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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삼면이 바다인 우리 나라는 전국에서 인공구조물 건설에 따른 수리현상의 변화로, 

표사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해안선 변형, 항만 및 항로 매몰에 따른 천수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일련의 환경변화를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하여 외곽시설을 설치, 양빈 및 준설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

들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

하고 나아가 이를 감시하고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연안환경 보전을 위한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한 실험은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은 물론 폴란드,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도 활발히 수행

되고 있다. 특히, 호주는 ANSTO에서 표사이동, 오염물질확산과 관련한 상당수의 문

헌을 발표하 고, 상업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실험을 수행하 으며, 실험을 위한 장

비를 자체개발 하는 등 기술수준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또한, 인도에서도 BARC

를 중심으로 추적자를 이용한 연안에서의 표사이동, 오염물질확산 등의 연구가 활

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1960년대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한 2건

의 실험이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수치모델과 함께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검증하

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한 실험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신뢰성 있는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치모델의 검증을 실시하고 상호보

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으므로 연안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방안

의 한 부분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국내의 원자력연구소는 방사성 동위원소 

추적자 기술을 산업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방사성추적자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연안환경을 위한 추적자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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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struction of artificial structures has caused a sediment process change due to the 

variation of hydraulic condition in Korea. Subsequently we have a serious problem of 

shoaling for shoreline deformation, siltation of the harbor and shipping channel. To 

protect those abnormal environmental changes, a large estimate has been spent for 

additional construction such as outer wall facilities, littoral nourishment and dredging. 

Systematic long-term studies should be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causes of 

environmental change. In addition, comprehensive plan is required for its monitoring 

and prevention. 

The radioisotope application studies for coastal environmental protection have not 

been actively performed only in the developed countries like France, Canada, and 

Australia etc but also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like Poland, India, Thailand, and 

Indonesia etc. Especially, ANSTO in Australia made remarkable development for the 

technologies and the required equipments in this field and published many references 

related to the sediment transport and pollutant diffusion. In some cases, it has been 

done as a part of commercial service. BARC in India is also working on the study 

of sediment transport, and pollutant diffusion using radioisotope tracers in coastal 

area. Since KAERI has performed two experiments in costal area of Korea in 1960s, 

no more study has been reported. Recently the studies of radiotracer application 

technology is getting more interested in terms of on-line 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for the validation of the numerical simulation models.

The experiment using radiotracer becomes an important part of the method to solve 

the problems happening in coastal environment, as it supplies data with high 

confidence in the field. On the basis of the experience obtained from the researches 

for industrial application of radiotracer technology, KAERI is going to make its first 

step to the development of the radiotracer technology for costal environment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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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국토면적에 비해 해안선의 연

장길이가 매우 길어 총 11,542km에 이른다. 우리 나라 각 해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해저질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걸쳐 입자가 큰 사질 

퇴적물로 되어 있고, 남해안이나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만(bay)이 발달되어 

있으며 해저질은 점토질 등의 미세 퇴적물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 동안의 무분별한 연안개발과 인공구조물의 건설로 인해 인근 연안의 해안선이 

침식 및 퇴적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폭풍 등 일시적 외력 조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퇴적물 이동의 불균형을 이룰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정 

역 내 퇴적물의 수지(budget)는 공학적인 측면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평형 해안에 방조제, 해안매립, 호안, 방파제, 발전소건설, 항만, 돌제, 도

류제 등 인공구조물이 건설되면, 파랑, 연안류, 조류 등 주변 수리환경이 변하고, 이

에 따라 새로운 평형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퇴적물의 이동이 수반된다. 이와 같은 

퇴적환경의 전이과정에서 해안선의 전진․후퇴 또는 항만매몰 등의 문제점이 발생

한다(한국해양연구소, 1992).

표사(sediment transport)란 해안지형을 이루고 있는 저질이 파랑이나 흐름에 의하

여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동하는 저질을 가리켜 표사라고 할 때도 있다. 표

사와 오염물질 등의 퇴적에 의한 항만 및 항로 매몰 때문에 발생한 천수화(shoaling)

을 방지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해수욕장의 토사유실 등에 의한 해안선 변형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매년 양빈(beach nourishment)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빈의 침식․퇴적은 인공구조물이나 인근 해역의 인위적인 준설에 의해 표사의 

공급량이나 유실량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표사의 공급원으로서는 근접 해안의 표사, 

하천에서의 유출토사, 절벽의 침식, 외해로부터의 해안방향으로 표사 이동, 바람에 

의한 비사(飛砂), 인공적인 모래공급 등을 들 수 있고 이들 중 중요한 것은 하천의 

유출토사와 해안절벽의 침식이다. 한편 유실원으로서는 인접 해안으로 연안 표사 

유출, 외해로의 유출, 바람에 의한 손실, 인공적인 채취 등을 들 수 있고 이 중 외

해로의 유출에 따른 손실이 주요한 인자이다(한국해양연구소, 1999). 

연안환경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동해안에 분포된 여러 항들의 토사이동에 의한 

매몰, 마산만의 오염물질 퇴적으로 인한 수질악화,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포항 송

도 해수욕장 등의 사빈 유실, 금강하구의 수리현상 변화로 인한 인근 항들의 퇴적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더불어 

이를 감시하고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다양한 기술이 의료, 농업, 공업 등 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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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방사성추적자 기술 및 

방사선 응용계측기술의 공업적 이용은 정유, 화학, 철강, 시멘트, 제지 등 장치산업

분야와 건설, 전자 등 대부분의 공업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평가 및 공해의 추적 등 

에도 활용될 수 있어, 국가 공업기술력 향상과 환경보존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에도 이 기술들은 여러 공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술과 장비

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산업계에서의 기술기반도 매우 취약하여 선진국 

도약을 위한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국가적 연구개발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처해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원자력기술연구가 원자력발전 

