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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민헌장

아득한 선사시대부터 풍요로운 삶을 이어온 우리 울산은 유구한 역사속에서 신라 문화의 터전으로,

국방의 요충지로, 근대산업의 중심지로 찬란하게 발전해 왔다.

가지산, 신불산의 웅혼한 기상과 태화강, 회야강의 자애로운 덕성을 지닌 우리는 이제 이 나라 공업과

경제 도약의 상징도시인 울산광역시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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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앞에 떳떳했던 조상들의 기백을 이어 받드는 한 점 부끄럼 없는 으뜸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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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를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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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목 대나무

•울산의 젖줄 태화강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도심 생태하천의 모델임

•그 물줄기를 따라 펼쳐진 십리대숲

 ( 10만㎡, 대나무 63 종 )은 모든

 시민들의 자랑이자 생태산업도시로

 거듭난 울산의 랜드마크임

시조 백로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생명력 넘치는

 울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백로 서식지

 (여름철 7종, 6천여 마리)이자 국내

 에서 유일한 도시 내 번식처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큼

•특히 도심에서 펼쳐지는 백로의

 군무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백로

 7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임

대나무과 상록성 여러해살이 식물의 총칭 왜가리과에 속하는 새의 총칭

시화 장미

•울산의 도심에는 장미의 매혹적인

 향기가 묻어남

•명품공원과 더해진 전국 최대규모의

 울산대공원 장미축제와 원도심 곳곳에

 심어진 장미 120만본을 통해 정열적인

 장미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음

장미과 장미속에 속하는 식물의 총칭

상징표시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산업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의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

•자연과 인간,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용이 여의주를

 물고 힘차게 비상하는 이미지로 표현

표 어

•Ulsan for you는 「항상 준비된 도시

 울산」, 「울산은 당신을 원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냄

•표어 그래픽은 울산의 꿈과 미래의

 상징인 바다를 모티브로 고래의

 역동적 모습을 형상화하였고, 사선

 형태의 전체적 구도는 울산의 진취

 적인 기상과 패기를 이미지화 함

특징물

•해울이의 ‘해’는 태양과 바다를 함께

 의미하는 것으로 열정적인 도시 

 울산이 동해의 푸르고 힘찬 기상을

 바탕으로 무한한 꿈을 펼쳐간다는

 의미를 나타냄

•선사시대부터 이어져온 울산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고래’를 친숙한 캐릭터로 이미지화 함



민선 6기 울산은,

향해 나아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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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사랑 복지 울산”
연령별, 계층별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효율화하여 따뜻한 복지공동체 건설

“건강 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 생태환경 도시’의 이미지 확립

“최적의 도시 인프라, 매력 있는 울산”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 정비로

도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울산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

“안전제일 으뜸 울산”
산업단지와 원전이 미집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사회적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최고의 안전도시 건설

“품격 있는 문화도시 울산”
문화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규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품격 있고 활력 넘치는 도시문화 조성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과 함께 ICT융복합, 친환경 전지 등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여

‘창조경제 선진도시’로 육성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하는 동반자 울산”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노동자, 소상공인, 기업 등이 모두 행복한

상생의 경제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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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시가
U L S A N  A N T H E M



젊은 가슴
울산응원가 | Y O N G  H E A R T



외고산 옹기마을

간절곶 일출

대운산 내원암 계곡

울산대공원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바라본 야경

강동·주전
몽돌해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신불산 억새평원
태화강대공원과
십리대숲

대왕암공원 가지산 사계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



사진으로 보는 2015년
U L S A N  M E T R O P O L I T A N  C I T Y    

2015. 1. 2  |  2015년 시무식

2015. 1. 28  |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개소식



  
  S T O R Y  I N  T H E  P I C T U R E

2015. 1. 30  |  갈까마귀 떼까마귀 군무 페어행사

2015. 2. 3  |  울산 민원콜센터 개소식



사진으로 보는 2015년
U L S A N  M E T R O P O L I T A N  C I T Y    

2015. 2. 12  |  직원과의 행복 나들이

2015.2. 25  |  재경향우회 신년교례회



  
  S T O R Y  I N  T H E  P I C T U R E

2015. 3. 12  |  새누리당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2015. 3. 23  |  여성가족개발원 개원식



사진으로 보는 2015년
U L S A N  M E T R O P O L I T A N  C I T Y    

2015. 4. 10  |  「엔젤투자 매칭펀드」 업무협약 체결

2015. 4. 10  |  울산관광 스토리텔링 블로거 발대식



  
  S T O R Y  I N  T H E  P I C T U R E

2015. 5. 08  |  어버이 날 기념행사

2015. 5. 28  |  고래축제 개막식



사진으로 보는 2015년
U L S A N  M E T R O P O L I T A N  C I T Y    

2015. 5. 29  |  울산대교 준공식

2015. 6. 4  |  제4회 에너지 및 환경 첨단소재 국제심포지엄



  
  S T O R Y  I N  T H E  P I C T U R E

2015. 6. 8  |  그린수소포럼

2015. 7. 2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업무 협약식



사진으로 보는 2015년
U L S A N  M E T R O P O L I T A N  C I T Y    

2015. 7. 8  |  시민과 진솔한 만남 시장과 함께하는 통통대화

2015. 7. 13  |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기공식



  
  S T O R Y  I N  T H E  P I C T U R E

2015. 7. 15  |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2015. 7. 30  |  「광복70주년 기념」 손도장 태극기 제작 퍼포먼스



사진으로 보는 2015년
U L S A N  M E T R O P O L I T A N  C I T Y    

2015. 8. 14  |  청년울산대장정 발대식

2015. 8. 26  |  건강한 모유수유아기 선발대회



  
  S T O R Y  I N  T H E  P I C T U R E

2015. 8. 26  |  울산 아트페어 개막식

2015. 9. 17  |  울산권역 외상센터 개소식



사진으로 보는 2015년
U L S A N  M E T R O P O L I T A N  C I T Y    

2015. 9. 20  |  외국인 한가위 큰잔치

2015. 9. 22  |  제6회 공무원 외국어 스피치대회1



  
  S T O R Y  I N  T H E  P I C T U R E

2015. 10. 8  |  제49회 처용문화제 개막식

2015. 10. 14  |  울산 UNWTO 산악관광회의 개회식



사진으로 보는 2015년
U L S A N  M E T R O P O L I T A N  C I T Y    

2015. 11. 5  |  SK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

2015. 11. 11  |  제17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시상식



  
  S T O R Y  I N  T H E  P I C T U R E

2015. 11. 12  |  울산 자유무역지역 준공식

2015. 11. 27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개소식



사진으로 보는 2015년
U L S A N  M E T R O P O L I T A N  C I T Y    

2015. 12. 3  |  울산광역시 자원봉사 대축제

2015. 12. 15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협약식



  
  S T O R Y  I N  T H E  P I C T U R E

2015. 12. 30  |  하반기 퇴직공무원 합동퇴임식

2015. 12. 29  |  울산-포항(동해) 고속도로 개통식



울산의 문양 [대표문양] 반구대 암각화의 신비



2015년 1월 주요시정ㆍ동향 _003

2015년 1월 2일

❀ 2015년 시무식(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1. 2.(금) 10:00 / 본관 2층 시민홀

○ 참석인원 : 직원 250여명

○ 주요내용 : 신년사, 공무원헌장 낭독, 시가제창 등 

❀ 2015년 새해 현충탑 참배(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 2.(금) 09:00 / 현충탑(울산대공원)

○ 참여인원 : 450여명(기관단체장, 유족 및 보훈단체)

○ 주요내용 : 국민의례, 헌화, 분향, 합동참배

※ 보훈단체 조찬 : 08:00, 풍미옥 외 2개소

주요시정 |

2015년 1월 2일

❀ 김기현 울산시장 "땀 더 흘려 경제위기 타개"(행정)

김기현 울산시장은 2일 "어려움은 희망을 위한 성장통"이라며 "공무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땀을 흘려 경제위기를 타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요즘 외부에서 잘나가던 시절에 시장이 됐더

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 시장이 돼서 안타깝다는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울산은 한국경제의 원동력으로 과거 50년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루지 못한,

위대한 성취를 이룬 도시"라며 "석유화학단지는 불이 꺼져 가고, 자동차가 위기 국면에 처하는

등 현실은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자신감, 열정, 의지만 있으면 미래가 더 밝을 것"이라며 "새롭게 한번 뛰어

보자"고 독려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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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ITY

김 시장은 "앞으로 저는 일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는 '길 위의 시장' 즉 '길 시장'이 돼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땀 흘리겠다"며 "여러분도 함께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이 고뇌

하면 역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아산 정주영 탄생 100주년의 의미를 되살려 아산이 평소 '역발상'의 사례로 얘기한

'돼지를 우리 밖으로 몰아내려면 앞에서 귀를 잡아당기지 말고 꼬리를 잡아당겨라'라는

말과, '임자 해봤어'라는 말을 소개하며 "역발상의 사고로 열심히 해봤다고 시민에게 보고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650억 상반기 집행(경제)

울산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850억원

중 650억원(경영안정자금 580억, 기술혁신자금 70억)의 융자를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울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등이 융자 대상이며 한도는 업체당 3억원이다. 

지원 조건은 대출 최고 금리 6.92% 이하(이차보전 4% 이내 포함)이고 2년 거치 일시상환

으로 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2년간 대출 이자 일부(4% 이내)를 지원한다. 

중소 벤처기업, 중소 이노비즈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술창업 기업 등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9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시

기업민원처리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1분기 공사·설계 153건 983억 발주계획(행정)

울산시는 153건 983억원 규모의 1분기 발주계획을 2일 예고했다. 

발주 사업은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 등 공사가 32건 736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설계 등 용역이 88건 226억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노후장비 교체 등 물품이 33건

2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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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계 획 은  울 산 시  누 리 집 의  '고 시 공 고  및  입 찰 정 보 '란 과  조 달 청  나 라 장 터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사업명, 금액, 계약방법 등을 담은 발주계획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또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contract.ulsan.go.kr)에 계약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꾀하고 있다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첫 검출(위생)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함유식)은 지난달 말 울산에서 2014∼2015 절기(2014년 9월

∼2015년 8월) 첫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독감)가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H3N2형'으로 심한 열과 함께 목과 코에 통증을 유발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지역

병원 2곳과 연계해 실험실 표본감시사업을 수행하던 중 내원 환자의 호흡기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A/H3N2형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검출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울산과 다른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이

검출되고 있어 올겨울에 유행할 바이러스가 어떤 유형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유형에 상관없이 예방수칙이 동일하기 때문에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어린이, 임신부, 50∼64세 장년 등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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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ITY

2015년 1월 5일

❀ 2015년 신년인사회(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1. 5.(월) 11:00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 참석인원 : 1,000여명(기관ㆍ단체장, 기업체 대표, 일반시민 등)

○ 주요내용 : 신년 인사말씀, 상견례, 시루떡 절단식 등

❀ 장애아동 달팽이학교 입학식(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 5.(월) 11:00 / 본관 2층 시민홀(장애인부모회 주관)

○ 참석대상 : 200여명(장애아동, 부모, 관련기관‧단체 등)

○ 주요내용 : 입학식, 영상물 상영, 장애인 문화예술단공연 등

주요시정 |

2015년 1월 5일

❀ 울산대공원 장미원 유료화(문화)

영남 최대 장미축제가 열리는 울산대공원 장미원의 입장이 연중 유료화된다.

울산시는 장미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키우고 장미원 주변의 주차난 개선 등을 위해 장미원

입장을 유료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앞서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정책토론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의회 환경복지

위원 등을 통해 장미원 유·무료화 여론을 수렴한 결과 유료화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장미원 입장료를 장미축제 기간을 포함한 성수기(4∼6월, 9∼1월)에는 어른

1천500원, 청소년 1천원, 어린이 500원을 각각 받기로 했다. 비수기(7∼8월, 11∼3월)에는

어른 1천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무료다.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는 2006년 1회 때부터 3회까지 유료화했으나 4회부터 8회까지는

홍보를 위해 무료화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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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축제 입장료의 무료화로 관람객이 몰려 홍보 효과는 높았지만 주차난과 무질서 때문에

편안한 관람문화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시는 장미원 유료화를 통해 시민이 연중 편안하게 장미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대공원 장미원은 SK에너지가 조성해 기부했으며, 4만4천737㎡ 규모에 263개 품종 5만

5천 그루의 장미가 심어져 있다.

❀ 작년 울산시민아카데미 수강생 만족도 높아(행정)

울산시는 지역 대표적 시민교양강좌인 '울산시민아카데미'의 2014년(총 20강좌) 수강생

여론조사 결과 종합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38점이었다고 5일 밝혔다.

최고 점수의 강좌는 장경동 목사의 '행복의 비결'로 9.43점이었다. 이어 박재갑 서울대 명예

교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9.22점), 방우정 MC리더스 대표의 '방우정의 맛있는

유머화법'(9.22점) 등의 점수가 높았다.

수강생의 남녀 비율은 22대 78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강 동기는 새로운 정보 획득(76%), 여가선용(11%), 사회참여(10%) 등으로 응답했다.

연간 수강 인원은 1만5천875명(1회 평균 793명)으로 2012년 1만5천785명(평균 789명),

2013년 1만5천793명(평균 790명)에 비해 소폭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5년 듣고 싶은 강좌는 건강이 38%로 가장 많았고 행복(21%), 교양(18%), 경제(10%),

교육(9%), 가정(8%)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울산시민아카데미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울산시청 본관 대강당과 시민홀에서 마련된다. 

수강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 시와 구·군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하거나, 시 인재

교육과(☎229-3391∼2),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1천

300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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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6일

❀ 외국인 투자기업 현장방문(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1. 6.(화) 14:00 / SKC㈜ (대표 박장석, 남구 고사동)

○ 참 석 : 5명(시, SKC㈜ 등)

○ 주 요 내 용 : 경영상황 및 투자계획 청취, 경영애로 및 규제사항 발굴 등

❀ 겨울방학 과학체험과정 운영(보건환경연구원)

○ 과  정  명 : 보건환경체험교실, 진학진로 탐색과정 등 4개 과정

○ 운 영 기 간 : 1. 6. ~ 1. 9.

○ 과 정 운 영 : 주 4회(화, 수, 목, 금)

○ 대  상  자 :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시민 등

주요시정 |

2015년 1월 6일

❀ 작년 세무조사로 지방세 50억 추징(행정)

울산시는 지난해 623개 기업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50억3천1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37억4천500만원, 감면·면제 등 지방세 4대 취약분야 조사에서

12억8천6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공동주택 건설법인 등의 취득세 과소 신고

또는 신고 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비례 착오와 주민세 과소 신고 등이 주요 추징

사례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에도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로 누락 세원 방지와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세·성실기업은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등 친기업적 세정활동을 병행

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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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7일

❀ 복지급여 관리시스템 정비(복지여성국)

○ 기간/대상 : 1. 7. ~ 1. 30. / 연금수급자, 기초생활자 등(178,500여명)

○ 주 요 내 용 : 기본정보, 가족관계 등록상황 등 대사

○ 조 치 계 획 : 급여관리 기록정비, 급여산정 조정 등

❀ 2015년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 모집(경제산업국)

○ 기     간 : 1. 7. ~ 2. 28.

○ 지 원 자 격 : 어업인후계자(50세 미만), 전업경영인(55세 이하), 선도우수경영인

○ 지  원  금 : 1인 1억원 이내

○ 선 정 방 법 : 전문심사위원회 개최 후 선정

○ 추 진 계 획 : 공고 및 홍보(1. 7.) 대상자 선정(3월), 사업시행(3월~12월)

주요시정 |

❀ 울산박물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행정)

울산박물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과 가족이 함께 지역의 역사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MISSION 박물관 속 암호를 풀어라', '박물관을 지키는 열두 동물 이야기',

'박물관 속 비누세상', '펼쳐라 울산' 등이다.

'MISSION! 박물관 속 암호를 풀어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일 오전·오후 2회에 걸쳐

박물관 2층 체험실에서 운영한다. 

제15회 어린이 1일 박물관학교 '박물관을 지키는 열두 동물 이야기'는 10일 오전·오후 2회,

교육기부 가족프로그램 '박물관 속 비누세상'은 17일 오전·오후 2회에 걸쳐 각각 진행한다. 

'펼쳐라 울산'은 매주 금요일 야간개장에 맞추어 도슨트가 운영하는 가족프로그램으로

박물관의 유물을 테마별로 구분해 병풍을 만드는 체험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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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ITY

2015년 1월 7일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지원(경제)

울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연구역량을 강화하도록 '2015년 기업부설연구소·연구

전담부서 설립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울산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

설립하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분야는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IT융합, 2차전지, 원전 기자재, 나노융합 등이다. 

지원 한도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최대 4천만원, 연구전담부서는 최대 2천500만원이다.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울산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219-8505)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기술지원본부 기술이전

사업화전문센터)하면 된다. 

❀ 2015년 식품진흥기금 6억원 융자 지원(위생)

울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도록 '201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융자금은 총 6억 원이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접객업 허가를 받은 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업소로

노후된 위생관리시설 개선과 영업에 필요한 기계와 설비 등을 설치 또는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연리 2%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시는 1998년부터 2014년까지 274건, 65억4천2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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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8일

❀ 독일 프라운호퍼 화학기술연구소 MOU체결(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1. 8.(목) 14:00 / 본관 7층 상황실

○ 협 약 기 관 : 4개 기관(시, 산업부, UNIST, 독일 Fraunhofer ICT)

○ 내     용 : 고효율 차량경량화 부품소재 개발사업 관련, 탄소복합소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연구개발 상호협력

※ Fraunhofer 화학기술연구소(ICT) : 유럽최대 응용과학기술 연구단지인 독일

Fraunhofer-Gesellschaft(응용기술협회)의 67개 연구소 중 하나로 고분자·

복합재료 성형분야 세계 최고기술 보유

❀ 2015년 여성 신년교류 행사(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 8.(목) 10:00 / 롯데호텔(울산여성신문 주관)

○ 참 석 인 원 : 200여명(여성기관․단체, 여성기업인, 시민 등)

○ 주 요 내 용 : 영상물 상영, 신년인사 등

주요시정 |

2015년 1월 8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2곳 선정(복지)

울산시는 울산시여성인력개발센터와 참사랑어머니회울산지점 등 2곳을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 양성과 역량 확대를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이들 기관에서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울산시가 추진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비교적 소득이 낮은 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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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 가정(4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9만8천557원, 지역 가입자 10만3천894원)이 해당된다.

❀ 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권자 수 확정(행정)

울산시는 2015년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투표에 필요한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 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19세 이상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를 8일 확정 공고했다.

울산시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92만2천807명,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는 92만1천

619명이다.

이에 따라 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인 6만

1천521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직권으로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이후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투표 행위가 받아들여진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주민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로 공공시설의 설치와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등이 해당된다. 

주민소환제는 투표로 뽑은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행위가 주민의 뜻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투표를 통해 그 직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주민소환제는 청구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받아들여진다.

주민소환제 대상은 울산의 경우에는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19명), 구청장·군수(5명),

기초의원(43명) 등 모두 68명이 해당된다. 비례대표로 선정된 시의원 3명과 기초의원 7명

등 10명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주민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를 위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92만2천100명으로

울산시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1만

849명(주민 총수의 85분의 1)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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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위반하는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 문화예술관장 · 투자유치특보 공모(행정)

울산시는 문화예술회관장(개방형 직위)과 투자유치특보(일반임기제 공무원)를 8일 공모

했다.

문화예술회관장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성 심사를 통해 임용후보자를 선정하고 인사

위원회 심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임용기간은 2년(총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다.

투자유치특보는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 등을 거쳐 확정되며, 임용기간은 2년(총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다.

시는 올해 문화예술회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민간인 전문가를 관장으로 영입해 문화예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시민 눈높이에 맞춘 공연, 품격 높은 시립예술단 공연과 단원 운영 지도,

공공성과 예술성을 강화한 기획전시 추진 등 문화예술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유치특보는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국외시장 개척 등 통상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문화예술회관장은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투자유치특보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원서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시험정보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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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9일

❀ 2015년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사업 설명회(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 9.(금) 10:00 / 울산발전연구원  

○ 참 석 기 관 : 77개 제공기관(아동, 노인, 여성 등)

○ 주 요 내 용 : 운영 우수사례 소개, 2015년 사업지침 설명

❀ 한·일 청소년 축구교류 추진(문화체육관광국)

○ 기간/장소 : 1. 9.(금) ~ 1. 13.(화) / 일본 하사키

○ 우리시 참가(1팀) : 북구 효정중학교 27명

※ 참가현황 : 한․일 중등부(U-15세) 16개팀

○ 주     관 : 울산광역시 축구협회(회장 송용근)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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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 확대 운용(행정)

울산시는 처리 시한이 임박한 민원 업무를 예고해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를 올해부터 확대 운용한다고 9일 밝혔다.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란 처리 기한이 6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내부 전산망으로 처리 기한 만료일을 알리는 예고문을 보내 업무를 빨리 마무리하도록 지원

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해 처리 기한 6일 이상인 민원 5천700여 건에 대해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 결과

민원처리 단축률이 2013년 67.2%에서 2014년 69.6%로 2.4%p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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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해 처리 기한 6일 전에 예고하던 것을 올해부터 10일 전에 해당 부서에 통보

하는 등 예고 시점을 조정해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또 민원처리 기한 단축률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우수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민원

처리를 지연한 직원에게는 독촉장 발부에 이어 담당 부서 및 명단 공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영축사 출토유물 자료집 발간(문화)

울산박물관(관장 신광섭)은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 있는 울산시 기념물 제24호 영축사지의

발굴조사 성과와 내용을 토대로 '울산 영축사(靈鷲寺)-출토유물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영축사는 '삼국유사'에 신라 신문왕대(683년) 창건 내용이 기록된 사찰로 통일신라시대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발간된 자료집은 1·2차 발굴조사 성과와

548점의 출토유물 중 중요 유물의 사진과 설명을 담아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 '영축사, 다시 숨을 쉬다'에서는 영축사의 창건 설화와 연혁, 영축사의 위치와 고고·

역사적 환경,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2부 '영축사, 가람을 조성하다'에서는 영축사의 가람을 구성하는 금당지, 동·서탑지, 중문지,

회랑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더불어 영축사의 대지(垈地) 조성 방법과 귀부, 석등의

조사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3부 '유물을 통해 영축사를 바라보다'에서는 1·2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총 548점의 유물 중

가치가 높은 유물의 특징과 시대적 배경 등을 담았다.

4부 '영축사,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서는 영축사지의 발굴조사 성과와 앞으로의 발굴

조사 계획을 밝혔다.

신 관장은 "미완성의 조사 성과 자료집이지만 각 분야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동·서탑지와 석탑 부재의 조사까지 완료한 후 최종 발굴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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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기 생활공감 모니터단 공모(행정)

울산시는 12일부터 31일까지 제5기 생활공감 모니터단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시민 200명(전국 4천명)이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생활공감 모니터에 선정되면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수시 발굴·제안하고, 국정과 시정의

소통 파트너로 정책현장 모니터링을 하거나 나눔·봉사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생활공감 누리집(www.happylife.go.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생활공감 모니터단으로 선정되면 정부 위촉장이 수여되며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와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월별 또는 분기별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정부포상이 주어진다. 활동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 택배용 화물자동차 14대 추가 공급(교통)

울산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용 1.5t 미만 화물차 14대를 추가로 배정받아 1월 30일

까지 허가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집화→간선 수송→배송'의 택배 운송 구조에서는 간선 수송을 담당하는 대형차량은

충분하지만, 집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형 소형 차량은 부족해 자가용 차량으로 불법 영업을

하거나 기존 1.5t 미만 용달·개별 화물자동차의 양도·양수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는 등 문제

점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배송용 택배형 소형 화물차량을 늘리고 있다. 

이번에 14대가 추가 배정되면 지역 17개 택배업체에 배정된 화물차량은 총 414대로 증가

하게 된다. 

허가 신청은 주사무소의 명칭·위치·규모가 기재된 서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이 기재된 서류,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을 갖춰

담당 구·군 교통행정과(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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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산업관광 추진 관계자 업무협의(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1. 12.(월) 14:00 ~ 16:00 / 글로벌센터

○ 참  석  자 : 5명(시 2, 한국능률협회 3)

○ 주요 내용 : 울산 산업관광 상품 및 추진 현황 설명,

광역 연계 산업관광 상품 개발 방안 논의

❀ 식품의 식중독균 실태조사(보건환경연구원)

○ 식품·환경 중의 식중독균 모니터링으로 식중독 발생 최소

○ 기     간 : 1. 12. ~ 1. 16.

○ 대 상 식 품 : 농·수산물,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 조리식품 등

○ 검 사 항 목 : 병원성대장균 등 식중독균 10종, 유전자형 분석

○ 조 치 사 항 : 검사결과 식중독추적관리시스템에 입력

주요시정 |

2015년 1월 12일

❀ 재정 운영 건전성 입증(행정)

울산시는 행정자치부가 시행한 2014년 재정 평가에서 대상을 받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둬

보통 및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12억8천500만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울산시는 2014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결과 목표액 대비 113.8% 집행으로 대상(1등)

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6억4500만원을 받는다.

하반기 지방재정집행에서도 대상(1등) 기관으로 뽑혀 보통교부세 3억원을 받게 됐다.

시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는 재정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 3개 분야

(25개 지표)에서 모두 '가' 등급을 받아 보통교부세 1억4천만원을 받는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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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3일

❀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1. 13.(화) 17:00 / 대구 수성호텔

※ 제7회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 : 1. 19.(월) 18:00 / 호텔 수성

○ 참 석 대 상 : 영남권 5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교통국장

○ 주 요 내 용 : 영남지역 신공항 건설, 영남권 관광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지방분권 및 수도권 규제완화 등 공동안건 협의

주요시정 |

앞서 시는 2013년 재정분석 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는 등 2년 연속 '가' 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화 우수사례 발표에서 '저수처리 공정 및 설비개선으로

전력비용 절감 방안'으로 특별상과 함께 보통교부세 2억원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운영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해 공개하며 우수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교부세)를 주고 있다.

❀ 공동주택 색채·브랜드 디자인 지원(도시)

울산시는 전문 디자인 인력을 활용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색채·브랜드 디자인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5년이 지난 100가구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 5개 단지(구·군별 1개

단지)다.

시는 2006년부터 공동주택 색채·브랜드 디자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 총 59개 단지(1만

712가구)를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도시창조과(☎229-65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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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심폐소생술 전문가’ 울산소방 대응팀 운영(안전)

울산소방본부는 시민들로 구성된 심정지 환자를 위한 코드블루 전문대응팀을 운영할 계획

이라고 13일 밝혔다.

코드블루 전문대응팀은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다중 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등 많은

사람이 있는 시설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고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또 시민 안전문화 확산과 생명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계획으로 10∼70세 시민 50%에게 심폐소생술을 보급하는 생명존중 프로젝트를 추진

하고 있다. 올해 교육목표는 3만5천명이다.

생명존중 프로젝트는 심폐소생술을 일반인들이 익혀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확보, 소생률을 높이고 재난대응 실천능력도 키워 생명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시책이다. 

지금까지 교육실적은 2012년 2만4천566명, 2013년 2만3천987명, 2014년 2만7천176명

으로 총 7만5천729명이다.

앞서 소방본부는 이달초 울산시교육청 산하 수학여행 안전요원 교사 800명에게 응급처치와

재난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주요동향 |

❀ 행자부 주관 2014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심층면접 대응(기획조정실)

○ 면 접 개 요 : 1. 13.(화) 13:00, 정부서울청사 9층 회의실

○ 평 가 대 상 : 2건

∙ 지주회사의 외투합작 증손회사 설립기반 마련(투자유치과)

∙ 온산국가산단 내 S-OIL 공장부지 확보 애로사항 해결(도시개발과)

○ 대 응 계 획 : 규제개혁추진단 및 해당부서 4명 출장조치, 적극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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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심폐소생술을 익히는 것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길"

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대기오염 배출업소 단속 강화(환경)

울산시는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률 112%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556곳에 대해 624회 점검한 것으로 집계했다.

점검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굴뚝 등 오염물질 배출구에서 모두 330건의 오염도 검사를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업장을 포함해 위반업소 75곳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28건, 무허가 14건, 비정상 가동 10건, 기타 23건이었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개선명령 26건, 해당 배출시설 사용중지 14건, 조업정지 10건, 경고

23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과 같은 중대 위반행위 24건에

대해서는 울산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시는 또 환경관리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는 맞춤형 환경기술 컨설팅(121개사)과

환경기술인의 업무능력을 높이는 멘토링(27개사)을 지원,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환경관리

역량을 높였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분야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지도·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정례화했다"며 "올해도 대기질 향상과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정기분 등록면허세 27억 부과(행정)

울산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9만4천792건, 총 27억1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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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만1천329건 4억3천400만원, 남구 3만5천342건에 12억

5천400만원, 동구 1만644건에 3억4천만원, 북구 1만2천380건에 4억200만원, 울주군 2만

5천97건에 2억8천1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26억6천600만원 보다 4천500만원(1.7%)이 늘어난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1일 개정돼 물류창고업에 대한 면허를 포함해 39종이 새로 과세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 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사이트

(http://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ARS(☎080-858-3110) 납부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5개 터널·지하도 조명등 교체(교통)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17일까지 무룡터널을 비롯해 5개 주요 시설물의 조명등을 교체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밝고 깨끗한 조명 여건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명등 교체 시설은 무룡터널, 다운터널, 다전터널, 온산터널, 삼산지하차도 등이다.

이들 시설의 조명은 오래돼 일부 조명등이 켜지지 않는 문제점이 생겼다.

종합건설본부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야간에 작업할 계획

이다.

종합건설본부의 한 관계자는 "운전자 안전운행을 위해 시가지 주요 시설물을 모두 조사해

켜지지 않는 조명등을 교체한다"며 "조명등 교체공사 시 일시적인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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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4일

❀ 2015년 소비자모니터 위촉식(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1. 14.(수) 14:00 / 본관 4층 중회의실

○ 인원/임기 : 25명 / 2015. 1. 14. ~ 2016. 12. 31(2년)

○ 주 요 내 용 : 위촉장 수여, 활동요령 및 주의사항 교육 등

○ 활 용 계 획 : 위해정보 수집, 건전상거래 질서 홍보, 소비자교육 지원 활동 

❀ 온산산업단지 뿌리산업 CEO 협의회 간담회 개최(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1. 14.(수) 15:30 / 롯데호텔

○ 참  석  자 : 20여명(온산산업단지 뿌리산업 CEO 협의회 회원, 뿌리기술 지도위원 등)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주 요 내 용 : 뿌리기업 설문조사, 애로사항 청취 및 최신정보교류 등

주요시정 |

2015년 1월 14일

❀ 올해 15개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추진(도시)

울산시는 기초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총 15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4개, 계속사업 11개로 198억원이 투입된다.

신규 사업으로는 중구 함월드림게이트, 동구 방어진항 국제건축 디자인 거리 조성, 북구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농업기반시설 정비 등이다.

계속 사업은 중구 향교 일원 구시가지 기반시설 확충 등 4건, 남구 남산근린공원 수변광장

조성 등 3건, 동구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 등 2건, 울주군 언양 중심 시가지 거리조성 등

2건이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2004년부터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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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는 현재 총 28개 사업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이 중 13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완료단계다.

이들 28개 사업에 2천138억2천200만원(국비 869억1천200만원, 시비 418억5천200만원,

구·군비 850억5천800만원)이 책정됐다.

❀ ‘UN 방재안전도시’ 인증 추진(안전)

울산시는 국민안전처와 UNISDR(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이 공동으로 벌이는 '방재안전

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이날 시청에서 '2015년 방재안전도시 추진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열고

방재안전도시 인증에 필요한 분야별 재해 경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UNISDR 캠페인'에 가입하고, 정부의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UNISDR 캠페인 점검 항목(제도적·행정적 프레임 워크 구축, 재정 및 자원

관리 등 10개)에 대해 분야별 담당부서를 선정해 추진 과정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재난관리

체계를 완벽하게 갖춰 평가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 울산박물관, 새해 첫 토요콘서트 개최(문화)

울산박물관은 17일 '무브먼트 코리아'를 주제로 2015년 새해 첫 토요콘서트를 연다.

이번 토요콘서트는 국악·힙합 퓨전 퍼포먼스 공연팀인 '광개토 사물놀이예술단'의 공연으로

퓨전타악합주(MEGA DRUM), 프리놀음판, 힙합, 비트박스 등 역동적인 국악연회 퓨전공연

으로 꾸며진다.

토요콘서트는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박물관을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꿔

다양한 장르에 걸쳐 벌이는 문화공연이다.

2012년 시작돼 울산박물관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한 토요콘서트는 지난해 월별

주제로 '관람객과 함께하는 토요콘서트'로 열렸고 올해에는 시즌별 이벤트와 전시테마 등과

연계된 콘서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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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지원(복지여성국)

○ 목     적 : 지역청소년들의 역사인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함

○ 일시/장소 : 1. 15.(목) 06:30 / 서울일원

○ 참 여 인 원 : 100명(학교추천 중‧고등학생)

○ 탐 방 코 스 : 덕수궁, 한옥마을, 국립현대미술관 등

❀ 제9회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관련 회의 개최(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1. 15.(목) 14:00 / 울산대공원 숲속공작실

○ 참  석  자 : 9명(시 3, SK 3, 시설관리공단 3)

○ 주 요 내 용 : 장미축제기간 입장료 유료화 결정에 따른 준비사항

주요시정 |

2015년 1월 5일

❀ 2014 마을기업 성과 발표 워크숍 열려(경제)

울산시는 15일 울주군 진하 마리나리조트에서 '2014년 마을기업 성과발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은 201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성과 보고, 전국 우수 마을기업 사례발표, 구·군별 성과

발표(17개 마을기업)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에는 26개의 마을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시는 이들 기업에 인적·물적 자원과 사업 아이템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안전행정부 주관 우수마을기업에 엄마㈜의 다락방(대표 장귀옥)이 선정됐다. 앞서

2011년 사랑길 제전장어, 2012년 아낌없이 주는 나무, 2013년 태화강방문자센터 여울(주)이

각각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되는 등 4년 연속 우수마을기업이 지역에서 탄생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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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6일

❀ 2015년 울목회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1. 16.(금) 19:00 / 용산 국방컨벤션센터 3층

○ 참 석 대 상 : 150여명(수도권 거주 울산 출신 5급이상 공무원)

○ 주 요 내 용 : 개회식, 내빈소개, 축사, 발전방안 토의 등 

❀ 2015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문화체육관광국)

○ 공  고  일 : 1. 16.(금) 

○ 대     상 : 관광진흥법상의 여행업체 및 외국여행업체

○ 지 원 분 야 : 숙박비, 버스관광, 철도관광 지원

○ 사  업  비 : 50백만원

○ 보 상 내 용 : 숙박·버스·철도관광 및 해외항공(전세기) / 크루즈  유치 인센티브

주요시정 |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이행률 96%(안전)

울산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1천233곳 중 96%인 1천182곳이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안전관리 의무 이행률 94%보다 높다고 울산시가 15일 밝혔다.

울산시는 안전관리 미이행 시설(51곳)에 대해 행정지도 하기로 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놀이시설에

대해 설치검사, 안전검사, 배상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자체 안전점검 등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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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청 올해 성취도평가 목표 ‘전국 1위’(교육)

울산시교육청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국 1위를 목표로 올해 학력정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15 BEST 학력 정착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올해 성취도 평가에서 울산지역 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최저,

보통학력 이상 비율 전국 최고 달성을 목표로 설정됐다.

이를 위해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를 위한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자기주도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학력증진 친구제 운영과 교과학습동아리 지원,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수업분석실

운영, 학력증진 집중지원학교 운영 등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울산지역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학교 전국 2위(2.0%),

고등학교 전국 3위(1.9%)에 올랐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학교 전국 2위(81.1%), 고등학교

5위(90.2%)의 성적을 거뒀다.

❀ 레지던스 프로그램 시각예술 지원에 1억 투입(문화)

울산시는 예술가들이 일정한 공간에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5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16일 공고했다.

시는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시각예술 분야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개 레지던스 시설당 3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다.

사업내용은 입주 예술가의 창작과 발표, 국내·외 교류, 지역주민 연계 예술교육과 강좌 등

커뮤니티 활동 등이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29일까지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인터넷

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울산지역에서 활동을 원하는 기획자, 작가, 창작공간을 확보한 시각 예술단체,

시설 운영자 등이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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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서류, 현장심사, 인터뷰 등을 실시해 2월 중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작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전국 1위(문화)

울산시는 2014년 전국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실적을 산정한 결과 울산지역 이용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의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은 98%로 전년도보다 0.7%p 증가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제도는 문화 소외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국내

여행·스포츠관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1인 5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

한다. 

지난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는 전국적으로 730억원이 투입돼 소외계층 184만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울산은 9천여 가구 9억700만원으로 지원 금액 면에서 전국의 1.2% 규모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일선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문화바우처협의회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용률 실적이 비교적 높았다"라며 "올해에는 문화·체육시설 사랑나눔 좌석제

도입 등 기획사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 청년CEO 창업 지원 신청서 접수(경제)

울산시는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울산청년CEO 육성사업'을 추진

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가 지원하고 울산발전연구원 청년창업센터와 4개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 총 120개 팀이 선발된다.

사업비는 총 17억원이 투입된다.

모집기간은 19일부터 2월 16일까지이며, 최종 선발자는 서류 심사, 사업계획서 심사, 면접을

거쳐 2월 17일 발표된다.

지원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만 18∼30세의 울산시민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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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 참석(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1. 19.(월) 18:00 / 대구 수성호텔

○ 참  석  자 : 영남권 5개 시·도지사

○ 주 요 내 용 : 영남지역 신공항 건설, 지방분권 및 수도권 규제완화 등 현안 논의,

공동성명서 발표

❀ 간부공무원 창조리더 교육(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1. 19.(월), 21.(수) 10:00~16:20 / MBC컨벤션

○ 교육대상 : 시, 구․군, 산하기관 간부공무원 400여명(1회 200명)

○ 교육내용 : 2015년 시정방향 설명, 시장님 특강, 핵심가치 교육 등

주요시정 |

2015년 1월 19일

❀ 울산 인구 119만2천 명으로 연말 120만 돌파할 듯(행정)

울산시의 총인구가 12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014년 말 기준 총인구(외국인 포함)가 119만2천262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주요동향 |

지원분야는 IT, 자동차, 화공·섬유, 생명공학, 환경, 전기·전자, 패션 등으로 다양하다.

선발된 청년CEO에게는 사무공간, 창업활동비 지원,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희망자는 지원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울산발전연구원 청년창업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ulsanceo@hanmail.net)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863명의 창업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584명이 창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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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는 남자가 61만7천764명, 여자가 57만4천498명이다.

작년 총인구는 2013년의 117만8천907명보다 1만3천355명(1.1%) 증가한 수준이다.

월평균 1천113명(0.08%), 광역시 승격 후 연평균 1만1천32명(0.9%) 증가한 것으로, 이 같은

오름세를 적용하면 올해 말에 총인구가 1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총인구 가운데 내국인은 116만6천377명으로 전년보다 0.9%, 세대수는 44만2천250세대로

2.5% 증가했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34만7천759명(29.8%)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23만8천825명

(20.5%), 울주군 21만4천392명(18.4%), 북구 18만8천733명(16.2%), 동구 17만6천668명

(15.1%) 등이었다.

인구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 수)는 동구가 112.5명으로 가장 높았고, 북구 107.0명, 울주군

106.0명, 중구 104.7명, 남구 104.0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0∼15세 유소년 인구가 17만8천445명(15.3%)으로 전년보다 1.9% 줄었고,

15∼64세 생산 가능 인구는 89만682명(76.4%)로 0.9%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만7천250명(8.3%)으로 전년보다 5천729명(6.3%) 증가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인구는 17만5천139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2만5천885명으로 전년보다 3천458명(15.4%) 증가했다.

총인구에 대비 외국인 비율은 2.2%로 전년(1.9%) 대비 0.3%포인트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만565명(40.8%)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3천124명(12.1%), 필리핀

1천405명(5.4%) 등이었다.

작년 총인구 증가(1만3천355명)에 대한 구성요인은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적 요인 6천

907명(51.7%), 전입·전출로 인한 사회적 요인 2천990명(22.4%), 외국인 요인 3천458명

(25.9%) 등으로 나타났다.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을 보면 직업(4천516명)과 가족(3천701명) 등의 이유로 울산시로

전입한 수가 많았지만, 교육(-2천905명)·주택(-1천109명)·건강(-271명)·교통(-385명)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수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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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증가 요인이 사회적 요인보다 높게 나타나 외국인 유입과 이를

장기적으로 정착시키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행정)

울산시는 '2015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가 희망단체를 다음 달 2일부터 24일

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울산에서 취약계층 권익증진, 사회복지·보건 증진, 환경보전·자연보호, 교육

상담, 교통 및 교통질서계도 등을 담당하는 자원봉사 단체(동아리)와 비영리 민간단체다.

신청서는 가까운 시·구·군 자원봉사센터로 찾아가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자원봉사센터(☎052-286-1412)로 문의하면 된다.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환경)

울산시는 23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독극물이나

올무 등에 의한 불법포획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된다.

시는 공무원, 야생생물보호협회 회원 등 37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밀렵행위 취약지역인

북구와 울주군 산간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야생동물 가공·판매, 먹기, 불법 사냥도구 제작·판매, 밀렵을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

하거나 사냥개와 함께 밀렵 우려 지역을 배회하는 행위까지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물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I 유입 방지 검사범위 확대(보건)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막기 위해 올해 검사물량을 지난해

보다 3.27배 증가한 8천640점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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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육용 오리 농장은 연 4회에 걸쳐 800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를 하고 전통시장 내

토종닭과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가는 6천240점을 검사할 계획이다.

또 태화강과 소하천에서 서식지별 철새 종류와 수를 조사해 이동상황을 파악하고 철새

도래지에서 총 600점의 분변을 채취해 AI 검사를 시행한다.

농가에서 닭, 오리 등을 입식·출하할 경우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하고 AI 발생 시에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하고 검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24시간

긴급출동체계를 유지해 울산시로 AI가 유입하는 것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4월 울주군 서생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닭, 오리 등 5천650

마리를 매몰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다.

2015년 1월 20일

❀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기관 간담회(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1. 20.(화) 14:00 / 울산대학교병원

○ 참 석 인 원 : 8명(시 3, 울산대학교병원 5)

○ 주 요 내 용 : 개도국 자매우호도시 의료진 초청연수사업 업무협의

※ ODA사업(의료진 초청연수) 

❀ 2015년 생활체육회 신년인사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1. 20.(화) 11:30~13:30 / 본관 2층 시민홀

○ 참 석 인 원 : 200여명

○ 내     용 : 생활체육 단체별 소개 및 참석자 상호 인사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생활체육회 / 생활체육 종목별연합회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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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0일

❀ 울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책반 가동(행정)

울산시는 20일 각 부서 주무담당 사무관과 구·군 예산주무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국비확보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2015년 국비확보 성과를 돌아보고, 대선공약과 지역 현안사업 등을 연계한

2016년 국비확보 추진전략과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우선 '창조도시 울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이 총괄하는 '국가예산 확보 대책반

'(9개반 48명)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신규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중기사업계획 단계부터 지역 현안을 반영

하도록 담당 실·국장이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시는 2월 10일까지 실·국·본부장 책임 아래 신규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3∼4월에는 기획조정실장과 행정부시장 주재로

국비확보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월 말에는 김기현 시장 주재로 최종보고회를 개최,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전력을

확정하고 5월 10일까지 중앙부처에 신청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성공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학계와 시정 정책자문단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국비 2조1천447억원(신청액 대비 113%)을 확보한 바 있다.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 기관·단체 모집(문화)

울산시는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에 참여할 문화예술기관·단체를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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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1일

❀ 2015년 제1차 생활권발전협의회 회의(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1. 21.(수) 16: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자 : 30명(위원 및 관계자)

○ 주 요 내 용 :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발굴사업 심의(22건)

∙ 선도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5건), 지역생활권 과제(17건)

❀ 「북극해 및 극동러시아 물류연계 울산항 발전전략 수립」 최종보고회 참석(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1. 21.(수) 14:00 / 울산항만공사 대회의실

○ 참  석  자 : 70명(북극해 항로지원 협의체, 항만관련업·단체 등)

○ 주 요 내 용 : 북극해 화물운송 및 물동량 창출 방안 등

주요시정 |

2015년 1월 21일

❀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인턴 모집(경제)

울산시는 청년층 미취업자에 지역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2015년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동향 |

이 사업은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 기관·단체가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문화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나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했다.

문화예술교육 기관·단체 프로그램 운영, 사업 운영 및 성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 5억1천200만원이다. 문의 전화는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052-

292-46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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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현재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만 39세 이하(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미취업 청·장년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총 125명이다. 

'기업'은 울산시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1천명 미만

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은 지원 신청서, 기업은 인턴 채용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277-9984∼5)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말 현재까지 총 35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16개

사에 669명의 인턴을 지원했으며 이 중 403명이 정규직이 됐다.

❀ 문화재 돌봄 사업 추진(문화)

울산시는 문화재의 경미한 훼손을 신속히 복구하는 예방적 문화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5년 문화재 돌봄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관리 대상 문화재는 울주 청송사지 3층석탑(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 12개, 시 지정

문화재 61개를 포함해 총 73개다. 올해 사업비는 총 3억원이다.

시는 수리기능지원팀, 전문모니터링팀, 사무행정팀 등 3개 분야 15명으로 '문화재 돌봄

사업단'을 구성, 운용할 예정이다.

문화재 돌봄 사업단은 정기 순찰을 통해 문화재 보존 상태 점검, 환경미화 등 일상적 관리,

벽체·기단·마루·기와 등 경미한 훼손 신속 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사업단 구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공고했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안내판 정비 3건, 배수로 정비 5건, 모니터링 161회, 문화재 보호

울타리 정비 5건, 담 보수 5건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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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2일

❀ 신춘문예 시상식(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1. 22.(목) 17:00 / MBC컨벤션

○ 참 석 인 원 : 150여명(수상자, 지역문인, 심사위원, 기관단체장 등)

○ 수  상  자 : 6명(단편소설, 시, 시조, 희곡, 동시, 동화 각 1명)

○ 주     관 : 경상일보사(사장 배명철)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관계기관 간담회(복지여성국)

○ 일시/대상 : 1. 22.(목) 16:30 / 구관 3층 회의실

○ 참 석 대 상 : 22명(시, 구･군, 제공기관 등)

○ 주 요 내 용 : 서비스 제공방법, 활동보조인력 관리 등

주요시정 |

2015년 1월 22일

❀ 울산 폐기물소각장서 ‘스팀’ 생산으로 7년간 412억원 벌어(환경)

울산시는 성암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로 기업체 에너지원인 '스팀(증기)'을 생산해 공급

하는 '생활폐기물 스팀공급사업'으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7년 동안 41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에 성암소각장에서 133만3천t의 스팀을 생산해 인근 효성 용연공장에 공급함에

따라 412억원의 경영수익을 냈고, 효성 용연공장에서는 338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스팀 공급량은 2008년 3만6천t, 2010년 13만t 등으로 꾸준히 늘어 작년에는 34만9천283t에

달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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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석유화학업계 불황에도 스팀 공급량이 증가한 것은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스팀이 값싸고 품질이 좋아 기업체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올해 생활폐기물 소각량과 소각장 가동 일수 증가로 37만t 이상의 스팀 생산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 용연공장은 올해 공장 증설에 나서 올해 10월께 폴리케톤 생산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스팀공급사업이 매년 100억원 이상의 재정확보뿐 아니라

공장 증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내고 있다"라면서 "행정기관과 기업이 상생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암소각장에서는 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650t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 

또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로 시간당 70t의 스팀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복지)

울산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양성평등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사업과 운영지원,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다.

희망 단체나 법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울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문의는 울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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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3일

❀ 지역특성형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평가 보고회(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1. 23.(금) 14:00 / 구관 7층 재난안전상황실

○ 참 석 대 상 : 10명(시, 구‧군 담당사무관)

○ 주 요 내 용 : 2014년 추진성과 분석보고 및 2015년 추진방안 등 협의

❀ 1월 공직자 직장교육(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1. 23.(금) 14:00 / 본관 2층 대강당

○ 교 육 대 상 : 시, 구․군 직원 500여명  

○ 강     사 :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 교 육 주 제 :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주요시정 |

2015년 1월 23일

❀ ‘울산시장-시민 대화의 장’ 분기마다 주제바꿔 개최(행정)

울산시는 김기현 울산시장과 시민이 토론하는 '시장-시민 대화마당'을 올해 4차례 마련,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대화마당 '소통과 어울림의 한마당! 따뜻하고 행복한 울산을 만들어 갑니다'라는 주제로

오는 3월부터 분기별로 열린다.

대화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천·온라인 접수·현장 참여 등을

거쳐 인원은 200명으로 제한된다.

첫 번째 대화는 3월 북구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기업인, 근로자, 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제 발전방안'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등을 주제로 마련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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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6일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관련 시민토론회 개최(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1. 26.(월) 15:00 /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시민 등 150명

○ 주 요 내 용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토론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1. 26(월) 10:00 / 울산중구문화원 3층(성남동)

○ 교 육 대 상 : 45명

※ 강사 울산과학대 이창업 교수

○ 주 요 내 용 : 유적지 안내 요령 및 현장 실습(동헌, 울산읍성) 교육

주요시정 |

7월에는 시청 시민홀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취임 1년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이 바라는

울산시장'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진다.

9월에는 울산대학교에서 교수, 대학생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을 주제로 대화의 장이 열린다.

11월 울산시가족문화센터에서는 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노인 등 우리 사회

에서 소외받기 쉬운 계층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시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대화마당을 인터넷(울산시정뉴스)으로 생중계한다.

대화에서 제시된 정책과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이상찬 울산시 자치행정과장은 "시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시정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대화마당을 마련했다"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주요시정ㆍ동향 _039

2015년 1월 26일

❀ 마을기업 아카데미 교육생 접수(경제)

울산시는 마을기업을 설립하려는 시민을 대상으로 2월 2일까지 '2015년 상반기 울산시

마을기업 아카데미 교육생'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울산발전연구원 마을기업지원단에 위탁해 무료로 운영되며 입문, 기본, 심화

교육 등 5일간 총 24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시민에게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이해, 마을 리더 육성, 지역자원

발굴과 상품화·사업계획서 작성, 법인 설립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2월 2일까지 거주지 구·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해당

부서에 접수하거나 울산발전연구원 마을기업지원단(☎ 052-710-5010)에 문의하면 된다.

❀ 울산대공원에 레일·스카이 바이크 도입 검토(문화)

울산시는 울산대공원 개장 13주년을 맞아 '울산대공원 리뉴얼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용역은 울산대공원 이용객 증가에도 일부 시설의 이용률이 계속 감소하는 문제점을

분석, 신규시설 도입 등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레일바이크와 스카이바이크 도입 타당성 검토, 일부 시민만 이용하는 파크

골프장 임대 만료(2016년 12월)에 따른 향후 활용 방안, 비인기 시설 활성화를 위한 주변

시설과의 연계방안 검토와 창조적 관광 콘텐츠 개발 모색 등이다.

용역은 시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올해 11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울산시민의 사랑을 받은 울산대공원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해

울산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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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7일

❀ 제1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1. 27.(화) 14: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인 원 : 16명(주재 : 경제부시장)

○ 심 의 안 건 : KCC울산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심의

❀ 소방안전 현장확인특별기동반 운영(소방본부)

○ 기     간 : 1. 27.(화) ~ 1. 29.(목) 

○ 대     상 : 위험물저장․운반용기 취급사업장 6개소

○ 기  동  반 : 예방안전담당 외 2명

○ 단속내용

∙ 위험물 적재 및 운반방법, 경고표시기준 등 준수여부 

∙ 저장용기 관리실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여부 등

주요시정 |

울산대공원은 울산시와 SK의 협약에 따라 2002년 4월 1차 시설이, 2006년 4월 2차 시설이

각각 개장했다. 공원 조성에 1997년부터 10년 동안 총 1천576억원이 투입됐다.

이용객은 2002년 171만명, 2006년 331만9천명에서 지난해 740만2천명으로 급증했다.

2015년 1월 27일

❀ 기후변화대응 녹색화 기술지원 사업 추진(경제)

울산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2015년 기후변화대응녹색화기술(CCGT)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 36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지난 2013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동향 |



2015년 1월 주요시정ㆍ동향 _041

2015년 1월 28일

❀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개소식(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1. 28.(수) 11:00 / 남구 괴하빌딩 2층

○ 참  석  자 : 15명(시 13, 미래부 등 2)

○ 주 요 내 용 : 경과보고, 현판 제막식, 센터시찰 등

❀ 제11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시상식 참가(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1. 28.(수) 13:00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우리시 자원순환과장 참석

○ 수 상 내 역 : 기업환경개선 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관표창 

○ 주 요 공 적 : 생활폐기물 소각장 스팀공급 기업유치･고용창출･재정확대

주요시정 |

시는 올해 총 7억원을 들여 30개 업체가량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할 내용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공정진단을 통한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 컨설팅,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 및 환경 라벨링 인증 등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친환경청정기술센터(dnk.kitech.re.kr/eco)를 참고하면 된다.

❀ 수소연료전지 전문가 클러스터 출범식 열어(경제)

울산시는 27일 울산롯데호텔에서 '수소연료전지 전문가 클러스터' 출범식을 열었다.

수소연료전문가 클러스터는 수소·연료전지관련 기업, 연구소, 교수 등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돼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구축'과 수소연료전지 관련 산업의 정책발굴·방향 등을

모색하는 기능을 맡는다.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 단지는 총 43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남구 두왕동 울산테크노

산업단지 내 부지 4천800㎡에 오는 2018년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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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 속 산업도시 울산」 가꾸기 올해 700억 투입(환경)

울산시는 28일 시청에서 '2015년 녹지·공원·산림사업 시책 보고회'를 열고 풍요로운 전원

도시·숲 속의 산업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보고회에서 시는 올해 총 695억9천400만원을 투입해 95개 녹지·공원·산림분야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녹지분야는 24개 사업 233억7천만원, 공원분야는 26개 사업 254억4천800만원, 산림분야는

45개 사업 207억7천6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시는 녹지분야 사업으로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15곳의 녹색쌈지공원, 8곳의 생활

환경숲, 4곳의 명상숲, 사회복지시설 2곳의 녹색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공해를

막는 2만㎡의 완충녹지 조성도 진행된다.

공원분야 사업으로는 2030년을 목표로 '울산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재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장기 미집행 공원·녹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왕암공원(오토캠핑장, 미로원 등), 학성제2공원, 남산공원(수변광장)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울산대공원이 개장 10년이 경과하면서 시설 노후와 정체 현상을 보임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공원조성을 위한 '울산대공원 리뉴얼(renewal) 타당성 용역'이 시행된다.

산림분야 사업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1천738㏊), 사방 사업(사방댐 12곳), 조림(147㏊),

임도 설치(신설 3㎞, 구조개량 8.5㎞), 숲 가꾸기(3천368㏊), 숲길 정비(46㎞)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산림분야는 최근 3년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울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진벽 환경녹지국장은 "울산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와

생활권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가 어느 도시보다 크다"며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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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업박물관 타당성조사 대응팀 가동(경제)

울산시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태성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TF는 이날 울산시,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시교육청, 울산상공회의소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현대경제연구원 등) 등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을 위한

자료 조사와 박물관 건립 후 산업현장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TF는 전국에 산재된 전시 대상 유물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유물 확보를 위해

기업체 보유 산업사 유물의 기증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 울산시에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도 분석한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울산지역 대선공약사업으로 확정된 후 기본

용역을 거쳐 지난해 11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울산시의회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 열어(행정)

울산시의회(의장 박영철)는 28일 의사당 다목적회의실에서 역대 의장 6명을 초청해 '의회의

나아갈 방향과 발전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팔용 전 의장(기초시의회 초대 전반기), 안성표 전 의장(기초시의회 초대

후반기), 김성렬 전 의장(기초시의회 2대 전반기), 김철욱 전 의장(광역시의회 3대 전‧후반기,

4대 전반기), 박순환 전 의장(광역시의회 5대 전반기), 서동욱 전 의장(광역시의회 5대 후반기·

현 울산남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성표 전 의장은 "6대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손색이 없다"고 치켜세운 뒤

"울산을 위해 힘쓴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김태호 전 국회의원, 최형우 전 장관 등 공로가

있는 분들을 기리는 공덕비 건립 조례를 제정해 달라"라고 제안했다.

김성렬 전 의장은 "507억의 예산이 투입된 태화루 복원은 울산의 정체성을 찾는 귀중한

사업"이라며 "그러나 상량문 등 일부에서 문제점이 노출돼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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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김영철 영어특강(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1. 29.(목) 14:00 / 본관 2층 대강당

○ 수 료 인 원 : 500여명(시 300, 구․군 200)

○ 교 육 내 용 :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외국어 학습방법 이해

❀ 제53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교통정책과)

○ 일시/장소 : 1. 29.(목) 14:00 / 구관 3층 회의실

○ 참 석 인 원 : 20명(심의위원 9, 공사시행자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대행자 등)

○ 심 의 안 건 : 2건(교통영향분석 1,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심의 1)

∙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강동골프장 관계용수인입 송수관 설치공사(동구 미포산업로, L=2.2㎞)

주요시정 |

김철욱 전 의장은 "6대 의회에서 예결위원회를 상설화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며 "하지만

매년 불용액의 1∼2% 규모의 예산만을 삭감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예산심의권의 철저한 행사를

주문했다.

박순환 전 의장은 "6대 의회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의정 활동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한 뒤 "의회 직원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서동욱 전 의장은 "개성 있는 의정 활동으로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며

"공생공존을 위해 언제든지 대화의 장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박영철 의장은 "역대 의장님들과 한자리에 모인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고견을

새겨 한층 더 발전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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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울산시장 제5회 한일지사회 회의 참가(행정)

김기현 울산시장이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열리는

'제5회 한일지사회 회의'에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경제·관광·문화교류 활성화'를 의제로 진행된다.

김 시장은 30일 본회의 연설에서 최근 인프라, 자원, 제조업 분야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협력의 틀을 관광, 콘텐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 분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한일 양국의 합작투자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무역 확대를 위한 지방 차원의

협력 강화를 주문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기술의 융복합, 신성장 산업, 미래에너지 산업 등 창조도시

구축에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기로 했다.

한일지사회는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 증진과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9년 1월

창립됐다. 참석 대상은 한일 64개 광역자치단체의 장(한국 17명, 일본 47명) 이다.

올해 회의에는 한국 6개 광역자치단체(울산, 인천, 세종, 충북, 전남, 제주)와 일본 7개

단체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 작년 누리집 칭찬글 115건(행정)

울산시는 작년 시청 누리집 '칭찬합시다'와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공무원과 기관·단체 등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글이 총 115건이었다고 29일 밝혔다. 

칭찬과 감사 글의 대상은 공무원 42건 35명, 부서·기관·단체 73건 67명으로 나타났다.

빠른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옥동119구조센터, 수해복구를 도운 53사단 장병들, 여권이

들어 있던 분실 가방을 찾아 직접 김해공항까지 가져다준 문수체육시설관리단 김봉수씨 등이

칭찬과 감사를 받았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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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민에게 친절을 실천한 공무원을 격려하는 한편 친절사례집을 발간해 배부

하기로 했다.

❀ 물류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용역 착수(산업)

울산발전연구원은 29일 '물류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이번 용역을 통해 물류전문인력의 개념 정의, 국내외 물류전문인력 양성 사례와 실태 분석,

지역 내 물류인력 수요조사, 물류전문인력 양성 정책방안 등을 연구하게 된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이 항만·산업단지에서 많은 물동량을 창출하고 있지만 산업규모

(사업체수, 종사자수) 측면에서는 항만이 없는 타 지역(대전, 광주)보다 물류산업이 발전하지

못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용역 결과는 물류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북구 강동 달곡∼산하천 도로 개통(교통)

울산시는 총 400여억원을 들여 건설한 북구 강동 동주민센터에서 산하사거리를 잇는 달곡

∼산하천 도로를 30일 개통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 도로는 연장 1.51㎞, 폭 30m(4차로)로 2013년 7월 준공됐다.

시는 그동안 이 도로와 연결되는 강동 산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도로망 건설이 지연되자

안전을 우려해 개통을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강동중학교와 강동초등학교가 강동산하지구로 이전 개교함에 따라 이들 학교의

통학로가 필요해지자 이 구간의 도로를 우선 개통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이 도로와 연결되는 강동 산하도시개발사업지구의 도로는 아직

조성 중인데다 대형 공사차량의 운행이 잦다"며 "운전과 통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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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단 안전관리기관 Net-work 구축(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1. 30.(금) 15:30 ~ 17: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대 상 : 9명(검찰청, 노동지청, 울산대 산업안전센터, 안전보건공단 등)

○ 주 요 내 용 : 기관별 산업안전 추진상황 보고,

산업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발전방안 협의 등

❀ 「2015 갈까마귀･떼까마귀 군무페어」 개최(환경녹지국)

○ 기간/장소 : 1. 30. ~ 1. 31. / 태화강 일원

※ 개막식 : 1. 30.(금) 17:00 ~ 18:00, 생태특강, 군무관찰, 야생조류 방사 등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

○ 참 석 인 원 : 500여명(지역주민, 학생, 시민단체 등)

○ 주 요 내 용 : 떼까마귀 생태강의 및 군무관찰, 철새 탐조 대회, 전시 및 체험행사

주요시정 |

2015년 1월 30일

❀ ‘ICT 기반의 디지털 창조도시’ 본격 추진(행정)

울산시는 'ICT 기반의 디지털 창조도시'를 구현할 2015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30일 심의·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5년 정보화 시행계획은 '개방과 소통 중심의 열린시정 구현', 'U-IT 기술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6개 분야에 43개 사업으로 전개된다.

이들 사업에 총 186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정보시스템 고도화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미래형 첨단 도시기반 분야'에 84억

4천700만원(45.4%), U-CITY 통합관리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과 취약지역 CCTV 설치

등 'U-IT 기술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분야'에 41억1천800만원(22.2%)을 각각 투입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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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ITY

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행정업무용 SW 확대보급 등 '품격있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15.7%),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 등 '개방과 소통 중심의 열린시정 구현'(9.1%),

'사이버 위협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4.8%) 등이 진행된다.

❀ 울산박물관 근·현대 유물 기증자에 감사패(문화)

울산박물관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근·현대 유물 492점을 기증받아 30일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기증받은 유물은 독립신문 축쇄판, 천도교서(1921년 발행), 상주도씨 족보 등 고서 등

서적·출판 관련 유물부터 대나무수저통, 80년대 다리미, 90년대 휴대전화 등 생활용품,

울산공립보통학교(현 울산초) 졸업 앨범과 1960년대 혼례 사진까지 다양하다.

특히 울산화력발전소의 대통령 표창, 주식회자 유공(현 SK)의 신분증과 기념품, SK에너지의

계절별 작업복 등 공업도시 울산을 표현하는 유물도 들어왔다.

또 포니2 픽업을 기증받아 울산박물관은 2011년 구입한 포니와 2012년 현대자동차로부터

기증받은 포니를 비롯해 총 3대의 포니를 보유하게 됐다.

울산박물관 개관 전인 2006년부터 시작된 유물기증은 현재까지 총 1만 점이 넘는다.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자율·독립성 보장(경제)

울산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3월 개소

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발기인 회의, 법인설립 허가 신청,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말 법인 등기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센터장 아래 기획운영팀과 창조경제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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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운영팀은 주요 업무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예산회계 계약과 인사· 복무 등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창조경제 협의회 운영 지원, 센터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의 역할을

한다.

창조경제팀은 연계 대기업과의 협력업무 추진, 창업경진대회·시제품 제작지원·멘토링 관련

업무,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추진,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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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문양 [대표문양] 달천광산의 원석

울산 10색  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0색0색0색0색0색0울산 10색0색색색색색색색색울산 10색색색색색색색색색울산 10색색울  울  울  울  울  울  울  울산 10색울   울  울  울  울  울  울  울산 10색울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101010101010울산 10색울산 10 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바위바위바위위위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위구대구대구대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구대구구구구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구ㆍㆍ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 반반반반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반옹옹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옹 은색은색은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은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태태태태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태 강은강은강은강강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강은화강화강화강화화강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화강 ㆍㆍ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화화화화화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화적적적적적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적 은은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은ㆍㆍ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태태태태태화화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태화토색토색토색토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토색기적기적기적적기적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기적 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토토토토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토옹기옹기옹기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옹기 고래래고래고래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고래고고고고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고 회회회회청청청청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회청래회회래회래회회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래회래래래래래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래자자자자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자 반반반반구구구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반구 위위위위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위색대바바대바대바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대바바바바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청청청청청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청자색자색자색자색자 ㆍ옹ㆍ옹옹옹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자색ㆍ옹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색색색색ㆍ철ㆍ철철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철색ㆍ색ㆍ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녹녹녹녹녹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녹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울ㆍ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울울울울울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울울산울산울산울산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울산바바바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 가가가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가색ㆍ색ㆍ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 가가가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가바바바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다다다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다색바다바다바다바다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다산산산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산배꽃배꽃배꽃배꽃배꽃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배꽃울산울산울산울산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울산 꽃색꽃색꽃색꽃꽃꽃꽃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꽃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배배배배배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배은백은백은백은백백백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은백로로로로로로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로백로백로백백로백로백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백로백백백백백백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백로은로은로은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로은백백백백백백색ㆍ울색ㆍ울색 울색 울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백색ㆍ울 가지가지가지지지산진녹산 녹산진녹산진녹진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가지산진녹 철철철철철쭉적자쭉적자쭉적자쭉적자쭉적자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철쭉적자산금산금산금산금금배색배색배색배색배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산금배색색ㆍ색ㆍ색색 울산바울산바울산바울산바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울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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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톤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적정성 조사(환경녹지국)

○ 기간/조사반 : 2. 2. ~ 2. 6. / 5개반 15명(시 10, 구․군 5)

○ 방    법 : 구․군별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 방문조사

○ 주요내용 : 공사장생활폐기물 적정 수집․운반여부, 가연성･불연성 분리배출 실태 등

❀ 고액체납자 전국 금융자산 조회･압류(기획조정실)

○ 기    간 : 2. 2. ~ 2. 28. 

○ 대    상 :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 주요내용 : 전국 85개 금융기관 본점에 체납자 예금, 보험 등을 조사･압류

주요시정 |

2015년 2월 2일

❀ 울산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지원단 운영(경제)

울산시는 산·학·연 협력 연구특화단지가 될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포괄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테크노산단 추진지원단은 울산시 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시, 남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총 12개 기관 23명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R&D 기관 조기 입주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입주 기관 인·허가 등 행정 지원 등을

맡는다.

울산시는 현재 주요 입주 예정기관들이 조기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등 대책이 시급해 추진지원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조성사업(시행자 한국산업단지공단·울산도시공사)은 총 3천522억원이

투입돼 남구 두왕동 일대 128만7천204㎡ 규모로 2014년 9월 착공, 2017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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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2008년 9월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후 2013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거쳐 현재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부지 조성공사가 동시

추진되고 있다.

테크노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산업시설

용지에는 R&D시설, 첨단융합부품, 신재생에너지, 수송기계 및 정밀화학 등의 업종이 유치

된다. 

울산시는 이 단지가 가동되면 총 2조6천263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4천357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울산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착수(도시)

울산시는 전국에서 처음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올해 2월 용역에 착수하고, 12월에 완료해 지역 산업

단지에 체계적으로 적용된다.

안전디자인이란 산업단지의 공간·시설물·사인물 등을 디자인할 때 안전을 우선 고려해

기기나 장비 조작 오류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 디자인에는 근로자가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정보제공 기능, 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심미성 기능 등이 접목될 예정이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근로자의 오류를 최소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08∼2013년) 울산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총 225건으로 이 중 26.2%인 59건이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기적 요인 36건(16%), 기계적 요인 32건(14.2%), 화학적 요인 18건(8%), 기타 80건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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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3일

❀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울산 120 해울이콜센터) 개소식(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2. 3.(화) 14:00 / 울산광역시 교통관리센터(1층)

○ 참 석 인 원 : 50여명(시의장, 구청장‧군수, 시의원, KTCS 컨택사업부문장 등)

○ 주 요 내 용 : 테이프 커팅, 현판 제막, 센터 라운딩, 다과회 등

❀ UNWTO/UNESCO 관광문화 국제회의 참가(문화체육관광국)

○ 기간/장소 :  2. 3. ~ 2. 7.(5일간) / 캄보디아 시엠립

○ 참  가  자 : 6명(행정부시장, 관광진흥과장 등) 

○ 내     용 : UNWTO 산악관광회의 울산 개최(10. 14. ~ 10. 16.) 관련 회의준비

실무협의 및 관광문화 국제회의 세션 참가

❀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행정지원국)

○ 접수/금액 : 2. 2. ~ 2. 23. / 3억원

○ 신 청 대 상 :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328개 단체)

○ 지 원 사 업 : 복지, 시민의식 함양, 환경, 안보·안전 등 4개 분야

○ 추 진 일 정 : 사업선정(3월말), 보조금 신청(4월초), 교부(4월중)

주요시정 |

2015년 2월 3일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환경)

울산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해 4대 추진전략, 6대 역점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1천545곳이다.

시는 계획에 따라 769개소(시 관리 318, 구·군 관리 451개소)를 올해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녹색기업·자율점검업소 등 나머지 776개 배출업소는 올해 지도·점검이 면제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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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환경관리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맞춤형 기술진단, 환경기술지원, 악취

관리 기술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오염물질 배출업소 1천884곳을 지도·점검해 위반업소 15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에는 개선명령,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이중 위반 정도가 심한 54곳은

검찰에 송치했다. 

❀ 중소기업 수출 지원 ‘팍팍’(경제)

울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 통상지원시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책은 해외시장 개척, 수출역량 강화, 무역환경 변화 대응, 수출 마케팅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추진한다. 4개 대행기관(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

경제진흥원)에 사업비를 교부해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4억원이 늘어난 29억9천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637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 선진·신흥시장 등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14회 112개사),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93개사) 사업과 해외지사 사무실을 기업의 사무실로 제공하는 해외 지사화

사업(30개사),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바이어 60명, 기업 110개사)등이 추진된다.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40개의 수출 초보기업을 발굴해 심층 시장조사, 토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며 수출 유망기업 5개사를 중점 육성한다. 

또 수출 500만 달러 이상 2개사를 선정해 글로벌 브랜드와 제품디자인 개발비(업체당 5천

만원)를 지원해 울산을 대표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무역환경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지원내용과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출 지원 성과 관리시스템'과 온라인으로 중소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해외바이어와 상담

할 수 있는 '무역 거래정보 촉진망’을 구축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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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결혼 이민자와 외국유학생 및 지역 대학생을 기업에 직접 파견해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출기업 지원서비스'(48개사)도 시행한다.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홍보(40개사), 중소기업 통·번역(50개사), 수출보증

보험료지원(55개사) 등의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2015년 2월 4일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KDI 예비타당성조사팀 현장 방문(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2. 4.(수) 13:30 / 시청, 박물관 건립 부지

○ 방  문  자 : 총 11명(KDI 예비타당성조사 2팀 5명, 산업통상자원부 6명)

○ 주 요 일 정 : 사업계획 보고 → 질의·답변 → 현장 답사

❀ 장춘시 농업․식품분야 교류단 울산방문(경제산업국)

○ 방 문 목 적 : 농업․식품분야 교류, 장춘국제농업식품박람회 홍보

○ 기     간 : 2. 4.(수) ~ 2. 5.(목)

○ 방  문  자 : 장춘시 외사판공실 푸지강 부주임 등 5명

○ 주 요 내 용 : 2015년 장춘국제농업식품박람회 참가 초청 및 홍보

주요시정 |

2015년 2월 4일

❀ 작년 계약심사제로 135억원 절감(행정)

울산시는 지난해 공사, 용역, 물품구매 419건에 대한 계약심사제로 총 135억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시는 공사계약 153건(2천373억원)을 심사해 112억4천800만원 아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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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용역계약 99건(467억원)을 심사해 11억7천200만원, 물품계약 146건(122억원)을 심사해

1억9천만원, 설계변경 21건(261억원)을 심사해 8억9천600만원을 각각 절감했다. 계약 금액

대비 총 절감률은 4.2%다.

시는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계약심사 연찬회 개최, 전문교육 이수, 타 시도 견학 등을 통해

심사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계약심사제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심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 운영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도 크게 이바지했다"라며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원가분석

전문가를 초빙해 심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계약심사제란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현장확인, 시장가격 및 실거래가격 조사 등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울산시는 2006년 계약심사제를 처음 도입한 이래 총 1천772억2천400만원의 예산을 절감

했다.

울산시의 계약심사제는 도입 당시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인정받아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 울산창조경제협의회 ‘창조경제 원년’ 선포(경제)

울산시는 4일 시청에서 김기현 시장을 비롯해 창조경제협의회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차 울산시창조경제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창조경제 산업지도 및 비전 설명, 창조경제 현안 설명, 원전해체센터 유치 서명식

등으로 진행됐다.

김 시장은 올해를 '울산발 창조경제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을

건설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올해 창조경제의 핵심 과제는 ICT융합을 통한 조선해양 경쟁력 제고, 원전해체센터 유치

추진, 동북아오일허브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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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5일

❀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시민안전실실)

○ 일시/장소 : 2. 5.(목) 10:30 / 영빈관

○ 참석대상 : 230여명(정부부처장, 시․도지사, 국가중요시설 관리자 등)

○ 주요내용 : 현 안보정세․통합방위태세 관련 보고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및 창립10주년 기념 인권대회(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2. 5.(목) 18:30 / 문수월드컵컨벤션(B1 르부르홀)

○ 참석대상 : 90여명(주요내빈, 업무유공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회원 등)

※ 주요 참석내빈 : 경제부시장, 시의장, 검사장, 교육감, 양산시장,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

○ 주요내용 : 유공자 포상, 지원금 전달식, 2014년 사업실적 보고 등

주요시정 |

울산시창조경제협의회(공동위원장 이태성·최원준)는 울산의 창조경제 실현 및 확산을

위하여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민관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자문, 울산창조경제 관련 민관협력 방안 마련, 창조경제

기반조성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 울산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 등의 일을 하고 있다.

2015년 2월 5일

❀ ICT융합 조선해양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주력(경제)

울산시는 올해 6월까지 진행될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응팀은 미래부, UNIST(울산과기대), 현대중공업,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산·학·연·관 전문가 44명으로 구성됐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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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날 대응팀 TF 회의를 열어 앞으로 진행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한 역할 분담과

11일 서울에서 열릴 예타 1차 보고회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조선해양사업에 ICT기술을 접목, 위기에 처한 조선해양

사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CT융합 Industry4.0S'사업'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비 총 1천825억원(국비 1천304억원, 시비 200억원, 민자 321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기반조성(711억원), 연구개발(R&D, 1천114억원) 등이다. 

울산시는 기반조성과 관련,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내 부지 9천900㎡, 건축전

체면적 1만8천300㎡ 규모의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을 2016년 착공해 2018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이테크타운에는 조선해양 ICT창의융합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ICT융합 엔지니어링센터

등이 입주해 조선해양 ICT 중소기업 지원, ICT융합 창의인재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연구개발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전국 공모로 추진하며 선박의 안전·경제 운항

분석기술, 디지털 생산 기술, 선박의 원격 유지보수 등 조선해양 ICT·SW융합 기반 및 응용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란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 대형 투자사업에 앞서 시행되는 개략적인 타당성 조사다. 사업 우선순위, 재원조달 방법,

경제성 등을 검토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999년 도입됐다.

❀ ‘부 · 울 · 경 중동 종합 무역사절단’ 4월 파견(경제)

울산시는 부산시,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2015년 부·울·경 중동 종합 무역사절단'을 구성해

파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파견기간은 4월 19일부터 25일까지(5박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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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관내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바이어 발굴, 시장조사비 지원, 상담주선(통역·상담장), 버스 임차, 편도

항공료(업체당 1명)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참가희망 기업은 13일까지 한국무역협회 울산본부누리집(http://us.kita.net) 공지 사항

에서 확인하거나, 통상지원팀(☎052-283-7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출상담회가 개최되는 지역은 터키 이스탄불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이다.

터키 이스탄불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시장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유망한

시장 조건을 갖추고 있다.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는 중동지역 최고의 정보기술 인프라를 갖춘 곳이다. '경제비전 2030'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다변화된 고부가가치 경제 건설을 이룩하고자 경제 다각화에 나서고

있어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 적합한 시장으로 분석되고 있다.

❀ 태화강·동천 수질상태 ‘청정’(환경)

울산 도심을 흐르는 태화강과 동천의 수질이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014년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농도가 평균 태화강

1.6ppm, 동천 1.0ppm으로 수질생활환경기준 Ⅰb등급인 '좋음'(BOD 2ppm이하)과 Ⅰa등급인

'매우 좋음'(BOD 1ppm이하) 수준이라고 4일 밝혔다. 

Ⅰa등급은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Ⅰb등급은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

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

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태화강 수질측정망은 상류(덕현, 지헌, 신화, 반송, 대암, 망성, 구영), 하류(삼호, 태화,

학성, 명촌) 등 모두 11개 지점에 있으며, 동천 수질측정망은 제일, 신답, 동천, 내황 등 모두

4개 지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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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6일

❀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행정지원국)

○ 기간/방법 : 2. 6. ~ 2. 12.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

○ 선 발 인 원 : 52명(사회복지 9급 35, 연구사 12, 지도사 5)

○ 추 진 일 정 : 필기시험(3. 14.), 합격자 발표(4. 10.), 면접시험(5. 1.),

최종합격자 발표(5. 12.)

❀ 시･도 해양수산 정책협의회 참석(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2. 6.(금) 10:30 /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대회의실

○ 참 석 대 상 : (해수부) 차관(주재), 실․국장 등, (지자체)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

○ 주요내용

∙ 2015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및 협조･당부사항 

∙ 시ㆍ도별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 등

주요시정 |

2015년 2월 6일

❀ 울산시 공무원 지역경제 활성화·이웃돕기 앞장(행정)

울산시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청 전 직원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억9천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했다. 

주요동향 |

한편, 태화강의 연도별 BOD 농도는 2000년 4.9ppm, 2008년 2.0ppm, 2011년 1.9ppm,

2013년 1.9ppm 2014년 1.6ppm으로 해마다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동 천 은  2000년  5.1ppm, 2008년  2.2ppm, 2011년  1.7ppm, 2013년  0.9ppm, 2014년

1.0ppm으로 매우 좋은 수질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2월 주요시정ㆍ동향 _063

시청 직원들은 2013년 2억8천만원, 2014년 2억8천60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운동을 벌여왔다.

또 2003년부터 울산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전 직원이 동참해 매월 봉급의 1천원 미만

금액을 적립,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따뜻한 집 등 3개 단체와 개인 27명에게 총 8천900만원을 지원했다.

자원봉사도 솔선수범하고 있다.

울산시 공무원의 지난해 자원봉사 활동시간은 총 1만7천여 시간으로, 65개 부서, 8개

동아리, 7개 재능봉사단이 봉사활동에 참가했다.

시는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1국(부서) 1시설(세대) 결연 나눔봉사활동 등으로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자원봉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이와 함께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려 구내식당 휴무일에 시청

공무원들이 외부 식당을 이용해 시청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 울산시기능경기대회 31개 종목 381명 신청(경제)

울산시는 최근 '2015년 울산시기능경기대회' 원서접수 결과 31개 종목(총 49개)에 381명의

기능인이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용접 25명, CNC·선반, CNC·밀링 각각 23명, 폴리메카닉스 22명, 옥내제어 19명, 게임

개발 18명 등이다.

울산시지방기능경기대회는 4월 8일부터 13일까지 울산공고 등지에서 열린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결과 1, 2, 3위는 10월 5일부터 울산에서 열리는 제50회 전국기능경기

대회에 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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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9일

❀ 설 명절 대비 정부양곡 부정유통 점검(경제산업국)

○ 기간/대상 : 2. 9. ~ 2. 12.(4일간) / 가공용 쌀 공급업체 11개소

○ 단  속  반 : 1개반 4명(시 2, 농관원 2)    

○ 점 검 내 용 : 가공용 이외의 타용도 사용 및 부정유출 여부

○ 조 치 계 획 : 매입자격 제한 및 행정조치 등

❀ 대학생봉사단 해외봉사 활동(행정지원국)

○ 기간/장소 : 2. 9. ~ 2. 13. / 필리핀(다일드림데이케어센터)

○ 참 여 인 원 : 대학생봉사단 등 30명

○ 주 요 내 용 : 재능나눔, 문화교류, 배식지원, 시설정비 등 봉사활동

❀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설치대상 조사(소방본부)

○ 기     간 : 2. 9.(월) ~ 2. 13.(금) / 구․군, 사회복지부서 협의

○ 대     상 : 2,000가구(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 소 요 예 산 : 118백만원

○ 보 급 내 역 : 가구별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우리 시 취약계층 20,865세대 중 14,004세대 설치 완료(보급율 67%)

주요시정 |

2015년 2월 9일

❀ 올해 67억 투입 문화재 보존관리 나서(문화)

울산시는 올해 67억원을 투입해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58억원, 문화재 활용에 2억원, 문화재 상시 관리에 7억원을 각각 투입

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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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특별종합점검에서 지적된 건조물 문화재 15건 등 26건의 문화재를 보수·정비

하기로 했다.

울산 경상좌도병영성과 울주 언양읍성은 보수·정비,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정비계획

수립, 울산 동헌 및 내아 가학루는 복원,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은 풍화 방지, 울산 남창역사는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목조 문화재는 충해 방지 사업 등을 각각 벌인다.

시는 또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 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울기등대 구 등탑(백년의 빛, 천년의

소리를 찾아서),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반구대 문화유산을 국민과 세계 속으로), 언양

향교(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선비학당) 등 3개 사업을 각각 시행한다.

대왕암에서는 달빛 문화재, 반구대 암각화에서는 선사음악회, 언양향교에서는 평생 교육

사업으로 선비학당을 운영하게 된다.

시는 이밖에 문화재 훼손 방지와 환경정비 등 문화재를 상시 관리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28명을 채용해 운영하기로 했다.

❀ ‘노란우산공제’ 도입 공로 김기현 시장 감사패 받아(경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50만 돌파 기념행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퇴직금 마련

공제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회는 2007년 9월 출범해 가입자가 50만명을 넘었다.

김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1월 5일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김 시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335만 사업체 중 97%인

325만 개를 운영하는 우리 경제의 중심이자 뿌리"라며 "생계형 창업자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사업 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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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분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2. 10.(화) 11:00 ~ 12: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대 상 : 17명(실무위원, 구·군 담당과장 등)

○ 주 요 내 용 : 통합방위태세 확립 대책,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일정 협의 등

❀ 2015년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 및 맑은 물 해설사 교육(상수도사업본부)

○ 일시/장소 : 2. 10.(화) 14:00 / 본부 3층 회의실

○ 참 석 대 상 : 135명(주부모니터 115, 해설사 20)

○ 주 요 내 용 : 주요사업 및 각종 상수도 시책 홍보․운영계획 설명

❀ 연구개발특구 지정 공동추진 실무협의회(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2. 10.(화) 15:00 / 대구그랜드호텔

○ 참 석 대 상 : 12명(울산·경북 담당과장 등 실무협의회 위원)

※ 실무협의회 : 1. 26. 구성, 울산․경북 각 6명(시․도, 대학, 출연 연구원 등)

○ 주 요 내 용 : 연구개발특구 공동추진관련 세부사항 논의

○ 향 후 일 정 : 공동추진 MOU 체결(2분기), 주민공청회 개최(3분기), 

특구지정 신청(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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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란우산공제는 이들 생계형 창업자를 돕기 위해 출발했고 지금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6만8천여 소기업·소상공인 중 1만5천여 소상공인이 가입해 약 22%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고의 가입률이다. 서울이 19%, 광주가 18%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회가 안착할 수 있도록 김 시장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제도 홍보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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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팅 제조혁신 기술지원 본격화(경제)

울산시는 벤처·중소기업 생산현장에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해 발전을 도모하는 '3D

프린팅 수요연계형 제조혁신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친환경청정기술센터가 주관해 지역 벤처·중소기업 20개사에 올해

총 2억원을 지원해 사업을 벌이게 된다.

사업 내용은 폴리머·금속 재질의 시작품 또는 시제품을 만드는 '3D프린팅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지원'과 설계·3D모델링 등 전처리와 열처리·기계가공 등 후처리 기술 등을 지원

하는 '3D프린팅 공정별 기술혁신 지원' 등 두 종류다. 

이달 중 생산기술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사업내용을 공고하고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3D프린팅'이란 디지털화한 임의의 3차원 설계도를 보고 아주 얇은 막을 한 층씩 쌓아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입체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변화가 빠른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제조업의 혁신과 창조경제의 신시장을

창출할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3D프린팅기술은 정체상태인 울산 제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기술동력"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울산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사업 ‘우수’(복지)

울산시는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014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사업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

으로 선정돼 10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평가는 지난해 전국 119개 새로 일하기 센터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 직업교육

훈련, 취업 연계서비스, 취업 성과, 고객 만족도 등에 대해 이뤄졌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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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기업, 관계

기관과 연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관 표창과 함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업무에 이바지한 울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미향 주무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는다.

울산지역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기관은 울산중부새일센터(☎052-229-6344), 울산새일

센터(☎052-258-8061) 등 2곳이다.

❀ 김기현 시장 울산자유무역지역 추진상황 점검(경제)

김기현 울산시장은 준공을 앞둔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 현장을 10일 방문해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시장은 울산자유무역지역 내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방문해 오재순 원장을 만나 추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수출기업인 티에스엠텍(대표 박대주) 온산2공장을 방문해 직원

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 시장은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첨단 외국인 기업과 수출주력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울산과 국가 경제를 반전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조성이 완료되면 기업

유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울산시가 개발한 신일반산업단지 부지에 산업통상자원

부가 관리청사 1동과 표준공장 3개 동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총 2천4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온산읍 일원 신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83만7천502㎡, 건축물 4만4천640㎡ 규모로 2009년 착공해 이달 준공된다.

유치 업종은 조립금속, 전기전자, 메카트로닉스, 생명공학 등이다.

❀ 울주 ‘효정밥상’ 제1회 착한가격업소 행자부장관상(경제)

울산시는 행정자치부의 '제1회 착한가격업소 대상' 시상식에서 울주군 청량면 '효정밥상'이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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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대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2. 11.(수) 15:00 ~ 16:00 / 롯데백화점 광장 일원 

○ 참 여 인 원 : 100여명(유관기관 20, 민간단체 60, 시 20)

○ 주 요 내 용 : 설 명절 안전관리요령 홍보전단 배부 등 캠페인 전개

❀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 신년 인사회(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2. 11.(수) 15:00 / 본관 2층 시민홀

○ 참 석 인 원 : 200여명(초청내빈, 바르게 회원 등)

○ 주 요 내 용 : 개회식, 축하 떡 커팅, 기념촬영, 다과회 등

주요시정 |

울산시장상은 중구 '선경이용원', 남구 '다우촌'(삼겹살), 동구 '백옥세탁소', 북구 '도원'

(중화요리) 등 4개 업소가 선정됐다.

효정밥상은 간장게장 및 생선정식 6천원, 된장찌개 4천원, 추가 공기밥 무료, 인절미 제공

등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맛과 서비스를 인정받았다. 

시는 오는 3월 시민아카데미에서 표창을 전수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에 걸쳐 추천공모, 민관 합동실사 등을 거쳐 전국 24개

개인서비스 업소를 제1회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6천536개, 울산시에 113개 업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2014년 지방물가 안정 유공자 표창'에서는 중구 소재 '다원정'

(오리불고기)이 선정되어 부총리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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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13개 주민지원사업 추진(도시)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행위제한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을 위해 '201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국비 57억1천300만원을 투입해 생활편익 6건, 여건녹지 3건, 경관 2건, 누리길

및 복지증진 각 1건 등 총 13건의 주민지원사업을 벌인다.

주요 사업으로 중구 풍암마을 경로당 건립(3억8천700만원), 울주군 회야강 누리길 조성

(2억8천만원), 동구 남목 여가녹지 야구장 조성(7억원), 울주군 두현저수지 힐링 여가녹지

조성(7억원), 중구 입화산 어린이놀이터 조성(4억5천만원) 등이다.

울산시는 201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47억6천5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청량 두현저수지 경관사업(울주군), 시례마을 경로당 건립(북구), 범서 내사마을 저온창고

건립(울주군) 등 8개 사업을 추진했다.

❀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행정)

울산시는 설 연휴 대중교통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책은 종합상황실 운영, 교통소통과 안전, 재난과 안전사고,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비상진료와 방역, 환경관리, 함께 나누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공직기강 확립 등 8개

분야다.

시는 연휴인 18일부터 22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17일부터 22일까지 교통관리센터에 교통상황실(☎052-272-5001) 가동해 우회도로

안내와 교통정보 제공 등 귀성객에게 실시간 교통상황을 제공하기로 했다.

울산역 고속철도(KTX)는 17일 66회, 18∼19일 67회, 20일 68회, 21일 68회, 22일 68회

등 평상시보다 총 15회 증편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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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항공편(일 14편)은 평소와 같이 운항한다. 

고속버스 120대는 일 29회, 6일간 174회 증차 운행하고 시외버스 591대는 도로교통 상황과

승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심야 도착 승객을 연계 수송하기 위해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 오후 11시∼익일

오전 5시에 택시 90대를 상시 배치하고, 시외버스 터미널과 태화강역은 시내버스 5개 노선

(127,401,1104,1137,1401번)이 경유 운행한다. 

울산역에는 마지막 열차가 도착하는 오전 1시 15분까지 리무진 버스를 운행한다.

설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울산공원묘지를 찾는 성묘객 교통편의를 위해 울산

체육공원(문수수영장) 주차장 입구에서 공원묘지까지 무료 셔틀버스 2대를 운행한다. 

