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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528호

소재지 종가14길 22-28

시대 삼국

울산 약사동 제방은 삼국시대 말에서 통일신라시대 

초(6~7세기)에 축조된 수리시설이다. 이 제방은 

약사천을 가로막아 축조된 점으로 볼 때 저수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방의 전체 길이는 

약 155m, 잔존 높이는 4.5~8m 정도이고, 단면은 

사다리꼴이다. 제방의 축조는 기초 지반을 정지한 

후 그 위에 점성이 높은 점토와 패각류를 깔고, 

잎이 달린 가는 나뭇가지를 이용한 부엽공법을 

사용하였다. 고대의 수리시설 및 토목기법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문화관광과(☎290-3654)

울산 
약사동 제방

중구 속 가볼만한 문화유산





종량제봉투 및 재활용품

목 금 토 일

11 12(설날) 13 14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수거 수거

해당동
미수거 미수거 미수거 수거

해당동
미수거 미수거

음식물류 폐기물 (해당동 이외는 기동운영)

구분
목 금 토 일

11 12(설날) 13 14
학성동 수거 미수거 미수거 미수거

반구1동 수거 미수거 미수거 미수거

반구2동 미수거 미수거 미수거 미수거

복산1동 미수거 미수거 미수거 미수거

복산2동 미수거 미수거 미수거 미수거

성안동 수거 미수거 미수거 미수거

중앙동 미수거 미수거 미수거 미수거

우정동 수거 미수거 미수거 미수거

태화동 수거 미수거 미수거 미수거

다운동 수거 미수거 미수거 미수거

병영1동 수거 미수거 미수거 미수거

병영2동 미수거 미수거 미수거 미수거

약사동 미수거 미수거 미수거 미수거

연휴기간 
쓰레기 수거일정









2021년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기간 ----

2021. 2. 8.(월) ~ 2. 19.(금) 
(월~금, 09:00 ~ 18:00)

※ 단, 기간 내 자금 신청 미달 시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 및 접수 가능

---- 지원대상 ----

중구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① 제조업  
②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③ 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

---- 지원한도 ---- 
기업별 2억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내용 ----

기업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이자 3% 지원

---- 신청방법 ----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 센터 방문신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1층)

---- 신청문의  ----
울산경제진흥원(☎ 283-7135)



2021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신청 접수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우려로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축사)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철거조건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한해 지원 검토

신청기간 : 2021. 3. 19.(금)까지

접수처 :  중구청 환경위생과(3층)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사진현황 등 첨부서류 

포함)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지원기준 

-  슬레이트 철거·처리 : 주택 15가구(최대 344만원), 

창고·축사 2가구(최대 688만원) 

※ 철거·처리비가 지원 금액 보다 많을 경우 자부담 발생

-  주택 지붕개량 : 1가구(최대 300만원) 
※ 우선순위 : ①기초수급자 → ②차상위계층 → ③기타 

취약계층

사업기간 : 2021. 4. ~ 2021. 11. 

문의사항 : 중구청 환경위생과(☏290-3721)



<생생활활불불편편신신고고앱앱  안안내내문문>

깨깨끗끗하하고고  쾌쾌적적한한  거거주주환환경경,,  우우리리가가  지지켜켜나나갑갑시시다다..

쓰쓰레레기기  불불법법투투기기!!  이이제제  생생활활불불편편신신고고앱앱으으로로도도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 앱 설치 및 신고방법 

  ◦ 스마트폰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 앱( )

     다운로드 후 접속

  ◦ 생활불편신고앱“신신고고”클릭 

  ◦“쓰쓰레레기기방방치치  및및  투투기기”선택, 신고위치 및 내용(사진) 입력후“신신고고” 

❍ 중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위반장소, 투기자 정보가 포함되면, 중구청에서 종합확인

하여 명확한 자료에 한해 과태료 부과 

❍ 과태료부과금액 : 50,000원부터 ~ 최대 1,000,000원    

❍ 신고포상금 : 과태료 부과액의 20%~50%(10,000원 ~ 100,000원)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미화과 ☎290-3780)

<생생활활불불편편신신고고앱앱  안안내내문문>

깨깨끗끗하하고고  쾌쾌적적한한  거거주주환환경경,,  우우리리가가  지지켜켜나나갑갑시시다다..

