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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역사로 본 태화강

태화강은 총 유역면적이 643.96㎢에 이르며 지형은 중생대 백악기(1억 4천만 년~6천500

만 년 전)에 형성된 지층으로, 퇴적기간 중 화산활동과 아울러 신생대 기간에 태화강의

지각이 높아지고 표면은 지속적으로 깍이고 벗겨져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퇴적암이 땅

위로 드러나 현재의 모습으로 되었다.

그 동안 기후의 변화로 태화강 하류 수면은 변동이 심했다. 마지막 빙하기인 최후빙하극

성기(BC 2만 년∼BC 1만 2천 년)에는 빙하가 크게 발달하여 해수면이 현재보다 100m 이

상 낮아져 남해는 일본열도와 연결되고 서해는 육지가 노출되어 분지형태를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점차 해수면이 상승하여 BC 4천 년∼BC 3천5백 년에 극

상기를 이루어 울산만 깊숙이 바닷물이 들어왔다. 태화강 하류부 좌안의 태화강대공원에

서 2008년 확인된 것으로 6천여 년 전의 패각층이 확인되었다. 이곳은 십리대숲의 가장

동쪽 태화강 범람원에 해당한다. 

홀로세(holocene) 동안에 있었던 울산만 해수면의 변동곡선에 따르면 한때 이곳은 바다

였다. 이 토층에는 지난 6천 년 동안 태화강대공원이 겪은 환경변화의 기록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태화강 하류부의 지형발달을 새기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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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구석기 시대

타제석기와 나무막대기, 동물의 뼈 등으로 간단한 도구를 만들어 수렵과 채집으로 식량

원이 있는 곳을 찾아 이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주로 바위 그늘이나 동굴생활을 했다. 태

화강 유역에는 최근 언양·삼남지역(현 KTX 역사 주변)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굴되었을 뿐

만 아니라 언양 다개에서도 수습되었다. 또한, 남구 무거동 옥현 유적에서도 구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되었다. 

❷ 신석기 시대

홍적세(洪積世)의 빙하기가 끝나고 완신세(完新世)가 되면 한반도는 온난화 현상이 일어

난다. 이로 인해 해수면이 차차 높아지면서 새로운 동·식물이 번성하게 된다. 이처럼 홍

적세의 빙하시대가 끝나고, 후빙기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정착생활을 시작한 한반

도의 선주민(先住民)이 남긴 문화가 바로 우리나라의 신석기문화라고 할 수 있다. 

신석기 문화인 세죽유적에서 관심을 끄는 것이 고래 뼈의 출토이다. 고래를 식용으로 했

는지, 또 다른 용도로 이용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고래와 가까이했던 것은 분명하다. 인

간이 잡은 고래인지, 자연사하여 해변으로 떠밀려 온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지만, 고래를

생활에 끌어들인 것만은 분명하다. 2010년, 한국문물연구원은 세죽유적 부근(울산 남구

황성동)에서 신석기 전기 사람들이 고래사냥을 했다는 증거가 될만한 사슴뼈로 만든 화

살이 박힌 고래뼈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과연 뼈 화살로 고래를 잡았을까에 대해 의문이

지만 여러 증거로 미루어 고래사냥을 했다는 정황이 앞선다. 황성동에서 발견된 사슴뼈

화살촉은 태화강이 유입되는 울산만 연안에서도 수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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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패각층 발굴지

[그림 1-2] 황성동 세죽마을



무거동 옥현유적은 우리나라 최초로 기원전 8∼6세기경의 청동기시대 논 유적이 조사되

었는데 이 유적에서는 논이 어느 정도 단을 이루면서 작게 구획된 논의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등이고 구체적인 관개나 배수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로와 수구 등은 일부 확

인되어 이미 이 시기에 논농사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짐작게 한다. 청동기시

대 논 유적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까지 논농사가 이어진 흔적이 보이는 것을 보면 이곳은

태화강 쪽으로 굴화리까지 울산지역의 당시 곡창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논농사하면서

터를 잡은 그들은 취락을 이루면서 태화강 삶의 문화를 일구어 왔다. 60여 동의 집 자리

가 발견된 옥현유적에는 그들이 남긴 석제 농기구들도 함께 남겨 놓았다. 농경사회의 발

달은 부와 여유를 축적하고 풍요와 더불어 독특한 문화를 창출했다. 태화강이 주는 풍부

한 물은 농경의 바탕이오, 삶의 터전을 일구는 생명수 역할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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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동 세죽유적을 통해 태화강 하류에 정착한 신석기인들의 생활상도 유추할 수 있다.

태화강 하류에 살았던 그들이 반구대암각화를 남겼을 것이다. 그들은 울산만에 회유하는

고래를 잡는 지혜를 발휘하여 풍요를 누렸을 것이다. 고래잡이를 한다는 것은 고래잡이

의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고래를 잡을 수 있는 용기와 축적된 포경술, 고래잡이를 위한

선박, 제반 도구가 갖춰져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래가 서식할 수

있는 지리적 자연환경이다. 태화강 하류는 만이 형성되어 고래가 서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❸ 청동기 시대

청동기시대 유적은 울산의 전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울산지역의 민무늬토기 산포면적

이 대단히 넓다는 지표조사까지 고려하면 청동기시대 울산은 높은 인구밀도를 유지한 것

으로 판단된다. 구영리 유적의 경우 청동기시대의 집자리 수가 178동에 이른다. 이것은

울산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가운데 단일 취락유적으로는 최대 규모

이다.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은 대부분 해안이나 하천변의 얕은 구릉지대를 따라 분

포한다. 이와 같은 유적 분포상은 청동기시대의 경제가 앞의 신석기시대와는 달리 농경

에 주로 의존했음을 시사한다. 실제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유적 가운데는 농경의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는 ‘논’을 일군 흔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인류가 오래전부터

행해온 수렵과 어로도 겸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청동기시대의 수렵함정유구는 울산지역에서도 더러 나타나는데 입암리유적, 옥동유적이

좋은 예이다. 함정이란 땅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약한 너스레를 쳐서 위장한 구덩

이를 만들어 동물 따위를 잡기 위한 수렵의 한 방법이다. 청동기시대는 합리성을 창출하

여 사냥도 하면서 농경을 발전시켰다. 

농경사회의 발달은 대규모 취락이 형성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태화강 하류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입암리유적, 천상리유적, 구영리유적, 굴화리 장검유적, 무거동 옥현유적, 신정동

유적, 연암동(환호)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천상리유적, 옥현유적, 연암동환호

유적은 청동기시대 환호취락연구에 중요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환호란 일종의 방어시설로써 주로 취락의 주위에 도랑처럼 판 시설물이다. 주로 울산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런 환호는 일정 범위를 다른 공간과 분리하기 위

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커지고 2∼3중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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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천상리유적

[그림 1-4] 옥현 유적-청동기시대 논과 수로의 모습



옮겨 거름으로 쓰거나 우천 시 집 앞 개울에 흘려보냈다. 도심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

었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쓰레기를 마을 공터에 버리거나 땅을 파고 적

당히 묻어서 처리했다. 이렇게 처리하여도 합성세제나 화학제품이 아닌 관계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발효되어 대부분 자연으로 돌아가 기름진 흙으로 농작물의 비료 역할을 하

였다.

2) 인구 유입으로 인한 태화강 오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사업으로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인구의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1970년대 275,361명이었던 인구는 1980년대에 50만 명을 넘

어섰다. 공업단지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남구 야음동, 삼호동과 울주군 덕신 등에 공업단

지 조성지역 원주민이 이주한 것에 더해 늘어난 인구가 정착하면서 남구지역의 인구가 급

증하였고, 동구 및 북구지역의 공단 인근에도 인구가 늘어나 1990년대 중반에는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또한, 최초로 들어선 산업체는 대한석유공사 울산정유공장(1964년)으로 이후 석유화학계

열 공장들이 뒤이어 들어섰다. 세계 최대의 요소비료(한국비료) 공장이 세워졌으며, 1974

년 현대중공업이 전하동에 세계적 규모의 조선소를 세우고 26만 톤급 유조선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으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도 가동을 시작하였다.

중공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육성되면서 울산의 공업용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도

시가 팽창하면서 생활용수의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여 우물이나 하천수 그리고 당시의 우

정정수장만으로는 증가하는 용수 수요량을 충당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기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여 폐수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

존의 태화강은 날로 그 수질이 나빠져 갔다.

1962년 2월 울산시는 상수도 관리기구를 건설과 수도계에서 수도과로 승격시키고, 사연

댐, 회야댐, 대암댐을 3대 축으로 원수 확보에 나섰다. 낙동강계통 공업용수도 확장사업

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곡댐 건설 및 사연댐의 생활용수 전환 등을 통해 안정적인

급수 공급에 대처했다. 

울산의 하수도 역시 1935년 하반기부터 계획이 진행되었다. 이때의 하수도는 1940년에

개설한 학성로와 함께 준공되었는데 학산동 울산읍사무소 부근에서 당시 울산역을 거쳐

지금의 옥교배수장으로 이어졌다. 울산의 하수처리장은 1980년에야 총체적인 기본계획

을 세우고 1995년 용연하수처리장을 가동하게 되었다.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의 확대는 울산시민의 식수문화를 위생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주민들이 사용하고 태화강으로 버려지는 생활하수와 오·폐수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어 1990년대에 들어서 태화강의 수질은 대한민국 하천 중에서 최하

위권으로 떨어졌다. 1996년의 태화강의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은 11.3㎎/ℓ로 공

업용수와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오염된 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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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삼국·고려시대

울산은 신라의 수도 서라벌에서 가장 가까운 무역 항구였다. 외국과의 교역, 특히 이슬람

사라센과의 국제적 교역이 활발했다. <고려사>는 ‘고려 초기에 100여 명이나 되는 아라

비아 상인들이 여러 가지 교역품과 특산물을 가지고 고려에 왔다’고 전하고 있다.

울산은 신라 때부터 왜구가 침입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성덕왕 때는 경주로 들어가는 길

목에 관문성을 쌓고, 고려말에도 읍성을 쌓았는데 이것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서였다. 세종은 왜구를 무력으로 다스리면서 삼포를 열었다. 제포, 부산포와 함께 울산의

염포를 개항장으로 지정해 왜구에게 교역을 허락하였으며, 지금 울산이 중공업의 중심지

로서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또한, 울산을 남북으로 가르면서 서쪽에서 동쪽의 울산만으로 흘러드는 태화강도 일찍부

터 사람과 문물의 전래가 활발했다.

❺ 조선시대 – 임진왜란의 격전지

임진왜란 때 울산은 전쟁의 격전지였다. 조명 연합군과 일본군이 일본 왜성에서 두 차례

나 싸웠다. 1597년 12월 22일, 일본군은 울산 왜성에서 57,000명의 조명 연합군을 맞아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치렀으며, 이것이 ‘울산성 전투’로 1598년 1월 4일까지 이어졌다.

양측 사상자만 1만이 넘었다. 시간이 지체되자 대규모 일본 구원군이 몰려와 조명 연합군

은 경주로 철수했으며, 그해 9월, 2차 전투가 벌어졌다. 이후 1598년 11월 도요토미 히데

요시가 전사한 후 가토는 성에 불을 지르고 울산왜성의 동남쪽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퇴

각했으며, 이로써 조명 연합군과 일본군의 7년에 걸친 전쟁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의 침략은 끊이지 않았으며, 결국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

켜내지 못하고 조선의 개항과 함께 강화도조약·을사늑약 등을 통한 일제의 강제 합병 과

정에서 통치권을 내주었다.

❻ 태화강의 근·현대기

1) 농·어촌 마을 울산

50년 전 울산은 잊힌 농·어촌 마을이었다. 언양과 울산의 도시지역, 장생포와 방어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그 속에 전통적 생활풍습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태화강 강북의 성남동, 옥교동은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학성동이 외곽에

자리했다. 삼산과 달동, 신정동은 논과 밭이었으며, 태화강은 자연형 하천의 전형을 지니

고 있었다. 도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대기는 맑고 깨끗했으며, 일상생활에서는 동네

우물이나 강물을 이용해 생활하였다.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개수물과 허드렛물 등은 집

밖으로 적당하게 흘려보냈다. 변소도 푸세식 변소가 대중을 이루었고, 변을 눈 뒤에는 짚

이나 일반 종이로 뒤처리하고, 변기 속에 버렸다. 변기가 충만하고 넘치면 농지인 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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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개섬

태화강 하류의 최남단, 즉 울산만과 경계에 세워진 명촌교(明村橋)는 동해남부선의 울산

역(2010년 11월 1일부터 ‘태화강역’으로 개칭)에서 태화강을 남북으로 가로 지른다. 이 명

촌교 하류에 있는 돋질산 북쪽 끝자락의 동쪽에 조개섬[蛤島 : 합도]이라는 작은 모래섬

이 있었다. 합자(蛤子)란 홍합(紅蛤)과 섭조개(=진주담치)를 말린 어물(魚物)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합(蛤)은 방류(蚌類 : 조개류)의 일반적인 ‘조개’이다. 즉, 조개 ‘합’ 자다. 

1962년 6월 울산시가 승격될 때 대현면 모두가 시에 편입되면서 여천동이 되었다. 이 지

역 출신인 50대 이상의 울산 토박이들은 모두 조개섬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일제 초기 조

선총독부에서 측량 제작한 지도[축적 1:50,000. 1918년(大正 7)]에도 합도(蛤島)라는 표

기가 나타난다.

1962년 울산이 공업단지가 되면서 산업화의 물결에 떠밀려 여천동에 한국비료공업(주)(현

재 삼성정밀화학)와 대한알루미늄(현 노벨리스코리아) 공장이 건립될 때 그 부지에 편입

되어 이 일대의 저두(猪頭)마을(즉, 돋질 · 뻔덕 · 조개섬)들이 철거되면서 섬도 함께 사라

지게 되었다. 그 중 뻔덕(취음으로 ‘番德’)은 조선비료공장 설립 때 일부(10가호)가 철거되

고, 나머지(10가호)는 10년 뒤쯤 철거되었다. 

돋질과 조개섬은 1965년 말경 한국비료공업과 대한알루미늄 공장 설립때 공장 부지로 편

입되어 철거되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 울산 읍내 초·중·고교의 봄, 가을소풍 장소로도

유명했던 인근의 돋질산에 올라가 그쪽을 내려다보면 바로 발아래에 있는 듯이 산의 북

쪽 끝자락의 동쪽 모퉁이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태화강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오다가 이곳 돋질산 북쪽 끝자락에서 큰 물줄기는 하구

(河口)로 들어가고 소지류(小支流)는 돋질산과 조개섬 사이로 흘러들어 가다가 다시 큰

물줄기와 합류하여 울산만으로 들어간다. 이 소지류의 길이는 약 400m쯤 되었고, 조개

섬과 뭍(육지)과의 폭이 넓은 곳은 약 30m, 좁은 곳은 약 5∼6m 되었다. 모래땅이므로

비 온 뒤에 배수는 잘 되었고, 면적은 약 5만 평으로 해수면(海水面)은 섬 주변 전체가 대

략 1m 이내였고, 강물은 만수위(滿水位)일 때도 지천(支川)의  바닥 깊이가 0.8∼1m 정

도였으며 물살(流速)은 거의 없었다. 

또한, 섬 내에는 20∼30년생 소나무 20여 그루가 있었는데, 이들은 바람막이 방풍림(防

風林) 또는 소[牛]들의 햇빛 가리개 그늘 역할을 하였다. 그 외 아카시아 등 잡목들이 조

금 있었을 뿐 별다른 나무들은 없었으나 약간의 갈대숲은 있었다. 

조개섬은 1965년 말 철거 및 이주 당시 다섯 가구에 30여 명이 살았으며, 약 4,000여 평

정도를 개간하여 농지로 활용, 채소 등을 재배하고 소도 길렀으며 나머지는 모두 염전(鹽

田)으로 활용했다. 주택은 모두 초가였고 염전에 딸린 염막(鹽幕)도 초가 형태였다. 홍수

때는 섬 전체가 물에 잠겨 주민들은 중구지역으로 피신하고 가구마다 유사시에 대비하여

소형 선박 한 척씩을 준비해 놓고 살았다.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만

들어도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식구들이 교대로 잠을 잤으며, 구름이 잔뜩 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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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화강의 형태변화상

가) 중섬

지금은 차량통제로 사람들만 다니는 울산교 아래 동서로 길게 뻗어 있던 중섬[中島]이다.

1960년대 강 양안의 제방둑이 축조되지 않았던 시기에 동서로 길이가 약 200m 남짓 되

고 폭이 약 50∼60m나 되던 이 섬은 현재 50대 중반 이상의 나이로 이 근방에서 태어났

거나 어릴 적 자랐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추억어린 섬이었다. 지금의 번영로 아래에서

울산교를 거쳐 서쪽으로 쭉 뻗은 이 섬은 중구 성남동에 좀 가까이 위치했다. 섬의 북쪽

(성남동 쪽)을 앞 강, 남쪽(삼산동 쪽)을 뒷 강이라 구분하여 부르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구시가지의 중심이 강북이었고 강남은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평야였기 때문이었다.

오랜 세월을 두고 강물따라 떠내려온 모래흙이 쌓여 형성된 충적주(冲積洲)로 이 모래섬

주위에는 갈대숲이 무성했고, 봄이면 황어떼, 가을이면 연어떼가 산란하러 강을 거슬러

올라왔다. 여름이면 참게와 붕어, 숭어가 회유했으며, 강변에는 갯버들이 줄지어 서 있었

다. 이 모래밭의 중섬은 무·배추·대파·감자·고구마·땅콩·수박·참외 등 모래땅에 잘 자라

는 작물을 많이 재배하였다. 특히 이곳 무가 신선하고 맛이 좋아 옛날 아이들은 배고팠던

학창시절, 이 ‘섬밭무’를 몰래 뽑아먹던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아이들이 멱을

감았고, 중구 성남동 쪽 백사장에서는 추석이면 밝은 달밤 마을 사람들의 씨름장소로도

유명했다. 해마다 이곳에서 씨름판을 벌여 오다가 정지말(井之末)이 운동장이 되면서 그

곳으로 옮겨갔다. 이 섬은 동쪽으로 옥교동까지 걸쳐 있었다. 아래 그림은 연도별 태화강

하류구간으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1960년대에 촬영한 중섬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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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태화강 하류 하천변화 모습 

1960년대 태화강(중섬)                           2002년 태화강                                     2011년 태화강



다) 대도섬

태화강 하류 여천동에 속했던 만수동(晩峀洞) 아래 조개섬 동쪽으로 보통 청년들이 헤엄

을 쳐 건널 수 있는 약 50m 떨어진 지척지지(咫尺之地) 섬이 곧 대도(大島)이다. 이를 ‘크

다’는 뜻의 ‘한’을 따서 ‘한섬’이라고도 하였다. 

