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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하수도 관리

제 1 절 하수처리 체계

1. 하수의 발생 및 배제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오수라 한다) 과 시설물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

입된 빗물․지하수를 말하며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 공장폐

수를 포함하여 말하며, 오수와 우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수

관로, 하수처리장,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하수도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공공하수도라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하수도는 우수를 배제하기 위한 자연적인 수로에서 인위적으로 축조

된 수로로 변천되어 강우 시 도시침수 방지에 그 목적을 두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의 원활한 배제와 처리에 주안점을 두는 다목적 하수도로 발

전하였다.

【그림 Ⅲ-7-1】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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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배제방식에는 크게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과 합류식을 혼용한 합병

식이 있으며, 분류식에는 완전분류식과 불완전분류식으로 세분할 수 있다.

완전분류식은 신개발지, 재개발지 등에서 우수 및 오수관로를 완전히 분리하여 

오수는 오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우수는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

이나 호소 등의 공공수역으로 배제하는 방식이며, 불완전분류식은 측구, 개거 등 

기존 관로를 최대한 우수관로로 활용하고 오수관로만 신설하는 방식으로 우리 시

의 경우 기존 시가지에 많이 적용하고 있다.

합류식은 기존 지역에서 우․오수를 단일관로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 도심 지

역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우수기 공공수역 오염문제로 인하여 환경부에서는 합류식

을 지양하고 있으며, 그 이외 합병식은 한 지역내에서 분류식과 합류식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 개발지는 기존 합류식으로 하고 신개발지는 분류식으로 운

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2. 하수처리 공법 

하수가 관로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면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하천, 바다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공법에는 침전지를 이용

한 1차 처리, 화학적 또는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인 2차 처리,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질소, 인을 제거하는 고도처리가 있다.

2013년말 전국의 569개 하수처리장 중 고도처리공법을 적용하는 하수처리장은 

522개소(92%)이며, 전통적 공법(표준활성오니, 장기포기 등)은 8%인 47개소에 불과

하나 시설확충 및 개선을 통해 고도처리공법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표 Ⅲ-7-1】

전국 하수처리장 현황

시  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시설수(개) 569 4 12 7 10 3 2 7 2

용량(천톤/일) 25,085 5,470 1,860 1,874 988 736 901 614 22

시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설수(개) 136 54 33 56 44 69 57 65 8

용량(천톤/일) 6,021 665 578 634 977 691 1,371 1,486 197

※ 자료：환경부(2013 하수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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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의 경우 회야하수처리장은 2008년 9월, 용연하수처리장은 2009년 10월,

온산하수처리장은 2012년 6월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언양하수처리장

은 2004년 10월, 방어진하수처리장은 2005년 8월 고도처리시설을 준공하였다. 또한 

2012년 9월 굴화하수처리장과 강동하수처리장이 고도처리시설로 준공됨에 따라 7

개의 고도처리시설로 일일 처리용량은 614천톤으로 증가되었다.

【표 Ⅲ-7-2】

전국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현황

구 분 계 1천톤/
일 미만

1~5
미만

5~10
미만

10~50
미만

50~100
미만

100~500
미만

500
이상

시설수(개소)
(비율, %)

569
(100)

121
(21.2)

171
(30.1)

79
(13.9)

115
(20.2)

29
(5.1)

42
(7.4)

12
(2.1)

용량(천톤/일)
(비율, %)

25,085
(100)

80
(0.3)

406
(1.6)

542
(2.2)

2,632
(10.5)

1,929
(7.7)

8,872
(35.4)

10,624
(42.3)

※ 자료：환경부(2013 하수도통계)

3. 공공하수도 사업추진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하수처리시

설 설치 인가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 사용개시가 되면 하수 배출자는 공공

하수도까지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사용하게 된다.

