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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구상의 체계 및 내용

• 울산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구상은 기초조사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부분별 

수립기준과 공원녹지의 관리·이용·주민참여계획의 방향을 제시

• 기본구상 내용은 공원녹지의 미래상 및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의 대상구역과 

인구전망, 시가화지역의 규모에 따라 미래지표를 설정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원녹지 분야별 배치방향과 종합 배치구상을 제시

기초조사분석

공원녹지

기본구상

대항목 소항목

공원녹지의 미래상,

목표

울산광역시 공원녹지 미래상

울산광역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지표설정

공원 녹피율

공원 녹지율

1인당 공원면적

특화 전략 시가화/공단/농촌 지역별 공원녹지 전략

공원녹지

기본구상

공원녹지 배치방향

보전체계구상

이용체계구상

확충체계구상

경관체계구상

공원녹지 종합 배치구상

부분별

계획

공원녹지의

관리․이용․

주민참여계획

[표 3–1] 기본구상의 체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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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녹지의 미래상

2.1� 공원녹지의 미래상

• 공원녹지의 현황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분석 후 이슈 도출

• 이를 토대로 울산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공원녹지 미래상을 제시

• 2025년 미래상을 재검토하고 현안과제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미래상 제시

2.1.1� 2025년 울산 공원녹지 미래상

[그림 3–1] 2025년 울산 공원녹지 미래상

2.1.2� 2030년 울산 공원녹지 미래상

[그림 3–2] 2030년 울산 공원녹지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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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도시공원녹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및 개발경향

• 2025년 공원녹지의 미래상인 생태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으로 

에코폴리스 선언, 울산대공원, 태화강 정비 등의 양질의 추진실적을 이루게 됨

• 따라서 좀 더 복합적인 도시창출, 자연환경보전 및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창출 등에 관심 고조,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형성 

• 산악, 해양, 하천, 산업, 문화 등 도시의 다양한 요소를 섞어 새로운 도시가 

창조되는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또한, 산업도시 이미지인 약점 요소를 오히려 강점화 되도록 융복합 하는 코드 창출

2.1.4� 공원녹지 미래상

• 울산시는 주변으로 풍부한 녹지 및 산림이 있는 동시에 중심생활권은 산업

도시의 이미지가 공존하는 도시임

• 생태도시이면서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개선시켜 도시 공원녹지의 정체성 확립

• 이질적인 요소가 서로 합쳐져서 새로운 것(도시)을 창조하는 통합 코드로써 

2030년 울산 공원녹지기본계획(정비)의 미래상은 “녹색심장이 울리는 도시 

Hybrid-Eco Ulsan (하이브리드-에코 울산)”으로 함

공원녹지 현안과제 해결 2030 울산도시기본계획 반영 공원녹지 브랜드 창출

∙생태도시 울산 구현
∙공원녹지 서비스 및 이용률 향상
∙친환경 도시 이미지 구축
∙시민참여 시스템 구축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친환경 안전도시
∙문화·관광 복지도시

∙에코폴리스 울산 실현
∙자연, 문화, 도시 등 경관 개선
∙산업도시 이미지 개선
∙도시 공원녹지 정체성 확립

[ 녹색 심장이 울리는 도시 ]
“ Hybrid-Eco Ulsan (하이브리드-에코 울산) ”

[표 3–2] 공원녹지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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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미래상 개념도

블루&그린 네트워크 공원&녹지 네트워크 품격있는 도시경관

∙산악 축과 하천 축의 보전,

확충, 연계

∙도시 전체 생태네트워크 구축

∙자원 및 에너지 순환체계 구축

∙공원녹지보전, 확충, 연계

∙공원녹지의접근성및서비스향상

∙공원녹지이용률및시민참여증대

∙유니크한 도시경관 창출

∙산업과 생태가 융합된 도시

이미지 창출

∙도시경관 브랜드 창출

 

[표 3–3] 미래상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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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공원녹지의 목표 및 전략