이밖에 시는 재해·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소방안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성수품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LP가스 공급업체를 윤번제로 운영해 생활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공의료기관 순번제

진료(24개소), 응급 의료기관 지정 운영(9개소), 당직 의료기관 운영(1,204개소), 당번약국

운영(391개소) 등의 비상진료 대책도 세웠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설 연휴 8개 분야 296명(1일 59명)의 직원이 상황에 나서 시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방의회 운영위원장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해야’(행정)

울산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등 울산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운영위원장들은 11일 울산시

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백지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 정책은 1982년부터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 과밀현상을 없애고 지방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정비법을 제정한 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켜 온 대국민 약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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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국가산단 안전관리마스터플랜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보고회(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2. 12.(목) 16:00 ~ 17: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대 상 : 시장님, 행정부시장, 울산발전연구원 등

○ 주 요 내 용 : 국가산단 안전사고 사례, 안전관리마스터플랜 구축방안,

향후 국비확보 방안 등

❀ 「2030 서비스산업 발전계획 수립」 착수보고회(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2. 12.(목) 15:00 / 창조경제본부장실

○ 참 석 인 원 : 10명(시, 울산발전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 주 요 내 용 : 계획수립 연구방향, 울산서비스산업 현황 및 국내서비스산업 동향 등

○ 향 후 계 획 : 용역 중간보고(4월), 최종보고(9월)

❀ 울산원전해체기술연구협회 창립 총회 및 국제세미나(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2. 12.(목) 11:00 / 본관 2층 시민홀

○ 참 석 인 원 : 100여명(협회 회원사, 산학연관 관계자)

○ 주 요 내 용 : 연구협회 창립총회, 협회 창립기념 원전해체 국제세미나

주요시정 |

이어 "그러나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런 시도는 가뜩이나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를

부채질하고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지역에 내려왔던 기업과 자본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게 돼 지역경제는 더욱

피폐해지고 자생의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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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과 소통하며 ‘창조행정’ 실현(행정)

울산시는 김기현 시장과 시청 공무원이 직접 만나 대화하는 '행복 나들이'와 '톡톡(Talk)

데이(Day)'를 지속적으로 열기 위해 '시장과 행복한 소통의 날 운영 계획'을 수립해 추진

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행복 나들이'는 시장과 시청 공무원 15명 정도가 월 1회 관내 문화·체육 행사에 함께 참여해

자연스럽게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6월 민선 6기 출범 이후 처음 시작한 이 행사는 현재 2차례 진행됐다.

3번째 행복 나들이로 12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김 시장과 경력 1년 미만 직원 17명이

'신 비나리' 공연을 관람한다.

이들은 공연 관람 전에 함께 식사하고 관람 후에는 차를 마시면서 공연에 대한 소감을 공유

하며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톡톡 데이'는 시장과 공무원 15명 정도가 월 1회 시장실에서 만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총 70차례 열렸다.

제8회 톡톡데이는 다음 달 2일 시장실에서 건축, 토목, 지적 등 기술직 7급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직원들의 톡톡 튀는 생각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 시장이 제안한 것이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행복한 소통의 날은 중하위직 공무원이 시장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공무원 스스로 업무에 애착을 갖게 하고 딱딱한 관료조직 문화를

깨는 창조행정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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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교통망 바꿀 옥동∼농소 도로개설 본격화(교통)

울산의 교통망을 바꿀 옥동∼농소 도로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남구∼중구∼북구를 연결하는 내부 순환 도로망인 옥동∼농소 도로공사 1구간

(옥동∼성안 구간)의 주요 구조물인 옥동 2터널(길이 745m)과 오산대교(길이 520m) 가설

공사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달 옥동 2터널 공사를 위해 문수로에 옥동교 보 거치를 완료했다. 

시는 이어 터널 출입구 공사와 태화강을 횡단하는 오산대교 가설을 위해 삼호동 와와삼거리

일원에 매설된 직경 1천200mm 공업용수관(길이 102m) 이설 공사를 5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옥동 2터널 공사는 상반기에 터널 입구를 정비한 후 하반기부터 터널굴착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협의 중인 태화동 구간의 보상이 원만히 완료되면 태화 지하

차도 공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 2018년까지 전체 구간을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공사가 완료되면 국도 7호 대체 도로를 이용해 양산시(웅상)에서 남구

옥동을 거쳐 북구 농소까지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다닐 수 있다"라며 "신복로터리와 공업탑

로터리 등 시가지 교통혼잡이 완화되면서 울산 교통망이 확 바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옥동∼농소 도로 개설사업은 울산시가 총 4천149억원을 투입해 남구 옥동∼중구 태화동과

성안동∼북구 농소를 연결하는 길이 16.9km(4차로) 규모로 진행된다. 1구간(옥동∼성안)은

2018년 1월, 2구간(성안∼농소)은 2016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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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민정협의회(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2. 13.(금) 15:3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여 인 원 :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0명

○ 주 요 내 용 : 위촉장 수여, 공동위원장 선출, 공동선언문 체결,

지역노사 및 일자리사업 보고 등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신청사 개청식(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2. 13.(금) 11:00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참 석 인 원 : 170명 정도(해양수산부차관, 유관기관 단체장 등)

○ 주 요 내 용 : 현판제막식, 테이프커팅, 오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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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문화예술 8개 분야 117개 사업 지원(문화)

울산시는 3월부터 연말까지 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 8개 분야 117개 사업에 10억1천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학 분야는 '울산작가19, 울산작가20' 발간(울산작가회의) 등 20개 사업에 1억1천600만원,

무용 분야 '전설의 달밤 Ⅱ'(차소민무용단) 등 8개 사업 1억600만원, 음악 분야 '느리게 떠나는

詩노래여행'(문화예술창작집단 울림) 등 17개 사업 1억8천500만원 등이다.

또 연극 분야 '전선 위에 걸린 달-희곡집' 발간(김행임) 등 7개 사업 7천900만원, 전통(국악)

분야 '2015 울산농요 재현마당'(울산농요보존회) 등 20개 사업 2억1천300만원, 시각분야

'모던아트 엣 뮤지엄'(울산씸조각회) 등 35개 사업 2억2천700만원이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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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예술가 지원사업으로 음악, 국악, 연극 분야 등 9명의 예술가를 선정해 총 4천만원을

지원하고 창작 콘텐츠 지원사업으로 1개 단체에 4천9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처음 시행된 창작 콘텐츠 지원사업은 9개 단체가 신청했지만 최종 1개 단체가 선정됐다.

지원금 잔액 5천100만원은 재공고를 통해 선정된 단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앞서 12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사업별 지원 단체와 규모를 결정했다.

❀ ‘울산대종’ 매주 토요일 정오 시민이 타종(행정)

울산시는 올해부터 시민이 울산대종을 직접 울리는 시민타종 행사를 시범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설을 맞아 오는 19∼21일 3일간 처음 시민타종을 시행하고, 이후 매주 토요일

정오에 진행한다.

행사 때마다 정오를 알리는 의미에서 총 12번 종을 치며,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4개 팀이

3번씩 울린다.

시는 타종하는 시민에게 기념촬영과 함께 사진이 첨부된 기념카드를 제공한다.

타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16일부터 울산시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날짜별로 선착순 마감한다. 문의전화는 ☎052-226-0310이다.

울산대종은 시민 화합과 울산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2005년 울산대공원 동문 연꽃

연못 옆 부지에 세워졌다. 

현재 송년재야 행사 때 타종하고 있으며, 지난해 송년재야 행사 때 처음으로 시민 대표들이

타종에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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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6일

❀ 「울산 명장의 전당」 등재 기념식(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2. 16.(월) 15:00 / 울산박물관 2층 「울산 명장의 전당」 앞

○ 참 석 대 상 : 50명 정도(명장 및 가족, 초청인사 등)

○ 행 사 내 용 : 등재 기념식, 기념촬영 등

❀ 체육관련 보조금 지원단체 교육(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2. 16(월) 15:00 / 의사당 3층 회의실

○ 참 석 대 상 : 136명(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언론사 등)

○ 주 요 내 용 : 2015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교육

주요시정 |

2015년 2월 16일

❀ 울산문예회관장에 김광래 전 세종문화회관 공연본부장(행정)

울산시는 문화예술회관 신임 관장에 김광래(63) 전 세종문화회관 공연사업본부장을 임명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관장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78년 서울

시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1988년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술단운영팀장, 총무팀·공연기획팀·전시팀·홍보마케팅팀장

등을 거치고 예술단발전추진단장, 공연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로써 울산시 조직의 핵심 라인인 경제부시장과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은 물론 문화

예술과 전시·공연 분야를 이끌 울산박물관장과 문화예술회관장 모두 중앙의 실력파 인사로

채워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문화예술회관장을 개방형으로 처음 선발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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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과태료 체납 해소방안 정부 건의(행정)

울산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자동차관리법 등)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건의 내용은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면

등록 전까지 과태료를 완납하는 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려는 자에 한해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돼 있다.

시는 또 '차령 초과자 자진 말소제도 폐지'(자동차관리법)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폐차 말소는 과태료 등을 완납한 후에 가능하지만 차령초과 말소는 과태료 등이

체납되어 있어도 등록이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 중 자동차(건설기계) 관련 과태료가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변경등록 지연, 이전 및 말소등록 지연,

정기검사 미필, 정기검사 지연과 번호판 미반납 등에 부과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과태료는 33%, 변경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2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과태료는 검사 만료일 후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는 사흘마다

1만원이 더해져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올해 온누리상품권 판매목표 200억원(경제)

울산시는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사민정협의회과 함께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구매율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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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7일

❀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정기총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2. 17(화) 16:00 / 본관 4층 중회의실

○ 참석대상 : 26명(연합회 회원)

○ 주요내용 : 2014년 사업실적 결산 심의,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확정

주요시정 |

시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판매 목표를 200억원으로 정한 가운데 현재까지 각 구·군 공무원

중심으로 8억원 상당을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울산지역 구매액은 총 50여

억원으로 절반가량인 25억원을 현대자동차가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역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은 총 248억5천만원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았고,

1인당 구매액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이 항상 5% 특별할인 판매되고 있고, 사용 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2015년 2월 17일

❀ 모바일 교통정보서비스 이용자 22% 증가(교통)

울산시는 작년 6월 구축한 모바일 교통정보서비스(교통정보앱) 이용자가 20% 이상 증가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교통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교통정보앱 이용자는 4만7명으로 작년 한 달 평균

이용자 3만2천718명보다 2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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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앱은 울산 전역에 설치된 132개 CCTV와 각종 차량검지 센서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지도, 소통정보, 실시간CCTV, 주차정보, 버스정보 등 9개 메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령 자가운전자는 도로 소통상황이나 주차장 위치 등을, 버스 이용자는 버스도착 시각과

첫차·막차 시간, 노선별 차량운행 현황 등 유용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울산대교나 혁신도시 등 새로 개설되는 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정보 수집 구간을

확대하고, 앞으로 교통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해 교통사고나 정체에 대한 예보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 올해 사회적기업 육성에 51억 투입(경제)

울산시는 '2015년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 51억3천200만원을 들여 사회적기업 20개(예비사회적기업 15개 포함)를 육성하고

일자리 400개를 창출한다.

우선 산업단지 입지,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아동 양육, 환경·자원 재활용 분야 등 사회

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 일자리창출사업(400명가량)과 사업개발비사업(30개 기업)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 창업보육 사업과 관련해서는 창업아카데미 운영(60명), 워크숍 개최,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시행한다.

이밖에 사회적기업 친화적 환경 마련을 위해 1사 1사회적기업 결연사업,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등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지정할 예비사회적기업을 오는 3월 2일까지 모집한다.

2014년 말 기준 울산지역의 사회적 기업은 95개(예비사회적기업 60곳 포함)이며, 일자리

1천900개가 창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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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종합복지관, 설 맞아 소외이웃 지원(복지)

울산지역 8개 종합사회복지관은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 3천799가구에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44가구에 떡국 떡과 과일 등을 지원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도 저소득층 290가구에 쌀, 라면, 부식 등을 전달했다.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과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 약 2천 가구에 온누리상품권과 쌀 등을,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이 255가구에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울주군지역 서부·남부·중부종합사회복지관도 150가구에 온수매트, 명절 음식 등을 지원

하는 등 나눔활동을 펼쳤다.

시는 이들 복지관이 기관·단체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자체 후원금으로 나눔을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CEO 매장 ‘톡톡 스트리트’ 새단장(경제)

울산시는 청년CEO 오프라인 매장인 '톡톡 스트리트'가 이달부터 새롭게 단장,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톡톡 스트리트는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창업가들이 입점,

직접 기획·디자인한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공간으로, 중구 옥교동 중앙전통시장 2층에 조성돼

있다.

현재 이곳에는 액세서리, 가죽공예, 일러스트 등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개성이 담긴 제품을

판매하는 18개 매장이 모여있다.

제품 판매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취미로 배울 수 있는 공예문화 강좌가 연중 진행되며, 4월

부터는 매달 첫째·셋째 주말에 야외장터도 마련된다.

한편 톡톡 스트리트는 2013년 19개의 업체가 입점해 5억2천만원의 매출과 5개 업체가

개별매장으로 독립하는 성과를 올렸다.

작년에도 18개 업체가 입점해 7억7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5개 업체가 독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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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3일

❀ 배출시설 중점관리업소 지도점검(환경녹지국)

○ 기간/대상 : 2. 23. ~ 2. 27. / ㈜코엔텍 등 10개소

○ 주 요 내 용 :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등

❀ 지선 ·마을버스 노선 일제 현장 조사(교통건설국)

○ 기     간 : 2. 23. ~ 3. 6.(10일간)

○ 대     상 : 지선･마을버스 13개 업체 43개 노선

○ 주 요 내 용 : 도심지 내 생활도로 운행노선 중 도로구조,

교통소통 등의 문제로 운행여건 개선이 필요한 구간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주요시정 |

2015년 2월 23일

❀ 복지시설 녹색 나눔 숲 조성(환경)

울산시는 소외 계층 녹색 복지 증진을 위한 2015년 녹색자금 지원 사업에 선정된 동구

'참사랑의 집'과 울주군 '혜진원'을 녹색 쉼터 공간으로 꾸민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의 복권기금(산림청 녹색기금) 3억1천만원이 투입

된다. 공사는 오는 5월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이들 복지시설에 느티나무, 팽나무 등 15종 3천115그루의 나무를 심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녹색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효도의 집' 등 총 9개 복지시설에

녹색 쉼터를 조성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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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탄력(경제)

울산시 울주군이 서생면 신암리에 추진 중인 에너지 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울주군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확장과 더불어 연계되는 사업 지원 육성을 위한 에너지 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행정자치부의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1천㎡ 규모에 2018년까지 총사업비 1천800억원을 투입해 울주군

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산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단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가 1천54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41억원,

취업 유발효과 1천69명에 이를 것으로 울주군은 분석했다.

울주군은 산단 조성으로 울산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 적기 공급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확장

등에 따른 원자력과 에너지 융합 관련기업 유치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원전지원금 사용 취지에 맞게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산단을 건설해 낙후된 원전주변

지역 발전과 함께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고 있다.

울주군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융합 산단 조성사업은 2015년 신규 산단 지정을 위한 국토

교통부 검증을 통과한 데 이어 행정자치부 중앙 투자심사까지 통과돼 2018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의 울산

유치가 확정될 경우 에너지 융합 산단 내에 입지할 예정이어서 산단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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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관계자 간담회(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2. 24.(화) 11:00 / 구관 3층 회의실

○ 참 석 대 상 : 25명(시, 구･군, 의료기관, 영양사회 등)

○ 주 요 내 용 : 건강관리 사례소개, 예방관리사업, 정보교류 등

❀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간담회(도시창조국)

○ 일시/장소 : 2. 24.(화) 14:00 / 본관 4층 영상회의실

○ 참 석 대 상 : 구･군 담당 및 담당자

○ 주 요 내 용 : 도시계획 방향·목표, 공간구조, 생활권설정, 인구배분계획 등

❀ 투자유치 전략협의회(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2. 24.(화) 14:00 / 본관 4층 중회의실

○ 참 석 인 원 : 30명(시, 구․군, 유관기관)

○ 주 요 내 용

∙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전략 특강(KOTRA)

∙ 2015년 투자유치 활성화 기본방향 제시 및 기관간 협력방안 논의 등

주요시정 |

2015년 2월 24일

❀ 폐기물 매립장서 전국 첫 탄산칼슘 생산 추진(환경)

울산시는 성암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탄산칼슘을 생산해 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전국

에서 처음으로 시범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폐기물 매립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CO2)를 분리해 탄산칼슘(CaCO3)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매립장에 적용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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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날 시청에서 환경분야 R&D(연구개발) 기업 이이알앤씨㈜(대표 이강우)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폐기물 매립장의 매립가스(LFG, Landfill Gas)는 매립장의 유기물질이 부패·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서 성상은 메탄(CH4) 55%, 이산화탄소(CO2) 35%, 기타 10%로

구성되어 있다. 

매립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는 그간 활용도가 없어 대기로 방출됐지만 이번에 지역

R&D기업의 연구개발 기술을 도입해 탄산칼슘을 생산해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고 온실가스도

함께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탄산칼슘 생산시설 설치 후 1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고품질의 탄산칼슘(연간 2천

500t 정도)을 생산하고 수요처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연간 1천3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한다.

탄산칼슘은 포틀랜드 시멘트 원료, 제철과 건축재의 중화제 등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된다.

특히 플라스틱 제품, 페인트, 제지 등에 주로 사용된다. 

한편 울산시는 성암 폐기물 매립장에서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천925만9천N㎥의

매립가스를 회수해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10만1천N㎥을

회수해 보조연료로 사용함으로써 7억8천만원의 수익 대체 효과를 얻었다.

❀ 귀농 · 귀촌 연계 도시농업 사업 22억 투입(행정)

울산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에 맞춰 귀농·귀촌 및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15년 귀농·귀촌 연계 도시농업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은 22억5천100만원을 투입해 귀농·귀촌인 지원과 도시농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

된다.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으로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귀농·귀촌 및 도시농업 교육

지원, 예비 귀농·귀촌인 팜투어 운영,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이다.

도시농업 지원 사업은 도시텃밭 조성, 텃밭상자 보급, 옥상텃밭 조성, 학교농장 조성,

귀농·귀촌 및 도시농업 수요 조사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농축산과 농정팀(☎229-29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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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2. 25.(수) 15:00 / 본관 2층 시민홀

○ 참석대상 : 250명(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 주최/참여 : 울산광역시 / 15개 기관(출연기관 3, 유관기관 12)

○ 주요내용 : 기업고충․애로사항 상담,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 등

❀ UNIST 외국인 유학생과 간담회(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2. 25.(수) 14:30 / 본관 7층 상황실

○ 참석대상 : 외국인 유학생 30여명

○ 주요내용 : 시정홍보영상물 상영, 시장님과 대화의 시간, 기념촬영 등

❀ 2015년 재경향우회 신년교례회(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2. 25.(수) 19:00 / 서울 롯데호텔(소공점)

○ 참석인원 : 500여명(국회의원, 기관․단체장, 재경향우회 회원 등)

○ 주요내용 : 순회인사, 시정홍보영상물 상영, 축하말씀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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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울산시장, 지방자치실천포럼 기조 강연(행정)

김기현 울산시장은 25일 "울산의 경제위기는 곧 국가의 경제위기"라며 "이를 극복할 새로운

패러다임은 시민과의 소통과 행정 및 산업간 융합"이라고 진단했다.

김 시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지방자치

실천포럼(공동대표 박재창 한국외대 석좌교수, 이승종 지방행정연구원장)에서 '소통과 융합의

지방자치'를 주제로 기조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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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외부인의 눈에 울산은 전국 최고 부자도시이지만, 실상은 주력산업이 침체된

위기의 도시"라며 "전국 수출의 16.2%를 담당한 울산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통'과 '융합'을 제시하고 "시민의 역할이

강조되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이제 지방자치도 수직적 통치(government)가 아닌

수평적 협치(governance)로 방향을 바꿔야 하며, 그 핵심 기반이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행정은 정책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조정하는 복잡한

종합예술"이라며 "지자체장은 다양한 악기들의 소리를 듣고 조율하여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어

내야 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장은 취임식 대신 '시민과의 만남'으로 임기를 시작했고 이를 정례화하고 있는 점,

공무원과 직접 만나 대화하는 '톡톡데이'와 '행복나들이' 운영, 시도지사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뤄낸 영남지역 신공항 합의 등을 사례로 소개했다.

이어 "20세기 정보화 혁명에 이어 '융합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행정 분야의

경우 부서 간 칸막이 해소를 넘어 행정서비스를 융합해야하며 이를 기술·산업간 융합의 촉진

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울산은 융합 행정을 선도하기 위해 산업과 환경, 행정을 융합해 기업체 간 생산 부산물을

상호 활용하는 자원순환시스템인 '환류형 생태산업단지'를 조성해 운영 중이라고 김 시장은

소개했다.

이와 함께 조선산업과 ICT를 융합한 스마트십, 석유화학과 물류·금융산업이 결합한 동북아

오일허브, 산업과 문화관광이 융합한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등의 기술·산업간 융합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올해는 소통과 융합을 위해 항상 뛰어다니는 '길 위의 시장'이 되려한다"며

"이러한 소통과 융합의 시도가 전국으로 확산하면 현재의 경제·사회적 위기가 극복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2013년 6월 창립된 지방자치실천포럼은 학계, 언론, 시민단체, 중앙정부, 지자체 등 80여 명

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지사, 전·현직 장관 등을 기조 강연자로 초청해 지금까지 모두

16회의 조찬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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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온실가스 감축 10개 실천과제 추진(환경)

울산시는 38개 시민·환경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저탄소 친환경 실천사업(C·G-10) 10개

과제를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저탄소 친환경 실천사업(C·G-10)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진행한 범시민 실천운동이다. 매년 10대 실천과제를

공모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 실천과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지회), 에너지 절약(울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 자원재활용 업사이클링(울산푸름이단 등), 대중교통 이용률

높이기(그린리더 울산시협의회), 태화강 및 지천 살리기 운동 (태화강보전회 등) 등이다.

또 공단 환경정화수 심기(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제고(온산공단

환경관리협회), 우리동네 공원 가꾸기(울산생명의숲 등), 가정 생활쓰레기 재활용 제고

(전국주부교실 울산시지부 등), 자전거 마일리지(전국주부교실 자전거봉사단) 등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공모전, 캠페인, 강좌 등을 통해 실천과제들을 시민과 함께 수행하게 된다.

❀ 고효율 차량 부품소재 개발사업 ‘탄력’(경제)

울산시는 '고효율 차량 경량화 부품소재 개발사업'이 최근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3월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참여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6월부터 장비구축,

건축물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200억원(국비 120억, 시비 40억, 민자 40억)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 프라운호퍼(Fraunhofer) 화학기술연구소 한국분원 설립과 국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차량용 경량소재(탄소섬유 복합소재 등) 핵심 원천과 사업화 양산기술 개발,

기술 이전과 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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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울산시, 산업통상자원부, 프라운호퍼ICT,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4개 기관은

지난 1월 8일 울산시청에서 차량 경량화 관련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독일 프라운호퍼

화학기술연구소(Fraunhofer ICT)의 한국분원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3월 중순께 UNIST 관계자가 프로운호퍼 연구소를 방문해 한국분원 설립과 관련한

추가 실무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예술단체 선정(문화)

울산시는 2015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3개 예술단체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단체와 지원금은 모하창작스튜디오(대표 신정웅) 6천만원, 북구예술창작소(대표

강연하) 2천만원, 갤러리 아(대표 오재경) 2천만원을 등이다.

이 사업은 지역 우수 작가를 육성하기 위해 울산시가 예술단체에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상설

전시장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추진됐다.

2015년 2월 26일

❀ 국민통합 지역 간담회(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2. 26.(목) 10:20 ~ 15:30 / 시청 및 울주군 소호마을

○ 참 석 인 원 : 55여명(국민대통합위원회 15, 지역인사 등 40)

○ 주 요 내 용 : 소호마을 공동체 현장방문 및 국민대통합 관련 토의･의견수렴

❀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캠페인(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2. 26.(목) 14:00 / 롯데백화점 광장 일원

○ 참 석 인 원 : 500여명(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회원, 공무원 등)

○ 주 요 내 용 : 개회식(퍼포먼스), 태극기 및 홍보전단 배부, 이동홍보관 영상물 상영 등

주요시정 |



_ 2015 울산종합일지090

ULSAN METROPOLITAN CITY

2015년 2월 26일

❀ ‘아름다운 간판문화 종합계획’ 추진(도시)

울산시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구·군과 연계한 4개

추진전략 19개 과제의 '2015년 옥외 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진전략은 아름다운 간판문화 선진화운동, 효율적 광고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 강화를 통한 쾌적한 도시조성, 획기적인 옥외광고 문화 수준 개선 및 홍보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제15회 울산옥외광고대상전 개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확대, 좋은 간판달기 캠페인 등 19개 과제를 실천하기로 했다.

또 중구 성남동 구시가지 300ｍ 구간에 4억8천300만원을 투입, LED 조명간판 300개를

시범 설치하는 등 간판 개선 시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행센터와 옥외광고물 재난방재단 2개 반 44명을

가동해 광고물 정비·단속과 안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요동향 |

❀ 제54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교통건설국)

○ 일시/장소 : 2. 26.(목) 14:00 / 구관 3층 회의실

○ 참 석 인 원 : 20명(심의위원 9, 공사시행자 및 교통개선대책 수립대행자 등)

○ 심 의 안 건 : 4건(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2,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2)

∙ 울주군 신청사 건립(신규),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보완)

∙ 진장~매암 주배관 건설공사(북구 진장~남구매암 : L=13㎞)

∙ 용잠로 고압 지중선로 및 지하배관 매설공사(용잠로, L=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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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테크밸리 산업시설용지 1단계 분양(경제)

울산시는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삼성SDI 일원에 첨단산업의 유치·육성을 위해 조성 중인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분양 대상은 전체 사업면적 206만1천872㎡ 중 1단계 사업구간으로 14만62㎡(10필지)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으며 가격은 36만5천317원/㎡(잠정)이다.

이 분양가는 산업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의 기반시설공사비의 50∼100%까지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조성원가 이하라고 시는 설명했다. 

유치업종은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전기

장비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구성돼 있다.

2015년 2월 27일

❀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위원회(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2. 27.(금) 14:00 / 본관 4층 다목적소회의실

○ 참 여 인 원 : 9명(경제산업국장 등)

○ 주 요 내 용 : 건립방향에 대한 자문, 예상 후보지 현장 답사 등

○ 향 후 계 획 : 후보지 선정(3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4월)

❀ 울산 산업정책포럼(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2. 27.(금) 15:00 / 본관 7층 상황실

○ 주     제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지원 방안

○ 참 석 인 원 : 20명(예비타당성조사 지원TF 관계자)

○ 주 요 내 용

∙ 유물조사, 기업체 기증 추진방안 발표(울산박물관, 울산상공회의소)

∙ 국립박물관 건립 및 전시･운영 사례 발표(박물관 전문가)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지원방안 토론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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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살림규모 3조908억, 재정자립도 56.1%종(행정)

울산시의 올해 살림규모는 총 3조908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5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015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 2015년도 당초예산

기준, 한 해 살림 규모를 27일 공시했다.

2015년도 살림 규모는 3조90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1천292억원, 공기업특별

회계는 5천21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천858억원, 기금은 1천737억원으로 집계됐다.

살림규모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공시됐다.

울산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53.3%보다 2.8%포인트 상승한 56.1%이며, 재정자주도는 전년도

58.9%보다 1.9%포인트 상승한 60.8%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남녀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는 성인지(性認知)예산은 67건에 1천777억원으로 전년도 60건 1천547억원

보다 23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시는 2014년도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결과, 재정건전성(9개), 효율성(6개), 재정운용노력(10개) 3개 분야 (25개 지표)에서 모두

'가'등급을 받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았다.

2013년에도 이 분야 평가에서 '가'등급에 선정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입증된 바 있다.

❀ 산업단지 입지정책 수립용역 추진(경제)

울산시는 지역 일반 산업단지 24곳을 포함해 체계적인 산업단지 입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신규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잇달아 시행한

다고 27일 밝혔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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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은 8천500만원을 들여 4월 착수해 2016년 3월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2009년 수립된 울산산업입지 공급계획을 기초로 그동안 변화된 산업입지 여건을

분석하고, 2015년을 기준으로 산업입지 정책의 기본방향, 지역별·유형별·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하도록 했다.

신규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은 1억4천만원을 들여 4월 착수해 10월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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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문양 [대표문양] 처용의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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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일

❀ 개학기 학교주변 유해환경 일제단속(행정지원국)

○ 기     간 : 3. 2. ~ 3. 13.(2주간)

○ 단 속 대 상 : 청소년 유해업소,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 단  속  반 : 특별사법경찰 2개반 7명

○ 주 요 내 용 : 청소년 유해물 판매,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행위 단속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운영사업장 합동점검(환경녹지국)

○ 기간/대상 : 3. 2. ~ 3. 12. / 폐기물소각처리업체 등 15개사

○ 점  검  반 : 2개조 4명(시 2, 한국환경공단 2)

○ 주 요 내 용 :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 운영실태 등

주요시정 |

2015년 3월 2일

❀ 경제분야 산하기관장·개방형 직위 인선 완료(인사)

울산시 경제분야 산하기관장과 개방형 직위에 전문가 진용이 모두 갖춰졌다.

울산시는 2일 울산테크노파크 신임 원장에 김창룡 전 한국표준협회 회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민선 6기 울산시의 경제분야 산하기관장과 개방형 직위에 전문가가 대거 영입되면서

인선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시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울산발전연구원 원장에 현대중공업 부사장

출신 ICT 전문가인 황시영씨가 임명됐다.

황 원장은 올해 연구원 운영 기조를 '창조경제 연구'로 정하고 ICT 융합연구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임기를 시작한 한양현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도 대신증권에서 전무이사를 역임한

금융계 인사다. 민간기업 경영 노하우를 살려 고객 지향적 업무 처리와 자금운용 효율 극대

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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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임명된 김병권 시 투자유치특보는 KOTRA 전략마케팅 본부장 출신의 투자유치

전문가다. 

문화예술 분야도 외부 전문가가 맡아 지역문화 수준을 한껏 높이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장을 역임한 신광섭 울산박물관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된 후 박물관 재도약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Kids Museum(어린이 박물관) 신설, 특별기획전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임명된 김광래 문화예술회관장은 세종문화회관 공연사업본부장 출신이다. 경험과

인맥을 살려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는 문화예술회관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

된다. 

울산시는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단장도 미술관 운영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영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문화예술 분야 3개 기관의 수장이 모두 전문가로 채워질 전망이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주요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폭넓은 네트워크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인사를 영입했다"라며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울산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민선 6기 시정 목표인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울산교육청, 폐교 리모델링 학생교육문화회관 활용(교육)

울산시교육청은 옛 울산동중학교 건물을 활용해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2일

밝혔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공약으로 강당, 전시실, 음악감상실,

체육관 등 학생의 교양·문화·체육교육을 위해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중구 약사동 옛 동중학교를 학생교육문화회관 자리로

낙점했으며, 458억원을 들여 교사동을 개축하고 강당동을 리모델링 해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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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3일

❀ 울산 경제상황 진단 관계관 토론회(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3. 3.(화) 15: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인 원 : 경제유관 기관장 등 40여명

○ 주 요 내 용 : 기관별 경제상황 진단 및 경제살리기 대책발표 등

❀ 제33회 전국연극제 시·도 대표자 회의(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3. 3.(화) 15:00 /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참 가 인 원 : 50명(대한연극협회이사, 시․도연극협회장, 지자체 공무원)

○ 주 요 내 용 : 전국연극제 추진상황 설명, 경선일정 추첨 등

○ 주     관 : 사)한국연극협회울산광역시지부

주요시정 |

2015년 3월 3일

❀ 기업체 악취배출 억제 종합시책 추진(환경)

울산시는 2015년 악취방지 종합시책을 수립해 기업체의 악취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악취방지 종합시책은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3대

분야 9개 역점 과제로 추진된다.

주요동향 |

시교육청은 울산시의회에 심의안을 제출한 뒤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에 재정투융자 자체

심사와 중앙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 시설공사에 들어가 2018년 3월 개관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폐교를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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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분야는 악취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 기업체 자율적 악취저감 분위기 조성,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관리 강화 등이다.

시는 악취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중 악취저감 대책 추진,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무인 감시시스템 가동, 맞춤형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기업체 자율적 악취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2개 조선업체 참여를 통한 VOC(휘발성유

기화합물) 2천999t 저감, 75개 악취유발 사업장의 정기보수 기간 분산, 악취저감 교육 및

사례발표 대회 개최 등을 시행한다.

또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악취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기업체

자율환경순찰반 운영, 분기 1회 악취관리지역 정기실태 조사와 대응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악취배출업소 247곳을 지도점검하고 169건의 악취시료 채취와 오염도 조사를

벌여 21개 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16곳은 개선명령, 1곳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이밖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악취 다량 배출업소 84곳에 대해 정밀기술진단을 벌여

총 1천15건, 3천633억원의 시설개선 투자를 이끌어 냈다.

한편 울산지역 악취배출 신고대상 업소는 총 419개(남구 206, 동구 7, 북구 62, 울주군

144)다.

울산시는 2005년 3월 17일 울산·미포와 온산 등 관내 2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전국 처음

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해 다른 지역보다 2배 강화된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하고 있다.

❀ 독서문화 진흥계획 추진, 90개 수행과제(행정)

울산시는 제2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년)에 따라 올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의 2015년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은 4개 추진전략, 19개 중점 추진과제, 90개 세부

수행과제로 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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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은 사회적 독서진흥 기반조성,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 책 읽는 즐거움의 확산,

함께하는 독서복지 구현이다.

시는 독서진흥 기반조성을 위해 지역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작은 도서관 조성과 활성화

지원,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및 협력망 센터 운영, 미디어 도서관 운영, 행복한 책 나눔 장터

운영 등 18개 사업을 추진한다.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북스타트데이, 동화구연, 도서관 일일 체험학습, 도서관 순회

이야기잔치, 스토리텔링, 꿈꾸는 도서관 체험 '기적의 하룻밤' 보내기, 방학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어르신 동화구연 교육 등 30개 사업을 운영한다.

책 읽는 즐거움의 확산을 위해서는 독서의 달(9월), 책의 날(4월 23일), 가정의 달(5월)과

도서관 주간, 북 페스티벌, 인문학 산책, 한 책 읽기 운동 등 28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독서복지 구현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도서 방문 대출과 독서서비스 확대, 우리는 독서

짝꿍(장애아동 1대 1 책 읽어주기 운동), 복지시설 순회문고 운영, 사서도우미 양성, 다문화

가정의 독서활동 지원 등 14개 사업을 시행한다.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단위 기본계획이다.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 울산과학기술대→과학기술원 전환 확정(교육)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의 과학기술원 전환이 확정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이 발의된 지 30개월 만이다.

울산과기대의 과기원 전환 법률안은 2012년 8월 새누리당 정갑윤(울산 중구·현 국회부

의장)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후 수차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등에서 안건을 다뤘으나 과기원

신설을 준비해온 부산·경남지역, 이미 과기원을 보유한 광주(GIST·광주과학기술원)와 대구·

경북(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지역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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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기대가 과기원으로 전환하면 상대적으로 부산·경남지역 과기원 신설이 늦춰질 수

있고, 입학정원이 750명 안팎인 울산과기대가 현재 규모를 유지해 과기원으로 바뀌면 사실상

KAIST에 버금가는 크기가 돼 기존 과기원 설립 지역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까지도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가 과기원 출범이 필요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돼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울산과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와 정원 감축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치권

에서도 울산지역 국회의원들과 야권이 함께 나서 타 지역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조금씩 협의

분위기가 형성됐고 지난 1월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법사위를 통과해 울산과기원 출범이 현실화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며, 공포 후 3개월 이내 미래

창조과학부 주도로 울산과기원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설립추진위 구성 시점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과기원이 출범하게 돼 계획대로라면 9월쯤 울산과기원이 탄생할 예정이다.

울산과기원이 출범하면 원천기술, 혁신기술 등을 개발해 울산지역 산업체에 제공, 산업 패러

다임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지역 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과기원으로 전환되면 연구기관으로 지정돼 고급과학기술 인재양성과 국가과학기술 연구

개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과기원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연구자율성과 연구개발(R&D)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보장된다.

학생 수시모집의 횟수에 제한이 없고 가, 나, 다군 모두에서 정시모집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병역 특례와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며, 교수들은 신분 보장의 폭이 넓어진다고

울산과기대는 설명했다.

반면, 그동안 유지해온 울산지역 학생 우선선발(6%)제도 등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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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4일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울산 방문(경제산업국)

○ 방 문 목 적 : 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적극 지원

○ 일     시 : 3. 4.(수) 11:00

○ 장     소 : S-oil(울산비축기지 지하화 및 S-oil 석유복합시설)

○ 주 요 내 용 : S-oil 석유복합시설 현장방문, 기업체 시찰, 간담회 등

❀ 반구대암각화 가변형임시물막이설치 검증평가단 회의(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3. 4.(수) 15:00 / 국립고궁박물관

○ 참 석 대 상 : 25명(기술검증평가단, 문화재청, 울산시, 울주군, 용역팀) 

○ 주 요 내 용 : 검증모형 및 실험계획 확정, 설계안전율 적용기준 검토

주요시정 |

2015년 3월 4일

❀ 직원 오후 7시 이전 퇴근 주 2회로 확대(행정)

울산시는 가정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야간근무 없는

가족 사랑의 날'을 확대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동향 |

울산과기대는 2009년 개교해 2월 말 기준 학부생 3천706명, 대학원생 788명이 다니고

있으며 전임 교수는 241명이다.

울산과기원이 출범하면 KAIST, GIST, DGIST에 이어 4번째 국가 과학기술원이 된다.

조무제 울산과기대 총장은 법안이 통과되자 직원들에게 담화문을 내고 "모든 구성원이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교수와 학생은 물론 울산시와 시민들도 과기원 전환 확정을 크게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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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랑의 날'은 매주 수요일 1회에서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로 확대 운영된다. 

야간근무 없는 날에는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오후 7시 이전에 퇴근하고, 직원들도 그

전에 퇴근해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자기능력 계발을 하도록 했다.

또 야간근무가 없는 날의 낮 시간대에는 '해피타임 집중근무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등 총 3시간을 집중

근무시간으로 지정했다.

이 시간에는 직원끼리 전화와 메신저 사용 안 하기, 타부서 방문 안 하기, 회의 소집과 업무

지시 자제하기 등을 통해 저녁에 일찍 퇴근하는 만큼 당일 낮 시간대에 최대한 업무에 집중해

업무 손실을 줄인다는 취지다.

❀ 하천관리계획 변경해 홍수 방어능력 구축(건설)

울산시는 광역적 홍수 방어능력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 '지방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하천은 9개(약사천, 국수천, 호계천, 무거천, 매곡천, 회야강, 상천천, 작수천, 굴화천)

30.32㎞ 구간이다.

시는 하천기본계획의 기초자료가 되는 측량용역을 3월에서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유역면적, 유로연장(본·지천의 총연장), 홍수량 등을 조사해

계획 홍수위와 계획 하폭 등을 결정한다.

시는 그동안 하천 주변에 도시개발과 하천 개수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빗물이 하천에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져 하천 하류의 너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최근 강우의 형태가 국지적 폭우로 변함에 따라 하천의 홍수방어 조절 대책을 상류,

중류, 하류로 구분해 확대하고 둑 쌓기, 배수펌프장 신설 등을 통해 치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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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환경 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위해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이 우수한 곳은 '보전지구'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하천 직강화(直江化)와 콘크리트 호안 및 복개 등으로 파괴된 곳은

'복원지구'로, 산책로와 생태공원 등 자연친화적 주민이용시설 조성이 필요한 곳은 '친수지구'로

각각 구분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 2018년까지 ‘도시안전 통합관리센터’ 구축(행정)

울산시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도시 안전관리시스템인 '울산 U-CITY 통합관리

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4일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교통, 방범, 재난, 소방 등 각급 기관별 상황실과 관내 설치된 CCTV 등 관련

시스템의 연계·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올해 9월 완료된다.

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U-CITY 통합관리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그동안 교통, 방범, 재난, 소방 등 시민 편의 및 생활안전과 관련된 상황실과

CCTV 등이 설치돼 있지만, 기관과 부서별 관리체계가 분산돼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때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또 지역특성을 고려해 산업단지 가스누출 피해 대응시스템, 위험물 차량 도심 진입 방지

시스템, 스마트 재난안전 현장중계시스템 등 시민 생활안전과 관련된 U-CITY 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2015년 3월 5일

❀ 상반기 정책자문단 전체회의(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3. 5.(목) 16:00 / 롯데호텔

○ 참 석 대 상 : 47명(정책자문단 29, 시장님, 간부공무원 18)

○ 주 요 내 용 :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정책자문 및 토의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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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5일

❀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착수(환경)

울산시는 환경친화적인 도심 공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2030년 울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년을 기준으로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목표 연도는 2030년이고, 범위는 울산시 전역이다.

용역은 3억원을 들여 올해 4월 시작해 2016년 9월 완료된다.

이번 용역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방안 마련',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연구가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202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평가와 결과 반영, 인구·산업·공간구조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미래 여건,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배치 방안 등이 제시된다.

또 민간 공원조성 참여확대, 장기 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해제 방안, 도시림의 조성 및

보전·보호·관리,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등이 연구된다.

❀ 2016년 국가예산 확보활동 ‘속도’(행정)

울산시가 2016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동향 |

❀ 제8기 시민아카데미 개강(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3. 5.(목) 14:10 / 본관 2층 대강당

※ 개강식 전 시민표창 8명 / 개강식 : 14:10

○ 참 석 인 원 : 수강생 1,000여명

○ 강 의 주 제 : 탤런트 강부자의 ‘살아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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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5일 시청에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주요 사업 담당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국가 예산 확보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올해 대내외 경기침체와 정부의 민생·복지관련 예산 비중 확대 등으로 사회간접자본

(SOC)과 산업경제 투자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주요 내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대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내년 국비지원이 필요한 신규사업은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울산연구센터 유치, 상개∼매암 도로개설,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시민안전

체험 교육센터 건립 등이다.

또 계속사업으로 도시재생, 강동·온산 지선 관로 부설, 언양하수처리장 처리 수 재이용,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 울산역∼국도 35호선 연계도로 건설 등도 국비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책 프로젝트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신항만 건설 및 인입철도 개설, 언양∼영천 고속

도로 확장, 울산∼포항·울산∼밀양 고속도로 건설, 국도 건설 등으로 시는 지역 정치권과

협조해 사업비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시는 특히 울산 산재 모병원 건립, 농소∼외동 국도 건설,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원활하게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4월에 행정부시장 주재 중간보고회에 이어 김기현 시장 주재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2016년 국가 예산 확보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분석해 5월 10일까지 중앙정부에

내년 국비를 신청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이지헌 행정부시장을 총괄본부장으로 하는 9개 반 48명의 국가예산

확보 TF를 운영하며 수시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 타당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6년 국가예산은 중앙부처별로 6월 10일까지 요구액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을 9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 심의·의결로 12월 2일까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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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6일

❀ 중앙과 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 참석(행정지원국)

○ 기간/장소 : 3. 6. ~ 3. 7. / 대전컨벤션센터

○ 참 석 대 상 : 행정자치부 장관(주재), 부처 기획조정실장,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등

○ 주 요 내 용 : 국정운영방향 설명, 지방관련사항 전달 및 집중토론 등

주요시정 |

2015년 3월 6일

❀ ‘승용차요일제 혜택 늘려요’ 할인가맹점 확대(교통)

울산시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참여 시민을 위해 시는 민간 할인가맹점을 50곳을 더 늘려 총 304곳까지 확대할 계획

이다. 2019년까지는 승용차요일제 할인가맹점을 500곳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할인가맹점에 정비업소 85곳 등 254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승용차요일제 누리집에서

할인가맹점 쿠폰을 내려받아 가맹점에 제시하면 3%에서 38%까지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 부산은행, 농협에서 발행하는 승용차요일제 카드를 이용하면 주유 시 리터당 60원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중 교통요금은 400원 할인, 운휴일 대중교통 상해보험은 최고

1천만원 보상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올해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중점가입 활동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을 찾아가는 현장 방문 접수, 통·리·반장을

통한 세대별 방문 접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차량 5천대를 승용차요일제에 가입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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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달성되면 승용차요일제 가입 차량은 총 2만9천181대(대상차량 28만6천420대)로

증가하고 가입률은 10.18%를 기록하게 된다.

울산시의 올해 말 승용차요일제 가입률 목표는 8%다.

승용차요일제란 월∼금요일 중 하루 동안 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이다. 준수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토·일·공휴일에는 차량 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2014년 신규 승용차요일제 가입 차량은 5천18대(총 2만4천181대)였다.  

신규 가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유류비, 교통혼잡비 등) 절감액은 91억3천700만원으로 집계

했다.

❀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본격 활동(행정)

울산시는 최근 문을 연 울산시 인터넷중독대응센터가 9일부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청소년 등 총 2만4천41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과

상담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센터는 또 인터넷 사용 조절로 문제를 겪는 가정에 직접 찾아가 상담할 계획이다.

울산시 특화사업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집단상담,

봉사활동, 쿠킹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담은 '온(溫)가족 울산애(愛)'도 운영

하기로 했다.

교육·상담 및 프로그램 문의는 센터 누리집(www.iapc.or.kr)이나 ☎1599-0075, 052-

229-5234로 하면 된다. 

2013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울산시민의 7.4%가

인터넷 중독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 인구 광역시 승격후 16.4% 증가, 통계집 발간(행정)

울산시 인구가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후 2013년까지 17년간 16.4%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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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7일 발간한 '2014년 통계로 본 울산의 발전상'에 따르면 시의 총 인구는 광역시

승격(1997년 7월 15일) 당시 101만3천70명이었으나 2013년 12월 31일에는 16.4% 증가한

117만8천907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움직임을 보면 2013년에 1만1천330명이 출생하고 4천871명이 사망했다. 또 7천

998쌍이 결혼하고 2천578쌍이 이혼했다. 하루 평균 출생 31.1명, 사망 13.4명, 혼인 21.9쌍,

이혼 7.1쌍으로 각각 집계됐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전국 평균 8.6명을 웃도는 9.9명으로 전국

에서 가장 높았다. 

2013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는 93만명이며,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55만8천명, 비경제활동

인구는 37만2천명으로 15세 이상 인구 중 60%가 경제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수출실적은 915억1천258만 달러로 전국의 16.4%를 차지해 경기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역내총생산은 2013년 기준 67조7천14억원으로 전국의 4.7%를 차지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5만5천180달러(6천42만4천원)로 전국 1위였다.

주택 보급률은 1997년(83.5%) 이후 매년 증가해 2013년 말 107.5%였고,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는 1997년 0.85대에서 2013년 1.1대로 늘어났다.

이 책은 130쪽 분량으로 250부가 발간돼 지역 도서관, 대학교, 시·도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

됐다.

책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정부 3.0 정보공개)에도 공개됐다.

❀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행정)

울산시는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대표 신연경, 255명)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생활 속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고, 국가정책과 시정에

참여해 정책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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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9일

❀ 축산업 허가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점검(경제산업국)

○ 점 검 기 간 : 3. 9. ~ 3. 13.

○ 점 검 대 상 : 대규모 가축사육업(52농가), 가축거래상인(1명)

※ 소 1,200㎡, 돼지 2,000㎡, 닭 2,500㎡, 오리 2,500㎡ 초과

○ 점 검 내 용 : 허가․등록 여부, 준수사항, 시설·장비 등 설치 여부

○ 조 치 계 획 :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등

❀ 유럽 종합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모집(창조경제본부)

○ 기간/대상 : 3. 9. ~ 3. 13. / 지역 중소기업 10개사

○ 파 견 지 역 : 폴란드(바르샤바), 체코(프라하)

○ 대 상 업 종 :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생활소비재 등 종합품목

○ 향 후 일 정 : 무역사절단 파견(5. 11. ~ 5. 16.)

주요시정 |

2015년 3월 9일

❀ 태화강에 어린 연어·은어 87만 마리 방류(환경)

울산시는 오는 10일 태화강 신삼호교 아래에서 어린 연어 방류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수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시민, 학생 등 800여 명이 참가해 어린

연어와 은어를 태화강에 방류한다.

주요동향 |

이들은 앞으로 1년간 활동한다. 첫 공식활동으로 오는 10일 태화강 어린 연어 방류행사에

시민과 함께 참여해 태화강 생태환경에 대한 홍보와 아이디어를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영남권 모니터단 출범식이 4월 14일 오전 10시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울산, 부산, 대구,

경북, 경남지역 모니터단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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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하는 연어와 은어는 총 87만 마리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양양연어사업소가 80만

마리, 경상남도 민물고기연구센터가 7만 마리를 각각 공급했다. 

경상남도 민물고기연구센터가 공급한 연어는 태화강 회귀 연어에서 인공 채란해 부화한 것

이다.

어린 연어 가운데 1만 마리는 와이어코드를 삽입해 방류한다. 태화강 회귀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해서다.

연어처럼 맑은 물에 서식하는 은어의 경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2만 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올해 4만 마리를 경상남도 민물고기연구센터로부터 무상으로 분양받아 방류한다. 

울산시는 태화강의 생태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어린 연어를 방류한 결과 회귀 연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4년까지 총 6천115마리가 회귀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9년부터 7년째 태화강에서 연어의 자연부화가 확인되고 있다.

시는 오는 6월 태화강 생태관을 준공해 연어, 은어 등 태화강 수산자원을 생태관광 자원

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적극 지원(교육)

울산시는 2016년부터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자유학기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앞서 2013년 2개교, 2014년 16개교에서 시범

실시한 데 이어 2015년에는 38개교에 대해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을 치르지 않고 토론과 실습 등

참여수업을 하며 청소년에게 꿈과 끼를 찾아 주려는 교육과정이다.

울산시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운영, 학교 청소년 역량개발 등 2개 사업을 통해

이 제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를 5개 구·군마다 설치해 연극 및 뮤지컬 배우, 영상 제작자 등



2015년 3월 주요시정ㆍ동향 _113

70여 개의 진로 직업체험과 진로 적성검사 등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 강사 간담회(2회, 30명),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80회, 1만 2천명), 프로그램 모니

터링(17회, 20명) 등 학교 청소년 역량개발 사업도 지원하게 된다.

❀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 시민 설명회 개최(환경)

울산시는 12일 시청에서 대한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관계

기관 관계자와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 시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미조성된 5만㎡ 이상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개발이 쉬운 부지 30%를 녹지와 주거·상업

지역에 허용되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도시공원의 조성 비율을 높이고,

2020년부터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알리고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의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2014년 말 기준으로 3천654만2천㎡이다. 이 중 미조성된

면적은 2천457만 4천㎡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67.24%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3월 10일

❀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우선등재 추진상황 보고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3. 10.(화) 14:00 / 국립고궁박물관

※ 2015년 심의대상 : 14건(반구대암각화, 남해안공룡화석지 등)

○ 심 의 위 원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11명)

○ 주 요 내 용 : 유산가치 입증, 등재기반 추진 및 보존방안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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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0일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선정(행정)

울산시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울산∼경주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중추도시생활권인 울산시와 경주시는 이에 따라 국비 14억원을 지원받아 오는 12월부터

2016년 말까지 광역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국비에 지방비 6억원을 보탠 20억원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울산과 경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져 지역 교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행복생활권은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근간이다. 접근성, 기능적 연계, 지리적

연계,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기준으로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 3개 유형으로 짜였다. 

울산은 중추도시생활권(울산, 경주, 밀양, 양산)으로 2014년 2월 구성을 마무리했다.

울산시는 2014년 생활권 발굴사업 중 중앙부처에서 채택된 23개 사업에 대해 총 310억원

국비를 지원받아 2016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주요동향 |

❀ 국가안전대진단 시·도 영상회의(시민안전실)

○ 일시/참석 : 3. 10.(화) 10:00 

○ 회 의 대 상 : 국민안전처 차관(주재), 17개 시․도 부단체장

○ 주 요 내 용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현황․홍보실적 보고, 협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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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인다(교통)

울산시는 '2015년 교통안전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5년 이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는 2013년 교통사고 사망자 총 119명에 대한 사고 요인 분석 결과 보행자 사고 50명

(42%), 이륜차 사고 32명(26.9%), 음주 사고 17명(14.3%), 기타 20명(16.8%)으로 보행자

사고가 가장 잦았다. 이중 노인은 30명을 차지했다.

전체 사망자 중 88명(73.9%)이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 DMB 시청,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에 따라 안전한 교통환경과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한 세부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우선 교통안전에 관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교통안전 교육은 지난해부터 노인(10회 1천270명), 여성(주부, 5회 106명), 청소년(5회 1천

45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올해는 어린이(초등학교)와 공무원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

한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과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위험도로 등은 교통시설물을 개선하는 등

교통안전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또 울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삼산로 시속 70㎞에서 60㎞, 아산로 80㎞에서 70㎞ 등으로

제한 속도를 강화하는 등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를 정비해 사고를 줄이기로 했다.

교차로 건너에 있는 후방 신호등을 정지선 부근 교차로 전방에 설치하여 신호등 인식 거리를

앞당겨 교차로 사고를 감소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야간 반사체를 설치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교통표지판

규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륜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륜차 반사지 및 반사체를 개발하고 부착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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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 정책발전방향 대토론회 참석(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3. 11.(수) 15:00 ~ 17:00 / 정부서울청사(국제회의장)

○ 참 석 대 상 : 140여명(중앙부처, 시도 안전정책국장, 외부전문가, 민간단체, 학생 등)

○ 주 요 내 용 : 안전정책 발전방향 토론(1부), 소주제별 토론(2부) 등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예비타당성조사 관계기관 간담회(창조경제본부)

○ 일자/장소 : 3. 11.(수) / 산업통상자원부

○ 참 석 인 원 : 7명(산업부, 시, KIAT, 현대경제연구원)

○ 주 요 내 용 : 기업체 유물기증운동 전국확산 추진 등 현안사항

주요시정 |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선을 가리는 보도 위 지주시설물 통합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도가 좁은 곳은 가로수나 지주 시설물을 옮겨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김해권 교통정책과장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을 제거

하겠다"며 "앞으로 연간 10%씩 5년 후에 50%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중구 중구청사거리∼복산사거리, 남구 달동 목화예식장 앞,

동구 일산동 홈플러스 앞, 울주군 범서읍 푸르지오 아파트 앞 등 18곳을 무단횡단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선정하고 무단횡단 방지대 확충, 가로등 조도 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10일 현재까지 총 22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이중

15명(68.2%)이 보행자"라며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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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1일

❀ 울산글로벌센터 개소 5주년, 총 1만 4920건 상담(복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울산글로벌센터가 11일로 개소 5주년을 맞았다.

이 센터는 지난 5년간 총 1만4천920건의 상담을 하며 외국인 주민의 민원을 해결했다.

또 교육청, 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률구조공단, 고용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네트

워크를 구축해 외국인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왔다.

5개 구·군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매년 500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통·번역 서비스와 자녀 언어발달 지원, 취업연계 교육 등을 제공했다.

올해는 글로벌센터 상담 창구를 현재 6개 외국어에서 우즈베키스탄어와 러시아어를 추가해

8개국어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5월에 세계인의 날 기념 및 다문화 축제, 9월에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큰잔치,

10월에 처용문화제 세계음식·문화전시 체험 행사 등을 열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 등록 외국인은 2010년 1만9천354명에서 2014년 2만5천885명으로 33.7%가

증가했다.

주요동향 |

❀ 사랑의 효잔치(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3. 11.(수) 14:00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참 석 대 상 : 저소득층 어르신 1,500여명

○ 주 요 내 용 : 식사제공, 위문공연(난타, 무용, 가수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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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고래축제’ 개최장소 장생포로 가닥(관광)

울산지역 대표축제인 '고래축제'가 올해는 장생포에서만 개최될 전망이다.

장생포와 태화강 둔치에서 분산 개최된 지 7년 만에 다시 고래 문화와 역사의 본고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11일 울산시 남구와 고래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고래축제는 5월 28∼31일 개최되며,

장소는 고래문화특구인 장생포 일원이 유력하다.

고래축제는 남구가 처음 개최한 1995년부터 국내 최대 포경 전진기였던 장생포에서 열렸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 울산시가 주최하던 물축제와 통합하면서, 행사장이 기존 장생포

일원과 물축제가 열리던 태화강 둔치로 분산됐다.

태화강 둔치는 그 자체로 넓고 쾌적한 수변공간일 뿐 아니라, 태화강을 활용한 수상무대나

고래배경주대회 등 각종 수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도심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축제 프로그램이 2곳에서 분산돼 진행되면서 집중도와 효율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고래축제라는 이름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평가를 반영해 고래축제를 주관하는 고래문화재단은 올해 축제를 장생포에서만 개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는 옛 포경마을을 재현한 장생포 옛마을과 고래조각정원·광장 등 관광인프라를

갖춘 '고래문화마을'과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가 국내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울산대교'가 오는

5월에 준공하면, 장생포가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볼거리를 갖추게 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고래문화재단은 오는 13일 재단 이사장인 서동욱 남구청장에게 축제 기본계획을 보고하면서,

개최 장소에 대한 최종 결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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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한 관계자는 "행사장은 축제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면서 태화강 둔치를 포함하는 방안과 제외하는 방안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축제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장생포 단독 개최에 무게를 싣고 있으며, 이 방안을

우선 이사장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3월 12일

❀ 새누리당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3. 12.(목) 09:30 ~ 11:00  / 상공회의소

○ 참  석  자 : 40여명

∙ 중 앙 당 : 대표최고위원, 원내대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제1사무부총장, 제3사무부총장, 대변인 등 

∙ 울산시당 : 시당위원장, 국회의원, 시의회의장 등

∙ 우 리 시 : 시장,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실·국장, 경제인(5명) 등

○ 주 요 내 용 : 울산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주요시정 |

2015년 3월 11일

❀ 김기현 울산시장, 경제위기 극복 위한 ‘광폭 행보’(행정)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울산에서 열린 12일 김 시장은 김무성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에게 "울산이 주력산업의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선공약 이행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2013년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50조원 늘어난

데 비해 울산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3조원이 감소했다"며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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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특히 울산 대선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국립 산업기술박물관은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최고의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산재모병원은 의료산업을 육성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었다.

동북아 오일허브사업과 관련해서는 남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과 석유 금융

인프라 확충 및 가격평가기관 울산 유치 등이 절실하고,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는 경북·

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과 연계돼 있어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협의 중재에 중앙당이 역할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이와 함께 창조경제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도 관심과

지원을 기대했다.

또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는 원전해체 전문인력과 기술, 산업 기반을 두루 가진 울산이

최적의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고 경주, 부산 등 인근 도시에 비해 수혜시설이 전무한 점을 들어

"원자력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울산에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울산연구센터 설립 등에도 관심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수소자동차 부품생산업체인 동희산업을 시찰한 김 대표에게 "울산은 전국 최고의

수소산업 인프라를 갖춘 수소산업의 메카"라며 수소연료전지 실증화, 수소자동차 부품 개발

등 수소산업 집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앞서 지난 4일에는 울산을 찾은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지난달 28일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지난 7일에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각각 회동을 하고

신공항 건설, 원전산업 육성 등 동남권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상반기에 예정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김 시장의 행보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울산시는 기

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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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진흥 107개 사업에 36억 예산(교육)

울산시는 107개 세부사업에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2015년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평생학습으로 시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은 평생교육법 제11조 및 국가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이다.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구·군에서 한 해 동안 시행할 평생교육진흥의 방향을 제시하고

영역별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시행계획은 비전, 3대 목표, 8대 전략, 107개 세부사업 등으로 짜였다.

비전은 '100세 시대 행복한 울산시민을 위한 명품 창조학습도시 실현'이다.  

3대 목표는 창조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역사회의 품격 있는 평생학습 역량강화, 따뜻한

학습공동체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 등이다.

8대 전략은 평생교육정책 연구 강화, 평생학습 특화사업 개발,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베이비붐세대 평생학습 지원,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평생교육관계자 전문역량 강화,

울산 마을학습공동체 조성, 시민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등이다.

107개 세부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시는 11억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울산지역 평생

학습 특화프로그램 개발연구, 울산마을 학습공동체 조성 등 23개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교육청은 3억500만원의 예산으로 1개교 1평생교육 프로그램 체제 확립,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등 17개 사업에 나선다.

중구는 평생학습관 건립, 지식강사 및 학습매니저 파견지원 등 18개 사업을, 남구는 한마음

대학 운영, 행복학습매니저 양성 심화과정 운영 등 9개 사업을, 동구는 구민교양강좌 운영,

주민밀착형 평생학습 지원 등 11개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이밖에 북구는 제3대학 운영, 생애설계 교육과정 운영 등 12개 사업을, 울주군은 울주 e-

평생학습센터 구축, 맞춤형 학습배달서비스 등 17개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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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KOTRA 사장 ‘수출·투자 확대’ 협의(경제)

김기현 울산시장은 12일 김재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을 만나 수출 진흥과

투자유치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김 시장은 "울산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강동권 관광단지, KTX울산역 역세권

투자유치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3대 주력산업의 고도화, 서비스산업 기반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OTRA와 협력해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에서 창업한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 등을 주문

했다. 

울산시는 앞으로 KOTRA가 보유한 해외조직망(84개국, 124개 무역관)을 활용해 울산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고 투자유치와 관련한 정보들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김 사장은 지난해 12월 31일 KOTRA의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고객·현장 중심의 경영을

강조해 왔다.

이번 울산 방문도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는 각종 설명회, 상담회, 컨설팅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KOTRA의 지원 방안을 모색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KOTRA는 이날 울산 롯데호텔에서 15개 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방 중소기업 수출애로

간담회를 열어 수출 애로사항 청취, 2015년 KOTRA 주요사업 소개,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활용방안 등을 설명했다.

현재 KOTRA는 지방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동남권(부산), 대경권

(대구), 호남권(광주) 등 5개 지역에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지방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시장 설명회, 해외전시회 등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 기초 수출 컨설팅, 바이어 발굴, 사후관리까지 전방위 수출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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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울산역 앞 대규모 코스모스 경관단지 조성(도시)

"황량한 KTX울산역 앞이 지역 최대의 코스모스 단지로 바뀝니다."

울산시 울주군은 올해 4천900만원을 들여 KTX울산역 앞에 6㏊ 규모의 코스모스 경관

단지를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역세권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 울산역 앞에 코스모스를 심어 볼거리를 마련하겠다고

군은 설명했다 .

울주군은 지난해 10월 언양한우불고기축제 시기에 맞춰 이곳에 시범적으로 코스모스를

심었으며, 울산역을 찾은 관광객들의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역세권 곳곳에 코스모스를 심고, 역을 오가는 시내·고속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집중

파종하기로 했다. 

울산역 앞 부지는 현재 건물이 거의 들어서지 않아 황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울산지역

최대 규모로 코스모스 단지가 조성되면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울주군의 한 관계자는 "역세권 부지가 개발되기 전까지 울산의 관문인 울산역에서부터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코스모스 경관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5년 3월 13일

❀ 「강동권마스터플랜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3. 13.(금) 14: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 13명(시 5, 북구 2, 유관기관 3, 수행업체 3)

○ 주 요 내 용 : 과업 수행계획 및 개발관련 의견 수렴 등

❀ 청사 광장 봄꽃 조성(행정지원국)

○ 기간/대상 : 3. 13. ~ 3. 17. / 화단 8개소(300㎡), 항아리 화분 65개소

○ 수     량 : 팬지, 금잔화 등 5종 22,116본

○ 식 재 형 태 : 고래와 파도 물결 및 꽃무늬 그래픽 조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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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메디컬’ 신산업 육성 전문가 회의(산업)

울산시는 바이오메디컬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13일 시청에서 UNIST,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발전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계획 수립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메디컬 과업과 산업동향,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계획 수립 토론 등이

이어졌다.

세계 바이오메디컬 시장은 2013년 330조원에서 2020년 635조원으로, 국내 바이오산업은

2013년 7조5천억원에서 2020년 16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울산은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의료 인프라는 열악하지만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계, 제어, 화학 등의 고유 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UNIST의 바이오메디컬 연구 역량, 울산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향후 연구 중심의

산재모병원 건립 등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을 위한 좋은 토대를 갖췄다는 해석도 나왔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연세의료원 송시영 산학협력단장과 UNIST 조윤경 교수를

초청해 '바이오메디컬산업 정책포럼'을 열어 의료기기 산업의 특징과 진입 장벽 극복, 울산

바이오메디컬산업의 비전 등을 논의한 바 있다.

UNIST는 지난해 6월 게놈연구소를 설치해 대용량 게놈 해독은 물론 기술연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생명과학부 명경재 교수가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

보전 연구단' 단장으로 선정돼 인체의 DNA 복구 과정 규명을 통해 암과 노화에서 인류 진화의

비밀을 밝혀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바이오메디컬산업이란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 인류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총칭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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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묵은 규제의 빗장을 풀다(규제)

지난해 12월 1일 울산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주관 부산·울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현장 건의과제로 제기됐던 울산 명진산업(대표 이순기)의 국가산업단지 입주 규제가 최근

풀렸다.

울산시는 남구 여천동 명진산업이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와 울산미포국가산업

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조만간 제2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명진산업은 폐 PE(폴리에틸렌) 드럼을 활용해 중고 성형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울산미포국가산단 내 제1공장 옆에 제2공장을 지었다가 한국산업

단지공단 울산지사로부터 제조업이 아니라 청소업이어서 국가산단 입주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

그러다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계기로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울산시는 행자부의 지원을 받아 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 등과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이 업체의 입주 허가를 받기위해 노력했다. 

이어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업종분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됐다.

울산시는 이 업체의 공장 가동으로 연간 30억원 매출과 10여 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낼 것

으로 기대하고, 후속 이행사항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울산시 이태성 경제부시장은 "명진산업의 규제 해결은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 것으로 기업인에게 우리 시의 규제개혁 의지를 각인시켜 주었다"고 의미를 부여

했다.

이 부시장은 "울산경제 살리기와 재도약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규제는 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끝까지 근원을 찾고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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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구축과 미래전망 심포지엄(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3. 16.(월) 15:30 /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참 석 대 상 : 200명(지역 국회의원, 포럼 회원, 기업체 관계자)

○ 주 요 내 용 : 연구센터 유치가 지역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전망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시민안전실)

○ 기간/점검자 : 3. 16. ~ 3. 25.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안전관리자)

○ 점 검 대 상 : 도시공원․주택단지․어린이집 등 전수점검 1,240개소

○ 점 검 내 용 :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개선조치 등

주요시정 |

2015년 3월 16일

❀ 올해 문화예술교육사업 32억원 투입(문화)

울산시는 올해 문화예술교육사업에 32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하는 문화예술사업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강사 지원 등이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지역 문화자원 활용과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교육 지원, 매개자 양성 등 7개 사업에 3억7천만원을

지원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은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 기관·단체에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으로, 공모로 선정된 18개 사업에

5억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란 지역별 환경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획사업 1개 단체, 일반사업 17개 단체에 2억7천만 원이 지원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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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일선 학교에서 활동하는 국악강사 65명에게 9억7천만원을, 무용·

연극·영화 등 7개 분야 예술강사 72명에게는 11억2천만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 태양광발전시설 무상 설치사업 추진(경제)

울산시는 올해 에너지 소외계층 10가구에 태양광발전시설(2.5㎾)을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사랑의 햇빛에너지 보급사업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은 울산시, KBS울산방송국,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에너지

관리공단,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지회, 동서발전, 럭스코 등이 후원한다.

SK에너지 파워봉사팀, 한국동서발전 사회공헌팀, KBS울산방송국 디딤돌봉사단, 전기

공사협회 전기사랑 봉사단, 녹색사랑의 봉사단 등이 태양광 시설 설치와 함께 가정의 각종

시설 수리, 조명 교체 등의 활동을 벌인다.

지원 희망자는 25일까지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누리집(www.noksekenergy.org)  으로

신청하면 사랑의 햇빛에너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2015년 3월 17일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3. 17.(화) 10:3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대 상 : 위원 13명

○ 주 요 내 용 : 쇠부리축제 등 2015년 1차분 지방재정 투자심사안 심의(3건)

❀ 축산물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경제산업국)

○ 기간/대상 : 3. 17. ~ 3. 31. / 도축장 2개소(삼와, 한축산업)

○ 품목/항목 : 소, 돼지고기 등 8개 품목 / 세슘, 요오드

○ 검  사  반 : 축산담당사무관 외 1명(※ 검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 조 치 계 획 : 기준치 초과 시 해당식육 폐기 및 해당농가 출하제한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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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문화 경관 개선사업 추진(문화)

울산시는 올해 국비와 시비 4천만원을 들여 언어문화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비는 울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국어책임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원받은

2천만원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은 '안녕! 우리말 동아리' 운영,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시민언어문화 개선 운동,

제2회 한글 멋 글씨 공모전 개최 등이다.

국어책임관 제도는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2005년 1월 제정된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지

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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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산업진흥 아이디어뱅크」 관계기관 회의(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3. 18.(수) 10:00 / 본관 4층 다목적소회의실

○ 참 석 대 상 : 20여명(시, 울산TP, 지역 대학․연구기관 등)

○ 주 요 내 용 : 주력산업 지속성장 및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실무협의회(도시창조국)

○ 배     경 : 혁신도시 조성마무리 및 공공기관 정착 지원

○ 일시/장소 : 3. 18.(수) 10:30 / 경제부시장실

○ 참 석 대 상 : 13명(울산시 4, 중구청 2, 이전완료 공공기관 7)

○ 주 요 내 용 : 이전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및 건의사항 협의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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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8일

❀ 울산 창조경제는 ‘주력산업 고도화·신성장산업 육성’(경제)

울산시는 경제 체질을 강화할 창조경제 추진 전략을 확정해 18일 발표했다.

추진 전략은 ▲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산업

스펙트럼 다양화 ▲ 신성장 동력 육성지원 등이다.

시는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두 11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19년까지 3D 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동차 부품 R&D(연구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2018년까지 고효율 차량경량화 부품소재 개발에 나선다. 2016년까지

'장거리 주행 전기차 핵심부품 연구개발 및 그린카 기술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선해양기자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ICT융합 Industry4.0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박의 수명 결정과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도장 표면처리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센터'를 2016년에 건립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분야 지원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국가공인 바이오화학 인증센터'를 구축하고,

화학 공정용 촉매연구개발 등 차세대 화학소재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13개 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오일허브금융산업, 이차전지산업, 수소연료전지산업, 원전해체산업, 만화애니메이션산업,

3D프린팅산업, 바이오메디컬산업, 첨단탄소산업, 서비스산업, 첨단센서산업, 바이오화학산업,

나노융합산업, 전시컨벤션산업 등이다.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로 오일허브 금융산업을 키우고, 2017년까지 '울산차세대

전지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2018년까지 '그린에너지 소재기술개발센터'를

구축하고, 2019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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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18년까지 친환경전지융합 실증화 단지를 구축하고, 2019년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신성장 동력 육성 분야는 다른 지역보다 산업 인프라, 연구역량, 전문인력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성공적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창조경제과 박순철 과장은 "앞으로 5∼6년이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

이라며 "창조경제 추진 전략이 모두 마무리되는 2020년까지 시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 울산시치안협의회 ‘약자보호 강화’ 논의(행정)

울산시치안협의회 정기회의가 18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었다.

울산시치안협의회는 울산시에 소재하는 20개 기관ㆍ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2008년 3월 27일

발족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선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및 소통 확보를 통한 선진 교통질서 확립

등 올해 울산지역의 치안 현안에 대한 기관·단체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각 단체는 올해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확대 보급 지원, 의료기관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료 진료·상담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국 수준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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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9일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보고회(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3. 19.(목) 14:00 ~ 15: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대 상 : 15명(해당 국장․본부장, 구․군 부단체장 등)

○ 주     재 : 행정부시장

○ 주 요 내 용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보고 등

❀ 나노융합산업 육성 간담회(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3. 19.(목) 11:00 / 본관 4층 국제회의실

○ 참 석 인 원 : 10여명(시, 울산TP, UNIST, 울산대 등)

○ 주 요 내 용 : 울산 나노융합산업 발전방안 논의 및 신규사업 발굴

❀ 2015년도 상반기 온천관리실태 시·도 교차점검(도시창조국)

○ 기간/대상 : 3. 19. ~ 3. 20.(2일간) / 관내 온천업소 10개소

○ 점  검  반 : 대전광역시 3명

○ 점 검 내 용 : 온천이용 허위·과장 광고, 허가량 초과여부 등

○ 조 치 계 획 : 위반사항 시정 조치(과태료 처분 등)

주요시정 |

2015년 3월 19일

❀ 롯데백화점 울산점-전통시장 상생기금 마련 바자회(경제)

롯데백화점 울산점(점장 현종혁)과 울산상인연합회(회장 이창경)가 20일부터 29일까지

백화점 광장에서 상생발전 기금 마련 '봄맞이 바자'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롯데백화점이 추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프로그램의 하나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분기별 1번씩 바자를 열어 수익금 2천만원을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상생발전기금으로 내놨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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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바자에는 7개 전통시장에서 22개 점포가 참여해 의류, 침구, 건강용품, 즉석 먹거리

등이 판매된다.

바자는 롯데백화점 광장 22개 부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열린다. 토·

일요일은 오후 8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한다.

롯데백화점 울산점은 판매부스, 판매대 등 행사에 필요한 시설은 물론 참여 상인에게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 ‘가설 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도시)

울산시는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해 '가설 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도시창조과 직원이 직접 만들 계획이다. 이달

착수해 12월에 완료한다. 

적용 대상은 대형 건축공사장, 공공 발주공사 현장 등에 설치된 가설울타리, 가림막 등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설 울타리의 기본원칙과 방향 설정, 표준디자인, 적용 절차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2015년 3월 20일

❀ 화학의 날 기념 글로벌 리더 특별 초청강연회(경제산업국)

○ 목     적 : 화학에 대한 시민의 관심 확대 및 지역 기업체 역량 강화

○ 일시/장소 : 3. 20.(금) 14:00 / UNIST 대강당

○ 참 석 대 상 : 400여명(시장님, 시의장, 대한화학회 회장, 학생 등)

○ 강 연 주 제 : 화학소재 산업과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육성

○ 초 빙 연 사 : 3명(해외 1, 국내 2)

※ 클라우스 뮐렌(독일 막스플랑크고분자연구소 단장), 이규호(한국화학연구원장),

현택환(서울대 교수)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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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시 지정 공예업체 지정서 수여식(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3. 20.(금) 16:00 / 본관 7층 상황실

○ 대     상 : 15명(시 지정 공예업체 대표)

○ 주 요 내 용 : 지정서 증서 수여

○ 인 센 티 브 : 업체당 개발장려금 3백만원 지원 및 공예대전 출품

❀ 제4회 행복나들이(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3. 20.(금) 19:40 ~ 22:30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참 석 대 상 : 16명(시장님, 참석희망 직원 15)

○ 주 요 내 용 : 스위트 콘서트 공연관람, 소통과 화합의 시간 등

❀ 「2015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추진(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3. 20.(금) 14:30 / 태화강 선바위 일원(망성교 상류)

○ 참 석 인 원 : 400여명(공무원, 환경단체, 시민, 기업체 등)

○ 주 요 내 용 : 기념식, 유용 미생물(EM) 흙 공 던지기, 수중·수변 정화 활동 등

2015년 3월 20일

❀ 울산 도심 태화강철새공원 너구리·고라니 서식 확인(환경)

울산 도심에 있는 태화강철새공원에 너구리와 고라니가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는 태화강철새공원의 생물 서식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무인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지난 12∼17일 너구리와 고라니가 포착됐다.

13일과 15일에는 너구리 2마리가 동시에 카메라에 잡혔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태화강철새공원이 다양한 동물의 휴식과 서식처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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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환경정책과 황진규 자연환경담당은 "이번 조사는 대숲 외부에서 이뤄졌다"라며 "앞

으로 대숲 내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벌이면 더 많은 동물의 서식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화강철새공원은 해마다 여름철에는 백로 8천마리, 겨울철에는 떼까마귀 5만5천마리가

찾는 국내 최대의 철새 자연공원이다.

남구 무거동 삼호대숲을 중심으로 26만㎡ 규모다. 

지난 2013년 말 조성이 완료됐으며 잔디마당(1만 8천671㎡), 자전거도로(1.7㎞), 산책로

(2.8㎞), 초화원(1만3천㎡), 대나무숲(12만5천㎡) 등의 들어서 있다.

❀ 울산교육청 ‘인성교육 12덕목’ 선정(교육)

울산시교육청은 인성교육 12덕목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2덕목은 절제, 정직, 책임, 효도, 공감, 배려, 예절, 존중, 공존, 소통, 준법, 협동 등이다.

나, 우리, 사회라는 주제에 맞는 덕목 네 가지씩을 담았다.

이 가운데 공존, 절제, 준법은 울산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이고 나머지는 교육부 등이

인성교육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12개 학년'과 '열두 달' 등 우리에게 익숙한 '12'라는 숫자에

맞추고자 자체적으로 덕목을 더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마다 덕목 중 하나를 정해 실천하는 1학교 1인성 브랜드, 아버지와 자녀가

친구처럼 지내며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을 진행하는 프렌디(Friend-Daddy) 스쿨, 인성교육

실천주간, 지역사회 연계 예절교실 등을 통해 12덕목이 학교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초·중·고교 인성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해 12덕목의 취지를 안내

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덕목 자체를 가르친다기보다 모든 교육활동에서 12가지 덕목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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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3일

❀ 여성가족개발원 개원식(복지여성국)  

○ 일시/위치 : 3. 23.(월) 15:00 / 남구 정동로

○ 참 석 대 상 : 여성기관‧단체, 시민 등 150여명

○ 주 요 내 용 : 현판식, 기념식, 특강(여성가족부장관) 등

❀ 가로수 은행나무 악취저감 관련 간담회(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3. 23.(월) 10:00 / 본관 4층 중회의실

○ 참 석 대 상 : 17명(시 4, 구·군 10, 시설관리공단 2, 전문가 1)

○ 주 요 내 용 : 착과방지약제 특성 및 처리방법, 주요 시행사례 소개

❀ 민･관 합동 결핵관리사업 권역회의(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3. 23.(월) 18:30 / 울산병원

○ 참 석 대 상 : 시, 구･군 보건소, 병원관계자 등 35명

○ 주 요 내 용 : 환자등록관리, 협력체계 방안논의 등 

주요시정 |

2015년 3월 23일

❀ 국립산업박물관 건립에 기관·기업 ‘힘 보태기’(경제)

울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사업에 전국의 박물관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울산시는 23일 시청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을 지원하려는 국내 34개 박물관

관련 기관과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서 체결에는 국내 박물관과 미술관 대표기구로 국제 관계에서 우리나라를 대표

하는 한국박물관협회, 유네스코 산하 ICOM(국제박물관협의회)한국위원회, 문화재청이

설립한 특수법인 문화유산국민신탁 등이 참여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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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이들 기관은 산업기술박물관 건립과 운영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

하고, 산업기술박물관의 인적·물적 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어 24일에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지원에 나설 지역 기업체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참여 기업은 경동도시가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삼성에스디아이, 롯데케미칼, SK에너지,

엘에스니꼬동제련, 에쓰오일,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이다.

기업들은 자체 보유한 산업기술사 관련 자료 기증·대여 등을 통해 산업기술박물관의 성공

적인 건립과 전시·운영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총 4천39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구 신정동 울산대공원 부지

23만2천112㎡, 건축 전체면적 8만476㎡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6개월 정도)가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울산 KTX 증편·항공료 할인으로 교통편의 향상(교통)

울산시는 4월 2일부터 울산역 KTX 열차가 주중 7∼8회, 주말 8∼9회 증편돼 주중 최대

69회, 주말 최대 79회 각각 운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역은 2010년 11월 1일 KTX 개통 이후 증가하는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증편이 이뤄졌다.

울산역 이용객은 개통 초기 일일 평균 8천500여 명에서 올해 2월에는 1만5천200여 명으로

증가했다. 개통 후 올해 2월 말까지 누적 이용객은 1천980만 명에 달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항공요금 할인행사를 한

결과 항공기 탑승률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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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4일

❀ 창조시정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 (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3. 24.(화) 14:30 ~ 16:30 / 북구 오토밸리복지센터(3층 웨딩홀)

○ 참 석 대 상 : 200여명(기업체, 근로자, 경제인, 상공인 등)

○ 주 요 내 용 : 작은음악 콘서트, 시민과의 대화, 희망풍선 띄우기, 기념촬영 등

❀ 민선 6기 일자리창출 추진상황 보고회(경제산업국)

○ 민선 6기 일자리창출 점검 및 유관기관과 일자리사업 정보 공유로

일자리창출 시너지 효과 제고

○ 일시/장소 : 3. 24.(화) 14: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인 원 : 25명(시, 구․군, 시설관리공단, 울산고용센터 등 9개 직속, 유관기관) 

○ 주 요 내 용 :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및 2015년 사업추진 상황보고

주요시정 |

항공요금 할인은 KTX 울산역 개통 이후 항공수요 감소로 인해 침체된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다.

지난해 10월부터 할인행사를 해 온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올해 1, 2월 탑승률이 지난해 1, 2월

보다 각각 26.2%, 35.9% 증가했다.

올해 3월 2일부터 할인행사를 벌이는 대한항공도 탑승률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KTX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항공기 탑승률이 높아지는

것은 항공요금 할인 행사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KTX 운행횟수가 증가하고

항공요금이 할인되는 만큼 시민은 더욱 편리하게 철도와 항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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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4일

❀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행정)

울산시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 4일부터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74명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 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을 조회한 결과 71명이 체납 이후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했다.

시는 이들에 대해 국외 도주 가능성과 생활실태 및 채권 확보사항에 대한 조사를 벌여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2010년 이후 5년간 지방세 고액 체납자 135명을 출국금지 조처해 이 중 8명으로부터

9억5천700만원을 거뒀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사업을 위해 외국을 방문해야 하거나 자녀가 유학 등으로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 조처를 풀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체납자는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으로 압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지역발전 시행계획’ 추진에 2조1천억 투입(행정)

울산시는 5대 분야에 21개 실천과제, 169개 단위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지역발전

시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발전 시행계획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이날 심의, 확정했다.

울산시는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고품격 창조도시'를 비전으로 ▲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등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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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는 2조892억원(국비 1조5천663억원, 지방비 3천861억원, 민자 1천368억원)이

투입된다.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와 관련, 영남알프스 Mountain Top 사업, CC(폐쇄

회로)TV 설치로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지역 간 연계도로 건설 등 51개 사업이 진행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유치,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52개 사업이 추진된다. 

또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과 관련해 UNIST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 울산대

BK21 플러스 사업 추진, 연령별·계층별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10개 사업이 전개된다. 

지역 문화융성 생태 복원 분야의 경우 2015년 UNWTO 산악관광회의 개최, 울산수목원

및 산림교육문화센터 조성, 시립미술관 건립 등 37개 사업이 확정됐다.

사각 없는 복지·의료를 위해 산재모병원 건립 추진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어린이집 확충

등 19개 사업이 수행된다.

2015년 3월 25일

❀ 충숙공 이예선생 동상 건립 제막식(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3. 25.(수) 14:00 ~ 15:20 / 국립외교원

○ 참 석 인 원 : 250여명(기념사업회원 등) ※ 울산 : 150명 정도 참석

○ 주 요 내 용 : 제막기념식, 동상제막, 강연회

○ 주     관 : (사)충숙공 이예선생기념사업회

❀ 동남권관광협의회 정기총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3. 25(수) 16:00 /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

○ 참 가 인 원 : 20명(각 시･도 협의회 회원 및 실무위원)

※ 2015년 간사도시 울산, 우리시 참석 4명(시 3, 관광협회 1)

○ 주 요 내 용 : 2014년 사업결산 및 2015년 공동사업계획(안) 확정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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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5일

❀ 산업단지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신청 접수(도시)

울산시는 기업이 공장이나 굴뚝 등을 도색할 때 색채 디자인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색채

디자인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단조롭고 획일적이며 무채색 위주의 산업단지 색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내 공장 건축물, 굴뚝, 탱크, 플랜트

등이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울산시 도시창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FAX 229-4899)로 하면 된다. 

시는 5월까지 희망 기업체 수요 조사와 선정, 6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와 색채디자인

도안 배부 등의 순서로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지난해에 롯데 케미칼, 태성산업, 동남정밀 등 3개 업체에 색채 디자인을 지원했다.

❀ 울산시 관광자원 전국에 홍보(관광)

울산시는 울산대교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등 지역 관광자원을 전국에 홍보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동향 |

❀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멘토와의 만남’ 개최(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3. 25.(수) 18:30 / 본관 2층 대강당

○ 참 석 인 원 : 500여명(지역 중․고등학생)

○ 강사/주제 : 김승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과학문화와 창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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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 국제공항과 서울, 부산, 동대구

등 이용객이 많은 KTX 역사 10여 곳에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홍보 내용은 '뭘 해도 즐거운 도시 울산'을 주제로 영남알프스, 고래, 옹기, 태화강 등

울산이 보유한 관광명소의 이미지와 영상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관광주간을 이용하거나 '2015년 영남권 방문의 해'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관광도시 울산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 ‘2014년 추계 도로정비’ 최우수 기관 선정(도로)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4년 추계 도로정비 특·광역시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는 학교 및 주택가 저소음 포장 시공, 차선도색, 맨홀 정비, 무단횡단 방지 펜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 노면 청소상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상태를 유지해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3월 26일

❀ 울산서비스산업 육성방안 토론회(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3. 26.(목) 14:00 /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참 석 인 원 : 200여명(시, 유관 기관․단체, 시민 등)

○ 주 요 내 용

∙ 울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주제발표(산업연구원, 울산대)

∙ 전문가 토론(UNIST, 한국은행 울산본부, 울산발전연구원 등)

○ 결 과 활 용 : 「2030 울산서비스산업 발전계획」 수립시 반영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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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까지 온실가스 단계별 감축(환경)

울산시는 시 산하 18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사업장인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제1차 계획기간(2015∼2017)에 이들 시설이 정부로부터

받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2015년 27만5천58tCO2-eq, 2016년 27만9천458tCO2-eq,

2017년 27만8천720tCO2-eq 등 총 83만3천236tCO2-eq이다. 

이에 반해 이들 시설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2015년 30만548tCO2-eq, 2016년 32만

4천740tCO2-eq, 2017년 33만5천866tCO2-eq 등 총 96만1천154tCO2-eq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기간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초과하는 총 12만7천918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할당량 만큼 감축하지 못하면 초과 분량 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시는 2015년 2만5천490tCO2-eq,  2016년 4만5천282tCO2-eq,  2017년 5만7천

146 tCO2-eq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폐기물 처리시설 59%, 하수처리시설 32%, 상수도 처리시설 9%

정도로 분석된다.

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극대화해 소각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하수처리시설은 가정의 절수운동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주요동향 |

❀ 환경기술 컨설팅 사업 설명회(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3. 26.(목) 15:10 / 울산테크노파크 2층 대강당

○ 참 석 인 원 : 150여명(환경기술인,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 수행자 등)

※『공단 민간자율 환경순찰반 운영』설명회 병행개최 : 5개 지역, 149개사 참여

○ 주 요 내 용 : 컨설팅 수행자 위촉장 수여, 민간자율 환경 순찰반 운영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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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 톤) :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톤으로 산출한 값.

❀ KTX역세권 화상경마장 포함 레포츠단지 조성(관광)

울산시 울주군 KTX역세권 부지에 화상경마장을 포함한 종합레포츠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울주군은 화상경마장을 비롯해 종합레포츠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

측의 교통영향평가 서류가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작업이다.

시행사 측은 레포츠단지로 만들기 위해 KTX역세권 부지 6천600여㎡를 매입했다. 화상

경마장 규모는 지정좌석 2천400석으로 설계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측은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면 향후 건축허가 신청을 포함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7월 착공,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레포츠단지가 들어서면 지역 고용창출과 세수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화상경마장이 사행성 산업이라며 일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15년 3월 27일

❀ 제70회 식목일 기념식수(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3. 27.(금) 10:30 / 남구 옥동 산138번지 일원(울산대공원 내)

○ 면적/수종 및 본수 : 2㏊ / 편백 2,300본

○ 참 석 인 원 : 700명 정도(시 300, 산림환경단체 200, 주민 200)

❀ 자원봉사센터 발전방향 심포지엄(행징지원국)

○ 일시/장소 : 3. 27.(금) 14:00 ~ 16:30 /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참 여 인 원 : 200여명(중앙․시도 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 전문가, 관계자 등)

○ 주 요 내 용 : 자원봉사센터 법인화에 따른 자원봉사 활성화 발전방안 모색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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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강 수질 ‘청정’ 유지…4대강보다 양호(환경)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태화강 수질이 전국 주요 하천 가운데 가장 양호한 상태라고 27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들어 매월 한 차례씩 태화강 수질 측정망 11개 지점에서 수질을 조사한

결과 평균 BOD 농도가 1.3ppm으로 수질환경기준 Ib등급의 청정상태인 '좋음'(BOD 2ppm

이하)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상류는 BOD 평균 0.4ppm, 중류는 BOD 평균 1.0ppm으로 모두 Ia등급인 '매우 좋음'

(BOD 1ppm이하) 수준을 보였다.

하류는 BOD 2.3ppm으로 II등급 '약간 좋음'(BOD 3ppm이하) 수준이었다.

태화강의 연도별 BOD 농도는 2002년 2.3ppm, 2006년 1.7ppm, 2008년 1.4ppm, 2011년

1.3ppm, 2012년과 2013년 각각 1.2ppm, 2014년 1.0ppm으로 매년 개선되고 있다.

이밖에 동천의 올해 BOD 평균농도는 1.0ppm으로 '매우 좋음' 수준을, 회야강은 2.9ppm

으로 '약간 좋음' 수준을 각각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태화강의 BOD 평균농도는 1.0ppm으로 한강 1.6ppm, 금강 2.5ppm, 영산강

3.2ppm, 낙동강 2.0ppm 등 전국 4대강보다 양호했다.

❀ 울산박물관 소장 유물 학술총서 2권 발간(문화)

울산박물관(관장 신광섭)은 학술총서Ⅷ-'울산박물관 특선유물Ⅰ-역사편'과 학술총서Ⅸ-

'울산 보부상단 문헌자료'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학술총서는 울산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을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축적해 발간한 것이다.

'울산박물관 특선유물Ⅰ-역사편'에는 개관 4년간 구입·기증·발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장한 유물 4만8천여 점 중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대표 유물 37건이 담겨 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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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고대, 고려, 조선으로 나누고 조선시대는 다시 고문서와 고서, 무기, 글과 그림으로

나누어 유물을 소개했다.

주요 유물로 선사시대는 '골촉 박힌 고래뼈', 고대시대는 '울산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

(보물441호)'의 실측 도면 및 3D 스캔 이미지 등 새로운 자료를 공개했다. 

고려시대는 연자도유적 출토 '청자 베개'를 수리·복원해 책에 실었고, 조선시대 고문서와

고서부분에서는 보물 지정 예정인 '자치통감'(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1호)과 '주전봉수대

관련 고문서'를 살펴볼 수 있다.

'울산 보부상단 문헌자료'는 울산광역시 민속문화재 제1호(2012년 7월 26일 지정)로 류활렬

(울주 범서읍)씨가 기증한 유물이며, '경상남도 울산군 우지회천금록'과 '상무우단장정' 등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 보부상단 문헌자료는 개요 및 해제, 정서 및 국역, 원문 소개로 구성됐다. 개요 및 해제

에는 유물 소개와 기증자 류씨의 인터뷰,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허영란 교수의 '한말·

일제 초 울산의 상인 조직과 상업' 논고가 수록되어 있다. 

'경상남도 울산군 우지회천금록'은 가로 27.7cm, 세로 44.8cm로 1899년에서 1915년에 걸친

울산 보부상단의 조직과 직책, 임원의 이름 등이 실려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단의

활동 지역이 주로 병영, 남창, 목도, 대현, 방어, 서생 일대였음을 알 수 있다.

