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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의 대내외 여건 변화

1.1 대외적 여건 변화

□ 지구촌 경제위기와 다자간 공조 강화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사태를 계기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

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급속한 신용경색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금융

부문의 불안이 실물경제로 급속히 전이되어 세계 경제성장률도 급락하였으나 

각국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경기부양책이 공조를 이루면서 세계경제가 조기에 회복세 

반전에 성공했음.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등 국제정치 및 세계 안보(군

사적 문제)에서 중심역할을 해온 G7/G8 선진국간의 논의만으로는 세계경제문제 

해결에 한계에 직면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이 포함된 G20으로 세계 경제문제 해결의 중심축이 이동

    - G20은 세계인구의 2/3, 세계GDP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더 높은 대표성과 정당

성을 통해 국제 문제를 해결

    - G20 정상회의는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어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47개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세계 경제회복을 위한 보호

무역 저지(Stanstill)에 합의

    -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개혁의 기본방향

을 도출하였고 2009년 11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금융개혁의 시한을 정했으며, 

G20이 논의할 새로운 이슈들을 발굴

    -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2010년 11월에 신흥국으로서는 최초로 의장국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외교사의 새 장을 여는 계기인 동시에 세계의 중심국

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음. 

□ 재정위기의 현실화와 정책 딜레마 봉착

   2011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위기대응의 부작용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 리스크가 재차 불거지고 있으며, 위기의 불씨가 민간 금융부문에서 정부의 

재정부문으로 옮겨 붙으면서 세계 경기의 침체리스크가 커지고 금융불안이 지속되

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세계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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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의 경우 정부부채 증대를 통한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재정위기가 현실화되

고 있으며, 신흥국들의 경우 위기극복과정에서 급속히 늘어난 유동성이 유입되면

서 높은 물가상승세 지속되어 금융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한 상황이며, 이로 인

해 내수성장세가 위축되고 있음.

   다자간 공조와 각국의 금융위기 극복정책들은 저금리 정책과 통화량(유동성) 증가

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과 재정지출 증가 및 세입감소로 인해 발생된 정부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됨.

    - 재정위기의 여파는 개방성과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업 

등 광범위하게 미국, 일본, EU 등 전세계로 전염되었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다시 다자간의 힘겨운 공조가 진행 중이며, 그 해결방안으로 추진될 재정긴

축과 복지의 축소, 실업 및 해고로 인한 고용불안,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인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임.

   공교롭게도 지난 해 부터 올 해까지 각국의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난 30년간 전세계를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문제는 인플레이션 억제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제금융자금회수, 

복지 축소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감세규모 축소와 세율 인상이 필요하나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와 정권 창출을 위한 득표계산 때문에 섣불리 경기부양정책

을 추진할 수 없는 긴축과 부양의 딜레마에 빠진 상태라는 것임.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면서, 복지, 고용,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안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임.

□ 시장 확대와 글로벌 경쟁 강화

   경제적 측면에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EU, NAFTA, ASEAN 등 기존의 지역단위

의 블록화·공동체화에 이은 당사국간의 FTA 체결 확산과 자유시장의 확대이며, 

이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활로로서 진입장벽을 높여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보다

는 오히려 개방과 자유를 통한 거래·교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도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방정책에 따라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미 

FTA, 한-EU FTA 등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국가들과의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경제영토를 넓혔다는 의미도 있지만, FTA 효력발생으로 인해 산업별, 지역별 희

비곡선은 달라지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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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중심의 산업수도 울산은 시장개방에 따른 수혜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일부 

산업은 경쟁력의 약화로 어려움이 예상

    - 지역내 수출기업과 비수출기업간 격차의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의 확

대, 대기업 임금근로자와 중소기업 임금근로자간 격차의 확대 등으로 사회적 양

극화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증대될 여지가 있음.

    - 울산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화학제품의 경우 세계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

는 품목으로 절대적 경쟁우위를 점하기 어려움.

    -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시장선점이나, 품질경쟁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노력이 더

욱 절실한 상황에 있음.

   권역별 경쟁방식도 기존의 지역단위 경쟁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추

구하는 권역방식으로 변경되고 있고 광역화 추세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임.

    -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역간 아이디어 경쟁에서 경제

권역 광역화에 기초한 광역경제권(Mega-City-Region)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 동남권-큐슈권 초광역경제권 논의, 환동해경제권 논의 등이 초광역적 경쟁력 창

출을 위한 대응방안임.

□ 기후변화에 따른 전지구적 환경규제와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리오(Rio) UN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Local Agenda 21)이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2002년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지구정상회

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거치면서 환경을 고려한 발전으

로 가치전환이 이루어짐.

    - 전세계적 차원의 기상이변에 따른 환경위기, 재난, 재해, 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부

각되어 단일 지역에 국한된 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발전을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규제의 강화 및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

되고 있음.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틈새시장이 아니라 미개척시장인 블

루오션(Blue Ocean)으로 성장하고 있는 녹색산업과 환경친화적 기술에 대한 정부

와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증폭되고 있음.

   BRICs의 성장 등으로 인한 수요증가, 석유생산정점(Peak Oil) 근접 및 생산의 한

계비용의 증가 등으로 고가 에너지 시대에 접어들면서,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급

을 위해 경제성이 높은 화석에너지원을 선점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차세대 

에너지원 발굴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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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도 노력해야하는 등 정부는 안보관점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이미 진행 

중인 에너지 패권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음.

    - 2011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더반에서 개최된 더반플랫폼은 국제사회의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과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체제 설립을 강화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임.

    - 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에너지 소비량의 83%를 화석연료로부터 공

급받고 있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면서 202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고,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12년에 본격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로 470개의 

대상기업들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임.

    - 울산지역 온실가스 배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와 산업부문의 온

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99%를 차지하고 있으며8), 최종에너지 사용량비교에서도 

산업부문이 85.6%를 차지하고 있어 전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규제강화 흐

름에 따라 지역 기업들은 에너지 다소비업종적 특성으로 인하여 세계시장에서 불

리한 경쟁에 처할 우려가 높아질 것임.

□ 인구증가와 인구구조변화

   21세기의 두드러진 변화는 인구 통계의 변화라 할 수 있는데 우선, 세계인구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식량과 물 부족,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량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둘째로, 인구구조의 변화로서 세계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부양비율의 증가와 경제성장에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셋째, 도시인구의 증

가로 의식주, 환경,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도시문제 증가와 비도시지역의 공동화 

등을 들 수 있음.

    - 세계의 인구는 UN의 추계에 의하면 과거 3세기간의 세계인구의 추이(推移)를 보면 

1650년 5.5억, 1750년 7.3억, 1850년 11.7억으로 처음의 2세기 동안 2배가 되고, 

그후 1950년은 24.9억으로 1세기 동안 2.1배로 되어 있음.

    - 1987년 7월 11일 UN이 세계인구 50억명을 기념하여 ‘세계인구의 날’이 지정하

였고 2011년 10월 31일에는 세계인구가 70억명을 돌파하였고 2050년에는 93억명, 

2100년에는 101억명을 전망하고 있음.

