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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연환경보전

제 1 절 자연환경 현황

1.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약 70%가 산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추가령 지구대를 

중심으로 남쪽은 총 면적의 66%가 산지이다. 산지는 북쪽과 동쪽이 높고 서쪽과 

남쪽이 낮으며 동해쪽은 급사면을 이루고 서남해쪽은 완사면을 이루고 있다.

자연식생을 보면 북부지방은 아고산 침엽수림이 발달해 있고 북부와 중부의 일

부지역에는 침․활엽 혼합림이 많으며, 우리나라 자연산림의 식생을 대표하는 낙엽

활엽수림은 중부지역의 대표적인 식생이다.

또한 남부지방과 동․서해안 지방은 상록활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이 노출된 산비탈 계곡부에는 서어나무림이, 최남단지역 및 남부 도서

지역은 난온대 상록수림이 발달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수는 약 10만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문헌조사에 의해 밝혀진 생물종수는 동물 21,785종, 식물 9,893종, 균류․

지의류 4,103종, 원생생물 1,374종, 원핵생물 856종 등 총 38,011종이다.

이는 비슷한 생물지학적 조건을 가진 인접 국가나 선진 외국의 생물종수와 비교

할 때 적은 편이나 앞으로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지속적

으로 실시됨에 따라 그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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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시의 자연환경

가. 지형 및 토지이용

우리 시는 서고 동저의 지형에 따라 중구 및 남구, 동구는 표고가 낮은 평야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영남 알프스의 일부를 포함하는 울주군의 경우 비교적 높은 

표고를 보이며, 표고 100m 미만 지역은 전체의 42.39%인 448.87㎢이며, 100~500m

미만 지역은 49.51%인 524.28㎢, 500m 이상 지역은 7.68%인 81.3㎢이다.

토지이용은 타 대도시에 비하여 비시가화 지역이 많은 편이다. 시가화 지역은 전

체의 12.51%인 133.61㎢로 남구를 포함한 그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림지

역의 경우 울주군 및 북구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의 61.99%인 661.86㎢이다.

【표 Ⅲ-2-1】

울산광역시 표고 분석

(2010.12.31, 단위 : ㎢)

구분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100m 미만 448.87 27.51 69.10 24.80 85.59 241.87

100 ~ 200m 300.90 8.97 1.15 8.59 40.30 241.89

200 ~ 300m 117.53 0.01 0.17 1.78 19.84 95.73

300 ~ 400m 63.52 0.00 0.02 0.00 7.96 55.54

400 ~ 500m 42.33 0.00 0.00 0.00 3.27 39.06

500 ~ 1,000m 78.10 0.00 0.00 0.00 0.30 77.80

1,000m 이상 3.20 0.00 0.00 0.00 0.00 3.20

행정구역 면적 1,058.95 36.99 72.55 36.01 157.35 756.05

※ 자료:울산지역 자연환경보전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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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계

전국의 하천 대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제주도로 크게 6권역

으로 나뉘는데 그 중 울산은 낙동강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낙동강 권역의 8개의 수

계 중 낙동강강동해권수계, 낙동강수계, 태화강수계, 형산강 수계, 회야강 총 5개가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있다.

태화강수계가 573.98㎢(54.2%)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낙동강강동

해권수계 231.21㎢(21.8%), 회야강 152.08㎢(14.4%), 형산강수계 53.03㎢(5.0%), 낙동

강수계 48.65㎢(4.6%) 순이다.

울산의 주요 4대강인 태화강, 동천, 회야강, 외황강의 하천 권역이 울산 전체의 

약 70%인 725.95㎢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2-2】

울산광역시 수계 분석

대권역 수계 면적 비율 비고

낙동강 권역

낙동강강동해권
수계

231.21㎢ 21.8%
외항강 및 동해 

연안지역

낙동강수계 48.65㎢ 4.6%

태화강수계 573.98㎢ 54.2%
태화강 및 동천 

포함

형상강수계 53.03㎢ 5.0%

회야강 152.08㎢ 14.4%

※ 자료:울산지역 자연환경보전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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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토환경성평가

환경부에서 실시한 국토환경성평가에 따르면 울산시의 전체 면적 중 50.3%에 해

당하는 531.42㎢가 1등급 지역이며, 남구를 제외한 4개의 구․군에 골고루 분포하

고 있다. 1등급 지역이 68.8%를 차지하는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환경성 평가 1등급 지역을 가지고 있다.