【표 Ⅲ-7-3】

하수도사업 추진 과정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하수도정비기본방침, 하수배제ㆍ처리방법,
하수도시설의 구조, 능력 등의 계획 수립 

환경부장관
승     인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인가 사업시행 위치, 면적, 용량등 인가 시․도지사
인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등 설치 공공하수도
관  리  청

공공하수도사용개시 공고 공공하수도의 위치, 종류, 처리구역등 공고 공공하수도
관  리  청

배수설비 설치 하수배출원에서 공공하수도까지 연결 하수배출자
설      치

원인자부담금,하수도사용료징수 공공하수도의 설치, 사용비용 징수 공공하수도
관  리  청

※ 자료：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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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의 경우 1981년 중․남구 구시가지 10.25㎢, 신시가지 28.2㎢에 대한 하수

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987년에 중․남․동구 일원과 회야댐 상류의 상수원보

호를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Ⅲ-7-4】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현황

기  본  계  획  명 대   상   지   역 수립년도

하수도기본계획 구시가지 10.25㎢, 신시가지 28.2㎢ 1981

회야댐상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울주군 웅촌, 양산시 웅상지역 1987

울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중, 남, 동구 일원 1987

농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북구 농소지역 1993

회야댐상류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울주군 웅촌, 양산시 웅상지역 1995

울산시(울산,온산)하수도정비기본계획 중, 남, 동구,
울주군 온산공단, 천상, 구영지역 1996

언양,서생,강동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울주군 언양, 서생, 강동지역 1998

울산광역시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울산 전역, 양산시 웅상지역 일원
A=165.76㎢

2003

울산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울산 전역, 양산시 웅상지역 일원
A=202.801㎢

2008

울산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울산 전역, 양산시 웅상지역 일원
A=253.513㎢

2014

※ 자료：하수관리과

【표 Ⅲ-7-5】
하수처리구역 현황

처  리  구  역  명 처    리    지    역 면 적(㎢)

용 연 하 수 처 리 구 역 ◦중․남구 전역
◦울주군 청량면 일원 46.6

회야·온산 하 수 처 리 구 역 ◦울주군 웅촌면 일원
◦양산시 웅상지역 일원 22.5

온 산 하 수 처 리 구 역 ◦울주군 온산공단 일원
◦울주군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웅촌면 일원 40.2

방 어 진 하 수 처 리 구 역 ◦동구, 북구 일원(북구 강동동 제외) 32.5

언 양 하 수 처 리 구 역 ◦울주군 언양읍, 두동·두서·삼남·상북·삼동면 일원 36.5

굴 화 하 수 처 리 구 역 ◦중구 다운동, 남구 무거·삼호동, 울주군 범서읍 9.9

강 동 하 수 처 리 구 역 ◦북구 강동동 일원 2.9

농 소 하 수 처 리 구 역 ◦중구(다운동 제외) 및 북구 농소지역(건설중) 23.3

소 규 모 하 수 도 ◦신암, 신리, 나사, 나사이주, 척과, 봉계,
소호, 온곡,

2.3

※ 자료：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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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농소지역, 1996년 온산공단 및 천상․구영지역, 1998년 언양, 서생 및 강

동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3년 울산광역시 및 양산시 웅상지

역 일원에 대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였으며, 2021년 울산도시

기본계획('02. 12) 및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07. 4)에 따라 2008년도에 

면적 202.801㎢을, 2012년도에는 2030년 목표로 면적 253.5㎢을 울산광역시 일원 

및 양산시 웅상지역 일원에 대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2014년에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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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공하수도 설치 및 확충

1. 하수도 보급률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을 지속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하수도보급률(전체 인구 대

비 하수 처리 인구)은 2014년말 현재 98.1%이다.

【표 Ⅲ-7-6】

하수도 보급률 추이

(단위：%)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보급률 91.6 92 92.2 92.3 92.4 94.0 95.1 97.0 97.9 98.1

※자료：하수관리과

【표 Ⅲ-7-7】

전국 하수도 보급률 현황(2013년 기준)

(단위：%)

전 국 울 산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92.1 97.9 100 99.2 98.3 97.4 98.6 97.4

※ 자료：환경부(2013 하수도통계)

2. 하수관로 설치

하수처리장 건설과 아울러 지선관로를 지속적으로 부설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등에 따른 관로 설치로 2014년말 현재 우리 시의 하수관로는 오ㆍ우수를 별

도의 관으로 배제하는 분류식 오수관 1,967km, 분류식 우수관 1,945㎞, 오ㆍ우수를 

동시에 배제하는 합류식관 146㎞로 총 연장 4,058㎞의 하수관이 부설되었고, 총 계

획연장 5,022㎞(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30년 계획연장)의 80.8%가 설치되어 있다.

