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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울산경기 개막♣

1일 덴마크와 우루과이의 울산 개막 경기가 열린 울산문수축구경기장은 3만여명의 관

중이 운집한 가운데 열려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가 축구메카 도시 울산에 일었다.

당초 개막경기의 교통대란이 우려됐으나 이날 경기에서는 셔틀버스 운행과 외부 주차

장 확보 등 완벽한 교통․수송대책과 경기장 내외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원활한 운 , 시

민들의 자율2부제 적극 참여 등 경기가 임박해서도 경기장 주변 삼산로와 문수로 등 주

요 간선도로는 일체의 정체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날 경기장에 입장하지 못한 시민들은 호반광장 월드컵 플라자에 설치된 

LED 화면을 통해 경기를 질서 있게 관전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2:1로 덴마크 팀이 승리했다.

2002-0601-1/850

♣세계평화아동축제단 울산방문♣

월드컵 울산경기 관람을 위한 세계평화아동축제단이 1일 울산을 방문했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현승종)와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이원희)이 주관하여 세계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구성한 세계평화아동축제단이 6월 1일 

울산을 방문,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리는 덴마크와 우루과이 전 월드컵 경기를 관람했다.

울산시와 유니세프울산후원회(회장 함정원)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울산제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세계평화아동축제단 환 식과 오찬을 갖고 문수축구경기장으로 이동하여 문

수구장과 월드컵플라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울산시가 제공한 이날 오찬에서는 유니세프울산후원회에서 간식을 제공하고, 김

복만 정무부시장의 환 사가 있었다.

세계평화아동축제단은 이어 오후 4시30분부터 월드컵 울산 첫 경기인 덴마크와 우루

과이 전을 관람한 뒤 숙소인 경주로 출발했다.

한편, 세계가 함께 하는 월드컵을 위해 마련된 세계평화아동축제단 초청행사는 50여

개국의 초청어린이 250명과 운 요원 100명 등 모두 350명으로 구성, 개최도시인 서울과 

울산에서 월드컵 경기 관람 등 좋은 경험을 쌓게 된다.

2002-060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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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외국 유명기업 CEO 초청 투자간담회 열어♣

울산시는 월드컵 울산경기 첫날인 1일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양식당 라센느에서 미국 

MS사 올란도 아얄라(Orlando Ayala) 수석부사장 등 외국 4개사 CEO초청투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아얄라 수석부사장을 비롯, 노르웨이 오드펠사 

얀 하머(Jan Hammer) 수석부사장, 프랑스 알스톰사 에띠엔느 데(Etienne De) 수석부사장, 

미국 에어 프로덕트사 허만 오르테가(Hermann Ortega) 수석부사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울산시는 울산의 투자환경 비디오상 과 투자여건 등을 소개하고 울산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적극

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그리고 투자간담회에 이어 울산시의 안내로 문수축구경기

장으로 이동, 민속공연 등 울산개막경기 문화행사와 우루과이 vs 덴마크 경기를 관람했다.

2002-0601-3/200

♣울산시, 월드컵 기간 중 해외 3개 도시와 자매결연♣

울산시는 폭넓은 국제교류를 위해 월드컵 기간에 베트남을 비롯, 울산에 훈련캠프를 

차린 터키, 브라질 등 3개국 도시들과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진다.

이에 따라 터키 이즈미트(Izmit)시와는 6월2일 오후 5시20분 울산대공원내 월드빌리지

에서 심완구(沈完求) 울산시장과 세파 시르맨(Sefa Sirmen) 이즈미트 시장 등 양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졌다.

브라질 산토스(Santos)시와는 3일 오후 9시 월드컵 플라자 ‘라틴의 날 행사’장에서 

이수석 울산시 경제통상국장과 산토스시 시장 비서실장 등 대표단이 조인식을 가졌다.

또 베트남 칸화(Khanh Hoa)성과는 20일 울산시청 3층 상황실에서 심 시장과 웬반뜨

(Nguyen Van Tu) 칸화성 당서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질 계획이다.

터키 서북부에 위치한 이즈미트시는 인구 430만명의 대도시로 연 6만대 생산의 현대

자동차 현지공장이 있으며 주요산업은 제지, 석유화학, 섬유, 맥주, 시멘트 등이다.

산토스시는 브라질 상파울루주 남동부해안에 위치한 인구 430만의 도시로 브라질 전

체 수출입 화물의 60%를 차지하는 브라질 제1의 항구도시며 주력산업은 철강, 섬유제

품 등이다. 베트남 칸화성은 인구 102만명으로 울산의 현대미포조선이 투자한 현대비나

신조선소가 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외국 3개 도시와의 자매결연으로 해외자매결연 도시

는 중국 장춘시, 미국 포틀랜드시, 일본 하기시, 대만 화련시 등 모두 7개 도시로 늘어나

게 된다.                                                          2002-060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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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 월드컵 감격의 첫 승♣

월드컵 본선 15번의 도전 끝에 값진 첫 승의 역사를 이뤘다.

4일 밤 부산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는 순간 전국은 감격의 

환호로 들썩 다. 경기장 관중석을 가득 메운 5만4천여명의 ‘붉은 물결’은 파도보다 더 

높고 격렬하게 승리의 찬가를 불 다. 울산에서도 월드컵플라자와 월드빌리지 등 단체

관람장소에 모여 관람하던 5만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축하하는 명장면을 연출하 다.

이날 경기는 시작한지 26분이 지났을 즈음 이을용의 패스를 받은 황선홍 선수의 발리 

슛이 폴란드 왼쪽 골네트를 흔들었다. 바로 한국의 본선 첫 승을 이끈 결승골이었다. 이

어 후반 8분 유상철 선수가 1골을 추가하여 이날 2:0의 승리를 이끌었다.

한국은 이날 승리로 98년 프랑스 월드컵까지 본선 5차례 거둔 10패4무승부의 초라한 

성적표를 1승10패4무승부로 고쳐 썼다. 이날 한국 대표팀의 투지 앞에 72년 올림픽 우승, 

82년 월드컵 3위, 그리고 이번 대회 유럽지역 예선에서 가장 먼저 본선 티켓을 따낸 폴

란드는 의외로 쉽게 무너졌다.

