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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북 청송지역 달기탄산약수를 대상으로 수리화학적 특성을 밝히고, δ13CDIC 분석과 영족기체 동위원소

(3He/4He, 20Ne/22Ne)의 존재비를 분석하여 영족기체와 연계한 탄산가스의 기원을 밝히고자 하였다. 달기 탄산약수의 수

리화학적 특성은 pH 5.93~6.33 범위로 약산성의 특성을 보이고, 전기전도도 값은 1,950~3,030 µS/cm 범위로 높은 값을

보인다. 탄산약수의 수리화학적 유형은 Ca(Mg)-HCO3 형에 속하며, Na의 함량도 매우 높은 값을 보인다. 모든 약수는

Fe, Mn의 함량이 음용수 수질기준치를 초과하고, 일부에서는 As의 함량이 높은 값을 보인다. 탄산약수의 주요 이온성분

함량은 1999년에 보고된 함량보다 전반적으로 약간 높은 값을 보인다. 달기 탄산약수의 δ13CDIC값은 −6.70~−4.47‰의 범위

를 보여 CO2의 기원은 맨틀과 마그마와 같은 지하 심부기원임을 지시한다. 달기탄산약수는 3He/4He비가 7.67×10−6~8.38×10−6

범위로 높은 값을 보이고, 4He/20Ne비는 21.32~725.7 범위를 보여, 대기-맨틀-지각 기원의 3성분계상에서 헬륨가스의 기

원이 맨틀과 같은 심부기원(혹은 화산성기원)의 영역에 도시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과거 달기약수내 CO2가 무기기

원이라는 해석과는 달리 보다 분명한 심부기원의 CO2공급원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어 :탄산가스, 화학성분, 탄소동위원소, 3He/4He비, 4He/20Ne비, 심부기원

Hydrochemical analyses, carbon isotopic (δ13CDIC) analyses, and noble gas isotopic (3He/4He and 4He/20Ne) anal-

yses of the Dalki carbonate waters in the Chungsong area were carried out to elucidate their hydrochemical com-

position and to determine the source of CO2 gas and noble gases. The carbonate waters have a pH of between 5.93

and 6.33, and an electrical conductivity 1950 to 3030 µS/cm. The chemical composition of all carbonate waters was

Ca(Mg)-HCO3, with a high Na content. The contents of Fe, Mn, and As in some carbonate waters exceed the limit

stipulated for drinking water. The concentrations of major ions are slightly higher than those reported previously.

The δ13CDIC values range from -6.70‰ to -4.47‰, indicating that the carbon originated from a deep-seated source.

The 3He/4He and 4He/20Ne ratios vary from 7.67×10-6 to 8.38×10-6 and from 21.32 to 725.7, respectively. On the
3He/4He versus 4He/20Ne diagram, the noble gas isotope ratios plot in the field of a deep-seated source, such as

mantle or magma. We therefore conclude that CO2 gas and noble gas in the Dalki carbonate waters originated from

a deep-seated source, rather than an inorganic CO2 origin as suggested in a previous study.

Key words : CO2 gas, Hydrochemical composition, Carbon isotope, 3He/4He ratio, 4He/20Ne ratio, Deep-seated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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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탄산약수는 약산성으로 이온성분의 함량이 높고,

탄산 및 중탄산의 적절한 조화로 소화기능 개선 및 위

장병 치료, 피부병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민간에서 알려

져 있다. 일부 산출지역에서는 철, 망간, 불소의 함량이

음용수 수질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곳도 있으나(Jeong et

al., 2005), 탄산약수는 약수의 개념으로 수질기준은 일

반음용수와 다르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그 동안 탄산약수의 산출과 지질구조와의

관계규명, 약수에 대한 수질화학적 특성 및 지화학적 진

화특성 해석, δ18O, δ2H, δ13C 동위원소 분석을 통하여

탄산가스의 기원에 대한 해석 등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고용권 외 1999a; 1999b; 정찬호와 정기영, 1999;

고용권 외, 2000; 정찬호와 이진국, 2000; 정찬호 외,

2001; 정찬호, 2002; 정찬호, 2004). 최근 정찬호 외

(2011)는 강원 및 경북 일부지역 탄산약수내 영족기체

동위원소(3He/4He, 20Ne/22Ne)의 존재비를 분석하여 탄

산가스 및 헬륨 등 영족기체의 기원을 심부기원으로 해

석한 바 있다. 

국내 탄산약수는 충청지역, 강원지역, 경북 북부지역

의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산출되며, 약수의 산출은 단층,

지질경계, 암맥군과 같은 특정지질구조를 따라서 한정되

어 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찬호 외, 2001; 정찬

호, 2002; 정찬호 외, 2004; Jeong et al., 2005). 그

중 경북 청송지역 달기약수는 초정약수와 함께 국내 최

대 규모의 탄산약수 산출지이며(Fig. 1), 하천계곡을 따

라서 약 1 km에 걸쳐 약수가 계곡 암반 틈을 따라서

곳곳에서 솟아난다(Fig. 2).