전국 하수관로 보급률은 2013년도 환경부 통계자료를 수록하였다.



    ◾◾◾◾◾◾◾◾ 제2절  공공하수도 설치 및 확충 제2절  공공하수도 설치 및 확충

＿ 317

【표 Ⅲ-7-8】

하수관로 현황(2014년 기준)

(단위：㎞)

구     분 계획연장 시설연장 보급률(%) 비 고

총    계 5,022 4,058 80.8

분

류

식

계 4,876 3,912 80.2

오

수

소 계 2,623 1,967 75.0

중 구 285 261 91.6

남 구 377 356 94.4

동 구 209 181 86.6

북 구 453 306 67.5

울주군 1,299 863 66.4

우

수

소 계 2,253 1,945 86.3

중 구 431 404 93.7

남 구 653 665 100.0

동 구 257 218 84.8

북 구 198 154 77.8

울주군 714 504 70.6

합

류

식

계 146 146 100.0

중 구 - - 100.0

남 구 5 5 100.0

동 구 28 28 100.0

북 구 39 39 100.0

울주군 74 74 100.0

※ 자료：하수관리과

주) 2013년 대비 보급률 감소(98.7%→80.8%)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계획하수관거 목표연도를 2015년(4,086㎞)

에서 2030년(5,022㎞)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임

【표 Ⅲ-7-9】

전국 하수관로 보급률(2013년 기준)

(단위：%)

전 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76.5 100.0 56.7 88.4 80.7 61.8 94.9 98.7

※ 자료：환경부(2013 하수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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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하수처리율을 제고하고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용연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250천㎥/일이나 유입량이 

249천㎥/일으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 부하량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

유화학공업단지 내 일일 폐수 85,000㎥을 처리하는 용암폐수처리장을 2011년 6월 

준공하였다.

동구, 북구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 처리를 위하여 1일 100천㎥ 처리규모의 방어

진하수처리장을 2005년 8월 준공하였으며, 울주군 서부지역인 언양, 두동, 두서, 삼

남, 상북면과 대곡댐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1일 60천㎥ 처리규모의 언양

하수처리장을 2004년 10월 준공하였다.

또한 무거, 구영, 천상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용연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

였으나 천상, 구영지역에 대단위 주거지가 계속 조성됨에 따라 용연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1일 47천톤 규모의 굴화하수처리장과 강동권 개발

계획에 따라 1일 5천톤 규모의 강동하수처리장을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여 

2012년 9월 준공하였으며, 방어진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부하량을 완화하고 

중구 지역 및 북구 농소지역 발생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자를 투입 2016년 2

월 준공목표로 농소하수처리장을 설치 중에 있다.

【표 Ⅲ-7-10】

하수처리장 신설 계획

처리장명 시설용량(천㎥/일) 처리구역 준공예정년도 비고

농소하수처리장 100 농소 2016 민자

※ 자료：하수관리과

우리시 하수처리장은  BOD 10㎎/ℓ, COD 40㎎/ℓ, SS 10㎎/ℓ, 총질소 20㎎/

ℓ, 총인 2㎎/ℓ의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특히 연안오염

예방을 위하여 용연하수처리장과 온산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2009년 

10월과 2012년 6월에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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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11】

하수처리장 설계수질

(단위：㎎/ℓ)

하수처리장
시설능력
(㎥/일)