위주로 편중 진행되어 온 관계로 이 분야의 연구는 매우 위축되고, 연구인력도 극

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계로 이 분야의 연구수준은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유럽의 개발도상국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이에 의해 표지된 물질을 추적자로 사용하는 방사성추적자 

기술은 연안에서의 해사 이동, 부유물 및 오염물질의 이동 경로와 확산, 투기장에서

의 준설토의 거동 등을 현장에서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다. 뿐만 아니

라 측정된 데이터의 신뢰도도 다른 추적방법에 비해 월등히 높으므로, 환경 친화적

인 연안 개발 또는 연안 환경보존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추적자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는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한 연안환경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의 기술의 국

내․외 기술현황과 연구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나라 연안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리 나라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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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나라 연안의 문제점

2.1 침식 또는 퇴적에 의한 해안선 변형

해빈의 침식․퇴적은 인공구조물이나 인근 해역의 인위적인 준설 등으로 인한 표

사의 공급량과 유실량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해안선의 침식․퇴적현상의 원인을 규

명하기 위해서는 퇴적물의 이동현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중․

장기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표사의 이동방향, 이동량 및 이동속도가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연안시설, 항만 및 외곽시설 등의 

배치에 반 함으로써 합리적인 건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림 1은 구조물로 인

한 해안침식 과정의 모식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림 2∼3은 우리 나라 해수욕장에

서의 침식현황을 나타내는 사진이다.

그림 1. 구조물 건설로 인한 해안침식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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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남 신안군 자은면 분계해수욕장 해안침식 현황

그림 3. 강원 속초시 랑동 해안의 과거(상좌)와 현재(상우)

 강원 삼척시 호산상 해안침식(하)



- 5 -

우리 나라 연안에서 침식 및 퇴적과 관련하여 발생된 많은 환경문제들 중에서 대

표적인 사례는 표 1과 같다.

표 1. 우리 나라 연안침식 및 퇴적의 대표적 사례

부산 지역

해수욕장 백사장 

유실 및 퇴적

o 해운대 해수욕장

- 춘천/수 천 정비, 상류 개발로 모래 유입원 차단

- 백사장폭 : 약 70m (1975년) → 약 36m (1989년)

- 해변유지를 위해 매년 외부에서 인공적으로 모래공급

o 광안리해수욕장 

- 민락동 매립지 조성, 광안대교건설로 주변환경변화

- 해변유지를 위해 매년 외부에서 인공적으로 모래공급

o 다대포 해수욕장

- 해빈 폭 증가로 해수욕장 기능 상실

금강하구 

수리현상 변화

o 군산항 퇴적현상

- 금강 하구둑 축조 및 군․장항 개발로 수리현상 변화

- 수리현상 변화에 대하여 조사 중

- 토사퇴적 저감방안 도출

강원도 일대 

연안침식

o 침식발생지역 증가

- 토사 채취 및 방파제 등 연안구조물 설치 

- 속초( 랑동, 사근진항), 고성(천진항), 양양(인구항, 기사문항), 강

릉(강문항, 소돌지구, 정동진, 안인), 삼척(호산항) 등에서 침식

현상 발생

※ 「동해안 해안침식에 관한 국제 학술심포지움」관동대, 속

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2000. 11

(자료 : 해양수산부, 20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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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매몰에 의한 준설 및 투기

우리 나라는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지정항 및 어항이 산재해 있다. 2000년 기준으

로 전국에 걸쳐 지정항만으로는 28개의 무역항과 22개의 연안항이 있으며, 69개 1

종 어항, 316개 2종 어항, 36개 3종 어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항만이나 항로

에 토사나 퇴적물이 쌓이면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항만내의 수질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항만매몰 등의 대책으로 방파제를 연장하거나 매년 막대한 예

산을 투입하여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준설의 일반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신항 건설과 항과 외해를 연결하는 항로 건설

○ 대형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수심유지

○ 하구 폐색을 막기 위한 하구역 수심유지

○ 폐쇄성의 오염이 심한 해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퇴적물 제거

항내 또는 항로로 이동하는 연안 퇴적물에 의해 발생되는 매몰현상은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항만의 수질을 악화시킨다. 이러한 매몰의 대책으로 

방파제, 방사제 등의 외곽시설을 증설하거나 준설을 실시하고 이러한 준설토는 외

해로 수송하여 투기한다. 준설토의 투기장소 선정이 잘못되면 투기된 준설토가 다

시 항만이나 항로로 되돌아오게 되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 현지 퇴적물과 

물리 화학적 성질이 같게 만든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추적자를 이용한 실험을 통

하여 퇴적물의 이동경로나 거동을 파악함으로서 항내 혹은 항로의 퇴적지점을 규명

하고, 투기된 준설토가 준설지점으로의 회귀 여부를 파악하여 투기 장소의 적정성

을 평가하여 준설 공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항내 및 항로 수심유지를 위한 

준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표 2와 같으며, 오염해역에 대한 준설 사례는 표 3과 같다.