• 현재의 공원녹지 현안과제를 검토 후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함

현안과제 개선방향

생태도시 울산 기조

유지

ㆍ산림지역 보전 및 연결을 통한 광역 녹지축

설정

ㆍ하천과 가로를 이용한 주변 공원녹지와

연결성 증대

ㆍ블루, 그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태 도시 울산 구현

공원녹지 양극화,

이원화

ㆍ소외지역(중구, 북구, 울주군) 공원녹지 확충

및 특화

ㆍ상업, 주거, 공업 지역 공원녹지 확충 및

기능 강화

ㆍ이원화된 도시환경의 일원화

ㆍ형평성 있는 공원녹지 공급을

통한 공원녹지 이용률 제고

산업도시 이미지

고착화

ㆍ산업단지공원녹지확충및이용률제고

ㆍ산업단지 경관의 이질감 해소

ㆍ산업단지로 인해 야기 되는 도시환경 유해

요소 저감

ㆍ산업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친환경 도시 이미지 창출

시민 참여 방안 미미

ㆍ공원녹지 질적 개선 및 관리 강화

ㆍ시민참여 정책 및 프로그램 강화

ㆍ공원녹지 형평성 및 다양화

ㆍ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원

녹지 시스템 구축

[표 3–4] 공원녹지 현안과제 검토

[표 3–5] 목표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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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녹지 지표설정

3.1� 계획의 지표

3.1.1� 계획의 전제조건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현황 및 지표설정은 2014년 현황과 상위계획인 ‘2030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지표(목표연도, 계획면적, 인구추이)를 반영함

(1)� 면적 및 인구지표

• 울산광역시의 전체면적은 1,144.601㎢임(행정구역 1,060.456㎢, 공유수면 

84.145㎢)

• 공원·녹지 공급분석 시 공유수면을 제외한 행정구역 면적 1,060.456㎢으로 

설정

• 2030년 계획인구는 자연적 증가에 의한 인구에 사회적 증가에 의한 유입

인구를 포함하여 150만명으로 설정

구 분
면 적(㎢)

인 구(인)
계 행정구역 공유수면

2014(기준) 1,144.601 1,060.456 84.145 1,192,262

2030(목표) 1,144.601 1,060.456 84.145 1,500,000

[표 3–6] 면적 및 인구지표

자료：2030 울산도시기본계획

(2)� 생활권역 설정

• 2025년 생활권을 기준으로 지형여건 및 이동권 등 사실상 동일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 조정

  ※ 2025년 7개 대생활권 → 2030년 4개 대생활권으로 조정

• 4개의 대생활권과 행정구역, 도시기능 및 개발전략, 공간구조구상 등을 감안

하여 11개의 중생활권으로 분류 



 159

대생활권 중생활권 면적(㎢) 인구(인) 인구밀도(인/ha)

4개 11개 1,060.5 1,192,262 178.2

중부 중구, 남구(2개) 109.7 594,769 223.3

동북부 동구, 북구(2개) 193.4 374,783 196.2

서부 언양․상북, 두동․두서, 삼남․삼동, 범서(4개) 505.0 135,635 122.6

남부 청량․온산, 온양․서생, 웅촌(3개) 252.4 87,075 86.2

[표 3–7] 생활권 분류

자료：2030 울산도시기본계획

(3)� 공원 지표(2030� 울산도시기본계획)

• 2030 울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공원결정면적 42,908천㎡, 1인당 공원

면적 28.6㎡/인의 성과지표를 충족하도록 계획

구분 단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비고

공원결정면적 ㎢ 42.9 42.9 42.9 42.9

1인당 공원면적 ㎡/인 35.5 32.5 30.2 28.6

공원조성면적 ㎢ 14.2 21.5 28.8 36.1 도시자연공원구역제외

1인당 공원조성면적 ㎡/인 11.7 16.3 20.3 24.1

[표 3–8] 공원 지표 변화

자료：2030 울산도시기본계획

3.1.2� 공원녹지의 공급분석

(1)� 공원녹지율

• 공원과 녹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공원녹지율은 공원과 녹지면적의 크기를 

토대로 대상면적에 대한 공원과 녹지의 비율을 뜻함

1)� 도시 전체 공원녹지율

• 2014년 현재 공원녹지면적은 52.627㎢이며, 2030년에는 53.292㎢로 665㎢ 증가됨

• 202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공원녹지율 6.36%에서 2030년에는 5.0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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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및 해제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해제 등으로 인한 감소로 분석됨

