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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ustainability of CO2-rich water by analyzing the water level and water quality change pattern with the
amount of its use in Angseong area, Chungju. The origin and supply of CO2 component were discussed in consideration of 87Sr/86Sr
ratio, occurrence of CO2–rich fluid inclusions in nearby W-Mo deposits and other surrounding geolog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data from 1986 to 2017, the depth of the water level of CO2-rich water was significantly lowered in the late period (2009-2015)
than in the early period (1986-1992) of the development of hot spa wells, and the optimal yields for pumping tests also showed a
tendency to gradual decrease. Concentrations of CO2 component also decreased continuously in the later stages compared to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but it has been stable since 2012. It is inferred that the geological environment related to forming W-Mo quartz
vein deposits (0.5×1.5×several km) around the study area are largely involved in the origin and supply of CO2 component, and the
supply of CO2 component is not infinitely supplied from deep current magma activity. Rather, since it is finitely supplied from a
restricted subsurface region formed in the past geological period, it is necessary to efficiently control its use in order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CO2–rich water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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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충주 앙성지역 탄산천의 이용량에 따른 수위 및 수질 변화 패턴을 분석하여 탄산천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암석/물의 87Sr/86Sr 값과 주변 W-Mo 광상에서의 함-CO2 유체포유물의 산출, 주변의 지질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산 성분의
기원과 공급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986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탄산천의 수위 심도는 탄산 온천공 개발 초기(1986
∼1992년)에 비해 후기(2009∼2015년)에 매우 하강되어 있으며, 적정양수량도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탄산 성분 역시 개
발 초기에 비해 후기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저감되었으나, 2012년 이후로는 안정된 양상을 보였다. CO2 성분의 기원과 공급은
연구지역 주변에 발달된 W-Mo 석영맥 광상(0.5×1.5×수 km 규모)의 지질학적 생성 환경과 크게 관계된 것으로 추정되며, CO2
성분의 공급이 지하 심부의 마그마 활동으로부터 무한히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지질시대에 형성된 부존지역에서 공급되
기 때문에 탄산천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연구지역 내 탄산수의 이용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탄산천, 충주 앙성지역, 수위/수질 변화, CO2 기원, CO2 부존지역

1. 서 론
CO2 함량이 많은 탄산수는 일반적으로 광물질이 많이
함유된 미네랄워터(mineral water)로서, 보통 병입수(bottled
water) 혹은 관광/온천 등의 휴양 자원(recreational resource)
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주로 탄산 약수와 온
천수로 이용되어 왔다. 국내 탄산천은 이용이 지속되면
서 향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리지질학적 연구가 필요
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계적으로 탄산천은 대부분 젊은 지질시대의 조산
대 내 단층, 화산 등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
으며, 일부는 열곡대를 형성해가는 대륙 주변부에서 산
출된다(Irwin and Barnes, 1980; Ishibashi et al., 1995;
Cartwright et al., 2002). 즉, 탄산천의 산출은 전세계적으
로는 주로 지질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나 최근까
지 지질 활동이 있었던 지역에서 단층 및 습곡에 의한
단열계(fracture system)의 발달 상태와 관련이 깊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Hancock et al., 1999; Keppel et al.,
2020).
우리나라에서도 충청, 강원, 경상지역 등지에서 탄산천
이 산출되고 있으며, 남한의 탄산천들은 주로 중생대 화

강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이거나 화강암류와 주변 지질과
의 접촉부 지역에서 연관성 있게 산출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Jeong et al., 2005; Lee et al., 2021). 한반도의 지
질은 지체구조적으로 안정된 지괴에 속하므로 현재 단층
및 화산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탄산천 산출 특성이 전세계적인 지질 상황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미네랄워터의 CO2 기원은 변성기원의 탈휘발작용
(metamorphic devolatilisation), 마그마의 탈기작용(magmatic
degassing), 유기물의 산화작용, 퇴적기원 탄산염과 물의
상호작용 등 다양하게 보고되었다(Irwin and Barnes, 1980;
Schoell, 1983; Chivas et al., 1987; Giggenbach, 1992;
Giggenbach and Corrales-Soto, 1992; Mayo and Muller,
1997; Céron et al., 1998; Cartwrite et al., 2002). 우리나
라 탄산천의 기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에 의
하면, CO2 성분은 심부 마그마 기원이지만 탄산천의 지
하수 자체는 강수에 의한 순환수(meteoric water)로 해석
되고 있다(Jeong et al., 2001; Koh et al., 2008). 우리나
라의 지체구조적 특징으로 볼 때, CO2 성분이 심부 마그
마 기원이긴 하지만 현재 심부로부터 직접 공급되는 것
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지질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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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지역에 포획되었던 마그마 기원의 CO2 성분이 최
근에 균열대를 통하여 순환 중인 지하수 속에 용해되어
들어간 후 탄산천이 되어 다시 샘물 형태로 지표로 유출
되거나 온천공 등을 통하여 토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Kim et al., 200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연구지역 탄
산천의 CO2 공급은 매우 한정적일 수 있으며, 향후 우리
나라의 좋은 물로서 탄산천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는 이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지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창의형 융합연구사업
“한국의 자연기원 좋은물 발굴·확보 및 가치고도화 기술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서 기능성워터(탄산수) 산출 유망
지에 대한 정밀 및 특성 평가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본
연구는 융합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내용 중 충주
앙성지역 탄산천이 온천으로 개발된 초기부터 최근까지
의 이용량 변화에 따른 수위와 수질 특성 변화를 분석하
여 수량과 수질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보았고,
탄산천 주변의 지질 특성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산출
되는 탄산천의 기원과 공급 지역의 분포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탄산수(CO2-rich water)의 이용량에 따른 수위 및
수질 변화 양상과 탄산천의 기원에 대한 검토는 향후 국
내 탄산천이 우리나라 좋은 물의 개발과 보존, 그리고 지
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개념 모델 설정의 한 예로서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2. 연구 지역 및 연구 방법
2.1. 연구지역 현황
연구지역은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돈산리 일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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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는 1990년대부터 능암온천, 돈산온천, 앙성온
천 등의 탄산 온천들이 개발·이용되어 왔다. 충주 앙성지
역 탄산천은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약 90 km, 충주 시청
으로부터는 약 15.7 km 거리에 위치한다(Fig. 1). Fig. 1
에서, 탄산천 개발지역의 위치(J1∼J3, N1∼N3, D1)는 온
천공 개발을 위한 온천조사 시 보고서에 수록된 주소 지
번을 표시한 것이다.
탄산 온천공이 개설되어 있는 지역에는 안성천이 북서
에서 남동 방향으로 흐르며, 연구지역으로부터 약 3 km
지점에서 충주-여주 사이의 남한강에 합류된다. 안성천을
따라서 앙성단층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안
성천 남쪽으로는 보련산(764.4 m)-국망산(769.6 m), 북쪽
으로는 새바지산(281.6 m)-치마산(440 m 이상)의 고지대
를 형성하고 있다. 남측의 보련산에서 탄산천 방향의 산
줄기를 따라 과거에 W-Mo 광산이 개발되었으며, 후술하
는 바와 같이 이 광산에서는 액체 및 기체 CO2를 함유
하는 유체포유물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다(KIGAM, 1992;
Park and Choi, 1974; Park et al., 1985a, 1985b).
탄산 온천공들은 해발고도 80~95 m 범위에 위치하며,
온천공의 심도는 500~1,000 m 범위를 보인다(Table 1).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산 온천공들은 모두 중생대
쥐라기 화강암체 내에 분포하며,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앙성단층과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단층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N1, N2 온천공이 1986년에 개
발되어 온천공 조사를 받았으며, 1990년도에 D1, 1992년에
J1, J2, J3 온천공들이 개발되었다. 1986년도 당시의 온천
공 심도는 500~600 m이었으나, 1992년도에는 580~722 m,

Fig. 1. Location map of Chungju Angseong CO2-rich water area. Brown, red and pink areas in this map indicate each address and
a lot number for D1, J1∼J3, and N1∼N3 wells recorded in the hot spa well test reports.

