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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녀
분성배씨
정려각

중구 속 가볼만한 문화유산

위치 : 중구 반구동 744번지

연대 : 조선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이다. 정려각 안에는 

앞면에‘열녀 공인 분성배씨지려(烈女恭人盆城裵氏之閭)’라고 

새겨진 정려비가 있다. 뒤쪽 서까래 아래에는‘열녀 통덕랑 이하형 

처 배씨지려(烈女通德郞李夏蘅妻裵氏之閭)’라고 새겨진 정려패가 

걸려 있다. 

열녀 분성배씨(盆城裵氏)는 배두원(裵斗元)의 딸이자 

퇴사재(退思齋) 이응춘(李應春)의 5세손 이하형(李夏蘅)의 

아내이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병으로 사경을 헤매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흘려 넣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치마를 

찢어 목을 매려 하였는데 어린 자식을 생각하라는 시아버지의 

만류로 마음을 돌렸다. 그러나 삼년상을 마치고 나서는 결국 남편을 

따라 죽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1741년(영조 17) 정려가 

내려졌다.



중구뉴스 기자의 눈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 중구 원도심 일대와 

태화강체육공원에서 ‘2021 울산 마두희 축제’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일정이 취소된 

가운데 2년 만에 열린 행사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울산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국 최저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아직은 방역에 소홀할 수 없기에 

행사는 예년보다 축소돼 진행됐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큰줄 당기기를 생략하는 대신 수레에 줄을 

실어 이동하는 마두희 거리행진을 하고, 마두희의 

의미와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다양한 

체험행사로 꾸며졌다. 

주요 행사인 마두희 거리행진은 20일 오후, 

태화강체육공원을 출발하여 성남나들문, 

큐빅광장, 울산미술관 앞, 문화의 거리를 거쳐 다시 

태화강체육공원으로 되돌아오는 경로로 진행됐다. 

줄이 이동하는 동안 마두희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축제에 함께 동참했고, 

음악에 맞춘 마두희 댄스의 집단 군무에 뜨거운 

호응을 해주었다. 동군과 서군 줄 머리 앞에 배치된 

소리꾼들과 풍물패들의 연주에 흥이 최고조가 

되면서 마두희 축제가 명실상부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었다. 

문화의거리와 마두희 전시관 앞에서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렸다. 

오색줄에 사연을 적어 줄을 엮는 사랑 애(愛) 줄 

행사와 마두희 기록사진 및 고증 내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마두희 역사관, 마리&두리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마두희 포토존 등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울산동헌에서는 영남한복 

패션쇼와 생활예술인 한마당, 전국 소리 경연대회가 

열려 축제의 재미를 더했다. 

마두희 축제는 32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울산의 대표적 축제이다. 단옷날을 맞아 동군과 

서군이 승부를 겨루는 전통 줄다리기로 2012년 

복원, 계승된 이후 지금까지 시민들과 함께 

즐겨왔다. 특히 올해는 울산시 무형문화재 등록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어서 

마두희 축제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2년만의 마두희 축제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반가운 까닭이다. 

반갑다! 320년 전통 

마두희 축제!

심선미 기자



중구뉴스 기자의 눈

10월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중구 원도심 일원과 

외솔 기념관, 동헌, 문화의 거리, 젊음의 거리 등에서 

외솔 한글 한마당 행사가 10월 8일 ~ 10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외솔한글 한마당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가 이뤄졌다. 

10월 8일에는 이은미, 동물원, 유리상자, 박학기 

등의 유명 연예인 가수들이 공연을 하였고, 10월 

9일(토)에는 수와진 등의 가수들이 기타연주와 

노래로 동헌에 설치된 무대에서 공연을 하였다.

 또한 동헌에서는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다양한 

출연자들의 팔도 사투리로 진행되는 사투리 

노래자랑이 펼쳐졌고, 2대의 초대형 디지털 화면을 

통해 한글 문자 빨리 보내기 대회와 늦게 한글을 

배우신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하는 한글 글 솜씨 

뽐내기 대회가 영상 공모전을 통해 실시되었다.