정확한 위치는 현재 현대자동차(주) 주행시험장의 남서쪽 맞은편에 있는 돋질산과 태화

강의 동안(東岸)의 중간 지점이고 조개섬에서 바라보면 북북동(北北東)쪽이다. 면적은

74,622㎡(22,573평)이고 국유지였으며 지목(地目)은 하천(河川)이다. 앞에서 말한 조개

섬의 절반 정도의 면적으로 짐작하면 될 것이다. 

이 대도섬에는 2가구(5∼6명)가 살았는데 어업(조개류 채취)과 농업에 종사했다. 모래땅

에 적합한 채소나 구근(球根)식물, 그리고 몇 마리의 소도 키웠으며, 섬에는 어른키 높이

의 갈대와 잡목이 무성한 지역이었다. 

이 섬도 조개섬과 마찬가지로 해수면이 낮아 1960년대 초에는 일 년에 한 두 번씩 물난리

를 겪었다. 홍수나 태풍 때는 미리 일기예보를 듣고 뭍으로 피신하거나 미처 피신하지 못

하면 키 큰 버드나무와 은사시나무에다 평소 준비해 둔 소형 선박을 굵은 밧줄로 꽁꽁 묶

어 물이 다 빠지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그때는 식구들이 며칠간 먹을 비상식품과 간단한

옷가지 등은 필수적인 준비물이었다. 이때(196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삼양)라면은

이들에겐 더 없이 귀한 비상식량이었다.

그러나 대도는 ‘어느 해 홍수 때 사라지고 말았다. ‘대도섬’과 명촌동 앞 해안 사이에 나란

히 있던 두 섬, 즉, ‘큰 섬’과 ‘작은 섬’ 등 모래섬들도 그 무렵 사라졌다.2) 원인은 ‘하상(河

床)정리’였다. 당시 큰 섬과 작은 섬의 숲(잡목)은 장관(壯觀)이었다. 하상정리란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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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저녁이면 인근 돋질산 기슭에서 들려오는 도깨비떼의 풍악소리에 아녀자들은

가슴을 조였다. 

이 섬의 이름이 그렇듯이 조개잡이로 유명했는데, 까막(꼬막)조개·햇조개·백합(白蛤)조개

등이 많이 잡혔다. 꼬막은 돌조갯과에 속하는 바닷물조개로 살이 연하고 맛이 좋아 살조

개·안다미조개·괴합(魁蛤)·복로(伏老)·와룡자(瓦龍子)라고도 한다. 백합은 떡조개 또는 마

당조개라고도 한다. 

까막조개는 음력 4월(늦봄)부터 8월(늦여름)까지, 햇조개는 연중 채취가 가능한데 9월(중

추)에 가장 많이 채취되며 어른 손바닥 ⅓ 정도 크기일 때가 가장 껍질이 얇고 맛이 좋았

으며, 백합은 연중 채취가 가능했다.

이러한 조개 외에도 숙취(宿醉) 해소에 좋다는 태화강의 명물 재첩도 많이 채취되었다.

재첩은 재첩과에 딸린 조개의 총칭으로 원래는 타이완(대만)이 원산이나 우리나라에 널

리 분포되어 있다. 

울산 지역에는 예로부터 염전(鹽田)이 있었다. 『울산읍지』(1934)에 울산면(36,000평 : 지

금의 남구 삼산동), 하상면(3,000평 : 지금의 북구 명촌동), 대현면(3,650평 : 지금의 남

구 여천동의 조개섬), 청량면(5,500평 : 외황강의 마채(馬鞭))등 네 곳에 염전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곳(조개섬)의 염전으로 1965년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섬의 염전 소유주는 모두 6명이었는데, 섬 주민으로는 정해수 주민이 유일했고 나머

지 5명은 모두 여천동에 살았다. 약 3,000여 평의 염전은 정해수 주민의 소유로 그의 가

족은 대가족이므로 노동력이 풍부해 남의 손을 빌리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외부 인

부들을 고용해서 운영했는데 이때 조개섬에 거주하는 나머지 주민들도 여기에 동참했다.

염전에 종사하는 인부는 성수기(盛需期)에는 50명 내외이고 비수기(非需期)에는 20여 명

이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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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부터 조개
섬에서 약 20년간 염전을 경영하다가
1965년 말에 철거되고 타지로 이주했
던 정해수(鄭海守) 선생의 생생한 현장
체험과 증언을 토대로, 울산 남구문화
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박채은(朴埰殷)
소장이 蔚山 『南區文化』제5집(2007)에
기고(寄稿)한 <향토사료 조사·발굴>- <
사라진 땅, 합도(蛤島 : 일명 조개섬)의
참모습> -이 많은 참고가 되었다.

2) 이유수.『울산지명사』.1986. 184쪽

[그림 1-6] 멀리서 바라본 태화강 하류 모습 ① 돋질산 ② 나마산 ③ 태화강 물줄기 
④ 북구 명촌동 현대자동차 부지 ⑤ 조개섬

[그림 1-7] 지도로 본 조개섬과 대도섬



2 I 발원지로 본 태화강

❶ 발원지의 개념

발원지에 대한 개념은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으로 수량, 길이 등이 우선

적인 기준으로 적용된다. 강물의 도착지점인 강의 하구에서 최장거리에 위치한 물의 근

원이 되는 지점으로 넓은 의미로는 산을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골짜기, 샘 등을 가리킨

다. 샘은 물이 땅에서 솟아나오는 곳으로 샘물은 땅속에 스며든 지하수로 그 양이 많지

않으면 지표수인 개천을 형성하지 못하고 증발하거나 땅속으로 스며들고 만다. 반대로

샘물의 용출량이 많으면 그대로 시내를 형성하여 강으로 연결되는데 이상적인 발원지는

후자가 더 가깝다. 수량과 길이의 비교에서는 물이 많고 길이가 긴 쪽의 강이 이상적인

본류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길이가 수량보다 우선한다. 두 강의 길이가 같거나 비

슷할 때에는 해발 높이가 높은 쪽이 발원지로 하였다. 또 다른 문헌에서는 하천은 저마다

발원지를 가지지만 여러 개의 지류를 갖는 하천의 발원지는 하구의 기준점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유로의 끝이 있는 곳이 발원지로 설정된다. 그러나 강수량의 계절적 변화가

크고 투수성이 큰 토양이나 암석이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조사 시기나 조사 횟수에 따라

발원지점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하천의 발원지를 특정 지점으로 정하기

보다는 기준점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하천의 집수역을 발원지로 설정하고 있다.

기타 발원지 조건은 물이 풍부하고 사계절 끊임없이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류 중에서

가장 긴 것으로 강이나 하천의 발원지는 대부분 상시적으로 지하수가 용출되는 샘이나 습

지를 이룬다. 한강의 건룡소, 낙동강의 황지연못, 금강의 뜬봉샘, 그리고 섬진강의 데미

샘 등이 조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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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에 사라진 울산교 아래에 동서로 길게 누워 있었던 중섬[中島]과 같은 시기

에 사라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 섬은 조개섬과 마찬가지로 태화강의 명물인 재첩을 비롯하여 각종 조개류가 많이 채

취되었다. 썰물 때면 많은 사람이 강가로 나와 조개를 채취하기도 했는데, 이때 익사사고

가 가끔 발생하여 주민들이 슬픔에 젖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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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조건 자료 출처

강의 하구에서 최장 거리에 위치한 물의 근원이 되는 지점 •낙동강의 발원지 그 허상과 실상
•태화강 발원지 규명에 관한 연구두 강의 길이가 같거나 비슷할 때에는 해발 높이가 높은 쪽

여러 개의 지류를 갖는 하천의 발원지는 하구의 기준점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유로의 끝이 있는 곳

•한강발원지의 규명에 관한 연구
특정 지점으로 정하기보다는 기준점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하천의 집수역

수량이 풍부하고 사계절 끊임없이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류 중에서 
가장 긴 것

•전남 여수시 건설과

하구에서 가장 길이가 긴 1차 하천 •한국의 강 : Horton-Strahler응용

하구로부터 가장 먼 곳 •건설교통부(2000) : 최장발원지

상시적으로 지하수가 용출되는 샘이나 습지를 이루는 곳 •2004 전북일보 인터넷 뉴스

[표 1-1] 발원지의 개념 및 조건



하지만 감사의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죠. 바위에서 쌀이 나오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되

더니 서서히 쌀의 양에 불만이 생겼어요. 기왕이면 더 나왔으면 했거든요. 쌀을 창고에

넣어두고 밥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누구나 할 법한 생각이죠. 밤새 고민을 했어

요. 먼동이 터 올 무렵 스님은 번뜩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됐죠. 날이 밝자마자 나무막대기

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스님은 구멍이 좁아서 쌀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죠. 구멍만

넓어지면 쌀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쌀을 담아둘 포대도 넉넉

히 준비를 했어요. 쌀을 보관할 창고도 넉넉하게 만들 계획도 세웠지요.

준비가 완료된 어느날 바위 구멍을 쑤시기 시작했어요. 큰 기대를 품고 말이지요. 이제

곧 많은 쌀이 쏟아질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열심히 구멍을 후벼 팠어요. 구멍이 조금 넓

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 구멍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죠. 쌀 나오던 구멍에서 물이 주르

륵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스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조금 전까지 쌀이

쏟아지던 바위에서 물이 떨어질 리가 없었으니까요. 물을 보고 흥분한 스님은 열심히 바

위를 쑤셨죠. 그러면 그럴수록 바위에서는 더 많은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이 깊은 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물이 숨어있었을까.’

온몸이 물에 흥건히 젖고 나서야 스님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더는 쌀이 나오

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죠. 스스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되돌릴 수 없을까요. 구멍 앞에서 한동안 앉아있었죠. 물은 멈추지

않고 나왔고요. 더는 희망이 없었지요. 스님은 괜한 욕심을 부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

요. 그 뒤 스님은 암자를 떠나 살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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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발원지의 역사/문화/지역적 공감에 대한 예로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에서

발행한 ‘울산에는 500가지 스토리가 있다’에서 가지산 쌀바위에 관해 예로부터 전해 내려

오는 설화를 인용하고자 한다.

물 나온 가지산 쌀바위

‘똑! 똑!’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소리로 이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바

위에서 쌀이 떨어지는 소리예요. 어떻게 바위에서 쌀이 떨어지냐고요? 바위에서 쌀이 나

온다니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요. 쌀 나오는 바위 이야기는 대한민국 전국 곳곳 어딜 가나

들을 수 있죠. 그만큼 한국인이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가지산은 울산의 대표적인 산이지요. 신불산, 고헌산들과 함께 영남의 알프스라고 불리

죠. 한 스님이 가지산 꼭대기 바위 옆에 암자를 지었어요. 언양, 울산, 멀리는 동해 바다

까지 한눈에 보이는 절경이 펼쳐졌지요. 자연스럽게 가지산 정상의 멋진 풍경과 부처님

을 좇아 신도가 찾아들었지요. 그런데 해발 1,240m에서 음식 준비가 어디 쉬운가요. 스

님은 하루 하루가 걱정스러웠어요. 오는 손님을 대접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해서

내놓을 것은 더더욱 없으니 말이죠. 신도들에게 각자 먹을 음식을 짊어지고 오라고 하기

도 야박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어요.

스님의 걱정이 더 깊어졌지요. 기도만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도들을 대접할 양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동안 기도가 이어졌죠. 온 마음을 담은 지극 정성한 기도였어요. 스님의 기도가 끝나

갈 무렵 법당 밖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무슨 소리일까요.

‘똑! 똑!’

바위 밑에서 쌀이 떨어져 있었죠. 누가 쌀을 두고 간 것일까요. 인기척이라고는 없었는데

말이지요. 그때 스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바위에서 쌀이 한 톨 씩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눈같이 하얀 쌀이 말이죠. 누가 바위에서 희고 뽀얀 쌀이 나온

다고 생각하겠어요. 바위에서 쌀이 나온다는 상황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니 말이에요.

쌀을 손으로 만져보고, 씹어 먹어 본 후에야 쌀이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죠.

산에서 귀한 흰 쌀을 보니 스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신도들의 식사 걱정을 덜게

됐으니 한숨을 돌렸다 싶었겠지요. 다음 날 점심 때 신도들이 찾아왔어요. 밥상을 차리기

는 양이 지나치게 작았죠. 스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위 앞에 가 보았어요. 놀랍게도

바위에서 쌀이 나오고 있지 않겠어요. 딱 찾아 온 신도 수만큼 말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스님은 쌀을 주워 담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멈추지 않았죠. 쌀바위는 그야말로 화수분이

었죠.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리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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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발원지 검토

울산시는 2006년에 태화강 발원지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가지산 쌀바위, 백운산 탑골,

고헌산 외항재 등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태화강 발원지 규명의

접근방법은 크게 4가지로 첫째, 하천의 수리·수문학적 측면 및 거리상 최장발원지 개념을

검토하고, 둘째, 환경적 측면의 검토사항으로 흐름의 불연속성 및 단절성, 수량의 풍부성

과 유로의 발달정도 등에서 검토하며, 셋째, 천(川)이 안고 있는 문화적·역사적 측면에서

상징성을 검토하고, 넷째, 발원지점의 접근성과 지역의 공감대 형성차원 등을 검토하였

다.

울산의 태화강은 단순히 울산을 지나가는 강을 넘어 울산지역의 역사를 풀어주는 열쇠이

자 울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울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태화강에 대하여 역사·문화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고찰은 그리 많지 않다. 태화강 고문헌

자료는 대표적으로 ‘가지산 발원 기록’과 ‘백운산 발원 기록’으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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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험한 길 마다않고 찾아오던 신도를 위해서 더 많은 쌀을 가지

려고 한 것이죠. 이 일이 비단 스님의 개인적인 욕심일 뿐일까요. (중략)

- 울산에는 500가지 스토리가 있다. 중에서

지난 과거에는 물이 흔하고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시절에 쌀이 얼마나 귀했던 가를 알 수

있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요즘같이 물을 사 먹어야 하는 시대에 해발 1,240m

의 높은 산에서는 쌀보다 물이 더 귀해 쌀바위 능선의 물은 지금도 가지산을 등산하는 사

람들 사이에서는 목을 축이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처럼 가지산 쌀바위는 정서적으로 태화강의 발원지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태화강 발원지로 수리/수문학적 측면에서는 백운산 탑골샘이 가장 확실하다. 즉

최장발원지라는 현대적 개념에서 볼 때 가지산 쌀바위보다 2.11㎞가 더 길다. 물론 역사

적인 근거도 있다. 하지만 국내 다른 하천의 발원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의 역

사와 함께해온 하천일수록 정서적 공감대 또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까지 일반적으로 태화강 발원지로 인식되어 온 가지산 쌀바위는 역사적 기록과 지역적 정

서를 반영해 역사적 또는 상징적 발원지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하천은 일반적으로 산에서 시작하여 하구를 거쳐 바다로 흘러든다. 처음 시작되는 물줄

기(지류)를 1차 하천이라 부르고 1차 하천이 둘 모이면 2차 하천이 된다. 즉 상류의 수원

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류로 갈수록 차수가 높아지는 방법(Horton Strahler)을 응용하

였을 때 하구에서 가장 길이가 긴 1차 하천은 그 하천의 최장발원지가 되며 그 물줄기가

본류 또는 주류라 불린다. 그 외의 발원지는 지류의 발원지가 된다. 건설교통부의 한국하

천일람(2000년)에서 하천의 길이는 발원지를 어디로 보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며 일부 하천의 경우 전설이나 설화에 따른 상징적인 의미의 발원지를 기준으로 하면 정

확한 하천의 길이를 계량할 수 없다. 따라서 하천의 발원지는 하구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곳을 나타내는 최장발원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2004년 한국하천일람에서

는 수계(동일유역에 속하고 공통의 하구로 흘러들어오는 모든 유로의 총칭)의 발원지는

각 지류의 꼭대기마다 있으므로 하구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하는 곳이 상징적인 의미

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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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료 비고

가지산
(고헌산 등)

고문헌

①세종실록지리지(언양) ②신증동국여지승람(석남산) 
③학성지(운문산) ④증보문헌비고 권 22, 경상도(가지산) 
⑤울산부읍지·언양현읍지(석남산) ⑥여지도서(석남산) 
⑦대동지지 경상도 언양(석남산) ⑧울산안내(고헌산) 
⑨흥려승람(상)(석남산, 운문산) 등

•언양 남천의 발원에 대해
언급해 놓음

•석남산(가지산), 고헌산,
운문산 등을 언급함 

고지도
①동국지도 경상도(18세기) ②동국팔도여지도 ③동국대지도
④동국지도 영남 ⑤천하산천도 ⑥팔도분도 ⑦조선지도 

-

백운산

고문헌
①증보문헌비고 권 20, 영남 연해의 여러 내(태화강, 단석산)
②대동지지 경상도 울산(태화강, 단석산) 등

•태화강 발원에 대해 
직접 언급함

•경주 단석산을 언급함

고지도

①해동지도 ②광여도 ③청구도 ④대동여지도 ⑤동여도 
⑥청구요람 ⑦팔도분도 ⑧동국지도 울산 언양(19세기) 
⑨대한여지도 ⑩해동지도(컴퓨터 조합) ⑪광여도(컴퓨터 조합)
⑫경주도회(컴퓨터 조합) ⑬비변사방안지도(컴퓨터 조합)
⑭여지도(컴퓨터 조합) ⑮조선지도(컴퓨터 조합)

-

[표 1-2] 태화강 발원지 관련 문헌자료 구분 

자료 : 울산광역시, 태화강 발원지 규명에 관한 연구, 2006



3) 백운산 발원 관련 기록들

가) 역사문헌

태화강의 백운산 발원 기록은 1988년 이형석에 의하여 피력된 견해를 시작으로 이후 여

러 학자에 의하여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핵심은 태화강의 하구(河口)로

부터 최장거리에 있는 수원(水源)을 찾는 수치·지리적 개념이다. 이와 관련된 고문헌 기

사(記事)는 다음과 같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는 1908년에 250권 50책으로 인쇄 간행되었으나, 이 중

「여지고」는 영조 46(1770) 8월 『동국문헌비고』 100권 40책의 내용이 들어있다. 따라서 「여

지고」의 내용은 1770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헌에서 태화강의 발원에 대한 내용은 다른 문헌들의 기록에 비하여 명확하고 구체

적이다. 그리고 태화강의 가지산 발원설과는 다른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를 제공하여 준

다. 즉 경주 단석산(斷石山)에서 발원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단석산은 경주 건천읍에 있

는 단석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단석산에서 뻗어 내린 울주군 두서면의 백운산(白雲山)

으로 볼 수 있다. 이 백운산은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보이는 열박산(咽薄山)6)과 동일한

산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문헌에서 설명하는 물의 흐름을 보면, 백운산 탑골[谷]에서 흘러내리는 대곡천

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단석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남쪽으로 흐르다가

소산(所山)7)에 이르러 꺾여 동남쪽으로 흘러 반귀천(盤龜川)이 된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물줄기를 보면 탑골에서 흘러나온 물이 천(川)이라 부를 만큼 크게 형성되는 것은 대곡댐

상류의 대곡천밖에 없다. 그리고 이 천(川)은 소산 아래에서 동남쪽으로 꺾여 흐르고 있

는 바로 볼 때, 현재의 물줄기와 『증보문헌비고』의 기록이 일치한다. 

