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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연환경보전

제1 절  자연환경 현황

  자연환경은 일단 괴되면 복원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경제  부담

이 따르기 때문에 사 에 그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래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업단지, 항만, 도로, 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많은 녹지가 잠식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여건의 향상과 여가

시간의 증가로 자연과 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자연을 요한 자산으로 인식하

게 되었고 이제는 자연환경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된다는 시민의식이 확산되

어 가고 있다. 따라서 지난 과거가 개발의 시 다면 이제는 자연환경을 보 하고 

더 나아가 훼손된 자연의 보 ․복원  녹지  조성 등 자연환경 보 책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우리나라는 국토면 의 약 70%가 산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추가령 지구

를 심으로 남쪽은 총면 의 66%가 산지이다. 산지는 북쪽과 동쪽이 높고 서쪽과 

남쪽이 낮으며 동해쪽은 사면을 이루고 서남해쪽은 완사면을 이루고 있다.

  자연식생을 보면 북부지방은 아고산침엽수림이 발달해 있고 북부와 부의 일부

지역에는 침․활엽 혼합림이 많으며 우리나라 자연산림의 식생을 표하는 낙엽활

엽수림은 부지역의 표 인 식생이다. 

  한, 남부지방과 동․서해안 지방은 상록활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강암

과 화강편마암이 노출된 산비탈 계곡부에는 서어나무림이, 최남단지역  남부 도

서지역은 난온  상록수림이 발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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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수는 약 10만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재까지 조사되어 밝 진 생물종수는 동물 21,168종, 식물 4,130종, 균류․원생 생물

류 등 7,955종 등 총 33,253종이다. 이는 국, 일본 등 비슷한 생물지리학  조건

을 가진 다른 선진외국의 생물종수와 비교할 때 은 편이나, 앞으로 우리나라 고

유생물종 등에 한 조사․연구가 지속 으로 실시됨에 따라 그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상된다.

2. 우리시의 자연환경

가. 지형 및 지세

  우리 시는 한반도의 동남쪽에 치하여 동쪽으로 동해에 하고 있으며 서쪽은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종주하여 1,033m의 고헌산 1,240m의 가지산 1,209m의 신불산 

1,189m의 천황산 등의 령이 병풍처럼 막고 있다.

  수계는 서고동 형 지형을 따라 동해로 유하하는 태화강(동천), 외황강, 회야강이 

주수계를 이루고 있으며 태화강 하류의 양쪽으로 방어진항과 장생포항이 마주하고 

이 두항의 내안을 이룬 구릉지에는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해안선은 동해에 해 있어 아름다운 풍 을 자랑하는 진하․일산해수욕장 등이 

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나. 기후상태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겨울의 찬 북서풍을 막아 기온을 따뜻하게 하고, 바다에

서 불어오는 해풍이 기온을 조 하여 기후는 온화한 편이며 연평균 기온은 13～1

4℃이고 1월 평균기온은 -1～4℃이며 8월 평균 기온은 26.9℃내외를 나타내며 연간 

강수량은 1,112.3㎜이며 계 풍이 많이 부는 계로 여름은 우기, 겨울은 건기가 뚜

렷하게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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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 생

  생물지리학 으로 난온 와 냉온 의 경지역으로서 온산만에 치한 목도의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65호)은 조엽수림 의 북단으로서 난온 와 냉온 의 경계

선이 되고 있다.

  식물군락은 상록활엽수림 2개 군락, 낙엽활엽수림 6개 군락, 상록 침엽수림 2개 

군락, 식재림 5개 군락, 지 8개 군락과 그 외에 시가지와 농경지 그리고 수역으

로 구분된다.

  시 체 인 식생분포의 특징은 서부 경계부의 산지 일 에는 낙엽활엽수림 가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 반 편인 해안을 따라서 곰솔군락이 분포되어 있고 이 

두 식물군락 사이에 해당하는 지역의 부분은 소나무 군락이 유하고 태화강, 회

야강, 동천 주변의 퇴  평야에는 범 한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다. 1) 

라. 야생동 ․ 식물

  내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렵등에 한 리를 강화

하는 한편 지역 특유의 야생동․식물 49종에 하여는 시 지정 보호야생동․식물

로 지정하여 리하고 있다.