쓰쓰레레기기  불불법법투투기기!!  이이제제  생생활활불불편편신신고고앱앱으으로로도도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 앱 설치 및 신고방법 

  ◦ 스마트폰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 앱( )

     다운로드 후 접속

  ◦ 생활불편신고앱“신신고고”클릭 

  ◦“쓰쓰레레기기방방치치  및및  투투기기”선택, 신고위치 및 내용(사진) 입력후“신신고고” 

❍ 중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위반장소, 투기자 정보가 포함되면, 중구청에서 종합확인

하여 명확한 자료에 한해 과태료 부과 

❍ 과태료부과금액 : 50,000원부터 ~ 최대 1,000,000원    

❍ 신고포상금 : 과태료 부과액의 20%~50%(10,000원 ~ 100,000원)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미화과 ☎290-3780)

<생생활활불불편편신신고고앱앱  안안내내문문>

깨깨끗끗하하고고  쾌쾌적적한한  거거주주환환경경,,  우우리리가가  지지켜켜나나갑갑시시다다..

쓰쓰레레기기  불불법법투투기기!!  이이제제  생생활활불불편편신신고고앱앱으으로로도도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 앱 설치 및 신고방법 

  ◦ 스마트폰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 앱( )

     다운로드 후 접속

  ◦ 생활불편신고앱“신신고고”클릭 

  ◦“쓰쓰레레기기방방치치  및및  투투기기”선택, 신고위치 및 내용(사진) 입력후“신신고고” 

❍ 중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위반장소, 투기자 정보가 포함되면, 중구청에서 종합확인

하여 명확한 자료에 한해 과태료 부과 

❍ 과태료부과금액 : 50,000원부터 ~ 최대 1,000,000원    

❍ 신고포상금 : 과태료 부과액의 20%~50%(10,000원 ~ 100,000원)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미화과 ☎290-3780)

<생생활활불불편편신신고고앱앱  안안내내문문>

깨깨끗끗하하고고  쾌쾌적적한한  거거주주환환경경,,  우우리리가가  지지켜켜나나갑갑시시다다..

쓰쓰레레기기  불불법법투투기기!!  이이제제  생생활활불불편편신신고고앱앱으으로로도도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 앱 설치 및 신고방법 

  ◦ 스마트폰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 앱( )

     다운로드 후 접속

  ◦ 생활불편신고앱“신신고고”클릭 

  ◦“쓰쓰레레기기방방치치  및및  투투기기”선택, 신고위치 및 내용(사진) 입력후“신신고고” 

❍ 중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위반장소, 투기자 정보가 포함되면, 중구청에서 종합확인

하여 명확한 자료에 한해 과태료 부과 

❍ 과태료부과금액 : 50,000원부터 ~ 최대 1,000,000원    

❍ 신고포상금 : 과태료 부과액의 20%~50%(10,000원 ~ 100,000원)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미화과 ☎290-3780)

<생생활활불불편편신신고고앱앱  안안내내문문>

깨깨끗끗하하고고  쾌쾌적적한한  거거주주환환경경,,  우우리리가가  지지켜켜나나갑갑시시다다..

쓰쓰레레기기  불불법법투투기기!!  이이제제  생생활활불불편편신신고고앱앱으으로로도도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 앱 설치 및 신고방법 

  ◦ 스마트폰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 앱( )

     다운로드 후 접속

  ◦ 생활불편신고앱“신신고고”클릭 

  ◦“쓰쓰레레기기방방치치  및및  투투기기”선택, 신고위치 및 내용(사진) 입력후“신신고고” 

❍ 중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위반장소, 투기자 정보가 포함되면, 중구청에서 종합확인

하여 명확한 자료에 한해 과태료 부과 

❍ 과태료부과금액 : 50,000원부터 ~ 최대 1,000,000원    

❍ 신고포상금 : 과태료 부과액의 20%~50%(10,000원 ~ 100,000원)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미화과 ☎290-3780)

<생생활활불불편편신신고고앱앱  안안내내문문>

깨깨끗끗하하고고  쾌쾌적적한한  거거주주환환경경,,  우우리리가가  지지켜켜나나갑갑시시다다..

쓰쓰레레기기  불불법법투투기기!!  이이제제  생생활활불불편편신신고고앱앱으으로로도도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 앱 설치 및 신고방법 

  ◦ 스마트폰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 앱( )

     다운로드 후 접속

  ◦ 생활불편신고앱“신신고고”클릭 

  ◦“쓰쓰레레기기방방치치  및및  투투기기”선택, 신고위치 및 내용(사진) 입력후“신신고고” 

❍ 중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위반장소, 투기자 정보가 포함되면, 중구청에서 종합확인

하여 명확한 자료에 한해 과태료 부과 

❍ 과태료부과금액 : 50,000원부터 ~ 최대 1,000,000원    

❍ 신고포상금 : 과태료 부과액의 20%~50%(10,000원 ~ 100,000원)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미화과 ☎290-3780)

<생생활활불불편편신신고고앱앱  안안내내문문>

깨깨끗끗하하고고  쾌쾌적적한한  거거주주환환경경,,  우우리리가가  지지켜켜나나갑갑시시다다..

쓰쓰레레기기  불불법법투투기기!!  이이제제  생생활활불불편편신신고고앱앱으으로로도도  가가능능합합니니다다..

