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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상 수 도

제 1  일반 황

제 2  맑은 물 공

제1절 일반현황 

1. 수도경영
▪집필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경 담당 김 식

가. 연  

  울산에서 근  의미의 상수도 사업이 처음 실시된 것은 1931년 11월 1일에 

울산면이 울산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울산읍민들에게 생 인 식수를 공 하기 

한 우정정수장(1934년 3월 24일 착공하여 1934년 12월 20일 공)을 공한 이

후이며, 1962년 6월 1일 울산읍이 울산시로 승격되기 까지 울산의 상수도 사

업 행정은 계 단 의 행정기능에도 머무르지 못하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1962년 6월 1일 울산시의 승격과 함께 건설과 내에 수도계가 설치되어 별도의 

수도업무를 장토록 하는 최 의 단  행정기구가 되었고, 그 후 상수도 수요량 

확  등으로 상수도 사업에 한 행정업무가 증하여 1985년 7월 15일 울산시 

직제규칙 제556호에 의거 수도국을 신설하 다. 1997년 7월 15일 역시 승격과 

더불어 기존 본청 수도과, 상수도 리사무소  구․군 수도과를 통합하여 상수도

사업본부를 설치하 다.

  1998년 9월 26일에는 사연 의 생활용수 환과 곡  건설업무를 지원하기 

하여 곡 지원사업소를 신설하 고(2담당 14명), 2002년 2월 1일에는 선암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사업(천상 고도정수장)을 공하여 그 해 5월 11일 구 남산

정수장에 치하고 있던 본부를 천상정수장내로 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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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8월 1일에는 정수장의 효율 인 리를 하여 회야정수장  소규모 

정수장을 통합하여 정수사업소를 신설하 으며, 2003년 1월 16일에는 시설물의 

효율 인 리를 하여 시설 리사업소를 신설하 다.(4담당 40명)

  2003년 11월 10일 천상정수장의 공과 더불어 천상정수장의 리를 하여 

천상정수사업소를 신설함으로써(2담당 40명)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되게 공

할 수 있는 수시설을 구축하 다.

  2004년 7월 5일 본부의 상수도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하기 하여 공사집행 

리기능을 산하기 (시설 리사업소, 지역사업소)으로 이 하는 한편, 명칭도 시

설부에서 수부로 변경하 다. 재 본부는 2부 6담당 9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기구 연
[표 Ⅱ-10-1]

연 월 일 내                             용

1935.  1. 10 울산읍 상수도 수업무 개시( 수인구 5,500명)

1964.  2.  1
울산시 건설과 수도계를 수도과로 기구확  개편(1과 2계)

(업무, 수계) - 정원(16명)

1971.  1. 14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울산시조례 252호)

1971.  4. 28 수도과를 업무과와 수과로 개편(울산시직제규칙 제312호)

(업무과 : 2계, 수과 : 3계 - 정원 34명)

1982.  3. 19 회야 건설사무소 설치( 리계, 공무계) 소장 : 토목 5

1985.  7. 15 상하수국 설치(업무과, 수과, 하수과) 

1986.  7. 21 상수도 리사무소 설치(5계) - 소장 : 지방서기 (4 )

정원 125명(일반 20, 기능 25, 고용 41, 청경 39)

1987.  6.  상하수국 수과에 수방지계 증설

1990.  1. 25 상하수국의 업무과와 수과를 수도과로 통합

1991.  5.  8 수질검사실 신설(5 상당 연구  1, 연구사 8명)

1995.  1.  1 통합울산시(울산시 + 울산군) 발족

1997.  7. 15 울산 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설치(울산 역시조례 제128호)
(울산시 수도과 + 상수도 리사무소 + 구․군수도과 통합)
정원 409명(일반 108, 기능 214, 별정 2, 연구 15, 청경 41, 일용 29)

1998.  9. 26 울산 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울산 역시규칙 제129호)
(울산 역시상수도사업본부 + 곡 지원사업소)
정원 426명(일반 118, 기능 219, 별정 2, 연구 15, 청경 40, 일용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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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일 내                             용