    - UN 2011년 인구전망 보고서의 인구증가의 양상을 보면 세계인구에서 선진국 인

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7.9%에서 2100년 13.1%까지 감소하고 후진국은 

8) 울산광역시(2009), 울산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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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2.3%에서 2100년 86.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의 세계인구 비중이 현재의 14.3%에서 35.3%로 크게 증가

하는 반면 아시아는 60%에서 45.4%로, 유럽은 10.6%에서 6.6%로 감소하는 것으

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현재 4800만명에서 2030년 50백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100년 

3700만명까지 감소, 북한은 2040년 26백만명을 정점으로 2100년에는 지금수준인 

24백만명으로 복귀를 전망하고 있음.

   세계인구증가의 주된 원인은 아프리카 등의 높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출산율 수준과 관계없이 대부분 국가의 평균수명이 모두 늘어나 세

계 전체의 평균 수명은 현재 68세에서 81세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화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 한국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

령화가 진행 중인데,　OECD 국가 중 한국의 출산율은 2010년 1.2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기대수명 증가율은 18.4%로 최고 수준을 기록9)

    -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체 노동력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는 2018

년을 정점으로 2019년부터 감소 할 것으로 추정되고,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력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고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조세와 사회보험 지출 등 사회적 부담비용의 증가가 우려되며, 저출산과 급

속한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1인

당 경제활동인구의 조세부담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문명사의 제4물결, 창조사회, 창조경제

   세계 문명사의 흐름10)을 보면, 창조도시전략이 수립되는 현 시점에 세계주요도시는 

창조사회, 창조경제로 나아가고 있음.

9) 이찬영 외(2011).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3S현상 진단. CEO Information. 제 805호. 삼성경제

연구소

10) 이철호(2010, 창조도시,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노무라연구소(2009) 자료를 편집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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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세계 문명사의 흐름

   세계문명사의 흐름이 농경사회(제1물결), 산업사회(제2물결), 정보사회(제3물결)에 

이어 창조사회와 창조경제로의 변환을 전망하고 영국을 포함한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여러 도시들은 도시 재생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창조도시전

략을 추진 중임.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오늘날 국가의 근간은 창조성에 있다고 선언

    - 농경사회를 거쳐 산업화시대에까지 성장동력은 토지, 노동 및 자본에 근거하고 

있었으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 및 정보가 가치창출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

으며, 창조사회에서의 성장동력은 개개인의 창조성(창조계층), 창조산업, 창조공간임.

    - 창조경제의 시대에는 과학, 문화,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이 요구

되며, 국가를 지탱하는 사회, 인간, 문화, 제도의 4개의 자본 역시 창의성이 발휘

될 때,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

    - 이러한 창조성의 수요는 국가 및 도시의 공급능력을 초월하고 있어, 창조계급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을 보임.

    - 따라서 국가단위와 도시단위에서 창조계급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 곳으

로 창조계급이 집중화되어, 창조계급의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지역만이 분

화와 혁신을 통해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는 구조임.(창조계급의 지리화)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인 서울, 부산 등의 경우 정보사회, 지식경제의 큰 파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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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창조사회의 前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됨.

    - 일부 특정산업분야에서 지식경제에 접근하고 있으나, 울산은 대부분의 경우 산업

적 특성으로 인해 아직도 산업사회의 자본경제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

시 발전적 측면에서도 토지-자본-노동에 의존하는 산업혁명의 단계11)로 예상됨.

1.2 대내적 여건 변화

□ 경제적 위상 강화

   울산은 1962년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울산공업센터 지정과 함께 3대 주력산업

인 자동차, 조선해양,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지난 50년간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고,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1인당 지역총생산(GRDP), 광업·제조업 

및 주력 산업의 생산액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국 최고수준의 산업수도 위업을 

달성하였음.

    - 2010년 기준 1인당 GRDP는 54,001천원으로 전국 1위이자, 전국평균의 2.2배에 

해당하고, 2011년 수출은 1,015억 달러(전국의 18.2%)로 자치단체로서는 최초이자 

울산의 인구 수준의 단일도시로서는 세계에 유례가 없으며, 석유부국 이란의 수

출액 수준이고, 수입액 858억 달러를 포함하여 올해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사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는데 중심역할을 수행

    - 2009년 기준으로 광업·제조업 생산액은 152조원(전국 2위), 자동차 28조원(전국1

위), 정유 및 석유화학 74조원(1위), 조선해양 25조원(전국 1위), 비철금속 15조원

(전국1위), 액체화물 처리량 1.6억톤(2011년, 전국 1위)

   산업사이클상 울산의 주력산업은 성숙기에 접어 들어 선진국의 공통현상이 되어

가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중후장대형 제조업 중심이자 대기

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산업구조를 가진 울산은 주력산업의 구조 및 기술 고도화와 

신성장산업 다각화를 통해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인을 확충해야

하는 중장기적 과제에 직면하였음.

11) 대규모 산업용지의 개발과 분양, 대기업-중소기업간 종속적 수직구조화, 사회 각 부문에서 효율성의 강조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창의적 사고에 의한 혁신의 부족이 대표적인 산업사회적 단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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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지산업, 원전산업, 정밀화학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과 그린전기자동

차사업, 동북아오일허브사업 등 전략사업을 추진 중임.

   대외 의존도가 높고 환율 및 유가 등 가격변수에 민감한 울산은 FTA 확산에 적응

하고, 동조화되고 신속히 전파되는 글로벌 경제충격을 완화시키는 고부가가치소비재,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내수산업의 비중확대도 필요함.

   지역의 노사관계의 경우, 과거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분규와 파업으로 생산성 

저하,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지만, 현대중공업은 17년째, 현대

자동차는 2009년부터 3년째 무파업을 하는 등 상생하는 선진 노사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추세이나, 최근 비정규직 문제, 숙련기술자인 베이비 부머(Baby boomer)들의 

퇴직 등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음.

   전지, 화학, 환경 분야의 R&D기관 유치 및 설립, 울산TP, UNIST 연구역량 강화, 

기업부설연구소 증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실용화를 위한 기반을 갖추었고, 울

산자유무역지역과 신일반산업단지, 길천일산업단지, 중산산업단지, 매곡산업단지, 

울산하이테크밸리, 테크노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들이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이어서 

그 간 산업시설용지 난이 일정부분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수요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되었음.

□ 친환경 생태도시로 변모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성장 제일주의와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파생된 울

산의 환경오염문제는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기업들의 자발적 협약을 통한 4조원 

(1995 ~2011년) 규모의 환경투자, 태화강마스터 플랜 실행과 시민의 헌신적 참여로 

전국 7대 도시가운데 최고 수준의 수질과 대기질은 물론 도심 녹지 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적인 친환경 생태도시12)로 거듭나게 되었음.

   깨끗하게 정화된 태화강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모범사례로 선정, 사라졌던 연어와 

은어, 황어가 다시 돌아오고 수달이 서식하는 등 자연생태계가 회복중에 있음.