한편 H조의 일본은 강호 벨기에를 맞아 2-2로 무승부를 기록, 무난한 출발을 보 으나 

사상 첫 본선에 진출한 C조의 중국은 코스타리카에  0-2로 무너져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2002-0604-1/860

♣동남아 시장개척단 파견 성과♣

동남아 시장이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울산시는 우산업 등 9개 중소기업으로 시장개척단 구성,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베트남, 태국, 방 라데시 등 동남아 3개국에 파견, 현지 바이어 등과 수출상담을 벌여 

160건에 1천930만5천불(241억 정도)의 상담 및 계약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직접 계약이 체결은 44건에 451만5천불(56억원)에 이르며 현지 상담은 116

건에 1천479만불(185억)이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61건 893만6천불(계약체결 19건 275만4천불), 태국이 29건 235만

4천불(계약체결 4건 1만9천불), 방 라데시가 70건 801만5천불(계약체결 21건 174만2천

불) 등이다.

2002-060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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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기능대, 하와이주립대 국제언어교육원 설립을 위한 협정체결♣

울산에 한국인을 위한 어연수기관이 설립된다.

울산기능대(학장 구을회)에 따르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하와이 주립대 조이스 스노다 

수석부총장 일행이 4일 울산시청 3층 상황실에서 양 대학간 어연수기관 설립․운 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울산에 외국어교육원을 개설한다.

양 대학은 올해 말까지 남구 달동 등지에 연건평 1,000~1,500평 규모의 교육원을 건립해 

연말께 문을 열 방침이다.

1학기에 3개월씩 연간 4학기제로 교육프로그램이 운 되며, 기업체 직원과 근로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소정의 이수과정은 하와이주립대 학점으로 인정하게 된다.

교육원은 이와함께 TOFEL 시험 대행기관 등록을 추진하고 정규과정 외에 어교사

자격증(TESOL) 과정도 개설해 하와이 주립대 자격증을 교부하게 된다.

2002-0604-3/620

♣월드빌리지, 전통도자기 시연♣

울산시는 월드컵 기간동안 다양한 전통 공예예술에 대한 진수를 선보이기 위해 울주군

전통공예가협회 주관으로 월드빌리지에서 전통도자기 시연 등 이벤트 행사를 마련했다

일자별 행사를 보면 나무로 고래를 만드는 시연과 찻상 제작 시연(한지공예)이 6일 

오후 2시부터 선보이고 전통 장작가마 제작과정 시연과 육각통 제작(한지공예) 등이 8일 

오후 2시부터 시연된다.

2002 월드컵을 상징하고 울산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도자기 만들기 대회가 9일 오후 

2시부터 초‧중‧고등부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필통 만들기(한지공예)를 과제로 실시된다. 

주부를 위한 생활도자기 만들기 행사가 15일 오후 6시부터 시작돼 보조기물을 이용한 

핀칭 성형 제작과정이 시연되고 스탠드 제작(한지공예)이 시연된다. 

도자기 만들기 가족대회는 16일 오후 2시 모두 25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며 주

요 내용은 옹기로 우리가족 인형 만들기와 과자통 만들기(한지공예)등이 선보인다. 이어 

오후 6시부터는 도자기와 옹기 제작시연이 펼쳐진다.

액세서리 소품 제작과정과 장롱제작(한지공예)시연이 20일 오후 6시부터 열리고 도자기, 

옹기 등의 소성 작품 설명회가 21일 오후 6시부터 마련된다.

2002-06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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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지방동시선거 합동연설회 시작♣

울산지역 지방선거 후보자의 합동연설회가 6일부터 시작됐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단독입후보 선거구를 제외한 기초단체장 5곳과 광역의원 

13곳, 기초의원 47곳 등 65개 선거구에서 6, 8, 9일 3일 사이에 합동연설회가 연다.

연설회 횟수는 기초단체장선거구 6일과 9일 1회씩 2회이고 광역․기초의원선거구는 1회이다.

기초단체장후보의 1차 합동유세는 남구 6일 오후2시 신정초등학교, 동구 오후3시 화

정초등학교, 중구 오후3시30분 태화초등학교, 북구 오후 4시 농소초등학교, 울주군 오후

4시 온산경 정보고등학교에서 열린다.

2002-0606-2/130

♣제 47회 현충일 추모행사 거행♣

제 47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10시 울산대공원 현충탑 광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추념식에는 심완구 울산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시

민 등 3,000여명이 참석, 호국 령을 추모하고 헌화했다.

울산시는 이날 추념식에 참석한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 유족회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

들에게 위문품 전달과  6일 하루 동안 이들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승차도 실시했다.

2002-0606-3/480

♣제 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울산 선거인단 확정♣

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지역 선거인수는 전체 인구의 68.17%인 72만2천

806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 98년 제 2회 지방선거의 선거인수 65만9천965명보다 9.5%, 2년전 제 16대 

총선의 선거인수 68만925명보다 6.2%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남구지역이 23만4천702명으로 가장 많고, 중구 16만2천972명, 동구 12만5

천305명, 울주군 11만9천884명, 북구 7만9천943명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남자 36만1천659명(50.04%)으로 여자 36만1천147명(49.96%)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0.3%, 40대 25.1%, 20대 23.2% 순으로 20~30대가 전체의 72.4%에 

달했다. 50대는 11.3%, 60대이상은 10.2% 순으로 나타났다.

2002-06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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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교통․수송대책 성공적♣

울산시가 월드컵 울산대회 3경기 가운데 예선전 2경기를 치른 결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경기장 진․출입 등에 따른 교통․수송난 등은 전혀 발생하지 않아 월드컵 교통 

수송대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교통 수요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자율 2부제를 1일부터 4일까지 

추진한 결과 1일 74.6%, 3일 65.4% 등 평균 70%가 참여함으로써 울산에는 처음으로 실시

된 자율 2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이 예상외로 높았다.