그림 4. 준설작업 중인 오니전용 준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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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리 나라 무역항 및 연안항의 준설 현황                                         단위 : 사업량(천 m
3
), 사업비(백만원) 

    연도

 항

1992 1993 1994 1995 1996 합  계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부 산 99.5 480 52.9 317 41.9 324 98.4 753 117 1,457 409.7 3,331 준설

1,609 6,506 1,092 4,008 2,701 10,514 항로준설

인 천 133 518 55 314 166 489 169 628 300 913 773 2,862

평 택 292 785 142 333 98 339 417 1,217 290 1,666 1,239 4,340

군 산 96.4 286 190 645 885.9 1,400 291 667

455.1

(유지준설)

232

(개발준설)

4,645 2,150.4 7,643 군산외항

124 553 152 635 106 547 170 1,235 198 855 750 3,825 군산내항

목 포 70.5 456 75 311 145.5 767

완 도 30.8 243 19 208 49.8 451

광 양 4,044.7 5,015 4,375.7 5,620 4,276.6 6,134 677 2,522 13,374 19,291

제 주 11.6 104 18.5 470 30.1 574

서귀포 14.4 261 40.2 1,471 30.5 520 85.1 2,252

 자 료 : 항만편람(해운항만청,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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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   속

    연도

 항

1992 1993 1994 1995 1996 합  계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삼천포 22 204 26 111 21.7 934 69.7 1,249

마 산 104.2 407 433 1,301 498 1,500 214.1 2,210 1,249.3 5,418         

진 해 6 50 130 277 136 327

울 산 235 1,048 197 1,075 529 951 77.5 189 22 175 1,060.5 3,438 이토준설

포 항 17.4 144 17.4 144 구 항

25.5 152 21.5 180 21.5 247 19.9 414 18.1 538 106.5 1,531 신 항

삼 척 46.8 414 46.8 414

속 초 27 441 27 441

대 천 197 400 147 353 16.5 360 73.7 773 434.2 1,886

녹 동 17.5 185 17.5 185

나로도

16

(나로도)

6.3

(여 수)

195 22.3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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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   속

    연도

 항

1992 1993 1994 1995 1996 합  계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연평도 40 200 40 200

한 림 5.2 276 12.1 391 18 213
토사:7.7

암:6.7
777 49.7 1,657         

화 순 10 97 10 97

성산포 9 391

2.5

(성산포)

8.9

(서귀포)

612 18.9 653 7.8 315 15.4 435 62.5 2,406

강 구 토사:8.4 101 17.4 144

죽 변 토사:9.3 95 토사:12.7 176 22 271

주문진 12.4 104 12.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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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표적인 오염항만 준설 사례 및 계획                (단위 : 억원, 천m
3
)

사업
지역

총사업비
준설량

2000년
까지

연 차 별 계 획

소계 2001 2002 2003 2004 2005 비고

계
2,128
6,528

542
2,726

1,586
3,802

157
420

287
541

474
1,079

269
673

436
1,090

마산항
(경남)

284
2,111

284
2,111

종료
축산항
(경북)

3.3
23

3.3
23

주문진항
(강원)

77
231

77
231

일만
(포항)

346
651

124
234

222
417

71
166

90
151

60
100

시행중
청초호
(속초)

217
569

48
127

169
442

43
127

60
150

66
165

선소해역
(여수)

236
600

42
설계

232
600

43
127

96
240

93
233

방어진항
(울산)

65
158

65
158

19
설계

32
80

31
78

예정
행암만
(경남)

822
2,000

822
2,000

22
설계

200
500

200
500

400
1,000

장생포항
(울산)

76
185

76
185

23
설계

38
95

36
90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1)

2.3 오염물질 및 부유사 확산

우리 나라 남해안은 청정지역이라 불릴 만큼 물이 맑고 깨끗하 으나, 최근 연안

역 주변의 공업 및 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생활 오수 및 공장 폐수의 방류로 

오염물질의 유입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해역수질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와 같이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하 폐수 등의 오염물질의 확산은 물론, 해상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 발전소의 온배수에 의한 수온 상승 등도 연안 환경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연안 환경의 변화는 주변 생태계에 악

향을 미치고 어업권에 상당한 향을 줄 소지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

향범위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사

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추적기술을 사용하면 확산범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실측에 

기초한 피해 향 범위를 평가할 수 있으며, 어업피해를 저감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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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하여 해양환경에 적용한 사례로서 국내에는 1960년대 후반에 

원자력연구소에서 실시한 2번의 실험이 있었고, 그 후로는 발표된 사례가 없다. 원

자력연구소는 방사성 동위원소 추적자 기술을 산업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을 통하여 다수의 현장실험을 수행하 다. 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소화조 성능 및 

고장 진단, 침전조 최적화 연구와 폭기조의 효율을 진단하 으며, 정유공장의 

RFCCU에서의 증류탑 검사기술을 이용한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으며,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 송수관 등의 누설 탐지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다. 그 동안 산

업적 이용을 위해 개발된 방사성추적자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연안환경을 위한 추적

자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중이다. 

국외에서는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 인도네시아, 폴란드, 태

국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3.1 국내 연구사례

먼저 국내의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원자력연구소에서 건설부의 의뢰로 묵호항 해

역에 적용(양경린 등, 1967)한 사례와 일만 내의 신항만 건설에 따른 외곽시설인 

방파제, 방사제 및 항입구의 배치계획에 기초자료가 되는 조사업무 중의 한 분야로 

해역의 표사이동에 대해 조사를 실시(양경린, 1969)한 사례가 있다. 위 두 가지 경우

에 사용된 방사성 동위원소는 Co-60으로 표사의 공급원 및 이동방향은 성공적으로 

측정되었으나, 퇴적깊이(deposition depth) 혹은 이동량의 정량적인 평가에는 미흡하

다. 

3.2 국외 연구사례

국외에는 연안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표사이동(sediment 

transport), 준설토의 투기 장소(dumping site) 선정 및 오염물질 확산(pollution 

dispersion) 등에 관한 많은 연구보고가 있으며, 이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

과 같다. 

가. Australia

① A pre-dredging sand mobility study using a radioisotope tracer 

- 1983년에 the Port of Brisbane Authority(PBA)는 Brisbane항의 새로운 항로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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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해서 호주의 ANSTO에 의뢰하여, Chromium-51 초자사(labelled tracer 

sand)를 이용하여 파에 의해 야기된 표사의 이동을 조사하 다. 평균입자 유속

과 이동층의 두께를 2개월간에 걸쳐서 측정한 바가 있다. 

