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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해맞이 행사♣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일출 07시31분24초)에서는 31일 

오후부터 2만여 인파가 몰리기 시작, 이날 밤 새끼줄에 새해 소망달기, 예술공연 등 전

야제 및 예술제 행사와 함께 모듬북 공연, 새해 해맞이 행운잡기 등의 행사가 1일 해돋

이까지 진행됐다.

또 북구 정자해변(일출시간 7시32분02초)에서도 31일 오후부터 3만여 관광객이 몰려  

북구 풍물연합회의 대북놀이, 굿 공연 등 전야제와 열린 음악회, 가수 축하공연 및 무용

공연 등을 즐기며 한해의 소망을 빌었다.

이 밖에 온산읍 원산리 연자도 앞 바닷가를 비롯해 온양읍 무룡곡, 서생면 진하해수

욕장, 웅촌면 정족산, 두동면 치술령 정상, 상북면 가지산 쌀바위, 삼남면 신불산 정상 

등 울주군 지역의 7개 읍․면에서도 자체 해맞이 행사가 열려 임오년의 시작을 함께 맞

이하며 올 한해의 안녕과 소망을 기원했다.

2002-0101-1/480

♣인상된 상수도요금 적용♣

이달부터 수돗물 요금 부과시 인상분이 적용된다. 울산시는 2001년까지 전국 상수도 

요금 100% 현실화 방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수돗물 요금을 12.8% 인상했으며 요금

적용은 1월 검침분부터 적용돼 2월 고지된다고 밝혔다.

인상된 수돗물 요금을 보면 동 지역의 경우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당 460원, 630

원, 770원이, 업무용은 ㎥당 740원, 890원, 990원, 1천80원, 1천170원이 누진 부과된다.

업용은 사용량에 따라 ㎥당 870원, 1천60원, 1천210원, 1천300원이, 대중목욕탕용은 

㎥당 640원, 840원, 880원, 930원 등이 각각 누진 적용된다.

울주군 읍․면 지역의 경우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당 340원, 480원, 690원이, 업

무용은 ㎥당 480원, 600원, 680원, 770원, 890원이, 업용은 720원, 860원, 980원, 1천50

원, 대중목욕탕용은 550원, 660원, 730원, 790원이 각각 누진으로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수돗물 요금 현황을 보면 생산원가는 653원이었으나 공급단가는 

579원으로 1㎥당 74원의 적자요인이 발생, 공급대비 생산원가의 100% 현실화를 위해

12.8% 인상했다.

2002-010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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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시무식♣

울산광역시는 2일 오전 9시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원, 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가졌다.

시무식은 국민의례, 공무원윤리헌장 낭독, 심완구 시장의 신년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정부시장이 대독한 신년사에서 심완구 시장은 “월드컵을 잘 치르기 위해 힘을 한데 

모으고, 열정과 정성으로 우리 울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민선 제3기 자치단체장에게 

훌륭한 시정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 다.

한편 울산광역시 직원들은 2002년도 시무식을 시작으로 향후 우리 울산에서 열리는 

2002 FIFA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했다.

2002-0102-1/480

♣개발부담금제도 개선시행♣

2002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제도가 중지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부담금관리기본법(법률 제6,589호 부칙 제2조 참조)이 제정․ 공포

됨에 따라 울산지역의 경우 올 1월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따로 법률이 정하

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단,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시, 경기도 지역은 오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

은 사업부터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된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

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

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며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개발

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국가로 귀속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의 경우 3/4분기까지 33건에 12억6천900만원 개발부담금을 부과

했으며, 11월까지 14억7천400백만원(전년도분 포함)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010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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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주관 신년인사회♣

2002년 신년인사회가 울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3일 오전 11시 KBS 울산홀에서 개최

됐다.

이날 고원준 상의회장, 심완구 울산시장, 김무열 시의회 의장 등 지역 기관장, 최병국. 

윤두환. 정몽준. 권기술 국회의원, 사회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 4백여명이 참석하 다.

한편 신년인사회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해마다 주요 인사들이 참석, 지역 발전을 위한 첫 출발점이 

되고 있다.

