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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ngrae thermal water area located at the southeastern marginal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s one of the

oldest hot springs in Korea. The Dongrae thermal water shows Na-Cl type of water chemistry, whereas the shallow

cold groundwater is Ca(-Na)-HCO3 type.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age of the Dongrae hot spring, i.e. ground-

water cycle among meteoric water-surface water-shallow groundwater-hot spring water. The 87Sr/86Sr ratios of the

thermal water in Dongrae area range from 0.705663 to 0.705688 and are lower than those of groundwater, surface

water and rain water as well as aquifer bearing granite. These Sr isotopic signatures in the Dongrae thermal water

indicate that the circulation rate between thermal water and current meteoric water including groundwater, surface

water and rain water in the Dongrae area should be very slow. The 14C age of the Dongrae hot spring water range

from 1,271±36 BP(before present) to 2,467±36 BP whereas that of the shallow groundwater is −495±33 BP. This

suggests that the period of groundwater cycle among meteoric water, surface water, shallow groundwater and hot

spring should be more than 1,270 years. Then, it also indicates that the present Dongrae hot spring may be a mixed

water between the old thermal water heated for at least 1,270 years and the present shallow cold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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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남동부에 위치한 동래온천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온성 온천중의 하나이다. 동래온천수의 수질형태는 Na-

Cl형이고, 상부의 일반 천부지하수는Ca(-Na)-HCO3 형으로서 서로 간에 연결성이 매우 미약하다. 이 논문에서는 동래

온천수의 87Sr/86Sr비와 AMS를 이용하여 측정한 14C 동위원소 년대를 토대로 동래온천수의 나이 즉 온천수-지하수-

지표수-천수간의 순환속도를 토의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2008년도의 2차례에 걸쳐 채취된 동래온천수의 87Sr/86Sr비

는 0.705663-0.705688로 매우 안정된 값을 갖고 있으며, 이는 천부지하수, 지표수, 해수 및 천수보다 낮은 값이다.
14C 동위원소 연대에 의하면, 온천수는 1271년에서 2467년 비보정연대(BP)를 보여주고, 지표수는 −495년으로 나타났

다. 이는 동래온천수의 순환속도가 적어도 2500년 이상임을 지시해준다. 이와 같은 순환연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래온천수는 과거에 가열된 고온의 물과 현재의 천부지하수와의 혼합수임을 지시해주는 것이다. 

주요어 : 동래온천, 14C 동위원소, 순환속도

1. 서 언

남한에 분포하는 40oC 이상의 고온성 온천지역은

80oC 정도의 수온을 갖는 부곡을 위시하여 약 15개정

도가 알려져 있으며, 이 고온성 온천수는 덕구온천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생대의 화강암류 분포지역에 위치

한다(Fig. 1). 이중 한반도의 남쪽에 분포하는 동래온천

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신라시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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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어 왔다는 내용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 동

래온천의 연혁 및 기존자료 그리고 1995년까지의 사용

량에 따른 수위변화에 대해서는 이동영과 임정웅(1995)

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다. 최근 Lee et al. (2008)은

2004년에서 2007년까지의 동래온천수의 87Sr/86Sr비를

토대로 동래온천수의 순환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보고

를 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지하수가 결정질 암반에

서의 대수층내에 존재할 경우, 심도가 서로 다른 대수

층간의 연결성을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지하수의 심도별 연대를 밝혀내는 것은 지하수의 순환

속도 및 천부지하수와 심부지하수의 연관성 즉 혼합율

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자로서 활용될

수가 있다. 특히 천수(강우)에 의한 지표수, 천부지하수

가 심부지하수에 도달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지를 밝혀내는 것은 온천수를 포함한 심부지하수의 관

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940년대 말 시카고대학의 Libby 교수팀에 의해 개

발된 14C 연대측정법은 고고학 및 지질학 시료의 연대

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AMS(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가속기질량분

석기)를 이용한 14C 연대측정법은 시료탄소량이 1 mg정

도만 있어도 측정오차가 ±0.5%(±40년)이하의 값을 얻어

낼 수가 있다 (Mous et al., 1994; Nakamura, 2001).