1) 우리 시의 치, 면 , 지형, 지세, 기온 등의 자연  여건은 제1부 제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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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절  자연생태계 보전 대책

  자연생태계 안에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동․식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상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이러한 공동체에는 각종 생물이 나름으로 기능을 발휘

할 뿐만 아니라 그 체가  나름으로 기능하는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지구탄생 이후 지속되어 온 진화의 결과로 재 지구상의 생물종은 약 175만종

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미확인된 생물까지 포함시킨다면 천만종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세계 으로 산림개발․남획 등 인간의 생태계 훼손으로 매일 30～300

종의 생물종이 멸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물다양성 감소는 인류가 유

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 자원과 생물자원이 소실된 것을 의미하며, 한 우리가 

살고 있는 쾌 한 환경과 생활의 터 을 상실한다는 것을 뜻한다.

  생물의 서식공간을 손하는 개발을 하지 않고 생물자원을 보 한다는 것은 생

존을 해 필수 인 과제일 것이다.

1. 야생 동 ․ 식물 보호 및 관리

가. 야생동 ․ 식물 관리여건

  야생동․식물보호에 한 심은 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리 수 은 낮

아 많은 생물들이 멸종 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2005. 2. 10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자연생태계의 균

형유지와 그 종이 멸종 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멸종 기 야생동․

식물Ⅰ 」 50종, 멸종 기에 처할 우려가 높은 종인 「멸종 기 야생동․식물Ⅱ

」 171종, 총 221종을 지정하고 이들의 포획과 채취 등을 지하고 있다.

  우리시에서도 2000. 10. 26일 울산 역시자연환경보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환경 

보 을 한 기틀을 마련하 으며 2008. 1. 10일 울산 역시 야생동․식물보호조례

를 제정하고 2008. 12. 24일 49종의 야생동․식물을 울산 역시 보호야생동․식물

로 지정 보호  리에 만 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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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야생동 ․ 식물 관리 강화

  각종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추

세로 향후 20～30년 이내에 지구상의 체 생물종 20～30%가 멸종할 것으로 망한 

바와 같이 야생동․식물 보호를 한 책 수립은 시 한 실정이다.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동․식물 221종에 하여 멸종 기 야생동․식물 Ⅰ, Ⅱ으로 

지정 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8. 12. 24일 태화강 하류를 울산 역시 생태․경 보 지

역으로 지정하고 고슴도치 등 49종의 야생동․식물을 울산 역시 보호야생동․식

물로 지정하는 등 야생동․식물 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표 Ⅲ-2-1】

  울산광역시 보호야생 동 ․ 식물 지정현황

분류군 지정종(49종)

동

물

포유류 5종 고슴도치, 노루, 멧토끼, 오소리, 족제비

조  류 26종

꾀꼬리, 노랑때까치, 동박색, 되지빠귀, 두견이, 민물가마우

지, 물총새, 붉은배새매, 새매,

소쩍새, 솔부엉이, 쇠백로, 아비, 오색딱다구리, 원앙, 왜가

리, 백로, 백로, 청딱다구리, 청호반새, 큰오색딱다구

리, 랑새, 해오라기, 황로, 황조롱이, 흰 썹황 새

양서․ 충류 5종 고리도롱뇽, 륙유 목이, 무자치, 한국산개구리, 장지뱀

곤충류 3종 늦반딧불이, 애반딧불이, 운문산반딧불이

어류 2종 몰개, 치리

식   물 8종
갯방풍, 고란 , 땅귀개, 께묵,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통발, 백작약

 

※ 자료: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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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생동 ․ 식물 보호

  요한 자연삼림의 훼손  산림의 단편화, 갯벌 등 습지의 간척․매립, 하천의 

콘크리트화․직강화  수질오염, 희귀동․식물의 번식지․서식지 훼손, 렵․

거래 등으로 많은 생물들이 우리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하여 렵도구 제거, 겨울철 

먹이주기행사, 부상당한 동물을 치료한 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기, 훼손된 생태계 

복원 등 생태 으로 건강한 산림, 하천, 습지 리를 하여 그린네트워크화의 지속

인 추진 등 구체 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 고슴도치 등 49종의 야생동․식물을 울산 역시보호야생동․식물 지정 보

호하고 있으며 렵 극성기인 11월부터 유 기 , 단체 등과 조체계를 유지하여 

렵․ 거래 단속에 만 을 기하고 있다.

2. 야생동 ․ 식물 보호구역 지정관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총 5개 보

호구로 구분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총 5개지역 3.73㎢를 야생동․식물보호구

역으로 지정 리하고 있다.

