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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상 수 도 관 리

제1절 수자원 현황

1. 지구촌의 수자원 현황

가. 지구의 물 부존량 

21C 지구는 수자원 부족과 오염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은 약 14억㎦로 추정되는데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표 Ⅲ-8-1】

수자원 분포

구 분 부피(백만㎦) 비 율(%) 비 고

총 량 1,386 100

염 수 1,351 97.5 지하염수, 염수호수 포함

담 수 35 2.5 민물 중 상대적인 비율(%)

- 빙설(빙하,빙산) 24 1.76 담수의 69.55%

- 지하수 11 0.76 담수의 30.06%

- 호수하천 등 0.1 0.01 담수의 0.39%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구상의 물은 대부분이 소금물(염수)이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담수)의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즉, 물의 절대량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은 극히 적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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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물 관리 전문가 시클로마노프(Shiklomanov)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예측 곤란성에 대해 말하면서 특히, 영구동토층에 얼음형태로 있는 양과 습지에 있

는 물의 양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 약 14억㎦는 지구전체를 2.7㎞ 깊이로 덮을 수 있

는 양이며, 전체 물의 2.5%에 불과한 담수는 지구전체를 약 70m 깊이로 덮을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이 중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호의 물 또는 하천수는 약 9만㎦에 불과하

여, 이는 전 세계 물 총량의 2.5%정도밖에 안 되는 담수 중에서도 약 0.26%에 불

과하다. 만약 이것으로 지구표면을 덮는다면 1.82m 깊이에 해당되며, 지하수를 포

함할 경우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20만㎦으로 추정된다.

나. 미래의 물 전망

물의 수요는 1950년~1990년 사이에 3배나 증가했고, 앞으로 35년 이내에 현재보

다 2배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직면한 물의 위기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려

면 물 공급이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늘 수 없는 곳, 물 공급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곳, 강우량이 불안정적이거나 불충분한 곳,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곳,

상호 경쟁적인 물 사용처(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가 상충되고 있는 곳 등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미래의 물 전망에 대한 여러가지 전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

•1997년 현재 물 압박 또는 물 기근 상태에 있는 인구는 4억3천6백

만명 정도였으며 2050년경에는 5배나 증가할 것임

미국 NIC

(CIA 산하기구)

•2015년에는 세계인구의 절반이 넘는 30억명 이상이 물 부족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임

세계기상기구

(WMO)

•2025년 6억5천3백만명 내지 9억4백만명이, 2050년에는 24억3천만명

이 물부족을 겪을 것임

산드라 포스텔

(Sandra Postel)

•향후 30년에 걸쳐 지구상의 인구는 약 24억명이 더 늘어날 것임. 그

런데 식량생산에 필요한 물의 40%만 강에서 가져온다 해도 농업용

수가 매년 1천750㎦씩 증가해야 하며, 이 양은 대략 20개의 나일강

또는 97개의 콜로라도강의 규모와 맞먹음

모스타파 톨바

(Mostafa Tolba)

•수요만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모든 물관련 프로젝트를 앞으로 10년

이내에 시작해야 할 것임. 그러나 쓸만한 수원의 대부분이 이미 개

발되었고, 미개발된 물의 대부분은 별로 소용없는 엉뚱한 곳에 있음

※ 자료：박희경, 최동진 번역, 물의 위기(2001), 세종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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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수자원 현황

가. 우리나라 강수량의 현황 및 특성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7㎜(1978~2007평균)로, 세계평균 1.6배이나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인구 1인당 연 강수총량은 2,629㎥로 세계 평균 16,427㎥의 약

1/6에 불과하다.

1,500㎜ 이상의 연평균강수량을 갖는 국가는 일본, 뉴질랜드, 브라질 등이며, 우

리나라와 비슷한 1,000 ~ 1,500㎜의 국가는 인도, 영국, 노르웨이 등이다.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수자원인 재생가능한 수자원은 북한지역 임진강 유입량

을 포함하여 연간 723억㎥이며,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1,453㎥으로서 파키스탄, 덴

마크 등과 함께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그림 Ⅲ-8-1】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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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해양부, 2011. 12)

우리나라는 계절별, 연도별,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한 동시에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이고, 하천경사가 급한 지리적 특성으로 홍수가 일시에 유출되며, 갈수기

에는 유출량이 적어 하천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동시에 가용 수자원이 지역

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대수층의 발달이 빈약하여 대규모의 지하수 개발이 어려운

문제 등 수자원의 이용 면에서 불리한 자연조건을 안고 있다.

