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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measured the concentrations of natural radionuclides (uranium and radon) and major elements in 

groundwater collected from forty wells located in Wonju area to investigate the hydrochemistry and 

the occurrence of these radionuclides. The range of electrical conductivity (EC) value in the study area 

was 73~400 µS/cm. In addition to the increase of EC value, the content of cations and anions also 

tends to increase. Uranium concentrations ranged from 0.06~50.5 µg/L (median value, 1.55 µg/L) and 

radon concentrations ranged from 67~8,410 pCi/L (median value, 1,915 pCi/L). Uranium concentrations 

in 3 well, 7.5% of the samples, exceeded 30 µg/L, the maximum contaminant level (MCL) proposed 

by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based on the chemical toxicity of uranium. Radon 

concentrations in 9 wells, 22.5% of the samples, and 1 well, 2.2% of the samples, exceeded 4,000 pCi/L 

(AMCL of the US EPA) and 8,100 pCi/L (Finland’s guideline level), respectively. Concentrations of 

uranium and radon related to geology of the study area showd the highest values in groundwater of the 

biotite granite area. Uranium and radon contents in the groundwater are comparatively low compared 

to those in other countries with similar geological settings. It is likely that the measured value was 

lower than the actual content due to the inflow of shallow groundwater by the lack of casing and 

gr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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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원주지역 지하수의 수리지화학 및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의 산출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40개 

관정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지역 지하수의 EC는 최소 73에서 최대 400 µS/cm 

(평균 212 µS/cm)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EC의 증가와 더불어 주요 용존 양이온과 음이온의 함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우라늄 농도는 0.06~50.5 µg/L (중앙값 1.55 µg/L)로 넓은 분포를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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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라돈은 67~8,410 pCi/L (중앙값 1,915 pCi/L)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우라늄 농도에서 미국 EPA MCL 30 µg/L를 초과한 곳은 3개

소로 전체 시료수의 7.5%에 해당된다. 라돈의 경우, 미국 EPA AMCL(Alternative Mximum Contaminant Level) 4,000 pCi/L를 초과한 곳은 

9개소로 전체 시료수의 22.5%이다. 이중 핀란드의 음용 제안치인 8,100 pCi/L를 초과하는 시료는 1개소이다. 연구지역에서 지질별 지하수의 

우라늄과 라돈 농도는 흑운모화강암 지역의 지하수에서 가장 높다. 연구지역 지하수의 우라늄과 라돈 함량은 유사한 지질을 가지는 외국에 비

하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지하수 관정의 특성상 케이싱 및 그라우팅이 미비한 관정이 많으므로 천부 지하수의 공내 유입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실제 함량보다 낮게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하수, 우라늄, 라돈, 지질, 관정

���

근래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지표수의 양적인 부족과 오염으로 인해서 음용수로서 지하수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맑고 깨끗한 물에 대한 요구

가 커지고, 상수 원수가 오염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되면서 지하수의 음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던 중 1998

년 대전지역의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이 검출되었다는 보도 후 지하수 중 방사성물질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관리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전국적인 규모의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량실태 및 원인조사가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지하수 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을 비롯한 라돈, 라듐, 토륨 등과 같은 자연방사성물질은 암석 중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 광물들이 풍화나 변질작용에 의하여 분해된 후에, 지하수에 용존된 것이다. 우라늄의 자연붕괴 과

정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면서 라돈, 라듐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딸원소(daughter products)들이 생성되므로 지질학적으로

는 모암 속에 존재하는 우라늄 광물의 함량과 이들의 용해도가 지하수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Langmuir, 1978, 1997; Ioannidou et al., 2011). 지하수 중의 우라늄은 암석 내의 함우라늄 광물의 용해에 기인되기도 하

지만, 원자력 산업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 석탄 및 기타 연료의 연소, 그리고 우라늄을 함유한 인산염 비료의 사용과 

같은 인간활동에 의해 기인되기도 한다(Spalding and Sackett, 1972; Birke et al., 2009). 우라늄은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우라늄의 인체 위해성은 방사성 독성보다는 중금속으로서의 화학적 독성이 문제가 된다. 라돈은 반감기가 3.82일에 불과

한 무색 무취의 불활성기체이며, 인간에게 피폭되는 방사선 양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폐암 발병인자로 알려져 있다