환경성평가 등급이 4, 5등급으로 낮은 지역은 대부분 남구와 그 주변의 지역으로

서 시가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들이며 1등급으로 평가받은 지역들은 산지나 초지 

등이다.

【표 Ⅲ-2-3】

울산광역시 국토환경성평가 분석

(단위 : ㎢, %)

등급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등급 531.42 50.3 15.62 44.3 18.64 25.0 13.60 41.5 88.11 55.6 395.45 52.3

2등급 228.59 21.6 6.55 18.6 3.53 4.7 4.53 13.8 34.14 21.5 179.84 23.8

3등급 81.23 7.7 1.01 2.9 2.52 3.4 3.02 9.2 3.15 2.0 71.53 9.5

4등급 37.18 3.5 2.02 5.7 1.01 1.4 0.50 1.5 5.94 3.7 27.71 3.8

5등급 178.43 16.9 10.08 28.6 48.86 65.5 11.08 33.8 27.30 17.2 81.11 10.7

※ 자료:울산지역 자연환경보전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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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연생태계 보전 대책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가. 야생생물 관리여건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관리 수준은 낮아 

많은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2월 9일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하여 자연생태계의 균

형유지와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지정하였고,

2011년 7월 28일자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멸종

위기 야생생물 Ⅰ급 51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195종을 지정하여 포획․채취 

등을 금지하고 있다.

【표 Ⅲ-2-4】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51종)

구  분 종          명

포유류(11종)
붉은박쥐, 늑대, 여우, 표범, 호랑이, 수달, 반달가슴 곰, 사향노루,

산양, 대륙사슴, 시라소니

조류(12종)
노랑부리백로, 황새, 저어새, 흑고니,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매,

두루미, 넓적부리도요, 청다리도요사촌, 크낙새

양서․파충류(2종) 비바리뱀, 수원청개구리

어류(9종)
감돌고기, 흰수마자,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퉁사리, 얼룩새코미주리,

남방동사리, 여울마자, 임실납자루

곤충류(4종) 장수하늘소, 수염풍뎅이, 상제나비, 산굴뚝나비

무척추동물(4종) 나팔고둥, 귀이빨대칭이, 두드럭조개, 남방방게

육상식물(9종)
한란, 나도풍란, 광릉요강꽃, 섬개야광나무, 만년콩, 암매, 죽백란, 풍란

털복주머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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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5】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195종)

구  분 종          명

포유류(9종)
담비, 무산쇠족제비, 물개, 물범, 삵, 작은관코박쥐, 큰바다사자,

토끼박쥐, 하늘다람쥐

조류(49종)

개리,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촉새, 검은목두루미, 고니,

고대갈매기,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까막딱다구리, 노랑부리저어새,

느시, 독수리, 따오기, 뜸부기, 먹황새, 무당새, 물수리, 벌매, 붉은배새매,

붉은해오라기, 뿔쇠오리, 뿔종다리, 새매, 새호리기, 섬개개비, 솔개,

쇠검은머리쑥새, 수리부엉이, 알락개구리매, 알락꼬리마도요, 올빼미, 재두루미,

잿빛개구리매, 조롱이,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큰덤불해오라기, 큰말똥가리,

팔색조, 항라머리검독수리, 호사비오리, 흑기러기, 흑두루미, 흑비둘기,

흰목물떼새, 흰이마기러기, 흰죽지수리

양서․파충 류(5종)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구렁이, 표범장지뱀

어류(16종)

가는돌고기, 가시고기, 꺽저기, 꾸구리, 다묵장어, 돌상어, 모래주사,

묵납자루, 백조어, 버들가지, 부안종개, 열목어, 좀수수치, 칠성장어,

한강납줄개, 한둑중개

곤충류(18종)

깊은산부전나비, 꼬마잠자리, 노란잔산잠자리, 닻무늬길앞잡이, 대모잠자리,

두점박이사슴벌레, 멋조롱박딱정벌레, 물장군, 붉은점모시나비, 비단벌레,

쇠똥구리, 쌍꼬리부전나비, 애기뿔쇠똥구리, 왕은점표범나비, 큰수리팔랑나비,

창언조롱박딱정벌레, 큰자색호랑꽃무지,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무척추동물(27종)