이 문헌에 등장하는 지명과 명칭을 정리하면, 단석산은 백운산을 뜻하고, 소산은 봉화산

을 뜻하며, 반귀천은 천전리 각석과 반구대 앞을 흐르는 반곡천을 지칭한다. 그리고 굴화

천은 선바위[立巖]와 굴화를 지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문헌들을 참고해 보면, 황룡연을 지나 어련천[현재 동천(東川)]과 합하기 전까

지의 강(江)을 태화강[太和津] 또는 서천(西川)이라 한 것도 알 수 있다.

『증보문헌비고』 권 20, 산천 2, 부록 영남 연해의 여러 내 태화강(太和江)은 근원이 경주

(慶州)의 단석산(斷石山)에서 나와 남쪽으로 흘러 소산(所山)에 이르러 꺾여서 동남쪽으

로 흘러 반귀천(盤龜川)이 되고, 입석(立石)에 이르러 언양(彦陽)의 남천(南川)을 지나 굴

화천(堀火川)이 되며, 울산(蔚山)에 이르러 남쪽으로 태화강(太和江) 주진(注津)이 되고,

도산(島山)에 이르러 치술령(鵄述嶺)의 어련천(語連川)을 지나 굽이쳐서 저내포(渚內浦)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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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화강에 관한 최초의 문헌 기록

고문헌에 태화강이 언급된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권5, 피은 8, 낭지승운 보현수 조(條)

에 있다. 여기서는 태화강의 발원지에 대한 사항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태화강의 위치

가 울주군 율리의 영취산(靈鷲山, 또는 문수산)의 동쪽에 있다는 것과 태화강의 유래 정

도를 알 수 있다. 

『삼국유사』권5, 피은 8, 낭지승운 보현수

(전략)영취산의 동쪽에 태화강(太和江)이 있으니 중국 태화지(太和池) 용(龍)의 식복(植

福)을 위하여 설(設)한 것이므로 용연(龍淵)이라 하였다.(후략)3)

2) 가지산 발원 관련 기록들

가) 역사문헌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는 1425년에 발간된 『경상도지리지』를 비롯한 팔도(八

道)의 지리지를 모아 편찬한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를 수정하고 정리하여 단

종 2년(1454)에 만든 것이다. 이 문헌에는 태화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고, 다만 태화

강이 언양으로부터 출발하여 울산의 태화진(太和津)으로 흘러든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

략적이기는 하지만 발원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태화강 발원지에 대한 최초의 기록

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언양에서 흘러나온 물’이란 언양의 남천(南川)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책』에 언양의 북쪽으로 10리 떨어진 경계 지점부터 경주라고 한 것4)으로 볼

때, 언양에서 북쪽으로 10리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백운산(백운산 발원설의 기본이 되는

산)은 당시 경주의 권역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경주부 울산군

(전략)주진(注津)은 언양(彦陽)으로부터 흘러 와서 서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5)

나) 고지도

동국지도(경상도(東國地圖, 慶尙道), 18세기 중엽, 채색필사본)는 정상기

(鄭尙驥,  1678~1752)의 ‘동국지도’ 중 제작연대가 정상기의 생존연대에 가

까운 초기 사본에 해당된다. 1767년(영조 43년)에 안의로 개명된 안음이 개

칭 전 이름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 1767년 이전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된다.

이 지도에서 태화강 상류는 언양 읍치(邑治)를 휘감고 가지산 쪽으로 뻗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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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三國遺事』券5, 避隱 8, 朗智乘雲
普賢樹
(전략)山(靈鷲山)之東有太和江 乃爲
中國太和池龍植福所創 故云龍淵
(후략)

4)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彦陽縣, 
(전략)北距慶州十里(후략)
(전략)언양의 북쪽으로 경주에 이르
기 십리 이다.(후략)

5)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蔚山郡
(전략)注津自彦陽來, 西南入于海

6) 『三國史記』 券41, 列傳1, 金庾信 上
建福二十九[三十四]年, 鄰賊轉迫,
公愈激壯心, 獨携寶劒, 入咽薄山
深壑之中, 燒香告天, 祈祝若在中
嶽誓辭, 仍禱天官垂光, 降靈於寶
劒(후략)
建福(건복) 29년(西紀(서기) 612)에,
이웃 賊兵(적병)이 점점 迫到(박도)
하니, 公(김유신)은 더욱 비장한 마
음을 激動(격동)하여, 혼자서 寶劍
(보검)을 들고 咽薄山[열박산:慶州
(경주) 부근] 깊은 골짜기 속으로 들
어가서, 향을 피우며 하늘에 고하고
祈願(기원)하기를 마치 中嶽(중악)
에서 맹세하듯이 빌었더니, 天官神
(천관신)이 빛을 내려 寶劍(보검)에
靈氣(영기)를 주었다.(후략)

7) 여기서의 所山은 울주군 언양읍 서
하리 대정마을에 위치하는 烽火山
(243m)을 지칭하는데, 이 산의 정상
에는 蘇山烽燧臺가 위치하여 있다.
所山은 조선후기에 蘇山으로 명칭
이 바뀌어 불렸는데, 이 봉수대에 관
한 기록은 『慶尙道續撰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잘 나타난
다. 

[그림 1-8] 동국지도, 경상도, 울산 언양부분, 18세기 중엽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3 I 스토리텔링으로 본 태화강

❶ 태화강의 명칭과 유래

‘태화강(太和江)’의 유래를 살펴보면,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7년(638)에 자장율사가 당나

라로 건너가서 수도할 때의 일이었다. 중국의 산동(山東)반도에 있는 태화지변(太和池邊)

을 지나갈 때 홀연히 한 신인(神人)이 나타나 묻기를  “너희 나라에 어떠한 곤란이 있느

냐” 하기에 자장이 답하기를 “우리나라는 북으로 말갈(靺鞨)에 연하고, 남으로 왜국(倭國)

에 접하며, 또 고구려, 백제의 이국(二國)이 변두리 경계를 차례로 침범하는 등 이웃의 외

구(外寇)가 종횡하니 이것이 백성들의 근심거리가 된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신인이 말하

기를 “너희 나라는 여자를 임금으로 삼아 덕(德)은 있으되 위엄이 없는고로 이웃 나라가

침략을 도모하려는 것이니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였다. 자장이 묻되 “고국으로 돌아

가서 무엇을 하면 나라의 이로움이 되겠느냐” 하였다. 신인이 가로되 “황룡사 호법용(黃

龍寺 護法龍)은 곧 나의 장자(長子)로 범왕(梵王)의 명을 받아 그 절을 보호하고 있으니

본국에 돌아가 그 절에 9층탑을 이룩하면 이웃 나라가 항복하고 구한(九韓)이 와서 조공

(朝貢)하여 왕업(王業)이 길이 태평할 것이요, 탑을 세운 후에 팔관회(八關會)를 베풀고

죄인을 석방하면 외적이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며, 다시 나를 위하여 경기(京畿:서울(경

주)부근 지역) 남쪽에 한 정사(精舍)를 짓고 함께 나의 복을 빌면 나도 또한 덕을 갚으리

라” 하고 말을 마치자 옥을 들어 바치고 홀연 사라져 버렸다. 

율사는 이 말을 듣고 신라로 돌아올 때 바다로부터 사포(絲浦-지금 태화(太和)지방으로

추정)에서 쉬면서 여기에 자리를 잡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태화지변 신인이 바라던 정사

(절)를 지어 그의 복을 빈 것이 태화사(太和寺)이며 이 태화라는 이름이 생긴 유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후일 이 지역의 지명을 태화동(太和洞)이라 하였다.

또 『삼국유』 「낭지승운 보현수조(朗智乘雲 普賢樹條)」에 ‘산의 동쪽에 태화강(太和江)이 있

으니 중국 태화지룡(太和池龍)의 식복(植福)을 위하여 설(設)한 것이므로 용연(龍淵)이라

한 것이다’ 라 하여 영축산(靈鷲山) 동쪽의 강명(江名)이 태화강이며 황룡연(黃龍淵) 또한

태화지룡의 복(福)을 심기 위해서 이름지어진 까닭을 밝혔다. 이 황룡연이라 함은 지금의

태화 용금소(龍黔沼)를 뜻함인데 읍지(邑誌)에는 “중유용두석고명(中有龍頭石故名)”이라

하여 소(沼)의 한가운데에 바위섬처럼 돌출한 것이 용머리 같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하

였다. 

이렇게 해서 태화사(太和寺), 태화강(太和江), 황룡연(黃龍淵)의 유래를 살펴 보았거니와

이 태화라는 이름은 신라가 태화지룡의 복을 빌면서 우선 외적의 위협을 물리치고 장차

이웃 나라를 병합하여 통일하려는 강한 의지와 야심이 담긴 호국불교(護國佛敎)에서 얻

어진 호국(護國)의 이름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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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바다에 들어간다.8)

『증보문헌비고』 권22, 산천 4, 경상도

언양(彦陽) 남천(南川)：그 근원이 둘이 있으니, 하나는 취서산(鷲栖山)에서 나오는데 작

괘천(勺掛川)이라 부르니, 바위에 하나의 구멍이 있어 마치 술국자와 같기 때문에 이름지

은 것이다. 하나는 가지산(迦智山)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서 부로산(夫老山) 아래에서

합류(合流)한다. 태화강(太和江)의 상류(上流)이다.9)

나) 고지도

해동지도(경상도(海東地圖, 慶尙道), 영조년간(英祖年間), 회화식지도)는 1750년대 초에

제작된 회화식 군현지도집인데 고지도의 경우 지도 및 지도 여백에 적힌 설명문에는 1730

년대 중반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지만, 지도의 뒷면에 적혀 있는 설명문에는 1740년대의

상황이 반영된 경우가 많다. 군현지도의 지도부분에는 대체로 1720~1730년대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이 지도에서 태화강 상류는 언양 방면(가지산 방면)보다는 대곡천 쪽이

더 강조된 특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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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增補文獻備考』 券20, 山川2, 附 嶺
南沿海諸川
大和江源出慶州斷石山南流至所山
折而東南流爲盤龜川至立岩石過彦
陽南川爲掘火川至蔚山南爲大和江
注津至島山過鵄述嶺之語連川洄爲
渚內浦入于海

9) 『增補文獻備考』 券22, 山川4, 慶尙
道
南川源有二 一出鷲栖山名曰勺掛川
巖有一竅如杯勺故名 一出迦智山東
流合於夫老山下大和江上流

[그림 1-9] 해동지도, 경상도, 영조년간 (1724~1776)(규장각 소장)



2) 삼호(三湖)·무거(無去)와 김신암(金信庵)

천 년에 가까운 화려함과 번영의 극치를 자랑하던 신라도 말기에 들어와서는 그 국토가

경주 일원으로 줄어들고 후백제의 군대가 신라를 침입하여 영천(永川)에 이르러도 경애

왕(景哀王)은 고려 태조에 구원을 청할 뿐이더니 고려 태조는 강병 1만으로 구원케 하였

다. 이러한 절박한 정세도 잊은 채 고려의 구원군이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경애왕은 포석

정에서 환락에 잠겼다가 쳐들어온 견훤의 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견훤의 손에 의해 새

로이 세워진 임금이 경순왕이었다.

경순왕도 운수가 다 되어 이미 기울어지는 사직을 바로 잡을 기력이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 조야(朝野)의 국론도 분열되어 갈피를 잡지 못했다. 왕자 마의태자(麻衣太子)

같은 사람도 나라의 운명이란 하늘에 달렸거늘 어찌 천 년 사직을 헛되이 할 것인가 하였

으나 그 주장도 나라를 바로 잡는 데는 이미 힘이 되지 못하였다. 이때 경순왕은 백척간

두(百尺竿頭)에 선 나라의 장래를 영축산(靈鷲山)의 문수대성(文殊大聖)의 계시를 받아

결정키로 하고 태자와 둘째 왕자를 거느리고 하곡현(河曲縣 : 울산)의 영축산을 찾아 길

을 나섰다. 

먼저 태화사(太和寺)에 이르러 참배하고 또 길을 나섰는데 중도에서 길가에 한 동자승(童

子僧)이 나타나더니 대왕께서 오실 줄 알고 산으로 인도하여 모시고자 왔다고 고하였다.

왕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크게 만족하여 길을 따랐다. 그러나 삼호(三湖) 앞에서 태화강을

건너자 얼마 가지 아니하여 그 동자승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왕은 직감으로 이 동자승

이 문수보살임을 느끼고 하늘은 이미 나를 저버리는구나 하여 크게 탄식하며 이제는 할

수 없다고 몇 번이나 되뇌고는 실의에 빠지고 말았다. 왕은 발길을 돌려 월성에 환궁하여

사방의 땅이 다 타인의 소유로 돌아가고 나라의 힘은 약하고 쇠퇴하여 다시 일으키지 못

함을 통탄한 나머지 고려 태조에 항복하기로 하였다. 이때 군신들의 의논은 제각기 찬반

이 엇갈렸다. 

왕자 마의태자는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는 법, 오직 나라 사랑하는 여러 충

신과 함께 민심을 크게 수습하여 스스로 나라를 굳게 하다가 힘이 다한 연후에야 말할 것

이니 어찌 천 년 사직을 하루아침에 쉽사리 다른 나라에 내 줄 것이랴” 하였다. 

왕이 한숨 지며 말하되 “외롭고 위태함이 이와 같아 형세는 이미 능히 온전할 수 없으니

이왕에 강하지도 못하고 또 약하지도 못하여 무고한 백성들을 참혹히 죽게 하는 것은 내

차마 하지 못하는 바라” 하고 고려에 국서를 보내어 귀부(歸附)를 청하고 말았다. 왕자는

통곡하며 왕을 하직하고 곧 개골산(皆骨山 - 금강산)에 들어가 바위에 의지하여 집을 짓

고 마의(麻衣)와 초식(草食)으로 그 생을 마치었다. 

또 둘째 아들은 머리를 깎고 화엄종(華嚴宗)에 들어가 중이 되니 법명을 범공(梵空)이라

하고 법수(法水) 해인사(海印寺)에 머물다가 문수산(文殊山) 남쪽 산에 절을 지어 여기에서

살았으니 그 절 이름을 김신암(金信庵)이라 하였다. 이 절은 조선 정조(正祖) 10년(1786) 판

『울산읍지』를 보면 ‘문수암 남쪽 3리에 있는데 신라왕의 창건’이라 하여 그때까지는 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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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태화강의 이야기들

1) 태화강의 산물

태화강은 우리 조상 대대로 정서를 안겨주는 휴식처요 생업의 현장이기도 하였다. 태화

강의 은어는 조선 초기부터 이 지방의 특산물로 나라에 진공(進貢)하여 온 명산물(名産

物)이다. 여름이면 강물에 오리를 위장한 오리목을 띄워 이끌면서 은어떼를 궁지에 몰아

부쳐 투망을 둘러쳐서 잡는다. 그렇지 않으면 은어떼를 쫓아 반두나 투망으로 잡기도 하

고 낚시질로 잡기도 하였다.

북구 양정동에서 명촌동에 이르는 태화강변은 뱀장어의 주산지(主産地)였다. 큰 대[竹]를

잘라 속은 진공(眞空)으로 비워 중간지점을 끈으로 매고 돌을 달아 강물 밑에 두면 뱀장

어떼는 자기 집처럼 이 구멍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있을 때 배에서 들어올려 잡았다. 겨

울이면 수온차로 인해 이 뱀장어도 강바닥 갯벌 흙 속으로 들어가서 동면을 했다. 이럴

때에는 뱃전에서 예리한 쇠갈퀴로 흙 속을 끌어올리면 뱀장어가 꽂혀서 올라왔다. 

황어(黃魚)는 잉엇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이지만 산란 때는 담수(淡水 : 민물)를 찾아 강

으로 올라온다. 계절적으로 늦봄 산란 때가 되어 태화강에 비가 오면 물살을 타고 황어떼

가 상류로 올라간다. 이때가 되면 때를 놓칠세라 태화동 명정마을 앞에서 범서읍 굴화리

백천(柏川) 마을 앞까지는 한때 어장을 이루어 강변이 온통 떠들썩했다. 

