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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quality of Oseepchun, Dogye area, was investigated quantitatively for its origin and hydrogeochemistry in

relation to the influence of groundwater. Groundwater appears to be the principal source of Oseepchun from the

water-quality monitoring data including redox potentials, composition of dissolved ions and their correlations,

hydrogen and oxygen stable isotopic ratios, and the distribution and occurrence of contaminants. Water-quality type

of the surface water was grouped by the water-rock interactions as Ca-HCO3 type originated from carbonated bed-

rocks in the Joseon Supergroup, (Ca, Mg)-SO4 type related with dissolution of surfide minerals in coal beds of

Pyeongan Supergroup, and (Ca, Mg)-(HCO3, SO4) type of the mixed one. Locally water pollution occurs by high

SO4 from mine drainage and NO3 from waste-treatment facility. Intensive precipitation in summer has no effect on

the water type of Oseepchun, but increases the inflow of nitrate and chloride originated from land surface. Results

of this study direct that groundwater-surface water interaction is intimate, and thus surface-water resource manage-

ment should begin with groundwater characterization.

Key words : Oseepchun, groundwater-surface water interaction, hydrogeochemistry, water-rock interaction, stable iso-

topes

이 연구에서는 강원도 도계지역의 오십천과 주변의 지류를 대상으로 하천수의 수리지화학적 특성을 규명하여 지표

수질에 대한 지하수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밝히고, 이를 근거로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오십천 하천수의 수질모니터링 결과, 산화환원전위, 용존 이온성분의 분포와 성분간의 상관성, 산소-수소 동위

원소비, 오염물질의 분포와 발생 등은 오십천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 지하수임을 지시한다. 하천수의 수질유형은 기

반암의 지질학적 특성에 따른 지하수의 물-암석 반응에 의해 결정되며, 조선누층군의 탄산염 기반암에 기원하는 Ca-

HCO3 유형, 평안누층군 내 탄층에 수반되는 황화광물의 용해와 연관된 (Ca, Mg)-SO4 유형, 그리고 이 두 유형이 복

합적으로 나타나는 (Ca, Mg)-(HCO3, SO4) 유형 등의 3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수질 오염현상은 광산배수와 유사한 높

은 SO4 함량과, 지표 토지이용에 따른 질산염의 국지적 발생이 확인된다. 여름철 집중강수는 하천수질의 전반적인 유

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지표기원의 오염물질인 질산염과 염소 등의 유입이 증가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증가된 하천유출량으로 인해 용존이온의 농도 희석효과가 발생한다. 본 연구결과는 지표수 수질관리의

시발점이 주 공급원이 되는 지하수질의 특성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지시한다. 

주요어 : 오십천, 지하수-지표수 상호반응, 수리지화학적 특성, 물-암석 반응, 안정동위원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rresponding author: ncwoo@yonsei.ac.kr



168 황정환·송민호·조해리·우남칠

1. 서 언
 

전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인해 물 사용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국

가 간 정치적, 기술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이러한 흐름에서 비켜갈 수 없다(Kim et al.,

2013). 더군다나 최근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등의 수자원관련 재해의 빈번한 발생은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수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구의 물 총량 중 담

수의 비율은 2.5%이며 이 중 실질적으로 수자원으로

서 이용 가능한 담수자원은 육상의 지표수가 0.01%,

지하수가 0.76%를 차지하여, 하천과 호수 등에 저류된

수자원의 양보다 지하에 저류된 수자원의 양이 훨씬

방대함을 보여준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3).

그러나 물 순환 과정을 통해서 지표수와 지하수는 끊

임없이 상호유입과 유출로 연계되어 있어서(Winter et

al., 1999), 이들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내외 수자원관리 전문가들도 지역과 기후에 따

라서 지표수-지하수의 활용 비율과 상대적 중요도가 다

르게 인식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효과적이며 체계적

인 수자원의 관리는 지표수-지하수를 단일 자원으로 연

계시켜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수자원의 지속가능

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Hughes,

2004; Lee, 2004; Ivkovic, 2009; Kim et al., 2012).

실질적으로 갈수기에 지하수에서 배출되는 기저유출

은 하천수의 주 공급원이 되며, 많은 하천에서 이러한

지하수의 유출량이 연간 유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Kim et al., 2009). 따라서 대수층으로부터 지하수를

뽑아내는 행위는 하천 수문과 연계되어 기저유출량 감

소나 하천 유량 및 유출량 감소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

다(Ivkovic et al., 2009). 반대로 강우가 발생할 때에

는 국지적이지만 지표수가 지하수로 함양되어 지하수

위 상승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표수와 지하수

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장기적인 수자원의 양적,

질적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서, 체계적인 수

자원 관리를 위한 지하수-지표수 연계모델 개발에 기

반정보를 제공하며(Tanner and Hughes, 2015), 하천

및 수문 생태를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Fleckenstein et al., 2010). 국내에서

도 지하수-지표수 연계를 ‘‘수자원의 개발이 한계에 도

달하거나 시공간적으로 수자원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

이 심한 지역에서 유역 내 지표수와 지하수를 단일 체

계로 통합하여 계획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수자원의 가

용량 증대와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으

로 정의하고(Lee et al., 2004),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수문학적 접근을 통한 지표수-지하수 상호관계의 정량

적 평가와 해석이 강조된 바 있다(Kim et al., 2012).