2002-0103-1/480

♣울산시티투어 운  3개월, 2천여명 이용♣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10월6일부터 운행에 들어간 울산시티투어 운  실태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말까지 51회를 운행, 일반 926명, 단체 988명 등 총 1천914명의 시민이 이용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모는 버스정원 40명 기준, 회당 평균 37.5명이 탑승한 것으로 93.7%의 높

은 이용률이다. 울산시티투어가 운  초기부터 이처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선사유적, 산업시설 등의 적절한 코스 구성, 교육적 내용 

구성에 따른 가족단위 및 단체, 학생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1회 이용 5천원 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성을 확보했으며 문화유산 해설사의 

활용 등 차별적인 관광안내체계 구축, 대중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시티투

어 성공의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문화유적지가 외곽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시티투어 본래의 취지인 시내 순환관

광에서 벗어나 문화유적 답사 형식으로 운 된 것과 유적 등 관광시설 이외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 등이 없었다는 아쉬움도 남았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는 월드컵과 한․일 국제여객선 취항 등으로 인한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을 비롯, 기존 정기코스 수정 및 보완, 울산야경코스 및 토요일 반일코스 개발, 

월별 지역문화와 연계한 문화관광코스 개발,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다 알찬 시티투

어를 운 할 계획이다.

2002-0105-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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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산물 52억9천300만원 어치 수출♣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한해동안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등 농산물 수출을 당초 목표액 

60억원의 88%에 이르는 총 52억9천300만원 어치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과실류의 경우 울산배는 대미수출이 80% 이상이나 유럽, 동남아, 하와이 수출과 일본

시장 수출재개로 당초 목표액 101%인 20억1천만원 어치를, 단감은 국내가격이 높아 당

초 목표액의 43%인 2억5천700만원 어치를 각각 수출했다.

채소류의 경우 방울토마토는 주 수출국인 일본의 가격안정으로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유지했고 예냉시설 등의 지원으로 목표액대비 64%인 4억5천900만원 어치를 수출했으

며, 전년 대비 무려 1002% 포인트 증가했다. 

화훼류의 경우 호접란은 미국 중국의 수출전진단지 조성, 중간묘 수출 등으로 목표액 

대비 187% 포인트 초과 달성한 19억8천700만원 어치를 수출했으며 국화는 수출계약 선

별처리장 설치 등으로 증가세가 예상되나 대량수출 어려움 등으로 목표액의 31%인 1억

6천만원 어치를 수출했다.

2002-0105-2/310

♣인터넷 가입률 가구 대비 76.1%♣

지난해 말 현재 울산지역의 인터넷 가입률은 76.1%로 전년도 28.5% 대비 47.6% 포인

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광역시가 분석한 2001년 정보화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

터넷 이용률은 64.3%로 전년도 52.4% 대비 11.9% 증가했으며, 전국적으로는 1위를 차

지했다.

PC보급률은 73.6%로 전년도 67.7% 대비 5.9% 포인트 증가했으며, 전자우편 보유율은 

64.9%로 2000년 34.1% 대비 30.8%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홈페이지 접속의 경우 대표 홈페이지는 101만3천513명, 사이버 울산가이드는 

12만8천455명으로, 각각 전년도 대비 300%포인트 증가했으며, 울산21넷은 16만2천615명

으로 전년도 대비 156%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울산시청의 전자결재 이용률은 연간 83%로 전년도 34% 대비 49%포인트 증가했고, 

실․국장은 49%, 실․과장은 87%가 전자결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해 12월말 현재 94%의 전자결재율을 보이는 등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010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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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산물 수출목표 500만불♣

울산광역시는 올해 농산물 수출목표를 과실류 25억원, 채소류 8억원, 화훼류 32억원 

등 총 65억원으로 설정,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품종별로는 배 20억원(800톤), 단감 5억원(400톤), 딸기 4억원(200톤), 토마토 4억원

(300톤), 난 30억원(60만본), 국화 2억원(15만본) 등이다.

시는 이 같은 농산물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에 조성돼 있는 6천평의 호접란 

해외전진단지를 통해 완성품 현지 판매망을 구축키로 했다.

또, 현재 1천평의 호접란 해외전진단지가 조성돼 있는 중국의 경우 산동성 교주시에 

4천800평을 추가로 조성키로 하고 국비지원 요청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북구 농소 중보들 6만평에 14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산물수출전문단

지를 올해 착공 2004년까지 조성 완료하여 난, 국화, 딸기 등의 작물을 심기로 했다. 

또, 호접란 해외전진단지 물류지와 수출촉진자금 및 국화 예냉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 우수바이어 초청 상담실시 등 다양한 농산물 수출 지원책을 추진해 나

가기로 했다.

