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聞慶 카르스트地域의 溶館에 關한 짧究* 

1. 序 論

(1) 맑究目的 

(2) 昭究方法

(3) 맑究地城 

2. 流城의 流出特性
3. 水理化學的 特性

1. 序

(1) 鼎究目的

《차 

論

지 금까지 국내 카르스트地形 昭究는 주로 分布

地域의 調훌와 地形의 形態에 관한 것 이 었 다 1) 

최 근에 石1J(岩의 被覆物에 관한 연구가 나온 바 

있다 2) 그러나 카르스트地域內의 溶餘過程(solu

tion processes)을 考察한 연구는 별로 알려져 있 

지 않다. 

李 泰

려1)) 

4. 石次岩 溶館率의 測定

(1) Solute 收支를 利用한 測定
(2) 岩片寶試을 通한 뼈u定 

5. 論 議

6. 結 論

亨**

石1J(岩의 溶館은 대부분 地表아래에서 일어나 

기 때문에 그 process를 밝혀내는 연구는 間接的

인 計劃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방법은， 

流域內 석 회 암의 溶율뽀過程을 반영 하는 流出의 

水理化學的 特性 (hydrochemical characteristics) 

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氣候帶別로 석회암의 溶

餘率을 測定 • 比較함A로써 溶館過程과 環境룡흥 
素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많았다 3) 

本 鎬에서는 카르스트地域에 위치한 小河川

流域에 서 流出의 水理化學的 特性을 파악하여 

* 本 論文은 筆者의 碩士學位論文임. 指導敎授이신 柳根培선생님께 캄사드립니다. 

** 서 울大學校 大學院 地理學科 碩士課程 Z휴業 
1) 鄭環鍵， 1966, “韓園의 Karst 地形 只山先生回甲記念論文集， pp.213-219. 
金大範， 1978, “ Karst 地形에 관한 맑究-江原道地城을 中心으로”， 건국대 학교 논문칩 , 제 8 집 , pp.212-
228. 

:2) 劉宰百， 1983, “ Karst 地形의 맑究-sinkhole 을 中心으로”， 한국동굴학회 지 , Vol. 7, No.8, pp.11-18. 
喪恩美， 1988. “石짧岩과 苦友岩의 地表被覆物에 關한 핍究 서 울대 학교 碩士論文• 

.3) Corbel, J. , 1959, “ Erosion en terrain calcaire," Aηnals of Geography , Vol. 68, pp.97-116. 
Drake, J.J. , 1974, Hydrology and karst solution in the Southern Canadian Rockies, Ph.D. thesis, 
Mcmaster University. 
Smith, D. I. and T.C. Atkinson, 1976, “ Process, landforms and climate in limestone regions," Lη 
Geomorphology aηd Climate, E. Derbyshire(ed.) , pp.367-409, New York: Wiley. 
Williams, P.W. and R.K. Dowling, “ Solutional marble in the Karst of the Pikikiruna range, north
west Nelson, Newzealand." Earth S:μr face Processes, Vol. 4, pp.15-36. 
'Crowther, L.J. , 1983, “ A comparison of rock tablet and water hardness methods for determining 
chemical erosional rates on karst surfaces," Zeitschrift für Geomorphologie, Band 27, Heft 1, pp.55-
64. 
'Crabtree, R. W. and S. T. Trudgill, 1984, “ Hydrochemical budgets for a magnesian limestone catch
ment in lowland, England," Journal of Hydrology , Vol. 74, pp.67-79. 

- 157-



여름과 가을에 4) 진행되는 석회암의 溶飯過程을 
살펴보고자 한다. 

(2) 鼎究方法

하천의 水理化學的 特性과 석 회 암의 溶슐뽀量을 
파악하기 위해서 流出의 Input과 Output, 化學
成分에 관한 정보가 펄요하였다. 

流域의 上流部와 下流部의 두곳에 簡易雨量計
를 설치하여 降水量을 測定하였고， 流速과 하천 
의 횡단면적을 계측하여 流量음 구하였다-

、

‘ 

빗물과 河川水， 連폈水를 정기적으로 채취하 
여 실험실에서 수소이온농도(pH)와 칼숨(Ca2+) ， 
마그네숨(Mg2+) , 중탄산염 (HC03-) , 황산염 
(S042-)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5) 

溶館에 의한 삭박량과 비교하기 위하여 浮遊
聞重을 측정하였고， 岩片實驗6)으로 석회 암의 溶
흩뽀率을 구하였다. 

그밖에 地形圖 (1 : 5, 000, 1: 25, 000) , 地質圖
(l : 50, 000) , 職略土魔圖cl : 50， 000)를 분석 하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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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맑究地城 

4) 여름과 가을을 연구기간으로 선정한 것은 洪水期의 溶飯過程을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5) Ca

2
+, Mg2+, HC03-는 석 회 암지 역 流出의 主훨 成分이 다. Drake, J.J. , 1974, op. cit. , p.145. 

