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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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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일

생활오수 발생량은 263,196㎥로 전년 대비 18,954톤이 감소하였다.

【그림 Ⅲ-6-1】

연도별 생활오수 발생량

※ 자료：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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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1】

1인 1일 오수 발생량

연 도 별 1996 2001 2009 2010 2011 2012

1인1일 오수발생량(ℓ) 262 228 219 226 225 225

※ 자료：하수관리과

2. 산업폐수

201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관내 폐수배출업소는 총 1,030개소이며, 시에서

는 국가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외 1~3종 사업장 414개소를 관리하고, 국가산업단

지외 4, 5종 사업장 616개소는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산업폐수는 2011년도에 1,014개 폐수배출업소에서 약 376,000㎥/일이 발생되었고,

2012년도에도 1,030개 폐수배출업소에서 약 379,000㎥/일이 발생되고 있다.

【표 Ⅲ-6-2】

종별 폐수배출업소 현황

(2012. 12. 31)

구 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1,030 45 21 38 62 864

시 414 45 21 38 49 261

구․군 616 - - - 13 603

※ 자료：환경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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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2. 31)

계
금속

제품

화학

제품

고 무 및

플라스틱

코크스

석 유

비금속

광 물
종 이

목재및

나 무

음식

료품

섬유

제품

기타

시설

1,030 137 154 28 2 45 3 1 30 6 624

※ 자료：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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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육호수(계) 3,138 2,990 2,965 2,760 2,658 2,564 2,636 2,494

소 ․ 말 3,007 2,868 2,870 2,658 2,560 2,488 2,575 2,438

젖 소 28 25 23 21 21 17 17 17

돼 지 103 97 72 81 77 59 44 39

【그림 Ⅲ-6-2】

산업폐수 발생량 추이

` (2012. 12. 31)

※ 자료：환경관리과

3. 가축분뇨

가. 가축사육 현황

가축사육현황은 2012년말 현재 소(말 포함), 돼지 등의 사육가구는 2,494호이다.

사육호수의 경우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7년부터 지속

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육두수의 경우 소는 2005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젖소, 돼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내 연도별 축산농가 추이 및 가축 종류별 사육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Ⅲ-6-4】

축산농가 및 사육 추이

■ 환경보전대책■ 환경보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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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육두수(계) 75,574 72,380 68,363 67,612 68,037 76,264 69,644 73,292

소 ․ 말 26,194 27,451 30,382 31,902 32,596 34,438 36,069 35,990

젖 소 1,773 1,707 1,463 1,227 1,311 1,213 1,295 1,295

돼 지 47,607 43,222 36,518 34,483 34,130 40,613 32,280 36,007

※ 자료：농축산과

나.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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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에 섞인 것을 말하며, 오염부하량이 높아 미처리 방류시 유기물질, 질소, 인 등의

하천유입으로 수질악화 및 호소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며 상수원 및 농업용수를 오

염시킬 뿐만 아니라 악취 및 해충피해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육두수의 감소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도 1997년 1일 1,804㎥의 최고발생 이후

2001년에는 1일 997㎥로 56% 감소한 뒤 경기 호황 등 가축사육 여건에 따라 가축

사육 두수와 가축분뇨의 발생량도 증가 또는 감소 추이를 나타내며, 2012년도에는

597㎥에 이르고 있다.

【그림 Ⅲ-6-3】

가축분뇨 발생량 추이

※ 자료:환경부 고시(사육두수 및 가축별 배출원 단위 축산폐수량 산정)

■ 환경보전대책■ 환경보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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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 ․ 폐수 발생량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의 총 발생량은 2012년도 642,793㎥/일로서 2011년

도 658,729㎥/일에 비해 약 2.4% 감소하였다.

【그림 Ⅲ-6-4】

오․폐수 발생량 추이

※ 주) 오․폐수 총발생량은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를 합산한 수치

■ 환경보전대책■ 환경보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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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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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196㎥이 발생되고 그 중 97%인 255,222㎥은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생활오수는 1차적으로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서 (총 33,101개소) 정화․처리되고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2차적으

로 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최종 처리되고 있다.

