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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obtain the water quality data of the streams flowing into Ok-jeong

lake and also provide water quality improvement plans of Ok-jeong lake.

The points were selected as 13 sites of main streams(Sum-jin River 8, Don-gjin River5) flowing into

Ok-jeong lake. Water quality monitoring was performed monthly and flow rate was measured

quarterly in 2017.

The results showed that 12 sites was GradeⅠ(Good) except Chang-in Brg. of Im-sil stream (Grade II

(Somewhat good)) by Ambient Water Quality Standards of Rivers-Living Environment.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SS was GradeⅠ(Good) at all sites.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T-N

was 1.555 mg/L(Sun-geo Brg.) ~ 2.270 mg/L(Soon-hwan Brg.) at Sum-jin River System, and 1.742

mg/L(Pang-na-mu Brg.) ~ 3.364 mg/L(Sang-yong Brg.) at Dong-jin River System. For T-P,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Chang-in Brg. exceeded GradeⅠ(Good) but all other mainstreams flowing

into Ok-jeong lake maintained good quality by GradeⅠ(Good).

The results of flow rate were as follows :

For Sun-geo Brg. of Sum-jin River System, the flow rate was 0.3489 m3/sec (Jun.) ~ 3.0393 m3/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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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and the average of flow rate(1.3774 m3/sec) was much lower than the 2016’s(2.2482 m3/sec).

The flow rate of Sol-Moi Brg.(Dong-jin River System) was 1.8083 m3/sec(Mar.), 25.6068 m3/sec(Jun),

15.5308 m3/sec(Sep.), 1.9555 m3/sec(Nov.) and the flow rate was low in the winter while water was

discharged a lot in June.

The pollution loads of BOD, COD, TOC at Sun-geo Brg. SS, T-N, T-P at Deokam Brg. were the

highest while the pollution loads were the lowest at Ok-nyu-dong stream, Soonhwan Brg. for Sum-jin

River System. For Dong-jin River System, the pollution loads of BOD, COD, SS, T-N at Sol-Moi Brg.,

TOC at Pang-na-mu Brg. T-P at San-woi Brg. were the highest and the pollution loads was the

lowest at Sang-yong Brg. where is the most upstream and the flow rate was low.

This study suggests water quality improvement plans on Imsil stream such as reinforcement of the

advanced water treatment, sewage treatment plant installation and establishment for separate

collection system on livestock farms.

It is necessary to conduct continuous water quality monitoring not only on the main stream such as

upstream of Sum-jin River, Im-sil stream, Chu-ryeong stream, Ok-nyu-dong stream but also main

points of Dong-jin River where is the water source of Jeong-eup and Kimje city.

Key words : Ok-jeong lake, Water monitoring, Flow rate, Pollution load, quality improvement plans

요약문

본 조사는 옥정호 주변 주요하천에 대해 정기적인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옥정호 상수원 수질관리

및 오염하천 수질개선 방안을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는 옥정호 주변 주요하천 13개(섬진강수계 8, 동진강수계 5) 지점을 선정하여 1월에서 12월까지 월

1회 수질모니터링 및 분기 1회 유량을 조사하였다.

수질모니터링 결과 연평균 BOD, COD, TOC는 13개 지점 중 12개 지점이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등급

(좋음)이였으며, 섬진강수계 임실천 창인교만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2등급(약간좋음)이였다. 연평균 SS는

섬진강수계와 동진강수계 전지점이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등급(좋음)이였고 연평균 T-N은 섬진강수계

1.555 mg/L(선거교) ~ 2.270 mg/L(순환교), 동진강수계 1.742 mg/L(팽나무교) ~ 3.364 mg/L(상용교) 범

위였다. 연평균 T-P도 섬진강수계 임실천 창인교만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등급(좋음)을 초과하였고 나머

지 전지점은 1등급(좋음)을 유지하여 현재 옥정호 주변 주요하천은 양호한 상태였다.

유량조사 결과 섬진강수계 선거교는 2차(6월) 0.3489 m3/sec ~ 3차(9월) 3.0393 m3/sec로 4회 평균 유량

은 1.3774 m3/sec였으며 작년에 조사한 2.2482 m3/sec보다 훨씬 적었다. 동진강수계 솔뫼교는 1차(3월)

1.8083 m3/sec, 2차(6월) 25.6068 m3/sec, 3차(9월) 15.5308 m3/sec, 4차(11월) 1.9555 m3/sec로 겨울철에는

유량이 적었으나 농사철인 6월에는 아주 많은 양의 물이 방류되었다.

오염부하량 산정 결과 섬진강수계는 선거교 BOD, COD, TOC, 덕암교 SS, T-N, T-P가 가장 높았고 유

량이 적었던 옥녀동천 순환교가 가장 낮았다. 동진강수계는 솔뫼교 BOD, COD, SS, T-N, 팽나무교 TOC,

산외교 T-P가 가장 높았고 유량이 적고 동진강 최상류인 상용교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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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선관리하천으로 선정된 임실천은 임실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비 보강, 유역 내 재래식 축

사 분·뇨 분리수거 체계 확립,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등 수질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옥정호 주변 주요하천 수질조사 결과 섬진강 상류, 임실천, 추령천, 옥녀동천 등 주요 유입하천과 정읍

시, 김제시 상수원인 동진강 상류 주요지점에 대해 지속적인 수질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판단된다.

주제어 : 옥정호, 수질모니터링, 유량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수질개선방안

1. 조사 배경 및 목적

동진강유역은 대부분이 광활한 평야지대로서 농업을 하기 적합한 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나 

수원이 부족하여 항상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동진농업개량조합에서 수자원이 

풍부한 섬진강 물을 유역 변경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에 운암댐(구댐)을 

1928년 12월에 완공하고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에 취수구를 설치하여 섬진강 물을 최대 18㎥/s

로 동진강 지역에 관개용수를 공급하였다. 이후 운암발전소(1985년 2월 폐쇄)와 운암수갱이 

1931년 준공되었고, 칠보발전소가 1945년 제1호기(14,400 kW), 1965년 제2호기(14,400 kW),

1985년 제3호기(6,000 kW)가 준공되어 현재 연간 최대 24,800 k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었다.

또한, 1989년 건설부, 전라북도, 수자원공사, 동진농조간에 섬진강 광역상수도 원수배분 협약

체결로 농업용수 뿐 아니라 생활용수로도 사용이 가능해져 1993년 2월 김제시 용수공급을 시

작으로 전주시, 정읍시에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2017년 12월 현재는 정읍시와 김제

시 일부지역만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음)13)

한편, 섬진강은 발원지인 전북 진안군 백운면 사람들은 서천 또는 백운천으로 부르고 그 아

래쪽 임실군 관촌면과 신평면에서는 오원천으로 부르며 운암면에서는 운암강으로, 순창에 들어

서면 적성강으로 불린다. 이렇게 토박이들이 제각각 이름을 부르는 섬진강은 운암댐(구댐)이 

생기면서 섬진강 물이 댐에 막혀 운암호가 되었고 1965년 섬진강다목적댐(신댐)이 준공되면서 

당시 박정희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름을 운암호에서 옥정호로 변경하여 부르게 되었다.13)

섬진강 상류지역인 임실군 운암면과 강진면은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경

제활동과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으며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상수원보호

구역 해제를 위한 건의를 하였고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옥정호 수원을 상수원으로 이

용하는 정읍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향후 옥정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질보전방안

을 마련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하였다. 그 후 2015년 5월 

전라북도와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은 옥정호 수역을 “수변생태경관지역 명소”로 육성하기 위

해 공동으로 노력 할 것을 선언하고『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

언은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질을 개선하고 개발할 때는 시·군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수질을 보전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토대로 임실 운암면과 강진면이 2015

년 8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6년 2월 정읍시에서 임실군의 옥정호 수상레저단지사업 개발에 반대하며『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도비예산 삭감, 국비 유보 등 개발사업을 막

자 정읍시와 임실군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중재에 나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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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옥정호 수역 수변개발과 수면이용』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 합의문에는 수

변개발 사업(정읍시 10개 사업, 임실군 6개 사업)은 즉시 추진하고 수면이용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전

라북도에서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추진 중에 있다.

