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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 이후(1960~1970년대)

공업화의 시작과 공장부지 조성 모습
1961년 중앙정부의 ‘국가재건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울산이 포함되어 1962

년 1월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결정 공포하였다. ‘울산특정공업지구’는 정부가 지정한 첫 번째 국가산업

단지였으며, 같은 해 2월 공업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이때부터 울산이 근대화로 들어가는 역사적 순간이

었다.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선정된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최적의 임해형 중화학공업단지’의 적지로

지리적으로 바다와 접하여 항만 조건이 유리하고 태화강이 있어 공업용수 확보가 가능하였으며, 동해남

부선으로 내륙물자 이동에도 유리한 조건이었다. 

❶ 공업탑
❷ 용잠동 일대(1967년)

1962년 당시 울산군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고 울산공업센터가 세워지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67년 건립되었다.

울산공업지구지정 및 기공식에 참석한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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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국내 최초로 울산에 정유공장(대한석유공사 울산정유공장)이 준공되고 이어 1967년 태광산업,

1968년 동양나일론, 현대자동차, 조선비료 울산공장과 대규모 석유화학공업단지가 들어섰으며, 뒤를 이

어 크고 작은 공장들이 조성되었다. 

❶ 선경직물 공장 전경(1972년)
❷ 울산화력발전소 건설 현장(1976년)

❶ 한국비료공장 건설 현장(1967년)
❷ 석유화학단지 건설 현장(1972년)

❷

❶

❷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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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 이후(1960~1970년대) 

태화강의 모습
태화강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재해와 오염이 가중되었으나 1970년대까지는 하

천의 자정작용으로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도시가 팽창하면서 태화강의 남과 북

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이 한창 진행되었다.

❶ 태화강 용금소 전경(1971년)
❷ 조개섬(1967년)

❶ 태화강 나룻배(1960년대)
❷ 태화강 모래 채취
❸ 태화교 건설공사(1965년)

❶

❸

❷ ❶

❷



1. 울산의 산업화와 도시화제2장 죽음의 강 태화강… 태화강 백서 046 047

❶ 울산교 전경
❷ 울산철교(1972년)

❶ 태화강 나룻배(1976년)
❷ 울산교 공사 전경
❸ 태화강 전경(1966년)

❶

❷

❶

❶ ❷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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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 이후(1960~1970년대) 

태화강 주변지역의 모습
태화강과 바다가 만나는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단이 들어서게 되고, 그 공단에 근무하기 위한

외지 사람들이 대거 울산으로 유입되면서 울산의 도심은 팽창해 갔다. 

❶ 신정동 일원 전경(1970년대)
❷ 1970년 태화강(국가기록원)

❶ 농수로를 이용한 모심기 작업
❷ 울산시 승격 1주년 행사(1963년)

❷ ❷

❶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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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 이후(1980~1990년대)

태화강의 모습
울산의 도심지에서는 생활하수를 여과없이 태화강으로 흘려보내 시간이 지날수록 태화강은 자체 정화

능력을 잃고 생명의 강에서 죽음의 강으로 변해 갔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수와 치수 중심의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 직강화, 홍수 시 침수방지를 위한 제방 축조,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한 교량 및

도로 건설 등 인위적인 하천환경이 조성되어 하천 본래의 모습은 사라져 갔다.

❶ 강북태화강변에서 새마을지도자들 청소(1982년)
❷ 태화강 둔치에서 열린 질서지키기 캠페인(1981년)
❸ 태화강 국가하천구간과 둔치 주차장 전경(1982년)

❶❷ 태화강변
❸ 강변오염
❹❺ 태화강변 호안 공사

❷

❶

❸

❹ ❺ ❸

❷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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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태화강 하류 준설 전경(1990년)
❷ 염포에서 본 태화강 하구(1993년)

❶ 번영교 건설 공사(1987년)
❷ 신삼호교 건설 공사(1987년)

❶

❷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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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 이후(1980~1990년대)

태화강 주변지역의 모습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으로 본격적인 공장가동이 시작되면서 도시의 팽

창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울산으로의 급격한 인구증가는 택지부족으로 태화강 양안인 중구와 남구에 주

거밀집지가 조성되었고 농촌경제의 활성화 정책으로 농공단지와 축산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이들이 쏟

아내는 각종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및 축산폐수가 태화강의 수질을 악화시켰다. 

