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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1. 환경행정
▪집필 ❙환경정책과 환경행정담당 성모인

가. 에코폴리스울산추진 

  울산의 규모 공단건설은 국가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해도

시』라는 부정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었다. 

  역시 승격이후 기업․환경단체․ 문가․행정이 함께 기, 수질, 녹지, 자연

환경 등 반 인 환경여건을 획기 으로 개선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민선 3기 출범

이후 세계가 인정하는 “지속가능 발 을 한 생태도시” 구 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4년 6월「에코폴리스 울산」을 선언하면서 자연과 인간, 환경과 산업이 

공존‧상생하는 “친환경생태도시 울산”을 목표로 청정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

민 삶의 질 향상, 환경을 최우선 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발 , 지역특성

에 맞는 울산형 에코폴리스 모델확립을 해 기, 수질, 생태복원 등 10개 분

야 110  사업에 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제1절∙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제2편∙분야별 주요 성과와 계획│403│

  추진 분야별 세부사업으로 기환경개선 15, 수질환경개선 16, 녹지공간확충 15, 

생태보 복원 15, 자원 재활용 13, 토양환경개선 3, 해양환경개선 6, 도시이미지 개

선 11, 친환경교통3, 시민의식함양에 13개 분야를 구성하여 추진하 다. 

  에코폴리스 선언 이후 2009년까지 추진한 성과를 살펴보면 지표 으로는 기환

경오염도  아황산 가스농도가 2002년 0.010ppm/년에서 2009년 0.008ppm/년으로 

낮아졌고, 태화강의 수질은 상류지 이 2002년 1.6㎎/ℓ/년에서 2009년에는 0.6㎎/

ℓ/년으로 하류지 이 2002년 4.5㎎/ℓ/년에서 2009년에는 2.0㎎/ℓ/년으로 맑아졌

으며, 하수도 보 률은 2002년 65%이던 것이 2009년 92.4%로 폭 상향되었다.

  분야별 사업성과를 보면 기‧수질오염도 개선  안정화, 오염원 리의 시스템

화로 지역 환경 리 체계를 고도화하 고, 자율환경 리 약, 천연가스버스 보 , 

녹지‧친수공간을 폭 확충하여 체감환경을 개선시켰으며, 하수처리 인 라 확충, 

태화강 마스트풀랜의 가시  효과는 자연생태 보 ‧복원에 기여하여 4 강 살리기 

표  모델로 선정되기도 하 다.

  이러한 환경개선 성과는 ․내외 이미지 개선은 물론 도시 랜드 가치를 제고 

시켰고, 국규모 행사의 성공  개최와 함께 최근 속히 두되는 기후변화 문

제에 하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신속히 수립함으로써 새롭게 두되는 환경문

제를 극 으로 응해 나가고 있다.

나. 환경교육  지역환경기술센터 운

1) 시민 환경교육 강화

  산업화와 도시화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훼손된 아  경험은 환경보 의  

가치와 심을 구하는데 충분했다. 특히 생활방식에 웰빙개념이 도입되면서 

시민들의 환경욕구와 만족 수 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행정 수 을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환경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보 이 필요해졌고,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한 체험환경교육 로그램은 

시민의 심과 참여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시에서는 환경의 날, 물의 날 등 각종 환경 련 기념일을 심으로 체험교육 

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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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민간단체, 학교 주  교육 로그램 운 과 시민환경 학 교육 로그램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환경교육 로그램 운

[표 Ⅱ-4-1]

분      야 사   업   명 교육인원

자원 재활용 분리수거 교육
∘가정쓰 기 이기  재활용 교육
∘식당음식물 쓰 기 이기 교육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교육

68회/

15,000명

청소년 환경체험교육 로그램 

∘녹색에 지 체험학교∘청소년 환경탐사 , 과학교실∘청소년 하천사랑 환경문화체험∘학교숲 조성을 한 체험교육 

41회/

2,952명

민간단체 운  교육 

∘태화강시민생태교실(태화강보 회)∘산 유학맛보기캠 (울산숲자연학교)∘자 거 교실 ( 국주부교실)∘숲해설가양성교육(울산생명의숲)∘태화강에코아카데미(태사랑)∘에코스카우트 운  (자연보호 의회)

295회/

1,139명

학교 환경교육

∘환경교육 시범학교
  (양지 등학교, 옥 등학교)
∘환경체험교육 로그램 운
  (선암 등학교, 방어진 등학교)

4개교

시민환경 학 교육
∘그린리더 양성 교육
∘기후변화와 탄소녹색성장 교육

17회/

1,580명

2)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한 법률」 제10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

계획  설립․운 규정(환경부 훈령)」을 근거로 환경부, 울산 역시, 울산 학교

가 공동 출자하여 1998년 12월 2일 환경부로부터『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받고 개소하 다.

