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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최다 자격증 보유 / 김영진 씨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에 근무중인 김영진(55세)씨가 2010년에 이어 2016
년 역시 북구 기네스북에 최다 자격증 보유자로 기록되었다. 고등학교 3학
년 시절 전기기능사를 시작으로 소방특급관리사에 이르기까지 총 78개에
이르는 공인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기술교육원 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
학교를 비롯하여 전국을 무대로 강의를 펼치는 김씨는 강단에 서서 가르칠
때 내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며, 그 결
과물이 자격증이라고 말한다.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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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마라톤 풀코스 최다 완주자 / 연암동 박문곤 씨
마라톤 풀코스 최다 완주자는 2010년 북구 기네스 보유자인 박문곤(54
세)씨이다. 현대자동차마라톤회 소속인 그는 2000년 1월 2일 마라톤에
입문해 각종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서 2016년 12월까지 178회 풀코스
완주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3시간 이내에 풀코스를 주파하는‘써
브-3’
를 100회 달성하는 대기록을 2017년 제18회 울산마라톤대회에서
세웠다고 한다. 20여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던 박씨는 후유증 극
복을 위해 마라톤을 시작했다고 한다. 2007년 처음으로 풀코스 1위(2시
간 53분 09초)를 차지하였으며, 최고기록은 2시간 44분 37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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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최장거리 울트라 마라토너 / 김영진 씨
북구 최장거리 울트라 마라토너는 현대자동차에 재직하고 있는 이동문(55
세)씨이다. 이씨는 2007년 사내 마라톤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울트라마라톤
과 인연을 맺었고, 술과 담배를 끊어보자는 단순한 목적에서 시작한 이후
불과 3년만에 국가대표에까지 올랐다. 마라톤에 입문해 각종 마라톤 대회
에 수십 차례 출전하였고, 울트라마라톤대회만 19회 출전하여 총 2,183km
를 달린 건각 중의 건각이다. 2016년까지 100km 완주 18회, 200km 완주
2회 등 불굴의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최고기록은 100km 7시간 39분 49
초이다. 현재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Kumf) 울산지부 사무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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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최다 헌혈자(남자) / 염포동 허명 씨
북구의 최다 헌혈자는 염포동에 거주하는 허명(62세)씨이다. 1982년 11
월 16일 처음 헌혈을 시작한 이래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529회에 이
르며, 울산 뿐만 아니라 경상남ㆍ북도의 천만인구 대표 헌혈왕으로 일
컫는다. 잦은 헌혈 탓에 그의 팔은 피부가 딱딱해져 주삿바늘이 잘 꽂
히지 않고 혈관도 찾기 힘들다. 혈장헌혈을 위주로 하며 헌혈 때마다 상
당한 고통이 뒤따르기는 하지만 그는 그런 고통을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고 담담히 말한다.

05

최다 헌혈자(여자) / 양정동 배춘섭 씨
여자 최다 헌혈자는 양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배춘섭(54세)씨 이다. 2016년
12월말까지 총 105회의 헌혈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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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최고령자 / 강동동 김말순 할머니
북구 최고령자는 104세로 정자동에 거주하고 계신 김말순 할머니이다. 1913
년 5월 28일에 출생하였으며 슬하에 아들 2명, 딸 5명을 두고 있다. 할아버
지는 막내가 4살 때 돌아가셨고, 50여년 간 온갖 장사를 하면서 어렵게 7
남매를 키워오셨다고 한다. 다복한 가정을 꾸리며 울산군수에게 받은 표창
패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셨다. 기력이 쇠하였을 뿐 듣고 말씀하시는데는 무
리가 없을 정도로 건강하시며, 매일 아침 8시부터 3시간동안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아침식사를 챙겨준다고 한다.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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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소 통장 / 효문동 15통장 박지영 씨
북구 최연소 통장은 효문동 박지영씨(26세)이다. 1991년 12월 12일생으
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어머니의 권유로 통장을 결심하게 된 박
씨는 통장지원요건인“만25세 이상”
이 될 때를 기다려 2017년 1월부터
통장직을 맡게 되었다. 올해 5월 대선때 4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다
니면서 세대인명부에 서명을 받으러 다닐 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박씨는
어린 나이에 동네 일에 관심가지고 통장을 하는 것이 기특하다고 칭찬
해주는 분들 덕분에 신나게 일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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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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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면적이 가장 넓은 동 / 강동동
북구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동인 강동동은 그 면적이 60.7㎢로, 북구 전체
면적 157.37㎢의 38.5%에 달한다. 강동동은 울산의 동쪽에 위치하여 농촌
과 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서북쪽으로는 동대산과 무룡산이 자리하고
있고, 동해안 13km의 천혜의 해안절경과 청정해역이 있는 아름다운 관광명
소로 울산의 자랑이자 보고(寶庫)이다. 특히 동해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싱싱한 활어회와 정자대게, 판지구이단지, 사랑길 제전장어, 멸치젓갈 등 먹
거리가 풍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
다는 강동 돌미역이 유명한 고장이기도 하다. 현재 강동권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골프장조성사업, 도시기반조성사
업 등이 완료되면 울산 북구의 작은 농어촌마을이 국제적 수준의 해양복합
관광휴양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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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가장 좁은 동 / 염포동
염포동의 면적은 울산 북구 전체 면적의 3.5%인 5.54㎢로 북구에서 가
장 면적이 좁은 동이다. 염포동 전체 면적은 가장 면적이 넓은 강동동
의 9.1%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면적의 69% 정도가 임야이다.
염포동은 조선시대 3포 개항지(세종 8년, 1426년)의 하나로, 북쪽으로
는 심청골을 사이에 두고 양정동과 접하고 동쪽은 염포산과 당고개를
경계로 동남쪽은 정자지골, 지개골을 경계로 동구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염포만(灣)을 경계로 남구와 접하고 있다.
울산만을 끼고 있는 임해공업지역으로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하
이스코 등 대형 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의 85% 이상이 유입인구
로 대부분이 현대 계열사에 종사하고 있다.