또한 연례행사처럼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치수대책 마련과 함

께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다변화된 용수수요에 걸맞는 합리적인 수자원 이용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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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2】

세계평균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강수량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중 국 캐나다 세계평균

연평균 강수량 1,277 1,690 715 1,220 627 537 807

1인당 강수량 2,629 4,993 22,741 4,907 4,530 164,595 16,427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7㎜로 세계 평균의 1.6배이지만, 높은 인구밀도

로 인해 1인당 연 강수총량은 2,629㎥로 세계평균의 약 16%에 불과하다.

【그림 Ⅲ-8-2】

각국 연평균 강수량

(단위：㎜/년)

【그림 Ⅲ-8-3】

각국 1인당 가용 수자원량

(단위：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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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해양부,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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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간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

2003년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453㎥

으로 세계 153개 국가 중 129위로 PAI 기준의 물스트레스국(1,700㎥ 이하, 국민들

이 알기 쉽게 물부족 국가로 표현)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강수량은 풍부하나 좁

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수자원 여건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여 홍수기에 이용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가는 물이 많아 실제로는 더 열악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Ⅲ-8-3】

우리나라 1인당 가용 수자원량 전망

구 분 2005년
2025년

최저인구 전망 중간인구 전망 최대인구 전망

인구(천명) 48,182 50,650 52,065 53,409

1인당 이용가능한

수자원량(㎥)
1,453 1,378 1,340 1,307

※ 자료：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보고서,2003)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수자원 부존량에서 증발산 등의 손실량을 제외한

것으로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2003년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2005년과 2025년

우라나라의 인구와 1인당 가용수자원량을 예측한 결과 2005년에는 1,453㎥, 2025년

에는 인구가 52,065천명으로 10.8% 증가한다는 가정에서 가용 수자원량은 1,340㎥

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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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 현황

【그림 Ⅲ-8-4】

수자원 이용 현황(2007년 기준)

수자원 총량 1,297(100%) (단위억：㎥/년)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유출량)

753(58%)
손실량 544(42%)

홍수시 유출 560(43%) 평상시 유출 193(15%)

바다로 유실 420(32%) 하천수 이용 108(8%) 댐 용수 공급 188(15%) 지하수 이용 37(3%)

총이용량 333(26%)

【표 Ⅲ-8-4】

용도별 용수 이용 현황(1980~2007)

(단위：억㎥/년)

구 분 1980 1990 1994 1998 2003 2007

총 이용량 153 249 301 331 337 333

생활용수 19 42 62 73 76 75

공업용수 7 24 26 29 26 26

농업용수 102 147 149 158 160 160

유지용수 25 36 64 71 75 75

※ 자료：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해양부, 2011.12)

2007년 기준 총 이용량은 333억㎥으로 수자원 총량 대비 26%를 이용하고 있으

며, 이는 평상시 유출량의 1.7배 수준으로 홍수시 유출량을 댐 등의 저류시설을 통

해 저장하였다가 이용하고 있다.

총 이용량 중 생활, 공업, 농업용수 이용량은 255억㎥/년으로 이용가능한 수자원

량의 34%를 취수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하천 108억㎥, 댐 188억㎥, 지하수 37억㎥

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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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래 물 수급 전망

전국의 장래 물 수급전망을 보면 4대강 살리기 및 다목적댐 건설 등을 통한 공

급능력의 증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ㆍ공ㆍ농업용수 부족은 해소되며, 하천의 수

질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하천유지 및 환경개선용수 수요도 대부분 충

족될 수 있다.

다만, 도서 및 산간 등 일부지역에서는 가뭄정도에 따라 약 1.6억㎥(5년빈도 가뭄

시)~4.6억㎥(과거 최대가뭄시)의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앞으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 중소댐 건설, 공공

지하수 개발 등 신규 수자원 확보와 기존 노후시설의 개량 및 비상연계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Ⅲ-8-5】

물 수급 전망(기준수요)

(단위：억㎥/년)

가뭄빈도

구분
5년빈도 10년빈도 20년빈도 과거최대

물 부족량

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1.6

1.6

-

2.3

2.3

-

3.1

3.1

-

4.6

4.3

0.3

(단위：백만㎥/년)

