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절  조직과 인력 제1절  조직과 인력

＿ 17

제2장  환경행정 현황

제 1 절 조직과 인력

1. 조직

1997년 7월 15일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시 본청 환경행정 조직은 1국(환경보건국)

4과(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과, 상하수관리과, 보건위생과), 1본부(상수도사업본부) 2사

업소(하수관리사업소, 환경미화시설관리소)를 두고 중․남․동구에 환경보호과와 

환경미화과, 북구에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 울주군에는 환경위생과를 두었다.

1998년 9월 26일 조직개편에 따라 시 본청은 환경국으로 직제를 개편하면서 민

방위재난관리국의 산림녹지과를 흡수하고 보건위생과는 보건복지국으로 편입되었

으며, 또한 상하수관리과의 상수도 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로 조정하고 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과, 하수관리과, 산림녹지과 등 4개과를 두고 사업소는 하수관리사업소 내

에 소속해 있던 여천위생처리장, 용연하수처리장, 회야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을 분리하여 독립시켰다.

1998년 12월 30일에는 환경미화과 명칭을 폐기물관리과로 변경하고, 1999년 8월 

20일에는 환경보호과를 환경정책과, 산림녹지과를 녹지공원과로 변경하였다. 2000

년 5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제 및 정원이 승인되

고 7월 13일 직제가 개정되어 2000년 11월 1일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

됨에 따라 환경관련 조직은 환경국(4과), 1연구원, 1본부, 5사업소 체제를 갖추었다.

2002년 1월 1일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하였으며, 2002년 10월 1일 환

경부로부터 국가공단 환경관리권 위임에 따라 2002년 11월 15일 국가공단관리 전

담부서인 환경관리과(3담당)가 신설되면서 기존 환경정책과는 4담당에서 3담당으로 

축소되었고, 2003년 7월 1일 수질개선기획팀이 신설되면서 4담당으로 직제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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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환경관련 조직은 환경국(5과), 1연구원, 1본부 4사업소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

며, 2003년 11월 10일 폐기물관리과를 환경자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4년 7월 5일에는 오염물질별 관리를 위해 환경관리과를 대기보전과로 하수관

리과를 수질보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기정책팀과 수질정책팀을 신설하였으며,

2006년 1월 12일에는 태화강관리단이 신설되었다.

2007년 6월 29일 대기, 수질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의 일원화를 위하여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를 환경관리과, 하수관리과로 변경하고, 환경정책과내 대기

정책담당, 수질정책담당을 신설하였으며, 환경관리과내 환경관리, 대기지도, 수질지

도담당을 신설하고, 하수관리과내 하수행정, 하수시설, 시설관리담당을 신설하였다.

2008년 12월 31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과내 환경평

가담당을 기후변화대응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기조에 맞추어 2009년 6월 30일 기후변화대응담당을 녹색성장담당으로 변경하였고,

2010년 12월 31일 도심지 주변 및 울산 4대강 쓰레기 기동청소 등 깨끗한 울산조

성을 위하여 클린울산추진단을 신설하였다.

2013년 6월 28일 새 정부의 국정목표에 부응하고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

축 업무에 적극 대응하고자 환경정책과내 녹색성장담당을 기후변화담당으로 명칭

을 변경하였으며, 온산하수처리장내 유기성 폐기물처리시설인 온산바이오가스화시

설이 완공됨에 따라 환경자원사업소 운영담당을 온산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담당으

로 이관 개편하고,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전문적 환경검사, 관리를 위해 보

건환경연구원에 생활환경과를 신설하였다.