【표 Ⅲ-2-2】

  야생 동물 보호구역 지정현황
(2011. 12. 31)

구   분 계   구 남  구 북  구 비  고

개 소 수 5 1 2 2

면 (㎢) 3.73 0.74 1.77 1.22

※ 자료: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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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3】

야생 동 ․ 식물 보호구역 현황 
(2011. 12. 31)

구분 고시내용 소   재   지
설 정 면 (㎢)

서 식 조 수
계 산림 농경지 기타

 구
‘08. 12. 18

~
해제시까지

◦ 구 태화동 969-3
외 10필지 0.744 - - 0.744

◦백로, 논병아리, 
흰죽지

남 구
‘09. 2. 27

~
해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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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죽지, 백로

◦남구 선암동 42외 
22필지

0.228 0.025 - 0.228 ◦흰죽지, 청둥오리, 
쇠오리

북 구

‘08. 5. 30
~

◦북구 송정동 산6-1
번지 0.280 - - 0.280

◦청둥오리, 왜가리, 
백로

‘08. 5. 30
~

해제시까지

◦북구 명 동 967-10
외 196필지

0.943 - - 0.943 ◦왜가리, 백로, 
흰빰검둥오리

※ 자료:환경정책과

3. 야생 동물 구조센터 건립 ․ 운영

가. 야생 동물 구조센터 건립

  속한 도시화로 인해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가 사라지고 자연복귀가 차 어려

워가는 실에서 우리시는 야생동물의 보호  희귀식물의 보  복원사업을 실시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사고나 렵 등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체계 으로 보호

하고 자연복귀를 해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건립하여, 본격 인 운 에 들어갔다.

【표 Ⅲ-2-4】

울산광역시 야생 동물구조센터 현황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규모  장비 구조센터 경

울산 공원 

어린이 

동물농장내

1,000
2006

～2007

․건물연면  470㎡

  (방목장 2,521㎡)

․구조차량, X-ray,

  구분석기 등

※ 자료: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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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 ․ 치료 현황

  2011년 치료 야생동물의 분포를 볼 때 조류, 포유류, 충류 순으로 총 524마리

를 구조하 으며, 조류의 경우 총 66종 387마리로 비둘기 91마리(24%), 까치 25마

리(6%), 황조롱이 17마리(4.3%), 직박구리 16마리(4.1%), 소쩍새 16마리(4.1%) 순으

로 많았으며, 포유류는 총 7종 132마리로 고라니 87마리(66%), 구리 30마리(23%), 

족제비 5마리(4%), 청솔모 3마리, 노루 3마리, 오소리 2마리, 삵 2마리 순으로 나타

났다.

  특히, 보호종의 경우도 12종 85마리에 이르며, 천연기념물  멸종 기종 2종 11

마리(수리부엉이 7, 매 4), 천연기념물 7종 64마리(황조롱이 17, 소쩍새 16, 솔부엉

이 10, 큰소쩍새 10, 원앙 1, 참매 1), 멸종 기종 3종 10마리(말똥가리 7, 삵 2, 조

롱이 1)를 구조 치료하 다.

【표 Ⅲ-2-5】

울산광역시 야생동물구조센터 구조 및 치료 현황
(단  : 마리)

년 도 구 분 계 방 생 폐 사 치료 비 고

총  계 1,.468 404 1,024 40

2008년

소계 125 29 90 6

포유류 44 13 30 1

조  류 81 16 60 5

충류 - - - -

2009년

소계 407 122 269 16

천연기념물  58
멸종 기종 13

복 6

포유류 86 21 64 1

조  류 319 99 205 15

충류 2 2 - -

2010년

소계 412 113 289 10

천연기념물  48
멸종 기종 5

복 11

포유류 95 24 68 3

조  류 315 89 219 7

충류 2 - 2 -

2011년

소계 524 137 371 16
천연기념물  64
멸종 기종 10

복 11

포유류 132 23 105 4

조  류 387 111 264 12

충류 5 3 2 -

※ 자료: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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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태 ․ 경관보전지역 확대지정

  멸종 기 야생 동식물 보  복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여하

고 시민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들꽃학습원내 반딧불이 생태

체험 은 지역내 , 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각 받고 있으며 반딧불이 

날리기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는 등 학생․시민들의 심을 유도하여 자연환경보  인

식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5차년도에 걸쳐 추진해 오던 꼬리명주나비 복원사업을 성공하여, 태화강 공

원, 울산 공원, 들꽃학습원 일원에서 꼬리명주나비의 우아한 날개 짓을 감상할 수 있

게 되었다.