    - 태화강에 서식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생물자원 3寶로서 여름이면 7종의 백로 

6,000여 마리, 겨울이면 떼까마귀 46,000여 마리가 삼호대숲(단일 개체수로서는 

전국 최대 규모)을 찾고 바지락은 남해안 지역 수요량의 70%를 공급

    - 태화강에는 멸종위기종 고니, 매 등 127종의 조류(겨울철새 50, 여름철새 22, 통

12) 아황산가스 농도(ppm/년)는 0.057(’81년)→0.035(’91년)→0.013(’01)→0.008(’11), 태화강 하류 수질(BOD, 

mg/ℓ)은 11.7(’91년, 5급수) → 11.3(’96년) → 5.5(’01년) → 3.2(’06년) → 1.9(’11년, 1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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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철새 27, 텃새 28)와 멸종위기종인 수달, 삵 등 19종의 포유류, 다묵장어 등 71

종의 어류와 재첩 등 92종의 저서생물이 서식 

    - 시민의 휴식 ․ 레저와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난 태화강대공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초화단지(16만㎡)에 2011년 봄 44만 6천명 방문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면 울산의 4대강인 태

화강, 동천, 외황강, 회야강은 물론 연안 수역의 수질과 생태환경도 최고수준으로 

개선되고 기업간 부산물 교류가 가능한 생태산업단지가 확산되고 폐기물을 활용한 

부생가스 및 에너지 생산시설 가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울산은 환경분야에서도 명

실상부한 모범 선도도시로 평가받게 될 것임.  

□ 인구고령화 현상 가속화 및 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 

   한 국가의 전 인구에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고령화율)이 7~14%면 

‘고령화사회’, 14~21%는 ‘고령사회’, 그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

라는 2009년에 10%을 넘어 고령화사회에 돌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마침내 초고령

사회를 맞이할 전망임.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인구부문)’에 따르면 상대적

으로 청·장년층이 많은 울산은 고령인구 비율이 2005년 5.3%에서 2010년에 7.0%

를 기록하면서 광역자치단체로서는 마지막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이 예상됨.

   1997년 IMF 구제금융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1962년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이후 성장위주의 국가발전전략이 향후에도 지속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으며, 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양극화, 서민경제의 어

려움, 삶의 질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미국, 일본, EU의 재정위기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복지지출이 거론되었고, 

국내에서도 2010년 6.2 지방선거, 2011년 8.2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2011년 

10.26 재보선 선거로 이어진 이른바 ‘복지논쟁’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정당 및 후보들의 공약으로 확산되어 국민적 관심 증대는 물론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복지모델 찾기’에 대한 담론이 본격화 될 것임.

    - 아울러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증가되고 있는 추세여서 경제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재정 건전성, 재원확보 

문제를 포함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가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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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인프라 및 도시 개발 수요 증가

   광역시로 승격된지 15년째인 울산은 그간 산업, 환경, 문화, 교통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광역시가 갖추어야할 도시 기본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나, 역사

가 비교적 긴 타 광역자치단체 비해서는 아직도 확충되어야 할 인프라가 많음.

    - 특히, KTX울산역 개통과 역세권개발,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강동권 

해양복합관광단지 개발, 울산 신항만 조성, 울산대교 건설, 울산하이테크밸리 

등 산업시설용지 확충 등 울산의 미래를 좌우할 많은 공간 개발사업들이 동시

에 진행되고 있음.

   지역 경제규모의 확대와 지속적 성장에 따른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의 향상은 시민

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도시기능과 행정수요의 

다변화로 이어지고 있음. 

    -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와 같은 기본적 욕구충족을 넘어 

사회에 소속되고 남으로부터 존경(중)받고, 자아실현을 더욱 중요시하는 고차원적 

욕구 해소를 갈망하고, 양적 만족보다는 질적 만족을 추구하려는 삶의 방식과 가

치관의 전환을 의미함.

    - 그간,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환경적으로 커다란 

진전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울산시립박물관의 개관과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축제의 구조조정을 통한 대표성 및 질적 향상 등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도 

상당부문 해소되어 가고 있음.

   도심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기능을 재조정하여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지속가능

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도시발전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 그 방향성은 하드웨어(Hardware) 중심에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Software), 휴먼웨

어(Humanware)의 비중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임.  

1.3 SWOT 분석

1.3.1 강점요인(Strength)

   지역주력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자체간 경쟁에서 도시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넓은 도시면적으로 자연자원과 지역문화 및 역사자원이 풍부하게 산재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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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관광 분야에서 기회 및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생태도시 조성의 성공사례를 통한 울산시의 정책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시민

들의 적극적인 참여

   KTX 울산역 개통과 역세권 개발, 혁신도시 개발, 강동권 개발 등으로 유동인구 

및 인구유입을 증대시키는 도시의 신성장동력 사업 진행

   국책사업인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으로 도시의 새로운 산업 태동과 기존 제조업에 

생산자서비스 제공의 가능성 

1.3.2 약점요인(Weakness)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창조산업으로의 전환의 어려움.

   에너지다소비적 산업구조로 에너지원의 변화에 취약한 지역산업

   창조를 주도할 수 있는 창조인력, 창조공간의 부족과 창조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문화, 예술, 관광 및 교통 기반 인프라의 부족

   산업중심의 공간개발로 시민생활 공간이 미흡하고, 도시의 연계성이 낮음.

   지역내 평생학습, 재교육을 통한 창의성 함양을 위한 근로자의 관심이 부족하고, 

생산중심 도시적 특성에 따른 정보자원의 연계, 활용이 미흡

1.3.3 기회요인(Opportunity)

   기후변화 대응 환경 ․ 에너지 정책의 전환으로 주력산업이 녹색산업으로 지속적으

로 연계되고 있음.

   높은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 ․ 예술소비의 가능성과 점진적인 노동시간 축소가 문화

에 대한 관심을 높임.

   고령퇴직자 인생재설계 및 기업체와 연계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증대

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육 ․ 문화 환경의 개선 가능성

   기업체를 중심으로 산업의 융합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에너지와 환경에 특성화된 

UNIST를 통하여 고급기술인력의 수급여건 개선 기대

   동북아오일허브구축사업, 울산자유무역지대 조성 등 대외지향형 프로젝트의 추진

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다문화가정의 증대에 따른 외국, 외국인 그리고 외국문

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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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위협요인(Threat)

   제조업 쇠퇴, 인구고령화, 환경변화에 기인한 정책 지연에 따른 도시경쟁력 저하의 

가능성이 상존

   부산, 대구 등 인접 대도시들의 도시 브랜드 및 도시 중심성 강화로 경쟁 심화

   도시의 정주성 미비, 퇴직 후 귀향하는 근로자로 인한 인구의 감소 가능성과 교통

의 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인구 유출의 가능성

   선택과 집중에 따른 예산제약으로 고급연구 개발 기능과 인력 유치 인프라 구축이 

지연

   국내외 도시간 경쟁의 심화와 국제화를 전담할 수 있는 핵심시설의 부재에 따른 

교류의 기회 상실

<그림 3-2>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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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의 창조성 평가

   울산의 창조성 평가는 설문조사를 이용한 창조성 평가와 창조지표를 이용한 창조

성 평가를 진행하였음. 먼저 설문조사를 이용한 창조성 평가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울산의 대표 분야별 창조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울산형 창조도시를 만들

기 위해 잠재력이 있는 창조자원이 무엇인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음. 