• 도시 전체 공원녹지율(%) : 도시 전체 공원녹지 면적(㎡) / 도시 전체 면적(㎡) X 100

• 공원·녹지 면적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 면적의 합

  ※ 도시자연공원구역 포함

구 분
2025년공원녹지기본계획 2030년공원녹지기본계획

기준연도(2009년) 목표연도(2025년) 기준연도(2014년) 목표연도(2030년)

도시 전체 면적(㎢) 1,058.197 1,058.197 1,060.456 1,060.456

도시 전체 공원녹지면적(㎢) 53.487 67.271 52.627 53.292

도시 전체 공원녹지율(%) 5.05 6.36 4.96 5.03

[표 3–9] 전체 공원녹지율 지표

2)� 시가화지역 공원녹지율

• 2014년 현재 시가화지역 공원녹지면적은 32.592㎢이며, 2030년에는 32.839㎢로 

153㎢가 증가됨

• 202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공원녹지율은 10.61%이나 2030년에는 

10.84%로 증가되며, 증가원인은 중구, 북구 내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으로 인한 공원녹지 확충으로 분석됨

• 시가화지역 공원녹지율(%) : 시가화지역 내 공원녹지면적(㎡) / 시가화지역 면적(㎡) X 100

• 시가화지역 면적 : 중구, 남구, 동구, 북구의 면적 합(303.070㎢)

※ 2025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시가화지역 범위 : 중구, 남구, 동구, 북구의 면적 합

구 분
2025년공원녹지기본계획 2030년공원녹지기본계획

기준연도(2009년) 목표연도(2025년) 기준연도(2014년) 목표연도(2030년)

시가화지역 면적(㎢) 302.857 302.857 303.070 303.070

시가화지역 공원녹지면적(㎢) 31.068 32.135 32.592 32.839

시가화지역 공원녹지율(%) 10.26 10.61 10.75 10.84

[표 3–10] 시가화지역 공원녹지율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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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피율

• 녹피율이란 도시 전체의 면적에 대하여 하늘에서 볼 때 나무와 풀 등 녹지로 

피복된 면적(수관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함

• 울산광역시 토양이용면적 중 물, 하우스, 기타 건축물 등을 제외한 녹지가 

피복된 면적산출

• 도시공원 면적산출 : 공원별 시설면적을 제외한 면적산출

구분 합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울산시 전체 면적(㎢) 1,060.46 37.00 72.70 36.03 157.34 757.39

울산시 녹피면적(㎢)(공원제외) 867.80 23.34 24.05 20.98 129.06 670.37

[표 3–11] 토지환경지도(토양이용)

1)� 도시 전체 녹피율

• 2014년 현재 울산광역시 전체 녹피율은 82.72%를 나타내고 있음

• 202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녹피율 82.85%에서 2030년에 83.10%로 

소폭 증가 

• 도시 전체 녹피율(%) : 도시 전체 녹피면적(㎡) / 도시 전체 면적(㎡) X 100

• 도시 전체 면적 : 1,060.456㎢

구 분
2025년공원녹지기본계획 2030년공원녹지기본계획

기준연도(2009년) 목표연도(2025년) 기준연도(2014년) 목표연도(2030년)

도시 전체 면적(㎢) 1,058.197 1,058.197 1,060.456 1,060.456

도시 전체 녹피면적(㎢) 872.86 876.69 877.20 881.27

도시 전체 녹피녹지율(%) 82.49 82.85 82.72 83.10

[표 3–12] 울산시 전체 녹피율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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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가화지역 녹피율

• 2014년 현재 울산광역시 시가화지역의 녹피율은 67.80%를 나타내고 있음

• 202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녹피율 70.0%에서 2030년에는 69.16%로 

감소되었으며, 원인은 도시개발 확충에 따른 녹피 감소로 분석됨

• 향후 공원녹지 확충지역 및 시가지 건물 옥상녹화, 시가지 가로수의 띠녹지 

조성을 통한 목표 녹피량 달성 

• 시가화지역 녹피율(%) : 시가화지역 녹피면적(㎡) / 시가화지역 면적(㎡) X 100

• 시가화지역 면적 : 303.07㎢

구 분
2025년공원녹지기본계획 2030년공원녹지기본계획

기준연도(2009년) 목표연도(2025년) 기준연도(2014년) 목표연도(2030년)

