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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1994 to 1998 an 따ea of 14,040 km2 of the quadrangle of the 

Kangneung Sheet (1 :250,000) of the northeastem part of South Korea has 

been covered by a strearn water and sediment geochemical survey. Totally 

6,982 sarnples were collected and analysed for 45 trace and major elements. 

The results of the major and trace element distribution pattem demonstrate 

that bedrock geology, the presence of mine working and mineralized areas are 

evidently amongst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stream 

water chemistry in the Kangneung Sheet. But the primary geological 

parameters are variously modified by the atmosphericklimatic and coastal 

effects) , anthropogenic(agriculture, urban and industrial developments) 

influences. The hydrochemical datasets which are produced to a rigorous 

baseline standard can be used for long range monitoring to assess the 

impacts of changes in industrial and agricultural activities and the extent of 

pollution burdens on stream water quality. The data also provide multielement 

input to epidemiological studies conceming the biosphere including plant, 

animal and human health. The applications to mineral exploration include the 

use of dissolved metal element as a pathfinder for mineralization , which could 

also be used in conjunction with multielement geochemical data. Regional 

hydrogeochemical stream water and sediment maps therefore have a wide 

range of economid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s , especially 

1 , i 



interpreted in conjunction with geological data , and in the future with 

hydrogeological, geomorphological, pedological, agricultural, landuse, climatic 

and remotely sensed datasets in a GIS environment. The hydrogeochemical 

sampling. followed by multielement analysis represents a practical, valuable 

and cost- effective addition to Regional Geochernical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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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ographic map over the Kangneung Sheet(I:250 , 000). 

Figure 2. Geological map over the Kangneung Sheet(I :250 , 000). 

Figure 3. Sample location map over the Kangneung Sheet(I:250 , 000 ). 

Figure 4. Regional Geochemical Map of Al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I:250 , 000). 

Figure 5. Regiona1 Geochemica1O MOaOp) 。f As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I :250 , 

Figure 6. Regiona1 Geochemica1o Moaop) of Ba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I:250 , 

Figure 7 Regiona1 Geochemica1O MOaOp) of Ca ln stream waters 。ver the 
Kangneung Sheet(I:250 , 

Figure 8. Regiona1 Geochemica1O MOaOp) 。f Cd ln stream waters 。ver the 
Kangneung Sheet(I:250 , 

Figure 9. Regi 。nal Geochemica1o Moaop) of Co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I:250 , 

Figure 10. Regional Geochemical Map of Cr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I:250 , 000). 

Figure 11. Regional Geochemical Map of Cu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I:250 , 000). 

Figure 12. Regional Geochemical Map of Fe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I:250 , 000). 

Figure 13. Regiona1 Ge。chemicalOMOaOp) 。 f K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I:250 , 

Figure 14. Regional Geochemical Map of Li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I :250 , 000). 

Figure 15. Regional Geochemical Map of Mg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I:250 , 000). 

Figure 16. Regional Geochemical Map of Mn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 , 000). 

Figure 17. Regional Geochemical Map of M。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l: 25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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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Regional Geochemical Map of Na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 : 250 , 000). 

Figure 19. Regional Geochemical Map of Ni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 : 250 , 000). 

Figure 20. Regional Geochemical Map of Pb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l: 250 , 000). 

Figure 21. Regional Geochemical Map of Si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 : 250 , 000). 

Figure 22. Regional Geochemical Map of Sr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 , 000). 

Figure 23. Regional Geochemical Map of V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l: 250 , 000). 

Figure 24. Regional Geochemical Map of Zn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 :250 , 000) . 

Figure 25. Regional Geochemical Map of Cl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 , 000) . 

Figure 26. Regional Geochemical Map of F-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 : 250 , 000). 

Figure 27. Regional Geochemical Map of HC03-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 : 250 , 000). 

Figure 28. Regional Geochemical Map of N03-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 , 000). 

Figure 29. Regiona1 Geochernica1O MOaOp) of SO4-2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 , 

Figure 30. Regional Geochemical Map of conductivity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 , 000). 

Figure 31. Regional Geochemical Map of acidity(pH)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 :250 , 000) . 

Figure 32. Regional Geochemical Map of As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 , 000) . 

Figure 33. Regional Geochemical Map of Ba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 , 000). 

Figure 34. Regional Geochemical Map of CaO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l : 25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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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Regional Geochemical Map of Cd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 : 250 , OOO) . 

Figure 36. Regional Geochemical Map of Co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 , OOO). 

Figure 37. Regional Geochemical Map of Cr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 , OOO). 

Figure 38. Regional Geochemical Map of Cu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l: 250 , 000). 

Figure 39. Regional Geochemical Map of Fe203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 , OOO). 

Figure 40. Regional Geochemical Map of MgO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 : 250 , 000). 

Figure 41. Regional Geochemical Map of MnO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 , OOO). 

Figure 42. Regional Geochemical Map of Mo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 , OOO). 

Figure 43. Regional Geochemical Map of Ni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 , OOO). 

Figure 44. Regional Geochemical Map of Pb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 : 250 , OOO). 

Figure 45. Regional Geochemical Map of Sr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 : 250 , OOO). 

Figure 46. Regional Geochemical Map of Ti02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 , OOO). 

Figure 47. Regional Geochemica1O MOaOp) 。f V in stream sediIIlents 。ver the 
Kangneung Sheet(1:250 , 

Figure 48. Regional Geochemical Map of W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 , OOO). 

Figure 49. Regional Geochemical Map of factor scores on factor 1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 , OOO). 

Figure 50. Regional Geochemical Map of factor scores on factor 2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 : 250 , OOO). 

Figure 51. Regional Geochemical Map of factor scores on factor 3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 : 250 ,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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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Regional Geochemical Map of factor scores on factor 4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000). 

Figure 53. Regional Geochemical Map of factor scores on factor 5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000). 

Figure 54. Regional Geochemical Map of factor scores on factor 1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 :250 , OOO). 

Figure 55. Regional Geochemical Map of factor scores on factor 2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 :250 , OOO). 

Figure 56. Regional Geochemical Map of factor scores on factor 3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 , OOO). 

Figure 57. Regional Geochemical Map of factor scores on factor 4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 ,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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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언 

지화학도는 지질도， 물리탐사도， 수리지질도 등과 같이 필수적인 국토기 

본도가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1970년대 이후부터 국토기본도로서 지화학도를 

작성하고 있는데，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국토가 광활한 자원 

부국에서는 신규 지하자원 탐사를 위하여 하상퇴적물의 각 원소별 함량분포 현 

황을 나타낸 지화학 이상대 (geochemical anomaly)를 탐사 대상지역으로 활용하 

는 목적으로 지화학도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영국과 우리 나라에서 

는 자연수내의 음이온과 양이온의 분포현황 및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조사 연구 

함으로서 부존 지하자원의 탐사는 물론 급격히 산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심각 

하게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을 감지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초 지화학조사는 1960년대 초부터 광물자원탐사 목적를 위하여 

각 광산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토양시료에 대한 정밀지화학탐사에 의해 수행 

되었다. 그 후 광산 주변의 일부 제한된 지역의 조사가 광역 지화학조사로 확대 

되면서 광물자원탐사에 더 효과적인 중사를 대상으로 지화학조사가 전환되었으 

며， 1980년대에는 지화학도 작성의 개념으로 매년 415k따(1 :5만 구 지형 도 

폭 1 매 )씩 태 백 산 광화대 를 대 상으로 조사하여 왔다 (Lee et. al., 1981). 

1991 년 이후부터는 목적이 환경분야에까지 이용할 수 있는 표사를 중심으 

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면적도 1:5만 신지형도(624km' ) 1 개 도폭씩으로 확대하였 

다. 1995년부터는 전 국토의 지화학도를 조기에 완성하기 위하여 1995년에는 3개 

도폭(1，900k마)， 1996년과 1997에 는 각 4개 도폭(2，500km' ) 씩 조사하였다(이 진수 외， 

1995; 이진수 외， 1996; 이진수와 서효준， 1997). 1993년에는 그 동안 이룩된 

극미량 분석법， 분석기기의 발달과 대량 분석법이 개발되면서， 자연수에 

대 한 pilot survey를 실 시 하 여 , 지 표 하 천 수 에 대 한 지 화 학 도 를 영 국 과 거 

의 동시에 작성하기 시작하였다(Simpson et. a1.,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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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는 1:25만 강릉도폭 중 미 조사지 역 인 강롱， 구정 및 묵호의 1:5만 3개 

도폭O.900k마)을 조사하는 동시 에 1:25만 강릉도폭에 대 한 지 화학도를 종합하기 

위하여 기존자료 및 분석치에 대한 보완 및 보정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과거에 

중사시료 지화학도가 작성된 l17H 도폭들(6.240km' ) 에 대하여는 추가로 자연수와 

표사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1:5만 신지형도인 내평， 

어론， 현리， 연곡， 강릉， 홍천， 청일， 봉평， 도암， 구정， 묵호， 원주， 안흥， 평 

창， 정선， 임계， 삼척， 매원， 엄정， 제천， 영월， 예미， 태백， 장성 및 죽변 등 

257H 도폭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면 적 은 약 14.040km' 에 이른다. 

시료채취는 야외에서 1 차 혹은 2차 수계에서 자연수 시료와 표사시료를 

함께 채취하였는데， 1998년에 시료를 채취한 지점은 1 ，1 25지점이었고， 

1:25만 강릉도폭 종합 지화학도 작성에 이용된 시료 채취점은 3 ，595 7H 이 

다. 

자연수 시료 채취시에 온도， acidity(pH). Eh. 전기전도도， 용존산소량을 

측정 하고 alkalinity(HCO :l ) 분석 은 미 국의 ASTM 의 규정 대 로 정 량하였 

다 . 채취된 시료는 매체별로 적정한 전처리 후 ICP - AES 또는 IC를 이용 

하여 약 45여종 미량 분석하였으며， 한해동안 분석한 총 성분 수는 

61 ，500여 성 분에 이 른다. 1:25만 강릉도폭의 종합지 화학도 작성 을 위 해 각 

화학 분석치를 취합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분석법이 비색분 

석법에서 원자흡광분석， ICP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분석을 실시한 

기관도 당 연구소 분석부， 자체분석，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북대학교 공 

과대학， 현대그룹 중앙연구소 등 여러 곳이고， 전처리과정도 저온 추출법 

에서 알카리 용융법， 불소융융볍 등 일관성이 없어서 여러해에 걸쳐 얻은 

자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보정이 어렵다. 따라서， 분석치에 대한 선뢰도가 

낮은 1996년 이전에 채취된 시료에 대해서는 재분석을 실시하여야 전체적 

인 지화학도가 종합될 수 있으며， 일부원소의 지화학도에서는 이들 지역 

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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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위치 및 교통 

1998년도 지화학도의 조사지역으로 선정된 강릉， 구정과 묵호 도폭을 

포함한 1:25만 강릉도폭은 좌표상으로 동경 127"45 ’ -1290 26' , 북위 37"00' 

- 38000' 이 다 (Fig. 1). 행 정 구역 은 대부분 강원도지 역 으로 평 창군， 영 월군， 

정선군， 횡성군과 삼척시， 동해시， 원주시， 태백시， 강릉시 전부， 홍천군의 

대부분， 인제군， 양양군， 춘천시 일부에 해당된다. 또한 충청북도 동북부인 

충주시， 제천시 및 단양시 일부가 조사지역에 포함된다‘ 그리고， 경기도 

동부인 여주군과 양평군의 극히 일부와 경상북도 북부지역인 울진군， 봉 

화군 및 영주시 일부도 포함된다. 

조사지역의 교통망은 문막 원주→강릉간 영동고속도로와 강흥 -동해간 

동해고속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대구 춘천간 중앙고속도로가 홍천 춘천간 

2차선이 우선 개통되었으며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국도논 남북 

을 연결하는 5번(제천 원주 횡성 홍천 춘천)， 7번(울진 삼척 강릉 양양)， 

19번(충주 원주)， 31 번(현동 - 태 백 -상동 -석 항 - 영 월 - 평 창 -속사 - 인 제 ), 35번 

(현동 - 태백 - 임계 강릉)국도와 동서를 관통하는 6번(양평 횡성 진부 주 

문진)， 38번(충주 - 제 천 - 영 월 -사북 - 태 백 -삼척 ), 42번(여 주 - 원주 -새 말 -안흥 

{방림 - 평 창←임 계 ←삼척 ), 44번(양평 -홍천 인 제 ), 46번(춘천 -굴운 - 인제 )과 

56번(춘천 →서 석 ← 양양)이 개 설되 어 있다. 이 외 에 도 441 변을 비 롯한 많은 

지방도들이 개설되어 있고， 타도에 비해 강원도내 지방도의 포장율이 높 

아 교통이 매우 편리한 편이다. 그러나， 주말에는 관광객들로 인해 교통이 

혼잡하며，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1, 2차 수계의 시료 채취지점까지는 차로 

접끈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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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ographic map over the Kangneung Sheet(1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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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문학 개요 

3-1. 지형 

조사지역은 우리 나라의 척추에 해당하는 백두대간의 태백산맥이 남북방향으 

로 뻗어 있고， 북한의 철령 부근에서 분기되어 남서쪽으로 뻗어 명지산， 북 

한산， 관악산을 잇는 광주(廣州)산맥이 조사지역의 서북부를 가로지르고， 

오대산에서 남서방향으로 분기되어 계방산， 치악산， 계룡산을 잇는 차령산 

맥， 태백산에서 갈라져 함백산과 소백산을 잇는 소백산맥 등 많은 지맥들 

이 분지하고 있다. 

이 지역의 지형은 지질 영향으로 변성암류와 퇴적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은 대 

체로 험한 지형을 형성하고， 특히 규암층 지역은 산세가 험준하고 절벽을 이 

루고 있다. 그러나， 중생대 화강암류가 분포된 지역은 다른 암류에 비해 상대적 

으로 풍화에 약하고 침식 삭박 작용이 쉽게 일어나 지형이 비교적 평탄하고 완 

만한 편이며， 변성암류내 암주상으로 관입한 화강암 지역은 차별침식 작용으로 

인하여 곳에 따라 개석 분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홍천군 내면 자운리 및 명개리 

조개동 일대와 인제군 인제면 방동리 남측 계곡과 양양군 서면 갈전리 일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태백산맥 동쪽은 급경사를 이루며 동해에 이르고， 대관령 

서쪽 일대는 개석(開析) 또는 융기 준평원이 발달되어 600-1 ，OOOm의 고위 평탄 

대지를 형성하고 있다. 

강릉도폭 내의 수계는 북한강， 남한강， 낙동강 및 동해로 유입되는 5개 수계로 

대별되어지며， 1차와 2차 수계는 직선적이나 3차와 4차 수계는 지질의 영 

향을 받아 심한 굴곡현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강 수계는 오대산과 계방산에서 발원하여 계방천과 자운천이 서북류하여 

내린천과 합류되고 다시 현리 부근에서 방태천이 합류되어 서류하여 소양강에 

q 
t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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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되는데 좁은 하폭과 심한 굴곡의 사행을 하고 있다. 

남한강의 수계는 오대산에서 발원한 오대천이 태백산맥 동쪽에서 남류하고 있 

으며， 황병산에서 시작되는 송강은 본 역 동남부에서 심한 굴곡 유로를 거쳐 정 

선군 나전에서 조양강에 유입된다. 한편 계방산에서 발원하는 평창강은 용평면과 

봉평변을 관류하여 평창읍으로 동남류하고 있다. 조양강은 정선을 거쳐 영월 근 

처에서 동강을 이루며 다시 남류하여 평창강과 합류하여 남한강인 충주호에 유 

입된다. 

조사지역 서북부는 소양강이 서남류하고 있으며 소양댐으로 양구， 인제 

까지 연결된다. 그 남쪽으로는 홍천읍을 가로지르는 구조선을 따라 생성 

된 홍천강이 서남류하여 양덕원 -홍천 - 인제간의 국도 44번과 평행하게 흐 

르고 있으며， 홍천 동북부 칠정리에서 내촌천과 장남천으로 갈라진다. 홍 

천군 수리봉에서 발원하여 횡성과 원주를 거쳐 문막을 관통하는 남한강의 

지류인 섬강이 서남류하고 있다. 

태백산과 함백산 기숨에서 발원하고 태백의 황지에서 흘러 넘친 낙동강은 황 

지천을 거쳐 석포에서 석포천과 어우러져 본류를 이루며 남류하여 안동호로 유 

입된다. 

동해로 유입되는 수계 중 남대천은 두노봉에서 발원하여 동류하여 양양 큰처 

에서 동북류하는 후천과 합류되며 백병산에서 발원한 오십천은 북북동류하여 도 

계를 거쳐 삼척에 이르고 오대산 동대산에서 발원하여 소금강을 관통하는 연곡 

천과 대부분의 작은 수계는 모두 동류하여 통해로 들어간다. 

조사지역의 충적층 발달은 험한 산세로 인해 유년기 하천 주변과 동해안 일대 

에 미약하게 형성되어 있어 논농사가 비교적 적은 대신 밭농사가 많은 편이다. 

태백산맥의 주흥을 따라 600m 이상의 고위 준평원이 형성되어 있어 하절기의 고 

랭지 채소재배가 이루어지며， 대관령 부근 일대에는 1.OOOm 내외에 융기 준평원 

을 이루고 있어 대단위 목장들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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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 후 

조사지역 내의 기상관측소가 있는 대관령， 강롱， 인제 및 홍천 지역과 서울의 

1961년부터 1995년까지 관측한 기상자료 중 평균 기온과 강수량은 다음의 표와 

같다(기상청， 1995). 

연평균 1월평균 7월평균 

지역 | 기온 7J-"T- 2J: 기온 7J-걱二2J: 기온 I 7J-"T-랴 

。C mm 。C mm 。C mm 

대관령 6.3 1,581 -7.9 49.4 19.2 278 

7J- 트 。- 12.5 1,376 - 0.4 58.0 23.9 217 

인 제 1 9.8 1,092 -5.6 15.0 23.1 259 

홍 천 10.0 1,266 -6.l 22.0 23.9 330 

서 울 1l.8 1,370 - 3.4 23.0 24.6 369 

조사지역내의 600m 이상의 고위 준평원 지역들인 홍천군， 평창군， 인제군， 정 

선군， 명주군 및 삼척시와 강릉시의 일부지역들은 연평균 기온이 고도가 낮은 인 

근 지역보다 약 4-5 0C 가 낮은 관계로 하절기 고랭지 채소가 재배되고 있으며， 

겨울에는 1 월 최 저 기 온이 대 관령 一22.9 0C 홍천 2 1. 1 0C 로 매 우 추운 날씨 

를 보인다. 

