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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안전강화 대책으로 중구청 화요 야간민원실 운영을 

잠정 중단합니다.

ㆍ휴무 기간 :  2020년 3월 3일(화) ~ 상황 

종료(안정)시 까지

ㆍ대상 업무 :  여권 접수 및 교부,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신고·발급,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등

  ※  등·초본,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http://

www.gov.kr)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구청 
화요일 야간민원실 
운영 잠정 중단 안내

야간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장소 소재지 운영시간

중구청 민원실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24시간

태화동 하나로마트 중구 태화로 186(태화동) 09:00~22:00

동강병원 중구 태화로 239(태화동) 24시간

울산광역시 교육청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09: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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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울산광역2020 시 중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울울산산광광역역시시  중중구구청청장장 인인        22002200..  22..                                                                    (( ))

◈ 20 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 억원 전년20 ( ) 3,868 ,  예산대비 억원 139

증가

◈ 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2020 ‘ ’ 16.63%, ‘ ’ 
36.44%

◈ 년 2020 당초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기준 ( + + ) 통합재정수지

순세계잉여금 포함 는 억원 흑자( ) 0.5

◈ 중구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와 재정규모가 비슷

자체수입 대비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자주적인 재정운영에  

다소 어려움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로    비교적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어  

한정된 규모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중

◎ 자세한 내용은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www.junggu.ulsan.kr)에서 

확인 가능 

건의나 궁금한 사항은  중구   기획예산실 로 문 ( 052-290-3073)☎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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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감염증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당초 3월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2020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접수를 잠정 

연기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 등을 고려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접수 시기를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 

광고물관리계(290-402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잠정 연기



도시재생프로그램사업

2020
도시재생 실천프로젝트 공모사업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뭉쳐야 산다!!

♦공모내용 : 공동체(커뮤니티) 회복 및 활성화,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대 상 지 : 중앙동,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한함
♦신청자격 : 지역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자,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금액 : 총 4,000만원(각 팀 보조금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중앙동 2,000만원, 학성동 2,000만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ㆍ상인들의 관심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실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접수방법

울산광역시 중구청 / 울산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 학성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접수기간 : 2020년 3월 2일 ~ 4월 24일 18:00까지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및 붙임서류 등
※다운로드(중구청 홈페이지 : www.junggu.ulsan.kr 중구소식/고시·공고)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junggu.ulsan.kr/URC 열린마당/공지사항)
♦접수방법
- 우편/방문 (우)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 중구청 일자리창출실(2층) 도시재생팀 공모전 담당자 앞
- 이메일 kdsiyaki@korea.kr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기타문의 : 중구청 일자리창출실 도시재생팀(052-290-4470) /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052-290-3541)
학성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070-888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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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부문ㆍ인원 : 2개 부문, 2명

  - 효행ㆍ봉사ㆍ교육ㆍ환경 부문 : 1명

  - 산업ㆍ경제ㆍ문화ㆍ체육 부문 : 1명

ㆍ접수기간 : 2020. 1. 21. ~ 3. 21.(60일간)

ㆍ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2020. 3. 20일 이전의 우체국 소인 날인분에 한함

ㆍ자격기준

  -  부문별 공적이 뛰어난 자로서 추천일 현재 중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중구인상 후보자 추천권자에 의하여 추천 받은 자

ㆍ문의 및 접수 :  중구청 행정자치과(☎ 290-3260) 

제9회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수상후보자 접수



ㆍ사업명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ㆍ활동기간 : 2020. 4월 ~ 2019. 10월(7개월)

ㆍ모집대상 :  지역에서 활동중에 있는 

청년공동체(법인 또는 단체)

ㆍ사업내용 :  청년공동체를 발굴·확산하고, 지역과 

연계한 청년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활력 제고를 

도모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자 모집



공모과제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과제(예시)

생활
부문

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기업
활동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공모방법

•제출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게시(분량제한 없음)

•제출방법 : 전자우편(k3113@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0317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선정기준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창의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시상내역   (2020. 10월 중 발표)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1명

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3명

장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16명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기     타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문 의 처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TEL. 044-205-3996)