(Cho et al., 2007). 그리고 물 속의 라돈 섭취는 주로 위장과 같은 여러 내부 장기의 종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USEPA, 1999). 지하수 중 우라늄과 라돈에 대한 선진국의 조사는 대개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조사

지점 수는 미국의 경우 200,000개, 스웨덴은 35,000개 이상이다(NIER, 2006).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화강암지역 지

하수의 우라늄, 라돈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owry et al., 1987; Wathen, 1987; Cothern and Rebers, 1990; 

Banks et al., 1998)

지하수중 방사성물질에 대한 수질기준은 일반적인 오염물질과는 달리 기준이 아닌 제안치 수준이며, 지하수를 많이 사

용하는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다. 지하수내 방사성물질의 허용 농도는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경우 우라늄은 30 µg/L, 라돈은 4,000 pCi/L이다. 우리나라는 우라늄을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하고 상수원수에 대하

여 년 2회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하수 중 방사성물질과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최근 방사성물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많은 논문들이 보

고되었다. Yun et al.(2018)은 대전 화강암지역 지하수의 우라늄과 라돈 함량에 대해 연구하였다. Cho et al.(2007, 2010, 

2012, 2014, 2017)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걸쳐 지하수 중의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농도 분포 및 지질특성에 따른 분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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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을 연구하였다. Jeon(2009)은 부산지역 지하수의 방사성물질 특성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Lee(2008)는 지하수내 

우라늄과 라돈의 발생에 대한 연구와 방사성물질의 건강위해 및 저감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Han and 

Park(1996)은 대전지역 지하수에 함유된 우라늄 및 라돈의 함량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외국의 연구에서는 Adriano et 

al.(2016)은 프랑스의 Crau 연안대수층에서 지하수와 지표수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데 라돈을 이용하였다. Singh et 

al.(2009)은 인도의 먹는물 시료에 대한 우라늄과 라돈 농도를 평가하였다. Godoy and Godoy(2006)는 브라질의 지하수

중 우라늄, 라돈, 라듐 농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Choubey et al.(2005)은 히말라야 둔 계곡의 지하수내 라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Banks et al.(1998)은 노르웨이 기반암내 지하수의 방사성물질 특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지역은 강원도 원주 지역으로 이 지역은 화강암, 변성암, 퇴적암 등의 다양한 지질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지역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이 많아 상수원수와 농업용수로서 지하수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금번 연구의 

목적은 연구지역 지하수의 수질 및 우라늄과 라돈에 대한 농도분포를 파악하고 방사성물질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

연구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 경기 편마암복합체, 오도비스기 석회암, 그리고 쥬라기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Won et al., 1974; Chi et al., 1989; Park et al., 1989; Koh et al.,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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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편마암복합체는 연구지역 동남부에 분포하며 주로 흑운모편마암 및 백운모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흑운모편

마암은 연구지역 기반을 이루고 있던 편암류들이 미그마타이트질화 또는 화강암화 된 것으로 편암과 석회석이 잔류물로 

산재되어 있다. 백운모편마암은 사질인 퇴적암들이 미그마타이트질화 또는 화강암화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다량

의 백운모를 함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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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비스기 석회암은 연구지역 동남부에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으며 녹색 편암과 석회암이 호층을 이루고 있다. 녹색편

암은 비교적 변성도가 낮으나 곳에 따라 천매암을 보이며 불순 석회암은 가끔 변성되어 석회규산염으로 분포하기도 한다.

쥬라기 화강암은 연구지역 서부의 전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흑운모화강암과 복운모화강암으

로 구성되어 있다. 흑운모화강암은 중립 내지 조립으로 반상석리를 보여주며 주 구성광물은 장석, 정장석, 미사장석 및 흑

운모이며, 부수광물로 인회석, 스핀 및 저어콘 등이 있다. 복운모화강암은 세립 내지 중립의 완정질 암석으로 백운모와 흑

운모의 양이 거의 비슷하며 백운모와 흑운모의 상대적 양에 따라 유백색 내지 유회백색을 띤다. 주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

석, 정장석, 미사장석, 백운모, 흑운모이며 2차 변질광물로 견운모와 녹니석이 있다.