2014년 온산바이오가스화시설 완공으로 분뇨 및 하수처리의 환경기초시설 집약

화로 여천위생처리장을 폐지, 온산수질개선사업소로 통 폐합하고, 환경자원과를 자

원순환과로 하수관리과 관거정비담당을 하수관로담당으로 용연하수처리장을 용연

수질개선사업소로 온산하수처리장을 온산수질개선사업소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민

선 6기 출범에 따라 기능이 감소된 클린추진단을 폐지하고 태화강관리단은 환경정

책과내 태화강관리담당으로 축소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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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

광역시 승격 이후 1997년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본청 69명(환경보호과 

19, 환경미화과 13, 상하수관리과 17, 산림녹지과 20), 사업소 527명(상수도사업본부 

339, 하수관리사업소 167, 환경미화시설관리소 21), 구․군이 202명으로 총 798명이

었다.

1998년 9월 26일 환경담당업무가 환경국으로 독립․전문화되면서 환경담당공무

원도 826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시청 74명(환경정책과 23, 폐기물관리과 14, 하수관

리과 19, 산림녹지과 18), 사업소 549명, 구․군이 203명으로 우리 시 공무원 총 정

원 4,337명의 19%를 차지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조직개편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청소업무 민간대행 등으로 환

경관련 공무원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2014년 12월말 환경관련 공무원은 정원 기준 

총 737명으로 본청 116명(환경정책과 34명, 환경관리과 19명, 하수관리과 26명, 자

원순환과 14명, 녹지공원과 23명), 직속기관 76, 사업소 350명, 구․군이 195명으로,

우리 시 공무원 총 정원 5,728명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Ⅰ-2-1】

환경관련 인력 현황

(2014. 12. 31)

계
환  경
녹지국

직속기관 사      업      소

구․군
보건환경
연 구 원

소 계
상 수 도
사업본부

용연수질
개선사업소

온산수질
개선사업소

자원순환
사 업 소

737 116 76 350 248 53 35 14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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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예산

1. 환경예산 규모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환경분야 투자예산은 민선 원년인 1995년도에는 1,265억원이었으나 점진적으로 

예산액이 증가하여 2014년에는 총예산액 3조 381억원의 12.6%인 3,824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연도별 총예산 및 환경분야 예산액은 아래와 같다.

【그림 Ⅰ-2-1】

연도별 환경예산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자료：2014년 예산서

2. 2014년 주요 투자사업

2014년도 환경분야 주요 투자사업은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하수관로 

부설 및 정비사업 등 상․하수도시설 설치사업과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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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사업,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조성, 온산위생처리시설 공사,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태도시 울산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Ⅰ-2-2】

2014년 주요 투자사업

구분 분야 주요 투자사업

일

반

회

계

대기환경

개 선

◦천연가스버스 보급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2,048백만원(국1,024, 시1,024)

2,156백만원(국1,238, 시 918)

수질환경

개 선

◦자연형 하천조성 및 수변정화

◦온산 위생처리시설 공사

200백만원(기14,시186)

3,659백만원(국2,379, 시1,280)

기후변화 

대 응
◦기후변화 대응 및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 941백만원(국315, 시626)

폐 기 물 

자 원 화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자원회수시설(BTO) 사용료 등

11,166백만원(국7,810, 시3,356)

18,500백만원

공원․녹지 

조  성

◦도시숲 조성

◦도시공원 조성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

◦산림자원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4,806백만원(광2,700, 시2,106

9,705백만원(국1,400 광1,000, 시7,305)

11,668백만원(광6,067, 시5,601)

6,227백만원(국2,517,광2,258,시1,451)

5,635백만원(국4,869, 시766)

특

별

회

계

상 수 도 

특별회계

◦배수지 확충사업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도․송수관로 복선화 설치사업

◦ 회야1정수장 시설개량사업

3,250백만원

9,175백만원

2,500백만원

1,267백만원

하 수 도 

특별회계

◦방어진처리구역(농소2차) 지선관거 부설공사

◦회야하수처리구역(웅상) 지선관거 부설공사(2차)

◦하수관거정비사업

1,152백만원(국449, 시703)

2,804백만원(국2,400, 시404)

9,374백만원(국3,863, 시5,511)

※ 자료：2014년 예산, 소관부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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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환경관련 재원

가.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지속가능 발전의 기

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통․소비분야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상반기분은 매년 1월 1일～ 6월 30까

지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까지이고, 하반기분은 7월 1일～ 12월 31까지

로 납부기간은 익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되고 징수금액의 

10%가 징수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다.