이러한 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계과정에서 물의 질적

요소(수질) 역시 동시에 상호작용하게 되어, 지하수의

유출이 지배적인 지표수에서는 지하수의 질적 요소가

지표수 수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Winter et al.,

1999; Brunner et al., 2009; Fleckenstein et al.,

2010). Haria et al.(2013)은 수계에서 유출되는 지표

수가 해당 수계에 포함된 토양수와 지하수의 시공간적

다양성을 축적하고 있으며, 작은 유역에서 나타나는 지

질학적 변화도 지표수의 화학적 성질 및 하천 생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Soulsby et

al.(2005)은 지표수에 대하여 시기 별 주성분 분석을

통해 기저유출과 강우의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심

도와 위치의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각 지점의 지하

수가 지표수와 가지는 관계성에 대하여 공간적 다양성

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Shand et al.(2005)은 유역에

서 나타나는 하천 시료의 불균일성이 단층대와 같은

구조적 특성과 수리화학적인 물-암석 반응에 의해 복

합적으로 나타남을 보고하였고, Le Maitre and

Colvin(2008)은 대수층 암반의 차이에 따른 지하수의

기저유출과 하천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지표수와 지하수는 서로 연계된 시스템으로서 서로

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수

자원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지표수-지하수의 상호작용

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변화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한다(Woo, 2013). 이러한 관점에서 우

리나라에서도 지하수의 시·공간적 수리화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 요인분석 등 통계

학적 방법을 이용한 지하수질 성분과 기반암의 관계를

규명하고, 나아가 물의 안정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지

표수와 지하수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Lee and Woo, 2003; Choung et

al., 2004; Ko et al., 2005; Ryu et al., 2008). 그러

나 이에 비하여 지표수의 수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과

학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며(Yu et al., 1994),

지표수의 수리화학적 특성과 지하수 및 기반암을 연계

하려는 시도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간헐적으로

수행되어 왔다(Lee and Woo, 2003; Kim et al.,

2012). 예를 들어 지하수-지표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혼합대의 경우, 외국에서는 전부터 연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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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왔으나 국내의 경우 혼합대의 환경적 중요성 인식

이 부족하고 전문가와 정책결정자 및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도 또한 부족하며, 관련 연구 또한 매우 산발적이

었으며(Hyun et al., 2011; Hyun and Kim, 2013),

최근에야 비로소 혼합구간의 수리적 특성에 기초한 혼

합구간의 특성화 연구 등 지표수-지하수를 연계하려는

시도가 진행된 바 있다(Kim et al., 2009; Kim and

Kang, 2009; Hyun et al., 2011; Kim et al., 2011).

기반암의 종류가 오염보다 여섯 배 이상 지표수 자

료의 화학적 분산에 기여하며, 강우에 비하여 지하수

위가 하천수위와의 연관성이 높게 나온다는(Yu et al.,

1994; Kim et al., 2012) 연구결과에 바탕을 둘 때,

지표수의 수리화학적 특성은 지하수계 및 기반암의 성

질과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단기적 집중강우 발생가능성이 높아

지면서, 지표수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90% 정도인 우

리나라에서는 궁극적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어

려워진다. 그러나 강우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짧은 기

간 동안 지속되는 유역 상류지역에서는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강수기원의 지표수보다는 기저유출을 통해 지

속적으로 공급되는 지하수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

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강원도 삼척

시 도계읍의 오십천과 주변의 지류에 대한 지표수 수

질의 수리화학적 특성을 여름철 집중 강우 이전과 이

후로 모니터링하여 지표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의 지하수와 기반암을 포함하는 수리지질학적 원인과

기작 및 시간적 변동특성을 규명하고, 나아가 지표수

와 지하수의 상호관계를 이해함으로 이 지역의 장기적

인 수자원관리의 기반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 지역

연구지역은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대로 경도

129o05~129o58, 위도 37o10~17o17에 해당한다(Fig. 1).

이 지역은 고생대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의 퇴적암

을 기반암으로 하고 있으며, 남북 방향으로 연장된 단

층과 동서 방향의 스러스트 단층으로 복잡한 지질구조

를 가지고 있다(Kim et al., 2000). 세부적으로는 남쪽

고지대에 적각리층(적색의 사암, 역암, 사질셰일)이 존

재하며, 오십천을 기준으로 서측에 평안계 홍점통(적색

사질셰일, 셰일, 녹색사암, 사질셰일), 사동통(흑색사암,

흑색셰일, 사질셰일, 무연탄), 고방산통(유백색사암, 회

백색사암, 흑색셰일), 동측에 조선계 화절층(충식석회암,

이회암, 사질셰일), 두무동층(충식석회암)이 분포한다.

서측 평안계 지층 사이에 탄층이 협재되어 있어 일대

에 가행 광산(흥전광업소와 경동상덕광업소) 및 폐광이

분포하고 있다. 

