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장

        수질보전

■ 제1절 오염원별 현황

■ 제2절 오염원별 관리대책

■ 제3절 하천수질 관리 

■ 제4절 지하수 자원관리





제1절 오염원별 현황◾◾◾◾◾◾◾◾  

＿ 277

 제6장 수질보전

제 1 절 오염원별 현황

1. 생활오수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여 그 상태로는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사

회활동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로써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

든 물을 생활오수라 하며, 하수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거나 개별

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하천, 해역 등 공공수역으로 방류되고 있다.

생활오수 발생량은 인구 및 생활양식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2015년도 일 

생활오수 발생량은 279,534㎥로 전년 대비 6,689㎥가 증가하였다.

【그림 Ⅲ-6-1】
연도별 생활오수 발생량

(단위 : ㎥/일)

※ 자료：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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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1】

1인 1일 오수 발생량

연    도    별 2001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1일 오수발생량(ℓ) 228 245 226 231 229 233

※ 자료：하수관리과

2. 산업폐수

201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관내 폐수배출업소는 총 1,130개소이며, 시에서

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사업장과 산업단지외 1~3종 사업장 438개소를 관리하

고, 산업단지외 4, 5종 사업장 692개소는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산업폐수는 2014년도에 1,044개 폐수배출업소에서 약 336천㎥/일이 발생되었고,

2015년도에도 1,130개 폐수배출업소에서 약 379천㎥/일이 발생되고 있다.

【표 Ⅲ-6-2】

종별 폐수배출업소 현황
(2015. 12. 31, 단위 : 개소)

구    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1,130 44 22 55 65 944

시 438 44 22 55 46 271

구․군 692 - - - 19 673

※ 자료：환경보전과

※ 종별 구분은 1일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1종(2,000㎥ 이상), 2종(700㎥ 이상 2,000㎥ 미만),

3종(200㎥ 이상 700㎥ 미만), 4종(50㎥ 이상 200㎥ 미만), 5종(그외 사업장)으로 구분

【표 Ⅲ-6-3】

업종별 폐수배출업소 현황 
(2015. 12. 31, 단위 : 개소)

계
금속
제품

화학
제품

석유정제
식료품
제조

섬유제품
제조

종이제조
비금속
광물

기타
시설

1,130 189 169 25 28 10 4 46 659

※ 자료：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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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2】

산업폐수 발생량 추이

(단위 : ㎥/일)

※ 자료：환경보전과

3. 가축분뇨

가. 가축사육 현황

가축사육 현황은 2015년말 현재 소(말 포함), 돼지 등의 사육가구는 1,938호이다.

사육호수의 경우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육두수의 

경우 사육여건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관내 연도별 축산농가 추이 및 가축 종류별 사육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Ⅲ-6-4】

축산농가 및 사육 추이

(단위 : 호)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육호수(계) 2,760 2,658 2,564 2,636 2,494 2,384 2,083 1,938

소 ․ 말 2,658 2,560 2,488 2,575 2,438 2,290 1985 1,839

젖    소 21 21 17 17 17 21 21 21

돼    지 81 77 59 44 39 73 7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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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마리)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육두수(계) 67,612 68,037 76,264 69,644 73,292 71,602 64,990 72,438

소 ․ 말 31,902 32,596 34,438 36,069 35,990 34,545 33,242 32,738

젖    소 1,227 1,311 1,213 1,295 1,295 1,153 1,299 1,195

돼    지 34,483 34,130 40,613 32,280 36,007 35,904 300,449 38,505

※ 자료：농축산과

나.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

가축분뇨는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

뇨에 섞인 것을 말하며, 오염부하량이 높아 미처리 방류 시 유기물질, 질소, 인 등

의 하천유입으로 수질악화 및 호소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며 상수원 및 농업용수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악취 및 해충피해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축분뇨 발생량도 1997년 1일 1,804㎥의 최고 발생 이후 2005년에는 1일 872㎥로 

감소한 뒤 가축사육 여건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가, 2010년부터 증가 추세를 나

타내며, 2015년도에는 1일 693㎥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Ⅲ-6-3】

가축분뇨 발생량 추이

※ 자료:환경부 고시(사육두수 및 가축별 배출원 단위 축산폐수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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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 ․ 폐수 발생량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의 총 발생량은 2015년도 652,538㎥/일로서 2014년

도 609,582㎥/일에 비해 약 6.6% 증가하였다.

【그림 Ⅲ-6-4】

오․폐수 발생량 추이

※ 주) 오․폐수 총발생량은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를 합산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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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오염원별 관리대책

1. 개요

오염원은 오염물질의 배출형태에 따라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대별된다. 점

오염원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가축분뇨 등 일정한 배출경로를 가진 오염원을 말하

며, 비점오염원은 강우 시 노면배수, 농경지 배출수 등과 같이 불특정하게 배출되

는 것을 말한다.

발생된 오․폐수는 오염원별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정화처리하고 있다. 생활하

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산업폐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개별 공장의 자체 오염방지시설에서, 가축분뇨는 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자

체 방지시설에서 소규모 농가는 공공처리시설에서 각각 수거․처리하고 있다.

2. 오수 및 분뇨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우리 시의 1일 오수는 279,534㎥이 발생되고 그 중 98.8%인 276,259㎥은 하수처

리구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생활오수는 1차적으로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에서(총 27,383개소) 정화․처리되고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2차적으

로 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최종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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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5】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현황
(2015. 12. 31, 단위: 개소)

구      분 계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계 27,383 3,795 23,588

중      구 7,228 107 7,121

남      구 10,612 227 10,385

동      구 212 54 158

북      구 2,251 577 1,674

울  주  군 7,080 2,830 4,250

※ 자료：하수관리과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은 

2015년 총 277개 시설을 실시하였고, 이중 15개 위반시설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15,360천원을 부과하였다.