징수교부금중 9%는 구․군에 재교부하고 1%는 시의 일반회계에 귀속된다.

【표 Ⅰ-2-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구 분 부  과  대  상 산  정  방  법

시설물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고,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축물

부과기간 중 연료 및 용수사용량 기준,
시설물의 용도, 연료종류, 지역별 계수 적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차령, 지역에 따라 산정

※ 자료：환경정책과

【표 Ⅰ-2-4】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건  수 308,821 321,961 306,513 296,980 284,318

금  액 15,565,607 15,648,063 16,215,670 16,140,395 16,398,110

※ 자료：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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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양의 처리비용만큼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배출부과금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기 위하여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

을 주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목적으로 1983년에 도입하여 총 28개(수질 

19, 대기 9) 항목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오

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

라 1997년 7월 1일부터 부과하고 있다.

2014년 배출부과금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대기분야는 총 67건에 551백만원을 수

질분야는 총 29건에 78백만원을 부과하였고, 부과기관별로는 시에서 90건에 627백

만원을 구․군에서 6건에 3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징수금액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며, 징수금액의 10%가 우리시로 

교부되고 있다.

【표 Ⅰ-2-5】

2014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총       괄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96 630,188 67 551,719 29 78,469

시 90 627,423 67 551,719 23 75,704

중    구 1 21 - - 1 21

남    구 - - - - - -

동    구 - - - - - -

북    구 4 2,054 - - 4 2,054

울 주 군 1 690 - - 1 690

※ 자료：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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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질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

하고 먹는 물의 수질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샘물 등의 개발 허가를 받은 자,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부담금은 샘물 등의 개발 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에게는 샘

물 등의 취수량 기준으로, 먹는 샘물 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2012년부터는 전 업종이 1㎥당 2,200원으로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징수금액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며, 징수금액의 60%가 시로 교

부되며, 이중 40%는 취수정이 위치한 구․군에 지급되고, 20%는 우리 시 일반회계

에 귀속된다.

【표 Ⅰ-2-6】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건  수 8 8 8 8 8

금  액 246,934 288,672 202,327 216,150 213,973

※ 자료：환경관리과

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훼손면적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목적이 있다.

부과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광업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노천탐사․채굴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개발사업(3만㎡ 이상)

이며, 부과시점은 사업의 인․허가 등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생태계 훼손면적

과 지역계수를 반영하여 부과하고 있다.

2014년에는 고속국도 제14호선 울산-밀양간 건설공사, SK에너지㈜ 공장부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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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등 14개 사업에 1,934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생태통로, 생태지도 작성 등 자

연성 회복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징수금액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며, 징수금액의 50%가 우리시로 

교부되고 있다.

【표 Ⅰ-2-7】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건  수 19 9 17 8 14

금  액 3,275 653 1,409 937 1,934

※ 자료：환경정책과

마. 과태료

환경분야 과태료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

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418호)」에 따라 부과하며, 징수금액은 자치단체

의 세입이 된다.

2014년도 대기, 수질, 유독물, 폐기물분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646건에  

196백만원이다.

【표 Ⅰ-2-8】

2014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총      계 대      기 수    질 유 독 물 폐 기 물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계 646 196,196 93 105,060 18 12,440 1 960 534 77,736

시 33 47,120 21 38,200 11 7,960 1 960 - -

중  구 104 15,830 9 180 - - - - 95 15,650

남  구 194 29,012 7 4,600 1 600 - - 186 23,812

동  구 59 5,734 1 480 1 480 - - 57 4,774

북  구 64 8,875 4 3,800 - - - - 60 5,075

울주군 192 89,625 51 57,800 5 3,400 - - 136 28,425

※ 자료：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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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별회계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동 회계의 

2014년 예산은 타 회계 전입금 수입 2,707백만원과 자체수입 122,449백만원을 포함

하여 총 125,156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1)

적극적인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및 절감요인 발굴로 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

돗물 공급은 물론 요금인상 부담을 없앨 계획이다.