2001.  9. 29 울산 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울산 역시조례 제496호)
(수질검사실→수질연구소 명칭변경)

2001. 11. 12 울산 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울산 역시규칙 제280호)
(경 부, 시설부)
정원 362명(일반 117, 기능 169, 별정 2, 연구 10, 청경 37, 일용 27)

2002.  8.  1 울산 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울산 역시조례 제568호)
(정수사업소 신설)
정원 366명(일반 118, 기능 169, 별정 2, 연구 13, 청경 37, 일용 27)

2003.  1. 16 울산 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울산 역시규칙 제316호)
(시설 리사업소 신설)
정원 356명(일반 112, 기능 164, 별정 3, 연구 13, 청경 37, 일용 27)

2003. 11. 10 울산 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울산 역시조례 제650호)
(천상정수사업소 신설)
정원 372명(일반 110, 기능 184, 별정 2, 연구 15, 청경 34, 일용 27)

2004.  7.  5 울산 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울산 역시규칙 제359호)
(시설부를 수부로 개편)
정원 360명(일반 119, 기능 168, 별정 2, 연구 15, 청경 31, 일용 25)

2008.  12. 31
 

울산 역시지방공무원정원배정규정개정(울산 역시훈령 제217호)

정원 328명(일반 121, 기능 150, 별정 2, 연구 16, 청경 17, 상용 22)

나. 기본 황

1) 기  구 : 본부(2부, 6담당), 사업소(9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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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현원

[표 Ⅱ-10-2]                                                                      (단  : 명)  

구  분 계
정     규     직 정  원  외

소계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 소계 청경 일용

정  원 313 278 110 16 2 150 35 14 21

  원 320 286 113 16 2 155 34 13 21

과부족 7 8 3  5

3)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 세 입 

[표 Ⅱ-10-3] (단  : 백만원)

계

자  체  수  입 의 존 수 입

소계 수
수익

시  설
분담

    수
공사수입 이월 이자 등

기타
국  고
보조 지방채

103,412
(100%)

89,587
(87%)

71,650
(70%)

3,501
(3%)

3,854
(4%)

7,003
(7%)

3,579
(3%)

3,825
(3%)

10,000
(10%)

  ○ 세 출

(단 :백만원)

계 인건비 경상경비

원수비

약품비

동력비

시    설

투 자 비

부  채

원리

상  환

비비

 기타

103,412

(100%)

14,779

(14%)

6,641

(6%)

21,879

(21%)

50,147

(49%)

7,185

(7%)

2,78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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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관리

▪집필 ❙상수도사업본부 수담당 유용주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담당 김강환

상수도사업본부 수원담당 손진완

가. 수원확보 황

  1994년 9월 울산공업용 수도 2단계 사업인 『낙동강계통 확장사업』 완공과 

2004년 10월 곡 이 담수를 시작하여 재 최  1,870천㎥/일의 수원을 확보

하 으며, 용수수요량은 생활용수가 550천㎥/일, 공업용수가 1,320천㎥/일이다.

  그러나, 생활용수 수요량 550천㎥/일은 2010년 이후 인구증가와 시민생활수

의 향상,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 으로 생활용수 수요가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됨에 따라 장래 추가 인 수원확보와 상수도시설의 확충이 필요

할 것으로 망된다.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는 총 수원 1,870천㎥/일  낙동강 표류수가 체 

55.6%인 1,040천㎥/일이고 호소수가 44.4%인 830천㎥/일으로 낙동강 원수에 

한 의존율이 높은 편이다.

수원확보 황

[표 Ⅱ-10-4]                                                                  (단 ：천㎥/일)

구        분 계 생    활 공    업

계 1,870 550 1,320

낙동강표류수(소계) 1,040 160 880

울산공업용수도 1단계
울산공업용수도 2단계

390
650 160

390
490

호   소   수(소계) 830 390 440

사    연    
    곡    
    암    

회    야    

130
90

490
120

130
90
50

120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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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표류수를 제외한 생활용수 확보량은 자체수원인 회야  120천㎥/일,  

사연  130천㎥/일, 곡  90천㎥/일, 암  50천㎥/일 총 390천㎥/일으로 

체 확보량의 20.8%를 차지하고 있다.