또한 기업체 교대 근무시간 및 퇴근 시간 조정은 260개 대상 기업체 가운데 80%인 

208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초․중․고교 오전수업은 171개 학교 중 90%인 160개교가 

참여하는 등 교통수요 감축대책에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경기장 인근인 울산대학교, 제일중학교 등 9개소에 3천480면의 임시주차장을 

설치․운 한 결과 1일은 3천40면(87%) 이용, 3일 3천185면(92%) 이용 등 임시주차장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관람객 수송의 경우 경기장 접근 시내버스 38개 노선 248대, 임시노선 버스 7개 

노선 116대, 셔틀버스 9개 노선 82대를 운 함으로써 경기장 진입 도로, 주변도로 등의 

소통이 매우 원활(평균 40㎞/h)했으며 경기종료 후 소산 시간도 1시간 10분만에 완료됐다.

2002-0607-2/160

♣금년도 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울산시는 금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260억3천151만원(311,427

대)의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2기분(12월)부터 비 업용 승용차 차령에 따른 차등과세에 

따라 지난해 1기분 부과현황(292,655대, 31,498,399천원)과 비교할 경우 대상차량은 1만8

천772대(6%)가 증가했으나, 부과금액은 54억6천688만9천원(21%)이나 감소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227억4천37만7천원(229,402대), △화물이 15억2천187만7천원

(50,764대), △승합 14억8천15만7천원(24,579대), △특수 2억7천885만7천원(6,037대), △기타 

1천24만2천원(645대) 순 이었다. 또한, 구․군별로는 △남구가 95억2천402만5천원

(111,556대), △중구 53억2천208만4천원(63,401대), △울주군 42억4천148만3천원(54,134대), 

△동구 38억2천924만2천원(43,882대), △북구 31억1천467만6천원(38,454대) 순 이었다.

2002-0610-1/210



2002울산일지

- 147 -

♣울산지역 땅값 2.36% 상승♣

2002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35만3천674필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전년대비 

2.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 상승현황은 중구 1.83%, 남구 2.89%, 동구 

0.001%, 북구 3.70%, 울주군 2.20% 각각 상승됐다.

북구와 울주군 지역은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용도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이 

지가 상승을 유도했으며, 구 시가지와 주택지 등은 상권의 쇠퇴로 하락 추세를 보 다.

용도지역별 지가는 상업지역의 경우 중구 성남동 태일약국이 ㎡당 750만원(평당 2천

479만3천500원)으로 최고가를,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엘지화학 사택 북서측이 ㎡당 7만6천

500원(25만2천894원)으로 최저가를 나타냈다.

주거지역은 남구 달동 롯데마트 북동측 단독주택이 ㎡당 110만원으로(평당 363만6천

380원)으로 최고가를,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선박 출입신고소 북측 단독주택이 ㎡당 2만

8천700원(평당 9만4천876원)으로 최저가를 보 다.

울산시는 이 같은 2002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11일)를 거쳐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7월 한달 동안 현지조사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재심의 등을 거쳐 적정가격을 다시 결정한다.

2002-0611-1/400

♣울산시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80명 채용 공고♣

울산시소방본부는 부족인력 충원을 위해 `2002년도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계획'을 12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화재진압 30명, 운전 33명, 구조 5명, 전기․화공 12명 등 80명을 선발

하며 화재진압 및 운전은 공개채용을, 구조‧전기‧화공은 특별채용으로 실시된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시험시행계

획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적 또는 주민등록을 울산광역시에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시험일정은 원서교부 및 접수(7월3~5일), 1차 필기시험(7월14일), 2차 신체검사(7월26

일), 3차 실기시험(8월6~7일), 4차 면접시험(8월14일), 최종합격자 발표(8월20일) 순이다.

2002-0612-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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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천체육관, 한국 16강 진출 응원을 위한 개방♣

월드컵 장외응원전의 열기를 더하기 위해 울산동천체육관이 개방된다.

울산시는 오는 14일 오후 8시 30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월드컵 16강 진출의 마지막 

승부를 가리는 한국-포르투갈 경기를 중구 남외동 동천체육관(6천213석)의 대형전광판

을 통해 중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천체육관의 월드컵 중계는 울산시가 동천체육관을 대관하고 월드컵 공식후원업체인 

현대자동차㈜가 경기를 무료로 중계키로 해 이뤄졌다.

이로써 울산에서 대형전광판을 통한 월드컵 장외관람장소는 울산체육공원내 호반광장과 

울산대공원 월드빌리지, 현대자동차 문화공원 등에 이어 4개소로 늘어났으며 동천체육

관에서는 한국전만 중계키로 했다.

한편 지난 10일 문수구장 호반광장 일원 그리고 월드빌리지 일원에서는 간간이 비가 내리는 

중에도 2만 여명의 시민들이 ‘대∼한민국’ 응원구호를 제창하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2002-0612-2/800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 울산 훈련캠프 환송♣

지난달 26일부터 울산 현대호텔에 준비캠프를 설치했던 브라질 대표팀이 12일 오전 

11시 울산공항을 통해 서울로 떠났다.

외 베르 단장과 스콜라리 감독, 호나우두 선수 등 50여명의 브라질 대표팀은 이날 숙소인 

현대호텔에서 주민, 호텔관계자 등의 환송을 받으며 울산공항에 도착, 심완구 울산시장 

등과 기념촬 을 한 후 양쪽에 도열한 브라질 시민서포터즈 등 50여명의 환송을 받으며 

항공기에 올랐다.

한편 브라질 대표팀은 지난 11일 오후 7시께 현대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울

산시민들의 따뜻한 환 과 친절한 도움에 감사하고 훈련캠프로 이용한 미포구장은 세계적

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소감을 밝힌바 있다.

앞으로 C조의 브라질 팀은 지난 3일 울산경기(대 터키)와 8일 제주도 서귀포(대 중국) 

경기에서 각각 승리해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13일 수원에서 코스타리카와 

예선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브라질팀의 서울 숙소는 소피텔엠베서드 호텔이며, C조의 

16강전은 일본에서 열린다.

2002-06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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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범마을 2개소 추가 지정♣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정보화 시범마을(2차)로 울산에서는 동구 주전마을과 울주군 황우쌀

마을이 선정됐다.

