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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 환경 관련 조직 현황

□ 본청 

※ 본청 조직현황

- 1실, 7국, 2본부, 47과․담당관 

직속기관 6개소

사업소 10개소

시   장

경제부시장

환경녹지국장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가축위생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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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

  ○ 상수도분야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급수부
시설관리

사 업 소

회  야

정수사업소

천  상

정수사업소

수  질

연구소

5개 지역사업소

(중,남,동,북,울주)

  ○ 환경기초시설 

용         연

수질개선사업소 

온          산

수질개선사업소

자 원 순 환

사  업  소

□ 구 ․ 군

중 구 남 구 동․북구 울주군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환경관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생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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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관련 자치법규

일련

번호
자 치 법 규 명 제정 년월일 소관부서

1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1997. 7. 15 환경정책과

2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1997. 7. 15

(전부개정 2003. 8. 7)
환경정책과

3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1997. 7. 15 환경정책과

4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998. 4. 6 환경정책과

5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2000. 10. 26

(전부개정 2008. 1. 10)
환경정책과

6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 조례 2003. 7. 1 환경정책과

7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2005. 7. 7 환경정책과

8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08. 1. 10 환경정책과

9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2008. 4. 3 환경정책과

10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2008. 2. 14 환경정책과

11 울산광역시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시행규칙 2008. 2. 14 환경정책과

12
울산광역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2009. 12. 31 환경정책과

13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2010. 12. 31 환경정책과

14
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2012. 1. 12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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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자 치 법 규 명 제정 년월일 소관부서

15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1. 12 환경정책과

16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의 규격 및 발급 

등에 관한 규정
2013. 4. 25 환경정책과

17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2013. 11. 12 환경정책과

18 울산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2014. 5. 1 환경정책과

19 울산광역시 태화강관리선 관리 운용 규정 2014. 6. 30 환경정책과

20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2005. 7. 7 환경관리과

21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2006. 5. 18 환경관리과

22 울산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2011. 12. 15 환경관리과

23 울산광역시 기업체 환경마일리지 제도 운영 지침 2003. 4. 2 환경관리과

24 울산광역시 측정대행업소 지도 점검에 관한 규정 2015. 11. 5 환경관리과

25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1997. 7. 15 하수관리과

26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1997. 7. 15 하수관리과

27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1997. 7. 15 하수관리과

28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1997. 7. 15 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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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자 치 법 규 명 제정 년월일 소관부서

29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1997. 7. 15 환경자원과

30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997. 7. 15 환경자원과

31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2. 10. 11 환경자원과

32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1997. 7. 15 녹지공원과

33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006. 4. 6 녹지공원과

34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6. 10. 23 녹지공원과

35
울산광역시 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2012. 6. 1 녹지공원과

36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2014. 8. 7 녹지공원과

37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1997. 7. 15
상수도

사업본부

38 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1997. 7. 15
상수도

사업본부

39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1997. 7. 15
상수도

사업본부

40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1997. 7. 15
상수도

사업본부

41 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1997. 7. 15
상수도

사업본부

42 울산광역시 수도사업장 관리 규정 1997. 7. 15
상수도

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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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자 치 법 규 명 제정 년월일 소관부서

43 울산광역시 회야댐 관리 규정 1997. 7. 15
상수도

사업본부

44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1998. 8. 6
상수도

사업본부

45
울산광역시 상수도계량기 및 계량기 봉인 관리 

규정
2002. 3. 28

상수도

사업본부

46 울산광역시 수도요금 등 과징사무 처리 규정 2002. 3. 28
상수도

사업본부

47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2014. 11. 6
상수도

사업본부

48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2014. 12. 11

상수도

사업본부

49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1997. 7. 15

(전부개정 2000. 7. 6)

온산수질

개선사업소

50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997. 7. 15

(전부개정 2000. 7. 13)

온산수질

개선사업소

51 울산광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1997. 7. 15
온산수질

개선사업소

52
울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반입통제 지침
2004. 5. 1

자원순환

사업소

53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2000. 8. 10
보건환경

연구원

54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00. 10. 26

보건환경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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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정 1997 7 15 조례 제85호

개정 1998 11 26 조례 제271호

1999 12 31 조례 제359호

2001 11 22 조례 제523호(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2003 7 1 조례 제625호(울산광역시대기환경기준조례)

2011‧12‧15 조례 제1250호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시․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

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본이념) ①시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

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

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 3조 (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6. 울산 환경의 심각성을 감안하는 특수성의 원칙

제 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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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

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

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

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

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해양오염․생물종 다양성

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 5조 (시의 책무) ①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 및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

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 및 재

활용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적정한 수준의 녹지공간 확보와 관리에 관한 사항

7. 차량의 매연저감 방안 등 교통환경에 관한 사항

8. 지구온난화 방지․오존층 보호․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10.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11.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2.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3.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3.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 429

②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환경관련부서에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전문직이 우선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

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

한다. <신설 98․11․26>

제 6조 (구․군 책무) 구청장․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환경기본계획 등 시책

을 수립하며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98․11․26>

②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 등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8․11․26>

제 7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

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

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

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원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

다.