【표 Ⅲ-6-5】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현황
(2012. 12. 31)

구 분 계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계 33,101 4,178 28,923

중 구 8,415 120 8,295

남 구 13,695 299 13,396

동 구 367 94 273

북 구 2,739 679 2,060

울 주 군 7,885 2,986 4,899

※ 자료：하수관리과

■ 환경보전대책■ 환경보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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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은

2012년의 경우 총 983개 시설을 실시하였고, 이중 19개 위반시설을 적발하여 개선

명령 및 과태료 20,580천원을 부과․징수하였다.

【표 Ⅲ-6-6】

2012년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적

구 분 점검시설수 위반시설수
조 치 내 역

개선명령 과태료(천원)

계 983 19 19 20,580

중 구 64 6 6 4,500

남 구 737 2 2 880

동 구 37 - - -

북 구 27 - - -

울주군 118 11 11 15,200

※ 자료：하수관리과

나. 분뇨발생량 및 처리현황

우리 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분뇨발생량은 연간 425,774㎘로서 1일 평균 1,166㎘이

며, 이중 수세화 처리와 자연감량 등 731㎘/일을 제외한 435㎘/일을 수거처리 하

고 있으며, 수거분뇨는 대부분 정화조 오니가 수거되고 있다.

1일 평균 분뇨수거량 435㎘중 401㎘는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34㎘는 용연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고 있다.

■ 환경보전대책■ 환경보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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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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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천위생
처리장)계 분뇨 정화조

2005년 399,713 149,585 250,128 3,379 246,749 1,095 685

2006년 402,590 166,908 235,682 2,031 233,651 1,102 645

2007년 406,171 174,489 231,682 1,081 230,601 1,113 635

2008년 411,355 191,260 220,095 730 219,365 1,127 618

2009년 412,376 191,612 220,764 704 220,060 1,129 604

2010년 416,940 219,303 197,637 - 197,637 1,142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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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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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뇨관련 영업자 관리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오니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야 정화효율 및 방류

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며 하천수질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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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31일 현재 관내 분뇨관련 영업허가 업체는 분뇨수집․운반업 30개

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4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5개소가 영업

중에 있다.

■ 환경보전대책■ 환경보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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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8】

분뇨관련 영업허가업체 현황

(2012. 12. 31)

지 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분뇨수집/운반업

계 4 5 30

중 구 2 4 6

남 구 - - 15

동 구 1 1 2

북 구 - - 3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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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정 화 조 청 소 분뇨 수집․운반

(18ℓ당)기본 0.75㎥당 초과 0.1㎥당

중, 남, 동, 북구 11,045 772 177

울 주 군 9,604 658 142

※ 자료：하수관리과

라. 분뇨처리시설 운영

우리 시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여천위생처리장을 운영

하고 있다.

■ 환경보전대책■ 환경보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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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위생처리장은 1977년 11월 23일 울산시 조례 제58호에 의거 남구 여천동

1265번지에 1차로 1일 처리능력 100㎘ 규모의 시설(총 부지면적 38,079㎡, 건물면적

3,054㎡)을 건설하여 운영해 오다가 1983년 12월 1일자로 처리능력 200㎘를 증설하

여 1일 300㎘의 분뇨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로 분뇨반입량이 증가하게 되고 방류수 기준이 강화됨에 따

라 기존의 혐기성소화방식으로는 방류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1996년 12월부터

사업비 2,454백만원을 투입하여 특수미생물(바실러스균)을 이용한 호기성소화방식으

로 시설을 개량하여 1997년 12월 20일 준공․운영 중에 있다.