  올해는 울산의 환경문제를 해결을 한 조사․연구  산학 력과제 등의 연

구과제 12건을 수행하 고, 소기업  세기업 30개사를 상으로 총 86회 환

경기술을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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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환경지도자 문교육 등을 32회 실시하 으며, 시민교육(겨울철새학교, 

환경캠  등) 43회, 세미나  워크 ( 청강연회, 심포지엄, 정책세미나, 학술

회 등) 17회 등을 실시하고, 지역 학 졸업 정자와 졸업생 22명을 상으로 우수

한 인력발굴과 장에 한 응력을 키우기 해 산업체와 연계한 환경산업

장 인턴십 사업을 실시하 다.

연구수행  산지원 황

[표 Ⅱ-4-2]                                                           (단  : 백만원, 건, 회)

구    분 계 1999~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 업 비 9,062
(2,895)

5,498
(1,475)

819
(300)

793
(300)

970
(400)

982
(420)

연구과제(건)  130   84  10   9  15  12

기술지원(회)  747   382  71  97 111  86

※ (   )는 시 지원  

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운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환경개선부담 은 환경오염의 직 인 원인이 되는 연면  160㎡ 이상의 소비․

유통분야의 시설물 소유자( 는 유자)와 자동차 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징수된 수입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며, 환경개선사업과 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환경부장 으로부터 부과 징수권을 임받

은 시와 구․군에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 이 교부된다.

환경개선부담  부과 황

[표 Ⅱ-4-3]                                                                  (단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액 건수 액 건수 액 건수 액

계 319,643 15,423 325,855 16,274 334,169 16,169 329,680 16,975

시설물 24,671 2,596 25,250 2,647 26,388 2,731 27,497 2,922

자동차 294,972 12,826 300,605 13,627 307,781 13,437 302,183 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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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

  생태계보 력 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는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훼손면 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보 을 한 재원확보에 목 이 있다.

  2009년도는 KCC 일반산업단지  길천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 등 21개 사업에 

생태계보  력 을 부과․징수하여 생태통로, 생태지도 작성 등 자연성 회복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생태계보  력  부과 황
[표 Ⅱ-4-4]                                                               (단 : 건,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액 건수 액 건수 액 건수 액 건수 액

6 601 8 1,951 8 2,374 9 1,424 21 3,403

라. 국제 환경 력 강화

  국제행사를 통해 친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울산시를 국제사회에 홍보

하고 아시아를 선도하는 로벌 친환경생태도시로서 상 제고와 울산시민의  

자 심을 고취하 다. 한 세계 인 국제환경도시간 네트워크  UNESCAP 등 

국제기구간 공조체제를 구축하 다.

  이 같은 국제 력체재를 통해 울산시의 지속가능한 환경개발에 기여하면서 

거시 으로는 지구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데 동참하 다.

국제환경 력 사업 황
[표 Ⅱ-4-5]

사     업     명 개최시기

아시아-태평양 시장포럼 개최(UNESCAP, 13개국 23개 도시)  2009. 10. 27 ~ 10. 29

울산 국제환경정책연수(9개국/9명)  2009. 9. 22 ~ 9. 29

Green-City 조성 국제심포지엄(3개국)  2009. 9. 28

UNESCAP 도시인 라개발 문가 회의 참석(태국)  2009. 2. 10 ~ 2. 12

빗물재이용 선진사례 벤치마킹(독일)  2009. 7. 15 ~ 7. 24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제5회 환경부회  세계물포럼 참석(인천)  2009. 8. 20 ~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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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정책

▪집필 ❙환경정책과 기정책담당 이경재

가. 지역배출 허용기  강화

  2007년 7월에「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당  12개 지정악취물질이 

22개 항목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 에 한 구

체 인 배출허용기  범 를 2008년 5월 8일자로 조례에 반 하여 공포하 다.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  조례를 통하여 지역 내 발생하는 지정악취물질에 

하여 엄격한 리와 함께 자율  통제기능을 유도할 계획이며, 악취물질 배출 

허용기 항목과 범 는 다음과 같다.

