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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하수관리 
1. 하수도 행정

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경영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은 1983년 11월 4일 경상남도로부터 울산시하수도사업특

별회계(지방공기업)의 인가를 받아 1984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 업무를 개시하

였으며,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시 본청 환경녹지국 하수관리

과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공기업) 전담부서로 하여 현재 용연, 온산, 회야, 언

양, 방어진, 굴화, 강동 등 7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용연․온산하수

처리장은 사업소 직제로 운영하고 있고, 회야․언양․방어진 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굴화․강동 하수처리장은 민간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일반현황
〈 기     구 〉

              하수관리과  1과 3사업소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4담당 : 하수행정, 하수시설, 시설관리, 관거정비

․민간위탁 : 회야․언양․방어진 하수처리장

․민간자본 : 굴화․강동 하수처리장

〈 정 ․ 현원 〉                                                                                   (단위：명)
구 분 정․ 현원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29 3 6 19 47 40 14

현원 123 3 6 25 56 31 2

하 수

관리과

정원 26 1 5 8 7 3 2

현원 26 1 5 8 10 2 -

용 연
정원 54 1 - 4(연구사1) 22 18 9

현원 50 1 - 8(연구사1) 22 17 2

온 산
정원 34 1 - 5(연구사1) 13 13 2

현원 32 1 - 5(연구사1) 17 9 -

여 천
정원 15 - 1 2 5 6 1

현원 15 - 1 4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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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재 원 별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국비보조 기 타

2009년 115,050 48,106 2,482 15,080 49,382

2010년 119,746 61,411 1,614 24,102 32,619

2011년 121,910 55,235 1,305 20,865 44,505

2012년 117,831 60,705 1,326 27,056 28,744

2013년 133,386 63,670 1,464 18,281 49,971

〈 하수도특별회계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다. 하수도사용료 부과 ․ 징수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전역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별 사업소장이, 경남 양산

시 웅상지역(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은 양산시장이 부과․징수하고 있다.

〈 하수도사용료 징수 현황 〉                                                                               (단위：백만원)
연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 액 52,364 67,485 67,396 70,842 74,191

〈 하수도사용료 경영실태 〉

구  분 조 정 량
(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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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81,198 409.08 74,124 289.93 52,535 21,591

2010년 191,147 410.54 78,473 360.17 68,845 9,628

2011년 185,151 534.09 98,887 365.27 67,630 31,257

2012년 187,306 585.33 109,636 379.57 71,095 38,541

2013년 185,569 636.76 118,162 400.08 74,243 4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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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 징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하수도법」제61조 및「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내지 제26조에 근거한 공공하수도시설 확충에 투자되는 재원으로, 울산광

역시 전역은 관할 구청장․군수가, 양산시 웅상지역은 울산광역시장이 부과․징수

하고 있다.

〈 하수원인자부담금 징수 현황 〉 (단위：백만원)
연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 액 11,669 14,814 9,301 21,862 26,272

2.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1997년 광역시 승격과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하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전역의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

경(안)을 수립, 2003년 4월 환경부 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9월 하수도정비기본

계획(변경)을 완료하였고, 2012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2014년

환경부 승인 신청 중에 있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 〉
구  분 처 리 구 역 하수처리장 면적(㎢) 승 인

울산광역시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울산광역시 전지역(통합)

용연,방어진,온산,회야,

언양,호계,굴화,강동,

농소,용암폐수

165.76 2003. 4.

