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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내 유명 온천, 약수, 샘물 167개소를 포함한 전국의 좋은물 수원 877개에 대한 현장조사와 수질분석을 수행하여
(2017년 8월 ~ 2020년 6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요 미네랄 성분(14개 항목)에 대한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미네랄
성분 분포도는 크리깅 분석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레스터 형식의 50 m 해상도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오빅데이터 오
픈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네랄 성분별 공간분포는 지질(암상, 단층 등) 및 지역적 특성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며, 좋은물 수원의 산출 특성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므로 음용 및 물응용산업(음료, 주류, 차류, 커피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좋은물 수원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미네랄 성분 분포도의 공간해상
도를 높이고 위치별 대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요어: 좋은물, 약수, 샘물, 미네랄 성분분포도
Abstract The database was established by conducting field surveys and water quality analysis of 877 water samples based on the
national-scale various water sources, including 167 sampling sites from historically well-known hot springs, mineral waters, and
spring waters (from August 2017 to June 2020). Spatial analysis using Kriging interpolation was performed to create a distribution
map for 14 mineral components. The distribution maps were prepared with 50 m spatial resolution in raster type, and provided
by Geo Bigdata Open Platform service of KIGAM.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ach mineral component showed some relationships
with geological (lithology and fault)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ould be used for drinking water and beverage industry
(beverages, alcoholic beverages, teas, coffee, etc.) by providing the various information on the occurrence of natural Good-Water.
We plan to continuously update information on Good-Water source to increase spatial resolution and secure its representativeness
at each location.
Keywords: Good-Water, Mineral Water, Spring Water, Mineral Compositio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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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의 건강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에 대한 인식은 최근 건강, 안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변화
되어 “좋은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Petraccia et al., 2006). 본 연구에서 좋은물은 특별한 가공 없이 자연
산출 상태 그대로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물, 또는 물의 성질이나 특성으로 인해 사람이 특정 목적으로 이용
하기에 적합한 물이라고 정의한다. 음용에 좋은물은 자연 상태의 오염 영향이 적은 환경에서 산출되어 인간의 신
체 대사활동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 성분이 적절히 함유된 물이라 할 수 있으며, 물을 이용하는 다양한 분
야(식품, 주류, 커피, 차류 등)에서 그 특정에 맞는 적합한 상태와 미네랄 성분, 함량 조건 등을 가지고 있는 물로
정의할 수 있다.
물의 건강에 대한 유익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네랄∙기능성 워터 성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지하수는
전세계 약 25억 명에게 먹는물로 공급되고 있으며(UNESCO, 2012) 유럽에서는 생수 소비 증가, 건강 및 웰빙
(Well-being)에

