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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까지 동토지역은 추운 기후로 인해 접근하기

가 어려워 매우 제한적인 분야의 연구들만이 수행되

어 왔다. 그러나 장비의 개발과 기술력의 향상으로 

동토지역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동토지역 지하수 또한 최근에 활발

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현재 활발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연

구된 내용을 큰 분야로 분류하면 1) 지하수의 유동

기작(Quinton and Marsh, 1998; Quinton et al., 

2000), 2) 지하수의 화학 및 동위원소 조성(Darmody 

et al., 2000; Johannesson and Hendry, 2000; Stotler 

et al., 2009), 3) 용존성분 모니터링(Kashulina et al., 

1998), 4) 지하수의 혼합작용(Douglas et al., 2000), 

5) 지하수의 진화(Raidla et al., 2009), 6) 지하수의 

오염(Caritat et al., 1998; Moldovan et al., 2008)과 

7) 지하수의 정화(Braddock and McCarthy, 1996)

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

이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고 필요에 의해 개발되었거

나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토지역 지하수의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북극 및 남극에 기지를 설치·

운영하며 동토지역에 관한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하

고 있으나(이재일 외, 2003; 한욱 외, 2005; 남승일 

외, 2008), 동토지역 지하수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까지 수행된 

동토지역 지하수와 관련된 연구들을 소개하고 체계

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의 결과

는 동토지역 지하수 수질특성의 폭넓은 이해와 함께 

향후 동토지역 지하수에 관한 연구 수행 시에 기초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자연환경

동토지역은 땅의 온도가 0℃보다 낮고 이러한 온

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으로서 극지방과 툰

드라지역이 대표적이다(White et al., 2008). 극지방

은 66o 32'보다 높은 고위도 지방을 말하고, 툰드라는 

주로 북극지방 내 나무가 없고 다량의 유기물이 토양

을 덮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NRC, 1988). 특히 툰드

라 지역은 기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기물

이 분해되지 않고 토양에 쌓인다. 이렇게 쌓인 유기

물은 얇은 토탄층(peat layer)을 형성한다. 이러한 토

탄층은 투수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유체의 주요 이동 

통로가 된다(NWWG, 1988). 그러나 토탄층의 하부

로 갈수록 유기물의 성숙도가 증가하여 밀도가 높아

지기 때문에 투수성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러한 토탄

층의 특징들로 인해 녹은 눈, 강수 및 융빙수가 토탄

<Short Note>

동토지역의 지하수연구 고찰 

박 윤1,‡․이진용2․최현미2․임현수3

1강원대학교 지구자원연구소
2강원대학교 지질학과

3극지연구소

Youngyun Park, Jin-Yong Lee, Hyun-Mi Choi and Hyoun Soo Lim, 2010, A review of researches on ground-
water in permafrost regions.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v. 46, no. 4, p. 429-437

(Youngyun Park, Research Institute for Earth Resour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0-701, 
Korea; Jin-Yong Lee and Hyun-Mi Choi, Department of Ge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0-701, Korea; Hyoun Soo Lim,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Incheon 406-840, Korea)

                 
‡Corresponding author: +82-33-250-8550, E-mail: young-yun@nate.com



430 박 윤․이진용․최현미․임현수

층의 하부로 이동하지 못하고 주로 토탄층의 상부를 

통해 측방으로만 이동한다(Quinton et al., 2000). 

동토지역은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것이 특징

이며 연평균 기온은 영하이다. 여름의 기온은 주로 

0~10˚C 범위를 보이고 겨울의 기온은 주로 영하 20~ 

30˚C 범위를 보인다(http://ko.wikipedia.org). 연

평균 강수량은 131~1140 mm로 저위도 지방에 비

해 현저히 적은 편이다. 또한 연강수량의 46% 이상

이 눈의 형태로 내린다(표 1).  

3. 지하수의 유동

그림 1에 동토지역의 hummock 및 inter-hummock 

area의 분포양상 및 단면 그리고 천부지하수의 유동

패턴을 나타내었다. 그림 1a에서 보는 것처럼 동토

지역의 지표면은 hummock 및 inter-hummock area

로 구분할 수 있다. hummock은 작은 언덕의 형태

를 이루고 있으며 주로 점토광물과 시멘트로 구성되

어 있어 투수율이 매우 낮고 inter-hummock area

는 hummock 사이의 공간으로서 주로 토탄 및 공극

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수율이 매우 높다(그림 1b). 

