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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는 대부분의 저수지는 안정

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부족한 식량자원을 확보할 목적
으로 축조된 것이 많으나, 전체 저수지 중 약 75%가 1960년대 
이전에 축조되어 5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또한 최근 수문기상의 변화로 인하여 지역적으로 재해를 발생

하는 게릴라성 집중강우가 증가하고 있어 저수지의 안정성을 위

협하고 있다.2)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저수지의 경우,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 등의 이
유로 적절한 보수와 보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집중강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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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세경, “표층개량을 통한 노후 필댐의 보수·보강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2) 양준석, 박기범, 안승섭, “치수능력 보강을 위한 소규모 노후 저수지의 수리수
문학적 검토”, 한국환경기술학회지, 19(1), 2018, pp.92-97.

3) 박기범, “소규모 농업용저수지의 노후화에 따른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환경관리학회지, 24(1), 2017, pp.7-13.

저수지는 일상생활 및 생명에 꼭 필요한 용수를 저장 및 공

급해주는 중요한 시설물이지만 붕괴 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보강이 필요
하다.4) 노후 저수지 제체의 보수·보강은 주로 1종 보통 포틀랜
드 시멘트(OPC, Ordinary Portland Cement)을 이용하여 이루어지
고 있다.5) 그러나,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공법에 사용하는 주입
재인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는 친수환경에서 유해 중
금속인 6가크롬(Cr6+) 용출 우려의 환경문제와 알칼리 용탈에 
의한 내구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6)으로 이를 

대체하는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제품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7)에서 검토한 고로슬래그 미분말과 발

전부산물인 저품위 플라이애시를 대량 활용한 지반차수재에 대

하여, 노후저수지에 적용하여 그 효과 및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이에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노후저수지에 현장시공을 수
행하였고, 시공 전, 후로 구분하여 지반조사 및 물리탐사시험을 
실시하여 순환자원 활용 지반차수재의 적용 효과 및 성능을 검

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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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검증 연구”, 지질공학, 28(2), 2018, pp.29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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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1(4), 2019, pp.45-52.

순환자원 활용 지반차수재의 노후저수지 보강 적용사례 및 

성능검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 and Performance Verification of Aged Reservoir Reinforcing 
Method using Ground Injection Material of Utilizing Circulatio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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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rvoirs, which make up most of South Korea's reservoirs, are located in rural areas. In the case of rural reservoirs, about 

75% have been reported over 50 years old aged reservoirs constructed before the 1960s. Reservoirs are important facilities that 
store and supply water necessary for daily life. However, if it is destroyed, the reservoir can cause a lot of damage, so continuous 
management is necessary. As a method for strengthening old reservoirs, a method using cement has been widely applied. However, 
OPC is a product that uses a lot of carbon dioxide and natural resources. Therefore, the amount of cement should be reduced. 
Against this background, in this study, the ground injection material of utilizing circulation resources was applied to the site. 
Applied reservoirs have been around for 75 years and leaks have occurred in some sections. The application method was 
constructed in two rows, up to a depth of 12m. After reinforcement, the electrical resistivity test was conducted three times. As 
a result, similar resistance was shown at 1 month after construction. And after 6 months, the saturation area decreased. And the 
performance after reinforcing the aged reservoir was examined. As a result of the review,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applicability was equivalent to that of OPC, and the excellent performance of reinforcing the aged reservoir was shown.

주 요 어 : 순환자원, 노후 저수지, 무시멘트, 지반주입재, 전기비저항
Keywords : Circulation Resources, Aged Reservoir, Non-Cement, Groud Injection material, Electical Resis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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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환자원 활용 지반차수재 적용 노후저수지의 개요

 2.1 적용 노후저수지 현황

대상 노후저수지는 전북 완주군 소양면<Fig. 1.>에 위치하여 
있으며, 준공년도는 1945년이고, 수혜면적은 4.0ha, 유역면적 
62.0ha 총 저수량은 4,700㎥, 유효저수량은 4,490㎥ 이며, 제당의 
높이는 6.4m, 길이는 72.0m의 제원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노후
저수지다.

