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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하 수 도 관 리

제1절 하수처리 체계

1. 하수의 발생 및 배제

일반적으로 하수란 생활이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를 포함한 오수와 우

수를 말하고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하수도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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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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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관거를 완전히 분리하여

오수는 오수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우수는 우수관거를 통해 하천

및 호소 등의 공공수역으로 배제하는 방식이며, 불완전분류식은 측구, 개거 등 기

존 관거를 최대한 우수관거로 활용하고 오수관거만 신설하는 방식으로 우리 시의

경우 기존 시가지에 많이 적용하고 있다.

합류식은 기존지역에서 우․오수를 단일관거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도심 지역

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우수기 공공수역 오염문제로 인하여 환경부에서는 합류식을

지양하고 있으며, 그 이외 합병식은 한지역내에서 분류식과 합류식을 동시에 활용

하는 방식으로 기개발지는 기존 합류식으로 하고 신개발지는 분류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2. 하수처리 공법 

하수가 관거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면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하천, 바다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된다. 하수처리공법에는 침전지를 이용한 1차

처리, 화학적 또는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를 2차 처리, 부영양화의 원인물

질인 질소, 인을 제거하는 경우 고도처리라고 하는데 2011년말 전국의 505개 하수

처리장 중 고도처리공법을 적용하는 하수처리장은 436개소(86%)이며, 전통적 공법

(표준활성오니, 장기포기 등)은 14%인 69개에 불과하나 시설확충․개선을 통해 고

도처리공법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표 Ⅲ-7-1】

전국 하수처리장 현황

시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시설수(개) 4 11 7 9 2 2 5 122

용량(천톤/일) 5,810 1,822 1,874 938 720 901 594 5,895

시 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설수 40 28 51 44 65 46 60 8

용량(천톤/일) 649 576 658 1,000 729 1,360 1,503 200

※자료：환경부 (2011년말 6개월 이상 가동한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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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의 회야하수처리장은 2008년 9월, 용연하수처리장은 2009년 10월 고도처

리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온산하수처리장은 총사업비 36,000백만원으로 고도처

리시설 공사를 2009년 6월 착공하여 2012년 6월 준공하였다. 또한 언양수질개선사

업소는 질소, 인 등을 제거하는 고도처리시설로서 2004년 10월 준공하였으며, 방어

진수질개선사업소는 2005년 8월 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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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5
(100)

87
(17.2)

155
(30.7)

77
(15.2)

104
(20.6)

30
(5.9)

38
(7.5)

14
(2.8)

용량(천톤/일)
(비율, %)

25,228
(100)

60
(0.2)

352
(1.4)

556
(2.2)

2,365
(9.4)

2,002
(7.9)

7,761
(30.8)

12,129
(48.1)

※ 자료：환경부 (2011년말 기준)

3. 공공하수도 사업추진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하수처리시

설 설치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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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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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ㆍ사용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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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987년에 중․남․동구 일원과 회야댐 상류의 상수원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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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읍 일원
A=165.76㎢ 2003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울산 전역, 양산시 웅상읍 일원

A=202.801㎢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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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서읍 일원

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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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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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1

방 어 진 하 수 처 리 구 역 ◦동구, 북구 일원(북구 강동동 제외) 34.751

언 양 하 수 처 리 구 역 ◦울주군 언양읍, 두동면, 두서면, 삼남면,
상북면 일원

15.959

농 소 하 수 처 리 구 역 ◦중구 및 북구 농소지역 7.31

강 동 하 수 처 리 구 역 ◦북구 강동일원 2.65

소 규 모 하 수 도
◦금천아름, 나사이주, 신리, 나사,
신암소규모하수도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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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읍

일원에 대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였으며, 2021년 울산도시기본

계획('02.12) 및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07.4)에 의한 2008년도에 울산광

역시 일원 및 양산시 웅상읍 일원에 대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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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공하수도 설치 및 확충

1. 하수도 보급률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장을 지속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하수도보급률(전체 인구 대비

하수 처리 인구)은 2012년말 현재 97%이다.