제 8조 (시민의 권리)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

진다.

②모든 시민은 시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가

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 9조 (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

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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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민은 시장 및 구청장․군수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

여야 한다. <개정 98․11․26>

④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0조 (학교․언론․민간단체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

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환경기본계획 등

제 11조 (환경기본계획)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

하여 울산광역시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중기

계획은 5년 장기계획은 1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질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

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

렴하여야 한다.<개정 01.11.22>

⑤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및 에너지수급․교통․도시건설․토지이용 등 시의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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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여야 한다.

제 12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

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전되어야 한다.

③시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당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과 기타 자연환경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 13조 (지구환경의 보전) 시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환경보전시책

제 14조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①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

에 적합한 시 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3․7․1>

제 15조 (지역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유

지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라 저황유(황함유기준 0.3퍼센트 이하 중

유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시설로서 같은 법 제41조제3

항에 따라 저황유 외 연료(황함유기준 0.3퍼센트를 초과하는 중유를 말한다)를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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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1·12·15>

제 16조 (대기특별대책지역 관리) 시장은 대기특별대책지역의 관리와 지역환경기

준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기존 및 신․증설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 또는 조치할 수 있다. <개정 99․12․31>

1. 울산․온산공단내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저배출연료(LNG․LPG) 사용

권장 및 건축허가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부관사항 부여

2. 삭제 <99․12․31>

3. 사업장별 환경동산 설치

4. 기타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사항

제 17조 (자동측정망 설치 운영) ①시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및 신․증설 배출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 발

생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자동측정망(TMS)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99․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측정망의 설치대상․시기․측정항목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 18조 (환경영향성평가) ①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

의 유지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성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에 정한다.

제 19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

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20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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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 21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

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 22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

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는 환경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

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23조 (규제조치)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

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

다.

제 24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

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25조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

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

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6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시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

제 27조 (정보의 공개)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

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시의 환경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제 28조 (시민참여 등) ①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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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영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를 둔다. <개정 01․11․

22>

③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언론기관․학계․공공기관․시

민․사회단체․연구소․기업체 등에 소속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01․11․22>

④기타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과 예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에 정한다. <개정 01․11․22>

제 29조 (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①시는 교육기관․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는 시민․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

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0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시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

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의에 대한 조사를 정

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보

전․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31조 (환경백서)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 32조 (보고) ①시장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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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 추진사항

2. 다음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군수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략

부 칙 <2003․7․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 <2011․12․1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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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신설 2011․12․15>

지역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 출 시 설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SO2로서)

(ppm)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일반보일러 또는  
발전시설

50(4)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일반보일러 또는 
발전시설

50(4) 이하

먼지

(㎎/S㎥)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일반보일러 또는 
발전시설

10(4) 이하

* 비고 :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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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 조례
제정 2003 7 1 조례  제625호
개정 2009 1 8 조례 제102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8>

제 2조 (대기환경기준)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2009· 1· 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 중 대기환경기준 벤젠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대기환경기준(제2조관련)

항    목 기         준 측   정   방   법

아황산가스
(SO₂)

◦연간 평균치 0.015ppm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2ppm이하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7ppm이하
◦1시간 평균치 20ppm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NO₂)

◦연간 평균치 0.03ppm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이하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50㎍/㎥이하
◦24시간 평균치 100㎍/㎥이하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오 존
(O₃)

◦8시간 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이하

자외선광도법
(U.V.Photometric Method)

납
(Pb)

◦연간 평균치 0.4㎍/㎥이하
원자흡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연간 평균치 5㎍/㎥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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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기환경기준

○관련법: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항       목 기         준 측   정   방   법

아황산가스(SO2)

◦연간 평균치 0.02ppm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이하

◦자외선형광법

(Pulse U.V.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CO)
◦8시간 평균치 9ppm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NO2)

◦연간 평균치 0.03ppm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이하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PM-10)
◦연간 평균치 50㎍/㎥이하

◦24시간 평균치 100㎍/㎥이하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미세먼지(PM-2.5)

<시행 2015. 1. 1>

◦연간 평균치 25㎍/㎥이하

◦24시간 평균치 50㎍/㎥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측정법

오      존(O3)
◦8시간 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

◦자외선광도법

(U.V.Photo-metric Method)

납    (Pb) ◦연간 평균치 0.5㎍/㎥이하

◦원자흡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

photometry)

벤     젠 ◦연간 평균치 5㎍/㎥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

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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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음환경기준

○관련법: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단위：Leq dB(A))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       준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지역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50

