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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분야  

1.1 현황

1.1.1 울산의 경제 현황

   울산은 자동차, 조선 및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하였으며, 탄탄한 제조업

을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을 추진하여 지

속적인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지역임.

    - 울산의 면적은 1,058㎢로 전국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2010년 기준 

1,126천명으로 전국의 2.2%를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지역내 경제활동인구는 553천명, 취업자는 534천명으로 실업률은 

3.6%로 전국대비 0.1%p 낮은 것으로 나타남.

   울산은 3대 주력산업에 기초한 대기업 중심도시로 상대적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보다는 매출액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은 것이 

특징임.

    - 1인 이상 울산지역의 사업체수는 68,654개로 전국의 2.08%에 해당하며, 종사자수

는 431,831명으로 전국 16,818,015명의 2.46%를 차지함.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광업·제조업 분야 사업체수의 전국 비중은 높지 않으나 

종사자수와 출하액에서 비교적 높은 전국 비중을 보여, 광업·제조업 분야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울산의 제조업 사업체수는 1,254개로 전국 비중이 2.1%에 불과하나 월평균 종사

자수(5.6%), 출하액(13.6%) 등에서는 매우 높은 전국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13).

   울산의 경우, 수출입 등 대외 교역량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한·EU 및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교역 증대 효과를 다른 지역보다 크게 누릴 수 

있는 산업여건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수혜가 클 전망임.

    - 울산의 2010년 수출액은 71,383백만원, 수입액은 62,995백만원으로 전국에서 각각 

15.3%와 1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1년에는 연간 수출액이 1,015억 달러

13) 울산의 경우, 제조업 사업체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고용, 부가가치 및 매출액의 전국 비중이 

높은 것은 제조업 분야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적지만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

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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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성함.

구분 단위 전국 울산 전국/울산(%)

면적 ㎢ 99,897 1,058.2 1.05

인구 천명 50,512 1,126 2.2

세대수 천세대 19,865 405 2.0

경제활동인구 천명 24,748 553 2.2

취업자수 천명 23,829 534 2.2

실업률 % 3.7 3.6     - 0.1%P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116.1 117.3

사업체수1
사업체수 개 3,293,558 68,654 2.08

종사자수 명 16,818,015 413,831 2.46

산업별

매출액

1차 산업 10억원 27,780 291 1.05

2차 산업 10억원 265,360 26,924 10.15

3차 산업2 10억원 598,840 10,619 1.77

광업·제조업3

사업체수 개 58,377 1,254 2.1

월평균 

종사자수
명 2,465,265 138,657 5.6

출하액 10억 1,125,812 152,549 13.6

제조업

유형별

매출액

기초소재형 “ 87,171 10,628 12.19

가공조립형 “ 149,455 15,848 10.60

생활관련형 “ 28,732 447 1.56

지역내 총생산 10억 1,066,083 50,364 4.7

1인당 총생산 천원 21,870 46,229 2.1배

재정자립도 % 52.2 67.7

수출 (2011) 백만불 555,214 101,480 18.3

수입 (2011) 백만불 524,413 85,786 16.4

주 : 1. 1인 이상 사업체 수 기준(2009년)

    2. 3차 산업은 건설업을 제외함(2009년)

    3. 10인 이상 사업체 수 기준(2009년)

자료 : 울산광역시 통계DB, 통계로 본 울산의 발전상; 통계청, KOSIS,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표 4-1> 경제 일반현황(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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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경제 여건의 변화

가.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 경제의 다극화

   세계경제를 주도해왔던 미국, 유럽 및 일본의 경제력 약화

    - 경제 다극화에 따른 미국의 세계금융 지배력 약화, 위안화의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 그리스를 비롯한 EU 국가들의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일본경제의 저성장

세 지속 등으로 미국, 유럽 및 일본 중심의 세계경제체제가 개편될 것임.

   중국을 주축으로 하는 신흥 BRICs의 성장과 동북아 경제지역의 부상

    - 중국을 중심으로 한 BRICs는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 경제규모의 확장이 

계속되고 있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 중국과 인도의 경제규모 확대 때문에 아시아 경제권은 향후 10년 안에 실질총생

산을 기준으로 북미와 유럽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중국, 일본, 한국 및 러시아 일부가 포함된 동북아 지역은 이미 세계경

제의 새로운 축으로 성장하였고, 세계경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FTA 등 

경제협력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임.

□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지역협력 확대

   국가 사이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FTA와 경제통합, 지역(도시) 사이의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과 교류 확대가 최근의 추세

    - 세계 모든 국가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방향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한국도 전면적인 대외개방 정책과 적극적인 FTA 체결로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도시)이 세계화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여 지역(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나. 인구구조의 변화

□ 고령화 진전과 공공서비스 수요의 확대

   저출산, 평균 수명 연장,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등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18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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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고령친화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교육, 주택, 금융 등의 

분야에서 고령층이 중요한 소비주체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됨. 

    - 고령층에 대한 정부의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고령층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은 국가와 자치단체

의 재정부담 증대로 이어져 재정안정성의 문제가 최대의 국가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고령층을 위한 복지수요 확충을 위해 청년층의 조세부담률이 증가할 전망

이기 때문에 세대 사이의 갈등 심화가 첨예해지고 있음.

□ 고용시장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고용시장의 변화를 초래하여 고령자 및 여성의 경

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할 전망

    - 고령층과 여성의 고용참여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저임금 근로자 양산이라는 부작

용도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노동공급 형태가 다양화되어 자발적 비정규직, 비전형적 근로형태가 확대될 가능

성이 높고, 재택근무 등의 확대로 노동의 유연성은 높아질 전망임.

   저출산으로 청년층 노동력의 감소에 따라 임금상승, 잠재성장률 저하 등이 우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자에게 국내 고용시장 개방

이 확대될 것임. 

다. 과학기술발전의 가속화

   기술의 융합화·지능화·서비스화 급속 진전

    - 정보기술 제품의 초소형화, 대용량화, 고속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기업 및 생활환경을 지능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확대되어 ‘생산의 서비스화’를 넘어 수요 

중심의 서비스분야로 이동하는 ‘소비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기존의 제품 위주의 판매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솔루션을 판매하는 

토탈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IT·BT·NT·신소재 기술 간의 융합 신기술시대 도래

    - 전통산업과 신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 IT와 신기술 융합에 의해 인간의 정신, 신체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출현

하거나 인간과 기계의 인지경계가 무너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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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및 인간형 로봇기술 등의 개발로 인간-사물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NT와 로봇기술이 결합된 첨단 의료기술이 개발될 것임.

    - 가정 및 개인용 로봇시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수요증가로 인공지능 

로봇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됨.  

라. 지식기반경제의 강화 

   경제의 소프트화 심화

    - 소비자 및 생산자의 제품과 서비스 수요형태의 변화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필요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이 확장됨.

    - 제조업의 글로벌 소싱의 확대에 따라 제조 이외의 가치사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디지털 중심의 산업 재편

    - IT 기반의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및 차세대 신산업군 발굴로 새로운 시장가치 창

출이 예상되므로 정보, 서비스, 콘텐츠 등의 무형자산시대가 도래할 것임.

    -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과 같은 디지털 융합 산업 환경으로 발전할 것임.

   지식경영 확산

    - 지식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투자 확대, 인적자원의 글로벌 소싱 등 기업이 

지식경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임.



74

1.2 SWOT 분석

강점 약점

- 지역산업의 생산, 수출 안정적 성장

- 연구기관 유치와 혁신역량 강화

- UNIST 설립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 산업기반의 지속적 확충

- 신산업 육성 잠재력 풍부

-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집적

- 주력산업의 성숙화

- 높은 수출비중으로 대외의존적인 산업구조

- 핵심기술 관련 R&D 기능 취약

- 창조계급의 정주여건 취약

- 지역 주력기업의 신사업의 해외 및 다른 지역 투자

- 전지산업 외 미래유망산업의 부재

기회 위협

- 금융위기 이후 경기확장국면 전개 가능성

- 신규시장의 개척 및 확대

- 지역산업의 지속적 경쟁력 향상

- 중국경제 성장 지속 가능성

- 전지산업의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화

- 기업의 유입 지속

- 세계경제 불안정성의 고착화

- 원화의 지속적 절하가능성

- 지구온난화방지대책 심화 가능성

- 산업 및 고용구조변화에 대한 정책부재

-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견해 확산

- 정치 갈등으로 인한 제도 및 법 정비의 어려움

1.3 창조도시 패러다임의 적용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창조도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새롭게 도

시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함.

   경제적 관점에서 창조도시는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유행한 자본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기반을 확충하는 인프라에 치중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지식기반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R&D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조계급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함.

   산업혁명 이후 경제의 성장은 1단계는 단순 인적자본, 2단계는 물적자본, 3단계는 

지식자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현재는 지식이 국가나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기반경제에 돌입하였음. 선진 

국가나 도시는 지식의 생산, 축적 및 확산을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지식

은 창조계급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명시지 보다는 암묵지 형태로 있음. 고급 

암묵지를 보유한 창조계급을 교육, 양성 및 배분하고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정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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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함.

   아직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은 변화하고 있음. 이전에는 지식이 

단일한 제품에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여러 분야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융합

지식이 중요해지고 있음. 융합지식이 중요해지면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고, 

하나의 기업보다는 기업 사이의 협력이 중요해짐.

   대학이 높은 역할을 수행하고 산학협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술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R&D를 지원하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R&D인력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 수립이 필요함.

   이제부터 국가나 지역의 성장은 융합지식을 어떻게 형성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음. 

학문 사이의 협력은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음.

   기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애플의 성공은 자체 역량 강화보다는 기존에 있는 

각종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아키텍처혁신임. 이러한 혁신이 바로 

현대적 의미의 창조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 사이의 융합이 더욱 절실함.

   창조도시의 성공은 바로 융합지식 기반을 형성하는데 달려있음. 융합지식 기반 조

성은 울산의 취약한 R&D 시스템, 인력양성 시스템, 문화기반 등 소프트파워를 키

우고, 그것을 하나의 거버넌스로 확립해야만 가능함.

   창조도시가 R&D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조계급이 모여들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화 시대에 적합했던 하드웨어 중심의 발전방안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함.

   경제분야의 창조도시 만들기의 키워드는 소프트파워 형성, 창조계급의 정주여건 

개선, 융합지식의 생산 및 확산임. 아직 하드웨어 부문의 사업도 무시할 수는 없

으므로 다른 도시에 비해 뒤쳐진 산업인프라를 어느 정도는 포함하였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였음.

   울산형 R&D 생태계 조성, 인력양성거버넌스 구축, Global Village 조성 등은 지식

기반사회에 적합한 지식경쟁력을 높이고 창조계급이 모여들 수 있는 대표적인 사

업임. IT융합센터 설립, 민간소프트웨어멤버십 센터 유치 등은 융합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만드는 핵심적인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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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전과 전략

1.4.1 비전

□ 한국의 신성장동력원, 지식기반 산업수도 울산 건설

   창조계급이 모여드는 도시, 세계적 기업의 산실, 기업하기 좋은 울산 건설

    - 지금까지 한국의 성장동력원이자 산업수도로서 자리매김했던 지위를 계승하여 21

세기에도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원인 산업수도로서 울산경제가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 단순한 산업수도에서 지식기반산업수도를 지향하여 미래에도 한국을 선도

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음.

    - UNIST 개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창조계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등의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임.

    -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등 세계적 기업이 입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울산이 지향하는 세계일류도시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삼음.

    - 울산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래에도 기업도시라는 이미지는 계속 추구해야하는 

가치임. 따라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라는 비전을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중요함.

1.4.2 전략

   산업별 R&D생태계 조성

    - 주력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R&D생태계 완성

   창조계급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Global Village를 조성하여 새로운 창조계급이 모여들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신성장동력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

    - 5대 신성장동력산업 성장기반 확보(전지, 원자력, 정 화학, 오일허브 및 환경)
    - 울산 전지산업클러스터 구축

    - 울산형오일허브 구축

   주력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 울산자동차클러스터의 그린카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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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속

    - 친환경 석유화학산업 육성

   세계기업 유치

    - 주력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 기업의 지속 유치

    -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외국계 기업 유치

   제조업 관련 생산자서비스업 육성

    - 생산자서비스업 육성으로 경제의 균형성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1.5 주요 추진사업

1.5.1 산업별 R&D생태계 조성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2000년대 이후 지식기반경제가 본격 도래하면서 경제성장과 R&D능력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

   2000년대 이후 울산경제는 주력산업의 성장이 정체하면서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상황임.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울산 전체의 R&D 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산업별 

R&D생태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기업의 니즈가 반영된 R&D 인프라를 구축 및 확대하는 거버넌스 형성이 중요함.

□ 사업의 주요 내용

   주력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R&D인프라 확충

   연구기관 사이의 분업화 및 산업별 R&D사업 발굴

   울산R&D거버넌스 구축

   기업-대학의 파트너십 지원체계 구축

□ 사업 추진계획

   자동차, 정 화학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울산은 산업별로 R&D기관이 거의 

없어 기업이 기술개발을 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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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주력산업 가운데 화학산업은 어느 정도 R&D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자

동차 및 조선해양산업은 공공 연구기반이 취약한 상태임.

   잠재적인 주력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전지산업과 에너지산업은 주력산업보다 더욱 

지식집약형산업이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R&D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산업별로 핵심R&D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확보하려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필요

가 있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함.

   1차적으로 산업별로 핵심R&D기관이 설치 혹은 유치되면 산업별 R&D생태계의 밑

그림을 그리고 울산 전체에서 기업의 R&D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

을 마련

□ 기대효과

   산업별 R&D생태계 조성으로 R&D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R&D-생산의 최적 연계시스템 구축

   기업의 기술능력 제고로 기술경쟁력 강화

1.5.2 Global Village 조성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지역 경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와 선진 기술협력 

교류 확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 유치와 상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적의 외국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정주환경을 개선하여야 함.

    - 교육 및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보

육 ‧ 의료시설 등을 설치하여 글로벌 도시 인프라 구축

   울산에는 조선해양산업과 화학산업에 해외 고급인력이 근무하고 있지만 개별기업

이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는 공공영역에서 이들의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한 시설은 

없는 상태임.

   해외 기업과 연구소 유치가 확대되고 있고, 향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본

격화되면 고급R&D인력을 위한 Village 조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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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주요 내용

   울산에 거주하는 창조인력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

   역내 거주 외국인 및 자녀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 기업 유치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

   외국인 역내 일상생활, 비즈니스 활동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사업 추진계획

   Global Village 후보 입지 선정

   영어권 중심의 유치원, 초·중·고 교과과정 교육 확대 실시

   외국인을 위한 보육‧의료시설 등 설치

   해외 자매결연도시 확대, 지역주도 국제협의체 및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다양한 민 ‧ 관 ‧ 학 국제교류 지원시스템 및 교류 네트워크 구축

□ 기대효과

   국제교류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류업무의 체계적 추진 가능

   시민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세계화 공감대 증진

   외국인 투자 유치와 상호 교류협력 활성화

1.5.3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지역의 경제구조나 산업고용 형태별로 인력수요가 다르게 전개될 것이므로 산업별, 

종사자 특성별로 고용정책적 판단과 지원방식이 차별화되어야 함.

   이와 같이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지역고용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적극적 고용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지역 주도적이고 통합적인 고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80

□ 사업의 주요 내용

   지역특성에 맞는 구인-구직 연결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지역 산업특성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지원

   지역차원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 확대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의 지역고용 영향평가 실시

□ 사업 추진계획

   지역의 초보적인 지역거버넌스 형태인 노사민정협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발전협의회 

등과 고용포럼들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 노사관계, 고용인적자원개발 등과 관련된 의제별 협의회와 지역의 주력 및 전략

산업과 관련된 업종별 협의회로 구분 설치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민정의 사회적 협약 추진

□ 기대효과

   지역 노동시장 수요 특성과 인적자원개발 및 노동력 공급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창

의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가능

   지역파트너십에 근거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노동시장에 적극적

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발전과 사회통합 추구

1.5.4 Ulsan job-net 구축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경제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실업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거나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정보 

부족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음.

   현재 고용지원체계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조직인 울산고용센터, 울산광역시 고용 

관련 부서, 구 ․ 군 고용지원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보가 잘 공유되지 못하

고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주도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고용정보시스템을 on-line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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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주요 내용

   울산고용센터-울산광역시-기업 사이의 취업정보공유를 위한 협약 체결

   Ulsan job-net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 및 시안 작업

   Ulsan job-net 구축 및 가동

□ 사업 추진계획

   통합고용정보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구직자의 니

즈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유인이 있어야 됨.

   고용노동부 산하 울산고용센터와 울산광역시 사이의 긴 한 업무 협조가 필요함.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주도로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통합고용정보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으므로 이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관 기관 사이의 협조체계가 갖추어지면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를 전체 

직업 및 산업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기대효과

   정보 미스매치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

   기업과 취업자가 일자리를 찾는데 드는 거래비용을 감소

   울산이 보유한 인적자원의 체계적 관리

1.5.5 울산산업인력양성 네트워크체계 구축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고급기술인력의 꾸준한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혁신적인 고급기술인력의 꾸준한 지역내 유입이 필요하나 현재 울산

지역의 경우 주거, 문화 및 교통 등 제반 정주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지역내 산재되어 있는 대학, 연구소, 기타 연구개발기관을 효율적으로 연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최근 UNIST, RIST 울산산업기술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친환경울산기술센터 등 

관련 인프라가 점차 확충되고 있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여타 전문인력양성사업

과 신규 인프라를 지역차원에서 적절히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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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됨.

□ 사업의 주요 내용

   현재 지역내 고급인력양성사업의 총괄적 기획·조정·관리·평가 체제구축

   신성장동력산업 등 신규사업 발굴에 필요한 수요조사·분석, 양성계획수립에 대한 

기관별 역할 분담

   전략 및 신성장동력산업분야 인력 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위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협력적 의사결정체 구성

□ 사업 추진계획

   1단계(2012~2014년) : 울산산업인력양성 거버넌스 기반구축

    - 지역내 대학, 각종 연구소, 기타 연구개발기관간 연계 및 교류 활성화 

   2단계(2015~2020년) : 울산산업인력양성 네트워크체계의 구축 및 확립

    - 총괄적 기획·조정·관리·평가 체제구축

    - 지역차원의 산업인력양성사업의 총괄적 협의체 역할 수행

□ 기대효과

   지역차원의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인력양성체계 구축 가능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총괄적 협의체 역할 수행으로 중복 및 무분별한 양성에 

따른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지역내 부족한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

1.5.6 IT융복합기술센터 설립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미래사회는 융복합기술을 중심으로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고령화 문제 등 범국가적

인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임.