본 연구에서는 경북 청송 달기약수를 대상으로 화학

성분 특성을 밝히고, 과거 연구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탄산가스의 기원에 대해서도 δ13C 분석과 아울러

영족기체 동위원소(3He/4He, 20Ne/22Ne)의 존재비를 분

석하여 탄산약수내 탄산가스 및 영족기체의 기원을 새

롭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인 He,

Ne 등 영족기체 동위원소는 그들의 기원(대기, 맨틀, 지

각)에 따라서 고유한 동위원소 조성값을 보이므로 지구

내에서 그들의 순환 및 기원 해석에 매우 유용한 도구

가 된다(Sumino, 2001). 일본과 같은 온천국가에서는

온천수내 함유된 영족기체의 동위원소 특성을 이용한 온

천수 기원 및 생성과정과 지체구조와의 관계 등의 해석

연구가 진행된바 있다(Aka, et al., 2000). 국내에서도

온천수내 헬륨, 네온 등의 동위원소 조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온천수내에서 그들의 기원과 온천수와 냉수와의

혼합관계, 온천의 진화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바 있

다(정찬호 외 2007; 김규한 외, 2008; 정찬호 외,

2008; 2009). 

지질특성

지하수의 수리화학적 특성은 물의 순환과정에서 모암

과의 지화학적 상호반응과 심부환경에서의 다양한 지질

학적 환경에 의해서 지배된다. 탄산약수의 수리지화학적

Fig. 1. Geologic map of the Dalki carbonate waters in the Chungso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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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연구지역의 지질은 기존의 지

질도 및 도폭설명서(이홍규와 홍승호, 1973)를 인용하였다.

기존 지질도에서 달기약수터의 기반암은 쥬라기의

대보화강암류인 흑운모 화강암으로 보고되었지만(Fig.

1), 현지 조사에 의하면 분홍색 K-장석의 반정을 함유

하는 K-장석 화강암류가 약수터 계곡 하류부근에 분

포하며, 또한 계곡하류인 하탕부근에는 미그마타이트

질 암석이 확인된다. 달기약수는 화강암이 노출된 계

곡에서 소하천을 따라 작은 단열 틈 사이로 자연적으

로 솟아나고 있다. 

흑운모 화강암은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하양층군에

해당되는 동화치층, 가송동층, 도계동층과 부정합관계

를 보이며 피복되어 있다. 이들 퇴적암류는 다시 유

천층군의 두터운 주왕산 화산암류에 의하여 정합적으

로 피복되어 있다. 또한 달기약수터 상류 지역에는

규장암(felsite)이 퇴적암류를 관입하고 있다(이홍규와

홍승호, 1973).

정찬호와 정기영(1999)에 의하면 K-장석 화강암은

0.5~1.0 cm 크기의 분홍색 K-장석 반정, 석영, 사장

석, 흑운모로 구성되어 있다. 모드분석결과 사암내 탄

산염광물과 세립질 백운석의 함량은 36.9%로 구성되

며, 적갈색 사암은 44.6%의 탄산염광물을 함유한다.

적갈색 셰일은 입자간극을 충전하는 충전물로서 적철

석과 탄산염광물을 상당히 함유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연구 방법

시료채취 및 현장 수질측정

달기약수터의 탄산약수는 상탕(CS-1) 상탕과 인접한

곳(CS-2), 천탕(CS-3), 중탕(CS-4), 옥탕(CS-5), 신탕

(CS-6), 약수마을 상부(CS-7), 약수마을 하부(CS-8), 하

탕(CS-9)까지 총 9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지표수

는 하탕 인근(SW-1), 옥탕 인근 (SW-2), 상탕 인근

(SW-3), 약수터에서 약 2 km 떨어진 상류 계곡(SW-4)

등 총 4지점에서 채취되었다. 지하수는 달기약수터 인

근에 사용중인 지하수공이 존재하지 않아 약수터 상류

약 3 km 떨어진 가정에서 사용중인 지하수(GW-1)를 채

취하였다. 모든 물 시료의 채취지점은 Fig. 2에 제시되

어 있다. 

현장조사시 탄산약수에 대한 수소이온농도(pH), 산화

환원전위(Eh), 용존산소량, 전기전도도, 온도, 그리고

HCO3
- 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항목 모두 Thermo사의

Orion 5 star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현

장측정시 탄산가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수웅

덩이 바닥에 약수가 솟아나는 틈에 최대한 가까운 지점

까지 측정기를 접근시켰다. 탄산약수의 HCO3
- 함량은

Fig. 2. Location map showing sampling points of carbonate waters (solid circles and squares), surface water (solid squares),

and groundwater (solid triangle), in the Dalki area. Prefixes (e.g., CS, SW, and GW) have been deleted from the sample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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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N 농도의 HCl을 이용하여 산중화적정법으로 분석하

였다. 

이온성분 분석을 위한 시료는 0.45 µm 여과지를 이용

해 부유물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양이온 및 미량원소

분석용 60 mL, 음이온 분석용 60 mL로 각각 구별하여

채취하였다. 양이온 분석용 시료는 폴리에틸렌 용기에

담은 후 농질산을 첨가하여 pH 2 이하로 산성화시켜

이온들의 침전과 용기내 흡착을 방지하였다. 모든 시료

는 화학분석전까지 냉장 보관하였다. 탄소 동위원소 및

영족기체 분석용 시료를 채취한 방법과 전처리는 후술

하였다. 

화학성분 분석

탄산약수를 비롯한 물 시료의 양이온은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대덕본원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양이온

(Ca2+, Mg2+, Na+, K+)과 일부 원소(Fe, Mn, Sr)성분은

원자흡광분광분석기(Unicam model 989, AAS), 유도결

합쌍 플라즈마 원자방출분광분석기(Shimadzu model

ICPS-1000 III, ICP-AES)로 분석하였으며, 미량원소

(Li, B, Al, Cr, Cu, Zn, As, Rb, Cd, Cs, Ba, U, etc.)는

유도결합쌍 프라즈마 질량분석기(Fison model PQ III,

ICP-MS)로 분석하였다. 음이온성분 (SO4
2-, Cl-, NO3

-,

F-)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산지부의 Dionex 120

모델의 이온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

하균형오차 ±8% 이내를 보인다. 

