 실험을 수행하 다. 첫 번째 실

험은 1974년에 콜롬비아의 Tomine 저수지에서 수행되었다. 500mCi의 bromine-82

가 댐 상류 수십 미터 앞에서 주입되었고, 주입 후 약 45분 후에 radioactive 

cloud migration 방법에 의해 실험이 이루어졌다. 투입 당시에는 저수지 내에서 

어떠한 방사능도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1시간 뒤에 추적자는 댐 하류부의 

relief well에서 검출되기 시작하 다. 두 번째 실험은 Sbaneta 저수지에서 수행되

었으며, 500mCi의 131I이 그림 24의 네 지점에 투입되었다. 투입 후 10일 동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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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에서 어떠한 추적자도 검출되지 않았다. 저수지의 유출부는 2일 동안 닫혀

있었고 AgI 침전법이 추적자의 계측을 위해 사용되었다. 한편으로 두개의 

urnaine이 동일 위치에 투입되었는데 약 2일 후에 spring에서 추적자가 검출되기 

시작하 고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 다. 

그림 24. 온도 데이터를 통한 Sabaneta 저수지 내의 침투유역 현황

저수시설 내의 Under-seepage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새로운 추적자 투입방법

이 J. Guizerix에 의해 제안되었다(그림 25). 추적자는 자연류의 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저수지의 바닥에 구멍을 뚫은 투수성 borehole 안에 주입되었다. Borehole 

안에 유체의 어떤 흐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농도의 NaCl 

용액을 주입하는 것과 같은 예비추적자 실험(preliminary tracer test)이 수행되어

야 한다.

그림 25. 댐 내의 under-seepage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J. Guizerix et al.에 

의해 제안된 추적자 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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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고 혼합작용이 활발한 저수지를 대상으로 할 때, 상호연관성 실험은 

borehole의 전체 부피를 labelling하는 방법(whole water body labelling)이 사용될 

수 있다. 이 기술은 W. Drost and F. Moser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아래 그림 26

에 나타내었다. 이때 열 성층현상(thermal stratification)이 존재한다면 혼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26. Injection device used by J. Molinari for the labelling of the whole 

volume of reservoir water

③ Injection in boreholes

상호연관성 실험을 위해 borehole 안에 추적자를 주입하기 전에 tracer 

flow-test가 수행되어야 한다. 즉 borehole 안에 존재하는 흐름에 대한 정확한 정

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로 인해 실험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추적자는 중요한 자연류(natural flow)가 존재하는 borehole 내에 투입되어야 한

다. 자연류의 유속이 낮은 경우에는 추적자가 유출부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추

적자 투입 후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주입되어야 한다. 또한 borehole 내에 수직 

흐름이 존재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직 흐름으로 인해 추적자가 

누수와 관련이 없는(저수지나 혹은 spring과는 관련성 없음) 투수성 layer로 운반

되거나 water transmission이란 관점에서 관심이 없는 사항일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주입된 추적자는 얼마간 이 층(layer)에 머물게 되며 이

는 결국 부정적인 실험결과(negative result)를 야기한다. 수직 흐름은 다른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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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수두(hyraulic head)와 투수성 층(permeable layer)을 연결하는 borehole 자

체의 일반적인 결과이다. 수직흐름이 존재하는 층은 일반적으로 호수와 더 많은 

수리학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추적자를 borehole 내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시

키는 단점이 있다.

수직 흐름의 현상이 호수 Laja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관찰되었다. 호수로부

터 약 7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borehole 내부에 2Ci의 131I를 주입하 으며, 실험

결과 borehole 안에 매우 빠른 수직 하강 흐름이 계측되었다. 추적자의 주입은 인

근의 모든 투수성 층위(permeable horizon) 안에서 추적자가 효율적으로 분배되도

록 하기 위해서 지하수위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이때의 breakthrough curve를 아