【표 Ⅲ-7-6】

하수도 보급률 추이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보급률

(%)
66.1 72.1 91.6 92 92.2 92.3 92.4 94.0 95.1 97.0

※자료：하수관리과

【표 Ⅲ-7-7】

전국 하수도 보급률 현황(2011년 기준)

(단위：%)

전 국 울 산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90.9 95.1 100 99.1 98.2 97.6 98.1 97.4

※자료：하수관리과

2. 하수관거 설치

하수처리장 건설과 아울러 지선관거를 지속적으로 부설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등에 따른 관거 설치로 2012년말 현재 우리 시의 하수관거는 오ㆍ우수를 별

도의 관으로 배제하는 분류식 오수관 1,936km, 분류식 우수관 1,931㎞, 오ㆍ우수를

동시에 배제하는 합류식관 146㎞로 총 연장 4,013㎞의 하수관이 부설되었고 총계획

연장 4,087㎞의 98.2%가 설치되어 있다. 전국 하수관거 보급률은 2011년도 환경부

통계자료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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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8】

하수관거 설비 현황(2012년 기준)

(단위：㎞)

구 분 계획연장 시설연장 설비율(%) 비 고

총 계 4,087 4,013 98.2

분

류

식

계 3,940 3,867 98.1

오

수

소 계 2,009 1,936 96.4

중 구 261 261 100.0

남 구 349 349 100.0

동 구 186 181 97.3

북 구 317 300 94.6

울주군 896 845 94.3

우

수

소 계 1,931 1,931 100.0

중 구 404 404 100.0

남 구 653 653 100.0

동 구 218 218 100.0

북 구 154 154 100.0

울주군 502 5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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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7-9】

전국 하수관거 보급률(2011년 기준)

(단위：%)

전 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73.4 100.0 48.4 85.5 69.8 93.8 79.4 93.7

※ 자료：2011 하수도통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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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하수처리율을 제고하고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용연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250천㎥/일이며, 적정처리용

량은 230천㎥/일이나 유입량이 249천㎥/일으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

부하량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일일 폐수 85,000㎥을 처리하는 용

암폐수처리장을 2011년 6월 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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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질개선사업소를 2005년 8월 준공하였으며, 울주군 서부지역인 언양, 두동, 두

서, 삼남, 상북면과 대곡댐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1일 60천㎥ 처리규모의

언양수질개선사업소를 2004년 10월 준공하였다.

또한 무거, 구영, 천상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용연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

였으나 천상, 구영지역에 대단위 주거지가 계속 들어섬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민자를 투입 2012년 9월 굴화하수처리장을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고, 방어진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부하량을 완화하고 중구 지역 및 북구

농소지역 발생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자를 투입 2016년 2월 준공목표로 농소

하수처리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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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ℓ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연안오염예방

을 위하여 2009년 10월 용연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사 완료하였으며, 온산하수처리

장은 2012년 6월 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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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11】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내역

처리장명 시설용량 처리구역 설치년도 사업비

온산하수처리장 120천㎥/일
온산공단,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웅촌면, 웅상일부
2009~2012 36,000백만원

※ 자료：하수관리과

【표 Ⅲ-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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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74 10 190 10 46 10 5 1.1

온 산 150,000 206 10 208 23 100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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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 관거 부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울주군 두동․두서면 일원의 대곡댐 지선관거 41.1㎞,

웅촌면 회야댐 지선관거 21.7㎞를 완료하였고, 방어진, 언양, 온산하수처리장 지선

관거도 지속적으로 부설계획이며, 하수관거정비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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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13】

지선관거 부설

구 분

공 사 내 역

공사기간 공사비
(백만원) 비고관거

(km)
중계펌프장

(개소)

회야댐상류 지선관거
21.7 2 2001 ~ 2005. 3 11,000 1차

10 2005 ~ 2006 2,575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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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소, 삼남지역 지선관리 60 2006 ~ 2010 91,500

언양하수처리구역 55 2005 ~ 2008 60,612

온양 웅촌지선관거 16.8 2006 ~ 2009 12,500

웅상지선관거 10.9 2005 ~ 2009 10,800

명촌지선관거 2.7 1 2008 ~ 2009 23,000

청량지선관거 15 1 2008 ~ 2009 6,000

방어진하수처리구역(농소) 36 배수설비 1,507 2009 ~ 2012 21,000 공사중

주전 당사 13.7 배수설비 421 2009 ~ 2012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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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 진선관거 2차 686 배수설비 1,604 2010 ~ 2014 22,000 〃