바실러스균을 이용한 호기성소화방식은 일본 이나시의 분뇨처리방법을 도입한

것으로서 근본적 목적인 방류수 수질개선은 물론 희석수 절감, 악취감소 등에 탁월

한 효과를 보이며, 시설용량 면에서도 480㎘/일까지 처리 가능하여 처리효율이 증

대되었을 뿐 아니라 그간 방류수 탁도와 악취 등으로 인해 발생된 주민 민원해소

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Ⅲ-6-10】

2012년 여천위생처리장 수질 현황

(단위：㎎/ℓ)

구분 BOD COD SS T-N T-P

유입수 3,282 2,528 4,963 568.000 72.000

방류수 2.5 26.6 6.3 26.227 0.350

방류수기준 30 50 30 60 8

※ 자료：하수관리과, 여천위생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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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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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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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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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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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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892 33 3 13 1 4 12 18

2008년 1,214 27 19 5 - - 3 5(5)

2009년 971 19 13 2 1 - 3 3(3)

2010년 822 25 15 1 - 3 6 6(6)

2011년 916 28 17 - 3 - 8 3(3)

2012년 1,084 41 24 5 1 2 9 7(7)

※ 자료：환경관리과

수질오염감시를 위하여 1일 700㎥이상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2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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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사가 수질TMS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측정항목은 6개항목(pH, BOD, COD, SS, T-N, T-P)으로 그 측정자료로 배출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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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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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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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에는 수질 1~4종 사업장 중 하수처리장 유입제외 67개소 사업장 중 방

류수수질기준(BOD 20, COD 40, SS 20)을 초과한 사업장 10개소에 대하여 4,818천

원의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였다. 2013년부터는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BOD 10,

COD 40, SS 10)되어 사업장에서는 방류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업체 지도․점검을 통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33개 사업장에 대하여

27,428,623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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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3 80,708 12 11,759

2008 12 31,459 18 38,713

2009 8 5,964 22 88,479

2010 14 51,998 14 21,028

2011 12 27,490 9 5,005,823

2012 10 4,818 33 27,428,623

※ 자료：환경관리과

【표 Ⅲ-6-14】

수질배출부과금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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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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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초과 부과금 기본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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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말 현재 872가구로서 대부분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허가 및 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Ⅲ-6-15】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2012 12. 31, 단위：개소)

구 분 계 허가배출시설 신고배출시설

계 942 78 864

중 구 4 - 4

남 구 1 - 1

동 구 - - -

북 구 61 6 55

울 주 군 876 72 804

※ 자료：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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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별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은 허가대상 시설의 경우 총 78개소 중 퇴비

화가 64개소, 액비화가 9개소, 재활용․기타 5개소이며, 신고대상시설의 경우 총

864개소 중 퇴비화가 797개소, 액비화가 41개소, 재활용․기타 26개소이다.

【표 Ⅲ-6-16】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현황

(단위：개소)

구 분 계 퇴비화 액비화 재활용 기타

허가대상 78 64 9 2 3

신고대상 864 797 41 10 16

※ 자료：환경관리과

가축 분뇨의 특성상 고농도임을 감안할때 규제미만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

는 가축분뇨 발생량에 대한 관리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 시에서는 대곡댐의 수자원보호를 위하여 댐 상류 주변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신고대상 미만)는 가축분뇨 저장조 설치 후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에서 연계처리를 위하여 관로공사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타 지역의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축산농가별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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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에는 872개소에 대하여 가축

분뇨의 적정처리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정상적 운영․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한 결

과 위반시설 10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아울러 축산업 종

사자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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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17】

가축분뇨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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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434 3 2 - 1

2007년 713 4 4 - -

2008년 668 4 - - 4

2009년 738 6 - - 6

2010년 799 9 6 - 7

2011년 869 6 6 - 4

2012년 872 10 10 - 4

※자료：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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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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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38% 등 평균 77.0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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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에는 약 95

억원의 사업비로 정자천 등 4개 하천에 대하여 자연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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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주요지점 52개소의 수

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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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19】

수질측정망 지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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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소2동 (이화제일APT 옆) 〃 지류

