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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정수장 수돗물 공급 체계 개선으로 -

서부지역 안정적 상수도 공급
q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해부터 서부(한림)지역 축산폐수
무단방류 및 지속적으로 질산성질소 문제로 대두되는 상수도 수질
문제 근본적 개선을 위하여 “서부지역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한
광역정수장 공급확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m 제주시 서부지역은 저지대인 한림정수장 2만톤, 서광 및 금악정수장
1만톤을 생산하여 1일 3만톤을 고지대인 동명, 금악배수지를 통하여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일원 32천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m 그러나,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문제가 대두되는 한림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급속여과공법으로 각 1만톤을 생산 중이나
급속여과공법은 질산성 질소 제거 기능이 떨어져 수질문제가 항시
내재되어 있는 상태로 질산성질소가 수질기준에 적합하긴 하나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m 그래서, 우선 급속여과공법의 수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까지 서광, 금악, 상가정수장(지하수) 42천톤을
최적화하는 급수개선공사를 시행 후 1만톤을 서부지역으로 추가
공급하고 급속여과공법은 중지할 방침이다.

q 또한, 항구적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4억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을 검증 한 후 2020년 까지 80억원을 투입,
서광정수장 인근 지하수 10공 1만톤을 공급하여 서부지역 급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계획이다.

- 2 -

- 축산폐수관련 -

한림정수장 수돗물 공급체계 개선
 공급체계도
한림읍 동명, 금악 배수지 3만톤
⇒ 한림, 애월, 한경면 일원 32천명 공급

서광 및 금악정수장 1만톤 ∙ 한림정수장 2만톤

 문제점
❍ 한림정수장 2만톤 공급관련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 문제
∙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급속여과공법 : 각1만톤 생산
⇒ 급속여과공법은 질산성 질소 미 제거 기능으로 수질문제 항시 내재

 대책
❍ 한림정수장 급속여과 공법에 의한 공급량 1만톤 대체
∙ 서광, 금악, 상가정수장 42천톤을 최적화(이용률)하여 공급
⇒ 서광(저지수원) 공급량 증대 및 상가배수지 공급량 확대 : 관로공사 등

∙ 공급위한 개선공사 2개월 소요 : ‘10월 말 급속여과 공급중지
❍ 항구적 서광정수장 인근 지하수 10공 1만톤(지하수 및 관로 80억원) 개발추진
∙ 지하수 영향조사 추진 : ‘18. 9. ~ 12.(예비비 : 4억원 집행)
∙ 2개년 공사 추진 : ‘19년 50억(7공), ’20년 30억(3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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