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7

자원환경지질, 제48권, 제6호, 467-475, 2015
Econ. Environ. Geol., 48(6), 467-475, 2015
http://dx.doi.org/10.9719/EEG.2015.48.6.467

pISSN 1225-7281
eISSN 2288-7962

전주시 덕진연못의 수생태 복원을 위한 용수확보방안 연구: 도시 저수지 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승현1·김석휘2·이진원1·김강주1
*·오창환3

1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2고등기술연구원, 3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A Study on Obtaining Waters to Restore the Water-ecosystem of Deokjin

Pond in Jeonju: New Paradigm for Restoration of Urban Reservoirs

Seung-Hyun Choi1, Seok-Hwi Kim2, Jin Won Lee1, Kangjoo Kim1* and Chang Whan Oh3

1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Jeonbuk 573-701, Korea
2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Yongin 449-863, Korea
3Department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61-756, Korea

(Received: 30 November 2015 / Revised: 15 December 2015 / Accepted: 16 December 2015)

The Deokjin Pond is one of the places representing Jeonju City's history but has the poor water quality. The

pond has a storage of 88,741 m3 and a drainage area of 3.77 km2. It has been maintained only by the groundwater

pumped from the upstream wells and the direct rainfalls on the water surface since the old streams replenishing the

pond were turned into a part of the sewer system due to indiscreet urbanization. The lack of replenishing water as

well as the organic-rich bottom sediment were suggested as two main causes deteriorating the water-ecosystem. In this

study, possible measures obtaining waters for restoration of Deokjin Pond ecosystem are discussed. It is estimated that

the present pond can be replenished about 32 times a year by the runoff when the drainage system in the watershed is

recovered to a state before urbanization. To support this, the drainage system is compared with that of nearby Osong

Pond, which shows relatively better water-ecosystem. Even though Osong Pond has a drainage area one-seventh of

that of Deokjin Pond, its storage is more than the half of it. It is because its watershed has a near natural drainage

system where the rain mostly infiltrates into soil and slowly discharges into the pond.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low impact development (LID), which is known as a technique restoring the water circulating system to a con-

dition before development, would be helpful in obtaining waters required for Deokjin Pond ecosystem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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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연못은 전주를 대표하는 명소이나, 수질이 불량한 상태이다. 본 연못은 저수량 88,741 m3에 3.77 km2의 집수

유역을 가진다. 그러나 무분별한 도시화로 인하여 덕진연못으로 유입되는 과거 하천이 차단되었고, 상류에서 양수되

는 지하수와 수면에 내리는 강우로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질의 물갈이용수 부족은 호저에 쌓인 유기퇴적물과

함께 덕진연못 수생태환경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덕진연못 수생태 유지용수확보방안에 대하

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결과, 현재의 배수시스템을 개발이전으로 복원한다면 강우유출량만으로도 덕진연못을 연간 32

회 물갈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이는 인근의 오

송지의 상태와 비교하였다. 오송지는 집수구역면적은 0.535 km2으로 덕진연못의 약 1/7에 불과하지만, 저수량은 47,200 m3

으로 덕진연못의 반이 넘는다. 작은 집수구역으로도 오송지가 건강한 수생태환경을 보이는 이유는 강우의 상당부분이

땅으로 침투되어 오송지로 서서히 유입되는 자연배수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저영향개발(LID)은 물순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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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이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도시개발기법이다. 덕진연못 유역 내에 내린 강우가 자연적인 방식으로 배수될 수 있

도록 LID기법을 응용한다면 덕진연못 물갈이용수 확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덕진연못, 수생태, 침투, 배수체계, 저영향개발

1. 서 론

덕진연못은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

진동 1가에 위치한다. 덕진연못의 유래는 중종실록과

동국여지승람 등과 같은 고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종실록에 의하면 중종 20년 8월 1일(1525년)에 전주

관찰사가 전주유지들로부터 장계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

으며, 이 장계에 덕진연못의 조성경위가 언급되어 있

다. 장계의 요지는 전주는 조선왕조의 발상지인데 남

은 높고 북은 공허하여 바닥기운이 분산하기 때문에

가련산과 건지산 사이에 제방을 쌓고 이를 덕진이라

이름하였으며 이는 여지승람에도 나와 있으나(本府則

不與他州同, 乃我太祖璿源毓慶之地, 而南高北虛, 氣脈洩

焉, 故名其鎭山曰乾止山, 而又築堤, 名曰德津, 創寺曰乾

興, 其西又有小山, 名曰可連, 俱載《輿地勝覽》), 현재

주변지역에서 경작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해달라는 것

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덕진연못의 축조시기는 중종

조보다는 훨씬 이전이고, 조선개국이후라고 할 수 있다.