6) 연구지역의 기반암에서 채취한 암석으로 일정 규격 (2.0 x2. OxO. 3cm)의 암펀을 만들었다. 원중량을 챈 후 
토양과 기반암의 경계면에 묻어 두었다가 165일 (5월 9일 ""10월 20일)후 꺼내어 암펀의 용식에 의한 중량 
감소분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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路훌期間은 1988년 5월 9일에서 10월 31일까 

지 6개월 간이며 측정과 표본채취는 열흘간격으 

로 定期實施하였다. 降雨가 잦은 7월에는 일주 

일간격으로 하였다. 

(3) 陽究地域

연구지역은경상북도점촌市에서 북쪽으로 4.5 

km 떨어진 문경군 호계면 부곡리 일대 면적 

5.39km2의 小河川 流域이 다(그림 1). 

연평균 기온은 12.1 0C이고 최난월기온은 7월 

의 25.0 oC, 최한월기온은 1월의 -2.2 0C이다. 

연중 地中 50cm깊이의 최고온도는 8월의 25.6 0 C 

이고 최저온도는 2월의 1. 6 0C이다. 연평균 강수 

량은 1 ，.l 08.1mm이고 월별로는 최다우기인 7월 

에 227.3mm, 최과우기인 1월에 21. 3mm의 강 

수량을 보인다 7) 

本 流域은 하천 유량이 주로 湮폈에 의해 공 

급되는 카르스트 河系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 

다. 河川의 流路는 石J3(洞에 서 흘러 나오는 2개 

의 용천 (Sl ， S2)을 포함한 6개의 용천과 연결되 

어 있다. 유역 上流의 용천 (S5， S6)에서 흘러나 

오는 물은 곧 河皮으로 스며 들어 代流한다. 따 

라서 上流의 流路는 降雨직후나 장마철을 제외 

하면 流水가 없는 건조한 상태이다. 下流의 4개 

용천 (Sl ， S2, S3, S4)의 물은 小河)II~로 직접 

流入된다. 

本 流域의 地質은， 오르도비 스紀 朝蘇系 大石

짜岩統 옳씁里廣에 속하는 석회암이 전체 면적 

의 85.7%를 차지 한다. 대 략 고도 400m를 경 계 

로 유역 北西部에는 zp.安系 紅店統의 셰일이 부 

곡리충을 不整合으로 덮고 있다. 고도 600m이 

상의 高地帶에 역암과 사암， 따〉質셰일이 소규모 

로 분포한다. 流域 下流에는 다양한 크기의 圓

擁， 亞角擁， 土妙의 분급이 불량한 第 4 紀 、뺀積 

層이 분포한다8) <그림 2). 충적 층의 擁들은 대 

부분 은회색， 녹회색 셰일과 흑색사암 등이다. 

본 유역의 석회암은 돌로마이트 성분을 포함 

하고 있다. 동양은 석회암을 母材로 하는 壞土，

때
 벽 
평씨뭘 

E렐 사암，사힐빼밑 

諾 혁앙 

E겹 흩획훌 

그립 2. 맑究地城의 地賣分布

쳐혈壞土， 微妙質植壞士가 주를 이 룬다 9) 

분수계 를 이 루는 유역 상류의 山地에 는 2년전 

발생한 산불로 原植生이 제거되고 현채는 雜木

들이 2次林을 형 성 하고 있다. 하류의 低山地에 

는 높이 2"'3m의 활엽수가 密生하고 있다. 

유역 內에 는 石K洞， 돌리 네 등과 같은 溶飯地

形들이 관찰된다. 

토지이용 현황은 논 3.8%, 밭 14.7%, 주거 

지 1. 1%, 산렴 및 초지 80.4%이 다. 

2. 流域의 流出特性

석회암의 용식과정에서 流況의 特性은 河川의 

水理化學的 性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0) 流況

의 特性은 降水와 統出의 계절분포에서 잘 나타 

난다. 

하천의 流量은 流域의 지배적인 기후변수， 즉 

강수량， 기 온， 증발산량 등에 의 해 복합적 오로 

결정된다. 하천 유역에서 물의 잉여 (surplus)와 

부족(deficit)은 물收支 모델로 설명되어 왔다. 

7) 국렵중앙기상대， 1985, 한국기후펀람， pp.260-262. 
8) 국렵 지 질 조사소， 1967, 한국지 질 도 1 : 50, 000, 문경 도폭 
9) 한국토양조사사엽기구 • 농촌진흥청 식물환경연구소， 1971, 개략도양도 1 : 50, 000, 경상북도 문경도폭 

10) Drake, 1.J. , 1974, op. cit. ,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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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쭈年 물收支모델의 流出i톨 (단위 : mm/month) 

mm/Yr. 