경영합리화의 주요내용으로는 유수율 제고, 불필요한 재산의 처분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 등이며, 이에 따른 결과로 상수도 재정지표인 현실화율은 98%정도를 유

지하고 있다.

【그림 Ⅰ-2-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원현황
(단위 : 백만원)

※ 자료：상수도사업본부

1) 자체수입은 상수도사용료, 각종 수수료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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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급수수익 76,596 78,402 90,508 93,699 94,314

총괄원가 88,062 89,093 86,970 91,189 97,050

차 액 △11,466 △10,691 3,538 2,510 △2,736

※ 자료：상수도사업본부

2) 하수도 특별회계

주요 하천 및 연안 해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하수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

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은 의존수입이 국고보조금 등 

21,564백만원이며, 하수도 사용료 등 자체수입이 103,181백만원으로 총 124,745백만원

으로 편성되었다.2)

【그림 Ⅰ-2-3】

하수도특별회계 재원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 자료：하수관리과

2) 의존수입은 국고보조,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등이며, 자체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공사부담금 수입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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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10】

하수도특별회계 경영분석

(단위：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 2012 2013 2014

사용료수입 68,845 67,630 71,095 74,392 74,622

총괄 원가 78,474 98,887 106,515 113,267 125,265

차  액 △9,629 △31,257 △35,420 △38,875 △50,643

※ 자료：하수관리과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영상태를 분석해 보면 만성적인 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물가 안정차원에서 1984년 공기업특별회계 시행 이후 1997년까지 하수

도사용료를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가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998년도

에 처음으로 평균 20% 인상하였으며, 2000년 3월 29.7%, 2004년 1월 17.7%, 2006년 

5월 38.95%, 2007년 3월 26.55%, 2008년 3월 20.34%, 2012년 1월 13.99%를 인상하

는 등 사용료 인상을 억제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2013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톤당 원가대비 요금현실화율이 

62.8%에 불과하여 2014년 12월 조례를 개정, 결산기준액 대비 12%를 인상시켜 하

수도 재정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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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환경 관련 위원회

1. 환경정책위원회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는 

시․도지사, 시 군 구 소속하에 시․도,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우리 시는 1997년 7월 15일 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

원회 조례」를 제정하였고, 1997년 10월 20일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설

치하였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환경기준, 특별대책지역 지

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2010년 2월 4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0년 10월 7일 조례를 개정,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

다.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4명의 당연직과 학계, 환경단

체 등 19명이 참여하는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녹색성장위원회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을 국가 아젠다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 2월 16일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

회를 설립하였다. 국가 녹색성장 추진체계에 따라 지방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도록 2009년 4월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성 지침이 통보되었다.

이에 울산시에서는 2009년 6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녹색성장 비전 및 목표 설정과 환경녹지국장을 녹색성장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위원

장을 포함한 3개분과 30명 이내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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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9년 7월 16일에 울산광역시 훈령 제230호로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울산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는 울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심

의기구이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민간 위원장 2인 체제이고, 시의 실 국장 4명

의 당연직 위원과 13명의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녹색성장 관련 추진계획 수립 및 정책 발굴, 기후변화․에너지․녹색기술산업․녹

색생활실천 등 분야별 대책 수립, 녹색성장 관련 조례 등 법령․제도 마련, 산업

계․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3.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28조에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참여 보장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

으며, 이를 위하여 시는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21세기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이 환경정책수립과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

록 1999년 10월 20일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를 구성하였다.