대관령의 평균 강수량은 제주도의 서귀포(1，971mm)에 이어 전국 2위로서 강릉 

과 더불어 동절기에 강수량이 많다. 인제와 홍천을 포함하는 영서지역의 평균 강 

수량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지역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하상퇴적물의 운반， 생 

성과 하천수의 지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강수량도 각 연도의 장마전선의 

발달상태와 기후조건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 그 변동폭이 매 

우 크다. 아래 표는 강릉도폭내의 각 지역에 대한 1997년도 월별 강수량을 기재 

한 것이다(강원도， 1997). 1997년도 조사지역의 평균 총 강수량이 1 ，067.8mm인데 

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강수량이 653.1 mm 이고， 1996년도에는 

-15 -



73l.2/1 ，132.5의 비로 여름철에 집중되어 급류를 이루면서 하상에 퇴적된 fine 

fraction의 모든 표사들을 일시에 쓸어버리는 현상이 매년 반복된다. 특히 계곡 

이 급경사를 이루고 상류에 분포하는 지질이 복잡한 경우 동일지 역 에서 각각 다 

른 시기에 채취한 표사 시료들 사이에 지화학적 특성이 서로 달라진다. 반면에 

자연수의 경우에 강수로 내린 물은 지표의 지질매체에 흡수되고 흡수된 물이 포 

화상태가 되었을 때 흘러나오는 관계로 흡수된 지질매체의 지화학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mm) 

츠l.!-느~ 17.5 5.3 70.4 54.2 23.3 236.1 545.7 74.3 35.7 64.8 45.0 l3.4 1185.7 

τ。~T 24.2 7.0 83.2 47.0 19.7 235.5 283.7 203.7 2l.6 64.1 45.8 17.6 1053.1 
7J τ E5- 37.9 92.2 107.3 58.1 17.6 279.0 193.9 220.2 32.7 139.3 82.0 22.5 1282.7 
통해 17.1 67.5 75.1 4l.5 19.0 168.9 148.2 19l.9 5l.1 779보 6 1흐 491 21 l7 5 936.l 
태백 32.3 8 .1 105.8 56.9 34.7 210.5 224.5 154.5 34.5 59.61 49.01 16.31 986.7 
λnL --1l 17.1 67.5 75.1 4l.5 19.0 168.9 148.2 19l.9 51 .1 77.11 6l.2 17.5←몇6.1 
홍천 2l.4 3.6 69.8 49.0 23.5 25l.0 385.0 l30.5 7.5 67.51 29.8 18.26 jllO56.8 
횡성 24.2 7.0 83.2 47.0 19.7 235.5 287.3 203.7 2l.6 64.1i 45.8 17.611056.7 
영월 35.5 13.7 98.2 42.5 38.0 15l.3 250.5 114.1 16.8 66.7 53.2 22.8 903.3 
표。3 ~J 35.8 73.8 134.6 78.0 30.8 297.2 273.2 233.5 53.2 118.3 83.6 27.1 1439.1 
^cl λ ~ 33.5 29.0 98.5 64.4 4l.2 148.5 21 l.3 122.0 9.0 54.5 62.5 24.0 868.4 
인제 20.5 2.0 57.3 50.0 24.5 169.0 433.5 67.0 6.0 39.5 42.3 15.41 927.0 
。l} OJ 23.5 114.2 75.1 64.9 20.2 356.5 189.4 200.0 42.0 77.7 66.0 20.1 1249.6 
평균 26.0 37.8 87.4 53.5 25.5 216.0 275.0 162.1 29.4 74.6 56.0 19.2 1067.8 
1996 i 24.9 40.2 80.6 55.4 27.2 24l.3 332.7 157.2 29.1 70.6 55.6 17.8 1132.5 

3-3. 인구와 산업 

조사지역은 평야가 협소하고 산악지역으로 비교적 인구밀도가 낮은 편 

이며， 춘천을 비롯한 원주시， 태백시， 제천시 등 내륙 지역과 각 군청소재 

지 및 동해안의 양양， 강릉， 동해 및 삼척시와 울진 등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각 국도 변을 따라 크고 작은 부락들이 형성되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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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조밀한 편이다. 1995년 12월 현재 춘천시는 233 ，016명 홍천 75 ,916 

명， 횡성군은 48.864명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된다고 하는데 이농현상으로 

산간지역은 폐가와 경작하지 않은 유휴 전답을 많이 볼 수 있다(홍천군， 

1995; 횡 성 군， 1995). 

이 지역의 산업은 전국에서 광업이 제일 활발했던 지역이었으나， 현재 

석탄광과 일반금속광업의 사양으로 그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으나， 아직 

시멘트 산업이 활발하다. 또한 지형 특성상 목축업 임업 및 특수농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동해안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특히 죽변항과 

주문진항은 북양어업의 전진기지로 어선들의 왕래가 잦다. 강원도내의 

한육우와 젖소의 통계 숫자는 1996년 각각 173 ，829두와 23，482두로서 전국 

에서 가장 많다. 

고랭지 채소， 특용작물과 임산물 가공 등도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으 

나， 국도를 비롯한 각 도로변에는 관광객을 위한 요식상가와 레저산업이 

생겨나서 수입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들 산업체나 많은 목 

장에서 흘러 보내는 미정화된 분뇨와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청 

정 계곡수를 오염시키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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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지잘 및 광상 

4-1. 지 질 

4-1- l. 지질 개요 

1:25만 강릉도폭내의 지질도는 1:5만 구 도폭 단위로 작성되었으며(김기완 외， 

1967; , 김옥준 외， 1975; 박봉순 외， 1971; 원종관 외， 1974; 이대성 외， 1975, 정창 

희 외， 1975; 정창희 외， 1979), 그중 태백산 광화대의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 

이 분포하는 지역은 태백산지구지하자원조사단(1962)에 의해 조사되었고， 그 외 

의 지역은 당 연구소에 의해 지질도 작성이 수행되었다. 이들 5만 도폭 43개 중 

강릉， 주문진 및 안흥 등 3개 도폭이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았으며， 1:2만5천 지질 

도로는 옥동도폭(1995 황재하 외)이 1995년도에 발간된 바 있다. 

조사지역의 지질을 개관하여 보면 제4기 화산암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 

대의 암층들이 분포하고 있다(Fig. 2). 중앙의 북동 서남방향을 잇는 옥천습곡대 

가 분포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경기육괴， 남쪽으로는 영남육괴의 

선캠브리아기 변성암류들이 분포하고 있다. 옥천습곡대내에는 고생대의 해성퇴적 

암류인 조선누층군과 옥천층군， 고생대말과 중생대초의 함탄층군인 평안누층군， 

중생대의 대동층군과 경상누층군이 분포되어 있으며， 통해에 연하여 제371 화산 

암류가 분포하고 있다. 또한 이들 고기의 퇴적암류를 관입한 선캠브리아기의 화 

성암류로부터 제삼기의 화성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강암류가 분포한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지하자원의 90%이상이 이 지역에서 개발되었던 관 

계로 분포암석에 대한 암석학적， 고생물학적 광상학적 연구와 층서에 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지질학적으로 최대의 논란이 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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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ological map over the Kangneung Sheet(1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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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 암층들의 총괄적인 계통을 도시하면 아래와 같다. 

제4기 농 : R;- : : 4i 5 ; R;-

특→￡1 고 。1 츠 。』

제3기 산성화산암류 

알카리화강암 

불국사 화강암류 

백악기 
경상누층군 

대보화강암류 

쥬라기 

대통층군 

중생대초 평안누층군 
고생대말 

고생대초 조선누층군 옥천층군 

「 홍제사화강편마암류 

선캠브리아기 | 분천화강편마암류 

」경기편마암복합체 영남편마암복합체 

4-1-2. 선캠브리아기 변성암류 

조사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최고기의 지층은 선캠브리아기의 변성퇴적암류와 

화강암질 편마암류로 이루어진 경기 변성암복합체와 영남 변성암복합체이며， 이 

들 복합체를 관입한 분천 화강편마암과 홍제사 화강편마암류가 분포하고 있다. 

옥천조구조대를 경계로 북서부의 경기 편마암복합체(경기육괴)와 남동부의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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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암복합체(영남육괴)로 구분되며 하부에는 편마암류가 우세하고 상부로 갈수 

록 편암류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4-1-2-1. 경기 편마암복합체 

경기 편마암 복합체는 조사지역내의 옥천조구조대 북서부에 분포되어 있으며， 

크게 세 지역으로 대별되는데 홍천 단층의 북서측인 내평， 홍천 및 어론도폭 지 

역과 현리， 연곡， 봉평도폭의 북서부에 해당하는 지역과 봉평도폭의 서부에 해당 

되는 지역과 제천， 안홍도폭 지역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다. 이들 변성암인 편마 

암류는 곳에 따라 편암류를 협재하는 변성퇴적암류로서 홍천도폭 지질도에 의해 

용두리편마암복합체로 명명되였으며， 중생대의 거대한 화강암 저반에 의해 관입 

당하였고(강필종과 진명식， 1972; 박희인 외， 1974; 홍만섭 외， 1974; 신병우 외 

1975; 손치무 외， 1975; 원종관 외， 1989), 현리도폭 북서부 지역에서는 백악기 화 

강암류에 의해 관입당하였다. 

용두리 편마암복합체는 화강암질편마암， 석영장석편마암， 석류석편마암， 대상흑 

운모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편마암류는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점이 

적이며， 퇴적 당시의 사질 및 이질퇴적암의 호층구조가 변성암의 암상에도 영향 

을 주어， 사질부는 석영， 장석의 함량이 운모의 양보다 많으나， 이질부는 운모의 

양이 월등히 많아서 야외에서는 결정질 운모 편암에 가깝다. 야외에서 관찰되는 

호상구조는 흑운모를 주로하는 유색대 (melasome)와 석영， 장석을 주로하는 백색 

대(leucosome)가 교호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암석을 이루는 주구성광물은 흑운 

모， 석영 및 장석이고 부성분 광물로 백운모， 녹니석， 석류석， 규선석 및 산화광 

물인 자철석과 적철석 등이 관찰되며， 저어콘 등이 수반된다. 

춘천시의 동측 산록에 분포되어 있는 소위 춘천계로 명명된 편암류가 편마암 

복합체를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춘천계는 과거 지질도폭 조사시 구봉산층군과 

의암층군으로 구분하여 구봉산층군이 의암층군보다 하위에 있다고 하였으나， 접 

촉부가 확인 되 지 않아 확실 치 않으며 , Na et. a1.( 1980)은 구봉산층군을 장락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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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비된다고 하였다. 

구봉산층군은 하부로부터 평촌리층， 신이리층 및 감정리층 순으로 구분되며， 

각 층은 규암， 석회암， 흑운모편암， 각섬석 편암 및 녹니석편암의 호층으로 구성 

되어 있고， 흑운모 편마암이 협재하고 간혹 석회규산염암이 관찰된다. 구봉산층 

군 내 에 sheet 및 siU상으로 관찰되 는 각섬 암들은 과거 조사시 에 퇴 적 암류를 관 

입한 화성암으로 분류하였으나 퇴적암 내지 화산암류에서 변성된 각섬암으로 사 

료된다. 

의암층군은 최하위에 비교적 순도가 높고 연속성이 좋은 백색의 의암 규암층 

과 상부의 호상편마암인 창촌리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상편마암의 구성광물은 

주로 석영， 장석류 및 흑운모이고， 규선석， 녹니석， 산화광물인 자철석 및 적철석 

과 저어콘 등이 부수적으로 수반된다. 의암층군의 주향은 여러 방향이나 경사는 

대체적으로 서향하고 있다. 

조사지역의 북단에 분포하는 구룡층군은 연곡도폭의 구룡령에 분포하며， 현리 

도폭으로 연장 발달하고 있다. 구룡층군의 하부를 구성하는 암석은 규암， 석회암， 

흑운모편암， 각섬석 편암 및 녹니석편암의 호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흑운모 편 

마암이 협재하고 간혹 석회규산염암이 관찰된다. 

제천 및 안흥도폭에 분포하는 선캠브리아기의 암석은 주로 변성퇴적암류로서 

주구성광물에 의해 흑운모 편마암과 백운모 편마암류， 화강암질 편마암으로 구분 

할 수 있고， 조직에 의해 반상변정질편마암， 화강암질편마암， 안구상편마암 드도 。。 -

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반상 변정 편마암은 과거 화성기원 변성암으로 알려 

졌던 것으로서， 항공 방사능 이상대 및 우라늄 지화학 이상대가 확인된 암체이며 

감악봉부근의 암석시료에서 25ppm의 우라늄 함량을 나타냈었다. 이 암체는 3-5 

cm크기의 장석이 반상변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정이며， 주변부로 가면서 장석의 

크기가 작아지고 조직도 화강암질 또는 호상으로 점진적으로 변한다. 편리의 주 

방향은 동서방향이나 주변 화강암질 편마암은 북북동 방향의 편리를 나타내며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미사장석， 흑운모， 자철석， 져어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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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암질 편마암은 안흥도폭의 북서부에 주로 분포하며， 험준한 산지를 형성하 

고 화강암 조직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흑운모가 우세한 암체와 백운모가 우 

세한 암체가 서로 구분되므로 신림도폭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였다. 주구성광물은 

석영， 장석， 복운모， 견운모， 녹니석， 져어콘 등이며 등립질로 되어있다. 사장석은 

대부분 고령토화되어 있고 견운모의 미립이 포이키리틱하게 내포한다. 호상편마 

암은 중서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석영， 장석， 흑운모 등이 등립질 크기로 호상 

구조를 보여줌이 특정이다. 

4-1-2-2. 영남 편마암복합체 

영남 편마암복합체는 옥천조구조대 남동부에 분포되어 있으며， 변성 퇴적암류 

인 원남층군과 율리층군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을 관입한 화성기원의 분천화강 

편마암， 죽변 우백질화강편마암， 홍제사화강편마암이 분포한다. 

원남층군은 과거 분류의 원남층에 해당하며， 원남계의 동수곡층， 장군석회암층 

과 두음리층 등은 암상으로 보아 조선누층군에 대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야외 

관찰에 의하면 율리층군과 원남층군의 암상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같은 시 

기로 대비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변성퇴적암류는 변성니질암과 사질암의 호층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간의 석회암 내지 석회규산염암의 박층을 협재한다. 구 

성암석은 사질원의 변성암인 미그마타이트질 편마암， 호상편마암， 세립질 흑운모 

편마암과 규암 및 석영견운모편암 등과 니질원의 변성암인 안구상편마암， 운모{ 

규선석편암， 운모-홍주석편암 등이며， 상부로 갈수록 변성도가 급격히 낮아져서， 

조선누층군과의 부정합변 가까운 곳에서는 위층리 등 원래의 퇴적구조가 관찰되 

기도 한다. 

분천화강편마암은 봉화군의 소천면 분천리를 중심으로 울진군 북면과 죽변면 

일대까지 넓게 분포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선캠브리아기의 최고기 (21억년전) 화 

성기원 편마암으로서 변성퇴적암류를 관입하였으며 주위의 다른 화강편마암에 

의해 관입당했고， 페그마타이트질암과는 관입 또는 점이적인 접촉을 이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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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암은 비교적 풍화에 강하여 고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정적인 암상은 안구 

상 내지 반상변정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방향성은 대체로 불규칙적이나 

일부에서는 뚜렷한 호상구조를 보이는 곳도 있으며 압쇄구조를 많이 함유한다. 

반상변정의 구성광물은 장석과 정장석이며 비율은 비슷하다. 석영은 거의 대부분 

재결정되었으며 현미경하에서 보면 심한 파동소광을 보이고 일부 석영들은 장석 

내부에 미립으로 포획되는 포이킬로브라스퇴조직을 나타낸다. 부구성광물인 져어 

콘， 모나자이트， 제노타임 등이 다른 암석에 비해 많은 관계로 우랴늄 탐사지역 

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반해 울진군 해안에 분포하는 반상변정편마암은 풍화작용에 약하여 침식 

을 잘 받아 낮은 산지를 많이 형성하고 있다. 최고기층인 변성퇴적암류를 관입하 

는 이 정편마암류는 분천화강편마암과는 점이적 접촉관계를 가지나， 화강편마암 

을 관입하는 곳도 관찰되지만 연령측정은 대략 21억년전(Rb-Sr법)으로 화강편마 

암과 같은 시기에 정치되었으며， 홍제사화강편마암에 의해 관입당하였다. 전반적 

인 암상은 조립질로서 미사장석과 사장석의 반상변정 조직을 나타내며， 흑운모가 

우세하여 회색 내지 암회색을 띠고 뚜렷한 엽리를 보이지 않는 것이 특정적이다. 

구성광물은 주로 석영， 미사장석， 정장석， 사장석과 흑운모이고， 석류석과 백운모 

도 소량 산출된다. 

우백질 화강편마암은 조사지역의 동해안쪽인 삼척시 원덕읍에서 건덕면까지 

넓게 분포하며 덕구리 석북부 및 겸성리에도 소규모로 산출된다. 편리가 미약한 

중립질 내지 세립질 화강암질 편마암으로서 유색광물이 거의 없고 간혹 석류석 

반상변정이 함유되나 대부분 2차의 녹색 흑운모에 의해 교대되어 석류석 잔유물 

만 관찰되는 것이 특정이다. 주변의 변성퇴적암을 관입하며 홍제사 편마암에 의 

해 관입당하고 있다. 엽리방향이 변성퇴적암류와 비슷한 점으로 보아 광역변성작 

용을 같은 시기에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구성광물은 거의 대부분 석영， 알카리 

장석， 사장석 등이며， 소량의 흑운모， 백운모， 녹니석， 석류석， 져어콘과 불투명 

광물을 수반한다. 미사장석과 비교적 견운모화가 많이 된 사장석과의 비율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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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출되며， 석영은 사장석과 더불어 문상조직을 보여주고 화학성분은 알바이트 

의 성분을 갖는다. 연대측정에 의한 정치시기가 약 21억년전으로 분천화강편마 

암， 죽변 반상변정편마암과 통일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성인적으로 이들 암체들 

은 같은 기원에서 분화되어 다른 암상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홍제사 화강편마암은 봉화군 석포면에서 울진군 북면과 울진 광산 남부 덕구 

리에 이르는 지역과 묵호도폭 남측에 분포하며 분천화강편마암을 관입하였고， 곳 

에 따라 엽리가 관찰되지 않는 완전한 화강암질 조직을 보이는 곳도 있다. 이 암 

석의 특징은 암회색의 사장석을 함유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비교적 균질한 화 

학성분을 갖고 있다. 주구성광물은 석영， 알카리장석， 사장석， 흑운모， 백운모， 녹 

니석 등이며， 녹염석， 규선석， 정장석， 석류석， 져어콘， 인회석， 스핀 및 불투명광 

물이 소량으로 수반된다. 석영은 불규칙한 타형의 다결정형을 이루며 알카리장석 

은 대부분 미사장석으로 석영 ， 운모 등의 광물이 포획되어 있는 포이킬로브라스 

틱조직을 보여준다. 사장석은 변질작용이 심해서 고령토화 되었으나， 미사장석은 

거의 변질작용을 받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다. 연대측정에 의한 정치시기가 약 18 

억년전으로서 태백 도폭내의 농거리 백운모 화강암과 동일하다. 

4- 1- 3. 조선누층군 

조사지역의 남측 중앙부에 동서방향으로 광범하게 분포되고 있는 조선누층군 

은 두위봉형과 영월형으로 분류되며， 이들 형간의 관계는 단층 접촉 내지 분리 

분포되어 있어 층서 관계가 불분명하다. 두위봉형은 백운산향사를 중심으로 삼척 

시 일대와 영월군 동부지역에 넓게 분포하며 영월형은 백운산향사의 서부에 위 

치한 영월군일대와 제천 단양군 일대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 조선누층군은 퇴적 

환경의 차이와 퇴적 후 여러 차례의 지구조운동에 의해 지층이 급경사를 이루고 

또한 많은 변형으로 인해 형간의 시대 및 층서설정에 있어서 논란이 많은 지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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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 두위봉형 조선누층군 

이 층군은 Kobayashi(l966)에 의해 107B 단위의 암층서와 23개 화석대로 

하여， 하부로부터 장산규암층， 묘봉층， 대기층， 세송층， 화절층， 동점규암층， 

류
 
” 

막동 

층， 직운산층， 두위봉층으로 층서구분을 하였고 퇴적시기는 하부로부터 화절층까 

지를 캠브리아기， 동점규암층 이후는 오오도비스기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 이 

후 층서 구분에 대한 많은 견해가 표시되었으나， 대부분 일치한다. 

장산규암층은 조선누층군의 최하부기저암층으로 평창 정선 태백 임계 삼척도 

폭에 걸쳐 율리층군 위에 부정합으로 놓인다. 본 층은 영월 지역에서는 금수산 

규암층으로 나타난다. 구성광물은 거의 순수한 석영으로 되어 있고， 육안으로는 

석영입자를 구별할 수 없는 괴상이나 하부에는 원마도가 높은 규암역을 함유하 

는 역질규암이 협재한다. 

묘봉층은 장산규암층위에 정합으로 놓이며， 녹리석편암과 슬레이트 및 천매암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부에 담회색 석회암층이 협재되어 있는 것이 특정이다. 

대기층은 일명 풍촌석회암층이라 불리우며 묘봉층위에 정합으로 놓인다. 주로 

유백색 내지 회색의 괴상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회역암과 돌로마이트질 

석회암이 협재되고 하부와 중부에는 암회색 셰일을 수반한다. 

화절층은 하부기저에 두께 50m 내외의 세송슬레이트 위에 놓이는 석회암층으 

로 다량의 규칠 및 점토질 퇴적물을 함유하여 차별침식에 따르는 특징적인 조직 

을 갖는 소위 충식 석회암이 우세하다. 이층은 충식석회암 외에 셰일， 사암 및 

규암과 슬레이트 박층이 협재하고 있다. 

동점규암층은 화절층위에 정합으로 놓이며， 풍화에 강해 야외에서 뚜렷하게 나 

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암회색의 규암이고 석영립들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점이 장산규암층과 구별되고， 그 위에 정합으로 놓이는 두무동층은 주로 셰일과 

불순석회암의 호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부에 충식석회암 박층이 수매 관찰된다. 

막골층은 주로 청회색 판상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석회칠 셰일， 괴상의 

- 26 



담회색 석회암과 돌로마이트질 석회암을 협재한다. 하부에 우세한 판상 석회암의 

층리는 미세한 점토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특정이며 상부에는 약한 충식석회암 

의 구조를 수반한다. 막골층위에는 흑색셰일과 청회색석회암이 호층을 이루는 직 

운산층이 정합으로 놓여 있다. 