래 그림 27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계측된 추적자 중 소량이 약 하루 만에 주요 

spring에 도달하 고, 나머지 peak들은 그 이후에 계측되었다. 하지만 추적자의 

portion 중 가장 중요한 fraction은 약 15일 이후에 계측되었다. 이 마지막 통과시

간은 앞서 인공방사성 동위원소 tritium으로 실험한 결과인 그림 23과 아주 잘 맞

은 결과에 해당한다. 이들 실험의 결론은 호수와 spring 사이에 지하수 흐름의 우

세한 흐름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peak는 이 우세한 흐름(preferencial 

flow)을 통해 이동된 소량의 추적자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이다. 추적자의 나머지 

부분은 다른 깊은 투수성 층위(permeable horizon)를 통해 낮은 유속으로 이동된 

결과이나 이는 중요 관심사항이 아니다. 우세한 흐름은 그림 22의 지점 1과 2에 

가까운 검은색 지점에서 발생한 침수현상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일반적으로 borehole 내에서 상호연관성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의 해석은 압

이 진행된 암반형성 구간에 대해서는 특히 어렵다. Borehole은 main flow에 의

해 향을 받은 역으로 부터 수m 떨어진 곳에 위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추

적자의 delay와 dispersion이 반 된 breakthrough curves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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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Breakthrough curve at different points of the 131I(2Ci) injected at 

the borehole P1 located near the natural da of the lake Laja(Chile).

④ Interpretation of results

상호연관성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의 세부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수리지질학적

(hydrogeological)인 특성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적인 결과(예를 들면 화학적 그리

고 동위원소 데이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투입된 추적자가 지하수 흐름의 유출

부에서 계측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유용한 정보가 된다. 하지만 유출부에서 계측

되지 않았다면 저수지와 borehole 사이의 상호연관성이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 매우 긴 통과시간(transit time)이 요구되는 지질이 존재하든가 혹은 추

적자가 계측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희석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과해석

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추적자의 

breakthrough curve가 완전한 형태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계측시간을 두고 

측정되어야 한다. 인근에 많은 spring이 존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수 흐름경로

나 기원 및 혼합작용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breakthrough curve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가장 대표성을 띄는 spring에 대해서는 면 한 

계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완전한 breakthrough curve를 통하여 추적자의 통과시간과 각 유출부에서의 

회복된 추적자 분률(fraction of recovered tracer) 및 지하수의 유속에 대한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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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값을 구할 수 있다. 통과시간(transit time)은 지하수 내에 존재하는 추적자

의 평균 체류시간(tr)을 의미하며,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t r=

t
⌠
⌡

∞

0
Cdt

⌠
⌡

∞

0
Cdt

여기서 C : 추적자의 농도 

    t=0 : 추적자 주입 초기의 시간

일반적으로 시간 및 그에 따른 추적자 농도를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적자 계측농도 x 시간 대 시간이 그래프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이 그래프와 x

축과의 면적을 농도만의 그래프 면적으로 나눈 비가 바로 평균 체류시간(tr)이 된

다.

Spring에서 계측된 추적자의 분율(fraction)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F t=Q
⌠
⌡

∞

0
Cdt

혹은 

F t=
⌠
⌡

∞

0
Q∙C dt

여기서 Q : spring에서의 유속(상수라면 적분에서 밖으로 나옴)

역으로, 추적자가 저수지로 부터 기인하는 지하수 흐름과 잘 혼합된다고 가정

되면, 이 흐름의 유출률은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Q=
M

⌠
⌡

∞

0
C dt

여기서 M : 주입된 추적자의 질량 혹은 activity

Abanico 저수지에서 breakthrough curve를 이용하여 계산된 추적자의 유속은 

26.5 m3/s 이었다. 그것은 주입된 tritium이 정량적으로 회복(recovered)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Ojos de Agua에서의 유속은 21.8 m3/s 이었다. 이 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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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인 4.7 m3/s은 이 spring에 향을 미치지 않은 중간지역의 basin의 기여 때

문으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 화학적 데이터(chemical data)를 이용하여 이 

기여도에 대해 계측된 결과는 3 m3/s의 값이 얻어졌다.

2.4 저수시설 누수관리 기술

본 장에서는 흙댐의 파괴원인 중에서 지배적 인자로 작용하는 누수에 대한 방

지대책공법을 기술하 으며, 공법의 사용 대상별 그리고 사용 재료별로 아래의 그

림에 분류하 다.