도시 전체 면적(㎢) 302.857 302.857 303.070 303.070

도시 전체 녹피면적(㎢) 208.16 211.99 205.49 209.60

도시 전체 녹피녹지율(%) 68.83 70.00 67.80 69.16

[표 3–13] 시가화지역 녹피율

(3)� 1인당 공원 면적

1)� 상위계획 지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은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 또한, 상위계획인「제4차 국토개발종합계획」기준에 따르면 1인당 공원

면적은 12.5㎡/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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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인당 공원면적

• 2014년 기준 울산광역시 공원결정면적은 42,918천㎡, 1인당 공원결정면적은 

36.00㎡/인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인 1인당 6㎡이상을 충족시킴

• 목표연도인 2030년의 공원결정면적은 43,560천㎡, 1인당 공원면적은 29.04㎡로 

2014년과 비교하여 감소되나, 향후 도시지역 내 녹지 및 도시녹화 등의 

사업을 통해 녹지율 및 쾌적성을 증대시킬 계획임  

• 1인당 공원면적 감소사유는 목표연도까지 공원면적(증 739천㎡)이 목표연도 인구

(증 308천명) 대비 소폭으로 증가됨에 따라 1인당 공원면적이 감소됨

• 공원 면적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면적의 합

※ 도시자연공원구역 포함 → 2025년과 정합성 유지

• 1인당 공원 면적(㎡/인) : 공원 면적(㎡) / 인구수

구분
2025년공원녹지기본계획 2030년공원녹지기본계획

기준연도(2009년) 목표연도(2025년) 기준연도(2014년) 목표연도(2030년)

인구수(천명) 1,130 1,450 1,192 1,500

공원결정면적(천㎡) 44,785 58,572 42,918 43,560

1인당 공원면적(㎡/인) 39.63 40.39 36.00 29.04

[표 3–14] 1인당 공원면적 지표

• 생활권내 1인당 공원면적을 산출한 결과 인구증가량 대비 공원확충량이 

부족하여 목표연도 공원서비스 수준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구분 기준연도(2014년) 목표연도(2030년) 비고

계 36.00 29.04 인구증가량 > 공원확충량

중부생활권 25.27 22.17 인구증가량 > 공원확충량

동부생활권 33.86 26.99 인구증가량 > 공원확충량

서부생활권 46.65 30.40 인구증가량 > 공원확충량

남부생활권 101.88 70.41 인구증가량 > 공원확충량

[표 3–15] 생활권별 1인당 공원면적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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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녹지 배치구상

4.1� 기본방향

• 「녹색 심장이 울리는 도시, Hybrid-Eco Ulsan (하이브리드-에코 울산)」

구현을 위해 울산광역시의 환경보전, 여가활동 및 이용, 공원녹지의 확충, 

도시 경관의 향상 등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배치구상을 수립

• 공원녹지의 보전, 이용, 확충, 경관체계의 부문별 체계를 구상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 환경보전과 공원녹지의 확충, 효율적인 이용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 종합구상 수립

• 인간중심의 공원녹지 시스템 구축으로 가장 살기 좋은 웰빙도시 울산 실현

[표 3–16]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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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분별 배치 구상

4.2.1� 보전체계 구상

(1)� 기본방향

1)� 지속가능한 도시의 그린 인프라 구축

• 도시골격 형성, 녹지 연계 체계 구축

• 녹지단절 및 파편화 예방

• 훼손지역 복원               

2)� 생활환경의 생태적 건강성 제고

• 지역의 성격에 적합한 공원녹지 배치 및 녹화 방안을 모색

3)� 도시경관 및 환경개선

• 산림자원 적극 보존, 도시 경관의 자연성 제고 및 무분별한 도시 확장으로 

인한 환경 훼손 최소화

(2)� 접근방법

1단계
현황조사

2단계
보전체계 설정

3단계
보전체계 전략 구상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등

현황자료 중첩
녹지핵

녹지거점

녹지축

․녹지핵 : 녹지보전지구 설정 등으로

중점 보전 관리

․녹지거점 : 공원녹지 자연성 및 다양성 증진

․녹지축 : 연결지역 및 단절․훼손지역 관리

↓

녹지 골격 및 도시 골격 분석

[표 3–17] 접근방법

(3)� 보전대상 및 전략구상

1)� 녹지핵

• 보전대상

- 주요 산림 : 백운산, 가지산, 신불산, 치술령, 국수봉, 문수산, 대운산, 동대산, 무룡산, 염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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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구상