【표 Ⅲ-6-6】

2015년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적

구   분 점검시설수(개소) 위반시설수(개소)
조  치  내  역

개선명령(개소) 과태료(천원)

계 277 15 12 15,360

중  구 28 - - -

남  구 46 3 2 1,160

동  구 12 - - -

북  구 16 4 4 5,200

울주군 175 8 6 9,000

※ 자료：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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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뇨발생량 및 처리현황

우리 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분뇨발생량은 연간 437,635㎘로서 1일 평균 1,199㎘

이며, 이중 수세화 처리와 자연감량 등 899㎘/일을 제외한 300㎘/일을 수거처리 

하고 있으며,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연계처리 하고 있다.

【표 Ⅲ-6-7】

연도별 분뇨 발생량 및 수거량

(단위：㎘/년)

구 분 배출량

처           리 1일 평균

수세화
및

자연처리

수        거
배출량 수거량

계 분뇨 정화조

2011년 421,180 256,409 164,771 - 164,771 1,153 451

2012년 425,774 266,870 158,904 944 157,960 1,166 435

2013년 430,301 287,476 142,825 1,256 141,569 1,178 445

2014년 435,080 316,455 118,625 - 118,625 1,192 325

2015년 437,635 327,954 109,681 - 109,681 1,199 300

※ 자료:하수관리과

주) 분뇨 배출량은 환경부「분뇨처리시설지침및해설」에서 1ℓ/인-일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산정함

  다. 분뇨 관련 영업자 관리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오니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야 정화효율 및 방류

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며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오니를 청소하도

록 하고 있다.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운반과 분뇨의 수거․운반은 

정화조청소업 및 분뇨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고 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관내 분뇨 관련 영업허가 업체는 분뇨수집·운반업 27개

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3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8개소가 영업 중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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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8】

분뇨 관련 영업허가업체 현황 

(2015. 12. 31)

지  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분뇨수집/운반업

계 3 8 27

중  구 2 4 5

남  구 - 3 13

동  구 - - 2

북  구 - - 3

울주군 1 1 4

※ 자료：하수관리과

단독정화조 등의 청소수수료 및 분뇨수거수수료는 1991년 4월 23일에 조정되었

으며, 타 시․도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1997년 12월 13일부터 1998년 2월 16일까지 

수수료 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였고, 이후 분뇨 수집․운반의 적정한 

원가 산정을 위하여 2011년 10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개선방안 조사를 실

시하여 그 결과를 구․군에 시달하였다.

【표 Ⅲ-6-9】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개인하수시설

기본 750ℓ까지
개인하수시설

초과 100ℓ마다
수거식화장실

(18ℓ마다)
처리수수료

중 구 13,276 926 230 10원/10ℓ

남 구 15,480 1,100 292 10원/10ℓ

동 구 11,045 772 177 10원/10ℓ

북 구 16,630 1,180 292 10원/10ℓ

울주군 16,520 1,160 292 10원/10ℓ

※ 자료：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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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뇨처리시설 운영

우리 시 분뇨 및 정화조 오니는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서 하수와 연계하여 처리

하고 있다.

기존 우리 시의 분뇨는 여천위생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왔으며, 이 시설은 1977

년 11월 23일 남구 여천동 1265번지에 준공하여 1일 처리능력 300㎘ 규모로 운영

해 오다가 2014년 4월 17일자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118)에 

1일 처리능력 380㎘의 위생처리시설을 준공하여 운영중에 있다.

현재 가동중인 온산수질개선사업소는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방

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

물 처리시설) 및 공장폐수 등 다양한 성상의 하수를 연계처리하여 원활한 하수처리

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존 시설에 의한 유기물 제거뿐만 아니라 질소, 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존 수

처리 방식인 표준활성슬러지법을 고도처리시설로 전환하는 공사를 2012년 6월에 

시행하였고 기존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분뇨를 연계처리하기 위한 분

뇨전처리시설 및 일차침전지를 2014년 4월에 설치하여 시민생활 환경개선 및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 방류수역의 수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

【표 Ⅲ-6-10】

2015년 온산위생(분뇨)처리시설 수질 현황

(단위：㎎/ℓ)

구분 BOD COD SS T-N T-P

유입수 1,431 1,409 3,539 327.6 41.52

방류수 3.5 14.0 3.9 11.69 0.12

방류수기준 10 40 10 20 2

※ 자료：하수관리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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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폐수

가.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은 산업체의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되는 산업폐수로 인한 공공수역

의 수질오염방지 및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로 지역별 차등을 

두어 청정, 가, 나, 특례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2000년 1월부터 우리 시의 배출허용기준 적용은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보전을 위

하여 두동․두서면 전역과 회야댐 상류지역인 웅촌면 통천리와 청량면 중리, 상북

면 이천리를 청정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BOD, COD, SS의 경우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과 미만으로 사업장 규

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즉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천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규모 사업장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농도 규제방식에 양적 규제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표 Ⅲ-6-11】

폐수배출 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현황

지역별
구․군별

청 정 지 역 “가” 지  역 “나” 지  역

중, 남, 동구 - - 전      역

북     구 - 강 동 동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울 주 군

두동․두서면

웅촌면(통천리)

청량면(중리)

상북면(이천리)

삼남․삼동․온양․서생면,

언양읍, 웅촌면(통천리제외)

청량면(중리, 상남리중 
울산석유화학산업단지 제외)

상북면(이천리제외)

