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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현황 

1. 연혁

  울산에서 근대적 의미의 상수도 사업이 처음 실시된 것은 1934년 12월 준공된 

우정정수장에서 태화강물을 정수하여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시작한 이후이다. 68년 

12월 선암정수장, 74년 12월 남산정수장, 86년 5월 회야정수장이 가동에 들어갔고, 

86년 7월 상수도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이어 97년 7월 15일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본청 수도과, 상수도관리사무소 

및 구·군 수도과를 통합하여 상수도사업본부가 설치되어 선진 상수도행정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2년 5월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로 이전했고 2003년 1월과 

11월에 시설관리사업소와 천상정수사업소가 신설되면서 현재의 55만톤 공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04년 7월 본부의 상수도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집행 관리기능을 

산하기관(시설관리사업소, 지역사업소)으로 이관하였고, 명칭도 시설부에서 급수부로 

변경하였다. 현재 본부는 2부 9사업소 2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상수도사업본부 기구 연혁 〉

년 월 일 내                     용

1934년 12월 20일

1935년  1월 10일

1968년 12월  4일

1974년 12월 20일

1982년  3월 19일

1986년  5월  7일

1991년  5월  8일

1997년  7월 15일

1998년  9월 26일

2002년  5월 11일

2003년  1월 16일

2003년 11월 10일

2004년  7월  5일

2016년  7월 29일

 우정정수장 준공(취수원 : 태화강)

 울산읍 상수도 급수업무 개시(급수인구 5,500명)

 선암정수장 가동 

 남산정수장 가동 

 회야댐건설사업소 설치 

 회야정수장 가동

 수질검사실 신설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설치 

 대곡댐지원사업소 신설 

 상수도사업본부 이전(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시설관리사업소 신설 

 천상정수사업소 신설 

 시설부를 급수부로 개칭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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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현황

가. 행정기구：2부, 9사업소, 25담당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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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당사무

부  서  별 주    요    업    무

본 부
경 영 부  ∘ 조직, 인사, 예산, 계약, 요금, 재산관리 등
급 수 부  ∘ 급수구역조정,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 가압장·배수지 관리, 송·배수관 부설, 누수탐사,
    노후 계량기 교체 등

회야정수사업소  ∘ 남구·동구 전역, 북구·울주군 일부 급수 등
천상정수사업소  ∘ 중구 전역, 북구·울주군 일부 급수 등
수질연구소  ∘ 원수, 정수, 수돗물 수질검사 등
지역사업소(5개소)  ∘ 상·하수도계량기검침, 요금관리, 급배수관 관리 등

다. 정 ․현원
                                                                                 (단위：명)  

구  분 계
정     규     직 정  원  외

소계 일반직 연구직 소계 청경 공무직

정  원 256 244 228 16 12 - 12

현  원 257 245 229 16 12 - 12

과부족 1 1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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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산                               (단위：백만 원)

세     입 세     출

과  목 예산액 구성비 과  목 예산액 구성비
계 127,878 100.0% 계 127,878 100.0%

사용료수익 95,670 74.8% 인건비 16,803 13.1%

급배수공사수익 5,073 4.0% 경상비 7,477 5.8%

시설분담금 3,791 2.9% 투자사업비 76,672 60.1%

이월금 6,350 5.0% 재료비‧동력비 24,077 18.8%

자본적수익 11,246  8.8% 채무상환 1,417 1.1%

기타수입 5,748 4.5% 예비비 1,432 1.1%

마. 요금 (단위 : 백만 원)

급수수익 총괄원가 ㎥당 요금(원) ㎥당 원가(원) 요금현실화율(%)

96,167 95,301 865.76 857.96 100.91

바. 급수

총 인 구 급수인구 상수도 보급률

(%)

1일1인 급수량

(ℓ)세대수(세대) 인구(명) 세대수(세대) 인구(명)

455,352 1,195,761 445,441 1,173,964 98.2 292

사. 유수율

3. 시설

   현재 상수도시설은 정수장 3개소, 가압장 17개소, 배수지 26개소, 관로 총 3,152㎞, 

급수전수 92,953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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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시설 총 현황 〉                                                                        (단위：개소, ㎞, 전)