울산 북구 기네스북

10

인구가 가장 많은 동 / 농소3동
농소3동은 위치적으로 신라 천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경주시
와 울산 중구, 울산 울주군과 경계를 하고 있으며 울산의 관문이다.
또한 264,606㎡ 규모에 90여개 업체가 입주한 달천농공단지가 위치해 있
으며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형성되면서 도시의
베드타운 기능을 역할을 담당하는 동이다. 농소3동의 2016년 12월 31일 현
재 인구는 42,738명이다. 이는 울주군 범서읍(73,161명), 남구 삼산동(51,696
명)에 이어 울산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편,
2010년에도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농소3동이었으나, 그때보다 7.6%인
3,028명이 순증하였다. 농소3동은 동별 평균 나이가 가장 적은 동이기도
하여 젊은 인구의 유입이 많고 자연히 출산율도 높은 동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북구 인구는 171,674명이었으나, 2016년말 기준 13.75% 증가한
195,285명으로 6년간 23,611명 순증하였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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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가장 적은 동 / 강동동
강동동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인구 12,006명으로 북구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동이다. 이는 북구 전체 인구의 6.14%에 불과한 숫자이다. 강
동동은 19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2014년부터 대단지 아
파트가 입주하면서부터 인구가 2.5배로 급증하였다. 2010년 강동동 인
구는 4,689명으로 당시에도 인구가 가장 적은 동이었으나, 256%인
7,317명이 전입하여 6년간 인구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동이기도 하
다. 특히 주목할 점은, 9세 이하 인구가 251명에서 1,942명으로 773%
증가하였고, 평균연령은 44.6세에서 37.2세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아
젊은 부부의 전입이 월등히 증가함으로써 점차 젊고 활기차게 변모하는
강동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울산 북구 기네스북

12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동 / 염포동
염포동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평균 연령이 39.1세로 북구 전체 평균연
령 35.7세보다 3.4세 높게 나타나있다. 2010년 당시에는 강동동이 평균연
령 44.6세로 가장 높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인해 강동동의 평
균 연령이 상승한 결과 2016년말 현재 강동동 평균연령이 38.1세로 크게
낮아졌다.

행정

구분

남

여

평균연령

계

35.7

36.9

36.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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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평균연령

20
농소1동

36.6

37.9

37.2

농소2동

34.5

35.8

35.1

농소3동

33.4

34.4

33.9

강동동

37.2

39

38.1

효문동

37

38.3

37.6

송정동

36.2

37.7

36.9

양정동

36.4

37.6

36.9

염포동

38.2

40.1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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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최고