신 답 Ⅱ 북구 농소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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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기준 채 수 지 점 조사기관 비고

호소수

(9)

태화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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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댐2 Ⅰb 울주군 범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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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

회야호2 Ⅰb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방류구 부근)

〃 〃

기 타 선암댐 - 남구 선암동 (댐 중앙) 한국수자원공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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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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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 계 지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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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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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태
화
강

상류 BOD 1.3 1.0 0.8 0.8 0.8 0.7 0.6 0.7 1.0 0.8

하류 BOD 2.7 3.2 2.7 3.2 1.7 2.0 2.0 2.0 1.9 1.9

회 야 강 BOD 2.4 3.6 3.7 4.2 2.7 2.9 2.8 2.4 2.7 2.2

동 천 BOD 1.8 2.6 3.1 3.4 1.8 2.2 1.5 1.4 1.7 1.5

※ 자료：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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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5】

연도별 BOD 변화 추이

※ 자료：환경정책과

수질측정망에서 측정된 태화강 상․하류 및 회야강의 연도별 수질 농도(1997～

2012)추이는 다음과 같다. 1)

【그림 Ⅲ-6-6】

연도별 태화강 상류 BOD 변화 추이

※ 자료：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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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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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Ⅲ-6-8】

연도별 회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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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과 2012년에는 1.9㎎/ℓ로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의 ’

좋음‘ 등급(Ⅰb)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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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태화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유입오수차단시설설치,

태화강 퇴적오니 준설 및 하도정비사업, 언양 방어진 수질개선사업소 준공,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 저장조 설치사업,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수질개선제 투입

등 각종 사업이 추진된 결과이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질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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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등급에서 2007년 2.7㎎/ℓ Ⅱ등급으로 개선된 이후 2012년 2.2㎎/ℓ으로 거의 변

화가 없이 Ⅱ등급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태화강 지점별 수질오염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6-9】

2012년태화강 지점별 수질오염도(BOD)

※ 자료：환경정책과

4. 울산 4대강 마스터플랜

가. 배경

태화강은 우리시 중심을 관통하여 흐르는 110만 울산시민의 젖줄이다. 산업화,

도시화라는 급물결 속에 이수와 치수에만 국한된 하천관리로 인해 다양한 자연경

관과 생태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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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태화강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생태하천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태화

강은 계획적인 사업 실현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생태하천 태화강으로서 울산을 대

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었고, 대내적으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으로서 1등급 수

질로 개선되면서 연어, 은어, 황어가 돌아오고 수달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변모

하였으며, 태화강대공원을 비롯한 수변공간의 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국가적 평가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선도모델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내대표 생태하천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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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친환경 생태하천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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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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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014 2011~2018 2011~2018 2011~2018

사업비 4,377억원 2,307억원 1,988억원 8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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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대상으로 하며, 4개분야 50개사업에 총사업비 10,725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까지 추진하던 사업을 재정비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품격 높은 태화강 조성

을 기본 방향으로 3개 분야 2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4,377억원을 투입, 2014년

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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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복원, 친수수변공간 조성, 역사․문화 회복 등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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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BOD 기준 수질이 개선되고 일부구간 유지용수가 공

급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상기온 현상 및 연강수량 감소추세로 인

한 하천 건천화, 영양염류 유입 등으로 국가하천 적조현상의 발생구간이 삼호교부

근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하천에 편중된 이용시

설을 태화강 상류 개발 계획등과 함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연결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 동천

동천은 경주시 토함산에서 발원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와 중구를 지나 태화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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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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7억원의 사업비로

2011~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천은 도시화와 개발로 인한 건천화와 수질오염에서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맑고

깨끗한 다시 찾고 싶은 동천을 만들기 위해 유지유량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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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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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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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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면받고 있는 외황강 수변공간을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수변 생태기능

이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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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억원의 사업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4) 회야강

회야강은 울주군과 경남 양산시 웅상읍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하천연장 99.8㎞