본 조사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에 따른 상류 개발활동이 예상되므로 정기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옥정호 상류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상수원 수질관리 및 주변 주요하천

에 대한 수질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호소 수자원 보호를 위한 오염원관리 및 수

질개선 방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유역현황 및 오염원 조사

2.1 유역현황

2.1.1 동진강 현황

동진강은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을 흐르는 강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발원지는 ① 정읍

시 내장산 까치봉, ② 정읍시 산외면 상두산, ③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여우치 또는 촛대봉 등 

여러 의견이 있다. 옛 문헌에 정읍천의 발원지인 내장산 까치봉을 발원지로 했던 동진강은 옥

정호가 축조되고 섬진강의 물을 동진강으로 돌리는 유역변경식 발전이 실시되면서 수량이 풍

부해진 태인천 쪽이 본류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정읍시 산외면 상두산 또는 도원천의 산외

면 종산리 여우치나 촛대봉이 발원지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리학적으로는 하구에서 가장 

긴 곳이 발원지라고 정의되어 있어 아직까지 최장 길이를 보이는 정읍 내장산 까치봉을 발원

지라고 한다.13)

동진강은 유역면적 1,034 km2, 유로연장 44.7 km, 길이 51 km로 우리나라에서 15번째에 해

당하며 주요하천은 도원천, 정읍천, 고부천, 원평천, 신평천 등이 있다. 동진강 상류는 산외면 

팽나무정(운암취수구)을 통해 옥정호 물이 도원천을 이룬 뒤 칠보발전소 발전용수가 유입되고 

정읍시 칠보면에서부터 하폭이 50 m 이상으로 넓어지면서 동진강이 된다. 정읍시 신태인읍과 

이평면 경계지점에서 내장산에서 발원하는 정읍천과 합류, 이평면의 넓은 김제평야를 흐른 뒤 

호남평야 남부에서 김제시와 부안군의 경계를 이룬다. 부안군 동진면의 하구에서 김제시 모악

산에서 흘러나오는 원평천과 정읍시 고부면에서 흘러나오는 고부천과 합류하여 황해(서해)의 

넓은 간석지로 흘러든다. 이러한 동진강은 본류를 포함한 4개의 직할 하천과 1개의 지방 하천,

82개의 준용 하천 등 87개 하천이 속해 있으며 하류에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김제평야

와 계화도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운암댐의 수몰지구에 살았던 계화도 이주민 1만여 

명의 생활용수로도 사용되고 있다.13)

2017년 옥정호는 칠보발전 취수구 및 운암취수구를 통하여 305,214천 m3의 수자원을 방류하

였으며, 이중 정읍과 김제에 생활용수를 공급함과 동시에 약 120 GWh의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또한 동진강에 46,526천 m3의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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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점

고척천 탑천 오산천
목천포천

동진대교

마산천

익산천

조촌천

소양천

만경강상류
(봉동)

만경강하류
(만경대교)

전주(만경A)

전주천6
(전주A)

김제
(만경B)

신평천

두월천원평천

동

고부천

동진강상류

만경강중류
(만경교)

정읍천

진
강

새만금

산외면

도원천

그림 1. 동진강 수계도

2.1.2 옥정호 현황

옥정호 유역은 노령산맥의 서남단에 위치하여 동북 ~ 서남 방향의 주능선을 따라 금강, 만

경강 및 동진강 유역과 차례로 분수령을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영산강 유역과 접하고 있

다.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평야는 적고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깃대봉, 장군봉, 회교

산, 원통산 등의 고봉이 위치하며 험준한 산세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 수계는 섬진강 상류와 

그 지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동부에서 유입하여 흐르는 섬진강 상류는 남서부에서 유입하는 

추령천과 장금리 북방에서 합류한다. 섬진강 상류는 남동방향으로 유하하며 대체로 짧은 소하

천이 합류되고 있다.8)

표 1. 옥정호 주요 유입하천 현황

구 분
정읍시 임실군

황토천 추령천 사적천 예덕천 임실천 지장천 점기천 석보천 옥녀동천
유로연장(km) 1.00 37.00 5.38 5.00 15.20 5.50 3.00 7.30 14.00
유역면적(km2) 5.46 166.95 8.35 5.63 50.92 23.02 4.64 19.17 48.24

주) 한국하천일람(2014.12.31.기준,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그림 2. 옥정호 유역 수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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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내에 있는 섬진강댐은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와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의 섬

진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 763 km2, 총 저수용량 466백만 m3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으로 댐 높이가 64.0 m이며 댐 길이는 344.2 m, 연평균 유입량은 17.2 m3/sec이다.8)(표 2)

표 2. 섬진강댐 시설현황 

위  치
유역면적

(km2)
총저수용량

(m3)
댐높이

(m)
댐길이

(m)
연평균유량

(m3/sec)
임실군 강진면옥정리(좌안)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우안)

763 466백만 64 344.2 17.2

주) 한국하천일람(2014.12.31.기준,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섬진강댐은 섬진강 하류의 홍수피해 방지와 동진강 유역의 관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65

년에 건설된 것으로 취수시설은 3곳이며 이용목적에 따라 공급가능한 수위가 다르다. 표 3은 

섬진강댐 취수시설 관리기관 및 공급가능수위를 나타내었다.8)(그림 3)

표 3. 옥정호 취수시설 현황

취수시설 관리기관 주요목적 공급가능수위 비 고

칠보발전취수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용수

동진강유역 관개용수 
및 생활용수

발전제한수위
EL. 175.00 m 동진강으로

유역변경

운암취수구 한국농어촌공사 동진강유역 관개용수 EL. 154.54 m

섬진강댐 하류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

댐직하류 관개용수 EL. 160.00 m
섬진강 
하류

주) 한국하천일람(2014.12.31.기준,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칠보발전소 운암취수구(운암수갱) 섬진강댐 하류

그림 3. 옥정호 취수시설

옥정호 최근 10년간 총 방류량은 5억7천80만 톤으로 평균 유입유량은 20.73 m3/sec이며 평

균 총 방류량은 18.33 m3/sec이다. 이 중 59.0%는 칠보발전용수를 위해 취수되었고 23.5%는 운

암취수구를 통해 관개용수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섬진강댐 하류로 17.5%가 방류되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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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7년 월평균 유입유량은 9.5988 m3/sec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경우 43.5%로 현저히 

감소하였고 월평균 방류량은 10.7526 m3/sec으로 이 중 칠보발전용수 51.9%, 운암취수구 

38.1%, 섬진강 하류 10.0%로 옥정호의 유량은 섬진강 하류로 적게 방류되어 댐 하류인 임실에

서 순창까지 수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11)(그림 4)

운암수갱, 
23.5%

칠보발전방류량, 
59.0%

섬진강댐, 
17.5%

운암수갱 칠보발전방류량 섬진강댐

운암수갱, 
38.1%

칠보발전방류량, 
51.9%

섬진강댐, 
10.0%

운암수갱 칠보발전방류량 섬진강댐

그림 4. 최근 10년 옥정호 방류량(좌)과 2017년 옥정호 방류량(우)

표 4는 2017년 옥정호 유입량 및 방류량을 나타낸 것으로 올해는 가뭄으로 옥정호 총유입유

량이 평년보다 적은 302,707천 m3이였으며 총 방류량은 339,093천 m3로 유입량보다 방류량이 

더 많았다.

그림 5는 월별 옥정호 방류량을 나타낸 것으로 5월에 칠보발전방류량이 23.7631 m3/sec로 

가장 많았으며 농사철인 5 ~ 6월에 연간 총방류량의 약 47%를 방류하였다. 한편 12 ~ 3월까지 

겨울철에는 거의 방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2017년 옥정호 유입량 및 방류량                                      (단위: m3/sec)

월
월평균
유입량

월평균 
총방류량

저수율
(%)

칠보발전
방류량

운암취수구 섬진강댐 하류
운암수갱
(관개용수)

운암
소수력

본류 
하천유지

섬진강
소수력

1 4.2936 2.6852 38.9 0 0.0753 1.6342 0.5636 0.4121

2 9.7358 2.8605 39.9 0.0745 0.0440 1.7022 0.2101 0.8297

3 5.4840 3.6345 43.5 0.1536 0.0440 2.1681 0.0647 1.2042

4 7.6409 6.8521 44.8 3.7046 0.0524 2.0925 0 1.0026

5 2.4963 32.3258 35.8 23.7631 1.9262 5.6149 0 1.0216

6 4.5765 28.2788 19.2 17.013 3.1974 6.5562 0 1.5125

7 27.7045 7.2784 20.9 1.6408 0.0806 4.4759 0 1.0812

8 30.5015 16.9660 26.6 9.6035 1.1993 5.1831 0.0196 0.9606

9 15.5012 16.8274 32.9 11.028 0 4.7921 0.0081 0.9997

10 5.0686 5.7041 33.1 0.0156 0 4.7113 0 0.9772

11 0.6583 4.0073 31.1 0 0 2.9829 0 1.0245

12 1.5242 1.6115 30.2 0 0.0454 0.5648 0.1136 0.8876

연평균 9.5988 10.7526 33.1 5.5831 4.0952 1.0744

주) 한국하천일람(2014.12.31.기준,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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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발전방류량, 23.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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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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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수갱 칠보발전방류량 섬진강댐

그림 5. 2017년 월별 옥정호 방류량   

한편, 옥정호 유역에는 정읍시와 김제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산성정수장과 임실군 강진

