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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3주년 3․1절 기념식 거행♣

제83주년 3․1절 기념행사가 1일 오전 10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울산시는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애국심과 지역사랑을 함양하기 위해 이번 

3․1절 기념행사를 전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범시민 국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적지별 기념행사도 개최됐다.

이날 오전 10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거행된 기념식에는 광복회원과 가족, 각급 기관․

단체장, 학생, 공무원, 시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와 호국 령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거행됐다.

특히 시민들의 기념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념식 후 ‘달마야 놀자’ 화가 상 됐다.

또한 같은 시간 삼남면 작천정내 기념비와 상북면 면사무소내 기념비, 온양읍 온양초

등학교내 기념비에서도 민간단체 주관의 기념식이 열렸다.

2002-0301-1/470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 쉬워져♣

울산시는 지방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업무를 수요자 중심으로 운용하기 위한 ‘울산

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기금 융자의 경우 현재는 현지 실사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융자가 결정됐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폐지함

으로써 추천 절차를 간소화했다. 융자심의위원회의 경우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등은 이미 폐지했다. 또한, 시설자금 평가 업무의 경우, 현재는 중소기

업진흥공단에 위탁하여 평가했으나 신속한 자금대출과 업체 편의를 위해 이를 폐지하고 

서면평가 등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소기업, 벤처기업, 제조업관련 지식

서비스산업, 전통공예품 제조업체에서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및 산업평화상 수상업체, 

재난‧재해 등으로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시설자금은 기존에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이었나,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운전자금 등을 추가함으로써 수혜 폭을 넓혔다.

한편, 올해 울산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모두 1천890억원으로 시설자금이 

200억원, 경 안정자금 1천690억원 등이다.

2002-030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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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민원인 전용주차장 유료화♣

남구청 청사내 민원인 전용주차장이 4일부터 유료화 됐다.

남구청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운 해 왔으나, 인근 상가 이용자들의 ‘장기주차’로 인해 정작 민원인들이 이용할 주차

공간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4일부터 유료화 했다.

주차장 운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오후 2시까지

이며, 토요일 오후와 일․공휴일은 무료로 개방된다.

주차요금은 기본 1시간에 1,000원이며 30분 이내 500원, 기본 시간을 초과할 경우 10

분 이내 200원, 20분 이내 400원, 30분 이내 500으로 1일 요금은 1만원이다.

현재 공공청사내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는 곳은 울산시청과 남구청이며, 나머지 

구․군청은 주차장을 무료개방하고 있다.

2002-0304-1/160

♣울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40.68대 1♣

울산시는 올해 23개 직종 79명을 선발하는 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를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3천214명이 지원, 평균 40.6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 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경쟁률은 지난 2000년도 92명 모집에 1천696명이 지원, 18.41대1의 경쟁률과 

2001년 152명 모집에 2천141명이 지원해 평균 14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경쟁률이다.

올해 지원자를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상이 2천376명(73.9%)으로 대부분이고 다음이 전문

대졸로 566명(17.6%), 고졸이하는 272명(8.5%)에 불과했으며, 하위직인 기능10급에도 

대졸자가 70명이나 지원, 심각한 취업난을 반 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1천870명(58.2%)으로 남성보다 월등히 많았다.

직급별로는 행정(일반) 9급이 20명 모집에 2천120명이 지원해 106대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 고 다음이 간호 8급으로 2명 모집에 129명이 지원, 64.5대1의 경쟁률을 보 다.

 그러나 약무 7급(약사)은 2명 모집에 지원자가 없었으며 기능10급(농림. 림)은 1명 

모집에 1명이 지원했다.

2002-030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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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 회장 이취임식이 4일 오전 11시 시청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여협 소속 22개 단체 회원과 내빈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인예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취임식은 제5대 윤명희 회장 이임사, 회기 전달, 제6대 정 자 회장 취임사, 

축사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신임 정 자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랑의 공동체인 여협을 통해 미래의 울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명희 전임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신임 회장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했다.

심완구 시장과 김무열 시의회 의장 등 이날 이취임식 참석자들은 여협 전․현 회장

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2002-0304-3/470

♣월드컵 D-100 한․일대학생 자전거 투어단 울산방문♣

월드컵 D-100 한․일 대학생 월드컵 개최도시 자전거 투어단이 울산을 방문했다.

이번 자전거 투어단은 한․일 대학생 개최도시 자전거 투어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울산시와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가 후원한 가운데 3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울산을 방문, 

월드컵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투어단은 2일 오후 4시30분 웅상읍 시 경계(7호 국도) 도착을 시작으로 3일간 시내 

전역과 울산문수축구경기장, 현대호랑이 축구단을 방문했다.

특히 4일 오전 10시에는 울산시청에서 정무부시장을 비롯 문화시민협의회 회장, 월드컵

여성홍보단,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 식이 열렸다.

이날 환 식에서 투어단은 월드컵 공인구(피버노바)에 정무부시장과 문민협 회장의 

서명을 받고 일본 개최도시 기념품을 전달했다.

한편 한․일 대학생 자전거 투어는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98년 이후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가 마지막인 이번 투어단은 이병현 및 小林剛(Kobayashi 

go) 등 한․일 대학생 22명으로 구성되어 월드컵 D-100일을 기해 지난 20일 서울경기장을 

출발하여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를 순회한 후 오는 3월10일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

2002-030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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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수매 검사항목 ‘특등’ 신설♣

올해부터 벼 수매시 검사 항목 체계에 고품질 쌀을 유도하기 위해 ‘특등’이 신설되는 

등 검사체계가 세분화된다. 다만 ‘특등’ 항목의 적용은 2003년부터 적용되고 올해의 경우 

고품질 재배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벼 검사규격 개정 내용에 따르면 검사체계의 경우 기존 1등급, 2등급, 등외에서 특등,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신설된 특등의 경우 현미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제현율을 82%로 1등급보다 대폭 

강화했으며 피해립과 이중곡립 및 이물 등도 1등급(4%, 0.5%) 보다 높은 각각 1%, 

0.2%로 결정했다. 수매가도 1등급에 비해 2천원이 가산된다.

※ 제현율=벼의 껍질을 벗겨 현미를 1.6㎜ 줄체를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현미의 비율

또한 1등급과 2등급의 제현율도 78%와 74%로 각각 강화했다. 다만, 3등급의 경우는 농가

피해를 감안하여 기존 66%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벼 검사규격이 이처럼 개정되면 벼수매시 예상되는 등급비율은 특등 23%, 1등 

64%, 2등 10%, 3등 3%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2-0304-5/310

♣울산시 - 낙동강환경관리청, 국가산업단지 공동관리♣

오는 7월1일부터 국가산업단지내 환경관리권이 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환경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사무인수․인계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낙동강환경

관리청이 공동환경관리를 협의, 3월4일부터 공동관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낙동강환경관리청은 3개반 12명의 ‘공동환경특별점검반(반장 : 환경

정책과장, 환경출장소장)’을 편성해, 업무인수․인계 완료시점인 오는 6월30일까지 국가산업

단지내 1천148개사를 대상으로 대기‧수질 등 환경관련법 규정에 의한 사업장 지도‧점검과 

악취 등 공단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민원 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을 펼친다.