울산시는 행정자치부가 2차 정보화 시범마을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70개 마을을 최종 

확정하면서 울산의 경우 동구 남목 3동 주전마을과 울주군 두서면 복안․활천리 일원 

황우쌀 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구 주전마을은 322가구에 952명의 주민으로 몽돌해안 관광과 수산물이, 울주군 황우쌀 

마을은 252가구에 682명의 주민으로 황우쌀이 각각 유명하며 이번 정보화 시범마을 

선정으로 마을당 4억원의 정보화시범 사업비가 지원된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전자정부 수요기반을 확보

하기 위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7월부터 사업을 실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키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정보화 시범마을 1차 사업에서 울주 서생면 화산리 

민등마을이 선정돼 한국통신 지원 포함 모두 1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돼 올해 상반기까지 

정보화사업을 완료했다.

2002-0612-4/160

♣제 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울산지역 투표가 13일 오전 6시부터 266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울산에서는 광역시장과 5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19명(비례대표 3명 포함/ 정당명부식 

비례투표제 도입), 기초의원 59명 등 모두 84명을 선출한다.

출마자는 광역시장 3명, 기초단체장 16명, 광역의원 34명, 기초의원 125명, 광역의원 

비례대표 8명 등 모두 186명으로 평균 2.2대1의 경쟁률이다.

이날오후 6시 투표가 끝나면 기초단체별 개표소로 투표함을 옮긴 뒤 오후 6시 40분께

부터 중구 동천체육관, 남구 울산대학교체육관, 동구 현대중공업새마을체육관, 북구 호

계초등학교 강당, 울주군 군민학생체육관의 개표소에서 개표에 들어간다.

한편 울산시선관위와 울산시는 이번 선거의 지역투표율을 월드컵열기와 정치불신 때

문에 지난 6․4지방선거때의 57.6%보다 낮은 50%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2-06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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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맹우 후보, 민선 3기 울산광역시장 당선♣

21세기 첫 지방동시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에 한나라당 박맹우(朴孟雨)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노동당과 접전할 것으로 예상됐던 울산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박 후보(55.3%)가 

민주노동당 송철호(宋哲鎬) 후보(41.8%)를 여유 있게 누르고 당선됐다.

민선 3기 울산시장으로 당선된 박맹우 후보는 1982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경남도에서 

첫 공직을 시작, 경남도 기획관, 내무부 공보담당관, 규제완화대책관 등을 역임했고 고향 

울산에서는 내무국장, 건설교통국장, 동구 부구청장 및 구청장 직무대행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울산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중구청장에 조용수(한나라당), 남구청장에 

이채익(한나라당), 동구청장에 이갑용(민주노동당), 북구청장에 이상범(민주노동당), 울주

군수에 엄창섭(한나라당) 후보가 각각 당선의 광을 안았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19석(비례 3명 포함) 중 한나라당이 15석

(비례 2)을 차지했으며, 민주노동당 3석(비례 1), 무소속 1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울산 최종투표율은 52.3%로 지금까지 가장 낮았던 

지난 98년 지방선거 투표율 57.6% 보다 6.6% 포인트 낮았으며, 구․군별로는 북구가 

59.8%로 가장 높았고 울주군 58%, 동구 56.6%, 중구 49.9%, 남구 46.2%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2-0614-1/130

♣한국, 월드컵 조 1위로 16강 진출♣

14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한국-포르투갈 전을 지켜본 ‘붉은 악마 응원단’과 전국 

230여 곳에서의 ‘거리 응원’을 펼친 국민들은 한국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축하하는 승리의 

함성을 목놓아 외쳤다.

‘12번째 대표팀 선수’인 붉은 악마와 시민들은 전․후반 90분간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하며 뛰었고, 선수들의 힘찬 플레이에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한국 대표팀은 전반전부터 FIFA 랭킹 5위 포르투갈팀을 압도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후반 25분 이 표 선수의 센터링을 이어받은 박지성 선수의 왼

발 강슛이 상대 골네트를 가르는 결승골을 기록했다. 결과는 1 : 0 한국 승!

한편 울산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울산대공원 동문 월드빌리지, 체육공원 호반광장 울산

플라자, 동천체육관에서 대형전광판을 통해 16강 진출을 위한 응원에 동참했다.

2002-06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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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토요휴무에 따른 납기 연장♣

금융기관의 토요휴무제 시행에 대비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 조정된다.

울산시는 최근 경남은행 등 울산지역 26개 금융기관 노사가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키로 

합의, 토요휴무제가 전격 도입 시행됨에 따라 매주 토요일 납부 기한이 종료되는 지방

세의 납부기한을 연장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금융기관의 토요휴무제 실시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맞추지 못해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불이익은 없게 됐다.

실시 시기는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실시에 따른 토요휴무제가 전격 실시되는 7월1일

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매주 토요일 신고납부, 신고납입, 부과․고지하는 지방세이다.

납기 연장기한은 금융기관이 토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 근

무일”(보통 월요일)까지 납기일이 연장된다. 

한편 지방세법 11조에 따르면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

자치단체의 금고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 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할 때 지방세 

납기연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002-0617-1/160

♣울산, 8강 진출 염원 대규모 거리응원 준비♣

18일 오후 8시30분 대전에서 열리는 월드컵 한국과 이탈리아 대표팀간의 16강전을 맞아 

울산지역에서도 대대적인 거리 응원전이 펼쳐진다.

17일 시와 경찰에 따르면 대형 전광판이 마련된 울산 문수경기장 호반광장의 월드컵

플라자와 울산대공원 월드빌리지, 동천체육관 등에만 약 5만여 시민들이 운집, 응원전에 

나설 계획이다. 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사택, SK㈜, 삼성SDI 울산공장, 삼성BP 등 

지역 대기업 사업장 대부분과 울산대학교 등지에도 대형전광판 등을 설치, 5만여 시민

들이 공동응원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시 전국적으로 

거리응원전에서 일어난 여고생 실신과 미아발생, 일부 응원자의 어깨탈골, 고혈압 증세 

및 경기 후 교통혼잡 등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18일 문수경기장과 울산대공원 일대 

및 동천체육관 등지에 대규모 경찰력 동원과 함께 119구조대를 대기시키기로 했다.