2002-0107-1/310

♣울산지역 보건소 세균검사 능력 '우수'♣

울산지역 5개 구․군 보건소 모두 세균검사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구․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전염병 및 식중독 세균검사 능력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5개 구․군 보건소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세균검사 정도관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각 보건

소에 장티푸스균과 비브리오 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전

염병 및 식중독 원인균을 임의로 각 보건소에 분양하여 실시됐으며, 5종의 세균에 대한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비롯해 결과의 정확성, 보고의 신속성 등 3단계로 측정능력을 평

가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

한편, 세균검사 정도관리는 전염병 및 식중독 원인균의 조기진단과 사전예방을 위한 

세균검사요원의 검사의 정확성과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02-0107-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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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행정․민사소송 승소율 높다♣

행정․민사소송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행정․민사소송 사건은 행정 42건, 민사 101건 등 

총 143건으로 이 가운데 57건이 확정 종결됐으며, 울산시의 승소 43건, 패소 3건,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계류중인 사건은 1심 53건, 2심 25건, 3심 8건 등이며 수행자별로는 공무원 18건, 변

호사 68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행정․민사 소송에서 울산시의 승소율이 높은 것은 행정청의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과 

제기된 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기관의 부당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의 경

우 모두 10회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총 238건 가운데 191건에 대해 재결했다.

재결결과 기각 97건, 인용 16건(민원 승소), 변경(처분완화) 71건, 각하 7건 등으로 나

타났으며 8건은 취하, 39건은 올해로 이월됐다.

변경(처분완화)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반의 경위가 고의

성이 없고 사소한 부주의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고 판단되고 주민의 입장을 감

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했기 때문이다. 

2002-0110-1/160

♣울산광역시 신임 정무부시장, 김복만 교수 선임♣

울산광역시는 엄창섭 전 정무부시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무부시장에 김복만(金福

萬. 55. 산업경 공학 박사) 울산대학교 산업공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10일 시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진 김복만 신임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은 

취임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짧은 시간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고향 

울산의 발전을 위해 울산사랑운동과 같이 시민들이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정신운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02-0110-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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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처용’ 연기단원 모집♣

울산광역시는 금년도 월드컵 무대공연 및 문화상품으로 기획 제작하는 뮤지컬 ‘처용’

이 오는 5월 초연을 갖게됨에 따라 뮤지컬 처용 집행위원회(위원장 임 웅)를 통해 연

기단원을 모집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발예정 연기단원은 1960년 이후 출생자로 4년 이상의 연기경력자나 4년제 및 2년제 

연극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게 된다.

전형은 지정연기(햄릿, 산불, 고도를 기다리며 중 택1)와 즉흥연기, 특기, 면접으로 이

뤄지고, 오는 21일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를 거쳐 25일 오전 10시 문화예술회관 예술단 

연습실에서 실기 및 면접을 갖게 되며, 합격자 발표는 28일 뮤지컬 ‘처용’ 홈페이지

(http://www.mcheoyong.com)에 공고하고 개별 통보한다.

한편, 뮤지컬 '처용'은 울산의 처용암에서 전해오는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극작가 차범

석씨에 의해 현대적인 재미와 경쾌함을 담아 쓰여지고 연출가 임 웅씨가 연출을 맡았

으며, 그 외 제작진으로는 안무에 세종대학교 무용과 최청자 교수, 음악감독은 명성황후

의 음악감독을 맡았던 발칼린씨, 작곡은 경기도 도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이자 슬기둥 

대표인 이준호씨, 그리고 무대미술에 박동우씨 등 우리나라 최고의 제작진들로 구성돼

있다.

2002-0111-1/600

♣울주군 국(局) 신설♣

울산시 울주군(군수 박진구)에 국(局) 직제가 신설됐다.

울주군 의회는 3개의 국을 신설하는 ‘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 14일 공포함에 

따라 4급 서기관이 국장을 맡는 총무국,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이 설치됐다.

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지난해 12월 19

일 개정되면서 인구 15만명 이상의 광역시 관할 군에 3개 이내의 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자 곧바로 행정자치부에 국 설치를 신청, 12월 31일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군의회가 승인된 내용을 조례로 확정, 공포한 것이며 군의 직제가 2실 14

과에서 3국 2담당관 14과로 개편됐다.

군의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5만6천67가구에 17만2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2-01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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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안과 소방관 무료 라식수술♣

울산광역시 소방본부는 남구 달동 소재 굿모닝안과(원장 우해열, 곽형원)에서 매월 3

명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눈의 굴절교정

수술인 라식수술을 무료로 해주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료 라식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굿모닝안과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현장에서 공기호흡기를 사용할 경우 안경을 착용하지 못해 안전사고 위험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라식수술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를 착용할 경우 개인안전장구 착용시 시간 지연, 공기호흡기 착

용시 면체부에 안경이 고정되지 않아 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김이 서려 앞이 보이지 

않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현재 울산지역의 소방공무원은 총 464명이며 이들 중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를 사용하는 소방관은 82명이다.