연못에 자생하는 연과 창포는 덕진공원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다. 특히, 연꽃은 덕진채련(德津採蓮)이라 하여

전주 8경의 하나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 창포물로

머리를 감으면 그해 병치레를 하지 않는다는 속설로

인하여 단오날에는 덕진연못에서 미역을 감는 사람들

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1930년대의 신문기사도 있

다(Song and Kim, 2013). 그러나, 80~90년대 이후 덕

진연못의 수질악화로 인하여 이러한 전통은 더 이상 지

속되지 않고 있다. 덕진연못은 전주를 대표하는 명소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도시화로

인하여 집수유역 내 생태환경의 질은 좋지 못한 상태이

다. 최근 들어서는 덕진공원을 전통이 살아있는 생태공

원으로 만들어 세계의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있으나, 덕진연못의 불량한 수

질은 그러한 사업추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덕진연못으로 유입되던 하천들에 의하여

연못의 물갈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양호한 수질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의 도시화과정 중에 이들 하천들은

소멸되었거나, 오수가 혼합되어 흐르는 하수로의 형태

로 바뀌게 되었으며, 현재는 지표를 통하여 유입되는

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는 오로지, 땅에

서 스며 나오는 지하수와 일부 관정에서 양수되는 지

하수, 그리고 수면에 내리는 강수로만 덕진연못이 유

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양질의 물갈이용수 부

족은 덕진연못 수질악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호저에 쌓인 유기질 퇴적물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인

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KICT, 2005). 이에 덕진

연못의 수질복원을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덕진연못과 상대적으로

양질의 수질을 보이는 인근 저수지(오송지)의 수질과

수문현황을 분석하여, 덕진연못에 대한 친환경적인 양

질의 물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지역 

2.1. 덕진연못 및 오송지 현황

덕진연못은 연못중앙의 현수교(연화교)를 중심으로

보트장과 연꽃자생지로 구분되어있다(Fig. 1b). 덕진연

못 집수구역면적은 3,770,000 m2이며 덕진연못의 전체

수면적은 99,174 m2이다. 그러나 수심이 깊지 않아(평

균 수심 0.89 m) 저수량은 88,741 m3에 불과하다

(Table 1). 보트장과 연꽃자생지는 큰 수심차이를 보이

고 있으며, 보트장은 평균 1.2 m로 상대적으로 더 깊

은 수심을 보이고 있다. 연꽃자생지의 평균 수심은

0.5 m에 불과하며(KICT, 2005), 이는 오랜 기간 동안

겨울철에 고사된 연꽃이 지속적으로 쌓여 나타난 현상

으로 추측된다. 덕진연못의 수질은 매우 불량하여 해

마다 여름이 되면 녹조가 발생하고 물고기 폐사가 빈

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송지는 덕진연못 집수구역과 바로 인접한 소규모

저수지이지만(Fig. 1c) 덕진연못과는 달리 유지용수량

과 수질문제는 크게 쟁점이 되지 않고 있다. 오송지의

집수구역면적은 535,000 m2으로 덕진연못의 약 1/7에

해당하며, 저수량은 47,200 m2으로 덕진연못의 반을

조금 넘는 저수량을 가지고 있다(Table 1).

2.2. 지형 및 지질

덕진공원 유역의 지형은 대체로 완만한 구릉지와 평야

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지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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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다. 가장 고도가 높은 지점은 연못의 정 동쪽수

계 경계에 위치하는 도솔봉(118 m)이며, 여기에서 서쪽

(조경단 쪽)으로 확장된 능선에 의해 남북의 수계로 나뉜

다(Fig. 2). 이 능선에 의하여 나누어진 북쪽 수계는 대

부분 공원지역에 해당하며, 남향 골짜기마다 마을들이 위

치하고 있다. 남쪽 수계는 현재의 전북대학교 부속병원

및 도시지역에 해당하며, 경사가 완만한 평야지역을 이

루고 있다(Fig. 1a). 그러나 남쪽수계의 지형은 전북대

Fig. 1. Watershed area of Deokjin Pond (a), Deokjin Pond (b), and Osong Pond (c). 