2002-0617-2/800



2002울산일지

- 152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위탁♣

울산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 하기 위해 그동안 

시에서 수행해 왔던 자금 지원사무를 7월1일자로 중소기종합지원센터로 위탁 시행키로 했다.

시의 이번 업무 위탁은 중소기업 지원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주해 있는 기관과 중소

기업종합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체계를 마련,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위탁사무는 기금관리 사무와 관련한 상담, 접수 등 모든 지원 사무이며 시는 기금의 

종합적인 관리만 수행키로 했다.

주요 위탁사무는 △경 안정자금 상담․접수․추천결정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상담․접수․추천결정, 사후관리 △소상공인 창업 및 경 안정자금 상담․접수․

추천결정 등이다.

한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북구 연암동 758-2번지 연건평 1만1천536㎡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난 3월27일 개원했으며,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본부 출장소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입주해 있다.

2002-0617-3/210

♣중구 신간선도로 기공식♣

울산시는 구 시가지의 교통체증과 상권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19일 오후 2시 번 로

변에서 심완구 시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번 로와 명륜로간 2㎞ 구간을 관통하는 

신간선도로 개설 기공식을 가졌다.

신간선도로는 1천14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구 복산․북정․교동․우정․태화동 구간 

2㎞를 폭 20m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주차장 240면을 포함해 오는 2006년 준공된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1구간사업은 전체 사업 가운데 번 로∼울산초등학교 0.6㎞의 도로

개설과 주차장 1개소(58면) 건설사업으로 1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내년 3월 준공된다.

구간별 공사현황을 보면 △1구간은 번 로∼울산초등학교(0.6㎞) △2구간은 울산초등

학교∼교동․우정동 경계(0.5㎞) △3구간은 교동․우정동 경계∼우정동사무소 뒤(0.46

㎞), △4구간은 우정동사무소 뒤∼명륜로(0.44㎞) 등이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신간선도로가 개설되면 중구 구도심의 열악한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중구 도심 슬럼화, 상권침체, 생활불편 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2-0619-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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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 사랑의 동전모으기 행사 3천9백여만원 모금♣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국이웃사랑회(울산지부 소장 김중곤)

에서 실시한 2002 사랑의 동전 모으기 “배고픈 아이들에게 희망을” 행사에서 강남초등학교 등 

72개 학교가 참여하여 모두 3천9백53만6천5백4십원의 성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이 행사를 주관한 ‘한국이웃사랑회’는 보건복지부 허가 사회복지법인으로 UN 유엔경제사회

이사회가 비정부민간단체(NGO)에게 부여하는 최상위 포괄적 협의지위를 획득한 전문사회복지

기관으로 지난 93년부터 매년 국내의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기 위한 전국민 이

웃사랑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이웃을 돌아보는 마

음을 심어주기 위한 사랑의 동전모으기 “배고픈 아이들에게 희망을”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한국이웃사랑회는 이번에 모금된 성금 중 50%는 한국이웃사랑회 

해외사업장(제3세계, 아프리카, 아시아)과 북한의 굶주리는 어린이 및 국내 결식아동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오는 여름방학 중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중식지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나섰다.

2002-0619-2/400

♣제 2대 울산광역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울산시의회는 20일 4일간의 마지막 임시회를 폐회하고 오후 3시30분 의사당 대회의실

에서 “제 2대 울산광역시의원 임기만료 다과회”를 갖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감했다.

이날 다과회에서 김무열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110만 시민, 심 시장과 최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그리고 각계각층의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축복받은 번 의 땅, 울산의 

새 역사 창출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다과회에 참석한 심완구 시장은 “지난 4년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에게 110만 시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세기 울산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의원직을 사퇴한 뒤 중구청장에 당선된 조용수 전 내무위원장, 4․

13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2년여 전에 사퇴한 이상범 북구청장 당선자 등도 참석해 옛 

동료의원들과 환담을 나눴다.

2002-0620-1/100



2002울산일지

- 154 -

♣월드컵 울산, 대미 장식 문화공연♣

21일 오후 독일vs미국 대표팀간의 8강전이 열린 울산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막바지로 치닫는 월드컵을 위한 문화행사가 다양하게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월드컵 플라자 호반광장에서는 울산예총 전통사물놀이팀의 ‘농악’공연이 

신명나게 펼쳐진데 이어 울산서여상 고적대의 퍼레이드가 계속 이어졌다.

호반광장에서는 오후 4시10분 ‘진주검무’가, 4시30분 ‘동해안 별신굿’ 공연이, 5시20분 

전문치어팀의 응원공연과 ‘언더 락밴드’ 공연이 계속됐다. 이어 울산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는 울산시립무용단의 ‘처용의 북 울림’이란 주제의 다이나믹한 공연이 무대를 장식했다.

오후 10시30분 독일vs미국의 8강전 경기가 끝난 후 호반광장에서는 불꽃놀이와 레이

저쇼 및 음악분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물과 불의 축제’가 펼쳐졌다.

한편 울산시내서는 낮 12시 중구 현대백화점 성남점 앞에서 두동초등학교의 취타대 

공연이, 같은시간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군악대․의장대 퍼레이드가 열렸고 오후 6시

부터 동구 현대예술공원에서는 ‘젊음의 락과 힙합공연’과 ‘전세계 축구인을 위한 전통예

술공연’이 각각 펼쳐졌다.

2002-0621-1/600

♣울산시, 주 5일 근무제 첫 휴무 실시♣

울산시는 행정기관 주 5일 근무제 전면 시행에 대비, 이의 시민 생활 향을 사전 분석․대

처하기 위해 6월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험 실시키로 하고 22일 첫 휴무를 실시했다.

「주 5일 근무제」휴무는 월 1회로 4번째 주 토요일에 실시, 휴무에 따른 근무시간 

보충(4시간)은 매주 월요일 1시간씩 연장근무하게 된다.

