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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사 

중구 속 가볼만한 문화유산

위치 : 중구 신기16길 62

시대 : 현대

관음사(觀音寺)는 조선 후기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신라 때 세웠다는 

태화사(太和寺) 터에 남 보살이라는 여신도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 보살은 현몽으로 몽화사(夢化寺)라는 절을 세웠는데, 1927년 

석각(碩覺)이 꿈에서 관음보살을 만나고 나서 법당을 중건하고 

관음사라고 절 이름을 바꾸었다. 이후 1945년 광복을 전후하여 

관음사에서 광복암(光復庵)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1953년 

관음사로 이름을 되돌려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9년 4월 21일 

울산광역시 전통사찰 제10호로 지정되었다.



중구뉴스 기자의 눈

무더운 8월 어느날 약사동 제방유적 전시관을 다녀
왔다. 울산에 살면서 처음 탐방을 간 곳으로 새로운 
역사탐방이었다. 먼저 울산 약사동제방유적에 대해
서 알아보면, 울산 혁신도시 조성으로 발굴조사 되었
고, 약사천의 옆 구릉 사이에 폭이 가장 좁은 지점을 
막아 물을 가둬 두는 둑으로, 약사천 하류쪽의 넓은 
경작지에 물을 대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제
방 길이가 약 155m, 남아 있는 제방 높이는 8m, 폭
은 25~37m이며, 축조 시기는 주변 유적과 제방의 
출토유물로 보면 삼국시대 말에서 통일신라시대초기
(6~7세기)로 추정된다. 이는 고대 제방의 축조 과정
과 당시 토목기술들 살펴 볼 수 있는 부엽공법과 제
방의 중앙부에 요철사의 토심을 만들어 제방을 구축
하면서 제방의 기초를 튼튼하게 한 것과, 저수지가 
있는 쪽으로 패각을 깔아 제방에 스며든 물이 잘 배
출되도록 한 것으로 제방 축조 기술의 핵심을 보여주
는 유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 받고 있
으며, 여기서 부엽공법이란 흙으로 제방을 쌓을 때, 
흙 속에서 풀이나 나뭇가지 등을 깔아 흙이 단단히 
붙도록 하는 보강토 공법이다.

울산 약사동제방유적은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높아 
국가 사적 제528호로 2014년에 지정 되었고, 문화
재적 가치가 우수하여 국내의 학계에서 전시관 건립
이 추진되어 울산 혁신도시 조성사업 시행기관에서 
제방 속에 전시관을 건축하였다. 이를 시에서 인수해 
지금의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이라는 이름으로 개
관 되었다. 

전시관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제방전시실, 테마전
시실, 2층전시실, 영상실,체험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
다. 제방전시실은 ‘수리의상징, 약사동제방’이란 주
제로 실제 제방의 단면을 벽면에 배치하여 축조 당시 
제방의 규모를 실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방을 소
개하고 구조를 이해하도록해 발굴과정을 보여 준다.

또 중앙홀에는 약사동제방유적과 주변 유적에서 발
견된 여러 가지 유물을 전시하여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엿 볼 수 있게 전시되어 있다. 테마 전시실에
는 우리나라의 수리 역사와 여러 가지 농기구를 소개
하며 한국, 중국,일본 등 고대 수리시설을 보여주며, 
비교를 통해 고대 국가들의 토목기술 교류를 이해 할 
수 있다. 

한국의 주요 수리시설은 삼국시대이후 제방을 쌓고 
관리하였고, 대표적인 것으로 김제 벽골제, 밀양 수
산제, 제천의림지, 상주 공검지 등이 있으며, 일본과 
중국의 주요 수리시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되
어 있으니 시간을 내시어 꼭 한번쯤 관람을 하러 가
보시길 바란다.

2층 약사동 마을 전시실은 약사동유적에서 발굴된 
삼국시대~조선시대 대표적 유물을 보여주고, 대표적
인 울산지역 농경유적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약사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보며 ‘물을 다스려 
농사를 짓고’라는 주제의 영상을 보여준다. 전시관에 
가면 해설사가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 주신다. 2층 영
상실은 수리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가꾸어 온 약사마
을 사람들의 삶의 자취를 역동적으로 보여주어 관람
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며 재미를 제공해준다. 

체험공간은 이용시간이 09:00~17:30(매주월요일 
휴관)으로, 내용은 모형세트로 제방을 쌓는 체험, 울
산 고지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퍼즐, 유물찾기 체험 
등이다. 

약사동 제방유적 

전시관

최남순 기자



중구뉴스 기자의 눈

반구 2동 마을복지계획수립추진단에서는 여름방학
을 맞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산
전만화도서관 나들이를 했다.