Fig. 1. Diagram of Site location8)

BH-1

BH-2

Reinforcing Length(51m)

Fig. 2. Under Ground Investigation location & Reinforcing Length

2.2 적용 노후저수지 사전 조사

적용 노후저수지의 상태 및 취약부 조사를 위하여 시추조사 

2공(BH-1, BH-2) 및 사전물리탐사인 전기비저항시험을 현장에
서 실시하였다. 지반조사를 실시한 위치는 <Fig. 2>와 같으며 
시추조사는 일반적인 지질조사뿐만 아니라 현장투수시험<Fig. 
6 ~ 7>을 실시하여, 해당 노후저수지의 차수 및 저수성능을 평

8) 구글 맵, https://map.google.co.kr/maps.

가하였다. 전기비저항 시험은 댐마루와 하류사면<Fig. 4 ~ 5>으
로 구분하여 실시하여 지반의 포화대를 확인하였다. 

Fig. 3. Under Ground Investigation

Fig. 4. Electrical Resistivity Test in Top

Fig. 5. Electrical Resistivity Test in Slope



Fig. 6. In-Situ Hydraulic Conductivity Test in BH-1 Fig. 7. In-Situ Hydraulic Conductivity Test in B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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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Under Ground Investigation(before)

Hole
Soil Type Depth(m)

Embank Sandy Clay Gravel Weathered Soil Weathered Rock Total

BH-1 3.5 1.9 1.1 3.1 4.9 14.5

BH-2 1.7 4.7 - 4.6 3.5 14.5

 1st Field Data Pseudosection

 1st Theoretical Data Pseudosection

 1st 2-D Resistivity Structure

Fig. 8. Diagram of Electrical Resistivity Test Result(before) i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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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노후저수지 지반조사는 총 2개소(BH-1, BH-2)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BH-1지점의 경우 성토층-모래질 점토-자갈층-풍화
토-풍화암의 순으로 지층이 구성되어 있으며, BH-2지점의 경우 
BH-1과 비슷한 지질구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총 8번의 현장 투수시험을 수행하였으며, BH-1지점의 경우 
2.797×10-4 ~ 1.707× 10-3cm/sec의 범위를 보이며, 한국농어촌공
사의 기준(토사층 : 2.0×10-4cm/sec9)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기비저항 시험결과<Fig. 8> BH-1 지점 하부에 포화대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BH-1 지점이 위치한 구간에 차수 
및 지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순환자원 활용 지반차수재의 노후저수지 현장적용

사전 지반조사를 토대로 BH-1지점을 포함한 약 51m의 제방
<Fig. 2>에 대하여 순환자원 활용 지반차수재를 이용하여 노후
저수지 보강공사를 진행하였다.

3.1 순환자원 활용 지반차수재의 현장적용 과정

순환자원 활용 지반차수재의 현장 적용 표준도는 다음의 

<Fig. 9>와 같이 주입공 수평의 간격을 2m로 하고, 전열 가운데 
후열을 시공하였으며, 시공 심도는 제고 높이 및 포화대를 참고
하여 12m 적용하였다. 현장 배합비 <Table 2>와 같으며, 기존연
구10)에서 진행한 동일한 배합비로 현장에 적용하였다.

Front reinforcing

Reservier Top Center

2.0

2.01.0

1
.5

3
.0

Non Scale

Backside reinforcing

Fig. 9. Diagram of Reinforcing Method at Aged Reservoir

Table 2. Mixing ratio of materials

Liquid A Liquid B

Sodium 
silicate 
(mL)

Colloid Silica
(mL)

Water
(mL)

Binder
(g)

Water
(mL)

274 13.7 294 290 406

현장시공 순서는 <Fig. 10 ~ 19>와 같이 지반천공, Guide pipe
설치, 주입재 및 자재 현장 반입, 주입재 혼합, 지반주입 및 현
장정리의 순으로 노후저수지 보강을 수행하였으며, 시공 시 순

9)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기초처리(그라우팅)공사 시방서”, 2019, 
p.17.

10) 송상훤 외 3인, “노후 저수지 보강을 위한 환경 친화적 그라우팅 주입재 
적용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1(2), 2019, pp.35-42.