문상호 · 기원서 · 고경석 · 이철우 · 최한나 · 고동찬

480

Table 1. Summary description for CO2-rich water wells developed in Chungju Angseong hot spa area, Korea
Results of pumping test

Well
ID

Well
depth
(m)

Test Date
(year)

D1

703

1990

303

3.66

97.96

1992

247.95

8.26

108.26

2004

204

18.30

92.89

-

-

2009

237

14.51

109.62

4.18

2015

237

14

146

1992

266.13

54

74.67

2004

153

150.90

2009

82

249.86

J1

722

J2

700

J3

580

N1

N2

N3

600

500

1,000

Pumping rate
(m3/d)

Initial DTW
(m)

Final DTW
(m)

Storage
Coefficient

References

3.57

-

KIER(1991)

2.099

-

Transmissivity
(m2/d)

4.608

3.60E-05

244.63

-

-

341.15

0.65

-

2015

66

300

350

-

-

1992

209.49

18.74

88.54

4.417

2.46E-05

1986

260

8

33.5

293.76

5.30E-5

2004

300

14.5

78.16

14.96

-

2009

80

63.12

161.15

3.301

2.47E-03

1986

310

7

31.45

388.8

6.58E-05

2004

150

54.8

114.35

20.13

-

2009

114

68.52

163.48

4.837

1.93E-03

2012

155

104.35

200

1.1445

-

KIGAM(1992),
KIGAM(2004),
KHSRC(2009b),
KHSA and
KHSRC(2015)

KIGAM(1992)

PCC(1986),
KHSRC(2009a),
KHSA and
KHSRC(2015)

KHSA and
KHSRC(2015)

*DTW: depth to water

2012년도에 개발된 N3 온천공은 1,000 m로서 온천공의
개발 심도가 점차 깊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Table 1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온천수의 수위 하강 현상과 관련
이 있어 보인다.
온천공의 투수량계수(Transmissivity)는 0.65~388.8 m2/d
로서 매우 넓은 범위로 보고되었으나, 개발 초기에 비해
후기로 가면서 산정된 투수량계수는 작아져서 0.65~4.837
m2/d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탄산 온천 대수층 자
체의 특성이 변했을 수도 있으나, 개발 초기에 과대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2. 지질 및 광상
충주시 앙성지역은 경기육괴의 남동 연변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바로 옥천대와 인접한다. 이 지역의 지질은 고
원생대 편마암류와 이를 관입한 쥐라기 화강암으로 주로
구성되며, 백악기 산성 및 염기성 암맥이 도처에 관입하
여 분포한다(Fig. 2).
편마암류는 흑운모 편마암, 혼성암질 편마암, 화강암질
편마암 등의 다양한 암상으로 산출한다. 전반적으로 강
한 편마구조가 발달하고, 각 암상들 간의 경계는 뚜렷하
게 구획되지 않고 점이적이며, 지역에 따라 암상 변화도

심하게 나타난다. 편마암류를 관입하는 쥐라기 화강암은
괴상의 중립질 복운모 화강암으로 산출한다. 이 화강암
이 편마암 내에 불과 수십 cm 내지 수 m 폭의 소규모
암맥으로 관입한 것도 관찰된다.
산성 및 중성 암맥으로 구성된 백악기 암맥류가 도처
에 관입되어 분포하는데, 산성 암맥의 경우 수 mm 크기
의 석영, 퍼다이트, 사장석 등을 반정으로 함유하는 석영
반암으로 산출한다. 특히 석영 반암맥은 앙성단층 인접
지역에서 잘 관찰되고 남-북 방향의 것들이 가장 우세하
다. 특히, 능암리 일대에는 수 개 조의 석영 반암맥이 집
중적으로 산출하는데, 관입 방향은 대략 남-북이고 그 폭
은 5∼50m로서 다양하다. 이 암맥들과 인접하여 거의 동
일 방향으로 약 20 여개의 중석·몰리브덴 광맥이 함께 산
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et al., 1985a; 1985b).
이 광상은 약 20여개 정도의 석영맥이 500 m 폭 내에
서 밀집 발달하며, 화강암-편마암 접촉부에서 화강암 내
부와 편마암에 걸쳐서 발달하고 있다. 수직적으로는 지
표 아래 수 km 범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Park et al.,
1985a; 1985b). 석영맥의 최대 맥폭은 50 cm, 남북 최대
연장은 1.5 km에 달하며, 지하 심부에서의 광상 연장과
주변부에서의 열수 변질대를 포함한다면 매우 큰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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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ology and locations of CO2-rich water wells (D1, J1∼J3, N1∼N3) and rock samples (M1∼M10) in the study area. AA’ indicates cross section line for Fig. 10. Mineralized part including CO2 fluid inclusions in Fig. 7 was sampled at M1∼M5 site.

광화대 및 열수 변질대 폭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탄산온천 개발지역 내에 발달하는 남-북 내지 북북
서-남남동 계열 단층은 석영 반암맥 및 석영맥 광상과 유
사한 방향성을 나타낸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지질구조는 서북서-동남동 방향으
로 발달하는 우수향의 주향이동단층으로서 본 연구에서
앙성단층으로 명명되었다. 감곡면 문촌리 일대에서 관찰
된 이 단층은 수 m 폭의 엽리상 단층 비지대와 단층 각
력대로 이루어진 고각의 단층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
접한 모암에 형성된 단층 손상대의 폭은 수 십 m에 달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우수향으로 변위된 편마암과 화
강암의 경계를 기준으로 측정된 이 단층의 수평 변위량
은 최소한 400 m 이상이다. 이 단층을 형성시킨 변형작
용은 상기한 백악기 암맥류 또는 광맥을 배태시킨 단열
대의 형성과 시공간적 및 운동학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지역의 지하수 유동 및 배태
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2.3. 연구 방법
연구지역 탄산천의 이용량에 따른 수위/수질 변화 특
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용된 온천수 이용량 자료는 충
주시 지역개발세 자료이며, 1997년 이후의 온천수 이용

량 자료이다. 양수시험에 의한 수리상수와 수위 및 수질
변화 자료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KIER: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
한국 중앙온천연구소(KHSRC((Ltd.): Korea Hot Spring
Research Center), 한국온천협회(KHSA: Korea Hot Spring
Association) 등에 의한 온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Table 1). 온천개발 초기의 수질과 비교하기 위한 최근의
수질 자료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의 자
연기원 좋은물 발굴·확보 및 가치고도화 기술 개발” 사
업의 일환으로 2017년에 획득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들 자료를 이용하여 1997년 이후 탄산천의 이용량 변화
와 이용량에 따른 수질과 수위 변화 양상을 검토하였다.
탄산천 주변 암석과 탄산천 수질과의 연관성을 검토하
기 위해 암석의 종류별로 Sr ratio (87Sr/86Sr)를 분석하였
다. 암석의 시료 채취 위치는 Fig. 2와 같으며, 암석의 Sr
ratio는 TIMS(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Ca,
Sr 함량 분석은 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scopy)로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에
서 분석하였다. 연구지역 내 지하수 및 탄산천의 Sr ratio
는 Koh et al.(1999), Koh et al.(2008)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기존에 보고된 대화 W-Mo 광상의 함-CO2 유체포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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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rich fluid inclusions) 확인을 위해, W-Mo 광물을 포
함하고 있는 석영의 양면 연마편을 제작하여 현미경 관
찰하였다. 현재 광산은 휴광 상태로서 갱내 진입은 불가
능한 상태이나, 여러 곳에 버럭이 존재하여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료들을 다수 채취할 수 있었다.

3. 결과 및 토의
3.1. 탄산수의 사용량과 수위 변화
연구지역 탄산수의 이용량 변화는 Table 2, Fig. 3와 같
다. 이는 충주시의 지역개발세 자료로서, 1997년부터 2020
년까지 지번 혹은 업소별 월별 온천수 이용량 자료를 정
리한 것이다. 편의상 업소명은 사용하지 않고, 업소 소유
의 온천공 이름을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하였다.
Table 2와 Fig. 3 자료에 의할 때, 연구지역에서 탄산수

이용은 1997년부터 이루어졌다. 온천개발 초기인 1997년
과 1998년에는 D1, J1, J2 온천공에서만 탄산수를 이용
하였고, N1, N2, N3 온천공에서의 이용량에 대한 기록
은 없다. 연구지역 전체의 연간 이용량을 살펴보면, 1997
년에 59,576 m3이던 것이 1999년에 33,406 m3으로 감소
하였고, 이후로는 증가하여 2001~2003년 기간 중에는
102,460~115,174 m3 범위의 연간 이용량을 보였다. 그러
나, 2003년 이후로는 이용량이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
27,120 m3까지 이용량이 현저히 줄었으며, 2008~2010년
기간 중에는 이용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
년에 이용량이 다시 26,520 m3으로 증가되었으며, 이후
부터 2019년 87,533 m3까지 이용량이 다시 점차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시 이용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들어선 것으로 판
단된다.

