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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dong area is located in the contact zone between central southeastern Ogcheon belt and Yeongnam massif,

in which Cretaceous Yeongdong basin exists. Therefore, the study area has complex geological environment of

various geological age and rock types such as Precambrian metamorphic rocks, age-unknown Ogcheon Supergroup,

Paleozoic/Mesozoic sedimentary rocks, Mesozoic igneous rocks and Quaternary alluvial deposits. This study focuses

on the link between the various geology and water type, and discussed the source of some major ions and their

related water-rock interaction. For this study, the field parameters and ion concentrations for twenty alluvial/

weathered and eighty bedrock aquifer wells were used. Statistical analysis indicates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groundwater quality between wet and dry seasons. Although various types were observed due to

complex geology, 80 to 84 % of samples showed Ca-HCO3 water type. Some wells placed in alluvial/weathered

aquifers of Precambrian metamorphic and Jurassic granitic terrains showed somewhat elevated NO3 and Cl

concentrations. Mg-HCO3 typed waters prevailed in Cretaceous Yeongdong sedimentary rocks. The deeper wells

placed in bedrock aquifers showed complicated water types varying from Ca-HCO3 through Ca-Cl/SO4/NO3 to Na-

HCO3 and Na-Cl type. Groundwater samples with Na-HCO3 or Na-Cl types are generally high in F concentrations,

indicating more influences of water-rock interaction within mineralized/hydrothermal alteration zone by Cretaceous

porphyry or granites. This study revealed that many deep-seated aquifer had been contaminated by NO3, especially

prominent in Jurassic granites area. Based on molar ratios of HCO3/Ca, HCO3/Na, Na/Si, it can be inferred that Ca

and HCO3 components of most groundwater in alluvial/weathered aquifer wells were definitely related with

dissolution of calcite. On the other hand, Ca and HCO3 in bedrock aquifer seem to be due to dissolution of feldspar

besides calcite. However, these molar ratios require other mechanism except simple weathering process causing

feldspar to be broken into kaolinite. The origin of HCO3 of some groundwater occurring in Cretaceous Yeongdong

sedimentary rock area seems to be from dissolution of dolomite(MgCO3) or strontianite(SrCO3) as well.

Key words : Yeongdong area, complex geology, groundwater, water-rock interaction, calcite dissolution, feldspar

weathering

영동지역은 지체구조상 옥천습곡대의 중앙 남동부와 영남육괴의 경계부에 위치하며, 이들 경계부에는 백악기 영동

분지가 분포한다. 따라서, 영동지역은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부터 옥천누층군, 고생대/중생대 퇴적암, 중생대 화성암을

거쳐 신생대 제4기 충적층에 이르기까지 지질시대와 암상이 다양한 복합 지질 환경을 가진다. 이들 다양한 지질과 지

하수 수질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였으며, 지하수 내 주요 이온 성분들의 기원 및 물-암석 반응 기작을 논의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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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는 충적/풍화대 관정 20개, 암반 관정 80개를 대상으로 한 현장 수질 측정 자료와 이온 함량 분석 자료가 활용

되었다. 통계 분석 결과, 풍수기와 갈수기간의 수질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질별로 수질 유형이 다양하

게 관찰되었으나, 충적/풍화대 뿐 아니라 암반 지하수에서도 Ca-HCO3 유형이 전체의 80~84 % 정도를 차지하였다.

충적/풍화대 지하수의 경우,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 쥬라기 화강암 지역 일부에서 NO3, Cl 함량이 꽤 높은 것이 관

찰되었고,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에서는 Mg-HCO3 유형이 관찰되었다. 암반 지하수에서는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

쥬라기 화강암 지역에서 Ca-HCO3 유형에서부터 Ca-Cl/SO4/NO3 유형을 거쳐 Na-HCO3, Na-Cl 유형까지 매우 다양

한 수질 유형을 보였다. 이중 Na-HCO3, Na-Cl 유형을 보이는 지하수는 F 함량이 높은 것들로서, 지하수 수질이 백

악기 반암 및 화강암의 광화대 및 변질대에서의 물-암석 반응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지역은 심부 대수층

까지 NO3에 의한 오염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특히 쥬라기 화강암 지역에서 현저하다. 지하수의 HCO3/Ca,

HCO3/Na, Na/Si 몰비 등으로 볼 때, 충적/풍화대 지하수의 Ca, HCO3 성분은 대부분 방해석의 용해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암반 지하수에서는 물 속의 Ca, HCO3 성분은 방해석 이외에 사장석의 용해작용과 관련되어

있어 보이나, 사장석이 고령토로만 변하는 단순 풍화작용의 기작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수질 특성을 보였다.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 지역의 지하수에서는 HCO3 기원이 방해석 이외에도 MgCO3, SrCO3 등의 용해작용과도 관련이 있

어 보였다.

주요어 : 영동지역, 복합 지질, 지하수, 수질 유형, 물-암석 반응, 방해석 용해작용, 사장석 풍화작용

1. 서 언

영동군은 행정구역상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

북 무주군, 경북 김천시와 상주시에 접하여, 1/250,000

지질도에서는 대전(Lee et al., 1996)과 안동(Hwang

et al., 1996) 도폭에 걸쳐서 분포하며, 1/50,000 지질

도에서는 설천(Yun and Park, 1968), 옥천(Kim et al.,

1978), 무주(Hong et al., 1980) 영동(Kim et al., 1986),

김천(Kim et al., 1989), 옥산동(Lee et al., 1989) 등

6개의 도폭에 걸쳐 분포한다. 또한, 지체구조상으로는

옥천습곡대의 중앙 남동부와 영남육괴의 경계부에 위

치하며, 그 경계부에는 백악기 퇴적분지인 영동분지가

분포함으로써,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으로부터 고생대

퇴적암, 중생대 화성암과 퇴적암, 신생대 제4기 충적층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질시대와 다양한 암질로 구성

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복합 지질

과 관련된 연구지역의 지하수 수질 유형 역시 매우 다

양한 양상으로 산출될 것으로 여겨진다. 

지하수는 순환 과정에서 주변 암석이나 토양, 열극

내 2차 생성물질 등과 물-암석 반응을 겪게 되므로,

대수층의 지질, 지질구조와 암상에 따라 지하수의 수

리지구화학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은 각기 광물조성이 서로 다르며, 화강

암질 암석과 염기성 암석의 광물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물-암석 반응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 특성은 지질 특성

에 의존하게 된다. 국내의 지질 중 화강암질암을 대수

층으로 하는 지하수의 지구화학적 특징에 대하여는

Lee et al.(1997)가 종합적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변성

암 지역에서의 수리지구화학 특성은 Jeong et al.(1995),

Lee et al.(1997), Choo et al.(1998), Yun et al.(1998)

등의 보고가 있다. 특히, Jeong et al.(2016)은 영동

단층 주변의 일부 지역(영동읍 주곡리, 임계리, 가리,

서송원리 일대)에서의 변성암, 퇴적암, 화성암에 대한

수질 특성과 U, Rn 함량에 대한 연구 내용을 보고한

바 있으나, 영동 단층을 중심으로 한 일부분만을 대상

으로 한 매우 국부적인 범위에서의 지질을 대상으로

수질 특성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은 영동군 전체 지역에서 선캠브리아시대부

터 신생대 제4기까지의 지질시대에 걸쳐 산출되는 변

성암, 화성암, 퇴적암 등 다양한 지질을 대상으로 지질

별 지하수의 수질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지

하수 내 주요 성분들의 기원과 물-암석 반응 메카니즘

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충적/풍화대와 암반

지하수 대수층간의 수질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풍수기

및 갈수기 등 시기별 수질 변화 양상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지질의 분류

연구지역의 지질은 6개 1/50,000 지질도폭간에 지질

시대 및 암상의 기재가 서로 상이한 부분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1/250,000 대전 및 안동 지질도폭과 옥천

및 영동지역 지하수 기초조사 보고서(MOLIT and

KIGAM, 2014, 2016)에서 기술된 지질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지질시대와 암층 그리고 지질을 통합 적용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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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영동군 전체의 지질을 재정리하였다(Fig. 1). 연구지