따라서 14C 연대측정법은 지하수 혹은 온천수와 같이

탄소함유량이 적은 시료의 대수층 체류연대 즉 순환연

대를 알아내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국내의 경우,

탄소연대측정법의 지질학적인 응용결과는 주로 퇴적층

의 퇴적연대, 석회암 동굴내 퇴적물의 형성연대, 화산

분출연대측정 등에서 일부 보고된 바 있지만, 지하수

혹은 온천수에서의 14C 연대측정결과는 아직 보고된 바

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Lee et al. (2008)의 연구결과를 토

대로, 2008년도 1년동안의 동래온천수의 87Sr/86Sr비의

변화도연구와 더불어 14C 동위원소에 의한 심부온천수

와 천부지하수와의 순환속도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온천수의 순환속도(체

류시간)를 추정함으로써 온천수 자원의 보호를 위한 설

계를 설정하는데 유효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방사성 

14
C연대의 원리 

14C 연대측정법은 방사성붕괴에 의한 14C의 감소과

정을 시계로 이용한다. 방사성탄소 즉 14C는 식 (1)과

같이 우주선으로부터 생성된 중성자와 안정동위원소인

질소와의 반응에 의해 대기중에서 끊임없이 생성된다.

1n+14N→14C+1H (1) 

식 (1)과 같이 대기중에 생성된 14C는 즉시 산화되어
14CO가 되고, 그 후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산화되어
14CO2가 된다 (Weinstock, 1969; Rom et al., 2000).
14C의 반감기는 5730년으로 길기 때문에 14CO2는 탄

소 안정동위원소로부터 생성되는 12CO2, 
13CO2와 혼합

되어 지구표면의 탄소순환에 따라 혼합확산되어 대기

중에 일정한 농도 수준으로 유지되며 평형상태를 갖게

된다. 이러한 평형은 대기중에서 14C의 생성과 붕괴로

서 이루어진다. 다음 14CO2 분자들은 광합성과 뿌리에

의해서 흡수된다. 녹조식물의 14C 농도는 대기로부터

연속적인 흡수 그리고 연속적인 붕괴로써 일정하게 유

Fig. 1. Distribution map of the high temperature hot springs

and granitoids in Korean Peninsula. (GHHS: Gangwha hot

spring, PCHS: Pocheon hot spring, SCHS: Sokcho hot

spring, ASHS: Asan hot spring, DSHS:Deoksan hot spring,

SAHS: Suanbo hot spring, YSHS: Yuseong hot spring,

BKHS: Bugok hot spring, MGHS: Mageumsan hot spring,

DRHS: Dongrae hot spring, HYHS: Haeundae hot spring,

PHHS: Pohang hot spring, BAHS: Baekam hot spring,

DGHS; Deokgu hot spring) IB: Imjingang belt, GM:

Gyeonggi massif, OB: Okcheon belt, YM: Yeongnam

massif, GB: Gyeongsan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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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다. 식물을 섭취하거나 대기 또는 수중의 탄소를 함

유하는 이온 또는 분자를 흡수하는 동물들은 14C의 일

정한 방사능을 갖게된다. 식물 또는 동물들이 죽을 때

대기로부터 14C의 흡수는 중지되며 14C는 5730년의 반

감기로서 붕괴하기 시작한다. 이때 14C는 베타(β)입자

를 방출하여 식 (2)와 같이 안정한 질소(N)이 생성된다.

14C→14N+β−+ν+Q (2)

ν: antineutrino, 

Q=0.15648 MeV (Faure and Mensing, 2005)

따라서 살아있는 유기체에 함유된 14C의 방사능을

알고 죽은 동식물조직의 14C의 방사능을 구하면 죽은

후 경과된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탄소연

대측정법의 정확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만족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1) 14C의 반감기를 정확히 알고 있다. 

2) 대기의 14C의 생성율이 오래기간을 두고 일정하다.

3) 시료내의 탄소동위원소의 비율은 변치 말아야 한

다 (즉, 12C : 13C : 14C=0.988 : 0.011 : 1.2×10−12).

4) 각 탄소저장고의 14C의 농도는 출입과 붕괴율이

일정한 폐쇄계이다. 

