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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dong area is located on the border zone between Precambrian Yeongnam massif and central southeastern

Ogcheon metamorphic belt, in which Cretaceous Yeongdong sedimentary basin exists. Main geology in this area

consists of Precambrian Sobaeksan gneiss complex, Mesozoic igneous and sedimentary rocks and Quaternary

alluvial deposits. Above this, age-unknown Ogcheon Supergroup, Paleozoic sedimentary rocks and Tertiary granites

also occur in small scale in the northwestern part. This study focuses on the link between the various geology and

Rn concentrations in groundwater. For this, twenty wells in alluvial/weathered zone and sixty bedrock aquifer wells

were used. Groundwater sampling campaigns were twice run at wet season in August 2015 and dry season in

March 2016. Some wells placed in alluvial/weathered part of Precambrian metamorphic rocks and Jurassic granite

terrains, as well as Cretaceous porphyry, showed elevated Rn concentrations in groundwater. However, detailed

geology showed the distinct feature that these high-Rn groundwaters in metamorphic and granitic terrains are

definitely related to proximity of aquifer rocks to Cretaceous porphyry in the study area. The deeper wells placed in

bedrock aquifer showed that almost the whole groundwaters in biotite gneiss and schist of Sobaeksan gneiss

complex and in Cretaceous sedimentary rocks of Yeongdong basin have low level of Rn concentrations. On the

other hand, groundwaters occurring in rock types of granitic gneiss or granite gneiss among Sobaeksan gneiss

complex have relatively high Rn concentrations. And also, groundwaters occurring in the border zone between

Triassic Cheongsan granites and two-mica granites, and in Jurassic granites neighboring Cretaceous porphyry have

relatively high Rn concentrations. Therefore, to get probable and meaningful results for the link between Rn

concentrations in groundwater and surrounding geology, quite detailed geology including small-scaled dykes or vein

zones should be consider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take account of the spatial proximity of well location to

igneous rocks associated with some mineralization/hydrothermal alteration zone rather than in-situ geology itself.

Key words : Yeongdong area, geology, Rn concentrations of groundwater, proximity to Cretaceous porphyry, miner-

alization/hydrothermal alteration zone

영동지역은 지체구조상 옥천습곡대의 중앙 남동부와 영남육괴와의 경계부에 위치하며, 이들 경계부에는 백악기 영

동 퇴적분지가 분포한다. 영동지역의 지질은 주로 선캠브리아시대 소백산 편마암복합체, 중생대 화강암류와 퇴적암류,

그리고 이들 암석을 부정합으로 덮은 제4기 충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외에도, 시대미상의 옥천누층군, 고생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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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암류, 트라이아스기의 화강암류들이 북서측에서 소규모로 산출된다. 이들 다양한 지질에서 산출되는 지하수 내 Rn

함량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충적층/풍화대 지하수 관정 20개, 암반 지하수 관정 60개를 대상으로 2015년 8월 풍수기

와 2016년 3월 갈수기 2 차례에 걸쳐 시료를 채취·분석하였다. 충적/풍화대 지하수의 Rn 함량은 백악기 반암 뿐 아

니라 일부 쥬라기 화강암류와 소백산 편마암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세 지질을 살펴보면, 쥬라기 화강

암과 흑운모 편마암 자체보다는 인근의 백악기 반암과의 경계부 혹은 반암 인근의 관정 지하수에서 Rn 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암반 지하수에서의 상세 지질별로 Rn 함량 산출 특성을 살펴보면, 영동분지 내 백악기

퇴적암과 소백산 편마암복합체 중 흑운모 편마암과 편암 지역에서 Rn 함량이 적은 편이었고, 백악기 반암 자체, 트라

이아스기 청산화강암과 복운모화강암의 경계부위, 쥬라기 화강암과 반암 경계부, 편마암 복합체 중 화강암질 편마암

혹은 화강편마암 지역에서 Rn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는 것들이 나타났다. 지하수 내 Rn 함량과 지질과의 연

관성을 검토할 때, 개략적이고 큰 규모의 지질보다는 맥상 규모로 작은 규모와 이에 따른 정밀한 지질 상황을 고려할

때 지질 및 암종에 따른 Rn 함량의 변화 및 관련성을 의미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하수 관정

이 위치한 지점에서의 지질 자체보다는 인근에 소규모로 산출되는 맥암, 페그마타이트, 석영맥 등의 산출 및 이들과

관련된 광화대/변질대 등 특수한 지질 상황을 고려한 지하수 수질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영동지역, 지질, 지하수의 Rn 함량, 백악기 반암류의 근접성, 광화대/변질대

1. 서 언

먹는물에 대한 우라늄과 Rn의 기준치는 나라마다 다

르며, 각 나라의 지질환경과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편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먹는물의

우라늄 기준을 30 µg/L로 하고, Rn에 대하여는 권고치

4,000 pCi/L(= 148 Bq/L)로 정하였고, 세계보건기구에

서는 우라늄 30 µg/L로 권고하고 있다(WHO, 2011;

USEPA, 2009). 우리나라 먹는물에서의 우라늄 기준치

는 2016년 9월 이후 30 µg/L로 규정하고 있으나, Rn

에 대한 기준치는 규정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미국의 잠정권고치 4,000 pCi/L(= 148 Bq/L)를

참조값으로 하여 음용 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

준치를 넘는 경우 주의를 주는 상황이다. 

국외에서 지하수 내 우라늄과 Rn 함량에 대한 조사

/연구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일반적으로 화

강암 지역에서 이들의 함량이 매우 높게 검출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Lowry et al., 1987; Wathern, 1987;

Betcher et al., 1988; Cothern, 1990; Banks et al.,

1998). 우리나라에서 우라늄과 Rn에 대한 조사 및 연

구는 Han and Park(1996)이 대전지역 지하수내 자연

방사능원소 함량을 보고한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

며, 주로 환경부 주관으로 마을상수도 중심의 실태조

사 및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왔다(NIER, 1999; 2000;

2001; 2002; 2008). 그 외에도 국토부 주관의 지하수

기초조사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지하수 내 Rn 함량

에 대한 보고가 있어 왔다(MOLITA and KIGAM,

2014; 2016). 국내에서 지하수 내 우라늄과 Rn의 산출

특성 및 원인 규명과 관련된 연구로는 Choo(2002),

Cho et al.(2007; 2012; 2013), Jeong et al.(2011;

2012; 2013; 2015; 2016), Ju et al.(2013), Moon et

al.(2013), Hwang et al.(2014) 등이 있다. Choo(2002),

Hwang et al.(2014) 등은 암석 내 U 함유 광물에 대

하여 논의하거나 보고하였으며, Moon et al.(2013)은

C, H, O, S 안정동위원소와 87Sr/86Sr 동위원소비를

이용하여 대전지역 지하수 내 U 기원에 대하여 논의

한 바 있다. Cho et al.(2007)은 1999년부터 2002년

까지 전국에 걸쳐 조사된 615개 지하수 시료에 대한

U, Rn 함량과 지질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바 있으며,

지질을 1:1,000,000 한국지질도를 이용하여 단순히 화

강암, 퇴적암, 변성암, 옥천변성암, 제주화산암 5개로

구분하여 이들 지질과 Rn 함량과의 연관성을 개괄적으

로 분석하였다. 2011년 이후 Cho et al.(2012; 2013),

Jeong et al.(2011; 2012; 2013; 2015; 2016) 등의

논문들은 주로 단일 시·군을 대상으로 지질에 따른

Rn, U 산출 특성을 기술한 것들이다. 이 논문들에서

지질과 암층 분류는 대부분 1:50,000 지질도를 이용하

였으며,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Rn의 높은 함량과 특정

지질과의 연관성 혹은 친밀성에 대하여는 명확한 결론

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논문은 선캠브리아시대부터 제4기까지의 변성암,

퇴적암, 화성암 등 다양한 시기의 다양한 지질이 산출

되는 충북 영동군을 대상으로 지질별로 지하수 내 Rn

의 산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 지질 구분은

1/250,000 지질도, 1/50,000 지질도를 근간으로 하되,

이 외에도 해당 지역의 지질 관련 연구/보고서들을 종

합적으로 검토한 후 영동군 내 분포 지질을 다시 통

합·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획득된 보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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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지질 정보가 지하수 내 Rn 함량과 산출 특성,

그리고 지질과의 연관성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는 점을 논의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지질의 분류

연구지역인 영동군은 동경 127°36’~128°04’, 북위

36°01’~36°19’에 위치하며, 동측은 경북 김천시와 상주

시, 서측은 충남 금산군, 남측은 전북 무주군, 북측은 충

북 옥천군과 접해 있다. 이에 따라, 영동군은 1/250,000

대전(Lee et al., 1996)과 안동(Hwang et al., 1996)

지질도폭에 걸쳐서 분포하며, 1/50,000 지질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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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의 도폭에 걸쳐 분포하기 때문에 동일한 암층과 지