지정 악취물질 배출 허용기  항목  범

[표 Ⅱ-4-6]

구분 악취물질

배출허용기
(ppm) 구분 악취물질

배출허용기
(ppm)

공업지역 공업지역

1 암모니아 1 이하 12 i-발 르알데하이드 0.003이하

2 메틸머캅탄 0.002 이하 13 톨루엔 10

3 황화수소 0.02 이하 14 자일 1

4 다이메틸설 이드 0.01 이하 15 메틸에틸 톤 13

5 다이메틸다이설 이드 0.009 이하 16 메틸아이소뷰티르 톤 1

6 트라이메틸아민 0.005 이하 17 뷰티르아세테이트 1

7 아세트알데하이드 0.05 이하 18 로피온산 0.03

8 스타이 0.4 이하 19 n-뷰티르산 0.001

9 로피온알데하이드 0.05 이하 20 n-발 르산 0.0009

10 뷰티르알데하이드 0.029 이하 21 i-발 르산 0.001

11 n-발 르알데하이드 0.009 이하 22 i-뷰티르알코올 0.9

주) 18부터 22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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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환경 공해 자동차 보

 1) 천연가스버스 보급

  운행빈도가 높은 시내버스는 기오염의 주범  하나로 인식되어, 정부에서는 

기존의 경유버스에 비해 매연이  없고 다른 기오염물질도 65%이상 게 배

출되는 천연가스버스 보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시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626 의 경유버스  587 의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했으며 2012년까지 

량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천연가스충 소를 울주군 청량면 율리 공 차고지에 3기, 울산역

에 2기, 방어진 공 차고지에 3기를 설치 운 이며 2010년 연말에 북구 농소 

공 차고지에 2기, 울주군 언양 지역에 2기를 추가로 설치 운 할 정이다.

  한, 천연가스버스 보 을 활성화하기 하여 버스 1 당 1,850만원의 보조

(국비 50%, 시비 50%)을 지 하고 있으며 경유와 천연가스의 연료가격차에 한 

연료비도 보조하고 있다.

버스업체별 천연가스버스 보 황

[표 Ⅱ-4-7]                                                                        (단 ： )

계 남성여객 한성교통 우여객 신도여객 울산여객 학성버스 유진버스 세원

587 85 120 61 52 106 83 78 2

2)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경유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입자상물질 등에 한 감 책 없이는 기환경

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여 도심 내 기환경개선을 해 2006년부

터 운행 인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감을 한 배출가스 감장치(DPF, p-DPF, 

DOC) 부착  공해엔진(LPG) 개조사업을 실시하 다.

  우리시는 2009년까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감장치 554  부착, 417 의 공

해엔진 개조를 완료하 고, 이 사업을 2012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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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분쟁 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 제도는 일종의 사법  분쟁해결 기능을 지닌 행정 원회에 의

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분쟁을 소송외 인 방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

리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최근 극 인 피해 구제의식 확산으로 매년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분쟁원인별로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건이 부분을 자치하고 

있지만 악취, 일조, 통풍장애,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사건도 폭 증가하고 

있어 피해원인이 다양하게 확 되고 피해내역도 정신  피해 이외에 가축, 농산물, 

수산물, 업손실, 건물피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분쟁조정 수 황

[표 Ⅱ-4-8]

구    분 계 1991～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앙 1,731 844 281 236 225 145

우 리 시   31  14   3   6   5   3

3. 수질정책
▪집필 ❙환경정책과 수질정책담당 배병규

가. 태화강 마스터 랜 추진

  태화강은 도심을 통하여 흐르는 110만 울산시민의 젖 이다. 시민들의 소

득증 에 따라 태화강 등 도심 하천의 친수 공간을 이용한 생태 찰․산책․휴

식 등을 즐기려는 욕구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질  수  향상도 요

구되고 있다.

  이에 태화강 하류의 수질이 항상 안정 으로 Ⅰ등  기 을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 인 수질개선 사업, 친환경 인 하천, 시민 친수․생태공간을 조성하기 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태화강 마스터 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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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강마스트 랜은 2014년을 목표로 하는 10년 단  계획으로 워터 론트

(Waterfront)조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태화강 마스터 랜의 공간  범 는 

울주군 상북면 덕 리에서 구 다운동 구삼호교 구간의 지방2  하천구간

(30.01km)과 구삼호교에서 남구 매암동 울산만까지의 국가하천 구간(11.28km)

을 포함하는 총 하천연장 47.54km구간을 상으로 한다.

