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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국가산업단지였으며, 같은 해 2월 공업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이때부터 울산이

근대화로 들어가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최적의 임해형 중화학공업

단지’의 적지였다. 울산은 지리적으로 바다와 접하여 항만조건이 유리하였다. 특히 태화

강이 있어 공업용수 확보가 가능하였고, 연안지역 지형은 높은 산이 없어 상대적으로 넓

은 부지 확보가 가능하였다. 동해남부선 등으로 내륙물자 이동에도 유리한 조건이었다. 

1964년 국내 최초로 울산에 정유공장(대한석유공사 울산정유공장)이 준공되고 1967년 태

광산업 울산공장, 1968년 동양나일론 울산공장,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조선비료 울산공

장과 대규모 석유화학공업단지가 들어섰다. 잇따라 크고 작은 공장들이 조성되었다. 당

시에는 빈곤의 해결이 절체절명의 과제로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는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인식되었다.

태화강과 동해가 만나는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단이 들어서게 되고, 그 공단의 일자리를 찾아 외지

사람들이 대거 울산으로 유입되면서 울산은 급격히 팽

창해 도시화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중구지역인 원도심

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태

화강 남쪽인 현재의 신정동 일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택

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태화강은 팽창하는 도심의 중

앙을 가로지르는 형상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은 가장 근본적으로

는 울산의 공업화에 있으며, 다음으로 대거 유입된 산업

인력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화 과정은 국가적 시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당시 최대의 목표는 산업화를

충실히 수행하여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챙길 겨를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따라서 도심에서는 여과 없는 생활하수를 무분별하게 태화강으로 흘려

보냈고, 시간이 지날수록 태화강은 자체 정화능력을 잃고 생명의 강에서 죽음의 강으로

변해 갔다.

또한, 1차 산업인 농·어업기반에서 2차 산업인 공업기반으로 바뀐 산업구조는 태화강의

이용행태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농·어업기반사회에서의 태화강은 물을 단순히 빌리는 것

에 머물렀으나, 공업기반사회에서는 공업용수댐인 사연댐, 대암댐의 건설로 댐 하류지역

에 하천유지용수의 단절과 부족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1984년 4월 태화강을 중심으로 담수어의 분포 및 중금속 함량에 대한 조사에서

아연, 구리,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붕어, 잉어 등 어류들의 몸속에 축적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16) 그리고 강물은 점점 검은색으로 변해, 하수구를 방불케 하였고, 수초마

저 말라가는 죽음의 강으로 변하게 되었다. 울산의 산업화는 울산시민은 물론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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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죽음의 강 태화강

❶ 울산의 공업화와 도시화

우리나라의 여느 전통도시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강을 끼고, 그 강과 더불어 살아왔다.

울산 또한 태화강을 젖줄로 삼아 다양한 삶과 문화를 꾸려왔다. 그리고 태화강의 곳곳에

는 여울과 모래사장, 모래톱, 습지들이 형성되어 있어 1급수에만 산다는 연어와 황어 그

리고 은어와 같은 회귀성 어류와 버들치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노닐었다. 또한, 태화강의

가장자리에는 크고 작은 대숲이 형성되어 있었고, 특히 태화동 일원에 위치한 내오산(內

鰲山)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었던 오산죽림(鰲山竹林, 십리대숲)은 울산시민

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최고의 휴식처가 됨은 물론, 울산의 랜드마크(Land Mark) 역할

을 하였다.

1962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3,000원이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철

광석, 오징어, 활선어 등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아프리카의 케냐, 가나와 비

슷한 수준이었다. 정부는 외자도입 및 수출, 저임금·저곡가정책 등으로 ‘조국 근대화’와

‘경제개발’을 우선으로 만성적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내용에 ‘울산특정공업지구’도 포함되어 비료공장과 정유공장 및

기타 관련 산업을 건설하기 위해 경상남도 울산군의 울산읍, 방어진읍, 대현면, 하상면,

청량면의 두왕리, 범서면의 무거리, 다운리 및 농소면의 화봉리, 송정리를 울산공업지구

로 설정하였다. 

1962년 1월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결정 공포하였다. ‘울산특정공업지구’는 정부가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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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태화강과 십리대숲(1960년대)

[그림 2-2] 한국비료공장 부지 조성(1967년)

16) 생태공학포럼, 『생명의 강 살리기』,
청문각, 2011, p. 248의 내용 인용.



❷ 1990년대 태화강 수질악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사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인 울산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태화강을

중심으로 중구와 남구에 주거밀집지가 조성되었다. 한편에서는 농촌경제의 활성화 정책

으로 농공단지와 축산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이들이 쏟아내는 각종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및 축산폐수가 태화강의 수질을 악화시켰다. 이로 인한 태화강의 수질은 생물화학적 산

소 요구량(BOD : Biochemical Oxygen Demand)기준으로 1996년 11.3mg/ℓ로 최악의

수질상태를 보였다.

태화강의 수질악화는 1992년 한해만 하더라도 다섯 차례의 물고기 떼죽음을 가져왔다.

이 같은 물고기의 떼죽음은 먼저 갈수기에는 하천유지용수와 용존산소의 부족 때문이었

다. 우기에는 하상에 퇴적되어 있던 각종 오염물질이 강우의 영향으로 불어난 강물로 인

해 전도하면서 하천수질을 악화시켰고 또한 당시의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일부에서

는 강우를 틈타 공장과 축사에서 유독성 오·폐수를 태화강에 방류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

진 바도 있었다.

이러한 조짐은 울산에 공단이 들어선지 10여 년이 지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1975년 8월에는 태화강에서 기형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했고, 1980년대의 조사결과 태화

강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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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안겨다 주었지만, 오염으로 인한 생명을 잃은 태화강은 고스

란히 울산시민들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강을 기반으로 강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은 강이 죽어가자 점차 활기를 잃어 갔고, 악취

가 진동하는 태화강을 멀리하기에 이르러, 강과 사람은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대외적으로 울산은 공해도시로 낙인찍혔고, 외지인들의 울산 방문

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물론, 울산 시민들 스스로도 울산에 살고 있음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하였으며, 애향심의 감소는 당연한 일이었다. 다시 말해서, 태화강의 오염은 단순한

강의 오염을 넘어 울산시민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인 계기가 되었다. 

이에 1980년대 말 지역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더 이상의 태화강 오염을 막고, 다시 예전

의 건강하고 맑은 강으로 돌아가자는 작은 움직임들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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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도시의 팽창으로 도심의 가운데에 놓인 태화강(1970년)

울산연안 물고기 기형화

매일경제 1975. 08. 22

울산공업단지 안의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바다를 오염시켜 부근 바다의 어종을 기

형어로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태화강 하류 울산항 부근에서 길이 20

㎝ 가량의 기형어가 어민들에게 잡힘으로써 밝혀졌다.

울산시 보건소는 뼈가 휘어지고 근육이 옆으로 몰려 붙은 이 기형어를 감정한 결과 농약

또는 공장폐수 속에 함유된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의 오염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태화

강하류와 울산항 연안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1%가 기형어로 이와 같은 현상은 약 1개월 전

부터 나타나고 있다. 

공해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을 경우 사람의 뼈 속에 수은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축적돼 골

경화증과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키고 기형아를 출산하게 되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여름 나타난 기형어 낙동강 하류서도 잡혀

경향신문 1975. 12. 02

… 이러한 기형어는 지난여름 울산 태화강에서 발견되어 물의를 일으켰었다.



그리고 당시 태화강의 물고기 떼죽음 소식은 각종 매체를 통해 전국으로 보도되었고, 울

산이 공해도시로 낙인찍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초에 태화강 오염상황은 전국의 하천환경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의 주제가

되기도 하였다. 먼저 생태와 관련하여 태화강의 오염도 측정이 주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논문17)의 1993년 태화강물의 오염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태화강 하류인 태화교에

서 명촌교에 이르는 구간은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완만한 유속을 갖기 때문에 하구로부

터의 해수 유입과 더불어 생활하수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염소이온 농도는 매우 높

은 값을 나타내었다. 특히 갈수기에는 하천수의 수위가 낮아져 해수의 유입이 심각해지

므로 대단히 심한 오염상태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당시 환경처 측정 태화

강 하천수의 COD 평균치(환경처, 1992)가 1993년 측정한 데이터와 비교할 때 그 오염도

가 2배 이상인 것을 언급하면서, 1988년 이후부터 1993년까지 태화강의 오염이 더욱 가

속화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요인은 급격한 인구증가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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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에는 그야말로 악취가 풍기는 강으로 전락해 버렸고, 여름철에는 강변에 접

근하기조차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의 태화강 오염실태는 당시 신문기사

들이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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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푸르게…병들어가는 연안…오염현장을 간다
울산만

경향신문 1979. 07. 17

… 태화강 하구 염포만 어민 이규석씨(38)에 따르면, 어민들의 이직이 높은 현상은 지난

79년 태화강하류에서 등이 굽은 기형어가 무더기로 나타나면서부터 비롯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울산만 내 12개 어장 중 방어, 주전, 일산 등 3개 어장만이 남고 나머지 9개 어장은

모두 폐장된 상태다….

개발위주 하천관리 환경관점으로 바뀐다

한겨레 1993. 05. 18

… 실제로 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청주 무심천, 대구 신천, 울산 태화강 등 3개 하천 주

변 주민 각 3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하천은 하수나 오수가 흐르는 곳’이란

인식이 평균 54.8%에 이를 만큼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물고기 또 떼죽음

한겨레 1992. 8. 15

올 들어 5차례나 붕어, 숭어 등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

한 울산시 태화강 하류에서 또 다시 떼죽음 당한 물고

기들을 한 어린이가 살펴보고 있다.

오염하천의 물고기서 많은 양의 중금속 검출

매일경제 1984. 04. 26

오염된 강에 사는 물고기의 몸속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26일 국립환경연구소가

지난해 울산 태화강을 중심으로 담수어 분포 및 중금속 함량에 대해 연구 조사한 보고서

에 따르면 아연, 구리,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붕어, 잉어의 몸속에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2-5] 태화교 아래 생활하수 유입(1990년대 초)[그림 2-4] 태화강변의 기름유출로 죽어가는 비둘기(1985년)

[그림 2-6] 떼죽음 당한 물고기를
보고 있는 아이

17) 류석환, 「태화강의 수질 오염 특성
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과학학회지
2권 4호, 1993



이러한 태화강의 수질오염은 2000년 6월에도 물고기 떼죽음 사건을 가져왔고, TV 방송

을 통해 전국에 보도되었다. 이는 본격적으로 태화강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태화강살리기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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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있는 곳에 「폐수의 강」있다

경향신문 1991. 04. 01

… 울산시 70만 인구의 생활하수를 받아내 울산항으로 운반하는 태화강은 당국이 오염저

감대책만 세워놓고 실행을 늦추는 바람에 오염도가 계속 높아가고 있다. 지난해 울산대

유광식 교수팀이 조사한 하류유역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3㎎/ℓ으로 87년 5.7㎎/ℓ,

88년 11.4㎎/ℓ에 비해 오염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환경 자정력 잃었다

경향신문 1992. 02. 10

지난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출발한 울산공단은 30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역

할을 충실히 해온 반면 ‘공해백화점’이란 오명을 덧붙였다...(중략)...그리고 지난 1987년

부터 울산지역 겨울철 조류서식 분포조사를 하고 있는 울산여고 김상만교사(51, 생물)도

태화강 유역에는 지난 9년까지만 해도 왜가리 등 섭금류가 1백 80여 마리씩 떼 지어 날아

왔으나, 올해는 거의 볼 수 없었으며, 3백~4백여 마리씩 찾아오던 흰뺨검둥오리도 자취

를 감춰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하천 오염 한눈에 읽는다

한겨레 1994. 09. 10

… 분석 결과 태화강의 경우 울산만에서 26.5㎞ 떨어진 상류 작천교 지점부터 하류에 이

르기 까지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수치가 계속 증가해 자정능력을 이미 잃어 버렸으며 ….

울산太和江(태화강) 기름오염

동아일보 1994. 05. 09

8일 0시경 경남 울산시 중구 복산동 동부화학 사원용 아파트의 연료탱크에서 유출된 벙커

C유 20여드럼 가운데 일부가 하수구를 통해 울산시의 젖줄인 태화강까지 흘러들어 강물

을 오염시켰다. 울산 중구청과 소방서는 이 연료탱크에서 하수구를 따라 층층으로 오일

펜스를 설치한 후 기름 제거작업을 벌였다.

물고기 수난

한겨레 1995. 10. 31

녹조가 3개월째 기승을 부리면서 부영양화가 가속화된 울산의 태화강에서 잉어, 붕어 등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자 30일 실태조사에 나선 울산시는 비가 오는 것 외에

해결책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 2-7] 물고기 떼죽음(1995년), 태화강 중류 부영양화(1996년)

(2000년 6월 23일 TV 보도 내용)

“울산 태화강에서 만여 마리의 숭

어 떼가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

에 떼죽음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어른 팔뚝 만한 숭어

가 허연 배를 드러낸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은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림 2-8] 황룡연 일원 물고기 떼죽음(2000년)



2 I 에코폴리스 울산선언과 태화강 복원 추진

❶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울산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

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기여도만큼이나 상대적으로 울산은 환경오염 도시라는 부정적 이

미지를 갖게 되었다. 

이후 2002년 민선 3기를 맞으면서 울산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친환경 도시 울산을 만들려

는 일념으로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울산시는 시민, 민간단체, 기

업, 행정 등이 협력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 결과 전국 어느 도시

못지않게 환경지수가 크게 개선되었다.

아황산가스의 환경기준은 광역시 승격 당시 0.020㎎/ℓ에 육박하던 농도가 2004년에는

대도시 최상수준인 0.010㎎/ℓ 수준으로 개선되었고, 태화강 하류 수질은 BOD 10.0㎎/ℓ

에서 3.2㎎/ℓ로 맑아져 회귀연어가 돌아오는 쾌거를 이루었다. 하지만 시민의 기대에 부

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에코폴리스 울산선언’은 공해 또는 오염의 저감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생태도시를 건설

하는 방향으로 환경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까

지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환경과 산업, 주민이 모두 상생하기 위해

태화강을 비롯한 환경보전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울산을 산업과 자연,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산업도시로 전환하는 분수령이며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내

는 물론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으로 발돋움할 계획의 시발점이었다.

울산시는 2004년 6월 9일에 태화강둔치에서 박맹우 시장이 곽결호 환경부장관과 지역

국회의원 등 기관단체장, 시·구·군의원, 환경단체 및 수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도시 울산을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가꾸고 지켜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라며 “에코폴리스 울산선언”을 통해 2004년을 “생태도시 울

산 원년”으로 선포하였다. 

에코폴리스 울산선언을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에 표석을 세

웠으며, 이 표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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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을 전후하여 상당기간 동안 태화강에는 오염수가 적지 않게

유입되는 사례가 잦았고, 부영양화 또한 강물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태화강은 연일 오염으로 인한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아 그야말로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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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태화강 상류 물고기 떼죽음과 선바위 일원 부영양화(2005년)



❷ 태화강 복원을 위한 지역염원

공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1980년대 말을 지나 1990년대 초반에 이르면서 오염물로 인

해 태화강에는 악취가 만연하였고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그동안 환경

문제에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던 울산시도 1997년 울산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울산의

환경과 태화강의 개선을 절실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울산시 차원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오수와 폐수가 더 이상 태화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집관로를 매설하는 등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가정 오수관 연결사업에 재

정을 투자하여 태화강 수질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태화강 오염의 주범으로

꼽힌 생활폐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5년 동안 47,000여 개의 가정 오수관을 설

치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였다. 

태화강 복원에 대한 염원은 1997년에 마련한 『태화강 환경조사 및 보전대책연구』18)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용역은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여가시설을 조성하는 등의 친근감 있고 쾌

적한 수변공간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태화강 유역 하천환경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

하고 분석하여 태화강의 하천환경 회복 및 보전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태화강의 환경조사는 기초조사로서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향후 보전과 복원의 근간

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태화강의 회복에 관한 울산시의 종합적인 구상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황과 보전대책을 동시에 고민해 보았다는 것은 태화강 복원

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이후 2002년 민선 3기에 접어들면서 울산시의 주요한 정책의 하나로 공해도시 울산을 친

환경 생태도시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에 대한 실행계획으로

2004년 6월에 에코폴리스 울산선언을 하게 되었고 2005년에는 태화강마스터플랜을 수

립하였다.

오염으로 인한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만드는데 행정의 수반인 시장의 의지가 가

장 중요하였으며, 시민을 대표하는 각종 환경단체의 노력과 울산시민의 하나 되는 노력

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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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산과 신불산의 웅혼한 기상이 태화강을 따라 굽이쳐 흐르고, 맑고 푸른 동해와 수려한

자연 속에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울산은 아름답고 유서 깊은 삶의 터전이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우리 울산은, 조국 근대화의 중심역할을 해 오면서, 성장위주의 개발정

책으로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천혜의 자연을 되살리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여,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로 가꾸고 지켜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1.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환경과 자연 생태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발전이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여 잘 가꾸어진 자연자산

을 후손에게 물려준다.

3. 우리는 울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환경보전을 생활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환

경교육에 정성을 다한다.

2004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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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폴리스 울산선언

[그림 2-10] 태화강대공원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표석

18) 이수식 외 3인, 울산광역시, 『태화
강 환경조사 및 보전대책 연구』,
1997



2) 에코폴리스 울산 기본전략

‘생태도시’의 개념은 도시가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과도한 도시개발 정책으로 생태계의

훼손과 심각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며 생태도시의 형태로

는 청정환경 중시형 도시, 자연 생태계 보전 및 복원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등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울산에 접목하여 생태도시 울산 계획 수립은 크게 3가지 목적

을 가지고 수립되었다. 첫째 에너지 및 물질 순환형 도시체계를 구축하여 오염 부하를 감

소시키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둘째 효율적인 공간구조 개발과 교통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울산 발전, 셋째 환경친화적 도시이미지를 창출하여 시민의 환경의식과 책임감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에코폴리스 울산은 공업도시인 울산을 생태도시 이미지로 전환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계획이며 산업도시 울산의 사회·문화적인 특수성과 기존의 환경시책을 고려

하여 “울산형 생태도시” 로 기본전략을 수립하였다.

3) 기본 및 추진방향

울산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도시건설의 기본틀과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울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부문별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7대 기본방향,

26대 중점방향, 115개 세부사업을 수립하고 그 중 UN 권장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사례조

사,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생태도시 울산의 20대 중점사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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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에코폴리스 울산계획

지난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 이후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지만 눈부신 산업

발전 이면에는 환경오염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해 왔다. 산업화와 그에 따른 급격

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택지부족으로 태화강의 중상류 지역에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농

촌경제의 활성화 정책으로 축산단지가 들어서면서 쏟아내는 각종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및 축산폐수가 태화강의 수질을 악화시켰다. 

1997년 울산은 광역시 출범 이후 본격적인 환경시책을 추진하였다. 울산시의 환경정책은

제1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1999~2003년), 제2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04~2008

년)으로 대기관리 및 수질개선과 자연 생태계 복원 및 보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한편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던 WSSD(The World Summit on Sustain-

able Development)의 “Eco-efficient Cities: Towards Sustainable Communities

and Cities” 세션에서 도시의 생태적 효율성(Eco-efficiency)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들이 논의되었다. 또한, 도시의 생태적 효율성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약속을 정부 간

회의인 WSSD에 전달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거주성의 창출과 자연자원의 보호를 허용하

는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환경친화적 도시로의 발전

이 주요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국제적 차원의 흐름 속에서 산업도시로 발전해온 울산의 이

미지 제고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의 발전방안 모색이 시대적 요구로 제시되었다. 따

라서 국제적인 정책 흐름과 울산시민의 생태적 공간조성을 위해 「생태도시(Ecopolis) 울

산」 계획이 추진되었다.

1) 계획의 목적

「에코폴리스 울산계획」을 통해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아울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의 기본 틀을 제

시하고 울산을 환경 선진도시로 변화시켜 국내·외 선진 생태도시로의 이미지 변화를 추

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산업도시 울산의 개발중심 도시정책에서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장기적인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

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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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쾌적성
저하

개발우선주의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Ecopolis 울산 건설

자연환경
훼손

오염부하
가중

도시브랜드
저하

시민
삶의 질
향상

시민환경
피해의식
고조

시민
정주의식
부재

생태공간
확보

지속
가능한
발전

공해도시 이미지 도시발전의 패러다임 변화

[그림 2-11] 에코폴리스 울산의 수립배경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친환경 도시 울산의 미래지향적인 환경

지표를 제시하였다. 당시에는 생태도시의 정량적인 지표로 보편타당하게 수용되는 수치

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므로 외국 선진사례(일본, 키타큐슈)와 기존의 환경공학적 지표를

사용하여 생태도시 울산지표를 수립하였다. 지난 10년의 성과지표를 분석해 보면 태화강

의 수질을 비롯한 울산의 환경지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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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중점추진방향

청정형 생활환경 개선

▪ 환경도시계획 수립(도시계획과 환경의 통합계획수립)
▪ 대기질의 획기적 개선
▪ 수질환경 개선
▪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 체계 구축
▪ 토양 및 지하수 오염관리 체계 구축
▪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추진
▪ 자연형 에너지 사업 추진(LNG, 태양열, 풍력 등)

녹지공간 확보

▪ 생태네트워크 구축
▪ 도심지 녹지공간 확충
▪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 확충(친환경 산업단지조성)
▪ 학교 및 관광서 녹지공간 확대(담장 허물기 사업 등)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 
▪ 해양오염 사전방지
▪ 친환경적 해안선 정비

자연 생태계 보전·복원 및 
생태공간 창출

▪ 생태통로 조성
▪ 도시 생태지도(Biotope Map) 사업
▪ 자연습지 보전 및 조성
▪ 다양한 생태공원 조성

친환경적인 
교통시스템 도입

▪ 인간중심 교통체계 구축
▪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 도입
▪ 자전거도로 확충 및 연결화
▪ 도로의 기능별 체계 구축(산업전용도로)

시민환경의식 고취
▪ 울산시 지정 에코스쿨 운영
▪ 생태도시 시민 캠페인
▪ 시민환경교육 강화

도시이미지 개선
▪ 친환경도시상 추진
▪ 문화관광자원과 생태관광자원을 연계한 도시홍보
▪ 환경모범도시 이미지 구축

20대 중점사업

▪ 삼산배수장의 수변공원화
▪ 관공서 옥상녹화
▪ 아산로 Green-way 조성
▪ 울산시 지정 에코스쿨 운영
▪ 울산교 테마교량 조성
▪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 태화강 자전거 순환도로 조성
▪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 언양인터체인지 비오톱화
▪ 무룡산 생태공원

▪ 언양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습지 조성
▪ 주거지 이면도로 교통정온화기법도입
▪ 대중교통특별지구 조성
▪ 생태도시 시민캠페인
▪ 울산시 비오톱맵(생태, 자연도 작성)
▪ 태화‧동천강 하류의 조류 테마파크
▪ 삼산매립장의 생태공원화
▪ 생태통로 조성
▪ 구영리 택지개발지구 생태주거단지 조성
▪ 산업단지의 친환경생태 산업단지화

[그림 2-12] 중점추진방향 및 20대 중점사업

구분
에코폴리스 울산

2012년 현황
현황지표 단계별 목표지표

환경
지표

대기

•SO2 : 0.012ppm
•CO : 0.8ppm
•NO2 : 0.023ppm
•PM-10 : 55㎍/㎥
•O3 : 0.020ppm
•Pb : 0.0474㎍/㎥

목표(2008년)
•SO2 : 0.008ppm
•NO2 : 0.018ppm
•PM-10 : 50㎍/㎥

•SO2 : 0.007ppm
•CO : 0.5ppm
•NO2 : 0.023ppm
•O3 : 0.027ppm
•PM-10 : 46㎍/㎥
•Pb : 0.0603㎍/㎥

수질

•태화강
- 상류 : BOD 1.7㎎/ℓ
- 하류 : BOD 5.5㎎/ℓ

•회야강 : BOD 3.0㎎/ℓ
•동천 : BOD 3.8㎎/ℓ

•태화강 하류(2016년)
: BOD 3.0㎎/ℓ 이하

•태화강
- 상류 : BOD 0.8㎎/ℓ
- 하류 : BOD 1.9㎎/ℓ

•회야강 : BOD 2.2㎎/ℓ
•동천 : BOD 1.5㎎/ℓ

녹지
•공원면적(2002년) 

: 2.66㎡/인
•공원면적(2008년) : 

5.0㎡/인
•공원면적 : 10.18㎡/인

하수처리 •하수도 보급률: 62.8%
•하수도 보급률(2016년) 

: 92.9%
•하수도 보급률 : 97.0%

소음 및
진동

•소음측정망 : 40개 지점
•소음측정결과(2002년)

- 일반지역 
: 주간 55～65dB
야간 49～58dB

- 도로변지역 
: 주간 69dB
야간 60～66dB

•교통소음규제지역 규제
기준
- 주간: 65dB 이하
- 야간: 55dB 이하

•소음측정망 : 50개 지점
(2011년)

•소음측정 결과
- 일반지역 

:  주간 49～65dB
야간 43～60dB

- 도로변지역 
: 주간 59～72dB
야간 55～66dB

생활
쓰레기

•쓰레기처리현황
- 매립 : 486.1t/일

(34.5%)
- 소각 : 378.7t/일

(26.9%)
- 재활용 : 543.3t/일

(38.6%)
•쓰레기 발생량 

: 1.33kg/일·인

•쓰레기 처리 목표(2008년)
- 매립 : 266.0t/일

(21.6%)
- 소각 : 350.0t/일

(28.4%)
- 재활용 : 616.0t/일

(50%)
•쓰레기 발생량(2008년)

: 1.10kg/일·인

•쓰레기처리현황(2011년)
- 매립 : 145.3t/일

(12.2%)
- 소각 : 309.5t/일

(26.0%)
- 재활용 : 736.5t/일

(61.8%)
•쓰레기 발생량(2011년)

: 1.03kg/일·인

청정
에너지

•천연가스버스(2002년) 
: 108대

•천연가스 버스(2010년) 
: 580대

•천연가스 버스 : 663대

[표 2-1] 울산의 현황 및 계획(기준) 지표



2) 기본구상

태화강마스터플랜은 안전하고 깨끗한 태화강, 생태적으로 건강한 태화강, 친숙하고 가까

운 태화강, 그리고 역사와 미래가 있는 태화강으로 4가지 기본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가) 안전하고 깨끗한 태화강

“강”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강물로 인한 수해의 피해를 받지 않는 안전한 강

이어야 하며 또한 깨끗한 강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태화강을 안전하고 깨끗한 강으로 구

상하였다. 당시 태화강은 공간상 상류지역의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계획, 그리고 신설된

언양수질개선사업소와 굴화수질개선사업소 등의 점오염원으로 인해 지방하천 구간 목표

수질 1등급을 유지함에 많은 수질개선 비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작수천,

삼동천 유역 등으로 대표되는 공장폐수와 축산농가의 비점오염원은 태화강 중·상류지역

의 부영양화와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또한, 장기적인 도시화에 따른

토양피복도 증가로 유지수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유지수량과 오염부하량

의 증가로 인해 오염의 가속화가 진행될 개연성이 높아 안전하고 깨끗한 태화강의 기본

구상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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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 태화강마스터플랜

1) 배경

산업도시라고 하는 명칭이 가장 먼저 불린 곳이 바로 울산이다. 그리고 울산이라고 하면

공해도시, 공해백화점이라는 명칭이 항상 따라 붙게 되어 ‘울산’이라는 도시 브랜드의 대

표적인 명칭에 ‘공해도시 울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오게 되었다. 그동안 울

산은 오로지 국가경제 개발의 수레바퀴에 동승하여 산업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다보니 그

이면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에 2002년 민선 3기를 맞이하

면서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것이 에

코폴리스 울산선언(2004. 6. 9)이었으며 이에 수질부분으로 태화강을 최우선적으로 살

려야 한다는 의지로 태화강마스터플랜을 2005년 5월 수립하게 되었다. 

태화강은 하천법에 근거한 1987년 “태화강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2003년 재정비계

획 등을 거치면서 둔치의 정비, 하수차집관로의 설치, 저수로 정비 등을 통하여 그 면모

를 일신하였으나, 둔치의 이용을 위한 개발에 치우치고 자연성 및 생태계 회복에는 상대

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울산시는 개발시대의 산업도시 이미지를 벗고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거듭나려는 노력

을 기울이며 울산의 도심을 흐르고 있는 태화강을 환경친화적이며, 시민이 편리하게 이

용하도록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태화강을 치수적으로 안전하면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자연과 문화의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 종합비전계획으로 태화강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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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생태계의 회복

·자연성 회복 (콘크리트호안정비)

·생태인프라 구축

·생태공원 조성 및 보완

생태적으로 건강한 태화강

·수변생태계의 회복

·자연성 회복 (콘크리트호안정비)

·생태인프라 구축

·생태공원 조성 및 보완

역사와 미래가 있는 태화강

·둔치시설 기능 다양화

·보행접근성 개선

·교량 리모델링

·자전거 순환도로망 조성

·수상레져공간조성

·물물환경관 건립사업

친숙하고 가까운 태화강

·하천수질 개선

·(오염원제어, 하천정화시스템 도입)

·하천수량 확보

·지천환경 개선

·(명정천, 무거천, 약사천 등)

안전하고 깨끗한 태화강

[그림 2-13] 태화강마스터플랜 기본구상



다) 친숙하고 가까운 태화강

친숙하고 가까운 태화강은 둔치시설 기능 다양화, 접근성 개선, 자전거 순환도로망 조성,

다양한 볼거리 개발, 태화강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접근·구상하였다.

둔치시설 기능 다양화는 주로 체육시설로 일관된 둔치시설을 기능적 측면과 생태적 측면

의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여 구상하였다.

접근성 개선은 태화강으로의 접근을 위하여 차량 접근성과 보행자 접근성 두 방향에서 구

분하여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상하였으며, 주변 지형의 여건, 교통량 등도 파악하여

가장 안전하며 기존 교통량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자전거 순환도로망 조성은 국가하천구간과 택지개발 예정구간인 굴화지구까지 연계가

가능한 자전거순환도로망을 구상하였으며, 자전거순환도로와 함께 인근 주민들이 산책

할 수 있도록 산책로도 구간별로 조성하도록 구상하였다.

다양한 볼거리 개발은 태화강을 주변으로 랜드마크적 요소의 부재로 울산의 상징을 나타

낼 수 있는 요소의 발굴과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요소화를 구상하였다.

또한, 태화강 시설물 개선사업은 여가패턴의 변화 및 다이나믹한 시설추구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고, 태화강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C.I를 통

일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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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해 크게 본류 오염원 제어,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관리, 그리고

향후 개발 잠재성이 높은 언양 역세권 지역을 고려한 소규모 수질개선사업소 신설 등으

로 사업추진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인 도시화에 따른 토양피복도 증가와 유지수

고갈방지를 위해 복류수 활용과 빗물저류시설, 그리고 댐 등을 통한 하천유지용수 확보

등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구상하였다.

나) 생태적으로 건강한 태화강

단순히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건강한 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상하게 되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태화강은 수변 생태계 회복, 자연형 호안 정비, 생

태 인프라 구축, 생태공원 조성 및 보완으로 구분하여 접근·구상하였다. 

수변 생태계 회복은 태화강 유지용수 부족으로 인한 상류 건천화에 따른 수변 식물 고사

로 서식처 조성, 여울과 소의 유실로 인한 수생태계의 단순화 방지를 위한 물고기 숲 조

성 및 수변 식생대 조성 등으로 구상하였다.

자연형 호안 정비는 기존의 콘크리트블럭 호안으로 정비된 도심구간을 자연형 호안으로

교체하여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계획하였다.

생태 인프라 구축은 영남알프스와 함께 남북을 잇는 녹지축과 동서를 가로지르는 수계축

의 회복으로 생태네트워크 실현에 중심을 두었고 생태 인프라의 단절된 구간은 생태통로

(Eco- corridor)를 통한 복원 및 복구를 추구하였다.

생태공원 조성 및 보완은 생태공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및 재조성을 하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규 생태공원을 생태 인프라

구축의 거점 요소로 도입하여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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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안전하고 깨끗한 태화강

지방 2급 하천구간

(수변 생태계 회복 및 자연성 회복구간)

신규 생태공원 기존 생태공원 녹지축 수계축

국가 하천구간

길천산업단지

영남알프스

언양시가지 구간
(인구유입 예상구간)

입암리, 굴화, 백천들지구
(추후 단지 개발지구)

[그림 2-15] 생태적으로 건강한 태화강



3) 제안사업

태화강마스터플랜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태화강, 생태계 건강성 회복, 친수수변공간 조

성, 역사성 회복 및 복원과 문화축제 4개 분야에서 50개의 사업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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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역사와 미래가 있는 태화강

태화강 유역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시지정문화재 등 총 84개소의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다.

가지산과 신불산으로 대표되는 자연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태화강과 연계한 역

사테마 관광의 잠재성이 높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역사와 미래가 있는 태화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 구상으로 선사문화와 역사 탐방로 발굴과 태화루 복원을 고려한 역사복

원, 문화축제 발굴,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울산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태화강의 토지

이용과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계획들로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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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볼거리 조성구간 상위계획 반영공간

지방 2급 하천구간 국가 하천구간

영남알프스

언양시가지 구간

(인구유입 예상구간)

입암리, 굴화, 백천들지구

(추후 단지 개발지구)

반구대암각화
관광자원화
(제3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반영)

다양한 볼거리 개발

중심시설지구 조성

순환자전거도로망

물환경관 조성

수상레저공간

둔치시설기능 다양화
다양한 볼거리 개발구간
시설물 개선 사업구간
접근성 개선 구간

길천산업단지

자수정엔터테인먼트
(제3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반영)

자전거순환도로 조성구간
접근성 개선 구간

[그림 2-16] 친숙하고 가까운 태화강

[그림 2-17] 역사와 미래가 있는 태화강 기본구상

부문별 과제명 부문별 과제명

안전하고 
깨끗한 태화강 

(13)

언양수질개선사업소 방류수 고도화사업

생태적으로 
건강한 태화강

(21)

태화강 백리 물고기 숲 조성사업

하천 자정계수 증진사업 수변식생대 조성사업

본류 오염원 제어사업(삼산배수장) 반딧불이-다슬기마을 조성사업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기존 보·어도 조성사업

녹·적조 현상 방지사업 여울·소·중도 조성

유지용수 확보사업 자연형 호안 조성사업(생태공원)

지천환경 개선사업 자연형 호안 조성사업(국가하천)

빗물저류시설 설치사업 태화강 백리 오솔길 조성사업

수류 정체구간 해소사업 생태통로 조성사업

굴화수질개선사업소 건설사업 오산십리대숲 보완사업

언양‧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건설사업 언양시가지지역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태화강 유입생활오수 차단사업(1단계)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생태학습장 조성

태화강 유입생활오수 차단사업(2단계) 삼산배수장 수변공원 조성사업(유수지)

친숙하고 
가까운 태화강

(12)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삼산배수장 수변공원 조성사업(공원)

태화강 인도교 설치사업 여천 및 삼산매립장 생태공원 조성사업

소규모 주민 편익시설 도입(국가하천) 선바위 수변공원 조성사업

태화강변 중심시설지구 조성사업 지방 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

보행 접근성 개선사업 언양하수처리구역 지선관거 부설

언양시가지구간 자전거순환도로망 조성 태화강 퇴적오니 준설사업

국가하천구간 자전거순환도로망 조성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

교량 경관 및 리모델링 사업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사업(2단계)

태화강 전망대 조성 
역사와 

미래가 있는 태화강
(4)

태화강 역사문화체험 탐방로 발굴

수상레져 공간 조성사업 태화루 복원사업

태화강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태화강 물축제 개최

태화강둔치 초화류 식재 및 관리 태화강변 경관관리계획 수립

[표 2-2] 태화강마스터플랜 제안사업



3) 기본구상

가) 청정흐름길 확보

청정흐름길 확보사업은 방류수 고도화, 유지수 확보, 비점오염원 제어, 적조현상 개선 그

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총 5가지 부분으로 사업을 구상하였다. 

