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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사단법인 동구자원봉사센터
소재지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5길 27, 1층(동구보훈복지회관)

직원현황 5명(센터장, 사무국장, 팀원1, 교육코디1, 전산코디1)
설립일자 2019. 11. 11.

자원봉사 등록수 개인 51,459명 / 단체 325개소
전화 052-236-1365

이사장

센터장

사무국장

총무기획팀 활동홍보팀

팀원 전산코디네이터 교육코디네이터

- 법인이사회(12명)
- 감사(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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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광고기간

2020년
농협 중앙회 동울산지점 11대 2020. 06. ~ 12.
동구지역 새마을금고(4개소) 9대 2020. 06. ~ 12.

2021년

동구지역 새마을금고(4개소) 9대 2021. 01. ~ 12.
하늘샘교회 8대 2021. 01. ~ 12.
새소망재가복지센터 3대 2021. 01. ~ 06.
현대자동자 보훈회 3대 2021. 07. ~ 12.

2022년
동구지역 새마을금고(4개소) 9대 2022. 01. ~ 12.
현대중공업 11대 2022. 0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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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
간병가족

사)울산동구
자원봉사센터

주택관리공단
부울지사

한아름나눔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재가장기
요양협회

(주)고래의꿈

(주)다한기술

새희망협동조합 창의메이커스
협동조합

작은음악회
초청

돌봄�대체인력
지원

밑반찬/
생필품지원

거주환경
개선

LED등�교체

집정리/
수납

전기시설물
점검�및
교체

전문가
배관세척
지원

공예,
문화
프로그램
지원

해양레져
활동

가정방문
목욕지원

가정방문
이미용서비스

가정방문
운동서비스 봄가을나들이

집수리지원

오토바이수리

(주)요트탈래

울산동구체육회

울산동구
공공스포츠클럽

교육공동체플랫폼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

연번 기관명 역할 소재지 비고

1 사)울산동구
자원봉사센터

사업코디네이터
 사례관리, 서비스연계/조정
 발대식, 평가회 준비

동구

2 울산동구체육회 가정별 방문운동 지원
 체육전문자원봉사자 지원 동구

3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

전기시설물 점검 및 교체
 가정 내 전기시설 점검,  
노후차 단기 및 LED전등 교체

북구

4
하늘샘교회/
한아름나눔

사회적협동조합

각종 생활서비스 지원
 방문 이미용, 계절 나들이지원, 
페인트칠, 집정리/수납, 장수사진

동구

5 (주)다한기술 전문가 배관세척 지원
 옥내 수도배관 녹물제거 동구 사회적기업

6 (주)고래의 꿈 전문가 가사지원
 가정 내 전문청소, 방역, 소독 남구 자활기업

7 창의메이커스
협동조합

공연초청
 간병가족을 위한 작은음악회 초청 동구 청년 마을기업

8 (주)요트탈래 가족여가활동지원
 일산해수욕장 요트 등 수상레져 활동 지원 동구

9 (사)울산동구공공 
스포츠클럽

간병가족 스포츠활동 지원
 탁구, 배드민턴 등 활동 지원 동구

10 주택관리공단 
부울지사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추천
 동구지역 독박간병 가정 발굴 및 추천 북구

11 교육공동체 플랫폼 
사회적협동조합

공예, 문화 프로그램 지원
 가족단위 공예/문화 프로그램 제공 중구

12 새희망협동조합
거주환경 개선 및 오토바이 수리

 가정 내 방충망 교체 등 소수선 지원,  
오토바이 수리지원

동구

13 사)울산재가장기 
요양협회

돌봄 대체인력 지원
 간병가족의 외출 시 단시간 돌봄
대체인력 지원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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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꽃바위작은도서관

화정작은도서관
전하작은도서관

외솔중학교
동구종합사회복지관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남목노인복지관
울산동구체육회

그린리더
교육공동체플랫폼

웹빙나눔의집
(주)살림) 