그리고 상기의 4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고 초기의
14C 농도(A0)를 알고 있다면, 현재의 14C 농도(At)의

측정에 의한 비율(At/A0)과 14C의 반감기 T1/2를 이용

하여 시료가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 경과한 시간(t)를

아래의 식 (3)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가 있다.

t=−(T1/2/ln2)×ln(At/A0) (3)

3. 일반지질 및 수리지질학적 특성

동래온천을 함유하고 있는 금정산 화강암류의 지질학

적, 지구화학적, 구조지질학적 특성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졌다 (유충렬 외, 1999; 이윤종 외, 1999;

손문 외, 2002; 윤성효 외, 2005). 동래온천 주변의 화

강암류는 크게 초기의 불국사 화강암류와 후기의 마산

암류로 구분된다. 불국사 화강암류는 화강섬록암, 각섬

석화강암, 흑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산암류

는 토날라이트, 아다멜라이트, 미문상화강암으로 구성

된다. 동래온천은 화강섬록암과 아다멜라이트의 경계부

분에 위치하고 있다. 윤성효 외(2005)는 금정산 화강암

체의 지구화학적 특성을 토대로, 이들 화강암류가 칼

크-알칼리계열, I-형 화강암에 속하며, 화강섬록암질 마

그마로부터 사장석의 분별결정작용에 의해 각섬석화강

암, 아다멜라이트 및 흑운모화강암, 미문상화강암으로

진화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금정산화강암체

에 대해 69.6±1.9 Ma의 Rb-Sr전암연대를 보고하였으

며, 이 때의 87Sr/86Sr 초기치는 0.70503±0.00015이다.

동래온천은 아다멜라이트 지역에 분포하며, 양산단

층과 동래단층에 의해 둘러쌓여 있다. 유충열 외(1999)

는 동래단층과 양산단층이 온천수의 이동통로라고 주

장하였다. 손문 외(2002)는 금정산의 산정마을을 형성

하고 있는 분지가 이 지역 지하수의 주함양원이라고 하

였다. 현재 동래온천의 지하수위는 100 m 이상 하부에

있고 (Lee and Lim, 1995; Sung et al., 1999), 천부

지하수위는 6-23 m 정도이다 (Han et al., 1999).

4. 시료 및 분석방법

동래온천의 위치는 Fig. 2에 표시되어 있다. 온천수

시료채취는 2008년 3월과 6월, 12월의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이중 6월에는 온천수와 더불어 천부지하

수(DRGV)도 채취하여 이들에 대해 14C 및 13C 농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온천수 및 지하수는 현재

매일 사용되고 있는 온천수 및 지하수로서, 현장에서

온도,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탄산이온 농도 등을

측정하였으며, 0.45µm의 셀룰로오즈 여과지로 거른 후,

음이온, 양이온용으로 분리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

중 양이온 및 Sr 동위원소비 측적용 시료는 고순도 진

한 질산으로 처리하여 보관하였고 (pH 2 이하), 산처

리를 하지 않은 시료는 냉장보관하여 운반 한 후, 실

내 음이온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탄소동위원소

측정용 시료는 250 ml 폴리에틸렌병에 공기방울이 생

기지 않도록 채운 후, 공기중의 탄소가 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병입구를 아래로 향하게 보관하였다.

중탄산(HCO3
−1)이온 함량은 현장에서 습식으로 분

석하였고, 양이온과 음이온 농도는 각각 유도결합 플

라즈마 원자방출분광기 및 이온크로마티법으로 분석하

였다. Sr 동위원소비의 경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의 열이온화 질량분석기 (VG Sector 54-30)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NIST987 Sr 표준시료의 87Sr/86Sr비는

0.710246±0.000004 (N=14, 2σ)이고, 이 때의 Sr 바

닥값은 80피코그램(pg)이하였다. 
14C 및 δ13C의 농도는 일본 나고야대학의 AMS

(HVEE, model 4130 Tandetron II)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Nakamura, 2003). 14C 및 δ13C의 농도측정을

위한 시료처리는 나고야대학 연대측정센터의 글라스라

인에서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이때, 전처리하기에 앞서



544 이승구·Toshio Nakamura·김통권·Tomoko Ohta·김형찬·이태종

채취시료수를 삼각플라스크(물속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수량이 다름)에 옮기고 염화스트론튬(SrCl2)를 첨가하

여 밀봉한 후, 물속의 탄소성분이 모두 탄산스트론튬

(SrCO3)으로 침전될 수 있도록 1주일 이상 방치시켰다.

침전된 탄산스트론튬(SrCO3)은 CO2를 제거한 글로브

박스(glove box)안에서 삼각플라스크안에 인산(100%

H3PO4)이 들어있는 병을 넣은 후 다시 밀봉시켰다. 이때,

글로브박스 안의 CO2제거는 Ascarite-II(A-M Systems사)

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물과 인산을 반응시키기 위해

삼각플라스크안의 공기를 글라스라인 상에서 우선 제

거시킨 후, 인산이 들어있는 병을 쓰러트려 물과 반응

시켜 CO2를 생성시키고, 이로부터 CO2만을 글라스 라

인을 통해 포집하였다 (Nakamura et al., 1998). 포집

된 CO2는 620oC에서 고순도의 철가루(Fe poweder)와

수소를 반응시켜 그라파이트화 시켰다 (Kitagawa et al.,

1993). 