55

65

70

40

45

55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65

70

75

55

60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

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

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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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관련법: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가. 하천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    목 기준값(㎎/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1,4-다이옥세인 0.05 이하

포름알데히드 <시행 2014. 1. 1> 0.5 이하

헥사클로로벤젠 <시행 2015. 1. 1> 0.0000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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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
량

(DO)
(㎎/L)

총인
(T-P)

(㎎/L)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
군

분원성
대장균
군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7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나쁨 V 6.0∼8.5
10

이하

11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2.0
이상

0.5
이하

매우 
나쁨 VI

10

초과

11

초과
8 초과 2.0

미만
0.5
초과

비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

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
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
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
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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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
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
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
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
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2. 상태(캐릭터) 도안 : 생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생물등급
생물지표종

서식지 및 생물 특성
저서(底棲)생물 어류

매우좋음
~

좋음

옆새우, 가재, 뿔하루살
이, 민하루살이, 강도래,

물날도래, 광택날도래,

띠무늬우묵날도래, 바수
염날도래

산천어, 금강모
치, 열목어, 버들
치 등 서식

-물이 매우 맑으며, 유속은 빠른 편임.

-바닥은 주로 바위와 자갈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매우 적음.

좋음
~

보통

다슬기, 넓적거머리, 강
하루살이, 동양하루살
이, 등줄하루살이, 등딱
지하루살이, 물삿갓벌
레, 큰줄날도래

쉬리, 갈겨니, 은
어, 쏘가리 등 
서식

-물이 맑으며, 유속은 약간 빠르거나 보
통임.

-바닥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약간 있음.

보통
~

약간
나쁨

물달팽이, 턱거머리, 물
벌레, 밀잠자리

피라미, 끄리, 모
래무지, 참붕어 
등 서식

-물이 약간 혼탁하며, 유속은 약간 느린 
편임.

-바닥은 주로 잔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녹색을 띠며 많음.

약간나쁨
~

매우나쁨

왼돌이물달팽이, 실지렁
이, 붉은깔다구, 나방파
리, 꽃등에

붕어, 잉어, 미꾸
라지, 메기 등 
서식

-물이 매우 혼탁하며, 유속은 느린 편
임.

-바닥은 주로 모래와 실트로 구성되며,

대체로 검은색을 띰.

-부착조류가 갈색 혹은 회색을 띠며 매
우 많음.

4.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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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소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 가목 1과 같다.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준

수소이
온농도
(pH)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L)

총유
기탄
소량
(TOC)
(㎎/L)

부유
물질
량
(SS)

(㎎/L)

용존
산소
량

(DO)
(㎎/L)

총인
(T-P)

(㎎/L)

총질소
(T-N)
(㎎/L)

클로로
필-a

(Chl-a)
(㎎/㎥)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
군

분원성
대장균
군

매우

좋음
Ia 6.5～8.5 2

이하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3

이하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4

이하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6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 -

나쁨 V 6.0～8.5
10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것

2.0
이상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8
초과 -

2.0
미만

0.15
초과

1.5
초과

70
초과

비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

용하지 않으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가목2) 비고 제1호와 같다.
3. 상태(캐릭터) 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은 가목2) 비고 제2호와 같다.
4.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 지하수
지하수 환경기준 항목 및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26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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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역

1) 생활환경

항  목 수소이온농도
(pH)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100mL)

용매 추출유분
(㎎/L)

기  준 6.5 ~ 8.5 1,000이하 0.01이하

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등  급 수질평가 지수값(Water Quality Index)

Ⅰ(매우 좋음) 23 이하
Ⅱ(좋음) 24 ~ 33

Ⅲ(보통) 34 ~ 46

Ⅳ(나쁨) 47 ~ 59

Ⅴ(아주 나쁨) 60 이상

3) 해양생태계 보호 기준
(단위 : ㎍/L)

중금속류 구리 납 아연 비소 카드뮴 크롬(6가)

단기 기준* 3.0 7.6 34 9.4 19 200

장기 기준** 1.2 1.6 11 3.4 2.2 2.8

     * 단기 기준 : 1회성 관측값과 비교 적용
** 장기 기준 : 연간 평균값(최소 사계절 동안 조사한 자료)과 비교 적용

4) 사람의 건강보호

등급 항목 기준(㎎/L)

모든

수역

6가크롬(Cr6+)
비소(As)

카드뮴(Cd)
납(Pb)

아연(Zn)
구리(Cu)
시안(CN)
수은(Hg)

폴리로클리네이티드비폐닐(PCB)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페놀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05
0.05
0.01
0.05
0.1
0.02
0.01

0.0005
0.0005
0.02
0.06
0.25
0.1
0.01
0.03
0.02
0.01
0.0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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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관련위원회 현황