오십천은 남북 방향의 수직 단층을 따라 남쪽에서

Fig. 1. The drainage system (left) and the geologic map (right)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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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으로 흐르며 상류에서 고생대 및 중생대 퇴적암과

화산암류를 지나 중하류에서 고생대 석회암과 퇴적암

을 지난다. 주요 지류하천은 무릉천을 포함한 15개 하

천이고, 총 길이 48.8 km, 유역면적은 294 km2이다

(Yoon et al., 2007). 상류와 중류 구간에서는 북북동·

남남서 방향의 단층선을 따라 흐르며, 하상경사는

1.287o이다. 하도의 형태는 곡류가 심한 편이고, 곡류작

용에 의한 측방 침식으로 활주사면이 넓게 나타나며,

곡류절단에 의한 단구면 형성도 활발하다. 연 평균 강

수량은 1324.3 mm이며, 연구가 수행되었던 2014년 7

월 30일부터 8월 16일까지 누적강수량은 약 148 mm

이다(Fig. 2;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http://www.kma.go.kr/weather/observation/).

3. 연구 방법

물 시료 채취: 연구지역의 수리지화학적 특성을 시·

공간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2014년 7월과 8월 2차례

에 걸쳐 오십천과 주변 지류를 따라 22개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각각의 시료에 대하여 다

중 측정장비(Thermo Scientific, Orion 5 Star)를 사

용하여 현장에서 pH, Eh, EC, 온도를 측정하였다. 물

시료의 성분 분석을 위하여, 양이온, 음이온, 산소-수소

동위원소, 알칼리도 분석용 시료를 채취하고, 실내 분

석 전까지 4oC 이하로 보존처리하였다.

시료 분석: 시료들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ICP-

OES(Perkin-Elmer Optima 8300)를 이용하여 Na, K,

Ca, Mg, Fe, Mn, Cd, Zn, Al, Cu, Pb 등의 양이온

항목과 Si 항목을 분석하였다. F, Cl, Br, NO3, SO4

등 음이온 항목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지하수연구실

의 이온크로마토그래피(Metrohm, 884 Basic IC plus)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산소-수소 동위원소는 동 연

구실의 물 안정동위원소 분석장비(LGR, Inc., IWA-35-

EP)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준평균해

수(SMOW)에 대하여 표준화하였다. 알칼리도는 현장

에서 야외측정장치(Hach, Alkalinity Test Kit, Model

AL-DT)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실내에서 자동적정분

석장치(Metrohm, 796 Titroprocessor)을 이용하여

0.01 N 염산으로 재측정한 값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총용존이온량(Total Dissolved Solids calcluated,

TDSc)은 수질분석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Howard, 1933; Lee et al., 2006).

자료 분석: 물시료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는

AquaChem v.4.0(Waterloo Hydrogeologic)으로 Stiff

Diagram, Scholler Diagram 등을 도시하였고, Piper

diagram은 RockWorks/14(Rockware)을 사용하여 표현

하였다. 기타 그래프 등 자료처리에는 Excel 2013

(Microsoft)을, 자료의 통계분석에는 SPSS ver21.0

(IBM-SPSS)을 사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수질의 특성

현장에서 측정한 지표수의 수질은 Appendix에 제시

되었다. 요약하면, pH는 산성을 띄는 4.24 (July

#17), 4.94 (Aug #22)을 제외하고는 평균 7.5 내외로

Fig. 2. Amount of precipitation in the study area from July 16th to August 16th, 2014 (data obtained from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http://www.kma.go.kr/weather/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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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 혹은 약알칼리 환경을 지시하였다. 두 차례의 조

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비슷한 pH 값을 가지지만, 산

성을 지시하는 지점은 차이가 크게 나타나서, 이 두

지점이 다른 지점과 근본적으로 수질을 구성하는 성분

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전도도

는 7월 120~2014 µS/cm(평균 613.90 µS/cm), 8월

105.20~917 µS/cm(평균 383.18 µS/cm)로 큰 편차를

나타내며, 모든 지점에 대하여 8월의 전기전도도가

14.8~1514 µS/cm(평균 212.16 µS/cm) 감소한다. 일

반적으로 전기전도도는 용존 이온의 농도(TDSc)와 관

련이 있는데, 두 번의 조사기간 사이에 발생한 강수의

영향으로 용존 이온의 농도가 감소한 것이 전기전도도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Eh는 7월에

110.30~360.30 mV(평균 196.06 mV), 8월에 47.70~

382.70 mV(평균 138.93 mV)로 둘 모두에 대하여 아

산화 환경(100 mV < Eh < 400 mV) 혹은 무산소

환경(Eh < 100 mV)을 지시한다(Marchand et al.,

2011). 이는 연구지역의 지표수가 산화환경인 지표에

노출된 시간이 비교적 짧았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

표수의 주된 공급원이 지하수의 기저유출이라 추정할

수 있다.

4.2. 수질의 유형과 분포

물 시료의 주성분 양이온과 음이온 함량을 이용하여

수질유형을 Piper diagram으로 제시하였다(Fig. 3). 전

체 물 시료는 주성분에 따라서 크게 3 그룹으로 구분

된다. 즉, 7월 Piper diagram을 보면 Ca-HCO3 유형의

Cluster 1(#1, #2, #3, #4, #7, #8, #10, #15),

(Ca, Mg)-(HCO3, SO4) 유형의 Cluster 2(#5, #6,

#9, #11, #12, #13, #14, #16, #18, #19, #20,

#21), (Ca, Mg)-SO4 유형의 Cluster 3(#17, #22)으

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그룹의 분포를

수계도(Fig. 1)에서 표시하면, Cluster 1 시료들은 상

대적으로 상류인 양쪽 지류하천에 분포하고, Cluster 2

는 오십천 본류 주위에 위치한다. Cluster 3 시료들은

흥전광업소 부근(#17)과 경동상덕광업소 부근(#22)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뚜렷한 구분이 8월

자료에서는 군집 사이에 혼합의 영향이 나타난다. 이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 발생한 강수로 인한 지표

유출 및 하천 유량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4.3. 수질성분의 기원

용존 이온들의 기원을 유추하기 위해 Gibbs(1970)의

방법에 따라 TDSc (mg/L)와 Na/(Na+Ca)를 도시하였

다(Fig. 4). 그 결과, 모든 시료가 기반암 기원임을 보

였고 강수 이후분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강수에 의

한 영향을 보였지만 여전히 기반암을 기원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HCO3/SiO2 비율을 이용하여 이 지역 수

질의 특성을 기반암과의 관계에서 구분하고자 하였다.