BOD COD SS T-N T-P

유입 방류 유입 방류 유입 방류 유입 방류 유입 방류

용      연 250,000 160 10 152 18 180 10 50 20 5.5 2

회      야 32,000 192 3 174 10 190 5 46 10 5 1.0

온      산 120,000 224 10 220 23 242 10 54.2 20 7.3 1.8

방  어  진 100,000 165 10 170 21 190 10 37 10 6 1

언      양 60,000 148 10 128 10 156 10 30 10 4.7 1.5

굴      화 47,000 196 3 170 20 212 6 43.1 10 6.5 1

강      동   5,000 197 9 171 30 213 9 43.2 18 6.5 1.5

※ 자료：하수관리과

하수처리장 건설과 함께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부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범서읍 척과 서사마을과 상북면 덕현리 일원에 생활오수 차집을 

위한 분류식 하수관로(전액 시비)를 설치 완료하였고, 갈티마을 지선관로 공사(전액 

시비)를 완료하여 외항강으로 유입되는 갈티, 개산, 상정, 화정, 덕정마을의 가정오

수 및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차단하였다.

【표 Ⅲ-7-12】

지선관로 부설

구     분
공 사 내 역

공사기간 공사비
(백만원) 비고관로

(km)
중계펌프장

(개소)

회야댐상류 지선관로
21.7 2 2001 ~ 2005. 3 11,000 1차
10 2005 ~ 2006 2,575 2차

운동장주변 차집관로 부설 2.9 2004. 1~2005. 9 4,803

농소, 삼남지역 지선관리 60 2006 ~ 2010 91,500

언양하수처리구역 55 2005 ~ 2008 60,612

온양 웅촌지선관로 16.8 2006 ~ 2009 12,500

웅상지선관로 10.9 2005 ~ 2009 10,800

명촌지선관로 2.7 1 2008 ~ 2009 23,000

청량지선관로 15 1 2008 ~ 2009 6,000

방어진하수처리구역(농소) 36 배수설비 1,507 2009 ~ 2012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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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 사 내 역

공사기간 공사비
(백만원) 비고관로

(km)
중계펌프장

(개소)

주전 당사 13.7 배수설비 421 2009 ~ 2012 6,000

언양(반천)지선관로 22.8 배수설비 492 2009 ~ 2012 9,000

웅상 지선관로 2차 68.6 배수설비 1,604 2010 ~ 2015 22,000 공사중
서사마을 외 1개소 12.1 배수설비 178 2012 ~ 2013 3,500

갈티마을 지선관로부설 31.5 배수설비 316 2011 ~ 2013 6,500

농소지선관로 2차 9.3 배수설비 180 2012 ~ 2015 3,800 공사중

※자료：하수관리과

【표 Ⅲ-7-13】

하수관로 정비

구     분
공 사 내 역

공사기간
공사비

(백만원)
비고굴착

(km)

비굴착 (km)

전체보수 부분
중앙․우정 하수관로 11.7 4.7 166 2009 ~ 2014 10,219

삼산․옥동 하수관로 5.9 13.7 2,967 2009 ~ 2014 16,510

야음․대현 하수관로 6.8 5.6 - 2010 ~ 2014 4,365

방어진하수관로정비 (BTL)
관로 L = 129.3㎞

배수설비 11,276개소
2007 ~ 2011 90,490

언양하수관로정비 (BTL)

(온양, 언양, 삼남, 상북, 삼동)

관로 L=146.3㎞

배수설비 7,718개소
2010 ~ 2014 90,531

※자료：하수관리과

중, 남구 지역은 분류식 관로 설치 지역으로서 하수차집관, 지선관로, 가정에서 

오수관까지 연결하는 가정오수관 연결이 완료되어 태화강은 도심 하천 중 최고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4. 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하수처리구역내의 모든 폐수 배출자는 하수처리장으로 폐수를 이송하기 위한 배

수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시 준수하고 

공공수역에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유입 의무를 면

제하고 공공수역에 직방류 할 수 있는 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제도를 1999년 8월 9

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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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3개의 배출사업장에 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허가를 하였는데 용연하수

처리장 계통의 SK(주)외 5개 업체 1일 32천㎥과 온산하수처리장 계통 S-oil(주)외 4

개 업체 1일 29천㎥, 언양처리구역의 삼성SDI(주) 1일 4천㎥의 폐수가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되고 있어 수질이 양호한 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이중처리하지 않음으로

써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및 기업체 배수설비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있다.