“청정”,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 자료：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위한지역지정규정(환경부 고시 2007-107호)

나.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행정절차 위반행위보다 오염물질 불법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직접적인 오염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오염사고 예방차

원의 지도 계몽위주로 점검하되 그 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환경오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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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사업장, 폐수다량배출사업장 등 문제업소를 사전 선정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장마철 및 연휴기간(설, 추석, 연말연시)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

하여 수질오염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연도별 시 및 구․군의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Ⅲ-6-12】

연도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현황

구 분
점  검
건  수

위  반
건  수

조     치     내     역
개 선
명 령

조 업
정 지

사 용 
금 지

폐 쇄
명 령

경고및
기  타

고 발
(병과)

2011년 916 28 17 - 3 - 8 3(3)

2012년 1,084 41 24 5 1 2 9 7(7)

2013년 948 55 21 5 7 - 22 11(11)

2014년 851 39 15 8 4 1 11 13(13)

2015년 995 62 32 8 4 2 16 13(13)

※ 자료：환경보전과

수질오염감시를 위하여 1일 200㎥이상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3종 이상 사업장에 

방류수 수질을 실시간으로 관리․점검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

로 계절별, 시간대별 수질현황을 분석․관리하여 자체 공정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질연속자동측정기(수질TMS)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리 시 관내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설치업소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수종말처

리장 유입 업체를 제외한 12개사가 수질TMS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측정항목은 6개 항목(pH, BOD, COD, SS, T-N, T-P)으로 그 측정자료로 배출허

용기준 초과여부의 확인 자료와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수질배출부과금 부과

배출부과금 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기본배출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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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배출되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초과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와 폐수 무

방류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에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

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사업장 규모별 정액 부과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2015년도에는 수질 1~4종 사업장 중 하수처리장 유입 제외 34개 사업장 중 방류

수수질기준(BOD 10, COD 40, SS 10)을 초과한 사업장 18개소에 대하여 17,758천원

의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였다. 지도․점검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12개 사업

장에 대하여 594,029천원의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였다.

【표 Ⅲ-6-13】

수질배출부과금 부과내역 

구  분
기 본 부 과 금 초 과 부 과 금

비 고
부과대상업소수 부과금액(천원) 부과대상업소수 부과금액(천원)

2011 12 27,490 9 5,005,823

2012 10 4,818 33 27,428,623

2013 13 100,912 20 121,885

2014 15 21,311 8 54,393

2015 18 17,758 12 594,029

※ 자료：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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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14】

수질배출부과금 제도 내용

구  분 초과 부과금 기본 부과금

근    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목    적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보
◦기준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과금 성격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배
출량만큼 부과금 부과
◦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폐수종말
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도입시기 ◦1983년 ◦1997. 1. 1

대상오염
물    질

◦19개(기본대상 오염물질 포함)

-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 자진 개선개획서 제출

◦2개(유기물질, 부유물질)

-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
여 조정

부과시기
◦수시부과

- 지도점검시 등 행정기관이 검사하
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매 반기별로 부과 (연 2회)

- 1종~4종 사업장 중 하수 및 폐수종
말처리시설 유입업체 제외

산정방법

◦초과부과금 =

- 오염물질1㎏당 부과금액 ×
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kg) ×

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휫수별 부과계수 +

사업장규모별 정액 부과금

◦기본부과금 =

- 오염물질1㎏당 부과금액 ×
기준이내오염물질배출량(㎏)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사업장별부과계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부과금 
납부통지

초과부과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확정배출량 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

※ 자료：환경관리과

4. 가축분뇨

가축분뇨는 허가, 신고, 규제미만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으며 허가, 신고 규모농가

는 개별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우리 시 관내 가축사육 농가 중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

설 설치대상 농가수는 2015년말 현재 950가구로서 대부분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허가 및 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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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15】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2015 12. 31, 단위：개소)

구      분 계 허가배출시설 신고배출시설

계 950 71 879

중      구 6 - 6

남      구 1 - 1

동      구 - - -

북      구 62 6 56

울  주  군 881 65 816

※ 자료：환경보전과

가축분뇨의 처리방법별 농가 현황은 자가처리 933개소의 경우 자체 정화처리 1,

퇴비화 916, 액비화 16개소이며, 위탁처리 17개소중 공공처리시설인 온산유기성

폐기물바이오가스화시설을 이용하는 농가가 10개소, 재활용 처리시설인 울주양돈

영농조합 등을 이용하는 농가가 7개소이다.

【표 Ⅲ-6-16】
가축분뇨 처리 현황

(단위：개소)

구    분 계
자가처리 위탁처리

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공공처리시설 재활용처리시설

계 950 1 916 16 10 7

허가대상 71 1 60 6 4 -

신고대상 879 - 856 10 6 7

※ 자료：환경보전과

가축 분뇨의 특성상 고농도임을 감안할 때 규제 미만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 발

생되는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 시에서는 대곡댐의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댐 상류 주변 지역의 축산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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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되는 규제 미만 가축분뇨는 가축분뇨 저장조를 설치하여 언양수질개선사

업소와 온산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화시설로 연계 처리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 축

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규제 미만 가축분뇨는 축산 농가별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가 처리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가축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 재활용 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시

설비 등도 지원 중에 있다.