HCO3/SiO2 비율은 시료가 규산염 광물과 탄산염 광물

중 어느 암석의 풍화에 주로 영향을 받았는지를 추론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Hounslow, 1995), 연구지

역의 기반암이 조선누층군의 탄산염암과 평안계 쇄설

성 퇴적암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이 방법의 적용성

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비율이 10 이상의 값을

나타내면 HCO3 >> SiO2 이고, 이는 탄산염 광물의

Fig. 3. Piper plots of the composition of Oseepchun in (a) July and (b)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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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화가 주된 영향을 준 시료임을 알 수 있다(Kortatsi

et al., 2008). 수질분석값을 도시한 결과, 현재 가행

중인 광업소 근처인 #22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료에서

HCO3/SiO2 값이 10 이상으로 나타났다(Fig. 5).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수질은 탄산염 풍화현상이 지표수 용존

성분의 주요 공급원임을 알 수 있다.

Cluster 별 이온함량을 살펴보기 위하여 Cluster 별

총용존이온량(TDSc)을 표현하였다(Fig. 6). Ca, HCO3
 가

많은 Cluster 1(#1, #2, #3, #4, #7, #8, #10,

#15)은 총용존이온량(TDSc)이 다른 Cluster에 비해

적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빗물이 지표면을 통해 얕

은 심도로 스며들었다가 바로 유출된 결과로 추정된다.

Cluster 2(#5, #6, #9, #11, #12, #13, #14, #16,

#18, #19, #20, #21), 3(#17, #22)은 Cluster 1에

비해 이온함량이 크며, 특히 Mg, SO4
 가 높게 나타난

다(Appendix). SO4는 이 지역 기반암으로 부존하는 탄

층에 포함되어 있는 황철석(FeS2)과 같은 황 함유광물

들이 대기 중에 노출되어 산화되며 용출된 것으로 보

여진다.

4.4. 수질 성분간의 상관성

전술에서 지표수의 화학 조성을 분석하여 지표수와

기반암의 관계를 언급하였으나 이는 충분히 객관적이

라고 보기 어렵다. 채취한 시료가 심하게 오염되어 있

을 수 있으며, 이러한 오염은 단순한 화학 조성의 검

토에 의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Yu et

al., 1994). 따라서 지표수의 화학 조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7월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시행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양이온(Na, K, Ca, Mg)과 음이온

(F, Cl, SO4, NO3, HCO3)의 당량농도를 개별 독립변수

로 설정하여 군집 분석을 시행한 결과, Piper Diagram

과 같은 군집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7). 군집

은 크게 Cluster 2, 3과 1로 분류되고, 다음으로 2와

3이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기술

한 대로 상대적으로 빗물에 근접하고 물-암석 반응이

약하게 일어난 군집(Cluster 1)과 기반암과의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 지역 지하수 수질 특성을 나타내는 군

집(Cluster 2, 3)으로 각각 해석할 수 있다.

위 해석을 보강하기 위해서, Cluster 2에 대하여 요

인 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1). Cluster 2는 시료의

개수가 12개로 가장 많으며, 물-암석 반응이 충분히 진

행된 군집으로 판단할 수 있다. Cluster 3의 경우, 시

료가 2개로 요인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Cluster 1은 모든 시료가 Ca-HCO3 타입으로 요인 분

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Factor 1은 SO4,

HCO3, Ca, Mg과 강한 연관성이 있으며, NO3는 음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Factor 2는 Cl과 K

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용존이온들의 상관성을 이해하기 위해 다변량분

석을 통해 상관계수를 도출한 결과, SO4는 Mg, Ca,

HCO3와 유의수준 0.01에서 각각 0.958, 0.916, 0.806

로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Table 2). SO4는 상대적으로

탄층이 분포한 지류에서 높은 농도를 가지며, 따라서

Fig. 5. The ratios between bicarbonate and silica concentrations

in water samples.

Fig. 4. Source water deduction of Oseepchun using Gibbs

diagram (Gibbs, 1970).