로 중류부에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생활용수공급용인 회야호가 위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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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댐하류부는 하천유지용수 확보 및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야강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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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젖줄, 젊음과 낭만이 있는 회야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수질․유량 확보

와 친환경적 하천정비를 통하여 회야강이 자연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하천생태계로

변화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본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경남 양산시계인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회야교에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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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억원으로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다. 주요내용

1) 태화강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굴화하수처리장을 건설하였고, 언양과 반천․서사마을

에 지선관거를 부설하는 등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태화강 하류 좌․우안 관거를 정

비하여 본류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제어하며, 태화강 상류지역의 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언양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언양시가지로 도수 방류할 계획이며,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개발 잠재성이 높은 언양 역세권 지역을 고려하여 범서 척과

에 소규모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인 생태복원을 위하여 선바위에서 굴화지구에 이르는 중류지역에는 생태

하천정비 및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여름철 백로와 겨울철 떼까

마귀의 도심 최대 도래지인 삼호지구에 태화강 철새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태화

교 ~ 학성교 구간 생태하천 조성, 중․상류의 습지에 수변식물 및 호안식재 등의

자연형 호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연어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회귀의 장소도 상

류로 확대됨에 따라 태화강 연어를 지역의 생태․문화․사회적 상징생물로 보존하

며 다양한 수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연어 관찰데크 설치, 멸종위기종인 수달보호지

구를 지정하여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대표어종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

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9개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친수․레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둔치시설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접근성을

개선을 위하여 남구와 둔치를 잇는 보행 육갑문을 설치하고, 태화강의 전 구간에

걸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 및 계획구간과 단절구간을 연결한 자전거

순환도로망을 조성하여 울산 시민이 건강하게 태화강을 즐길 수 있는 레저공간으

로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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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유역에 분포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유도 할 수 있도록 태화루를 복원하고 대표적인 누정건축인 태화루, 이

휴정, 입암정, 관서정, 작천정에 시비 건립, 학성공원 ~ 충의사 구간에 역사문화거

리 조성, 천전마을 ~ 반구대암각화 구간 등 선사문화 탐방로 조성, 태화강 발원지

인 탑골샘에서 하류까지의 태화강 백리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동천

동천은 하상의 토사퇴적이 심하고 대부분 모래와 자갈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

수의 하천수가 복류하기 때문에 유지유량이 부족하므로 하천 생태계 유지와 경관

성 회복을 위하여 유지유량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동천 수질은 목표수질 Ⅱ

등급의 수질을 만족하고 있으나, 2015년 계획중인 농소하수처리시설, 상류지역 주

택단지와 산업단지의 개발과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되는 점․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위협이 존재하므로 목표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수질개선대책이 요구된다.

동천의 유지유량확보대책으로 하도정비와 신설예정인 농소하수처리장 방류수 재

이용사업을 계획하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농소지선관거 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생태복원 및 보존을 위하여 자연형 호안 정비, 여울․소․중도․어도․수초 조

성, 식생대 및 조류서식처의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동천 유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와 시지정 기념물 6개소 및 문화재자료 1개

소로 총 9개소의 문화재와 산전샘, 반구동 토성 등 역사 깊은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묻혀 있던 역사를 재조명할 기회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동천에 근접해

있고 국가지정문화재인 병영성의 경우 유적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성곽길의 이용이

가능하며 신우대 군락이 형성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역사성 회복이 필요하다.

병영성과 산전샘 및 반구동 토성의 역사적 요소와 동천제방의 꽃길을 이용하여

역사문화 탐방로를 조성하고, 친숙한 동천을 구현하기 위해서 경사로와 자전거 횡

단로 등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이용시설 설치와 교량 리모델링을 통

한 이미지개선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인구밀집지역을 우선으로 자전거도

로와 산책로를 조성하는 친수․레저 분야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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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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폐수처리장 건설을 완료하였고, 하천 정비 및 퇴적오니 준설

등 수질오염원 제거를 위한 하수관거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청량천과 두왕천이 합류되는 지점 하류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관이 수려한

갈대숲이 조성되어 있고, 조류가 관찰되는 지역으로 식생 또는 새를 관찰할 수 있

도록 갈대탐방로, 탐조대, 조류생태공원 조성 등 생태관찰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기수역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서

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으로 종 다양성이 풍부하다. 이런 특징을 살려 수질정

화습지 및 습지생태계 조성 등 자연자정지구를 조성하는 등 생태복원사업을 계획

하고 있다.