울산광역시 전지역

용연,방어진,온산,회야,

언양,호계,굴화,강동,

농소

202.8 20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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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목 표 연 도 2021년 2025년

계 획

인 구

계 1,540,000명 1,492,000명

울 산 광 역 시 1,380,000명 1,352,000명

경남 양산시(웅상) 160,000명 140,000명

계 획

하수량

(일최대)

계 760,400㎥/일 715,800㎥/일

용 연 처 리 구 역 245,600㎥/일 248,000㎥/일

온 산 처 리 구 역 162,300㎥/일 113,300㎥/일

회야․온산처리구역 50,500㎥/일 59,800㎥/일

언 양 처 리 구 역 62,200㎥/일 39,000㎥/일

방어진처리구역 136,000㎥/일 101,100㎥/일

굴 화 처 리 구 역 40,000㎥/일 57,100㎥/일 2012. 9월 준공

강 동 처 리 구 역 10,100㎥/일 6,900㎥/일 2012. 9월 준공

농 소 처 리 구 역 50,200㎥/일 120,500㎥/일 현재
용연,방어진하수처리장

호 계 처 리 구 역 3,500㎥/일 1,900㎥/일 현재
방어진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165.7㎢ 202.801㎢

〈 굴화하수처리장 (굴화강변공원 )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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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및 추가 건설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여 방류하는 처리수의 수질기준이 2008년부터 강화

됨에 따라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처리수의 재이용을 통한 수자원의 극대화를 도모

하기 위하여 회야하수처리장은 2008년 10월에, 용연하수처리장은 2009년 10월에,

온산하수처리장은 2012년 6월에 각각 고도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였다.

그리고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용연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1일 4만 7천톤 규모의 굴화하수처리장과 강동권 개발계획에

따른 1일 5천톤 규모의 강동하수처리장을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여 2012

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북구 농소권역에도 1일 10만톤 규모의 농소하수처리장을

2016년 준공목표로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 중에 있다.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굴화․강동하수처리장 완공으로 2013년 말 현재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61만 4,000톤이며, 2016년에는 10만톤이 증가하여 총 하수처

리시설용량이 71만 4,000톤으로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추가건설 현황 〉(단위：천㎥/일, 백만원)

구  분
계 기존시설 2012년 준공 시  설  중 처 리

단 계시설
용량 사업비 시설

용량 사업비 시설
용량 사업비 시설

용량 사업비
계 272 404,467 150 58,302 172 161,259 100 184,906 -

온 산

하수처리장

120

(150)
85,891 150 58,302 120 27,589 - -

고도처리

(당초용량)

굴 화

하수처리장
47 94,580 - - 47 94,580 - -

고도처리

(민자사업)

강 동

하수처리장
5 39,090 - - 5 39,090 - -

고도처리

(민자사업)

농 소

하수처리장
100 184,906 - - - - 100 184,906

고도처리

(민자사업)

다. 하수처리구역별 하수관로 부설 및 정비
하수 배제 방식에는 오수와 우수를 어떻게 배제하느냐에 따라 분류식과 합류식으

로 구분하며 분류식은 다시 완전분류식과 오수분류식(불완전분류식)으로 세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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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분류식은 우수와 오수관로를 완전히 분리하여 오수는 오수관로를 통하여 하

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우수는 우수관로를 통하여 하천 등의 공공수역에 배제

하는 방식으로 우리시의 경우는 완전분류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울주군 일부지역과

도심 외곽 지역은 합류식으로 설비되어 있어 연차별 단계적으로 정비 중에 있다.

울주군 일부(언양, 상북, 삼남, 삼동, 온양)지역에 대하여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방

식을 채택하여 2014년을 목표로 완전분류식으로 정비 중에 있고, 하수차집 관로가 아

직 설치되지 않은 척과천 수계인 서사마을 일원과 외황강 수계인 갈티마을 일원의 자

연부락에도 분류식 하수관로 부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 이후

에는 분류식 설비율이 98%로 향상되어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구와 남구지역을 대상으로 우․오수관의 오접합 정비와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가 태화강은 물론 주요 하천으로 유입되

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9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추진하여

태화강을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되돌려 놓았다.