   한편, 창조지표를 이용한 창조성 평가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표를 감안하여 울

산의 도시경쟁력 및 창조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선정하고 창조성을 

평가하였음.

   설문조사와 지표를 이용한 창조성 평가는 울산의 현재 도시경쟁력이 어느 정도인

가를 파악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내재되고 잠재되어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를 위한 기초 자료와 정

보를 얻기 위함임.

2.1 설문조사를 통해 본 울산의 창조성

2.1.1 설문대상의 기본현황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 설문배포 및 회수율

   울산지역 전문가 100명 설문 배포, 41명 응답(응답률 41%)

□ 설문조사 기간

   2011년 9월부터 약 한달간 조사

□ 설문조사 내용

   첫째, 울산지역의 창조성을 파악한 후, 그 창조성을 바탕으로 지속발전 가능성 여

부를 평가

   둘째, 지속가능한 울산의 발전을 위해 실현 가능성있는 전략과 각 전략에서 어떤 

창조적 특성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파악

   셋째, 울산형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 영역별 잠재되어 있는 활용자원과 창조

도시를 위해 벤치마킹할 도시와 창조적 특성의 도입방안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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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자 특성

   연령

  조사대상 전문가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17명(43.6%)으로 가장 많음. 40대

는 15명(38.5%), 30대는 4명(10.3%)으로 

각각 조사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인 만큼 연령대가 40~50대에 집중됨.

   소속

  조사대상 전문가의 현재 소속된 그룹을 

살펴보면, 학계가 29명(74.4%)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기관이 9명(23.1%), 기업체가 

1명(2.6%)으로 조사됨.

   거주지

  조사대상 전문가의 현 거주지를 살펴보

면, 울주군이 15명(39.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구가 11명(28.9%), 

중구가 8명(21.1%)으로 각각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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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울산 도시 분야별 창조성 평가 및 특성

가. 울산의 창조성 평가 

   기업의 설립과 운영의 용이성

  울산의 창조성을 평가하는 항목 

중 기업의 설립과 운영의 용이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약간 

그렇다’가 22명(55.0%)으로 가장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통이다’

가 9명(22.5%), ‘매우 그렇다’가 6명

(15.0%)으로 각각 나타남.

   울산의 자연적 조건

  울산시만의 경쟁력 있는 산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매

우 그렇다’가 28명(68.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간 

그렇다’가 10명(24.4%)으로 나타났

음. 그리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

율이 전체의 93.7%로 울산은 대기

업과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경쟁

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함.

   울산의 역사적 자원/유산

  울산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

원이나 유산이 풍부하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21명

(51.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약간 그렇다’가 11명

(26.8%), ‘그렇지 않다’가 7명

(17.1%)으로 나타남. 



44

   울산의 문화적 자원

  울산의 문화적 자원이 풍부하

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

지 않다’가 18명(43.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통

이다’가 16명(39.0), ‘전혀 그렇지 

않다’와 ‘약간 그렇다’가 각각 3명

(7.3%)으로 나타남. 산업과 기업

환경과는 달리 문화적 자원의 풍

부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다소 낮음.

   울산의 다양한 대안문화

  울산에는 다양한 대안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단체/행사/공간

들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지 않다’가 20명

(48.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통이다’가 10명

(24.4%), ‘전혀 그렇지 않다’가 6

명(14.6%)으로 각각 나타남.

   울산의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지원제도

  울산에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

인에 대한 지원제도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

답으로 ‘보통이다’가 21명(51.2%)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그렇지 않다’가 12명

(29.3%), ‘전혀 그렇지 않다’가 5

명(12.2%)으로 각각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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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울산이 핵심적인 산업을 육성하

기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14명(34.12%)으로 가

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렇지 않다’가 13명(31.7%), ‘약간 

그렇다’가 10명(24.4%)으로 각각 조

사됨.

   울산의 창조적 혁신 인재

  울산에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

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이 존재하느

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

지 않다’가 16명(39.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통이

다’가 15명(36.6%), ‘약간 그렇다’가 

7명(17.1%)으로 각각 조사됨.

   울산의 명소

  울산지역에 타지역 사람들에게 

소개할만한 명소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19명(46.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간 그렇다’가 10

명(24.4%), ‘그렇지 않다’가 9명

(22.0%)으로 각각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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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울산의 분야별 창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

   울산의 역사문화적 자원

  울산의 역사/문화적 자원에 관한 

창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20명

(48.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그렇지 않다’가 12명

(29.3%), ‘약간 그렇다’가 6명

(14.6%)으로 각각 나타남.

   울산의 인적자원

  울산의 인적자원에 관한 창조적

이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

가 각각 17명(41.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간 그렇다’

가 6명(14.6%)으로 나타남.

   울산의 도시공간적 자원

  울산의 도시공간적 자원에 관한 

창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14명(34.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간 

그렇다’가 10명(24.4%)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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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울산의 취약분야 

   울산의 각 분야별 취약분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울산의 분

야별 취약분야에 대한 응답으로 문

화/관광분야와 도시공간/디자인분야

가 각각 12명(29.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교육분야와 국

제화분야도 6명(14.6%)이 취약분야

로 지적함.

   울산의 취약분야 해결방안

  취약 분야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문화인프라 확충(문화분야)과 장기적

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도시공

간/디자인 분야), 대학유치 및 교육

여건 내실화(교육분야)가 각각 5명

(16.1%)으로 조사되었음. 국제화 관

련해서 컨벤션센터 건립, 국제학교 

유치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전문인

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 유치도 필

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기타 의견

으로는 울산둘레길 조성, KTX-UNIST-

울산대를 연계하는 국제과학단지 조

성, 바우처 공연, 문화나눔 공연, 특

목고 유치, 환경모니터링, 서비스산

업 육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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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울산의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해 요인 

   산업구조의 한계

  울산의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 중 지역 산

업구조의 한계라는 응답에는 1순위

와 7순위가 각각 8명(19.5%)으로 가

장 방해되는 요인이라는 관점과 가

정 적은 요인이라는 극단적인 차이

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산

업구조는 울산의 발전에 긍정적이면

서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는 평가함. 

   환경 오염 문제

  울산의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 중 환경오염 

문제라는 응답에는 7순위가 11명

(26.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10순위가 10명(24.4%)으

로 조사되어 환경오염 문제는 울산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남.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부족

  울산의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 중 문화/예술

/관광의 기반 인프라 부족이라는 응

답에는 1순위와 2순위, 4순위가 각

각 8명(19.5%)으로 가장 많은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3순위와 5순위도 

각각 7명(17.1%)으로 나타남.



∙ 제3장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 기본구상 ∙  2. 울산의 창조성 평가 ∙

49

   교육여건 미흡

  울산의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 중 교육여건

의 미흡이라는 응답에는 1순위가 

10명(24.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순위와 3순위도 각

각 8명(19.5%)으로 높은 순위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적자원 문제

  울산의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 중 인적 자

원의 문제라는 응답에는 2순위가 

10명(24.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순위가 9명(22.0%), 

1순위가 7명(17.1%)으로 각각 나타

남.