외솔 기념관에서는 한글아 놀자! 반려동물 한글 

케이크 만들기, 한글 젤리 만들기와 재미난 동화 

입체 낭독극, 최현배 선생님의 이야기 보따리 등이 

열렸고, 젊음의 거리와 한글 홍보관에서는 공모전 

현장 투표와 예쁜 손 글씨 뽐내기 등을 체험하는 

장소 및 한글아 사랑해 사진을 찍어 SNS에 인증 

사진을 올리면 상품이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이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한글 사랑 온라인 합창제, 

외국인 으뜸 가름제 등이 열렸고, 문화의 거리 

가다 갤러리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 간행 575돌을 

맞이하여 한글을 빛낸 인물 28명의 업적이 

전시되었다.

2021

외솔 한글 한마당

박원관 기자



중구뉴스 기자의 눈

마두희는 약 320여년 전부터 울산의 읍치와 병영을 

중심으로 전승된 줄다리기이다. 영조 29년에 

편찬된 학성지에는 동대산의 한 줄기가 남쪽 방어진 

바다 속으로 흘러가고, 그 모습이 말머리와 같은데 

고을 사람들이 그 흘러감을 싫어하여 줄로 그것을 

당김으로써 정기를 잡아오자는 뜻으로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놀이다.

11.19.(금) ~ 11.21.(일)까지 진행된 축제는 19일 

동헌에서 ‘영남 한복 뽐내기’를 시작으로, 20일 

산룡기원제(우정동 성황당)로 개막을 하고 울산 

동헌에서 축제를 알리는 의식과 함께 태화강 

특설무대에서 울산마두희축제 희망콘서트로 

분위기와 흥을 한껏 올렸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취소되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일상으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진행되었으며 

동군과 서군이 태화강체육공원에 집결하여 마두희 

축제의 중요한 거리행진을 했다.

거리행진은 태화강체육공원을 출발하여 성남거리, 

큐빅광장, 양사초 앞 거리로 해서 문화의 거리, 

원도심 일원을 돌아서 되돌아왔다. 원도심 

거리에는 다채로운 행사가 춤, 공연, 악기연주들로 

마두희 축제를 즐겼다. 마두희 거리행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사전에 참가 신청한 

주민들이 참여한 동군은 파란색 상의, 서군은 흰색 

상의를 입고 행해졌다.

이번 마두희축제는 방역관리를 위해 큰 줄다리기 

행사는 최소 되고, 수레에 줄을 실어 이동하는 

거리행진이 진행되었던 축제였지만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 예전 모습으로 마두희 축제가 

성대하게 행하여져 전국은 물론 세계로 뻗어가는 

축제가 되길 바라본다.

2021 

마두희축제 

큰 줄다리기

최남순  기자



혁신도시 불빛

중구의 희망을 밝히다 

2021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

점등기간 :  2021. 11. 30.  
~ 2022. 2. 28.

설치구간 

•호반베르디움 ~ 공룡발자국공원

•공룡발자국공원 ~ 문화의전당

•약사제방유적전시관 ~ 골드클래스



원도심 경관조명 

설치 및 눈꽃축제 

개최

원도심 경관조명 점등

기간 :  2021. 12. 1.  
~ 2022. 2. 28.

장소 : 문화의 거리 일원

눈꽃축제

기간 : 12. 24. ~ 12. 25.  
※개막식 : 12. 24.(금) 19:00

장소 :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 등 
원도심 일원

내용 :  눈꽃연축, 문화공연, 
소원지 걸기 등





중구 착한가격 업소

착한가격업소란? 저렴함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업소입니다.