생태하천으로 거듭 난 태화강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

고 있음은 매우 큰 성과로 손꼽을 수 있고, 본 사업은 태화강과 동천, 외황강, 회

야강, 여천천 등 주요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2013년 추진 중인 하수관로사업 현황 〉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준공목표 연도

계 162,205

언 양 하 수 관 로 정 비
임대형민자사 업 ( B T L )

․관로부설 L=156.9km
․배수설비 7,515개소

92,635 2014년

방어진처리구역(농소2차)
지 선 관 로 부 설

․관로부설 L=9.3km
․배수설비 180개소

3,800 2015년

회야하수처리구역 (웅상 )
지선관로 부설 ( 2 차분 )

․관로부설 L=68.6km
․배수설비 1,604개소

22,000 2014년

갈티마을 지선관로 부설
․관로부설 L=31.5km
․배수설비 318개소

6,500 2013.12.24 준공

서사마을 지선관로 부설
․관로부설 L=21.1km
․배수설비 187개소

3,500 2013.12.26준공

용연처리구역 태화강좌·우안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관로정비 L=62.6km 33,770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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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전량 해양투기로 처리하였으

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런던협약과 1996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2012년부터 해양

투기가 금지되어,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1일 300톤 처리규모의 하수슬

러지 처리시설을 남구 처용로 일원에 2011년 1월 준공하였다.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 현황 〉 (단위：백만원)
시  설  명 시설용량 총사업비 준 공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각시설 Q=300톤/일 31,980 2011년 1월

마. 하수도시설물 DB 구축 
하수도시설물의 확충에만 행정력을 기울인 결과, 하수도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

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효율적인 하수도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2009년 5월부터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수도시설물 DB구축사업을 착수하여 2010년

9월 완료함에 따라 하수도 정책의 기초자료 활용과 효율적인 하수도시설물 관리가

가능해져 하수도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에 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시기반시설물을 신속·정확하게 관리 활용함으로써 도시

기반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절감과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질 높은 하수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하수시설 관리
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현재 가동․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은 용연, 온산, 방어진, 언양, 회야, 굴화, 강동

하수처리장 등 7개소이며, 이 중 용연․온산하수처리장은 직영으로 운영되고, 방어

진․언양․회야 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굴화, 강동 하수처리

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운영되고 있고, 총 시설용량은 1일 61만 4천㎥이나 하수

처리장 유입량은 1일 59만 8천㎥이다.

처리장별 처리구역을 살펴보면, 용연하수처리장은 중․남구지역의 하수를 처리

하고, 회야하수처리장은 우리 시민의 주 식수원인 회야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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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웅상지역과 울주군 웅촌면 일부 지역을, 온산하수처리장은 온산․온양읍, 서

생·웅촌면, 양산시 웅상읍 일부 지역을, 언양하수처리장은 울주군 언양읍, 두동면,

두서면, 삼남면, 상북면, 삼동면 지역을, 방어진하수처리장은 동구와 북구지역

을, 굴화하수처리장은 울주군 범서읍, 남구 무거동, 삼호동, 중구 다운동 지역을,

강동하수처리장은 북구 강동동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 하수관리 주요지표 〉 (단위：천㎥/일, %, 개소,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하수처리량 451 455 483 504 536 598

하수도보급률 92.3 92.4 94.0 95.1 97.0 97.9

하수처리장수 6 5 5 5 7 7

하수관로연장 2,960 3,138 3,683 3,818 4,013 4,032

※ 2013년은 미확정통계임. 
〈 하수처리장 현황 〉 (단위：천㎥/일, ㎢)

구    분 위  치 시설용량 처리량 처리구역 준공연도 처리방법
계 614 537 158.955

용 연
하수처리장

남구
용연로 360 250 239

52.19
(중․남구 전역,
울주군청량면일부)

1995년 고도처리
(DeniPho)

회 야
하수처리장

울주군 웅촌면
물건너길 43-14 32 30

16.294
(웅촌면 일부,
양산시 웅상지역)

1989년 고도처리
(SymBio)

온 산
하수처리장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118 120 90

24.98
(온산·온양읍, 서생·웅촌면
양산시 웅상 일부)

1997년 표준 활성
오니법

언 양
하수처리장

울주군 언양읍
구수길 43-66 60 26

20.51
(언양읍, 두동,
두서등서부지역)