한편, 울산 국가산업단지 환경관리현황을 보면 먼저, 조성면적의 경우 울산‧미포 

46.22㎢, 온산 24.66㎢ 등 총 70.88㎢이며, 관리대상업소는 1천148개(울산‧미포 781, 온산 

367)업소, 그리고 연간 연료사용량(2000년 기준)은 시 전체의 98.8%에 해당하는 1천926

만6천919톤에 이른다.

2002-0304-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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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월드컵 및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다짐대회♣

울산경찰청(청장 서성근)은 국가적 행사인 2002 FIFA 월드컵 축구대회를
 
질서 월드컵

으로 승화시키고, 교통사고 사망자 1,000명 감소를 위해 경찰 및 시민단체(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교통지도대) 등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질서월드컵 및 교통사고 사망자 

1,000명 줄이기」다짐대회를 5일 오전 10시 지방청 대회의실과 운동장에서 1, 2부 행사로 

나눠 개최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짐 선서 및 교통사고 감소 유공자 포상이 있었다.

유공자 포상현황은 다음과 같다.

- 유공민간인                            - 유공경찰관 

     <울산경찰청장 감사장>             ․면허시험장 경감 장종근〈포장〉

․교통지도대 현정수氏(중구 약사동)       ․중부서 경위 하이호<국무총리 포상> 

․해병전우회 이성홍氏(중구 학사동)       ․남부서 경사 김해구 외 1<행자부장관 포상> 

․녹색어머니회 이정숙氏(동구 동부동)    ․중부서 경장 고우열 외 1<경찰청장 포상>  

그리고 2부 행사(10:40∼11:00)에서는 울산지방청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약 2Km 구간, 

이어서(11:00∼11:30) 문화예술회관에서 번 교, 월드컵축구경기장을 거쳐 울산지방청까지 

가두켐페인과 카퍼레이드를 실시했다.

2002-0305-1/160

♣율리 시내버스 공  차고지 준공♣

울주군 청량면 율리 시내버스 공 차고지가 준공돼 본격 운 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울주군 청량면 율리 176-1번지 일원에 조성된 ‘율리 시내버스 공 차고지’ 

준공식을 5일 오후 2시 심완구 시장, 김무열 시의회의장, 서성근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지역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준공된 율리 공 차고지는 지난 99년 2월 남구 무거동에 소재한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 결정으로 지난해 2월16일 국비 16억6천500만원, 시비 38억8천400만원 등 총 55억4

천900만원을 투입해 1년만에 준공됐다. 시공사는 남송종합건설(주)이다.

주요시설은 1만9천660㎡의 조성면적에 관리동, 정비공장, 세차시설, 가스충전소, 주유소,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과 울산지역 전체 운행버스(614대)의 25%를 수용할 수 있는 154

대의 주차면적을 갖췄다.                                          2002-0305-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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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학년도 울산애니원고등학교 전형요강 발표♣

울산지역 첫 특수목적고인 울산애니원고등학교가 100명의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올 10월 모집전형요강에 따르면 애니원고는 창작만화과 1학급 25명, 애니매이션과 2

학급 50명, 컴퓨터게임개발과 1학급 25명 등 총 100명을 전공별로 전국 모집하며 모집

정원의 60%는 울산광역시 출신자를 우선 선발한다. 

특히 애니원고는 학생 전원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산업체 교류를 통해 산학 

연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 교육청은 10월21일부터 25일까지 울산공고에서 

원서교부, 11월5일부터 7일까지 실기․면접전형을 실시키로 했다.

2002-0305-4/620

♣월드컵 대비 교통수요 감축 대책 마련♣

울산시는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TM 대비 문수축구경기장 주 접근로인 삼산로, 

문수로 등의 교통량 조사 결과 대부분 용량이 초과하고 있어 월드컵 관람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교통 수요 감축대책을 확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감축대책에 따르면 월드컵 예선전과 8강전에 대비 6월1일부터 4일까지와 20일부터 21

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울산시 전역에 걸쳐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차를 대상으로 차량자율 2부제가 실시키로 했다.

또한 교대근무 시행업체를 대상으로 울산경기일정별로 퇴근시간을 조정토록 했으며, 

초․중․고등학교 수업시간의 경우 예선․8강전 경기당일은 오전 12시 이전에 하교토록 

하고 문수축구경기장 반경 1.5㎞이내에 위치한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의 경우 각종 

교내행사 금지와 수업일인 6월3일은 임시 휴강토록 했다.

그리고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그리고 협력업체의 

경우 6월1일 근무주를 6월8일로 조정토록 하고, 문수로, 삼산로, 남산로, 대학로, 북부순

환도로 등의 경우 특별교통관리구역으로 설정․운 키로 했다.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경우 경기당일 이벤트 등의 행사를 일체 금지

하고 울산대학교 등 10개소에 3천480면의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 한편, 대중교통도 현

재 시간당 61대에서 34대 증회 운행키로 했다.

2002-0306-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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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실 없는 학교’♣

시 교육청은 올해 동구 화암고와 남구 굴화고 등 2개 학교를 신설해 신입생 800여명

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들 학교는 개교를 불과 4개월 남짓 앞둔 지난해 10월에야 교실 

신축공사를 시작해 올 10월과 11월 완공 예정이다. 이 때문에 화암고(385명)의 경우 인

근 화암초등학교 별관건물에서, 굴화고(420명)는 옥현중학교 별관에서 개교, 건축중인 

배정학교가 완공될 때까지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 후배들과 함께 수업해야 할 처지다.

이러한 교실없는 학교배정은 올해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낮추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해까지 45명 선이던 학급당 학생 수를 10명씩이나 줄이려 한 것과 신설학교 

부지매입 지연 및 지하매설물 이설 등 예상치 못한 기술적문제 발생 등의 원인이 있었

다고 시 교육청은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청의 설명에 수긍하지 못하는 화암고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재배정 또는 

전학 요구를 하고 있다. 

2002-0308-1/620

♣與 제주․울산경선 결과, 노무현 후보 1위♣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일반국민 선거인단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

당의 국민경선제가 제주에 이어 10일 울산 종하체육관에서 실시됐다.

이날 종하체육관에서 당원과 대의원, 일반 국민 등 총 1천17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한 결과, 노후보가 298표를 얻었다. 김중권 후보가 281표로 2위, 이인제 후보가 222표로 

3위를 차지했다. 4위는 제주 경선에서 1위를 기록했던 한화갑 후보(116표)가 차지했고 

정동  후보는 65표를 얻어 5위를, 유종근 후보와 김근태 후보는 각각 20표와 10표를 

얻는 데만 그쳐 6위와 7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대통령 후보 여당경선 첫 번째 주 대회에서는 제주와 울산 경선 선거인단 확보 

수를 합친 결과 노후보가 423표로 1위를 차지, 394표를 얻은 이인제 후보가 2위, 김중권

(336표), 한화갑(291표) 후보 등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이날 울산지역 투표에는 1천424명의 선거인단 중 1천17명이 참가, 71.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유효투표는 1천 12표, 무효표는 5표, 기권자는 407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한편 이번 국민경선제는 9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4월 27일 서울대회까

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2002-03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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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 어울마당♣

울산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울공련)은 이달 24일 공무원노조 출범 선언에 앞서 9

일 오후 3시 남구 옥동 문수축구경기장 야외공연장에서 지역공무원과 가족 등 1천여명

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원 가족 어울마당’ 행사를 가졌다.