13 참여인원

18

18

20
20

15

4

4

2
1
1

1

1

0 5 10 15 20

순번 참여기관 명 기관유형 활동인원 참여자활동

1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공공기관 13 생애설계상담 및 스마트폰활용강사

2 꽃바위작은도서관 공공기관 4 훼손도서수리/북큐레이터

3 화정작은도서관 공공기관 2 독서프로그램 진행 및 활동보조

4 전하작은도서관 공공기관 1 도서관 프로그램 진행 및 업무보조

5 외솔중학교 공공기관 1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6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비영리법인 18 행정지원/급식지원/
북카페지원 프로그램 진행보조

7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비영리법인 1 카페운영-바리스타

8 남목노인복지관 비영리법인 15 지역활동가-노인돌봄 활동
프로그램 업무보조

9 울산동구체육회 비영리법인 18 골프, 탁구 바둑 강사 무용단
예술활동 및 자전거 안전교육

10 그린리더 비영리단체 20 저탄소생활실천운동
- 폐현수막제작 및 배포

11 교육공동체플랫폼 사회적협동조합 20 마을해설가/숟가락난타공연
자전거안전교육/전래놀이수업

12 웰빙나눔의집 사회적협동조합 4 행정지원과 노인돌봄서비스

13 (주)살림 사회적기업 1 정리수납 컨설팅 서비스

합계 - - 11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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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참여자 목표인원
100명

목표인원

  2022년 참여자 달성인원
118명

목표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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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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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제과점 급식 기타
66 29 12 25

구분 접수(건) 수량(개) 장부(환산)금액(단위:천원) 비고
계 3,958 82,252 366,538

개인 153 3,573 13,096
단체 887 11,121 121,821
기업 2,918 67,558 231,621

구분 제공(건) 수량(개) 장부(환산)금액(단위:천원) 비고
계 39,808 134,377 440,648

시설.단체 2,266 50,885 165,577
재가이용대상자 37,542 83,492 275,071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362 217 27 118



30 312022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성과 보고서2022년 사업추진실적



32 332022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성과 보고서2022년 사업추진실적



34 352022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성과 보고서2022년 사업추진실적



36 372022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성과 보고서2022년 사업추진실적



38 392022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성과 보고서2022년 사업추진실적



40 412022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성과 보고서2022년 사업추진실적

구분 소속 성명 비고

단장
1 복지지원과 조 상 래

당연직
2 동구봉사센터장 이 장 호

분과 
위원장

방역1팀 1 동구방역봉사단 최 정 순

위촉직

방역2팀 2 오토바이방역봉사단 차 동 일
세탁/급식1팀 3 동구여성전문봉사회 이 은 학
세탁/급식2팀 4 대한적십자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 송 연 정
현장대응1팀 5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 동구협의회 김 성 하
현장대응2팀 6 현중동구특전동지회 이 공 수
현장대응3팀 7 동울산해병전우회 김 성 수
현장대응4팀 8 동구여성단체협의회 박 규 자
현장대응5팀 9 동구자율방범연합회 윤 한 식
현장대응6팀 10 그린리더동구협의회 김 길 주

전기 11 현대중공업기능장회 이 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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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현장사진 장소 활용재원 벤치 스토리

1호 동부경찰서 앞
2021 

동구 마을공동체사업 
선정

저거 누가 만든거야? 
(동구중심지에 위치해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

2호 광명교회 앞
2021 

동구 마을공동체사업 
선정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해결, 사각지대 

사고예방

3호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앞

2021 
동구 마을공동체사업 

선정

벤치 중 이용주민 
가장 많은 장소

4호 산록경로당 앞 사)대한민국명장회 지원 쓰레기 불법투기 해결

5호 전하후생관 앞 동울산새마을금고 지원 차가운 벽돌 
화단에 앉는 일 안녕

6호 남목
한신아파트 앞 동울산새마을금고 지원 우리 동네에도 

이런 혜택이?