삼산동(三山洞) 뒤편에서 태화강의 하구까지는 조개잡이 어장을 이룬다. 한여름 아낙네

들은 하루의 더위를 잊으면서 물속에서 재첩잡이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각배를

타고 다니며 재첩을 끌어올려 잡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태화동 화진(和津)마을에 살

았는데 여인들이 재첩국을 이고 다니면서 술꾼들에게 해장을 시켜주곤 하였다. 또 강의

하류는 햇조개의 산지(産地)였다. 이 햇조개는 내황(內隍) 사람들이 즐겨 잡았다.

태화강 하구 유역의 꼬시락(꼬시래기)잡이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큰 인기가 있다. 이 밖

에도 투망으로 잡는 숭어<‘모치’라 하나 이 말은 일어(日語)인 듯함>잡이, 태화 용금소의

잉어낚시, 창으로 찔러 잡던 연어잡이 등은 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의 풍경(風景)이었다. 

강 상류로 올라오면 천렵(川獵 : 고기잡이)이라 해서 반도(반두)나 투망을 가지고 다니면

서 고기를 잡았다. 주로 피라미, 송사리, 새치내, 기름조개 등을 잡으면 냇가에서 매운탕

을 끓이고 밥을 짓고 술을 마시는 풍경들은 여름이면 태화강 유역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납량풍류(納涼風流)였다. 또 이러한 고기들은 겨울이면 큰 망치로 개울 바닥의 큰 돌을

쳐서 그 충격을 받아 떠오르는 것들을 잡기도 하고, 큰 사발 속에 된장을 넣어 베 조각으

로 위를 싸고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고기떼가 많은 웅덩이 같은데 오래 두면 장맛을 따라

사발 속에 들어가는 것을 잡는 ‘사발고기’라 하는 익살스러운 진풍경도 볼 수 있었다.

태화강은 또 수석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여기에서는 수많은 명석(名石)들이 나와

서 수석 애호가들의 안방을 장식하고 있다. 강의 하류에는 철새들이 찾아오며 겨울이면

기러기와 오리떼, 여름은 백로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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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의 화신)와 서로 만나 칭칭 감고 뒹굴며 놀았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기만 하면 큰비

가 쏟아져 강물이 불어나 홍수가 졌다고 한다. 중과 처녀는 전생의 배필(配匹)로 이승에

서 이루지 못한 사랑과 인연을 죽어 후생에서 서로 구렁이로 화하여 이루었으리라고 전

해 내려오고 있다.

이 선바위가 서 있는 물웅덩이를 백룡담(白龍潭)이라고 하는데, 옛날 가뭄이 들면 태화동

의 황룡연(黃龍淵 : 용금소)과 같이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던 곳이다.

조선 초의 학자 점필재(佔畢齋) 김종직(金宗直)과 조선 영조 때의 학자요 울산도호부사였

던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의 시와 선바위 옆에 입암정(立巖亭)을 짓고 시와 기문(입암

정기)을 지은 정조 때의 울산도호부사 은암(隱巖) 이정인(李廷仁)의 글이 읍지에 전한다.11)

선바위의 높이는 30m, 둘레는 40m에 달하는데 바위틈에 풀과 나무가 무성하며, 동쪽은

깎아지른 벼랑으로 되어 있어 동안(東岸)과는 8∼10m의 거리로 간짓대로도 걸칠 수 있는

지척지간(咫尺之間)이다.

그 처녀와 중의 혼령 때문인지는 몰라도 입암 근처의 깊은 물엔 여름철 낚시꾼이나 수영

객들이 종종 익사사고로 희생되는 것도 호사가(好事家)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등 입방아

를 찧고 있다. 최근(2000년 초반) 그 아래 입암마을에서 구영리로 건너는 콘크리트 다리

를 놓았는데 그 이름도 백룡교(白龍橋)라 하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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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하였다. 이 절로 말미암아 그 산명을 김신기산(金信基山)이라 불러 오다가 지금은 남

암산(南巖山)이라 한다. 또 이 절에는 김신대(金信臺)를 만들어 풍류를 즐기기도 하였으

며 지금도 절터의 흔적이 남아 있다.

한편 앞에 든 전설은 상전(相傳)하기를 왕이 크게 탄식한 자리를 ‘헐수정 또는 삼호(三呼)’

라 하였으며 동자승이 자취를 감춘 곳을 ‘무거(無去)’라 하여 삼호동(三湖洞)과 무거동(無

去洞)이라 하는 지명이 이 전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전설은 한편으로는 『삼국유사』의 진신수공(眞身受供)과 함께 전해온다. 또 이 전설의

주인공을 가리켜 무거동 인근의 노인네들은 ‘짐부대왕’이라 하나 이는 ‘김부대왕(金傅大

王)’으로 김부(金傅)는 곧 경순왕(敬順王)의 이름인 것이다.10)

3) 선바위[立巖]

태화강 중류인 범서읍 입암리 동쪽 굽이치는 여울 가운데 우뚝 선 바위가 하나 있으니 곧

선바위[立巖]다. 이 입암(立巖)이 있는 마을이라고 마을 이름도 예로부터 입암리라 하였다. 

이 선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한다. 

옛날 이 마을에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절세의 미인인 그녀를 탐하여 가슴 설레던 총

각이 한 둘이 아니었다. 하루는 마을 청년들이 모여 그 처녀의 집 주위를 기웃거리면서

그녀의 미색에 대한 얘기로 꽃을 피우고 있는데, 때마침 중이 지나가다가 이 얘기를 엿듣

고는 그만 그 아름다움에 대한 호기심이 용솟음쳤다. 중은 그 처녀의 집으로 찾아가서 목

탁을 치며 염불을 했는데, 마치 한 송이 꽃 같은 그 미모의 처녀가 쌀 한 됫박을 퍼서 중

에게로 와 시주 자루에 쏟아 넣을 때, 순간 그녀의 미모에 현혹된 중은 그만 처녀의 손목

을 덥석 잡고 말았다. 이때 기겁을 한 그 처녀는 그만 중의 손을 뿌리치고 급히 안으로 들

어가고 말았다. 중은 하는 수 없이 그 집을 물러 나왔으나 그녀의 얼굴이 눈에 삼삼하여

흠모(欽慕)의 정을 누를 길 없어 마을 가까운 강기슭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이튿날 또

그 집으로 다시 가서 처녀를 한 번 더 만나보리라 마음먹었는데, 그날 아침나절이 되자

마침 처녀는 영문도 모르고 강가에 빨래하러 나온 것이었다. 

이때 마침 그 상류에서 높이 치솟은 바위 하나가 강물 위로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다. 하

도 신기해서 빨래 손을 멈춘 처녀는 엉겁결에 “어머나 참 이상도 해라. 바위도 장가가나

봐!” 했더니, 그만 순식간에 그 바위가 들이닥쳐 처녀를 깔고 앉아버리고는 그 자리에 우

뚝 섰다. 이때 산기슭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중이 급히 뛰어 내려왔으나 처녀를

구하지 못하고 중도 그만 수중고혼(水中孤魂 :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외로운 넋)이 되고

말았다. 그 중의 시신이 둥둥 떠내려와 굴화천(屈火川) 앞 백천에 와 멎었는데 이곳을 속

칭 ‘옹달샘’이라 부르고 있다. 얼마나 그녀의 미색이 빼어났길래 바위마저 짝사랑했을까

그 바위가 곧 선바위라 전한다.

그 후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려고 하면 ‘옹달샘’ 가에는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금빛 서광

(瑞光)을 발산하면서 입암을 향해 쏜살같이 헤엄쳐 올라가, 그 바위에서 기다리는 구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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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고장의 전통』(이유수. 1982. 울
산시)

11) 본서 제영(題詠) <입암 · 입암정>조
참조

12) 『울산울주향토사』(1978. 울산문화
원), 765쪽 참조

[그림 1-10] 선바위



바닥에 닿지 않으며 멀리 함월산 정상의 백양사(白楊寺) 우물과도 통하는 굴이 있다는 등

신비를 간직하고 있었다. 

태화루는 고려 초에 지은 것으로 전하며 『동국여지승람』권22 울산군 누정조(樓亭條)에 의

하면, (태화루는) 고을 서남 5리에 있는데 고려 성종이 거둥하여 서라벌(동경)에서 이곳

(흥려부)을 지나칠 때 신하들과 잔치를 베푼 곳으로 알려졌다. 조선 초에 양촌(陽村) 권근

(權近)의 기문(記文)과 그의 외손인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의 중신기(重新記)가 적혀

있다. 

이 태화루는 임진왜란 때 소실(燒失)된 것으로 짐작된다. 울산도호부 객사 문루가 1934년

울산초등학교 교사 개축 시 헐리어 지금 이휴정으로 옮겨졌고, 서거정이 쓴 것으로 전하

는 ‘태화루(太和樓)’란 현판은 은월봉 아래(신정1동 원당) 학성이씨 월진파(越津派) 정각

인 이휴정(二休亭)에 보관됐다. 

한편 『학성지(鶴城誌, 1749)』에 황룡연의 황룡에 대해 기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고려 성종(成宗)이 동경(東京, 현재의 경주)에서 흥려부(興麗府)를 찾아가서 태화루에 올

라 뭇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서로 수창(酬唱)하고, 또 바다 속에서 큰 물고기를 잡았

다. 이때부터 왕은 편치 않더니 도성으로 돌아가서 드디어 돌아가셨다. 

옛날에 어떤 달관(達官)이 일찍이 태화루에서 잔치를 베풀고 풍악을 울리고 술잔을 돌리

는데 은 술잔이 갑자기 황룡연(黃龍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어부 중에 물에 능한 사람

을 시켜 물 바닥에 들어가서 술잔을 찾도록 하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므로

모두 죽었다고 생각하였다. 3일이 지난 뒤에 그 사람이 은 술잔을 가지고 나와서 “못 속

에 석굴이 있기에 그 입구로 들어갔지요. 북쪽으로 1리쯤 가니 큰 궁전이 있습디다.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거동과 호위가 매우 흥성한데, ‘내가 사는 곳을

위쪽에서 세상 사람들이 늘 시끄럽게 굴어서 내가 매우 싫어하노라. 술잔을 빼앗아서 경

계하는 뜻을 보였으니, 너는 마땅히 돌아가서 알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어부는 또 말하기를 굴의 깊이는 거리가 백양사에 이를 정도인데, 그 북쪽은 절의 북쪽

에 있는 순채(蓴菜)못과 통하는 듯하다고 하였다. 강가에 사는 사람이 또 보았더니 간혹

물결이 일고 붉은 기름이 진홍비단을 펼친 듯 용연(龍淵)에서부터 나와 비스듬하게 아래

쪽으로 흐르는데, 이것은 곧 암컷 용(龍)에게 월경이 있을 때라고 한다. 이것은 옛날의 호

번(湖翻)이지만 말이 매우 허황하므로 오로지 이문(異聞)으로 갖추어 둔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황룡연에는 용이 살고 있었으며, 그 용은 비를 내리게

해 주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 어디를 가든 용의 기운이 서린 곳은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흔히 묘사된다. 여기 황

룡연도 결국 사람들이 드나들기에 매우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 주며, 그것은 더욱 신

격화하여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물과 친숙한 용에게 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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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화사·태화루·황룡연(용금소)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5년(636) 자장율사가 당(唐)나라로 들어가 유학하여 오대산(五臺

山-淸凉山 : 산서성 오대현)에서 문수보살을 만나 수법(授法)을 느껴 얻었다. 

이때에 문수보살이 이르기를 “너의 나라 왕은 천축찰리종왕(天竺刹利種王-인도의 사족

(士族))이니 미리 불기(佛記)를 받았으므로 별다른 두터운 인연이 있어 야만인 동이(東

夷)·공공(共工)의 무리들과는 같지 아니하나 산천이 험악한 까닭에 사람들의 성품이 삐뚤

어져 사견(邪見)을 많이 믿어 간혹 천신이 화를 내리나 다문비구(多聞比丘)가 나라에 있

어 이로 말미암아 군신이 편안하고 만민이 화평하니라”하고는 보이지 않았다. 이때 자장

율사는 이것이 문수대성(文殊大聖)의 변화임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물러 나왔다.

태화사는 지금의 울산시 중구 태화동의 반탕골[盤谷] 일대에 법사가 중국의 태화지룡(太

和池龍)의 식복(植福)을 빌어주기 위해 세운 호국사찰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려 초에

강변에 지은 누각도 태화루라 명명(命名)되었다. 태화루 아래 있는 소(용금소)도 황룡연

(黃龍淵)이라 부르는데 지금의 태화교 서쪽 70∼100m 지점 벼랑 아래 굽이쳐 흐르는 깊

은 청소(淸沼)를 말한다. 

옛날 가뭄이 들면 이곳에서 고을 원님(울산군수-뒤에는 도호부사)이 초헌관이 되어 기우

제(祈雨祭)를 지냈다. 이곳을 황룡연이라 부른 것은 황룡(黃龍)이 황룡사의 황룡(皇龍)과

그 소리가 서로 비슷하여[音相似] 따라 쓴 것이니 역시 황룡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황룡연은 그 뒤 어느 때부터 지금의 용금소(龍黔沼)로 불려 오며 벼랑 밑의 강 가운데 솟

은 바위가 용머리바위[龍頭巖]라 하였다. 또 수심이 깊다 하여 명주실 한 타래를 풀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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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태화강 용금소



1 I 자연·인문·사회 환경으로 본 태화강

❶ 위치

태화강은 최장발원지의 개념으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백운산 탑골샘에서 발원하여 대

곡천으로 흘러 대곡댐, 사연댐을 거쳐 울산의 도심을 관류하여, 동해의 울산만으로 유입

되는 하천으로 총 하천연장 47.54㎞에 달하며, 상징적 발원지로서 가지산 쌀바위에서 발

원하여 언양읍을 거쳐 사연댐 하구에서 합류된다.

유역의 개괄적인 경위도는 동경 129°0‘~129°25‘, 북위 35°27’~35°45‘으로, 유역의 형태는

서에서 동으로 걸친 장방형으로 북측 분수계는 치술령, 천마산, 백운산과 고헌산으로 이

어지면서 그 능선들이 분수령을 이루고 있으며 유역의 서쪽은 가지산, 능동산, 신불산과

취서산 등 비교적 높은 산들이 있고 유역의 남쪽은 정족산, 남안산 등의 능선들로 분수계

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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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게 해 달라고 비는 것은 용에 대한 인간의 믿음이 신격화 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한편, 앞의 이문(異聞)을 통해 볼 때, 황룡연의 용은 본래 태화사와 한 쌍으로 등장한 것

인데, 태화사가 사라진 후 태화루의 용도가 바뀌면서 그 둘은 서로 이질적 관계로 변모하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땅 위에는 세상과 하늘을 다루는 부처의 집인 태화사가 있고,

그 아래에 물[태화강]을 관장하는 용이 사는 황룡연이 있을 때에는 세상은 잘 갖추어진

틀에 의하여 잘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태화사가 사라지고 태화루만 남아 울산 고을에

딸린 관루(官樓)가 되는 바람에 결국 시끌벅적한 땅으로 바뀌고 말았고, 용은 그것을 매

우 싫어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말은 가난한 백성의 입을 통하여 설명된다. 

용은 미륵과 통하는 바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졌다. 미륵부처가 모셔진 전각(殿閣)

을 용화전(龍華殿)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 이다. 그리고 미륵신앙은 좀 더 좋

은 세상을 갈망하는 민초들에게 각광 받았다. 평범한 시골 마을에, 집 뒤의 작은 바위에

미륵상 또는 미륵바위가 만들어졌거나 이름 붙여진 것은 그 때문이다. 

따라서 황룡연에 관한 이문(異聞)은 그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달프고 살아가기 힘

들 때 태화루에서 벌어진 일련의 못마땅한 풍류 광경을 백성들이 풍자한 것이라고 이해

해 볼 수 있다. 용이 미륵이 백성들의 뜻을 대변해 주길 바랐던 것이고, 그래서 용이 사는

황룡연은 더욱 영험하고 위험한 곳으로 묘사되어, 실타래가 다 들어가도 여전히 닿지 않

는 깊은 곳으로 알려졌고, 벌겋게 물든 황룡연은 지금의 상식으로 적조(赤潮)현상임을 단

번에 알 수 있지만, 민초들은 황룡의 월사(月事)라고 하여 어떻게든 용이 건재함을 말하

고 싶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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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태화강의 역사

[그림 1-12] 태화강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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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태화강 유역 내 행정구역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등 1광역시 1도 1시 1읍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화강 주변 유역은 하천이 주는 천혜의 환경여건으로 생활환경

이 우수하며 강변도로의 발달과 더불어 상권과 공업지역이 형성되어 인구가 집중해 있는

등 태화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해 왔다. 

울산시 인구변화추이는 지난 10년간을 보면 총인구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세대당

인구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현대사회의 핵가족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밀도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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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태화강의 
환경 현황

행정구역 전체면적(㎢) 유역 내 면적(㎢) 유역 내 편입비율(%) 유역 내 비율(%)

울산광역시

중구 36.97 36.97 100.0 5.7

남구 71.64 21.30 29.7 3.3

북구 157.31 90.58 57.6 14.1

울주군 755.05 410.81 54.4 63.8

경주시 외동읍 109.76 84.30 76.8 13.1

계 1,130.73 643.96 - 100.0

[표 1-3] 유역 내 행정구역별 면적구성비

자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태화강유역종합치수계획, 2008

행정구역 유역 내 면적 가구수(세대)
인구 수(명)

인구밀도
계 남 여

울산광역시

중구 36.97 82,140 235,874 120,519 115,355 6,375

남구 21.30 35,288 103,439 52,792 50,647 4,869

북구 90.58 27,567 86,416 45,120 41,296 890

울주군 410.81 34,346 98,189 50,749 47,440 234

경주시 외동읍 84.30 5,245 14,561 7,889 6,672 173

계 643.96 184,585 538,479 277,070 261,409 836

[표 1-4] 유역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자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태화강유역종합치수계획, 2008

구분(년) 세대수 계(명) 남(명) 여(명) 세대당인구(명) 인구밀도(명)

2003 348,058 1,078,926 555,073 523,853 3.10 1021.1 

2004 356,143 1,087,958 560,102 527,856 3.05 1029.5 

2005 365,197 1,095,105 563,847 531,258 3.00 1035.9 

2006 373,114 1,092,494 561,611 530,883 2.96 1043.4 

2007 380,865 1,112,799 574,541 538,258 2.92 1052.5 

2008 389,735 1,126,879 582,164 544,715 2.89 1065.6 

2009 394,364 1,129,827 583,038 546,789 2.86 1067.7 

2010 405,501 1,142,341 589,180 553,161 2.82 1078.7 

2011 412,561 1,153,915 595,683 558,232 2.80 1088.6 

2012 422,177 1,166,503 590,424 556,832 2.76 1,100.3

[표 1-5] 울산시 인구변화 현황

자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태화강유역종합치수계획, 2008



❸ 역사문화 자원현황

국가하천구간은 명촌교 인근에서 조망되는 돋질산, 염포산, 무룡산, 동대산과 학성교와

번영교 인근에서 조망되는 학성근린공원(울산왜성), 함월산, 태화강 주변에서 조망되는

장춘오, 은월봉 그리고 신삼호교에서 조망되는 내오산과 남산12봉, 문수산과 영취산 등

이 서로 중경과 원경으로 중첩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지방하천구간은 선바위와 배리끝, 천상과 구영에서 문수산, 옥녀봉, 무학산, 반천 반송과

구수리 일대의 기암절벽, 언양의 화장산과 봉화산 뒤로 영남 알프스로 불리는 신불산, 가

지산, 고헌산 등이 조망되어 우수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고 태화강 유역의 계절 변화를 느

낄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아래에 나타내었다.