또한 가축분뇨로부터 주요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출원에 대한 지속

적인 지도․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950개소에 대하여 가축

분뇨의 적정처리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정상적 운영․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한 결

과 위반시설 3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아울러 축산업 종

사자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Ⅲ-6-17】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실적

(단위：개소)

구 분
단    속
업 소 수

위  반 
업소수

조    치    내    역

개선명령 및 과태료등 현지시정 고발(병과)

2011년 869 6 6 - 4

2012년 872 10 10 - 4

2013년 883 20 20 - 11

2014년 952 10 5 - 6

2015년 950 3 3 - -

※자료：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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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하천수질 관리

1. 하천 현황

울산의 하천은 국가하천 1개소 11.27㎞, 지방하천 101개소 477.36㎞ 등 총 102개

소 488.63㎞이며, 개수율은 국가하천 100%, 지방하천 76.53% 등 평균 77.22%이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 대비 평균 개수율 79.9%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방하천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하천 101개소에 대

하여 도시개발에 선행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이다. 2012년부터 2015년

까지 370억원의 사업비로 태화강 언양-선바위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3km구간에 대하여 자연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시민의 친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설치하였고,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제방축조 및 정비공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국가계획인 지방하천 

종합정비기본 계획에 의거 연차별 개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표 Ⅲ-6-18】

국가하천 현황

(단위：㎞, ㎢)

하천명
위          치 하천

연장
유로
연장

유역
면적

제  방  현  황

기  점 종       점 연장 개수 미개수 개수율

태화강
중구 
다운동 

(구삼호교)

남구 매암동 

(동해 합류점)
11.27 46.02 643.96 22.12 22.12 0 100%

※ 자료：건설도로과

2. 수질측정망 운영

우리 시 하천 및 호소 등 수질보전 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종합적으

로 조사하여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장래 수질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관내 주요 하천, 호소, 공단배수 등 주요지점 52개소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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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19】

수질측정망 지점

(2015. 12. 31)

구 분 수 계 지점 목표
기준 채  수  지  점 조사기관 비고

계 52개소

하천수

(23)

태화강
(20)

덕  현 Ⅱ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청운교) 울산광역시 본류

지  헌 Ⅱ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지헌교) 〃 본류

신  화 Ⅱ 울준군 삼남면 신화리 (쌍수보) 〃 지류

반  송 Ⅱ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구수교) 〃 본류

대  암 Ⅱ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대암교) 〃 〃

보은천 Ⅱ 울주군 삼동면 하기리 (삼동교) 한국수자원공사 지류

하잠교 Ⅱ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대암댐 상류) 〃 〃

작동교 Ⅱ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작동교) 〃 〃

대곡천1 Ⅱ 울주군 두서면 미호리 〃 〃

대곡천2 Ⅱ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화랑벽화) 〃 〃

망  성 Ⅱ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망성교) 울산광역시 본류

구  영 Ⅱ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구영교) 〃 〃

삼  호 Ⅱ 남구 무거1동 (신 삼호교) 〃 〃

태  화 Ⅱ 남구 신정3동 (태화교) 〃 〃

학  성 Ⅱ 남구 삼산동 (학성교) 낙동강유역환경청 〃

명  촌 Ⅱ 북구 명촌동 (명촌대교) 울산광역시 〃

제 일A Ⅱ 북구 중산동 (이화제일APT 옆) 〃 지류

신  답 Ⅱ 북구 상안동 (신답교) 〃 〃

동  천 Ⅱ 북구 진장동 (병영교) 〃 〃

내  황 Ⅱ 중구 반구1동 (내황교) 〃 〃

회야강
(3)

회야강1 Ⅲ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회야교) 〃 본류

회야강2 Ⅲ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초전교) 〃 〃

회야강3 Ⅲ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상회2교) 낙동강유역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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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 계 지점 목표
기준 채  수  지  점 조사기관 비고

호소수

(9)

태화강
(6)

사연댐1 Ⅰb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댐 앞) 한국수자원공사 공업
수도

사연댐2 Ⅰb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 〃

대암댐1 Ⅰb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댐 앞) 〃 〃

대암댐2 Ⅰb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 〃

대곡댐1 - 울주군 두동면 삼정리 〃 -

대곡댐2 -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댐하류 취수탑 앞) 〃 -

회야강
(2)

회야호1 Ⅰb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취수탑 부근)

낙동강유역환경
청 수도

회야호2 Ⅰb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방류구 부근) 〃 〃

기  타 선암댐 - 남구 선암동 (댐 중앙) 한국수자원공사 공업

산단

하천

(9)

태화강
(1)

여천천 - 남구 매암동 472-8 (여천3교)
낙동강유역환경

청
울산
공단

회야강
(8)

매암동
수로 -

남구 매암동 410-1
(미원화학(주)부지내부 배수로) 〃 “

상남리
수로-1

-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100-8
배수로 “

석유
화학
공단

상남리
수로-2

-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1-7
배수로 말단부 “ “

성암동
수로 - 남구 성암동 48-18

금호석유화학 제2출하문 옆 배수로 “ “

고사동
수로 - 남구 고사동 110-32

(SK 연결다리) “ 울산
공단

산암리
수로 -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50 배수로 “ 온산

공단

원산천 -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06
원산천 고려아연 5단지내 배수로 “ “

이진리
수로 -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147-1

이진교 “ “

도시

관류

(4)

무 거 천 - 남구 무거동 삼호1교 울산광역시 -

여 천 천 - 남구 야음동 유화교 〃 -

명 정 천 - 중구 태화동 전원교 〃 -

약 사 천 - 중구 반구동 현대그랜드맨션 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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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 계 지점 목표
기준 채  수  지  점 조사기관 비고

농업

용수

(7)

태화강
(4)

송정
저수지 - 북구 송정동 한국농어촌공사 -

두산
저수지 -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

차리
저수지 - 울주군 두서면 차리 〃 -

복안
저수지 - 울주군 두서면 미호리 〃 -

기타
(3)