��	
����

연구지역 지하수의 수리지화학적 특성과 자연방사성물질의 함량 분포와 산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40개소의 지하

수 관정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Fig. 1). 시료 채취는 수질의 안정을 위해 10~20분 동안 양수공 체적의 약 3~5배를 양수하

고, pH, EC, Eh, 수온 등이 안정된 후에 채취하였다(Barcelona et al., 1985). 시료 채취시 현장에서 pH, EC, Eh, 수온 등을 

측정하고 0.45 µm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하였다. 우라늄을 비롯한 양이온 분석용 시료는 고순도의 농질산(65%)을 1 ml 

첨가하여 pH를 2 이하로 유지시킨 후 실험실로 운반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양이온은 유도결합쌍원자방출분광분석기

(ICP-AES)로, 주요 음이온은 이온크로마토그피로(I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오차 범위는 상대오차 ±5%이다. 라돈 측정

용 시료는 22 mL 유리용기에 지하수 시료 8 mL와 섬광용액(Optiphase Hisafe3) 12 mL를 첨가하여 5분간 잘 흔들어 섞어 

채취하였다. 채취된 지하수 시료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α선과 β선 분리측정이 가능한 액체섬광계수기(Quantulus 

1220TM, Perkin-Elm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라돈의 측정효율은 222Rn 표준용액이 없는 관계로 모핵종인 226Ra 표준

용액(NIST SRM 4966A)을 사용하여 3회 측정하였으며, 측정효율은 95 ± 4%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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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에서 측정된 40개 지하수의 현장수질과 주요 용존이온 및 우라늄, 라돈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지역 

지하수의 물-암석 반응과 지표 오염의 유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용존이온과 EC와의 상관관계 및 오염지시 항목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였다(Figs. 2, 3).

연구지역 지하수의 EC는 최소 73에서 최대 400 µS/cm (평균 212 µS/cm)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지역 지하수의 

경우 EC의 증가와 더불어 주요 용존 양이온(Na, K, Ca, Mg)의 함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Fig. 2a, 2b, 2c, 2d). 따

라서 주요 용존 양이온의 경우, 물-암석 반응의 진행에 의해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Na 이온의 경우 EC 증가와 더불

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나(Fig. 2a), Ca 이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함량이 낮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K 이온의 경우 

Na, Ca, Mg 이온에 비하여 함량도 낮고 증가 경향이 다른 양이온에 비하여 뚜렷하지 않다(Fig. 2b). 주요 용존 양이온 중에

서 Ca 이온과 Mg 이온의 증가가 두드러져, 원주지역에서 채취된 지하수의 경우 주로 Ca-Mg 탄산염 광물의 용해가 지하

수의 수질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Fig. 2c, 2d). Ca 이온과 HCO3 이온의 관계에서도 Ca 이온이 증가할수록 

HCO3 이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서 탄산염 광물의 용해가 지하수의 수질을 지배하는 반응으로 판단된다(Fig. 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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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암광물인 사장석과 K-장석의 풍화에 의하여 Na, K, Ca 이온이 증가할 수 있으며, Na와 Ca 고용체인 사장석의 풍화는 

사장석의 Na, Ca 비율에 따라 지하수의 Na, Ca 이온 함량과 더불어 SiO2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원주지역 지하수의 

SiO2 함량은 EC와 크게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Fig. 2f). 따라서 원주지역의 지하수 수질은 규산염광물(사장석 등)

의 풍화보다는 탄산염광물의 풍화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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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U

(µg/L)

Rn 222

(pCi/L) 
pH

EC

(µS/cm)

Eh

(mV)

T

(°C)
K Na Ca Mg Cl SO4 F NO3 HCO3 SiO2 Geology

WJ-01 1.58 660 7.3 154 215 14.2 0.42 9.40 17.70 3.34 2.56 1.88 0.23 6.90 79.61 27.6 Biotite granite

WJ-02   3.59 1,610 6.1 130 269 14.8 1.61 6.21 11.10 1.59 9.24 6.62 0.23 16.50 19.83 12.6 Two mica granite

WJ-03   4.44 910 7.8 325 225 14.9 0.62 8.77 50.20 5.81 8.91 10.50 0.15 11.40 159.52 20.1 Biotite granite

WJ-04   1.49 1,290 6.7 243 236 13.5 0.89 12.10 27.20 5.14 11.40 14.30 0.13 30.30 69.54 28.0 Biotite granite

WJ-05   3.82 250 6.9 289 224 15.3 1.83 14.80 36.00 4.84 8.73 5.71 0.79 0.63 153.42 25.2 Biotite granite