45태화강 백서 - 생태하천 복원사업44 Taehwagang white paper

제
1부

 태
화

강
의

 과
거

와
 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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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망점(위치) 조망대상

국가하천

명촌교 인근 돋질산, 염포산, 무룡산, 동대산

학성교와 번영교 인근 학성근린공원(울산 왜성), 함월산

태화로터리 앞 장춘오, 은월봉

지방하천

신삼호교 내오산, 남산12봉, 문수산, 영취산

입암 선바위, 배리끝

천상과 구영 문수산, 옥녀봉, 무학산

반천, 반송과 구수리 일대 기암절벽

언양 화장산, 봉화산, 신불산, 가지산, 고헌산

[표 1-6] 주요 조망점에 따른 조망대상

계절 장소 계절별 테마

봄

태화강둔치 봄꽃대향연 꽃단지, 유채꽃

언양 작천정 벚꽃

다운동 벚꽃

태화동 십리대밭 먹거리 단지 벚꽃

여름 남산 주변 녹음

가을
강변 남로 은행나무 단풍

가지산 / 신불산 억새

겨울 신불산 겨울 절경

[표 1-7] 유역의 계절별 테마

태화강 유역은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수천 년 동안 선조들의 주된 생

활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울산은 역사적으로 신라문화권과 가야문화권에 속해 많은 사

적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태화강 유역에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유적과 삶의 흔적이 축적되어 있다. 울산시 문화재는 국가지정 24점과 시지

정 95점으로 총 119점이 있으며, 태화강 유역의 문화재는 국보 2점, 보물 5점, 시적 및 명

승 8점, 천연기념물 3점 등을 포함하여 총 94점이 있다.

행정구역 계

국가지정 지방지정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

민속자료
소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무형

문화재
문화재 
자료

울산광역시
구 32 5 - 1 2 1 1 21 5 15 1 6

군 52 11 2 4 3 2 - 30 6 24 - 11

경주시 외동읍 10 3 - - 3 - - 4 3 1 1 3

계 94 16 2 5 8 3 1 53 14 40 1 20

[표 1-8] 태화강 유역 내 문화재 현황

자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태화강수계유역종합치수계획, 2008.12

자료 : 울산광역시, 시정백서, 2012

구분 문화재 수 문화재명

국가지정

국보 2 천전리각석, 반구대 암각화

보물 6 망해사지 석조부도, 석남사 부도,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청송사지 3층섭탑, 태화사지 12지상부도

사적 5 관문성, 천황산 요지군, 언양읍성, 울산 병영성, 울주 검단리 유적

천연기념물 4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 울주 목도 상록수림, 울산 귀신고래 회유해면,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

중요민속자료 2 학성 이천기 일가묘 출토복식

등록문화재 5 울산 구 상북면사무소, 울산 언양성당 본관 및 사제관, 울산 구 삼호교, 울산 남창역사, 울산 울기등대 구 등탑

시지정

유형문화재 24 울산동헌 및 내아, 상천리 국장생 석표, 청송사지 부도 등

무형문화재 4 장도장, 일산동 당제(별산굿), 모필장, 울산 옹기장 등

기념물 46 박재상 유적, 언양 지석묘, 주전 봉수대, 처용암 등

문화재자료 21 이휴정, 만정헌, 울산 학성이씨 근재공 고택, 석남사 수조 등

[표 1-9] 울산시 지정문화재 현황



❹ 교통 현황

1) 도로시설 현황

도로 총연장은 3,329,020㎞로 이 중 96%, 1,947,166㎞가 포장이 되어있다.

2) 철도이용 현황

철도노선은 동해남부선이 해안변을 따라 통과하며 공단으로 연결되는 화물전용선인 장

생포선, 울산항선, 온산선이 동해남부선과 지선으로 연결되었으며, 동해남부선은 복선전

철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통의 대혁신을 이룩한 경부고속철도(KTX)가 울산의 서

부지역인 울주군 언양읍을 서울에서 약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울산역이 개통되었다. 이

로써 울산도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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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광역시도 국가지원지방도 구·군도

포장
(포장율)

1,947,166
(96.0%)

62,910
(100%)

171,789
(100%)

470,718
(100%)

17,260
(100%)

1,241,749
(96.3%)

[표 1-10] 울산시 도로시설 현황

자료 : 울산광역시, 통계연보, 2012

구분(년)
승차 하차

계 KTX 새마을 무궁화 통일 계 KTX 새마을 무궁화 통일

2003 473 - 149 125 198 515 - 173 128 213

2004 419 - 132 225 62 407 - 131 216 61

2005 388 - 111 277 - 397 - 114 283 -

2006 335 - 96 239 - 338 - 101 237 -

2007 442 - 163 279 - 455 - 157 298 -

2008 418 - 184 234 - 427 - 181 246 -

2009 485 - 207 278 - 489 - 213 276 -

2010 774 268 204 302 - 773 274 201 298 -

2011 2,393 1,922 96 375 - 2,426 1,963 77 386 -

2012 2,665 2,036 106 523 - 2,692 2,076 86 530 -

[표 1-11] 울산시 철도이용 현황 (단위 : 천명)

자료 :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경제현황, 2012
주 : 울산역(KTX개통 : 2010. 11)

3) 자전거도로 현황

울산시의 자전거도로는 2012년 기준 총 210개 노선에 총연장 399㎞이며, 이중 전용도로

는 17개 노선 53㎞, 보행자 겸용도로는 190개 노선 327㎞이며, 지역별로는 남구가 58개

노선에 101㎞로 가장 연장이 길고, 북구>울주군>중구>동구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자전거도로는 부산시계(기장군)~회야강~남부순환도로~대학로~북부순환도로~염

포로~방어진순환도로~동천~경주시계로 연결되는 도로이며, 태화강 자전거도로는 성

내삼거리(현대자동차 수출부두)~태화교~삼호교~선바위~언양~석남사로 연결되는 노

선이다.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주요 간선도로와 광역망(도로)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다. 

구분
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노선수 길이 노선수 길이 노선수 길이 노선수 길이

울산광역시 210 399 17 54 190 327 3 18

중구 45 66 3 8 42 58 - -

남구 58 101 3 8 55 94 - -

동구 11 41 1 2 10 39 - -

북구 46 99 4 22 41 68 1 9

울주군 50 91 6 14 42 68 2 9

[표 1-12] 울산시 자전거도로 현황(2012년) (단위 : 개, ㎞)

자료 :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주 : 자전거도로는 편도기준(양방향인 경우 각각 인정)

[그림 1-13] 자전거도로 구분

자료 : 울산광역시, 시정백서, 2012

① 국가자전거도로 
② 태화강 자전거도
로
③ 생활형 자전거도

1 2 3



❺ 자연·생태 보전지역

울산시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보전가

치가 높은 지역을 점진적으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해 나가고 있다. 무제치

늪은 1998년 12월에 지정되었으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일원화 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2011

년 3월 23일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해제하였으며, 현재는 2008년 12월 24일 지정된 태

화강 하류 0.983㎢가 울산광역시 생태·경관 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시민들의 잘못된 보신 풍조 등으로 밀렵이 성행하여 야생동물이 포획되고 희귀한 야생식

물이 채취되고 있으며, 황소개구리, 배스 등 외래 유입종에 의한 토착 생태계 피해가 발

생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하여 대

한수렵협회울산지부와 밀렵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엽구 수거작업을 통하여 동물을 보호

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에는 야생조수 먹이 주기 행사 등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중점적으

로 실시하고 있다. 울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중‧남‧북구 3개 구역, 3.741㎢ 면적을 지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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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정기간 소재지
설정면적(㎡)

서식조수
계 산립 농경지 기타

태화강
2008.12.18 
~해제시까지

중구 태화동
963-3 외 10필지

0.744 0.744
백로, 논병아리, 
흰죽지

태화강
2009. 2. 27
~해제시까지

남구 무거동 3외 
48필지

1.546 1.546
붉은부리 갈매기, 
흰죽지, 백로

선암
저수지

남구 선암동
42 외 22필지

0.228 0.025 0.203
흰죽지, 쇠오리, 
청둥오리

송정
저수지

2008. 5.30 
~해제시까지

북구 송정동 
산6-1번지

0.280 0.280
청둥오리, 왜가리, 
백로

태화강,
동천

2008. 5.30 
~해제시까지

북구 명촌동 
967-10 외 196필지

0.943 0.943
왜가리, 백로, 
흰뺨검둥오리

[표 1-14] 야생생물 보호구역 현황

자료 :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2012

구분 지역명 위치 면적(㎢) 특징 지정일자

울산광역시 지정
(1개소)

태화강 하류
중구 반구, 남구 삼산,

북구 명촌 일원
0.983 철새도래지 2008. 12. 24

[표 1-13] 생태‧경관보전지역 현황

자료 : 울산광역시, 환경백서, 2012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야생동·식물의 서식처가 사라지고 자연복귀가 점차 어려워져가는

현실에서 야생동물의 보호 및 희귀식물의 보전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에는

울산대공원 어린이 동물농원 내 사고나 밀렵 등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보

호하고 자연복귀를 위해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치료 야생동물의 분포를 볼 때 조류, 포유류, 파충류 순으로 총 600여 마리를 구

조하였으며, 조류의 경우 총 63종 456마리로 비둘기 118마리(26%), 까치 34마리(7%), 꿩

26마리(6%), 박새 26마리(6%), 황조롱이 24마리(5%) 순으로 많았으며, 포유류는 총 7종

141마리로 고라니 89마리(62%), 너구리 32마리(22%), 족제비 7마리(5%), 노루 5마리, 오

소리 4마리, 청설모 1마리, 담비 1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종의 경우도 15종 79마리에 이르며, 멸종위기종 10종 19마리(매 4, 수리부엉이

3, 새매 5, 독수리 1, 참매 1, 조롱이 1, 새홀리기 3, 흑비둘기 1, 담비 1), 천연기념물 13종

71마리(황조롱이 24, 솔부엉이 11, 소쩍새 8, 새매 5, 매 4, 수리부엉이 3, 큰소쩍새 1, 두

견이 1, 올빼미 1, 독수리 1, 참매 1, 흑비둘기 1, 쇠부엉이 1)를 구조 치료하였다.

종 합계 자연복귀 폐사 비고

계 600 208 392
천연기념물 71
멸종위기종 19

(중복 13)

포유류 147 25 122

조류 437 167 270

기타 16 16 -

[표 1-15] 야생동물구조센터 구조 및 치료 현황(2012년)



2 I 문화유산으로 본 태화강

❶ 오산대밭(십리대숲)

태화강대공원 태화강변의 초록색 대숲은 이제 울산 사람들에게 친숙한 휴식공간이 됐다.

울산을 떠나 다른 도시의 평범한 강을 볼 때마다 태화강변에 그림처럼 펼쳐진 대숲이 얼

마나 독특하고 비범(非凡)한 것인지를 새삼 알게 된다. 한때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자칫 감사할 줄 모르거나,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가 있었다.

태화강대공원의 서쪽에 솟은 오산(鰲山, 명정천과 태화강의 합수부에 솟은 바위산)을 중

심으로 위로는 삼호(三湖) 일원, 아래로는 황룡연(黃龍淵, 현재는 용금소라고 불림)에 이

르는 대숲을 일명 ‘태화강 십리대밭’이라 말하고 있다.

여기서 미묘하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는 ‘대밭’과 ‘대숲’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여러 국어사전을 들추어 보면, ‘밭’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물을 대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물을 대어서 채소나 곡류를 심어 농사를 짓는 땅’이라고 하여 일정한 땅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경작이 가해졌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밭’의 또 다른 의미로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식물이나 자연물, 수산물 따위가

많이 나는 곳으로 흙밭, 미역밭, 파래밭 등이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은 결국 인간의 손이 닿았다는 의미가 부각되어 있는 셈이다. 그렇

다면 ‘태화강 십리대밭’은 ‘숲’인가? ‘밭’인가? 여기에서 대[竹]의 무리[衆]가 인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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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십리대숲 사진(1960년대)

가꾸어진 것인지, 아니면 자생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태화강 십리대밭’은 울산이 내세우는 자랑거리이자, 생태·환경의 보물창고이다. 이러

한 현주소임에도 불구하고, 대숲이 조성된 근원에 대한 연구와 고찰은 다소 부족한 실

정이다. 

그리고 간간이 구전(口傳)되고 있는 것이나, 일본에서 유학한 학생들을 통하여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제강점기의 어느 때에 한 일본인(日本人)이 심었다는 내용이 대부분

을 차지한다. 

울산문화원이 펴낸 『울산지명사(1986)』에는 이 십리대밭에 대하여, ‘오산대밭[鰲山竹林]

은 내오산(內鰲山) 아래에 있는 대밭이다. 일정 때 큰물이 져서 이 일대가 다 백사장으로

되어 있었을 때 일본인 오까다[岡田]가 이를 헐값으로 사들여 대[竹]를 심었다. 이 대밭은

두루미들이 밤으로 자는 서식지이다.’라고 하였다.13)

이 기록을 가감(加減) 없이 따른다면, ‘대밭’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위의 내용은 태화강변

백사장을 홍수로부터 유실(流失)되는 것을 막아 대밭은 물론 그 북쪽 들[野]까지 경작지

로 이용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즉 ‘대숲’이 아닌 ‘대밭’으로 이해할 수 있

도록 해준다. 하지만 위의 기록 중 재미있기도 하거니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오산

대밭’이라고 해 놓고, 정작 한자 표기로는 ‘鰲山竹林(오산죽림)’이라고 한 것이다. 오산대

밭은 오산죽전(鰲山竹田)이라 해야 바른 표기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굳이 鰲山竹林(오

산죽림)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죽전(竹田)’이 아닌 ‘죽림(竹林)’이라 한 것은 밭으로 이용되기 전에 이미 강변

에 대[竹]가 숲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한 ‘죽전(竹田)’이라는 표현은 흔하지 않아 한자 표기상 어색한 감이 다소 있을

[그림 1-15] 일본 四國地方 吉野川의 수방림(사진 : 이삼희 소장)

13)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 한국건설기
술연구원의 이삼희(李參熙)박사는
1999년 9월 7일에 울산과학대학교
와 (사)태화강보전회가 공동주최한
‘태화강 생태공원 어떻게 조성할 것
인가?’라는 심포지움에서 일본 四
國地方 吉野川의 수방림과 같은 방
식으로 일본인이 울산 태화강에 대
밭을 조성하였다고 하였다.



수 있지만, 전국 곳곳에 죽전(竹田)이라는 지명이 산재하여 있는 것이라든지, 가까이 울

주군 청량면 문죽리에도 죽전(竹田)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리 특별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여하튼 일제강점기(1930년 전후)에 일본인이 땅을 사들여 강변에 대[竹]를 심었든, 그렇

지 않든 간에 일제강점기 이전 태화강변에는 대숲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만약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을까?

태화강변의 십리대숲에 대한 생성 및 조성과정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명확한 주장과 의견

이 없는 상태이므로,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만한 역사적 사료(史料)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역사적 사료는 고문헌(古文獻)이 주(主)를 이루며, 간혹 옛 지도와 옛 그림

등의 시각적 자료도 포함한다.

현존하고 있는 울산관련 고지도는 10매 이상이 있으나, 주로 산수(山水)의 지형과 중요시

설(관공서 및 군사시설 등) 위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태화강 유역 나무들의 식생(植

生)에 대하여는 살펴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옛 그림을 고찰하는 편이 좋을 듯하

다. 하지만 현존하는 울산관련 옛 그림도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문헌 사료를

고찰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고문헌으로는 읍지류(邑誌類)가 있으며, 그 중 산천(山川)이나 형승(形勝),

제영(題詠) 등에서 일천하나마 태화강 관련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

울산을 다룬 가장 이른 시기의 읍지(邑誌)로는 비록 사찬(私撰)이기는 하지만 『학성지(鶴

城誌, 1749년)』가 있는데, 이 중 태화강의 식생을 어느 정도 찾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형승(形勝)조, 내오산(內鰲山)

在太和津西數十里許 小丘臨江 景致幽妙 有晩悔亭 故府使朴就文所築 亭前有脩竹數畝 下

有釣磯 刻觀魚臺三字

태화진의 서쪽 수리(里)쯤에 있다. 작은 언덕이 강에 닿아 있고, 경치가 그윽하며 묘하다.

만회정(晩悔亭)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부사(府使) 박취문(朴就文)이 지은 것이다. 정자 앞

에는 가늘고 긴 대숲 몇 이랑[畝]이 있고, 정자 아래에는 낚시터가 있는데, '관어대(觀魚

臺)'라는 3글자를 새겨 놓았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경상도읍지(울산, 1832년)』과 『울산읍지(1902)』에도 있다.