문죽
저수지 -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 -

고연
저수지 -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 -

화산
저수지 -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 -

※ 자료：환경정책과

3. 하천별 수질오염도

태화강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2007년부터 상류지역은 Ⅰa등급, 하류

지역은 Ⅰb등급으로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

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수질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6-20】

하천별 수질오염도 현황 

(단위：㎎/ℓ)

구   분
측정
항목

하천별 수질오염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태
화
강

상류 BOD 0.8 0.8 0.7 0.6 0.7 1.0 0.8 0.8 0.7 0.6

하류 BOD 2.6 1.7 2.0 2.0 2.0 1.9 1.9 1.9 1.6 1.8

회 야 강 BOD 4.2 2.7 2.9 2.8 2.4 2.7 2.2 2.6 2.3 2.5

동    천 BOD 3.4 1.8 2.2 1.5 1.4 1.7 1.5 0.9 1.0 0.7

※ 자료：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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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측정망에서 측정된 태화강 상․하류 및 회야강의 연도별 수질 농도(2006～

2015)추이는 다음과 같다. 1)

【그림 Ⅲ-6-5】

연도별 BOD 변화 추이

※ 자료：환경정책과

【그림 Ⅲ-6-6】

연도별 태화강 상류 BOD 변화 추이 

※ 자료：환경정책과

1) 태화강 상류지역 수질자료는 덕현, 지헌, 반송, 대암, 망성, 구영 지점의 측정자료를 평균한 수치이며, 태

화강 하류지역 수질자료는 삼호, 태화, 학성, 명촌 지점의 측정자료를 평균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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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7】

연도별 태화강 하류 BOD 변화 추이

※ 자료：환경정책과

태화강 상류지역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 1.5㎎/

ℓ, 1996년 1.8㎎/ℓ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4년 1.0㎎/ℓ로 개선된 이후 현재

까지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의 ‘매우 좋음’ 등급(Ⅰa)을 나타내고 있다.

태화강 하류지역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변화는 1995년 9.8㎎/ℓ, 1996년 

11.3㎎/ℓ, 1997년 10.0㎎/ℓ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의 ’매우 나쁨‘ 등급(Ⅵ)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점차 수질이 개선되어 2001년 5.5㎎/ℓ, 2004년 3.2㎎/ℓ, 2006

년 3.2㎎/ℓ를 유지하다 2007년 1.7㎎/ℓ로 개선된 이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2.0㎎/ℓ을 유지하다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9㎎/ℓ, 2014년 1.6㎎/ℓ, 2015년 

1.8㎎/ℓ 로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의 ’좋음‘ 등급(Ⅰb)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태화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유입 오수 차단시설 설

치, 태화강 퇴적오니 준설 및 하도 정비사업, 언양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 준공, 대

곡댐 상류 축산폐수 저장조 설치사업,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수질개선제 

투입 등 각종 사업이 추진된 결과이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질을 기대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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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태화강 지점별 수질오염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6-8】

2015년태화강 지점별 수질오염도(BOD)

회야강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1995년 3.8㎎/ℓ에서 2006년 4.2㎎/ℓ로 

Ⅲ등급에서 2007년 2.7㎎/ℓ Ⅱ등급으로 개선된 이후 2015년 현재 2.5㎎/ℓ으로 Ⅱ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Ⅲ-6-9】

연도별 회야강 BOD 변화 추이

※ 자료：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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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울산 4대강 마스터플랜

가. 배경

태화강은 우리 시 중심을 관통하여 흐르는 120만 울산 시민의 젖줄이다. 산업화,

도시화라는 급물결 속에 이수와 치수에만 국한된 하천 관리로 인해 다양한 자연경

관과 생태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였다.

2000년부터 생태하천 태화강 조성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태화

강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2005년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생태하천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태화강은 계획적인 사업 실

현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생태하천 태화강으로서 울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었

고, 대내적으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으로서 1등급 수질로 개선되면서 연어,

은어, 황어가 돌아오고 수달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변모하였으며, 태화강대공원

을 비롯한 수변공간의 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국가적 평가에서도 하천 살리기 사업의 선도 모델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13년도에는  ’전국 12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국내 대표 생태하천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2005년 수립된 ‘태화강 마스터플랜’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하천 공간을 창출하고 생태복원에 성공한 태화강을 기반으로 

녹색성장 선도도시 울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하여 동천, 외황

강, 회야강도 구․군과 기업, 환경단체, 지역민의 힘을 모아 생태복원․레저공간으

로 조성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태하천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울산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울산 4대강 마스터플랜’은 2018년을 목표로 울산 4대강의 수질개선, 생태복원,

친수공간 조성 등 61개의 단위사업에 9,69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되게 된다.



제3절 하천수질 관리

＿ 301

【표 Ⅲ-6-21】

울산 4대강 마스터플랜 개요 

하천명 태화강 동천 외황강 회야강

사업구간
48㎞

(가지산~울산항)

14㎞

(경주~태화강)

4㎞

(청량천~하구)

28㎞

(양산~강양항)

사업기간 2010~2018 2011~2018 2011~2018 2011~2018

사업비 4,447억원 2,346억원 1,993억원 913억원

나. 기본구상

1) 태화강

‘태화강 마스터플랜’의 공간적 범위는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에서 중구 다운동 구 

삼호교 구간의 지방하천구간(30.01㎞)과 구삼호교에서 남구 매암동 울산만까지의 국

가하천 구간(11.27㎞)을 포함하여(백운산 탑골샘에서 울산만까지) 총 유로연장 47.54

㎞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개분야 50개사업(총사업비 10,725억원)을 추

진해 오든 것을 2010년 10월에 울산 4대강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품격 높은 태화강 조성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개 분야 26개 