면, 청웅면, 덕치면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강진정수장이 있으며 현황은 표 5와 같다.9),10)

표 5. 옥정호 유역 정수장 현황  

구 분 위   치
시설용량
( m3/일)

공급수원 급수구역 준공년도

산성정수장 정읍시 옹동면 산성리 529-6 99,000 옥정호 정읍시, 김제시 1992

강진정수장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2000 섬진강댐 하류 강진면, 청웅면, 덕치면 2006

그림 6. 산성정수장 취수문(우)과 강진정수장 취수장(우)

2.1.3 기상현황

옥정호 유역내 기상관측소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임실관측소 1개소가 있으며 표 6과 그림 

7은 2017년 월평균 기온 및 월별 강우량을 나타낸 것이다. 옥정호 유역의 연평균 기온은 11.6

℃였으며 연평균 최저 기온은 5.6 ℃로서 최한월은 1월이었고 연평균 최고 기온은 18.6 ℃로 

최난월은 7월이었다. 2017년은 가뭄으로 연간 총강우량이 958.3 mm이었으며 월별 강우량은 

8.6 ~ 283.5 mm로 1월에 가장 적었고 7월에 가장 많았다. 강우는 7 ~ 8월에 집중적으로 내려 

연간 총 강우량의 53.2%를 차지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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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7년 월평균 기온 및 월별 강우량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 균

기온
(℃)

평균 -1.5 -0.1 4.0 12.2 16.8 20.9 25.9 24.7 19.1 13.7 4.9 -1.8 11.6
최고 5.1 6.8 12.1 20.6 25.0 28.4 30.6 30.4 26.2 20.7 13.0 4.1 18.6
최저 -7.3 -6.3 -3.0 4.7 9.0 14.3 22.7 20.3 13.3 8.3 -1.5 -7.0 5.6

강우량(mm)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8.6 39.4 32.6 54 43.1 52.5 283.5 226 115.5 57.7 14.2 31.2 958.3

자료 : 임실기상관측소

-10

0

10

20

30

40

5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

온

(℃)

기 온

최저 평균 최고
0

50

100

150

200

250

3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

우

량
(mm)

강 수 량

그림 7. 2017년 월평균 기온과 월별 강우량

최근 5년간 연평균 기온 및 월별 강수량을 표 7, 표 8에 나타내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기온은 

11.2 ~ 12.5 ℃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은 예년에 비해 조금 낮은 온도를 보였다. 최근 5

년간 연강수량은 843.1 ~ 1,404.0 mm였으며 2015년에 843.1 mm로 가장 적었고 2013년에 1,404.0

mm로 가장 많았다. 월별 강우량은 7, 8월에 전체 연간 강우량에 53%이상이 집중되어 있다.6)

표 7. 연도별 연평균 기온 현황 (2013 ~ 2017) (단위: ℃)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13 -4.4 -1.2 4.8 8.4 16.4 22.0 25.2 25.9 19.8 13.5 5.1 -0.6 11.2
2014 -1.7 1.3 5.8 11.7 16.5 20.8 23.5 22.7 19.4 13.0 6.9 -2.5 11.5
2015 -1.5 0.0 4.8 11.6 17.2 20.9 24.1 24.1 18.9 13.4 9.0 2.1 12.1
2016 -2.7 -0.1 5.5 13.2 17.5 21.6 25.3 26.0 20.9 15.0 6.5 1.3 12.5
2017 -1.5 -0.1 4.0 12.2 16.8 20.9 25.9 24.7 19.1 13.7 4.9 -1.8 11.6
평균 -2.4 0.0 5.0 11.4 16.9 21.2 24.8 24.7 19.6 13.7 6.5 -0.3 11.8

자료 : 임실기상관측소

표 8. 연도별 월별 강우량 현황 (2013 ~ 2017) (단위: mm)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3 18.1 37.5 82.7 85.6 98.5 88.0 466.3 280.0 69.8 62.0 88.0 27.5 1,404.0
2014 9.1 2.8 98.3 84.3 48.5 102.5 288.7 378.0 91.7 115.6 71.2 50.1 1,340.8
2015 31.5 12.7 35.6 97.6 44.5 71.8 159.6 67.0 36.0 111.8 104.7 70.3 843.1
2016 36.1 42.4 61.1 186.1 108.8 67.2 271.7 90.0 228.5 152.2 23.3 52.6 1,320.0
2017 8.6 39.4 32.6 54 43.1 52.5 283.5 226 115.5 57.7 14.2 31.2 958.3
평균 21.7 20.4 71.4 107.1 67.1 81.6 304.7 235.1 150.2 99.9 68.0 55.3 1,282.4

자료 : 임실기상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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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오염원 현황

옥정호 주변 오염원 현황을 조사하여 수질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 전국오

염원조사 보고서”(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을 참조하였다. 유역구분은 물환경측정망 중권역별으

로 나누어 조사한 것으로 행정구역별로 정리하여 표 9에 나타내었다. 옥정호 유역은 섬진강댐 

유역이며 그 밖에 섬진강댐 하류와 동진강 유역에 대하여 오염원 현황을 조사하였다.

표 9. 유역별 행정구역  

유역구분 행 정 구 역

섬진강댐 임실군(관촌면, 운암면), 정읍시(산내면)

섬진강댐하류 임실군(강진면), 순창군(구림면, 동계면)

동진강
정읍시(옹동면, 신태인읍, 송산동, 연지동, 하모동, 공평동, 이평면, 영원면)

김제시(부량면, 봉남면, 죽산면, 성덕면), 부안군(동진면)

오염원 현황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정리하였고 점오염원으로는 생활계, 가축계, 산업

계, 양식계 등을, 비점오염원으로는 토지계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표 10은 환경부 “2015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시가·비시가별, 하수처리·미처리

별로 구분하여 인구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하수처리지역은 환경기초시설 또는 간이공공처리시

설로부터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생활계 방류수를, 하수미처리지역은 생활하수가 환경기초시설

로 유입되지 않고 가정 및 영업장으로부터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반영한 것이다.

섬진강댐 유역은 2015년 현재 30,98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표 10. 옥정호 주변 생활계 현황                                              (단위: 명)

구 분 총 계 

시가인구 비시가인구

소계
하수

처리지역
하수

미처리지역
소계

하수
처리지역

하수
미처리지역

섬진강댐 30,981 5,402 4,697 705 25,579 12,050 13,529

섬진강댐하류 7,763 0 0 0 7,763 2,322 5,441

동진강 221,644 117,707 110,654 7,053 103,937 44,838 59,099

자료) 2015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환경부)

표 11은 옥정호 주변 가축사육두수를 나타낸 것으로 가축사육두수는 날씨변화, 질병유무, 식

생활의 변화, 사회적 수급상황 및 경제동향에 매우 민감하므로 해마다 변화폭이 불규칙적이며 

변동폭이 크다. 2015년 현재 섬진강댐 유역은 한우 14,412두, 젖소 4,484두, 돼지 84,856마리, 닭 

3,264,847마리, 섬진강댐 하류는 한우 5,455두, 젖소 527두, 돼지 7,637마리, 닭 576,200마리, 동

진강 유역은 한우 111,466두, 젖소 8,820두, 돼지 443,097마리, 닭 6,958,272마리를 사육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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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옥정호 주변 축산계 현황                                                 (단위: 두)

구 분 총 계 한우 젖소 돼지 닭

섬진강댐 3,444,085 14,412 4,484 84,856 3,264,847

섬진강댐하류 668,676 5,455 527 7,637 576,200

동진강 10,483,830 111,466 8,820 443,097 6,958,272

자료) 2015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환경부)

옥정호 상류 유역은 대부분이 산지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공업단지로서는 입지가 불리한 상

태이며 현재 위치한 산업시설도 소규모이며 지역적인 산업이 대부분이다. 표 12는 옥정호 주변 

산업계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섬진강댐 유역의 폐수 발생량은 14,412 m3/일, 폐수방류량은 

4,484 m3/일이였으며, 섬진강댐 하류는 폐수 발생량 5,455 m3/일, 폐수방류량 527 m3/일, 동진

강 유역은 폐수 발생량 111,466 m3/일, 폐수방류량 8,820 m3/일로 조사되었다.4)

표 12. 옥정호 주변 산업계 현황  

구 분 업소수(개) 폐수발생량(m3/일) 폐수방류량(m3/일)

섬진강댐 3,444,085 14,412 4,484

섬진강댐하류 668,676 5,455 527

동진강 10,483,830 111,466 8,820

자료) 2015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환경부)

비점오염원에서의 오염물질 발생량은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지형 및 지질 등에 따라 변화

하며, 퇴비, 가축분뇨, 농약 등이 주오염원이라 할 수 있다. 표 13과 그림 8은 비점오염원에 의

한 영향을 토지의 이용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전, 답, 임야, 대지 및 기타로 분류하여 나타내었

