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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클린울산추진단 운영
1. 일반현황

클린울산추진단은 2010년 12월 31일 설치되어 도시(산·들·바다·소하천 포함) 및

울산4대강(태화강, 동천강, 회야강, 외황강)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담당과 4대강정비담당의 2담당으로 운영하고 있다.

〈 기구 및 정 ․ 현원 현황 〉
클린울산추진단장

도시정비 4대강정비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4급 5급 6급 7급 7급

정 원 7 1 2 2 2 -

현 원 8 1 2 2 2 1

2. 환경정화 활동
가. 관리구역현황 
하늘도 강도 맑은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 현장 순찰 강화 위주로 도심지 주변 및

울산4대강에 쓰레기 방치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구·군 경계지역 및 행정 사각지대

등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취약지 쓰레기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 도시정비 관리구역 현황 〉 (단위：㎢, %)

구분 도시계획 용도지역 자연마을 임도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계

668.494
(100.0)

66.594
(10.0)

7.591
(1.1)

76.397
(11.4)

517.912
(77.5)

289 44/141㎞

중 구 37.064 12.343 1.566 - 23.155 5 -

남 구 73.638 14.213 2.604 28.237 28.584 10 -

동 구 36.305 6.142 0.797 7.030 22.336 5 -

북 구 120.594 12.763 1.078 11.063 95.690 62 12/40.7㎞

울주군 400.893 21.133 1.546 30.067 348.147 207 3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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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정비 관리구역 현황 〉 (단위：km)

구 분 위        치 하천
연장 비         고기     점 종 점

계 69.48 국가하천 구간 : 구삼호교～동해, 11.27km

태화강 상북면 덕현교 선바위 24.18
○ 최장거리 발원지 : 백운산 탑골샘
○ 정서적 발원지 : 가지산 쌀바위

동천강 중산동 경북도계 태화강 13.90 ○ 발원지 : 경주시 외동읍 괘능리

외황강
청량천과 두왕천

합류지점
용암 해안 4.00

○ 국토해양부의 하천일람에는 없으나 옛날
부터 울산에서 고유지명으로 사용

회야강 웅촌면 경남도계 진하 해안 27.40 ○ 발원지 : 웅상읍 덕계리 무지개폭포

나. 환경정비 실적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통해 중점관리지역 85개소를 지정(도심지37, 울산4대강30,

해안18) 집중관리 하였고, 이 밖에도 손길이 닿지 않는 산, 계곡, 지천 등 환경순찰

매뉴얼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관리구역별 환경정비 실적 〉 (단위：ton)

구 분 발   생 처  리  현  황
자체수거 합동수거 구․군 통보

건수 발생량 건수 처리량 건수 처리량 건수 처리량
계 1,394 887.25 62 18.64 33 97.45 1,299 771.162

도 시 정비 971 696.06 36 10.87 22 79.6 913 605.59

4대강 정비 423 191.19 26 7.77 11 17.85 386 165.572

다. 클린데이(Clean Day) 운영
기업체 중심의 공단환경정비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연중 테마별 다양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클린데이(Clean Day)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에 유공 기업체에 표창을 수여하는 등 클린데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계기별, 계절별 민관합동 국토대청결운동을 33회 실시하여 폐기물 97.45톤을

수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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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4년 업무계획
클린울산추진단의 시정주요 추진전략은 쾌적한 청정 도시환경 관리와 자연성이

유지되는 생태하천을 위해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이라는 시정 주요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생태도시 울산의 위상에 맞는

클린울산을 구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작지만, 기동력을 지닌 조직을 기반으로 도심 및 4대강 전역을 관할

함에 있어, 손길이 닿지 않는 환경사각지대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순찰 데이터를 피드백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클린데이(Clean Day) 활성화와 사업의 지속적 자리매김을 위해 2014년에는 현존

88개사인 참여업체를 확대하고, 이밖에 조류배설물 관리, 유해식물 및 불법낚시 단속

등의 업무를 통해 시민들이 만족하는, 보다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