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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여천위생처리장 운영

▪집필❙여천 생처리장장 김진환

1. 일반현황

 가. 연    

  1977년 11월 울산지역의 분뇨처리를 한 독립된 사업소로 운 되었으나 1995

년 1월 ․남구지역의 생활오수와 폐수처리를 한 용연하수처리장이 공․

가동되면서 여천 생처리장, 회야하수처리장, 용연하수처리장을 합하여 환경사

업소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역시 승격과 함께 여천 생처리장, 3개 하수처리장이 하수 리사업

소로 직제가 개편되었다가 1998년 9월 26일 단독 사업소로 분리되어 재에 이

르고 있으며, 울산 역시 남구 화곡길 27(여천동 1265)번지에 치하고 있다.

 나. 기구  정․ 원 황   

  여천 생처리장은 리․시설운 의 2담당제로 운 되며 정․ 원은 25명이다.

[표 Ⅱ-4-106]                                                                    (단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사 기능직
기 타

(미화원)소계 5 6 7 8 9

정 원 25 7 1 1 2 3 1 10 7

 원 25 6 1 1 3 1 1 11 7

 2. 처리장 관리 및 운영

  분뇨를 최 한 효율 으로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하고 수질

오염을 감소시켜 시민보건 향상과 환경보 에 이바지하기 해 1977년 11월 23

일 남구 여천동 1265번지에 총 부지면  38,079㎡, 용면  3,054㎡로 생처리

장을 건설하 다. 1일 처리능력 100㎘ 규모의 시설로 운 하여 오다가 1983년 

12월 1일 처리능력 200㎘로 증설하여 분뇨를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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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인구의 증가로 인한 분뇨반입량이 늘어나고 수질배출허용기 이 강

화됨에 따라 기존의 기성 처리방식으로는 방류수 수질기 을 수하기 어

려워 1996년 12월부터 사업비 24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기성 소화

방식에서 신공법인 특수미생물(바실러스균)을 이용한 호기성소화방식으로 시

설을 개량하여 1997년 12월 20일 공되어, 1일 300㎘ 처리능력으로 재까지 

운 하고 있다.

  바실러스균을 이용한 호기성소화방식은 일본 이나시의 분뇨처리방법을 도입

한 것으로 근본  목 인 방류수 수질개선은 물론 희석수 사용량  가온연료 

감과 악취감소 등에 탁월한 수처리 효율을 보이고 있어, 그간 방류수의 탁

도와 악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주민 민원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 2000년 3월 무인자동계량 시스템을 설치하여 원가 감에도 크게 기

여하 으며, 2009년도 분뇨처리량은 220,764㎘(자체처리 136,699㎘, 연계처리 

84,065㎘)이다.

연도별 분뇨처리량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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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 황

                                                                               (단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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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노후시설물 교체  수선을 통한 안정 인 수처리 운

  류조 설과 자동계량시스템 교체를 통해 류조 효율을 높이고 분뇨 반입

량을 정확히 산정함으로써 체계 이고 안정 으로 시설을 운 하 다. 

특히, 노후 기계․ 기 시설물을 기에 교체․수선하는 등 효율 인 리시스

템을 정착시키고, 이를 토 로 각종 시설물을 최 으로 운 한 결과 수질개선과 

수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 폐기물 자원화로 탄소 녹색성장 지속 추진

  사업장 폐기물(폐토사)을 유기농비료로 재활용하는 탁을 실시해 연간 120만

원의 산을 감하 고, 폐기물을 자원재순환 함으로써 탄소 녹색성장 등 환

경시책에 극 부응하 다. 한, 시설물의 지속 인 미 개선을 통해 오시설

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환경기 시설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다. 2010년 업무계획

  분뇨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최 의 공정을 운 하기 해 수처리 기기를 체

계 이고 효율 으로 유지 리하고,  직원을 수처리 문요원화할 계획이다. 

한, 폐기물(폐토사)을 자원재순환하고 계   공정별 운 시스템을 개선해 

처리효율은 높이고 산은 감하는 효율 인 친환경기 시설로 운 할 계획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