'상무우단장정'은 가로 24cm, 세로 34cm로 1908년 동아개진교육회 상무세칙이 수록되어

있다. 동아개진교육회는 1905년 보부상단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구성되어 1907년 말 재조직된

단체이다. 그러나 1908년 5월 통감부의 해체 방침과 함께 그해 8월 자진 해산하였다. 표지

오른쪽 위에 '蔚山'(울산)이 있어, 이 자료가 울산 지역에도 배포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울산 보부상단 문헌자료는 울산지역의 상업과 보부상 실태에 접근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료다. 

신광섭 울산박물관장은 "두 권의 학술총서를 통해 울산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며 "기증 유물에 대해서는 울산 보부상단 문헌자료 발간 등과 같이

연구서, 자료집 형태로 계속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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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울산매일 태화강국제 마라톤대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3. 28.(토) 09:00 / 태화강 일원

○ 참 여 인 원 : 5,000명(울산 및 타 시･도, 외국인 다수 포함)

○ 주최/주관 : 울산매일 / 울산광역시 육상연합회

주요시정 |

2015년 3월 29일

❀ 제18회 시장배 테니스대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3. 29.(일) 08:00 / 문수테니스장 외 4개소

○ 참 여 인 원 : 500명(테니스 동호인)

○ 주관/주최 : 시 테니스연합회 / 시 생활체육회

주요시정 |

2015년 3월 29일

❀ 의사소통 장애인 민원지원 서비스(복지)

울산시는 의사소통 장애인(청각, 언어, 뇌병변 지체장애 등)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의사소통 장애인들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장애인 정보화 교육'에

관한 의문 사항에 대해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 문의할 때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과 함께 시청을 방문하거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손말이음센터를

통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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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들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통해 시청 담당 직원과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 이런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서비스 제공 전화번호는 010-3072-2344로 정보격차 해소 업무 담당자의 행정 전화번호

(229-2344)와 끝자리가 같다. 시 업무시간 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 울산공항 항공기 안정성 저해 가로수 정비(환경)

울산시는 한국공항공사울산지사(이하 공항공사)와 합동으로 울산공항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로수를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시와 공항공사는 최근 울산공항 활주로 남측 북부순환도로 삼일교∼진장사거리

500m에 심어진 가로수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251

그루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성장이 계속되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66그루를 다른 장소로 옮겨 심고, 활주로

로부터 떨어져 있는 185그루는 가지치기를 하기로 했다.

이식과 가지치기 비용은 1억8천만원으로 공항공사가 5천만원을 부담한다. 정비 사업은 4월

말 완료된다.

2015년 3월 30일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방안 포럼(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3. 30.(월) 14:00 /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3층

○ 주     최 : 울산광역시, 울산테크노파크, 그린전기자동차포럼

○ 참 석 인 원 : 300여명(기업체, 연구기관 관계자 등)

○ 주 요 내 용 : 울산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계획(안) 발표 및 토론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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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착수(도시)

울산시는 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날 도시창조국장실에서 '착수 보고회'를 열고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김윤집 한국디자인진흥원 실장은 울산 산업단지 사고유형, 디자인 방향,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방향 등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안전디자인의 기본방향으로 안전의식과 태도 유지를 위한 보호구 착용 등 작업자

중심 문제요소 파악, 주요 사고 유형별 작업환경 개선과 시각화 방안, 산업단지에 통합적으

로 적용 가능한 안전환경 구축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근로자의 작업활동과 작업환경을 고려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12월까지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월드옥타와 손잡고 투자·무역 활성화 촉진(경제)

울산시는 투자유치 활성화와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재외동포 경제단체인 세계

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박기출) 임원진 100여 명을 초청, 투자·무역 활성화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와 월드옥타는 4월 19∼21일 울산에서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식, 투자설명회, 우수상품

설명회, 수출상담회, 경제포럼, 울산 팸투어, 산업현장 시찰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동향 |

❀ 상반기 구급차･감염관리실 병원성세균 오염실태 점검(소방본부)

○ 기     간 : 3. 30.(월) ~ 4. 3.(금) / 5일간

○ 방     법 : 의료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 위탁검사

○ 점 검 대 상 : 구급차 27대, 감염관리실 4개소

○ 검 사 항 목 : 황색포도상구균, 항생제내성, 폐렴간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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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옥타는 이 기간 울산에서 잇단 회의와 수출상담회 일정을 소화한다. 19일에는 월드옥타

전체 임원회의와 통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등 자체회의를 열고, 김기현 울산시장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한다.

20일에는 울산시·월드옥타·울산상공회의소 간 투자유치와 무역진흥을 위한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동권과 역세권 투자유치 설명회도 열린다. 지역 중소

기업의 우수상품 설명회와 수출상담회, 한인 무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경제포럼도 이날 진행된다.

21일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월드옥타는 1981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세계 68개국 133개 지회에 6천600여 명의 회원을

둔 최대 재외동포 경제단체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 각지에서 활발한 사업을 벌이는 한인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참여기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울산 세일즈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해외시장 진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울산의 취약 분야인 부동산,

물류, 유통 등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울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31일 확장 개소(경제)

울산시는 31일 울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개소식과 '여성경제인 DESK' 현판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07년 10월 울산경제진흥원 건물에서 창업보육실(6개실)

시설규모로 운영해 오다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지난해 4월 남구 신정동 현 건물로

이전한 후 창업보육실 16개, 교육장, 회의실 등을 확장했다.

주요사업은 여성전용보육센터 운영, 실전창업스쿨,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기업 판로지원

등이며 '여성경제인 DESK'는 지방중기청 과장급을 여성기업 지원관으로 지정해 여성기업

정책 아이디어, 경영애로를 상시 접수·상담하는 창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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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 선진지 견학(상수도사업본부)

○ 일시/장소 : 4. 3.(금) 08:00 ~ 20:00 / 합천댐 일원

○ 참석대상 : 89명(주부모니터 81, 인솔공무원 8)

○ 주요내용 : 합천댐 및 물 문화관 견학, 수돗물 홍보 방안 모색 등

주요시정 |

2015년 3월 31일

❀ 봄철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점검(환경)

울산시는 5월 15일까지 특별관리 공사장, 선박 건조시설, 부두시설 등 민원이 많은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신고 사항과 설치 시설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적합 여부, 시설의 임의철거 변경 여부 등이다.

또 세륜과 측면 살수 시설의 설치와 운영, 공사장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와 적재기준 준수, 방진벽과 방진막의 적정 설치, 바람이 심하게 불 때(평균 초속

8m 이상) 작업 중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 내년 56개 농림축산식품사업 국고보조 514억 신청(경제)

울산시는 31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내년에 56개 농림축산식품

사업에 총 514억원의 국고보조 예산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안) 및 2015년 농어촌육성자금 융자

지원 대상자를 심의, 의결했다.

내년에 신청할 국고보조 예산은 국비 277억, 지방비 151억, 융자 46억, 자부담 40억원으로

구성됐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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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는 농축산 34개 사업에 453억원, 조림 등 4개 사업에 49억원, 가축방역 등 8개

사업에 6억원, 농업기술센터 신기술보급 10개 사업에 6억원 등이다.

시는 이번 예산신청안은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소득 보전 대책, 농업인 복지와 생산·

유통기반 조성, 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15년 농어촌육성자금'은 자체 검토를 거쳐 115건에 52억원으로 확정하고 융자 지원

한다. 축산물 가공판매시설과 채소류 주생산지 조성 등 시설자금은 19억원, 송아지 입식과

가축사료 구매 등 운영자금은 33억원이다.  

시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고 오는 6월까지 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2015년 농어촌육성자금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지역농협을 통해 융자한다.

❀ 주요 교차로 3곳에 타워조명 설치(도로)

울산시는 반구사거리, 여천오거리, 상방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 3곳에 타워조명을 시범 설치

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1억6천100만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잦은 이들 교차로에 타워

조명을 설치해 자동차와 보행자의 야간 통행을 돕기로 했다.

타워조명의 높이는 24m다. 타워조명이 설치되면 이들 교차로의 조도는 종전 30㏓(럭스)에서

70㏓로 밝아진다.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이채석 부장은 "타워조명의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차량통행이 잦은

교차로 등에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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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일

❀ 2015년 제1회 도시공원위원회(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4. 1.(수) 14: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자 : 22명(도시공원위원회 위원 16, 관계자 6)

○ 안 건 내 용 : 다운역사공원 조성계획 결정 등 10건(심의 9, 자문 1)

주요시정 |

2015년 4월 1일

❀ 상하이 SiTV, 중국에 방영할 울산 관광명소 촬영(관광)

울산시는 중국 상하이(上海) SiTV 방송 제작팀이 1일과 2일 울산의 관광명소를 촬영해

중국에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일에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국보 반구대 암각화와 온산공단 야경을 카메라에

담는다. 2일에는 간절곶 일출을 대형 요트에서 맞이하고 해안선을 스케치한다. 이어 옹기

마을에서 옹기장인의 시연과 체험프로그램을 영상으로 담고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관람한다. 

송림과 바위, 바다가 어우러진 동구 대왕암공원과 도심 속 생태공원 태화강 십리대숲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게 된다.

이번 촬영은 부·울·경 동남권관광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울산·부산·경남 3개 시도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통해 중국에 소개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상하이 SiTV는 상하이·저장성(浙江省)·장쑤성(江蘇省) 일대의 시청자 3억2천만명(1억

가구)에 방송하는 메이저급 방송국으로 전국으로도 방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남권에서 취재한 영상은 4월 말 2회에 걸쳐 특집프로그램으로 중국 현지에 방영될

예정이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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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차기로 건강 챙기자’ 울산시 보급운동 나서(복지)

울산시가 1일 민속놀이인 제기차기 보급 운동에 나섰다. 제기차기가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은

물론 직원 화합 도모에 제격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날 첫 보급 운동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청 복지여성국 소속 남녀직원 10여 명이 벚꽃과

영산홍이 만개한 시청 정원 햇빛광장에서 30여 분간 제기를 찼다.

정진근(53) 복지여성국 건강정책과 건강도시계장은 "초등학교 때 제기차기를 한 후 40여 년

만에 다시 했다"며 "제기차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진짜 운동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청 직원들은 이달에 매일 점심시간 실·국별로 제기차기를 할 예정이다.

시는 시청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제기차기를 할 수 있도록 햇빛광장에 제기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했다.

또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다중이용시설 등에 제기보관함 22개를 설치하고 학교와

기업체 동아리 등에 1만 개의 제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구는 제기 5천 개를 구입해 지역 주민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다음 달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 때 제기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다양한 제기차기

방법도 교육하기로 했다.

제기차기는 성인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다이어트에 좋으며 전신운동으로 심폐기능 향상, 복부

비만 해소, 순발력과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척추를 교정

하고 성장판을 자극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희 복지여성국 건강정책과 주무관은 "제기차기 활성화를 통해 직원 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직원 간 화합의 장이 마련되고, 나아가 생활 속 운동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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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일

❀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4. 2.(목) / 낙동강유역환경청

○ 대     상 : 환경부, 5개 시·도(울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 참  석  자 :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낙동강청장, 대구청장), 시·도 환경국장

○ 협 약 내 용 : 상호협력, 외래생물 관리 기술 연계·확산, 정책 지원 등

❀ 혁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관계기관 회의(도시창조국)

○ 일시/장소 : 4. 2.(목) 13:30 / LH 혁신도시사업단 회의실

○ 참 석 대 상 : 15명(국토부 3, 울산시 4, 중구청 4, LH 4)

○ 주 요 내 용 : 울산시 요구사항(혁신도시 내 기반시설물 조속보완·민원) 협의

주요시정 |

❀ 제6기 교통모니터단 본격 활동(교통)

울산시는 1일 제6기 교통모니터단 단원 30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은 시민 공모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울산지부 추천 등을 거쳐 구성됐다. 임기는

2016년 12월까지이다.

교통모니터단은 울산시의 교통정책에 관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생활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 사항이나 교통체계 개선 사항 등을 모니터링해 울산시 정책에 반영

토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울산시가 올해 추진할 교통수요 조사, 대중교통 평가, 승용차 요일제 홍보 등에도 참여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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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일

❀ 청량율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건설)

울산도시공사가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 시행한 청량율리 공공주택지구(보금자리주택) 조성

사업이 2일 준공 공고됐다.

청량율리 공공주택지구에는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주택과 신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오대·오천마을 주민을 위한 이주택지가 조성됐다.

이 사업은 19만4천263㎡의 부지에 2009년부터 총 834억4천여만원을 투입해 주택건설

용지 9만3천867㎡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 10만395㎡로 조성됐다.

주택건설용지에는 임대 및 분양아파트 3개 단지 1천189 가구가 건립된다. 오는 6월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단독주택용지는 총 125필지로 지난해 1월 분양이 완료되어 3월 현재 10여 채가 건설 중이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민편의시설이 늘어나

정주여건이 좋아졌다"며 "이곳에 울주군 신청사가 이전하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전통시장 3곳 활성화에 국비 14억 지원(경제)

울산시는 중구 반구시장, 남구 신정상가시장과 수암상가시장 등 3곳이 중소기업청이 시행

하는 '201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4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방비 14억원을 포함해 총 28억원을 투입해 이들 시장을 특색있는 골목형

시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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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식당이 늘어선 수암상가시장은 한우 판매 위주로, 신정상가시장은 먹거리 위주로,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고향인 중구의 반구시장은 한글 북 카페 유치 등 한글을 주제로 한

시장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수암상가시장은 상가 이용객이 사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료 할인권을 지급하는

등 주차환경 개선도 동시에 벌인다.

지난해에는 울산번개시장(남구)과 야음상가시장(남구)이 '문화관광형육성사업'에 선정돼

2016년까지 문화, 관광, 특산품 등과 연계한 관광·쇼핑 시장으로 개발하고 있다.

❀ 직원 ‘벚꽃 음악회’ 열어(행정)

울산시는 직원 소통과 화합을 위해 2일 오후 5시 30분 시청 초록원(햇빛광장 정원)에서

'벚꽃 음악회'를 연다.

이날 음악회는 벚꽃 길 걷기, 추억의 보물찾기, 전통 차 시음, 사진촬영,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공연에서는 환경정책과 전홍억 주무관의 '가방을 든 여인'과 '미운오리' 색소폰 연주, 이정희

회계과장의 '모란동백' 오카리나 연주,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오동현 주무관과 문화

예술회관 공연과 심종석 주무관의 '봄봄봄', '그녀가 처음 울던 날', '작은새' 통기타 공연이

이어진다.

김기현 시장도 깜짝 출연해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노래를 부른다.

2015년 4월 3일

❀ 국가귀속문화재 인수(울산박물관)

○ 대상유적 : 호계․매곡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유적

○ 인수일자/수량 : 4. 3.(금) / 50건, 98점

○ 인계기관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조치사항 : 유물 등록 및 보존처리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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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본부, 간선도로 지반침하 조사(도로)

지반조사(GPR 탐사)를 통한 지반침하(지하 동공)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반조사 구간은 방어진순환도로(화진맨션 일원), 공단로(풍산금속 일원), 산업로(명촌

2차아파트 지하차도 일원), 강북로(학성배수장 일원), 삼산로(터미널사거리∼현대백화점),

번영로(번영사거리∼남구문화원), 염포로(효문사거리∼염포삼거리), 명륜로(우정선경1차

아파트 일원) 등이다.

종합건설본부는 도로 지하 10m까지 고심도 탐사로 수집한 데이터와 도로굴착 자료, 현장

확인 등의 기초자료로 해당 지역의 지층구조를 파악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

이다.

GPR 탐사는 지반이나 구조물의 상태를 파악하는 비파괴 탐사법이다.

매설관이나 터널 배면 등의 탐사에 사용됐으며 최근에는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지반

조사에도 활용되고 있다.

❀ 평생교육·문해교육 수행기관 모집(행정)

울산시는 '2015년 소외계층 평생교육 및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

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동향 |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 자문위원회(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4. 3.(금) 15:30 ~ 17:00 / 본관 4층 중회의실

○ 참석대상 : 9명(시 2, 원자력전문가 7)

○ 주요내용 : 우리시 협의안 마련을 위한 자문 및 의견 수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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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과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10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받아 심의를 거쳐 평생교육 6개 기관, 문해교육 5개 기관을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강사비와 교재비 등 각각 최대 500만원을 지원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평생교육 관련 부서(중구 평생교육과 290-3292, 남구 자치행정과

226-5481, 동구 교육지원과 209-3493, 북구 자치행정과 241-7282, 울주군 교육체육과

229-7555) 또는 울산시 인재교육과(229-3394)로 문의하면 된다.

2015년 4월 4일

❀ 제13회 청소년 사랑대축제(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4. 4.(토) 15:00 / 달동문화공원

○ 참 여 인 원 : 청소년기관․단체, 청소년 등 700여명

○ 주 요 내 용 : 동아리 발표, 청소년가요제 등

주요시정 |

2015년 4월 6일

❀ 오일허브 금융서비스 시스템 구축 자문회의(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4. 6.(월) 14:00 / 본관 4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인 원 : 10명(관련 전문가, 금융협력관 등)

○ 주 요 내 용 : 금융산업 육성 방안 의견수렴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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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유통센터 개장 5년 만에 흑자 달성(경제)

울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진영수)는 개장 5년 만인 2014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북구 진장유통로에 전체 부지 8만6천100㎡, 건물 면적 3만548㎡,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09년 5월 29일 개장했다.

연도별 매출실적은 개장 첫해인 2009년 383억2천300만원, 2010년 604억900만원,

2011년 665억8천600만원, 2012년 762억1천700만원, 2013년 870억3천8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974억8천200만원의 매출로 2013년 대비 12% 성장률을 기록하며 개장 이후

처음 5천200만원 흑자를 냈다.

하루 평균 고객 수는 2009년 2천413명, 2010년 3천306명, 2011년 3천248명, 2012년 3천

614명, 2013년 4천236명, 2014년 4천78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개장 5년 만에 흑자로 전환한 것은 지방권 유통센터 중 최단기에 이룬 성과라고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설명했다.

주요동향 |

❀ ITS 현장시설물(CCTV, VMS 등) 일제점검(교통건설국)

○ 목     적 : 장마철대비 ITS 현장시설물 안전점검

○ 기     간 : 4. 6. ~ 4. 10.(5일간)

○ 점 검 인 력 : 5명(시 3, 유지보수 2)

○ 대     상 : 교통관리용 CCTV 107대, 도로전광판(VMS) 47개소 등

○ 주요내용 

∙ 동작상태 확인, 전송 및 제어장비 등 점검･조치

∙ 시설물 고정, 잠금장치 및 연결부 조임 상태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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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센터는 소비자 선호품목 연중 최저가 판매, 체계적 고객 관리기법, 고객수요에

부합한 카테고리 구성 등의 경영혁신이 흑자 달성의 요인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유통센터의 한 관계자는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75억1천800만원(7.7%) 늘어난

1천50억원의 매출목표를 세웠다"며 "아파트와 협약, 로컬푸드 판로 확대, 회원 중심 마케팅

활성화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반경 30㎞로 잠정결정(안전)

울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30㎞로 잠정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시는 앞서 정부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 일부 개정안'(원자력안

전법)에 대해 구·군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조언을 구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원전 시점 반경 8∼10㎞이던 비상계획구역을 최소 20㎞에서 최대 30㎞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 이내 지역은 반드시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고, 반경

20∼30㎞ 지역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는 구·군에서는 22∼28㎞, 자문회의에서는 30㎞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정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30㎞로 설정되면 울산은 울주군 상북면 일대를 제외한 울산 도심 대부분이 방사선비상

계획구역에 포함된다. 

울산시는 30km 설정안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협의안을 오는

10일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협의된 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이 시행되는

5월 22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울산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시의 이 같은 방침에 환영하고 나섰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구역 설정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를 토대로 최종 협의안을 한수원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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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발전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 대응(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4. 7.(화) 15:00 / UNIST, 울산테크노파크

○ 점  검  단 : 3개 기관 합동(지역발전위원회, 기재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점 검 대 상 : 친환경전지 융합산업 프로젝트(6개 사업, 국비 1,791억원)

❀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평가위원회(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4. 7.(화) 09:30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지역본부

○ 참 석 인 원 : 40여명(평가위원, 기업체 담당자 등)

○ 평 가 대 상

∙ 뿌리기업 기술첨단화 지원사업(12개 중 10개 업체 선정)

∙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기술 지원사업(19개 중 13개 업체 선정)

○ 향 후 일 정 : 지원 대상업체 선정(4. 8.), 사업 수행(5월~11월)

주요시정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주민

보호를 위한 대피소나 방호물품, 대피로 등을 갖춰야 하는 구역이다.

❀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개척 나서(경제)

울산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 공략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UAE(두바이), 이집트

(카이로), 카타르(도하)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무역사절단은 울산시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가 수행한다.

무역사절단에는 린노알미늄㈜, 창신인터내셔날㈜, ㈜씨엔에프코리아 등 8개 업체가 파견

된다.

울산시는 파견 업체에 현지 바이어 알선비용,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현지차량 임차료,

항공료 50%(1업체당 1인)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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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정수사업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받아(환경)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천상정수사업소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상수도 분야 '안전

보건경영시스템(OHSAS 18001) 인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천상정수사업소는 이날 인증서 전달 및 현판식을 열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와 이해

관계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목표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이다.

천상정수사업소는 지난해 7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표준 매뉴얼

구축 컨설팅 발주와 벤치마킹, 교육 등을 거쳐 지난달 20일 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천상정수사업소는 울산시 상수도 행정의 우수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했다고

울산시는 평가했다. 또 천상정수장 최첨단 고도화 사업이 2016년 7월 완공되면 국제적 정수

생산 체계를 갖춘 전국 최고의 정수장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했다.

천상정수사업소는 2005년 9월 국제품질환경경영(ISO9001·ISO14001)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 남구 공공용지에 수목학습원 조성(환경)

울산시는 남구 삼산동 공공용지에 수목학습원을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수목학습원은 국비 2억5천만원 등 총 4억6천만원을 들여 남구 삼산동 삼산꿈에그린아파트

옆 공공용지 1만2천380㎡에 6월까지 조성한다.

주요동향 |

❀ 다중이용 유통식품 수거검사(복지여성국)

○ 기간/장소 : 4. 7. ~ 4. 10. /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 점 검 방 법 : 시, 소비자위생감시원 합동

○ 주 요 내 용 : 원산지표시, 유통기간 경과, 대장균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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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니터봉사단 활성화방안 간담회(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4. 8.(수) 11:00 ~ 12:00 / 안전정책관실

○ 참 석 대 상 : 13명(시 3, 안전모니터봉사단 임원 10)

○ 주 요 내 용 : 안전모니터봉사단 활성화 방안 논의, 당면사항 협의 등

주요시정 |

시는 배수시설을 보강하고 팽나무, 느티나무 등 23종 1천24그루의 나무를 심어 미로원,

유실수원, 수목학습원 등을 만들기로 했다. 숲 사이로 자연형 산책로도 꾸민다.

이곳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2010년 공공용지로 조성해 어린이놀이시설, 체육시설,

산책로 등이 설치됐지만, 배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등 쉼터

기능을 상실했다.

❀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극장에 홍보(문화)

울산문화예술회관은 대형 영화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관객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이달 중 대형 영화관과 홍보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화관에

포스터와 홍보물을 비치해 공연·전시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 관내 관공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기업체 등 160여 개소의 인터넷 웹사이트나 게시판을

통해 공연·전시 정보, 관람권 할인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 등의 여유공간에 공연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광래 울산문화예술회관 관장은 "문화예술 정보의 공유와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홍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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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ETRI 공동연구실 개소(경제)

침체 국면에 들어선 조선·화학·자동차 등 울산지역 주력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울산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동연구실'이 9일 울산대학교에서 문을 연다.

울산시-ETRI 공동연구실은 앞으로 지역 주력산업에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을 융·복합해

주력산업을 고도화·첨단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울산시는 공동연구실 유치로 2016년 ETRI 울산연구센터 유치계획과 조선해양산업 고도화를

위해 추진 중인 'ICT융합 Industry 4.0s(조선해양)'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연구실은 울산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관 내 면적 116㎡(연구실, 실험실) 규모로 문을

연다.

이곳에서는 울산시-ETRI 공동협력 사업으로 총 150억원을 투입, 2020년까지 '조선해양·

육상플랜트 HSE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HSE란 Health(건강), Safety(안전), Environment(환경)의 약자다.

울산시와 ETRI는 스마트 십(Smart Ship)의 핵심 기술이 되는 선박 내부 통합 통신망

(SAN) 개발, 선박용 디지털 레이더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요동향 |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4. 8.(수) 11:00 / 본관 4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인 원 : 12명 정도(환경녹지국장 주재)

∙ 시 : 환경녹지국장, 환경정책과장, 관광진흥과장

∙ 전문가 : 김주홍·최기룡 교수, 유영준 박사, 울산관광협회 등 

○ 주 요 내 용 : 떼까마귀, 백로 등 태화강 생태 자원활용 체험관광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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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크루즈선 입항, 관광객 홍보마케팅 추진(문화체육관광국)

○ 선사명 : 칼레도니안 스카이[크루즈갤러리(주)]

○ 입항일 : 4. 9.(목) 09:00 / 120명 <유럽 및 호주인>

※ 일 정 : 울산항 → 경주(불국사) → 태화강십리대숲 → 출항

○ 홍보마케팅 : 환영행사, 홍보물 제공 등

❀ 중소화학기업의 위기대응 전략 심포지엄(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4. 9.(목) 16:00 / 롯데호텔 3층 샤롯데룸

○ 참석인원 : 100여명(정부기관, 기업지원유관기관, 중소화학기업 등)

※ 주요 인사 : 경제부시장,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중소화학기업 대표 등

○ 주요내용 : 화학산업 진단 및 주력산업과의 융합전략, 기업간 상호 정보교류 등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 한국중소화학기업협회

주요시정 |

❀ 율리∼방어진 일반좌석버스→고급형 전환(교통)

울산시는 25일부터 율리∼방어진을 운행하는 1401번 일반 좌석버스를 고급형 직행좌석

버스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버스의 정류소 경유는 63곳에서 52곳으로 줄어든다. 

주요 경유지는 율리, 울산대, 공업탑, 태화강역, 아산로, 동구청, 한마음회관, 청운고,

현대중공업, 방어동주민센터, 꽃바위 등이다. 

운행시간은 현행 95분에서 80분으로 15분 줄어들며 운행대수는 15대, 배차간격은 16분이다. 

요금은 종전 일반 1천500원, 중고생 1천300원, 초등생 1천원(카드 기준)에서 일반 1천

880원, 중고생 1천600원, 초등생 1천2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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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울산시장, 공약실천계획 평가 ‘A등급’(행정)

울산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7일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 결과' 김기현 시장이 우수 등급(A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매니페스토 평가단 45명은 전국 시·도지사의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해 종합구성, 개별구성,

주민소통, 웹소통 분야, 공약 일치도(Pass·Fail)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전국 지자체별로 평가 등급을 결정했다. 

울산시는 공약실천계획서에서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 ▲ 안전제일 으뜸 울산 ▲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 이웃사랑 복지 울산

▲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 ▲ 건강 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 품격 있는

문화도시 울산 ▲ 최적의 도시 인프라, 매력 있는 울산 등 7대 분야 43개 공약, 67개 세부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울산시에 대해 다양한 사업 영역의 공약이 균형있게 분포돼 있고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투자계획이 명확하며 UN방재안전도시 인증, WHO 건강도시 인증

추진을 통해 안전·건강과 관련된 체계적 준비와 검증 기준이 마련된 것을 강점으로 꼽았다고

울산시가 설명했다. 

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특성에 기반한 공약을 제시하고,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표방한 점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계획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민선 6기 공약 이행을 위한 기본 틀이 잘 마련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공약은 시장과 시민이 맺은 공적 약속으로 임기 동안 공약을 이행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를 위한 5대 분야 30개

세부지표를 발표하고 민선 6기 공약실천계획서를 2월 2일까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 뒤 자체 평가를 통해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9∼12월 3개월간 여론조사업체인 한국갤럽에서 벌인 전국 시·도지사 직무

수행평가에서 67%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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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현장 무인항공기 투입 대응시스템 구축(안전)

울산시소방본부가 대형 재난 발생 때 무인항공기를 투입해 실시간 영상정보를 전송하는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최첨단 특수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소방본부는 최근 행정자치부의 '2015년 u-서비스지원사업 과제 공모'에서 'u-IT기반

스마트 특수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이 사회안전분야 시범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u-IT기반 스마트 특수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은 전국 최초 현장 중심의 맞춤형 재난대응

시스템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무인항공기가 사고 현장을 입체영상으로 촬영하고, 이 정보를

지휘통제관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지휘통제관은 119상황실, 현장, 관계기관 등과 이 정보를 토대로 모바일을 이용해 실시간

영상 작전회의를 하면서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소방본부는 또 화학물질 사고 시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피해예측시스템 구축과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방재약품, 비상대응 정보 등 통합 DB(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병행

하기로 했다.

시소방본부는 이번 시범과제 사업에 행자부로부터 받을 국비 10억원 등 총 22억6천만원을

투입, 내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지난해 S-Oil 기름유출 사고에서 보듯

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체계가 없었다"며 "이 사업은 이런

허점을 개선해 재난에 효율적이고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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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0일

❀ 「울산 엔젤투자 매칭펀드」 업무협약 체결(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4. 10.(금) 15:3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대 상 : 5개 기관(울산광역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한국벤처투자(운용),

경남은행, 울산경제진흥원)

○ 협약내용

∙ 펀드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참여 기관별 역할 등

○ 향후일정 : 출자금 추경예산 편성(6월), 펀드 운용(하반기)

【「울산 엔젤투자 매칭펀드」조성 개요】

○ 대상/금액 : 예비창업 또는 창업 초기기업 / 기업당 총 2회, 3억원 이내

○ 조성규모 : 50억원(국 40, 시 5, 민 5)

❀ 울산관광 스토리텔링 블로거 발대식(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4. 10.(금) 11:00 / 본관 4층 국제회의실

○ 참석인원 : 35명(블로거 25, 운영업체 5, 관광진흥과 5)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활동 선포식, 오리엔테이션

※ 취재투어 : 4. 10 ~ 4. 11.(2일간) 

주요시정 |

2015년 4월 10일

❀ 폐지·통폐합 5개 등 울산시 50개 위원회 정비(행정)

울산시는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운영 실적이 낮은 위원회를 폐지·

통폐합하고 위원 연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대폭 정비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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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15년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에 따라 107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위원

위촉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폐지·통폐합 5개, 비상설화 8개, 위원 연임제한 규정 신설·변경

37개 등 50개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2∼2014년) 연평균 1회 이하로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 가운데 설치 필요성이

줄어든 기업사랑추진협의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심의위와 투자심사위, 환경정책위, 녹색성장위 등 8개 위원회는 4개로 통폐합한다.

운영 실적은 낮지만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위원회는 사유 발생 시 위원을 위촉해 운영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가지산자연공원위, 광역정신보건심의위, 도로명주소위 등 8개가

대상이다. 

정책자문단과 물가대책위 등 37개 위원회는 위원 연임을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비되면 폐지와 통폐합 5개, 비상설화 8개 등 13개 위원회가 줄어 전체 상설 위원회

수는 94개가 된다.

울산시는 정비대상 위원회와 관련해 오는 6월까지 조례개정 등 입법조치를 거치기로 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운영 실적이 낮은 위원회를 정리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위촉위원의

인력풀을 다양화해 더 많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내륙권 단체관광객, 울산관광 나서(관광)

울산시는 안동, 봉화 등 경북내륙권 단체관광객 430명이 11일 울산을 방문해 대왕암공원과

강동해변 등을 관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북내륙권 단체관광객 유치는 지난 3월 21일 500명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이들은 임시열차를 타고 태화강역에 도착해 대왕암공원, 강동해변, 정자항 등을 관광한다.

시는 경주와 연계한 이번 여행상품이 앞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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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1일

❀ 제5회 울산건강박람회 개최(복지여성국)

○ 기간/장소 : 4. 11. ~ 4. 12. / 동천체육관(개막식 4. 11. 11:00)

○ 참 여 인 원 : 30,000여명(시민, 병의원 관계자 등) 

○ 주 요 내 용 : 기념행사, 건강강좌, 건강 체험부스 등 운영

주요시정 |

2015년 4월 11일

❀ 울산시대학생봉사단 발대(행정)

울산시는 11일 남구 종하체육관에서 '2015 울산광역시대학생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시는 올해 봉사단에 지역 내 5개 대학 재학생의 33%인 9천940여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김기현 시장, 박영철 시의장,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박광일 한국폴리텍

울산캠퍼스 학장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울산대 댄스동아리와 힙합동아리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2014년 대학생봉사단

봉사활동 영상 상영, 대학생봉사단 유공자 표창, 대학별 지도교수 위촉, 봉사단 회장과 단장

임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뿜어라 열정을, 나누자 젊음을, 함께하자 자원봉사'라는 비전 선포와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등을 통해 2015년 제10기 울산광역시대학생봉사단의 자원봉사활동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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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3일

❀ 야영장(캠핑장) 농지 불법전용 일제조사 실시(경제통상실)

○ 기     간 : 4. 13. ~ 4. 17.

○ 대     상 : 39개소(공공 2, 민간 37)

○ 점  검  반 : 3개반 6명(시, 구․군 합동)

○ 조 사 내 용 : 농지 불법전용 여부, 농지 전용허가 면적 초과여부 등

○ 조 치 계 획 : 즉시시정 및 행정조치

❀ 제7차 세계 물 포럼 전시회 참관(상수도사업본부)

○ 일시/장소 : 1. 5.(월) 11:00 / 본관 2층 시민홀(장애인부모회 주관)

○ 참 석 대 상 : 200여명(장애아동, 부모, 관련기관‧단체 등)

○ 주 요 내 용 : 입학식, 영상물 상영, 장애인 문화예술단공연 등

주요시정 |

2015년 4월 13일

❀ 창업스타기업 5곳 선정, 사업비 지원(경제)

울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창업스타기업 5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창업스타기업은 울산시 관내 창업 5년 이내의 유망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다. 

창업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이이알앤씨㈜, 크리에이티브플랫폼㈜, ㈜인코켐, ㈜피유란,

㈜켐프 등이다.

이들 기업은 경영자 자질, 미래성장 가능성, 경영평가, 고용창출 효과 등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모니터링 평가, 3차 CEO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이들 기업을 집중 지원·관리해 울산 창업지원시스템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하고 업체당 3천만원의 맞춤형 사업비도

지원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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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4일

❀ 제5기 영남권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식(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4. 14.(화) 11:00 / 동천체육관

○ 참 석 인 원 : 880여명(울산 167, 부산 180, 대구 147, 경북 194, 경남 160, 시도대표 32)

○ 슬  로  건 : 작지만 가치 있는 제안! 국민행복 UP!

○ 주최/주관 : 행정자치부 / 울산광역시

○ 주 요 내 용 : 시정홍보영상물 상영, 출범식, 정부3.0 특강, 울산시티투어 등

❀ 문화예술교육 수행단체 역량강화 워크숍(문화체육관광국)

○ 기간/장소 : 4. 14. ~ 4. 15.(2일간) / 울산문화예술회관 2층 회의실

○ 참 석 대 상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운영 36개 기관‧단체

○ 주 요 내 용 : 사업별 프로그램 매뉴얼 및 정산 교육 등

○ 주     최 :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요시정 |

시는 오는 17일 울산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2015 울산 창업스타기업 협약식'을 개최해

창업스타기업 현판을 수여하고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키로 했다.

❀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 공모(복지)

울산시는 아동양육과 가족부양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읍·면·동, 대단지 APT 단지 등 마을공동체이며,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 중심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면 된다.

희망하는 마을공동체는 17일부터 30일까지 구·군 가족업무 담당부서로 응모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심사위원회를 열어 2개 마을을 선정, 1개 마을에 3천만 원씩 총 6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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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4일

❀ 참살이 실습터 주관기관 선정(경제)

울산시는 올해 중소기업청이 공모한 '참살이 실습터 주관기관'에 선정, 국비 1억3천만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래유망 틈새시장인 참살이(Well-being) 서비스 시장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

이들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4개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해 총 100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은 울산청년창업센터가 주관하며 전문교육 과정은 ▲ 웰빙 발효식품 전문가 양성

▲ 진로직업 체험 코디네이터 양성 ▲ 토탈공예 디자이너 ▲ 엔터테인먼트 전문 MC 등으로 5월에

개설된다.

참살이(Well-being)란 창조적인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 등을 주요 생산요소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환경, 건강, 음식, 공예, 미용, 생태 등 웰빙 분야를 일컫는다.

주요동향 |

❀ 지방공기업 하수도분야 경영평가(환경녹지국)

○ 기간/범위 : 4. 14. ~ 4. 15. / 2014년 하수도사업 경영분야 전반

○ 평 가 방 법 :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 검증

※ 2014년 평가결과(2013년 사업연도) 특․광역시중 1위

○ 주최/주관 : 행정자치부 / 지방공기업평가원

○ 주 요 내 용 :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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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국민행복 IT경진대회 울산예선’ 개최(복지)

울산시는 다음 달 13∼14일 '2015년 국민행복 IT경진 울산예선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대회는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 교육 동기 유발과 성취감 고취, 정보격차 해소의 공감대를

확산하자는 목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다.

참가 자격은 등록장애인(지체, 지적, 시각, 청각 장애별 4개 부문)과 55세 이상 고령자

(연령대별 3개 부문), 결혼이민자(혼인 귀화자 포함) 등이다.

희망자는 5월 4일까지 대회 누리집(find.nia.or.kr)에 접속해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장애인 4명, 고령자 9명, 결혼이민자 2명 등 모두 15명을 선발하여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또 이들에게 오는 6월 10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치러지는 본선대회 출전

자격을 주기로 했다.

2015년 4월 15일

❀ 한국-중국 천진 우호교류협의회 참가(창조경제본부) 

○ 기간/장소 : 4. 15. ~ 4. 19. / 중국 천진시

○ 참가인원 : 2명(통상교류과장 외 1명) 

※ 한국 초청도시 : 울산, 서울, 부산, 인천, 경기

○ 주요내용

∙ 우호교류협의회 및 천진기업대표 간담회 참가

∙ 자아순환경제 산업단지 등 주요산업시설 시찰 등

❀ 산업현장 안전컨설팅 간담회(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4. 15.(수) 14:00 ~ 17:00 / 석유화학단지협의회 회의실

○ 참석대상 : 24명(국민안전처 컨설팅단 7, 시 2, 기업체 15)

○ 주요내용 : 산업안전 기술자문, 안전점검 방안 토의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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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5일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교통)

울산시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발생할 폐선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벌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부산∼울산~포항 구간은 2018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철로가 폐선되면서 연장 26.1㎞, 면적 76만8천㎡의 폐선부지가

발생하게 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폐선부지에 대한 최적의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대한 심의를 마쳤고, 조만간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은 도시계획, 교통 등 분야별 전문인력과 축적된 자료를 다량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관계기관 등과 원활한 협의가 가능해 용역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요동향 |

❀ 제3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소방본부)

○ 일시/장소 : 4. 15.(수) 09:30 /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참가인원 : 10개팀 20명

○ 주요내용 : 2인 1조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평가

○ 대회결과 : 우수 1팀 시상(시장상) 및 중앙대회 출전자격 부여

※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 5. 14.(목) / 대구 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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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은 3억1천500만원으로 5월에 착수해 2016년 11월 완료된다.

용역을 통해 폐선부지 현황조사와 개발여건 분석, 관련법령 검토와 다른 지역 사례조사

분석, 개발방향 설정, 도입기능과 시설 등 기본구상, 개발대안 마련과 타당성 분석, 사업

개발 방식과 추진방안 도출, 재원조달 방안,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전문가 추진위원회 발족(문화)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2016년 개최하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위해 산악과 영화 분야의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울주군은 15일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위원장에는 울산 출신의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선임되는 등 추진위원 15명이

위촉됐다.

추진위는 세계산악영화제 개최를 위해 산악과 영화분야에서 자문역할을 맡는다.

울주군은 추진위를 행정지원할 행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28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행정지원 TF는 울주군 내 관련부서가 모두 유기적으로 협업해 세계산악영화제의 예산, 의전,

환경정비, 교통 등 행정지원에 나선다.

울주군은 앞서 세계산악영화제 사무국을 구성했다.

울주군은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프레영화제를 먼저 개최한 뒤 내년에 본 영화제를

열 계획이다.

프레영화제에서는 모두 5개 국가의 영화 20여 편을 상영하기로 했다.

울주군에는 영남알프스(울산 일대 1천ｍ 이상 고봉 7개)가 있어 산악영화제를 위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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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6일

❀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실지 심사(감사관)

○ 심  사  일 : 4. 16.(목)

○ 심 사 주 관 :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제2과)

○ 심  사  단 : 5명(감사원 2, 타기관 3)

○ 심 사 대 상 : 2014년 자체감사활동사항 4개분야 24개 지표

※ 4개분야 :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 UNISDR 방재안전도시 추진상황 보고회(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4. 16.(목) 14:00 ~ 15: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대 상 : 22명(방재안전도시 관련부서장)

○ 주 요 내 용 : 부서별 추진상황 및 자체평가 결과보고, 발전방향 토의 등

주요시정 |

2015년 4월 16일

❀ ‘영남알프스 마운틴탑 사업’ 실무협의회(관광)

울산시는 16일 시청에서 울주군, 밀양시, 양산시, 경주시 등 지역행복생활권 도시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알프스 마운틴 탑 사업'의 올해 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영남알프스 마운틴 탑 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날 영남알프스 마운틴 탑 세부 사업인 '영남알프스 방문객 행태분석 및 관광사업체

전수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도 열렸다.

영남알프스 마운틴 탑 사업은 2014년 정부가 선정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울산시가 주관하고, 밀양, 양산, 경주시가 참여하며 총 32억원을 투입해 2016년에

완료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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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영남알프스 산악자원조사,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상품 개발 등을 수행하고 밀양시는

고사리분교 복원, 경주시는 코끼리 전망대 조성, 양산시는 둘레길 쉼터 조성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축설계 11개사 응모(건설)

울산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축설계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11개사에서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7월 말까지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동구 전하동에 총 88억5천만원을 투입해 부지 2천191㎡, 전체

건물면적 2천630㎡, 지하 1, 지상 3층, 2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장난감대여실, 맘카페(수유실), 체험실, 회의실, 사무실, 교육세미나실, 다목적 강당,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2015년 4월 17일

❀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세미나(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4. 17.(금) 14:00 /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참 석 인 원 : 100여명(에너지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 주 요 내 용

∙ 에너지산업 기반구축 전략(에너지경제연구원)

∙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마스터플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부생수소 이용 친환경 연료전지 분산발전 기반구축(울산테크노파크) 등

❀ 문화체육관광분야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4. 17.(금) 16:00 / 구관 3층 회의실

○ 참 석 대 상 : 16명(국장, 과장 3, 담당사무관 12)

○ 주요내용

∙ 민선6기 정책에 반영할 문화체육관광 육성사업 

∙ 지역 문화유적 및 자연경관을 연계한 스토리텔링화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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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7일

❀ 울산 연구기관·대학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활발(경제)

울산지역 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개발(R&D) 성과물이 지역 기업으로 활발하게 이전되면서

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 UNIST(총장 조무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

지역본부(본부장 김억수), 한국화학연구원 울산본부(본부장 송봉근) 등 지역 연구기관과

대학의 기업 기술이전 사례를 분석했다고 17일 밝혔다.

분석 결과 울산테크노파크는 2003년부터 지역 기업과 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해 3천150개

기업에 기술을 이전했다.

UNIST는 2009년 개교 이후 지역 5개 기업에 7건의 기술을 이전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지역본부는 2008년 설립 이후 367개 지역 기업에 기술지원을 했다. 

한국화학연구원 울산본부는 2006년부터 '울산시-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해 37개 기업에

기술지원을 했다.

국내 유일한 메탈로센 촉매 생산업체인 ㈜에스피씨아이는 2011년 4월 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에 입주한 후 시제품 등 제품 분석 지원을 받아 급성장했다. 창사

초기 매출이 6천만원이었으나 내년 매출 목표는 100억원이다. 

또 국내 최대 수소가스 공급업체인 덕양㈜은 UNIST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핀

대량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 상업생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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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지역본부는 539억1천200만원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 국내

특허 출원과 등록 43건, 국제특허 출원과 등록 27건 등의 성과를 냈다. 기술 지원 등을 통해

1천917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큰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달성했다.

수용성 방청제 전문기업 대송정밀화학은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비수용성

방청제를 개발, 공장을 확장하면서 연간 20억원 정도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2015년 4월 18일

❀ 2015 울산 자전거 대축전 행사(교통건설국)

○ 일     시 : 4. 18.(토) 09:30 ~ 14:00    ※ 공식행사(10:25~10:50)

○ 장     소 : 남구 태화강 둔치(십리대밭교 입구)

○ 참 석 인 원 : 1,500명(자전거 동호회 300, 퍼레이드 500, 일반시민 700)

○ 주최·주관/후원 : ㈜ 울산방송 / 울산광역시

○ 주 요 내 용 : 기념식, 자전거 기증, 퍼레이드, 자전거 홍보관․안전교실 운영 등

❀ 2015년 9급 국가공무원 임용 필기시험(행정지원국)

○ 일     시 : 4. 18.(토) 10:00 ~ 11:40(100분, 5개 과목)

○ 장     소 : 울산공고 등 4개 학교(117개 시험실)

○ 출 원 인 원 : 울산 3,356명(전국 190,987명, 평균경쟁률 51:1)

○ 선 발 인 원 : 3,700명(행정 9급 등 17개 직렬)

○ 시 험 관 리 : 317명(인사혁신처 13, 시 직원 280, 학교 16, 경찰 등 8)

❀ 청소년 어울마당 개막식(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4. 18.(토) 16:00 /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참 석 인 원 : 청소년 기관, 청소년, 시민 등 700여명

○ 주 요 내 용 : 기념행사, 동아리 공연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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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8일

❀ 작년 409개 기업 환경개선 2천865억 투자(환경)

울산시는 지역 기업체의 환경분야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09개 기업이 환경개선에

2천86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대기 1천314억원(45.8%), 수질 502억원(17.5%), 악취 272억원(9.6%), 기타

777억원(27.1%) 등이다. 기타 분야는 폐기물, 소음·진동, 환경기술개발 등이다.

대기의 경우 대기오염 방지시설 신설과 노후 방지시설의 교체, 개·보수, 저녹스 버너 설치,

에너지 절감사업을 위한 폐열회수 설비, 스팀공급라인 설치 등이다.

수질은 폐수처리장 증설과 노후시설 교체, 폐수처리장 밀폐 등이며,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

공정 밀폐, RTO 시설(축열식 연소장치) 설치 등에 투자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종합화학이 248억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했고, SK종합화학 231억원,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 214억원, 현대중공업 174억원, SK에너지 119억원 등이다. 

1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은 모두 43개사로 나타났다.

한편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시설 총 투자 규모는 4조8천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262개 기업이 2천9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동향 |

2015년 4월 20일

❀ 2015년 울산 IP 스타기업 지정서 수여식(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4. 20.(월) 11:00 / 울산상공회의소

○ 대     상 : 8개 신규 IP 스타기업

○ 주 요 내 용 : 신규 IP 스타기업 지정서 수여 및 우수사례 발표 

○ 지 원 사 항 : 3년간 국내‧외 특허확보 및 브랜드 개발 등 지원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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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울산상의-세계한인무역협회 ‘경제협력 MOU’(경제)

울산시와 울산상의, 세계한인무역협회는 20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

워크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3개 기관은 협약서에서 상호 보유한 투자유치와 무역진흥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시행하는 회의와 대회는 물론 투자유치와 무역진흥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울산지역 중소기업과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기업에 대한 지원 및 교류 활성화 등에 협조

하기로 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가 매년 4월 국내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는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

상담회'를 내년에는 울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는 전세계 68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600여 명의 한인 CEO가

국내 도시를 방문해 한국 기업의 투자유치와 무역진흥을 도모하는 행사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울산에서 지난 19∼20일 열린 글로벌 한인경제리더 초청 투자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콘퍼런스에는 세계한인 무역협회 임원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콘퍼런스에서는 울산 강동권과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설명,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상품 소개,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경제포럼 등으로 이어졌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1981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전세계 68개국 133개 지회에 6천6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표적인 한인 무역단체이다.

울산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 각지에서 활발한 사업을 벌이는 한인기업과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참여기업 정보를 자료화해

울산 세일즈 마케팅 홍보대사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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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보고회(안전)

울산시는 20일 시청에서 '국가안전대진단 2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2월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1개 분야, 44개 시설, 2만4천672개소(공공 2천

981개소, 민간 2만1천741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605명과 민간전문가 271명 등 총 876명이 참여해 전체 점검대상 2만4천672

개소 중 1만9천76개소의 진단을 완료했다. 

울산시는 미점검 시설 5천596개소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점검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4월 21일

❀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4. 21.(화) 11:00 / 동천체육관

○ 참 석 인 원 : 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2,700여명

○ 주 요 내 용 : 기념식, 유공자표창, 위문공연 등

❀ 어린이테마파크 건립 자문위원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4. 21.(화) 16: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대 상 : 23명(자문위원 17, 용역수행 연구원 6)

○ 회 의 내 용 : 위촉장 수여 및 어린이테마파크 기본계획수립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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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1일

❀ ‘영남알프스 안전 책임진다’ 산악안전대 운영(안전)

대한산악연맹 울산광역시연맹(회장 박만영)은 '2015년 영남알프스 산악안전대'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영남알프스 산악안전대는 등산객이 많은 5·6월과 9·10월 주말과 휴일에 운영할 예정이다.

울주군 상북면 간월재, 신불산, 간월산 정상 등 3곳에서 근무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인명구조와 응급조치 활동에 나선다.

산악안전대 구성원들은 산악연맹 임원, 산악구조대, 일반등산 심판, 강사 등 총 84명으로

모두 응급처치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다.

간월재 본부에서는 전문 강사가 등산객을 상대로 응급이론 교육,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응급처치 삼각건과 부목 체험 등 안전교육도 시행한다.

'영남알프스'는 울산, 경남 밀양과 양산, 경북 청도 등 영남지역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높이

1천ｍ 이상의 산봉우리 7개를 일컫는다. 산세와 경치가 알프스에 버금간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산악 안전사고 신고는 ☎052-296-8848로 하면 된다.

❀ 공동주택 전등 끄기 실시(환경)

울산시는 지구의 날인 22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공동주택

전등 끄기'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는 읍면동별 1곳씩 총 48개 공동주택 1만5천677가구가 참여한다.

중구는 파란들아파트 등 13개, 남구는 크로바아파트 등 14개, 동구는 목화아파트 등 9개,

북구는 호계주공1단지아파트 등 7개, 울주군은 세명다이아몬드 등 5개 아파트가 각각 참여

한다.

시는 전 국민이 한등 끄기를 실천하면 연간 100만㎾급 발전소 2기 이상의 전력 절감과

약 500만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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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소비자 서비스의 날 행사(경제산업국)

○ 목     적 : 소비자 권익 증진 및 합리적 소비를 위한 현장교육

○ 일시/장소 ： 4. 22.(수) 10:30 / 언양읍사무소

○ 참 가 대 상 : 300여명(교육 250명, 현장상담 50명)

○ 공 동 주 최 : 시, 울주군, 한국소비자원

○ 주 요 내 용 : 소비자교육, 상담서비스, 무상서비스 부스운영(가전, 자동차 등)

❀ 제45주년 지구의 날 기념 「2015 지구의 날」 행사(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4. 22.(수) 14:00 / 태화강대공원 만남의 광장

○ 주제/참여인원 : 지구를 위한 한걸음, 지구를 숨 쉬게 합니다. / 300여명

○ 주 요 행 사 : 기념식, 체험부스, 걷기대회, 자전거대행진

○ 주최/주관 :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 울산숲사랑운동, 태화강보전회 

❀ 제31회 과학기술 멘토와의 만남(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4. 22.(수) 18:30 / 본관 2층 대강당

○ 참 석 인 원 : 500여명(울산지역 중․고등학생)

○ 강사/주제 : 강범수 부산대학교 교수 / ‘스카이 카, 꿈을 싣고 날다’

주요시정 |

2015년 4월 22일

❀ ‘울산광역시 청소년상’ 수상자 선정(행정)

울산시는 22일 '2015년 울산광역시 청소년상' 수상자 8명을 선정했다.

대상에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3학년 정찬우군이 선정됐다. 정군은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 1급의 중복장애로 몸이 불편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하교하면서 결석하지 않는

등 장애 극복의지가 강한 학생이다. 학교생활도 모범적이어서 수상자가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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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부문에는 남창중 3학년 김영민군, 봉사 부문에는 호계고 3학년 김경이양, 면학 부문

에는 울산고 3학년 하기현군, 장애 부문에는 무룡고 2학년 박근희군, 과학기술 부문에는

서울대 2학년 정종석씨, 예체능 부문에는 울산스포츠과학고 1학년 최보빈양, 국제화 부문에는

성광여고 3학년 박은정양이 각각 수상자로 뽑혔다.

울산시는 5월 7일 시민아카데미행사 때 시상하고, 8월 개최할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 우선

참가 혜택을 줄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청소년상은 올해 2회째 시행되고 있다. 

❀ 작년 지방세 수입 18.3%(행정)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총 1조2천152억원으로 전년의 1조269억원보다 18.3%인

1천883억원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격 인상을 앞두고 담배를 많이 구입함에 따라 담배 소비세 규모가 늘어난데다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도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울산시가 징수한 담배 소비세는 총 596억원으로 2013년의 560억원보다 36억원

(6.04%) 증가했다. 2012년 담배 소비세 징수 규모는 568억원이었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담배 가격이 한 갑에 2천원씩 인상된다는 것이 예고됐기 때문에

지난해 담배 사재기 여파로 담배 소비세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지난해 1천630억원으로 2013년 836억원보다 95% 증가했다.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2013년

5%에서 2014년 11%로 6%포인트 증가하면서 징수 규모가 커졌다.

취득세율은 낮아졌지만, 울산지역의 지난해 취득세 징수 규모는 4천58억원으로 2013년의

3천116억원보다 30.2%인 942억원 늘어났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혁신도시 이주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아파트 건설이 늘어난 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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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3일

❀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 본격 추진에 따른 자문회의(교통건설국)

○ 배     경 : 보행교통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지표를 산출하고 지역별ㆍ분야별

보행교통 개선대책 마련

○ 일시/장소 : 4. 23.(목) 10:30 / 본관 4층 국제회의실

○ 참 석 대 상 : 11명(시, 구․군 교통과장, 시민연대, 교통전문가 등)

○ 내     용 : 기본방향, 수송분담 목표제시, 실태조사 등

○ 향 후 계 획 : 용역착수, 보행실태조사, 개선지표 산출 등   

주요시정 |

❀ 울산 통계 발전전략 제시, 각종 지표 개발 필요(행정)

울산시는 22일 시청에서 이지헌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역통계 컨설팅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울산시가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유동인구 및 관광객, 표본 확대를 통한

사업체 조사, 베이비 부머와 성과관련 통계 지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회는 '통계를 기반으로 신뢰받는 울산시정 추진'을 비전으로 ▲ 울산통계 거버넌스

발전 ▲ 통계시스템 개선 ▲ 특화통계 작성 ▲ 통계인프라 강화 등 4가지가 통계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실행할 전략별 과제는 13가지로는 통계 거버넌스 발전으로 주요업무통계작성 단일

창구 역할, 통계사무처리규정 개정, 통계시스템 개선으로 울산통계 DB 구축, 특화통계 작성

으로 유동인구 및 관관객 통계 작성, 베이비부머 통계작성, 통계인프라 강화로서는 통계

조직의 확대와 기능강화 등에 대하여 실행가능여유 파악 및 장·단기적으로 추진하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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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3일

❀ 지방세 체납액 255억원 징수 나서(행정)

울산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를 255억원으로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201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세 징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울산시는 올해까지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총 567억원 중 45%에 해당하는 255억원을 징수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체납액은 지역경제 침체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0억원 정도 증가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고 직원 징수할당제 등을 시행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체납자 중 호화·사치 생활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동향 |

❀ KTX 울산역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실시(교통건설국)

○ 일시/장소 : 4. 23.(목) 15:10 ~ 16:30 / KTX 울산역사 내․외 

○ 참석인원 : 80명 정도(코레일, 공무원, 민간단체)

○ 실시방법 : 홍보 리플릿 배부, 지정차로 이용 유도 등

○ 내    용 : 환승시설내 지정차로(버스, 택시, 승용차 순) 준수 안내 및 역사 주변도로에

불법 주ㆍ정차 금지 홍보 활동 

❀ UNWTO산악관광회의, 우리시-UNWTO간 협정 체결(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4. 23.(목) 16:30 / 서울 플라자호텔

○ 참 석 자 : UNWTO 주산종 기조실장(중국인), 우리시 문화체육관광국장

○ 주 요 내 용 : UNWTO 산악관광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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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가 없는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의 조처를 내리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수시로 제한한다.

체납액의 39%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실태분석을 통해 징수활동을

벌인다.

체납액의 25%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시와 구·군 합동번호판 단속을 확대

하고, 대포차를 발견하면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시와 구·군 세무부서에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팀을 신설해 가동한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노하우로 세외수입 체납 정리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울산교육청, 폐교 체험·편의시설 등으로 활용(교육)

울산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 등으로 발생한 폐교를 지역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지역 폐교는 현재 총 13곳으로 교육용 활용되거나 임대된 곳은 10곳이며 나머지 3곳은

시교육청이 관리 중이다.

이들 3곳은 울주군 두서면 미호분교, 온양읍 삼광분교, 두동면 옛 봉월초등학교이다. 미호

분교와 삼광분교는 매각할 계획이며 옛 봉월초는 지역 주민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학교를 이전하면서 남은 옛 건물의 활용 계획도 세웠다.

강동산하지구 개발로 다음 달 이전하는 강동초는 인성교육관으로, 지난 2월 이미 이전한

옛 강동중은 학생해양수련원으로, 지난 2월까지 스포츠과학중·고의 임시교사로 활용했던

중구 옛 울산동중은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각각 바뀐다.

내년에는 폐교 수가 총 16곳으로 늘어난다.

내년 3월 울주군 상북면 상북초가 개교하면서 자연스럽게 폐교되는 길천초, 향산초, 궁근

정초는 각각 유아자연체험원, 주민편의·시설유지보수센터, 교육가족 상설전시관으로 활용

될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용 활용을 원칙

으로 하고 향후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해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짜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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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4. 24.(금) 10:00 /울산대학교 체육관 ※ 개막식 : 11:00

○ 주     관 :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 참 여 기 업 :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54개사(시장, 국회의원, 부산울산고용노동청장·

중소기업청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

○ 참 석 인 원 : 4,000여명

○ 행 사 내 용 : 취업·면접·이미지 컨설팅, 현장채용 및 홍보관 운영 등 

❀ 여성의 행복한 삶을 위한 특강(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4. 24.(금) 14:00 / 여성인력개발센터

○ 참 석 인 원 : 교육희망여성 110명

○ 주     제 :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유인경 경향신문 기자)

❀ 한국119소년단 지도교사 간담회(소방본부)

○ 일시/장소 : 4. 24.(금) 16:00 / 구관 7층 재난상황실

○ 참 가 대 상 : 지도교사 12명

○ 주 요 내 용 : 2015년 소년단 운영계획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주요시정 |

2015년 4월 23일

❀ 울산항 오일허브 석유거래 활성화 기반 구축 본격화(경제)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산학협력단은 24일 '2015년 국제에너지 트레이딩

연구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울산항 오일허브 사업의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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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걷기 한마당 행사(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4. 25.(토) 09:00 / 울산대공원  SK광장(주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참 여 인 원 : 시민 등 5,000여명

○ 주 요 내 용 : 기념행사, 걷기대회, 건강체험부스 운영 등

주요시정 |

이 협약에 따라 울산과학기술대 국제에너지트레이딩연구센터는 2021년까지 울산항의 동북아

오일허브 석유거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울산시는 울산과기대에 앞으로 7년간 매년 2억원씩 총 1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내용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홍보, 석유 관련 한국형 기준가격 체계 지수 개발 등 연구,

국제 석유거래 시장·기업·인력 정보 수집과 분석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국제 에너지와 석유시장 관련 콘퍼런스 개최, 산학연 에너지 협력체제 구축,

전략적 석유상품 발굴, 실물거래에 필요한 금융 및 서비스 제공 방안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제 석유거래 시장 분석, 금융시장과 석유 실물시장 간 상호 영향력 연구, 석유

관련 기업과 트레이딩 회사 분석, 트레이딩 관련 기업 정보와 인적자원에 대한 데이터 구축

등의 연구를 진행한다.

시는 지난해 국제에너지트레이딩연구센터를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관련 금융허브 조성

마스터플랜 기초자료' 연구용역을 시행했으며, 올해 2월부터는 금융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발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항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2020년까지 1조9천377억원을 들여 울산신항 90만6천㎡

부지에 2천840만 배럴 규모의 상업용 저장시설을 구축, 우리나라를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도약시키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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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덕출 창작 동요제(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4. 26.(일) 16:00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참 여 인 원 : 1,000명(초등학생 및 학부모) 

○ 주 요 내 용 : 순수 창작곡 13개팀 경연(시상 7개팀 상금 및 상패)

❀ 제15회 울산현대 산악마라톤 대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4. 26.(일) 10:00 / 동구 염포산 일원 

※ 개회식 : 4. 26.(일) 09:20 / 서부축구장

○ 참    가 : 1,700명(일반부, 여성부, 장년부, 청년부, 학생부)

○ 주    최 : ㈜현대중공업

주요시정 |

❀ 제4회 어업인의 날 행사(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4. 25.(토) 10:00 / 울주군 서생면 대송항(간절곶)

○ 참 석 대 상 : 500여명(어업인, 어업기관 단체 등)

○ 주 요 내 용 : 개회식, 초청공연, 종묘방류, 정화활동 등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 울산수산업협동조합

❀ 청소년 자원봉사 토요프로그램(Hands On) 운영(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4. 25.(토) 10:00 / 5개 구․군 자원봉사센터

○ 참 여 인 원 : 초․중․고교생 300여명

○ 주 요 내 용 : 자원봉사 기초교육, 리본 카네이션 만들기 및 복지시설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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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7일

❀ 저차원탄소혁신소재 연구센터 개원식(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4. 27.(월) 14:00 / UNIST 내

○ 참 석 인 원 : 150여명(기초과학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 관계자)

○ 주 요 내 용 : 경과 보고, 테이프 컷팅 및 기념 촬영

❀ 제4차 지방세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 

○ 일시/참석 : 4. 27.(월) 14:00 / 본관 4층 국제회의실

○ 참 석 인 원 : 위원 11명

○ 내     용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 선정 심의(60명)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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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산업 부·울 상생 출발점”, 부산시장 울산 특강(행정)

서병수 부산시장은 27일 "원전산업을 부산과 울산의 상생협력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울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생의 시대 - 마음을 열면 세계가

열립니다'를 주제로 특강하면서 "울산과 부산은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인 고리원전을 사이에

둔 이웃도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리원전은 부산시 기장군에 6기가 운영되고 있고 울산시 울주군에 4기, 기장군에 2기가

추가로 건설 중이다.

서 시장은 "우리나라에 원전은 많지만 원전 해체기술은 걸음마 단계"라며 "울산과 부산이

원전해체기술산업 설립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관련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자"고 제의했다.

특강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고리원전 1호기 폐로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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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울산과 부산이 손을 잡으면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를 비롯해 못할 일이 없을 것"이

라며 "상생과 협력을 통해 울산과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또 협력과제로 "2028 올림픽 등 대형 프로젝트 공동개최와 동남권에 세계적인 대학 공동

육성, 부울경 산업육성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내세웠다.

서 시장은 "울산은 산업과 생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이며 부산은 지식서비스산업이 발달

하고 풍부한 대학과 인재가 있다"며 "울산이 요구하는 ICT 등 산업구조 다변화와 부산이

요구하는 강소기업 육성 등 산업구조 고도화는 두 도시가 상생협력하면 실현 가능하다"고 진단

했다. 

이어 "울산의 석유·조선산업과 부산의 물류·조선기자재, 울산의 오일금융허브와 부산의

해양·파생산업을 묶어 강력한 거버넌스를 형성하면 글로벌 MCR(Mega-City Region)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시장의 특강에 이어 다음달 6일에는 김기현 울산시장이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차 특강할 예정이다. 

서 시장과 김 시장은 앞서 3월 7일 주요 간부들과 함께 산행하는 등 우애와 협력을 다지고

있다.

❀ 건설폐기물 자원순환체계 완전 정착(환경)

울산시는 2013년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활용률이 98%에 달하는 등 자원

순환체계가 정착단계에 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은 2013년까지 5년간 평균 98%를 유지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2013년 건설폐기물의 80%는 순환골재류 및 재활용제품 제조용으로 활용됐다.

2013년 울산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5천2t으로 폐콘크리트 3천213t, 폐아스팔트 1천

33t 등 건설폐재류가 95.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연성 1.7%, 혼합폐기물은 3.1%로 집계

됐다.

이 중 98%는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0.5%), 매립(1.5%)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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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의 순환골재류 및 재활용제품 제조용 재활용률은 2013년 80%로 2012년 66%보다

1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단순 성토와 복토용 사용량은 14%포인트 감소했다.

울산시는 올해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을 98%대로 유지하고,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과 판매

체계가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이물질을 제거해 재활용 품질기

준에 적합하도록 만든 골재다.

❀ 소외계층 문화 향유 지원카드 발급 ‘전국 1위’(문화)

울산시는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권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이 전국 1위라고

27일 밝혔다. 시의 발급률은 현재 86.07%(전국평균 70.27%)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총 9억4천66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

18,932매를 발급하여 개인(6세 이상)에게 5만원의 카드를 지원해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카드 사용처는 문화(도서·음반·영화·공연·전시), 여행(숙박·철도·항공·여객·고속버스·

렌트카·여행사·테마파크), 스포츠(야구·농구·축구·배구 프로경기 관람) 등 다양하다.

사용기간은 2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가족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 발급기한은 오는 30일이 만료된다.

문의는 울산시 문화예술과(☎229-3762)나 지역주관처인 울산문화나눔협의회(☎275-

3900)에 하면 된다.

온라인발급 사이트 주소는 https://www.munhwanuricard.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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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8일

❀ 제1회 울산혁신도시 시설인수단 회의(도시창조국)

○ 일시/장소 : 4. 28.(화) 14:00 / 본관 4층 중회의실  

○ 참 석 대 상 : 울산혁신도시 시설인수단 12명

○ 안     건 : 시설물 보완상황 점검 및 현안사항 협의

❀ 2015년 상반기 청백-e시스템 사용자 교육(감사관)

○ 일시/장소 : 4. 28.(화) ~ 4. 30.(목) / 본관 2층 시민홀, 구관 8층 정보화교육장

○ 교 육 대 상 : 시, 구․군 세외수입․지방재정 업무담당자 등 600명

○ 교 육 내 용 : 청백-e시스템 사용법 안내, 조치사항 처리방법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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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애인체육관 개관(복지)

울산시는 중구 혁신도시에 제2장애인체육관을 건립, 28일 개관했다.

시는 남구 삼산동의 장애인체육관이 포화상태여서 제2장애인체육관을 추가 건립했다. 지하

2층, 지상 4층 전체 건물면적 6천78㎡ 규모다.

이곳에는 25m 공인 규격의 5레인 수영장과 배드민턴, 휠체어 농구, 좌식배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갖췄다.

또 장애인이 대중목욕탕 이용에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수영장 옆에 대중목욕탕을 설치

했다. 목욕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을 위해 최신 스파욕조 등을 갖춘 가족목욕탕(2인실)도

운영한다.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실내 경사로와 대형 승강기 2대를 설치했으며 휴게실, 옥외쉼터,

구내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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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개관과 동시에 수영과 체력단련 등 5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울산시는 이날 김기현 시장, 박영철 시의회 의장, 김복만 교육감, 장애인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었다. 식전공연, 경과보고, 시립예술단 축하공연,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식전공연에서는 국내 최초 장애인 뮤지컬 공연단 '소리샘합창단'이 노래를, 태연학교 학생

5명으로 구성된 '해피플라이 무용팀'이 신나는 춤을 선보였다.

❀ 내년 국비 잠정신청 2조2천억(행정)

울산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2조2천억원을 신청해 42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의

1조8천982억원 대비 17% 증가한 규모다.

울산시는 28일 시청에서 김기현 시장 주재로 실·국·본부장, 주요사업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국가예산 신청·확보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국내외 경기침체 여파로 정부의 세수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내년도 국비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당위성·효과성·

시급성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등 논리적 전략으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비가 확보되면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제안된 국가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안전대응시스템 구축,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광역치매센터 설치 등 42개 신규사업을

벌인다. 

신성장 산업 창출을 위한 R&D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

지원, 다중소재기반 융복합 3D프린팅기기 기술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울산연구

센터 유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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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도시재생사업과 강동·온산 지선관로

부설 등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SOC 사업으로는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과

상개∼매암 도로개설 등을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 추진할 국가시행사업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신항만건설 및 인입철도 개설, 언양∼

영천 고속도로 확장, 울산∼포항과 울산∼밀양 고속도로 건설, 장안∼온산과 웅상∼무거

국도건설 등이다.

대선공약사업인 산재 모병원 건립,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석유화학공정고도화 기술

개발,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 구축, 친환경 전자융합 실증화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날 보고회를 토대로 주요 현안을 최종 점검하고 분석해 5월 10일까지 중앙

정부에 국가예산을 신청할 예정이다. 

2016년 국가예산 일정은 중앙부처별로 6월 10일까지 요구액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

하고,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을 9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 심의·의결로 12월 2일

까지 확정된다.

❀ 김기현 시장 대학서 특강, 청년과 소통 강화(행정)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역 대학에서 잇따라 특강하며 청년과 소통 강화에 나선다.

김 시장은 28일 울산대학교 다매체강당에서 25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 꿈의

지휘자'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시장은 법관, 정치인, 행정가의 길을 걸으며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도전과 열정,

신뢰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더 나은 울산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울산을

따뜻하고 안전한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5월 11일에는 UNIST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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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해양산업 위기대응 정책포럼(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4. 29.(수) 15:30 / 울산테크노파크

○ 주     최 : 울산광역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참 석 인 원 : 200여명(기업체,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기관 등)

○ 주 요 내 용 : 조선해양기자재산업 육성 계획(안) 발표 및 토론 등

❀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 (문화예술회관)

○ 일시/장소 : 4. 29.(수) 19:30 / 야외공연장

○ 출연(예정) : 울산나얼, 마마무, 이승환밴드

○ 프 로 그 램 :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지역예술단체의 복합장르 콘서트

주요시정 |

2015년 4월 29일

❀ 국민안전처 장관, 울산산업단지서 합동 안전점검 실시(안전)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29일 울산을 방문해 울산시·구·군과 함께 산업단지 사고 등

안전분야 합동점검에 나섰다.

안전처는 울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자치단체를 돌아가며 현장점검을 벌인다.

박 장관 등은 이날 오전 울산석유화학단지를 방문해 단지에 있는 기업체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안전처는 국민안전 정책을 소개하고, CEO로부터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박 장관은 이어 삼성정밀화학을 찾아 공장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애로사항 등을 듣고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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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30분부터는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시장·구청장 간담회를 열어 안전 관련 중앙과

지방의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119화학구조센터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울산항 해상

교통관제센터를 찾아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 운영 태세를 점검했다.

안전처는 울산에 이어 다음 달부터 제주와 부산, 전남과 경북, 대구와 광주, 경남과 전북,

대전과 충북, 세종과 충남, 강원과 경기, 서울과 인천 순으로 매월 2곳씩 합동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 보조금 받는 민간사업자 안전계획 수립 의무화(행정)

울산시는 '안전제일, 으뜸 울산' 시책 추진과 관련해 민간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도 사업을

수행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 산, 바다, 강, 계곡, 운동장, 공원 등 야외에서 개최하는 사업 ▲ 수련시설,

체육관, 수영장 등 실내에서 개최하는 사업 ▲ 소방, 전기, 가스, 인명구조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 등이다.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에 제출할 때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에는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안전

인력의 확보와 배치계획, 비상시 대응요령, 소속 단체원과 보조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시행

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시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은 물론 향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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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3.0 체험마당」 참가(기획조정실)

○ 행 사 개 요 : 4. 30. ~ 5. 3.(서울 코엑스) / 행정자치부, 시･도 등

※ 개막식 : 4. 30.(목) 10:00 / 시･도지사, 중앙부처 관계자 등 250여명

○ 전 시 테 마 : 창조 울산(서비스 정부 → 빠른 비즈니스)

○ 전 시 내 용 : 기관간 협업을 통한 자원･에너지 순환형* 미래도시 구현

* 생태산업단지(EIP) 구축사업, 수소산업, 청년CEO 육성사업 등

○ 운 영 방 향 : 차별화된 전시와 청년CEO의 재능 활용 체험코너 등

❀ 「그린전기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 기술협의회(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4. 30.(목) 10:00 / 울산역 회의실

○ 참 석 대 상 : 20여명(R&D 참여 7개 기업 관계자)

○ 주 요 내 용 : 장거리주행전기차 제작을 위한 통합제어기술 협의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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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 경보제’ 시행(환경)

울산시는 대기 중 오존(O3) 농도가 높을 때 시민에게 빨리 알리기 위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오존경보 발령 기준은 1시간 평균농도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다. 

오존의 환경기준은 1시간 평균농도 0.1ppm 이하, 8시간 평균농도 0.06 ppm 이하이다.

오존경보는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등 5개 구·군 권역으로 구분해 발령된다.

시는 오존경보 발령 상황을 구·군과 교육기관 등에 통보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서비스 가입 시민에게 전파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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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보시스템, 대기수준 및 하천정보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경보 상황을 알려준다.

발령 시 행동요령으로 주의보는 실외 활동과 자동차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 때는 실외

활동 제한, 자동차 사용 제한,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의 감축 권고 등이 요구된다.

중대경보 때에는 실외활동 금지, 자동차 통행금지와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여름철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하며,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유아 등은 특히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존은 바람이 거의 없는 기상 상태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이

강한 햇빛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물질로 고농도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기와

눈에 해를 준다.

❀ 울산교육청, 사무관 승진에 역량평가제 도입(교육)

울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사무관(5급) 승진에 역량평가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역량평가는 6급 재직기간에 추진한 주요 업무실적의 공개검증, 정책기획보고서 작성 능력

평가, 관리자로서 자질을 확인하는 인터뷰 평가 등으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는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제공되며, 인사위원회는 이 역량평가 결과를 참고해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동안 연공서열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능력 있는 직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사무관 승진 심사 대상자는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실시될 역량평가를 거치게 된다.

시교육청은 "경력이 짧더라도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한층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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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일

❀ 당정협의회(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5. 1.(금) 15:00 ~ 16:30 / 새누리당 울산시당 강당

○ 참석인원 : 23여명(시 14, 시당 9)

○ 안    건 : 2016년 국가예산 확보대책 및 지역 주요현안 협의

❀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5. 1.(금) 10:00 ~ 18:00 / 본관 4층 중회의실 등 3개소

○ 대상/방법 : 61명(사회복지 41, 연구․지도직 20) / 블라인드 면접

○ 선발인원 : 52명(사회복지 35, 연구․지도직 17)

○ 향후일정 : 최종합격자 발표(5. 12.), 임용 전 교육(6월), 신규임용(7월중)

주요시정 |

2015년 5월 1일

❀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점검(복지)

울산시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설치한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시스템을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2억5천만원을 들여 총 500가구에 응급안전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독거노인 방문 돌보미사업에 IT기술을 적용, 응급관리요원·소방서 등과 연계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24시간 확인하고 응급상황이 생기면 즉시 대응하도록 돕는다.

각 가구에는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활동센서, 출입감지장치, 응급카메라,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가 설치된다.

시는 구·군 직원, 수행기관 관계자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2개월 동안 500가구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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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내용은 장비 설치와 보유현황 파악, 장비 정상작동 여부 확인, 불량장비 정비, 취약

노인지원시스템과의 연동 확인 등이다.

한편 시는 올해도 1억6천만원을 들여 132가구에 응급안전서비스 시스템을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 진하 PWA세계윈드서핑대회 6일간 열전 돌입(문화)

2015 울산 진하 PWA세계윈드서핑대회가 1일부터 열전에 들어갔다.

오는 6일까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올해로 8년째다.

PWA(프로 윈드서퍼 협회)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윈드서핑 프로선수들의 협의기구이다. 

이번 대회에는 남자부 세계랭킹 1위 프랑스의 안톤 알뷰를 비롯한 남자 20위권 선수를

포함한 54명 선수가 참가했다.

또 여자부 세계 1위 프랑스의 발레리 기바도 등 PWA 여자선수 20명, 아시아 지역 와일드

카드 12명, 국내 엘리트, 아마추어 선수 등 총 26개국 15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우정을

나누고 기량을 겨룬다.

오는 9일과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국내 대회인 제3회 울주군수배 전국윈드서핑대회가

개최된다. 

두 대회의 통합 개막식은 3일 오후 3시 특설무대에서 신장열 울주군수, 조충제 울주군의

회장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6일에는 PWA세계윈드서핑대회 시상식, 9일에는 진하마리나리조트 야외행사장에서 울주군

수배 전국윈드서핑대회 서퍼인의 밤 행사가 각각 열린다.

울주군은 대회 기간 윈드서핑 무료체험, 세계윈드서핑대회 기념 제49회 울산 전국사진

촬영대회, 캐리커처 체험, 칵테일쇼, 한류 방송댄스, 전자현악, 통기타 밴드 공연 등 부대

행사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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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4일

❀ 주요기념일 과대포장제품 지도점검(환경녹지국)

○ 기간/운영 : 5. 4. ~ 5. 8 /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등 21개소

○ 주 요 내 용 : 포장횟수, 포장공간 비율 준수, 특정포장재질 사용 등

○ 점 검 방 법 : 시, 구․군, 한국환경공단 합동단속 

주요시정 |

2015년 5월 4일

❀ 김기현 울산시장,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행정)

김기현 울산시장이 내년 국비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2016년 국비 신청액이 잠정 확정된 가운데 김기현 시장이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김 시장 주재로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책 최종 점검 보고회를

개최해 국비 신청액을 2조 2105억 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시장은 세종시와 서울 등 중앙 부처를 집중 방문해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김 시장은 먼저 5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민선 6기 출범식 때 '길 위의 시장'이 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김기현 시장이 올 초부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주울야세(晝蔚夜世

낮에는 울산에서 일하고 밤에는 세종정부 청사에서 일한다)'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동향 |



_ 2015 울산종합일지212

ULSAN METROPOLITAN CITY

2015년 5월 5일

❀ 제93회 어린이의 날 행사(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5. 5.(화) 10:00 / 울산대공원 SK광장 일원 

○ 참 석 인 원 : 어린이 및 가족 50,000여명 

○ 주 요 내 용 : 기념식, 레크레이션, 체험행사 등

주요시정 |

❀ 원도심 보세거리 간판 LED로 교체(경제)

울산 중구는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원도심 보세거리 내 57개 점포의

돌출간판을 LED 간판으로 교체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간판이 낡은데다 밝기도 어둬 총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했다고 중구는 설명했다. 

간판 교체작업을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점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산뜻한 이미지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중구는 기대하고 있다. 

중구의 한 관계자는 "울산 중구 원도심의 보세거리는 서울 명동처럼 유행을 선도하는 곳"

이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상인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아케이드사업, 간판교체

등 시장 7곳에서 8개 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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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6일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5. 6.(수) 14:00 ~ 14:4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인 원 : 18명(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 주 요 내 용 : 위촉장 수여, 위원회 기능 및 역할, 안전관리대책 설명 등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시스템교육(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5. 6.(수) 14:00 / 경제진흥원 대회의실  

○ 참 석 인 원 : 서비스 제공기관 100여명

○ 주 요 내 용 : 전자바우처 사용법, 서비스운용지침 등

주요시정 |

2015년 5월 6일

❀ ‘부산과 울산은 친구’ 울산시장 부산시청서 특강(행정)

울산과 부산의 공동발전, 우호증진, 상생협력을 위해 김기현 울산시장이 부산시청을 방문해

특강한다.

울산시는 김 시장이 6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부산시 공무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울산과 부산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한다고 4일 밝혔다.

김 시장은 강의에서 '부산과 울산이 생활권과 산업의 연계성 등 같은 뿌리에서 나온 친구'

라는 점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부산·울산의 성장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중국 제조업의 추격과 엔화가치 약세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재부상 등 한국이 처한

경제적 현실을 진단하고, '울산과 부산이 창조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구축해

위기를 돌파하자'고 강조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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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아카데미(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5. 7.(목) 14:00 / 본관 2층 대강당(시민홀)

○ 참 석 인 원 : 수강생 800여명

○ 강 의 주 제 : 번역가 이미도 '영화와 책으로 배우는 창조적 상상력 디자인'

❀ 감사공무원 연찬회(감사관)

○ 기간/장소 : 5. 7.(목) ~ 5. 8(금) / 경주 대명리조트

○ 대     상 : 시, 구ㆍ군, 공직유관기관 감사관계관 등 48명

○ 주 요 내 용 : 우수사례 발표․토론, 감사사례 외부강사 특강 등

※ 외부강사 : 감사교육원 김학순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강우성 사무관

주요시정 |

2015년 5월 1일

❀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10% 증가(경제)

울산시는 재개발·재건축구역(상업지역 제외)의 기준용적률을 10% 상향하는 내용의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7일 공고했다.

시는 도시기능 회복, 주거환경이 불리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동향 |

지난달 27일에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울산시를 방문해 울산시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상생의 시대 - 마음을 열면 세계가 열립니다'를 주제로 특강하며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앞서 김 시장과 서 시장은 지난 3월 7일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대운산에서 산행하며 양

도시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약속했다.

양 도시는 앞으로 친선 체육대회, 워크숍 등을 공동 개최하며 상생 발전방안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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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본계획안에는 또 정비예정구역(87개 구역, 604만7천200㎡) 조정과 인센티브 다양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비예정구역은 애초 87개에서 65개로 줄였다. 23개 구역(사업 완료 8개, 일몰제 적용

8개, 지정기준 강화 7개)을 해제하고, 주민제안에 따라 1개를 신설했다.

조정된 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11개, 주택재개발사업 46개, 주택 재건축사업

5개,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공공이용시설을 확보할 경우 확보한 면적의 3분의 1을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으로 인정하고, 소규모 휴식시설을 제공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최소 5∼15% 정도의 용적률 상향 효과가 있어 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 기본계획안은 기초자료 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6월), 도시계획위원회(7월)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울산시 이재곤 도심활성화 담당은 "계획안이 확정되면 재개발 사업에 활력이 붙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원자력업무 강화 ‘시민안전실’ 신설(행정)

울산시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원자력업무 등을 전담할 '시민안전실' 신설을

핵심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시는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던 '안전정책관'을 확대, 재난안전 콘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전담조직인 '시민안전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민안전실'은 안전정책, 재난관리, 원자력 및 산업안전, 민생사법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또 중부소방서 '매곡119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소방현장 부족인력 보강해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대시민 소방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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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회 어버이 날 기념행사(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5. 8.(금) 15:30 / 종하체육관

○ 참 석 인 원 : 어르신 및 가족 2,000여명

○ 주 요 내 용 : 기념식, 유공자표창, 위문공연 등

❀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도시창조국)

○ 일시/장소 : 5. 8.(금) 14:00 / 구관 3층 회의실

○ 참 석 대 상 : 도시계획위원 27명

○ 심 의 안 건 : 삼남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건 등 3건

주요시정 |

2015년 5월 8일

❀ 울산 택시 489대 줄인다(교통)

울산시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택시 489대를 줄인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택시총량제 산정 결과 면허대수(5천984대)가 적정대수 5천295대를

초과했기 때문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자율 감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동향 |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은 존속기한 1년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한다.

차량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 조직은 2개 관·단이 감소하고 1실, 3과, 3담당, 1개 119안전센터가 증가

한다. 전체 정원 총수는 2천558명에서 2천617명으로 59명 증원된다.

울산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울산광역시 행정기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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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달에 자율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가격, 감차사업 시행기간, 연도별·업종별

택시업계 출연금 규모 등을 확정해 8월부터 감차에 들어가 2019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택시 1대의 감차 보상금 중 1천300만원은 국·시비에서 지원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택시업계 출연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 감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대당 감차 비용을 2천500만원으로 가정하면 업계가 1천200만원을 부담

해야 하고, 개인택시는 7천600만원으로 가정하면 매매시 6천3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울산시는 출연금을 내지 않으면 법인택시의 경우 신규 면허를 내주지 않고, 개인택시는

양도·양수를 금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시와 택시업계 간 갈등도 우려된다.

택시총량제 산정은 5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시에서는 2009년 산정에서 93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이후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울산시는 택시 자율 감차사업으로 택시 수가 줄어들면 택시업계의 경영수지 개선과 운전사의

수입 증대로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동주택관리상담실 운영…입주민 갈등 상담(행정)

울산시는 공동주택의 관리·운영 해법과 입주민 분쟁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상담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상담내용은 주택법령과 울산시 관리규약 준칙 해석, 공사·용역 사업자와 관리업체 선정방법,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부과와 사용절차, 입주민 간 갈등 등이다. 상담은 공동주택 관련 단체

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

상담실은 오는 11일 시청 구관 3층 건축주택과에 설치한다. 

상담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이용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229-4242)로 가능하다.

한편 울산시는 상담실 설치에 이어 다음 달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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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자동차의 날 기념 「KBS 열린음악회」 (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5. 10.(일) 19:30 / 울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 참 석 인 원 : 2만여명(현대차 및 협력사 임직원, 일반시민 등)

※ 주요인사 : 시장님, 시의장, 국회의원, 구청장․군수, 현대차 대표이사 등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 KBS, 현대자동차, 울산테크노파크

주요시정 |

2015년 5월 10일

❀ 감염병 역학조사 우수기관 선정(보건)

울산시는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2014년 감염병 역학조사 종합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우수기관(1위)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는다.

평가는 역학조사 건수, 적시보고 여부, 역학조사서의 완결성, 난이도 등의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역학조사 요원이 감염병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로 확산을 방지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동향 |

지원센터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리비 비교분석과 절감방안 자문, 민원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실태 조사 등의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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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1일

❀ 사회공헌 협약기업 릴레이 자원봉사(행정지원국)

○ 기간/장소 : 5. 11. ~ 5. 17. / 지역아동센터 등 15개소

○ 참 여 인 원 : 280여명(협약기업 임직원 및 가족봉사단, 대학생 봉사단)

○ 주 요 내 용 : 과학교실, 집수리, 손발마사지 등 재능봉사 

❀ 제33회 전국연극제 시･도 대표극단 회의(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5. 11.(월) 15:00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참 석 인 원 : 60명(한국연극협회이사장, 시‧도 연극협회지회장 및 선발 극단 등)

○ 주 요 내 용 : 세부행사계획 설명, 공연장 투어 등

※ 제33회 전국연극제 : 6. 1. ~ 6. 20.(20일간) 

❀ 울산관광상품 공모전 선정 여행사 간담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5. 11.(월) 14:00 / 울산광역시관광협회 회의실

○ 참 석 인 원 : 7명(관광진흥과 2, 관광협회 2, 여행사 3)

○ 주 요 내 용 : 여행사별 상품개발 계획 및 여행상품 판매 활성화 방안,

시‧관광협회 여행상품 개발·판매 요청사항 등 협의

❀ 에코드라이브(경제운전) 가상체험관 운영(교통건설국)

○ 목     적 : 에코드라이브 지역사회 실천운동 확산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 

○ 기     간 : 5. 11.(월) ~ 5. 14.(목), 4일간   

○ 장소/규모 : 본관 1층 현관로비 / 가로(6m) × 세로(4m)  

○ 주     관 : 교통안전공단   

○ 내     용 : 가상체험관(시뮬레이션) 장비․판넬 전시, 홍보물 상영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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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1일

❀ ‘조선·해양기자재 공동물류지원’ 컨설팅 사업 추진(건설)

울산시는 조선·해양기자재 공동물류지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5년도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공모에 이같이 최종 선정됐

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컨설팅 사업비(1억8천400만원) 중 9천2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타당성 분석 용역을 벌인다.

시는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2단계로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동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조선·해양 기자재의 업체별 보관 문제가 해결돼 이 분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선·해양 기자재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으로서는 물류문제 해결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발전연구원의 '울산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공동화 활성화 방안 연구'

(2014년) 결과 지역 조선·해양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동물류센터 건립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 학술용역 부실 막는다…공무원 실명제 도입(행정)

울산시는 시가 발주하는 학술용역의 남발과 부실을 막기 위해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책임감을 강화해 무계획적인 용역을 지양하고 용역의 질적

향상을 꾀하려는 조처다.

울산시는 이런 내용의 '울산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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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명제와 함께 학술용역 사전 심의 기준이 종전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서

1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강화된다.

심의와 용역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외부에서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과반을 넘도록 했다.   위원회는 용역의

타당성,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와 공개, 활용상황 점검 등을

관장하게 된다.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용역

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울산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번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은 학술용역이며, 학술용역을 제외한 일반용역과 기술용역 등은

예산부서의 실무 심의에 맡긴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학술용역은 41건(35억원)이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이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남발·부실·예산 낭비 등 학술용역을 둘러싼

잡음과 문제점이 개선되고 용역의 전문성·투명성·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착수(안전)

울산시는 10억원을 들여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5월 착수, 2017년 5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용역의 공간적 범위는 울산시 전 지역(면적 1천60㎢), 재해 범위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해안, 바람 등이다. 

연구 내용은 ▲ 풍수해 예방 및 저감 종합대책 ▲ 기상, 하천, 방재시설 등 재해발생 현황

조사 및 재해저감 시설별 풍수해 위험분석 ▲ 지구단위 홍수 방어 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

▲ 재해지도(침수 예상도) 작성 등이다.  

시는 풍수해 저감계획과 관련해 올해는 지역여건과 피해 등 기초조사를 하고, 2016년에는

구·군 협의, 주민 공청회, 전문가 자문 후 의회의견 청취를 거쳐 2017년 상반기에 국민안전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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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2일

❀ 생물테러 위기대응 교육(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5. 12.(화) 14:00 /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참 석 인 원 : 시, 구･군, 경찰･소방, 병원 등 관련기관 80여명

○ 교 육 내 용 : 세계적 추세, 기관별 역할, 처치요령 등

※ 대응모의훈련 : 5. 22.(금) 14:30, KTX 울산역

❀ 「2차 규제개혁 토론회」 (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5. 12.(화) 15:00 ~ 17:00 / 경제부시장실

○ 참 석 인 원 : 녹지공원･도시 관련 국･과장 등 13명 정도

○ 토 론 내 용 : 불수용 지방과제 4건 검토

주요시정 |

2015년 5월 12일

❀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준비 잘하고 있다”(복지)

울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맞춤형 복지급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는 복지여성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맞춤형 급여 TF를, 지역 5개 구·군은 국장

급을 팀장으로 한 준비지원단을 각각 지난 3월 구성해 업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동향 |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피해발생 원인, 재해 특성, 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항구적인 재해위험 저감대책 수립,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맞춤형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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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활동을 통해 수급자격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기존에

지급받던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22만원)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비율별로 각각의 개별급여가 지급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급여별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28%(4인가구 기준 118만원), 의료

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나 며느리의 부양의무는 배제하되, 중증장애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은

추가로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의

상대적 빈곤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태화강철새공원에 생태습지·쉼터 확충(환경)

울산시는 태화강철새공원에 생태습지를 확충하고 쉼터를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태습지는 태화강철새공원 인근 소규모 습지를 추가로 넓혀 꽃창포, 수련 등 수생 정화

식물을 심는다. 