□ 환경정책위원회

구  분 소속 직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이태성 당연직
위  원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이진벽 당연직
〃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 당연직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규 당연직
〃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호근
〃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강사라
〃 (사)태화강보전회 사무처장 김숙자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울산지부 지부장 박정화
〃 울산대학교 교수 박흥석
〃 (사)울산환경문화예술협회 회장 이명숙
〃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이명인
〃 울산대학교 교수 이병규
〃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EIP사업단 과장 이상윤
〃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상현

〃 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 소재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준정

〃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성웅
〃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최성득
〃 울산광역시녹색환경보전회 회장 최정희
〃 (사)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장 황인석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  분 소속 직위 성명 비  고

위원장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이태성 당연직
위  원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이진벽 당연직
〃 법무법인 우덕 변호사 권구배
〃 부산대학교 부교수 오정은
〃 울산과학대학교 부교수 이관호
〃 영산대학교 교수 이종균
〃 경북대학교 부교수 진희경
〃 울산과학기술원 부교수 최성득
〃 법무법인 해강 변호사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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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위원회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공동위원장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이태성 당연직
공동위원장 울산대학교 교수 박흥석
위  원 울산광역시 경제산업국장 장한연 당연직
〃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이진벽 당연직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장 김대호 당연직
〃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장 김동훈 당연직
〃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송해숙
〃 에너지관리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본부장 김동수
〃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 단장 김성한
〃 울산YMCA 회장 문상순
〃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서정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센터장 이만식
〃 (사)울산환경문화예술협회 회장 이명숙
〃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상현
〃 울산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이준정
〃 (주)경동도시가스 상무 이지수
〃 (사)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대표 정용환
〃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성웅
〃 울산과학기술원 부교수 조윤경
〃 울산상공회의소 미래전략본부  본부장 최찬호

□ 수돗물평가위원회

구    분 소속 직위 성명 비 고
위 원 장 울산대학교 교수 박흥석
부위원장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 회장 신명숙
위  원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 임현철
〃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권영남

울산 YMCA 이사장 김인태
〃 한국수자원공사울산권관리단 수도운영팀장 박종순
〃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사무처장 변경환
〃 울산 YWCA 부회장 서정순
〃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서정호
〃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원 윤영배
〃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이창하
〃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전) 조기수
〃 울산시 장애인 체육회 이사 최우혁
〃 행정동우회 위원 허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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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구  분 소속 직위 성명 비  고
위원장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이진벽
위  원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장 윤영찬
〃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장 최수미
〃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장 이경걸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장 이정호
〃 울산광역시 상본 경영부장 서인수
〃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     원 천기옥
〃 울산대학교 교     수 이병호
〃 울산과학기술원 교     수 권영남
〃 울산과학대학교 교     수 서정호
〃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상현
〃 울산테크노파크 실     장 정철우

울산광역시 녹색환경보전회 회     장 최정희
울산 YWCA 사무총장 박해숙

〃 울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오영애
〃 (사)태화강보전회 사무처장 김숙자
〃 (사)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운영위원 최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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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7기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현황

(2014. 3. ~ 2016. 3.)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위원장 조성웅 울산환경산업인력양성센터장

부위원장 김주홍 학교법인 공업학원 사무국장

감사 한봉희 울산환경사랑운동본부 회장

“ 최정희 울산광역시녹색환경보전회 회장

정책분과

김석택 울산발전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 울산학센터장 분과장

이진벽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장

김기곤 울산매일 사회부장

이종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선우석 ubc울산방송 편집제작팀장

송진호 울산YMCA 사무총장

이상식 바르게살기운동울산광역시협의회 사무처장

송해숙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교육홍보
분과

김일배 (사)자연보호울산광역시협의회 학술위원장 분과장

권영순 울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김민호 한국폴리텍울산대학 교수

박보봉 전국주부교실울산광역시지부 회장

박치현 울산MBC 편성컨텐츠국장

백남호 울산환경교과연구회 회장

서용원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이명숙 (사)울산환경문화예술협회 회장

정원섭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 회장

황인석 (사)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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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성   명 소          속 비 고

환경감시
분과

조남근 십리대밭지킴이자원봉사회 회장 분과장

고평자 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울산지부 회장

김경복 한국부인회울산광역시지부 회장

김진학 울산공수특전동지회 수석부회장

노말주 울산광역시여성자원봉사회 회장

박창현 태화강생태해설사회 회장

임길홍 울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

조우식 산수자원환경감시단 감시단장

추성태 경상일보 사회부장

자연환경
보전분과

문상순 울산YWCA 회장 분과장

강창희 한국로드킬예방협의회 회장

김옥균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이사

김정실 한국잠수협회울산광역시지부 회장

김창규 (사)태화강보전회 상임대표

박상진 자연녹색환경회 회장

박호자 태화강시민환경감시단 고문

송덕출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심상국 울산자연환경협의회 회장

기업의제
분과

전광철 울산숲사랑운동 공동대표 분과장

변윤환 (사)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상임이사

서정호 울산과학대학교 환경화학공업과 교수 

오석영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윤  석 울산생명의숲 사무국장

이동환 울산상공회의소 기획총괄부장

이학성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

정영택 (사)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회장

진철호 (사)한국외식업중앙회울산광역시지회 회장

최용근 (사)울산광역시새마을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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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간 환경단체 등록 현황