구 분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관    로 급수

전수계 도․송‧ 배수관 급수관

개 수 3 17 26 3,152 1,837 1,315 92,953

가. 생산시설

  울산광역시 생산시설 용량은 최대 550천㎥/일으로 회야정수장계통 270천㎥/일, 

천상정수장계통 280천㎥/일이며 실제 일평균 생산공급량은 343천㎥/일으로 회야

정수장계통에서 189천㎥/일, 천상정수장계통에서 154천㎥/일을 각각 공급하고 있다.

   1) 수원지 

  관내 수원지로는 우리시가 관리 운영하는 회야댐,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연댐, 대암댐, 대곡댐이 있다.

〈 수원지 현황 〉

수원지명 규  모(m) 유역면적(㎢) 총저수량(천㎥) 유효저수량(천㎥) 비  고
계 328.50 84,530 6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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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연 댐 L=300, H=46 67.00 25,000 19,514 생활용수

대 암 댐 L=318, H=27  77.00  9,500  3,797 생활·공업용수

대 곡 댐 L=190, H=52  57.50 28,500 27,800 생활용수

   2) 정수시설

  정수시설로 회야, 천상 정수장이 있으며, 시설용량은 현재 총 550천㎥/일으로 이 

중 회야정수장이 270천㎥/일로 49%, 천상정수장이 280천㎥/일로 51%를 차지하고 

있고, 2016년 7월 천상고도정수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 우리 시는 100%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 정수시설 현황 〉

정수장명 위   치 시설용량
(㎥/일)

평  균
생산량(㎥/일) 공 급 지 역

급수인구
(명)

계 550,000 343,102 1,173,964

회 야 울주군 청량면 
양동1길 18 270,000 189,380

남구·동구전역,
북구(양정,효문등) 일부
울주군(청량,웅촌등) 일부

645,680
(55%)

천

상

1정수 울주군 범서읍 
당앞로 14-50 60,000 37,065 중구전역,

북구(농소,화봉등) 일부
울주군(범서,언양등) 일부

117,396
(10%)

2정수 〃 220,000 116,657
410,88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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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수시설

  급·배수시설은 도·송·배·급수관, 배수지, 가압장 시설로 구분되며 상수도관 총 

연장관로는 3,152km이고, 이 중 도·송·배수관 연장은 1,837km, 급수관 연장은 

1,315km이다.

   1) 관로 현황

  도·송·배수관 관종은 주철관, 강관, PE관, PFP 및 HI-3P관이 부설되어 있고 약 

94%이상이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급수관 관종은 스텐레스관, 주철관, 에폭시관 

및 PVC관이 부설되어 있고 약 92%이상이 스텐레스관을 사용하고 있다.

〈 관로 총괄 현황 〉                                                                            (단위 : ㎞)

구·군 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 주 군

연 장 3,152 540 827 312 479 994

〈 관종별 도 ․송 ․배수관 〉                                                                               (단위 : ㎞)

관 종 계 주철관 강 관 PE관 PFP관 HI-3P관

연 장 1,837 1,738 38 42 5 14  

〈 관종별 급수관 〉                                                                      (단위 : ㎞)

관 종 계 스텐레스관 주철관 에폭시관(기타)

연 장 1,315 1,217 81 17

   2) 배수지 현황

  총 배수지 26개소 중 25개소를 운영 중(삼남 미 운영)이며, 지역별로는 중구 5개소, 

남구 5개소, 동구 3개소, 북구 4개소, 울주 9개소로 분포되어 있다.