7호 문현고등학교 앞 가온누리봉사대 지원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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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센터 총회 운영

직원역량강화 
사업

1

활동사진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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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자 매체명 제목

18 05.02. 울산제일일보 외 울산동구여성자원봉사회, 독고노인 밑반찬 나눔

19 05.03. 울산제일일보 외 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 울산 상진초 쿠키 전달

20 05.04. 울산제일일보 외 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 어르신 반려식물 전달

21 05.10. 경상일보 외 현대중공업그룹 청중회, 자원봉사활성화 후원금 전달

22 05.13. 울산제일일보 외 애터미 감사패 및 방충시설 설치 후원금 전달

23 05.16. 경상일보 외 울산 동구 하늘샘교회, 봄나들이 활동

24 05.16. 울산제일일보 외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동구청소년마을활동지원사업’ 발대

25 05.17. 경상일보 외 한전 동울산지사 자원재순환 캠페인 후원금 전달

26 05.19. 경상일보 외 현대중공업그룹 MOS, 
대왕암공원 맥문동꽃밭조성 봉사활동

27 05.23. 경상일보 외 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우리자리봉사단’ 발대식 개최

28 05.25. 경상일보 외 동울산새마을금고, 그늘벤치 기부

29 05.27. 경상일보 외 울산동구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역량강화교육 및 간담회 개최

30 05.30. 경상일보 외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와 창의메이커스협동조합, 
‘희망을 담은 클래식음악회’ 개최

31 06.08. 경상일보 외 (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특별식 지원사업 진행

32 06.10. 울산제일일보 외 (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와 현대중공업MOS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에어컨 점검, 청소 실시

33 06.10. 울산제일일보 외 울산동구자원봉사 교육강사회, 동구실버마을학교 졸업식

34 06.20. 울산제일일보 외 2022 동구자원봉사박람회

35 06.20. 울산제일일보 외 울산, 아프간 기여자들과 ‘동구역사’ 탐방

36 06.27. 경상일보 외 현대중공업 기능장회 (사)동구자원봉사센터에 쌀기부

37 07.12. 울산매일 외 현대E&T 반려식물 전달식 가져

38 07.13. 울산매일 외 그린리더동구협의회 전담, 
폐플라스틱 뚜껑으로 만든 재생양말 전달식

39 07.17. 울산제일일보 외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연번 일자 매체명 제목

1 01.06. 경상일보 외 현대중공업, 공익광고로 어르신 자립 돕는다

01.11. 경상일보 외 울산동구여성자원봉사회 새해맞이 푸드꾸러미 120개 전달

2 01.13. 울산광역매일 외 방어진초 홀로어르신께 연하장 전달

3 01.16. 울산제일일보 외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플러스원 반찬나눔’ 봉사 호응

01.27. 울산광역매일 외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와 대한적십자 동구지구협의회 
새마을금고, 취약계층세대에 설맞이 밀키트 제작전달

4 02.16. 울산광역매일 외 울산 동구,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협약체결

5 03.14. 울산제일일보 외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협약식

6 03.14. 경상일보 외 현대미포조선기능장회, 취약계층 위해 푸드꾸러미 전달

7 03.23. 경상일보 외 울산가온누리봉사대, 강원.경북지역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성금전달

8 03.24. 경상일보 외 울산동구 모자가정후원회, 한부모 가정 청소년 후원금전달

9 03.25. 울산제일일보 외 “가족의 독박간병 문제 해소... 
돌봄도시 울산 동구 만들기 기여”

10 03.25. 뉴시스 외 랑콩뜨레 제과점, 특별기여자 위한 빵 정기기부 등

11 03.28. 경상일보 외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5기 푸른솔, 운동화 기부

12 03.30. 경상일보 외 애터미(주) 4400만원 상당 후원물품 전달

13 03.30. 경상일보 외 현대중공업그룹,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14 04.13. 뉴스통신 외 울산, 동구자원봉사 교육강사회 
‘동구마을실버학교 입학식’ 개최