Fig. 6. Plot of TDSc values of Oseepchun samples in July

&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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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누층군에 포함된 탄층 내 황화광물의 산화-용해로

인해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HCO3와 Ca는

이 지역에 전반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석회암의 풍화를

주된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기술한

HCO3/SiO2의 결과와 유사하다. 수계에서 흔하게 나타나

는 인위적인 오염물질인 NO3는 유의 수준 0.05에서 각

각 기반암의 주된 이온인 SO4, HCO3, Ca, Mg와 -0.641,

-0.702, -0.599, -0.690으로 음의 상관성을 보여주며,

요인 분석결과와 연결지어 이들이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NO3 함량이 높은 지점은

자연적인 물-암석 반응보다는 인위적인 요인이 수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4.5. 강수의 영향

산소-수소 동위원소는 물의 순환과정에서 보존적으

로 이동되기 때문에 물의 순환과 기원을 연구하는 데에

사용된다. 도계 지역 오십천의 기원을 유추하기 위하

여 Lee and Lee(1999)에서 발표한 Local Meteoric

Water Line(LMWL)과 함께 지표수 시료의 동위원소비

값을 도시하였다(Fig. 8). 강수 기원의 LMWL보다 모

든 시료의 δ18O 값이 크게 나타난다. 이는 강수가 지

하로 침투하여 지하수의 유동과정을 지나 하천으로 배

출되기까지 증발효과 등에 의해 부화된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오십천의 기원이 지하수로부터의 기저유출

임을 지시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7월에 비하여 8월에

동위원소의 분산이 작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표준편차값 또한 작아지는 것이 보인다(Table 3).

이는 일정한 동위원소 조성을 가진 집중강수로 인한

빗물이 하천에 유입되면서 급격한 유량 증가와 하천수

의 혼합으로 인해, 각 지점에서 지하수의 유출특성을

보이던 1차 조사 시의 동위원소 값에 비해 2차 조사

Fig. 7. Hydrochemical relationship among the Oseepchun

samples presented by the dendrogram using July data

Table 1. Factor analysis of the major components of the

Oseepchun samples(Cluster 2) using July data

Parameter Factor 1 Factor 2 Factor 3

F 0.495 -0.611 0.374

Cl 0.234 0.813 0.073

NO3 -0.941 0.116 0.001

SO4 0.949 0.249 0.103

HCO3 0.884 0.196 0.212

Na -0.078 -0.075 -0.983

Ca 0.883 0.389 -0.049

K 0.469 0.712 0.202

Mg 0.931 0.240 0.252

Explained variance 4.738 1.869 1.274

Explained variance (%) 52.646 20.771 14.152

Cumulative % of Variance 52.646 73.417 87.569

Table 2. Correlation matrix of the major components of the July samples in the cluster 2 from Oseepchun

F Cl NO3 SO4 HCO3 Na Ca K Mg

F 1.000

Cl -0.293 1.000

NO3 -0.460 0.102 1.000

SO4 0.411 0.371 -0.641* 1.000

HCO3 0.506 0.077 -0.702* 0.806** 1.000

Na -0.232 -0.175 0.144 -0.021 -0.179 1.000

Ca 0.361 0.329 -0.599* 0.916** 0.739** 0.084 1.000

K -0.182 0.545 -0.238 0.378 0.438 -0.154 0.329 1.000

Mg 0.497 0.301 -0.690* 0.958** 0.907** -0.105 0.825** 0.434 1.000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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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소 값의 분산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지역에서 7월과 8월 사이 발생한 약 148 mm

의 여름철 집중 강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Stiff Diagram에 자료를 도시하였다(Fig. 9).

전반적으로 그래프의 면적으로 표현되는 총용존이온량

(TDSc)이 7월에 비해 8월의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

며 이는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점에 따라 감

소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래프의 형태는 유사

하며, 따라서 강수 자체는 지표수에 있는 이온성분의

양적 희석을 초래하지만 전체적인 수질유형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오십

천의 수질은 하천으로 기저유출을 통해 배출되는 지하

수의 수질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4.6. 수질 오염 특성

폐광산에서 발생하는 산성광산배수(Acid Mine

Drainage, AMD)는 주변 수계와 토양 오염의 주 오염

원으로 작용한다. AMD는 주로 광산내에 존재하는 황

화광물의 산화로부터 발생된다. 황철석(FeS2), 백철석

(FeS2), 유비철석(FeAsS), 황동석(CuFeS2) 등 일반적인

황화광물이 광산 개발, 발굴, 침식 작용 등의 이유로

대기 중의 산소에 노출되면, 산소, 물과 반응하면서 황

산염을 형성하고 이로 인하여 AMD가 발생한다(Yu et

al., 1994; Yoon et al., 2011; Buzzi et al., 2013;

Jacobs et al., 2014). AMD는 고농도의 중금속(Fe,

Cd, Cr, As, Pb 등) 및 SO4를 포함하며 이동성은 주

변 지질, 암상, 절리, 수리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Choi et al., 2010). 

연구지역의 SO4 농도 분포를 살펴본 결과 4 지점

(#12, #17, #20, #22)에서 음용수 수질기준인 250 mg/L

를 초과하였다(Appendix). 이는 흥전광업소와 경동상업

광업소가 점 오염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오염원

에서 가까운 지점은 pH가 상대적으로 낮고 Mn, Zn,

Al과 같은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황철석(FeS2)의 산화에 의해 발생한 수소 이온이

Fig. 8. Plot of δD vs. δ18O values of surface water samples.

Table 3. δD and δ18O values of surface water samples

δ18O STD δD STD References

Precipitation (1995~1997) -19.1 ~ -0.1‰ -144 ~ +10‰ Lee and Lee (1999)

Han River (1991~1995) -11.1 ~ -8.2‰ -75 ~ -56‰ Lee and Lee (1999)

Oseepchun (2014.7) -10.2 ~ -8.8‰ 0.33 -68 ~ -59‰ 2.29 this study

Oseepchun (2014.8) -9.8 ~ -9.0‰ 0.25 -66 ~ -60‰ 1.67 this study

*STD = Standard deviation.