【표 Ⅲ-2-6】

야생 동 ․ 식물 보전 ․ 복원사업 현황
사 업 명  치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627

반딧불이 생태

체 험  운
들꽃학습원내

  2006년

～2011년
172

반딧불이 생태  

 배양실 설치

반딧불이 날리기 

체험행사실시

꼬 리 명 주 나 비 

보 ․복원사업

태화강 공원 

등 6개지역

  2005년

～2011년
455

자연생태에서 꼬리

명주나비 증식, 복원

꼬리명주나비 

식  식물식재

※ 자료:환경정책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 으로 요하거나 자연경 이 수려하여 보 가치

가 높은 지역을 진 으로 생태․경  보 지역으로 확  지정해 나아갈 것이다. 

  1998년 12월 무제치늪의 646,800㎡  184,000㎡가 생태․경 보 지역으로 지정

되었으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일원화하기 하여 환경부에서 2011. 3. 23일 생태․경

보 지역을 해제하 으며

   2008. 12. 24일 지정된 태화강 하류 0.983㎢만 울산 역시 생태․경 보 지역으

로 지정 리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생태․경 보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하여도 자연환

경조사 결과를 토 로 가지산, 신불산 등 주요 자연자산에 하여 생태․경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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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생태․경 보 지역을 지속 으로 확 해 나갈 것이다. 

【표 Ⅲ-2-7】

  국가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14개, 313.094㎢)

구분 지역명        치 면 (㎢) 특      징 지정일자

환경부 

지정

(9개소, 

241.613㎢)

지 리 산
남 구례군 산동면 심원계

곡  피아골 일원
20.20

극상원시림

(구상나무 등)
1989. 12. 29

하시동·안

인 사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하

시동리 일원
0.234

사구의 지형․경  

우수
2008.12.17

운문산 경북 청도군 운문면 일원 26.395

경   수달, 하늘다

람쥐, 담비,산작약 등 

멸종 기종 서식

2010.9.9

거 도 남 고흥군 거 도 

 일원 8.365
멸종 기종과 특정야생

동식물 서식
2011.1.7

섬진강

수달서식지

남 구례군 문척면, 간 면, 

토지면 일원
1.83

멸종 기종

수달 서식지
2001. 12. 1

고산  

붉은박쥐 

서식지

남 함평군, 동면 일원 8.78
멸종 기동물인

붉은박쥐의 서식지
2002.  5. 1

동강유역

강원 월군 월읍, 정선군 

정선읍, 신동읍, 평창군 미탄

면 일원

72.85

(7.88)

지형, 경  우수 

희귀야생동․식물

서식

2002.8.9

(‘10.7.27변

경)

왕피천 

유역
경북 울진군 서면, 근남면 일원

102.84

(45.35,

57.49)

지형․경  우수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

2005.10.14

2006.12.8

소황사구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독산리 일원
0.121

해안사구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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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명        치 면 (㎢) 특      징 지정일자

해양
수산부 
지정

(4개소, 
70.373㎢)

신두리
사구해역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일원

0.639
다양한 식생과
특이한 지형

2002. 10. 9

문섬 등
주변해역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법환
동, 서귀동, 토평동, 보목도 
일원

13.684
국내 유일의 
산호군락지, 다양한 
해조류 군락 존재

2002. 11. 5

오륙도 
주변해역

부산 남구 용호2동 936~941
번지  주변 해역

0.35
기암괴석의 무인도서 

 수직암반 생물상 
보호

2003.12.31

이작도
주변해역

인천 옹진군 이작리  승 리 
일원 해역

55.7
뛰어난 자연경   
수산생물과 서생물 
주요서식지

2003.12.31

※ 자료:환경부 자연정책과

【표 Ⅲ-2-8】

  울산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구분 지역명        치 면 (㎢) 특   징 지정일자

울산 역시 지정

(1개소, 0.983㎢)

태화강 

하류

구 반구, 남구 삼산,

북구 명 일원
0.983 철새도래지 2008. 12. 24

※ 자료:환경정책과

5. 무제치늪 습지보호지역

  우리나라 최 의 산업도시인 울산 역시 울주군 삼동면에 소재한 정족산 정상 

바로 아래 능선을 따라 오랜 세월에 걸쳐 화강암의 풍화작용과 홍수 등에 의해 형

성된 분지 형태의 4개의 습지가 펼쳐져 있는데 이곳이 산지 고층습지인 무제치늪

이다.