  4개 분야 50개 사업에 1조 725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2009년까지 태화강 유입 생활오수 차단사업을 비롯한 20개 사업을 완료하

으며, 제1단계 5개년간 과제별 추진실  검과 분석을 통해 문제 을 도출하

고, 변화하는 시  상황과 시민들의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기 해 제2단계 마스

터 랜을 수립․추진 에 있다 

태화강 마스트 랜 구상도

생태적으로 건강한 태화강

수변생태계의 회복

자연성 회복(큰크리트호인안정비)

생태인프라 구축

생태공원 조성 및 보완

친숙하고 가까운 태화강

둔치시설 기능 다양화
보행접근성 개선

교량리모델링
자전거 순환도로망 조성

수상레져공간조성
물환경관 건립사업

역사와 미래가 있는 태화강

태화강 역사성 회복(태화루복원)

태화강 역사체험탐방로 개설

태화강 문화축제 발굴

태화강 특별경관 조례제정

안전하고 깨끗한 태화강

하천수질개선
(오염원 제어, 하천정화시스템도입)

하천수량확보
지천환경개선

(명정천, 무거천, 약시천 등)



제1절∙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제2편∙분야별 주요 성과와 계획│411│

나. 도심 소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1) 무거․여천천 생태하천 조성

  무거․여천천은 양안으로 고 도의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쾌 한 정주여건에 

한 요구와 여가 활동 공간에 한 수요가 날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4년  

생태하천 조성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유지용수 확보방안을 확정 후 

본격 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 다.

  무거천은 연장 2.59㎞이며 옥동소류지에서 무거동(태화강)까지의 총 유역면  

5.67㎢이며, 여천천의 경우 연장 6.50㎞이며 신정동(두왕로)에서 매암동(바다)으로 

이어지는 총 유역면  12.64㎢에 이르며, 2008년 4월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마무

리하 으며, 여천천은 2010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단계별로 생태하천복

원사업을 마무리하면 울산의 표 인 생태하천 복원사례가 될 것이다.

2) 약사천 생태하천 조성

  약사천은 하천연장 4.50㎞에 약사동에서 동천까지의 총 유역면  6.10㎢에   

조성된다. 2005년 3월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오니 설, 호안정비와 수생

식물 식재 등 기반공사를 착수하여 총 사업비 31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 사업을 

완공하 다. 이를 통해 약사동 인근 지역의 주민생활 환경은 획기 으로 개선되

었으며, 물고기가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변모되었다.

다. 수질개선  리강화

1) 수질측정망 운영

  우리시의 주요하천, 공단배수와 상수원의 수질 황을 종합 으로 악하기 한 

수질오염측정망을 48개 지  운 하여 수질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있다.

수질측정망 황

[표 Ⅱ-4-9]                                                                     (단 ：개소)

계
하     천     수

공단배수 호소수 도시 류 농업용수
태화강 동 천 회야강

48 16 4 3 8 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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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측정 항목은 BOD외 17개 항목으로 일반항목은 연 12회, 특정항목은 연 4회, 

그 밖의 항목은 연 1회, 시 보건환경연구원,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 공사에서 수질변화를 정기 으로 분석하고 있다.

2) 방사보 철거이후 생태 수질 환경영향 조사

  1987년 자동차 수출부두의 수심을 확보하기 해 설치되었던 태화강 하류의 

방사보가 2006년에 철거되었다. 방사보가 태화강 하류의 물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을 

가 시키고, 생태통로의 차단과 홍수 조 기능이 하된다는 지 이 계속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방사보 철거는 지난 19년간 형성된 태화강 하류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생태계의 반응을 체계 으로 찰하기 해 2008년에는 태화강 

국가하천 구간을 심으로 「태화강 방사보 철거이후 생태 수질환경 향조사  

평가」에 한 조사 용역을 완료하 다. 

  조사서는 방사보 철거와 하상 설에 따른 태화강 수질이 개선되었고 조류종수 

증가, 어류개체수 증가, 기타 서동물류의 종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사보 철거로 인한 울산항 유입 토사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 로 수질  치수정책의 과학  근거를 확보하여 생태하천 태화강의 

지속 인 리와 생태서식지 보호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4. 기후변화대응

▪집필 ❙환경정책과 녹색성장담당 우연재

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약

1)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들어오는 짧은 장의 태양 

복사에 지는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로부터 나가려는 긴 장의 복사에 지는  

흡수하므로 지표면을 보온하는 역할을 하여 지구 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온실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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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모식도

주) 자 료 :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2005)

  기후시스템에서 온실효과는 필요하지만 지난 산업 명 이후 지속 으로 다량의 

온실가스가 기로 배출됨에 따라 지구 기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의 

지표온도가 과도하게 증가되어 지구온난화라는 상을 래하게 되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한 문 연구기 인 IPCC에 따르면, 기  온실

가스 농도를 낮추기 한 국제 인 노력이 없을 경우 21세기 동안 기온도는 지

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이 같은 지구온도 상승 속도는 지난 100년간의 측된 지구온도 상승폭보다 

2~10배 클 뿐만 아니라 지난 10,000년간의 변화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

로 측되고 있다.