울산 북구 기네스북

13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동 / 농소3동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동은 2009년에 이어 2016
년말 기준에도 농소3동이 차지하였다. 2009년 평
균 29.8세에서 2016년 평균 33.9세로 평균4세 증
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농소3동은 울산과 경주의 경
계에 위치하여 배드타운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젊은 인구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4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동 / 강동동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동 역시 2009년에 이어 강동동이 차지하였다. 강동
동은 서쪽과 북쪽으로 동대산과 동대산이 위치하고 있어 임야의 비중이 북
구면적의 38.6%를 차지하고 있다. 강동동의 면적은 북구에서 가장 넓은
60.7㎢이며 1㎢당 197명이 거주하고 있다. 북구 전체 인구밀도는 1,240명/
㎢로 2009년 1,091명/㎢에 비해 113%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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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동 / 농소2동
농소2동의 면적은 11.41㎢이고 2016년말 인구가 34,958명으로, 1㎢당
5,68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 29,659명으로 인구밀도
2,599명이었던 2009년말에 비해 인구밀도는 218% 증가하였다. 농소2
동은 중산동, 매곡동 등 대규모 개발과 아파트 신축이 진행중인 지역이
므로 인구밀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울산의 북쪽에 자리하여 경주시
와 접해 있고, 국도 7호선과 동해남부선이 관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울산 북구 기네스북

16

남자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동 / 양정동
북구 인구중에서 남자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동은 2010년과 동일하게 양
정동이 차지하였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양정동은 총인구 12,224명 중
남자가 6,821명으로 55.8%이다. 북구 전체 성별 비율이 남자가 51.77%, 여
자가 48.23%에 비해 4% 정도 높다. 이는 지역 주민의 95%가 국내 최대의
자동차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생산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으로 분
석된다. 염포로를 경계로 서쪽에는 현대자동차(주)와 군소 협력업체가 산재
해 있으며, 동쪽에는 상가 및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다. 동 전체 면적의 62%
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택가 뒤쪽으로는 사시사철 깨끗한 물이 흐르
는 오치골, 심청골이 있으며 등산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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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여자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동 / 송정동
북구는 총인구 195,285명 중 여자 인구가 94,189명으로, 48%의 비율
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12월 31일 기준 송정동은 총인구
21,080명 중 여자가 10,356명 49% 비율로, 8개동 중 여자 인구 비율
이 가장 높은 동이다. 송정동은 동해남부선 철도와 국도 7호선이 지역
의 중심을 통과하고, 울산공항이 위치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송정
지구택지개발 사업이 진행중이며,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유
입과 신상가 형성으로 행정수요의 증가와 함께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급
부상중이다.

울산 북구 기네스북

18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동 / 효문동
2016년 12월 31일 기준 북구 전체 외국인 등록인구 2,597명 중 효문동에서
가장 많은 556명이 거주하고 있고, 농소2동이 그 뒤를 이어 외국인 인구
540명을 기록하고 있다.
효문동은 총면적(16.28㎢)의 32%가 준공업지역이고 효문공단 내 자동차부
품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연암동과 효문동 일원에는 863,613㎡ 규모의
모듈화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효문동에서 근무 및 거주
하고 있다.

행정

북구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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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토지는 북구 화봉로

26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 / 화봉로 75(화봉동)

75(화봉동)이다. 지목은 대지
이고 면적은 975.2㎡이며, 현
재 무룡빌딩이 세워져 있다.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2,210,000원/㎡로 최대를 기
록하였고, 2016년 개별공시지가 3,796,000원/㎡로 역시 최대 지가를
기록하였다. 금융기관, 공공시설, 음식점 및 각종 위락시설이 대로변으
로 형성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아파트들이 밀집하여 있어
유동인구가 많다.

20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 / 신현동 산188-2번지
2016년도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신현동 산 188-2번지(지목 : 유
지, 면적 : 1,488㎡)로, 무룡저수지 남서측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부정형 모양의 완경사의 맹지에 접한 토지로
공시지가는 264원/㎡이다.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74원/㎡으로 당
시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현ㆍ무룡동 지역의 농경지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등을 공급하는 무룡
저수지의 일부분이 공공용지이며, 산간지역 아래로 농경지가 형성된 지
역으로 교통이 불편하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규제로 주변개발이 전무
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토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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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기네스북

자연 환경
21

가장 오래된 나무

22

가장 키가 큰 나무

23

가장 높은 산

울산 북구 기네스북

21

가장 오래된 나무 / 정자동 활만송
북구에서 뿐만 아니라 울산에서 가장 오래되어 보호수 및 울
산시목으로 지정된 활만송은 정자동 죽전마을 입구(정자동
산20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울산김씨의 입향조인 김비(金秘)
가 1404년에 들어와 마을을 형성하면서 심었으며, 이 마을
의 당산나무이기도 하다. 나무의 수령은 600년이며 높이는
4.45m이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세전송(世傳松)’
으로
불리다가 1982년 울산시 보호수로 지정되면서‘활만송(活萬
松)’
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정자바닷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지만 의외로 해송이 아닌 육송이다. 용의 비늘처럼 갈라진 붉은 빛이 도는 수
피가 특징이다.