질이라 하더라도 지질도폭별로 상이한 명칭과 지질시

대로 기술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지질 표현의 상이성

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250,000 지질도폭과

옥천 및 영동지역 지하수 기초조사 보고서(MOLIT

and KIGAM, 2014; 2016)에서 기술된 지질 내용을

토대로 하여 암층과 지질을 통합 정리함으로써 영동군

전체의 지질도를 재작성 하였다(Fig. 1). 한편, 소규모

암맥상으로 주로 산출되는 반암류는 1/50,000 지질도

에서는 표기되나 흔히 1/250,000 지질도상에서는 표현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시료 채취 지점에서의 지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편마암류

의 경우에는 1/250,000 지질도상에서 동일 암석명으로

분류되었으나, 1/50,000 지질도상에서는 암질이 서로

다르게 기술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료 채취 지점

을 단순히 편마암 지질 지역으로 기술하는 것은 지질

특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화강암질 편마암과 준편마암과의 지질 특성 차이

를 고려할 수 있는 세부 지질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

한 이유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암석 분류가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 등 세부지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

바일 기반 멀티플랫폼 지질정보(http://mgeo.kigam.re.kr)

자료를 활용하였다. 즉, 연구지역에서의 기본 지질은

1/250,000 지질도의 내용과 학술지의 논문 내용을 기

준으로 지질시대를 보정한 것이며, 지질별 지하수 내

Rn 함량 특성은 1/50,000 지질도를 기준으로 하는 상

세 지질을 기준으로 논의하였다. 1/50,000 지질도상의

지질과 높은 Rn 함량과의 연관성이 특이한 경우에는

현장 지질조사를 직접 수행하여 보다 상세하게 지질을

다시 보정하기도 하였다.

2.2. 시료 채취 및 분석

영동군 내에서 Rn 함량 분석을 위해 채취된 시료는

암반 지하수 60개, 충적층/풍화대 지하수 20개로 모두

80개 대상이며 (Fig. 1), 기본적으로 풍수기(2015년 8

월)와 갈수기(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시료를 채

취하였다 (Table 1). 풍수기에는 80개 모두 시료가 채

취되었으나, 갈수기에는 양수량 부족, 전기시설 부재,

모터 고장 등의 현지 사정으로 인해 73개만을 대상으

로 시료가 채취되었다. 일부 Rn 함량이 매우 높은 시

료 2개(시료 번호 006, 172)에 대하여는 풍수기(2016

년 9월)에 다시 Rn 함량을 측정하였다. Rn은 휘발성

기체이므로 와류와 폭기에 의한 손실이 이루어지지 않

도록 시료 채취에 주의하였으며, 지하수 시료 8 ml를

피펫으로 채취하여 22 ml 바이얼에 주입하였다. 22 ml

바이얼에는 12 ml의 섬광용액을 사전에 채워뒀으며, 지

하수를 주입한 후에는 뚜껑을 잘 닫은 후 충분히 흔들

어서 섬광용액과 지하수가 잘 섞이도록 하였다. Rn의

반감기는 3.82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채취된 시료는 2

일 이내에 실험실로 운반되어 Rn 분석이 이루어지도

록 하였다. 시료 채취 시간과 분석 시간간의 차이에

따른 Rn의 소멸량은 분석 후 자연 붕괴 감소율을 고

려하여 보정하였다. 시료 분석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서 실시하였으며, 액체섬광계수기(Quantulus 1220TM,

Perkin-Elmer Co.)를 이용하였다. Rn 분석 시료가 채

취된 관정들의 양수 시 수온(T), 수소이온농도(pH), 전

기전도도(EC), 용존산소량(DO) 등 현장 수질과 실내 이

온 함량 분석 결과는 “영동지역 지하수 기초조사” 부

록 II 자료편에 수록되어 있으며(MOLIT and KIGAM,

2016), 이 연구에서는 이들 수질 성분들과 Rn 함량과

의 상관성도 일부 검토하였다. 

3. 연구지역의 지질

영동지역은 지체구조상 옥천습곡대의 중앙 남동부와

영남육괴의 경계부에 위치하며, 그 경계부에는 백악기

퇴적분지인 영동분지가 분포한다. 영동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시대의 소백산편마암복합체, 시대미상의 옥

천누층군, 고생대의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 트라이

아스기 및 쥬라기 화강암류, 백악기의 영동층군 퇴적

암, 화산암 및 관입화성암류, 그리고 이들 암석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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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으로 덮는 제4기 미고결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지질시대와 다양한 암질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

이다(Fig. 1), 이들의 암상 및 산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선캠브리아시대 소백산편마암 복합체는 영남육괴에

속하며, 영동지역 남동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복

합체는 편마암류(Fig. 1의 PEgn)와 편암류(Fig. 1의

PEsch)로 이루어져 있으며, 변성퇴적암류가 협재된다.

편마암류는 주로 흑운모편마암으로 구성되며, 화강암질

편마암, 화강편마암 등을 포함한다. 편암류는 운모편암

(영동도폭), 편암복합체(옥산동도폭), 운모질편암(설천도

폭) 등으로 분류된 것들로서, 대체로 흑운모편마암 내

에 북동방향의 긴 대상으로 협재되어 있다. 변성퇴적

암류는 석회암, 규암, 천매암 등으로서 국부적으로 소

규모 산출된다.

영동군 내 시대 미상의 옥천누층군에는 황강리층

(Ogh), 창리층(Ogc), 각섬암(Ogam)이 있다. 황강리층은

주로 변성 함력 이질암으로 구성되며, 창리층은 옥천

지질도폭에서 기재된 창리층과 문주리층 중 일부, 영동

Fig. 1. Modified geology based on 1/250,000 Daejeon and Andong geological sheet and sampling locations in the study area.

(1) Precambrian gneiss (PEgn, dark brown); widely distributed in the southeastern half of Yeongdong district, (2)

Precambrian schist (PEsch, pale brown); elongated and intercalated forms in the gneiss body, (3) Ogcheon Supergoup;

Changri formation (Ogc, grey oval form), amphibolite (Ogam, deep violet, very small area) and Hwanggangri formation

(Ogh, orange, very small area), all together in the northern left area, Limestone (sky-blue without abbreviation, occurring in

the southwestern margin, sampling site 012, 015, 016 in included) (4) Paleozoic limestone of Choseon Supergroup (Pls,

blue); thin arc form in the northern area, (5) Marori formation of Pyeongan Supergroup (Pm, powder blue); three small part

scattered in Jurassic granite body between Ogcheon Supergroup and Paleozoic limestone, (6) Triassic granite; Cheongsan

granite (Tcgr, faded pink) and two-mica granite (Ttmgr, peach) in the northernmost part, (7) Jurassic granite (Jgr, autum

orange); widely distributed in the western, northern and northeastern part and partly in the southernmost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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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ely distributed between Precambrian gneiss and Mesozoic granites in the northern middle area of

Yeongdong district, (9) Creaceous volcanics (Kv, deep rose); flame-like form within Dongjeongri and Baekmasan formation,

(10) Cretaceous porphyry and dyke (Kpor, pink); widely distributed contacting with Jurassic granite of western part and

intruding into Yeongdong Group at northernmost area (11) Quaternary alluvial deposit (Qa, yellow); distributed along

streams developing within all rock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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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도폭에서 기재된 천매암 등 저변성 퇴적암층이다.

고생대 조선누층군 석회암(Pls)은 영동군 용산면에서

청산화강암과 쥬라기 화강암 사이에서 완만한 동-서 방

향의 활모양으로 분포하며, 용산면 부상리에는 트러스

트단층에 의해 평안누층군 상위에 분포한다. 평안누층

군의 마로리층(보은도폭)은 시대미상의 변성사질암(옥

천도폭) 또는 페름기의 평안누층군 변질사암(영동도폭)

등 저변성 쇄설성 퇴적암층을 포함한다. 마로리층(Pm)은

주로 암회색 변성 사암, 흑색 세일, 탄질 셰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탄대와 석회암층이 협재되어 있다.

영동군 북쪽 경계부에 분포하는 트라이아스기 화강

암은 청산화강암(Tcgr)과 복운모화강암(Ttmgr)으로 구

분된다. 이들은 영동 지질도폭에서 각각 시대미상의 반

상화강암과 복운모화강암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복운모

화강암은 옥천 지질도폭에서 청산화강암으로 분류되어

있다. 청산화강암은 용산면 법화리, 청화리, 백자전리

등에 분리되어 분포하는데, 이들은 하나의 관입암체로

서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을 관입하고 있다. 청산화

강암은 광물 조성 및 입자 구성상 거정질 반상화강섬

록암으로서, 반정은 수 cm 크기의 장석 반정으로 이루

어졌다. 복운모화강암은 용산면 미전리-청화리-매금리

에 분포하며 조선누층군 석회암과 청산화강암을 관입

하고 있다. 복운모화강암은 중립 내지 조립질 암상으

로 부분적으로 편리구조가 미약하게 발달한다. 

쥬라기 화강암류(Jgr)는 영동지역 서부, 북부, 동부

및 남부 지역에 분리되어 분포하는데, 흑운모화강암을

비롯하여 반상흑운모화강암, 반상화강암, 흑운모화강섬

록암, 화강섬록암, 홍색 장석화강암 등으로 산출된다.