동위원소 분석

탄소 동위원소 분석을 위한 시료는 수산화나트륨

(NaOH)를 이용하여 pH 11 이상으로 조절한 후 염화바

륨(BaCl2)을 첨가하여 시료내 탄산염 성분을 BaCO3 형

태로 침전시켰다. 침전물은 필터기를 이용하여 필터지로

거른 후 건조하여 분말로 시료를 준비하여 탄소동위원

소 분석을 실시했다. 탄소동위원소는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대덕본원에서 분석되었다. 분말시료 약 1~2 mg을

100% 인산(H3PO4)과 25 oC에서 반응시킨 후 발생된

CO2가스를 안정동위원소 질량분석기(Stable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GV Instruments사의 Isoprime 모델)

로 분석하였다(McCrea. 1950). NBS 18과 NBS 19 표

준시료를 반복 측정하여 얻은 탄소 동위원소 분석정밀

도는 약 ±0.1‰이다.

물의 산소동위원소 분석은 H2O-CO2 평형법(Epstein

and Mayeda, 1953)으로 준비한 시료를 한국기초과학지

원연구원의 안정동위원소 질량분석기(Stable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영국 Micromass 사의 모델

Optima)로 분석하였다. 

수소동위원소는 아연에 의한 환원법(Coleman et al.,

1982; Kendall and Coplen, 1985)에 의하여 시료를 전

처리 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질량분석기(Euro Vecstor

사의 Euro Pyr-orl micromass Isoprime)로 분석하였다.

산소, 수소 동위원소 분석 결과는 표준평균해수

(SMOW)에 표준화한 천분율(‰)로 표현하였으며, 분석

오차는 δD ±1.5‰, δO ±0.1‰이다.

영족기체 분석

영족기체(He, Ne, Ar) 동위원소 분석을 위하여 달기

탄산약수 3개 시료(CS-1, CS-7, CS-9)를 채취하였다.

시료채취는 동경대학교 지각화학연구실에서 개발한 장

치를 이용하였다(Smino, 2002). 특수 개발한 양쪽 편에

고진공의 개폐기가 있는 진공유리용기를 이용하여 외부

공기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약수가 솟아나는

틈에서 포집기를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용기의 체적은

약 50 cm3이고 물속에 용존된 영족기체는 금속재질로

제작된 토플러펌프시스템으로 추출하였다. 이 시스템은

극저준위의 노블가스 배경치를 가진 환경하에서 노블가

스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다. 토플러 펌프를 이용하여

탄산수에서 노블가스는 두 개의 Ti-Zr 포집자를 이용하

여 정화시켰다. 그리고 참숯 포집자와 저온 냉각된 스테

인레스 강철 포집자를 이용하여 He, Ne과 Ar-Kr, 그리

고 Xe 등 3개의 가스군으로 분리하였다.

모든 영족기체의 절대량과 He, Ne 동위원소비는 동

경대학교 지각화학연구실의 노블가스 질량분석기

(VG5400, MS III)로 분석하였다. 질량분석기의 민감도

와 동위원소 질량분리능의 수정요소는 알려진 표준대기

의 가스함량을 측정함으로 결정하였다.

수리지화학적 특성

현장수질측정자료

청송지역 탄산약수를 비롯한 물 시료에 대한 pH, Eh,

전기전도도, 용존산소량, 온도 등의 현장측정 자료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달기약수의 pH는 5.93~6.38 범

위(평균 약 6.2), 지표수의 pH는 6.33~7.49(평균 약

6.9)으로 지하수의 pH 6.96와 함께 거의 중성의 특성을

보인다. 달기약수의 전기전도도는 1,950~3,030 µS/cm 범

위로 매우 높으며, 지표수는 168~426 µS/cm, 지하수는

92.0 µS/cm을 보인다. 달기수의 Eh는 38.4~71.6 mV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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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지표수의 Eh값 94.2~108.2 mV보다 조금 낮은 값

을 보인다. 달기약수의 용존산소량은 1.58~5.28 mg/L의

범위로 지표수의 용존산소량 7.5~9.16 /L 범위와 지하수

의 용존산소량 7.75 mg/L 보다 낮은 값을 보인다.

탄산약수의 수온은 7.0~10.8 oC의 온도 범위를 보여

지표수의 -0.2~0.1 oC 범위와 지하수 4.2 oC 보다 높은

수온을 보인다. 탄산약수의 수온이 높은 것은 약수가 지

표부 온도보다 높은 지하 대수층에서 지표로 솟아남을

지시한다. 

주요이온 특성

달기탄산약수를 포함한 물 시료에 대한 주요성분에

대해서 Table 1에 정리하였다. 달기약수의 주요 이온함

량의 특성을 보면, Na+ 함량은 79.9~182 mg/L 범위로

지표수와 지하수의 5.53~16.4 mg/L에 비해 평균 10.4배

이상 상당히 높은 함량을 보인다. 달기약수의 K+ 함량은

5.13~8.72 mg/L 범위로 지표수와 지하수의 0.83~1.73

mg/L에 비해 약 5.1배 높은 농도 값을 보인다. Ca2+ 성

분은 약수내 가장 풍부한 양이온으로 297~468 mg/L의

농도범위로 지표수와 지하수의 17.7~51.8 mg/L 범위보

다 평균 10.9배 이상 높은 값을 보인다. 약수내 Mg2+

함량은 51.8~136 mg/L 범위로 지표수와 지하수의

1.56~11.88에 비해 평균 11배 이상 높은 값을 보인다.