한편, 1월 16일 14:00 남부소방서 최훤주(40)씨가 최초로 수술을 받았고 나력이 0.1→

1.2로 크게 향상되었다.

2002-0116-1/420

♣문수구장 개장 이후 136만명 방문♣

지난해 4월 문을 연 남구 옥동 문수축구경기장과 울산체육공원을 찾은 방문객이 136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문수축구경기장과 울산체육공원 방문객을 조사한 결과 경기

장 50만2천983명, 체육공원 86만2천766명 등 총 136만5천749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문규모는 하루 평균 5천700여명, 월평균 17만여명에 이른다.

방문목적 및 유형을 살펴보면 가을철 학생 소풍의 경우 유치원 54개교 4천938명, 초

등학교 29개교 5천998명, 중학교 28개교 9천230명, 고등학교 26개교 8천840명 등 총 137

개교 2만9천6명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 방문은 6월 120개 단체 1만1천212명, 8월 59개 단체 6천772명, 10월 88개 단체 3

만571명, 12월 30개 단체 400명 등 총 511개 단체에서 7만398명이 구장 및 체육공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2-01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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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동안 의약분업 위반 44개 기관 적발♣

지난해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운  결과 모두 44개 기관이 의약분업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말까지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시 자체 감시반, 구․

군 감시반, 타 시도 교차합동감시반, 시․구․군 교차합동감시반 등을 구성 의약분업 위

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 모두 44개 의료기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내역을 보면 같은 기간동안 의료기관 470개소, 약국 622개소 등 총 1천92개소를 

방문, 의료기관 24개소, 약국 20개소 등 총 44개 기관이 의약분업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담합행위 의료기관 및 약국 각각 1개소 △변경수정조제 의료기관 

2개소 △임의조제 약국 2개소 △원내조제 의료기관 10개소 △기타 의료기관 13개소, 약

국 15개소 등이다.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의료기관 18개소, 약국 7개소), 업정지(약국 12

개소), 기타 시정(의료기관 6개소, 약국 1개소)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의약분업에 따른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비롯, 의료계의 부당

청구,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

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의약분업 단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의약

품 도매상 근무경력자 등 민간인 4명으로 구성, 한시적으로 운 된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은 지난해말 해단식을 갖고 활동을 마감했다.

2002-0116-3/160

♣울산대 의대, 3년 연속 의사국가시험 100% 합격♣

울산대학교 의대(학장 김원동)가 제66회 의사국가시험에서 100% 합격함으로써 2000

년에 이어 3년 연속, 의대 개설 이후 첫 응시한 1993년 이후 모두 여섯 차례나 합격률 

100%를 달성했다.

시험시행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울산대학교 의대는 1월 9, 10일 

서울의대를 비롯해 전국 41개 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의사국가시험에 32명이 응

시, 전원 합격했다.(2002년 제66회 의사국가시험 전체 합격률 92.6%)

2002-0116-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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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고도정수처리장 2월부터 수돗물 공급 시작♣

오는 2월부터 천상고도정수처리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공급된다. 울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해 10월 완공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종합시운전

이 이달말 완료됨에 따라 2월부터 1일 6만㎥의 고도정수처리 된 수돗물을 생산, 일반가

정에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도정수처리란 기존의 일반정수시설에 오존처리 설비와 활성탄 흡착처리 설비를 추

가, 맛, 냄새, 색소유발물질, 암모니아성질소, 미량유기물질 등 난분해성물질을 분해 제

거, 보다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천상고도정수처리시설은 총 402억원(국비 20억, 시비 382억)의 사업비로 범서읍 천상

리 일원 7만135㎡에 1일 6만㎥의 규모로 지난 97년 3월 착공 지난해 10월말 시설을 완

료한 후 현재 종합시운전 중에 있으며, 원수는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으로부터 받는다.

시는 이번 천상고도정수장 준공으로 수돗물 공급시설을 2003년부터 기존 회야정수장

과 천상정수장 계통의 2개 급수 권역으로 분리, 1일 55만㎥(회야 270천㎥, 천상 280천

㎥)의 생활용수를 확보하게 되며, 이로 인해 언양권 외곽지역(두동, 두서, 상북, 삼남, 삼

동) 및 강동권지역에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어 명실공히 울산 전지역이 안정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2-0116-5/160

♣중구 서동 - 북구 농소동 구간 개통♣

울산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울산 경주간 물동량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길이 5.97㎞, 폭 18.5m(4차선)의 중구 서동―북구 농소동 구간 도로축조 공사를 완공하

고 18일 개통했다. 중구-서동 북구 농소동 도로개설 사업 규모는 이번에 완공된 4차선 

본선구간인 도로축조와 길이 0.83㎞, 폭 20m→40m(8차선)등의 국도 7호선 확장 공사 등 

2개 공사로 구분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는 공사비 335억원, 보상비 120억원 등 총 478억원으로 지난 96년 12월23일 착

공, 이번에 1차로 본선 구간이 개통됐으며, 나머지 사업은 신상안교와 연결을 위한 국도 

7호선 승고 및 확장 공사로 오는 12월22일 완공될 계획으로 있으며, 전체 공정이 완료

되면 국도7호선 구간의 교통체증을 크게 덜 것으로 전망된다.