5. 실험결과 

5.1. 온천수의 화학조성 및 Sr 동위원소비

동래온천수 및 지하수의 화학조성 및 Sr 동위원소

분석결과는 Table 1에 기재되어 있다. 동래온천수는

Na-Cl형의 수질 특성을 갖고 있고, 지하수는 Ca-HCO3

형의 수질 특성을 갖고 있다 (Fig. 3). 3차례에 걸쳐

채취된 온천수의 87Sr/86Sr비는 0.705663-0.705696으로

Lee et al.(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5.2. 
14
C 동위원소농도

14C연대측정법에서는 시료의 현시점에서의 14C의 농

도만이 측정된다. 시료가 합성된 시기의 안정한 탄소

와 함께 함유되어있던 14C의 초기농도는 측정할 수없

Fig. 2. Geologic and water sample location map at Dongrae area, Korea.

Fig. 3. Piper diagram of the Dongrae hot sp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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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hot spring water (DRHS) and shallow groundwater (DRGV)  in the Dongrae area, Korea

Well 

depth

(m)

Temp

(℃)
pH

EC

(µS/cm)

F

(mg/L)

Br

(mg/L)

HCO3

(mg/L)

Cl

(mg/L)

SO4

(mg/L)

Ca

(mg/L)

Mg

(mg/L)

Na

(mg/L)

K

(mg/L)

SiO2

(mg/L)

Li

(mg/L)

Sr

(mg/L)
87Sr/ 86Sr 2σ

DRHS-081) Mar, 2008 300 62.4 7.68 1516 1.80 0.64 54.9 360 73 45.6 0.2 235 4.92 44.5 0.20 1.10 0.705663 0.000012 

DRHS-08-012) Jun, 2008 300 63 7.8 1500 1.72 1.15 48.8 350 71 60.4 0.19 211 4.94 46.3 0.13 1.03 - -

DRHS-08-02 Dec, 2008 300 62 8.2 1485 1.81 61.0 317 71 56.3 0.18 231 4.05 47.0 0.12 0.96 0.705688 0.000011 

DRHSHS-A3) Jun, 2008 230 57 7.68 1343 1.44 0.98 54.9 288 62 62.6 0.78 174 5.35 49.5 0.11 1.00 - -

DRHSHS-B3) Jun, 2008 170 42.7 7.45 956 1.14 0.70 70.2 220 57 54.2 2.02 141 4.43 51.5 0.10 0.83 - -

DRGV Jun, 2008 - - - - 0.15 - - 14 1 8.7 2.15 17 0.77 57.8 0.01> 0.09 - -

1) The series DRHS is the same hot spring water which is collected at the Jungang hot spring during this study.

2) The samples by bold character were used in 14C dating.

3) The samples DRHSHS-A and -B are collected at the Heoshimcheong, Dongrae.

Table 2. Radiocarbon ages of the hot spring water (DRHS) and shallow groundwater (DRGV) in the Dongrae area

Sample δ13C1) R=14C conc. (±) 1σ  14C conc.
14C age2)

(yrBP)
(±) 1ó14C age

DRHS -19.5 0.81006 0.00456 1692 37

HSHS-A -19.2 0.73557 0.00454 2467 36

HSHS-B -20.2 0.85370 0.00443 1271 36

DRGV -20.5 1.06351 0.00412 -495 33

1) δ13C = [(13C/12C)sample/(13C/12C)PDB-1.0]x 1000 (‰), PDB means Pee Dee Belemnite which is a standard material from a fossil.

And ä13C was measured by AMS with an estimated one-sigma error of ca. 1‰.