- 핵심보전지역으로 보전 및 복원사업 우선 지원 / 녹지보전지구로 설정

2)� 녹지거점

• 보전대상

- 산림 : 입화산, 함월산, 정족산, 간월산, 연화산, 상아산, 천마산, 봉대산 등

- 공원녹지 : 울산체육공원, 울산대공원, 선암공원 등 

• 전략구상

- 녹지보전지구 설정 및 소규모 생물 서식 공간 조성 / 생물 이동 및 휴양 기능 

3)� 녹지축(연결화랑)

• 보전대상

- 산림녹지축 : 도시녹지 주축

- 하천녹지축 : 광역하천 및 공원녹지와 연계된 자연생태하천

- 선형녹지축 : 도심지역 가로 및 녹도

• 전략구상

- 단절지역 연결방안 마련 / 도심지역 가로 및 녹도로서 도시민의 휴양 기능 수행

(4)� 보전체계 구상

• 우수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핵심보전과 전략적 보전지역으로 구분

구 분 비 고

핵심
보전
지역

남북
녹지축

산림
ㆍ서부녹지축
ㆍ중앙녹지축
ㆍ동부녹지축

ㆍ다층구조 숲 조성하여 생태적

건강성 제고

ㆍ훼손지 복원

ㆍ개발압력으로부터 산림지역 보전동서
녹지축

산림
ㆍ백운산↔연화산↔무룡산↔우가산공원
ㆍ신불산↔대운산↔진하공원↔간절곶공원

하천 ㆍ태화강 수변축 ㆍ하천복원 및 친수공간 도입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경관 조성광역하천축 ㆍ동천강, 회야강, 외항강

해안경관축 ㆍ북구 신명동↔울주군 서생면 ㆍ해안변 보전

전략적
보전
지역

도신내부
환상녹지축

ㆍ함월․무지공원↔태화공원↔옥동묘지공원
↔울산대공원↔선암공원↔여천공원↔학성
공원

ㆍ기존 수림 보전 및 산림구조

개선을 통한 자연성 증진

경작지 ㆍ북구, 울주군 일원 ㆍ경작지 보전

[표 3–18] 보전체계 구상

자료：2030 울산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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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밀양시

경주시

부산시

청도군

경주시

녹지축

도심내부 녹지축

수변녹지축

해안축

녹지핵

녹지거점

녹지보전지구

수자원보전

[그림 3–3] 보전체계 구상도

[남북녹지축(서부)] [남북녹지축(중앙)] [동서녹지축(무룡산～백운산)]

[도심내부녹지축] [수변녹지축(태화강)] [해안경관축(주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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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이용체계 구상

(1)� 기본방향

1)� 공원 ·� 녹지의 유기적 연계

• 공원·녹지가 유기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도록 네트워크 구축

2)� 공원 ·� 녹지의 질적 향상 도모

• 역사·문화자원을 공원녹지에 적극 도입

• 지역 정체성·역사문화성이 반영된 살기 좋은 문화도시 구현 

3)� 레크리에이션 측면 고려

• 운동, 자연학습, 풍부한 자연환경과 역사 유산을 결합

  →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의 질 향상

(2)� 접근방법

1단계
현황조사 및 이용체계 설정

2단계
이용전략 구상

광역적
이용체계

․Green network : 공원녹지

․Blue network :

광역 하천과 그 외 도심하천

․Pedestrian Network : 보행환경

⇒

․유기적인 녹지체계 확립

․하천의 유사공원화로 공원녹지와 연계

․보행공간에 공원녹지가 연결되도록

선형 녹지 조성

공원녹지
이용의
특화계획

․문화 네트워크

+

․공원녹지 네트워크

⇒

․공원녹지 특화테마계획

- 지역성 반영한 특화테마벨트 구상

- 주민이용 프로그램 및 축제 다양화

[표 3–19] 이용체계 구상 접근방법

(3)� 광역적이용체계

• 그린 네트워크, 블루 네트워크, 보행 네트워크를 종합하여 이용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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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네트워크] [블루네트워크] [보행네트워크]