으며 섬진강댐 유역은 임야가 72.5%, 전 6.9%, 답 8.1%로 전체 토지이용면적 중 약 88%가 임

야와 전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표 13. 옥정호 주변 토지계 현황                                             (단위: km2)

구 분 합계(km2) 전(밭) 답(논) 임야 대지 기타

섬진강댐 767 53 62 557 28 68

섬진강댐하류 232 17 21 171 9 14

동진강 1,173 127 400 389 113 144

자료) 2015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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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임야

8.1%
답

6.9%전8.9%기타

3.6 %
대지

그림 8. 섬진강댐 유역 토지이용현황

표 14는 옥정호 주변 양식계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양식장은 섬진강댐 유역에 16개소, 섬진

강댐 하류 6개소, 동진강 유역에 147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지수식과 유수식 양식으로 양식어종

은 송어 및 붕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4)

표 14. 옥정호 주변 양식계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가두리식 유수식 도전양식 지수식업소수
(개소)

시설면적
(m2)

사료사용량
(kg/월)

섬진강댐 16 33,590 2,295 0 6 2 8

섬진강댐하류 6 18,257 771 4 1 0 1

동진강 147 664,548 61,304 0 15 4 128

자료) 2015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환경부)

표 15는 옥정호 주변 환경기초시설을 조사한 것으로 배출업소의 개별처리가 아닌 공공처리

시설로서 수거 또는 배수설비를 통해 이송되어 유입되는 모든 처리시설을 포함하였다. 섬진강

댐 유역에는 매립장이 1개소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1개소, 마을하수도시설 45개소, 분뇨처

리시설 1개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1개소 있으며 산업폐수종말처리시설과 농공단지폐수종

말처리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표 15. 옥정호 주변 환경기초시설                                            (단위: 개소)

구 분 총계 매립장 하수종말
마을

하수도
분뇨처리 가축분뇨

산업단지
폐수종말

농공단지
폐수종말

섬진강댐 49 1 1 45 1 1 0 0

섬진강댐하류 8 0 0 8 0 0 0 0

동진강 78 1 7 65 2 1 0 2

자료) 2015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환경부)

표 16은 옥정호 주변 기타 수질오염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섬진강댐 유역에는 골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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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소 있으며, 동진강 유역에는 5개소의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표 16. 옥정호 주변 기타 수질오염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골프장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
운수장비정비시
설(폐차장포함)

섬진강댐 15 2 1 5 7

섬진강댐하류 2 0 1 1 0

동진강 173 5 5 108 55

자료) 2015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환경부)

3. 조사방법

3.1 조사범위

본 조사는 표 17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1단계는 수질모니터링을 실시

하여 우선관리 하천을 선정하고 2단계는 도섭법과 보트법을 이용하여 유량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3단계에서는 수질농도와 유량을 곱해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의 3

단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옥정호 오염하천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표 17. 조사범위

구   분 조   사   범   위

1단계
수질 

모니터링 실시

- 오염원 발생현황조사
- 주변하천에 대한 현장측정 항목 및 일반항목 분석
- 우선관리하천 선정

2단계 유량조사
- 도섭법이나 보트법을 이용한 유속 측정
- 유속에 단면적을 곱해 유량 산정

3단계 오염부하량 산정
- 수질 농도와 유속을 곱해 오염부하량 산정
- 오염하천 수질개선 방안 마련
-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변화 추이 확인

3.2 조사지점

조사지점은 섬진강수계 8지점(창인교1, 창인교2, 호암교, 덕암교, 선거교, 순환교, 능교, 백여

세월교)과 동진강수계 5지점(팽나무교, 산외교, 상용교, 용산교, 솔뫼교)등 총 13지점을 선정하

였다. 이 중 섬진강수계는 옥정호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입하천(섬진강댐 하류 백

여세월교 제외)이며 동진강수계는 옥정호에서 방류되는 하천이다.

이번 조사에서 관심을 가지는 조사지점 중 섬진강수계는 오염도가 비교적 높은 임실천의 창

인교와 섬진강본류 선거교, 그리고 임실군 강진정수장 상류 백여세월교이며, 동진강수계는 옥

정호 운암취수구인 팽나무교와 도원천 하류 산외교, 정읍시 산성정수장 취수구인 솔뫼교이다.

표 18은 조사지점 현황을, 그림 9 ~ 11은 조사지점 위치와 시료채취 지점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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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조사지점 현황

구 분 하천명 채수지점 비  고

섬진강
수계
(8)

ST1 임실천 창인교1 임실천 하류

옥정호
유입하천

ST2 오원천 창인교2 섬진강 본류, 임실천 합류 전 

ST3 섬진강 본류 호암교 임실천과 오원천 합류 후

ST4 섬진강 본류 덕암교 지장천 합류 후 

ST5 섬진강 본류 선거교 석보천 합류 후 

ST6 옥녀동천 순환교 임실군 신덕면 운암 쌍암리

ST7 추령천 능교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ST13 섬진강댐 하류 백여세월교  강진정수장 취수구 상류 댐하류

동진강
수계
(5)

ST8 도원천 상류 팽나무교 운암취수구, (유)극동소수력발전소 앞

동진강
으로 

유역변경

ST9 도원천 하류 산외교 동진강 합류 전

ST10 동진강 최상류 상용교 도원천 합류 전

ST11 동진강 상류 용두교 동진강과 도원천 합류 후 

ST12 동진강 솔뫼교 산성정수장 칠보취수구

옥정호

12 11 10

9

8

13

7 6

5 4 3 2

1

평
내
천

황
토
천

예
덕
천

사
적
천

섬진강댐

섬진강본류 섬진강상류

동진강 상류

추

령

천

금월천

갈월천

양산천

직삼천

방산천

학산천

매죽천

도

원

천
서이치천

제목천

점
기
천

석
보
천

옥
녀
동
천

주치천 지
장
천

임

실

천

도
장
천

상
월
천

구
신
천

도인천

대덕천

그림 9. 조사지점 모식도

그림 10. 조사지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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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수계

(8)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임실천(창인교1)

임실군 신평면 대리 
오원천(창인교2)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섬진강 본류(호암교)

임실군 신평면 덕암리
섬진강 본류(덕암교)

임실군 운암면 학암리 
섬진강 본류(선거교)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옥녀동천(순환교)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추령천(능교)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섬진강댐 하류(백여세월교)

동진강

수계

(5)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도원천 상류(팽나무교)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도원천 하류(산외교)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동진강 상류(상용교)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동진강 상류(용두교)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산성정수장 취수구(솔뫼다리)

그림 11. 시료 채취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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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사항목

수질 모니터링은 2017년 1월에서 12월까지 총 12회(1회/월)에 걸쳐 17개 항목을 분석하였고,

유량측정은 총 4회(1회/분기) 실시하였다. 표 19에 조사항목과 조사한 횟수를 정리하였다.

표 19. 조사항목 및 횟수

구 분 조 사 항 목 횟 수 시 기

수질
모니터링

(17)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BOD, COD, SS,
T-N, T-P, NH3-N, NO2-N, NO3-N, PO4-P,
Chl-a, TOC,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12회 1 ∼ 12월

유량측정 도섭법 또는 보트법 4회 3월, 6월, 9월, 11월

3.4 조사방법

3.4.1 수질모니터링

시료채취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1130.1 시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에 준하여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실시하였다. 시료는 수질이 안정되고 대표성이 가장 큰 지점을 선

정하여 채취하였으며 가능한 한 강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수질분석은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의 각 항목별 분석 절차를 준수하여 현장항목인 수온, pH, DO, 전기전도도는 현장에

서 바로 측정하였으며, 일반항목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2017)에 의해 분석하였다.

표 20. 조사항목 및 횟수

항 목 분 석 방 법 분 석 기 기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현장측정기 YSI-6600, YSI

BOD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05.1) 적정법

COD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15.1) 적정법

SS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03.1) 비중법

T-N, T-P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63.4)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62.2)

AACS, Blan-Luebbe

NH3-N, NO2-N
NO3-N, PO4-P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55.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54.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61.2)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60.2)

AA3, Blan-Luebbe

클로로필-a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12.1) CARY 300Conc. VARIAN

TOC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311.1) TOC-VCPH, Shimadzu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ES 04703.1a)
효소발색법(colilert)

IG-105, 대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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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유량조사

유량조사는 유속과 수심을 고려하여 측정방법을 선정하였고 유량측정 실시 전, 중간, 종료 

후 유량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유량은 일반적으로 여러 요인에 따라 변하게 되므로 유량측

정 시 가능한 수로가 직선이며 흐름이 안정적인 곳, 큰 돌이나 수목 등 방해물이 없는 구간을 

선택하였으며 유량측정방법은 도섭법이나 보트법으로 하였다. 하천 폭이 좁거나 저 수심에서는 

Sontek사의 Flowtracker를 이용한 도섭법으로, 수심이 30 cm이상이면서 하천 폭이 넓은 지점

에서는 Sontek사의 River Surveyor(M9, S5) 장비를 이용하여 보트법으로 유량을 측정하였다.