2) BP means befor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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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14C초기농도는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여 서

기1950년의 대기의 14C농도와 거의 동일한 수치를 초

기농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 초기농도의 정의에는 미

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제공하는 옥살산 표준

물질이 이용된다. NIST 옥살산 표준체에는 구옥살산

(HOxI)과 신옥살산(HOxII)와 같이 14C의 농도가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있다. HOxI은 이미 모두 소모되어

NIST로부터의 공급이 중단되어 있다. HOxI(δ13CPDB=

−19.3‰)에서는 이 옥살산중의 탄소의 비방사능(AHOxI,

dps/gC: 탄소 1그램당의 14C의 방사능강도)을 탄소동위

원소분별에 대해 δ13CPDB를 −19.0 ‰  로  보정한 후, 이

에 0.95배로 만든 후, 다시 1950년부터 측정일까지의

감쇠보정한 것이 1950년의 표준 14C 초기농도로 하기

로 하고 있다. 표준 14C 초기농도는 13.56±0.07 dpm/gC

(0.226±0.001 Bq/gC)에 해당된다. 한편 HOxII(δ13CPDB=

−17.8‰)는 이 옥살산중의 탄소의 비방사능(AHOxII)을

탄소동위원소분별에 대해 δ13CPDB를 −25.0‰ 로  보정하

고 이에 대해 0.7459배를 곱한 후 다시 서기1950년부터

측정일까지의 감쇠보정을 한 것이 표준 14C 초기농도로

하기로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통상적인(conventional)
14C 연대는 5730 년의 반감기 (λ=1.209×10−4 yr−1)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연대측정을 실시한 동래온천수 3개공과 천부지하수

1개의 14C 및 δ13C의 농도는 Table 2에 기재되어 있다.

Table 2에서 R값(즉 14C 농도)은 아래의 식 (4)을 이용

하여 계산된다 (Stuiver and Polach, 1977; Nakamura

et al., 1998).

R=Rmeas/0.95×(1+δ13Csam)/(1+δ13Cstd)×

(1−2(0.025+1+δ13Csam))/

(1−2(0.019+1+δ13Cstd))×e−λ(T−1950) (4) 

상기의 식 (4)에서 Rmeas는 시료의 14C/13C값을 나고

야대학의 Tandetron AMS를 이용하여 측정한 HOxII

의 14C/13C로 나눈 값이다. 그리고 δ13Csam, δ
13Cstd는

각각 시료와 표준물질의 13C/12C비이고, 0.019는 HOxI

의 공인된 δ13CPDB값(−19.0‰)을 지시한다. 식 (4)에서

δ13Cstd는 매번 측정하지 않고, 대신 −19.0‰ 으로 일정

하다고 가정하였다. T는 물시료를 채취한 연대(측정당

시의 연대)를 말한다. 그리고 λ는 14C의 붕괴상수로서

1.209×10−4 yr−1이다.

Table 2에서 동래온천수(DRHS, HSHS)의 14C 농도

는 0.7356-0.8537이고, 천부지하수의 14C 농도는 1.06

이다. 이를 pmc(percent modern carbon)으로 환산할

경우 상기의 값에 100을 곱하면 된다. 이 값을 토대로

각각의 연대를 계산하면 동래온천수는 1,271년-2,467년

(BP)이고, 천부지하수는 −495년(마이너스의 연대는 현

재의 물임을 지시해준다)이다. 여기서 BP는 before

present의 약자이다.

6. 토 의

6.1. 온천수의 수질 특성

Table 1을 보면 2008년도에 채취된 동래온천수의 전

기전도도(EC)값은 956 - 1516 µS/cm 로서 기존의 보고

자료와 거의 일치하는 안정된 값이다 (Lim et al.,

1992, 1996; Han et al., 1999; Sung et al., 2001).

그리고 수질 특성은 Na-Cl 형으로서 천부 지하수의

Ca-HCO3 형과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이와 같은 수질

특성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보고되기 시작

한 1990년대 초반 이후로 변함이 없다 (Fig. 3). 특히

동래온천의 수위가 최근 100 m 이하로 떨어진 이후에

도 전기전도도값의 변화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이

와 같이 거의 일정한 전기전도도값은 온천수의 수위강

하에 관계없이 남쪽 해안으로부터의 해수침투의 영향

이 없음을 지시해주는 한 증거로 볼 수 있다. 

6.2. 온천수의 

87Sr/86Sr 동위원소 특성
87Sr은 반감기가 488억년인 87Rb (λ=1.42×10−11/년,

Steiger and Jger, 1977)의 베타붕괴에 의해 생성된다.

Sr은 Ca, Mg과 더불어 알칼리토류금속에 속하는 원소

로서 수용성이고 2가로 존재하며, 지하수내의 Sr 함량

은 대수층내의 Sr을 함유하고 있는 광물과의 반응 및

지하수의 함양과정에서 결정된다. Gosselin et al.