     수원의존비율             수자원 용수비율

표류수

55.6%

호소수

44.4%

   

생활용

29.4%

공업용

70.6%

  확보된 수자원 용수비율은 생활용수가 29.4%인 550천㎥/일이고 공업용수가 

70.6%인 1,320천㎥/일이다. 우리시는 국 최 의 산업도시로서 타 시․도에 비해 

공업용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나. 수원지 황

  내 수원지로는 우리시가 개발한 회야 ,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 리단에서 

리 운 하고 있는 사연 , 곡 , 암 이 있다.

수원지 황

[표 Ⅱ-10-5]

수원지명 규  모(m)
유역면

(㎢)
총 수량

(천㎥)
유효 수량

(천㎥) 비  고

계 386.00 84,530 70,510

회 야 L=424, H=31.5 127.00 21,530 17,710 생활용수

사 연 L=300, H=46 124.50 25,000 20,000 생활용수

 암 L=318, H=27  77.00  9,500  5,000 생활․공업용수

 곡 L=190, H=52  57.50 28,500 27,800 생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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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수도 보   공 황 

  상수도 보 률은 지속 인 투자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9년에는 96.5%로  

년 비 1.1% 증가하 다.

상수도 보 률 추이

 [표 Ⅱ-10-6]  

0

500000

1000000

1500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86.0%
88.0%
90.0%
92.0%
94.0%
96.0%
98.0%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율

  1일 평균 수량은 2009년 321천톤으로 2008년 327천톤보다 6톤 감소하 으

며, 1인당 1일 평균 수량(총 수량/ 수인구)은 294ℓ로서 2008년 304ℓ보다  

낮게 나타났다.

1일 평균 수량

   [표 Ⅱ-10-7]

320

327 327

331
333

327

321

310

315

320

325

330

335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천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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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인당 수량

 [표 Ⅱ-10-8]

327 329 326
322 320

304

294

270

280

290

300

310

320

330

34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ℓ/일

  주요 도시의 1일 1인당 수량을 비교해 보면 인천이 347ℓ로 가장 많고 우

리 시가 294ℓ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요도시 1일 1인당 수량

   [표 Ⅱ-10-9]

294

313
307

318
323

336

347

260
270
280
290
300
310
320
330
340
350
360

울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ℓ/일

라. 수시설 황

  2003년 10월 사연  계통 천상일반정수장(Q=220,000㎥/일)이 공되어 안정 인 

수공 체계 구축과 고지  등의 수불량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울산시․군 

통합과 역시 승격 이후 상 으로 상수도 보 률이 조한 북구, 울주군 

지역에 상수도 공 확 를 하여 연차 으로 수도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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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시설용량
(㎥/일)

             요

1934. 12.20  1,000 우정정수장 가동 1987.12.24. 폐쇄

1966. 10. 2  1,000 병 양수장 가동 2001.12.31. 폐쇄

1966. 12. 3  2,000 우정정수장 확장 1987.12.24. 폐쇄

1968. 12. 4 10,000 선암정수장 인수(1단계) 2002.01.16. 폐쇄

1969. 12.31  1,000 화정정수장 가동 1979.03.08. 폐쇄

1974. 12.20 20,000 남산정수장 가동 1996.07.25. 폐쇄

1975.  3. 5 1,500 남목정수장 가동 2001.12.31. 폐쇄

1975.  8. 6 우정가압장 가동 1996.07.25. 폐쇄

1976.  3.10 5,000 염포정수장 가동 1994.07.17. 폐쇄

1977. 12. 7 10,000 선암정수장 확장(2단계) 2002.01.16. 폐쇄

1979.  1.13 6,500 방어진정수장 가동(1단계) 2003.10.31. 폐쇄

  아울러, 노후  교체, 수도  세척  갱생사업, 정수장․배수지 정비 등 체계

인 시설물 유지 리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 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 상수도시설 황은 정수장 3개소, 취수장 3개소, 가압장 15개소, 배수지 

22개소, 로 총 2,581㎞, 수 수 72,026 이다. 