태화강마스터플랜 1단계 사업으로 수질개선 분야에 가시적 성과가 보이고 있지만, 이상

기온 현상과 연 강수량 감소추세에 따른 건천화, 영양염류의 유입으로 인해 적조현상 발

생빈도 증가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이용한 수질개선 및 유

지용수를 확보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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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태화강마스터플랜(2단계)

❶ 배경

2005년 태화강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그 결과 태화강은 대외적으로는 ‘생태하천 태화강’으로서 울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가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으로 수질개선 및 둔치 수변공간의 변

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적 평가에서도 4

대강 살리기 사업의 선도모델로서 세간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는 등 수질개선, 수량확

보, 생태복원, 친수수변공간 조성, 역사·문화 회복이라는 4대 목표를 중심으로 단기간 많

은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의 단기 목표년도(2004~2009년) 도래, 울산시

도시계획 변화 및 태화강 목표수질 단계적 달성 등으로 인해 1단계 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및 태화강 환경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2단계 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태화강

관련 프로젝트 사업을 고려한 1단계 사업의 연장선에서 2단계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되었

다. 

❷ 방향 및 구상

1) 기본방향

2)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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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숨쉬는 자연·생태 태화강의 수질과 수량을 개선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보존될 수 있는 태화강을 조성

함께 느끼는 녹색건강 건강 및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건강길과 휴식처 조성

함께 흐르는 역사·문화 태화강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태화강 조성

태

강

화문·사역는르흐께함

건색녹는끼느께함

생·연자는쉬숨께함              

          

         

             

          

         

추진방향

수질·수량

청정흐름길 확보 연어회귀길 조성 녹색건강길 조성 백리오솔길 조성

자연·생태 건강·레저 역사·문화

깨끗하고 맑은 태화강

흐름길 확보사업을 통해

생태도시 울산 추구

상장성 있는 연어회귀길

조성을 통해 태화강의

생태성 증진

자전거 네트워크 및 쉼터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저탄소녹색도시

울산을 달성

역사와 문화가 묻어나는

태화강 백리오솔길을 

통해 문화도시 울산을

추구

[그림 2-18] 태화강마스터플랜(2단계) 추진방향

사업명 과제명

방류수 고도화 사업
•언양수질개선사업소 방류수 고도화
•굴화수질개선사업소 방류수 고도화

유지수 확보
•언양지역 유지수 확보
• 태화강 수계 유지용수 확보 종합계획 수립

비점오염원 제어
•비점오염원 제어 종합계획 수립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적조현상 개선

•교량구간 유수정체 구역 물길 트기
•유수소통 장애 모래톰 제거
•강변 여과수에 의한 수질오염 개선 및 청정수 공급
•미처리 오수 유입 전면 차단
•주요 토구 저니 및 하상저니(뻘층) 조사 제거
•하천 수초 제거 및 환경 정비(청소)
•미생물 환경정화제 살포
•유지용수 상시 확보대책(장기대책)
•적조예방 보조시설 설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굴화수질개선사업소 건설
- 처리대상지역 : 용연처리구역(무거, 천상, 구영, 다운2지구 등)
- 시설용량 : 47,000㎥/일(2025년까지)
- 준공년도 : 2009년 착공하여 2012년 준공계획

•농소수질복원사업소 건설
- 처리대상지역 : 방어진처리구역 내 농소처리분구 및 호계처리분구와 용연처리구역의

태화강 좌안 처리분구
- 시설용량 : 100,000㎥/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가 고려 2025년까지

20,000㎥/일 증설
- 준공년도 : 2009년 착공하여 2015년 준공계획

[표 2-3] 청정흐름길 확보사업



다) 녹색건강길 조성

녹색건강길 조성사업은 자전거도로 조성, 심휴구간 조성, 친환경 솔라가로등 설치 3개 부

분으로 구분하였다. 

자전거도로 조성은 국가하천구간에 편중된 자전거도로를 지방하천구간으로의 연결을 통

해 접근성을 확보하고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여 태화

강 전 구간을 교통수단(출퇴근)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뿐

아니라 태화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와 문화 컨텐츠를 서로 연결하여 관광할 수 있도

록 조성코자 하였다. 

심휴구간 조성은 데크길, 포토존, 자전거도로 등을 활용하여 자연을 느끼고 쉴 수 있는

작은 휴식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 외 친환경 솔라가로등 설치를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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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어회귀길 조성

연어회귀길 조성사업은 자연형 호안 정비, 연어회귀 관찰구간 조성, 수달서식 보호, 하도

내 인공 지장물 제거, 대표 어종 보존 및 모니터링 구축의 5개 부분으로 접근·구상하였다.

자연형 호안 정비는 지방하천구간을 중심으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로 구분하여 홍수로

부터 제내지를 보호하고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코자 하였다. 연어회귀

관찰구간 조성은 연어 치어의 먹이 공급을 위한 습지 조성과 수생물 관찰을 위한 데크를

설치하여 생태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달서식보호지구 지정 및 하도

내 인공 지장물을 제거하여 태화강에 서식하는 어류, 포유류 등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으

로 조성코자 하였다. 

태화강의 수질·수량이 개선되어 생태부분에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보존될 수 있는 태

화강을 조성하기 위해 연어, 수달 등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태화강이 되도록 기반을 마련

하고 친환경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을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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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내용

자연형 호안 정비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구분
- 보전구간 : 태화강지방하천(언양수질개선사업소 부근~대암교, 무동교~망성교)
- 복원구간 : 태화강지방하천(대암교~반천교), 태화강지방하천(자전교~구수교)

•홍수로부터 제내지 측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형 제방 및 호안 정비

연어회귀 관찰구간
조성

•대상구간 : 구영교와 삼호교 사이 일대
• 추진방향 : 연어 치어의 먹이 공급을 위한 습지 조성과 수생물 관찰데크 설치

연어 관련 문화프로그램 진행, 수변 산책로 조성

수달서식보호
•수달서식보호지구 지정 및 조성

- 보호지역 : 반천리와 구수리 일대, 망성리 일대

하도 내 
인공지장물 제거

•하도 내 보 및 낙차공 제거
- 파손되었거나 제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 철거

•인공구조물 실태 및 존치 여부 타당성 검토

대표어종 보존 및 
모니터링 구축

•태화강 유역에 대한 대표어종 및 대리어종 선정
•하천 대표어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 및 수리조건 산정

[표 2-4] 연어회귀길 조성

사업명 사업내용

자전거도로 조성 •태화강 전구간의 자전거도로 연결하여 역사, 문화 콘텐츠 연계

심휴(心休) 구간 조성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감상하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 조성
•자전거도로와 데크길을 거닐며 휴식할 수 있는 심휴쉼터 도입
•데크길, 커뮤니티존, 포토존 등 조성

친환경 솔라가로등 설치 •솔라가로등 및 태양광시스템 도입

[표 2-5] 녹색건강길 조성사업

[그림 2-19]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❸ 제안사업

태화강마스터플랜(2단계)에서는 청정흐름길 확보, 연어흐름길 조성, 녹색건강길 조성 그

리고 백리오솔길 조성사업 총 4개 분야에서 22개의 사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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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백리오솔길 조성

백리오솔길 조성사업은 시가문학이 흐르는 태화강, 충의정신이 흐르는 태화강 그리고 선

사인의 숨결이 흐르는 태화강의 3개 부분으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이용하여 길을 조성하

는 것으로 접근·구상하였다.

시가문학이 흐르는 태화강은 태화강 유역에 선조들이 조영한 건축물을 스토리텔링화하

고 시비 건립 및 태화강 시가문화제 개최를 구상하였다. 충의정신이 흐르는 태화강은 과

거 왜구의 침탈로부터 호국에 대한 충의사, 울산왜성, 서생포왜성 등 역사 유적을 중심으

로 계획을 수립하고 태화강 옛 나루터 복원 등을 구상하였다. 선사인의 숨결이 흐르는 태

화강은 천전리 각석, 반구대 암각화, 언양 지석묘, 태화루, 입암정 등 활용 가능한 선사시

대의 역사 콘텐츠를 활용하는 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따라서 백리오솔길은 태화강 전역에 걸쳐 있는 역사·문화적 요소를 연결하는 구심점 마

련을 통해 모든 연령을 아우르며 즐길 수 있는 품격있는 태화강이 되도록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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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내용

시가문학(詩歌文學)이 
흐르는 태화강

•태화강 유역에 누대에 걸쳐 선조들이 조영한 다수의 누정 건축을 스토리텔링화
및 문화 콘텐츠 개발(태화루, 이휴정, 입암정, 관서정, 작천정)

•시비건립 및 태화강 시가문화제 개최

충의정신(忠義精神)이 
흐르는 태화강

•울산은 지리적으로 동남단에 위치하여, 과거 왜구의 침탈로부터 호국의 
간성(干城)이었음

•역사문화 유적 현황
- 건축물 : 충의사
- 성곽 : 울산왜성, 병영성, 서생포왜성 등
- 봉수대 : 천내봉수대, 가리봉수대, 부로산봉수 등

•역사문화거리 조성 종합계획 수립
•태화강 옛 나루터 복원

선사인의 숨결이 
흐르는 태화강

•선사문화를 중심테마로 구성하여 선사문화 탐방로 조성
- 암각화 및 지석묘 : 천전리 각석, 반구대 암각화, 언양 지석묘, 

반곡리 지석묘 등
- 태화루, 입암정, 대곡박물관, 암각화박물관 등
- 활용가능한 역사문화 콘텐츠 : 다운동 새티

•백리오솔길 조성

[표 2-6] 백리오솔길 조성사업 

부문별 과제명 부문별 과제명

청정 흐름길 
확보
(5)

•언양수질개선사업소 방류수 고도화
•언양지역 유지수 확보
•태화강 수계 유지용수 확보 종합계획 수립
•비점오염원 제어 종합계획 수립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녹색건강길 
조성
(3)

•자전거도로 조성
•심휴 Zone 조성
•친환경 솔라가로등 설치

연어 회귀길 
조성사업 

(7)

•자연형 호안 정비
•연어회귀 관찰 Zone 조성
•수달서식보호지구 지정 및 조성
•수달 관련 전문가 포럼 운영
•하도 내 보 및 낙차공 제거
•인공구조물 실태 및 존치여부 타당성 검토
•대표 어종 보존 및 모니터링 구축

백리오솔길 
조성사업

(7)

•시비 건립
•태화강 시가문화제 개최
•역사문화거리 조성
•역사문화거리 조성 종합계획 수립
•태화강 옛 나루터 복원
•백리오솔길 조성
•안내표지판 설치

[표 2-7] 태화강마스터플랜 제안사업



나) 국가하천구간

국가하천구간은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된 중구와 남구지역을 접하고 있는 구간으로 둔치

시설을 치수상 생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계획되었다. 즉, 하천의 특성 및 둔치의 이용행태 및 구간별 특성에 따

라 3개 구간(Eco-Park Znoe, Water-Front Zone, Live-Nature Zone)으로 설정하여 계

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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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 태화강둔치시설 이용계획

1) 배경

태화강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강으로만 관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구상으로 둔치시설을 이용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즉, 치수중심의 하천관리에서 벗어나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시민에게 친숙한 태화

강으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 시민들의 여가 증대로 인해 태화강둔치이용

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친수공간 제공을 위한 둔치 내 기존의

각종 체육시설 등의 재정비와 녹음제공을 위한 수목 식재,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재정

비 등을 포함한 둔치시설의 현명한 이용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2) 기본구상

가) 지방하천구간 

상류지역의 지방2급하천 구간은 향후 인구유입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인

언양지역의 상북교~남천교 일원을 친수공간으로 다양한 친수시설을 계획해야 하는 구간

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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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산

작수천

사연댐

대암댐

문수산

삼호교

자연환경이용구간

자연환경이용구간친수공간

[그림 2-20] 지방하천구간 태화강둔치시설 이용계획

[그림 2-21] 국가하천구간별 태화강둔치시설 이용계획 컨셉

구간 구간별 개념

Eco - Park Zone 
(삼호교 ~ 태화교)

•삼호섬과 태화생태공원 및 태화들, 오산십리대숲 생태공원이 있어 
생태적 보전도가 요구되어지는 구간

Water Front Zone
(태화교 ~ 학성교)

•도심 내 주거 및 상업시설과 바로 연접되어 있어 친수공간 활용을 위한 
인구유입이 많이 예상되어지는 구간

•인간의 간섭이 가장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친수공간의 조성이 
필요시 되는 구간

Live - Nature Zone
(학성교 ~ 동해)

•철새도래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제한적인 구간
•자연스레 삼각주가 조성되어 있어 철새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으며, 

인간의 간섭이 대체적으로 적은 구간

[표 2-8] 태화강둔치 이용계획 국가하천구간 기본개념



일반경관관리구역의 경우, 지방하천구간 중 일부 개발예정지, 기개발지 중 강변 조망이

가능한 지역, 국가하천구간 중 주거지역 일부와 준주거지 일부 지역에서 도시변화의 가

능성이 비교적 낮고, 일반적인 경관지침의 내용만으로도 경관관리와 개선이 가능한 지역

을 선정하였다.

특별경관관리구역은 지방하천구간 중 고속도로나 주요 간선도로망에서 연속적으로 조망

되어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 일반주거지역 중 개발압력에 따라 종상향 및 난개발 우려 지

역을 선정하였고, 국가 하천구간 중 준주거 및 상업지역의 고층복합건물 입지 예상지역,

설문 조사상의 불량조망지역 등 주요 경관 대상을 차폐 또는 부조화의 가능성이 있거나

현저한 도시공간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보전경관관리구역은 지방하천구간 중 태화강 상류지류들의 합수지점, 태화강에 연접하

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구릉지, 태화강 중류의 선바위 일원과 다운동 고분군 일대, 언양

남문로 주변 등이며, 국가하천구간은 강변둔치, 십리대숲, 남산로 주변, 무거천, 명정천,

동천 지방1급하천과 합수지점 등 생태환경 및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도심 내 역사문화 자

원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한편 태화강변 건축물에 대한 높이 규제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태화강 남‧북의 상업

지역 및 준주거지역인 태화교~번영교 사이의 건축물의 최대높이는 D/H비의 값을 3 이

상으로 하고, 주거동 건축물의 세장비는 4 이상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최고 높이는 태화

강 북측(번영교~동천우안제)의 준주거지역 학성공원의 7부 능선을 기준으로 설정하였

고, 조망점은 번영교 남단에서 명촌교 남단까지 강남강변도로에서 학성공원 정상을 바라

보는 지점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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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태화강변 경관관리계획

1) 배경

2005년 10월 건설교통부는 정체성 있는 국토와 지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관기본법’ 제

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이전에 실제적 운영이 불가능했던 경관계

획의 실현을 주민참여 유도 및 주민 협정, 경관사업을 위한 경관재단의 설립, 경관위원회

운영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경관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울산의 대표적인 수변경관자원인 태화강은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심지 내 오픈스페이스

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2000

년 이후 태화강 주변에 고층건축물의 입지 가속화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연이은 건립

계획은 오랜 노력으로 가꾸어온 태화강과 그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문제와 갈등을 야기

시키게 되었다. 이에 체계적 건축물 관리와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경관 요소의

검토 과정을 거쳐 공공 및 주민 간의 경관협정 체결과 경관 위원회 등의 운영자료로 활용

되었다.

2) 주요 내용

태화강 하류 명촌교에서부터 울주군 궁근정까지 태화강 경계로부터 좌우 300m의 건축

물 높이, 색채, 야간경관 등 경관구성에 대해 계획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주상복합건축

물의 다양한 Sky-Line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와 세장비를 정하고 공동주택은 입

면적, 입면차폐도, 조망차폐율, 색채계획 등을 통한 체계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는 것이다.

본 계획에서는 구역별 성격에 따라 일반, 특별, 보전경관관리구역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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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 사업의 종류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
지역/지구설정, 건축물 높이 제한, 색채기준 설정, 보행로 정비, 녹화/식재, 
주요 가로 정비, 공원/광장 조성, 광고물 정비, 가로시설물 정비, 디자인 심의제도

지역의 녹화 공원/광장 조성, 녹화/식재, 주요 가로 정비, 주차장 정비, 공개공지 활용 등

야간경관의 형성 교량 정비, 랜드마크 조성/정비 등

역사‧문화적 특성
지역/지구 설정, 건축물 높이 제한, 색채기준 설정, CIP, 디자인 심의제도, 
특화거리 조성, 광장/공원 조성, 보행로 정비, 광고물 정비, 가로시설물 정비 등

자연경관/생활환경 개선 지역/지구 설정,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 제한 등

경관의 보전관리 지역/지구 설정,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 제한 등

[표 2-9] 경관사업의 종류

[그림 2-22] 경관관리구역 구분



분류식 오수관로 사업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하수도시설 확충 차원에서 추진하였으며,

사업진행과정에서 전국에서 사례가 드문 합류식 관로의 분류식화 사업(일명 가정 오수관

연결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주요 도시의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율은 2011년 기준 서울

14.4%, 부산 15.9%, 대구 36.2%, 인천 37.2%, 광주 56.7%, 대전 43.3%인 것에 반해 울

산은 95.9%로 전국의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와 남구 도심에서 강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뿐만 아니라 울주군 지역의 생활 오·폐

수와 축산분뇨도 차단하기 시작했다. 축산농가 등에 하수관과 지선관거를 설치하여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했다. 일련의 사업으로 2012년 9월에

는 하루 4만 7천 톤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굴화수질개선사업소도 완공되어 태화강으로

생활오수를 내보내는 공장과 가정, 식당 등에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과 언양, 삼동, 삼남,

상북 일원 및 농소, 반천 지역과 서사마을 등에서 지속적인 하수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태화강 바닥에 퇴적된 각종 오염물은 홍수 단면적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하천유지

유량 부족 등을 야기해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가정 오수관 연결사업이

80% 정도 추진되면 하천 오염 부하량 저감으로 바닥에 쌓인 뻘 형태의 오염물을 제거하

는 작업(퇴적오니 준설)의 효과가 크고 향후 준설물량도 감소한다는 판단하에 하수관로

설치율이 80%에 달할 때까지 사업집행을 일부 지연하였다가 시행하였다. 이처럼 수질 개

선사업은 사업비 대비 최대 성과 도출과 태화강 수질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

하여 연차별, 계획적으로 추진되었다.

바닥에 쌓인 오염물들은 수심이 평균 1.5m에서 최대 13m에 쌓여있었기 때문에 한강에

이어 두 번째로 시작된 준설작업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작업을 시작해도 2차 오

염이 걱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책회의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대형 준설

선을 이용해 작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퇴적물에 응고질을 투입하여 오염물질을 순차적으

로 정화하는 이동식 퇴적오염물 처리장이 설치되었으며 처리된 물은 1등급 수준으로 유

지하였다. 최종적으로 남은 퇴적물은 건설 골재로 재활용하여 기존 바다에 버리는 2차 오

염을 막고, 분리를 통해 발생한 골재를 매각하여 세 외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지난 1987년 현대자동차(주)의 완성차 수출을 위한 대형선박 선착장 조성으로 일정수심

이 확보되어야 하기에 태화강 중·상류에서 유입되는 토사를 차단하기 위해 수출전용부두

로 설치한 방사보는 갈수기 녹·적조, 수질악화현상, 생태통로 차단, 철새 서식 모래톱 보

존 등 존폐 유무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많은 논란 끝에 2006년 4월, 조성한 지 19

년 만에 철거하게 되었다.

또한, 태화강의 주요 지천 양안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쾌적한 정주 여건에 대한 요구

와 여가활동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심 주요 지천이 태화강 본류 수

질오염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부하를 주고 있어 지천 환경개선으로 본류 오염부하를 경

감할 필요성으로 무거천과 약사천 등 6개 하천에 2004년에서 2010년에 걸쳐 오니 준설,

호안 정비와 수생식물 식재 등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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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수질개선사업

1962년 산업화 이전의 태화강 수질은 1급수로 울산시민의 식수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정

도로 깨끗하였다. 이후 산업화로 공장들이 건설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급격한 유입으로

대부분 주거지역이 태화강을 접하여 중구와 남구에 조성됨에 따라 생활오수 등으로 인해

맑고 깨끗한 강이 오염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도에는 태화강의 수질이 BOD 11.3㎎/ℓ로 오염된 물로 인해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

고 철새가 떠나갔으며,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고 악취가 풍기는 죽음의

강으로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았다. 수질개선의 노력이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울산시가

하수관리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한편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2002년 민선 3기가 시작되면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2003년에는 태화강의 수질이 3등급으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었고 태화강 정화사업의

경우 환경, 하수, 치수 등 각 분야의 업무가 연관되어 행정조직으로는 효과적 사업이 어

려워 시 차원에서 ‘태화강 수질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여 수질개선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가정 오수관 연결, 하상준설, 지천의 하천복원사업 등 수질개선 사업을 총괄 조정하

여 추진하였다. 

이처럼 박맹우 시장은 어린 시절 추억 속 연어가 돌아오던 그 강으로 태화강을 복원하겠

다고 나서면서 2004년 에코폴리스 울산선언에 이어 2005년에는 태화강마스터플랜 수립

을 토대로 2005년 7월부터 향후 10년 동안 사업비 2,374억 원, 사업범위 태화강 발원지

~하구(41.3㎞), 주요사업 50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화강마스터플랜 시행계획’을 확정

추진해 나갔다.

수질개선사업으로 먼저 수심이 낮고 인구가 밀집된 하류에 대해 조사가 시작되었다. 태

화강 하류에 있는 배수터널은 생활오수를 매일 5천 톤가량 흘려보내기에 태화강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또한, 배수터널은 높이 8m, 길이 7㎞의 터널로써, 내부

접근이 어려워 그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었는데 공무원과 몇몇 전문가들이 이 터널에 직

접 들어가 조사에 착수하여 해결책으로 청정수(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안이 제안되었

다. 터널 안에는 상당수 처리 과정이 필요없는 청정수도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 청정수만

분리하여도 오수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기에 청정수인 빗물은 강으로 생활오수

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는 오수·우수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시작하였다. 

태화강의 오염원은 주로 생활하수와 오·폐수였으며 수질이 1등급까지 개선된 데는 생활

오수를 차단하는 차집관로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주목하여 울산시는 민선 3기 출범 이후

하수관로 확충에 더욱 힘을 쏟았다. 태화강으로 흘러드는 오수를 차단하기 위해

2000~2005년 동안 울주군 언양읍과 동구 미포동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으며, 두 곳의

처리 용량은 하루 16만 톤으로 각 공장과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분리해 하수처리장

으로 보내는 관로도 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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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하수관로 부설 정비

울산시는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 차단을 위해 1995년부터 태화강 하류의 가정 오

수관을 연결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다. 광역시 승격 당시 하수처리능

력은 3개 시설 432천톤/일로 중구와 남구 그리고 온산국가산업단지 일원과 회야댐 상류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만 처리하는 실정이었다. 2002년말 하수도 보급률은 65.6%로 광

역시 중 최저 수준이었다.

이후 태화강 상류지역은 울주군 범서읍, 언양읍, 삼동, 상북, 두동, 두서면 일원과 회야

댐, 상류지역, 동천강 유역, 외황강 유역, 동구, 북구지역 등에 지난 10년간 2,232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하수관로 391㎞를 부설하고 하천의 수질개선과 시민생활 불편 해소

에 기여하였다. 

또한, 외곽지역인 북구, 울주군 지역의 산재한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하수관로 부설사업

에 민자·재정사업으로 1,712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345㎞를 부설 중이며, 그뿐만 아

니라 중구 중앙, 우정동과 남구 삼산, 야음, 대현, 옥동 등 기존 시가지 지역의 30년 가까

이 된 노후 오수관 65㎞를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건설과 함께 하수관로를 지속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광역시 승격 당시 48%,

2004년 에코폴리스 선언 당시 72.1%이던 하수도 보급률은 2012년 말 기준 97%에 달한다. 

특히 환경부가 발표한 ‘2012년 하수도 통계(2011년 기준)’에 따르면 울산지역 하수관로

3,818㎞ 가운데 3,660㎞(95.9%)가 생활오수와 빗물을 분류해서 배출하는 분류식 하수관

로로 서울 14.4%, 부산 23.9%, 인천 36.7%, 대구 37.7%, 광주 56.7%, 대전 43.2% 보다

월등히 높은 국내 7대 도시 중 최고의 수치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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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본류 수질을 관리하면서 중요한 오염원은 우수토실을 통해 본류로 유입되는 오수

였다. 태화강 본류의 관로 정비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었으나 강우 시 삼산·여천배수장

의 대형 우수박스에서는 오수처리가 곤란하여 태화강에 직유입할 수밖에 없었다. 대응책

으로 삼산배수장과 여천배수장에 물리적‧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한 오염물질 현장처리시

설을 설치하였다.

또한, 대암, 사연, 대곡댐의 담수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 우수기 집중 강우 등으

로 갈수기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유지수 부족으로 태화강 건천화 및 수질 악화가 지속하

고 있어 유지용수 확보사업을 검토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태화강 척과천 합류부

에 하상 여과수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태화강 복원사업을 위해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에 시민과 기업들도 발 벗고 나

서 복원사업에 참여하였다. 2005년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본격적으로 수중 및 수변정화활

동을 시작하였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1일 2백 톤 이상 폐수를 방출하는 곳에 폐수 자동측

정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수질오염을 자발적으로 감시하였다.

또한, 시 차원에서도 태화강 상류지역의 기업체, 음식점, 숙박업소, 전원주택 등 대형 개

인 하수처리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적정운영 및 관리실태와 개인 하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일제히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는 도심을 흐르는 태화강에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수질개선분야에 5,853억 원

의 예산을 투입하여 태화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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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수질개선 추진사업 비고

1 하수관로 부설 정비

2 하수처리장 건설

3 퇴적오니 준설

4 지천환경 개선

5 수류 정체구간 해소

6 유지용수 확보

7 삼산배수장 환경개선

8 태화강 적조 종합대책

[표 2-10] 울산시 수질개선 부문 추진사업

구분(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보급률
(%)

66.1 72.1 91.6 92 92.2 92.3 92.4 94.0 95.1 97.0

[표 2-11] 울산광역시 하수도 보급률 추이

울산
95.9

서울
14.4

부산
23.9

인천
36.7

대구
37.7

광주
56.7

대전
43.2

(단위 : %)

[그림 2-23] 7대 주요도시 분류식 하수도 설치율 비교(2011년) 



2단계 태화강 유입 생활오수 차단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270억여 원

으로 중구와 남구, 북구지역 일원을 구역으로 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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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화강유입 생활오수 차단사업

가) 개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으로 유입되어 태화강의 수

질이 악화함에 따라 태화강 수계와 밀접한 지역에 있는 중구와 남구지역을 대상으로 우·

오수관의 오접합 정비와 가정 오수관 연결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생활하

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심하천 중 최고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이

것은 태화강 수질개선에 매우 큰 성과를 가져와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도 벤치마킹의 대

상이 되고 있으며, 태화강의 지천인 동천 등 주요 도심하천의 수질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

추진하고 있다.

1단계 태화강 유입 생활오수 차단사업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 1,325억 원

으로 중구와 남구, 울주군 일원의 생활오수를 차단하였으며, 차단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

다.

126 Taehwagang white paper

제3절 
추진사업으로 본
태화강

구분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사업비
(백만원)

태화강 유입 
생활오수 차단사업

2003.10 
~2004. 6

•하수관 부설 L=3,052m, D=300~600㎜
•우수토실 14개소, 맨홀펌프장 2개소

1,132

명정천, 척과천 
유입오수 차단공사

2006. 1 
~2006.11

•오수관 L=48m, 펌프장 2개소, 우수토실 15

중·남구 
가정 오수관 연결

1995. 7 
~2007. 9

•가정 오수관 연결 : 44,221건
(중구 20,482건, 남구 23,739건)

48,197

학성, 옥교, 삼산,
달동 일원 정비

2004.11 
~2007. 1

•하수관로 정비 L=33㎞ 13,879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 저장조 설치

2003. 5 
~2005. 4

•대곡댐 상류지역 언양, 두동, 두서 일원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적정관리

•사업량 : 769개소(언양 161, 두동 191, 두서 416)
2,650

대곡댐 상류
지선관거 

2002. 7
~2004.10

•울주군 언양읍, 두동‧두서면 일원
•맨홀펌프장 : 19개소
•하수관로 : 41.1㎞

16,381

대곡댐 상류 
가정 오수관 연결

2002.12 
~2005.12

•지선관거 설치 : L=78.5㎞
•가정 오수관 정비 : 1,016세대

15,900

언양하수처리구역 
지선관거 부설사업

2004
~2007

•울주군 언양읍 두동·두서·상북·삼남·삼동면 일원
•하수관로 : 30.5km

21,350

신정, 반구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2007.11 
~2009.11

•남구 신정동, 중구 반구동 일원
•하수관 정비 : 30.4㎞

12,754

효문펌프장 
유입오수관 부설

2008. 5 
~2008. 8

•오수관 부설 L=250m 259

[표 2-12] 1단계 태화강유입 생활오수 차단사업 현황

구분 사업기간 사업개요
총사업비
(백만원)

강남로 차집관 정비공사
2008. 5 

~2008. 11
•오수차집관로 L=80m, 
•오수압송관 L=200m

1,800

크로바아파트·와와삼거리 
우수토실유역 오수유입 차단

2008. 7 
~2008. 12

•우·오수관 조사 (크로바 L=16㎞, 와와삼거리L=4㎞)
•오수관로 정비 (L=8㎞, 오수관 정비보수 1식)

1,500

신정동 일원
2008. 1

~2008. 12
•하수관 정비 : 1.8㎞
•오접합 정비 : 356개소

1,415

삼호‧무거동 일원
2009. 1 

~2009. 11 
•하수관 정비 : 3.89㎞
•오접합 정비 : 168개소

1,124

무거천 일원
2010. 1 

~2010. 12
•하수관 정비 : 11.7㎞
•오접합 정비 : 188개소

1,650

명촌 지선관거 부설공사
2008. 7 

~2010. 6
•차집관로 L=2.77㎞
•중계펌프장 Q=120천톤/일 

19,500

[표 2-13] 2단계 태화강유입 생활오수 차단사업 현황



2) 지선관거 부설사업

하수를 배제하는 방식에는 오수와 우수를 어떻게 배제하느냐에 따라 분류식과 합류식으

로 구분하며 분류식은 다시 완전 분류식과 오수 분류식(불완전 분류식)으로 세분된다.

완전 분류식은 우수와 오수관로를 완전히 분리하여 오수는 오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

으로 유입시키고, 우수는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 등의 공공수역에 배제하는 방식으로 울산

시의 경우 완전 분류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중구와 남구, 동구지역 외에는 합류식으로 설

비되어 있어 농촌지역의 마을마다 관거를 부설하여 완전 분류식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울주군 일부(언양, 상북, 삼남, 삼동, 온양)지역에 대하여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을

채택하여 2014년을 목표로 완전분류식 관로로 정비 중이고, 하수 차집관로가 아직 설치

되지 않은 지역은 하수처리구역별로 하수관로 부설공사를 시공 중에 있어, 추진 중인 하

수관로 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분류식 설비율이 98% 정도로 향상되어 환경개

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준공 또는 추진 중인 하수관로 사업은 총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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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과

1997년부터 태화강 상류구간인 망성, 구영지점의 수질은 1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

나 하류구간인 학성, 태화지점 같은 도심지역으로 갈수록 수질이 점차 악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하류의 수질 차이가 뚜렷한 이유는 태화강 하류 중·남구 일원의 생활오수 유입

에 의한 것이었다. 

1995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용연수질개선사업소와 2004년과 2005년에 가동되기 시작

한 언양,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는 도심지역의 가정하수에 관로를 연결하여 수질 개선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봐왔다. 즉,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정비와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태화강의 주 오염원인 생활하수가 태화강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태화강의 수질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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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연도별·지점별 태화강 수질

[그림 2-25] 수질 측정지점 위치도

공사명 공사개요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 167,685

언양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로부설 156.9㎞
•배수설비 7,515개소

92,635 2008 ~ 2014

방어진처리구역(농소)
지선관거 부설

•관로부설 37㎞
•배수설비 452개소

21,000 2012

용연처리구역 태화강 좌‧우안
(중앙, 우정, 삼산, 옥동, 야음)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로정비 64.9㎞ 37,908 2009 ~ 2014

언양처리구역(반천)
지선관거 부설

•관로부설 22.8㎞
•배수설비 602개소

9,000 2009 ~ 2012

서사마을 외 1 
지선관거 부설

•관로부설 21.1㎞
•배수설비 172개소

3,600 2012 ~ 2013

상북 등억마을 
지선관거 부설

•관로부설 6.7㎞
•배수설비 90가구
•펌프장 2개소

2,234
2011. 6

~ 2012. 6

범서 중리마을 
가정 오수관 연결사업

•관로부설 1.7㎞ 
•배수설비 51가구

483
2012. 2

~ 2012. 6

범서 사일마을 
가정 오수관 연결사업

•관로부설 2.2㎞ 
•배수설비 33가구

429
2012. 2

~2012. 7

범서 욱곡마을 
가정 오수관 연결사업

•관로부설 3.5㎞ 
•배수설비 33가구

396
2012. 1

~ 2012. 5

[표 2-14] 하수관로사업 현황(2012년 기준)



나) 농소, 반천 지선관거 부설사업

농소, 반천 지선관거 부설사업 계획 처리구역은 북구 농소지역 일원과 울주군 언양읍 반

천지역 일원에 우·오수 분리 정비공사로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동천과 태화강

의 수질보전,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선관거 부설사업을 시행하였다.

울산시의 경우 기존 합류식 지역의 분류식 개조에서 시공성과 시공 시 교통장애로 인한

시민의 생활불편, 통신케이블 상수도관 등 각종 지하매설물과 교차로로 인한 자연유하의

어려움, 그리고 이로 인한 시가지 내 오수중계펌프장의 신설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전면적인 분류식화 개조는 현실적으로 대단한 어려움이 수반된다. 그러나 기존 시가화 지

역은 분류식으로 하고 택지개발 및 신개발 지역은 분류식으로 하수 배제하며 합류식 지역

은 오수관로 연장공사를 시행하여 분류식 하수도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다.