대한

관심

증가로

미네랄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urogeosurveys, 2016). 독일 지질조사소(BGR)는 유럽 전역의 40개국에서 884개 수원 및 1,785개의 병입수의 미
네랄 성분을 분석하여 광역적 성분지도를 발간하였으며(Reimann and Birke, 2010), 프랑스 국립지질조사소(BRGM)
는 식품 관련 대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미네랄 워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지하수 연구는 국지적
규모에서의 부지 특성화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전국 규모에서는 오염 특성 평가 및 수리지화학적 기작 연
구(Kim et al., 2019), 또는 환경부 운영 지하수 관측망을 활용한 수질 유형 분류 및 특성 평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Choi et al., 2014), 전국 규모의 수원 특성이나 수질 분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인위적 오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상태로 산출되며, 인간의 건강과 사용하는 목적에 적합한 한국
의 좋은물 수원에 대한 특성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선행연구 자료로서 주요 미네랄 성분들에 대한 공간적 분
포도를 작성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주요 수원에 대한 현장조사와 시료분
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전국의 자연기원의 전통적인 유명 온천, 약수, 샘물 등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하고(Min, 1997; 2000; Kim, 2007),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현재에도 활용되고 있는 수
원 167개소에 대한 수질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석회암/백운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강원도 영월, 정선,
태백 지역에 분포하는 용천수와 관정 지하수 72개소, 경상계 퇴적암 지역에 분포하는 지하수 123개소, 충청 지
역의 대용량 지하수 및 탄산수 산출지점 지하수 122개소에 대한 수질자료를 추가하였다. 또한, 국내 지하수의
배경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시료로써 배경수질측정망 중 2017년의 3차 시기에 측정된 최심부 관정 187개의 수
질자료를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였으며, 국가지하수관측망의 암반 관정 중에서 질산성질소 오염도와 공
간분포를 고려해서 선별한 206개 관정에 대한 시료 채수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전국의 좋은물 수원 877
개소에 대한 수질 DB를 구축하였으며 지점의 공간 분포는 Fig. 1과 같다.
좋은물 수원 877개소의 물 시료는 현장에서 간이수질측정기에 의한 수온, pH, 전기전도도(EC), 용존산소(DO)
를 측정하였으며, 실험실 분석을 위해 현장에서 시료를 보존 처리하였다. 실험실에서는 보존 처리된 시료를
0.45-µm membrane 필터로 필터링을 한 후, 기기분석을 통해 양이온(Ca2+, K+, Na+, Mg2+, SiO2(aq) 등) 항목과 음
이온(Cl-, SO42-, NO3-, F- 등) 항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알칼리도(HCO3-)는 산 적정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된 시료들은 검증 및 재분석을 수행하여 전하균형오차(CBE) 범위 ±5% 이내로 분석결과를 도출하여 수질 D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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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였다. 그러나, 일부 농도가 낮은 샘(spring)은 5%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분석 항목 중 검출한계
이하 농도는 검출한계의 1/2로 처리한 값을 공간분석에 활용하였다(Stetzenbach et al., 1999). 공간분포도 작성에
활용된 항목 중에서 경도(TH; total hardness)는 칼슘(Ca)과 마그네슘(Mg) 농도의 합이며 CaCO3로 환산한 값이다.
좋은물 수원 877개소에 대해 구축된 수질 DB 중에서 총 용존 이온 농도를 지시하는 항목과 물-암석 반응을
지시하는 항목, 인위적 오염원의 유입을 지시하는 항목 등 총 14개 항목을 선별하였으며, 이들 항목에 대한 공
간적인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시각화하기 위하여 ArcGIS (version 10.5.1., ESRI사)에서 제공하는 공간통계기법 중
에서 정규(Ordinary) 또는 단순 크리깅(Simple krig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주요 미네랄 성분 농도를 로그 농도로
변환(pH는 –log [H+] 이기 때문에 원자료 활용)함으로써 정규분포성을 확인한 후 공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최종
작성된 분포도는 약 50 m의 공간해상도를 가진다.

Figure 1. Location map of the water sampling sites for Good-Water Database

3. 결과
본 연구에서 구축된 좋은물 지도(주요 미네랄 성분 분포도 14종)는 다음 Fig. 2와 같다. 구축 범위는 제주도와
울릉도 등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체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해상도는 50 m, 좌표계는 UTM-K 이다. 구축
된 분포도는 GeoTiff 파일 형태로 추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
(https://mgeo.kigam.re.kr)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미네랄 성분 분포 설명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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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stribution maps of the dissolved mineral components of the Good-Water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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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f each water quality parameter of the distribution maps
항목(이름)

자료설명

pH

보통의 지하수 시스템의 pH범위는 6.0 ~ 8.5를 가지며, 물의 pH는 수리지화학

(수소이온농도)
EC
(전기전도도)
TDS
(총용존고체)
TH
(경도)
Ca
(칼슘)
Mg
(마그네슘)
Na
(나트륨)
K
(칼륨)
Si
(규소)
F
(불소)
Cl

반응 및 수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임. (DWS: pH 5.8 ~ 8.5)
간접 지시자이며, 국내 퇴적암/탄산염암 지역이나 해수침투 영향을 받은 해안
물속에 녹아있는 양이온/음이온과 같은 전해성 이온의 총량을 의미함. 미네랄
워터의 분류 기준으로 활용되거나 심미적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국내 시
물 속에 함유된 칼슘과 마그네슘의 용존량을 나타내는 값으로써 탄산염암과 백
운암 지역에서 주로 높은 값을 보임. 경도 및 알칼리도 분포는 커피 또는 맥주

(질산염)

0.878 ~ 3.353

제조용 물 평가에도 활용 가능함.
주요 용존 미네랄 성분이며, 국내에서는 특히 탄산염암 지역인 강원도 일부 지
역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냄.

