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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대부분의 국내 다목적 댐은 유역면적이 넓고 강우기 집중강우로 인하여 유입되는 입자성 물질이

상당히 많은 편이며 영양염의 증가로 인하여 저수지내부에서 발생되는 입자성 물질도 많다 이로 인, .

하여 호소에는 외부에서 유입된 무기유기성 입자와 내부 생성된 유기성 물질들이 장기간 축적되어

저수지 용량이 줄어든다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퇴적물 상태를 탐사하는 효율적인 조사기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퇴적물 탐사기법에는 탄성파탐사 등을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법과 코아를 이용하는 직접적인 방법,

퇴적층 동위원소 분석 기법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법에 대한 기본원리 및 특성 효용성 등을 평가하, ,

고 현장에 적합한 방법을 실제 적용하였다 퇴적물 분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다중빔 을 이. (MBES)

용한 정밀 지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호저지형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직.

접적인 조사방법으로 를 사용하여 몇 개의 지점을 하였으며 잠수부가 직접 핸gravity corer sampling ,

드코아링를 실시하여 퇴적층을 측정하였다 지점에서 실시한 결과 세 곳의 조사 정점에. 16 Gravity core

서 최대 두께의 퇴적층이 중력식 시추기에 의해 획득되었으며 다른 정점에서는 가70cm 50cm, 20cm

시추되었고 그 나머지 지점에서는 퇴적물이 채취되지 않았다 이는 퇴적층이 얇아 코아가 쓰러지거나.

시료채취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잠수부가 를 이용한 시료 채취시에 채취된 시료. hand corer

의 퇴적층은 각 지점별로 덕치리 경계지점 우산리 지점 로 조사되었다 납 반감25cm, 25cm, 45cm . -210(

기 년 을 이용하여 최근에 형성된 주암댐 호수저 퇴적물 중 퇴적작용 이후 교란을 받지 않은 지역22.3 )

의 시추 시료를 대상으로 퇴적속도를 구하였다 주암호에서 취한 코아퇴적물 시료는 현장에서 냉동하.

여 실험실에서 약 간격으로 절단하여 절단체 별로 동위원소 분석을 실시하였다2cm . 210 의 농도는Pb

인grand-daughter 210 를 측정함 후 감마분석에 의하여 구하였다 연령모델을 적용한 결과 깊Po , . CF:CS

이에 따른 supported 210 와 퇴적 속도는 인 것으로 산정 되었다Pb 0.91cm/year .

핵심용어 퇴적물 다중빔측정기 동위원소 분석핵심용어 퇴적물 다중빔측정기 동위원소 분석핵심용어 퇴적물 다중빔측정기 동위원소 분석핵심용어 퇴적물 다중빔측정기 동위원소 분석: , , Corer,: , , Corer,: , , Corer,: , , C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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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저수지 용량이 줄어들며 수질관리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하여 다목적 댐저수.

지의 퇴사조사는 건교부의 댐시설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매 년 혹은 년 주기로 실시되나 정확성에5 10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사방법의 과학화와 조사의 정확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이 필요.

하며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퇴사관리와 수질관리에 이용하고자 한다.

조사 방법조사 방법조사 방법조사 방법2.2.2.2.

저수지의 퇴적물 발생은 주로 강우시 토양침식 및 세굴에 의해 발생된 유사가 수로를 따라 운송되

어 저수지에 쌓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퇴적물의 분포 및 특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파동를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법과 코아를 이용하여 퇴사를 채취하여 평가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

는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분석법도 적용되고 있다 간접적인 방법의 경우는 대상지역 전체를 걸쳐 관.

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퇴적물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직접적인 방, ,

법과 방사성을 이용한 방법은 퇴적물의 특성을 실험을 통하여 정확히 분석할 수 있지만 소수의 특정,

지점에서 조사된 내용으로 전체 특성을 비약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간접적인 조사 방법간접적인 조사 방법간접적인 조사 방법간접적인 조사 방법1)1)1)1)

탄성파탐사는 그 목적에 적합한 음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원을 선택할 때는 대상 지층의.