   IT융·복합은 고도화된 IT를 기반으로 IT 내부와 외부에서 다른 기술과의 복합 또는 

화학적 결합을 의미함.

   IT와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유망한 산업은 미래형 Welfare 산업, 바이오닉스 융합 

산업, 감성형 미래 인터넷 산업, 인지체험 산업, 신소재 신제조 산업, Green 융합 

산업 등임.

   울산은 IT산업 기반은 아직 취약하지만, 삼성SDI를 중심으로 강소형 IT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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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며, 울산대학교와 UNIST에서 유능한 연구자들을 보유하고 있음. 산업계와 

기업을 연계하면 IT융복합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함.

□ 사업의 주요 내용

   울산의 IT산업 혁신역량 조사를 실시

   IT융복합산업 가운데 울산에 가장 적합하고 유망한 산업을 선정

     - 현재 울산은 IT-조선해양산업, IT-원전산업 등에 한정하여 IT융합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기존의 사업을 통합하고 IT-자동차, IT-나노, IT-바이오 등의 분야에서도 

울산이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한 조직을 구성

   기업과 대학의 IT융복합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IT융복합기술센터 설립 필요성 제시

□ 사업 추진계획

   IT융복합기술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실시

   기존의 IT융복합을 위한 울산광역시와 대학 조직의 관계자 사이의 협의체 구성

   다른 광역시도의 IT융복합기술센터 설립 현황 및 특징 조사

□ 기대효과

   기존 주력산업과 IT와의 융합으로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

   IT융복합산업 강화로 전지, 에너지산업 등에 이은 주력산업화 가능성

   성숙기와 쇠퇴기 제품의 새로운 탄생으로 기업의 부가가치 증대

1.5.7 울산컨벤션센터 건립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컨벤션센터 부재로 국제행사 유치가 힘들고 지역의 행사도 외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

   중앙정부가 컨벤션센터 설립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이후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울산컨벤션센터 설립은 추진력을 잃은 상태임.

   KTX개통이후 컨벤션 기능이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고 소규모의 다목적 컨벤션센터 

설립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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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주요 내용

   컨벤션센터 설립의 다양한 방안 마련

   민간자본 유치방안 수립

   KTX역사와 연계방안 수립

   울산컨벤션센터 설립

□ 사업 추진계획

   지금까지 중앙정부 자금 지원을 전제로 컨벤션센터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실현가

능성이 낮으므로 울산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함.

   설립 형태와 용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있으므로 깊은 수준의 연구와 계획 

단계를 거치는 것이 중요함.

□ 기대효과

   국내 ․ 외 회의 개최로 국제화 제고

   지역 내 컨벤션 수요 흡수로 소비의 역외 유출 감소

   서비스산업 강화로 제조업 편중 산업구조의 보완

1.5.8 울산연구개발특구 조성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대전 대덕특구이후 광주와 대구에서 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되면서 지방의 R&D 여

건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연구개발특구는 중앙정부로부터 R&D자금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고 각종 연구소를 

유치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음.

   울산은 생산인프라에 비해 R&D역량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받는 것이 기업의 기술능력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임.

□ 사업의 주요 내용

   울산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울산연구개발특구 지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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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계획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 분

석과 개발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지정 요건 가운데 필요조건은 3개 4년제 대학교(이공계 포함)와 3개 국책연구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 울산은 이공계가 있는 1개 4년제 대학이 부족하고, 국책연구

기관도 화학연구원 및 생산기술연구원 분원 2곳이 있기 때문에 1개 국책연구기관이 

부족함.

   국책연구기관 문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KIER 분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대학교 

유치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공계가 있는 4년제 대학 

가운데 울산에 적합한 대학을 사전적으로 선정하고 울산캠퍼스(이공계 포함)를 유치

하는데 힘을 모을 필요가 있음.

   울산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방향을 제시해야만 특구 지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에

너지, 전지, 전기자동차 등 핵심 산업역량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기대효과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열악한 R&D역량의 획기적인 향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미래동력산업과의 연계로 기업의 기술능력 제고

1.5.9 울산산업기술박물관 설립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울산은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산업 등 3대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급속한 지역경제발

전과 산업발전을 이루어왔음.

    - 울산의 자동차, 조선 및 석유화학산업은 2009년 출하액 기준으로 전국 비중이 각각 

25.68%, 31.24% 및 38.45%로 지역 및 국가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임.
    - 이 3대 주력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갖추어, 향후에도 

지역의 산업과 경제발전의 근간이 될 것임.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비중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사갈등, 환경문제 등

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연하여 지역에 기여하는 정도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

고 있음.

    - 따라서 지역의 3대 주력산업이 울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그 동안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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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산업의 변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교

육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주요 내용

   울산의 3대 주력산업관련 역사자료 및 관련 DB 구축

   울산산업기술박물관 설립 및 운영

   On/Off line을 활용한 교육, 문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 사업 추진계획

   3대 주력산업관련 역사자료, 현재 및 미래 산업정보 관련 자료, DB 구축 및 입지

선정

   울산산업기술박물관 건립관련 타당성 조사 및 박물관 설립·운영

   On-line 산업기술박물관 시스템 구축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교육, 기술문화, 

관광자원화

□ 기대효과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의 역사자료 확보 및 주력산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과학기술문화 거점공간으로 육성하여 부족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 과학기술문

화 확산에 기여

1.5.10 전지산업클러스터 조성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울산은 이차전지 완제품 생산업체인 삼성SDI와 SB리모티브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지산업의 핵심도시로 부상하고 있고(세계시장 점유율 1위), 독주체제 구축을 위해 

세계 유수기업 및 R&D 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삼성그룹 차원에서 태양전지 사업을 삼성SDI로 일원화하여 삼성의 태양전지 R&D 

및 생산기지를 울산에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전지 관련 일본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우호적인 외부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UNIST에 전지R&D센터가 설립되었고, 울산TP에는 전지시험 ․ 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울산의 전지산업은 연구개발부터 시험평가까지 R&D 생태계가 구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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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태임.

   삼성SDI 인근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하이테크밸리를 축으로 전지생산 클러스터를 

육성하면 전지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전지분야 R&D생태계와 생

산 클러스터를 결집하면 3대 주력산업에 버금가는 제4의 주력산업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임.

   울산은 전지관련 전방산업인 자동차 및 조선산업과 후방산업인 석유 및 정 화학

산업이 골고루 입지하여 전지산업의 수직계열화 구축이 매우 용이함.

□ 사업의 주요 내용

   하이테크밸리를 전지클러스터의 핵심 축으로 육성

   트라이앵글형 전지클러스터의 네트워크 강화

   이차전지 핵심소재 실용화센터 설립 및 전지 관련 해외기업 유치계획 마련

   이차전지와 더불어 태양 및 수소전지 관련 인프라 구축

   차세대전지산업육성센터 설립 및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

□ 사업 추진계획

   기존의 하이테크밸리 지방산업단지를 전지클러스터 핵심 축으로 육성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 전지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최우선적으로 전개

   새로 조성하는 테크노산업단지에 차세대전지산업육성센터 설립 및 전지융합 실증화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전지산업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함.

   울산은 상대적으로 전지관련소재 기업이 많고 석유화학단지와 온산공단에 주로 위치

하고 있으므로, 하이테크밸리-테크노산업단지-울산미포공단-석유화학단지-온산공단 

등을 잇는 트라이앵글형 전지클러스터를 구축함.

   울산TP의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와 UNIST 전지R&D센터를 활용하여 업체들의 

관심 유도 및 친환경 전지융합(기술이전 가속화) 추진 

□ 기대효과

   전지산업을 제4대 주력으로 육성하여 울산의 차세대 신성장동력원 역할 수행

   장기적으로 글로벌 전지산업 허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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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초광역 전지벨트 구축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울산은 전지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UNIST 내 차세대전지 

원천기술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 있고, 이차전지 시험 ․ 평가 시설에 대해 중앙정부로

부터 R&D자금을 받고 있음.

   UNIST는 국내1위, 세계 2위권의 이차전지 연구전문대학으로 부상하고 있고, 전지 

관련업체와 공동연구 및 맞춤형 인력양성 등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음.

   전지산업은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태양전지와 수소연료전지로 구성되는데 태양전지

분야에서도 삼성SDI, 한화케미칼, 삼성정 화학 등 지역 업체가 다수 있고, 특히 

석유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연료전지산업은 전국 최적의 입지조건을 보유하고 

있음.

   전지 관련 업체는 울산 외에도 포항, 구미, 대구 등에 다수 존재하므로, 대구연구

개발특구와 연계하여 울산이 동남권, 대경권 및 동해안권의 전지산업육성 거점 역

할을 수행함.

   전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울산만의 힘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R&D자금을 획득하

는데 어려움이 따르며, R&D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 ․ 경남 ․ 대구 ․ 경북권과 연계하는 

전지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의 주요 내용

   전지산업 허브기능을 수행할 정부출연(연) 설립 : KIER 울산분원 

   대경권과의 전지분야 공동사업 발굴

   영남권 전지벨트 구축안 수립 

   연구분야 협력 체결

   공동 인프라 구축

   국내 최고의 전지인력양성과정 운영(석,박사급) 

□ 사업 추진계획

   초광역 전지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차전지 관련 광역연계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 이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 사업 추진

단계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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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광역 전지벨트를 위해 상호간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을 수립하여 추진함.

□ 기대효과

   영남권이 수도권이나 충청권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의 전지산업 메카로 성장

   전지산업의 지역 간 분업화와 선택과 집중 전략 수행으로 중복투자 회피

1.5.12 울산형오일허브 구축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이명박정부의 100대 공약 중 울산에 오일허브를 구축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울산형

오일허브 구축으로 기존에 추진해온 세계적인 액체화물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중앙정부가 하부 인프라 구축에 30% 지원을 약속하여 순수 민간투자보다는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예정임.

□ 사업의 주요 내용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계획 수립

   울산형오일허브 추진을 위한 울산광역시의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석유거래소 유치

   선물거래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사업 추진계획

   전체 오일허브 구축에서 어느 정도 재정투입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대규모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치 한 계획 수립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가 중요함.

   울산오일허브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오일허브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세계적 

터미널업체의 실질적인 참여임. 석유공사, UPA 및 민간이 참여하는 SPC(특수목적

법인)을 조기에 설립하고 국내외 정유업체와 탱크터미널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

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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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오일허브 구축으로 액체물류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성장

   석유거래소 유치로 금융산업의 발전

1.5.13 오일허브 연관산업 발전 추진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울산형오일허브가 구축되면 오일허브 사업자체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연관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임.

   오일허브 연관산업으로는 석유화학, 물류, 정보, 금융, 유통, 수리조선 등 거의 전분

야에 걸쳐 일어날 것임.

   석유화학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근의 부산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효과가 많이 반감될 가능성이 높음.

□ 사업의 주요 내용

   연관산업별 대응전략 수립

   비교열위 연관산업의 발전방안 수립

   오일허브사업 추진과 함께 연관산업의 연계발전 계획 추진

   전문인력 양성

□ 사업 추진계획

   오일허브 추진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고 연관산업에 대한 효과도 불균등하고 순

차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리조선 등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연관산업도 다수 있으므로 고부가가치이면서 

친환경성을 갖춘 산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함.

   정보 및 금융산업은 울산광역시의 의지와 추진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시가 

주체가 되어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함. 이 산업은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울산 산업구조에 생산자서비스업을 추가하여 균형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체계적인 추진이 중요함.

   다른 오일허브 연관산업은 민간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간과 협력체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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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는 것이 필요함.

□ 기대효과

   오일허브와 관련이 높은 산업의 동반성장

   정보산업, 금융산업 등 울산에 없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 

1.5.14 신재생에너지 공동기술연구소 설립

□ 사업배경 및 필요성

   녹색성장 구현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대안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세계시장 주도를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개발이 요구됨. 

   지역의 R&D 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 현재 울산의 R&D 역량 및 인프라는 상

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므로 대안 마련이 시급함.

□ 사업의 주요 내용

   울산의 높은 연구역량을 갖춘 UNIST와 유치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전문연구기

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울산분원이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공동기술연구소”를 설립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역협력사업 추진,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의 거점 역할 수행

   신재생에너지 공동기술연구소와 지역 신재생에너지 설비 ‧ 부품업체가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육성

□ 사업 추진계획

   UNIST를 비롯한 지역대학 우수 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혁신도시 

입주예정인 에너지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위원회 구축

   고급연구인력 양성 외에 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지원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보육과 시제품 생산지원

   신재생에너지기술 및 산업기술정보 인프라 구축

   연구기기 공동사용

□ 기대효과

   신재생에너지기술 분야 미래 고부가가치 기술 창출

   지역 R&D 역량 강화 및 협력연구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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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원전산업 육성

□ 사업배경 및 필요성

   원자력발전은 경제성이 입증된 거의 유일한 대체에너지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

대를 이끌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울산은 UAE에 수출되는 한국형 신형원자로(APR1400)가 국내 최초로 건설 중이며,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설립으로 인해 원전산업의 연구, 수출전진기지로 주목 

받고 있으므로 원전산업을 성장동력화할 필요있음.

□ 사업의 주요 내용

   원자력 관련 국가 주요사업 유치

   원전설비 ‧ 기자재 산업 육성 지원

    - 원전기자재기술개발원 설립, 원전기자재산업 기술역량강화 지원, 원전산업 멀티

컴플렉스센터 설립 등

   원자력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동남권 광역원자력벨트 공동구축 협력

□ 사업 추진계획

   울산광역시는 원전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원전수출산업화 거점도시, 원자력 산업·

연구·교육기능의 복합단지, 지역공존형 원자력단지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

   따라서, 국가 전략과 연계하여 원전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원전산업 육성계

획에 따라 추진

□ 기대효과

   지역 원전산업 관련 기반에 SMART 원전과 제2원자력연구원 등의 국가 주요사업 

유치와 교육·연구시설의 연계를 통해 산업·교육·연구 중심의 복합단지 ‘울산 

글로벌 원전산업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1.5.16 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리드 추진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예고없이 정전이 발생하면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 큰 타격을 입었음.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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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군데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가발전기가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정전에 

무방비 상태임.

   울산에는 자동차, 조선, 화학, 소재산업 등 국가기간산업단지가 있고, 특히 화학과 

비철금속 분야는 정전이 발생할 경우 국가경제에 큰 타격

   석유화학산업단지부터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추진하여 정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 기업의 전력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추진

□ 사업의 주요 내용

   스마트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IT기술을 접목해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전력사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정부는 1차 실증단지 구축사업을 마치고, 2단계 사업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한 효과 검증과 비즈니스 가능성 등을 점검중임.

   한국전력은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2030년까지 8조원을 투자할 계획임.

   정부도 제도 정비, 국내외 표준 제정과 실증이 끝난 스마트기기의 확대 설치와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 중임.

□ 사업 추진계획

   울산광역시는 석유화학단지 전체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선정 작업에 대비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므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에너지관련 기관 등과 협력시스템을 구축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주요 석유화학업체가 스마트그리드 사

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우선적으로 석유화학단지에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시행한 이후 전체 국가산업단지로 

확대

□ 기대효과

   정전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기업의 전력비용 감소로 원가경쟁력 강화

   한국의 에너지중심도시로서 확고한 위치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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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첨단 신소재R&D사업화지원센터 설립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소재산업은 나노융합, 헬스케어 산업과 더불어 미래 3대 유망 분야로 선정되었

으며 여타 산업의 기반산업으로서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소재산업은 신금속재료, 비금속 무기재료, 신고분자재료, 복합재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음.

    - 향후 미래에 유망한 신소재로는 마그네틱 잉크, 전자종이, 투과형 콘크리트, 그래

핀 등이 있음.

   소재산업은 울산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 등과도 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울산지역 또한 정 화학산업의 육성과 연계하여 화학관련 소재개발을 위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따라서 신소재의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인력교류를 활

성화시키고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강원도 강릉과학단지에 세라믹 신소재산업화센터와 전남 전남테크노파크에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사업의 주요 내용

   신소재관련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을 지원센터에 입지시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지원

   첨단신소재전문센터 설립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시험, 분석 및 

평가장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활용하고 산업화를 위한 설비를 구축하여 제공함.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위한 신소재산업 포럼 구성 및 운영

□ 사업 추진계획

   1단계(2012년) : 설립 타당성 분석

    - 첨단 신소재 R&D사업화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2단계(2013~2016년) :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시험, 분석 및 평가장비 구축

    - 신소재산업 포럼 구성 및 운영

   3단계(2016~2020년) : 공장동 및 시험생산동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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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소재관련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유치 등

    - 시험생산시설을 통한 산업화 지원 

□ 기대효과

   화학관련 신소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가능

   신소재산업의 집적화를 통하여 공동연구, 기술교류를 통하여 부족한 지역내 관련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 가능

1.5.18 글로벌 그린카 도시 조성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그린카는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다양한 형태로 연구개발과 생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제도미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보편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임.

   울산은 현대자동차가 하이브리드카를 양산하고 있고, 조만간 순수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임.

   울산광역시는 대규모의 중앙정부 R&D자금을 확보하였고, 이를 계기로 그린카의 

연구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임. 또한 동남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에 그린

카가 선정되어 연구개발 사업도 증가할 전망임.

   향후 중앙정부는 그린카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고, 울산에서는 

이미 수소연료전지차를 중심으로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음.

□ 사업의 주요 내용

   그린카 R&D인프라 확충(전기차 부품센터,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센터 등)

   그린카 R&D사업에 울산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그린카의 R&D와 생산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글로벌 그린카 도시 조성

□ 사업 추진계획

   중앙정부의 그린카 관련 R&D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성숙기에 접어든 지역 자동차부품업체가 원활히 그린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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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그린카 R&D인프라 활용에 현대자동차를 포함시키고 그린카 관련 고

가장비의 상호활용 방안 등 교류 활성화

   중앙정부의 그린카 보급 확대 정책에 맞춰 울산이 그린카의 R&D-생산-보급이 어

울어진 명실상부한 그린카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 기대효과

   친환경자동차도시 이미지 제고

   성숙기에 접어든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화

   중소자동차부품업체의 그린카 분야 신사업 전개로 경쟁력 강화

1.5.19 수소연료전지 실용화 사업 추진

□ 사업배경 및 필요성

   고유가 시대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수소연료전지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 현대기아자동차가 2006년 수소연료전지차 모니터링사업과 2008년 수소연료전지차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였음.