Fig. 9. Hydrochemistry of major cations and anions in

Oseepchun on the Stiff diagram in July &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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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를 낮추고, 이에 따라 중금속을 포함한 원소들이 용

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17번 시료의 경우 현장

조사 당시, 유백색 침전물이 시료채취 지점에서 관찰되

었으며 이는 Al-sulfate로 판단된다(Yu et al., 1994).

지표수에서 대표적으로 인위적 오염을 지시하는

NO3-N 농도는, 7월에는 ~ 2.08 mg/L로 자연적 배경

수질 정도이나, 8월에는 0.48 ~ 11.37 mg/L의 분포

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

다(Appendix). 특히 늑구리 폐수처리장 근처 시료(#5)

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인 10 mg/L를 초과하는 값으

로 현저히 증가하여 위해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시기

적 변화로부터 질산염의 근원은 지표에 존재하며, 집

중강수에 의해 지표유출과 더불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잠재오염원으로 작용하는 폐수처리장에 대한 보

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연구지역 지표수의 인간 건강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Nimick and Moore(1991)의 오염지수

(Pollution Index: P.I)를 변형한 Lee and Woo(2003)

의 M.P.I(Modified Pollution Index)를 수질 평가에 사

용하였다. 세계 보건기구의 수질기준에 해당하는 원소인

Na, Cl, SO4, NO3-N, NO2, NH4, Al, Cd, Cr, Cu,

F, Fe, Mn, Mo, Ni, Pb, Zn 중, 모든 시료에서 검출

한계 이하로 나타난 NH4, NO2, Cd, Cr, Mo, Ni,

Pb를 제외한 원소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수식은 아

래와 같으며 결과 값이 0 이상이면 인간 건강에 유해

함을, 0 이하는 유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M.P.I =

MPI 가 0 이상의 값을 보이는 지점은 7월에 #17,

#18, #20과 8월에 #17, #20, #22 로, 각각 3 군

데에서 나타난다(Fig. 10). 이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17, #20의 경우, 산성 광산배수에 포함된 SO4의 영

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18에서는 8월 시

료에서 강우의 희석효과로 인하여 오염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희석효

과는 #17과 #20에서도 나타나서, 오염지수가 상대적

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2의 경우

오히려 8월에 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강우

기간 동안 추가적인 오염 물질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지시한다. 강우의 희석효과에 의해 용존이온의 함량을

지시하는 전기전도도는 1,170 → 695 µS/cm로 낮아졌

고, SO4 함량 역시 565 → 338 mg/L 로 감소하였으

나, 오히려 Cl 과 NO3 농도는 월과 8월에 각각 2.52

→ 35.54 mg/L, 1.04 → 19.38 mg/L 로 14배, 18배

높게 나타났다(Appendix). Cl 과 NO3 는 강우영향으

로 지표유출 형태로 오십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오염물질로 생활하폐수와 퇴비, 비료 등에 기

인한다. 이들의 농도는 다른 관측점에서도 전반적으로

8월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대체로 2~5 배 사이

의 증가를 보인다. 따라서 #22 지점에서 오염지수가

양의 값을 지니는 것은 Cl 과 NO3 의 상대적인 급증

현상 때문으로 해석된다.

5. 결 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과 더불어 국내에서 발생

하고 있는 기상현상의 급변은 궁극적으로 국내 물 순

환 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관리를 위한 효율적 대책의 수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국내 수자원의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표수에 약 90%

를, 지하수에 약 10%를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

화에 따라 총강수량은 증가하더라도 집중강우가 증가

하면서 반대적으로 갈수기 또한 증가하게 된다. 결국

확장된 갈수기의 지표수는 지하수의 기저유출에 의한

물 공급에 의존하게 되며, 하천의 수질 역시 지하수의

수질과 밀접하게 연동될 수 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강원도 도계지역의 오십천과 주변의 지류를 대상의 하

천 수질의 수리지화학적 특성을 규명하여 지표수의 근

원인 지하수와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밝히고, 이를 근

거로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log10

Hazardous chemical constituents

concentration in water mg L⁄( )
Hazard level for hazardous

chemical constituents mg L⁄( )

---------------------------------------------------------------------------------

⎝ ⎠
⎜ ⎟
⎜ ⎟
⎜ ⎟
⎜ ⎟
⎛ ⎞

∑

Number of hazardous chemical constituents
------------------------------------------------------------------------------------------------------------

Fig. 10. Modified Pollution Index in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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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오십천 하천수의 수질모니터링 결과, 용존 이온

성분의 분포, 각 성분간의 상관성, 물의 산소-수소 동

위원소비의 부화도, 수질 오염물질의 분포와 발생특성

등이 전체적으로 지하수의 기저유출이 하천수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임을 지시한다.

(2) 하천수의 수질유형은 기반암의 지질학적 특성에

따른 지하수의 물-암석 반응에 의해 결정되며, 연구지

역에서는 조선누층군의 탄산염 기반암에 기원하는 Ca-

HCO3 유형, 평안누층군 내 탄층에 수반되는 황화광물

의 용해와 연관된 (Ca, Mg)-SO4 유형, 그리고 이 두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Ca, Mg)-(HCO3, SO4)

유형 등의 3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3) 오십천에서 확인된 수질 오염현상은 일반적으로

폐광산에서 발생하는 광산배수와 유사하게 높은 SO4

함량과, 지표 오염원에 기인하는 질산성질소가 국지적

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발생한다.