종류 심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획해야 한다 탐사에 사용하는 음원의 주파수는 로부터 수, . 3.5kHz

로 다양한데 그 중에서 최적의 음원을 선택해야 한다 높은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천부지층 탐사Hz .

기나 수중음파 탐지기는 천부 표층의 고해상도 기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고결된 지층이나 자갈chirp ,

층이 분포하는 경우 그 하부의 정보를 얻기 어렵다.

직접적인 조사 방법직접적인 조사 방법직접적인 조사 방법직접적인 조사 방법2)2)2)2)

코아링을 이용한 조사는 저층 퇴적물의 분포 상태 및 퇴적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퇴적물 채

취기를 통해 호수 저층의 퇴적물을 직접 채취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댐 축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퇴적 추세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퇴적물 분포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인공호수의 수질 보,

전 및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층 퇴적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의 채취기구가 사용된다 한 가지는 퇴적물의 표층부분을 채취하는 이며 퇴적물의 수평. grab sampler

적분포와 특성을 반영한다 다른하나는 수직 방향으로 퇴적물을 채취하는 로서 퇴적물의 수직적. corer

분포와 특징을 대표하는 시료를 채취하는데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분석을 이용한 퇴적력 분석방사성 동위원소분석을 이용한 퇴적력 분석방사성 동위원소분석을 이용한 퇴적력 분석방사성 동위원소분석을 이용한 퇴적력 분석3)3)3)3)

납 반감기 년 을 이용하여 호수저 퇴적물 중 퇴적작용 이후 교란을 받지 않은 지역의 시추-210( 22.3 )

시료를 대상으로 퇴적속도를 구할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호수저 퇴적물의 시간적 역사 및 변천을 평

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210 의 이용이 지난 세기동안 여러 생태계에서의 지Pb

화학적 변화를 이해하는 좋은 지시자임이 증명되었다.

조사 결과조사 결과조사 결과조사 결과3.3.3.3.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퇴적물 조사를 위한 각각의 방법에 대한 적용의 용이함과 정확도 등을 비교

하기 위하여 몇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간접적인 조사간접적인 조사간접적인 조사간접적인 조사1)1)1)1)

다중 빔 정밀 지형조사는 저수지 하상에 대한 차원의 연속분포 및 저수지 바닥지형의 특징을 조3

사 분석하여 퇴적환경 분석 자료 취득시 위치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여.ㆍ

러 번의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향후 퇴적물 퇴적환경변화 분석에 대한 정량적인 기초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기는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므로 고해상도를 가지며 또한 변. 455 kHz , ,

화가 심한 저수지면에서 수심오차 의 고 분해능을 갖는다5 8cm .～

다중 빔 정밀지형 조사에서 나온 산출물을 호저 1m× 의 셸로 나눈다면 각 셸당 번의 측정1m 4 5～

수심을 가지며 이의 평균을 각 셸의 수심으로 산정하였다 그림, ( 1).

그림 다중빔 정밀지형조사와 조사결과1

직접 조사법직접 조사법직접 조사법직접 조사법2)2)2)2)

호수 퇴적물 조사 방법으로는 퇴적층을 직접 채취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적용 방법으로는.

를 사용하여 선상에서 시료를 취하는 방법과 잠수부가 직접 를 사용하여 수중gravity corer Hand corer

에서 시료를 취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채취된 시료는 퇴적층의 두께분석 구성 성분분석 및 수질영. ,

향에 대한 평가와 실험에 사용한다.

가 를 이용하는 방법. Gravity corer

는 물 밖에서 교란없이 퇴적물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코아링을 실시하여 세 지점에Gravity corer .

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퇴적층의 두께는 로 측정되었다 그림70cm, 50cm, 20cm ( 2).

그림 를 이용한 퇴적물 채취2 Corer



나 잠수부가 하는 방법. coring

잠수부가 를 이용하여 시료를 취하는 방법 그림 은 에 비해 저수지 퇴적hand corer ( 3) gravity corer

상층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료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채취된 시료의 총퇴적층은 각 지.