일반지하수와는 다르게 탄산약수는 Fe의 함량이 매우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Dalki carbonate waters,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in the Chungsong area.

Sample ID CS-1 CS-2 CS-3 CS-4 CS-5 CS-6 CS-7 CS-8 CS-9 SW-1 SW-2 SW-3 SW-4 GW-1

pH 6.13 6.04 6.41 6.05 6.28 6.20 6.33 6.24 5.93 6.38 6.16 6.62 7.49 6.96

Eh (mV) 38 53 100 63 44 61 108 42 39 71 51 106 94 -

EC (µS/cm) 2,060 1,950 2,230 2,990 3,030 2,220 2,040 2,730 2,860 227 318 426 168 92

Temp (°C) 7.6 1.0 7.6 7.5 8.8 10.8 5.6 8.7 9.4 -0.1 -0.2 -0.2 -0.1 4.2

PCO2 (atm) 0.832 0.851 0.933 0.813 1.047 0.708 1.259 0.617 1.202 0.039 0.068 0.013 0.002 0.004

DO (mg/L) 4.9 3.3 7.9 5.3 4.9 1.6 7.0 2.8 2.4 3.2 3.4 9.2 8.1 7.8

(unit: mg/L)

Na 86.9 79.9 116 152 160 110 98.6 136 182 8.17 12.7 16.4 6.43 5.53

K 5.13 5.19 6.74 8.72 8.72 6.92 7.15 7.79 8.52 1.30 1.60 1.73 1.16 0.83

Ca 343 301 328 446 468 336 297 411 343 26.0 38.4 51.8 17.7 7.86

Mg 56.0 51.8 76.1 104 106 77.3 70.9 95.0 136 5.99 8.78 11.8 4.76 1.56

Fe 5.72 4.51 5.99 8.49 9.39 4.28 2.46 8.51 7.59 0.105 0.163 0.064 0.024 0.019

Mn 1.07 0.97 1.25 1.04 1.05 1.12 0.79 1.13 0.87 0.017 0.051 0.031 <0.001 <0.001

Sr 3.11 2.77 3.34 4.34 4.61 3.02 2.77 3.91 4.16 0.22 0.35 0.45 0.16 0.05

Si 34.0 29.7 35.0 45.6 46.4 32.4 32.9 40.9 35.7 3.39 4.38 5.50 3.12 4.17

HCO3 1,739 1,556 1,861 2,685 2,471 1,983 1,663 2,471 2,532 109 163 227 74.1 39.4

SO4 9.0 9.6 6.3 11.5 15.9 11.6 20.0 10.5 13.7 3.3 3.7 4.2 3.4 2.4

Cl 11.6 11.9 20.5 21.2 12.3 14.9 8.1 16.3 19.1 2.8 3.2 3.5 4.1 1.6

NO3 0.0 0.0 0.0 0.0 0.0 0.0 0.0 0.0 0.0 3.5 3.3 3.1 4.0 2.4

F 0.0 0.4 0.1 0.0 0.4 0.0 0.0 0.0 0.5 0.0 0.0 0.0 0.2 0.0

(unit: µg/L)

As 45.9 15.3 30.4 38.7 84.5 3.23 5.57 33.7 139 <1 <1 <1 <1 <1

Se <2.0 <2.0 <2.0 <2.0 <2.0 <2.0 <2.0 <2.0 <2.0 - - - - -

Cr 12.0 4.61 14.3 14.7 13.1 12.0 6.87 10.5 13.9 1.18 1.10 1.22 0.74 0.43

Cu 1.85 2.55 2.60 2.03 2.96 3.10 1.57 1.86 1.71 - - - - -

Zn 14.1 16.5 20.2 16.8 17.8 47.5 205 17.9 13.3 4.2 2.8 3.8 0.5 6.3

Al 23.4 37.4 10.6 15.0 23.3 9.07 100 13.4 25.7 3.85 2.14 3.33 1.35 3.51

Li 437 392 600 907 947 626 558 822 1054 9.29 29.4 49.9 0.58 0.56

B 289 204 386 545 588 542 359 526 496 26.9 27.6 39.0 7.91 5.29

Rb 17.5 16.4 21.2 25.9 25.3 16.3 20.8 22.2 23.5 0.60 1.11 1.11 0.31 0.26

Mo 8.44 11.0 2.09 2.45 2.04 6.95 1.76 2.84 2.12 0.88 0.87 0.74 0.75 1.06

Cs 7.56 5.83 8.48 11.4 10.8 7.58 7.78 8.59 7.24 0.14 0.25 0.15 0.01 0.01

Ba 189 183 152 183 203 194 129 180 209 45.1 49.3 67.9 30.2 19.6

U 6.65 6.49 7.02 9.40 8.97 13.3 5.89 9.40 17.02 0.31 0.52 0.96 0.09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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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이 특징이다. Fe 함량은 2.46~9.39 mg/L 범위로

지표수와 지하수의 최고 함량 0.163 mg/L 보다 최고

수십배 높은 함량을 보인다, 약수가 지표에 노출되어 공

기와 접촉하면 용존 철은 산화철로 철침전물을 형성하

여 약수터 주변은 붉은 철산화물로 피복되어 있다. 탄산

약수내 Mn 함량은 0.79~1.25 mg/L의 범위로 음용수 수

질기준 0.3 mg/L를 모두 초과한다. 지표수와 지하수내

Mn 함량은 0.051 mg/L 이하로 낮은 함량을 보인다.