권역
구분 전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제주ㆍ

울릉

수요량 26,390 7,895 7,335 6,347 2,577 1,883 354

생활용수 7,786 4,090 1,850 1,187 342 187 130

공업용수 3,205 807 1,123 737 124 394 20

농업용수 15,399 2,998 4,362 4,423 2,111 1,302 204

공급가능량 25,956 7,858 7,249 6,293 2,425 1,778 354

과부족량 ▽ 434 ▽ 37 ▽ 86 ▽ 54 ▽ 152 ▽ 105 -

※ 자료：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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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시의 수자원 현황

1994년 9월 울산공업용수로 2단계사업인 ‘낙동강계통 확장사업’ 및 2004년 10월

대곡댐이 완공되어 담수를 시작함에 따라 2012년 12월말 현재 생활용수 550천㎥/

일, 공업용수 1,060천㎥/일으로 1일 최대 1,610천㎥의 수원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시

설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용수수요량은 생활용수 330천㎥/일, 공업용수 896천

㎥/일로 전체 시설용량의 약 76% 정도이다.

그러나 인구증가 및 시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으로 생활용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수원확보 및 상수도시

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시가 갖추고 있는 시설용량 1,610천㎥/일에 대한 수원지별 공급능력은 낙동

강 표류수가 전체 75.8%인 1,220천㎥/일이고 호소수가 24.2%인 390천㎥/일으로 낙

동강에 대한 의존이 높은 편이다.

【표 Ⅲ-8-6】

수원지별 공급능력

(2012. 12. 31, 단위 :천㎥/일)

구 분 계 생 활 공 업

계 1,610 550 1,060

낙 동 강

표 류 수

소 계 1,220 160 1,060

울산공업용수도 1단계 450 10 440

울산공업용수도 2단계 770 150 620

호 소 수

소 계 390 390

사 연 ․대 곡 댐 220 220 -

대 암 댐 50 50

회 야 댐 120 120 -

※ 공업용수도 1.2단계 및 사연, 대곡, 대암댐 수량은 배분량 임

낙동강 표류수를 제외한 생활용수 공급능력은 회야댐 120천㎥/일, 사연․대곡댐

220천㎥/일, 대암댐 50천㎥/일로 총 390천㎥/일로서 전체 공급능력의 24.2%를 차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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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공급능력 비율은 생활용수가 33%인 550천㎥/일이고 공업용수가 67%인

1,115천㎥/일이다. 우리시는 전국 최대의 산업도시로서 타 도시에 비해 공업용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림 Ⅲ-8-5】

수원지별 공급능력 비율

【그림 Ⅲ-8-6】

용도별 공급능력 비율

표류수

75.8%

호소수

24.2% 생활용

34.2%

공업용

65.8%

※ 자료：상수도사업본부

관내 상수원으로는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회야댐과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

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연댐, 대곡댐 및 대암댐이 있다.

【표 Ⅲ-8-7】

수원지 현황

(2012. 12. 31)

수 원 지 명 규모(m) 유역면적(㎢) 총저수량(천㎥) 유효저수량(천㎥) 비 고

계 328.5 84,530 68,821

회 야 댐
L = 424,

H = 31.5
127.0 21,530 17,710 생활용수

사 연 댐
L = 300,

H = 46
67.0 25,000 19,514 생활용수

대 암 댐
L = 318,

H = 27
77.0 9,500 3,797 생활․공업용수

대 곡 댐
L = 190,

H = 52
57.5 28,500 27,800 생활용수

※ 자료：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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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수도 공급 현황

1. 상수도시설 현황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상수도시설 현황은 정수장 2개소, 가압장 15개소,

배수지 22개소, 관로 총 2,777㎞, 급수전수 78,763전이다.