쉼터로는 태화강에서 자라는 억새와 대나무를 재활용해 원두막 1동과 평상 2개를 설치하며,

시에서 직접 제작해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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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태화강철새공원 주변에 볼거리와 그늘 쉼터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라며 "생태습지가 확충되고 주변에 조성한 유채꽃 단지에 꽃이 피면 지금보다 볼거리가

훨씬 풍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태화강철새공원은 남구 무거동 태화강 둔치에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삼호대숲을

정비해 26만㎡ 규모로 조성됐다. 

철새공원은 겨울에는 5만 마리의 까마귀떼가, 여름에는 8천 마리의 백로가 찾는 전국

최대 철새도래지 가운데 하나다.

❀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 동참(행정)

울산시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천만인 서명

운동'에 동참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는 오는 6월 말까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선 지역경제 활성화, 후 수도권

규제 개선'의 기조 아래 비수도권 시도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최근 정부가 '규제 기요틴 민관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

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비수도권 지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울산시는 20일부터 6월 말까지 시청, 구·군청, 읍·면·동 민원실 등에 서명대를 설치해 서명

운동 취지 설명과 동참 촉구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

서명 목표는 울산시 전체인구(2월 말 기준 116만7천385명)의 38.6%인 45만611여 명으로

잡았다. 전국 목표의 4.5%다. 

울산시와 구·군 소속 공무원은 물론 관계기관, 시민단체도 서명운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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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서는 오는 7월 초에 모아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 정부, 국회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 저해 각종 규제 철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9월 20일 설치됐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주호영 국회의원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 시의회 원전특위, 원전안전 토론회 열어(행정)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치락)는 12일 울산시청 본관 시민홀에서 '산업도시

울산 원전안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울산시의원, 원전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인사, 박영철 시의회 의장 축사, 주제발표, 지정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원전특위는 고리와 월성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시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울산에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등 노후원전

해체 산업을 선점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UNIST(울산과기대) 손동성 교수는 '원전설비에 대한 기술', 부산대 이재우 교수는

'원전안전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해 각각 발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울산대 김석택 교수가 좌장으로, 원전특위 변식룡 부위원장, UNIST

김희령 교수, 환경운동연합 서토덕 원전특위 공동위원장, 신고리1발전소 노기경 운영실장이

각각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_ 2015 울산종합일지226

ULSAN METROPOLITAN CITY

2015년 5월 13일

❀ 강동리조트(워터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5. 13.(수) 11:3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대 상 : 9명(시장님, 롯데건설 대표 등)

○ 주 요 내 용 : 조성현황 보고,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등 

※ 시장님 하실 일 : 인사말씀,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 201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발대식(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5. 13.(수) 14:00 / 본관 2층 시민홀

○ 참 석 인 원 : 210명 정도(생활체육 200, 장애인체육 10)

○ 주 요 내 용 : 단기수여, 격려사, 결의문 낭독, 시상, 기념촬영 등

※ 축전기간 : 5. 15. ~ 5. 17. / 경기도일원(개회식 : 5. 15.(금) 17:30,

이천시종합경기장)

❀ 취업 희망여성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5. 13.(수) 14:00 / 여성회관

○ 참 석 인 원 : 구인업체(30개 기업), 구직인원(300여명)

○ 주 요 내 용 : 취업정보제공, 현장면접 및 채용 등

❀ 「2015 IT 컨퍼런스 ULSAN」 (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5. 13.(수) 15:00 /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 주     제 :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세미나

○ 참 석 인 원 : 200여명(IT 기업인 및 산‧학‧연 관계자 등)

○ 주 요 내 용

∙ 조선해양분야 ICT융복합 주제･사례 발표

∙ ICT융합을 통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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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 통해 노인 소비자피해 예방(경제)

울산시는 노인들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극 공연으로 진행하는 2015년 행복한

실버 소비자 교육'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공연 연극은 '춘향이의 늦바람'이다.

친구 따라 공짜 공연을 보러 갔다가 충동구매를 하는 춘향이와 친구의 말에 퇴직금을 날리는

몽룡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소비자 사기피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흥미롭고 생생하게 보여

준다. 

울산시는 이날 남구노인회 다목적홀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노인기관 40곳을

방문해 연극공연을 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경로당에는 강사가 현장을 방문해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대처요령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관심 있는 노인기관이나 경로당은 22일까지 울산시 소비자센터로 공연이나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 울주세계산악영화제서 상영할 지원작품 공모(문화)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사무국은 국내 산악영화 제작과 산악문화 활성화를 위해 '울주서밋

(Ulju Summit)'이란 명칭으로 국내 산악영화 사전제작지원 작품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주서밋에는 산악 관련 소재나 주제를 다룬 20분 이상, 40분 이하의 작품(애니메이션은

10분 이상, 30분 이하)이면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장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편수는 3편 내외로 총 지원금 9천만원에서 편당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중·단편

영화의 제작지원금으로는 비교적 큰 규모라는 게 사무국 측의 설명이다.

1편 이상의 영화 연출 또는 제작 경험이 있는 국내 제작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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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현장 방문(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5. 14.(목) 09:30 ~ 15:30 / 고래문화마을 등 3개소

○ 참 여 인 원 : 모니터단 100여명

○ 주 요 내 용 : 주요정책 현장 견학 및 모니터링 실시

❀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권역별 교육(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5. 14.(목) 14:00 / 의사당 3층 대회의실(주관 : 보건복지부)  

○ 참 석 인 원 : 시, 구･군, 읍･면･동 급여담당자 150여명

○ 주 요 내 용 : 개편지침, 준비사항, 프로그램 운용 등

주요시정 |

지원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선정되며, 2015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

기간에 작품별 최종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완성 작품은 내년에 열리는 제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공개된다.

울주서밋 신청과 접수는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며, 자세한 모집

요강과 공모신청서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공식홈페이지(www.umff.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사무국(☎052-248-6453)으로 연락하면 된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2016년 제1회 영화제 개최에 앞서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일대 등에서 사전홍보행사 성격의 '2015 울주세계산악

영화제 프레페스티벌'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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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표류 울산 야음동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해제’(도시)

울산시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남구

B-23주택재개발구역'(야음동 일원, 깨밭골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구역은 지난 2008년에 주택재개발을 위해 주민들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이어 2011년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2013년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자 주민 갈등, 재산권행사

제약, 도시 슬럼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근 주민 스스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했다. 울산시는 도시계획

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합설립추진위 해산과 함께 이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이 구역에 대한 건축규제가 없어져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압축천연가스 버스 안전점검 실시(교통)

울산시는 여름철 CNG(압축천연가스) 버스의 내압용기 압력상승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CNG버스 750대로 1차 자체 점검, 2차 특별점검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1차 점검은 해당 운수업체에서 내압용기 사용연한 초과, 밸브 부식, 고정 여부, CNG버스

연료장치 배관의 손상, 변형, 가스누설 여부 등을 살펴본다.

2차 특별점검은 1차 점검에서 결함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국토교통부, 교통

안전공단, 현대자동차, 자일대우버스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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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 기념행사(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5. 15.(금) 10:00 / 가족문화센터

○ 참 석 인 원 : 시민 300여명

○ 주 요 내 용 : 기념식, 유공자 표창, 가족작품 전시 등

❀ ‘가칭’ 청소년문화회관 설립･운영 업무협약(시-교육청)(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5. 15.(금) 11: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대 상 : 10명(시장님, 교육감, 행정자치위원장, 교육위원장 등)

○ 주 요 내 용 : 설립부지, 공사금액 부담, 운영기관, 명칭 등 협약

※ 시장님 하실 일 : 인사말씀,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 201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전심사(경제산업국)

○ 목     적 : 참여기업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 일시/장소 : 5. 15.(금) 15:00 / 본관 4층 영상회의실

○ 심 사 대 상 : 공모에 응모한 36개사, 671,860천원

○ 심  사  자 : 사회적기업연구원 등 전문심사위원 4명

○ 심 사 내 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등

○ 향 후 계 획 :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및 규모 결정(5. 20.)

주요시정 |

2015년 5월 15일

❀ 6·25 참전용사 만남의 날 개최(복지)

6·25 참전유공자회 울산지부는 15일 목화예식장에서 '6·25 참전용사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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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김기현 시장, 박영철 시의회 의장, 김복만 교육감, 보훈단체장, 6·25 참전

용사와 가족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행사를 비롯해 6·25 참전용사의 권익신장, 안보강화, 보훈 육성을 위해 전적지

순례, 6·25 전쟁 기념행사와 고령회원 위안 행사, 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태화강 죽순을 지켜라’ 순찰반 불법채취 단속(환경)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회장 조남근)는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태화강

대숲 죽순 보호와 유해식물 퇴치 활동을 벌인다.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는 하루 10명의 순찰반을 구성해 매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십리대숲을 순찰하면서 죽순을 훼손하거나 무단채취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자원봉사회 대숲 생육에 지장을 주는 환삼덩굴 등 유해식물 퇴치활동을 벌이고 대숲 내 화재

예방을 위해 흡연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앞서 울산시는 십리대숲의 죽순을 보호하기 위해 대숲 주변에 '죽순 보호·대나무 보호'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다.

태화강대공원 내 십리대숲은 총 8만9천㎡ 규모로 현재 맹종죽, 구갑죽, 오죽 등의 죽순이

왕성하게 발아하고 있다. 왕대 죽순은 이달 말 본격적으로 발아한다.

죽순을 채취하면 공공재 훼손(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과 공공재 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돼 처벌받는다.

2015년 5월 18일

❀ 제43회 성년의 날 행사(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5. 18.(월) 10:00 / 울산향교

○ 참 석 인 원 : 성년, 유림 등 230여명

○ 주 요 내 용 : 성년식, 전통성년례 시연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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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쉽게 부르도록 편곡(행정)

울산시를 알리는 노래 '울산시가'(蔚山市歌)가 13년 만에 편곡된다.

울산시는 2002년 만든 울산시가를 시대 트렌드에 맞게 새롭게 바꾸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시가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악곡 이외 다양한 장르로 편곡해 보급할

예정이다. 

편곡은 현재 곡이 가진 품격은 유지하면서 보다 대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가야금과 여러 악기를 활용한 퓨전 음악 형태의 연주곡도 제작해 행사 전·후의 배경음악

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편곡·수정·녹음을 하고 7월부터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편곡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가 편곡

자문단'을 구성해 22일 첫 회의를 연다.

❀ 무단방치·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단속(교통)

울산시는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15년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벌인다.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이 단속 대상이다.

주요동향 |

❀ 대표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 착수보고회(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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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한 자동차는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견인된 무단방치 자동차를 차주가 자진 처리하면 20만원, 자진처리에 불응하면 최대 150

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비사업자도 병행 처벌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무단방치 629대, 불법 구조변경 166대, 지방세 체납 등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 6천839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164대 등을 처리했다.

2015년 5월 19일

❀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포럼(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5. 19.(화) 09:00 / 레이컨벤션홀(팔레드쌍떼 3F)

○ 참 석 인 원 : 80명 정도(기업체, 전문가, 문화예술관계자 등)

○ 주 요 내 용 : 기업의 문화예술 활용 전략과 성과사례 등 발표·토론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 5. 26. ~ 5. 30.

❀ 대학생봉사단 찾아가는 캠퍼스 자원봉사(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5. 19.(화) 10:00 / 울산대학교 

○ 참 석 인 원 : 대학생봉사단 등 200여명

○ 주 요 내 용 : 금연지지 서약 및 핸드프린팅, 금연 인식개선 캠페인

❀ 2015년 산불 재난대응 안전한국 통합훈련 실시(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5. 19.(화) 14:00 / 언양읍 구수리 산270번지

○ 주최/주관 : 산림청 / 울산광역시․울주군

○ 참 석 인 원 : 10개 단체(국민안전처, 산림청, 경찰청, 기상청, 한국전력 등) 300명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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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9일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된 울산(안전)

울산시는 최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최대 30㎞로 확대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비해 방호

약품 준비나 구호소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구역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원전 전담부서를 신설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 방재대책 세우기로

했다.

또 갑상선 방호약품 확보, 원전사고 대응 매뉴얼 제·개정 등 방사선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에 따라 현행 원전

반경 8∼10km에서 20∼30km 범위로 확대됐다.

울산은 8∼10㎞에서 최대 30㎞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울주군 상북면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해당한다.

한편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울산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최대 30㎞로

최종 승인했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1월 초부터 구·군, 시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방사

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반경 최대 30km로 설정하는 협의안을 마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했다.

❀ 전문의용소방대 울산서 발대식(안전)

울산 남부소방서는 19일 문수컨벤션에서 화학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병호 남부소방서장,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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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전문의용소방대는 유해화학물질 누출·폭발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20명의 의용소방대원은 국가산업단지에서 취급하는 위험물과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업계 경력자들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화학·소방·원자력·가스·환경 등 분야에서 총

40종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남부소방서는 설명했다.

초대 의용소방대장은 SK에너지에서 27년간 안전환경 업무에 종사한 박상용 대장이 취임

했다.

박 신임 대장은 "전국 화학물질과 유독물질의 30%가량이 울산에서 취급되고, 특히 남구

지역에는 위험물 제조·저장시설과 비철·금속 제련 공장이 밀집해 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오랜 경험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해 다른 단체가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예방·대응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호 서장은 축사에서 "화학물질과 관련된 재난은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화학의용소방대원들이 역량을 발휘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울산시민의 안전지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20일

❀ 노인복지시설 인권 및 안전교육(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5. 20.(수) 15:00 / 의사당 3층회의실

○ 참 석 인 원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20여명

○ 주 요 내 용 : 인권침해사례, 이용자 안전관리 등

❀ 조난항공기 수색 및 항공산악인명구조훈련(소방본부)

○ 기간/장소 : 5. 20.(수) ~ 5. 21.(목) / 가지산 및 정족산 일원

○ 참 석 인 원 : 구조대원 80여명

○ 주 요 내 용

∙ 조난항공기 수색을 위한 ‘지역 구조조정본부(RSC)’ 운영

∙ 항공구조장비를 이용한 산악구조 수행능력 배양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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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 시스템 운영(행정)

울산시는 행정심판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은 울산시 누리집의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속해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면 필요한 서류가 등록되어 담당 행정청의 답변서, 증거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행정심판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사이트에는 행정심판 청구사례 700건,

재결사례 1천 건 등의 열람이 가능하다. 본인과 유사한 처분사례, 권리구제 사례 등을 확인해

행정심판 청구에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절차

이다. 

❀ 울주군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 ‘우수’(행정)

울산시 울주군은 2014년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울주군은 21일 정부종합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번 규제개혁 평가는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시스템 개선

등 4개 분야의 10개 시책, 32개 세부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서면평가, 심층면접 검증을 거쳐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곳, 기초 226곳)에서 36곳을 선정해 시상한다.

울주군은 지난해 4월 규제개혁 전담팀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17건을 감축하거나

기업규제와 애로사항 96건을 발굴해 42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을 개선하도록 건의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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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전문가, 중소기업 대표 등을 위촉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설과

강화규제 17건을 심의하는 등 규제개혁위 운영을 내실화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규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상하반기 1차례씩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해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왔다.

울주군 관계자는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해 54건의 개선과제를 접수, 기업애로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20일

❀ 2015년 에너지 네트워크 회의(경제산업국)    

○ 목     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 콘텐츠 및 프로그램 발굴 

○ 일시/장소 : 5. 21.(목) 14:00 / 본관 4층 다목적회의실

○ 참 석 인 원 : 12명(시․구․군, 교육청, 에너지관리공단)

○ 주 요 내 용 : 에너지사업 추진방향, 하절기 에너지사용 등 협의

❀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청사 이전 기념식(도시창조국)

○ 일시/장소 : 5. 21.(목) 15:30 / 혁신도시내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청사

○ 참 석 인 원 : 300명 내외(국무조정실·산업부 주요인사, 국회의원, 단체장 등)

○ 주 요 내 용 : 공식행사(기념사, CI선포식), 기념행사(축하공연, 기념식수)

❀ 2015년 시-구･군 공무원 워크숍(행정지원국)

○ 기간/장소 : 5. 21. ~ 5. 22.(1박 2일) / 거제 대명리조트

○ 참 석 인 원 : 81명(시 38, 구·군 43)

○ 주 요 내 용 : 창조능력 향상 특강, 소통과 화합의 시간, 문화탐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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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평가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행정)

울산시는 21일 행정자치부의 '201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

단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평가 결과 전국 광역시 중 울산과 인천은 '최우수'(대통령 표창), 부산은 '우수'(국무총리

표창), 서울은 '장려'(행정자치부장관 표창)로 뽑혔다.

기초단체 평가에서는 울산시 북구와 울주군이 장려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지주회사의 외투합작 증손회사 설립기반 마련',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공장부지 확보 애로사항 해결' 등으로 고용창출을 이룬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는 중앙부처와 경제단체 등 11개 기관 단체(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경제 4단체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가로

구성된 50여 명의 평가단이 서면평가와 심층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태성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좋은 평가가 나와 기쁘다"며 "규제개혁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 올해에도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대형사업 6건 중앙투자심사위 심의 통과(행정)

울산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등 울산시와 남구가 추진할 대형사업 7건 중 6건이 중앙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적정' 또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남구의 해피투게더타운 조성사업은 '재검토'로 결정돼 당분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울산시는 최근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중앙투자심사 사업 7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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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투자심사는 울산시의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구·군의 1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 사업의 당위성, 필요성, 사업비, 사업 규모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하는 것

이다. 심사에서 승인되면 국가예산 확보에 유리하다.

심사 결과 창조도시 성장기반을 위한 R&D 사업인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356억원),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 센터(250억원) 등 2개 사업은 시비로 취득한 부동산을

울산시 재산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승인됐다.

나노융합산업화기반 확산(280억원)은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조건으로 승인됐다.

울산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400억원)는 실시설계 완료 후 2단계 검사를 조건으로, 남구가

신청한 장생포마을 생활여건 개선(100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조건으로 각각

통과됐다.

또 동천제방 겸용도로 우안제 개설(1천10억원)은 사업 추진이 적정하다는 결정이 났다.

그러나 남구의 해피투게더타운 조성(140억원)은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운용 방안이 미흡

하다며 재검토로 분류됐다.

2015년 5월 22 일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제39차 실무협의회 참석(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5. 22.(금) 16:00(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

○ 참 석 대 상 : 시･도 기획조정실장

○ 주 요 내 용 : 2014 회계연도 결산안 등 심의 및 시･도 주요 현안 논의

❀ 생물테러 위기관리 대응훈련(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5. 22.(금) 14:30 / KTX 울산역

○ 참 석 기 관 : 시, 국민검역소, 경찰, 의료기관 등 22개 기관

○ 주 요 내 용 : 상황전파, 기관간 협업체계, 대응요령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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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2일

❀ 맞춤형 도로명주소 안내도 보급(행정)

울산시는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안내도를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주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인 택배업체, 음식점(중식, 분식, 치킨 등), 보험회사

협력 긴급출동서비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맞춤형으로 제작해 보급한다.

울산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229-4473)로 신청하면 된다. 

외식업협회, 떡류가공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제작·보급기간은 오는 10월 30일까지다.

시는 앞서 3월부터 1차로 97건의 신청을 받아 112매를 제작해 나눠줬다.

❀ 울산박물관, 5월 추억의 시네마 상영(문화)

울산박물관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추억의 시네마를 상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에는 27일 정소영 감독이 연출하고, 신영균, 문희, 전계현이 출연한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상영한다. 

울산박물관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편씩 추억의 시네마를 선정해 상영하고 있다.

6월에는 24일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을 상영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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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3 일

❀ 제20회 환경의 날 기념식 및 제7회 환경페어(환경녹지국)    

○ 기간/장소 : 5. 23. ~ 5. 25. / 울산대공원 남문광장

※ 기념식 : 5. 23.(토) 18:20

○ 참 석 인 원 : 1,000여명(국회의원, 교육감, 환경단체, 시민 등)

○ 주 요 내 용 : 기념식, 전시․체험부스, 문화행사 등

❀ 울산대공원 장미축제(환경녹지국)

○ 기간/장소 : 5. 23. ~ 5. 31. / 울산대공원 장미계곡, 남문광장 일원

※ 개막·점등행사 : 5. 23.(토) 20:00 / 장미계곡 이벤트마당

○ 관 람 인 원 : 21만1천4백여명(외지인 63%)

○ 주 요 내 용 : 공식행사, 스페셜 행사, 공연, 전시․체험, 행복카페&행복장터

○ 주최ㆍ주관 : 울산광역시, SK에너지(주)

❀ 태화루 전통국악 한마당(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5. 23.(토) 19:30 / 태화루 경내

○ 참 석 인 원 : 1,000여명(출연진, 시민 등)

○ 공 연 주 제 : 태화연가(천년의 숨결, 400년의 그리움)

○ 공 연 내 용 : 소리·춤·기악·사물로 구성된 공동기획 창작작품 공연

주요시정 |

2015년 5월 26 일

❀ 문화재 돌봄사업단 안전교육(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5. 26.(화) 09:30 / 시청 햇빛광장

○ 교 육 대 상 : 14명(모니터링팀 1, 행정사무 1, 상시관리팀 12)

○ 강     사 :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온양훈)

○ 주 요 내 용 : 문화재 관리 유의사항, 재해예방 및 안전에 관한 교육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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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부머세대, 퇴직 후 ‘취미·여가활동’ 가장 선호(행정)

울산지역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예정자의 7.4%만 퇴직준비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최근 시 누리집,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역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예정자 176명을

대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평생학습 지원방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퇴직준비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55.1%는 '준비 부족', 37.5%는 '대략적 계획

수립', 7.4%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이라고 각각 답변했다.

퇴직 이후 겪게 될 문제를 묻는 말에는 51.2%가 '경제적 어려움', 28.5%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이라고 답해 재정과 건강을 가장 큰 불안요소로 생각했다.

퇴직 후 활동계획은 '취미·여가생활'이 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귀농·전원생활'(21%),

'봉사활동'(20.5%), '재취업'(12.5%), '창업'(6.8%) 순서로 응답했다.

주요동향 |

❀ 찾아가는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5. 26.(화) 10:00 / 청솔초등학교 

○ 교 육 대 상 : 320여명(5~6학년 학생 및 교사)

○ 교 육 내 용 : 재난대비 행동요령, 여름철 안전사고 대비 행동요령 등

❀ 울산관광 홈페이지 착수 보고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5. 26.(화) 15:00 ~ 16:30 / 시청 구관 3층 회의실

○ 참 석 인 원 : 23명(시 10, 구․군 10, 용역업체 3)

○ 주 요 내 용 

∙ 울산관광 홈페이지 구축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 보고

∙ 홈페이지 디자인시안 및 메뉴구성안 보고 및 의견 수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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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수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90.4%가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선

지원 프로그램은 '전문자격취득 및 기술교육'(34.7%), '문화·예술·교양 교육'(29.0%), '사회

환원활동'(23.3%), '귀농·귀촌 교육' (10.8%) 등의 순서를 보였다.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교육 분야로는 '취미·교양'(28.7%), '경제'(24.4%), '건강'(22.8%),

'정서'(14.8%), '재취업'(9.3%) 등이었다.

응답자의 33%는 '평생학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참여기관은 공공기관

(31.2%), 문화센터(15.0%), 사회복지관(11.7%) 등이었다. 평생학습에 만족했다는 응답은

62.2% 수준이었다.

❀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복지)

울산시는 구·군별로 지정된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이 운영된다고 26일 밝혔다.

중구 '뽀뽀뽀어린이집', 남구 '무거1동어린이집', 동구 '꼬마친구어린이집', 북구 '이화숲속

어린이집', 울주군 '호수어린이집'이 각각 지정됐다.

이들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어린이집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담당 구·군 보육담당부서에서 최종 선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야간서비스, 병원 등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직업을 가진 부모를

위해 벌이는 사업"이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5년 5월 27 일

❀ 수소연료전지버스 시범운영 업무협약식(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5. 27.(수) 10:3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인 원 : 18명(현대차, 수소협회,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등)

○ 협 약 기 관 : 울산광역시 ↔ 현대자동차(주)

○ 행 사 내 용 : 협약체결, 시승(시청~공업탑~달동사거리~시청, 20분 소요)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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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행정)

울산시는 주택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개정안'을 28일 공포,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매매가 6억∼9억원 미만 주택 중개요율은 0.9%에서 0.5% 이내로,

전세가 3억∼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원의 중개보수료는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 매매가 6억원의 중개보수료는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가 된다. 

나머지 구간은 종전과 같으며,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주요동향 |

❀ 품격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MOU체결 및 캠페인(교통건설국)

○ 배       경 : 걷고싶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시민 공감대 형성 및 기관간 협업

○ 일시/장소 : 5. 27.(수) 14:30 ~ 15:20 

∙ MOU 체결 : 14:30 ~ 14:50(20분) /본관 7층 상황실

∙ 캠페인 실시 : 14:50 ~ 15:20(30분) / 시청사거리

○ 대      상 : 10개 기관·단체 ⇒ 울산시, 교육청, 울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육운단체(버스, 개인‧법인 택시, 화물), 교통봉사단체(안실련, 모범운전자회)

○ 협 약 내 용 : 교육·홍보·캠페인·교통질서 확립 등 상호협력

❀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총회 참가(문화체육관광국) 

○ 기간/장소 : 5. 27.(수) ~ 5. 31.(일) / 중국 하이난성 싼야시

○ 참 가 인 원 : 관광진흥과장 등 3명

○ 주 요 내 용 : 국제학술회의 참가,「2015 UNWTO 산악관광회의」개최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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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정부의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아파트와 주택에만 적용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종전 3억원에 해당하는 주택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역전 현상이 났다"며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로 부동산 매매가 다소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제5회 도시디자인 공모전 개최(도시)

울산시는 제5회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태화강 교량디자인 개선, 자유주제(창조적 울산 만들기)

등 3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응모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개인 또는 2명 이내의 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11월 17일까지다. 작품은 11월 16∼17일 출품신청서, 작품패널, 작품설명서,

CD-R(데이터) 등을 갖추어 울산시 도시창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1명), 금상(2명), 은상(2명), 동상(5명), 특선(10명), 입선(10명) 등 총 30개 작품을

시상한다. 대상 500만원, 금상 각 300만원, 은상 각 150만원, 동상 각 80만원, 특선 각

2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2015년 5월 28 일

❀ 2015년 영남권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공동 세미나(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5. 28.(목) 10:00 ~ 15:30 / 울산MBC컨벤션

○ 참 석 인 원 : 200여명(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기관단체 관계자 등)

○ 주 요 내 용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발전방안 기조강연 및 토론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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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8일

❀ ‘청년울산대장정 U-Road’ 참가 경쟁 치열(문화)

울산시는 청년 대학생이 지역의 명소를 걸어서 탐방하는 '2015 청년울산대장정 U-Road'

참가희망 경쟁률이 8.2대 1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 희망자 접수 결과 154명 모집에 1천259명이 신청서를 냈다. 성별로는 남자 506명과

여자 753명, 지역별로는 울산 317명과 다른 지역 934명, 외국인 8명 등이다.

올해는 세계알프스 도시협의회 협력사업의 하나로 회원국인 뉴질랜드 퀸스타운 대학생

(6명)과 중국 허베이성 대학생(6명)이 특별 초청자로 참가한다.

최종 참가자는 29일 발표한다.

참가자에게는 옷, 모자, 배낭 등 개인 물품이 지급된다. 탐방기간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고

울산청년홍보단 위촉이나 우수대원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대장정 완주증도 수여한다. 

2014 청년울산대장정에는 국내·외 대학생 154명 모집에 총 1천112명이 신청해 7.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주요동향 |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추진지원위원회(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5. 28.(목) 14: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인 원 : 40명(울산건립추진지원위원회 위원)

○ 주 요 내 용 :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상황 보고, 현안사항 협의

❀ 제23회 오영수 문학상 시상식(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5. 28.(목) 18:00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 참 석 인 원 : 150여명(유가족, 역대수상자, 문인협회 등)

○ 수  상  자 : 1명(이충호, 울산예총 회장)

○ 주     관 : 오영수문학상운영위원회(공동위원장 백시종, 김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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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장정은 6월 22일 발대해 30일까지 8박 9일간 진행된다.

간절곶, 주전·강동 해변, 영남알프스 등 울산 12경을 비롯해 산업체 탐방, 문화체험, 레포츠

체험 등 울산지역 명소를 따라 136km를 탐방한다.

울산문화방송이 주최·주관하고 울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5회째다.

❀ 울산대교 통과 남구-동구 연결 시내버스 운행(교통)

울산시는 6월 1일 개통할 울산대교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내버스는 124번으로 8일부터 운행한다. 동구 꽃바위-현대중공업-울산대교-남구 여천

오거리-시외·고속터미널-공업탑 구간을 22∼23분 간격으로 1일 48회 순환 운행한다. 왕복

소요 시간은 70분 정도다.

이 시내버스는 현재 방어진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만성 적자 노선인 1104번 좌석버스 8대를

일반버스로 전환해 운행한다.

이와 함께 1104번 좌석버스가 감소함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04번

좌석버스와 유사한 노선인 401번 시내버스 3대를 증차해 운행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월 초 남구와 동구, 시내버스 조합, 일반 시민을 포함한 '울산대교

대중교통 운행점검 TF'를 구성하고 그동안 현장확인과 의견수렴, 협의 등을 거쳐 이 노선을

확정했다"며 "운행도중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생포 고래축제 개막(문화)

2015 울산고래축제가 28일 고래문화특구 울산 장생포에서 개막했다.

울산시 남구가 주최하고 고래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고래축제는 새끼 고래에 대한 어미의

따뜻한 사랑을 뜻하는 '따신 고래 애(愛)'라는 주제로 31일까지 4일간 열린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생포와 태화강 둔치에서 분산 개최됐던 축제가 올해는 장생포

한 곳에서만 열려 축제 집중도와 정체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오후 장생포 다목적구장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과거 고래축제 영상 상영, 남구소년

소녀합창단 공연, 서동욱 남구청장의 개회선언, 뮤지컬갈라쇼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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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시장기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산․영호남한마음 대회(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5. 29.(금) 11:00 ~ 14:00 / 울산대공원 동문 옥외공연장

○ 참 석 인 원 : 800여명(광주시 바르게 회원 40, 시 바르게 회원 등)

○ 주 요 내 용 : 개회식, 결의문 채택, 태극기 퍼포먼스, 등산대회, 산업시찰 등 

주요시정 |

특히 스크린에 빛과 조명을 쏘아 이야기를 전달하는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기법

으로 소녀와 고래의 우정 이야기를 전달하는 특별공연은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30여개 축제 프로그램은 고래문화마을과 고래박물관 주변 등 2곳에서 7개 세부 테마에

맞춰 진행된다.

장생포 다목적구장에 마련되는 '사랑고래마당'에서는 개·폐막식, 설치미술 전시 등이 열린다.

고래박물관 앞 '돌고래 마당'에서는 울산의 문화예술단체 공연이, 고래연구소 앞 '장생포

고래밥'에서는 다양한 먹을거리 장터가 각각 준비된다.

고래문화마을에서는 옛 포경마을의 생활상을 재현한 '장생포 옛마을', 반구대 암각화에

고래를 새긴 선사인들의 생활상을 재현한 '선사시대 고래마당', 무대공연과 카페테리아를

즐기는 '추억 고래마당', 장난감 물고기 잡기 등 물놀이를 즐기는 '퐁당퐁당 고래마당' 등이

열린다.

무엇보다 고래잡이 산업이 절정에 달했던 1960∼70년대 장생포 동네 풍경을 재현한 '장생포

옛마을'을 비롯해 광장, 고래조각정원, 실물 크기의 고래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조형물 등이

조성된 고래문화마을이 이번 축제에서 첫선을 보여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고래문화마을과 울산대교 등 관광 인프라가 보강된 장생포가 이번

축제를 계기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공인받게 될 것"이라면서 "고품격 프로그램, 주민 참여,

지역문화 개발 등 3가지 요소가 조화되는 명품축제를 즐겨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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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9일

❀ 2015 울산과학기술진흥 사업에 2천750억 투입(산업)

울산시는 29일 시청에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위원장 이태성 경제부시장)를 열어 2015년

울산과학기술 진흥 시행계획과 2014년 추진실적을 보고했다.

올해 계획은 '융·복합 첨단기술 기반의 지속 성장하는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비전으로

8대 중점 추진과제, 89개 세부사업으로 짜였다.

중점 추진과제는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 사업기반 확충(19개), 지역의 연구개발 기획관리

역량·기반 강화(5개), 중앙 지역의 역할 분담과 국제협력 강화(2개), 지역 연구개발 추진체계

개선과 재정비(3개) 등이다.

또 지역 연구개발 투자 특성화(22개), 지역 밀착형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9개),

인프라 운영 효율화와 과학기술 문화 확산(17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산학연 협력 활성화

(12개)도 있다.

사업비는 총 2천750억원(국비 1천712억원, 지방비 781억원, 민자 등 기타 257억원)이 투입

되며 전년도(2천744억원)와 비교해 0.2%(6억원) 늘어났다.

그린전기자동차 실용화연구기반 구축(161억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건립

(74억 원), 뿌리산업 ACE 기술지원센터 건립(77억원), 산학융합지구 조성(166억원), 산학

공동 기술개발 및 연구소 설립(24억원),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2억원) 등도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해 융·복합 첨단과학기술센터와

테크노산업단지에 건립되는 산학융합지구와 하이테크타운, 차세대 산업인 연료전지와 신소재

부품개발 등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역동적 창조경제 실현에 맞는 정책기조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시는 2014년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과 관련, 저차원탄소 혁신소재 연구센터와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 건립을 완료했고, 융·복합 첨단과학기술센터와 그린카 기술센터 공동건립을

정상 추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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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경간 현수교로는 ‘주탑 간 거리 국내최장’ 울산대교 준공(도로)

울산시는 29일 남구 매암동에서 울산대교와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개통하고, 이때부터 열흘간 무료로 운영한다. 6월 11일 0시부터

유료화 한다.

울산시는 울산대교 준공에 이어 전망대 준공식도 열었다. 이날 오후 8시에는 울산대교와

전망대의 경관조명 점등식을 개최했다.

울산대교와 접속도로 사업은 총 5천3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10년 5월부터 5년의 공사

끝에 마무리됐다.

울산대교 개통으로 남구와 동구가 가까워지고 울주군 간절곶과 남구 고래문화특구, 동구

대왕암, 북구 강동권과 연계한 환동해권 관광벨트를 구축하게 돼 관광산업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했다.

울산대교는 세계에서 세 번째, 국내에서 가장 긴 단경간 현수교(1.15km)로 첨단 기술이

집약돼 있다. 

현수교의 핵심 기술인 주케이블은 세계에서 가장 강도가 강하고, 주케이블을 지반에 장착

시키는 앵커리지는 염포산의 지형여건을 감안해 국내 최초로 터널식으로 설치됐다.

주탑의 기초가 바다가 아닌 육지에 건설됐고, 다리 높이도 해발 60m에 설치되어 초대형 선박

운행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밖에 안전시설도 안개등, 주야간용 폐쇄회로TV, 방송설비, 인체감지센서 등이 설치돼

있다. 경관조명은 선박의 항해신호에 혼선이 없도록 상향식으로 배치됐다.

울산대교는 자동차 전용도로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간단속 카메라와

곳곳에 과속 카메라가 있다.

통행료는 소형기준(전체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으로 염포산 터널

구간 500원, 울산대교∼예전IC 1천원, 울산대교∼동구청 구간은 1천500원이다.

울산대교 전망대는 울산대교 주탑 높이와 같은 해발 203m로 울산시가지 대부분과 공단

야경, 동해가 한 눈에 들어오는 최적의 위치에 설치돼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문양 [대표문양] 십리대숲의 울림

울산 10색  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0색0색0색0색0색0울산 10색0색색색색색색색색울산 10색색색색색색색색색울산 10색색울  울  울  울  울  울  울  울산 10색울   울  울  울  울  울  울  울산 10색울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101010101010울산 10색울산 10 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바위바위바위위위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위구대구대구대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구대구구구구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구ㆍㆍ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 반반반반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반옹옹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옹 은색은색은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은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태태태태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태 강은강은강은강강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강은화강화강화강화화강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화강 ㆍㆍ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화화화화화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화적적적적적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적 은은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은ㆍㆍ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태태태태태화화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태화토색토색토색토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토색기적기적기적적기적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기적 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토토토토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토옹기옹기옹기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옹기 고래래고래고래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고래고고고고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고 회회회회청청청청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회청래회회래회래회회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래회래래래래래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래자자자자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자 반반반반구구구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반구 위위위위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위색대바바대바대바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대바바바바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청청청청청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청자색자색자색자색자 ㆍ옹ㆍ옹옹옹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자색ㆍ옹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철ㆍ철철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철색ㆍ색ㆍ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녹녹녹녹녹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녹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울ㆍ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울울울울울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울울산울산울산울산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울산바바바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 가가가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가색ㆍ색ㆍ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 가가가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가바바바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다다다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다색바다바다바다바다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다산산산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산배꽃배꽃배꽃배꽃배꽃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배꽃울산울산울산울산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울산 꽃색꽃색꽃색꽃꽃꽃꽃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꽃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배배배배배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배은백은백은백은백백백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은백로로로로로로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로백로백로백백로백로백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백로백백백백백백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백로은로은로은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로은백백백백백백색ㆍ울색ㆍ울색 울색 울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백색ㆍ울 가지가지가지지지산진녹산 녹산진녹산진녹진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가지산진녹 철철철철철쭉적자쭉적자쭉적자쭉적자쭉적자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철쭉적자산금산금산금산금금배색배색배색배색배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산금배색색ㆍ색ㆍ색색 울산바울산바울산바울산바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울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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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개소식(도시창조국)

○ 배     경 : 따뜻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정착(시장님 공약사항)

○ 일시/장소 : 6. 1.(월) 14:00 / 의사당 3층 대회의실 및 공동주택지원센터

○ 참 석 인 원 : 100여명(주요인사, 공동주택 단체장 및 임원, 외부전문가)

○ 주 요 내 용 : 전문지원단 위원 위촉장 수여, 협약체결, 현판 제막

❀ 제33회 전국연극제(문화체육관광국)

○ 기간/장소 : 6. 1. ~ 6. 20.(20일간) / 문화예술회관 일원

※ 개막식 : 6. 1.(월) 18:00,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참 석 인 원 : 1,500여명(초청내빈, 연극인, 시민 등)

○ 참 가 극 단 : 19개 팀

○ 주 요 내 용 : 환영만찬, 개막식, 시‧도 대표극단 경연, 부대행사 등

주요시정 |

2015년 6월 1일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확대 운영(복지)

울산시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등 4곳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중구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울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등은 각각 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 시설을 설치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업 중단 청소년 찾기, 청소년과 학부모 상담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위기 청소년 24시간 긴급 구조·상담·치료, 청소년 전화 1388 운영,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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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일

❀ 2015년 지자체 합동평가 현지실사(기획조정실) 

○ 일 시 / 장 소 : 6. 2.(화) 10:00 ~ 17:00 / 본관 4층 국제회의실

○ 현지실사팀 : 20명(평가위원 9, 중앙부처 9, 행정자치부 합동평가팀 2)

○ 주 요 내 용 : 타 시･도 등 이의신청(86건)에 대한 점검

○ 협 조 사 항 : 증빙서류 원본 준비 및 실사에 대한 대응 철저

❀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발굴 워크숍(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6. 2.(화) 13:30 ~ 17:30 /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참 석 대 상 : 영남권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발굴단 50여명

○ 주 요 내 용 : 공공서비스 디자인 강의, 시･도별 정책과제 아이디어 도출 등

주요시정 |

울산시는 학교장에게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있으면 반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

그램을 안내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동의하면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에 제공해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지역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2014년 5월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지원센터를 구·군 단위까지 확대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태화강 주변 통합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도시)

울산시는 태화강 중·하류를 마주한 중구와 남구 일대(신삼호교∼명촌교) 약 15.5㎢,

태화강에서 각각 800m 이내 도보권역을 대상으로 통합 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도시 거점 역량강화, 브릿지 공원화, 주제거리 조성, 맞춤 디자인거리 조성, 경관

인지 통합 사인물 체계 구축, 지하차도 경관 개선 방안 등이다.

울산시는 오는 8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완성한 뒤 시와 구·군에 제공해 관련 사업을 도모하고,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 응모하는 등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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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일

❀ 올해 제1회 추경예산 2천28억 편성(행정)

울산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천28억원을 편성해 울산시의회에 2일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580억원, 세외수입 171억원, 국고보조금 등 132억원으로 총 1천597억원

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431억원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조9천171억원보다 2천28억원(7.0%) 증가한

3조1천199억원(일반회계 2조2천890억원, 특별회계 8천309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45.2% 증액됐고, 이어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30.66%, 수송및교통 분야는 18.78% 각각 늘어났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당초 편성된 경상적 경비 중 사무 관리비와 업무추진비는 3% 절감

했다.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추가 적립(100억원),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설계 및

부지 매입비, 강동 119지역대 이전 건축비, 매곡 119안전센터 개소, 의용소방대 미니소방차

구입 등이 우선 편성됐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나노기술소재 개발 등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사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건립, 3D 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동차 부품 R&BD 구축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이 어우러진 품격있는 창조도시 조성을 위해 시립미술관과 도서관 등 문화

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 유산 등재 사전 준비, 실내종합

체육관 타당성 조사, 울산체육공원 2차부지 조성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용역비도 편성했다.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방어노인복지관 지원, 노인예방접종사업, 노인 일자리 창출,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 지원,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연구형 어린이집

건립,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맞춤형 복지사업에 예산이 반영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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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농소 도로개설, 매곡진입도로 확장,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 등의 현안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추경으로 보건복지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9억원 증가한 6천76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추경예산(안)은 10일 개회할 임시회 심의를 거쳐 24일 확정될 예정이다.

❀ 중구 재개발사업 통과, 2천591가구 건설 예정(건설)

울산시 중구는 B-05(복산1동)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건축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2천591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2019년까지 들어설 전망이다.

B-05구역은 지난 2007년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 2011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최근 인접한 곳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사업성이 있을 것

으로 판단, 정비계획을 변경해 심의를 통과했다.

조합 측은 용적률을 기존 227.8%에서 248.47%로 상향 조정, 평형을 대형에서 중소형

중심으로 변경하고 전체 가구 수를 2천175가구에서 2천591가구로 바꿨다.

또 효성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사실상 사업 진행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중구는 설명했다.

조합은 오는 10월 사업시행 인가를 완료하고 분양신청을 받아 2019년 준공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혁신도시, 원도심재생사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신주거지로 중구지역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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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3일

❀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6. 3.(수) 14:00 ~ 14:3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자 : 9명(시장, 행정부시장, 구․군 부단체장, UN 재해경감사무국 소장 등)

○ 협 약 내 용 : 우리시의 재해경감을 위한 UNISDR의 행정지도 및 교육훈련

※ UNISDR주관 공무원 특별교육 : 14:30 ~ 15:30, 172명, 시민홀

❀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6. 3.(수) 10:30 / 본관 4층 국제회의실

○ 참 석 대 상 : 28명(자문위원 23, 용역기관 5)

○ 회 의 안 건 : 기초성격설정 연구용역 중간보고, 해외 전문가 초청 자문 등

※ 해외 전문가 : 영국 런던 소재 빅토리아앤드알버트미술관 소속 직원 2명

❀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채종포 현장평가회(농업기술센터)

○ 일시/장소 : 6. 3.(수) 10:30 / 트리티케일 채종포(언양읍 반송리 530-7)

○ 참 석 인 원 : 80명(농업인 60, 관계공무원 20)

※ 국립농업과학원 관계자 10명, 조사료 공동연구 시․군 과제책임자 5명 참석

○ 주 요 내 용     

∙ 트리티케일 채종포 추진경과, 품종별 특성 및 재배기술 설명

∙ 종자 채종후 농가공급 방법 등

주요시정 |

2015년 6월 2일

❀ 지방하천 작수천→작괘천으로 이름 고쳐(행정)

울산시는 3일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에서 삼동천 합류점

까지 연장 9㎞에 이르는 지방하천 작수천(酌樹川)의 명칭을 작괘천(酌掛川)으로 변경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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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고지도, 지명 유래 및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울산시는 울주군이 작수천 명칭을 작괘천으로 변경요청 건의에 따라 3월과 4월 사이 시민

의견을 모았다.

울산시는 작괘천으로 하천명칭 변경고시를 7월 2일자 시 공보에 하고  국토지리원과 전국

시도 등에 변경 내용을 통보 했다.

조선 후기 순조 때 제작된 경상도 언양현 고지도(1832년)와 대한제국 고종 때 만들어진

경상남도 언양군 고지도(1899년)를 보면 이 하천은 작괘천(酌掛川)으로 기록돼 있다.

작괘천은 하천의 지형에서 유래된 것이다.

바위가 움푹 파인 형상이 마치 술잔을 걸어둔 것과 같다고 해 술잔 작(酌)자와 걸 괘(掛)

자를 사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 국민행복 IT경진 울산예선 21명 수상(행정)

울산시는 3일 시청에서 2015년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예선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자 중 고령자 9명은 ▲제1부문(75세 이상) 금상 전창석(76), 은상 김대용(79), 동상

김철진(75) ▲제2부문(65세 이상∼74세 이하) 금상 박주일(74), 은상 윤종희(71), 동상

이용수(68) ▲제3부문(55세 이상∼64세 이하) 금상 김영희(58), 은상 이홍건(64), 동상

양미숙(59)씨 등으로 각각 울산시장 상패를 받았다.

장애인 6명은 지체장애 금상 이정자(35), 지적장애 금상 송난희(50), 시각장애 금상 김성주

(41), 은상 김현주(46), 동상 김민희(34), 청각장애 금상 전지현(25)씨 등이다. 

결혼이민자 6명은 금상 손애화(중국, 34), 은상 모리미사또(일본, 47), 동상 박미선(캄보

디아, 38), 장려상 고옥진(중국, 36)·오지연(중국, 40)·와타나베 테루코(일본, 54)씨 등이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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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4일

❀ 중소기업 애로사항 산업현장 청취(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6. 4.(목) 11:00 / ㈜유벡

○ 참 석 대 상 : 12명(시장님, 석유화학플랜트업체 대표, 경제진흥원장 등)

○ 주요내용

∙ 석유화학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 논의

∙ 산업현장 불편사항 의견 청취, 공장시찰, 근로자 격려 등

❀ 부･울･경 생태관광지역 네트워크 구축관련 공동 워크숍(환경녹지국)

○ 기간/장소 : 6. 4. ~ 6. 5. / 의사당 3층 대회의실, 태화강 일원

○ 참 석 인 원 : 150여명(부․울․경 공무원, 지역협의체 및 생태해설사 등)

※ 부산 낙동강 하구, 울산 태화강, 남해 앵강만, 창녕 우포늪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

○ 주 요 내 용 :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특강, 지역소개, 현장투어 등

주요시정 |

❀ 학교 행정업무 줄일 매뉴얼 개발(교육)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신규 직원의 신속한 업무 숙지를 위한 '학교 행정

업무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매뉴얼은 전자문서로 제작돼 각급 학교에 보급됐으며, 행정업무 담당 직원들이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사항은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업무 매뉴얼은 민원·정보공개, 인사, 교육공무직, 학교회계 예·결산, 학교발전기금, 학교

시설 관리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업무 정보를 찾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규정을

제대로 몰라 지적 사항이 발생했지만 제작한 매뉴얼을 통해 업무 시간이 줄어들고 실수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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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4일

❀ ‘미래 에너지기술 찾아라’ 심포지엄 개최(경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는 4일 '제4회 에너지 및 환경 첨단소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KIST-UNIST 울산융합신소재연구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외 미래 에너지 전문가가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미래기술 모색, 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심포지엄에는 마이클 호프만(Michael R. Hoffmann)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교수와 왕종린

(Zhong Lin Wang) 미국 조지아공대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했다.

호프만 교수는 유기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 생산을

소개했고, 왕 교수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로 떠오르는 '마찰전기 나노발전기' 전반을 설명

했다.

국내 전문가로는 홍기용 한국해양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사가 파도와 바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해상 풍력발전, 최원용 POSTECH 교수가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금속산화물 접합 등을 발표했다.

KIST-UNIST 울산융합신소재연구센터는 울산시·KIST·유니스트가 '에너지·환경 융합

소재 기술의 핵심 허브'를 비전으로 2012년 9월 설립했다.

센터의 목표는 에너지·환경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신소재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주요동향 |

2015년 6월 4일

❀ 2015년 계약심사 업무연찬회(감사관)

○ 일시/장소 : 6. 5.(금) 10:00 / 울산MBC컨벤션

○ 참 석 대 상 : 시, 구․군, 공기업 등 사업(발주)부서 담당자 100명

○ 교 육 내 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계약심사 실무사례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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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5일

❀ ‘동북아 오일허브’ 방향 모색 산업정책 포럼(경제)

울산시는 5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창조경제협의회 오일허브 분과위원, 오일허브 추진과제

발굴 TF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 산업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관련 중앙정부와 지역 전문가, 관계기관 간의 정책방향 공유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울산시 동북아 오일허브 물류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준겸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사무관은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서경식 한국석유공사 오일허브사업 단장은 '동북아 오일허브 물류 활성화 전략'을, 서병기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제 에너지·트레이딩 전문 인력양성 계획'을 각각 발표

한다. 

신동길 울산시 창조경제본부장은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이 지역의 3대 주력산업인 석유

화학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울산이 환태평양 에너지 허브도시로 발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은 총 1조9천37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울산신항 90만6천㎡의

부지에 2천840만 배럴의 상업용 저장시설을 오는 2020년까지 구축하는 것이다.

주요동향 |

❀ 「글로벌 울산과 페이스북이 만나다」 컨퍼런스(경제산업국)

○ 목     적 :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페이스북 마케팅 전략 논의

○ 일시/장소 : 6. 5.(금) 14:00 / 본관 2층 시민홀

○ 인     원 : 200명(벤처기업, 청년CEO,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 주최/후원 : 페이스북코리아 / 울산광역시

○ 내     용 :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및 국내현황, 중소기업을 위한 페이스북 

마케팅 활용 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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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해 우리나라를 미국, 유럽, 싱가포르를 잇는 세계 4대 오일

허브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다.

오일허브 1단계 울산북항 사업은 5월 말 현재 33.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단계 울산남항 사업은 한국석유공사가 기획재정부에 올 7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홍보를 위해 UNIST와 공동으로 국내외

주요 석유회사, 국제 트레이딩 회사, 관련 연구기관 등 대표를 연사로 초청하는 국제 콘퍼

런스를 10월 개최하고,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연계한 해외 트레이더 유치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 울산하이테크밸리 산단 분양조건 완화해 재분양(경제)

울산시는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일대에 조성할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1단계)의

산업시설용지 재분양 계획을 5일 공고했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1차 분양을 했지만 지역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신청이 저조했다.

울산시의 재분양 계획 공고에 따르면 계약금 납부율은 현재 분양대금 50%에서 10%로,

중도금 납부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잔금 납부기한은 3개월 이내에서 12개월 또는 준공일

까지로 대폭 완화했다.

산업단지 개발 방식은 종전 개발대행에서 울산시 직접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입주 기업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오는 24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는다.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총 206만1천872㎡ 가운데 1단계 22만7천329㎡)는 지난

2월부터 편입 토지보상에 들어갔으며, 2017년 말까지 1단계 조성사업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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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8일

❀ 그린수소포럼(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6. 8.(월) 14:00 /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참 석 인 원 : 150여명(산․학․연 전문가)

○ 주 요 내 용 : ‘선택과 집중’ 수소산업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

∙ 수소연료전지차 개발 및 보급 계획

∙ 가정ㆍ산업용 연료전지 동향 및 보급 제안 등

○ 주최/주관 : 그린수소포럼 / (사)한국수소산업협회

주요시정 |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기업의 자금력 부족 등으로 분양률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번에 재분양에서는 분양대금 납부 방법 등을 개선해 분양률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 전국 살림길 들꽃사랑 답사단 울산 태화강 투어(관광)

울산시는 한국자전거문화포럼 주관으로 전국 살림길 들꽃사랑 답사단 30명이 자전거 투어를

위해 5일 태화강 살림길을 찾는다고 밝혔다. 

살림길이란 환경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전거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달리는 길을 뜻한다.

전국 17곳에 살림길이 지정되어 있고, 울산에는 울주군 선바위-북구 명촌교 15㎞ 구간이

2012년 10월 선정됐다. 

시는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에서 지역 자전거 동호인과 공무원 등이 답사단을 맞아 안내하

면서 자전거타기 좋은 건강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을 홍보한다. 태화강대공원 오산광장

에서는 생태해설사가 울산의 역사, 문화, 주요 관광지 등을 소개한다.

한편 전국 살림길 들꽃사랑 답사단 자전거 투어는 1, 2차로 나눠 진행한다. 1차는 지난 1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여, 광주, 진주, 창원, 울산 등을 답사하고 2차는 10월 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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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8일

❀ 울산지역 3개 마을기업 신규 지정(경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2015년 상반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울산지역 3개 마을기업이

신규 지정됐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정 마을기업은 맘스협동조합(식음료 판매 레스토랑 운영), 행복한

밥상(식당 운영과 반찬 제조), 간절곶원예힐링하우스(화훼상품 제작 판매) 등이다. 이들

기업에는 각각 5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주민 스스로 발굴해 사업화하는 기업이다.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울산에는 지난 2010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지난해 말 26개의 마을기업이 선정됐다.

❀ ‘2014년 전국 주요 통계지표’ 발간(행정)

울산시는 전국 17개 시·도의 기본통계자료(2013년 12월 31일 기준)를 비교 분석한 '2014년

전국 주요 통계지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책자형(4×6배판), 280여 쪽 분량으로 200부를 발간해 울산시 본청, 사업소, 구·군, 의회,

전국 시도 및 관계기관 등에 배부했다. 울산시 누리집 '정부 3.0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과 학생,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주요동향 |

❀ 가정폭력 예방의 날 캠페인(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6. 8.(월) 16:00 / 성남동 젊음의 거리

○ 참 석 인 원 : 가정폭력 상담소, 여성단체 등 150여명

○ 주 요 내 용 : 거리캠페인, 서명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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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지표에 따르면 울산시 수출 실적은 915억1천300만 달러로 전국의 16.4%를 차지해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보였다.

지역내 총생산은 2013년 기준 67조7천14억원으로 전국 4.7%를 차지했고,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는 5만6천170달러(6천42만4천원)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015년 6월 9일

❀ 울산 경제단체･유관기관 합동 간담회(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6. 9.(화) 14:00 ~ 15:30 / 울산경제진흥원 회의실

○ 참 석 인 원 : 15명(경제부시장, 부산중기청장, 경제단체 6, 유관기관 7)

○ 주 요 내 용 : 중소기업지원, One roof One stop Service 구축방안 논의 등

❀ 2015년 규제개혁 합동워크숍(기획조정실)

○ 기간/장소 : 6. 9.(화) ~ 6. 10.(수) / 팔레드시즈 콘도(부산 소재)

○ 참 석 인 원 : 시, 구･군 40명(규제, 도시, 건축 인･허가 담당자 등)

○ 행 사 내 용 : 규제개혁 특강, 우수사례 현장 탐방, 교양강좌 등

주요시정 |

2015년 6월 9일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민·관 합동점검(환경)

울산시는 오는 10일과 11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2분기 민·관 합동점검'을 벌인다.

점검반은 민간단체, 전문기관, 공무원 등 2개 반 8명으로 구성되며 점검대상은 8개 사업장

이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비정상 운영사례 등 시설운영 준수사항 안내,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 순찰 시행 여부 등

이다.

울산시는 지난 1분기에 9개 업체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벌여 2개 업체에 가동중지

등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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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청→문예회관 1차로 신설(교통)

울산시는 남구청에서 울산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방향 1차로를 신설해 해묵은 체증을 해결

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교통혼잡 구간인 동구 울산대학교병원 앞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혼잡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남구청에서 문예회관 사거리까지 가는 445ｍ 구간에 오는 8월까지 2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개 차로를 신설해 현재 왕복 6차선에서 7차선으로 확장하고, 문예회관 사거리의

교통섬을 철거할 계획이다.

현재 남구청에서 예술회관 사거리로 가는 방향의 도로는 3개 차선으로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직진, 3차선은 직진·우회전 겸용이다. 

그러나 3차선의 경우 시청 방면으로 직진하려는 차량과 번영교 방면으로 가는 우회전 차량이

뒤섞여 장시간 신호를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예술회관 사거리는 2013년에 총 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치는

등 사고다발 지역이다.

시는 예술회관 사거리의 교통섬을 철거하고 번영교 방면 1개 차로를 신설하면 우회전 차량과

직진차량 대기 차로가 각각 구분돼 차량 흐름이 안정되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시는 또 2억원을 들여 오는 8월까지 울산대학교병원 앞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혼잡과 교통사고를 막기로 했다.

울산대학교병원 앞은 무신호 교차로로 차량 통행량과 사람 보행량이 많아 사고가 잦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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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0일

❀ 행정자치부와 울산광역시 소통 간담회(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6. 10.(수) 17:00 / 정부서울청사 CS룸

○ 참 석 대 상 : 20명(행정자치부 11, 우리시 9)

○ 주 요 내 용 : 행자부와 우리시 시책 소개 및 공유, 주요현안사항 논의 등

❀ 대형 선박화재 진압훈련(소방본부)

○ 기간/장소 : 6. 10.(수) ~ 6. 12.(금) / 현대중공업(주) 

○ 인     원 : 동부소방서 130여명

○ 주요내용

∙ 선박 내부구조 견학으로 소방활동의 주안점 확인

∙ 선박화재의 특성 및 현장활동의 위험요소 사전교육

∙ 자체소방대와 합동 진압훈련 실시 

주요시정 |

2015년 6월 10일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44건 적발해 과태료(환경)

울산시는 지난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44건을 적발, 5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구·군별 8∼13개의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심야

시간대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린 행위,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행락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행위를 각각 적발했다.

주요동향 |

울산시는 국무총리실 주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5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97개소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194개소의 사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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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격있는 교통환경 조성」 을 위한 실무추진단 회의(교통건설국)

○ 일시/장소 : 6. 11.(목) 10:30 ~ 11:40 / 구관 3층 회의실

○ 참 석 대 상 : 18명(시 4, 교육청 1, 경찰청 2, 교통안전공단 1, 전문가 3, 민간단체 7)

○ 주 요 내 용 : 실무추진단 구성,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등

주요시정 |

구·군별로는 중구 8건 145만원, 남구 11건 135만원, 동구 6건 68만원, 북구 7건 60만원,

울주군 12건 155만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선진도시가 되려면 기초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라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 선진 시민의식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 매곡진입로 등 도로 4곳 개설·확장(도로)

울산시는 북구 매곡진입로 확장 등 도로 4곳에 대해 개설·확장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총 5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북구 매곡진입도로와 강동유원지∼정자항 도로 확장,

울주군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 북구 쌍용아진∼달천아이파크 도로 개설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사업 시행에 앞서 이달 말까지 306억원을 들여 토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곡진입도로는 연장 1.55㎞, 폭 25∼30m 규모이며 북구 강동유원지∼정자항 도로는 연장

0.96㎞, 폭 20m 규모로 각각 2017년 준공된다.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사업은 연장 1.06㎞, 폭 25m 규모로 2018년 준공되며 쌍용아진

∼달천아이파크 도로는 연장 0.56㎞, 폭 20m 규모로 2016년에 완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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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1일

❀ 울산시-지역 국회의원 ‘메르스 대응·국비 확보’ 논의(행정)

울산시는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기현 울산시장과 이태성 경제부시장, 정갑윤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6명,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울산시, 중앙정부, 국회의원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울산이 '메르스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울산시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2016년도 국가예산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기획재정부 정부안과

국회 심의 시 현안사업의 사업비 추가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와 국회의원들은 울산의 미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 대응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울산은 그동안 국가경제를 일으킨 일등공신"이라며 "최근의 침체국면을 벗어나

다시 국가경제의 심장으로 뛰게 하려면 울산시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사업에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신청액은 총 2조2천105억원이다.

주요동향 |

❀ 학남지구 중소기업 현장방문 간담회(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6. 11.(목) 10:00 / ㈜제일화성 회의실

○ 참 석 대 상 : 학남지구 입주 8개 기업체 대표, 울산테크노파크 팀장 등

○ 회 의 내 용 : 규제관련 기업 애로사항 의견청취

❀ 2015년 한국국제관광전 울산관광홍보관 운영(문화체육관광국)

○ 기간/장소 : 6. 11.(목) ~ 6. 14.(일) / 서울 코엑스 1층 A홀

○ 참 가 규 모 : 세계 60여개국, 500개 기관 및 업체, 500개 부스

○ 주 요 내 용 : 울산 관광자원 홍보 및 참여형 이벤트/프로그램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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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2일

❀ 대학체육동아리 지원 업무 협약식(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6. 12.(금) 09:00 / 울산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

○ 참 석 인 원 : 150여명(울산대· UNIST·생활체육회 관계자 및 학생)

○ 협 약 기 관 : 울산광역시생활체육회·울산대학교·UNIST

○ 협 약 내 용 : 대학 스포츠 활성화, 생활체육 저변확대 공동노력등

❀ 2015년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문화체육관광국)

○ 기간/장소 : 6. 12.(금) ~ 6. 21.(일) / 태화강대공원

※ 개막식 : 6. 12.(금) 19:00

○ 참 석 인 원 : 500여명(작가, 일반시민, 학생 등)

○ 설 치 작 품 : 창작작품 29점(국내작가 24, 해외작가 5)

○ 주최/주관 : 경상일보사 /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운영위원회

주요시정 |

내년도 국가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을 9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 심의·

의결로 12월 2일까지 확정된다.

❀ 독립운동 자료·독립운동가 유품 수집(문화)

울산박물관은 광복 70주년 및 대한광복회 100주년 특별기획전 '영남 지역의 독립운동과

인물'(가제)에 전시할 울산의 독립운동 자료와 독립운동가 유품을 수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집 대상은 태극기, 총검, 독립선언서, 일제강점기의 등사기, 군자금 모집 관련 자료, 독립

운동가가 사용하던 무기 또는 물건, 독립운동가 유품 등이다. 

오는 7월 10일까지 수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박물관(☎ 052-222-8501∼3)으로 문의

하면 된다.

특별기획전은 8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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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울산 6개사 선정(경제)

울산시는 중소기업청이 '2015년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중앙평가를 통해 선정한

지역 6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6개 기업은 에스아이에스㈜, ㈜제일화성, 진양화학㈜, ㈜신화테크, ㈜네트, ㈜호현 등이다.

시는 울산경제진흥원에 사업을 맡겨 앞으로 3년간 업체당 최대 약 3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강소기업으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정환두 울산경제진흥원장은 "이들 기업이 '월드 클래스 300'에 준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신청자격이 매출액 100억∼1천억원,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 비중 10% 이상, 3년 평균 연구개발(R&D) 투자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8% 이상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 롯데삼동복지재단, 교복 지원비 전달(복지)

롯데삼동복지재단은 12일 울산시청을 방문해 김기현 시장에게 '사랑의 교복 지원사업'

성금 9천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롯데삼동복지재단 권혁운 이사와 이정욱 상무, 김상만 울산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금은 저소득 중·고등학교 신입생 1천200명의 교복 구입비로 사용된다.

롯데삼동복지재단은 2010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6천559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7억

700만원을 기부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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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5일

❀ 제49회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 회의(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6. 15.(월) 14:00 / 본관 4층 중회의실

○ 참 석 인 원 : 32명(처용문화제 추진위원)

○ 주 요 내 용 : 처용문화제 추진상황 및 예산(안) 심의 등

○ 주     관 :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위원장 변양섭)

❀ 캄보디아 의료봉사단 파견 참가자 모집(창조경제본부)

○ 모 집 기 간 : 6. 15. ~ 6. 30.

※ 파견기간/인원 : 11. 5. ~ 11. 9. / 19명

○ 모집인원 : 16명(의료진 10, 간호사 4, 대학생 2)

○ 주요활동 : 무료진료 및 보건교육, 민간 의료교류방안 협의 등

주요시정 |

2015년 6월 15일

❀ 정자∼국도 31호선 개설 국비 31억 추가확보(도로)

울산시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인 '정자∼국도 31호선 개설공사'를 위해 올해

1월 국비 10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최근 국비 31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자∼국도 31호선 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345억원을 투입해 북구 어물동에서 신현동

국도 31호선까지 1.5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다.

2012년 9월 착공해 올해 9월 준공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에 추가 확보한 31억원으로 어물동 인근 2차로 교량(복골교)을 4차로로

확장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정자∼국도31호선 도로가 개통되면 유일한 2차로 구간인 복골교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해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안전사고 우려도 높다며 국토교통부에 추가 사업비 지원을

요청해 왔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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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6일

❀ 「2015 UNWTO 산악관광회의」 행사대행용역 제안서 평가(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6. 16.(화) 15:00 / 본관 4층 중회의실

○ 평 가 위 원 : 7명(관광 관련 학계‧전문가‧공무원 등)

○ 평 가 기 준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평 가 방 법 : 평가위원(3배수 이상) 예비명부 작성 후 최종 선정

❀ 「규제개혁 캐치프레이즈」 선호도 조사(기획조정실)

○ 조 사 개 요 : 6. 16.(화) ~ 6. 18.(목) / 본관 현관･태화강홀, 직원 대상

○ 조 사 대 상 : 5건(6. 11. 캐치프레이즈 심사위원회 결과) → 최종 3건 선정

○ 활 용 계 획 : 공문서, 각종 행사, 규제개혁 홍보물에 활용

주요시정 |

울산시 관계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동구 남목동에서 강동동 국도 31호선까지 연장 5.9㎞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울산·미포국가산단 기업체 물류비용 절감, 울산 외곽도로 교통망

확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교통)

울산시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택시 유가보조금 수급실태 일제점검을 벌인다.

시는 개인택시 3천623대, 법인택시 2천159대 등 총 5천782대를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5월

까지 유가보조금 거래 내용 30만 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택시 부제일 충전, 울산 외 다른 지역 주유거래, LPG 1시간 이내 재충전,

1일 수 시간 내 반복 충전, 1대의 택시가 1일 4회 이상 충전, 1회 72ℓ 및 1일 180ℓ를 초과한

충전 등이다. 

울산시는 의심 거래에 대해 해명자료를 요구해 조사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드러나면 유가

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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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6일

❀ 태화강변 식물로 특산품 생산(환경)

울산시는 태화강대공원의 대나무와 억새, 꽃 등을 활용해 옹기 대나무 숯, 십리대숲 죽로차,

꽃차, 억새발 등 4종류의 특산물을 만든다고 16일 밝혔다.

2013년 생산을 시작한 옹기 대나무 숯은 울산 옹기마을에서 구운 옹기에 태화강 십리

대숲에서 간벌한 대나무로 만든 숯을 넣어 제작한다. 올해에는 숯 주머니를 담은 옹기 600개와

숯 주머니 2천 개를 만들기로 했다.

옹기 대나무 숯은 책상, 거실 장식용으로 두면 좋다. 숯 주머니는 차량, 냉장고, 방안, 옷장

등에 탈취나 습도 조절용으로 사용하면 된다.

2012년부터 생산하는 십리대숲 죽로차는 십리대숲 주변 차밭에서 생산하는 차다. 대나무의

이슬을 먹고 자란 차나무로 만든 녹차는 예로부터 최상품으로 여겨졌으며 최근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세작과 중작 2종류를 50통(20g 1통)씩 생산한다. 

꽃차는 지난해부터 태화강 꽃축제를 위해 심은 꽃으로 만든다. 수레국화차, 금계국차 등

2종류를 50통(20g 1통)씩 생산한다. 

올해 처음 만드는 억새발은 태화강둔치에서 자라는 억새로 제작한다. 원두막 햇빛 가리개,

화분 밑받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특산물을 태화강전망대에 상설 전시하고,다른 시도를 방문할 때 울산의 홍보용품

으로 선물할 계획이다.

❀ 해울이콜센터, 상수도 요금 상담 서비스(행정)

울산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울산 120 해울이콜센터'에서 상수도 요금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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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울이콜센터(☎지역번호052-120)는 지난 2월 문을 연 이후 각종 행정절차, 여권발급,

대중교통, 도로명주소, 축제, 관광 등 울산의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상하수도 요금 조회, 수납 여부 및 미납요금 확인, 납부 가능한 가상계좌

번호와 전자 납부번호, 검침일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해울이콜센터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만족 59%, 만족 36%로 응답자의 9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15년 6월 17일

❀ 안전도시울산만들기 재난안전분야 신기술 설명회(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6. 17.(수) 14: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인 원 : 16명(행정부시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5, 시 5, 구․군 5)

○ 주 요 내 용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유 재난안전 신기술 소개,

우리시 재난분야 도입 등 협의

❀ 태화강대공원 봄꽃대향연 관련 토론회(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6. 17.(수) 10:30 / 환경녹지국장실

○ 참 석 인 원 : 9명(관련분야 전문가 6 , 시 3)

○ 주 요 내 용 : 봄꽃관람행사 활성화 및 개선방안, 초화식재 및 배치,

초화단지조성 및 관리 계획 개선 등

주요시정 |

2015년 6월 17일

❀ 공무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행정 이끈다(행정)

'사람이 먼저다, 휴먼 로드(Human Road)를 만들어 도시 분위기를 바꾸자, 중소기업을 도울

수출 도우미(어시스턴트)를 육성하자'.

주요동향 |



_ 2015 울산종합일지276

ULSAN METROPOLITAN CITY

울산시 울주군 공무원들이 19일 공무원 정책과제 발표회에 내놓을 톡톡 튀는 정책 아이

디어다. 

문화관광과 옥정민 주무관은 '사람이 먼저다, 휴먼 로드(Human Road) 조성'이라는 아이

디어를 소개한다.

차에게 빼앗긴 길을 사람에게 되돌려줘, 도심에서 사람이 자연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옥 주무관은 휴먼 로드 조성 대상지로 도심지인 범서읍 구영리 일대 530ｍ가량의 구간을

꼽았다.

2개 차선을 1개 차선으로 줄여 일방통행 차로로 만들고 나머지 1개 차선은 보행, 힐링공간,

휴게쉼터, 소규모 공연장 등 사람이 붐비는 거리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옥 주무관은 "예상하는 사업비는 45억원으로 정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공모

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과 선이미 주무관은 의 '국제무역지원 어시스턴트 활용사업'을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제시했다. 

국내외 유학생과 교민을 '수출 어시스턴트(도우미)' 활용해 이들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과

연결해주는 것이다.

예상 사업비는 5천만원가량이다. 수출 어시스턴트는 기업과 연계해 해외 바이어나 무역

기관 접촉, 시장정보 수집, 통역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선 주무관은 밝혔다. 

이밖에 건축과 이인호 주무관의 '옹기마을 기차 캐릭터공원화 사업'은 현재 국내 최대 옹기

생산지로 알려진 울주군 온양읍 옹기마을의 관광활성화 대책이다.

옹기마을과 인근 남창역 사이에 아이들에게 친근한 토머스와 친구들, 은하철도 999 등

캐릭터 기차를 운행해 옹기와 기차공원을 조성해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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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8일

❀ 2015년 중추도시생활권 워크숍(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6. 18.(목) 16:00 ~ 18:30 / 롯데호텔

○ 참 석 인 원 : 60여명(시장님 등 위원 18, 생활권 공무원 36, 관련전문가 6)

○ 주 요 내 용 : 중추도시생활권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지역생활권 활성화 방안

특강･토론 등

주요시정 |

울주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낸 아이디어는 검토를 거쳐 이후 실용화 여부를 판단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센터 구축사업, 과수 냉해피해 예방 훈증온열기 지원 사업

등 울주군은 공무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제 현장에 접목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인터넷 중독예방 홍보 대학생 SNS 기자단 모집(복지)

울산시는 17일 울산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알코올 등 중독예방홍보를 담당할 대학생

SNS 기자단(20명)을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SNS 기자단은 여름방학을 이용, 4대 중독(알코올·도박·인터넷·마약) 폐해 및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감 있고 생생한 기사를 쓰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센터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7월 7일 합격자를 누리집(www.ulsanalcohol.or.kr)에

발표한다. 

7~8월 중순까지이며 4대 중독 과제, 중독관리센터 프로그램 참석 및 업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견학, 익명의 알코올 및 나머지 중독자와 인터뷰, 중독예방 UCC제작 등이다.

SNS 기자단엔 봉사시간 인정, 수료증 및 상장 수여(최우수상 등) 등 혜택을 준다.

한편 중·남구 2곳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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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8일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보고회(도시)

울산시는 18일 시청에서 '2025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울산시 쇠퇴 진단,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 및 방향 설정, 도시재생활

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

2014년 12월 착수한 이 용역은 오는 12월 완료된다.

시는 이날 중간보고회에 앞서 울산대학교 신재억 교수 등 25명의 도시재생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기업사랑 이름표 달아주기(경제)

울산시 울주군은 18일 청량면 ㈜태극엔터프라이즈(대표 이상무)에서 기업하기 좋은 울주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기업사랑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를 열었다.

기업사랑 이름표에는 명품울주 브랜드, 회사 로고, 도로명 주소가 표기되고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작돼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기업인에게는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에게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울주군은 기대했다.

이 사업은 울주군이 지난 2011년부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이름표 제작을 희망하는 업체를

신청받아 현장조사한 뒤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70개 기업체가 현판식을 열었다.

주요동향 |

❀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코칭 워크숍(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6. 18.(목) 14:00 / 가족문화센터

○ 참 석 인 원 : 80명(청소년지도사, 교사 등)

○ 주 요 내 용 : 사례공유, 자질함양 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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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9일

❀ ‘천청색 국수그릇 세트’, 울산공예대전 대상(경제)

울산시는 제18회 울산광역시공예품대전 심사 결과 도자 분야에 배도인씨가 출품한 '천청

색(天靑色) 국수그릇 세트'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을 포함해 입상작은

총 25점이다.

금상에는 목·칠 분야 김종필씨의 '연꽃무늬 찻상', 은상은 금속 분야 노태경씨의 '바람

그리고 구름나그네'와 섬유 분야 손희숙씨의 '바늘과 실의 미학' 등 2개 작품이다.

동상은 도자 분야 박치만씨의 '차의 향기'와 박봉녀씨의 '천년 사랑', 섬유 분야 최인숙씨의

'암각화 문양수 모시 보자기' 등 3개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은 목·칠 분야 최순청씨의 '바다속으로' 등 3개 작품이, 특선에는 도자 분야 심인숙씨의

'청채 백자 다구 세트' 등 5개 작품이, 입선은 금속 분야 장추남씨의 '오동 상감도' 등 10개

작품이 각각 뽑혔다.

주요동향 |

2015년 6월 19일

❀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지표 이행방안 검토회의(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6. 19.(금) 10:00 / 구관 3층 회의실  

○ 참 석 인 원 : 시 평가지표 관련 부서 담당자

○ 주 요 내 용 : 2014년 대비 변경된 평가지표에 대한 이행방안

❀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현장 실사·평가 대응(경제산업국)

○ 일자/장소 : 6. 19.(금) / 울산․미포 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

○ 실  사  단 : 선정위원 등 20여명

○ 실 사 목 적 : 제안서 내용 확인, 서면평가 결과 보정

○ 대 응 계 획 : 산업단지관리공단 울산지사와 공조하여 현장 대응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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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은 이날 울산박물관에서 열렸다. 대상 500만원을 포함해 입상자에게 총 1천

46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졌다.

입상작 작품전시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울산박물관 다목적홀에서 개최된다.

한편 입상자에게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제45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참가 자격을

준다.

❀ 화물차 300대 주차 ‘울주 공동차고지’ 준공(건설)

울산시는 19일 김기현 시장, 박영철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신장열 울주군수, 화물협회

회원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준공식을 열었다.

울주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자의 차고지 부족을 해결하고 도심지

일시 주차 및 밤샘 주차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140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산 63번지 일대 5만9천739㎡, 336대(화물차 296, 승용차 40) 주차

규모다.

이곳에는 주차장을 비롯해 사무실, 휴게실, 식당, 샤워실 등이 설치됐다. 

한편 울주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와 인접해 추진 중인 울산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조성

사업은 2012년 7월 착공, 오는 7월 준공한다.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산 49번지 일대 10만7천832㎡에 919대 주차 규모로 조성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울산에 대형화물차 차고지(휴게소)가 남구 상개동 한 곳뿐이어서

화물차 운전사들의 불편이 컸다"며 "이날 울주에 이어 7월 울산화물차 공동차고지가 준공

되면 도심과 주택지역의 화물차 밤샘 주차에 따른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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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0일

❀ 제33회 전국연극제 폐막식(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6. 20.(토) 10:30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참 석 인 원 : 500여명(초청인사, 연극인, 일반시민 등)

○ 주 요 내 용 : 식전공연, 시상식, 대회기 전달식 등

❀ 공무원가족봉사단 정기봉사 활동(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6. 20.(토) 09:00 / 온산읍 삼평리 일대(채소농가)

○ 참 여 인 원 : 30여명(공무원가족)

○ 주 요 내 용 : 양파수확 등 농촌일손 돕기 봉사활동

주요시정 |

2015년 6월 22일

❀ 「버스･자전거 이용의 날」 메르스 예방 캠페인(교통건설국) 

○ 일시/장소 : 6. 22.(월) 15:00 / 롯데호텔 앞

○ 참 여 인 원 : 70명(울산YWCA 회원, 대학생 서포터단 등)

○ 주 요 내 용 :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메르스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안내,

마스크 배부 등

❀ 제6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6. 22.(월) 15:00 / 본관 4층 국제회의실

○ 참 석 인 원 : 20여명(한국관광학회 이사,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 주 요 내 용 : 주요 과업내용‧수행체계 설명, 추진전략 토의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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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예결특위, 추경예산안 3조1천200억원 가결(행정)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룡)는 22일 울산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요구

액보다 1억8천800만원 줄어든 3조1천197억6천917만원으로 가결했다. 

이는 당초예산액 보다 2천26억1천572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예산결산특별위는 이날 택시자율감차 보상금 3억6천400만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금 1억8천800만원, 울산메세나운동 추진사업 2천만원 등을 각각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는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울산동헌 및 내아 가학루 복원사업비

2천만원, 건강드림 생활체육 7330 홍보단 지원비 1천만원 등 2개 사업의 예산을 부활시켰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가결된 울산시 예산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호국보훈의 달 기념 전쟁 기록물 전시회(행정)

울산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2부터 26일까지 시청 본관 로비에서 '호국보훈의 기억'이

라는 주제로 한국전쟁과 월남파병 관련 기록물을 전시한다. 

기록물은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가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

정신을 기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요동향 |

❀ 상반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실태 점검(경제산업국)

○ 기간/대상 : 6. 22. ~ 6. 26. / 164개교

○ 점  검  반 : 시, 구･군 합동

○ 방     법 : 구･군별 2개교 합동점검, 이외 학교는 구․군 자체점검

○ 내     용 : 우수농산물 식자재, 지역농산물 품목 및 구입량 조사

※ 2015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 36억원(시 18, 구․군 18)

○ 조 치 계 획 :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 지도 및 의견수렴 후 정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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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3일

❀ 제2차 울산광역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6. 23.(화) 15:00 / 본관 4층 중회의실

○ 참 석 인 원 : 12명(울산광역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위원)

○ 회의안건

∙ 노사민정 협력사업 추진상황 설명 및 향후 추진방향 

∙ 노사민정협의회 안건 발굴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노사현안 논의 등

❀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 봉송(문화체육관광국)

○ 일     시 : 6. 23.(화) 14:00 

○ 봉 송 구 간 : 남구청 ~ 시청 햇빛광장(8개구간)

○ 주     자 : 40명(주주자 8, 부주자 32)

○ 주 요 내 용 : 환영 및 문화행사

❀ 생명지킴이 119수호천사 선발(소방본부) 

○ 일시/장소 : 6. 23.(화) 13:00 /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선 발 인 원 : 의용소방대원 12명

○ 선 발 기 준 : 필기시험 및 심폐소생술 실기 평가 

○ 주 요 내 용 

∙ 합격자는 수호천사 임명장 및 강사교육 이수증 발급

∙ 소방공무원과 함께 심폐소생술 강사 활용 

주요시정 |

2015년 6월 23일

❀ 1조원대 합작투자 프로젝트 해외 유치활동(경제)

투 자 유 치 단 을  이 끌 고  유 럽 과  미 국  방 문 에  나 선  김 기 현  울 산 시 장 은  23일  벨 기 에

BASF(바스프) 앤트워프 공장을 방문해 울산 투자를 요청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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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F는 울산에 1조원대 PO(플로필렌 옥사이드)공장 증설을 계획한 SKC와 합작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SKC 관계자와 함께 BASF 경영진을 만나 "울산에 투자하면 인·허가, 입지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한 조세감면 등 가능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내 유일의 PO 생산기업인 SKC의 공장 운영 능력과 세계최고 수준의 BASF 기술력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고, 유가 하락과 엔저 등 대외환경 악화로 침체한 울산의

석유화학 경기를 회복시키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BASF 측은 울산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울산시는 설명

했다.

BASF가 합작투자에 나서면 SKC는 울산시 남구 용잠동에 2017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40만t 규모의 PO 생산 설비를 증설하게 된다.

공장이 증설되면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는 물론 100여 명의 직접고용과 연인원

15만여 명의 건설인력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BASF 측이 긍정적인 투자 의사를 표명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울산시와 이들 합작사 간 MOU 체결 등 투자유치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울산 세일즈 마케팅을 위해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독일, 벨기에, 미국 등

3개국을 방문한다. 

❀ 도시경관 기록화 용역 완료(도시)

울산시가 무룡산에서 본 야경, 울산대교 전경 등 현재 모습을 담은 '울산 도시경관 기록화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22일 시청에서 개최했다.

최종보고회는 최종보고서(안)와 화보집(안) 내용 검토, 경관기록 누리집 시연 등으로 진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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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에는 경관기록의 기획연구 및 세부 실행계획, 촬영일지(촬영일자, 위치, 촬영

제원 등), 촬영장면별 도시경관 스토리텔링 등이 실렸다. 

화보에는 과거와 현재의 울산, 울산시민의 생활상 등이 스냅 사진으로 담겼다. 경관유형과

경관 축별 모습을 헬리캠 항공 촬영을 통해 사실적이고 현장감 있게 묘사했다.

울산시는 보고회 자료를 검토해 7월 울산시 누리집에 화보집과 기록 영상자료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시경관 기록화 학술용역은 변화하는 울산의 모습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관리

하기 위한 사업이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지난해 4월 용역에 착수했다.

2015년 6월 24일

❀ 2015년 국민･공무원 제안 최종심사(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6. 24.(수) 10:00 / 본관 7층 상황실(시정조정위원회 심의)

○ 심 사 대 상 : 실무심사를 거친 17건(국민제안 8, 공무원제안 9)

○ 심 사 내 용 : 제안과제의 창의성, 능률성, 실용성 등

❀ 농촌지역 노후 전기시설 무상 교체(경제산업국)

○ 목     적 : 농촌지역 취약가구(독거노인 등)의 전기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시설

무상 교체

○ 일시/장소 : 6. 24.(수) 09:00 / 북구 상안동 동산마을

○ 주 요 내 용 : 26가구 노후조명 교체 및 전기시설 점검

○ 시 공 지 원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자원봉사자 60명(전기기술자)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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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4일

❀ 문화시설, ‘무료·할인’ 혜택 24일 제공(문화)

울산시는 6월 '문화가 있는 날'인 24일 지역 문화시설이 무료공연,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회관은 오후 5시 문예회관 레스토랑 쉼터에서 첼로앙상블 '연'의 무료공연를 선

보인다.

CK아트홀은 오후 7시 30분 연극 '라이어 2탄'을 50% 할인(3만5천원→1만7천500원)해

공연한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8시 상영 영화 1회에

한해 관람료를 5천원으로 인하한다.

북구 산하동 블루마씨네는 영화 '극비수사'와 '쥬라기월드'를 50% 할인가격(1만 8천원

→9천원)에 상영하고, 동구 현대예술관은 '경성학교 : 사라진 소녀들' 외 3편의 영화를 할인

가격(7천원→5천원)에 상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ttp://www.culture.go.kr/wday)을 참고하면 된다.

❀ 재난전문자원봉사단, 메르스 방역 봉사(행정)

울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장광수) 재난전문자원봉사단이 24일부터 30일까지 중동호흡

기증후군(메르스)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 봉사에 나선다.

봉사활동에는 정순돈 재난전문자원봉사단장을 비롯해 방역·의료·인명구조 분과 봉사자

50여 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울산지역 경로당과 무료급식소 36곳을 돌며 무독성 공간 살균 방역활동을 벌인다.

재난전문자원봉사단은 전문자격 등을 보유한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 등 32개

단체에서 610명의 회원이 참여해 10개 분과(의료·인명구조·방역·세탁·급식· 교통·노력봉사·

전기·차량·통신분과)로 구성됐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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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재난안전 교육, 안전취약지구 모니터링, 재난대비 전문화 교육(CPR), 재난·재해

우수 기관 벤치마킹, 재해·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5년 6월 25일

❀ 2015년 환경미화원 임금협약 조인식(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6. 25.(목) 11:30 / 본관 4층 중회의실

○ 참 석 대 상 : 17명(시 및 구․군 9, 노조 8)

※ 전년도 임금대비 3.7%인상(공무원 임금인상 3.8%)

❀ 교향악단 미국 뉴욕 연주회(문화예술회관)

○ 일시/장소 : 6. 25.(목) 20:00 / 카네기홀, 6. 27.(토) 14:00 / UN본부

○ 출  연  진 : 김홍재(예술감독), 협연 / 조수미(성악), 블라디미르 조(바이올린)

○ 프 로 그 램 : 최성환 관현악 ‘아리랑 판타지’ 등

주요시정 |

2015년 6월 25일

❀ 민선 6기 시정 성과 발표 및 향후 방향 제시(행정)

울산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7대

분야 43개 공약사업을 추진, 새로운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는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통해 국가 예산 2조원 시대를 열고 외국자본 24억 달러,

국내자본 2조5천억원의 유치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했다.

시는 7대 분야 사업 중 '안전제일 으뜸 울산'을 위해 유엔 방재안전도시 인증협약 체결,

원자력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 확대 등을 추진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행정을

폈다.

주요동향 |



_ 2015 울산종합일지288

ULSAN METROPOLITAN CITY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재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위험시설 안전진단, 산업

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창조경제협의회를 출범시켜 '2030 울산 창조경

제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울산형 창조경제의 기틀을 마련했다.

ICT 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사업인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3D 프린팅 산업

육성, 오일허브 물류기반 구축 공사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선·자동차·화학 등 지역 3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화학실

용화센터와 저차원 탄소 혁신소재 연구센터를 준공했고, 그린카기술센터와 울산종합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SK어드밴스드 등 외국인 투자기업 신·증설을 유도해 24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고, 효성 등 국내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 2조5천억원 투자 유치 성과를

올렸다. 이를 통해 3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울산시는 일반회계 예산의 30.7%를 복지사업에 투자해

저소득층 보호와 자립기반 확충 사업을 벌여왔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도

갖췄다.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해 제2장애인체육관과 여성가족개발원을 준공해 운영 중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등을 계속 건립할 예정이다.

'자연친화적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2020년 세계선진도시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분야로는 시립미술관, 시립도서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전하체육관, 제2실내체육관 등 문화 및 체육시설 건립을 속속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제33회 전국연극제, 울산박물관 폼페이 특별전 등 수준 높은 공연·전시를 유치

했고 작괘천 야영장·복합웰컴센터·장생포고래마을 준공, 강동리조트 공사 재개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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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새로운 동서 교통축인 울산대교를

개통해 시민의 교통편익 증대에 이바지했다.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옥동∼농소 도로 개설, 오토밸리로 2공구와 산업로 확장

등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열린 시정 구현' 분야에서 시민과 대화, 정책자문단 운영 정례화,

김기현 시장과 직원 간 소통을 위한 '톡톡데이', 가족사랑의 날 등을 운영해 공직문화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

울산시는 지난 1년간 외부기관이나 중앙부서 평가에서 36개 부문에 걸쳐 수상함으로써 이런

노력을 인정받았다.

2014 안전문화대상 기관표창(대통령) 대상, 제51회 무역의 날 유공자포상 기관표창

(대통령), 법질서 실천 유공분야 기관표창(대통령), 2014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기관표창

(대통령), 2014 지자체 규제개혁평가(대통령) 등 여러 부문에서 수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울산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문화·복지·환경 등 도시의 핵심기능을

강화해 울산이 재도약하도록 시정역량을 모으겠다"며 "신불산 케이블카, 반구대 암각화

보존사업 등 갈등을 겪고 있는 현안 해결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벌여(경제)

울산시는 25일 동구 대송농수산물시장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극복 및 지역

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는 이태성 경제부시장, 시와 구의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울산센터, 동구청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메르스 여파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장보기를 하며 전통시장 이용 홍보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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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6일

❀ 청렴･반부패 울산지역 공공기관 2차 실무회의(감사관)

○ 일시/장소 : 6. 26.(금) 10:00 ~ 12:00 / 근로복지공단 청렴이룸

※ 1차 회의 : 3. 27.(금), 울산광역시 주관

○ 참 석 대 상 : 시, 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 6개 공공기관 실무자

○ 회의내용

∙ 2015년 상반기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사항 공유

∙ 청탁금지법 및 권익위 제시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등

❀ 행자부 주관 「푸드트럭 추진실태 점검」 대응(기획조정실)

○ 조 사 개 요 : 6. 26.(금), 태화강대공원 내 1개 지역

○ 조  사  자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장 외 2명

○ 주 요 내 용 : 푸드트럭 운영 예정지역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주요시정 |

2015년 6월 26일

❀ 아시아 첫 3D프린팅 전기차 생산공장 울산 건립(경제)

울산에 아시아 최초의 '3D프린팅 전기차 생산공장'(마이크로팩토리)이 건립될 전망이다.

유럽·미국을 방문 중인 울산시 투자유치단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쉐라톤호텔에서

로컬모터스사와 아시아 최초 3D프린팅 전기차 생산공장 울산 건립 업무협약(MOU)을 체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김기현 울산시장, 저스틴 피쉬킨((Justin Fishkin) 로컬모터스 사장,

울산시 투자유치단 및 로컬모터스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시와 로컬모터스는 협약을 통해 울산시의 공장건립 지원, 지역 인재 채용 등 상생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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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로컬모터스 전기차 생산공장이 유치되면 지역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3D프린팅

신소재 개발, 삼성SDI를 중심으로 한 3D프린팅 전기차 배터리 생산체계 선점,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의료산업과 차량 부품산업 등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팩토리 내 3D프린팅 조립실, 차량제품 판매 공간, 카페 등은 울산의

새로운 산업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컬모터스는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스트라티'(Strati)라는 전기차를 44시간만에 제작해

국제 모터쇼에 출품하면서 유명해졌다.