  무제치늪의 생태  특징은 습지 바닥에 미세한 수로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항

상 일정량의 수분과 물이 고여 있으며, 왕산 용늪과 흡사한 빈 양과 약산성의 

수질과 이탄층을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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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질조사결과 무제치늪의 생성연 가 약 6,000여년 에 생성된 것으로 이

는 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과학  검증을 거친 늪 에서 가장 오래된 늪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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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치늪의 주요 생물상을 보면 암산 용늪이나 우포늪 등 다른 늪에서는 찰

되지 않는 식충식물인 이삭귀개, 땅귀개와 무제치난 등 희귀식물들이 규모로 서

식하여 한강이남 지역에서는 최 군락지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꽃창포란, 물이

끼, 골풀, 큰방울새란, 두루미꽃, 그늘사 , 동의나물 등 고충습원에서 나타나는 식

물과 진퍼리새-큰방울새군락, 바늘골-끈끈이주걱 군락 등 257종의 습지식물이 서식

하고 있다.

  곤충류는 환경부가 지정한 보호야생종인 꼬마잠자리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으며 

큰물자리, 메추리장구애비, 애기물방개 등 늪지성 곤충과 벌호랑하늘소, 왕거 벌

, 흰 표범나비, 서물결나비 등 총 197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양서․ 충류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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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치늪은 가히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만하다.

【표 Ⅲ-2-9】

무제치늪 현황

       치 면    생성연
생   물  상 생 태 계

보 지역식 물 상 동 물 상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427번지 일원

(정족산 북동부 해발 
510~625m)

4개소 646,800㎡

(약 196,000평)

약4,500~

6,500년

70과

165속 257종

14목 88과

197종
184,000㎡

※ 자료:정족산 무제치늪 조사결과 보고서(환경부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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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진행되고 희귀동․식물이 사라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무제치늪의 보호를 하여 

1998년 12월 31일 생태계보 지역으로 지정하고(습지보호지역으로 일원화하기 하

여 환경부에서 2011. 3. 23일 생태․경 보 지역을 해제) 1999년 8월 9일에는 습지

보 법의 시행과 함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지역내의 사유지 1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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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입하 으며 2007. 12. 20일 람사르에 등록된 산지습지로 정 조사  주기

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리에 만 을 기하고 있다.

6.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천연기념물도 요한 자연자산들이다. 우리 시에는  

목도의 상록수림 등 3가지 천연기념물이 있다.

  두서면의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제64호로서 높이 22m, 가슴높이의 지름 3.8m, 

가슴높이의 둘  11.9m, 가지가 퍼진 길이 동쪽 18.3m, 북쪽 16.8m로 수령 500여년

이며 숫나무이다.

【표 Ⅲ-2-10】

  천연기념물지정(국가지정) 현황
(2011. 12. 31)

명        칭 지정번호 소     재     지 면 (㎡) 지정일자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 제 64 호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860 238 1962. 12. 3

울주 목도 상록수림 제 65 호 울주군 온산면 방도리 산13 15,074 〃

울산 귀신고래 회유해면 제126호 동해안 울산연해 - 〃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 제462호
울주군 상북면 덕 리 가지산
일원

981,850 2005. 8. 19

※ 자료 : 문화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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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절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정의

  자연형 하천이란 “그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을 최 한 살릴 수 있도록 조성

된 하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을 여러 오염원으로부

터 보호하고 하천의 생태  회복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한 환경개선이 크게 

강조되는 이 기존의 하천조성 개념과 구별된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란 “오염된 하천의 치수기능을 유지, 증진하면서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도록 수역  호안, 둔치 등에 설치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생태계를 보호 는 회복․복원하는 하천 가꾸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2. 추진배경

  60년  이후 경제개발에 따른 도시의 인구집   도시산업의 확산 등으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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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유입됨으로써 수질의 악화는 물론 각종 용수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특히, 하천의 하상은 오염물질의 침 ․퇴 으로 황폐화되어 수  생태계 훼손과 

악취 등으로 주거생활환경을 크게 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주변하천

의 수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한 책사업으로 오염된 하천

을 본래의 하천으로 회복하여 쾌 한 환경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천정화사업은 1986년 7월 88올림픽 부산 요트경기장으로 사용될 수 만의 수

질정화사업(퇴 오니 설)을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1987년 6월 한국수질보