【표 Ⅲ-8-8】

상수도시설 현황

(2012. 12. 31, 단위：개소, ㎞,전)

구 분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관 로
급 수

전 수계
도․송

․배수관
급수관

개소수 2 15 22 2,777 1,622 1,155 78,763

【그림 Ⅲ-8-7】

상수관로 추이

※ 자료：상수도사업본부

상수관로는 송․배수관 및 급수관을 합하여 1993년 1,666㎞에서 1998년 2,078㎞

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99년에는 1,978㎞로 1998년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이는

1999년 시가지의 소방도로 개설, 노후 관로의 대대적인 정비 등으로 인하여 감소되

었기 때문이며, 2000년도에는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상수관로 공사실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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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02년에는 배수관 부설, 급수전의 확대 등으로 29㎞가 늘어난 2,126㎞, 2003

년에는 노후 배급수관 교체 등을 시행하여 2,103㎞로 23㎞가 감소되었다가 2004년

에는 도심외곽지의 배수관부설 등으로 16㎞가 늘어났으며, 2005년도에도 도심외곽

지 배수관부설 및 서생지역상수도시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25km가 늘었고 2006년

도에는 강동지역 송배수시설공사 및 도심외곽지역 송배수시설공사로 63km가 늘어

났다. 2007년도에는 웅촌지역 송배수시설공사 및 도심외곽지역 송배수시설공사 등

으로 157㎞가 늘었났고, 2008년도에는 두동지역과 신개발지역의 배수관 설치 등으

로 132㎞ 늘어났으며, 2009년 농․어촌지역 배수관 부설로 85㎞, 2010년 70km,

2011년 비상연계관로 설치 등으로 67㎞, 2012년 온산국가공단, 농어촌지역 배수관

로 등 지속 부설하여 59km로 늘어났다.

【표 Ⅲ-8-9】

정수장별 공급지역 현황

(2012. 12. 31)

구 분 소 재 지
시설용량

(㎥/일)
공 급 지 역

계 2개소 550,000

회야정수
사 업 소

회 야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529 270,000 남구, 동구, 울주군 일부

천상정수
사 업 소

천 상
일 반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527-1
220,000

중구, 북구, 울주군 일부
천 상
고 도

60,000

※ 자료：상수도사업본부

【표 Ⅲ-8-10】

수원지별 정수장 현황

(2012. 12. 31)

구 분 시 설 명 위 치 설 치
년 도

시설용량
(㎥/일)

수 원 계 통 공 급
정수장

계 3개소 550,000

울주군 회야댐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1986 270,000 호소수
+하천표류수

회야정수장

〃 대곡․
사연댐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2005
1965

220,000 호소수 천상일반
정 수 장

〃 대암댐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1969 60,000 호소수
+하천표류수

천상고도
정 수 장

※ 자료：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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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수도 보급

우리나라 전체의 상수도 보급률(급수인구/총인구)은 2011년말 97.4%로 1,123천명

에게 상수도가 보급되고 있으며, 울산의 경우 2011년말 보급률 97.4%에 이어 2012

년말 기준 총인구 1,166천명 중 1,137천명에게 상수도가 보급되어 97.5%의 보급률

을 보이고 있어 점차적으로 보급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Ⅲ-8-11】

상수도 보급률 추이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인구

(천명)
1,079 1,088 1,095 1,103 1,113 1,127 1,130 1,142 1,154 1,166

급수

인구

(천명)

977 995 1,011 1,026 1,041 1,075 1,090 1,104 1,124 1,137

보급률

(%)
90.6 91.5 92.4 93.0 93.5 95.4 96.5 96.6 97.4 97.5

※ 자료：상수도사업본부

주) '94년 이후는 울주군 인구 포함

1일 평균생산량은 인구증가로 1997년 306천㎥에서 1999년 293천㎥로 줄어들었

다가 다시 2003년 320천㎥, 2004년 326천㎥, 2005년 327천㎥, 2006년 331천㎥, 2007

년 333천㎥로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2008년은 327㎥, 2009년은 321㎥, 2010년은 315

㎥, 2011년은 317㎥으로 줄어들었다가 2012년 322㎥으로 다소 늘어나는 추세이며,

1일 1인당 평균 급수량(1일평균생산량/급수인구)은 1997년 360ℓ에서 2000년 320ℓ

로, 2002년에는 315ℓ로 줄어들다가 2003년과 2004년에는 327ℓ로 물 사용량이 증

가되다가 2005년에는 323ℓ로 다소 감소하였고 2006년에는 322ℓ, 2007년에는 320

ℓ, 2008년 304ℓ, 2009년은 294ℓ, 2010년은 286ℓ, 2011년은 283ℓ, 2012년은 283

ℓ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2년말 현재 1일 1인당 급수량은 전국 7대 도시들을 비교해 보면 대전이 341

ℓ로 수돗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울산은 283ℓ로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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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8】

1일 평균생산량 및 1일 1인당 급수량

※ 자료：상수도사업본부

【그림 Ⅲ-8-9】

전국 7대 도시 1일 1인당 급수량

(20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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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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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수도 관리 대책

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상수원 주변지역을 오염원으로부터 차단하여 깨끗한 원수로 생산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원 주변지역 11.077㎢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

정․관리하고 있다.