   방해요소의 점수화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방해

하는 요인을 순위별로 점수화하여 

총계를 내어보면, 교육여건이 미흡

하다는 지적이 202점으로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적

자원의 문제가 199점, 문화/예술/

관광 관련 인프라 부족이 197점으

로 각각 조사되었다. 환경오염문제

나 공업도시로서의 이미지는 상대

적으로 순위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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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요소의 해결방안

    - 장애요인에 관한 해결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이 8

명(20.0%)으로 가장 많았고, 인적자원 누수를 막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5명(12.5%)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학력 증진과 인력확보를 위한 종합

대학과 사범 및 교육대학의 유치가 요구되며, 산업과 문화를 접목한 테마파크 형

태의 관광자원 모색, 연구기관의 확대 등도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됨.

마. 지속적인 울산의 발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전략 

  울산의 발전전략 중 실현가능성

이 크다고 응답한 전략(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은 산업중심 78.8%, 

생태환경중심 56.1%, 물류중심 

51.2%, 금융중심 39.0%, 관광중심 

31.7%, 복지중심 29.3%, 문화중심 

29.2%의 순으로 나타남.

바. 각 분야별 창조적 특성 부여 방법 

   ‘문화중심도시로서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울산의 지역성과 차별성을 살리며, 울산

의 독자적인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야 한다고 응답함.

   ‘산업중심도시로서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핵심산업 고도화, 연구개발 확대, 산업수도 

이미지 강화,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 대 ․ 중 ․ 소기업의 연계 강화를 해야 한다고 

응답함.

   ‘물류중심도시로서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타도시와의 기능적 차별화, 물류환경 개선, 

물류와 관광의 연계, 오일허브 구축 등의 의견을 제시함.

   ‘금융중심도시로서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신설 및 유치, 국제도시화 구축 

등의 의견을 제시함.

   ‘생태/환경도시로서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적 도시화, 산업과 환경의 조화, 

신재생 생태 공동체 형성, 에너지 리사이클링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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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중심도시로서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울산만의 차별적인 관광자원 개발 및 확대, 

관광벨트조성, 등산과 트레킹의 도시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함.

   ‘복지중심도시로서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대상별 복지서비스, 생애별 복지서비스, 

기업연계 복지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 집중서비스, 다문화 복지서비스 등의 방안을 

제시함.

사.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를 위한 벤치마킹 도시

   국내는 경기도(돌봄시스템에 의한 민간협력 복지), 창원(울산과 유사한 도시형태), 

대전(카이스트 기반 도시), 전주(역사 기반의 도심재생), 영월(박물관 도시, 문화/

관광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응답함.

   국외는 멜버른(강을 통한 친수공간의 자원화), 볼프스부르크(기존산업을 통해 도심

재활성화), 샌프란시스코(창조도시화 구축), 라데팡스(도시거점 개발과 산업관광), 

빌바오(시민적인 도시환경), 케이츠헤드(문화도시의 표상) 등을 응답했으며, 그 외, 

디트로이트, 토리노, 토론토, 키타큐슈, 슈투트가르트, 피츠버그, 나가사키, 몽펠리에 

등의 도시를 응답함.

2.1.3 울산의 창조자원 및 활용 가능한 자원

가. 울산지역의 창조자원 조사

□ 잠재력이 있는 창조자원

   지역내 잠재력이 있는 창조자원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창조도시임.

    - 울산지역내 잠재력이 있는 창조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창조자원을 4개의 분야로 

구분함.

    - 울산지역의 자연자원, 문화자원, 산업자원 및 인적자원으로 창조자원을 분류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창조자원 발굴조사에서 잠재력이 풍부한 창조자원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자연자원임.

    - 자연자원은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에 산, 강, 바다가 복합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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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울산지역 창조자원과 활용방안

□ 자연자원과 활용방안

   자연자원은 울산지역 창조자원 중에서 가장 높은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주로 산, 바다, 강 등에서부터 태화강, 영남알프스(신불산, 가지산 등), 동해, 대

왕암, 울산12경, 정자해변, 간절곶  일출 등과 같은 응답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

였음.

자연자원 선택 이유

영남 알프스

태화강

울산 12경

정자해변

기타 산, 바다, 강

컨텐츠화가 용이

지리적 산, 강, 바다의 자원 확보

스토리텔링 가능성 

영화 및 드라마 유치 용이

관광도시 구축에 용이

공업도시 이미지 탈피에 주요

4계절 관광자원이 가능함

인근 도시와 연계 및 접근성 양호

친환경적 요소 부각

   창조자원으로서 자연자원의 활용

    - 자연자원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선정되어짐.

    - 주요한 선정이유로 컨덴츠화가 용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 영화 및 드라마 유치 

용이, 관광도시 구축의 용이, 공업도시 이미지 탈피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창조도시의 개념에 적합한 창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이와 함께 지리적으로 산, 강, 바다의 풍부한 자원 확보, 4계절 관광자원이 가능, 

인근도시와 연계 및 접근성 양호, 친환경적 요소 부각 등과 같은 자연자원으로서의 

가치에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 울산연안, 태화강, 가지산, 신불산 등 영남알프스 등의 ‘강+산+바다’를 연결하는 

자연자원을 울산만의 특화된 생활공간, 관광자원으로 창조하는 방안 및 태화강 

수변공원과 생물자원, 고래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관광으로서의 가치 등을 제시

    - 결국 자연자원은 콘텐츠화 등을 통한 창조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자연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진 자원으로서 활용가능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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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원과 활용방안

   문화자원은 울산지역과 높은 연계성을 가진 역사, 예술 등을 포괄하는 지역내 창

조자원임.

    -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 등을 포함한 역사문화재가 많이 포함되었으며, 선사

시대부터 근대까지를 포괄하는 역사적 연계성도 언급되고 있음.

    -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와 관련된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지역의 예술이

라고 할 수 있는 처용무도 문화자원으로 언급되고 있음.

    - 방어진초등학교 및 봉수대, 일본식 건물 등은 근대 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50년 

역사를 포함한 울산 동구 1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며, 일본의 주거지를 복원하여 

자료관으로 제시

문화자원 선택 이유

암각화

역사자원(봉수대, 방어진초등학교)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역사

처용무

세계적 문화유산 자원 산재

문화특구 및 관광자원으로 성공 가능성

스토리텔링 가능

연계 관광자원화 용이

일제에 의한 근대 역사 자료로 활용

도심재생 프로젝트 활용 가능성

선사시대에서 근대까지 넓은 스팩트럼

전통 문화예술의 공연과 행사 다양

역사를 문화화 그리고 관광상품 창출

   창조자원으로서 문화자원의 활용

    - 문화자원 중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문화특구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성공에 대해 높은 가

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동시에 세계적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현대와 연계되는 스토리텔링 개발 등 콘텐츠

로 활용하고 관광자원화하여 창조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선사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의 

울산지역의 역사유적과 문화요소들도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조자원으로서의 가능

성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전통예술의 공연과 행사, 역사의 문화화 및 관광상품 창출 등과 같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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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원으로서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

    - 울산은 국가지정 문화재 16점, 시 지정문화재 68점 등 총 84점을 보유하고 있고, 

시립예술단과 전통문화 행사 등을 연계하는 울산만의 특화된 문화자원의 활용가

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은 창조자원으로서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또 문화

특구, 관광산업, 문화 콘텐츠, 역사의 문화화, 예술 등 다양한 활용가치를 제시하고 

있음. 