울공련은 이날 공무원 노조결성 결의대회를 통해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자”고 

밝혔다.

2002-0309-2/480

♣울산의 문화유적을 담은 책 발간♣

울산시는 월드컵을 맞아 우리 울산을 찾을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적 탐방의 길잡이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문화재 82개소의 내용을 담은 가로 13.5㎝, 세로 21㎝, 국․ 문 병

행, 196페이지, 컬러판의 ‘울산문화 유적(蔚山의 文化遺蹟)’ 3천부를 발간했다.

전체 수록내용을 보면 문화재 총괄 현황 및 목록, 구․군별 문화재 안내도, 82개 문화

재별 설명문, 울산의 연혁 및 상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지정의 경우 국보인 ‘울주 천전리 각석’과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국보 2

개, 보물 5개, 사적 5개, 천연기념물 3개, 중요민속자료 1개 등 16개의 문화재가 관련 사

진, 국․ 문 해설, 지도 등으로 꾸며져 있다.

시 지정문화재의 경우 유형문화재인 ‘울산동헌 및 내아’와 ‘석남사 삼층석탑’ 등 11개 

유형문화재를 비롯, 무형문화재인 ‘금속장 임원중’과 ‘언양지석묘’ 등 기념물 37개, ‘천전

리 공룡발자국 화석’ 등 문화재 자료 17개가 상세히 소개됐다.

울산시는 이번에 발간한 3천부 가운데 928부를 행정기관, 교육기관, 기타 관련기관 등

에 배포하여 우리고장 문화유적을 소개하고 문화재의 유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자

료로 활용키로 했으며, 나머지는 주요인사 초청 방문시와 월드컵 관련 수요 발생 등 울

산지역 문화재를 소개․홍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부․활용토록 했다.

2002-031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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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노사화합 결의대회♣

지난해 장기파업과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겪었던 울산 태광산업(주)이 13일 화합을  

위한 조치로 징계기록 말소, 가압류 해지 등 징계사원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태광산업은 이날 오전 회사에서 장기 (張基英. 상무) 화섬본부장과 성성식(成聖植)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직원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 새다짐, 하나되어 한길로’

라는 주제의 노사화합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회사측은 재직사원의 과거 근태기록과 각종 징계기록을 모두 말소

하기 위해 관련서류들을 소각했으며 지난해 파업과정에서 있었던 재직사원 69명에 대한 

민사상 가압류조치도 해지했다. 

파업책임을 물어 징계 해고한 20명을 본인 희망에 따라 ‘특별 희망퇴직’으로 처리, 퇴

사사유 변경과 동시에 일정한 위로금도 주기로 했다.

이번 화합 결의대회를 통해 노사 양측은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과 상호 신뢰를 바탕

으로 전 사원이 하나되어 품질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앞장 설 것 다짐했다.

2002-0313-1/270

♣‘울공련’ 올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질의♣

울산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울공련. 위원장 전형진)은 최근 운 위원 간담회에서 

광역․기초단체장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초청토론 및 대담회를 갖기로 하고 13일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가능여부를 질의했다.

이와 함께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 서면질의를 한 후 이를 공개해도 되는 지와 

토론이나 대담, 서면질의 후 자체평가한 내용을 일반에 공개해도 되는지 등도 질의했다.

울공련은 토론회 등에서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지역발전 계획, 공무원직장협의회 노조 

전환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해 공무원과 일반유권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직장협의회 차원의 토론회가 선거법상 불가능할 경우 울공련과 시민단체가 가입해 있

는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쟁취 위한 울산지역 공동대책위’에서 토론

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02-031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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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항만 1단계 1공구 잔여사업비 전액 반  정무 건의♣

지난 `99년 착공, 2003년 완공계획으로 있는 울산신항만 1단계 1공구 사업의 2003년도 

예산 요구에 있어, 최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SK(주) 원유 부이 이설 문제를 이유로 

잔여사업비 1천77억원 전액이 아닌 올해와 비슷한 617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울산시는 이를 정부의 개발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당초 계획대로 2003년도에 

1단계 1공구 사업을 완공 할 수 있도록 잔여사업비 1천77억원 전액을 반 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SK 부이 이설 문제는 2003년까지는 언제든지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2003년도 사업비는 잔여사업비 전액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는 

신항만 공사는 울산시민의 최대 숙원이며, 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사업임을 감안, 1단계 

1공구 사업이 계획공기인 2003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잔여사업비 전액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항만 남측부두 및 남방파제 축조 등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216억원도 2003년

도 예산에 전액 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울산신항만 공사는 지난 95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국비 2조8천933억원, 민자 6

천262억원 등 3조5천19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접안시설 29선석에 연간 2천 600만톤의 

하역능력을 갖추는 대형 항만건설사업이다.

2002-0313-3/210

♣울산상공대상 수상자 선정♣

울산상공회의소는 올해 울산상공대상 수상자로 경 부문에 (주)덕양가스 이덕우 회장

(59)을, 근로복지부문에 (주)삼양사 전봉길 울산공장장(47)을 각각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61년부터 산업용 가스산업을 시작해 덕양가스를 지난 2000년 매출 

307억원, 종업원 160명을 갖춘 견실한 기업으로 발전시켰고 지난해에는 사비 5억5천만

원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 기업 이윤을 사회로 환원한 공을 인정받았다.

전 공장장은 지난 95년 울산 공장장으로 부임한 후 지금까지 무분규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이룬 공을 인정받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술부문은 대상자가 없다. 울산상공 대상 수상자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상

의 6층 회의실에서 열리며 수상자는 상패와 200만원의 부상을 받는다.

2002-03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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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에 따른 울산시 지방세 수입 급증♣

울산시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2월말 동기 대비 42.7%증가한 671억5천8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는 363억3천400만원이 징수돼 전년도 같은 기간의 246억

4천100만원에 비해 47.3%가 증가했다. 

세목별 시세 징수액 및 증가율을 보면, 지난해 2월까지 102억원 이었던 취득세는 올 

2월까지는 158억원으로 54.3%, 등록세는 같은 기간 143억원에서 205억원으로 42.6% 증

가했으며, 특히 주행세는 세율이 3.2%에서 11.5%로 인상됨에 따라 10억4천만원에서 35

억7천만원으로 243.8% 급증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담배값 인상에 따라 사재기로 인한 세입증

가로 65억6천만원에서 86억3천만원으로 3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가 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지고 

소비증가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회복, 그리고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의 조기준공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재 일선 구․군에서 큰 폭의 지방세 증가원인 및 추이를 계속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지방세 징수액은 목표액(4천57억

원)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2-0314-2/210

♣건축물 사용승인업무 대행 건축사 모집 공고♣

울산시는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모집 공고했다.

모집대상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를 한 자로 모집인원은 제

한이 없으며, 14일부터 28일까지 시 도시미관과(229-3938) 에서 접수하게 된다.

신청시에는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서 및 건축사 업무신고필증 사본 등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를4 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단, 접수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 제출)를 지참,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등기)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건축물 사용승인업무 대행건축사로 지정되면 관련 조례에 의거 건축허가 수수

료의 60%를 받게되는데, 수수료는 200㎡ 미만 건축물은 1천800원, 1천~5천㎡는 4만원, 

30만㎡ 이상은 120만원 등이다.