WJ-06   2.77 2,300 7.5 230 254 13.9 0.80 9.44 29.60 4.54 9.25 5.25 0.13 21.80 90.89 27.2 Biotite granite

WJ-07   2.16 2,140 6.8 181 264 14.8 1.63 9.15 21.30 3.19 6.48 10.70 0.12 10.20 72.59 26.7 Biotite granite

WJ-08 32.80 250 8.3 380 193 23.1 2.19 46.00 33.20 3.75 9.95 11.30 2.46 0.46 198.86 11.1 Biotite granite

WJ-09 10.40 4,670 6.6 400 275 14.7 2.39 19.80 49.40 7.22 34.70 16.90 0.34 17.20 134.20 27.2 Biotite granite

WJ-10 0.51 810 6.5 229 313 14.8 2.55 11.80 25.10 4.73 12.90 13.20 0.19 11.50 79.00 20.1 Biotite granite

WJ-11 4.72 8,410 6.7 284 317 14.4 1.55 15.20 31.40 5.85 14.20 12.60 0.21 30.30 93.64 26.1 Biotite granite

WJ-12 7.99 760 7.3 297 274 14.1 0.42 14.30 37.90 6.22 11.50 7.02 1.07 6.24 143.05 18.1 Biotite granite

WJ-13 50.50 4,080 7.9 275 252 14.3 0.53 8.44 47.20 1.04 13.30 10.00 0.53 11.50 117.43 16.5 Biotite granite

WJ-14 0.42 410 6.8 160 200 13.7 1.24 12.90 15.60 1.97 10.60 6.94 1.56 0.55 60.39 12.4 Biotite gneiss

WJ-15 0.32 6,620 6.4   82 302 14.5 0.33 5.27 7.21 1.34 4.13 4.66 0.05 7.87 21.96 15.9 Biotite granite

WJ-16 0.34 570 8.0 191 206 12.5 0.80 1.48 28.70 7.16 1.42 5.35 0.06 7.44 109.19 12.3 Biotite gneiss

WJ-17 1.18 2,680 7.6 178 264 12.5 1.25 3.35 29.70 1.67 2.34 8.12 0.24 6.97 87.84 10.8 Biotite gneiss

WJ-18 0.51 540 7.9 214 271 12.2 0.44 1.86 29.80 8.28 1.68 5.69 0.06 6.50 118.95 8.7 Limestone

WJ-19 0.06 920 6.5 285 297 12.7 8.10 4.87 29.10 5.93 14.00 8.11 0.02 86.00 25.01 10.7 Biotite gneiss

WJ-20 1.39 1,200 7.9 132 258 16.0 0.51 6.07 17.30 1.66 3.20 7.02 0.19 4.88 60.39 13.9 Biotite gneiss

WJ-21 0.23 480 7.7 194 273 13.3 0.86 2.43 31.90 2.15 3.20 6.00 0.06 15.80 85.40 11.3 Limestone

WJ-22 0.80 1,090 7.6 270 285 14.0 2.74 8.14 30.60 7.30 21.00 12.70 0.12 16.40 78.69 18.2 Biotite granite

WJ-23 0.54 2,520 6.7 267 184 15.0 2.98 9.46 28.40 8.19 9.88 13.50 0.06 14.50 108.28 17.6 Biotite granite

WJ-24 0.36 2,540 7.0 247 271 15.4 1.71 9.81 28.80 5.80 13.00 11.00 0.06 21.80 85.40 23.5 Biotite granite

WJ-25 34.80 2,320 7.5 265 258 18.7 1.53 20.00 27.00 5.64 5.62 8.81 2.13 5.20 134.81 14.6 Biotite granite

WJ-26 12.60 5,400 6.6 338 278 13.9 1.37 15.40 40.30 10.90 9.76 11.80 0.21 12.10 170.80 31.7 Biotite granite

WJ-27 7.44 71 7.6 179 201 13.9 0.67 7.43 25.90 2.28 2.20 6.43 0.25 8.06 87.54 17.4 Biotite granite

WJ-28 0.96 4,440 7.4 125 281 13.2 0.83 5.78 13.40 2.66 2.46 5.41 0.18 12.70 45.75 18.7 Biotite granite

WJ-29 0.10 2,380 6.5 221 313 13.3 0.63 16.00 19.40 3.11 17.80 0.78 0.11 40.50 43.92 34.0 Two mica granite