15 04.18. 경상일보 외 현대미포조선 기능장회, 자원봉사단체 지원 봉사활동 실시

16 04.25. 울산제일일보 외 현대미포조선, 아프간 특별기여자 무드등 지원

17 04.28. 울산신문 외 손사랑봉사단, 카네이션 선물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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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자 매체명 제목

40 07.28. 울산매일 외 울산동구여성봉사단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후원금 전달

41 08.19. 경상일보 외 화진중 소나무 봉사단, 재능나눔 자원봉사 호평

42 08.24. 울산제일일보 외 울산 동구, 실버마을학교 3기 입학식

43 08.31. 경상일보 외 2022년 동구 주요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 개최

44 08.31. 경상일보 외 가온누리봉사대 후원금전달

45 09.05. 경상일보 외 재활용품 수집 주민 자립돕는 
‘두레바퀴’ 지원 협약식

46 09.19. 울산매일 외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집수리봉사단 도배보수교육 실시

47 09.28. 울산제일일보 외 울산동구 기업 사회공헌담당자워크샵 개최

48 10.12. 울산제일일보 외 울산 동구자원봉사센터, 정리수납봉사단 발대

49 10.17. 경상일보 외 현대중공업그룹 청중회 푸드꾸러미 기부

50 10.19. 경상일보 외 조선해양사업부 신입사원 국화심기

51 10.21. 울산매일 외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동구실버마을학교 졸업식 개최

52 10.30. 울산제일일보 외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다문화동화책 출판기념회

53 11.12. 시사뉴스 외 동구자원봉사자 힐링프로그램 진행

54 11.12. 울산매일 외
현대중공업기능장회, 

동구지역 취약계층 지원 100만원 상당 
푸드꾸러미 전달

55 11.14. 옥장군 뉴스 울산 동구 제7호 마을벤치 설치 봉사활동 12일 열려

56 12.05. 울산제일일보 외 금동플랜트, 울산 동구 초등학생 장학금 전달

57 12.13. 울산제일일보 외 2022년 동구자원봉사자 대축제

58 12.29. 울산제일일보 외 가온누리봉사대 김광희씨, 울산 동구 청소년 장학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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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성명 비고