2002-031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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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해-1 가스전’ 개발사업 본격화♣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15일 오전 10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동해-1 가스전 

육상처리시설 건설현장에서 공사관계자와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대륙붕 

개발을 순수 국내 기술로 성공시킨 “동해-1 가스전” 가스생산시설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대중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동해-1 가스전은 울산 앞바다 동남쪽 

58㎞ 거리의 수심 150ｍ에 있는 국내 대륙붕에 위치하며 매장량은 2천억입방피트

〔LNG(액화천연가스) 환산시 400만t〕규모이다.

이번 가스전의 예상 판매수입은 모두 10억달러(배럴당 23불, 판매가 5.04불/천입방피트 

기준) 규모로 이 가운데 투자비 3억달러와 조광료 및 법인세 4억달러를 빼면 순수익은 

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설공사에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참여, 해저생산시설과 

해상플랫폼, 해상처리시설, 파이프라인(해저 58㎞, 육상 8㎞), 육상처리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2003년 12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석유공사는 이곳에서 가스의 경우 가스공사 주배관망을 통해 울산․경남지역에 

공급하고 부산물인 컨덴세이트는 울산비축기지에 저장․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대륙붕에 대한 추가탐사를 검토하는 한편 

이번 가스전의 가스를 모두 채굴한 뒤 빈 공간을 비축저장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스전은 98년 7월 대륙붕 6-1광구의 고래 V 구조에 대한 탐사시추에서 양호한 

가스층을 발견하고 99년 8월, 3공에 걸친 평가시추에서 경제성을 확인하 으며, 2000년 

2월 23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가스개발 선언과 함께 ‘동해-1 가스전’으로 명명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30여년간 벌여온 국내 대륙붕개발을 순수 국내 기술로 성공시

켰다는 점과 이를 통해 우리가 산유국 대열에 진입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2002-0315-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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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산 배경 화 '방아쇠' 제작♣

갈대밭으로 유명한 울주군 상북면 사자평과 남알프스로 불리는 신불산을 배경으로 

화가 촬 된다. 15일 오후 2시 (주)기획시대 남진호 제작부장과 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95년)’을 감독한 박광수 감독 등 3명이 울주군청을 방문하여 박진구 군수와 간담

회를 가졌다.

이날 박 감독과 남 부장은 “사자평과 신불산을 배경으로 가칭 ‘방아쇠’라는 화를 촬

할 예정이다”며 울주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울주군은 1억5,000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추경예산에 편성해둔 상태다.

박광수 감독은 이번 작품은 비무장지대 안에 주둔하는 비 부대(GP)의 병사가 아름

다운 처녀 귀신과 초현실적인 사랑에 빠진다는 판타지 멜로물로 다음달부터 세트제작에 

들어가 오는 가을쯤 개봉될 예정이다 고 말했다. 

총 제작비 35억원을 투입할 이번 화는 지난해 부산국제 화제에서 줄거리 부문상인 

‘시놉시스상’을 수상했으며 남자주인공으로 신세대 스타인 조인성이나 송승헌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2002-0315-2/680

♣월동해충 지난해보다 많이 발생♣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병해충에 대한 정확한 발생전망을 예측, 발생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1일 울주군 언양읍 신화들과 범서읍 사연들의 

논두 과 보리밭을 대상으로 월동해충 도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따라서 포증망 조사로 실시된 이번 도조사 결과 애멸구 4마리와 끝동매미충 8마리 

등 총 12마리가 발생해 전년동기의 8마리(애멸구 3, 끝동매미충 5)에 비해 조금 많이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보다 월동해충이 많이 발생한 것은, 벼물바구미, 애멸구, 끝동매미충 

등 월동해충의 월동기간(1.1∼3.5)중 기온이 평균 6℃로 평년보다 각각 2℃, 2.6℃ 높고, 일

조시간도 402.1시간으로 34.9시간 및 3.5시간 많아 1차 월동환경이 좋은데다 최근 고온지속

으로 충태의 생육단계가 빨라져 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2002-031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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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숙박업소 ‘3자 통역기’ 보급♣

울산시는 월드컵 축구대회시 울산의 중저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에 대한 언어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3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

여 3월말까지 3자 통역 전화기를 월드컵 지정숙박업소(2월말 현재 427개소)에 보급키로 

했다.

보급되는 기기는 서울의 (주)이지세이에서 생산 보급하고 있는 EZ 통역폰으로 외국

인, 업소종사자, 통역인 등 3자 동시 통화가 가능해 통역은 물론, 관광안내, 교통, 쇼핑, 

식당안내 등의 기능을 하게된다. 평소에는 일반 전화기로의 활용도 가능하다. 

통역 언어는 울산에서의 예선전 참가국가 언어인 스페인어, 포르투칼어, 터키어를 비

롯하여 어, 일어, 중국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등 10개 국어로 24시간 통역

서비스가 가능하다. 

통역기의 이용료는 설치 후 오는 7월20일까지는 무료이며 월드컵 경기 이후에는 아시

안게임 등 계속된 국제행사가 이어지는 만큼 업소와 업체가 협의를 통해 통역 전화기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2002-0315-4/160

♣심완구 시장, 울산대 명예행정학 박사학위 받아♣

심완구 울산시장이 15일 울산대학교 배무기 총장으로부터 명예행정학 박사학위를 받

았다.

이날 박사학위 수여식에는 김무열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만규 교육감, 고원준 상의 

의장 등 기관 단체장들을 비롯해 언론계와 학계,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심시장의 

박사학위 취득을 축하했다. 

울산대학교는 심 시장이 초대 민선 광역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월드컵 경기를 유치하

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행정력을 발휘한 것을 높이 평가,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

게 됐다.

한편 오는 22일 오후 6시30분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륨에서는 심 시장의 박사학위 수여

를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002-0315-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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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나무심기 행사♣

울산시는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울주군 청량면 중리 

회야댐 유휴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에는 시 본청 및 사업

소 직원 9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의 면적에 이팝나무 4천본과 고로쇠나무 1천본 등 

모두 5천본의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었다. 한편, 각 구․군별로도 나무심기 행사를 마련, 

동구와 울주군은 16일 방어동과 청량면 중리에서, 중구와 남구는 오는 23일 유곡동과 

성암동에서, 그리고 북구는 오는 30일 농소 시례동에서 각각 실시하게 된다.

2002-0316-1/480

♣조승수 북구청장, 공무원노조 지지♣

울산시 북구 조승수(민주노동당) 구청장은 19일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노조가 즉각 결성돼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는 공무원노조 결성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의 노동기본

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자치단체장으로서 공무원 노조 

결성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어떠한 탄압지침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3월24일 설립을 앞두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는 울산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위원장 전형진)도 참여하게 된다.

2002-0319-1/270

♣호남․제주지역 월드컵 기자단, 울산문수축구경기장 방문♣

2002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울산운 본부에 따르면 월드컵 담당기자의 월드컵 

개최도시 상호 취재를 위해 호남․제주지역 기자단 27명이 19일 오후 4시 울산을 방문했다. 

기자단은 이날 울산문수축구경기장을 방문, 울산지역 월드컵 당당 기자들과 합류하여 

월드컵 울산경기 준비상황 브리핑과 울산 홍보 화 관람에 이어 호반광장(고사분수), 벽천

광장, 장미원, 경기장 필드를 도보 관람 후 미포구장 등 훈련캠프를 둘러봤다.