【표 Ⅲ-7-14】

공공하수도 유입 제외업체

처리구역 업 체 명 위     치
폐  수  배  출  시  설 

처리
방법

방류
수역폐수처리장명

처리능력
(㎥/일)

배출량
(㎥/일)

용연하수
처리구역

SK㈜

(‘99.10.11)

남구 고사동 100 종합폐수처리장 31,600 19,057
생물
학적

동해

“
제2종합

폐수처리장
18,000 9,345 “ “

“
HOU

폐수처리장
6,240 2,222 “ “

노벨리스
코리아㈜

(2000.4.14)
남구 여천동 1 압연폐수처리장 1,255 255

생물
학적

태화강

OCI㈜

(2001.12.11)
남구 여천동 388 종합폐수처리장 50 63

물리
화학

재활용

한솔케미칼㈜
(2012.4.12)

남구 여천동 231 폐수처리장 600 250

에스엠피
(2014.7.7)

남구 여천로 
217번길 19

폐수처리장 2,500 1,967
물리
화학

여천천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2014.10.16)

남구 장생포 
고래로 84

- 196 196
의무
면제

동해

온산하수
처리구역

S-oil㈜

(‘99.9.20)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60

제1폐수처리장 13,680 11,300
물리
화학

동해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20

제2폐수처리장 24,006 13,700
생물
학적

동해

온산정수장
(2001.7.11)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산 27-4

종합폐수처리장 3,700 3,700
물리
화학

학남천

한국석유공사
(2010.8.20)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300

폐수처리장 750 750
물리
화학

학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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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역 업 체 명 위     치
폐  수  배  출  시  설 

처리
방법

방류
수역폐수처리장명

처리능력
(㎥/일)

배출량
(㎥/일)

온산하수
처리구역

부산주공㈜
2공장

(2012..6..22)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3-1

폐수처리장 50 40
물리
화학

외황강

부산주공㈜
(2012.8.1)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60-4

폐수처리장 48 30
물리
화학

동해

방어진하수
처리구역

현대중공업(주)

해양사업부
(2014.9.5)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400

폐수처리장 100 100
물리
화학

동해

언양하수
처리구역

삼성SDI㈜

(2010.6.1)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818

종합폐수처리장 11,000 4,000
물리
화학

상천천

※ 자료：하수관리과

5. 하수도 사용료 

2014년 하수도사용량은 185,705천톤이며, 하수도사용료는 74,621백만원을 부과하

였다. 공급단가는 하수처리원가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59.57%이다.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Ⅲ-7-15】

하수도 사용량 및 사용료 부과현황

(단위 : 천톤, 천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용량 사용료 사용량 사용료 사용량 사용료 사용량 사용료

계 185,151 68,330,285 172,457 70,745,586 176,517 74,236,128 185,705 74,621,655

중부사업소 21,559 7,698,584 21,154 8,530,185 22,722 8,687,387 24,925 8,805,152

남부사업소 79,708 31,958,439 66,388 29,582,918 66,413 30,396,450 69,904 29,849,050

동부사업소 22,397 8,684,910 21,795 9,380,857 22,771 9,793,813 24,322 10,270,173

북부사업소 21,310 7,555,603 21,085 8,545985 21,739 9,125,398 21,987 9,463,525

울주사업소 29,160 10,406,890 30,523 12,287,981 31,193 13,467,116 32,570 13,389,520

양  산  시 11,017 2,025,859 11,512 2,417,660 11,679 2,765,964 11,997 2,844,235

※자료：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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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16】

2014년 광역시별 하수도 사용료

구    분
연간사용량

(천톤)

총부과액
(백만원)

톤당원가
(원/톤)

톤당요금
(원/톤)

현실화율
(%)

울    산 185,705 74,621 674.53 401.83 59.57

부    산 374,763 192,942 839.90 514.84 61.30

대    구 288,855 107,941 546.02 373.69 68.44

인    천 288,705 138,336 583.70 479.16 82.08

광    주 153,362 56,875 628.29 370.86 59.03

대    전 162,514 63,371 563.96 389.94 69.14

※자료：하수관리과

한편 상수도 이외의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건은 총 2,807건이다.