   울산의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 양이 국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수소연료전지 시범보급 사업 추진 중임.

□ 사업의 주요 내용

   수소연료전지차 실증 연구 및 체계적인 보급계획 수립

   수소연료전지 R&D를 통한 혁신기술 개발과 창업아이템 개발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센터 구축

   전문기술 교육 및 인력 양성

   수소인프라 및 연관 산업과의 융합기반 육성

□ 사업 추진계획

   수소연료전지차 실증 및 시범보급사업 참여

    -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

   창업보육과 시제품 생산지원을 통한 기술집약형 벤처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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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술교육을 위해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수소연료전지산업 선도도시화 

□ 기대효과

   태양광, 바이오, 소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동반 육성으로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국가발전 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

1.5.20 자동차산업의 2.5차 산업 육성

□ 사업배경 및 필요성

   자동차산업의 질적인 고도화를 위해서 ‘서비스화(Servitization),’ 이른바 ‘2.5차 산업’

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2.5차 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결합한 새로운 산업 영역

    - 서비스화는 소비자의 개별 요구를 제품에 반영해 생산·판매를 하는 활동이기도 함.

   지역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조

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함.

□ 사업의 주요 내용

   울산 자동차산업의 2.5차 산업화를 위한 전략 및 방안 수립

   튜닝, 모터 스포츠, 자동차 주문제작 등 지역 자동차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업종을 유치하고 육성  

   자동차산업 축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 및 창조성 융합 방안 수립

□ 사업 추진계획

   모터 스포츠, 자동차 주문제작 등의 업종 유치

   자동차 박물관 및 갤러리 설립 추진

   자동차의 날을 국제적인 산업 ‧ 문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기반 확충

   현대자동차 출고 서비스와 지역 관광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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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자동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도시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기여

1.5.21 텔레매틱스산업 육성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산업수도 울산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산업의 강점을 부각하는 문화형태를 접목

한 산업의 하나로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인 텔레매틱스산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텔레매틱스산업은 이동통신사업, 자동차산업, 문화산업, 보험, 차량정비 등 다양한 

산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 세계 텔레매틱스 장비 및 서비스 시장만 

2010년(추산) 약 7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됨.

□ 사업의 주요 내용

   텔레매틱스 수요창출기반 조성마련

   텔레매틱스 산업단지 선정과 정보센터(TELIC) 구축

   텔레매틱스 고급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 사업 추진계획

   자동차 부품·소재 단지와 관련한 산업집적지를 선정하고 텔레매틱스 정보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추진계획 수립과 인력양성을 담당하게 함.

   정부의 ‘텔레매틱스 서비스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자치단체 주도로 관련 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산업활성화에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자동차와 연계한 형태의 IT 기술인 텔레매틱스산업을 울산에 직접 유치하면 실용

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텔레매틱스 관련 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완성차의 가격경쟁

력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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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울산조선해양산업지원센터 설립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울산 조선해양산업의 비전 및 발전전략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추진이 미약한 실정임.

    -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조선해양산업의 침제를 계기로 종합적인 육성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조선해양산업 육성위원회’에서 협의되고 심의·의결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계획·

집행할 전담기구로서 ‘울산조선해양산업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함.

   조선해양산업 지원정책을 통합‧관리할 지원 거점기구 또는 조직 설치가 필요함.

□ 사업의 주요 내용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국산화 프로젝트 추진 및 관리

   조선기자재연구원 분원 또는 분소 유치 및 설립 추진

   연구, 기술개발 동향, 기술 및 제품관련 정보 제공, 시험·평가 등 R&D 과정의 전 

영역 총괄

   부품 ‧ 기자재산업의 집적화(클러스터 구축) 추진과 조선해양산업단지의 조성 검토

   ‘울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가칭)’14) 결성 유도

   선박의 고부가치화를 위한 선박 설계 및 디자인 등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인

적자원개발계획 수립 및 집행

    - 조선해양전문대학 또는 대학원과 같은 전문교육기관 설립 · 운영 방안 수립

   조선해양 부품‧기자재 전문기업 발굴 및 지원

    - 조선해양 분야의 10대 스타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 사업 추진계획

   지역의 조선해양산업 관련 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사업체 등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조선해양산업육성위원회’ 조직

14) 울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들의 상호 접근성을 높이고 유사업체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조합 결성이 필요함. 조선기자재산업 관련 단체에는 전국조합인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지역조합인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경남조선기자재공업

협동조합’ 등 크게 3개 단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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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부문과 해양개발부문의 2 본부 체제와 각 본부별 4개의 분과위원회 구성

   따라서 조선해양산업지원센터는 조선본부와 해양개발본부 2 본부체제 아래에 각각 

4개의 사업단으로 조선해양산업 지원체계 구축

    -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부품 및 기자재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조선본부와 해양플랜트, 해양레저, 해

양기자재 분야 등의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해양개발본부를 설치함

    - 각 본부에 기술개발사업단, 기업경영지원단, 수출지원단, 인력양성사업단 설치

<그림 4-1> 울산조선해양산업지원센터 운영체계(안)

□ 기대효과

   울산지역 중소조선해양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관 협

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원거점 역할 담당

   정책입안의 우선순위와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한 정책 발굴과 추진계획 수립으로 

정책전달의 효율성 및 정책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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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조선해양산업 부품‧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조선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양자원개발을 위해서는 해양개발 장비와 시설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됨.

   조선해양 부품‧기자재 분야의 지역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할 만큼 경쟁력

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연구 및 생산단지 조성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있음.

   조선해양 부품‧기자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동남권 전역의 산업인

프라를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함.

□ 사업의 주요 내용

   해양플랜트 산업과 해양자원 개발을 연계 발전 추진

    -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기체수화물 이용기술 실용화 센터 및 생산단지 조성 

   울산의 조선해양 부품‧기자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동남권 조선해양산업과 연계한 

광역협력사업 추진 

   고부가가치 요트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자동차부품 생산기반을 활용한 요트 및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개발

□ 사업 추진계획

   지역의 조선해양분야 산업체, 연구기관, 인력양성기관, 기업지원기관 등의 집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클러스터 조성 

    - 1단계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2단계에서 실증화 사업 및 생산단지 조성

   공장집단화, 시설공동화, 경영협업화를 위한 조선해양 부품‧기자재산업의 협동화단

지와 공동물류센터 설립

   동남권 광역협력사업 추진으로 공동기술개발

□ 기대효과 

   지역 조선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

1.5.24 석유화학단지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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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은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단지 내에 입주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시설이 부족

    - 이에 따라 입주기업 간 정보공유 및 상호간 기술교육 등의 협력에 애로발생

    -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인력양성 및 기존 운영인력 재교육 등을 위한 

석유화학 전문교육기관이 필요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으로 2006년부터 남동, 시화, 성서, 구미지역 산업단지에 종합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음. 

    - 현재 남동국가산단 내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시화국가산단 내 복합비즈니스센터, 

성서공단 내 군장산업단지에 군산종합지원센터, 광주첨단산업단지 내 광주하이테

크센터 등이 건립됨. 

    - 따라서 울산지역에도 제품전시장, 국제회의실,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종합비즈

니스센터를 건립하여 단지 내 입주기업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사업의 주요 내용

   석유화학단지 종합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석유화학공단협의회, 석유화학공장장협의회 등 관련단체 입주

   기업체 석유화학 관련 전문교육 및 기술교육실시

   각종 세미나 및 회의 등 개최

□ 사업 추진계획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과 업무협조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협의 진행

   중앙정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센터건립을 위한 협의 진행

   내실있는 운영을 통한 단지 내 서비스중심센터로 활용

□ 기대효과

   생산중심형 산업단지에서 탈피하여 입주업체 및 종사자 복지 향상에 기여

   각종 정보교류 및 입주업체의 인적자원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장으로 활용

1.5.25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센터 설립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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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기

술개발이 최근 빨라지고 있음.

   이산화탄소는 단순히 버려지는 자원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원료나 친환경적인 연

료로 전환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따라서 CCU기술이 환경문제 해결과 수익창

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음.

   울산은 포항과 함께 전국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부담금 등으로 기업의 환경관련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CCU기술을 

이용하면 오히려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사업의 주요 내용

   전국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 산업단지인 석유화학단지에 CCU센터를 설립

   CCU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울산CCU센터 설립을 주도

   울산CCU센터에서 수익이 창출될 때까지 인프라는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함. 이것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보다 오히려 효과가 있음.

□ 사업 추진계획

   울산 소재 석유화학기업의 CCU기술개발 현황 조사

   정부의 CCU센터 설립 추진 일정조사

   울산광역시 주도로 CCU센터 설립 혹은 유치를 위한 TFT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

□ 기대효과

   주요 석유화학기업의 신사업 분야 진출

   대기오염 감소로 울산의 환경분야 삶의 질 개선

   이산화탄소 배출 부담금 등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르는 비용을 감축시켜 기업의 경

쟁력 강화

1.5.26 바이오리파이너리센터 설립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석유가 담당하던 역할을 재생가능한 자원인 오일 리파이너리(Oil Refinery, 석유정

제)로써 휘발유, 경유와 같은 연료와 수많은 화학제품을 생산했듯이, 바이오매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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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로 하는 바이오 리파이너리로써 바이오에탄올, 바이오 디젤 등과 같은 연료와 

바이오플라스틱 등의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함.

   석유고갈에 대비하고 친환경성이 부각되면서 바이오 리파이너리는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울산의 석유화학업체도 일부 분야에서 바이오 리파이너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정 화학과 함께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큼.

□ 사업의 주요 내용

   지역 석유화학업체의 바이오 리파이너리 개발 현황 조사

   바이오 리파이너리 상용화를 지원할 조직 구상

   국가의 연구개발비를 얻을 수 있는 기반 조성

   울산 바이오 리파이너리센터 건립 구상

□ 사업 추진계획

   경제통상실 내에 바이오 리파이너리 담당자 배치

   울산TP 내 화학 관련 연구기관과 협조하여 바이오 리파이너리 센터 설립 기본안 

확정

   울산광역시, 울산TP 및 석유화학기업이 참여하는 바이오 리파이너리 상용화와 산업

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 기대효과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비한 석유화학업체의 선제적 대응 가능

   신산업 육성 및 환경문제 해결

   바이오 리파이너리 메카로서 위상 확보 및 석유화학업체의 신성장동력원 발굴

1.5.27 석유화학산업 구조고도화 연구·지원기반 구축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중동정세 불안으로 석유수급문제와 고유가 추세로 인하여 석유화학원료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울산지역의 경우 화학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더불어 화학산업의 구조고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식과 기술혁신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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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역 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연료확대 

및 다변화에 대한 연구와 화학공정 효율의 증대를 위한 기술과 장치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주요 내용

   고효율 석유화학 소재 분리 및 그린정유공정 기술개발 등 연료 다변화 기술개발을 

위한 R&D지원, 관련 기업의 정유/석유화학공정 관련 기술지원과 연료 다변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 양성 지원 등

   공정 고도화 및 고효율 전환기술개발, 촉매 및 반응공정 기술개발 등 R&D지원, 

공정 고효율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 사업 추진계획

   연료 확대 및 다변화, 화학공정 고효율화를 위한 연구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

선적으로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연료확대 및 다변화센터, 화학공정 

고효율화센터 등) 구축이 필요

   또한 이와 관련된 기술 및 R&D지원을 위한 시험 및 실증화를 위한 Test-bed 구

축이 요구됨

   울산시와 울산 TP, 관련 기업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 기대효과

   연료확대 및 다변화를 통하여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일반 석유화학제품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면서 신흥 부상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

   화학공정 고효율화를 통하여 지역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고, 화학산업 신

흥국과의 기술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회 제공

1.5.28 R&D전문기업 유치 및 육성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미국을 중심으로 하드웨어보다는 R&D 기능만을 보유하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기업

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애플과 구글은 거의 R&D인력만을 보유하고 있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생산을 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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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삼성

을 비롯한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은 분사시키고 본사는 R&D 기능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울산에서도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태양전지, 정 화학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이 성장

하고, UNIST 등 대학의 연구역량이 강화될수록 R&D전문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현재에도 울산의 정 화학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많은 기업이 R&D기능을 울산에 

두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

□ 사업의 주요 내용

   국내외 기업의 R&D기능 유치

   R&D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R&D전문기업 지원방안 마련

□ 사업 추진계획

   R&D전문기업 유치와 육성은 단순히 기업육성에서 산업구조를 한 단계 높이는 역

할을 하므로 이들 기업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R&D전문기업은 대학 등 지역 내 R&D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연구를 비롯한 

고급인력 수급에 가장 관심이 높으므로 이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하여 R&D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포항, 대덕과 같은 수준의 연구자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함.

□ 기대효과

   그린카, 전지, 스마트선박 등의 분야에서 R&D전문기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향후 

성장성이 기대됨.

   R&D기업의 유치로 창조계급이 확산되면, 울산의 R&D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됨.

   울산이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R&D인프라와 R&D기업이 상존하는 명실상부한 

R&D형 산업구조로 전환

1.5.2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울산분원 유치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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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너지 연구개발(R&D)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문제는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

이고 있고 이에 정부도 2008년 8월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

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

   그린에너지 및 자원분야의 기술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화 실현, 전략로드맵 수립, 

저탄소 녹색기술개발, 성과중심의 R&D관리체계 구축, 녹색산업 시장창출 등 에너지

산업 비전 달성의 견인차 역할수행

   그린에너지 신성장동력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에너지기술혁신의 허브역할 수행

□ 사업의 주요 내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에너지기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

   에너지기술분야의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지원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실증연구 및 시범적용

□ 사업 추진계획

   지역에 이전 또는 설립되는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

관리공단 등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울산분원 유치를 위한 협의 진행

   KETEP 울산분원 설립(유치)를 위한 TFT 구성 및 기본계획(안) 수립

□ 기대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을 통해 에너지 전문기관 Value-Chain을 완성함으로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에너지혁신 산업도시 건설

   에너지산업의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기술개발 및 고도화로 차세대 신성장동력 창출

   에너지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육성･수출 

   에너지분야의 독자적 기술력확보 및 국산화로 수출경쟁력 강화

1.5.30 조선해양도장표면처리센터 구축

□ 사업배경 및 필요성

   조선해양 관련 친환경, 고안전. 장수명 중심의 국제흐름과 UN산하 국제해사기구



108

(IMO) 등의 도장표면처리 규제강화에 적극 대응

    - IMO 해사규칙 강화는 조선산업의 수요물량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선박의 질적 변

화를 요구하고 있어 연구개발투자의 유발요인으로 작용

   선박의 수명결정 등 수출경쟁력 핵심요소인 도장 ․ 표면처리 분야 글로벌 TOP 경

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기반 조성

□ 사업의 주요 내용

   울산 3대 주력사업을 비롯 제조업 전 분야에 걸쳐 국제 시험평가 전문 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사업을 주관하여 “조선해양도장 ․ 표면처리센터”를 구축

하여 테스트 베드에서 국제인증까지 원스톱 종합지원

   연구장비, 기자재 구축 및 연구인력 확보

□ 사업 추진계획

   도장표면처리 연구기반 구축 및 본격적인 도장 ․ 표면처리분야 기업지원서비스 

추진

   지역의 강점을 살려 조선해양 & 화학의 이업종 융합 시너지 극대화

    - 조선해양, 화학산업 등 풍부한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도장·

표면처리 인증 지원 및 도장·표면처리 신산업 육성

□ 기대효과

   국내선급 인증시장 자급율 및 세계선급 인증시장 점유율 제고

   세계적 수준의 화학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석유화학 플랜트, 풍력, 원전 등 산업전반 

시험인증 지원 확대 및 부방식 관련 신산업 육성 

1.5.31 저차원탄소 혁신소재 연구센터 구축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저차원 탄소나노소재는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물질로 한국이 경쟁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원천소재일 뿐 아니라, 울산지역의 주력산업인 정 화학, 

자동차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는 폭 넓은 응용분야를 가진 소재로 지역 전략산업

과의 연관성이 큰 분야임.

   저차원 탄소혁신소재 연구센터 건립은 세계적인 연구 네트워크와 UNIST가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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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위 그래핀 대량합성기술을 활용, 전세계적 범용성을 가진 소재 개발연구의 이

니셔티브를 확보하고, 울산지역 중점 육성 산업의 전후방 연관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사업의 주요 내용

   센터 구축 및 국제 공동 연구 네트워크 구축

   산학관 공동 협력 모델 구축

   원천 연구 토대 완료 

   연구비 수주 등에 의한 센터 자체 운영 모델 정립

   응용 연구 집중 및 사업화 토대 마련

□ 사업 추진계획

   저차원탄소 혁신소재 연구센터 구축으로 신소재개발 등 나노산업이 울산 3대 주력

산업과 이차전지, 태양광, 전자화학소재 등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로 확산되면 산업 

고도화와 첨단화에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

   센터의 독립 운영 확립, 관련 응용분야 확대 및 사업화 

□ 기대효과

   지역 3대 주력산업의 기반기술로 활용 및 그래핀 신소재산업 육성

   그래핀(탄소소재) 본격적인 양산체계로 돌입 ⇒ 시장규모 확대

   울산지역 전략산업에 새로운 동력 창출의 기회 제공

    - 그래핀 원료 생산 및 고분자 복합재료 (정 화학분야)
    - 전기자동차용 기능성 경량 소재 

1.5.32 지능형 투자유치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울산지역에는 2개의 국가산업단지와 4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주력산업 

다각화를 위한 산업 맞춤형 일반산업단지 16개(조성중인 것 포함)가 있음.