WJ-30 0.06 980 6.5 185   57 14.7 0.55 5.76 16.10 3.74 5.00 8.53 0.13 5.38 62.53 26.5 Two mica granite

WJ-31 3.47 3,490 7.9 185 237 14.6 0.97 12.60 22.00 2.36 1.75 6.05 1.65 0.81 99.13 20.9 Biotite gneiss

WJ-32 0.53 67 7.0   78 273 13.6 0.57 5.24 8.55 0.72 2.48 4.91 0.30 3.39 30.20 15.9 Biotite gneiss

WJ-33 0.11 390 6.3 111 288 14.2 0.42 5.46 11.60 1.38 3.33 5.63 0.12 13.10 33.55 15.9 Biotite granite

WJ-34 6.36 1,690 8.3 146 260 14.6 0.38 8.38 20.90 0.46 1.96 7.02 1.23 3.18 68.63 19.8 Biotite granite

WJ-35 14.90 4,640 7.4 162 247 14.5 0.89 10.70 16.60 1.85 5.94 4.59 1.33 20.50 50.33 26.3 Biotite granite

WJ-36 2.74 2,670 7.9 212 269 14.3 0.46 15.40 22.50 3.78 6.96 5.40 1.40 6.39 101.26 18.7 Biotite granite

WJ-37 2.35 7,410 6.7 161 284 13.9 0.79 9.23 17.70 2.18 6.24 9.53 0.30 19.40 46.36 25.0 Biotite granite

WJ-38 1.61 3,070 6.6 233 302 14.9 0.73 19.90 24.50 2.27 9.60 11.50 1.86 16.10 86.01 28.9 Biotite granite

WJ-39 1.51 4,880 7.0   73 232 14.2 0.49 4.97 7.60 0.86 2.10 4.18 0.37 4.57 27.15 15.2 Biotite granite

WJ-40 0.31 2,660 6.3 188 329 14.0 2.23 9.85 19.30 2.79 13.70 8.31 0.13 14.90 54.29 12.7 Biotite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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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존 음이온과 EC와의 상관관계 및 이온 항목간의 상관성을 Fig. 3에 도시하였다. Cl 이온과 SO4 이온은 대체로 

EC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Fig. 3a, 3b). Cl 이온은 Na 이온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Cl 이온의 기원이 Na 

이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Fig. 3c). 한편 NO3 이온도 Cl 이온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Fig. 

3d). NO3 이온은 지표의 오염원으로부터 기원하는 이온종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지역의 지하수는 지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불소(F) 이온의 경우 Ca 이온과 특별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Fig. 3e). F 이온은 화강암 지역이나 변성암 지역에

서 흑운모, 형석, 각섬석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대표적인 지질기원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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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 40개의 지하수 관정 용도는 음용지하수 21개공, 농업용수 14개, 개인생활용수 5개이다. 이중 음용지하수공은 

개인 음용 지하수공 8개, 소규모급수시설 9개, 마을상수도 4개의 총 21개 공이다.

연구지역 지하수 시료의 우라늄 농도는 0.06~50.5 µg/L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Table 1). 평균 농도는 5.57 µg/L 

(Table 2)로 전국 지하수의 우라늄 평균 농도(NIER, 2002)인 4.50 µg/L보다 높은 편이다. 미국 EPA MCL인 30 µg/L를 

초과한 곳은 WJ-08(32.8 µg/L, 개인생활), WJ-13(50.5 µg/L, 개인생활), WJ-25 (34.8 µg/L, 개인생활)로 3개소이며, 전

체 시료수의 7.5%에 해당된다. 이는 전국 지하수 우라늄의 EPA MCL 초과율인 2.8%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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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우라늄 농도는 85%가 10 µg/L 이하로 대부분 지하수가 Lowry et al.(1987)이 보고한 자연상태의 우라늄 농도 값인 

0.1~10 µg/L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2에서 평균농도와 중앙값의 차이가 크고 왜도가 3.06으로 양의 값을 보인다. 중앙값

은 1.55 µg/L로 평균 농도보다 매우 낮아 우라늄 함량의 통계적 분포가 낮은 값으로 크게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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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µg/L) Rn (pCi/L) 