【표 Ⅲ-7-17】

지하수 하수도 사용료 부과 현황

(2014년 12월말, 단위 : 건)

구   분 계 일반용 가정용 목욕탕용 산업용

계 2,807 1,023 844 216 724

중 부 사 업 소 350 125 166 59 -

남 부 사 업 소 386 173 80 62 71

동 부 사 업 소 346 155 163 25 3

북 부 사 업 소 435 185 191 24 35

울 주 사 업 소 834 267 210 35 322

회야하수처리장 456 118 34 11 293

※ 자료：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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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1.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용연수질개선사업소는 1981년 12월에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87,073백

만원의 예산으로 남구 용연로 360(황성동) 일원 108,338㎡의 부지에 1일 25만㎥ 규

모의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여 1995년 8월 18일 준공 후 가동하였으며, 중․남구,

울주군 청량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차집하여 27개의 

중계펌프장을 거쳐 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고 있다.

처음에는 물리적 처리 후 울산만 심해 3.7㎞ 지점에 해양방류해 왔으나 2002년 

11월 2차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또한 2008년 1월부터 강화된 방류

수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고도처리 공사를 2009년 10월에 완료하여 연안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다.

【표 Ⅲ-7-18】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시설현황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건설기간 처리방법

남구 용연로 360 108,338 250,000 238,555 '84～'02 고도처리(Denipho)

하 수 처 리 시 설 하  수  관  로 중계펌프장

최초침전지 24지, 농축조 2조, 포기조 12지,

소화조(7,000㎥) 2지, 탈수기 10기,

대장균소독설비 1식

차집관로 : 39.1㎞

방류관로 : 3.7㎞
27개소

【표 Ⅲ-7-19】

2014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수질 현황
(단위：㎎/ℓ)

구   분 BOD COD SS T-N T-P

유 입 수 117.5 77.2 156.8 37.8 3.7

방 류 수 4.7 15.4 5.1 13.8 0.6

방류수기준 10 40 10 20 2

※ 자료：하수관리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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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온산공단 내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와 울주군 온산읍과 온양읍, 서생면, 웅촌면 

일부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등의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1985년 12월 총사업비 58,30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118

(당월리) 일원 181,608㎡의 부지에 1일 15만㎥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춘 하수처리시

설을 1997년 8월에 준공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1997년 9월 1일 환경부로부터 시설

물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2000년 2월 17일 환경부에

서 국유재산 무상 양여를 받아 토지 및 시설물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2002년 6월 진하․남창지역 하수관로 부설공사를 완료하여 남창천 및 진하해수

욕장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함으로써 하천 및 연안해역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

하였고, 양산시 웅상지역의 인구 급증으로 회야하수처리구역 하수발생량이 처리 능

력을 초과함에 따라 이송관로 부설을 2002년 11월 완료하고 회야하수처리구역 초

과물량을 온산수질개선사업소로 이송․처리하여 회야강 및 회야댐 수질보전에 크

게 기여하고 있다.

【표 Ⅲ-7-20】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시설현황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건설기간 처리방법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118

181,608 120,000 90,747 '85～'97 고도처리(Denipho)

하 수 처 리 시 설 하  수  관  로 중계펌프장

침사지 4지, 포기조 3지,

최종침전지 6지, 슬러지농축조 3지,

탈수기 4대

차집관로 : 43.6㎞

방류관로 : 2.05㎞
35개소

【표 Ⅲ-7-21】

2014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수질 현황
(단위：㎎/ℓ)