22

가장 키가 큰 나무 / 당사동 느티나무
북구 당사동 마을회관(당사회관, 용바위1길
5) 앞에 자리하고 있는 느티나무는 수령
450년에 높이 5.75m로 북구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로 기록되었다. 눈 앞에 펼쳐지는 바
다전경을 향해 뻗어나가 마을회관 담장을
넘어 길 건너편 가로등까지 닿을 정도로 규
모 역시 크다.

자연환경
Ulsan Bukgu THE GUINNESS BOOK |

30
•

31

23

가장 높은 산 / 무룡산
무룡산은 해발 451m로 높지 않은 산이지만 울산도심을 끼고 동해바다
와 연결해 있어 정산에서의 경치는 일품이다. 무룡산은 울산의 진산으
로 옛부터 지방의 수호산으로 추앙받고 있다. 동으로는 동해의 푸른 물
결과 바다에 떠있는 어선을 볼 수 있고, 남으로는 태화강의 흐름과 울
산공단의 위용을 볼 수 있으며, 서쪽으로는 울산시가지를 살펴볼 수 있
다. 또한 북쪽으로는 백두대간으로 연결된 산맥의 용트림을 구경할 수
있다. 무룡산의 일출은 새해의 해맞이 장소로도 유명하며 도심에 있는
관계로 야간산행이나 가족끼리의 산책코스로도 각광받고 있다. 특히‘무
룡산에서 보는 울산공단 야경’
은 2002년“울산12경”
에 지정될 정도로
장관이다. 무룡산 야경은 2016년에 울산12경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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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4

가장 오래된 유치원

25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

26

가장 오래된 중학교

27

가장 오래된 고등학교

28

학생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

29

학생수가 가장 많은 중학교

30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고등학교

31

학생수가 가장 적은 초등학교

32

학생수가 가장 적은 중학교

33

학생수가 가장 적은 고등학교

울산 북구 기네스북

관내 학교 현황<출처 :「울산교육통계연보」(2016. 4. 1.기준)>
학교현황

82개

31,689명

유치원

37

4,744명

초등학교

19

13,265명

중학교

13

6,339명

고등학교

11

7,090명

특수학교

2

251명

24

가장 오래된 유치원 / 신천동 새싹유치원
새싹유치원은 1974년 2월 6일 남구 신정
동에서 개원하여 1990년 1월 5일 중구
남외동, 1995년 5월 22일 북구 중산동으
로 이전하였다가 2003년 7월 20일 제내
2길 24(신천동)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43
년간 운영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연합회
변외식 원장이 운영하고 있으며, 원생수
는 54명이고 총 4개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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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 / 호계동 농소초등학교
농소초등학교는 1926년 1월 27일 농소공립 보통학교(4년제)로 설립 인
가를 받고, 그 해 4월 20일 2개 학급으로 개교하였다. 이후 1929년 5
월 31일에 6년제로, 1941년 4월 1일에는 농소 공립 초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었고 1996년 3월 1일에 이르러 농소초등학교로 개칭되었다.
북구 호계로 192(호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2월 14일 제89회
졸업생까지 총 11,53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자주적인 어린이, 예
절바른 어린이, 건강한 어린이, 창의적인 어린이’
라는 교육목표 아래
2016년 12월 기준으로 10개 학급 168명의 학생이 재적중이다. 교화는
개나리, 교목은 향나무이다.

울산 북구 기네스북

26

가장 오래된 중학교 / 호계동 농소중학교
농소중학교는 1953년 5월 9일 농소중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1953년 6월 5
일 개교하였으며 1955년 3월 5일 제1회 졸업식(52명 졸업)을 시작으로
2016년 2월 15일 제62회 졸업생까지 총 14,61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북구 호계7길 13(호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사랑, 정직, 성실’
이라는 교훈
아래 13학급 327명의 학생이‘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
을 교육 목표로 삼아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교목은 설송, 교화는 장미이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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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장 오래된 고등학교 / 울산에너지고등학교
울산에너지고등학교는 1994년 5월 30일 울산화봉공업고등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고 1995년 3월 1일 개교하였다. 이후 2003년 3월 1일 울산컴
퓨터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2010년 11월 29일 에너지분야 마
이스터고로 지정되었다. 2012년 3월 1일 울산에너지고등학교로 다시 교
명을 변경하여 전기에너지과 3학급, 신재생에너지과 3학급으로 새출발
하였다. 북구 화동2길 28(화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현재
18학급 364명이 재학중이다.“인성이 바르고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갖
춘 영 마이스터 육성”
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화는 장미, 교목은
소나무이다.