2007년 설립된 이 회사는 미국 내 4개 공장에서 연간 2천∼5천 대의 자동차 주문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에 100개의 현지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울산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 공략을 노리고 있다.

3D프린팅이란 컴퓨터로 디자인된 3차원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쇄하듯이 실물을 제작

하는 혁신적 기술이다. 제품개발 시간 단축과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개인별 선호도에 따라

맞춤형 주문식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3월 로컬모터스 존 로저스 회장 일행이 울산을 방문해 울산시에 3D프린팅 전기차

생산공장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김기현 시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울산을 해외 1호 마이크로팩토리 투자처로 결정해 준 로컬

모터스에 감사드린다" "자동차 메카 울산과 혁신기업 로컬모터스가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

하는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아파트 대상 탄소포인트 가입제 추진(환경)

울산시는 7월부터 15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가입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150가구 이상 아파트의 공용부분 에너지 사용량까지 포함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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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ITY

2015년 6월 29일

❀ 울산광역시 국제도시화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창조경제본부)

○ 일자/사유 : 6. 29.(월) / 임기만료

○ 위 촉 인 원 : 10명(재위촉 6, 신규 4)

○ 주 요 활 동 : 국제도시화사업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 심의ㆍ조정

주요시정 |

2015년 6월 29일

❀ 노후 하수관로 정밀 안전점검(환경)

울산시는 내년 1월까지 18억원을 들여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총 연장 305㎞)를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국가산업단지의 노후 하수관로, 과거 지반 침하(함몰) 발생 지역, 지하 굴착

공사를 했거나 진행 중인 도로, 연약 지반에 매립한 관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누수, 파손 등으로 지반 침하를 일으킬 수 있는 관로는 시급히 보수하고

미세한 결함이 있는 관로는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밀조사는 관로 내부 CCTV 인입 조사, 육안 점검, 지상에서 지표를 투과하는 GPR 탐사,

지반 균열 지역에 내시경 탐사 등으로 진행된다.

주요동향 |

인센티브는 최근 2년간의 전기 사용량보다 전기를 8% 이상 절약하면 그 비율에 따라

연 1회 50만∼700만원이 지급된다.

'탄소포인트제'는 울산시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하나로 가정·상업시설·학교 등

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감량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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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수 걱정 없다” 울산 상수원댐 저수율 ‘여유’(환경)

울산지역에 가뭄이 비켜가면서 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이 여유로운 상황이다.

울산시는 시민 식수원인 회야·사연·대곡댐 등 지역 상수원 3곳의 저수율이 비교적 양호하고,

앞으로 장맛비가 예고돼 있어 당분간 식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겠다고 29일 밝혔다.

회야댐의 만수위는 31.8ｍ인데 현재 수위는 28.68ｍ로 58.4%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대곡댐은 만수위 120ｍ에 저수율 106.49ｍ로 23.4%의 저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사연댐은 일부러 물을 채우지 않고 저수위를 50∼52ｍ(만수위 60ｍ)로 관리하고 있다.

물막이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댐 상류의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가 물에 잠기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다.

울산시는 이들 3개 상수원의 현재 저수율은 앞으로 한 달가량 시민에게 공급할 수량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3개 상수원에서 매일 울산 총 인구(119만2천명)의 98%인 116만

8천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울산에는 올해 들어 이달 말까지 417㎜의 비가 내렸다. 지난해 470㎜보다는 다소 적지만

식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다.

상수원 부족에 따른 낙동강 원수 유입량은 올해 들어 이달 말까지 1천60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180만t보다 120만t 감소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허남호 수원팀장은 "올해에는 4월에 비가 많이 내려 가뭄 걱정 없이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며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올해 말까지는 낙동강 물을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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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ITY

2015년 6월 30일

❀ 2015년 상반기 합동퇴임식(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6. 30.(화) 10:20 / 본관 2층 대강당(로비)

○ 참 석 인 원 : 300여명(퇴임공무원 가족, 직원 등)

○ 주 요 내 용 : 추억의 사진전, 영상물 상영, 공로‧감사패 수여, 기념촬영 등

주요시정 |

2015년 6월 30일

❀ 국가유공자 교통카드 발급(교통)

울산시는 오는 10월 전상 군경 등 국가유공자 2천827명에게 복지교통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전상 군경과 공상 군경 2천781명, 공상 공무원 39명,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7명 등이다.

시는 복지교통카드 발급 준비를 위해 30일 시청에서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울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신한카드㈜, ㈜마이비와 함께 '국가유공자 복지교통카드 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는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 이용 승차

증명서를 제시하고 승차해야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시는 이날 협약 체결에 이어 복지교통카드의 시내버스 사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신청,

발급 등), 운수 종사자의 교육 등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복지교통카드가 지급되면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시내버스를 탈 때마다

승차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등의 여러 불편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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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경제)

울산시는 메르스 영향에 따라 침체된 전통시장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에서 통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9월 25일까지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로 경남은행, 농협,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12개 시중은행에서 상품권을 살 수 있다.

울산시와 구·군 직원들도 온누리상품권 구매 캠페인(1인당 10만원 이상)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에도 동참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울산시의 올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는 총 200억원(전국 4천억원)이다. 

6월 말 현재 96억7천만원(전국 대비 4.3%)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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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

❀ 제17기 민주평통 출범회의 참석(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7. 1.(수) 15:00 /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 참 석 인 원 : 13,000여명(전체 자문위원 19,947명)

※ 우리시 : 254명 참석(중구 54, 남구 75, 동구 39, 북구 34, 울주군 52)

○ 주 요 내 용 : 활동방향 보고, 위촉장 수여, 통일퍼포먼스 등

❀ 시립미술관 건립부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7. 1.(수) 14:00 / 고궁박물관

○ 참 석 대 상 : 6명(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분과위원)

○ 심 의 내 용 : 매장문화재 유적처리 방안 및 미술관 배치계획안 심의 

주요시정 |

2015년 7월 1일

❀ 김기현 울산시장 ‘경제 살리기·일자리 만들기 주력’(행정)

김기현 울산시장은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 브리핑을 열고 "가장

중요한 현안은 경제, 일거리, 먹거리"라며 "앞으로 이 문제 해결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시정을

꾸려가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울산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제조업과 ICT를 융합한 창조적 제조업의 육성

기반을 다지고 울산과기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겠다"며 "특히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동권과 역세권 개발을 가속화해 울산의 동-서축 개발을 촉진하고, 이와 함께 시립

도서관, 미술관, 제2 실내종합체육관 등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에 시정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와 교육,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시책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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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외국기업 투자 유치, 동북아 오일허브, 수소산업 육성 등

경제분야에 역점을 두고 일을 추진했다"며 "산업도시 안전성 강화, 복지 인프라 확충 등에도

공을 들였다"고 자평했다. 

김 시장은 "지난 1년은 깊은 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로 옮겨 간다는 뜻의 '출어유곡 천우

교목'(出於幽谷 遷于喬木)이라는 말처럼 교목을 향한 희망을 품고 골짜기를 나오려는 시간

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울산은 이제 골짜기에서 나갈 길을 찾은 데 불과하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 속도를 내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시행(도시)

울산시는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시행

한다고 1일 밝혔다.

인증 희망업체는 20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간판 실물사진 등 제출 서류를 갖춰 울산시

도시창조과 도시광고물팀(울산 남구 중앙로 201)이나 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울산시 남구

돋질로 103)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1차 서류 및 현장심사, 2차 심사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8월 17일 최종 5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도시창조과

(☎229-65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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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역복합환승센터 개발 본격화(교통)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울산시는 2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역세권 개발 촉진, 철도시설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 수립, 대상지 선정, 기관별 역할 등의 업무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지는 울주군 삼남면 KTX울산역 전면 부지 7만6천㎡로 울산도시공사 부지(3만

7천732㎡)와 국유철도 부지(주차장 3만7천663㎡ 등)이다.

각 기관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행정절차 이행 및 지원 ▲ 사업

대상지 공급 및 점용(사용) 협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는 지난달 10일 롯데쇼핑㈜이 역세권 도시공사 부지와

국유철도 부지(주차장 등)를 대상으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이 제안한 사업내용(사업비, 규모, 도입시설 등)은 제3자 공모 공고 전까지 공개

하지 않는다.

울산시는 앞으로 사업제안서 검토, 제3자 공모 공고 등을 거쳐 연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기현 시장,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최광해 울산도시

공사 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 1조 투자할 효성 신소재공장 유치(경제)

울산시(시장 김기현)와 ㈜효성(대표이사 이상운)은 2일 울산시 남구 용연공장에서 1조원

대의 '폴리케톤'(Polyketone) 공장건설 투자를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투자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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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양해각서에서 투자사인 효성은 2021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기존 공장과 연접한

울산시 남구 용연동 일원에 20만8천㎡의 산업용지를 개발, 연산 30만t 규모의 폴리케톤

공장과 R&D센터를 건설하기로 했다.

폴리케톤은 효성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성능 신소재로 대기오염 물질인 일산화탄소와

올레핀(에틸렌·프로필렌)으로 이뤄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오염원을 소재로 해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로 불린다.

나일론과 비교해 충격을 견디는 강도는 2.3배, 내화학성은 30% 이상 뛰어나고 내마모성과

기체 차단성도 현존 소재 중 최고 수준이다. 

울산시는 효성의 생산공장 건설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공장건설 관련 인·허가 등의 행정

지원, 세제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효성은 폴리케톤 공장 건설사업에 울산지역 기업을 적극 참여시키고, 완공 후 인력 채용 시

울산시민을 최우선 고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효성은 공장건설 기간에 하루 600명과 공장 운영 시에는 상시고용 500명 등 정비·보수

관련 연인원 36만명의 직접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성은 그동안 신규 공장건설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는

여유 부지가 없어 다른 지역을 물색해 왔다.

이에 대해 김기현 시장은 효성 최고경영자를 만나 울산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현재

남구 용연 2공장 인근지역인 SK에너지의 개발예정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울산시와 SK에너지, 효성은 부지활용 TF를 구성해 공장건설 위치와 면적 등에 관해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SK에너지 개발 예정부지 일부를 효성에 할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효성은 이 부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총 30만t 규모의 폴리케톤을 생산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폴리케톤이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세계

시장은 66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효성은 2014년부터 1천250억원을 투자해 용연 2공장 부지에 연산 5만t 규모의 폴리케톤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 공장은 올해 하반기 완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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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전통 나담축제’ 현대중공업서 개최(행정)

울산시는 5일 현대중공업 체육관에서 몽골근로자, 다문화가정, 유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몽골 전통 나담축제'를 개최한다.

울산에 거주하는 몽골근로자와 다문화가정, 유학생 등이 참여하여 몽골 전통놀이인 씨름,

샤가이(일종의 알까기), 샤타리(일종의 바둑), 언성놀이(블럭맞추기) 등이 진행된다. 

몽골 민속춤과 전통 악기, 리듬체조 공연과 함께 전통 의상 콘테스트, 경품 추첨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울산 나담축제는 2005년부터 근로자 중심으로 소규모로 개최하다 2011년부터 울산 거주

몽골 주민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규모가 커졌다.

❀ ‘배려하는 교통문화 모범도시 만들자’ 캠페인(교통)

터널에서 운전자들이 도로 양쪽으로 갈라서는 울산판 '모세의 기적'으로 구급차량에

길 터주기의 모범을 보인 울산시가 배려를 통한 품격있는 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울산시는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모범운전자연합회울산지부 등 민간단체와 교통안전

공단, 시와 구·군, 경찰 등이 함께 순회 캠페인 및 교통계도(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캠페인과 교통계도는 한 번에 50여 명씩 참여해 이날 중구를 시작으로 매주 구·군을 순회

하며 실시한다.

활동 장소는 스쿨존과 주요 도로다.

중구에서는 이날 학성공원 앞 오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염포로, 가구거리, 옥성초등학교

등에서는 계도 및 단속활동이 이뤄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북구 무룡터널에서 구급차에 일제히 길을 터 준 차량 운전

자가 바로 울산시민이었다"며 "이런 시민의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일상 속에서 발휘한다면

울산은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성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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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개소(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7. 6.(월) 13:30 / 마더스병원 2층

○ 참 석 인 원 : 정신보건관계자 등 200여명

○ 주 요 내 용 : 기념식, 테이프커팅, 시설관람 등

❀ 친환경 쌀 재배단지 운영 실태 점검(경제산업국)

○ 기간/대상 : 7. 6. ~ 7. 9. / 북구, 울주군 소재 5개 단지

※ 단지현황(111ha) : 북구 1(10ha), 울주군 4(101ha)

○ 점  검  반 : 시, 구․군 합동

○ 점 검 내 용 : 친환경 농자재 사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여부 등

○ 조 치 계 획 : 인증 받지 못한 친환경 쌀 재배단지 행정조치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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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조선해양의 날’ 기념 공로자 17명 표창(경제)

울산시는 6일 직원 정례조회에서 '제9회 울산 조선해양산업의 날'을 기념해 조선해양산업

발전 공로자 17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4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13명이 울산시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산업부 장관 표창은 장영주 현대중공업 기장, 고진영 현대미포조선 부장, 김종문 오션마린

서비스 대표이사, 홍승업 동아기업 대표이사 등이 받았다.

울산시장 표창은 김용석 세영기업 대표이사, 김경민 조광선박 대표이사, 김영화 대성 대표

이사, 안규호 대우종합해사 대표이사, 이하섭 현대중공업 기장, 권재훈 현대미포조선 차장

등이 받았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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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성진 현대미포조선 차장, 유창훈 세진중공업 차장, 배동실 신한기계 기원, 조태래

코어라인 이사, 김상철 세일기계 기장, 손호영 남명이엔지 현장소장, 신충선 울산경제진흥원

연구원 등이 각각 수상했다.

조선해양산업의 날 기념 축제인 '2015 울산조선해양축제'는 울산시와 동구청 공동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는 기발한 콘테스트(7월 26일), 방어잡기(25일∼26일), 일산대첩(25일), 수상레저

시범쇼(25일∼26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울산시는 2006년 우리나라 근대화의 주역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3대 주력산업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뜻을 새겨 기업체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국 제1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날'을 제정했다. 

그 중 조선해양산업의 날은 1974년 6월 28일 현대조선소 준공일 및 초대형 선박 1, 2호선

명명식을 기념해 매년 6월 28일로 제정했다.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안전)

울산시와 남구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을

받는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화재대피훈련, 국민체감형훈련, 현장훈련 등으로 올해 훈련은 지난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다.

국민안전처는 대학교수, 민간재난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중앙평가단을 구성해 올해 전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한 훈련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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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지역 본부승격 기념 행사(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7. 7.(화) 11:00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지역본부

○ 참 석 인 원 : 200여명(지역 국회의원, 유관기관, 산학연 관계자 등)

○ 주 요 내 용 : 개소 3주년 R&D 및 기술지원 성과발표, 현판제막식 등

❀ 울산광역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창조경제본부)

○ 기간/장소 : 7. 7.(화) ~ 7. 8.(수) / 울산경제진흥원 회의실

○ 참 석 인 원 : 60여명(기업체 품질분임조원)

○ 주 요 내 용 : 품질혁신 개선사례 발표 및 심사, 시상 등

∙ 현장개선, 안전품질 등 8개 부문, 15개 업체, 23개 분임조 참가

∙ 우수상 이상 분임조 전국대회(8. 31. ~ 9. 4. / 충남) 출전

주요시정 |

2015년 7월 1일

❀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금융지원(경제)

울산시는 7일 시청에서 11개 시중은행과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기현 시장, 김성돈 경남은행 울산영업본부장, 김상국 NH농협은행 울산영업

본부장, 정상철 국민은행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성명환 부산은행 울산영업본부장, 최춘호 신한

은행 부산울산본부장, 이병태 외환은행 부산경남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또 조철제 우리은행 부산경남동부영업본부장, 장세홍 중소기업은행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김형준 하나은행 부산울산영업본부장, 박형규 한국산업은행 영남지역본부장, 이왕권 한국

씨티은행 울산지점장 등이 협약에 동참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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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협약 참여 은행의 채권확보와 권리보전에 협력하며, 참여 은행은 일반산업단지

분양·입주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대출한도 상향 등 최상의 조건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금융기관별로 차이는 있으나 산업용지 분양대금의 최대 90%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2∼3%대로 은행 평균 대출금리(3% 후반∼5%)보다 1% 이상 싸다.

협약 적용 시점은 울산 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1단계) 분양 계약분부터이다. 시가 분양

입주계약 대상 기업체에 금융지원 대출 추천서를 발급하면 기업체는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면 된다.

❀ 남산근린공원 동굴 명칭 공모(문화)

남구는 남산근린공원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하나로 현장에 있는 동굴의 명칭을 공모하고,

동굴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명칭 공모는 이달 31일까지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는 우편, 이메일(kdh78@korea.kr),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응모된 명칭을 대상으로 주민 선호도 조사와 상징성, 대표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뒤 9월 초에 선정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구는 공모 기간에 동굴과 주변지역의 역사성, 생활상 등을 알 수 있는 물품이나 영상물,

사진, 문서 등 관련 자료도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는 동굴 내부 테마공간 조성에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 공원녹지과(☎052-226-4852)로 문의하면 된다.

남산근린공원 수변광장 조성사업은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방치된 남산로변 공원구역 내

총면적 1만9천800㎡에 인공폭포와 만남의 광장 등을 설치하고 동굴을 정비, 시민 휴식공간

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5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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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8일

❀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발대식(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7. 8.(수) 14: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인 원 : 12명(공무원 4, 민간전문가 8) 

○ 주 요 내 용 : 위촉장수여, 운영계획 설명, 안전점검 활성화 방안 토론 등

❀ 시장과 함께하는 통통대화(행정지원국)

○ 일     시 : 7. 8.(수) 15:00 ~ 17:00 / 본관 2층 시민홀

○ 참 석 인 원 : 250여명(성별․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 참여)

○ 주 요 내 용 : 시정설명, 자유토론, 어울림마당 등

주요시정 |

2015년 7월 8일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행정)

울산시에서 13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울산시는 울산운전면허시험장과 10일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청 민원봉사실에서 여권과 함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의 운전면허증과 사진(3×4cm) 1매를 제시하면 되고 유효기간은 1년, 수수료는 8천

500원이다.

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은 지역 경찰서와 울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협약 가맹 95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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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업무경감 정책 추진(교육)

울산시교육청은 교원 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육기부 실적 분기별 보고를 없애는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학교의 의견을 받아 일몰사업 5건, 개선사업 52건 등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평가문항 이원목적분류표의 예상정답률 작성, 교육기부 실적 분기별

보고 등의 업무를 폐지하고 소규모 학교의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인원 축소, 초등학교 학생

자치법정 운영의 모의법정 대체 등 개선책을 추진한다.

또 초·중·고등학교 6곳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안전교육 교원연수 강좌 수 확대, 수업동아리

예산 학년 초 배부, 계기교육 관련 공문 축소 등을 시행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으로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고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9일

❀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선정업체 전략회의(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7. 9.(목) 14:00 / 울산경제진흥원 대강당

○ 참 석 인 원 : 20명(시, 중기청, 진흥원, 선정업체 6개사 등)

○ 주요내용 

∙ 성장전략 및 융합R&D 컨설팅 절차 안내

∙ 선정업체별 마케팅 지원(판로, 기술, 경영 등)

∙ 지역자율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된 사업지원 등

❀ 「2017 FIFA U-20 월드컵」 개최 후보도시 설명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7. 9.(목) 14:00 / 대한축구협회

○ 참 석 대 상 : 후보도시 공무원, 시·도 축구협회 관계자

○ 신 청 도 시 : 9개 도시(울산, 서울, 인천, 수원, 대전, 천안, 제주, 포항, 전주)

○ 향 후 계 획 : FIFA 실사(9월중), 개최도시 결정(9월말), 대회(2017. 6월~7월)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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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9일

❀ 어린이테마파크 동구 대왕암공원에 건립(문화)

울산시는 어린이테마파크 건립 부지를 동구 대왕암공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어린이테마파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벌여 건립 규모, 콘텐츠, 운영 계획 등을 확정하고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6년

11월 착공해 2017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어린이테마파크는 그동안 지역 자치단체들이 유치에 열을 올렸다.

남구는 울산대공원 파크골프장, 동구는 대왕암공원, 북구는 강동관광단지, 울주군은 영어

마을 부지 등 총 4곳의 건립 후보지를 내세우며 경쟁을 벌였다.

울산시는 후보지를 대상으로 환경성·접근성·경제성·연계성·건립 용이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벌여 점수가 가장 높은 동구 대왕암공원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대왕암공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춰 해안과 바다를 주제로 한 콘텐츠 구현이 가능하고,

최상의 조망권이 확보되며, 어린이들이 뛰어놀기에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또 울산대교 개통으로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데다, 부지가 평탄해 건축비를 줄일 수 있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울산시는 동구 대왕암공원 2만㎡의 부지에 지상 2층 건물전체면적 2천㎡ 규모로 어린이

테마파크를 건립할 예정이다.

주요동향 |

❀ 울산경상좌도 병영성 동문 고증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7. 9.(목) 15:00 / 중구청 2층 상황실

○ 참 석 인 원 : 10명(문화재위원, 발굴기관, 문화재청 등 관계공무원)

○ 보  고  자 : 용역기관 책임연구원(울산과학대 이철영 교수) 

○ 주 요 내 용 : 동문 고증, 기초설계안 제시, 정비방안 및 활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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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 및 체험시설, 애니메이션 관람시설, 로봇체험 프로그램 등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총 예산은 105억4천만원이 들 것으로 울산시는 예상했다.

❀ 첨단 도시관리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행정)

울산시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미래형 첨단 도시관리 시스템인 '울산 U-CITY 통합관리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U-CITY'(ubiquitous-city)란 IT(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융합해

복잡한 도시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미래형 첨단 도시

관리 시스템이다.

울산시는 행정·교통·방범·복지·환경·재난 등 도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고, 시민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등 이들 정보를 받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울산시는 이날 김기현 시장 주재로 교통·방범·재난·소방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U-CITY 통합관리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결과에 대해 토론회를 벌였다.

울산에는 교통·방범·재난·소방 등 시민 편의 및 생활안전 행정과 관련해 U-CITY 시스템은

구축돼 있으나 업무가 부서와 구·군별로 분산 운영돼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통합 관리와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에 따라 효율적인 U-CITY 시스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U-CITY 통합관리센터 구축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은 9월 24일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는 현재 운영 중인 U-CITY 관련시스템의 현황과 여건을 분석해 최적의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단지가 인접한 도시 특성을 고려해 '국가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안전대응시스템'

을 구축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관련 부서에 보내는 '스마트 재난안전

현장 중계시스템', 수배차량이나 대포·체납차량 등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특정차량 실시간

추적관리시스템'을 각각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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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시스템'도 개발해

용역에 반영하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U-CITY 통합

관리센터를 구축해 품격있는 미래형 첨단도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시책평가 우수 중·남·북구 각 5억 지원(행정)

울산시는 지난해 국정 주요 시책에 대한 실적을 근거로 구·군 합동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중·남·북구 등 3개 구에 각각 5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총 9개 분야에 대해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중·남·북구는 일반행정, 복지·사회 등 5개 분야

에서 각각 '가' 등급을 받았다.

동구는 3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재정인센티브 3억원을, 울주군은 1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받는다.

2015년 7월 10일

❀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3.0 책임관 회의(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7. 10.(금) 14:00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인 원 : 80명 정도(행자부 차관, 중앙부처, 시･도 등)

○ 주 요 내 용 : 성과중심 정부3.0 가속화 계획 등 현안 공유 및 의견 수렴

❀ 교향악단 뉴욕(카네기홀, UN본부) 공연기념 「평화, 자유, 인권, 사랑」 (문화예술회관)

○ 일시/장소 : 7. 10.(금) 20:00 / 대공연장

○ 출  연  진 : 지휘 / 김홍재(예술감독)

○ 프 로 그 램 : 최성환 관현악 ‘아리랑 판타지’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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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0일

❀ 재정조기집행 ‘특·광역시 최우수’ 선정(경제)

울산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8개 특·광역시 중 '최우수'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 재정 조기집행 목표 1조2천249억원 중 1조4천405억원(117.6%)을 집행한 것

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금·지출·사업·총괄 등 4개 반의 조기집행 상황실을 구성하고 부서 간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자치구 평가에서는 북구와 남구가 최우수, 동구와 중구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는 행자부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 2016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환경)

울산시는 '2016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31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지역사회 나눔숲 조성, 다함께(무장애) 나눔길 조성 등

이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내 지상 녹화와 옥상 녹화 등 숲 조성을 목적으로 1곳에 1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역사회 나눔숲 조성은 1곳에 4억원 내외가 지원되며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하는 생활권

주변을 중심으로 공원숲, 하천숲, 지역특화숲 등 교목성 위주의 숲 조성·복원 사업이 이뤄진다.

다함께(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은 교통약자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무장애 데크로드 설치, 노면 정비를 통한 나눔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1곳에 4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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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원하는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사업 제안서 등 서류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소재지 구·군 공원녹지과 또는 산림공원과로 내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녹색사업단 누리집

(http://www.kgpa.or.kr)을 참고하면 된다.

2015년 7월 13일

❀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기공식(문화체육관광국)

○ 일     시 : 7. 13.(월) 14:00

○ 장     소 :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공사 현장(북구 진장‧명촌 96B 2N) 

○ 참 석 인 원 : 200명 정도(초청인사, 일반시민)

○ 주 요 내 용 : 식전공연, 경과보고, 인사말씀, 축사, 버튼터치 등

❀ 호우･태풍대비 저수지 실태 점검(경제산업국)

○ 기간/대상 : 7. 13. ~ 7. 15. / D등급 12개소(울산시 6, 농촌공사 6)

※ 울산시 6(언양 1, 웅촌 2, 상북 2, 청량 1), 공사 6(언양 2, 범서 1, 웅촌 2, 두서 1)

○ 점  검  반 : 시, 구·군, 농촌공사 합동

○ 점 검 내 용 : 시설물, 비상대비 실태 및 수방자재 확보 상황 등

○ 조 치 계 획 : 점검결과 시설물 보완 및 안전대책 강구

주요시정 |

2015년 7월 13일

❀ 삼산 공공용지에 ‘수목 학습원’ 조성(환경)t

울산시는 남구 삼산동 꿈에그린아파트 옆 공공용지를 도시숲 조성사업을 통해 수목 학습원

으로 가꿨다고 13일 밝혔다.

1만2천380㎡ 규모로 지난 4월 착공, 이달 10일 완공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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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학습원은 메타세쿼이아길, 참나무숲, 잔디광장, 유실수원, 미로원 등 다양한 주제

정원으로 꾸며졌다.

팽나무, 느티나무 등 50여 종 5천300 그루가 식재됐고 썬베드, 퍼걸러, 벤치, 수목 명찰 등

이용자 편의 시설도 갖췄다.

이곳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2010년 어린이 공원과 주민 쉼터로 조성했으나 배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수목이 제대로 생육하지 못하는 등 공원과 쉼터 기능을 상실해 울산

시가 이번에 다시 조성했다.

❀ 울산시의회 ‘정부 추경안 조기 확정·시행 촉구’ 결의(행정)

울산시의회가 국회와 정부에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와 조기 시행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울산시의회는 13일 제171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메르스·가뭄 등으로 인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확정 및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어려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릴 단비"라며

"그러나 최근 추경안을 둘러싼 국회 내부 논란과 처리 지연을 지켜보면서 울산시의회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민생안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정부 추경안을 원안대로 속히 통과

시켜야 한다"며 "정부 또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소비와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결의안은 "특히 정부 추경에 포함될 울산∼포항 고속도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울산∼함양 고속도로 등 SOC 투자는 경기부양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과 시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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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4일

❀ 울산시-한국거래소간 업무협약 체결(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7. 14.(화) 15:00 / 본관 7층 상황실

○ 협 약 기 관 : 울산시, 한국거래소

○ 협 약 내 용 : 지역 우수중소기업의 증권시장 상장지원 등

○ 기관별 역할

∙ 울 산 시 : 중소기업 상장지원을 위한 설명회, 간담회 마련 등

∙ 거 래 소 : 설명회․간담회를 통한 상장제도 설명, 교육, 컨설팅 등

❀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민관합동 현장점검(교통건설국)

○ 목     적 : 2014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점검 및 시설보완으로

교통안전 도모 

○ 점 검 일 시 : 7. 14.(화) 14:00 ~ 15:40

○ 점 검 대 상 :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동천초, 남외초)

※ 동천초(2건 발생, 부상 2), 남외초(2건 발생, 부상 2)

○ 점  검  반 : 5개 기관 5명(시, 구, 교육청,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 점 검 내 용 :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주요시정 |

2015년 7월 14일

❀ 여름방학 폐전지 수거 캠페인 전개(환경)

울산시는 시교육청, 한국전지재활용협회와 공동으로 여름방학인 8월 말까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폐전지 수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각급 학교에서 폐전지 모으기를 방학과제로 정하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폐전지를 모아 개학 때

내는 방식이다.

각 자치단체는 학교에 수집된 폐전지를 운반해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처리를 맡긴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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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5일

❀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실시(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7. 15.(수) 10:00 / 화암초등학교

○ 교 육 대 상 : 300여명(5,6학년 학생 및 교사)

○ 교 육 내 용 : 재난대비 행동요령, 여름철 안전사고 대비 행동요령 등

❀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추진TF 구성 및 회의(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7. 15.(수) 11:00 / 본관 4층 영상회의실

○ 참 석 대 상 : 12명(시 2, 공연장 관계자 3, 상주단체 7)

○ 주 요 내 용 : 개막식, 심포지엄, 초청공연 등 추진계획 논의

○ 주     관 : 울산공연장상주단체협의회 

※ 페스티벌 : 11. 23. ~ 12. 12.(20일), 중구 문화의 전당 등 4개소

주요시정 |

울산시는 실적을 평가해 우수 10개 학교와 우수 지도교사 등 6명에게 환경부장관상, 울산

광역시장상, 한국전지재활용협회장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 회야댐 생태습지 개방(행정)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회야댐 생태습지를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야댐 생태습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수생식물 성장과 연꽃 개화 시기에 맞춰 4년 전

부터 한시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자연생태와 수질보호를 위해 탐방 인원은 하루 100명 이하로 제한된다.

인공습지는 17만3천㎡ 규모로 조성됐으며 5만㎡에는 연꽃, 12만3천㎡에는 부들과 갈대 등이

자라고 있다. 체험학습장에서 창포, 어리연꽃 등 30여 종의 수생식물을 볼 수 있다.

탐방 신청은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water.ulsan.go.kr) 탐방코너 또는 ☎229-6416로

8월 14일까지 예약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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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5일

❀ ‘에코·스마트십으로 조선해양 재도약’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경제)

울산광역시가 사상 처음 국내 빅3 조선업체와 협업해 친환경 '에코십'(Eco Ship)을 만들고,

ICT를 입힌 '스마트십'(Smart Ship)을 개발해 조선해양산업의 메카로 다시 비상한다.

또 의료서비스 기술과 제조기술의 융합으로 자동 의료로봇 등 한국형 고부가가치 의료

시스템을 창출해 첨단 의료자동화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울산시, 현대중공업은 15일 울산시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교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김기현 울산시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중소·벤처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조선해양플랜트에 친환경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융합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울산을 '차세대 조선산업'의 세계 거점도시로 키워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울산은 후발국의 추격과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도약과 정체의

기로에 서있다"면서 "이제 울산의 기적을 일군 창의와 혁신, 도전정신을 되살려 대한민국

조선해양 플랜트 및 의료자동화 산업의 요람으로 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

했다.

주요동향 |

❀ 제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7. 15.(수) 14:00 / 본관 2층 시민홀  

○ 참 석 인 원 : 임산부 및 가족 400여명

○ 주 요 내 용 : 기념식, 특강, 임산부 골든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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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열다섯 번째로 출범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조선·

기계·소재 등 울산의 기반산업을 바탕으로 제조공정 혁신과 신산업 창출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산시와 현대중공업이 협력해 ▲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재도약 지원 ▲ 첨단 의료

자동화 신산업 육성 ▲ 민간 창업보육기관과 혁신센터 간 플랫폼 연계 ▲ 지역특화 3D프린팅

산업 육성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울산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국내 조선산업이 일본과 중국의 추격으로 영업이익이 적자인

상황을 타개하려면 미래형 선박 기술 혁신과 원가경쟁력 향상이 시급하다고 보고 대기업이

확보중인 특허 2천500건을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에 개방하는 등 특허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상 처음으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빅3' 조선사와 ICT 중소기업이 힘을 모아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차세대 선박 '에코십'과 ICT 기술을 적용해 안전운항과 효율을 향상시킨 차세대

선박인 '스마트십(Smart Ship)'을 공동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총 1천828㎡ 규모로 조성됐다. 울산대 공학 5호관 창조마루(1천

221㎡)에서는 제품개발과 엑셀러레이팅을, 울산벤처빌딩 내 융합마루(607㎡)에서는 창업

보육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35개 정부

기관 및 지원 기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첨단 의료자동화 신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울산지역의 경우 산업재해 치료와 재활수요가 높고 현대중공업의 산업용 로봇 생산 규모가

국내 1위인 점을 고려할 때 의료자동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잠재력을 갖췄다는 것이 울산시의

평가다.

이에 따라 울산혁신센터는 의료서비스와 제조기술을 융합해 자동 의료로봇을 개발하는 등

한국형 고부가가치 의료시스템을 창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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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을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패키지화해 기업과 병원의 해외 공동진출을 지원하고, 의료

자동화 포털을 통한 '아이디어-제품개발-테스트베드-상품화' 등의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민간 창업보육기관과 혁신센터 간 플랫폼을 연계해 창업과 연구개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의 전문 창업보육기관 'MARU180'과 쌍방향 가상교류 공간을 통한 원격 창업 지원존

운영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설명했다. 

이밖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3D 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3D TechShop'을 설치하여

개성있는 지역의 젊은 창업자, 지역 중소업체가 조선·자동차 등의 부품을 직접 만들어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출범식 후 김기현 울산시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등의 안내에 따라 울산

센터의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점검했다.

❀ 태화강 백로 생태학교 운영(환경)

울산시와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은 '2015 태화강 백로 생태학교'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백로 생태학교는 24일 하루 태화강 둔치에서 야생조류(황조롱이, 백로) 방사, 백로 관찰,

백로생태 특강, 에코팔찌 만들기 체험학습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2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생태탐방 교실'이 이어진다.

생태해설사인 한국물새네트워크 대표 이기섭 박사는 생태도시 울산의 상징인 태화강 철새

공원의 백로와 태화강의 이야기를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들려준다.

참가접수 신청은 15일부터 태화강방문자센터 여울 누리집(www.taehwariver.com) 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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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6일

❀ 그린전기자동차사업 통합협의회(R&D 및 기반구축)(창조경제본부)

○ 기간/장소 : 7. 16.(목) ~ 7. 17.(금) / 경주 블루원리조트 

○ 참 석 인 원 : 40여명(동희홀딩스 등 20개 참여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 주 요 내 용 : R&D 과제 진행사항 확인 및 2016년 사업계획 수립

❀ 국가산단 안전 심포지엄(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7. 16.(목) 15:00 ~ 19:00 / 문수컨벤션 루브르홀

○ 참 석 인 원 : 120여명(기업체,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 울산대 산업안전센터, 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

○ 주 요 내 용 : 정부의 산업단지 안전정책 설명, 지정토론 등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식(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7. 16.(목) 11:00 / 중앙병원 대회의실 

○ 참 여 인 원 : 경찰청, 의료기관 등 50여명

○ 주 요 내 용 : 현판식, 기념행사, 시설관람 등

주요시정 |

2015년 7월 16일

❀ 울산 3단계 생태산업단지 추진(경제)

울산시는 올해부터 5년간 생태산업단지구축(EIP)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생태산업단지란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와

에너지로 사용해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고도화된 산업단지다.

울산시와 울산EIP사업단은 올해부터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 대상지역을 종전 6곳에서 10곳

으로 확대하고, 사업 영역을 산업단지 내 기업 간 공생에서 산업단지 주변 지역사회와의 공생

으로 넓히기로 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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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지역은 종전 울산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매곡공단, 길천공단, 하이테크밸리,

신일반단지 등 6곳에서 모듈화일반, 상북농공, 두서농공, 달천농공 등 4곳이 확충됐다.

울산은 산업용 에너지 다소비 지역이어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다른 기업의 산업용

열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됐다.

울산시는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3단계 사업 기간에는 기업 간 활용이 불가능한 저온

열에너지를 활용해 대규모 지역난방 사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1,2단계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은 2005∼2010년, 2010∼2014년에 각각 진행됐다.

이 기간에 울산지역 총 235개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2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구용역

27건과 기업 간 산업공생 68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했다.

시는 이를 통해 1천183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48만7천CO2t의 환경오염 예방 효과를 거뒀

다고 평가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3단계는 1, 2단계 사업의 성과를 포함해 매년 1천8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수익과 65만CO2t 이상의 환경개선 효과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 ‘매니페스토 도시재생’ 최우수상 수상(행정)

울산시 북구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201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북구는 '노사민정 어울림-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프로젝트로 응모했다.

북구는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과 활동, 주민대표 설명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천동 구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매니페스토

공약 우수사례를 발굴해 6개 분야(청렴, 일자리,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주민소통, 공약이행)에

대한 공약의 적합성, 창의성, 충실성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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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 「울산 통상지원 포털 시스템 구축」 입찰 참가자 제안서 평가(창조경제본부) 

○ 일자/장소 : 7. 23.(목) / 국제회의실

○ 평 가 위 원 : 7명(관련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 평 가 내 용 :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 향 후 계 획

∙ 시스템 구축 적격자 협상, 계약체결 : 8. 13.(목)

∙ 시스템 구축 개발 : 8. 13. ~ 11. 30.

∙ 시스템 시험 운영 및 구축 완료 : 12. 1. ~ 12. 31.

❀ UNWTO 산악관광회의 행사대행 용역 착수 보고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7. 17.(금) 14: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인 원 : 20명(공무원, 한국관광공사, 울산발전연구원, 관광협회, 수행업체 등)

○ 주 요 내 용 : 행사 추진계획 보고, 행사관련 의견 수렴 등

주요시정 |

2015년 7월 17일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복지)

울산시는 8월 9일까지 구군 및 편의시설 시민촉진단과 합동으로 3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아파트, 대형할인점, 병원, 공공건물 등이다.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유사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 단속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은 1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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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틴즈 페스티벌(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7. 18.(토) 19:00 / 울산체육공원 호반광장

○ 참 석 인 원 : 청소년, 시민 등 10,000여명

○ 주 요 내 용 : 동아리 발표, 축하공연 등 

❀ 광복 70주년 기념 동해종단 바다수영 출정식(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7. 18.(토) 14:00 / 장생포 고래박물관 광장일원

○ 참 석 인 원 : 800명 정도(팔각회 임원, 선수단, 관계자 등)

○ 주 요 내 용 : 식전공연, 경과 및 일정보고, 대회사 등

○ 주최/주관 : 사)팔각회 울산광역시지구 / 생활체육 전국수영연합회

주요시정 |

❀ 민원처리 만족도 ‘우수’(행정)

울주군은 '2015년 상반기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89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울주군은 3월부터 5월까지 민원신청인을 대상으로 외부 조사기관을 동원해 조사했다.

조사는 업무담당자의 친절성과 전문성, 사전정보 제공 정도, 각종 서류의 서식 비치, 편의

시설, 업무처리 신속성, 전반적인 만족도, 개선사항 등 8개 문항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지수는 89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점이 상승하는 등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 추세라고 군은 설명했다.

이 가운데 업무담당자 친절성과 신속성이 각각 2.2점과 4.1점으로 상승했지만, 부족한 편의

시설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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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 광복70주년 맞이 「대형 손도장 태극기」 제작(행정지원국)

○ 제작/규모 : 7. 20. ~ 7. 31. / 15m × 15m

○ 게     시 : 8. 1. ~ 8. 15. / 구관 청사 정면

○ 참 여 인 원 : 1,200여명(읍면동별 20여명)

○ 주 요 내 용 : 광복회 등 시민참여에 의한 읍면동별 릴레이로 제작 후 게시

❀ 자치법규 정비 추진상황 점검(기획조정실)

○ 기     간 : 7. 20. ~ 7. 21.(2일간) 

○ 대     상 : 시(7.20), 울주군(7.21)

○ 점  검  반 : 3명(행자부, 법제처, 지자체 합동점검)

○ 점 검 내 용 : 정비계획 수립 여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여부 등

주요시정 |

2015년 7월 20일

❀ 울산시-한얼과학문화관 ‘산업기술박물관 협력’ MOU(경제)

울산시(시장 김기현)와 한얼과학문화관(관장 이우로)은 20일 울산시청에서 '국립산업

기술박물관 건립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산업핵심기술을 보존·전수하고, 미래의

산업비전을 제시할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 분야는 한얼과학문화관이 보유한 산업사 관련 자료의 기증과 대여,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운영에 대한 자문 등이다.

한얼과학문화관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폐교 부지에 지난 2000년 과학문화관, 2003년

테마과학관으로 각각 인가받아 운영 중이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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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1974년 지하철 1호선 개통 당시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시승한 전동차,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뒤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들여온 레이저 현미경,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엔진 등

50여만 점의 산업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김 시장은 "이번 협약이 앞으로 민간부문 유물기증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립

산업기술박물관은 우리 근대화와 산업화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낼 국민의 박물관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 3월 23일과 24일 33개 국내 박물관 및 박물관협회에 이어 울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한 25개 기업체 등과 잇따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시는 또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에 따른 유물기증 활성화를 위해 23일부터 울산박물관에

유물기증 전담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 포뉴텍 본사 타지 이전계획 철회(경제)

울산시는 ㈜포뉴텍이 애초 다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려던 계획을 철회, 울산에서 기업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포뉴텍은 향토기업인 삼창기업을 인수한 포스코ICT의 자회사로 울산시 남구 달동에 본사가

있다. 원전 제어계측 분야 기업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본사 건물 매각과 동시에 이전지를 물색해 왔다.

울산시는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에 포뉴텍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이전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시는 그동안 포뉴텍 경영진 등을 수차례 만나 직원 거주문제, 연관 사업, 경비절감 등을

고려할 때 포뉴텍이 울산에 남아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설득했다. 



2015년 7월 주요시정ㆍ동향 _327

2015년 7월 21일

❀ 제17회 울산보훈대상 시상식(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7. 21.(화) 11:00 / MBC 컨벤션

○ 참 석 인 원 : 수상자 및 보훈가족 150여명

○ 수  상  자 : 6개 분야 7명

○ 주     관 : 경상일보사(대표이사 이채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설명회(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7. 21. (화) 14:00 / 성암자원회수시설 홍보관

○ 대     상 : 할당업체 65개사, 시 관련 부서 18개소

○ 초 빙 기 관 : IBK기업은행(컨설팅센터),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팀)

○ 주 요 내 용 : 대응방향, 거래실적 및 향후 시장전망, 질의답변 등

주요시정 |

그 결과 포뉴텍은 지난달 울산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울산시 북구 매곡동 울산과학진흥

센터에 본사를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포뉴텍 임채문 대표이사는 "회사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

이었으나 김기현 시장 등 울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덕분에 울산에 남기로 했다"며 "울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포뉴텍은 이달에 본사 이전을 완료하고,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개발 인력 30여 명도

울산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포뉴텍은 원전 제어계측, 에너지기술용역, 원자력발전시설 개보수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에 달하며 5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울산 본사에는 90여 명이

상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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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선택 30대 ‘친근’·50대 ‘체험’ 고려(관광)

음식점을 선택할 때 20대는 미리 계획한 곳을, 30대는 친근해 보이는 곳을, 50대는 다양한

체험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발전연구원 유영준 박사는 21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연구

중간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울산 음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5월 6일∼21일 대왕암공원, 옹기축제장 등 지역 관광지와 축제장 5곳을 방문한

울산시민 150명과 외지 관광객 150명 등 총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음식체험 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해 "미리 계획한 음식점을 방문한다"는 답변은 20대

58.3%, 30대 14.7%, 40대 33.3%, 50대 32.3%, 60대 37.8%로 20대와 60대의 분포도가

높았다.

또 "친근해 보이는 음식점을 방문한다"는 대답은 20대 41.7%, 30대 47.1%, 40대 33.3%,

50대 22.6%, 60대 27%로 각각 분석됐다. 

"다양한 체험을 위해 축제장이나 향토 음식점을 방문한다"는 응답은 20대 0%, 30대

23.5%, 40대 22.2%, 50대 38.7%, 60대 18.9%로 50대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음식점 및 음식정보 습득 경로로 '인터넷'을 꼽은 응답자는 20대 85.7%, 30대 81%, 40대

62.1%, 50대 31.9%, 60대 12.7%로 각각 나타났다.

'TV를 보고'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20대 42.9%, 30대 27%, 40대 31.8%, 50대 31.9%,

60대 28.2%로 집계됐다.

'친구와 친지의 소개로'라고 답한 응답자는 20대 67.9%, 30대 49.2%, 40대 63.6%, 50대

86.1%, 60대 87.3%로 연령층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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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울산 음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7%가 '언양불고기'를,

77.3%는 '봉계숯불한우'를, 77%는 '장생포고래밥상'을, 76.7%는 '주전·정자회'를 각각

꼽았다.

먹어본 음식은 언양불고기(91%), 주전·정자회(72.7%), 봉계숯불한우(66.7%), 장생포

고래밥상(4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유 박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은 20대는 인터넷과 SNS를, 50. 60대는 팸투어 등을 적극

활용해 울산의 음식문화를 홍보해야 한다"라며 "또 과거에 선정한 울산의 유명 음식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복지)

울산시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운동본부(본부장 박소숙)는 21일 종하체육관에서 '출산·

육아용품 알뜰시장'을 운영했다.

알뜰시장에서는 기탁받은 유모차, 자전거 등 1천200여 점이 싸게 팔렸다.

또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저출산 극복 현장 토크’와 함께

깜짝 퀴즈 이벤트를 벌여 시민 3명에게 건강검진권을 증정했다.

2015년 7월 22일

❀ 울산수목원 조성사업 관련 주민설명회(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7. 22.(수) 13:00 / 청운정(온양읍 운화리 상대마을 인근식당)

○ 참 석 인 원 : 60여명(시 5, 용역사 5, 주민 50여명)

○ 주 요 내 용 : 조성개요ㆍ현황, 국내ㆍ외 사례, 주민연계발전방향 등

❀ 제33회 과학기술 멘토와의 만남(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7. 22.(수) 18:30 / 본관 2층 대강당

○ 참 석 인 원 : 중․고등학생 500명 정도

○ 강사/주제 : 정우성 POSTECH 교수 /『복잡한 세상을 설명하는 질서』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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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2일

❀ 국가산업단지 통합 파이프랙 구축 ‘시동’(경제)

울산 국가산업단지에 통합 파이프랙((Piperack)이 구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3일 시청에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단

통합 파이프랙 구축 시범사업 수요조사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온산단지까지 14.5㎞ 구간이며 총 1천474억 원의 사업

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사업비는 참여업체로 구성된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정부 저리

융자 정책자금 등으로 충당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단지 통합 파이프랙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시범사업 구간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관 교체·증설, SPC 참여와 출자 가능성 등을 타진한다.

파이프랙은 기업 간 원료, 제품, 에너지, 물류를 연결하는 파이프를 싣는 선반(다층 받침대)을

일컫는다. 

통합 파이프랙 시스템은 인체의 대동맥과 같이 액체화물을 중심으로 물류이송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구조물이다.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등 오일허브 항만을 구비한 국가와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이 이 시스템을

운용하며 국내에서는 여수산업단지에 잘 구축돼 있다.

화학산업 생산 규모가 전국의 32%를 차지하는 울산은 1960년부터 산업단지가 별개로

조성되면서 4개 화학공단 전체를 고려한 에너지와 물류 공급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울산에 통합 파이프랙이 구축되면 기업 간 원료, 완제품, 부산물, 에너지의 상호교환 등을

통해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고 지하매설 노후배관의 교체비용 절감과 배관 손상으로 인한

대형 사고 방지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울산시는 설명회와 함께 통합 파이프랙 참여업체 수요조사를 8월 7일까지 벌이기로 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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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진하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개막(문화)

2015 진하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가 22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에서 개막

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오는 25일까지 열린다.

이번 대회는 한국 2개 팀을 비롯해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캐나다, 체코, 미국,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홍콩 등 총 9개국 10개 팀이 출전했다.

한국 대표로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에서 활약한 김언혜와 정현주(수원시청), 김가연(울산

생활체육회), 유은혜(전 양산시청) 선수 등이 출전한다.

울산MBC와 한국비치발리볼연맹이 공동 주관하고 울산시와 울주군이 후원하는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23일과 24일에는 예선, 25일에는 준결승과 결승에 이어 시상식이 이어진다.

대회 우승팀은 8천 달러, 준우승 6천 달러, 3위 4천 달러 등 총 2만4천600 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울주군 관계자는 "경기와는 별도로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진하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는 이색 볼거리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울산 화물차공동차고지’ 준공(건설)

울산시는 22일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일대 10만7천832㎡에 919대(화물차 579, 승용차

340) 주차 규모의 '울산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를 준공했다.

이곳에는 주차장 외 사무실, 휴게실, 식당 등 화물차 운전사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울산 화물차 공동차고지는 지난달 준공된 '울주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주차 규모 336대)와

인접해 조성돼 이 지역에서만 차량 1천대 동시 주차가 가능하게 됐다.

울산 화물차 공동 차고지는 영세 화물차 운수사업자의 차고지 부족, 주택가 불법 주차에

따른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울산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가 245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준공식에는 이지헌 행정부시장, 박영철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화물협회 회원과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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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 2017 FIFA U-20 월드컵 개최 후보도시 사전 설명회 참석(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7. 23.(목) 14:00 / 대한축구협회

○ 신 청 도 시 : 9개 도시(울산, 서울, 인천, 수원, 대전, 천안, 제주, 포항, 전주)  

○ 주 요 내 용 : 유치 의지발표, 후보도시 준비사항 설명 등

❀ 「화학네트워크 포럼」 창립 행사(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7. 23.(목) 14:30 / 울산테크노파크

○ 주     관 : 한국화학연구원

○ 참 석 인 원 : 100여명(지역 R&D기관, 기업체 관계자 등)

○ 주     제 : 화학기술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재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

주요시정 |

2015년 7월 23일

❀ 울산박물관에 ‘산업기술박물관 유물기증 창구’ 개소(문화)

울산시는 23일 울산박물관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물기증 전담 창구' 개소 현판식을

열고 유물기증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울산박물관 2층 세미나실(☎229-4746)에 마련된 유물기증 전담 창구는 울산박물관 학예

연구관이 상담관으로 상주한다.

유물기증 전담 창구는 ▲ 산업기술사 유물·자료 기증 의사 접수 ▲ 산업기술사 유물 ·자료

가치 평가와 기증 ▲ 보존 방법 상담 등의 역할을 한다.

울산시 이태성 경제부시장은 "기업과 산업 관련 연구기관은 물론 시민 누구나 산업유물

기증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만들었다"라며 "울산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개관할 때까지 이 창구를 통해 전 국민적 기증운동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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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개소식과 함께 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체의 유물기증 의사가 잇따랐다.

울산테크노파크(원장 김창룡)는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 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전기차와 구동모듈 등 13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제작한

수소검출기와 모니터링 시스템 등 22점, 화학분야 제품 18점 등을 기증하기로 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본부장 김억수)는 스마트전원 저장장치 등 10점, ㈜디아이씨

(대표이사 김성문)는 자체 개발한 전기스쿠터와 농촌형 전기관리차를 각각 기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양산

하는 과정에서 만든 실증사업 운행 차량을 박물관에 기증·전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대통령 지역공약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사업은 지난 2월 초 KDI(한국개발연구원)

조사팀의 현장 방문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됐으며, 하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정부의 건립추진단 구성과 법령 제정 등 사업을 본격화한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총 4천393억원의 사업비로 남구 신정동 산 195-12 일원 23만2천

112㎡에 건축 전체면적 8만476㎡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 울산시의회,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 전략 모색(행정)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치락)는 23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박영철

의장, 원전특위 위원과 시의원, 원전해체기술협회 회원사, 시민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원전산업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치락 원전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전특위가 구성됐을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원전안전이었으며 원전특위를 중심으로 의회가 열과 성을 다한 결과 고리 1호기

폐로를 이끌어내고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을 울산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정책적 결단도 견인해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토론회는 원전안전과 원전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힘과 지혜를 모아가는 자리"라

면서 "원전산업에 천착해 온 전문가들이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 등 지역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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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의장은 축사에서 "6월 고리 1호기 폐로를 계기로 원전해체산업이 블루오션으로 주목

받고 있다. 원전산업 발굴 육성은 울산으로서는 새로운 기회"라며 "원전특위를 중심으로

원전해체종합기술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속도감을 내고 있는 만큼 토론회가 원전해체

종합기술센터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시민 공감대를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변식룡 부위원장의 사회로 홍서기 경희대 교수는 '원전산업 육성방안'을,

김희령 UNIST 교수는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석택 울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윤시철 원전특위 위원, 반치범 부산대 교수, 전재완 산업

연구원 팀장, 이흥수 울산테크노파크 본부장이 지정 토론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자립을 위한 핵심기술연구개발과 기술실증

시설 및 기반 구축을 목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사업비 1473

억원)를 조성한다. 

연구센터는 산학연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원전해체기술 개발 및 기술 이전, 제염, 원격

절단 및 취급, 폐기물 처리, 환경복원 단위기술 실증사업체 및 인력 양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 

세계 원전해체시장은 2050년 약 1000조원(IAEA 추정)으로 추산된다. 국내 가동 원전 24기

중 11개 원전이 2020년대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해체비용은 호기당 약 6000억원에 이른다. 

울산은 24개 운영원전 중 12개가 울산 도심으로부터 25㎞ 이내에 분포한다. 고리 1호기 및

월성 1호기로부터 가장 가까이 위치해 해체연구시설 운영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고리 및 월성 원전으로부터 반경 30㎞) 내에 울산 도심 및 울주군의

모든 인구(약 117만명) 거주지역이 포함된다.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내에 연구센터 부지 3만3000㎡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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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 원전 방사능방재 관계기관 회의(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7. 24.(금) 14:00 / 재난안전상황실

○ 참 석 인 원 : 12명(시, 구·군, 교육청, 육군 7765부대)

○ 회 의 내 용 : 구호소 지정, 주민보호훈련, 방호약품 배분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협의

❀ 울산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중간보고회(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7. 24.(금) 15:00/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인 원 : 20여명(시, UNIST, 울산대, 울발연, 울산TP 등)

○ 주 요 내 용 : 특구 육성 종합계획(안) 보고 및 추진방향 토의ㆍ자문

❀ 제9회 울산 조선해양의 날 기념 축제(경제산업국) 

○ 기간/장소 : 7. 24. ~ 7. 26. / 일산해수욕장 일원

※ 개 막 식 : 7. 25.(토) 19:30 ~ 22:00 / 일산해수욕장 특설무대

○ 참 여 인 원 : 2만여명

○ 주최/주관 : 시, 동구 / 울산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

○ 주 요 내 용 : 기발한 배 콘테스트, 방어잡기 체험행사 등

주요시정 |

2015년 7월 24일

❀ 삼동주민 숙원 해결방안 논의(복지)

김기현 울산시장은 24일 시청에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을 만나 종합장사시설 유치와

관련해 시가 약속한 주민 숙원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 율리∼삼동 도로 개설 ▲ 하수 차집관로 공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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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장래 교통량, 주변 개발여건, 울산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이해를 구하고, "이번 간담회가 삼동 주민과 시의

갈등이 봉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삼동면 마을대표 정모(60)씨가 울산시 청사와 자신의 몸에 유류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는 소동을 벌였다. 

정씨는 울산시가 2003년 장사시설을 자진 유치한 삼동면에 3천억원이 드는 지역 현안

19가지를 2009년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분신을 시도했다.

울산시는 종합장사시설 유치에 따른 삼동면 주민숙원 19건 가운데 완료는 14건, 추진 중

2건, 장기사업 3건이라고 밝혔다.

❀ 강동권 개발 시니어 계층 타깃 전략 필요(관광)

울산시가 북구 강동권 개발에 성공하려면 시니어 계층을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24일 울산시청에서 '강동권 개발 마스터플랜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

(변경)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니어 계층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짧게 머무르고 적게 쓰는 관광행태를 개선하려면 전국단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온천과 휴양림 등 휴양시설, 관광시설과 숙박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용역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지난 3월 착수, 오는 12월 완료한다.

울산시는 용역을 통해 강동권 개발방향을 도출하고, 창조도시 울산을 위한 비전, 목표,

전략 등을 새롭게 구상하게 된다.

강동온천지구, 강동관광단지, 산하도시개발지구, 해안관광지구, 산악관광지구 등 5대

지구별 개발구상안도 새롭게 마련한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마스터플랜과 투자유치 전략이 수립되면 강동권 개발에

대한 투자유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 7월 주요시정ㆍ동향 _337

강동권 개발사업은 민자 등 3조원을 투입해 전원도시와 관광휴양시설이 결합한 국제적

수준의 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로 2005년 착수해 2018년 완료될 예정이다.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지원’ 울산시-국립해양박물관 MOU체결(경제)

울산시(시장 김기현)와 국립해양박물관(관장 손재학)은 7월 24일 오전 11시 40분 시청

상황실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서에서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한 산업핵심기술을 보존·전수하고,

미래의 산업비전을 제시할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협력 분야는 ▲해양산업 관련 자료의 교류 및 전시·교육 ▲연계사업 추진 ▲국립산업기술

박물관 건립·운영에 대한 자문 등이다.

국립해양박물관은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에 건축연면적 2만 5,870㎡의 규모로

2012년 7월에 개관한 이래 2년 3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300만 명을 돌파한 해양분야 대표

박물관이다. 주요시설은 상설전시관으로 항해선박관, 해양역사인물관, 해양박문화관, 해양

산업관, 해양과학관, 해양영토관, 해양생물관, 해양체험관이 있고 기획전시관, 어린이박물관,

야외전시관, 4D 영상관도 운영하고 있다. 상설전시관의 주요 전시물은 조선통신사선 모형,

조선소 드라마 모형, 극지연구, 해양유물 갤러리, 보트체험 수조, 원통형 수족관이 있고

야외전시관에는 오륙도 등대, 잠수정 해양 250호 등이 전시되어 있다. 

조선·해양 분야에 있어 국립해양박물관의 전시·운영에 대한 경험과 자료는 국립산업기술

박물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2015년 7월 25일

❀ 2015 울산 서머페스티벌(문화체육관광국)

○ 기    간 : 7. 25. ~ 7. 31.(7일간)

○ 장    소 : 4개소(종합운동장, 범서생활체육공원, 진하해수욕장, 태화강대공원) 

○ 내    용 : 7개의 테마공연(국내가수 60개 팀, 500여명 출연)

○ 주    관 : 울산문화방송(주)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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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7일

❀ 어촌체험마을 개장식(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7. 27.(월) 11:00 / 북구 제전항 어촌체험센터 앞

○ 참 석 인 원 : 100명 정도(국회의원, 시.구의원, 기관단체장, 수협 관계자, 주민 등)

○ 어촌체험마을 현황

∙ 위    치 : 북구 제전․우가항 일원

∙ 체험장비 : 투명카누, 스노클링, 잠수복, 보트 등

❀ 김치5 나라사랑 토크콘서트(복지여성국)

○ 슬  로  건 : 광복 70년, 분단 70년,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

○ 일시/장소 : 7. 27(월) 16:00 ~ 17:30 / 본관 2층 대강당

○ 참 석 인 원 : 500여명(교사, 학생, 시민 등)

○ 주 요 내 용 : 초청교수 특강 및 토크 콘서트(이경필 장승포 가축병원장)

○ 주관/주최 : 울산보훈지청

주요시정 |

2015년 7월 27일

❀ 인권계획에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행정)

수립 중인 울산시 인권증진기본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인권위원회(위원장 권오형)는 27일 울산시청에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기본계획에 반영할 우선순위를 묻는 조사에서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문제 등)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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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는 '사회적인 문제'(교육, 문화격차 수준, 지역차별 출신지역 등), 3위는 '안전문제'(치안,

재해 등), 4위는 '개인 간 발생하는 문제'(갈등, 폭언, 폭력) 등으로 답했다.

대상별 우선순위는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 우선순위는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안전권 순이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5월 15일∼6월 11일 300명(구군별 인구비례에 의한 구조화된 설문),

지난 6월 1일∼25일 600명(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 일대일 면접 조사) 등 2차례에 걸쳐

총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울산시 인권증진기본계획은 울산발전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3월 착수, 9월 완료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비전과 정책 목표를 담고 인권지표와 지수, 구체적

추진사업 등이 제시된다.

❀ 규제개혁 최우수 인센티브 확보(행정)

울산시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대통령상인 최우수상을 수상,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 부처와 경제 단체 11개 기관이 합동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혁 완화 노력, 기업 활동 활성화, 규제 시스템 개선

등 4개 분야를 평가했다. 

울산시는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내 건축허가 시 조경설치 면제, 외투합작 증손회사 설립

기반 마련, 온산단지 내 S-OIL 공장부지 확보 등 고용인력 창출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11대 분야를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또 기업 경제활동 해소를 통해 투자기반을 조성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지헌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민의 불편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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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 지역아동센터 진로카페 「꿈.에.날.개」 현판식(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7. 28.(화), 11:00 / 파랑지역아동센터(상북면 궁근정리)

○ 참 석 인 원 : 20여명(고려아연,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센터장 등)

○ 주 요 내 용 : 진로카페 사업영상상영, 현판 전달식 등

○ 주     관 : 지역아동센터 시지원단(단장 박경희)

❀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7. 28.(화) 14:00 / 진하해수욕장

○ 참 여 대 상 : 100여명(시,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 주 요 내 용 : 물놀이 사전 준비운동 및 심폐소생술 시연, 안전수칙 홍보 등

주요시정 |

❀ ‘여름휴가 국내·울산서 보내기’ 캠페인(관광)

울산시는 여름휴가 지역에서 보내기 캠페인의 하나로 '관광객 맞이 환대 서비스 4대 실천

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천 방안은 친절·청결·질서·안전 등이다.

시는 외식업, 숙박업, 택시 종사자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각종 숙박업소와 유원지 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강화한다. 또 바가지요금과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관광지와 유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2015년 7월 28일

❀ ‘사회적약자 주거시설’ 중앙투자심사 통과(행정)

울산시는 남구가 추진하는 '해피투게더타운 조성사업'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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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투자심사위는 지난 24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사업 내용 중 행복주택이 주거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과 독립적인 공간배치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부여

했다. 

해피투게더타운 사업은 주거 불안을 겪는 서민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과 생산·판매·복지 등

공공시설을 한 건물에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행복주택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당초 총 143억원을 들여 남구 야음장생포동 일원 부지 2천489㎡에 지하 2층, 지상 17층,

전체면적 8천712㎡ 규모로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중앙투자심사위의 조건 부여로 일부 시설 관련 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

이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20일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구체적인 시설과 인력운용 방안이 부족

하다'며 재검토로 분류됐었다.

이후 울산시와 남구는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을 상대로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

으로 설명했다.

중앙투자심사위의 심사는 광역지자체의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구·군의 1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 사업의 당위성, 필요성, 사업비, 사업 규모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하는 것으로, 심사에서 통과되면 국가예산 확보에 유리하다.

❀ 울산박물관, 울산∼경주 경계 관문성 사진 공개(문화)

울산박물관(관장 신광섭)은 28일 국가지정 사적 제48호 관문성(關門城)을 담은 사진

28점을 공개했다. 

1910년∼1930년대 촬영된 이 사진들은 울산시가 오는 11월부터 용역을 벌일 관문성 기초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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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9일

❀ 2015 청소년 자원봉사 캠페인주간 개막식(행정지원국)

○ 기간/장소 : 7. 29.(수) 11:00 / 종하체육관

○ 참 석 인 원 : 500여명(경제부시장, 시의장, 부교육감, 초·중·고교생 및 학부모)

○ 주 요 내 용 : 식전공연, 청소년 유공자 표창, 세리모니, 식후행사(골든벨, 캠프) 등

❀ 전국기능경기대회 추진상황 중간보고회(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7. 29.(수) 14: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인 원 : 12명(전국기능경기대회 준비위원회 위원)

○ 주 요 내 용 :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주요시정 |

관문성은 울산(북구∼울주군)과 경주(외동읍 모화리)의 경계에 있는 성이다.

통일신라 성덕왕 21년(722년)에 왜구의 침입을 막으려고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며, 1963년

1월 21일 사적으로 지정됐다.

관문성 사진은 울산박물관에서 유물 사진을 담당하는 이선종 주무관이 찾았다. 

이 주무관은 "울산의 근현대 사진 아카이브(기록 보관소)를 수집, 조사하면서 관문성 사진을

발견했다"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리건판 3만여 점을 분류해 28점의 관문성 사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문성 사진은 1914년, 1920년과 1930년대까지 세 차례 정도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 분류 지명이 울산이 아닌 경주로 되어 있어 그동안 울산에 소개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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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9일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완료(경제)

울산시는 올해 총 3억8천400만원을 들여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와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등 2곳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발전량은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100㎾,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20㎾ 등 총 120㎾이다.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했다.

현재까지 천상정수장(100㎾, 2010년) 등 총 44개 공공시설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했다. 

총 용량은 1천637㎾ 규모이다.

❀ 울산시의회 휘장 한문 ‘議’ → 한글 ‘의회’로 교체(행정)

울산시의회(의장 박영철)는 29일 한문 휘장 '議'를 한글인 '의회'로 교체하고 제막식을

열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규칙을 개정해 1997년부터

사용된 한문 휘장 '議'를 23년 만에 한글로 바꿨다.

시의회는 제막식에 이어 의사당 본회의장 외부, 건물 외벽 등 4곳에 부착된 휘장도 모두

한글로 바꿔 달았다.

박 의장은 "울산은 외솔 최현배 선생의 고향이어서 한글 휘장 교체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제막식을 계기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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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0일

❀ 청소년 호국안보체험 실시(시민안전실)

○ 일자/장소 : 7. 30.(목) / 제53보병사단, 유엔기념공원 등

○ 참석인원 : 83여명(중학교 1, 2학년생)

○ 주요내용 : 제53보병사단 군 체험, 유엔기념공원 참배 및 견학

❀ 수돗물평가위원회 수도시설 견학(상수도사업본부)

○ 일시/장소 : 7. 30.(목) / 회야정수장, 인공습지, 사연․대곡댐 등

○ 참석인원 : 13명(수돗물평가위원 8, 직원 5)

○ 주요내용 : 댐 상수원 운영․관리실태 및 회야댐 인공습지 등 견학

주요시정 |

2015년 7월 30일

❀ 정종섭장관, 울산서 ‘찾아가는 장관실’(경제)

"대기업이 잘 되면 지역경제가 만사형통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울산 경제 재도약을 위해

울산중소기업청 설치가 시급합니다."(김기현 울산시장)

"울산 산업의 부활,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

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울산을 방문해 김기현 시장과 지역 상공인 및 시민들로 부터 지역

현안에 대한 고충을 직접 듣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 장관은 30일 오후 울산대교 전망대에 마련된 토론회장에서 김기현 울산 시장과 마주앉

았다. 울산상공회의소, 울산대학교, 부산울산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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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의 울산 방문은 지방 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찾아가는

장관실'(오픈 미니스트리·Open Ministry) 첫 번째 순서로 이뤄졌다.

정 장관은 "바쁜 자치단체장들이 장관을 만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사무실을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장관실을 시작했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산의 경제가 워낙 어렵다고 하는데, 산업수도 울산의 어려움은 곧 대한민국

경제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찾았다"고 밝혔다.

정장관을 맞은 김 시장은 울산 경제상황을 설명한뒤 토론시간 대부분을 울산중기청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할애했다.

울산시는 2001년부터 울산중기청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2009년 부산울산중기청

출장소를 설치한 데 이어 2010년에 직원 11명 규모의 부울중기청 울산사무소를 유치했다.

그러나 부울중기청의 지원 시스템이 3차 산업 중심인 부산의 산업구조에 맞춰져 있어 중화학

산업 위주인 울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시장은 "울산의 산업은 제조업 비중이 70%를 차지하는데, 현재 부산울산중기청은 2차

산업 비율이 20%에 불과한 부산의 산업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울산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령 어떤 기업이 신소재나 기술을 개발하면 이에 맞는 해외시장을 파악해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한데, 단순히 (결정된 사업의)집행 업무만 하는 울산사무소는 이런 역할을 전혀

못 한다"면서 "울산 경제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강소기업이 필요한데, 강소기업을 키우려면

중기청 설치가 더 늦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일우 울산벤처기업협회장도 "중소기업이 연구 인력의 병역특례를 활용하면 지역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지금은 대기업이나 정부 출연기관만 이 혜택을 누린다"면서 "중소기업청이

설치되면 이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의견을 경청하던 정 장관은 울산중기청 설치로 기대효과가 있는지, 최근 울산에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결합한 운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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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울산과 부산의 산업구조에 차이가 있고, 중소기업의 독자적 역량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해했다"면서 "현재 울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탄력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울산중기청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 자치정부 재정자율권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김 시장이 "울산의 한 공장이 폐수를 정화하는 기술을 갖추고도 단순히 배출량 기준

으로 정해진 규정 때문에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며 즉시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토론에 앞서 자동차 부품단지와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여러 곳을 방문하고, 경영자와 근로자로부터 애로점을 들으며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 학성공원 주변·무거천 도시경관사업 지원(도시)

울산시는 중구 학성공원 주변 도시경관 조성과 남구 무거천 도심형 생태하천 경관특화 등

2건을 2016년 도시경관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경관 시범사업은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울산시가 올해 처음 시행했으며,

2018년까지 매년 2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학성공원 주변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중구 학성공원 일원(면적 2천㎡)을 역사·교육적 도시

경관 랜드마크로 꾸미는 것이다.

울산의 역사를 주제로 한 역사테마 교육광장, 시민추억 힐링파크 팝업 광장, 보행데크 등이

설치된다.

무거천 도심형 생태하천 경관 특화사업은 남구 무거동 무거천(길이 2.59㎞)을 자연과 주민이

상생하는 친환경 도심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옥현2·3교, 삼호2교 등 교량 정비, 야간경관 정비,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 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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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1일

❀ 제7회 건축위원회(도시창조국) 

○ 일시/장소 : 7. 31.(금) 14:00 / 구관 3층 회의실

○ 참석인원 : 13명(건축위원회 위원)

○ 심의안건 : KTX울산역 도시개발구역 M2블럭 주상복합 신축 등 2건

주요시정 |

2015년 7월 31일

❀ 울산시-국립중앙과학관 ‘산업기술박물관 협력’ MOU(경제)

울산시(시장 김기현)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김주한)은 31일 울산시서울본부 회의실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했다.

두 기관은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산업 핵심기술을 보존·전수하고,

산업비전을 제시할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 분야는 과학기술 관련 자료의 교류와 인적·물적 인프라 공동 활용, 과학기술 체험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활용,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운영에 대한 자문 등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대전시 유성구에 건축연면적 5만1천882㎡로 1990년 10월 개관해. 연간

17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과학관이다.

울산시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국내 박물관(과학관)과 박물관협회 36곳,

울산상공회의소와 기업체 26곳 등 총 62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총 4천393억원을 투입해 남구 신정동 울산대공원 23만2천112㎡,

건축 전체면적 8만476㎡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대통령의 울산 공약사업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6개월 정도)가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기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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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경제)

울산시는 8월부터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펀드는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총 50억원(중기청 40억 원, 울산시 5억원, 경남은행 5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기업당 2회 최대 3억원 한도에서 매칭 투자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달 초 펀드 조성 및 운용 계획서를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에 제출했고 최근 모태펀드

출자와 펀드 결성 승인 절차를 거쳤다.

투자절차는 엔젤투자자가 투자 기업을 발굴해 울산경제진흥원에 투자 신청을 하면 적격심사

(1차 울산경제진흥원, 2차 한국벤처투자)를 거친 후 매칭비율에 따라 펀드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UL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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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0색  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0색0색0색0색0색0울산 10색0색색색색색색색색울산 10색색색색색색색색색울산 10색색울  울  울  울  울  울  울  울산 10색울   울  울  울  울  울  울  울산 10색울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101010101010울산 10색울산 10 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바위바위바위위위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위구대구대구대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구대구구구구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구ㆍㆍ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 반반반반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반옹옹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옹 은색은색은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은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태태태태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태 강은강은강은강강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강은화강화강화강화화강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화강 ㆍㆍ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화화화화화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화적적적적적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적 은은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은ㆍㆍ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태태태태태화화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태화토색토색토색토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토색기적기적기적적기적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기적 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토토토토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토옹기옹기옹기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옹기 고래래고래고래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고래고고고고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고 회회회회청청청청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회청래회회래회래회회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래회래래래래래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래자자자자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자 반반반반구구구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반구 위위위위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위색대바바대바대바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대바바바바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청청청청청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청자색자색자색자색자 ㆍ옹ㆍ옹옹옹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자색ㆍ옹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색색색색ㆍ철ㆍ철철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철색ㆍ색ㆍ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녹녹녹녹녹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녹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울ㆍ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울울울울울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울울산울산울산울산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울산바바바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 가가가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가색ㆍ색ㆍ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 가가가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가바바바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다다다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다색바다바다바다바다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다산산산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산배꽃배꽃배꽃배꽃배꽃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배꽃울산울산울산울산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울산 꽃색꽃색꽃색꽃꽃꽃꽃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꽃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배배배배배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배은백은백은백은백백백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은백로로로로로로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로백로백로백백로백로백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백로백백백백백백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백로은로은로은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로은백백백백백백색ㆍ울색ㆍ울색 울색 울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백색ㆍ울 가지가지가지지지산진녹산 녹산진녹산진녹진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가지산진녹 철철철철철쭉적자쭉적자쭉적자쭉적자쭉적자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철쭉적자산금산금산금산금금배색배색배색배색배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산금배색색ㆍ색ㆍ색색 울산바울산바울산바울산바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울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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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 추진상황 보고회(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8. 3.(월) 14: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인 원 : 14명(시 4명, 홈페이지사용자 4명, 업체 6명)

○ 주 요 내 용 : 대표홈페이지(개편) 디자인 및 콘텐츠 구성 검토

❀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토론회(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8. 3.(월) / 농업인회관 대회의실

○ 참 석 인 원 : 60명(시, 구․군, 농협, 농업인 수혜자 등)

○ 주 요 내 용 : 특강,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토론 등

❀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 단속(시민안전실)

○ 기간/대상 : 8. 3. ~ 8. 7. / 16개 숙박업소(동구 6, 북구 5, 울주군 5)

○ 단  속  반 : 1개반 3명(수사2팀)

○ 주요내용

∙ 휴가철 바가지요금 및 영업자 준수사항

∙ 숙박업소 내 접객용 음용수 관리실태 점검․수거검사 

주요시정 |

2015년 8월 1일

❀ ‘뼈로 만든 화살촉 박힌 고래뼈’, 울산 유형문화재 지정(문화)

울산박물관(관장 신광섭)은 박물관이 소장한 신석기시대 유물 '골촉(뼈로 만든 화살촉)

박힌 고래뼈'가 울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35호(2015.7.23)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시 문화재로 지정된 골촉 박힌 고래뼈는 2건 4점이며, 2009년 울산 황성동 유적의 신석기

시대 유물 포함 층에서 출토됐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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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건 2점은 울산박물관 역사관에 전시 중이다. 나머지 1건 2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대여했다.

울산박물관에 전시 중인 골촉 박힌 고래뼈(1건 2점)는 수염고래의 어깨뼈에 화살촉이

박혀 있다.

화살촉은 사슴뼈를 가공해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다. 

울산박물관은 "골촉이 박힌 부분은 어깨뼈가 위팔뼈와 결합하는 부분이라 포경 시 배를 탄

상태에서 작살을 던지거나 찔러 공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몰이식 포경으로 고래를 좌초시킨 후 공격하거나, 작살잡이가 바다에 들어가

고래가 지쳐 있는 시기에 가슴지느러미 부분을 찔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대여 중인 척추에 골촉이 박힌 고래뼈(1건 2점)는 척추 중 허리뼈에서

꼬리 쪽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미추(尾椎)에 화살촉이 박혀 있다. 

이 화살촉 역시 사슴뼈를 가공해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다. 

미추는 고래의 등 부분이라 포경 시 배가 접근하기 쉽고 작살잡이가 가장 먼저 노리는 부분

이어서 배에서 고래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크다.

골촉 박힌 고래뼈는 신석기시대에 인위적인 고래 획득이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울산박물관은 설명했다.

신 관장은 "골촉 박힌 고래뼈 유물은 울산 울주 대곡천에 있는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의

각종 고래잡이 그림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포경의 존재를 직·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라며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상당히 높아 선사유물로서는 최초로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안전체험센터 유치’, 울산북구 베스트사업 선정(안전)

울산시 북구는 올해 상반기 추진한 주요사업 중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강동 유치'를 베스트

사업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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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4일

❀ 산업안전관련 유관기관 간담회(소방본부)

○ 일시/장소 : 8. 4.(화) 11:00 ~ 12:00 / 울산지방검찰청 중회의실(7층)

○ 참 석 인 원 : 12명(검찰 6, 울산시 1, 소방본부 1, 유관기관 4)

○ 주요내용 

∙ 현장 합동점검 사례, 산업재해 대응 방안 발표

∙ 국가산업단지 등 위험시설에 대한 소방대책 발표

∙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등

❀ 청소년 자원봉사 캠페인주간 플래시 몹(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8. 4.(화) 17:00 / 롯데백화점 광장

○ 참 여 인 원 : 중․고교생, 대학생 240명

○ 주 요 내 용 : “행복합니다” 자원봉사홍보 플래시 몹 퍼포먼스

주요시정 |

이 사업은 강동이 지닌 지리적 이점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유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북구는 설명했다.

이번 베스트사업은 부서별 추천사업 19개 가운데 주민, 공무원 등의 설문조사를 거쳐 11개

사업을 최종 후보로 정하고,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사에서 사업의 중요성, 만족도,

창의성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

이 외에도 지역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차세대 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준 '중소기업 파워업

프로젝트' 사업과 혐오시설이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어린이 체험공간으로 바꾼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사업이 우수상에 뽑혔다.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행정', '우리 아이 지킴이 교통안전 체험

교육' 등의 사업은 장려상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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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4일

❀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하면 지방세 감면(안전)

울산시는 내진성능을 보강한 민간 건축물에 지방세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정책이 올해

말 완료된다고 4일 밝혔다. 

이 정책은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 지방세 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 일반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2013년 8월

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3층 미만, 전체면적 1천㎡ 미만인 민간 건축물이다. 

내진 설계를 적용해 건축하면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내진성능 보강을 위해

개보수를 하면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7건 적발(행정)

울산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사무소는 여름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벌여 총 17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점에서 농수축산물을 취급하는 상점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농산물 6건, 수산물 8건, 축산물 3건 등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중 수입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육점 1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나머지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음식점 등 16곳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기불황을 고려해 가벼운 위반 사항은 시정조치하는 등 홍보와 계도

위주로 단속을 벌였다"라며 "그러나 유통질서 확립, 생산자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방법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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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알프스 GIS기반 통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서 평가(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8. 5.(수) 13:30 / 부산지방조달청

○ 평 가 방 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 계약)

○ 참 석 인 원 : 14명(관광개발담당, 평가위원, 참여업체 관계자 등)

○ 사업내용

∙ 영남알프스 통합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국문, 영문)

∙ GIS기반 모바일 관광지도 개발, QR코드를 통한 관광명소, 숙박지 안내 등

❀ 7. 1.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도시창조국)

○ 기간/대상 : 8. 5. ~ 9. 1./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 대 상 토 지 : 5,473필지(중구 345, 남구 334, 동구 182, 북구 628, 울주군 3,984)

○ 주 요 내 용 : 지가 산정·전산작업(8. 5 ~ 8. 18.), 검증(8. 19. ~ 9. 1.)

주요시정 |

2015년 8월 5일

❀ 한국석유공사 최초 시추선 모형 기증(문화)

울산시는 한국석유공사가 대한민국 최초로 천연가스를 발견했을 때 사용한 시추선인

'두성호'의 모형을 울산박물관에 기증했다고 5일 밝혔다. 

두성호 모형은 실물의 100분의 1 정도 크기(가로 75㎝ 세로 58㎝ 높이 90㎝)로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에서 대한민국이 산유국임을 알리려고 제작

됐다.

울산박물관은 두성호 모형을 산업사관에 전시할 계획이다.

두성호는 1998년 7월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전인 '동해-1'의 탐사 시추에 성공하는 역사적

업적을 이뤄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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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 탐사로 2000년 2월 산유국 선포식(현 동해-1 가스전)을 가졌으며 전 세계

95번째 산유국 대열에 진입하게 됐다. 동해-1 가스전은 2004년부터 경제성이 있는 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두성호는 한국석유공사가 대우조선해양에 주문해 1984년 5월 건조했다.   당시 두성호 건조

비용은 542억원이었다. 

높이 94m, 너비 82m 규모로 작업 가능 수심은 100∼1천500피트(30∼450m), 최대시추

심도는 2만5천 피트(7천500m)다. 최대 적재하중은 4천t이며 승선 가능 인원은 112명이다. 

두성호는 국내 유일의 반잠수식 시추선으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러시아 등 9개국에서 119개

광구(2015년 7월 말 기준)의 시추작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원유와 가스를 발견한 확률이 높아 전 세계 석유·가스 기업에서는 '행운의 시추선(lucky rig)'

으로 불린다.

❀ 혁시도시 주변 아파트 옹벽 새 단장(도시)

울산시 중구는 올해 말까지 3억원을 투입해 혁신도시 주변 아파트 옹벽을 새로 단장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유곡로 동덕현대2차 아파트에서 선경아파트까지 길이 270m, 높이 1∼7.5m 구간

이다.

중구는 타일이나 금속 등 다양한 소재와 조명을 활용해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입힐 계획이다.

중구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르면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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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위원회(도시창조국) 

○ 일시/장소 : 8. 6.(목) 10:00 / 구관 3층 회의실

○ 참 석 인 원 : 위원장(행정부시장) 외 13명

○ 주 요 안 건 : 2건

∙ 망양 ~ 덕신간 도로개설 구간 내 도로시설물 명칭 제정

∙ 산지명 천황산(天皇山)과 재약산(載藥山) 검토

❀ 시민아카데미(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8. 6. 14:00 / 본관 2층 대강당(시민홀)

○ 참 여 인 원 : 수강생 800여명

○ 강     의 : 제11강 가수 김도향, “행복하게 사는 방법“

주요시정 |

2015년 8월 6일

❀ 울산수목원 조성 예정지는 대운산 자락에 조성(환경)

울산시가 추진하는 울산수목원은 대운산 자락에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5일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320-2 대운산 자락을 수목원 예정지로 공고했다. 조성

규모는 약 28㏊(27만 7천924㎡)이다. 

공고된 내용의 공람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이며, 울산시와 울주군 인터넷 홈페

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서는 공람기간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공고된 수목원 예정지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돼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

된다.

예정지 확정 공고에 앞서 이뤄진 주민설명회 등에서 토지 소유자 10여 명은 홍수 발생 시

하류지역 피해 우려, 울산 12경인 대운산 경관 훼손 등을 주장하며 울산수목원 조성에 반대

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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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7일

❀ 지역 민영방송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경제산업국)

○ 기간/방송사 : 8. 7. ~ 12. 31.(방송횟수 16회) / ubc

○ 프 로 그 램 명 : 좋은 날 좋은시간 내 “떳다! 행운장터” 코너

○ 방 송 일 시 : 매주 금요일 18:20 ~ 19:20(20분 내외)

○ 방 송 내 용 : 청년장사꾼 발굴 조명, 특성화 시장 변화된 모습 홍보 등

주요시정 |

울산시는 공람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울산수목원 조성 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토지주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려워 앞으로 시와 토지주들 간 갈등이 예상된다.

시는 공고에 이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17년 1월 착공, 2018년 수목원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수목원 조성에는 총 20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울산수목원을 산림청이 추진하는 '대운산 치유의 숲'과 함께 조성해 이 일대를 힐링

및 교육·체험의 장으로 꾸미기로 했다.

❀ 울주진하 전국청소년 해양스포츠제전 개막식(문화)

울산시 울주군은 6일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에서 2015 울주 진하 전국 청소년 해양스포츠제전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경기는 7일까지 이틀 동안 카약과 고무보트, 물 축구, SUP 보드(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가는 경기) 4개 부문에서 열린다.

대회기간 무동력 기구 체험, 해수풀, 바다로 향해 미끄럼을 타는 하이 슬라이딩, 잠수 장비를

갖추고 바다를 걸어보는 씨 워킹, 물대포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이벤트 행사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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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0일

❀ CYS-Net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간담회(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8. 10.(월) 10:30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강의실

○ 참 석 인 원 : 25명(시·구·군 청소년업무담당자 및 상담복지센터직원)

○ 주 요 내 용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논의

∙ 각 센터별 업무협조 및 토의 등

○ 주     관 :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허미경)

❀ 제3군 감염병 「레지오넬라증」 예방 검사(보건환경연구원)

○ 기    간 : 8. 10. ~ 8. 13.

○ 대    상 : 15개소(대형건물, 백화점 등)의 냉각탑수(水) 및 화장실 냉･온수

○ 방    법 : 무균 채수병(1ℓ)채취 후 검사 의뢰, 보건소별 시행

주요시정 |

2015년 8월 10일

❀ 광복 70주년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행정)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10∼15일을 '태극기 게양 주간'으로 정해 각 가정과 상가에 태극기 달기를 당부했다.

앞서 시는 태극기 달기 운동의 하나로 시민 1,200여명이 참여한 대형 손도장 태극기를

만들어 시청 건물에 게시하고, 바람개비 태극기도 청사 주변에 설치했다.

시는 방송과 SNS를 통해 태극기 달기를 홍보하면서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거리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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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2일부터 15일까지 시내 간선도로변과 시내버스 700여 대에 태극기를 달기로 했다. 

태극기는 시·구·군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민원실,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울산 태화강 나룻배 운항 시작(환경)

울산 태화강을 가로질러 운항하는 나룻배가 10일 운항을 시작했다.

울산시 남구는 이날 오후 남구 태화강전망대 앞 강변에 조성한 선착장 남산나루에서 나룻

배인 '남산호' 운항식을 열었다.

남산호는 길이 6ｍ, 너비 2.2ｍ 규모로 뱃사공 2명과 승객 10명 등 12명이 탈 수 있다.

이 배는 남구 태화강전망대 선착장과 강 건너 중구 십리대숲 사이 130ｍ 구간을 뱃사공

2명이 줄을 잡아당겨 움직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을 건너는 데는 약 5분이 소요된다.

남구는 나룻배 운항을 위해 지난해 연말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총 1억

원을 들여 배를 제작하고 선착장을 설치했다.

남구는 운영 효율을 위해 나룻배 운영과 관리를 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요금은 왕복 기준 1인당 1천원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태화강에 다리가 없던 시절 나룻배는 강을 건너는 교통수단 역할을

톡톡히 했으나, 197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면서 "향수를 떠올리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남산호에 관심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구는 2012∼2013년 태화강에서 뗏목을 운항했으나, 2013년 11월 뗏목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이후 운항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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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1일

❀ 폭염피해예방 중앙합동 점검 실시(시민안전실)

○ 일자/대상 : 8. 11.(화) 10:00 / 중구, 남구

○ 점  검  반 : 1개반 3명(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점검내용

∙ 무더위쉼터 지정‧관리 및 취약계층 관리 실태

∙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실태, 국민행동요령 홍보 실적 

주요시정 |

2015년 8월 11일

❀ ‘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서비스 적용 시범사업’ 선정 선정(경제)

울산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시행한 '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K-ICT 클라우드는 미래부가 소프트웨어 및 신산업 분야 9대 전략의 하나로 추진하는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이용 확대 사업이다. 클라우드(Cloud)란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버를 일컫는다.

시에 따르면 사업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시는 울산·미포국가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했다.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울산시는 국비 8억원 등 총 12억원으로 산업단지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 포털 개발에 나선다. 올해 9월에 착수해 2016년 8월 완료할 예정이다.

서비스 포털이 개발되면 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서비스와 문서관리, 재무·회계, 인사·급여

등 범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한다.

또 자동차 산업용 도면관리시스템 등 산업 분야별 특화 소프트웨어 서비스 22종을 개발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제공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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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2일

❀ 내년 예산 ‘시민안전·창조도시’ 집중 편성(행정)

울산시는 내년도 재정목표를 '시민안전 및 창조도시 가속화, 행복한 자치'로 정하고 예산을

집중 편성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시민홀에서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전달교육'을 시작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을 시작했다.

시는 내년도 사업별 투자계획을 분석해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동향 |

시는 이 사업으로 산업단지 중소기업들이 초기 구축비용 없이 정보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정보화 수준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강대길·변식룡 시의원 ‘의정활동 대상’ 수상(행정)

강대길·변식룡 의원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제2회 우수 의정활동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우수 의정활동 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조례제정 실적과 시정질의 등 의정

활동이 뛰어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식은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강 의원은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활동으로 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폭넓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또 시정·서면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변 의원은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했다. 지역별

전기료 차등제 시행 서명운동과 캠페인 전개, 전통시장 민원 해결 중재 등 지역 발전에 공헌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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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3일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소방본부)

○ 일시/장소 : 8. 13.(목) 14:00 / 남부소방서 4층 대강당

○ 대     상 : 관내 신규, 변경업소 120개소

○ 주 요 내 용  

∙ 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의 작동원리와 사용법 교육

주요시정 |

세입 분야는 주력산업의 불황 때문에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맞춤형 급여와 장애인연금 등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경상경비 동결이나 축소 등을 통해 가용재원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28일까지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10월에 편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월 11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행정)

12일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울산광역시 수목양묘장에 무궁화가 만개했다.

이 무궁화는 14일부터 16일까지 울산대공원 남문 광장에서 열리는 '제17회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에서 시민과 만날 예정이다.

전시회는 울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무궁화 품종별로 10종 100개 분화가 전시되며, 700여 개의 화분으로 꾸민

무궁화 동산도 설치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전시회를 찾는 시민에게 무궁화 묘목과 초화 3천 개를 나눠줄 계획이며

현장에서 재배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무궁화의 기품과 아름다움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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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4일

❀ 광복 70주년기념 공공 체육시설 무료개방(행정지원국)

○ 개 방 기 간 : 8. 14.(금) ~ 8. 16.(일) 

○ 개 방 시 설

∙ 우리시 관리 체육시설 : 문수실내수영장 등 7개소

∙ 구·군 관리 체육시설 : 십리대밭 축구장 등 37개소  

○ 개 방 사 유 : 광복 70주년 기념 경축분위기 확산 및 경제활성화 

주요시정 |

2015년 8월 13 일

❀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본격화(문화)

동구 대왕암공원 내에 조성될 예정인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본격화 된다.