*TW 

**PM | 짧: al f§: #| 3§: 3| 뚫: 3| #: tl §?: #| 133: r| 繼 2g: gl g: gl z5: 8| 25: gl 
361. 8 
459.4 

* Thornthwaite의 PET계 산법 에 의 한 물수지 
** Penman의 PET계 산법 에 의 한 물수지 

국내 에 서 는 Thornthwaite, Penrnan, Mayer의 
증발산량 계산법에 의한 물수지 연구가 있다11) 

本 章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증발산량 계산방 

법으로 본 유역의 물 수지를 작성하고 실측 유 

출량과 비교하였다. 물수지는 Thornthwaite 방 

법 12)과 Penrnan의 방법 13)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토양수분보유량은 본 유역의 토지이용 상황과 

토양형을 고려하여 200rnrn14 )로 하였다. 물수지 

계산에 사용된 氣象資料는 연구지역에서 5km 

떨어진 점촌기상관측소의 15년(1971년r-v1985년， 

평년) 통계치와 연구기간을 포함하는 1987년 11 

월에서 1988년 10월(연구기간)의 기상값이다. 

(1) 평년기상자료에 의한 물수지 

〈표 1)은 평 년기 상자료를 이 용하여 Thorn

thwaite와 Penman의 PET계 산법 으로 구한 물수 

지의 잉여량， 즉 流出量을 월별로 나타낸 것 

이다. 

연유출량은 Penman 방법에 의한 물수지에서 

더 많다. 계절별로는 Thornthwaite 방법에 의한 

물수지에서 겨울과 봄에， Penman 방법에 의한 

물수지에서 여름과 가을에 상대적으로 유출량이 

많다. 

(2) 연구기간의 기상자료에 의한 물수지 

연구기간동안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Thorn

thwaite와 Penman의 PET계 산법 으로 구한 물수 

지의 월별 유출량과 실측 유출량을 비교하였다 

〈표 2). 연구기 간의 강수량은 1 ， 002.3mm로 평 

년의 1, 108.1mm 보다 적 다. Thornthwaite방법 

에 의한 물수지에서 연구기간 모렐의 경우는 평 

년모렐과 비교하여 3월과 7월을 제외한 모든 달 

에서 유출량이 적다. 물이 부족한 달이 많으나 

7월의 유출량이 평년 같은 달의 4배를 넘어 연 

유출량은 펑년과거의 같다. 이러한 패턴은 Pen

man방법에 의한 연구기간 물수지모렐서도 나타 

난다. 다른점은 연구기간의 유출량이 평년의 

81. 7%에 불과한 것으로 계 산되 어 , 강수량의 감 

소로 인한 유출량의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 

는것이다. 

연구기간 물수지모텔에서 7월의 流出값을 보 

면， Thornthwaite방법 에 의 한 물수지 보다 Pen

man방법에 의한 물수지의 流出값이 실측치에 

더 近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Thornthwaite방 

표 2. 맑究期間 물收支모댈의 流出톨과 를빼 流出. (단위 : mm/month) 

11) 金光植， 1968, “ 10大江 流城의 (南韓)물收支”， 한국기 상학회 지 제 4 권 제 1 호， 한국기 상학회 지 , pp.1-7. 
金違玉， 1970, “ Thornthwaite 方法에 依한 韓園의 水分收支”， 지 리 학， 제 5 호， 대 한지 리 학회 , pp.14-30. 
鄭鳳日， 李東漢， 1982, “단동분지에서의 물收支 헝衝에 대한 調훌핍究”， 三昌 金鍾鎬先生 古橋記念論文集，
鍵業生塵c:--.調훌所， pp.213-241. 

12) Thornthwaite, C. W. and J.R. Mather, 1957, “ Instructions and tables for computing potentìal evapo
transpiration and the water balance," Publication in Cli까atology， Vol. X, No. 3, pp.185-309. 

13) Penman, H.L. , 1948, “ Natural evaporation from open water, bare soil and grass," Proceedings 0/ 
Royal Society , Vol. A193, pp.120-145. 

14) Thornthwaite 의 토양수분보유량 算出表를 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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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점혼의 쭈年 • 맑究期間 흙溫과 降水톨 

법이 상대습도를 고려하지 않아 이를 고려한 

Penman 방법에 비하여 가능증발산량이 실제보 

다 많게 계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15) 夏季에 강 

수량이 많고 상대습도가 높을 때에는 가능증발 

산량이 적어진다. 탄동분지의 물수지 연구에서도 

증발접시에서의 실측량과 가장 近似하는 PET 

값은 Penman의 방법에 의한 값인 것으로 밝히 

고 있다.삐 

물수지에서 평년과 연구기간 모렐의 월별 유 

출량분포는 상당한 差를 보인다. 이는 연구기간 

과 평년의 월별 강수분포의 差에서 옴을 알 수 

있다〈그림 3>. 장마기 간을 끼 고 500mm의 비 가 

집중된 1988년 7월을 제외하고， 1987년 12월부 

터 1988년 10월까지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다. 

PET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온은 평년과 별다른 

差가 없다. 

한펀， 1988년 5월에서 10월까지 단기간이지만 

Penman방볍에 의한 연구기간 물수지모델의 유 

출값과 실측 유출량을 비교해 보면， 계산된 유 

출량이 실제 유량보다 다소 적다. 이는 그 달의 

강수량이 증말산량보다 적 어 물수지 上 流出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流域의 基底流出

(base flow)이나 違.體時間을 갖는 地下水의 흐름 

LOGl。
l 

7 
유 

6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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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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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맑究期間 流出를 

LOG.。

뭘 6 

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그립 5. 물收支메 의한 月쭈均 流톨 

에 의해 실제로는 流出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유역의 소하천이 카르스트용천에 

의해 주로 공급되고 있는 特性도 이러한 사실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유역에서 연구기간(5월"" 1 0월)동안 측정한 

流量의 分布는 〈그럼 4>와 같다. 