다만, 토요일 휴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생활안전 관련 부서인 

소방, 재해대책, 경보통제 업무 부서와, 24시간 교대근무가 필요한 상수도 관련 부서, 그리고 

민원봉사실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부서는 휴무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시험실시 기간동안 자체 평가반을 운 , 휴무일 민원발생 상황과 대응체계,  

직원 여가 활용모습, 제외 대상기관의 반응 등을 면 히 분석, 본격 실시에 대비키로 했다.

한편, 구․군의 경우 북구와 울주군이 5월부터 시험실시에 들어갔으며, 중구․남구는 

시청과 마찬가지로 6월부터(22일), 그리고 동구는 검토 중이다.

2002-0622-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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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축구 4강 등극♣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한국vs스페인전이 열린 22일, 울산에서는 시민 12만여명이 단

체응원전에 나서 열광하고 또 열광했다.

월드컵구장인 문수축구경기장에 6만여명이 운집했고 문수경기장 밖의 호반광장에 2만

여명, 울산대공원 월드빌리지에 1만여명, 동천실내체육관에 1만5천여명, 현대중공업체육

관에 1만여명, 그리고 동네마다 학교운동장과 광장 등을 이용한 거리응원전이 열려 울

산에서는 모두 13만여명이 광주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울산시가 시민들의 한국-스페인전 응원을 돕기위해 월드컵 개막 이후 처음 개방한 문

수구장에는 이날 6만여명이 모여 붉은 파도, 태극기 물결을 일으키며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저마다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과 ‘오∼필승코리아’를 힘껏 외쳤고 북, 소고, 장구 

등을 치며 한국vs스페인전이 열린 광주월드컵 경기장을 옮겨놓은 듯했다.

시민들은 한국팀이 전반부터 이탈리아전에서 소모된 체력이 회복되지 않은 듯 몸놀림이 

둔하자 울산대응원단의 리드에 따라 함성을 지르고 태극기를 흔들며 힘을 불어넣었다.

마침내 한국팀이 연장(0 : 0)과 승부차기까지 가는 피말리는 접전 끝에 승리(5 : 3)하자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대형 전광판이 설치된 문수구장 밖 호반광장에도 2만

여명이 모여 운동장 안팎에서 열광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 295곳에서 500만여명의 시민이 모여 열띤 응원을 벌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4일 폴란드전 52만여명, 10일 미국전 77만여명, 14일 포르투갈전 278만여

명, 18일 이탈리아전 430만여명이 운집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응원 열기를 보 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시청앞 광장과 광화문 4거리에 각각 80만여명이 모 으며, 여의도 

LG무대 40만여명, 평화의 공원 13만여명, 코엑스 5만2천여명, 잠실야구장 3만7천여명 등 

14곳에서 230만여명이 집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산 33만6천여명, 대구 19만3천여명, 인천 12만6천여명, 울산 12만4천여명, 경기 

45만1천여명, 강원 9만7천여명, 충남‧북 24만4천여명,  전남‧북  66만7천여명, 경남‧북 

35만6천여명, 제주 5만여명 등으로 추산됐다.

한편 준결승전은 한국대표팀이 25일 오후 8시30분 서울상암구장에서 역대 월드컵 우승 

3회의 축구명가 독일과 경기를 갖고, 이어 26일 오후 8시30분 일본 사이타마구장에서 

브라질vs터키가 울산에서의 예선전(2 : 1 브라질 승)에 이어 또 한번 맞붙게 됐다.

2002-062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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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월드컵 대표팀, 울산시민에게 감사의 뜻 전달♣

“2002 한일월드컵 기간의 따뜻한 친절과 아낌없는 배려를 보내주신 울산시민, 현대중

공업 그리고 클럽하우스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대표팀과의 월드컵 8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석패한 스페인팀이 귀국에 앞서 23일 

오후, 캠프를 차렸던 울산시 동구 서부동 현대스포츠클럽하우스에서 하우스 소유주인 현대

중공업과 울산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가로 1.25m, 세로 0.75m 크기의 청동명판을 

스페인 국가대표 축구선수 일동 명의로 각각 한 과 스페인어로 적었으며 스페인 선수단

이 숙소로 사용했던 현대스포츠클럽하우스에 부착됐다.

현대중공업측도 답례로 회사의 창업상징인 은제 거북선 모형을 스페인 선수단에 전달했다.

감사명판을 전달한 스페인팀은 지난달 21일 이곳에 훈련캠프를 차린 후 당초 지난 14

일까지로 예정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 국내에 캠프를 차린 국가 중 한곳에서 최장기 

숙박을 기록했다. 또 타 구장서 경기가 열려도 현지캠프를 이용하지 않을 정도로 울산캠프

에 대한 만족을 표시해왔다.

스페인 카마초 감독은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있으리라고

는 상상도 못했다”며 “시설은 물론 친절과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만족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은 한일 양국 월드컵 개최도시 중 가장 많은 3개국 캠프를 유치했으며 이들 

모두 8강에 진출하고 2개국이 4강에 진출하는 성적을 거둬 선수들과 축구팬들에게 

울산은 ‘약속의 땅’으로 불리고 있다.

2002-0623-1/800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상환 개시♣

울산시는 광역시로 승격된 '97년 7월 15일부터 발행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원

리금을 오는 7월 31일부터 상환한다.

울산시가 이번에 상환하는 지역개발공채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자동차신규등록 등 8개 분야 주민소화 공채로 5년 만기가 도래

하는 2002년 7월 31일부터 상환하게 되며 이자는 연리 6% 복리이다.

2002년도 중 상환할 공채는 '97년도 발행(1997. 7. 15∼1997. 12. 31)분으로 이 기간동

안 발행된 상환대상 공채는 203억원(원금 152, 이자 51)으로 상환 시기는 5년이 경과한 

공채증권의 매출일자와 같다. 

2002-06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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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선2기 시정주요성과’ 발표♣

울산시는 오는 7월1일 민선 3기 출범을 앞두고 민선 2기 동안 추진해온 시정의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해 분석하고,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추진해 나가야할 사업계획 

등을 담은 '민선 2기 시정주요성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시정성과는 산업․경제, 월드컵․문화․관광, 환경, 도시, 복지, 교통, 

광역행정 등의 분야로 구분 추진됐다.