울산시는 8월 13일 오후 2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자문위원회’를 열어,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용역은 울산대학교도시건축연구소,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 공동으로 맡아 지난 1월 14일

착수, 오는 9월 5일 완료될 예정이다.

주요동향 |

2015년 8월 14 일

❀ 2015년 청년 울산 대장정 U-Road 발대식(문화)

전국 대학생들이 7박 8일간 울산 명소를 걸어서 탐방하는 '2015 청년 울산 대장정 U-

Road'가 14일 힘차게 출발했다.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김기현 시장, 박영철 시의장, 윤길용 울산MBC 사장,

대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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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정은 울산MBC가 주최·주관하고 울산시가 후원한다.

발대식은 2014년 대장정 영상물 상영, 대원 선서, 대장정 행사기 전달, 기수단 격려,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발대식에 이어 참여 대학생 154명은 12개 조로 나누어 21일까지 총 116㎞ 걷기에 나섰다.

코스는 간절곶, 외고산옹기마을, 울산대공원, 고래바다여행선, 울산대교, 현대자동차, 현대

중공업, 대왕암, 태화루 십리대밭, 작괘천, KTX울산역, 간월재, 천전리각석, 암각화박물관,

문수체육공원 등이다.

대송야영장, 선암호수공원, 울산교육연수원, 폴리텍대학, 구영체육공원, 등억온천단지, 울산

학생교육원 등 7곳에서 텐트로 야영한다.

코스 곳곳에서 전야제, 어울림 한마당, 마운틴탑 페스티벌 등 화합 행사와 축제가 준비돼

있다.

참가자들은 21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해산한다.

❀ 물총축제 · 대숲납량축제(문화)

광복절 연휴인 14∼16일 울산시 중구에서는 '제2회 물총축제'와 '제9회 태화강 대숲 납량

축제'가 동시에 열린다.

중구와 젊음의 거리 상인회가 후원하고 청춘문화기획단이 주최하는 물총축제는 도심 속

피서공간 제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울산의 원도심 중구 성남동에서 열리는 축제는 물총놀이, 물풍선 던지기, 버블슈트 게임 등을

선보인다.

참가자를 위해 2천 개의 물총을 무료로 배부하고, 2만 개의 물풍선을 준비해 시원한

물벼락을 선사한다.

또 유아용풀, 미끄럼틀 등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을 설치해 가족 단위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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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첫날에는 오후 6시부터는 전야제 성격의 EDM페스티벌과 호프거리 야놀자존 등이

열리고, 15일 오후 2시부터 16일 오후까지 본격적인 물총놀이가 이어진다.

태화강 대공원에서는 울산연극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숲 납량축제가 열린다.

축제에는 한밤중에 대숲 오솔길을 걷다가 귀신을 만나는 '호러 트레킹 코스'를 설치한다.

'전설의 고향'을 주제로 해 저승길, 해골수, 지옥다리, 거울방, 백야행, 공동묘지 등 6개

코스로 꾸며지고 '해부학 병동' 코스도 추가된다.

총 240ｍ 구간에 설치된 코스 체험시간은 15분, 운영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다.

입장권은 오후 6시 30분부터 배부한다.

이밖에 공연으로 14일 마당극 '품바품바', 15일 가족극 '피터팬', 16일 연극 '황소 지붕 위로

올리기'가 막을 올린다. 공연 후에는 공포영화 '사탄의 인형'(14일)과 '소녀 괴담'(16일)을 각각

상영한다. 15일에는 DJ와 함께하는 호러 가면 댄스파티가 펼쳐질 예정이다.

2015년 8월 15일

❀ 제7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8. 15.(토) 10:00 / 문화예술회관 / 1,500여명 참석 

○ 주 요 내 용 : 기념사, 경축사, 광복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등

○ 부 대 행 사 : 박상진 의사 추모행사,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협 조 사 항 : 전 가정‧직장‧도로변 태극기 달기, 시민‧공무원 행사 참여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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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7일

❀ 2015 을지연습 실시(시민안전실)

○ 연 습 기 간 : 8. 17. ~ 8. 20.(3박 4일) 

○ 참 가 규 모 : 91개 기관·업체 17,100여명

○ 주 요 내 용 : 도상연습, 전시전환 절차연습, 전시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

※ 최초 상황보고회(8. 17. 10:00), 일일 상황보고회(8. 18. ~ 8. 20.) 

❀ 「2030 서비스산업 발전계획 수립」 T/F회의(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8. 17.(월) 16: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인 원 : 10명(시,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진 등)

○ 주 요 내 용 : 분야별 사업발굴 현황 보고, 중간보고회 등 일정 논의 

주요시정 |

2015년 8월 17일

❀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악취 배출기업’ 추적(환경)

울산시는 온산공단 악취발생 우려 지역 3곳에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악취가 짧은 시간에 발생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특성이 있어 배출기업을 신속히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대상 지역은 화산공원, 야음변전소 사거리, 태화강역 등이다. 

시는 이 지역에 악취물질 분석장비, 기상관측장비, CCTV를 설치해 암모니아, 황화수소,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주요 악취물질을 분석해 배출원을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4∼10월 악취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특별순찰, 민원 해결, 상황전파 등

공단지역 악취방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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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분기별 1차례씩 악취관리지역 22곳을 대상으로 정기실태조사를 벌여 악취저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울산환경기술인협회는 자발적인 악취저감을 위해 149개사 환경기술인이 참여하는 기업체

자율환경순찰반을 4월~10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247개사를 점검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1개사에 대해 개선

명령(19개사), 경고(1개사), 과태료 부과(1개사)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 ‘태화강 살리기’ 노하우 인도네시아 전파(환경)

'죽음의 강' 울산 태화강을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킨 사례를 인도네시아에 전파한다.

울산시는 울산발전연구원 이상현 박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KEI - MOEF 국제환경평가 워크숍'에서 태화강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환경부, 대학교수, NGO 등이 참가해 인도네시아 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이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10여 년간 국·시비 등 총 9천723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태화강 생태

복원 사업 과정을 설명한다.

태화강 복원은 오염물질 유입 차단, 하수처리장 확충, 퇴적오니 준설, 하천 용수 확보 등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수질은 1996년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 11.3ppm의 6등급에서 2007년

부터 BOD 2.0ppm 이하 1등급으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태화강은 현재 겨울 까마귀와 여름 백로의 우리나라 대표적 도래지이고, 9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하천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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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언양고속도 ‘범서 하이패스IC’ 2017년 설치(교통)

울산∼언양 고속도로의 범서 하이패스 전용 IC(나들목)가 설치된다.

울산시는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140억원을 들여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울산상수도

사업본부 입구 울산∼언양 고속도로에 하이패스 전용 IC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시와 도로공사는 20일 양 기관의 업무범위, 공사비 부담 비율,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담은

협약을 맺는다.

공사비 중 보상비는 울산시가, 영업시설은 도로공사가 부담하고 기타 공사비는 절반씩 부담

한다. 

협약이 체결되면 올해 하반기에 실시설계에 들어가 2017년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IC가 설치되면 24호 국도를 이용하는 굴화·천상·언양 등 울산 서부권 시민 10만여 명이

무거동과 신복로터리를 거치지 않고 범서 IC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체가 심한 남구 무거동과 신복로터리 일대 차량 흐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범서 IC가 올해 말 부분 개통할 울산∼포항 고속도로와 이미 개통한   울산∼부산 고속

도로의 연결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IC가 하이패스 전용으로 설치되지만, 도로공사에서 향후 요금징수를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으로 바꾸면 모든 차량이 범서 IC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8월 18일

❀ 2015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역량강화 교육(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8. 18.(화) 10:00 /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참석대상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120명

○ 교육내용 :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어린이집 복지부정수급 신고사례 등 교육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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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 울산테크노파크 ‘BI지원 평가’ 2년 연속 ‘최우수’(행정)

울산테크노파크(울산TP)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 비즈니스아이디어(BI) 사업화 지원

사업' 평가에서 201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울산TP는 전담인력의 사업 추진 능력과 성공사례 도출 노력, 타 기관과의 연계 지원, 체계

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울산TP는 국비 5억원을 받았다.

울산TP는 2013년과 2014년 41개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중소기업에 지원해 15개의 제품을

출시했다. 중소기업들은 출시된 제품을 팔아 1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옥외광고대상전 입상작 선정(도시)

울산시는 제15회 옥외광고대상전 입상작 37점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작모형' 분야에서 강제명씨의 '태화강 Tea & coffee'(대상) 등 10개 작품을 선정했다.

주요동향 |

❀ 문화도시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간담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8. 18.(화) 10:30 / 구관 3층 회의실

○ 참 석 대 상 : 20명(예총, 민예총,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 주 요 내 용 :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및 토론, 의견수렴 등

❀ 창업보육센터 운영실태 점검(경제산업국)

○ 목     적 : 창업보육센터의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 및 창업 활성화

○ 기간/대상 : 8. 18. ~ 8. 19. / 울산대 창업보육센터

○ 점 검 내 용 : 조직·인력 운영상황, 입주업체 관리실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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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 신정초등학교 앞 육교 철거(교통)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20∼22일 남구 봉월로 신정초등학교 앞 육교 철거 공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육교를 철거한 도로에는 건널목이 설치된다.

주요동향 |

'창작도안 일반부'에서는 김범준씨의 '위대한 한글'(금상) 등 12개 작품, '창작도안 학생부'

에서는 중국 유학생 후장성씨의 '산서도삭면 이미지 통합계획'(금상) 등 15개 작품을 각각

뽑았다.

시상식은 9월 2일 시청에서 열린다.

2015년 8월 19일

❀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결단식 및 홍보대사 위촉(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8. 19.(수) 11:00 / 울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 참 석 인 원 : 170여명

∙ (주요인사) : 10명(시장님, 시의회 의장, 교육감, 특성화고 교장, 운영위원장 등)

∙ (선수 및 지도교사) : 156여명  ※ 울산시 출전선수 30종 88명

○ 주 요 내 용 : 우리시 출전선수 결단식 및 선수단 격려, 홍보대사 위촉

❀ 2017 FIFA U-20 월드컵 개최 후보도시 실사(문화체육관광국)

○ 일     시 : 8. 19.(수) 15:00 ~ 19:30

○ 실  사  단 : 4명(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

○ 실 사 분 야 : 미디어, 경기장, 안전, 의전, 숙박, 마케팅 등

※ 향후계획 : 개최도시 결정(9월말)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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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는 길이 21.6m로 1989년 설치됐지만 최근 들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 약자(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보행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22일 오전 3∼4시에는 육교철거 공사로 차량 전면 통제가 불가피하다며 차량의 우회

도로 이용을 당부했다.

❀ 을지연습 기간 안보체험관 운영(안전)

을지연습(17∼20일) 중인 울산시는 19일 시청 햇빛광장에서 안보체험관을 운영했다.

체험관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정상적인 급식제한에 대비한 주먹밥과 건빵시식회, 서바이벌

사격체험,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 착용요령, 심폐소생술 실습 등이 진행됐다.

월남전 및 6·25 사진전, 안보 영상 상영 행사 등도 열렸다.

2015년 8월 20일

❀ 시니어클럽 추가 공모 심사(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8. 20.(목) 14:00 / 구관 3층 회의실

○ 심 사 대 상 : 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분야 관련 3개 법인(남구, 동구, 북구)

○ 주 요 심 사 : 노인일자리 사업수행능력 평가 선정

❀ 2016년 연구조사 사업과제 선정 위원회(보건환경연구원)

○ 일시/장소 : 8. 20(목) 14:00 / 2층 세미나실

○ 심 사 대 상 : 18편(보건 6, 환경 8건, 가축위생 4)

○ 참 석 대 상 : 22명(과제선정위원회)

○ 선정방법 및 결과

∙ 심사기준 : 필요성, 현실성, 학술성, 상업성 등

∙ 선정방법 : 최다득점 순(각 과별 1과제)

∙ 과제공모 결과 : 9개과 48편 선정)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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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

❀ 글로벌 스타벤처기업 7곳 선정(경제)

울산시와 울산경제진흥원은 2015년 글로벌 스타벤처기업으로 7개사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업체는 ㈜롤이엔지, 동서하이텍㈜, ㈜아이티공간 등 신규 3개사와 ㈜레베산업,

㈜로파, ㈜신화테크, ㈜용진유화 등 기존 4개사다. 

신규 3개사에는 비즈니스 자금 3천만원과 울산시장 명의의 글로벌 스타벤처기업 선정패가

수여됐다. 이들 업체는 기술보증·자금융자·투자유치 등 종합지원을 받게 된다.

재선정된 4개 업체는 선정패와 1천500만원의 비즈니스 자금을 추가로 받는다.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적발(환경)

울산시는 최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오염도와 시설점검을 한 결과

14곳을 적발해 고발,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오염도 검사에서는 3개 업체가 적발됐다. 2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1개 업체는

새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시설점검에서는 11개 업체가 방지시설 미설치나 미가동, 가지 배출관 설치, 부식·마모·

훼손시설 방치, 자가측정 미이행 등으로 적발됐다. 

가지 배출관이란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기 위한 불법 배관이다.

시는 방지시설 미설치, 가지 배출관 설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중대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를 명령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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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1일

❀ 용도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현장신문고」 운영(기획조정실)

○ 일자/장소 : 8. 21.(금) / ㈜무학 울산공장 내

○ 참  석  자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외 3명

○ 내     용 : ㈜무학공장 용도규제 완화 및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논의

❀ 「2015 청년울산대장정 U-Road」 해단식(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8. 21.(금) 15:00 / 본관 2층 시민홀

※ 2015 청년울산대장정 U-Road 행사기간 : 8. 14. ~ 8. 21.(7박 8일)

○ 참 석 인 원 : 160여명(대원 및 스텝 154, 행정부시장, 울산MBC사장 등)

○ 행 사 내 용 : 대장정영상 상영, 우수대원 표창, 홍보대사 위촉 등

❀ 제11회 울산광역시 농업경영인대회(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8. 21.(금) / 울주군 청량면 청량운동장(※ 개회식 : 8. 21.(금) 19:00)

○ 주     관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울산광역시연합회

○ 참 석 인 원 : 1,000여명(농업경영인 및 가족 800, 유관기관 200)

○ 행 사 내 용 : 개회식, 토론회, 농업경영인 화합 행사 등

주요시정 |

2015년 8월 21일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환경)

울산시는 201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 계획을 20일 공고했다.

올해 보급 대수는 총 50대(완속충전기 50대 포함)로 보급 차종은 기아차의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의 SM3, 한국GM의 스파크, BMW i3 등 총 5개이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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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 「제25회 울산 고복수가요제」 본선대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8. 22.(토) 19:30 /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 참 여 인 원 : 10,000여명(일반시민 등)

○ 주 요 내 용 : 전국 본선진출자(10팀) 가요경연, 초청가수 축하공연

○ 주     최 :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주요시정 |

2015년 8월 24일

❀ 울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관련 협약 체결(경제산업국)

○ 배     경 : 울산항 위상을 높이고 컨테이너 화물의 역외 수출에 대처

○ 일시/장소 : 8. 24.(월) 11:00 / 본관 7층 상황실

○ 협 약 기 관 : 울산광역시, 울산항만공사

○ 협 약 내 용 : 화물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주요시정 |

보조금 지원 규모는 차종과 상관없이 1대당 1천800만원과 충전기 1대 설치비용 600만원

이다.

접수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다. 신청자가 많으면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 개막(문화)

제29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가 21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수욕장에서

개막했다.

대한요트협회와 울산광역시요트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며,

26일까지 열린다.

18개 시도에서 250여 명의 선수가 옵티미스트급 등 1인승 요트, 2인승 요트, 윈드서핑 등

모두 11개 종목에서 경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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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사 감식능력 향상을 위한 유류화재 재현실험(소방본부)

○ 기간/장소 : 8. 24.(월) ~ 8. 26.(수) / 소방과학연구실(충남 아산)

○ 연  구  반 : 소방서 화재조사팀 8명

○ 주 요 내 용

∙ 연소실험을 통한 가연물의 연소패턴 확인

∙ 연소생성물 및 잔존물의 성분분석을 통한 원인물질 규명

❀ 풍수해 대응 재난취약시설물 현장 점검(시민안전실)

○ 기간/대상 : 8. 24. ~ 8. 28. / 서원빌딩 외 4개소

○ 점  검  반 : 민관합동점검(민간전문가 2명, 공무원 3명)

○ 주 요 내 용 : 시설물 안전상태 점검, 보완사항 조치 통보

2015년 8월 24일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인적 네트워크 구성 착수(경제)

울산시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주철)가 24일 울산시 남구 창조마루(울산대

5호관)에서 예비창업자, 기업인, 투자자 등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네트워킹 데이는 예비창업자와 기업인, 투자자, 금융계 종사자 등이 모여 창업관련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창업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아이디어·창업 경진대회 등 각종 공모전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지역 연고 우수기업

12개 업체를 선발해 '가족기업 인증서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가족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마케팅, 원스톱 서비스, 시제품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 집중 지원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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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매월 네트워킹 데이를 열어 창업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창조경제 성공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락철 사고 예방’ 위해 울산시 전세버스 점검(환경)

울산시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28개 전세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행락철 대비 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가을 전세버스 성수기를 앞두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반은 울산시(2명), 교통안전공단(1명), 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1명) 관계자로 구성

했다. 

점검사항은 종사자 안전교육, 차량관리,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 운송종사자 자격 적합성,

사업 등록기준 적합성, 기타 법 규정 준수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곧바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법에 따라 사업

정지나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2015년 8월 25일

❀ 정밀화학소재 연구마을 입촌식 행사(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8. 25.(화) 13:20 / 한국화학연구원(울산연구본부 세미나장)

○ 참 석 대 상 : 70여명(경제부시장,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입주기업체 대표 등)

○ 행 사 내 용 : 연구마을 사업 설명, 입주기업 투어 등

❀ 원전 방사능방재 행동매뉴얼 수립 실무회의(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8. 25.(화) 15:00 / 재난안전상황실

○ 참 석 대 상 : 12명(시, 구·군 담당 등)

○ 회 의 내 용 : 구호소 지정 등 원전 안전분야 행동매뉴얼 수립 협의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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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문화관광 우호교류단 참가(문화체육관광국)

○ 기간/장소 : 8. 25. ~ 8. 26.(2일간) / 중국 베이징

○ 참 석 인 원 : 500여명(문체부, 지자체, 관광공사 등)

※ 우리시 참가 : 2명(시 1, 관광협회 1)

○ 주 요 내 용 : 한‧중 관광업계 상담회 운영, 이벤트 행사, 기념품 배부 등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2015년 8월 25일

❀ 미래형 도시관리 시스템 통합관리센터 구축(행정)

울산시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U-CITY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U-CITY(ubiquitous-city)는 IT(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융합해

복잡한 도시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미래형 첨단

도시관리 시스템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재난·소방·교통·방범 등 상황실과 정보시스템 연계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생활 안전과 관련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24일 완료한다.

보고회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재난, 소방, 교통 등 시민 편의나 생활 안전과 관련한 U-CITY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소관 부서나 기초단체별로 분산 운영되는 탓에 정보 공유와 광역

단체 차원의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청에 있는 재난안전상황실, 경보통제소, 119종합상황실을 통합해 재난상황 관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시청 외부의 교통관리센터와 구·군 CCTV 통합관제센터의 정보

시스템을 연계 활용해 다양한 U-CITY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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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축될 통합관리센터는 각종 상황실의 필요 정보(CCTV 영상, 사고현상 상황, 위험

물질 정보, 환경오염 등)를 저장·가공해 신속히 전달하는 플랫폼 기능을 갖추게 된다.

또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유해

화학물질 안전대응시스템'을 구축, 유독물 누출 감지와 신속한 대응 체계도 확보한다는 방침

이다.

이밖에 스마트폰 영상으로 사고현장을 실시간 파악하는 '스마트 재난안전 현장중계시스템',

수배차·대포차·체납차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특정차량 실시간 추적관리시스템' 등도 개발

할 예정이다.

❀ 울산시-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육성’ MOU(경제)

울산시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특화산업 분야 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울산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수출입은행, 울산대학교는 25일 울산시청에서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은 조선해양플랜트(스마트십·에코십), 3D프린팅 산업,

첨단의료 자동화 산업 등이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유망 중소기업 발굴과 추천,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에 필요한 자금

우대금리 지원, 울산시는 기업이 수출입은행에 낸 이자비용 일부 보전, 울산대는 연구개발

지원과 경영컨설팅을 제공 등의 역할을 각각 맡는다.

수출입은행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협약 체결은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울산센터가

처음이라고 울산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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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건강한 모유수유아기 선발대회(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8. 26.(화) 14:00 / 시민홀(울산간호사회 주관) 

○ 참 석 인 원 : 4~6개월 유아(89명), 가족 등 300여명

○ 주 요 내 용 : 모유수유아기 선발·시상(29명), 수기 공모작 시상(6편)

❀ 울산 아트페어 개막식(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8. 26.(수) 18:00 / 울산KBS홀

○ 참 석 인 원 : 300여명(미술협회 회원, 일반시민 등)

○ 주 요 내 용 : 운영위원 소개, 기념촬영, 전시장 소개 및 관람

○ 주     최 : (사)한국미술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제34회 과학기술 멘토와의 만남(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8. 26.(수) 18:30 ~ 20:00 / 본관 2층 대강당

○ 참 석 대 상 : 500명 정도(울산지역 중․고등학생)

○ 강사/주제 : 백종범 UNIST 교수 /「그래핀 대량생산 기술 산업화」

❀ 체납차량 구․군 합동단속(기획조정실)

○ 기     간 : 8. 26.(수) ~ 8. 27.(목) 

○ 단 속 대 상 : 독촉기간 경과 차량 및 4회 이상 전국체납차량 

○ 추 진 사 항 : 단속반 5개조 19명(시 4, 구․군 15)

※ 합동단속실적 누계 : 512대, 227백만원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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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사절단 중남미서 3천만 달러 계약 추진(경제)

울산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는 최근 중남미 지역에 파견한 '종합 무역사절단'이

현지 기업과 28건, 3천84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무역사절단에는 울산 소재 중소기업인 유니램, 에이치설퍼, 동서하이텍, 금호, 한국몰드,

진양화학 등 6개 업체가 참여했다.

사절단은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파라

과이 아순시온 등을 방문, 수출상담회를 열고 현지 출장상담을 진행했다.

상파울루에서는 21건의 상담을 진행해 11건, 228만 달러의 계약 추진 중이다.

유황비료를 제조·판매하는 에이치설퍼는 철저한 현지 시장 조사를 통해 수출상담회에서

60만9천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29건의 상담에서 14건, 331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수확했다.

아순시온에서는 에이치설퍼가 현지 비료유통회사와 대형상담을 추진한 덕분에 3건, 2천

52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는 결실을 맺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역사절단 파견으로 계약 추진 성과뿐 아니라 중남미 거래 여건이나 수출입

주의사항 등을 파악하는 효과도 얻었다"고 밝혔다.

❀ ‘문화가 있는 날’ 울산 전시공연 무료·할인(문화)

울산시는 26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시민에게 무료공연, 야간개관, 티켓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은 모든 전시장을 무료 개방하고,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오후 7시 30분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지는 기획공연 '열린예술무대 뒤란'도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울산박물관은 '추억의 시네마 상영' 행사를 개최한다. 오후 3시와 6시에 영화 '여사장'을

무료 상영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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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복지대회(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8. 27.(목) 10:00 / 시민홀

○ 참 석 인 원 : 300여명(장애인단체, 지적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 주 요 내 용 : 기념행사, 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 우승팀 공연

❀ 제16회 한·일(호쿠리쿠) 경제 교류 회의(창조경제본부)

○ 기간/장소 : 8. 27.(목) ~ 8. 28.(금) / 롯데호텔(2층 크리스탈볼룸)

○ 주     제 :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ㆍ일(호쿠리쿠) 공동번영의 시대로

주요시정 |

중구 문화의전당은 오후 7시 30분 함월홀에서 '종갓집 릴레이' 무료콘서트를 마련한다. 이

공연에는 재즈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기타리스트 박주원, 탱고밴드 '살롱 드 오수경'이

출연한다.

중구 성남동에서는 태화루예술단, 원도심예술놀이단 등 문화예술 동호회와 아마추어 예술

단이 참여하는 '7번가의 기적, 버스킹으로 살아나다'를 주제로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현대백화점 동구점 하늘정원에서는 오후 8시에 '데파스 앙상블―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열리고, 동구 현대예술관 앞 분수광장에서는 모던 사운드 재즈 빅밴드의 공연이 펼쳐진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8시에 상영되는 영화

1편에 한해 관람료를 5천원으로 할인한다. 북구 블루마씨네와 동구 현대예술관도 영화

관람료를 할인할 예정이다.

CK아트홀, 피가로 아트홀, J아트홀 등 공연장도 연극과 뮤지컬 관람료를 50∼60% 인하

한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 현황은 누리집(www.culture.go.kr/wday)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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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69곳 광복 70주년 특별조치 수혜(건설)

울산시는 정부의 광복 70주년 기념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특별조치로 지역 건설업체

69곳이 혜택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종합건설업 61곳, 전문건설업 8곳이다.

위반행위 유형은 건설공사 직접시공 위반 6곳, 하도급 사항 발주자에 미통보 4곳,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59곳 등이다.

행정처분 유형은 영업정지 4곳, 과징금 2곳, 과태료 4곳, 시정명령 59곳이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가 지난 14일자로 해제

됨에 따라 서류작업(조달청 통보 등)을 거쳐 25일부터 입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특별조치는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요동향 |

○ 참 석 인 원 : 100여명(7개 회원도시 및 유관기관, 기업체 등)

※ 한국(울산, 대구, 강원도, 경상북도), 일본(토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 주최/주관 : (한)산업통상자원부, (일)경제산업성 중부경제산업국 /

시, (사)한일경제협회, 호쿠리쿠경제연합회ㆍ호쿠리쿠 AJEC

○ 주 요 일 정 : 산업시찰, 본회의 및 테마 분과회의, 기업체 상담

❀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문화체육관광국)

○ 기간/장소 : 8. 27. ~ 8. 28.(2일간) / 울산현대호텔

○ 참 석 인 원 : 150여명(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문체부 소속기관 등)

○ 주 요 내 용 : 우수사례발표, 특강, 지역문화소개, 현장학습 등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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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형물 함부로 못 세운다’ 조례 예고(도시)

울산시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상징 조형물 등을 설치할 때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설치 위치를 '공공시설이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곳'으로 제한했다.

특정 인물의 상징조형물은 해당 인물의 국난 극복이나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경제·

사회·문화·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기여도, 시민 공감도 등을 평가해 설치하도록 했다. 건립

위치도 출생지, 묘소, 활동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곳으로 제한한다.

이 밖에 조형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작성, 청결 유지, 보수, 실태 점검과 관리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 규정도 담았다.

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11월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에는 총 234개의 공공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지자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 조례·규칙 등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2015년 8월 27일

❀ 재난심리지원 워크숍(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8. 28.(금) 11:00 /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대강당

○ 참 석 인 원 : 60명(재난심리지원센터 전문가, 봉사원 등)

○ 주 요 내 용 :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 활동보고, 재난심리안정지원 활동 홍보 및 교육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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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 울산홍보 지역탐방(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8. 28.(금) 13:00 ~ 18:00

○ 장     소 : 본관 2층 시민홀 및 기업체(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 참 석 인 원 : 80여명(UNIST 외국인 신입생)

○ 주 요 내 용 : 홍보영상물 상영, 시의 발전상 소개, 기업체 현장 탐방 등

2015년 8월 28일

❀ ‘민간 자율 환경순찰대’ 공단 환경오염방지에 큰 기여(환경)

울산시는 '민간 자율 환경순찰대'가 공단 악취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주관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는 환경순찰대는 환경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공단 사업장 소속 환경기술인 149명으로 구성됐다.

순찰대는 울산·미포 국가산단, 온산 국가산단, 주변 8개 하천을 5개 구역으로 구분해 구역

별로 하루 2회 순찰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크거나 주변 악취가 심하면 시나 구·군 환경부서에 연락해 순찰과

점검을 강화한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는 연인원 1천692명이 참여해 활동했다.

지역별로 온산 85일, 석유화학공단 85일, 여천·매암 86일, 동·북구 86일, 용연·용잠 81일

등의 순찰을 벌여 악취 47건을 감지, 일대 사업장에 악취배출원을 관리하도록 통보했다.

작년에는 연인원 2천728명이 참가해 악취 37건 감지, 하천 기름 유출 3건 초동 방제 등의

성과를 냈다.

❀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 개막(문화)

국내 최초의 국제산악영화제인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사전영화제)이 28일 울산

에서 개막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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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레페스티벌은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9월 1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개막식은 게스트 입장, 사진 촬영을 위한 '그린카펫', 개막 선언, 축하공연, 개막작 상영 등

으로 진행됐다.

신장열(울주군수) 영화제 추진위원장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아시아 최고이자 세계 3대

산악영화제의 하나로 성장시키겠다"며 "여러분의 사랑과 참여가 목표를 향해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사회는 아나운서에서 배우로 거듭난 오상진과 주목받는 아역에서 차세대 배우로 성장한

서신애가 맡았다. 

축하공연은 국민가수 인순이가 특유의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였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악문화의 저변 확대와 산악영화를 관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고 영화제 사무국은 설명했다.

프레페스티벌 첫날 개막작 '하늘을 달리는 사람들'이 1천석 규모의 야외 상영관 UMFF

시네마에서 상영됐다.

스페인 출신 세바스티앙 몽타즈-로제 감독의 신작인 이 작품은 스카이러닝(산에서 하는 빨리

달리기 경기 일종) 월드 챔피언인 킬리언 조넷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프레페스티벌 기간에는 모두 13개국에서 43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내년에는 제1회 본 영화제가 개최된다.

영화제는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내의 알프스시네마와 야외극장 UMFF시네마, 울주문화

예술회관, 울주청소년수련관에서 무료로 입장해 즐길 수 있다.

이밖에 행사 기간 트레킹, 클라이밍, 별사진 촬영 등의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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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일

❀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8. 31.(월) 16:00 ~ 17:00 / 본관 4층 국제회의실

○ 참  석  자 : 영남권 5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 주 요 내 용 : 공동대응안건 및 공동성명서, 주요행사 홍보 등

제8회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 의제 사전 논의

❀ 정부3.0 책임관 회의 참석(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8. 31.(월) 14: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 참 석 인 원 : 130명(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공공기관 정부3.0 책임관 등)

○ 주 요 내 용 : 정부3.0 우수사례 발표, 정부3.0 현안 공유 및 토론 등

주요시정 |

2015년 8월 31일

❀ 주민참여예산제 본격화(행정)

울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본격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

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시는 이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50명을 위촉했다. 시의회, 구청장·군수, 실·국별 추천

시민으로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분과위원회(일반행정, 환경복지, 경제산업, 교통건설)를

구성해 운영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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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9월에는 시의 내년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또 최근 울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민 건의사업 900여 건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

이다. 시는 위원들이 선정한 우수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적극 편성할 계획이다.

❀ ‘울산 12경’ 새후보지 조사(관광)

울산시는 올해 말까지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울산 12경'을 전면 재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울산대교, 태화루, 고래문화마을 등 새로운 관광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2002년

지정된 울산 12경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에 전문가 단체, 시·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구·군 등을 통해 새 12경 후보

대상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대상지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하고 시 선정심사위원회, 시의회 보고,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12월에 확정할 방침이다.

시민 설문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주관하며, 조사와 함께 관광브랜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기로 했다.

울산 12경 재정비가 완료되면 대표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안내판 설치, 홍보리플릿

제작, 울산시티투어 코스 연결 등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울산의 문양 [대표문양] 처용의 춤

울산 10색  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0색0색0색0색0색0울산 10색0색색색색색색색색울산 10색색색색색색색색색울산 10색색울  울  울  울  울  울  울  울산 10색울   울  울  울  울  울  울  울산 10색울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101010101010울산 10색울산 10 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바위바위바위위위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위구대구대구대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구대구구구구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구ㆍㆍ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 반반반반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반옹옹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옹 은색은색은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은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태태태태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태 강은강은강은강강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강은화강화강화강화화강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화강 ㆍㆍ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화화화화화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화적적적적적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적 은은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은ㆍㆍ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태태태태태화화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태화토색토색토색토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토색기적기적기적적기적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기적 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토토토토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토옹기옹기옹기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옹기 고래래고래고래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고래고고고고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고 회회회회청청청청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회청래회회래회래회회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래회래래래래래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래자자자자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자 반반반반구구구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반구 위위위위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위색대바바대바대바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대바바바바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청청청청청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청자색자색자색자색자 ㆍ옹ㆍ옹옹옹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자색ㆍ옹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철ㆍ철철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철색ㆍ색ㆍ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녹녹녹녹녹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녹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울ㆍ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울울울울울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울울산울산울산울산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울산바바바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 가가가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가색ㆍ색ㆍ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 가가가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가바바바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다다다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다색바다바다바다바다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다산산산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산배꽃배꽃배꽃배꽃배꽃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배꽃울산울산울산울산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울산 꽃색꽃색꽃색꽃꽃꽃꽃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꽃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배배배배배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배은백은백은백은백백백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은백로로로로로로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로백로백로백백로백로백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백로백백백백백백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백로은로은로은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로은백백백백백백색ㆍ울색ㆍ울색 울색 울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백색ㆍ울 가지가지가지지지산진녹산 녹산진녹산진녹진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가지산진녹 철철철철철쭉적자쭉적자쭉적자쭉적자쭉적자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철쭉적자산금산금산금산금금배색배색배색배색배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산금배색색ㆍ색ㆍ색색 울산바울산바울산바울산바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울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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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일

❀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자문회의(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9. 1.(화) 14: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석인원 : 13명(전문가 8, 관계자 5)

○ 주요내용 : 분야별 발전방향, 2016년 행사 제안 프로그램 적정성 등

❀ 가을이사철 대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점검(도시창조국)

○ 기    간 : 9. 1. ~ 9. 11.(11일간)

○ 점검대상 : 150개소(관내 등록업소 1,897개소)

○ 주요내용

∙ 부동산중개업 운영실태 점검(관계법 위반여부)

∙ 실거래신고제도 운영 및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실명제, 도로명 주소 운영실태 확인 등

○ 점검결과 

∙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 1개소, 시정 23개소

주요시정 |

2015년 9월 1일

❀ 추석 대비 백화점·대형할인점 안전점검(안전)

울산시는 추석 명절에 시민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48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다.

안전점검은 시와 구·군,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건축물 구조안전과 균열, 지반 침하, 유사시 대피로 확보, 전기·가스 사용시설 누전·누출,

누전차단기 설치·작동, 비상전원 확보, 가스누출 차단기 작동 등을 살펴본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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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일

❀ 대형 건설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활성화 지원(교통건설국)

○ 일     자 : 9. 2. ~ 9. 4. / 17건

○ 지 원 대 상 : 공공 100억원 이상, 민간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 점 검 인 원 : 6명(시 3명, 전문건설협회 2명, 설비전문협회 1명) 

○ 주 요 내 용 : 공사대금 체불여부, 하도급 계약사항, 하도급율 등 

주요시정 |

❀ 광복 70년 ‘국기사랑 실천 조례’ 제정 추진(행정)

울산시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기사랑 실천 조례를 제정한다.

울산시는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울산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 국기게양일 지정 ▲ 국기선양 사업 ▲ 예산지원 및 국기보급 사업 ▲ 국기

선양 실적 우수자 포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는 국기게양일을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울산

광역시민의 날(10월 1일), 그 밖에 울산시의회 의결로 정한 날로 정했다.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의 국기선양 사업을 벌이고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도 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등에게는 무상으로 국기를 보급하고

국기를 보급하려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는 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기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국기 선양을 하도록 명시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도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며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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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일

❀ 울산시-새누리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행정)

울산시는 2일 시청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및 울산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도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현안사업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성태 예산결산 정조위원장을 비롯해 정갑윤

국회부의장(울산 중구) 등 새누리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6명 전원, 김기현 시장 등 시청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울산시는 도시 인프라 조성, 창조경제 활성화, 시민안전 및 문화 등 3개 분야 16개 사업을

위해 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국비 2조 2천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또 '제조업 특화 3D 프린팅산업 허브 조성', '동북아 오일허브 남항 2단계 건설', '울산항

진입도로 개설',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부산 공동유치', '국도의 지선 사업 조기

추진'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도 당부했다.

정 부의장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등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 사업의 조속한 착공이 새누리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시민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국가의 미래산업을 이끌어 가는 산업수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달라"라며 "도와주면 살림을 잘 살아서 대한민국을 선진

국가로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주요동향 |

❀ 매립장 주변지역 대기질 조사(보건환경연구원)

○ 조 사 기 간 : 9. 2. ~ 9. 7.

○ 대 상 지 역 : 성암매립장 주변 2지점

○ 검 사 항 목 : 7항목(SO2, CO, NO2, PM10, O3, Pb, 복합악취)

○ 검 사 방 법 : 대기이동측정차량 및 고용량공기포집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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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3일

❀ 시민안전 종합대책 보고회(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9. 3.(목) 10:00 / 본관 2층 시민홀

○ 참 석 인 원 : 200여명(시민단체, 전문가, 기업체, 공무원 등)

○ 주 요 내 용 : 기관별 안전관리대책 보고, 안전기원 퍼포먼스, 특강 등

※ 특강 :「안전제일도시 울산, 어떻게 만들것인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주요시정 |

2015년 9월 3일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워크숍(경제)

울산시는 3일과 4일 울주군 서생면 진하호텔&리조트에서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위원, 노동

단체, 경영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관계자,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김도희

교수의 '갈등관리와 전략', 부산대학교 권혁 교수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 근로에

관한 노동법 개정' 강의가 있다.

주요동향 |

❀ 사회공헌 협약기업 간담회(행정)

김기현 울산시장은 2일 시청에서 22개 사회공헌 협약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

김 시장은 '자원봉사 일등도시' 만들기에 동참한 기업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 기업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시 정책인 '자원봉사 BEST ULSAN'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자고 당부했다.

사회공헌 협약 기업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만6천여 명의 임직원이 자원봉사에 직접

참여하고, 21억원을 후원했다. 

시는 이에 힘입어 지난해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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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의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특강과 이상국 행복

충전사의 '유머, 웃음, 힐링' 교양강좌, 분임토의, 문화탐방 등이 준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노사민정 간 원활한 소통과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노사상생, 비정규직문제,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드론 띄워 적조 살핀다’, 장비 개발 완료(환경)

울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이용해 적조예찰에 나선다.

시는 3일 오후 2시 30분 울주군 서생면 신암항 적조현장 상황실에서 드론 활용, 적조예찰

시연회를 갖는다.

운영할 드론은 2대로 전문 촬영업체인 쇼윙항공촬영과 공동으로 바닷물을 채수하고 운반

까지 가능한 장비를 자체 개발해 장착했다.

또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해 적조 발생 상황을 실시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드론 기체에 대한 방수 테스트와 자체 제작한 장비 작동 시험을 모두 마치고 운항에

필요한 관계기관 허가를 받았다. 시연회를 거쳐 실제 예찰에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헬기를 이용한 항공예찰을 하지만 운항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헬기장에 이동·

탑승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드론은 이착륙장이 필요 없으며, 크기도 작고 가벼워 휴대가 간편하다. 

또 선박 예찰 시 시간과 경비, 인력 등이 많이 필요했지만 드론을 활용하면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양식장 근처나 수심이 낮아 선박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드론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어업지도선도 투입해 광역 예찰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하면 최고 150m 상공에서 넓은 해역을 한 시야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조의 발생과 이동경로 등의 관측이 용이해 적조 예찰 방식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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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ITY

2015년 9월 4일

❀ 물류 포럼(교통건설국) 

○ 일시/장소 : 9. 4.(금) 16:00 / 롯데호텔 샤롯데룸

○ 참 석 인 원 : 100명(CLO포럼 회원, 지역 물류업체 관계자 등)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 울산발전연구원, 한국통합물류협회

○ 주 요 내 용 : 개회식, 주제발표(3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등

※ 주제발표 : 국토교통부, 울산발전연구원, CJ대한통운

❀ 울산광역시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소방본부)

○ 일시/장소 : 9. 4.(금) 14:00 / KBS울산방송국 공개홀

○ 참 석 인 원 : 내빈, 응원단 등 1,500여명 참관

○ 주     최 : 소방본부, KBS울산방송국

○ 후     원 : 한국화재보험협회, 소방안전협회

○ 참  가  팀 : 21개팀(유치부 7, 초등부 14)  

주요시정 |

2015년 9월 4일

❀ ‘울산사진 활용하세요’, 18만장 DB구축 공개(행정)

울산시는 1962년 울산시 승격 이후 촬영·수집하고 보관 중인 사진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4일부터 시민에게 공개했다.

울산사진 DB는 총 18만여 장으로 시정행정, 문화체육, 도시건설, 사회복지, 산업경제,

자연환경, 역사문화, 테마 등 12개 분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울산의 상징 2천329장, 시정행정 6만7천51장, 도시건설 1만6천135장, 산업

경제 9천340장, 사회복지 1만2천939장, 보건의료 543장, 교육과학 7천246장, 문화체육관광

5만261장, 자연환경 5천121장, 역사문화 6천470장, 테마 4천980장 등이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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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울산시누리집에서 '포토울산(울산사진 DB)'을 링크하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울산시의 시정자료 사진은 그동안 분류 체계가 세분화되지 않아 원하는 자료의 효율적

검색이 어려웠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관리(시청 기록관 보관)돼 시민 접근성이 낮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사진 DB에는 시 및 광역시 승격, 변화하는 도시 모습, 시대별 주민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많은 사진이 담겼다"라며 "사진 DB 공개로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영화 촬영지’ 울주 보삼마을에 기념관 개관(문화)

1980년대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았던 울산 보삼마을에 '영화마을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울산시 울주군 4일 오후 7시 삼동면 보삼마을에서 신장열 군수와 조충제 군의회 의장,

강길부 국회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영화마을 기념관 개관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기념식과 테이프 커팅, 축하공연, 영화상영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관은 연면적 280여㎡,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전시실과 영상관, 포토존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 보삼마을에서 촬영한 7편(불, 뽕, 씨받이, 변강쇠, 빨간앵두3, 감자, 사방지)의

영화를 비롯해 40여 개의 DVD를 비치하고 있다.

방문객이 원하면 영화 관람도 가능해 관광객과 영화계 종사자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될 것

이라고 울주군은 설명했다.

울주군은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DVD 등 자료를 계속 확보하고 기념관 주변 정비,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해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박상조 울주군 문화관광과장은 "영화마을 기념관 개관으로 관광자원 기능뿐만 아니라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와 더불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를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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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ITY

2015년 9월 5일

❀ 제5회 시, 구․군 친선체육대회(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9. 5.(토) 09:00 / 북구 농소운동장

○ 인원/주관 : 6개팀 900여명 / 북구 주관

○ 경 기 종 목 : 6개 종목(축구, 800m계주,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여성피구, 6인7각)

○ 주 요 내 용 : 개회식, 친선 체육대회, 시상식 등

주요시정 |

2015년 9월 7일

❀ 2015 을지연습 자체 강평회의(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9. 7.(월) 15:00 / 본관 2층 시민홀

○ 참 석 인 원 : 200여명(시, 구·군, 군·경, 유관기관 등) 

○ 주 요 내 용 : 유공자 표창, 기관별 보고(군사, 치안, 행정), 인사말씀

❀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 특별단속(경제산업국)

○ 기간/장소 : 9. 7. ~ 9. 18. / 농수산물 도매시장, 방어진 위판장, 연안·내수면 일원

○ 단  속  반 : 시, 구․군 합동

○ 주 요 내 용 : 치어 포획 및 금어기 어종 유통, 위판행위 단속

○ 조 치 계 획 : 위반행위 적발시 행정처분 등

주요시정 |

2015년 9월 7일

❀ 쇠부리체육센터 첫 삽(문화)

울산시 북구는 7일 쇠부리체육센터를 착공했다. 행사에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대동 국회

의원(새누리당), 박천동 북구청장,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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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부리체육센터는 천곡동에 전체 면적 5천314㎡,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사업비는 159억

원이다. 2017년 7월께 준공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수영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 경기장 등과 공연장이 함께 마련돼 주민의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북구는 원활한 공사를 위해 2014년 7월 진출입도로 개설을 마무리했다.

김기현 시장은 "북구가 쇠부리체육센터 건립을 계기로 산업뿐 아니라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도 울산이 대표주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천동 청장은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이번 건립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화암추등대 진입로에 ‘공중 데크’ 조성(도로)

울산시 동구는 화암추등대 진입로 화암등대길에 공중 데크를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공중데크는 길이 1.3㎞, 높이 3.1ｍ의 화암등대길 방파제 위 해상조망이 좋은 740ｍ구간에

폭 2ｍ 규모로 조성한다. 총 사업비는 22억6천만원이다.

데크에는 가로등 25개와 간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보안과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CC)TV도 설치한다.

동구는 공중 데크가 방파제 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등대길을 통행 차량에 방해받지 않고

해안을 산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구는 이달 중 공사를 시작해 12월께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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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ITY

2015년 9월 8일

❀ 울산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9. 8.(화) 14:00 / 본관7층 상황실 

○ 참 석 인 원 : 15명(경제부시장, 남부지방산림청 등 4개 기관 14명)

○ 주 요 내 용 : 개발방향 및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등

❀ 추석대비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복지여성국)

○ 기간/대상 : 9. 8. ~ 9. 17.(8일간) / 식품, 제조, 판매업소 등 60개소

○ 점 검 방 법 : 시, 구·군, 식의약안전청 합동 점검

○ 점 검 내 용 : 유통기한 경과 여부, 불량 원료사용, 위생상태 등

주요시정 |

2015년 9월 8일

❀ 경력 단절여성 744명 취업·창업(복지)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취업과 창업에

성공한 여성은 744명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639명보다 16.4%(105명) 증가했다.

취업 및 창업자 연령은 40대 40.3%, 50대 이상 21.4%, 20대 이하 20%, 30대 18.3%로

40대 이상이 전체의 61.7%를 차지했다.

취업 직종은 사무·회계(19%), 보건의료(15.3%), 사회복지(13.4%), 영업·판매(5.8%),

교육·연구(3.5%), 전기·전자(0.9%) 순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인턴십으로 일하던 307명의 여성 중 184명이 해당 기업에 취업했다"며 "인턴

십이 경력 단절여성의 취업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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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국가예산 신청액의 97%로인 2조1천억 반영(행정)

울산시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2조1천407억원이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 신청액 대비 96.8% 수준이며, 정부 반영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정부 추경예산 1천34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국비 확보액은 2조2천747억원 정도로 추산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국비는 주요 SOC 사업에 1조2천998억원, R&D·안전·복지 등에 8천409억원 등이다.

동해남부선 울산∼부산 복선전철화사업(3천685억원),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

화사업(3천639억원), 울산신항만 건설(1천594억원), 울산∼함양 고속도로 건설(1천557억원)

등 대형 SOC 사업에 1조3천295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첫 삽을 뜨는 상개∼매암 도로 개설(66억원),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50억원),

GW산단 진입도로 개설(7억원) 등에도 123억원이 편성됐다.

3D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동차부품 R&BD구축(15억원),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

지원센터 건립(42억원),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 설립(40억원), UNIST교육·연구 인프라

구축(659억원) 등 '울산형 창조경제' 사업에는 1천527억원이 책정됐다.

복지 분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10억원), 권역외상센터 운영(24억원), 노인예방

접종사업(10억) 등에 4천583억원이 반영됐다. 

국가산단 지하 매설 배관 안전관리(20억원), 화창 재해위험지구 정비(26억원) 등 안전 및

기타 분야에 1천879억원이 짜였다.

그러나 신규 사업 중 안전 분야인 울산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 사업(25억원)과

복지 분야의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사업(4억2천만원)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본

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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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9일

❀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9. 9.(수) 14:00 / 인천 송도컨벤시아 회의실

○ 참 석 대 상 : 17개 시·도지사

○ 주요내용

∙ 제3회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6개 지자체)

∙ 주요현안보고 및 안건 논의

∙ 공동성명서 논의․채택 등

❀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9. 9.(수) 17:00 / 문수컨벤션 베르사유홀 

○ 참 가 인 원 : 500여명(사회복지기관·단체, 사회복지종사자 등)

○ 행 사 내 용 : 기념식, 유공자 표창, 프로축구경기 관람(울산:전북)

❀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국제학술회의(문화체육관광국) 

○ 기간/장소 : 9. 9. ~ 9. 10.(2일) / 울산박물관 대강당

○ 참 석 인 원 : 200여명(암각화 관련 학술기관, 전공자 등)

○ 주 요 내 용 : 개회식, 주제발표(코아계곡 암각화와 반구대암각화)

○ 주     최 :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대암각화보존연구소(울산대)

○ 후     원 : 문화재청, 울산박물관, 울주군, 한국암각화학회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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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9일

❀ 동아시아 경제교류기구, 울산서 해양관광 연계 논의(관광)

한중일 8개 도시 관광 책임자들이 9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OEAED) 제10회 관광 부회'를 열고 해양 관광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울산, 부산, 인천 등 국내 3개 도시를 비롯해 일본의 후쿠오카(福岡), 기타

큐슈(北九州), 시모노세키(下關), 구마모토(熊本), 중국 옌타이(煙臺) 등 3개국 8개 회원

도시 관광부서 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해양관광자원을 통한 환황해 연계 방안'을 주제로 회원 도시별 현안 발표, 사업계획

보고, 차기 개최도시 선정, 울산선언 채택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시는 해양체험시설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해양 레포츠제전 교류, 공동 홍보 마케팅

방안 등을 제시했다.

회의는 11일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울산대교 전망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왕암공원, 옹기마을, 고래마을

등 울산의 주요 산업시설과 관광지도 둘러본다.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는 환황해 지역의 새로운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2004년 11월

16일 설립됐다.

❀ KTX울산역 리무진 노선 조정(교통)

울산시는 15일부터 북구와 KTX울산역을 연계 운행하는 리무진버스 5003번과 5005번의

노선을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역을 출발해 북구 달천까지 운행하는 5003번은 병영사거리 정류소까지만 운행하도록

노선을 단축한다. 그 대신 5005번 노선의 기점을 농소차고지에서 달천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2개 노선이 같이 정차하던 북구청과 울산공항 정류소는 5005번만 정차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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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0일

❀ 12개 위험물저장소 위반사항 적발(안전)

울산시소방본부는 최근 국가산업단지 위험물저장소 64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벌여

18.7%인 12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결과 예방규정 미제출, 정기점검결과 기록부 미보존, 위험물 수량 변경 미신고, 운반

용기 경고 표지 미부착 등의 위반사항이 많았다.

주요동향 |

시는 노선 조정으로 5003번의 운송 원가가 절감되고, 5005번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세원에서 담당했던 5003번 노선의 운영을 시내버스 업체 공동운수에 맡기기로 했다.

세원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울산시에 폐업을 신청했다.

2015년 9월 10일

❀ 재난전문자원봉사단 발대식(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9. 10.(목) 17:00 / 본관 2층 시민홀

○ 참 석 인 원 : 200여명(주요내빈 20, 재난전문자원봉사단원 180)

○ 주 요 내 용 : 임명장 수여, 선서문 낭독, 재난․재해예방 교육 등

❀ 하반기 정부양곡 보관창고 일제 점검(경제산업국)

○ 기간/대상 : 9. 10. ~ 9. 11. / 6개 창고(농소, 하잠, 검단, 반천, 구미, 가천)

○ 점  검  반 : 시,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

○ 보  관  량 : 3,537톤

○ 점 검 내 용 : 시설 및 창고 적재, 기자재 비치 여부, 양곡보관 상황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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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1일

❀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복지)

울산시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2월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폐쇄회로

TV)를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 위반, CCTV 내부관리 계획 미수립,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동향 |

2015년 9월 11일

❀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경제산업국)

○ 목     적 : 노사협력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일시/장소 : 9. 11.(금) 16: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인 원 : 19명(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 주 요 내 용 : 2015년 사업 추진실적 및 2016년 사업 방향 등 논의

❀ 제5회 장춘 자매우호도시 국제하프마라톤 대표단 파견(창조경제본부)

○ 기     간 : 9. 11.(금) ~ 9. 14.(월)

○ 장소/인원 : 중국 장춘시 / 선수 4명

○ 주 요 내 용 : 하프마라톤대회 참가 및 문화체육시설 탐방

주요시정 |

소방본부는 2개 업체는 입건 조처하고 4개 업체는 과태료 부과, 5개 업체는 시정명령, 1개

업체는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중국 텐진(天津)항 폭발사고 이후 위험물저장소 소방점검을 한 결과

위험요인이 많았다"라며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의 철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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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예산은 15억250만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다. 설치비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945곳이며, 설치 장소는 5천107곳이다. 

필수 설치 장소는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 놀이터 제외), 별도 공간의 식당과 강당

이다.

성능 요건은 HD급 화질(1280x720, 1280x960) 이상이어야 하고,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춰야 한다.

❀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안전)

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11일 문수국제양궁장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염점향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의용소방대원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의용소방대

한마음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만남의 장, 기술경연, 화합의 장, 폐회식으로 진행됐다.

기술경연에서는 소방호스 끌기, 개인 장비 장착하고 릴레이, 단체 줄넘기, 오리발 릴레이

등 10개 종목에 의용소방대 4개 팀이 참여해 기량을 겨뤘다.

울산시 의용소방대는 화학전문 의용소방대 2개 대를 포함해 63개 대, 1천453명의 대원이

소방서별로 소속돼 산불진화, 제설작업, 재난예방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5년 9월 12일

❀ 아빠·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캠프(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9. 12.(토) 09:00 ~ 17:00 / 울산대공원 내 교통안전공원

○ 참 석 인 원 : 150가족 500여명(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가족, 다문화가족 등)

○ 주 요 내 용 : 교통안전, 가스안전, 심폐소생술, 소화기사용, 자전거 안전교육 등

주요시정 |



2015년 9월 주요시정ㆍ동향 _407

❀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9. 12.(토) 14:00 / 울산대공원 청소년광장 

○ 참 석 인 원 : 청소년 1,000여명

○ 주 요 내 용 : 전통·세계 놀이문화 체험, 뉴스포츠체험 등

○ 주     관 : 국제볼런티어센터 주관

❀ 「BioBlitz(생물다양성탐사) korea 2015」 (환경녹지국)

○ 기간/장소 : 9. 12. ~ 9. 13. / 태화강대공원 일원

○ 참 석 인 원 : 2,000여명(교육참가자 400, 전문가 등 100, 일반인 1,500)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산림청 / 국립수목원, (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 진행프로그램 : 태화강 살리기 노력과 땀, 태화강 생물다양성 등 Talk 프로그램,

식물ㆍ곤충ㆍ버섯ㆍ조류 탐사 등 Walk 프로그램 등

2015년 9월 14일

❀ 2015년 울산광역시민대상 심사위원회(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9. 14.(월) 14:00 / 본관 7층 상황실

○ 심 사 위 원 : 29명(행정부시장, 시의원 4, 실․국장 4, 민간위원 20)

○ 접 수 인 원 : 22명(사회봉사·효행 12, 산업경제 3, 문화체육 5, 학술·과학기술 2)

○ 주 요 내 용 : 추천후보자 공적심사, 4개 부문별 수상자 결정

❀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시민안전실)

○ 점검기간 : 9. 14. ~ 9. 18.(4일간) 

○ 점검대상 : 48개소(백화점, 대형할인점, 시장 등)

○ 점검내용 :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비상대피로 확보 여부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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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4일

❀ 추석 전 공사대금 145억 원 조기집행(행정)

울산시는 시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등 145억 원을 조기집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로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같이 조처한다고 설명했다.

조기집행 대상은 추석 전후 준공 및 기성이 예정된 관급공사 67건이다. 공사는 22건에

120억 원, 용역은 22건에 10억 원, 물품은 23건에 15억 원이다.

시는 공사대금 조기집행을 위한 검사는 법정기한(14일)에 관계없이 7일 이내 실시하고,

업체가 대금을 청구하면 3일 이내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하도급 대금은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

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시는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29일까지 운영하며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관리하기로 했다.

주요동향 |

2015년 9월 15일

❀ 한국바스프㈜ 울산키즈랩 행사(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9. 15.(화) 09:00 / 동천체육관 

○ 주관/인원 : 한국바스프㈜ / 330여명(관내 초등학생)

○ 행 사 내 용 : 실생활 활용 가능한 화학실험(천연치약 만들기 등)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지원 전문가 포럼(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9. 15.(화) 14:00 / 울산박물관(2층 세미나실Ⅱ)

○ 참 석 인 원 : 70여명(경제부시장, 한국박물관협회, 국립중앙과학관 관계자 등)

○ 주 요 내 용 : 건립·운영방향 등 주제 발표 및 전문가 토론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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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5일

❀ 에너지융합산단 정부 ‘투자선도지구’ 선정(경제)

울산시 울주군은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 시범 지정에 군의 역점사업인 에너지융합 산업

단지 조성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올 4월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전국에서 30여개 지자체가 신청, 10개 사업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현장 평가와 발표회를 거쳐 울주군을 비롯한 4개 사업이 최종 뽑혔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개발사업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규제특례,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에너지융합 산업단지는 사업비 1천880억원을 들여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일대 100만㎡

규모로 조성되며, 원자력이나 에너지 관련 기업체와 연구시설 등이 들어선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로 생산유발 1천541억원, 부가가치유발 641억원, 고용창출

1천69명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향후 산단 시설이 정상 가동될 경우 직접 고용효과는 3천

4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원전과 연계되는 특화된 산업단지로 건설함으로써 원전 주변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에너지융합 산업단지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원자력과 에너지 특화

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모색(문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박주선)가 15일 울산시 울주군 대곡천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를 방문해 보존방안을 모색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이날 반구대 암각화 입구에 있는 암각화박물관에서 문화재청으로

부터 암각화 보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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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울산시, 울주군은 반구대 암각화가 침수돼 훼손이 가속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암각화 앞 대곡천에 '가변형 임시 물막이' 설치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찬반 논란 속에 임시 물막이 설치 방안이 나오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들에게 암각화 수몰을 영구적으로 막기 위해

사연댐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식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안 없이 댐 수위를 낮추면 울산시민의 식수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암각화 수몰과 시민 식수

문제가 충돌하면서 보존 방안이 그동안 난항을 거듭한 것이다. 

정부는 울산 식수 문제와 암각화 영구보존 방안을 동시에 해결하기 2009년 '울산권 및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 계획을 마련해 경북·대구권의 물을 울산의 식수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반구대 암각화는 7천년 전 선사인이 너비 8m, 높이 5m의 반듯하게 서 있는 바위 면에

그린 그림으로 1970년에 발견됐다. 

선사인들은 이 바위 면에 날카로운 도구로 고래 등 바다동물, 호랑이와 사슴 등 육지동물,

선사시대 사냥과 해양어로 모습 등 300가지의 그림을 생생하게 새겼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포경 유적이자 북태평양 연안의 독특한 해양어로 문화를 대표하는

인류 문화유산으로 알려진 이유다.

그러나 암각화 발견 전인 1965년 대곡천을 막아서 만든 사연댐 때문에 여름철 우기가 되면

침수됐다가 물이 빠지면 다시 노출하기를 50년간 반복했다. 

이 때문에 암각화 그림이 심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 보존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임시 물막이 설치 등이 진행되면 국보 제147호 천전리 각석과 함께 반구대 암

각화가 있는 대곡천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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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6일

❀ 사회복지정책 세미나(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9. 16.(수) 14:00 / 본관 2층 시민홀 

○ 참 석 인 원 : 사회복지기관·단체, 사회복지종사자 등 200여명

○ 내     용 : 아동보호체계 및 인프라 강화 주제발표, 토론 등

❀ 하반기 정책자문단 전체회의(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9. 16.(수) 16:00 / 롯데호텔 

○ 참 석 대 상 : 47명(정책자문위원 30, 시장님, 간부공무원 16)

○ 주 요 내 용 : 시정현황보고, 정책자문 및 토의 등

❀ 하반기 농촌유학센터 안전점검(경제산업국)

○ 일자/대상 : 9. 16.(수) / 소호농촌유학센터(울주 상북면 소재)

※ 시설현황 198㎡(강의실, 숙소, 주방), 유학생 18명 (초등학생 14, 중학생 4)

○ 점  검  반 : 시, 군 합동점검

○ 점 검 내 용 : 시설기준 준수 및 화재보험 가입․안전장비 구비 여부 등

○ 조 치 계 획 : 안전시설 미흡 시 보완 조치

주요시정 |

2015년 9월 16일

❀ 조선기자재 국제인증 지원사업 국비로 ‘탄력’(경제)

울산시는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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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조선해양기자재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울산시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2억원의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 추경예산에서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시 예산 2억원을 포함, 모두 7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에 따라 대명엘리베이터 등 24개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을 지원해 33개 과제를 수행할

방침이다. 이날 시청에서 이들 기업과 협약식을 갖고 사업을 본격화했다.

시는 지난해에 7개 기업을 지원해 국제인증 7건, 벤더등록 2건 등의 실적을 올렸다.

김기현 시장은 "시 자체 사업이어서 국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지만 위기에 처한 울산 조선

해양산업의 재도약에 정부도 동참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고부가가치 기자재

개발과 수출을 위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고용부 산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유치(복지)

울산시 북구는 노사발전재단 울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사발전재단 울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다.

북구는 구청 친환경급식센터 1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달에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연간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센터에서는 퇴직 예정자를 위한 퇴직 설계와 재취업 교육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또 퇴직자 인력풀 구성, 구직자 동행 면접, 채용 설명회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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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 울산 권역외상센터 개소식(복지여성국)

○ 기간/장소 : 9. 17.(목) 14:00 / 울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 참 석 대 상 : 병원장, 보건복지부, 시 관계자 등 180명

○ 행 사 내 용 : 개소식, 테이프커팅, 시설순회

❀ 2015년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 참가(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9. 17.(목) 14:00 / 대구 그랜드 호텔

○ 참 석 인 원 : 100명(시ㆍ도별 20명)

∙ 시ㆍ도 : 경제관련 실ㆍ국ㆍ본부장, 과ㆍ단장 등

∙ 유관기관 : TP, 발전연구원 등

○ 포 럼 주 관 :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 주 요 내 용 : 5개 시ㆍ도 공동발전과제 제안, 토론, 경제특강 등

주요시정 |

2015년 9월 17일

❀ 울산진로직업박람회 개막(교육)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3회 진로직업박람회가

17일 울산과학관에서 개막했다.

이번 박람회는 '꿈 찾고 행복 잡는 진로직업박람회'란 슬로건으로 상담마당, 체험마당,

진로정보마당, 이벤트마당, 채용마당 등 5개의 영역 89개 부스와 야외무대로 꾸며졌다.

체험마당은 이색 유망직종 등을 비롯한 체험부스 53개를 운영하며, 2개의 청소년 창업관

에서는 창업과제 수행 학습활동을 통해 창업능력을 길러 주는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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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마당은 적성검사·흥미 간편 심리검사 등을 제공하며, 상담과 멘토링을 담당하는 30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진로심리검사관을 이끈다.

진로정보마당에서는 고입·대입·직업정보관을 운영해 진학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자유학기제진로탐색관은 자유학기제운영 연구학교 자료를 전시한다.

이벤트마당은 야외 중앙무대에서 '나의 꿈 공연대회', '진로연극 공연', '진로골든벨 대회'

등을 선보인다. 꿈갖기활동관에서는 미래 꿈을 적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채용마당의 자기소개서클리닉관은 취업관련 자기소개서 첨삭지도를 한다. 채용관은 일·

학습병행제 기업 28개가 참가해 현실적인 기업체 채용 체험을 제공한다.

울산교육청은 "다양한 미래 이색 유망직업 소개와 진로체험으로 학생들이 꿈과 행복을 찾을

기회가 되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 하트세이버 수여(안전)

울산 동부소방서는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시민 윤영철씨와 동부소방서 구급대원 김병완

소방교, 김진구 소방사 등 3명에게 17일 '하트세이버'를 수여했다.

윤씨는 8월 17일 울산 북구 강동동의 한 수산물 가게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강모씨가 심정

지를 일으키자 119상황실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을 했고, 이어 도착한 두 소방대원도 심폐

소생술과 제세동을 해 생명을 구했다.

하트세이버란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이나 심실제세동기 등의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자

에게 주는 상으로, 환자가 병원도착 전 의식을 회복했거나 병원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

했을 때 선정된다.

김성달 동부소방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일반인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는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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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울산 축산인 한마음 대회(경제산업국) 

○ 일자/장소 : 9. 18.(금) / 울주군 삼남면 일원

※ 개막식 : 9. 18.(금) 11:00 ~ 12:00 / KTX 울산역 인근 행사장

○ 참 여 인 원 : 1,500여명(축산관계자, 시민 등)

○ 행 사 주 관 : 울산축산단체연합회

○ 행 사 내 용 : 개회식, 가요제, 축산물 전시 및 소비촉진 체험행사 등

❀ 2015 웰빙라이프 울산 행사(복지여성국)

○ 기간/장소 : 9. 18. ~ 9. 19.(2일간) / 태화강둔치  

※ 개막식 9. 18.(금) 18:00

○ 참 여 인 원 : 80,000여명(건강관련 단체, 시민 등)

○ 행 사 내 용 : 먹거리·건강·의약분야 전시·체험, 요리 및 제과·제빵 경연대회

❀ 일본 니가타시 소오도리축제 문화공연단 파견(창조경제본부) 

○ 기간/장소 : 9. 18.(금) ~ 9. 22.(화) / 일본 니가타시

○ 참 석 인 원 : 22명(시 2, 공연단 20명)

○ 주 요 내 용 : 소오도리축제 축하공연 및 회원간 교류회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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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행정)

울산시는 시민과 귀성객이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연휴를 보내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은 종합상황실 운영, 교통소통 및 안전, 재난 및 안전사고, 물가관리 및 서민생활 보호,

비상진료 및 방역, 환경관리, 함께 나누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8개 분야로 짰다.

주요동향 |



_ 2015 울산종합일지416

ULSAN METROPOLITAN CITY

시는 26일부터 28일까지 시청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분야별 대책을 관리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한다.

25일부터 29일까지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며 우회도로 안내,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귀성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운행을 돕는다.

울산과 서울을 오가는 KTX 열차를 32회 증편하고 고속버스는 50회 증차한다. KTX울산

역에 밤늦게 도착하는 승객의 연계 수송을 위해 리무진 버스를 노선별로 1일 2회(0시 30분,

오전 1시 20분) 연장 운행한다.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울산역 등에 야간 택시를 고정 배치하고, 시내버스 6개 노선을 시외

버스터미널 및 태화강역과 연계해 운행한다.

추석인 27일에는 울산공원묘지 성묘객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셔틀버스 2대를

울산체육공원 수영장에서 공원묘지까지 순환 운행한다. 

울산시소방본부는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종합상

황실을 운영한다.

또 공공의료기관이 순번제로 진료하고 응급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상비약 판매점 등을 각각

운영한다.

❀ NFC 활용 자전거 안심등록제 시행(교통)

울산시 남구는 자전거에 NFC(근거리무선통신) 칩을 부착해 도난을 방지하고 분실 시 회수를

쉽게 하는 'NFC 활용 자전거 안심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남구는 이같은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자전거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를 담당 동주민센터에 내고 근거리 통신칩(NFC)을

자전거에 달면 된다.

남구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년 초에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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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장 환경정비 Day(교통건설국)

○ 목     적 : 추석을 맞이하여 시내버스 승강장의 환경정비로 도시이미지 개선 및

이용 승객의 편의도모

○ 일시/장소 : 9. 19.(토) 09:30 / 중앙로 버스정류소 14개소 (달동사거리 ~ 태화로터리)

○ 참 여 인 원 : 40명(버스택시과 20, 버스조합 5, 운수업체 15)

○ 주 요 내 용 : 승강장 내 불법광고물 제거 및 승강장 주변청소 등 

❀ 제6회 태화강 100리 걷기대회(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9. 19.(토) 08:30 ~ 12:00 / 범서생활체육공원

※ 걷기 코스 :  태화강100리길 1구간 중 일부(6.5㎞)

○ 주최/참여인원 : 울산신문사 / 1,000여명

○ 참 여 방 법 : 울산신문 홈페이지 사전접수 

주요시정 |

2015년 9월 20일

❀ 외국인 한가위 큰잔치 행사(복지여성국)

○ 기간/장소 : 9. 20.(일) 15:30 / 태화강대공원 야외공연장(중구)

○ 참 여 인 원 : 2,000여명(외국인주민, 시민 등)

○ 주 요 내 용 : 기념식, 국가별 전통놀이, 세계음식 체험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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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1일

❀ 전통시장 방문 및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캠페인(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9. 21.(월) 15:00 / 북구 호계시장

○ 참 석 인 원 : 시장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상인회장 등 

○ 행 사 내 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홍보, 전통시장 상인격려 등

❀ 민주평통 통일정세 심포지엄(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9. 21.(월) 16:30 / 울산MBC컨벤션

○ 참 석 인 원 : 300여명(민주평통 자문위원, 국회의원 등)

○ 주 요 내 용 : 개회식, 인사말씀, 주제발제(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위원) 및 토론 등

❀ 시-한국도로공사 업무협약(MOU) 체결(교통건설국)

○ 일시/장소 : 9. 21.(월) 11:40 / 본관 7층 상황실

○ 협 약 주 체 : 시장,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

○ 주 요 내 용

∙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추진 협력

∙ 함양~울산, 언양~영천,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 협력

∙ 울산고속도로 범서IC 신설, 종점부 진출입로 개량 협력

∙ 고속도로 교통정보(가로교통량, IC교통량 등) 공유

∙ 영상정보(CCTV), 교통정보 전광표지 공유

∙ (서)울산나들목 유휴부지 활용 협력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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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 방제 수단 총동원(환경)

울산시는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강화해 20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시는 21일 시청에서 구·군 관계자와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세웠다. 올 하반기 발생한 피해 고사목은 연말까지 제거한다. 

2016년 상반기 방제는 매개충 우화기 전인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사전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방제에 나선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으로 사업의 위탁과 대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의

계약을 통한 책임방제구역제를 시행한다. 책임방제구역은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방제와

고사목 제거 등을 맡기는 것으로 우수 업체에는 재계약 등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산림경관을 위해 피해목 제거는 파쇄와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급경사지만 훈증 처리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보호수, 우량 소나무 등 보존가치가 높은 나무에

나무주사를 사용해 재선충을 예방하고, 항공방제와 지상·연막방제도 확대 시행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87ha에 425개를 설치한 '페로몬 유인트랩'이 8월 말까지 매개충 2천

532마리를 제거해 2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둠에 따라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에서는 2000년 10월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병해

2014년까지 피해 고사목 69만3천 그루를 제거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제거한 소나무는

12만7천 그루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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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2일

❀ 공무원 외국어스피치 대회(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9. 22.(화) 14:00 / 본관 2층 시민홀

○ 인원/시상 : 17명(영어 6, 일본어 5, 중국어 6) / (언어별) 최우수, 우수, 장려

○ 주 요 내 용 : 본인소개, 주제발표, 질의응답 등

❀ 제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복지여성국)

○ 기간/장소 : 9. 22.(화) 14:00 / 중구 문화의 전당 함월홀 2층

○ 참 석 인 원 : 500명(치매관련 종사자, 시민 등)

○ 주 요 내 용 : 치매조사 연구발표, 치매공감 연극공연

❀ 택시 자율감차위원회(교통건설국)

○ 일시/장소 : 9. 22.(화) 11:00 / 국제회의실

○ 참 석 인 원 : 7명(위원장 : 교통건설국장) 

○ 주 요 내 용 : 위촉장 전달, 상견례, 자율감차 논의 및 심의

∙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 감차보상금 수준, 감차기간

∙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및 징수․관리방법 등

주요시정 |

2015년 9월 22일

❀ ‘소호산촌협동조합’ 전국 우수마을기업 선정(경제)

울산시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도 전국 우수마을기업에 '소호산촌협동조합'(이사장

유영순)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전국 우수마을기업에 소호산촌협동조합이 선정되어 5년 연속 우수마을기업을 배출한

광역시가 되었다. 소호산촌협동조합은 우수마을기업 인증서와 상금 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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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3일

❀ 119구급헬기↔병원 의료진 합동훈련(소방본부)

○ 일시/장소 : 9. 23.(수) 10:00 ~ 12:00 / 북구 무룡산 일원

○ 훈 련 대 상 : 소방항공대, 울산대학교병원 외상의료센터

○ 주 요 내 용 

∙ 비상연락체계 구축, 병원 의료진 탑승후 현장출동 

∙ 헬기 내 환자평가, 전문응급처치로 중증환자 생존율 향상 

❀ 태화루 추석맞이 국악한마당(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9. 23.(수) 19:30 / 태화루 특설무대

○ 참 석 인 원 : 1,000여명(일반시민)

○ 주 요 내 용 : 전통공연(소리, 기악, 사물놀이, 복합예술공연)

주요시정 |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자락에 있는 소호산촌협동조합은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공동으로 야생차 체험·교육·판매 마을기업을 조성해 협업하며 새로운 경제공동체의 모델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 북구-초록우산재단, 아동학대 예방교육 MOU(복지)

울산시 북구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울산본부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현장교육을 맡고, 북구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또 양 기관은 아동학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인적·물적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구는 지역아동센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교육을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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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3일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제3자 사업제안 공모(교통)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울산시와 울산시도시공사는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제3자 사업제안을 공모한다고

23일 공고했다. 공모기간은 12월 21일까지다.

울산시는 롯데쇼핑㈜이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지만, 다른 사업 참여 희망자에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제3자 제안 공모를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부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리 부지와 울산도시공사 소유 부지를 포함한 7만5천

395㎡이다.

사업제안 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 사업방식 ▲ 최초 제안자 우대사항 ▲ 제안자격

▲ 제안서 평가 ▲ 협약체결 ▲ 협약이행보증금 ▲ 철도시설기여금 등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이다.

공모 결과 제3자 제안이 없으면 별도 평가 없이 최초 제안자인 롯데쇼핑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롯데쇼핑은 6월 10일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최초로 제안했다. 전체 건축면적 18만

468㎡, 지상 4층, 지하 1층, 주차 대수 2천934대의 환승 시설과 지원시설을 2018년까지 건설

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는 공모와 함께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 참가의향서 접수, 제안서 작성 질의· 답변,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다. 사업부지

일부를 소유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출자자로 참여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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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류천 공영주차장 준공(교통)

울산시 동구는 23일 옥류천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열었다.

옥류천 공영주차장은 동구 동부동 마골산 옥류천 입구 6천551㎡ 규모이며, 83대를 주차할 수

있다.

주차장에는 공연장, 족욕장, 목재 데크, 잔디광장 등 편의시설도 마련됐다.

이 지역은 동축사와 마골산 옥류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주차장은 10월 5일부터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설․추석연휴 및 국경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유료로 운영된다.

2015년 9월 24일

❀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 추진상황 보고회(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9. 24.(목) 14: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대 상 : 30명(행정부시장, 관련부서 실·과장, 구·군 국장) 

○ 주 요 내 용 : 2015년 재난경감계획에 대한 하반기 추진상황 보고

❀ 찾아가는 청소년 거리상담 실시(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9. 24.(목) 20:00 ~ 24:00 / 중구 성남동 일대 

○ 상 담 방 법 : 여성가족부, 시, 청소년쉼터 합동

○ 주 요 내 용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위기청소년 상담, 지원서비스 안내)

❀ 「2015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참가(문화체육관광국) 

○ 기간/장소 : 9. 24. ~ 9. 27.(4일) / 일본 동경 

○ 참 가 규 모 : 3개국 10개 회원도시(울산, 부산, 인천, 중국 4, 일본 3)

○ 주 요 내 용 : 비즈니스 상담회 및 전시회, 울산 관광상품 홍보

○ 주최/주관 : 일본관광진흥협회, 일본여행업협회 / 일본 시모노세키시

주요시정 |



_ 2015 울산종합일지424

ULSAN METROPOLITAN CITY

2015년 9월 24일

❀ 불합리 자치법규 개정(행정)

울산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13건을 일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에서 제한한 피로티(벽이 없고 기둥 등으로 이뤄진

지상층 공간)의 유효높이와 최소 기준(면적·기준·폭)을 삭제해 건축주 부담을 완화한다.

또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

시는 앞서 항만배후단지 조경수 식재의무 면제, 2.5t 이상 자가용화물자동차 등록신고

일원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왔다.

❀ 태화강을 다시 찾은 황새, 먹이활동 활동(환경)

울산시는 일본에서 태화강으로 온 황새(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천연기념물 제

199호)가 먹이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황새는 이달 8일 태화강 하류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후 왜가리, 가마우지, 흰뺨

검둥오리 등과 어울려 여천천과 울산항 등을 오가며 물고기를 사냥했다.

15일에는 태화강을 떠나 부산 낙동강 하구 을숙도까지 갔다가 19일 돌아왔다.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태화강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경북대 조류생태연구소 김성수 박사는 "황새가 어떤 위협요인이 생겨 낙동강 하구로 잠시

이동했다가 다시 온 것으로 보이며, 태화강의 서식환경이 좋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태화강은 하류 갈대숲이 은신처 역할을 하고 적당히 발달한 모래톱에서 휴식할

수 있으며, 먹이가 풍부해 황새가 정착하기 좋은 조건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주요동향 |



2015년 9월 주요시정ㆍ동향 _425

이 황새는 다리에 'J0094'라는 인식표를 달고 있어 일본 효고(兵庫)현 도요오카(豊岡)

황새복원센터에서 자연부화해 지난해 6월 방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어린 수컷이다.

일본에서 바다 건너 800㎞를 이동해 울산으로 왔다.

황새 같은 큰 조류는 기류를 이용해 먼 거리를 이동한다.

2015년 9월 25일

❀ 신관광도시 울산 홍보 다큐 방영(문화체육관광국) 

○ 일     시 : 9. 25.(금) 20:55

○ 프 로 그 램 : “떠나고 싶은, 여행의 조건”

○ 주 요 내 용 : 울산 대표관광지 스토리텔링 및 국내외 유명 도시 비교분석

○ 주     관 : ubc 울산방송

주요시정 |

2015년 9월 25일

❀ 울산박물관 '추억의 시네마' 상영(문화)

울산박물관은 30일 오후 3시, 6시 2회에 걸쳐 박물관 2층 강당에서 9월 추억의 시네마

'삼등과장'을 상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삼등과장’은 1961년 이봉래 감독의 작품으로 박봉의 샐러리맨 가장이 겪는 다양한 사건을

묘사한 희극영화다.

울산박물관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편씩 1950∼70년대 문화를 대변하는 영화를 상영

하고 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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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30일

❀ 국가산단 주변 주요하천 환경오염행위 조사(시민안전실)

○ 기간/대상 : 9. 30. ~ 10. 2. / 국가산단 인근 하천, 배수로 등

○ 조  사  반 : 특별사법경찰 3명

○ 조 사 내 용 : 하천내 오염물질 유입징후, 하천변 수질오염물질 투기행위 등

○ 조 치 계 획 : 오염징후 발생시 채수 및 분석의뢰, 오염물질 취급업소 집중단속

주요시정 |

2015년 9월 30일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보(행정)

울산시 북구는 201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3개 사업이 선정돼 15억2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고,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국토

교통부가 추진한다.

북구는 같은 사업으로 지난해 3천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로 확장, 염포누리길 조성, 강동해안누리길

조성 등이다.

강동해안누리길 조성은 강동동 5개 어촌 해안과 기존 강동사랑길을 연계해 산과 바다가

공존하는 테마형 누리길을 만드는 것이다. 북구는 누리길이 강동권 관광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 불편을 해결할 것"

이라고 밝혔다.

주요동향 |



울산의 문양 [대표문양] 처용의 탈

울산 10색  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0색0색0색0색0색0울산 10색0색색색색색색색색울산 10색색색색색색색색색울산 10색색울  울  울  울  울  울  울  울산 10색울   울  울  울  울  울  울  울산 10색울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101010101010울산 10색울산 10 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바위바위바위위위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위구대구대구대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구대구구구구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구ㆍㆍ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 반반반반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반옹옹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옹 은색은색은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은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태태태태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태 강은강은강은강강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강은화강화강화강화화강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화강 ㆍㆍ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화화화화화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화적적적적적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적 은은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은ㆍㆍ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태태태태태화화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태화토색토색토색토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토색기적기적기적적기적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기적 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토토토토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토옹기옹기옹기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옹기 고래래고래고래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고래고고고고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고 회회회회청청청청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회청래회회래회래회회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래회래래래래래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래자자자자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자 반반반반구구구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반구 위위위위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위색대바바대바대바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대바바바바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청청청청청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청자색자색자색자색자 ㆍ옹ㆍ옹옹옹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자색ㆍ옹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철ㆍ철철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철색ㆍ색ㆍ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녹녹녹녹녹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녹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울ㆍ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울울울울울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울울산울산울산울산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울산바바바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 가가가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가색ㆍ색ㆍ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 가가가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가바바바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다다다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다색바다바다바다바다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다산산산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산배꽃배꽃배꽃배꽃배꽃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배꽃울산울산울산울산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울산 꽃색꽃색꽃색꽃꽃꽃꽃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꽃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배배배배배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배은백은백은백은백백백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은백로로로로로로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로백로백로백백로백로백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백로백백백백백백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백로은로은로은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로은백백백백백백색ㆍ울색ㆍ울색 울색 울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백색ㆍ울 가지가지가지지지산진녹산 녹산진녹산진녹진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가지산진녹 철철철철철쭉적자쭉적자쭉적자쭉적자쭉적자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철쭉적자산금산금산금산금금배색배색배색배색배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산금배색색ㆍ색ㆍ색색 울산바울산바울산바울산바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울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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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내 식품취급업소 특별단속(시민안전실)

○ 기간/대상 : 10. 1. ~ 10. 16. / 관내 장례식장(하늘공원 외 17개소)

○ 단  속  반 : 1개반 7명(민생사법경찰과 수사 2팀 전원)

○ 단 속 내 용 : 원산지 미표시, 위생청결, 식품재활용 행위 등

○ 단 속 결 과 : 총 9건(법률위반3건, 현지계도6건)

∙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위반 : 3건

∙ 식품재활용 의심사례 및 원산지 표시방법 부적절 등 : 6건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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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날 기념식 열려(행정)

울산시는 '제15회 시민의 날' 기념식을 1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었다.

기념식에는 김기현 시장, 기관·단체장, 시민대상 수상자, 명예시민, 다문화와 북한 이탈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은 시민헌장 낭독, 시민대상 시상, 기념사, 식후 공연 등으로 진행

됐다. 

시는 김길자(사회봉사·효행), 류해렬(산업·경제), 심규화(문화·체육), 조무제(학술·과학

기술)씨 등 4명에게 시민대상을 수여했다.

김씨는 여성 권익신장과 경제인력 양성 등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에 기여했고, 류씨는 울산

벤처기업협회를 재창립해 340여 개 벤처기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심씨는 학교체육과 장애인체육 발전에 헌신했으며, 조씨는 UNIST(울산과학기술대) 초대

총장으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으로의 성공적 개교에 기여했다. 

기념식에서는 또 시민이 부르기 쉽도록 편곡한 '울산시가'를 선보였다. 시가는 2015 서덕출

동요제 대상팀인 해피키즈합창단이 불렀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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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헌장은 동강병원 간호사 박원정(30)씨가 낭독했다. 박씨는 지난 2월 필리핀으로 가는

항공기에서 응급 탈수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처해 의식을 회복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울산시 누리집에서 칭찬 주인공으로 뽑혔다.

김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와 울산 발전에 헌신한 시민에게 감사드린다"라며 "후세에게

큰 자랑이 될 위대한 창조도시를 만드는 데 시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울산시민의 날 기념식은 애향심 고취 및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1년부터 열렸다.

❀ ‘울산시가’의 재탄생, 시민이 쉽게 부르도록 편곡(행정)

울산시가(蔚山市歌)가 1일 시민의 날을 맞아 재탄생했다.

울산시는 새롭게 편곡한 시가를 이날 시청에서 열린 '제15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해피키즈

합창단이 처음 불렀다고 밝혔다.

시는 시가를 대중곡 2곡과 연주곡 2곡 등 4가지 형태로 편곡해 축제와 문화행사 등에서

부를 수 있도록 했다.

대중곡은 팝페라 가수 임형주와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부른 곡, 어린이합창단이 부른 곡 등

2곡이다.

연주곡은 가야금을 사용하는 경쾌한 곡과 서정적인 곡 등 2곡이다. 

대중곡은 예식이나 행사에, 연주곡은 행사 전·후의 배경곡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시민이 함께 부르는 노래, 하나 되는 울산'이라는 제목의

동영상도 제작했다. 영상은 TV 등 대중매체와 SNS 등에 홍보하고, 임형주 메이킹(제작과정)

영상은 유튜브에 상시 게시한다.

울산시가는 2002년 장태주 작사, 김봉호 작곡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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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경제)

울산시는 지방공기업 노사가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지방공기업은 울산시 산하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구·군 산하 중구·남구도시

관리공단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등 5곳이다.

시는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달 4일 울산시설공단 노사가 처음 합의했고, 울산도시공사 등이 잇달아 결정했다. 

이들 지방공기업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위해 11월까지 이사회를 열어 인사, 봉급

규정 등을 개정한다.

임금피크제과 함께 청년고용을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울산시 출연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시여성가족개발원 등 5개 기관도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열고 있다.

❀ 유엔 WTO 산악관광회의 준비 점검(관광)

울산시는 2일 시청에서 '2015 울산 유엔 WTO 산악관광회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참가자 확정, 행사장 설치, 의전, 운영 요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 등 세부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유엔 WTO(세계관광기구) 산악관광회의는 유럽 안도라공국과 제3국에서 순환 개최되는

회의이다. 

울산회의는 14∼16일 롯데호텔과 영남알프스 일원에서 열린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울산이 국내 대표적인 산악관광지로 주도권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산악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동향 |



_ 2015 울산종합일지432

ULSANMETROPOLITAN CITY

2015년 10월 3일

❀ 신불산 억새평원서 산상 음악축제(문화)

울산시 울주군은 3일 억새평원으로 유명한 영남알프스 신불산 간월재에서 '경계를 건너다

(Across the Border)'를 주제로 산상 음악축제 '2015 울주 오디세이'를 열었다.

영남알프스는 신불산을 비롯해 울산을 둘러싼 1천ｍ 이상의 높은 산 7개를 일컫는다.

울주군은 300여만㎡ 규모의 신불산 억새평원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모두 하나 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축제를 기획했다.

행사장에서는 2016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본영화제 주제곡 '울주

오디세이'를 작곡한 작곡가 양방언과 그의 밴드 공연이 펼쳐졌다.

1980년대 대표 여성 싱어송라이터 권진원, 국악 타악그룹 소나기 프로젝트의 콜라보레이션

공연 등도 선보였다.

울주군 관계자는 "가을이면 하늘 아래 은빛 억새길로 유명한 신불산 간월재의 가치를

알리고, 울산의 영남알프스도 많이 찾아주길 바라며 산 위에서 음악축제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 영남알프스 자락서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막(관광)

울산시 울주군은 3일 2015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와 24회 대한산악연맹 회장배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국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달 울주군 상북면에 문을 연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센터 인공 암벽장에서 이틀간 열린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부 선수 등 500여 명이 참가해 볼더링, 스피드, 난이도

등 3가지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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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더링(bouldering)은 로프를 사용하지 않고 3∼4m 높이의 인공암벽 4∼5세트를 등반해

해결한 과제 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가린다. 특별한 용구나 보호장치 없이 암벽화와 초크백만

차고 경기한다. 

속도 경기는 높이 15m, 경사각 95도의 인공암벽에서 동일한 홀드가 설치된 좌우 양쪽의

루트를 2명이 등반해 시간으로 순위를 정한다.

난이도 경기는 높이 15m, 경사각 90∼180도의 인공암벽에서 난이도를 고려해 설계한 루트를

따라 정해진 시간에 최고로 도달한 등반 높이로 겨룬다.

사업비 41억원이 투입된 국제클라이밍센터 인공 암벽장은 영남알프스(울산지역 1천ｍ 이상

고봉을 일컫는 표현) 산악관광 자원을 활용하고 홍보하기 위해 건립됐다.

울주군은 이날 국제클라이밍센터 옆에 건립한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개관식도 함께

열었다.

복합웰컴센터는 신불산과 간월산을 찾는 등산객의 편의시설이면서 가족단위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지원공간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카페테리아, 작은 영화관(알프스 시네마), 산악테마 전시실, 산악

영화제 사무국, 세미나실 등으로 꾸며졌다.

이곳에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사전영화제인 프레페스티벌이

열렸다.

2015년 10월 5일

❀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워크숍(기획조정실)

○ 기간/장소 : 10. 5. ~ 10. 7.(3일간) / 본관 4층 국제회의실

○ 참 석 인 원 : 309명 정도(시, 구․군 총괄 및 지표 담당자)

○ 주 요 내 용 : 합동평가 추진방향 이해, 151개 정량지표 컨설팅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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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 시민 공청회(도시창조국)

○ 일시/장소 : 10. 5.(월) 15:00 /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참 석 인 원 : 300여명(관계전문가, 주요인사, 지역주민 등)

○ 주 요 내 용 :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설명, 시민·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2015년 10월 5일

❀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울산 개막(경제)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5일 울산에서 개막, 12일까지 열린다.

고용노동부와 울산광역시, 울산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와

울산광역시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회는 '근대화의 기수에서 창조경제의 리더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경기장은 문수경기장, 울산공고, 현대공고, 울산생활과학고, 울산에너지고 등이다. 

1966년 시작된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매년 전국 시·도에서 순회 개최한다. 울산은 2000년

개최 이후 15년 만에 경기를 치르게 됐다.

용접 등 49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1천928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문수경기장에서 15직종 558명, 울산공고에서 14직종 556명, 현대공고에서 8직종 277명,

울산생활과학고에서 6직종 282명, 울산에너지고에서 6직종 255명이 각각 경기한다.

울산시 선수단은 30개 직종에 총 88명이 출전해 종합 6위에 도전한다. 

경기 외에 숙련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Skills World 체험관'이 마련된다. 나만의 케이크

만들기, 물레 체험, 봉제인형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3D프린팅 시연회, 중학생 이하 학생들이 참여하는 주니어 기능경기대회, 현대자동차 홍보

전시관 운영, 시내 강소기업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체험행사가 열린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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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은 문수호반광장에서 이날 오후 7시에 열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현 울산

시장,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등이 참석한다. 

개막식에 이어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개막 공연이 이어진다.

5일 오전에는 울산MBC컨벤션에서 기술위원회 회의와 환영리셉션이 열렸다.

2015년 10월 5일

❀ BNK경남은행, 울산시육아지원센터 건립 20억 기부(복지)

울산시(시장 김기현)와 BNK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6일 시청에서 '울산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기부금 기탁 협약'을 체결했다.

BNK경남은행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2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동구 전하동에 2천191㎡,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2월 착공해

2017년 2월 완공 예정이다. 이 부지에 연구형 국공립어린이집도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한다.