❍ 앱 설치 및 신고방법 

  ◦ 스마트폰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 앱( )

     다운로드 후 접속

  ◦ 생활불편신고앱“신신고고”클릭 

  ◦“쓰쓰레레기기방방치치  및및  투투기기”선택, 신고위치 및 내용(사진) 입력후“신신고고” 

❍ 중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위반장소, 투기자 정보가 포함되면, 중구청에서 종합확인

하여 명확한 자료에 한해 과태료 부과 

❍ 과태료부과금액 : 50,000원부터 ~ 최대 1,000,000원    

❍ 신고포상금 : 과태료 부과액의 20%~50%(10,000원 ~ 100,000원)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미화과 ☎290-3780)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
실시

제공일자 : 2021. 1. 4.(월)부터

제공방법 :  울산광역시 누리집       

(http://www.ulsan.go.kr/)

제공내용 :  전국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











박태완 구청장과 함께하는

속 시원한 소통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  운영일시 :  매월 셋째주 목요일 15~16시 

(변경 가능)

•  신청대상 :  구청장과의 대화를 원하는 주민 

누구나(15인 이상)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행정자치과(290-3262)     

유선 또는 방문 신청





현재 우리구의 음식물 배출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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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2021. 1. 1.부터 음식물 배출수수료가 인상됩니다.

납부필증 가격

* 울산광역시 전체 구・군 음식물 배출수수료가 2021. 1. 1.부터 동시에 인상됩니다

(단위 : 원)

(단위 : 원)

구      분 인상 전 인상 후

단독주택 5ℓ 300 350

소규모사업장

20ℓ 2,400 2,800

60ℓ 7,200 8,400

120ℓ 14,400 16,800

공동주택 배출수수료

구      분 인상 전 인상 후

공동주택(ℓ당) 60 70

공동주택(kg당) 75 87.5

문의처 :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미화과 자원순환계 (T. 290-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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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



취득세 신고부터 
등기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작성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검인)

해당부서 : 중구청 민원지적과(☎290-3480)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서류 :  [거래신고] 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주택 
매매시) [검인] 증여계약서 등

 ※ 서식 :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ulsan.kr) → [부동산민원] 

→ [부동산거래관리] → [관련정보] → [부동산서식]

▼

 국민주택채권·대법원 전자수입인지 매입

국민주택채권(구입금액 확인) :  주택도시기금(http://
nhuf.molit.go.kr) → [청약/채권]

 - 판매은행 :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법원 전자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http://www.e-
revenuestamp.or.kr)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증지] 

 - 금융기관에서도 매입 가능

▼

부동산 등기 신청

해당기관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1544-0773)

신고기한 : 잔금일(증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필요서류 :  등기신청서,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서 
등 등기원인증서, 취득세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증 등

      ※  등기관련 서식 및 작성 예시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편리한 민원)



중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운영목적

구인ㆍ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계층별ㆍ직종별 취업정보를 통합ㆍ연계 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운영개요

  - 위치: 중구청 민원실 내(1층)

  - 근 무 자: 직업상담사 2명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주요업무

  -  구인ㆍ구직상담 (구인ㆍ구직표 작성 및 

워크넷 등록)

  -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정보 제공, 일자리 

알선)

  -  채용박람회 행사 

  -  동행면접 제공   

  -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이력서 및 증명사진 무료서비스  

  - 구인업체 발굴

이용방법

  - 구직신청: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구인신청: 방문신청 및 팩스접수(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문의

  -  중구 일자리지원센터 ☎290-3595~7,   

팩스: 290-3599



 

울산광역시청

중구청

남구청

동구청

북구청

울주군청

자치단체 부서 전화번호

세정담당관

세무1과

세무1과

세무과

징수과

세무1과

052) 229-2622

052) 290-3354

052) 226-3521 

052) 209-3264

052) 241-7504

052) 204-0513

☎ 052-120 (울산 해울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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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마을세무사 현황

 

지역별
마을세무사 현황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구군 담당 읍・면・동(법정동) 성 명 전화번호

송정동(화봉동), 양정동, 염포동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청량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온양읍, 서생면

웅촌면, 삼동면

삼남면

052-289-3545

052-267-2241

052-287-3800

052-254-3003

052-254-4300

052-272-7970

052-227-3535

051-868-0103

052-258-6612

052-254-6677

황경재

이휘식

조정흠

김상철

김진영

이종곤

장영석

박승태

조상호

이영수

방어동

일산동, 화정동

대송동, 전하1동

052-227-3272

052-233-2900

052-265-5050

강신욱

김상수

김성하

전하2동, 남목1동(서부동, 동부동) 052-267-6565정환두

중구

남구

구군 담당 읍・면・동(법정동) 성 명 전화번호

학성동, 성안동

반구1동, 반구2동

복산1동, 복산2동

052-272-7223

052-256-1863

052-257-7877

052-245-3721

이선건

박창헌

윤진혁

태화동(유곡동)