‘우리동네 꼬맹이들 모여라’라는 멋진 슬로건으로 아
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전만화도서관은 깨어나라! 성곽도시 도시재생으로 
산전마을에 산전마루라는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탄
생했다. 2021년 12월 중구청에서는 2층 공간을 활
용한 울산 최초 만화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3층은 
마을협동조합에서  산전카페와 공유주방 1층에는 마
을구판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만화도서관은 오전9
시부터 오후6시까지 문을 열고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을 한다고 한다. 이용요금과 주차 요금 
없이 시간 내서  방문만 하면 무료로 만화와 웹툰을 
보고 좋아하는 만화주인공을 그려 색칠해보는 다양
한 체험과 함께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여름방학
을 맞아 산전만화도서관은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
고 있었다. 가까운 병영 산전마을에 ‘누구나 살고 싶
은 종갓집 중구’에서 만화도서관 운영하는 정보를 아
이들에게 알려주는 나들이가 됐다. 주말과 휴일엔 부
모님과 많이 찾고 있다는 산전만화도서관 마을 아이
들에게 좋아하는 만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준 여름방학의 멋진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
각이다. 하루 종일의 시간은 아니었지만 서너권씩 만
화를 읽었다며 만족해하는 해맑은 아이들 집으로 돌
아가는 아이들에게 풍성한 선물꾸러미도 안겨줬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용품과 간식 그리고  코로나 확
산세로 확진자가 많아진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단장님의 어린이용 마스크까지 챙기는 마
음을 전하는 시간도 됐다.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를 위해 반구2동 마을복지계획수립추진단은 ‘우리 
동네 꼬맹이들 모여라’ 가을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본다.

만화보며 시원하게 

방학 보내기

양승현 기자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친절한 울산 !」 

우리 모두 함께해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기간/장소 : ‘22. 10. 7.(금)~10. 13.(목) 
      울산종합운동장 등 74개 경기장

경기종별 :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해외동포부

참가인원 : 3만명(선수 2만, 임원 1만)

주최/주관 : 대한체육회/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시체육회

경기종목 : 49개 종목(정식 46, 시범 3)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간/장소 : ‘22. 10. 19.(수)~10. 24.(월) 
      울산종합운동장 등 41개 경기장

경기종별 : 선수부, 동호인부

참가인원 : 9천명(선수 6천, 임원 3천)

주최/주관 : 대한장애인체육회/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시장애인체육회

경기종목 : 31개 종목(정식 29, 시범 2)

「친절한 울산 !」 우리모두 함께해요

작은 친절이 우리 울산을 빛나게 합니다.

울산을 찾는 선수·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배려하고·먼저 인사해 주세요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병·의원 및 약국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병·의원 및 약국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지를 눌러 정보 링크로 이동합니다.

▶ 이미지를 눌러 자세히 보기









중구와 함께 찾는 일자리소식       

구인정보
중구 일자리지원센터(☎ 290-3595~7)

업체명 직종 인원 임금 비고
학성종합정비 
공업사 자동차 정비원 1 월급 300만원 052-243-3900

광교세무법인 회계 사무원 1
연봉 

3,500만원 
~4,000만원

052-915-3355

주식회사 
에스디앤티 캐드원 1 연봉 

3,000만원 052-286-0818

아이숲어린이집 보육교사 1 월급 191만원 052-290-3597
(워크넷 참조)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협회사무원 1 월급 215만원 052-294-0976

우정의원 건물 청소원 1 시급 9,160원 
~12,515원

052-703-7006
(내선 : 006)

도우누리중구 
노인복지센터

재가 
요양보호사 1 시급 9,160원 052-246-0994

세무회계 이추 회계 사무원 1 시급 9,160원 052-295-3302

(주)삼원주류 배송·납품 
운전원 2

연봉 
3,000만원 
~3,300만원

052-245-4070

사회적협동조합 
공연제작소 마당 광고디자이너 1 월급 220만원 052-269-8034

세림포스밴 단순 경리 
사무원 1 시급 9,160원 052-267-3318

서울신내과의원 간호조무사 2 시급 9,160원 052-295-2200

디자인연 
(연인테리어)

인테리어 
디자이너 1

연봉 
3,000만원 
~4,000만원

052-291-3544

세계로할인마트 
주식회사 청과담당 1 월급 300만원 052-290-3597

(워크넷 참조)