(4) 여름철 집중강수는 하천수질의 전반적인 유형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불어난 하천유출량으로 인

해 용존이온의 농도 희석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동

시에 지표기원의 오염물질인 질산성질소와 염소 등의

유입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지표수를 수자원의 90% 정도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에서, 지표수의 수질관리와 오염예방 등은 수자원의 지

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이슈이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지표수 수질관리의 시발점이 지

표수의 공급원이 되는 지하수질의 특성화로부터 시작

되어야 함을 지시한다. 나아가 이 연구 결과는, 해당

지역 수자원 관리자와 사용자에게 지역적 지질학적 특

성에 기인하는 수질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도출을

위한 체계적 접근방식의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고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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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No.

 2014 (Unit : mg/L)

Na Ca K Mg SiO2

July Aug July Aug July Aug July Aug July Aug

Site #1 4.76 - 42.94 - 0.93 - 5.03 - 7.46 -
Site #2 7.93 7.77 31.28 27.13 2.13 5.37 2.51 - 5.79 5.67
Site #3 3.10 3.69 17.02 15.27 0.84 3.08 1.58 - 5.04 6.19
Site #4 5.85 4.36 27.14 21.30 1.11 3.03 1.92 3.65 5.39 5.15
Site #5 13.11 8.88 71.48 32.90 2.79 6.38 16.09 19.86 5.88 6.42
Site #6 14.11 15.91 78.46 57.09 2.30 6.16 36.10 - 3.58 6.40
Site #7 3.99 4.15 54.25 47.27 1.57 3.15 1.90 - 6.07 5.11
Site #8 7.34 5.20 54.87 48.11 2.06 3.68 2.17 15.88 5.13 4.68
Site #9 15.16 15.85 73.19 53.01 2.57 4.46 31.78 - 3.08 5.91

Site #10 5.62 7.38 37.79 26.63 0.96 3.97 3.28 21.38 10.73 9.20
Site #11 13.97 21.71 79.01 58.24 2.14 5.09 36.40 26.62 4.54 6.66
Site #12 15.52 20.14 83.51 62.56 2.50 6.04 44.91 4.29 4.00 6.26
Site #13 20.72 13.09 82.82 33.67 2.20 4.70 22.53 1.30 7.58 8.35
Site #14 13.07 10.20 52.67 26.00 2.01 4.54 11.99 - 7.91 8.17
Site #15 4.35 6.11 54.96 39.51 0.99 3.48 3.26 6.82 5.20 3.98
Site #16 16.47 13.82 76.21 42.17 2.45 5.78 18.09 32.79 7.58 8.31
Site #17 9.31 13.72 132.40 45.25 1.60 - 201.52 68.79 15.37 8.80
Site #18 14.45 18.04 102.89 93.04 3.08 6.56 74.98 13.09 5.93 6.00
Site #19 15.04 22.95 74.78 50.05 1.88 6.02 22.30 50.30 5.67 6.73
Site #20 12.27 16.26 99.98 73.32 2.72 5.28 77.79 15.77 5.29 6.80
Site #21 20.09 25.02 73.21 59.30 2.24 4.65 22.56 32.48 6.78 7.06
Site #22 14.99 17.64 162.96 79.72 2.14 5.85 57.87 - 9.81 11.53

Max. 20.72 25.02 162.96 93.04 3.08 6.56 201.52 68.79 15.37 11.53
Min. 3.10 3.69 17.02 15.27 0.84 3.03 1.58 1.30 3.08 3.98
Avg. 11.42 12.95 71.08 47.22 1.96 4.86 31.66 22.36 6.54 6.83
Std. 5.18 6.46 33.02 19.43 0.64 1.14 43.46 18.33 2.64 1.70

Appendix. Field data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surface water samples in the study area

Site No.

2014

July August

pH EC(µS/cm) Eh(mV) Temp(°C) pH EC(µS/cm) Eh(mV) Temp(°C)

Site #1 7.85 285.00 284.00 19.60 - - - -
Site #2 7.90 193.30 155.90 21.60 7.87 145.10 382.70 17.60
Site #3 6.62 120.00 151.20 15.10 6.64 105.20 296.60 19.20
Site #4 7.67 174.00 134.90 19.80 7.56 131.70 261.90 16.80
Site #5 7.98 565.00 110.30 27.00 6.75 273.50 208.00 20.60
Site #6 8.03 737.00 150.70 27.20 6.69 500.00 185.80 20.70
Site #7 7.98 268.00 322.40 21.30 7.54 228.00 157.70 18.40
Site #8 7.70 282.40 360.30 16.50 7.44 209.90 123.00 14.40
Site #9 8.44 684.00 280.00 25.60 7.58 466.00 97.00 21.20
Site #10 7.69 235.40 243.40 19.70 7.45 187.20 47.70 17.50
Site #11 8.51 726.00 215.30 21.50 8.08 503.00 88.20 -
Site #12 8.26 769.00 182.80 22.60 7.82 554.00 85.50 20.60
Site #13 7.65 654.00 180.30 25.00 7.70 261.00 83.50 20.60
Site #14 7.89 403.00 167.30 23.40 7.80 184.90 71.10 19.60
Site #15 7.90 258.80 172.20 19.30 7.80 212.30 94.10 16.80
Site #16 8.08 584.00 164.00 26.40 7.63 316.00 92.00 -
Site #17 4.24 2014.00 282.40 25.40 6.30 500.00 122.30 -
Site #18 7.81 1059.00 174.10 21.60 7.70 917.00 85.90 -
Site #19 7.87 620.00 143.60 26.80 7.86 432.00 79.50 -
Site #20 8.04 1074.00 140.00 24.00 8.02 719.00 74.60 -
Site #21 7.90 630.00 153.90 24.00 7.53 506.00 83.80 -
Site #22 6.94 1170.00 144.40 23.80 4.94 695.00 196.70 -