다) 시 외곽지역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추진 

서사마을 외 1개소 지선관거 부설공사는 울주군 범서읍 서사마을 일원과 척과, 중리, 상

북면 덕현리 일원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집단 취락지역의 생활오수 차집을 위한 분

류식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태화강 상류지역 수질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 및 보

건위생을 향상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 외 상북 등억리, 범서 중리마을, 범서 사일, 욱곡, 서사마을 등 시 외곽지역에 관로 부

설, 배수설비 등 하수관로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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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언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BTL)

본 하수관로 정비의 사업대상 지역은 언양과 온산처리구역이며, 언양처리구역은 다시 언

양, 상북, 삼남, 삼동처리분구로 미정비된 하수처리구역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기존 하수관로 침입수, 유입수 누수 저감으로 방류 수역의 수질개선과 하수처리시설 처

리효율을 증대할 목적으로 2008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4년 준공 예정으로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언양처리구역과 온산처리구역에 기존 설치된 배제방식은 합류식과 분류식이 혼합되거나

합류식이었다. 하지만 본 관로정비사업에서 선정된 배제방식은 시가화 지역 및 장래 시

가화 예상지역, 소규모 취락지역으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문제, 제반 주변 여건 및 하수

도 수질오염 방지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 분류식 배제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

체를 분류식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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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재 배제방식 하수관로 현황 선정

언양
처리구역

언양 
처리분구

합류식
분류식

•기존 시가지 지역으로 하수관로의 노후화
•U형측구로 우수배제
•신개발지는 분류식관로 기부설
•기존 차집관로와 인접한 제외지의 방류토구부 차집이 다수

분류식

삼남 
처리분구

합류식
분류식

•택지개발지역 및 취락구역으로 구성
•U형측구로 우수배제
•신개발지는 분류식관로 기부설
•기존 차집관로와 인접한 제외지의 방류토구부 차집이 다수

분류식

상북 
처리분구

합류식
•소규모 취락지역 산재
•측구형 수로에 의한 하수배제가 대부분임
•신규개발 예정지가 많아 장래 분류식화 용이

분류식

삼동 
처리분구

합류식
•소규모 취락지역 산재
•다수의 자연개거 및 U형측구에 의한 하수배제로 하수관로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
분류식

온산
처리구역

온양 
처리분구

합류식
분류식

•기존 시가지 지역으로 하수관로의 노후화
•U형 측구로 우수배제
•신개발지는 분류식관로 기부설

분류식

[표 2-15] 하수배제방식 현황 및 선정방식

구분 대상구역 비고

농소 지선관거부설 방어진 처리구역 농소처리분구 북구
농소 1동 : 호계동, 내곡동, 신천동
농소 2동 : 신천동, 중산동, 내곡동
농소 3동 : 상안동, 천곡동, 달천동

반천지선관거 부설 언양처리구역 언양처리분구 언양읍
반천 상‧중‧하리, 구수리, 대동리, 
무등리, 천소리, 미연리

[표 2-16] 농소, 반천 지선관거 부설사업 처리구역



1)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울주군 언양읍 등 태화강 상류지역과 두동면, 두서면 등 대곡댐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공장 및 축산폐수 등을 차집 처리하는 시설로, 728억 원을 투자하여 언양읍

구수리 일원의 70,705㎡의 부지에 1일 6만 톤 처리규모의 고도처리시설을 갖추어 2004

년 10월에 준공하였다.

언양수질개선사업소는 울산의 젖줄인 정주 여건의 수질관리와 대곡댐 상수원 보호, 그리

고 태화강의 유지용수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기존 하수처리장과는 달리 질소와 인 등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을

갖춤으로써, 최종방류수는 BOD 1.8㎎/ℓ(기준 10), COD 7.6㎎/ℓ(기준 40), SS 1.8㎎

/ℓ(기준 10)을 유지하여 태화강으로 방류하고 있다. 특히 대장균을 처리할 수 있는 UV 소

독조가 설치되어 있고, 처리공정 전체를 밀폐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악취발생을 근원적으

로 차단하였으며, 차집관로 42.26㎞와 오수중계펌프장 48개소를 설치하여 하수를 차집

처리하고 있다.

또한, 시민편의시설로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조경수 등

으로 수질개선사업소를 친환경 공원화로 주민에게 상시 개방하여 운영함으로 많은 호응

을 받고 있다.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집수조 : 3지
•농축조 : 2조
•최종침전지 : 10지

•최초침전지 :10지     
•반응조 : 5지
•탈수기 : 2대

차집관로 : 42.26㎞
(추가계획 30.5㎞)

48개소
(맨홀 39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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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하수처리장 건설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인해 태화강 국가하천구간을 중심으로 생활하수

가 처리 없이 태화강으로 유입되어 수질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하상에 오염물이 쌓이는

등의 문제로 울산시는 태화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생활오수를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

결책임에 주목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있

었다. 

태화강으로 흘러드는 오수 처리를 위해 울주군 서부지역인 언양, 두동, 두서, 삼남, 상북

면과 대곡댐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를 위해 1일 6만 톤 처리규모의 언양수질개선사업소를

2004년에 준공하였으며, 동구와 북구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1일 10만 톤

처리규모의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를 2005년에 준공하였다. 이후 천상·구영지역에 대단

위 주거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있어 하수처리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민자를 투입

하여 1일 4만 7천 톤 처리규모의 굴화수질개선사업소를 2012년에 준공하였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가뭄 현상으로 태화강 유지용수가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나 언양

및 굴화수질개선사업소의 방류수 7만여 톤이 재이용되고 있어 태화강 유지용수 확보와

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수관로를 통해 수질개선사업소로 유입되면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하천과

바다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데 부영양화의 원인인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경우 고도처

리라 하며 태화강 수계와 관련된 언양, 방어진, 굴화수질개선사업소 모두 고도처리시설

로 운영 중이며, 방류수 농도는 BOD 1.3~3㎎/ℓ, COD 7.5~10.3㎎/ℓ, SS 1.4~2.3㎎/ℓ,

총질소 6.044~8.580㎎/ℓ, 총인 0.086~0.798㎎/ℓ로 수질개선사업소의 방류수 수질기

준인 BOD 10㎎/ℓ, COD 40㎎/ℓ, SS 10㎎/ℓ, 총질소 20㎎/ℓ, 총인 2㎎/ℓ보다 현저히 낮

은 수질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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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수질개선사업소 위치도  

위치 부지면적(㎡) 시설용량(㎥/일) 처리량(㎥/일) 건설기간 처리방법

언양읍 구수리 
산248-4번지

70,705 60,000 25,468
2000. 3 ~
2004.10

고도처리
(DNR)

[표 2-17]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시설현황

구분 BOD COD SS T-N T-P

유입수(㎎/ℓ) 110.3 82.0 115.7 31.049 3.078

방류수(㎎/ℓ) 1.8 7.6 1.8 8.149 0.836

방류수 기준(㎎/ℓ) 10 40 10 20 2

[표 2-18]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수질현황(2012년 기준)

자료 :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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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는 태화강의 지천인 동천 및 연안 오염방지를 위해 동구와 북구 일

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공장 및 축산폐수 등을 차집 처리하는 시설로 1,183억

원을 투자하여 동구 미포동 일원 97,259㎡의 부지에 1일 10만 톤 처리규모의 고도처리시

설을 갖추어 2005년 8월에 준공하여 가동 중이다.

현재 질소, 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B3공법 : Bio Best Bacillus)을 갖추어

최종방류수는 BOD 3.0㎎/ℓ(기준 10), COD 10.3㎎/ℓ(기준 40), SS 2.3㎎/ℓ(기준 10)을

유지하고 있다.

처리공정 전체를 밀폐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악취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였으며, 차집

관로 34.1㎞, 중계펌프장 31개소를 설치하여 하수를 차집 처리하고 처리된 방류수는 방

류관 5.6㎞를 거쳐 연안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유휴부지에 잔디축구장과 야구장 등을 조

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134 Taehwagang white paper

제3절 
추진사업으로 본
태화강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집수조 : 10지
•반응조 : 5지
•농축조 : 2지

•최종침전지 :10지     
•방류펌프동 : 1동

•연장 : 34.1㎞
•차집관로 : 5.6㎞
(지선관거 60㎞ 추가 계획)

31개소
(맨홀 20개소 포함)

위치 부지면적(㎡) 시설용량(㎥/일) 처리량(㎥/일) 건설기간 처리방법

동구 미포동
산11번지

97,259 100,000 113,688
2000. 1

~ 2005. 8
B3공법

[표 2-19]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시설현황

구분 BOD COD SS T-N T-P

유입수(㎎/ℓ) 166.3 100.3 159.6 45.270 4.665

방류수(㎎/ℓ) 3.0 10.3 2.3 8.301 0.219

방류수 기준(㎎/ℓ) 10 40 10 20 2

[표 2-20]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수질현황(2012년 기준)

자료 :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3) 굴화수질개선사업소 

무거, 굴화, 다운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용연수질개선사업소로 유입 처리하고 있었으

나 천상, 구영지역에 대단위 주거지가 들어서고 무거, 다운, 범서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생활하수 발생량 급증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부족 및 생활환경 악화, 태화강 방

류수역 오염 가중이 예상되어 굴화수질개선사업소를 신설하여 처리구역 내 발생하는 하

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해 방류하고 있다.

시 차원에서는 처리장 건설로 인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자본(BTO :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운영기간은 준공일(2012년 9월 15일)로부터 20

년이다.

현재 굴화수질개선사업소는 질소, 인 등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MSBR,

3차처리)을 갖추어 최종방류수는 BOD 1.3㎎/ℓ(기준 10), COD 7.5㎎/ℓ(기준 40), SS 1.4

㎎/ℓ(기준 10)을 유지하고 있다.

처리공정 전체를 밀폐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악취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였으며, 차집

관로 4.65㎞, 중계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여 하수를 차집 처리하고 있다.

또한, 굴화수질개선사업소의 방류수 4만 톤 이상이 태화강의 유지용수로 재활용됨에 따

라 태화강의 유지용수 확보와 수질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울산지역 최초로 하수처리시설

을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체육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함으로써, 태

화강변의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집수조 : 2지
•농축조 : 2조
•최종침전지 : 2지

•최초침전지 : 4지     
•반응조 : 2지
•탈수기 : 2대

차집관로 : 4.65㎞
오수관로 : 0.97㎞

3개소
(맨홀 개 포함)

위치 부지면적(㎡) 시설용량(㎥/일) 처리량(㎥/일) 건설기간 처리방법

범서읍 굴화리 
17-11번지 일원

50,600 47,000 36,171
2006. 7 

~ 2012. 9
MSBR

3차처리

[표 2-21] 굴화수질개선사업소 시설현황

구분 BOD COD SS T-N T-P

유입수(㎎/ℓ) 151.9 98.9 201.0 37.973 5.265

방류수(㎎/ℓ) 1.3 7.5 1.4 2.898 0.124

방류수 기준(㎎/ℓ) 10 40 10 20 2

[표 2-22] 굴화수질개선사업소 수질현황(2012년 기준)

자료 :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4)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도심지역의 하수관로 사업이 완료되어가고 있어 이밖에 시 외곽 지역인 울주군 척과지역

에 4,700백만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이며 태화강 지천

인 척과천의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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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사업기간 사업량(톤/일) 총투자비 비고

척과마을 하수처리장 2009~2011 230 4,700

[표 2-23]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❸ 퇴적오니 준설

1) 배경

1960년대 이후 공업화와 산업화 등 급격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울산시에 공업단지가 밀집

되면서 외부유입 인구의 증가 등으로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도심을 관통하는 태화강에 각

종 생활오수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수질악화는 물론 도시민의 휴식 위락장소로서 하천 고

유기능이 저하되었다. 

다량의 생활오수 유입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침전·퇴적으로 하천의 하상은 황폐해지고 하

천에 서식하는 생태계가 파괴될 뿐 아니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열악한 실

정이었다. 또한, 침전된 퇴적오니는 영양염류를 증가시켜 조류를 활성화하는 공급원으로

녹·적조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태화강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앞서 언급한

언양, 방어진, 굴화수질개선사업소 건설과 가정 오수관 연결사업 등 수질개선사업과 함

께 하천의 수질개선과 자연 생태계 복원, 주거환경 개선 등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쾌적

한 하천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로 퇴적오니 준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개요

1999년 처음 시작한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태화강 하류의 퇴적오니 준설 및 수생

식물 식재를 목적으로 2000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었으나 태화강의 주 오염원인 오·폐수의 차단 없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오·폐수 유입을 차단하는 가정 오수관 연결사업이 80% 이상 완료되는 2004년

3월에 삼호교에서 방사보 구간에 준설사업을 시작하였다.

구분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

하천명 태화강(국가하천) 태화강(국가하천), 동천

구간 삼호교~학성교(6.4㎞)
학성교~방사보(2.4㎞), 
삼일교~태화강 합류점

사업기간 2004년 3월 ~ 2007년 2월 2004년 3월 ~ 2007년 7월

사업비 16,000백만 원 31,221백만 원

사업규모
퇴적오니 준설 537천㎥, 
친환경 수변 정비 2.2㎞

퇴적오니 준설 357천㎥, 
호안공 4.6㎞, 둔치조성 318천㎡

[그림 2-27] 하천정비 및 정화사업 위치도



울산시는 삼호교에서 학성교 구간(6.4㎞)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2004년 3월부터 준

설사업 및 친환경 수변정비사업을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 8월에는 제86회 전국체전시

카누경기를 대비하여 태화교에서 울산교 구간을 정비하였으며, 2006년 6월에는 태화강

물축제 행사로 태화강 일원에서 수영, 카누, 조정, 마라톤, 걷기 등 대회 일정에 맞춰 구

간별로 준설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학성교에서 방사보 구간은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으로 2007년 7월까지 준설

및 둔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겨울 철새 및 연어회귀 등에 지장이 없도록 야간공사

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태화강에서 벌어지는 각종 축제와 자연환경을 염두에 둔 공사

를 진행하므로 준설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한 행정이었다. 준

설사업의 개요를 아래에 나타내었다.

3) 추진방법

가) 하상준설

준설방법은 그 형식에 따라 육상준설과 준설선에 의한 준설로 구분되며, 준설선에 의한

준설은 다시 일반 준설선에 의한 방법과 오니 전용 준설선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된다. 오

니 전용 준설선은 준설작업 시 오니토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어 2차 오염 방지효과가 탁

월하여 환경적 측면에서는 우수하나, 준설단가가 매우 고가이며, 태화강의 경우 오니가

집중적인 층을 이루고 있지 않아 작업효율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준설지역이 생

활용수 취수원이거나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니므로, 오탁방지막 등의 오염방지책을 병행

한 일반펌프 준설선을 사용하였다. 

나) 중간처리

하상으로부터 준설된 오니는 30~40% 정도의 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니 중에 모래와

자갈이 함유되어 있어 운반이 곤란하고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물과 오니를 분리하고 오니

와 모래류를 분리하는 중간처리과정이 필요하였다. 오니 전용 준설선에 의해 준설된 퇴

적토를 배사관을 통해 태화교 및 학성교 인근의 둔치에 있는 중간처리장으로 압송하고 준

설토는 중간 처리장에서 물리적인 세척, 선별, 탈수시설에 의해 물과 오니, 오니와 모래

류를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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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처리

퇴적오니의 최종처리는 아래 표와 같은 검토과정을 거쳐 처리되었다.

모래 및 자갈
Ø = 5㎜ 이상

오니 전용 준설선

Drum
Screw

모래 및 실트
Ø = 5㎜~0.05㎜

실트
Ø = 0.05㎜~0.08㎜

Screw

Screw
Cyclone

Sand Seperator

1st 침전지

2nd 침전지 Centrifuge

조정지pH 조절제 해양 투기
운반

응결제, 응집제

방류

P

P

P

[그림 2-28] 퇴적오니 중간처리계통도

구분 내용

준설토 처리
채취한 준설토는 중간처리 과정에서 분리하여 모래와 자갈은 매각하고, 순수 오니
토는 처분하였음. 

특정폐기물 유무 검토
채취한 모래에서 특정 폐기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해 폐기물 관리법 “유해물질
함유기준”에 이내로 특정폐기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해양배출 가능폐기물 
기준 검토

퇴적물 오염도는 폐기물 해양배출 이내로 런던협약과 법의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해역투기가 가능한 물질로 판단되었음.

최종오니 처리
최종오니의 처리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해양투기 방안을 채택하였음.
오니는 탈수케익으로 반출하며, 탈수케익을 임시 선착장으로 운반하여 토운선에
의해 해양투기하는 절차로 시행하였음. 

[표 2-24] 퇴적오니 최종처리 검토



4) 성과

준설사업 성과에 대해 치수, 수질, 경관 그리고 생태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았다. 첫째 치

수부분은 통수단면적 확보로 태화강 최대 0.23m 정도의 수위가 저하되는 효과로 명촌교

하류 좌안측 여유고가 부족한 구간의 제방보축으로 강변도로 및 지하차도의 침수가 방지

되어 치수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수질부분은 태화강 양안 중구와 남구의 하

수관로 연결과 더불어 준설 시행으로 오염퇴적물 속에 함유된 질소와 인 등의 영양 염류

를 제거함으로써 태화강의 부영양화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저질 속에 포함된 유기질이

분해되면서 용존산소가 고갈되어 발생하는 악취요인을 제거하였다. 사업 전·후 수질을 비

교해 보면 시행 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수질이 개선되었다. 셋째, 경관부분은 하상의 퇴

적오니를 준설함에 따라 흑색화된 저질을 제거하여 둔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심미적으

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태화강의 수변경관 조성에 기여하였다. 넷째, 생태

부분으로 퇴적오니를 준설함에 따라 저니토의 부영양화 등에 의한 악취와 수질오염을 제

거함에 따라 어류와 수생식물 등 생육환경이 개선되고 수종이 증가하는 등 생태환경이 획

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그 외 태화강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수영대회와 전국 규모의 수상대회(카

누, 조정)를 개최할 수 있었으며, 각종 행사를 통해 공업화 과정에서 공해도시 이미지를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로 탈바꿈한 성공한 도시로 부각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또

한, 시민들에게도 기존 오염하천에서 친환경 수변공간으로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졌다.

한편 준설 퇴적오니 선별로 발생골재(모래, 자갈) 524천㎥를 매각처리 함으로써 매각수

익금 23억 원과 운반비 24억 원 등에서 총 47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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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선 오니 준설 퇴적오니토 분리

준설된 오니 중간처리 선별 중간처리 중간처리장 및 모래적치 전경

[그림 2-29] 퇴적오니 준설 현장

❹ 지천 환경 개선

1) 배경

태화강의 하류에서는 무거천, 명정천, 약사천 등의 지천이 합류한다. 이들 지천은 주거

밀집지역인 도심을 경유하면서 오염물질을 태화강에 유입시키고 있어 지천의 수질개선

없이는 태화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없었다. 특히 남구지역의 대표적 도심 관류 하천인 무

거천의 경우 양안으로 고밀도의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평소 생활오수가 유입되는 오

염하천으로 지천 주변의 관거 정비를 통해 오수 유입의 차단이 필요하였고 쾌적한 정주

여건에 대한 요구와 여가활동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친환경 수변공간으로의 조성이

필요하였다. 약사천은 중구 약사동, 반구동 일원을 흐르는 샛강으로 인근 지역의 개발 계

획으로 각종 오염원 유입과 자정능력 상실로 악취발생과 해충이 서식하는 등의 문제가 발

생하였다. 인근 울산종합경기장 주변에서 열리는 2005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깨끗한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중구 남외동에서 동천 합류부 구간 정비사업을 추

진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명정천은 중구지역의 태화강대공원 대숲 상류에 접하고 있고

2005년 8월 전국수영대회 개최지역으로 그동안 생활오수가 유입되어 수질이 크게 악화

한 상태였다. 

이처럼 국가하천구간의 도심 속 지천 환경정비사업 차원에서 생활오수가 유입되는 관로

정비를 통한 수질 회복과 지천을 떠나간 동·식물을 복원하고 지천 주변 주민들의 휴식공

간으로 조성하고자 지천 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하였다. 

2) 개요 및 성과

기존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퇴적오니 준설, 하상정비의 성격이 강해 골재채취와 콘크리트

로 호안과 제방을 조성하고 둔치에는 체육시설과 공원 등의 위락공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어류 서식처와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지만 지천환경사업에

서 시행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호‧복원 등을 통해 자연과 인간

이 어우러지는 하천을 만들고자 하여 식생대, 수생식물 식재 등 친환경적인 공법을 사용

하여 지천의 환경을 개선코자 하였다. 울산시가 수행한 지천 환경개선사업으로 무거천과

여천천은 남구에서 약사천은 중구에서 추진하였으며, 명촌·연암천은 울산시에서 오수차

단사업을, 척과천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개수사업을, 동천은 북구청에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태화강으로 흘러드는 지천의 오수를 차단함으로써 태화강의 수질은 가시적인 개선 효과

를 보였다. 악취가 진동하던 태화강에 연어, 은어, 황어가 회귀하고 특히 지난 2005년부

터는 태화강 수영대회를 비롯한 조정과 카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태화강이 맑

아지는 데에는 지류인 지천의 환경개선 사업이 큰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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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명 하천등급 하천연장 유역면적 주요사업 시행기관

① 무거천 지방2급 2.4㎞ 5.6㎢ 자연형 하천 조성 남구청

② 여천천 지방2급 6.4㎞ 3.6㎢ 자연형 하천 조성 남구청

③ 약사천 지방2급 4.5㎞ 5.4㎢ 자연형 하천 조성 중구청

④ 명촌/연암천 소 하 천 7.54㎞/1.56㎞ 21.76㎢/3.98㎢ 오수 차단 사업 시 환경정책과

⑤ 척과천 지방2급 11.5㎞ 41.3㎢ 하천 개수 사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 

⑥ 동천 지방1급 13.9㎞ 168.0㎢ 하천 개수 사업 북구청

[표 2-25] 지천환경 개선사업

[그림 2-30] 지천환경 개선 사업 위치도

[그림 2-31] 지천환경 개선 사업 복원 전·후

복원전 복원후

가) 무거·여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

무거·여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2004년에서 2010년 동안 무거‧여천천 총 4.87㎞ 구

간을 사업비 19,491백만 원 들여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한 사업으로 먼저 ‘생태하천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0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였다. 사업 내용으

로는 관로정비를 통해 생활오수 유입을 차단하고 무거천 상류 옥동저수지에는 10,000㎥

의 하천 유지수 공급공사를 완료하여 갈수기에도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하였

다. 또한, 저수호안, 수변식물 식재, 징검다리, 오수차단시설, 관찰로, 접근로, 여울, 어

도 등을 조성하였다.

무거·여천천의 수질개선사업과 생물 서식공간의 복원을 통해 깨끗한 하천 환경이 조성되

었다. 인근 주민들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와 수변식물이 식재된 자연형 도심하천을 이

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하천구역 내 하수도, 점·비점오염원, 토지이용 등 하천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지속 관리하여 하천 내 수생생물과 오리 등의 조류가 서식하

는 등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무거천은 태화강의 지천 중 하천

정비가 가장 잘 이루어진 곳이라 볼 수 있으며 하천변을 따라 식재된 벚꽃과 하천 내 산

책로, 깨끗한 물 등으로 높은 시민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무거천과 여천천의 2005년과 2012년을 비교한 수질현황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로 비교해 보면 2005년 무거천과 여천천은 각각 24㎎/ℓ, 44.5㎎/ℓ이며 2012년은 1.6㎎

/ℓ, 3.5㎎/ℓ로 무거천이 15배, 여천천이 12.7배 감소하였다. 가정 오수관 연결사업 등과

연계하여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으로 수질이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공사기간 사업연장 사업비 사업내용

2004
~2010

총 4.87㎞
- 무거천 1.47㎞ 
- 여천천 3.4㎞

19,491 백만 원

- 무거천 : 저수호안 L=2.0㎞, 수변식물 식재 A=4,500㎡, 
징검다리, 오수차단시설 L=1.4㎞, 관찰로 L=1.2㎞,
접근로, 여울, 어도 등

- 여천천 : 저수호안 L=7.1㎞, 수변식물 식재 A=16,000㎡,
징검다리, 오수차집시설 L=4.0㎞,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L=3.4㎞, 접근로 등

하천명 BOD(㎎/ℓ) COD(㎎/ℓ) SS(㎎/ℓ) 비고

무거천
2005 24.0 14.7 24.4

2012 1.6 4.5 7.0

여천천
2005 44.5 22.1 12.8

2012 3.5 6.5 9.6

[표 2-26] 무거·여천천 수질현황

항목년도



나) 약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약사천은 공간 특성상 중구지역의 전형적인 주거지 도심지역을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으

로 중류지역(북부순환도로~번영로)은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하류지역은 복

개되지 않았고 하천 양안은 콘크리트 옹벽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약사천 자연형 하천정

화사업은 2005년 8월에서 2007년 12월 기간 동안 하류지역의 하천연장 1.3㎞구간에 사

업비 21,640백만 원으로 시행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퇴적오니 준설, 오염하천수

배제시설 및 유지용수 확보시설 설치, 그리고 자연형 저수로 조성을 위해 여울, 소, 식생

호안, 입면녹화, 식생군락 등을 조성하였다.

도심 속에 입지하고 있는 약사천은 각종 오염원 유입으로 자정능력이 상실되어 악취발생

과 해충서식 등으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하폭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콘크리트 옹

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여겨졌으나 적절한 식생조성과 유지용수 확보 등으

로 하천의 자정기능과 생태기능 그리고 친수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휴식공간

으로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이후 수질 검사 결

과 2007년 기준 BOD 평균 0.5㎎/ℓ로 안정적인 수질을 나타내었으며, 자정능력이 상실

된 강에서 어류의 서식처로 탈바꿈하는 등 시민에게 사랑받는 자연형 하천이 조성되었

다. 이는 지속적인 유지수 공급이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녹·적조

발생 및 부유물질 변화추이 분석결과 환경정화사업 전에는 인근 지역의 생활오수 유입 등

으로 녹조 및 부유물질이 유입되었으나, 암거 내부 오접된 하수관로 정비 및 우수토실 설

치 등 약사천 내 오염물질 차단으로 현재까지 녹조 발생 없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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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사업연장 사업비 사업내용

2005. 8 
~ 2007. 12 

1.3㎞ 21,640백만 원

- 퇴적오니준설 : 13,037㎥
- 오염하천수 배제시설 : 우수토실 5개소, 오수관로 매설

L=1.4㎞
- 유지용수 확보시설 : 방사상집수정 2개소, 송수관로매설

L=1.5㎞
- 자연형 저수로 조성 : 여울, 소 5개소, 식생호안 L=1.0㎞,

입면녹화 L=1.0㎞, 식생군락 13개소

[그림 2-32] 약사천 정화사업 전경

퇴적오니 준설 완료 유지용수, 오수관 매설 완료 자연형 저수로 조성

다) 명촌·연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명촌‧연암천은 북구 효문공단의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로 수질오염을 겪고 있는 하천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친수 및 웰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복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명촌·연암

천 복원사업은 2008년 4월부터 약 1년 10개월 동안 총 사업비 1,200백만 원으로 유입 오

수 차집관로와 우수토실 설치를 추진하였다.

오수차단 사업 이후 명촌·연암천의 갈대·부들 등의 습지 식생대가 빠르게 회복 중이며, 관

능적으로 악취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2012년도 관찰결과 수질개선과 함께 습지 식생대

(갈대, 부들)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천이과정을 거쳐 거의 안정화되었고 저수로에 오리

도 관찰되는 등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명촌·연암천 합류부 아래

사업구간 수질현황은 아래표와 같이 2012년 9, 11월 두 차례 측정에서 BOD 평균 1.4㎎

/ℓ를 나타내어 사업 시행 전보다 수질이 개선되었다.

공사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2008. 4 ~ 2010. 1 1,200백만 원
유입오수 차집관로 1,632m, 우수토실 10개소
- 명촌천 : 유입오수 차집관로 625m, 우수토실 2개소
- 연암천 : 유입오수 차집관로 1,007m, 우수토실 8개소

구분 2005 2006 2007
2012

비고
9월 11월

연암천 31.5~6.5 - 15.5~6.0 - - -

명촌천 7.1~2.3 8.7~4.9 4.2~3.8 1.3 1.5 사업구간 하류

[표 2-27] 명촌·연암천 합류부 아래 사업구간 수질현황(BOD) (단위 : ㎎/ℓ)

명촌천 물돌리기 및 터파기 공사 연암천 관부설, 관보호공 및 맨홀설치 공사

[그림 2-33] 명촌·연암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공사



라) 척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척과천 생태하천 복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하천개수공사로 시행되었다. 척

과천은 2004년 10월에서 2009년 9월 기간 동안 총사업비 15,078백만 원으로 제방 정비,

호안 정비, 배수공 등 하천개수공사가 추진되었다.

마) 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동천은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로 울산시 건설도로과 주관으로 시행되었다. 동천 하상

준설 및 하도정비공사는 2001년 11월에서 2007년 5월 기간 동안 총사업비 13,563백만 원

으로 저수호안, 하상준설, 친수수변 조성, 자전거도로, 산책로, 여울 등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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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추진사업으로 본
태화강

공사기간 사업연장 사업비 사업내용

2004. 10 
~ 2009. 9

11.5㎞ 총 15,078백만 원 제방정비 10.9㎞, 호안정비 11㎞, 배수공 4.4㎞

공사기간 사업연장 사업비 사업내용

2001. 11 
~ 2007. 5 

13.9㎞ 총 13,563백만 원
저수호안 4.2k㎞, 하상준설 166,000㎥, 친수수변 조성
143,000㎡, 자전거도로 3.05㎞, 산책로 2.38㎞, 여울 5개소

❺ 수류 정체구간 해소

1) 배경

태화강 하구 방사보는 1987년에 현대자동차(주)의 수출전용부두의 토사 유입방지와 해수

의 역류 방지, 공업용수 확보 및 골재 채취 등을 목적으로 태화강 우안의 남구 여천동 여

천배수장에서 좌안의 북구 명촌동 현대자동차까지 2년간에 걸쳐서 총연장 600m, 높이

1m, 폭 0.6m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되었다. 

태화강 수질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인공구조물 철거에 관한 여론이 형성

됨에 따라 방사보 철거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되었지만, 울산시의 철거방침19)과 울산항으

로 유입되는 토사 이동량 처리에 대한 해양수산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존폐가 유

보된 적이 있었다. 

울산시에서는 방사보 철거의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보 설치는 울산항으로

유입되는 토사량 감소에 기여를 하였으나, 1993년 이후 방사보 상류부에 토사 및 오니의

퇴적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홍수 시 태화강 수위에 영향을 주게 되어 1997년과 1998년 홍

수 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방사보를 부분적으로 철거하였다. 이후 생태통로 차단, 녹조와

적조 등 수질오염 문제, 하천정비 및 치수대책, 울산항으로 유입되는 토사 이동량 처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환경단체와

하류의 모래톱 유실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모래톱 유실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1997년 2개소 49m를 제거한 후 1998년에 1개소 40m를 추가하여 총 3개소 89m를 부분

철거하였다. 

8) 2000년 7월 13일에 방사보 철거전
에 침사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준
설을 조건으로 울산시 도시개발과
의 철거승인이 있었다.

[그림 2-34] 방사보 설치와 철거 



2) 방사보 존폐 타당성 검토

태화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방사보로 인한 물 흐름의 단절

등으로 내용이 거론되어 방사보의 존폐 유무에 대해 몇 차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1997

년 “방사보가 태화강의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2000년 “태화강 방사

보 철거 전·후의 수리학적 영향검토 연구보고서” 등 6번의 검토가 있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방사보가 태화강의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방사보가 태화강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며(울산대학교, 1997), 방사보 철

거에 관한 부분은 철거 여부를 생태계와 수질, 토사의 이동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수

질 및 생태계에 영향은 있으나 차집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태화강의 효과적인

수질개선방안이 진행 중이며, 현 수심유지와 친수공간 확보 등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할

때 당분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방사보 철거에 대한 최종결론은 유보적

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나) 방사보 철거 전·후의 수리학적 영향 검토

방사보 철거 전·후에 대한 수리학적 검토를 하였으며(울산과학대학 2001), 방사보 철거에

관한 부분은 방사보가 설치 목적에 따른 원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

여 방사보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방사보 철거 후 토사 퇴적량을 정기적

이고 지속적으로 준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천과 태화강 합류지점에 적절한 수리 구

조물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유입 토사량 제거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태화강 오니토 제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오니토 제거사업 관련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주)경일기술공사, 2000) 방사보 철거에 관

한 부분은 방사보 철거 시 수위변화가 거의 없어 수질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현 방

사보는 토사 이동량을 제어하여 철거 후 방사보 하류에 퇴적된 후 항만 내로 유입될 것으

로 예측하였다.

라) 태화강 외 1개소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관련 검토하였으며(㈜도화종합기술공사와 ㈜한신엔지니어링,

2001), 방사보 철거에 관한 부분은 현 태화강 하류부의 경관적 측면, 생태적 측면, 하천

환경적 측면, 하상경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방

사보를 철거할 경우 토사 퇴적량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준설해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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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태화강 방사보 주변의 철새도래지 보존을 위한 환경수리학적 연구

방사보 주변의 철새도래지 보존을 위한 환경수리학적 연구를 검토하였으며(울산지역환

경기술개발센터, 2002), 방사보 철거에 관한 부분은 뚜렷하게 언급한 내용은 없지만, 치

수 측면에서 방사보가 필요하며 철거에 의한 조류서식처의 훼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바) 태화강 방사보 존치 여부 타당성 검토

태화강 방사보의 존치 여부에 대한 타당성(울산발전연구원, 2005), 연구 결과 중 방사보

철거에 관한 부분은 태화강의 수질, 수리학적 변화, 토사 발생량, 그리고 생태적인 영향

등 측면을 고려하여 방사보 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 울산항의 토사 영향 해

소를 위해선 지속적인 준설이 필요하며, 방사보 설치로 형성된 조류서식처는 100년 빈도

홍수 시 발생하는 유속에 훼손될 개연성이 있지만, 저수량 기준에는 모래톱 훼손에 극히

미약한 영향일 것이라 주장하였다.



4) 방사보 철거 영향 조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태화강 방사보 철거 이후 생태 수질환경 영향조사’에서는 방

사보 철거 전·후 영향을 수질, 생태 그리고 수리적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방사보 철거

당시 수질개선을 위해 시행한 퇴적오니 준설사업, 가정 오수관 연결사업, 생활오수 차단

사업 등의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났고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질

태화강 국가하천(삼호교~명촌교)을 중심으로 한 수질조사에서 볼 때, 삼호교 하류까지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명촌교의 경우 방사보를 중심으로 울산연안과

접하고 있는 지점으로 BOD 및 COD의 상관성을 비교해본 결과, 상관도가 증가하여 방사

보 철거는 명촌교와 연안의 수질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보 철거시점(2006년 4월)을 기준으로 태화교 지점의 수질(BOD)을 보면 2003~2005

년에는 3.4~5.1㎎/ℓ이며, 철거 이후인 2007년에는 2.0㎎/ℓ로 조사되어 크게 호전된 것

으로 나타났다.

3) 개요

방사보는 1987년 3월에 건설된 이후 단계적으로 89m가 철거된 상태였지만 방사보로 인

해 태화강 하류 전역의 토사 퇴적에 영향을 주었으며, 유수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6

회의 타당성 연구검토 결과 수질개선 효과와 태화강, 동천의 치수, 어류 이동 등 생태적

측면에서 철거가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울산생명의

숲,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가 철거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였다. 방사보 철거

시 장기적으로 1987년 이전의 하상과 모래톱(대도섬) 형성이 예상될 경우 현재의 동천합

류지점의 철새도래지와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생태적 건전

성 확보 차원의 인공구조물 철거 당위성과 홍수 시 통수단면 확보 및 방사보 철거 시 조

수간만에 의한 수체흐름의 속도가 증가하므로 태화강 정체수역의 녹·적조 현상 해소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후 2006년 4월 태화강 하류의 물 흐름을 막아 갈수기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국지적 수

질 악화현상 발생 등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수중정화를 비롯한 각종 선박과 어류의 이동

저해, 간만조시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고 생태통로가 차단되며 홍수 조절능력이 저하된

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방사보는 완전히 철거되었다.

방사보 상류쪽 모래 문제는 2005년 태화강 정비사업때 상당량 준설하였고 또 방사보 아

래쪽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업체가 25만㎥를 준설하기로 함에 따라 항만 수심에 큰 영향

을 주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철거에 대한 결정을 뒷받침하였다.

