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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하수관리 

1. 하수도 행정

▪집필 ❙하수 리과 하수행정담당 조충래

가. 하수도 지방공기업 경  

  울산 역시의 하수도사업은 1983년 11월 4일 당시 경상남도로부터 울산시하수도

사업특별회계(지방공기업) 인가를 받아 1984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 업무를 개

시하 고, 1997년 7월 15일 울산 역시 승격과 더불어 울산 역시 하수도특별회계

(지방공기업)로 거듭나 재 시 본청의 환경녹지국 하수 리과를 담부서로 하

여 회야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용연하수처리장, 방어진하수처리장, 언양하수

처리장이 운 되고 있으며, 이  용연과 온산 하수처리장은 시에서 사업소 직제로 

직 운 하고, 회야․언양․방어진 하수처리장은 민간에 탁하여 운 하고 있다.

  울산 역시 하수도사업의 경  목표는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이라는 

시정의 목표에 맞추어 완벽한 하수 차집과 처리를 통해 도심 하천과 연안       

수질을 깨끗이 유지토록 하여 쾌 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나. 일반 황

기   구
(1과 3사업소)

[표 Ⅱ-4-41]

하수 리과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여천 생처리장   

  □ 4담당 : 하수행정, 하수시설, 시설 리, 거정비

  □ 민간 탁 : 방어진․언양․회야하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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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표 Ⅱ-4-42]                                                                       (단 ：명)

구 분 정․ 원 계 4 5 6 7 8 9 기능직

계
정원 129 1 7 17 17 9 78

현원 132 1 7 16 20 7 81

하  수

리과

정원 26 1 4 9 6 2 4

원 27 1 4 9 6 2 5

용 연
정원 57 1

4
(연구사2) 6 2 44

원 58 1
3

(연구사1) 7 2 45

온 산
정원 28 1

2
(연구사1) 3 2 20

원 29 1
2

(연구사1) 4 2 20

여 천
정원 18 1

2
(연구사1) 2 3 10

원 18 1
2

(연구사1) 3 1 11

최근 연도 하수도특별회계 산 황

[표 Ⅱ-4-43]                                                                (단  : 백만원)

구  분 계
재 원 별

업수익 업외 수익 국비보조 기타

2005년 82,530 22,575 1,131 41,610 17,214

2006년 70,478 29,269 1,166 6,031 34,012

2007년 69,984 39,464 1,342 4,922 24,256

2008년 108,915 47,246 2,639 9,627 49,403

2009년 115,049 48,106 2,482 15,080 4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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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인 하수처리장 황

[표 Ⅱ-4-44]

구      분
시설용량

(천㎥/일)

처리면

(㎢)
처   리   구   역

계 592 143.642

용 연 하 수 처 리 장 250 58.797 ․남구 역, 울주군 청량면, 범서읍일원

회 야 하 수 처 리 장  32 20.354 울주군 웅 면, 양산시 웅상지역일원

온 산 하 수 처 리 장 150 21.309 울주군 온산읍, 온양읍, 서생.진하일원

언 양 하 수 처 리 장 60 12.077
울주군 언양읍, 두동, 두서, 삼남, 상북, 삼동일
원

방어진하수처리장 100 31.105 동구, 북구 일원(북구 강동동 제외)

※ 2008. 1. 1 : 호계하수처리장 가동 지

하수 거 설비

[표 Ⅱ-4-45]                                                                       (단 ：㎞)

구    분 계    획 기존시설 향후계획 설비율(%)

계 3,915 3,138 777 80.2

오 수 2,427 2,041 386 84.1

우 수 1,488 1,097 391 73.7

하수 리 주요지표

[표Ⅱ-4-46]                                                  (단 ：천㎥/일, %, 개소,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하 수 처 리 량 378 409 440 451 455

하수도보 률 91.6 92 92.2 92.3 92.4

하수처리장수 6 6 6 6 5

하수 거연장 2,778 2,813 2,876 2,960 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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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울산 역시 공공하수도 배수구역은 1,101.2㎢로 지정하여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부과․징수권한을 울산 역시 역은 울산 역시 상수도사업

본부 지역별 사업소장에게, 경남 양산시 웅상지역(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은 