환자원 활용 지반차수재의 현장 사용성은 기존의 제품과 동일

한 시공성을 나타내었다.

Fig. 10. Ground Drilling

Fig. 11. Install of Guide pipe

Fig. 12. Finish of Guide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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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On-site Arrival of Silica sol

Fig. 14. On-site Arrival of Ground Injection Material

Fig. 15. Field Equipment installation and Configuration

Fig. 16. Mixing of Liquid A & B

Fig. 17. Field injection of Mixing material

Fig. 18. Finish of Aged Reservoir Reinforcing Method

Fig. 19. On-site Cleanup

4. 순환자원 활용 지반차수재 적용 노후저수지의 성능검증

순환자원 활용 지반차수재의 노후저수지 보강효과 및 성능

검증을 위해 시공후 28일이 경과 후 지반조사를 실시하였고, 시
공 후 1개월 및 6개월 경과시점에 물리탐사시험인 전기비저항
시험을 수행하였다.

4.1 시공후 지반조사 결과

시공 28일 경과 후 동일 위치에 근접(50cm 이격 지점)하여 
지반조사를 수행(BH-1_after)하였고, 사전 지반조사결과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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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준관입시험(SPT) 결과<Table 3>, 사전조사에서는 최상부 

성토층은 2 ~ 4타/30㎝ 범위로 매우 느슨(Very loose)한 상대밀도
를 보여주고 사질 점토는 1 ~ 3타/30㎝로서 매우 연약(Very soft)
한 연경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지반보강 후 전체적으로 제체 높
이 이내(0.0m ~ 5.0m)의 자료를 비교하면, 사전조사에서는 표준
관입시험값이 1 ~ 3타/30cm의 범위를 보여주는데 반해 사후조사
에서는 3 ~ 10타/30cm의 범위로 강도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주입재의 지반보강효과가 확인되었다. 
현장 투수시험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조사심도 전체(1.0 ~ 

14.5m)가 지반개량 목표보다 높은 투수성을 보여주는 상태로 확
인되었다. 하지만 지반보강 후 실시된 사후조사에서는 제고 이내
의 상부 성토층 및 사질 점토(1.0m ~ 7.0m) 구간에서는 1.310×10-4 
~ 4.579×10-5cm/sec 범위로서 지반개량 목표보다 낮은 투수성(기
준 이하)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고 이하인 7.0m ~ 10.0m 기초지반 
풍화토 구간의 투수계수도 기준치인 2.0×10-4cm/sec 이하로 확인
되어 저수지의 기본 성능인 차수 및 저수성능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4.2 시공 후 물리탐사결과 

순환자원을 활용한 지반차수재의 노후저수지 보강성능에 대

하여 장기적인 성능검증을 위해 물리탐사인 전기비저항시험을 

시공 1개월 및 6개월 경과 후 현장에서 수행하였으며, 사전 전
기비저항 시험결과와 비교하였다<Fig. 20>. 전기비저항탐사 결
과 시공 후 1개월 시험 결과, 사전 전기비저항시험결과 보다 균
일한 전기저항치를 보여 노후저수지 보강이 전체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서 포화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주입된 차수재에 포함된 수분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공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수행한 전기비저항시험 결과는 

전제적으로 전기비저항 값이 작아져 포화대의 분포가 매우 감

소되어, 우수한 차수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
환자원 활용 지반차수재를 노후저수지 보강공사에 적용하고, 
적용효과를 물리탐사로 수행할 시 충분한 주입재의 양생기간이 

필요하다. 

