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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태화강관리단 운영
▪집필 ❙태화강 리단장 윤 찬

1. 일반현황

  태화강 리단은 2006년 1월 12일 태화강 둔치 조성, 생태공원 유지 리, 

태화강 수 ․수변 정화, 태화강 하천수계 리 등을 해 설치되었으며, 하

천 리와 환경정화담당의 2담당으로 운 하고 있다.

  정․ 원 황

[표 Ⅱ-4-105]   

구 분 계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4 5 6 7 8 소계 9

정 원 11 10 1 2 3 4 1 1

 원 11 10 1 2 3 3 1 1 1

  태화강 리단의 하천 리구역은 울주군 백운산 탑골샘에서 남구 울산만(연

장 47.54㎞)까지로 유역면 은 643.96㎢이며, 제1지류 23개, 제2지류 이하 34개 

등 57개 하천을 리하고 있다.

  이용시설에는 숲공원 145,609㎡, 꽃단지 10개소 132,020㎡, 잔디밭 11개소 

162,783㎡, 억새단지 3개소 198,300㎡, 체육시설 11종 57개소 209 , 주차시설 

13개소 2,016면, 공 화장실 18개소 등을 리하고 있다.

2. 태화강 관리

가. 태화강 둔치 친환경  웰빙공간 조성

  태화강의 수질이 지속 으로 개선되고 많은 시민들이 태화강으로 발걸음을 

재 함에 따라 수변공간에 한 시민들의 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해 테마가 있는 사계  꽃단지를 조성(10개소 132,020㎡)하여 계 별 화류 

식재로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 으며, 잔디밭 조성(11개소 162,783㎡)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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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팽나무 등 565본)를 통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여 둔치의 친환경  

리에 만 을 기하 다.

  태화강 공원 조성 정지에는 나무 울타리 설치(9㎞), 화류 종(57,910㎡), 

계 별 작물( :유채․청보리, 여름:수수․메 ․해바라기, 가을:황화코스모스) 30ha를 

재배하여 2009년 8월 착공 까지 유휴지에 한 친환경  리로 울산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그림 Ⅱ-4-5]   

나. 친환경  웰빙공간 조성으로 시민 이용만족도 향상

  시민들의 의식수 이 향상되고 태화강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시민요구에 부응하기 해 친환경 인 웰빙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이용만족도 

향상에 노력하 다.

  태화강둔치 화장실은 2009년 신설 1개소 등 수세식화장실 18개소가 설치되어 청결

하게 유지․ 리하고 있으며, 마사구장을 정비하여 잔디마당(2개소 16,533㎡)과 산책

로(180m)를 조성하여 산책과 운동하는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에 기여하 다. 

  특히, 2008년 설치된 옥외스피커 596개의 지속 인 리로 유사시에는 재난방송

으로 이용하 고 태화강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심신건강 증진과 밝고 활

기찬 산책로 이용을 하여 음악방송을 운 함으로써 태화강의 품격 높은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 다. 한 흉물이던 우정고지배수터 을 벽천과 목재데크  소공원 

쉼터로 조성하 고 태화교 에는 지압보도, 토포장을 하여 시민들의 웰빙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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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6]   

<태화강의 친환경  웰빙공간 조성>

다. 태화강 보  시민참여 활성화

  맑고 깨끗해진 태화강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과거 악취가 나고 오염된 태화강

의 기억을 되새기며 태화강 살리기에 극 동참하고 있으며, 시민  사회단체(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 정화활동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태화강 보 을 한 시

민참여가 활성화되었다.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에 참여한 186개 기업체(단체)는 태화강 등 41개 하천을 

127개 구간으로 나 어 495회(8,400명)에 걸쳐 화류 식재(사루비아 등 9종 76,000본 

식재)와 환경정화 활동(쓰 기 수거 200톤)에 참여하 으며, 특히 수 회 등 기

(단체)의 태화강 일원 자율 환경정화활동(33회 2,600명)을 통해 쓰 기 50톤을 

수거함에 따라 태화강 보 을 한 시민공감 를 형성하 다.

  30명으로 구성된 시민환경감시단은 6개 하천 13개구간에 해 불법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추진하여 법사항에 해 시정조치(32건) 하 으며, 십리 숲 지킴이, 

푸른울산21, 자연보호 의회 등 환경단체는 숲 순찰  수 ㆍ수변 환경정화 활

동을 실시하는 등 태화강에 한 모든 시민(단체)의 노력이 태화강에 집 되었다.

라. 친환경  도심하천 태화강 기획홍보  

  태화강의 획기 인 수질개선과 환경정책에 해 주요 방송국은 울산의 명

소인 태화강 십리 숲, 태화들 등을 기획 홍보를 하 으며 주요 일간지에도 친환경 

도심하천으로 되살아난 태화강이 소개됨에 따라 생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울

산의 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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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시의 시책을 벤치마킹하기 한 타 도

시의 방문이 러쉬를 이루어 국토해양부 장  등 국내ㆍ외 97개 기 (단체)에

서 2,763여명 태화강을 방문하여 도심속의 장 에 환호성을 지르며 자연의 아름

다움을 감상했다.  

마. 2010년 업무계획

  태화강 리단의 시정 주요목표는 생태계  자연이 회복되어 살아 숨쉬는 태

화강의 수질을 유지하며 쾌 하고 친환경 인 웰빙공간 조성으로 시민이용 만

족도 향상  문화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울산의 랜드마크이자 세계최고의 강으

로 만드는데 있다. 

  이를 해 시민(단체), 기업이 함께하는 수 ㆍ수변 정화활동을 비롯하여 자

율 환경감시체계 구축, 둔치 사계  꽃단지 조성(  - 유채, 여름 - 꽃양귀비, 

계국, 메 , 가을 - 코스모스, 겨울 - 꽃양배추, 팬지), 시민편의시설 확충( 고라

ㆍ벤치 정비, 잔디마당 조성), 하천 경 개선  시민 휴식공간 확충( 구 삼호

교 하부 환경개선사업, 남구 억새단지 주변 테마 크 조성 등)으로 친환경  

리에 주력하며 웰빙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09년 2월에 완공된 십리 밭교 양안에는 물축제를 비하여 화단지를 조

성해 행사기간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할 정이며, 2010년 5월 태화강 공

원이 개장되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상되므로 수목, 실개천, 화단

지  각종 시설물에 한 친환경  리를 통하여 도심속의 자연을 맘껏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처  자연학습 공간으로 리될 정이다. 

  한, 5회째 맞이하는 태화강 물축제를 비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유지  수

회 구간 화단지 조성 등 둔치 정비를 통해 국에서 모여든 객의 이

목을 집 시키고 생태도시 울산의 면모를 리 홍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