단체 그린리더동구협의회 대표 김길주

개인 방어동여성자원봉사회 김동순

일산동여성자원봉사회 김가현

대송동여성자원봉사회 정금분

전하2동여성자원봉사회 박두남

남목2동자연보호협의회 김숙희

현대중공업(주) 기능장회 신영업

(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전수영

구분 소속 성명 비고

구청장상(대상) 울산동구특전동지회 박형준

구청장상 대한적십자동구지구협의회 장미봉사회 권성이

구청장상 일산동여성자원봉사회 김복임

구청장상 대송동여성자원봉사회 김선여

구청장상 동구자원봉사교육강사회 김영자

구청장상 실버시민경찰봉사회 남석순

구청장상 남목2동새마을문고 노달연

구청장상 여성문화예술공동체 짬짬마실 서진영

구청장상 낙동강 환경본부 선해진

구청장상 하늘 한마음회 우경란

구청장상 동구 푸드뱅크 우지호

구청장상 현대중공업㈜기능장회 이상현

구청장상 동구명예 시민경찰 이정숙

구분 소속 성명 비고

동구교육강사회 권수정

구분 소속 성명 비고
현대중공업(주) 기능장회 김정환

동구푸드뱅크 조은숙

구분 소속 성명 비고

국회의원상 하늘 한마음회 배점옥

국회의원상 동구여성봉사단 임미경

국회의원상 가온누리봉사대 장은숙

국회의원상 남목1동 주민자치위원회 윤영옥

구분 소속 성명 비고

센터이사장상 그린리더 동구협의회 김수복

센터이사장상 우리자리봉사단 김유리

센터이사장상 청소년마을활동가 전예빈

센터이사장상 공익기부자 주가네 제빵소

센터이사장상 공익기부자 파리바게뜨 
전하푸르지오점

구분 소속 성명 비고

구청장상 신나는 창의전래 놀이회 임주희

구청장상 ㈜현대미포조선 기능장회 전명수

구청장상 그린리더 동구협의회 정라은

구청장상 명예시민 경찰연합회 정승목

구청장상 화암자율방범대 정외순

구청장상 화정동여성자원봉사회 조영애

구청장상 적십자사 동구지구 협의회  마성봉사회 진중관

구청장상 ㈜현대미포조선 초롱회 한지현

구청장상 오늘네일회 홍선희

구청장상 현대중공업㈜기능장회 홍창용





64 652022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성과 보고서동구 자원봉사자 혜택(할인가맹점 리스트)

소속 공공시설 학원 미용업 서비스업 숙박/음식 차량정비 의류 기타

11개 2개 9개 8개 12개 26개 16개 16개 8개

연번 업종(가맹점 수) 상호명 할인율

1

주차장(11)

동구청 주차장 50%

2 남목시장앞 공영주차장 20%

3 옥류로 공영주차장 20%

4 대학길 제2공영주차장 20%

5 대학길 제1공영주차장 20%

6 월봉로 공영주차장 20%

7 전하시장 공영주차장 20%

8 일산복개천 공영주차장 20%

9 전하 공영주차장 20%

10 화정 공영주차장 20%

11 명덕상가 공영주차장 50%

12 공공시설(2)
소리체험관 20%

울산테마식물수목원 50%

13 교육(9) 해동검도 문현도장 외 5-15%

14 미용(8) 형제 이용원 외 5-15%

15 서비스(12) 안경마을 외 5-15%

16 숙박, 음식점(26) 호텔바이 라한 외 5-20%

17 차량 정비(16) ZIO카 정비공업사 외 5-15%

18 패션 잡화(16) 여은이네 외 5-15%

19 기타(8) 송월타월 외 5-20%

주차장 공공시설 교육 미용업 서비스업 숙박/음식 차량정비 의류 기타

11 2 8 7 16 21 16 4 12

연번 상점명 할인내용 주소 전화번호

1 방어진 흑염소 수공비 10% 할인 
(현금결제시) (44109) 울산 동구 서진길 8 (방어동) 052-236-5325

2 고향식당
오리불고기 2만원 
이상 1천원 할인 

(현금결제시)

(44103) 울산 동구 꽃바위5길 27 
(방어동, 풍성비치타운) 010-9805-9866

3 꽃바위문화관 30% (44093) 울산 동구 문현3길 6 
(방어동, 꽃바위문화관) 052-209-4330

4 아셀153 10-30% (44040) 울산 동구 녹수5길 67 
(전하동, 동신교회교육관) 104호 052-233-1530

5 하루 5-10% (44093) 울산 동구 문현4길 8 
(방어동, 원마인드빌) 1층 010-8893-5567

6 대왕암공원 
주차장 

주말 주차시 
20% 할인 (44058) 울산 동구 일산동 905-5

7 국민체육센터 수영 등 배드민턴 등 
전체 프로그램 30%

(44021) 울산 동구 봉수로 153 
(화정동, 동구국민체육센터) 052-232-4141

8 전하체육센터 배드민턴 등 
전체 프로그램 30%

(44020) 울산 동구 봉수로 285 
(전하동, 전하체육센터) 052-235-4411

9 화정체육센터 배드민턴 등 
전체 프로그램 30%

(44074) 울산 동구 대송로 140 
(화정동, 화정동주민센터) 052-233-9222

10 이영화 헤어 현금결제시 10% (44053) 울산 동구 대송로 17 (일산동) 010-4879-4663

11 휴먼헬스& 
휘트니스클럽

기간 5일 추가 
서비스 (44070) 울산 동구 대학길 71 (화정동) 3층 052-201-9686

12 탑 모터스 
동구점 전체품목 10% (44097)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12 

(방어동) 052-232-1136

13 명덕상가 
공영주차장 전체품목 20% (44031)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19 