② A radioisotope tracer study of sand movement in The outer Swansea Channel 

- 1988년 ANSTO에서는 The Coastal Branch of the New South Wales Public 

Works (NSW-PWD)에 의뢰를 받아 New South Wales의 중앙해안에서 New 

Castles의 남쪽 20km 지점에 있는 Swansea Channel의 표사이동에 관한 추적실

험을 수행하 다. 

③ A radioisotope tracer investigation of the transport and dispersion of suspended 

sediment in Singapore Harbour 

- 1993년 싱가폴 정부의 의뢰로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의 일환으로 준설 

및 덤핑으로 야기된 부유사(Suspended sediment)의 확산범위 및 퇴적지점을 파

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또한 부유사의 수평 및 연직분산계수(lateral 

and vertical dispersion coefficient)를 산정하 다. 

④ A radioisotope tracer investigation of the dilution and dispersion of sewage 

effluent discharged from the Urmston Roads(Hong Kong) diffuser system 

- 1994년 호주 ANSTO에서 Hong Kong의 의뢰를 받아 하수방류관에서 Umston 

Road 항로로 방류되는 하수의 확산과 방류관의 성능진단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

하 으며, 이 방류관은 수심 22 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수중다공확산관

(submergence multiport diffus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실험에서는 gamma 

energy를 가지는 Gold-198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계측함과 동시에 beta energy를 

가지는 Tritium(삼중수소)를 이용하여 sampling을 통하여 확산범위를 산정하 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건기(dry season)와 우기(wet season)로 나누어서 실험을 하

여 결과를 비교하 다. 

⑤ A radioisotope tracer investigation of the dilution and dispersion of sewage 

effluent discharged from the Malabar Waste Water Treatment Plant through the 

Deep water Diffuser System 

- 1990년 호주 ANSTO에서 Technetium-99m을 이용하여 Sydney에 있는 하수방류

관에서 연안수괴(coastal water bodies)로 방류되는 하수의 확산실험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 으며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추적자 실험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

다. 

나. India

① Study of the dispersion of simulated sewage in the marine environment by the 

radiotracer technique ; a case study 

- 1992년 BARC(Bhabha Atomic Research Center)에서는 Goregaon과 Malad의 하수

처리시설에서 Mumbai 연안으로 방류되는 하수의 확산범위를 계측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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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기(spring tide)때의 조석 주기에 따른 창조시(flood tide)와 낙조시(ebb tide)에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추적자로는 용액상의 ammonium 

bromide인 Br-82를 30 L의 물과 희석하여 사용하 으며 2시간 동안 방류하여 

확산범위를 계측하 다.

② Radiotracer study to investigate the dilution and dispersion of sewage off Worli 

Coast 

- 1997년 Central Mumbai에 위치한 Worli 해안 부근에서 방류되는 하수의 확산실

험을 창․낙조시의 각각의 경우에 대해 실험을 행하여 computer simulation의 결

과와 비교하 다. 사용된 추적자는 용액상의 ammonium bromide인 Br-82를 사

용하 고 30 liters의 물과 섞어서 250 ml/m 비율로 2시간 가량 방류하여 확산범

위를 계측하고 확산계수(diffus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computer simulation 결

과와 비교하 다. 

③ Radiotracer application in bedload transport-Case studies at Calcutta Port 

- 1985년에서 1992년 동안 Sagar Island 부근과 Haldia Estuary 부근에서 각 2회씩, 

총 4회에 걸쳐 실험을 행하 다. 실험의 목적은 항로(shipping channel)에 퇴적되

는 퇴적물을 준설(dredging)하여 투기(dumping)하기 위한 투기장 선정을 위한 실

험이었다. 사용된 추적자(tracer)는 분말형태의 Scandium-46을 현장 표사와 섞어

서 조석주기에 맞추어 투입하여 투기토의 퇴적지점을 파악하 다. 

④ Radiotracer experiment near shore Sagar dumping buoy in the Hugli estuary 

- 본 실험은 Bengal만에서 Haldia에 이르는 항로의 수심유지를 위해 준설을 실시

할 때 준설토의 투기장소를 선정하고 준설토의 투기 후 항로에 재퇴적

(resiltation)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1998년 11월부터 1999년 2월까지 1회 

투입 후 4회에 걸쳐 추적을 하 으며, 사용된 추적자는 분말상의 Scandium-46

을 자연표사와 섞어서 주석주기에 맞추어 투입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다. Poland

① Study of sediment movement in marine surf zone using radiotracer method 

- 1984년부터 1989년까지 Iridium-192를 사용하여 장기간에 걸친 쇄파대(surf zone)

내에서의 소류사 수송(bedload transport)에 관한 추적실험을 하 다. 이 실험에

서는 소류사의 입경에 따른 이동속도, 이동뱡향 및 이동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

다. 

② Radiotracer use for bedload movement parameters and transport estimation in 

the near-shore Baltic Sea zone

-  Gdansk 서쪽 60 km지점에 위치한 Lubiatowo에서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장기

간에 걸쳐 소류사의 이동을 파랑 조건(wave condition)에 따라 평균 이동속도, 이

동량을 산정하 다. 실험에서 사용된 추적자는 현지 표사의 입경과 비중 등의 

물리적인 성질과 비슷하게 제작된 Iridium-192 glass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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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 1993년에는 Core sampling 방법으로 추적자의 연직분포 결과로 퇴적량을 조사

하 으며, 또한 최근에는 Iridium-192를 사용하여 쇄파대에서 쇄파고(breaking 

waves height)에 따른 소류사 이동량을 조사한 바가 있다.

라. 기 타

① France : 1976년 프랑스 Gironde estuary에서 하구역에서의 고형 오염물질 확산

을 조사하기 위해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의 이송 메카니즘을 밝히

고, 확산계수를 측정하 다.

② Canada : 1977년 캐나다 Lake Erie의 북쪽해안에 있는 Point Pelee에서 As-76

을 사용하여 표사의 이동을 조사한 바가 있다. 