서부에서 북서부에 이르는 지역에 쥬라기 화강암류가

가장 넓게 산출되며(Fig. 5의 7(a)부분), 이들 암석은

주로 반상 조직을 보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암석들은 백악기 반상화강암 및 석영반암과 혼재되어

산출한다. 북부지역의 쥬라기 화강암류(Fig. 5의 7(b)부

분)는 트라이아스기 청산화강암, 복운모화강암과 접촉

산출하며, 주로 화강섬록암으로 구성된다. 이 암석은

1/250,000 지질도에서는 쥬라기 화강암류로 분류하였으

나, 1/50,000 영동도폭에서는 백악기 화강암류로 분류

하였다. 동부지역의 쥬라기 화강암류(Fig. 5의 7(c)부분)

는 4개 지질도폭에 걸쳐 분포하는데, 흑운모 화강섬록

암 (옥산동도폭), 화강섬록암 (영동도폭), 흑운모화강암

(설천도폭), 세립질 흑운모화강암 (김천도폭) 등 다양한

암질로 기재하였다. 설천도폭에서 지질시대를 백악기로

분류한 것을 제외하면 3개 도폭 모두 쥬라기 화강암류

로 분류하였다. 남부지역에서 소규모 산출하는 쥬라기

화강암류(Fig. 5의 7(d)부분)는 반상화강암이다. 이 암

석은 1/50,000 설천과 무주도폭에서는 백악기 반상화

강암, 1/250,000 지질도폭에서는 쥬라기 화강암류로 분

류되었다.

백악기 영동층군의 퇴적암과 화산암은 영동지역 북서

의 옥천습곡대와 남동의 영남육괴 사이에 발달한 영동분

지에 분포하며, 영남육괴 변성암과는 단층접촉을 하고

있다. 영동층군은 하부로부터 만계리층(Ksmg), 산이리층

(Ks), 동정리층(Kdj), 백마산층(Kbm), 원촌리층(Kwc) 등

으로 구성되며, 화산암류(Kv)가 이들 퇴적암을 관입하

거나 덮고 있다. 응회암 및 응회암질 사암으로 구성된

원촌리층을 제외하면, 영동층군의 구성 암석은 대부분

역암, 사암, 셰일로 구성된다. 화산암은 대부분 조면암

질 안산암으로서 암회색, 암적색 또는 암록색을 띤다.

백악기 반암류(Kpor)는 주로 장석반암과 석영반암들

이다. 장석반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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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역의 영동층군에도 북동

~북북동 방향으로 암맥상으로 수매가 관입하였으며,

영동층군 퇴적암과 소백산편마암복합체와의 경계 단층

대를 따라 북동 방향의 방향성을 갖고 대상으로 관입·

분포한다. 소규모 판상으로 산출하는 암맥류는 대부분

규장암, 석영반암, 석영맥 등이다. 관입 방향은 대체로

불규칙하나 북동 또는 남북 방향이 우세하다.

제4기 퇴적층(Qa)은 대부분 충적층으로 이루어졌으

며, 일부 지역에 고기 선상지 퇴적층과 붕적층이 제한

적으로 분포한다. 충적층은 주로 자갈, 모래, 실트, 점

토 등으로 이루어진 퇴적층으로서, 퇴적 환경에 따라

하성, 평야, 곡간 충적층으로 구분된다. 금강과 초강,

영동천, 그리고 이들의 지천을 따라 하성충적층과 평

야충적층이 분포하며, 산간 계곡에는 곡간충적층이 좁

게 분포하고 있다. 하성충적층은 하류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작아지며 평야지에는 하천 범람에 의해 실트,

점토 등이 상대적으로 두껍게 퇴적되어 있다. 특히 화

강암과 편마암 분포지에는 풍화작용에 의해 비교적 넓

은 평야충적층이 발달되어 있다. 곡간충적층은 쇄설물

의 이동이 짧아 대체로 원마도가 낮고 굵은 자갈이 우

세하게 함유되어 있다. 



414 문상호 ·조수영 ·김성현

4. 결과 및 토의

4.1. 지하수의 Rn 함량

연구지역 내 지하수 시료에 대한 Rn 함량 분석 결

과는 Table 1과 같으며, 이의 히스토그램은 Fig. 2와 같

다. 전체 시료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보면 (Fig. 2 (a),

(b)), Rn 함량 1,000 pCi/L 이하 시료가 풍수기에 53개,

갈수기에 52개로서 각각 전체 시료의 66 %, 71 %에

해당되며, Rn 함량 1,000~3,000 pCi/L 범위 시료가

풍수기에 21개, 갈수기에 19개로서 각각 전체 시료의

26 %, 26 %에 해당된다. 즉, 연구지역의 지하수 중 약

92~97 % 정도가 3,000 pCi/L 이하의 Rn 함량을 보였

다. Rn 함량이 1,000 pCi/L, 3,000 pCi/L를 기준으로

해당 시료 개수의 급격한 변화를 보였으며, 이 연구에

서는 편의상 Rn 함량 1,000 pCi/L 이하, 1,000~3,000

pCi/L 범위, 3,000 pCi/L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질

잠정기준치 4,000 pCi/L 등을 기준으로 지하수 시료들

을 분류하여, 지하수 수질 및 지질과 Rn 함량 및 산

출 특성 등을 논의하였다. 

충적/풍화대 대수층 지하수 내 Rn의 함량은 풍수기

에 94~8,450 pCi/L 범위 (평균값 = 1,707 pCi/L, 중앙

값 = 810 pCi/L)이며, 갈수기에 13~2,400 pCi/L 범위

(평균값 = 898 pCi/L, 중앙값 = 700 pCi/L)를 보였다

(Table 1(a)). 풍수기에 비해 갈수기 지하수의 Rn 함량

의 평균값, 중앙값, 최대값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4,000 pCi/L를 초과한 것은 풍수기에 2 개 시료로 나

타났다. 이들은 선캠브리아 변성암류(172번 시료)와 백

악기 반암류(003번 시료)의 충적/풍화대 지역이다.

암반 대수층 지하수 내 Rn의 함량은 풍수기에 9~

6,120 pCi/L 범위 (평균값 = 1,066 pCi/L, 중앙값 =

695 pCi/L)이며, 갈수기에 0~3,590 pCi/L (평균값 =

809 pCi/L, 중앙값 = 530 pCi/L)를 보였다(Table 1(b)).

히스토그램(Fig. 2)에서 보듯이, 암반 대수층에서 1,000

pCi/L 이하의 시료가 40개 이상 즉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으며, 4,000 pCi/L를 초과한 것은 풍수기에 채

취된 시료(006번 시료) 1 개 뿐 이었다. 이 관정은 연

구지역 서부에 분포하는 쥬라기 화강암류와 백악기 반

암류 경계 지대에 위치한다.

4.2. 지하수 수질과 Rn 함량과의 관계

지하수 현장 수질과 Rn 함량과의 관계

지하수 수질과 Rn 함량과의 관계는 Fig. 3와 같다.

현장 수질 요소(pH, EC, DO)와 지하수 내 Rn 함량

과의 관계는 Fig. 3(a)~3(c)와 같다. 현장 수질 중 수

Fig. 2. Histograms for Rn concentrations in groundwater of each aquif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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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n concentrations in groundwater of each geology and aquifer types

(a) alluvial/weathered aquifer

Sample 

No.
Wall Rock

Rn contents (pCi/L) Sample 

No.
Wall Rock

Rn contents (pCi/L)

2015-08 2016-03 2016-09 2015-08 2016-03 2016-09

017 Prec. M. 230 210 - 259 Jur. Gr. 750 13 -

172 Prec. M. 8,450 - 6,572-7,036 282 Jur. Gr. 620 920 -

330 Prec. M. 2,470 1,260 - 352 Jur. Gr. 720 510 -

365 Prec. M. 1,700 540 - 369 Jur. Gr. 960 1,300 -

373 Prec. M. 420 160 - 399 Jur. Gr. 2,520 910 -

389 Prec. M. 94 - - 403 Jur. Gr. 820 700 -

408 Ogch. 820 660 - 208 Cret. S. 800 700 -

032 Jur. Gr. 2,700 2,400 - 382 Cret. S. 650 270 -

119 Jur. Gr. 3,740 2,400 - 384 Cret. S. 430 - -

245 Jur. Gr. 340 230 - 003 Cret. Pr. 4,900 2,090 -

(b) bedrock aquifer

Sample 

No.
Wall Rock

Rn contents (pCi/L) Sample 

No.
Wall Rock

Rn contents (pCi/L)