이외 태화강 물의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교량 교각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쇄굴방지용 사석을 교량교각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제

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홍수기 교각 쇄굴방지용 사석과 보호공의 수심이 높아

정체수역이 형성되어있는 태화교 및 울산교 교각 하부의 사석 제거사업을 추가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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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방사보 위치도

[그림 2-36] 방사보 철거 전·후 모습

철거 전 철거 중 철거 후

위치 공사기간 사업내용 시행사

명촌교 하류 태화교,
울산교

2006. 4. 16 
~ 5. 20 

- 방사보 철거 600m 
- 태화교, 울산교 교량하부 사석 제거 2개소

현대자동차(주)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철거시점) 2007년

BOD(㎎/ℓ) 3.4 5.1 4.0 3.7 2.0

[표 2-28] 연도별 태화교 수질오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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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리

방사보 철거 전·후 방사보 상·하류 유속, 수심, 퇴적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철거 후 울산항

으로 유입되는 유사량은 유속의 감소와 함께 연간 약 32,889㎥이 유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토사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방사보 설치부터 철거 후 현재까지 울산항

유지를 위한 준설이 실시되고 있어 방사보 철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울산항 토사퇴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수심 유지의 중요성으로 토사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울산항 준설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아래 표는 2000년 이후의 울산항 준설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00년에서 2004년까지

154,892㎥ 준설되었으며, 방사보 철거 이후 2006년에서 2012년 동안 676,295㎥이 준설

되었다. 다음 준설은 2016년에 울산항 부두에 유지준설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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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철거 전·후 모래톱 전경 

철거 전 모래톱(2006년) 철거 후 모래톱(2009년)

구분
방사보 상류

(650m)
방사보 하류

(650m)
동천 유입부 울산항 유입

유속
(m/s) 

철거 전 1.9 1.6 1.5 1.6

철거 후 1.1 1.7 1.0 1.6

전후 비교 0.8 감소 0.1 증가 0.5 감소

수심
(m) 

철거 전 3.1 3.8 3.1 4.2

철거 후 5.3 3.6 4.7 4.1

전후 비교 2.2 증가 0.24 감소 1.6 증가 0.1 감소

유사량
(㎥/year)

철거 전 17,637 27,959 7,663 32,233

철거 후 17,373 29,570 7,680 32,889

전후 비교 264 감소 1,611 증가 17 증가 656 증가

[표 2-29] 주요 지점별 비교

구분(년) 공사명 준설량(㎥) 비고

2000

울산항 유지 준설 공사 57,100 2, 5부두 전면

울산항 침사지 준설 공사 13,000 2부두배면 침사지

소계 70,100

2003 울산항 유지 준설 공사 47,840
2, 3, 4, 6 역무선부두
(2003.11 ~ 2004.4)

2004 울산항 유지 준설 공사 36,952
5, 6 부두

(2004. 8 ~ 2004.12)

2006

울산항 유지 준설 공사 55,469
5, 6 부두

(2006.10 ~ 2006.12)

울산항 일반부두 및 4부두 유지 준설 공사 16,147 일반, 4부두

소계 71,616

2008 울산항 유지 준설 공사 355,190
울산항 내 17개 부두 
(2008. 3 ~2008.11)

2012 울산항 유지 준설 공사 249,489
울산항 내 12개소

(2012. 6 ~ 2013. 3)

계 831,187

[표 2-30] 울산항 준설현황

자료 : 울산항만공사 내부자료



3) 세부내용

가) 유지용수 확보 방안 검토

태화강마스터플랜에서는 유지용수 확보 방안으로 3가지 안이 검토되었다. 첫째 하수종

말처리장 처리수를 유지용수로 이용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검토되어 온 바 있는 용연 및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처리수의 도수방법은 수질과 비용문제 등으로 적절하지 못하며,

언양수질개선사업소와 굴화수질개선사업소의 방류수를 최대한 활용하되, 실제 방류수질

은 적어도 5mg/ℓ이하로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둘째, 댐 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태화강 상류에 위치한 대암댐, 사연댐 및 대곡댐으로부터 하천유지용수 확보

방안으로 기존 댐 건설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하천수 이용에 대한 울산시의 수리권을 수

자원공사와 협의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셋째, 복류수 및 빗물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태화강 내 풍부한 복류수 및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세부적인 지질조사와 복류수량

조사를 통한 단계적 도입으로 태화강 상류 언양지역과 하류지역은 척과천 합류지점 구간

을 대상으로 복류수 활용을 전제로 한 하상여과공법 도입을 검토하였다.

나) 태화강 하상여과법 사업 시행

하상여과법은 하상의 충적층을 통과하여 수질이 개선된 하천수를 하천의 수변에 설치된

수평 집수관과 수직 집수정을 통해 양수하여 하천에 재투입하는 공법으로 수질개선과 유

지용수 확보에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원리 모식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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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유지용수 확보

1) 배경

도심하천의 유지수는 도심의 자연경관요소와 생태요소 그리고 시민휴식공간 요소 등 복

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유지용수는 기본적으로 하천의 보전을 위한 자연적 기

능과 인간이 하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최소한의 유

량을 말한다. 

또한, 하천의 유지수량 부족으로 흐름이 정체되면 녹·적조 문제 등 수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물의 원활한 흐름이 필요하였다. 도심하천은 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생태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명목

으로 하천부지를 복개하여 도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친수 생태공간을 훼

손시켰으며, 도시화로 인한 지속적인 시가면적 확대로 불투수층 증가, 우수기 집중 강우,

상류 3개댐(대암, 사연, 대곡)의 담수화, 우수기 집중 강우 등으로 인해 최소 하천 유지수

량도 공급되지 않는 건천화 하천으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었고, 특히 오수관로 정비사

업으로 인해 건천화가 더욱 심화할 개연성이 높아 유지용수 확보사업을 검토·추진하게 되

었다.

2) 개요

태화강 유지용수 확보사업은 수질개선과 녹·적조 현상 예방, 생태계 회복 등의 목적으로

2007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같은 해 12월에 척과천 합류부와 태화강대공

원에 방사형 집수정과 송수관로 연결사업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8월에 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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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유지용수 확보사업 위치도

[그림 2-39] 하상여과법 원리 모식도 

위치 공사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척과천 합류부, 
태화강대공원 

2007.12 
~ 2010. 8  

11,386백만 원

하상여과(수평정 방사형) : 50,000㎥/일 개발
- 척과천 합류부 : 방사형 집수정 4기(40,000㎥/일),

송수관로 L=945m
- 태화강대공원 : 방사형 집수정 1기(10,000㎥/일),

송수관로 L=2,800m



4) 사업효과

태화강의 유지수는 통상적으로 135,000㎥/일 이상 필요하나 갈수기에는 언양수질개선사

업소에서 평균적으로 방류되는 33,000㎥/일 정도의 방류수 이외에는 자연유량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하상여과수 개발이 필요하였다. 수질검사 결과(수질측정망) 태화강 하류

구간 연평균 BOD 수질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2.0㎎/ℓ이하로 안정적인

수질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유지수 공급이 수질개선 효과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녹·적조 발생 분석결과 발생일수가 매년 감소하여 녹·적조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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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하상여과시설 설치 후 6개월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아래 표에 나타내었으며, 설

계 집수량은 1기당 10,000㎥/일이었으나 실제 집수량은 1기당 18,000㎥/일로 총 4기 집

수를 합산한 결과 72,000㎥/일의 물이 집수되었다. 한편 2010년 갈수기 시 태화강에서

하상여과시설을 통해 집수된 물을 공급한 결과 태화강 본류의 유지수량에 절대적으로 부

족하고 태화강에 도달하기 전에 지하로 스며들어 본류의 수질개선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울산시는 2012년 현재 부족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언양, 굴화수질개선

사업소 방류수 약 7만 톤 량을 태화강으로 유입하고 있어 전체수량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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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기당 집수량(㎥/일)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표 2-31] 태화강 하상여과시설 건설후 집수 모니터링 결과

[그림 2-40] 태화강 하상여과시설 유지용수 모습

[그림 2-41] 방류 전·후 척과천 현장모습

벽천 방류전 척과천 건천화 상태 현장 벽천 방류 후 척과천 현장



한편 평상시 삼산배수장으로 유입되는 오수는 용연수질개선사업소로 이송하고 있었으나

8.6㎜/hr 이상의 강우가 발생할 경우 오수가 유수지에 유입·체류되면서 침전오니가 바닥

에 쌓여 국지적인 악취가 발생하였다. 2011년 10월에는 삼산배수장 바닥에 쌓여 있는 침

전오니의 부패를 방지하고 유입박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차단하기 위해 유수지 바닥

16,000㎡를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탈취시설을 설치하는 등 3단계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

였다. 삼산배수장의 고질적인 악취가 해소되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삼산배수장의 관리는 유수지 및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경우 남구청에서 관리하며 유입 오

수 배제시설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기존 유수지 공원은 배수장 내 해송, 벚나무 등의 계획성 없는 조경으로 활용도가 떨어지

고 일부 부지는 배수장 준설토 성토로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었다. 유입 오수 배제시설 공

사 후 전량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이송 시 오염 요인이 제거됨에 따라 유수지에는 물억새,

부들, 꽃창포 등 수생식물과 산책로, 파고라,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수변공원에는

동백, 비자나무, 먼나무 등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는 등 그동안 집중호우로부터 주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전담했던 배수장이 생태공원의 기능까지 함께하여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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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삼산배수장 환경개선

1) 배경

삼산배수장은 남구 삼산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오·우수를 배수하기

위해 1989년 5월에 유수지 면적 21,200㎡, 저수용량 44,520㎥ 규모로 설치한 빗물펌프

장이다.

우수관로를 통해 유입된 생활오수로 유수지의 수질오염과 태화강 하류로 직·유입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에서는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태

화강 본류 수질을 관리함에 있어 중요한 오염원은 본류로 유입되는 우수토실이기 때문에

태화강 본류의 관로정비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었으나 강우 시에는 우‧오수 전량을 용연

수질개선사업소로 이송하지 못해 오염수 중 일부분을 태화강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었다. 

삼산배수장의 오수가 태화강으로 직 유입되어 인근 주민의 악취 민원과 태화강 본류의 오

염원으로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2) 개요

삼산배수장의 1단계 환경개선사업은 우수 시 배수장으로 유입되는 오‧우수의 원활한 처

리를 위해 오염물질 처리시설 5천톤/일의 물리·생물학적 현장 처리시설을 2008년 3월에

준공하였다. 특히 밀폐형으로 배수장 유수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택가로 넘어가지 않

도록 차단하고 배수장 방류수로 인한 태화강 본류 수질오염 부하를 줄이기 위해 유수지

내 퇴적오니 준설작업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당시 삼산배수구역 내 유입오수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유입오수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삼산배수장

유입오수 전량 차집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2단계 환경개선사업으로 삼산배수장으로 유입되는 유량을 조사하여 최대 유입량

을 충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40,000㎥/일 규모의 유입오수 배제시설을 설치하여 용연

수질개선사업소로 이송·처리하기 위해 펌프장과 관로공사를 시행하였다. 본 사업으로 평

상시 삼산배수장으로 유입된 생활오수 전량을 배제할 수 있어 일차적으로 악취를 상당 부

분 해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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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삼산배수장 위치도

[그림 2-43] 삼산배수장 2단계 환경개선공사(유입수 배제시설 설치)

[그림 2-44] 삼산배수장 3단계 환경개선사업

유수지 포장 탈취장치 설치 FRP 자동수문 설치



❽ 태화강 적조 종합대책

1) 배경

2004년 이후 태화강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적조는 매년 갈수기(11∼4월)에 집중되

고 있으며, 적조 출현 우점종은 크립토모나스(Cryptomonas)계열의 갈색편모조류로 기

수역 하천, 저수온인 겨울과 봄철에 주로 발생하였다. 크립토모나스 적조는 어패류 등에

피해가 없는 무독성 조류(algae)로 고밀도 증식 후 소멸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으며, 염분

함량 0.5‰ 이하, 25‰ 이상에서는 증식이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태화강 적조발생의 특징은 적조현상이 2004년에서 2006년 기간에는 명촌교∼태화

교 구간에서 발생하다가 2007년 이후에는 삼호교까지 상류로 이동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

으며, 이러한 추이의 원인으로는 방사보 철거 이후 태화강의 염분농도 변화로 추측되었다. 

이러한 태화강의 적조 현상은 어패류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미관상 시민들에게 심미적

인 불쾌감을 유발하고 그동안 울산시의 수질개선사업 효과 및 태화강 수질 불신을 초래

하여 2004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는 태화강 적조현상에 대한 사전 예방적이고 실현 가

능한 정책 방향과 세부추진사업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립·추진하여 향후 적조 발생을

현저히 저감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생태하천 태화강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2) 적조발생 원인

태화강의 적조 발생원인은 크게 도시화와 강수량 부족 같은 하천유지용수 부족, 미처리

오수 유입과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하천의 부영양화, 그리고 교량교각의 보호공과 모래톱

에 의한 하도 내 유수소통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태화강 적조 발생원인 중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는 강수에 의한 지하 침투량을

감소시켜 근본적인 하천 유지용수 감소를 유발하고 있었다. 또한, 갈수기 시 강수량의 감

소는 하천유량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적조 발생이 심각했던 2009년

갈수기의 강수량이 2003년 226.2㎜의 43.5%인 98.3㎜로 측정되어 적조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수질 측면에서 태화강 적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질소와 인에 의한 부영양화 현

상으로 OECD보고서 기준 총인(T-P)농도가 0.035㎎/ℓ이상이면 부영양화로 평가되고

있는데, 태화강의 경우 태화교지점 연평균 총인 농도가 2007년 0.071㎎/ℓ, 2008년 0.070

㎎/ℓ, 그리고 적조 발생이 심각한 시기인 2009년 4월에는 0.117㎎/ℓ(태화강전망대 지점)

로 조사되어 심각한 부영양화 상태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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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삼산배수장 공원조성 사업

공원조성 전 공원조성 후

사업명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1단계
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
2007. 6

~ 2008. 3
3,120
백만 원

- 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5천톤/일)

2단계
유입오수 

배제시설 설치
2009. 6 

~ 2009.12
4,734
백만 원

- 유입오수 배제시설 설치(4만톤/일)
펌프장, 관로매설로 용연수질개선사업소로 이송처리

3단계 환경개선 공사
2011. 1

~2011.10
975

백만 원

- 유수지 바닥 콘크리트 포장(16,000㎡)
- 유입박스 내부 악취 탈취시설 설치
- 자동수문 설치로 유입박스 밀폐

유수지 공원화 사업
2009.12
~ 2010. 4

648
백만 원

- 동백, 왕벗, 이팝나무 등 조경식재(19종 10,745주)
- 수면부 습지식생대 조성
- 수변 산책로 조성(연장 650m, 폭 1.5m)
- 생태주차장 설치

[표 2-32] 삼산배수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3) 대책수립

태화강에 발생하는 적조 발생의 현황과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수립 방향은 공학적으로 제

어가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검토되었으며, 공학적인 대책이 가능한

부분인 부영양화, 유지수 확보, 수류 정체성과 공학적인 대책이 불가능한 일사량, 염분,

수온, 강수량으로 구분하여 구체화 작업을 하였다.

울산시는 태화강 적조제어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유수 정

체, 영양염류 제거, 유지수 추가확보, 그리고 환경공학적 적조제어 기술적용 등 실현 가

능한 4개 분야에 10개 사업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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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태화강의 부영양화 원인으로는 삼산배수장의 유입 오수와 비점오염원, 그리고 하

천바닥의 퇴적오니와 수초들의 부패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교량 교각 보호공은 교각 사

이의 수중언덕을 형성시켜 태화강의 해수 유입과 유출 같은 수류 소통을 방해하고 정체

현상을 유발해 심각한 적조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태화강 내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형성된 모래톱은 구간별 수류 정체구간 형성

의 원인으로 유수 소통의 방해와 더불어 적조현상의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모래

톱의 경우, 생태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준설 제거에 한계가 있으며, 시민 합의

와 생태성 등에 관한 평가를 통해 제거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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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상태
연평균 총인농도

(㎎/ℓ)
연평균 Chl-a농도

(㎍/L)
최대 Chl-a농도

(㎍/L)
연평균 투명도

(m)
최소 투명도

(m)

극빈영양
빈영양 
중영양 
부영양
과영양

≤0.004
≤0.01

0.01 - 0.035
0.035 - 0.1

≥0.1

≤1.0
≤2.5

2.5 - 8
8 - 25
≥25

≤2.5
≤8.0

8 - 25
25 - 75

≥75

≥12.0
≥6.0
6 - 3

3 - 1.5
≤1.5

≥6.0
≥3.0

3 - 2.5
1.5 - 0.7

≤0.7

[표 2-33] OECD 보고서 기준 수계영양상태 평가

구분 지점 총인(㎎/ℓ) 총질소(㎎/ℓ)

2007년 연평균 태화교 0.071 2.236

2008년 연평균 태화교 0.070 2.377

적조발생시기(2009. 4. 10) 전망대 0.117 3.082

[표 2-34] 태화교 연평균과 적조발생시기 총인 농도

적조발생적조발생

염분염분

일사량일사량

강수량강수량강수

수온수온

유지수
확보
유지수
확보

부영양화부영양화

수류
정체성
수류
정체성

공학적 제어 불가능 가능한 부분

[그림 2-46] 적조발생 대책 수립 방향 결정

1. 유지수 추가 확보

•강변 여과수에 의한 수질오염 개선 및
 청정수 공급
•유지용수 상시 확보 대책
 (장기대책)

2. 영양염류 유입 차단

•미처리 오수 유입 전면 차단
•주요 토구 저니 및 하상 저니(뻘층) 
 조사.제거
•하천 수초 제거 및 환경정비(청소)

3. 유수 정체 해소

•교량구간의 유수정체구역 물길 트기
•유수 소통장애 모래톱 제거
•인공 홍수용 가동보 설치

4. 공학적 적조제어기술 적용

•미생물 환경정화제 살포
•적조예방 보조시설 설치
 (비점오염원, 초음파시설, EM살포 등)

적조 종합대책 10대 프로젝트 추진

[그림 2-47] 태화강 적조종합대책 방향과 사업



5) 사업효과

수질개선 효과의 정확한 평가·분석은 일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강우 빈도, 해수

유입, 수온 변화, 조류 발생 등 편차가 심하여 과학적으로 명확한 판단은 곤란하였다. 하

지만 삼산배수장 등 오수 차단, 퇴적오니 제거, EM 등 미생물제 투입 그리고 하상여과수

공급 등 사업 시행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2010~2013년 기간 동안 녹·적조 발생기간이 지

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체감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2년에는

폭염과 고수온, 2013년 하절기에는 극심한 가뭄과 이상고온현상으로 4대강에서는 녹조

가 대량 발생하였으나 태화강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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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추진사항

태화강의 갈수기 적조(하절기 녹조) 예방을 위한 적조종합대책회의로 수질개선방안을 마

련하여 퇴적오니 제거, 유지수 공급, EM 등 미생물제의 항산화력 등 퇴적층 개량성능을

이용한 자정능력 향상으로 조류를 제어코자 하였다.

미생물제 투입은 바실러스균과 제오라이트의 혼합재 형태로 바실러스균에 의한 질소성

분 제거와 제오라이트를 활용한 침강성 효과로 녹·적조 생물을 제어할 수 있으며, 미생물

투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또한, 태화강 주요 토구와 퇴적층의 오염으로 인해 지속적인 영양염류가 수체에 제공되

어 2009~2012년 동안 620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40㎥의 퇴적오니를 제거하였

다. 그리고 갈수기의 유지수량 부족은 하천의 흐름 정체와 개연성이 높아 유지수 확보를

위해 척과천 합류부에 하상여과를 위한 방사형 집수정을 설치하고 2009년 4월부터 1일

4만 톤을 공급하였다.

이외 태화강 국가하천 좌·우안인 중구와 남구에서 유입되는 생활오수를 차단하기 위해 가

정 오수관을 연결하는 등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오염원을 차단하였고 삼산배수장에 직유

입되는 오수를 차단하기 위해 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오수배제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유지

수 확보 등 적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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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투입 지점

EM(톤) 2,342 982 900 460
신삼호교 본류, 수변지역
(강우기 제외 일평균 4톤)

바이오콜로니(㎏) 4,940 1,700 640 2,600

십리대밭 먹거리단지(2), 
우정배수터미널, 
성남·학성·내황배수장, 
와와삼거리, 본류 일부

아쿠아리프트(㎏) 140 - - 140 명촌교~십리대밭교 구간

[표 2-35] 미생물제 투입 현황

구분(년) 발생일 발생시기 발생구간

2010 242일

1. 1 ~ 2.25 (56일) 명정천~태화교, 전망대 ~ 태화교

3.19 ~ 5.20(63일) 명정천~학성교

6. 9 ~ 8. 6 (59일) 명정천~명촌교

10.28 ~ 12.30 (64일) 명정천~태화교

2011 110일

1.12 ~ 1.31 (20일) 명정천~전망대, 전망대~십리대밭교

2. 7 ~ 2.17 (11일) 명정천~전망대

3. 4 ~ 5.11 (69일) 무거천~학성교

6. 7 ~ 6.14 ( 8일) 전망대, 명정천~전망대

9.27 (1일) 명정천~명촌교

12.13 (1일) 십리대밭교~울산교

2012 101일

1. 3 (1일) 명정천~울산교

1.10 ~ 1.19 (10일) 명정천~명촌교

1.31 (1일) 십리대밭교~울산교

2. 7 ~ 2.14 (  8일) 울산교

2.27 ~ 2.29 (  3일) 명정천

4.16 (1일) 십리대밭교~번영교

5.7, 5.14, 5.21 (3일) 명정천 ~번영교, 전망대~십리대밭교, 명정천~전망대

5.22 (1일) 명정천~명촌교

6.12 (1일) 울산교

6.26 ~ 8. 7 (43일) 울산교

8.  7 ~ 8.21(15일) 명정천~울산교

12.18 ~ 12.31(14일) 명정천~울산교

2013 75일

1.  1 ~ 1.29 명정천~전망대, 울산교~명촌교

2.25 ~ 3.11(15일) 울산교~명촌교

4.10 ~ 5.10(31일) 명정천~울산교

[표 2-37] 연도별 녹·적조 발생현황 (단위 : 개체수/㎖)

구분(년)
퇴적오니 준설

제거량(㎥) 준설지역

2009 90 용금소 주변

2010 850 십리대밭 먹거리단지~태화교

2011 800 태화교~울산교

2012 800 용금소~비둘기 공원

[표 2-36] 적조대책 퇴적오니 준설



이용하며 즐길 수 있는 축구장, 파고라, 철봉 등 체육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태화교

~학성교 생태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공법으로 생태주차장을 조성하여 삭막한

콘크리트 대신 잔디가 돋는 생태주차장을 조성하였고 태화강 수변 진입을 위한 안전한 보

행공간인 보행통로(육갑문)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태화강을 접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총 2,313억 원을 투

입하여, 태화강대공원 조성사업,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등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울산시에서 추진한 친수공간 조성부문 사업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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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 친수공간 조성사업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인구증가로 태화강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조성됨에 따라 각종 오염

물질 유입으로 한때 죽음의 강으로 전락하는 등 시민들에게 외면당하는 강이 되었다. 우

선 오염된 강을 복원하는 것이 태화강을 살리는 길이라는 차원에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

을 경주하였다. 하수관거 정비, 퇴적오니 준설 등 오염원 차단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생명의 강으로 살아나고 많은 시민이 태화강을 찾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친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울산시는 태화강의 심장부인 태화들에 태화강대공원 조성을 위해 태화지구의 대숲을 정

비하고, 유채, 청보리 등 초화 식재, 오산못, 대숲 체험 관찰로, 실개천, 야외공연장, 산

책로 등을 조성하는 등 전체면적 531천㎡, 서울 여의도 공원의 2.3배 달하는 단일 규모로

는 전국 최대의 도심 속 수변공원으로 장기간의 무관심과 방치에서 벗어나 다시 자연의

모습을 갖추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그리고 각종 축제와 행사를 대

비하여 계절별로 초화류 및 수목을 식재·관리하고 잔디를 조성하는 등 사계절 꽃과 향기

나는 전원풍경단지를 조성하여 시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백로와 까마귀를 비롯한 다양한 철새들이 태화강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삼호대숲

에 태화강철새공원을 조성하고 태화강의 명물 중 하나인 선바위 주변으로 공원 조성을 추

진하고 있다.

태화강둔치는 체육시설과 생태적 기능이 부여된 다양화된 공간이 요구되었고 차량·보행

자의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고 이미 조성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재정비하여 단절된 부

분과 연계하였다. 또한, 주변의 볼거리 개발과 대규모 공연과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 그

리고 노후화되고 획일화된 시설물이 새로운 수요에 맞게 보강 및 재배치되어 이용 및 관

리효율을 높였다. 

2005년부터는 콘크리트 호안을 제거하여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인간과 자연

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화강 전역에 대한 생물 다양성 확보

를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녹지축, 수계축, 공원들과 식생 및 가로의 연계를 통해 생태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간의 연계를 유도하였고 태화강에 이미 설치된 어류와 수서생물의 이동을 단절시킨 보에

물고기의 이동 특성을 고려한 어도를 설치·정비하였다. 그리고 시민환경감시단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가시박과 환삼덩굴과 같은 외래식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사업으로 생

태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1963년 준공되어 울산의 기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한 태화 취수탑은 가동이 중단되어

운휴함에 따라 리모델링하여 태화강의 자연을 전망할 수 있는 태화강전망대로 조성되었으

며, 남산로 필로티 하부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정비하여 생태문화갤러리를 조성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자 전용다리인 십리대밭교와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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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친수공간 조성부문 추진사업 비고

1 태화강 공원조성사업
태화강대공원 조성

태화강철새공원 조성

2 둔치정비사업

태화강둔치 초화류 및 수목식재 관리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태화교~학성교 수변공간 조성

국가하천구간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도입

생태주차장 조성

보행 접근성 개선사업(육갑문 설치)

태화강 중류(선바위~굴화) 수변공간 조성

언양시가지지역 수변공간 조성 

3 생태공간조성사업

자연형 호안 조성

어도 조성

철새 서식지 조성

4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십리대밭교

태화강전망대

생태문화갤러리

교량경관 및 리모델링 

[표 2-38] 친수공간 조성사업 현황



나) 추진방향

태화강대공원의 컨셉은 “생태도시 울산의 상징인 태화강의 아름다움”, “십리대숲”, “울산

의 균형 발전 속에 시민 행복추구”로 삼아 크게 역사·문화, 문화·예술, 생태체험·교육, 생

태보전 구간으로 구분하여 태화들 부지에 조성된 십리대숲, 부지 내부에 조성된 저수로

에 흐르는 물과 다양한 동식물 그리고 역사문화 자원과 각종 문화축제행사와 연계한 여

가·생태·문화·자연학습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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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태화강공원 조성사업

1) 태화강대공원 조성

가) 배경

태화강대공원은 완공되기까지 몇 차례 대숲과 태화들이 사라질 뻔한 위기가 있었다. 하

지만 그때마다 민‧관이 하나가 되어 총체적 노력을 한 결과 태화들을 지킬 수 있었다. 태

화들을 원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힘겨운 노력이 있었기에 태화강대공원의 개장에 대한 시

민들과 울산시의 감회는 남다르며 울산의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다. 

또한, 태화강대공원 조성사업은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의 하천환경을 예전의 아름답고 쾌

적한 친수공간으로 되돌려 놓자는 염원을 담고 있다. 

특히 태화들은 시민의 접근이 쉬우며 물과 대나무숲, 넓은 수변공간 등 풍부한 자연요소

를 지니고 있고 십리대숲을 보전·복원하고 삼호섬과 오산십리대숲을 연계한 하천생태계

를 친환경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처, 위락장소, 산책 및 정서함양

공간 등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고 생태도시 울산의

상징성 확보를 위해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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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태화들(2004년)

[그림 2-49] 태화강대공원 구간별 공간 구상 

구분 주변 여건 주요 개념

역사‧문화 구간
•하류부
•태화루 역사공원 인접지역

•태화루의 역사성 연계
•과거의 사람, 동물모습 형상화 재현

문화‧예술 구간
•중앙부
•꽃단지 조성

•풍류, 문향이 숨쉬는 문화예술 공간
•공연, 예술의 공간조성

생태체험‧교육 구간
•중앙부
•명전천 인접지역, 오산숲

•자연체험 및 생태학습공간
•대나무 관련 주제공원

생태보전 구간
•1단계 대숲조성지
•태화강 연접지역

•늘 푸른 십리대밭 보전
•산책, 태화강 경관조망

[표 2-39] 태화강대공원 구간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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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요

태화강대공원 조성사업은 1999년 2월 월드컵 개최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부 국

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본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여 1단계 사업은 391동

의 비닐하우스와 3,500톤의 쓰레기를 제거하고 태화강생태공원을 조성하였다. 태화 및

삼호섬지구 145,609㎡ 면적에 대하여 사업비 3,870백만 원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

지 삼호섬, 오산십리대밭 및 배후 둔치에 조류 관찰데크, 죽림공원, 실개천, 자연학습원

등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파고라, 화장실 등 시민 편의시설과 차나무 등 관목류 2만여

그루와 초화류 12만여 포기도 식재하였다.

태화들 전역(442,000㎡)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고 사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

에 따라 2008년 5월까지 2단계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 같은 해 4월 공사 착공하여 2010년 6월 시민들에게 개방하였다. 

1단계 사업 구간을 십리대숲이나 태화강생태공원 등으로 불렀으나 2단계 사업 완공을 계

기로 시민 공모를 통해 명칭을 ‘태화강대공원’으로 정했다. 

주요시설로는 초화 식재, 오산못, 야외공연장, 실개천, 대나무 생태원, 산책로 등이 조성

되어 있으며, 태화강대공원은 울산시를 대표하는 자연자산인 태화강의 하천생태계가 보

전·복원되어 시민들에게 자연학습교육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태화강대공원의

십리대숲은 83,900㎡로서 대나무밭이 태화강을 따라 십 리에 걸쳐져 있다고 하여 “십리

대밭”이라 불리어 오고 있다. 2013년 기준 십리대숲을 포함한 태화지구(100,000㎡)와 삼

호지구(116,300㎡) 그리고 삼호섬지구(9,600㎡)를 합하여 225,900㎡의 대숲이 보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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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0] 태화강대공원

구분 1단계(국가하천, 지방2급하천) 2단계(국가하천)

사업기간 2002~2004년 2008~2010년

지역 태화 및 삼호섬 지구 태화지구

조성목표

대숲 : 물과 죽림이 어우러진 도심 속 
휴식공간 조성

둔치 :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문화공간
으로 조성

대숲 : 물과 죽림이 어우러진 도심 속 
휴식공간 조성

풍부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살아 숨쉬는
생태공원 조성

하천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울산광역시

조성
면적

계(㎡) 857,670 145,609 442,000

사유지 587,570 83,651 -

국유지 270,100 61,958 442,000

사업
방향

특정자원
대나무(십리대숲), 
물/ 습지(태화강)

대나무(십리대숲)
새(백로, 까마귀 등)

도입주제 자연학습원, 습지관찰원 생태공원, 시민휴식공간

조성방향
대숲, 태화강의 자연, 하천경관 등을 
주제로 한 자연학습 및 습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공원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생태공원 자연
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학습원

주요 사업내용

진입광장, 야생화단지
대숲관찰로, 자전거도로
죽림욕장, 생태수로(개구리연못)
습지관찰장, 친자연적 호안 조성
대숲정비, 조류관찰대

제방축조 L=1,500m
실개천 조성 L=1,100m
제방겸용도로 확장(4차로)
생태공원조성 1식 A=162,000㎡
(대나무생태원, 야외무대, 산책로 등)
산책로 조성 7.7㎞
대숲정비 및 수목식재

[표 2-40]  태화강대공원 단계별 사업추진 현황

[그림 2-51] 태화강대공원 위치



2) 태화강철새공원 조성

가) 배경

태화강철새공원은 태화강을 중심으로 대나무숲 등이 우거진 자연지에 가까운 형태로 존

치되고 있어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울산시에서 철새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건

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하였으며, “국가하천 도시구간 하천환경정비 기본조사(2004. 6, 건설교통부)”에서 하천

환경정비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삼호대숲 일원의 대나무 숲 구간을 정비 및 확대·조성하여

전국 최대 백로와 까마귀 서식지를 보전·확대하고 대나무숲을 철새들이 서식하기에 알맞

은 도심 속 원시림으로 관리하여 태화강대공원과 연계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하천의 환경기능 보존과 생태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생태기능 저해요소를

개선하고 친수·경관 기능을 개선시켜, 동·식물이 서식하고 시민이 휴식·산책하며, 문화행

사를 즐기고 자연생태환경을 체험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태화강 전체를 순환하며 이

용할 수 있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와 생태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으

로 이용코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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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은 울산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젖줄로써 급격한 산업화의 부산

물로 한때 병들고 오염되었던 강이 태화강 부활프로젝트를 통해 점점 수질이 개선되어

외면받고 방치되었던 강이 옛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특히 태화강대공원의 중심인 십리

대숲은 정부의 치수정책으로 사라질 뻔하였고 개발의 논리에 의해 택지로 변할 위기를 겪

으면서도 서명운동, 태화들 한 평 사기운동, 대정부 건의 등 태화들을 지키고자 하는 시

민과 울산시의 노력으로 공원을 조성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공원으로 조성

될 수 있었다. 

이에 태화강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증가함에 따라 수중뿐만 아니라 수변공간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친환경적 웰빙공간 조성으로 시민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

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었다. 그리하여 태화강대공원은 테마가 있는 사계절 꽃단지 및

잔디밭 조성(15개소 202,170㎡), 둔치 법면부 우리꽃 식재(1.2㎞, 10,000㎡), 태화강생태

공원 2단계 사업지의 각종 폐기물 수거(1,000톤)와 임시산책로를 개설한 후 메밀, 청보리

등의 파종을 통해 친환경적 웰빙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한때 흉물로 방치되었던 태

화강대공원은 울산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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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태화강대공원을 즐기는 아이들

[그림 2-53] 삼호대숲 전경



대숲을 생태 공원화하고 늘어나는 개체 수를 대비하여 비닐하우스 및 경작지를 정비하여

대나무 신규 식재를 통해 대숲을 확장하였다. 실개천 또한 기존 하천을 정비하여 생태공

원을 확보 및 자연학습장으로 조성 자연적인 호안으로 조성하여 태화강과 이질감을 최소

화하도록 조성하고 관찰데크를 설치하여 태화강철새공원과 모래톱에서 서식하는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2013년까지 나머지 구간에 대나무를 추가 식재하고 야생조류의 먹이인 열

매식물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까마귀, 백로가 서식하는 대숲지역을 시 지

정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최고의 동·식물 서식지로 생태환경을 조

성하였다.

다) 성과

여름철이면 대만,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한 백로들이 삼호대숲으로 찾아와

1,500여 쌍이 둥지를 트는 대표적인 백로 번식지로 최대 8,000여 마리의 백로가 서식하

고 쇠백로, 황로, 중대백로 등 백로 7종을 관찰할 수 있다. 겨울이면 몽고 북부, 시베리아

동부지역에서 서식하는 떼까마귀와 갈까마귀 53,000여 마리가 월동을 위해 삼호대숲에

보금자리가 형성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참매 등이 서식하고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 동·식

물 Ⅱ급으로 지정된 고니와 흰목물떼새가 관찰되는 삼호대숲을 주변으로 약 55종의 조류

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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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요

울산의 젖줄 태화강에 120만 시민의 힘으로 일군 ‘태화강대공원’에 이어 또 다른 공원으

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속 철새도래지로 자리 잡은 삼호대숲을 철새 서식처로 조성하

는 태화강철새공원 조성사업은 무거동 태화강변 삼호지구 26만㎡에 대하여 사업비 총

319억 원으로 2011년 8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하였다. 