상수도시설 총 황

[표 Ⅱ-10-10]                                                            (단 ：개소, ㎞, )

구 분 정수장 취수장 가압장 배수지
    로

수
수계 도․송

‧배수
수

시 설 3 3 15 22 2,581 1,520 1,061 72,026

※ 취수장 3개소  2개소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리하는 취수장임

수시설 연

[표 Ⅱ-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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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시설용량
(㎥/일)              요

1979. 12. 9 20,000 선암정수장 확장(3단계) 2002.01.16. 폐쇄

1981.  3. 10 20,000 선암정수장 확장(4단계) 2002.01.16. 폐쇄

1981.  9. 1 염포가압장 가동 1994.07.17. 폐쇄

1982.  1.12 6,000 덕신정수장 가동 1998.04.27. 폐쇄

1982.  1.30 10,000 언양정수장 가동 2004.05.07. 폐쇄

1982. 12. 5 1,500 남목 심정지하수 개발 1987.12.24. 폐쇄

1983. 11. 6 6,500 방어진 정수장 확장(2단계) 2003.10.31. 폐쇄

1986.  1. 4 1,000 서생정수장 가동 2006. 5.26. 폐쇄  

1986.  3. 6 2,000 온양정수장 가동 2004.10.05. 폐쇄

1986.  5. 7 120,000 회야정수장 가동

1987.  1.13 6,000 농소정수장 가동 2004.10.05. 폐쇄

1990. 11.13 1,400 강동정수장 가동 2006. 5.23  폐쇄

1991.  3. 6 3,000 다운양수장 가동 2004.04.03. 폐쇄

1991.  7. 9 1,000 남목정수장 재가동 2001.12.31. 폐쇄

1992.  1.11 1,000 웅 정수장 가동 2007.12.20  폐쇄

1992. 12. 4 2,000 다운양수장 확장 2004.04.03. 폐쇄

1994.  2. 5 6,000 다운양수장 확장 2004.04.03. 폐쇄

1995. 10.13 6,500 범서정수장 가동 2003.05.09. 폐쇄

1995. 11.18 150,000 회야정수장 확장(2단계)

1999. 12.29 2,000 강동2정수장 가동 2006. 5.23 폐쇄

2001.  7.31 2,000 범서정수장 증설 2003. 5. 9. 폐쇄

2002.  2. 1 60,000 천상고도정수장 가동

2003. 10.18 220,000 천상일반정수장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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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맑은 물 공급

1.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 

▪집필 ❙상수도사업본부 수담당 유용주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담당 김강환

  울산 역시의 재 용수공 은 회야정수장계통과 천상정수장계통으로 양분

되어 공 하고 있으며, 일부 용수공 을 담당하 던 소규모정수장(서생, 강동, 

웅 )은 지속 인 시설확충으로 폐쇄되었다. 

  회야정수장계통은 회야  자체수원으로 하여 시설용량 120천㎥/일을 공 하는 

기존정수장계통과 낙동강표류수를 수원으로 하여 시설용량 150천㎥/일을 공

하는 낙동강계통 1단계를 합산한 총 270천㎥/일로 생활용수를 공 하고 있으며, 

천상정수장계통은 고도처리 60천㎥/일과 2003년 11월에 가동을 시작한 일반

정수장 220천㎥/일을 합산한 총 280천㎥/일로 생활용수를 공 하고 있다.

가. 추진방향

  안정 인 상수도 공 을 해 기존 직․간  혼용배수방식에서 간 배수

방식으로 환하고 각 정수장별로 비상연계 로를 부설하여 정수장  로사고에 

비코자 하며, 지방상수도 미공  지역인 농․어 지역에 송․배수 을 부설

하여 수공 을 확 하고, 노후된 송․배수 로를 기에 교체 는 개량하

여 수사고를 방하고 맑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 할 계획이다.