2015-08 2016-03 2016-09 2015-08 2016-03 2016-09

012 Prec. M. 220 - - 006 Jur. Gr. 6,120 400 3,871-5,532

015 Prec. M. 280 340 - 031 Jur. Gr. 940 1,490

016 Prec. M. 710 880 - 044 Jur. Gr. 1,570 1,260 -

072 Prec. M. 540 740 - 059 Jur. Gr. 970 770 -

074 Prec. M. 2,210 3,250 - 070 Jur. Gr. 1,700 - -

075 Prec. M. 1,700 1,550 - 090 Jur. Gr. 35 2,780 -

078 Prec. M. 230 330 - 118 Jur. Gr. 1,060 280 -

081 Prec. M. 2,440 2,520 - 123 Jur. Gr. 1,000 310 -

086 Prec. M. 2,790 - - 126 Jur. Gr. 770 780 -

093 Prec. M. 580 420 - 150 Jur. Gr. 770 1,200 -

094 Prec. M. 3,700 - - 154 Jur. Gr. 1,950 1,640 -

099 Prec. M. 1,490 1,090 - 237 Jur. Gr. 66 39 -

101 Prec. M. 450 300 - 240 Jur. Gr. 500 18 -

107 Prec. M. 73 130 - 246 Jur. Gr. 450 300 -

108 Prec. M. 680 640 - 251 Jur. Gr. 230 22 -

114 Prec. M. 320 340 - 278 Jur. Gr. 1,530 2,590 -

128 Prec. M. 620 410 - 281 Jur. Gr. 2,610 2,140 -

141 Prec. M. 320 90 - 201 Cret. S. 540 1,360 -

144 Prec. M. 450 270 - 203 Cret. S. 560 370 -

148 Prec. M. 930 870 - 264 Cret. S. 142 180 -

158 Prec. M. 2,720 470 - 267 Cret. S. 97 0 -

162 Prec. M. 55 530 - 285 Cret. S. 800 0 -

177 Prec. M. 1,580 530 - 291 Cret. S. 240 9 -

294 Prec. M. 230 680 - 298 Cret. S. 29 13 -

327 Prec. M. 1,610 600 - 303 Cret. S. 48 24 -

346 Prec. M. 2,340 1,350 - 311 Cret. S. 9 0 -

359 Prec. M. 800 710 - 318 Cret. S. 51 49 -

249 Ogch. 540 520 - 334 Cret. S. 1,350 1,400 -

407 Ogch. 590 630 - 001 Cret. Pr. 2,170 1,960 -

236 Tri. Gr. 3,510 3,590 - 180 Cret. Pr. 950 910 -

Pre. M.; Precambrian metamorphic rocks, Ogch.; Ogcheon Supergroup, Tri. Gr.; Triassic granites, 

Jur. Gr.; Jurassic granites, Cret. S.; Cretaceous sedimentary rocks, Cret.Pr.; Cretaceous porphy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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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은 토출 시 대기 온도의 영향을 받았으며, 대수층

내 지하수 수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충적/풍화대 지하수의 pH 값은 8 이하로만 측정되

었으나, 암반 지하수는 pH 8~9 이상 범위를 보이는

시료들도 다수 관찰되었다. Rn 함량 3,000 pCi/L 이하

의 시료들은 5.18~9.22로 매우 넓은 pH 범위에 걸쳐

나타나나, 3,000 pCi/L를 초과하는 시료들은 5.53~7.74

의 pH 범위를 보였다. 4,000 pCi/L를 초과하는 시료들

의 pH 범위는 5.53~6.51로서 Rn 함량이 높은 경우

에 약산성 내지 중성의 수질 양상을 보였다. 지하수

내 DO 값의 전체 범위는 암반과 충적/풍화대 양자간

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Rn 함량 3,000 pCi/L 이하

의 시료들과 3,000 pCi/L를 초과하는 시료들 간의 DO

범위에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4,000 pCi/L를 초과

하는 경우의 DO 범위는 4.83~7.74 mg/L로서 전체

범위로 볼 때 중간 이상의 DO 값을 보이는 시료들이

며, 어느 정도 원활한 지하수 순환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하수 전체의 EC 값은 32~1,055µS/cm 범위를 보

인다. 암반 지하수가 충적/풍화대 지하수에 비해 폭넓은

EC 범위를 보였으나, 600 µS/cm 이하의 범위에서는

양자간에 차이는 없어 보인다. Rn 함량 1,000 pCi/L

이하 시료들의 EC 범위는 32~865µS/cm로서 매우 넓

게 나타났으며, 1,000~3,000 pCi/L 범위의 시료들은 이

상치를 보이는 086 시료를 제외하면 109~569 µS/cm

의 EC 범위를 보였다. 3,000 pCi/L를 초과하는 경우는

69~436 µS/cm의 EC 범위를 보이는 시료들이다. 086

시료는 Rn 함량이 2,790 pCi/L로 높으면서 EC 값 역

시 1,055 µS/cm로 높은 이상치를 보이는 것으로서, 일

반적인 물-암석 반응에 의한 수질 특성이 아니라 후술

되는 주변 지질의 특수 상황 즉, 화강암류에 의한 변

질 혹은 광화작용과 관련된 지질 특성이 관련된 것으

로 추정된다(Moon, 2017). 

영동군 내 지하수의 Rn 함량이 4,000 pCi/L 이상으

로 높은 경우에는 지하수의 DO 4.83~7.74 mg/L, pH

5.53~6.51, EC 128~384 µS/cm 범위의 수질 특성을

보였다. 최고의 Rn 함량 8,450 pCi/L일 때는 DO 값

4.83 mg/L, pH 값 6.51, EC 값 229 µS/cm의 수질

특성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연구지역에서 지하수 내

Rn 함량이 높은 지하수는 pH가 약산성 내지 중성이며,

EC 값이 크게 높지 않은 경우이다. 연구지역에서 지하

수 내 EC 값이 436 µS/cm 이상 높은 경우에는 모든

지하수에서의 Rn 함량이 3,000 pCi/L 이하로 낮게 검

출되었으며, Rn 함량이 4,000 pCi/L 이상 높은 경우에

는 모두 EC 값이 384 µS/cm 이하로서 크게 높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화대/변질대 등 특수한 지질조

건이 관여되지 않는 한, 일반적인 물-암석 반응관계에

서는 지하수의 체류나 순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변

지질 성분이 지하수 내로 많이 용해되어 들어가기 때

문에 EC 값이 점차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하수 중 높은 Rn 함량과 EC 값과의 관련

성을 향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주변 지질 뿐 아니

라 지하수 순환·체류시간과도 관련하여 지하수 내 Rn

함량 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하수 이온 함량과 Rn 함량과의 관계

지하수 내 양이온 함량과 Rn 함량과의 관계는

Fig. 3(d)~3(g)와 같다. 충적/풍화대와 암반 지하수간에

이온 함량의 차이를 크게 보이는 양이온 성분은 Na

성분으로서, Na 함량이 암반 지하수에서 40~160 mg/L

정도의 범위까지 매우 높은 것들이 관찰되었으나, 충

적/풍화대 지하수에서는 Na 함량이 모두 26 mg/L 이

하의 낮은 함량을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Ca, Mg, K

이온 함량의 전체 범위는 암반과 충적/풍화대 지하수

양자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n 함량 구간별로는 이온 함량 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을 보였다. Rn 함량 1,000 pCi/L 이하인 경우에는, 지

하수 내 Ca, Mg, Na, K 함량 범위가 각각 4.5~

117.5, 0.3~37.1, 1.1~162.5, 0.3~14.0 mg/L이다. Rn

함량 1,000~3,000 pCi/L 범위인 경우에는, Rn 함량의

이상치를 보이는 시료 086과 201을 제외하면, 지하수

내 Ca, Mg, Na, K 함량 범위가 각각 2.3~52.8,

0.4~15.9, 5.4~22.5, 0.6~12.5 mg/L이다. Rn 함량

3,000 pCi/L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수 내 Ca, Mg, Na,

K 함량 범위가 각각 7.5~43.8, 1.4~8.3, 3.5~20.7,

0.5~4.3 mg/L이다. 즉, 지하수의 Rn 함량이 1,000 pCi/L

이하인 경우에 Ca, Mg, Na, K 이온의 함량은 각각의

전체 이온 함량 범위와 거의 동일하게 넓은 함량 범위

에 걸쳐 나타났다. 그러나, 지하수의 Rn 함량이 1,000

~3,000 pCi/L, 3,000 pCi/L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이들

양이온 함량의 상한 범위는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공

통적으로 보이고 있어, 각 Rn 함량 구간에서의 Rn 함

량 상한선과 양이온 함량의 최대치 간에는 서로 반비

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Rn 함량

1,000~3,000 pCi/L 구간에서 이온 함량의 이상치를 보

이는 086, 201 시료는 후술되는 바와 같이 주변 지질

상황과 관련되어 보인다. 즉, 086 시료는 Rn 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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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pCi/L로 높으면서 Na 함량 역시 190 mg/L로 높

은 것으로서, 주변의 쥬라기 화강암류에 의한 변질 혹

은 광화작용과 관련된 지질 특성이 관련된 것으로 여

겨진다(Moon, 2017). 한편, 201 시료는 Rn 함량

Fig. 3. Plots for Rn concentrations in groundwater as a function of field parameters and several ion concentrations. Lines

parallel to X-axis in each diagram mean Rn concentrations of 1,000, 3,000 and 4,000 pCi/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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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pCi/L, Na 함량 135.2 mg/L로 높다. 이 관정은

백악기 퇴적암류 내에 관정이 위치하나, 인근에 백악

기 반암류가 분포하여 공간적으로 이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두 시료에서는 Na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F 함량도 7 mg/L 이상으로서 매우 높은 이

상치를 보여, 지하수 내 이온 성분들이 유체포유물 등

과거 지질시대의 심부 혹은 열수 기원 물질로부터 기

원되었을 것으로 해석되었다(Moon, 2017).