Penman방법에 의해 계산된 평년 물수지모텔의 

월별 유량분포는 〈그림 5>로 표현된다. 물수지 

모렐을 통해 볼 때， 본 유역의 械出量은 多季에 

비교적 일정하고 3월과 5월， 10월에 감소하며 4 

월과 夏季에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기간의 流出은 分布 패턴에서 평년과 비 

슷하나 규모에서 상당한 差異를 보인다. 따라서 

연구기간에 파악되는 석회암 용식과정의 성격은 

평년과 다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15) Smith, K., 1964, “A long-period assessment of the Penman and Thornthwaite’s potential evapotran
spiration formulae," Journal 0/ Hydrology, Vol. 2, p.281. 

16) 鄭鳳 日 , 李東漢， 1982,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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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水理化學的 特性

(1) 水賣分布

본 유역의 19회 답사에서 標本 採取한 빗물， 

1며) 11水， 한훌寂水의 수소이온농도(pH)와 칼숨 

(Ca2+) , 마그네 숨(Mg2+) ， 중탄산염 (HC03-) , 

황산염 (S042-)의 농도플 분석한 결과는 〈표 3) 

과같다. 

빗물에 들어 있는 이온의 함량비는 HC03- , 

S042- , Ca2+, Mg2+順이 다. 

빗물과 하천수의 이온 농도를 비교해 보면， 

하천수에서 Ca2+, Mg2+ HC03-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 를통해 빗 물이 토양과 기 반암층을 

홉透한 후， 石J3(岩과 苦J3(岩의 용해 로 생 성 된 

Ca2+, Mg2+, HC03-를 많이 함유하여 河川水로 

공급됨을 알 수 있다. 

S042-의 경우는 빗물과 하천수에서의 농도에 

큰 차가 없는 것으로 보여， 하천수와 용천수內 

의 溶存 S042-는 대부분이 대거성분유업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용천에 의해 주로 공급되는 하천수의 pH 및 

성분 농도는 용천수의 것과 대체로 같다. 하천 

수에서 Ca2+, Mg2+의 농도가 약간 높다. 용천수 

間의 화학성분을 비교해 보면 S 1, S2, S3, 

S4, S5의 Ca2+, HC03-농도는 비 슷하고 S6의 

농도는 낮다. 유역內의 용천中가장높은 지점 17) 

에서 솟는 S6 용천수는 분수계와의 거리로 볼 

때 석회암과 화학반응을 충분히 갖지 못한 물 

로 생각된다. 地質的으로도 셰일과 석회암의 경 

사부정합면에 가까워 非石J3(岩地帶를 거친 물 

(allogenic water) 이 혼합되 었음을 가능성 이 크 

표 3. 빗물， 河川水， ~훌뚫水의 化學成分과 水溫 (단위 : mg/l) 
‘ -‘ 

pH Ca2+ Mg2+ 

M:tSD Range M:tSD Range M:tSD R, 
빗물 (P) 16 0.1"'2.14 0.1:t0.07 0.03'" 0.33 
하천 Rl 19 7.90:t0.15 I 7.71 "'8.30 I 64.8:t 9.3 45. 7"'71. 0 14. 3:t1. 4 11. 6"'15. 3 

R2 3 8. 06:t0. 30 I 7.77"'8.37 47.9:t 5.1 44.1"'53.8 11. 8:t0. 8 11. 2"'12. 6 
R3 2 7.87:t0.23 I 7.70"'8.03 I 44.1:t 0.4 43.8"'44.3 l 1. 1:t0.l 11. 0"'11. 1 

용천 SI 19 8.09:t0.13 I 7.85"'8.31 I 48.4:t 1. 7 45.1"'51.9 6. 5:t0. 5 5.5'" 7.2 
S2 19 7. 99:t0. 08 I 7.85"'8.11 I 46.1:t 4.5 37.2"'50.6 15.1:t1. 4 12.3"'16.5 
S3 19 7.97:t0.l0 7.84"'8.21 57.0:t 3.8 46.8"'60.3 13. 4:t0. 3 13.1"'14.0 
S4 19 7. 99:t0. 06 7.89"'8.12 50.0:t 1. 3 48.5"'53.4 5. 4:t0. 8 3.7'" 6.1 
S5 19 8. 09:t0. 09 7.91 "'8.23 51. 7:t 2.0 48.0"'54.9 17. 6:t1. 6 14.1"'18.8 
S6 19 7.96:t0.l0 7.73"'8.09 16.2:t 3.2 9.1"'19.0 2. 0:t0. 4 1. 0'" 2.4 