울산정주간 
보호센터 승합차 운전원 1 시급 9,160원 052-700-1888



한글이 행복한 중구

한글을 지키고 가꾼 위인

우리말 순화어

컨설팅    ▶   상담, 조언

매뉴얼     ▶   지침서

미디어    ▶   매체

체크리스트    ▶   점검표

포토존     ▶   사진 무대 

센서    ▶   감지기

굿즈    ▶   기념품

가이드라인    ▶   방침

리콜    ▶   결함 보상(제) 

브로슈어   ▶   소책자

울산광역시 중구 동의 없이 복제, 변조 등 사적으로 재가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달의 사서 

추천 도서

기억의 뇌과학
인간의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라지는가
글 리사 제노바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 발행 2022

리디아의 정원
글 사라 스튜어트  출판사 시공주니어  발행 2022

“우리의 기억과 망각에 대해 알고 싶은 거의 모든 
것이 닮겨 있다”(뇌과학자 정재승)

우리 뇌가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는 과거는 
얼마일까, 인생의 많은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기억이 남고 어떤 기억이 
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알고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검증된 
뇌과학에 의하면 전체 두뇌기능의 25%만이 
유전에 의해 결정되고, 나머지는 생활과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뇌를 잘 쓰는 방법 또한 
우리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기회에 미처 몰랐던 뇌와 기억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나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머니와 함께사는 시골 소녀 리디아는 부모님의 
일감이 줄어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지자 외삼촌 
댁으로 보내진다. 빵가게를 운영하는 외삼촌은 
시종일관 무뚝뚝하고 웃질 않는데 리디아는 
외삼촌과 지내면서 외삼촌의 깜짝 놀란 표정이 
궁금해져서 재미있는 사건을 꾸민다! 그것은 
외삼촌의 빵가게를 온통 꽃밭으로 만드는 것.

시골 할머니댁으로부터 씨앗을 얻어와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하는 리디아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어린이의 동심을 
엿볼 수 있다. 칼데콧 아너상 수상작.



행복충전 건강 이야기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그러나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결과가 

매우 좋고 유방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높아

진다. 유방은 모성의 역할을 수행하며 여성성을 의미

하는 기관이기에 누구나 건강하게 지킬 수 있기를 소

망한다. 이를 위해 유방암을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 

유방 건강을 지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스스로 지키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유방

배 배 배로 위험한 요인들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첫 번째로 위험요인들을 인지
하고 주의하며, 두 번째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
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들과 그 위험성을 알아두세요.

일상에서 실천하는 예방법

균형 있는 식습관과 건강한 생활습관은 유방암을 예
방해줍니다. 특히 비만, 고열량 식단, 음주 등은 위험
요인으로 손꼽히는 만큼 일상에서 늘 경계해야 합니다.

연령별로 권장하는 검진주기와 방법

유방암 환자의 약 75%는 본인 유방에서 혹이 만져
져 병원을 찾는데, 그만큼 자가진단이 중요합니다. 
한국유방학회는 연령별로 적합한 검진방법과 주기를 

추천하고 있으니 이를 꼭 생활화하길 바랍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한국유방암학회



중구문화의전당 - 9월의 주요 공연

공연명 조윤범의 렉처콘서트 <말러>
공연소개 해설이 있는 렉처콘서트

장르 클래식
공연일시 2022. 9. 6.(화) 19:30 

장소 함월홀
입장료 전석 1만원

예매개시 예매 중 (문화의전당 홈페이지)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명
아츠홀릭 ‘판’ 
<싱어송라이터 최고은 콘서트>

공연소개
어쿠스틱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대중콘서트 

장르 대중
공연일시 2022. 9. 15.(목) 19:30 

장소 함월홀
입장료 전석 1만 5천원

예매개시 예매 중 (문화의전당 홈페이지)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공 연 명 씨네 스테이지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소개 2017 영국 로열발레단 공연실황

장  르 발레
공연일시 2022. 9. 27.(화) 19:30
장    소 함월홀
입 장 료 전석 무료

예매개시
8. 24.(수) 15:00
(문화의전당 홈페이지)

관람연령 8세 이상

공 연 명 경숙이, 경숙아버지

공연소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2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 
협력 사업 선정 공연

장  르 연극
공연일시 9. 30.(금) 19:30 10. 1.(토) 15:00 
장    소 함월홀
입 장 료 전석 2만원
예매개시 예매 중 (문화의전당 홈페이지)
관람연령 14세 이상 관람가능

공 연 명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소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장  르 클래식
공연일시 2022. 9. 23.(화) 19:30
장    소 함월홀
입 장 료 전석 5만원
예매개시 예매 중 (문화의전당 홈페이지)
관람연령 8세 이상