달기약수의 Sr 함량은 2.77~4.61 mg/L 범위를 보이며,

지표수와 지하수의 Sr 함량은 0.05~0.35 mg/L 범위를

보인다. 약수내 Si 함량은 29.7~46.4 mg/L 범위로 지표

수와 지하수의 Si 함량인 3.12~5.50 mg/L 범위보다 높

은 함량을 보인다. 

탄산약수의 음이온 성분인 HCO3
-, Cl-, SO4

2-, F-의

함량 특성은 다음과 같다. HCO3
- 함량은 1,556~2,685

mg/L 범위로 가장 풍부한 음이온이며 산출지점에 따라

서 비교적 큰 농도 차이를 보인다. CO2는 자연수에서

pH와 압력 조건에 따라서 free CO2, H2CO3, HCO3
-,

CO3
2-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Fetter, 1994). 탄산약수

의 pH가 5.59~6.04 범위이므로 탄산약수내 CO2는 free

CO2, H2CO3, HCO3
-의 형태로 존재할 것이며, CO2농

도는 PCO2값으로 WATEQ4F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산

하였다. 계산된 PCO2값은 0.708~1.259 atm의 범위로 하

천수와 지하수의 함량보다 수 십배에서 수 백배 높은

값을 보인다. 지표수와 지하수의 HCO3
-의 함량은

24.4~227 mg/L 범위로 시료채취 지점에 따라 비교적

큰 농도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하천바닥 암반 틈을 따라

서 용출되는 탄산약수와의 혼합정도에 따른 차이로 보

인다. 

탄산약수내 주요이온들의 함량이 일반지하수에 비해

Fig. 3. Temporal variations in chemical data of this study compared with data published by Jeong and Jeong (1999). The

numbers (1-7) along the x-axis in all diagrams indicate samples CS-1, CS-3, CS-4, CS-5, CS-6, CS-7, and CS-9,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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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것은 약수형성을 위한

물-암석 반응계에 CO2의 공급으로 낮은 pH 환경과 탄

산의 강한 침식 반응으로 약수내 이온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탄산약수의 Cl- 농도는 8.1~21.2 mg/L의 범위이고,

SO4
2- 농도는 6.30~20.0 mg/L의 범위로 약간의 함량차

이를 보이지만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는 않는다. NO3
-의

농도는 검출한계 이하로 지표부의 인위적인 오염원과는

잘 격리되어 있음을 보인다. 지표수와 지하수내 Cl-과

SO4
2-의 농도는 1.6~4.2 mg/L의 범위로 낮은 함량을 보

인다. 탄산약수의 F-는 0.13~0.5 mg/L의 농도를 보여 음

용수 수질기준인 1.5 mg/L 이하의 농도를 보인다. 

Fig. 3은 정찬호와 정기영(1999)에 의해 분석된 달기

탄산약수의 주요이온(Ca, Mg, Na, K, HCO3, Fe+Mn)

성분의 농도와 이번 연구에서 분석된 이온성분의 자료

를 함께 도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이

온성분의 함량이 약간 높은 특성을 보인다. 주기적인 분

석과 시계열적 성분변화의 추적은 약수의 수질관리 측

면에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량원소 특성

탄산약수내 미량원소중 As, Cr, Cu, Zn, Al, Li, B,

Rb, Mo, Cs, Ba, U 등의 자료는 Table 1 제시되어

있다. 규산염광물의 용해작용으로부터 용출되는 Al은

9.07~100 µg/L의 함량을 보여 음용수 수질기준인 200 µg/

L 이하를 보인다. Zn의 함량은 13.3~205 µg/L의 범위

를 보이고, Cu의 농도는 1.57~2.96 mg/L의 범위를 보

여 모든 시료가 음용수 수질기준 이하를 보인다. As의

농도는 3.23~139 µg/L의 범위를 보여 CS-5와 CS-9 약

수시료가 음용수 수질기준 50 µg/L을 초과한다. Li 성

분은 392~1,054 µg/L 범위의 함량을 보이고, B 성분은

204~588 µg/L 범위를, Ba 성분은 129~209 µg/L 범위

를 보여 비교적 높은 함량의 미량원소 성분이다. 그 외

Rb, Mo, Cs, U 성분은 최고 25.9 µg/L의 농도로 지표

수와 지하수보다 높은 함량을 보이지만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는 않는다. 

약수내 미량원소의 함량이 일반지하수에 비해 높은

것은 주요 이온성분의 높은 함량과 마찬가지로 물-암석

반응과정에 CO2 가스로 인한 강한 용해작용과 pH가

6.0내외의 약산성의 환경에서 중금속 등이 복합체 형성

을 통한 이차적 침전이 진행되지 않아 높은 농도를 유

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리화학적 유형 및 물-암석 반응

탄산약수의 지화학적 진화과정은 높은 CO2 압력하에

서 물-암석 반응이 진행되므로 일반적인 지하수의 진화

Fig. 4. Trilinear plots showing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Dalki carbonate waters,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samples on a Piper Diagram. CS, SW, and GW indicate carbonate water,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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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는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달기약수의 주요

이온성분으로 Ca, Mg, Na, HCO3의 함량이 전반적으로

높으며, 화학적 유형으로는 Ca(Mg)-HCO3 형으로 분류

된다(Fig. 4). 국내에서 산출되는 탄산약수의 화학적 유

형은 크게 Ca-HCO3 형, Na-HCO3 형, Ca(Na)-HCO3

형으로 알려져 있다(Jeong et al., 2005). 대부분의 탄산

광천수들은 Ca-HCO3 형으로 알려져 있고, 강원도지역

에서 산출되는 약수중 일부가 Na-HCO3 형과 Ca(Na)-

HCO3 유형을 보인다. 