외황강은 역사․문화자원이 위치하고 공단에 둘러싸여 있어 산업단지로부터 진

입이 용이한 주변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휴식공간 조성, 처용공원을 스토

리텔링식 역사공원으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4) 회야강

회야강은 상류지역인 양산시 웅상읍의 급격한 도시화와 공단조성과 댐건설로 인

한 상․하류의 단절로 수질환경이 악화되었다. 회야강 상류는 농업 및 축산업으로

인한 오염과 하도 횡단구조물에 의한 오염악화, 하류 하수처리수 유입과 덕신토구

오수 유입 등 오염원이 산재되어 있다. 회야하수처리구역인 웅상지역의 지선관거를

부설하고, 덕신시가지 일원 및 삼평～서생교 구간에 대한 하상오니를 준설하고 수

질정화 수로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회야댐에 의한

상․하류 단절로 인해 댐 직하류부의 부족한 유량확보를 위해 망양․석천지구 지

하수 개발하고 삼평양수장에 송수관을 매설하는 물 순환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회야강은 덕신지구 등 일부구간을 제외하면 자연하천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횡단구조물과 제방 등 인공적인 요소들로 인해 훼손된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밀생태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건강증진과 건강한 공동사회 형성, 동선의 연

속성 확보 및 하천으로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회야강 테마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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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신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하서 연안구역과 삼평 하천구역에 생태습지 조성, 진하

와 강양에 해양레저시설을 조성하여 진하해수욕장, 간절곶으로 연결되는 울산최대

하천․해양복합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5. 수계별 민 ․ 관 하천감시

환경문제에 대한 민․관의 공통된 의식을 바탕으로 민․관이 합동하여 관내 62

개 주요지천에 대한 환경오염 감시기능 강화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민과 공무원 7,891명(공무원 2,063, 민간인 5,828)으로 수

계별 민․관 하천감시체제를 구축하였다.

민․관 하천감시체계는 환경관계 공무원과 환경에 관심이 많은 민간인을 대상으

로 자율하천감시반을 구성․운영하여 정기적인 하천순찰을 통하여 오염물질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질오염사고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Ⅲ-6-10】

하천감시 체계도 및 기능

하천감시 총괄반

시 환경관리과

공공감시기능 민간자율감시기능

(공 무 원) (시 민)

시 환경관리 구․군 환경
관리․위생과 관할 읍․면․동 읍․면․동 민간단체 및

기 업 체

(수질지도담당) (수질지도담당) (읍․면․동장) (이장․통장) (모니터 요원)

∙오염사고
방제보고,
상황전파

∙오염원추적
조사, 행위자
조치

∙환경순찰
(월1회 이상,
전구간)

∙하천순찰
(월1회 이상,
전구간)

∙오염원조사
및 변동사항
발견시 보고

∙환경(지천)
순찰
(월2회 이상,
전구간)

∙오염행위신고
∙하천정화활동
참여

∙환경순찰
(주1회 이상)

∙오염행위신고
∙하천정화활동
참여

∙환경순찰
(자율)

※ 자료：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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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하수자원 관리

1. 먹는 물 관리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에 대한 시의 기본책무는 상수도시설을 통한 맑고 깨끗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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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에 2개 업체가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

고 있다.