[그림 3–4] 광역적 이용체계

(4)� 이용체계 전략구상

• 도시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가 꽃피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역 이용체계를 설정하고 공원 특화벨트를 계획

구 분 전 략

광역

이용

체계

Green Network

유기적인 녹지체계

ㆍ도심 내부 환상 녹지 체험축 설정
ㆍ함월, 무지, 태화 등 거점 녹지간 이용 연계

Blue Network

하천과 공원녹지의 연계

ㆍ광역하천 및 그 외 도심 하천 내 친수공간 조성
ㆍ친수공간과 공원녹지와 연계

Pedestrian Network

보행환경 개선

ㆍ자전거도로, 걷기코스, 파크브릿지 등 조성
ㆍ공원녹지와 연계

공원 특화테마벨트 계획
ㆍ산림/역사자원, 전통문화자원, 해안자원 등을 특화하는 테마
프로그램 계획

[표 3–20] 공원녹지 이용체계 구상 전략

자료：2030 울산도시기본계획

(5)�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상

• 녹지 골격을 이루는 자연생태계의 연결 및 도심녹지 네트워크 구축

구 분 주요 내용

목 표
ㆍ울산의 녹지 골격을 이루는 자연생태계의 연결 및 도심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

추진
전략

녹지축 연결
ㆍ남북 방향 3개 녹지축 연결
ㆍ도심 내부 환상 녹지축 연결

하천축 연결 ㆍ광역 하천과 녹지축의 연결

해안축 연결 ㆍ해안선 및 해안 경관보전 : 경관녹지 우선 조성

도시녹지를 이용한
네트워크

ㆍ거점공원 및 녹지를 이용한 그린 네트워크
ㆍ테마가 있는 가로 조성을 통한 그린 네트워크

[표 3–21]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상 전략

자료：2030 울산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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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밀양시

경주시

부산시

청도군

경주시

녹지핵

Green Network

Blue Network

Pedestrian Network

Activity Network

Theme Activity Program

[그림 3–5] 이용체계 구상도

[녹지핵] [Green Network(녹지)] [Blue Network(수변)]

[Pedestrian Network(보행환경)] [Activity Network(활동)] [Theme Activity Network(테마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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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확충체계 구상

(1)� 기본방향

1)� 도시발전에 대응

• 미래의 인구, 토지이용변화 및 도시 발전에 대응

2)� 소외지역 해소

• 공원녹지가 부족한 소외지역의 공원녹지 수요에 대응

3)� 공원녹지 환경 개선

• 생활권공원 적극 확충, 여가선용의 공간 제공

• 다양한 녹화기법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녹지량을 확충

(2)� 접근방법

1단계

현황조사

2단계

확충지역 대상지 설정

3단계

확충체계 전략 구상

ㆍ공원서비스 소외지역

ㆍ도시변화 구조 파악

ㆍ도시환경 개선지역 파악

- 공원녹지 시설결정 가능지

- 공원녹지의 연결체계 확립

⇒ ㆍ공원녹지 확충지역 선정 ⇒

ㆍ공원녹지 확충계획

ㆍ기타 녹지 확충계획

ㆍ중점녹화지구 설정

[표 3–22] 확충계획 구상 접근방법

(3)� 확충지역 대상지 설정

• 효과적인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공원소외지역을 우선으로 확충

• 농업용수 저수기능을 다한 저수지를 활용하여 수변공원 확충

• 시유지, 보호수 등을 검토하여 공원화 가능지역을 찾아 소공원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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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도시변화에 대응한 공원확충] [도시환경 개선지역]

[그림 3–6] 공원녹지 광역 확충제계 요소

(4)� 확충전략 구상

• 시민의 생활환경을 풍요롭게 하는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 법정 공원녹지를 