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극 처하기 하여 국제사회는 1988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기후변

화에 한 정부간 페 (IPCC)"을 설치하 고,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기후변화 약(UNFCCC)을 채택하 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에 세계 47번째로 가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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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온실가스의 실질

인 감축을 하여 과거 산업 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  책임이 있는 

선진국(38개국)을 상으로 제1차 의무감축기간(2008~2012) 동안 1990년도 배출

량 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1997, 일본 

도쿄)에서 채택하여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비 하 고, 2007년 제13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어 발리로드맵을 채택하 다.

나. 우리시의 황과 응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한 발 을 보장할 수 있는 각국의 사회․

경제  여건을 고려한 신축 이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방식에 한 논의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지만, OECD 회원국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 인 우리 

나라의 감축노력 동참에 한 국제  압력이 가 될 것으로 상된다.

  정부는 1998년 국무총리가 원장인「기후변화 약 범정부 책기구」에 이어 

2001년 9월「기후변화 약 책 원회」가 설치되어 기후변화 약 련 정부 책을 

종합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주  하에 계부처 합동으로 1999년부

터 2007년까지 3차에 걸쳐 종합 책(3개년)을 수립․추진하고, 산업계 자발  약 

등 부문별 감축 추진  온실가스 배출통계 기반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4차 

종합 책(2008~2012)을 2007년 12월에 수립하 다.

  환경부에서는 정부 내 논의과정에 극 참여하는 한편, 탄소사회로의 환을 

해서는 풀뿌리 차원에서 지자체와 국민 개개인의 참여가 필수 이라는 인식하에 

「기후변화 응 종합계획」을 2008년 6월에 발표하 다.

1) 우리시의 현황

    울산시는 규모 국가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석유, 조선, 자동차 등 

에 지 다소비 업종이 산재되어 있어 타 도시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편이

다. 2008년 기  최종 에 지 소비량은 20,892천TOE로써 국 소비량 182,576천TOE

의 11.4%를 차지하고, 2007년 기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1,829천톤 CO2로 국 

620.0백만톤CO2의 9.97%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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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에 지 소비량

[표 Ⅱ-4-10]                                                              (단  : 천TOE/년)

연  도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최종
에 지
소비

국 166,009 170,854 173,584 181,455 182,576

울산 20,725 20,838 21,968 22,525 20,892

국 비 12.5% 12.2% 12.6% 12.4% 11.4%

온실가스 배출 황

[표 Ⅱ-4-11]                                                              (단  : 천CO2/년)

 구    분 계 에 지 산업공정 농임업 폐기물 간 배출량

2003년 54,317 35,133 15,339 -1,557 873 4,529

2004년 56,168 35,384 17,111 -1,659 772 4,560

2005년 55,286 34,039 17,054 -1,672 933 4,932

2006년 60,921 34,438 21,944 -1,641 1,032 5,148

2007년 61,829 34,175 22,882 -1,677 1,256 5,193

2) 우리시의 기후변화대응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세계 으로 기후변화 응 노력이 본격 으로 개

됨에 따라 실질 인 이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

경 리공단과 「기후변화 응활동 략수립」학술용역을 울산 학교 청정자원

순환연구센터에서 2006년 6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수행하 다. 그 결과 울산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 고, 2차 의무감축국가 확정을 비한 감축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

  2007년 10월에는 제1차 기후변화 약 응 실천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세부

실천계획 수립을 한 T/F 을 구성하 다. 2008년 4월에는 친환경 생태산업도시 

구 을 한 제2차 「기후변화 응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을 수립하 다.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를 2005년 수 으로 감축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하 으며, 

공익형 탄소펀드 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추진사업을 발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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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4월 18일에는 기후변화 응  

시범도시 조성을 한 울산 역시․환경부 

약을 체결하 다. 약에는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CDM사업 발굴, 공익형 탄소펀드 

조성 등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가비 으로 제시된 “ 탄소 녹색성장”의 실 을 한 

울산녹색성장포럼을 2008년 10월에 구성하 다. 녹색성장포럼은 내 산․학․

연․민․언 등 표성을 가진 자로 1개 자문단과 3개 분과 30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녹색성장 련 주요 안에 한 의견수렴과 국제 동향 악  정책방향을 