2002-0118-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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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월드컵조직위 사무총장 회의♣

한․일 월드컵 조직위원회 주관「제17차 한․일 월드컵 조직위 사무총장회의」가 18

일 오후 2시 심완구 울산시장, 한일조직위 각 사무총장, 사업국장, 대회협력국장 등 3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렸다.

한․일 월드컵조직위 대표단 일행은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남구 옥동 문수축구경기장을 

방문 심완구 시장과 환담한 후 홍보상 물을 관람하고 경기장 주요시설을 둘러보았다.

오후 2시부터는 울산현대호텔 회의실에서 제17차 한․일 사무총장회의를 열어 이날의 

의제인 숙박, 수송, 미디어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2002-0118-2/800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장협의회 창립♣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직장협의회가 19일 창립총회를 가짐으로써 공식 출범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직장협의회규정, 선거관리규칙, 재무회계규칙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이정호(토목 6), 부위원장에 박경보(기능 8) 그리고 협의위원 8명을 선출하여 회원의 권

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진토록 하 고, 창립선언문을 채택하여 업무의 비효율 

개선 및 부조리를 타파하고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 다.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가입대상 248명 전원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했다.

2002-0119-1/480

♣울산시티투어 운 업체 ‘태화세계로여행’ 확정♣

지난해 10월 6일 울산시청 광장에서 시승식을 시작으로 운 된 울산시티투어가 오는 

2003까지 2년동안 운 하게될 업체선정에 들어가 (주)태화세계로여행을 선정했다.

울산광역시는 20일 시티투어 운 업체에 공모한 (주)평화관광, (주)태화관광 등 3개사

를 대상으로 민관합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2개월간의 시티투어 운 노하우를 갖춘

(주)태화세계로여행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2002-0120-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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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훈련캠프, 울산확정♣

울산광역시는 호텔 사용 문제로 계약을 미뤄온 브라질이 최근 본선 훈련캠프로 울산

을 확정했다고 알려옴에 따라 계약 체결을 위해 곧 현지를 방문한다고 22일 밝혔다.

브라질은 당초 예정대로 미포구장과 현대호텔을 연습장과 숙소로 쓰게 되며, 시는 울

산과학대 체육관을 부대 훈련장으로 제공하고 한국월드컵축구조직위원회(KOWOC)가 

마련한 선수이동 수단이 적절치 않을 경우 최상의 운송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지난 18일 브라질 로보TV는 자국팀의 준비캠프가 설치되는 울산 특집을 제작

하면서 심완구 울산시장과의 인터뷰를 가지는 등 우리 울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

고 있다.

2002-0122-1/800

♣산업단지내 개발사업 미착수 업체 시행자 지정취소♣

울산광역시는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서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산업단

지개발 시행자로 지정됐으나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는 10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 

8개 업체에 대한 사업자 시행지정 취소를 고시했다.

청문업체를 보면, 4개 업체는 사업 시행자 지정을 득한 후 1년6개월 이내 실시 계획

을 미수립 했으며, 6개 업체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2년 이내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업체이다.

청문 결과 청문 불출석 및 취소원을 제출한 (주)삼성 등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결정이 내려졌다. 

연기의견서를 제출한 부국에너지는 오는 3월중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해 12월4일 청문시에도 지난해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제출하겠다고 각

서까지 제출했으나 이행치 않고 있어 이번에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한편 산업단지 개발현황을 보면 5천335만5천㎡의 개발대상 가운데 현재 5천46만6천㎡

(94.6%)는 개발이 완료됐으며, 203만1천㎡(3.8%)는 개발중, 85만8천㎡(1.6%)는 잔여지로 

남아있다.

2002-012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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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 83억 추가 출연♣

울산광역시는 경쟁력은 있으나 담보력 부족으로 경  및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위해 (재)울산신용보증재단에 기본

재산 83억원을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신보에는 금년 1월 현재 기본재산 158억원이 조성돼 있으며, 이달에 조성하는 50

억원과 오는 4월에 지원 예정인 33억원을 추가 출연할 경우 총 241억원이 조성된다.