※자료：하수관리과

【표 Ⅲ-7-14】

하수관거 정비

구 분

공 사 내 역

공사기간
공사비

(백만원)
비고굴착

(km)

비굴착 (km)

전체보수 부분

중앙․우정 하수관거 9 9 522 2009 ~ 2014 10,793

삼산․옥동 하수관거 21.2 12.8 4,104 2009 ~ 2014 21,837

야음․대현 하수관거 9.9 0.06 18 2010 ~ 2014 5,278

방어진 하수관거 정비

(BTL)

관거 L = 148㎞

배수설비 : 11,276개소
2007 ~ 2011 98,915

언양하수관거정비
(BTL)

(청량, 온양, 언양,
삼남, 상북, 삼동)

L=156.9㎞

배수설비 7,515개소
2008 ~ 2014 92,635 공사중

※자료：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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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역 업 체 명 위 치

폐 수 배 출 시 설
처리

방법

방류

수역폐수처리장명
처리능력

(㎥/일)

배출량

(㎥/일)

용연하수

처리구역

SK(주)
(‘99.10.11)

남구 고사동
100 종합폐수처리장 31,600 19,057

생물
학적 동해

〃 제2종합
폐수처리장

18,000 9,345 〃 〃

남구 고사동
100

HOU
폐수처리장

6,240 2,222 〃 〃

노벨리스
코리아(주)

남구 여천동 1
SLAB주조
폐수처리장 255 105

물리
화학 태화강

〃 압연폐수
폐수처리장

1,000 150
생물
학적

〃

동양제철
화학(주)

(2001.12.11)

남구 여천동
388 종합폐수처리장 417 63

물리
화학 여천천

한솔케미칼(주)
(2012.4.12)

남구 여천동 231 폐수처리장 600 250
물리
화학

매암천

중, 남구 지역은 분류식 관거설치 지역으로서 하수차집관, 지선관로, 가정에서 오

수관까지 연결하는 가정오수관 연결이 완료되어 태화강은 도심하천 중 최고의 수

질을 유지하고 있다.

4. 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하수처리구역내의 모든 폐수 배출자는 하수처리장으로 폐수를 이송하기 위한 배

수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지만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시 준수하

고 공공수역에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유입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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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표 Ⅲ-7-15】

공공하수도 유입 제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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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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il(주)
(‘99.9.20)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60 제1폐수처리장 13,680 11,300

물리
화학 동해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20 제2폐수처리장 24,006 13,700

생물
학적 동해

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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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주공(주)
2공장
(2012.6.22)

온산읍 처용리
3-1

폐수처리장 50 40
물리
화학

외황강

부산주공(주)
(2012.8.1)

온산읍 학남리
60-4

폐수처리장 48 30
물리
화학

동해

언양하수

처리구역
삼성SDI
(2010.6.1)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818

종합폐수처리장 11,000 4,000
물리
화학

상천천

※ 자료：하수관리과

그 결과 10개의 배출사업장에 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허가를 하였는데 용연하수

처리장 계통의 SK(주) 외 3개 업체 1일 31천㎥과 온산하수처리장 계통 S-oil(주) 외

4개 업체 1일 29천㎥, 언양처리구역의 삼성SDI 1일 4천㎥의 폐수가 공공수역에 직

접 방류되고 있어 수질이 양호한 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이중처리하지 않음으로써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및 기업체 배수설비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있다.

5. 하수도 사용료 

2012년 하수도사용량은 172,457천톤이며, 하수도사용료는 70,745백만원을 부과

하였다. 공급단가는 하수처리원가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66.7%이다. 시민들의 쾌

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하

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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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16】

하수도 사용량 및 사용료 부과현황

(단위 : 천톤,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용량 사용료 사용량 사용료 사용량 사용료 사용량 사용료