Inter-hummock area는 연결성이 좋고 투수율이 매

우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천부지하수가 inter-hummock 

area를 통해서 이동한다(그림 1c). 그러나 inter-hummock 

area 내 토탄의 공극의 크기, 공극률 및 밀도가 하부

로 갈수록 공극의 크기는 작아지고, 공극률은 줄어

들고 밀도는 치밀해지기 때문에 주로 inter-hummock 

area 내 토탄층의 상부를 통해 천부지하수가 측방이

동을 한다(Quinton et al., 2000). Inter-hummock 

area 내 천부지하수의 이동통로를 활성층(active layer)

이라고 하며 이들의 두께는 약 0.4~0.8 m이다(Quinton 

and Marsh, 1999). 이러한 inter-hummock area의 특

징으로 인해 대부분의 유체들이 하부로 침투되지 못

하고 주로 측방으로 이동을 한다. 

Van Stempvoort and Biggar (2008)는 동토지역 

천부 및 심부 지하수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모델을 제

시하였다(그림 2). 여름철에 천부지하수가 활성층을 

따라 이동하다가 단열대를 만나면 이 단열대를 통해 

심부로 유입된다. 이러한 과정은 연중 계속해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 국한되며 모든 단열대

가 심부지하수 시스템까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천부지하수가 심부지하수 시스템으로 유입되

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그러나 과거 광산지역에

서는 광산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직적인 갱도를 

따라 다량의 천부지하수가 심부지하수 시스템으로 유

입되기도 한다(Stotler et al., 2009). 이러한 지역에서

는 광산개발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4. 지하수의 화학조성

동토지역의 천부지하수는 대부분 강수 또는 융빙

Table 1. Meterological data of the permafrost regions.

Location Latitude
Annual temperature

(℃)

Precipitation
Annual value 

(mm)
Ratio of snow 

(%)

Cornwallis Island, Canadaa 75o02'N -16.6a 131 60
Northwest Territories, Canadab 61o18'N -3.2 369 46
Kärkevagge, Swedenc 68o25'N -1.5 1140 50
Kongsfjorden, Svalbard Islandd 78o54'N - 412 -
Riksgränsen, Swedene 68o25'N -1.4 1001 -
Katterjåkk, Swedene 68o25'N -1.7 848 -
Torneträsk, Swedene 68o13'N -1.0 472 -
aPhillips, 1990; Semkin et al., 2005
bMSC, 2002
cÅngström, 1974; Strömquist and Rehn, 1981
dTye and Heaton, 2007
eJonsson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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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ceptual model for groundwater system in a permafrost region, redrawn from Van Stempvoort and Biggar
(2008). Dashed arrows indicate groundwater flow.

Fig. 1. Images showing (a) the surface of a hummock covered region, taken from http://en.wikipedia.org, (b) 
schematic section of various mineral earth hummocks and inter-hummock area, which is modified from Quinton
et al. (2000), and (c) schematic distribution of hummocks and inter-hummock areas, modified from Quinton and
Marsh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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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부터 공급되어 inter-hummock area를 짧은 시

간 동안 통과하여 하천에 유입되기 때문에 물-암석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okrovsky et al. (2005)은 중부 시베리아 지역 현무

암을 기반암으로 하는 지역에서 토양수, 지하수 및 

하천수의 화학조성을 비교하였다. 이들은 토양수, 

지하수 및 하천수의 화학조성이 서로 비슷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빙하의 앞부분에 발달하는 proglacial 

zone이 잘 발달된 지역에서는 물-암석반응이 비교

적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oper et 

al., 2002). 이들 지역에는 빙퇴석이 잘 발달되어 있

으며 빙퇴석은 물과 쉽게 반응하는 탄산염 및 황산

염 광물들을 포함한다(Anderson et al., 1997). 또한 

빙퇴석은 입자가 매우 작아 물과 빠르게 반응한다

(Petrovic et al., 1976). 그런 까닭에 천부지하수가 

활성층을 통과하면서 천부지하수 내 Ca, Mg, SO4 

및 HCO3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심부지하수는 천부지하수보다 체류시간이 길기 

때문에 물-암석반응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Gislason et al., 1996; Stefansson 

and Gislason, 2001). 동토지역을 연구하던 초기 학

자들은 동토지역에서 물리적인 풍화가 주로 이루어

지고 화학적인 풍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화학적인 풍

화가 동토지역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Hutton, 1975; Caine and Thurman, 1990; Dixon 

et al., 1995). 그러나 심부지하수가 천부지하수와 격

리되어 있어 화학적인 풍화에 필요한 O2 및 CO2가 

심부지하수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동토

지역의 물-암석반응이 저위도지방(비동토지역)보다 

활발히 일어나지는 않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산화/

환원의 조건이 변화되어 CaSO4 등이 침전하기도 한

다(Darmody et al., 2000). 