(2004)는 Sr이 광물의 침전이나 양이온 교환에 의해

물로부터 제거되어 질 때, Sr 농도는 변화되지만 물속

에 남아있는 Sr의 동위원소 조성은 변화되지 않기 때

문에 물속의 용질의 기원을 밝혀내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

Lee et al. (2008)은 동래온천수의 87Sr/86Sr비가 지

난 4년간 (2004-2007) 0.705651-0.705696의 범위에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2008년도의

2차례에 걸쳐 채취된 온천수 시료의 87Sr/86Sr비 또한

0.705663-0.705688으로 매우 안정된 값을 갖고 있다

(Fig. 4). 대수층내 물속의 87Sr/86Sr비는 물-암석 반응

시 Sr 농도보다도 먼저 평형에 도달하므로, 현재의 온

천수의 87Sr/86Sr비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천부지하수,

지표수, 강우, 해수 등이 유입되어 혼합될 경우, 자연

적으로 동위원소평형에 의해 현재의 87Sr/86Sr비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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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값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ig.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래온천수가 매우 안정된 87Sr/
86Sr비 값을 갖는 것은 천부지하수, 지표수 및 해수의

유입이 매우 느리거나 거의 없어, 이로 인해 혼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시해주는 보다 명확한 근거

라고 볼 수 있다.

 

5.3. 14C 연대

Lee et al. (2008)은 87Sr/86Sr비의 안정된 값을 토

대로, 천수-지하수-온천수의 순환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보고하였고, 이와 같은 경향은 금번 연구에서도 앞 절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다. 정찬호

외(2008)은 동래온천지구의 온천수에 대한 삼중수소 분

석결과를 토대로 온천수가 지하로 함양된 후의 체류시

간이 최소한 50년 이상된다고 보고하였다. Table 2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 조사된 동래지

구의 온천수는 2467년 - 1270년(BP)의 14C 연대값을

지시해주고 있다. 이는 현재 온천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이 비록 소량은 현재의 천수 혹은 천부지하수와 혼

합된 다 할 지라도 대부분이 적어도 1270년전 이상의

순환속도를 가진 온천수라는 것을 지시해준다. 즉 우

리는 현재 1270년전 이전에 가열된 고온의 물과 천부

의 저온의 지하수와의 혼합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시료채취공에 따라 굴착심도 300 m

인 DRHS공 시료는 1692년(BP)이고, 굴착심도 230 m

인 DRHSHS-A는 2467년(BP), 굴착심도 170 m인

DRHSHS-B는 1270년(BP)로 서로 다른 연대값을 보

여주고 있다. 온천수의 심도별 차이는 지표로 배출된

온천수의 온도에서도 관찰된다. 이는 서로 다른 14C 농

도값 및 천온이 지시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온천수와

천부지하수(궁극적으로는 천수)와의 혼합이 완전히 차

단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시해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심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굴착심도가 300 m인 DRHS공의 경우

온도는 굴착심도 230 m인 DRHSHS-A보다 높지만,
14C농도는 보다 더 천부공인 DRHSHS-A공이 더 낮다.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현재의 자료만 가지고는 명

확히 밝혀내기가 곤란하지만, 향후 심도별로 보다 많

은 조사공 자료가 확보되면 온천수와 천부지하수와의

심도별 혼합율과 동래지역의 온천수의 근원을 보다 더

명확하게 추론 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온천중의 하나인 동래온천

수에 대해 천수-지하수-온천수간의 순환속도의 규명 및

최종적으로는 혼합율을 추적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

로서 14C 연대를 측정하였다. 초기 연구 결과 동래지

구내 온천수는 1,271-2,467년으로 약 2500년 정도의

체류시간을 보여주는 순환연대가 나왔고, 반면에 천부

지하수는 현재의 천수와 혼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현재의 연구결과로는 지표수에서 천부지하수,

그리고 온천수와의 혼합율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무리

지만, 향후 자료의 축적이 증가되면 현재의 천수-지표

수-천부지하수-온천수간의 순환속도를 보다 정량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모델링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의 연구결과만으로는 온천수의 근원수의 생

성연대를 추적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동래지역의 온

천수에 대해 심도별로 Sr동위원소비와 14C동위원소간

의 상관관계가 보다 명확히 밝혀진다면 동래온천수의

생성원인 혹은 생성연대를 추적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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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map of Sr isotopic composition in the hot

spring water at Dongrae area during 200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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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신 대전대학교의 정찬호 교수님과 원자력연구

소의 김건영 박사님께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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