Average 5.57 2,357

Std. 10.58 2,100.24

Median 1.55 1,915

Min. 0.06 67

Max. 50.50 8,410

Skew. 3.06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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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의 농도와 통계자료는 Table 1과 2에 제시하였고, 함량분포는 Fig. 4b에 도시하였다. 시료 채취시 라돈은 가스상태

로 존재하므로 시료 채취, 보관 및 시료 준비과정에서 약간의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측정된 농도 값은 실제 농도 값보

다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지역 지하수의 라돈 농도는 67~8,410 pCi/L의 범위를 나타낸다. 평균 농도는 2,357 pCi/L (중앙값 1,915 pCi/L)로 

전국 지하수의 라돈 평균 농도(Cho et al., 2007)인 1,862 pCi/L보다 높은 편이다. 평균농도와 중앙값의 차이가 크지 않고 

왜도 역시 1.2로 크지 않으며, 라돈 함량의 통계적 분포가 높은 값에서 낮은 값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 4b). EPA AMCL 4,000 pCi/L를 초과한 곳은 WJ-09: 4,670 pCi/L, WJ-11: 8,410 pCi/L, WJ-13: 4,080 

pCi/L, WJ-15: 6,620 pCi/L, WJ-26: 5,400 pCi/L, WJ-28: 4.400 pCi/L, WJ-35: 4,640 pCi/L, WJ-37: 7,410 pCi/L, WJ-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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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 pCi/L 등 9개소로 전체 시료수의 22.5%이다. 이는 전국 지하수 라돈의 EPA AMCL 초과율인 12.2% (NIER, 2002)

보다 높다. 그러나 EPA AMCL 4,000 pCi/L를 초과한 9개소 중 핀란드의 음용 제안치인 8,100 pCi/L를 초과하는 시료는 

WJ-11: 8,410 pCi/L 한군데 밖에 없다. 이는 연구지역 라돈 농도가 우리나라와 지질여건이 비슷한 노르웨이나 핀란드에 

비해서 아주 낮은 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EPA AMCL을 초과한 9개소를 용도별로 분류해보면 소규모급수시설 3개소(WJ-09, WJ-11, WJ-37), 마을상수도 

2개소(WJ-28, WJ-39), 개인음용 2개소(WJ-13, WJ-15)로 음용수가 7개이고 농업용수가 2개(WJ-26, WJ-35)이다. 이중 

음용수의 평균 농도는 6,071 pCi/L, 농업용수의 평균 농도는 5,020 pCi/L로 음용수의 라돈 농도가 높은 편이다. 이는 음용

수 지하수 관정의 경우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비하여 케이싱 및 그라우팅이 좀 더 완벽하게 시공되어 있어 천부 지하수의 

공내 유입이 차단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라돈의 반감기가 3.82일로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하면 라돈 농도가 높은 WJ-09, 

WJ-11, WJ-13, WJ-15 WJ-26, WJ-28, WJ-35, WJ-37, WJ-39의 9개소는 지하수 공급원이 이 지역에서 멀지않은 곳에 존

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Han and Park, 1996). 우리나라 마을상수도 지하수의 라돈 자연저감율이 25.6~45.6%인 점을 고

려하면(Cho et al., 2010), EPA AMCL을 초과한 지하수 관정도 간단한 폭기시설이나 정치로 EPA AMCL 값인 4,000 

pCi/L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Fig. 5는 연구지역 지하수의 우라늄의 농도와 라돈 농도와의 상관성을 도시한 그림으로 양자간의 상관성은 미약한 편이

다. 우라늄의 농도와 라돈 농도사이에는 상관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연구지역에서 양자 사이의 상관성은 미약하다. 이

와 같은 현상은 라돈이 가스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료 채취 과정에서 탈기되어 실제 농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반감기가 3.82일로 짧기 때문에 지하수 공급원으로부터의 거리와 지하수의 이동 속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Han and Park,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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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내 방사성물질의 산출과 분포는 일차적으로 그 지역의 지질 및 물과 암석의 지화학적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연

구지역 지하수의 방사성물질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료 채취지점을 지질별로 구분하였다. 지질은 쥬라기 흑운화강암

(Jbgr), 쥬라기 복운모화강암(Jtgr), 선캠브리아기 흑운모편마암(PCbgn), 석회암(Ls)으로 구분하였다. 각 지질별 시료수

는 쥬라기 흑운화강암 28개, 쥬라기 복운모화강암 3개, 선캠브리아기 흑운모편마암 7개, 석회암 2개이다. 연구지역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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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우라늄, 라돈에 대한 지질별 통계 분석자료는 Table 3에 정리하였고, 지질별 통계 분포는 Fig. 6에 box plot으로 도시

하였다.