UN에서 지방정부와 주민이 합의하여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 실천할 것을 권고

함에 따라 우리 시도 지방의제 추진기구인 푸른울산21추진협의회의 운영근거를 마

련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였으나, 기존의 「울산광역시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방의제21 실천내용과 기능이 유사하여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

합 방침에 따라 2001년 11월 22일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문을 개정하고 2002년 3월에 학계, 언론계,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관계 공무원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50명으로 구성된 제1기 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2014년 3

월에 임기 2년의 제7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교육 홍보 및 자연환경보전활동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 제3절  환경 관련 위원회 제3절  환경 관련 위원회

＿ 31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

전하고 시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분쟁 조정법」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우리 시는 1997년 7월 15일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 조정 및 재정,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8조,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9명을 위원

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5. 수돗물평가위원회

상수도 수질평가위원회는 1991년 4월 「울산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 조

례」 제정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1995년 「수도법」 제19조의 2항에 따라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가 수돗물 안전성진단위원회로 바뀌고, 1997년 8월 「수도법」이 개

정되어 위원회 명칭이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2006년 6월 수도법

이 개정되어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와는 별도로 시민의 입장에서 수돗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언론매체 등에 공표하는 것

은 물론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을 실시

하고 있다.

6. 물재이용관리위원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의 다양한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울산

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물 재이용



일 반 현 황   제2장 환경행정 현황

32 ＿ 2015 환경백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우리 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2012년 1월 12일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

여 물 재이용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물 재이용관리위원회에서

는 물 재이용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의 심의․의결,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

에 관한 사항 심의, 시범사업 발굴 및 이용․보급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녹지국장을 위원장으로 물 재이용 관련 부서장,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16

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울산광역시 물 재이용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물 재이용 

정책방향 모색과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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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환경정책 추진성과 및 계획

1. 2014년 추진성과

맑고 깨끗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대기와 수질,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 생태계 보전 복원 등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시민의 건강한 생활권 확보를 위하여 미세먼지 예 경보제의 법적 시행에 1년 

앞선 조기 시행으로 시민들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경유 차량 저공해화, 전기자동차 보급, 흙먼지 운동장 먼지억제사업, 사업장 대기오

염원의 체계적 관리 등 대기질 개선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맑은 

대기질 조성에 노력하였다.

전국 특․광역시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실태 평가에서 배출업소 점검율, 위

반율 등 5개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 으로 선정되어 환경관리 능력의 우수성을 전

국에 알리고,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립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확보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화학물질 환경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산림휴양 문화 서비스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도시숲, 녹색쌈지숲 조성 등으

로 도시림 1인당 면적 16.16㎡으로 7대 도시중 최고의 생활권 녹지면적을 확보하였

고, 대운산 일원에 「치유의 숲 체험센터」 유치로 새로운 산림문화 선도와 시민건

강 증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국 12대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된 태화강을 비롯한 저탄소 녹색시설 탐방 등 

5개 생태환경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8,739명이 참여하는 등 태화강의 생태 건강

성 회복과 생태관광 자원을 전국에 홍보하였고,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으로 환경기초시설 및 공공기관 34개소에서 2,027톤CO2 을 감축하였고 탄소포인트

제 97천세대 가입으로 온실가스 20,031톤CO2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소 수질개선사업소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60%의 계획공정을 달성하였고 2014

년 4월 온산위생처리시설의 본격 운영으로 분뇨와 하수의 환경기초시설 집약화를 

통해 효율적인 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언양 상북 온양 등 외곽지역 및 태화

강 좌 우안 하수관로 정비, 양산 웅상 지선관거 부설사업 준공 등 분류식 하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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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률 전국 최상위(96.4%) 수준을 유지하고 태화강과 회야강의 수질개선 및 유지

용수 확보에 기여하였다.