Table 1. Statistic summary of Deokjin and Osong Ponds

watershed area (m2) water area (m2) water storage (m3) Ave. depth (m)

Deokjin Pond

boating zone
-

56,199 68,113 1.21

lotus habitat 42,975 20,628 0.48

total 3,770,000 99,174 88,741 0.89

Osong Pond 535,000 29,165 47,200 1.62

Deokjin P./Osong P. ratio 7.0 2.9 1.9 0.55

Fig. 2. Topography of the Deokjin Pond watershed.



470 최승현·김석휘·김강주·오창환

학병원과 택지개발로 지형평탄화작업과 성토 등의 영

향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 인하여 과거

에 존재하던 하천은 대부분 우수/오수관거로 대체되었다.

국립지질조사소(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가 발간한 삼

례지질도폭(Hong and Kim, 1969)에 의하면 덕진연못

수계의 기반암은 옥천계에 해당하는 시대미상의 신동

층과 기린봉층을 백악기 편상화강암이 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Fig. 3). 이들 기반암들은 다시 현생퇴

적층에 의하여 부정합으로 덮여있다. 신동층은 석영편

암, 천매암,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린봉층은

천매암과 석영편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신동층은

동물원 쪽에서 발원하는 골짜기의 북쪽 고지대에서 관

찰되며, 기린봉층은 그 북쪽에서 신동층과 연하여 관

찰되나 덕진연못 수계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백악기

의 편상화강암은 동물원에서 내려오는 골짜기 남쪽의

고지대에서 관찰된다. 이들 기반암들은 모두 심하게 풍

화를 받아서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2.3. 토지이용

덕진공원 유역은 대지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공공시

설, 시가지 면적이 전체의 68%를 차지한다(Fig. 1a).

그중 전북대학교(Jeonbuk National University), 동물

원(Zoo), 전북대병원 (JNU Hospital), 소리문화의 전당

(Sori Arts Center) 등과 같은 공공시설 및 그에 따른

부지가 전체의 46%이다. 전, 답, 임야는 전체의 32%

를 차지한다. 덕진연못 유역은 상당부분 공원지역이어

서 유역 내 불투수면 비율은 전주시의 도심지역에 비

하여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백제로(Baekje-Ro)

주변에는 도심지역이 분포하고, 소리문화의 전당, 체련

공원, 전북대학교 병원 등의 지역은 도심지역 못지않

게 포장되어 불투수면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오송지의 집수구역은 경작지 면적이 전체의 70%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산림지역에 해당한다

(Fig. 1c).

2.4. 기후

지난 10년간(2004~2013) 전주기상대의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주시의 월 평균 기온은 1월(−0.6oC)에

가장 낮고 8월(26.9oC)에 가장 높다. 연평균강수량은

1,338 mm이며, 이 중 72%에 해당하는 966 mm가

6-9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 전주지역의 증발량은 소

형증발접시 기준으로 연간 1,038 mm이며 기온이 높은

7월과 8월의 증발량은 높은 습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건조한 5-6월 증발량보다 적은 것이 특징이다. 

3. 연구방법

덕진연못에 대한 수질조사는 보트장과 연꽃자생지로

구분하여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 까지 총 4회

이루어졌다. 본 기간 동안 총 23개의 시료가 채수되었

다. pH는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였으며, 물 시료는 4 L

멸균 채수병에 채수한 후 4oC를 유지한 상태로 실험실

로 옮겨와 부유물질(Suspended Soilds, SS), 화학적산

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 총질소

(Total Nitrogen, TN), 총인(Total Phosphorous, TP),

클로로필-a(chlorophyll-a)에 대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

법(ME, 2014b)을 따라 분석을 수행하였다. 클로로필-a

는 아세톤으로 클로로필 색소를 추출하여 663, 645, 630,

750 nm에서 흡광광도계(UV-Visible Spectrophotometer)

로 클로로필-a양을 정량하였다. COD는 과망간산칼륨

으로 30분간 가열시켜 산화시킨 다음 소비된 산소의

양을 측정하여 정량하였다. TN과 TP는 120oC에서 유

기물을 분해하여 각각 질산이온과 인산염으로 산화시

켜 흡광광도계로 정량하였다.