공모과제

공모방법

선정기준

시상내역

기     타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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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등 
지원사업 안내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우려로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ㆍ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철거조건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한해 지원 검토

ㆍ신청기간 : 2020. 3. 20.(금)까지

ㆍ접수처 :  중구청 환경위생과(3층)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ㆍ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사진현황 등 첨부서류 

포함)

ㆍ지원기준 

 -  슬레이트 철거·처리 : 주택 15가구(최대 344만원), 

비주택 2가구(최대 172만원)

 ※ 철거·처리비가 지원금액 보다 많을 경우 자부담 발생

 - 취약계층 지붕개량 : 1가구(최대 427만원)

 ※ 취약계층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ㆍ사업기간 : 2020. 4. ~ 2020. 11. 



ㆍ홈택스에서 한번에 국세ㆍ지방소득세 신고

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장소 확대 

ㆍ타 각종 신고 편의시책 추진 : 구청 홈페이지 참조

ㆍ문의 :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52-290-3400)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20 울산중구생활문화센터 주민 생활작품 활성화 연중 프로그램

우리동네 
이웃작품展 
전시 참여자 모집

ㆍ장소 : 중구생활문화센터(1층)

ㆍ대상 : 주민 누구나

ㆍ분야 :  취미작품전시(우표수집 등) 및   

평면(동양화, 서양화, 사진) 등

ㆍ지원 : 대관 및 리플렛 제작비(20만원)지원

        ※ 기타사항 : 참여자 토·일요일 전시 안내 



보건복지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통합심리지원단

통합심리지원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복지부

영남권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회복

몸과 

마음의

정신건강위기상담 1577-0199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



불안하고 
쉽게 놀라게 돼요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

잠을 못 자겠어요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멍하고 혼란스러워요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졌어요

원치 않는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하기 어려워요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염병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확인하세요.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https://nct.go.kr
@

위와 같은 반응이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코로나19 관련 외식업체에 대한 긴급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ㆍ 외식업체(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외식업체육성자금 기 대출업체 제외

대출 조건

ㆍ예산 : 30억원

ㆍ대출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  (변동금리) 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20. 2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1.25%, 일반업체 2.25%

ㆍ대출기간 : 1년

ㆍ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ㆍ대출기한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함.

신청문의 및 접수처

ㆍ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20층     

051-947-1082

코로나19 대응 
외식업체 운영자금 
대출 공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별 대응활동

구분 해외 신종 감염병 주요 대응 활동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ㆍ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본)
ㆍ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ㆍ대응 역량 정비
ㆍ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ㆍ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 
설치ㆍ운영 

ㆍ국외 환자 유입차단, 검역강화 
ㆍ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ㆍ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ㆍ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ㆍ (지자체) 발생 및 인접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ㆍ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 운영 지속
ㆍ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ㆍ운영
ㆍ 검역강화외 지역사회 전파 차단 

강화(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ㆍ범정부적 대응체계 마련 
 -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검토
ㆍ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ㆍ (지자체)  발생지역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전국 모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ㆍ범정부적 총력 대응 
ㆍ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음식물배출수수료
인상안내

현재 우리구의 음식물 배출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계속되는 처리비용 상승 등으로 구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

배출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2020. 1. 1.부터 음식물 배출수수료가 인상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 환 경 미 화 과 )

※ 울산광역시 전체 구·군 음식물 배출수수료가 2020.1.1.부터 동시에 인상됩니다.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인상 전 인상 후

단독주택 5ℓ 250 300

공동주택
60ℓ 3,000 3,600

120ℓ 6,000 7,200

소규모사업장

20ℓ 2,000 2,400

60ℓ 6,000 7,200

120ℓ 12,000 14,400

납부필증 가격

공동주택 배출수수료

구        분 인상 전 인상 후

공동주택(ℓ 당) 50 60

공동주택(kg당) 62.5 75

문의처 :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미화과 자원순환계(☎ 290-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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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이가 재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리배출앱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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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30일 
‘20.2.21 이후 부동산거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변경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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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참여를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ㆍ신고할 수 있는 사람

 -  전국민 누구나 (내부종사자, 수급자 및 가족, 그 외 

이웃 등)