중구 착한가격업소는 총 18개소 (외식업 

11, 이미용업 6, 목욕업 1)로 명단 및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업소명 (연락처) 소재지  품목

춘양반점
(052-297-3814)

학성1길20
(학성동)

짜장면 4,000원
짬뽕   4,500원

선경이용원
(052-246-1703)

유곡로10
(우정동)

컷트   5,000원
염색   5,000원

유가냉면
(052-258-6696)

먹자거리12
(성남동)

물냉면   6,500원
우거지해장국 6,500원

할머니손칼국시
(052-245-8542)

화진4길 20
(태화동)

칼국수 4,000원
비빔밥 5,000원

그랜드미용실
(052-292-7884)

반구정9길 20
(반구동)

일반파마 30,000원
컷트   8,000원

깜짝헤어샵
(052-292-8014)

반구정 1안길 47 
(반구동)

일반파마 20,000원 
컷트    6,000원

탤런트미용실
(052-292-6706)

내황길 4길 35 
(반구동)

일반파마 25,000원 
컷트    7,000원

수다라
(052-293-8818)

서원1길3
(반구동)

칼국수 5,000원
비빔밥 6,000원

진영숯불갈비
(052-211-0752)

신기길15
(태화동)

갈비탕 6,000원
삼겹살 8,000원

뉴강남탕
(052-211-4873)

당산4길 15
(우정동)

대인    6,000원
소인    4,000원

탕짜
(052-246-5566)

시계탑 사거리4
(성남동)

짜장면  3,000원
우동    4,000원

만수원숯불갈비
(052-297-4327)

해오름 16길2
(남외동)

쌈정식  7,000원
삽겹살  8,000원

노르쇠핑 제과점
(052-262-5873)

태화로136
(태화동)

단팥빵 900원
고구마파이 1,000원

다원식당
(052-211-4068)

옥교6길 19
(옥교동)

비빔밥   5,000원
두루치기정식 7,000원

하나미용실
(052-244-4560)

당산길 10
(우정동)

일반파마 20,000원
컷트    7,000원

정헤어샵
(052-243-7950)

당산4길31
(우정동)

일반파마 20,000원
컷트    8,000원

무라카데
(052-295-3233)

옥골샘 7길 8
(옥교동)

시락국  5,000원
김치찌개 6,000원

태화식육식당
(052-244-7968)

중앙시장길 21-3
(성남동)

돼지갈비 8,000원
정식    7,000원

행정자치부 착한가격업소
http://www.goodprice.go.kr/search/goodstore.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22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은 2022년 상반기 공고할 
예정이오니 홈페이지 공고사항 참고하여 적극 신청 바랍니다. 

    ★  선정기준 :  가격(평균가격미만) 60%, 청결 30%, 친절도 10% 
등으로 평가

문의처 중구 경제진흥과(☎290-3310)







중구 일자리 박람회
중구 일자리 박람회



중구와 함께 찾는 일자리소식       

구인정보
중구 일자리지원센터(☎ 290-3595~7)

업체명 직종 인원 임금 비고

흥진 
조경건설(주) 

조경 식재원 1
일급 

120,000원 ~ 
150,000원 

052-292-2277 

양지큰사랑 
노인복지센터 

시설 
요양보호사

1
월급 

182만원
052-294-8559 

 (주)동호 
에이치알 

사무 보조원 1
월급 

224만원
055-266-4604 

(주)다온시스템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2
시급 8,720원 
~ 10,000원 

052-290-3597 
(워크넷 참조)

(주)삼원주류 
배송·납품  
운전원

2
연봉 

2,700만원
052-245-4070 

울산경찰청 
어린이집 

급식 조리사 1
연봉 

2,190만원
052-243-9023 

제이에스의원 물리치료사 1
연봉 

3,000만원 ~ 
6,000만원 

070-4012-3579 

넘버25 
울산학산점 

숙박시설 
청소원

1
월급 

220만원 ~ 
240만원

052-211-7825 

(주)울산식판 
세척 

식판세척원 1 시급 9,200원 
052-290-3597 

(워크넷 참조)