   따라서 신규산업단지부지 및 휴·폐업으로 인한 유휴 산업용지 활용과 원활한 산업

용지 공급을 위해 기업의 수요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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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산업단지 부지정보, 휴·폐업으로 인한 유휴 산업용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산업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집하여 산업용지공급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

□ 사업의 주요 내용

   산업입지정보 DB를 통한 중장기적인 수요예측·분석

   산업용지 수급의 효율성을 제고한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신산업, 첨단산업 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체계 구축

   기존 산업용지의 노후화와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기정보 확보

□ 사업 추진계획

   지역 내외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울산지역 산업입지

정보 DB 구축

   산업용지 수급관련 정보 및 서비스제공과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산업입지 

정보시스템 활용 및 내실화

   구축된 DB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 기존 산업용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 기대효과

   유휴 산업용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산업용지의 활용도 제고와 기업유치 시 산

업용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탐색비용 절감에 기여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 기존 산업용지의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 제공

1.5.33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 경제의 높은 실업률과 고용흡수력의 저하로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

하고 있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지향의 

고용창출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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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주요 내용

   지역특성을 반영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및 판로 지원

   경영혁신 지원 및 전문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회적기업 친화적 환경 마련 및 행정지원체계 구축

□ 사업 추진계획

   사회적기업의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창업 및 운영지원 

활성화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경영컨설팅, 1사 1사회적기업 결연, 생산품 판로

지원 등을 통한 시장경쟁력 제고

   사회적기업 인식제고 및 민 ‧ 관 협력체계 구축

    -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 구 ‧ 군 및 공공기관 ‧ 민간단체, 기업체, 지역NGO 등의 적극

적인 지원 및 협력 유도

□ 기대효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함으

로써 사회 통합적 시장경제를 구현하는데 기여

1.5.34 서부권 도시물류유통단지 조성

□ 사업배경 및 필요성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도 가운데 울산의 도소매업이 가장 취약함.

    - 특히 도매업의 부족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부산, 대구, 서울 등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물류 및 유통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매업 육성 및 유통산업 선진화가 

절실히 요구됨.

□ 사업의 주요 내용

   지역 도매업의 집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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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아울렛 매장 유치 및 조성

   도매업과 소매업의 동반 발전 추구

   지역 유통시스템의 효율화 제고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울산 서부권에 물류+유통+관광을 지원하는 패키지형 물류‧유통시설을 조성함.

□ 사업 추진계획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매업체의 품목별 집적에 대해 검토 및 집적 계획 수립

    -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 건립으로 지역 착형 상권 형성 지원

   특화도가 높은 도매업 발굴 및 집중 육성

   고속도로, KTX 울산역세권 등 교통망과 연계한 물류 인프라 확충

□ 기대효과

   유통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

   역외 소비를 줄여 지역 서비스업의 활성화와 고용 증가가 예상

   서부권의 정주형 관광권 형성을 촉진

   서부권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고속철 역세권 개발

1.5.35 글로벌 해양지원서비스센터 설립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울산항의 확장, 신항만건설, 동북아오일허브구축사업 등으로 울산항만의 위상과 중

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 2010년 전체 항만물동량 기준으로 울산항은 171 백만 톤으로 부산항, 광양항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하였으며, 수출입계에 있어서는 광양에 이어 2위를 차지함.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항만의 고부가가치와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항만물류산업 기반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울산항의 경우 선박용 유류를 중심으로 한 선용품 판매액이 2010년 10월 기준

으로 7천 8백억원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반해 선용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규모면에서 영세성과 지역내 분산으로 

인하여 공동구매, 공동배송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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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각종 물품을 선박에 제공하는 선용품공급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선용품 

공급센터를 설립하여 소규모 영세 선용품업체를 집적시키고 공동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항만물류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근 부산항에 국제선용품센터가 개소될 경우 울산지역 선용품 공급업의 

물량감소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관련 산업의 위축이 우려됨.

□ 사업의 주요 내용

   선용품공급업체 현황 및 국제 선용품 유통현황과 시장분석

   수요자 요구에 기반한 선용품물류관련정보 네트워크 구축

   선박과 선용품 업체와의 정보공유를 통한 24시간 One-stop 판매시스템 구축

□ 사업 추진계획

   국내외 선용품 유통현황 조사 

    - 선용품공급업체 현황 및 실태조사

    - 울산지역 선용품 공급센터 구축방안 마련

   글로벌 해양지원 서비스센터 구축 및 운영

    - 선용품 공급업체의 원활한 입점지원

    - 공동물류시스템, 물류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 글로벌 해양지원 서비스센터의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세계적 선용품 유통시장으로 

육성 

□ 기대효과

   영세 선용품업체의 집적과 공동물류시스템을 통한 물류비용 감소로 선용품업체의 

내실화 등 항만물류산업 활성화 기반에 도움

   국내외 선박에 대한 항만서비스 향상에 따른 인지도 증가와 항만 경쟁력강화에 기여

1.5.36 나노융복합기술센터 구축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산업혁명 이후 성장동력의 기술변화를 보면 약 60년마다 신기술 혁명이 일어났으

며, 20세기 초반의 자동차 혁명에 이어 20세기의 후반은 컴퓨터의 개발에 의한 IT 

혁명을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21세기 초반은 나노기술에 의한 혁명이 신성장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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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나노기술은 모든 산업에 혁신을 유발하는 고부가가치기술로서 전통산업과 첨단산

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발현되는 거의 모든 

연구의 결과물은 융합기술의 형태를 가질 수 밖에 없음.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나노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해야 함.

□ 사업의 주요 내용

   나노소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

   나노산업 산 ․ 학 ․ 연 ․ 관 네트워크 구축

   나노산업 관련 기업지원

   나노산업 클러스터 구축

□ 사업 추진계획

   나노융복합산업은 울산 기간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촉매산업으로 육성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벤처기업 창업 유도 및 강소기업들을 육성

□ 기대효과

   나노융복합산업은 울산지역 기간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기간산업의 고도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 

   기존 경쟁력있는 주력산업과 융합화로 나노산업 국내외 경쟁에서 비교우위 확보

1.5.37 뿌리산업지원센터 구축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소성, 열처리, 표면처리를 통해 소재는 부품으로, 부

품은 완제품으로 만드는 기초 공정산업으로 겉으로 들어나지는 않지만 최종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해양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산업생태계상 하위에 

위치하는 자동차부품과 조선해양 기자재의 고부가가치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가공기술인 뿌리산업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음.

   울산지역에는 기업체들의 뿌리산업 기술지원 및 기술 고도화에 대한 요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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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주요 내용

   뿌리산업 분야별 R&D 지원

   뿌리산업분야 현장애로기술 해소 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뿌리산업의 생산환경 개선(시설지원 및 컨설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시작품 제작 지원(디자인 개발 및 Mock-up)

   현장 기술 및 연구인력 양성

□ 사업 추진계획

   뿌리산업지원센터를 매곡단지에 구축하고, 주변의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와의 연계

를 통하여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뿌리산업 기술의 고도화

   테크노산단(예정지)에 구축될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조선

해양 기자재업체들의 뿌리산업 기술 고도화

□ 기대효과

   울산지역에는 뿌리산업의 전후방산업(화학, 금속, 자동차, 조선해양, 기계산업 등)이 

잘 구성되어 있고, 이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산업성장을 주도

   뿌리산업 기술력 강화를 통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산업의 고도화

   고용창출효과가 큰 주력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기존 일자리 감소를 

방지

1.5.38 그린선박기자재실증화센터 구축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온실가스의 배출 규제 강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된 친환경 추진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함.

   해외선급에서는 ‘2015년경에 발주되는 신조선부터는 대부분 LNG연료를 쓰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2018년에 LNG 추진시스템의 시장 규모는 10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조선해양산업을 울산지역 주력산업으로 완성품업체를 포함한 중형의 기자재 기업

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 의지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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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주요 내용

   LNG 추진시스템 기자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

   기자재 실증화 Test-bed 구축

   그린 선박기자재 관련 기업지원

   연구기반 인프라 구축

□ 사업 추진계획

   조선해양산업은 울산지역 주력산업으로써 IT와 GT 융복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

를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시장점유율 증대, 고용증대, 기술역량을 강

화하여 울산산업성장을 주도하여야 함.

   그린선박기자재실증화센터를 테크노산업단지(예정지)에 구축함으로써 친환경엔진 

단위부품의 개발 및 국산화를 지원하고, 향후에는 해양플랜트기자재로 확대

□ 기대효과

   울산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동남권의 조선해양산업 기업체들의 기자재들을 실증 및 

인증함으로써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LNG 추진시스템 개발에 따른 고용창출효과 발생

   LNG 추진시스템 기자재 관련 기술 확보를 통하여 오일허브전략과 연계한 LNG 

연료선박의 벙커링 사업으로의 확대 가능성 확보

1.5.39 원전부품 및 소재 기술지원센터 구축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 21기의 원전(전역공급의 35% 담당)을 보유한 세계 6위의 원전

국가이며 원전산업은 세계시장 확대에 따른 양호한 수출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됨.

   국내원전수요와 수출용 원전시장에 대비한 원전분야의 제품·기술·인적자원 역량

강화가 당면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울산시는 국내 최고·최대의 플랜트산업 집적지로서 원전플랜트 제작기업이 풍부

하며 에너지고, UNIST, 원자력대학원을 비롯한 원전 인력양성기관이 집적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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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주요 내용

   원전 부품소재 설계·제작기술 국산화 R&D 사업

   원전기자재 인증센터 구축·운영 및 기술지원

   원전 종합인력양성지원

   원전기자재 기업지원사업

□ 사업 추진계획

   원전산업은 울산지역 신성장산업으로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업기반을 구축

하고, 기업의 업종 다각화 유도 및 해당 분야 기술역량을 강화하여야 함.

   지역의 플랜트 및 부품산업과 연계하여 신속한 정착을 유도

□ 기대효과

   수출용 원전산업 육성에 대비, 소재·기자재 육성과 관련분야 인력양성의 종합

지원의 기반구축

   동해안 에너지벨트를 지원하고, 수출용 원전기자재산업의 전초기지인 동해안 부품·

소재벨트의 구축과 지속적인 원전기자재 산업육성에 기여

   일자리 창출, 기능·전문인력 육성 인력수출 

   원전소재 및 부품분야의 독자적 기술력 확보, 제품국산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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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사업명
단기

(2012~2015)

중기

(2016~2020)

장기

(2021~2030)

산업별 R&D생태계 조성

Global Village 조성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Ulsan job-net 구축

울산산업인력양성 네트워크체계 구축

IT융복합기술센터 설립

울산컨벤션센터 건립

울산연구개발특구 조성

울산산업기술박물관 설립

전지산업클러스터 조성

초광역 전지벨트 구축

울산형오일허브 구축

오일허브 연관산업 발전 추진

신재생에너지 공동기술연구소 설립

원전산업 육성

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리드 추진

첨단 신소재R&D사업화지원센터 설립

글로벌 그린카 도시 조성

수소연료전지 실용화 사업 추진

자동차산업의 2.5차 산업 육성

텔레매틱스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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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단기

(2012~2015)

중기

(2016~2020)

장기

(2021~2030)

울산조선해양산업지원센터 설립

조선해양산업 부품·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석유화학단지 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추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센터 설립

바이오리파이너리센터 설립

석유화학산업 구조고도화 연구 ․ 지원기반 확보

R&D전문기업 유치 및 육성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울산분원 유치

조선해양도장표면처리센터 구축

저차원탄소 혁신소재 연구센터 구축

지능형 투자유치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서부권 도시물류유통단지 조성

글로벌 해양지원서비스센터 설립

나노융복합기술센터 구축

뿌리산업지원센터 구축

그린선박기자재실증화센터 구축

원전부품 및 소재기술지원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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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 ․ 환경분야

2.1 현황

□ 저탄소 녹색성장형 환경계획 추진 

   국가는 새로운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하였으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함.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울산시는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능동적인 녹색

성장 패러다임에 동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함.

   울산의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환경 ․ 에너지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창조산업의 메카 

역할 정립을 위한 계획 실현이 요구되고 있음.

    - 전국 5개 시범 생태산업단지로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화 사업은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울산시는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3.2%(RPS 사업 포함 5.6%)로 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증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국제적 협력체계가 구축됨.

   울산시는 잠재된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과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한 미래 물자원의 활용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물 순환 및 스마트형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적 기술을 자원화 및 산업화할 방안이 요구됨.

    - 울산시가 확보하고 있는 총 수원량은 1,610천㎥/일이며 이중 낙동강 표류수가 

75.8%로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연간 강우량 대비 우수저장능력이 미약함.

    - 울산시는 공업용수 재이용을 위해 용연 ․ 온산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150천㎥/일

을, 언양 및 굴화하수처리장의 92천㎥/일은 태화강 유지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사

업을 계획하고 있음.

    -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울산시 특성을 고려한 지능형 하수처리시설 제어시스템 구

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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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노력

   에코폴리스 울산 선언, 태화강 마스터플랜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울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됨.

   추진성과로서 국내 벤치마킹 대상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환경

정책 추진과 사업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

    - 울산시는 태화강, 동천강, 외황강, 회야강 울산4대강을 중심으로 61개 사업을 계

획 ․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복원을 통해 도심 창조공간 창출뿐만 아니라 태화강의 

경우 친환경 하천복원의 모델 역할을 정립하고 있음.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선진적 정책 실현을 통해 친환경생태산업도시로서 역할을 수

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청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종합적 정책추진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생태도시 울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완성되는 과정을 기반으로 

이러한 시스템과 성공사례를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과 울산의 가치를 더욱 제고시

킬 수 있는 콘텐츠 발굴을 통해 울산형 생태도시를 브랜드화하고 지역경제와 상생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융합형 환경정책 변화 수용

   환경정책은 환경과 인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도시공원 조성면적(13.64㎡/인)은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넓은 편이며 여건 잠재

력도 가장 양호한 편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요구됨.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녹지공간 확보는 시민들에게 친환경적 공간을 제

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여유와 건전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쉼터로 지속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환경발전을 위하여 생태, 경제, 

사회 ․ 문화 분야 등을 융합하고 친환경적 요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정책 필요

성을 인지하고 있음.

   환경교육 또한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 녹색성장교육의 경우 녹색생활의 가치를 인식 ․ 실천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시민양성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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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WOT 분석

강점(S) 약점(W)

·생태도시 조성 성공사례를 통한 울산시의 환경정책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

·도 ․농복합형 도시로서 자연환경 및 문화자산 풍부 

·삶의 질과 연계된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 

증가

·에너지 다소비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한 환경오염 노출 

위험

·첨단환경기술 경쟁력 창출을 위한 인력 부족  

·하드웨어적 환경정책 사업에 상대적 편중

기회(O) 위협(T)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에너지 정책 전환점 위치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녹색산업 발굴로의 

연계 가능

·대내 ․외적 생태도시로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 시각 전환 

·도시개발(KTX 개통,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균형발전 

가능

·한정된 자원에 대한 지역 및 도시간 경쟁 심화

·신성장산업 유치 및 공간개발에 따른 생태공간 위협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에 따른 경제산업 위축

·환경오염 증가 및 누출에 따른 환경성 질환 위험도

증가

2.3 창조도시 패러다임의 적용

□ 생태환경도시 구축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울산형 창조도시 실현 

   에코폴리스 울산계획의 지속적 실현과 새롭게 변화되는 도시계획에 따른 환경정책 

수용 및 대응계획 마련

   기존 사업과 창조적 요소 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축의 기반 강화 

□ 범지구적 차원의 21세기 패러다임 대응과 선도적 환경정책 실현을 통한 녹색성장형 

창조도시 실현

   국제적 환경변화와 국내 환경정책의 적극적 수용 및 창조사업 발굴 ․ 추진 

   글로벌 생태환경도시 선도 역할 추구를 위한 환경정책 실현 

   친환경도시관리의 모델화를 통한 지역경제 상생효과 제고

□ 환경과 도시의 조화 및 공존을 추구할 수 있는 글로벌형 창조도시 실현

   생태적 건강성 회복과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미래형 환경도시 구축사업 실현 

   시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환경과 조화롭고 공존할 수 있는 도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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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전과 전략

2.4.1 비전 

□ 글로벌 친환경 녹색성장 선도도시 울산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서 선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생태도시 울산 실현을 구체화하고 울산형 에코폴리스 정착을 통해 글로벌형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을 창조하고자 함.

2.4.2 전략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후스마트 도시 조성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자원순환도시 구축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형 Eco-polis 울산 확립

□ 단계별 전략

1단계 2단계 3단계

울산형 Eco-polis 정착 녹색형 선도도시 구축 및 체계화 글로벌 Eco-polis 울산 확립

·에코폴리스 울산 사업 지속적 추진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대책 마련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반 구축

·탄소제로형 도시 실현 체계화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

·시민참여형 녹색도시 실현 강화

·친환경적 생태문화도시 실현 

·자연 ․생태자원 보전 및 공존공간 창출

·지구환경적 정책추진의 선도적 역할 정립

·국제적 위상 제고 실현

2.5 주요 추진사업

2.5.1 도시하천 네트워크형 녹색통근길 구축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정부는 녹색성장전략 사업으로 2018년까지 3,114㎞의 전국 자전거도로 벨트를 구

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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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는 최근 레저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이용하는 시민들

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고 있음.

   울산광역시는 2011년 말 기준 자전거도로 총 연장 343.2㎞를 조성하였으며, 2015

년까지 총 연장 456㎞를 추가 조성할 계획임.

    - 울산 4대강 사업 중 태화강 100리 자전거길 조성(85㎞)과 동천 자전거 도로 조성

(26㎞)을 계획 중임.

   산업단지가 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과 출 ․ 퇴근 유동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심을 관류하는 태화강 전구간 자전거도로 연결사업과 주요 지천들의 

자전거 도로를 네트워크화하여 녹색 통근길을 구축함.