태화강 우안에 둔치를 형성하고 있는 구간으로 대숲 외 지역은 묘목장 및 경작지로 활용

되고 있고 사유지의 경작지 확장으로 인한 대숲 면적 축소로 백로와 까마귀 서식지가 겹

치거나 면적이 점차 줄고 있었다. 이에 삼호대숲 주변 토지 및 수목을 보상하고 기존 대

숲 면적 65,000㎡에서 125,000㎡으로 확장하고 확장지역에 63,000주의 대나무를 추가

로 식재하여 철새 서식지를 보전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잔디마당, 진입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였다.

강북쪽 맞은편에 조성된 태화강대공원과 함께 백로와 떼까마귀 등 철새의 보금자리이자

도심 속 친수공간으로 시민들이 이용 가능하며, 특히 철새들의 부화, 새끼, 습성 등을 가

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다.

태화강철새공원의 세부시설로는 기존의 양호한 식생 보존, 잔디마당 및 야생초화원 조

성, 자전거도로 분리 설치, 대숲 확대 조성, 실개천 정비 식재 등이다.

야생초화원은 둔치 침수 시에도 유실되지 않는 야생화 수종을 선택하고 계절별 개화시기

를 고려하여 다양한 식재경관을 연출하고 기존 산책로와 연계 및 자연학습을 위한 산책

로를 조성하였다. 잔디마당은 기존의 경작지를 정비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고 대숲생태공원은 현존하는 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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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태화강철새공원 위치도

위치 공사기간 사업비 주요 정비 내용

삼호대숲
26만㎡

2011. 8 ~
2013. 12

319억 원

•수변공원                
•대숲 확장
•생태관찰공원             
•산책로 조성
•잔디마당 및 야생초화원 조성
•수로정비 및 실개천 조성
•자전거도로 설치

•태화강철새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관리

[표 2-41] 태화강철새공원 주요정비 내용

[그림 2-55] 태화강철새공원 세부계획도



(1) 꽃단지 조성 및 관리

태화강 양안 사계절 초화단지는 총 9개소로 면적이 107,678㎡(중구 4개소 42,741㎡, 남

구 5개소 64,737㎡)에 달하고 남구청과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태화강대공원의 꽃

단지는 부지가 160,000㎡에 달하며 태화강관리단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41,000㎡,

119,000㎡ 의 초화단지를 식재 및 관리하고 있다.

177태화강 백서 - 생태하천 복원사업

제
2부

 생
태

하
천

 태
화

강
 복

원
사

업

❷ 둔치 정비사업

1) 태화강둔치 초화류 및 수목식재 관리

가) 초화류 식재

태화강둔치의 초화류 식재 조성방침으로는 ‘첫째, 태화강둔치에 단지별 개화시기를 조정

하고 둘째, 산책로 주변 화단을 활용하여 사계절 꽃피는 지역으로 조성한다. 셋째, 초화

식재를 통해 울산고래축제 및 각종 행사 대비 기반을 구축하고 구·군과 협력을 강화하며,

마지막으로 생육이 불량한 잔디는 보충하여 심거나 재정비한다.’이다.

조성방침에 기초하여 2006년부터는 태화강 물축제 및 각종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계절 꽃과 향기나는 전원풍경단지 그리고 잔디를 조성하여 시민의 볼거리 및 둔치 정

비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태화강 중구와 남구 둔치 양안의 꽃단지와 잔디의 관리를 위해 중구청과 남구청의 공원

녹지과와 건설과에서 계절별 초화 식재 및 지속적인 제초작업과 관수작업을 실시하고 있

으며, 특히 북구 명촌교 하류 억새단지 일원에는 데크로드, 전망데크, 평의자, 생태안내

판 등을 설치하는 ‘태화강 억새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였다.

태화강둔치 초화류 식재 사업은 2006년부터 중구와 남구 둔치 양안에 꽃단지 및 잔디와

갈대, 물억새 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사업으로 조성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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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6] 초화류 조성 현황도 

구분 구역 규모 비고

꽃단지 조성 및 관리 중‧남구 양안(신삼호교~명촌교) 9개소, 107,678㎡

잔디 식재 및 관리 중‧남구 양안(신삼호교~명촌교) 7개소, 179,144㎡

갈대‧물억새단지 관리 중‧남‧북구(학성교~명촌교) 5개소, 291,559㎡

[표 2-42] 국가하천구간 초화류 식재 현황

구군 위치 면적 식재 수종 비고

합계 107,678 -

중구

계 42,741 -

태화동 먹거리단지 앞 4,852 영산홍, 가우라 등

태화동 먹거리단지 앞 (구삼호교 하부) 4,296 무궁화, 썸머라일락, 부용

태화교 ~ 내황교 10,000 영산홍, 철쭉, 황매화 등

학성교 하부(궁도장~학성교) 23,593 금계국 단지

남구

계 64,737 -

태화교 ~ 울산교 하부 19,737 야생화단지

번영교~삼산배수펌프장 앞 22,000 청보리, 밀, 코스모스 등

삼산배수펌프장 앞~학성교 6,000 유채, 밀, 코스모스 등

삼산배수장 앞 7,000 우리꽃단지 조성지

번영교~명촌교 10,200 영산홍 등

[표 2-43] 국가하천구간 꽃단지 권역별 조성계획(2012년 기준)

[그림 2-57] 둔치 호안 식재 전경

중구 둔치 호안 남구 둔치 호안



(3) 갈대 및 물억새 단지관리

태화강 중구와 남구 및 북구 둔치 일원(학성교~명촌교)에서 억새단지 관리 규모는 총 5

개소로 면적이 291,559㎡에 달하고 매년 자치단체에서 억새단지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12년 2~6월에는 북구 명촌교 하류 일원에 억새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억새단지를 보

호함은 물론 시민 등 방문객들의 생태탐방‧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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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디밭 조성 및 관리

태화강 중구와 남구 양안 잔디밭 관리 규모는 7개소로 면적이 179,144㎡(중구 66,367㎡,

남구 112,777㎡)에 달하고 매년 자치단체에서 잔디밭 및 산책로 둔치의 제초작업 및 잔디

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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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다년생 일년초

가우라 금계국 원추리 작약 등 청보리 꽃양귀비 수레국화 금영화 안개초

160,000 6,000 25,000 5,000 10,000 25,000 30,000 30,000 9,000 20,000

[표 2-44] 태화강대공원 초화류 식재 현황(2012년 기준) (단위 : ㎡)

[그림 2-58] 태화강대공원 청보리 수확 풍경

[그림 2-60] 태화강 하류 갈대‧물억새 전경

[그림 2-59] 태화강둔치 잔디밭 전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합계 5개소 291,559

중구지역
학성교~내황교 38,512 억새단지

신삼호교위 모래톱 74,750 ″

남구지역 학성교~명촌교 52,242 ″

북구지역
평창리비에르 앞 50,596 ″

현대자동차 앞 75,459 ″

[표 2-45] 갈대·물억새 현황(2012년 기준)



나) 수목식재

태화강은 울산의 도시 중심을 관통하는 강으로 이수와 치수에만 국한된 하천관리로 인해

다양한 자연경관과 생태공간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한때 오염으로 인한 태화

강이 죽음의 강으로 지칭될 만큼 생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

나, 태화강마스터플랜 수립(2005) 시행과 민·관·학계의 다양한 참여를 통하여 계획이 수

립되었다. 

태화강의 수목 식재는 수리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수목 식재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치수

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 식재 위치 선정 및 식재 규모를 산정하여 수목 식재로 인한 치

수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둔치에 수목을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그늘과 녹음

을 제공하고 하천경관을 향상하고 생태환경 복원을 고려하여 하천 내 다양한 동·식물의

생태적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식재하였다. 

기본 계획은 태화강둔치시설 이용계획(2008. 2)에서 수립되어, 하천구역 내 나무 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식재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인위적인 식재를 지양하고 자연스런

경관유도 및 환경친화적이며, 식재 권장수종 중 자생 수종 위주로 심고자 하였다.

특히, 주 5일 근무 등 시민들의 여가가 많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천변

둔치의 기능이 과거 단순 치수의 관점에서 점차 생태적이면서도 안전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적인 기능이 더욱 요구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서 둔치의 수목 식재 사업은 울산시민의 휴식공간, 녹

음제공, 경관 개선 그리고 생태 건전성을 구축하기 위해, 이미 수립된 ‘태화강둔치시설 이

용계획’을 근거로 1차로 태화강대공원을 제외한 태화강 국가하천구간에 교목 377주의 수

목 식재를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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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꽃 혼합종 종자구성 및 특성

울산시 혼합종인 종자 구성과 특성을 개화시기별로 다음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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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시기 품목 개화습성 화기(월) 화색 특성 비고

봄
(8종)

끈끈이대나물 당년 5~10 분홍 매우 화려하고 자람이 좋아 우선 피복식물 일년

금계국 당년/익년 5~7 노랑 생육이 좋은 대표적 경관식물로 황금색 물결의 개화가 장기간 진행 다년

샤스타데이지 당년/익년 5~6 흰색 생육이 강하고 빠른 피복효과 및 깨끗한 흰색의 아름다움 다년

안개초 당년/익년 4~10 흰색 동절기 상록의 잎으로 이른 봄 하얀 꽃무리는 화려함 일년

수레동자 당년/익년 5~6 주황 꽃이 주먹형으로 계속 피어나는 아름다운 동자꽃, 장기 개화형 다년

금영화 당년 4~10 노랑 화려하고 화색, 동절기의 상록식물 일년

꽃양귀비 당년 5~6 혼합 최고의 경관식물로 최고로 화려하며 종자번식함. 유지가 매우 강한 식물 일년

꽃무 당년/익년 4~6 보라 이른 봄 기본 바탕의 화려한 꽃식물로 유채와는 다른 느낌의 화려함 월년

여름
(11종)

수레국화 당년 6~10 혼합 생육이 강하고 꽃이 매우 아름다움 다년

패랭이 당년 6~8 혼합 암석지 및 건조 척박지 등에도 강하며 아름답고 조기 피복됨 다년

루드베키아 당년 6~9 노랑
기존의 품종과는 다른 소륜의 다화성 신품종으로 장기개화하여 세력이 
기타 식물과 조화됨

다년

에키나황수염 익년 6~8 분홍 루드베키아와 비슷한 모양의 분홍화색은 고급스러운 유럽풍 식물 다년

패랭이 익년 6~9 혼합 천의 화색으로 건조지에도 강하며 겨울 상록의 단풍 옆색이 좋은 고급종 다년

꽃아마 당년 6~9 자주 수수하면서도 아름다운 꽃무리 다년

무뉘질경이 당년 6~8 흰색 초기 빠른 피복유도 토사유실 방지, 잎의 무늬가 좋은 지표종, 국내 최초 개발 월년

톱풀 당년 6~8 흰색 생육이 강해 토양유실 방지와 빠른 피복능력 척박지에서도 잘자람 다년

황화코스모스 당년 6~9 황색 꽃이 장시간 피고 화색이 밝아 화려함 일년

꽃담배 당년 6~9 혼합 꽃이 크고 화려하며 장기 개화형으로 재배가 쉬운 식물 일년

꽃쑥갓 당년 6~9 노랑 생육이 빠르고 꽃과 잎의 향기가 좋으며 화려한 식물 일년

가을
(7종)

쑥부쟁이 당년/익년 8~10 자주 생육이 강건하고 가을 들국화의 대표종 다년

과꽃 당년 6~10 혼합 국화과의 대표적인 종으로 생육이 좋고 매우 화려하며 장기 개화형 식물 일년

숙근천인국 당년 6~10 노랑, 빨강 생육이 강하고 매우 화려하며 천의 색으로 개화가 오래 진행됨 다년

춘자국 당년 6~10 노랑 생육이 강하고 빠른 피복효과 및 아름다움 월년

숙근베베니 당년 6~10 보라 꽃이 장기간 피고 화색이 밝아 화려함 다년

산국 당년 9~11 노랑 가을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식물로 강건하여 암절개면의 피복에 효과 다년

붉은메밀 당년 6~10 빨강 즉기 개화형으로 빨강의 메밀은 화려함의 표상 일년

[표 2-46] 우리꽃 혼합종 종자구성 및 특성

[그림 2-61] 국가하천구간 식재개념



(2) 식재현황

식재현황을 보면 태화강둔치에 느티나무, 이팝나무, 소나무 등 579주가 식재되었고, 태

화강대공원에는 느티나무, 팽나무, 배롱나무 등 530주로 국가하천구간에는 총 1,109주가

식재되었다. 대숲의 경우 태화지구, 삼호섬지구, 삼호지구 3개 지역에 총 면적 174,600

㎡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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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둔치의 나무심 기는 단순히 경관 등 친수공간차원에서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홍

수 등 자연재해를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계획된 수목 식재 수량은 수리

모형을 통해 얻은 결과의 값으로서 하천의 유출량과 유출계수, 계획홍수위와 제방고 등

을 고려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검토 절차를 거쳐 수량이 확정되었다. 현재는 도시

의 정체성이 살아나고 자연성과 이용성이 잘 어우러진 국내 유일의 도심 생태하천으로 자

리매김하게 되었다.

이후 2차로 태화강대공원이 새롭게 정비되고 수목 식재 수량이 울산시민의 녹음을 제공

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추가 식재 수량을 검토하게 되었다. 

분석은 수목 식재를 하지 않은 경우를 ‘기존상태’, 애초 계획했던 수목수량 교목기준(377

주)을 ‘기본식재’로 하고, 25%(시나리오 I), 50%(시나리오 II), 100%(시나리오 III)를 추가

식재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수위 상승에 대한 제방 여유고 및 유속 변화를 분석하여 둔

치 수목 식재는 치수적으로 안전하면서 시민에게 휴식공간과 녹음을 제공하고 경관적으

로 만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식재하되 가급적이면 향토수종으로 식재하였다.

(1) 수목 식재 추진현황

태화강 국가하천구간 둔치 11.27㎞과 태화강대공원 구간에(중구 다운동 삼호교~남구 매

암동 동해 합류점) 교목 소나무, 느티나무 등 10종 1,109주를 식재하였으며, 추진현황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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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 중구 다운동 보호수(팽나무)

공사명 사업개요 공사 기간 비고

태화강둔치 수목 식재
교목 : 느티나무외 4종 127주
관목 : 꽃댕강 2,300주

2008. 11. 19
~ 2009. 2. 17

태화강둔치 하천숲 조성공사
(중구)

교목 : 느티나무외 4종 108주
관목 : 피라칸사외 11종 18,895주
초화 : 송엽국외 1종 1,821주

2009. 4 .6
~ 7. 9

태화강둔치 하천숲 조성공사
(남구)

교목 : 느티나무외 4종 136주
관목 : 피라칸사외 11종 43,143주
초화 : 송엽국외 1종 18,126주

2009. 4. 6
~ 7. 7

태화강 호안법면 자연성 
회복사업

교목 : 느티나무외 1종 6주
관목 : 남천 외 3종 1,039주
덩굴 : 담쟁이 외 6종 67,934주

2009. 2. 18
~ 6. 10

도시숲(태화강 경관숲)
조성공사

교목 : 느티나무 53주
관목 : 광나무 외 2종 1,642주
덩굴 : 담쟁이 외 1종 240주

2009. 11. 4 
~ 12. 22

도시숲(태화강둔치 생태숲) 
조성공사

교목 : 느티나무 외 2종 105주
2010. 2. 22

~ 3. 31

도시숲(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철거부지 생태숲)조성공사

교목 : 이팝나무 18주
2010. 10. 14

~ 11. 5

[표 2-47] 태화강 국가하천구간 수목식재 관련 추진

구분 총 계 느티나무 이팝나무 소나무 기타 비고

계 579 277 142 12 148

중구 248 124 82 - 42

남구 331 153 60 12 106

[표 2-48] 태화강둔치 식재현황(2012년 기준) (단위 : 주)

합계 느티나무 팽나무 배롱나무 이팝나무
모감주
나무

양버들 자귀나무
메타세
콰이어

530 135 143 120 14 40 3 17 58

[표 2-49] 태화강대공원 식재현황(2012년 기준) (단위 : 주)

구분 합계 태화지구 삼호섬지구 삼호지구

면적(㎡) 174,600 100,000 9,600 65,000

[표 2-50] 대숲 현황(2012년 기준)



2)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가) 배경

2006년 당시 울산시의 자전거 보유 대수는 75,838대로서 전체 인구대비 6.9%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자전거도로 관련 시설현황은 울산시내 총 도로연장 3,412㎞(고속국도,

국도 포함)중 6.2%인 210.1㎞가 개설, 자전거 보관대는 총 3,346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양적인 측면에서 자전거도로 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이미 개설된 자전거도로 간 연계체

계가 미흡하여 시설 간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였다. 특히 태화강 내 자전거 관련 시설은

전혀 없고 연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거지에서의 태화강둔치까지의

자전거 도로 연결성이 미흡하여 태화강둔치 자전거도로는 다른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동

천)와의 연계화를 통하여 순환도로망이 필요하였다.

한편 태화강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는 태화강의 발원지에서 울산만까지 전 구간을 횡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였으며,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로 태화강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나) 개요

태화강둔치의 길은 2005년부터 구간별로 조성되었고 설치 초기에는 산책로와 저전거도

로의 구분 없이 혼용으로 설치되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충돌위험으로 2009년

부터는 기존 길을 확장하여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여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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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현황

태화강 국가하천구간 수목 식재 관리에 있어서는 식재된 수목에는 농약 살포는 하지 않

고 있으며, 생육상태 모니터링은 주 1회 실시하고 있다. 고사목으로는 메타세쿼이아 5주,

이팝나무가 1주로 총 6주가 있었으며, 수목관리 현황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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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장소 수종 규격 수 량 식재시기 고사목 현황 농약살포 현황 생육상태 모니터링

합계 - 1,109 - - - -

태화강둔치
(중·남구)

소계 - 579 - - - -

팽나무 H6.0×R30 10 2008.11~2009. 2 없음 없음 주1회

느티나무 H6.0×R40 11 ″ ″ ″ ″
H5.0×R30 19 ″ ″ ″ ″
H4.5×R25 33 ″ ″ ″ ″

이팝나무 H4.0×R20 27 ″ ″ ″ ″
H4.0×R20 18 2011. 5~6 ″ ″ ″

먼나무 H5.0×R25 15 ″ ″ ″ ″
단풍 H4.5×R25 12 ″ ″ ″ ″

메타쉐쿼이아 H4.5×R10 26 2011. 11 2목 ″ ″

느티나무

H7.0×R50 8 2009. 4~5 없음 ″ ″

H6.0×R40

70 ″ ″ ″ ″
53 2009. 11 ″ ″ ″
50 2010. 2~3 ″ ″ ″

H5.0×R30 30 2009. 4~5 ″ ″ ″
H4.0×R20 3 2009. 3 ″ ″ ″

이팝나무

H6.0×R25 12 2010. 2~3 ″ ″ ″

H4.0×R20
67 2009. 4~5 ″ ″ ″
18 2010. 2~3 ″ ″ ″

팽나무

H1.0×R10 1 2009. 4 ″ ″ ″
H8.0×R60 1 2009. 4 ″ ″ ″
H6.0×R30 25 2010. 2~3 ″ ″ ″

배롱나무
H3.0×R10 12 2009. 4 ″ ″ ″
H2.5×R8 3 2009. 3 ″ ″ ″

느릅나무 H6.0×R30 12 2009. 4 ″ ″ ″
해송 H6.5×R25 12 ″ ″ ″ ″

회화나무 H5.0×R30 3 ″ ″ ″ ″
자귀나무 H3.0×R8 6 ″ ″ ″ ″

모감주나무 H3.0×R8 5 ″ ″ ″ ″
가시나무 H7.0×R30 17 ″ ″ ″ ″

태화강대공원

소계 - 530 ″ 4주 ″ ″
느티나무 R15~R50 135 2009~2010 없음 없음 주1회

팽나무 R12~R30 143 ″ ″ ″ ″
배롱나무 R8~R10 120 ″ ″ ″ ″
이팝나무 H3.5×R12 14 ″ 1주 ″ ″

모감주나무 H4.0×R15 41 ″ 없음 ″ ″
양버들 H10×R20 3 ″ ″ ″ ″

자귀나무 R15~R25 16 ″ ″ ″ ″
메타쉐쿼이아 H4.5×B10 58 2011 3주 ″ ″

[표 2-51] 태화강 국가하천구간 수목관리 현황(2012년 기준)

[그림 2-63] 태화강 국가하천구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전경 



다) 조성방향 

태화강둔치 조성으로 인한 수변경관이 조성됨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친수이용공간으로 계획하였다. 계획 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를 인접하여 조성하되 가급적 동선에 따른 노선을 별도로 계획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

려하였다. 특히 산책로는 이용시민들이 자연스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폭을 3m 이

상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하였으며, 적정 위치별 쉼터와 운동시설 등을 비치하여 시

민들의 휴식과 힐링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자전거도로는 이동속도를 고려하여 가급적 폭이 3m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간

여건상 부득이한 때에는 최소 2m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보행자도로와 분리하여 상호 교

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는 재료나 색을 달리하여 이용

시 구분이 쉽도록 계획하였다. 다이나믹한 자전거도로 계획을 위하여 종단에 마운딩을

주어 오르막과 내리막을 계획하였으며, 구간별로 보관소를 설치하여 휴게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자전거 순환도로는 마라톤 등 정규코스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보행 산책로는 둔치공간 여건을 고려하여 노선폭을 최소 2m, 평균 3m 이상으로 계획하

였으며, 자전거도로는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과 입지조건, 타 연결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하여 설계하였고 안전운행 표지판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였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의 기준평면과 단면도를 아래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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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에는 십리대밭교에서 명촌교 구간 중 남구 일원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총연장 10㎞를 정비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기존 산책로 위주의 길에서 산책로

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여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단절된 중구와 남구

를 연결하는 십리대밭교와 태화강둔치로 안전한 이동을 위한 육갑문 건설 등 시민들의 편

리한 활용을 위해 접근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소재 및 색상을 이용하여 이용시민의 편

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십리대숲 상류에 이미 조성된 산책로의 경우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분리하여 조성해야 하

나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자전거도로를 새로 개설하기 어려워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

또한,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에는 태화강 중류(굴화~선바위) 수변공간 조성사업

을 시행하면서 태화강 중류 신 주거단지인 범서읍 구영·천상·굴화에서 하류인 북구 진장

동이나 남구 삼산동까지 강변을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길을 연결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는 주거단지의 근로자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강변을 따라 현대자동차가 있는

북구나 현대중공업이 있는 동구까지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할 수 있게 되었고 북구나 남

구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어디서든지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8월부터 12월에는 태화강 하구와 동천강 하구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

는 사업을 준공하였다. 태화강 태화교~동천강 내황교, 남구쪽의 태화강변 십리대밭교~

명촌교에 이르는 산책로 총연장 8,840m, 자전거도로 총연장 7,980m를 각각 정비하면서

연결하였다. 이에 중구 남외동과 동동, 반구동, 북구 진장동 일대 주민들이 동천강변을

따라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태화강변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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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년) 구간 연장(㎞) 사업비(백만원)

- - 26.57 17,500

2005 태화강전망대~신삼호교(남구) 3.36 2,796

2006~2007 다운동~태화루(중구) 5 3,646

2008 명정천~태화루(중구) 2.13 2,158

2009 십리대밭교~명촌교(중구와 남구) 7.98 5,500

2010~2011 선바위교~굴화리(울주군) 8.10 3,400

[표 2-52] 태화강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

[그림 2-64]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기준평면과 단면

기준평면 단면

자전거도로 폭 3m 산책로 폭 2m 자전거도로 산책로



다) 기본구상

태화교~학성교 구간에 대하여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분석

하여 치수적으로 안전하고 생물에게는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

는 하천이 되도록 조성하는 데 있었다. 조성방향으로는 치수적 기능을 충족시키고 생태

적 자연하천으로 회복 가능한 기반여건을 조성하여 자연하천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생태환경의 종·횡·평면적 연결성을 확보하고 자연성으로부터 소외된 도시공간에 자연요

소를 도입하는 등 기형화된 도시생태계에 자연의 서식처를 도입함으로써 도시생태계의

건전성을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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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화교~학성교 수변공간 조성

가) 배경

태화교에서 학성교까지 시가지 구간에 위치한 태화강 양안의 둔치 구간 2.68㎞ 길이에

해당하는 대상지에는 둔치의 제한적인 시설로 인해 시민의 휴식공간 및 다양한 볼거리가

부족한 실정이었지만 수변 산책로와 둔치에 조성된 운동시설 그리고 녹음을 제공해 주고

있는 느티나무 등으로 인한 수변 생태공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어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의 활용도가 떨어

지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변공간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또

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잔디마당을 계획하고 태화강 조망을 위한 주요 지

점 전망데크 조성과 자연스러운 접근을 위한 자연석 계단을 설치하고 산책로 포장재를 교

체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지역은 친환경 정비구간이자 시가지 구간으로 도시 시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하

며, 둔치는 도시민의 친수공간 위주로 다양한 친수 및 운동시설이 조성되어 생물 서식조

건이 열악한 것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기존 주차장 하상도로를 친수공간으로

개선하고 둔치와 수변의 기능 개선으로 하천환경 복원 및 생물 서식공간 확충 등 하천의

다양성 증진을 유도하고 저수호안을 개량하여 수변부 식생을 복원할 필요가 있었다.

나) 개요

부산국토관리청은 태화교에서 학성교까지 시가지 구간에 사업비 84억 원으로 2009년에

서 2012년 동안 호안 정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생태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국가하천

구간에 대하여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치수 측면에는 안정성을 확

보하고 생태적으로 친근하면서 시민들에게 가벼운 산책, 조깅, 소규모 단체 행사 등을 수

용 가능한 공간, 도심 내에서 물고기와 풀과 꽃들 그리고 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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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5] 태화교~학성교 수변공간 조성 위치도

[그림 2-66] 태화교~학성교 정비구상도

위치 공사기간 사업비 주요 정비 내용

태화교
~학성교

2010. 12
~ 2012. 11

84억 원
생태주차장, 호안정비,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중구 우정, 성남, 옥교, 학성)

구분 태화교~번영교 번영교~학성교

우안(남구지역)
•각종 행사를 위한 잔디마당 조성
•화단 정비공사 완료 

→ 현황존치

•체육시설주변 정비
•다목적공연장 및 테니스장 철거

→ 문화광장, 사계절꽃단지 조성

좌안(중구지역)

•비둘기 공원 존치
•청소년 쉼터 철거 

→ 잔디마당, 문화관광 조성
•생태주차장 조성

•나무그늘 쉼터 조성
•테니스장, 축구장 철거

→ 계절풍경단지 조성

[표 2-53] 태화교~학성교 구간 정비구상



4) 국가하천구간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도입

태화강 국가하천구간을 중심으로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음수대, 주민운동

시설 등 편익시설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시설들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여 여가활동에 적

합한 시설물을 도입 코자 하였다.

2006년에는 남구 삼산지구에는 축구장, 배구·족구장, 농구장과 같은 체육시설과 파고라

등 17개의 편의시설 그리고 철봉 등 운동시설을 설치·완료하였다. 2008년에는 중구 둔치

에 면적 14,939㎡의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하는 등 구삼호교에서 명촌교 구간 4개 지점

에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였다.

5) 생태주차장 조성

태화강변 둔치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의 주차장은 녹지축을 단절시키며 수변경 관을 훼

손시켜 왔다.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태화강의 수변부까지 인접한 기존 주차장을 생태 주

차장으로 개수하고 신규 주차장도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생태주차장은 2004~2011년 동안 중구 내황지구, 남구 삼산지구, 북구 명촌지구 3개소의

생태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기존 중구지역 울산교 상류 1개소는 콘크리트 바닥을 잔디

블록으로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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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공간 설명

다목적마당 •기존 흙포장의 운동시설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가생활 공간 마련

야생화 단지
•둔치 침수 시에도 유실되지 않는 야생화 수종을 선택
•계절별 개화시기를 고려하여 다양한 식재경관 연출
•기존 산책로의 단순화를 위한 정비 및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포토존 조성

생태주차장
•인근 상권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 포장면을 생태블럭으로 조성
•차가 자주 이동하는 동선은 사고석 포장재를 사용하여 잔디 피해 최소화

계절풍경단지 
/ 사계절 꽃단지

•야생화단지, 금계국단지에 아름다운 초화를 조성하여 계절별 특화된 꽃단지 조성
•계절별로 다양한 초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개화시기를 고려하여 식재

[표 2-54] 태화교~학성교 수변공간 주요시설 설명

[그림 2-67] 태화교~학성교 수변공간 조성사업 주요시설

태화교~번영교 구간

번영교~학성교 구간

위치 공사기간 사업비 주요 정비 내용

구삼호교
~ 명촌교

2004
~ 2011년 

2,500백만 원

주민편익시설 도입(4개 지구)
•대숲생태공원 4,100㎡(4개소), 성남지구 500㎡, 
•옥교지구 500㎡, 삼산1지구 500㎡

- 체육시설 : 축구장, 배구/족구장, 농구장
- 편의시설 : 파고라 등
- 운동시설 : 철봉 등 

•구삼호교 ~ 명정천 인조잔디구장 조성(중구, 14,939㎡)

위치 공사기간 사업비 사업규모

구삼호교 
~ 명촌교

2004 
~ 2011년

2,200백만 원
•생태주차장 조성 : 3개소 6,200㎡(쇄석포장)
•기존 주차장 개수 : 1개소 23,000㎡

(콘크리트→잔디블록)



또한, 남구 삼산 육갑문의 경우는 하천환경 정비사업(태화교~학성교)의 일환으로 강남

로(번영교~학성교 구간) 태화나루 옆 진입계단 부근에 설치되었다. 즉 하천 둔치 내 시

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이동이 많은 주거 밀집지역 중 접근시설의 연속성 결여로 인한 보

행동선이 긴 구간 및 보행위험이 있는 구간에서는 보행동선 및 하천 둔치와 도로고 및 주

거지가 있는 지반고를 고려하여 보행 육갑문을 설치하였다. 남구 강남로의 제내지반고가

하천 둔치보다 다소 높아 주거지에서 하천 둔치로 수평적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경사로를

통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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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행 접근성 개선(육갑문 설치)

태화강 양안의 주거지에서 태화강둔치로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남로와 강북

로의 도로 지하통로를 조성하여 우기 시 태화강의 수위 상승에 따른 안전을 고려하여 사

업비 7,500백만 원으로 태화교에서 명촌교 구간에 옥교, 신정, 삼산지구, 총 3개 지점에

육갑문을 설치하였다. 

보행 육갑문은 도로의 레벨이 높고 도로 양측의 둔치 및 주거단지의 지반고가 낮은 경우

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우선으로 통로 BOX의 높이와 두께, 토피고를 고려하였을

때 최소 4m 이상의 지반고 차이가 발생하는 구간을 선정하며 하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

하는 시설인 만큼 홍수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내지 외 제외지 양측에

이중수문을 설치하여 치수대책을 대비토록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과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지하통로의 폭을 확보하고 내부의 디자인을 고려한 육갑문을

개설하였다.

남구 신정육갑문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강변 산책로와 운동시설, 꽃단지 등이 있는 태화

강둔치로 가려면 수변 진입을 위한 안전한 보행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하천제방 도로인 강남로를 횡단해야 했으며, 항시 무단횡단이나 차량 과속 등

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비 20억 원으로 강남로 하부에 길이 22m,

폭 5m, 높이 2.75m의 육갑문을 설치하였고 또한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도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는 84m의 경사로와 우천 시 비를 차단할 수 있는 캐노피와 실내등(71등), 가

로등(4등)도 함께 설치되었다.

중구 옥교 육갑문의 경우 태화강둔치로 접근하기 위해 수백 미터를 돌아다녀야 했다. 태

화강둔치로의 진입을 위하여 폭, 높이 각각 2.5ｍ, 길이 30ｍ 규모의 통로와 통로 양끝에

전동식 이중수문이 설치되었다. 사업비는 1,870백만 원으로 2012년 9월에 준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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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사업비 사업규모 비고

태화교 
~ 명촌교

7,500백만 원 성남지구, 옥교지구, 신정지구, 삼산지구 육갑문 설치 성남지구 기설치

[그림 2-68] 육갑문 설치 위치

[그림 2-69] 육갑문 설치 모습

삼산지구 성남지구

옥교지구 신정지구



선바위교에서 굴화교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여 구영‧천상지역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하류 명촌교 부근 기업체로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였다. 동선은 접근성과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하천으로의 진입로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구간에는 진입도로 및 진입계단을 설치하였다. 울주군 구영리와

중구 다운동 사이의 산지부에는 데크로드를 설치하여 산책로 겸 자전거 이동로로 조성하

였다. 태화강 중류 수변공간 조성사업은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로 하천환경을 복원하고

하천재해 예방 등 하천 치수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친수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책로 데크 및 편의시설,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전경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한편 지방하천구간의 경우 본 사업으로 선바위교에서 굴화교 구간 수변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망성교 상류에서 남천교 구간에 태화강(언양~선바위) 수변공간 조성사업으

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와 자연형 호안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향후 명촌교에서 가

지산 석남사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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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태화강 중류(선바위~굴화) 수변공간 조성

가) 배경

지방2급하천인 태화강 중류의 선바위교에서 굴화교 구간은 하류지역인 도심권 국가하천

지역보다 대체로 생태계가 양호한 지역으로 본 사업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정비로

홍수 소통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신개발지역

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구영, 천상지역 시민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휴식 및 산책공간과 제공하여 친환경적인 하천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할 필요

가 있었다.

나) 개요

태화강 중류(선바위~굴화) 수변공간 조성사업은 중간보고회, 하천관리위원회, 주민설명

회 등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같은 해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시민들에게 개방하였다. 본 사업은 사업비 220억 원으로

선바위교에서 굴화교 구간에 하천 연장 5,860m의 제방 축제 및 보축, 둔치, 산책로 및 자

전거도로 조성 등 친수공간을 정비하였다. 또한, 데크 산책로를 개설하고 전망데크 및 목

재교량 설치와 대나무, 물억새 식재, 소공원 조성과 가로등을 설치하였다. 이밖에 굴화주

공에서 선바위까지 하상정리 작업을 실시하고 사업구간 내 둔치에 천연 잔디광장과 쉼터

등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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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하천연장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규모

선바위교
~ 굴화교

5,860m
2009.12 

~ 2011.12
220억 원

•축제 및 보축, 둔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전망데크 및 친수공간 조성
•가로등 설치 및 수목식재 등

[그림 2-70] 태화강 중류(선바위~굴화) 수변공간 조성사업 위치도

[그림 2-71] 선바위~굴화 구간 전경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데크 편의시설(공중 화장실)



❸ 생태공간 조성사업

1) 자연형 호안 조성

가) 자연형 하천 정의

자연형 하천이란 “그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조성된 하천”

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을 여러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하

천의 생태적 회복 및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이 크게 강조되는 점이 기존의

하천 조성 개념과 구별된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란 “오염된 하천의 치수기능을 유지, 증진하면서 하천의 자정능력

을 높이도록 수역 및 호안, 둔치 등에 설치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호

또는 회복·복원하는 하천 가꾸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나) 배경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태화강은 1990년대 이수와 치수 중심의 하천정비사업으로 유하능

력 증대를 위한 하천 직강화, 홍수 시 소통 용이, 침수방지 등을 위한 제방 축조, 저수로·

고수부지 설치, 둑마루에 도심지 교통난 해소 목적의 도로 건설 등 인위적 환경의 하천이

조성되어 하천 본연의 모습이 상실되고 태화강의 완전한 복원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친수기능 위주의 ‘공원화’ 또는 ‘조경화’된 하천정화사업에서 실질

적인 생태복원을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

었다. 직강화된 하천 제방과 고수부지의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자연형 둔치, 천변 습지,

여울·소 등 생물서식지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어류·철새 등 야생 동·식물의 증가로 인한

생태공원·생태학습장 등 생태복원 위주로 변화하려는 패러다임이 요구되었다.