Table 2. Annually used quantities of CO2-rich water in Chungju Angseong hot spa area, Korea (unit: m3)
Well ID

D1

J1

J2

1997

27,446

10,264

21,866

1998

16,492

7,266

1999

6,938

5,945

2000

23,724

2001

25,209

2002

Year

N1+N2+N3

Total use

0

59,576

12,059

0

35,817

8,631

11,892

33,406

17,215

10,145

42,548

93,632

21,535

12,975

55,455

115,174

24,158

14,698

13,947

49,657

102,460

2003

23,922

25,075

16,787

45,345

111,129

2004

20,991

23,188

14,620

27,381

86,180

2005

1,726

6,646

7,176

38,193

53,741

2006

0

0

0

35,013

35,013

2007

0

0

0

27,120

27,120

2008

0

0

86

384

470

2009

0

0

114

375

489

2010

0

0

2,331

164

2,495

2011

0

0

7,668

18,852

26,520

2012

0

0

8,705

16,806

25,511

2013

0

0

7,450

24,758

32,208

2014

0

0

10,064

26,024

36,088

2015

0

0

18,906

30,388

49,294

2016

0

0

23,932

36,466

60,398

2017

0

0

19,860

40,112

59,972

2018

0

0

18,742

33,495

52,237

2019

0

477

20,415

66,641

87,533

2020*

0

469

18,644

55,244

74,357

170,606

132,778

275,123

682,313

1,260,820

3

Sum (m )

* 2020 Data was estimated by using water use from March to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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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nual use variations of CO2-rich water in Chungju Angseong hot spa area, Korea. (a) Line plot, (b) Category bar chart.

24년간(1997∼2020년) 연구지역에서 탄산수의 전체 이
용량은 1,260,820 m3이며, 연간 평균 52,534 m3 정도의
탄산수가 이용되었다. 연도별 탄산수 이용 패턴은 모든
온천공들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N 온천공 지역에
서의 탄산수 이용량이 현저히 많아서 2011~2020년 기간
중에 이 지역에서의 탄산수 이용량은 연구지역 전체 이
용량의 62~76% 정도를 차지하였다. 1997~2020년 기간
전체로 볼 때에도, 연구지역에서 이용된 전체 탄산수의
약 63% 정도를 N 지역에서 이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지역에서 온천공 위치별로 탄산수 이용량에 따른
수위 변동 특성을 살펴보면 Fig. 4와 같다. 또한, 온천조
사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양수시험 자료에 의해 탄산천
의 초기 수위 심도와 양수시험 시의 최종 수위 심도를
함께 도시함으로써 온천공 내 탄산천의 수위 분포 특성
을 이용량 변화와 연계시켜 검토하였다.
J1 온천공: J1에서는 2004년까지 탄산수 이용량이
6,000~25,000 m3 정도로 많았다가 2005년에 급감하였고,
2006~2018년 기간 중에는 이용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
났다. 2019년 이후 다시 이용량이 기록되고 있으나, 그
양은 469~477 m3 정도로서 매우 미미한 양에 지나지 않
는다. 1997년 이후 2020년까지 탄산수의 총 사용량은
132,778 m3이었다.
J1 온천공에서의 양수시험 시 측정된 초기 수위는
8.26~18.30 m 범위로서 수위 변동이 크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 왔음을 보인다. 또한, 적정양수량 산정을 위한
양수시험 시 양수량도 204~248 m3/day 범위를 유지하여
전반적으로 탄산천의 산출성이 이 지역에서는 초기(1992

년)와 후기(2015년) 양자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자체 업소의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2000~2004년
기간 중에도 양수량과 수위강하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한편, 2006년 이후로는 이 업소에서
탄산수 이용이 전무한 상태였으나, 2009년과 2015년으로
가면서 동일 양수량에 의한 양수시험 시 수위강하량이
점차 증가되어 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연구지역 전체
의 탄산수 이용에 의한 영향인 것이라 사료된다.
J2 온천공: J2의 경우, 2007년까지는 J1과 유사한 이용
량 패턴을 보였으나, 2008년 이후로 이용량이 조금씩 증
가하다가 2014년부터 연간 10,000~20,000 m3 이상의 탄
산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이후 2020년
까지 탄산수의 총 사용량은 275,123 m3이었다.
이 온천공에서는 적정양수량 산정을 위한 양수시험 시
양수량을 1992년에는 266 m3/day 로 했던 것을 2015년
에는 66 m3/day으로 줄여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온천
수의 적정양수량 산정시험에서 양수량을 줄이게 된 것은
당시에 온천수의 수위가 매우 낮아져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온천수의 산출 능력이 개발 초기에 비해 매우 저하
되었음을 의미하게 된다. 특히, 유의할 것은 이 지역에서
탄산천의 초기 수위는 1992년에 54 m, 2004년에 150.90 m,
2009년에 249.86 m, 2015년에 300 m로 점차 하강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업소의 온천공에서 탄산수 이용량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이용을 멈춘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볼 때, J2 온천공에
서의 탄산수 산출은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수량적 측
면에서 조절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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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2-rich water use and level variations in Chungju Angseong hot spa area, Korea. Q1∼Q4 means constant pumping rates,
which were recorded in each hot spa well test report.

N1,N2,N3 온천공: N 지역의 경우 3개 온천공(N1,N2,N3)
을 이용하였다. 1999년부터 탄산수 이용량이 기록되었으
며, 이용량에 있어서 다른 온천 업소들에 비해 현저하게
많았다. 2008~2010년 기간 중에 연간 이용량 164~384 m3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00 m3 이상이었으며, 최고 66,000
m3 이상의 연간 사용량도 있었다. 1997년 이후 2020년까
지 탄산수의 총 사용량은 682,313 m3이었다.
온천공의 적정양수량 산정 양수시험에서 양수량을 N1
온천공의 경우 초기/중기(1986년, 2004년)에 260~300 m3/day
에서 후기(2009년)에 80 m3/day으로 감소시켜 양수시험
을 진행하였다. N2 온천공 역시 1986년에 310 m3/day,

2004년에 150 m3/day, 2009년에 114 m3/day으로 점차 줄
여서 실시하였으며, N3 온천공은 2012년에 155 m3/day
으로 양수시험을 실시하였다. J2 온천공의 경우처럼, 이
지역에서도 초기 수위가 후기로 가면서 점차 하강하여
갔으며, 1986년에 초기 탄산천의 수위 심도가 7~8 m였
던 것이 2009년에는 60 m 이상의 깊이까지 하강된 상태
를 보였다(Table 1). N3 온천공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초기 수위 심도가 104.35 m로서 보다 하강된 양상을 보
였으며, 향후에 탄산천의 수위 심도는 점차 낮아져가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수위 하강, 양수량 감소, 투수
량계수 감소 등은 이 지역에서의 탄산천 산출 능력의 점

충주 앙성지역 탄산천의 수위/수질 변동과 주변 지질 특성: 탄산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

485

종합 정리되었으며, 연도별로 각 성 분들의 변화 패턴은
Fig. 5, Fig. 6와 같다. 탄산천에서의 주요 성분 함량은 다
음과 같은 범위를 보였다. T(수온): 25.3∼31.2℃, pH: 5.78
∼7.15, EC(전기전도도): 401∼3,800 μS/cm, T-Solids(총
고형물): 328∼2,948 ppm, free CO2: 8.8∼1,019 ppm,
HCO3: 269∼2,873 ppm, Ca: 81.7∼431.8 ppm, Mg: 1.7
∼105.6 ppm, Na: 21.4∼486 ppm, Fe: 0.04∼26.5 ppm,
Mn: 0.12∼3.94 ppm. 음이온 중에는 CO2와 HCO3가 대
부분 함량을 차지하고, Cl과 SO4 함량은 적은 편이다. 양
이온 중에는 Ca, Na 함량이 가장 많으며, Mg 함량도 높
은 편이다. Fe, Mn 역시 일반 지하수에 비해서 높은 함
량을 보였다.