계 181,198 52,534,061 191,146 68,845,566 185,151 68,330,285 172,457 70,745,586

중부사업소 21,402 6,119,630 21,716 7,518,160 21,559 7,698,584 21,154 8,530,185

남부사업소 87,460 25,878,865 89,042 34,333,112 79,708 31,958,439 66,388 29,582,918

동부사업소 22,059 6,669,766 21,978 8,128,636 22,397 8,684,910 21,795 9,380,857

북부사업소 19,143 5,387,557 20,078 7,176,233 21,310 7,555,603 21,085 8,545985

울주사업소 25,352 7,064,042 27,885 9,754,684 29,160 10,406,890 30,523 12,287,981

양 산 시 5,782 1,414,201 10,447 1,934,741 11,017 2,025,859 11,512 2,417,660

※자료：하수관리과

【표 Ⅲ-7-17】

2012년 전국 하수도 사용료 징수 비교

구 분
연간조정량

(천톤)

총부과액

(백만원)

처리원가

(원/톤)

공급단가

(원/톤)

현실화율

(%)

울 산 187,306 70,745 568.7 379.6 66.7

부 산 382,383 181,488 577.1 474.7 82.3

대 구 283,515 92,973 532.8 323.4 60.7

인 천 285,875 112,668 542.3 394.1 72.7

광 주 149,745 51,028 486.0 340.8 70.1

대 전 163,652 62,084 459.0 379.4 82.7

※자료：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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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돗물 이외의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2,333개의 계측기를 설치

하여 사용량을 확인하고 있다.

【표 Ⅲ-7-18】

지하수 계측기 설치현황

(2012년 12월 현재)

구 분 계 식당 목욕탕 학교 여관 세차장 공장 가정 기타

계 2,333 326 202 78 62 39 567 682 377

중 부 사 업 소 400 51 65 22 3 3 - 182 74

남 부 사 업 소 450 30 66 20 17 3 85 86 143

동 부 사 업 소 118 21 8 4 3 5 1 39 37

북 부 사 업 소 431 153 21 15 8 3 34 177 20

울 주 사 업 소 535 63 33 12 23 25 167 149 63

회야하수처리장 399 8 9 5 8 0 280 49 40

※ 자료：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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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하수처리장 운영

1. 용연하수처리장

용연하수처리장은 1981년 12월에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87,073백만원

의 예산으로 남구 황성동 600-4번지 일원의 108,338㎡의 부지에 1일 250천㎥ 규모

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1995년 8월 18일 준공 후 가동하였으며, 중․남구, 울주

군 범서읍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차집하여 23개의

중계펌프장을 거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ㆍ처리하고 있다.

【표 Ⅲ-7-19】

용연하수처리장 시설현황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건설기간 처 리 방 법

남구 황성동 600-4 108,338 250,000 239,263 '84～'02 고도처리(Denipho)

하 수 처 리 시 설 하 수 관 거 중계펌프장

최초침전지 : 24지, 농축조 : 2조, 포기조 : 12지,

소화조(7,000㎥) : 2지, 탈수기 : 10기

대장균소독설비 : 1식

∙차집관 : 23.72㎞

∙방류관 : 3.7㎞
23개소

※ 자료：하수관리과

용연하수처리장은 물리적처리 후 울산만 심해 3.7㎞ 지점에 해양방류해 왔으나

2002년 11월 2차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개선 완료하였으며, 2008년 1월부터 강화

된 방류수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고도처리 공사를 2009년 10월에 완료하여 연안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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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20】

2012년 용연하수처리장 수질 현황

(단위：㎎/ℓ)

구 분 BOD COD SS T-N T-P

유 입 수 121.6 97.7 138.5 34.363 3.464

방 류 수 4.8 15.4 4.5 12.152 1.109

방류수기준 10 40 10 20 2

※ 자료：하수관리과, 용연하수처리장

2. 회야하수처리장

회야하수처리장은 울산지역 주 상수원인 회야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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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 등을 처리코자 1989년 11월부터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808번지에 1일 32천㎥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여 상수원 오염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회야하수처리장은 1일 32천㎥의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평균 BOD

2.0㎎/ℓ이하로 방류하고 있으며, 그 방류수는 회야강 하류의 하천 유수지로 재이

용하고 있고 2001년 12월부터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Ⅲ-7-21】

회야하수처리장 시설현황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건설기간 처 리 방 법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808 76,517 32,000 31,095 '87～'89
고도처리

(심바이오공법)