4-1-3-2. 영월형 조선누층군 

영월형 조선누층군은 Y oshimura (1940)의 층서 분류 이후， Kobayashi(1966)에 

의해 11 개 단위의 화석대로 분류되어， 삼방산층은 중부캠브리아기， 마차리층은 

중부 내지 상부 캠브리아기， 와곡층은 최상부 캠브리아기， 문곡 및 영흥층은 오 

오도비스기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나 태백산 지구 지하자원조사단(1962)은 영 

월형누층군을 암층서 단위로 세분화하여 하부로부터 마차리층， 흥윌리층(와곡층) , 

삼태산층(문곡층) , 영흥층， 갑산층 및 삼방산층 순으로 분류하였고， 퇴적시기도 

마차리층에서 삼태산층까지를 오오도비스기로， 영홍층에서 삼방산층까지를 。 。

-'-- -'--

도비스기 상위에 놓이는 시대 미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지질 구조적 관계를 고려 

하여 기저층으로 분류된 삼방산층이 조선누층군을 부정합으로 덮은 시대 미상의 

층으로 보았다. 또한 손치무(1969)는 영월형이 두위봉형 위에 놓이는 상위 퇴적 

층군으로 보았으며， 김옥준 외(1973)는 삼방산층이 평안누층군의 일부 지층에 해 

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 후 정창희 외 (1979)， Lee(1979, 1980) 및 이하영 

외(1986)는 코노돈트 미화석에 의한 층서고생물학적 연구를 실시하여 

Yoshimura(1940)의 층서와 Kobayashi의 시대 구분이 타당함을 지지하였다. 

삼방산층은 평창 영월도폭(정창희 1979)의 동질이명인 대하리층으로서， 영월군 

주천， 제천시 어상천과 평창도폭의 삼방산일대에 분포되어 있다. 하부층과의 관 

계는 불명하며， 상위에 마차리층이 정합으로 놓이고， 상위의 입탄리층과 평안누 

층군과는 단층으로 접하고 있다(이하영 외， 1986). 구성암석은 주로 암회색， 녹회 

색 및 암적색의 세립질사암， 사질셰일과 셰일， 천매암 또는 편암이고， 박층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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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암이 불연속적으로 협재되어 있음이 특정이다 퇴적시기는 태백산지구지하자원 

조사단에 의해 조선누층군을 덮는 시대 미상으로 추정되었으나， 

Kobayashi (1966) , Kim et. al ，(1985)과 이 하영 외 (1986) 등의 삼엽 충 및 미 화석 연 

구에 의해 중부 캠브리아기로 해석되었다. 

마차리층은 와곡층에 의해 정합으로 덮혀있으며， 일부층은 태백산지구지하자원 

조사단에 의해 삼태산층으로 분류되었으나， 고생물학적연구에 의해 마차리층으로 

변경되었다(이하영 외 1986). 구성암석은 주로 암회색 판상 석회암과 북회색 내 

지 흑색의 셰일로 되어 있으며， 두 암석이 호상구조를 잘 보여준다. 퇴적시기는 

태백산지구지하자원조사단(1962)에 의해 초기 오오도비스기로 간주되었으나， 

Kybayashi(1966)의 삼엽 충 및 두족류 화석 기 재 와 Lee(1975) , 이 하영 외 (1986)등 

의 코노돈트 미화석에 의해 중부 및 상부 캠브리아기로 해석되었다. 

와곡층은 영월도폭과 남부에 걸쳐 넓은 분포를 보이며， 태백산지구지하자원조 

사단(1962)의 홍윌리층이 여기에 해당되고‘ 마차리층을 정합으로 덮고 있다. 구성 

암석은 주로 괴상의 담회색 내지 유백색의 돌로마이트질 석회석이며， 간혹 암회 

색 돌로마이트질 석회석과 석회질 사암이 협재된다. 화석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 

나， Kobayashi(1966)는 완족류와 삼엽충의 대형화석을 근거로 퇴적시기를 최상부 

캠브리아기로 해석하였으나 태백산지구지하자원조사단(1962)은 초기 오오도비스 

기로 간주하였다. 

문독층은 영월도폭의 중앙부에 남북방향을 가지는 수개조와 평창 동남단에 대 

상 분포를 보이며 와곡층을 정합으로 덮고 있다. 태백산지구지하자원조사단 

(1962)의 삼태산층의 일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구성암석은 주로 청회색 석회암으 

로서， 곳에 따라 충식 석회암， 암회색 셰일， 담회색 돌로마이트질 석회암이 협재 

된다. 석회암은 박층의 셰일과 호층을 이루고 있어 곳에 따라서는 외견상 마차리 

층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퇴적 시기는 대형화석연구(Kobayashi ， 1966)와 코노 

돈트 미화석 연구(원문주 외 1977)에 의해 오오도비스기 최하부에 해당된다. 

영흥층은 영월도폭의 중앙부에 남북 방향과 평창도폭의 문곡층을 정합 피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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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상분포하며， 평안 누층군에 의해 부정합으로 피복되어 있다. 삼방산 북측 

경계에 접하여 분포되어 있는 돌로마이트질 석회암 및 석회암층인 입탄리층(정 

창희 외， 1979)과 태백산지구지하자원조사단(1962)의 흥윌리(문곡층)은 암상과 고 

생물연구(Kobayashi ， 1966; 이하영， 1979; 이하영 외， 1986)에 의해 퇴적시기가 거 

의 동일하므로 영홍층으로 구분하였다 구성암석은 백색 내지 담회색의 석회암과 

돌로마이트질 석회암이 호층을 이루며 곳에 따라 박층의 셰일이 협재된다. 퇴적 

시기는 삼엽충(Kobayashi， 1966)과 코노돈트(이하영， 1987; Lee, 1976; 이하영 외， 

1986) 화석들을 근거로 하여 중기 오오도비스기로 추정된다. 

정선석회암층은 북북동으로 발달한 방림단층의 동측에 국한하여 비교적 넓게 

분포하며， 영흥층(입탄리층)을 피복하고 있으며， 평안누층군에 의해 부정합으로 

덮혀 있다. 구성암석은 주로 암회색의 석회암이고 백색의 돌로마이트 박층을 협 

재 하며 , 퇴 적 시 기 는 코노돈트(Lee. 1976; 정 창희 외 . 1979)화석 을 근거 로 중기 오 

오도비스기로 추정된다. 

4-1-4. 옥천층군 

층서대비 및 지질계통 확립에 대해 논란(김옥준， 1968, 1970, 1986; 박봉순 외， 

1971; 1986; ~rn. 1987) 이 많은 옥천층군이 조사지역의 엄정도폭 동남단인 충주 

시 일대와 제천도폭 서남부에 소규모 분포하고 있다. 옥천층군은 계명산층， 향산 

리층， 대향산규암층， 서창라층， 황강리층과 문주리층의 변성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생대 화강암에 의해 도처에서 관입되어 있다. 

옥천층군 최하부의 계명산층은 세립편마암질 내지 편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철석， 녹니석， 백운모， 석류석， 남정석， 각섬석， 인회석， 져어콘， 방해석 등 

을 함유한다. 향산리층은 주로 돌로마이트질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향산 

규암층은 하부에는 석회질부와 규질부가 교호하며 상부는 석영립이 재결정된 규 

암으로서 운모류 등의 불순물을 함유한다. 서창리층은 천매암， 녹니석편암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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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석영편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섬암， 석회암 및 규암층이 협재하기도 한 

다. 천매암과 녹니석편암의 주 조성광물은 석영， 흑운모， 녹니석， 백운모이며， 그 

외에 견운모， 석류석， 루틸， 자철석 등이 산출된다. 황강리층은 주로 함력 천매암 

으로 구성되며， 역은 주로 석회암 및 규암 이고， 기질에는 석영， 견운모， 방해석 

과 소량의 녹니석， 스핀， 투휘석이 함유된다. 문주리층을 구성하는 녹니석 -백운모 

편암과 각섬석편암은 석영세맥과 편리가 잘 발달되어 있고， 석영， 녹니석， 

모， 각섬석 등과 미량의 석류석， 자철석， 루틸 및 홍주석 등이 관찰된다. 

4-1-5. 평 안누층군 

tllLQ .. 
-, 인→ 

평안누층군은 조사지역 남부인 영월-예미 - 태백 -장성 도폭에 걸쳐 호형상으로 

연장하게 jzg東 방향과 중앙인 평창-정선， 도암-구정 -묵헌 도폭에 이루기까지 넓 

은 분포를 하고 있는데 조선 누층군과는 부정합으로 놓인다. 조사지 역내 평안누 

층군은 하위로부터 홍점층， 사동층， 고방산층과 녹암층이 분포하고 있고 상부층 

인 녹암층이 가장 넓게 발달되어 있다(정창희， 1969). 

홍점층(만항층)은 평안누층군의 최하위층으로 정선석회암층을 부정합으로 피복 

하고 있고， 곳에 따라 습곡과 드러스트 구조에 기인하여 반복하거나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포가 단절되어 있다. 본층은 주로 녹색 녹회색의 중립 사암과 저색 

흑저색의 셰일 및 셰일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흑색 셰일중에는 박층의 탄질셰 

일이 협재되기도 하며 포획상의 타원형 갈철석이 배태되기도 한다. 

사동층(하부 금천층과 상부 장성층)은 홍점층위에 정합으로 놓인다. 하부의 금 

천층은 주로 흑색 셰일 및 세립사암과 암회색의 중립사암 그리고 불연속성의 렌 

즈상 석회암으로 구성되고 흑색 셰일에는 박층의 탄질셰일 또는 무연탄층이 협 

재되기도 한다. 상부의 장성층은 주로 회색 -암회색 중립 조립 사암， 흑색 실트스 

톤 세립 사암， 흑색 셰일， 그리고 무연탄 및 탄질셰일의 박층으로 구성된다. 특히 

사동층 최상부는 백운모가 함유되는 사질 셰일과 잔잔한 주름이 있는 셰일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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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것이 특정이다. 

고방산층(옥갑산층)은 사동층을 정합으로 피복하고 특히 본층 하부 기저는 규 

질 사암 또는 유백색 조립 사암으로 사동층과는 구분이 용이하며 중부는 암회 

흑색셰일과 사암의 호층대를 이루고 폐름기를 지시하는 식물화석을 갖고 있다. 

상부는 담회색 중 조립 사암이 우세하고 유백색 사암과 적색 셰일 박층이 끼기 

도 한다. 

녹암층(상원산층)은 고방산층을 정합으로 피복하며， 1,500m 이상의 두께로 가 

장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본층의 기저는 녹색 조립 사암이고 상부로 가면서 

녹회색 중립 사암과 석회질이 많이 함유된 녹회 회록색의 실트암과 세립사암의 

호층으로 위층리， 연흔， 건열 등의 퇴적 구조가 잘 발달 되어있다. 최상부는 견고 

하고 층리 발달이 불명한 연녹색 괴상의 사암으로 되어 있음이 특정이다. 

4-1-6. 대동층군 

조사지역내의 대통층군인 반송층군은 평안 및 조선누층군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퇴적층으로서 영월도폭의 영춘면 사평리의 한강변에서부터 북동방향으로 

옥동도폭을 거쳐 정선도폭까지 두 개조의 대상분포를 보인다. 평안누층군의 만항 

층 또는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층의 상위에 부정합으로 놓이기도 하며， 곳에 따라 

충상단층 작용에 의해 역전되어 석회암층과 영흥층이 대동층군을 덮고 있다(황 

재하 외 1995). 구성암석은 기저에 분포하는 역암 및 조립사암과 중부의 사암 및 

상부의 흑색셰일로 대분된다. 기저역암은 직경 1m의 거력을 포함하며 분급이 매 

우 불량한 역암들로 구성되어 있고 유문암질 응회암이 최하위에 분포한다. 중부 

에논 대체로 분급이 잘된 조립 내지 중립의 사암이나 렌즈상의 셰일이나 역암을 

협재하며， 층리의 발달은 불량하다. 상부의 흑색셰일층은 함탄대를 배태하고 있 

어 과거 채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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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쥬라기 화강암류 

조사지역의 약 30%를 점하는 본암은 엄정， 원주， 홍천， 청일， 봉평 도폭 대부분 

과 도암， 연곡， 강릉， 구정도폭에 연하여 넓은 저반상으로 분포되어있다. 제천， 임 

계， 매원 도폭 외 남부지역 도처에서 암주상으로 선캠브리아 및 고생대 지층을 

관입하였고 도처에서 백악기의 반화강암맥에 의해 관입당했다. 암상에 따라 주로 

흑운모화강암， 복운모화강암 및 거정의 장석반정을 함유하는 반상화강암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 암상들의 접촉부는 점이적으로써 동일마그마 기원으로 사료된다. 

이들 쥬라기 화강암류는 과거 조사시 편리를 보이는 화강암을 제외하고는 대부 

분 백악기 화강암류로 분류되었으나， 야외조사 및 연대측정 결과 대부분의 화강 

암류는 쥬라기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노영， 1983; 주승환， 1989; 주승환과 

지세정， 1989; 진명식 외， 1992; 진명식 외， 1993; Shibata et. a1., 1983). 

쥬라기 화강암체의 대표적인 중립 내지 조립질 흑운모화강암은 흑운모를 대략 

5 % 정도 함유하나 부분적으로는 8.1 % 까지 함유되어 있는 지역도 관찰되고， 

석영， 정장석， 사장석과 미량의 각섬석， 백운모 및 녹니석 등을 수반한다. 미량의 

각섬석을 함유하는 화강섬록암질 암상은 대체적으로 저반의 연변부 특히 춘천화 

강암과 구봉산층군의 접촉부에서 관찰된다. 

복운모화강암은 주로 청일 도폭의 중북부인 북동 남서방향의 단층주변과 내 

평도폭의 북서단에 분포되어 있고， 편마암을 관입한 암주들이 백운모를 함유하는 

복운모 화강암류들이다. 복운모화강암류는 후운모화강암과 조직과 광물 조성이 

유사하고， 페그마타이트 세맥들이 많은 것이 특정이다. 

거정질 반상 화강암은 제천도폭내에 넓게 분포하며， 자형의 미사장석 거정을 

함유한다. 미사장석의 거정은 입도는 장경 10 이하 이나， 보통 4 cm 내외로써 

사장석과 석영을 포획하고 있으며， 간혹 흑운모가 미사장석 거정내에 누대상으로 

포획되기도 한다. 

쥬라기 화강암류의 주구성 광물은 석영， 알카리장석， 미사장석， 사장석， 흑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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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섬석 또는 백운모 등이며， 스핀， 져콘， 인회석 및 산화광물이 부성분 광물로 수 

반되며， 이차광물인 녹니석， 방해석 및 견운모가 관찰되기도 한다. 

4-1-8. 백 악기 퇴 적 암류 

조사지역 내의 백악기 퇴적암류는 태백시 일대의 황지 도계 및 철암 일대의 

통리분지와 청일도폭의 북부 중앙에 북통 남서 방향의 단층에 연하여 어론 도폭 

의 하단까지 이어지는 대상분포를 보인다. 

통리분지 내의 퇴적층은 하부의 적각리층과 상부의 흥전층(고기층)으로 나눠지 

는데， 하부 적각리층은 적색의 역암과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부 흥전층은 

주로 백색응회암과 담청색의 응회질셰일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흑색셰일층이 

협재한다. 청일도폭 내에 분포하는 이 층은 적색의 알코즈 사암과 셰일의 호층으 

로 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협재된 녹색의 셰일과 사암도 관찰된다. 알코 

즈 사암의 최하부에는 규암， 편암， 화강암들로써 구성된 역들을 함유하며， 크기는 

장경 O.5-3cm 정도로서 분급이 불량한 편인데， 급격한 함몰대의 구조대에서 퇴 

적된 것으로 판단되며 옥천구조대 내에 분포하는 백악기 퇴적층의 암상과 매우 

유사하다. 

4-1-9. 백악기 화산암류 

백악기 화성암은 주로 안산암질 화산암류로서 장성도폭 중앙부와 죽변도폭서 

및 청일도폭의 중앙 북부에 퇴적암 상부에 분포되어 있다. 반정질 내지 미정질 

안산암류로 구성된 화산암류는 응회암， 응회질 사암 및 집괴암 등을 협재하고 있 

으며 유동구조를 보인다. 미정질 안산암류는 사장석 반정을 가지며 석기는 세립 

의 사장석이 구분되며 대부분 유리질로 구성되어 있다. 반정질 석영 안산암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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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의 결정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며， 특히 도계 동측의 백병산 일대에 

분포하는 이들 암석을 과거 관입 석영반암으로 해석하였으나， 이는 응회암 내지 

분출암으로서 유문암에 가까운 조성을 보인다. 

4-1-10. 백악기 화강암류 

백악기에 화강암는 홍천 단층 남부에서 단층과 평행하여 어론 현리도폭 북서 

부에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청일 도폭 중앙부와 암주상으로 수개처 퇴적 

암류를 관입하고 있다. 기 조사된 지질도에서는 단일 암체로 되어 있으나 야외관 

찰시 쥬라기에 해당하는 복운모 화강암류도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여러종류의 

화강암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체로 중립질로서 흑운모 화강암이 

우세하고 소량의 각섬석이 수반된다.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정장석 및 흑운모 

이고 사장석과 흑운모의 입자가 비교적 큰 것이 특징이다. 

4-1-1 1. 제 3기 퇴 적 암류 및 화성 암류 

제 3기 퇴적암류는 동해안 삼척시 부평리 남부지역과 미로면에서 소규모 분포 

되고 있는 북평층으로 백색 내지 회색의 이암과 함갈탄 역암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신생대 화성암류는 삼척시 기곡리와 사곡리 일부 지역에서 알카리화강암류와 

산성화산암류가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다. 알카리 화강암류는 구성광물이 주로 석 

영과 알카리장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색광물의 양은 극히 적고， 간혹 각섬석 

류인 riebeckite가 관찰된다. 

산성화산암류는 ash flow 내지 ash fall의 양상을 보이며， 유문암질암에 가까우 

며， 전혀 열변질작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근에 분포하고 있는 제삼기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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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 화강암보다 후기인 신제삼기의 화산암으로 추정된다. 

4-2. 광상개요 

1:25만 강릉도폭내에는 우리 나라 지하자원의 보고라고 일걷는 태백산 

광화대가 위치하고 있다. 이들 중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을 모암으로 하는 

금속광상은 금 은 동， 연 아연， 중석 휘수연， 철 등이 있으며， 비금속광상 

으로는 평안누층군과 대동층군에 발달한 석탄광과 조선누층군의 석회석광 

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경기육괴의 변성암내에 발달한 홍천 -자은 및 양양 

철광상이 분포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국 광산생산량의 90% 이상이 조사지 

역내의 광화대에서 생산되었으나 대부분의 금속광산들은 휴광 내지 폐광 

되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에너지자원인 무연탄의 70 % 이상을 생산하였으나， 

탄층의 심부화， 인건비의 상승 등 채탄여건이 악화되면서 대부분 폐광되 

고 일부광산만 가행되고 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가행되는 광상은 산업이 발달하면서 수요가 급증한 

석회석 광산들이며 시멘트 공업의 중심지인 삼척 영월 단양 단지도 조사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 

강원 통계 연보(1997) 에 따르면 도내 광엽의 업체 수는 1991년도에는 1967n가 

1996년도에는 142개로 약 27%가 감소되었으며 감소한 광산의 대부분이 비철금 

속광산으로서 현재는 거의 가행 광산이 없는 실정이다. 