연구․건의하는 등 녹색성장 련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기후변화 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부문별 감축 략을 수립하 다. 국 최 로 공익형탄소기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부터 운 할 계획이며, 조성된 기 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이기 범시민실천운동인 탄소포인트제를 2009년 7월부터 시작하

다. 가정, 상업, 학교, 공공기  등에서 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이고 그 

감축실 에 따라 포인트를 지 받고, 포인트에 상응하는 인센티 도 받는 탄소

포인트제는 2009년말 재 48,000여 세 가 가입하 다.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앞서 공공기 에서 솔

선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이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공공기  배출권 거래제 시

범사업을 도입하 다. 32개 공공기 이 참여하는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 인 추진

을 하여 2009년에는 온실가스 최 리 시스템을 참여기 에 설치하고 실무자 

교육 등을 실시하 다. 

다. 에코폴리스울산추진 시민활동 확산

  우리시는 2004년 6월「에코폴리스울산선언」이후 기, 수질, 생태복원 등 10개 

분야 110  사업에 한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지속 인 환경교육과 실천분 기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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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참  여  단  체 추  진  성  과

① 식당 음식물

  쓰 기 이기

∘한국음식업 앙회울산지회∘울산여성단체 의회∘한국부인회울산 역시지부

 일반음식  음식물 쓰 기    
  이기 교육 : 35회 5,307명

음식물쓰 기 이기 홍보:   
  1회 3,000명(KBS울산홀)

② 에 지 약

∘녹색에 지 진시민포럼∘울산아 트입주자 표회의연합회∘동남지역에 지기후변화센터∘울산환경운동연합

  멀티탭 4,000개 배부 
온실가스 감축 선포식 : 5.28

  (농소 우방아 트, 200명)
에 지 약 최우수 에코아 트 시
상식  식 : 11, 12월

③ 가정 생활용수 약 

∘울산아 트입주자 표회의연합회∘울산 역시 녹색환경보 회∘녹색에 지 진시민포럼∘한국수자원공사울산권 리단

 에 지 약 실천아 트 
 수기설치:11개단지 5,135세  

탄소포인트제 참여시민선포식 : 
11.9(12개 공동주택단지)
에코아 트 시상식 : 11월
에코아 트 식 : 12월

④ 버스이용율 높이기 

∘울산 YWCA∘녹색에 지 진시민포럼∘녹색어머니 앙회울산연합회∘울산 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울산교통카드㈜
교통카드 2,000개 배부 

교통 이용캠페인 개 

  이에 따라 2007년 3월「푸른울산21환경 원회」가 주 하고 34개의 기 ․단체가 

참여하는「에코폴리스울산범시민 추진 원회」를 구성하 다. 에코폴리스울산 

범시민 추진 원회는 깨끗하고 푸른(Clean Green)울산 실 을 한 최우선 과제 

10가지 사업을 확정하 다.

  우리시는 사업에 한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기 해 10개 사업별 주  단체를 

선정하고 참여단체에 한 행정․재정 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도는 언

론홍보, 시민 캠페인, 시민교육 등의 실천사업을 개하 으며, 2008년부터는 

기  가정생활용수 약, 교통이용하기 등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의식변화를 통한 민․  환경거버 스 체제구축의 모델로 지속 

발 시켜 나갈 계획이다.

CG-10 실천항목  참여 단체 황

[표 Ⅱ-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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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참  여  단  체 추  진  성  과

⑤ 1아 트 1하천 

  살리기 운동

∘태화강보 회
∘울산아 트입주자 표회의
  연합회
∘산수환경자원감시단
∘울산환경사랑운동본부
∘한국잠수 회울산지부

 천상천 수생식물 식재  주민   
   환경교육 : 2회 76명

수생식물식재(미나리 외 5종)
환경정화활동
환경 비  만들기 

⑥ 공단 환경정화수 심기

∘울산지역환경보 의회
∘온산공단환경 리 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 역시공장장 의회
∘울산석유화학공단공장장 의회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의회

환경 정화수 식재 : 3회
 - 헤 라 와 50여종 59,757본
 - 참여기업체수 : 15개사 

환경정화수 사후 리 : 3회
  살수, 제 , 덩굴제거작업

⑦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제고
∘울산환경기술인 의회
∘온산공단환경 리 회

 교육․세미나 : 2회(80명)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사례 악 
: 5월~10월