그리고 경기장 관람을 마친 취재단은 동구 울산현대호텔로 이동해 심완구 울산시장, 

월드컵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2002-031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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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울산 방문♣

다가오는 각종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민‧관‧군‧경 등 24개 기관 1천800여명이 참여

하는 대규모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이 20일 오후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실시됐다.

이날 시범훈련에는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 심완구 울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53사단장, 

시․구․군 단위 주요 기관장, 시․구의원, 방재유관기관, 민방위대장, 전국 민방위담당자, 

학생, 시민 등 8천여명이 참관하고 헬기 등 44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훈련 진행은 1부 행사 훈련개시에 이어 긴급대피 등 실제훈련 순으로 실시되고, 2부 

행사로 전시장비 관람 등 부대행사 순으로 실시됐다.

실제훈련에서는 먼저 테러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으로 폭탄테러 대피 발령, 특공대 투입 

테러 진압,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 유관기관 응급복구 활동 등의 순으로 실시됐다.

한편 민방위 시범훈련 참관 후 울산대공원을 시찰하려는 일정은 주변 교통체증으로 

인해 취소되고 중구 동동 거주 독거노인 양원주 할머니를 방문․위로하고 오후 6시 울산

공항을 통해 상경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문수구장 주변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어 참석자

들의 도착이 지연,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행사가 진행되는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교통․수송대책의 철저한 준비가 요청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2002-0320-1/100

♣브라질, 월드컵기간중 울산에 임시 사관 설치♣

월드컵 대회기간 브라질 임시 사관이 울산시 남구 신정1동 태화관광호텔에 설치된다.

울산시는 파울로 폰투라 브라질 외무성 이민국 사과장 일행이 20일 울산을 방문해 

브라질 월드컵팀의 준비캠프 설치기간(5월21일~6월14일)에 태화관광호텔에 울산 임시

사관을 설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임시 사관으로 사용할 울산태화호텔에 사무실 1실과 객실 5개를 임대, 5명의 

직원을 상주시켜 자국의 선수단과 취재진, 관람객 보호 및 지원활동을 펼 계획이다.

한편 시는 브라질이 첫 경기를 치르는 6월3일을 ‘브라질 데이’로 선포하고 시내에 브라질

하우스 운 과 축구황제 펠레 초청 등 브라질 관람객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2002-032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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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 S 구축사업 실시설계 착수♣

울산지역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작업이 착수됐다. 울산시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의 기술적인 타당성과 적격성을 확보하고 설계후 효율적인 시

공을 위해 170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컨소시엄을 통해 적격업체로 선정된 삼성SDS에 

실시설계를 맡겼다.

이에 따라 삼성SDS는 지난 2월21일부터 오는 8월20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 5개 분야 

15개 단위사업에 대해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실시설계에 이은 본 사업은 오는 9월 착수

해 2004년말 완료된다. 

주요 사업을 보면 △교통관리 최적화 분야의 경우 실시간 교통제어, 광역교통류제어, 

돌발상황 감지, 돌발상황 대응조치, 긴급차량 운행관리 지원, 속도위반차량 단속, 교통시설 

유지관리 운 지원 등이다. 또한 △교통정보 유통활성화 분야는 기본교통정보제공, 교통

정보관리 연계 등이고, △여행정보 고급화 분야는 출발전 여행정보 제공, 운전 중 교통

정보제공 등이며, △대중교통서비스 분야는 시내버스 정보제공, 시내버스운행관리, 대중

교통시설관리 등이다.

2002-0320-3/340

♣울산․언양향교 춘계석전제 봉행♣

울주군은 옛 성현들의 고귀한 충효사상을 경모하고 민족사상과 전통문화를 재조명하며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3월20일(수) 오전 11시에 언양향교에서 춘계석전제를 

봉행했다.

언양향교(전교 정만득)에서 주관하며, 참여인원은 향교회원 및 지역유림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25위 제례봉행(5聖 20賢)을 하게 된다.

석전제 위패현황은 5聖(공자,증자,자사,맹자,안자) 2賢〔宋 : 명도(송희), 회암(주희)〕과 

우리나라의 18賢〔신라시대(2賢) 최치원, 설총/ 고려시대(2賢) 정몽주, 안유(안향)/ 조선

시대(14賢) 정여광, 이언적, 김인후, 성훈, 조헌, 송시열, 박세채, 김장생, 김집, 이이, 이

황, 조광조, 김굉필, 송준길〕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이날 제관으로 초헌관에 울주군수, 아헌관에 이춘우(前 유도회 언양지부장) 종헌관에 

윤 출(現 유도회 언양부지부장), 분헌관에 이용규(現 유도회 언양지부장), 박성조(現 유

도회 삼남지회장)씨가 맡아 봉행했다.                               2002-032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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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이버체험관, 정보화지원사업 공모과제 선정♣

울산사이버체험관 구축사업이 2002년도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지원사업 공모과제로 선

정돼 사업비 등을 지원받게 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지원사업 공모를 실시, 울산시가 응모한 “울산사이버체험관 구축

사업” 등 27개 사업을 확정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총 사업비 2억5천만원 가운데 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사이버체험관 구축은 1․2차 사업으로 구분 추진되며, 1차 사업의 경우 오는 22일 역사

체험관, 자연환경 분야에 대해 사업이 완료돼 4월1일부터 대시민서비스에 들어가고 2차 

사업은 오는 5월1일 착수 11월30일 완료된다.

사이버체험관 구축사업은 3D VR(가상현실), PVR(파노라마), 애니메이션 등으로 구축

하여 자료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제공과 흥미유발 등 모든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업역

사, 고래해양, 문화․행정 등 3개 분야에 대한 가상현실 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02-0321-1/160

♣중국서 불어온 ‘황사’♣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21일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하늘이 뿌옇게 변했다.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주요지점 미세먼지(PM-10) 농도를 조사한 결과 

오전 10시부터 황사가 날아들기 시작해 낮 12시께 남구 삼산동이 연평균 대기환경 기준치 

70㎍/㎥의 13.6배인 955㎍/㎥를 나타내는 등 전 지역이 심한 황사현상을 보 다.

특히 남구 삼산동, 울주군 덕신리, 동구 대송동 등은 측정 가능한 1000㎍/㎥를 넘어서는 

등 울산 전지역이 기준치의 12~14배 이상의 황사현상을 나타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에는 예년보다 많은 황사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시민건강을 위해 황사 발생시의 대기중 납, 카드뮴, 크롬 등 11개 항목에 대한 

입자상물질의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2002-032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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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회 세계 물의 날’ 행사♣

울산시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물 심포지엄을 개최

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세계 물의 날 행사 붐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육교, 주요간선도로 등에 행사관련 홍보물을 

설치했으며, 행사 당일에는 홍보전단 배포 가두 캠페인 벌 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1일∼22일 (주)이상 등 11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남구 현대백화점 

2층, 롯데백화점 이벤트 광장 등지에서 수도꼭지, 변기 등에 설치한 절수기기 등 관련 

시설물을 시민들에게 홍보․전시했다.