지하수의 화학조성은 지하수의 진화를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Raidla et al. (2009)

은 발트해 분지에 있는 Cambrian-Vendian 대수층 

내 매몰된 고생대 해수와 현생 강수에 의해 충진되는 

지하수의 화학조성을 이용하여 Cambrian-Vendian 

대수층의 진화과정을 설명하였다(그림 3). 그림 3에

서 보면 과거에 매몰된 해수의 영향을 받은 심부지

하수가 현생 강수로 충진되는 천부지하수의 영향으

로 인해 심부지하수의 화학조성이 점차 천부지하수

의 화학조성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5. 지하수의 동위원소 조성

동토지역의 지하수는 대부분 강수 및 융빙수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강수의 동위원소 영향을 많이 

받는다. 동토지역에 내리는 강수의 산소와 수소 동

위원소 조성은 저위도 지방에 비해서 매우 결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Gonfiantini, 1978). Hayashi et 

al. (2004)은 캐나다의 Scotty Creek 지역 개별 강수

의 지역순환수선(locan meteoric water line; LMWL, 

δD=7.6δ
18
O-2.0)을 보고하였는데 이들이 보고한 LMWL

과 세계순환수선(global meteoric water line; GMWL, 

Craig, 1961)을 비교해 보면 기울기는 각각 7.6과 8

로 조금 차이를 보이지만 Y절편은 -2와 10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Hayashi et al. (2004)의 LMWL

은 Gibson et al. (1993)과 Gibson (1996)이 보고한 

LMWL과는 매우 비슷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동

토지역에 내리는 강수의 동위원소 조성이 비동토지

역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러한 동위원

소 조성은 그대로 지하수에 영향을 준다.

그림 4에 캐나다 Nunavut지역 지하수와 Scotty 

Fig. 3. Na+K and Cl relationships between shallow and
deep groundwater in permafrost regions. Shallow 
groundwater data are from Pokrovsky et al. (2005), 
deep groundwater data are from Raidla et al. (2009) and
Paleozoic seawater data are from Lowenstein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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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k지역 강수의 산소와 수소 동위원소 조성을 표

시하여 지하수와 강수의 동위원소 사이에 갖는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림 4에서 보면 비의 동위원소 

조성은 눈보다 무거운 동위원소 조성을 보이며 눈이 

녹는 과정에서 동위원소 조성이 점차 부하되는 경향

을 보인다. 이러한 동위원소 특징이 지하수에 그대

로 반영되어 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천부지하수의 

동위원소 조성은 넓은 범위를 보이며 비의 평균값 

근처에 도시된다. 심부지하수의 동위원소 조성은 천

부지하수와 뚜렷이 구분되며 녹은 눈의 동위원소 조

성 근처에 도시된다. 이것은 이 지역의 천부지하수

와 심부지하수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주로 여름철

에 녹은 눈이 심부지하수로 유입되고 있음을 나타내

는 것이다. 이러한 동위원소 특징은 모든 동토지역

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특징은 아니다. 그러나 동

토지역 천부지하수와 심부지하수의 연결성을 확인

하는데 동위원소 조성이 훌륭한 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지하수 내 용존 성분들의 기원을 밝히

기 위해서 염소, 질소 및 황 동위원소(δ36Cl, δ15N, δ34S 

및 δ81Br)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Shouakar-Stash et 

al., 2007; Stotler et al., 2009). 

6. 지하수 오염

6.1 무기오염

동토지역 지하수의 무기 오염은 주로 광산개발 

및 제련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며(Caritat et al., 

1998), 특히 광산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광산시

설을 그대로 방치하여 광산개발 시 굴착된 관정을 

통해 다량의 오염물질이 심부지하수로 유입되고 있

다(Stotler et al., 2009). 과거에는 주로 주요 양이온

(Na 및 Ca) 및 음이온(Cl, NO3 및 SO4)에 의한 지하

수 오염에 관심이 주목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들 성분

들뿐만 아니라 중금속에 의한 지하수 오염도 사회적

으로 중요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중금속들 중

에서 최근 비소에 의한 지하수 오염에 관한 연구들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비소는 동토지역에서 이

루어지는 광산개발에 의해 지하수의 산화/환원 환

경이 변화될 때 비소를 포함한 광물로부터 다량 용

출된다(Smedley and Kinniburgh, 2002; Moldovan 

et al., 2008). 위와 같은 반응은 특히 박테리아에 의

한 황화광물의 산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Nordstrom and Southam, 1997). 