그림 28. 침투수 억제 대책공법

1）그라우팅 공법

그라우팅이란 기초보강공법 중의 하나로서 지반, 암반, 인공적으로 조성된 기

초지반 또는 시멘트 구조물 등의 내부 액상이나 Gel 상의 그라우트를 주입시켜 

공기나 물로 차 있는 균열, 공극 등을 채워 고결시키는 공법을 말한다. 이 공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강도 증가에 따른 지지력 증대, 압 성 제고에 따른 투

수성 감소, 지반 도의 증가 등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입목적에 따라 압  

압성토공

연속지수벽공법(Sheet Pile, Concret Wall)

단면확대

대책공법

제    체

기초지반

지수벽공법(콘크리트 또는 Sheet Pile)

주입공법(Curtain, Blanket Grouting)

압성토공법

지수트렌치공법(Slurry Trench Wall)

전면포장지수공법(Blanket)

치환공법(파쇄대, 단층)

감압정(Relief Well)

배수대 공법(Drain)

주입공법(Grouting)

경사면 포장지수공법(Blan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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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우팅(Consolidation grouting), 피복 그라우팅(Blanket grouting)과 차수 그라

우팅(Curtain grouting) 등으로 나뉘며, 주입방법에 따라 1단식 그라우팅, 다단식 

그라우팅 등으로 나뉜다.

주입 대상의 균열이나 공극의 크기, 형태 및 주입 목적에 따라 가장 알맞는 재

료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체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주입재의 요건은 입자가 작고 균등하게 분산되어 유동성이 커야 하며 , 고결된 후

에는 소정의 강도를 보유하고 가격이 저렴하여야 한다. 이를 잘 만족시키는 재료

에는 시멘트가 있으며, 그 외에도 점토, 벤토나이트, 아스팔트, 톱밥, 탄재, 규토

(silica) 등이 있다. 시멘트의 경우 강도나 경제적인 면에서 보아 가장 일반적이긴 

하지만 조립토 이외에는 주입되지 않으며, 경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 긴

급을 요하는 용수, 누수 등의 지하수 처리나 유수 중에서는 주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２）블랭킷(Blanket) 공법

투수성 지반이 저수지 내부와 제체 양안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두꺼워서 지수

벽 공법이 경제적으로 곤란할 경우, 침투로장을 길게 하여 침투량을 억제하는 공

법으로 댐체 내부의 기초지반 및 댐체 투수층에서의 침투억제에 효과적이다. 본 

공법은 휠댐, 휠댐, 콘크리트 차수벽 석괴댐, 하천제방, 폐기물 매립지 등에 적용

할 수 있으며, blanket의 재료로는 불투수성 토질,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합성고무, 토목섬유 등이 효율적이다. 시공시 블랭킷 배면부 수압을 고려하여 두

께 및 경사도 결정하여야 하며 사석재료 및 Rock 재료의 압성토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투수계수(k)가 큰 지반에서 블랭킷 공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침투량 이외

에 파이핑에 관해서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3） 압성토 공법

연약지반 상에 성토할 때 기초의 활동파괴 및 Piping에 대한 소정의 안전율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흙쌓기 측면(성토사면)에 소단 모양의 성토를 하여 활동

에 대한 저항모멘트 및 Piping에 대한 저항하중을 증가시켜서 성토지반의 활동 

및 Piping파괴 그리고 측방유동을 방지하는 공법이다. 시공 중 연약지반 위 축조

물의 안정에 대하여 기초지반(연약지반)의 활동파괴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축조물의 측방으로 성토를 하는것을 말한다. 즉 연약지반 성토시 기초의 활동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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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어나 측방이 융기하는것을 막기 위하여 융기되는 방향에 소단 모양의 성토