【표 Ⅲ-6-22】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

(2012. 12. 31)

업 소 명 소 재 지 허가일자 취수계획량
(㎥/일) 비고

(주 ) 삼정샘물 울주 두서 구량 312-1 1997. 5. 1 691 영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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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환경관리과

2.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커지면서 도시인근의 등산로 및 사찰, 유원지,

체육공원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의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약수터의 수질 안전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상시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인 시설과 50인 미만이라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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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주변청소 및 시설물

을 보수하는 등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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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시는 관내 20개소의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표 Ⅲ-6-23】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 현황

(2012. 12. 31)

구분 구 별
지정

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1일평균

이용자

비 고

(지정일자)

계 20 2,050

약

수

터

(20)

중 구

(1)
1-1 약 사 제1약 수 터 중구 약사동 산27 200 1995. 7.12

남 구

(3)

2-1 새 다 골 약 수 터 남구 성암동 산21 150 1995. 7.12

2-2 정 골 약 수 터 남구 무거2동 956 300 1998.12.21

2-3 와 와 약 수 터 남구 무거1동 1326 50 1998.12.21

동 구

(4)

3-1 동 축 사 약 수 터 동구 남목3동 동축사앞 50 1995. 7.12

3-2 신 한 약 수 터 동구 동부동 165-1 30 1998. 2.14

3-3 주 전 선 약 수 터 동구 동부동 산177-1 50 1998. 2.14

3-5 산 동 네 약 수 터 동구 화정동 산53 100 1998. 7.10

북 구

(7)

4-3 논골 약 수 터 북구 서부동 산65-1 100 1999. 3.25

4-4 차 일 약 수 터 북구 창평동 산47 50 1999. 3.12

4-5 찬물내기약수터 북구 양정동 산33-2 150 1996. 4.10

4-6 성내공원 약 수 터 북구 염포동 995-11 100 2003. 4.24

4-7 마 동 약 수 터 북구 매곡동 산129 100 2005. 8. 9

4-8 무 룡 산 약 수 터 북구 연암동 산2-2 100 2006. 4. 7

4-9 송 정 약 수 터 북구 송정동 산14-1 100 2006.10.24

울주군

(5)

5-1 금 산 골 약 수 터 온산읍 덕신리 258 70 1996. 7.22

5-2 인 성 암 약 수 터 서생면 서생리 산34 150 1996. 7.22

5-7 외 사 골 약 수 터 범서읍 서사리 산41-3 100 1998.12. 2

5-8 백 천 약 수 터 범서읍 굴화리 산38-8 70 1998.12. 2

5-9 영해마을약수터 청량면 율리 121-4 30 1999. 6.21

※자료：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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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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2. 31)

구 분 계 허 가 시 설 신 고 시 설

총 계 5,121 163 4,978

중 구 272 7 265

남 구 427 45 382

동 구 220 20 200

북 구 533 22 531

울 주 군 3669 69 3600

※자료：건설도로과

지하수 수질의 현황과 수질변화의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수질측정망은 50개 지점이 선정되어 있다. 이

중 지역지하수 측정망(일반지역)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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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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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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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동 846 생활 〃

울 산 3 중구 다운동 578-11 생활 〃

울 산 4 중구 동동 830-7 생활 〃

울 산 5 중구 약사동 7B 5N 생활 〃

울 산 6 동구 방어동 1000-6 생활 〃

울 산 7 동구 화정동 산172-1 생활 〃

울 산 8 동구 주전동 235 생활 〃

울 산 9 동구 서부동 122-3 생활 〃

울 산 1 0 동구 서부동 955-3 생활 〃

울 산 1 1 북구 창평동 391-1 생활 〃

울 산 1 2 북구 중산동 621 생활 〃

울 산 1 3 북구연암동 산 42-1 생활 〃

울 산 1 4 북구 양정동 산107 생활 〃

울 산 1 5 북구 화봉동 453 생활 〃

울 산 1 6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271-4 생활 〃

울 산 1 7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산182 생활 〃

울 산 1 8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49-6 생활 〃

울 산 1 9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266-2 생활 〃

울 산 2 0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674 생활 〃

※자료：건설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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