갯게, 검붉은수지맨드라미, 금빛나팔돌산호, 기수갈고둥, 깃산호, 대추귀고둥,

둔한진총산호, 망상맵시산호, 밤수지맨드라미, 별혹산호, 붉은발말똥게,

선침거미불가사리, 연수지맨드라미, 염주알다슬기, 울릉도달팽이, 유착나무돌산호,

의염통성게, 자색수지맨드라미, 잔가지나무돌산호, 장수삿갓조개, 착생깃산호,

참달팽이, 측맵시산호, 칼세오리옆새우, 해송, 흰발농게, 흰수지맨드라미

육상식물(68종)

가시연꽃, 가시오갈피나무, 각시수련, 개가시나무, 개병풍, 갯봄맞이꽃, 금자란,

구름병아리난초, 기생꽃, 끈끈이귀개, 나도승마, 날개하늘나리, 넓은잎제비꽃,

노랑만병초, 노랑붓꽃, 단양쑥부쟁이, 닻꽃, 대성쓴풀, 대청부채, 대흥란, 초령목,

독미나리, 매화마름, 무주나무, 물고사리, 미선나무, 백부자, 백양더부살이, 황근,

백운란, 복주머니란, 분홍장구채, 비자란, 산작약, 삼백초, 서울개발나물, 탐라란,

석곡, 선제비꽃, 섬시호, 섬현삼, 세뿔투구꽃, 솔붓꽃, 솔잎란, 순채, 애기송이풀,

연잎꿩의다리, 왕제비꽃, 으름난초, 자주땅귀개, 전주물꼬리풀, 제비동자꽃,

제비붓꽃, 제주고사리삼, 조름나물, 죽절초, 지네발란, 진노랑상사화, 차걸이란,

층층둥굴레, 칠보치마, 콩짜개란, 큰바늘꽃, 파초일엽, 한라솜다리, 한라송이풀,

해오라비난초, 홍월귤

해조류(2종) 그물공말, 삼나무말

고등균류(1종) 화경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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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야생생물 관리 강화

각종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추세로 

향후 20～30년 이내에 지구상의 전체 생물종 20～30%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한 바

와 같이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은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 시는 2000년 10월 26일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하여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2008년 1월 10일 「울산광역시 야생동․식물보

호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57종의 야생생물을 ‘울산광역시  보호 야생생물’로 지

정하여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표 Ⅲ-2-6】

울산광역시 보호 야생생물 지정현황

분류군 지  정  종(57종)

동

물

포유류 5종 고슴도치, 노루, 멧토끼, 오소리, 족제비

조  류 25종

꾀꼬리, 노랑때까치, 동박색, 되지빠귀, 두견이, 민물가마우지,

물총새, 소쩍새, 솔부엉이, 쇠백로, 아비, 오색딱다구리, 원앙,

왜가리, 중대백로, 중백로, 청딱다구리, 청호반새, 큰오색딱다
구리, 파랑새, 해오라기, 황로, 황조롱이, 흰눈썹황금새, 말똥
가리

양서․파충류 5종 고리도롱뇽, 대륙유혈목이, 무자치, 한국산개구리, 줄장지뱀

곤충류 3종 늦반딧불이, 애반딧불이, 운문산반딧불이

어류 3종 점몰개, 치리, 잔가시고기

희귀어류 3종 연어, 은어, 황어

무척추동물 1종 긴꼬리투구새우

식   물 12종
갯방풍, 고란초, 땅귀개, 께묵,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통발, 백
작약, 깽깽이풀, 노랑무늬붓꽃, 솔나리, 자주솜대

※ 자료: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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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생물보호

구역은 총 5개 보호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총 5개 지역 3.73㎢를 야

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표 Ⅲ-2-8】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현황

(2015. 12. 31)

구   분 계 중  구 남  구 북  구 비  고

개 소 수 5 1 2 2

면 적(㎢) 3.74 0.74 1.78 1.22

※ 자료:환경정책과

【표 Ⅲ-2-9】

야생생물 보호구역 현황 
(2015. 12. 31)

구분 고시내용 소   재   지
설 정 면 적(㎢)