산업․경제 분야는 IMF 경제위기 극복, 산업구조 고도화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지향적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했다. 

월드컵과 문화․관광 분야는 문수축구경기장의 역사적 개장, 브라질, 스페인, 터키의 

훈련캠프 유치, 시립무용단, 청소년교향악단 등의 확대 창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동천체육관 개관 등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문화․관광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했다.

환경분야는 시가지 도로변에 715만 본의 수목 식재, 울산체육공원과 울산대공원 개장, 

환경개선사업비 대거 투입, 대곡댐과 천상정수장 건설, 성암생활폐기물소각장 설치 등 

시민이 체감하는 녹색환경도시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도시분야에는 2021 목표 도시기본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울산도시경관종합기본계획 수립,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택지

개발 등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공간 구조의 기틀이 마련됐다.

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시립노인요양원․정신지체아동시설 혜진원 개관, 

가족종합문화센터 개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대대적 확충과 구 명촌교와 울산교 보수․보강, 

동부소방서 개서 등 사회복지수준의 향상과 도시안전관리 수준을 크게 제고시켰다. 

교통분야에서는 시가지 간선도로망 등 14개 사업 23.3㎞ 개설완료, 신간선도로 개설 

등 15개 사업 23.2㎞ 추진, 공업탑로터리 등의 교통 개선, 신복로터리 입체화 시설, 공용

터미널 준공,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준공 등 신속하고 원활한 교통망체계를 확립했다.

광역행정분야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개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여성회관 등 19개 시설 사무 민간위탁, 국가예산 확보 주력, 행정정보화 추진, 시민참여 

확대와 행정서비스 개선 등 선진 시정 실현을 위한 확고한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했다.

민선2기 동안 아쉬운 점은 강동권종합개발추진, 시립박물관 건립, 일산유원지개발사업 

등 장기계획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과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 춘해대

학 등은 유치하 으나 종합대학 유치를 성사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운 사업으로 꼽혔다.

2002-062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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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산업기술연구포럼」창립♣

울산지역 과학과 산업기술관계자들이 공동관심사를 연구하는 울산산업기술연구포럼이 

창립됐다. 울산시는 울산산업기술연구포럼(회장 박병욱)이 25일 오후 5시 울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포럼 발기인 8명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

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창립총회는 경과보고, 결성취지문 낭독, 김충섭 한국화학연구원장 초청 강연, KISTI 

울산센터의 슈퍼컴쇼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은 지역과학 산업기술 관계자들의 상호협력과 공동관심사를 연구하고 산업현장 

기술혁신 활동의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산업․과학기술정책 및 기술개발전략 

수립에 적극 나선다.

또한 지역산업 기술혁신에 기초하는 고부가가치화와 구조고도화를 추구하여 새로운 

신 산업의 발전 육성과 지속적인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이의 상업화를 위한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국내외 주요 혁신그룹들과 기술, 지식교류를 통하여 지역내 기술연구활동과 상호협력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한다. 

포럼은 이를 위해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토론회 개최, 포럼지 발간, 정보유통 데이터 

베이스 관리와 지역내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나갈 방침이다.

2002-0625-1/300 

♣월드컵 4강전, 울산지역 응원열기♣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열린 한국vs 독일 4강전부터 울산역 광장이 개방되는 등 울산

지역 길거리 응원장소가 늘어나 시민들의 월드컵 공동응원전이 열기를 더했다.

울산시는 한국의 4강 진출로 고조된 시민들의 월드컵 열기에 부응해 기존의 호반광장 등 

4개 장소(문수구장, 호반광장, 울산대공원, 동천체육관)에 이어 울산역 광장에 대형전광판을 

추가 설치하여 4강전이 열린 25일과 29일 3~4위전, 30일 결승전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울산지역에는 시 운  장소 외에 북구청 광장(4천여명)과 농소고교(8천여명), 

상방공원(6천여명), 현대중공업 체육관, 한마음회관, 현대자동차 사택광장, 삼성SDI광장, 

울산대, 울산과학대 등을 포함해 울산지역 곳곳에 응원장소를 마련하여 길거리응원에 나

섰다. 한편 이날 4강전은 0 : 1로 한국이 아깝게 졌다.                2002-062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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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심 소하천 수초 식재사업 완료♣

올해 계획된 도심 소하천 수초 식재 사업이 완료됐다.

울산시는 시민 정서가 깃든 친환경 자연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중구 명정천 등 4개 하천 

2천370㎡에 수초 1만2천본을 식재 했다고 밝혔다. 

중구 명정천의 경우 체육공원에서 전원아파트 구간 120㎡에 노랑꽃 창포 800본이, 남

구 여천천은 이진빌라에서 태화중학교 구간 1천200㎡에 노랑꽃창포와 미나리 5천본이 

각각 식재됐다.

북구 천곡천은 까르푸 뒤에서 쌍용아진 1차아파트 구간 400㎡에 노랑꽃창포와 달뿌리풀 

2천본이, 울주군 대복천은 오복교 아래 370㎡에 노랑꽃 창포 4천200본이 각각 심어졌다. 

노랑꽃창포, 달뿌리 풀 등은 하천정화가 우수한 수초로서 주변에 어류나 수서 곤충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됨에 따라 생태복원 효과가 있다. 

울산시는 이번에 수초 식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소하천에 대해서는 구․군 및 

1사 1하천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지속 관리하고 앞으로 수초 식재 하천을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2-0625-3/160

♣자치단체장 취임식 2일로 조정♣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4강 진출을 기념해 7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박맹우 울산시장 당선자의 취임식도 하루 뒤인 2일로 연기됐다.

울산시는 당초 다음달 1일로 예정됐던 신임 시장의 취임식을 하루 늦춰 2일 오전 10

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각급 기관단체장과 공무원,시민 등 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갖기로 했다. 

이에따라 각 구,군단체장의 취임식도 모두 2일로 연기됐다.

