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만5천 119만

[1962년] [2014년]

227대 505,000대

[1962년] [2014년]

8개소 6,096개소

[1962년] [2014년]

26만달러 930억달러

[1962년] [2014년]

울산의 성장과 환경

급속한 양적성장의 경제발전으로 환경오염의 부작용

환경에 대한 검토없이 대규모 공장 건설로 환경오염 심화



물고기가 죽어가고 철새가 떠나가는 죽음의강으로 전락

태화강 수질오염

1996년 BOD 11.3ppm , 공업용수 사용 불가

태화강 취수탑 1994년 폐쇄 (일 2만톤 공급)

태화강 생태계 파괴

울산 연안 물고기 기형화

하천 물고기에서 다량 중금속 검출

물고기 또 떼죽음 등 연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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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수질개선 사업

퇴적오니 준설 : 150만톤

완벽한 하수처리체계 구축, 오염원 차단

하수처리시설 건설 완료 : 7개소

- 용연(25만톤,95년), 회야(3.2만톤, 89년), 온산(15만톤,97년)

- 언양(6만톤,04년), 방어진(10만톤,05년), 굴화(4.7만톤,12년)

- 강동(5천톤,12년)

하수관거 설치 4,000㎞(96.4%),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46,000건

하상여과수 개발 : 40,000㎥/일

농소하수처리장 건설중 : 10만톤,  2016 완료

- 하수발생량 654톤/일, 처리용량 714톤/일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난 태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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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의 놀라운 변화

900여종 동식물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

- 조류 146종, 어류 73종, 식물 632종

- 포유류 23종, 양서류 등 30종

회귀어종 개체수 증가 : 연어, 황어, 은어

한국 최대 규모의 생물자원 3종

바지락 종패
남해안 공급량의 70%

떼까마귀
53,000여마리

백로
7종 8,000여마리



태화강 시민의 품으로

태화강 대공원 봄꽃 대향연

- 매년 5월 중순 개최

- 초화단지 16만㎡

- 꽃양귀비, 금영화, 안개꽃, 작약 등

해마다 펼쳐지는 축제의 장

- 전국 수영대회 개최

- 용선대회, 조정, 카누, 수상스키 등 수상스포츠의 메카로 부상

- 시민걷기대회, 미술제 등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 개최

시민의 휴식, 만남의 공간으로 재탄생

- 평일 15,000명, 주말 24,000명이 찾는 도심 생태공원

아름다운 하천 100선중 최우수상 수상 (하천복원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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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 조성 확대 및 지속 관리

도심 소하천 생태 복원사업 지속 추진

유입 지천의 수량, 수질조사 등 오염도 영향 평가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확대

- 굴화하수처리장 4만톤 : 태화강 유지수

- 농소하수처리장 10만톤 : 동천 유지수 (2016)

수질 예측 모델 구축

빗물 이용시설 설치 추진 : 32개소, 확대 추진

개발행위에 따라 장래 수질 예측

수계별 수질측정망 운영 관리

울산 4대강 생태하천 조성 : 수질개선, 생태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