서 식 조 수
계 산림 농경지 기타

중 구
‘08. 12. 18

~
해제시까지

중구 태화동 969-3
외 10필지 0.744 - - 0.744 백로, 논병아리,

흰죽지

남 구
‘09. 2. 27

~
해제시까지

남구 무거동 3외 48
필지 1.546 - - 1.546 붉은부리갈매기,

흰죽지, 백로
남구 선암동 42외 
22필지 0.228 0.025 - 0.203

흰죽지, 청둥오리,
쇠오리

북 구

‘08. 5. 30
~

해제시까지
북구 송정동 산6-1
번지 0.280 0.280 - - 청둥오리, 왜가리,

백로
‘08. 5. 30

~
해제시까지

북구 명촌동 967-10
외 196필지 0.943 - - 0.943 왜가리, 백로,

흰뺨검둥오리

※ 자료:환경정책과

3. 야생동물 구조센터 건립 ․ 운영

가. 야생동물 구조센터 건립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가 사라지고 자연복귀가 점차 어려

워가는 현실에서 우리시는 야생동물의 보호 및 희귀식물의 보전 복원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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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사고나 밀렵 등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자연

복귀를 위해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의사, 재활사 등 

총 5명의 운영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표 Ⅲ-2-10】

울산광역시 야생동물 구조센터 현황

위  치 건립년도 규모 및 장비 사업비
(백만원) 구조센터 전경

울산대공원 

어린이 

동물농장 내

2007

․면적 2,521㎡

(건축연면적 470㎡)

․구조차량, X-ray,

혈구분석기 등

433

(국비 95,

시비 338)

※ 자료:환경정책과

나. 구조 ․ 치료 현황

2015년 야생동물 구조․치료 실적을 보면 조류, 포유류, 파충류 순으로 총 775

마리를 구조하였는데, 조류는 총 72종 588마리로 흰뺨검둥오리 72마리(12%), 집비

둘기 72마리(12%), 까치 43마리(8%), 멧비둘기 32마리(6%), 참새 26마리(4%), 솔부

엉이 25마리(4%), 직박구리 24마리(4%), 기타 294마리(50%)이며, 포유류는 총 13종 

184마리로 고라니 109마리(59%), 너구리 46마리(25%), 족제비 9마리(5%), 기타 20마

리(11%)이며, 파충류는 총 3종 3마리로 능구렁이 1, 쇠살모사 1, 유혈목이 1마리이

다.

특히,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은 13종 76마리에 이르며, 멸종위기종 Ⅰ급 1종 

1마리(수달), 멸종위기종 Ⅱ급 9종 32마리(새매 11, 수리부엉이 6, 조롱이 2, 삵 2

마리 등), 천영기념물 11종 91마리(황조롱이 24, 솔부엉이 25, 소쩍새 9, 큰소쩍새 

8)를 구조 치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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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1】

울산광역시 야생동물 구조센터 구조 및 치료 현황
(단위 : 마리)

년 도 구 분 계 자연복귀 폐 사 비 고

2010년

소계 412 113 289
천연기념물 48

멸종위기종 5

포유류 92 24 68

조  류 308 89 219

파충류 2 - 2

2011년

소계 524 137 371
천연기념물 64

멸종위기종 10

포유류 132 23 105

조  류 387 111 264

파충류 5 3 2

2012년

소계 600 208 392
천연기념물 71

멸종위기종 19

포유류 147 25 122

조  류 437 167 270

파충류 16 16

2013년

소계 521 85 436
천연기념물 49

멸종위기종 20포유류 138 10 128

2014년

소계 720 160 560
천연기념물 70

멸종위기종 31

조류 524 127 397

파충류 8 4 4

포유류 188 29 159

2015년

소계 775 211 564
천연기념물 91

멸종위기종 33

조류 588 167 421

파충류 3 3 0

포유류 184 41 143

※ 자료:환경정책과

4. 생태 ․ 경관보전지역 확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보전가치

가 높은 지역을 점진적으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해 나갈 것이다.

1998년 12월 무제치늪의 646,800㎡중 184,000㎡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되었으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2011년 3월 23일 생

태․경관보전지역을 해제하였으며, 2008년 12월 24일 지정된 태화강 하류 0.983㎢

를 울산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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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자연환

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지산, 신불산 등 주요 자연자산에 대하여 생태․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표 Ⅲ-2-12】

울산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구분 지역명 위       치 면적(㎢) 특   징 지정일자

울산광역시 지정
(1개소, 0.983㎢)

태화강 
하류

중구 반구, 남구 삼산,

북구 명촌 일원
0.983 철새도래지 2008.12.24.