〈 배수지 현황 〉 

시설명 설치년도 부지면적(㎡) 시설용량(㎥) 급수지역
계 26개소 251,527 246,100
성  남 ‘86 16,119 10,000 성남, 우정동 일원

약  사 ‘13 15,055  16,700 약사,반구,병영동,혁신도시 일원

성  안 ‘97  2,645   6,000 성안동 고지대
다  운 ‘09 8,082 12,000 다운, 태화동
무  거 ‘86/‘96 10,987 3,000/10,000 무거1,2동 일원
상  개 ‘86 22,652 5,000 선암,두왕,상개동

선  암 ‘86 19,318 6,200 야음,선암,여천,매암,장생포동 일원

야  음 ‘97  12,170 10,000 삼산, 달동 야음1,2동
신  정 ‘12 9,440 26,000 신정동 일원
전  하 ‘86 5,961 5,000 전하1,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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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설치년도 부지면적(㎡) 시설용량(㎥) 급수지역
일  산 ‘84 5,998 5,000 일산, 대송동
방어진 ‘98  9,884 10,000 방어동 일원
연  암 ‘95/‘13 10,789 5,000/16,000 화봉, 송정동 일원
농  소 ‘00 6,496 19,000 농소1,2,3동
염  포 ‘76 3,234 2,500 염포동 일원
강  동 ‘06 11,191 4,000 강동동 일원
온  산 ‘99/‘10 8,450 6,800/4,000 온산읍 덕신 일원
온  양 ‘00 6,444 15,800 온양읍 일원
천  상 ‘03 8,554 10,000 천상, 구영리 일원
언  양 ‘04 5,372 14,300 언양읍 일원
청  량 ‘93 5,309 3,400 청량면 일원
두  서 ‘09 9,093 3,500 두서, 두동면 일원
웅  촌 ‘07 6,760 4,000 웅촌면 일원
신일반 ‘13 20,970 4,000 신일반산업단지 일원
삼  남 ‘13 3,466 5,000 삼남 역세권 일원
원  약 ‘13 7,088 3,900 약사동, 장현동 일원

   3) 가압장

  총 가압장은 17개소로 중구 3개소, 남구 2개소, 동구 2개소, 북구 3개소, 울주군 

7개소로 분포하고 있다.

〈 가압장 현황 〉

시설명 설치년도 부지면적(㎡) 시설규모(㎥/일) 가압지역 비 고
계 17개소 22,669 480,766

성 안 1 ‘96 617 14,000  성안2가압장
성 안 2 ‘96 720 28,800 성안배수지
상  개 ‘02 32 14,400 상개배수지 지하매설

부지포함선  암 ‘02 25 14,400 선암배수지
방어진 1 ‘86 1,811 40,000 남목 일원
방어진 2 ‘98 3,983 60,000 방어진,일산,전하배수지
연  암 ‘95/‘12 914 37,500 연암배수지
강  동 ‘06 1,050 9,000 강동배수지
농  소 ‘00 1,552 56,000 농소배수지
언 양 1 ‘04 3,799 60,000 언양,두서가압장
언 양 2 ‘04 1,577 42,800 언양배수지
온  산 ‘99/‘10 1,451 20,700 온산배수지
온  양 ‘00 1,860 48,000 온양배수지
두  서 ‘09 1,295 11,000 두서배수지
웅  촌 ‘07 909 12,000 웅촌배수지
삼  남 ‘13 780 5,000 삼남배수지
원  약 ‘13 294 7,166 원약배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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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맑은물 공급

1. 깨끗하고 풍부한 원수의 안정적 확보

가. 수원확보

  현재 우리 시는 생활용수 550천㎥/일, 공업용수 1,115천㎥/일으로 1일 최대 

1,665천㎥/일의 수원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용수

수요량은 생활용수 349천㎥/일, 공업용수 915천㎥/일로 전체 시설용량의 약 76% 

정도이고, 우리 시는 전국 최대의 산업도시로서 타 시·도에 비해 공업용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우리 시가 갖추고 있는 시설용량 1,665천㎥/일에 대한 용수 배분량은 낙동강 

표류수가 전체 76.6%인 1,275천㎥/일 이고 호소수가 23.4%인 390천㎥/일으로 

낙동강에 대한 의존이 높은 편이다.