지하수 내 음이온 함량과 Rn 함량과의 관계는

Fig. 3(h)~3(l)과 같다. 충적/풍화대와 암반 지하수간에

이온 함량의 차이를 보이는 음이온 성분은 SO4, F 성

분이다. 그 외의 성분들은, Cl 함량의 이상치를 보이는

086 시료를 제외하면, HCO3, Cl, NO3 함량의 전체

범위는 대부분 암반과 충적/풍화대 지하수 양자간의 차

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이온의 경우처럼

음이온에서도 Rn 함량 구간별로 이온 함량 범위의 차

이가 있음을 보인다. Rn 함량 1,000 pCi/L 이하인 경

우에 지하수 내 HCO3, Cl, SO4, NO3 이온의 함량

범위는 각각 15.3~352.4, 0.3~46.7, 1.0~245.9, 0.0~

95.3 mg/L이다. Rn 함량 1,000~3,000 pCi/L 범위인

경우에, Cl 함량의 이상치를 보이는 시료 086과

HCO3 이상치를 보이는 시료 201을 제외하면, 지하수

내 HCO3, Cl, SO4, NO3 함량 범위가 각각 24.7~

184.6, 3.0~35.6, 3.4~52.2, 0.0~71.5 mg/L이다. Rn

함량 3,000 pCi/L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수 내 HCO3,

Cl, SO4, NO3 함량 범위가 각각 15.4~128.1, 2.5~

42.0, 5.4~26.2, 0.1~27.5 mg/L이다. 즉, 지하수의 Rn

함량과 이들 음이온 함량과의 관계를 보면, Cl 성분을

제외하면, 양이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HCO3, SO4, NO3

이온 함량의 상한 값이 Rn 함량 범위가 1,000 pCi/L

이하에서 1,000~3,000 pCi/L을 거쳐 3,000 pCi/L 이상

으로 높아지면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공통적으로 보

이고 있다. 이상치를 보이는 086, 201 시료는 주변 지

질 상황과 관련되어 보인다. 즉, 086 시료는 Rn 함량

이 2,790 pCi/L로 높으면서 Cl 함량 역시 233 mg/L로

높은 것으로서,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류가 주변의 쥬

라기 화강암류에 의한 변질 혹은 광화작용과 관련된

지질 특성이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Moon, 2017).

201 시료는 Rn 함량 1,360 pCi/L, HCO3 함량 mg/L로

높으며, 백악기 퇴적암류 인근에 반암류가 넓게 분포하

여 이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두 시료

에서는 F 함량이 모두 7 mg/L 이상으로서 매우 높은

이상치를 보이는 반면에 NO3 함량은 0.0~0.7 mg/L로

서 오염의 영향이 없고 심부 기원임을 지시한다.

몇 개 시료(086, 201 시료)를 제외하면, 연구지역에

서는 지하수의 Rn 함량이 높아질수록 각 Rn 함량의

구간별로 양이온과 음이온 함량 범위의 상한선이 낮아

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Rn 함량이 높게 검출되

는 지하수에는 녹아있는 용질의 함량에 제한을 받고

있음을 지시해준다. 이는 대수층 내 지하수의 순환 및

체류 기간이 어느 정도 짧아야 Rn 함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추론케 한다. 

4.3. 지질별 Rn 함량 특성

각 지질별 지하수 내 Rn 함량의 범위, 평균값, 중간

값은 Table 2와 같으며, 지질별로 산출되는 지하수의

Rn 함량 특성을 Fig. 4와 같이 box-whisker diagram

에 도시하였다. 

선캠브리아시대의 변성암 지역에서는 충적/풍화대 지

하수 10개, 암반 지하수 51개 시료가 채취되었으며, 지

하수의 Rn 함량은 충적/풍화대 94~8,450 pCi/L, 암반

55~3,700 pCi/L로서 관정 위치별로 차이가 매우 심하

게 나타났다. 연구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Rn 함량

(8,450 pCi/L)이 풍수기(2015년 8월)에 변성암 지역 내

충적/풍화대 지하수에서 관찰되었다. 시대미상의 옥천

누층군 내 지하수 시료는 모두 3개로서, 충적/풍화대와

암반 지하수 모두 Rn 함량 범위가 520~820 pCi/L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관정별 차이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생대 화강암류 중 삼첩기 화강암류 지역에서는 암

반 지하수에서만 시료 2개가 채취되었으며, 이의 Rn

함량은 3,510~3,590 pCi/L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Rn

함량을 보였다. 쥬라기 화강암류 지역에서 지하수는 충

적/풍화대 18개, 암반 33개 시료가 채취되었으며, Rn

함량 범위가 13~6,120 pCi/L로서 변성암 지역처럼 관

정별로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다. 이 지질에서 산출되

는 지하수 중에는 풍수기(2015년 8월)에 채취된 암반

지하수에서 6,120 pCi/L의 높은 Rn 함량이 검출되었

다. 중생대 화강암류 중 백악기 반암류 지역에서는 모두

6개의 시료가 채취되었으며, Rn 함량이 충적/풍화대 지

하수 2,090~4,900 pCi/L, 암반 지하수 910~2,170 pCi/L

로서, 비교적 높은 Rn 함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생대 퇴적암류 지역에서는 충적/풍화대 지하수 5개,

암반 지하수 22개 시료가 채취되었으며, 지하수의 Rn

함량은 0~1,400 pCi/L 범위를 보였다. 백악기 퇴적암

류 지역에서 산출되는 지하수의 Rn 함량 평균값과 중

앙값은 각각 310~627 pCi/L, 24~650 pCi/L로서 전반

적으로 낮은 수준의 Rn 함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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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ox diagrams showing the seasonal variations of Rn concentrations in groundwaters from several rock types

occurring at Yeongdong area. Ogcheon Supergroup (Ogch), Cretaceous porphyry (Cret. Pr.) and Triassic granite (Tri. Gr.)

show little deviation in box diagrams because of their few sample numbers as can be seen in Table 2.

Table 2. Statistics for Rn concentrations in groundwater of each geology and aquifer type

(a) alluvial/weathered aquifer

Geology (N=)
Rn (pCi/L) at 2015-08 

Geology (N=)
Rn (pCi/L) at 2016-03 

Mean Med. Range Mean Med. Range

Prec. M. (6) 2,227 1,060 94~8,450 Prec. M. (4) 434 210 0~1,260

Ogch. (1) - - 820 Ogch. (1) - - 660

Tri. Gr. (0) - - - Tri. Gr. (0) - - -

Jur. Gr. (9) 1,463 820 340~3,740 Jur. Gr. (9) 1,043 910 13~2,400

Cret. S. (3) 627 650 430~800 Cret. S. (2) 485 485 207~700

Cret. Pr. (1) - - 4,900 Cret. Pr. (1) - - 2,090

Total (20) 1,707 810 94~8,450 Total (17) 898 700 13~2,400

(b) bedrock aquifer

Geology (N=)
Rn (pCi/L) at 2015-08 

Geology (N=)
Rn (pCi/L) at 2016-03 

Mean Med. Range Mean Med. Range

Prec. M. (27) 1,126 650 55~3,700 Prec. M. (24) 765 530 23~3,250

Ogch. (2) 565 565 540~590 Ogch. (2) 575 575 520~630

Tri. Gr. (1) - - 3,510 Tri. Gr. (1) - - 3,590

Jur. Gr. (17) 1,282 955 35~6,120 Jur. Gr. (16) 984 770 18~2,780

Cret. S. (11) 351 142 9~1,350 Cret. S. (11) 310 24 0~1,400

Cret. Pr. (2) 1,560 1,560 950~2,170 Cret. Pr. (2) 1,435 1,435 910~1,960

Total (60) 1,066 695 9~6,120 Total (56) 809 530 0~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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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연구에서, Rn 함량이 4,000 pCi/L 이상으로 높

은 경우는 풍수기(2016년 8월)의 선캠브리아시대 변성

암류와 중생대 백악기 반암류 내 충적/풍화대 지하수,

그리고 중생대 쥬라기 화강암류 내 암반 지하수에서

관찰되었다(Fig. 4(a) & (c)). 갈수기(2016년 3월)에는 모

든 지질의 충적/풍화대와 암반 지하수에서 Rn 함량이

4,000 pCi/L를 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4(b)

& (d)). 이와 같이, 갈수기에 4,000 pCi/L 이상의 높은

Rn 함량이 검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갈수

기에는 지하수 내 Rn 함량이 모든 지질에서 공통적으

로 풍수기에 비해 감소된 양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이것은 갈수기에 각 관정에서의 지하수 토출량 혹은

토출 능력이 줄어든 것과 연관되어 나타난 현상인 것

으로 사료된다. 즉, 풍수기인 8월에는 농경지에서 지하

수의 사용량이 많아져 대수층 내 지하수 순환이 비교

적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이 시기에 채취된 지하수 시

료에는 상대적으로 대수층에 오래 머문 지하수가 아니

라 연령이 젊은 지하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

일 것이다. 반면에, 갈수기인 3월에는 지하수의 사용이

중단된 것들이 많으며, 강수의 대수층 함양이 많이 줄

어들어 대수층 내 지하수 순환이 느려졌을 것이다. 따

라서, 이 시기에 채취된 지하수 시료들의 연령이 비교

적 오래된 것의 비율이 풍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때문에 동일 관정에서 갈수

기에 채취된 지하수 시료의 Rn 함량이 풍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검출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 외

에도 갈수기에는 인위적으로 전기 사용이 오래가지 않

도록 조치한 관정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에 시료 채취

를 위한 양수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보인다.