�	
������+�
����	
��
�
�������������
�����
����
����	��	����
����������
	���������

Geology (samples) Jbgr (28) Jtgr (3) PCbgn (7) Limestone (2)

U (㎍/L)

 Mean 7.53 1.25 1.06 0.37

 Med. 2.55 0.10 0.53 0.37

 Min. 0.11 0.06 0.06 0.23

 Max. 50.50 3.59 3.47 0.51

Rn (pCi/L) 

 Mean 2,820 1,656 1,334 510

 Med. 2,420 1,610 920 510

 Min. 71 980 67 480

 Max. 8,410 2,380 3,490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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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 쥬라기 흑운모화강암 지하수의 우라늄 농도는 0.11~50.5 µg/L로 다른 암석들에 비해 넓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흑운모화강암 지역의 평균 농도와 중앙값은 7.53 µg/L와 2.55 µg/L이다. 이는 우리나라 화강암지역 지하수의 평균 

우라늄 농도 10.53 µg/L, 중앙값 0.34 µg/L과 비교하면 평균 농도는 낮고 중앙값은 높은 편이다. EPA MCL을 초과하는 

WJ-08, WJ-13, WJ-25 지하수 역시 쥬라기 흑운모화강암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석회암 지역의 경우 시료수가 2개인 관계

로 비교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우라늄 농도가 각각 0.23 µg/L, 0.51 µg/L로 연구지역의 지질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

내고 있다. 평균 농도 역시 0.37 µg/L로 4개 지질중에서 가장 낮다. 쥬라기 복운모화강암과 선캠브리아기 흑운모편마암 

지하수의 우라늄 농도는 각각 0.06~3.59 µg/L (평균 농도: 1.25 µg/L), 0.06~3.47 µg/L (평균 농도: 1.06 µg/L)로 거의 비

슷한 농도 범위를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연구지역에서 지질별 지하수의 우라늄 농도는 쥬라기 흑운모화강암 지역의 지하수에서 가장 높다. 일반적

으로 암석 내의 우라늄 함량은 화강암에 비해 옥천계 변성암이나 선캠브리아기 변성암 등 변성암에서 높은 것으로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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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Choo, 2002). 그런데 연구지역의 경우, 화강암지역 지하수에서 변성암지역 지하수보다 높게 검출된다. 이는 화강

암지역 지하수의 지화학적 조건이 변성암지역의 지하수보다 우라늄의 용해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라늄이 지하수

나 하천수에 부화되는 정도는 수리화학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우라늄은 화강암과 같이 산화환경에서 지하수에 

쉽게 용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apecza and Szabo, 1986). 우라늄은 환원환경에서는 불용성의 특성을 가지므로 환원

환경이 우세한 지역에서 우라늄이 쉽게 용해될 가능성은 적다(Langmuir, 1997). 연구지역의 선캠브리아기 변성암의 경

우 환원환경에 유리한 수리지화학적 요소와 탄소와 같은 유기화합물에의 우라늄 흡착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에는 우라늄

이 낮게 검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지역 지질별 지하수의 라돈 농도는 쥬라기 흑운모화강암 지역에서 71~8,410 pCi/L 범위로 평균 농도 2,820 pCi/L, 

중앙값 2,420 pCi/L이다. 연구지역 흑운모화강암 지하수의 평균농도 2,820 pCi/L은 우리나라 화강암 지하수의 라돈 평균 

농도 2,595 pCi/L (Cho et al., 2007)와 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복운모화강암 지역의 지하수는 980~2,280 pCi/L 

범위를 나타내며, 평균 1,656 pCi/L, 중앙값 1,610 pCi/L이다. 선캠브리아기 흑운모편마암은 67~3,490 pCi/L 범위로 평

균 1,334 pCi/L, 중앙값 920 pCi/L이다. 석회암지역은 480~540 pCi/L 범위로 평균값과 중앙값은 510 pCi/L이다. 석회암 