또한 구․군에서는 수자원공사, 민간단체, 기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구 명정천, 

남구 무거천 합류지점, 동구 웅곡천, 북구 동천, 울주군 태화강 범서 일원 등지에서 1사

1하천 정화활동을 21부터 23일까지 추진한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대학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21일 오전 10시 MBC공개홀에서 

울산지역 물 문제와 국내외 현황,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물 이용 방안, 수요관리 

중심의 물 정책 전환 등을 주제로 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일부터 초등학생 640명을 대상으로 회야정수사업소와 회야

하수처리장 등 물 관련 환경시설을 견학시켜 물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2002-0322-1/160

♣ 울산-키타큐슈간 한․일 국제여객선 취항일 확정 ♣

울산시와 일본 키타큐슈시는 울산-키타큐슈간 국제여객선 취항일을 오는 4월 25일

(울산발)로 최종 확정․발표했다.

22일 한․일 양도시간 동시에 발표한 국제여객선 취항일 확정내용을 보면, △울산→

고쿠라항은 4월25일 오후 1시50분 출발 4시50분 도착, △고쿠라→울산은 다음날인 4월

26일 오전 9시30분 출발 12시30분 도착으로 확정됐다.

이와 같이 취항일이 확정된 경위는 울산과 키타큐슈 양도시의 CIQ(세관‧통관‧검역) 

등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당초 4월23일에서 4월25일로 조정된 것이다.

한편 울산해양수산청과 (주)무성에서는 울산-키타큐슈간 국제여객선명을 시민공모해 

18일 ‘돌핀울산’으로 확정․발표했다.

2002-0322-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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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양육원 봉사활동 실시♣

울산 남부소방서(서장 김태용) 직원 등이 22일 남구 무거동 소재 울산양육원을 찾아 

아 목욕시키기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봉사활동에는 울산남부소방서 직원 및 온산․청량․온양

지역의 여성의용소방대원 등 50명과 남부소방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태화라이온스클럽 

회원 20명 등 총 7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태화라이온스클럽에서 준비한 TV, 세탁기 등 기증품을 전달한 후, 

아 돌보기 및 아 목욕시키기, 의복류 세탁, 양육원 청사 내․외 청소, 화단정리 및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봄맞이 소방시설 안전점검도 병행했다. 

울산남부소방서와 태화라이온스클럽은 지난 99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매년 분기별 

1회씩 울산양육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02-0322-3/410

♣민선 2기 울산광역시 주요시책♣

울산시는 지난 98년 7월1일 민선 2기가 출범한 이래 광역시 승격의 기틀을 튼튼히 다

지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 왔다.

도로․교통, 상․하수도, 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

뤄지고 있으며, 환경, 녹지 등 생활환경은 물론 복지, 체육․문화․예술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시책이 지속 개발돼 추진되고 있다.

심완구 시장이 제시한 7개 분야 77개 사업 이른바 777플랜도 일부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결과 울산은 광역시를 일궈냈다는 저

력을 바탕으로 월드컵 경기, 전국 체전 유치를 비롯, 신항만 건설, 오토밸리 조성 등을 

지속 추진하게 돼 명실상부 산업수도로서 세계로 뻗어 가는 일등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젠 앞만 보고 달려온 민선 2기도 3개월여 남겨두고 있다. 울산 발전의 기틀이 되는 

이 같은 다양한 시책들이 민선 3기에도 연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추진

해온 시정주요 시책에 대해 시책별로 집중 분석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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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민선 2기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은 112개 사업에 이르고 있다. 

방침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 11건을 비롯, 오는 6월까지 착수하는 사업이 10건, 6월까지 

완결되는 사업이 22건, 민선 3기로 인계해야할 사업이 69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 방침결정을 요하는 주요 시책사업은 중소기업지원 중국사무소 설치 사업으로 

KOTRA가 추천하고 있는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 또는 상하이시 화동지방 등 2곳 

중 한곳이 결정돼야 한다.

◇ 울산벤처빌딩도 신축할 것인지,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시립노인전문요양

병원의 경우 시직 , 민간위탁 여부가, 장애인체육관 건립도 부지선정, 규모 등이 결

정을 앞두고 있다.

◇ 오는 6월까지 착수하는 사업은 효문동과 연암동을 잇는 효문공단로 개설공사(1.41

㎞)의 경우 지난 2월5일, 그리고 여천동 19호 광장에서 석유화학단지 후문을 잇는 

산업로 확장공사(3.32㎞)는 지난 2월20일 각각 공사에 들어갔다.

◇ 오는 2003년 1월 완공예정인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17만평), 올해말 완공 예정인 

울산대공원내 궁도장 건설, 오는 2004년말 완공되는 산업로 확장(1.18㎞), 오는 

2005년 완공 예정인 중구 신간선도로 개설(2㎞)등은 4월 착공 예정이다.

◇ 오는 2004년까지 완공예정인 태화강(2.4㎞), 동천(3.54㎞)의 제방공사는 5월 착공할 

예정이며 울산세무서부지 취득에 따른 삼산동 청사 신축과, 오는 2004년 완공예

정인 산업로(여천교-7호광장) 확장은 6월 착공된다.

◇ 오는 6월까지 완결 예정인 사업은 먼저 사이버지방자치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돼 

3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 3월 완료되는 사업은 시내버스 614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디지털 울산교통카드 

시범운  및 전면실시, 율리 공 차고지 조성(541면),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지정

고시, 신복로터리 고가차도 준공, 16호광장 가각 정비 공사, 산업로 확장(신송정교

-효문사거리)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 4월 완료 예정 사업은 울산대공원 개장기념행사, 동구 방어동 울산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한일국제여객항로 개설, 일산항방파제 설치완공, 삼산 지하차도 준공, 진장교 

가설 및 지하차도 2개소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 울산지방경찰청 부지(1만1천평), 시가지 녹지공간 확충(12만본), 울산역광장 개장(2만

7천평), 번 교 확장 및 접속도로 개설, 구암주유소에서 두왕로간 1구간 도로 개설 등은 

5월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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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옥동 여성문화센터(3천41평), 시내버스종합대책수립용역, 용연지구(4차)공장용지 

조성(26만7천평), 진하․남창지역 위생하수관거 부설, 미포와 온산 산업단지간 연

결도로개설(1.838㎞) 등은 6월 완공될 예정이다.

◇ 민선 3기로 인계해야 할 추진중인 주요 시책사업은 69개 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은 23개 사업이다. 제14회 아시아 경기대회 준비(8월 완료), 2021년 

도시기본계획수립(8월), 경마장 장외 발매소 설치(10월 개장 예정), 회야하수종말처

리장 증설(11월 준공) 등이다.

◇ 지역산업진흥재단 설립(12월 업무개시),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12월 개관), 용연하

수종말차리장 2차 처리시설(12월 준공), 울산발전연구원의 울산중장기 발전계획수

립(12월), 천연가스 시내버스(200대)보급 (12월말), 회야강 제방축조 등 정비(12월 

완료), 신 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12월말 용역완료) 등이다.

◇ 오는 2003년 완료예정인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울산사이버 체험관 구축 사업이 

2003년 2월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완료돼 2월 민간으로 

위탁되고 178개사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율환경관리 행정협약이 3월 완료

된다. 

◇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진입로 확장 공사가 4월, 울산테크노빌딩 건립 공사와 

중구 남외동 운동장 부지 1천170평 규모로 건립되는 국민체육센터가 각각 12월 준공

된다. 

◇ 대곡댐 건설 보상 및 이주대책, 천상 일반정수장, 언양하수종말처리장, 대곡댐 상류

지역 오수관거 부설, 산업로 홍명고교-회학마을 구간공사, 남창 등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북구보건소 신축공사, 지적도면 전산화 등이 2003년에 모두 완료된다. 