학회에서 오염하천정화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국 44개 하천을 상으로 

하천정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하천정화사업은 1987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방양여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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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여 의 상사업으로 환됨에 따라 1992년부터 지방양여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국가균형발 특별법(2004.1.16) 제정에 따라 2005년부터 다시 국고보조사업

으로 환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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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목적 및 내용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하도, 수로 등 하천의 물리  기반을 자연형으로 복원

하여 수질개선을 한 자정기능, 동․식물 서식처로서 생태  기능, 심미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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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주요내용으로 크게 하천의 사행화 등 자연하천과 유사하

게 복원하기 한 사업, 종 ․횡  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한 사업, 복개된 하천

을 복원하기 한 사업, 상시 유량 측정을 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천내 콘크리트 구조물․주차장 철거, 오염하천내 퇴 물 설, 

자연형 호안조성, 하도습지, 수생식물 식재, 비오톱, 여울․소, 어도설치, 기능을 상

실한 보 철거, 수생생물의 이동을 고려한 보 개량, 수질개선을 한 하천자연정화

시설 설치( 산화처리시설, 인공습지 등), 비 오염 감사업 설치사업 등을 추진

하고 있으며, 추진체계는 아래와 같다.

【표 Ⅲ-2-11】

  지자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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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성과

  우리 시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1999년 태화강 퇴 오니 설을 한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작으로 회야강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무거․여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등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9년 처음 시작한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태화강 하류의 퇴 오니 설 

 수생식물 식재를 목 으로 총사업비 16,000백만원(지방양여  5,372,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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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코자 하 으나, 태화강의 주오염원인 오․폐수의 차단없이 사업의 효과를 기

할 수 없을 것으로 단하여 오․폐수 유입을 차단할 가정오수  연결사업이 80%

이상 완료된 2004년 본격 인 공사를 시작하여 2007년 2월 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 다.

  회야강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상수원인 회야강의 집수구역인 울주군 웅 면, 양

산시 웅상읍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의 수질개선과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를 

하여 회야  상류 유휴지를 활용하여 자연친화 인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

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1,133백만원(지방양여  468, 지방비 665)를 투

입하여 119,500㎡의 면 에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갈 , 애기부들, 부처꽃, 꽃창포 

등을 식재하여 회야 으로 유입되는 원수의 오염물질 제거율이 생물화학 산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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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종합운동장과 인 한 약사천은 상류지역의 복개와 하류지역 직강 콘크리트

로 옹벽으로 이루어진 하천으로 각종 오니의 퇴 , 쓰 기 투기로 악취가 발생하는 

등 도시미 을 해하고 있어 2005년 국체 을 비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 3,010백만원(국비)을 투입하여 퇴 오니 설(13,037㎥), 자연형 호안조성

(1.3㎞), 하천유지수 확보(11,000톤/일), 생활오수 차단사업 등을 실시하 다.

  무거․여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남구지역의 표  하천인 무거천  여천

천이 도시화로 인한 건천화로 수량이 부족하고, 생활오수의 유입으로 생태하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18,510백만원(국비 9,255, 

지방비 9,25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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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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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정비  설(5.71㎞), 여천천 수질정화시설(5,000톤/일, 2개소) 등의 하천정화사

업을 시행하여 맑고 깨끗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 다.

5.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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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길로부터 하천의 양안을 지나 수변  주변의 산으로 연결되는 횡  연속성(횡  

생태네트워크)을 유지하는 생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해서는 기존의 이․치수 

심의 하천개발․이용으로 단 되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한 종 ․횡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 시에서는 하천의 종  생태네트워크를 회복하기 해서 기존에 설치된 보

를 철거하거나 철거가 곤란한 보는 어류의 이동을 해 어도를 설치하고, 횡  생

태네트워크를 회복하기 하여 식생 를 조성하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지속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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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절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1. 푸른울산21

  1992년 6월 라질 리우의 UN환경회의(UNCED)에서 지구환경 질서의 기본원칙

을 규정한『리우선언』과 구체 인 환경보   지속가능한 개발의 행동계획을 담

은 지침서  성격을 갖고 있는 환경실천계획인 의제21(Agenda21)을 채택하 다.

  의제21은 환경과 개발문제를 조화시키기 한 세계 략의 이념  방향을 설정하

고 지구환경보호를 한 기본  원칙과 책을 제시한 것이다.