총 사업비는 123억원이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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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과 함께하는 통통대화(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10. 6.(화) 16:00 / 울산대학교(정책대학원 1층)

○ 참 석 인 원 : 대학생 300여명(관내 5개 대학 재학생)

○ 주 요 내 용 : 축하공연, 자유토론, 어울림 공연, 기념촬영 등

❀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0. 6.(화) 09:30 / 동천체육관

○ 참 석 인 원 : 3,000명(노인, 관련기관·단체, 시민 등)

○ 주 요 내 용 : 기념식, 유공자표창, 축하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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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민선 6기 김기현 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이다.

이곳은 도서실, 놀이체험실, 상담실, 교육장 등을 갖추고 가정양육과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프로그램 제공 등 보육관련 종합서비스센터 기능을 수행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우수

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어린이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많이 들어 BNK경남은행에 사회공헌

참여를 요청했다"며 "전문 육아지원시설이 없는 울산에 이들 시설이 들어서면 전문적이고 종합

적인 양육과 보육서비스가 가능해 새로운 보육문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외국인 119신고 대응 학습자료 제작(안전)

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외국인이 자국 언어로 119에 신고할 경우를 대비해 영어

음성파일로 된 외국인 119신고접수 학습자료를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학습자료는 화재, 구조·구급별 81개 문장으로 구성됐다.

화재는 발생장소, 연소확대 우려 등 현장상황, 내부 인원 유무 등 필수적인 질문 사항으로

구성했다. 구조·구급은 유형별 응급처치와 환자상태 파악 등에 관한 항목으로 짰다.

소방본부는 이 자료를 지역 소방서는 물론 다른 시도 119상황실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이 119상황실로 신고하면 전화통역서비스 'bbb korea'로

연결, 3자 통화로 신고가 접수된다"며 "이번 학습자료는 'bbb korea'로 연결될 때까지 신고

자에게서 재난정보를 받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에는 2015년 8월 기준 2만6천285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관련

신고는 96건이며 이 중 17건이 외국인이 직접 신고했다.

❀ 장애학생 실습 카페 ‘청마실’ 개장(교육)

울산시교육청은 6일 청사에 장애학생의 바리스타 실습 및 직원의 복지를 위한 카페

'청마실'을 개장했다.

청마실은 특수교육센터 교사, 직업재활사, 장애학생 실습생들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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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은 장애학생 바리스타 4명, 계산원 2명, 매장지원 2명 등 총 8명이다.

실습생들은 최근 안전교육, 커피 추출, 고객응대, 환경 적응훈련, 보건검사 등을 받았다.

울산은 장애학생을 위한 실습장소가 제조업으로 제한되어 다양한 취업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카페가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서비스업으로 장애학생이

진출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카페 운영은 청내 직원의 복지증진과 장애학생의 취업률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의미가 깊다"며 "장애학생이 다양한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2015년 10월 7일

❀ 고리원자력본부 초청 체험형 원자력발전소 견학(시민안전실)

○ 일     시 : 10. 7.(수) 10:00

○ 참 석 인 원 : 30명(시 공무원)

○ 주 요 내 용 : 신고리2호기 현장견학, 홍보관 방문 등 원자력 이해증진

주요시정 |

2015년 10월 7일

❀ 강소기업 청년 채용박람회(경제)

울산시는 7일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Cheer Up 청년, 2015 강소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

한다. 

'함께 더 큰 세상을 꿈꾸다'라는 슬로건 아래 울산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청, 한국산업

단지공단 지역본부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청년 채용 행사다. 

박람회는 채용관(부스 80개), 부대행사관(텐트 20개), 세미나관, 운영관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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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에서는 세진중공업, 광영이엔씨, 태성공업, 용산 등 지역 강소·벤처기업 120개사가

참여해 채용면접, 채용 대행서비스, 취업컨설팅 등을 한다.

세미나관에서는 한국동서발전, 현대중공업, 덕산하이메탈 인사담당자의 채용 상담과 설명회가

진행된다.

또 김창옥 강사의 'Cheer Up 청년, 취준생 자존감 회복', 김나경 강사의 '취업성공을 위한

얼굴경영 & 이미지 경영', 김성욱 강사의 '스펙을 이기는 취업성공전략' 특강도 준비돼 있다.

부대행사관에서는 취업 성공 패키지, 고용정책 상담, 직업 심리검사, 증명사진 촬영, 면접

뷰티, 취업 타로, 이력서 작성, 면접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구직 희망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등을 갖추면 현장 면접이 가능하다. 사전

참가신청을 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채용박람회에서는 8천여 명이 참가해 당일 1천652명이 면접했다. 면접자 중 64명이

당일 채용됐고, 328명이 2차 면접을 거쳐 일자리를 찾았다. 

❀ ‘한글마을’ 상징 조형물 제막(문화)

울산시 중구는 한글마을을 상징하는 조형물 제막식을 7일 열었다.

병영오거리에 설치된 이 조형물은 1억원을 들여 높이 2.57m의 원형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

됐으며 '한글의 울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작은 기호들이 모여 소리의 물결을 형상화한 것으로,

파동의 울림이 물결처럼 점점 퍼지는 듯한 입체감을 줘 소리의 울림을 통해 한글의 세계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중구는 설명했다.

조형물 가운데 푸른색 물결은 울산의 청정한 바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성을 담았으며

야간에는 조명효과로 신비로우면서도 감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형물은 중구가 울산 출신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외솔 최현배 선생을 기리는 외솔

기념관 주변에 조성 중인 한글마을을 알리고자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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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8일

❀ 2015년 민·관 합동워크숍(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10. 8.(목) 10:30 ~ 15:00 / 롯데호텔(크리스탈볼룸)

○ 참 석 인 원 : 131명(민간단체대표 63, 시 55, 경찰청 3, 교육청 5,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5)

○ 주 요 내 용 : 개회식, 특강, 문화공연, 민‧관 협업 우수사례 발표 등

❀ 제27회 울산산업문화축제(경제산업국) 

○ 기간/장소 : 10. 8. ~ 10. 11. / 울산상공회의소․울산대공원 등 5개소

※ 개막식 : 10. 8.(목) 19:00 / 울산상공회의소

○ 참 석 인 원 : 23,000여명(기업체 근로자, 일반시민 등)

○ 주 요 내 용 : 개막식, 근로자 가요제, 탁구․족구․스크린골프대회 등

❀ 제49회 처용문화제(문화체육관광국)

○ 기간/장소 : 10. 8. ~ 10. 11.(4일) / 문화예술회관, 달동 문화공원

※ 개막식 : 10. 8.(목) 19:30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참 여 인 원 : 35만 여명(시민, 한류관광객 등) 

○ 주 요 내 용 : 처용학술제, 처용마당, 월드뮤직, 거리 퍼레이드 등

○ 주     관 : 처용문화제 추진위원회

주요시정 |

중구는 한글마을 한글거리간판개선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병영사거리

에서 병영성지하터널 입구 840m 거리의 180개 업소 360개 간판을 한글거리에 맞게 개선한다.

또 외솔기념관 주변 1㎞ 구간에 7억원을 투입해 쉼터, 한글문양 바닥 포장,  외솔의 글이

적힌 골목길 등으로 꾸미는 외솔탐방길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은 "외솔기념관을 중심으로 한글거리, 외솔탐방길 조성, 한옥도서관을

건립해 한글중심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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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8일

❀ ‘문화원의 날’ 기념식, 찾아가는 문화활동 다짐(문화)

전국 문화원의 역할을 알리고 문화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축하하는 '문화원의 날' 기념식이

8일 오후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올해는 8회째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울산시가 후원, 울산시문화원연합회가 주관했으며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전국 228개 문화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전국 문화원장 등은 지방문화원이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면서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펼치고 다문화시대의 매개가 되자고 다짐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선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이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과제와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행사에선 대한민국 문화원상 시상식과 문화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열렸다.

올해 문화원상 대상은 동해문화원이 받았고 우수상은 연수문화원과 고창문화원에 돌아갔다.

유공자 표창은 김관 울산중구문화원장 등 6명의 지방문화원장이 받았다.

문화원장들은 기념식 이후 울산지역 문화축제인 처용문화제를 참관했다.

지방문화원은 1947년 강화문화원이 최초로 설립된 후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에 설치됐다.

주요동향 |

❀ 2015 한글문화예술제(문화체육관광국)

○ 기간/장소 : 10. 8. ~ 10. 11.(4일) / 외솔기념관, 중구 원도심 일원

※ 개막식 : 10. 8.(목) 14:00 / 외솔기념관 정문주차장

○ 참 여 대 상 : 학생, 일반시민, 외국인, 관광객 등 

○ 주 요 내 용 : 한글 공모전, 특별 토론회, 전시‧체험행사, 홍보관 운영 등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 ubc울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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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9일

❀ 봉계한우불고기축제 개막(경제)

2015 봉계한우불고기축제가 9일 '관광객이 감동하는 순간까지'라는 주제로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에서 개막했다.

11일까지 열리는 축제는 첫날 천도제를 지내고, 불고기 먹거리광장을 개장했다.

행사장에서는 한우 경매와 레크리에이션, 한우 콘서트, 스타 색소폰 공연 등이 마련됐다. 

이튿날은 전국 한우요리 경연, 뷰티 페스티벌, 명곡 콘서트 등이 잇따른다. 마지막 날에는

현장 노래방, 가을맞이 열린 콘서트, 가요제, 폐막식 등이 있다.

축제장에 먹거리 광장은 물론 판매장, 한우불고기 홍보관, 요리작품 전시, 특산물 판매장,

키드존 등이 운영된다.

또 소원지 달기, 사랑의 엽서 쓰기, 천연비누 만들기, 네일아트, 발과 피부 마사지, 건강

홍보관, 건강검진, 좋은 식단 실천과 나트륨 줄이기 홍보관 등을 운영하거나 서비스한다.

축제장 옆에는 대규모 코스모스 단지, 빛 장식 터널과 상징물 등을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동향 |

❀ 러시아 무역사절단 621만달러 수출계약(경제)

울산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본부는 지난달 13∼19일 러시아에 파견한 종합무역

사절단이 63건의 수출상담을 해 30건, 621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무역사절단에는 ㈜애드위너, ㈜금성메탈, ㈜일진신소재, 금호섬유공업㈜, ㈜엠시피, 티엔씨㈜,

㈜금정 등 중소기업 7개사가 참여했다.

사절단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등 2곳에서 수출상담을 했다.

특수 절삭공구 제조업체인 금성메탈은 14건, 341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하는 성과를 냈다.

코팅원료로 사용되는 아연분말 제조업체인 티엔씨는 36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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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에코마을’ 준공(환경)

울산시 남구는 친환경에너지도 얻고 주거환경도 쾌적한 '친환경 에코마을'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에코마을 조성사업은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주택가 이면

도로를 나무와 식물이 어우러진 녹색 쉼터로 만드는 것으로, 남구 옥동 구슬마을(은월로

12번길) 단독주택 37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남구는 주민 자부담을 일부 포함해 총 1억8천730만원을 들여 각 가구에 3㎾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이 마을은 연간 12만2천㎾의 전력을 생산하고, 그 결과 92t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남구는 예상했다.

특히 이 마을은 남구가 2009년 '녹색주차 시범사업'을 완료, 집집이 담장과 대문을 없애고

전선을 지중화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이미 갖춰졌다.

에코마을 준공식은 20일 열린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에코마을의 성공적 조성이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가져올 뿐

아니라, 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세우는 획일적 형태의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동향 |

성정표 축제추진위원장은 "봉계 한우불고기특구의 30여개 불고기 업소들이 가장 맛있는

암소고기를 준비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또다시 찾을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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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2일

❀ 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착수(경제)

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이 본격화됐다.

울산시는 12일 롯데호텔울산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사업 착수를 위한 킥오프

(KICK OFF) 행사를 개최했다.

주요동향 |

2015년 10월 12일

❀ 교통안전 시민 대토론회(교통건설국)

○ 일시/장소 : 10. 12.(월) 14:00 ~ 16:40(160분) / 울산MBC컨벤션

○ 주     제 :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 방안 

○ 참 석 인 원 : 250명 정도(육운단체, 교통봉사단체, 교통통신원, 학생, 공무원 등)

○ 주     최 :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울산지방경찰청 

○ 주     관 :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울산교통포럼

❀ 화정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도시창조국)

○ 기간/대상 : 10. 12. ~ 10. 16.(5일간) / 동구 화정단지(39.87㎡), 200세대

○ 신 청 장 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 청 자 격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이면서 수급자·한부모·국가유공자

❀ 유수율 제고를 위한 토론회(상수도사업본부)

○ 일시/장소 : 10. 12.(월) 15:00 / 본부 3층 회의실

○ 참 석 인 원 : 27명(직원 및 8개 용역사)

○ 내     용 : 블록유수율 유지관리 용역 보고, 유수율 제고 방안 강구

※ 2015년 목표 유수율 90.5% (2014년 실적 89.0%)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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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업의 IT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 국비와 시비 11억8천500만원이 투입돼 2016년 8월 완료한다.

K-ICT 클라우드 서비스가 개발되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컴퓨터 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

라를 비롯해 문서관리, 재무·회계, 인사·급여 등 범용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는 이용료를 지원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용 도면관리시스템 등 산업 분야별 특화 소프트웨어 22종을 개발하여 기업에

제공한다. 

울산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소프트웨어 기업이 특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개발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제공할 수 있어 소프트웨어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초기 구축비용 없이 정보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정보화 수준과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 제10회 동아시아 환경부회 참가(환경)

울산시는 일본 기타큐슈(北九州)에서 열리는 '제10회 동아시아경제교류 추진기구 환경부회

회의'에 참가했다.

환경부회는 10. 11. ~ 14. 한·중·일 3개국 11개 회원도시가 참가해 '물처리 대책'을 주제로

열렸다.

시는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킨 '태화강 수질개선의 성과와 전략'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KPX케미칼, 엔코아 네트윅스 등 울산 기업이 함께 참가해 폐수 처리 관련

기술을 발표하고 정보를 교환했다.

❀ 울산 황금배 ‘최고품종상’ 수상(경제)

울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화)는 경북 상주시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우리배 한마당 큰

잔치'에서 울산황금배연구회 이대주씨가 '최고품종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고품질 과실 품평회에서는 대상 1명, 최고 외관상 1명, 최고 식미상 1명, 으뜸상 3명,

최고품종상 3명 등 총 9명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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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일

❀ 창업지원멘토단 발대식(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10. 13.(화) 14:00 /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참 석 인 원 : 100명(멘토단, 현대중공업, 혁신센터 관계자 등)

○ 주 요 내 용 : 경과보고, 위촉장 수여, 강연 등   

❀ 호국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0. 13.(화) 10:00 / 동천체육관 

○ 참 석 인 원 : 3,000명(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시민 등)

○ 주 요 내 용 : 기념식, 호국보훈 영상상영, 위문공연 등

주요시정 |

최고품종상을 받은 이대주씨는 16년째 배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다.

황금배는 1984년 농촌진흥청에서 육성됐다. 과즙이 많고 당도가 높으며 껍질이 얇고 매끈

하여 껍질째 먹을 수 있다. 일반 품종보다 크기가 작다.

❀ 울산북구, 재정 조기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행정)

울산시 북구는 올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행정

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이다.

북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649억원을 집행해 목표액인 561억원보다 15.7% 높은 예산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울산 5개 구·군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이라고 북구는 설명했다.

북구는 이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북구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예산을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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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3일

❀ 오픈탑 2층 버스 타고 울산시티투어 즐겨요(관광)

울산시는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티투어용 오픈탑 2층 버스를 도입, 13일 시청 광장에서

시승식을 열었다. 

이 버스는 30일부터 시티투어에 투입된다.

버스는 길이 12.5ｍ, 높이 4ｍ, 너비 2.5ｍ에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했다. 휠체어

1대를 포함하여 1층 18석, 2층 47석으로 총 65명이 탑승할 수 있다.

시승식에는 김기현 시장, 박영철 시의회 의장, 박형근 관광협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종진 관광진흥과장은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새 시티투어용 버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울산 시티투어는 30일부터 '순환형'과 '테마형'으로 구분 운영한다. 

순환형은 오픈탑 2층 버스 2대와 1층 버스 1대 등 3대를 투입해 롯데광장을 기점으로

동쪽의 대왕암코스와 서쪽의 태화강코스를 각각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한다. 

테마형은 KTX울산역을 기점으로 2층 버스 1대, 1층 버스 1대 등 2대를 운행한다. 월요일을

제외한 요일별로 역사탐방, 해안탐방, 산업탐방코스로 구성한다.

❀ 울산시의회, ‘산재모병원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행정)

울산시의회는 13일 제173회 임시회를 열어 대통령 공약인 '산재모병원 건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윤시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시의원 21명이 서명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국 10개 산재병원을 통합 관리하는 세계 10대 산재

모(母)병원을 2018년까지 UNIST(울산과기원)에 건립한다는 계획을 2013년 수립했다. 규모는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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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12만8천200㎡에 500병상이며, 사업비는 4천200억원이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규모와 예산 등을 축소하고, 올해 8월로 예정했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4차례나 연기했다. 

시의원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추진 과정은 그동안 산재모병원 건립에 사활을 건 울산시민

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주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현장 재해자는 매년 9만명 이상이고, 4만명 이상 신체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학·생명공학 분야에 앞선 UNIST와 연계한 산재모병원을 계획대로 건립해 산재로 인한

장애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총리실, 기획

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발송했다.

2015년 10월 14일

❀ 2015 울산 UNWTO 산악관광회의(문화체육관광국)

○ 기간/장소 : 10. 14. ~ 10. 16.(3일) / 롯데호텔울산, 영남알프스 일원

○ 주     제 : 산악관광지의 밝은 미래 조성

○ 참 가 인 원 : 500명(외국인 475, 내국인 105)

○ 주 요 행 사 : 개‧폐회식, 장관회의, 주제토론, 테크니컬투어 등

❀ 제16회 전국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참가(소방본부)

○ 일시/장소 : 10. 14.(수) 11:00 / 영남대학교(경북 경산) 

○ 대 회 규 모 : 전국 38개팀(유치부 19팀, 초등부 19팀) 

○ 참 가 인 원 : 100여명(신천초등학교, 영광예능어린이집 학생, 학부모 등) 

○ 주     최 : 국민안전처․한국소방안전협회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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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4일

❀ 수산업경영인들 울산에서 전국대회(경제)

전국 수산업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10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기념식이 14일

오전 울산시 태화강 둔치에서 열렸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울산시가 후원한 이 대회에서는

유공자 포상, 치어 방류 행사, 기자재 전시회, 산업현장 견학, 수산정책자금 상담코너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15일까지 개최된다.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는 2만3천여 명 수산업경영인들이 모여 수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개최된다. 1997년 전남 여수에서 1회 대회가 개최된 이후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기념식에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기현 울산시장, 수산업경영인과 가족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이번 대회가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더 풍요롭게 가꾸겠다는 수산업경영인의

의지와 이를 통해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한다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선포

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업경영인은 어업인 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통칭

한다.

해수부는 1981년부터 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해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 ‘청춘 10년 실천서약’ 시행(복지)

'30분 이상 걸었습니까', '물은 충분히 마셨습니까'

울산시 울주군과 군보건소가 10월부터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춘 10년 실천서약'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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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건강수칙 10가지를 실천하도록 해서 '10년 이상 청춘처럼' 활달하게 살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실천 항목으로는 30분 이상 걸었는지, 술은 절제하고 물은 충분히 마셨는지, 음식은 제때

싱겁고 골고루 먹었는지, 약은 규칙적으로 복용했는지, 매일 3번 이상 크게 웃었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했는지, (낙상 예방을 위해)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였는지 등을 체크한다.

또 팔다리 스트레칭을 5분이상 했는지, 식사 후 이를 닦았는지, 마지막으로 실천 서약서를

매일 소리내어 읽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보건소는 이를 위해 방문 간호사(6명)가 돌보는 어르신(전체 3천172가구) 가운데 홀로

살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 1천여 가구부터 먼저 실천 약속을 받고 있다.

서약한 어르신은 매일 실천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간호사가 이를 확인한다.

울주보건소는 주로 고혈압·당뇨·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흡연과 고위험 음주자, 비만 등 건강

위험 의심자,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등을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돌보고 있다.

김희진 울주보건소 방문건강팀 담당자는 "어르신들이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간호사가 10개 항목에 대해 교육, 확인하고 있다"며 "지침을 잘 지켜 어르신

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15일

❀ 제37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행사(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10. 15.(목) 11:00 / 동구 서부축구장

○ 참 석 인 원 : 500여명(자연보호회원, 관계공무원 등)

○ 주 요 내 용 : 기념식, 유공자 표창, 경진대회(정화활동 등)

❀ 영·호남 산악인 친선 등산대회(행정지원국)

○ 기간/장소 : 10. 15. ~ 10. 16.(1박2일) / 간월산 일원

○ 참 석 인 원 : 50여명(부산8, 대구4, 광주6, 울산11, 전북5, 경북4, 경남6)

○ 주 요 내 용 : 영남 알프스 등반, 소통과 화합의 시간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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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유치 공로 대통령표창 받아(경제)

울산시는 15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공로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나세르 알 마하셔 S-OIL 대표도 18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와 석유화학 R&D센터 개설,

동북아오일허브 참여 등의 공로로 개인포상 최고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S-OIL 18억3천600만 달러, SK어드

밴스드 9천900만 달러, 에스엠피 4천600만 달러, 이니츠 3천400만 달러, 솔베이코리아 3천

100만 달러 등 20억 달러 유치 실적을 올렸다.

또 SK 지주회사의 외투합작 증손회사 설립기반 마련, S-OIL 공장부지난 해소 등 규제

개혁과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투자친화 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요동향 |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가족초청행사(도시창조국)

○ 행 사 기 간 : 10. 15.(목) ~ 10. 16.(금) 1박 2일

○ 참 가 인 원 : 한국석유공사 등 10개 기관 직원·가족 71명

○ 행사내용

∙ 1일차 : 시청방문, 고래생태체험관 및 고래바다여행선 체험

∙ 2일차 : 현대자동차, 대왕암공원, 태화강대공원, 함월루 등

❀ 제28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소방본부)

○ 기간/장소 : 10. 15.(목) ~ 10. 16.(금) / 중앙소방학교

○ 참 가 인 원 : 110명(소방 50, 의용소방대 60)

○ 주 요 내 용

∙ 소방공무원 기술경연대회 : 최강소방관 등 5개 종목

∙ 의용소방대 및 다문화 가족 경연대회 : 11개 종목



2015년 10월 주요시정ㆍ동향 _451

시는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충을 민선 6기 시정 핵심비전으로

정하고 아시아 4개국과 유럽·미국 투자유치단 파견 등 세계 각지의 투자가를 찾아다니며

세일즈 마케팅을 펼쳤다.

김기현 시장은 "외국인투자 유치 대통령 기관표창은 120만 시민과 5천여 명의 공직자가

합심해 이룬 성과"라며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기울이

겠다"라고 말했다.

❀ 울산 명정·오산마을 혁신도시 이주(행정)

울산시는 옥동∼농소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중구 태화동 명정·오산마을 이주대상

75가구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15일 공고했다.

이들이 이주할 곳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장현동·약사동 일원 98필지로, 필지별로 평균 4억

3천만원에 공급한다.

이주 대상자가 주거·점포 겸용(73필지)과 주거 전용(25필지) 중 한 종류를 선택해 신청하면

별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필지별 평균 공급 면적은 287㎡이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시설 설치비 등 생활기본 시설 비용은 울산시가 전액 부담

한다. 

시는 다음 달에 이주택지대상자 심사와 추첨을 하고 12월 말까지 계약을 완료한다는 계획

이다.

옥동∼농소 도로개설사업은 4천200억원의 사업비로 남부순환도로에서 옥동, 태화동, 성안동

및 농소지역을 연결하는 길이 16.9km, 4차선이다. 2018년 준공 목표로 건설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1구간(남부순환도로∼성안IC) 26%, 2구간(성안IC∼농소 ) 75%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울산의 최대 교통 혼잡지역인 남구 신복로터리와 태화로터리의 교통

체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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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문화체육관광국)

○ 기간/장소 : 10. 16. ~ 10. 22.(7일) / 강원도 일원

※ 개회식 : 10. 16.(금) 18:00 / 강릉종합운동장

○ 참 가 인 원 : 우리시 1,018명(42개 종목)

○ 주최/주관 : 대한체육회 / 강원도(강원도체육회, 강원도교육청) 

❀ 제1회 생태관광 페스티벌 홍보부스 운영(환경녹지국)

○ 기간/장소 : 10. 16. ~ 10. 17. /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

○ 참 여 대 상 : 17대 생태관광지역 지정 자치단체 등

○ 주 요 내 용 : 태화강 생태환경 홍보, 종이 백로 만들기 등   

○ 주최/주관 : 환경부 / 국립공원관리공단, (사)한국생태관광협회

주요시정 |

2015년 10월 16일

❀ 울산대교 경제효과 연간 620억 예상(도로)

울산대교의 유료 운영 100일(6월 11일∼9월 18일)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총 62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울산시는 울산대교 개통에 따른 주변 7개 도로의 혼잡비용 절감 편익을 산정한 결과 연간

시간가치비용 절감편익 548억원, 차량운행 비용 절감편익 72억원 등으로 분석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교통량은 총 373만5천402대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염포산터널 227만7천543대(60.9%), 울산대교 90만2천877대(24.2%), 예전

영업소 55만4천982대(14.9%)로 울산대교 전 구간보다는 염포산터널 구간만 다니는 차량이

많았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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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교통량은 3만7천354대로 목표 5만4천388대 대비 68.7% 수준을 보였다. 이달들어

1일 평균 4만258대가 이용하는 등 교통량 증가추세다.

100일간 목표대비 교통량은 부산∼울산(52.2%), 대구∼부산(56.0%), 인천대교(72.1%),

일산대교(50.8%), 천안∼논산(47.0%), 인천공항(47.0%) 등 전국의 다른 민자도로 평균

(54.2%)보다 높다.

울산대교 개통에 따른 아산로, 장생포로 등 주변 9개 도로의 교통영향을 분석한 결과 퇴근

시간(18∼19시) 기준 교통량이 증가한 도로는 장생포로, 수암로, 산업로(명동삼거리∼여천

오거리), 봉수로(동구청사거리∼한채사거리) 등이다.

감소한 도로는 아산로, 염포로, 강남로, 강북로, 방어진순환로(성내삼거리∼예전부두앞

사거리)이다.

같은 시간대 통행속도가 증가한 도로는 아산로, 산업로(명동삼거리∼여천오거리), 염포로,

강남로, 강북로, 방어진순환로이며 감소한 도로는 장생포로, 수암로, 봉수로이다.

장생포로의 경우 교통량 증가(1천61대, 71%)가 가장 컸지만, 통행속도 감소(1.1km/h,

2.8%)폭이 미미했다.

산업로(명동삼거리∼여천오거리)는 교통량과 함께 통행속도가 증가했다.

출퇴근 시 상습 교통혼잡 지역이었던 성내삼거리, 염포삼거리, 문현삼거리 등 동구 일대의

주요 교차로 교통혼잡은 크게 완화됐다.

❀ ‘환경규정 위반’ 울산 도장·인쇄업체 적발(환경)

울산시는 8∼10월 인쇄·도장업체 43곳을 대상으로 탄화수소((THC) 오염도 등을 조사해

환경규정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도장과 인쇄시설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물질이다.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허가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2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사업장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1개 업체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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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10. 17.(토) 10:00 / 울산공고

○ 선발/출원 : 18명(행정7급 등 6개 직렬) / 974명(평균경쟁률 54:1)

○ 시 험 관 리 : 76명(본부요원 18, 시험감독관 58)

○ 향 후 일 정 : 합격자 발표(11. 5.), 면접시험(11. 13.), 최종합격자 발표(11. 20.)

❀ 울산 나눔 대축제(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0. 17.(토) 11:00 / 태화강 대공원 만남의 광장

○ 참 석 인 원 : 1,000여명(나눔봉사단체, 기업, 시민 등) 

○ 주 요 내 용 : 기념행사, 체험부스, 희망나눔콘서트 등

주요시정 |

2015년 10월 19일

❀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발굴 보고회(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10. 19.(월) 14:00 / 본관 4층 국제회의실

○ 참 석 대 상 : 25명(해당 실, 과, 소 및 구․군 사업담당 부서장)

○ 주 요 내 용 : 새뜰마을사업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새뜰마을사업 및 선도연계협력사업

발굴(안) 논의

주요시정 |

또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9개 업체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시는 도장업체 대부분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영세해 탄화수소를 제거하는 활성탄 흡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점검과 함께 활성탄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증설이나 교체를

지도했다"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

기술진단과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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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실태 점검(경제산업국)

○ 기간/대상 : 10. 19. ~ 10. 22. / 164개교 101천명

○ 점  검  반 : 시, 구․군 합동

○ 점 검 방 법 : 구․군별 2개교 합동점검(이외 학교는 구․군 자체점검)

○ 주 요 내 용 : 우수농산물 식자재, 지역농산물 구입품목 및 구입량 조사

※ 2015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 36억원(시 18, 구․군 18)

○ 조 치 계 획 : 지역 우수농산물 사용 지도 및 수렴 의견 사업 반영

2015년 10월 19일

❀ ‘가을 추억은 울산에서’ 관광주간 운영(관광)

'울산으로 오세요, 가을은 짧지만, 추억은 깁니다.'

울산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2주간 '가을 관광주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뭘 해도 즐거운 울산, 가을의 추억은 울산에서'라는 슬로건으로 공연·행사·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대표 행사인 'Mr. 장생포, 고래의 꿈'은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개최한다. 고래사냥,

찾아가는 보물찾기, 고래낚시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중구 성남동에서는 31일 오후 3∼5시 '도호부사 행차 재현행사'를 연다. 도호부사는 중구

문화원∼국민은행∼육갑문사거리∼소방서 사거리∼중앙전통시장 ∼보세거리∼중구문화

원을 행진한다.

중구 '종갓집 문화 음악회'는 문화의 거리에서 24일 오후 7시∼8시 30분, 태화강대공원

에서 25일 오후 7∼8시, 구역전시장에서 31일 오전 11시∼오후 5시 30분 각각 순회 공연한다.

동구 대왕암공원에서는 31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대왕암 달빛문화제'를 진행한다.

달빛걷기(울기등대∼대왕암∼슬도), 체험행사, 문화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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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에서는 11월 1일 오전 8시 30분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 울주군에서는 24일과 25일

오전 11∼오후 5시 '언양읍성 민속놀이 마당'을 각각 펼친다.

관광주간에 50여 개 공연장과 음식점, 숙박시설에서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누리집(http://guide.ulsan.go.kr/tour_week, https://fall.visit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선암지구 환경개선 등 4개 국비사업 선정(도시)

울산시 남구가 선암지구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

남구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16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암지구 생활

환경 개선사업'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는 2019년까지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총 78억원을 투입, 선암지구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한다.

선암지구는 동해남부선(철로)과 산업로(도로)를 비롯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군부대,

공업용수 저수지 등과 인접한 탓에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됐다.

그 결과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88%에 달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20.6%로

울산 평균(8.2%)보다 2배 이상 높다. 또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거주 비율이 높아 주민

공동체 형성도 쉽지 않았다.

남구는 이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도로 개설, 생활도로 정비, 쌈지공원 조성 등 기반

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노인·아동 등 돌봄 프로그램, 커뮤니티센터와 공중목욕탕 운영, 고용·복지 증진 등 문화

복지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여러 국가시설에 둘러싸여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선암

지구가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주거지로 환골탈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공모에는 ▲ 이야기와 숨쉬는 공간의 만남 ▲ 울산 동백이 꽃 피는 온새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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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0일

❀ 여성 수산인 아카데미 교육(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10. 20.(화) 09:00~13:30 / 주전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 참 석 인 원 : 65명(울산광역시 관내 나잠어업인 등) 

○ 교 육 내 용 : 어촌발전을 위한 여성어업인 역할 및 여성 리더십 개발 등

○ 주최/후원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울산광역시

❀ 「2015년 국민행복 IT경진대회」 본선대회 참가(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10. 20.(화) 10:00 ~ 17:00 /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

○ 참 가 대 상 : 예선통과자 408명   

※ 우리시 : 16명(고령자 9, 장애인 6, 결혼이민자 1)

○ 대 회 내 용 : PC 경진대회(문서작성, 인터넷활용 등),

모바일 경진대회(SNS, 모바일기능 등)

❀ 고혈압 ·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성과보고회(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0. 20.(화) 19:30 / 중구청 2층 중구컨벤션

○ 참 석 인 원 : 100명(시, 의사회, 약사회, 유관기관 등)

○ 주 요 내 용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성과 보고, 공유

주요시정 |

마당(이상 중구) ▲ 금곡마을 활력가득 사업(울주군) 등 3개 사업도 선정됐다.

울산시는 이들 3개 사업에 2019년까지 국비 4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울산 동백이 꽃 피는 온새미로('언제나 변함없이'라는 뜻) 마당'은 중구 학성동에 동백길

등을, '이야기와 숨 쉬는 공간의 만남'은 중구 반구동에 쉼터를 각각 조성하는 사업이다.

'금곡마을 활력가득 사업'은 울주군 삼동면 금곡길에 숲속 독서교실과 자연육아 강좌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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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일

❀ ‘시민건강 해친다’ 도로변 먼지 제거 울산기업 동참(환경)

울산시는 대기공해를 유발하는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에 나선다. 재비산 먼지는 도로에

쌓였다가 차량이 주행하면 날리는 것으로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시는 '민·관 합동 도로변 재비산 먼지 제거대책'을 수립해 11월부터 시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제거 대상 도로는 10곳, 38.2㎞이다. 중구는 강북로, 남구는 수암로·

장생포로·상개로·사평로다. 동구는 봉수로, 북구는 염포로, 울주군은 공단로·당월로·원산로

등이다.

현대자동차 등 105개 기업이 동참하며 진공청소차, 살수차로 청소하고 필요하면 수작업을

병행한다.

진공청소차량은 구·군이 총 16대를 가동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비로 3대를 추가 구입해

투입한다.

시는 민·관 합동 재비산먼지 대책회의를 정례화하고 구·군별 실적을 평가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참여 기업체를 확대하고 '내 집 앞 재비산먼지 제거하기', '재비산먼지 제거의 날'

등의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남구와 울주군은 이미 63개 기업체와 '1사 1도로 클린제도' 등을 시행하며 재비산

먼지를 정기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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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1일

❀ 울산고래박물관, 100년 전 태화강 사진 공개(문화)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관장 김석도)은 약 100년 전 태화강 풍경을 담은 사진을 발견, 21일

공개했다.

1900년대 초반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에는 도산성이라고도 불리는 울산왜성(조선시대

왜군이 축성한 성곽), 무룡산, 학성산 등을 배경으로 강에 나룻배와 돛단배가 떠있는 광경이

담겼다.

이 사진은 2008년 서울대학교박물관이 발간한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식민지 시기 유리

건판'에 수록된 1천300여 장의 사진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은 '나룻배'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졌으나, 지난해 이선종 고래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진의 배경이 울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래박물관은 이 사진을 비롯해 울산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을 특별 전시하는 '울산과

장생포, 어제와 오늘'을 올 연말까지 박물관 3층에서 개최한다.

주요동향 |

2015년 10월 20일

❀ 태화강(언양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교통건설국)

○ 일시/장소 : 10. 21.(수) 14:00 / 언양읍사무소

○ 참 석 대 상 : 지역주민, 시 및 군 공무원, 용역사 책임기술자 등

○ 주 요 내 용 : 실시설계 추진현황 설명, 주민의견 수렴 등

❀ 인구주택총조사 홍보캠페인(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10. 21.(수) 15:00 / 5개소(홈플러스 중구점 등)

○ 참 석 인 원 : 자원봉사자 150명

○ 주 요 내 용 :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홍보 및 홍보물품(2,500개) 배부

○ 주관/주최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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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2일

❀ ‘동해안 연구개발특구(가칭)’육성 종합계획(안) 공청회(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10. 22.(목) 16:00 / 본관 2층 시민홀

○ 참 석 인 원 : 200여명(산학연 관계전문가, 산단 입주기업 등)

○ 주 요 내 용 :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육성 종합계획(안) 설명, 전문가 토론,

시민 의견 수렴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참가(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0. 22.(목) / 제주도 그랜드호텔 컨벤션홀

○ 참 석 인 원 : 40명(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 등)  ※ 전국 700명

○ 주 요 내 용 : 유공기관 표창(남구), 지역복지 우수사례 발표

주요시정 |

2015년 10월 22일

❀ 정부합동평가 4개 부문 ‘최고’, 전국 2위(행정)

울산시가 올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9개 분야 중 4개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국가 정책의 성과를 28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9개 국가

정책 분야별로 성과가 우수한 '가'등급부터 미흡한 '다'등급까지 세 등급을 특별·광역시와

도에 각각 부여한다. 

울산은 2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평가 결과에서 복지사회·문화여성·환경산림·중점과제

등 4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보건위생·지역경제·지역개발·안전관리 등 4개는 ‘나’ 등급을

받았다. 

이는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대전시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성적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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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작년 평가에서 환경산림 1개 분야에서만 ‘가’ 등급을 받았다.

한편, 행자부가 선정한 울산시 우수사례로는 맞춤형 범죄안전 예방 시스템 체계를 마련해

범죄율을 줄이고 안전체감도를 높인 '울산형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이 선정됐다.

이지헌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구·군과 연계해 상생협력하고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에 탄력

적으로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편 것이 이번 평가에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 따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도 지원받게 된다.

❀ 일본·중국 돌며 투자유치 ‘안간힘’(경제)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투자 유치와 시장 개척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김 시장은 투자유치단과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22∼28일 울산의 주요 통상 교역국인 일본

도쿄(東京)와 중국 우시(無錫)시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한다.

일본 방문 첫날인 22일에는 도쿄 소재 미쓰이케미칼 츠토무 탄노와 사장 등 경영진과 만나

투자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미쓰이케미칼은 올해 7월 1일 울산의 대표적인 화학기업 SKC와 폴리우레탄 사업 추진을

위한 합작법인 MCNS(Mitsui Chemicals & Polyurethanes Inc) 본사를 울산에 설립한 바

있다.

23일에는 울산 투자를 검토 중인 일본의 메이저 호텔 A사를 방문해 비즈니스호텔 투자양해

각서(MOU)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A사는 일본 전역에 300개에 가까운 호텔과 리조트,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호텔기업이다.

저렴한 가격과 실용적인 서비스를 내세워 인기가 높다.

김 시장은 이어 울산공장에 고부가 자동차 방음 접합유리필름(PVB) 증설투자를 검토 중인

쿠라레그룹 본사를 방문해 투자 라운드 테이블 협상을 진행한다.

도쿄 제국호텔에서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부품소재 등 20여 명의 일본투자가를 초청해

울산자유무역 투자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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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이동한 김 시장은 25일 우시 글로리아호텔에서 '울산-우시시 경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 도시의 투자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울산시와 우시시는 2006년 8월 '우호협력도시', 2013년 9월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26일에는 우시시에 진출한 자동차용 오일펌프 제조 울산 소재 기업인 명화공업을 방문해

회사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27일과 28일에는 광둥성(廣東省) 선전(深천<土+川>)을 방문해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업

체인 BYD(比亞迪)사와 정보통신 장비 제조사인 화웨이(華爲)를 시찰한다.

또 서울 용산상가의 10배로 세계 최대 전자상가인 화창베이(華强北), 선전의 대표적 창업

인큐베이팅 업체인 화창그룹의 창업공간(創客空間)을 둘러볼 예정이다.

앞서 6월 김 시장은 유럽과 미국에서 1조원대 규모의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김 시장은 21일 "투자자가 있으면 지구 끝까지 찾아가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시민과 약속

했다"라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세일즈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대기업에 "지역 중소기업 챙겨달라" 서한(경제)

김기현 울산시장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59곳에 "지역 중소기업을 챙겨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22일 보냈다.

서한은 지역 내 본사나 공장이 있는 대기업, 매출액 2천억원 초과 중견기업과 대형공사 시행

업체에 발송됐다.

김 시장은 서한에서 "우리나라 대기업 성장의 하부 주춧돌 역할을 해 온 중소기업이 최근

판로개척 난항과 자금난 등으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동반

성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역 대기업들은 울산에 공장이 있지만, 부자재 생산, 건설 및 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은 대기업 본사에서 하는 바람에 지역 중소기업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시스템을

바꿔 공장이 소재한 지역의 중소기업에도 참여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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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울산시는 대기업에 2008년부터 지역 중소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하는 '울산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하도급률은 36.8%, 민간부분은 4.7%에 그쳐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민간부문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촉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10월 23일

❀ 지방자치단체 간부공무원 국정시책 세미나 참가(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10. 23.(금) 10:00 / 지방행정연수원(전북 완주)

○ 참 석 대 상 : 시·도 및 시·군·구 국장급 441명

※ 우리시 12명 참석(시 2, 구‧군 10)

○ 주     관 : 행정자치부

○ 주 요 내 용 : 국정운영 방향, 지방재정, 정부3.0, 규제개혁 등

❀ UNIST 스마트센서 연구센터 출범식(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10. 23.(금) 11:00 / UNIST(본관 및 공학관)

○ 참 석 인 원 : 20여명(UNIST, 국회의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 설 립 목 적 : 산업방재,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미래 유망기술의 핵심인 스마트센서

연구센터로 집중 육성

○ 행 사 내 용 : 연구센터 소개·현판식, 첨단센서 육성 추진방향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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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니어 문화예술제(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0. 23.(금) 13:00 / 동구 한마음회관 극장 1층

○ 참 석 인 원 : 500명(노인, 관련기관·단체, 시민 등)

○ 주 요 내 용 : 식전행사, 개회식, 동아리발표회 등 

❀ 제19회 울산배 축제(경제산업국)

○ 기간/장소 : 10. 23. ~ 10. 24. / 울산대공원 남문광장

※ 개막식 : 10. 23.(금) 19:00, 울산대공원 남문광장

○ 참 석 인 원 : 1,000명(농업인, 시민 등)

○ 주 요 내 용 : 개막식, 배 품평회, 깜짝경매, 배 수확 체험 등

○ 주최/주관 :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

❀ 울산 119 안전문화축제(소방본부)

○ 기간/장소 : 10. 23.(금) ~ 10. 25.(일)(3일간) / 태화강 둔치

○ 참관ㆍ체험 인원 : 10만여명 예상  

○ 주 요 행 사 : 3개 행사 97개 프로그램

∙ 공식행사 : 개막식 및 식후행사(사진전시, 시범훈련, VIP투어)

∙ 참여ㆍ체험행사 : 소방ㆍ생활ㆍ수난안전 등 40개 

∙ 부대행사 : 안전퍼포먼스, 안전상식 퀴즈, 특수장비 전시 등

❀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경제산업국)

○ 기간/장소 : 10. 23. ~ 10. 25. / 여수 세계박람회장

○ 참 가 대 상 : 3개 시장(학성새벽․신정상가․울산번개)

※ 전국 100개 시장 참여

○ 주 요 내 용 :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홍보․판매, 야외 먹거리장터 운영 등

○ 주최/주관 :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후     원 : 전국상인연합회,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17개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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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3일

❀ 산업재해 대비 ‘근로자 피난 블록’ 시범 조성(도시)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재해가 났을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인

'피난 블록'(Refuge Block)이 시범 조성된다. 

또 1,2인 가구 및 외국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단지, 한옥마을, 울산 상징거리

등이 조성된다.

울산시는 2016∼2020년 건축정책 비전과 전략, 세부 실천과제를 담은 '건축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건축기본계획(안)은 풍요로운 정주도시, 품격 높은 건축문화도시, 안전한 녹색도시 구현

등 3대 목표 아래 7대 전략과 17대 실천과제로 이뤄졌다. 

실천과제로는 특성화된 건축물이 들어서는 특별건축구역, 한옥 시범마을, 고래 등 지역 상징

거리, 범죄예방형 도시 등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사회적 약자나 외국인, 1인 가구, 탄소저

감형 녹색 건축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를 보호할 피난 블록(Refuge Block)도 공단 주변에 시범 설치

되고 홍수, 태풍 등 재난재해가 났을 때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안전 존(Safety

Zone)도 만든다.

국내 최대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울산은 화재, 폭발 등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해 산업단지

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별도의 대피 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글로벌 랜드마크 기준에 맞는 건축물을 만들고 산업단지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서울과 세종시처럼 건축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공공

성을 확보하고 건축기획 컨설팅 운영, 건축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건축문화 기반을 다진다. 

시는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을 포함해 1천67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

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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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4일

❀ 영남알프스 산악대회(문화체육관광국)

○ 기간/장소 : 10. 24. ~ 10. 25.(2일) /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 참 가 인 원 : 2,000명(전국 산악인 및 관광객)

○ 주 요 내 용 : 천고지 종주대회, 트래킹, 山상음악회 등

○ 주최/주관 : 울산MBC

주요시정 |

공청회에서는 변일용 울산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건축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어

한삼건 울산대 교수의 진행으로 우신구 부산대 교수, 김정민 영산대 교수, 이정헌 부산발전

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수진 울산시건축사회 이사 등이 토론했다.

울산시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건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11월 시의회 의견청취와

울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이 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 일본 호텔그룹, 울산에 비즈니스호텔 건립 MOU 체결(경제)

일본 호텔그룹이 울산에 비즈니스호텔을 짓는다.

해외투자유치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 한 김기현 울산시장은 23일 일본 굴지의 호텔그룹인

A사를 방문해 A사 경영진과 울산 비즈니스호텔 건립과 운영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사가 한국에 비즈니스호텔을 짓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협약에서 A사는 호텔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울산시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호텔 인·허가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김 시장은 "일본의 투자 유치는 부족한 울산의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

이라며 "울산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관광, MICE 등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고급 숙박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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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6일

❀ 시내버스 노 · 사 · 정 워크숍(교통건설국) 

○ 일시/장소 : 10. 26.(월) ~ 10. 27.(화) / 거제대명리조트

○ 참 석 인 원 : 70여명(승무원40, 버스업체 및 노조대표 24, 시6)

○ 주 요 내 용

∙ 특강(교통건설국장 : 울산시 교통비전)

∙ 대중교통 발전방안 토의, 지역 문화탐방 등

❀ 제5회 국제 트레이딩 컨퍼런스(창조경제본부) 

○ 기간/장소 : 10. 26.(월) ~ 10. 27.(화) / 롯데호텔 

○ 참 석 인 원 : 300명(Rosneft, BP, Argus, 석유업계 관계자 등)

○ 주 요 내 용

∙ 동북아오일허브 사업 현황․계획

∙ 러시아 석유관련 신동방정책과 동북아지역 영향

∙ 석유시장 트렌드 분석 및 연료류 마케팅 전략 등

주요시정 |

2015년 10월 26일

❀ 태화강 상류에 다슬기 종묘 방류(환경)

울산시는 26일 태화강 망성교 상류에 다슬기 종묘 129만 마리를 방류했다.

종묘는 크기 0.7cm 이상으로 전염병 검사 기준을 통과했으며, 1∼2년 후 성체가 된다.

하천 바닥의 찌꺼기와 자갈의 이끼 등을 먹어 '하천의 청소부'로 불리며, 수질 정화와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딧불이 애벌레의 주 먹이여서 태화강 주변 반딧불이 복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태화강 상류에는 과거 다슬기가 많이 서식했지만, 남획 등으로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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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동남아서 437만 달러 수출계약(경제)

울산지역 중소기업 무역사절단이 지난달 동남아에 파견돼 수출상담 80건과 437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뒀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무역사절단에는 ㈜한국에프에이, 대양물산, ㈜모터트로닉스 인터

내셔날 코리아, ㈜지후, 창신인터내셔날(주), ㈜화성케미칼, ㈜제일화성 등 관내 중소기업

7개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미얀마 양곤,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품 홍보와 상담회를 벌여 바이어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2015년 10월 27일

❀ UNISDR 재난위험관리전략 워크숍(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10. 27.(화) 09:00 ~ 18:00 / 본관 2층 시민홀

○ 참 석 인 원 : 100명(기업체, 유관기관 등 안전관리 담당자)

○ 주     최 : 울산광역시, UNISDR 동북아사무소 공동

○ 주 요 내 용 : UNISDR 주관 기업의 재난 및 기후변화 위험대처 관리전략 구축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10. 27.(화) 10:30 / 기획조정실장실

○ 시 상 내 역 : 3개팀(대상, 우수상, 장려상 각 1)

○ 향 후 일 정

∙ 대상 수상자 행정자치부 본선대회 참가(10. 29. ~ 11. 13.)

∙ 우수작 시상팀 후속지원(사업화․기술개발 등 / 2015. 11월 ~ 2016. 2월)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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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7일

❀ 한글 멋글씨 공모전 양효정씨 대상 수상(문화)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한글 멋글씨 공모전 최우수상은 구별씨의 '듣는 한글', 우수상에는

신수항씨의 '한글패턴'과 하윤지씨의 '쾅체'가 각각 차지했다.

울산출신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을 주제로 개최된 우리말 어플 백일장에서는 최우수

상에 유아름씨의 '외솔 최현배', 우수상에는 김수정씨의 '소개장', 정은경씨의 '그린비 외솔',

구교정씨의 '하늘은 하늘이다'가 각각 입상했다.

한글 멋글씨 공모전 수상작품은 10월 31일까지 중구문화의전당 1층 별빛마루 전시실에 전시

된다. 우리말 어플 백일장 수상작품은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하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 기술닥터사업 통해 기업 48곳 매출 150억 증대(경제)

울산시 울주군이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술닥터사업으로 전년대비 155원의 매출증대를

기록했다.

울주군은 27일 남구 문수컨벤션에서 신장열 군수와 조충제 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닥터사업 2015년도 성과 보고와 내년도 사업 설명회을 열어 이같이 보고했다.

올해 인코켐을 비롯한 48개 지역기업(울주군 10인 이상 제조업의 5.2%)을 지원한 결과다.

또 11억원 상당의 수출 증대(139% 증가), 70명 고용창출, 특허·인증 획득 9건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내년도에는 다양한 기업지원사업 운영, 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기업 지원 등으로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기술닥터사업은 지역 기업이 지속성장과 기술 혁신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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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8일

❀ 2015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현판식(소방본부)

○ 일시/장소 : 10. 28.(수) 10:00 / 중구 ‘탑 스크린골프연습장’ 외 2개소

○ 게 첨 기 간 : 2015. 11. 1. ~ 2017. 10. 30.(2년간)

○ 관 련 근 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 선 정 기 준 :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및 화재발생 사실이

없고, 종업원 소방교육과 자체훈련 실적이 우수한 업소 선정

❀ 고집적 에너지(레이저) 산업응용 연구기획 세미나(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10. 28.(수) 13:30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지역본부

○ 참     석 : 60여명(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관계자)

○ 주 요 내 용 : 고집적 에너지 이용 산업응용 기술 연구·정책 동향 및 지원 현황,

레이저 산업 응용 기업체 수요조사 

❀ K(KOREA) 스마일 캠페인(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10. 28.(수) 14:00 ~ 15:00 / 삼산 현대백화점 정문 앞

○ 참 여 인 원 : 110여명(시, 관광협회, 상공회의소, 관광업체, 구‧군 등)

○ 주 요 내 용 : 결의문 낭독, 가두캠페인 전개)

주요시정 |

2015년 10월 28일

❀ 울산대 창조일자리센터 개소(경제)

청년들의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울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센터장 이상도)가 28일

개소했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진로를 탐색하는 저학년 학생들과 취업을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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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9일

❀ 국가산단 안전관리기관 Net-Work 간담회(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10. 29.(목) 11: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인 원 : 11명(시 3, 울산지방검찰청 등 안전관리기관 8)

○ 주 요 내 용 

∙ 예방적 국가산단안전 발전방안 논의

∙ 안전기관별 산업안전 추진상황 및 정보·기술 공유

주요시정 |

앞둔 4학년에게 원스톱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 21개 학교에 들어섰거나

설치할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오연천 울산대 총장, 장한연 울산시 경제산업국장, 이채필 경상일보 사장(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울산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 기관이 참가해 직업심리검사, 취업·창업 상담,

방과후 돌봄 강사 채용상담, 취업특강 등을 제공하는 '울산청년드림 페스티벌'이 열렸다.

울산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2021년까지 고용노동부, 울산시와 대학에서 총 27억5천만원

으로 운영하게 된다.

❀ 전국기능경기대회 울산 선수단 해단식(경제)

울산시기능경기위원회(위원장 김기현)는 28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제50회 전국기능경기

대회 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금·은·동메달 수상자와 지도교사 등에게 상금을 지급했다.

또 우수선수 육성기관 부문 '동탑'을 수상한 현대공업고등학교 교사와 경기장별 대회 유공자

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울산은 기능경기대회에서 금 3개, 은 6개, 동 12개를 획득해 목표 종합 6위(813점)를 달성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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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여성권익 우수자치단체장상’ 수상(행정)

김기현 울산시장이 29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제50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을 받았다.

이 상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과 여성권익 및 지위 향상에 공이 큰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수여한다.

김 시장은 3월 23일 울산시 여성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을

설립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 가족 등과 관련한 주요 정책 조사·연구 기능 강화, 여성인권 연구,

여성 리더십 향상에 나섰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평생교육기관 여성회관과 가족문화센터 운영 등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동향 |

❀ 울산그린농업대학(신소득학과) 졸업식(농업기술센터)

○ 일시/장소 : 10. 29.(목) 11:00 /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 교 육 기 간 : 4. 9. ~ 10. 29.(총 30회, 연 116시간)

○ 인     원 : 45명

○ 주 요 내 용 : 학사보고, 졸업장 수여, 공로상 표창 등

❀ 버스요금조정 관련 시민설명회(교통건설국)

○ 일시/장소 : 10. 29.(목) 14:00 / 본관 2층 시민홀

○ 참 석 인 원 : 200명 정도

○ 개 최 방 향 : 주민자치위원회장, 통‧리장, 사회단체 등 여론형성층 초청 설명회

○ 기 대 효 과 : 시내버스 요금조정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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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지정됐고, 보건복지부 육아

종합지원센터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보육사업 기관표창(국무총리)도 받았다.

주민자치위원 여성비율을 39.9%까지 높이고 취임 후 여성 지방부이사관 승진을 포함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2.18% 상승한 8.69%로 여성 공무원 직위 향상에도 힘썼다.

이밖에 일·가정 양립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공동육아나눔터 26개 가운데 울산시가 7개를

운영하고 있고,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과 시 특화사업으로 24시간 아이돌봄사업 추진, 가족

친화마을 사업 등을 추진했다.

1959년 창립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휘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 지자체 생산성 대상서 장려상 수상(행정)

울산시 중구는 2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를 재정, 생활환경, 주민복지, 문화생활 향유도 등 20개 지수를 측정해 우수 지자

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중구는 이번 평가에서 문화의거리 조성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과 원도심 재생사업, 울산동헌, 병영성, 한글 등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구는 앞서 2015년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일반행정, 복지사회 등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다.

중구는 향후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도심재개발 등으로 경쟁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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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0일

❀ 지역축제 관계자 워크숍(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10. 30.(금) 09:00 / 복합웰컴센터 세미나실

○ 참 석 인 원 : 30명 정도(시, 구‧군 축제 담당자 및 관계자)

○ 운 영 방 법 : 전문기관 위탁

○ 주 요 내 용 : 축제전문가 초청강의, 주제발표, 분임토의 등

❀ 저출산극복 일 가정 양립 실천 협약식(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0. 30.(금) 15:3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인 원 : 16명(시장님, 울산고용노동지청장, 기업체 대표 등)

○ 주 요 내 용 : 동영상 상영, 협약체결(육아휴직, 정시출퇴근, 유연근무 등 실천)

❀ 도시창조 기획 세미나 및 학술대회(도시창조국)

○ 일시/장소 : 10. 30. ~ 10. 31. / 울산과학기술원

○ 참 석 인 원 : 300여명(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 대학(원)생 등)

○ 주최/주관/후원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울산과학기술원/울산광역시

○ 주 요 내용 : 울산 도시재생‧경관‧디자인 관련 발제 및 현안 논의

❀ 울산 청년CEO육성사업 성공창업 캠프(경제산업국) 

○ 기간/장소 : 10. 30. ~ 10. 31. / 해운대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 참 석 인 원 : 150여명(시, 울산발전연구원, 청년CEO 등)

○ 행 사 내 용 : 개회식, 청년창업 지원사업 발표, 홍보관 운영 등

○ 주     최 : 울산발전연구원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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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기반시설 조성 공로로 ‘한국물류대상’ 수상(행정)

울산시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5 물류의 날 기념식에서 물류기반시설을 조성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기관표창인 '한국물류대상'을 받았다.

물류의 날 기념식은 물류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물류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린다.

울산시는 북구 진장물류단지 1단계 사업(45만㎡)을 완료한데 이어 북부권 물류지원을 위해

진장물류단지 2단계 사업(21만㎡)을, 서부권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삼남물류단지(14만㎡)를

각각 조성하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국도변에 조성해 성공사례로 인정받은 상개동 화물자동차

휴게소(5만㎡·주차 454면)의 모범적인 운영을 발판 삼아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추가 조성사업(4만㎡·주차 349면)도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2개소 17만㎡·주차 1천255면)를 조성해 선진화된 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세 운수사업자의 차고지 부족난과 도심지 불법주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박기종 울산시 물류진흥과장은 "전국 최초로 물류산업을 총괄하는 과 단위의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물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물류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물류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해 기업 경쟁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울산누리 블로그’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 콘텐츠상 수상(행정)

울산시의 울산누리 블로그(blog.ulsan.go.kr)가 30일 2015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콘텐츠상을 받았다. 

올해 6회째인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는 블로그를 활용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콘텐츠

소비자와 공감·소통하는 활동에 두각을 보인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주는 상이다.

울산누리 블로그는 울산에 대한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2011년 5월 개설했다.

올 6월까지 방문자 500만명을 돌파했고, 이달 13일 600만명을 넘는 등 매일 4천명 이상

방문하고 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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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역의 명소, 맛집, 축제, 공연을 기자들이 직접 방문 취재한 콘텐츠로 정확하고 생동감

있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트렌드를 반영한 각종 생활정보와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정보도 제공한다.

영화 파워블로거가 알려주는 추천 영화소식과 울산다반사 웹툰은 전문 콘텐츠로 인정받는

다고 시는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는 경상남도가 대상, 전라북도가 최우수상, 충청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 공공기관 직원 규제개혁 특별교육(행정)

울산시는 30일 가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산하 공공기관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특별교육을 했다.

김주찬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평가위원이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및 행태규제 개선'을

주제로 교육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낀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한다면

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항만배후단지 조경식재 면제, 2.5t 이상 자가용 화물

자동차 등록기관 일원화 등 28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81건을 개선했다. 

2014년 규제개혁 기관평가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 ‘학습하는 사회, 창조하는 울산’ 울산 평생학습박람회(행정)

울산시와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은 30일 울산대공원 SK광장에서 '학습하는 사회, 창조하는

울산'을 주제로 제3회 울산평생학습박람회를 열었다.

11월 1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 행사는 5개 구·군, 교육청, 평생교육기관·단체, 학습동아리

등 63개 기관 91개 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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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개막식과 70여 개의 평생학습 관련 홍보·체험관 운영, 학습동아리 경연대회, 평생교육

골든벨 등이 이어졌다.

개막식은 플래시몹, 구·군 사물놀이패 공연, 유공자 포상,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31일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울산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가요제가, 마지막 날에는 시

낭송회와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을 위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환경에너지관에서는 한글백일장과 부스체험 스탬프 투어, 영유아 250명에게 아동도서를

무료로 배포하는 북(Book)스타트 운동이 선보인다.

2010년 이후 출판된 개인소장 도서와 신간도서를 2대 1로 교환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이밖에 뮤직박스 무대를 열어 DJ에게 음악을 신청하고 감상할 수 있는 '추억의 음악다방',

어린 시절 꿈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드림 월'(Dream Wall), 청소년의 '버스킹 공연' 등도 즐길

수 있다.

2015년 10월 31일

❀ 지역아동센터 화합 한마당(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0. 31.(토) 10:30 / 북구 오토밸리 실내체육관

○ 참 석 인 원 : 300여명(아동, 교사, 후원자, 자원봉사 등)

○ 주 요 내 용 : 유공자 표창,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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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문양 [대표문양] 산업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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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주요시정ㆍ동향 _481

2015년 11월 2일

❀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 참가(교통건설국)

○ 개최기간/장소 : 11. 2.(월) ~ 11. 6.(금)(5일간) / 서울코엑스

○ 대 회 성 격 :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행사, 도로 기술교류(100년 역사)

○ 참 가 규 모 : 세계 120개국 35,000명

○ 주관/주최 :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주요시정 |

2015년 11월 2일

❀ 녹색나눔숲 조성 국비 2억 확보(환경)

울산시 중구의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2일 중구에 따르면 산림청 녹색사업단이 시행하는 '2016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외솔

큰길 힐링나눔숲' 조성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2억1천만원을 받는다.

외솔큰길 힐링나눔숲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이나 의료 소외계층이  산책하고 야외재활

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쉼터이다. 

내년부터 중구보건소 일대 6천여㎡에 총 3억원을 들여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만든다. 야외

휠체어 훈련장도 설치한다.

중구 관계자는 "나눔숲 조성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물 관리에 힘쓰고, 녹색

나눔숲 조성 사업지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복권 판매 수익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문화휴양공간에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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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3일

❀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점검회의(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11. 3.(화) 16:00 /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

○ 참 석 대 상 : 행정자치부 장관(주재),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 행 사 내 용 : 17개 시·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점검 및

5개 시·도 규제개혁 사례 발표 및 토론

❀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체 단속(시민안전실)

○ 기간/대상 : 11. 3. ~ 11. 6. / 16개소(수입업소 5, 판매업소 11)

○ 단  속  반 : 특별사법경찰 3명

○ 단 속 내 용 : 유통기한경과, 기준 부적합 제품 판매행위, 허위·과대광고

주요시정 |

❀ 지역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최우수’(행정)

울주군이 울산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기관과 개인 평가(6급 이하)로 이뤄졌다. 평가 분야는 기관의 경우 자체 대회

개최, 정보화 상시 학습 이수, 정보화 역량진단 참여 실적 등이다. 개인은 IT 관련 지식, 최신

IT 트랜드 등으로 평가했다.

군은 20일 열리는 행정자치부 공무원 정보지식인 중앙대회에 안효신 여성가족과장과 6급

이하 3명이 울산시 대표로 출전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정부 3.0 시대를 이끌 정보지식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왔다"며 "정보화 역량이 양질의 군민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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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4일

❀ 「제18회 농업인의 날」 행사(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11. 4.(수) 10:00 / 울산체육공원(문수경기장 앞 광장)

○ 참 석 인 원 : 1,500명(시장님, 시의장, 국회의원, 농업인 등)

○ 주 요 내 용 : 개회식, 한복패션쇼, 노래자랑, 천연염색, 농․특산물판매 등

○ 주최/주관 :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 「울산중산일반산단협의회」 창립 기념식(경제산업국)

○ 목     적 : 기업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강화

○ 일시/장소 : 11. 4.(수) 17:00 / 북구청 2층 대회의실

○ 참 석 인 원 : 150여명(시장님, 시의장, 국회의원, 북구청장, 관련기관장, 기업체 등)

○ 주 요 내 용 :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기념축사 등

○ 주     관 : 중산일반산업단지 협의회

주요시정 |

2015년 11월 3일

❀ 관광상품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관광)

울산시는 3일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 관련기관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용문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지사장, 정구점 영산대 교수, 이정학 울산과학대

교수, 유영준 울산발전연구원 박사, 최찬호 울산상공회의소 본부장, 박형근 울산관광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시의 관광상품 개발 배경 설명, 관광진흥과 담당별 관광자원 및 연계협력사업 설명,

전문가 의견수렴, 자유토론로 진행됐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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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4일

❀ 적십자사 창립 110주년 울산 연차대회(행정)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회장 김명규)는 4일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김기현 시장,

박영철 시의장,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적십자 봉사원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적십

자사 창립 110주년 기념 연차대회를 열었다.

행사에서는 정부와 자치단체 표창 18명, 적십자 포장 128명, 표창과 감사패 194명 등 모두

669명에게 봉사정신 실천 공로로 표창을 주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 언양적십자봉사회 한군자(80·여)씨는 1988년 적십자 봉사

활동을 시작한 이후 재난현장 구호, 목욕봉사, 무료급식, 취약계층 결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어르신 효잔치 봉사를 27년째 실천하고 있다. 

울산적십자사는 105개 봉사회 4천400명의 자원봉사자와 1만2천974명의 RCY(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구호, 사회봉사, 지역보건, 인도주의 이념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4대 취약계층 아동, 노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특수차량(세탁, 목욕,

급식) 운영 등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다.

❀ 감염병 분야 울산 지역안전지수 ‘1등급’(안전)

울산시가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감염병 분야' 지역안전지수 1등급을 차지했다.

국민안전처는 4일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등급을 공개했다.

울산은 감염병 사망자수, 건강보험 급여실적, 고령인구수, 의료기관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 등으로 산출된 감염병 분야 지역안전지수가 가장 높았다.

시군구에서는 울주군이 화재,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등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한편 특·광역시 중 세종시가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등 4개 분야에서 서울시가

화재와 교통사고 등 2개 분야에서 각각 1등급을 기록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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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5일

❀ 2015 SK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11. 5.(목) 10:00 / 문수월드컵 컨벤션센터

○ 참 석 인 원 : 2,100여명

∙ (참여기업) SK계열사의 울산·영남지역 우수협력사 25개사 정도

∙ (구 직 자) 취업희망자 약 2,000여명(특성화고, 전문대학 등)

○ 주     최 : SK종합화학 등 협력사

❀ 지하매설배관 사고예방을 위한 기업체 간담회(소방본부)

○ 일시/장소 : 11. 5.(목) 14:00 / 남부소방서 

○ 참 여 기 관 : 36개사(이송취급소 보유사업장)

○ 주 요 내 용

∙ 최근 사고사례 전파(10. 11. ‘00산업’ 수소가스배관 누출)

∙ 사고예방대책 및 현장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  

❀ 캄보디아 의료봉사단 파견 ODA사업 추진(창조경제본부)

○ 기간/장소 : 11. 5.(목) ~ 11. 9.(월) / 캄보디아(캄퐁츠낭주)

○ 파 견 인 원 : 19명(시 2명, 의료진 17명)

○ 주 요 내 용 : 무료 진료, 보건교육, 현지 의료기관 방문 등

주요시정 |

2015년 11월 5일

❀ 자치구 재정난 개선 교부금 200억 추가지원(행정)

울산시는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8.1%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시는 이로써 중·남·동·북구 등 4개 자치구에 매년 200억원 정도 추가 지원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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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재정상황이 양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5일 자치구와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 협약'(MOU)을 체결했다.

교부금 인상과 함께 시가 추진 중인 주민생활 밀착형 사무 중 자치구가 시행하면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사무를 이관한다.

또 시와 자치구는 매년 10월 재정여건 개선 및 업무조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협약서 체결에 이어 지방재정개혁 관련 토론회, 주민참여예산 현장 점검단 발대식,

2015년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등이 잇따라 열렸다.

토론회는 행정자치부 관계자, 교수, 언론인, 전문가 등 7명의 토론자와 주민참여예산위원

80여 명이 참석해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 개혁과 울산시와 자치구의 상생 재원조정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주민참여예산 현장 점검단은 전국 처음 결성돼 출범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15명과 생활

공감정책모니터단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점검단은 2016년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예산은 다음 예산편성 시 과감히 삭감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지난 8월 처음 구성된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그동안 4차례 분과위원회를 열어 760

억원 규모의 주민편익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는 실적을 올렸다.

❀ 교육가족 학교만족도 향상(교육)

울산지역 학생, 학부모, 교원의 학교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24일까지 학생 8만1천600여명, 학부모 6만900명,

교원 8천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 만족도 결과를 5일 울산시교육청 학교평가 보고회에서

소개했다.

학생 만족도는 초등학교 90.2%, 중학교 83.8%, 고등학교 74.9%로 전년도 보다 각각

2.5%, 4.4%, 3.2% 포인트 향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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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6일

❀ 2015년 숲 가꾸기의 날 행사(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11. 6.(금) 10:30 / 울산대공원 장미원옆(식목일 행사지)

○ 참 석 인 원 : 100여명(공무원, 산림조합 등)

○ 주 요 내 용 : 2015년 편백나무 식재지 비료 시비, 산지정화 등

❀ 제6회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11. 6.(금) 14:00 / 본관 2층 대강당

○ 참 석 인 원 : 800여명(15개 참가팀, 기관․단체장, 주민자치위원 등)

○ 주 요 내 용 : 식전공연, 기념식, 경연대회, 축하공연, 시상 등

주요시정 |

학부모 만족도는 초등학교 88.1%, 중학교 84.7%, 고등학교 80.8%로 각각 2.4%, 3.5%,

2.3% 포인트 올랐다.

올해 처음 조사한 교원의 만족도는 초등학교 93.07%, 중학교 85.85%, 고등학교 81.91%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수업 질 개선 노력과 맞춤형 교육 확대 등으로 교육가족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초등학교의 '독서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향상, 중학교 수업연구 실시율 증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 시간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2015년 11월 6일

❀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 울산회의서 4개항 공동성명서 채택(행정)

영남권 시도지사 5명은 6일 울산롯데호텔에서 제8회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광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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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

지사 등 5개 시도지사는 이날 회의를 열어 4개 항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4개 항은 ▲ 영남권 경제산업 협력 ▲ 영남권 관광 활성화 ▲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자치단체 지원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지방공무원 일부 직급 상향 조정 및 정원 확대 등

이다. 

영남권 경제산업 협력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를

위해 공동협력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영남권 창업네트워킹데이'를 연 2회 상·하반기에 열어 창업자간 인적 네트

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2014년에 전액 국비로 추진했던 광역선도사업이 올해 경제협력권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국비 지원을 70%만 받게 됐는데, 지방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이 비율을

90%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영남권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영남권 도시 간 시티투어를 연계해 운영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신규 관광사업 발굴과 관광상품 공동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징수하는 '사용 후 핵연료관리부담금'의

일정 부분(30%)을 원전 소재 및 원전 인접 자치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날로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세율 현실화'와 '지방공무원 주요 직위의 직급 상향 조정 및 정원

확대'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 중구의회 ‘국외연수 보고회’ 열어(행정)

울산시 중구의회는 6일 중구컨벤션에서 '2015 의원 국외연수 보고회'를 열었다.

구의회는 9월 1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다녀온 이탈리아 연수 성과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보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사단법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의정옴부즈만 회원, 중구주민회,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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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는 이탈리아 베르가모에서 보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울산시립미술관이 나아갈

할 방향, 이탈리아 교통정책을 참고한 중구지역 주차난 해소 방안, 도시재생 방안 등을 발표

했다.

의원들은 주제에 맞게 자료를 만들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길 중구의회 의장은 "외유성 논란을 없애고 연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연수기간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했다"며 "알찬 연수와 보고회 선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5년 11월 7일

❀ 제7회 노사화합 어울림 한마당 행사(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11. 7.(토) 09:00 / 문수축구경기장 보조구장

○ 참 석 인 원 : 1,500여명(직원 및 가족)

○ 주 요 내 용 : 개회식, 체육행사(4개 종목), 어울림한마당 등

주요시정 |

2015년 11월 9일

❀ 수출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의견청취(창조경제본부)

○ 기     간 : 11. 9.(월) ~ 11. 20.(금)

○ 대     상 : 4개사(북구․울주군 소재 수출중소기업)

○ 방  문  자 : 3명(시 2, 울산경제진흥원 1)

○ 주 요 내 용 : 수출 활동 애로사항 청취 및 통상지원시책 홍보

❀ 사회공헌 협약기업 자원봉사 릴레이(행정지원국) 

○ 기간/장소 : 11. 9. ~ 11. 22. / 지역아동센터 등 18개소

○ 참 석 인 원 : 290여명(협약기업 임직원, 대학생봉사단)

○ 주 요 내 용 : 요리교실, 풍선아트, 마술공연 재능봉사, 미혼 장애인 커플매칭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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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9일

❀ 조선 · 해양기자재 공동물류지원 컨설팅사업 용역(교통)

울산시는 9일 시청에서 조선·해양기자재 공동물류지원 컨설팅사업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행하며 2016년 9월 완료된다.

울산에는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이 산재해 있지만 물류관련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용역은 이들 업체의 물류공동화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용역에서 국내외 물류현황과 공동물류 사례 조사를 통해 울산에 맞는 물류 프로세스

분석과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고, 공동물류사업 추진 관련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장려상’(환경)

울산시는 최근 전남 나주에서 개최된 2015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환경관리 사례를 발표하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울산시는 '하절기 도장

시설 설치사업장 특별점검'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9일 "앞으로도 도장시설을 지속적으로 검사해 사업자가 환경시설을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나아가 대기질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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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정책대안 제시하는 감사할 것”(행정)

울산시의회 상임위원장 5명은 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행정

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들은 "지적을 위한 감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회

모습을 보이고, 예산심의 강화와 모범사례를 알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별 중점감사 사항도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립도서관과 미술관 건립, 국가산업

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점검한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재선충 등 산림방제 노력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산업건설위원회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상황과 옥동∼농소2 도로개설 사업, 교육위원회는 자유학기제 준비

상황과 교육연수원 건립 등을 각각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는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13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2015년 11월 10일

❀ 시 · 국제라이온스협회간 재해구호 민관협력 업무협약 체결(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11. 10.(화) 15:30 / 본관 2층 대강당

○ 참 석 인 원 : 국제라이온스협회 회원 400명

○ 협 약 내 용 :  재난발생시 인적․물적 지원, 구호활동 협의 등

❀ 화물운송 불법행위 전국일제 합동단속(교통건설국) 

○ 단 속 기 간 : 11. 10. ~ 11. 20.(9일간)

○ 단속대상/인원 : 18개 업체 / 총 15명(시 3, 구․군 9, 화물협회 2, 교통안전공단 1)

○ 주 요 내 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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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일

❀ 착한가게·천사계좌 갖기 ‘나눔천사’ 협약(복지)

울산시 울주군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12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0일 군청

회의실에서 '나눔천사 협약'을 했다.

12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나눔천사 모금활동의 하나인 착한가게 가입과 천사계좌

(매월 1천4천원 기부) 갖기 캠페인을 벌이게 된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별 적십자봉사회 등 복지업무 수행 유관기관이 모인

단체다. 

군은 올해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12개 읍·면에서 업소 500곳이 넘는 509곳이

착한가게에 가입하는 기록을 세웠다. 

전체 기부금 규모는 연간 2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를 기념해 오는 16일 울주군을 '착한 군'으로 선포한다. 

신장열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주민들이 솔선

수범하는 기부문화를 정착시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불법 현수막 공무원 책임제 시행(도시)

울산시 중구는 최근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자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책임 담당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 19명이 10일부터 불법 현수막 주요 부착지점 43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

공무원들은 출퇴근 시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신고하고, 주 2회 담당구역을

순찰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계획이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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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올해 불법 현수막 과태료 1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천700여만원보다

10배 늘어난 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과열로 불법 현수막이 급증하고 있어 단속에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1월 11일

❀ 산업사고예방 CEO 포럼(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11. 11.(수) 14:00 ~ 16:00 / 본관 2층 시민홀

○ 참 석 인 원 : 200여명(기업체 CEO 및 안전담당 임원)

○ 주 요 내 용 : 대형 산업사고 예방대책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등

○ 주최/주관 : 한국경제신문

❀ 제4회 울산여성경제인 대회(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11. 11.(수) 15:00 / 울산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 참 석 인 원 : 150여명(유관기관, 여성경제인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 주 요 내 용 : 초청특강, 기념식, 여성기업간 정보교류의 장

○ 주최/주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

주요시정 |

2015년 11월 11일

❀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표창 수상(도시)

울산시는 11일 오후 4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 지방자치

단체 부문 대상(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은 디자인을 전략적 경영수단으로 활용해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유공자들에게 공적을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해 산업

통상자원부가 매년 주최하는 행사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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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특·광역시 최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시행, 전국 최초 산업단지 안전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창조(재생·경관·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공동주택 색채디자인 나눔사업(2014년 기준 59개 단지 1만712가구 지원),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 색채디자인 나눔사업, 전국 지자체 중 우수

디자인 최다 선정(8점) 등에서도 호평을 얻었다.

울산시는 2009년 우수디자인 우수상(태화강 대공원), 2010년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대상, 2011년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지식경제부장관상, 2013년 우수디자인 우수상(하늘공원),

2014년 국토도시디자인대전 국토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 참나무시들음병 1천200여그루 발생 방제 추진(환경)

울산에 참나무시들음병이 확산함에 따라 시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방제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참나무시들음병은 중구 입화산, 남구 삼호산·남산·영축산, 북구 천마산·

염포산, 울주군 문수산 일대 1천202그루의 참나무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중구 40그루, 남구 950그루, 북구 3그루, 울주군 209그루다.

지난해까지 남구와 울주군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었지만, 올해 중구와 북구로 피해가 확산

했다고 시는 밝혔다.

중구와 북구는 피해 초기 단계이고, 일부는 자체 치유되거나 치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미 참나무시들음병에 걸린 참나무 고사목 100그루를 벌목해 없앴으며 내년 5월까지

병에 걸린 나무를 모두 방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피해지역 주변을 예찰하고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이 나타나는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끈끈이롤 트랩을 설치해 피해 확산을 막기로 했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와 방제정보, 피해상황, 방제방법 등을 공유해 방제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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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시들음병은 병원균을 몸에 지닌 매개충 광릉긴나무좀이 참나무에 침입해 병원균을

퍼트리면서 수목의 수분과 양분 상승을 차단해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이다. 감염된 나무의 평균

고사율은 10∼15%다.

울산에는 2006년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에 7그루가 처음 발생해 2014년까지 6천361그루의

피해 고사목을 방제했다.

2015년 11월 11일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교통대책 마련(교통건설국) 

○ 일     시 : 11. 12.(목) 08:40 ~ 17:00

○ 시  험  장 : 27개소(중구 6, 남구 12, 동구 4, 북구 4, 울주 1)

○ 수  험  생 : 14,418명(전체 631,187명의 2.3%)

○ 주요교통대책

∙ 전 공공기관, 50인 이상 기업체 등 출근시간 조정(09:00 → 10:00)

∙ 수험생 등교시간대(06:00 ~ 08:10) 시험장 노선버스 집중배차(151개 노선 850대) 

∙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 일시해제 : 3,247대(전체 28,537대의 11.4%)

∙ 택시 부제 해제 : 5,781대(개인 3,623대, 일반 2,158대)

∙ 시험장 주변 대형공사장(건설 14개소, 건축 21개소) 소음 통제

∙ 시험장 주변 항공기 소음 통제(듣기평가 13:10 ~ 13:35) 등

❀ 태화강 연어 학술 심포지엄(경제산업국)

○ 주     제 : 「태화강 연어자원 보존 및 활용 방안」

○ 일시/장소 : 11. 12.(목) 14:00 / 울주군 선바위 도서관

○ 참 석 인 원 : 100명(전문가 및 교수, 시민, 언론인, 공무원 등)

○ 주 요 내 용 : 기조강연 및 토론, 연어 포획장 견학 등

○ 주최/주관/후원 : 울산광역시 / 울산수협 / 울주군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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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2일

❀ 강동관광단지 가족형 휴양마을→사계절 휴양문화거점(관광)

울산시는 강동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레저·위락·휴양이 결합된 가족형 휴양마을'에서 '창조

도시 울산을 완성하는 사계절 휴양문화 거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시는 12일 시청에서 강동권 개발 마스터플랜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변경 용역 시민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종전 계획은 강동관광단지를 건강휴양, 허브테마, 연수여가, 테마파크, 워터파크, 복합

스포츠, 타워콘도, 청소년수련 등 8개 지구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민간투자를 통한 관광시설과 온천지구, 우가산 공원계획, 주거중심형 체험시설, 해양레저

공간 등을 구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경안은 한방휴양, 의료휴양, 문화예술 체험, 레저힐링, 에듀챌린지, 문화예술 체험,

테마상업, 테마숙박 등 7개 지구로 개발 권역은 축소하되 계획은 구체화했다.

의료휴양지구에는 의료관광에 대비한 의료관광호텔과 복합메티컬센터를 유치하기로 했다.

주요동향 |

❀ 제14회 울산발전연구원 개원기념 심포지엄(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11. 12.(목) 14:00 ~ 17:00 / 본관 2층 시민홀

○ 참 석 인 원 : 150명(시장님, 전문가 및 교수, 기업체관계자, 시민 등)

○ 주     제 : ‘융합과 창업’, ‘성장과 안전’ 전략으로 울산의 미래를 밝힌다 

❀ 울산자유무역지역 준공식(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11. 12.(목) 15:00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참 석 인 원 : 300여명(입주기업체 임직원 등)

○ 주 요 내 용 :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테이프 커팅 등

○ 주     관 : 산업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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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휴양지구는 온천단지와 연계해 한방체험센터, 한옥호텔 등으로 조성하고 레저힐링

지구에는 파3 골프장, 승마힐링센터 및 승마리조트를, 에듀챌린지지구는 교육과 공연, 복합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체험지구에는 바다전망대, 시민안전체험센터, 직업체험테마파크를 짓고 테마숙박

지구에는 부띠끄 호텔 4곳, 롯데 리조트와 워터파크를 테마상업지구에는 패밀리호텔과 키즈

파크를 건립할 예정이다.

골프장 및 우가산 공원 예정부지에는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유치하는 등 실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변경안을 토대로 이달 중 새 추진전략을 확정해 최종보고회를 열고

다음 달 강동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강동권 개발사업은 울산시가 북구 강동 해안 일대에 민자 등 3조원을 투입해 전원도시와

관광휴양시설이 결합한 국제적 수준의 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2018년

완공 목표로 2005년 착수했다.

❀ 울산시-KOTRA, 외국인투자기업 취업 뽀개기 특강(경제)

울산시와 KOTRA는 13일 오후 2시 울산대학교 건축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취업 뽀개기'

특강을 한다.

특강은 KOTRA, 울산대학교, 외투기업인 한국바스프와 한국솔베이 등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지역 대학생들에게 외국인투자기업 현황과 경제적 위상, 외국기업 취업 공략법과 채용절차

등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진로방향을 제공한다. 

KOTRA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황 및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여도 등을 소개

한다.

세계 최대 종합 인력서비스 기업인 아데코 그룹의 한국지사인 ㈜아데코코리아 김용구 대표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외국계 기업 취업 공략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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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권 지체장애인체육대회(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1. 13.(금) 07:00 / 포항 만인당

○ 참 석 인 원 : 80여명(울산 지체장애인협회 선수 및 회원)

○ 종     목 : 탁구, 골프, 줄다리기 등   ※ 주최 : 경북장애인협회

❀ 관광의 날 행사(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11. 13.(금) 19:00 / 펠리체컨벤션

○ 참 석 인 원 : 100여명(관광업계 종사자 등)

○ 주 요 내 용 : 울산관광산업 발전 세미나, 기념식 행사 등

○ 주     관 : 울산광역시 관광협회

주요시정 |

글로벌 화학메이커인 한국바스프 변완수 부사장과 한국솔베이의 이인상 전무는 자사 그룹과

한국 내 경영활동을 소개하고, 채용정보를 자세하게 안내한다.

한국바스프는 글로벌 화학기업인 BASF의 자회사로 1954년 국내에 진출해 국내에 6개의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에만 3개의 공장을 보유한 지역 대표 외투기업이다.

한국솔베이도 글로벌 화학메이커 솔베이의 자회사로 에어백 원사,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아디프산 및 폴리아마이드를 생산한다.

현재 울산에는 S-OIL, 울산아로마틱스 등 146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72억 달러를 투자해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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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시장배 생활체육 파크골프대회(문화체육관광국)

○ 일     시 : 11. 14.(토) 09:00 ~ 18:00

※ 개회식 : 11. 14.(토) 10:00 / 남구 파크골프장(200명)

○ 장     소 : 남구 파크골프장

○ 참 가 인 원 : 200명 정도

○ 주최/주관 : 시 생활체육회 / 파크골프연합회

주요시정 |

2015년 11월 13일

❀ 길천산업단지 복합·지원시설용지 분양(경제)

울산시는 울주군 상북면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2단계) 복합용지 2필지 2만2천32㎡와

지원시설용지 2필지 8천㎡ 등 4필지 3만32㎡를 분양한다고 13일 공고했다.

분양가격은 3.3㎡에 복합용지 120만원, 지원시설용지 150만원이다.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2단계)는 49만㎡ 규모로 2017년 말 완료된다. 

❀ 대형 선박 폭발사고 대비 훈련(안전)

울산시소방본부는 13일 울산동구 현대중공업 제4 안벽에서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건조 중인 대형 선박에서 폭발·화재로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 참가한 울산시소방본부와 울산해양경비안전서, 동부경찰서, 현대중공업 등 27개

기관 관계자 380여 명은 근로자 대피와 부상자 이송, 화재 진압 등을 실전처럼 수행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서와 기업체,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중요하다"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말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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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원봉사단 통합 ‘재능나눔’ 활동 전개(행정)

울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장광수)는 14일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문자원봉사단 통합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행사는 '대한민국 MVP(Multi Volunteer Project)'를 슬로건으로 30여 개 전문자원봉사

단체 300여 명의 봉사자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기현 시장과 박영철 시의회 의장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한 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층

다문화 도서실 벽면 도배봉사에 직접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사회복지관을 방문한 어르신과 시민을 대상으로 안과 검진 및 돋보기 제작, 건강

검진과 치과 검진 등 의료봉사를 했다. 또 헤어컷, 손·발마사지, 네일아트 등 이·미용봉사와

자전거 수리, 복지관 차량 점검 등의 서비스를 했다.

사전 신청한 사회복지시설 운행차량 30여 대를 정비하고 히터·에어컨 필터 무료 교체 행사도

벌였다.

주요동향 |

❀ 청소년 한마음 대축제 행사(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1. 14.(토) 13:00 / 본관 2층 대강당, 햇빛광장

○ 참 여 인 원 : 1,000여명(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시민 등)

○ 행 사 내 용 : 부스 운영, 댄스, 밴드 등 공연, 토크콘서트 등

❀ 광복 70주년 기념 「창작 오페라 박상진」 공연(문화체육관광국)

○ 기간/장소 : 11. 14. ~ 11. 15.(2일) / 서울 국립극장

○ 참 여 인 원 : 3,000여명(국가보훈처장, 광복회 관계자, 시민 등)

○ 공 연 내 용 : 울산 출신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생애 재조명

○ 주     관 : 울산MBC, ㈔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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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5일

❀ 야음시장에 비막이 시설 설치(경제)

울산시 남구는 작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된 야음상가시장에 하부 비막이 시설을 설치

한다.

남구는 아케이드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2차로 막아주는 시설물을 300ｍ 시장 전 구간에

설치한다. 사업비는 LED 간판 설치비를 포함해 총 7억6천만원이며, 12월 착공해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비막이 시설로 시장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뿐 아니라,

상가 100여 곳에 LED 간판을 설치하여 시장 내 미관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남구는 15일

설명했다.

남구는 지난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된 야음상가시장에 3년 동안 16억원을 투입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동향 |

소외계층 어르신 300여 명에게는 점심을 제공했다. 

이날 자원봉사 활동에는 전문자원봉사단협의회, 대학생봉사단, 세민병원·세민S요양병원

의료봉사단, 어바웃리더스, 드림연합치과의원, 독도사랑봉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남·울주

군지회, 손마사지, 손사랑회 등이 참가했다.

2010년 구성된 전문자원봉사단은 9개분과 195개 단체 9천55명이 개별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중 200명은 '88한 봉사단'을 구성해 연 4회 구·군별 찾아가는 순회 봉사활동, 연

1회 통합 봉사활동을 각각 전개하고 있다.

이들 전문자원봉사단은 올해 505회, 12만여 시간, 연인원 2만9천787명이 지역 곳곳에서

재능나눔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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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그린수소포럼(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11. 16.(월) 14:00 / 국회의원회관(2층 소회의실)

○ 참 석 인 원 : 150여명(수소산업 관계자 등) 

○ 주 요 내 용 : 주제발표(울산대 김준범 교수),

패널토론(현대자동차 안병기 이사 등 7명) 

○ 주최/주관 : 이채익의원, 그린수소포럼 / (사)한국수소산업협회

주요시정 |

❀ ‘역사를 찾아서’ 골목따라 관광코스 개발(관광)

울산 원도심 골목길을 활용한 관광상품이 선보인다.

울산시 중구는 원도심 예술화 구경거리 조성사업의 하나로 '울산 종갓집 이야기路'를 조성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연계해 관광코스로 꾸미는 것이다.

주된 내용은 주요 골목길을 역사탐방, 산업문화, 패션문화, 생활문화, 음식문화, 근대예술

탐방로 등 6개로 나눠 투어 코스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동헌 등 옛 유물부터 시계탑, 목욕탕, 극장, 시장 등 울산의 근대를 상징하는 건물

까지 각각의 사연과 역사성을 찾아내고 이야기를 입혀서 탐방객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각 골목에는 안내판, 상징물, 캐릭터와 대형 관광안내도를 설치해, 특색을 부각시킬 계획

이다.

이 사업은 5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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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6일

❀ 울산∼언양고속도 범서하이패스IC 설계용역(도로)

울산시는 신복로터리와 범서읍 굴화리 국도 24호선의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울산∼언양

고속도로 범서하이패스IC 설치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16일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내년 6월 설계를 마치면 8월에 공사를 시작해 2017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범서하이패스IC는 시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140억원을 들여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경부고속도로 울산∼언양 구간에 설치한다.

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앞서 8월 27일 이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시는 설계·공사비의 50%를 부담하고, 설계와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하기로 했다.

범서하이패스IC는 간이나들목으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나들목이 설치되면 하루 4천500대의 차량이 이용하며, 30년간 547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범서하이패스IC가 설치되면 국도 24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이나 울주 천상·구영리 방면

차량이 신복로터리를 거치지 않고 경부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포항)로 다닐

수 있다.

신복로터리는 울산에서 가장 차량정체가 심한 곳이다.

❀ 금연구역 합동단속 실시(행정)

울산시와 구·군,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7일까지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의료기관, PC방, 버스정류소, 목욕장, 공원 등 민원 발생과 위반

가능성이 큰 곳이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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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5일

❀ 제7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1. 17.(화) 11:00 / 울산보훈회관

○ 참 석 인 원 : 광복회원, 보훈단체 등 250여명

○ 주 요 내 용 : 약사보고, 기념행사 등

❀ ULSAN EXPORT PLAZA 2015(창조경제본부)

○ 기간/장소 : 11. 17.(화) ~ 11. 20.(금) / 롯데호텔

○ 규     모 : 바이어 35개사(인도, 태국, 멕시코 등), 중소기업 71사 정도

○ 주 요 내 용 : 수출 상담회(1:1), 개별업체 현장방문 등

○ 상 담 품 목 : 자동차·부품, 기계부품장비, 유통, 조선 등 종합

주요시정 |

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흡연 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시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과 공공장소 금연 위반 405건을 적발해 3천90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5년 11월 17일

❀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제작지원 영화 3편 네팔서 초청(문화)

올해 열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사전영화제에서 제작 지원을 받은 국내 산악영화 3편이 네팔

산악영화제의 초청을 받았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사무국은 17일 '밤빛', '산의 남자', '오월' 등 3편이 네팔 카트만두국제

산악영화제(KIMFF) 국제비경쟁 부문에 초청됐다고 17일 밝혔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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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비경쟁영화제로 시작한 카트만두국제산악영화제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으며, 다음 달

10일 개막해 14일까지 열린다.