◇ 오는 2004년 완료 예정인 사업은 9개 사업으로 삼동지방산업단지 조성, 진장유통

단지 개발,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조성,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신천중학교 진입로 개설,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상북이천 3.23㎞) 

등이 개설완료 및 준공된다.

◇ 오는 2005년 완료 예정인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울산대공원이 9월 개장되고 자유무역

지역지정과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종합운동장 등 7개 체육시설이 확충된다. 

◇ 오는 2006년 완료 예정인 사업은 대기자동측정망 확충, 정 화학 종합지원센터 설립, 

언양파출소-서부리 0.75㎞구간 확장, 구역지구 23만평 택지개발 등이 완료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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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계속사업으로는 모두 12개 사업이며, 맑은물 공급을 위한 소규모댐 개발,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 덕신 우회도로 개설(2007년 준공), 야구경기장 건립(2008년 완

공), 오토밸리 조성(2010년 조성완료), 울산신항만 건설(2011년 완공), 신산업단지 조

성(2011년 완료), 대학유치사업 등이다.

◇ 심완구 시장이 민선 2기 출범시 제시한 공약사업은 7개 분야 77개 사업으로 현재 

완결된 사업은 21개 사업이며 정상추진 40개 사업, 부진사업 8개 사업, 시기 미도

래 2개 사업, 유보 6개 사업 등이다. 

◇ 완결된 사업은 창업지원 전담부서 확대개편(98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2001년), 해외투자유치 전담부서 설치(98년), 중소기업 신용보증조합 설립(2000

년), 하이테크형 고부가가치 외국자본 10억불 유치(2001년), 고도정수처리 수돗물 

공급(2001년) 등이다. 

◇ 또한 무공해 자전거 도로망 확충(2001년), 보건환경연구원 설립(2000년), 시립극단‧

무용단 창단(2000년), 근로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2000년), 울산공용여객터미널 

신축(2001년), 국제수준 특급호텔 및 컨벤션센터 건립(2001년)등이 완결된 사업이다.

◇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농소매곡지방산업단지가 4월 공사에 착공 2003년 12월말 

완공 예정으로 있으며 축구전용구장 건설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오는 2005년까

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또한 지역연고 프로운동팀 창단, 실업팀 창단, 국민체육센터 건립, 중고등학교 대폭 

신설,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번 로 전구간 개통, 신 대중교

통수단 도입, 버스 운행체계 전면 재검토 등의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 유보된 사업은 첨단산업기술연구단지 조성으로 당초 울주군 온산읍 일원 81만평에 

연구, 교육문화, 주거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입주희망업체 불투명과 3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 확보가 곤란하여 테크노타운 조성사업으로 대체됐다. 

◇ 또한 지난 2001년까지 선암동 등 8개 마을 671세대를 이주하는 제2차 환경오염지역 

주민 이주사업의 경우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불가로, 울산대교 등의 건설은 기획예산

처의 민자사업 제외 등으로 유보됐다.

2002-032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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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포상♣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포상이 실시됐다.

지난해 7월25일 청와대 초청 오찬에 참석한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가운데 

울산지역의 경우 김옥순씨 등 9명이 정부포상자 및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자로 선정됐다.

정부포상의 경우 김옥순씨(53․주부․동구 전하동)가 국민훈장석류장을, 김정분씨(48. 

성악가. 남구 옥동)가 대통령표창자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자는 이종혁씨(76. 상업. 북구 중산동), 박정자씨(58. 주부. 남구 

신정3동), 안성두씨(34. 경찰. 울산서부서), 신주범씨(53. 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정종규

씨(19. 대학생. 북구 연암동), 박규태씨(18. 학생. 메아리학교), 박진주씨(16. 학생. 메아리

학교) 등 7명이다.

김옥순씨는 지난 77년부터 경로잔치를 실시해왔으며 특히 지난 2000년 아산재단 주관 

제10회 아산효행대상 수상상금 2천만원을 받아 전액을 불우 대학생에게 300∼500만원씩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공적이 남달라 훈장을 받았다.

김정분씨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를 8년 동안 해왔으며, 이종혁씨는 마을부지 

20만평을 대학부지로 북구청에 기증하는데 기여했으며, 박정자씨는 사망한 아들의 보상금 

2억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안성두씨는 경찰활동을 하면서 44명의 인명을 구조했으며, 신주범씨는 모범 공무원으로, 

정종규씨는 절도범 검거로, 박규태씨와 박진주씨는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울산시는 이들 포상자들에게는 오는 4월 정례조회시 심완구 시장이 전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민에게 희망을 준 사람들 가운데 포상자는 정부포상 59명(1개 단체 포함),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56명 등 총 114명이다. 

2002-0325-2/400



2002울산일지

- 73 -

♣뮤지컬 ‘처용’ 제작발표회♣

울산시는 25일 오후 2시 남구 황성동 처용암에서 뮤지컬 처용 집행위원회 주관으로 제작진 

출연진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공연을 기원하는 제의 및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성공기원제의 행사는 심완구 울산시장이 초헌관으로, 출연 배우 강부자씨가 아

헌관으로, 연출자 임 웅씨가 종헌관으로 각각 나서 뮤지컬 처용의 성공기원을 올렸다.

뮤지컬 처용 제작진은 임 웅, 차범석, 최청자, 이준호, 박칼린씨 등이며 출연진은 강

부자, 남경주, 강효성, 김성기, 배해선, 방주란, 이희선씨 등 주연급 7명과 시립무용단 처

용팀 33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뮤지컬 처용’의 배경이 되는 처용은 관용과 화합을 상징하는 울산 대표 전승설화로 

월드컵을 맞아 울산 고유의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희곡작품 공모를 통해 제작됐다

2002-0325-3/600

♣꽃길 조성 동전모으기 ‘5천783만원 모금’♣

월드컵 대비 시가지 꽃길 조성을 위해 농협 주관으로 실시된 동전 모으기 운동 결과 

총 5천783만원의 성금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와 농협울산본부에 따르면 2002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등 국제 경기에 대비 시

가지를 꽃동산과 꽃길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 동전 모으기 운

동을 전개 총 5천783만5천333원이 모금됐다.

시․구․군별로는 시청 787만1천353원, 중구 1천178만2천850원, 남구 1천445만6천85

원, 동구 668만1천130원, 북구 1천254만6천265원, 울주군 449만7천650원 등이다.

농협울산본부장은 26일 오전 9시30분 시장실에서 심완구 울산시장에게 성금 증서를 

전달했으며, 모금액은 해당 구․군별로 배분돼 꽃길 조성사업에 쓰여질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 월드컵 손님맞이 범국민 참여를 위해 오는 27일을 꽃길 가꾸기의 

날로 지정해, 꽃길 가꾸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제고와 참여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남구 옥동 문수 축구경기장 앞 문수로 중앙분리대에서 시민, 

월드컵단체, 사회단체, 근로인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꽃길 가꾸기 행사를 갖고 

참석자들이 직접 꽃 심기에 나선다.

2002-032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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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성금전달♣

문수라이온스클럽(회장 박상원)에서는 26일(오늘) 오후 2시 시청 보건복지국장실에서 

자체 모금한 성금 300만원을 울산광역시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회장 윤혁기)에 전달했다.