〈 용수배분 현황 〉
                                                                             (단위：천㎥/일)

구        분 계 생    활 공    업
계 1,625 510 1,115

낙동강표류수(소계) 1,275 160 1,115
울산공업용수도 1단계
울산공업용수도 2단계

450
825

10
150

440
675

호   소   수(소계) 350 350 -
사    연    댐
대    곡    댐
대    암    댐
회    야    댐

92
88
50
120

92
88
50
120

-

  수원지별 배분량을 살펴보면 생활용수는 510천㎥/일중 호소수가 350천㎥/일, 

낙동강 표류수가 160천㎥/일으로 낙동강 원수에 대한 의존율이 약 31%이고, 공업

용수는 1,115천㎥ 전체가 낙동강 표류수로 100% 낙동강 원수에 의존하고 있다.  

  낙동강 표류수를 제외한 생활용수 배분량은 사연댐 92천㎥/일, 대곡댐 88천㎥/일, 

대암댐 50천㎥/일, 회야댐 120천㎥/일, 총 350천㎥/일으로 전체 용수량의 21.5%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생활

용수의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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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질관리

  국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수질연구소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원수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엄격한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회야댐, 사연댐 등 주요 상수원에 대해 매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실태조사 및 조류 경보제를 운영 중이다. 

  또한 정수 공정별 수질검사를 월 2회 실시하여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수 및 

수돗물 급수과정별 검사를 통하여 수질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더불어 연꽃, 갈대 등을 식재하는 친환경적 생태습지 조성을 통해 회야강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댐 유입전에 정화시키고 저전력 대류식 수중폭기기 설치, 

부유물 수거, 어류포획사업, 상류 정화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생태습지 조성 현황 〉

구 분 조성년도 면 적(㎡) 식재식물

계 172,989

노방들1습지 2002년 ~ 2003년 62,500 갈대, 부들, 연꽃

광터들습지 2005년 60,000 갈대, 부들

노방들2습지 2009년 50,489 연꽃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해 2011년부터 방사성물질 3항목(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37)을 추가로 검사하고 있으며, 생산된 수돗물에 대해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 59개 항목과 먹는 물 수질감시 124개 항목 총 183개 항목에 대해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WHO(세계보건기구)의 먹는 물 수질기준 163개보다 

20개 항목을 더 검사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상수원수의 냄새물질 3종을 수질검사

항목으로 추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첨단 수질분석 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수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 확대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58항목 167항목 173항목 173항목 176항목 18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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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원수, 정수, 수도꼭지 수돗물을 분기 1회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정수장 일일 수질현황은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고 월간수질현황도 상수도 

홈페이지 게시는 물론 구·군 게시판, 관내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확대 공개하여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2. 미래를 대비한 상수도 생산 ․공급시설 확충
  원수 수질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사업을 2016년 7월 완료하였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기존 직·간접 

혼용배수방식에서 간접배수방식으로 전환하고 각 정수장별로 비상연계관로를 부설

하여 정수장 및 관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운영관리가 쉽고 누수율이 낮으며 수질 관리가 용이한 급수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 급수지역에 대해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을 구축하여 유수율 제고 및 

관리가 용이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가. 배수방식 전환

  균등한 수압으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배수방식에서 간접배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온양동상 ~ 망양구간 

3.85km의 관로를 부설하여 간접공급지역으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8년

까지 407억 원을 투자하여 남목․옥동 배수지를 신설하여 동구 남목 지역과 전하동, 
북구 염포동 및 남구 옥동, 신정동․무거동 지역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
이며, 이후 울주군 청량면 일부 직접급수지역에 대해서도 간접배수로 전환할 계획이다.