【표 Ⅲ-8-1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2012. 12. 31)

보호구역명 지 역
지정면적

(㎢)

취수능력

(㎥/일)

거주인구

(명)

지 정

일 자
비 고

회 야 댐

상수원보호구역

울주군 청량면

중리, 웅촌면

통천리 일원

5.892 270,000 7
1991. 6. 8.

(최초)

1.518㎢

추가지정

(‘09.10.15자)

대곡, 사연댐

상수원보호구역

울주군 두동면,

두서면, 언양읍,

범서읍

5.185 220,000 - 2004.12. 1.

※ 자료：상수도사업본부

상수원보호구역은 각종 행위규제가 타 보호지역(개발제한구역 등)의 경우보다 상

대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수혜지역과 규제지역이 다르

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보호구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서 보호구역의 추가 지정, 확

대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대곡댐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댐의 수면구역으로 설정하여 지정면적을

최소화함으로써 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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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가. 송 ․ 배수관 부설

울산시민 모두가 맑은 물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도심 외곽지에 상수도관을 부설하고 있다.

언양, 두서, 두동, 상북, 삼남지역 등 천상일반정수장계통 송․배수시설사업은

2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2년 11월에 발주, 관로 총연장 49.48㎞, 가압장 4개

소, 배수지 2개소를 2009년 4월 최종 준공하였다.

강동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하여 9,99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국도 1

차분(1.5㎞/10.8㎞)은 2002년 4월에 완공하였으며, 2차분(9.3km) 사업량은 2006년 5

월 준공하여 강동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서생정수장 시설이 신고리원전 예정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기존 시설의 대체 및

서생지역의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하여 2003년 1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총 32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을 부설하였고, 2012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원전지원금

45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서생지역 주민들의 식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남구(신정동, 옥동, 달동) 및 북구(화봉동, 연암동, 효문동) 일부 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배수지 2개소를 신설하고, 정수장 가동중단 사고 발생을 대비

하여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회야정수장과 천상정수장간의 상호

연계망(비상관로) 구성을 위해 송수관 L=4.3km 부설코자 사업비 362억원을 투자하

여 2009년 4월에 착공, 2012년 12월 최종 준공하였으며, 온산국가산업단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126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수관 41.7

㎞ 부설과 온산가압장 4,700㎥(16,000㎥ → 20,700㎥) 및 배수지 4,000㎥(6,800㎥ →

10,800㎥) 증설을 완료하였다. 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온산국가산업단지 입주 기

업체는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옥동․남목일원의 직접 급수를 간접급수로 전환하기 위하여 옥동배수지와 남목

배수지 건립에 372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 2017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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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맑은 물 공급대책

가. 회야댐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회야댐의 수질개선과 생태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방향으로 댐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72,989㎡의 인공습지를 조성하

여 보다 깨끗한 원수로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연꽃, 갈대 등을 식재하여 회야강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댐 유입전

에 정화시키고 댐 내에는 저전력 대류식 수중폭기기 설치, 부유물 수거, 어류포획

사업, 상류 정화활동 등을 실시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에 힘쓰고 있다.

나. 상수도 수질검사 강화

최첨단 수질분석 장비들을 보유하고 먹는 물(원생동물 포함)검사기관 지정 및 국

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깨끗하고 안

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질연구소에서는 상수원 수질변화 감시 및 개선 연구, 수돗물 안전성 확보

및 신규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보다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해 정수처

리방법 연구, 정수장 수질관리 지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수도 운영기술을 발

전시키는데 필요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가정수도꼭지 수질검사,

정수장별 노후급수관 수질검사,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수질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공공음수대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관련 행사 시 수돗물 홍보부스 운영으로 수돗물 바로 알리기에 힘쓰며, 수질

민원 접수 시에는 수질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의한 신속대응으로 시민불편 최소

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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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13】

정수 수질검사 현황(2012년, 총 167항목)