□ 사업의 주요내용

   울산시 주요 산업단지와 하천과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화 로드맵 작성 

    - 태화강, 동천 중심의 자전거도로 연결 사업 연계

    - 하천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자전거 겸 산책로 겸용 이용 시 특수구조물 설치 고려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자전거 거점도시화 실현 

    -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자전거도로 지도 제공, 자전거 환승시설 및 거점구역 확보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 제공

   산업단지 출 ․ 퇴근 자전거 전용도로 역할 수행 및 하천의 볼거리 사업과의 연계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 추진 로드맵 추진  

   2단계(2016~2020년)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단계(2021~2030년) : 하천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 기대효과

   지천의 환경관리 및 개발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하천의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대중교통 및 자가운전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온실가스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도심내 생활패턴 변화로 시민 건강 증진 효과가 있으며, 관련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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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스마트 그린 빌딩 조성 

□ 사업의 배경과 목적

   그린 빌딩은 환경과 개발의 공존을 위한 환경친화적 건물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

전을 목표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지구환경문제에 기

여할 수 있는 건축물임.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기존주택(2010년 이전) 대비 30%이상 에너지를 절감하고, 

2025년에는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의무화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그린빌딩 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울산시는 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대비하고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그린 빌딩 대상 건축물에 대한 단계적 조성 방안 마련 

    - 건물 유형별 그린 빌딩 예비인증 발행사업 실시 

    - 그린 빌딩 보급 및 조성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사업 실시

   신축건축물에 대한 그린 빌딩 시스템 도입 

    - 건축물 500㎡이상의 모든 용도에 적용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사의 경우 녹색건축 선도 계획 

   그린 빌딩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활용

     - 정부의 공공청사 대상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시범 추진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그린 빌딩 보급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2단계(2016~2020년) : 신축건축물 그린 빌딩화 사업 실현

   3단계(2021~2030년) : 시범적 그린 리모델링화 사업을 통한 재건축 건축물의 그린 

빌딩화 사업 참여 유도 

□ 기대효과

   그린 빌딩 조성에 따라 울산시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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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내 그린 빌딩 조성은 벤치마킹 대상 및 교육 및 홍보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음.

2.5.3 공장지붕 발전소 설치 프로젝트 추진

□ 사업의 배경과 목적

   기후변화 및 에너지와 자원위기 등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 친화적인 신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별 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신 ․ 재생에너지 보급 ․ 확산을 위해 그린홈 100만호 사업, 건물 ․ 신도시 신재생

설계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장건축물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도 함.

   타 도시는 산업단지 및 공장 등을 대상으로 한 중 ․ 소형 발전소 수요처 발굴을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울산은 국가산업단지 2개, 일반산업단지 14개 그리고 농공단지 4개가 집되어 있는 

공업도시이지만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신 ․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매우 저조한 편임.

   울산의 2015년 신 ․ 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 5.6% 달성에 있어 기업체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장지붕 발전소 설비사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신 ․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기업체 참여 유도정책 수립

    -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경제적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 인지 제고 

    - 공장건축물 발전설비 설치 시범적 추진

   공장건축물 등의 유휴 공간 현황 파악 및 보급 확대

    - 울산 공장지붕 발전시스템 운영에 대한 분석

    -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보급 확산

   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 연계 방안 검토

    - 녹색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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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공장지붕 발전시스템 홍보 사업 추진

   2단계(2016~2020년) : 기업체 대상 신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3단계(2021~2030년) : 녹색산업으로의 연계 

□ 기대효과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홍보 교육을 위한 현장 체험 장소로 활용함.

   녹색성장 선도도시 역할 수행에 기업체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에너지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이 가능함.

2.5.4 스마트형 하수처리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의 배경과 목적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하수시설의 역할 한

계가 나타나고 있어 처리시설의 위험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울산은 2015년 농소하수처리시설 준공시점을 중심으로 울산시 하수처리장의 기반

구축이 완료되며 언양수질개선사업소을 제외한 울산관내의 하수처리시설간 네트

워크 기능 체계가 구축됨.

   울산 하수처리시설간의 특성을 살리고 하수처리에 있어 스마트형 통합운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재난에 대응하고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의 주요내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시 시스템 구축 검토

    - 사업대상 : 하수이송 중계펌프장 및 용연하수처리장 등 8개소

    - 사업규모 : 744천㎥/일(하수처리 시설용량)
    - 사업기간 : 2012~2013년

   하수처리시설 모니터링 및 하수이송량 조절 원격감시 ․ 제어 시스템 구축 

    - 사업대상 : 하수이송 중계펌프장, 이송관로 및 용연하수처리장 등 8개소

    - 사업규모 : 744천㎥/일(하수처리 시설용량)
    - 사업기간 : 2013~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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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2012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시 사업내용 반영

   2단계(2016~2020년) : 2015년 농소하수처리시설 준공 시점시 하수이송량 원격조절 

시스템 구축

   3단계(2021~2030년) : 지역별 하수발생량 측정 및 하수처리장별 운영상황 파악으로 

최적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대비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안전도시 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지역별 발생한 하수의 적정분배 및 최적의 하수처리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경영의 내실화를 추구할 수 있음.

   울산형 하수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국내·외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지로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음.

2.5.5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기반 조성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 증가, 하천유지용수 부족, 지하수 고갈, 

도시 홍수 유발 등 물 순환 체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울산의 경우 연간 강우량 대비 우수저장능력이 부족하여 생활 ․ 공업 ․ 농업 ․ 하천유지 

용수가 절대 부족함.

   빗물 재이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통한 지역내 발생할 수 있는 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물 순환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기반 제공 및 활성화 대책이 요구됨.

□ 사업의 주요내용

   빗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 확대 및 기반 강화 

    - 지붕 빗물받이 물 순환 시스템 설치 : 빗물받이와 빗물저류시설 연계

    - 다목적 빗물 저류시설 설치 및 농업용수용 취수시설(듬벙) 정비

    - 중수도 시설 설치 및 확대방안 검토

    -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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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지속 추진

    - 공업용수로 재이용 : 용연 및 온산하수처리장 대상

    - 태화강 유지수로 재이용 : 언양 및 굴화하수처리장 대상

   수요자 중심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수질 확보 

    - 수처리시설 도입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지속적 수질 및 수량 모니터링 체계화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단계(2016~2020년) : 공공 및 민간 사업형태의 단계적 추진

   3단계(2021~2030년) : 물 순환 시스템 체계화 및 모니터링

□ 기대효과

   물 재이용의 극대화를 통하여 지역내 물 부족 현상을 최소화함.

   빗물저류시설 등을 통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응 능력을 강화함.

   공단내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체계 구축을 통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함.

   관련 환경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유도함.

2.5.6 폐자원 자원순환사업 추진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정부는 2008년 5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수립 ․ 발표와 함께 녹색성장의 중심축

으로 폐기물 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폐기물 전량을 에너지화할 계획임.

   울산은 소각장, 매립장,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고유가시대에 자원재활용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폐기물은 주요 에너지원으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으로 울산이 

선도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원순환형 도시의 모범이 

되고자 함.

□ 사업의 주요내용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

    -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활용한 연료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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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목재 활용한 우드칩 생산 등 연료화 사업 추진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

    - 음식물 및 하수슬러지를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

    - 음식물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

   폐기물 소각여열을 활용한 에너지화 사업 추진

    - 가연성폐기물 소각시 발생되는 여열을 활용한 스팀 네트워킹 추진

    - 산업단지 부존자원 연료화 사업 및 에너지화 사업 추진

   매립가스(LFG) 회수 사업가스 활용

    - 생활폐기물 매립장 및 사업장폐기물 매립가스(LFG) 포진 연료화 사업 추진

   폐기물 자원화 온실가스 감축사업

    - 소각장 스팀생산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추진

    -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UN 프로그램 CDM 등록 추진

   도시광산화 사업을 통한 자원화

    - 폐가전제품 등의 희소금속 회수 자원화 사업 추진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

   2단계(2016~2020년) : 사업장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

   3단계(2021~2030년) : 폐기물 제로이미션(Zero Emission)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폐기물 자원화와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제고 및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이 가능함.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함으로써 국제적 생태도시 위상 및 수출경쟁력을 제고함.

   환경산업 관련 분야 신기술 개발 ․ 특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함.

2.5.7 자동차 재자원화 기반구축 

□ 사업의 배경과 목적

   EU는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촉진,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수입금지 등 강력한 환경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05년 1월부터「자동차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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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자동차 업계는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해체를 고려한 설계,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등 차량의 환경성 개선을 위한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2008년 1월부터「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환경성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자동차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비율은 2014년까지 85% 이상이며, 2015년 이후 

95%이상을 준수하도록 규정함.

   현대 ․ 기아자동차는 2005년 11월 국내 최초로 유럽 및 국내 환경 관련 법규를 만

족시키는 친환경 폐차 처리장인 ‘자동차 리사이클링 센터’를 경기도 남양기술연구

소내 준공하여 연간 4,000대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울산은 국내 최대 자동차 생산시스템 및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등이 집적되어 있고 

현대자동차 연구센터의 노하우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지역

의 주력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신성장 녹색산업으로서 국내 ․ 외 경쟁력 확보의 구

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자동차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자동차생산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폐차업계, 대학교 및 연구기관, 지역 내 유관 

지원기관 등간의 협력 강화

   자동차 재자원화 및 부품 재제조 등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지원 및 연구 사업 실시

    - 현대 ․ 기아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 자동차 리사이클링 센터의 기술 노하우 활용

   현장인력의 재교육 강화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

    - 자동차 조립업체, 부품업체, 폐차업체, 재생업체, 정비업체 등 대상 

    - 자동차 관련 퇴직 및 은퇴인력 활용

   선진 재활용기술 도입 및 현장적용 가능한 자동차 처리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관

련업체 내실화 및 창업 기반 제공

   자동차 재자원 기반 조성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 자원순환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공간 제공  

    - 자동차 재생부품 제공 및 수출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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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산 ․ 학 ․ 연 ․ 관 네트워크 구축 

   2단계(2016~2020년) : 조성 기반에 필요한 기술개발 사업 및 연구 사업 실시

   3단계(2021~2030년) : 주력산업과 연계한 재자원화 기반 구축

□ 기대효과

   국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응하고 울산의 주력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자원

순환사업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선진 외국의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해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광역적 자동차 환경산업 거점도시로서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함.

2.5.8 생태산업단지(Eco Industrial Park) 모델 구축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생태산업단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

사용함으로써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형 산업단지로 2005년 

11월부터 울산을 포함한 5개 지역에서 1단계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 2단계

(2010.6~2015.5) 사업이 8개 단지로 확대되어 추진 중임.

   울산 생태산업단지는 에너지, 부산물, 용폐수 분야에서 재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2단계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울산시는 울산형 생태산업단지의 지속적 ․ 체계적 추진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울산형 EIP 모델을 구축하여 친환경생태산업도시로서 산업과 환경

이 조화로운 울산을 창조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생태산업단지 추진 과제의 지속적 사업화 

    - 1단계 추진 중인  세부과제의 완료  

    - 완료 세부과제의 사업화로의 연계

   2단계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추진

     - 에너지 및 자원순환관련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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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 확대

     - 광역차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 강화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의 모델화 추진

     - 국가규모의 네트워크 구축 

     - 울산형 EIP 모델 구축

     - 울산형 EIP 모델 활용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연계 사업 및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의 지속 추진

   2단계(2016~2020년) : 광역규모의 생태산업단지 네트워크 구축

   3단계(2021~2030년) : 울산형 EIP 모델 구축 및 활용

□ 기대효과

   울산 산업단지의 공생관계 및 폐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

   환경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사례를 통한 에코폴리스 울산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음.

   울산형 산업도시 성장 및 EIP 네트워크 구축 사례를 활용한 모델 구축을 기반

으로 환경산업으로서 신성장동력 역할을 할 수 있음.

2.5.9 울산형 4대강 생태하천 조성 

□ 사업의 배경과 목적

   하천의 기능은 시대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으며 도시하천의 경우 

도시환경 변화 및 도시이미지 형성 등에 주요 역할을 함.

   태화강은 태화강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정부 4대강 사업의 선도모델로 

생태복원에 성공한 도심하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동천, 외황강, 회야강의 경우 

하천유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생태하천조성 정비계획과 함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울산 주요하천의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하천의 기능 및 역

할을 수행하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울산 하천의 가치는 

제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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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울산형 4대강 생태복원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도시하천관리의 모델

로서 활용하고 주요 경제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태화강 마스터플랜 1단계 ․ 2단계 사업 추진

     - 수질 ․ 수량개선 사업 :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유지수 확보

     - 생태복원 사업 : 철새공원 조성, 연어 관찰, 수달 보호 등 모니터링 활성화

     - 역사 ․ 문화하천 조성 사업 : 태화루 복원, 백리오솔길 조성, 문화행사 추진 

   동천 마스터플랜 사업 추진

     - 수질개선 및 하천정비사업 : 농소 하수처리장 건설, 자연형 호안 조성

     - 동천의 길 조성 사업 : 역사 ․ 문화 탐방길, 동천 꽃길, 자전거 길, 산책길 

   외황강 마스터플랜 사업 추진

     - 수질개선 및 하천정비사업 :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 수증 ․ 수변 정화

     - 자연 ․ 생태공간 조성 사업 : 생태관찰지구, 자연경관지구, 자연자정지구 조성

   회야강 마스터플랜 사업 추진

     - 수질개선 및 유량 공급 사업 : 관거부설, 오니 준설, 지하수 개발

     - 자연 ․ 생태공간 조성 사업 : 생태조사, 생태서식환경 복원, 생태습지 조성

     - 레저 ․ 휴게공간 조성 사업 : 테마길 조성, 해양레저시설 조성

   소하천 살리기 계획 수립 및 추진

    - 울산 4대강과 연계된 주요 지천 및 복원의 가치가 우수한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기능 복원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울산형 4대강 가치제고 사업 발굴 

     - 하천관리 및 활용 우수사례 발굴

     - 하천과 연계한 문화 ․ 역사 콘텐츠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사업화 

     - 울산형 4대강 관리 모델화 사업 체계적 추진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하천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 추진 

   2단계(2016~2020년) : 자연 ․ 생태 ․ 역사 ․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테마 사업 추진

   3단계(2021~2030년) : 하천 가치 제고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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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울산 주요 수계를 중심으로 한 생태하천 조성을 통해 건전한 수환경 조성에 기여함.

   도심하천 접근성 증대사업에 따라 시민의 건강 증진과 휴식공간 역할을 수행함.

   울산의 4대 생태하천 조성과 가치 제고사업을 통해 생태도시 울산 이미지 상승효

과를 유도함.

2.5.10 청정도시 종합관리정책 추진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울산은 1986년 대기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강화된 환경기준 적용을 통한 

행정 및 기업의 노력과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대기질이 크게 개선됨.

   한편, 국내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 실현과 함께 국제적

으로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 ․ 적응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음.

   도시의 쾌적성 추구를 위해 단순한 매체 중심의 관리범위에서 벗어나 다양한 측면

에서 통합적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급변하는 지구환경 변화에 전략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대기질 개선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강화

    - 대기 배출원 인벤토리(Inventory) 및 대기오염 예측 시스템 구축

    - 미세먼지 배출특성 조사 및 예보시스템 구축

    -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 구축

    - 지역 배출허용기준 설정

    - 도시 바람길 확보와 연계한 대기질 관리 강화

   지역산업구조와 연계한 환경개선정책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형 산업구조 개편

    - 폐기물에너지화 산업 및 생태산업단지 구축 확대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녹색생활실천과 연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

    - 녹색생활실천을 통한 에너지 절약 

    -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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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및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사업 발굴 ․ 추진

    - 울산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 울산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우선순위사업 발굴 ․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연구 및 지원체계 구축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단위사업별 기반 구축 

   2단계(2016~2020년) : 단위사업별 추진 및 목표달성

   3단계(2021~2030년) : 지속적 관리 및 실천 강화

□ 기대효과

   행정, 기업, 시민이 함께 노력하는 대기환경정책을 추진하여 참여형 환경정책 기반을 

구축함.

   선진형 대기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국제적 환경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2.5.11 울산형 저탄소 에코마을 시범단지 조성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에코마을은 지구환경위기를 공동의 아젠다로서 의식있는 대응을 추구하는 범세계

적인 마을 운동으로 각 나라별로 차별성을 두고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발전되고 있음.

   저탄소 에코마을은 런던 최초의 친환경 주택단지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모

델로 이와 같은 에너지 절약형 실증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울산은 도 ․ 농 복합형 도시로서 울산형 저탄소 에코마을 조성이 용이하며, 실증화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순환 마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저탄소 에코마을 시범단지 대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한 선정

    - 참여가능한 거주자 확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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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형 저탄소 에코마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역할 검토  

   대체에너지 및 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 에너지 수요 목표량 등 선정 

    - 재생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공급, 물 재사용을 위한 자체 정화시설 및 빗물 집수

시설 완비

   환경오염발생 제로화를 위한 지원체계 제공

    - 생산 제품에 대한 소비 및 유통 시스템 구축  

   울산형 저탄소 에코마을 시범사업 실현 및 사후 관리 방안 마련

     - 시범단지 지속 유지 및 관리 방안 마련

     -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에코폴리스 울산 홍보 강화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시범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대상지 선정

   2단계(2016~2020년) : 단지내 에너지 수요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3단계(2021~2030년) : 울산형 저탄소 에코마을 활용 방안 마련

□ 기대효과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하는 자원순환형 마을로서 온실가스 저감마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

   지역내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태양열 등) 관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함.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생태관광지 역할을 수행하고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

에도 기여함.

2.5.12 녹색공간 창출 프로젝트 추진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도시녹지는 도시의 쾌적성을 증진시키고 시민과 생태계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도시화, 산업화 등의 개발로 인해 

녹지공간의 축소 및 연결축이 단절되는 현상이 초래되었음.

   도시환경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관심 증대로 녹색공간에 대한 다양한 녹지

정책방향을 모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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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 체계적 녹화계획과 관리 강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존의 녹지기능을 최대화

시키고 새로운 녹지공간을 창출하여 인간과 녹색공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의 주요내용

   도심속 건축물 중심의 입체녹화 사업 추진

    - 기술적 ․ 제도적 기준 및 민간지원 기준 마련

    -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한 옥상녹화 시범사업 실시 

    - 경관개선 사업과 연계한 녹화사업 추진 

   녹지공간의 질적 제고 및 녹색 브랜드 공간 창출

    - 자투리 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및 도심속 녹색숲 조성

    - 가로수 연결녹지 축 조성

   지역의 산업단지 특성과 연계한 녹지공간 제공 

    - 공단내 휴식을 위한 녹색공간 조성 

    - 추억과 향수가 있는 공원 조성 : 공단조성으로 발생한 이주민을 위한 추억의 

녹색공간 조성

    - 공해차단을 위한 완충녹지축 조성의 체계적 ․ 지속적 추진

   지속적 산림공간 정비 및 테마형 산림조성

    - 숲길 중심의 정비 및 지속적 숲 가꾸기

    - 산림문화 창출을 통한 체험 공간 및 스토리텔링 제공 

    - 시민 건강을 추구하는 녹색건강 숲 조성 및 확대

   공원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제공 

    -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적극적 시민참여 유도

    - 공원 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램 도입 및 공연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도심녹화계획의 전략적 추진

   2단계(2016~2020년) : 녹색문화 창출 및 프로그램 제공

   3단계(2021~2030년) : 녹지공간 관리 및 지속적 활용

□ 기대효과

   녹색공간 조성을 통해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도시의 경관 및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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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고함.