샤~~깅LL HC03- S042- TOC 

표본수 
M:tSD Range M:tSD Range M:tSD Range 

빗물 (P) 16 6.7:t 1. 0 5.0'" 8.4 3. 64:t0. 67 2.14"'4.75 - -
하천 Rl 19 97. 8:t l 1. 8 68.3‘ 107.1 5. 55:t0. 96 4.03"'7.04 15.7:t1. 14 14.4"'18.6 

R2 3 78. 9:t l 1. 9 65.6'" 88.4 6. 17:t0. 64 5. 76:t6. 91 - -
R3 2 60.7:t 6.2 56.3'" 65.1 6.29:t0.13 6. 19"'6.38 -

용천 SI 19 71. 9:t 6.0 61. 3'" 82.4 3. 31:t0. 84 1. 71"'5.16 14.0:t0.13 13.8"'14.3 
S2 19 81. O:t 5.8 67.6'" 91. 1 4. 48:t1. 09 2.48"'6.52 14.7:t0.16 14.4"'15.0 

S3 19 87.6:t 5.7 71. 7'" 94. 4 5. 18:t0. 90 3.86"'7.52 14.1:t0.28 13.2"'14.6 

S4 19 77.2:t 4.2 67.5'" 84.8 3. 47:t0. 58 1. 97"'4. 41 14.0:t0.17 13.7"'14.5 

S5 19 89.6:t 5.9 73.7'" 95. 1 5. 56:t0. 93 3. 69"'8. 11 14. 7:t0. 35 14.0"'15.3 

S6 19 32.0:t 5.1 17.4'" 40.2 4. 63:t0. 82 3.08"'5.88 - -

17) 용천 의 고도는 SI 155m, S2 157m, S3 155m, S4 150m, S5 220m, S6 345m 이 다. 

m 
M 



표 4. 流를과 邊度의 回歸分析

성 분 | 회 귀 식 l 상관계 수 넓G?o I 
pH I Y = O. 093510g X + 7.4722 I 0.4429 5.0 t 
Ca2+ I Y =- 9.16641og X + 106.6186 I -0. 8533 ~ •. 0 t 
Mg2+ I Y = - 1. 516810g X + 21. 2064 I -0.8218 (Cm~/SEC) l 
HC03- I Y=-14.94351og X +165.9601 I -0.9103 8.2 ‘ 
S0,2- I 0.1098 pH 8.0 I 

* X: 유량， Y 이온농도(유의수준 a=0.10) 1.8 • 

다. 용천수 간의 Mg2+농도는 다소 다르게 나타 (m9/L) r 

난다，.... .•• 15 0 f 
5개 용천의 평균 수온은 14.3 0C이며 각 지점 50j 

40 t 

간의 差는 l OC內이 다. 연구기 간 동안의 변동폭 L 

도 l OC내외이어서 외부껴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용천의 평균 수온은 연평 

균 지중온도(50cm) 13.5 oC 보다 약간 높다. 

(2) 流톨과 이온遭度 • 溶解뽑重 

유량은 하천수의 溶存成分 농도에 영 향을 미 

치 는 主要素의 하나이 다. 

〈그림 6)은 연구기 간 동안 소하천의 유량과 

pH, 용존 Ca2+, Mg2+ HC03- , S042- 농도， 수 

온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流出의 solute농도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는 유량이 다. <표 4)는 유량과 pH, Ca2+, 

Mg2+, HC03 -, S042- 이 온 농도 간의 단순회 귀 

분석 결과이다 18) 

Ca2+, Mg2+, HC03- 농도는 유량과 높은 負

(-)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들은 석회암의 용 

식 과 관련 된 solute로서 流量 增加時 橋釋(dilu

tion)효과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19) pH 는 유 

량과 낮은 正(+)의 관계 를 갖는다. S042-는 유 

량과 분명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유량-이온농도’관계에 상관없 

이 하천에 의 해 운반되 어 나가는 햄重(순간유량 

×이온농도， gjsec)의 양은 유량에 크게 좌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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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河川의 流톨， 이온;農度， 水溫 分布

다 20)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중의 양이 감소 

하는 경 우는 극히 드물다. <그림 7)은 Ca2+, 

Mg2+, HC03- , S042- 성분의 용해하중과 유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직선이다. 4개 성분 

모두 상관계수 +0.99이상의 값을 가지묘로， 용 

해하중이 유량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귀계수의 값은 +1. 0에 가깡다. 용해하 

18) ‘유량-농도’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최소제곱법에 의한 단순회귀식이t1-. (log C=log a
b log Q, C: 이온농도， Q: 유량) 

19) 基底流出 (base :flow) 상태일 째에는 석회암과의 화학적반응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기때문에 상대 
적 으로 solute 농도가 높다. 이 러 한 기 저 유출은， 유역 에 서 의 residence time 이 짧기 때 문에 용해 반응을 충 
분히 갖지 못하는 代流水流水流出(interflow)과 地表流出(surface runoff)에 의해 회석된다. 강우가 집충 
되는 시기에는 복류수유출량과 지표유출량이 늘어나기 째문에 하천 solute 농도의 회석효과는 현저해진다. 