단체명 등록일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울산광역시협의회 ‘00.5.16 김정구 남구 월평로 48번길

11(신정동)(3층) 273-0111

울 산 광 역 시
녹색환경보전회 ‘00.5.16 최정희 남구 옥동 

옥동현대a103/604
274-4975

울 산 자 연 환 경
협 의 회 ‘00.5.16 심상국 남구 돋질로 139번길

37-1 (신정동)
273-8277

(사)태   화   강
보 전 회 ‘00.5.16 김창규 남구 남산로 

348번길 24-3
707-7780

울 산 환 경
운 동 연 합 ‘00.5.16 김장용 중구 옥교6길 

46 4층 296-0285

처 용 시 민 환 경
보 전 회 ‘00.5.16 강재위 남구처용로

24(야음동) 227-0272

(사)환  경  보  호
협 의 회 ‘08.2.21 박도문 남구 중앙로 230,

대원빌딩 5층(신정동) 227-3555

(사)환경보호국민운동
본부 울산광역시지부 ‘00.6.12 배분이 남구 남산로 62번길

15 (무거동)
256-9200

울 산 환 경 사 랑
운 동 본 부 ‘00.7.21 한봉희 중구 중앙길 119

(성남동)
248-2287

(사)울  주  환  경
연 합 회 ‘00.9.20 정금시 울주군 언양읍

샘소3길 25

녹 색 환 경 중 앙
협 의 회 ‘01.2.09 김동구 울주군 삼남면

동향교3길 6-8
260-9297

한 국 잠 수 협 회
울 산 지 부 ‘01.5.19 김정실 남구왕생로 86번길 

13 (달동)(2층) 222-0027

국 제 환 경
연 합 회 ‘02.5.30 최익수 울주군 삼남면 중평로

27 부산은행 2층 262-0045

산 ㆍ 수 자 원
환 경 감 시 단 ‘02.7.30 고준기 중구 염포로 

32(반구동)
297-0642

자 연 녹 색
환 경 회 ‘02.12.30 박상진

남구 월평로 
135번길
20, 2층

257-1578

울 산 환 경
운 동 본 부 ‘03.1.28 신봉조 중구 가구거리 18

(학성동) 3층 292-7795

(사)대한수렵관리협회
울산광역시지부 ‘03.3.06 홍인왕 중구 다운로 28

(다운동) 247-9936

자 전 거 2 1
울 산 본 부 ‘04.3.30 이채인 남구 삼산로 

107번길 6-4 (달동)
273-2884

환 경 연 합 국 민
운 동 본 부 ‘04.6.29 최순환 남구 남산로 

314 번길 17 (신정동)
070-7647-

3344

여 천 천 살 리 기
시 민 모 임 ‘04.10.27 신경환 남구 처용로

26번길 9 (야음동)
90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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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등록일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환경감시중앙본부
울 산 광 역 시 지 부 ‘05.11.07 유무호 남구 남산로

48번길 9-1 (무거동)2층 277-4252

울산자원순환실천
운 동 ‘05.12.21 이계화외2 남구 중앙로 

313 보람상조 3층 260-2823

(사)울  산  웰  빙
환 경 협 의 회 ‘06.2.23 김석정 동구월봉10길 19

(화정동) 동산프라자 2층 235-3399

동 천 강 보 전 회 ‘06.2.23 이동식 북구호계로 
207 (호계동) 286-6633

십 리 대 밭 지 킴 이
자 원 봉 사 회 ‘06.3.10 조남근 중구 유곡로 

45 (태화동) 246-0717

푸 른 세 상 ‘05.8.16 서영호외2
남구 강남로
318번길 7 (삼산동)

244-8219

(사)녹색에너지촉진
시 민 포 럼 ‘06.9.14

김주홍
정용환

남구 삼산로
67번길 27-1 (달동) 3층 227-4111

태 사 랑 ‘06.9.14 정왕석 남구 두왕로
34번길 14 (선암동)

