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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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

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며,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

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하며,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 하수도를 제외하며, “개인

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

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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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물질인 질소, 인을 제거하는 고도처리가 있다.

2014년말 전국의 597개 하수처리장 중 고도처리공법을 적용하는 하수처리장은 

554개소(93%)이며, 전통적 공법(표준활성오니, 장기포기 등)은 7%인 43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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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 4 12 7 12 3 2 7 5

용량(천톤/일) 24,752 4,980 1,860 1,874 1,054 736 901 614 46

시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설수 142 55 34 59 45 69 66 67 8

용량(천톤/일) 5,942 700 581 648 989 693 1,387 1,528 219

※ 자료：환경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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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되었으며, 2015년 9월부터 

농소수질개선사업소의 시험가동으로 처리용량이 714천톤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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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7
(100)

127
(21.3)

184
(30.8)

80
(13.4)

123
(20.6)

29
(4.9)

42
(7.0)

12
(2.0)

용량(천톤/일)
(비율, %)

24,752
(100)

84
(0.5)

433
(1.7)

550
(2.2)

2,825
(11.4)

1,938
(7.8)

8,788
(35.5)

10,134
(40.9)

※ 자료：환경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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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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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말 현재 98.8%이다.

【표 Ⅲ-7-6】

하수도 보급률 추이

(단위：%)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보급률 92 92.2 92.3 92.4 94.0 95.1 97.0 97.9 98.1 98.8

※자료：하수관리과

【표 Ⅲ-7-7】

전국 하수도 보급률 현황(2014년 기준)

(단위：%)

전 국 울 산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92.5 98.1 100 99.2 98.3 97.6 98.6 97.4

※ 자료：환경부(2014 하수도통계)

2. 하수관로 설치

하수처리장 건설과 아울러 지선관로를 지속적으로 부설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등에 따른 관로 설치로 2015년말 현재 우리 시의 하수관로는 오ㆍ우수를 별

도의 관으로 배제하는 분류식 오수관 2,014km, 분류식 우수관 2,022㎞, 오ㆍ우수를 

동시에 배제하는 합류식관 92㎞로 총 연장 4,128㎞의 하수관이 부설되었고, 총계획

연장 5,022㎞(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30년 계획연장)의 82.2%가 설치되어 있다. 전국

하수관로 보급률은 2014년도 환경부 통계자료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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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8】

하수관로 현황(2015년 기준)

(단위：m)

구     분 계획연장 시설연장 보급률(%) 비 고

총    계 5,022,782 4,128,722 82.2

분

류

식

계 5,022,782 4,036,753 80.4

오

수

소 계 2,623,727 2,014,245 76.8

중 구 285,091 263,213 92.3

남 구 376,680 433,435 100

동 구 209,143 166,636 79.8

북 구 453,497 283,575 62.5

울주군 1,299,327 867,386 66.8

우

수

소 계 2,399,056 2,022,508 84.3

중 구 430,817 364,846 84.7

남 구 658,236 655,897 99.6

동 구 285,010 193,058 67.7

북 구 237,281 271,628 100

울주군 787,712 537,079 68.2

합

류

식

계 - 91,969 1.8

중 구 - - -

남 구 - 5,448 0.8

동 구 - 27,987 2.7

북 구 - 17,344 2.5

울주군 - 41,190 1.9

주) 계획연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 2030년의 계획연장임 ※ 자료：하수관리과

【표 Ⅲ-7-9】

전국 하수관로 보급률(2014년 기준)

(단위：%)

전 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77.8 100.0 58.8 89.4 85.5 62.8 95.8 80.8

※ 자료：환경부(2014 하수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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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하수처리율을 제고하고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용연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250천㎥/일이나 유입량이 249천

㎥/일으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 부하량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유화학

공업단지 내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1일 85,000㎥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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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연·방어진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부하량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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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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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해역 오염

예방을 위하여 용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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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하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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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백만원) 비고관로