역의 지질을 시대별로 분류하면, 선캠브리아시대의 소

백산편마암복합체, 시대미상의 옥천누층군, 고생대의 조

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 트라이아스기 및 쥬라기 화강

암류, 백악기의 영동층군 퇴적암, 화산암 및 관입화성

암류, 그리고 이들 암석을 부정합으로 덮는 제4기 미

고결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지질시대와

다양한 암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고생대의 조선

누층군과 평안누층군은 연구지역 내에서 매우 소규모

로 산출되며 개발된 지하수 관정도 미미한 편이라 금

번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선캠브리아시대 소백산편마암 복합체는 영남육괴에

속하며, 영동지역 남동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복

합체는 편마암류와 편암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변성퇴

적암류가 협재된다. 시대 미상의 옥천누층군에는 황강

리층, 창리층, 각섬암이 있다. 황강리층은 주로 변성 함

력 이질암으로 구성되며, 2~30 m 두께의 금강석회암

층을 포함한다. 창리층은 옥천 지질도폭에서 기재된 창

리층과 문주리층 중 일부, 영동 지질도폭에서 기재된

천매암 등 저변성 퇴적암층이다. 영동군 북쪽 경계부

에 분포하는 트라이아스기 화강암은 청산화강암과 복

운모화강암으로 구분된다. 쥬라기 화강암류는 영동군

서부, 중북부, 동부 및 남부 지역에 분리되어 넓게 분

포하는데, 흑운모화강암을 비롯하여 반상흑운모화강암,

반상화강암, 흑운모화강섬록암, 화강섬록암, 홍색 장석

화강암 등 다양한 암상으로 산출된다. 백악기 영동층

Fig. 1. Geology based on 1/250,000 geological sheet and sampling locations in the study area. (1) Precambrian gneiss (PEgn,

dark brown), (2) Precambrian schist (PEsch, pale brown), (3) Ogcheon Supergoup; Changri formation (Ogc, grey oval form),

amphibolite (Ogam, deep violet, very small area) and Hwanggangri formation (Ogh, orange, very small area), (4) Paleozoic

limestone of Choseon Supergroup (Pls, blue), (5) Marori formation of Pyeongan Supergroup (Pm, powder blue), (6) Triassic

granite; Cheongsan granite (Tcgr, faded pink) and two-mica granite (Ttmgr, peach), (7) Jurassic granite (Jgr, autum orange),

(8) Cretaceous sedimentary rocks of Yeongdong Group; Mangyeri formation (Ksmg, ocean green), Saniri formation (Ks,

moss green), Dongjeongri formation (Kdj, grass green), Baekmasan formation (Kbm, light bluegreen) and Weonchonri

formation (Kwc, mint green), (9) Creaceous volcanics (Kv, deep rose), (10) Cretaceous porphyry and dyke (Kpor, pink), (11)

Quaternary alluvial deposit (Qa,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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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하부로터 만계리층, 산이리층, 동정리층, 백마산

층, 원촌리층 등으로 구성되며, 화산암류가 이들 퇴적

암을 관입하거나 덮고 있다. 응회암 및 응회암질 사암

으로 구성된 원촌리층을 제외하면, 영동층군의 주 구

성 암석은 대부분 역암, 사암, 셰일로 구성된다. 화산

암은 대부분 조면암질 안산암으로서 암회색, 암적색 또

는 암록색을 띤다. 백악기 반암류는 주로 장석반암과

석영반암들이다. 풍화에 강하여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

은 백화산(한성봉, 933.4 m)을 중심으로 북동 방향의

백화산맥을 형성하며, 황간면 용암리, 영동읍 심원리에

걸쳐 남서 방향으로 영동층군 퇴적암과 화산암류를 관

입하였다. 석영반암은 거의 모든 지질시대의 암석을 관

입하고 있다. 주 분포지는 학산면 일대에서 북으로는

심천면 고당리까지, 북동으로는 영동읍 오탄리까지 쥬

라기 화강암과 영동층군을 암맥상으로 수 km까지 관

입하여 연장 분포한다. 제4기 퇴적층은 대부분 충적층

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지역에 고기 선상지 퇴적층

과 붕적층이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충적층은 주로 자

갈, 모래, 실트, 점토 등으로 이루어진 퇴적층으로서,

퇴적 환경에 따라 하성, 평야, 곡간 충적층으로 구분된

다. 금강과 초강, 영동천, 그리고 이들의 지천을 따라

하성충적층과 평야충적층이 분포하며, 산간 계곡에는

곡간충적층이 좁게 분포하고 있다.

2.2. 시료 채취 및 분석

영동군 내에서 현장 수질과 이온 함량 분석을 위해

채취된 시료는 암반 지하수 60개, 충적층/풍화대 지하

수 20개로 모두 80개 대상이며(Fig. 1), 기본적으로 풍

수기(2015년 7월)와 갈수기(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

쳐 채취된 것이다. 풍수기에는 80개 모두 시료가 채취

되었으나, 갈수기에는 양수량 부족, 전기시설 부재, 모

터 고장 등의 현지 사정으로 인해 75개만을 대상으로

시료가 채취되었다. 충적/풍화대 지하수의 지질별 대상

시료 수는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류 11개, 옥천누층군

2개, 쥬라기 화강암류 18개,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류

5개, 백악기 반암류 2개이며, 암반 지하수의 지질별 대

상 시료 수는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류 50개, 옥천누

층군 4개, 트라이아스기 화강암류 2개, 쥬라기 화강암류

35개,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류 22개, 백악기 반암류

4개이다. 155개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영동지역 지하

수 기초조사 부록 II 자료편에 수록되어 있다(MOLIT

and KIGAM, 2016). 

시료 채취 시에는 토출온도(T),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EC), 용존산소량(DO) 등 현장 수질도 측정

하였다. 현장에서의 EC 측정에는 WTW Multi 340i,

pH와 DO 측정에는 Hach HQ40d를 이용하였으며,

pH 측정기는 Hach Buffer Solution의 pH 4.01, 7,

10.01로 보정하여 이용하였다. 이온 함량 분석은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생태연구센터(구 지하수연구실)

에서 실시하였으며, 양이온은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

광도계(Optima 7300 DV, Perkin Elmer), 음이온은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라피 시스템(ICS-1500, Dionex)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지하수의 현장 수질 

대수층별로 시기별 현장 수질(pH, EC, DO) 변화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고, 대수층별

로 지질별, 시기별 현장 수질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Fig. 2와 같다. 옥천누층군, 트라이아스기 화강암, 백악

기 반암 등에서 pH, EC, DO의 변화량이 적은 것은

시료 수가 적기 때문이다.

현장 수질 요소 중 하나인 지하수의 토출 온도는 3

월에 비해 7월에 평균적으로 2.1 oC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많은 시료 채취가 수도꼭지에 달린 긴 호스를 통

해 이루어져야 하는 현지 사정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서, 대수층 자체의 수온 변화가 아니라 대기 온도 변

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금번 연구에서는 시기별 토출

온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았다.

Table 1. Statistics for field parameters (T, pH, DO, EC) of groundwater

Factors

Wet Season (2015.07)

Factors

Dry Season (2016.03)

T

(oC)
pH

DO

(mg/L)

EC

(µS/cm)

T

(oC)
pH

DO

(mg/L)

EC

(µS/cm)

Range 12.6~24.4 5.18~10.63 0.09~9.43 32~1,055 Range 8.0~15.5 5.74~9.22 1.12~11.27 83~1,055

Mean 15.3 7.01 4.38 294 Mean 13.2 7.25 5.62 287

Median 14.7 6.95 4.00 266 Median 13.5 7.31 5.73 242

Std. Dev. 2.1 0.85 2.78 152 Std. Dev. 1.3 0.77 2.87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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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하수의 pH를 정리하면, 풍수기에 5.18~10.63

범위, 평균 7.01, 갈수기에 5.74~9.22 범위, 평균 7.25

이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할 때, 연구지역 내 지하

수의 pH 값은 풍수기에 6.16~7.86, 갈수기에 6.48~8.02

범위가 주를 이룬다. 풍수기에 비해 갈수기에 pH 값은

평균적으로 0.24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Fig. 2에서의 box-whisker diagram에서도 각 지질별로

유사하게 관찰되고 있다. 지질별로 지하수의 pH 값을

살펴 보면, 충적/풍화대와 암반 지하수 모두에서 선캠

브리아시대 변성암류와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류에서

다른 지질들에 비해 높은 pH 범위를 보였다. 반면에,

트라이아스기 화강암류와 백악기 반암류에서 상대적으

Fig. 2. Seasonal variations for field parameters (pH, EC and DO) of groundwater with each 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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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약간 낮은 pH 값을 보였다.

전체 지하수의 EC 값은 풍수기에 32~1,055 µS/cm

범위, 평균 294 µS/cm, 갈수기에 83~1,055 µS/cm

범위, 평균 287 µS/cm이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할

때, 연구지역 내 지하수의 EC 값은 풍수기에 142~

446 µS/cm, 갈수기에는 143~431 µS/cm 범위가 주를

이룬다. 풍수기와 갈수기의 EC 평균값은 차이가 7µS/cm

로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

은 Fig. 2에서의 box-whisker diagram에서도 각 지질

별로 유사하게 관찰되고 있다. 지질별로 비교해 보면,

충적/풍화대 지하수에서는 선캠브리아시대의 변성암과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류에서 비교적 높은 EC 값을

갖는 것들이 관찰되었으며, 암반 지하수에서도 마찬가

지 양상을 보였다. 