 - 상 : 온산공단 입주업체
사업장 재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 100부

⑧ 우리 동네 공원

   가꾸기

∘울산생명의숲
∘십리 밭지킴이자원 사회
∘자연보호울산 역시 의회

 유해귀화식물 교육: 2회 28명
서식지 모니터링 : 2회 31명
유해귀화식물 퇴치․캠페인

 - 가시박퇴치 : 6회 106명 
녹지실명 리 : 7회 69명
낙엽밟기 행사: 1회 100명
공원 숲 해설 : 2회 120명 
돋질산 숲가꾸기 : 10회 323명

⑨ 가정 생활쓰 기 

   재활용 제고

∘ 국주부교실 울산시지부
∘울산폐자원재활용실천 의회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 의회
  울산지부
∘한국생활폐기물 회울산 역시지부
∘한국환경자원공사부산경남지사

 찾아가는 실버 환경교육: 4회 170명
환경시설 견학.체험: 2회 125명
환경사랑 캠페인 : 1회 100명
환경사랑 나눔장터운  : 1회 15명
환경퀴즈 회 : 4회 373명

 태화강 동․식물 보호

   운동

∘태화강보 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바르게살기운동울산 역시
  의회

 유해 귀화식물 퇴치운동: 6월
태화강 동식물 서식환경조사

 : 6월~12월(5회)
태화강 유입 오염원 조사:7월
태화강 동식물 보호운동 

 결과자료 작성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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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환경

▪집필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담당 윤 찬

가. 자연환경 이용  보 사업

1) 태화강 생태공원(2단계) 조성 사업

  2004년 1단계로 조성된 태화강 생태공원은 태화강의 삼호섬, 오산십리 밭과 

배후 둔치에 조류 찰데크와 죽림공원, 자연학습원 등의 시설을 갖춘 89,319㎡ 

규모로 조성되었다.

  2007년 442,000㎡ 규모의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한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2008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 다. 태화들 일원에 나무 생태원, 실

개천, 물놀이장, 곤충서식지, 산책로, 야외무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2007년 태화들 유휴지 일 에 불법 건축물과 비닐하우스, 불법 투기된 쓰 기를 

모두 수거하고 련 토지를 보상하는 차를 마무리하 다. 이후 여기에 유채꽃, 

청보리 등 꽃단지를 조성하여 태화들은 산책하는 시민들로 북 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변모하 다.

  태화들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2008년 실시설계를 마무리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멋진 공존 무 를 한 본격 인 기 공사를 시작하 다. 울산의 자랑이자 

울산시민의 자존심이 되는 태화강 부활 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2010년 5월 완공될 정이다.

태화강 생태공원(2단계) 조성사업

[표 Ⅱ-4-13]                                                                  (단  : 백만원)

   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구 태화동 

일원
442,000㎡ 2007

~2010
13,300

∘제방축조, 실개천, 나무생태원, 

  야외무 , 곤충서식지, 산책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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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화강 십리대밭교 건설

  태화강 ․남구 지역의 둔치를 하나로 연결하여 태화강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자원이 되는 인도교가 2009년 2월 공식

을 가졌다.

  2007년 2월 울산시와 경남은행이 각각 11억원과 51억을 투자하는 약을 체결

하면서 건립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2008년 시민명칭공모 과정을 거쳐, 「십리 

밭교」로 교명을 확정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공하 다.

  십리 밭교는 길이 120m, 넓이 5~8m 규모의 고래와 백로를 형상화한 비 칭형의 

아름다운 아치교로 역동 인 울산의 미래와 무한한 발  가능성을 함축 으로 

표 하고 있으며 하루평균(주말) 2만 여명의 시민들이 찾으면서 울산의 새로운 랜

드마크로 울산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태화강 십리 밭교 조성사업

[표 Ⅱ-4-14]                                                                  (단  : 백만원)

   치 사업기간 사업비  공 사 진

태화강 태화동 

십리 밭

~신정동 둔치 

테니스장

2007

~2008

6,220

(경남은행 

5,120,

시 1,100)

3) 태화강 생태․문화갤러리 조성사업 

  생태문화갤러리 조성공간은 지난 1992년 남산로 건설 당시 하천의 홍수소통을 

하여 교량형태의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생긴 공간으로 그동안 콘크리트 구조물 안

에는 돌망태와 각종 쓰 기 등이 쌓여 태화강의 아름다운 자연경 을 훼손하는 버

려진 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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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 태화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남산로 하부공간을 시민들

이 편안하게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다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것을 계

획하고, 남산로 하부는 태화강 생태 넬, 성화방지도장, 아트타일,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고 수변공간은 녹지와 자 거길 조성, 야간 경 조명 등을 설치하

여 2009년 10월 공사를 공하여 태화강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 다.