양산시장에게 탁해 놓고 있다.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의 주요재원이나 매년 처리원가 비 결손액이 

발생되고 있어 안정  재정확보 측면에서 탄력 으로 실화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도별 하수도사용료 징수 황
[표 Ⅱ-4-47]                                                                   (단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  용  료 24,517 31,642 40,878 52,146 52,364

하수도공기업 경 실태
[표 Ⅱ-4-48]

구  분 조 정 량
(천톤)

총  원 가 수 입 단 가 결 손 액
(백만원)톤당(원) 액(백만원) 톤당(원) 액(백만원)

2005년 180,116 260.34 46,891 142.76 25,713 21,178

2006년 180,096 296.26 53,356 182.68 32,900 20,456

2007년 180,589 334.23 60,358 251.40 45,400 14,958

2008년 181,323 372.65 67,571 287.59 52,146 15,425

2009년 181,198 409.08 74,125 289.93 52,534 21,591

라. 하수원인자부담  부과․징수

  「하수도법」 제61조  「울산 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내지 제26조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 기반시설(하수 거  펌 시설, 하수처리장)의 확충과 

유지에 투자되는 재원으로 부과․징수권한을 울산 역은 할 구․군수에게 

임되어 있고, 양산시 웅산지역은 울산 역시장이 부과․징수하고 있다.

연도별 하수원인자부담  징수 황

[표 Ⅱ-4-49]                                                                   (단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액 12,056 19,322 22,914 16,493 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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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수도기반시설 확충
▪집필 ❙하수 리과 하수시설담당 김동훈

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1997년 역시 승격과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미래지향 이고 효율 인 

하수도시설 설치  리를 하여 시 역의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 2003년 4월 환경부 승인을 받았으며, 2006년 6월 강동처리구역 하수도정비기

본계획(변경)을 승인받아 2008년 9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완료하 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표 Ⅱ-4-50]

구      분 당  변  경 비고

목표연도  2021년 2025년

계획인구

계  1,540,000명 1,492,000명

울산 역시 1,380,000명 1,352,000명

양산(웅상) 160,000명 140,000명

계획하수량

(일최 )

계 760,400㎥/일 715,800㎥/일

용연처리구역 245,600㎥/일 248,000㎥/일

온산처리구역 162,300㎥/일 113,300㎥/일

회야․온산처리구역 50,500㎥/일 28,000㎥/일

언양처리구역 62,200㎥/일 56,000㎥/일

방어진처리구역 136,000㎥/일 101,100㎥/일

굴화처리구역 40,000㎥/일 40,100㎥/일 재 용연하수처리장

강동처리구역 10,100㎥/일 6,900㎥/일 재 연안방류

농소처리구역 50,200㎥/일 120,500㎥/일 재 방어진하수처리장

호계처리구역 3,500㎥/일 1,900㎥/일 재 방어진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165.7㎢ 2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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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황

[표 Ⅱ-4-51]

구  분 처  리  구  역
하  수
처리장

면 (㎢) 승 인

울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울산, 온산)

◦울산( ․남구, 울주군 범서, 청량)

◦방어진(동구, 북구)

◦온산(온양, 온산)

용 연

방어진

온 산

57.77

23.82

22.10

1996. 8

회야  상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울주군 웅 면, 양산시 웅상읍 회 야 13.10 1997. 12

울산 역시

(언양, 서생, 강동)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언양(울주군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삼동)

◦서생, 진하, 온양, 남창

◦강동처리구역

언 양

온 산

강 동

21.67

0.62

2.44

1998. 4

농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북구 농소동 방어진 9.49 2000. 7

울산 역시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울산 지역(통합)

용연,방어진.