전체 지하수의 DO 값은 풍수기에 0.09~9.43 mg/L

범위, 평균 4.38 mg/L, 갈수기에 1.12~11.27 mg/L

범위, 평균 5.62 mg/L이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할

때, 연구지역 내 지하수의 DO 값은 풍수기에 1.60~

7.16 mg/L, 갈수기에는 2.75~8.49 mg/L 범위가 주를

이룬다. 풍수기에 비해 갈수기에 평균적으로 1.24 mg/L

높게 측정되었다. 지질별로 살펴보면, 충적/풍화대 지

하수에서는 옥천누층군 내 지하수에서 DO 값이 매우

낮아 환원 환경을 보였고, 백악기 반암에서는 DO 값

이 높아 산화 환경을 보였다.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

과 쥬라기 화강암의 지하수에서도 비교적 높은 DO 값

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 내

에서는 지하수의 DO 값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반 지하수의 경우에도,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 내

의 지하수에서 DO 값이 낮은 것들이 주를 이루며, 선

캠브리아시대 변성암 중에서도 일부는 매우 낮은 DO

값을 보이는 것들이 관찰되었다. 즉,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 지역에서는 지하수 산출 위치에 따라 수질이

매우 달라짐을 지시한다. 

3.2. 지하수의 이온 함량 

대수층별로 시기별 지하수의 이온 함량에 대한 통계

자료를 Table 2에 정리하였으며, 지질별로 산출 지하

수의 이온 함량 특성을 살펴보면 Fig. 3와 같다. 

풍수기와 갈수기간 이온 함량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

면, 갈수기에 비해 풍수기에 Ca, Mg, SO4는 각각

1.9 mg/L, 0.5 mg/L, 4.8 mg/L 감소하였고, Na, HCO3,

Cl, NO3는 각각 2.3 mg/L, 5.7 mg/L, 0.2 mg/L,

0.5 mg/L 증가되었다. K 함량은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각

성분 함량의 표준편차에 비하면 매우 적은 변화로서,

풍수기와 갈수기간에는 전반적으로 이온 함량의 변화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PO4 성분의 함량은 대부

분 검출 한계 이하이며, Table 2에 기재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충적/풍화대 지하수에 비해 암반 지하수

에서 EC 값, Ca, Na, Cl, SO4, F, Sr 함량이 높은

것들이 나타나며, 이는 주로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과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에서 관찰된다(Fig. 3(a) & (b)).

충적/풍화대 지하수에서 각 지질별로 이온 함량을 비

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Fig. 3(a)). 

Ca: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에서 비교적 높은 이상치

Table 2. Statistics for ion concentrations in groundwater

(a) Cation concentrations (Mg, Ca, Na, K)

Factors

Wet Season (2015.07)

Factors

Dry Season (2016.03)

Ca

(mg/L)

Mg

(mg/L)

Na

(mg/L)

K

(mg/L)

Ca

(mg/L)

Mg

(mg/L)

Na

(mg/L)

K

(mg/L)

Range 3.4~117.5 0.4~37.1 1.1~189.9 0.3~14.0 Range 2.3~78.8 0.3~35.8 5.3~162.5 0.7~9.8

Mean 30.8 7.9 17.4 2.5 Mean 28.9 7.4 19.7 2.5

Median 26.3 5.9 12.1 1.8 Median 25.2 5.5 12.1 1.9

Std. Dev. 18.6 6.7 25.2 2.3 Std. Dev. 17.0 6.5 27.7 1.9

(b) Anion concentrations (HCO3, Cl, SO4, NO3)

Factors

Wet Season (2015.07)

Factors

Dry Season (2016.03)

HCO3

(mg/L)

Cl

(mg/L)

SO4

(mg/L)

NO3

(mg/L)

HCO3

(mg/L)

Cl

(mg/L)

SO4

(mg/L)

NO3

(mg/L)

Range 15.3~323.7 0.3~232.8 1.0~245.9 0.0~63.6 Range 15.4~352.4 2.4~193.2 3.4~83.4 0.0~95.3

Mean 115.1 15.3 24.8 14.4 Mean 120.8 15.5 20.0 14.9

Median 88.7 9.3 17.1 12.5 Median 96.2 9.5 15.4 8.5

Std. Dev. 67.8 26.5 33.3 13.6 Std. Dev. 75.2 23.3 15.3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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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났으며, 쥬라기 화강암과 백악기 영동층군 퇴

적암에서도 높은 값의 지하수가 관찰되었다. 옥천누층

군과 백악기 반암 내 지하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Ca

함량을 보였다.

Mg: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류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백악기 반암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나머

지 지질 내 지하수에서는 서로 유사한 정도를 보였다.

Na, K: 옥천누층군과 백악기 반암에서 다른 지질에

비해 약간 낮은 경향이 보였다. K의 경우, 쥬라기 화

강암에서 그 함량이 높은 것들이 관찰되었다.

HCO3: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류와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에서 높은 값을 보이는 지하수가 관찰되었으며,

백악기 반암류 내 지하수에서는 낮은 함량을 보였다.

Cl: 옥천누층군과 백악기 반암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으며, 나머지 지질들에서는 서로 유사한 값

을 보였다.

SO4: 백악기 반암에서 낮은 편이며, 옥천누층군과 백

악기 영동층군 퇴적암에서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Fig. 3. (a) Ion concentrations in groundwaters of alluvial/weathered aquifer with each 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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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 옥천누층군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백악기

반암에서도 낮게 검출되었다. 반면에,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에서는 95.3 mg/L의 높은 함량을 보인 것이 있

으며, 전반적으로 이 지질 내 지하수에서 NO3의 오염

이 많이 관찰되었다. 쥬라기 화강암과 백악기 영동층

군 퇴적암에서도 50 mg/L 내외로 비교적 높은 함량을

보인 것들이 관찰되었다. 

F: 전체 지질에서 1 mg/L 이하로 관찰되었으며, 이

는 충적/풍화대 지하수가 심부 기원이 아님을 지시해

준다. 백악기 반암과 쥬라기 화강암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Si: 지질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보인다.

Sr: 모든 지질에서 1.8 mg/L 미만을 보였다.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쥬라

기 화강암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

암반 지하수에서 각 지질별로 이온 함량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Fig. 3(b)). 

Fig. 3. (b) Ion concentrations in groundwaters of bedrock aquifer with each 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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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 (Fig. 1의 012 시료)에서

118 mg/L의 매우 높은 이상치가 나타났으며, 쥬라기

화강암과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에서도 높은 값의 지

하수가 관찰되었다. 옥천누층군과 백악기 반암 내 지

하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Ca 함량을 보였으며, 트라이

아스기 화강암 내 지하수에서는 비교적 높은 함량을

보였다.

Mg: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과 백악기 영동층군 퇴

적암에서 40 mg/L 가까이까지 높은 값을 보이는 지하

수가 관찰되었으며, 나머지 지질에서는 모두 20 mg/L

이하의 낮은 값을 보였다.

Na: 충적/풍화대 지하수와는 달리,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과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 지하수에서 각각

163~190 mg/L (Fig. 1의 086 시료), 133~143 mg/L

(Fig. 1의 303 시료)로 매우 높은 값을 보이는 것들이

관찰되었다. 

K: 전반적으로 지질에 따른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

이나, 충적/풍화대 지하수에서처럼 쥬라기 화강암에서

K 함량이 높은 것이 관찰되었다.

HCO3: 전반적으로 충적/풍화대 지하수와 유사한 경

향을 보인다.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 내 지하수에서

비교적 높은 함량을 보였다. 쥬라기 화강암에서 이상

치가 나타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쥬라기 화강암과 백

악기 반암 내 지하수에서 낮은 함량을 보였다. 

Cl: 충적/풍화대 지하수와는 달리, 선캠브리아시대 변

성암에서 193~233 mg/L (Fig. 1의 086 시료)로 매

우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 시료에서

는 Na 함량 역시 매우 높았다. Na 함량이 높았던 백

악기 영동층군 퇴적암 내 지하수 (Fig. 1의 303 시료)

에서는 Cl 함량이 9~22 mg/L로서 매우 낮은 함량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과 옥천누층

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SO4: Ca 함량이 매우 높게 검출된 시료 (Fig. 1에서

012 시료)에서 SO4 함량 역시 246 mg/L로 매우 높게

검출되었다.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에서도 100 mg/L

내외로 비교적 높은 함량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나머지 지질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함량이다.

NO3: 옥천누층군은 충적/풍화대 지하수와는 달리 암

반 지하수에서 20 mg/L 내외로 관찰된 것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질에서 지하수 내 NO3 함량이

20~30 mg/L 범위를 보이는 것들이 관찰되었다. 쥬라

기 화강암에서 가장 높은 함량 72 mg/L를 보였다. 전

반적으로, 영동군에서는 암반 지하수 역시 NO3에 의한

오염이 많이 관찰되며, 이는 포도, 호두, 감 등의 농산

물 재배와 관련 있어 보인다. 

F: 충적/풍화대 지하수와는 달리, 암반 지하수에서는

F 함량이 높은 지하수가 다수 관찰되었다. 특히, 선캠

브리아시대 변성암 시료(Fig. 1의 086 시료)에서 6.8~

7.2 mg/L,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 시료(Fig. 1의 267

시료)에서 4.6~7.6 mg/L1 mg/L 범위로서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

Si: 옥천누층군에서 함량이 낮은 편이며, 중생대 화

강암류에서 높은 편이다.