철광의 생산은 1996년도에 22만톤이 생산되어 1991년보다 11% 증가 현상을 보 

이 는 반면， 석 탄은 1996에 432만톤이 생산되 었는데 이 는 1991년에 비 하여 무려 

60%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석회석 생산은 1991년도에 3，770만톤에서 1997년에는 

155% 신장률을 보이고 있어 석탄산업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 

ω
 



4-2-1. 주요 금속 광상 

조사지역 내에서 과거에 개발한 주요 광산을 광종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금 은 광상 : 봉화금정광상， 홍천， 춘양 및 주천지역 금， 은광상， 단양 은곡 등 

2) 동-연 아연 광상 : 연화， 울진， 신예미 ， 동점， 낙천， 임계， 신정선， 함창， 

상원동， 옥령， 단두， 삼풍， 유구， 금당연， 덕풍， 복수， 제삼욱， 

거도， 덕산， 춘양， 다덕 등 

3) 중석 모리브탱 : 상동， 옥방， 쌍전， 대화， 돈산， 왕피리， 동남 등 

4) 철 광상 : 양양， 구룡， 북삼척， 율곡， 정동， 동남， 삼화， 거도， 원동， 홍천 자은， 

예미， 강원， 서석， 옥동， 석산， 삼척 56호 등 

5) 망간 광상 : 동남， 연호， 춘양， 어상천 등 

6) 석 광상 : 왕피리， 순경， 성덕 등 

이들 중 선캠브리아기의 광상으로 분류되는 광상은 양양， 홍천 자은， 서석 등 

변성암류내에 배태된 철광상과 왕피리， 순경 ， 성덕 등 석광상 전부와 중석광상 

중 옥방광상이다. 그 외 대부분의 금속광상은 중생대 화강암류의 관입과 관련된 

광상으로서 조선누층군의 석회암내에 접촉교대 작용으로 생성된 상동 중석광상 

과 연화 연 -아연광상이 대표적이다. 이들 금속광산은 현재 대부분 채진 되거나 

심부화 및 개발비 상승요인으로 인하여 폐광 또는 휴광 중에 있으며， 시멘트 원 

료용으로 쓰이는 철광상인 예미 철광 등은 가행 중에 있다. 

4-2-2. 비금속 광상 

조사지역의 대표적인 비금속 광상은 석회석으로 대표적인 부존지역은 조선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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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군이 분포하는 지역인 삼척 단양 영월 정선 예미 지역인데 삼척과 단양지역 

에서 대다수의 양회 공장이 입주하여 대규모로 개발 중에 있다. 1996년도에는 약 

5，851만톤을 생산하였으며， 제철용 또는 화학원료용 석회석， 석회질 비료와 석 골 

재용 석회석 등의 대소 광산이 여러 곳에서 활발히 개발 중에 있다. 규석광산은 

인제군， 홍천군 및 평창군에서 과거 가행되었으나 현재 모두 휴광 내지 폐광상태 

에 있다. 

활석광상으로는 문막광산， 양일 136호와 신림 7호 및 동양활석이 가행된 바 있 

으나 모두 휴 폐광상태이며， 특히 동양 활석은 조선누층군의 돌로마이트 내지 돌 

로마이트질 석회암이 열수교대작용으로 생성된 광상이다. 백악기말에 관입한 규 

장암을 대상으로 도처에서 도석광산이 가행 중에 있으며， 제천 송악산일대에는 

쥬라기 화강암을 대상으로 석재광산이 개발 중에 있다. 

4- 2-3. 석탄광 

국내 에너지자원으로 유일한 무연탄은 1980년대를 정점으로 연간 2，400만톤 까 

지 생산하였으나 대부분의 탄광이 채진되거나 심부화 등으로 생산에 제약을 받 

고 있으며， 과거 가정 연료로 쓰인 구공탄이 깨끗하고 편리한 석유와 가스로 대 

체되면서 무연탄의 수요가 격감하여 현재 석탄생산광산은 전국적으로 수 개 광 

산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석탄은 거의가 무연탄으로 대부분이 고생대 말의 평안누층군과 중 

생대 중엽의 대동층군에 매장되어 있다. 평안누층군의 대부분이 분포하는 태백산 

지구내의 석탄매장량은 남한 전체 매장량의 85 %를 차지하고 있고， 조사지역 내 

의 삼척， 강릉， 정선， 단양 등 각 탄전에서 남한 석탄 생산량의 70 %이상이 생산 

되였다. 

1) 삼척탄전 우리나라 최대의 탄전으로 장성， 도계， 함백， 삼척， 동원， 어룡， 

윈
 



황지， 한성， 함태， 강원， 경동 등 큰 탄광이 밀집되어 1980년에는 년간 1200만톤 

을 생산한 바 있었다. 이 탄전은 남북으로 발달한 함백산 단층에 의해 동부와 서 

부로 구분된다. 동부는 지질분포상 황지지역， 장성지역 및 도계지역으로 세분되 

고， 서부지역은 동서방향의 축을 갖는 향사구조를 이루어 평안누층군이 남익부와 

북익부로 나뉘어 대칭적인 분포를 이룬다. 현재 가행되고 있는 지역은 동부 지역 

의 도계지역으로서 함탄층인 평안누층군이 두터운 백악기 화산암류에 의해 덮혀 

있는 관계로 탄층이 잘 보존된 지역이다. 

2) 강릉 탄전 : 강릉시 명주군 일원에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이 분포된 지역 

으로 중앙부의 임곡단층을 중심으로 동부와 서부로 이대분된다. 동부는 해안에 

연해 있고， 강릉， 화성， 낙풍 등의 탄광들이 개발되었으나 이 지역의 함탄층은 심 

히 교란되어 있다. 서부 지역은 지암， 곡전， 우성 및 강릉 탄좌 등 일부 탄광들이 

소규모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모든 탄광들이 폐광되었다. 

3) 정선탄전 : 정선군과 평창군 일대에 분포된 함탄층으로 분포면적은 가장 크 

다.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이 분포된 지역으로 북동 남서방향의 대향사구조에 

의하여 동남부와 북서부로 양분된다. 동남부지역의 나전， 우전， 평창 탄광 등이 

개발되었으나， 빈약한 탄층 발달과 함탄층인 장성층이 일부지역에서는 결층된 것 

이 확인된 관계로 개발이 모두 중단되었다. 

4) 단양 탄전 : 영월군 및 단양군 일원에 대상으로 분포되어 있는 탄전으로 동 

남부에는 조선누층군이 분포하고， 북서부로 평안누층군이 놓이고 상부에 대동층 

군이 평행하게 발달하고 있다. 이 지역의 함탄층은 평안누층군의 장성층과 대동 

층군의 반송층으로 주 가행대상은 장성층이다. 봉양과 단양 탄광 등이 개발되었 

으나 탄층이 빈약하고 불규칙하며， 대동층군에 배태된 탄층은 저질탄으로 개발이 

거의되지 않았고， 현재 모두 휴 폐광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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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지화학도 조사 

5- l. 야외조사 

1998년도는 1:25만 강릉도폭 전체에 대한 지화학도를 종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야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미 조사 지역인 강릉， 구정， 묵호 도폭에 대하여 시 

료 채취 및 야외조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 1994년도 이전에 실시한 중사 시료를 

매체로 한 l17H 도폭에 대해서는 자연수 및 표사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보완하 

고 995부터 작성한 자연수 지화학도를 1:25만 전체 도폭으로 확대하였다. 

지화학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지점은 총 3,5957H 지점으로 각 지 

점에서 가능한한 동일한 위치에서 표사와 자연수시료를 채취하였다(Fig. 3). 표사 

시 료는 각 하천 에 서 하상퇴 적 물을 80mesh체 로 수중 체 질 하여 0.179mm 이 하 부분 

을 150-200g 정도 채취하여 자연 건조하였다. 하천수 시료는 표사를 채취한 지 

점에서 채취하였는데 일부 지점에서는 하천수가 고갈되어 채취하지 못했다. 채취 

방법은 자연수를 0.45μm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한 다음 음이온 분석을 위하여 15 

m.e 진공 튜브에 담아 5 0C 이하로 냉장 보관하였고， 양이온 분석을 위한 시료는 

100m.e 폴리에치렌 병에 넣고 1 m.e의 질산처리를 한 다음 상온 보관하였다. 이와 

동시에 현장에서 pH, 전기전도도 Eh, 용존산소량과 alkalinity(HC03 ) 등을 측정 

하였고， 시료채취지점 주변의 지세， 지질， 광화여부 하천 및 퇴적물의 제반현황과 

오염상태 및 오염원 등을 기록하여 지화학도 해석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5- 2. 시 료조제 및 분석 방법 

표사시료는 • 200 mesh로 분쇄한 후 세 종류의 일본지질조사소 암석 표준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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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ample location map over the Kangneung Sheet(1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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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테프론 비커에 0.5gr 씩 취하여 질산과 염산 그리고 불산을 넣고 hot 

plate 위에서 가열하여 완전 용해시킨 다음， 과염소산을 첨가한 후에 완전히 건조 

시킨 후 염산으로 용출시켜 최종적으로 50mR의 용액을 만들어 분석에 이용했다; 

분석 기 는 ]obin-Yvon사의 1CP-AES인 Geoplasma(Model B]Y - 70 plus)로 서 

RF generator 의 주파수는 40.68빠이며， 출력은 2.3kW의 고출력 성능을 가지고 

있다. Ultrasonic nebulizer을 사용하여 다원소 동시분석을 실시하였고， 감도가 나 

쁜 Al, Mo 과 W 등은 단파장 분석도 실시하여 보정하였다. 각 원소의 분석에 

이용한 파장과 측정한계는 Table 5- 1과 같고， 분석시의 용액속에 용해되어 있는 

다른 원소에 의한 간섭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channel 마다 배경치 강도 

(background intensity) 보정 을 실시 하였으며 , 감도가 낮은 경 우에 는 간섭 현상이 

적은 파장을 선택하여 감도가 최대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자연수의 양이온은 SPECS 사의 CALM1X→7를 희석하여 표준시료로 사용하였 

는데 분석은 전술한 1CP 로 표사시료와 똑같은 조건하에서 실시하였다. 음이온 

은 Dionex 회 사제 인 10n Chromatography로 분석 하였 다. 

Table 5-1. The wavelengths and detect limit of the trace elements for chemical 
analysis using ICP-AES(BJY Geoplasma 70 plus) with ultrasonic nebulizer. 

elements wavelngth Sed Water‘ elements wavelngth Sed Water 
(nm) (ppm) (ppb) ( nm) (ppm) (ppb) 

Ag 328.068 0.3 2.0 Li 670. 780 2.0 0.02 
Al 308.215 3.0 0.2 Mg 279.079 3.0 0.003 
As 193.695 2.0 2.0 Mn 257.610 0.2 0.01 
B 249.670 0.6 0.1 Mo 202.032 1. 0 0.3 
Ba 233.527 0.2 0.01 Na 588.990 20.0 0.2 
Ca 317.933 2.0 0.01 Ni 231.604 1. 0 0.2 
Cd 226.502 0.2 0.07 Pb 220.353 2.0 1. 0 
Co 228.502 0.4 0.1 Si 251. 611 2.0 2.0 
Cr 267.716 0.8 0.08 Sr 407. 700 0.2 0.003 
Cu 324. 754 0.5 0.06 V 31 1. 070 1. 0 0.06 
Fe 259.940 6.0 0.09 w 207.911 10.0 0.8 
K 766.490 60.0 30.0 Zn 213.85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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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자료처 리 및 지 화학도 작성 

자연수 및 표사시료의 분석결과는 통계처리 software~ SPSS 프로그램 

(SPSS lnc ，)에 의 해 처 리 하였고 도면화는 Surfer V6.04(Golden software 

lnc.)을 사용하여 Pentium - 260MHz 기 종으로 처 리 하였다. 

지화학자료의 기본적인 통계자료인 배경치， 표준편차， 이상치 를 구하고， 

원소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였다. 또한 다원소 분포양상， 원소들과 지 질 

및 오염 등의 복합 관계 해석을 위하여 R - mode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이진수 외， 1989). 각 원소별 분포도인 지 화학도는 

등거리 보간법에 의해 도변화하였으며 각 시료 지점에 대한 요인점수 

(factor scores)를 구하여 같은 방법 에 의 해 도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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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원소별 지화학도 

6- l. 자연수 

1:25만 강릉도폭내 의 자연수시 료는 Al, As , Ba, Ca, Cd, Co, Cr, Cu, Fe, K, Li, 

Mg , Mn, Mo, Na, Ni , Pb, Si, Sr, V, Zn 등 양이온 21개 원소와 Cl , F , 

HC03 , N03 , sol 등 음이온 5개 성분 및 야외에서 측정한 pH와 전기전도도 
등 모두 28개 성분에 대하여 지화학도를 종합하였다. 텅스텐(W)은 ultrasonic 

nebulizer를 장착하기 전과 후의 분석치가 보정되지 않아 종합 지화학도에서 제 

외되었지만， 광화대 지역에서는 훌륭한 지시원소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결과 

를 보여준다. 각 원소별 지화학적 특성 등은 Hem (1992) 전효택(1991)과 임연풍 

(1996)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6-1-1. 알미 늄(AD 

알미늄은 지각 구성원소 가운데 세번째 많은 원소로서 자연수중 pH가 아주 

낮은 경우는 예외지만 비교적 용해도가 낮은 편이다. 알미늄은 규산염 화성암류 

중 장석， 운모 amphibole 등에 주로 들어있고， 풍화 작용으로 생성된 

gibbsite(AlzSizOs( OH)4)와 고령 토(A14(Si401O)(OH)8) 동에 그리 고 퇴 적 기 원의 점 토 

광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알미늄을 함유하는 gibbsite의 경우 0.1미크론 이하의 입자로 물속에 존재할 가 

능성이 있어 멤브레인 필터를 사용해도 입자가 분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다. 자연수내의 Al함량은 일반적으로 낮아 0-400ppb이다. 미국의 경우 pH가 4.0 

이하의 지하수나 금속광산 및 탄광에서 유입된 수계에서 수백ppm의 함량을 보 

인다. 일반적으로 Al의 함량이 높을 경우 물고기류와 수서 생물에 해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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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져 있고， 인체에는 치매증이나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 

하고 있으나 아직 불분명하다. 만성적인 Al 중독은 대뇌신경을 교란하여 언어장 

애， 기억력 상실， 이상 행위 동의 질병인 조로성 치매증이 유발된다. 음용수내의 

허용 기준치는 미국의 경우 5Oppb, 유럽은 10ppb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에 

서 음용수에 대한 10년간의 연구 결과는 Al의 함량이 110ppb 이상 함유된 음용 

수를 상용하는 경우 lOppb의 음용수를 먹는 사람보다 조로성 치매증에 걸릴 확 

률이 50%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에서 Al의 평균 함량은 652ppb 이고 함량범위는 0-345ppm으로 매우 

높은 값을 가지는데， 이는 표준편차가 9，756ppb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탄광 페수 

에 오염된 시료들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중위수는 44ppb로서 높은 편은 아니다. 

지질 암상별 Al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면 화강암 분포지역의 자연수내의 배경 

치는 61.0ppb, 변성암류의 분포지역은 82.3ppb, 조선누층군 분포지역인 자연수내 

의 배경치는 174.5ppb인데 반해， 평안누층군의 자연수는 5，846.9ppb에 달한다. 이 

는 평안누층군의 탄층 내에 부존하는 황화광물 특히 황철석 들이 탄광개발로 인 

해 지하수와 접촉하여 산화작용을 촉진하여 강산성수를 만들면서 점토광물내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용해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Al의 분포 경향은 지 질을 잘 반 

영하고 있다. 즉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이 분포하는 지역의 자연수에서 높고， 

화강암류와 변성암류 분포지역의 자연수에서는 낮은 경향을 보인다. 조선누층군 

의 석회암 지역과 평안누층군의 탄광폐수와 그 주변의 하천수에서 인체에 해로 

울 만큼의 매우 높은 함량을 보이는데， 이들 하천수를 식수로 사용 할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Fig. 4). 

6-1-2. 비 소(As) 

비소는 인간에게 소량이라도 해가 되는 유독한 원소이며， 먹는 물의 기준은 

50ppb이 하로 제 한하고 있다(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976).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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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의 비소 함량은 5-50ppb이나 지하수에는 100 -1000ppb로 매우 높으며， 최 

고 250ppm까지 함유되어 있다. 미국의 하천수의 함량 범위는 1O -1000ppb에 달 

한다. 유비철석 (FeAsS)광상의 산화대나 광산폐수에서는 비소 함량이 매우 높아 

12-107ppm에 탈하는 곳도 있다. 

비소는 금속화합물 내지 황화물로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며 황화광물로 이루어진 광 

상내에 부수광물인 유비철광 또는 황화광물의 복합체로 산출된다. 물속에서는 As5+나 

As'J+이 안정하며， 산성환경하에서는 HzAs04 상태가， 염기성환경하에는 HAsO42-이 

우세하다 AsS+의 독성이 As'J+보다 적으며 지표수에서는 As5+가 많다. 

비소는 함수산화철에 흡수되거나 황화물과 공침하여 물속의 함량이 감소한다. 유 

기물과 생물체중에는 디메칠 아세닉산((CH，)zAsOüH)과 메칠 아세닉산(CH1AsO( OH) :z) 

으로 존재하는데， 자연수에 용해되는 것은 주로 후자이며， 특히 석탄에 고함량이 집 

적되어 있다. 비소는 유기체내에서 대사가 빨라 4- 6시간 후에는 배출되기 시작한 

다. As3+는 효소 계통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며， 조직세포의 호흡을 방해하며. 중추 

신경계통과 말초 신경계통의 기능을 어지럽혀 다발성 신경염을 유발한다. As'J+는 또 

한 혈관 계통에도 장애를 초래하고 섬장에 대한 독성작용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원 

소상태의 비소와 적당량의 비소 섭취논 인체에 유익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의 As 배경치는 평균 본 지역에서 As의 이상대는 크게 2 

개 지역에서 볼 수 있다. 남동중앙부 고생대지층 특히 평안누층군 지역과 서북부 

백악기 화강암 주변지역에 넓게 분포되고 있다. 비소의 분포 경향은 Al보다 지질 

적인 요소를 극명하게 잘 반영하고 있다. 화강암류와 변성암류가 분포하는 지역 

은 As의 배경치가 14-15ppb로서 매우 낮은 값을 보이나， 조선누층군의 석회암 

분포지역에서는 배경치가 음용수의 허용 기준치에 가까운 52ppb에 달하며， 평안 

누층군내의 탄광페수에서는 최대 4，787ppb의 함량을 보이는 곳도 있고， 모든 탄 

광폐수에서 매우 높은 값을 보인다. 자연수내의 비소함량은 광화작용 특히 금 은 

광상에 대한 지시원소로 매우 유용한 것으로 각 광상의 주변 하천수에서도 높은 

값을 가지나， 탄광폐수의 높은 값에 간섭을 받아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46-



조사역 서북편 내평， 어론， 홍천 및 청일 도폭에서 다소 미약하게 나타나는 넓은 

이상대는 쥬라기 백악기의 화성암류의 관입으로 형성된 광화대의 영향으로 형성 

된 것으로 해석된다 (Fig.5) 

6-1-3. 바륨(Ba) 

자연수내의 Ba 함량은 20-100ppb이고 미국의 대도시 상수원의 평균 함량은 

43ppb이고 최고치는 1550ppb이다. 바륨은 톰속의 골격에 농집되며， 과량이 농집 

되면 골격의 연화， 마비， 뼈가 휘는 병을 유발하고. Ba(OHh와 BaCb와 같은 화 

합물은 독성이 매우 강하여 경련， 사지마비 등 급성 중독을 일으킨다‘ 음용수내 

의 허용기준치는 카나다는 1 OOOppb , WHO는 50ppb로 제한하고 있다 바륨은 K 

와 함께 화성암류에 함유되고 중정석 광물로 황화광상에서 산출되며 수용액 중 

에는 Ba2+로 존재하고 자연수 중에는 20ppb함유된다(Rose et al.. 1979) 

지질별 Ba의 분포경향은 화강암류，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의 퇴적암류가 분 

포하는 지역의 자연수에서 배경치가 11-15ppb로 약간 높고， 변성암류 분포지역 

에서는 배경치가 5.6ppb로 낮은 값을 갖는다.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Ba 

의 배경치는 lOppb이고， 최고치는 253ppb 이다. 이상대는 어론 도폭인 홍성군 두 

촌면 원동 자은리 천현리 역내리를 잇는 홍천단층대의 광화대와 제천화강암 분 

포지역이 높고， 엄정도폭의 금가면일대의 쥬라기 화강암내의 황화물 광화대에서 

높은 분포를 보인다. 삼척 묵호， 태백 장성 도계탄광 부근의 Ba 이상대는 탄광 

폐수와 유관한 것으로 해석된다(Fig. 6). 

6-1-4. 칼숨(Ca) 

칼슐은 친석원소로 지각중 4.15% 존재하며 다섯번째 많은 원소이다. 칼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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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의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주원소로서 적당량은 인체의 생장， 발육과 

정상적인 신진대사에 필수적이나， 너무 높은 경우에는 건강에 좋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수 중 Ca의 허용기준치는 각국의 표준이 달라서 카나다 200ppm, 

영국 150ppm. 미국 100ppm이며， 추천 표준함량은 미국의 경우 30ppm이다. 칼숨 

은 CaCO:l, CaS04와 인산염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며， 석회암， 방해석， 백운모， 

대리석과 조개껍질 등 다양하다. 일반 하천수내의 Ca 함량은 평균 20.4ppm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Ca의 배경치는 13ppm이고， 최고치는 122ppm이 

다. 지질별 Ca함량은 화강암분포지역의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l1ppm, 변성암류의 

분포지역은 6.9ppm. 평안누층군의 자연수는 17.9ppm인데 반해， 조선누층군 분포 

지역인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49.5ppm에 달한다- 따라서 자연수내 Ca의 분포 패 

턴은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층 분포지역과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Fig. 7). 