온산, 회야,

언양, 호계,

굴화, 강동, 

농소, 

용암폐수

165.76 2003. 4

◦강동처리구역 “ 165.96 2006. 6

◦농소처리구역

◦굴화처리구역

◦용연처리구역

◦방어진처리구역

농소,온산

굴화,회야

방어진,강동

202.8
2008. 9

나.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추가 건설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여 방류하는 처리수의 수질기 이 2008년부터 강화

됨에 따라 수질기 을 수하고 처리수의 재이용을 통한 수자원 극 화를 도모하

기 하여 고도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회야하수처리장은 2008년 10월에 용연

하수처리장은 2009년 10월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 으며, 온산하수처리장

은 2012년 6월 완공목표로 고도처리 시설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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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용연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이 한계 에 도달하여 1일 4만 7천톤 규모의 시설을 갖춘 굴화하수처리장

과 강동권 개발계획에 따른 1일 5천톤 규모의 시설을 갖춘 강동하수처리장을  

2012년 공목표로 민간투자사업인 BTO방식으로 건립 에 있으며 농소권역에

도 1일 100천톤 규모의 농소하수처리장을 2015년 공목표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비 이다.

  따라서, 굴화와 강동하수처리장이 완공되는 2012년경에는 하수처리시설 용량

이 재의 592천톤보다 52천톤이 증가하고 2015년에는 100천톤이 증가하여 총 

하수처리시설용량이 744천톤으로 크게 증가될 망이다.

하수처리장 황  추가건설 계획

[표 Ⅱ-4-52]                                                          (단 ：천㎥/일, 백만원)

구  분
계 기   존 시  설  처 리

단 계시설용량 사업비 시설용량 사업비 시설용량 사업비

계 744 842,701 592 548,513 152 294,170

회야
하수처리장

32 67,923 32 67,923        고도처리

용연
하수처리장

250 196,897 250 196,897       고도처리

온산
하수처리장

150 94,320 150 58,302 고도처리 36,000 2차처리

방어진
하수처리장

100 152,586 100 152,586 고도처리

언양
하수처리장

60 72,805 60 72,805 고도처리

굴화
하수처리장

47 94,580 47 94,580 민자사업

강동
하수처리장

5 39,090 5 39,090 민자사업

농소
하수처리장

100 124,500 100 124,500 민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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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수처리구역별 하수 거 부설  정비

  하수를 배제하는 방식에는 오수와 우수를 어떻게 배제하느냐에 따라 분류식

과 합류식, 합병식으로 구분하며 분류식은 다시 완 분류식과 불완 분류식으

로 세분된다. 

  완 분류식은 우수와 오수 거를 완 히 분리하여 오수는 오수 거를 통해 하

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우수는 우수 거를 통해 하천 등의 공공수역에 배제하는 

방식으로 우리시의 경우는 완 분류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남구지역 외에는 합

류식으로 설비되어 2009년 분류식 설비율이 74.3%를 나타내고 있어 연차별 단계

으로 정비 에 있다.

  특히, 동구 역과 북구 일부(양정․염포동), 울주군 일부(언양, 상북, 삼남, 삼동, 온

양) 지역에 하여는 임 형 민자사업(BTL)방식을 채택하여 2013년을 목표로 완 분

류식 거로 정비 에 있고, 하수차집 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하수처리

구역별로 신규로 하수 거 부설공사를 시공 에 있어, 재 추진 인 하수 거 사

업이 완료되는 2013년 이후에는 분류식 설비율이 90%정도 향상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 하수도 보 률에 있어서도 2009년말 92.4%에서 2015년이 되면 95%로 향상

될 것으로 보여 국 평균보다는 크게 웃돌고 타 역시와는 비슷한 수 을 유지할 

것으로 상된다.

최근 연도별 하수도 보 률 증가 추이

[표 Ⅱ-4-53]                                                                   (단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보 률(%) 91.6 92.0 92.2 92.3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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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추진 인 하수 거사업 황
[표 Ⅱ-4-54]                                                                   (단 ：백만원)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총사업비 공목표 연도

계 312,391

방어진하수 거정비

임 형민자사업(BTL)

․ 거부설 L=147.642km

․배수설비 11,412개소
98,915 2011년

언양하수 거정비

임 형민자사업(BTL)

․ 거부설 L=156.9km

․배수설비 7,515개소
92,635 2013년

방어진처리구역(주 ․당사)

지선 거 부설

․ 거부설 L=13.7km

․배수설비 649개소
6,000 2012년

방어진처리구역(명 )

지선 거 부설

․차집 로 L=2.77km

․ 계펌 장 Q=12만톤/일
21,837 2010년

방어진처리구역(농소)