□ 산업자원과 활용방안

   지역 전문가들이 선정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진 창조자원이 산업 및 경제 자원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경제 활성화를 근거로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창조도시 만들기의 유형으로 

언급되고 있는 산업중심 도시적 특성이 창조자원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

    - 창조자원으로서 주요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화학산업이 

집적화된 산업단지, 이를 지원하는 울산TP, 전략산업, 뿌리산업 등이 언급됨.

산업자원 선택 이유

산업 단지

(자동차, 조선, 화학 등 핵심 산업)

정주영회장 스토리텔링, 울산 신화

산업의 고도화

주요 생산기지의 견학 및 탐방

자동차 테마파크 등의 산업자원의 관광화

새로운 산업 발굴의 모태

특화된 기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음

산업시대의 표상으로 선박, 자동차, 화학 전시관 건립으로 활용성 증대

기술과 환경의 접목

울산의 기본적인 일상과 밀접한 관계

   창조자원으로서 산업자원의 활용

    - 산업수도로서의 강한 이미지를 가진 울산은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및 화학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의 집적지로 이미 각인되어져 있음.

    - 이러한 산업집적은 지속적 성장과 미래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기반으로

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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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대화의 단계에서 울산이 공업도시로 발전하면서 울산에 뿌리를 둔 경영인의 경

영철학, 성공신화 등의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연구개발을 통해 3대 주력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과 연계된 관광산업화의 

가능성

    - 공업화의 과정에서 자연환경의 오염에서 벗어나 최근 기술의 발전과 태화강 생태

복원 등으로 새로운 환경산업으로 발전 가능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음.

□ 인적자원과 활용방안

   창조자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잠재력이 높은 것은 창조계급을 유인하는 것임.

    - 창조자원으로서 인적자원은 향후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조도시의 핵심요소인 

창조계급화할 수 있는 요소임.

    - 잠재력이 있는 인적자원으로는 울산지역 소재 대학, 기업의 산업인력, 여성, 외국

이주 전문가 및 근로자 그리고 울산출신의 역사적 인물 등이 언급됨.

인적자원 선택 이유

울산소재 대학

기업의 산업 인력

여성

외국이주 전문가 및 근로자

울산출신 역사인물

교육을 통한 고급인력 확보의 보루

지역 전문가 양성

연구개발의 핵심 인력

산-학의 인력양성 인프라 활용 가능

노동조합 학습경험의 창조도시 전략 활용

산업체 근무 외국인력의 활용 가능성

인적 네트워크로 차세대 기술개발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무궁한 잠재력

풍부한 기술보유, 산업도시의 주역

   창조자원으로서 인적자원의 활용

    - 인적자원을 통한 지역발전의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으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

적자원에 관한 정책적 노력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의 핵심이 울산의 창조도시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활용방

안 모색에 있다고 할 만큼, 창조계급으로 대표되는 고급인력의 유치는 중요

    - 지역발전을 위해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산-학-연 연계방안, 교육을 통한 

고급인력 확보, 지역전문가 양성, 연구개발의 핵심인력 등이 중요

    - 최근에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차세대 기술개발 움직임 등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창조도시패러다임을 통한 지역발전 모티브를 인적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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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찾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 산업도시 울산의 지속적 지역발전을 위해 기존의 숙련근로자 및 연구인력, 기업

체에 근무하는 외국인력, 사회적 참여가 절실하고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여성, 

지역내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자원 등 새로운 사회여건에 적합한 고급 기술

인력의 집적화 및 유치 방안은 무엇보다 중요함.

2.2 창조지표를 통해 본 울산의 경쟁력 및 창조성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 도시 창조성 평가지표는 기존 도시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와 

혼합되어 있으며, 이는 도시 창조성 자체가 도시경쟁력의 한 부분이고, 도시 창조

성의 개념 정립 및 도시 창조성을 측정하는 지표 설정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여기서는 도시의 창조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일반화된 

지표보다는 해당도시의 경쟁력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내재된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 경쟁력 및 도시 창조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관련 요소들을 추출하여 울산의 도시 경쟁력 및 도시 창조성을 평가하고자 함.

가. 도시 경쟁력 및 도시 창조성 지표

   도시 경쟁력 및 창조성은 어떤 지표를 이용하는가에 따라 도시 순위가 다르게 결

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표의 선정에 주의가 요구됨. 본 계획에서의 도시 경쟁력 

및 창조성의 측정지표는 선행연구의 지표를 참고하되, 특히 객관성 및 자료의 구독

가능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음.

   도시 경쟁력 및 창조성 평가대상은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평가하

였으며, 도시기반(물리적 기반), 경제기반, 사회·문화기반, 도시창조성기반으로 구분

하여 도시경쟁력 및 창조성을 평가함.

   자료는 기본적으로 각 시에서 발간하는 통계연보(2009년 기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부가적으로 한국도시통계(2009), 도시연감(2008), 통계청(KOSIS) 등의 자료를 이용

하여 가능한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음.

   평가방법은 각 부문별로 계산하였으며, 계산방법은 각 측정변수(지표)를 표준화하고 

이를 총합하여 계산하였으며, 표준화방법은 Z-Score값을 이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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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측정지표 단위 방향

도시기반

지표

(8)

주택보급율 % +

상수도보급율 % +

하수도보급율 % +

1인당 도로연장 m +

인터넷이용률 % +

도로포장율 % +

주차장확보율 % +

환경오염 배출기관수 개소 -

가구당 쓰레기 배출량 톤/가구 -

경제기반

지표

(11)

인구현황 명 +

인구증가율 % +

GRDP 백만원 +

1인당 GRDP 원 +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원 +

노령화지수 % -

제조업 종사자 비율 % +

고차 서비스 종사자비율 % +

사업체수 증가율 % +

재정자립도 % +

건축허가 면적 m2 +

사회·문화기반

지표

(12)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수 명 +

1인당 공원면적 m2 +

공공도서관 장서수 권 +

인구 천명당 문화공간수 개소 +

인구 천명당 식품위생업소수 개소 +

인구 천명당 사회복지시설수 개소 +

문화재수 개소 +

초등학급당 학생수 명 -

중등학급당 학생수 명 -

고등학급당 학생수 명 -

인구 천명당 초등교원수 명 +

인구 천명당 중등교원수 명 +

인구 천명당 고등교원수 명 +

도시창조성 지표

(9)

인구 만명당 연구인력수 명 +

인구 만명당 외국인 종사자수 명 +

인구 만명당 공공도서관 예산액 원 +

인구 만명당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개소 +

인구 만명당 문화산업 종사자수 명 +

인구 만명당 무형문화재 전승자수 명 +

인구 만명당 문화관련 행정인력 명 +

해외자매결연도시 개소 +

<표 3-1> 도시 경쟁력 및 도시 창조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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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기반 지표

   주택보급률,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1인당 도로연장, 도로포장율, 주차장확보

율, 환경오염 배출시설수, 가구당 쓰레기배출량 등 9개 지표를 비교함.