울산 북구 기네스북

28

학생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 /달천동농서초등학교
북구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는 농서초등학교이다. 북구 상안동
838번지에‘농서초등학교’
로 1945년 6월 1일 설립되었다. 2017년 3월 2일
기준으로 42학급 1,216명이 재학중에 있으며, 2017년 2월 16일 제72회 졸
업생을 포함하여 총 6,256명이 졸업하였다. 농서초등학교는 농소3동 지역
의 인구증가와 그 역사를 함께한다. 울산과 경주의 경계라는 지리적 이점상
배드타운으로 급성장하면서, 1991년 동천초등학교로 34학급 분리개교,
2005년 천곡초등학교 31학급 분리개교, 2006년 상안초등학교 37학급 분
리개교하였다. 2007년 14개 학급으로 편성하여 2009년 지금의 가재길
57(달천동)으로 이전개교하였다. 교화는 장미, 교목은 소나무이다. 2010년
당시 학생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는 재학생 1,835명의 명촌초등학교였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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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가 가장 많은 중학교 / 매곡동 매곡중학교
북구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은 중학교는 매곡중학교이다. 매곡중학교는
2007년 3월 1일 설립된 학교로 북구 매곡1로 59(매곡동)에 위치하고 있
다. 개교당시에는 7학급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16년 2월 제7회 졸
업생까지 총 2,029명을 배출하였다.‘희망, 노력, 성공’
을 교훈아래
2017년 3월 현재 38학급 839명이 재학중이다. 교화는 영산홍, 교목은
매화나무이다. 2010년 당시 학생수가 가장 많은 중학교는 재학생 1,141
명의 천곡중학교였다.

울산 북구 기네스북

30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고등학교 /달천동달천고등학교
가재길 63-23(달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달천고등학교는 2007년 12월 24일
설립된 학교로 개교 당시에는 10개 학급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17년
2월 16일 제6회 졸업식까지 졸업생 총 2,283명을 배출하였고 2017년 3월
2일 현재 30개 학급에서 990명이 재학중이다.‘힘써 배우고 바르게 행동
하는 건강한 인간 육성’
이라는 교육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며, 교목은 은행나
무, 교화는 동백꽃이다. 2010년 당시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고등학교는 재학
생 1,488명의 무룡고등학교였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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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가 가장 적은 초등학교 /중산동약수초등학교
2017년 3월 2일 현재 7학급(특수학급 1개 포함)에 전교생 99명인 약수
초등학교가 북구에서 학생수가 가장 적다. 1963년 9월 농소국민학교 약
수분교장으로 설립인가 받은 후, 1968년 3월 7일 약수국민학교로 개교
하였다. 이후 2006년 이화초등학교로 35학급 분리개교하였고, 2011년
부터 현재까지 7학급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2월 15일 제49회 졸업생
까지 총 4,369명을 배출하였다.‘따뜻한 마음과 창의적인 생각을 지닌
글로벌 리더 육성’
을 교육목표로 하며, 교화는 목련, 교목은 은행나무이
다. 2010년 당시 학생수가 가장 적은 초등학교는 전교생 43명의 효문초
등학교으나 2013년 제63회 졸업생까지 4,796명을 배출한 후, 그해 3월
연암초등학교 효문분교 개칭, 2017년 현재 3학급 11명이 재학중이다.