지선 거 부설

․ 거부설 L=36km

․배수설비 1,311개소
21,000 2012년

언양처리구역(반천)

지선 거 부설

․ 거부설 L=16.4km

․배수설비 492개소
9,000 2011년

용연처리구역(청량)

지선 거 부설(2공구)

․ 거부설 L=11.9km

․ 계펌 장 Q=8,500톤/일
3,050 2010년

회야처리구역(웅상)

지선 거 부설(2차분)

․ 거부설 L=57.9km

․배수설비 1,361개소
23,054 2013년

하수 거 정비공사 ․하수 거 개보수 L=77.6km 36,900 2012년

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

  지 까지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량 해양투기로 처리하

으나, 해양오염방지를 한 런던 약과 1996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지되어, 하수슬러지의 안정  처리를 해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남구 성암동 153번지 일원에 건립 에 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 황

[표 Ⅱ-4-55]                                                                   (단 ：백만원)

공  사  명 시설용량 총사업비 공목표 연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각시설 Q=300톤/일 33,652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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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수시설 관리

▪집필 ❙하수 리과 시설 리담당 임강수

하수 리과 거정비담당 이석철

가. 하수처리장 운 리

  재 가동 운 인 하수처리장은 용연, 온산, 방어진, 언양, 회야 하수처리장 

5개소이며 이 에서 용연과 온산하수처리장은 직 으로 운 되고 방어진과 언

양, 회야 하수처리장은 민간에 탁하여 운 하고 있다.

  총 시설용량은 1일 592천㎥이나 하수차집 로 미 부설 지역이 산재하고 있

어 하수처리장 유입량은 1일 455천㎥이다.

  처리장별 처리구역으로는 용연하수처리장이 ․남구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고, 

회야하수처리장이 회야  상수원 보호를 한 양산시 웅상지역과 울주군 웅 면

지역을, 온산하수처리장이 온산읍․온양읍지역을, 언양하수처리장이 울주군 

언양읍, 두동면, 두서면, 삼남면, 상북면 지역을, 방어진하수처리장이 동구와 북구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황

[표 Ⅱ-4-56]                                                              (단 ：천㎥/일, ㎢)

구    분   치 시설용량 처리량 처리구역 공연도 처리방법

계 592 455.3 143.642

용연

하수처리장
남구 황성동 250 245 58.797 1984

고도처리

(DeniPho)

회야

하수처리장

울주군

웅 면 리
 32  29.4 20.354 1987

고도처리

(SymBio)

온산

하수처리장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150  82.1 21.309 1985

표  활성

오니법

언양

하수처리장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60 21 12.077 2001

고도처리

(DNR)

방어진

하수처리장
동구 미포동 100 77.8 31.105 2000

고도처리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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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수처리장별 시설운

 1) 용연하수처리장

  남구 황암로 39번지(황성동 600-4) 일원의 108,338㎡의 부지에 1일 25만㎥ 처

리규모의 1차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1995년 8월 18일 공하여 가동하여 왔다. 

  그러나, 연안해역 수질보호를 하여 673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1차 물리

처리에서 2차 생물학  처리방식으로 2002년 11월 시설을 개선하 으며, 2006년 

11월 9일부터 492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10월 24일 고도처리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하여 연안의 청정수질 보 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재 ․남구  지역과 울주군 범서읍 일부지역의 생활오수와 공장폐수 

등을 차집하여 10개소의 계펌 장과 10개소의 맨홀펌 장을 통해 하수처리장

으로 유입시켜 고도처리 후 연안해안으로 방류하고 있다.

용연하수처리장 수질 황

  [표 Ⅱ-4-57]                                                                (단 ：㎎/ℓ)

용연하수처리장 수질현황(2009년 평균)

10

40

10
20

2

95
80.1

163.7

37.5

3.74.2
15

4.4
14.9

1.1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BOD COD SS T-N T-P

기준 유입 방류

용연하수처리장 수질현황(2009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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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산하수처리장

온산공단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장폐수와 울주군 온산읍과 온양읍  서

생면 일부 지역의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하여,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229-1번지 일원 181,608㎡ 부지에 1일 15만㎥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로

서 1997년 8월에 공되었다. 