중생대 화강암류 지역 지하수의 Rn 함량

연구지역을 구성하는 지질의 대부분은 중생대 화강

암류, 선캠브리아시대의 변성암류, 중생대 퇴적암류들

로서 이들 암석에 위치하는 관정에서의 지하수 내 Rn

산출 특성을 1/50,000 규모의 지질 상황에서 비교 검

토해 보았다. Fig. 6는 중생대 화강암류 지역, Fig. 7은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류 지역, Fig. 9은 중생대 퇴적

암류 지역의 지질과 Rn 함량을 보여주며, Fig. 5는 이

들 지역이 전체 연구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여준다. 각 그림들에 기재된 Rn 함량은 개별 관정별

로 Rn이 최대로 검출된 함량으로 표기하였다. 

연구지역에서 중생대 화강암류의 분포는 크게 4가지

로 구분된다(Fig. 5, Fig. 6(a)~(d)). 화강암류가 가장

Fig. 5. Block areas for detailed geology in Figs. 6, 7 an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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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분포하는 곳은 연구지역의 서측으로서 쥬라기 화

강암류와 백악기 반암류가 비슷한 비율로 산출되고 있

다. 연구지역의 북측과 동측에 분포하는 화강암류는 서

측의 1/3 정도의 규모이며, 남측의 화강암류는 연구지

역 내에서는 매우 적은 규모이다. 

연구지역 서측의 화강암 분포 지역은 Fig. 6(a)와 같

이 1/50,000 무주 지질도폭에 주로 기재된 부분이며,

이 도폭에서 중생대 화강암류는 쥬라기 분홍색 장석

화강암(Fig. 6(a)의 Jpfpgr)과 반상 흑운모 화강암

(Jpbgr), 백악기 반상 화강암(Kpgr)과 석영 반암(Kqp)

등이 산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 중 백악기로 기

재한 반상 화강암은 1/250,000 대전 지질도에서는 쥬

라기 화강암류로 재분류되어 지질 연령에 있어서 견해

차이를 보였다. 쥬라기 반상 흑운모 화강암에 위치한

352번 시료의 Rn 함량은 720 pCi/L로서 낮은 수준이

다. 1/50,000 무주 지질도의 백악기 반상 화강암은 전술

Fig. 6. Comparison of Rn concentrations (pCi/L) in groundwaters among several kinds of Mesozoic granitoids. The pale

yellow parts in all figures are alluvial deposit developed along streams. Red and blue solid circles mean bedrock and alluvial/

weathered aquifer, respectively. Geologic ages, which are stated here by each original 1/50,000 geological sheet and report,

can be different to those in 1/250,000 geological sheet. (1/50,000 geological sheet; Oc = Okcheon, Mj = Muju, Yd

=Yeongdong, Sc = Seolcheon, Kc = Kimcheon, Ocd = Oksandong)

(a) western part: Jpfpgr (Jurassic pink feldspar granite), Jpbgr (Jurassic porphyritic biotite granite), Kpgr (Cretaceous

porphyritic granite), Kqp (Cretaceous quartz porphyry), Ksi & Ksmg (Cretaceous sedimentary rocks)

(b) northern part: Jcsgr (Jurassic Cheongsan granite), Kbgr (Cretaceous biotite granite), Tmgr (Age-unknown two-mica

granite), pgr (Age-unknown porphyritic granite), Tgdi/Kgdi (=Kgd, Cretaceous granodiorite in 1/50,000 Yeongdong

geological sheet), Ogc & Ogam (Ogcheon Supergroup), Pls, Pm & Ks (Paleozoic & Cretaceous sedimentary rocks)

(c) eastern part: Jgd (Jurassic granodiorite), Jbgd (Jurassic biotite granodiorite), Jfgr (Jurassic fine-grained biotite granite),

Kbgr (Cretaceous biotite granite), PCEbgn (biotite gneiss or injection gneiss), PCEgn (granite gneiss or coarse grained

granite gneiss), sch (mica schist), Ks & Kqp (Cretaceous sedimentary rock & quartz porphyry)

(d) southern part: Kpgr (Cretaceous porphyritic granite), Kqp (Cretaceous quartz porphyry), Kv (Cretaceous volcanics), ggn

(granitic gneiss), PCEgnc (coarse-grained granite gneiss), PCEbgn, Hb & PCEq (Precambrian banded biotite gneiss/

injection gneiss, hornblendite & quartzite). Au and C in circles mean gold and coa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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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이 1/250,000 지질도에서는 쥬라기 화강암류

로 분류된 것으로서, 이 지질에 위치한 관정 시료들의

지하수 Rn 함량은 800~6,120 pCi/L이며, 6,120 pCi/L

의 높은 함량은 이 암석과 백악기 석영 반암과의 지질

경계 부근의 관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이 반상 화강

암 주변에는 백악기 석영 반암이 비교적 큰 규모로 둘

러싸고 있고 지하에서의 지질 상황이 지질도상의 지표

지질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쥬라기 반

상 화강암 내에 관정이 개발되어 있다하더라도 지하수

대수층이 백악기 석영 반암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으로

추정된다. 백악기 석영 반암 지역에 위치한 지하수 시료

001, 003번에서의 Rn 함량은 2,179 pCi/L, 4,900 pCi/L

로서, 석영 반암 내 관정에서 산출되는 지하수의 Rn

함량은 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지역 북측의 화강암 분포 지역은 Fig. 6(b)와 같

이1/50,000 옥천과 영동 지질도폭에 주로 기재된 부분

이며, 이 도폭들에서 화강암류는 시대미상의 복운모 화

강암(Fig. 6(b)의 Tmgr)과 반상 화강암(pgr), 쥬라기의

청산 화강암(Jcsgr), 그리고 백악기 흑운모 화강암

(Kbgr)과 화강섬록암(Tgdi, Kgdi) 등이 기재되었다. 이

중 청산화강암에 대하여 Kang(2015)은 방사성 절대연

령 측정치가 고생대 페름기 중기에서 중생대 쥬라기

초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Cheong

and Chang(1996)은 Rb-Sr 전암 연대 216±21 Ma,

Ree et al.(2001)은 U-Pb 스펜 연대 216±2.2 Ma로

삼첩기의 연령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를 근거

로, 이 연구에서는 시대미상의 복운모 화강암(Tmgr)과

반상 화강암(pgr) 그리고 쥬라기 청산 화강암(Jcsgr)을

모두 삼첩기의 화강암류로 취급하였다. 이 암석 내 관

정에서 채취된 지하수(236 시료)는 Rn 함량이 3,510

~3,590 pCi/L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1/50,000 영동

지질도폭에서 백악기 화강섬록암(Fig. 6(b)의 Tgdi,

Kgdi)으로 기재된 암석은 대부분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백악기의 연령으로 인용되고 있으나,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제공의 모바일 기반 멀티플랫폼 지질정보(http://

mgeo.kigam.re.kr)의 1/250,000 지질도에서는 쥬라기

화강암류로 기재하였다. 시대가 쥬라기이든 백악기이든

상관없이 이 암석은 화강섬록암으로서 주변의 화강암

이나 석영 반암과는 다른 광물조성을 가지고 있다. 화

강섬록암은 마그마 분화과정에서 화강암이나 석영 반

암보다는 덜 분화된 암상을 가지고 있다. 화성암에서

우라늄은 마그마 분화 말기에 주로 정출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분화 정도의 차이나 암상의 차이는 지하수 내

U, Rn 함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화강

섬록암 내 관정에서 채취된 지하수 시료의 Rn 함량은

230~750 pCi/L로서 낮은 함량 수준을 보였다. 백악기

흑운모 화강암(Fig. 6(b)의 Kbgr) 내 1 개 관정(059 시

료)에서 채취된 지하수의 Rn 함량은 970 pCi/L로서 낮

은 편이다.