퇴적물시료는 시료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연못의 주

변이 아닌 연못의 중앙에서 채집하였다. 수심이 얕은

연꽃자생지에서는 직접 들어가 2지점에서 시료를 채집

하였으며, 수심이 깊은 보트장에서는 보트를 타고 들

어가 4지점에서 채집하였다. 퇴적물시료는 PVC 재질

의 파이프를 이용하여 코아 형태로 채취하였다. 채취

된 퇴적물은 COD, TN, TP 등의 항목에 대하여 수질

오염공정시험기준 퇴적물편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에 따

라 분석하였다. 퇴적물의 COD는 수분이 있는 시료를

과망간산칼륨용액으로 1시간 가열시켜 산화시킨 다음

Fig. 3. Geologic map for Deokjin Pond watershed.

Modified after Hong and Kim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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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황산나트륨으로 소비된 산소의 양을 적정하여 정

량하였다. TN은 풍건한 시료를 120oC에서 45분간 과

황산칼륨용액으로 산화·분해한 다음, 추출된 상등액

을 흡광광도계로 정량하였다. TP는 풍건시킨 시료를

450oC에서 연소시킨 후, 3.5N 염산용액으로 용출한 시료

를 아스코르빈산으로 발색하여 흡광광도계로 정량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수질 분석결과 및 퇴적물 분석결과

수질분석결과 모든 항목에서 큰 편차를 보인다. 덕

진연못의 수질상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호소생활환경기준’과 비교하였다(Fig. 4). pH는 평균

8.03 (6.6~10.0)으로 호소생활기준 범위(6.5-8.5) 내에

존재하지만 일부 지점에서는 10.0에 가까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하였다. 덕진연못의 수질은 pH를 제

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 불량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OD는 4.4~7.8 mg/L의 범위로 평균

6.06 mg/L이며, III(보통)등급~IV(약간나쁨)등급 사이를

보였다. TN은 평균 1.15 mg/L로 0.5~3.1 mg/L범위를

보이며 III(보통)등급~VI(매우나쁨)등급 사이를 보였다.

TP는 최대 2.16 mg/L로 TP의 농도가 매우 높은 지점

도 있었으며, 평균 0.26 mg/L, 0.04~2.2 mg/L의 범위

로 III(보통)등급~VI(매우나쁨)등급사이를 보였다. SS는

평균 17.0 mg/L으로 5~45 mg/L의 범위로 IV(약간나

쁨)등급을 초과하였다. 클로로필-a는 16.9~47.9 mg/m3

범위로 평균 27.5 mg/m3의 값을 보였으며, III(보통)등

급~IV(약간나쁨)등급 범위로 관찰되었다(Fig. 4). 

덕진연못의 퇴적물 분석결과 COD는 15.9~45.1 g/kg

(평균 28.5 g/kg), TN은 2,499~7,285 (평균 4,436

mg/kg), TP는 227~1,180 (평균 715 mg/kg)의 값을

보였다(Table 2). 퇴적물 내 COD와 TN의 농도는 연

꽃자생지가 보트장 보다 두 배 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꽃자생지에 고사된 연꽃이 쌓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TP는 보트장이 평균 923

mg/kg로 연꽃자생지(평균 300 mg/kg) 보다 큰 값을

보였다. 이는 보트장에서 미립퇴적물의 함량이 더 많

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입도가 작은 퇴적물에서

유기물의 함량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Kaiserli et al., 2002; Miller et al., 2009;

Kim et al., 2009). 

덕진연못 퇴적물은 전체적으로 환경부의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기준’ 이내의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새만금호내 퇴적물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2). 환경

부의 201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새만금호 퇴적물의

COD는 평균 4.42 g/kg이었으며, 이는 덕진연못의 1/5

에 불과한 수준이다(Table 2). TN은 새만금호 퇴적물(평

균 450~1,000 mg/kg)보다 평균 3배 이상 높은 수치

를 보였으며, 1개 연꽃자생지 조사지점(7,285 mg/kg)

에서는 ‘하천호소퇴적물 오염평가기준’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TP도 지점에 따라 최대 1,180 mg/kg까지 관찰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새만금호(평균 509~540 mg/kg)

보다 약 1.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결과

를 볼 때, 덕진연못의 퇴적물은 연못의 부영양화를 야

기하는 중요한 영양염 공급원으로 판단된다. 