Table 3. Results of Under Ground Investigation & SPT-Value

BH-1(before) BH-1(after)

Depth(m) Soil type SPT Value Depth(m) Soil type SPT Value

1.0 Embank 3/30cm 1.0 Embank 4/30cm

2.0 〃 2/30cm 2.0
Sandy 
Clay

6/30cm

3.0 〃 3/30cm 3.0 〃 3/30cm

4.0
Sandy 
Clay

3/30cm 4.0 〃 4/30cm

5.0 〃 1/30cm 5.0 〃 4/30cm

6.0 〃 2/30cm 6.0 〃 5/30cm

7.0
Weathered 

Soil
50/28cm 7.0

Weathered 
Soil

50/17cm

8.5 〃 40/30cm 8.5 〃 46/30cm

8.9 〃 50/18cm 10.0 〃 50/21cm

10.0 Weathered Rock 50/9cm 11.5 Weathered Rock 50/5cm

11.5 〃 50/7cm 13.0 〃 50/6cm

13.0 〃 50/6cm 14.5 〃 50/5cm

14.5 〃 50/5cm 　- -　 -　

Table 4. Results of In-situ Hydraulic Conductivity Test(total)

Hole Depth(-m) Length(cm) Soil Type Hydraulic Conductivity(, cm/sec)

BH-1_before

1.0-4.0 300 Embank ~ Sandy Clay 2.797 × 10-4

4.0-7.0 300 Sandy Clay ~ Weathered Soil 1.707 × 10-3

7.0-10.0 300 Weathered Soil ~ Weathered Rock 4.603 × 10-4

10.0-14.5 450 Weathered Rock 3.702 × 10-4

BH-1_after

1.0-4.0 300 Embank ~ Sandy Clay 6.333 × 10-5

4.0-7.0 300 Sandy Clay ~ Weathered Soil 4.579 × 10-5

7.0-10.0 300 Weathered Soil 1.913 × 10-4

10.0-14.5 450 Weathered Rock 3.081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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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노후 저수지의 저수 성능 확보를 위한 순환자

원 활용 지반차수재의 현장적용을 위하여 노후저수지에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순환자원 활용 지반차수재의 적
용성능 및 검증을 위하여 사전조사 및 사후조사를 진행하였으

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노후저수지에 대하여 사전 지반조

사 및 전기비저항시험을 진행한 결과 해당 노후저수지의 저수

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수 발생 구간에 대하여 

차수 및 보강공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노후저수지에 순환자원 활용 지반

차수재를 적용한 현장시공 결과, 순환자원 활용 지반차수재의 

현장 사용성은 기존 제품인 OPC와 동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추후 다른 지반조건을 갖는 노후저수지에 대하여 현장적

용성 및 검증을 확인할 계획이다.
(3) 표준관입시험을 통한 순환자원 활용 지반차수재의 현장

시공 후 성능을 확인결과 사전조사의 0.0m ~ 5.0m에서는 표준
관입시험값이 1 ~ 3타/30cm의 범위를 보여주는데 반해 사후조
사에서는 3 ~ 10타/30cm의 범위로 강도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
로 나타나, 지반보강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4) 현장 투수시험을 통한 순환자원 활용 지반차수재의 현장
시공 후 성능을 확인한 결과, 지반보강 후 제고 이내의 상부 성
토층 및 사질 점토(1.0m ~ 7.0m) 구간에서는 1.310×10-4 ~ 
4.579×10-5(cm/sec) 범위이며, 제고 이하인 7.0m ~ 10.0m 기초지
반 풍화토 구간의 투수계수도 기준치인 2.0×10-4(cm/sec)이하로 

1st 2-D Resistivity Structure

a) Electrical resistivity test result(before) in top

2nd 2-D Resistivity Structure

b) Electrical resistivity test result(after 1 month) in top

3rd 2-D Resistivity Structure

c) Electrical resistivity test result(after 6 months) in top

Fig. 20. Diagram of electrical resistivity test result(total) i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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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어 저수지의 기본 성능인 차수 및 저수 성능을 회복한 것

으로 나타났다.
(5) 시공 후 1개월 및 6개월 경과 시점에 현장에서 전기비저

항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시공 후 1개월에서는 사전보
다 균일한 저항치를 보이나, 포화대가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6개월 경과 시점에서는 포화대의 분포가 매우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수한 순환자원 활용 지반차수재의 노후저
수지 보수 및 보강공사의 적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일 현장 및 일부 공법에 적용한 결과이

므로 지반조건 및 다른 노후저수지 보강공법에 적용하는 추가

적인 현장 적용결과가 반드시 필요하며, 추후 지속적인 현장적
용을 통해 적용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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