2002년 6월 진하․남창지역 하수 거부설공사를 완료하여 남창천과 진하해

수욕장에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하여 하천과 연안해역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한, 양산시 웅상지역의 인구 증으로 회야하수처리구역 하수발생량이 처

리능력을 과 유입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해 온산 이송 거 부설사업을 

2002년 11월 공하 고, 2009년 6월 착공에 들어간 고도처리 시설개선공사가 

2012년 6월에 공되면 회야강과 회야  수질보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온산하수처리장 수질 황

[표 Ⅱ-4-58]                                                                    (단 ：㎎/ℓ)

온산하수처리장 수질현황(2009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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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야하수처리장

우리시의 주 상수원인 회야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해 회야강 상류지역인 

울주군 웅 면과 양산시 웅상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와 생활하수  축산

폐수를 차집 처리하기 하여, 울주군 웅 면 리 808번지 76,517㎡ 부지 

에 1일 32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1989년 11월 공되었으며, 2006년

부터 154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10월 5일 고도처리 시설개선공사를 

완료하여 상수원 수질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재 1일 27천㎥의 하수를 안정 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 후 배제 로를 

통하여 회야  하류에 방류하여 회야강 하류의 하천 유수지로 재이용하고 있고, 

갈수기에 농업용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방류수를 처리장 상류지역의 농업용수로 

공 하여 지역주민의 물 부족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회야하수처리장 수질 황

[표 Ⅱ-4-59]                                                                   (단  : ㎎/ℓ)

회야하수처리장 수질현황(2009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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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언양하수처리장

울주군 언양읍 등 태화강 상류지역과 두동면, 두서면 등 곡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을 차집 처리하는 시설로, 언양읍 

구수리 산 248-4번지 일원의 70,705㎡의 부지에 1일 6만㎥ 처리규모의 고도처

리시설을 갖추어 2004년 10월 31일 공하 다.

언양하수처리장의 가동효과는 울산의 젖 인 태화강 상류지역의 수질 리와 

곡  상수원보호 등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재 언양하수처리장은 기존 하수처리장과는 달리 질소, 인 등을 완 히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을 갖춤으로서, 최종방류수는 BOD 2.1ppm(기 10), 

COD 7.0ppm(기  40), SS 2.1ppm(기  10)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장균을 

처리할 수 있는 UV 소독조가 설치되어 있고, 하수처리공정 체를 폐시스

템으로 구축하여 악취발생을 근원 으로 차단하 으며, 차집 로 40.4Km, 오수

계펌 장 8개소, 맨홀펌 장 27개소을 설치하여 하수를 차집 처리하고 있다.

한 시민편의시설로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조경수 등으로 친환경 공원화로 시민에게 상시 개방하여 호응을 받고 있다.

언양하수처리장 수질 황

[표 Ⅱ-4-60]                                                                    (단 ：㎎/ℓ)

언양하수처리장 수질현황(2009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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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방어진하수처리장

  동구와 북구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을 

차집 처리하는 시설로, 동구 미포동 산11번지 97,259㎡의 부지에 1일 10만㎥처

리규모의 고도처리시설을 갖추어 2005년 8월 31일 공하여 울산연안  동천

주변의 수질오염 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재 방어진하수처리장은 질소, 인 등을 완 히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

시설을 갖추어 최종방류수는 BOD 4.4ppm(기 10), COD 9.1ppm(기  40), SS 

3.0ppm(기  10)을 유지하고 있다. 

  하수처리공정 체를 폐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악취발생을 근원 으로 차단

하 으며, 차집 로 34.1Km, 오수 계펌 장 9개소와 맨홀펌 장 5개소를 설

치하여 하수를 차집 처리하고 있다.

방어진하수처리장 수질 황

[표 Ⅱ-4-61]                                                                    (단 ：㎎/ℓ)

방어진하수처리장 수질현황(2009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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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호계하수처리장

  북구 호계구획정리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해서 1일 4,600㎥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춘 처리장으로, 호계구획정리조합에서 건설하여 2003년 7월 

1일 우리시로 리 환한 시설이나, 원가 감을 해 발생되는 하수를 방어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2007년 12월 31일자로 가동 단 조치하 다.