달기약수의 경우 수리화학적 특성을 지배한 물-암석

반응은 탄산약수가 산출되는 지역 화강암의 영향 외에

도 Ca, Mg, Fe의 공급원이 될 수 있는 탄산염광물을

다량으로 함유하는 퇴적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

다. 즉, 달기약수가 주요성분중 Na, K, Si 성분의 공급

은 반응(1)과 같이 K-장석 화강암과 흑운모화강암내 사

장석과 정장석과의 물-암석 반응을 통하여 공급된 것으

로 해석된다:

2NaAlSi3O8(or 2KAlSi3O8) + H2O + 2H+

    albite(or orthoclase)

→ 2Na+(or K+) + Al2Si2O5(OH)4+4SiO2 (1)
                 kaolinite

약수내 풍부한 Ca, Mg 성분의 공급은 화강암과의 반

응보다는 약수산출지 보다 상류에 분포하는 퇴적암(사

암, 셰일)과의 반응을 고려할 수 있다. 사암 및 셰일내

간극충전물질 또는 이차생성물로 탄산염광물이 36.9%와

44.6%로 높은 함량을 보이므로(정찬호와 정기영, 1999),

탄산약수내 Ca, Mg의 공급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

하수 유동특성상 약수 산출지보다 1 km 이상 상류부에

퇴적암이 분포하므로 지하수유동과 관련한 수리지질특

성이 분석되어야 명확한 결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지하수 함양과 CO2의 공급원을 약수산출 지

점보다 상류인 퇴적암 분포지역으로 가정하고, 퇴적암-

탄산수 반응을 거쳐 하류 유동로를 따라서 지하수가 이

동하면서 화강암-탄산수 반응을 거친 후 화강암 단열 틈

을 따라서 약수가 솟아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퇴적암

내 탄산염광물과 다음과 같은 용해반응(2)에 의해 약수

내 Ca, Mg, HCO3의 공급을 설명할 수 있다: 

Ca(Mg)CO3 + H2O + CO2 →Ca2+(or Mg2+) + 2HCO3
-

  carbonate (2)

그리고 약수내 탄산과 중탄산은 공급원에서 지속적으

로 공급되는 CO2 가스와 물과의 다음 반응(3)을 통하여

풍부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H2O + CO2→H2CO3, H2CO3
 H+ + HCO3

- (3)

달기약수내 CO2 가스의 공급원에 대해서는 탄소동위

원소 분석결과 등을 통하여 후술될 것이다. 

약수내 높은 농도를 보이는 Fe 성분은 상류구간에 분

포하는 퇴적암중 세일내 충전물질로 확인되는 철산화물

등의 용해에 의해 탄산약수에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동위원소 특성

탄소동위원소 특성

탄산약수내 함유되어 있는 CO2의 공급원을 밝히는데

있어서 탄소동위원소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된다(Clark

and Fritz, 1997; Hoeft, 1997, 정찬호외, 2011).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δ13C는 현재 약 -6.4‰로 알려져 있다

(Kendall and McDonnell, 1998). Bakalo wicz(1979)는

토양내 유기물 기원의 δ13C값은 -25.0~-22.0‰ 범위를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Moore et al. (1997)와

Pineau et al.(1976)는 맨틀과 마그마 기원과 같은 심부

기원의 CO2에 대한 δ13C 값은 -8.0~-4.7‰ 범위를,

Blavoux et al.(1982)은 -8.0~-4.0‰ 범위의 값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무기기원의 경우에는 δ13C 값이 대체적

으로 -4.0‰ 이상의 영역으로 보고되고 있다(Clark and

Fritz, 1997).

달기탄산약수의 δ13CDIC 값은 -6.61~-4.47‰의 범위를

보인다(Table 2). Fig. 5는 달기약수의 δ13C값과 PCO2

Table 2. Carbon, oxygen, and hydrogen isotope compos-

ition of the Dalki carbonate mineral waters in the Chung-

song area.

Sample ID
δ13C‰

(PDB)

δ13O‰

(V-SMOW)

δ2H‰

(V-SMOW)

CS-1 -6.61 -9.69 -68.7

CS-2 -6.70 -9.60 -69.1

CS-3 -5.89 -9.61 -68.4

CS-4 -5.75 -10.15 -71.0

CS-5 -4.47 -10.07 -71.6

CS-6 -5.90 -9.91 -70.3

CS-7 -6.46 -9.77 -69.2

CS-8 -5.53 -9.98 -70.4

CS-9 -4.89 -10.22 -71.7

SW-1 - -9.21 -64.5

SW-2 - -9.26 -64.9

SW-3 - -9.24 -64.1

SW-4 - -9.21 -64.6

GW-1 - -9.51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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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δ18O)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달기약수의 δ13C

값은 대부분 심부기원 영역에 도시되며, CS-5 시료만

심부기원에 가까운 무기기원 영역에 도시된다. 정찬호와

정기영(1999)은 달기탄산약수의 δ13C값이 무기기원 영

역인 -3.0~-0.0‰ 범위로 제시하고, 탄산약수내 CO2의

기원을 심부기원과 탄산염광물의 기원이 혼합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δ13CDIC값은 심

부기원 영역이므로 CO2의 기원에 대한 해석을 재정립

하여야 할 것이다. 