227-3154

울 산 환 경 감 시
협 의 회 ‘07.3.09 김진술 중구 학성4길 

58 (복산동)
298-0078

울 산 숲
자 연 학 교 ‘08.1.10 이인걸 울주군 두동면 이전장성길

52 농촌문화복지회관 264-0823

동 천 강
지 킴 이 ‘08.12.12 이경춘 중구 산전길 

52-1 (동동) 295-2929

생 태 강 살 리 기
울 산 시 민 연 대 09.3.30 박상한 남구 봉월로 46,

효성빌딩 6층 (신정동 227-6601

태 화 강 기 마
환 경 연 합 회 ‘09.12.3 이상협 남구남산로 

195 (무거동)
227-4567

명 정 천 지 키 기
시 민 모 임 ‘09.12.3 김명숙 중구 오산10길 39 070-4388-

6768

그 린 공 동 주 택
연 합 회 ‘10.2.24 김금자 울주군 범서읍 

점촌5길 42
221-1331

울 산 자 동 차
환 경 운 동 협 의 회 ‘10.3.4 이정렬 울주군 온양읍 

망양1길 2 260-0049

울 산 환 경 과 학
교 육 연 구 소 ‘10.12.8

하진수
오영애

울주군 언양읍 
북문7길 13-14 3층 264-2822

희 망 나 눔 동 행 ‘11.5.24 심문택 중구 백양로 
159 (성안동)

246-0625

재 활 용 실 천
시 민 연 대 ‘11.10.10 김태우 남구 남산로 

42 (무거동)
221-3033

무거천 생태모임 ‘11.10. 21 정해정 남구 북부순환도로 
6-1 (무거동)2층 211-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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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등록일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새 천 년
환 경 보 전 회 ‘12.4.10 박순돌 북구동대8길 40

(호계동) 보훈회관 1층 283-0099

한 국 로 드 킬 예 방
협 의 회 ‘13.7.16 강창희 북구 진장17길 

11 (진장동) 288-0059

울 산 강 살 리 기
네 트 워 크 ‘13.12.3 문호성 남구 봉원로 

50번 길45
271-0761

태 화 루
환 경 봉 사 단 ‘14.2.26 홍강맹 중구 북부순환도로 

147
225-5104

여 천 천 사 랑 회 ‘14.8.6 설재훈 남구 돋질로 
355번길 25-1(산산동)

224-4078

대 한 수 중
환 경 보 호 협 회 ‘14.12.25 박준철 동구 등대6길 22 -

(사)울산환경문화
예 술 협 회 ‘15.7.8 이명숙 남구 꽃대나리로 46번길 268-4440

울산광역시 중구 
클린감시단협의회 ‘15.9.23 이상권 중구 성안 14길 10 -

낙동강환경운동본부
울 산 지 역 본 부 ‘15.9.23 곽재돈 중구 중앙길 63 2층 244-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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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4 주요 업무일지

1월

∙ 1.10~2.9 떼까마귀 인식 전환 홍보 캠페인 방송

∙ 1.13~2.5 설날 대비 일제 대청소 추진

∙ 1.17~18 일본 국제 두루미 워크숍 ․ 심포지움 참가

∙ 1.20~24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중점 단속

∙ 1.20~2.5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특별점검

∙ 1.25 겨울철새 먹이주기 실시

∙ 1.27 울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개소

∙ 1.27~1.29 설맞이 과대포장행위 집중 지도점검

∙ 1.27 저탄소 생활 명절 보내기 캠페인

∙ 1.30~2.2 설 연휴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및 특별대책 추진

2월

∙ 2.5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 2.6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고시(삼동면 암리2길 일원)

∙ 2.5~2.7 일본 구마모토시 환경교류단 울산 방문

∙ 2.3 언양 그린인터체인지 조성 사업 추진

∙ 2.4~20 기후학교 심화 연수반 운영

∙ 2.7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시

∙ 2.10 두꺼비 생태통로 조성 사업 추진

∙ 2.12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결산보고회 개최

∙ 2.14~15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 2.14 정월대보름 산불특별대책 추진

∙ 2.18 2014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민단체부문 우수상 수상(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 2.21 태화강 떼까마귀 ․ 갈까마귀 군무 체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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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2014년 그린스타트 범시민 운동(CG-10) 추진계획 보고회

∙ 2.26 제1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추진협의회 및 피해목 에너지화 MOU 체결

∙ 2.26 굴뚝 TMS 사업장 운영 관리 교육

∙ 2.27 온산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준공식

∙ 2.27 제주시 정책자문위원 자원회수시설 견학

3월

∙ 3.1 새봄맞이 환경정비 실시

∙ 3.1 기업체 환경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개최

∙ 3.4 제1회 울산 기후변화포럼 심포지엄 개최

∙ 3.10 미세먼지 예 ․ 경보제 조기 시행

∙ 3.1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직공무원(32명) 환경에너지타운 견학 

∙ 3.12 저탄소 에코아파트 만들기 사업 설명회 개최

∙ 3.13 제1회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 3.15~4.14 황어 불법포획 예방 홍보 및 단속 