한편, 치수종합계획, 생태복원계획 등이 유역단위의 토지이용계획, 산림자원관리계획 등

과 연계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원인 치유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

천정비사업은 하천구역(제방 안쪽) 내에 국한되어 빗물이 하천으로 유입된 이후에 대한

치수, 생태복원 등의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다. 그러나 도시화 확대와 산림훼

손 등 불투수면적의 증가는 빗물의 지하 침투량 감소와 하천 유입량 및 유속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강우량이 많은 여름에는 태화강 하류의 홍수를 가중시키고 갈수기에는 유

지용수가 부족한 건천하천으로 되어 지하수 등 수자원 유출될 뿐 아니라 생물서식지도 감

소하게 되는 원천적인 대책이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하천정화(정비)사업이 국가 또는 지자체 주도하에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이 참여함에 따라 사업 범위가 행정구역 단위로 제한되거나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하천별 특성을 충분하게 고려한 목표설정보다는 공사 중심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대부분 하천에 대한 유사한 공법이 적용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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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언양시가지지역 수변공간 조성

태화강 상류 언양읍 중심구간은 인공콘크리트 호안으로 되어 있고 식생이 미비하여 하천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수변경관 조성이 요구되었다. 지속적인 역세권 개발 등 서부 중심

권으로 도약하는 언양읍 지역을 중심으로 강변 콘크리트 주차장 정비 등 친수 수변공간

을 조성코자 하였다.

언양 시가지지역 수변공간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일

원의 자연형 호안과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5,400백만 원으로 남천

교에서 자전교까지 약 1㎞ 구간을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하고 남천교를 중심으로 삼남방

면 언삼교까지 언양방면은 울주도서관까지 2㎞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기존 언양방

면에 조성된 3㎞를 포함한 언양 서부리에서 상북 면허시험장을 연결하는 총 길이 5㎞ 구

간에 산책로 및 자전거 순환도로망이 조성되었다.

언양시장 앞 둔치 남천교 일원에 친환경 생태주차장으로 확대 조성하여 미관 개선과 재

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등 각종 수변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인근 주민들이 깨

끗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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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공사기간 사업비 사업규모

언양 남천교 일원 2007~2011년 5,400백만 원
•친수형 호안 조성(좌안) : 1,000m
•생태주차장 조성(좌안) : 10,000㎡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 2,000m

[그림 2-72] 언양시가지 지역 수변공간 조성 위치도 



라) 사업내용

중구와 남구 지역 국가하천구역 내(구 삼호교~명촌교 유입지점) 기존 조성된 호안 중 콘

크리트 조성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하였으며, 콘크리트 블록 제거 후 자연형 호안을 조성

하고 수변식물을 식재하였다. 그리고 콘크리트계단은 목재 침목 계단으로 조성하였다.

본 사업으로 인해 콘크리트로 인해 단절되었던 토양생태계의 물질 순환이 가능해졌으며,

생물 서식공간 확충(다양한 식물 식재 가능)을 통한 도심 비오톱 역할과 태화강의 자연성

과 연계된 수려한 도심 속 생태경관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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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별 특성에 맞는 목표설정, 사업추진, 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를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의 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생물 다양성 증가 여부 등 충분한 사전조사와 계

획수립 그리고 성과평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었다. 

한편 태화강 국가하천 양안의 경우 인공적 정비구간은 콘크리트 호안으로 조성되어 있어

식생 생육이 양호하지 못하고, 경관(Skyline) 형성이 자연스럽지 못하며, 그늘을 제공하

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용자가 많은 곳부터 콘크리트 호안을 제거하여 자연

형 하천으로의 조성이 필요하였다. 구간별 입지적 조건에 따라 양안의 재료 선정이 중요

하며 태화강 호안정비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였다.

다) 개요

태화교에서 구삼호교 구간의 국가하천의 경우 하도정비20)를 위해 하상준설과 호안 조성

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학성교 상부에서 태화교 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울산지

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구간으로 정하여 호안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태화들은 태화강대

공원 1단계 조성사업 때 콘크리트 호안을 걷어내고 식생방틀을 이용한 자연형 호안을 조

성하였다. 

삼호교에서 십리대밭교 구간에 대해 2007년 8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되고 2007년 10월에 환경부와 자연형하천위원회 심의 및 실시설계를 협의·

완료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둔치의 콘크리트블록을 제거한 후 친환경적인 점토식

생블록을 시공하였고 저수호안에는 식생방틀 설치와 수변 관찰로를 설치하여 2008년 8

월에 공사를 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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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하도정비 : 집중호우 및 이상기후에
따라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막기위
해 하천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하
천정비 사업의 일환이다.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주요 사업 내용

구삼호교
~ 명정천

2007. 2
~ 2008. 6

2,292
•기존 호안정비 1,660m (중구 675, 남구 985) 
•자연형호안 조성 600m (남구 취수탑 좌우)

생태공원
(태화들)

2006. 1 
~ 2006.12

2,062
•생태호안정비 L=1,416m

- 둔치 : 콘크리트 호안 철거 → 자연형호안 조성
- 저수호안 : 식생방틀 설치를 통한 녹지 조성

태화교
~ 구삼호교

2006. 1 
~ 2006.12

1,517 •갈대 및 창포 등 식재(33천㎡), 침수방틀(0.7㎞)

삼호교
~ 십리대밭교

2007.10 
~ 2008.12

5,578

•자연형호안 조성(중·남구 삼호교~명정천(1,900m))
- 둔치 : 콘크리트블럭 제거후 친환경적인 점토식생블럭 시공
- 저수호안 : 식생방틀에 부들, 물억새 등 어류 산란장소 제공

•수변관찰로 설치 : 남구 삼호교~십리대밭교(2,094m)

[그림 2-73] 자연형호안 조성사업

[그림 2-74]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저수호안 침수방틀)

시행 후

시행 전(콘크리트 블록) 설치 중



나) 개요

어도 조성사업은 태화강 지방2급하천 구역의 기존 설치된 보에 어도를 정비 및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보의 성격과 대상 어종 등 사전 조사 후 실정에 맞는 어도의 형식을 결정

하였으며, 훼손되고 방치된 보를 친자연적으로 재정비하였다.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2월에는 울주군 범서읍의 8개 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입암보,

망성교보, 사연보에 어도를 설치하고 백천교보의 어도 기능을 개선하는 등 어도 정비와

동시에 ‘어도설치 조성방향 및 기본계획’ 연구를 수행하여 태화강 본류에 설치된 횡단구

조물 중 점촌교에서 산전교까지 총 26개의 횡단구조물에 대하여 기능성 여부를 판별하여

어도의 형식과 대상 어종 및 위치 등을 설계하였다. 이후 2008년에는 울주군의 점촌교,

사연2낙차공, 반천보, 대천윗보, 반송보, 서부3낙차공, 향산2낙차공 총 7개소의 어도를

설치하였다. 

울산의 대표적인 자연자산인 태화강에 어류의 이동통로의 설치는 생물 다양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어도의 낙차로 인한 자연적인 산소공급으로 수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

며, 태화강의 생태기능 강화 및 시민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하천의 경관을 향상해 생

태도시 울산 이미지 구축 등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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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도 조성 

가) 배경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환경관리는 점차 중요하게 되어 자연 친화적인 하천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란 치수와 이수 측면에서 하천정비가 필

요한 지역에 현재의 하천환경을 가급적 훼손하지 않고 본래의 하천환경의 모습에 가깝게

유지되도록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화강도 자연 친화적인 하천관리로 수질이 개선됨에 따라 태화강에서 여가를 즐기는 사

람들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되살아나 태화강 본류로 연어와 황어, 은어가 다

시 돌아오고 다양한 어종이 다시 서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류 및 수서생물의 이동을 단

절시키는 횡단구조물에 대한 존치 여부와 어도 설치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태화강에 설치된 대부분 콘크리트 보로 태풍 및 집중호우의 피해로 훼손 정도가 심하고

어도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어 수생태의 이동성이 방해되고 있어 기존 콘크리트

보를 제거하고 자연형 보로 교체하는 등 물고기의 특성 등을 고려한 어도를 조성코자 하

였으며 상·하류로의 이동은 태화강 전역에 대한 생물 다양성 또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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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5] 입암보 어도

위치 공사기간 사업비 사업규모

울주군 상북면 산전교 
~ 범서읍 점촌교

2005~2009년 523백만 원 어도설치 및 정비 18개소

[그림 2-76] 태화강 어도조성 위치도



나) 개요

2005년부터 태화강을 찾는 겨울 철새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태화강 하류 일원 중구 내황

지구(22,976㎡), 남구 삼산지구(48,714㎡), 북구 명촌지구(131,719㎡) 등 3개 지역에 총

203,409㎡ 규모의 ‘겨울 철새 서식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2005년에는 6억 원의 사

업비를 들여 내황지구를 비롯한 명촌지구(명촌교 하부), 삼산지구(일부) 등에 대해 철새

서식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2006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명촌교 상류, 동천

하류 등 명촌지구 총 5,433㎡에 대해 철새서식지를 조성하였다.

태화강 남구와 북구 일원에 사업비 380백만 원으로 면적 31,413㎡에 대해 억새를 식재하

고, 철새 조망대 데크 설치 등 사업을 2007년 2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11월에 완공하였

다. 태화강 하류는 최상의 수질 유지로 풍부한 먹이와 억새 등 서식지 조성으로 태화강을

찾는 겨울 철새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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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새 서식지 조성

가) 배경

전국의 철새 주요도래지는 ‘군산호’의 가창오리떼, ‘순천만 갯벌’의 흑두루미 그리고 창녕

‘우포늪’과 낙동강 하구 ‘을숙도’ 등과 더불어 울산은 백로와 떼까마귀, 갈까마귀, 고니(멸

종위기종 2급, 천연기념물 제201호), 흰죽지, 물닭, 홍머리오리 등 2012년 기준 48종 약

6만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는 도심 속 전국 최대 규모의 철새도래지이다.

태화강은 획기적인 수질개선으로 자연생태가 복원되어 연어, 은어 등 회귀어종과 토종어

종수가 증가하는 등 풍부한 먹이와 천적의 접근이 어려운 비오톱의 발달로 매년 겨울을

나기 위한 철새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울산시는 태화강 하구에 철새도래지로 조

성하여 철새를 보호하고 태화강을 찾아오는 철새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하여 자연생

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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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7] 태화강 하구 철새 서식지

위치 공사기간 사업비 사업규모

태화강 남구, 북구 일원 2007년 2 ~ 11월 380백만 원
•억새밭 조성(31,413㎡), 
•철새관찰데크 설치 2개소
•관측용 망원경 설치

[그림 2-78] 철새 서식지 조성 사업 위치도

[그림 2-79] 태화강 하구 철새 서식지 조성 모습

철새 서식지 모래톱전망 데크



❹ 시민 휴식공간 조성사업

1) 십리대밭교

태화강에는 중구 십리대숲을 중심으로 태화강대공원이, 남구 둔치에는 다목적 잔디 및

사계절 꽃단지가 각각 조성됨에 따라 이용시민이 증가하여 시민들의 여가 및 생태문화를

누리는 도심 속 수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에 남구지역 시민들은 태화강대공

원 접근 시 자동차 이용 혹은 태화교를 건너야 하는 접근성 문제로 건너 쪽을 바라보는 데

만족해야 했다. 이런 곳에 중구와 남구 양쪽을 쉽게 오고 갈 인도교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 공유와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울산시는 애초 태화강 부교 설치를 추진

해 왔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유수의 문제점을 들어 반대함에 따라 인도교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2007년 2월에는 경남은행이 지역공헌사업의 일환

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울산시와 경남은행이 각각 11억 원과 51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조성 후 울산시에 기부 채납기로 하였다. 협약과 동시에 인도교 설치를 위한 실

무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2007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건립이 본격화되어 2008

년 시민명칭공모 과정을 거쳐 「십리대밭교」로 교명을 확정하였다. 2009년 2월에 준공식

을 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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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겨울 철새들이 찾는 태화강을 보다 안정적인 철새도래지로 조성하기 위해 철새

보호대책을 추진하였다. 단기적으로 ‘태화강 철새서식지 조성방향 연구(2012)’를 추진하

여 철새 서식여건을 분석하고 배후습지 조성방안, 철새 유도 방향 등을 파악하고 겨울철

부족한 먹이 공급과 철새가 편안히 쉴 수 있는 배후 농경지 제공 등 안정적 철새 도래를

유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구역’과 ‘생태

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겨울 철새가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태화강 하류지역에 철새

들이 오는 10월부터 떠나는 4월 초까지 출입제한을 하고 철새 보호안내판을 설치하였다.

한편 환경부에서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사업에 울

산의 태화강이 2013년에 전국 12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환경부와 문화관광체육

부의 지원을 받아 태화강에 산재한 역사, 문화 그리고 산업자원과 연계하여 철새를 주제

로 하는 철새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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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소재지 설정면적(㎡) 서식조수 비고

태화강 중구 태화동 969-3 외 10필지 744,094 백로, 논병아리, 흰죽지 중구청

태화강 남구 무거동 3외 48필지 1,546,759 붉은부리갈매기, 흰죽지, 백로 남구청

태화강, 동천 북구 명촌동 967-10외 196필지 943,356 흰뺨검둥오리, 왜가리 북구청

[표 2-55]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위치 총계(㎢)
생태·경관 보전지역

비고
핵심보전구역 완충보전구역 전이보전구역

태화강 하류 일원 0.983 0.179 0.697 0.107 ‘08.12.24 지정

[표 2-56] 울산광역시 생태경관 보전지역 

[그림 2-80] 십리대밭교



2) 태화강전망대

태화강 취수탑은 1963년에 준공되어 2만㎥/일의 취수능력으로, 당시 울산 국가산업단지

기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여 울산의 산업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산업단

지가 확장되고 기업체가 증가하면서 울산시의 공업용수 수급정책의 변화 등으로 1995년

도부터 사용하지 않고 방치됐다. 민선 3기 태화강마스터플랜 수립 등으로 태화강의 친수

공간시설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취수탑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태화강의 철

새 등 수려한 태화강의 자연을 전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기존의 취수탑을 태화강과 연계된 전망대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태화강전망대는 360

도 회전 휴게실과 야외 전망대를 갖추어 강줄기와 십리대숲, 태화강대공원, 삼호대숲과

철새, 둔치 꽃단지 그리고 남산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전망대는 남구 무거동 일원(태화강 우안)에 위치하여 2007년 3월에서 2009년 10월까지

사업비 1,500백만 원으로 야외전망 및 실내 전시, 내부 회전 전망 휴게실, 야외전망대 및

홍보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교육장을 통해 생명의 근원인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 숨

쉬는 태화강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려 다양한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어

류, 식생 등 태화강의 생태환경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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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리대밭교는 순수한 인도교로서 태화강 상부에서의 조망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

고 색채 및 형상의 미관이 수려한 형식을 창출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교량형식은 전체

3분의 2는 아치로 나머지 3분의 1은 반 아치의 비대칭으로 디자인되었으며 길이 120m,

넓이 5~8m 규모로 울산의 특산물 고래와 태화강에 국내 최대 규모로 서식하는 백로를

형상화하고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역동적인 울산의 미래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

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수려한 디자인을 인정받아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

흥원에서 주최한 ‘2009년 상반기 우수디자인 상품 선정’ 사업에서 십리대밭교가 우수디

자인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십리대밭교 건립으로 인해 태화강 중구와 남구 지역의 둔치를 하나로 연결하여 태화강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태화강둔치를 활용한 시민들의 친수 및 여

가, 휴식 공간을 창출하는 등 생태도시 울산의 상징인 태화강을 보다 친숙하게 이용함으

로써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울산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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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공사기간 규모 사업비

중구 태화동 둔치 
~ 남구 신정동 둔치

2007. 1 ~ 2009. 2
아치형 강교

(L=120m, B=5m)

6,220백만 원
(시 1,100, 경남은행 5,120

공동투자)

[그림 2-81] 십리대밭교 위치도

[그림 2-82] 십리대밭교 준공 모습

[그림 2-83] 태화강전망대 위치도

[그림 2-84] 과거 취수탑과 태화강전망대

태화강전망대 전경취수탑



4) 교량경관 및 리모델링

태화강을 가로질러 중구와 남구 시가지를 잇는 태화교와 울산교가 보행자 편의 위주의 교

량으로 리모델링되었다. 

태화교는 길이 440m, 폭 35m로 지난 1966년 건립하여 1991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

장공사 등 불량한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했으나 단순한 교통이용수

단에서 편리성뿐만 아니라 단순한 토목 구조물에서 태화강 풍경과 향후 복원될 태화루와

어우러지도록 문화적 역사성을 향상하기 위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도심 경관을 향상

하고자 하였다. 

울산교는 길이 356m, 폭 8.7m로 1935년에 건립되어 태화강의 남북인 중구와 남구를 연

결하는 중요한 교통시설로 활용되다가 1994년 11월부터 차량통행이 일체 금지되고 보행

자 전용 교량이 되었다. 1935년 당시 전통 형태의 석재형 난간으로 복원하여 역사와 문화

를 회복하고 울산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테마교량으로 조성하여, 단순한 보행교 시설물

이 아닌 유희를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였다.

2009년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같은 해 2월 사업비 약 65억 원으로 디자인 개선사업

을 시행하고 5월에 준공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태화교의 경우 시민이 이용하는 좌·

우의 인도 폭을 1.7m에서 2.25m로 확장하면서 콘크리트 바닥과 난간을 모두 자연 친화

적인 합성목재로 교체하였다. 차선과 인도 사이에는 차량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상판 아래쪽과 교각은 태화강둔치를 산책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분위기

를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색상과 천연소재로 조성했다. 한편 보행자 전용교량으로 사용하

는 울산교는 교량 중앙에 쉼터 2곳을 조성해 시민이 머물러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창

출하고 난간에는 은은한 조명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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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문화갤러리 

산업도시 울산이 친환경 생태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이 필

요한 상황에서 태화로터리에서 와와삼거리 방향 태화강전망대 간의 남산로 확장에 따른

강변 쪽 필로티 하부공간을 생태문화갤러리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이 공간은 종래 태화강 남안(南岸)의 비좁은 비포장도로(남산로)를 활처럼 굽이도는 강의

유로(流路)상 홍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1992년 확장공사를 하였으나, 이 때문에 교량의

하부 공간과 강변의 돌망태와 각종 쓰레기 등이 뒤섞여 수변 경관을 저해하는 버려진 공

간이 되었다. 조성된 생태문화갤러리는 태화강의 자연과 전시물 등을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게 다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수면과 접하는 둔치 약 4,000㎡는 녹지공간을 조

성하였다. 갤러리 가운데 ‘태화강의 생태’ 구간은 에코존, 생태패널, 소망의 벽, 휴게공간

으로 ‘생태’는 연산홍, 자산홍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었다. ‘태화강의 문화’ 구간은 반구

대 암각화 아이콘, 태화강의 역사, 이벤트 갤러리 존으로 조성되었다.

208 Taehwagang white paper

제3절 
추진사업으로 본
태화강

위치 공사기간 사업비 사업규모

태화강대공원 맞은편
(남쪽 남산로 필로티)

2008. 8 
~ 2009. 9

1,450백만 원
•태화강 생태구간(에코존, 휴게공간 등)
•생태구간(연산홍, 초화류 등 녹지공간)
•태화강의 문화 구간(반구대 암각화 등)

[그림 2-85] 생태문화갤러리 조성 위치도
위치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태화교
2008. 10 
~ 2009. 8

보도확장(1.70m → 2.25m) 및 목재데크 설치, 
교량 교대·교각 및 상부난간 디자인 

5,070백만 원

울산교
2008. 10 
~ 2009. 6

보행 및 목재데크 설치 및 화단, 휴게시설 설치 1,500백만 원

[그림 2-87] 태화교, 울산교 리모델링 사업 위치도

[그림 2-86] 생태문화갤러리 모습



전국대회 등 전국 규모의 행사를 통해 생태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확산하였고 수많은 시

민에게 다양한 문화‧축제를 통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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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문화와 역사성 회복사업

한때 산업화의 물결 속에 오염된 태화강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였으며, 각종 악취와

쓰레기 등으로 접근조차 하기 싫어하는 강이었다. 그러나 민선 3기에 접어들면서 태화강

은 태화강마스터플랜을 통한 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으로 수질이 1등급으로 개선되고

연어와 수달이 돌아오는 생태공간으로 획기적으로 변모하여 이제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

아오게 되었다. 

한편 태화강을 역사·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강을 따라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

선바위 등 관광 역사유적이 즐비하며 특히 태화루는 울산시민의 정서 속에서도 뿌리 깊

게 자리하고 있는 역사적 산물로 울산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소중한 유

적이다. 특히 태화루의 복원을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 1990년 9월에 울산지역발전

추진협의회에서 ’태화루 중창 건의 보고서‘ 작성을 시작으로 여러 논의와 회의를 거쳐오

다가 2005년 4월 태화강마스터플랜의 사업과제로 포함해 ‘복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

였다. 이후 복원 예정지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지정, 2009년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2010

년 실시설계와 문화재 발굴조사를 거쳐 2011년 9월에 공사를 시작하였다. 2012년 5월 태

화루 복원 기공식에서 박맹우 시장은 “태화루의 복원은 울산의 역사와 전통을 되살리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편 울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을 탐방할 수 있는 태화강 100리길은 태화강 최장

발원지인 백운산 탑골샘에서 하구인 명촌교까지 17시간, 연장 47.54㎞의 도보 중심의 산

책로로 기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총 4개 구간으로 구간마다 자연자원, 문화

자원, 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사문화 탐방로와 영남알프스 둘레길, 울산 어울길과도

연계해 이어지도록 조성하였다. 또한, 명촌교 인근의 억새, 십리대숲, 삼호대숲, 태화강

대공원, 천전리 각석과 반구대 암각화 등 자연, 생태,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조성하였다. 한편 2005년 6월에 조성된 선사시대 유적인 반구

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을 연결하는 원시 문화 산책로와도 연계하는 등 태화강을 중심

으로 한 역사자원을 연결하고 관광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한편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태화강의 수질 개선과 친수 수변공간을 기반으로 강에서는 유

일하게 2,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수영대회를 6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뿐

만 아니라 용선대회, 조정, 카누, 수상스키 등 수상 스포츠를 한 곳에서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 태화강 물축제로 승화하였다. 2009년에는 16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드래곤보트대회

를 호수가 아닌 도심 속 강에서 개최하여 세계 각국 선수단들로부터 큰 조명을 받았다.

2013년 4월에 개최된 울산고래축제에는 82만 명이 찾았으며, 5월에 개최된 태화강대공

원의 봄꽃대향연은 연인원 96만 명이 방문하는 등 그 외 국제설치미술제, 국제마라톤대

회, 걷기대회, 연어회귀 축제 등 매년 80여 회의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에 많은 관광객

이 방문하였다. 그 외 제10회 한국 강의 날 대회,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녹색생활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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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울산시 추진사업 비고

1 태화루 복원

2 태화 100리길 조성

3 태화강 문화축제 발굴

태화강 봄꽃대향연

울산고래축제

물축제

울산 세계드래곤보트선수권 대회

태화강 생태문화 한마당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TEAF)

태화강국제마라톤대회

태화강 대숲납량축제

용선체험교실 운영

[표 2-57] 문화 및 역사성 회복 주요 추진사업



3) 개요

태화루를 복원하자는 주장과 노력은 1969년에 김송태 선생(전 구문화원장, 당시 울산여

상 교사)이 복원 취지문을 지어 돌린 것이 그 시초이나, 당시에는 울산의 시세가 워낙 약

하여 엄두를 내지 못했고 국가적인 지원도 얻을 수가 없어서 성사되지 못했다. 그 후 1982

년경에 울산상공회의소의 건의로 제10대 이순동 울산시장이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복원

예정용지에 있던 민간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조달할 수가 없어서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다시 1989년경에 제15대 곽만섭 울산시장과 뒤를 이은 제16대 안길현 시장이 복원을 추

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90년에 울산지역발전추진협의회(회장 이상주 울산대 총장)가 이를 다시 거론하여, 1994

년에는 ‘태화루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박영출 울산문화원장)가 결성되고 「태화루 복원중

창 계획서」라는 연구보고서를 내어 구체적으로 접근하였으나 역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

상비가 마련되지 않아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어 1995년에는 울산시에서 또 다른 「태화루

복원중창 계획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복원 계획들을 총망라한 것이었다.

2004년에 울산시의 에코폴리스 울산계획에서 태화루 복원 및 공원화 사업이 문화 측면

에서 핵심과제로 제안되었고 태화강마스터플랜에서 복원계획을 반영하는 등의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 후 태화루 복원 관련 예산을 확보한 후 지주들에게 복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홍

보하여 원활한 협의보상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다. 이후 태화루 복원추진 범시민 모임

을 발족 2007년 2월 「태화루 복원 기본계획」용역을 바탕으로 2010년 1월 실시설계를 완

료하였다. 태화루 복원은 시비를 들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참여하면 시의 부담이

줄고 사회환원의 뜻을 두고 있는 기업체가 역사문화 복원사업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정보제공 차원에서 2010년에 기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 중인 태화루 복원사업을 설명

한 결과 지역 기업체인 S-OIL(주)에서 건립비 전액인 100억 원의 기금을 부담하였다. 이

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거쳐 2011년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3월에 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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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태화루 복원

1) 복원의 의의

울산은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한 천전리 각석 등 예부터 역사와 문화가 번

창한 도시였다. 특히 태화강을 배경으로 있었던 태화루는 울산시민들의 안식처이면서 역

사문화도시의 상징물이기도 하다.

즉 울산을 대표하는 유적·유물의 대부분이 태화강 유역에 있기에 태화강을 제외하고는

울산의 역사에 대해 거론할 수 없을 정도이며, 태화강변에 산재한 다양한 유적 중에서도

태화루는 울산시민의 정서 속에서도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역사적 산물로 울산의 전

통성과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소중한 유적으로 규정되어 왔다. 따라서 태화루는 울

산의 지역사와 태화강을 긴 울산의 문화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울산시

민의 애향심과 문화적 긍지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태화루 복원은 울산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대두하여 왔으나 예산 등의 문제

로 사업이 부진하다가 2005년 “태화강마스터플랜”에서 태화루 복원 사업

이 핵심과제로 선정되는 등 지역 문화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추

진되게 되었다.

태화루는 울산이 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이전에 찬란한 문화를 증명하고 역

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도시이자 역사 도시였음을 알려주는 중요

한 문화유산으로 이를 복원하여 울산시민의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태화루의 역사 

태화루는 신라 선덕여왕 17년(643년)에 승려 자장이 태화사를 지을 때 함

께 건립한 누각으로 고려 성종 16년(997년)에 태화루에 올라 연회를 베풀

었다는 기록 등 많은 시인·묵객들이 태화루의 아름다움을 읊은 시와 글들

이 전해 내려오는 기록이 있으며, 1480년경 중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후 멸실된 것은 임진왜란 전·후로 추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1902

년 발간된 “울산읍지”에서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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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8] 태화루 모습(1900년대)

[그림 2-89] 태화루 앞 용금소 풍경

[그림 2-90] 태화루 복원자리 민간건물(로얄예식장) 전경(2007년)



❷ 태화강 100리길 조성

1) 배경

태화강을 이·치수의 개념으로만 관리해오던 것을 이제는 역사·생태·문화의 차원에서 접

근할 필요가 있었다. 즉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난 태화강의 최장거리 발원지인 백운산

탑골샘을 찾아가는 길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울산을 대표하는 유적·유물의 대부분이 태

화강 유역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 개요

태화강 100리길은 명촌교에서 출발해 태화강 최장 발원지인 백운산 탑골샘까지 사업구

간 총 48㎞(약 17시간 소요)의 도보 여행길로 십리대숲, 선바위, 대곡박물관, 반구대 암

각화, 천전리 각석, 복안저수지 등 구간마다 주변의 자연, 생태, 역사, 문화, 경관을 최대

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탐방할 수 있는 길로 선사문화 탐방로와 영남알프스 둘레길, 울

산 어울길 그리고 등산로와도 연계하여 이어지도록 만들었으며, 태화강 100리길 노선 중

사연댐, UNIST, 대곡댐 등 건설로 기존 태화강 주변의 지형이 일부 변형된 곳은 별도의

등산로 또는 통행로를 확보하였다. 태화강 100리길 사업은 총 5억 원으로 149개 이정표,

21개 해설판, 8개 종합안내판, 철새관찰대와 전망데크 각 1개소를 설치하고 등산로 4.5

㎞를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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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루 복원사업은 중구 태화동 일원 부지면적 10,403㎡, 연면적 731㎡(지상 2층)에 총

사업비 50,675백만 원으로 태화루 본루, 행랑채, 대문채, 사주문으로 구성되어 편의시

설, 야외공원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되었다.

4) 공사추진

태화루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정별로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참여하였다. 공사

현장에 이미 설치된 장주초석을 비롯한 석공사의 경우 국보인 감은사지 석탑, 불국사 다

보탑 보수 등 국내외 유명 문화재 보수·복원을 맡은 우리나라 석공예 명장이자 울산 출신

인 윤만걸 석장이 맡았다. 목공사는 경복궁, 창덕궁 등 국내 주요 궁궐 건축과 국보1호 숭

례문을 복원한 최고의 목수인 중요무형문화재 신응수 대목장이 참여하였다. 목공사가 완

료된 후 누각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단청공사는 최근 복원된 광화문을 비롯하여 경복

궁, 창덕궁 등의 궁궐과 전국의 많은 사찰 단청공사를 했던 무형문화재 양용호 단청장,

기와 잇기는 무형문화재 이근복 번와장이 참여하였다. 태화루의 얼굴격인 현판의 휘호와

상량문은 경복궁과 창덕궁 현판 및 숭례문의 상량문 묵서를 작성한 바 있는 소헌 정도준

선생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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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1] 태화루 위치도

[그림 2-92] 태화루 착공전 부지전경(2011년) [그림 2-93] 태화루 조감도

위치 공사기간 구간 주요 내용

남구, 중구, 
울주군 일원

2013. 4. 8
~ 9. 17

총 48㎞

•등산로 정비 4,530m,  경계목설치 440m, 
•데크로드 110m, 전망데크 1개소, 로프형난간 465m
•철새관찰대(8×6.5m, 망원경 3개) 1개소
•종합안내판 7개소, 이정표 149개소, 해설판 21개소, 

수목명판 9개소, 노면표시 86개소

태화강을 중심으로 한 녹색길 조성

생태도시 울산의 상징인 태화강의 발원지를 찾아가는 길

⇧⃞

지역의 역사·문화·생태가 어우러진 체험의 길

태화강의 기존 산책로와 연계한 녹색길

[그림 2-94] 태화강 100리길 조성사업방향



❸ 태화강 문화축제 발굴

획기적인 수질의 개선으로 2005년부터 전국 규모의 수영대회와 조정, 카누대회 등이 열

려 태화강의 명성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절마다 다양한 축제

행사로 시민들의 발걸음은 태화강을 향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 태화강둔치에서 매년 1, 2월에 ‘정월대보름 한마음 큰잔치’를 열기 시작하였

다. 태화강에 모여 정월대보름 풍습인 부럼 깨기, 소망 쓰기, 어르신을 위한 귀밝이술 마

시기 등을 하며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겼다. 

4월에는 울산의 대표축제 중 하나인 울산고래축제가 열리는데 2011년부터 시작한 이 축

제는 고래도시 울산의 이미지에 걸맞은 내용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2011년부

터 태화강 물축제와 통합하여 생태하천 태화강과 고래잡이 전진기지였던 장생포에서 다

양한 프로그램이 열린 가운데 2013년 기준으로 8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대한

민국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울산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시민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봄꽃이 피는 5월에는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면적(16만㎡)인 태화강대공원 초화단지에

‘태화강 봄꽃대향연’ 축제가 펼쳐져 다양한 볼거리와 각종 체험행사 등이 펼쳐지며, 꽃양

귀비, 수레국화 등 모두 10종의 봄꽃이 만개하여 꽃향기를 맡으며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

음을 재충전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2013년에는 행사기간(11일) 동안 96만 명이 방문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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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구간은 명촌교에서 망성교까지 15㎞로 도심 한복판을 태화강을 따라 인위적으로 조성

한 길이다. 태화강 하구 억새,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 태화강철새공원 등 죽음의 강에

서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난 태화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제2구간은 대곡박

물관까지 15㎞로 울산시민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사연댐,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국보 제

285호 반구대 암각화와 국보 제147호인 천전리 각석, 고려말 유학자 포은 정몽주를 모신

반구서원, 대곡댐과 대곡박물관 등 역사문화 유적이 있어 과거 선조의 숨결을 느낄 수 있

는 구간이다. 제3구간은 유촌마을까지 7㎞로 화랑운동장 인근 산에 정비된 오솔길을 따

라 대곡댐을 볼 수 있고 대곡댐을 만들면서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다. 제4구간은 탑골샘까지 11㎞로 산허리 오솔길과 농로, 마을길 등을 볼 수 있으

며,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복안저수지, 팜스테이로 유명한 소호마을과 가까워 생태학습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한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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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간 길이(㎞) 소요시간

계 - 48 17시간

1구간 명촌교~태화교~태화강대공원~망성교 15 5시간

2구간 망성교~한실마을~반구대암각화~대곡박물관 15 5시간30분

3구간 대곡박물관~두광중학교~유촌마을 7 3시간

4구간 유촌마을~복안저수지~탑골샘 11 3시간30분

[표 2-58] 태화강 100리길 구간 및 노선

[그림 2-95] 태화강 100리길 구간 현황도

1구간 모습 2구간 모습

3구간 모습 물칭개나물

[그림 2-96] 태화강 100리길 구간별 주요 전경



자연하천인 데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사람들이 쉽게 드래곤보트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강점까지 갖췄다.”며 아주 많이 부러워하였다. 또한, 태화강이 산업화의 오염물

로 인한 죽음의 강에서 울산시의 환경정책인 행정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드래곤보트대회와 카누·마라톤대회를 연이어 개최

하면 전 세계가 생태환경 회복의 표본으로 울산의 태화강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

였다. 

또한, 울산시는 수상스포츠의 저변 확대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용선 및 카누 체험교실

을 무료로 운영하여 토·일·공휴일에 태화교와 울산교 사이에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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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열리는 국제설치미술제(TEAF)는 도시 중심에서 치러지는 국내 유일의 국제미술

제로 매년 다른 주제로 환경과 도시 그리고 인간의 조화로움을 다양한 예술작품들로 선

보여 시민들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던 미술과 한결 친근해지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8월에는 대숲납량축제가 열리면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 줄 정도로 간담이 서늘해

지는 귀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3일간 10만여 명의 시민이 풍성한 볼거

리와 즐길 거리에 참여하였다.