   도심속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음.

   녹색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를 즐길 수 있음.

2.5.13 도심공원축 녹지 네트워크 구축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울산시 도시공원은 1인당 공원지정면적은 39.70㎡로 전국 7대 도시 중 1위이지만 

조성률은 34.6%로 6위로 머무르고 있으며, 공원시설의 지역적 편중이 심한 편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제17조에 의하여 2015년 9월 31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미수립하거나, 2020년 

7월 1일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공원시설이 실효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공원조성이 추진되어야 하는 실정임.

   각 지역내 자연 및 녹지환경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을 통해 녹지공

간을 확보하고 도심녹지를 중심으로 균형적 발전을 추구함.

□ 사업의 주요내용

   공원조성계획 수립 추진

    -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대상에 대한 계획 수립

    - 공원의 미래가치 제고를 고려한 계획 수립 

   지역 거점공원 조성 및 특화사업 추진

    - 대상지 : 중구 함월 ․ 무지공원, 남구 울산대공원 3차시설, 동구 대왕암공원, 북구 

신천공원, 울주군 선바위공원과 화장산 공원

    - 사업추진 방법의 다양화 모색 : 국가공원 지정, 민자유치, 공원시설 기부 등

    - 지역특성을 감안한 주민참여 활성화 : 주변환경을 고려한 특화공원 중점사업 

추진, 주민의견 수렴

   도시 녹지공간의 네트워크 핵심기능 수행

    - 기존의 공원시설 및 공간(주요산림, 가로수, 하천 등)과 연계한 녹지축 기능 

강화

    - 지역의 거점녹지공간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계획 및 관련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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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거점공원 조성 구체화

   2단계(2016~2020년) : 지역특화형 거점공원 조성 사업 추진

   3단계(2021~2030년) : 녹지공원 네트워크 구축 

□ 기대효과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울산시 공원조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녹지공간의 조성이 가능함.

   지역별 거점공원 조성을 통한 지역의 균형적 녹지공간 확보 및 시민의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함.

   다양한 유형의 공원을 체험할 수 있으며 녹지율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2.5.14 우수 자연생태자원 발굴·복원·자원화 추진

□ 사업의 배경과 목적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는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는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가능해야 함을 요구함.

   생태도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도시로서 각 도시의 문화와 전통에 맞게 조성

되는 다양성을 강조할 수 있는 도시로 개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울산형 에코폴리스 

또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도시로 재창조되는 중임.

   울산의 우수한 자연 및 생태자원을 정비하고 가치를 발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코

폴리스 울산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함.

□ 사업의 주요내용

   지역내 지속적인 생물자원의 복원 및 정비

    - 반딧불이 복원사업의 지속 추진 : 관련 생태전문가를 통한 자연서식지 복원 및 

조성, 체험학습장으로 연계사업화

    - 꼬리명주나비 복원 대상지역의 확대 및 보존 강화

    - 기타 종(청띠제비나비, 사향제비나비, 호랑나비 등)의 복원 및 서식지 보호

   울산 우수 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홍보 추진

    - 태화강 삼호대숲의 백로 및 까마귀 대상 체계적 모니터링 실시 및 보존

    - 태화강 하구 바지락의 수산자원 활용방안 및 특산품화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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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자원지도 및 환경지도 작성 및 배포

    - 교육과 연계한 현장학습 장소로 활용  

   울산의 자연 ․ 생태자원의 가치 제고 및 자원화 추진 

     - 자연 및 생태자원 관련 국제 학술행사 추진과 연구 및 세미나 지원

     - 자연 ․ 생태자원 활용과 연계한 문화자원화 방안 검토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자연 ․ 생태자원 모니터링 및 활용 체계화 

   2단계(2016~2020년) : 새로운 자연 ․ 생태자원 발굴 및 복원 

   3단계(2021~2030년) : 자연 ․ 생태자원의 활용 및 자원화  

□ 기대효과

   울산의 자연 및 생태자원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생태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음.

   체계적 보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자연적 생태지표로 울산의 환경을 

예측할 수 있음.

   국제 행사 준비 및 추진에 따른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제고 및 자원화를 통한 문

화상품화가 가능함.

2.5.15 에코폴리스(Ecopolis) 울산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 

□ 사업의 배경과 목적

   2004년 에코폴리스 울산계획 수립 및 추진 등을 통해 산업도시 울산에서 친환경생

태산업도시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세계적인 도시는 지속적인 도시 브랜드의 정체성 정립과 활용을 통해 창조

되어 지고 자리매김하였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울산은 울산만의 스토리가 있는 차별적인 상징성을 부여하는 사업의 지속적 

발굴 및 추진을 통해 국제화 시대의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울산형 에코폴리스를 지향하고 정착을 위한 과정이 요구됨.

□ 사업의 주요내용

   울산형 에코폴리스 브랜드화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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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코폴리스 울산’ 글로벌 브랜드사업 추진단 구성

    - 도시 브랜딩에 관점을 둔 기존 사업의 성과 평가 및 에코폴리스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울산형 에코폴리스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실천

    - 울산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기본요소 창출 : 브랜드 로고, 슬로건, 기념상품 등

    - 울산 상징물(인문 ․ 사회환경, 자연환경 등)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스토리 주입을 

통한 가치 재창출

    - 울산형 에코폴리스 개념 및 정신이 강조된 축제 및 이벤트 개최

   국제적 회의 및 단체기구를 통한 울산시 브랜드화 추진

    -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ICLEI),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 아시아

․ 태평양 시장포럼(UNESCAP) 등 활용 및 유대관계 강화

    - 국제 자매결연 도시 대상 녹색도시 건설 양해각서 체결 추진

    - 울산형 녹색성장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울산형 에코폴리스 브랜드화 홍보 및 추진계획 수립 

   2단계(2016~2020년) : 울산형 에코폴리스 브랜드 메이커 사업 추진

   3단계(2021~2030년) : 글로벌 브랜드 상품으로서 홍보 및 마케팅 지속 추진

□ 기대효과

   울산형 에코폴리스의 글로벌화 정책 추진 성과를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울산을 브

랜드화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함.

   에코폴리스 울산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관광자원으로서 

도시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국제적 생태도시 ․ 녹색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음.

2.5.16 울산형 녹색시민 창조 프로그램 추진 

□ 사업의 배경과 목적

   기존에는 국내 및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문제 해결이 관 주도적인 행정중심으로 진

행되었지만 앞으로의 사업 성공을 위하여는 시민참여가 중요한 관건이 됨.

   울산은 에코폴리스 울산 실현 과정을 통해 시민의식이 높아졌으며, 기업과 시민단

체가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동참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에너지 절약 등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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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적극적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환경교육을 위한 거점시설(울산환경교육센터(가칭)) 신설 및 환경시민대학 개설

    - 환경교육지원 조례 지정 등의 법적 기반 제공

    - 국가의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계획에 맞춘 환경교육지도사 양성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울산의 환경교육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교육 지원 및 실시

    - 학교 ․ 사회환경교육이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 실시

    - 평생교육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프로그램 강화

    - 기업체 교육시간 활용한 교육 실시 

    - 환경관련 기관 ․ 단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조체계 강화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한 체험교육 확대 및 강화

    - 울산관내 하수종말처리장 및 수질개선사업소 등 체험형 현장교육 프로그램 제공

    - 체험교육수기 우수사례 공모  

   지구환경문제 대응용 녹색교육의 생활화 및 체계화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및 홍보 강화

    - 울산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체계화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환경교육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거점시설 구축 

   2단계(2016~2020년) : 맞춤형 다양한 환경교육 실시  

   3단계(2021~2030년) : 환경 학습을 실천하고 선도적 역할 가능한 녹색시민 창출  

□ 기대효과

   환경단체 활동 범위 확대 및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해 친환경적 가치관 형성과 시민의식을 더욱 강화시킴.

   울산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실시가 가능하며 녹색생활을 확산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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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안전한 도시만들기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최근 기후변화 및 전지구적 환경변화에 따라 자연재해의 빈도 및 강도가 커지고 

있으며, 도시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의 방재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됨에 따라 안전한 도시를 위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 사업의 주요내용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 Safe Ulsan 기본계획 수립 : 재해, 재난 예측, 단계별 방재계획 수립

    - 시설건설, 산업단지개발 등 도시개발시 방재 및 안전관리 기준 적용

    -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재해·재난 발생, 예방, 사후처리까지 관리 체계 구축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통한 재해취약지구 지정 및 관리

   시민생활 착형 안전도시 문화 확대

    - 구급서비스 향상, 소방안전문화 확산 등

    - 재해 및 재난시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적용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Safe Ulsan 기본계획수립, 도시개발시 방재 및 안전관리 기준 

제정, 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2단계(2016~2020년) : 생활속 안전의식 강화

□ 기대효과

   도시개발, 시민생활, 경제산업발전 등 도시내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서 방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예방시스템, 대처시스템을 갖추어 안전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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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사업명
단기

(2012~2015)

중기

(2016~2020)

장기

(2021~2030)

도시하천 네트워크형 녹색통근길 구축

스마트 그린 빌딩 조성

공장지붕 발전소 설치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형 하수처리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기반조성

폐자원 자원순환사업 추진

자동차 재자원화 기반구축

생태산업단지(Eco Industrial Park) 모델 구축

울산형 4대강 생태하천 조성

청정도시 종합관리정책 추진

울산형 저탄소 에코마을 시범단지 조성

녹색공간 창출 프로젝트 추진

도심공원축 녹지 네트워크 구축

우수 자연생태자원 발굴‧복원‧자원화 추진

에코폴리스(Ecopolis) 울산 글로벌 브랜드화 추진

울산형 녹색시민 창조 프로그램 추진

안전한 도시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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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관광·체육분야

3.1 현황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자원 및 개발 현황

   울산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은 영남알프스 및 태화강을 비롯한 자연자원과 반구대암

각화, 울산박물관을 비롯한 인문자원, 문수체육공원의 레저휴양자원을 비롯한 다양

한 문화관광자원이 시 전역에 걸쳐 많이 분포하고 있음.

구분 세부자원

산/사찰 영남알프스, 석남사, 망해사지, 문수사, 치술령 등

해변/강/계곡
태화강, 간절곶, 진하해수욕장,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 석남사 계곡,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주전·정자해변, 파래소폭포, 홍류폭포, 작천정, 대운산계곡, 선암호수공원 등

온천/휴양림 강동온천, 울산온천, 등억온천, 가지산온천, 통도온천, 간월산자연휴양림, 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 등

역사문화 외고산옹기마을, 울산박물관, 울산암각화박물관, 장생포고래박물관, 대곡박물관 등

문화재 국보2점 등 국가지정문화재 22점, 지방지정문화재 78점

산업자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정유, 국가산업단지 등

레져/휴양
문수체육공원, 동천체육관, 간절곶 스포츠파크, 울주군민학생체육관, 자수정동굴나라, 울산골프장, 

보라골프장 등

<표 4-2>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자원 현황

   문화관광자원 개발현황을 보면, 울산지역은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 중 관광단지만이 1개소 지정되어 개발중에 있고 그 밖의 지정된 

관광지는 없음.

   지정된 관광단지는 강동관광단지로 현재 개발사업 추진중에 있어 관광객 유입을 

위한 시설로의 기능은 현재 수행하고 있지 못함.

   울산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으로는 부산지역 관광상품에 울산남부권 관광지가 

일부 포함되어 운영되는 상품과 시티투어 상품이외에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부족하여 타 지역관광객의 울산지역 관광이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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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서울 0 0 4 0

부산 5 1 2 1

대구 0 0 0 7

인천 2 2 1 1

광주 0 1 0 5

대전 0 0 1 1

울산 0 1 0 0

경기 14 2 2 5

강원 43 9 2 13

충북 23 0 3 10

충남 26 0 2 10

전북 24 0 2 12

전남 28 4 2 51

경북 28 5 3 25

경남 22 0 2 21

제주 17 7 1 9

계 232 32 27 17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1

<표 4-3> 관광개발현황

□ 관광객 및 관광만족도 현황15)

   2009년 울산광역시를 여행한 관광객 수는 전체 국내여행참가자수의 7.4% 수준으로 

당일 및 숙박관광 모두 전국에서 최하위임.

   관광객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개인여행의 경우 전체평균(3.96)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게(3.57) 나타났으나, 가구여행 중 특히 당일여행에서는 전체평균(3.96)보다 높게

(4.46) 나타나 가족단위의 당일여행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울산지역의 관광여건이 가구단위의 당일여행에서는 양호하나, 개인여행 및 숙박여

행에 있어서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15) 문화체육관광부(2010), 2009 국민여행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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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여행 가구여행

개인여행

전반적 만족도

개인

숙박여행

개인

당일여행

가구여행

전반적 만족도

가구

숙박여행

가구

당일여행

전반적

만족도
3.96 4.00 3.96 3.98 3.99 3.96

서울 4.28 4.13 4.45 3.65 3.62 3.66

부산 3.88 3.90 3.88 3.95 4.15 3.73

대구 4.18 3.68 4.46 4.03 3.66 4.08

인천 3.77 3.52 3.92 3.59 3.79 3.45

광주 3.66 3.84 3.40 4.02 3.78 4.20

대전 3.58 4.17 2.71 4.36 4.56 4.19

울산 3.57 3.34 3.93 4.25 3.64 4.46

경기 3.92 3.91 3.89 3.85 3.80 3.91

강원 4.07 4.15 3.98 4.05 4.08 3.91

충북 3.97 3.90 4.03 3.89 4.00 3.66

충남 3.94 3.95 3.92 3.81 3.92 3.71

전북 4.05 4.09 4.02 3.99 3.88 4.18

전남 3.92 3.85 3.98 3.81 3.82 3.93

경북 4.30 4.12 3.91 4.60 4.60 4.13

경남 3.78 3.80 3.75 4.16 4.28 4.20

제주 4.13 4.14 4.04 4.20 4.18 5.00

문화체육관광부, 2009 국민여행실태조사, 2010

▪ 기준 : 5점척도

<표 4-4> 여행지별 여행만족도

□ 지역축제 현황16)

   2011년도 울산지역에서는 총 11개의 축제가 개최되었음.

   방문자수로는 언양 ․ 봉계 한우 불고기 축제가 70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으로 울산대공원 장미 축제(37만명), 처용문화제(35만명), 울산옹기축제(32만명) 

등의 순이었음.

16) 울산광역시 자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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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축제명 기간 방문자수

시, SK에너지(주)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6. 3 ~ 6. 9(7일) 37만명

시, 울산MBC 울산 서머페스티벌 7.23 ~ 7.29(7일) 15만명

시, 처용문화제 추진위원회 처용 문화제 10. 6 ~10. 9(4일) 35만명

시, 울주군 울산비치아트페스티벌 7.29 ~ 7.31(3일) 10만명

시 간절곶 해맞이행사 12.31~’12. 1. 1(2일) 25만명

중구, 태화강문화거리축제추진위원회 태화강 문화거리 축제 10.21 ~ 10.23(3일) 15만명

남구, 고래축제추진위원회 울산고래축제 5.26 ~ 5.29(4일) 20만명

동구, 동구축제추진위원회 울산 조선해양축제 7.29 ~ 7.31(3일) 27만명

북구,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울산 쇠부리축제 4. 22 ~ 4.24(3일) 10만명

울주군 언양·봉계 한우 불고기 축제 9.23 ~10. 3(11일) 70만명

울주군, 울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 울산옹기축제 5. 25 ~ 5. 29(5일) 32만명

<표 4-5> 2011년 울산광역시 축제 개최 현황

□ 관광산업 현황

   울산광역시는 관광사업체, 관광사업체종사자수, 관광사업체 매출액 모든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계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이

용

시설업1)

국제

회의업

카지

노업

유원

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2)

관광

사업체

사업체수 175 103 8 0 0 0 6 58 

전국비중 1.4 1.2 0.9 0.0 0.0 0.0 2.2 2.3 

관광

사업체

종사자

종사자수 1,785 380 443 0 0 0 192 770 

전국비중 1.1 0.8 0.8 0.0 0.0 0.0 1.8 2.5 

관광

사업체

매출

매출액 87,880 16,604 38,446 0 0 0 8,136 24,694

전국비중 0.6 0.6 0.8 0.0 0.0 0.0 1.0 1.4 

주1)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등

주2)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

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011

<표 4-6> 울산광역시 관광산업 현황 (단위:개소, 명,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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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공연 현황

   울산지역내 문화시설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이 있음.

시도 합계
공공도서관

계

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

원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계
지자

체

교육

청
사립 소계

국공

립
사립 대학 소계

국공

립
사립 대학

서울 278 101 75 22 4 137 105 20 62 23 32 2 28 2 15 25

부산 66 30 15 14 1 16 12 3 3 6 4 1 2 1 7 13

대구 53 26 9 12 5 11 9 3 3 3 2 1 1 8 8

인천 66 26 21 5 27 22 11 10 1 5 2 3 5 8

광주 41 16 11 5 14 8 5 1 2 6 1 4 1 6 5

대전 48 22 20 2 19 15 4 5 6 4 2 2 2 5

울산 26 11 7 4 7 7 6 1 3 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11

<표 4-7> 울산광역시 문화시설 현황 

   각종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 회수는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편이나 연극은 2011년 

1해 동안 2,988회 공연함으로써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공연을 함.