③ Netherlands : 1985년 네덜란드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표사의 이동량 

측정 연구의 정확성과 유의점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다. 

그리고 1999년 호주 ANSTO에서 오염물질확산에 대한 수치모델링과 현장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한 바가 있는 등 최근에는 모델링 검증분야에서도 많은 연

구가 활발히 수행 중이다. 호주(ANSTO)에서는 홍콩, 싱가폴 등의 용역의뢰를 받아

서 상업적으로도 많은 실험을 수행하 다. 이외에도 용역에 의한 방사성추적자실험

이 많이 수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대다수일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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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안환경 연구를 위한 추적자

4.1 해양에서 사용되는 추적자의 종류

해양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추적자의 종류, 반감기 및 γ-energy를 정리하면 다

음 표와 같다. 

표 4. 해양에서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Radioisotope Half-life (t1/2) Most Significant γ-energy (MeV)

Gold-198 2.7 days 0.41

Chromium-51 27 days 0.32

Iridium-192 2.5 months 0.31, 0.47, 0.61

Scandium-46 2.8 months 0.88, 1.12

Tantalum-182 3.8 months 1.12, 1.20

Silver-110m 8.4 months 0.76, 0.89, 0.94, 1.38

Zinc-65 8.2 months 1.12, 0.49

4.2 방사성추적자 제조법

해양에서 사용되는 추적자는 추적하고자하는 대상물과 대상지역의 물리․화학적

인 성질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추적자의 제조 방법은 labelling하고자 하는 표사의 

형태 및 입경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표사를 입경에 따라 분류하면 <표 5>

와 같다. 

초자사를 생산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방사성 유리알갱이를 사용하는 방법

실험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의 저질입경과 유사한 크기로 잘게 부순 유리에 중성자 

산란을 시켜서 생산한다. 이 방법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각 입자의 내부에 분포하고 

그 양은 입자의 질량에 비례한다.

② 모래의 표면을 labelling하는 방법

연구대상지역의 채취한 저질의 체분석을 실시하여 입도분석을 한 후 깨끗하게 세

척을 한다. 그 후 중성자 방사화시킨다. 이 방법은 각 입경에 생성된 방사성 동위원

소의 양은 입경의 표면적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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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표사의 입경에 따른 분류

Class name Millimeter Micrometer

극조립사(Very coarse sand) 2.0∼1.0 2000∼1000

조립사(Coarse sand) 1.0∼0.5 1000∼500

중립사(Medium sand) 0.5∼0.25 500∼250

세사(Fine sand) 0.25∼0.125 250∼125

극미세사(Very fine sand) 0.125∼0.062 125∼62

조립실트(Coarse silt) 0.062∼0.031 62∼31

중립실트(Medium silt) 0.031∼0.016 31∼16

미세실트(Fine silt) 0.016∼0.008 16∼8

극미세실트(Very fine silt) 0.008∼0.004 8∼4

조립점토(Coarse clay) 0.004∼0.002 4∼2

중립점토(Medium clay) 0.002∼0.001 2∼1

미세점토(Fine clay) 0.001∼0.0005 1∼0.5

극미세점토(Very fine clay) 0.0005∼0.00024 0.5∼0.24

콜로이드(Colloids) ＜0.00024 ＜0.24

③ 표면흡착(Surface Adsorption)

이온용해물질을 이용하여 현장의 자연사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입힌다. 이 방법은  

표사를 방사화시켜 현장에서 바로 투입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또한 점토(clays)와 

실트(silt)질 성분이 대부분인 준설토의 거동조사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4.2.1 Production of  labelled glass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리의 구성물질은 다음과 같다.

SiO2 48%

Al2O3 19%

CaO 17%

TiO2 5%

Mg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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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방사성 성분으로서 iridium, gold 혹은 scandium 3%가 추가된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알려진 기술은 다음과 같다. 

• 수분을 함유한 slurry속의 colloidal silica(SiO2)를 metal nitrates 혹은 alkoxides 형

태로 각 성분들을 혼합한다. 

• 증발에 의해 slurry를 건조시키고 metal oxides의 혼합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

기 중에서 약 700
o
C로 가열한다. 이 때 nitrates는 분해된다. 

• Alumina(AI2O3) crucible로 약 1400
o
C에서 혼합물을 용해시킨다. 단위 분당 약 

2
o
C씩 온도를 증가시키고 온도를 2시간 정도 유지하고 단위 분당 2

o
C보다 큰 

온도로 냉각시킨다.

• 필요한 입경으로 부순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자사(labelled sands)”가 자연적인 저질과 입자 형태, 모난정도 

등이 다를지라도 도(2.65 g cc
-1
)와 침강속도는 유사하다. 대부분의 표사이동 조사

의 정확도는 입자 형태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4.2.2 Surface labelling sand :  Gold-198 labelled sand

금속성분을 가진 gold의 얇은 막은 모래에 잘 부착된다. Gold-198를 중성자 방사

화시키면, 이 물질은 여러 지점을 계측해야만 하는 하구 혹은 하천처럼 단기간 조

사를 필요로 하는 연구지역에 사용될 수 있다. 단반감기(2.7 days)이기 때문에 이전

의 실험에서 투입한 방사성동위원소의 간섭이나 background 방사능의 변화 없이 반

복적인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old-198의 준비방법은 다음과 같다.

•물로 silica sand 1 kg을 씻은 다음, 수분을 제거시킨 후 10%의 염산을 모래에 

바른다. 조개조각(CaCl3)이 제거되고 carbon dioxide(CO2)가 발생한다. 가스발생이 

멈추면, acid를 좀 더 넣으면 모든 조개조각(shell)이 제거된다. 

•깨끗한 물에 씻고 수분을 제거한다. 깨끗이 씻은 모래를 플루오르화 수소산을 

입힌다. 