로뎀언어심리 
센터

놀이치료사 1
월급 

200만원
052-296-8275 

동우농산물 
채소·특용작물 
재배원

6 시급 8,720원
052-290-3597 

(워크넷 참조)

좋은아이병원 간호조무사 1
월급 

185만원 
052-700-7007 

진성토탈 
서비스 

공장경비원 1
월급 

225만원
052-290-3597 

(워크넷 참조)

NC울산(주) 
현장단순 
노무직

1
일급 

100,000원 
052-256-0111 

현대글로벌  
로봇솔루션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
월급 

185만원
052-285-3103 



행복충전 건강 이야기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 

있다. 추운 날 발생하기 쉬운 심혈관 질환이다. 심혈관 

질환은 돌연사로 이어지기 쉬운 무서운 질환인 만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예방 및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건이, 강이와 함께 그 방법을 알아보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자.

 

출처 : 국민보험웹진 11월호

심혈관 질환을 물리치는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심혈관 환자에게 알맞은 운동법으로 올 겨울을 건가하게 보냅니시다.





이달의 사서 

추천 도서

깡딱지
글 강무홍  그림 이광익  출판사 사계절  발행년 2020. 5

지구 끝의 온실
저자 김초엽  출판사 자이언트북스  발행년 2021. 8.

홍역을 앓으며 겨울방학 내내 집에만 있게 된 

인우. 방학이 갑갑했던 만큼 새 친구를 만날 

생각에 새 학기가 기대되는 새 학기가 찾아왔다. 

그런데 새 학기에 학교에서 만난 옆자리 짝 한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퉁명스럽기도 하고,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또 싸움도 잘한다는 소문들이 짝과 

가까워지기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곤란한 상황에 빠진 인우를 한수가 

도와주게 되고 그때부터 인우는 한수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한수가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여동생과 셋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듣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수는 겉모습과는 

달리 마음이 여리고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라는 걸 알게 된다. 한수는 상처받는 게 두려워 

이제껏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은 것이다.

 서로 다른 환경의 아이들의 시각에서 서로를 

알아가며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은 어린이 

독자들이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돕고  우정과 

성장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SF소설의 탈을 쓴 휴머니즘

 이 이야기를 따라 가다보면 디스토피아 시대를 

그린 영화 한 편을 본 듯한 느낌과 함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수 있게 된다. 덧붙여, 읽는 이로 

하여금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게 만드는 김초엽 

작가 특유의 글쓰기 방식은 이 소설을 읽는 또 

하나의 즐길 거리이다.

「지구 끝의 온실」은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한 편의 

이야기이지만, 소설속의 사회모습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비교해가면서 읽어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 



중구문화의전당 - 이달의 주요 공연

공연명
2021 아츠홀릭 ‘판’

이희문X프렐류드X놈놈 <한국남자>

장르 국악

장소 함월홀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일시 2021. 12. 16.(목) 19:30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예매방법 중구문화의전당 홈페이지

문의전화 052.290.4000

공연명 말로의 크리스마스 재즈 콘서트

장르 재즈

장소 함월홀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일시 2021. 12. 24.(금) 19:30

입장료 전석 3만원

예매방법 중구문화의전당 홈페이지

문의전화 052.290.4000

공연명 2021 씨네 스테이지 <렌트>

장르 뮤지컬

장소 함월홀

관람연령 15세 이상

공연일시 2021. 12. 21.(화) 19:30

입장료 무료

예매방법 중구문화의전당 홈페이지

문의전화 052.290.4000



유튜브

‘구독’누르기

카카오톡채널

‘채널추가’누르기

네이버 블로그

‘이웃추가’누르기

인스타그램

‘팔로우’ 누르기

페이스북

‘좋아요’ ‘팔로우’누르기

울산 중구와
친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