20) Edwards, A.M.C. , 1973, “ Dissolved load and tentative solute budgets for some Norfolk catchments,'. 
Jourηal 0/ Hydrology, Vol. 18,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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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溶解홉重 運搬의 時系列的 特性

연구커간중 유량별 용해하중 운반량을 파악하 

기 위해， 유량 규모를 flow time 5% 간격으로 

나누고 각 급간의 용해 하중 운반량을 回歸式에 

서 구하였다〈그림 8). 용해하중은 Ca2+, Mg2+, 
HC03- , S042-의 하중을 합한 것 이 다. 그 결과， 

상위 10% 시 간내의 유량이 연구기 간중 전체 용 

해하중의 73.6%를 운반해 나간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18일간 흐른 유출의 운반량이며， 시기 

적 으로 장마와 더 불어 강우량이 많았던 洪水期

(7월 중순 • 종순)에 해 당한다. 유량 규모 30, 000 

cm3/sec 이하의 유출은 연구기간의 절반에 해당 

하는 출현빈도를 가지나 용해하중 운반량은 전 

체의 5.53%에 불과하다. 이것은 5, 6월과 10월 

의 휩水期에 해 당하는 유출의 운반량이 다. 

〈표 5)는 용해하중의 운반량을 월별로 살펴 

본 것이다. 연구기간중 가뭄이 계속되었던 5, 6 

월과 9, 10월에 각각 전체 용해하중의 1. 9%, 

7.7%가 운반되 어 나갔고， 강우량이 많았던 7, 



성분 월 단위 1 Ca'∞ I Mg2+ 1 H따-1 so辦 계 
5 kg(%/웰) 1, 23214) 264 ( 10,. 7 4877) (0. (0.02)1 (0.9) 

6 1, 3 3657) (0. 30802) 2, 5173)4 
(0. (0. (0.03)1 (1. 0) 

7 1(0268,. 4 3906) 2(56,. 6 1283) 

8 1(43, . 0 7645) ( 30,. 8 1744) 

9 ( 51,. 6 5048) (0 1,. 3 2438) 

10 ( 41, . 7 225)1 1, 02389) 
(0. 

1(56, 7 519) 
41. 6 

2(51,. 6 1017) 

8, 529) 
(2.27 

( 71 ,. 9 1309) 

(3.16)1 (79.8) 

(0.34)1 00.5) 

(0.13)1 (4.2) 

| (0 10)| (3·5} 

합계 | | 133, 501| 31, 150| 197, 41녁 4, 4 | 376, 308 
1 (35.47)1 (8.28)1 (52.47기 (3.78)1 (100.0) 

보인다. 

(4) 流를과 浮遊홉重 

본 유역에서 浮遊物質의 농도는 용해물질의 

농도보다 낮아 대체로 2mg/1를 넘지 못한다. 이 

는 하천의 流量이 대부분 용천으로 부터 공급되 

고， 地表流出에 의한 양이 적기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산사면이 대부분 식생으로 피복되어 로 

양침식이 적은 데에도 원인이 있다. 강우가 집 

중된 7월에는 地表流出의 급증으로 부유물질의 

농도가 50mg/1를 넘는다. 

단순회귀분석 결과， 부유하중 운반량은 유량 

과 높은 正(+)의 상관관계 를 갖는다〈그렴 9). 

부유하중의 變量은 유량에 의해 99%정도 설명 

된다. 

연구기 간중 부유하중의 운반량은 7월에 가장 

많다. 운반량의 월별분포 패턴은 용해하중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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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流톨과 浮遊홈톨의 回훌홈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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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月別 浮遊홉훌 률振률 

위 단월 I 5 1 6 1 7 1 8 I 9 1
10 

1 2 

빨월 |1§ o3i6g 鍵Zai95r 34l13a 20! 353!;Sb?§a 

우와 거 의 같다〈표 6). 

4. 右까岩 溶廳率의 測定

(1) SoIute 收支률 利用한 짧g定 

연구기간 동안 석회암의 용식률은훌 다음과 같 

이 구할 수 있다. 

x=표.X lO a.a 

X: 용식 률(mm/176 days) 

a . 석회 암 분포면적 (cm3) 

d : 석회 암 밀도(g/cm3) 

M: 적회 암의 용해 량(g) 

석회암의 용해량(M)은 아패와 같이 계산된다. 

M=(용해하중， CaC03 + MgC03) 

-(빗 물內 CaC03 + MgC03) 

이 때 빗 물속의 Ca2+와 Mg2+는 모두 CO~-와 

결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강우에 의한 물질 유입량은 빗물 성분의 가중 
평균치 21)와 연구기간 동안의 총 강수량으로 계 

산하였다. 

하천에 의해 운반되어 나가는 물질의 量은 ‘유 

량-용해 하중’ 간의 回歸式￡로부터 구하였 다. 

Solute 수지를 算出한 결과 〈표 7) , 연구기 

간 동안 석회암의 용식에 의해 생성된 Ca2+와 

Mg2+의 양은 각각 133, 014kg, 31 ， 558kg이 다. 