(km)
중계펌프장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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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 당사 13.7 배수설비 421 2009 ~ 2012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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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 지선관로 2차 61 배수설비  1,459 2010 ~ 2015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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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3,800 공사중
방어진하수관로정비 (BTL) 129.3 배수설비 11,276 2007 ~ 2011 90,490

언양하수관로정비 (BTL) 146.3 배수설비  7,718 2010 ~ 2014 90,531

※자료：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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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13】
하수관로 정비

구     분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141.3 640,086

학성․옥교 하수관로 정비 2004.12 ~ 2007.03 하수관정비 33.0 13,879

신정․반구 하수관로 정비 2006.05 ~ 2009.11 하수관정비 30.4 12,754

신정동일원 하수관로 정비 2008.01 ~ 2008.12 하수관정비  1.8 1,415

삼호동일원 하수관로 정비 2009.01 ~ 2009.11 하수관정비  3.9 1,124

무거천일원 하수관로 정비 2010.01 ~ 2010.12 하수관정비 11.7 1,650

태화강우안(야음·대현)하수관로 정비 2011.06 ~ 2014.06 하수관정비 12.4 4,471

태화강좌안(중앙·우정)하수관로 정비 2011.06 ~ 2014.10 하수관정비 16.24 10,793

태화강좌안(삼산·옥동)하수관로 정비 2011.11~ 2014.10 하수관정비 31.9 18,000

※자료：하수관리과

중, 남구 지역은 분류식 관로 설치 지역으로서 하수차집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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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19개의 배출사업장에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를 하였는데 용연하수처

리장 계통의 SK(주)외 7개 업체 1일 34천㎥과 온산하수처리장 계통 S-oil(주)외 6개 

업체 1일 30천㎥, 방어진처리구역의 현대중공업(주)외 1개 업체 1일 2천㎥, 언양처

리구역의 삼성SDI(주)외 1개 업체 1일 6천㎥의 폐수가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되고 

있어 수질이 양호한 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이중처리하지 않음으로써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및 기업체 배수설비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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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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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 매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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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처리장 196 196
의무
면제

동해

㈜지에스
엔텍

(2015.6.12)

남구 용잠로
353

방지시설 설치
의무 면제

180 180
설치
면제

동해

㈜효성
용연3공장
(2015.12.24)

남구 용연로
130

방지시설 설치
의무 면제

158.4 158.4
설치
면제

외황강

온산하수
처리구역

S-oil㈜

(‘99.9.20)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60

제1폐수처리장 13,680 11,300
물리
화학

동해

S-oil㈜

(‘9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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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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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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공사
(2010.8.20)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300

폐수처리장 750 750
물리
화학

학남천

대륙금속(주)

(2015.12.28)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944

방지시설 설치
의무 면제

60 60
설치
면제

외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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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주)

(2015.1.14)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0

폐수처리장 1,200 1,200
물리
화학

동해

현대중공업(주)

해양사업부
(2015.2.27)

동구 방어진
순화도로 400

폐수처리장 300 300
물리
화학

동해

언양하수
처리구역

삼성SDI㈜

(2010.6.1)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818

종합폐수처리장 11,000 4,000
물리
화학

상천천

㈜효성
언양공장
(2015.8.6)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514

폐수처리장 4,736.3 1,500
물리
화학

태화강

※ 자료：하수관리과

5. 하수도 사용료 

2015년 하수도사용량은 186,529천톤이며, 하수도사용료는 84,045백만원을 부과하

였다. 공급단가는 하수처리원가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62.9%이다.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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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15】

2015년 하수도 사용량 및 사용료 부과현황

(단위 : 천톤, 천원)

구분 계 중부사업소 남부사업소 동부사업소 북부사업소 울주사업소 양산시

사용량 186,529 22,740 68,753 24,547 23,520 34,965 12,004

사용료 84,045,142 9,821,418 32,391,283 11,525,756 10,487,393 15,503,146 4,316,146

※자료：하수관리과

【표 Ⅲ-7-16】

2015년 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현황

구    분
연간사용량

(천톤)

총부과액
(백만원)

톤당원가
(원/톤)

톤당요금
(원/톤)

현실화율
(%)

울    산 186,529 84,045 450.6 716.6 62.9

부    산 374,137 206,162 551.0 730.1 75.5

대    구 289,018 127,789 442.1 601.49 73.5

인    천 294,263 141,978 482.5 565.8 82.4

광    주 154,855 60,355 389.8 645.6 60.4

대    전 161,227 62,429 387.2 616.9 62.8

※자료：하수관리과

한편 상수도 이외의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건은 총 2,853건이다.