   특히, 시각예술 전시회의 경우는 총 68회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임

시도
시각예술전시 양악 국악 무용 연극

회수 비율 회수 비율 회수 비율 회수 비율 회수 비율

서울 6,811 52.3 3,083 42.7 2,136 61.8 1,640 66.2 55,610 80.5

부산 1,010 7.8 622 8.6 220 6.4 157 6.3 2,194 3.2

대구 539 4.1 402 5.6 104 3.0 99 4.0 1,942 2.8

인천 902 6.9 213 3.0 68 2.0 96 3.9 453 0.7

광주 472 3.6 103 1.4 26 0.8 27 1.1 276 0.4

대전 159 1.2 233 3.2 21 0.6 46 1.9 645 0.9

울산 68 0.5 203 2.8 42 1.2 34 1.4 2,988 4.3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문예연감, 2011

* 문학은 지역별 분류가 없으므로 생략함

<표 4-8> 지역별 문화예술공연 횟수 및 비율 (단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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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울산광역시의 체육시설은 1,447개소, 면적 4,119,029㎡로 업소수는 적으나 면적은 

광역시 중 부산, 대구에 이어 3번째로 넓음.

<표 4-9> 2011 전국 등록 ․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단위：개소, 면적：㎡)

시 ․ 도 계 등록체육시설업 신고체육시설업

업 소 수 면   적 업 소 수 면   적 업 소 수 면   적

계 55,648 413,726,841 24 386,880,782 55,241 26,846,059

서 울 11,372 3,328,582 - - 11,372 3,328,582

부 산 3,265 8,341,718 8 7,213,189 3,257 1,128,529

대 구 2,440 1,750,423 2 950,470 2,438 799,953

인 천 3,094 7,031,775 6 5,823,703 3,088 1,208,072

광 주 1,704 651,848 1 201,055 1,703 450,793

대 전 1,564 2,282,643 3 1,739,039 1,561 543,604

울 산 1,447 4,119,029 4 3,501,620 1,443 617,40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

□ 지역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현황

   울산시민이 즐기는 문화예술 및 스포츠 이벤트는 영화, 박물관, 음악 연주회, 스포츠, 

연극, 미술관, 무용 순으로 나타남.

시도

음악·연주 

연극·마당극

·

·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관람

비율

(%)

평균
관람 
횟수

비율

(%)

평균
관람  
횟수

비율

(%)

평균
관람  
횟수

비율

(%)

평균
관람  
횟수

비율

(%)

평균
관람  
횟수

비율

(%)

평균
관람  
횟수

비율

(%)

평균
관람  
횟수

서울 29.8 2.6 34.9 2.5 3.8 2.7 86.4 6.5 27.4 2.6 26.1 2.5 23.3 4.1

부산 21.3 2.9 19.7 2.3 2.3 3.6 81.1 6.4 24 2.4 18.7 2.3 31.3 4.7

대구 23.1 2.5 22.5 2 1.3 2.3 82 6 26.8 2.6 16.5 2.3 22.7 4.7

인천 21.5 2.1 22.7 2.1 3 2.6 82.1 6.1 24.9 2.4 18.5 2.3 31.8 4.8

광주 19.8 2.4 17.9 2.1 1.2 4.9 78.4 6.1 22.3 2.6 20 2.4 32.8 3.7

대전 30.1 2.1 21.2 2.1 3.4 2.7 77.5 6.1 30.2 2.6 25.2 2.5 28.7 4.3

울산 23.1 2.4 19.9 2.1 1.1 2.9 78 5.2 31 2.2 17.1 2.3 22.4 3.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표 4-10>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지난 1년간 복수응답) (단위: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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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민은 앞으로 즐기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여행, 스포츠활동, 문화예술관람, 자기

개발 등을 선택하였음.

시도
TV 및 
DVD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창작적 
취미

자기
개발

봉사
활동

종교
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
관련일

기타

서울 6.3 42.2 11.8 2.0 7.5 1.7 4.8 7.2 2.5 4.9 1.0 3.5 4.5 0.1 

부산 7.8 41.2 8.3 2.5 9.2 1.7 4.4 6.8 2.5 4.4 1.4 4.8 4.4 0.5 

대구 5.6 43.8 9.3 2.3 9.4 1.8 4.6 7.6 1.8 3.4 0.5 4.5 5.3 0.1 

인천 7.3 43.1 10.9 2.2 7.5 2.1 4.4 7.5 2.0 4.7 1.1 3.8 3.1 0.2 

광주 7.0 40.4 9.2 2.8 9.4 1.9 4.6 7.8 1.9 4.2 1.2 4.9 4.5 0.1 

대전 6.1 43.4 8.7 2.4 9.0 2.1 4.4 8.6 3.2 4.2 0.6 3.7 3.3 0.2 

울산 6.7 43.2 9.2 2.1 9.3 2.3 4.4 8.4 1.9 3.5 0.8 3.8 4.2 0.2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11)

<표 4-11>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주된 응답)

 □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현황

   울산의 문화체육관광예산은 1,167억으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총예산 

대비 예산비율은 4.61%로 광역시 중 중간정도 수준임.

구분 광역지자체 전체예산(A) 문화체육관광예산(B)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비율(A/)B

서울 229,408 7,453 3.25

부산 80,039 3,223 4.03

대구 53,803 1,923 3.57

인천 75,207 7,070 9.40

광주 29,569 1,594 5.39

대전 28,381 1,548 5.50

울산 25,320 1,167 4.61

평균 5.1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0문화예술정책백서, 2011

<표 4-12> 7대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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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WOT 분석

강점 약점

- 산업, 생태자연 등 다양한 관광자원 보유

- 자동차, 조선산업 등으로 도시인지도 양호

- KTX 개통 등 광역적 외부접근성 확보

- 문화적 인프라 부족

- 대규모 집객을 위한 관광거점시설 부족

- 숙박시설, 여행업체 등 관광서비스 인프라 취약

- 문화관광전문인력 부족

기회 위협

- 지역문화관광 육성에 대한 중요성 증대

-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추구

- 주5일제수업확대실시

- 경제 수준 양호

- 부산, 경주 등 인접지역에 관광거점 입지

-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하여 문화예술관광분야 취약

- 청년실업 등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

3.3 창조도시 패러다임의 적용

   창조도시는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창조산업, 창조공간, 창조인력의 

조성을 추구하는 것임을 볼 때 울산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산업을 육성

하고, 관광산업화하는 것이 창조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필수적임.

   특히 과거로부터 이어져오는 지역 고유의 문화를 계승하고, 미래의 가치에 부합하는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창조도시 건설에 중요한 기틀이 됨. 그에 비하여 울산

지역은 창조도시 지표에서 문화, 예술분야가 낙후된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의 육성과 

사업화가 반드시 필요함.

   생동감 있고 활력있는 산업도시를 기반으로 문화적 요소를 발굴·육성하며, 선사

시대에서부터 내려온 역사문화자원과 산악·해양·생태자원을 발굴·개발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자긍심과 정체성을, 관광객에게는 문화도시 울산의 위상을 확립

하기 위해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비전을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활력넘치는 

문화도시 울산’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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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전과 전략

3.4.1 비전

□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활력넘치는 문화도시 울산

3.4.2 전략

   산악, 해양, 생태, 산업, 역사 등 지역 잠재 문화관광자원의 특화 및 사업화

    -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과 타지역과 차별화된 역사문화환경, 생동감있는 산업

자원을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사업화 

    - 지역의 자원을 지역문화자원화하여 관광객에게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민

에게는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며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속적인 도시발전의 테

마로 활용함.

    - 타지역과 차별화된 테마의 시설, 체험활동, 스토리 등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우리지역만의 관광테마를 육성

   문화창조 인력 유입·육성과 다양한 문화컨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산업 육성

    - 문화예술인재 양성과 유입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컨텐츠의 산업화를 통하여 그

동안 취약하였던 문화산업을 육성함.

    -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역사자원과 산업유산, 지역인재 등의 테마를 활용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 공연·전시를 특화하고, 문화예술기반시설의 확충과 공공시설 

및 도시디자인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도시공간을 문화창조공간으로 조성함.

   지역주민 자발적 창조의문화 욕구 함양

    - 지역주민이 우리지역을 재미있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관광에 참여·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개발

    - 지역적 문화특성에 기반한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능동적으로 충족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 창조도시는 도시의 핵심적 자원인 문화인력을 양성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해 문화창조인력을 지역 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

    - 부족한 문화인프라의 확충과 문화활동의 지원을 통한 문화도시 기반 구축

   국제문화관광기반 조성

    - 지역의 테마에 부합되는 거점 관광지 개발, 숙박시설, 관광교통, 관광기업 등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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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

    - 인접지역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관광효과의 

시너지 극대화

   울산지역 문화관광 마케팅 활성화 및 국제적 브랜드 확립

    - 모바일 정보제공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최근의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한 홍

보 및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편리한 문화관광정보 획득과 지역마케팅 육성

    -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컨텐츠산업, 관광이벤트

산업 등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며, 나아가 울산의 국제적 브랜드를 확립함.

3.5 주요 추진사업

3.5.1 국제 산업페스티발 개최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역동적인 산업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계승하여 산업을 주제로 기업, 근로자, 행정

기관, 관광객이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문화사업의 개최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자동차의 날(5월), 조선해양의 날(6월), 화학의 날(3월) 등으로 산업별

로 산재되어 있어 일부 시민들만이 참여하여 산업도시의 특성을 부각시키지 못하

고 있음.

   단순한 산업행사에서 벗어나 산업에 지역문화 및 창조성을 가미하여 산업고유의 

특성을 살리되 특정 기간에 전시·공연·학술행사 등을 집중시킴으로써 지역문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단순한 관람자로서의 지역민이 아니라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문화예술품 제작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 위상의 산업테마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산업관광중심도

시의 위상을 확보함.

□ 사업의 주요내용

   지역 주력산업 관련 전시, 회의, 심포지엄 개최

    - 지역산업 관련 국제 전시회 유치

    - 산업 및 과학기술 관련 국제 세미나 및 전략 심포지엄 개최

   학생참여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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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국제모형자동차 제작 경주대회, 국제 선박 컨테스트, 화학실험교실 운영

   산업테마 관련 공연 개최

    - 근로자 및 산업 또는 울산산업단지를 테마로 한 연극, 영화, 뮤지컬 등 공연

    - 근로자가 참여하는 예술동아리 등 공연

    - 국제 근로자 예술제 개최

   미술전시회 개최

    - 산업테마 미술작가 초대 전시

    - 근로자 참여 미술 전시

   산업공간에 공공예술프로젝트 운영

    - 산업단지내 가로시설물, 산업시설물, 담장, 공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공공예술작업 

    - 근로자, 예술가, 학생 등 참여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국제산업페스티발 운영단 조직

    - 페스티발의 방향 및 세부프로그램 기획

   2단계(2016~2020년)

    - 국제페스티발 개최

    - 산업테마 관련 외국 도시와 연계 프로그램 개발

□ 기대효과

   국제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시브랜드를 창출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제

적인 산업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함.

   근로자, 예술가, 학생, 문화인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축제 개최로 지역

주민의 지역정체성을 확립함.

   지역산업과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한 논의와 전시회 등의 개최로 지속적인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함.

3.5.2 관광서비스기반 확충 : 연수/숙박시설, 전시/회의시설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최근의 관광경향은 산업과 관광, 의료와 관광, 문화와 관광, 예술과 관광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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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융복합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울산지역은 산업과 연관된 전시, 회의, 

연수, 시찰 등의 형태로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산업의 

수요가 많음.

   우정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등 직원이 많거나 한국산업

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교육, 연수의 기능을 하는 노동복지 관련기관으로 

향후 교육, 연수를 위한 숙박시설, 연수시설, 교육장소에 대한 수요가 예상됨.

   기업연수시설은 직원의 교육을 위한 시설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직원 교육 

뿐 아니라 직원의 복지 및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로 이용되어 자연 및 관광여건이 

양호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리조트형으로 입지함. 울산지역은 많은 기업체가 

입지하고 있고 KTX 울산역의 개통으로 광역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하며, 영남알프스 

및 해안지역의 자연여건이 양호하여 리조트형 기업연수시설의 최적지임.

□ 사업의 주요내용

   관광레저형 기업연수시설 유치

    - 도입시설 : 단체숙박시설, 강의실, 강당, 개인 숙박시설, 야외 테마시설,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 도입가능 형태 : 기업전용 연수원, 리조트형 연수원, 펜션형 연수원

    - 입지가능 지역 : 영남알프스 인접지역, 강동 등 해안지역

    - 직원 교육 및 연수기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외부시설을 활용한 수익창출 도모

   도심내 숙박시설 육성 및 개선

    - 산업관련 방문객의 숙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베니키아(BENIKEA)17) 체인 가입 

또는 굿스테이(Good Stay)18) 인증 등 시설의 개선과 홍보를 통하여 개인여행자의 

쾌적하고 편리한 숙박서비스 제공

   회의 및 전시시설 건립

    - KTX의 개통으로 영남권 지역에서의 30분대 접근성을 갖추어 영남권의 중심지역의 

장점 확보

    - 지역기업과 연관된 다양한 회의 및 전시행사 유치

    - 부분별 계획 중 ‘경제 분야’의 울산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의 세부내용과 연계하여 

17) 베니키아(BENIKEA)는 한국 최초의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브랜드로 ‘베스트 나이트 인 코리아(Best Night 

in Korea)’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음.

18) 굿스테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과 건전한 숙박문화 

조성을 위해 제정한 고유브랜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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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관광이벤트 지원산업 육성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지역기업 및 이전공공기관의 연수 및 회의 수요 조사

    - 기업연수원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도심내 숙박시설의 시설개선 및 홍보

   2단계(2016~2020년)

    - 기업연수원 유치 및 개발

    - 전시 및 회의시설 건립

□ 기대효과

   기존의 산업 및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한 산업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활동을 

지원

   산업기능과 관광기능을 연계하여 복합관광수요로 확대

3.5.3 산업관광거점 개발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울산지역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의 산업시설을 견학하는 산업관광객이 많이 방문

하고 있으나19), 단순 관람에 그치고 있어 지역 산업자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하지 못하고 있음.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테마 시설과 산업생산품, 산업기술 등과 연계돤 다양한 

전시, 체험, 교육, 어트랙션 시설, 쇼핑 등의 기능을 부여하여 산업관광거점으로 

육성함.

□ 사업의 주요내용

   거점 산업테마파크 건립

    - 산업종류별 체험관 및 어트랙션 시설 개발

    - 자동차관 : 전시시설, 탑승체험시설, 운전체험, 제작체험, 자동차경주체험 등

19) 2010년 SK에너지 76,015명, 현대중공업 137,939명, 현대자동차 139,048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음.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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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관 : 전시시설, 탑승체험시설, 운전체험, 제작체험 등

    - 석유관 : 전시시설, 과학실험교실, 제작체험 등

    - 부분별 계획의 ‘경제 분야’ 사업 중 울산산업역사박물관 설립 사업의 세부내용과 

연계하여 거점 시설 조성

   산업생산시설 연계 관광프로그램개발

   관광객 대상별 관광프로그램 개발 : 학생, 가족, 중국 및 일본 관광객 등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산업테마파크 계획 및 설계

     · 대상지 선정 및 조사, 입지시설 및 기능 선정

    - 산업테마파크 개발

    - 산업생산시설 연계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자동차 및 선박 제작체험, 시승

체험 등

   2단계(2016~2020년)

    - 산업테마파크 운영

    - 관광객 대상별 산업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내 : 가족, 학생단체 등

     · 해외 : 사업연수생, 학생 등

□ 기대효과

   2차산업 시설을 관광자원화하여 2차산업 중심의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관광경험을 제공하여 관광객 유입을 유도함.

   산업생산품에 대한 이미지 확립으로 2차산업 발전에도 기여함.

3.5.4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거점 육성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울산광역시에서는「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2010)」을 수립하여 산악관광

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억새길 조성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향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며, 주변지역과 연계된 

관광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영남알프스 지역을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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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사업의 주요내용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의 세부사업 추진

   산악연계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산악관련 축제 및 이벤트 유치

    - 등산대회,  세계 잼버리 대회(World Jamborees)20), 세계 캠핑캐라바닝 대회21), 
관련 업체별 캠핑대회 등

    - 산악레포츠 동호인 이벤트 지속 개최

   산업관광 관련 국제연계 협력체제 구축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통합안내체계 구축, 복합웰컴센터 건설, 하늘 억새길 조성 등

    - 관광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 산악인, 종교인,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 KTX 연계 관광상품, 양산· 양·청도연계 관광상품 운영

    - 관련 업체 및 동호회 캠핑대회 개최, 세계 잼버링 대회 개최

   2단계(2016~2020년)

    - 집단시설지구 개발, 등억관광단지 개발

□ 기대효과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산악관리를 통하여 영남알프스권역을 영남내륙권의 산악

관광거점으로 육성

   등산, 자연체험, 캠핑, 레포츠 등 외부 활동의 수요에 부합하는 시설개발로 관광객 

유입 증대

3.5.5 해양관광 육성

20) 세계 잼버리 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것으로 각국의 청소년들이 국가, 민족, 종교, 언어를 초월하여 

야영생활 및 경기 등을 통하여 심신을 조화있게 발달시키고 견문을 넓혀 세계우호 증진에 기여

하기 위하여 열리는 이벤트임.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된 바가 있음.

21) 자연환경 보존활동과 서로 다른 문화를 체험하여 세계 각국의 우의 증진을 목적으로 캠핑과 캐라

바닝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 이벤트로 매년 7~8월 개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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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배경과 목적

   울산광역시는 동해안을 끼고 있으나 해안공간이 산업 및 무역기능으로 활용되어 

여가, 레저, 관광기능이 미흡하며, 지역의 해양관광 자원의 이해가 부족함.

   그러나, 강동, 주전, 일산 등 북부지역 및 진하, 간절곶 등 남부지역의 해안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을 테마로 한 관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내에서 산악, 해양, 

산업테마 등 다양한 관광활동이 가능함.

   강동관광단지를 해양테마 거점관광지로 개발중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해양경관 및 해양환경을 활용한 소규모 프로그램 개발이 함께 필요함.