10월에는 울산 산업문화축제, 11월에는 태화강 생태문화한마당과 인권 마라톤 대회 등이

열리면서 태화강은 계절별 특색있는 축제의 장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에 참여하려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으며, 평일 15천여 명, 주말 24천여 명이 태화강을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2009년에 개최된 세계드래곤보트선수권대회를 주관한 국제카누연맹(ICF) 호세 페

루레나(Hose Perurena) 회장은 “자연하천 태화강에서 이번 대회를 연 것이 너무 황홀하

다”며 이어 “지난해까지는 대회가 모두 도시와 거리가 먼 인공호수에서 열렸으나 태화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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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7] 봄꽃대향연 전경

[그림 2-98] 태화강 카누 체험

축제명 기간 개최장소 주최/주관
개최년도
/개최횟수

주요 내용
방문 및 

참여인원

태화강국제마라톤대회
3월

(1일간)
태화강둔치

(선바위~명촌교)
울산매일/
울산광역시 육상연합회

2004년
/10회

Full, Half, 10㎞, 5㎞
구간 마라톤

4,000

울산시민 태화강 십리대밭
건강걷기대회

3월
(1일간)

태화강둔치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사회 공동 
/(사)한국워킹협회 울산광역시지부

2006년
/8회

걷기대회(5㎞) 등 1,500

울산고래축제
4월

(4일간)
태화강둔치, 장생포 남구청/(재)고래문화재단

2011년
/3회

고래주제 전시관
선사고래잡이 재연 
고래배 경주대회 등

82만

울산 자전거 대축전
4월

(4일간)
태화강둔치 울산광역시

2009년
/5회

자전거 및 BMX 묘기
자전거 기증 전달

1,500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 체육행사

5월
(1일간)

남구 둔치
(파크골프장)

울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1981년
/33회

장애인 연극 커라와 림보

봄꽃대향연
5월

(11일간)
태화강대공원 울산광역시

2012년
/2회

봄꽃음악회, 재즈페스티벌, 
죽로차 시음회 등

96만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6월

(12일간)
남구 태화강둔치

경상일보/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운영위원회

2007년
/7회

전시
(설치·조각, 설치·퍼포먼스)
바람부채 만들기 등

태화강 보전 어린이 
포스터 및 그리기 대회

6월
(1일간)

중구 둔치
(만남의 광장)

태화강보전회
2007년

/7회
포스터 및 그리기 대회 등

울산 민속씨름대회
7월

(1일간)
남구 둔치

(태화교 울산시민공원)
국민생활체육 울산씨름연합회

2007년
/7회

씨름대회

태화강 대숲납량축제
8월

(3일간)
태화강대공원

대숲산책로 일원
울산시연극협회

2007년
/7회

뮤지컬 공연, 공포영화 상영, 
호러트레킹 코스 등

10만

울산태화강 전국걷기대회
9월

(1일간)
남구 둔치 울산여성신문/울산걷기연맹

2008년
/6회

5㎞, 10㎞, 30㎞, 50㎞ 
코스 걷기

3,000

전국 울산관광사진공모전
전시회

10월
(30일)

남구 둔치
(생태문화갤러리, 

야외소공연장)
울산광역시/경상일보

2005년
/9회

시상식 및 전시회

태화강 생태문화한마당
11월

(3일간)
태화강철새공원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2008년
/6회

태화강 생태홍보관, 
외래어종 요리 시식회,
태화강민물고기 전시 등

[표 2-59] 주요축제 개최현황(2013년 기준)



2) 울산고래축제

울산은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그림, 근대 포경의 흥망과 성쇠의 희노애락이

남아있는 장생포, 영화 인디아나존스의 실제 주인공 “로이채프먼 앤드류스”가 1992년 귀

신고래를 발견해 학계에 보고한 것을 기념해 선정한 천연기념물 제126호 귀신고래회유해

면을 비롯해 고래연구소,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바다여행선 운항 등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고래의 다양한 역사가 남아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고래문화 콘텐츠 도시이다. 

울산고래축제의 개최 계기는 근대 포경기지였던 장생포를 배경으로 1985년 포경이 금지

되면서 쇠락해 가는 장생포 주민을 위로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1995년 지역 청

년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울산 남구는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고래문화를 배경

으로 고래관광축제로 발전시키고 있다.

고래를 주제로 한 차별성이 있는 문화콘텐츠, 현대의 흐름인 생태환경도시 울산과 푸른

고래의 도시브랜드 창출, 울산 고래의 역사에 남겨진 다양한 테마를 바탕으로 창작되는

문화예술콘텐츠와 실제 고래를 보는 관광산업을 결합한 독창적인 관광축제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먹는 고래에서 보는 고래 이제는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판타지와 테마파크 그

리고 현대적인 문화 특구를 통해 축제의 산업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

고래축제의 기획취지는 고래와 관련된 울산의 역사·지리적 배경과 지역 인프라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국

내 유일의 고래를 주제로 한 축제를

통하여 국제적인 고래 생태·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 문화 및 관광객 체험행사

확대를 통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태·관광산업 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장생포고

래문화특구를 포함한 주변 관광자원

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체류

형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였다. 그

리고 울산 고래의 역사성, 희귀성, 문

화·생태자원을 활용한 축제 개최로 고

래문화도시를 브랜드화하고 ‘태화강’

의 친수공간과 ‘울산고래’의 역사적 근거지인 장생포의 고래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여 울산의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고 있다.

울산고래축제는 1995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18회를 개최하였고 울산에서는 낭

비성, 전시성 축제를 줄이고 유사축제 통폐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2011년부터 물축제와

고래축제가 통합·개최하여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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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화강 봄꽃대향연

태화강대공원 초화단지는 단일규모 전국 최대 면적(16만㎡)으로 꽃양귀비, 수레국화, 금

영화, 청보리 등 10여 종의 초화류를 파종하고 작약, 큰꽃창포, 꽃창포, 왕원추리를 심어

우리꽃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만남의 광장에서는 봄꽃과 더불어 봄꽃음악회, 청소년합창

단, 실버밴드, 꽃향기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쪽빛 태화강 가꾸기 그림, 글짓기 대회와 태화강대공원

차나무를 이용한 태화강 십리대숲 죽로차 시음회, 야생화 전시, 생활원예콘테스트, 천사

의 나팔 소망걸기, 바람개비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열렸다. 2013

년에는 방문객 96만 명(외지인 22% 차지), 1일 평균 8,700명이 찾아와 조성된 꽃단지에

서 사진을 찍으며 행사에 참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태화강대공원에서는 여름과 가을에도 꽃 잔치가 열리는데 여름에는 실개

천을 따라 접시꽃과 부용, 봉선화 단지를 만들어 손톱에 직접 물을 들이는 체험 등을 하

고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황화코스모스, 해바라기, 수수 등을 심어 가을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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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9] 태화강대공원 봄꽃대향연 전경

[그림 2-100] 태화강 고래축제 모습



3) 물축제

산업화로 지난 한때 오염으로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난 태화강을 알리기 위

해 지난 2005년 전국 수영대회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매년 개최한 물축제는 생태환경

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행사 개최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

다.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수영대회, 용선대회, 마라톤 대회 등 체육행사와 태

화강 사랑 글짓기, 국제 록 페스티벌, 물고기 생태전시회 등의 행사로 세계적인 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0년 태화강 물축제는 ‘생명의 강 태화강, 함께하는 축제를’이란 주제로 개막식에는 4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기 가수 초청 에코 그린콘서트를 열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인 제6회 전국수영대회에서는 1,719명(타 지역 1,100명)이 용금소~남산사 왕복 2㎞ 구간

에서 핀수영 종목으로 경쟁하였다. 그리고 제4회 용선대회는 전국 87개 팀(1,109명)이,

제2회 태화강 장사 씨름대회는 19개 팀이 참

가하였고, 이밖에 태화강 사랑 걷기대회(2

천 명). 제4회 태화강 사랑 글짓기 대회(2천

명), 태화강 수상 체험장 운영(6천 명), 제5

회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

(2천 명) 등 전국 규모의 다채로운 행사에 모

두 32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특히 2010년 6월에 개장한 태화강대공원 야

외 공연장에서 열린 뮤지컬 ‘태화강’ 공연에

서는 시민 1만여 명이 관람해 축제의 마지막

을 장식하였다. 

이밖에 물축제 부대행사로 수상체험행사,

음악회, 프린지공연,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공모전, 뮤지컬 태화강 등, 국제

록 페스티벌, 전국 모형자동차 경주대회, 태

화강 물고기 전시회, 태화강 시민체험, 패러

글라이딩대회, 에코그린콘서트, 각종 문화

예술행사 등과 기타 행사로 임시부교 횡단

체험, 먹거리 시식회, 태화강 환경전시관 운

영, 울산홍보관 물전시관 운영, 축하 비행

쇼, 수영대회 녹화 등에 수많은 시민이 참여

하였다.

한편 물축제는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둔치

에서 즐기는 최고의 시민대축제로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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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고래축제는 6개 분야 40개 주제로 태화강 일원과 장생포에서 펼쳐졌다. 일본 야

마구치 현 시모노세키시 나카오 토모아키 시장과 세키타니 히로시 시의회 의장 일행이 개

막식에 동참하여 고래축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일본의 전통 고래잡이 마을 주민과 고

래고기 요리사가 대거 참석해 고래잡이 노래 공연, 한·일 고래 고기 요리 맛 자랑 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일본 야마구치 현 나가토시가요이 마을 고래노래보존회 회원 15명이 축

제에 참여해 전통 고래잡이 노래 공연을 선보였다. 그리고 40여 명의 전문배우가 고래잡

이용 선박을 타고 16m 길이의 귀신고래(모형)를 잡아 태화강을 거슬러 올라가 원시인이

거주지로 가는 선사시대 고래잡이 재연 행사가 열렸다. 

이전의 지상에서 펼쳐지는 퍼포먼스 형식과 달리 태화강 위에 실제 크기의 고래 모형을

동원하여 연출하였다. 또 빛과 물, 소리를 이용한 수상 멀티미디어 쇼인 ‘고래-오디세이’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워터 스크린 위에 수놓은 화려한 레이저 쇼와 고사 분수와 음

향, 조명이 어우러지면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행사장은 태화강과 장생포 2곳을 운영하고 태화강은 수변을 활용하여 수상 체험존, 먹거

리 판매존, 새우마당존, 웰컴존, 종합 체험존, 어린이 체험존, 고래마당존, 7개의 존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장생포는 장생포해양공원 인프라를 이용하여 고래바다여행선,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였다. 

한편 울산고래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시·도가 추천한 87개 축제 가운데 행사의

특성 및 콘텐츠, 운영 및 발전성,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전국 20개 ‘유망축

제’ 중 하나로 2009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지역 브랜드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시

행된 안전행정부에서 후원하는 ‘대한민국 지역 브랜드 대상’ 축제 부분에서 심사위원 특

별상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2013년 9월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58회 세계축제협회(IFEA) 총회 ‘피너클 어워즈’에선 30개국 1,500개 이상의 축제가 경

쟁해 62개 분야 중 7개 분야에서 상을 받는 등 고래라는 독특한 테마를 이용해 세계적인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국제적인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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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3] 태화강 수영대회 [그림 2-101] 고래축제 행사 모습 [그림 2-102] 고래잡이 재연



4) 울산 세계드래곤보트선수권대회

2009년 7월 10~12일에는 태화강(태화교~울산교 구간)에서 국제카누연맹이 주최하고

울산시와 대한카누연맹이 주관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 15개국 40개 팀에서 1,077명의

선수가 참가한 ‘울산 세계드래곤보트선수권대회’는 대회기간 동안 16만여 명의 시민이 참

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경기부문은 시니어, 마스터스로 200m, 500m, 2,000m로 나누어 시행하였고 주요 행사

로는 축하공연, 만남의 밤 행사 및 환영 만찬, 종합시상 등이며 기타 부대행사로는 얼음

조각전, 연날리기, 승마체험, 나루터 운영 등 총 21종의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국제카누연맹이 주관하는 세계드래곤보트선수권대회는 2006년 대만에서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짝수년에는 국가 대항전, 홀수년에는 클럽 대항전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에서

최초로 울산에서 개최되었다. 드래곤보트는 앞부분을 용머리 모양으로 장식한 배로 고수

의 북소리에 맞춰 동시에 노를 젓는 것이 특징이며,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에서 인기가

많고 최근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특히 각국 선수단은 호수에서 열리던

드래곤보트대회가 도심 속 하천에서 열리면서 큰 관심을 보였고 앞으로도 세계대회를 더

개최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세계적 하천, 수상스포츠의 메카로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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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10년까지 매년 1회 총 5회에 걸쳐 태화강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나 2011년부터는

물축제와 유사축제인 울산고래축제에 편입시켜 추진되었으며, 추진된 태화강 물 축제 모

습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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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4] 물축제 주요 모습

마라톤대회(2009년) 고랫배 경주대회(2011년)

그림그리기 대회

[그림 2-105] 세계드래곤보트선수권대회 모습



6)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TEAF)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하지만 지역의 문화행사는 여전히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본

미술제는 문화적 색채를 공유하고, 멋과 정체성 그리고 지역 문화를 국제적으로 소통하

고 퍼포먼스와 함께 지역 갤러리 전시참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미술제의 의의와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외 작가가 참여하는 국제설치미술제를 울산에

서 개최함에 따라 울산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작품 설치 작가들과 시민들이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 예술의 균형발전과 문화적 면모를 새롭게 인식시

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해 보지 못한 예술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는 2007년 7월 울산광역시 승격 10주년 기념 제1회 개최를 시작으

로 2013년까지 7회째 개최하였다. 지역 언론사인 경상일보 주관으로 주로 남구 태화강둔

치 일대에서 한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10여 개국 100여 명의 작가가 단독 또는 팀으로

참여하여 설치·조각, 설치·퍼포먼스로 전시하여 많은 시민이 작품을 즐기며 휴식할 기회

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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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화강 생태문화 한마당

지난 2000년부터 매년 태화강에 어린 연어를 방류한 결과 2003년 산란을 위해 처음 회

귀한 후 2013년 기준 11년째 지속적으로 회귀하고 있다. 2013년까지 방류한 어린 연어는

총 2,430천 마리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회귀한 연어는 총 4,288마리(연안 회귀 제

외)로 집계된 가운데 2008년부터 ‘연어’를 주제로 하는 ‘태화강 생태문화 한마당’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주요 행사내용은 식전 행사, 개막식, 연어요리대회,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

되었다. 부스 운영은 연어 회귀를 축하하고 태화강의 생태를 소개하는 전시‧체험 부스로

시민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참여하여 운영되었다. 

‘태화강 연어 생태 홍보관’에서는 연어의 성장, 회귀, 산란 등 연어의 일생과 태화강의 생

태를 소개하고, ‘연어 수족관’에서는 북태평양을 돌아 고향 하천인 태화강으로 돌아오는

연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연어 탁본 뜨기, 미꾸라지 옮기기, 자연물로 곤충 만

들기, 대나무 화분 만들기, 물고기 모형 낚시체험 등 다양한 자연 체험활동과 태화강에

사는 동·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 태화강 물고기 전시회, 철새 홍보관 등도 마련되었다. 이

밖에 환경퀴즈, 벨리댄스, 즉석 장기자랑, 통기타, K-POP 댄스 등 문화행사도 함께 진

행되었다. 

태화강 회귀연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태화강의 생태환경이 건강하게 되살아

난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연어를 활용하여 태화강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

켜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지역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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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6] 태화강 생태문화 한마당 주요 모습 [그림 2-107]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TEAF)

모하메드 엘 무리드-Contemplation 여행을 꿈꾸는 자

넘치는 에너지 박혜란 - 호기심



8) 태화강 대숲납량축제

(사)한국연극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주관으로 개최된 대숲납량축제는 2007년부터 2013년

까지 태화강대공원 일원에서 7회 개최되었다. 납량축제 부대행사로는 아동극, 공포퀴즈

및 장기자랑, 핼러윈 커플축제, 영화 상영, 귀신의 집 체험, 불꽃놀이, 뮤지컬 공연 등 한

여름 밤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채로운 행사에 수많은 시민이 참여하였다.

9) 용선체험교실 운영

울산시는 2011년부터 태화강 남구 둔치에 현장사무실과 용선 4척, 카누 10대를 두고 전

문강사,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하여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태화교~울산교 사이

에서 용선체험교실을 열었다. 용선체험은 10~15명의 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카누체험은

개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용선체험교실은 도심 속에서 태화강의 자연적 조건을

이용한 체험교실이기에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이색 수상레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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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태화강 국제마라톤대회

2004년부터 지역 언론사인 울산매일이 주최하고 울산육상연합회가 주관하여 열린 태화

강 국제마라톤대회는 상류 선바위부터 하류 명촌교까지 평소 시민의 발걸음이 닿지 않았

던 구간까지 달려가며 태화강 복원사업으로 변화된 태화강의 모습을 기대하는 시민의 많

은 참여로 개최되었다. 한편 2013년에 개최된 10회 마라톤의 경우 마라톤 우호협력도시

인 일본 구마모토시의 마라톤 관계자 및 선수를 초청하여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대회코스는 5㎞, 10㎞, 하프코스, 풀코스 4개 코스로 각각 능력에 맞춰 달리며, 태화강둔

치(태화호텔)에서 출발하여 삼호교, 선바위, 명촌교 등을 거쳐 다시 태화강둔치(태화호

텔) 앞으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이 밖에도 동강건강마라톤대회, 울산인권마라톤대회 등이 동강병원, (사)울산인권운동대

회, 경상일보, ubc 등 다양한 기관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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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국제마라톤대회 코스]

•5㎞코스 : 태화강둔치(태화호텔앞) → 번영교(반환점) → 태화강둔치

•10㎞코스 : 태화강둔치(태화호텔앞) → 삼호교(반환점) → 태화강둔치

•하프코스 : 태화강둔치(태화호텔앞) → 선바위(반환점) → 태화강둔치

•Full Course : 태화강둔치(태화호텔앞) → 선바위(9.5㎞)(풀코스 1차 반환점) → 명촌교 위(28㎞) 

→ 중구강변주차장(풀코스2차반환점) → 명촌교 위 → 태화강둔치

[그림 2-108] 마라톤대회 모습

[그림 2-109] 태화강 대숲납량축제 모습

[그림 2-110] 용선과 카누 체험교실 운영 모습



태화강 복원사업과 관리업무가 점점 다양화되고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2006년 1월에

는 태화강 관련 실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별도의 사업소로 ‘태화

강관리단’을 신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태화강 총 48㎞를 관리하는 태화강관리단은 선바위에서 태화강 하구까지 약 15㎞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단장을 포함한 20명의 정규 인력과 기간 근로자 약 80여

명 등 약 100여 명의 인력이 태화강을 관리하고 있다. 

태화강관리단 조직은 하천관리와 환경정화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 업무로 십

리대숲을 비롯한 식재된 수목의 생육환경을 관리 개선하고, 태화강둔치와 대공원의 계절

별 초화단지 관리와 수질 모니터링, 둔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

도로, 산책로 보수, 화장실 관리, 음악방송, 보안등, 벤치 등 각종 편의시설물의 유지관리

를 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조직적으로 태화강의 수변 수중정화 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속 친수공간인 태화강대공원에서 야외공

연장뿐만 아니라 봄꽃대향연 및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 및 관리하고 백로와 까마귀의 서

식지로 조성된 태화강철새공원을 관리하는 등 시민휴식 및 생태문화공간으로 사랑받는

생태하천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태화강 관련 실무를 전담하는 태화강관리단이 구성되어 운영됨에 따라 환경정책과

의 대기, 자연환경, 기후변화 정책 등의 환경정책업무 일원화를 위하여 2008년 7월에는

수질보전과를 다시 하수관리과로 개편하고 수질정책계를 환경정책과로 이동시켜 녹·적

조 종합대책, 수질측정망 운영, 생태 모니터링 등 태화강의 수질 및 생태 관련 정책을 총

괄하고 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오·폐수 유입 감시 및 축산폐수 관리를, 하수관리과에서

는 관거 정비와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태화

강둔치의 가로수 조성 관리와 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부터 태화강관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각 구·군에서는 개별 가정의 오수 하천 유입차단사업과 배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배수장

가동, 낚시 행위 단속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울주군에서는 지방하천구간에 둔치 수

목 관리, 하천 둔치 풀베기, 하천점령허가,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태화강과 각 지천의 수질측정망

수질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태화강 관리체계에 대해 다음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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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 지역 거버넌스 구축

‘태화강 살리기’를 위해서 많은 시민이 나섰다. 하지만 태화강은 국가하천구간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의지만으로 태화강의 정비계획을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가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그에 타당한 논리가 있어야 했고, 태

화강을 생태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울산시민의 의지를 모으고 울산시와 구·군들이 함께

태화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였다. 

따라서 태화강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위주 또는 비영

리 민간단체(NPO), 학계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한계에 있었기 때문에 상호 협력하

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혁신이 필요하였다.

태화강의 원형 보전을 위해서 울산시와 시민단체 및 지역전문가들이 함께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를 설득하여 십리대숲과 태화들을 보전하게 되었다면, 실제로 태화강의 수질

을 개선하고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주도한 것은 울산시와 구·군의 행정기관이었다. 하천

관리는 하천의 치수기능, 이수기능 및 하천환경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각 기능을

극대화해야 하기에 특정 부서가 하천관리를 전담하기는 어려웠다. 태화강의 수질개선 사

업을 주관한 부서들은 울산시의 환경정책과(당시 수질보전과), 건설행정과 그리고 중구

와 남구 그리고 울주군의 부서들이었다. 

❶ 행정기관

민선 3기부터 시작된 태화강마스터플랜 프로젝트는 분야별로 환경, 하수, 치수 등 각 부

서에서 개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관된 정책 방향의 유지가 어렵고 태화강 하류의 수

질은 여전히 3등급에 머물고 있어 태화강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을 총

괄적으로 조정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10월 환경정책과 내에 5급 사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 임업, 토목

직 각 1명으로 구성된 ‘태화강수질기획단’을 조직하여 태화강 수질개선 종합계획을 수립

하고 가정 오수관 연결과 하상준설, 태화강 정화사업, 생태공원 조성사업(현 태화강대공

원), 태화강 지천에 대한 하천 복원 등 각 부서에 시행 중인 수질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총

괄 조정과 일부 사업에 대한 추진을 담당하였다. 

기획단의 업무는 크게 태화강 수질정책업무와 자연환경 복원업무로 구분되어 추진되었

다. 2004년 7월에 수질정책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하수관리과를 수질보전과로 개

편하고 수질보전과는 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거 부설 등 기존의 하수분야업무 외에 기획

단의 업무 중 태화강 수질개선 조정 업무와 환경정책과의 수질정책 업무를 추가하여 담

당하였다. 그리고 기획단은 환경정책과 내의 자연환경계로 개편되어 자연환경 복원업무

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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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시민단체들(NPO)

태화강 살리기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십리대숲 보전운동’과 ‘태화들 보전운동’ 등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특히 ‘십리대숲 보전운동’은 울산의 대표적인 환경시민단체인 태

화강보전회가 주도하였다. 

먼저 십리대숲 보전운동은 1987년에 수립된 태화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십리대숲을 보전하기 위해서 1994년 6월 울산시의회는 ‘태화강연안 죽림보

존을 위한 태화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건의서’를 제출하였지만, 중앙정부인 건설교통

부는 대숲이 홍수 때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가의 의견을 보내왔다. 이

에 태화강보전회는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대숲이 태화강 홍수위

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을 밝히고, 1995년에 울산시민 7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

아서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청와대 비서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태화강 대

숲 보전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태화강 대숲 존치의 결정을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태화들 보존운동’은 다시 2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울산경실련, 울산참

여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민주시민회 4개의 시민단체에 의해서 ‘태화들의 택지개

발 반대’와 ‘태화들의 용도 변경 의혹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움직

임은 울산지역 9개 전 시민단체로 확대되어 진상 규명과 제방선 수정 및 연안부지 회복운

동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2001년 7월 19일 주민 892명의 서명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고, 건설교통부의 주민감사위원회로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울산

시에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의 조기 재정비 지시를 얻게 되었다.

부산국토관리청에 의해 발주된 재정비 용역안에 주거지역 약 66,000㎡의 하천부지 재편

입과 수로 굴착안이 담기자 시민단체들은 태화강의 원형 보전을 위해서 “수로 굴착안 반

대와 태화들 171,900㎡의 주거지역의 하천부지 재편입”을 주장하였고, 울산시와 울산시

의회도 태화강의 원형 보전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반대운동에 입장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운동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자, 태화강보전회를 중심으로 ‘태화들 한 평

사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태화강의 원형을 보전해야 한다는 울산시민들의 염원을 받아

들인 울산시는 태화들의 보상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건설교통부와 합의하였고, 2005년 9

월 건설교통부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태화들 전체를 하천구역으로 재편입시키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 외 환경단체들은 태화강 보전을 위해 각 지천과 본류의 수중, 수변의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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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환경정책과 태화강관리단

광역시

•수질정책 추진
•수질측정망 운영
•녹·적조 종합대책
•생태 모니터링
•태화강 생물 다양성 보전·복원

•태화강 기획 홍보
•태화강대공원 관리
•태화강 방문자 안내
•둔치 꽃단지 조성 및 관리
•잔디밭 관리 구·군 지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산책로, 배수로 등)
•겨울 철새 서식지 관리
•1사1하천 살리기 관리운영
•시민환경감시원 운영
•죽순감시단 운영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수질오염예방 및 방제 대책(현장업무)
•수중 및 수변 환경정화
•태화강 유지수 공급
•수질오염도 측정 검사의뢰
•봄꽃대향연행사 추진
•체육시설물 관리(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 등)
•청소년 푸른 쉼터 관리
•비둘기테마공원 관리
•하천둔치 내 풀베기
•수목관리

환경관리과

•오·폐수 불법 배출 감시
•유역 축산폐수 관리

하수관리과

•관거 정비 및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관리
•생활오수 차단사업(우수토실)

건설도로과

•하천정비 계획 수립 추진
•낚시 금지지역 지정 등

구·군

•오수 하천유입 차단사업(개별 가정 오수)
•배수장 시설물유지관리(유수지부터 배수문 까지)
•불법경작·구조물설치·쓰레기투기·낚시행위 단속, 하천순찰
•공영 주차장 위·수탁관리, 시설물 정비 등 재해발생시 차량통제 및 이동조치
•지방하천구간(울주군) : 둔치 수목 관리, 하천둔치 풀베기, 하천점령허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보건환경
연구원

•수질오염배출원 오염물질 조사
•태화강 하천 수질 분석

[표 2-60] 태화강 관리체계



❸ 지역 전문가들

지역의 전문가들은 ‘태화강 살리기’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단체와 울산시가

태화강의 원형 보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였

다. 건설교통부가 대숲이 홍수 때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울산시의회의 대

숲존치 건의에 대해서 불가의 의견을 통보하였을 때 “대숲이 태화강 홍수위에 미치는 영

향이 거의 없다”는 지역 전문가인 울산과학대학교 이수식 교수의 수리 수문학적 연구결

과와 심포지엄 개최, 성명서, 건의문 작성 등의 주도적인 활동은 시민단체들이 건설교통

부를 설득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

또한, 울산대학교 조홍제 교수는 기존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제방선을 축조하려는

2001년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연구결과에 바탕을 두고서 “태화강 제방선은 대나무숲

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1987년 하천정비계획에 의해 수립되었지만, 현재는 대나

무숲 존치와 도시화에 따른 홍수량 증대, 확률강우량 증가 등으로 홍수 피해 위험성이 더

욱 높아졌다”며 건설교통부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요청하였다. 본 건의가 받

아들여져서 재정비 용역이 발주되었고, 2003년의 수로 굴착안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지역전문가들은 ‘태화강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태화강 살

리기’의 해법을 제시하는 등 지역 거버넌스에 논리와 설득력을 제공하였으며, 중앙정부

에 지역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을 얻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❹ 기업체 지역공헌사업

기업이윤을 지역으로 환원하는 지역공헌사업은 시 재정을 절약하고 기업 이미지도 제고

되는 효과가 있다. 태화강 복원사업 중 방사보, 십리대밭교, 태화강전망대, 태화루는 울

산지역 기업체의 자발적인 지역공헌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방사보의 설치와 철거의 경우, 1960년대부터 태화교 하류부터 모래톱이 발달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토사유입으로 산업화 이후 현대자동차의 수출부두의 항로수심을 저하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1987년 태화강 기수역에 하구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방사보를

설치하였으나, 2006년 4월에 홍수 피해 저감과 수질오염 등의 목적으로 현대자동차(주)

에서 완전히 철거하였다.

경남은행은 ‘십리대밭교’ 건설을 위해 사업비 총 62억 2,000만 원 중 51억 2,000만 원의

기부금을 지원하여 중구 태화동 십리대밭에서 남구 신정동 구간 태화강둔치를 잇는 길이

120m, 폭 5~8m의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2008년 2월에 착공하여 2009년 2월에 준공하

였다. 십리대밭교는 태화강 산책의 중심 통로에 위치하여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며 사랑을 받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태화강전망대’ 설치를 위해 공사비 총 15억 1,500만 원 중 13억의 기부금

을 지원하여 남구 무거동 ‘태화 취수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008년 4월에 착공하

여 2009년 1월에 준공하였다. 태화강전망대는 태화강의 다양한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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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단체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일

1 (사)자연보호중앙연맹울산광역시협의회 김정구 남구 신정1동 ‘00.05.16

2 울산광역시 녹색환경보전회 김순현 남구 달동 ‘00.05.16

3 울산자연환경협의회 심상국 남구 신정5동 ‘00.05.16

4 (사)태화강보전회 박재줄 중구 태화동 ‘00.05.16

5 울산환경운동연합 김장용,이미영,한상진 중구 옥교동 ‘00.05.16

6 처용시민환경보전회 강재위 남구 여천동 ‘00.05.16

7 (사)환경보호협의회 이수원 남구 신정동 ‘08.02.21

8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울산광역시지부 배분이 남구 무거동 ‘00.06.12

9 울산환경사랑운동본부 한봉희 중구 성남동 ‘00.07.21

10 (사)울주환경연합회 정금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00.09.20

11 (사)녹색환경중앙협의회 김동구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01.02.09

12 (사)한국잠수협회 울산지부 김정실 남구 달동 ‘01.05.19

13 국제환경연합회 이치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02.05.30

14 산·수자원 환경감시단 고준기 중구 반구동 ‘02.07.30

15 (사)울산특전재난구조대 최종규 남구 옥동 ‘02.10.30

16 자연녹색환경회 박상진 남구 신정동 ‘02.12.30

17 울산환경운동본부 신봉조 중구 학성동 ‘03.01.28

18 (사)대한수렵관리협회 울산광역시지부 홍인왕 중구 다운동 ‘03.03.06

19 (사)자전거21울산본부 이채인 남구 달동 ‘04.03.30

20 환경연합국민운동본부 최순환 남구 신정1동 ‘04.06.29

21 여천천살리기시민모임 신경환 남구 야음2동 ‘04.10.27

22 (사)환경감시중앙본부 울산광역시지부 유무호 남구 무거1동 ‘05.11.07

23 울산자원순환실천운동 이계화 외 2 남구 신정4동 ‘05.12.21

24 (사)울산웰빙환경협의회 김석정 동구 일산동 ‘06.02.23

25 동천강보전회 이동식 북구 호계동 ‘06.02.23

26 십리대밭지킴이자원봉사회 조남근 중구 태화동 ‘06.03.10

27 푸른세상 서영호 외 2 남구 신정4동 ‘05.08.16

28 (사)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김주홍, 정용환 남구 달동 ‘06.09.14

29 태사랑 정왕석 남구 선암동 ‘06.09.14

30 울산환경감시협의회 김진술 중구 복산동 ‘07.03.09

31 울산숲자연학교 이인걸 울주군 두동면 이전리 ‘08.01.10

32 동천강지킴이 이경춘 중구 동동 ‘08.12.12

33 생태강살리기 울산시민연대 박상한 남구 신정1동 09.03.30

34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류미란 중구 태화동 ‘09.12.03

35 태화강기마환경연합회 이상협 남구 무거동 ‘09.12.03

36 그린공동주택환경연합 김금자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0.02.24

37 울산자동차환경운동협의회 이정렬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10.03.04

38 울산환경과학교육연구소 민재식 외 1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10.12.08

39 울산녹색자원봉사단 심문택 중구 성안동 ‘11.05.24

40 재활용실천시민연대 김태우 남구 무거동 ‘11.10.10

41 무거천 생태모임 정해정 남구 무거동 ‘11.10.21

42 새천년환경보전회 박순돌 북구 호계동 ‘12.04.10

[표 2-61] 참여 시민단체 현황(2012년 기준)



❺ 지역 거버넌스 지원활동

울산시 및 구·군, 시민단체들과 지역의 전문가들이 ‘태화강 살리기’의 지역 거버넌스를 이

루는 세 축이라면, 울산시민, 지역의 기업들과 지역의 언론들은 지역 거버넌스의 작동에

힘을 보태주었다. 울산시민과 지역의 기업들이 ‘태화강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울산의 젖줄로서의 태화강이 가진 상징성도 있지만, 시민단체들과 울산시의 적극적인 설

득도 한몫을 하였다. 시민단체들은 대숲존치운동 및 태화들 보전운동에 서명운동 및 ‘태

화들 한 평 사기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였고, 울산시는 ‘푸른울산21환

경위원회’와 함께 수중정화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시민들을 동참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

을 하였다. 이렇게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태화강에서

전국수영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체전 때 조정과 카누경기를 하겠다는 울산시장의 약속이

지난날 태화강에서 멱을 감았던 추억의 강을 거울삼아 울산시민들에게 태화강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기업체들은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을 통하여 ‘태화강 살리기’에 동참하였

다.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은 시민 친수 공간 조성 및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시작된 운동으로 태화강을 비롯한 도심하천의 일정구간을 기업체 및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운동이다. 이 운동은 환경행정 및 기업체의 환경관리에 대한

시민신뢰도를 높이고 환경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였다.

지역 거버넌스의 지원세력으로서 지역의 언론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태화강 살리

기’의 내용이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연일 보도됨으로써 시민들에게 태화강이 살아나고 있

다는 희망과 동참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1) 1사 1하천 살리기

울산은 산업도시로 다른 도시보다 대기업이 많은 도시로 기업의 ‘메세나 운동’ 차원에서 1

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울산의 젖줄 태화강과 지천을 깨끗하고 아

름다운 하천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기업체·단체의 1사 1하천 운동은 1999년부터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범시민운동으로 발전되었으며, 2012년 기준 184개 단체(단체

79, 기업 105)가 43개 하천을 143개 구간으로 나누어 자율적으로 아름다운 하천으로 가

꿔가고 있다.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은 울산시 태화강관리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태

화강의 환경정비를 주관한다. 그리고 구·군에서는 관내 전 하천 관리 및 관리단의 환경정

비를 지원하고, 참여단체와 기업체는 책임구간 환경정화활동 및 하천 가꾸기 활동을 자

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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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등으로 태화강 생태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환경분야 지역공헌사업으로 2005년 울산시와 함께 꼬리명주나비 복원에

성공하여 울산들꽃학습원을 조성하고 2011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나비생태원’

을 조성하였다. 나비생태원은 자연 상태에서 나비의 변태 과정이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나비 종류별 안내시설과 생태관찰로 그리고 나비의 덩굴성 먹이식물 등을 설치한 1,500

㎡ 규모의 대형 원형돔 구조물이다. 태화강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공원 주변을 날아다

니는 나비를 관찰하고 배우는 공간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생태학습장

이 활용되고 있다.