❶ 남구 부곡동 전경(1980년)
❷ 중구 제일교회 일대 전경

❸ 태화강 하수관로 작업(1987년)

❶ 동강병원 앞 태화들(1990년대)
❷ 남구 무거동 전경(1980년)
❸ 북구 진장동 동천강변 철로 주변 전경(1987년)

❶ ❷ ❷❶

❷❸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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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오염현장
1980년대 말부터는 그야말로 악취가 풍기는 강으로 전락해 버렸고, 여름철에는 강변을 접근하기조차 어

려워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태화강은 연일 오염으로 인한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시민들로부

터 외면받는 강으로 전락하였다.

❶ 삼산배수장 앞 오염된 태화강(2005년)
❷ 반구대 인근 유류 유출사고 현장

❸ 오염된 겨울철 태화강(2004년)
❹ 태화강 기름 유출사고 현장(2011년)

❶ 오염된 태화강에서 기름으로 범벅된 비둘기(1985년) 
❷ 태화강으로 쏟아지고 있는 생활하수(1990년) 

❶

❷

❶ ❷ ❸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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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 오수 유입
태화강 국가하천의 주요 지천 양안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생활오수가 유입되어 태화강 본류의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❶

❸❷

❶ 울산 공설운동장 옆 약사천 수질오염 현장(2004년)
❷ 연암천 세탁폐수 유출사고 현장

❸ 무거천 옥현주공아파트 앞 오수유입 현장
❹ 무거천·여천천 유지수 확보공사 중 퇴적 오·폐수 방류 현장

❺ 무거천 옥현주공아파트 앞 오수유입 현장

❶ 여천천 매립장 강변오염 현장(1997년)
❷ 여천천 폐수유입 현장(2003년)
❸ 성안동 소하천 악취폐수 현장(2004년)

❶ ❷

❸ ❹

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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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숭어 떼죽음 보도 TV화면(2000년)
❷ 떼죽음 당한 물고기를 건져내는 아이(1992년)

❸ 3개월 동안 지속된 녹조로 인한 물고기 떼죽음 현장(1995년)
❹ 황룡연 일원 물고기 떼죽음 현장(2000년)
❺ 태화강 상류 물고기 떼죽음 현장(2005년) 

❶ 사연댐 상류지역 분뇨 및 축산폐수 유입 현장(2005년)
❷ 성안동 소하천 악취폐수 현장(2004년)
❸ 천상천 유역 오수관 파손으로 오물 유입 현장
❹ 옥동저수지 부유물 퇴적 현장(2003년)

❸ ❹

❷❶

❷ ❸

❶

물고기 떼죽음
생활오수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한 태화강의 물고기 떼죽음 소식은 각종 매체를 통해 전국에 보도되었

고, 울산이 공해도시로 낙인찍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❹ ❺



❶ 송원산업 화재 현장
❷ 울산공단 대기오염 현장

❸ 회색하늘(2003년)
❹❺❻ 공장 굴뚝 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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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❸

❹

❺❷

녹·적조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오염수와 하상에 퇴적된 유기물로 인해 부영양화가 가속되어 녹·적조 현상 발생이

잦았고 강물의 용존산소가 부족해 수중 생물이 서식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❶ 태화강 구삼호교~태화교 구간의 적조(2005년)
❷ 수질 오염 현장
❸ 울산공단 주변 농수로의 부영양화 현장(1999년)
❹ 태화강 중류 부영양화 현장(1996년)
❺ 태화강 강물 채수(적조)

대기오염
산업화를 거치며 악취를 동반한 공장의 매연은 매캐한 냄새를 풍기며 자동차는 물론 집 창문을 열어 둘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특히 온산공단 일대에는 온산병이라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해병을 일으켜 우

리나라 공해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다.

❶ ❷ ❸

❺

❻❹



❶ 폐기물 불법 소각 현장
❷ 태화강 명촌교 부근 실뱀장어 불법어로(2002)

❸ 불법 소각시설 현장

❶ 버려진 강변 쓰레기 
❷ 교량아래 버려진 쓰레기 
❸ 버려진 어선
❹ 수중정화 활동을 통해 건져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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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의 의미가 없었던 1980~1990년대에는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은 대책 없이 우리 주변에 버려졌다.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우시 인근 지천과 태화강 본류로 흘러들어 수중폐기물로 쌓여갔고 폐

기물의 부패로 누출된 침출수는 또 다른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었다.

❶ ❷

❹❸

❶

❷

불법 활동
태화강의 생태와 수질을 악화시키는 불법 어로, 낚시, 소각 등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단속과 규제는 한계가 있었다.

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