Sr: 충적/풍화대 지하수와는 달리, 암반 지하수에서는

Sr 함량이 높은 지하수가 다수 관찰되었다. 특히, 선캠

브리아시대 변성암(Fig. 1의 012 시료)에서 2.5 mg/L,

쥬라기 화성암(Fig. 1의 240 시료)에서 1.9 mg/L, 백

악기 영동층군 퇴적암(Fig. 1의 291, 298 시료)에서

3.3~3.9 mg/L1 mg/L 범위로서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연구지역 내 지하수는 충적/풍화

대 지하수 뿐 아니라 암반 지하수에서도 상당수 NO3

에 의한 오염이 진행되었음을 보였다. 충적/풍화대 지

하수가 암반 지하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이 더 심

화되었으나, 암반 지하수도 전체 지질에 대해서 오염

이 일반화된 경향을 보인 것이다. 충적/풍화대 지하수

는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 쥬라기 화강암, 백악기 영

동층군 퇴적암 지역에서 NO3 함량이 높게 검출되었으

며, 암반 지하수는 쥬라기 화강암 지역에서 비교적 높

은 NO3 함량을 보였다. 연구지역에서는 이온 함량이

지질별로 매우 높은 이상치를 보이는 지하수가 다수

관찰되는 특징을 보였다. 충적/풍화대 지하수의 경우,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에서는 Ca, Mg, HCO3, F, Sr

함량이 높은 지하수가 관찰되었으며, 쥬라기 화강암에

서도 F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하수가 관찰되었다.

암반 지하수의 경우,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에서 Ca,

Na, Cl, SO4, F, Sr 함량이 매우 높은 지하수가 관찰

되었으며,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에서 Ca, Mg, Na,

HCO3, SO4, F, Sr 함량이 높은 지하수가 관찰되었다.

쥬라기 화강암 내 암반 지하수에서는 Ca, HCO3, Cl,

NO3, Si, Sr 함량이 높은 지하수가 관찰되었다. 

3.3. 지하수의 수질 유형

대수층별, 지질별 수질 유형을 살펴보면 Table 3,

Fig. 4와 같다. 수질 유형은 주성분이 아니더라도

epm(equivalents per million) 백분율이 25 % 이상으

로서 높은 경우에는 세부 수질 유형(sub-type)을 구분

하여 괄호로 표기하였다. 수질 유형을 위한 파이퍼 다

이아그램은 Fig. 4와 같으며, 수질 유형을 지질별/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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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로 정리해 보면 Table 3와 같다

충적/풍화대 지하수: Fig. 4(a)에서 볼 때, 충적/풍화

대 지하수 중 일부 쥬라기 화강암 지역 지하수에서

Na 함량이 높고,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 지역의 지하

수들이 쥬라기 화강암 지역의 지하수들에 비해 Ca,

Mg 함량이 다소 높아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크게 보

아 양자간에 수질 유형은 유사함을 보인다. 백악기 영

동층군 퇴적암 지역의 지하수 중에는 Mg 함량이 매우

높은 것들이 관찰되었다. 옥천누층군 지역의 지하수도

Mg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며, 백악기 반암 지역

Table 3. Water type of groundwater in each geology and aquifer type

(a) Alluvial/weathered aquifer

 Geology

Water Type 

Prec. M.

(N=11)

Ogch.

(N=2)

Tri. Gr.

(N=0)

Jur. Gr.

(N=18)

Cret. S.

(N=5)

Cret. Pr.

(N=2)

Ca-HCO3

Ca-HCO3 2 6 2

Ca-HCO3(NO3) 1

Ca(Na)-HCO3 2 6 1 2

Ca(Na)-HCO3(Cl) 2

Ca(Na)-HCO3(NO3) 1

Ca(Na-Mg)-HCO3(Cl) 1

Ca(Mg)-HCO3 4 2 1

Ca-Cl Ca(Na)-Cl(HCO3) 1 1

Mg-HCO3 Mg(Ca)-HCO3 1

Na-HCO3 Na(Ca)-HCO3 2

* Water type in parentheses means the case of high amounts of its composition over 25 epm %.

(b) Bedrock aquifer

 Geology

Water Type 

Prec. M.

(N=50)

Ogch.

(N=4)

Tri. Gr.

(N=2)

Jur. Gr.

(N=35)

Cret. S.

(N=22)

Cret. Pr.

(N=4)

Ca-HCO3

Ca-HCO3 15 2 8 7

Ca-HCO3(Cl) 2

Ca-HCO3(SO4) 1

Ca-HCO3(NO3) 2

Ca(Na)-HCO3 3 1 10 1 3

Ca(Na)-HCO3(Cl) 1 2 1

Ca(Na)-HCO3(SO4) 1

Ca(Na)-HCO3(NO3) 2 2

Ca(Na-Mg)-HCO3 1 1

Ca(Mg-Na)-HCO3 1

Ca(Mg)-HCO3 16 3 5

Ca(Mg)-HCO3(SO4) 1 1

Ca-Cl
Ca(Na)-Cl 1

Ca-Cl 1

Ca-SO4

Ca(Mg)-SO3(HCO3) 1

Ca-SO3 2

Ca-NO3

Ca(Na)-NO3(Cl-HCO3) 1

Ca(Na)-NO3(SO4) 1

Na-HCO3

Na(Ca)-HCO3 2 1 1

Na(Ca)-HCO3(SO4) 1

Na-HCO3(SO4) 1

Na-HCO3 4 5

Na-Cl
Na-Cl(HCO3) 1

Na-Cl 1

* Water sub-type in parenthesis means high amounts of its composition over 25 e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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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하수는 Mg 함량이 낮으며, Ca와 Na 당량비는

쥬라기 화강암 지역의 대다수 지하수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충적/풍화대 지하수는 전체 38개 중 32개(84.2 %)가

Ca-HCO3의 수질 유형을 보였으며, Ca-Cl 유형 2개

(5.3 %), Mg-HCO3 유형 1개(2.6 %), Na-HCO3 유형

2개(5.3 %)로 관찰되었다(Table 3(a)). 양이온의 Ca 성

분이 가장 우세하나, 세부적으로는 Na, Mg 성분도

epm 백분율 25 %를 초과하는 지하수들이 많이 관찰되

었다. 지하수 내 Mg 함량이 높은 경우는 선캠브리아

시대 변성암, 옥천누층군,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 지

역들이다. 음이온에서 HCO3 성분이 가장 우세한 경우

에도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 쥬라기 화강암 지역 일

부에서는 지하수 내 NO3와 Cl 함량이 꽤 높은 경우가

일부 관찰되었다. 특히,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과 쥬라

기 화강암 지역 지하수에서는 Ca-Cl 유형이 관찰되었

으며,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에서는 Mg-HCO3 유형

이 관찰되었다.

암반 지하수: 암반 지하수는 충적/풍화대 지하수에

비해 수질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산출됨을 보여

준다(Fig. 4(b)). 특히,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과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 지역에서의 지하수 중에는 Na 함량

이 매우 높은 것들이 다수 관찰되며, 옥천누층군 내

암반 지하수의 경우에는 충적/풍화대 지하수에 비해 Ca

함량은 줄고 Na 함량이 상대적으로 증가된 경향을 보

여, 물-암석 반응의 정도 차이에 따른 천부 지하수와

심부 지하수간의 수질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암반 지하수 중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과

쥬라기 화강암 지역의 암반 지하수는 이들 지역 내 충

적/풍화대 지하수에 비해 SO4+Cl+NO3+F 함량이 증

가된 것들이 많아졌으며, 이들 지질 지역에서 암반 지

하수도 지표 오염원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을 지시해

준다.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 지역 지하수는 상대적

으로 지표 오염 성분의 음이온 함량이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암반 지하수는 전체 117개 중 93개(79.5 %)가 Ca-

HCO3의 수질 유형을 보였으며, Ca-Cl 유형 2개(1.7 %),

Ca-SO4 유형 3개(2.6 %), Ca-NO3 유형 2개(1.7 %),

Na-HCO3 유형 15개(12.8 %), Na-Cl 유형 2개(1.7 %)

로 나타났다(Table 3(b)). Ca-HCO3의 수질 유형 93개

중에는 양이온 Na 및 Mg 성분의 epm 백분율 25 %

이상인 경우가 55개이며, 음이온 Cl, SO4, NO3 성분

의 epm 백분율 25 % 이상인 경우가 16개로서, 음이

온에 비해 양이온의 함량 변화가 다양함을 보였다. 