‘울산광역시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는 국위선양을 위해 월남전에 참전하여 용감히 전투를 

수행하다가 귀국하여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당시 작전용으로 살포한 고엽제로 인해 

신체적인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이중 의사의 진단에 의해 후유증 판단을 받은 사람은 

정부보훈규정에 따라 보호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심은 가지만 확정판결을 받지 못하고 심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전우들이 

모여 ‘후유의증전우회’를 구성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회원상호간 정보교환과 위로

격려, 후유증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02-0326-2/400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개원♣

울산시는 27일 오전 11시 북구 연암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기획전시홀에서 심

완구 시장, 김무열 시의회 의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중기청장, 지역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센터 개원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는 센터현관 앞에 세워진 현판제막식에 이어 테이프 커팅, 경과보고, 시상, 

내부시설 순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원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총 174억1천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98년 10월 공

사에 들어가 부지 2천449평, 연건평 3천496평,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은 1층에는 기획전시홀, 상설전시판매장, 다목적홀, 경남은행, 비즈니스센터 

등이, 2층에는 사무국, 중소기업진흥공단울산지부, 현대창업컨설팅, 한국표준협회 울산지

부, 중소기업협회, 울산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3층은 울산신용보증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무역협회울산사무소, KOTRA

울산무역관이, 4층은 울산발전연구원이 들어서고 5층은 대회의실, 교육장, 소회의실, 주

전산실, 전산교육장 등으로 활용된다. 

센터 운  조직은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경제통상국장이 비상임 

본부장으로 직을 맡고 사무국에는 센터관리팀과 벤처지원팀으로 구성 운 된다.

2002-032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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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투자 협약 조인♣

울산시는 28일 오후 4시 시청 상황실에서 울산항과 일본 키타큐슈시를 잇는 정기항로 

개설을 위해 동구 방어동 예전부두 내에 추진중인 울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과 관련, 

한국관광공사와 투자 협약서를 조인하고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국제여객터미널 건립비 가운데 5억원을 분담하면서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울산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외래객 대상의 

관광홍보 진흥사업을 상호 협의하에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울산시는 신축되는 울산항 국제여객터미널내 출․입국장 일정 면적(65평)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가 향후 7년 동안 면세점을 운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날 조인식은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울산시 측은 심완구 시장, 정무부시장, 문화체육

국장 등이, 한국관광공사 측에서는 조홍규 사장, 경 본부장, 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시와 관광공사 측은 조인식에 이어 울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현장을 시찰했다.

2002-0328-1/300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울산시는 번 로 등 17개 가로 72.6㎞와 중구 성안동 구획정리 1․2지구를 광고물 특정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를 

28일 발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광고물 특정구역내에 위치한 업소의 경우 광고물을 설

치할 수 있는 총 수량이 현행 4개에서 1개로 제한되고 광고물의 종류도 가로형간판, 돌

출간판, 연립식지주간판, 창문이용광고물 등으로 제한된다.

광고물 종류별 설치위치 및 설치규격은 가로형 간판의 경우 현행 조례상 3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5층 이하의 정면에 설치토록 다소 완화했다. 

시는 업소별 광고물 설치 수량이 1개로 제한됨에 따라 주 출입구 측면에 연립식 지주

간판 설치를 적극 유도하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가로폭은 2m 이내로 하도록 

했으며, 개별 간판의 면적도 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시경관을 향상하는 광고물, 주변여건 등의 특성상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

이 매우 불합리한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2002-0328-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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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서비스헌장제 종합평가 결과 ‘우수상’♣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자치단체별 

자체평가에서 선정된 우수헌장에 대해 운 실태, 고객 만족도 설문평가 등 중앙평가를 

실시한 결과 울산시와 중구청이 우수상과 모범상에 각각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오는 4월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과 우수헌장 마크, 우수기관 인정 트로피, 수치(리본)를 비롯 부상으로 교부세 

1천만원을 받으며 중구청은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우수헌장 마크를 받는다.

개인 수상자는 울산시 자치행정과 전신호씨(행정6급)가 국무총리표창을, 중구 자치행

정과 김재두씨(행정6급) 외 5명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울산시는 △여권즉시 발급제 시행 △민원우수 사례집 발간 △ 여권기

간 만료 예고제 시행 △유기한 민원 예고제 시행 △민원전문 상담실 운  △쾌적한 민

원실 환경조성 △공직자 친절 팝업창 설치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표 

등 30여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002-0328-3/160

♣울산광역시 시립노인요양원 개원♣

울산시는 29일 오후 4시 중구 성안동 성안제2구획정리지구 37B-3L 울산광역시 시립

노인요양원에서 심완구 시장 등 지역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원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 에 들어갔다.

이날 개원된 시립노인요양원은 국․시비 등 22억5천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00년 8월 29일 공사에 들어가 부지 1천770㎡, 건축 연면적 2천11㎡,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준공됐다. 주요 시설은 25개 호실을 비롯, 식당, 목욕탕, 의무실, 물리치료실 등이다.

수용인원은 100명으로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등의 질병으로 시설 입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 다만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및 실비 입소를 원할 경우 20% 이내에서 입소가 가능하다.

한편, 울산시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수용자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대부분 노인요양 전문법인 등에 위탁 운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시립노인

요양원도 공모를 통해 석남사에서 맡아 운 토록 했다.

2002-032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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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2001년 자활사업 우수구 지정♣

중구청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01년도 자활사업 추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3월 29일 선정되어 4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으로부터 우수기관 지정서를 수여 받는다.

이 같은 성과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1년 2월부터 취로형태로 복지도우미사업 

추진을 비롯, 환경정비사업, 무료급식지원사업 등이 좋은 성과로 인정받았으며,

또한 2001년 7월부터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UP-Grade형 자활 근로 사업으로 전통

문화사업(얼레빗), 전통염색사업, 간병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여 조건부 수급자 120명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시켰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 등 자활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과 철저한 교육훈련 실시, 

민관협력 구축 등과 단체장 관심과 지원 등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수상의 

예를 안았다.

2002-0329-2/160

♣최근 황사발생 기간 입자상 물질 특성 발표♣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 17일, 18일, 그리고 3월 21일과 22일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황사기간동안 울산지역 대기중 먼지, 중금속 등 입자상물질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황사의 오염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1차 황사기간중인 3월18일과, 2차 황사

기간인 3월21일․22일 등 3차례에 걸쳐 각각 실시하 으며, 주거지역인 남구 신정동, 

온산읍 덕신리 지점과 상업지역인 남구 무거동 등 모두 3개 지점에 대하여 실시했다.

조사항목은 총먼지(TSP), 납, 카드뮴, 구리, 크롬, 니켈, 망간, 철, 알루미늄, 규소, 칼슘, 

마그네슘 등 12개 항목이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보면 황사기간 중 총먼지(TSP) 평균농도는 768.3㎍/㎥로 2001년 

대비 황사기간중의 평균농도 111.0㎍/㎥보다 약 7배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시설 등 

인위적 배출원으로부터 발생되는 납, 카드뮴, 구리 등 유해 중금속은 황사가 없을 때보다 

오히려 감소하거나 비슷하게 나타났고, 토양 등 자연적 배출원에 기인하는 망간, 철, 마

그네슘, 칼슘, 알루미늄 등은 최저 7배에서 최대 23배까지 증가하 다. 

2002-0330-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