온산 바이오 에너지센터 완공으로 기존 소각 매립시설과 함께 생활폐기물의 안

정적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성암 소각장 스팀공급 및 매립가스 자원화, 온산 

바이오가스 시설 등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을 통하여 연간 122억원의 수익을 창출

하는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와 재활

용 장터 운영 확대 등 자원 재활용과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1986년 설치된 노후 회야정수장 개량과 북구 대안, 울주군 강양 등 5개 농어촌

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 불량 배수관 교체 및 정비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권고기준보다 엄격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수질을 확보하였으며, 상수원인 회야

댐 인공습지 생태탐방 운영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와 생태도시 울

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다.

2. 2015년 추진방향 

‘생동하는 자연, 건강 친화적인 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기, 수질, 기후변

화대응, 하수처리시설 인프라 구축, 생물다양성 보전, 녹지공간 확충, 안정적인 수

돗물 공급 등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가. 중점 추진과제

1) 더 맑고 더 건강한 대기환경 조성

2)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생태하천 조성

3) 쾌적한 생활환경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

4)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

5) 시민이 함께 하는 녹색도시 조성

6)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상수도 선진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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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계획

1) 더 맑고 더 건강한 대기환경 조성

세계 선진도시 수준의 대기질 달성을 위한 대기질 중장기 종합대책(2011~2020

년)의 지속 실행과 미세먼지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사

업, 산업단지 악취 자동측정망 구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 개선을 추진한

다.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인공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관리방안 마련, 소음지도 

작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생활속 유해물질 관리 강화와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2)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생태하천 조성

농소하수처리시설 준공으로 울산 전역에 완벽한 하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회

야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추진으로 회야댐 상수원 보호와 굴화하수처리시설 처리

수 재이용 사업을 통한 유지용수 확보로 태화강 수질개선에 기여한다. 북구, 울주

군 외곽지역 하수관로 부설과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수질오염원 유입의 사전

차단으로 하천과 연안해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한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1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중인 울산 4대강 생태하천 정비사업의 정상 

추진으로 생명력 넘치는 생태하천으로 가꾸어 간다.

3) 쾌적한 생활환경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민과 함께 하는 자율감시반 운영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확대 설

치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 재활용 나눔장터 상시 운영과 폐가전 

제품 수거 확대, 폐건전지 교환사업, 종이팩 분리수거 인센티브 제공 등 재활용품 

배출 편의 증진과 재활용 활성화 시책 추진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원천적 발생을 

감소해 나가고,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소각, 매립, 자원화시설을 통해 전량 자체 처

리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팀, 가스 등을 자원화하여 에너지 수익을 창출하

는 등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사회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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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기초시설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공공건물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으로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조성하고,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건

물 옥상 녹화, 탄소포인트제 가입,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그린리더 양성, 기후학

교 운영으로 시민의 참여를 확대 해 나간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위기 극

복과 생물 다양성 가치 인식을 위하여 울산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과 생물다양성센

터 건립 준비 등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까마귀, 백로 등 생

물자원과 태화강 100리길, 태화강 대공원, 어울길 등 울산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생

태관광을 활성화 해 나간다.

5) 시민이 함께 하는 녹색도시 조성

2030년 울산공원 녹지기본계획 수립으로 공원녹지와 도시녹화, 가로수 조성계획

을 재정비하고, 녹색쌈지공원, 학교숲 등 생활권 도시숲과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

녹지 조성으로 도시공원 및 도시림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영남알프

스 산림생태 복원사업과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통한 산림 자원 보호와 울산수목원 

및 대운산 치유의 숲 조성으로 시민에게 휴양 치유공간을 제공한다.

6)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상수도 선진화사업

도․송수관로 복선화 사업과 통합 물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천상정수장 고도정

수처리시설 확충 등 상수도 선진화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상수원 및 원수 수질 검

사를 강화하여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공급한다. 아울

러 정수장 견학 프로그램 다양화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도꼭지 수질검사 등으

로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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