6-1-5. 카드륨(Cd) 

친동원소인 Cd는 유독한 중금속으로 Zn과 공존하고 있으며， 산성환경하에서 

쉽게 이동하고 용해도도 높은 편이다. 카드륨의 오염은 금속광산과 금속산업 특 

히 Zn 선광 및 제련장과 화석연료 연소시에 다량 발생한다. 카드융의 독성은 

1962년 일본에서 발표된 중독증으로 인해 잘 알려져 있으며， 신장과 심장에 작용 

하여 고혈압， 돌연변이 및 암을 유발한다. 자연수내의 함량범위는 5ppb이하이나 

미국 동부지역의 지표수중 4%가 lOppb이상의 함량을 보인다. 아연광산의 폐수에 

서는 1-5ppm까지 검출된다. 식수 허용기준치는 대부분의 나라가 1ppb이나 영국 

과 WHO는 5ppb로 제한하고 있다.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Cd의 배경치는 2ppb이고， 최고치는 83ppb이다. 

대부분의 자연수 시료들이 검출한계 이하로서 아주 낮은 값을 가진다. 지질 암상 

별 Cd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면 화강암 분포지역의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O.4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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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암류의 분포지역은 O.6ppb으로 낮은데 반해， 평안누층군의 자연수는 3.1ppb 

와 조선누층군 분포지역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1.4ppb에 달한다. 따라서 자연수내 

Cd의 분포 패턴은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층 분포지역을 잘 반영하고 있다. 조사지 

역에서 Cd의 이상대는 태백도폭내의 탄층을 개발하면서 유리된 Cd들이 폐수로 

유입되면서 형성된 이상대들이다(Fig. 8). 

6- 1- 6. 코발트(Co) 

친동원소인 Co는 Mg , Ni , Cr과 공존하며 유색 내지 초염기성암류에 많이 함 

유되어 있으며， 마그마 분화가 일어난 산성암에서는 그 함량이 매우 낮다. 코발 

트는 동식물의 기본적인 영양소가 되고， 섭취량이 부족할 경우 식욕부진， 빈혈.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수용액 중에는 Co2+와 Co3+ 상태로 존재하며 유기물 

과 복합체를 이루어 3가로 변하여 공침한다. 자연수중의 함량은 O.0l -5ppb이다. 

코발트가 인체에 미치는 독성은 거의 보고된 바 없으나， 러시아에서는 lppm을 

허용 기준치로 정하였으며， 자연수내에는 약 O.lppb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ose et 0 1., 1979).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Co의 배경치는 4ppb이고， 최고치는 l ，287ppb이 

다. 지질 암상별 Co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변 화강암분포지역의 자연수내의 배경 

치는 lppb , 변성암류의 분포지역은 1.8ppb인데 반해， 조선누층군 분포지역 자연 

수내의 배경치는 3.5ppb이고 평안누층군의 자연수는 35.3ppb에 달한다. 따라서 

자연수내 Co의 분포 패턴은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층과 평안누층군의 지질분포 상 

태를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속광상 및 탄광폐수에 오염된 하천수에서 

는 함량이 모두 높다. 탄광 폐수내의 Co함량은 태백도폭 탄광지역인 고한， 사북， 

어룡탄광과 함백산 남측의 우백색을 띄는 폐수보다 묵호와 구정 도폭내의 탄광 

폐수와 철광상 지역 및 예미， 정선지역의 붉은 적색 폐수가 더 높게 나타난다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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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크롬(Cr) 

친석원소인 Cr은 Ni , Mg , Co와 마찬가지로 초염기성암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 

으며， ophiolite내의 dunite내에 층상광상을 이루는 chromite(FeCr204)광물이 주이 

다. 일반 자연수의 Cr 함량은 O.002-5ppb로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일반 지하수 

의 함량이 지표수보다 높게 나타나며， 온천수의 경우 120ppb에 달한다.3가 크롬 

이나 CrÔ+로 자연수중에 존재하며， 이중에 CrÔ+ 이 유독한 중금속으로 음용수의 제 

한 기준은 50ppb 이하이다. 도금산업의 폐기물에서 Cr의 오염이 심각하게 이루 

어 진다(Durfor 1964).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Cr의 배경치는 3ppb이고， 최고치는 81ppb이다. 

대부분의 자연수 시료들이 검출한계 이하로서 아주 낮은 값을 가진다. 지질 암상 

별 Cr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변 화강암 분포지역의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O.8ppb, 

변성암류의 분포지역은 l .4ppb인데 반해， 평안누층군의 자연수는 3.3ppb이고， 조 

선누층군 분포지역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1.9ppb에 달한다. 크롬 역시 탄광폐수 

및 그 주변 하천수에서 높은 값을 보인다. 또한 북서부지역의 변성퇴적암이 분포 

하는 지역에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변성퇴적암내에 협재된 염기성 암 

층으로부터 기 인된 것으로 생각된다(Fig. 10). 

6- 1-8. 동(Cu) 

구리는 친동윈소의 대표로 현대산업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자원의 하나이 

다. 구리는 쉽게 산화 침출되므로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게된다. 구리는 동식물 

에게는 필수적인 미량원소로 부족할 경우 골조직과 연골조직에 결함이 발생한다. 

자연수 중에는 비교적 낮은 함량을 보이는데 이는 다른 이옹과 쉽게 결합하여 

침전하거나 암석이나 점토에 잘 흡착되기 때문에 평균 3ppb 함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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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는 Au, Ag, Pb, Zn 등과 같이 황화광물내에 공존하며， 주 광물은 황동광 

(CuFeS2) 이고， 1 차， 2차 광물이 수십종 존재한다.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Cu의 배경치는 4ppb이고， 최고치는 l，080ppb이 

다. 대부분의 자연수 시료들이 검출한계 이하로서 아주 낮은 값을 가진다 지질 

암상별 Cu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면 화강암 분포지역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2.5ppb, 변성암류의 분포지역은 2.1ppb, 조선누층군 분포지역인 자연수내의 배경 

치는 2.9ppb인데 반해， 평안누층군의 자연수는 19.1ppb에 달한다. 이는 강산성수 

인 탄광페수가 암석내의 금속이온을 용해시켜 자연수내에 부화시킨 결과로 해석 

되며 일부 이상대는 황화광상과 관련되어 있다(Fig. 11>. 

6-1-9. 철 (Fe) 

철은 친철원소의 대표로 지각중 평균 5.63% 존재하는 네 번째 많은 원소이고 

주로 염기성 화성암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철은 인체 내에서 주로 혈액의 

hemoglobin과 결합하여 산소의 수송체계를 형성하며， 세포의 주요 조성성분을 

이루고 있고 여러 효소의 합성에 참여하여 유기체가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유지 

하도록 돕는 생명체의 필수적 원소이다. 그러나 과량의 철은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 내에 축적이 일어나는데. 특허 간과 신장이 영향을 받으며， 유아에 

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철은 식물에게도 매우 중요한 원소로서 엽록소를 합성할 

때 촉매제 역할을 하며， 철이 부족할 경우 꽃이 색깔과 향기를 잃어버리고 잎이 

누렇게 변한다. 자연수 중에는 100ppb 존재하며 300ppb 이상은 음용을 자제토록 

권장하고 있다. 자연수에서는 Fe2+와 Fe:l +로 존재하며 산화환원 조건의 변화에 

따라 서로 바뀐다. 황철석 (FeS:z)과 자철석 (Fe:104) 이 주 광물이며 수많은 유색광 

물내 존재한다.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Fe의 배경치는 60ppb이고， 최고치는 2，200ppb이 

다. 지질 암상별 Fe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변 화강암 분포지역의 자연수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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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37.8ppb, 변성암류의 분포지역은 65.3ppb, 조선누층군 분포지역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67.2ppb인데 반해， 평안누층군의 자연수는 692 .1ppb 에 달한다. 다른 금 

속원소와 마찬가지로 탄광폐수에 높게 나타나고， 인구밀집지역에서 높은 함량을 

보인다(Fig. 12). 

6- 1- 10. 칼륨(K) 

친석원소인 K은 화강암류의 주구성성분이며 카리장석과 운모류의 풍화작용에 

의하여 물에 농집되는데， 자연수에는 일반적으로 0.3-5ppm 정도 존재하며， 지하 

수내에는 더 많이 부화된다. 칼륨은 조성세포의 중요한 양이온으로 세포 내에 위 

치하여 각 세포의 정상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인체가 펼요로 하 

는 양은 1.4-3.7g/일로서 6g이상 섭취하면 유해하며， 결핍될 경우에 피로， 어지 

러움， 구토 등이 수반되고， 심하게는 큰육마비 현상이 온다.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K의 배경치는 0.98ppm이고， 최고치는 38.3ppm 

이다. 지질 암상별 K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면 화강암 분포지역 자연수내의 배경 

치는 1.04ppm, 변성암류의 분포지역은 0.97ppm, 평안누층군의 자연수는 0.7ppm 

이고 조선누층군 분포지역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1.0ppm으로서 지질 암상에 따른 

함량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인구밀집지역과 경작지의 분포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염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Fig. 13). 

6-1-11. 리 륨(Li) 

친석원소인 Li는 자연수내에는 그 함량이 매우 적어 0.001 -lOppb이나， 해수 

중에는 100-170ppb로 매우 높은 함량을 가진다. 리륨은 휘석이나 페그마타이트 

내의 운모 등 규산염 광물에 존재하며， 거정 화강암내에서는 U외 Be, Nb, T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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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존하고， 해성퇴적암 분포지역에서의 자연수가 높은 함량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자연수중의 Li은 독성이 규명되지 않았으나， 신경흥분을 억제하여 진정시 

키는 유익한 미량원소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하천수에는 평균 2ppb 정도 용존 

되어 있다. 온천수나 염수에서는 5ppm 이상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CHem， 1970).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Li의 배경치는 2ppb이고， 최고치는 913ppb이다. 

대부분의 자연수 시료들이 검출한계 이하로서 아주 낮은 값을 가진다. 지칠 암상 

별 Li의 분포 경향은 화강암 분포지역에서는 Li이 거의 검출이 되지 않고， 변성 

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의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O.5ppb, 변성암류의 분포지역은 

0.6ppb, 조선누층군 분포지역인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1.4ppb인데 반해 ， 평안누층 

군의 자연수는 17.2ppb에 달한다. 리륨 역시 다른 금속원소와 마찬가지로 탄광폐 

수에 높게 농집 된다CFig. 14). 

6- 1- 12. 마그네 숨(Mg) 

친석원소인 Mg는 지각 구성원소 중 8번째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염기성 

내지 초염기성암류와 탄산염암에 주로 존재한다. 자연수에서는 Mg2+로 존재하고 

Ca와 더불어 물의 경도를 좌우하는 원소로서 일반적으로 Ca 함량의 약 1/4 정도 

로서 대략 5-15ppm이 자연수에 들어 있다. 해수의 Mg 농도는 평균 0.129%에 

달하며， 지하수내의 Mg함량이 지표수보다 훨씬 높다. 지표의 증발 환경하에서 

Mg의 농집이 Ca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미국의 상수원의 Mg 배경치는 약 

6.25ppm이며， 범위는 0-120ppm이다. 마그네숨은 식물에 있어서 절대 펼수원소 

로 엽록소 분자를 구성하는 중심원소로 Mg이 없으면 녹색세계가 존재할 수 없 

으며， 인체에도 매우 중요하다. 마그네숨은 세포내부구조의 안정제이며， 세포내 

효소의 보조인자로서 신경정보 전달에 도움을 주고， 신경과 근육의 흥분을 억제 

한다. 인체에 Mg의 결핍이 심할 경우 단백질 합성이 중단되며， 심근괴사와 신경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양을 섭취할 경우 유독하며， 신경과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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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Mg의 배경치는 2.58ppm이고， 최고치는 

267.l 1ppm이다. 지질 암상별 Mg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변 화강암 분포지역의 자 

연수내의 배경치는 1.9ppm, 변성암류의 분포지역은 2.54ppm, 평안누층군의 자연 

수는 6.3ppm인데 반해， 조선누층군 분포지역인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9.5ppm로 

높다 .. 따라서 자연수내 Mg의 분포 패턴은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층의 분포상태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조선누층군의 두위봉형 석회암층에 비해 백운석질의 석회암 

으로 구성된 영월형 석회암의 분포양상을 매우 잘 반영한다(Fig. 15). 

6-1-13. 망간(Mn) 

친석원소인 Mn은 Mg. Fe와 같이 규산염 광물중 유색광물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자연수 중에서 산성일 때는 용해 상태의 Mn2+로 있으나， 알카리환경으로 

변하면 Mn(OH):.?로 침전한다. 자연수중의 함량범위논 20-45ppb이 며 ， 미국 지표 

수의 경우 평균 함량이 58ppb에 달한다. 망간은 생물에 있어서 필수 미 량원소로 

뼈의 생성과 생식과 중추신경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는 원소이나， 과다하 

면 중추신경 중독 및 신진대사 장애가 수반된다. 음용수의 기준치는 일본은 

200ppb, 미국은 50ppb 이하이다.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Mn의 배경치는 32ppb이고， 최고치는 14,492ppb 

이다. 대부분의 자연수 시료들의 Mn 함량은 낮은 값을 가진다. 지질 암상별 Mn 

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면 화강암 분포지역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12.6ppb, 변성암 

류의 분포지역은 66.7ppb, 조선누층군 분포지역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20.8ppb인 

데 반해， 평안누층군의 자연수는 398.9ppb에 달한다. 변성암류의 분포지역이 대체 

로 높고， 석회암 지대와 화강암 지역에서는 비교적 낮은 함량을 보이며， 평안누 

층군에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산성탄광 폐수에 기인한다. 또한， Mn의 분포 양상이 

영동고속도로에 연하여 대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며， 도로변에 높게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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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오염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Fig. 16). 

6- 1- 14. 몰리브덴(Mo) 

몰리브멘은 친철원소로 반상 동광상이나 반상 몰리브탱 광산에서 Cu. W , Sn , 

Re 등과 공존하며 산성화성암에서 주로 많이 수반한다. 자연수중에서는 MoO-l:2 

형태로 존재하며， 그 함량이 O.05-2ppb로 대체로 낮은 편이나， 휘수연 광산주변 

에서는 수십ppm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 Mo는 생물의 필수미량원소로서 효소 

의 합성과 촉진효소의 활성에 기여한다. 그러나 과다할 경우에는 임신 및 발정기 

의 지연을 초래하고 Cu결핍증을 유발한다.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Mo의 배경치는 5ppb이고. 최고치는 581ppb이 

다. 대부분의 자연수 시료들이 검출한계 이하로서 아주 낮은 값을 가진다. 지칠 

암상별 Mo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변 화강암 분포지역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O.4ppb, 변성암류의 분포지역은 O.6ppb, 조선누층군 분포지역 자연수내의 배경치 

는 1.4ppb이고， 평안누층군의 자연수는 3.1ppb의 배경치를 갖는다. 상동광산과 대 

화휘수연 광산 부큰에 뚜렷한 이상대가 형성되어 있을 뿐 그외 지역은 전체가 

낮은 분포를 보인다(Fig. 17). 

6 • 1-15. 나트륨(Na) 

친석원소인 Na는 알카리 금속 중에 하나이고 Li, K, Rb , Ce와 같은 그룹에 

속하며 지각 구성원소중 6번째로 평균 2.8% 함유되고 있다. 나트륨은 화강암의 

주성분으로 Na- K 장석류의 화학적 풍화에 의하여 유래되며 자연수 중에는 Na+ 

로 존재하고 자연수 중에 평균 O.5ppm 함유되어 있다(Hem， 1972). 

나트륨은 모든 조성 세포의 중요한 양이온으로 K와 마찬가지로 세포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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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필수 원소이다. 세포 내에 위치하 

는 K와 반대로 세포 밖에 위치하여 세포막을 분리하여 전해질의 평형을 이루는 

이온펌프작업의 역할을 한다. 나트륨이 부족할 경우 연약， 무력， 어지러움과 식욕 

부진이 일어나고 장기적으로 부족하면 성장발육에 영향을 준다. 또한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고혈압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나트륨의 섭취는 

주로 소금에 의한 것으로 음용수로 이용되는 자연수내에 존재하는 Na의 함량은 

건강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Na의 배경치는 2.9ppm이고， 최고치는 235ppm 

이다. 지질 암상별 Na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면 화강암 분포지역 자연수내의 배 

경치는 2.4ppm, 변성암류의 분포지역은 3.6ppm. 평안누층군의 자연수는 1.4ppm 

이고， 조선누층군 분포지역인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1.4ppm으로서 변성암 분포지 

역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나 뚜렷하지는 않다. 나트륨의 고함량대가 해안선을 

따라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해풍이나 해무에 의한 해수의 오염으로 생각된다. 또 

한 원주， 충주， 강릉， 동해， 태백， 울진 등의 도시와 고속도 및 주요 국도변 인구 

밀집지역과 경작지역에서 높은 함량을 보이는 것은 생활오수에 함유된 염분으로 

부터 오염 된 것으로 생각된다(Fig. 18). 

6- 1- 16. 니 켈(Ni) 

니켈은 친철원소로 Fe, Mg , Co, Cr과 함께 유색내지 초염기성 암류와 황화광 

상에서는 Cu, Co, Pt 등과 공존한다. 자연수가 산성일 때는 그 함량이 높고 활성 

도도 크지 만 pH 6.7이 되 면 Ni(OH)z로 침 전하여 수중의 함량이 급격 하게 줄어 든 

다. 또한 pH 7.5 이상일 때는 NiS04.7H20의 용해도가 급격하게 중가하여 수중의 

함량이 높아지는 특정이 있다. 일반 자연수의 Ni함량은 5ppb 이하가 보통이며， 

지하수의 경우 ppm단위의 높은 함량을 보이는 곳도 있다. 미국 상수도의 Ni평균 

함량은 4.8ppb이나 오하이오주 지표수의 평균치는 130ppb로 매우 높은 값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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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Ni은 인체내의 각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유지시키 

는데 필요한 원소로 알려져 있으나， 과량의 Ni는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며， 간 

장과 위를 해친다.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Ni의 배경치는 9ppb이고. 최고치는 2，261ppb이 

다. 지질 암상별 Ni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변 화강암 분포지역 자연수내의 배경치 

는 6.3ppb, 변성암류의 분포지역은 7.9ppb, 조선누층군 분포지역인 자연수내의 배 

경치는 12.0ppb인데 반해， 평안누층군의 자연수는 65.2ppb에 탈하며， 석회암지역 

과 퇴적암층 지역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자연수내 Ni의 분포 패턴은 조 

선누층군의 석회암층과 평안누층군의 지질분포 상태를 잘 반영하고， Cr, Co, Cu 

와 마찬가지로 탄광폐수지역과 광화대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하천수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낸다(Fig . 19). 

6- 1- 17. 납(Pb) 

납은 친동원소로 Ag와 같은 귀금속과 친화하고 Fe, Zn , Cu , Sb 등과 황화광물 

에서 공존하고 있으며， 주 광물은 방연광(PbS)이다. 납은 가공이 쉽고 산화와 부 

식이 잘되지 않는 성질 때문에 고대부터 그릇과 수도관 등으로 이용되었고， 끈래 

까지 많은 지역에서 수도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일부가 남아있는 곳 

도 있다. 1920년대에는 테트라에칠 납을 휘발유에 첨가하면 옥탄가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되고 나서， 많은 양의 납이 첨가제로 사용되었고， 휘발유 내연기관에 

의한 대기와 지표수의 오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1970년에는 25만3천톤의 

납이 휘발유 첨가제로 사용된 바 있다. 또한 탄광폐수와 석탄연료 사용으로 인해 

자연수내에 납이 오염되기도 한다. 자연수중에서는 Pb2+나 PbC03로 존재하며 가 

용성 유기물과 잘 화합한다. 오염이 되지 않은 자연수중의 납 함량은 5ppb이나， 

자동차와 인구밀집지역의 자연수내의 함량은 이보다 훨씬 높은 함량을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 13-151Oppb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납은 인체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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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유독원소(As ， Cd, Hg , Se)중 대표적인 원소로서 신경계 

통， 조혈계통， 소화계통， 내분비계통을 비롯하여 인체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수의 평균 3ppb 함유되어 있으며， 유독원소로 음용 

수 기준은 50ppb(미국 보건성)이다 

조사지 역 의 자연수내 에 함유된 Pb의 배 경 치 는 16ppb이 고， 최 고치 는 1 ，020ppb이 

다. 지질 암상별 Pb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면 화강암 분포지역 자연수내의 배경 

치 는 1O.7ppb, 변성 암류의 분포지 역 은 12.8ppb, 평 안누층군의 자연수는 37.9ppb이 

고， 조선누층군 분포지역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25.3ppb로서 석회암 지역과 퇴적 

암 지역이 높은 함량을 보여 지질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화대 지역 

과 탄광폐수로 오염된 수계에서 높은 함량을 보인다(Fig. 20) . 

