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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유역수질개선조사연구V(요약)

1. 연구개요

1.1 연구배경 및 목적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서는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

보’를 수질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세계적 명품 ‘물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제2단계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종합대책과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의 

연차별 세부시행계획(2011. 12. 21)을 추진하고 있어 새만금 상류유역에서 

오염원 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익산천, 용암천 등에 대한 지

속조사와 동진강 유역중 축사가 크게 증가한 덕천천 유역과 새만금호로 직

접 유입되는 수계(주상천, 미제천, 신평천 등)에 대한 조사, 생태하천공사

가 완료된 목천포천 등의 수질 및 오염원조사를 실시하여, 하천별 오염현

황을 파악하고 수질개선 유역을 선정하여 새만금 수질관리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1.2 연구범위 및 내용

○ 2011년부터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익산천, 용암천 등에 대한 지속조사와 

동진강 유역중 축사가 크게 증가한 덕천천 유역과 새만금호로 직접 유입되

는 수계(주상천, 미제천, 신평천 등) 및 생태하천공사가 완료된 목천포천 

등 총 35개 지점을 선정하였음.

- 정밀조사하천 : 익산천 7지점, 용암천 5지점, 목천포천 4지점, 덕천천 7

지점 등 23개 지점

- 일반조사하천 : 만경강 유역 2지점, 동진강 유역 2지점 및 새만금직접 

유입수계 8지점 등 12개 지점

○ 분석항목

- 물리적 특성 항목 :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 BOD, CODMn, TOC, SS, Chl-a

- 영양염류 : T-N, NH₃-N, NO₂-N, NO₃-N, T-P, PO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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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ibutary monitoring sites for water quality in Saemankum watershed.

2. 최종 5차년도 수질조사결과 및 제언(2014년도)

2.1 만경강수계

2.1.1 만경강 본류구간

○ 2014년도 조사결과 전주천과 합류되기 전 만경강 본류 전주지점의 연평균 

BOD는 약간좋음(Ⅱ등급)로 나타났으며 전년 좋음(lb등급)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전주천과 합류된 후 만경강 본류의 삼례지점 수

질 역시 BOD 기준 약간나쁨(Ⅳ등급)으로 2013년 BOD 약간좋음(Ⅱ등급)에 

비해 크게 악화된 수질을 나타내고 있음.

○ 이후 익산천, 마산천 등이 유입되면서 백구제수문에서 BOD 7.1 ㎎/L의 약

간나쁨(Ⅳ 등급) 상태이며 전년도 보통(Ⅲ 등급) 상태에 비해 BOD가 높아

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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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용암천, 목천포천, 탑천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나 유량도 증가되어 

구 만경대교에서도 BOD 7.8 ㎎/L의 약간나쁨(Ⅳ 등급) 상태를 유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수질악화는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봄 가뭄

과 용담댐방류량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2.1.2 익산천

○ 2014년 조사결과 익산천 하류의 수질은 BOD기준으로 2010년 이후 감소추세

에 있으나 여전히 Ⅵ등급으로 조사되었으며,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및 생

활오수 유입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음.

○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및 생활오수가 주교제, 온수동, 왕궁천으로 유출되

어 익산천에 유입되고 있어 주교제 상류 가축분뇨유입차단을 위한 지도단

속, 현업축사매입 가속필요, 가축사육두수 제한, 주교제 및 봉암제 배출수

로 준설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2.1.3 용암천

○ 2014년 조사결과 상류 부교천은 BOD는 Ⅲ 등급 수질이었으나 김제가축분뇨

처리장 방류수로와 합류된 후 Ⅵ 등급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2년 이후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나 김제시 가축분뇨처리장 방류수, 김제

용지지역의 가축사육농가의 가축분뇨, 액비저장고, 주거지역 생활오수 및 

농업활동으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 등과 장기간 정체로 인한 부영양화가 

오염원 원인으로 파악되었음.

2.1.4 목천포천, 고척천 등

○ 목천포천은 2014년 조사결과 BOD Ⅵ등급(매우나쁨)으로 조사되었으며, 합

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등이 주된 오염원으로 파악되었음. 익산시 합류식하

수관거 월류수 처리공사가 준공된 후에는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고척천은 2014년 조사결과 BOD Ⅵ등급(매우나쁨)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업비

점오염원과 대야하수처리장 방류수 등이 주요 오염원으로 파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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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진강수계

2.2.1 동진강 본류구간

○ 2014년 조사결과 동진강 지류인 용호천, 정읍천 등이 유입되면서 군포교에

서 BOD 기준 2.9 ㎎/L 이하의 보통(Ⅱ등급)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 

○ 고부천 등이 유입되면서 동진대교에서도 BOD 기준 3.4 ㎎/L 이하의 보통

(Ⅲ등급) 상태로 나타남. 

2.2.2 덕천천

○ 2014년 조사결과 덕천천 하류(대수새마을교) 수질 BOD기준 Ⅲ등급(보통)으

로 조사되었고 2011년 이후 BOD 농도는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덕천천 유역 가축분뇨, 액비 및 생활하수의 유입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

었으며 수질변동 폭이 큰 하천으로 파악되었음.

○ 덕천천으로 유입되는 도계천 생활하수를 전량 인공습지로 유입시키고, 도

계교 상류지역의 액비유출, 가축분뇨 무단 방류 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2.3 새만금직접유입수계

○ 오염원이 적은 직소천, 금광천은 BOD기준 Ⅰb등급으로 양호하나 동진강에

서 취수되어 농업활동에 사용되고 새만금으로 직접 유입되는 거전갑문은 

Ⅴ등급, 주상천, 미제천, 하제갑문, 어은동갑문 등은 Ⅳ등급으로 조사되었

으며 수질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음.

○ 향후 수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개선추세

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새만금호로 유입되기 전에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식생대 등을 

설치·운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