  한, 운 리가 쉽고, 수율이 낮으며, 수질 리가 용이한 수체계를 

만들기 해  수지역에 해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을 구축하여 

유수율 제고  리가 용이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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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수방식전환

  정수압과 안정 인 수 공 을 해 직 배수방식에서 간 배수방식으로 

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환으로 2008년 다운배수지 신설로 다운동과 태화동이 

간 배수방식으로 화되었으며, 2012년까지 신정배수지  연암배수지를 신․증

설하여 신정 1, 2, 3, 4, 5동, 옥동, 달동 일부, 양정동과 효문동 일부 지역을 간

배수방식으로 환하고, 향후 남목배수지를 신설하여 남목1, 3동, 남목2동 일부지

역을 간 배수로 환하기 해 추진 에 있다.

2) 비상연계관로부설

  정수장 상호간 연계가동이 가능토록 비상연계 로를 부설하여 정수장  송수

로 사고시 안정 으로 상수도를 공 하고자 회야정수장과 천상정수장 송수 로를 

상호 연결하여 규모 수사고에 비하고 각 배수지  수구역별로 비상 로

를 부설하여 ․소규모 수사고시 안정 으로 상수도를 공 할 계획이다.

3) 농․어촌지역 배수관부설

  지방상수도가 공 되지 않는 일부 농․어 지역에 간이상수도 는 공동우물 

수량 부족  수질 악화로 부 합 시 상수도 공 이 가능토록 마을 진입로 는 

경유 도로에 배수 을 부설할 계획이다.

4) 노후관 교체 또는 개량

  흐린 물과 수발생의 원인이 되는 노후 상수도 을 기에 교체 는 개량하

여 맑고 깨끗한 상수도를 안정 으로 공 하고 수로 인해 발생하는 물 손실을 

이고 유수율 제고에 일조하여 상수도경  수지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5) 블록 시스템(BLOCK SYSTEM) 구축

  수공  지역별로 상수도 공   물 유지 리가 용이토록 블록화가 필요하

며 정수장을 기 으로 블록화, 배수지를 기 으로 블록화를 구축하고 주요

도로 는 하천을 기 으로 소블록화를 구축하여 블록단 로 가․감압변을 설치

하여 일정한 수압을 유지하고 유수율을 산정하여 체계 인 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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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 황

1) 관로 현황

  총 연장 로는 2,581km이며, 이  송․배수  연장은 1,520km이며 종은 주

철 , 강 , PE , PFP  HI-3P 이 부설되어 있고 96%이상이 주철 을 사용하

고 있으며, 수  연장은 1,060km이며 종은 스텐 스 , 주철 , 에폭시   

PVC 이 부설되어 있고 91%이상이 스텐 스 을 사용하고 있다.

구경  종별 로 황
[표 Ⅱ-10-12]

구 분
종   별   연   장

계 주철 강  PE PFP HI-3P

계 1,520,079 1,463,101 38,467 8,493 4,087 5,931

80㎜ 144,496 137,536 5,704 19 1,237

100 547,541 543,624 1,307 56 2,554

150 309,398 306,013 1,245 2,140

200 126,969 122,341 4,391 237

250 38,507 38,507

300 85,587 85,543 30 14

350 20,112 16,706 3,406

400 43,597 42,957 48 592

450 13,432 13,432

500 34,593 34,593

600 47,593 47,269 324

700 8,066 6,418 1,648

800 40,254 30,904 9,350

900 20,896 20,440 456

1000 3,230 1,822 1,408

1100 17,454 10,202 7,252

1200 10,664 4,794 5,870

1350 6,340 6,340

2200 1,35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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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수지 현황

  총 배수지 22개소  운 인 배수지는 21개소이며 미 운 인 청량배수지

는 시설개량  보수를 실시한 후 2011년 이후에 운 정이며, 지역별로는 

구 4개소, 남구 4개소, 동구 3개소, 북구 4개소, 울주 7개소로 분포되어 있다.