암반 지하수에서 Ca-HCO3 유형 중 Mg 함량이 높

은 경우는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 지역 18개, 옥천누

층군 지역 2개, 쥬라기 화강암 지역 3개, 백악기 영동

층군 퇴적암 지역 6개로서,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과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 지역 내 지하수에서 Mg 성분

이 우세하게 관찰되었다. 그러나, 암반 지하수에서 Mg-

HCO3 유형 자체는 금번 연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Ca-HCO3 유형 중 NO3 함량이 높은 경우는 선캠브리

Fig. 4. Piper diagrams showing the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various kinds of groundwaters from several rock types

occurring at Yeongdo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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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대 변성암 지역 2개, 쥬라기 화강암 지역 4개이며,

Ca-NO3 수질 유형 자체도 쥬라기 화강암 지역에서만

주로 관찰되었다. 이로 보아, 쥬라기 화강암 지역에서

는 심부 대수층까지 NO3에 의한 오염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쥬라기 화강암 지역의 암반 지하수가 지

표 오염에 쉽게 노출된 것은 우리나라 쥬라기 화강암

류의 풍화대가 심부까지 발달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Ca-HCO3 유형 중 Cl 함량이 높은 경우는 선캠브리

아시대 변성암 지역 1개, 쥬라기 화강암 지역 4개로서

Cl 성분의 관점에서도 쥬라기 화강암 지역의 지표 오

염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Ca-HCO3 유

형 중 SO4 함량이 높은 경우는 선캠브리아시대 변성

암 지역 1개, 쥬라기 화강암 지역 1개, 백악기 영동층

군 퇴적암 지역 2개, Na-HCO3 유형 중 SO4 함량이

높은 경우는 쥬라기 화강암 지역 1개, 백악기 영동층

군 퇴적암 지역 1개이며, Ca-SO4 유형 자체는 모두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 지역에서만 3개 관찰되었다.

암반 지하수에서 지질별로 우세한 수질 유형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옥천누층군과 백악기 영동층군 퇴

적암 지역에서는 Ca-HCO3 유형과 Na-HCO3 유형이

유사한 비율로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옥천누층군 지역

지하수에서는 음이온 성분이 주로 HCO3로서 SO4,

NO3, Cl 성분의 함량이 그다지 높게 검출되지 않았다.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 지역 지하수에서도 음이온 성

분이 주로 HCO3이며, SO4 함량이 높은 지하수가 소

수 관찰될 뿐 SO4, NO3, Cl 성분의 함량이 그다지

높게 검출되지 않았다. 트라이아스기 화강암 지역의 지

하수는 Ca-HCO3 유형만 관찰되었다.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 지역과 쥬라기 화강암 지역의 지하수는 Ca-

HCO3 유형에서부터 Ca-Cl, Ca-SO4, Ca-NO3, Na-

HCO3 유형을 거쳐 Na-Cl 유형까지 다양한 수질 유형

을 보였다. Ca-Cl과 Ca-NO3 유형은 쥬라기 화강암 지

역에서만 나타나며, 이 지역에서 지표 오염이 심부까

지 진행되었음을 보였다. Ca-SO4 유형은 선캠브리아시

대 변성암 지역에서만 나타났다. 선캠브리아시대 변성

암에서 관찰된 Na-Cl 유형은 Fig. 1의 086 시료이며,

이 시료에서는 F 함량도 매우 높게 검출되어 주변의

금/은 광화작용과 관련된 열수변질산물의 물-암석 반응

결과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3.4. 수질의 진화 특성

일반적으로 전기전도도(EC)는 지하수 내 총고용물질

(TDS)에 비례하며, 오염의 경우를 제외하면 전기전도

도와 총고용물질 함량은 물-암석 반응이 오래 지속될

수록 증가하게 된다. Fig. 5는 지하수 내 각 이온 성

분과 전기전도도의 상관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지질별

로 각 이온 성분의 진화 양상을 보여준다. 전기전도도

와의 상관성을 도시한 결과, Ca, Mg, Na, HCO3 성분

은 뚜렷한 수질의 진화 양상을 보였다. Cl, SO4, Sr

성분도 전기전도도 값이 큰 경우에 그 함량이 높아지

는 양상을 보였으며, NO3, F 성분은 전기전도도 값과

비례적인 관계가 잘 관찰되지 않았다. 

옥천누층군, 트라이아스기 및 쥬라기 화강암, 백악기

반암, 그리고 많은 경우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류와 백

악기 영동층군 퇴적암류들은 전기전도도의 증가에 따

라 Ca, HCO3 함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비율이 일

정함을 보이는 Ca-HCO3 수질 유형이 일반적인 양상

이다(Fig. 5). 그러나,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과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류들 중 일부는 Ca 함량이 매우 높은

시료들(Fig. 5, LS line), Mg 함량이 높은 시료들(Fig. 5,

S1 line)이 있는 반면에, Ca, Mg 함량이 매우 낮으면

서 Na 함량이 높은 시료들(Fig. 5, S2 line과 086 시

료들)이 있다. 

석회암 지역: LS line 선상의 시료(012, 015, 016,

017 시료)들은 동일 전기전도도 대비 Ca 함량(46.5~

117.5 mg/L)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하수들로서, 연구지

역 남서단에서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류 내에 협재하

는 석회암층 지층들에서 나타난다. 이들 시료에서의

Mg 함량은 4.6~37.1 mg/L 범위이며, 012, 017 시료

를 제외하면 Mg 함량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이

들의 Na 함량은 모두 10 mg/L 이하로 낮게 검출되었

다. HCO3 함량은 146.2~262.3 mg/L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나, 012 시료의 SO4 함량 245.9 mg/L를 제외하면

Cl, SO4 함량은 각각 6.3~28.2 mg/L, 15.4~25.8 mg/L

범위로서 대부분 낮은 함량을 보였다. SO4 함량이 매

우 높은 012 시료는 특히 Sr 함량이 2.5 mg/L로서

높게 검출되었다. NO3 함량은 15.7~44.1 mg/L, F

함량은 0.14~0.33 mg/L 범위를 보였다.

Ca(Mg)-X 수질 유형: S1 line 선상에 위치한 백악

기 영동층군 내 지하수들은 기본적으로 Ca-HCO3 수

질 유형에 속한다. 이들 중 번호 291, 298, 382 시료

등은 Ca 함량(46.8~62.6 mg/L) 뿐 아니라 Mg 함량

(23.8~46.8 mg/L)도 매우 높아 Mg 성분의 epm 백

분율 25 %를 초과하여, 세부 수질 유형이 Ca(Mg)-X

(X는 주로 HCO3) 혹은 Mg(Ca)-X의 특징을 보이고 있

다. 이들의 경우, HCO3와 SO4 함량이 각각 259.7~

352.4 mg/L, 16.1~94.4 mg/L 범위로서, 세부 수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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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Ca(Mg)-SO4(HCO3) 혹은 Ca(Mg)-HCO3(SO4) 수

질 유형을 보이는 것들이 있다. SO4 함량 150.5 mg/L

를 보이는 128 시료는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 중 편암

내에서 산출되는 지하수 시료로서 Ca-SO4 수질 유형

을 가지며, HCO3, Cl, NO3 및 F 함량은 매우 낮거

나 없는 편이다. S1 line 선상의 시료들 중 203, 291,

298, 382 시료들은 Sr 함량이 1.1~3.9 mg/L 범위로

서 매우 높은 Sr 함량을 보였다. 즉, 영동층군 내 일부

지하수(S1 line 계열 시료 중)에는 다량의 Ca, Mg,

HCO3, SO4, Sr 성분이 용해되어 있으며, 이로 보아

영동층군 퇴적암 내에는 방해석(CaCO3), 백운석

(MgCO3), 스트론티아나이트(SrCO3) 등 탄산염 광물의

용해 작용이 지하수의 수질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Na-HCO3 수질 유형: S2 line 선상에 위치한 백악

기 영동층군 내 지하수 시료(201, 267, 303, 318 시

료)들은 기본적으로 Na-HCO3 수질 유형에 속한다. 다

Fig. 5. Plots of groundwater chemistry as a function of EC (electrical conductivity) values in each geology occurring at

Yeongdong area. LS: Precambrian limestone, Sch: Precambrian schist, S1, S2: Cretaceous Yeongdong Group (S1: Ca(Mg)-

HCO3(SO4) or Ca(Mg)-SO4(HCO3) water type, S2: Na-HCO3 water type). Symbols for geology are the same as those in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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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지하수 시료들에 비해 Ca 함량(2.3~18.3 mg/L)과

Mg 함량(0.3~3.3 mg/L)이 매우 낮은 반면에, Na 함

량은 38.2~143.0 mg/L로서 높은 것들이다. 이 계열의

지하수는 S1 계열과는 달리, F 함량은 1.3~7.9 mg/L

범위로서 매우 높은 것들(201, 267, 303 시료들)이 있

는 반면에, Sr 함량은 모두 1 mg/L 이하로 낮은 특

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 중 201 시료는 반암 인근에

위치하며, 267 시료는 쥬라기 화강암체 인근에 위치하

여 지하수 수질이 이들에 의한 금속광상 및 열수변질

산물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F 함량

이 높은 시료 중 177 시료는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 지

역에서 산출되나, 1/50,000 영동 지질도폭에서는 인근에

소규모 맥상 반암이 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역

시 반암이 수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광화대/변질대 지역: 086 시료는 수질 특성상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서, 선캠브리아시대 변성

암 내에서 산출되는 지하수이다. 이 시료에는 Na 함량

뿐 아니라 Cl 함량 역시 매우 높아 Na-Cl 유형의 수

질 유형 특징을 가진다. Ca, Mg, SO4, Sr 함량은 매

우 낮은 편인 반면에, F 함량은 매우 높다. HCO3 함

량은 163.0~183.8 mg/L 범위로서 연구지역 지하수들

중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NO3 함량은

0.0~0.7 mg/L로서 지표 오염의 징후는 없다. 086 시

료는 인근에 쥬라기 화강암이 분포하여 이에 의한 수질

영향이 고려된다. 인근의 쥬라기 화강암체는 1/50,000

무주, 설천 지질도폭에서는 백악기 화강암으로 기재된

것이며, Youn and Park(1991) 역시 백악기 지질연령

을 보고하였으며, 이 암체를 중심으로 금-은 광화대가

형성되어 주변에 다양한 종류의 금속광물과 맥석광물

그리고 변질광물들을 생성시킨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러한 광화작용 산물과 지하수와의 물-암석 반응 결과

로 086 시료의 독특한 수질을 형성시켰을 것으로 해석

된다. 이 시료에는 Ca, Mg, Sr 함량이 적어 수질 형

성에서 방해석 등의 탄산염광물의 용해 작용과는 무관

한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높은 Na, Cl 함량은 이 시

료의 수질 특성이 광화대 및 변질대의 유체포유물로부

터 기인되었을 것을 시사해준다. 