  지구 의 환경 기를 극복하기 해서는 세계 각 나라, 각 지역, 지방정부  세계 

사람들의 연 와 력이 필수 이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  의지, 환경 리

능력, 환경보  실천력 등이 지역 사회의 지속 인 성장과 발 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시는 1997년 5월 지방의제21추진실무 원회 원 16명을 하고 울산의 

지방의제21을『푸른울산21』로 명명하 다.

  1998년 8월『푸른울산21추진 의회』43명을 하고 1998년 12월 4일 울산 학

교실내체육 에서 시민, 기업, 행정 등 3,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8개 분야, 26개 

행동원칙, 377개 실행방안을 담은『푸른울산21』 『울산환경선언』을 선포하 다.

2. 태화강 대공원 조성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태화강의 삼호섬, 오산십리 밭  배후 둔치에 조류 

찰데크, 죽림공원, 실개천, 자연학습원 등의 시설과 태화강의 기능을 친환경 으로 

회복시키는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1단계로 추진하 으며, 1단계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많은 시민에게 휴식과 안락한 수변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생태공원이 

울산의 명물로 자리매김 하면서 생태공원을 찾는 시민과 객이 지속 으로 증

가함에 따라 ‘06년 상반기에 공원구간내 숲 산책로 가로등 설치 등 시민편의시설

을 설치하여 생태공원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 고 태화들 442,000㎡가 하

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편입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단계 생태공원조성사업을 

한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4월 공사에 착공, 2010년 6월 태화강 

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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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의 배경 

  태화강은 울산의 도심을 동서로 가로질러 울산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울산시

민의 젖 로서, 1962년 시로 승격된 이래 국내 최 의 국가산업도시로 성장 하

으며 1997년 7월 15일에는 역시로 승격되어 사회, 문화 인 도시 기반시설을  충

족시키기 해 도심지내 무분별한 개발과 인구 유입 등으로 자연성을 잃어가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의 근이 용이하며 물과 죽림, 넓은 수변공간 등 풍부한 자연요소를 

지니고 있는 태화강의 삼호섬과 오산십리 숲을 연계한 하천생태계를 친환경 인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안락한 생태공간제공  자연환경 이용시설

로 활용되고 있다.

나. 사업 추진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1999년 2월 월드컵 개최도시를 상으로 시행하는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본설계  사  환경성검토를 완료하여 1단

계 태화  삼호섬지구 145,609㎡면 에 하여 사업비 38억 7천만원으로 2004년 

12월 공 하 고, ‘06년 상반기에는 구 명정천에서 태화강 생태공원으로 진입하

는 오산 우회 데크 설치  자연형 호안 등을 공하여 태화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산책 등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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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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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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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하 다. 태화강 공원은 우리 시를 표하는 자연자산인 태화강의 하천생태계

가 보 ․복원되어 시민들에게 자연학습교육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화식재 150,000㎡, 오산못 2,045㎡, 야외공연장 12,500㎡(8,000명 

수용), 실개천 1.1㎞, 나무 생태원 63종 10,700㎡, 산책로 7.7㎞등이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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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2】

  태화강생태공원(태화강 대공원) 단계적 사업추진 현황

구    분
1 단 계

(국가하천, 지방2 하천)

2 단 계

(국가하천)

사 업 기 간 2002～2004 2008～2010

지    역 태화  삼호섬 지 구 태화 지구

조 성 목 표

◦    숲 : 물과 죽림이 어우러

진 도심속의 휴식공

간 조성

◦고수부지 :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

◦    숲 : 물과 죽림이 어우러진 

도심속의 휴식공간 

조성

◦풍부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살아 

숨쉬는 생태공원 조성

하 천  리 청 부산지방국토 리청, 울산 역시 부산지방국토 리청

조

성

면

계(㎡) 857,670 145,609 442,000

사 유 지 587,570 83,651

국 유 지 270,100 61,958 442,000

사

업

방

향

특 징 자 원
나무(십리 숲),

물 / 습지(태화강)

나무(십리 숲),

새(백로, 까마귀 등)

도 입 주 제 자연학습원, 습지 찰원 생태공원/시민휴식공간

조 성 방 향

숲, 태화강의 자연, 하천경 등을 

주제로 한 자연학습  습지 체험 

할 수 있는 공원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생태공원

자연환경을 찰할 수 있는 생태

학습원

주    요

사 업 내 용

◦진입 장

◦야생화단지

◦ 숲 찰로

◦자 거도로

◦죽림욕장

◦생태수로(개구리연못)