연구지역 동측의 화강암 분포 지역은 Fig. 6(c)와 같

이1/50,000 영동, 옥산동, 설천, 김천의 4개 지질도폭이

경계를 이루는 부분이며, 이 도폭들에서 화강암류는 쥬

라기의 화강섬록암(Fig. 6(c)의 Jgd), 흑운모 화강섬록

암(Jbgd), 세립질 흑운모 화강암(Jfgr), 그리고 백악기의

흑운모 화강암(Kbgr)이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화성암

체이나 지질도폭을 작성한 연구자에 따라서 지질 시대

와 암상을 달리 기재하였으며, 이는 조사 지역마다 암

질이 조금씩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 암석 내 지하수의 Rn 함량은 126번 시

료가 770 pCi/L, 118, 123, 150, 154번 시료가 1,000~

1,950 pCi/L 범위, 119, 158, 399번 시료가 2,520~

3,740 pCi/L 범위로서 암질이 다양하듯이 지하수 내

Rn 함량도 다양하게 검출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지역 남측의 화강암 분포 지역은 Fig. 6(d)와

같이1/50,000 무주, 설천 지질도폭이 경계를 이루는 부

분이며, 이 도폭들에서 화강암류는 백악기의 반상 화

강암(Fig. 6(d)의 Kpgr)과 석영 반암(Kqp) 두 종류이

다. 이중 백악기 반상 화강암은 1/250,000 지질도에서는

쥬라기 화성암류로 기재되었으나, 이 암체에 대하여는

1/50,000 무주, 설천 지질도폭 조사자들에 의해 백악기

화강암으로 보고되었으며, Youn and Park(1991)은 이

암체의 흑운모 K-Ar 연령이 98.7±3.6 Ma로서 백악기

의 지질연령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Youn and

Park(1991)에 의하면, 이 암체를 중심으로 내부와 주변

부에는 금은 광산들이 많이 개발되어 하나의 금-은 광

화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석영맥 광상에는

금-은 광물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금속광물들이 산

출되었다. 이 화강암지역에 개발된 관정 내 지하수의 Rn

함량은 1,300~2,780 pCi/L로서 높은 편이며, Fig. 7(b)

에서 후술되는 바와 같이 이 화강암체 가까운 변성암

체 내에서도 2,500 pCi/L 이상의 높은 Rn 함량을 가

지는 지하수가 산출되었다. 이는 이 화강암체 내부와

주변부에 많은 석영맥 광상이 형성되었고, 지하수 수질

및 Rn 함량이 과거 지질시대의 광화/변질작용에 의해 생

성된 광물과 그 광물 내 유체포유물 등 심부기원의 물질

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Mo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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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류 지역 지하수의 Rn 함량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류는 연구지역의 남동부에 분

포하며, 영동군 전체 면적의 1/2 정도를 차지한다

(Fig. 5, Fig. 7(a)~(d)). 이 암체는 소백산편마암 복합체

로서, 편마암류와 편암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변성퇴적

암류가 협재한다. 편마암류는 주로 흑운모편마암으로

구성되며, 화강암질편마암, 화강편마암 등을 포함한다.

편암류는 운모편암(영동도폭), 편암복합체(옥산동도폭),

운모질편암(설천도폭) 등으로 분류된 것들로서, 대체로

흑운모편마암 내에 북동방향의 긴 대상으로 협재되어

있다(Fig. 1의 PEsch, Fig. 7(d)의 sch). 변성퇴적암류는

석회암, 규암, 천매암 등으로서 국부적으로 산출된다.

연구지역 남서측은 선캠브리아시대의 변성암류와 중

생대 화강암류, 그리고 중생대 퇴적암류가 경계를 이

루는 부분이며, 이 지역에는 편마암체 내에 석회암

(Fig. 7(a)의 ocls)이 비교적 큰 규모로 산출되고 있다.

이 석회암과 화강암질 편마암의 경계 부근 4 개 관정

에서의 지하수 Rn 함량은 220~880 pCi/L로서 낮은

Rn 함량 수준을 보였다. 

Fig. 7(b)는 연구지역 남측에서 소규모로 산출하는

중생대 화강암류 분포지역이다. 이 화강암은 전술한 바

와 같이 백악기에 해당되는 절대연령 자료가 보고된

바 있으며, 암체 내부와 주변부에는 여러 종류의 금속

광물을 함유하는 금-은 석영맥이 많이 발달하고 있다.

Fig. 7. Comparison of Rn contents (pCi/L) in groundwaters among several kinds of Precambrian metamorphic rocks.

Symbols and abbreviations except Precambrian rocks are the same as in Fig. 6. 

(a) southwestern part; ggn (Precambrian granitic gneiss), ocls (limestone in Precambrian meta-sedimentary rocks), Ksmg

(Mangyeri conglomerate of Cretaceous Yeongdong Group), Kpgr (Cretaceous porphyritic granite), Kqp (Cretaceous quartz

porphyry)

(b) southern part; The geology in this figure are the same as those in Fig. 6(d)

(c) central eastern part; PCEbgn (Precambrian injection geniss), PCEgnc (Precambrian coarse grained granite gneiss), Kad

(Cretaceous acidic dyke), Au in circle (gold mine)

(d) northeastern part; The Precambrian geology in this figure are the same as that in Fig. 6(c). Other geology including

Mesozoic sedimentary (Ks1~Ks5) and igneous rocks (Jgr, Kfp, Kqp & Kgr) are also shown in this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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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강암체 주변에 분포하는 선캠브리아시대 암석은

주입 편마암(Fig. 7(b)의 PCEbgn), 조립질 화강편마암

(PCEgnc), 화강편마암(ggn)과 약간의 각섬석암(Hb) 및

규장암(PCEq) 등이다. 화강암체 가까이 위치하는 주입

편마암 내 관정의 지하수 081, 086번 시료에서는 Rn

함량이 2,520~2,790 pCi/L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이보다 좀 더 떨어진 곳의 078번 시료에서는 Rn 함량

이 330 pCi/L로서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화강암체

가까운 081, 086번 시료에서 Rn 함량이 비교적 높게

검출되는 이유는 Fig. 6(d) 관련 설명과 동일하게, 백

악기 화강암체 주변의 광화/변질작용 산물들과 지하수

의 물-암석 반응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화강암체 주변의

각섬석암(Hb)과 주입 편마암(PCEbgn) 경계 부근 365

번 시료에서는 Rn 함량이 1,700 pCi/L 정도를 보였다.

Fig. 7(c)는 변성암 지역 내부로서 소규모 암맥

(Fig. 7(c)의 Kad) 이외에는 중생대 암석들의 산출이 거

의 없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지질은 주입 편마암

(PCEbgn)이 주를 이루며, 렌즈상으로 조립질 화강 편

마암(PCEgnc)이 산출된다. 주입 편마암 내 지하수의

Rn 함량은 4 개 시료에서 130~680 pCi/L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나, 099번 시료는 1,490 pCi/L, 094번 시

료는 3,700 pCi/L로서 부분적으로 매우 높은 Rn 함량

수준을 보이고 있다. 1/50,000 설천 지질도상에서 볼

때, 099, 094번 시료 위치에서의 지질은 주입 편마암

((PCEbgn)으로서 연구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Rn 함량

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실제로는 높

게 검출되었다. 이와 같이 세부 지질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번 연구에서는 현지 정밀 지질조

사를 직접 실시하였다. 그 결과, 094와 099번 시료 인

근에는 1/50,000 지질도처럼 단순히 주입 편마암만 분

포하는 것이 아니었다. 즉, 094 관정 인근에는 2 m 두

께의 각섬암질 암맥이 분포하며, 099 관정은 조립질

화강암 혹은 화강편마암이 분포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094 관정과 각섬암질 암맥과의 거

리는 약 170 m 정도이며, 계곡을 따라 편마암을 절

단·관입하는 양상이다(Fig. 8(a)). 099 관정 주변의 조

립질 화강편마암에는 거정질 장석 결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변 편마암으로 보이는 포획암(xenolith)도 관

찰되어 Fig. 6(b)에서 기술되는 쥬라기 혹은 삼첩기 청

산화강암(Jcsgr)의 암질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

다(Fig. 8(b)). 따라서, 지하수 내 Rn 함량이 높은 094,

099 관정이 주입 편마암 지역에 분포하긴 하나, 세부

지질 상황으로 볼 때 주변의 화성암류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Fig. 7(d)는 연구지역 북동측 지역으로서, 선캠브리아

시대의 변성암류와 중생대 퇴적암류가 경계를 이루는

부분이며, 동측에는 화강암류가 산출되고 있다. 이 지

역의 변성암류에 대한 지질 상황은 Fig. 6(c)와 유사하

다. 변상암류 중 운모 편암(Fig. 7(d)의 sch) 내부와 인

근의 관정에서 채취된 지하수 시료(114, 141, 144,

389번 시료)에서는 Rn 함량이 94~450 pCi/L로서 낮은

Rn 함량 수준을 보였다. 시료 번호 172도 운모 편암

지역 내 충적/풍화대 지하수에 개발된 관정에서 채취

한 것이나, 이 관정 가까이에는 백악기 반암류가 맥상

으로 관입 산출하고 있어 이의 영향권 내에 있는 것으

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지하수의 Rn 함량이

Fig. 8. Photographs of dyke rock and porphyritic granitic rock. 

(a) dyke rock intruding metamorphic rock at the site of sample No. 094. The hammer indicates the intrusion direction of dyke

rock. PCEbgn (Precambrian injection geniss) shows gneissosity perpendicular to the contact line between those two rocks.