NO3 함량 변화에 따른 이온 함량 변화: 금번 연구

를 통해, 영동지역의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 쥬라기

화강암, 백악기 영동층군 내에서 산출되는 충적/풍화대

지하수 중 많은 것들이 NO3 성분에 의해 오염된 양상

을 보였다. 특히, 쥬라기 화강암 지역에서는 충적/풍화

대 뿐 아니라 암반 지하수에서도 NO3 성분에 의한 오

염이 심화된 것들이 있다. 지하수 내 각 이온 성분들

의 지표 오염 기원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각 이온

함량과 NO3 함량과의 상관성을 Fig. 6와 같이 도시하

였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성분들에서 각 NO3 함량

수준에서의 이온 함량의 하한선(Fig. 6의 LL line)이

NO3 함량 증가에 따른 양의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이

온 함량의 상한선은 음의 감소 추세 혹은 유지 상태를

보였다. 즉, 물 속의 NO3 함량 증가는 단순히 오염

시간의 흐름만을 지시해주며, NO3 성분의 증가와 더불

어 다른 이온들의 함량이 부화된 경향은 보이지 않았

다. 특히, Mg, Na, HCO3, Cl, SO4, F, Sr 등 대부

분의 이온 함량이 높은 경우는 NO3 함량이 매우 낮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표 오염에 의한 이온 함량의 부화

현상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Na, Cl, F 함량이 가장

높게 검출된 086 시료에서도 NO3 함량이 0 mg/L에

가까워 수질의 지표 오염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며,

NO3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의 수질은 주로 지질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3.5. 고함량 불소(F) 지하수

우리나라 먹는물 기준에 의한 F 함량 기준은 2 mg/L

이긴 하나, Viswanathan et al.(2009)는 음식물 섭취

량 및 골격 내 F 축적량 등을 고려하여 음용수에 적

당한 F 함량은 0.5~0.65 mg/L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금번에 연구지역에서 지하수 내 F 함량이 2 mg/L 초

과 6 개, 1~2 mg/L 범위 9 개로서 1 mg/L 이상의

F 함량을 보이는 시료는 전체 분석 시료 수 155 개

중 9.7 % 정도를 보였다. 연구지역에서 지질별/대수층

별 F 함량 범위는 Table 4와 같으며, F 함량과 다른

이온 성분의 함량과의 상관도는 Fig. 7과 같다. 모든

지질 내 충적/풍화대 지하수에서의 F 함량은 1 mg/L

이하를 보였다. 암반 지하수에서 F 함량 2 mg/L를 초

과하는 경우는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과 백악기 영동

층군 퇴적암 내 지하수에서 관찰되었으며, 옥천누층군과

백악기 반암지역에서는 F 함량 1~2 mg/L 범위를 보이

는 시료들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트라이아스기와 쥬라

기 화강암류에서는 충적/풍화대 뿐 아니라 암반 지하

수에서도 모두 1 mg/L 이하의 낮은 F 함량을 보였다.

지하수 내 F 성분의 함량 부화는 강우(Chandrawanshi

and Patel, 1999; Satsangi et al., 2002; Tiwari et al.,

2012), 농업활동에 의한 인산염 비료(Srinivasa Rao,

1997; Kundu et al., 2009), 암석/토양(Misra and

Mishra, 2007; Tirumalesh et al., 2007; Mondal et

al., 2014; Singaraja et al., 2014) 등으로부터 유래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도의 반건조 기후인 경우 강



충북 영동군 복합 지질지역에서 산출되는 지하수의 수리지화학적 특성 459

우의 F 함량은 0.2-0.5 mg/L까지도 관찰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강우에서 이와 같이 높은 함량의

F이 보고된 바는 없다. Fig. 5에서 연구지역 내 지하수

의 F 함량은 NO3 함량과 연관성이 없고 지하수 내

PO4 함량은 대부분 검출 한계 이하로 나타나, 농업활

동에 의한 F 부화 현상 역시 추론키는 어렵다. 또한,

Table 4에서 연구지역의 충적/풍화대 지하수에서는 모

두 지질 종류에 상관없이 낮은 F 함량을 보였으며, 이

로 보아 연구지역에서는 토양 내 함-불소 광물의 풍화

작용이나 용해작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연구지역의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과 백악기 영동층

군 퇴적암 내 암반 지하수에서 고함량 F 지하수가 산

출되는데, 지하수 내 F 성분은 이들 암석 내 F 성분

을 많이 함유한 광물 및 시멘트 물질의 용해작용 혹은

광화대 및 변질대에서의 유체포유물 성분과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암석 내에 가장 흔한 불소 광물은

Fig. 6. Plots of groundwater chemistry as a function of nitrate concentration in each geology occurring at Yeongdong area.

Symbols for geology are the same as those in Fig. 4 (LL line: lower limit for ion concentrations over each NO3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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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lots of groundwater chemistry as a function of fluoride concentration in each geology geology occurring at

Yeongdong area. Symbols for geology are the same as those in Fig. 4. 

Table 4. Fluorine concentrations in groundwater in each geology and aquifer type

(a) Alluvial/weathered aquifer

 Geology

F concentrations 

Prec. M.

(N=11)

Ogch.

(N=2)

Tri. Gr.

(N=0)

Jur. Gr.

(N=18)

Cret. S.

(N=5)

Cret. Pr.

(N=2)

Range of F concentrations (mg/L) 0.07~0.25 0.28~0.30 - 0.00~0.67 0.06~0.16 0.45~0.78

(b) Bedrock aquifer

 Geology

F concentrations 

Prec. M.

(N=50)

Ogch.

(N=4)

Tri. Gr.

(N=2)

Jur. Gr.

(N=35)

Cret. S.

(N=22)

Cret. Pr.

(N=4)

Range of F concentrations (mg/L) 0.00~7.16 0.78~1.56 0.15~0.24 0.00~0.93 0.05~7.85 0.03~1.10

Sample numbers with 1~2 mg/L 2 3 0 0 2 2

Sample numbers over 2 mg/L 3 0 0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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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CaF2)이지만, 지각 및 암석 내 F 성분은 대부분

플루오르인회석(Ca5(PO4)3(F,Cl,OH)), 각섬석((Ca,Na)2-3

(Mg,Fe,Al)5(Al,Si)8O22(OH)2), 운모류((K,Na,Ca)2(Fe,

Mg,Al,Mn,Fe,Ti)4-8(Si,Al)8(OH,F)4) 등 수화광물에서

수산기 이온(hydroxyl-ions)을 F 성분이 부분적으로 교

대한 상태로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 결과(Saxena and

Ahmed, 2003; Tirumalesh et al., 2007; Sajil Kumar

et al., 2015)에 의하면, F 함량이 높은 지하수에서조차

형석은 불포화 상태를 보이며, 형석 광물이 F 성분의

용해작용에 대하여 규제적인 광물상(limiting phase)이

아님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지하수 내 F 기원과 관

련하여, 제올라이트(zeolite) 및 점토광물로부터의 탈착

작용(desorption), 칼리치(caliche) 및 칼크리트(calcrete)

내 F 흡착(adsorption) 및 재탈착 등의 메카니즘이 알려

져 있다(Reddy et al., 2010; Mondal et al., 2014).