다운동

병영1동(남외동)

병영2동(동동, 서동, 장현동)

약사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달동

삼산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옥동, 두왕동)

대현동

수암동

052-260-3541

052-257-2680

052-267-4528

052-937-1560

052-282-4044

052-266-6061

052-249-8272

052-265-9960

052-268-0021

052-256-3540

052-256-7730

052-260-4150

052-276-5157

070-5147-1916

052-276-4300

052-957-0671

052-268-0016

박찬호

최주익

이경규

이재원

장재식

전병휘

김민규

최은진

김은미

김기찬

양재호

김미경

김정규

김준모

노준홍

김지연

김종문

김준식
중앙동(성남,옥교,학산,

북정,교동), 우정동

052-707-3535박홍주
야음장생포동(여천, 야음,

장생포, 매암동)

052-269-4880정영훈
남목2동(서부동)

남목3동(동부동, 미포동, 주전동)

052-257-0007김가현
농소1동(창평, 호계, 매곡, 신천)

농소2동(매곡, 신천동)

052-288-9082심규영
농소2동(중산동), 

농소3동(가대, 달천, 상안, 시례, 천곡동)

052-288-5100김민규
강동동(구유,당사,대안,무룡,
산하,신명,신현,어물,정자동)
효문동(명촌, 진장, 연암, 효문동)

052-274-5100권태욱
선암동(선암, 상개, 부곡,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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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로 혜택도 받고, 지구도 살리고!

차를 덜 탈수록,
주

행
거

리
  줄

이
고 

 친
환

경운전  실천해서,

      온실
가

스  감
축하

고   인센티브 받
아

요
.

자동차

포인트가 쑥쑥

 모집 기간 : ’20. 4. 27.부터(선착순 모집) 

   ※지역별로 참여가능 대수가 다르며, 지역별 참여 완료시 추가 신청불가

 가입 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 및 서울시 차량은 제외

 가입 방법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를 통해 신청      

   ※준비 사항 :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참여 혜택 : 최대 10만원(사진방식)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였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시·도)별 참여가능 대수

참여절차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온실가스통계부    032-590-3436, 3427, 3446

인센티브 지급기준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구분 인센티브 지급기준

주행거리*

감축률(%) 0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이상~ 1천미만 1천이상~ 2천미만 2천이상~ 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 적용

시·도 모집대수(대) 시·도 모집대수(대) 시·도 모집대수(대) 시·도 모집대수(대)

부산 430 대전 550 강원도 200 전라남도 200

대구 400 울산 230 충청북도 240 경상북도 600

인천 350 세종 100 충청남도 200 경상남도 450

광주 200 경기도 1,400 전라북도 350 제주도 100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및 실적 제출

※ 실적제출 기간은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별도 안내

※ 시·군·구별 참여가능 대수가 다름

회원가입 및 참여신청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행거리 감축 및
친환경운전

제도실천

자동차 계기판 사진 제출
(10월 말)

최종실적 제출

최대 10만원

감축실적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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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와 함께 찾는 일자리소식       

구인정보

업체명 직종 인원 임금

나눔국제특허 
법률사무소 

특허 담당자 
(분야 : 기계 등)

1
연봉 2,600만원 ~ 

3,000만원 

사회복지법인 
장수마을복지재단

사회복지사 1
월급 190만원  

~ 195만원 

대진실업 제조 단순 종사원 1 연봉 2,600만원

주식회사청정 야간경비원 1 시급 8,720원

김은경기능장 
요리학원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1 월급 200만원

(주)신명산업 
자재·구매· 
물류 사무원

1 시급 8,720원

진산도료
배송·납품  
운전원

1 월급 220만원

(주)정의정 
발효연구소 

사무보조원 1 시급 8,720원

(주)티이씨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1 월급 300만원

주식회사프로텍트 공장 현장청소원 1 월급 210만원

주식회사  
선한푸드앤컬처 

음식 배달원 1 시급 8,720원

(주)화인씨앤엠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
연봉 2,400만원 ~ 

2,800만원 

서울아산내과의원 간호조무사 1 연봉 2,400만원

(주)평창 
자동차 부품  
조립·검사원

1 시급 8,720원

육육 
로지스틱스(주) 

지게차 운전원 1 시급 9,870원 



  

중구와 함께 찾는 일자리소식       

공공 일자리 
채용소식 

선발분야 업무내용 모집기간 인원 연락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차량 조사 및 
견인 보조

2. 3. ~ 
2. 10.

2명 052-290-3432

야영장 
환경정비원

야영장 환경정비 2월 중 2명 052-290-4412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2월 중 2명 052-290-4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