구  분 BOD COD SS T-N T-P

유 입 수 122.5 74.5 151.6 30.4 1.9

방 류 수 2.8 13.2 3.9 10.6 0.3

방류수기준 10 40 10 20 2

※ 자료：하수관리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



환 경 보 전 대 책    제7장 하수도 관리

326 ＿ 2015 환경백서

3. 회야수질개선사업소

회야수질개선사업소는 울산지역 주 상수원인 회야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

여 회야강 상류지역인 울주군 웅촌면과 양산시 웅상읍 지역의 공장폐수, 생활오수,

축산폐수 등을 처리하고자 1989년 11월부터 울주군 웅촌면 물건너길 43-14(대대리)

일원에 1일 32천㎥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회야수질개선사업소는 1일 32천㎥의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평균 

BOD 2.0㎎/ℓ이하로 방류하고 있으며, 그 방류수는 회야강 하류의 하천 유지용수

로 재이용하고 있고 2002년 1월부터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Ⅲ-7-22】

회야수질개선사업소 시설현황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건설기간 처리방법

울주군 웅촌면 물건너길 
43-14

76,517 32,000 29,848 '87～'89
고도처리

(심바이오공법)

하 수 처 리 시 설 하  수  관  로

최초침전지 2지, 포기조 4지, 최종침전지 2지,

농축조 1조, 탈수기 4기, 여과설비 1식

차집관로 : 34.11㎞

방류관로 : 10.47㎞

【표 Ⅲ-7-23】

2014년 회야수질개선사업소 수질 현황

(단위：㎎/ℓ)

구 분 BOD COD SS T-N T-P

유 입 수 155.1 86.0 150.8 29.8 3.0

방 류 수 2.3 9.1 1.8 7.48 0.7

방류수기준 10 40 10 20 2

※ 자료：하수관리과, 회야수질개선사업소



    ◾◾◾◾◾◾◾◾ 제3절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제3절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 327

4.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울주군 언양읍 등 태화강 상류지역과 두동, 두서 등 대곡댐 상류지역에서 발생하

는 생활오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을 차집 처리하는 언양수질개선사업소는 언양

읍 구수길 43-66(구수리) 일원 70,705㎡의 부지에 72,805백만원의 사업비로 1일 6만

㎥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2004년 10월 31일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언양수질개선사업소 가동으로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 상류지역의 수질관리와 대곡

댐 상수원 보호 등 다양한 사업효과를 거두고 있다.

언양수질개선사업소는 질소, 인 등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DNR)

을 갖추어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차집관로 42.26km와 오수중계펌프장 48개소를 

설치하여 하수를 차집하고 있다. 전 공정을 밀폐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악취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였으며, 특히 대장균을 처리할 수 있는 UV소독조를 설치하였다.

처리시설내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상시 개방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

고 부지 전체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친환경 공원화하였다.

2014년 8월에 언양 3차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5년 

용역완료 후 3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처리수는 태화강 유지수로 재이용할 계획이다.

【표 Ⅲ-7-24】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시설현황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건설기간 처리방법

울주군 언양읍
구수길 43-66

70,705 60,000 26,187
'00. 3. ～

‘04.10.
고도처리(DNR)

하 수 처 리 시 설 하  수  관  로 중계펌프장

집수조 3지, 최초침전지 8지, 농축조 2지,

반응조 4지, 최종침전지 8지, 탈수기 2대
차집관로 : 42.26㎞ 48개소

【표 Ⅲ-7-25】
2014년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수질 현황

(단위：㎎/ℓ)

구   분 BOD COD SS T-N T-P

유 입 수 116.9 90.5 133.4 44.1 4.6

방 류 수 2.7 9.6 2.7 8.9 0.8

방류수기준 10 40 10 20 2

※ 자료：하수관리과, 언양수질개선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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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는 동천 및 연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구 및 북구 전

역의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 축산폐수를 처리하고자 동구 미포산업로 188(미포동)

일원에 116,210백만원의 사업비로 1일 10만㎥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2005년 8월 31일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다.

MLE공법(Modified Ludsac Ettinger)의 고도처리시설을 갖추어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전 공정을 밀폐식으로 설치하였고, 잔디축구장과 야구장을 설치하여 주민들

에게 개방하고 있다.