울산 북구 기네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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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가 가장 적은 중학교 / 산하동 강동중학교
북구 산음12길 10(산하동)에 위치하고 있는 강동중학교는 2017년 3월 2일
현재 8학급 147명이 재학중이며, 우리구에서 학생수가 가장 적은 중학교이
다. 1963년 1월 12일 정자동 272번지에서 울산제일중학교 강동분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1학년 입학생 60명으로 시작하여, 1968년 3월 1일 강동중학교
로 승격 독립하였다. 2015년 2월 2일 강동중학교는 정자동에서 산하동 택
지개발지구 내로 이전하였고, 신축교사는 14,730㎡ 22개 학급 규모로 지어
졌으며, 체육관, 도서관, 시청각실, 스마트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10년 당시 학생수가 가장 적은 중학교 역시 재학생 83명의 강동중학교
였으나, 최근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입주 등 인구유입으로 인해 재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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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가 가장 적은 고등학교
/ 산하동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북구에서 학생수가 가장 적은 고등학교는 2014년 3월 1일 개교한 울산
스포츠과학고등학교이다. 북구 산음3길 16(산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육상, 수영, 레슬링, 역도, 유도, 양궁, 체조, 태권도, 근대4종, 카누, 복싱,
사격 등 12전공의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2017년 3월 2일 현재 9학급
193명이 재학중이다.‘전인적인 미래 글로벌 스포츠 전문가 양성’
이라는
교육 목표 아래, 비전 2020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비전 2020은 ① 진로 및 진학률 100% 도전 ② 국내외 우수대학 신입생
100명 배출 ③ 전국 50%(평균) 학업 성취 능력 달성 ④ 국내외 상호교
류 협정 50개 달성 ⑤ 체육 중고등학교 중 평가 1위 달성 ⑥ 국제(세계)
대회 1위(우승) 배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목은 해송, 교화는 장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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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면적이 가장 넓은 사업체 /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현대자동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울산공장은 염포로 700(염포동)에 위치
하며, 1968년 착공, 1975년에 완공되었다. 1공장은 1975년에 완공되어 처음
으로 포니를 생산하였으며, 1986년에 2공장이 완공되었고, 1990년에는 준
중형 라인업을 생산하는 3공장이 완공되었으며, 1991년에는 대형버스가 생
산되던 4공장과, 럭셔리 세단이 생산되는 5공장이 차례대로 세워졌다. 여기
에 엔진/변속기 공장이 위치해있어 독자개발의 산실이라 불린다.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은 5개 공장에서 하루 평균 6,000여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내는 세계 최다 단일체제 공장이다. 15초에 한 대 꼴로 자동차를 생
산하는 셈이다. 150,000평의 공장 부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3에 이르
며 50,000톤급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수출 부두
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소방서와 병원, 순찰차를 자체 운영할 만큼 단일공
장으로 세계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산실이다. 50만
그루의 조경수가 둘러싸여‘숲속의 공장’
을 방불케하는 울산공장은 오ㆍ폐
수 처리장을 비롯한 최첨단 환경보호시설도 갖추고 있어 환경친화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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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가장 면적이 넓은 산업단지 /모듈화일반산업단지
모듈화일반산업단지는 기존 자동차산업 및 연관 산업의 집적 고도화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12월 23일 조성이 완료되어 자동
차 부품 제조 업체들의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총면적 863,000㎡로 울
산 북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단지이며, 24개 업체 1,325명이 근무
중이다. 북구에는 총 8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2,401천㎡에 이른다. 2017년 중으로 중산동에 이화일반산업단지가 696
천㎡ 규모로 준공될 예정이다.

울산 북구 기네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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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벼 재배 농민 / 무룡동 이용성 씨
2016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기준으로 북구에서 벼를 가장 많
이 재배하는 농민은 강동동 달곡마을에서 35,712㎡(약 10,800평) 규모의 벼
농사를 경작하는 이용성(57세)씨이다. 달곡마을 토박이인 이용성씨는 IMF
여파로 27년전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
다고 한다. 70세까지는 농사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며, 현재는 우리쌀 소
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이라고 한다. 이용성씨는 후덕한 인심과
탁월한 추진력 등을 널리 인정받아 농사일 뿐만 아니라 강동동 통정회장과
북구농업경영인회장을 맡는 등 지역의 발전과 농업발전을 위해 매우 분주
하게 생활하고 있다.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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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소 사육 농민 / 연암동 윤주보 씨
2016년 12월 31일 쇠고기 이력추적제 기준으로 북구에서 소를 가장 많이
사육하는 농민은 장등1길 58(신현동) 일대 농장에서 238두의 한우를 사육
하고 있는 윤주보(61세)씨이다. 1990년 한우 사육을 시작으로 현재 2,622
㎡규모의 농장에 5개동의 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사료량만 약 2톤
에 달한다. 현재 전국한우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을 맡고 있는 윤주보씨는
무항생제 고품질 한우를 축협에 공급하고 있으며, 한우의 경쟁력을 키우
기 위해서 고급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력난과 사료수급 등의 현실
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송아지가 잘 먹고 잘 크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기
분이 좋고 흐뭇해지는 보람이 있어 힘든 줄 모르고 일한다고 한다. 특히
아들인 윤병학 씨가 가업을 잇기 위해 한우 사육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울산 북구 기네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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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된 숙박업소 / 호계동 부산여관
북구에서 가장 오래된 숙박업소는 호계
로 248-4(호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
여관이다. 부산여관은 같은 건물에 부산
목욕탕과 함께 1980년 12월 20일 김광
식씨(77세)가 개업하여 현재는 여관만 운
영하고 있다.