사업(사업비 4,447억원)으로 재정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수립된 ‘태화강 마스터플랜’의 추진을 통해 태화강은 수질개선, 수량확보,

생태복원, 친수수변공간 조성, 역사․문화 회복 등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친수성 회복 및 이용성 증진의 사업이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됨에 따라 생태적 부분이 다소 미진하였다. 따라서 수질개선과 수량회복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생태성이 회복되고 있는 태화강의 생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BOD 기준 수질이 개선되고 일부 구간 유지용수가 공

급되어 매년 녹조 발생일수가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

상고온 현상과 강수량 감소 등의 기후변화 현상으로 하천 건천화, 영양염류 유입 

이 증가하여 국가 하천 구간의 적조현상이 삼호교 부근까지 간헐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수질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환경보전대책  제6장 수질보전

302 ＿ 2016 환경백서

2) 동천

동천은 경주시 토함산에서 발원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와 중구를 지나 태화강으로 

합류되는 도심하천으로 마스터플랜의 공간적 범위는 동천 본류 전체 26.3㎞중 경북

도계 유입지점~태화강 합류지점까지 약 14㎞의 구간으로 ‘되찾은 꽃가람, 친숙하고 

활기찬 동천’을 기본방향으로 전체 10개 사업에 대해 2,346억원의 사업비로  

2011~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천은 도시화와 개발로 인한 건천화와 수질오염에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맑고 

깨끗한 다시 찾고 싶은 동천을 만들기 위해 유지유량 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및 보존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동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성을 회복하고 지역정

체성을 살릴 수 있는 역사문화요소를 복원․보존하고자 하며, 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이용시설의 확충과 경관․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한다.

【그림 Ⅲ-6-10】

동천 마스터플랜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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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황강

외황강은 남구와 울주군에 접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한국하천일람에는 명시되

지 않았으나 예로부터 울산의 고유지명으로 청량천과 두왕천이 만나는 수계를 말

한다. 외황강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울산석유화학단지와 용연중공업단지가 둘러싸고 

있는 산업단지 속의 하천으로 서편으로는 자유무역지역과 신일반산업단지가 조성

되고 있다. 주변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의 외황강은 염전터와 생태적으로 

건강한 해안갈대습지, 개운포성지 및 처용암 등 해양생활, 생태, 역사 그리고 문화

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던 천혜의 자연자원이었다. 주변지역의 공업단지로 인해 시

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외황강 수변공간을 친환경적이고 수변 생태기능이 회

복된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본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울주군 청량천과 두왕천이 합류되는 지점에서 처용암

에 이르는 외황강 하구 약 4㎞ 구간이다. 외황강이 간직하고 있는 자연, 인간 그리

고 산업부문의 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수변공

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산업과 자연이 함께 하는 외황강'이라는 기본방향으로 3개 

분야 10개 사업, 1,99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Ⅲ-6-11】

외황강 마스터플랜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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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야강

회야강은 울주군과 경남 양산시 웅상읍을 포함되어 있는 하천으로, 총 연장 99.8

㎞로 중류부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생활용수 공급원인 회야호가 위치하고 있

는 지방 하천이다. 회야호를 중심으로 댐 상류부는 하천 수질관리 및 유량확보를 

위해 하천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댐 하류부는 하천 유지용수 확보 및 수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야강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남부

권의 젖줄, 젊음과 낭만이 있는 회야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수질․유량 확보

와 친환경적 하천정비를 통하여 회야강이 자연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하천생태계로 

변화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과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경남 양산시계인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회야교에서 울주군 온산읍 

강양항구까지 총 연장 27.8㎞이며, 3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913억원으

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 주요내용

1) 태화강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언양 및 굴화하수처리장 건설, 반천․서사마을 하수 

지선관로 부설과 언양 하수관로 정비(BTL), 범서 척과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등

으로 상류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차집하여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

고, 국가 하천구간인 하류 구간에 유입되는 오염원 차단을 위하여 태화강 하류 

좌․우안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태화강 상류 지역의 유지수 확보 방

안으로 개발 잠재성이 높은 언양 역세권 지역을 고려하여 언양하수처리장 방류수

를 언양 시가지로 도수하여 방류할 계획이며, 2015년도에는 언양~선바위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생태복원을 위하여 선바위에서 굴화지구에 이르는 중류지역에는 생태

하천정비 및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설치하고, 여름철 백로와 겨울철 떼까마귀의 

도심 최대 도래지인 삼호지구에는 태화강 철새공원 조성하였으며, 태화교 ~ 학성교 

구간 생태하천 조성, 중․상류의 습지에 수변식물 및 호안식재 등의 자연형 호안정

비사업을 완료하였다. 연어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회귀의 장소도 상류로 확대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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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태화강 연어를 지역의 생태․문화․사회적 상징생물로 보존하며 다양한 수생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연어 관찰데크 설치와 멸종위기종인 수달보호지구 지정 등 

대표어종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친수․레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둔치시설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시민들이 

둔치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중구에 설치된 1개소 외에 중구

1개소, 남구 1개소의 보행 육갑문을 추가로 설치하고, 태화강의 전 구간에 걸쳐 자

전거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 설치된 자전거도로 외에 신규 계획구간과 단절구

간을 연결한 자전거 순환도로망을 조성하여 울산 시민이 건강하게 태화강을 즐길 

수 있는 레저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태화강 유역에 분포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유도 할 수 있도록 태화루를 복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누정건축인 태

화루, 이휴정, 입암정, 관서정, 작천정에 시비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학성공원 ~ 충

의사 구간에 역사문화거리 조성, 천전마을 ~ 반구대암각화 구간에 선사문화 탐방로 

조성, 태화강 발원지인 탑골샘에서 하류까지의 태화강 백리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

다.