Fig. 7에서 볼 때, 연구지역 지하수 중 F 함량이 높

은 지하수는 Ca 함량이 높지 않으며, 반대로 Ca 함량

이 높은 경우에는 F 함량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

서, 연구지역에서도 지하수 내 높은 함량의 F 기원은

형석의 용해작용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

사하게, F 함량이 높은 지하수 내 Mg, K 함량이 높

지 않으며, 지하수 내 PO4 성분이 거의 검출되지 않

는 점 등으로 볼 때, 지하수 내 고함량의 F 기원이

플루오르인회석, 각섬석, 운모류 등 수화광물의 용해와

관련이 적어 보인다. 즉,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과 백

악기 영동층군 퇴적암의 고함량 F 성분은 점토광물로

부터의 탈착작용 메카니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추

정케 한다. 한편, Na-Cl 수질 유형을 보이는 086 시료

를 제외하면, F 함량이 높은 대부분의 지하수에서는

Na, HCO3 함량이 높고 Ca, Mg, Cl, SO4 함량은 낮

은 편으로서 Na-HCO3 수질 유형을 보인다. 즉, 과잉

의 F 함량을 지닌 지하수가 보통 Na-HCO3 수질 유

형을 가지는 것과 일치하며,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지

하수의 수질이 함양 지역에서 배출 지역으로 이동하면

서 방해석, Mg-방해석, 돌로마이트 등으로 침전함에 따

라 지하수 내 Ca 성분이 점차적으로 제거되어 가는

수질 진화 과정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수질

진화과정이라면, 형석 및 기타 수화광물들의 용해작용

에 의한 F 성분의 기원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지하수

내 F 부화를 Ca 성분 제거 과정과 관련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F 함량 증가가 Si 함량 증가와 무관

함을 보여(Fig. 7), 이러한 수질의 진화 과정을 고려하

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시료 번호 086, 177은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 지역에서 산출되는 지하수로서,

인근에 백악기 반암 및 화강암에 의한 광화대/변질대

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들 지하수 시료에서의 고함

량 F 성분은 변질산물들(형석, 플루오르인회석 등)과

유체포유물로부터의 기원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

인다. 그러나,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에서 산출되는

지하수(201, 267 시료 등)의 고함량 F 성분의 기원은

퇴적암의 속성작용(diagenesis)에 의해 생성된 점토광

물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3.6.방해석과 사장석의 용해작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지하수 내 Ca 함량은 방해석의 용해 및 침전 반응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Lee et al.(1997)에 의하

면, 화강암 지역의 지표수, 천부 지하수에서는 방해석

의 용해로 물 속에 Ca 성분이 계속 공급되나, 심도가

300 m 이상인 심부 대수층에서는 오히려 방해석이 포

화 또는 과포화되어 방해석을 침전시키게 되어 물 속

에 Ca 함량이 낮아지게 된다. 방해석 침전에 의해 Ca

함량이 감소한다면 다음 반응식에 의해 HCO3/Ca 몰

비가 2:1 수준에서 물 속에 존재하는 HCO3 함량 역

시 감소하게 되며, 반대로 방해석이 용해되면 이에 의해

지하수 내 HCO3/Ca 몰비가 2:1 수준으로 Ca, HCO3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CaCO3 + H2O + CO2 = Ca2+ + 2HCO3
- (1)

Fig. 8에서 볼 때, 충적/풍화대의 천부 지하수에서는

지질에 상관없이 이러한 몰비가 2 내외를 잘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물 속의 Ca 함량이 방해석의 용

해작용에 의해 주로 지배되고 있음을 지시해준다. 반

면에, 대수층이 보다 심부에 위치하는 암반 지하수에

서는 많은 경우 HCO3/Ca 몰비가 2:1 수준에서 상당

히 벗어나 있어 물 속의 Ca 함량이 단순히 방해석의

용해와 침전 작용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

다. 암반 지하수의 경우, 옥천누층군, 트라이아스기 화

강암, 쥬라기 화강암, 백악기 반암은 HCO3/Ca 몰비가

비교적 2:1 수준을 잘 유지하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과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에서

는 HCO3/Ca 몰비 2:1 수준에서 상당히 벗어난 시료

들이 많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다른 원인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백악기 영

동층군 퇴적암에서는 탄산염 광물로 방해석 이외에도

MgCO3, SrCO3 등 다른 종류의 탄산염 광물들이 존

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용해/침전 작용도 지하

수 내 Ca 함량 증가 없이 HCO3 함량 증가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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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부 지하수에서 Ca 함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HCO3 성분이 계속 공급되어 증가되기 위해서는 토양

층으로부터의 빠른 지하수 유입 또는 기원을 알 수 없는

지하 심부로부터의 상승 등을 들 수 있다(Lee, et al.,

1997). Fig. 9은 지표 오염 지수인 NO3 함량 변화에

따른 HCO3/Ca 몰비를 도시한 것이다. 충적/풍화대 지

하수의 경우, NO3에 의한 지표 오염이 적든 크든 모

두 물 속의 Ca 함량이 방해석의 용해/침전 작용과 관

계됨을 잘 보이고 있다. 암반 지하수에서는 NO3 함량

이 낮은 경우 HCO3/Ca 몰비가 매우 큰 지하수가 있

으며, 이들 지하수는 대부분 선캠브리아시대 퇴적암과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에서 산출된다. 이와 같이

HCO3 함량이 높지만 NO3 함량이 낮은 경우는 토양층

으로부터의 급속한 지하수 순환과 관계가 적음을 시사

한다. 한편, 쥬라기 화강암 지역의 암반 지하수에서는

NO3 함량이 높은 경우가 나타나며, 이는 쥬라기 화강

암 지역에서 풍화대가 심부까지 발달하여 지표로부터의

물 유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서는 풍화작용에 의해 조암광물(사장석, 운모류 등)

의 점토광물화가 상당 수준까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쥬라기 화강암 지역 내 지하수에서, 이와 같이

NO3 함량이 높은 반면에 HCO3/Ca 몰비가 1 이하로

낮게 검출되는 것들은 Ca 함량의 증가가 단순히 방해

석의 용해/침전 작용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

라, Na-Ca 고용체로 이루어진 사장석의 풍화 작용과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시해 준다. 

사장석의 풍화작용은 부조화 용해(incongruent diss-

olution)로서, 금속이온을 용탈시키면서 이차적으로 점

토광물(kaolinite, smectite, illite 등)을 형성하는 반응

과정이다. 물의 가수분해 작용에 의해 사장석이 풍화

되는 경우(식 (2)), 2몰의 사장석(NaAlSi3O8)이 1몰의

kaolinite(Al2Si2O5(OH)4)를 생성하게 되며, 이 경우 2

몰의 Na+와 4몰의 SiO2(aq.)를 생성하게 된다. 

2NaAlSi3O8 + H2O + 2H+ = Al2Si2O5(OH)4 +

2Na+ + 4SiO2(aq.) (2)

사장석의 풍화작용에서 수소 이온의 주요 공급원이

H2CO3 성분이라면 사장석이 kaolinite로 변화하는 풍화

작용은 식 (3)과 같이 되며, 이에는 방해석의 용해에서

Fig. 8. The ratio of HCO3 to Ca concentrations plotted against EC values for groundwater samples in each aquifer types with

different geology occurring at Yeongdong area. Symbols for geology are the same as those in Fig. 4. 

Fig. 9. The ratio of HCO3 to Ca concentrations plotted against NO3 concentrations for groundwater samples in each aquifer

types with different geology occurring at Yeongdong area. Symbols for geology are the same as those in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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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HCO3의 생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

HCO3/Na 몰비는 1, Na/Si 몰비는 0.5를 보이게 된다.

2NaAlSi3O8 + 11H2O + 2CO2 = Al2Si2O5(OH)4 + 

2Na+ + 2HCO3
- + 4H4SiO4 (3)

사장석의 풍화 작용과 관련하여, 암반 지하수에서는

많은 경우 HCO3/Na 몰비가 1 이상이며, 모든 경우

Na/Si 몰비가 0.5 이상을 보였다(Fig. 10). 이는 사장

석의 풍화작용을 잘 반영하지 않는 현상이다. 한편, 많

은 경우 Na/Si 몰비가 1에 수렴하는 현상이 관찰되며,

이는 지하수 내 Si 성분의 공급과 제거에서 사장석의

풍화작용 이외에도 다른 기작이 작용되고 있음을 시사

한다. Lee et al.(1997)은 kaolinite-smectite 상호 반

응으로 SiO2(aq.) 성분이 소모되는 과정을 소개한 바

있다. NO3 함량이 높은 경우는 심부까지 풍화작용의

심화 가능성을 지시해주며, 이와 같이 NO3 함량이 높

은 암반 지하수에서 HCO3/Na 몰비 1, Na/Si 몰비 1

근처 값을 보여 사장석의 점토광물화 가능성을 뒷받침

해 준다. 쥬라기 화강암 지역 지하수에서 NO3 함량이

높은 경우, HCO3/Ca 몰비는 2 미만이고(Fig. 9),

HCO3/Na 몰비가 1 이상인 것(Fig. 10)들이 있다. 이

들로 보아, 사장석의 용해작용에 의한 지하수 수질은

Ca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있는 알바이트(albite)

사장석의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Fig. 8, 9에서 보

면,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 지역 암반 지하수 중에는

HCO3/Ca 몰비가 2에 가까움을 보인다. 이는 이들 지

하수 내 HCO3 성분의 주요 공급이 사장석의 용해에서

비롯되지 않고 방해석의 용해/침전 작용에 기인되었음

을 시사한다. 또한, 이들 지하수는 HCO3/Na 몰비와

Na/Si 몰비가 매우 높은 값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 역

시 이들 지하수 내 HCO3 성분의 주요 공급이 사장석

의 용해에서 비롯되지 않고 방해석의 용해/침전 작용

에 기인되었음을 시사하게 된다.