ㆍ신고내용

 -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부당행위 

일체

ㆍ신고방법

 -  방문·우편: 지사(운영센터, 지역본부, 본부)

 -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우측 [빠른메뉴] 팝업존 → [빠른서비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메뉴 

 -  담당자 출장방문: 인터넷·우편·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ㆍ신고 상담 전화

 - 부산·경남·울산 051-801-0470  

 - 공단본부 033-811-2008       

 -  서울·강원 02-2126-8620 

 -  대구·경북 053-650-9940

 -  대전·세종·충청 044-251-7561    

 -  경기·인천 031-230-7914

ㆍ처리절차

 -  신고접수 → 부당사실확인 → 부당청구금액산정 → 

포상금지급결정 → 포상금지급

ㆍ포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  신고 내용 중 부당으로 확인된 금액(공단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내부종사자 최고 2억원 

  ▶수급자 및 그 가족·일반인 최고 5백만원

  ※ 2019년 한해동안 137명의 신고인에게 

ㆍ신고인의 비밀은 지켜주나요?

 -  2016년 1월 25일부터「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의무) 

적용으로 비밀보장, 신분보장이 강화되어 신고인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법률홈닥터 율봄이

| 법률홈닥터는? |

법률복지서비스 제공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 입니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홈닥터
입니다.

똑! 똑! 똑! 
법률홈닥터란?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법률홈닥터가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5월 정식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현재 전국 65곳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활동 중입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합니다.

10:00 ~ 17:00

상담시간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 

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 합니다.

신청 방법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각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법률상담·법교육 등 일정을 예약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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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불편사항 신고 안내

ㆍ신고장소 : 「환경신문고」전화 : 052-128

ㆍ신고대상

 - 자동차(경유)매연, 공장매연, 악취 등 대기오염

 -  주차장,터미널 등에서 5분을 초과해서 

공회전하는 차량

 - 폐수무단방류, 하천오며 등 수질오염

ㆍ처리결과 : 신고자 연락처로 회신

환경불편사항 신고 
환경신문고 운영



중구와 함께 찾는 일자리소식       

공공 일자리 
채용소식 

선발분야 업무내용 모집기간 인원 연락처

공공근로사업
배수로   

정비 등
3.16~ 
3.20

50명 
정도

052-290-4463

녹지조성 
유지관리원

환경정비 3월 4명 052-290-4404

태화강둔치 
꽃단지 관리원

환경정비 3월 4명 052-290-4404

공공공지 및 
광장유지관리원

환경정비 3월 6명 052-290-4404



중구와 함께 찾는 일자리소식       

구인정보 
업체명 직종 인원 연락처

들꽃자연어린이집 조리사 1 052-211-1250

엠에스테크
기술연구소 
역학 재료 시험원

2 052-289-9209

㈜범우 폐기물 검수원 1
070-4283-
9357

보석어린이집 보육교사(영어보조) 1 052-298-7009

대광테크
산업기계 기구 
설계 경력자

1 052-265-6177

울산H병원 방사선사 1 052-290-7100

㈜아이플랜트 건물청소원 3 052-283-4400

주식회사덕양에코
금형캐드원 
(펌프설계)

1
052-1670-
6275

울산시동구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보조 
(운전원)

1 052-252-2118

선화기업 광고디자이너 1 052-292-4726

바로퀵물류 영업사원 1 052-903-5000

바로퀵물류
농협하나로마트 
배송업무

3 052-903-5000

이상이엔지 
주식회사

새시 조립.설치원 3 052-243-9554

㈜다온C&A
미디어컨텐츠 
디자이너

1 052-246-0664

맘스여성병원  수간호사 1 052-290-6000

알라딘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원 1 052-246-2663

㈜대흥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토목구조 
설계기술자

2 052-220-8106



중구와 함께 찾는 일자리소식       

중구청 협약업체  
구인정보 

업체명 직종 인원 연락처

㈜썬에이치에스티 앱개발관리자 1 052-290-3596

㈜디에이치마린 용접원 5 052-232-9737

㈜디에이치마린 배관공/배관보조 5 052-232-9737

㈜대건 선박도장원 5 052-202-3021

㈜창민기업
전기포설원/ 
목의장

10 052-252-4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