그림 12. 시료채취 및 유량측정

4. 결과 및 고찰

4.1 수질 모니터링

옥정호 주변 주요하천 13개 지점(섬진강수계 8, 동진강수계 5)에 대해 1월에서 12월까지 총 

12회 수질 모니터링한 결과 현장항목인 pH는 6.7(1월 임실천) ~ 8.4(3월 백여세월교)로 연평균 

7.6이였다. 용존산소는 6.4(6월 덕암교) ~ 13.9(2월 오원천) mg/L로 연평균 8.9 mg/L였다. 그 

밖에 전기전도도는 76(4월 능교) μS/cm ~ 365(6월 임실천) μS/cm로 연평균은 147 μS/cm였다.

표 21과 그림 13은 연평균 BOD, COD, TOC에 대해 수질조사한 결과이다. 섬진강수계 연평

균 BOD, COD, TOC는 임실천 하류지점인 창인교가 BOD 2.3 mg/L, COD 4.8 mg/L, TOC

3.1 mg/L로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2등급(약간좋음)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지점은 1등급(좋음)이

였다. 지점별 연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점은 옥녀동천의 순환교로 BOD 0.9 mg/L, COD 1.6

mg/L, TOC 1.0 mg/L였다.

임실천 창인교의 경우 2016년 조사사업인 “옥정호 유입하천 수질조사”에서의 BOD 2.2

mg/L, COD 4.6 mg/L, TOC 2.9 mg/L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동진강수계 연평균 BOD, COD, TOC는 전항목 전지점이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등급(좋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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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재 옥정호 주변하천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동진강 최상류이면서 도원

천이 합류되기 전 지점인 상용교가 BOD 1.1 mg/L, COD 2.4 mg/L, TOC 1.5 mg/L로 오염도

가 가장 낮았으며 나머지 지점은 거의 비슷한 농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전라북도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 3단계(2016년 ~ 2020년) BOD목표값은 1.0 mg/L로 옥

녀동천의 순환교를 제외하고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 연평균 BOD, COD, TOC 수질분석 결과                            (단위: mg/L)

구 분 채수지점 BOD COD TOC

섬진강
수계
(8)

ST1 창인교1 2.3 4.8 3.1
ST2 창인교2 1.6 3.3 2.1
ST3 호암교 1.8 3.8 2.5
ST4 덕암교 1.6 3.5 2.3
ST5 선거교 1.5 3.3 2.2
ST6 순환교 0.9 1.6 1.0
ST7 능교 1.2 2.5 1.4

ST13 백여세월교  1.6 3.5 2.6

동진강
수계
(5)

ST8 팽나무교 1.4 3.4 2.2
ST9 산외교 1.5 3.4 2.2

ST10 상용교 1.1 2.4 1.5
ST11 용두교 1.6 3.4 2.1
ST12 솔뫼교 1.4 3.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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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평균 BOD, COD, TOC 수질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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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는 섬진강수계 월별 BOD, COD, TOC를 분석한 결과로 옥정호 유입하천인 섬진강수

계는 강우량이 적고 농사철인 5 ~ 6월에 임실천과 섬진강본류가 1등급(좋음)을 초과하였다. 특

히 TOC의 경우는 6월이 가장 높았다. 조사지점 중 임실천이 6월에 BOD 2.9 mg/L, COD 6.6

mg/L로 가장 높았으며 TOC는 호암교가 6월에 6.1 mg/L로 오염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

사되었다.

임실천, 6월, 2.9

0.0

0.5

1.0

1.5

2.0

2.5

3.0

3.5

4.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섬진강수계 월별 BOD(mg/L) 

임실천
오원천
호암교
덕암교
선거교
순환교
능교
백여세월교

임실천, 6월, 6.6

0.0

1.0

2.0

3.0

4.0

5.0

6.0

7.0

8.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섬진강수계 월별 COD(mg/L) 

임실천
오원천
호암교
덕암교
선거교
순환교
능교
백여세월교

호암교, 6월, 6.1

0.0

1.0

2.0

3.0

4.0

5.0

6.0

7.0

8.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섬진강수계 월별 TOC(mg/L) 

임실천
오원천
호암교
덕암교
선거교
순환교
능교
백여세월교

그림 14. 섬진강수계 월별 BOD, COD, TOC 수질분석 결과

옥정호에서 방류되는 동진강수계는 연중 월별 농도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BOD, TOC는 모두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등급(좋음)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COD의 경우 용두

교(3월) 4.2 mg/L, 팽나무교(7월) 4.1 mg/L, 상용교(12월) 5.0 mg/L가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

등급(좋음) 기준인 4.0 mg/L를 약간 초과하였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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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동진강수계 월별 BOD, COD, TOC 수질분석 결과

표 22와 그림 16은 연평균 SS, T-N, T-P에 대해 수질분석한 결과이다. 연평균 SS는 섬진강수

계와 동진강수계 전지점이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등급(좋음) 기준인 25 mg/L 이하였으며 조사

지점 중 추령천의 능교가 1.5 mg/L로 가장 낮았으며 임실천의 창인교가 4.3 mg/L로 가장 높

았다.

T-N의 경우는 하천수 생활환경기준이 없으며 섬진강수계는 본류인 선거교가 가장 낮은 

1.555 mg/L였고 다른 항목과는 다르게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2.270 mg/L로 가장 높았다. 순환

교는 2016년 조사사업인 “옥정호 유입하천 수질조사”에서의 연평균 T-N 2.333 mg/L와 비슷한 

농도를 보였다.

동진강수계는 운암취수구의 팽나무교가 1.742 mg/L로 가장 낮았고 동진강 최상류인 상용교

가 3.364 mg/L로 가장 높았다. 상용교는 연평균 BOD, COD, TOC와는 반대의 결과로 유량은 

거의 적으나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변에 산재된 축산농가가 60개소가 있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연평균 T-P의 경우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섬진강수계 임실천의 창인교가 0.061 mg/L로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등급(좋음) 기준인 0.04 mg/L를 초과하였고 나머지 전 지점은 1등급(좋

음)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전라북도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 3단계(2016년~2020년) T-P목표값인 

0.016 mg/L를 옥녀동천의 순환교와 추령천의 능교를 제외하고 모두 초과한 상태로 T-P농도 

저감을 위한 수질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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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연평균 SS, T-N, T-P 수질분석 결과                                     (단위: ㎎/L)

구 분 채수지점 SS T-N T-P

섬진강
수계
(8)

ST1 창인교1 4.3 2.224 0.061
ST2 창인교2 3.2 1.841 0.036
ST3 호암교 3.6 1.824 0.035
ST4 덕암교 3.6 1.763 0.031
ST5 선거교 3.0 1.555 0.025
ST6 순환교 1.8 2.270 0.016
ST7 능교 1.5 2.140 0.016
ST13 백여세월교  1.7 1.709 0.017

동진강
수계
(5)

ST8 팽나무교 2.3 1.742 0.020
ST9 산외교 6.9 1.788 0.030
ST10 상용교 2.4 3.364 0.028
ST11 용두교 4.8 1.933 0.030
ST12 솔뫼교 2.8 2.0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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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연평균 SS, T-N, T-P 수질분석 결과 

표 23. 상용교 주변 축산 현황                              

구 분 합 계 소 (두) 돼지(마리) 닭(마리)
농가수 60 57 1 2
마리수 2,158 640 25,600

자료) 정읍시 축산과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보

- 138 -

그림 17은 섬진강수계 월별 SS, T-N, T-P를 분석한 결과로 SS의 경우 전월 모두 1등급(좋음)

을 유지하였고 추령천의 능교가 1월에 0.2 mg/L로 가장 낮았으며 임실천의 창인교가 4월에 

9.5 mg/L로 가장 높았다.

월별 T-N은 0.697 ~ 3.802 mg/L로 5월에 섬진강본류 선거교가 0.697 mg/L로 가장 낮았으

며, 7월에 추령천의 능교가 3.802 mg/L로 가장 높았다.

월별 T-P는 0.005 ~ 0.091 mg/L로 11월에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0.005 mg/L로 가장 낮았으

며, 8월에 임실천 창인교가 0.091 mg/L로 가장 높았다. 3월에 오원천도 0.073 mg/L로 비교적 

높았으며 임실천과 섬진강본류는 8월에 대체로 높았고 9월에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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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섬진강수계 월별 SS, T-N, T-P 수질분석 결과

그림 18은 동진강수계 월별 SS, T-N, T-P를 분석한 결과로 SS의 경우 도원천 하류 산외교가 

1월에 하천 공사로 인해 35.3 mg/L으로 1등급(좋음) 기준인 25 mg/L를 초과하였으며 9월에도 

16.4 mg/L로 1등급(좋음)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높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산외교 바로 

하류지점인 용두교도 3월 10.3 mg/L, 9월 12.2 mg/L로 높았다.