『경상도읍지(울산, 1832년)』형승(形勝)조, 내오산(內鰲山)

내오산은 울산도호부 서쪽 5리 되는 태화강 상류에 있다. 위쪽으로 대나무가 우거진 작

은 섬이 있고, 아래로 낚시터가 있다. 정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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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읍지(1902)』, 승지(勝地)조, 만회정(晩悔亭)

만회정은 내오산에 위치하여 있는데, 고을사람인 부사 박취문이 지었다. 강을 끼고 있는

좋은 경치의 작은 구릉이 있는데, 주위에 일정 면적의 대밭이 있고, 그 아래에는 낚시하

는 바위가 있으며, 관어대(觀漁臺)라는 3자를 새겨 놓았다. 정자는 지금 전하지 않는다.

위의 기록을 볼 때, 태화강과 명정천의 합수부 일원에 대[竹]의 무리[衆]가 길게 늘어서 있

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대[竹]가 우거진 섬[島]이 있었던 것도 알 수 있다. 

한편 위의 기록들은 조선시대 중기(1600년대)의 상황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비록 『학성지(鶴城誌, 1749년)』의 편집 년대가 1700년대 초·중반이기는 하지만, 부

사 박취문(朴就文, 1617~1690)이 만회정(晩悔亭)을 건립한 년대가 1600년대 중·후반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1600년대에는 태화강 일원에 대숲[竹田]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태화루(太和樓) 주변에도 대숲이 늘어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명종 때의 명

신(名臣)이었던 노봉(老峯) 김극기(金克己, ?~?)의 태화루 시(詩) 서문(序文)을 보면, ‘(태

화사) 월전(月殿)과 성궁(星宮), 풍정(風亭), 수사(水榭) 등의 건물들은 단풍나무와 대나

무 위에 가볍게 의지한 채 수초가 있는 물가에 가렸다가 비쳤다가 한다.(후략)’

이 태화루 주변의 대숲에 대하여 조선 중기 문인(文人)인 이제신(李濟臣, 1536~1583)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높은 바위 위에 우뚝 솟은 태화루

단청 모서리는 푸른 물에 넘어질 듯 

크고 작은 나무들은 바위를 둘러싸고

간간히 대나무 숲은 처마 끝에 춤추네(후략)

이 외에 태화강을 따라 하류의 곳곳에도 대[竹]가 숲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삼산동(三山洞)이라는 지명(地名)으로만 전하고 있는 삼산(三山). 삼산은

일명 오산(鰲山)이라고도 불렸고, 앞서 언급한 내오산(內鰲山)과 서로 대비되는 관계이

며, 마단평과 태화강 사이에 뜬금없이 솟은 산이다.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었던 이

산은 태화강은 물론 이수(二水, 어련천과 여천천)를 내려다보던 산이다. 그 삼산에는 벽

파정(碧波亭)이라는 정자가 있어서 인근의 소금밭[鹽田]에서 피어오르던 연기와 바닷물

이 범람하여 일으킨 파도는 고려와 조선시대 문인들의 시상(詩想)을 불러일으키기도 하

였다.

이러한 삼산(三山)에 또 하나의 경치가 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대숲이다. 고려말

에 울산의 관리로 왔던 설곡(雪谷) 정포(鄭誧, 1309~1345)의 벽파정(碧波亭)이라는 시

(詩)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첩첩이 쌓인 바위는 가을 언덕에 기대었고,

대나무 가지는 해 저문 물가에 드리웠네(후략)

한편 이 삼산 북쪽 맞은편에는 갈매기가 날아드는 그림 같은 풍경의 서원이 있었으니, 바

로 구강서원(鷗江書院)이다. 『학성지(鶴城誌, 1749년)』에는 구강서원에 대하여, ‘부(府)의

동쪽 5리(里)에 있다. 도산(島山)의 한 기슭이 동쪽으로 달리다가 물가에 닿아서 깎아지른

듯이 끊어져서 반월(半月) 모양과 같고 삼산(三山)을 마주하고 있다. 석산(石山)이 흙을 이

고 있고 왕대가 쓸쓸하다.’ 라고 하여 구강서원이 사라진 뒤의 반구동 일원의 대숲에 대하

여 묘사하였다. 이 외에도 조선시대 선비들이 읊은 시(詩)나 기문(記文) 등에 태화강 하구

(河口)에 대숲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가늠케 해주는 부분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태화강의 하류의 동쪽 울산만 입구에 위치하였던 작은 섬이었던 죽도(竹島)

는 그 이름처럼 대[竹]가 무성한 섬이었고, 특히 화살을 만들 수 있는 대[竹]가 많이 났던

것으로 각종 울산읍지에 기록되어 있다. 

『학성지(鶴城誌, 1749년)』산천(山川)조, 죽도(竹島)

부(府)의 동남쪽 15리(里)에 있는데, 화살대[箭竹]가 있어서 부르는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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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1918년 태화강 하구 일원

『울산부읍지(蔚山府邑誌, 1832년)』산천(山川)조, 죽도(竹島)

부(府)의 남쪽 20리(里)에 있는데, 화살대[箭竹]가 나오는 곳이다.

이처럼 고문헌의 자료를 통하여 볼 때, 태화강변의 곳곳에 늘어선 대숲은 일제강점기의

훨씬 이전, 어쩌면 노봉(老峯) 김극기(金克己, ?~?)의 태화루 시(詩) 서문(序文)의 기록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신라시대부터 자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주기로 몰

아치는 태풍과 홍수의 영향으로 이 대숲은 다소 훼손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식생환경에 덧붙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부분적으로 보완·식재한

것이 구전(口傳)되는 중에 부풀어져 마치 일본인이 모두 식재한 것으로 잘못 이해되어 지

금까지 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를 씻어주는 글귀가 십리 대숲의 중

심지인 오산(鰲山)에 잘 남아 있다. 오산의 정상에는 묘(墓)가 있는데, 그 묘의 피장자인

서장성(徐章聲, 1880~1952)에 관한 기록이 오산의 남쪽 바위 면에 새겨져 있다. 

서장성의 자는 국윤이고 호는 화정이다. 말정(지금의 멍정)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오

산에서 만년을 보내고 생을 마쳤다. 한 뙈기의 무덤과 몇 칸짜리 크기의 정자 앞 맑은 강

이 십 리에 뻗쳤고, 푸른 대숲이 둘러막았다. 비록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이야기와 비석

의 기록으로 그런 사실이 전해온다.14)

[그림 1-17] 서장성 관련 각자(刻字)

14) 徐章聲(字國允號和亭), 生長末亭
老終鰲山 佳城一畝 精舍數間 淸
江十里 綠竹干竿 歲月雖遠 口碑
尙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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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1918년에 제작된 지형도, 오산(鰲山) 주변

[그림 1-19] 십리대숲과 오산(鰲山)

❷ 암각화

우리나라에서 암각화가 처음으로 학계에 알려진 것은 1970년부터이다. 암벽에 새겨진 암

각화는 인근 주민들에 의해 오래전부터 그 존재가 알려졌었으나 당시까지 선사시대 유적

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다. 1970년 12월 24일 울주지역 불교유적조사를 실시하고 있

던 동국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은 원효대사가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반고사지(盤皐寺址)

를 찾기 위해 반구대 마을을 방문하였다. 이때 마을주민 최경환씨의 안내로 천전리 각석

을 발견 국내 최초로 암각화가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이듬해 1971년 12월 25일 문명대, 김정배, 이융조 교수 등이 천전리 각석을 방문하였

다가 마을주민 최경환, 손진봉씨의 도움을 받아 사연댐 상류지역의 바위면을 조사하다가

반구대암각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후 전국에 걸쳐 암각화가 발견되었으며 현재 약 20

여 곳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그림 1-20] 반구대 대곡천 전경



1) 울산 반구대 암각화

태화강의 지류인 대곡천의 건너 각단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는 그림이 집

중적으로 새겨진 주요 암면의 크기는 너비 약 10m, 높이 약 3m이며, 좌우에서도 10여 개

의 암면에서 형상들이 발견되고 있다. 새겨진 형상들은 크게 바다동물과 육지동물, 도구

와 사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동물 그림들은 생태적 특징이 매우 상세하게 표현

되어있다. 바다동물로는 고래, 거북, 물개, 물새가 확인되며, 육지동물로는 사슴, 멧돼지,

호랑이, 여우, 늑대, 족제비 등이 새겨져 있다. 

국내·외 연구자들이 반구대 암각화에서 주목하는 것은 매우 사실적인 포경장면이 묘사되

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까지 선사시대 고래가 새겨진 유적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청

동기시대 암각화 유적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반구대 암각화가 국제학계에

소개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 제작연대에 대해 국내 학계에서 이견이 다소 있지만 대체로 신석기시대에

서 청동기시대 초기까지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울산과 동남해안 일대의 패총유적에

포함된 동물유체 분석결과와 울산만 고(古)환경 연구 등에 따르면, 반구대 암각화 제작의

중심연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7,000~3,500년 전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에 나타난 고래잡이배는 통나무 배로 추정된다. 표주박 같은 통나무 배로

는 대양의 회유고래를 잡기보다는 만으로 형성된 곳에 나타나는 고래를 잡는 데 주력했

을 것이다. 지금도 시베리안 알래스카 고래 사냥꾼에서 멕시코 바하 칼리포르니아리에브

레 라군에 이르기까지 원시 고래잡이를 하는 대부분 원주민은 만으로 형성된 곳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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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반구대 암각화

래를 잡고 있다. 현대적 장비가 갖춰진 포경선은 고래를 찾아 나서지만, 통나무배와 원시

적 장비를 갖춘 원주민들은 만에서 고래를 기다리며 잡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가 제작된

당시에도 울산만에 들어오는 고래를 기다려 잡았을 것이다. 고래잡이의 자연적 조건은

해수면 극상기 때가 가장 좋은 조건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들을 대비해 볼 때 반

구대암각화의 고래 그림도 이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2) 천전리 각석

천전리 각석(국보 제147호)은 선사시대 암각화와 신라시대에 해당하는 문양과 여러 시대

에 걸쳐 각종 문양이 새겨져 있다. 여러 종류의 동물문양과 동심원, 나선형, 마름모 등 추

상적인 문양들 위로 신라시대 행렬모습과 돛을 단 배, 말과 용 등의 세선화가 있으며, 신

라시대 명문 등이 덧새겨져 있다. 

천전리 암각화가 각석(刻石)으로 불리는 것은 발견 당시에는 암각화보다 신라시대 명문

에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청동기시대로 추정되는 추상적인 문양들이 암면의 전면

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형태를 볼 때 마름모꼴, 원형의 둥근 무늬, 물결무늬 등 형상들

이 서로 연관 반복된 것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일종의 장식무늬로 여겨진다. 암면 아랫부

분은 신라시대 세선화와 명문으로 인해 암각화가 대부분 훼손되어 있다.

신라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선화는 날카로운 금속도구를 이용하여 그어서

새긴 그림이다. 암면에서 식별이 가능한 그림은 말을 끌거나 타고 있는 인물상, 돛을 단

배, 말 등이 행렬을 이루고 있으며, 용 그림도 발견된다. 신라시대 명문은 을사(乙巳), 기

미(己未) 등을 통해 6세기 초의 기록으로 짐작된다. 명문은 크게 둘로 나눠져, 법흥왕(法

興王)의 동생 사부지갈문왕(徙夫知葛文王)이 을사년(525년) 6월 18일 새벽에 천전리로 놀

러와 새긴 것과 사부지갈문왕의 부인 지몰시혜(只沒尸兮)가 남편이 죽자 그리움에 사무

쳐 그의 흔적이 남은 천전리 계곡으로 어린 아들과 함께 찾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림 1-22] 천전리 각석



❸ 누정

태화강은 산을 깎아 바위 벽(壁)을 만들고, 흙을 쌓아 들[野]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들

은 서로 어우러져 멋진 경치를 이루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장 제대로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고, 그 자리에 두고두고 보기 위하여 누정(樓亭)

을 지었다. 울산을 대표하는 태화강변의 누정들 중 몇 곳을 추려 내어 살펴보았다.

1) 이휴정

이휴정은 남구 신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7년 10월에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1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이 누정은 울산 지역의 여타 누정들에 비하여 더 독특한 이력을 가지

고 있는 누정으로 유명하다. 

이휴정은 이휴정(二休亭) 이동영(李東英, 1635~1667)이 이미정(二美亭)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위치에 1662년 처음 지었고, 1664년 이휴정으로 이름을 고쳤으며, 1727년 이전에

소실되어 자리만 전하여 오다가 1727년 이휴정 자리에 용연사를 창건하여 학성이씨 문중

의 재실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1782년 용연사는 웅촌면 석

천리로 옮겨지어 석계사(현재 석계서원)라 하였고, 이휴정 자

리는 다시 비워져 유허지로만 전하였다. 그러던 차에 1940년

일제에 의하여 울산객사(蔚山客舍) 남중루(南鐘樓)가 헐릴 위

기에 놓이자 학성이씨 문중이 현재의 자리에 옮긴 후 방과 툇

마루가 달린 모습으로 개조한 것이 지금의 이휴정이다. 

따라서 건물의 규모는 관용 루(樓)에 가깝고, 용마루 가운데

에 올린 줏개기와는 관용 루의 성격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당협실형(中堂挾室型)의 간살잡이와 후면부 진입 및

전면 루형 툇마루 등은 개인 집의 루정으로 변화·정착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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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누정 위치도

[그림 1-24] 이휴정 전경

할 수 있다.

즉 이휴정은 공공의 건물을 개인 집의 건물로 변용한 것으로 여타 사례를 고찰하는 데 중

요한 자료가 될 만큼 건축적으로 의미가 크다. 이는 간살잡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통간의 마루공간이 중당협실형(中堂挾室型)으로 바뀐 것, 마루 상부 구조가 튼실하고 화

려한 점, 보이지 않는 방 천장 상부 가구의 화려함, 필요 이상으로 넓은 툇마루 공간 등이

그것이다.

의장적 특징을 보면, 세밀한 이익공의 초각수법이 뛰어나고, 기둥 사이에 화반을 두어 장

식미를 더하였다. 그리고 대공도 파련대공이며, 충량도 우미량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화

려한 수법을 구사하였다. 기둥은 바깥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에 모두 원기둥으로 하였고,

계자난간도 세밀하게 조각하였다.

이처럼 전체적 보존현황은 양호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2003년 9월 화재로 소실된 것을

2005년에 복원한 것으로 원래의 부재를 살펴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2) 작천정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의 작괘천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있다. 작괘천 일원은 고려 말에 유

배 온 포은 정몽주(鄭夢周)가 들린 곳이다. 조선 고종 31년(1894) 언양 현감으로 온 정긍

조(鄭肯朝)가 현재의 작천정 자리에서 시회(詩會)를 열고 누정(亭子) 짓기를 주청하고,

1899년 울산군수로 온 최시명(崔時鳴)이 1902년 지어 작천정(酌川亭)이라고 하였다. 

작천정은 언양~양산 간 국도를 따라가다 작괘천 방향으로 우회하여 1㎞ 정도 올라가면

다다른다. 

남향으로 놓인 작천정의 앞에는 작괘천(酌掛川)이 서-동으로 흐르고 암반(岩盤)이 넓게

펼쳐져 훌륭한 경관이 되어 준다. 1902년 초창당시는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방을 둔

[그림 1-25] 작천정(酌川亭)과 관리사 전경(일제강점기)



3) 집청정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에 위치한 집청정은 누정 이름처럼 맑고 푸름이 모두 모여 있는 장

소에 조영되어 있다. 이 누정은 운암(雲岩) 최신기(崔信基)가 1713년에 조성한 것으로 누

정 앞으로는 대곡천이 굽이쳐 흐르고 그 물은 물가의 바위를 깨끗하게 다듬어 놓았다.

집청정에 걸려 있는 편액 중 이덕표(李德標, 1664~?)의 시(詩)를 보면, 집청정의 조영 의

미를 알 수 있다.

특별한 곳의 바람과 안개가 이곳에서 가장 좋은데, 

골짜기는 그윽하고 깊어 온통 산으로 둘러 쌓였네. 

반구대 늙은 돌은 높은 난간을 마주하고,

용이 누운 깊은 못은 놀랠 만한 물굽이에 물을 뿜네.

흔들리는 장대 줄은 달빛에 드리워 당기고,

느긋한 신세는 구름과 짝하여 한가롭네.

여러 신선들의 맑은 복을 그대가 능히 누리니,

놀 밖에서 노니는 고상한 모습을 내가 따르고 싶네.

이 내용은 운암 최신기가 반구대와 그 주변 경치를 한눈에 조

망할 수 있는 곳에 한가롭게 수양하기 위하여 별서(別墅, 별

업 또는 별장)의 용도로 집청정을 조성하였음을 알려 준다. 그

리고 친구 및 교분이 두터운 사람들과 학문을 논하는 정사의

기능도 겸하였던 것으로도 사료된다. 이 누정에는 집청정이

라는 편액 외에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측에는 청류헌

(聽流軒), 좌측에는 대치루(對峙樓)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이

는 강에서는 물소리를 듣고, 우뚝 솟은 산을 마주하겠다는 뜻

으로 산천을 품에 안기 위한 조영자의 의지가 고스란히 묻어

있다. 역시 누정은 이름으로 그 뜻을 절반은 가늠할 수 있다.

한편 집청정은 정면 3칸, 측면 1.5칸의 건물로 구조적 · 미학

적으로 특이한 점은 적지만 특별한 장식 없이 구성한 점이 소박하고, 무엇보다 전면의 대

곡천을 주된 경관으로 하여 높이를 설정한 점이 차경(借景)의 조성수법을 엿보게 해준다.

비록 중건된 것이지만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보존상태도 좋아 지방문화재 정

도의 품격은 충분히 가지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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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당협실형의 전면 3칸 규모였었다.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면, 작

천정은 암반 위에 길게 루하주(樓下柱)를 내린 형식이다. 그리고 루하주의 뒤(북쪽)는 막돌

[가공하지 않은 강돌]을 거칠게 쌓은 형식이다. 즉 막돌막쌓기 축대를 배경으로 하여 루

하주가 4개가 그림처럼 서 있다. 

