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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맑은물 공급 

1. 깨끗하고 풍부한 원수의 안정적 확보

가. 수원확보

재 우리시의 수원 확보량은 생활용수 550천㎥/일,공업용수 1,060천㎥/일으로

최 1,610천㎥/일을 확보하고 있다.실제 용수 수요량은 생활용수가 320천㎥/일,

공업용수가 904천㎥/일으로 체 수원 확보량의 약 76% 정도이며 공업용수의 비

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수원확보 현황〉
(단 ：천㎥/일)

구 분 계 생 활 공 업

계 1,610 550 1,060

낙동강표류수(소계) 1,220 160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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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수원 확보량을 살펴보면 생활용수는 확보량 550천㎥/일 호소수가 390

천㎥/일,낙동강 표류수가 160천㎥/일으로 낙동강 원수에 한 의존율이 약 29%

이고,공업용수는 확보량 1,060천㎥ 체가 낙동강 표류수로 특히 공업용수의 낙동

강 원수 의존율이 높다.

낙동강 표류수를 제외한 자체수원 생활용수 확보량은 사연 130천㎥/일, 곡

90천㎥/일, 암 50천㎥/일,회야 120천㎥/일,총 390천㎥/일으로 체 수

원 확보량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체 수원확보량 용수비율은 생활용수가 34.2%인 550천㎥/일이고 공업용수

가 65.8%인 1,060천㎥/일이다.우리시는 국 최 의 산업도시로서 타 시․도에

비해 공업용수 비율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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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화 산업화의 진 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수 향상 등으로 생활

용수의 수요량이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나. 수질관리

국제 공인시험기 으로 인정받은 수질연구소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 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 하기 해 원수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엄격한 수질검사

를 수행하고 있다.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고 좋은 수질을 유지하기 해 회야 ,사연 등 주요 상

수원에 해 매주 정기 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생동물 실태조사,조류

경보제 운 등 상수원 안정성 확보를 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연꽃,갈 등을 식재하는 친환경 인공습지 조성을 통해 회야강에서

유입되는 비 오염원을 유입 에 정화시키고 력 류식 수 폭기기 설치,

부유물 수거,어류포획사업,상류 정화활동 등을 실시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에 힘

쓰고 있다.

〈인공습지 조성 현황〉

구 분 조성년도 면 (㎡) 식재식물

계 172,989

노방들1습지 2002년 ~2003년 62,500 갈 ,부들,연꽃

터들습지 2005년 60,000 갈 ,부들

노방들2습지 2009년 50,489 연꽃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을 해 정수공정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생산된

수돗물에 해서는 먹는물 수질기 58개 항목과 먹는물 수질감시 100개 항목 총

158개 항목에 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이는 세계보건기구의 먹는물 수질

기 치보다 훨씬 높은 수 이다.2012년부터는 방사성 핵종물질 3개 항목 등 9개

항목을 추가하여 167개 항목에 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최신 수질분석 장비를

지속 으로 보완하여 수질 리를 더욱 철 히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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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검사 항목 확대〉

2005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139항목 145항목 150항목 155항목 158항목 167항목

수돗물 불신해소를 해 계 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수돗물평가 원회를

운 하여 원수,정수,수도꼭지 수돗물을 분기 1회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정수장 일일 수질 황은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고 월간수질 황도 상수

도 홈페이지 게시는 물론 구․군 게시 , 내 공동주택 게시 등에 확 공개하

여 수돗물에 한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정확하게 달하고 있다.

2. 미래를 대비한 상수도 생산 ․공급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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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환하고 각 정수장별로 비상연계 로를 부설하여 정수장 로사고에 비

코자 하며,원수 수질변화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해 천상일반정수장에 고도정

수처리과정을 도입하고 노후된 회야정수장도 화하여 생산효율을 증 시키기

한 개량사업을 진행 에 있다.

지방상수도 미공 지역인 농․어 지역에 송․배수 을 부설하여 수공 을

확 하고,노후된 송․배수 로를 기에 교체 는 개량하여 수사고를 방하

고 맑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 할 계획이다.

한,운 리가 쉽고 수율이 낮으며 수질 리가 용이한 수체계를 만들기

해 수지역에 해 블록시스템(BLOCKSYSTEM)을 구축하여 유수율 제고

리가 용이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가. 배수방식 전환

균등한 수압으로 수돗물을 안정 으로 공 하기 해 직 배수방식에서 간 배

수방식으로 환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319억원

를 투자하여 연암배수지를 증설하고 신정배수지를 신설함으로써 양정․효문동 일

원과 신정동,옥동,달동 일부지역을 간 배수방식으로 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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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향후 남목배수지 신설로 남목1,3동지역,율리배수지 신설로 무거동 일부

청량 율리지역을 간 배수로 환할 계획이다.