이로 인해 울산신보의 신용보증서 발급은 조성금액의 15배인 3천600억원 까지 가능하

게 돼 사업자금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

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울산신보는 지난 2000년 7월 1일 개소했으며, 2001년 12월말 현재 450개 업체에 

209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0124-2/230

♣울산 의무소방원 경쟁률 4.2대1♣

울산시소방본부는 1차 의무소방원 접수결과 10명 모집에 42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소방본부는 이들에 대해 오는 24일과 25일 체력검정, 면접 등을 거쳐 30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며 합격자는 병역을 대신해 28개월간 소방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울산시소방본부는 오는 3월과 6월에 각각 9명의 의무소방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2002-0124-3/160

♣시립예술단 첫 유료공연♣

울산시립예술단의 첫 유료 공연이 기대와 우려 속에 24일 오후 7시30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울산시립합창단(지휘자 나 수)의 ‘천지창조’로 꾸며진 이번 연주

회는 관람객 1,100여명이 찾아 객석점유율이 75%를 보여, 무료공연이었던 지난해 평균

객석점유율 7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시립합창단을 비롯한 시립예술단과 울산문화예술회관 관계자들이 좋은 공연과 

관객확보를 위한 노력 덕분이었으며 이날 공연에 대한 관람객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2002-0124-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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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용역’ 중간보고♣

울산시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완구 시장과 김수진 교수, 시민단체, 학

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 석조문화재보존연구회 회장 김수진 교수는 현재 반구대 암각화가 물에 잠

겨 수압을 받았으며 물이 빠지면 수축되는 현상을 반복해 암석이 깨어지는 현상과, 암

각화 석질이 석회질을 상당히 함유하고 있는데 물에 잠겨 석회질이 녹아 없어졌다고 보

고했다. 이에 따라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는 물에 잠기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으로 △사연댐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과 △반구대 

암각화 맞은편 언덕 뒤편으로 유로를 변경하는 방안 △수로를 두고 물막이를 통해 둑을 

쌓아 물을 막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 및 용역보고를 통해 심 시장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2003년도 예산에 

반 하기 위해선 총체적인 보고가 4월까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02-0124-5/600

♣울산시, 환경시책 설명회 가져♣

울산시는 24일 오후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VOC배출업소, 악취중점 관리업소 등 225

개 업체의 공장장을 초청, 환경시책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악취저감을 위

해 석유화학 62개 계열사의 정기보수 일정을 매년 하반기에 실시토록 정착시키는 한편 

하반기에 실시하더라도 악취 발생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또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178개 업체중 올해 평가 대상업체는 늦어도 오는 2월 

말까지 협약사항을 이행하고 올해 협약이 완료되는 6개사(18개 시설)는 올해 말까지 반

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악취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발생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 토록하고 악취발생 시설의 성능이 봄, 여름에 최적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밖에 울산시는 월드컵 기간 소각시설과 남화력발전처 등 연료 사용량이 많은 대

기배출시설의 가동률과 조업시간 조정을 요구하고 고유황연료 사용으로 인한 백연 발생

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월드컵 전에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촉구했다.

2002-0124-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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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를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지난 2001. 11월 27일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간 2단계 건설사업을 예정보다 2년여 

앞당겨 2002년부터 착공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 최근 고속철도 울산역 유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를 위한 학술세

미나」가 24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성득, 송철호)’ 주최로 열

린 이날 세미나는 대한교통학회 장명순 부회장(한양대 교통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성

득 울산대 교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주제발표, 박창수 경주대 교수, 김재석 경일

대 교수, 최양원 양산대 교수, 정헌  부산대 교수(대한교통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장), 김태갑 교통기술사의 토론이 있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성득 교수는 “21세기 지역간 교통체계를 주도할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설치는 역간거리 등 기술적․경제적․정치적 타당성이 있다”며 경부고속철도 울

산역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박창수 경주대 교수는 울산과 경주의 도시특성을 비교해 요일․

시간별로 격역 운행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새로운 경주노선선정위원을 역임한 김재석 

경일대 교수는 “고속철도 유치 여부는 도시 번 과 쇄락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며 “울산발전의 모체가 될 울산역 유치를 위해 시민들이 힘을 합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양원․정헌  교수의 울산역 설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이 있었으며, “경부고속

철도 울산역 설치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는 김태갑 교통기술사는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철도 새로운 경주노선 선정에 참여했던 장명순 교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울산역 유치에 시민 역량을 집결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울산역 유치를 위

한 지식인 선언 등 다양한 목소리의 발산과 교통수요발생 측면에서 울산역 유치로 발생

하는 철도재정 개선 정도, 유치가 안될 경우의 교통손실, 지역연관산업모형 등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연구로 정치쟁점화 할 것”을 요구했다.