나. 비상연계관로

  정수장 및 송수관로 사고 시 수돗물 공급중단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2009년에서 2011년까지 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하여 정수장 상호간 연계가동이 가능토록 약사천에서 효문 사거리까지 4.54㎞의 

비상연계관로를 부설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서 2017년까지 2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거천(옥현주공1단지 일원)에서 두왕사거리까지 7.93km의 송수관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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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할 계획으로서, 회야정수장과 천상정수장 송수관로를 상호 연결을 통한 대규모 

급수사고에 대비가 가능하며 각 배수지 및 급수구역별로도 비상관로를 부설하여 

중·소규모 급수사고 시에도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 농 ․어촌지역 배수관
  수원이 불안정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북구 일부지역 및 울주군 급수취약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송·배수관 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까지 480억 원의 사업비로 347㎞의 배수관을 부설하여 150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였으며, 2017에는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울주군 청량면 

개곡리 진곡마을 등 3개 지역에 배수관을 부설하여 생활용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라. 불량관 교체 ․개량
  흐린 물과 누수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량 상수도관을 적기에 교체 또는 개량하여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물 손실을 줄이고 유수율 제고에 일조하여 상수도 경영개선에 

기여코자 연차적으로 불량관 개량 계획을 수립,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다.

  누수예방 및 관 내부에서의 2차 오염 방지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2016년에는 

14.5km (35억 원)을 교체하였으며, 2017년에는 35억 원의 사업비로 11㎞를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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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하기 위하여 내구연한(검정유효기간) 경과 또는 노후된 계량기는 매년 발생분을 

당해년도에 교체하고 있다.

  2016년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8,460전의 계량기를 교체하였고, 2017년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8,959전의 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이며, 노후계량기 적기 교체로 유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구역개량사업은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얽혀 있는 배수관망을 격자형 관망으로 

블록화하여 분할함으로써 지역간 수압 균등화를 통한 원활한 급수공급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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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관리의 효율성과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급수공급 지역별로 상수도 공급 및 물 유지관리가 용이토록 블록화가 필요하며 

정수장을 기준으로 대블록화, 배수지를 기준으로 중블록화를 구축하고 주요도로 

또는 하천을 기준으로 소블록화를 구축하여 블록단위로 가·감압변을 설치하여 일정

한 수압을 유지하고 유수율을 산정하여 체계적인 관망 관리를 하고 있다.

 관내 급수구역을 총 120개 구역으로 블록화하여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시 전역에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다.

바. 회야정수장 시설개량 사업

  1986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회야 1정수장(Q=120천㎥/일)을 최신시설로 전면 개량을 

통한 고품질 수돗물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회야 1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에 총사업비 506억 원을 투입하여 전오존 접촉조·정수지 신설, 농축조 

처리시설 증설, 제1, 2정수장 송수펌프 시설을 통합하였다.

  2017년도에는 1995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회야 2정수장(Q=150천㎥/일)의 시설개량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사업비 약 145억 

원을 투입하여 염소투입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후 오존 투입설비 개선 및 

배출수 처리시설 개선 등 계획에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고품질 수돗물 

생산·공급 시설 구축과 시설물 노후에 따른 연간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2016년 9월 경주 지진 발생, 10월 제18호 태풍 ‘차바’ 내습에 따른 후속 

조치로 회야댐 붕괴 위험의 재난을 예방하고, 하류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회야댐 보강과 지진 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2003년 준공되어 운영 중인 천상일반정수장(Q=220천㎥/일)은 2005년 갈수기 

시기에 조류로 인한 이·취미로 일시 급수중단 사태가 발생되기도 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고 원수수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항시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418억 원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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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정수처리시설인 전오존, 후오존, 활성탄흡착지를 신설하였으며, 2016년 7월에 

공사를 준공하였다.

아. 통합 물 관리센터 건립 및 시스템 구축

  현재 우리 시 상수도는 개별 사업장별로 운영하고 있어 정보 공유 및 상호 연계 

운영이 어렵고, 시스템 수동 운영으로 누수사고, 정전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연계 

대응과 복구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스템 자동화 및 정보의 통합관

리를 위한 통합 물 관리센터를 건립하여, 시민 불편사항 최소화는 물론 자동화 및 

통합관리에 따른 인력, 수요량 예측으로 동력비 등을 절감하고 상수도의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합 물 관리센터 건립 및 시스템 구축 사업에 총사업비 340억 원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2017년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다.

〈통합 물 관리센터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