하 수 처 리 시 설 하 수 관 거

최초침전지 : 2지, 포기조 : 4지

최종침전지 : 2지, 농축조 : 11조

탈수기 : 4기, 여과설비 : 1식

차 집 관 : 34.11㎞

방 류 관 : 10.47㎞

※ 자료：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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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22】

2012년 회야하수처리장 수질 현황

(단위：㎎/ℓ)

구 분 BOD COD SS T-N T-P

유 입 수 128.0 79.2 160.4 32.357 3.175

방 류 수 2.0 7.4 1.3 6.909 0.494

방류수기준 10 40 10 20 2

※ 자료：하수관리과, 회야하수처리장

3. 온산하수처리장

온산공단 안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장폐수와 온산 덕신과 온양 망양지역에서 발

생되는 생활오수 등의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1985년 12월 총사

업비 58,30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229-1번지 일원

181,608㎡ 부지에 1일 150천톤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춘 하수처리장을 1997년 8월에

준공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1997년 9월 1일 환경부로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2000년 2월 17일 환경부에서 국유재산 무상양여

를 받아 토지 및 시설물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Ⅲ-7-23】

온산하수처리장 시설현황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건설기간 처 리 방 법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229-1
181,608 120,000 89.694 '85～'97 표준활성오니법

하 수 처 리 시 설 하 수 관 거 중계펌프장

침 사 지 : 4지, 포 기 조 : 3지

최종침전지 : 6지, 오니농축조 : 3지

탈 수 기 : 3대

차 집 관 : 11.6㎞

방 류 관 : 2.05㎞
35개소

※ 자료：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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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진하․남창지역 하수관거 부설공사를 완료하여 남창천 및 진하해수

욕장에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함에 따라 하천 및 연안해역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

하고 있고, 양산시 웅상지역의 인구 급증으로 회야하수처리구역 하수발생량이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하수처리를 위한 온산이송관거부설을 2002년 11월 완료하고 회야

하수처리구역 잉여물량을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여 회야강 및 회야댐

수질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Ⅲ-7-24】

2012년 온산하수처리장 수질 현황

(단위：㎎/ℓ)

구 분 BOD COD SS T-N T-P

유 입 수 110.3 93.4 113.9 28.936 2.077

방 류 수 4.3 15.2 5.1 10.365 0.279

방류수기준 10 40 10 20 2

※ 자료：하수관리과, 온산하수처리장

4.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울주군 언양읍 등 태화강 상류지역과 두동, 두서 등 대곡댐상류지역에서 발생하

는 생활오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을 차집처리하는 언양수질개선사업소는 언양읍

구수리 248-4번지 일원의 70,705㎡(21,388평)의 부지 안에 72,805백만원의 사업비로

1일 6만㎥처리규모의 고도처리시설을 갖추어 2004년 10월 31일 준공되어 가동 중

에 있으며, 언양수질개선사업소 가동으로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 상류지역의 수질관

리와 대곡댐 상수원보호 등 다양한 사업효과를 거두고 있다.

언양수질개선사업소는 질소, 인 등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을 갖

추어 최종방류수는 BOD 1.8ppm(기준10), COD 7.6ppm(기준 40), SS 1.8ppm(기준

10)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장균을 처리할 수 있는 UV 소독조를 설치하였고, 하

수처리 공정 전체를 밀폐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등 악취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였

으며, 차집관로 40.3Km, 오수중계펌프장 35개소 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 상시 개방하여 시민들이 이용토록 하

고 부지 전체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친환경 공원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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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25】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시설현황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건설기간 처리방법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산 248-4
70,705 60,000 25,399

'00. 3. ～

‘04.10.
고도처리(DNR)

하 수 처 리 시 설 하 수 관 거 중계펌프장

집수조 : 3지, 최초침전지 : 8지, 농축조 : 1지,

반응조 : 4지, 최종침전지 : 8지, 탈수기 : 2대

차집관로 : 40.38㎞

(추가계획30.5Km)

35개소

(맨홀27포함)

※ 자료：하수관리과

【표 Ⅲ-7-26】

2012년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수질 현황

(단위：㎎/ℓ)

구 분 BOD COD SS T-N T-P

유 입 수 110.3 82.0 115.7 31.049 3.078

방 류 수 1.8 7.6 1.8 8.149 0.836

방류수기준 10 40 10 20 2

※ 자료：하수관리과, 언양수질개선사업소

5.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는 동천 및 연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구 및 북구전역