∙ 3.17 제7기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정기총회

∙ 3.17~31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 사업장 합동점검

∙ 3.17~18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실태 점검

∙ 3.19 물 재이용 관리 위원회 개최

∙ 3.20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 컨설팅 설명회

∙ 3.21 2014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 3.24 언양하수관거 부설 임대형 민자사업 준공식

∙ 3.24~4.25 유독물 취급사업장 시 ․ 합동방재센터 합동점검

∙ 3.24~4.18 폐형광등 ․ 폐전지 집중분리 배출기간 운영

∙ 3.25 제69회 식목일 기념식수 행사

∙ 3.25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설명회

∙ 3.27 제2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추진협의회

∙ 3.28 태화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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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4.1~10.31 악취 종합 상황실 설치 운영

∙ 4.7 그린캠퍼스 대학생 동아리 사업 공모

∙ 4.7~8 태화강 대공원 사군자 테마 형성 난초 식재

∙ 4.7~11 배출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시료검사

∙ 4.7~11 우정혁신도시 개발 사업지 녹지시설 현장합동조사

∙ 4.9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간담회 개최

∙ 4.10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업체 간담회 개최

∙ 4.12 구 ․ 군 재활용 나눔장터 개최

∙ 4.14 배스 퇴치 인공 산란장 설치

∙ 4.14 영남 알프스 산림생태 복원사업 기본 설계 용역

∙ 4.16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4.19~5.31 봄철 산림내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집중 단속

∙ 4.17 에스오일 원유 유출사고 악취저감 및 토양오염 복구 대책 추진

∙ 4.17~18 기후변화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4.17~18 2014년 하수도분야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 4.21~25 제1회 업사이클 아카데미 작품 전시회

∙ 4.22 기후변화대응 공직자 교육

∙ 4.23~24 봄철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지 환경조사

∙ 4.24 하수도사용료 조정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 4.28 태화강 유해식물 제거 활동

∙ 4.30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사업설명회

5월

∙ 5.1~9.30 오존경보제 운영

∙ 5.1~16 악취 다량 배출업소 기획점검

∙ 5.7~6.6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자원재활용 홍보 캠페인 방송

∙ 5.9~19 2014 태화강대공원 봄꽃 관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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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2014년 상반기 수렵면허시험 실시

∙ 5.13 소나무 재선충병 제1차 항공방제 추진

∙ 5.13 태화강 유해식물 제거 활동

∙ 5.19 성암소각장 증기 공급 ․ 사용협의회 개최

∙ 5.19~21 제9회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환경부회 개최

∙ 5.19~30 2014년 상반기 종량제 봉투 유통실태 합동점검

∙ 5.20~22 시, 구 ․ 군 배출업소 합동 교차점검 실시

∙ 5.22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특별교육 실시

6월

∙ 6.5 제19회 환경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 6.7 소나무 재선충병 제2차 항공방제 추진

∙ 6.9~12 생태관광 아카데미 운영

∙ 6.10 2014년 반딧불이 날리기 행사

∙ 6.10~7.1 2014년 기후학교 중급반 운영

∙ 6.11 산사태 위기대응 실제 훈련 실시

∙ 6.13 반딧불이 불빛관찰 행사(1차)

∙ 6.16~20 폐수오니 해양배출업소 환경부 합동점검

∙ 6.18 제15회 울산사랑 환경콘서트 개최

∙ 6.18 태화강 우안(야음, 대현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준공

∙ 6.18~19 반딧불이 불빛관찰 행사(2차)

∙ 6.20 CG-10 사업 대중교통 이용률 높이기 캠페인

∙ 6.24~29 소나무 재선충병 제3차 항공방제 실시

∙ 6.25 화학사고 예방 민 ․ 관 합동 실제 모의훈련 실시

∙ 6.25~9.30 외황강 수중 ․ 수변 정화사업 추진

∙ 6.26~7.8 2014 울산국제환경사진 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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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7.7~11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7.7~11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정기점검

∙ 7.8 2015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 7.8~13 소나무 재선충병 제4차 항공방제 실시