2002-0625-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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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환경관리 특별대상시설물 78개소 지정♣

울산지역에 산재한 환경 관련시설 가운데 특별관리를 받아야 할 시설이 총 78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환경오염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5

월 환경 관련 183개소의 관리대상시설을 조사한 결과 78개소를 특별관리 대상시설로 지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관리대상 가운데 A급 48개소, B급 29개소, C급 1개소로 나타났으며 사고위험시

설(D급~E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대상 시설물은 토양오염유발시설 32개소, 하수종말처리시설 3개소, 폐기물매립시설 

6개소, 유독물 업 등록업소 20개소, 지방상수도 및 부대시설  11개소 등이다.

울산시는 특별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환경오염사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

하기로 했다.

2002-0627-1/160

♣창작 칸타타「울산, 내 사랑」초연♣

울산의 역사를 노래로 담은 창작 칸타타 ‘울산, 내 사랑’이 27일 오후 19시30분 초연됐다.

‘울산, 내 사랑’은 시립합창단 나 수 지휘자의 기획으로 이강백씨가 대본을, 이건용 한국예술

종합학교 총장이 작곡을 맡아 2년여에 걸쳐 완성된 서사적 내용을 담은 창작 칸타타이다.

이번 작품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울산의 역사를 고루 담고 있는 노래 13곡

으로 구성됐으며, 1부에서는 ‘빛이여 불이여’, ‘대곡리 암각화’, ‘3000년전 어미의 자장가’, 

‘고래 떼의 합창’, ‘처용에게 당한 도깨비의 노래’, ‘망부석의 노래’, ‘불매야’를 들려주고, 

2부는 ‘여기 사람들 있네’, ‘골리앗의 노래’, ‘방어진 바다’, ‘울기등대의 노래’, ‘태화강에 

서서’, ‘봉화를 올려라’로 구성돼 있다.

울산시립합창단(지휘 나 수)이 제 35회 정기연주회를 겸해 마련하는 이번 연주회에

는 포항시립합창단(60명)이 함께 하고 울산시립교향악단이 반주한다.

‘울산, 내 사랑’은 뮤지컬「처용」, 울산시립무용단의「태화강은 흐른다」와 함께 월드컵 

개최도시인 울산의 정체성을 살리는 작품으로 두고두고 연주될 문화상품으로 의미를 가진다.  

2002-0627-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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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廣域市史」발간기념회♣

선사시대 이래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한「蔚山廣域市史」가 2년6개월 동안의 

편찬 끝에 발간됐다.

울산시사편찬위원회(위원장 : 시장)는 27일 오후 6시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문원경 

행정부시장, 편찬․집필위원, 문화계, 교육계 인사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울산의 

역사를 집대성한 울산광역시사 발간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발간된 울산광역시사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울산의 역사를 수록하고 있으며, 

각권 4×6배판 크기의 총 6권으로 페이지 수만도 3천96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제1권 역사편은 울산의 자연환경과 선사시대부터 1950년대까지 울산의 역사를 담았으며 

제2권 전통문화편은 문화재, 구비문학, 민속 등 울산지역의 고유한 전승 문화를 실었다.

제3권 정치․행정편, 제4권 산업․경제편, 제5권 사회․문화편 등은 역사편을 이어 현

재까지 역사를 담았으며,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 승격과 의의, 공단형성과 울산의 변화, 

사회복지 등을 싣고있다. 그리고 마지막 제6권 자료편에는 원전자료에서 추출한 울산과 

언양의 연혁과 수관명단을 싣고 울산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소개했으며 주요

내용은 고문헌, 고서, 연표 등을 담았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광역시사 2천질을 발간, 중앙․지방의 행정, 교육기관에 배부한다.

2002-0627-3/160

♣울산, 한․중․일 3국 지역별공업생산액 4위♣

울산광역시가 한․중․일 3국 도시 중 지역별공업생산액이 4번째로 많은 생산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각의를 통과한 일본 경제산업성 ‘2002년 통상백서’에 따르면, 99년 생산실적 기준 

‘한․중․일 지역별공업생산액 상위 20개 도시’에 한국에서는 울산이 493억달러의 지

역별공업생산액을 기록해 4위(493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서울이 247억랄러로 1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과 중국이 20개 도시 중 각각 9개 도시이며 한국은 2개 도시가 포함됐다.

상위 5개 도시는 일본이 도쿄도(1위. 23개 구 합계 905억달러), 도요타시(2위. 696억달러), 

오사카시(5위. 481억달러) 등 3개 도시이며, 중국의 상하이가 3위(684억달러)를 차지했다.

2002-062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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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우선 시책 ♣

울산시는 경차우선주차장을 설치하는 기관과 업체에 대해 도색공사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오는 7월20일까지 설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대외의존형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교통유발시설물에 경차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경차우

선주차장 설치 신청기관(업체)에 대해 도색공사를 지원해 주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20일까지 유관기관과 업체별 2∼5면 정도의 경차주차장 설치 

신청을 받아 8월부터 9월까지 도색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경차우선주차장'이란 경차에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타 차량은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차보급율은 8.1%로 이태리 40.3%, 프랑스 39%, 일본 18% 등에 

비해 크게 낮다.

한편 시는 지난해의 경우 산하 16개 기관의 71개 주차면에 경차주차장을 설치했으며,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 우선 설치한 후 2003년부터는 기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2002-0629-1/160

♣심완구 울산광역시장 퇴임식♣

심완구 울산광역시장의 퇴임식이 29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복만 정무부시장 

이임식에 앞서 약식으로 10분간 진행됐다.

이날 퇴임식에는 외부 초청인사 없이 간부공무원과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원경 행정부시장은 지난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심 시장의 ‘퇴임에 

즈음한 인사’를 대독했다.

심 시장은 울산시민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지금의 현실이 죽음을 진단 받았을 때보다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울산을 위해 일하는데 한 점 후회 없다”고 퇴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김복만 정무부시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1월 10일부터의 

짧은 재임기간이지만 그 동안 도와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울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

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그리고 다음달 그 동안 떠나있었던 울산대

학교 강단으로 복귀한다.                                              2002-0629-2/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