2002-0124-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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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가축통계조사 결과 발표♣

울산광역시는 2001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한우 젖소 등 주요가축에 대해 사육현황, 

전국 대비 현황, 광역시 대비 현황,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 등을 분석한 가축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울산의 경우 한우는 3천142호에 2만2천611두

로 대구 1천675호에 1만6천128두, 인천 817호에 1만2천588두에 앞서 1위로 나타났다.

또한 닭도 531호에 74만2천102수로 인천 1천503호에 67만4천151수, 대구1천15호에 32

만807수에 앞서 1위로 나타났다.

돼지의 경우 울산이 99호에 4만7666두로 인천 557호에 9만8천642두에 이어 2위를, 젖

소는 46호에 2천217두로 인천 202호 6천888두, 대구 135호 5천798두에 이어 3위를 기록

했다.

2001년도 가축사육 현황을 2000년 동기 대비 한우, 닭은 사육호수와 두수 모두 줄어

든 반면, 돼지와 젖소는 호수는 감소하고 두수는 각각 8천425두, 99두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울산지역의 지난해 말 현재 가축 사육현황을 보면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슴 등 

19종에 89만107두 (10,641호)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는 2000년 동기 대비 호수는 4.2%로 

감소하고 두수는 0.2%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2-0125-1/310

♣뮤지컬 ‘처용’ 연기단원 선발♣

뮤지컬처용추진위원회(위원장 임 웅)는 지난 25일 가진 연기단원 전형결과 18명의 

연기자 중 10명을 선발 28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합격자는 오만석(37), 김 삼(31), 석호진(28), 김혜정(26), 권소정(21), 정소 (21), 신현

빈(21), 최광희(21), 전은주(21), 이효임(32)씨 등이다.

이들 합겨자들은 2월부터 서울과 울산에서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가게 되며, 주연배우

는 2월말께 국내 정상급 배우들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위원은 임 웅 연출가, 차범석 극작가, 최청자 안무가, 발칼린 음악감독, 나 수 

시립합창단 지휘자, 최은희 시립무용단 안무자 등이 맡았다.

2002-012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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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노인요양원 수탁자 선정♣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수탁기관으로 석남사(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가 선정됐다.

울산광역시는 29일 오후 3시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시립노인요양원 운 을 희망한 의료법인과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6개 단체에 

대한 실사를 거쳐 석남사를 최종 결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달 1일 석남사와 올해부터 2004년까지 2년 동안 시립노인요양원을 

위탁하는 수탁자협약서를 체결하고, 2월중으로 개원할 예정이다.

2002-0129-1/160

♣작년 한해 1만 624세대 준공♣

울산광역시는 지난 한해동안 울산지역 건축물 준공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1천884세대, 아파트 6천171세대, 연립 28세대, 다세대 2천

215세대, 비주거용건물내 주택 326세대 등 총 1만624세대가 준공됐다고 밝혔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5천894세대로 가장 많고 이어 울주군 2천238세대, 중구 1천642

세대, 동구 591세대, 북구 259세대 등의 순을 보 다.

멸실주택은 단독․다가구 519세대, 아파트 1천28세대, 연립 64세대, 비주거용건물내 

주택 81세대 등 1천692세대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순증가 주택수는 단독․다가구 1천365세대, 아파트 5천143세대, 연

립 36세대(감소), 다세대 2천215세대, 비주거용건물내 주택 245 세대 등 8천932세대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전체 주택수는 26만2천578세대로 단독․다가구 8만4천826세대, 아파트 14만

7천995세대, 연립 1만4천352세대, 다세대 1만432세대, 비주거용건물내 주택 4천973세대 

등이다.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88.88%에 이르고 있으며, 울주군이 96.55%로 가장 높고 북구 

95.51%, 남구 88.68%, 동구 86.78%, 중구 80.8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울산지역 총가구수는 단독가구(독신자 등) 3만3천433세대, 집단가구(수용소 등) 

2천637세대, 보통가구 29만5천433세대 등 총 33만1천503세대 등으로 나타났다.

2002-012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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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화재 전년도 대비 15.5% 증가♣

지난해 울산지역에서는 모두 1천340건의 화재가 발생, 전년도 1천160건 대비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분석한 2001년 화재발생 자료에 따르면 총 1천340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44명(사망 10명, 부상 34명)의 인명피해와 48억5천834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인명피해는 22명(33.3%) 감소했으나 화재건수는 180건(15.5%),   

재산피해는 23억693만5천원(90.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전기 화재가 

257건(19.2%)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담배불 162건(12.1%), 가스 156건(11.6%), 

불장난 111건(8.3% )등의 순을 보 다. 