2) 동천

동천은 하상의 토사 퇴적이 심하고 대부분 모래와 자갈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

수의 하천수가 복류하기 때문에 유지유량이 부족하므로 하천 생태계 유지와 경관

성 회복을 위하여 유지유량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동천 수질은 목표수질 Ⅱ등급의 

수질을 만족하고 있으나, 2016년 완공 예정인 농소하수처리시설, 상류지역 주택단

지와 산업단지의 개발과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되는 점․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악화 요인이 존재하므로 목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수질개선대책이 요구된다.

동천의 유지유량 확보 대책으로 하도정비와 신설 예정인 농소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수 차집을 통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농소지선관로 

부설사업을 완료하였고, 생태복원 및 보존을 위하여 자연형 호안 정비, 여울․소․

중도․어도․수초 조성, 식생대 및 조류서식처의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동천 유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와 시지정 기념물 6개소 및 문화재 자료 1

개소로 총 9개소의 문화재와 산전샘, 반구동 토성 등 역사 깊은 유적들이 분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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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묻혀 있던 역사를 재조명 할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동천에 근접해 

있고 국가 지정 문화재인 병영성의 경우 유적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성곽길의 이

용이 가능하며 신우대 군락이 형성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역사성 회복이 필요하다.

병영성과 산전샘 및 반구동 토성의 역사적 요소와 동천 제방의 꽃길을 이용하여 

역사 문화 탐방로를 조성하였고, 친숙한 동천을 구현하기 위해서 경사로와 자전거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이용시설 설치와 교량 리모델링을 

통한 이미지 개선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인구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자전

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는 친수․레저 분야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3) 외황강

외황강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울산석유화학단지와 용연중공업단지가 둘러싸고 있

는 산업단지 속의 하천으로 서편으로는 자유무역지역과 신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

고 있다. 주변에 오염원이 산재되어 있는 외황강 본류의 수질을 Ⅱ등급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천 정비 및 퇴적오니 

준설 등 수질오염원 제거를 위한 하수관거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청량천과 두왕천이 합류되는 지점의 하류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관이 수려한 

갈대숲이 조성되어 있어 갈대탐방로, 탐조대, 조류생태공원 조성 등 생태관찰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 지역은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기수역의 특성상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으로 종 다양성이 풍부하다. 이런 특징을 

살려 수질정화습지, 습지생태계, 자연자정지구 조성 등의 생태복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외황강은 개운포성지, 처용암 등 역사․문화자원이 위치하고 공단에 둘러싸여 있

어 산업단지로부터 진입이 용이한 주변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휴식공간 

조성, 처용공원을 스토리텔링식 역사공원으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4) 회야강

회야강은 상류지역인 양산시 웅상읍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와 공단조성에 따른 

오염원 증가와 회야댐 건설로 인한 상․하류의 단절로 수질환경이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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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야강 상류는 산업공단과 농업 및 축산업과 하도 횡단구조물에 의한 수질악화, 회

야댐 하류에는 하수처리장 처리수 유입과 덕신시가지 지역의 오수 유입 등 오염원

이 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회야강 상류지역 오수의 완벽한 차단을 위하여 양산시 웅상지역의 하수 

지선관로 부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덕신시가지 일원의 회야강 구간의 하상오니 제

거를 실시하였고, 삼평～서생교 구간에 대한 하상오니 제거와 수질정화 수로를 설

치하는 등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회야댐에 의한 강의 상․

하류 단절로 댐 하류부 부족한 유량확보를 위해 망양․석천지구에 지하수를 개발

하고 삼평양수장에 송수관을 매설하는 등 수생태 회복을 위한 물 순환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

회야강은 덕신지구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자연하천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횡단구조물과 제방 등 인공적인 요소들로 인해 훼손된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밀 생태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건강증진과 건강한 공동사회 형성, 동선의 

연속성 확보 및 하천으로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회야강 테마길

과 덕신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하서 연안구역과 삼평 하천구역에 생태습지 조성, 진

하와 강양에 해양레저시설을 조성하여 진하해수욕장, 간절곶으로 연결되는 울산최

대 하천․해양복합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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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지하수 자원 관리

1. 먹는 물 관리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에 대한 시의 기본책무는 상수도 시설을 통한 맑고 깨

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높아질수록 시민들의 물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해지고 있어 상수도 공급만으로는 물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

키기 힘들고 현실적으로도 먹는 샘물이나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 시에서는 2개 업체가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득하였으나, 현재 1개소만 

정상 영업중이다.

【표 Ⅲ-6-22】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

(2015. 12. 31)

업   소   명 소   재   지 허가일자 취수계획량
(㎥/일) 비고

삼정샘물 (주 ) 울주 두서 구량 312-1 1997. 5. 1 654 영업중

(주) 얼음골샘물 울주 상북 덕현 174 2004. 5. 12 200 휴  업

※ 자료：환경보전과

2.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건강 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커지면서 도시인근의 등산로 및 사찰, 유원

지, 체육공원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의 이용자가 계

속 증가하고 있어 약수터의 수질 안전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인 시설과 50인 미만이라도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구청장․군수가 지정한다.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되면 연 

6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주변 청소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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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보수하는 등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우리 시는 관내 11개소의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표 Ⅲ-6-23】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 현황

(2015. 12. 31)

구분 구 별
지정
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1일 평균
이용자

비    고
(지정일자)

계 11 1,110

약

수

터

(11)

남 구
(1)

1-1 정골약수터 남구 무거2동 956 250 1998.12.21

동 구
(4)