Fig. 4. Water data of Deokjin Pond compared with the Lake Environmental Standards. Dotted lines represent the Lake

Environmental Standard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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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덕진연못 수질악화 원인

현재의 덕진연못 상태에서 수질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유입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재의 덕진연못은 상류에서 스며 나오는 지하수와 또

상류 2곳의 관정에서 양수되는 지하수, 그리고 수면에

강수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덕진연못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양질의 물을 확보하여

덕진연못으로 충분히 유입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한 물이 덕진연못에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연못의 수질은 내부요인에 의하여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연못과 같이 정체되는 지역에는 유기물

질을 많이 함유한 니질퇴적물이 쌓이게 된다. 덕진연

못은 축조이후 500여 년 동안 유기질퇴적물이 쌓여 왔

으며, 연못의 제방높이와 현재의 저수지 수심을 기준

으로 할 때, 그 두께는 최대 2 m를 넘을 것으로 추측

된다. 연못의 수질은 이러한 유기퇴적물에 의하여 크

게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덕진연못의 퇴적토는 매

우 높은 TN, TP 및 유기물 함량을 보였다. 유기물질

의 함량은 연꽃자생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곳

바닥에서는 메탄가스가 발생하기도 하였다(Fig. 5). 메

탄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유기물의 분해로 생성되므

로, 덕진연못 바닥 퇴적층은 매우 심한 혐기성 환경임

을 지시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메탄뿐만 아니라 부

영양화를 야기하는 인과 물고기 폐사를 야기하는 암모

니아의 용출속도도 크게 증가하여 녹조를 발생시킨다

(Martens and Klump, 1979; White et al., 2008).

실제로, 덕진연못에는 녹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녹조 발생 시에는 pH가 높아져 유기퇴

적토에서 용출된 암모니아성질소가 독성이 있는 암모

니아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Hargreaver and Tucker,

2004). 결국, 덕진연못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고기

의 폐사도 바닥의 유기퇴적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덕진연못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어

느 정도의 준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새만금호 내부에서도 유기질 퇴적토가 쌓여 있는 지역

에서 녹·적조를 야기시키는 인, 질소와 같은 영양염

들의 저층용출이 왕성하고, 때에 따라서는 물고기폐사

를 야기하기도 하는 것이 관찰된 바 있다(Kim et al.,

Table 2. Sediment analysis results of Deokjin Pond (Boat.n=4, Lot.n=2)

Deokjin Pond Saemangeum Pollution 

Standard§Boating Zone Lotus Zone Lee (2010) ME (2013)

COD

(g/kg)

Range 15.9~25.6 38.1~45.1

-

0.~15.4

-Average 22.0 41.6 4.42

SD* 4.48 4.95 5.82

TN

(mg/kg)

Range 2,499~4,008 4,918~7,285 200~1,000 200~1,600

5,600Average 3,602 6,102 450 1,000

SD* 736 1,674 - 600

TP

(mg/kg)

Range 616~1,180 227~374 240~1,060 17.4~1,520

1,600Average 923 300 540 509

SD* 233 104 - 569
§ Sediment Pollution Assessment Standard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Standard Deviation

Fig. 5. Ignition of the methane gas bubbling from the bottom of Deokjin 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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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전주시의 보고서들에서도 퇴적토에서 용출되는

영양염류가 덕진연못의 수질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KICT, 2005, Jeonbuk Institute, 2009).

4.3. 덕진연못 생태유지 필요용수량

덕진연못의 생태환경 복원에 있어 양질의 물이 필요

하다는 점에서는 이론(異論)은 없어 보인다. Jeonbuk

Institute (2009)는 수질환경유지를 위해서는 매일 저수

량의 1%에 해당하는 만큼을 물갈이 해줄 수 있는 양

또는 연 4-6회의 물갈이가 가능할 만큼의 물이 필요하

다고 밝히고 있다. 연간 4-6회 물갈이는 현재의 덕진연

못 담수량을 기준으로 할 때 887~1,458 m3/day에 해

당한다(Table 3). 그러나 앞서도 논의했듯이 덕진연못

에서는 유기질퇴적물이 중요한 수질악화요인이어서 향

후에는 이를 준설할 필요가 있다. 만약 1 m를 준설한

다고 하면 저수량은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이때,

연간 4회의 물갈이를 한다고 하면, 최소 1,903 m3/day

(22.0 L/sec)정도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Table 3).

본 연구에서는 이를 덕진연못 수생태복원의 기준이 되

는 필요용수량으로 설정하였다. 