점별로 덕치리 경계지점 우산리 지점 로 조사되었다 와25 cm, 25 cm, 45 cm . Gravity corer Hand

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호수 저층 퇴적물 분포 상태를 평가해 보면 조사 지corer ,

역인 주암호 중상부 지역의 퇴적층은 기존 기반토양 또는 댐 건설 이전부터 쌓여 있던 기존 퇴적층

표면을 덮은 신규 퇴적층이 대부분 지역에서 두께가 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었다20cm .

그림 퇴적물 채취 과정 및 채취된 코아 시료3

동위원소를 이용한 퇴적력 분석동위원소를 이용한 퇴적력 분석동위원소를 이용한 퇴적력 분석동위원소를 이용한 퇴적력 분석3)3)3)3)
210 의 농도는Pb 210 의 인Pb grand-daughter 210 를 측정하여 얻었으며 감마분석에 의하여 구하였Po ,

다 퇴적물 내. 210 의 농도는 퇴적작용 기간 동안 상부 물로부터 유입 등과 같은 기원 지질시료의 고Pb ,

유함량 및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 좌우된다 대부분의 대기 중. 210 는 지각으로부터 기원한Pb 222 의 붕Rn

괴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210 는 강수 및 건조 강하에 의하여Pb 210 의 반감기보다 짧은 기간에 지표로Pb

떨어진다 지구에서의 매년. 210 의 퇴적율은Pb 25 mBq/cm2 정도이며 지리적 요인에 따라 상이한 값을,

갖는다.

코아 절단(b) 절단된 시료(b)

그림 코아 시료의 처리4

주암호에서 취한 코아퇴적물 시료는 현장에서 냉동한후 실험실로 옮겨와 약 간격으로 절단2cm



하여 절단체 별로 동위원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 supported
210

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Pb

며 주암댐 호저 퇴적물 시추 시료에서 약 부터 거의 일정한, 17.5 cm
210

값을Pb supported
210

이라고Pb

할 수 있다. supported
210

를 초과하는 부분은Pb excess
210

이다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Pb . CF:CS

모델을 적용한 결과 깊이 (z 에 따른) supported
210

와 퇴적 속도 포 부터 저수지의 년간 퇴적Pb (A) ( )ω

속도는 인 것으로 산정되었다0.91cm/year .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저수지 퇴적물의 분포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탄성파를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법과 를 이용하는Corer

직접적인 방법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방법등을 적용하였다.

다중빔 정밀 지형조사로 저수지 하상에 대한 지형정보를 차원분포로 생성할수 있었으며 이렇게1) 3 ,

얻어진 자료는 저수지 관리에 필요한 지형정보나 수체적 단면적 수로길이 등에 관한 자료를 생성, ,

할 수 있고 관심지역의 단면을 쉽게 추출할 수 있는 등 자료의 활용도가 다양하다 또한 향후에, . ,

조사할 자료와 각 지점별로 비교하여 퇴적물의 변화과정을 밝히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주암호 퇴적층의 분포는 댐 축조 연대가 짧고 유입 퇴적물이 적어 퇴적물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2)

판단되는 지점에서 코아링를 실시하였다 로 조사한 결과 세 곳의 조사 정점에서 최. Gravity corer

대 두께의 퇴적층이 획득되었으며 다른 두곳에서는 로 조사되었다 잠수부가70cm , 50cm, 20cm .

를 이용한 조사에서 퇴적층은 각 지점별로 덕치리 경계지점 우산리 지점hand corer 25 cm, 25 cm,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때 현재의 호수 저층 퇴적물 분포 상태는 기존 퇴적층 표면45 cm .

을 덮는 신규 퇴적층의 두께가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 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었다20cm .

3) 210 의 농도는 인Pb grand-daughter 210 를 측정함 후 감마분석에 의하여 구하였다 연령모델Po , . CF:CS

을 적용한 결과 깊이에 따른 supported 210 와 퇴적 속도는 인 것으로 산정 되었다Pb 0.91cm/year .

이는 주암댐이 년부터 담수하여 약 년이 경과한 것으로 계산하면 평균 퇴적층의 두께는 약1993 12

인 것으로 계산되며 이는 에서 평가된 두께인 에 비해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11cm , coring 20c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