6.2 유기오염

여러 동토지역에서 지하에 매설된 유류의 운송설

비 및 저장고로부터 유출된 유류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이 여러 동토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다(Wilson et 

al., 1986; Chiang et al., 1989; Braddock and McCarthy, 

1996; Richmond et al., 2001; Van Stempvoort and 

Talbot, 2006).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알라스카에

서는 연평균 약 407건의 유류오염이 발생하였다

(Poland et al., 2003). 최근까지 동토지역에서 발생

한 유류오염은 러시아, 캐나다 및 알라스카 등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Collins et 

al., 1993; Chuvilin et al., 2000). 

Van Stempvoort and Biggar (2008)은 동토지역

에서 발생된 유류오염 사례를 원인물질에 따라 분류

하였다. 이들은 디젤류 및 항공연료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들에 의한 오염은 전체 유류오염의 약 47%를 차지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오염물질들은 동토지역 토

Fig. 4. Oxygen and hydrogen isotopic compositions of
shallow and deep groundwater reported from Stotler
et al. (2009). Global meteoric water line (GMWL) after
Craig (1961). Local meteoric water line (LMWL) from
Gibson (1996). The volume-weighted average value of
isotopic compositions for precipitation, snow and 
snowmelt data from Hayashi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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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및 동토층에 흡착되어 지속적으로 지하수에 영향

을 주고 있다. 동토지역 기후환경에서 유기오염물질

의 이동기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아

직까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Iwakun et 

al., 2010).

7. 지하수오염 정화

유류에 의해 오염된 지하수를 미생물로 정화하는 

방법은 1980년대에 소개되어 현재 여러 나라에서 유

기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

고 있으며 Suarez and Rifai (1999)에 의해서 정리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토지역은 비동토지역에 비

해 온도가 매우 낮고 지하수 내 영양염류가 적기 때

문에 미생물의 정화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Spormann and Widdel, 2000; Børresen 

et al., 2003; Chakraborty and Coates, 2004). 그럼

에도 불구하고 동토지역에서 미생물에 의한 유류오

염물질의 정화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Braddock 

and McCarthy, 1996), 최근에는 낮은 온도범위에서 

활동하는 미생물에 의한 유기오염물질의 정화가 보

고되고 있다(Whyte et al., 1996, 1997; Aislabie et 

al., 2000; Bej et al., 2000). 

동토지역에서 미생물에 의한 생분해작용은 너무 

느려 정화작용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Braddock and McCarthy, 1996).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McKelvie et al. (2005)은 탄소와 수소 

동위원소 조성(δ13C와 δ2H)을 이용하여 미생물에 의

한 벤젠, 톨루엔 및 자일렌의 생분해 정도를 정량적

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은 동토지역에서 유

류오염물질의 정화정도를 확인하는 훌륭한 도구로

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8. 결 론

최근 동토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달된 기술과 

장비를 이용한 동토지역 지하수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동토지역 지

하수의 이동특성 및 수질특성 연구 결과를 포괄적으

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토지역 천부지하

수는 대부분 inter-hummock area를 통해 측방이동

을 하여 하천 및 호수로 유입되며 천부지하수 중 일

부는 이동 중에 단열대를 만나면 심부로 유입되어 

심부지하수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동토에 의해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다. 

천부지하수의 화학 및 동위원소 조성은 강수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만 동토지역 대부분의 심부지

하수는 체류시간이 길기 때문에 주로 물-암석반응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천부지하수와의 연

결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심부지하수의 화학 및 동

위원소 조성은 천부지하수와 뚜렷이 구분된다. 

일부 동토지역의 지하수는 광물자원 개발과 지하 

유류 이동시설 및 저장고로부터 유출된 유류에 의해 

오염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염된 지하수는 동토지역 

및 주변 국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을 감소시

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하수의 오염 및 복원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연구 결

과로부터 동토지역 오염된 지하수를 복원하는데 걸

리는 시간이 저위도 지방에 비해 매우 길게 소요된

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제한적인 지역

에서만 연구들이 수행되어 동토지역 지하수의 전반

적인 수질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더

욱 효과적인 동토지역의 자원개발과 부지이용, 지하

수 특성 이해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촉구되며 무엇보다 동토지역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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