그리고 실(室)의 구성은 좌우에 방을 두고 그 사이에 마루를 둔 중당협실형(中堂挾室型)

이며, 그 앞에 뒷마루 반 칸을 덧붙였다. 울산 인근에서 이러한 형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경주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계정[溪亭15), 독락당(獨樂堂) 일곽 안에 딸려 있는 누정]으로

이것은 회재(晦齋) 이언적(李彦迪)이 조영한 것이다. 

계정의 특성 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은 ‘자연 암반 위에 그 암반의 형태를 거슬리지 않고

흙과 돌로 축대를 덧붙인 것 위에 누정을 걸쳐 자연과의 합일을 꾀하였다는 것’과 ‘누정을

찾는 이가 누정에 오르기 전까지 경치를 최대한 숨겼다가 방 옆의 마루에 올랐을 때 극적

으로 경치를 열어주는 것’이 있다. 이러한 수법이 이 사진에서 잘 묻어나고 있다.  

지금은 작천정 왼쪽의 경우 나무가 적고 작괘천으로 내려가는 길을 정비하여 시원하게 열

려있다. 이 때문에 굳이 작천정에 오르지 않더라도 작괘천의 상당 부분이 노출되어 정작

작천정에 올랐을 때는 경치의 변화가 거의 없고, 그만큼 감흥(感興)도 적다. 1900년대 초,

나무와 누정에 의하여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작괘천은 작천정 뒤에서 좁은 가운데 마루

를 통과하여 들어갈 때, 시원하고 경쾌한 물소리와 함께 드넓은 바위가 아래로 펼쳐지는

시·청각적인 느낌으로 확 다가왔을 것이다. 

이것을 표현한 대목이 오병선(吳昞善)의 작천정기(酌川亭記)에 있다. 

(전략)바람으로 머리 빗고 비로 목욕하면서 시냇가에 서까래 몇을 얽었으니 처마를 두른

것이 뒷산이고, 난간에 기댄 것이 앞의 돌이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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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정(溪亭)은 1515년 이전에 신축,
1532년 독락당 신축과 더불어 개축,
1650년경 중건하였다.

[그림 1-26] 작천정(酌川亭) 전경

[그림 1-27] 집청정(集淸亭) 전경



2) 유역특성 분석

태화강 수치표고모형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이용하여 유역특성을 분석한 것

으로 태화강 평균표고는 192.64m, 평균경사 0.2687㎢, 경사향별 면적은 643.9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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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물 환경으로 본 태화강

❶ 유역의 개황

1) 수계의 구성

태화강은 울산시를 서에서 동으로 가로지르며 흐르는 장방형의 수계로서 서쪽과 북쪽의

산간지형에서 발달한 소하천들이 도심을 흐르면서 합류되어 형성된 것으로 국가하천 1개

소(11.27㎞)와 주요 유입지류로 덕현천, 언양천, 삼동천, 대곡천, 척과천, 동천 등 20여

개의 제1지류와 지방2급 이상 하천 59개소(297.43㎞)로 총 60개 하천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 연장 308.7㎞에 달한다.(국토교통부, 한국하천일람 2011년 기준)

태화강 유역의 행정구역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등 1광역시 1도 1시 1읍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화강 유역을 아래에 모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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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 태화강 개념도

구분 >1,200 >1,000 >800 >600 >400 >200 >100 >0
평균표고
(EL.m)

면적(㎢) 0.01 1.20 6.95 24.17 74.26 213.21 434.71 643.96
192.64

비율(%) - 0.19 1.08 3.75 11.53 33.11 67.51 100.00

[표 1-16] 표고별 누가면적

자료 : 태화강수계유역종합치수계획,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8

구분 >50 >40 >30 >20 >10 >0 평균경사(°)

면적(㎢) 0.08 3.42 71.45 220.01 397.71 643.96
0.26 87

비율(%) 0.01 0.53 11.10 34.16 61.76 100.00

[표 1-17] 유역경사

자료 : 태화강수계유역종합치수계획,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8

구분 Flat N-W West S-W South S-E East N-E North 합계

면적(㎢) 6.05 88.59 93.44 91.38 102.40 102.62 89.81 33.68 35.98 643.96

비율(%) 0.94 13.76 14.51 41.19 15.90 15.94 13.95 5.23 5.59 100.00

[표 1-18] 경사향면적

자료 : 태화강수계유역종합치수계획,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8

① 표고분포도 
② 경사 분포도
③ 경사향 분포도
④ 음영 기복도

2

[그림 1-29] 유역특성 분석

1 3 4



3) 하천유량

유황자료를 근거로 태화강 하구의 갈수량(355일) 0.47㎥/s, 저수량(275일) 1.63㎥/s, 평

수량(185일 4.92㎥/s, 풍수량(95일) 12.30㎥/s로 각각 산출되었다.

태화강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구간을 구분하여 기본홍수량과 계획홍수량을 아래에 나타

내었으며, 태화강 하구 구간의 계획홍수량은 2007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4,630㎥/s

로 산정되었으며, 지방하천구간인 삼호교 지점에서는 100년 빈도에 계획 홍수량 3,044

㎥/s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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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수문관측소 현황

1) 우량관측소

울산 관내에는 아래와 같이 총 10개의 우량 관측소가 있다. 울산관측소는 일제강점기인

1931년부터 관측을 개시하여 정상적인 관측이 불가능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관

측을 계속하고 있다. 그 외 호계, 순금, 척과, 궁근정 금곡 우량관측소는 1962년부터, 두

동 관측소는 1998년부터 관측을 계속해오고 있다. 울산관측소는 기상청에서 담당하고 있

으며, 호계 등을 비롯한 6개 관측소는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사연댐, 대암댐, 대곡(하)

는 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수위관측소

울산 관내 주요하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수위관측소는 태화강 본류의 조동, 삼호 및 태

화 등 3개의 수위관측소와 태화강의 제1지류인 동천에 설치된 병영, 척과 수위관측소가

있다. 척과를 제외한 5개의 수위관측소 모두 자기수위계에 의한 수위측정을 하고 있으며

1999년에 T/M설비를 증설하였으며 척과는 보통수위계를 이용하고 있다. 관측은 1962년

부터 시작되었으며, 1999년 삼호수위관측소는 기존의 구영교로부터 구삼호교로 위치를

이동하였다. 그리고 병영 및 울산수위관측소는 동일 교량 내에서 좌안 측으로 위치를 일

부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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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소명
위치

관측 개시일 관할기관 관측종별
경도 위도

호계 129°21′29″ 35°37′21″ 1962. 4. 1 낙동강 홍수통제소 T/M

순금 129°19′44″ 35°42′49″ 1962. 9. 1 낙동강 홍수통제소 T/M

척과 129°16′43″ 35°36′44″ 1962. 9. 1 낙동강 홍수통제소 T/M

궁근정 129°04′08″ 35°36′45″ 1962. 4. 1 낙동강 홍수통제소 T/M

금곡 129°09′39″ 35°31′14″ 1962. 9. 1 낙동강 홍수통제소 T/M

두동 129°12′33″ 35°42′05″ 1998. 6. 1 낙동강 홍수통제소 T/M

울산 129°19′ 35°33′ 1931. 7. 1 기상청 자기(AWS)

사연댐 129°11′35″ 35°34′22″ 1965.12.31 수자원공사 T/M

대암댐 129°11′08″ 35°32′30″ 1969.12.31 수자원공사 T/M

대곡(하) 129°10′00″ 35°36′40″ 2000.01.01 수자원공사 T/M

[표 1-19] 우량관측소 현황

자료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시스템(WAMIS)

관측소명 하천명
위치

관측 개시일 관할기관 구분
경도 위도

울산 태화강 129°18′41″ 35°32′59″ 1962. 2. 1 낙동강 홍수통제소 T/M

삼호 태화강 129°16′49″ 35°33′10″ 1962. 7. 1 낙동강 홍수통제소 T/M

조동 태화강 129°12′25″ 35°34′09″ 1962. 7. 1 낙동강 홍수통제소 T/M

병영 동천 129°21′15″ 35°34′25″ 1962. 7. 1 낙동강 홍수통제소 T/M

척과 동천 129°15′00″ 35°34′00″ 2007. 1. 국토해양부 보통

대곡댐 대곡천 129°10′24″ 35°37′13″ 2005. 8. 1 수자원공사 T/M

대암댐 둔기천 129°21′15″ 35°34′25″ 2007. 1. 수자원공사 T/M

사연댐 - 129°11′51″ 35°34′35″ 2007. 1. 수자원공사 T/M

[표 1-20] 수위관측소 현황

자료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시스템(WAMIS)

산정지점
기본 홍수량(㎥/s) 계획 홍수량(㎥/s)

기수립 금회(2007년) 기수립 금회(2007년)

태화강 하구 4,150 5,150 3,970 4,630

동천 합류후 - 4,970 - 4,450

동천 합류전 3,220 3,680 3,000 3,200

삼호교 지점 - 3,550 - 3,100

[표 1-22] 태화강 국가하천구간 홍수량

자료 : 건설교통부, 태화강 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2007. 10

산정지점
유역면적

(㎢)
갈수량

(355일)
저수량

(275일)
평수량

(185일)
풍수량
(95일)

채택 비고

삼호수위표 421.62 0.31 1.07 3.22 8.05 유황분석 실시

태화강 하구 643.96
0.47 1.63 4.92 12.3 ◎ 비유량

0.75 1.93 3.46 7.74 WAMIS

[표 1-21] 태화강의 유황 (단위 : ㎥/s)



❸ 유지용수 현황

최근에는 하천의 유지용수 결정에 갈수기 수질뿐만 아니라 생태계나 하천경관 등을 고려

하고 있다. 특히 어류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정유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단순히 유지용수 공급만으로는 도시하천의 생태계가 복원되거나 유지될 수

없으며, 하수관로로부터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하여 좋은 수질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일

부 하천은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유지용수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천

별 기본적인 특성과 유지용수 공급 현황과 방법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1) 태화강 하상여과수 현황

가) 태화강

갈수기 시 유지용수 부족으로 물의 흐름이 정체됨에 따라 태화강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하상 여과수를 개발하여 유지용수로 활용하

기로 하였다. 하상 여과수 개발은 척과천 합류부 4개 지점과 태화강대공원 실개천 1개 지

점에 일일 5만 톤의 복류수를 개발하여 흐르게 하므로 수질개선과 녹·적조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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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역 내 댐환경

태화강 중류부에는 사연댐과 대암댐이 축조되어 있고 사연댐 상류부에는 울산권 광역상

수도 취수원개발사업 계획으로 인한 총저수량 28.5백만 톤 규모의 대곡댐이 건설되어 있

다.

이처럼 태화강 수계에 설치된 댐은 울산시 및 울산공업단지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

급하고 있으며 댐의 유역면적 및 만수위 저수량은 아래와 같다. 이처럼 수계에 댐의 개발

은 태화강 본류의 유량 부족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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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지점
유역면적

(㎢)
유로연장

(㎞)

홍수량(㎥/s)
계획빈도

기본 계획

삼호교지점 421.77 34.75 3,631 3,044 100년

척과천 합류후 420.8 33.75 3,626 3,039 100년

척과천 합류전 380.19 33.75 3,325 2,760 100년

대곡천 합류후 338.76 25.3 3,035 2,462 100년

대곡천 합류전 208.86 25.3 1,936 1,891 100년

둔기천 합류후 198.54 21.27 1,840 1,800 100년

둔기천 합류전 127.43 21.27 1,109 1,109 100년

삼동천 합류후 121.69 17.31 1,055 1,055 100년

삼동천 합류전 83.74 17.31 701 701 100년

[표 1-23] 태화강 지방하천 구간 홍수량 산정지점구간 유역면적

자료 : 울산광역시, 태화강(지방하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2009. 5 

자료: 울산광역시, 환경백서, 2012

수원지명 규모(m) 유역면적(㎢) 총 저수량(천㎥) 유효저수량(천㎥) 비고

계 386.0 84,530 70,510

회야댐 L=424, H=31.5 127.0 21,530 17,700 생활용수

사연댐 L=300, H=46 124.5 25,000 20,000 생활용수

대암댐 L=318, H=27 77.0 9,500 5,000 생활용수, 공업용수

대곡댐 L=190, H=52 57.5 28,500 27,800 생활용수

[표 1-24] 댐의 유역면적 및 만수위 저수량

하천명 저수로폭(m) 유지용수량(㎥/일) 유지용수 개발방법

태화강 (태화지구) 100 내외 50,000 (10,000) 태화강 복류수

[표 1-25] 태화강 유지용수 현황

[그림 1-30] 태화강 하상여과수 개발위치



❹ 태화강 유입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태화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유입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

다. 수질개선사업소와 분류식 하수관로로 전량 차집처리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원 차집을

위해 우수토실을 이용하여 수질개선사업소로 이송하고 있다. 기설치 되었거나 계획 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의해 태화강 수질개선 대책은 거의 완성된 상태이다. 

1) 수질개선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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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거천

무거천의 생태하천조성사업에서 유지용수의 부족에 대한 방안으로 중구 다운동 취수장

에서 일일 1만 톤의 물을 취수하여 옥동저수지로 유입시켜 무거천으로 흐르게 하고 있다.

2)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가뭄현상과 태화강 상류지역의 도시화로 인한 습지 및 나대지 등

의 감소로 평소 토양층의 수분함유량이 떨어지는 등의 영향으로 수시로 태화강 유지용수

가 고갈되고 있어 태화강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유지수 확보를 위해 언양 및 굴화수질개

선사업소에서 고도처리된 방류수 7만여 톤을 태화강 유지용수로 재이용하고 있다.

언양수질개선사업소에서 고도처리된 방류수는 일일 2만 5천~3만 톤 정도로 현재 태화강

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굴화수질개선사업소에서도 방류수 일일 4만 톤이 태화강으로 유

입되고 있다. 또한, 굴화수질개선사업소 방류수는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방류수의 방

류위치를 향후 상류인 구점촌교 하부 지역으로 이송하여 유지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을

2015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70 Taehwagang white paper

제
1부

 태
화

강
의

 과
거

와
 현

재

제2절 
태화강의 
환경 현황

하천명 저수로폭(m) 유지용수량(㎥/일) 유지수심(m) 유지용수 개발방법

무거천 2~4 10,000 0.30 태화강 복류수

[표 1-26] 무거천 유지용수 현황

[그림 1-31] 무거천 유지용수 공급방법 

구분 위치
처리용량
(㎥/일)

처리방법 처리구역

언양수질
개선사업소

울주군 언양읍 구수길
43-66

60,000 고도처리 (DNR)
울주군 언양읍, 두동·두서
·상북·삼남·삼동면·범서읍 일부

굴화수질
개선사업소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울밀로 2793-24

47,000 MSBR 공법
중구 다운동 일부, 
남구 무거동 삼호동, 울주군 범서읍

용연수질
개선사업소

남구 용연로 360 250,000
고도처리

(Denipho)
중·남구전역, 
울주군 청량 일원

방어진수질
개선사업소

동구 동해안로 500 100,000
B3 공법 

(Bio-Best Bacillus)
동구 및 북구 지역 

농소수질
복원사업소

(건설중)
북구 상안동 73 100,000 MSBR 공법

중구전역(다운동 제외) 
북구 농소, 1,2,3동 일원

[표 1-27] 태화강 관련 수질개선사업소



4 I 생태환경으로 본 태화강

최근까지 추진되고 있는 각종 생태 모니터링 사업 중 태화강 일대가 포함된 조사는 환경

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겨울 철새 동시 센서스, 전국 자연환경 조사, 수생태

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등이 있다. 울산시에서도 태화강을 중심으로 조류, 포유류, 어류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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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토실

우수토실은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차단을 위해 우수관로 하단에 설치되어 있

으며,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소량의 하수가 우수토실로 유입되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한다. 또한, 비가 올 때에는 유량이 많아져 바닥에 설치된 연결관이 다 배수를 하지

못하면 하천으로 나머지를 배수시키며, 태화강 주변에 설치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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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명칭 위치
우수관(유출)

관종 규격(mm) 토실 위치

1 내황배수장 중구 반구동 401-26 Box 4.3*3.0*2 유출구

2 학성배수장 중구 학성동 471 Box 4.3*3.0*2 맨홀 내 수중펌프

3 비둘기집 앞 중구 성남동 3320-3 Box 1,000 수중펌프

4 우정고지터널 중구 태화동 72-1 Box 4.0*3.0 박스 내 수중펌프

5 세탁소 앞 중구 태화동 33-11 측구 0.4*0.4 맨홀 내 

6 동강병원 앞 중구 태화동 123-3 Box 0.8*1.0 맨홀 내 

7 동강병원 앞 중구 태화동 123-3 Box 0.8*1.0 맨홀 내 

8 휴먼스포랙스 중구 태화동 116-2 Box 1.0*1.0 맨홀 내 

9 전원교 옆 중구 태화동 전원교 흄관 500 맨홀 내 

10 하해밀면 앞 중구 태화동 910-11 Box 1.5*1.5 맨홀 내 

11 옥천쌈밥 앞 중구 태화동 910-1 Box 2.0*1.2 맨홀 내 

12 강서병원 뒤 중구 다운동 480-8 Con’c Box 2.0*1.5 유출구

13 다운양수장 앞 중구 다운동 522-6 Con’c Box 1*1 유출구

14 점촌교 울주군 구영리 점촌교 하부 Con’c Box 1.5*1.5 맨홀 내 

15 문수고 뒤 남구 굴하 문수고등학교 Con’c Box 2*2 맨홀 내 

16 삼호대밭 남구 삼호동 삼호대밭 흄관 600 맨홀 내 

17 무거천 남구 삼호동 105-3 Con’c Box 150 박스 내 수중펌프

18 와와삼거리 남구 삼호동 1268-17 Con’c Box 2.5*2.0 맨홀 내 

19 크로바 남구 신정1동 1446-6 흄관 500 맨홀 내 

20 남산민물 앞 남구 신정1동 1446-11 흄관 700 맨홀 내 

21 신정3동 남구 신정3동 자전거방 앞 Box 1.5*1.5 맨홀 내 

[표 1-28] 태화강 본류 우수토실 설치현황 

구분 조사지점 조사시기 조사대상 비고

겨울 철새
동시 센서스

(환경부)

전국 170개 
주요 내륙 및 
해안습지 중심

1999년 이후 
매년 1월 중·하순

조류
울산만, 태화강
(명촌대교, 
삼호교) 포함

전국 자연환경 조사
(국립환경과학원)

전국 
총 824도엽

•1차 : 1986~1990년
(행정구역별)

•2차 : 1997~2005년
(권역별)

•3차 : 2006~2012년
(도엽별)

지형, 식생, 식물상,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 육상곤충, 
담수어,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울산 전지역
(9개 권역) 포함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4대강 본류 구간, 
각 수계별 지천 
640개 지점

2008년 이후

•수중생물
(부착조류, 어류,
저서성 대형 무척
추동물)

•하천환경
(서식 수변 환경)

망성교, 삼호교,
학성교, 동천, 
삼동천 포함

태화강 동절기 철새
도래 현황 조사

(울산시)

언양반천, 선바위, 
구영교, 삼호섬, 
생태공원, 태화강 하구

2008.12~2011.3 조류
조사방법 :
CCTV, 직접조사

동절기 야생동물 
모니터링
(울산시)

•언양반천, 무제치늪
•대암댐(2010년 이후,

카메라)
•사연댐(2010년 이후,

직접 조사)

2008.12~2011.3 포유류

조사방법 : 
무인센서카메라
설치, 직접조사

연어자원 조사
(울산시)

삼호교
(2010년 기준)

매년 9월~다음해 5월 어류(연어)

2003년부터 
목시조사, 회귀, 
부화, 산란정도
조사

[표 1-29] 태화강 생태 모니터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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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육상생물상

1) 식물상

태화강 일대에 다양하게 분포된 식물상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태화강 방사

보 철거 이후 생태, 수질환경 영향조사 및 평가(울산광역시, 2008)」에서는 태화강 하류구

간에 대해 총 61과 167속 202종 30변종 2품종을 포함한 총 234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기

록되었다.