를 시행하여 활동에 대한 저항모멘트를 크게 하는 것이다. 압성토 공법의 설계는 

지반의 활동모멘트에 대한 부모멘트를 증가시켜 성토의 안정을 도모하는 공법이

므로 활동에 저항하는 압성토 높이 및 폭을 결정해야 한다. 초연약지반(N<4) 및 

유동성이 쉬운 느슨한 사질지반에 적용할 경우에는 배수 및 압 공법과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배수대(Drain) 공법

침투류의 침투수압이 토립자에 작용하면 세립자는 조립자의 간극을 통해서 씻

겨 내려가는 일이 생긴다. 그 결과 제체 내에서는 침윤세굴에 의한 파이핑이 발생

하여 제체의 국부적인 침하나 파괴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휠댐에서는 세립자의 

이동을 억제하고 침투수를 신속히 배제하여 간극수압을 저하시키는 필터의 기능

을 갖는 배수대가 필요하다. 드레인에는 하류 비탈끝 드레인, 수평 드레인, 직립 

드레인, 그리고 복합 드레인 등이 있다. 필터는 입도가 현저하게 다른 흙 또는 사

력 등의 배수측면에 접속시켜 흙 입자의 유출을 방지하고 침투수를 원활히 배출

시킬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5) 감압정(Relief Well) 공법

중력배수공법으로 투수성 제체 및 기초지반에 침투수에 의한 침투압이 발생하

면 제체 하류측 비탈끝 부분에 높은 간극수압이 발생하여 파이핑 및 보일링을 유

발할 수 있으므로, 간극수압 저하와 침투수의 원활한 배제를 위하여 제체 비탈끝 

부근에 직경 15∼60㎝ 정도의 우물을 천공하여 침투수를 배제시키는 공법이다. 감

압정은 투수성 제체, 호층의 기초지반 및 깊이에 따라 투수계수가 증가하는 깊은 

기초지반에 축조되는 댐, 하천제방과 굴착공사 시 기초에 작용하는 압력을 제거할 

경우 수평 배수층이 부적절한 경우에 효율적이다.

6) 포장지수 공법

저수지내의 투수층이 폭넓게 분포하고 투수층 지반이 깊게 분포하여 지수벽 

시공이 경제적으로 곤란할 경우 제체 상류사면부와 저수지내의 기초지반에 불투

수막(지수재)을 포설하여 사면침식과 기초지반 누수를 방지하는 공법이다. 휠댐과 

표면차수벽 석괴댐, 그리고 폐기물 매립장과 하천 및 수로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지수재로는 토목섬유와 합성고무시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불투수성 점토질 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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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용된다. 포장지수 공법은 다른 공법에 비해 차수효과가 확실하여 투수층이 

넓고 깊게 분포한 경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차수막에 양수압이 작용하므로 사면 

및 기초지반에 배수시설이 필요고, 타 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큰 단점이 있다.

7) 프리케스트 판넬 증고공법

보강토 옹벽을 적용한 공법으로 제체 상승시 흙 다짐층에 인장력이 큰 강재 

또는 합성섬유 등의 보강재를 흙속에 매설하여 자중이나 외력에 의한 토립자 이

동을 보강재와 토립자 간의 마찰력에 의하여 횡방향 변위를 구속함으로써, 점착력

을 가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하여 강화된 흙으로 제체를 유지하는 공법이다. 

보강재는 Strip이라고 부르는 대상의 강판 또는 토목섬유(지오그리드)를 사용하므

로 보강토의 강도는 보강재의 인장강도 및 흙과 보강재 간의 마찰력의 크기에 의

해 정해진다. 본 공법은 흙 구조물의 구성재료가 값이 싸고 시공이 간편하며, 토

압은 보강재가 지탱하므로 외력에 의한 부등침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진동 및 

지진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 하지만 내부 강재의 내구성이 불확실하며, 흙속의 보

강재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부식이 우려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8) 치환 및 지수트렌치 공법

(1) 치환공법

투수성 지반을 통한 침투수를 조절하는 수단 또는 기초지반의 침투수를 차단

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댐체 상류층에 불투수층을 포설하여 침투수를 억제하며, 

여수토 기초지반을 통하여 침투하는 침투수 억제 또는 방지하는데 효율적이다. 