Max. 8.51 2014.00 360.30 27.20 8.08 917.00 382.70 21.20
Min. 4.24 120.00 110.30 15.10 4.94 105.20 47.70 14.40
Avg. 7.68 613.90 196.06 22.60 7.37 383.18 138.93 18.77
Std. 0.85 436.82 66.82 3.27 0.72 216.01 84.94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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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No.

 2014 (Unit : mg/L)

Fe Mn Al Cu Zn

July Aug July Aug July Aug July Aug July Aug

Site #1 - - - - - - - - - -

Site #2 - - - - - - - 2.37 - -

Site #3 - - - - - - - 1.14 - -

Site #4 - - - - - - - 0.79 - -

Site #5 - - - - - - - 0.60 - -

Site #6 - - - - - - - - - -

Site #7 - - - - - - - - - -

Site #8 - - - - - - - - - -

Site #9 - - - - - - - - - -

Site #10 - - - - - - - - - -

Site #11 - - - - - - - - - -

Site #12 - - - - - - - - - -

Site #13 - - - - - - - - - -

Site #14 - - - - - - - - - -

Site #15 - - - - - - - - - -

Site #16 - - - - - - - - - -

Site #17 - - 15.54 2.26 37.37 - - - 1.92 -

Site #18 - - - 0.60 - - - - - -

Site #19 - - - - - - - - - -

Site #20 - - 0.55 1.11 - - - - - -

Site #21 - - - - - - - - - -

Site #22 0.21 - 1.28 2.86 - - - - - 1.17

Appendix. Continued

Site No.

 2014 (Unit : mg/L)

F Cl NO3 SO4 HCO3

July Aug July Aug July Aug July Aug July Aug

Site #1 0.13 - 5.09 - 5.93 - 6.65 - 173.00 -

Site #2 0.12 0.11 4.57 5.17 8.52 14.11 10.07 9.63 94.00 67.00

Site #3 0.10 0.09 4.48 4.20 8.90 10.21 7.98 7.38 53.00 48.00

Site #4 0.12 0.09 4.50 5.24 9.22 14.86 10.73 10.14 85.00 59.00

Site #5 - 0.75 21.25 41.73 8.97 50.37 166.89 165.50 86.00 62.00

Site #6 0.27 0.50 12.66 19.70 4.55 11.36 221.52 137.78 161.00 125.00

Site #7 0.09 0.08 3.47 3.21 4.77 5.34 4.65 4.90 - 162.00

Site #8 - 0.08 3.26 3.29 5.17 6.94 4.29 4.80 - 156.00

Site #9 - 0.32 16.02 14.17 5.70 11.64 209.98 120.34 145.00 116.00

Site #10 0.12 0.13 3.66 3.29 4.54 6.26 6.10 6.65 138.00 -

Site #11 0.30 0.52 13.51 18.80 4.83 10.00 245.16 157.97 161.00 122.00

Site #12 0.30 0.54 14.38 20.25 4.72 10.30 262.96 186.76 162.00 132.00

Site #13 - 0.29 16.56 10.27 4.86 6.75 234.80 59.02 108.00 84.00

Site #14 0.18 0.25 7.47 10.06 4.79 6.48 109.88 25.14 109.00 79.00

Site #15 0.11 0.08 9.17 6.84 5.35 4.61 10.26 8.01 166.00 130.00

Site #16 0.25 0.30 9.02 10.81 5.15 8.29 190.06 82.49 119.00 92.00

Site #17 0.24 0.00 1.46 34.80 0.58 10.74 1374.42 219.96 - 40.00

Site #18 - 0.54 19.10 19.42 0.00 2.12 383.00 359.73 259.00 245.00

Site #19 0.25 0.35 18.03 15.53 6.38 11.00 195.58 144.22 110.00 77.00

Site #20 0.65 0.59 18.65 17.47 0.00 5.76 433.92 291.64 206.00 149.00

Site #21 0.26 0.38 13.37 18.20 4.09 11.47 205.71 174.50 116.00 87.00

Site #22 - 1.02 2.52 35.54 1.04 19.38 565.26 338.46 27.00 2.00

Max. 0.65 1.02 21.25 41.73 9.22 50.37 1374.42 359.73 259.00 245.00

Min. 0.09 0.00 1.46 3.21 0.00 2.12 4.29 4.80 27.00 2.00

Avg. 0.22 0.33 10.10 15.14 4.91 11.33 220.90 119.76 130.42 101.70

Std. 0.13 0.26 6.24 10.87 2.62 9.54 294.24 111.15 52.43 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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