(서부동) 052-20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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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상점명 할인내용 주소 전화번호

14 남목시장 앞 
공영주차장 전체품목 20% (44006) 울산 동구 남목17길 4 (동부동) 052-209-3722

15 옥류로 
공영주차장 전체품목 20% (44012) 울산 동구 옥류로 11 (서부동) 052-209-3722

16 대학길 
제2공영주차장 전체품목 20% (44069) 울산 동구 대학길 123 (화정동) 052-209-3722

17 대학길 
제1공영주차장 전체품목 20% (44070) 울산 동구 대학길 29 (화정동) 052-209-3722

18 월봉로 
공영주차장 전체품목 20% (44075) 울산 동구 월봉로 39 (화정동)

19 전하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44034) 울산 동구 전하동 451-3 052-209-3722

20 일산복개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44052) 울산 동구 대송로 16 (일산동) 052-209-3722

21 전하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44043) 울산 동구 진성8길 119 
(전하동, 전하공영주차장) 052-209-3722

22 화정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44074) 울산 동구 대송로 140 
(화정동, 화정동주민센터)

23 여은이네 전체품목 5% (44046) 울산 동구 진성14길 77 
(전하동) 동울산시장 내

24 마리웨일 237 
(전하점)

전체품목 5% 
(현금 결제시 10%)

(44041) 울산 동구 봉수로 290 
(전하동, e편한세상 전하) 1단지 상가

25 통뼈(서부점) 전체품목 10% (44030) 울산 동구 명덕5길 3 (서부동) 052-234-0045

26 본죽 명덕현대점 전체품목 5% (44031)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15 
(서부동) 052-232-6233

27 소리 체험관 전체품목 20% (44111) 울산 동구 성끝길 103 
(방어동, 소리체험관) 052-209-3376

28 동구청 주차장 증 소지자 50% (44021) 울산 동구 봉수로 155 
(화정동, 동구청사) 052-209-3000

29 사회적기업 
(주)다한기술

현금결제시 20% 
자원봉사자 및 

동반인전체
(44034) 울산 동구 녹수길 24 (전하동) 1층 052-713-9570 

/1800-9570

연번 상점명 할인내용 주소 전화번호

30 묭실 남자 
135샵

일부품목 
(펌, 염색) 5% (44039) 울산 동구 녹수길 67 (전하동) 1층 010-8680-1009

31 본죽 울산일산 
테라스파크점 5% (44056)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52 

(일산동) C동 1층 115호 052-232-6288

32 본죽 
울산남목점 5% (44012)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20 

(서부동) 052-232-6629

33 한우한돈 
구이센터

전체품목,  
동반인전체 3% (44057) 울산 동구 등대로 17 (일산동) 052-201-1500

34 동해반점 코스류,
현금결제 시 10% (44012) 울산 동구 옥류2길 12 (서부동) 052-209-2588

35 신화창조 
스포츠 전체품목 5% (44098) 울산 동구 문재3길 25 (방어동) 052-233-6700

36 해동검도 
문현도장

증 소지자 
가족 할인 20% (44098) 울산 동구 문재7길 25 (방어동) 2층 052-201-6665

37 ZIO카 
정비공업사 공임 5% (44040) 울산 동구 봉수로 310 (전하동) 052-235-6263

38 형제이용원 전체품목, 
현금 결제 시 10% (44047) 울산 동구 진성5길 50 (전하동) 010-3595-2828

39 프라하 전체품목 10% (44108) 울산 동구 남진길 9 (방어동) 052-235-4087

40 대왕초장
전체품목, 
현금 10%,  

카드 5% 5~10%

(44055) 울산 동구 일산진11길 150 
(일산동,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일산출장소) 3호
052-235-3436