4.4. 물확보 방안들과 장단점

지금까지 많은 물확보 방안들이 제시된 바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크게 덕진공원 유역 내부에서 물을 확

보하는 방안과 유역 외부에서 확보하자는 안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외부의 수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인근

의 전주천, 소양천과 같은 하천이나 아중저수지, 상관

저수지 등의 물을 끌어들이는 것과 덕진연못에서 직선

거리로 약 4 km정도 이격된 전주하수처리장의 처리수

를 끌어들이자는 안 등이다. 이처럼 외부수원을 끌어

들이게 되면 안정적인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송수관로건설을 위한 건설비가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운영 시에도 송수를 위한 유지관리비도 적지

않게 소요된다. 무엇보다도 전주천은 유서가 깊은 덕

진연못으로 끌어들일 만큼 좋은 수질이 아니며, 소양

천은 유량이 많지 않아 가뭄이 들면 이들 하천의 유량

이 현격히 저하되어 물 이용당사자간의 분쟁도 예상된

다. 아중저수지와 상관저수지의 수질은 상대적으로 양

호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덕진공원 내에 생태수로를 조

성하기 위해서는(주: 생태수로를 조성하여 여기에 물이

흐르게 하여 연못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물을 확보하

자는 안이 있음) 유역의 상류지역으로 물을 끌어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송수관이 상류 쪽 분수령(water

divide)을 넘어와야 하기 때문에 지형 및 경관의 훼손

가능성이 있다. 전주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수를 재활용

하는 방안도 송수관 건설과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수원이 하수라는 점에서 명품 생태

공원을 바라는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외부수원 활용 방안은 내부에서 물확보가 여의치 않

다는 전제하에 제시된 사안이다. 따라서 내부에서 물

확보가 가능하다면 내부의 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내부 수원을 이용하는 방안 중 유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북대학교가 발생시키는 오폐수

약 1,500 m3/day를 고도처리하여 덕진연못에 유입시키

자는 안도 제시되었으나, 이는 덕진연못의 필요 수량

(1,903 m3/day)에 미치지 못하며, 전주하수처리장 처리

수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에 어려움이 예

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안도 제시

되었으나, 이 역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

재에도 공원탐방객이 많은 따뜻한 시기에는 2개의 관

정을 통하여 지하수를 400 m3/day정도 양수하여 덕진

연못에 공급하고는 있으나, 덕진연못의 수질은 여전히

불량한 상태이며, 이마저도 가뭄 시에는 관정에서 물

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상태이다. 더구나, 이들 관정들

이 덕진연못 직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을 양수하여 연못으로 유입시킨다고 해도 어차피 덕

진연못으로 유입될 지하수이어서 수량유지에는 큰 역

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하게 양수를

하면 오히려 연못물이 역류할 수 있어 지하수양수는

연못물 보충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유역 내에 내린 강우를 차집하여 덕진연

Table 3. Required amounts of water for water ecosystem maintenance in Deokjin Pond

KICT

(2005)

Jeonbuk Institute (2009) This study

4 times of flushing† 6 times of flushing† 4 times of flushing††

m3/day 110 887 1,458 1,903

L/sec 1.27 10.3 16.9 22.0

† Based on the present pond condition
†† After dredging bottom sediment for 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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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으로 유입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덕진연못 유역에 대한 수문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방

안이 실현가능한 지를 평가하였다.

4.5. 빗물확보 가능량 계산

덕진연못 집수구역 내에서 확보가능한 빗물량을 계

산하기 위하여 전주기상대의 강우기록을 바탕으로

Kajiyama의 유출고 공식(Kajiyama, 1928)에 따라 월평균

우수유출량(손실량을 제외한 값)을 산정하였다(Table 4,

Fig. 6). 산정결과, 집수구역내 우수 유출량은 덕진연못

(현 담수량 기준)을 연간 31.5회나 물갈이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이었다(Table 5). 시기별로 보면 풍수기인

6-9월 중의 우수유출은 연못을 25회 물갈이할 수 있는

양이며, 갈수기/평수기에 해당하는 10월에서 다음해 5

월에 이르는 8개월 동안의 우수유출도 6.5회의 물갈이

가 가능할 만큼에 해당한다(Table 5). 이를 바탕으로

연못 체류시간을 계산하면 유출되는 우수를 차집하여

유도한다면, 현 덕진연못을 평균 12일에 1번씩 물갈이

를 할 수 있다. 보통 연간 물갈이 4회를 목표로 한다

면, 전체 강우유출량의 단 12.7%만 모아도 현재 덕진

연못의 생태환경유지가 가능하다. 현 연못의 유기퇴적

토를 약 1 m 준설하여 담수량이 2배가량 증가된다고

해도 강우유출량의 약 1/4만 모아 유입시키면, 덕진연

못 수생태유지에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유출강우를 이용한 덕진연못의 생태환경유지가능성