진적인 감소를 의미하며, 수량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
성 유지를 위해 수량 조절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D1 온천공: D1 온천공에서의 탄산수 이용량은 1997~2004
년 기간 중에 대부분 20,000 m3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05년에 사용량이 급감한 이후 2020년까지 이용량은 전
무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1997년 이후 2020년까지 탄산
수의 총 사용량은 170,606 m3이었다. 이 지역에서 탄산
천의 초기 수위 심도는 3.66 m였고, 303 m3/day으로 양
수 시 수위는 97.96 m까지 하강하였다. 이후로는 온천조
사 보고서가 발간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의
수위 상태에 대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용량
패턴, 투수량계수, 양수량, 양수 시 수위강하량 등이 인
근의 J1 지역과 유사함을 보이므로, 현재의 수위 상태는
J1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3.2.1. CO2 함량 변화
온천개발 초기인 1985~1992년에 D1, J1, J2, J3, N1, N2
온천공에서의 CO2 함량은 각각 287.8 mg/L, 693.4 mg/L,
888.4 mg/L, 493 mg/L, 696 mg/L, 1,019 mg/L를 기록하

3.2. 탄산수의 수질 변동 특성
충주 앙성 탄산천 지역에서의 수질 자료는 Table 3에

Table 3. Variation of chemical compositions of CO2-rich water in Chungju Angseong hot spa area, Korea
Well
ID

Sampling
Date

T
( C)
o

pH

EC
(µS/cm)

ppm or mg/L
Tfree
Solids CO2
816

287.8

HCO3

Mg

Na

K

Fe

Mn SiO2

Sr

161

26.6 111.3 3.22 3.37 0.31 74.3

0.9

F

Cl

SO4

D1 1990-12-02

30.1

6.4

1,500

J1 1992-04-07

27.3

6.39

1,876 1,320 693.4

J1 2004-03-10

26.5

6.38

1,411

728

440

707

174

J1 2009-03-13

25.7

6.31

1,324

862

290.5

879

214

J1 2010-04-07

-

6.35

1,378

966

281.7

1,031

J1 2010-11-30

-

6.26

1,964 1,630 269.5

J1 2014-Dec.

25.7

6.38

1,080

J2 1992-02-27

26.7

6.41

3,800 2,948 888.4

2,873

J2 2004-03-24

31.2

6.36

2,290 1,680

1,900

350

J2 2009-03-17

29.2

6.05

2,454 1,666 603.1

1,873

347

J2 2010-04-07

-

6.11

2,491 1,718 633.1

2,014

J2 2010-11-30

-

6.19

2,262 1,620 827.6

J2 2014-Dec.

29.2

6.16

2,583 1,706 598.67

J2 2017-08-22

27.0

6.5

2,920

-

-

2,083

J3 1992-03-06

25.4

6.08

1,000

785

493

736

168.2 8.29

82.7

3.68 2.88 2.69 48.1

N1 1985-08-26

27.3

5.85

-

759

696

-

152.8 35.7

90.6

1.68

N1 2004-Feb.

25.3

5.78

1,548

471

292

122(n.u.)

108

7.47

39.8

1.19 2.04 0.32 37.9 1.27 2.42 9.03 16.2

N1 2009-03-13

25.6

7.03

433

422

44

384

115

5.18

36.2

0.78 0.04

0.2

N1 2010-11-30

-

7.15

401

328

8.8

269

216

1.7

21.4

0.55

0.12 32.9 1.67 0.74 16.3

N2 1985-12-12

25.5

5.9

-

961

1,019

1,050

229.7 22.5

98.5

3.42 2.13

N2 2004-Feb.

26.7

5.79

1,768

971

-

134(n.u.)

212

29.1

87.8

2.17

N2 2009-03-08

26.2

6.4

1,548 1,108 514.2

1,233

238

40.4

119

1.75

N2 2010-11-30

-

6.62

1,605 1,110 453.1

1,178

207

42.6

103

N2 2017-08-22

26.5

6.3

1,594

1,062

N3 2012-11-09

26.8

6.56

880

N3 2017-08-22

27.4

6.2

1,219

748 281.73

-

695

-

534 264.12
-

-

865

Ca

1,372

3.75 30.4 4.45 1.37

1.3

4.02 7.67 1.05 23.7 2.69

13.4

63

1.68 4.21 0.72 76.8 0.58 5.56 11.7 15.3 0.89 0.04

20.7

96.5

1.66

216

24.7

97.5

1.99 4.75 0.59

1,021

309

34.6

201

8.12 13.4 2.26 81.9 1.98 4.79 17.8 14.5 3.52 0.07

732

160

18.5

73.8

1.38 0.78 0.54 81.9

431.8 40.5

486

20.1 26.5 3.94 89.2 5.63 3.18 51.4 43.5 10.9 3.38

34.8

210

10.3 13.2 2.36 91.3 1.37 4.68 17.5 15.6 10.9 3.15

39.2

226

8.6

2.13

101 1.99 3.99 16.9 14.9 3.94 0.11

360

38.9

225

8.62 14.3 2.25

107 1.93 4.85 19.7 16.1 4.66 0.06

2,008

312

35.2

200

8

1,806

343

38.2

235

7.1

2,090

3.6

14

0.62

13.5 2.27

100 0.86

0.3

Zn

120

567

325.4 19.2

Li

5.3

20.6 13.2 1.97 0.36
11.1 14.6 1.05 0.08

104 0.91 4.96 11.2 15.5 1.47 0.05

83

0.7

5.86

11

17.7 0.82 2.81

1.93 4.81 17.9 14.7

3.4

0.02

14.7 2.48 89.6 2.43 4.61 19.3 17.4 3.45 0.02

415.1 45.3 268.9 12.8 13.8
2

3.6

2.7 107.4 2.1
1.2

0.33 48.5 0.63

29

19.7

4
1.1

8.5

0.8

-

-

1.6

3.09

0.18 4.15
0.3

0.19

13.5 16.4 0.11 0.35
19

0.06

0

64.3

1.1

3.5

10

3.62 0.16

3.7

6.8

0.64 53.5

1.4

1.86

9.1

9.1

0.85

2.3

6.8

0.48 74.6 1.77 3.12 10.8

9.5

0.99

0

1.89 3.76 0.45 79.8 1.81 3.96 9.83 10.2 1.03

0

214.5 43.9 114.4

3.2

-

81.7

1.74 1.19 0.16

14

130

270.3 105.6 329.1

6.5

5.1
4.7

-

37.9 1.92

4.1

3.12 18.2 16.2

0.4
0.2

80.6

1.9

3.6

31

1.1

7.39 5.84 7.55 0.36 0.56

15

39.8

3.7

5.1

46

13.5
2.3

-

-

* References: KHSA and KHSRC(2012; 2015), KHSRC(2009a; 2009b; 2010a; 2010b; 2010c), KIER(1991), KIGAM(1992; 2004)
except data from this study (2017-08-22)
* bar(-): not analyzed, n.u.: not used data (because of too small concentrations compared to EC or TDS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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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온천 이용이 시작되기 전의 자연 상태에서의 CO2
함량은 N2 > J2 > N1 ≒ J1 > J3 > D1 순으로서, N2와
J2 지역이 CO2 함량이 가장 높은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
으며, 그의 서측 지역으로 가면서 점차 함량이 적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N3 온천공은 2012년도에 신규 개발된 공
으로서 초기 자연 상태를 비교하지 못하였다. 연구지역
에서는 1997년도부터 탄산수 이용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탄산수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수위가 하강하면서 2009년
까지 CO2 함량은 점차 감소하였고, 그 결과 2009년 3월
에 J1은 290.5 mg/L, J2는 603.1 mg/L, N1은 44 mg/L,
N2는 514.2 mg/L로 함량이 변하였다. 감소량의 크기로
볼 때, N1(652 mg/L) > N2(504.8 mg/L) > J1(402.9 mg/L)
> J2(285.3 mg/L)의 순서를 보였다.
N1~N3 온천공 지역: 연구지역의 온천공들 중 N1 온천
공에서 가장 큰 CO2 함량 감소를 보였으며, 2010년도에
는 8.8 mg/L 정도로 함량이 매우 미미하게 잔존하여 탄
산천으로서의 특징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보였다. N1~N3
온천공 지역에서 2011년~2013년 기간 중에 측정된 CO2
함량은 N2 > N3 > N1 순이며, N3에서의 함량은, 후술
되는 바와 같이, J1 온천공에서 2009년도부터 보였던 안
정된 CO2 함량 수준과 유사한 상태를 보였다.
J1 온천공 지역: J1 온천공 지역은 2009년 3월에 CO2
함량이 290.5 mg/L으로 감소된 이후, 2010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CO2 함량이 269.5~281.7 mg/L 범위에
서 안정된 양상을 보였다. 이 지역에서는 2006년 이후
2020년까지 탄산천 이용이 없었던 것으로 기록된다. 따라

Fig. 5. Variations of free CO2 concentrations in CO2-rich water
in Chungju Angseong hot spa area, Korea.