◦습지 찰장

◦친자연  호안조성

◦ 숲정비

◦조류 찰

◦태화제 제방축조 L=1,500m

◦실개천 조성 L=1,100m

◦제방겸용도로 확장(4차로)

◦생태공원조성 1식 A=162,000㎡  

  ( 나무생태원, 야외무 , 산책로, 등)

◦산책로 조성 7.7km

◦ 숲정비  수목식재

※ 자료: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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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성과

 1) 태화강둔치 친환경  웰빙공간 조성  시민이용만족도 향상

    울산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은 선사시 의 유 을 간직한 울산시민의 삶의 

터 이자 젖 로써 격한 산업화의 부산물로 한때 병들고 오염되었던 강이 태화

강 부활 로젝트를 통해  수질이 개선되어 외면받고 방치되었던 강이 옛 모습

을 되찾게 되었다. 이에 태화강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증가함에 따라 수 뿐만 

아니라 수변공간에 한 시민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친환경  웰빙공간조성으로 

시민이용 만족도 제고를 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었다. 

  이를 해 테마가 있는 사계  꽃단지  잔디밭 조성(15개소 202,170㎡), 둔치 

법면부 우리꽃 식재(1.2㎞, 10,00㎡),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사업지(태화들)의 각종 

폐기물을 수거(1,000톤)하고 임시산책로 개설  메 , 청보리 종을 통해  친환경

경  웰빙공간 조성을 해 노력하여 흉물로 방치되었던 도심하천이 태화강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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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강의 수질개선에 힘입어 태화강 하구는 매년 철새들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철새 서식지를 한 물억새(30,045㎡)를 식재하고 찰데크 2개소와 망원경 4

개를 설치하여 시민(학생)들이 직  찰하며 공부할 수 있는 자연 학습공간을 조

성하 다. 그리고 산책하는 시민들이 음악과 함께하는 즐거운 산책길 조성을 해 

음악방송 시설을 설치하 고, 유사시에는 재난방송으로도 이용될 수 있도록 옥외스

피커 120개를 설치하여 시민 안   이용만족도에 크게 기여하 다 

 2) 태화강 보 을 한 시민참여 활성화

    한국경제의 근 화에 선두 역활을 담당한 울산은 역동 인 산업도시에 부합하

는 활기차고 극 인 시민형태를 보인다. 이른 도시의 모습을 반 하듯 태화강의 

변화도 시와 더불어 시민  사회단체(기업) 등 모든 이들의 염원과 노력의 결정체

로 이루어졌다. 그 변화의 심에 환경단체와 기업체가 솔선수범하며 태화강 정화

작업, 환경 자율 감시체제 구축, 둔치 꽃식재 등 태화강 살리기 운동을 으로 

개하여 맑고 깨끗한 태화강의 옛 모습을 복원하게 되었다.

  한 58명으로 구성된 시민환경감시단은 5개 하천 15개구간에 해 환경오염 감

시, 환경 정화활동을 추진하 으며 십리 숲 지킴이, 푸른울산21 환경 원회 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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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체는 숲 순찰  수 ㆍ수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는 등 태화강에 한 

모든 시민(단체)의 노력이 태화강에 집 되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가 재의 수

질유지에 커다란 거름이 되었다.

 3) 친환경 도심하천 태화강 홍보  벤치마킹을 한 방문 러쉬  

    태화강의 획기 인 수질개선과 환경정책은 주요 방송국이 태화강 기획 홍보를 

통해 친환경 도심하천으로 되살아난 태화강과 생태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울산

을 국 으로 알리게 되었으며, 제4회 태화강 국수 회, 제3회 태화강 물축제 

등 국단 의 규모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국민의 이목을 집 시키며 한국의 

산업수도이자 생태도시로의 지향을 천명한 울산의 모습을 선보 다 

  이에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시의 시책을 벤치마킹하기 한 타 도시

의 방문이 러쉬를 이루어 도심속의 장 에 환호성을 지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

상했다.

  2010년 이 은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 하여 벤치마킹 주로 방문하 으며, 

2010년 이후에는 태화강 생태탐방을 목 으로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방문

객은 73회 2,633명이고 2011년 방문객은 77회 3,098명이 방문하 다. 계 별로 보면 

4~6월과 10월에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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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종의 물고기, 친환경 으로 정비된 둔치, 둔치를 따라 조성된 나무 숲  산

책로, 44만㎡에 달하는 넓은 들  등 울산의 환경정책과 자연여건에 한 부러운 

시선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울산에 한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