41 한얼체육관 수강료 10% (44051) 울산 동구 진성6길 39 (전하동) 052-235-1935

42 미동체육관 수강료 10% (44050) 울산 동구 진성6길 93 
(전하동, 미동웰스하우스) 052-235-4941

43 울산테마 
식물수목원

입장료 
2,000원 할인

(44001) 울산 동구 쇠평길 33-1 
(동부동, 울산테마수목원) 052-235-8585

44 머리방 로데 커트 제외 20% (44088) 울산 동구 월봉4길 76 (방어동) 052-251-7477, 
010-5572-7477

45 뉴그린 
컴퓨터학원

신규등록자, 
일반부 5%, 

 중·고등부 10% 
5~10%

(44064) 울산 동구 대송로 68 (화정동) 052-23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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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상점명 할인내용 주소 전화번호

46 꽃바위 열쇠 전체품목 10% (44100) 울산 동구 문현로 55 (방어동) 052-201-9966

47 안경마을 일회용품 및 
약품제외 5% (44039) 울산 동구 전하로 40 (전하동) 052-232-2343

48 뚜레쥬르 
방어점

5천원이상 
현금 결제 시 5% (44094) 울산 동구 화문로 51 (방어동) 052-201-3007

49 현대오토바이 공임(수리) 10% (44030) 울산 동구 명덕3길 6 (서부동) 052-251-3903

50 황금오토바이 공임(수리) 5% (44040) 울산 동구 봉수로 314 (전하동) 052-252-1001

51 좋은인테리어 장판 5% (44070) 울산 동구 대송8길 30 (화정동) 052-235-4112

52 도원
식사류 5% 

(홀에서 
드실경우에 해당)

(44093) 울산 동구 문현로 30 (방어동) 052-201-3369

53 동인의료기 전체품목 5% (44035)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59 
(전하동) 052-234-2500

54 세기오토바이 전체품목 5% (44065) 울산 동구 대송로 91 (일산동) 052-235-6191

55 샘자동차용품 썬팅, 자동차용품
10% (44065) 울산 동구 대송로 89 (일산동) 052-236-2639

56 경우디지털 
스튜디오 가족사진 10% (44012) 울산 동구 동해안로 22 (서부동) 052-233-5253

57 합기도 을지관 수강료, 도복 및 
입관비 제외 10% (44008) 울산 동구 남목9길 48 (서부동) 052-251-2211

58 똘레랑스
펌, 카드 10%, 

현금 20% 
10~20%

(44070) 울산 동구 대송7길 16 (화정동) 052-236-1631

59 서울사진관 전체품목 5% (44065) 울산 동구 학문로 35-1 (일산동) 052-235-4085

60 울산대일학원 최초등록 시 
6개월 수강료 5% (44008) 울산 동구 옥류로 37 (서부동) 052-252-0660

61 뉴새차만들기 전체품목 10% (44019) 울산 동구 봉수로 353 (전하동) 052-235-6323

62 명성상사 전체품목 5% (44095) 울산 동구 문재로 28 (방어동) 052-236-3003

연번 상점명 할인내용 주소 전화번호

63 상아탑학원
최초등록 시 

1개월 수강료, 
중복할인 불가 

10%
(44006) 울산 동구 남목16길 6 (동부동) 052-252-5544

64 카라이프 공임 10% (44107) 울산 동구 꽃바위로 169 
(방어동)

052-201-3620, 
011-9549-9052

65 동구모터스 공임 5% (44061) 울산 동구 학문로 79 (화정동) 052-235-1688

66 킴&쿡 
요리제빵학원 전체품목 5% (44079) 울산 동구 월봉로 18 (화정동) 052-233-5360

67 당케제과점 전체품목 10%
(44041) 울산 동구 봉수로 290 

(전하동, e편한세상 전하) 
전하 상가동 B215호

052-252-4320

68 대왕카공업사 공임 할인, 부품 
비용 제외 10% (44074) 울산 동구 월봉로 35 (화정동) 052-252-2602

69 신진광고 전체품목 5% (44098) 울산 동구 꽃바위로 289 
(방어동) 052-251-6669

70 카페이스 광택, 코딩 5% (44089)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15 
(방어동) 052-252-4972