0.415 ~ 2.833

지하수 내 마그네슘은 주로 백운석, 감람석, 휘석, 각섬석 등의 용해에 기인하
며, 국내에서는 강원도 영월지역과 탄산약수 산출 지점에서 보통 높은 농도를

-1.176 ~ 2.328

보임.
알바이트(Albite), 사장석, 빙정석 등의 암석 용해 또는 해수침투 영향을 받는
지점에서 높은 농도가 나타날 수 있음. 해안가를 따라 높은 농도가 나타나며,

0.272 ~ 1.846

강원 지역에서 낮은 값을 보임. (WHO 기준: 50 mg/L)
장석, 운모류의 풍화로부터 유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주로 규산염 광물의 풍화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물-암석 반응 지시자 역할을
함.

-0.342 ~ 0.758

0.302 ~ 1.211

화강암을 기반암으로 하는 지하수에서 고농도의 불소가 나타나기도 하며, 적정
농도(0.7 ~ 1.2 mg/L)로 함유된 물은 치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1.5 mg/L

-1.876 ~ 0.913

이상은 치아나 뼈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음. (DWS: 1.5 mg/L)
인위적 영향 또는 해수침투에 의해 높은 농도가 나타날 수 있음. 서쪽 해안가

물-암석 반응과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유기물 분해 등에 의해 탄산 가스가 발

NO3

1.155 ~ 3.958

판 생수의 TDS 범위는 대체로 40 ~ 130 mg/L. (DWS: 500 mg/L)

HCO3

(황산염)

1.35 ~ 4.57

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임.

에서 주로 높은 값을 보임. (DWS: 250 mg/L)

SO4

5.64 ~ 8.64

물이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써 물에 녹아있는 용존 이온 농도에 대한

(염소)

(중탄산염)

범위(log 값)

생하여 HCO3 농도가 높아질 수 있음.

-1.477 ~ 4.145

0.884 ~ 3.164

황산염의 함량이 높은 지하수는 주로 황산염 또는 황화광물의 용해에 기인하
며, 국내에서는 주로 경상계 퇴적암 지역에 분포함. 황산염이 높은 물은 쓴맛을

-0.900 ~ 2.704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DWS: 200 mg/L)
질산염은 질소화합물이 포함된 유기물 토양으로부터 유입될 수도 있는데, 이렇
게 나타날 수 있는 배경농도 범위는 3 mg/L (NO3-N)이며, 주로 분뇨나 비료 등

-0.744 ~ 1.305

의 사용에 의한 대표적 오염 물질임. (DWS: 50 mg/L NO3, 10 mg/L NO3-N)

Note: DWS는 drinking water standard (먹는물 수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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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의 및 결론
전국에 분포하는 다양한 수원지에서 획득한 물 시료를 분석하여 주요 미네랄 성분에 대한 공간분석을 수행하
고 이들에 대한 분포도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수원지들의 위치 특성 및 지질학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므
로, 이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미네랄 성분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작성
된 분포도는 오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자연기원의 청정하고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한국의 좋은
물을 탐색하기 위한 자료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좋은물의 산출 특성과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목적이다. 남한 전체의 수원에 대한 공간특성을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자료수가 부족하고, 수질의 시간적 변동
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분포도를 작성하기 위해 활용된 크리깅 기법의 경우 불균질, 이방성을
가지는 지하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미네랄 성분
14개 항목에 대한 분포도를 통해 지질(암상)과의 상관성이 높은 항목, 공간적으로 해안가나 서쪽 평지(농경지)가
발달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항목들을 분류할 수 있었으며,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좋은물 수원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공간해상도를 높이고 위치별 대표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주요 지점
에 대한 인문학적 정보와 기초자료를 보완하여 수질 특성 및 이용 목적에 맞는 좋은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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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이터셋에 대한 메타데이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오빅데이터 오픈플랫폼(https://mgeo.kigam.re.kr)에서 해당 데이터셋을 제공하며 간단한
회원가입을 한 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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