•이 acid는 표사의 표면에 존재하는 황철과 산화망간(FeO3, MnO2)을 제거한다.

•산을 씻어 낸 후 건조시킨다. 

•aqua regia에 gold foil 10g을 분해한다. 열을 가하여 산(acids)을 제거하고 물 

30ml를 붓는다. 

•마른 모래에 황색 용액(yellow solution)을 붓고 모래 입자들이 촉촉해질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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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는다. 

•모래에 700
o
C로 열을 가하고 2시간 가량 이 온도를 유지한다. aurochloric acid 

(HCIO4)는 분해되고 모래에 존재하는 금속의 얇은 금으로 된 막은 벗겨진다. 

•모래를 냉각시키고 플라스틱 항아리에 담은 후 한 시간 가량 흔들고 물로 깨끗

이 씻어낸다. 이 과정은 모래입자 표면에 묻어있는 gold의 양이 많고 적음을 조

절할 수 있게 된다. 금은 모래입자의 금(crack)에 잘 묻어 있어서 수중에서 떨어

져 나가지 않는다. 

•gold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량의 샘플(50 mg)을 중성자 방사화시킨다.

•gold의 농도는 0.2∼0.5%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Chromium oxide(Cr2O3) 초자사는 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깨끗한 마른 모래

를 적시기 위해서 ammonium dichromate ((NH4)2Cr2O7) 용액을 사용한다. 이것은 열

을 가하여 chromium oxide(Cr2O3)을 분해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NH4)Cr2O7 = N2 + 4H2O + Cr2O3

이 녹회색 생산물은 Chromium-51(반감기 27 days)을 생산하기 위해서 방사화 시

킨다. 이것은 3개월 정도의 조사에 적당하다. 

4.2.3 Gold-198 Labelling of  silts/clay

금속성 gold-198은 현장에서 분리되고 준설물질이 방류되기 전에 silt와 섞어서 부

착시킨다.

Silt 500g을 labelling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Cleaning - silt를 농축된 염산(hydrochloric acid)에 하루정도 담그고 조개껍질과 

산화철을 silt에서 제거시킨다. 이 염산은 계속적인 세척에 의해 제거된다. 

•Etching - silt를 hydrofluoric acid가 4% 녹아있는 용액에 30분 동안 담아 놓고 

silt 표면을 etching시킨다. 

•Reducing - stannous chloride가 10% 녹아있는 100 mL의 용액에 silt를 담아 놓

는다. chloride 이온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씻는다. 

•Pre-silvering - 5% silver nitrate solution 100mL로 30분 가량 처리하여 silt에 초

기 silver coating을 입힌다. 

•Silvering - 두 가지 성분으로 된 용액이 사용되는데, silt에 붓기 전에 두 성분을 

혼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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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A 10mL pyridine

           16mL 1.25% hydrazine sulphate

           20mL 0.005% cetyl pyridinium bromide

용액 B 70mL 1% silver nitrate : 침전 형태로 재분리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ammonium 용액을 더한다. 

용액 A와 B를 혼합하고 silt에 붓고 난 후 계속적으로 저어준다. 5분 후에, 남은 

용액은 따라내고 silt를 세척한다. 준비한 여분의 혼합용액을 이용하여 이 과정을 두 

번 정도 반복한다. 

금박코일 형태의 방사성 gold는 차폐된 PTFE 용기에 담아 놓고, gold를 분해시키

기 위해 30mL의 aqua regia를 PTFE 튜브를 통해 용기에 주입한다. 30분 후, 5N 

sodium hydroxide 용액 50mL를 100mL의 증류수와 함께 용기에 넣는다. 이 과정은 

모든 성분을 중화시키지만 약간의 acid가 남아 있다. gold 용액은 silt slurry(500 g silt 

600 mL 증류수)가 들어있는 주입용기(injector vessel)에 pumping을 하고 혼합시킨다.  

170 mL의 증류수를 주입용기로 들어가는 system에 남아 있는 추적자를 씻어내기 

위해서 pumping을 한다. 30분 후에, 추적자 solution 2500 mL를 만들기 위해서 1350 

mL의 증류수를 주입용기에 넣는다. 

4.3 방사성추적자 기술의 장점

• Uniqueness : 실험 역 내에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 핵종을 추적자로 사용.

• Chemical Analogue : 추적하려는 물질 그 자체를 방사화하거나 물리․화학적 

성질을 유사한 추적자 사용 가능.

• External monitoring : 샘플을 채취하지 않고 검출기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측정

가능하며, 추적자 거동의 실시간 측정 가능.

• Limited “memory effect” : 적당한 단 반감기를 갖는 적당한 동위원소를 이용함

으로써 동일한 실험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추적자 실험 수행이 가능. 

• Minimal tracer mass : 고효율의 방사선 검출기를 이용하여 계측하므로 실제 투

입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물리적인 양은 매우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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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성추적자 기술을 위한 장비

연안환경 연구를 위한 방사성추적자 기술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5.1 NaI(Tl)  Scintillation Detector 

 방사선을 검출하는 센서로서 감마선을 측정가능한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주는 

장치이다.

그림 5. Waterproof Sodium Iodide Gamma Scintillation detector

Detector 특성

Application High sensitivity gamma measurements

Detector Type 1" dia. by 1" thick NaI(Tl) (2.54 x 2.54 cm) 

Operating Voltage 1,200 V nominal 

Dead Time 50.0 μsec nominal

Background Sensitivity  2.0 Mcpm/mR/h (137Cs) 

Energy Range 60 keV to 2 MeV 

Operating Temp -22 to +140 ℉ (-30 to +60 ℃)

Housing  Stainless body

Connector PE4100

Size 2.0" dia. x 12.6" long (5.08 x 3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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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Ratemeter 

방사선 검출부(detector)에 고전압을 공급함과 동시에 검출부로부터 나온 signal을 

notebook computer로 연결되어 계측수를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이다. 