※ 자료:환경정책과

5. 무제치늪 습지보호지역

울주군 삼동면에 소재한 정족산 정상 바로 아래 능선을 따라 오랜 세월에 걸쳐 

화강암의 풍화작용과 홍수 등에 의해 형성된 분지 형태의 4개의 습지가 펼쳐져 있

는데 이곳이 산지 고층습지인 무제치늪이다.

무제치늪의 생태적 특징은 습지 밑바닥에 미세한 수로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항

상 일정량의 수분과 물이 고여 있으며, 대왕산 용늪과 흡사한 빈영양과 약산성의 

수질과 이탄층을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특히 지질조사결과 무제치늪의 생성연대가 약 6,000여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이

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과학적 검증을 거친 늪 중에서 가장 오래된 늪으로서 

지형․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매우 큰 자연사 기록의 보고이다.

환경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무제치늪의 주요 생물상을 

보면 대암산 용늪이나 우포늪 등 다른 늪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식충식물인 이삭귀

개, 땅귀개와 무제치난 등 희귀식물들이 대규모로 서식하여 한강이남 지역에서는 

최대군락지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꽃창포란, 물이끼, 골풀, 큰방울새란, 두루미

꽃, 그늘사초, 동의나물 등 고충습원에서 나타나는 식물과 진퍼리새-큰방울새군락,

바늘골-끈끈이주걱 군락 등 257종의 습지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곤충류는 환경부가 지정한 보호야생종인 꼬마잠자리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으며,



환경보전대책  제2장 자연환경보전

178 ＿ 2015 환경백서

큰물자리, 메추리장구애비, 애기물방개 등 늪지성 곤충과 벌호랑하늘소, 왕거위

벌레, 흰줄표범나비, 서물결나비 등 총 197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양서․파충류는 

무당개구리, 산개구리, 살모사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무제치늪은 가히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만하다.

【표 Ⅲ-2-13】

무제치늪 현황

위       치 면    적 생성연대
생  물  상 습지보호지

역지정식 물 상 동 물 상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427번지 일원

(정족산 북동부 해발 
510~625m)

4개소 646,800㎡

(약 196,000평)

약4,500~

6,500년전
70과

165속 257종
14목 88과

197종

0.184㎢

(1999.8.9.

환경부장관)

※ 자료:정족산 무제치늪 조사결과 보고서(환경부 '98)

그러나 근래 들어 임도로부터의 토사유입, 탐방객 증가, 불법채취 등으로 육지화

가 진행되고 희귀동․식물이 사라지고 있어 정부에서 무제치늪의 보호를 위하여 

1998년 12월 31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23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해제하고 1999년 8월 9

일 「습지보전법」의 시행과 함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지역 내의 사유

지 184,000㎡를 매입하였으며, 2007년 12월 20일 람사르에 등록된 산지습지로 정밀

조사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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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1. 생태하천 복원사업

가. 정의

생태하천이란 ‘그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조성된 

하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을 여러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하천의 생태적 회복 및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이 크게 강

조되는 점이 기존의 하천조성 개념과 구별된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란 오염된 하천의 치수기능을 유지, 증진하면서 하천의 자정

능력을 높이도록 수역 및 호안, 둔치 등에 수생식물 식재, 생태습지 조성 등으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생태계를 보호 또는 회복․복원하는 하천 가꾸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나. 추진배경

60년대 이후 경제개발에 따른 도시의 인구집중 및 도시산업의 확산 등으로 도시

는 균형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도시 관류 하천은 각종 하수와 공장폐수가 무분별

하게 유입됨으로써 수질의 악화는 물론 각종 용수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특히, 하천의 하상은 오염물질의 침전․퇴적으로 황폐화되어 수중 생태계 훼손과 

악취 등으로 주거생활환경을 크게 저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주변하천의 

수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오염된 하천을 

본래의 하천으로 회복하여 쾌적한 환경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정화사업으로 1986년 7월 88올림픽 부산 요트경기장으

로 사용될 수영만의 수질정화사업(퇴적오니 준설)을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1987년 6월 한국수질보전학회에서 오염하천정화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전

국 44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정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하천정화사업은 1987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가「지방양여금법」개정