생태문화갤러리 조성사업

[표 Ⅱ-4-15]                                                                  (단  : 백만원)

   치 사업기간 사업비 규  모  공 사 진

남산로 하부

(태화강변 

남측)

2008

~2009
1,450

길 이 7 9 0 m ,   

폭 5~7m,

높이3~7m

나. 야생동식물 보호  복원

1) 야생동물 구조센터 건립

  속한 도시화로 인해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가 사라지고 자연복귀가 차 어려

워가는 실에서 우리시는 야생동물의 보호  희귀식물의 보  복원사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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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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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
[표 Ⅱ-4-16]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규모  장비 구조센터 경

울산 공원 

어린이 

동물농원내

1,000
2006

～2007

․건물연면  470㎡
  (방목장 2,521㎡)

․구조차량, X-ray,

  구분석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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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치료 현황

  2009년 치료 야생동물의 분포를 볼 때 조류, 포유류, 충류 순으로 총 407마리

를 구조하 으며 조류의 경우 총 60종 319마리로 황조롱이 31마리(9.7%), 흰뺨검

둥오리 30마리(9.4%), 멧비둘기 22마리(6.9%), 까치 13마리(4%) 순으로 많았으며, 

포유류는 총 11종 86마리로 고라니 51마리(59%), 구리 22마리 (26%), 청솔모 

3마리(3.5%), 노루 2마리(2.3%), 족제비 2마리(2.3), 박쥐, 멧돼지, 고슴도치, 오소리, 

삵, 두더지 순으로 나타남

  특히, 보호종의 경우도 13종 77마리에 이르며 천연기념물  멸종 기종 1종 6마

리(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 6종 58마리(황조롱이31, 소쩍새10, 새매6, 솔부엉이6, 큰

소쩍새3, 원앙2), 멸종 기종 6종 13마리(말똥가리, 새홀리기, 조롱이, 물수리, 큰고

니, 삵)를 구조 치료하 다.

3)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전 복원

  멸종 기 야생 동식물 보  복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들꽃학습원내 

반딧불이 생태체험 은 지역내 , 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각 받고 

있으며 반딧불이 날리기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는 등 학생․시민들의 심을 유

도하여 자연환경보  인식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4차년도에 걸쳐 추진해 오던 꼬리명주나비 복원사업을 성공하여, 태화강 

생태공원  울산 공원, 들꽃학습원 일원에서 꼬리명주나비의 우아한 날개 짓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야생 동․식물 보  복원사업

[표 Ⅱ-4-17]

사 업 명  치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397

반딧불이 
생태체험  

운

들꽃학습원
내

2006～2009
142 반딧불이 생태   

배양실 설치

반딧불이 
날리기 

체험행사실시

꼬리명주나비 
보 ․복원사업

태화강생태
공원 등 
6개지역

2005～2009
255

자연생태에서 
꼬리명주나비 증식, 

복원

꼬리명주나비 
식  

식물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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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평가제도의 운

  환경 향평가는 개발계획을 수립, 결정, 시행함에 있어 과학 인 기법을 이

용, 환경에 부정 인 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최선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  수단이다. 

  이러한 차를 통해 사업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상 결과에 한 정보

를 제공받게 되고, 각종 감 는 완화수단을 통하여 환경 으로 건 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수 있다. 2009년 우리

시의 환경 향 평가 의실 은 다음과 같다.

환경 향평가 의실

[표 Ⅱ-4-18]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8 7 9 10

산업단지(공장부지) 2 1 2 3

도 시 개 발 1 2 2 1

도 로 ( 철 도 ) 건 설 1 3 4

항 만 건 설 1 1

단 지 3 1 1

토 석 채 취 1 1

기     타 1 2

  사 환경성검토 제도는 각종 행정계획  개발사업의 최  입안 구상단계에서

의 환경성 고려로 실질  사  환경성 확보  지속가능한 개발체계 확립하고 

개발을 제로 한 상  기본계획 수립시 입지  규모, 개발구상안에 한 환경

성검토로 환경친화 이고 합리 인 안 확보에 기여한다. 사 환경성 검토 

의 실 은 다음과 같다.

사 환경성검토 의실

[표 Ⅱ-4-19]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52 74 56 43

행  정  계  획 18 32 32 26

개 발 사 업 18 29 15 15

개  별  법 16 13  9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