배수지 황
[표 Ⅱ-10-13]

시설명   치 설치
년도

부지
면 (㎡)

시설
용량(㎥) 수지역

계 22개소 203,779 185,500

성 남 구 교동 124 1986 16,119 10,000 성남, 우정동 일원

약 사 구 복산 1057-1 1986
1996 15,055  5,000

 10,000 약사, 병 동 일원

성 안 구 성안 798-1  1997  2,645   6,000 성안동 일원

다 운 구 태화동 산88-29 2009 8,082 12,000 다운․태화동 일원

무 거 남구 무거 산13 1986
1996 10,987 3,000

10,000 무거2동일원

상 개 남구 선암 산21-3 1986 22,652 5,000 남구지역일원

선 암 남구 선암 619-2 1968 19,318 6,200 야음동 일원

야 음 남구 야음 산35-1 1997  12,170 10,000 삼산, 달동 일원

 하 동구 하 산140-4 1986 5,961 5,000 하동 일원

일 산 동구 화정 산929 1986 5,998 5,000 화정동, 일산동 일원

방어진 동구 방어 482-1 1998  9,884 10,000 방어동 일원

염 포 북구 염포 산79-3 1976 3,234 2,500 염포동 일원

연 암 북구 연암 266-1 1995 4,005 5,000 화 동 일원

농 소 북구 매곡 40-1 2000 6,496 19,000 농소동 일원

강 동 북구 강동 산10-9 2006 11,191 4,000 강동동 일원

온 산 온산 덕신 산84-13 1999 8,450 6,800 온산읍 일원

온 양 온양 동상 산148-3 2000 6,444 15,800 온양읍 일원

천 상 범서 천상 527-1 2003 8,554 10,000 천상, 구 리 일원

통 합 삼남 교동 산86-16 2004 5,372 14,300 언양읍 일원

두 서 두서면 인보리 산27 2007 9,093 3,500 두서,두동 일원

웅 웅 면 곡천리 산33-1 2007 6,760 4,000 웅 면 일원

청 량 청량면 덕하리 산37-4 1995 5,309 3,400 청량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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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장 현황

  총 가압장은 15개소로 이단가압인 성안1가압장을 제외한 14개소는 배수지로 

송수하기 한 가압시설이며, 지역별로는 구 2개소, 남구 2개소, 동구 2개소, 

북구 3개소, 울주 6개소로 분포하고 있다.

가압장 황
[표 Ⅱ-10-14]

시설명     치 설치
년도

부지면
(㎡)

시설규모
(㎥/일) 가압지역 비고

계 15개소 21,565 428,600

성안1 구 북정동 360-6 1996 617 14,000 성안2가압장

성안2 구 성안동 산
149-8

1996 720 14,000 성안배수지

상 개 남구 선암동 
산23-12

2002 32 14,400 상개배수지 지하매설
부지포함
(펌 ,모

터)선 암 남구 선암동 산21-3 2002 25 14,400 선암배수지

방어진1 동구 서부동 903-1 1986 1,811 40,000 동구 지역

방어진2 동구 방어동 725-1 1998 3,983 60,000 방어진, 일산
하배수지

연 암 북구 연암동 295-7 1995 914 17,000 연암배수지

농 소 북구 신천동 377 2000 1,522 56,000 농소배수지

강 동 북구 연암동 190 2006 1,050 9,000 강동배수지

통 합 울주 언양 남부 
31-2 2004 3,799 60,000 언양가압장

두서가압장

언 양 울주 언양 교동 
1188 2004 1,577 42,800 언양배수지

웅 울주 웅  천 
269-16 2007 909 12,000 웅 배수지

두 서 울주 두서 인보 
279-20, 21 2007 1,295 11,000 두서배수지

온 산 울주 온산 덕신 산
84-9 1999 1,451 16,000 온산배수지

온 양 울주 온양 동상 
1127-1 2000 1,860 48,000 온양배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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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블록시스템 현황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정인 총 블록은 114개소이며, 86개소는 이미 구

축완료 하 으며 28개소는 구축 정이다.

다. 2010년 업무계획

1) 배수방식전환

  균등한 수압으로 상수도를 안정 으로 공 하기 해 재 직 배수지역인  

남구 신정동, 옥동  달동 일부지역을 간 배수방식으로 환하기 해 신정 

배수지(V=26,000㎥)를 신설하고, 북구 진장동, 명 동, 연암동, 효문동 지역을 

간 배수방식으로 환하기 해 연암배수지(V=16,000㎥)를 증설하기 해 총

사업비 319억원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이다.  