서, 온천 사용이 중지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에도 2009
년 3월까지는 지속적으로 CO2 함량이 감소되었으며, 2009
년 3월 이후로부터 CO2 함량이 안정된 양상을 보여준다.
즉, J1 온천공 지역에서는 9년간 총 131,832 m3의 탄산수
를 사용한 후 CO2 함량이 693.4 mg/L에서 269.5~281.7 mg/L
범위로 감소된 상태에서 탄산 성분이 유지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이 자료는 탄산수의 이용을 멈춘 후 2∼
3년 경과 시부터의 수질 안정성에 대한 자료이며, 향후
탄산수의 추가 이용에 따른 탄산 성분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CO2 함량 관점에서 수질의 지속가능성은 잘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J2 온천공 지역: J2 온천공 지역은 2009년 3월에 CO2
함량이 603.1 mg/L으로 감소된 이후, 2010년 4월부터 다
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 11월에는 CO2 함량이 827.6
mg/L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2014년 12월에 측정된 CO2
함량은 598.67 mg/L로서 다시 감소하여 2010년 4월 수
준이 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1997년~2007년 기간 중에
탄산수 이용이 많았으며, 그 이후 2010년도까지 탄산수
이용이 없거나 매우 적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사용량
이 다시 증가하여 2014년도에 연간 10,000 m3 이상, 2015
년부터 연간 20,000 m3 내외의 탄산수 이용이 지속되었
다. 즉, J2 온천공 지역에서는 1997~2009년 기간의 13년
간 총 118,406 m3의 탄산수를 사용한 후 CO2 함량이
888.4 mg/L에서 603.1 mg/L 범위로 감소된 상태에서 탄
산 성분이 유지되는 패턴을 보였다. 이 지역에서는, J1
지역과는 달리, 탄산수 이용을 줄이면 다시 탄산 성분의
함량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 적당량의 탄산수 이용 시
에는 수질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이라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탄산수 이용 패턴과 CO2 함량 변화 특성
으로 볼 때, 연구지역 중 J1, N1 지역에서는 탄산 성분
의 지속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반면에, J2, N2 지역에
서는 탄산수의 이용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해간다면 수질
측면에서 탄산 성분의 지속가능성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J2 지역은 수위 하강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서 수량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이 쉽
지 않아 보이며. N2 지역은 수위가 하강되어 있는 상태
이나 수량 조절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수위 회복과
더불어 수량적 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2.2. 기타 성분들의 함량 변화
연구지역 탄산 온천공에서의 전기전도도, 총고형물, 양
이온(Ca, Mg, Na, K, Fe), 음이온(HCO3, Cl)의 함량 변
화는 Fig. 6와 같다. 이들 양이온과 음이온들의 함량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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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s of EC, TDS values and concentrations of some major components in CO2-rich water in Chungju Angseong hot
spa area, Korea.

화는 대체로 전기전도도 값 혹은 총고형물 함량 변화 패
턴과 유사함을 보였으나, 음이 온 중 F, SO4 성분은 전기
전도도 및 총고형물 함량 변화와 관련성이 없거나 반대
현상을 보여서 그림에서 제외하였다.
J1 온천공 지역: J1 온천공 지역에서의 기타 성분 함량
변화는 CO2 함량 변화 패턴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탄산
수 이용으로 인해 2004년에 대부분의 함량이 감소되었던
것이 2006년 이후 탄산수의 이용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CO2와는 달리 전기전도도, 총고형물 함량을 비롯하여 기
타 성분의 함량들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0년 말에는

급증하는 형태를 보였다. 즉, 이 지역에서는 자체 온천공
에서 탄산수 이용을 중단하게 되면 CO2 이외의 대부분
수질 성분 함량이 원래의 상태 근처로 복원되려는 경향
을 보였다. 2014년 말에 다시 함량들이 감소하였는데, 이
것은 연구지역 전체의 탄산수 이용량이 2011년도 이후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J2 온천공 지역: J2 온천공 지역에서도 탄산수 이용으
로 인해 2004년도에 대부분의 함량이 급감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수질이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2010년부터 탄산수 이용이 재개되었으며, 이에 따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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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2010년 말에 반영되어 대부분의 함량들이 다소 감
소 되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탄산수 이용량이 더 증
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분들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다. 즉, J2 지역에서는 탄산수의 이용량이
2018년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원래 상태의 수질
근처로 수질이 점차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N1, N2 온천공 지역: N1, N2 온천공 지역은 연구지역
내에서 탄산수 이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N1 지역에서는 탄산수 이용에 따라 Ca 성분을 제외하고
는 대부분의 함량들이 CO2 함량 변화처럼 지속적으로 감
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N1 지역에서는 탄산 성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미네랄 함량 또한 매우 감소된 상태가
되었으며, 이로써 2010년 말에 탄산천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N2 지역에서는 N1 지역과는 달리 탄
산수 이용에 따른 대부분의 함량 감소가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2007∼2010년 기간 중에 탄산수 이용이 없을 때
에는 오히려 원래의 수질 상태보다 더 많은 이온 함량을
보이기도 했다. 탄산수 이용이 다시 재개되기 시작했던
2011년에 다시 대부분의 함량들이 감소되었으나, 이용량
이 증가된 상태의 2018년도에는 오히려 다시 함량이 다
소 증가된 양상을 보였다. 즉, N2 지역의 경우에 CO2 함
량은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다
른 미네랄 성분들은 함량 측면에서 수질의 안정성을 유
지해 왔던 것으로 평가된다. N2 지역에서는 탄산수 이용
량 증가에 따라 Na, Mg 성분은 오히려 그 함량이 증가
되는 경향을 보였다.
3.3. 탄산천 주변 W-Mo 광상의 유체포유물과 CO2 성분
충주 앙성지역 탄산천의 기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보고
된 내용에 의하면, CO2 성분은 심부 마그마 기원이지만
(Jeong et al., 2001; Koh et al., 1999, 2008), 우리나라의

지체구조적 특징으로 볼 때 현재 심부로부터 CO2 성분
이 직접 공급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과거 지질시대에 마그마로부터 공급되었던 CO2 성분
이 일정 지역에 포획되어 있다가 균열대를 통하여 순환
중인 지하수 속에 용해되어 들어간 후 탄산천이 되어 다
시 샘물 형태로 지표로 유출되거나 온천공 등을 통하여
토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Kim et al., 2008). 연구지역인
충주 앙성지역에는 탄산천 가까이의 대화광상에서 W-Mo
광물이 많이 산출되며(Fig. 7(a)), 이 광상의 맥석광물(석
영 등)에서는 함-CO2 유체포유물이 다량 관찰되고 있어
(Park and Choi, 1974; Park et al., 1985b) 탄산천과 함CO2 유체포유물 양자간에는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이러한 지질학적 관점에서 탄산천의 유래를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으며, 충주 앙성지역에서 화강암 생성 당
시의 마그마로부터 유래된 CO2 부존지역에 대한 지질학
적 고찰이 필요하다.
금번 연구에서 Mo 광물로서 휘수연석(Fig. 7(a)의
Molybdenite)이 산출되는 석영맥을 중심으로 연마편을 제
작하고 현미경을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시료에서
유체포유물이 풍부하게 산출되었다(Fig. 7(b)). 유체포유물
은 3가지 유형이 관찰되었으며, 크기는 대체로 20~50 μm
로서 100 μm 이상의 것도 관찰되었다. I-형은 액상+기상
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 액상이 우세한 유형이다. II-형은
기상+액상으로 구성되며 기상이 우세한 유형으로서, 드
물게 산출되고 있다. III-형은 CO2를 함유한 것으로서 액
상H2O+액상CO2+기상CO2로 구성되며, 비교적 풍부하게
산출되었다.
Park et al.(1985b)에 의하면, 대화광상에서는 중생대 백
악기 W-Mo 광화시기에 광화유체의 CO2 활동도(activity)
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특기하였다. Park et al.(1985b)이
계산한 광화유체 내 CO2 함량은 주요 W-Mo 광화기에

