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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태화강관리단 운영

1. 일반현황

태화강 리단은 2006년 1월 12일 설치되어 태화강 둔치조성,생태공원 유지

리,태화강 수 ․수변 정화,태화강 하천수계 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 리와 환경정화담당의 2담당으로 운 하고 있다.

〈정 ․ 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4 5 6 7 소계 8 9

정 원 12 11 1 2 4 4 1 1

원 12 11 1 2 4 4 1 1

태화강은 울주군 백운산 탑골샘에서부터 남구 울산만(연장 47.54㎞)까지로 유역

면 은 643.96㎢이며,제1지류 23개,제2지류 이하 34개 등 57개 하천으로 이루어

져 있다.

태화강 리단은 신삼호교에서 울산만 하구까지의 약 11㎞인 국가하천구간을 주

리 상으로 하고 있으며,태화강 공원(531,000㎡)을 비롯한 십리 밭교(120m),

태화강 망 (514㎡),생태문화 갤러리(790m),공 화장실(24개소)등 시설물 리

와 꽃단지 8개소 102,020㎡,잔디밭 13개소 173,783㎡,억새단지 4개소 216,809㎡

등 둔치 리로 별할 수 있다.

2. 태화강 관리

가. 새로운 휴식장소로 부상한 태화강대공원 

2010년 6월 국 최 규모의 도심속 친수공간인 태화강 공원의 개장에 따라

공원의 야외공연장을 심으로 새로운 휴식공간과 소통 문화의 장이 마련되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심속 생태하천으로 자리매김하 다.

태화강 공원은 여의도 공원의 2.3배에 달하는 면 (531,000㎡)으로 십리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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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00㎡),실개천(1.1km),야외공연장(12,500㎡), 나무 생태원(10,700㎡),산책로

(7.7km),물놀이장 등으로 조성되어 있고,왕벚나무 242주,느티나무 135주 등이

식재되어 사계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무 울타리 설치(9㎞), 화류

종(129,000㎡),계 별 작물(:꽃양귀비외 6종,여름:선화,부용, 시꽃,가을:코

스모스외 3종)을 재배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 친환경 리로 울산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나. 태화강 둔치 친환경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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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잔디밭 조

성(11개소 162,783㎡) 큰나무 식재(팽나무 등 1,109본)를 통해 시민 휴식공간으

로 활용토록 둔치의 친환경 리에 만 을 기하 다.

<태화강 경> <태화강 꽃단지>

다. 시민 이용만족도 향상

시민들의 의식수 이 향상되고 태화강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다

양한 시민요구에 부응하기 해 친환경 인 웰빙공간을 조성하여 이용만족도 향

상에 노력하 다.

태화강둔치에 마사구장을 정비하여 잔디마당(2개소 16,533㎡)과 산책로(180m)를

조성하 으며,2010년 6월 태화강 공원 개장에 따라 신설된 이동화장실 6개소를

포함한 24개소를 청결하게 유지 리하고 있으며,산책과 운동을 해 태화강을 찾

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만족도 한 크게 향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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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2008년부터 옥외스피커 596개를 설치하여 1일 9시간 음악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자 거 용 산책로(길이 9㎞, 비 3~5m)를 조성,세계 드래곤 보트

회를 유치하는 등 4 강 모범사업으로 국 인 각 을 받고 있다.

한 흉물이던 우정고지배수터 을 벽천과 목재데크 소공원 쉼터로 조성하

고 태화교 에는 지압보도, 토로 포장하여 웰빙장소로 탈바꿈하 다.

<화장실 청결유지> <태화강 정화활동>

라. 시민참여 활성화

맑고 깨끗해진 태화강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과거 악취가 나고 오염된 태화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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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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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참여가 활성화 되었다.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에 참여한 196개 기업체(단체)는 태화강 등 43개 하천을

143개 구간으로 나 어 508회(13,870명)에 걸쳐 외래식물인 환삼덩굴 제거(16.3톤)

환경정화 활동(쓰 기 수거 208톤)에 참여하 으며,특히 수 회,자연보호

의회 등 민간단체의 태화강 일원 자율 환경정화활동(10회 500명)을 통해 쓰 기

10톤을 수거함에 따라 태화강 보 을 한 시민공감 를 형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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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활동을 추진하여 법사항에 해 시정조치(35건)하 으며,십리 숲 지킴

이,푸른울산 21,자연보호 의회 등 환경단체는 숲 순찰 수 ㆍ수변 환경정

화 활동을 실시하는 등 태화강에 한 모든 시민(단체)의 노력이 태화강에 집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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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태화강 벤치마킹 쇄도

태화강의 획기 인 수질개선과 환경정책,울산의 명소인 태화강 십리 숲,

철새 등이 주요 방송․언론 등에 알려지고 친환경 도심하천으로 되살아난 태화강

이 소개됨에 따라 생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울산의 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시의 시책을 벤치마킹하기 한 타

도시의 방문이 러쉬를 이루어 법원장 등 국내ㆍ외 77개 기 (단체)에서 3,098여

명이 태화강을 찾았고,특히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방문도 곁들여져서

도심속의 장 에 환호성을 지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했다.

바. 2012년 업무계획

태화강 리단의 시정 주요목표는 생태계 자연이 회복되어 살아 숨쉬는 태화

강의 수질을 유지하며 쾌 하고 친환경 인 웰빙공간 조성으로 시민이용 만족도

향상 문화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울산의 랜드마크이자 세계최고의 강으로 만드

는데 있다.

이를 해 시민,단체,기업이 함께하는 수 ㆍ수변 정화활동을 비롯하여 자율

환경감시체계 구축,둔치 사계 꽃단지 조성( -유채,여름 - 계국,가을 -코

스모스,겨울 -꽃양배추,팬지),시민편의시설 확충(고라ㆍ벤치 정비)등으로 친

환경 리에 의한 웰빙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태화강에 방치되어 있는 모래톱을 물억새 군락지로 조성하여 철새 등 야

생동물들의 서식지 확보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되

며,태화강둔치에 음악방송 추가설치 가로등,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보

다 편리하고 쾌 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태화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년 5월에는 태화강 공원 일 에 꽃 향연행사를 개최하여 맑고 깨끗

한 강물과 오색 찬란한 화류의 개화장면을 향유함으로써 국에서 모여드는

객의 이목을 집 시키고 생태도시 울산의 면모를 리 홍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