의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 축산폐수를 처리할 목적으로 동구 미포동 산 11번지에 1

일 100,000㎥규모의 하수처리장을 116,210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5년 8월 31일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다.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는 질소, 인을 제거하는 B3공법(Bio Best Bacillus)의 고도처

리시설을 갖추어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전 공정을 밀폐식으로 설치하였고 잔디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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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과 야구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차집관로 34.1㎞와 중계펌프장 16개소를 설치하여 하수를 차집하고 있으며, 처리

된 방류수는 방류관로 5.6㎞를 거쳐 연안으로 방류되고 있다.

【표 Ⅲ-7-27】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시설현황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건설기간 처 리 방 법

동구 미포동

산11번지

97,259

(29,420평)
100,000 113,377

‘00. 1. ～

’05. 8.
B3공법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중계펌프장

․최초침전지:10지 ․ 최종침전지:10지

․반응조: 5지 ․ 방류펌프동: 1동

․농축조: 2지

․연장: 34.1㎞

․방류관로: 5.6㎞

(지선관거 60km 추가 계획)

․ 16개소

※ 자료：하수관리과

【표 Ⅲ-7-28】

2012년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수질현황

(단위：㎎/ℓ)

구분 BOD COD SS T-N T-P

유입수 166.3 100.0 159.6 45.270 4.665

방류수 3.0 10.3 2.3 8.301 0.219

방류수기준 10 18 10 20 2

※ 자료：하수관리과,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6. 굴화수질개선사업소

굴화수질개선사업소는 무거, 다운, 범서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생활하수 발생량

급증에 따라 하수처리 수요에 대비하고 태화강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울주군 범서

읍 구화리 16번지 일원에 1일 47,000㎥규모의 하수처리장을 94,580백만원의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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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여 2012년 9월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다.

굴화수질개선사업소는 질소, 인을 제거하는 MSBR공법의 고도처리시설을 갖추어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전 처리공정이 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상에는 축구장

등 공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차집관로 4.65㎞와 기존 용연계통 중계펌프장 3개소를 개량하여 하수를 차집하고

있으며, 처리된 방류수는 태화강 유지수로 활용되어 태화강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표 Ⅲ-7-29】

굴화수질개선사업소 시설현황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건설기간 처 리 방 법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6

50,600

(15,321평)
47,000 36,172

‘10. 3.15 ～

’12. 9.14
MSBR공법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중계펌프장

․침사지 2지, 1차침전지:4지

․생물반응조: 2지, 고속응집침전지 2지

․슬러지 농축기 2대

․탈수기 2대

․연장: 4.65㎞
․ 3개소

※ 자료：하수관리과

【표 Ⅲ-7-30】

2012년 굴화수질개선사업소 수질현황

(단위：㎎/ℓ)

구분 BOD COD SS T-N T-P

유입수 151.9 98.9 201.0 37.973 5.265

방류수 1.3 7.5 1.4 2.89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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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동 615번

지에 1일 5,000㎥규모의 하수처리장을 39,090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 9월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다.

강동수질개선사업소는 질소, 인을 제거하는 ACS공법의 고도처리시설을 갖추어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 공정이 밀폐식으로 되어 있어 악취발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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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강동수질개선사업소 시설현황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건설기간 처 리 방 법

북구 산하동

615번지

10,876

(3,293평)
5,000㎥/일 1,313

‘10. 3.15 ～

’12. 9.14
ACS공법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중계펌프장

․유량조정조:1지 ․ 침사지:1지

․생물반응조: 2지․ 최종침전지: 2지

․여과지 1지, 슬러지농축기 1대

․ 탈수기 4대

․연장: 1.25㎞ ․ 11개소

※ 자료：하수관리과

【표 Ⅲ-7-32】

2012년 강동수질개선사업소 수질현황

(단위：㎎/ℓ)

구분 BOD COD SS T-N T-P

유입수 151.6 97.0 138.7 31.689 4.451

방류수 1.2 7.5 1.3 2.986 0.561

방류수기준 10 18 10 20 2

※ 자료：하수관리과, 강동수질개선사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