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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L S A N  M E T R O P O L I T A N  C I T Y

아득한 선사시대부터 풍요로운 삶을 이어온 우리 울산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신라 문화의 터전으로, 국방의 요충지로, 근대산업의 중
심지로 찬란하게 발전해 왔다.

가지산·신불산의 웅혼한 기상과 태화강·회야강의 자애로운 덕성을
지닌 우리는 이제 이 나라 공업과 경제 도약의 상징도시인 울산광역시
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건강한 몸과 성실한 마음으로 개성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신장하고,
효와 사랑을 바탕으로 웃음꽃 피는 가정을 이루며, 인의와 예지를
숭상하는 상부상조의 인정어린 사회를 만들어 민족과 역사앞에 떳떳
했던 조상들의 기백을 이어 받드는 한 점 부끄럼 없는 으뜸 시민이
된다.

우리가 쏟은 땀과 노력이 조국 발전의 원동력임을 자부하며 산과
바다, 도시와 농촌 어디서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환경 속에
풍족한 물산과 충만한 사랑으로 산업과 문화가 조화로운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도시를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 주자.

Ⅱ. 사진으로 보는 2009년

Ⅲ. 월별 수록내용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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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 상징

市  로고
용이 여의주를 물고 비상하는 형상으로 처용도시 울산의
진취적 기상과 21세기 풍요로운 큰 울산 건설을 상징

市 캐릭터 해울이
‘거대한 태양’을 의미하는 ‘해’를 통해 광역시 중 가장 큰
도시인 울산의 넓고 광활한 이미지를 극대화

市花 배꽃
우리 조상과 의식을 함께 해온 꽃으로 품위있고 고결하여
지조와 근면을 상징

市花 은행나무
곧고 힘차게 자라나는 강직성과 병충해와 공해에 강한 점은
울산의 기상을 나타내며 긴 수명은 무궁한 번영을 상징

市鳥 백로
우아한 기품과 친근감이 있으며 고결한 모습으로 울산인의
화합과 단결을 상징

브랜드슬로건
항상 준비된 도시 울산을 나타내며 당신을 위해 현재와 미래
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

UL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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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폴리스 울산 선언

가지산과 신불산의 웅혼한 기상이 태화강을 따라 굽이쳐 흐르고,
맑고 푸른 동해와 수려한 자연 속에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울산은 아름답고 유서 깊은 삶의 터전이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우리 울산은 조국 근대화의 중심역할을 해
오면서,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천혜의 자연을 되살리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여,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로 가꾸고 지켜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1.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환경과 자연생태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1.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여 
잘가꾸어진 자연자산을 후손에게 물려준다.

1. 우리는 울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환경보전을 생활화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에 정성을 다한다.

200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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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산 사계
Four Seasons of Gajisan(mt.)

울산의 산 중 최고봉(해발 1,240m)
으로서 태화강의 발원지이며 우리
나라의 산 중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고 4계절 모두 비경을 연출
합니다. 산림청이 선정한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이며 비구니의
수련도량인 석남사가 있습니다.

간절곶 일출
Sunrise at Ganjeolgot Point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시아 대륙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으로 매년
열리는 새해 해맞이행사에 많은 관광
객이 찾는 곳이며 끝없이 펼쳐진 수
평선과 동해안의 아름다운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강동·주전해안 자갈밭
Black Pebble Beach at Gangdong &

Jujeon Seashore

동해안 청정해역과 더불어 보석처럼
아름다운 까만 밤자갈밭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며 연인들과 가족단위의 관광
객이 즐겨찾는 명소입니다.

대왕암 송림
Daewangam Songrim(Pine Forest)

신라 문무대왕비가 죽어서 호국룡이
되어 바다에 잠겼다는 전설을 간직한
곳으로 기암괴석과 1만5천여 그루의
아름드리 송림, 동해의 탁 트인 푸른
바다 등 동해안에서 해금강 다음으로
아름답다는 절경입니다.

대운산 내원암 계곡
Naewonam Valley of Daeunsan(mt.)

깊고 청량한 계곡 속의 수려한 소와
폭포, 한번 누워보고 싶은 반석들을
품고 있는 비경입니다. 영남 제일의
명당이라고 알려져 있는 내원암이
있습니다.

무룡산에서 본
울산공단 야경

The night View of the Ulsan Industiral

Complex from Mt. Muryongsan

무룡산에서 관망하는 울산공단 야경은
마치 보석을 뿌려 놓은 것과 같이
아름다우며 울산이 한국의 산업수도
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역동성과
상징성이 있습니다.

울산12경 Twelve Scenic Areas of Ulsan



울산체육공원
Ulsan Sports Park

세계 축구계의 보석이라고 찬사를
받았던 문수축구경기장은 주변의
문수산, 남암산, 호수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마치 한폭의 비경을 연출
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
입니다.

반구대
Bangudae

산세와 계곡,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절경으로 마치 거북 한 마리가 넙죽
엎드린 형상을 하고 있어 반구대라고
하며, 선사시대 유적인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가 있어 오랜 역사와
최고의 경치를 자랑합니다.