Fig. 7. Representative ore specimen and occurrences of CO2-rich fluid inclusions in the Daehwa W-Mo mineralized zone near Chungju
Angseong hot spa area, Korea. (a) Ore specimen including molybdenite-bearing quartz vein and altered host rock, (b) Fluid inclusion
consisting of liquid H2O, liquid CO2 and gas CO2 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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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6 mol %이다. 이들에 의하면, 세계 여러 지역의
Sn-W-Mo 광화대에서는 액체 CO2를 함유하는 유체포유
물이 광물 내부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으며(Takenouchi,
1971; Higgins, 1980), Park and Park(1979)과 Park et
al.(1981) 등은 연구지역인 충주 인근의 황강리 광화대(제
천-단양-충주-괴산 일원의 다금속 광화대)에서 산출되는
W-Mo 광상에서는 맥석광물 내에서 CO2 유체포유물이
다량 관찰되어 광화유체의 CO2 활동도가 매우 크게 작
용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로 볼 때, 우리나라 뿐 아
니라 전세계적으로 Sn-W-Mo 광상을 형성한 마그마로부
터 관입화성암과 그 주변 광상 일대에는 광화유체에 의
한 다량의 CO2 유입과 포획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것
이라 사료된다. 연구지역을 포함하는 옥천대 지역의 화
강암은 주로 저반상의 쥐라기 화강암이지만, 황강리 광
화대와 관련된 관입화성암들은 백악기 월악산-속리산 화
강암으로서 주로 알카리 화강암으로 구성되며 지각 물질
의 부분 용융에 의해 형성된 마그마에 의해 생성되었다
(Uchida et al., 2012). 반면에, 경상분지 내에 많이 산출
하고 있는 백악기 화강암들은 주로 화강암-화강섬록암들
로 구성되며 주로 맨틀에 의한 마그마 분별결정작용으로
부터 생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1992). 즉, 옥천대
황강리 광화대 주변의 백악기 화성암들은 마그마 근원물
질과 암석의 구성성분, 그리고 관련된 광화유체 또한 경
상분지의 백악기 화성암들과 판이하게 달랐음을 의미하
며, 두 지역간에 탄산천의 산출 유무에서 차이를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연구지역인 충주 앙성면 일대는 옥
천대의 저반상 쥐라기 화강암이 주로 분포하지만, 주변
에 백악기 석영 반암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광화작용
시기도 백악기로 보고되었다(So et al., 1983; Park et al.,
1985a). 옥천대 황강리 광화대와 금번 연구지역인 충주
앙성면 주변 W-Mo 광화대에서 관찰되는 함-CO2 유체포
유물은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특징으로서, 충청지역 탄산
천의 CO2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질 상황으로 추론된다.
3.4. 암석과 지하수의 87Sr/86Sr 동위원소비
Sr 성분은 대부분의 암석에서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산출되며, Sr 동위원소비는 광물 침전 등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수의 Sr 동위원소 성분은
폐쇄계 하에서 주변 모암의 87Sr/86Sr 비를 전적으로 반영
하며, 87Sr/86Sr 비는 지하수 내 용존 물질의 기원 연구에
폭넓게 이용되어 왔다(Åberg et al., 1990; Drever, 1997;
Gosselin et al., 2004).
Sr 성분은 일반적으로 암석과 광물 내의 Ca 성분을 치
환해서 존재한다. 연구지역 내 각 암석별로 Ca 함량에 따
른 Sr 함량 변화를 살펴보면 Fig. 8과 같다. 흑운모 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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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a concentrations versus Sr concentrations of rock
samples in the study area.

암의 경우, Ca 함량은 2.18∼4.60 wt.% 범위로서 다소 넓
은 범위의 함량 변화를 보였으나, Sr 함량은 0.011∼0.020
wt.%로서 낮은 함량 범위 내에서 비교적 한정된 양상을
보였다. 흑운모 화강편마암의 경우, Ca 함량은 2.69∼3.72
wt.% 범위로서 흑운모 편마암의 Ca 함량 범위 내에 속
하나, Sr 함량은 0.060∼0.064 wt.%로서 가장 높은 함량
범위 내에서 비교적 한정된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변성암들(흑운모 화강암, 흑운모 화강편마암)은 다른 관
입암들(거정질 장석 화강암, 흑운모 화강암, 석영 반암)
에 비해 Ca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입 화성암
들의 경우, Ca 함량은 0.068∼1.36 wt.%로서 낮은 함량
에 한정되었으나, Sr 함량은 0.0048∼0.052 wt.% 범위로
서 다소 넓은 함량 범위를 보였다. Ca과 Sr 성분은 거정
질 장석 화강암 → 흑운모 화강암(비변질) → 흑운모 화
강암(파쇄대) → 석영 반암(비변질) → 석영 반암 (변질)
의 순으로 함량이 점차 줄어드는 패턴을 보였으며, 암석
내에 Ca 함량이 줄어들면 Sr 함량도 함께 줄어드는 현상
을 보였다.
연구지역에서 산출되는 암석의 87Sr/86Sr 비는 Koh et
al.(1999)에 의해 일부 보고된 바 있으나 상세한 자료 비
교는 없었다. 금번 연구에서는 지질 시료를 상세히 구분
하여, 광맥/열수변질과 관련이 없는 편마암, 화강암, 석영
반암과 광맥/열수변질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편마암, 화
강암, 석영 반암, 그리고 파쇄대 내 화강암 등으로 구분
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Fig. 2, Table 4). 이 시료들에 대
한 87Sr/86Sr 비의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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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a, Sr contents and
I.D.

87

Sr/86Sr ratios of rock samples in Chungju Angseong hot spa area, Korea

Rock Type

Ca (wt.%)

Sr (wt.%)

87

Sr/86Sr

2σSE

M1

Biotite Gneiss (altered)

2.48

0.011

0.747509

0.000009

M2

Biotite Granite Gneiss (altered)

2.69

0.064

0.712893

0.000008

M3

Quartz Porphyry (altered)

0.20

0.0048

0.744770

0.000011

M4

Biotite Gneiss (unaltered)

2.18

0.018

0.732029

0.000009

M5

Biotite Granite Gneiss (unaltered)

3.72

0.060

0.713471

0.000008

M6

Biotite Granite (fractured & calcite veinlets)

0.64

0.028

0.720857

0.000009

M7

Biotite Gneiss (unaltered)

4.60

0.020

0.739063

0.000009

M8

Quartz Porphyry (unaltered)

0.068

0.011

0.722642

0.000009

M9

Biotite Granite (unaltered)

0.89

0.040

0.721192

0.000009

M10

Megacrystalline Feldspar Granite

1.36

0.052

0.717093

0.000009

86

Fig. 9. 1/Sr values versus
in the study area.

87

Sr/86Sr ratios in rocks and waters

역의 암석과 탄산수 및 지하수/지표수와의 비교는 Fig. 9
과 같다. 이 그림에서 물의 87Sr/86Sr 비는 Koh et al.(1999,
2008)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암석의 87Sr/86Sr 비는 0.712893~0.747509 범위로서 다양
한 값의 범위를 보였다. 이 중 흑운모 편마암의 87Sr/86Sr
비가 0.732029~0.747509로서 가장 높으며, 석영 반암도
변질된 경우 0.744770으로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암석
들은 0.712893~0.722642 범위로서 낮으며, 석영 반암(비
변질) → 흑운모 화강암 → 거정질 장석 화강암 → 흑운
모 화강편마암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Koh et al.(1999,
2008)에 의한 탄산천의 87Sr/86Sr 비는 0.7169~0.7195 범
위로서 흑운모 화강암과 거정질 사장석 화강암의 87Sr/