2) 비상연계관로부설

  비상사태 발생시 수돗물 공 단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해 90억원

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청 삼거리에서 효문사거리까지 5.6㎞의 회야․천상 

연계송수 로를 부설코자 시공 이다.

3) 농․어촌 및 공단지역 배수관부설

  수원이 불안정한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시설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동구 주 동, 북구 강동동, 울주군 삼남‧삼동‧두동‧두서‧웅 면 등 수취약

지구에 상수도를 공 하기 하여 총 584억원의 산을 투입하여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송‧배수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도에는 울주군 삼동면 곡마을과  청량면 문죽리 일원에 배수  부

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생활용수 부족  갈수기 생활 용

수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 된다.

  재 지하수 는 공업용수를 정수하여 생활용수로 사용 인 온산 국가산업

단지  소규모공단에 수돗물을 공 하여 근로자들이 식수로 어려움을 겪지 않

도록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기반시설 구축에 만 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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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157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수  41㎞ 부설과 가압장․배수지 증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45

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4) 노후관 및 노후계량기 교체

  수 방   내부에서의 2차오염 방지를 통한 맑은 물 공 을 해 노후  

교체 상인 10.1㎞에 하여 33억원을 투입 교체 완료할 계획이다.

  계량기의 내구연한(검정유효기간) 경과 는 노후로 인한 불감수량을 최소화

하기 하여 매년 발생분을 당해연도에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계량기의 유효검증

기간은 50㎜이하가 8년, 50㎜ 과는 6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0년에는 7억원을 투입하여 8,135 의 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이며, 노후

계량기 기 교체로 유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5) 블록시스템 구축

  구역개량사업은 복잡하고 범 하게 얽  있는 배수 망을 격자형 망으로  

블록화하여 분할함으로써 지역간 수압 균등화를 통한 원활한 수공 을 도모

하고 망 리의 효율성과 유수율을 제고하기 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 

수구역을 총 114개 구역으로 블록화하여 총사업비 134억원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투입하여 86개소를 개량 완료하 고, 2010년에는 16억원을 투입하여 

3개 구역을 추가 개량할 계획이다. 

6) 회야정수장 개량

  1986년 공되어 노후화 가속상태인 회야 1정수장(Q=120천㎥/일)을 최신시

설로 면 개량하여 고품질 수돗물의 안정  생산공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해 총사업비 517억원을 2013년까지 연차 으로 투입하여 여과지․정

수지신설, 농축조 처리시설 증설, 제1,2정수장 송수펌  시설통합 등 개량사업

을 단계 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올해는 28억원의 산을 투입하여 노후

화가 심한 시설물부터 우선 시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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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한 수돗물 홍보 

▪집필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경 담당 김 식

가. 안 한 수돗물 홍보 강화

 1) 수돗물 사랑 ‘주부 모니터단’ 확대․운영

  수돗물에 한 상시 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돗물의 우수함을 리 알리고자 ‘주부 

모니터단’을 2008년부터 구성․운 하 다. 상수도의 주요 소비층인 주부를 상

으로 읍․면․동별 1명씩 추첨을 받아 총 75명으로 당  구성하 으며 2009년에

는 100명으로 확 ․운 하고 22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돗물에 한 평가 

 상수도 이용 불편사항에 한 건의를 수용하여 시책에 반 함으로써 상수도

사업본부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 다.