신불산 억새평원
Mountain Eoksae(Reed) Plain of

Sinbulsan(Mt.)

신불산은 울산의 산 중 두번째 높은산
(해발 1,209m)으로서, 광활한 면적의
억새평원은 사자평과 함께 영남알프
스의 대표적 억새 군락지로서 매우
아름다우며 산림청이 선정한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입니다.

작괘천
Jakgwae Steam

수백평이나 되는 바위가 오랜 세월의
물살에 깎여 움푹움푹 파인 형상이
마치 술잔을 걸어 둔 것과 같다고
하여 작괘천이라 하며, 사시사철 맑디
맑은 계곡물이 흐릅니다. 고려 충신
포은 정몽주의 글 읽던 자리와 언양
지방 3·1운동의 중심지로서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는 명소입니다. 

태화강 
선바위와 십리대밭

Dronbawi & Sibridaebat of Taehwagang

태화강 상류에 위치한 선바위는 기암
절벽과 백룡담이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이며, 선바위를 시작점으로 자생
하고 있는 태화강 십리대밭은 도심의
산소창고이자 철새들의 도래지로서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합니다.

파래소 폭포
Paraeso Waterfall

15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와,
이로인한 하얀 포말과 물보라는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며 배내골
깊은 계곡과 원시림이 어우러진 절경
입니다. 소의 둘레가 100m나 되며
소의 중심에서는 명주실 한 타래를
풀어도 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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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ITY

신청사 개청식 (2009. 2. 18.)

태화강 전망대 준공식 (2009. 2. 24.)

울산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 (2009. 2. 26.)

2009 아이돌보미 발대식 (2009. 3. 2.)

사진으로 보는 2009



ULSAN METROPOLITAN CITY사진으로 보는 2009

시립박물관 기공식 (2009. 3. 4.)

차량등록사업소 개청식 (2009. 3. 12.)

울산테크노파크 개원 (2009. 3. 19.)

박제상 춘향제 (2009. 4. 2.)



ULSAN METROPOLITAN CITY사진으로 보는 2009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 기공식 (2009. 5. 1.)

개인 브랜드택시 ‘태화강콜’ 출범식 (2009. 5. 8.)

1사 1인 채용박람회 (2009. 5. 12.)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개교식 (2009. 5.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장식 (2009. 5. 29.)

태화강 아름다운 하천 표지석 제막식 (2009. 6. 12.)

2009 태화강 물축제 (2009. 6. 12. ~ 6 .14.)

울산대곡박물관 개관식 (2009. 6. 24.)

ULSAN METROPOLITAN CITY사진으로 보는 2009



2009 세계드래곤보트 선수권 대회 (2009. 7. 10. ~ 7. 12.)

울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 개장식 (2009. 7. 15.)

SB리모티브(주)와 투자해양각서 조인식 (2009. 8. 27.)

제45회 울산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 (2009. 9. 1. ~ 9. 9.)

ULSAN METROPOLITAN CITY사진으로 보는 2009



차세대 자동차용 전지공장 기공식 (2009. 9. 10.)

한승수 국무총리 울산방문 (2009. 9. 10.)

대공원 전시관 개장식 (2009. 9. 11.)

2009 취약계층(노인·여성·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2009. 9. 14. ~ 9. 16.)

ULSAN METROPOLITAN CITY사진으로 보는 2009



울산광역시 소공연 연습장 개관식 (2009. 9. 22.)

태화강 생태·문화갤러리 준공식 (2009. 9. 30.)

구관 리모델링 준공식 (2009. 10. 9.)

성암매립장 및 소각장 증설사업 기공식 (2009. 10. 23.)

ULSAN METROPOLITAN CITY사진으로 보는 2009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시장 포럼 (2009. 10. 27. ~ 10. 29.)

용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준공식 (2009. 10. 30.)

옹기마을 조성 사업 준공 및 옹기문화관 개관식 (2009. 11. 3.)

울산대공원 대상 수상기념 동판 제막식 (2009. 11. 4.)

ULSAN METROPOLITAN CITY사진으로 보는 2009



일반 브랜드택시 ‘고래콜’ 출범식 (2009. 11. 5.)

C·G-10 에코아파트 시상 및 탄소포인트제 참여 선포식 (2009. 11. 9.)

태화강~동천강 자전거도로 준공식 (2009. 11. 11.)

화물자동차 휴게소 기공식 (2009. 11. 13.)

ULSAN METROPOLITAN CITY사진으로 보는 2009



에코 스카우트 창단식 (2009. 11. 13.)

울산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기공식 (2009. 11. 19.)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기공식 (2009. 11. 30.)

메세나 자매결연 협약식 (2009. 12. 9.)

ULSAN METROPOLITAN CITY사진으로 보는 2009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 (2009. 12. 11.)

롯데삼동복지재단 창립 기념식 (2009. 12. 16.)

사진으로 보는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