(1991.12.21)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 오염하천정화사업 등이 지방



환경보전대책  제2장 자연환경보전

180 ＿ 2015 환경백서

양여금의 대상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1992년부터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1.16) 제정에 따라 2005년부터 다시 국고보조사

업으로 전환하고 2008년부터 사업명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다. 사업목적 및 내용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도, 저수로 등 하천의 물리적 기반을 자연형으로 복원하

여 수질개선을 위한 자정기능, 동․식물 서식처로서 생태적 기능, 심미적 공간으로

서 친수기능을 제고하여 ‘살아 숨 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주요내용으로 크게 하천의 사행화 등 자연하천과 유사하게 

복원하기 위한 사업, 종적․횡적 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상시 유량 측정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천 내 콘크리트 구조물․주차장 철거, 오염하천 내 퇴적물 준

설, 자연형 호안조성, 하도습지, 수생식물 식재, 비오톱, 여울․소, 어도설치, 기능

을 상실한 보 철거, 수생생물의 이동을 고려한 보 개량,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정화

시설 설치(접촉산화처리시설,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사업 설치사업 등을 추진

하고 있으며, 추진체계는 아래와 같다.

【그림 Ⅲ-2-1】

지자체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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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 성과

우리 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1999년 태화강 퇴적오

니 준설을 위한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작으로 회야강 자연형 하천정화사

업, 무거․여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약사천 생

태하천 복원사업, 명촌․연암천, 무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천

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9년 처음 시작한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태화강 하류의 퇴적오니 준설 

및 수생식물 식재를 목적으로 총 사업비 16,000백만원(지방양여금 5,372, 지방비 

10,628)을 투입되는 사업으로 2000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태화강의 주 오염원인 오․폐수의 차단없이 사업의 효과를 기

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오․폐수 유입을 차단할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80%이상 완료된 2004년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2007년 2월 준공계획으로 사업

을 추진하였다.

회야강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상수원인 회야강의 집수구역인 울주군 웅촌면, 양

산시 웅상읍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의 수질개선과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하여 회야댐 상류 유휴지를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

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 1,133백만원(지방양여금 468, 지방비 665)를 

투입하여 119,500㎡의 면적에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갈대, 애기부들, 부처꽃, 꽃창포 

등을 식재하여 회야댐으로 유입되는 원수의 오염물질 제거율이 생물화학적산소요

구량(BOD) 60%, 총질소 59%, 총인 48% 이상 제거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종합운동장과 인접한 약사천은 상류지역의 복개와 하류지역 직강 콘크리트

로 옹벽으로 이루어진 하천으로 각종 오니의 퇴적, 쓰레기 투기로 악취가 발생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2005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 2,935백만원(국비 1,325, 지방비 1,610)을 투입하여 퇴적오니 준설(13,037

㎥), 자연형 호안조성(1.3㎞), 하천유지수 확보(11,000톤/일), 생활오수 차단사업 등

을 실시하였다.

무거․여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남구지역의 대표적 하천인 무거천 및 여천

천이 도시화로 인한 건천화로 수량이 부족하고, 생활오수의 유입으로 생태하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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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19,485백만원(국비 9,236,

지방비 10,249)을 투입하여 하천유지수 21,000톤/일(무거천 10,000톤/일, 여천천 

11,000톤/일) 확보, 자연형 호안 7.18㎞(무거천 1.47㎞, 여천천 5.71㎞) 조성, 여천천 

하상정비 및 준설(5.71㎞), 여천천 수질정화시설(5,000톤/일, 2개소) 등의 하천정화사

업을 시행하여 맑고 깨끗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였다.

명촌․연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명촌천과 연암천이 합류하는 지점을 중심으

로 유입오수 차집관로(1,632m)와 우수토실(10개소)을 설치하여 하천에 유입되는 오

수를 완전히 차단하여 현재는 수질개선과 함께 습지 식생대(갈대, 부들)가 자연스

럽게 형성되어 천이과정을 거쳐 거의 안정화 되었고 저수로 식생이 아주 우수하게 

조성되어 조류들이 많이 찾는 하천으로 변모하였다.

무거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천 전체 

2.59km의 구간에 기존 돌망태를 제거하고 친환경 소재로 호안을 정비하는 등 생태

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천곡천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심 하천으로 하천 주변 유역이  

도시화되고 거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하천 오염이 심화되고 훼손되는 등 수질 

개선 및 생태복원사업이 시급하여 유로 3.5km에 대하여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말 준공할 예정이다.