월별 T-N은 1.498 ~ 4.776 mg/L로 12월의 팽나무교가 가장 낮았으며 3월의 상용교가 가장 

높았다. 동진강수계 T-N은 상용교를 제외하고 월별 지점별 변화가 적었다.

월별 T-P는 0.006 ~ 0.073 mg/L로 4월에 팽나무교가 0.006 mg/L로 가장 낮았으며 3월에 용

두교가 0.073 mg/L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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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동진강수계 월별 SS, T-N, T-P 수질분석 결과

4.2 유량조사 결과

옥정호 유역 관리의 기초자료로 주요하천에 대한 오염부하량 산정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유

량조사를 실시하였다. 유량은 단위시간에 어느 횡단면을 통과하는 물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속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의 속도를 직접 측정한 후 단면적을 곱해 유량을 산정하였다.

유량조사시 기상은 1차(3월 21일 ~ 22일) 조사시 측정 1일전 약 3 mm, 측정 당일 약 1 mm

소량의 강우가 있었고 2차(6월 19일, 21일) 조사시 측정 12 ~ 13일전 약 1.5 ~ 8.5 mm의 강우

가 조금 있었을 뿐 이후 비오는 날 없이 계속 가뭄이 지속되어 소하천의 경우 건천이 많았으

며 전반적으로 하천에 유량이 적었다. 3차(9월 20일 ~ 21일) 조사시는 측정 10일전 약 61.0

mm의 강우가 내려 하천에 유량이 많았고 4차(11월 14일 ~ 15일) 조사시 기상은 측정 5일전 

약 1.5 mm 소량의 강우가 있었다. 표 24와 그림 19는 4차례에 걸쳐 실시한 옥정호 유입하천 

유량조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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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옥정호 주변 주요하천 유량조사 결과                                  (단위: m3/sec)

구 분 채수지점 1차(3월) 2차(6월) 3차(9월) 4차(11월) 평 균

섬진강
수계
(8)

ST1 창인교1 0.4925 0.1675 0.2275 0.1715 0.2648

ST2 창인교2 1.3650 0.0995 2.0243 0.1950 0.9210

ST3 호암교 1.8913 0.2556 2.2663 0.3659 1.1948

ST4 덕암교 1.7900 0.3299 2.3063 0.3805 1.2017

ST5 선거교 1.6810 0.3489 3.0393 0.4405 1.3774

ST6 순환교 0.1070 0.0471 0.104 0.0195 0.0694

ST7 능교 0.7125 0.2480 1.089 0.4155 0.6163

ST13 백여세월교  0.1656 2.0223 0.6128 0.6845 0.8713

동진강
수계
(5)

ST8 팽나무교 3.4038 14.983 5.8943 2.5890 6.7175

ST9 산외교 2.5815 13.0547 4.355 2.4393 5.6076

ST10 상용교 0.0125 0.0103 0.0101 0.0309 0.0160

ST11 용두교 2.4723 12.8765 4.58 2.4938 5.6057

ST12 솔뫼교 1.8083 25.6068 7.5308 1.9555 9.2254

옥정호 유입하천인 섬진강수계는 가뭄이었던 6월에 섬진강본류 선거교가 0.3489 m3/sec로 

적었으며 9월에 3.0393 m3/sec으로 가장 많았다. 4회 조사한 평균은 1.3774 m3/sec로 2017년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한 선거교 연평균 2.5842 m3/sec보다 훨씬 적게 조사되었다. 이는 조사 

횟수가 4회로 적었으며 가뭄이었던 6월, 11월에 강우량이 너무 적어 평균값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된다. 2016년 조사사업인 “옥정호 유입하천 수질조사”에서 4회 실시한 선거교 평균 

유량은 2.2482 m3/sec로 올해보다 훨씬 많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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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옥정호 주변 주요하천 유량조사 결과 

옥정호에서 방류되는 동진강수계의 솔뫼교는 운암취수구와 칠보발전용수가 합쳐진 곳으로 1

차(3월) 1.8083 m3/sec, 2차(6월) 25.6068 m3/sec, 3차(9월) 15.5308 m3/sec, 4차(11월) 1.9555

m3/sec로 겨울철에는 유량이 적었으나 농사철인 6월에는 아주 많은 양의 물이 방류되었다.

옥정호 저수율은 3월 21일 43.7%, 6월 19일 17.1%, 9월 20일 33.5%, 11월 14일 31.1%로 옥정

호 유입량이 적고 방류량이 많았던 6월에 저수율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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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오염부하량 산정 결과

표 25은 4회에 걸쳐 조사한 유량을 통해 지점별, 주요 항목별 평균 오염부하량을 산정한 것

이다. 항목별 오염부하량은 섬진강수계의 경우 본류인 선거교가 BOD 165.9 kg/day, COD

359.0 kg/day, TOC 239.0 kg/day으로 가장 높았으며, 선거교 상류지점인 덕암교가 SS 422.7

kg/day, T-N 205.8 kg/day, T-P 3.10 kg/day로 가장 높았다. 오염부하량이 가장 낮은 지점은 

유량이 가장 적었던 옥녀동천의 순환교로 BOD 4.9 kg/day, COD 9.6 kg/day, TOC 6.0

kg/day, SS 7.8 kg/day, T-N 13.5 kg/day, T-P 0.07 kg/day였다.

동진강수계의 경우 산성정수장 취수지점인 솔뫼교가 BOD 1,195.3 kg/day, COD 2,578.3

kg/day, SS 3,100.4 kg/day, T-N 1,559.5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옥정호 운암취수구 지점인 

팽나무교가 TOC 1,307.5 kg/day, 도원천 하류지점인 산외교가 T-P 15.11 kg/day로 가장 높았

다. 오염부하량이 가장 낮은 지점은 동진강 최상류이면서 도원천 합류 전 상용교로 BOD 1.9

kg/day, COD 4.1 kg/day, TOC 2.3 kg/day, SS 2.7 kg/day, T-N 3.4 kg/day, T-P 0.06

kg/day였다.

표 25. 주요 항목별 오염부하량                                             (단위: kg/day)

구 분 채수지점 BOD COD TOC SS T-N T-P

섬진강
수계
(8)

ST1 창인교1 53.3 116.3 73.3 109.4 52.5 1.09

ST2 창인교2 116.5 238.3 142.2 140.7 164.2 2.98

ST3 호암교 158.3 355.3 216.8 342.4 205.3 2.98

ST4 덕암교 154.7 354.3 215.0 422.7 205.8 3.10

ST5 선거교 165.9 359.0 239.0 247.9 196.3 2.22

ST6 순환교 4.9 9.6 6.0 7.8 13.5 0.07

ST7 능교 61.8 132.1 79.1 65.0 120.7 0.80

ST13 백여세월교  108.7 241.1 176.3 107.5 132.4 1.12

동진강
수계
(5)

ST8 팽나무교 876.2 1,988.5 1,307.5 1,285.3 1,064.1 13.91

ST9 산외교 635.5 1,292.9 948.7 2,749.3 1,301.0 15.11

ST10 상용교 1.9 4.1 2.3 2.7 3.4 0.06

ST11 용두교 720.4 1,644.3 1,126.5 2,554.7 901.8 13.35

ST12 솔뫼교 1,195.3 2,578.3 683.1 3,100.4 1,559.5 14.28

표 26과 그림 20은 BOD오염부하량을 산정한 결과로 섬진강수계 평균 BOD오염부하량은 본

류인 선거교가 165.9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4.9 kg/day로 가장 낮았

다. 섬진강댐 하류의 백여세월교는 108.7 kg/day이였다. 1 ~ 4차 조사에서 선거교가 3차(9월)

에 341.4 kg/day로 가장 높았고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4차(11월)에 1.2 kg/day로 가장 낮았다.