 2) 정수장 견학 활성화

  상수도의 안정  공 을 해 시설확장과 더불어 첨단의 정수처리설비와 

양질의 고도 정수처리된 수돗물 생산과정  수기 시설을 시민들이 견학

할 수 있도록 정수장을 상시 개방하 다.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연간 13,163명이 정수장을 방문하 고, 회야정수

장은 시티투어 생태환경 탐방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3) 시민과 가까이 다가가는 홍보시책 추진

  안 한 수돗물에 한 홍보 강화를 하여 상수도 홍보문구『“수돗물=생명수” 

안심하고 드세요』를 통해 수돗물의 요성을 강조하 다. 수돗물사랑 공익캠페인 

방송을 2개 방송사에 실시하 고, 시내버스 승강장 40개소  102 의 버스에 5개

월간 옥내 고를 실시하 으며, 상수도 홍보책자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메모노트 19,000부를 작성하여 각종행사  정수장 견학시민들에게 배포하 다. 

  한,  7개소에 자막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정월 보름, 제1회 환경페

어, 물축제 등 지역행사에 극 으로 참여하여 상수도 순회홍보를 실시하 으며 수

질검사결과를 매월1회 공표하는 등 수돗물 홍보 노력에 만 을 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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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객감동 상수도서비스 구현

  노후 취약시설이 상되는 17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동수질검사 차량을 이용한 

장 무료수질 검사를 75건 실시하 고, 자원 사를 동시에 수행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장수질 리행정을 실시하 고, 수돗물 품질보고서 세 별 배부 등 찾

아가는 상수도서비스 구 을 통한 수돗물의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 다.

  수질민원 발생시 장에서 해결하는 수질민원 처리반 운 과 수용가가 계량기 

성능검사를 요청할 경우 직  방문하여 처리하는 수도 계량기 이동검사실 운  등 

극 인 장행정을 다양하게 펼쳤다.

 [그림 Ⅱ-10-1]

< 찾아가는 수질민원서비스 >

나. 2010년 업무계획

 1) 시민참여형 홍보프로그램 활성화

   태화강 물 축제 등 지역 규모 축제  다 집합장소를 직  순회 방문하

여 홍보활동을 개함으로써 수돗물에 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수돗물 직  

음용  물 약운동 등에 하여 참여 분 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연간 20,000

명 이상의 견학인원을 목표로 정수장을 방문하는 견학자의 연령계층에 맞춘 다

양한 홍보 로그램을 운 하고 회야  망 와 경을 람하는 회야  

생태체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 상수도 행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안  제보를 활성화하기 하

여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을 재․신규 하고, 상수도홈페이지에 모니터링 

코 를 신설하여 모니터요원 112명의 활동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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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라인 홍보 활성화

   홈페이지에 정수장 장 투어 수 등 콘텐츠를 추가하고 요   수공사 

신청 련 온라인 처리방식을 개선하는 등 이용 편의성 제고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개편․활성화할 계획이다.

 3)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수돗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하여 ‘과학 인 방법으로 고도 정수된 

우수하고 안 한 물’, ‘원수부터 생산․공 까지 엄격한 수질 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주내용으로 한 공익 고 캠페인을 제작하고 지역 방송사와 

연계하여 1일 3회 이상 주요 고시간 에 방 함으로써 수돗물에 한 정  

인신확산을 극 화할 계획이다.

   한, 2008년 학생용으로 제작되었던 상홍보물을 신하여 새롭게 일반인

의 심을 집  공략하는 방안으로 5~6분 분량의 HD  상홍보물로  

감각으로 제작하여 정수장 견학  순회 홍보 시 상 함으로써 수돗물의 안

성과 엄격한 수질 리 시스템을 부각하고 수돗물에 한 올바른 인식과 신뢰도

를 높일 계획이다. 

   시청 로비  엘리베이터 LCD와 시 을 활용하여 홍보 상 고를 상시

으로 방 하여 수돗물의 안 성과 우수성을 극 홍보하고, 울산 역시버스운

송조합과 고 의를 통해 20  분량의 시내버스 상 고를 370 의 시내버

스에 1 당 1일 85회 정도 방 할 계획이다. 

 4)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현장서비스 행정

   상수도 고객에게 친 하고 감동을 심어주는 수  높은 행정을 실천하기 

하여 수질민원 장처리반 운 , 민원계량기 이동검사실 운 , 상수도 고객

만족도 조사, 부․소별 자원 사 실시, 직원 친 교육, 친 ․불친  신고센터 

운  등 다양한 고객감동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