마. 향후 과제

하천공간은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종적 연속성(종적 생태네트워크)과 물이 흐르는 

물길로부터 하천의 양안을 지나 수변 및 주변의 산으로 연결되는 횡적 연속성(횡적 

생태네트워크)을 유지하는 생태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치수 중

심의 하천개발․이용으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적․횡적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 시에서는 하천의 종적 생태네트워크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된 보

를 철거하거나 철거가 곤란한 보는 어류의 이동을 위해 어도를 설치하고, 횡적 생

태네트워크를 회복하기 위하여 식생대를 조성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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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화강대공원 조성 및 관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태화강의 삼호섬, 오산십리대밭 및 배후 둔치에 조류 관

찰데크, 죽림공원, 실개천, 자연학습원 등의 시설과 태화강의 기능을 친환경적으로 

회복시키는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1단계로 추진하였으며, 1단계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많은 시민에게 휴식과 안락한 수변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생태공원이 

울산의 명물로 자리매김 하면서 생태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

가함에 따라 2006년 상반기에 공원구간 내 대숲 산책로 가로등 설치 등 시민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생태공원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였고, 태화들 442,000㎡

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편입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단계 생태공원조성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4월 공사에 착공, 2010년 6월 태

화강대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준공하였다.

가. 사업의 배경 

울산의 도심을 동서로 가로질러 울산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울산 시민의 젖

줄인 태화강은 1962년 시로 승격된 이래 국내 최대 국가산업도시로의 급성장과 

1997년 7월 15일 광역시로 승격되어 사회, 문화적인 도시 기반시설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심지 내 무분별한 개발과 인구 유입 등으로 자연성을 잃어갔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락한 생태공간을 제공하고자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며 

물과 죽림, 넓은 수변공간 등 풍부한 자연요소를 지니고 있는 태화강의 삼호섬과 

오산십리대숲을 연계한 하천생태계를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

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사업 추진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1999년 2월 월드컵 개최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본설계 및 사전 환경성검토를 완료하여 1단

계 태화 및 삼호섬지구 145,609㎡에 대하여 사업비 38억 7천만원으로 2004년 12월 

준공하였고, 2006년 상반기에는 중구 명정천에서 태화강 생태공원으로 진입하는 오

산 우회 데크 설치 및 자연형 호안 등을 준공하여 태화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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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산책 등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였다.

태화들 전역(442,000㎡)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고 사유지 보상이 마무리단계에 접

어듦에 따라 2008년 5월까지 2단계 생태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같은해 4월 공사 착공하여 2010년 6월 시민들에게 

개방하였다. 태화강 대공원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자연 자산인 태화강의 하천생태

계가 보전․복원되어 시민들에게 자연학습교육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초화식재 160,000㎡, 오산못 2,045㎡, 야외공연장 12,500㎡(8,000명 

수용), 실개천 1.1㎞, 대나무 생태원 63종 10,700㎡, 산책로 7.7㎞ 등이 조성되어 있

다.

다. 사업 성과

1) 태화강 둔치 친환경적 웰빙공간 조성 및 시민 이용 만족도 향상

울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은 선사시대의 유적을 간직한 울산 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젖줄로써 급격한 산업화의 부산물로 한때 병들고 오염되었던 강이 태화

강 부활프로젝트를 통해 점점 수질이 개선되어 외면받고 방치되었던 강이 옛 모습

을 되찾게 되었다. 이에 태화강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증가함에 따라 수중뿐만 

아니라 수변공간에 대한 시민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친환경적 웰빙공간 조성으로 

시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었다.

이를 위해 테마가 있는 사계절 꽃단지 및 잔디밭 조성(16개소 286,822㎡), 둔치 

법면부 우리꽃 식재(1.2㎞, 10,000㎡),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사업지(태화들)의 각종 

폐기물을 수거(1,000톤)하고 임시 산책로 개설 및 메밀, 청보리 파종을 통해 친환경

적 웰빙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흉물로 방치되었던 도심 하천이 태화강 생태

공원 1단계 지역(태화지구)과 어울려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태화강의 수질개선에 힘입어 태화강 하구는 매년 철새들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철새 서식지를 위한 물억새(216,809㎡)를 관리하고 관찰데크 3개소와 망원경 7