71 ㈜포시즌 
여행사

항공권-국내선, 
비자 제외 5%

(44059) 울산 동구 꽃바위로 376 
(방어동) 052-201-9494

72 카포스 전체품목 5% (44089) 울산 동구 화진길 14 (방어동) 052-233-6774

73 터보 모터스
전체품목 10%, 

오토바이 검사시 
5천원 할인

(44096) 울산 동구 북진5길 11 (방어동) 052-235-3112

74 하이루(중식) 전체품목 5% (44107) 울산 동구 꽃바위로 189 
(방어동) 052-233-4268

75 아주 오토 
정비센터

공임 할인, 
타이어, 백미러 

제외 5%
(44107) 울산 동구 꽃바위로 197 

(방어동)
052-234-
2097~8

76 명성자동차 
정비공업사 공임 10% (44089) 울산 동구 화진길 26 (방어동) 052-233-2602, 

010-2559-3028

77 하나화장품 전체품목 10% (44061) 울산 동구 대송2길 27 (화정동) 052-235-5058

78 보떼 전하점 전체품목 5% (44047) 울산 동구 진성12길 86 (전하동) 052-252-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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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상점명 할인내용 주소 전화번호

79 비원베이커리
빵, 케이크류, 
5천원 이상 

결제 시 20%
(44099) 울산 동구 화문로 64 (방어동) 052-201-6949

80 고려통상 
(송월타올) 타올 5% (44067)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55 

(일산동) 052-252-6787

81 명동의류타운 전체품목 5% (44074) 울산 동구 대학길 68 (화정동) 052-236-3618

82 태종청과 현금결제 및 
삼만원이상 5% (44081) 울산 동구 월봉로 62 (화정동) 052-233-4888, 

010-9294-4888

83 이벤트플라워 
(방어점) 전체품목 5% (44098) 울산 동구 문재6길 28 

(방어동, 우진11차연립) 052-251-1900

84 수경꽃집 전체품목 10% (44059)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52 
(방어동) 052-232-6156

85 꽃나래 
꽃디자인 전체품목 10% (44044) 울산 동구 진성10길 87 (전하동) 052-252-5223

86 한일안경 전체품목 10% (44047) 울산 동구 진성5길 58 (전하동) 052-234-5982

87 일공공일 
(명덕점) 전체품목 10% (44030)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33-1 (서부동) 052-236-1091

88 안경찾기 안경원
(대송점)

전체품목 5%, 
노인할인 (44074) 울산 동구 양지5길 72 (화정동) 052-232-4422

89 아이사랑 
안경원 전체품목 10% (44031)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19 

(서부동) 052-233-9934

90 유앤아이안경
병렌즈, 

도수용안경테, 
선글라스 20%

(44076) 울산 동구 월봉로 65 (화정동) 052-233-5085

91 굿모닝안경 안경테,  
선글라스 20% (44007) 울산 동구 옥류로 18 (동부동) 052-252-7004

92 k비전안경 
(화정점)

전체품목 
(일회용렌즈, 

약품제외) 20%
(44074) 울산 동구 대학길 38 (화정동) 052-252-4080

93 퀸 차이나 전체품목 10% (44064) 울산 동구 학문로 47 (화정동) 052-236-1231

연번 상점명 할인내용 주소 전화번호

94 주전식육식당 전체품목 10% (44013) 울산 동구 동해안로 686 
(주전동) 052-251-9488

95 이득등대 횟집 전체품목 5% (44013) 울산 동구 주전해안길 148 
(주전동) 052-251-6500

96 옹심이 
메밀 칼국수

전체품목, 
현금결제시 10%

(44057) 울산 동구 해수욕장6길 9 
(일산동) 052-252-5590

97 서부패밀리 
세탁소

전체품목, 1만원 
이상 결제 시 10%

(44025)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95-1 (서부동, 푸른어린이집) 052-235-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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