또한, 「태화강 본류의 하천변 식생에 관한 연구(박경희, 울산대학교, 2003)」에서는 현지

조사 결과 총 95과 311속 454종 62변종 4품종 1아종을 포함한 총 521종이 분포하는 것으

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태화강 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울산광역시, 2011)」에서는 현지조사결과

총 75과 198속 274종 41변종 2품종을 포함한 총 317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귀화식물은 오리새, 소리쟁이, 털여뀌, 종명아주, 미국자리공, 갓, 붉은토끼풀, 토끼풀,

땅빈대, 애기땅빈대, 큰달맞이꽃 등 총 16과 44속 61종으로 귀화율이 19.2%로 나타났고,

특히 유해 귀화식물인 가시박(삼호교)과 돼지풀(사연교, 삼호교)이 분포하는 것으로 관

찰·기록되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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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 속 종 변종 품종 아종 계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속새식물 1 1 1 1 1 1 1 1 1 1 1 1

양치식물 1 3 3 1 8 3 6 3 1 2 1 8 3

나자식물 2 3 3 2 3 3 2 3 5 2 3 5

단자엽식물 11 15 13 44 83 60 52 125 78 9 18 14 61 143 92

쌍자엽식물 46 73 55 119 216 131 147 319 187 20 42 27 2 4 2 1 169 366 216

계 61 95 75 167 311 198 202 454 274 30 62 41 2 4 2 1 234 521 317

주) A : 태화강 방사보 철거이후 생태, 수질환경 영향조사 및 평가, 울산광역시, 2008 
B : 태화강 본류의 하천변 식생에 관한 연구, 박경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C : 태화강 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울산광역시, 2011

[표 1-30]  태화강 일대에 분포하는 식물상 현황(문헌조사)

고마리 족제비싸리 실새삼 박주가리

비수리 달맞이꽃 여뀌 환삼덩굴

자귀풀 왕바랭이 금방동사니 만수국아재비

황새냉이 토끼풀 큰물칭개나물 질경이

애기똥풀 소리쟁이 살갈퀴 산괴불주머니

물칭개나물 도꼬마리 개구리자리 갓

[그림 1-32] 태화강에 분포하는 식물상



3) 양서·파충류

태화강 일대에 분포하는 양서·파충류는 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두꺼비,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옴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황소개구리, 맹꽁이 등의

양서류 6과 12종과 아무르장지뱀, 도마뱀, 누룩뱀, 무자치, 능구렁이, 유혈목이, 대륙유

혈목이, 살무사, 쇠살무사, 까치살무사 등의 파충류 6과 16종의 총 12과 28종의 양서·파

충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관찰·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법적 보호종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

되었다. 조사권역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 천연기념물 제453호인 남생잇

과의 남생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인 맹꽁잇과의 맹꽁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Ⅰ급인 뱀과의 구렁이(Elaphe schrenckii) 등의 법적 보호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기록되

었다.

또한, 「태화강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울산광역시, 2011)」에서는 양서류 5과 9종과

파충류 3과 7종 등으로 총 8과 16종의 양서·파충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관찰·기록되었다.

양서류는 무당개구리가 전 조사권역에서 우점종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외 참개구리,

옴개구리, 황소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등의 순으로 우점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파충

류는 유혈목이가 우점종으로 조사되었고, 그 외 줄장지뱀, 누룩뱀 등의 순으로 우점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77태화강 백서 - 생태하천 복원사업

2) 포유류

최근 태화강은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어 안정기에 접어들어 포유류의 먹이사슬이 다양하

게 형성됨에 따라 도심하천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달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처럼 태화강 일대에 분포하는 포유류는 멧토끼, 다람쥐, 두더지, 청설모, 너구리, 족제

비, 멧돼지, 고슴도치, 고라니, 수달, 삵 등 9과 11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사연댐 일대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Ⅰ급인 족제빗과의 수달의

분포가 확인되었으며, 가지산 석남사 일원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인 고양잇과의

삵이 분포하는 것으로 관찰·기록되었다.

또한,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조사 및 생태 자연도 작성Ⅲ(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2009. 3)」에서 현지조사 결과 두더지, 고슴도치, 멧토끼, 다람쥐, 청설모, 등줄쥐, 집쥐,

너구리 등 총 10과 14종의 포유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사권역 내 북구에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인 고양이과의 삵의 분포가 확인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태화강 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울산광역시, 2011)」에서 현지조사 결과

태화강 일대에 포유류는 9과 14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기록되었고, 두더지, 수달, 고양이,

고라니, 집쥐 등이 전 조사권역에 걸쳐 우점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외 너구

리, 삵, 족제비, 등줄쥐의 순으로 우점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관찰·기록되었다.

76 Taehwagang white paper

제
1부

 태
화

강
의

 과
거

와
 현

재

제2절 
태화강의 
환경 현황

수달 분변(1) 수달 분변(2) 너구리 족적

고라니 족적 삵 족적 두더지 굴

다람쥐 족제비 족적 고라니 분변

[그림 1-33] 태화강에 분포하는 포유류

누룩뱀 옴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참개구리

유혈목이 줄장지뱀 한국산개구리 청개구리

[그림 1-34] 태화강에 분포하는 양서·파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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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류

태화강 일대에 분포하는 조류는 20과 77종의 조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즉 태화강 삼호섬 일원은 총 21과 45종이 출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태화강 삼호대숲

은 겨울철 떼까마귀의 잠자리로 이용되고 있으며 4계절 조사 시 총 45,763개체로 최우점

종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겨울철은 왜가리, 중대백로,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흰죽지,

쇠오리, 알락오리, 붉은부리갈매기, 재갈매기 등의 물새류(백로류, 오리류, 갈매기류 등)

가 우점하며 여름철 대숲은 백로류의 번식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태화강 하류 일원에서 22과 53종이 출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겨울철 수계 내에서는

왜가리, 중대백로,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넓적부리, 고방오리, 쇠오리, 흰죽지, 댕기

흰죽지, 재갈매기, 괭이갈매기, 붉은부리갈매기 등의 물새류(백로류, 오리류, 갈매기류

등)가 우점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태화강 삼호대숲의 조류(떼까마귀, 백로류 등)가 삼호대숲에 미치는 영향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2007)」에서는 총 23과 45종 32,657개체가 분

포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떼까마귀, 갈까마귀, 쇠백로 등이 우점종으로, 출현 법

적보호종은 고니(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 및 천연기념물 제201-1호), 황조롱이(천연

기념물 제323-8호) 등 2종이 출현하는 것으로 관찰·기록되었다.

또한, 「태화강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울산광역시, 2011)」에서는 27과 62종 7,107

개체로 기록되었다. 개체별 우점종은 붉은부리갈매기(22.9%), 흰죽지(11.1%), 북은머리

오목눈이(9.2%), 참새(6.2%), 물닭(5.6%), 흰뺨검둥오리(4.5%), 왜가리(4.2%) 등으로 나

타났으며, 생태유형별로는 텃새 23종, 여름 철새 13종, 겨울 철새 22종, 나그네새 4종 등

이 출현한 것으로 관찰 기록되었으며, 권역별 우점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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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석남휴게소~구수교 구수교~삼호교
삼호교~명촌교

삼호교 태화교 명촌교

종 35 35 44 37 35

개체수 534 1,160 860 3,019 1,534

우점종 붉은오리오목눈이 까마귀 왜가리 붉은부리갈매기 붉은부리갈매기

[표 1-31] 태화강 권역별 조류 우점종

자료 : 울산광역시, 태화강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2011

논병아리 붉은부리갈매기 재갈매기 괭이갈매기

쇠물닭 물닭 쇠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황로 해오라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흰죽지 댕기흰죽지 쇠오리

노랑할미새 알락할미새 검은등할미새 검은머리방울새

노랑턱멧새 때까치 멧새 박새

[그림 1-35] 태화강에 분포하는 조류(1)



❷ 육수생물상

1) 수변 및 수생식물

태화강에서 생육하고 있는 수변 및 수생식물로는 「태화강 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연

구(울산광역시, 2011)」에서 현지조사 결과 총 17과 24속 36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기록되

었다. 생활형 분포현황으로 볼 때, 정수식물(EM)이 21종(60.61%)으로 가장 우점하여 분

포하며, 부엽식물(FL)이 6종(17.14%), 침수식물(SM) 6종(17.14%), 부유식물(FF) 3종

(8.58%) 등의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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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곤충류

태화강 일대에 분포하는 육상곤충류는 총 16목 77과 240종이 출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분류군별 출현 현황은 딱정벌레목이 118종이 출현하여 우점하여 분포하였고, 그 외

노린재목이 47종, 나비목이 20종, 메뚜기목이 13종, 벌목이 9종, 파리목이 7종, 매미목

이 6종, 강도래목 및 집게벌레목이 각각 4종, 잠자리목 및 풀잠자리목이 각각 3종, 밑들

이목이 2종, 하루살이목, 사마귀목, 대벌레목 및 날도래목이 각각 1종 등의 순으로 분포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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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 까치 참매

방울새 힝둥새 직박구리

황조롱이 노랑발도요 깝작도요

꼬마물떼새 흰목물떼새 꿩

[그림 1-36] 태화강에 분포하는 조류(2)

검정말 개구리밥 줄

어리연꽃 부들 마름

물억새 물옥잠 달뿌리풀

[그림 1-37] 태화강에 분포하는 수변 및 수생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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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로는 전체적으로 민물 담치, 굴, 석회관갯지렁이류, 나귀벌레류

등의 순으로 우점하였으며, 하류부로 갈수록 해수의 영향으로 담수성 저서동물이 감소하

는 것으로 관찰·기록되었다.

또한, 「태화강 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울산광역시, 2011)」에서 현지조사 결과 총

4문 9강 23목 57과 92종 8,817개체로 조사구간 중 상류에서 가장 풍부한 저서동물상을

나타내었으며, 중류도 상류와 수환경의 차이가 크지 않아 저서동물상도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태화강의 중·상류는 하천 특성상 하루살이류, 날도래류, 강도래류 종이 우점하는 구

간이며, 하류는 정수, 기수역 및 하천 하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종 조성을 보이고

있으며 먹이원 및 하천 생물총량 등이 증가하는 하계~추계 시 가장 양호한 군집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82 Taehwagang white paper

제
1부

 태
화

강
의

 과
거

와
 현

재

제2절 
태화강의 
환경 현황

물달팽이 쇠측범잠자리 등줄실잠자리

소금쟁이 어리장수잠자리 네점하루살이

애뿔먹파리 큰줄날도래 플라나리아

[그림 1-38] 태화강에 분포하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1)

흰부채하루살이 부채하루살이 두갈래하루살이

등줄하루살이 재첩 진강도래

새뱅이 광택날도래 네모집날도래

둥근물삿갓벌레 물잠자리 실지렁이

[그림 1-39] 태화강에 분포하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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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류

최근 태화강 수질이 개선되고 어류들의 산란 및 서식처가 안정화됨에 따라 서식 어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7월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태화강 본류에

서 총 13과 41종 2,042개체가 채집된 것으로 관찰·기록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태화강 본류의 어류상은 총 28과 75종으로 나타났다. 연어와 은어 등과

같은 회귀성 어류의 경우 태화강 연어 방류로 최근 수년간 연어가 지속적으로 회귀하고,

은어 또한 태화강 중류역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소하성 어류인 황어도 연어의 회귀와

함께 태화강 하류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구간별 어류상 우점종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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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헌 A 문헌 B 문헌 C 문헌 D

석남휴게소 일대
종   수 6종 10종 - 8종

우점종 버들치 버들치 - 갈겨니, 꺽지, 동사리, 수수미꾸리

구수교 일대
종   수 6종 8종 - 12종

우점종 갈겨니 갈겨니 - 갈겨니, 피라미

대암교 일대
종   수 14종 10종 - 16종

우점종 점몰개 갈겨니 - 갈겨니, 큰입배스

사연교 일대
종   수 - 11종 - 11종

우점종 - 갈겨니, 긴몰개 - 피라미, 납자루

망성교 일대
종   수 - 12종 - 13종

우점종 - 갈겨니 - 피라미, 갈겨니, 긴몰개, 큰입배스

삼호교 일대
종   수 20종 20종 24종 22종

우점종 치리 긴몰개 누치 누치, 끄리, 숭어

태화교 일대
종   수 18종 16종 22종 13종

우점종 숭어 숭어 숭어 전어, 누치, 숭어

명촌교 일대
종   수 9종 13종 20종 9종

우점종 풀망둑 숭어 숭어 숭어, 전어

[표 1-32] 태화강 지점별 종수와 우점종 문헌자료 비교

문헌자료 A) 울산지역(가지산) 상류하천의 어류군집, 장민호·최기룡·주기재, Korean J. Limnol.34(3): 239-250, 2001
B) 울산광역시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 p.235-237,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2006
C) 태화강 방사보 철거 이후 생태·수질환경 영향 조사 및 평가, p.148-149, 울산광역시, 2008
D) 태화강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울산광역시, 2011. 7

끄리 납자루 파랑볼우럭

꺽지 피라미 민물검정망둑

갈겨니 청어 버들치

숭어 누치 동사리

큰입배스 미꾸라지 붕어

[그림 1-40] 태화강에 분포하는 주요 어종



❸ 야생 동·식물 지정 현황

환경부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221종에 대하여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Ⅰ,Ⅱ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울산시에서는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2000. 10. 26)를 제정

하여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울산광역시 야생동‧식물보호조례(2008.

1. 10)를 제정하여 2012년 기준 54종의 야생 동‧식물을 울산광역시 보호 야생 동‧식물로

지정하였다. 2013년에는 태화강으로 회귀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어류의 무분별한 포

획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어, 은어, 황어의 회귀어류 3종을 ‘울산시 보

호 야생생물’로 지정 고시하여 총 57종의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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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물성 플랑크톤

태화강 유역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2011년 7월 조사에 의하면 채집된 식물

플랑크톤은 총 6개 분류군 91종 5,935,638 cells/ℓ가 조사되었다. 분류군 구성은 전체적

으로 규조강이 50% 이상의 조성률을 보여 우점군집을 형성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일반적

인 하천 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계조사에서 조사 수역의 우점종은 Thalassionema nitzschioides(30.1%), Prorocen-

trum triestinum(23.87%) 등으로 나타났다. 추계 조사 시 우점종은 Melosira vari-

ans(15.01%), Cyclotella sp.(7.13%), Navicula sp.(6.74%), Cyclotella comta(6.64%) 등

으로, 동계조사에서 조사수역의 우점종은 Euglena sp.(6.94%), Synedra ulna(6.24%),

Ulothrix  sp.(5.98%), Fragilaria sp.(5.14%) 등으로, 춘계 조사에서 조사수역의 우점종

은 Fragilaria sp.(7.68%), Synedra ulna(9.59%), Amphora sp.(5.63%), Ulothrix

sp.(5.53%) 등으로 관찰·기록되고 있으며, 주요 우점종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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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lassionema nitzschioides Prorocentrum triestinum Peridinium sp. Melosira varians

Navicula sp. Cyclotella comta Euglena sp. Cocconeis sp.

Fragilaria sp. Diatoma vulgare Ulotrix sp. Synedra ulna

[그림 1-41] 태화강에 분포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주요 우점종 

분류군 지정종(57종)

동물

포유류 5종 고슴도치, 노루, 멧토기, 오소리, 족제비

조류 25종

꾀꼬리, 노랑때까치, 동박색, 되지빠귀, 두견이, 민물가마우지, 물총새, 
소쩍새, 솔부엉이, 쇠백로, 아비, 오색딱다구리, 원앙, 왜가리, 중대백로, 
중백로, 청딱다구리, 청호반새, 큰오색딱다구리, 파랑새, 해오라기, 황로, 
황조롱이, 흰눈썹황금새, 말똥가리

양성‧파충류 5종 고리도룡뇽, 대륙유혈목이, 무자치, 한국산개구리, 줄장지뱀

곤충류 3종 늦반딧불이, 애반딧불이, 운문산반딧불이

어류 3종 점몰개, 치리, 잔가시고기

회귀어류 3종 연어, 황어, 은어

무척추동물 1종 긴꼬리 투구새우

식물 12종
갯방풍, 고란초, 땅귀개, 께묵,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통발, 백작약, 
깽깽이풀, 노랑무늬붓꽃, 솔나리, 자주솜대

[표 1-33] 울산광역시 보호 야생동‧식물 지정현황(2013년)

자료 :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