을 검토하기 위하여, 인근의 오송지의 경우와 비교하

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송지의 집수구역면적은 덕진

연못의 1/7에 불과하지만, 저수량은 덕진연못의 반이

넘는다(Table 1). 즉, 덕진연못의 집수구역면적은 현재

의 덕진연못 저수량보다 훨씬 큰 저수지도 운용이 가

능할 만큼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작은 집수구

역으로도 오송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오송지 유역

내에 내린 우수가 온전히 자연배수의 형태로 오송지로

유입되기 때문이다(Fig. 1c). 즉, 대부분의 강우가 땅으

로 침투되어 오송지로 유입되는 자연배수시스템을 갖

추고 있다. 이 때문에 물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집수구역의 70%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덕진연못과 같은 수생태환경문제도 나타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된다. 

덕진연못의 문제는 충분히 많은 집수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가 덕진연못으로 유입되지 못

하고 하수관망을 통하여 모두 배출되기 때문에 막상

연못으로 유입되는 우수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덕진연못유역에서는 도시화

로 변화된 물의 배수시스템을 개발이전의 배수시스템

과 유사하게 바꾸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생태

복원방법이라고 판단된다.

Table 5. Numbers of the pond water flushing and residence times in the pond when all the theoretical runoff in the watershed,

which was estimated from the Kajiyama Equation (Kajiyama, 1928), is discharged into Deokjin Pond (storage = 88,926 m3)

Based on average

annual runoff

(89 L/sec)

Based on the average runoff

during the wet season

(831 L/sec) 

Based on the average 

runoff during other season

(217 L/sec) 

Period 1 year Jun. to Sep. Oct. to May

No. of flushing 31.5 25.0 6.5

Residence time in the pond (days) 12 5 37

Table 4. Monthly runoff in Deokjin watershed based on the precipitation data during 2004-2013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Sum

ave. precipitation (mm) 19 40 54 57 91 137 348 352 128 31 45 35 1338

monthly runoff (mm) 10 14 19 28 31 39 240 243 68 18 16 14 746

monthly runoff (L/sec) 14 21 28 40 44 56 337 342 96 26 24 20 89#

# yearly runoff (L/sec)

Fig. 6. Estimated water budget in the Deokjin Pond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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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조사결과도 양질의 물갈이용수부족과 오

랜 기간 호수바닥에 쌓인 유기질퇴적물이 덕진연못 수

질악화의 가장 큰 요인임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덕

진연못에서는 양질의 물갈이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유기질 퇴적물로부터 영양염용

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진다

면 그 영향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 덕진연못의 집수구역면적은 연못의 담수량에

비하여 매우 크기 때문에 유역 내에 내린 강우만 잘

모아도 덕진연못의 수생태환경 유지에 충분한 물갈이

용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작은 집수구역으로도 수질과 수량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인근의 오송지의 상황으로 볼 때, 유역 내에 내

린 강우가 자연적인 방식으로 배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인 덕진연못 물확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빗물의 지하수 함양을 증가시키고, 함양

된 지하수는 서서히 하천으로 흘러나오도록 함으로써,

비가 오지 않더라도 상당기간 하천의 유량이 유지되도

록 하여 이를 덕진연못으로 유입시키는 복원 전략이다.

본 기법을 이용하면, 갈수기에도 하천유량이 유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기우수의 배제, 토양여과를 통한 수

질정화, 홍수예방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Kim et

al., 2014). 

소위 말하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기술은 물순환을 개발이전의 상태로 회복하여, 이

러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는 기술로써, 현재 선진국

에서 각광을 받는 도시개발기법이다(USEPA, 2000).

우리나라도 환경부, 국토부, 안전행정부 등에서 LID 기

술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

도시에서는 친환경적 도시개발기법으로 적극적으로 도

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비점오염저

감기술 중 자연형 기술은 상당부분 LID기술에 해당된

다(ME, 2014a). 과도하게 도시화 되지 않은 덕진연못

유역의 상태와 유역면적을 볼 때 LID기술을 이용한

덕진연못 물 확보는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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