차집관로 34.1㎞와 중계펌프장 31개소를 설치하여 하수를 차집하고 있으며, 처리

된 방류수는 방류관로 5.6㎞를 거쳐 연안으로 방류되고 있다.

【표 Ⅲ-7-26】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시설현황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건설기간 처리방법

동구 미포산업로 
188

97,259

(29,420평)
100,000 116,218

‘00. 1. ～

’05. 8.
MLE공법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최초침전지 10지, 최종침전지 10지,

반응조 5지, 방류펌프동 1동,

농축조 2지, 탈수기 2대

연장 : 34.1㎞

방류관로 : 5.6㎞
31개소

【표 Ⅲ-7-27】

2014년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수질현황

(단위：㎎/ℓ)

구분 BOD COD SS T-N T-P

유입수 165.8 100.2 166.2 47.2 4.9

방류수 2.7 10.6 2.7 5.7 0.2

방류수기준 10 18 10 20 2

※ 자료：하수관리과,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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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굴화수질개선사업소

굴화수질개선사업소는 무거, 다운, 범서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생활하수 발생량 

급증에 따라 하수처리 수요에 대비하고 태화강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울주군 범서

읍 울밀로 2793-24(굴화리) 일원에 94,580백만원의 사업비로 1일 4만7천㎥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2012년 9월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다.

질소, 인을 제거하는 MSBR공법의 고도처리시설을 갖추어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전 처리공정이 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상에는 축구장 등 공원을 설치하여 주

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차집관로 5.62㎞와 기존 용연계통 중계펌프장 3개소를 개량하여 하수를 차집하고 

있으며, 처리된 방류수는 태화강 유지수로 활용되어 태화강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표 Ⅲ-7-28】

굴화수질개선사업소 시설현황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건설기간 처리방법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 2793-24

50,600

(15,321평)
47,000 36,570

‘10. 3.15 ～

’12. 9.14
MSBR공법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침사지 2지, 1차침전지 4지,

생물반응조 2지, 고속응집침전지 2지,

슬러지 농축기 2대, 탈수기 2대
연장 : 5.62㎞ 6개소

【표 Ⅲ-7-29】

2014년 굴화수질개선사업소 수질현황

(단위：㎎/ℓ)

구분 BOD COD SS T-N T-P

유입수 193.1 119.4 202.5 43.2 4.8

방류수 1.7 7.5 1.7 5.5 0.1

방류수기준 10 18 10 20 2

※ 자료：하수관리과, 굴화수질개선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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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동수질개선사업소

강동수질개선사업소는 강동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생활하수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하수처리수요에 대비하고 연안 해역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북구 산음3길 32(산

하동) 일원에 39,090백만원의 사업비로 1일 5천㎥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2012년 9월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다.

강동수질개선사업소는 질소, 인을 제거하는 ACS공법의 고도처리시설을 갖추어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 공정이 밀폐식으로 악취 발생이 전혀 없다.

차집관로 1.24㎞와 중계펌프장 11개소(맨홀펌프장 10개소)를 설치하여 하수를 차

집하고 있으며, 처리된 방류수는 인근 하천을 거쳐 연안으로 방류되고 있다.

【표 Ⅲ-7-30】

강동수질개선사업소 시설현황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건설기간 처 리 방 법

북구 산음3길 32
10,876

(3,293평)
5,000㎥/일 1,206

‘10. 3.15 ～

’12. 9.14
ACS공법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유량조정조 1지, 침사지 1지,

생물반응조 2지, 최종침전지 2지,

여과지 1지, 슬러지농축기 1대, 탈수기 4대
연장 1.25㎞ 11개소

【표 Ⅲ-7-31】

2014년 강동수질개선사업소 수질현황

(단위：㎎/ℓ)

구분 BOD COD SS T-N T-P

유입수 143.4 87.3 114.0 36.3 4.4

방류수 1.8 7.4 1.7 3.8 0.4

방류수기준 10 18 10 20 2

※ 자료：하수관리과, 강동수질개선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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