동진강수계 평균 BOD오염부하량은 조사지점 중 가장 하류지점인 솔뫼교가 1,195.3 kg/day

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교가 1.9 kg/day로 가장 낮았다. 1 ~ 4차 조사에서 솔뫼교가 2차(6월)에 

3,318.6 kg/day로 가장 높았고 상용교가 3차(9월)에 1.1 kg/day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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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옥정호 주요하천  BOD오염부하량                                 (단위: kg/day)

구 분 채수지점 1차(3월) 2차(6월) 3차(9월) 4차(11월) 평 균

섬진강
수계
(8)

ST1 창인교1 97.9 42.0 45.2 28.2 53.3

ST2 창인교2 176.9 18.9 244.9 25.3 116.5

ST3 호암교 228.8 79.5 274.1 50.6 158.3

ST4 덕암교 216.5 74.1 259.0 69.0 154.7

ST5 선거교 203.3 69.3 341.4 49.5 165.9

ST6 순환교 8.3 2.8 7.2 1.2 4.9

ST7 능교 67.7 36.4 103.5 39.5 61.8

ST13 백여세월교  22.9 227.1 90.0 94.6 108.7

동진강
수계
(5)

ST8 팽나무교 441.1 1,941.8 763.9 357.9 876.2

ST9 산외교 178.4 1,466.3 602.0 295.1 635.5

ST10 상용교 1.9 1.3 1.1 3.2 1.9

ST11 용두교 256.3 1,668.8 633.1 323.2 720.4

ST12 솔뫼교 218.7 3,318.6 1,041.1 202.7 1,195.3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임실천 오원천 호암교 덕암교 선거교 순환교 능교 백여세월교

섬진강유역 BOD(kg/day)

3월 6월 9월 11월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팽나무교 산외교 상용교 용두교 솔뫼교

동진강유역 BOD(kg/day)

3월 6월 9월 11월

그림 20. BOD오염부하량 산정 결과

표 27과 그림 21은 COD오염부하량을 산정한 결과로 섬진강수계 평균 COD오염부하량은 

BOD오염부하량과 마찬가지로 본류인 선거교가 359.0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옥녀동천의 순

환교가 9.6 kg/day로 가장 낮았다. 섬진강댐 하류의 백여세월교는 241.1 kg/day이였다. 1 ~ 4

차 조사에서는 선거교가 3차(9월)에 735.3 kg/day로 가장 높았고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4차(11

월)에 1.7 kg/day로 가장 낮았다.

동진강수계 평균 COD오염부하량은 운암취수구와 칠보발전용수가 합쳐진 솔뫼교가 2,578.3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교가 4.1 kg/day로 가장 낮았다. 1 ~ 4차 조사에서는 솔뫼교가 

2차(6월) 7,079.8 kg/day로 가장 높았고 상용교가 3차(9월) 2.5 kg/day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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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옥정호 주요하천 COD오염부하량                                     (단위: kg/day)

구 분 채수지점 1차(3월) 2차(6월) 3차(9월) 4차(11월) 평 균

섬진강
수계
(8)

ST1 창인교1 217.0 95.5 96.3 56.3 116.3

ST2 창인교2 389.2 43.0 472.2 48.9 238.3

ST3 호암교 555.6 183.3 587.4 94.8 355.3

ST4 덕암교 556.8 171.0 557.9 131.5 354.3

ST5 선거교 450.2 147.7 735.3 102.8 359.0

ST6 순환교 18.5 4.5 13.5 1.7 9.6

ST7 능교 172.4 77.1 207.0 71.8 132.1

ST13 백여세월교  54.4 524.2 190.6 195.2 241.1

동진강
수계
(5)

ST8 팽나무교 1,088.1 4,272.0 1,833.4 760.5 1,988.5

ST9 산외교 334.6 2,707.0 1,392.2 737.6 1,292.9

ST10 상용교 4.5 2.8 2.5 6.7 4.1

ST11 용두교 640.8 3,782.6 1,464.1 689.5 1,644.3

ST12 솔뫼교 500.0 7,079.8 2,277.3 456.2 2,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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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COD오염부하량 산정 결과

표 28과 그림 22는 TOC오염부하량을 산정한 결과로 섬진강수계 평균 TOC오염부하량은 본

류인 선거교가 239.0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6.0 kg/day로 가장 낮았

다. 1 ~ 4차 조사에서 선거교가 3차(9월) 472.7 kg/day로 가장 높았고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4

차(11월)에 1.0 kg/day로 가장 낮았다. 백여세월교는 2차(6월)에 419.3 kg/day로 높았다.

동진강수계 평균 TOC오염부하량은 솔뫼교가 1,729.2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교가 2.3

kg/day로 가장 낮았다. 1 ~ 4차 조사에서 솔뫼교가 2차(6월)에 4,867.3 kg/day로 가장 높았고 

상용교가 1차(3월)에 0.9 kg/day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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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옥정호 주요하천  TOC오염부하량                                    (단위: kg/day)

구 분 채수지점 1차(3월) 2차(6월) 3차(9월) 4차(11월) 평 균

섬진강
수계
(8)

ST1 창인교1 123.4 73.8 59.0 37.0 73.3

ST2 창인교2 224.1 34.4 279.8 30.3 142.2

ST3 호암교 310.5 134.7 352.5 69.6 216.8

ST4 덕암교 309.3 139.7 338.7 72.3 215.0

ST5 선거교 290.5 120.6 472.7 72.3 239.0

ST6 순환교 10.2 4.9 8.1 1.0 6.0

ST7 능교 92.3 49.3 131.7 43.1 79.1

ST13 백여세월교  28.6 419.3 127.1 130.1 176.3

동진강
수계
(5)

ST8 팽나무교 617.6 2,977.4 1,120.4 514.5 1,307.5

ST9 산외교 468.4 1917.5 903.1 505.8 948.7

ST10 상용교 0.9 2.1 1.6 4.8 2.3

ST11 용두교 491.3 2,670.1 870.6 474.0 1,126.5

ST12 솔뫼교 296.9 4,867.3 1,431.5 321.0 1,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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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TOC오염부하량 산정 결과

표 29와 그림 23은 SS오염부하량을 산정한 결과로 섬진강수계 평균 SS오염부하량은 BOD,

COD, TOC오염부하량과는 다르게 본류인 덕암교가 422.7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소하천인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7.8 kg/day로 가장 낮았다. 1~4차 조사에서는 하천제방 공사로 인해 수

질이 탁했던 덕암교가 1차(3월)에 1,144.5 kg/day로 가장 높았고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4차(11

월)에 1.5 kg/day로 가장 낮았다.

동진강수계 평균 SS오염부하량은 솔뫼교가 3,100.4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교가 2.7

kg/day로 가장 낮았다. 1~4차 조사에서는 유량이 가장 많았던 솔뫼교가 2차(6월)에 7,743.5

kg/day로 가장 높았고 도원천이 합류되지 전 지점으로 유량이 거의 없던 상용교가 2차(6월)에 

1.1 kg/day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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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옥정호 주요하천  SS오염부하량                                      (단위: kg/day)

구 분 채수지점 1차(3월) 2차(6월) 3차(9월) 4차(11월) 평 균

섬진강
수계
(8)

ST1 창인교1 293.6 86.8 39.3 17.8 109.4

ST2 창인교2 200.5 46.4 297.3 18.5 140.7

ST3 호암교 800.7 163.4 332.9 72.7 342.4

ST4 덕암교 1,144.5 102.6 318.8 124.9 422.7

ST5 선거교 348.6 183.9 367.6 91.3 247.9

ST6 순환교 13.9 4.9 10.8 1.5 7.8

ST7 능교 67.7 68.6 112.9 10.8 65.0

ST13 백여세월교  21.5 297.0 58.2 53.2 107.5

동진강
수계
(5)

ST8 팽나무교 529.4 2,718.5 1,222.2 671.1 1,285.3

ST9 산외교 1,628.2 2,481.4 6,170.9 716.6 2,749.3

ST10 상용교 1.6 1.1 3.1 4.8 2.7

ST11 용두교 2,200.1 2,113.8 4,827.7 1,077.3 2,554.7

ST12 솔뫼교 593.7 7,743.5 1,626.7 321.0 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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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SS오염부하량 산정 결과

표 30과 그림 24는 T-N오염부하량을 산정한 결과로 섬진강수계 평균 T-N오염부하량은 SS오

염부하량이 가장 높았던 덕암교가 평균 205.8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수질 T-N 농도가 가장 

높았던 옥녀동천의 순환교는 유량이 적어 오염부하량 산정 결과 13.5 kg/day로 가장 낮았다.

섬진강댐 하류의 백여세월교는 132.4 kg/day이였다. 1 ~ 4차 조사에서는 선거교가 3차(9월)에 

410.2 kg/day로 가장 높았고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4차(11월)에 3.4 kg/day로 가장 낮았다.

