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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태화강 물고기
❷ 비상하는 누치

수질개선
1960년대 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시화로 인해 태화강은 물고기와 철새가 떠나가고 악취가 진동하는 죽음

의 강으로 전락하였다. 민선 3기가 시작되면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해야 한다는 의지로 하수관로와 하수

처리장 설치, 퇴적오니 준설, 지천환경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민간단체와 기업에서는 1사 1하천 살

리기 운동, 수중 정화활동 등 자발적인 활동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96년에는 생명체가 거의 살 수 없는 수준(11.3㎎/ℓ)에서 2004년 보통수준(3.2㎎/ℓ)으로 회

복되었으며, 2011년에는 1등급 기준(1.9㎎/ℓ)까지 오염도가 낮아져 각종 어류가 서식하기에 좋은 생태

환경이 되고 전국의 강 중 최고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태화강의 기적은 울산시와 시민, 기업이

하나가되어 일궈낸 땀의 결실이었다.

❶

❷

선바위 여름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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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황어

❷

❶

❶ 돌아온 연어
❷ 돌아온 은어

연어, 황어, 은어
산업화로 울산만에 사라진 연어가 40년만에 돌아오는 등 깨끗한 물에서 살 수 있는 연어, 황어, 은어의

회귀어종이 산란을 위해 태화강으로 회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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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태화강의 고니

철새
태화강을 보금자리로 하는 조류 중 멸종위기 1급은 노랑부리백로, 매 2종이고, 멸종위기 2급은 고니, 큰

기러기, 물수리, 솔개, 참매, 말똥가리, 새홀리기, 흑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흰목물떼새 10종으로 환경

부 지정 멸종위기종 총 12종이 서식하고 있다.

갈매기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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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태화강 백로
❷ 저녁이면 돌아오는 백로떼를 바라보는 어린이 체험단

백로
태화강에는 쇠백로, 황로, 중대백로, 중백로, 왜가리, 해오라기, 흰날개해오라기 등 여름철에 우리나라

를 찾는 7종 모두를 관찰할 수 있다. 울산을 찾는 백로의 개체수는 약 8,000마리로 전국 최대 백로 도래

지이다. 

태화강철새공원 백로

❷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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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
태화강철새공원에 서식하는 까마귀는 떼까마귀와 갈까마귀 2종으로 백로가 떠나간 10월에서 4월 동안

월동하며 개체수는 전국 까마귀 70%인 약 53,000마리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까마귀가

관찰되고 있다.

떼까마귀 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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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 재첩
산업화의 과정에서 자취를 감춘 바지락과 재첩은 퇴적오니 준설과 각종 수질개선으로 서식이 가능해

졌으며, 강 하류는 바지락 종패 공급지로 자연 서식된 바지락의 전국 최대 생산지로 남해안 수요량의

7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❶
❷

❶ 수달
❷ 무인센서 카메라에 잡힌 수달

❸ 태화강 너구리 가족
❶❷ 태화강 재첩 채취
❸ 태화강 바지락 채취

수달, 삵, 너구리
수달과 삵은 과거 중·상류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였으나 2013년 조사에서 태화강 전역으로 확대되

었는데, 이는 태화강 하류의 생물 종 다양성이 확대되고 먹이가 풍부해지는 등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안

정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❸

❶

❷

❸

❷



❶ 국회의장 태화강 방문
❷ 외신기자 태화강 팸투어

❸ 환경단체 태화강 방문
❹ 아름다운 산하전 참가 화가 팸투어

❺ 중앙행정기관 태화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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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❸

❶ ❷

❸ ❹

❺

❶ 대법원장 태화강 방문
❷ 문화체육부장관 태화강 방문
❸ 외신기자 태화강 팸투어

벤치마킹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난 태화강의 성공스토리가 알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하면서, 생태도

시 울산을 배우려는 국내·외 기관, 단체에서 태화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녀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