▶ 그림 6은 호주 ANSTO에서는 해양에서 추적자 실험을 위해 개발한 방사선 계

측기(ratemeter)의 한 예이다. 

그림 6. Minekin 9501 Ratemeter

이 ratemeter의 특징은 Detector를 ratemeter에 직접 연결할 수 있고, 전원공급은 

DC adapter와 Battery를 사용가능하며, Signal 증폭을 위한 Gain Knob가 있으며, 

Computer로 data 전송을 위한 RS 232 port 내장되어 있다. 또한, PHA를 위한 

Discrimination 및 MCA output port 내장되어 있으며, 내장 memory가 512 KB로 현장

에서 계측한 data을 직접 저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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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R1(방사선 계측기) : 그림 7과 같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성추적자 이용

기술개발 과제에서 자체 개발한 다중 채널 사용을 위한 Ratemeter를 이용하여 실험 

수행이 가능하다. 이 장비는 방사선 검출부(detector)에 고전압을 공급함과 동시에 

검출부로부터 나온 analog pulse를 방사선 계수기가 인식할 수 있도록 TTL Pulse로 

변환시켜 실시간 방사선량을 표시하는 회로이다. 추적자실험 전용 회로 구성에서는 

이러한 기능들 중에서 방사선량을 표시하는 회로를 제외시켜 기존의 방사선 계측기

에 비해 소형으로 모듈화시켜 추적자 실험현장 적용에 용이하도록 하 다. 

그림 7.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한 다중 채널 방사선계측기 module

구분 세부사항 비고

High voltage 공급장치 0-2000V detector와 연결

Output signal TTL pulse data logger 와 연결

전원전압 9V

소비전류 50mA

동작 온도 0∼70℃

Pre-amp 대역폭 2 Mega Hz 신호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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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DGPS는 GPS수신기를 2개이상 사용하여 상대적 측위를 하는 방법인데, 좌표를 

알고 있는 기지점에 베이스 스테이션용 GPS수신기를 설치하고, 12개의 위성들 이

용하여 개별위성의 거리오차 보정치를 정 하게 계산한 후 이를 작업 현장의 

Beacon 수신기의 오차보정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정확한 위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측량, 도로보수공사, 지하매설물 보수공사 등의 분야에 응용된다. 

그림 8과 같은 모식도로 구성된 GPS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방사선량을 계

측하는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다.

그림 8. GPS를 이용한 위성신호 수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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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Detector 부착용 sled 

sled가 해저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게를 충분히 무겁게 해줘야한다. 

또한 sled가 무겁기 때문에 sled와 선박을 연결할 때 chain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detector와 sled의 연결은 충격 흡수를 위해 spring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다. 그림 9

는 프랑스에서 연안환경 추적자 실험을 위해 제작한 sled의 예이다.

그림 9. 추적자 추적을 위한 detector 부착용 sled

5.5 Notebook computer 및 응용 소프트웨어

 Data logger에서 계수한 방사선수 및 DGPS로부터 수신한 위 data를 시간별 채널

별로 실시간 표시하고 저장매체에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방사성추적자 실험은 주로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휴대가 용이한 notebook computer를 사용한다 또한, 방

사선수와 DGPS에서 수신한 data를 동시에 수신하기 위한 program도 필요하며 이것

은 지금 개발 완료단계이다. 

5.6 기타 장비

이외에도 sled를 상승 하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winch, 실험에 맞게 추적자를 

주입할 수 있는 injector, buoy, lead shield, radioisotope container, automated sampler, 

rope, cable, 대용량 batteries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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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안환경 연구를 위한 추적자기술

6.1 Seabed Survey - 소류사(bed load sediment)

  방사성 동위원소로는 일반적으로 Ir-192 glass, Co-60, Cr-51 등을 사용한다. 이 

동위원소 표지모래 수십 g을 사용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지점에 그림 10과 같이 

detonation 방법으로 해저 약 1m 높이에서 투입하고 난 후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여

러 차례 추적을 실시한다. 추적방법은 선박에 이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그림 11과 

같이 방수가 되는 detector를 썰매(sled)에 부착한다. 이 detector는 해저면에 일정한 

높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썰매가 해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썰매에 weight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게를 적당히 무겁게 해야한다. 그림 12와 같이 선박에 

달고 여기에 계측기(detector)를 단 썰매를 부착하여 해저면의 방사선 준위을 측정한

다. 계측하고자 하는 위치는 먼저 실내에서 digitizer를 이용하여 계측 대상지역의 지

형도를 작성하고 지형도에서 계측하고자 하는 계측지점의 좌표를 DGPS에 저장하

여 현장에서 각 좌표마다 계측을 실시한다. 그림 13은 방사성추적자를 시간에 따라 

계측한 결과를 contour로 도시한 그림이다. 

그림 10. 폭파에 의한 투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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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Water-proof detector가 부착된 sled.

그림 12. DGPS에 의한 위치측정 및 소류사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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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간경과에 따른 추적자 계측결과를 나타낸 count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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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Seabed Survey - Dumping site 선정

방사성 동위원소로는 
46
Sc(Scandium-46 glass)를 주로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자연

사와 유사한 입경과 비중을 가진 Scandium glass를 제작하여 Fig 14와 같은 방법으

로 현지 퇴적물 혹은 준설토와 섞어서 조사 지점에 투입한다. 이렇게 투입된 추적

자의 추적방법은 소류사(bed load sediment) 계측에서 언급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

로 추적한다. 