Fig. 5a를 보면 δ18O값이 낮아질수록 δ13C값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함량지역의

고도가 높아 지하수 유동경로가 긴 약수일수록 심부기

원 CO2 가스와 물-암석반응에 의한 무기기원 탄소의 비

율이 증가함을 지시한다. 그러나 PCO2와 δ13C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진 않는다(Fig. 6b). 

탄산약수내 높은 함량을 보이는 H2CO3와 HCO3
-의

기원이 주로 심부에서 공급된 CO2와 일부는 탄산염광

물의 용해반응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CO2(deep-seated origin) + H2O F H2CO3,

CaCO3 + H2O + CO2F Ca2+ + 2HCO3
- 

Fig. 5c, d에서는 δ13C과 Ca+Mg 및 HCO3
- 함량과의

상관관계를 도시하였다. Ca+Mg, HCO3
- 함량과 δ13C 상

관관계는 이온함량이 증가할수록 δ13C값이 심부기원에서

무기기원 영역으로 접근함을 보여준다. 이는 물-암석(탄

산염광물) 반응을 통하여 Ca, Mg, HCO3
 함량이 증가하

여 무기기원의 탄소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5. Relationship between δ18O and the major chemical compositions and δ13C of the Dalki carbonate waters in the

Chungsong area.

Fig. 6. δ18O versus δ2H values of carbonate waters, surface

waters, and groundwater in the Dalki area. MWL (meteor-

ic water line) is from Craig (1961). CS, SW, and GW

indicate carbonate water,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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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및 수소 동위원소 특성

Fig. 6에서 달기탄산약수를 포함한 물 시료의 산소 및

수소 동위원소 조성 값을 도시하였다. δ18O와 δD의 상

관관계는 δD=6.918δ18O-1.161로 달기약수를 비롯한 지

표수와 지하수 모두 순환수선(MWL, Meteoric Water

Line)을 따라서 도시된다. 탄산약수는 지표수와 지하수

보다 낮은 동위원소 조성 값을 보인다. 탄산약수의 δ18O와

δD값은 각각 -10.22~-9.60‰ 범위와 -71.7~-68.4‰의

범위를 보여(Table 2), 산출지역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즉, 계곡상류에서 산출되는 약수인 CS-1, CS-2,

CS-3 시료가 계곡 중 ·하류에서 산출되는 약수에 비해

다소 높은 δ18O와 δD 값을 보인다. 비록 강수자료는

없지만 탄산약수들 사이에 δ18O와 δD 값의 차이는 강

수의 함양의 고도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족기체 동위원소 특성

대기, 지구표층, 지구내부에 존재하는 휘발성원소의

물질 순환과정 연구에서 비활성기체인 영족기체(Noble

gas)는 유력한 추적자(Tracer)의 역할을 하고 있다(Aka

et al., 2000). 특히 헬륨 동위원소비(3He/4He)는 대기환

경에서 측정된 값과 지각내부 환경에서 측정한 값이 큰

차이를 보여 맨틀로부터 지구표층으로의 휘발성원소의

이동과정을 추적에 활용될 수 있다(Ishibashi et al.,

1995). 영족기체 중 3He 동위원소는 대부분 지구형성

초기나 운석 형성시에 포획되어 있는 원시 헬륨이다.
4He 동위원소는 U(Th)의 α 붕괴 시에 생성된다. 4He는

원시기원보다 암석의 방사성기원의 동위원소 성분에서

높다. 3He/4He 비는 대상물질이 존재하는 지질환경이나

시간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각종 지질현상 해석에

중요한 정보자료가 되고 있다. 화산가스, 온천가스, 지하

수, 해수, 암석 및 광물 등의 3He/4He비 특성과 아르곤

동위원소비(40Ar/36Ar)와 함께 이들 물질의 기원 연구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Ishibashi et al., 1995).

Sumino (2001)는 헬륨 및 알르곤 가스의 기원지로

대기, 지각, 맨틀 3개 단성분의 동위원소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즉, 대기에서 3He/4He비는 1.4(×10-6)이며
40Ar/36Ar 비는 296으로 제시하였고, 대륙지각에서는
3He/4He비가 0.02(×10-6) 이하이고, 40Ar/36Ar비는

70,000이하이로 제시하였다. 일본과 같이 화산지역의 화

산성 기원은 3He/4He비가 11.2(×10-6) 이하이며, 40Ar/
36Ar비는 296~ 3,000 범위이다. 그리고 중앙해령현무암

(MORB)의 경우 3He/4He비는 11.2±1.4(×10-6), 40Ar/
36Ar비는 40,000 이상으로 제시하였다. 

청송지역 달기약수 3개 시료에 대한 영족기체 분석결

과는 Table 3과 같다. 달기탄산약수의 3He/4He 비는

7.67×10-6~8.38×10-6 범위로 높은 값을 보이고, 4He/
20Ne 비는 21.32~725.7의 범위를 보인다. 40Ar/36Ar 비

는 301.5~313.8 범위를 보인다. Fig. 7은 He의 기원인

대기, 상부맨틀, 지각에 대한 기준값을 보여준다. 대기-

맨틀 혼합선은 대기기원 He, Ne과 상부맨틀기원(3He/
4He=11×10-6, 4He/20Ne>10000) 사이에 혼합에 대한 동

위원소비의 특성을 나타내며, 대기-지각 혼합선은 대기

와 지각기원(3He/4He=5×10-6, 4He/20Ne> 10000) 사이에

혼합정도를 나타낸다.