누수방지 및 차수를 목적으로 점토분을 함유하여 상당한 응집력과 마찰력이 있

고 공극이 적어 투수성이 적으며, 물에 대해 안전한 토질을 사용해야한다. 투수

성이 큰 모래, 자갈, 풍화토 등은 점토와 잘 혼합해서 사용해야 한다. 불투수층

을 얻을 수 있는 기초까지 굴착하여 불투수성 재료로 치환, 되메우기하며, 가장 

일반적인 공법으로서 누수방지에 대하여 바람직한 방법이다. 지반의 초목, 잡풀

은 깨끗이 청소하여 치환재료와 착되도록 하며,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지수트렌치공법

저수지 기초처리공법으로 기초의 투수성에 대한 누수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저수지 기초의 투수층이 엷을 때 적용 가능하며, 투수층이 두껍던지 투수층이 

원지반에 이르기까지 연속하는 등의 경우에는 굴착 치환하는 비용이 가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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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저수지 기초의 투수성 기초지반에 트렌치 컷을 

하여 불투수성 토질재료를 불투수층 깊이까지 치환한다. 이때 트렌치 컷은 주변 

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지해 가면서 참호 모양으로 땅을 굴착하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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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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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인공 및 자연동위원소 추적자는 저수시설의 누수탐지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이를 통한 조사는 저수시설의 보수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매우 필요한 작업에 해

당한다. 실제로 이를 통한 면 한 사전작업이 수행되지 않으면 많은 보수작업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사전 조사는 저수시설의 

보수비용에 비해 보편적으로 무시할 만큼 적은 액수에 해당한다. 호수나 저수지로 

부터의 누수탐사는 물리ㆍ화학적 이용기법 및 동위원소이용 추적자 기술 등을 종

합적으로 수행하여 통합적인 결과해석이 필요하다.

Geological 그리고 hydrogeological prospecting 조사가 모든 실험의 starting 

point에 해당하며 이들 작업은 모두 현장 여건에 따라 선택되어져야 한다. 때대로 

water balace와 물 수위에 따른 누수량 변화 그리고 water injection 그리고 

piezometric information 등과 같은 non-tracer 방법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연동위원소를 이용한 탐사는 조사 초기에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물의 

화학적 동위원소 조성은 저수지와 sampling하는 위치 사이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안정동위원소의 경우에는 저수지로부터 그리고 지역 강수

량으로부터 기인하는 물의 identification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저수지 내에 

thermal stratification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의 온도분포를 통해 누수가 일어나

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Fluorescent, chemica(saline) 그리고 

radioacitve tracers는 누수가 일어나는 지하수의 흐름패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방사성추적자는 다음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적용가능성을 보여 

준다.

1) Borehole 내에서 수행되는 flow-test의 경우 홀 당 100uCi에서 수 mCi의 추적

자가 필요하다. 131I, 99mTc, 82Br이 이 적용에 있어 가장 적당한 추적자이다.

2) 저수지 바닥에서 침투 역의 탐지를 위해서는 radioative cloud migration 방

법이 사용되며 198Au와 131I이 보통 사용된다. 이때 방사능은 일반적으로 5Ci 

이하가 사용된다.

3) 저수지 바닥에 특별히 고안된 장치를 사용하여 침투 역을 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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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measurement). 131I과 99mTc가 가장 적절한 방사성 핵종이다. 이들의 최

대 사용농도는 각 실험마다 수십 uCi 수준이다.

4) Lake와 borehole 그리고 spring 사이의 상호연관성 실험을 할 경우에는 131I, 

82Br, 그리고 tritium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핵종이며, 이 중에서 tritium 

핵종이 사용가능한 유일한 핵종일 경우가 많다. 특히 매우 긴 travel time이 

예상되거나, 혹은 희석작용(high flow-rate and/or dispersivity)이 매우 활발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혹은 다른 추적자 방법이 지중에서 고정흡착에 의해 실패하

을 경우에 그리고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할 경우에 tritium을 사용한다. 82Br 

그리고 131I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 Ci의 방사능이 필요하며,  tritium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100Ci 이하의 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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