Fig. 11에서 보면, 암반 지하수 중에는 2 mmol/L

이상의 높은 Na 함량을 가진 것들(Fig. 1, Fig. 11에

서의 086, 201, 267, 303, 318 시료들)이 있다. 이들

Na 함량이 2 mmol/L 이상으로 높은 암반 지하수들에

서 HCO3/Na 몰비가 1 내외를 보이는 것은 Na 성분

이 주로 사장석의 용해에 의해 유래되었을 가능성을

보인다. 그러나, Na/Si 몰비가 10 이상으로 매우 높은

Fig. 10. Relationships between Na and HCO3 and Si concentrations for groundwater samples in bedrock aquifer with

different geology occurring at Yeongdong area. Symbols for geology are the same as those in Fig. 4. 

Fig. 11. Relationships between Na and HCO3 and Si concentrations for groundwater samples in bedrock aquifer with

different geology occurring at Yeongdong area. Symbols for geology are the same as those in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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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들 지하수 내 Na 성분이 주로 사장석의 용해

에 의해 유래된 것이 아님을 추정케 한다. 이러한 경

우의 암반 지하수는 수질 유형이 Na-HCO3 혹은 Na-

Cl 유형을 보이는 것들로서, “수질의 진화 특성”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백악기 반암/화강암 인근 광화대 내

유체포유물 등 다른 기원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게

된다. 한편, 2 mmol/L 이하의 Na 함량을 가지는 암

반 지하수의 경우에는 Na/Si 몰비가 대부분 5~7 이하

로서 연구지역 암반 지하수에서 일반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들이다. 이 경우에는 지하수 내 Na 성분의 기원이

식 (2), (3)에 의한 사장석의 고령토화 및 고령토-스멕타

이트 반응 등 풍화작용에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식 (2), (3)의 경우처럼 사장석의 풍화작용이

지하수 내 Na, Si 함량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로 가정한

다면, Na-Na/Si 상관도(Fig. 11)에서 지하수 내 Na/Si

몰비가 대부분 0.5 내외의 일직선상에 배열되어야 하

나, 연구지역의 시료들에서는 Na/Si 몰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하수 내 Na 함량 증가에 따라

SiO2(aq.)가 비례적으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의

원인에는 Lee et al.(1997)이 제시한 kaolinite-smectite

상호 반응 등 다른 기작에 의해 SiO2(aq.) 성분이 소

모되는 과정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Na/Si 몰비 자체만으로는 사장석의 풍화작용 여부

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4. 결 론

복합 지질 환경에 있는 영동지역의 지질은 지질시대

와 암상이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지하수 시료

155개 분석 자료(충적/풍화대 38개, 암반 117개)를 이

용하여, 지질별 지하수의 수질 특성과 물질의 기원 등

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충적/풍화대와 암반 지하수 모두에서 선캠브리아

시대 변성암류와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류에서 pH,

전기전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트라이

아스기 화강암류와 백악기 반암류에서는 상대적으로 약

간 낮은 pH 값을 보였다. 충적/풍화대에서 DO 값은

옥천층군에 매우 낮고, 백악기 반암에서 높은 양상을

보였다.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에서는 충적/풍화대와

암반 지하수 모두 DO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현장수질 및 각 이온 함량의 표준편차를 고려

할 때, 전반적으로 풍수기/갈수기간 변화는 크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지역에서는 충적/풍화대 뿐 아니라 암반 지

하수에서도 상당수 NO3에 의한 오염이 진행되었음을

보였다. 충적/풍화대 지하수는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

쥬라기 화강암,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 지역에서 NO3

함량이 높게 검출되었으며, 암반 지하수는 쥬라기 화

강암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NO3 함량을 보였다.

(3) 충적/풍화대 지하수의 수질 유형: 전체 38개 중

32개(84.2 %)가 Ca-HCO3의 수질 유형을 보였으며,

Ca-Cl 유형 2개(5.3 %), Mg-HCO3 유형 1개(2.6 %),

Na-HCO3 유형 2개(5.3 %)로 관찰되었다. 지하수 내

Mg 함량이 높은 경우는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 옥천

누층군,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 지역들이다. 음이온에

서 HCO3 성분이 가장 우세한 경우에도 선캠브리아시

대 변성암, 쥬라기 화강암 지역 일부에서는 지하수 내

NO3와 Cl 함량이 꽤 높은 경우가 일부 관찰되었다.

특히,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과 쥬라기 화강암 지역 지

하수에서는 Ca-Cl 유형이 관찰되었으며, 백악기 영동

층군 퇴적암에서는 Mg-HCO3 유형이 관찰되었다. 

(4) 암반 지하수의 수질 유형: 전체 117개 중 93개

(79.5 %)가 Ca-HCO3의 수질 유형을 보였으며, Ca-Cl

유형 2개(1.7 %), Ca-SO4 유형 3개(2.6 %), Ca-NO3

유형 2개(1.7 %), Na-HCO3 유형 15개(12.8 %), Na-Cl

유형 2개(1.7 %)로 관찰되었다. Ca-HCO3의 수질 유형

93개 중에는 양이온 중 Na 혹은 Mg 성분의 epm 백

분율 25 % 이상 되는 경우가 55개이며, 음이온 Cl,

SO4, NO3 성분의 epm 백분율 25 % 이상 되는 경우

가 16개로서, 음이온 함량에 비해 양이온 함량의 변화

가 매우 다양함을 보였다. 

(5) 암반 지하수의 지질별 수질 유형: 옥천누층군과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 지역에서는 Ca-HCO3 유형이

우세하며 Na-HCO3 유형도 다수 관찰되었다. 트라이아

스기 화강암 지역의 지하수는 Ca-HCO3 유형만 관찰

되었다.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 지역과 쥬라기 화강암

지역의 지하수는 Ca-HCO3 유형에서부터 Ca-Cl, Ca-

SO4, Ca-NO3, Na-HCO3 유형을 거쳐 Na-Cl 유형까

지 다양한 수질 유형을 보였다. Ca-Cl과 Ca-NO3 유형

은 쥬라기 화강암 지역에서만 나타나며, 이 지역에서

지표 오염이 심부까지 진행되었음을 보였다. Ca-SO4

유형은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 지역에서만 나타났다. 

(6) 전기전도도와 Ca, Mg, Na, HCO3 함량 관계는

뚜렷한 수질의 진화 양상을 보였다. Cl, SO4, Sr 성분

도 전기전도도 값이 큰 경우에 그 함량이 높아지는 양

상을 보였으며, NO3, F 성분은 전기전도도 값과 비례

적인 관계가 잘 관찰되지 않았다. 옥천누층군, 트라이

아스기 및 쥬라기 화강암, 백악기 반암, 그리고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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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류와 백악기 영동층군 퇴

적암류들은 전기전도도의 증가에 따라 Ca 함량이 비례

적으로 증가하는 비율이 일정함을 보이는 일반적인 양

상을 보인다. 그러나,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과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류들 중 일부는 Ca 함량이 매우 높은

시료들이 있는 반면에 정반대로 Ca 함량이 매우 낮은

시료들이 있다. 이들의 수질 진화 과정 및 고함량 이

온 성분은 각기 그 기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

다. 특히,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 내에 산출하는 Na-

HCO3 및 Na-Cl 유형의 지하수 수질은 백악기 반암

및 화강암의 광화대 및 변질대에서의 물-암석 반응의

결과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7) 연구지역의 캠브리아시대 변성암과 백악기 영동

층군 퇴적암 내 암반 지하수에서 고함량 F 지하수가

산출되는데, 지하수 내 F 성분은 이들 암석 내 F 성

분을 많이 함유한 광물 및 시멘트 물질의 용해작용 혹

은 광화대 및 변질대에서의 유체포유물 성분과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8) 충적/풍화대의 천부 지하수에서는 지질에 상관없

이 HCO3/Ca 몰비가 2 내외를 잘 유지하는 양상을 보

이며, 물 속의 Ca 함량이 방해석의 용해작용에 의해

주로 지배되고 있음을 지시해준다. 반면에, 암반 지하

수에서는 많은 경우 HCO3/Ca 몰비가 2:1 수준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어 물 속의 Ca 함량이 단순히 방해

석의 용해와 침전 작용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음을 보

여 준다. 백악기 영동층군 퇴적암에서는 탄산염 광물

로 방해석 이외에도 MgCO3, SrCO3 등 다른 종류의

탄산염 광물들의 용해/침전 작용도 지하수 내 HCO3

함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쥬라기 화

강암 지역 내 암반 지하수에서 HCO3/Ca 몰비가 1 이

하로 낮게 검출되는 것들은 Ca 함량의 증가가 단순히

방해석의 용해/침전 작용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

니라, Na-Ca 고용체로 이루어진 사장석의 풍화 작용과

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시해 준다. 암반 지하수

에서는 많은 경우 HCO3/Na 몰비가 1 이상이며, 모든

경우 Na/Si 몰비가 0.5 이상을 보였다. 이는 사장석의

풍화작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으로서, 사장석이

고령토로 변화하는 단순 풍화작용 이외에도 다른 기작

이 작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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