   도시기반분야는 울산이 2.14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광주(1.658점), 대전(1.326

점), 서울(0.813)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인천이 -4.866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도시기반분야에서 울산의 도시 경쟁력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 높은 것

으로 조사됨.

   울산은 주택보급률, 인터넷이용률, 1인당 도로연장 등의 세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으나,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등의 수자원에서 낮은 점수 얻고 있음.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주택보급률 -1.749 -0.186 0.927 -0.068 0.761 -0.683 0.998

상수도보급률 0.857 0.737 0.677 -0.523 -0.343 0.497 -1.904 

하수도보급률 1.217 0.857 0.303 -0.377 0.497 -0.942 -1.554 

인터넷보급률 0.406 -1.252 -1.341 0.613 0.288 -0.127 1.413 

1인당 도로연장 -1.007 -0.828 -0.385 -0.579 0.220 0.817 1.761 

도로포장률 0.827 -0.239 0.479 -2.054 0.495 0.718 -0.226 

주차장확보율 1.779 0.853 -0.532 -0.835 -0.478 -0.936 0.148 

환경오염 배출시설수 -0.513 -0.384 -0.252 -1.673 1.001 1.097 0.724 

가구당 쓰레기배출량 -1.006 0.849 -1.363 0.629 -0.782 0.885 0.787 

도시기반 지수 0.813 0.409 -1.487 -4.866 1.658 1.326 2.147 

순위 4 5 6 7 2 3 1 

<표 3-2> 도시기반 지표 및 지수

다. 경제기반 지표

   인구현황, 인구증가율, GRDP, 1인당 GRDP,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노령화지수, 제

조업 종사자 비율, 사업체수 증가율, 재정자립도, 건축허가 면적 등 11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함.

   경제기반분야는 서울이 8.39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울산(4.792점), 인천(2.408

점), 대전(-1.920)의 순이며, 부산이 -6.334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울산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볼 수 있음.

   울산은 인구증가율, 1인당 GRDP, 노령화지수, 제조업 종사자비율, 사업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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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등의 세부항목에서 높은 점수 얻음.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인구현황 2.184 0.082 -0.250 -0.181 -0.583 -0.567 -0.684 

인구증가율 -0.318 -1.623 -0.862 1.337 0.491 0.385 0.589 

GRDP 2.239 -0.166 -0.445 -0.230 -0.571 -0.559 -0.268 

1인당 GRDP 0.394 -0.502 -0.757 -0.220 -0.521 -0.503 2.109 

1인당 지방세부담액 1.814 -0.252 -0.991 0.258 -0.735 -0.772 0.678 

노령화지수 -1.026 -1.531 -0.310 0.377 0.661 0.560 1.270 

제조업 종사자비율 -1.175 -0.257 0.079 0.787 -0.387 -0.814 1.765 

고차 서비스 종자사비율 1.862 -0.183 -0.458 -0.741 -0.157 0.751 -1.073 

사업체수 증가율 -1.605 -1.253 0.514 0.255 0.558 0.616 0.914 

재정자립도 1.851 -0.453 -0.699 0.634 -1.137 -0.385 0.190 

건축허가 면적(㎡) 2.176 -0.197 -0.299 0.131 -0.479 -0.633 -0.699 

경제기반 지수 8.395 -6.334 -4.480 2.408 -2.861 -1.920 4.792 

순위 1 7 6 3 5 4 2

<표 3-3> 경제기반 지표 및 지수 

라. 사회 ․ 문화기반 지표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수, 1인당 공원면적, 공공도서관 장서수, 인구 천명당 문화공

간수, 인구 천명당 식품위생업소, 인구 천명당 사회복지수, 문화재수, 초등학급당 

학생수, 인구 천명당 초등교원수, 중등학급당 학생수, 인구 천명당 중등교원수, 고

등학급당 학생수, 인구 천명당 고등교원수 등 13개 지표를 통해 조사함.

   사회문화기반분야를 사회문화부문과 교육부문으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사회문화부

문은 서울이 3.44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광주(2.239점), 대전(1.657점), 부산

(1.528)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인천이 -4.74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울산은 -1.882점으로 인천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사회문화부문의 경쟁

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교육부문은 부산이 8.731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전, 인천, 서울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주가 -6.508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으며, 울산은 

-3.522점으로 5위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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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수

1.0142 0.1403 0.1338 -1.5747 0.8112 0.6482 -1.1730 

1인당 공원면적 -0.7051 -0.0541 -0.9674 0.1888 -0.4136 -0.1319 2.0833 

공공도서관

장서수
2.1334 0.2211 -0.1502 -0.3390 -0.5153 -0.4683 -0.8817 

인구 천명당

문화공간수
0.3186 0.6363 -0.1137 -1.2526 1.4610 0.2584 -1.3079 

인구 천명당

식품위생업소
-0.5925 1.1715 -0.4195 -1.6604 -0.0711 0.5592 1.0129 

인구 천명당

사회복지수
-0.9768 -0.3839 -0.3977 0.1803 1.4468 1.2071 -1.0758 

문화재수 2.2528 -0.2033 -0.3269 -0.2873 -0.4801 -0.4158 -0.5394 

합계 3.4445 1.5277 -2.2417 -4.7449 2.2389 1.6570 -1.8816 

사회문화순위 1 4 5 7 2 3 6 

초등학급당

학생수
-0.9891 1.7357 -0.0960 0.9570 -0.6818 -0.1543 -0.7715 

인구 천명당

초등교원수
-1.1818 1.6519 0.1931 0.6006 -1.2032 0.0861 -0.1467 

중등학급당

학생수
0.6876 1.3305 -0.4015 -1.4715 -1.0222 0.4602 0.4168 

인구 천명당

중등교원수
0.7908 1.6062 -0.1833 -1.0846 -1.1937 0.3133 -0.2488 

고등학급당

학생수
0.7472 1.1106 -0.2437 0.5497 -1.2224 0.5064 -1.4478 

인구 천명당

교원수
0.3571 1.2964 -0.2508 0.9777 -1.1849 0.1284 -1.3239 

합계 0.4118 8.7314 -0.9822 0.5289 -6.5081 1.3401 -3.5219 

교육 순위 4 1 6 3 7 2 5 

전체합계 3.8564 10.2591 -3.2239 -4.2159 -4.2691 2.9970 -5.4035 

전체순위 2 1 4 4 6 3 7 

<표 3-4> 사회 ․ 문화기반 지표 및 지수

마. 도시창조성기반 지표

   인구 만명당 연구인력수, 인구 만명당 외국인 종사자수, 인구 만명당 도서관 예산

액, 인구 만명당 재산권 등록건수, 인구 만명당 무형문화재 전승자수, 인구 만명당 

문화산업 종사자수, 인구 만명당 문화인력관련 행정인력, 해외 자매결연도시 등 8

개의 지표를 사용함.

   도시 창조성 분야는 서울이 12.788점으로 가장 높고, 모든 세부항목에서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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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대전(-0.313점), 인천(-0.705), 부산(-1.614)의 

순이며, 울산은 -5.385점으로 가장 낮음.