6- 1- 18. 규소(Si) 

친석원소인 Si는 지각중 산소(0) 다음으로 많은 원소로 27.6%를 점유하고 있 

으며， Si02나 규산염으로 탄산염암류를 제외한 모든 암석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자연수내에서는 H2Si03 상태로 존재하며， 염기성환경하에서는 HSiO:l 상태로 해 

리되어 존재한다. 규소는 중요한 생물 필수원소의 하나로서 조류식물 내에 대량 

으로 농집되고， 화본과 식물에도 일정량 농집된다. 규소는 또한 벼의 줄기를 강 

하게 하여 도복을 방지하고 생산량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동물에 대해서는 

골격 발육에 규소가 필수적이며， 인체내에서는 단백질 및 다당의 합성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다당을 단백칠화하는데 기여한다. 필요한 양 이상의 규소를 섭취할 

경우에는 고혈압과 내출혈을 야기할 수있으며， 관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 

다. 영국의 경우 자연수내의 규소함량이 7.6ppm이 되는 음용수지역과 1.7ppm이 

되는 지역을 비교한 결과，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서 동맥경화증의 발병율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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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연수내의 규소의 함량은 2.3 -16.3ppm 사이이며， 평 

균 7ppm이나， 지하수에는 평균 17ppm 함유되어 있고(Davis & DeWiest,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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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대 지열수에는 328-350ppm(Bogomo!ov, 1966) , 국내온천중 수안보가 

33.97ppm으로 제일 높고， 유성온천은 13.06ppm(양문열외 994)이다. 규소의 용해 

도는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질온도계로 사용되며， 지열 탐사에 지 

시원소로 사용된다.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Si의 배경치는 4.32ppm이고， 최고치는 

13.31ppm이다. 지질 암상별 Si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변 화강암 분포지역 자연수 

내의 배경치는 4.67ppm, 변성암류의 분포지역은 4.86ppm, 평안누층군의 자연수는 

3.36ppm 인데 반해， 조선누층군 분포지역인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2.24ppm로서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 분포지역이 뚜렷하게 낮다. 기존 온천지역 주변의 수계 

의 하천수 들이 대부분 높은 Si 함량을 보이는데 이것은 지열에 의한 Si 용해도 

가 증가하여 형성된 이상대로 해석된다(Fig. 21l. 

6-1-19. 스트론륨(Sr) 

친석원소인 Sr은 Ca와 Ba광물 등에 수반되며， 탄산염 퇴적암류와 유색화성암 

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 암석의 풍화물， SrS04 (Ce!estite ), 

SrC03(strontianite) 또는 Sr을 함유하는 석 고층으로부터 자연수에 유입 된다. 자 

연수중에는 lOO-500ppb 정도의 Sr이 함유되어 있고， 평균 400ppb에 달하나， 지 

하수에서는 1-1.5ppm으로 높은 함량을 보이며， 해수 중에는 8-13ppm으로 높 

다. 스트론륨은 인체내의 골격에 함유되어 있으며， 그 함량의 정도에 따라 골격 

계통의 성장， 발육에 영향을 끼치는 원소이다. 과량의 Sr을 섭취할 경우 골격 

(Ca3(P04h)의 주성분인 Ca를 치환하여 골다공증과 연골화 현상인 구루병을 유발 

시키기도 한다.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Sr의 배경치는 52ppb이고， 최고치는 1 ，l96ppb이 

다. 지질 암상별 Sr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면 화강암 분포지역 자연수내의 배경치 

는 70.6ppb, 조선누층군 분포지역인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79.8ppb, 평안누층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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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수는 81.0ppb인데 반해， 변성암류의 분포지역은 33.0ppb로 낮은 값을 보이는 

반면， 석회암 및 화강암류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함량치를 보이며， Cr, Co, Cu, 

Ni와 마찬가지로 탄광폐수지역 주변의 하천수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낸다CFig 

22). 

6- 1- 20. 바나륨(V) 

친석원소인 V는 2차 우라늄 광물과 친화력이 있고 인산염 광물에 공존하며 유 

색광물에서 주로 수반되고 있다 적당량의 V은 인체 건강에 반드시 필요하며， 인 

체 내에서는 주로 지방질에 축적되고， 적혈구에도 분포한다. 바나륨은 인체 내에 

서 헤모글로빈， 적혈구 및 망상세포의 생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방질의 선진대사와 콜레스테롤의 분해를 촉진시키고 동맥경화증에 현저한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V은 식물성장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과량의 V은 

효소의 활성을 억지시키며， 특히 V 화합물들은 모두 독성을 가지고 있다.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V의 배경치는 2ppb이고. 최고치는 831ppb이다. 

대부분의 자연수 시료들이 검출한계 이하로서 아주 낮은 값을 가진다. 지질 암상 

별 V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면 화강암 분포지역 자연수내의 배경치 는 lppb, 변성 

암류의 분포지역은 1.3ppb, 평안누층군의 자연수는 1.8ppb이고， 조선누층군 분포 

지역인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l. lppb으로 암상과 지질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다. 

그러나 Cr, Co, Cu , Ni , Sr과 마찬가지로 탄광폐수지역 주변의 하천수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낸다CFig. 23). 

6-1-2 l. 아연 (Zn) 

친동원소인 Zn 은 Cu , Pb, Au, Ag , Sb, As , Se 등과 황화광상에서 공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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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아연광(ZnS) 이 대표적인 광물이다. 자연수중에서 Zn2+ 상태와 Zn(OHh 또는 

수용성 유기물과 복합체로 존재하며， 산화환경하에서는 ZnS04를 형성하고 잘 용 

해되나， 염기성 환경하에서는 침전이 일어나 자연수내의 Zn 함량이 낮아진다. 자 

연수의 아연 함량은 1O -20ppb이다. 미국 동부의 산성을 띄는 자연수내의 아연 

평균치는 40ppb로 매우 높은 값을 보인다. 아연은 생물에 있어서 비타민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무기원소로서 생식， 성장에 관여하며， 인체의 모든 기능과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자연수내의 고함량 아연을 섭취할 경우 독성은 약하나， 동의 결 

핍을 촉진하여 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용수의 제한 

기 준은 1.00ppm 이 하이 다.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Zn의 배경치 는 llppb이고， 최고치는 5，918ppb이 

다. 지질 암상별 Zn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변 화강암 분포지역 자연수내의 배경 

치는 3.4ppb로 낮고， 변성암류의 분포지역은 13.0ppb, 조선누층군 분포지역 자연 

수내의 배경치 는 18.5ppb인데 반해， 평안누층군의 자연수는 120.6ppb로 배경치가 

매우 높다. 자연수내 Zn의 분포 패턴은 산성탄광 페수와 광화대를 반영하고 있 

다(Fig. 24). 

6- 1- 22. 염 화물ccr) 

염화물은 F, B, 1 등의 할로겐 원소중 가장 많은 원소로 그 분포 범위는 매우 

넓다. 염화물은 화학성질이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가장 잘 이동하여 심지어 대기 

강우나 강설에서도 Cl 을 포함하고 있는데， 6.5ppm까지 검출되기도 한다(Beus ， 

1976). 염화물은 또한 콜로이드에 흡착되지 않고， 생물에 의해 축적되지도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연수내의 함량 범위는 5-30ppm이고 건조지역이나， 증발 

환경하에서는 자연수내에 Mg 등과 함께 농축된다. 지하수내의 Cl 의 함량은 일 

반적으로 지표수보다 높으며， 지하수의 생성 시기가 오래될수록 Cl 의 함량이 높 

아진다. 이는 암석내의 유색광물중 함수광물내에 포함된 염화물이 지하수에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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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이다. 자연수내에 염화물이 반입되는 끈원은 수분과 함께 염화이온이 

함유된 토양과 암석이 분해되거나 바람， 강우 또는 강설 등으로 바다의 염화물이 

기계적으로 반입되는 경우와 대기 중에 함유된 염진이 수중에 용해로 인해 공급 

된다. 음용수의 Cl 의 최대 허용량을 15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250ppm, 미국은 300ppm, 러시아는 500ppm으로 나라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cr의 배경치는 3.98ppm이고， 최고치는 

98.57ppm이다. 지질 암상별 Cl 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면 화강암 분포지역의 자연 

수내의 배경치는 5.23ppm이고， 변성암류의 분포지역은 5.31ppm, 평안누층군의 자 

연수는 3.36ppm, 조선누층군 분포지역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4.69ppm으로서 변성 

암과 화강암 분포지역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나 뚜렷하지는 않다. 염화물은 

Na와 마찬가지로 고함량대가 해안선을 따라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해풍이나 해 

무에 의한 해수의 오염으로 생각된다. 또한 원주， 충주， 강릉， 동해， 태백， 울진 

등의 도시와 고속도 및 주요 국도변 인구 밀집지역과 경작지역에서 높은 함량을 

보이는 것은 생활오수에 함유된 염분으로부터 오염된 것으로 생각된다(Fig. 25). 

6-1-23 불화물(F-) 

친석원소인 불소는 인회석광물내에 희유금속인 Be, Li , Mo, Sn, W , U 등과 공 

존하고， 함수광물내에 염화이온과 함께 들어 있으며， 주 광물은 형석광(CaF2) 이 

다. 불소는 인체의 필수원소로서 적당량은 뼈， 치아의 정상적인 성장과 유기체의 

신진대사에 유익하다. 그러나 과량의 불소는 각종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고 유기 

체의 신진대사의 장애를 일으키며， 생식선 및 부산의 내분비를 억제하여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노년기 인체의 골질 경화와 유년기 인체의 골질 연화 

를 초래하며， 불소반점치아증을 유발하고，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지각이상 내지 

사지마비를 일으키기도 한다. 자연수 중에는 평균 O.lppm (Rose et al., 1976) 존 

재하나 뉴질랜드 지열대 온천수에는 806ppm이나 함유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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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White et. al., 1963) , 우리나라 덕구온천이 1 1.0ppm으로 온천수중에 제일 높 

고， 온양옹천에서는 1.5ppm으로 비교적 낮은 함량을 보인다. 지표수에서 보다 지 

하수에서 높은 함량을 보이며， 해수에는 평균 1.3ppm이 들어있고， 음용수의 기준 

은 l.Oppm이다.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F 의 배경치는 O.26ppm이고， 최고치는 3.55ppm 

이나， 많은 자연수 시료들이 겸출한계 이하의 낮은 값을 가진다. 지질 암상별 F 

의 분포 경향은 변성암 분포지역에서 O.24ppm으로 높고， 화강암 분포지역은 

O.17ppm이고， 퇴적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은 대체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형석 광 

상을 중심으로 높은 분포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온천지역 주변의 자연수들이 비 

교적 높은 F 의 함량을 갖는다(Fig. 26). 

6-1-24. Alkalinity(HC03-) 

대기 중이나 토양 중의 유기물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자연수에 유입되어 

탄산염 암석의 용해를 촉진시켜 자연수 내에 HC03 의 함량을 대량으로 증가시 

킨다. 그 반응식은 아래와 같다. 

Ca(Mg)C03 + C02 + H20 • Ca(Mg)2 + 2 HC03 

자연수내의 pH가 8.2보다 클 때는 중탄산수소는 탄산 이온과 수소 이온으로 다 

음과 같이 해리된다. 

HC03 • H+ + CO} 

pH가 4.5이하 일 때는 H ' + HC03 • H2C03 로 안정된다.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HC03 의 배경치는 53ppm이고， 최고치는 

418ppm이다. 지질 암상별 HC03 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변 화강암 분포지역의 자 

연수내의 배경치는 41.0ppm, 변성암류의 분포지역은 29.8ppm, 평안누층군의 자연 

수는 41.9ppm인데 반해， 조선누층군 분포지역인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225.0ppm 

84-



38 0 00’N 

12r4 5‘E 

-Okm 20k m 

1000 

50 0 

O 
0.0 0 

O.OOpp m 

0 .40 

129 0 30’E 

East Sea 

3r oo ’N 

0 .25 ppm 0 .50ppm 0.75 ppm 

Stat istics F luoride(ppm) 

O bse rv ations ’ 2472 

Minimum : 0.00 

Med ian: 0 .19 

Maximum : 3 .55 

Mea n 0 .26 

Stand ard deviation 0 .25 
0 .80 

Fig. 26. Regional Geochemical Map of F-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 :250 ,000) 

- 85 -



에 달한다. 따라서 자연수내 HC03 의 분포 패턴은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층 분포 

지역과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Fig. 27). 

6-1-25. 질산염 (N03-) 

자연수내에 존재하는 질소 화합물은 주로 동물의 단백질이 미생물이 참여하 

는 복잡한 생물화학작용에 의해 분해되어 암모니아기산이 생기고 다시 가수분해 

작용을 거쳐 암모니아가 생성되는데 그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R- CHNH2- COOH + 2 H20 • R-CHOH + NH3 

NH3 + H20 • NH4 C + OH 

자연수중의 NH4+ 성분은 비교적 낮은 함량을 보이며， 밀폐된 환경하에서만 높 

은 함량을 보이고， 또한 지표 환경하에서는 대체로 불안정하여 산소와 결합하여 

NO:z 을 형성한다. 

2 NH4+ + 3 02 • 2 HN02 + 2 H20 

HN02 • H + N02 

N02 는 환원환경하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표수에서는 그 

함량이 비교적 낮으므로， 유기환경의 지시자로 이용되기도 한다 지표에서는 쉽 

게 산화되는데 그 반응은 아래와 같다. 

2 HN02 + 02 • 2 HN03 

HN03 • H+ + N03 

자연수내의 질산염 (N03 )은 직접적으로 인류생활에 의한 오염과 관계가 

며， 동물 사육장， 분뇨， 농업비료 및 공업폐수로부터 유입된다(Junge， 1958). 

。 1 。
λλ-

질산염 (NO:j- ) 자체는 인체에 직접 해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체 

내에서 환원되어 아질산염 (N02 )이 형성되어 암인자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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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표수내의 아질산염 (N02 )의 함량이 높은 물을 식수로 사용했을 경우 혈 

액중에 산소결핍을 초래하고 영아의 경우 청색증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콜롬비아의 위암발생율이 높은 지역의 식수를 조사한 결과 질산 

염 (N03 )의 함량이 대비지역의 21ppm에 비해 무려 5배에 달하는 llOppm이 검출 

된 바 있다(Hawksworth & Correa, 1975). 식수중의 질산염 (N03 )과 아질산염 

(N02 )의 허용 기준치는 각각 lOppm과 O.5ppm이다.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N03 의 배경치는 6.2ppm이고， 최고치는 

122.1ppm이다. 지질 암상별 N03 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변 화강암 분포지역의 자 

연수내의 배경치는 9.43ppm, 변성암류의 분포지역은 3.30ppm. 평안누층군의 자연 

수는 5.57ppm인데 반해， 조선누층군 분포지역인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11.20ppm 

이다. 자연수내 HC03 의 분포 패턴은 대단위 목장이 있는 도암도폭과 봉평， 안 

흥， 현리도폭이며， 그외 대도시 주변과 주요 도로변 또논 경작지에서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인다(Fig. 28). 

6- 1-26. 황산염 (S042-) 

지표수와 지하수의 sol 성분은 황화광물의 산화작용， 토양내 유기물의 분해 
및 산업 공해에 의해 유입된다.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는 환원 환경하에서는 불안 

정하여 각종 황산염을 형성하며， 침전한다. 금속광상이나 탄층내의 황화광물 특 

히 가장 흔한 황철석이 산화작용으로 분해되면서 황산이온의 함량을 높이고， 자 

연수를 강산성화 시키면서 모든 금속이온의 함량을 증가시키며， 그 반응식은 다 

음과 같다. 

2 FeS2 + 7 02 +2 H20 • 2 FeS04 + 2 H2S04 

4 FeS04 + 2 H2S04 + 0 2 • 2 Fe2(S04)3 + 2 H20 

자연수내의 sol 함량은 전원-농경지역에서는 지표수에서 15ppm, 도시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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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5-30ppm 산업지역에서는 평균 30-450ppm 의 함량을 가지며 (Riffenburg ， 

1925; Collins & Williams, 1933; Matthess, 1961) , 음용수의 기 준은 200ppm 이 하 

로 규정하고 있다. 음용수에 황산염 함량이 많으면 설사를 일으키게 되며， 노 E 
。-L-

가 높은 자연수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금속이온의 농도도 높기 때문에 인체 

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조사지역의 자연수내에 함유된 soi 의 배경치는 13.5ppm이고， 최고치는 

4，885.5ppm이 다. 지 질 암상별 so/ 의 분포 경 향은 변성 암과 화강암 분포지 역 에 
서는 8ppm 내외로 낮은 값을 가지나， 조선누층군 분포지역인 자연수내의 배경치 

는 18.6ppm인데 반해， 평안누층군의 자연수는 119.7ppm에 탈한다. 이는 지질분포 

와 탄광폐수 및 광화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Fig. 29). 

6-1-27. 전기 전도도konductivity) 및 

총용존 량(TDS: Total Dissolved Substances) 

자연수내의 전기전도도는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각 원소의 이온인 전해질의 

양 즉 총용존량과 정비례한다. 따라서 그 분포 양상은 자연수내의 주성분 원소인 

Ca, Mg 및 HCO;i 등과 거의 일치한다. 

지하수나 지표수가 지질물질을 통과하면서 용해된 물질과 강우나， 강설시 대기 

중에 있는 C02, Cl, S03, 등의 가스 성분， Ca, K, Mg 등의 분진과 산업공해 물칠 

이 수권에 용해되어 지표수에 전해질 물질이 유입된다. 보통 강우나 강설의 전기 

전도도는 21μs/cm(총용존량 lOppm) 이하이고， 습윤한 지역의 잘 용해되지 않는 

암석에서의 지표수와 지하수는 55μs/cm(25ppm) 이하의 값을 가지며， 염수(brine) 

에서는 600msl cm (300,000ppm) 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Davis 

and DeWiest, 1967; Hem,1970). 

조사지역의 자연수의 전기전도도의 배경치는 111μs/cm 이고， 최고치는 3，600μ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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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이다. 대부분의 자연수 시료들이 검출한계 이하로서 아주 낮은 값을 가진다. 지 

질 암상별 전기전도도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면 화강암 분포지역 자연수의 배경치 

는 10l.8μs/cm ， 변성 암류의 분포지 역 은 78.5.us/ cm , 평 안누층군의 자연수는 21O.0.us/ 

cm '{}데 반해， 조선누층군 분포지역인 자연수내의 배경치는 315.5μs/cm 에 달한다. 

따라서 자연수에 대한 전기전도도의 분포 패턴은 HC03 와 마찬가지로 조선누층 

군의 석회암층 분포지역과 일치하는 지질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Fig. 30). 

6- 1-28. Acidity(pH) 

수소이온 농도는 수소 이온 활성도(H+ )의 역수를 상용대수로 표시한 것으로 

서， 자연수의 범위는 6.5-8.5이며， 주로 풍화토의 산도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부 

식질과 식물뿌리에서 분비되는 유기산들도 자연수의 산도에 영향을 끼친다‘ 자연 

수의 산도는 각 원소의 이동에 큰 영향을 주는데， 대부분의 원소들과 그 화합물 

의 용해도는 자연수의 산도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조사지역의 자연수의 pH의 평균은 7.49로서 약알카리성에 가깝고， 최저치 는 

2.99이며， 최고치 는 12.3에 이 른다. 지질 암상별 pH의 경향을 살펴보변 화강암 분 

포지역 자연수에서는 7.19. 변성암류의 분포지역은 7. 17이며 평안누층군의 자연 

수는 6.93인데 반해， 조선누층군 분포지역인 자연수는 8.16에 달한다. 따라서 자 

연수에 대한 pH의 경향은 지질분포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각 탄전의 탄 

광폐수는 강산성을 갖는다(Fig.31). 