지역의 경우, 시료수가 2개인 관계로 평균값과 중앙값의 의미는 크게 없다. 연구지역에서 EPA AMCL을 초과하는 

WJ-09, WJ-11, WJ-13, WJ-15, WJ-26, WJ-28, WJ-35, WJ-37, WJ-39 등 9개 시료의 지질 역시 모두 흑운모화강암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연구지역의 지질에 따른 라돈 함량의 최대치는 쥬라기 흑운모화강암 > 선캠브리아기 변

성암 > 쥬라기 복운모화강암 > 석회암 순으로 높고, 평균치는 쥬라기 흑운모화강암 > 쥬라기 복운모화강암 > 선캠브리아

기 변성암 > 석회암 순으로 높다(Table 3). 이와 같이 연구지역 지질별 지하수의 라돈 함량은 흑운모화강암 지하수에서 높

고 변성암이나 석회암지역 지하수에서 낮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Wathen, 1987; Cothern and Rebers, 1990; Banks et 

al., 1998; Cho et al., 2007). 라돈 역시 우라늄과 마찬가지로 화강암지역 지하수의 9개 시료만이 EPA AMCL을 초과하고 

변성암과 퇴적암지역의 지하수에서는 EPA AMCL을 초과하는 시료가 없다. 그러나 연구지역의 화강암지역 지하수의 라

돈 평균 농도인 2,820 pCi/L는 스웨덴 화강암지역 지하수의 라돈 평균 농도 24,462 pCi/L (Salonen and Hukkanen, 1997), 

노르웨이 화강암지역 지하수의 평균 농도 18,921 pCi/L (Banks et al., 1998), 핀란드 화강암지역 지하수의 평균 농도 

24,706 pCi/L (Salonen and Hukkanen, 1997), 미국 화강암지역 지하수의 평균 농도 8,000 pCi/L (Cothern and Rebers, 

1990)보다 매우 낮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지하수의 우라늄과 라돈 함량은 유사한 지질을 가지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미국 등 외국에 비

해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단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사항을 추론해볼 수 있다. 첫째, 지하수 대수층 환경의 차이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

해 우라늄이 지하수에 더 쉽게 용해될 수 있는 산화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다. 둘째, 화강암내 미세균열 발달 정도의 차이

를 생각할 수 있다. 화강암과 같은 화성암에서는 결정화작용, 냉각, 풍화 과정 중 미세균열의 발달에 따라 라돈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화강암과 같은 결정질암 내 지하수의 라돈 함량은 균열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Cook et al., 

1999; Abdulrahman, 2014). 따라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미국의 화강암지역의 지하수 환경은 우리나라에 비해 파쇄

대나 균열발달이 더 양호한 대수층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관정 설계 제원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

라 지하수 관정의 특성상 케이싱 및 그라우팅이 미비한 관정이 많으므로 천부 지하수의 공내 유입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러

한 관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실제 함량보다 낮게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세가지 추론중에서 우리나

라의 지하수 관정 굴착 관행을 고려하며 지하수 관정 설계 제원으로 인하여 연구지역 지하수의 우라늄과 라돈 함량이 외

국에 비해 더 낮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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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 지하수의 우라늄과 라돈의 산출 특성과 수리지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40개 지하수 시료에 대하여 우

라늄, 라돈, 주요 성분 함량을 분석하였다. 40개 지하수의 우라늄 함량은 0.06~50.5 µg/L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

값 5.57 µg/L, 중앙값 1.55 µg/L이다. 라돈 함량은 67~8,410 pCi/L의 범위이고, 평균값 2,357 pCi/L, 중앙값 1,915 pCi/L

이다. 우라늄 함량에서 평균값과 중앙값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연구지역 지하수의 수리지화학적 환경, 

우라늄 광물의 산출특성과 존재형태에 따라 우라늄 광물의 용해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라돈의 평균값과 중앙

값의 차이가 우라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연구지역 지하수 관정이 위치한 지점의 충적층과 풍화대의 심도가 비교

적 깊고 일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구지역 지하수의 우라늄 및 라돈 농도를 지질별로 살펴보면 쥬라기 화강암 > 선캠

브리아기 변성암 > 석회암의 순으로, 화강암지역의 지하수에서 가장 높고 석회암지역 지하수에서 낮다.

연구지역 지하수의 우라늄과 라돈 함량이 유사한 지질을 가지는 외국에 비하면 낮지만 이는 케이싱 및 그라우팅이 미비

로 천부 지하수의 공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하수의 우라늄 및 라돈 산출특성을 좀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는 차폐장치가 완벽하게 설치된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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