2004년
고도처리

(DNR)

방 어 진
하수처리장

동구
동해안로 500 100 116

34.751
(동구, 북구일원)

2005년 고도처리
(MLE)

굴 화
하수처리장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 2793-24 47 35

7.58
(울주범서, 남구
무거, 삼호, 중구
다운 일원)

2012년 고도처리
(MSBR)

강 동
하수처리장

북구
산음3길 32 5 1

2.65
(북구 강동 일원)

2012년 고도처리
(ACS)

주) 2008. 1. 1 : 호계하수처리장 가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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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로 설비 〉                                                                                 (단위：㎞)
구    분 계    획 기존시설 향후계획 설비율(%)
계 4,086 4,013 73 98.2

오 수 관 2,009 1,936 73 96.4

우 수 관 2,077 2,077 - 100

※ 2012년말 기준(2013년은 미확정)

나. 하수처리장별 시설운영
   1) 용연하수처리장
남구 용연로 360(황성동) 일원 108,338㎡의 부지에 1일 25만㎥ 처리규모의 1차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1995년 8월 18일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다.

그러나, 연안 해역 수질보호를 위하여 2002년 11월 673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1차 물리적 처리에서 2차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423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2009년 10월 24일 고도처리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하여 연안

의 청정수질 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중․남구 지역의 생활오수와 공장폐수 등을 차집하여 6개소의 중계펌프장

과 21개소의 맨홀펌프장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고도처리 후 연안 해안

으로 방류하고 있다.

〈 용연하수처리장 수질현황 〉   (단위：㎎/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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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산하수처리장
온산공단 내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와 울주군 온산읍과 온양읍, 서생면, 웅촌면

일부 지역의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하여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118(당월리)

일원 181,608㎡ 부지에 1일 15만㎥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로서 1997년 8월

에 준공되었으며, 2012년 6월 고도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1일 처리능력이

12만톤으로 조정되었다.

2002년 6월 진하․남창지역 하수관로 부설공사를 완료하여 남창천과 진하해수

욕장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하여 하천과 연안해역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양산시 웅상지역의 인구급증으로 회야하수처리구역의 하수발생량이 처리

능력을 초과 유입됨에 따라 이의 해소를 위해 온산 이송관로 부설사업을 2002년

11월 준공하였고, 고도처리 시설개선공사를 2012년 6월에 준공하여 회야강과 회야

댐 수질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온산하수처리장 수질현황 〉 (단위：㎎/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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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야하수처리장
우리시의 주 상수원인 회야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회야강 상류지역인

울주군 웅촌면과 양산시 웅상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

하기 위하여, 1989년 11월에 울주군 웅촌면 물건너길 43-14(대대리) 일원 76,517

㎡ 부지에 1일 32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준공하였으며, 2006년부터 154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10월 5일 고도처리 시설개선공사를 완료하여 상수원

수질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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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수 처리수를 회야댐 하류에 방류하여 회야강 하류의 하천 유수지로 재

이용하고 있고, 갈수기 농업용수 부족시 처리장 상류지역의 농업용수로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물 부족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회야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2007년부터 웅상지역에 분류식 하수관로

부설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까지 하수관로 27.7km를 부설하여 890개소의 하수를

차집하였고, 2010년부터 잔여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까지 하수관로 68.6km 부설과

1,604개소의 하수차집을 완료하게 되면 하수처리장의 효율개선을 물론 회야댐 상

류의 수질을 상당히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회야하수처리장 수질현황 〉                                                                             (단위：㎎/ℓ)

   4) 언양하수처리장
울주군 언양읍 등 태화강 상류지역과 두동면, 두서면 등 대곡댐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을 차집 처리하는 시설로, 언양읍

구수길 43-66(구수리) 일원 70,705㎡의 부지에 1일 6만㎥ 처리규모의 고도처리시

설을 갖추어 2004년 10월 31일 준공하였다.