S-OIL(주)은 ‘태화루’ 복원사업을 위해 공사비 전액인 100억 원의 기부금을 지원하여 조

선시대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석루’와 함께 ‘영남 3루’로 불리던 태화루를 2011년 9월에

착공하여 2014년에 준공하였다. 태화루 복원은 울산의 역사성과 전통성이 부활하는 문화

적 상징이 되는 사업으로 울산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삼성정밀화학은 2005년부터 환경보전활동으로 지역봉사단체인 십리대숲지킴이자원봉

사회와 십리대숲 가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나무 이식 및 퇴비주기 활동 및 매년 죽순

보호캠페인을 전개하여 십리대숲 지킴이에 앞장서고 있으며, 샛강 살리기, 시화 전시대

및 화단 조성, 자전거 거치대 설치 등의 다양한 사업과 대나무 퇴비주기, 유해식물 퇴치

등의 봉사활동 진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태양광으로 운영되는

ECO 쏠라트리와 울산지역 시민을 위한 ECO나눔 페스티벌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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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사업명 기업명 공사기간 내용 비고

방사보 현대자동차 1987, 2006 방사보 설치 및 철거

십리대밭교 경남은행 2008. 2~2009. 2 51억 원 지원(총 사업비 62억 원)

태화강전망대 한국수자원공사 2008. 4~2009. 1 13억 원 지원(총 사업비 15억 원)

나비생태원 현대자동차 2010. 7~2011.10 2억 원 지원

태화루 S-OIL(주) 2011. 9~2014. 3 100억 원 지원(총 사업비 100억 원)

십리대숲 보전 삼성정밀화학 2005. 4~ 繼續 2억 원 지원

[표 2-62] 기업체 지역공헌 현황



그 외 태화강관리단은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단

체(기업체) 정화활동 구간을 재지정하고 월별 주제를 정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하며, 우수 참

여단체 및 기업체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과 자율참여 제고를 위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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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1하천 살리기의 주요 활동으로는 환경정화활동 및 외래식물 제거작업, 각종 축제 대

비 환경정비 등이 있으며, 정화활동 및 외래식물 제거활동은 매월 1회, 참여기관의 책임

정화구간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산책로 주변에는 꽃길 조성(초화류 제

공 - 양묘장)과 잡초 제거 등을 시행하며, 하천변에는 수생 정화식물(노랑꽃창포, 미나리

등)을 식재하고 일반적으로 환삼덩굴·가시박 등 외래식물 제거작업 등 하천 구간별, 시기

별 특성에 맞는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4, 5월에 열리는 울산고래축제와 그 외

각종 문화·축제 행사를 대비한 환경정비는 참여단체와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태화강둔치

수변 구역에서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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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하천개수(개) 43 4 3 3 16 17

하천구간 143 16 35 7 42 43

참여기관

계 184 23 41 8 58 54

민간단체 79 14 8 3 42 12

기업체 105 9 33 5 16 42

[표 2-63] 기관별 1사 1하천 살리기 지정현황(2012년 기준)

[그림 2-111] 1사 1하천 운동 활동 모습

산책로 주변 초화류 식재

각종 축제 대비 환경정화 활동

환경정화 및 외래식물 제거

구분 정비구간 재정비 주요활동

2007
97개 구간, 153개 단체

(단체 60, 업체 93)

일일 환경순찰 실시 : 수환경 변화상태, 수변 청결상태 확인 등 
환경정화활동 : 485회, 7,250명 참여, 쓰레기 190톤 수거
가로화단 초화식재 : 5회, 340개 화단, 팬지 등 96,000본

2008
97개 구간, 165개 단체

(단체 71, 업체 94)

일일 환경순찰 실시 : 수환경 변화상태, 수변 청결상태 확인 등 
환경정화활동 : 490회, 8,200명 참여, 쓰레기 210톤 수거
가로화단 초화식재 : 5회, 340개 화단, 팬지 등 110,000본

2009
127개 구간, 186개 단체

(단체 92, 기업체 94)

일일 환경순찰 실시 : 수환경변화상태, 수변 청결상태 확인 등 
환경정화활동 : 495회, 8,400명 참여, 쓰레기 수거 200톤
가로화단 초화식재 : 5회, 340개 화단, 국화 등 76,000본

2010
137개 구간, 193개 단체
(단체 92, 기업체 101)

담당 하천구간별 초화류 식재 및 환경정화활동 
참여횟수 및 인원 : 470회, 8,500명 참여
추진실적 : 사계절 초화류 5종 120,000본 식재 및 쓰레기 120톤 수거 

2011
143개 구간, 196개 단체
(단체 88, 기업체 108)

담당 하천구간별 환경정화활동 및 외래식물(환삼덩굴 등) 제거작업 
참여횟수 및 인원 : 508회, 13,870명 참여
추진실적 : 환삼덩굴 16.3톤 제거, 쓰레기 208톤 수거

2012
143개 구간, 184개 단체
(단체 79, 기업체 105)

담당 하천구간별 환경정화활동 및 외래식물(환삼덩굴 등) 제거작업 
참여횟수 및 인원 : 351회, 15,180명 참여
추진실적 : 환삼덩굴 41톤 제거, 쓰레기 113톤 수거
태풍 「산바」 피해 시 환경정화활동, 44개 단체 3,158명 참여

[표 2-64] 1사 1하천 살리기 주요 활동



3) 외래어종 퇴치 

또한, 울산시 공무원과 한국잠수협회 울산지부 그리고 울산재난특전구조대 등은 정기적

으로 수생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인 배스와 블루길을 제거하는 활동을 해 왔다. 공

무원과 잠수협회 회원들은 보트 잠수 장비, 그물, 작살 등을 이용하여 블루길을 잡고 배

스 퇴치용 인공 산란장을 설치했다. 태화강 삼호섬 주변 배스 인공 산란장 20여 개를 설

치해 알을 낳도록 유도한 후 부화 전 알을 없애는 방법으로 수많은 수정란을 제거했다. 배

스와 블루길은 잡식성으로 번식력이 강해 토종 어류를 무차별적으로 잡아먹는 것을 막기

위해 퇴치행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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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중정화활동

울산시의 노력으로 태화강의 수질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고철, 폐비닐, 폐그물 등

각종 쓰레기가 수중, 수변, 교각 등에 다량으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특히 태화강 하류의

방사보 상·하류 지역에는 지난 40여 년간 어민 생계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쇠말뚝, 어망

등 불법어로시설의 하상부패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와 합동으로 태화강 전역에 대

한 수중정화활동을 계획하고 울산시와 환경단체 등과 함께 현장체험행사를 한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환경단체 회원 및 일반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태화강 수중정화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행정기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인식하고 있던 환경단체로 하여

금 실제 환경의 현주소를 알게 함으로써 향후 환경단체의 활동이 더욱 더 책임 있는 대안

을 도출하고 환경보호의 수혜자에 머물러 있던 시민들을 환경보호의 주체로 전환하는 계

기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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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업으로 본
태화강

구분 주요 장비 현황 인력 현황

태화강관리단 환경정화선(90마력) 등 기간제 근로자(32명)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바지선(90마력), 보트(90마력), 운반선, 굴삭기(1.5톤) 등 자체 인력(6명)

울산특전재난구조대
보트 3대(80, 40, 30마력), 제트스키, 스쿠버 장비(100sets),
압축공기통(50개), 산소충전기, 운반차(1톤), 탑차(2.5톤) 등

회원수(340명)

한국잠수협회
보트(50마력), 카약(2인승), 스쿠버 장비(10sets), 
압축공기통(20개), 운반차(1톤) 등

회원수(600명)

[표 2-65] 수중정화 장비 현황

[그림 2-112] 수중정화 활동 모습

[그림 2-113] 배스 인공산란장 설치 모습

연번 기업체명 위치 대표 비고

1 삼성정밀화학(주) 남구 여천동 대표이사

2 (주)한주 남구 부곡동 대표이사

3 홈플러스 울산점 중구 복산동 대표이사

4 태광산업(주) 남구 선암동 대표이사

5 대한화섬(주) 남구 선암동 대표이사

6 이마트 중구 학성동 대표이사

7 SKC(주) 남구 고사동 대표이사

8 대한유화공업(주)울산 남구 부곡동 대표이사

9 (주)KT&G 중구 서동 대표이사

10 진양화학(주) 남구 여천동 대표이사

11 금호석유화학(주) 남구 상개동 대표이사

12 한국바스프(주) 남구 상개동 대표이사

13 (주)한국보팍터미날 남구 매암동 대표이사

14 (유)듀폰 남구 용잠동 대표이사

15 (주)케이피케미칼 남구 상개동 대표이사

16 삼성석유화학(주) 남구 부곡동 대표이사

17 (주)삼양사울산공장 남구 매암동 대표이사

18 (주)삼양제넥스 남구 매암동 대표이사

19 (주)동부하이텍비료공장 남구 매암동 대표이사

20 (주)효성울산공장 남구 매암동 대표이사

[표 2-66] 1사 1하천 살리기 기업체(2012년 기준)

[표 2-66]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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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업체명 위치 대표 비고

21 (주)효성용연공장 남구 성암동 대표이사

22 SK에너지(주) 남구 고사동 대표이사

23 한국바스프 울산안료공장 남구 여천동 대표이사

24 (주)카프로 남구 부곡동 대표이사

25 태광산업(주)석유화학 남구 부곡동 대표이사

26 노벨리스코리아(주) 남구 여천동 대표이사

27 이수화학(주)울산공장 남구 부곡동 대표이사

28 현대백화점 남구 달동 대표이사

29 한국산업안전공단울산산업안전기술지도원 남구 달동 이관형

30 롯데백화점(주)울산점 남구 삼산동 대표이사

31 한화케미칼(주)울산 남구 여천동 대표이사

32 (주)후성 남구 매암동 대표이사

33 동서석유화학(주) 남구 부곡동 대표이사

34 (주)코오롱인더스트리울산공장 남구 부곡동 대표이사

35 현대모비스(주) 남구 매암동 대표이사

36 SK케미칼 남구 처용로 대표이사

37 한국남부발전(주)영남화력발전소 남구 매암동 대표이사

38 용산화학(주) 남구 부곡동 대표이사

39 (주)조비 남구 여천동 대표이사

40 한솔케미칼 남구 여천동 대표이사

41 (주)현대중공업 동구 전하동 대표이사

42 (주)현대미포조선 동구 방어동 대표이사

43 (주)KCC울산공장 동구 방어동 대표이사

44 한국프랜지공업(주) 동구 동부동 대표이사

45 현대백화점 동구점 동구 서부동 점장

46 한일이화(주) 북구 연암동 -

47 대성레미콘 북구 매곡동 김성대

48 홈플러스 북구 상안동 -

49 이화제일 북구 중산동 -

50 현대하이스코(주) 북구 염포동 윤명중

51 동명산업(주) 북구 대안동 박정근

52 신아정기(주) 북구 대안동 정신순

53 경동도시가스 북구 진장동

54 현대자동차(주) 북구 양정동 김동진

55 세종공업(주) 북구 효문동 한상준

56 (주)메가마트울산점 - 강성균

57 달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북구 달천동 -

58 울산공항 북구 송정동 김해연

59 농협울산하나로클럽 북구 진장동 정석봉

60 롯데마트 북구 진장동 이철우

61 덕양산업(주) 북구 연암동 여병천

62 삼진정공(주) 북구 연암동 -

63 (주)니프코리아 상북 양등 권익남

[표 2-66] 계속

연번 기업체명 위치 대표 비고

64 케이유엠(주) 상북 양등 전성원

65 부국산업(주) 상북 양등 김수인

66 대우버스(주) 상북 길천 김용대

67 (주)고강알루미늄 상북 길천 박준영

68 동우열처리공업(주)울산공장 상북 양등 정수진

69 한라ENCOM 상북 천전 -

70 (주)KCC언양공장 언양 반송 정몽익

71 (주)효성언양공장 언양 반송 주재규

72 한국동서발전(주)울산화력발전처 남구 남화동 이기호

73 신한기계(주) 온산 우봉 한기석

74 동남정밀(주) 온산 화산 이광표

75 대한유화공업(주)온산 온산 처용 정영태

76 삼성비피화학(주) 청량 상남 이해진

77 코스모화학(주) 온산 원산 백재현

78 (주)제이엠씨 온산 화산 김명환

79 LG생활건강울산공장 온양 망양 차석용

80 (주)LG하우시스 온양 망양 한명호

81 세진중공업(주) 온산 학남 윤종국

82 LG하우시스온산공장 온산 화산 한명호

83 LG생명과학 온산 화산 김인철

84 LG생활건강 온산 화산 차석용

85 엠도흐멘코리아(MDK) 온산 화산 실바노몰테니

86 모멘티브스페셜티케미컬스코리아(주) 온산 화산 허  방

87 무림P&P(주) 온산 당월 박순화

88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온양 남창 이선범

89 한국제지(주) 온산 당월 김창권

90 클라리언트피그먼트코리아(주) 온산 원산 이동식

91 (주)고려아연 온산 대정 이재중

92 낙동강환경관리청남울주명예환경감시원협의회 온산 덕신 하동관

93 삼성SDI(주) 삼남 가천 김순택

94 에이스디지텍(주) 삼남 상천 고수동

95 (주)DIC 두서 전읍 김성문

96 정원산업[1.2km] 범서 중리 박정국

97 용호산업(주)[1.0km] 범서 중리 대표이사

98 ㈜KNC[1.2km] 범서 중리 대표이사

99 금강공업(주) 삼남 가천 전장열

100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삼남 가천 임문식

101 성창보드(주) 삼남 가천 정해린

102 대진담파 웅촌 대대 박병진

103 현대건설(주)신고리원자력3,4호기현장 서생 신암산 -

104 S-OIL(주) 온산 산암 사미르투바이엡

105 이수화학(주) 온산 화산 강인구

[표 2-66] 계속

[표 2-66] 이어짐



1 I 중앙정부와의 갈등

❶ 태화들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홍수 피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이수와 치수를 기본으로 하

는 태화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고시 1989. 1. 6)하였다. 당시 생태적인 가치에 관

해 관심이 없어 본 계획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하천구역 내에 있던 십리대숲을 제

거하고 전체 구간에 콘크리트 호안을 조성하는 내용은 전체 계획구간인 삼호교에서 방사

보 하류까지 10.6㎞에 이르는 구간 중 중구 태화동 일대 1.4㎞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간이 백색 콘크리트 호안으로 조성되었다. 

당시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 1m 이상 수목은 치수상 제

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십리대숲은 사라질 위기를 맞

았지만 90년대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계몽되면서 시민

환경단체는 대숲을 제거하는 데에 반대하며 1995년 논

란 끝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대숲을 존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1987년

태화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하천을 정비하면서

대숲 전체면적의 20%인 52,980㎡의 대나무가 제거되

었다.

1994년에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기존 자연

녹지지역인 태화들 186천㎡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으로 두 번째 위기를 맞았다.

이와 같은 위기에서 환경단체들은 뜻을 모아 태화강 십리대숲을 지키기 위해 성명을 발

표하고 대대적인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7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며, 대정

부 건의, 학술세미나 개최 등 십리대숲 지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5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숲을 보전하는 방향

으로 결정을 내려 십리대숲이 벌목되는 위기를 넘겼다.

2001년 태화강의 대숲 존치와 상류지역의 도시화와 관련하여 지난 1987년에 수립된 기

본계획을 모형 실험하여 재검토한 결과 강우량이 많은 경우 다운동과 무거동 일대에 홍

수가 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2002년 8월 6~11일에 약 350㎜의 강우량을 보

여 남구 태화강 연안지구(6가구)가 침수되고 약 10㎞의 태화강둔치가 물에 잠기면서 중

구 태화들에 설치된 수십 동의 비닐하우스가 침수로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태화

강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제방선을 시가지 쪽으로 대폭 축조해야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2003년 8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십리대숲과 주거지역을 유지하면서 홍수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해 길이 1.3㎞, 평균 폭 80m, 깊이 5~7m의 물길을 새로 만드는 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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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추진사업으로 본
태화강

제4절 
갈등 해소로 본 
태화강

연번 시민단체 위치 대표 비고

1 (사)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 중구 학산동 박경우

2 (사)한국해양환경감시단울산중구지회 중구 우정동 권문업

3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중구 태화동 김종수

4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중구 학산동 김범수

5 해병전우회중구지회 중구 우정동 이희용

6 (사)자연보호중구협의회 중구 우정동 류석환

7 자연녹색환경회 남구 신정동 박상진

8 (사)태화강보전회 중구 태화동 박재줄

9 처용시민환경보전회 남구 여천동 강재위

10 환경연합국민운동본부 남구 신정1동 최순환

11 그린리더중구협의회 중구 약사동 오경석

12 (사)대한노인회중구지회 중구 반구동 김임석

13 중구여성자원봉사회 중구 성남동 이나애

14 중구재향군인회 남구 신정 전재창

15 울산환경사랑운동본부 중구 성남동 한봉희

16 원불교한울안여성회 중구 교동 김경미

17 세양청구마을 부녀회 남구 삼산동 김순하

18 삼산동 청년회 남구 삼산동 이경황

19 무거동 자연보호협의회 남구 무거동 -

20 울산녹색환경보전회 남구 무거동 김순현

21 여천천 살리기 시민모임 남구 삼산동 신경환

22 남구자연보호협의회 남구 달동 박기성

23 (사)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 동구 방어동 김무규

24 (사)자연보호 동구협의회 동구 전하동 차종국

25 동구 새마을회 동구 방어동 장만석

26 약수초등학교 북구 중산동 오명숙

27 울산북구새마을회 북구 양정동 박경수

28 북구 자원봉사센터 북구 호계동 박보봉

29 (사)바르게살기운동울산광역시북구협의회 북구 양정동 이재경

30 참수리 울산봉사회 북구 김동식

31 (사)자연보호북구협의회 북구 호계동 박천동

32 북구노인지회 북구 호계동 배락규

33 상방청년회 북구 연암동 김곤열

34 시례마을청년회(성혜청년회) 북구 시례동 -

35 범서읍 자율방범대 범서 구영 강용구

36 범서읍바르게살기위원회 범서 구영 김영식

37 (사)자연보호중앙연맹울주군협의회 언양 동부 김지춘

38 온산읍 바르게살기협의회 온산 덕신 엄덕섭

39 온산읍 새마을부녀회 온산 덕신 김귀숙

40 온양읍 새마을협의회 온양 남창 김경숙

41 온양읍 바르게살기협의회 온양 동상 김태호

42 삼남면 여성자원봉사회 삼남 가천 최월출

43 범서읍 여성자원봉사회 범서 구영 우광순

44 국제환경연합회 삼남 교동 장호근

[표 2-67] 1사 1하천 살리기 시민단체 현황

[그림 2-114] 1994년 태화들 도시계획변경(안)



2 I 울산시 구성원 간의 갈등

❶ 퇴적오니 준설

울산시는 각종 생활 오·폐수로 태화강의 수질은 2002년 BOD 기준 4.5㎎/ℓ이었다. 2006

년부터 3㎎/ℓ이하로 개선할 목표를 가지고 언양수질개선사업소 건설, 가정 오수관거 연

결사업, 유입 생활오수 차단, 지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며,

2001년도에는 퇴적오니 준설과 하도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

학성교~방사보 구간과 동천과 접하는 태화강 합류지점에는 습지상태로 보존된 철새 서

식지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울산경실련은 이곳을 준설할 경우 철새도래지가 파괴될 것을

우려하여 이곳의 준설과 하도 정비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2004년에 삼호교에서 학성교 6.4㎞ 구간에 대한 퇴적오니 준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

하였다. 당시 사업구간인 삼호교에서 명정천 구간은 자연적으로 생긴 수변 퇴적층(모래

톱)에 각종 식물군락과 어류와 철새들이 공존하는 서식지 형태를 보였다. 당시 토종 어류

들은 모래톱과 수초대를 중심으로 산란하고 삼호교 일대 습지에는 물옥잠, 질경이택사,

노랑어리연꽃, 창포, 줄, 애기부들, 버들 등이 식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백로, 왜가리, 고

니(천연기념물) 등의 서식지로 활용되고 있었다. 

명정천 구간의 준설사업을 시행하던 중 자연적으로 조성된 수변퇴적층 수초대를 중장비

로 잘라낸 뒤 제방 쪽으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하였다. 이에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태화강의

중류 지역의 경우 하류보다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낮은 만큼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초대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00년에 수행한 태화강 준설사업 시추검사

결과 삼호교에서 태화교 구간의 30~50m가량의 퇴적층은 하류보다 식생 조건이 뛰어나

고 오염도가 낮아 준설의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초대

는 여름철 장마기간 동안 불어난 강물에 의해 쓸려 내려가면서 또 다른 퇴적층을 형성할

뿐 아니라 수질오염을 야기시킬 수도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수질 개선과 카누·조정 경기장 건설을 위해 준설작업은 반드시 필요

하며, 식생이 뛰어난 습지의 경우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하천을 따라 길게 형성된 습지를

부분적으로 이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태화강 준설사업은 2000년에 이미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였지만 가정 오수관 연결

사업이 80% 이상 진척 시 준설사업의 효과가 크고 준설물량도 감소한다는 판단하에 하

수관로 설치가 기준이상 도달한 2004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2005년 2월 당시에는 가정

오수관 연결사업이 87%의 진척을 보이고 있었다. 당시 준설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었

지만 가정 오수관이 아직 연결되지 않은 무거동 등에서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역

이 있어 우수 시 빗물과 가정 오수가 태화강으로 흘러들어 가고 이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

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었다. 이에 울산시는 이 구간에 몇 차례의 준설작업을 실시하였

고 오수관로를 매설하였으며, 무거동 울산대에서 우신고 8.9㎞ 구간 누수 되는 가정 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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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태화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학계와 시민단체는

태화강생태공원(현 태화강대공원) 조성 차질과 생태계와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태화지구

가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경우 홍수 때 물에 잠길 위험이 크고 새로 물길을 만들면 기존 물

길의 하천 퇴적으로 인해 오히려 홍수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며 대형수로와 택지개발 계

획의 수정을 촉구하며 태화들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2003년 9월 울산시는 시민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거지역 전체를 하천구역으

로 환원시켜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토지 보상비 등 상당 부분을 울산

시가 부담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원형 보전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태화들 보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2003년 12월 시민단체와 인사들은 태화들의 계속된 개발과 보전을 두고 논란의 악순환

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땅을 구매해 보전하자는 네셔널트러스트 운동인 ‘태

화들 한 평 사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2005년 9월 5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태화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심의하면서 태화지구 주거지역 186

천㎡(56천 평)을 하천구역으로 편입시켰다. 중앙정부는 어

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환경보전 의지를 보인 울산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태화들을 원형 보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100만 시민의 숙원인 태화강대공원 조성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하천구역 편입 조건으로 총 보상비

1,000억 원 중 울산시가 273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727

억 원 전액을 국비 부담하기로 하였다.

2006년부터 442천㎡에 대한 사유지 보상을 시행하면서 태화들에 쌓여있던 각종 폐기물

3,500톤과 비닐하우스 391동을 완전 수거·정비하여 자연 생태공원으로 가는 발판을 만

들었다. 또한, 태화들에 산책로 개설과 유채꽃, 청보리 단지를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게 되었다. 이후 2010년에 태화강대공원은 물과 대나무가 어우러

진 시민휴식공간이자 풍부한 자연환경이 존재하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

로 돌아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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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5] 태화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안)

1987년 태화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안) 2003년 태화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안)

[그림 2-116] 2005년 태화들 위성사진



❷ 테니스장 철거

2008년에는 남구 태화강둔치에 조성된 테니스장 철거를 놓고 남구청과 테니스 동호인 간

에 갈등이 빚어졌다. 남구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테니스장 부지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었으며, 홍수 시 강물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해당 부지가 태

화강마스터플랜 계획 상 ‘중심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철거하고자 하였다. 이에 동호인은

남구청에 항의 방문과 면담을 통해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대회 개최와 생활체육 저

변확대를 위한 대체경기장이 마련될 때까지 철거를 연기해 달라는 주장으로 철거를 연기

시켰다. 철거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울산시는 남구 태화강둔치의 테니스장

을 철거하는 대신 문수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등 중재에 나서 테니스장

철거 정책을 관철했다. 

중구의 경우도 태화동과 옥교동 태화강둔치 테니장을 철거하고 성안동으로 이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건립 예정지인 성안동 거주 주민 10여 명이 본 지역은 평소 두꺼비가 서

식하는 생태 늪지로 테니스장보다 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환경을 보존하는 정책을 펼쳐

야 한다는 건립 반대 서명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테니스

장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로 유곡동 그린벨트 일원이 결정되어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가

2009년에 본격적인 공사착공을 시행하였다. 테니스장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선정 시 일

부 지역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테니스장 유치를 지원하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중단되는 등 장례식장 등과 같은 일반적인 혐오시설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지 못한 구청과 주민들 간에 상처만 남긴 모양이 되

었다. 유곡동 테니스장 건립 후 2010년에 번영교 하류와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인근에 있

는 테니스장 철거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철거된 부지에는 다목적 체육시설과 문화·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되었다. 태화동(십리대밭 먹거리단지 인근) 철거된 부지에는 축구

장, 다목적구장, 풋살구장으로 조성하고 옥교동(번영교 하류)에는 잔디마당과 수목 및 초

화류를 식재하고 조형물과 편의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2010년에 남구청은 삼산배수장 인근 둔치의 삼산테니스장을 철거하였다. 이전 철거에서

동호인과의 반발에 의한 마찰과는 달리 이번 철거에는 충분한 사전 설명과 협조 요청으

로 갈등은 없었고 테니스 동호인들은 야음 근린공원 내 테니스장을 이용하게 되었다. 테

니스장을 둘러싼 펜스와 대형 조명, 관리동 건물이 모두 사라지자 철거된 빈 둔치에 유채

꽃 등을 심어 ‘우리꽃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전 테니스장이 입지해 있을 때 펜스를

피해 좁은 산책로를 지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꽃단지로 조성된 공간은 강과 자연을 느

끼며 여유롭게 거닐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아 특정인에게 사용되던 공간이 태화

강을 누리고 싶은 시민들에게 돌아간 사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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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점검하고 오수관이 우수관로에 잘못 연결된 구간을 정비하는 등 오수관의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보수에 주력하였다. 또한, 무거천의 유지수 확보를 위한 무거천 복개구간 일

대에 장기간 퇴적된 오·폐수 오니가 여과 없이 태화강 본류로 대거 유입되면서 공사구간

일대가 시커먼 오·폐수와 악취가 발생하였다. 민원 발생 이후 시공사는 별도의 오탁방지

막을 제작하여 유지수 공사를 추진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태화교에서 학성교 구간의 준설사업 시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카

누·조정 경기장” 조성사업과 맞물려 집중적인 준설사업 시행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조정

경기장(길이 1.35㎞, 너비 81ｍ, 수심 2.5ｍ)과 카누 경기장(길이 1㎞, 너비 81ｍ, 수심 1.8

ｍ)의 수심 확보를 위해 퇴적오니 준설물량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오

염하천 정화와 전국체전 대비 준설사업비(국비)의 예산이 삭감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울산시는 성공적인 전국체전 준비와 삭감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 중 발생한 준설토 재활용을 통해 골재 매각 수익금을 대체 투입하였으며, 카누·

조정 경기장 조성사업 관련하여 야간 공사와 준설선을 추가로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2006년 제86회 전국체전시 카누경기를 대비한 태화교에서 울산교 구간 준설은 2005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이어 ‘태화강 물축제’와 제2회 태화강 전국수영대회, 제23회 회장배

전국카누선수권대회, 제48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 전국마라톤대회, 시민걷기대회 등 태

화강 일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축제를 깨끗한 공간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2007년에는 시민단체에서 준설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와 퇴적오니 사후처리 미흡 등

의 문제로 인해 태화강의 생태계 변화상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시민단체에서는 퇴적오니 준설 작업의 적정 실시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바닥 곳곳

에 퇴적오니가 쌓여 있고 특히 방사보 구간에 두꺼운 퇴적오니층을 확인한 바 있고, 고분

자용 응집제(화학약품)를 사용해 오니와 골재를 분리하기 위한 과정 중 약품이 묻은 부유

물질이 누치의 아가미에 부착돼 누치 집단 폐사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 제기로 정

밀조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울산시와 감리업체는 준설 때 사용한 약품은 물에 희석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유해성이 없고 저수호안 양쪽와 학성교 상·하류는 교각 보호를 위해 준

설구간에서 제외했으며 방사보는 준설구간이 아니라며 대응하였다. 

또한, 마지막 공사구간인 번영교에서 명촌교 구간의 경우 겨울 철새 도래 및 연어 회귀

등에 지장이 없도록 야간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울산시는 퇴적오니 준설사업 시행 5년 뒤인 2010년에 태화강 하상의 추가적인 오니

퇴적 여부와 수류 정체 및 녹조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퇴적오

니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현재는 태화강관리단과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울산특전재난구조대, 한국잠수

협회  등에서 정기적으로 수중 폐기물과 퇴적오니를 제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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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태화강철새공원과 모래톱에 서식하는 철새의 생태체험을 위해 ‘태화강 생태교실’,

‘전국 철새도래지 생태해설사 초청 팸투어’를 추진하였고 특히 울산시와 시민단체인 (사)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에서는 1월경에 겨울 철새 생태학교를, 8월경에는 백로 생태학

교를 개최하여 황로, 왜가리, 괭이갈매기 등 야생조류를 방사하고 백로 관찰·생태특강,

체험학습, 울산학춤 공연 등을 진행해 시민과 학생들의 자연생태학습의 장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2010년 10월부터는 CCTV를 설치하여 태화강 홈페이지와 태화강전망대 4층 모니터를 통

해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4~10월에는 백로, 10~4

월은 까마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과 생태 및 탐조관광을 위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울산시는 생태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생태투어 프로그램과 생태해설사를 육

성하였고 철새팸투어 등의 국내 방문자들이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점차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울산의 보고인 철새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관광과 연계하여 벤치마킹과 철새 국

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더욱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까

마귀가 흉조의 상징이 아니라 울산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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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철새 인식 개선

삼호대숲을 중심으로 겨울 철새인 까마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까마귀와 삼호대숲 인근

주민 간에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 까마귀는 새벽녘에 태화강철새공원을 떠나 해가 지기

전 삼호대숲 인근 도시로 몰려들면서 전선과 자동차의 배설물로 인해 ‘까마귀가 앉지 못

하게 전선을 지중화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고 2006년에는 전북 익산 한 양계

장에서 발견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

플루엔자로 밝혀져,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등지로부터 날아오는 까마귀떼로 인한 전염 우

려 문제가 불거질 당시에는 가금류 사육농가가 집중된 울주군 농가에 대해 소독작업, 농

가 출입통제 등 예찰 활동을 시행하였다. 삼호대숲과 태화강 하류에서 중류에 이르는 지

점에 분비물을 채취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해 안전하다는 조사결과 발표 후 잠

잠해 진 적도 있었다.

또한, 까마귀의 부정적 이미지와 많은 개체 수에서 발생하는 배설물로 인해 청정도시 울

산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고심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울산시는

철새를 관광화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늘어나는 까마귀 개체 수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

편한 영향을 미치는 면을 분석하여 「철새 인식전환 사업」을 추진하였다. 철새 인식전환

사업은 크게 주민불편 해소사업과 생태보전에 대한 시민소통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

년까지 피해차량 32,977대를 청소하였고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세계 5대 연안 습지 순천

만 자연생태공원을 견학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우리 주위에 서식하는 철새의 중요

성과 생태관광으로써 강력한 자원이라는 것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였고 향후 철새를 컨텐

츠로 한 관광에 대한 울산의 비전을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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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7] 철새인식 전환사업

구분(년) 합계 상반기 하반기 지역

2011
2,863대

(69회/조사28,청소41)
1,043대

(32회/조사12,청소20)
1,820대

(37회/조사16,청소21)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와와공원

2012
9,777대

(83회/조사25,청소58)
3,169대

(60회/조사18,청소42)
6,608대

(23회/조사7,청소16)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명정천, 와와공원

2013
35,517대

(127회/조사10,청소117)
20,337대

(66회/조사5,청소61)
15,180대

(61회/조사5,청소56)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명정천, 와와공원

[표 2-68] 철새인식 전환사업

[그림 2-118] 철새생태학교 활동

겨울 철새 학교 – 탐조활동 겨울 철새 학교 – 체험활동

백로생태학교 - 조류방사 백로생태학교 – 기념촬영

[그림 2-119] 국제철새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
sium on Migratory
Birds 2013 in Ulsan)



이에 축구장 인근 상인들은 상인들의 입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중구청이 축구

장 야간개방을 제시하면서 상권 활성화를 약속했기에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동의한 것이

지 축구장이 주간에만 개방될 계획이었다면 축구장 조성을 반대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리고 10시까지 밝히는 조명타워가 새들에게 유해하다면 대숲 인근 도로에서 밤새 밝히

는 자동차가 더 유해할 것이라며 조명타워 불빛의 유해성에 대해 반론하고 철거방침을 비

판하였다.

울산축구협회에서도 야간에 축구장을 개방한다면 구민들의 휴식과 더불어 수많은 경기

와 대회가 치러질 것이므로 조명타워 철거는 시설의 효율성을 반으로 줄이는 결과를 낳

을 것이며, 애초 목적인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축구

장 조성은 시비도 함께 투입되어 울산시도 조명타워 설치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환경영

향평가 등 수많은 절차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조명타워 철거 방침을 제고해 줄 것을 중구청에 요구하였다.

조명타워 철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진행되던 끝에 2011년 6월에 중구청은 먹거리단지 일

대 인도에 데크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등 상권 활성화 방안을 상인들에게 제

시하여 인근 상인들의 반발 없이 철거작업을 시행하였다. 철거작업에서 발생한 조명타워

각 부분은 한국폴리텍Ⅶ대학과 유곡테니스장 그리고 축구 동호인들을 배려해 혁신도시

내 신설 예정인 축구장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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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태화십리대밭 축구장 조명타워 철거

한때 태화강변 십리대밭 먹거리단지는 먹거리 단지로 명성이 높은 곳이었지만 당시에는

상권이 침체된 지 오래된 실정이었다. 중구청은 ‘체육 인프라 구축’과 ‘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태화동 둔치의 인조축구장인 ‘십리대밭 축구장’ 증설을 계

획하였다.

인근 상인들은 둔치 주차장을 없애고 축구장을 조성할 경우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가중 시

킬 것이라 반대하였고, 중구청은 기존 2면의 축구장으로는 전국대회를 치룰 수 없으므로

4면으로 늘려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유치하고 야간에 경기할 수 있도록 하면 상권활성화

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설득 끝에 1면을 국제규격 축구장으로 1면을 풋살 구장 및 족구장

등 종합시설로 조성하였다.

이후 중구청은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야간조명시설 설치 조건으로 체육진흥기금 보

조금 3억 5천만 원을 받아 조명타워 6기를 2011년 4월에 설치하였다.  

환경단체인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설치된 조명타워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였다.

야간조명은 인근 십리대숲과 삼호대숲에 서식하는 철새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철새를

비롯한 야생 동·식물의 휴식과 번식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명목으로 조명타워 철거를 주

장하였다. 특히 축구장 인근의 삼호대숲은 울산이 자랑하는 철새도래지로 봄부터 가을까

지 백로가 겨울에는 까마귀가 서식하는 도심 속 철새 도래지로 삼호대숲 인근을 확장하

여 세계 최대 철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조명탑에서 비치는 불빛과 밤낮

으로 들려오는 환호성에 놀란 새들이 점차 살기 어려워 이곳을 다시 찾아오지 않아 새들

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였다.

박맹우 울산시장도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바로 건너편에 조명타워 설치는 철새 서식의 방

해에 대한 우려로 적정한 영향평가 수행 여부와 예산 출처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하

였다.

4월 울산시에서 개최한 ‘울산시 정책조정회의’에서 인근 대숲을 찾는 철새들의 휴식과 번

식을 방해할 수 있는 6개의 조명타워에 대해 철거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고, 중구청

에서도 울산시의 태화강 생태계보호와 철새 서식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고려

하여 조명타워 철거를 결정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인근 상인들과 체육단체가 주장한 ‘철새가 방문하는 계절에 조명타워를

소등하자’는 의견에 대해 울산의 십리대밭과 삼호대숲에는 사시사철 울산에 머무르는 백

로가 있으며, 대숲이 잘 형성되어 대숲을 보금자리로 삼는 새들도 늘어나 연중 내내 새들

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며 타워 소등에 대한 의견을 반박하였으며, 축구장 인근 주민들도

축구장이 조성되기 전부터 주차공간 부족과 교통혼잡으로 어려움을 겪어와 야간에 축구

장이 개방된다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철거에 동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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