【표 Ⅲ-7-17】

지하수 하수도 사용료 부과 현황
(2015년 12월말, 단위 : 건)

구   분 계 일반용 가정용 목욕탕용 산업용

계 2,853 1,041 871 211 730

중 부 사 업 소 346 123 165 58 -

남 부 사 업 소 379 175 76 61 67

동 부 사 업 소 339 153 158 25 3

북 부 사 업 소 426 184 187 21 34

울 주 사 업 소 849 274 216 35 324

회야하수처리장 514 132 69 11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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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해역 수질

개선에 기여하게 되었다.

【표 Ⅲ-7-18】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시설현황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건설기간 처리방법

남구 용연로 360 108,338 250,000 2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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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수질 현황
(단위：㎎/ℓ)

구   분 BOD COD SS T-N T-P

유 입 수 109.8 73.8 170.6 35.73 3.056

방 류 수 3.5 15.7 5.1 13.8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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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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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수질 현황
(단위：㎎/ℓ)

구  분 BOD COD SS T-N T-P

유 입 수 129.4 81.1 162.5 31.6 2.1

방 류 수 3.6 14.1 3.9 11.6 0.1

방류수기준 10 40 10 20 2

※ 자료：하수관리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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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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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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회야수질개선사업소 수질 현황

(단위：㎎/ℓ)

구 분 BOD COD SS T-N T-P

유 입 수 163.6 89.4 161.4 30.6 3.1

방 류 수 2.3 8.9 1.7 5.7 0.5

방류수기준 10 40 10 20 2

※ 자료：하수관리과, 회야수질개선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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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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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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수질 현황

(단위：㎎/ℓ)

구   분 BOD COD SS T-N T-P

유 입 수 126.6 96.3 142.5 50.1 5.2

방 류 수 2.7 8.5 2.8 7.6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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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 115,322

‘00. 1. ～

’05. 8.
MLE공법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최초침전지 10지, 최종침전지 10지,

반응조 5지, 방류펌프동 1동,

농축조 2지, 탈수기 2대

차집관로 : 34.1㎞

방류관로 : 5.6㎞
31개소

【표 Ⅲ-7-27】

2015년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수질현황

(단위：㎎/ℓ)

구분 BOD COD SS T-N T-P

유입수 174.7 114.7 174.0 49.3 5.1

방류수 2.8 11.3 2.7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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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49

‘10. 3.15 ～

’12. 9.14
MSBR공법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침사지 2지, 1차침전지 4지,

생물반응조 2지, 고속응집침전지 2지,

슬러지 농축기 2대, 탈수기 2대
차집관로 : 5.62㎞ 6개소

【표 Ⅲ-7-29】

2015년 굴화수질개선사업소 수질현황

(단위：㎎/ℓ)

구분 BOD COD SS T-N T-P

유입수 209.4 153.8 303.2 43.9 5.2

방류수 1.7 7.9 1.6 4.2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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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3.15 ～

’12. 9.14
ACS공법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유량조정조 1지, 침사지 1지,

생물반응조 2지, 최종침전지 2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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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7-31】

2015년 강동수질개선사업소 수질현황

(단위：㎎/ℓ)

구분 BOD COD SS T-N T-P

유입수 166.6 125.9 130.8 40.7 5.0

방류수 1.7 8.4 1.6 6.6 0.4

방류수기준 10 18 10 20 2

※ 자료：하수관리과, 강동수질개선사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