3

가장 오래된 세탁소 / 정자동 미광세탁소
정자7길 10-2(정자동) 시장
인근에 위치한 미광세탁소는
1979년 7월 2일 고순자씨가
개업하였고, 27년 전부터 현
재까지 아들인 이재수(48세)
가 2대째 운영해 오고 있다.

산업경제

북구에서 가장 오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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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작으로 33년간
부부가 운영해오고 있다.
새장터2길 5(염포동) 신전
시장 내 위치하고 있다.

41

가장 오래된 식당 / 호계동 청수매운탕
호계로 240-1(호계동)에 위치한 청
수매운탕은 1974년 4월 25일“청수
식당”
으로 개업하였고, 1998년도부
터 김점숙씨(51세)가 인수하여 현재
까지 운영하고 있다.
인근에 호계역이 있고 호계장이 서는
이점 덕분에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지금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한다.

울산 북구 기네스북

42가장 오래된 이용원

/ 호계동 청수매운탕
송도길 78(효문동) 연암초등학교 효문분
교 옆에 위치한 효문이용원은 1963년 10
월 29일을 시작으로 현재는 이석율씨(65
세)가 운영하고 있다. 아직까지 단골손님
이 많고 인근 공장직원들이 많이 이용하
고 있다. 손님이 한명이라도 찾아오는 한
이용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43가장 오래된 미용실
북구에서 가장 오래된 혜림
미용원은 양연옥씨(65세)가
1974년 6월 10일 개업하여
현재까지 42년간 운영하고
있다. 호계로 234(호계동)호
계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 호계동 해림미용원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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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가장 오래된 의료기관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부속의원

북구에서 가장 오래된 의료기관은 1989년 8월 1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
장 내 설립된 부속의원이다. 공장 내 선진화된 전문 의료시설을 갖춘 종
합의료센터로서 임직원 및 파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재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응급치료실이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되어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각종 질환 예방, 진단 및 치료 등
을 상시 실시하여 건강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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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가장 규모가 큰 실내 체육시설
/ 양정동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북구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실내 세육시설은 현대자동차문화회관이다. 현대자
동자(주)에서 건립하여 1991년 11월 26일 개관하였다. 지하2층 지상4층 규
모에 건축 연면적 23,686㎡로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뿐만 아
니라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염포로 599(양정동)에 위치하고 있으
며 수영, 헬스, 에어로빅, 문화센터 등 11개 부문 평균 260개 강좌를 운영하
여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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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가장 규모가 큰 운동장 / 당사동 강동축구장
북구 동해안로 935(당사동)에 위치한 강동축구장은 2002년 월드컵대회
를 앞둔 국가대표 축구팀의 기술훈련을 위해 1998년 7월 19일 현대중
공업(주)에서 건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총면적 119,766㎡의 부지에 잔디
구장(115m×78m) 2면, 60여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축구국가대표 및
현대 호랑이축구단 훈련 전용구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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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가장 면적이 넓은 공원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현재 북구에 조성된 가장 넓은 공원은 저수지길 158-31(송정동)에 위치한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이다. 2012년 2월 16일 수변공원으로 결정되어 2014년
12월 31일 조성이 완료되었다. 면적은 272,000㎡이며, 관리사무소 및 전망
대, 산책로 3.6km(데크로드 1.4km), 팔각정자 2개소, 다목적 마당(344㎡) 1
개소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무룡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내려와 다양한 철새들과 생물들의 집합소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 공원의 가장자리에는 산책로(데크)가 조성되어
주민들이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고, 또한 인근 무룡산으로 등산로가 연
결되어 있어, 수변공간과 등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한
편, 북구에 미조성된 공원 중 가장 넓은 공원은 당사동 산 122번지 일원에
위치한 면적 1,706,280㎡규모의 우가산공원이다.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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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가장 오래된 건축물 / 신흥사 구 대웅전
가장 오래된 건축물 신흥사 구 대웅전은 대안4길 280(대안동)에 위치하
며, 본래 건흥사의 대웅전으로서 신라 선덕여왕 4년(635년)에 명랑조사
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건흥사는 깊은 산중에 입지하여 있었기에
임진왜란 당시 울산지역 승병활동의 거점이 되었고, 울산지역에서 승군
동원기록이 있는 유일한 사찰로서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인조 24년
(1646년) 병마절도사 이급이 중창하여 신흥사라 하였으며, 영조 28년
(1752년)에 서봉화상이 중건하였다. 이 건물은 1998년 새로이 대웅전을
신축함에 따라 현재의 자리로 이전되었으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
의 단층 팔작집이다. 포작은 1출목 2익공 형식으로서 조선후기적 성격
을 보여주며, 이 건물의 외형은 비록 소박하지만, 내부 천정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반자는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고전적인 문화재로서 시저정문
화재 자료 제9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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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건축 / 매곡동 월드메르디앙 월드시티
2011년 2월 28일 완공된 월드메르디앙 월드시티의 최고 높이는 104.33m
로 북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다. 최고 36층, 13개동에 연면적 294,470
㎡로 1,62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이다.