Sr 비 범위 내에 속하며, 1/Sr 값이 탄산수와 이들 암석
들과 유사한 값을 보였다. 알카리 지하수는 Sr 함량이 매
우 적고, 87Sr/86Sr 비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편, 탄산
천 주변의 일반 지하수와 지표수는 Sr 함량이 탄산수 및
암석에 비해 적은 편이나 87Sr/86Sr 비는 이들과 유사한
범위 내를 보여서 지표수 → 지하수 → 탄산수 (관입 화
성암)으로 진화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즉, 탄산수 내 Sr
성분은 주변에 분포하는 관입 화성암 4개 시료들(흑운모
화강암, 석영 반암, 거정질 사장석 화강암)과 연관성이 있
어 보인다. 이 관입 화성암 시료들 중 흑운모 화강암(비
변질, Fig. 2의 M9)과 석영 반암 (비변질, Fig. 2의 M8)
은 탄산천 인근에 위치한 것이며, 흑운모 화강암(파쇄대,
Fig. 2의 M6)과 거정질 장석 화강암(Fig. 2의 M10)은 모
두 탄산천에서 NNW 방향으로 이어지는 단층선의 남측
을 따라 분포한다. 87Sr/86Sr 자료 관점에서 볼 때, 이들
관입 화성암들의 암질이 물순환 과정에서 탄산천의 수질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광산 주변의 흑
운모 편마암(비변질, Fig. 2의 M7)과 광산 버럭탕에서 채
집된 흑운모 편마암 및 흑운모 화강편마암(Fig. 2의 M1,
M2, M4, M5) 등 변성암들의 87Sr/86Sr 값은 탄산천의 87Sr/
86
Sr 값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3.5. CO2 성분의 기원, 부존지역과 물순환에 대한 고찰
3.5.1. CO2 성분의 기원
탄산수의 CO2 기원은 주로 탄산수의 탄소동위원소비
(δ13C) 값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맨틀 기원의 탄
소는 -8~-5‰(Deines, 1970; Blavoux et al., 1982; Kyser,
1986; Sheppard, 1986; Wexteen et al., 1988), 토양 내 생
물활동 기원 탄소는 –25~-22‰(Bakalowicz, 1979), 탄산
염암의 변성 기원 탄소는 –2‰ 이상(Barnes et al., 1978)
으로 보고되었다. Vogel(1993)에 의하면, C3형 식물 탄소
의 δ13C 값은 –30~-24‰ 범위(평균 -27‰)이며, 이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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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성 분해(aerobic decay)나 용해작용에 의해서 토양수
가 될 때 무기질 탄소(DIC)의 δ13C 값은 보통 내지 알카
리성 환경에서는 -14‰, 산성 환경에서는 –24‰의 값을
가지게 된다(Clarke and Fritz, 1997).
Sheppard(1986)에 의하면, 마그마 내 탄소와 CO2와의
13
C 분배는 화성기원 온도에서 약 2‰ 정도이므로, 마그
마 기원의 CO2는 δ13C 이 -6~-3‰ 범위이며, 이것은 탄
산천의 δ13C 값을 반영한다(Cartwright et al., 2002). 한편,
맨틀 기원 CO2의 δ13C 값은 총 지각 탄소(bulk crustal
carbon)의 δ13C 값 –7.0~-5.5‰ 범위(Ohmoto and Rye,
1979)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보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탄소의 근원을 명확하게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Cartwright et al., 2002). 이와 관련하여, O’Nions and
Oxburgh(1988), Griesshaber et al.(1992), Darling et
al.(1995) 등은 가스의 상부 맨틀 기원 지시자로서 헬리
움(He)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Jeong et al.(2001)에 의하면, 충주 앙성지역 탄산수 2
개의 δ13C 값은 –4.7~-3.1‰ 범위이고, 주변 일반 지하수
1개의 δ13C 값은 -13.1‰로서 주변 일반 지하수와는 달리
탄산수가 심부 기원의 탄소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한편, Koh et al.(1999), Koh et al.(2008) 등의 연구
에서도, 이 지역의 탄산수 9개 시료(1996년 5월∼1998년
5월)의 δ13C 값은 -9.6~+0.3‰ 범위(1998년 5월의 6개 시
료는 -6.6∼-2.3‰ 범위)를 보였고, 일반 지하수 9개 시료
의 δ13C 값은 -18.8~-9.5‰ 범위, 인근 지표수 1개 시료의
δ13C 값은 -18.5‰로서 탄산수가 일반 지하수 및 지표수
와는 달리 심부 기원의 탄소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3.5.2. CO2 성분의 부존지역과 물순환
세계적으로 탄산수는 화산활동/판경계부/배호분지 및
열곡대 등 지질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심부 기원(Barnes
et al., 1978; Irwin and Barnes, 1980; Griesshaber et al.,
1992; Ishibashi et al., 1995; Cerón et al., 1998; Cartwright
et al., 2002)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충청지
역에 분포하는 탄산천의 CO2 성분도 상술된 바와 같이
심부 기원으로 보고되어 왔으나(Koh et al., 1999; Jeong
et al., 2001; Koh et al., 2008), 지체구조적으로 안정된
지괴 내에서 산출되므로 전세계적인 지질 상황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탄산천은 현재 심
부 마그마로부터 직접 공급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지질시대에 마그마로부터 공급되었던 CO2
성분이 일정 지역에 포획되어 있다가 균열대를 통하여
순환 중인 지하수 속에 용해되어 들어간 후 탄산천이 되
어 다시 샘물 형태로 지표로 유출되거나 온천공 등을 통
하여 토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Kim et al., 2008).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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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 충주 앙성지역에는 탄산천 가까이에 W-Mo 광상
이 위치하며, 이 광상에서는 함-CO2 유체포유물이 많이
산출되고 있어(Park and Choi, 1974; Park et al., 1985b)
양자간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질
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연구지역 탄산천의 CO2 공급은 무
한하지 않고 매우 한정적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과다하게 이용 시 탄산천의 CO2 함량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금번 연구에서도 탄산천의 연도별 CO2 함량
의 변화를 보면(Fig. 5), 2009년∼2015년 기간 중에 CO2
함량이 대부분 온천개발/이용 이전(1984∼1992년)의 자
연 상태에 비해 1/2 이하로 감소되었으며, 탄산천의 사용
을 중지하였을 때에도 몇 년간은 CO2 함량의 감소가 지
속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현재 연구지역에서의 CO2 함
량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
나, CO2 공급이 지하 심부로부터 무한히 공급되지는 않
는 상황으로서, 향후 탄산천의 이용량은 효율적으로 조
정될 필요가 있다.
능암리 온천개발 타당성검토 보고서(PCC, 1986)의 시추
주상도에 의하면, N1, N2 온천공 지역은 심도 358~398 m
지점부터 공저 부근의 500~600 m 심도까지 파쇄대가 발
달하였으며, 440~450 m 구간에서 방해석 맥이 발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자료에 의할 때, N1, N2 지역에서
의 탄산천은 지표 아래 350~400 m보다는 아래 구간에서
대수층이 형성되고 물 순환 및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
로 추정된다. Koh et al.(2008)에 의하면, N 온천공 지역
에서 심부 시추 시 탄산 성분이 많은 지열수(CO2-rich
thermal water) 확보에 실패한 경우가 있으며, 오히려 CO2
성분이 거의 없는 알카리 열수(alkaline thermal water)가
산출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CO2 성분이 심부(지표로
부터 1 km 이상?) 깊이에서 직접 공급되고 있는 것이 아
니라, 이보다는 지표 가까이의 일정 심도 범위에서 CO2
성분이 공급될 가능성을 지시하게 된다. 한편, 이 지역의
지열 구배는 28.7∼32.6℃/km로 보고된 바 있다(KIER,
1991; KIGAM, 1992). 연구지역 탄산천의 토출온도가
25.4~31.2℃로 기록되어(Table 2), 대부분 32℃ 이하의 낮
은 온도인 것도 탄산천의 주요 대수층이 1 km 내외 깊
이에 위치함을 지시해준다.
지질 및 광상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지역에는 남
-북 방향으로 수 개 조의 석영 반암맥이 집중 분포하고,
약 20 여개의 W-Mo 광맥이 폭 500 m, 남북 최대 연장
1.5 km, 수직적으로도 지표 아래 수 km 범위에 달할 것
으로 추정된다(Park et al., 1985a; 1985b). 지하 심부에서
의 광상 연장과 주변부에서의 열수변질대를 포함한다면
매우 큰 규모와 부피의 광화대 및 열수변질대가 형성되
어 있으며, 이 광상을 배태시킨 광화유체에는 다량의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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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을 함유하고 있다(Park and Choi, 1974; Park et al.,
1985b). 단열을 충전하는 이 광맥들은 편마암, 화강암, 석
영 반암맥 모두에서 발달하며, 광상의 광화시기는 백운
모의 K-Ar 연령으로부터 약 88 Ma로 밝혀진 바 있다(So
et al., 1983). 한편, Park et al.(1985a)는 복운모 화강암의
흑운모 K-Ar 연령을 105±5 Ma로 보고하여, So et al.(1983)
이 보고한 W-Mo 광화시기보다 오래된 것으로 해석하였
다. 또한, Park et al.(1985a)는 석영 반암맥이 복운모 화
강암을 관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석영 망상세맥이 석영
반암 내에도 발달하고 있어서, 광화작용은 쥐라기의 복
운모 화강암보다는 백악기의 석영 반암과 시간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광화작
용에 관여한 관입 화성암체는 충주 탄산천 주변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된 쥐라기 복운모 화강암이 아니라,
이보다는 더 젊은 연령을 가지는 백악기 화성암체로서,
현재의 지표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심부의 잠두 화성암
체일 가능성이 크다. 백악기 마그마에 의한 광화유체 내
에 다량 함유되었던 CO2 성분은 광화대와 열수변질대 형
성 시에 다량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주변 광물 내 유체
포유물과 광물들간의 격자 틈새에 포획되었으며, 이렇게
과거 지질시대에 포획/부존된 다량의 CO2 성분은 오랜
지질시대를 거쳐 풍화작용 및 파쇄작용 등에 의해 폐쇄
지점이 열개되면서 느린 속도로 지표로 배출되거나 지하
수의 물순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하수에 용해되어 소
실되어 가는 과정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Fig. 10).
탄산수가 생성되고 이동하는 물순환 과정과 대수층 발
달에서는 (1)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앙성단층과 (2) 능암
탄산천 및 대화 W-Mo 광상 주변에 형성된 소규모 NNW
방향의 추정 단층, 그리고 (3) 탄산천 주변에 분포하는
석영 반암맥과 W-Mo 광맥의 N-S 방향성 등의 단열대들
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연구지역의 탄
산 온천공들은 서북서 방향의 앙성천 계곡을 따라 개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계곡 방향으로 1.5 km 내외의 범