개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직접 관찰하며 공부할 수 있는 자연 학습공간을 조성하였

다. 그리고 산책하는 시민들이 음악과 함께하는 즐거운 산책길 조성을 위해 음악방

송 시설을 설치하였고, 유사시에는 재난방송으로도 이용될 수 있도록 옥외스피커 

734개를 설치하여 시민 안전 및 이용 만족도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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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화강 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한국 경제의 근대화에 선두 역할을 담당한 울산은 역동적인 산업도시에 부합하

는 활기차고 적극적인 시민 형태를 보인다. 이런 도시의 모습을 반영하듯 태화강의 

변화도 시와 더불어 시민 및 사회단체, 기업 등 모든 이들의 염원과 노력의 결정체

로 이루어졌다. 그 변화의 중심에 환경단체와 기업체가 솔선수범하며 태화강 정화

작업, 환경 자율감시체제 구축, 둔치 꽃 식재 등 태화강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맑고 깨끗한 태화강의 옛 모습을 복원하게 되었다.

또한 30명으로 구성된 시민환경감시단은 6개 하천 14개 구간에 대해 환경오염 

감시, 환경 정화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십리대숲 지킴이,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등 

환경단체는 대숲 순찰 및 수중ㆍ수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는 등 모든 시민과 

단체의 노력이 태화강에 집중되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가 현재의 수질유지에 커

다란 밑거름이 되었다.

3) 친환경 도심 하천 태화강 홍보 및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 러쉬 

태화강의 획기적인 수질개선과 환경정책으로 친환경 도심하천으로 되살아난 태

화강과 생태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울산은 주요 방송국의 태화강 기획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울산고래축제 등 전국 단위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

여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이자 생태도시로 변모한 모습을 선보였다 

이에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타 도시

의 방문이 러쉬를 이루어 도심속의 장관에 환호성을 지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

상했다.

2010년 이전은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 대하여 벤치마킹 위주로 방문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태화강 생태탐방을 목적으로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방문

객은 77회 3,098명이고, 2012년에는 121회 7,234명, 2013년에는 148회 9,837명이 방

문하였다. 계절별로 보면 4~6월과 10월에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다.

도심 중앙을 가로질러 흐르는 맑은 강, 강을 거슬러 오르는 헤아릴 수 없는 다양

한 종의 물고기, 친환경적으로 정비된 둔치, 둔치를 따라 조성된 대나무 숲 및 산

책로, 44만㎡에 달하는 넓은 들판 등 울산의 환경정책과 자연여건에 대한 부러운 

시선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울산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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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4】

태화강대공원 단계적 사업추진 현황

구    분
1 단 계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

2 단 계
(국가하천)

사 업 기 간 2002～2004 2008～2010

지    역 태화 및 삼호섬 지 구 태화 지구

조 성 목 표

◦대숲 : 물과 죽림이 어우러진 
도심속의 휴식공간 조성
◦고수부지 :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

◦대숲 : 물과 죽림이 어우러진 도
심속의 휴식공간 조성
◦풍부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살아 
숨쉬는 생태공원 조성

하 천 관 리 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울산광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조
성
면
적

계(㎡) 587,609
145,609

(삼호섬 56,609)
442,000

사 유 지 83,651 83,651

국 유 지 503,958 61,958 442,000

사

업

방

향

특 징 자 원
대나무(십리대숲),

물 / 습지(태화강)

대나무(십리대숲),

새(백로, 까마귀 등)

도 입 주 제 자연학습원, 습지관찰원 생태공원/시민휴식공간

조 성 방 향
대숲, 태화강의 자연, 하천경관등을
주제로 한 자연학습 및 습지 체험 
할 수 있는 공원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생태공원,

자연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
학습원

주    요

사 업 내 용

◦진입광장
◦야생화단지
◦대숲관찰로
◦자전거도로
◦죽림욕장
◦생태수로(개구리연못)

◦습지관찰장
◦친자연적 호안조성
◦대숲정비
◦조류관찰대

◦태화제 제방축조 L=1,500m

◦실개천 조성 L=1,100m

◦제방겸용도로 확장(4차로)

◦생태공원조성 1식 A=162,000㎡

(대나무생태원, 야외무대, 산책
로, 등)

◦산책로 조성 7.7km

◦대숲정비 및 수목식재

※ 자료:환경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