Fig. 7에서는 대기-맨틀-지각 3성분계에서 달기탄산약

수의 3He/4He 동위원소비와 4He/20Ne 동위원소비 상관

관계와 그들의 혼합관계를 보여준다. 달기약수는 대기-

맨틀 혼합선상에 도시되며 맨틀과 같은 심부기원의 영

역에 도시되어 헬륨가스의 기원이 지하 심부임을 지시

한다. 약수의 시료에 따라서 대기-맨틀 혼합선상을 따라

서 4He/20Ne비가 차이를 보인다. 이는 탄산약수내 용존

된 심부기원의 He가스에 지표 대기 기원의 He가스의

Table 3. Noble gas isotope data of the Dalki carbonate mineral waters in the Chungsong area.

Sample ID 4He (ppm) 20Ne (ppm) 4He/20Ne 3He/4He (×10-6) 20Ne/22Ne 21Ne/22Ne 38Ar/36Ar 40Ar/36Ar

CS-1 55.59 0.22534 246.7 8.14 9.7941 0.02909 0.18841 305.56

CS-7 60.88 0.08389 725.7 8.38 9.8055 0.02923 0.18818 313.81

CS-9 0.76 0.03566 21.32 7.67 9.8179 0.02911 0.18800 301.48

Fig. 7. 3He/4He versus 4He/20Ne for the Dalki carbonate

waters. Mixing lines between the atmosphere and upper

mantle, and between the atmosphere and crust, are also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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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정도를 지시하므로 CS-7 약수는 지표수와의 혼합이

가장 잘 차단되어 있으며, CS-9 약수는 지표수와의 혼

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영족기체가 탄

산약수내 4He 절대 함량은 0.76~60.88 ppm의 범위를

보이고, 20Ne 절대함량도 0.03566~0.22534 ppm의 범위를

보인다.

정찬호와 정기영(1999)는 달기탄산약수의 δ13C값을

-3.0~-0.8‰ 범위로 제시하여 CO2 가스의 기원을 무기기

원으로 해석하고, 심부기원의 CO2 가스의 혼합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명확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산동위원소 조성 값과 영족기체 동위

원소(3He/4He, 4He/20Ne) 조성값 특성을 종합하면 탄산

약수의 헬륨가스와 CO2 가스는 맨틀과 마그마와 같은

심부에서 기원되었음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그 동안 국

내 탄산약수의 CO2 기원 해석이 탄소동위원소에만 의

존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탄소동위원소뿐만 아니라

He, Ne 동위원소 연구결과로부터 보다 분명한 기원해석

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정찬호 외(2011)는 경북지

역과 강원지역 일부 탄산약수의 헬륨가스의 기원이 심

부기원과 심부-대기 혼합기원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탄

소동위원소도 심부기원과 무기기원의 혼합을 제시하였

다. 그러나, 청송달기약수의 경우에는 탄소동위원소와 헬

륨동위원소 조성 모두에서 심부기원임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탄산약수의 산출은 지질경계 및 단층과 같은 지

질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정찬

호, 2002; Jeong et al., 2005). 달기약수의 산출을 지배

하는 지질구조도 달기약수가 솟아나는 계곡부가 단층일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탄산가스와 헬륨가스가 지표부로 상승하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질구조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경북 청송 달기지역 탄산약수의 수리화학적 특성,

CO2가스 및 영족기체의 기원에 대한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연구지역 탄산약수는 pH 5.93~6.48 범위의 약산

성을 보이며, 전기전도도 값은 1,950~3,030 µS/cm 범위

로 높은 값을 보인다. 수리화학적 유형은 모두 Ca(Mg)

-HCO3 유형에 속한다. Fe, Mn의 함량이 높아 음용수

수질기준치를 초과하고, 일부에서는 As도 음용수 기준

을 초과한다. 그러나 탄산약수는 기능수이므로 일반 음

용수와 별도의 수질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2) 탄산약수의 δ13CDIC값은 -6.70~-4.47‰의 범위를

보여 CO2의 기원은 주로 심부기원 영역에 속하는 것으

로 해석되며, 탄산약수내 PCO2는 0.617~1.259 atm로 지

표수 및 지하수보다 수십 배에서 수천 배 높은 CO2의

분압을 보인다. 

(3) 탄산약수의 3He/4He 동위원소비는 7.67×10-6~

8.38×10-6 범위로 높은 값을 보이고, 4He/20Ne 동위원소

비는 21.32~725.7의 범위를 보인다. 이들 동위원소 조성

비 상관관계도에서 달기약수는 심부기원 영역에 도시된다.

(4) 본 연구에서 제시된 탄소동위원소와 헬륨 및 네온

동위원소 분석결과는 과거 연구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탄산가스의 기원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심부기원

의 증거를 제시한다. 

(5) 향후 심부기원 헬륨 및 CO2 가스의 지표부 상승을

유도한 지질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지하수 유동

경로와 연관한 약수내 Ca, Mg, Fe 등 주요 성분의 공

급원으로서 퇴적암과의 탄산수와의 반응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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