   울산은 인구 만명당 외국인 종사자수의 세부항목에서 조금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반면, 모든 세부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얻음.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인구 만명당 연구인력수 1.004 0.301 0.375 -0.920 -0.809 1.300 -1.253 

인구 만명당 외국인 종사자수 1.189 -0.718 -0.568 1.345 -0.848 -0.955 0.555 

인구 만명당 도서관 예산액 1.880 -0.952 0.440 -0.672 0.107 0.135 -0.939 

인구 만명당 재산권 등록건수 1.725 -0.664 -0.370 -0.159 -0.699 1.063 -0.896 

인구 만명당 무형문화재 

전승자수
1.922 0.270 -0.914 -0.377 0.414 -0.325 -0.990 

인구 만명당 문화산업 종사자수 2.206 -0.360 -0.379 -0.626 0.028 -0.225 -0.645 

인구 만명당 문화인력관련 

행정인력
1.761 -0.592 -0.196 -0.039 0.897 -0.794 -1.037 

해외자매결연도시 1.101 1.101 -0.870 0.742 -1.408 -0.512 -0.154 

도시 창조성 지수 12.788 -1.614 -2.481 -0.705 -2.317 -0.313 -5.358 

순위 1 4 6 3 5 2 7

<표 3-5> 도시창조성기반 지표 및 지수

바. 창조지표로 본 울산에 대한 평가

   울산은 도시기반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제기반 분야

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높게 평가됨.

   이는 울산이 아직 경제·산업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도시 경쟁력과 창조성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함을 의미함.

   더불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사회·문화부문 지표의 역량강화로 도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함.

   특히 울산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부분인 사회·문화부문 지표와 도시 창

조성기반 지표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도시발전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시 경쟁력 파급효과가 큰 부분을 중점 육성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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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형 창조도시의 의미 및 재구조화

3.1 울산형 창조도시의 개념 및 정의

   여러 문헌에서 창조도시는 창조적 산업과 인재의 유치, 도시의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주로 기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여 도시 창조성을 평가하고, 도시 창조성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실질적 의미의 창조도시는 현재 도시가 처해있는 표면적 특성보다는 그 도시가 가

지고 있는 내재적 혹은 잠재적 특성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창조산업 및 인력의 

발굴 그리고 창조인력이 머물 수 있는 다양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도시로 볼 

수 있음.

   여기에서 창조적인 지역과 지구의 육성,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 인재유치 및 

육성을 위한 시설과 인프라의 확충, 시민을 위한 교육과 체험기회 제공 등이 일어

나면서 이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노후지역 및 시설의 개발, 도심산업지대의 활

성화, 엣지시티(edge-city)의 건립, 문화 및 상징시설의 건립과 유치 등과 같은 정

책적 프로그램들이 추진됨.

   창조도시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것을 

공존시키는 가운데 그 의미가 있음.

    - 즉 과거의 것을 축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닌, 현 단계의 발전을 위한 전략이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창조도시이며, 과거의 것을 활용하여 얼마나 창조적으로 

재생하고 활성화하느냐가 도시의 창조성을 결정하는 것임.

   따라서 창조도시의 전략방안은 공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우리 내부의 가능성 측면

에서 자원을 찾아야 하고, 그 자원을 현재화하기 위해 관련 인재와 자원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함.

    - 현재는 중시되지 않고 있거나 경쟁력을 잃었지만, 잠재력이 있어 그 가치를 발굴

하면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 있는 자원을 찾는 것, 그것이 창조도시를 위한 첫걸음

으로 볼 수 있음.

   울산형 창조도시는 이미 다른 국가 또는 도시에서 실행되고 있는 창조도시 전략과 사

업을 참고하되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의 여건에 맞는 창조도시 전략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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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창

조하는 도시를 지향함을 의미함.

    - 산업도시, 생태환경도시 등 기존의 울산이 가지고 있는 도시속성과 이미지에 창

조성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혀 도시의 필수 기능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적 발

전을 모색하는 것임. 

    - 울산의 도시 위상과 경제적 역량을 고려할 때 주력산업이 쇠퇴하고 인구와 세수

가 급감하여 도시가 쇠락하는 과정에서 도시 활력을 제고시키면서 도시의 르네상

스를 위해 꾀했던 유럽 도시들과는 다른 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울산이 지금까

지 거둔 성과에 안주하면서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를 타지 못하고 나아가 흐름을 

주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진 수많은 도시들과 

같은 운명이 될 수도 있음.     

   또한, 울산형 창조도시는 울산만의 자원(자연자원, 문화자원, 산업자원, 인적자원)

을 발굴하고 과거와 현재의 내재적 특성(역사도시, 문화도시, 관광도시)과 표면적 

특성(산업도시, 생태도시)을 공존시키는 가운데 도시의 창조성(창조산업, 창조인재, 

창조환경)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임.  

<그림 3-3>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 개념도

   경제, 환경,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복지, 교통 등 핵심 기능들이 잘 갖추어진 세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울산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Frame), 새

로운 패러다임(Paradigm)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하는『울산형 창조도

시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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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 계획 전략 구상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 계획의 전략구상은 우선 10개 창조분야(경제, 문화관광, 

생태환경, 교육, 사회복지, 도시공간·디자인, 교통, 행정 및 재정, 정보화, 국제화) 

별로 여건 분석과 창조성 기준을 토대로 하위비전, 전략과 추진사업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본 계획이 지향해야할 총괄비전을 제시하였음.

    - 고도화(upgrading), 전환(shifting), 특화(specializing), 육성(incubating), 연계(networking)

의 5대 전략적 기법을 기본으로 하고, 부문별 성격과 추진방향에 따라 특화 및 

고도화(specializing & upgrading), 연계 및 특화(networking & specializing) 등 다

양한 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구분함.

   이어서, 창조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화는 크게 창조자원화사업, 창조공간화

사업,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자 하였음.

    - 창조자원화 사업은 10대 창조분야별 단위사업들을 창조자원인 창조산업, 창조

인재, 창조환경 별로 사업을 재분류하고 연계화하였음.

    - 창조공간화 사업은 울산시 공간적 특성을 감안하여 창조공간으로 나누고 창조

공간별로 적용 가능한 사업들을 도출하였음.

    - 핵심 프로젝트는 창조자원화 및 창조공간화사업을 기반으로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표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며, 향후 창조도시화 

과정에서 창조자원의 개발과 창조공간 조성을 통하여 다양한 핵심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을 것임.

<그림 3-4>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 계획 전략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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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 비전 및 발전방향

4.1 총괄비전

   세계적인 친환경 첨단산업문화도시 울산

4.2 분야별 비전

   한국의 신성장동력원, 지식기반 산업수도 울산

   글로벌 친환경 녹색성장 선도도시 울산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활력넘치는 문화도시 울산

   성장과 통합을 실현하는 희망복지도시 울산

   사람과 환경중심의 지속가능한 미래교통 창조

   특색있는 도시공간 창출을 통한 동남권 거점 조성

   창조적 핵심인재 육성 및 유치로 명품 창의학습도시 실현

   지식정보사회의 최첨단도시 조성

   신뢰받고 봉사하는 시정부 울산

   글로벌 산업 ․ 생태도시 리더 울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