확충, 그 외에도 녹화사업을 통해 생활환경 주변에 풍부한 녹음을 제공

• 단, 장기미집행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양적 확충은 지양

하며 최소화 하도록 구상

구 분 주요 내용

법정 공원녹지 확충

ㆍ시유지, 보호수 등을 검토하여 공원화 가능지역에 공원 확충

ㆍ장기 미집행 시설(공원, 녹지)의 단계별 확충

ㆍ각종 도시개발사업의 공원녹지 확충

ㆍ공단주변 완충녹지의 지속적 조성 및 도심 연계 녹화

ㆍ교외 취락지역 내 거점공간 주변 소공원 확충

녹화사업

확충

공공기관 ㆍ공공기관 쉼터 조성

학교 ㆍ명상숲(구:학교숲) 조성사업 지속적 추진

가로 ㆍ녹도, 가로수 조성을 통한 가로 녹화

밀집 도심

ㆍ구도심 내 중점녹화지구 지정

ㆍ건물 녹화 추진

ㆍ그린파킹 등을 도입한 푸른 마을길 조성

ㆍ수변지역 녹화를 통한 녹지대 확충

[표 3–23] 공원녹지 확충 전략

자료：2030 울산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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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밀양시

경주시

부산시

청도군

경주시

녹지핵

공원유치권지역

신규공원 확충

보전을 위한 확충

수변지역 녹화를 위한 확충

공단지역 녹지 확충

중점녹화지구 설정을 통한 확충

[그림 3–7] 확충체계 구상도

[보호수 주변 쉼터] [공공기관 쉼터] [명상숲]

[건물녹화] [중구 구도심 전경] [울산미포공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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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경관체계 구상

(1)� 기본방향

1)� 도시 경관의 정체성 강화

• 자연적 경관자원과 문화적 경관자원 등 지역 정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관 자원 요소를 발굴하여 도시경관의 정체성 강화

2)� 자연과 인공요소가 조화로운 경관 창출

• 인공적인 도시경관에 적극적인 녹화 도입으로 친환경적인 경관 형성

• 녹음이 풍부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특징적이고 인상적인 도시 경관 형성

• 공공시설과 사유지의 녹화와 개선으로 아름다운 시가지 경관을 형성하고 

도시의 얼굴이 되는 도시 경관 조성

(2)� 접근방법

1단계

현황조사

2단계

울산광역시 경관 요소

3단계

경관체계 전략 구상

․경관 유형 분류 ⇒
․자연경관 요소 추출

․도심경관 요소 추출
⇒
․자연경관의 보전 및 이용계획

․도심경관 향상방안 계획

[표 3–24] 경관체계 구상 접근방법

(3)� 현황조사

• 울산의 경관자원에서 공원녹지와 관련이 있는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인공성 

관점에 따라 도심경관과 자연경관으로 구분

경관의 분류 경관의 유형

경관자원의 인공성

관점에 따른 분류

자연경관
ㆍ녹지경관 : 산악경관, 산림경관

ㆍ수변경관 : 하천경관, 해안경관

도심경관
ㆍ도로축경관 : 고속도로 진출입부, 주요 간선도로 경관

ㆍ역사경관 : 사적지 경관

[표 3–25] 경관의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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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관요소 추출

1)� 자연경관

• 자연경관은 크게 녹지경관과 수변경관으로 구분

• 녹지경관은 남북방향 녹지축과 도심 내부 환상녹지축 등이 있음

구 분 신불산 문수산 무룡산

녹지경관
(남북방향 녹지축,

도심내부 환상 녹지축)

[표 3–26] 자연경관 관련 이미지

2)� 수변경관

• 4대 광역하천(태화강, 회야강, 동천강, 외항강)과 그 외 도심하천에 의한 하천

경관, 정자․주전해변과 간절곶․진하해변 주변을 이루는 해안경관이 있음

구 분 태화강 여천천 간절곶

수변경관

[표 3–27] 수변경관 관련 이미지

3)� 도심경관

• 공원녹지와 관련된 도심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로 울산광역시 진입 

관문역할을 하는 고속도로 진출입부와 주요 간선도로 경관을 추출

•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적지를 연결하는 역사가로를 추출하여 역사경관 요소로 설정

- 박상진선생생가∼최현배선생생가∼학성∼울산읍성∼태화루∼선바위∼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언양읍성, 남목왜성∼주전봉수대