∙ 7.8~18 도시공원내 물놀이 시설 관리실태 점검

∙ 7.9~10 태화강 철새공원 악취제거 유용 미생물 살포

∙ 7.10~11 상수원 보호구역 통행제한차량 합동단속

∙ 7.11~20 환경미술 「재활용의 미학」 작품 전시회

∙ 7.14~18 하절기 먹는물 수질관리 시, 구 ․ 군 합동점검

∙ 7.14~18 선박 ․ 도장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특별점검

∙ 7.14~18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환경부 합동점검

∙ 7.14~25 노인요양시설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합동점검 

∙ 7.14~25 여름 휴가철 대비 자연공원 관리실태 확인

∙ 7.18 제11회 클린울산캠페인 행사 개최

∙ 7.23~27 소나무 재선충병 제5차 항공방제 실시

∙ 7.25 태화강 백로 생태학교 운영

∙ 7.25 청소년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토크콘서트

∙ 7.26~8.31 하절기 태화강 생태탐방 교실 운영

∙ 7.28~8.1 폭염기 악취배출원 특별 순찰 활동

8월

∙ 8.1~31 악취다량배출업소 기획 점검

∙ 8.2 2014년 하반기 수렵면허 시험 실시

∙ 8.4~8.8 물놀이 시설 구 ․ 군 합동 점검

∙ 8.11~13 태화강 철새공원 유용미생물제 살포지역 악취실태조사

∙ 8.11~10.31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지역 모니터링 실시

∙ 8.18~22 먹는 샘물 제조 ․ 유통실태 지도점검



부 록

458 ＿ 2015 환경백서

∙ 8.13~14 어린이 ․ 청소년 기후학교 운영

∙ 8.18~22 태화강 생태환경 교사 직무연수

∙ 8.18~22 태화강 유입 우수토실 일제 정비

∙ 8.20 제3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개최

∙ 8.21 추석맞이 민 ․ 관 합동 대청소의 날 개최

∙ 8.25~29 싱크홀 예방 노후 하수관로 예찰

9월

∙ 9.1~4 저탄소 명절 보내기 캠페인

∙ 9.1~9.26 2014년 공장조경 우수기업 공모

∙ 9.2~3 2014년 호남 ․ 영남 ․ 제주 지속가능발전포럼 개최

∙ 9.15~23 태화강 유해식물 제거 작업 실시

∙ 9.15~10.14 제7회 울산생태전국사진전 공모 접수

∙ 9.17~19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환경 조사

∙ 9.18 성암 소각장 ‧ 매립장 운영실태 점검

∙ 9.19 환경기술 컨설팅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 9.20 제5회 울산 어울길 걷기대회

∙ 9.22~24 세계 차 없는 날(9.22) 기념 「승용차 이용 안하기」 자율 실천의 날 운영

∙ 9.26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 9.27 남구 ‧ 북구 재활용 나눔장터 개최

∙ 9.27~28 제6회 울산 그린스타트대회

10월

∙ 10.1~2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 예찰

∙ 10.6~10 민간지원 도시녹화사업 관리실태 점검

∙ 10.6~31 굴뚝 TMS 설치 운영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 추진

∙ 10.13~24 숲길 안전 ‧ 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점검 

∙ 10.15~17 일본 구마모토시 초청 울산환경교류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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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8~11.9 가을 국화 전시 관람행사 개최

∙ 10.18 제5회 태화강 억새밭 걷기대회

∙ 10.20~21 시, 구 ‧ 군 배출업소 합동 교차점검 실시

∙ 10.22 태화강 생태관광 활성화 컨설팅

∙ 10.22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훈련

∙ 10.23 2014년 기후변화 NIE 일기쓰기 공모 심사

∙ 10.24 울산 완충녹지 용역 최종 보고회

∙ 10.25 제5회 태화강 100리 걷기대회

∙ 10.31~11.1 환경부 블로그 기자단 태화강 생태관광 팸투어 개최

∙ 10.31~11.2 제6회 환경페어 및 제7회 태화강생태문화한마당 개최

11월

∙ 11.5 제2회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 11.7 2014년 숲 가꾸기의 날 행사

∙ 11.10~3.31 동절기 야생동물 모니터링 실시

∙ 11.17~28 폐형광등 ‧ 폐전지 집중 분리배출기간 운영

∙ 11.17~12.30 생태 이동 통로 모니터링 실시

∙ 11.19~21 무허가 배출업소 일제점검 

∙ 11.20 제2회 울산 기후변화포럼 심포지엄 

∙ 11.20~12.10 겨울철새 떼까마귀 인식 개선 홍보 방송

∙ 11.24~28 구 ‧ 군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 점검

∙ 11.24~12.31 김장쓰레기 한시적 수거 특별대책 시행

∙ 11.26 녹색성장위원회 개최

12월

∙ 12.1~1.31 태화로터리 야간조명 트리 점등

∙ 12.3 제1회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 12.6~3.21 태화강 겨울철새학교 운영



부 록

460 ＿ 2015 환경백서

∙ 12.8~12 폐수오니 해양배출업소 추진실태 점검

∙ 12.10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시민결의대회 

∙ 12.12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 컨설팅 최종 보고회

∙ 12.15~16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 ‧ 관 합동 점검

∙ 12.1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관련 환경기초시설 간담회 개최

∙ 12.16 대기배출시설 허가대상 확대 구 ‧ 군 담당자 교육

∙ 12.17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사업보고회 개최

∙ 12.18 울산환경기술인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12.2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 실시

∙ 12.22 산림분야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기관표창 수상

∙ 12.22~1 송년 및 새해맞이 일제 환경정비 추진

∙ 12.30 청소년 기후변화 동아리 활동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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