이를 탄산염 (CO~-)과의 결합 형태로 환산하 

면 CaC03 331 , 873kg, MgC03 129, 818kg이 된 

표 7. 流域의 Solute收支(’ 88.5"" ’ 88.10) 
(단위 : kgjkg3) 

Input 

Output 
Net Output 

3,056 

2,680 
-376 

21) 빗 물성 분의 兩量加重平협f直는 Ca2+ 0.20, Mg2+ 0.05, HCOa- 6.77, SO,2- 3. 55mgjl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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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岩片훌훌結果 

|설치깊이| 원훌량 | 靈 | 감소분 |볍했렇| 표면적 | 용식휠 
| (g) | (mg) (까 | 질험기간 

T l1 150 3.5000 3.4900 10.0 0.3 1. 0414 0.03492 

T1 T12 5월 9일 "'10월 20일 150 3.5000 3.4898 10.2 0.3 1.0440 0.03553 
T13 (165일간) 150 3.5000 3.4903 9.7 0.3 1.0388 0.03396 
T14 150 3.5000 3.4896 10.4 0.3 1. 0499 0.03602 

T21 
5월 9일 "'10월 20일 

200 3.8892 10.8 0.3 1. 1093 0.03540 
T2 T22 (165일간) 

200 3. 3.8896 10.4 0.3 1.0962 0.03450 
T23 200 3. 3.5902 9.8 0.3 1.0492 0.03397 

T31 5월 19일 "'10월 20일 180 3.7000 3.6906 9.4 0.3 1. 0760 0.033 

T3 T32 (155일간) 180 3.7000 3.6913 8.7 0.2 1.0659 0.031 

T33 180 3.7000 3.6909 9.1 0.3 1.0713 0.032 

MEANJ 

* rp: 연구기 간(165일) 석 회 암 밀도 : 2.75g/cm3 

다 22) 따라서 석회 암 용해 량(M)은 461, 691kg이 
되며 석회암 밀도 2.7g/cm3, 석회암 분포면적 

4.62km3일 때， 본 유역 석회 암의 용식률은 

O.03701mm/176days로 계 산된 다. 

(2) 岩片實驗을 通한 測定

유역의 석회암에서 채취하여 만든 기반암펀을 

세곳의 ‘토양-기반암 경계면’에 설치하여， 화학 

적 풍화에 의한 용식 정도를 직접 측정하였다 

〈표 8). 기반암 표본채취 지점은 brsl이다. 질험 

결과 3개 지점 10개 암펀의 중량감소분과 표면 

적 에 서 계 산된 평 균 용식 률은 O. 03426mm/165 

days(O. 03654mm/176 days) 이 다. 

암편실험을 통해 계산된 연구기간 동안의 용 

식률은 solute수지에 의해 계산된 용식률과 상당 

히 일치한다. 

5. 論 讓

석회암지대 流出의 calcite에 대한 포화여부는 

% 

-
爛saturation index(SIc) 23)로 표현된다. 

‘。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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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0 

-0.5 

-1.0 
5 • f 8 • 10- 11 

_ .. __ ._-- 51 -_ ....• - •.....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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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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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2T- ‘_ .. 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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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 .. _ .... _-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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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河川水， j훨良71< calcite 館和比

22) 물의 硬度는 일반적으로 CaC03로 표시하며 2價 금속이온(M2+)의 농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50 50 

Hardness(mg/l CaC03) =M2+(mg/l) x표강파흉놓’ 이 에 따라， CaC03(mg/l) =Ca2+(mg/l X 20~v04 ' 
50 

MgC03(mg/l) =Mg2+(mg/) X 12~v16 로 계산된다. 

23) SIc= log(옳짧)(Kiap: ion activity product , Kcal=CCa++J CC03--J 250C에 서 의 화학반응 평 형 상수) 양 
의 SIc 값은 더 이 상의 solute uptake 가 일 어 나지 않으며 pH PC02, 온도의 변화에 따라 침 천 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음의 SIc 값은 물이 불포화 상태 (aggressiγe)이어서 용해와 solute uptake가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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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월) 기 간의 石K岩 溶飯過程을， 流出의 

化學的 分析과 solute收支 및 岩片實驗을 통한 

溶館率의 測定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첫 째 , 유출의 Ca2+, Mg2+, HC03-성 분은 대 

부분 석회암의 화학적 풍화에 의해 생성된 것이 

다. 이중 대기성분유업에 의한 공급량은 Ca2+ 

Mg2+, HC03- 용해 하중의 8.14%이 다. S042- 성 

분은 전량 대기성분유업에 의해 공급되는 것￡ 

로 생각된다. 

둘째 , Ca2+, Mg2+, HC03-의 농도는 유량과 

負(-)의 관계를 나타낸다. 유량 증가시 이온 

농도의 감소는 代流水流出과 地表流出에 의한 

基底流出의 회석현상으로 풀이된다 S042-성 

분의 농도는 유량과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않 

는다. 