6-2. 표사 

1:25만 강릉도폭내의 표사에 대한 지화학도를 종합하는데 있어서 일부 원소에 

대해서는 서언에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분석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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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종합이 어렵고，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나중에 추가된 주성분 원 

소인 CaO, Fe203, MgO , MnO, Ti02와 As , Cd, Mo, Sr 및 W원소는 1:5만 구정 

도폭을 비롯한 13개 도폭에 한하여 지화학도를 작성하였으며， 그 외의 Ba, Co, 

Cr, Cu , Pb, V 등 미량원소에 대한 지화학도는 강릉도폭 전체를 종합하였다. 

6-2-1. 비 소(As) 

비소는 친동원소로서 지각 중 평균 1.8ppm이 들어있고， 주로 황화광물 내에 수 

반되는 유독성 원소로서 주광물은 유비철석 (arsenopyri te) 이다. 화강암과 현무암 

에 각각 2.lppm과 l .lppm이 함유되며， 토양 중에는 약 7.5ppm이 존재한다 

(Krauskopf, 1985). 비 소는 주로 함금석 영 맥， 또는 다중 금속광화작용에 수반되 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As는 Au와 가장 강력한 친화원소로서 금 은광 지화학탐 

사에는 필수적인 지시원소로 이용된다. 

조사지역의 표사내에 함유된 As의 배경치는 5.l6ppm이고， 최고치는 38.58ppm 

이며， 최저치는 O.04ppm이다. 지질 암상별 As의 평균 함량은 변성암 분포지역에 

서 6.83ppm, 화강암 분포지역은 7.04ppm이고， 평안누층군의 퇴적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의 표사 배경치는 6.28ppm으로서 대부분 비슷한 함량을 가지나， 조선누층군 

의 석회암내의 표사 배경치는 2.32ppm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As의 분포 양상 

은 평안누층군의 퇴적암이 분포하는 지역과 화강암과 변성암 분포지역이 높은 

반면， 조선누층군 지역은 낮게 나타나는 등 지질 분포의 특정을 반영하며， 상동 

광상과 금 은 광화대 지역에서도 역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Fig. 32). 

6-2-2. 바륨 (Ba) 

바륨은 친석원소로서 화성암류중 K에 수반되며 주된 광물은 중정석(BaS0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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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Pb나 Zn과는 황화광물에 공존하는 유독성 원소이다. 바륨은 화강암류에 

840ppm, 사암및 셰일에는 각각 170, 550ppm, 토양 중에는 300ppm이 함유되고 

있다(Krauskopf， 1985). 보통 화성암에서는 420 - 830ppm, 점토질 퇴적암에서는 

580 - 800ppm, 그리고 석회질 퇴적암에서는 10-190ppm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Rös]er and Lange, 1972). 

조사지역의 표사내에 함유된 Ba의 배경치는 676ppm이고， 최고치는 7,938ppm 

이며， 최저치는 3.71ppm이다. 지질 암상별 Ba의 평균 함량은 화강암 분포지역은 

659ppm이고， 평안누층군의 퇴적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의 표사 배경치는 682ppm 

으로서 비슷한 함량을 가지나， 변성암 분포지역에서는 498ppm이고， 조선누층군 

의 석회암내의 표사 배경치는 300ppm으로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인다. 바륨의 분 

포 양상은 조선누층군의 석 회 암이 분포하는 지 역 이 낮게 나타나고， 화강암 및 변 

성암 분포지역과 평안누층군 지역은 높게 나타나는 등 지질 암상의 특정을 반영 

하며， 예미 및 정선 도폭 내의 높은 함량을 보이는 이상대는 중정석 광화대로 생 

각된다(Fig. 33). 

6-2-3. 칼숨(CaO) 

칼숨은 보통 화강암질암에서는 5,1000 - 25,300ppm, 점토질 퇴적암에서는 

22,000 - 25,300ppm, 그리고 석회질 퇴적암에서는 302,300 - 312,400ppm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Rös]er and Lange, 1972). 

조사지역의 표사내에 함유된 CaO의 배경치는 4.95%이고 최고치는 49.53%이 

며， 최저치는 0.08%이다. 지질 암상별 CaO의 평균 함량은 변성암 분포지역에서 

l.81% , 화강암 분포지역은 2.87%이고， 평안누층군의 퇴적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의 

표사 배경치는 l.48%으로서 비슷한 함량을 보이는데 반해， 조선누층군의 석회암 

내의 표사 배경치는 10.54%으로 지질분포에 따른 배경치를 잘 나타낸다. 칼슐의 

분포 양상은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에 높고 그외 지역은 낮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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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보이는 등 지질 암상의 특정을 잘 반영한다CFig. 34). 

6-2-4. 카드륨(Cd) 

친동원소인 Cd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양은 극히 적으나 아연과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여， 천연적으로는 주로 아연광물에 수반되는 원소이기 때문에 아연광물이 

산출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소량으로 카드륨이 산출된다 섬아연석 (ZnS)내에 Zn 

를 치환하여 보통 1,OOOppm 이하 함유되어 있으며， 맹독성 중금속으로 지각중에 

는 2ppm, 토양에는 0.1 ~0.5ppm， 화강암에 0.1 ~0.2ppm 그리고 셰일에 0.3ppm 

함유되어 있다(Krauskopf， 1985). 

조사지 역 의 표사내 에 함유된 Cd의 배 경 치 는 0.09ppm이 고， 최 고치 는 0.41ppm이 

며， 최저치는 O.01ppm이다. 지질 암상별 Cd의 평균 함량은 변성암 분포지역에서 

0.087ppm, 화강암 분포지 역 은 0.091ppm이 고， 평 안누층군의 퇴 적 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의 표사 배경치는 0.100ppm으로 함량의 차이는 별로 없다. 조선누층군의 석 

회암내의 표사 배경치는 0.146ppm으로 다른 암상에 비해 높은 함량을 보인다. 

Cd의 분포 양상은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층이 분포하는 지역에 높고 그외 지역은 

낮은 분포를 보이는 등 지질 암상의 특정을 잘 반영한다CFig. 35). 

6-2-5 코발트(Co) 

코발트는 친동 및 친철원소의 특성을 가졌으며， Mg , Ni과 함께 초염기성 암류 

에 주로 함유되고 있다. 지각중에는 25ppm, 토양에는 10ppm, 화강암에 1ppm, 현 

무암에 48ppm, 초염기성암에는 150ppm 함유된다(Krauskopf， 1985). 점토질 퇴적 

암에서는 ~20ppm ， 그리고 석회질 퇴적암에서는 0.1 ~O.7ppm 함유되어 있는 것 

으로 보고되 어 있다(Rösler and Lange, 1972). 

-99-



38 0 00’N 129 0 30’E 
N 

f
m
ψ
l
 

EastSea 

127"45’E 37"00’N 

Okm 20km 
0% 15% 30 % 45 % 

500 - Statistics Calcium{CaO , %) 

Observa tions : 11 25 

250 홈L 
Minimu m: 0.08 

Med ian : 2 .02 

Max imum : 49 .53 

Mean : 4 .95 

0| 」r-〔 '"3 Standa rd deviat ion: 7.08 

0 15 30 

Fig. 34 . Regional Geochemical Map of CaO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 :250 ,000) 

100 -



38 0 00’N 129 0 30’E 
N” 
i
l
m川
W
l
l

East Sea 

12r45 ’E 37 0 00 ’N 

‘ 

Okm 20km 
0.10ppm 0.20ppm 0.30ppm 

150 

Statistics Cadmium(ppm) ... Observations: 11 25 

Minimum : 0.01 

Med ian: 0.09 
50 -1 Max imum : 0.4 1 

Mea n: 0.09 

Ol LLJ !약 Standard deviation: 0.04 . 
0.00 0. 10 0.20 

Fig . 35. Regional Geochemical Map of Cd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 :250 ,000) 

101 -



조사지역의 표사내에 함유된 Co의 배경치는 16.58ppm이고， 최고치는 92.75ppm 

이다 , 최저치는 O.OOppm이다. 지질 암상별 Co의 평균 함량은 변성암 분포지역에 

서 17ppm, 화강암 분포지역은 16ppm이로 비슷한 함량을 보인다- 평안누층군의 

퇴적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의 표사 배경치는 20ppm이고， 조선누층군의 석회암내 

의 표사 배경치는 23ppm으로 퇴적암 분포지역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코발트의 

분포 양상은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과 평안누층군의 퇴적암이 분 

포하는 지 역 이 높게 나타나고， 화강암 분포 지 역 이 낮게 나타난다. 변성 암 분포 

지역은 구성암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용두리 편마암 복합체와 구룡산 편마 

암 복합체가 분포하는 지역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치악산 안흥지역의 변성암 분 

포지역과 원남층군과 율리층군이 분포하는 지역은 낮은 분포 양상을 보인다‘ 이 

러한 지화학적 특징은 이들 변성암류가 서로 다른 기원 및 환경하에서 생성되었 

을 가능성 을 제 시 한다(Fig. 36). 

6-2-6. 크롬(Cr) 

크롬은 친석원소로서 Ni 및 Mg와 함께 초염기성 암류에 주로 산출된다. 크롬 

은 지 각중에 lOOppm, 토양에 43ppm, 초염 기 성 암에 2,980ppm, 염 기 성 암과 화강암 

에는 각각 170ppm과 4ppm, 그리고 석회암에 llppm, 셰일에는 90ppm의 함량이 

함유된다(Krauskopf， 1985). 크롬은 용해도가 작아 주로 풍화잔류토에 농축되 어 

있는데， 열대지방의 laterite Y. bauxite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조사지 역 의 표사내 에 함유된 Cr의 배 경 치 는 54.l7ppm이 고， 최 고치 는 537ppm이 

며， 최저치는 O.25ppm이다. 지질 암상별 Cr의 평균 함량은 변성암 분포지역에서 

75ppm, 평안누층군의 퇴적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의 표사 배경치는 76ppm이고， 조 

선누층군의 석회암내의 표사 배경치는 79ppm으로서 비슷한 함량을 보이나， 화강 

암 분포지역은 배경치가 46ppm으로 낮다. 크롬의 분포 양상은 조선누층군의 석 

회암이 분포하는 지역 및 변성암 분포지역과 평안누층군 지역은 높게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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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암이 분포하는 지역은 낮게 나타나는 등 지질경계 및 구조선도 

있을 정도로 지질 암상의 특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Fig. 37). 

6-2-7. 동(Cu) 

。;5<.하 까‘ 
Tr '2 I 

구리 는 친동원소의 대표원소로서 Pb. Zn, Mo, Au. Ag , Sb, Se, Ni , Pt 및 As 

와 황화물중에 밀접하게 수반된다. 구리는 토양중에 평균 15ppm, 화강암에 

12ppm 그리고 셰일에는 42ppm 함유된다(Krauskopf， 1985). 그리고 석회 질 퇴 적 

암에서는 4-30ppm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Rösler and Lange, 

1972). 구리는 식물의 필수원소로 10ppm 이하로 토양내 함량이 적으면 식물성장 

을 저하시키나， 반면에 함량이 높으면 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사지역의 표사내에 함유된 Cu의 배경치는 23.5ppm이고， 최고치는 359.7ppm 

이며， 최저치는 O.OOppm이다. 지질 암상별 Cu의 평균 함량은 변성암 분포지역에 

서 36ppm. 화강암 분포지역의 표사 배경치가 33ppm으로 낮다. 그러나 평안누층 

군의 퇴적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의 표사 배경치는 49.7ppm이고. 조선누층군의 석 

회암내의 표사 배경치는 49.6ppm으로 퇴적암 분포지역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Cu의 분포 양상은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과 평안누층군의 퇴적암 

분포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화강암과 변성암이 분포하는 지역은 낮게 나타나 

며， 각 광화대 주변에서 높게 나타난다(Fig. 38). 

6-2-8. 철 (Fe203) 

친철원소의 대표적인 원소인 Fe은 지각중 평균 5.63% (Fe20:i)로 네 번째 많이 

함유되어 있다. 암석내 함량은 초염기성암에 9.43%, 염기성암에 8.65%, 화강암 

류에 1.42%, 석회암에는 3.80%으로 주로 염기성암에서 높은 값을 보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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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중에 는 2.10%가 함유되 어 있다(Krauskopf， 1985). 

조사지역의 표사내에 함유된 Fe203의 배경치는 6.20%이고， 최고치는 24.1 6%이 

며， 최저치는 0.33%이다. 지질 암상별 Fe203의 평균 함량은 화강암 분포지역이 

4.25%으로 가장 낮고， 변성암 분포지역의 표사 배경치가 5.29%으로 약간 높다. 

평안누층군의 퇴적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의 표사 배경치는 6.48%이고， 조선누층 

군의 석회암내의 표사 배경치는 7.65%으로 퇴적암 분포지역이 높다. 

조사지역내 Fe203의 분포 양상은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 및 변 

성암 분포지역과 평안누층군 지역은 높게 나타나고‘ 화강암과 변성암 분포지역은 

낮게 나타나는 등 지질 암상의 특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삼척시 일대에 형성된 

고함량의 이상대는 산업 특히 시멘트 공장으로부터 오염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 

로 생 각된 다(Fig. 39). 

6-2-9. 마그네숨(MgO) 

마그네숨은 보통 화강암칠암에서는 0.16-0.94%, 점토질 퇴적암에서는 0.13-

0.15% , 그리고 석회질 퇴적암에서는 0.4-4.7%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Rösler and Lange, 1972). 

조사지역의 표사내에 함유된 MgO의 배경치는 3.27%이고， 최고치는 23.32%이 

며， 최저치는 0.15%이다. 지질 암상별 MgO의 평균 함량은 화강암 분포지역이 

l.72%이고， 평안누층군의 퇴적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의 표사 배경치는 1.70%로 

서로 비슷한 함량을 가진다. 변성암 분포지역의 표사 배경치는 2.31%로 약간 높 

고， 조선누층군의 석회암내의 표사 배경치는 6.05%로 매우 높다. 마그네습의 분 

포 양상은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 특히 돌로마이트질 석회암으로 

구성된 영월형 조선누층군 분포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그 외의 암석들이 분포 

지역은 낮게 나타나는 등 지질 암상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Fig.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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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0. 망간(MnO) 

친석원소인 Mn은 Mg , Fe와 같이 규산염 및 탄산염광물에 산출되며， 지각에는 

평 균 950ppm, 화강암에 390ppm, 석 회 암에 1,100ppm, 셰 일 에 850ppm, 토양에 는 

320ppm이 함유되 어 있다(Krauskopf， 1985). 

조사지역의 표사내에 함유된 MnO의 배경치는 0.11%이고 최고치는 5.28%이 

며， 최저치는 0.01%이다. 지질 암상별 MnO의 평균 함량은 화강암 분포지역이 

0.07%로 낮고， 변성암 분포지역에서 0.1 1% 평안누층군의 퇴적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의 표사 배경치는 0.10%이고 조선누층군의 석회암내의 표사 배경치가 

0.12%로 비슷한 함량을 보인다. 망간의 분포 양상은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이 분 

포하는 지역이 다른 암석 분포 지역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며， 석회암내의 스카른 

광상과 동-연 ←아연 등 비(댈)금속 광화대 지역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낸다(Fig. 

41). 

6-2-1 1. 몰리 브덴(Mo) 

친철원소인 Mo은 지각에 1.5ppm, 현무암에 1.5ppm, 화강암에 1.3ppm, 석회암 

에 0.4ppm, 토양에 평균 2.5ppm 함유되어 있다(Krauskopf， 1985). 몰리브덴은 반 

상 Cu-Mo- W 스카른 광상에서 주로 산출된다. 

조사지역의 표사내에 함유된 Mo의 배경치는 0.99ppm이고， 최고치는 2.57ppm 

이며， 최저치는 0.13ppm이다. 지질 암상별 Mo의 평균 함량은 변성암 분포지역에 

서 1.10ppm, 화강암 분포지역은 1.20ppm이고， 평안누층군의 퇴적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의 표사 배경치는 1.08ppm으로서 대부분 비슷한 함량을 가진다. 조선누층군 

의 석회암내의 표사 배경치는 0.74ppm으로 다른 암상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함량 

을 보인다. 몰리브댄의 분포 양상은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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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암석 분포 지역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며， 화강암 분포지역과 평안누층군이 분 

포하는 지역은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상동광상 주변에 높은 이상대가 형성되어 

있 다(Fig. 42). 

6- 2- 12. 니 켈 (Ni) 

친철원소인 Ni은 Mg , Co와 같이 초염기성암과 황화광상에 수반되며 ， 초염기성 

암에 2,OOOppm, 화강암에 4.5ppm, 토양에 17ppm 함유된다(Krauskopf. 1985). 그 

리고 석회질 퇴적암에서는 20-30ppm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Rös!er and Lange. 1972). 

조사지역의 표사내에 함유된 Ni의 배경치는 23.55ppm이고， 최고치는 

380.61ppm이며， 최저치는 O.OOppm이다. 지질 암상별 Ni의 평균 함량은 화강암 

분포지역이 28.4ppm으로 낮고， 변성암 분포지역은 37.7ppm이다. 평안누층군의 퇴 

적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의 표사 배경치는 44.7ppm이고， 조선누층군의 석회암내 

의 표사 배경치는 57.8ppm으로 다른 암상에 비해 높은 함량을 보인다. Cu와 유 

사한 분포 양상을 보이는 Ni은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과 평안누 

층군의 퇴적암 분포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화강암과 변성암이 분포하는 지역은 

낮게 나타나며， 각 광화대 주변에서 높게 나타난다(Fig. 43). 

6- 2-13. 납(Pb) 

친동원소인 Pb는 Ag와 밀접하게 공생하며， Fe, Zn, Cu 및 Sb와 같이 황화광 

상에 수반된다. 지각에 평균함량이 12.5ppm, 화강암에 18ppm, 토양에 17ppm이 

함유되고 있다(Krauskopf， 1985). 그리고 석회질 퇴적암에서는 -9ppm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Rösler and Lange,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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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 역 의 표사내 에 함유된 Pb의 배 경 치 는 54.78ppm이 고， 최 고치 는 5,724ppm 

이며， 최저치는 l.ûûppm이다. 지질 암상별 Pb의 평균 함량은 변성암 분포지역과 

화강암 분포지역이 96ppm으로 같은 배경치를 갖고 있다. 평안누층군의 퇴적암류 

가 분포하는 지역의 표사 배경치는 89ppm이고， 조선누층군의 석회암내의 표사 

배경치는 68.5ppm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납의 분포 양상은 암상에 따른 분포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이 분포 지역에 발탈한 팡화 

대 주변과 다른 광화대 지역에 높게 나타난다(Fig. 44)ι 

6-2-14. 스트론륨(Sr) 

친석원소인 Sr은 Ca 및 Ba과 공생하며， 지각에 375ppm ‘ 화강암에 1 ÛÛppm , 석 

회 암에 는 61Oppm, 토양중에 는 63ppm 함유된다(Krauskopf， 1985). 

조사지역의 표사내에 함유된 Sr의 배경치는 168ppm이고， 최고치는 665ppm이 

며， 최저치는 18.79ppm이다. 지칠 암상별 Sr의 평균 함량은 화강암 분포지역이 

323ppm으로 가장 높은 배경치를 보이며， 변성암 분포지역에서 156ppm, 평안누층 

군의 퇴적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의 표사 배경치는 167ppm이다. 조선누층군의 석 

회암내의 표사 배경치는 121ppm으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인다. Sr의 분포 양상 

은 중생대 화강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변성암이 분포하는 지 

역과 퇴적 분포지역은 대체로 낮다(Fig. 45). 

6-2-15. 티 타늄(Ti02) 

티타늄은 마그마가 분화하는 동안 산화광물인 티탄철석이나 자철석에 Ti4+로 

분배되어 존재하며， 금홍석， 아나타세 또는 부룩카이트내에 Ti02 상태로 들어 있 

다. 그리고， Ti이온은 각섬석과 운모류 등의 규산염광물내에 Mg 또는 Fe 이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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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하여 들어있다. 염기성암석은 산성암석보다 Ti의 함량이 높고‘ 현무암에서논 

일메나이트와 자철석에 주로 들어있으며， 화강암에서는 스펜에 주로 함유된다 

(Ure & Berrow, 1982). Ti는 변성작용 동안 이동성이 적으나(Nicolet & 

Adriambolona, 1980), 고변성작용에 따르는 후퇴변성시에 각섬석에 부화되는 경 

향이 있다CBeach & Tamey, 1978; Rollinson & Windly, 1980). 