구 분 근 거 주기 조 사 지 점 조 사 항 목 비 고

정수공정 자체검사 월2회
- 회야정수장 11지점
- 천상정수장 10지점

11항목 : THMs(5항목),
Mn, DOC 등

수질
연구소

정 수 먹는물법

매일

- 회야(1):정수

- 천상(2):고도정수

일반정수

6항목 : 탁도 등
정수장

매주 14항목 : 질산성질소 등

매월 58항목 : 탁도, pH 등
수질
연구소감시항목

환경부지침 월,분기,연 25항목 : 클로로에탄, LI 등

자체검사 분기,반기 84항목 : 비스페놀-A 등

【표 Ⅲ-8-14】

원수 수질검사 현황(2012년, 총 56항목)

구 분 근 거 주기 조 사 지 점 조 사 항 목 비 고

상수원

상류
자체검사

매주

매월
- 회야강 5지점

주간 : COD 등 6항목
월간 : BOD 등 24항목

원생동물

실태조사
자체검사 분기

- 원수 3지점(회야1,천상2)
- 회야강 1지점(초정교)

8항목 : 지아디아, 크립토
스포리디움, 등

조류

경보제

환경부지침
매주

(4월~

11월)

- 회야댐 2지점(취수탑,여수로)
5항목 : Chl-a, 남조류 등

자체검사
- 회야댐3지점(신리분교, 신리
고개, 통천마을

환경부지침 - 회야강 지류 5지점 1항목 : T-P
선제적
조류예방

상수원수

수질검사

자체검사 매주
- 회야(표층, 심층, 착수정)

- 천상(고도, 일반착수정)

- 낙동강(원수 유입시)

COD 등 17항목

상수원

관리규칙

매월 T-P 등 30항목 법정6항목

분기 페놀 등 55항목(감시 LI) 법정25항목

반기 U 등 56항목(감시 U) 4,10월

【표 Ⅲ-8-15】

공급과정별 수질검사 현황(2012년)

구 분 근 거 주기 조사지점 조 사 항 목 비 고

공급과정 먹는물법 매분기 43지점 12항목 : 잔류염소, NH3-N, THMs, Cu 등

수도

꼭지

일반
먹는물법 매월

108점 5항목 : 잔류염소, 일반세균 등 인구비례

노후 4지점 11항목 : 일반세균, NH3-N, Cl-, Mn 등

급수설비 수도법 수시
1,722지점 7항목 : 탁도, pH, 잔류염소 등 51,820원/건

7항목 : 탁도, pH, 색도, 철, 등 76,700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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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도정수처리 공정 도입

낙동강 등 원수의 수질 악화에 따른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보다 맑

고 깨끗한 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회야정수장에 270천㎥/일 규모의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1999년 11월 19일 완공하였으며, 대암댐의 원수를 60천㎥/일 정수할 수

있는 천상고도정수장을 2002년 1월 31일 완공함으로써 현대화된 고도정수 설비로

총 330천㎥/일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천상일반정수

장 220천㎥/일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424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공

사착공, 2016년 준공예정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100% 고도정수처리

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4. 유수율 제고사업

우리 시에서는 2001년 하반기부터 유수율 제고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

진하여 2001년 72.4%, 2002년 75.4%, 2003년 75.6%, 2004년 77.0%, 2005년 78.6%,

2006년 79.6%, 2007년 80.9%, 2008년 82.7%, 2009년 85.4%, 2010년 87.6%, 2011년

88.6%, 2012년 88.8%로 지속 향상되고 있으며, 2014년 목표 유수율 90% 달성을 위

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유수율 제고의 주요 사업으로는 구역

개량사업, 노후관개량사업, 노후계량기교체사업(노후계량기, 고장계량기, 동파계량기

등), 누수탐사 및 복구사업 등이 있으며, 유수율 제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수지의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가. 노후관 개량사업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여 누수를 예방하고 수도관 내부에서의 2차 오염을 방지

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 344㎞의 노후관에 대하여 2006년도에는 58억

원을 투입하여 31㎞, 2007년에는 91억원을 투입하여 36㎞, 2008년도에는 15억원을

투입하여 3㎞, 2009년도에는 67억원을 투입하여 26㎞, 2010년도에는 69억원을 투입

하여 25.8㎞, 2011년도에는 48억원을 투입하여 17.6㎞, 2012년도에는 46억을 투입하

여 17.4㎞ 노후관을 교체완료 하였으며, 매년 10~30㎞ 정도의 신규로 발생하는 노

후관 교체를 위하여 2013년에는 28억원을 투입하여 13㎞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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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역 개량사업