동진강수계 평균 T-N오염부하량은 솔뫼교가 1,559.5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교가 3.4

kg/day로 가장 낮았다. 1 ~ 4차 조사에서는 솔뫼교가 2차(6월)에 3,239.0 kg/day로 가장 높았

고 상용교가 2차(6월)에 1.5 kg/day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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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옥정호 주요하천  T-N 오염부하량                                   (단위: kg/day)

구 분 채수지점 1차(3월) 2차(6월) 3차(9월) 4차(11월) 평 균

섬진강
수계
(8)

ST1 창인교1 98.8 20.5 59.5 31.4 52.5

ST2 창인교2 290.8 10.3 331.3 24.5 164.2

ST3 호암교 379.4 35.4 370.5 35.8 205.3

ST4 덕암교 347.8 55.4 388.6 31.5 205.8

ST5 선거교 306.5 33.0 410.2 35.48 196.3

ST6 순환교 21.4 10.5 18.5 3.4 13.5

ST7 능교 172.2 16.7 234.8 58.9 120.7

ST13 백여세월교  28.2 290.7 94.3 116.4 132.4

동진강
수계
(5)

ST8 팽나무교 598.2 2,275.8 995.6 387.0 1,064.1

ST9 산외교 1,065.2 3,013.8 772.9 352.2 1,301.0

ST10 상용교 2.3 1.5 3.1 6.8 3.4

ST11 용두교 457.3 1,870.2 899.1 380.5 901.8

ST12 솔뫼교 322.9 3,239.0 1,461.4 329.5 1,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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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T-N오염부하량 산정 결과

표 31과 그림 25는 T-P오염부하량을 산정한 결과로 섬진강수계 평균 T-P오염부하량은 본류

인 덕암교가 3.10 kg/day로 가장 높았으며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0.07 kg/day로 가장 낮았다.

섬진강댐 하류의 백여세월교는 1.12 kg/day이였다. 1~4차 조사에서는 수질 T-P농도가 높았던 

오원천의 창인교가 1차(3월)에 9.20 kg/day로 가장 높았고 옥녀동천의 순환교가 4차(11월)에 

0.01 kg/day로 가장 낮았다.

동진강수계 평균 T-P오염부하량은 유량이 가장 많은 솔뫼교가 15.11 kg/day로 가장 높았으

며 상용교가 0.06 kg/day로 가장 낮았다. 1~4차 조사에서는 솔뫼교가 2차(6월)에 36.62 kg/day

로 가장 높았고 상용교가 2차(6월)에 0.01 kg/day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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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옥정호 주요하천  T-P오염부하량                                     (단위: kg/day)

구 분 채수지점 1차(3월) 2차(6월) 3차(9월) 4차(11월) 평 균

섬진강
수계
(8)

ST1 창인교1 1.62 1.00 1.08 0.67 1.09

ST2 창인교2 9.20 0.30 2.10 0.32 2.98

ST3 호암교 7.19 1.02 2.94 0.79 2.98

ST4 덕암교 8.51 1.34 1.79 0.76 3.10

ST5 선거교 5.52 0.96 1.84 0.57 2.22

ST6 순환교 0.16 0.04 0.08 0.01 0.07

ST7 능교 1.29 0.34 1.22 0.36 0.80

ST13 백여세월교  0.40 2.80 0.74 0.53 1.12

동진강
수계
(5)

ST8 팽나무교 17.94 20.71 12.73 4.25 13.91

ST9 산외교 6.47 29.33 21.07 3.58 15.11

ST10 상용교 0.15 0.01 0.03 0.06 0.06

ST11 용두교 7.48 20.03 21.37 4.52 13.35

ST12 솔뫼교 3.44 36.62 13.66 3.38 14.28

0
1
2
3
4
5
6
7
8
9

10

임실천 오원천 호암교 덕암교 선거교 순환교 능교 백여세월교

섬진강유역 T-P(kg/day)

3월 6월 9월 11월

0

5

10

15

20

25

30

35

40

팽나무교 산외교 상용교 용두교 솔뫼교

동진강유역 T-P(kg/day)

3월 6월 9월 11월

그림 25. T-P오염부하량 산정 결과

4.4. 수질개선방안

옥정호의 양호한 수질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전라북도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 3단계

(2016년 ~ 2020년)의 목표값인 BOD 1.0 mg/L, T-P 0.016 mg/L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선 수질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조사지점 중 가장 오염도가 높았던 임실천을 우선관리하천으로 선정하

여 수질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임실천 유역의 오염발생 특징은 소규모 오염발생원이 배수구역 

전체에 산재되어 있어 오염물질의 배출도 비교적 소규모의 오염원들이 유역 전체에 골고루 분

포된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생활하수, 비점오염원, 축산폐수 등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환경기초시설 : 임실천 하류에는 임실하수처리장이 있으며 현황은 표 32와 같으며 표 33

과 같이 방류수 처리기준을 만족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수 생활환경기준은 BOD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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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약간좋음), T-P 3등급(보통)으로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 3단계(2016년 ~ 2020년) 목표값인 

BOD 1.0 mg/L, T-P 0.016 mg/L을 BOD는 2.7배, T-P는 약 7.5배를 초과하고 있고 T-N 또한 

다른 하천에 비해 높은 농도이므로 고도처리시설 설비를 보강하여 처리효율을 높여야 한다.

표 32. 임실하수처리장 현황

처리장명 임실하수처리시설

위 치 임실군 임실읍 두곡리 312-1번지 일원

처리대상구역 임실읍ㆍ관촌면ㆍ신평면ㆍ성수면 

처리용량(m3/일) 5,500

처리공법 선회와류식 SBR 및 SymBio 공법

슬러지 처리방식 농축 → 탈수 → 최종처분(퇴비화)

표 33. 임실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농도                                      (단위: mg/L)

구분 BOD COD SS T-N T-P

처리기준 10 40 10 20 0.5

방류수질 2.7 6.7 1.6 5.044 0.121

그림 26. 임실하수처리장 

2. 축산분뇨 저감 : 임실천 유역에는 표 34와 같이 100개 한우 농가에서 약 2000마리의 한우

와 19개 농가에서 젖소 약 1000마리를 사육하는 등 많은 농가가 산재해 있으며 그림 27과 같

이 지붕도 없이 축분을 쌓아놓거나 배수로를 통해 주변 인근 하천에 유출될 가능성 있다. 이러

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래식 축사구조를 분·뇨의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저장조 

설치를 지원하여 뇨는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분은 퇴비화시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

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축산농가에 실내건조시설을 설치하거나 최소한 지붕을 설치해

서 강우에 의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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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임실천 유역 가축사육 현황

구분 젖소(두) 한우(두) 돼지(마리) 닭(마리) 산양(마리)

농가수 19 100 9 4 3

마리수 988 1,949 8,681 167,087 56

그림 27. 임실천 유역 축산농가

3. 생활하수 저감 : 임실천 유역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은 4개소가 있으며 유역내 오염원

은 밀집되어 있지 않고 산재해 있어 오염원의 밀도가 낮으며, 취수지점으로부터 대규모 하수처

리시설까지는 유하거리가 길어 차집관거 설치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경제적이지 못하므로 소

규모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미처리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

표 35. 임실천 유역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현황                           

처리장명 현곡 정월 신안 연화

시설용량(t) 10.2 37.4 33.3 19.1

그림 28. 임실천 유역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보

- 150 -

5. 결론

옥정호 주변 주요하천 13개(섬진강수계 8, 동진강수계 5) 지점을 선정하여 1월에서 12월까지 

월 1회 수질모니터링 및 분기 1회 유량 조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수질모니터링 결과 : 현장항목 연평균은 pH 7.6, 용존산소 8.9 mg/L, 전기전도도 147 μ

S/cm였다. 연평균 BOD, COD, TOC, T-P는 13지점 중 12지점이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등급

(좋음)이였으며, 임실천(창인교)만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2등급(약간좋음)이였다. 연평균 SS는 전

지점이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등급(좋음)으로 현재 옥정호 수질은 양호하였다.

2. 유량조사 결과 : 유입하천인 섬진강의 선거교 4회 평균유량은 1.3774 m3/sec으로 작년에 

조사한 2.2482 m3/sec보다 훨씬 적었으며 옥정호 유출하천인 동진강 솔뫼교는 1차(3월) 1.8083

m3/sec, 2차(6월) 25.6068 m3/sec, 3차(9월) 15.5308 m3/sec, 4차(11월) 1.9555 m3/sec로 겨울철

에는 유량이 적었으나 농사철인 6월에는 아주 많은 양의 물이 방류되었다.

3. 오염부하량 결과 : 섬진강수계 오염부하량은 BOD, COD, TOC는 선거교, SS, T-N, T-P는 

덕암교가 가장 높았고 유량이 가장 적었던 옥녀동천 순환교가 가장 낮았다.

동진강수계 오염부하량은 BOD, COD, SS, T-N는 솔뫼교, TOC는 팽나무교, T-P는 산외교가 

가장 높았고 동진강 최상류인 상용교가 가장 낮았다.

4. 임실천 수질개선방안 : 첫째, 임실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 설비 보강하여 방류수 처리

효율을 높인다. 둘째, 재래식 축사는 분뇨의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체계를 확립한다. 셋

째,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미처리 하수가 인근 하천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

5. 옥정호 주변 주요하천 수질조사 결과 섬진강과 동진강 상류 주요하천에 대해 지속적인 

수질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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