그림 14. Dumping site 선정 실험을 위한 투입장비에 의한 추적자의 혼합

계측한 데이터로부터 그림 15(좌)와 같이 수평방향으로는 표사의 주이동방향을 알 

수 있으며 그림 15(우)와 같이 표사가 이동한 평균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 평균

이동거리는 식 (1)로서 구할 수가 있다. 또한 그림 16와 같이 연직방향으로는 core 

sampling을 통하여 퇴적두께(deposition thickness)를 구할 수 있으며, 식 (2)로서 평균

퇴적두께를 구할 수 있다. 평균이동거리와 퇴적두께를 알게 되면 식 (3)으로 수송량

(transport rate)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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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실험에 의한 count contour(좌)와 transport diagram(우)

표사의 평균이동거리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X=

⌠
⌡C×Xdx

⌠
⌡Cdx

 (1)

그리고, 식 (2)로부터 표사의 퇴적두께를 구할 수 있다.

N=
βKA
αE

(1-e -αE)  (2)

또한, 식 (3)으로부터 표사의 수송량을 구할 수 있다.

Q= r×L×V m×E    

여기서, r  : sediment bulk density(1.5 tonnes/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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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width of transport(m)

       Vm  : mean velocity of transport(m/d)

        E  : transport thickness(m)

그림 16. Core sampling에 의한 추적자의 연직분포도



- 31 -

6.3 오염물질 확산

방사성 동위원소는 Au-198과 Tritium(삼중수소)을 주로 사용하며, 오염물질과 물

리․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형태로 동위원소를 제작하여 주입한다. 여기서 Au-198은 

실시간 online 측정으로 오염물질(pollutant)이나 부유사(suspended sediment)에 의한 

plume의 발전양상을 계측할 수 있으며, Tritium은 sampling에 의해 확산형태를 파악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17은 수중방류관에서 나오는 하수로 인해 발생하는 plume

의 발전양상의 보여준다. Plume 형태의 오염물질을 계측하기 그림 18과 같이 선박

에 방수처리(water proof) 된 계측기(detector)를 매달고 계측기를 상승․하강시키면서 

수심에 따른 방사선 준위를 계측한다. 이런 방법으로 일정한 시간과 거리간격으로 

계측을 하게 되면 측면(lateral)확산 거리 및 연직(vertical)혼합 거리를 알 수 있고 

향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얻어진 데이터는 그림 19처럼 수평 확산

계수를 구할 수 있고, 이것은 확산과 관련된 수치모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수심을 변화시키면서 계측을 하기 때문에 측심기(depth 

sensor)를 같이 부착시킨다. 

그림 17. 수중 확산관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확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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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오염물질 및 부유사의 추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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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실험에 의한 측면(lateral) 확산 계수 산정

상기와 같은 모든 실험에서 추적자 투입 후에는 방사선 계측기로 추적자의 확산 

경로를 추적하는 동시에 GPS를 이용하여 각 계측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방사선 계측치와 정확한 계측지점을 알기 위해서는 GPS와 계

측기의 신호를 통합하여 데이터를 생성시킬 수 있는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

다. 또한 GPS의 위치 데이터와 방사선 계측기의 실제 위치 사이의 오차를 보정하

기 위한 별도의 데이터 처리기술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컴퓨터, GPS, data logger, 

방사선계측기의 발달과 최적의 추적자 생산 및 투입기술과 더불어 위치 및 방사선

의 실시간 계측이 가능해져 신뢰성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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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우리 나라 연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를 이용한 연안환경

보전을 위한 국내․외의 기술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추적자 기술을 이용

한 현지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 나라는 전국에서 인

공구조물 건설에 따른 수리현상이 변화고, 표사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해안선 변

형, 항만 및 항로 매몰에 따른 천수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일련의 

환경변화를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외곽시설을 설치, 양빈 및 준설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이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감시하고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연안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고려해보면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

하여 해양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연안 침식 및 퇴적

- 모래 이동경로 추적에 의한 모래의 이동량, 방향 및 속도의 정량적 평가

- 해저지형변화

- 항만매몰, 해빈 유실의 원인을 규명

나. 항만매몰로 인한 준설 및 투기

- 항만 및 항로 부근의 퇴적물이동 추적

- 준설토의 투기 후 이동경로 추적

- 준설지점으로의 회귀 여부 조사 

- 준설토의 투기장소 선정 등에 활용

다. 오염물질 및 부유사 확산

- 하․폐수의 방류로 인한 오염물질의 확산경로 추적 및 역 추정

- 해상공사로 인한 부유사 및 오염물질 확산경로 추적 및 역 추정

- 활용오염물질, 부유사, 온배수 확산 등을 평가하여 어업 피해 조사에 활용

라. 환경의 수치모델 검증

- 방사성추적자 실험결과는 수치모델의 객관성을 입증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검증자료로 활용.  

상기에서 언급한 연안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사성추적자를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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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해양 공사(항만건설, 외곽시설건설, 준설, 투기 등)에서 환경관리 비용의 절

감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해수욕장 유실에 따른 각 지방 단체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연안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연안환경에 여러 가지 문

제점이 대두되고,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이 추적자

기술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안환경 보전을 위한 방사성추적자를 실험은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

은 물론 폴란드,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특히, 호주는 ANSTO에서 표사이동, 오염물질확산과 관련한 상당수의 논문 및 

conference를 발표하 고, 상업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실험을 수행하 으며, 실험을 

위한 장비를 자체개발 하는 등 기술수준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또한, 인도에서도 

BARC를 중심으로 추적자를 이용한 연안에서의 표사이동, 오염물질확산 등의 연구

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1960년대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한 

2건의 실험이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개인 컴퓨터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연안․

해양에서도 자연현상을 재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모델은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연구가 필수적이

다.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한 실험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신뢰성 있는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치모델의 검증을 실시하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으므로 연안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방

안의 한 부분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국내의 원자력연구소는 방사성 동위원소 추적자 기술을 산업분야에 적용하

기 위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방사성추적자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연안환경을 위한 추

적자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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