셋째， 부유하중 • 용해하중(농도×순간유량)은 

유량과 높은 正(+)의 상관관계 (r=0.99)를 갖 

는다. 며歸分析에서 蘭重의 變量은 유량에 의해 

98% 이상 설명된다. 시기적으로 용해하중의 운 

반은 단기간·대규모 유출의 홍수기에 집중된 

다. 따라서 석회 암의 용식은 時期와 量的으로 

유출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 물수지를 통해 살펴 본 결과， 연구기간의 유 

출 특성은 평년 같은 기간과 다르게 나타난다. 

넷째， 하천수와 S6을 제외한 용천수는 연구 

기간중 대부분 calcite에 대해 포화상태에 있으 

나， 강우량이 많아 카르스트 帶水層에서 물의 

흐름이 빨라진 흥수기 (7월 중순 • 종순)에 는 불 

포화상태가 된다. 이 점은 地下水層에서 물의 

이동시간과 석회암 화학반응 정도의 관계를 시 

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유출에 의해 운반되어 나가는 물질은 

용해하중 84.1% , 부유하중 15.9%로서， 본 유 

역의 消웹이 溶館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판단 

된 다. solute收支로 계 산된 본 유역 석 회 암의 용 

식 률은 O. 03701mm/176 days이 다. 岩片寶驗에 

의 해 계 산된 용식 률은 O. 03654mm/176 days이 

다. 두 방법에 의한 계산 결과는 상당히 일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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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arbonate Solution pC-pH diasrram 

〈그렴 10)은 하천수， 용천수의 연구기 간 동안 

의 SIc를 나타낸 것이다 S6을 제외한 용천수와 

연구기간중 대체로 포화상태에 있다. 강우량의 

하천수는 증가로 물의 홉透가 많은 7월에는 용 

천수 경우 불포화 상태가 된다 S6의 용천수는 

연구기간중 계속 불포화 상태에 있다. 하천수의 

SIc분포 패턴은 직첩적 공급원이 되는 Sl , S2, 

S3, S4 용천수의 것과 비슷하다. 

연구기간동안 유출에 의해 운반된 부유하중， 

용해하중을 비교해보면， 총하중 447， 292kg중 부 

유하중 15.9%, 용해하중 84.1%로서 본 유역의 

소하천에 의해 운반되어 나가는 물질이 대부분 

‘dissolved load' 형 태 임 을 알 수 있 다. 

Solute수지 분석 결과， 대기성분유업에 의한 

solute의 양은 流出의 전체 용해 하중의 11. 7%를 

차지한다. 

〈그럼 11)은 용천수의 수질 분석 값으로 산출 

한 地表下 閒鎭體系의 全벚醒醒(pCT， C03)과 
pH의 diagram이 다 24) C03-2는 불 안정 하여 pH 

에 따라 HC03- , H2C03 형태로 바뀐다. 

6. 論

븐 연구는 문경 카르스트地域의 小河川流域에 

서 洪水期와 휩水期를 포함하는 여 름과 가을(5 

結

Water Chemistry , John Wi1ey & Sons, Inc. , pp.162-173.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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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noeyink, V.L. and D. Jenkins, 1980, 



Solution Processes in the Munkyong 

Summar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some respects 

of solution processes in a small karst basin 

during summer and autumn. The study area is 

located at Bugok-Ri, Munkyõng, 4.5km north 

to Jõmchon City. The catchment size is of 

5.39km2• The geology of the study atea is 

mainly of relatively homogeneous limestone. 

50me typical karst landforms, such as doline, 
limestone Cave, etc. are developed. The research 

period is of 176 days. The hydrochemistry of 

runoff was analyzed. Precipitation input was 

measured by two rain gauges. The water output 

from experimental basin was measured through 

‘Midsection method'. Water samples were col

lected every ten days(weekly in July) from 

precipitation, springs and stream The chemistry 

was analyzed in terms of dissolved calcium, 
magnesium, bicarbonate, sulphate and pH. Rock 

tablets of 2. 0 x 2. 0 x O. 3cm size were installed 

at the soiljbedrock interface for the research 

period for measuring limestone solution rate. 

501ute reveals that Ca2+, Mg2+, HC03- ions 

in runoff are derived from the limestone solution, 
but 502

2- ion is entirely from atmospheric 

input. 

Journal of Geography, Vo1. 15, 1989. pp. 

Lee, Tae-Hyu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ntration 

and discharge was examined by means of 

regression analysis. Ca2+, Mg2+ and HC03-

concentrations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discharge. 

During the research period 73.6% of the 

dissolved load is carried by stream discharge 

10% of the flow time, corresponding to the 

flood period in July. While 5.53% of the dis

solved load is carried by low discharge 50% of 

the flow time. This is equivalent to the period 

of water shortage in May, June and October. 

The concentration and the amount of sus

pended sediments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discharge. The temporal transport pattern of 

suspended load is similar to that of dissolved 

load. 
The amount of limestone solution estimated 

by solute budget is O. 03701mm. The amount 

determined by rock tablet microweight loss is 

O.03654mm. 

The stream and springs were largely super

saturated with respect to calcite for the research 

period. However, they were not saturated 

during July. 

* Graduate, Departe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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