2-1 동축사약수터 동구 남목3동 동축사앞 110 1995. 7.12

2-2 큰골약수터 동구 동부동 165-1 50 1998. 2.14

2-3 무지골약수터 동구 동부동 산177-1 60 1998. 2.14

2-4 산골약수터 동구 화정동 산53 100 1998. 7.10

북 구
(4)

3-1 찬물내기약수터 북구 양정동 산33-2 150 1996. 4.10

3-2 성내공원약수터 북구 염포동 995-11 100 2003. 4.24

3-3 무룡산약수터 북구 연암동 산2-2 100 2006. 4. 7

3-4 송정약수터 북구 송정동 산14-1 100 2006.10.24

울주군
(2)

4-1 금산골약수터 온산읍 덕신리 258 30 1996. 7.22

4-2 인성암약수터 서생면 서생리 산34 60 1996. 7.22

※자료：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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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 관리

지하수는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 모두가 이용하여야 할 소중한 공공의 자

원이다. 최근 지하수 이용이 증가하면서 지하수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지하수개

발․이용에 따른 허가․신고․면제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방치된 관정을 관리하고 지

하수 수질측정망을 확대․운영하는 등 우리 시에서는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하수 이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지하수 오염방지와 수자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물 문제에 능동적인 대처와 지하수 개발․이용의 효용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지하수 보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계획(2007년)

을 수립하여 앞으로 지하수 이용 증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구․군별 

지하수 이용부담금제도를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관내 구․군별 지하수 이용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Ⅲ-6-24】

지하수 이용시설 현황

(2015. 12. 31)

구      분 계 허 가 시 설 신 고 시 설

총      계 5,401 164 5,237

중      구 218 7 211

남      구 433 40 393

동      구 217 23 194

북      구 624 26 598

울  주  군 3,909 68 3,841

※자료：건설도로과

지하수 수질의 현황과 수질변화의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수질측정망은 54개 지점이 선정되어 있다. 이

중 지역지하수 측정망(일반지역) 24개 지점과 낙동강유역환경 측정망(오염우려지역)

30개소가 선정되어 있다. 지역지하수 측정망은 우리 시(구․군)에서 수질을 조사하

고 오염우려지역인 30개 지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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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기는 연 2회로 상반기 4월~5월, 하반기 9월~10월에 실시하며, 관내 지하수 

수질측정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Ⅲ-6-25】

지하수 수질측정망 현황
(2015. 12. 31)

구    분 위          치 주 용 도 측 정 기 관

낙동강 (울산 1) 중구 복산동  346-1 생활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 (울산 2) 중구 복산동  382 생활 〃

낙동강 (울산 3) 중구 복산동  431-4 생활 〃

낙동강 (울산 4) 남구 무거동  산 29 농업 〃

낙동강 (울산 5) 남구 신정동  1267 생활 〃

낙동강 (울산 6) 남구 신정동 1632-1 생활 〃

낙동강 (울산 7) 남구 여천동  260-1 공업 〃

낙동강 (울산 8) 남구 여천동  280-1 공업 〃

낙동강 (울산 9) 남구 여천동  321 공업 〃

낙동강(울산10) 남구 성암동  204-1 생활 〃

낙동강(울산11) 남구 황성동  308-1 공업 〃

낙동강(울산12) 남구 황성동  313 생활 〃

낙동강(울산13) 남구 황성동  725-2 공업 〃

낙동강(울산14) 남구 황성동  759-1 공업 〃

낙동강(울산15) 남구 용연동  581-8 공업 〃

낙동강(울산16) 북구 효문동  683-1 생활 〃

낙동강(울산17) 북구 효문동  800-1 공업 〃

낙동강(울산18) 북구 효문동  811-3 공업 〃

낙동강(울산19)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1040 공업 〃

낙동강(울산20)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383-1 생활 〃

낙동강(울산21)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876-1 공업 〃

낙동강(울산22)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생활 〃

낙동강(울산23)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222-1 생활 〃

낙동강(울산24)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29-12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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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          치 주 용 도 측 정 기 관

낙동강(울산25)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304 생활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울산26)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408 생활 〃

낙동강(울산27)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950 생활 〃

낙동강(울산28)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01 공업 〃

낙동강(울산29)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40-25 공업 〃

낙동강(울산30)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772-2 공업 〃

울 산 1 중구유곡동  91-37 생활 울산광역시

울 산 2 중구 약사동  7B 5N 생활 〃

울 산 3 중구 다운동  578-11 생활 〃

울 산 4 중구 동동  830-7 생활 〃

울 산 5 중구 태화동  846 생활 〃

울 산 6 남구 선암동 559-11 생활 〃

울 산 7 남구 신정동 산109-6 생활 〃

울 산 8 남구 무거동 464-1 생활 〃

울 산 9 남구 야음동 789-6 생활 〃

울   산  1 0 남구 무거동 1547-3 생활 〃

울   산  1 1 동구 서부동  955-3 생활 〃

울   산  1 2 동구 화정동  산172-1 생활 〃

울   산  1 3 동구 방어동  1000-6 생활 〃

울   산  1 4 동구 주전동  235 생활 〃

울   산  1 5 북구 양정동  산107 생활 〃

울   산  1 6 북구 창평동  391-1 생활 〃

울   산  1 7 북구 중산동  621 생활 〃

울   산  1 8 북구연암동  산 42-1 생활 〃

울   산  1 9 북구 화봉동  453 생활 〃

울   산  2 0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271-4 생활 〃

울   산  2 1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49-6 생활 〃

울   산  2 2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산182 생활 〃

울   산  2 3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266-2 생활 〃

울   산  2 4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674 생활 〃

※자료：건설도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