(b) granitic rock including a lot of feldspar crystals at the site of sample No.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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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0 pCi/L로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질도상에서 화강 편마암 혹은 조립질 화강

편마암으로 기술된 지역(Fig. 6(c), Fig. 7(d)의 PCEgn)

의 관정들은 지하수 내 Rn 함량이 530~2,470 pCi/L

범위를 보였으며, 해당 지역에서 동측에 있는 편마암

에 비해 서측에 있는 편마암 시료(327, 330, 346)에서

Rn 함량이 1,610~2,470 pCi/L 범위로서 비교적 높게

검출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지하수 내 Rn

함량과 지질과의 연관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서는 매우 정밀한 세부지질 조사 내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지며, 이상 수질이 나타나는 경우에 현

장에서의 정밀조사를 보완하지 않고 기존에 발간된 지

질도만을 그대로 이용하여 지질과 지하수의 수질 및

Rn 함량을 단순히 비교하는 방법은 지양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생대 퇴적암류(영동층군) 지역 지하수의 Rn 함량

중생대 퇴적암류인 영동층군은 북서부의 중생대 화

강류 분포지역과 남동부의 선캠브리아 변성암 분포지

역과의 중간에 위치하며, 영동군 전체의 약 1/4 정도의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암체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게 분포하며, 이 연구에서는 영동층군 내에 화성암

의 산출이 적은 남서지역(Fig. 9(a))과 화성암의 산출이

많은 북동지역(Fig. 9(b))으로 구분하여 지하수 내 Rn

산출 특성을 살펴보았다. 

영동층군 남서지역에서 산출되는 지하수 내 Rn 함

량은 29~800 pCi/L 범위로서 낮은 함량 범위를 보였

으며, 퇴적층별로는 만계리층(Fig. 9(a)의 Ksmg) 740~

800 pCi/L, 가동리층(Ksgd) 240~650 pCi/L, 시금리층

(Ksh) 29 pCi/L의 Rn 함량을 보였다. 영동층군 북동지

역에서 산출되는 지하수 내 Rn 함량은 9~1,400 pCi/L

로서 비교적 폭넓은 범위를 보였으며, 퇴적층별로는 시

금리층(Fig. 9(b)의 Ksh/Ksi) 9~48 pCi/L, 회동리층(Kk)

51 pCi/L, 산이리층(Kse, Co) 9~430 pCi/L, 동정리층

(Kdj) 560~1,360 pCi/L, 명륜동층(Kmr) 1,400 pCi/L의

Rn 함량을 보였다. 이들 중 Rn 함량이 1,400 pCi/L인

명륜동층의 시료(334번 시료)는 영동층군 내 산출하는

화산암(Kvo)과의 경계 부근에 위치한 관정에서 산출되

는 지하수 시료이고, Rn 함량이 1,360 pCi/L인 시료

(201번 시료)는 백악기 반암(Kfp)과의 경계 부근에 위

치한 관정으로서, 백악기 반암과 화산암의 영향을 받

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지질 상황이다. 즉, 영동층

군 퇴적암 자체의 지질에 위치한 관정의 지하수에서는

Rn 함량이 9~800 pCi/L 정도로 낮으나, 백악기 화성

암류 경계 부근에서는 지하수 내 Rn 함량이 1,360~

1,400 pCi/L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보이고 있

어, 지하수 내 수질 뿐 아니라 Rn 함량은 백악기 화

성암류의 영향에 의해 높아지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Fig. 9. Comparison of Rn contents (pCi/L) in groundwaters among several kinds of Cretaceous sedimentary rocks

(Yeongdong group). Symbols and abbreviations except geology are the same as in Fig. 6. 

(a) Lower Yeongdong Group; Ksmg (Mangyeri Fm), Ksgd (Gadongri Fm), Ksh (Sigeumri Fm). Other rocks including

Precambrian rocks (PC1, PC2 & PC3), Kpgr (Cretaceous porphyritic granite) and Kqp (Cretaceous quartz porphyry) are also

shwon in this figure. 

(b) Upper Yeongdong Group; Ksh/Ksi (Sigeumri Fm), Kk (Hoedongri Fm), Kse (Saniri Fm), Kdj (Dongjeongri Fm), Kbm

(Baekmasan Fm), Kwc (Wonchonri Fm), Kmr (Myungryundong Fm). In this sedimentary region, Jurassic granite (Jgr) and

Cretaceous igneous rocks including Kvo (volcanic rocks), Kqp (quartz porphyry) and Kfp (feldspar porphyry) intruded into

surrounding sedimentary rocks. Precambrian (PC1, PC2 & PC3) and Paleozoic (P1 & P2) rocks are also shown in this figure.



426 문상호 ·조수영 ·김성현

5. 결 론 

선캠브리아시대부터 제4기까지의 변성암, 퇴적암, 화

성암 등 다양한 시기의 다양한 지질이 산출되는 충북

영동군을 대상으로 수질 및 지질별로 지하수 내 Rn의

산출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

약된다.

(1) 영동지역 지하수에서 최고의 Rn 함량은 8,450

pCi/L으로 검출되었으며, 이 때의 수질은 DO 값 4.83

mg/L, pH 값 6.51, EC 값 229 µS/cm의 특성을 보였

다. Rn 함량 4,000 pCi/L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지하

수의 수질이 DO 값 4.83~7.74 mg/L, pH 값 5.53~

6.51, EC 값 128~384 µS/cm 범위의 특성을 보였으

며, EC 값이 매우 높거나 DO 값이 매우 낮은 경우

는 없었다.

(2) 수질 특성이 백악기 화강암류의 영향을 받은 것으

로 해석되는 몇 개 시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하수는

1,000 pCi/L 이하, 1,000~3,000 pCi/L, 3,000 pCi/L 이

상으로 Rn 함량이 높아질수록 각 Rn 함량 구간별 이

온 함량 범위의 상한선이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

타냈다. 이는 Rn 함량이 높게 검출되는 지하수에는 녹

아있는 용질의 함량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하수 중 높

은 Rn 함량과 EC 값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고, 주변 지질과 더불어 지하수 순

환·체류시간과도 관련하여 지하수 내 Rn 함량 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암종별로 지하수 내 Rn 함량 범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된다. 선캠브리아시대의 변성암 지역에서는

지하수의 Rn 함량이 충적/풍화대 94~8,450 pCi/L, 암반

55~3,700 pCi/L로서 관정 위치별로 차이가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 시대미상의 옥천누층군 내 지하수는 충적/풍

화대와 암반 모두 Rn 함량 범위가 520~820 pCi/L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생대 화강암류 중

삼첩기 화강암류 지역에서는 암반 지하수에서 Rn 함

량이 3,510~3,590 pCi/L 범위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Rn 함량을 보였다. 쥬라기 화강암류 지역 지하수에서

는 Rn 함량 범위가 13~6,120 pCi/L로서 변성암 지역

처럼 관정별로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다. 백악기 반암

류 지역에서는 Rn 함량이 충적/풍화대 지하수 2,090~

4,900 pCi/L, 암반 지하수 910~2,170 pCi/L로서, 비교적

높은 Rn 함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생대 퇴적

암류 지역 지하수의 Rn 함량은 0~1,400 pCi/L 범위를

보였다. 백악기 퇴적암류 지역에서 산출되는 지하수의

Rn 함량 평균값과 중앙값은 각각 310~627 pCi/L,

24~650 pCi/L로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Rn 함량을

보였다.

(4) 암종별로는 영동분지 내 백악기 퇴적암과 소백산

편마암복합체 중 흑운모 편마암과 편암 내에서 Rn 함

량이 적은 편이고, 트라이아스기 청산화강암 지역, 쥬

라기 화강암과 반암 경계부, 편마암 복합체 중 화강암

질 편마암 혹은 화강편마암 내 지하수에서 상대적으로

Rn 함량이 높게 검출되었다. 그러나, 상세 지질을 살펴

보면, 쥬라기 화강암과 흑운모 편마암 자체보다는 인

근의 백악기 화성암류와의 경계부 혹은 백악기 반암

인근의 관정 지하수에서 Rn 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경

향을 볼 수 있다. 

(5) 연구지역 지하수에서 4,000 pCi/L 이상의 Rn

함량을 보이는 곳은 선캠브리아 변성암 지역의 충적/

풍화대 관정 (8,450 pCi/L), 쥬라기 화강암류 지역의

암반 관정 (6,120 pCi/L), 백악기 반암류 지역의 충적/

풍화대 관정 (4,900 pCi/L)이다. 금번 연구 결과, 백악

기 반암류 지역에서 지하수 내 Rn 함량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캠브리아 변성암 지역, 쥬

라기 화강암류 지역 뿐 아니라 중생대 퇴적암 지역에

서도 관정의 위치가 백악기 화성암류에 근접해서 위치

하는 경우에 다른 관정들에 비해 Rn 함량이 상대적으

로 높게 검출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6) 금번 연구 결과, 개략적이고 큰 규모의 지질 관

점에서 지하수의 수질 특성이나 Rn 함량을 지질과 연

관시켜서 검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하수의 수질 및 Rn 함량의 이상치가 보이는

관정들에 대하여는 큰 규모의 지질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맥상의 작은 규모 등 보다 정밀한 지질 상황을

고려하여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변에 광

화대 혹은 열수 변질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 경우

에는 이와 관련된 수질 특성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

다. 이러한 경우들을 고려할 때 지질과 수질과의 관련성

을 보다 정밀하게 논의할 수 있으며, 수질과 지질과의

관련성을 의미있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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