이 영화제는 알파인 다큐멘터리, 탐험, 익스트림 스포츠는 물론 인간과 사회에 관한 극영화

등 다양한 영화들을 소개해왔다.

주요 섹션은 국제경쟁과 네팔 파노라마로 구성된 경쟁부문, 그리고 국제비경쟁부문으로

나뉜다. 

이 영화제 국제비경쟁부문 심사위원회는 밤빛, 산의 남자, 오월 등 3편 모두 '산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느린 호흡으로 풀어낸 방식이 흥미롭다'며 특별전에서 상영하기로 했다.

국내 최초 산악영화제인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올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전영화

제가 열렸고, 내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제1회 본 영화제가 열린다.

❀ 호남문화관광협회 초청 팸투어 개최(관광)

울산시는 17일 '호남문화관광협회 회원 초청 팸투어'를 열었다.

호남지역 여행사 27개 업체(30명)는 대왕암공원, 고래박물관, 고래바다여행선 등 울산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둘러봤다.

시는 올해 12회(국내 9, 국외 3)에 걸쳐 여행사, 언론사, 블로거, 생활사진가, 통역안내사

등 253명을 초청해 관광자원 소개하고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팸투어를 개최했다.

시는 이들에게 축제와 관광상품 정보가 담긴 '울산투어지'를 보내는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_ 2015 울산종합일지506

ULSANMETROPOLITAN CITY

2015년 11월 18일

❀ 기초과학연구원 Research Conference(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11. 18.(수) 10:30 / UNIST

○ 참     석 : 300여명(시장님, 기초과학연구원장, UNIST 총장 등)

○ 주 요 내 용 : 학술발표, 연구자 교류회 및 성과전시회 등

(전국 26개 IBS 연구단 중 UNIST 3개 사업단 유치)

주요시정 |

2015년 11월 18일

❀ 울산시-KEB하나은행 ‘일자리 창출’ MOU(경제)

울산시와 KEB하나은행은 18일 울산시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서' (MOU)를 체결

했다.

체결식에는 이태성 경제부시장과 황종섭 KEB하나은행 영남영업그룹 총괄부행장이 참석

했다.

협약을 통해 울산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대책과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하나

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금융지원과 울산시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 적극 협력

하기로 약속했다.

KEB하나은행은 또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기금 3천만원을 기탁했다. 

KEB하나은행은 10월 출시한 청년 관련 신규 예·적금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 기탁할 예정

이다. 

❀ ‘상생 파트너’ 인정에 노사문화대상 선정(행정)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2년마다 시상하는 '공무원 노사

문화대상'에서 울산시가 우수기관(대상)으로 선정됐다.

주요동향 |



2015년 11월 주요시정ㆍ동향 _507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행정자치부장관 명의 인증패, 정부합동평가 가산

점을 각각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8월부터 전국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노사전문가가 3차례에 걸쳐 심사

(서면, 현지실사, 사례발표) 평가를 실시해 울산을 비롯 4개 노사문화대상 기관, 5개 인증

기관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공무원노조를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합리적 노사문화 보급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공무원노조도 지난 9월 "협상보다 급한 것이 경제위기 극복"이라며 시에 2015년

단체교섭 전권을 위임했다. 공무원노조가 보수와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2년마다 벌이는 단체

교섭을 위임한 것은 전국 첫 사례로 꼽혔다.

시는 또 시장과 직원이 소통하는 '톡톡데이', 시장과 직원이 영화나 연극을 보며 허심탄회

하게 얘기를 나누는 '문화나들이'를 정례화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야간근무 없는 가족사랑의 날로 운영하고 있다.

근무 분위기 개선을 위해 시청에 직원 쉼터 '카페'를 설치하고, 힐링 상담과 주말농장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정진택 울산시 행정지원국장은 "시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협력

하며 노력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조와 상생하여 울산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빈순옥 울산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시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조활동을

지원해준 시장과 조합원에게 감사드린다"며 "노사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노사문화대상'은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사회에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0년 도입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 전국 행정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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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9일

❀ 테크노산단 기공식(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11. 19.(목) 14:00 / 테크노산단 내 현장사무실(남구 두왕동)

○ 참 석 인 원 : 300여명(주요인사 50, 유관기관기업 150, 주민 100)

○ 주 요 내 용 : 오프닝(국악)공연, 기념식 및 기공식 발파

○ 주     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직장민방위대 활성화 워크숍(시민안전실)

○ 기간/장소 : 11. 19. ~ 11. 20.(1박 2일) / 경남 창녕

○ 참 석 인 원 : 50명(직장민방위관계자 및 시, 구·군 담당자) 

○ 주 요 내 용 : 우수 직장민방위대 사례발표, 민방위업무 발전방안 토의, 특강

주요시정 |

2015년 11월 1일

❀ 북미 무역사절단 4천만달러 계약추진(경제)

울산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는 북미에 자동차·기계부품 무역사절단을 파견한

결과 수출 상담 42건과 4천52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올렸다.

19일 시에 따르면 무역사절단에는 한주금속㈜, 덕원산업, 린노알미늄㈜, ㈜금호, ㈜비앤

케이, ㈜한국몰드, 제이엠기어㈜ 등 중소기업 7곳이 참여했다.

기업들은 지난달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미국 시카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KOTRA 현지 무역

관의 협조를 얻어 바이어 수출상담회와 개별 방문 상담을 진행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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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0일

❀ 울산발전연구원 기본과제 통합 최종보고회(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11. 20.(금) 10:00 ~ 16:30 / 본관 7층 상황실

○ 대 상 과 제 : 기본과제 16건  

○ 참 석 인 원 : 150명(전문가 및 교수, 시민, 시의원, 언론인, 공무원 등)

○ 보 고 내 용 : 연구결과 및 정책활용 계획 보고, 의견수렴․토론 등

❀ 구 ‧ 군 연합 청소년 상담지원 활성화 대회(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1. 20.(금) 15:00 / 본관2층 대강당

○ 참 석 인 원 : 500명(초‧중‧고등학생, 상담교사, 청소년지도자 등)

○ 주 요 내 용 : 활동보고, 유공자 시상, 문화공연 

주요시정 |

2015년 11월 20일

❀ 삼일여고 민재식 교사 ‘울산참교육인 대상’에 선정(교육)

대원교육문화재단(이사장 박도문)이 주관한 '2015 울산참교육인 대상'에  삼일여자고등학교

민재식 교사가 선정됐다. 

대원교육문화재단은 11월 20일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15 울산참교육인 대상 시상식'

에서 민재식 교사에게 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줬다.

주요동향 |

❀ 산림분야 정부합동평가서 ‘장려’(환경)

울산시는 2015년 산림분야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장려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패와 포상금 900만원을 받는다. 

시는 조림 및 숲 가꾸기, 도시 숲 조성·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울산 북구가 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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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교사는 융합인재교육(STEAM) 도입 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른 학교에 소개하는 등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울산 첫 과학 비영리 민간단체인 울산과학문화협의회 초대 사무국장을 지냈고, 두 번째

비영리 민간단체인 울산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를 조직해 대표직을 맡아 과학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평가됐다.

이 재단 이날 행사에서 지역 저소득층 학생 25명에게 장학금 100만원씩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원교육문화재단은 향토기업인 대원에스앤피가 인재양성과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1995년에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 중구-서울대 보건대학원 ‘건강증진 협약’(보건)

울산시 중구는 20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각종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주민을 지키고, 지역보건의료와 관련된 기획과 연구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 실버주택 사업을 유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환경과 건강의 연관성, 기후변화와 보건, 다문화 사회의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사업, 건강증진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이슈들을 중구를 사례로 연구하기로 했다.

중구 관계자는 "50년 역사의 보건학 관련 국내최고 기관인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지자체와

업무협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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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3일

❀ 울산사랑 김장담그기 행사(경제산업국)

○ 일     시 : 11. 23.(월) 11:00 

○ 주최/주관 : 울산농협지역본부 /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울산지회

○ 참 석 인 원 : 120명(농협,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회원 등)

○ 물     량 : 배추 3,000포기, 무 1,000개

○ 주 요 내 용 : 김장담그기 및 나눔 행사(태연재활원, 도산노인복지관, 요셉의 집 등)

❀ 하반기 재정 조기집행 대책보고회(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11. 23.(월) 15:00 / 본관 4층 국제회의실  

○ 참 석 인 원 : 22개 부서장(11. 16. 현재 집행율 79.15% 미만 부서)

○ 주 요 내 용 :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 및 실적제고 대책 등

주요시정 |

2015년 11월 21일

❀ 울산창조센터 스타트업 2차 캠프(경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주철)는 21일 남구 무거동 벤처빌딩 4층 창조센터 융합마루

에서 스타트업 부트캠프 2회차 캠프를 연다.

캠프는 아이디어가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는 성공 창업을, 스타트업에게는 더 발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다.

캠프에서는 '시장에서 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고객분석과 제품 개발'이라는 주제로

㈜라임페이퍼 김유진 실장이 강연한다.

한편 20일과 21일 울산대학교 5호관 창조센터 창조마루에서는 '울산지역대학 창업우수

아이디어 공모전 멘토링캠프'가 진행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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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3일

❀ ‘공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제’ 첫 도입(행정)

울산시가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를 처음 도입했다.

시는 23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김기현 시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

총장, 주민배심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 1차 회의를 연다.

회의는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와 주민배심원제 이해 설명,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한 민선 6기 공약이행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반영해 공약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로 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를 주관하기로 했다. 

주민배심원은 5개 구·군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성별, 연령별

무작위로 55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12월 중순까지 분임별(5개) 토론과 현장 활동을 하면서 공약이행계획 변경이 필요

한 사항을 점검해 시에 제시한다.

시는 주민배심원의 권고안을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동향 |

❀ 제2회 전국 공연장상주예술단체 페스티벌(문회체육관광국)  

○ 기간/장소 : 11. 23. ~ 12. 14.(22일) 

※ 개막식 : 11. 23.(월) 19:30 / 중구 문화의 전당

○ 장     소 : 4개 공연장(북구·울주 문화예술회관, 중구 문화의 전당, 중앙소공연장)

○ 참 여 단 체 : 19개 단체(전국 12, 우리시 7)

○ 주     관 : 울산광역시 상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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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시민과 약속인 시장 공약사업을 조정·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가 위주의 행정

참여를 개선하고 시민 참여와 의사 결정의 질적 향상, 공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처음 도입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올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의 2015년 민선 6기 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

에서 우수(A) 등급 평가를 받았다.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교육)

울산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관리하는 각종 교육정보가 안전성을 인증받았다.

울산시교육연구정보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인증 획득을 위해 교육정보시스템(NEIS) 운영 전반의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했다.

특히, 전산통합센터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

하기 위해 운영시스템 보안, 사이버침해 모니터링, IT 재해 복구를 통한 비상사태 대비 등으로

91개 심사기준을 통과했다.

교육연구정보원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공격 등이 문제되는 가운데 울산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개인정보와 각종 교육정보는 모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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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 세미나(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1. 24.(화) 14:00 / 본관 2층 시민홀  

○ 참 석 인 원 : 관련기관·단체, 사회복지종사자 등 250명

○ 주     제 : 사회복지 현장의 연대·협력 현황과 과제  

○ 주 요 내 용 : 기조강연, 주제발표, 토론 등

❀ 정주영 현대 창업자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문화체육관광국)

○ 기  념  식 : 11. 24.(화) 17:00 / 그랜드하얏트 호텔

○ 특별기획전 개막식 : 11. 25.(수) 11:00 / 울산박물관

○ 기념음악회 : 11. 25.(수) 20:00 /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주요시정 |

2015년 11월 24일

❀ 학교급식 표준조리법 개발 보급(교육)

울산시교육청은 학교급식 만족도와 급식 질 향상을 위해 표준 조리법을 개발해 24일 각

학교에 보급했다.

학교 단체급식에서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 때 1인에 해당하는 양을 표준화한 것이다.

표준 조리법은 56개 학교에서 지난 7개월에 걸쳐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참여해 개발한 것

으로 학교급식 식단, 이벤트 식단, 전통음식 식단, 저염식단, 알레르기 식단, 세계음식 식단

등 총 6개의 테마식단, 118가지 레시피로 구성됐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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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5일

❀ 사회복지 자원봉사대회 개최(복지)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장광수)는 25일 MBC문수컨벤션에서 김기현 시장,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우수봉사자 표창과 배지 수여, 자원봉사활성화기금 전달, 개그맨 강성범의 '나누면

행복한 세상' 특강으로 진행됐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이날 사회복지협의회에 자원봉사 활성화 기금 4천700만원을 전달했다.

주요동향 |

2015년 11월 25일

❀ 택시 자율감차위원회 제2차 회의(교통건설국)

○ 일시/장소 : 11. 25.(수) 11:00 / 교통건설국장실

○ 참 석 대 상 : 감차위원 7명(위원장 : 교통건설국장)

○ 주요결정 사항

∙ 감차규모 : 과잉공급 대수 기준 총 감차규모 및 업종별 감차규모

∙ 감차기간 : 기본 5년 또는 20년까지 가능

∙ 감차보상금 : 현 거래가격 등을 고려 감차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기타 업계출연금 징수방법 및 관리방안 등 전반사항 논의 

❀ 축산분야 시범사업 종합평가회(농업기술센터)

○ 일     시 : 11. 25.(수) 10:00 / 울주군 범서읍 척과 현지

○ 참 석 인 원 : 55명(농업인 및 관계공무원)

○ 주요내용 

∙ 시범사업별 추진결과 사례발표 및 비교분석 평가

∙ 청보리, 트리트케일 사료포장 현장견학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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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제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11. 26.(목) 14:00 ~ 19:00 / 울산MBC컨벤션 안젤로홀

○ 참 석 인 원 : 100여명(시, 울발연, 울경회, 기업체 총무․노사 담당자 등)

○ 주 요 내 용 : 울산경제의 현실과 전망 발표, 특강, 정보교류의 장

❀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11. 26.(목) 14:30 / 대구 호텔인터불고

○ 참 석 대 상 :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의장 대구시장)

○ 주 요 내 용 : 인사말씀, 공동 논의과제 심의, 공동성명서 서명･발표

❀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종합훈련 실시(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11. 26.(목) 15:00 / 북구 강동 산하지구 내(블루마시티 앞 도로)

○ 참 석 인 원 : 200명(공무원 100, 유관기관 40, 단체 60)

○ 훈 련 내 용 : 폭설시 차량통제, 제설작업 훈련 실시

○ 주     관 : 울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훈련주재 : 행정부시장)

주요시정 |

❀ 북구 ‘맞춤형 복지급여’ 우수지자체 선정(복지)

울산시 북구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복지급여'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북구는 지자체별 생계·의료·주거급여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과 업무 역량 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전국 22개 우수지자체에 뽑혔다.

북구는 7월 맞춤형 급여 제도 개편에 따라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해 960가구를 신규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했다. 



2015년 11월 주요시정ㆍ동향 _517

2015년 11월 26일

❀ ‘북극해 항로 정보 공유’ 국제세미나 울산서 열려(경제)

최근 신규 물류 루트로 주목받는 북극해 항로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제4회 북극해 항로

국제 세미나'가 26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와 울산시, 울산항만공사가 함께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 등 북극해 연안

국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에 북극해 항로 정보를 제공하는 장으로 지난

해에 이어 울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러시아의 북극해 항로국, 원자력쇄빙선회사, 굽킨 석유가스대학과 노르

웨이의 북극물류센터 등 북극해 연안국 정부·기업 관계자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섰다.

또 국내에서는 영산대학교 북극물류연구소, 현대중공업 선박연구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북극해 항로 운항 여건, 북극해 자원 개발 프로젝트, 북극해 항로의 운송

인프라 개발, 아시아의 북극해 항로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울산항만공사 강종열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울산항의 정유, 석유화학, 탱크터미널 등 산업은

북극해 자원개발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면 북극해 항로 상용화

시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극해 항로 국제세미나는 해양수산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북극해 항로 개척' 활동의

하나로 2012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됐다.

주요동향 |

❀ 「2015 창조경제박람회」 참가(창조경제본부)

○ 기간/장소 : 11. 26.(목) ~ 11. 29.(일) / 서울 코엑스

○ 주최/주관 : 미래부, 산업부 등 /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업진흥원 등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 성과물 전시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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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완료보고회(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11. 27.(금) 14:00 / 본관 4층 중회의실  

○ 참 석 대 상 : 20명(기획조정실장, 주무과 주무담당, 용역업체 등)

○ 보 고 내 용 : 홈페이지 개편사업 완료보고 및 시연

❀ 나노융합산업 발전포럼(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11. 27.(금) 15:00 / 울산테크노파크

○ 참  석  자 : 150여명(나노융합 협력기관 및 기업체 등)

○ 주 요 내 용 : 산업화 현황 및 발전전략에 관한 강연, 패널토론

주요시정 |

❀ 화학사고 대책 간담회 개최(안전)

울산시는 26일 시청에서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사고 및 주민 소산(疏散)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개회식, 화학사고 및 주민 소산 대책 발표, 협력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시 최수미 환경관리과장이 '울산 화학사고 및 주민 소산 대책 현황'을, ㈜덕양 설비

관리팀 최형석 이사가 '지하 수소배관 관리현황'을, 이수화학㈜ 울산공장 기술부 김동민 부장이

'불화수소 누출사고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보고'를 각각 발표했다.

또 울산발전연구원 윤영배 박사가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울산발전연구원

최준호 박사가 '울산석유화학단지 독성가스 누출사고에 따른 주민 소산 대책(이수화학 불산

누출 사고를 중심으로)'을 각각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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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대한민국 인재상 울산 4명 수상 영예(행정)

‘2015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울산에서는 4명이 영예를 안았다. 

울산시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최근(11월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각 분야

에서 뛰어난 특기와 리더십을 발휘한 고교생과 대학생·청년 100명을 선정, 시상하는 ‘2015년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 울산지역 학생 4명이 2015년 대한민국 인재상에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고등학생 부문에서는 배보경 학생(울산마이스터고 3학년), 함미르 학생(남창고 3학년)이

수상했다.

대학생·청년일반 부문에서는 김준호 학생(울산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4학년), 공대선

학생(UNIST 기술경영대학원 벤처 및 기술사업화 경영)이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도 울산에서 총 4명(고교생 2, 대학생 2)이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한편 ‘대한민국 인재상’은 꿈과 끼를 찾아 창의와 열정으로 새롭고 융합적인 가치를 창출

하는 인재를 발굴, 미래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종합적

평가과정을 통해 선정한다. 

주요동향 |

❀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해단식(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11. 27.(금) 19:00 / 래이컨벤션 2층

○ 참 석 인 원 : 200명(입상선수 70, 경기단체장 130)

○ 주 요 내 용 : 성적보고 및 단기반환, 유공자 시상 등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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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에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개소(경제)

노사발전재단은 27일 울산시 북구 친환경급식센터 내 강당에서 노사발전재단 울산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사무총장, 박천동 북구청장, 장한연 경제산업국장, 이철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친환경급식센터 1층에 99㎡ 규모로 마련된 사무실에는 전문 상담사 5명이 근무한다.

노사발전재단 울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는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자와 퇴직예정자들

에게 재취업 컨설팅, 취업 알선, 면접 시뮬레이션, 이미지 메이킹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구인·구직 네트워크를 구축해 직원을 채용하려는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구직자를 연결하는 구인·구직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장년층 고용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노사 공동으로 고용 안정과 전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다.

❀ 교통도시 우수사례 최우수 정책상 수상(교통)

울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7일 열린 '201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최우수 정책상을 받았다.

경진대회는 인구 10만 이상 74개 도시의 지속가능 교통에 관한 현황과 정책을 진단·평가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우수사례로 민관 협력 화물자동차휴게소 및 공동 차고지 조성 정책을 소개했다.

시는 상개동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조성해 운영하고, 울주·울산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를

잇달아 준공해 도심 화물차 불법주차 해소와 물류비 절감 및 화물차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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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혁신센터-폴리텍대 ‘주력산업 활성화 협약’(경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주철)는 30일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와 '지역 주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 조선 기자재 기술인력 양성과 대학 교과과정 공동개발을 약속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임직원 교육, 우수강사 인력풀 구성, 대학 졸업(예정)자 취업과

창업 지원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박주철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가

협력해 조선 기자재 분야 기술인력 양성과 울산 중소기업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 울산 중·고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전국 최저’(교육)

울산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최정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2015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울산 중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1.2%, 고등학생은 0.8%로 모두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중학교 6곳, 고등학교 11곳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2곳과 7곳이 늘어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학생 80.9%로 역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고등학생은 88.9%로

전국 3위였다.

주요동향 |



_ 2015 울산종합일지522

ULSANMETROPOLITAN CITY

보통학력 이상 비율을 교과별로 보면 중학생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등 평가 대상인 모든

과목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국어 8위, 수학 2위, 영어 2위로 국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업성취도가 4년 연속 향상된 중학교 비율은 4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남구의 한 중학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0%, 보통학력 이상 비율 95.67%를 달성

하기도 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각 학교가 자율·창의적인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다"라며 "학생 참여 수업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진로 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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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0색  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0색0색0색0색0색0울산 10색0색색색색색색색색울산 10색색색색색색색색색울산 10색색울  울  울  울  울  울  울  울산 10색울   울  울  울  울  울  울  울산 10색울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101010101010울산 10색울산 10 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바위바위바위위위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위구대구대구대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구대구구구구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구ㆍㆍ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 반반반반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반옹옹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옹 은색은색은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은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태태태태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태 강은강은강은강강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강은화강화강화강화화강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화강 ㆍㆍ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화화화화화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화적적적적적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적 은은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은ㆍㆍ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태태태태태화화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태화토색토색토색토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토색기적기적기적적기적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기적 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토토토토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토옹기옹기옹기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옹기 고래래고래고래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고래고고고고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고 회회회회청청청청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회청래회회래회래회회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래회래래래래래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래자자자자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자 반반반반구구구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반구 위위위위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위색대바바대바대바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대바바바바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청청청청청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청자색자색자색자색자 ㆍ옹ㆍ옹옹옹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자색ㆍ옹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철ㆍ철철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철색ㆍ색ㆍ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녹녹녹녹녹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녹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울ㆍ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ㆍ울울울울울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울울산울산울산울산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울산바바바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 가가가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가색ㆍ색ㆍ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 가가가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가바바바바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다다다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다색바다바다바다바다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바다산산산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산배꽃배꽃배꽃배꽃배꽃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배꽃울산울산울산울산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울산 꽃색꽃색꽃색꽃꽃꽃꽃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꽃색색색색색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배배배배배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배은백은백은백은백백백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은백로로로로로로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로백로백로백백로백로백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백로백백백백백백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백로은로은로은은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로은백백백백백백색ㆍ울색ㆍ울색 울색 울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백색ㆍ울 가지가지가지지지산진녹산 녹산진녹산진녹진녹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가지산진녹 철철철철철쭉적자쭉적자쭉적자쭉적자쭉적자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철쭉적자산금산금산금산금금배색배색배색배색배배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산금배색색ㆍ색ㆍ색색 울산바울산바울산바울산바울백로은백색ㆍ울산배꽃색ㆍ울산바다색ㆍ가지산진녹색ㆍ울산금배색ㆍ철쭉적자색ㆍ옹기적토색ㆍ태화강은색ㆍ고래회청색ㆍ반구대바위색색ㆍ울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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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일

❀ 희망 2015 나눔캠페인 온도탑 제막행사(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2. 1.(화) 14:00 / 시민홀

○ 참 석 인 원 : 250여명(사랑의 열매봉사단, 아너·리더스클럽 회원, 시민 등)

○ 모 금 목 표 : 50억 8천만원(2015. 11. 23 ~ 2016. 1. 31)

○ 행 사 내 용 : 기념행사, 유공자표창, 제막식 등

❀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시민안전실)

○ 추 진 기 간 : 2015. 12. 1. ~ 2016. 3. 15.

○ 추 진 내 용 

∙ 재난상황 단계별 상황근무체제 강화

∙ 대시민 홍보 대책

∙ 폭설대비 교통우심지역 로터리별 교통유도훈련 실시

∙ 제설대책 : 취약도로 중점관리, 제설장비·자재 확보

∙ 한파대책 : 에너지, 상수도, 취약계층 보호, 농축수산시설 보호 등 6개 분야 추진

주요시정 |

2015년 12월 1일

❀ 제5회 울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공모전 입상작 선정(도시)

울산시는 제5회 울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공모전에서 응모작 90개를 심사해 입상작으로

30개를 선정했다.

올해 공모전은 '품격있고 창조적인 도시디자인'을 주제로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태화강 교량

디자인 개선, 자유주제(창조적 울산 만들기) 등 3개 분야에서 접수했다.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28점, 태화강 교량디자인 개선 22점, 자유주제 40점이 각각 응모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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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METROPOLITAN CITY

대상은 서수성·이진화씨의 'Movable Landscape'가 뽑혔으며, 공간의 잠재성과 다양한

행동 패턴을 담아내는 역동적인 개념을 적용, 생태학적 관점에서 도시의 '의미와 경험'을

담아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금상은 'LEGO'를 모티브로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을 제공해 소통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 모델을 디자인한 정혜진씨의 'Happy Together'와 고래를 테마로 한 어린이 테마

파크를 계획한 나석영씨의 '고래가 사는 숲'이 받았다.

은상은 태화강 하류에 물위를 걷는 수변생태문화 공간을 디자인한 'Walking on water'(이

관호·정다혜)와 어린이 테마파크를 디자인한 'Under the Big Ripple'(윤유리·이동우 공동

작품)가 각각 수상했다.

동상은 '지상낙원' 등 5개, 특선은 '태화종합시장의 재생 계획안' 등 10개, 입선은 '창' 등

10개 작품이다.

울산시는 응모작 90개를 심사해 입상작으로 30개를 선정했다.

올해 공모전은 '품격있고 창조적인 도시디자인'을 주제로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태화강 교량

디자인 개선, 자유주제(창조적 울산 만들기) 등 3개 분야에서 접수했다.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28점, 태화강 교량디자인 개선 22점, 자유주제 40점이 각각 응모했다.

심사위원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제안된 작품들은 울산의 미래 모습을 인간 중심적이고

따뜻한 도시로 표현했고, 공동체의 삶을 고려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동적 특성을 나타낸

대상(Movable Landscape) 작품은 세계적 트랜드를 앞선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1일 "올해 접수한 작품은 울산에서 출품된 것보다 서울 등 수도권 작품이

훨씬 많아 전국 행사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16∼20일 울산문화예술회관, 21∼24일 시청본관, 2016년 1월 4∼8일

KTX울산역에서 입상작 전시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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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예술단체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문화)

울산시는 1일 시청에서 울산예총 이충호 회장, 민예총 이강민 이사장 등 예술단체 관계자

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시는 2016년 문예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시는 내년 문예육성 지원사업으로 12억8천2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0억6천600만 원보다

20%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또 공정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심사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진부호 울산시 문화예술과장은 "많은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문예육성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듣고 사업 취지에 맞는 추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지침을 반영해 오는 10일 2016년도 문예육성 지원

사업 공고와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2015년 12월 2일

❀ 건강드림 7330 자원봉사단 발대식(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12. 2.(수) 14:00 / 본관 2층 대강당

○ 참 석 인 원 : 500명(건강드리미 자원봉사단)

○ 주요 내 용 : 경과보고, 임명장 수여, 결의문 낭독 등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생활체육회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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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일

❀ 한·중·일 수소산업협회 국제교류 확대 협약(경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수소산업협회가 2일 수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롯데호텔울산 크리스탈볼룸에서 이날 열린 '제2회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한중일 글로벌 심포

지엄'에서 체결식을 했다.

양해각서에서 3개국 수소협회는 학계와 전문가, 업계의 교류 확대를 위한 워크숍, 국제회의

개최와 연료전지 분야의 응용기술 개발, 국제표준 연구 등 한·중·일 수소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지헌 행정부시장, 이치윤 한국수소산업협회장,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등 국내 기관과 기업체 관계자와 오타 켄이치로

일본연료전지발전정보센터 회장, 왕 슈마오 중국수소에너지협회 사무총장 등 외국 수소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임희천 한국수소산업협회 부회장이 '국내 수소 산업 동향 및 산업 발전

조망'을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중국 수소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일본 수소산업과 연료전지 소개, 유럽 수소

산업 발전 프로그램 소개, 수소 센서기술과 수소안전을 위한 추진전략 등이 소개됐다.

또 패널 토의에서는 이택홍 교수(호서대학교)를 좌장으로 '국내 수소산업 전망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했다.

❀ 전기자동차 22대 민간보급 공모(환경)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22대를 민간에 추가 보급하기 위해 2일 민간보급사업 공모를 했다.

차종은 기아차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스파크, BMW i3 등 4종이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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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에 있는 기업, 법인,

단체 등이다. 

전기차 주차나 충전기 설치 장소는 자신의 땅을 원칙으로 하되, 남의 땅이라도 주인 동의를

받으면 된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대리점에 신청서와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차량 1대당 1천800만원과 충전기 1대 설치비용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적은 연료비와 각종 세제혜택(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포함 400만 원 한도) 등을 감안하면 차량가격 보전과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2015년 12월 3일

❀ 2015 울산광역시 자원봉사 대축제(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12. 3.(목) 19:00 / KBS울산홀

○ 참 석 인 원 : 2,500여명(초청내빈, 자원봉사자, 일반시민 등)

○ 주 요 내 용 : 식전공연, 유공자 표창, 봉사활동 영상상영, 축하공연

❀ 기업체 안전책임관계자 워크숍(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12. 3.(목) 15:00 / 문수컨벤션 루브르홀

○ 참 석 인 원 : 120명(기업체 안전책임관계자 110, 유관기관 10)

○ 주 요 내 용 : 시, 고용노동부 등 산업안전정책 발표, 기업체 안전관리 사례 공유,

전문가 특강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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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일

❀ 내년 국가예산 ‘2조3천103억’으로 역대 최대(행정)

울산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2조3천103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역대 국가예산 확보액 가운데 최고액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단 한 건의 감액 없이 주요 사업 30건이 정부안보다 1천242억원이나 증액

반영됐다.

2016년도 울산 자체예산 3조2천억원과 매칭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국가예산 2조3천103억원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은 471건 7천890억원이고, 국가시행

사업은 31건 1조5천213억원이다. 

당초 시가 신청한 정부예산 반영 목표 2조2천105억원을 998억원(4.5%) 초과 달성한 것이고,

전년도 국가예산 확보액 2조1천447억원보다 7.7%(1천656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서민경제 활성화 관련 추경예산 1천340억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국가예산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인 2조4천443억원에 이른다.

국가예산 확보 내역을 보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자긍심을 높이고 산업기술사 연구, 유물·

자료 보존을 위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와 기본설계비 35억원이

반영됐다.

또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핵심사업인 '정보통신기술

(ICT) 융합 Industry 4.0s 조선해양사업'에도 국비 67억원이 지원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사업인 3D 프린팅 관련산업과 관련해 3D 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

동차부품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구축, 차세대 조선과 에너지부품 3D 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구축 등에 83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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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울산과학기술원(UNIST)으로 전환된 첫 해에 운영비로 국회 증액된

82억원을 포함한 총 740억원을 확보하여 첨단과학기술 혁신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를 선도

할 융합형 인재양성 및 산학연계형 과학기술특성화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

도시 인프라(SOC) 예산 1조4천82억원이 울산 도심교통과 물류교통 개선을 위한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조성사업에 투입된다.

철도사업으로는 동해남부선(울산∼부산,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에 각각 3천685억원,

3천939억원, 울산항 인입철도사업에 406억원이 반영됐다.  

상개∼매암 도로개설에 128억원, 옥동∼농소 도로개설에 161억원, 산업로(신답교∼경주

시계) 확장에 150억원, 언양∼영천 고속도로에 909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에 1천547억

원의 국가예산이 지원된다.

내년 첫 삽을 뜨는 신규사업 40건의 예산도 확보됐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휴식·힐링·놀이공간인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예산과 수소

연료전지차 실증 도시사업(총 사업비 455억원)과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지원(총

사업비 367억원) 등이 신규 반영되어 울산이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시 관계자는 "시정 지표인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특히 울산 재도약(Quantum jump)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울산 먹거리

창출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워크숍(복지)

울산광역정신건강센터(센터장 김진성)는 3일과 8일 각각 울산대학교 학생회관 강당과 가족

문화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48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워크숍을 연다.

높은 직무 스트레스,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 가중 등으로 사회

복지 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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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에는 이국희 김해동남병원장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직장인'을, 박종선 멘토스피치

연구소장이 '화를 제대로 다스리는 분노조절'을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8일에는 안진희 마음안힐링센터장의 '컬러를 통한 내면 힐링', 분과별 강의 등이 진행된다. 

센터는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해 고위험자에게는 정신건강 회복 서비스를 해줄 방침이다.

❀ ‘관광산업 활성화 학술회의’ 개최(관광)

울산시 남구는 3일 울산롯데호텔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지방정부학회에서 주관하고 남구가 후원한 학술회의에는 국내 관광분야 교수와

전문가 12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을 했다.

노정철 경주대 교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해양관광 활성화 전략', 한국관광공사 양문수

관광콘텐츠 실장은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울산 관광활성화', 김도희 울산대 교수는

'고래테마 관광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 국내외 관광정책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남구의 관광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산업, 문화를 아우르는 융복합 관광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년 12월 4일

❀ (가칭)‘동해안연구개발특구’공동추진 MOU 체결(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12. 4.(금) 15:00 / 경주 힐튼호텔(1층 파인룸)

○ 참 석 인 원 : 24여명(시장님‧경북지사, 양 시‧도 대학 총장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장 등

산학연 기관장)

○ 내     용 : 특구 육성 종합계획(안) 최종보고, 공동추진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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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4일

❀ 동북아오일허브 포럼서 석유 담보대출 방안 모색(경제)

울산시는 4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창조경제협의회 오일허브 분과위원, 오일허브 추진과제

발굴 태스크포스(TF)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오일허브 산업정책 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관련 중앙정부와 지역 전문가, 유관기관이 정책방향을 공유

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또 울산시의 동북아 오일허브 물류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준겸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고일용 금융

감독원 금융협력관은 '오일허브 관련 금융시스템 구축 방향'을,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석유거래 담보대출 방안 및 싱가포르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박순철 울산시 창조경제과장은 "현재 석유관련 담보대출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

에서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향후 금융권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석유거래 담보대출과 관련해 내년 4월 서울에서 심포지엄을 열어 금융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홍보를 위해 울산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국내외 주요 석유회사,

국제트레이딩 회사, 관련 연구기관 등 대표를 연사로 초청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연계한 해외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 ‘하천 유지관리’ 부산국토관리청 평가 1위(건설)

울산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 30개 자치단체 가운데 올해 하천유지관리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울산시는 인센티브 2억원과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시는 홍수 취약시설인 제방, 호안, 수문, 육갑문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하천실정에

적합한 수해대비 매뉴얼을 작성해 구·군에 전파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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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제3차 울산생활권발전협의회(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12. 7.(월) 16: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석대상 : 35명(울산생활권발전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

○ 주요내용 :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발굴사업 심의

※ 선도연계협력사업(안) 3건, 새뜰마을사업(안) 5건

주요시정 |

2015년 12월 7일

❀ 국가산단 대형재난 예방 심포지엄(안전)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7일 울산MBC컨벤션에서 김기현 시장, 기업체 CEO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산업단지 대형 재난 예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는 안전관리 우수기업체 시상, 시장님과 대화, 심포지엄 순서로 진행됐다.

안전관리 우수기업체로는 삼성SDI, 한국스티롤루션, 덕양산업, 베바스토동희 등 4곳이

선정돼 울산시장상을 받았다.

김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유엔 방재안전도시 인증과 관련한 기업체의 역할을 안내하고, 화학

사고 대응을 위한 장비 투자와 특수재난대응시스템 구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주요동향 |

또 고수부지·자전거도로·산책로 등을 정비하고, 대숲축제와 국화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매년 열어 친수공간 이용객을 늘린 것도 좋은 평가였다.

시 관계자는 "하천 치수와 친수시설 순찰을 강화해 취약한 시설물 관리는 물론 시민 여가

공간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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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8일

❀ 2015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한마음 행사(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12. 8.(화) 17:00 / MBC컨벤션

○ 참 석 인 원 : 200여명(초청인사, 모니터단) 

○ 주 요 내 용 : 유공자 표창, 장기자랑 등

❀ 가정위탁지원센터 송년의 밤 행사(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2. 8.(화) 18:30 / 펠리체컨벤션 에메랄드홀(남구 달동)

○ 참 석 인 원 : 120명(위탁가정, 자문위원, 자원봉사자)

○ 주 요 내 용 : 식전공연(마술, 통기타), 기념식, 만찬

주요시정 |

심포지엄에서는 차순철 차스텍이엔씨 대표가 '물성 스터디를 통한 석유화학플랜트의 화재

폭발 방지대책'을, 최성득 IST 교수가 '울산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 현황과 화학재난 대응'을,

조용호 안전문화재단기술사사무소 대표가 '국가산업단지 위험물 안전관리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안전관련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는 36건의 크고 작은 화재·폭발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했다.

최근 이수화학에서 불산 가스가 대량 누출되면서 국가산업단지의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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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혁신도시 공공기관 ‘사회공헌 협약’(행정)

울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8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울산시와 사회공헌 협약식을

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공공기관들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자원봉사 BEST ULSAN'에 참여하기로 했다.

참여 기관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심재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도로교통

공단운전면허본부(본부장 이정근),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장주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 한국

석유공사(사장 서문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 등 9곳이다.

시는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에게 홍보한다.

공공기관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행복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참여한다.

울산시와 공공기관은 원활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울산혁신도시에는 1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모두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7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시와 함께 뛰는 지원

군"이라며 "시민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악취 없어요” 울산 삼산배수장 정비사업 완료(환경)

울산시 남구는 삼산배수장의 악취를 차단하고 주변에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환경정비사업을 8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9억원을 들여 배수장 유수지 안에 도수로(물을 배출하는 수로)를 설치하고, 유수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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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법면부는 옹벽과 스탠드 구조물로 조성했다.

도수로 설치를 통해 유입되는 빗물을 즉시 태화강으로 배출해 유수지를 항상 건조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유수지 둘레 옹벽으로 인해 빗물과 함께 유입하는 슬러지 등 오염물질의 퇴적이 줄어

들고, 청소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5억5천만원을 투입해 유수지 바닥에 다목적 트랙,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과 잔디주차장, 화장실, 음수대, 팔각정 등 편의시설을 조성해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었다.

신정1·2·3동, 달동, 삼산동 지역 빗물을 처리하는 삼산배수장은 배수면적 3.222㎢, 용량

4만4천520㎥ 규모로 1989년 5월 준공됐다.

그러나 빗물에 오수가 섞여 유입되면서 악취가 발생, 인근 아파트 3천500여 가구 주민과

학교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구 관계자는 "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악취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보다 절반 이하의

수치가 나왔다"며 "악취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9일

❀ 특별사법경찰 수사직무역량강화 워크숍(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12. 9.(수) 13:30 ~ 18:00 /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참 석 인 원 : 특별사법경찰 72명(시 25, 구·군 47)

○ 주 요 내 용

∙ 통신시설 확인․분석, 금융계좌 추적 등에 대한 압수수색, 긴급체포,

영장신청 등 강제수사 기법, 특사경 수사실무 교육

∙ 수사활동 성공․실패 사례 등 수사경험 공유

∙ 새로운 수사기법 전달 및 기관간 파트너십 구축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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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기금운용 ‘우수기관’ 선정(행정)

울산시는 행정자치부의 2015년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서 특·광역시 우수기관에

선정돼 장관표창을 받는다.

울산시는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면서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

으로 조성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등 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또 전체 기금에 일몰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기금 방치를 방지하고, 민간 전문가를 심의위원

으로 구성해 기금관리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개 분야 7개 지표에 따라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시행됐다.

❀ 울산중구 2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행정)

울산시 중구가 2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중구는

종합 청렴도가 8.09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등급(우수)을 유지했다.

주요동향 |

❀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12. 9.(수) 17:30 / 롯데호텔

○ 참 석 인 원 : 200여명(수출 유관기관장, 기업체 등)

○ 주 요 내 용 

∙ 수출 유공자ㆍ우수업체 정부포상 전수, 시장표창 수여

∙ 2016년 통상지원시책 소개, 무역의 날 기념 영상물 상영 등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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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받고 반부패 청렴 정책을 수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8월부터는 비위 공무원을 원천차단하고 반부패 청렴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등의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각종 행사 개최 시 협찬

요구를 금지하는 등 비위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데 주안점을 뒀다.

중구 관계자는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친절교육과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해 울산 '종갓집'으로서 역할 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10일

❀ 시내버스 요금조정 시행(교통건설국) 

○ 시  행  일 : 12. 10.(목) 첫차부터 적용

○ 조 정 요 금 : 일반버스 성인 카드기준 1,250원(110원↑)

○ 요금조정 주요원인

∙ 이용승객 감소(1일 15천명↓), 혁신도시 노선신설 등 차량증차(43대)

∙ 임금인상(2015년 3.8%), 물가상승(2015년 1.3%)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 추 진 사 항

∙ 시장 서한문 발송

∙ 교통카드 프로그램 수정·정비

∙ 버스정보단말기 홍보문안 표출 및 정류소 요금조정 안내문 부착

∙ 언론브리핑 및 보도자료 제공 

❀ 2015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2. 10.(목) 14:00 / 본관 2층 대강당  

○ 참 석 인 원 : 600여명(여성단체, 자원봉사자, 시민)

○ 주 요 내 용 : 기념행사, 유공자표창, 화합한마당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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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루공원 ‘2015 우수디자인 상품’ 선정(도시)

'울산 태화루공원'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15 우수디자인(Good Design) 상품'에 선정

됐다.

태화루공원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공간과 시설물에 보편적 설계를

적용했고, 태화강 등 주변 경관과 연속성을 유지해 통합 디자인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태화루는 '영남 3루' 중 하나로 임진왜란 때 소실됐으나 울산시가 506억원을 들여 2011년

9월 착공, 2014년 5월 16일 준공했다. 

울산에서 우수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된 시설은 2009년 태화강대공원, 울산암각화박물관,

십리대밭교, 2010년 옹기엑스포 심벌마크, 2011년 울산박물관, 2012년 번영탑, 2013년 울산

하늘공원, 2014년 문수야구장 등이다.

태화루공원을 포함해 모두 9점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울산시 관계자는 10일 "우수디자인 상품을 7년 연속 배출해 의미가 새롭다"며 "사람 중심의

디자인 정책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울산 인구 120만명 돌파(행정)

울산광역시의 인구가 처음 120만 명을 돌파했다.

울산시는 11월 말 인구가 내국인 117만4천51명, 외국인 2만6천589명 등 총 120만640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19년 전인 1997년 광역시 승격 당시 101만3천70명에서 18만7천570명(18.5%) 증가했다.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1%(약 1만명)로 전국 평균 0.7%을 상회하며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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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출생과 사망 등 자연적 요인, 전입·전출·혼인 등 사회적 요인, 외국인의 증감 등

3가지 요인에 따라 변화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연적 요인의 경우 2014년 기준 출생 1만1천556명, 사망 4천695명으로 출생이 사망보다

6천861명(2.5배) 많았다. 

광역시 승격 이후 자연적 요인으로 연평균 8천482명 증가했다.

울산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도시란 특성에 따라 일자리가 다른 지역보다 많아

사회적 요인 중 전입 인구가 많았다.

혁신도시 및 동구, 북구, 울주군 등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서 올해 10월 2천70명,

11월 1천1명이 전입했다.

97년 이후 25∼34세 취업 적령기 인구는 3만9천677명이 유입됐다.

외국인도 광역시 승격 당시 3천418명에서 2만3천171명으로 6.8배 증가했다.

산업도시 특성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구 증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과 교육환경 개선, 문화공간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11일

❀ 제49회 처용문화제 평가보고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12. 11.(금) 10:30 / 본관 4층 중회의실

○ 참 석 인 원 : 30명(처용문화제 추진위원)

○ 주 요 내 용 : 개최결과 보고, 발전방안 토의 등

○ 주     관 : 처용문화제 추진위원회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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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시작(복지)

구세군자선냄비 울산본부는 11일 울산시 남구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구세군 자선

냄비 시종식'을 열고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시종식에는 김기현 울산시장, 박영철 울산시의회 의장, 김복만 교육감과 자원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울산 자선냄비 모금 활동은 11일부터 25일까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울산점,

동구점), 신정시장 앞, 중구 아웃렛에서 펼쳐진다.

자선냄비 성금은 저소득층 장학금, 무료급식소 지원, 복지시설 지원 등에 쓰인다.

주요동향 |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결의대회(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12. 11.(금) 14:00 / 본관 2층 시민홀

○ 참 석 인 원 : 200여명(그린리더협의회, 주부교실울산지부 등)

○ 주 요 내 용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결의,

온맵시실천 퍼포먼스 저탄소생활 실천 유공자 표창 등

❀ 청년CEO 육성사업 수료식(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12. 11.(금) 16:30 / 울산대학교 국제회의실

○ 참 석 인 원 : 180명(예비창업자, 기 창업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주 요 내 용 : 사업실적보고, 수료증 수여, 창업 우수사례 발표 등

❀ 청소년을 위한 울산금연포럼(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2. 11.(금) 18:00 / 올림피아호텔 5층 대회의실

○ 참 석 인 원 : 30명(시, 보건소,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단체)

○ 주 요 내 용 :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기관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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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울산 3개교 선정(교육)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제13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온양초, 남목고, 혜인

학교가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온양초는 '돋움, 틔움, 키움, 세움, 채움'이라는 5가지 실천 과제를 정해 교육과정을 학생

중심으로 재편하고, 결과보다 수업과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해 인정

받았다.

남목고는 체육, 미술 진로집중 교육과정과 조리, 공업, 직업훈련 등 직업 집중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과 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혜인학교는 특수학교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대 우수학교에 들었다.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과정을 특색있게 운영한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교실수업이 개선되고 있다"며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해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노력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년 12월 13일

❀ 다문화 한마음 축제(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2. 13.(일) 11:00 / 종하체육관

○ 참 석 인 원 : 1,000여명(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관련기관)

○ 주 요 내 용 : 축하공연, 체육대회, 장기자랑

주요시정 |

2015년 12월 14일

❀ 여성과 함께하는 통통대화(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12. 14.(월) 14:30 /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 참 석 인 원 : 140여명(중･장년층 여성)

○ 주 요 내 용 : 시정 및 여성정책 설명, 자유토론, 작은 음악 콘서트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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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 53명 명단 공개(행정)

울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53명(개인 28명, 법인 25개)의 명단을 14일 시와 구·군 누리

집에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억4천800만원이다.

공개된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정홍준(66)씨다. 경남 통영 소재 ㈜성동조선해양의 창업자로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3억5천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현중산업㈜(대표 한명수)으로 동문아뮤티아파트 분양 저조로 부도가

나 2012년 6월 30일 폐업한 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3억600만원을 체납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체납자 16명,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 24명,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체납자 13명 등이다.

체납자 종사 업종은 제조업 17명, 서비스업 14명, 건설업 12명, 기타 10명으로 분석됐다.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3천만원(지방세) 이상인 신규 체납자 명단이

이번에 공개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는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2006년

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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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분야 우수기관 선정(행정)

울산시 북구는 14일 승강기 안전관리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민안전처장관상을 받았다.

북구는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 구조 실제훈련을 벌이고 소방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승강기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예방훈련 및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시의 사고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15일

❀ 다문화 합동결혼식(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2. 15.(화) 11:00 / 울산MBC컨벤션

○ 대     상 : 17쌍

○ 참 석 인 원 : 250명(다문화가족, 관련기관, 여성단체)

○ 주 요 내 용 : 결혼식, 영상물상영, 기념촬영, 신혼여행(경주) 등

주요시정 |

2015년 12월 15일

❀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협약체결(교통)

울산시와 롯데쇼핑㈜은 15일 시청에서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양 기관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지원과 협력을 통해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지원 등을

약속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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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은 현지 법인화 추진,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

방안 마련, 원활한 교통대책 수립 등에 나선다.

협약에는 김기현 시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롯데쇼핑이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 추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KTX울산역 역세권 부지에 교통 환승시설과 쇼핑몰 및 시네마 등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제안서를 지난 6월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에 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복합환승센터 건립 예정 부지를 각각 보유한 울산도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지

관련 협상을 하고 있다.

이 협상이 마무리되면 롯데쇼핑,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개발계획

작성, 복합환승센터 승인 및 지정, 실시설계, 시공 등 본격적인 사업을 벌이게 된다.

롯데쇼핑은 2천572억원을 들여 울주군 삼남면 KTX울산역 앞 7만5천395㎡ 부지에 건축

전체면적 18만468㎡,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복합환승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복합환승센터에는 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 환승시설과 쇼핑몰, 아웃렛, 시네마, 키즈

테마파크 등 환승지원시설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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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6일

❀ 창업스타기업 성과발표회(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12. 16.(수) 11:00 / 롯데호텔 3층 샤롯데룸

○ 참 석 인 원 : 75명 정도(시, 테크노파크, 창업스타기업 및 지식기술창업센터 입주자 등)

○ 주 요 내 용 :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 입주기업 제품 전시 등

○ 주     관 : 울산테크노파크

❀ 국공립분과 보육인의 밤 행사(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2. 16.(수) 19:00 / MBC컨벤션 

○ 참 여 인 원 :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350여명

○ 주 요 내 용 : 기념식, 운영사례 발표, 공연

주요시정 |

2015년 12월 16일

❀ 배려 교통문화 캠페인(교통)

남구는 15일 광주에서 시작한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1천만 명 행복릴레이 캠페인'을 16일

개최했다.

이 캠페인은 보행자 보호, 소형차 배려, 보복운전 근절 등 남을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으로, 교통사고율이 높은 광주에서 10월 시작됐다.

1호 참가자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캠페인 하는 모습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의 지목을 받은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날 달동문화공원 광장에서 직원

100여 명과 함께 흰색 상의, 검정 바지를 착용하고 노래에 맞춰 안무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서 구청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인천, 광주, 대구 등 3개 도시 남구청장을 지명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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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7일

❀ 2030 울산 바이오메디컬산업 발전전략 발표회(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12. 17.(목) 14:00 / UNIST(본관 경동홀)

○ 참 석 인 원 : 200여명(중앙부처, 대학, 연구소, 병원, 기업체, 펀드 등)

○ 주 요 내 용 : 게놈코리아 추진전략 발표(게놈코리아 참여의향서 전달식),

울산 바이오메디컬산업 발전전략 발표 등

○ 주     관 : 울산광역시, UNIST

❀ 2015 울산안전포럼 전체회의(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12. 17.(목) 15:00 /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 참 석 인 원 : 30명(울산안전포럼 위원, 관계 공무원 등)

○ 주 요 내 용 : 2015년 실적평가 및 산업안전정책개발 안건 발표·토론

2016년 업무계획(안) 및 정기총회 의제 협의 등

❀ 2015년 창업 토크 콘서트(경제산업국)  

○ 행  사  명 : “Dream in 99˚C”_ 1˚C를 채우는 이야기

○ 일시/장소 : 12. 17.(목) 15:00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 참 석 인 원 : 120명 정도(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입교생, 울산 청년CEO협회 회원사,

지역 전략 산업체 관계자 등)

○ 주 요 내 용 : 성공한 창업가의 강연 및 토크, 성공노하우 공유 등

주요시정 |

❀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기관 선정(안전)

울산시가 통합방위본부의 '2015년 통합방위태세 확립 유공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시는 올해 협의회 4회 개최, 지원본부 운영 등을 통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힘을 기울였다.

또 지난 4월 화랑훈련에서 민·관·군·경 유기적 협조체제 속에 계획점검, 도상연습, 동원훈련,

피해복구 훈련 등을 성공적으로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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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7일

❀ 심정지환자 주민대응팀 운영한 소방관 ‘대통령표창’(안전)

울산 소방관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주변 시민이 제새동기(심장충격기)로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팀을 꾸려 훈련하는 아이디어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주인공은 울산 중부소방서 김미잠(46·여) 소방장이다.

김 소방장은 '코드블루(CODE BLUE)팀'이라는 주민 참여형 대응팀 운영을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공공기관이나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에 필요한 제새동기가 설치

돼 있으나 정작 주민이나 직원이 사용법을 몰라 대응시기를 놓쳐 환자가 목숨을 잃는 것을

방지하고자 구성된 것이 코드블루팀이다.

김 소방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아파트, 공공기관, 역사 등의 각 관리원, 경비원, 안전책임자

등을 4∼5명씩 묶어 모두 10개의 코드블루팀을 만들어 심폐소생술, 제새동기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지난해 12월에는 KTX울산역에서 내린 승객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마침

주요동향 |

❀ 공기업 및 출연기관 혁신보고회(기획조정실)

○ 일시/장소 : 12. 17.(목) 16:00 ~ 17:00 / 본관 4층 국제회의실

○ 보 고 대 상 : 7개 기관(공사·공단 2, 출연기관 5)   

○ 참 석 대 상 : 공사·공단․출연기관 CEO, 출자․출연심의위원(14명), 담당 실․국장  

○ 보 고 내 용 : 인원·조직정비, 임금피크제 시행, 시책발굴 및 경영 효율화 방안 등

각 기관별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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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사에 코드블루팀이 꾸려져 있어 제새동기를 사용해 목숨을 구했다.

울산의 코드블루팀은 현재 109개로 늘어났다.

김 소방장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제새동기가 설치된 것조차 모르는 시민이 정말 많다"며

"간단한 교육과 준비된 시민이 1초가 급한 심정지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넘게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순간을 놓쳐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생명을 자주 봤다"며 "전국 모든 시·도에 코드블루팀이 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소방장은 17일 행정자치부 주최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15년도 중앙우수제안 포상식'

에서 일반행정분야 1위를 차지해 표창을 받았다.

❀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 활발(환경)

울산환경기술인협회가 올해 83개 중소기업에 118건의 환경기술 컨설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환경기술인협회는 17일 시청에서 기업체 환경기술인, 환경단체,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환경기술 컨설팅사업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환경기술인협회는 올해 4∼11월 온산공단 35개사, 울산·미포공단 44개사, 기타 지역 4개사

등에 환경기술을 지원했다.

협회가 지원한 환경기술은 유독물 및 폐기물 관리 50건(42%),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자가

측정 20건(17%),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15건(13%),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15건(13%) 등이다.

이와 함께 20개사는 스스로 환경관리 능력을 키우도록 멘토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했다.

울산시는 이날 환경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울산환경기술인협회 소속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최종만 부장, 태광산업㈜울산공장 한동수 부장, 한국제지㈜ 정영수 팀장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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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이정하 선임연구원, 한국에이에스케이케미칼즈㈜에도 시장 표창을

전달했다.

울산환경기술인협회는 환경 관련 기술자격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대기업에서 15년

이상 근무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기술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컨설팅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5년 12월 18일

❀ ‘석대법’개정(안) 입법 촉구를 위한 공청회(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12. 18.(금) 14:00 /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참 석 인 원 : 150여명(산업부, 탱크터미널·석유화학업체, 석유공사 등)

○ 주 요 내 용 : 석대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탱크터미널업계 영업손실 사례 및

개정 후 기대효과 등

○ 주     관 : 이채익 국회의원 

❀ 개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문화예술회관)

○ 일시/장소 : 12. 18.(금) 15:00 / 문화예술회관 회의실

○ 참 석 인 원 : 120명정도(지역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및 종사자 등)

※ 좌 장 : 울산대학교 김도희 교수 / 발제ㆍ토론자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이인권 대표 등 5명

○ 내     용 : 지역 문화예술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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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8일

❀ 개발제한구역에 체험마을·누리길 조성(도시)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농촌체험마을, 누리길, 수변시설 등을 조성해 주민 생활편익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201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울산시 사업 7건이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국고보조금 44억2천800만원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생활편익사업 3건, 누리길

사업 3건, 경관사업 1건 등을 추진한다. 

생활편익사업은 중구 체류형 농촌생태 체험마을, 북구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

울주군 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장·포장 등이다. 

누리길사업은 동구 역사유적지 누리길, 북구 염포누리길과 강동누리길 등이다.

경관사업은 중구 태화저수지 수변시설 조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18일 "이 사업들은 내년 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라며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의 생활편익이 증진되는 등 거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6 간절곶 해맞이’ 행사 안전점검(행정)

울산시 울주군은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6 간절곶 해맞이 행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열었다.

한진규 부군수와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울주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관련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군은 회의에서 간절곶 해맞이 행사의 성공 개최와 관객 안전을 위해 소방차·응급차량 대기

위치, 교통정체 등 긴급 상황 시 초동대응 방안 등을 검토했다.

또 누전차단기나 노출배선 덮개 설치, 무료 셔틀버스 운영구간(대공원·온양·서생↔행사장),

관람객 동선 등을 점검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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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30일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 전기, 가스, 구조물 등에 대한 최종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병신년(丙申年)을 맞아 해맞이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행복하고 뜻깊은

추억을 안고 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21일

❀ 울산형 R&D 생태계 플랫폼 구축 시연회(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12. 21.(월) 14:00 / 울산테크노파크

○ 참 석 인 원 : 50명(시 관련부서, 유관기관, 기업지원 관계자 등)

○ 주 요 내 용 : 울산 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및 R&D 성과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내용 시연, 질의․답변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 울산테크노파크

❀ 울산국가산업단지(용연~청량IC) 연결도로 준공식(교통건설국)

○ 일시/장소 : 12. 21.(월) 15:00 / 남구 용연동 처용암삼거리(처용암 일원)

○ 참 석 인 원 : 300여명(국회의원, 시의원, 남구·울주군 의원, 지역주민 등)

○ 주 요 내 용 : 식전행사, 준공식, 기념주행

※ 개통일시 : 12. 22.(화) 09:00

❀ 지역전략산업 관련 순회설명회(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12. 21.(월) 15:00 / 울산테크노파크

○ 참  석  자 : (중앙정부) 지역위 지역산업과장,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장,

산업부 지역산업과ㆍ자동차항공과 담당자 등 

(지역) 지자체, 관련 지역기업, 지역혁신기관 등

○ 주 요 내 용 : 지역전략산업 선정배경 및 규제프리존 운영방안,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 주     관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산업과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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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1일

❀ ‘울산시 공공 데이터 포털’ 구축 완료(행정)

울산시와 구·군 등 12개 기관의 공공 데이터가 21일부터 '울산시 공공 데이터 포털'

(data.ulsan.go.kr)에 통합돼 시민에게 개방됐다.

교육, 환경·기상, 식품건강, 교통물류 등 분야별 공공 데이터 662종을 5가지 형태(Open

API, File, Sheet, Chart, Map)로 구분해 제공했다.

시는 서비스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 데이터를 추가로 발굴해 제공

하고, 공공 데이터를 차트·히트맵(heat map)·그래프 등 시각화 모델로도 개발한다는 방침

이다.

시는 그동안 행정자치부 공공 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500여 가지의 데이터를

개방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종전 수기로 개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데이터를 자동으로 취합·

제공하고 데이터 품질도 높였다"며 "시민이 많이 활용하고, 민간의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촉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소년 보호정책’ 대통령 표창(복지)

울산시 남구가 청소년 보호정책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남구는 21일 여성가족부 주최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15년 청소년보호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과 포상금 300만원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활성화 등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것이다.

남구는 올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관련 기관·단체와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62회

시행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함께 위기 청소년 442명의 사례를 관리했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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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2일

❀ 기초연금평가 우수기관 선정돼(복지)

울산시는 22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행복 e음 자료 정비,

연금 신청 안내문 발송, 국민연금기관과 연계체제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가 기초연금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주요동향 |

또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상담, 특강, 부모·교사 교육 등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이 소질과 잠재력을 일깨워 자기발전을 모색하도록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센터를 운영했다.

이밖에 청소년 예술제와 토크콘서트 개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기·중장기 여자 청소년 쉼터 운영 등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청소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이런 성과로 나타나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 관련 행정을 선도해 청소년이 행복한 남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22일

❀ 2015 신진예술가 워크숍(문화체육관광국)

○ 기간/장소 : 12. 22. ~ 12. 23.(2일간) / 가족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 참 석 인 원 : 80명(신진예술가 9, 멘토 7, 관계자, 가족 등 시민)

○ 주 요 내 용 : 국악, 무용, 음악, 연극 등 합동발표회 및 전문가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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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기자단·SNS 서포터즈 발대식(행정)

울산시는 22일 시청에서 '제4기 블로그자단 및 제3기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은 표창패와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블로그기자단과 SNS 서포터즈는 울산시가 운영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

토리 등 SNS 매체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 홍보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블로그기자는 33명, SNS 서포터즈는 52명이며 내년 1월부터 활동한다.

2015년 12월 23일

❀ 「2030 서비스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보고회(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12. 23.(수) 14: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인 원 : 20명(시, 울산발전연구원 및 산업연구원 연구진 등)

○ 주 요 내 용 : 육성배경·필요성, 기본개념, 투자계획·재원, 공간구성 등

❀ 2015 울산안전포럼 정기총회(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12. 23.(수) 15:00 / 올림피아호텔

○ 참 석 인 원 : 60명(울산안전포럼 위원, 관계 공무원 등)

○ 주 요 내 용 : 2015년 실적평가, 2016년 정책개발(안) 협의, 특강 등

❀ 출산장려홍보 캠페인(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12. 23.(수) 16:00 / 현대백화점주변 차 없는 거리

○ 참 석 인 원 : 50명(인구보건복지협회, 관련단체) 

○ 주 요 내 용 : 출산장려정책 홍보, 육아가이드 책자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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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3일

❀ 올해 최고시정 ‘뉴-랜드마크 울산대교’ 개통(행정)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울산대교 개통'이 올해 최고의 시정으로 뽑혔다.

울산시는 최근 시민, 시·구·군 의원, 출입기자, 공무원 등 1천400명이 설문조사로 '2015

울산시정 베스트 5'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위는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본격화', 3위는 '시민과 함께하는 통通통通대화',

4위는 '창조경제 신성장 동력 기반 구축', 5위는 '메르스 발생 ZERO 청정도시 유지' 등이다.

울산대교는 동구의 열악한 교통상황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남구 매암동∼동구

일산동을 연결하는 해상 교량으로 지난 5월 개통됐다.

1개 주탑 사이의 길이가 국내 최장(1.15km)의 현수교이며, 울산의 새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했다.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는 역세권과 서부권 개발의 핵심 시설로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으나 울산시가 롯데쇼핑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발에 나서게 됐다.

통통대화는 민선 6기 김기현 시장이 시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창조시정 구현을 위해 핵심

시책으로 시행 중이다. 시민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는 열린 창구다.

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차세대 조선해양산업 세계거점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창조경제 신성장 동력 기반 구축도 베스트

시정에 올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했을 때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청정도시를 유지한 것도 우수 시정에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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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4일

❀ 2015년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수료식(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12. 24.(목) 10:00 / 울산대학교

○ 수 료 인 원 : 6급 36명(시 17, 구·군 19) 

○ 주 요 내 용 : 수료증 수여, 우수자 시상 등

주요시정 |

❀ 울산시의회 청렴도 ‘전국 1위’(행정)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울산시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종합청렴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울산 남구의회는 평가대상 전국 45개 기초의회 중 6위에 올랐다.

23일 권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 6.44점으로 전국 광역시의회

가운데 가장 높았다. 종합청렴도는 3개 분야 평가를 합한 것이다.

울산시의회는 '직무관계자 평가'에서 7.20점으로 전국 4위,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에서 6.33점으로 3위, '지역주민 평가'에서 5.62점으로 3위에 각각 올랐다.

남구의회는 종합청렴도 6.43점으로 경기 파주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서울시 은평구의회

등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남구의회는 직무관계자 평가 전국 6위,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25위, 지역주민 평가

18위 등이었다.

박영철 울산시의회 의장은 "불법·탈법·편법을 용인하지 않고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쾌거"라며 "시의원 22명 모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시민만 바라보며 충실히 의정 활동을 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전국 2만8천496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대상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업체·이익단체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출입기자, 학계·지자체 심의위원, 이·통장, 주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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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강동관광단지’ 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3년간 재지정(행정)

울산시 북구 강동관광지구 조성 구역이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울산시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강동관광단지

예정부지 1.37㎢ 775필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심의를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당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 취득이 가능해진다. 

농지와 임야를 취득하려면 가구원 전원 6개월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농업인은 거주지로부터 30㎞ 이내의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당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 사실상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는 제한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지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주요동향 |

❀ 119 구조대, 구조기법 발표대회(소방본부) 

○ 일시/장소 : 12. 24.(목) 14:00 / 남부소방서 대강당

○ 발 표 부 서 : 6개 구조대

○ 참 석 인 원 : 구조대원 50여명

○ 주 요 내 용 

∙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용된 구조기법에 대한 발표 

∙ 우수사례 시상 및 최신 구조장비 사용방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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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희망이음 프로젝트」 성과보고회(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12. 28.(월) 11:00 / 롯데호텔 3층 샤롯데룸

○ 참 석 인 원 : 70명정도(시, 테크노파크, 2015일하기좋은기업 등)

○ 주 요 내 용 : 유공자 표창, ‘2015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 현판 수여,

사업추진 성과 및 계획 발표 등

○ 주     관 : 울산테크노파크

❀ 2015년도 KTO-RTO-시‧도 간담회(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12. 28.(월) 11:00 / 롯데호텔(서울)

○ 참 여 기 관 : KTO(한국관광공사), RTO(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경북‧

제주관광공사), RTO 미보유 시·도 관광담당 국장

○ 주 요 내 용 : 업무협약 체결, 기관별 중점사업 정보공유 및

공동 협력사업 추진방안 협의 등

○ 주     최 : 한국관광공사

주요시정 |

이 지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한편, 강동관광단지(유원지) 조성사업은 워터파크지구, 연수여가지구, 건강휴양지구, 허브

테마지구, 복합스포츠지구, 테마파크지구, 청소년수련지구, 타워콘도지구 등 8개 지구로

나누어 개발된다. 

현재 워터파크지구의 강동리조트 개발이 추진 중이고, 테마파크지구 내 시민안전체험교육

센터가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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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울산시정 10대 핵심과제 선정(행정)

울산시는 내년에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28일 선정했다.

과제는 울산형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체계 구축, 스타트업 프로젝트 추진, ICT·3D프린팅

융합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본격화, 시립도서관 건립 등이다.

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물 다양성 보존,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인프라 확충, 울산문

화재단 설립 추진, 울산역 복합환승센터와 태화강역 역사 신축, 석유화학 복합시설 ·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사업도 포함됐다.

국가산단 안전관리 체계 구축은 전국 최대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국가산단에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사고 예방과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스타트업(Start-up, 신생벤처 기업) 지원을 활성화해 청년고용 확대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ICT·3D프린팅 융합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은 주력산업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혁신의 핵심기술인 3D프린팅 산업 기반을 닦아 지역경제 재도약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유치 예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울산연구센터와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이 이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주요동향 |

❀ 재난방송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시민안전실)

○ 일시/장소 : 12. 28.(월) 16:00 / 본관 7층 상황실

○ 참 석 인 원 : 12명(시장님, 울산교통방송본부장, 교통통신원 회장 등)

○ 협 약 내 용 : 재난상황 및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재난방송 상호협약

○ 주 요 역 할

∙ 우 리 시 : 방송시스템(전용부스 포함) 마련, 제보사항 처리

∙ 교통방송 : 재난방송 상시 실시(편성), 방송용 홍보자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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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컨벤션센터는 MICE 산업(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산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KTX울산역 역세권에 건축 전체면적 3만4천㎡ 규모로 2016년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를 하고 2017년 7월 착공, 2020년 개관할 예정이다. 

시립 도서관은 남구 산업로에 건축 전체면적 1만5천17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5년

12월 착공해 2017년 개관한다.

생물다양성 보존은 울산생물다양성센터 설치, 생태 탐사,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확대,

생태놀이터 조성 등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친환경 생태모범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울산문화재단은 내년에 설립 추진단 구성, 법인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1월 출범한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와 태화강역 역사 신축은 울산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개발을 도모

하고, 태화강역의 관문 기능을 강화해 시민에게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석유화학 복합시설·석유비축기지 지하화 사업은 1만9천600여 명의 고용 유발과 연간 20억

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 지방교육재정운영 성과평가 ‘1위’(교육)

울산시교육청은 28일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에서 시지역 1위를 차지해 특별교부금

43억5천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것으로 재원배분의 적절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 2개영역 11개 지표로 진행한 평가이다.

울산교육청은 시지역 1위, 시·도지역 전체 4위를 달성했다.

울산교육청은 주요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신설 및 적정규모학교

운영 관리 노력 등의 지표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철저한 사업성과분석, 재정

분석을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주요 교육시책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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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 1사회적기업 결연식(경제산업국) 

○ 일시/장소 : 12. 29.(화) 12:30 / 롯데시티호텔 2층

○ 참석인원 : 70여명(시, 공공기관, 기업체, 예비사회적기업 등)

○ 주요내용 

∙ 멘토기업과 사회적기업 협의회 및 개별기업 협약체결

∙ 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모금회 기부 등

❀ 울산~포항(동해) 고속도로 개통식(교통건설국)

○ 일시/장소 : 12. 29.(화) 15:00 ~ 16:00 / 외동휴게소

○ 참 여 인 원 : 국토교통부 장관 등 200여명

○ 행 사 내 용 : 식전행사, 유공자 포상, 기념조형물 제막 등

※ 개통일시 : 12. 29.(화) 19:00

❀ K-GLOBAL300 인증서 수여 및 가족기업 선정(창조경제본부)

○ 일시/장소 : 12. 29.(화) 18:00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마루

○ 참 석 대 상 : 센터장 및 기업 관계자 등

○ 주 요 내 용 : K-GLOBAL300 인증서 수여(울산 5개 기업) 및 가족기업 9개 업체 선정 등

※ K-GLOBAL300 : 미래창조과학부 선정 ICT분야 유망기업 300개

❀ 생활체육 유공자 시상식(문화체육관광국)

○ 일시/장소 : 12. 29.(화) 19:00 / 목화예식장 7층 컨벤션홀

○ 시 상 규 모 : 76명(시장상 72, 국민생활체육회장상 4)

○ 참 석 대 상 : 시의장, 국회의원, 교육감, 대학총장, 언론사, 시의원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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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주요업무계획 확정(행정)

울산시는 내년 시정방향을 '다시 뛰는 울산경제, 함께 만드는 창조도시'로 설정했다.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시는 7대 역점 시책과 43개 과제의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역점 시책은 ▲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 ▲ 창조경제 신성장 동력 기반 구축

▲ 건강한 삶,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 ▲ 생명력 넘치는 환경도시 조성 ▲ 문화로 행복한 울산

▲ 매력 있고 균형 잡힌 도시공간 조성 ▲ 소통하는 창조시정 구현 등이다.

안전분야는 재난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 생활밀착형 재난 취약분야 선제적 안전관리, 원전

및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소방안전과 재난대응력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목적 소방안전교육장과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에 나서고

북부소방서 신축을 통해 소방안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경제분야는 '울산형 창조경제' 실현의 거점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본격화하고 ICT(정

보통신기술) 융합, 2차 전지, 3D프린팅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 발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조업특화 3D프린팅 산업 개발, ICT 기술을 접목한 ICT융합 Industry4.0S

(조선해양)사업 추진, R&D(연구개발) 혁신거점이 될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

특구 지정 사업을 펼친다.

또 청년CEO 육성, 디자인융합 벤처창업학교 설립, 제조업 창업공간인 톡톡팩토리 조성,

창업스타기업 육성 등 Start-Up 창업 활성화 전략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복지 분야는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핵심 과제로 진행한다.

주요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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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과 공공복지시설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확충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와 노인의 취업교육과 재취업 등을 지원할 '내일설계지원센터'를

3월 개소할 예정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생태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 시민이 함께하는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예술 육성 지원,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스포츠 활성화와 신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설치와 세계 산악영화제 및 마운틴-탑

사업에 나사고 강동권 해양관광 복합휴양도시 조성, 관광콘텐츠 확충 및 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한다.

2015년 12월 30일

❀ 2015년 하반기 합동퇴임식(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12. 30.(수) 10:30 / 본관 2층 대강당

○ 참 석 인 원 : 300여명(퇴임공무원 6명, 가족, 직원 등)

○ 주 요 내 용 : 영상물 상영, 공로‧감사패 수여, 기념사진 촬영 등

※ 퇴임공무원 추억의 사진전 : 12. 30.(수) 10:20 / 대강당 로비

❀ 문수보조경기장 스코어보드(기부채납) 준공(문화체육관광국)

○ 준 공 일 자 : 12. 30.(수)

○ 기  부  자 : NH농협은행 울산본부

○ 기 부 물 품 : 축구전용 스코어보드(가로4×세로3m)

○ 공  사  비 : 80백만원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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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0일

❀ 지방재정 평가 ‘최우수’(행정)

울산시는 행정자치부의 2015년 지방재정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 5억원을 받는다. 

시는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분야에서 각각 '가' 등급으로 총점 868점을 받아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울산시가 특·광역시 단위, 경상남도가 도 단위, 경기도 과천시가 시 단위,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군 단위,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구 단위에서 각각 '최우수'로 선정됐다.

주요동향 |

2015년 12월 31일

❀ 시정발전 기여 ‘올해의 공무원’ 선정(행정)

울산시는 31일 시정 발전과 시민 편익증진에 이바지한 공무원 4명을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주인공은 투자유치과 최영만 주무관, 자치행정과 최영희 주무관, 시설관리사업소 방효덕

주무관, 법무통계담당관실 박현자 주무관이다. 

주요동향 |

2015년 12월 31일

❀ 송년제야행사(문화체육관광국)

○ 일     시 : 2015. 12. 31.(목) 21:30 ~ 2016. 1. 1.(금) 00:30 

○ 장     소 : 울산대공원 동문광장 일원

○ 참 석 인 원 : 20,000여명(초청내빈, 일반시민 등)

○ 주 요 내 용 : 송년음악회, 울산대종 타종, 소망지 태우기, 부대행사 등

주요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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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만 주무관은 울산시가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올려 2015년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 데 큰 몫을 했다.

최영희 주무관은 민선 6기가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민 중심의 창조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시민이 만나 시정현안을 논의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통통 대화'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또 방 주무관은 새로운 누수 탐사기법을 도입, 전체 상수도 유수율을 연초 대비 2.6%

향상시켰다.

박 주무관은 시민이 행정심판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피해 당하는 사례를 줄였고,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지침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들에게 특별승급, 평정 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외국연수 등 특전을 주기로

했다.

울산시는 한 해 동안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 올해 처음 '올해의 공무원'을

제정했다.

❀ 긴급 소방차에 길 터준 시민 2명 표창(안전)

울산소방본부는 31일 시청 종무식에서 긴급 출동 소방차에 길을 터준 시민 2명에게 울산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중구 태화동 지견욱씨와 울주군 온양읍 김형숙씨이다. 

소방본부는 올해 하반기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긴급 출동한 소방차를 위해 적극적으로

진로를 양보한 시민을 선발해 이들을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씨는 12월 4일 오전 8시 34분께 남구 다운동 동아아파트 앞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구급차량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이 승용차를 비켜줬다.

김씨는 12월 7월 오후 4시 30분께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모네하우스로 구조출동 중인

소방차를 위해 길을 터 줘 신속한 인명구조를 도왔다.

소방본부는 지난해부터 소방차 양보의무를 준수한 모범시민을 포상하고 있다.

한편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의 규정에 따라 긴급 출동

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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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15 울산연표

붙임2  2015 외부기관 및 중앙부처 평가

붙임3  2015 시정10대 핵심과제

붙임4  2015 자치법규 제ㆍ개정, 폐지현황

붙임5  2015 주요통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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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January

일자 주요시정

1. 2 2015년 시무식

1. 5 2015년 신년인사회

1. 8 독일 프라운호퍼 화학기술연구소 MOU체결

1. 9 한·일 청소년 축구교류 추진

1. 13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

1. 14 2015년 소비자모니터 위촉식

1. 19 간부공무원 창조리더 교육

1. 20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기관 간담회

1. 21 「북극해 및 극동러시아 물류연계 울산항 발전전락 수립」 최종보고회 참석

1. 22 신춘문예 시상식

1. 23 지역특성형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평가 보고회

1. 26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관련 시민토론회

1. 27 소방안전 현장확인특별기동반 운영

1. 28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개소식

1. 30 「2015 갈까마귀·떼까마귀 군무페어」 개최

2015년 울산연표울
산
종
합
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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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February

일자 주요시정

2. 3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울산 120 해울이콜센터) 개소식

2. 3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2. 4 장춘시 농업·식품분야 교류단 울산방문(경제산업국)

2. 5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 및 창립10주년 기념 인권대회

2. 9 대학생봉사단 해외봉사 활동

2. 10 연구개발특구 지정 공동추진 실무협의회

2. 12 울산국가산단 안전관리마스터플랜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보고회

2. 12 울산원전해체기술연구협회 창립 및 국제세미나

2. 13 노사민정협의회

2. 16 「울산 명장의 전당」 등재 기념식

2. 23 지선·마을버스 노선 일제 현장 조사

2. 24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간담회

2. 25 2015년 재향향우회 신년교례회

2. 26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캠페인

2. 27 울산 산업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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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March

일자 주요시정

3. 3 울산 경제상황 진단 관계관 토론회

3. 4 기획재정부 제1차관 울산 방문

3. 5 2015년 상반기 정책자문단 전체회의

3. 10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우선등재 추진상황 보고회

3. 11 국립산업박물관 예비타당성조사 관계기관 간담회

3. 12 새누리당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 개최

3. 13 「강동권마스터플랜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3. 16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구축과 미래전망 심포지엄

3. 19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보고회

3. 19 나노융합산업 육성 간담회

3. 20 화학의 날 기념 글로벌 리더 특별 초청강연회

3. 20 제4회 행복나들이

3. 24 창조시정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 

3. 26 울산서비스산업 육성방안 토론회

3. 30 미래자동차산업 육성방안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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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April

일자 주요시정

4. 2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

4. 3 국가귀속문화재 인수

4. 4 제13회 청소년 사랑대축제

4. 6 ITS 현장시설물(CCTV, VMS 등) 일제점검

4. 10 「울산 엔젤투자 매칭펀드」 업무협약 체결

4. 10 울산관광 스토리텔링 블로거 발대식

4. 11 제5회 울산건강박람회

4. 14 제5기 영남권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식

4. 15 제3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4. 17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세미나

4. 18 제7회 2015 울산 자전거 대축전 행사

4. 18 청소년 어울마당 개막식

4. 23 UNWTO산악관광회의, 우리시-UNWTO간 협정 체결

4. 24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4. 27 저차원탄소혁신소재 연구센터 개원식



부록575

5월 May

일자 주요시정

5. 1 당정협의회

5. 8 제43회 어버이 날 기념행사

5. 10 제9회 자동차의 날 기념 「KBS 열린음악회」

5. 11 에코드라이브(경제운전) 가상체험관 운영

5. 12 2차 규제개혁 토론회

5. 13 강동리조트(워터파크)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5. 13 취업 희망여성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5. 18 제43회 성년의 날 행사

5. 19 2015년 산불 재난대응 안전한국 통합훈련 실시

5. 21 2015년 시-구·군 공무원 워크숍

5. 23 제20회 환경의 날 기념식 및 제7회 환경페어

5. 23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5. 27 수소연료전지버스 시범운영 업무협약식

5. 27 품격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MOU체결 및 캠페인

5. 28 제23회 오영수 문학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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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June

일자 주요시정

6. 1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6. 3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6. 4 중소기업 애로사항 산업현장 청취

6. 9 2015년 규제개혁 합동워크숍

6. 10 행정자치부와 울산광역시 소통 간담회

6. 11 2015년 한국국제관광전 울산관광홍보관 운영

6. 12 2015년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6. 15 캄보디아 의료봉사단 파견 참가자 모집

6. 17 안전도시울산만들기 재난안전분야 신기술 설명회

6. 18 2015년 중추도시생활권 워크숍

6. 23 생명지킴이 119수호천사 선발

6. 24 2015년 국민·공무원 제안 최종심사(기획조정실)

6. 25 2015년 환경미화원 임금협약 조인식

6. 25 교항악단 미국 뉴욕 연주회

6. 30 2015년 상반기 합동퇴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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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July

일자 주요시정

7. 6 울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개소식

7. 7 울산광역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7. 8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발대식

7. 8 시장과 함께하는 통통대화

7. 9 「2017 FIFA U-20 월드컵」 개최 후보도시 설명회

7. 13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기공식

7. 14 울산시-한국거래소간 업무협약 체결

7. 16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식

7. 18 울산틴즈 페스티벌

7. 20 광복70주년 맞이 「대형 손도장 태극기」 제작

7. 21 제17회 울산보훈대상 시상식

7. 24 제9회 울산 조선해양의 날 기념 축제

7. 24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지원’ 울산시-국립해양박물관 MOU체결

7. 25 2015 울산 서머페스티벌

7. 31 울산시-국립중앙과학관 ‘산업기술박물관 협력’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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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August

일자 주요시정

8. 1 「대표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8. 4 청소년 자원봉사 캠페인주간 플레시 몹

8. 5 울주진하 전국청소년 해양스포츠제전 개막식

8. 12 CYC-Net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간담회

8. 13 제7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8. 18 창업보육센터 운영실태 점검

8. 19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결단식 및 홍보대사 위촉

8. 20 용도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현장신문고」 운영

8. 21 「제25회 울산 고복수가요제」 본선대회

8. 22 정밀화학소재 연구마을 입촌식 행사

8. 26 제11회 건강한 모유수유아기 선발대회

8. 26 울산 아트페어 개막식

8. 26 지적장애인 복지대회

8. 27 외국인 유학생 울산홍보 지역탐방

8. 28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



부록579

9월 September

일자 주요시정

9. 3 시민안전 종합대책 보고회

9. 4 울산광역시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9. 5 제5회 시, 구 · 군 친선체육대회

9. 8 추석대비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 

9. 9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9. 9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의

9. 10 재난전문자원봉사단 발대식

9. 12 「BioBlitz(생물다양성탐사) korea 2015」

9. 17 울산권역 외상센터 개소식

9. 18 2015 웰빙라이프 울산 행사

9. 21 시-한국도로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9. 22 공무원 외국어스피치 대회

9. 22 제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9. 23 태화루 추석맞이 국악한마당

9. 24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 추진상황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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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October

일자 주요시정

10. 5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워크숍

10. 5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 시민 공청회

10. 6 대학생과 함께하는 통통대화

10. 8 제27회 울산산업문화축제

10. 8 제49회 처용문화제

10. 12 교통안전 시민 대토론회

10. 13 창업지원멘토단 발대식

10. 14 2015 울산 UNWTO 산악관광회의

10. 17 울산 나눔 대축제

10. 22 ‘동해안 연구개발특구(가칭)’육성 종합계획(안) 공청회

10. 23 UNIST 스마트센서 연구센터 출범식

10. 23 울산 119 안전문화축제

10. 26 시내버스 노 · 사 · 정 워크숍

10. 27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우수자 시상

10. 30 울산 청년CEO육성사업 성공창업 캠프



부록581

11월 November

일자 주요시정

11. 5 2015 SK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

11. 6 제6회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11. 7 제7회 노사화합 어울림 한마당 행사

11. 10 시·국제라이온스협회간 재해구호 민간구호 민관협력 업무협약 체결

11. 11 제4회 울산여성경제인 대회

11. 12 제14회 울산발전연구원 개원기념 심포지엄

11. 12 울산자유무역지역 준공식

11. 14 광복 70주년 기념 「창작 오페라 박상진」 공연

11. 16 제3회 그린수소포럼

11. 17 ULSAN EXPORT PLAZA 2015

11. 18 기초과학연구원 Research Conference

11. 19 테크노산단 기공식

11. 23 제2회 전국 공연장상주예술단체 페스티벌

11. 24 정주영 현대 창업자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11. 27 「대표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 완료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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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December

일자 주요시정

12. 1 희망 2015 나눔캠페인 온도탑 제막행사

12. 2 건강드림 7330 자원봉사단 발대식

12. 7 2015년 제3차 울산생활권발전협의회

12. 10 시내버스 요금조정 시행

12. 11 청년CEO 육성사업 수료식

12. 13 다문화 한마음 축제

12. 14 여성과 함께하는 통통대화

12. 16 창업스타기업 성과발표회

12. 17 2030 울산 바이오메디컬산업 발전전략 발표회

12. 17 2015년 창업 토크 콘서트

12. 21 울산형 R&D 생태계 플랫폼 구축 시연회

12. 28 「2015년 희망이음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12. 29 울산~포항(동해) 고속도로 개통식

12. 29 K-GLOBAL300 인증서 수여 및 가족기업 선정

12. 30 2015년 하반기 합동퇴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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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명 평가기관 평가내용 인센티브

계 : 33개

2015년 정부합동평가 행정자치부
특․광역시 2위

(포장 1, 장관 4)
특별교부세 14.28억원

자치단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행정자치부 특․광역시 1위 특별교부세 1.5억원

2015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기관표창, 최우수 (대통령)

2014년 지방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

행정자치부 기관표창, 최우수 (대통령) 특별교부세 1.5억원

2015 제17회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기관표창 (대통령) -

2015 중앙우수제안(공무원) 행정자치부 은상 (대통령 표창) 상금 300만원

2015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
기관 평가

행정자치부 기관표창, 대상 (국무총리) -

2015년 통합방위태세 확립 유공
통합방위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무총리 표창 상금 200만원

2014년 자연재해대책 우수기관 국민안전처 국무총리 표창 -

제23회 한국물류대상 국토교통부 기관표창 (국무총리) -

2014 긴급구조훈련 평가 국민안전처 기관표창, 우수 (장관) -

2015년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행정자치부 기관표창, 최우수 (장관) -

2015년 상반기 조기집행 행정자치부 기관표창, 최우수 (장관) 특별교부세 1.2억원

2015년 재정분석 행정자치부 기관표창, 최우수 (장관) 보통교부세 5억원

‘u-서비스지원사업’ 사회안전분야
시범사업 선정

행정자치부 특수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9.8억)

2015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한국교통연구원
최우수정책상

(한국교통연구원장상)
-

2015년 외부기관 및 중앙부처 평가울
산
종
합
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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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명 평가기관 평가내용 인센티브

인공지반 녹화대상(행정분야)
사)한국인공지반

녹화협회
기관표창(특별상) -

201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국민안전처 기관표창(장관)

제11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기업환경개선)

행정자치부, 한국일보 기관표창 (산자부 장관) -

2015 맞춤형급여 평가 보건복지부 우수기관표창 (장관) -

2015 전국장애인복지수준비교 평가
사)한국장애인

총연맹
우수기관 -

2015년 여성정책 평가
사단법인 한국
여성단체협의회

우수 지방자치 단체장상 -

2015년 기초연금 평가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2014 감염병 역학조사기관 평가 질병관리본부 최우수기관 (보건복지부) -

2015 감염병 안전 평가 국민안전처 감염병안전 1등급 -

지역사회건강조사 기관 평가 보건복지부 유공기관표창 (보건복지부) -

2015 생물테러 위기대응
종합 평가

질병관리본부 우수기관표창 (보건복지부) -

2015년 기술거래촉진 네트
워크사업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S등급 2억원

2015년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지원사업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S등급 1억원

2015년 지방재정개혁 우수
사례 발표대회

행정자치부 기관표창, 최우수(대통령) 보통교부세 5억원

2015 대한민국 옥외광고
대상전

한국옥외광고협회
우수상 1, 금상 1,
장려상 1, 입선 1

-

2015년 하천 유지관리 평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위

(국토교통부)
2억원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성과
공유대회(산업단지 안전디자인)

행정자치부 국민사랑상(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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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정
10대 핵심과제

울
산
종
합
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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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주요시정 비고

2. 26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3. 5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부개정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정

울산광역시 귀농 · 귀촌인 지원 조례 제     정

울산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 폐     지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4. 2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정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정

4. 30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     정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년 자치법규 제ㆍ개정, 폐지현황울
산
종
합
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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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5. 28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     정

울산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     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주요업무 평가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6. 30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정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     정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정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7.30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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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0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정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9. 3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10. 1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제 정

울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정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정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부개정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전부개정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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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폐     지

10. 30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부개정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11. 5 울산광역시 시정홍보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정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제 정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 정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 정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 정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12. 10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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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
상위법령 개정 및 시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부개정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부개정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12. 31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 정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 정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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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1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 정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 정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12. 31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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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2014년 2015년 비고

일
반
행
정

인구수 (외국인수) 명 1,192,262
(26,183)

1,199,717
(26,183)

행정구역 구 / 군 4구 / 1군 4구 / 1군

면적 ㎢ 1,060.5 1,060.96

공무원수 명 5,728 5,872

예산규모 억원 30,382 31,818 2회추경

산
업
행
정

산업구조
농립어업/광업/제조
서비스ㆍ기타 (%)

0.3 / 67.8 / 31.9
[2014잠정)

- 2015년 자료
2016. 12월 확정

GRDP 조원 69.5
[2014잠정)

- 〃

수출액 백만달러 92,400 72,907

수입액 백만달러 79,739 32,457

경제활동인구 천명 561 578

실업률 % 2.7 2.9

소비자물가 상승률 % 0.9 1.0 전년동월대비

교
통
건
축

도로연장 ㎞ 2,233 2,258

자동차등록 대 504,604 525,092

주택수 호 444,766 - 2015년 자료
2016. 5월 확정

주택보급률 % 109.3 - 〃

2015 주요통계지표울
산
종
합
일
지



부록593

구분 단위 2014년 2015년 비고

사
회
복
지

노인인구 (65세이상) 명 97,250 103,205

여성인구 명 565,473 568,645

등록장애인 명 49,014 49,333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명 15,363 21,375

병원 (의료기관) 개소 1,312 1,316

환

경

대기중 SO₂농도 ppm / 년 0.008 0.007

대기중
미세먼지농도

㎍ / ㎥-년 46 46

대기중 O₃농도 ppm / 8시간 0.028 0.028

대기중 NO₂농도 ppm/년 0.023 0.022

태
화
강

수
질

상
류

BOD ㎎/ℓ 0.7 0.6

COD ㎎/ℓ 2.7 2.8

하
류

BOD ㎎/ℓ 1.6 1.7

COD ㎎/ℓ 4.4 4.4

공원 현황 개소 / 천㎡ 563 / 85,188 583 / 85,027

생활쓰레기 발생량 톤 / 일 1,449.3 - 2015년 자료
2016. 12월 확정

생활쓰레기 재활용률 % 54.2 - 〃

상수도 보급률 % 98.0 98.0

하수도 보급률 % 98.06 98.8

하수처리장 천㎥ / 일 606 613

교
육

대학교 및 학생수 개소 / 명 5 / 31,704 5 / 31,418 2015. 4. 1. 기준

초‧중‧고교 및 
학생수

개소 / 명 236 / 156,837 237 / 15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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