감성치유



유튜브

‘구독’누르기

카카오톡채널

‘채널추가’누르기

네이버 블로그

‘이웃추가’누르기

인스타그램

‘팔로우’ 누르기

페이스북

‘좋아요’ ‘팔로우’누르기

울산 중구와
친구해요~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병·의원 및 약국 

병·의원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9/9(금) 9/10(토) 9/11(일) 9/12(월) 비고

의료법인동강의료재단동강병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39 (태화동) 052-241-1114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선별진료소, 자율입원, 의료상담센터

울산H병원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363 (반구동) 052-290-7100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의료법인에스엠씨의료재단울산세민병원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4 (학성동) 052-292-2000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원스톱진료기관, 자율입원, 의료상담센터

의료법인동강의료재단동천동강병원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큰길 215 (남외동, 동천동강병원) 052-702-3114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의료상담센터

김춘섭내과의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172, 2층 (태화동) 052-245-3435 09:00~13:00 09:00~18:00 09:00~13:00 원스톱진료기관

태강내과의원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75, 5층 (복산동, 홈플러스) 052-292-2975 10:00~13:00 10:00~13:00 10:00~16:00 원스톱진료기관

이대원안과의원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95-1 (성남동) 052-211-2357 10:00~15:00

백봉력내과의원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85, 2~3층(일부)층 (약사동) 052-281-1061 08:00~13:00 08:00~13:00 08:00~13:00 08:00~13:00 원스톱진료기관

류마장구본승내과의원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84, 2층 5층 (반구동) 052-292-0303 08:30~13:00 원스톱진료기관

조석수비뇨기과의원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85, 3층 (약사동) 052-296-0075 09:00~13:00 09:00~13:00 원스톱진료기관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큰길 225 (남외동) 052-290-4300 09:00~18:00

약국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9/9(금) 9/10(토) 9/11(일) 9/12(월)

동화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 115, (다운동) 052-249-0266 09:00~19:00 13:00~19:00 09:00~19:00

부부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 46, (다운동) 052-249-1527 10:00~17:00 10:00~17:00

세명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99, 101호 (옥교동) 052-211-3949 10:00~19:00 10:00~19:00

일신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11-1, (옥교동) 052-243-8324 09:00~18:00

함제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66, 1층 (학성동) 052-243-6868 09:00~18:00

울산세명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0, 101-102호 (학성동) 052-297-8275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21:00

새시온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357 (반구동) 052-292-7568 10:00~19:00 14:00~19:00 14:00~19:00

한사랑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75 (복산동) 052-296-9991 10:00~22:30 11:00~22:00 10:00~22:30 10:00~22:30

다정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로 11, 1층 (태화동) 052-244-2525 09:00~21:00 09:00~21:00 09:00~21:00 09:00~19:00

새물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180, 비호 1층 (태화동) 052-243-2590 09:00~16:00 09:00~16:00

성남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62, (성남동) 052-243-7697 09:00~17:00

온누리동광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손골4길 6, 1층 (복산동) 052-296-6786 22:00~01:00 22:00~01:00 22:00~01:00 22:00~01:00

효성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2길 50, 105호 (남외동, 트레져프라자) 052-281-7715 09:00~13:00

신병영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571, (남외동) 052-296-2665 09:00~20:00

행복한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84, 1층 102호 (반구동) 070-8864-6263 09:00~13:30

부광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4길 52 (반구동) 052-281-4071 09:00~19:00

새유명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172, 1층 (태화동) 052-246-2228 09:00~18:00 09:00~18:00 09:00~18:00

스카이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371 (학산동) 052-291-2660 09:00~13:30

태화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로 26, (우정동) 052-245-7504 09:00~20:00 09:00~20:00

규당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16, 1층 (옥교동) 052-243-1253 10:00~16:00 10:00~17:00

허브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2길 36, 1층 (남외동, 맘스빌딩) 052-294-7576 09:00~19:00 09:00~19:00

봄봄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361 (반구동) 052-282-8858 10:00~20:00 10:00~20:00 10:00~20:00

도담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69, 1층 1호 (학성동) 052-294-4749 09:00~15:00

복산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85, 1층 (약사동) 052-281-2400 08:00~13:00 08:00~13:00 08:00~13:00 08:00~13:00

바오밥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17길 52, 혁신프라자 108호 (서동) 052-295-1120 09:00~19:00

희망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590, 유림빌딩 103호 (남외동) 052-294-0906 09:00~13:00

라온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시계탑거리 39, 1층 (옥교동) 052-211-7775 09:30~18:00 10:00~15:00 09:30~18:00

편한약국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50, 1층 (학산동) 052-244-2500 08:00~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