방어진하수처리장 수질현황(2009년 평균)

BOD          COD           SS           T-N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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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민 홍보의 장 극 활용

  쾌 한 환경과 생활건강에 한 시민의 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평소 시민

이 사용하는 물의 배출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  과정과 수질환경 반에 해 

체계 으로 정리한 홍보 상물, 환경학습장 조성 등  시민 홍보 을  하수

처리장에 조성․운 하여 환경기 시설과 수질환경의 요성을 고취시키고 수

질환경보호에 시민들이 동참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용연하수처리장의 경우 2009년 5회 128명이 방문하여 수처리 과정과 상물 

람 등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생활하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처리되는지 

견학을 통해 물에 한 요성을 일깨우데 기여하 고,

  온산하수처리장은 환경학습장과 홍보교육장을 개설․운 하여 재까지 24회 

2,466명을 상으로 물 환경에 한 요성을 홍보하여 시민의식을 환하는 

동기를 부여하 고, 시민 친화시설인 축구장과 족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을 

매주 동호회에 상시 개방하여 하수처리장이 오시설이 아님을 제고시켰다.

  회야하수처리장은 2009년 7회 104여명의 방문객에게 하수처리  과정에 

한 장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평소 일상생활에서 물 리의 요성을 일깨우는

데 기여하 다.

  그리고, 언양하수처리장은 시민친화 시설인 생활체육시설을 각종 동호회에 

상시 개방하여 2009년 축구장 120회 28,418명, 야구장 51회 4,745명, 홍보시설 

 견학 19회 1,212명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문하 다.

  방어진하수처리장에도 하수처리의 역사, 물 사용의 과정, 물에 한 다양한 

정보자료, 환경이 인간에 미치는 향, 울산의 환경실태 조사․분석 내용 등을 

시한 홍보  외에 홍보 화와 하수처리 상물을 상 하는 시청각실 등을 통

해 25회 1,200여명의 방문객들을 상으로 물 약과 환경보 에 솔선수범토록 

하는 환경지킴이실을 운 하여 환경학습의 장으로서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하수처리장은 학생, 시민단체, 기업체 등에서 희망할 경

우 수시로 개방하여 수질환경 홍보의 장으로 극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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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천유입 오수차단 사업 

  태화강 수계와 한 지역에 치해 있는 구와 남구지역을 상으로 

우․오수 의 오 합 정비와 가정오수  연결사업을 집  추진하여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가 태화강은 물론 주요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하수 거 정비사업을 1995년부터 재까지 꾸 히 추진하여 태화강의 수질을 

획기 으로 개선시켜 살아있는 생태하천으로 되돌려 놓았다.

  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벤처마킹의 상되고 있음은 매우 큰 성과로 

손꼽을 수 있고, 본 사업은 태화강과 동천, 여천천 등 도심주요하천의 수질이 

2 수이상으로 자리매김할 때가지 지속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수 차단사업 황
[표 Ⅱ-4-62]                                                                  (단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비  고

태화강유입
오수차단사업 1,397 2003～2004

․ 거부설 L=3.1㎞
․우수토실 14개소
․맨홀펌 장 2개소

완료

가정오수
 연결사업 45,468 1995～2005 ․45,624건 완료

하수
거

정비
사업

학성삼산 13,879 2003～2007
․굴착보수 : 25.8㎞
․비굴착보수 : 1,262개소
․부분보수 : 7.2㎞

완료

신정반구 12,509 2007～2009 ․ 거보수 : 30.4㎞ 완료

야음 5,200 2010～2012 ․ 거보수 : 20.0㎞ 추진

앙우정 18,700 2010～2012 ․ 거보수 : 23.0㎞ 추진

삼산옥동 13,000 2010～2012 ․ 거보수 : 34.6㎞ 추진

마. 하수도시설물 DB 구축 

  그동안 열악한 하수도시설물의 확충에만 행정력을 기울인 결과 하수도시설에 

한 체계  리가 제 로 되지 않아 효율 인 하수도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2009년 5월부터 시 역을 상으로 한 하수도시설물 DB구축사업을 착

수하여 2010년 5월 완료되면 향후 하수도 정책의 기 자료 활용과 효율 인 하수

도시설물 리가 가능해져 하수도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