위에서만 탄산천이 산출되고 있다(Fig. 1, 2). 이는 서북
서-동남동 방향의 앙성단층을 따라서는 CO2 공급과 순
환이 원활하지 않음을 지시하게 된다. 한편, N 온천공 지
역의 이북 지역에서 개발된 지하수 관정들에서는 CO2 성
분을 함유한 지하수가 산출되지 않으며, 온천개발 중심
지에서도 온천공의 개발 위치에 따라 탄산수 내 CO2 함
량에 있어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다. 대화 W-Mo 열수
광맥 및 변질대에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는 J2 온천공 지
역에서 가장 높은 CO2 함량을 가지며, J2, N2 온천공 지
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함량의 CO2 분포 중심지를 형성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보다 서측의 J1, N1 온천공 지역
과 동측의 N3 온천공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CO2
함량을 보인다. 이러한 몇 가지 현상들을 종합해 볼 때,
충주 앙성지역 탄산천을 형성시키기 위한 CO2 공급 방
향은 탄산천의 남쪽에 분포하는 W-Mo 열수광맥 및 변
질대 방향이며, 또한 남서측의 광맥과 열수변질대로부터
탄산천으로 향하는 남-북 내지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공
급 통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Koh et al.(2008)에 의하면, 심도 500~558 m 관
정의 탄산수에서 Tritium 값이 연도 및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0.0∼0.8 TU로서 탄산수는 약 50년 정도의 긴 체류
시간과 심부 순환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에,
심도 200∼250 m 관정의 탄산수는 계절별로 차이를 보
여 96년도 5월과 97년도 7월에 2.9∼3.1 TU로 높게 나
타났으며, 기타 특징들(용존 CO2와 양이온 함량, δ18O,
δD 값)이 전형적인 탄산수와 천부 지하수의 중간값을 보
여주고 있어 혼합 효과(mixing effect)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지표 아래 200∼250 m 심도 범위까지는
온천수 사용량과 강수 등에 의해 천부 지하수의 혼입 현
상이 관찰되나, 심도 500∼558 m 범위의 관정에서는 천
부 지하수의 영향이 거의 없고 탄산수의 수질 특성을 유
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번 연구 대상이 된 충주 앙성
지역 탄산천의 온천공들은 심도가 500~1,000 m 범위로

Fig. 10. Conceptual model for water circulation and forming CO2-rich water zone in Chungju Angseong hot spa area, Korea. The
location of A-A’ can be seen in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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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모두 Koh et al.(2008)이 보고한 바와 같이 주
변 지하수들에 비해 매우 긴 체류시간을 지닐 것으로 유
추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탄산천의 물 순환과 충진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탄산천의 이용에
의해 수위 강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탄
산천의 이용량과 수위 변동 패턴(Fig. 4)을 보면, 모든 온
천공들에서 개발 초기의 수위 심도가 지표 아래 7∼54
m 범위에 위치하였던 것이 2009년도에는 J1 온천공 지
역을 제외하면 모두 지표 아래 63∼250 m 범위에 수위
가 위치하였다. 탄산천의 수위 심도가 후기로 가면서 점
진적으로 하강되어 가는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J2
온천공 지역에서는 이미 지표 아래 300 m 지점까지 수
위가 하강되어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즉, 연구지역에
서는 탄산천의 이용에 비해 공급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
타나며, 이는 Koh et al.(2008) 등의 자료와 잘 일치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연구지역에서는 수량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산천의 효율적인 이용량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 론
충주 앙성지역에서 산출되는 탄산천의 지속가능성 및
CO2 성분 기원과 부존/공급지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이용량: 23년간(1997년∼2020년) 충주 앙성지역에
서 사용된 탄산천의 이용량은 총 1,260,820 m3으로 파악
되었으며, 연평균 약 5.5만 m3 정도였다. 탄산천의 이용
량은 2000년 대 초반에 많다가 2008년∼2010년 기간 중
에는 거의 이용량이 없었으며, 이후 2019년까지 탄산천
의 이용량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2) 수위: 1986년∼1992년 기간 중에 연구지역 탄산천
의 수위 심도는 J2 지역(산지 지역)을 제외하면 지표 아
래 3.66∼8 m 범위였으며, 이는 당시에 자연 상태의 수
위 심도로 판단된다. 이후 J1 지역(2006년 이후 이용 중
단 지역)을 제외하면 2009년∼2015년 기간 중에 탄산천
의 수위 심도는 지표 아래 63.12∼300 m 범위를 보였다.
적정양수량으로 양수 시 수위 심도는 이보다 더 깊게 나
타나며, 지속적인 수위 하강 현상을 보이므로 수량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이 지역의 탄산천 이용량
조절이 필요하다. 탄산천의 수위 심도가 지속적으로 하
강하는 현상은 탄산수의 물순환이 이용량에 비해 비교적
느리기 때문이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 보인 낮은 Tritium
값(0.0∼0.8 TU)과 일치되는 현상이다.
(3) 수질: 탄산천의 수질을 대표하는 CO2 성분의 함량
은 1985∼1992년에 287.8∼1,018 mg/L였으며, N2, J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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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CO2 함량이 가장 높은 중심지를 형성하였다. 탄산
수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수위가 하강하면서 CO2 함량은
점차 감소되었으며, 그 결과 2009년 3월에는 CO2 함량
이 44∼603.1 mg/L 범위를 보였다. 감소량의 크기는 N1(652
mg/L) > N2(504.8 mg/L) > J1(402.9 mg/L) > J2(285.3
mg/L)의 순서를 보였다. 이러한 CO2 함량 감소는 이용이
중지된 이후에도 몇 년간 지속되는 현상을 보이며, 이는
연구지역에서 CO2 공급이 비교적 느린 속도와 제한된 양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시하게 된다. 탄산수의
이용 패턴과 CO2 함량 변화 특성으로 볼 때, 연구지역
중 J1, N1 지역에서는 탄산 성분의 지속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반면에, J2, N2 지역에서는 탄산수의 이용량을 효
율적으로 조정해간다면 수질 측면에서 탄산 성분의 지속
가능성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다른 수질 성분들(양/음이온들)은 CO2 성분과는 달리 탄
산수 이용을 중단하게 되면 원래의 함량과 유사한 상태
로 빠르게 복원되려는 경향을 보였다.
(4) CO2 성분의 기원과 부존지역: 기존의 탄소동위원
소비 자료에 의하면 연구지역 탄산천의 CO2 기원은 심
부 마그마 기원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그 공급은 현재 마
그마 활동과 관련이 없고 중생대 백악기의 마그마 활동
에 의해 형성된 지질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CO2 공급은 무한하지 않으며, 탄산천 인근
의 CO2 부존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탄산천 중 CO2 함량 분포의 중심지 위치, 주
변 지질/광상 산출 특성 등으로 볼 때, 연구지역에서 CO2
부존/공급 가능지역은 백악기에 CO2를 다량 함유한 광화
유체로부터 형성된 W-Mo 광화/변질지대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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