나. 비상연계관로

정수장 송수 로 사고 시 수돗물 공 단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하고 안

정 으로 상수도를 공 하고자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수장 상호간 연계

가동이 가능토록 구청 삼거리에서 효문 사거리까지 4.54㎞의 비상연계 로 부설

을 진행 에 있다.회야정수장과 천상정수장 송수 로를 상호 연결하면 규모

수사고에 비가 가능하며,각 배수지 수구역별로도 비상 로를 부설하여

․소규모 수사고 시에도 안정 으로 상수도를 공 할 계획이다.

다. 농 ․ 어촌지역 배수관

수원이 불안정한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시설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북구 일부지역 울주군 수취약지역에 수돗물을 공 하기 하여 총 584억원의

산을 투입하여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송‧배수 부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 331억원의 사업비로 166㎞의 송․배수 을 부설해 89개 마을에 상수

도를 공 하 으며,2012년에는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울주군 서생면,언양

읍 다개,범서읍 사연,청량면 문죽마을 일원 등 4개 지역에 배수 을 부설하여 생

활용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맑은 물을 공 할 계획이다.

한 지하수 는 공업용수를 정수하여 생활용수로 사용 인 온산 국가산업단

지 남구 용잠,남화지역에도 수돗물을 공 하여 기업과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기반시설 구축에 만 을 기할 계획이다.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136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수

41.7㎞ 부설과 온산가압장 배수지 증설 에 있고,2011년까지 119억원을 투

입하여 배수지 4,000㎥(6,800㎥→10,800㎥),가압장 4,700㎥(16,000㎥→20,700㎥)증설

과 배수 36.4㎞를 부설하 으며,2012년에는 17억원을 투입하여 배수 5.3㎞를

부설할 계획이다.본 사업이 완료되면 온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정 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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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후관 교체 ․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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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 인해 발생하는 물 손실을 이고 유수율 제고에 일조하여 상수도 경 개

선에 기어코자 연차 노후 개량 계획을 수립, 진 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다.

수 방 내부에서의 2차오염 방지를 통한 맑은 물 공 을 해 2011년에

는 노후 교체 상인 18㎞에 하여 48억원을 투입 교체하 으며 2012년에는 44

억원 사업비로 16.4㎞를 교체할 계획이다.

계량기의 유효검정기간은 50㎜이하가 8년,50㎜ 과는 6년인데 불감수량을 최소

화하기 하여 내구연한(검정유효기간)경과 는 노후된 계량기는 매년 발생분을

당해연도에 교체하고 있다.

2011년에는 7억원을 투입하여 9,130 의 계량기를 교체하 고,2012년에 8억원을

투입하여 10,926 의 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이며,노후계량기 기 교체로 유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마.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구역개량사업은 복잡하고 범 하게 얽 있는 배수 망을 격자형 망으로

블록화하여 분할함으로써 지역간 수압 균등화를 통한 원활한 수공 을 도모하

고 망 리의 효율성과 유수율을 제고하기 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수공 지역별로 상수도 공 물 유지 리가 용이토록 블록화가 필요하며

정수장을 기 으로 블록화,배수지를 기 으로 블록화를 구축하고 주요도로

는 하천을 기 으로 소블록화를 구축하여 블록단 로 가․감압변을 설치하여

일정한 수압을 유지하고 유수율을 산정하여 체계 인 망 리를 하고 있다.

내 수구역을 총 115개 구역으로 블록화하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

비 157억원을 투입하여 101개소를 개량 완료하 고,2012년에는 20억원을 투입하

여 6개 구역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바. 회야정수장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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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개량하여 고품질 수돗물의 안정 생산공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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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 총사업비 550억원을 2013년까지 연차 으로 투입하여 여과지․정수지

신설,농축조 처리시설 증설,제1,2정수장 송수펌 시설통합 등 개량사업을 단계

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2012년은 175억원의 산을 투입하여 정수지#2,3지

를 우선 시행할 정이다.

사.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2003년 공되어 운 인 천상일반정수장(Q=220천㎥/일)은 2005년 갈수기 시

기에 조류로 인해 이․취미로 일시 수 단 사태가 발생되기도 하 는데,이를

해결하고 원수수질 변화에 능동 으로 처하여 항시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 으

로 공 코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진 이다.

이를 해 총사업비 424억원을 2016년까지 연차 으로 투입하여 고도정수처리시

설인 오존,후오존,활성탄흡착지를 신설할 계획에 있으며,2012년은 5억원의

산을 투입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한 보상을 추진할 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