구 분
도로축 경관 역사경관

언양 분기점 울산 톨게이트 반구대 암각화 태화루

도심

경관

[표 3–28] 도심경관 관련 이미지



176

(5)� 경관체계 전략구상

• 산업수도이자 생태·환경수도의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공원녹지와의 연계를 

통한 도심경관의 향상과 중요 자연경관의 보전을 구상

경관의 분류 경관의 유형

도심

경관

Green-Gate 조성
ㆍ주요 가로 및 분기점, 톨게이트의 녹화
ㆍ공항, 역전, 항만의 녹지 조성

지역 랜드마크 조성 ㆍ지역 랜드마크 및 역사문화자원을 보전

도심 녹화
ㆍ도시경관 및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경관도로 조성
ㆍ가로수 정비, 확충을 통한 거리 경관 개선

자연

경관

하천변 생태적 녹지 조성
ㆍ하천 녹화 및 공원녹지와 경관 연계
ㆍ수변산책로(에스플러네이드) 조성을 통한 하천 접근성 강화

해안변 경관도로 및 조망점 조성
ㆍ경관도로 조성 : 북구 신명～동구 주전, 울주 서생
ㆍ해안변 산책로 조성을 통한 해안 접근성 강화

[표 3–29] 경관체계 전략 구상

양산시

밀양시

경주시

부산시

청도군

울산12경
주요조망대상
관문지역경관관리

야간 경관형성
녹지축

수변축
해안축

지역랜드마크 거점
역사문화 거점
생태환경 거점

경관도로 조성
가로녹지 경관축

가지산사계

신불산억새평원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

대운산내원암계곡

간절곶일출

대왕암공원

강동주전 몽돌해변
태화강대공원과 십리대숲

울산대공원

외고산 옹기마을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울산대교전망대 야경

[그림 3–8] 경관체계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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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종합배치 구상

미래상 방 향 구 상

녹색

심장이

울리는

도시,

Hybrid-

Eco

Ulsan

(하이브리드

-에코

울산)

녹지핵과

녹지거점

ㆍ도시녹지의 거점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보전지역 선정

ㆍ보전거점의 생태적 가치 보전

녹지축

설정

ㆍ광역 녹지축을 유지하고 생태적

녹지망을 구축

ㆍ녹지핵과 녹지거점을 연결하여

녹지축 구축

공원

녹지

체계

확립

ㆍ광역녹지축과 연계된 도시 내․

외부 녹지체계 구축

ㆍ광역녹지축의 부녹지축 및 도심

연결녹지축 구축

ㆍ주민이용체계 구축
ㆍ활동축 고려한 공원녹지 이용망

구축

보전

및 복원

ㆍ도시 산림, 농경지 보전, 수자원

보전
ㆍ녹지핵의 우선 보전

ㆍ훼손된 산림지 등을 장단기적

으로 복원
ㆍ경관적, 생태적 복구

도시

공원의 정비

및 확충

ㆍ기존 도시공원 체계의 장기적인

정비계획을 구축

ㆍ공원조성율 증대 및 장기적인

정비

ㆍ도시공원 확보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ㆍ생활환경 내 도시공원 접촉 빈도

증대

명품경관

창출

ㆍ산림경관, 가로경관, 하천경관

형성

ㆍ해안경관 특성화

ㆍ특색있는 울산 도시 경관 창출

(해안경관특화)

녹화 요소별

녹지 계획

ㆍ도시진입부 및 주요 도로상의

녹지공간 확충, 녹도와 하천변

녹지대 등 조성

ㆍ시가지 내 녹지 면적 확보

[표 3–30] 공원녹지 종합배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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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경주시

부산시

청도군

경주시

울산12경

도시외곽 녹지축
도심내부 녹지축

연결 녹지축녹지핵

녹지거점

하천축
소하천 정비, 복원

해안축

진입거점

도심공단 완충녹지 정비
공단 그린웨이 정비

신규공원 확충

중점녹화지구 설정

이용프로그램
경관도로 조성

가로녹지 경관축

주요 바람길

가지산사계

신불산억새평원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

대운산내원암계곡

간절곶일출

대왕암공원

강동주전 몽돌해변
태화강대공원과 십리대숲

울산대공원

외고산 옹기마을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울산대교전망대 야경

[그림 3–9] 종합배치 구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