구역개량사업은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얽혀있는 배수관망을 격자형 관망으로 블

록화하여 분할함으로써 지역 간의 수압을 균등하게 하며, 원활한 급수 공급을 도모

하고 공급량과 사용량의 차이를 쉽게 확인하여 그 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함으로

써 관망관리의 효율성 및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급수구역을 115개의 구역으로 블록화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130억원을 투입하여 76개 블록을 구축하였고 2008년도에는 3억원을 투

입하여 10개 구역을 개량하였다. 2010년도에는 13억원을 투입하여 3개 블록을 구축

하여 89개 블록을 구축하고 2011년도에는 9억원을 투입하여 12개의 블록을 구축하

는 등 2012년도까지 173억원을 투입하여 108개소를 개량 완료하였고, 2013년에는

27억원을 투입하여 나머지 7개 구역에 대하여 블록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계량기의 내구연한(검정유효기간) 경과 또는 노후로 인한 불감수량을 최소화하여

유수율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계량기의 유효 검정기간은 구경 50㎜이하의 계

량기가 8년이고, 구경 50㎜를 초과하는 계량기는 6년이다.

구경별 유효검정기간 초과로 매년 발생하는 노후계량기를 당해연도에 교체 완료

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963전, 2009년도에는 6억원

투입 9,996전을 교체하였으며, 2010년에도 7억원을 투입하여 8,135전을 교체하였다.

2011년에는 7억원의 예산으로 9,202전을 교체하였으며, 2012년 8억원을 투입 10,498

전을 교체하였고, 2013년에 6억원을 투입하여 10,000전의 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으

로 있는 등 노후계량기의 적기교체로 유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 누수탐사 강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누수탐사를 통해 누수방지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유수율 향

상과 더불어 생산원가절감 및 식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이다.

전문적인 누수탐사를 위하여 전담반을 구성하고,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탐

사요원의 선진지 견학 및 전문인 초빙교육을 강화하고, 첨단장비를 포함한 다수의

탐사장비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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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는 관내 2,481㎞ 수도관을 탐사하였으며, 그 중 지하누수 530건을 발

견하여 5,276천㎥의 수돗물 누수를 방지하고 4,314백만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두

었으며, 2010년도에는 누수예방실적 확대를 위하여 누수탐사 전담반의 탐사활동을

강화하고, 총연장 3,198㎞의 송․배․급수관을 반복적으로 탐사하여 4,385,725㎥의

수돗물 누수를 방지하고 3,990백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2011년도에는 3,169㎞

를 탐사하여 3,659,144㎥의 수돗물 누수를 방지하고 3,198백만원 절감효과를 거두었

으며 2012년에도 2,973㎞를 탐사하여 2,986,736㎥의 수돗물 누수를 방지하고 2,598

백만원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2013년에도 1,100㎞의 송배수관을 반복적으로 탐사

할 계획이다.

5. 물 수요관리 시책 적극 추진

천상일반정수장의 준공으로 수질관리 중심의 상수도 정책전환을 위하여 2025년

목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3월 2일 환경부 승인, 2012년 5월 10일

울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울고 제2012-105호)를 하였으며, 2011년 12년 30

일 제2차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득하였고, 수돗물에 대한 시

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중무휴 정수장 개방 및 수

돗물 생산의 전 과정에 대한 학생, 시민들의 견학을 실시하였다.

6. ISO 14001 인증 갱신

ISO 14001 인증제도는 사후 관리적이고 수동적인 환경관리에서 오는 비효율성과

한계성을 극복하고 예방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환경개선 및 개발

활동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및 운영여부를 제3자를 통해

입증받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인증제도이다.

우리시에서는 회야정수사업소와 수질연구소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경영혁신과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01년 5월에 ISO 14001 인증

을 취득하였으며, 2004년 및 2007년, 2011년 5월 3차례에 걸쳐 단 한건의 부적합

지적사례도 없이 갱신인증을 받았으며, 2011년 5월 품질관리 시스템인 ISO 9001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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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천상정수사업소도 국제수준의 환경관리체계 구축과 대시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2005년 5월에 품질관리시스템인 ISO 9001 인증과 환경경영시스템인 ISO

14001 인증을 동시에 취득하였으며, 2012년 9월에 지적사항 없이 갱신인증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