언양하수처리장은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 상류지역의 수질관리와 대곡댐 상수원

보호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태화강 상류지역인 언양, 삼남, 상북, 삼동 등 외곽지역에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하수관로 156.9km를 부설하고, 7,515개소의 하수차집을 완

료하게 되면 태화강상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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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양하수처리장 수질현황 >                                                                      (단위：㎎/ℓ)

   5) 방어진하수처리장
동구와 북구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등을 차집 처리하는 시설로, 동구

동해안로 500(미포동) 일원 97,259㎡ 부지에 1일 10만㎥ 처리규모의 고도처리시설을 갖추어

2005년 8월 31일 준공하여 울산연안과 동천주변의 수질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방어진하수처리장 수질현황 〉 (단위：㎎/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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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굴화하수처리장
굴화하수처리장은 2006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을 받아 2008년 12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부지보상 및 문화재 발굴조사, 실시계획 승인 등

제반절차를 완료한 후 2010년 3월 15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9월 14일 준공하였다.

굴화하수처리장은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 2973-24(굴화리) 일원 부지 50,600㎡에 일일 4

만7천톤 처리 규모로 민간사업자인 롯데건설(주)을 주관사로, 푸른울산(주)이 향후 20년간

운영․관리하고사용료를받아투자비를회수하는 BTO 방식으로건설되었다.



제3절 하수관리

제2편 분야별 주요성과 및 계획 • 431

특히,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태화강의 수질이 1급수 수

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수처리수의 법적 방류수질은 BOD기준으로

10ppm이하이나 굴화하수처리시설의 경우 BOD 기준 보증수질은 3ppm 이하로, 운

영수질은 2.8ppm 이하로 강화함으로써 처리수 4만여 톤을 태화강 유지용수로 재이

용함에 따라 태화강 생태계 보전과 연안 해역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굴화하수처리장 수질현황 〉 (단위：㎎/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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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강동하수처리장
강동지역의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생활하수 발생량 급증에 따라 하수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북구 산음3길 32(산하동) 일원 10,876㎡의 부지에 1일 5천㎥ 처리

규모의 고도처리시설을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2012년 9월 14일 준공․운영함

으로써 동해연안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강동하수처리장 수질현황 〉 (단위：㎎/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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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수처리장 시민에게 개방
쾌적한 환경과 생활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평소 시민이 사용

하는 물의 배출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과 수질환경 전반에 대해 체계적

으로 정리한 홍보영상물, 환경학습장 등 대 시민 홍보관을 전 하수처리장에 마련

하여 환경기초시설과 수질환경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수질환경보호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용연하수처리장은 26회 1,056명, 회야하수처리장은 10회 236명이

방문하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하수처리의 전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낌

으로써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언양하수처리장은 시민친화 시설인 생활체육시설을 각종 동호회에 상시

개방하여 축구장 121회 12,229명, 야구장 93회 8,092명이 이용하였으며 하수처리공

정은 12회 741명이 견학하였다.

방어진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의 역사, 물 사용의 과정, 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자료,

환경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울산의 환경실태 조사․분석 내용 등을 전시한 홍보관

외에 홍보영화와 하수처리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청각실 등을 통해 방문객들을 대상으

로 물 절약과 환경보전에 솔선수범토록 하는 환경지킴이실을 운영하여 환경학습의 장

으로서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파크골프장 12회 240명, 야구장은 104회 2,515명이

이용하였다.

굴화하수처리장은 2012년 9월 14일 준공된 우리시 최초의 지하화된 하수처리시

설로 하수처리장에 ‘공원’의 개념을 접목시켜 처리장 상부에 ‘굴화강변공원’을 조성

하여 장미원과 물레방아, 생태수로, 메타쉐콰이어 숲, 잔디광장, 파고라, 체육시설

등 테마공원을 조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3,175명

이 축구장을 이용하였고, 1,647명의 시민이 각종 시설물을 견학한 바 있다.

앞으로도 학생, 시민단체, 기업체 등 각계각층의 시민에게 개방하여 수질환경 홍

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