시설

1968년 가설되어 산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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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가장 긴 다리 / 명촌교

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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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후 날로 늘어
나는 산업 물동량의 수송
차질과 이용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몇 차례 확
장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현재는 길이 550m, 폭 20m로 태화강을 가로
지르는 가장 긴 다리이며 울산에서 가장 긴 다리이다. 가을이면 명촌교
밑에 펼쳐지는 억새밭이 장관을 이루어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끄는 명소이
기도 하다

51

가장 오래된 다리 / 산전교
산전교는 북구 진장동과 중구 동동을
잇는 교량으로 동천강에 건설된 최초
의 교량이며 1957년 준공되었다. 길이
135m, 높이 9m, 폭 4.9m, 15경간의
교량으로 RC라멘식 구조이다. 산전
교는 차량통행은 금지되어 병영교와
삼일교를 이용하고 있고, 보행자 통
로로써 일부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태화강을 가로지르는 최초의 교량은
1924년 준공된 구 삼호교이다.

울산 북구 기네스북

52

가장 긴 고가도로 / 화봉1교
북구에서 가장 긴 고가도로는 1994년 준
공된 화봉1교이다. 화봉동에 길이 365m,
폭 15m, 최고 높이 7.5m, 13경간으로 준
공되어 동해남부선을 횡단하여 7번국도
와 화봉택지지구를 잇는 교량이다. 화봉
지구를 통하는 도로 중 가장 많이 사용되
는 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같은 해 준
공된 화봉2교(290m)보다 75m 길다.

53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 / 농소3동 쌍용아진그린타운
농소3동 쌍용아진그린타운
아파트는 1998년 11월 5일
최종 준공되어 모두 45개동
3,362세대로 북구에서 세대
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 단지
이다. 높이로 치면 12~17층
으로 고층아파트는 아니지
만, 대지면적은 167.596㎡이고 전체 연면적은 386,210㎡에 달한다.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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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장 글자수가 많은 간판 / 아산로 지주이용 간판
북구에서 가장 글자수가 많은 간판은 명촌동 433-4번지(현대자동차 울
산공장 주행연습장 부지 내)에 위치한 <아산로>라고 표시된 지주이용 간
판이다. 이 간판은 명촌교 북교차로에서 성내삼거리 방면으로 1.4km 지
점에서 볼 수 있는데, 16m×8m 규모의 광고판에 상단부는‘아산로, 도
전과 개척정신으로 국가와 울산 발전에 헌신한 아산 정주영회장의 뜻을
기립니다’
라는 표시 내용으로 한글 37자 하단부는 <HYUNDAI> 라는 영
문자와 로고가 새겨져, 총44자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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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규모가 큰 광고물 / 롯데마트 진장점 옥상간판
북구에서 허가된 가장 규모가 큰 간판은 진장유통로 64(진장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진장점의 옥상간판이다.‘롯데마트, LOTTE Mart’
라고 표시된 이
간판은 2006년 5월 8일 허가된 간판으로서 한 면의 크기가 144㎡(가로×
세로 12m×12m)이고 면수는 4면으로 총 면적은 576㎡에 달한다. 간판의
제작설치비를 제외한 허가 수수료만 287만원으로 이 또한 최고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옥상간판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과「건축법」
에도 적합하여
야 하고, 또한 그 설계는「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
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