장소별로는 주택․아파트 등의 화재가 323건으로 전체 화재의 24.1%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차량 126건(9.4%), 점포 등 108건(8.1%), 공장․작업장 102건(7.6%)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41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울주군 412건, 중구 

253건, 북구 152건, 동구 106건 등의 순을 보 다. 월별로는 건조기인 2월∼4월에 집중 

발생했으며 요일별로는 토요일에, 시간대별로는 오후 5시∼7시 사이가 높았다. 

2002-0129-3/400

♣산․학․연 지역협력사업 공동설명회♣

울산광역시는 29일 오후 2시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지역 중소기업체 임직원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지역협력사업 공동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 울산기능대학,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울산대학교의 경우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사업, 창업보육사업, 기계부품 및 신소재 

개발사업(지역협력연구센터. RRC), 생산자동화 및 부품기술혁신사업(기술혁신센터. TIC), 

공동기기 운 사업, 기술이전사업, 시작품 제작사업 등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

해 설명했다. 울산과학대학은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사업,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TRITAS), 화학물질분석 및 규명사업(기술혁신센터. TIC), 산학협력 연구개발사업, 창

업보육센터 운 현황에 대해, 울산기능대학은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창업보육센터 운

 등에 대해 설명했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경우 현황소개에 이어 민․산․관 

기술협력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전국 컨소시엄사업, 산업자원부 부품 소재 종합

기술지원사업 등을 설명했다.                                      2002-0129-4/300



2002울산일지

- 20 -

♣‘120 민원기동대’  생활주변 민원 1만여건 처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 되고 있는 

'120 민원기동대'가 지난해 1만 여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생활주변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지난 한해 동안 남구를 제외한 구․군의 120 민원기동대 운 실적을 분석한 

결과, 1만666건의 생활주변 민원을 처리해 생활주변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처리내용을 보면, 광고물 분야가 3천766건(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이 청소․환경분야 2천220건(20.8%), 건설․건축분야 1천794건(16.8%), 도로․교통분야 

1천273건(11.9%), 상․하수도 814(7.6%), 보건위생 등 기타 799(7.5%)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중구와 북구는 장례물품 지원을 요청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출

장 지원해 주는「무료 장례지원반」을 운 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했다.

또한 중구는 장애인세대를 대상으로 주택보수를 실시하고, 북구는 독거노인과 소년소

녀가장 세대에 대한「무료 이사지원반」운  및 시민과 함께 순찰하는「시민 합동 120 

기동순찰」을 운 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효

과를 거두었다. 

한편, 시는 올해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시까지 구․군 기동대와 민간인이 참여하는

「120 합동기동반」을 편성․운 하여 불법행위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며, 특히 울산사랑 한마음운동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시민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등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기로 했다.

2002-0130-1/160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천연가스버스 보급실적 평가’ 발표♣

울산시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시내버스업체, 충전소 설치업체를 대상으로 천연가스 버스 보급실적을 평가한 결과 울

산시가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주)울산경동도시가스가 전국 최우수 천연가스 공급업체 

선정되는 등 모두 4개 기관․업체가 표창과 포상금을 수상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경우 목표 달성도 및 버스 등록대수 대비 보급실적을 평가했

으며, 울산시는 버스등록대수 594대에 2001년도 목표대수 100대 중 52대를 천연가스버

스로 대체함으로써 전라북도 전주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002-0131-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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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로터리 고가도로 완공 후 교통소통 크게 개선♣

울산시는 지난해 12월20일 남구 무거동 신복로터리를 준공한 후 공사 전․중․후별 

교통여건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체도가 출근시간대의 경우 90% 감소하는 등 교통소통

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평일 교통량은 고가도로 완공 후 평일 첨두시간 기준, 공사 전 대비 28.7%, 공사 중 

대비 2.3% 각각 증가했으며, 고가도로 이용교통량은 전체유입교통량의 20.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지체도를 보면 출근시간대의 경우 공사 전에는 대당 215.6초 으나 고가도로 개통 

후에는 대당 22.6초로 90% 감소했으며, 퇴근시간대는 공사 전에는 대당 142.2초 으나 

개통 후에는 대당 36.2초로 75.1% 감소했다. 

접근로별 차량 대기길이는 출근시간대의 경우 공사 중에 비해 평균 160m, 퇴근시간대

는 470m가 각각 감소했다. 신복로터리 이용방향별의 경우 고가도로 완공 전에는 주로 

고속도로↔남부순환로가 주 방향이었으나 완공 후에는 대학로↔북부순환로로 주방향이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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