조사지역의 표사내에 한유된 Ti02의 배경치는 0.71%이고 최고치는 2.53%이며， 

최저치는 0.03%이다. 지질 암상별 Ti02의 평균 함량은 변성암 분포지역에서 

0.63%으로 낮은 함량을 보인다. 화강암 분포지역과 평안누층군의 퇴적암류가 분 

포하는 지역의 표사 배경치는 0.84%으로서 서로 비슷한 함량을 가지나， 조선누 

층군의 석회암내의 표사 배경치는 0.66%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티타늄의 분 

포 양상은 중생대 화강암 분포지역과 평안누층군의 퇴적암 분포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변성암이 분포하는 지역은 낮게 나타난다(Fig. 46). 

6- 2- 16. 바나륨(V) 

바냐륨은 친석원소로 지각에 135ppm, 화강암에는 44ppm, 염기성암에는 

250ppm, 셰일에 130ppm, 토양중에는 57ppm 함유된다. 그리고 석회질 퇴적암에 

서 는 -20ppm 함유되 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Rösler and Lange, 1972). 

조사지 역 의 표사내 에 함유된 V의 배 경 치 는 102.8ppm이 고， 최 고치 는 696ppm이 

며， 최저치는 O.OOppm이다. 지질 암상별 V의 평균 함량은 변성암 분포지역과 화 

강암 분포지역에서 각각 74.6ppm과 75.3ppm으로 비슷하고， 평안누층군의 퇴적암 

류가 분포하는 지역의 표사 배경치는 93.8ppm이고， 조선누층군의 석회암내의 표 

사 배경치는 85.1ppm으로 퇴적암 지역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인다. 조사지역의 

V 분포 양상은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과 평안누층군의 퇴적암이 

분포하는 지역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변성암 분포 지역은 구성암석에 따라 차이 

를 보인다. 즉 용두리 편마암 복합체와 구룡산 편마암 복합체가 분포하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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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나는 반면， 치악산-안흥지역의 변성암 분포지역과 원남층군과 율리층군 

이 분포하는 지역은 낮은 분포 양상을 보인다. 중생대 화강암이 분포하는 지역도 

제천화강암 분포지역과 도암도폭일대의 화강암 분포 지역은 높은 반면 ， 그 외 화 

강암 분포지역은 낮다. 이러한 지화학적 특정은 이들 암석이 서로 다른 기원 및 

환경하에서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Fig. 47). 

6-2-17. 중석 (W) 

중석은 친석원소로써 주로 Mo, Sn, Nb와 함께 화성암에 공생하며， 회중석과 

철망간중석으로 산출된다. 중석은 지각에 평균 1.5ppm, 화강암에 1.5ppm, 셰일에 

1.8ppm, 토양에 는 1ppm 함유된다(Krauskopf， 1985). 

조사지 역 의 표사내 에 함유된 W의 배 경 치 는 1.73ppm이 고， 최 고치 는 206.3ppm 

이며， 최저치는 O.OOppm이다. 지질 암상별 W의 평균 함량은 변성암 분포지역에 

서 1.34ppm이고， 화강암 분포지역은 1.85ppm으로 변성암 지역보다 약간 높다. 평 

안누층군의 퇴적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의 표사 배경치는 O.77ppm으로 가장 낮은 

함량을 가지나， 조선누층군의 석회암내의 표사 배경치는 3.45ppm으로 높은 경향 

을 보인다. 중석의 분포 양상은 구성암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광화 

대 주변에서만 높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Fig.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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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종합해석 

자연수 시료의 경우에 물성과 원소함량을 이용하여， 하상 퇴적물은 성분원소 

사이의 상관관계를 각각 구하였고， 이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지화학적 환경 및 지 

질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집단을 규명하기 위해 R- mode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7-1. 상관관계 

7- 1-1. 자연수 시 료 

자연수 시료 3，3877H 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각 원소의 함량 등 26개 변수에 대 

한 각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해보았다(Table 7- 1). 유의수준 1%로 상관계수 

의 유의성 (Ho:p=O; Hj:põl! O)을 검정해보면 기각역은 -2.577이하와 2.577이상으로 

이것은 상관계수가 -0.044이하거나 0.044이상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값만을 비교했을 때는 대부분의 변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전 

기전도도(Con.)와 칼슐(Ca)사이로 0.95이다. 0.6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상관계수를 

갖는 변수는 Con. - HC03, Con. - S04, Con. - Mg , K- Cl, Ca- HC03, Mg - HC03, 

Ca • Mg , K- Na , Na- Si, Con. - Sr, SOc Sr, K- Sr, Mg - Sr, Ca- As , As - Ni , As- Pb, 

Cd- Pb, Co- Ni , Ni-Pb이다. 전기전도도는 용존되어 있는 이온들에 좌우되기 때문 

에 주요한 양이온과 음이온들과 비교적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주며， 광화작용 내 

지 염기성 암석에 부화되는 원소들끼리도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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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 1. Correlation coefficient matrix between some components in s tream waters. 

Con. pH CJ HC0 3 N03 S0 4 AJ As Ba Ca Cd Co Cr Cu Fe K Mg Mn Mo Na Ni Pb Si Sr V 
pH • CJ • HC0 3 • • N03 • ‘ • ‘ S0 4 • • ‘ ‘ AJ • • ‘ ‘ As • • ‘ • Ba ‘ ‘ ‘ ‘ ‘ Ca • • ‘ • ‘ • • • ‘ Cd ‘ ‘ ‘ ‘ • ‘ Co ‘ ‘ ‘ • ‘ • Cr ‘ ‘ ‘ • • Cu ‘ ‘ ‘ ‘ ‘ Fe ‘ ‘ ‘ ‘ K • • • • • ‘ ‘ Mg • ‘ ‘ • ‘ • • • ‘ l ‘ ‘ ‘ Mn ‘ ‘ • ‘ ‘ ‘ ‘ ‘ ‘ • • ‘ Mo 
Na • ‘ ‘ ‘ • ‘ ‘ Ni • ‘ ‘ ‘ • • • • • • ‘ • ‘ Pb • • ‘ ‘ • • • • • ‘ • • Si ‘ ‘ ‘ • ‘ ‘ ‘ ‘ ‘ ‘ ‘ • Sr • ‘ • • • • ‘ ‘ • • ‘ ‘ • • ‘ ‘ ‘ ‘ V ‘ ‘ ‘ ‘ ‘ ‘ Zn ‘ ‘ ‘ ‘ ‘ ‘ ‘ • ‘ ‘ ‘ ‘ 

{NA 

l 

- 0.2 < r < 0.2 r < 0.4 < 0.2 ‘ . : 0.4 드 r < 0.6 
• : - 0.6 < r ~ - 0.4 - 0.2 

. : 0.6 드 r 

‘ - 0.4 < r 드 



7-1-2. 하상 퇴적물 

1998년도에 채취한 l .l 257~ 하상퇴적물 시료의 17개 원소에 대한 함량을 이용 

하여 각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해보았다(Table 7- 2). 유의수준 1%로 상관계 

수의 유의성을 겸정해보면 기각역은 2.580이하와 2.580이상으로 상관계수가 

-0.077이하거나 0.077이상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Fe203와 Co사이로 0.83이다. 0.6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상관계수를 갖는 변수는 CaO- MgO, Fe20rCd, Fe20 r Cr, Fe20 r Ni , Fe:zOC) -V , 

TiOz-V, Ti02-CO, As - Mo , Cd- Co, Cd- V, Co • Cr, Co-Ni, Co • V, Cr • Ni , Cr-V, 

Cu←Ni이다. 주성분 원소 중에서는 지질현상(석회암 분포지역)을 반영하여 CaO와 

MgO가 비교적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주며， 자연수 시료와 비슷하게 광화작용 내 

지 염기성 암석에 부화되는 원소들끼리도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7-2. 요인분석 

R- mode 요인분석은 변수틀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서로 유사한 변수끼리 

묶어주는 통계처리 방식이다. 요인분석의 장점은 여러 개의 복잡한 변수들을 몇 

개의 동질성을 갖는 공통집단으로 묶어줌으로써 자료의 복잡성을 줄이고， 몇 개 

의 요인으로 정보를 요약하는 데에 있다. 

7-2-1. 자연수 시료 

위에서 구한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고유값(eigenvalue) 이 1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여 vanmax 회전을 한 결과를 Table 7-3에 나타내었다. 고 

유값이 1 이상인 다섯 개의 요인이 설명해 주는 분산은 원래 자료가 설명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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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7- 2. Correlation coefficient matrix between some elements in stream sediments collected in 1998. 

As Ba CaO Cd Co Cr Cu FeD:> MgO MnO Mo Ni Pb Sr Ti02 V 
Ba ‘ CaO • ‘ Cd ‘ ‘ Co • Cr • • Cu • • ‘ Fe20 :l • • • ‘ MgO ‘ ‘ • MnO ‘ ‘ ‘ ‘ Mo • ‘ • ‘ • Ni • l • • • ‘ Pb ‘ Sr ‘ ‘ ‘ ‘ ‘ ‘ ‘ Ti02 ‘ ‘ • • ‘ ‘ • ‘ ‘ V • l • ‘ • ‘ ‘ • • w 

1 

〕{
N∞1 

- 0.2 < r < 0.2 r < 0.4 드 0.2 ‘ 0.6 
- 0.4 

. : 0.4 ~ r < 
• : - 0.6 < r 드 - 0.2 

. : 0.6 드 r 

‘ - 0.4 < r 드 



Table 7-3. Eigenvalues and factor loadings of some components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250,OOO).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Eigenvalue 7.76501 3.67873 3.17112 1.52246 1.13900 

% of Var 29.9 14.1 12.2 5.9 4.4 

Cum. % 29.9 44.0 56.2 62.1 66.4 

Variable Factor loadings Communality 

Con. .90509 .30544 .03621 .07496 -.08786 .92713 
Ca .89156 .32790 -.11043 -.04565 -.10440 .92757 
Mg .84179 .27603 .00155 .09255 -.00282 .79338 

HC03' .82695 .24132 -.21155 -.16797 -.20240 .85602 
Sr .71725 .09010 .41757 .12468 .19350 .74992 

sol' .61836 .21764 .35740 .08281 .19875 .60383 
N03' .60343 -.12813 .20037 .02704 .15398 .44513 
pH .55594 -.06296 -.07396 -.45774 -.19551 .56625 
AI .50590 .28642 -.18968 .44200 .02592 .56998 

Pb .25845 .79686 -.04852 .06959 -.16134 .73501 
Ni .27995 .75896 .09081 .15495 -.16991 .71552 
Co .15894 .74004 .00913 .22617 .10607 .63540 
Cr -.04067 .71515 .08431 .10272 .21964 .57899 
Cd .16863 .71278 -.02124 .23522 -.07575 .59802 
As .40695 .65046 -.20828 .13765 -.23081 .70431 
V .00127 .53291 .16321 -.15808 .29314 .42155 

Na -.03345 .04060 .90163 -.00597 .11533 .82905 
Si -.36375 .00778 .73290 .07177 .14611 .69601 
cr .39595 .03495 .71334 .18215 -.22743 .75175 
K .45142 -.01940 .69989 .18445 .18502 .76225 

Fe -.05542 -.00500 .31560 .72621 -.13338 .64787 
Zn .07620 .29130 -.12273 .67575 -.05987 .56595 
Mn .16655 .08939 .41680 .64535 .06743 .63048 
Cu -.08057 .38548 .01650 .52224 .10126 .43834 

Mo -.07807 .00383 .04523 -.07180 .73210 .54928 
Ba .42492 .02616 .22809 .23435 .53771 .5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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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분산의 66.4%이며 그 중에 요인 1과 2 그리고 3이 차지하는 분산은 56.2% 이다. 

요인 1은 Con. , Ca, Mg , HC03, Sr, S04, N03, pH, Al의 적재량이 높은데， 특히 

Con. , Ca, Mg , HC03의 적재량은 0.8이상이다. 석회암 지역을 흐르는 자연수내에 

는 이러한 원소들이 다른 암상 위의 자연수보다 특히 부화되어 있어 요인 l은 

암상의 차이 즉 석회암층의 분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요인 1에 대한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이용하여 그린 그림 (Fig. 49)은 지질도 

(Fig. 2)중의 석회암지역과 아주 좋은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요인 2는 Pb, Ni , Co, Cr, Cd, As, V의 적재량이 높다. 이들 원소중 Pb, Cd, 

As는 광산지대에서 높은 원소들이며 Ni. Co. Cr. V은 염기성암에서 특히 높은 

원소들이다. 따라서 요인 2는 광화대의 부존 가능성을 암시하며， 또한 지질 및 

암상의 차이에 따른 미량원소의 함량의 차이를 반영하는 인자로 해석할 수 있다. 

요인 2에 대한 요인점수는 석회암지대 특히 광산지역에서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고， 변성암지역에서도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Fig. 50). 

요인 3은 Na, Si, Cl, K의 적재량이 높은데， Na와 Cl, K의 경우에 축사 및 인 

구밀집지역에서의 인위적 수질오염과 해변가까운 곳의 해풍에 영향에 의한 환경 

오염과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Si와 Na는 암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요인 3은 오염과 암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인자로 생각할 수 

있다. 요인점수는 해변과 인구밀집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며， 석회암 지역에서 낮 

게 나타난다(Fig. 51). 

Fe, Zn, Mn , Cu의 적재량이 높은 요인 4는 광화대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 

석되며 (Fig. 52) , Mo, Ba의 적재량이 높은 요인 5는 광산지역에서 특히 높으며， 

암상으로 볼 때 화강암지역에서 높은 경향이 었다(Fig. 53). 

7-2-2. 하상 퇴 적 물 

1998년도에 채취한 총 1 ，125개의 시료를 이용하여 구한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 네 개만을 추출하여 varimax 회전 

을 한 결과는 Table 7-4에 나타나 있다. 네 개의 요인이 설명해 주는 분산은 

64.6% 이며， 그 중에 요인 1과 2이 차지하는 분산은 50.5% 이다. 

요인 1은 Co, V, Fe203, Cd, Cr, Ni , Ti02의 적 재 량이 높은데， 이 들 원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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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Regional Geochemical Map of factor scores on factor 1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 :25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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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0. Regional Geochemical Map of factor scores on fa ctor 2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 :25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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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Regional Geochemical Map of factor scores on factor 3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 :25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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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52. Regional Geochemical Mapof factor scores on fac tor 4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 :25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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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Regional Geochemical Map of factor scores on factor 5 
in stream waters over the Kangneung Sheet(1 :25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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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V , F e20 :1, Cr , Ni은 주로 염 기성 암석 에 특히 많이 수반되는 친철원소들로 

인자 1은 지질분포의 영향을 반영 하며， 일부 광화작용의 영향도 반영하논 인자료 

해 석 할 수 있 다(Fig. 54) . 

요인 2는 CaO, M g O , M o , As에 의 한 인자로 CaO와 MgO 지질현상을 반영하 

며 ， Mo와 As는 광화대에서 높게 나타난다. 인자 2에 서 CaO와 MgO는 음의 적 

재량을 보이 고， Mo와 As는 양의 적 재 량을 보이므로 광화대와 관련이 없는 석회 

암 지 대에서 인자 2에 대한 요인점수가 낮게 나타난다(Fig. 55). 

요인 3은 Sr, Ba의 적 재 량이 높은데 ， 지질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 

인 점수의 그림 (Fig . 56)은 화강암지역 에 서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W , MnO, Cu , Pb의 적 재 량이 높은 요인 4는 광화작용의 영향을 반영하는 인자 

로 해석 할 수 있다(Fig . 57 ). 

Table 7-4. Eigenvalues and factor loadings of some components in s trearn 

sediments collected in 1998.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Eigenvalue 5.36442 3.22183 1.28262 1.11933 

% of Var 31 .6 19.0 7.5 6.6 

Cum. % 31 .6 50 .5 58 .1 64.6 

Variable F actor loadings Communality 
c。 .93905 . ‘ 03307 -.03564 .08472 .89137 
V .90819 .08598 16663 -.02650 .86068 

Fe203T .86815 00025 -.19324 .15193 .81410 
Cd .82597 .25722 ‘ 01833 .27364 .82361 
Cr .78391 -.01362 -.14554 -.02995 63678 
Ni 72569 -.14513 -.24865 .27368 .68441 

Ti02 .70332 13146 .42688 -.06792 .69878 

Ca。 -.13186 -.88920 00269 18803 .84342 
Mg。 06391 -.80705 -.08937 -.00243 .66341 
Mo .14242 .67315 49666 30818 .81506 
As -.01533 .61473 .51870 27387 .72218 

Sr -.16690 -.01933 .83161 .02141 72027 
Ba -.01710 25121 .52495 -.08245 .34577 

w -.08574 .00137 -.01007 .65989 .44291 
Mn。 .24811 -.09756 -.05608 .52592 35082 
Cu .44288 -.04878 -.22414 51365 .51260 
Pb .04352 .13727 17050 33501 .1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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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54 . Regional Geochemical Map of factor scores on factor 1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 :25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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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Regional Geochemical Map of factor scores on factor 2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 :25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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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56 . Regional Geochemical Map of factor scores on factor 3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 :25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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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Regional Geochemical Map of factor scores on factor 4 
in stream sediments over the Kangneung Sheet(1 :25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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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 론
 

l. 1998년도 지화학 조사연구는 1:5만 강릉， 구정 및 묵호도폭의 지화학 

조사와 함께， 1994년부터 조사한 1:25만 강릉도폭 전체에 대한 지화학도 

를 종합 작성하였으며 전체 조사 면적은 약 14 ，040k띠에 해당되고， 1차 내 

지 2차 수계에서 채취된 시료수는 자연수 3,3867H , 표사 3 ，5957B 이다. 

2. 조사지역의 지질은 기저층으로 선캠브리아기의 변성퇴적암류가 분포 

하고 이를 관입한 선캠브라아기의 화강암류가 분포한다. 이들 암석위에 

동서방향의 향사구조를 가진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이 조사지역 동남 

부에 자리 하고 있고 쥬라기 에 화강암류가 북동 남서 방향으로 중앙부에 

서 동서로 저반을 이루며 관입하였다. 또한 백악기에서 제삼기에 이르는 

시기의 화성암류와 퇴적암류들이 소규모로 분포되어 있다. 

3. 조사지역은 우리나라 제일의 광화대인 태백산 지구로서， 각종 금속 

광상이 발달되어 있고， 평안누층군 내에 배태되어 있는 석탄과 석회석광 

등 비금속광상이 분포하고 있다. 

4. 자연수 시료중 물리화학적 성분인 pH , 전기전도도와 HC03 는 현지 

에 서 직 접 측 정 하 였 고 , Al, As, Ba, Ca, Cd, Co, Cr, Cu, Fe, K, Li, Mg , Mn , 

Mo, Na, Ni , Pb, Si, Sr, V, Zn 등 양이온 21 개 원소와 C1 , F , NO3 , SO42 등 

음이온 4개 원소는 실내 분석하여 각 원소별로 지화학도를 작성하였다. 

5. 하 상 퇴 적 물 인 표 사 는 As, Ba, CaO, Cd, CO, Cr, CU, Fe203, MgO , MnO , 

Mo, Ni, Pb, Sr, Ti02, V, W 등 17개 원소를 실내 분석하여 각 원소별로 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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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를 작성하였다. 

6. 자연수 지화학도에 나타나는 원소의 분포 양상은 @ 석회암 분포 등 

암상에 따른 분포 (pH ， 전 기 전도도， HC03-, Al , Ca, Mg , Si, Sr, soi ), @ 

탄광 폐수오염 및 광화대 와 관련된 분포 (As ， Cd, Co, Cr, Ni, Pb , V) , @ 생 

활 오폐수 등 오염에 따른 분포(K， Na, Cl ), @ 휘수연 광화대와 관련된 

분포 (Mo ， Ba) 등으로 분류된다. 

7. 표사 지화학도에 나타나는 원소의 분포 양상은 @ 지칠 암상에 관련 

된 분 포 (Co , Cr, Ni , Cd , Fe203, CaO, MgO, V, Ti02, Sr, Ba) , @ 광 화 대 와 

관련된 분포 (Mo ， As , Cu, W, MnO) 등으로 분류된다. 

8. 조선누층군의 석회암 분포지역과 탄층을 배태하고 있는 평안누층군 

분포 지역에서 발원한 각 수계의 자연수 시료들은 암석학적인 요인에 의해 

HC03 , N03 , sol , Al, As, Ba, Ca, Cd, Co, Mg , Ni , Pb , Sr, Zn 등의 각종 원 

소들이 다량으로 용해되어 있고， 이들 중 As , Al 등의 유해원소 함량은 식수 허 

용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수자원의 이용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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