□ 사업의 주요내용

   해양테마 관광자원 정  조사 및 발굴

    - 어촌마을, 해양관련 박물관 및 체험관, 어항, 등대, 해수욕장, 해안도보길, 해양레

포츠 기반시설 등 조사

    - 해양관광자원 발굴 : 어촌마을, 포토존, 해안도로, 해안도보길 등

   해양관광거점 육성

    - 이미 추진중인 강동관광단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점관광지로 개발

    - 장생포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고래관련 해양 생태관광 거점을 조성. 고래관련 관광

시설 연계 및 고래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

   해안경관관리

    - 지역특성별 색채, 공공시설물 디자인, 간판정비, 건축물 외관, 항만시설물 디자인 

사업 추진

   해양 연계 관광상품 개발

    - 어촌마을, 어항, 등대, 어촌관련 먹거리, 해양레포츠 등을 연계하여 해양관광 상품 

개발

    - 가능지역 : 울주군 서생면, 북구 강동동, 동구 일산동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해양 관광자원의 정 조사 및 지역별 특성분석

    - 지역별 해양관광개발 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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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테마관광거점 개발사업(강동관광단지) 지속추진

    - 해안경관사업 추진 

   2단계(2016~2020년)

    - 해양 연계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 기대효과

   해양 및 연안지역을 친수공간화하여 산업기능 위주의 공간에서 사람중심의 공간으로 

변모시켜 해안도시의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함.

3.5.6 생태관광 육성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울산은 산업단지 중심의 공업도시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환경에 대한 고려와 다양한 

생태자원의 복원사업을 통하여 환경오염 등 산업도시 성장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이

겨낸 생태산업도시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오염의 위기를 극복한 도시의 경험을 활용하여 관광사업화함.

□ 사업의 주요내용

   태화강 생태하천 관광화사업

    - 태화강 연계 관광상품 개발

    - 십리대밭, 선바위, 태화루, 울산교, 둔치시설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 자전거도로, 보행로 등 연계교통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

    - 조정 등 수변 레포츠 대회 개최 및 활동 지원

    - 태화강전망대를 활용하여 태화강 복원사업 우수사례 전시 및 홍보

   소하천 및 수변공간 생태자원화 지역의 관광연계사업화

    - 소하천 정비와 문화공간화 사업을 지역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농어촌 생태마을 관광화 사업 추진

    - 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등 기존의 체험관광지정마을 뿐 아니라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생태자원이 양호한 농어촌마을을 육성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 도시생활과 차별화되는 숙박시설, 먹거리, 문화체험 등 관광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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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태화강 및 소하천 자원 관광상품개발

    - 타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지원

     · 도시하천 정비 우수사례 관련 교육 및 시찰단 운영

     ·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 농어촌 생태마을 발굴

   2단계(2016~2020년)

    - 농어촌 생태마을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시설 조성

    - 태화강 및 소하천 경관 사업 지속추진

□ 기대효과

   산업도시에서 생태문화산업도시로의 도시발전과 지역 이미지 개선

   생태자원을 관광사업화하여 지역 관광산업 육성

3.5.7 역사문화자원(성곽) 문화관광화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울산이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성곽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나, 복원 및 활용

사업이 미흡함.

   울산시민에게 역사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 및 관광객

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여러 많은 성곽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나, 시민 및 관광객의 방문이 용이하고, 역사적 

가치가 큰 성곽을 중심으로 복원 및 활용사업을 시행함.

□ 사업의 주요내용

   언양읍성, 병영성, 서생포왜성, 울산읍성의 역사적 가치 규명 및 복원사업 추진

    - 언양읍성 : 일부 복원된 성곽과 연계하여 성곽내 시설 및 생활상 복원

    - 병영성 : 지역주민의 여가활용공간으로 복원, 병영문화관 건립 및 병영체험프로

그램 개발, 지역재생사업을 함께 추진

    - 서생포왜성 : 성곽복원, 일본관광객 및 성곽연구를 위한 교육기능 도입, 일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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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관련 전시관 건립, 해외관광객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울산읍성 : 주요시설의 입지지역 중심으로 이미지 복원 및 시설 건립, 성곽터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각 성곽별 문화관광체험 사업 추진

    - 성곽의 역사적 배경, 성곽입지 지역 고유의 자원 등을 활용한 전시 및 공연

    - 성곽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 특화도로 지정 및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

    - 병영체험, 전투상황 재현, 조선시대 생활상 체험, 성내 생활체험, 성곽 축성에 관한 

교육 등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성곽자원 복원 및 활용계획 수립

    - 언양읍성, 병영성 복원사업

    - 울산읍성 문화사업 추진

    - 성곽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 성곽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2단계(2016~2020년)

    - 기시행 복원사업 지속(언양읍성, 병영성)
    - 서생포왜성 복원사업 추진

    - 성곽관련 연구·교육 교류프로그램 운영

   3단계(2021~2030년)

    - 성곽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민에게 역사성 및 정체성을 고취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하여 관광 및 문화산업 육성

3.5.8 지역 문화관광스토리텔링 발굴 및 활용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역사자원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기법이 관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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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공연분야 등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이미지 확립에 주요 요

소가 되고 있음.

   지역 자원을 스토리텔링화하기 위하여 공모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관광활동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스토리텔링의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

하며 좀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스토리의 개발이 필요함.

   발굴된 스토리를 문화관광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행사를 대상으로 

울산 여행상품 개발의 유도가 필요함.

□ 사업의 주요내용

   스토리텔링 클럽 조직

    - 울산을 소재로 한 많은 스토리를 발굴하기 위하여 스로리텔링에 많은 관심이 있는 

작가, 학생, 예술가, 여행가 등의 스토리텔링 클럽의 조직을 지원

    -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스토리텔링 기법 및 소재에 대한 교육, 토론, 공동작업, 

작품화 활동 지원

   이야기 가게 운영

    - 지역의 많은 테마의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 사람(근로자, 장인, 상인, 예

술가 등 지역의 경험를 가진 누구나)이 자신의 이야기를 격없는 대화를 통해 지

역성, 활용성이 풍부한 이야기를 수집, 그 이야기들을 구매자의 요구나 수요에 

맞게 적절히 가공하여 판매

    - 도입가능 지역 : 언양시장, 장생포, 중앙시장, 옹기마을, 공장 등

   테마별, 활용대상별 스토리텔링 공모

    - 관광지별 스토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스토리, 학교 교과서와 연계된 스토리, 

시티투어 스토리, 연극·영화·뮤지컬 대본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테마별 스토리

텔링 공모사업을 시행

    - 관광지 안내, 관광연계프로그램, 관광지도 등 문화관광사업에 직접 활용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메뉴얼 개발

    - 문화관광해설사 및 시티투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매뉴얼을 작성하여 

울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정확하면서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

   스토리텔링 시민강좌 운영

    - 다양한 소재의 개발, 스토리의 발굴 방법, 발굴된 스토리의 활용방안 등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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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을 통하여 발굴된 스토리를 다양한 문화관광사업에 적용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울산여행상품 공모전 개최

    - 관광객 특성별, 시기별, 기간별, 접근 교통수단별 여행상품 개발

    - 관광상품에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울산을 상품화한 관광코스 공모

   발굴된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행사 육성

    - 여행상품 판매시 숙박비, 교통비, 광고비 등 인센티브 제공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테마별 활용대상별로 구분하여 스토리텔링 공모

    -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여행가, 학생, 예술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스토리

텔링 클럽 조직, 활동지원

    -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이야기가게 시범운영, 스토리 발굴 및 가공

    -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문화관광해설사 및 시티투어 코스의 관광해설매뉴얼 작성

    - 스토리텔링 시민강좌 운영

    - 여행사 대상 전국 울산관광상품공모전 개최 

   2단계(2016~2020년)

    - 이야기가게 확대

    - 발굴된 스토리로 문화예술작품 제작 및 관광상품 개발

    - 발굴된 여행상품의 지속적인 홍보와 판매

□ 기대효과

   오랫동안 지역에 기반을 둔 일반인의 다양한 소재를 통하여 지역 착형 스토리를 

발굴

   발굴된 스토리를 관광상품, 공연작품, 창작활동,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지역민에게는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객에게는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

   관광객수요에 부합하며,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업자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관광업체를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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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울산』관광홍보 마케팅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울산지역은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매우 

강하여 관광객의 방문이 저조한 실정임.

   단체관광중심에서 탈피하여 최근에는 개별관광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하고 

지역 착적이면서 독특한 관광행태를 추구하여 이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

요함.

   기존의 자원을 최근 경향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함.  

□ 사업의 주요내용

   스마트폰 기반 관광안내 및 홍보 어플리케이션 개발

    - 지역별 정보, 교통정보, 숙박정보, 관광지 세부정보, 관광코스, 비용정보, 행사이

벤트 등 다양한 관광정보를 위치정보와 함께 제공

    - 관광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차별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딱딱한 형

태의 정보가 아닌 친구 또는 먼저 가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듯 재미있게 구성

    - 스토리텔링 구축사업을 통해 개발된 많은 스토리를 활용하여 관광안내컨텐츠 구축

    - 문화관광해설사, 여행업체, 관광지종사원 등을 활용하여 교통정보, 시기별 정보, 

사진 등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단을 관광객 중심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광객중심으로 

안내내용 수정

   울산 관광 시민블로그 구축 및 운영

   - 블로그는 울산광역시에서 개설하되 컨텐츠는 시민블로거가 작성하여 심의 후 글 

게재

   - 시민블로거 모집 및 활동지원

     · 사진 및 글의 작성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블로거를 모집하여 단순한 정보제공

이 아닌 이야기 형식의 글 게재

     · 활동지원 : 울산교통카드, 울산관광지 입장료 면제, 시티투어 이용권 등 블로그 

활동을 위한 지원, 사진기술 등에 관한 교육 시행

   - 지도서비스 : 게재된 사진의 GPS 정보를 통하여 직접 찾아가기 용이하도록 

지도에 표기

   관광관련 기관과 연계한 울산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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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관광공사를 활용한 관광지 홍보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의 이달의 테마여행, 이야기가 있는 여행, 테마가 있는 여행 

등 스토리를 적용할 수 있는 코너에 울산지역 관광지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

     · 울산지역 관광후기를 작성한 관광객에 대하여 지역특산품 및 지역관광지입장권

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 시행

    - 한국철도공사와 연계한 상품개발 및 홍보

     · KTX가 개통되었으나 KTX 연계 패키지상품은 시티투어에 불과하므로 KTX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관광정보에 적극적으로 울산지역의 관광지를 

홍보

   관광객 모니터링을 통한 관광정책 반영

    - 관광객 평가모니터링

     · 조사지를 통하여 관광지별 관광객 만족도, 불편사항, 개선요구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

     · 울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연령, 동반자, 유형, 주요활동 등을 조사하여 관광객 

유형에 따르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함

    - 관광이후 관광객의 평가체계 구축

     · 울산관광홈페이지 등에 관광객이 직접 글을 작성하는 ‘여행후기’게시판을 제공

하고 상품 등의 제공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자료로 활용

   울산 Image Song 제작

    - 울산을 잘 알리거나 귀에 친숙한 멜로디 및 가사의 짧은 이미지 송 제작

    - 방송, 홈페이지, 대중교통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울산의 이미지 확립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울산 관광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

   -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 시민블로거 모집 및 모임지원, 교육시행, 블로거 컨텐츠 작성 지원

   -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철도공사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계관

광상품 개발

   - 관광만족도 조사지 작성 및 조사시행

   - 울산의 맛집 지역 조사 및 지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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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이미지 송의 가사 및 멜로디 공모 및 제작

□ 기대효과

   최근 관광 경향에 맞추어 적극적인 지역 홍보가 가능함.

   일회성 홍보에 그치는 파워블로거의 팸투어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속적인 울산홍보가 

가능하며, 시민을 지역관광홍보에 직접 참여시킴.

   지속적인 관광모니터링을 통하여 관광객 선호에 맞도록 울산지역의 관광여건을 

개성해나감.

   울산 이미지송 제작으로 음악을 통하여 울산을 홍보하고 울산시민에게는 정주의식을 

고취함.

3.5.10 Ulsan 랜드마크 조성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지역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를 갖추고 있음.

   세계의 도시의 전망대들은 전망대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울산의 경우 태화강 전망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시 외곽에 설치되어 있고 전

망대의 한쪽 면이 산으로 막혀 있어 울산의 대표적 전망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

   울산의 전경과 아름다운 야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도시의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주요내용

   전망대의 부지는 울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되 전망대는 울산지

역을 상징하되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

   울산의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도록 야간 개장 추진

   전망대 공간을 문화예술관련 교육 및 교류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울산의 홍보관

으로 이용

   시티투어 등과 연계하여 전망대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시민의 휴식시설 

등을 함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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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전망대 부지 선정 및 전망대 조성계획 수립, 랜드마크 디자인

공모

   2단계(2016~2018년) : 전망대 건립 및 휴식공간 조성 

   3단계(2019년) : 전망대 개관

□ 기대효과

   울산 지역 조망을 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울산 지역의 대표적 건축물로 상징화하여 랜드마크로 활용

3.5.11 시립미술관 건립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미술관은 지역의 미술문화를 진흥하고 시민에게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시설임.

   또한 미술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의 공급자로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기관임.

   통계청의「2011 사회조사」에 의하면 울산의 경우, 지역 내 미술관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1년 평균 17.1%의 사람들이 2.3회 정도 미술관을 찾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한국예술위원회 「2011 문예연감」에 따르면 시각예술은 2011년 총 68회의 

전시가 있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개최된 전시회 회수와 비교할 때 전국의 0.52%로 

미미한 실정임.

   울산지역의 미술문화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서는 미술관의 건립

이 필요함.

□ 사업의 주요내용

   시립미술관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컨셉 공모

를 통한 시설 건립

   시립미술관을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유명 미술관과의 연계, 유명 작가 작품 소장, 

전시계획 등 미술관 운영계획 함께 수립

   전시실뿐만 아니라 교육장 및 작업실을 함께 설치하여 작업 모습을 실제 관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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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미술강좌를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수

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문화예술인의 교류 및 공동작업공간으로 제공

   미술관과 주변 야외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문화 ․ 예술과 함께 여가를 즐

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 

   미술관 인근 거리의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미술관 건축물 뿐 아니라 지역전체가 문

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거리디자인 사업을 추진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년) : 미술관 설립 및 운영계획수립

   2단계(2013~2015년) : 미술관 완공

   3단계(2016년) : 개관 및 기획전시 

□ 기대효과

   시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고급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

   울산문화컨덴츠의 다양화를 통한 도시이미지 개선

3.5.12  도심 역사문화거리 조성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울산의 중구 구도심 지역은 울산읍성, 동헌, 태화루, 학성공원 등 전통역사자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근대화시기의 상업업무의 중심지역으로 추억과 향수가 어린 지

역임.

   남구 도심지역은 문화예술회관, KBS 방송국, 남구 문화원 등 문화예술 관련 전시, 

공연, 교육의 중심지이며, 울산박물관 및 울산대공원 지역은 지역의 역사 및 예술

에 대한 전시와 여가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을 통하여 장소의 역사성과 가치를 살

리고, 문화예술을 테마로 한 활동을 집적하여 문화예술의 향유와 교류의 장으로 

조성하며, 나아가 지역문화산업의 중심지로 활용함.

□ 사업의 주요내용

   중구 구시가지 역사문화예술 테마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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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읍성 등 역사 건축물 등을 복원, 골목길 재생

    - 창작 아케이드 조성

    - 화실, 화랑, 악기 관련 상가 입지를 유도하고 공동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 조성

    - 작은가게의 외부 및 간판디자인을 통하여 테마화

   남구 복합문화거리 조성

    - 문화예술회관~KBS방송국~남구문화원 인근지역의 문화예술거리 조성

    - 공동전시 등 문화예술인의 교류공간 조성

    - 상시 거리공연 개최

   남구 거리 갤러리 조성

    - 울산대공원~울산박물관 지역을 중심으로 디자인 스트리트 조성

    - 공공시설디자인, 공공미술전시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지역현황조사를 통한 문화예술자원 발굴

     · 문화예술관련 상가 현황, 문화예술인 활동현황, 복원 역사건축물 현황 등

    - 주요 역사자원 복원계획 수립

    - 지역별 테마거리 조성계획 및 지침 제시

    - 문화예술인 참여를 위한 인적자원 확보

   2단계(2016~2020년)

    -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여하여 지역별 테마거리 조성

□ 기대효과

   가로공간의 문화예술화를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산업 발전과 문화예술인 교류의 

공간 조성

   중구 구도심은 활력을 되찾고 남구 시가지는 거리를 활성화

3.5.13 Art Factory 건립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문화 ․ 예술 상품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함으로써 도시

의 경쟁력을 높임. 최근의 급성장하는 중국 미술품 시장에 대한 관심은 문화 ․ 예술 

상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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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재 한국의 문화 ․ 예술 분야는 공공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

지고 있음. 2010년 성별문화인력 통계DB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4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열악한 문화 ․ 예술시장 환경은 창의적 문화 ․ 예술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옴.

   문화 ․ 예술상품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또한 문화 ․ 예술가들의 경제적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상품의 기획부터 제작 ․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합 문

화 ․ 예술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공예 ․ 시각예술 ․ 무용 ․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의 작업공간 및 전시공간을 

대여하여 문화 ․ 예술상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주요내용

   복합공연장 및 문화교육시설, 회의장, 예술품 판매장 등을 건설

   다양한 예술장르의 예술작품을 한곳에 집중시킴으로써 문화 ․ 예술작품의 판매효과

를 극대화시킴

   판매수입의 일부를 지역 문화 ․ 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 

   상주 문화 ․ 예술가들의 정기적 회의를 통한 장르별 융합 예술상품을 기획하고, 기획

전을 개최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3년) : Art Factory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2단계(2013~2016년) : 부지조성 및 Art Factory 건설 및 입주자 선정

   3단계(2018년~) : Art Factory 완공 및 운영

□ 기대효과

   문화 ․ 예술 상품시장의 확대를 통한 지역 문화 ․ 예술인들의 경제적 자생력 극대화

   문화 ․ 예술상품의 생산을 통한 지역 문화 ․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예술적 감수성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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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 지역 내 대학의 문화콘텐츠학과 개설

□ 사업의 배경과 목적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1년 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에 의하면, 콘텐츠산업 분

기별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2011년 잠정치 결과는, 2011년 콘텐츠산업 총 매출액은 

82조 4,13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10조 2,928억원(14.3%) 증가, 종사자수 59만 5,889명

으로 전년대비 약 14,613명(2.5%) 증가, 수출액은 4조 7,651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355억원(27.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콘텐츠산업 중 수출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게임산업’으로 2011년의 경우 2010년 

대비 약 6,976억원 증가한 2조 5,547억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58.2%를 차지함.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1 콘텐츠산업통계」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지역별 매출액 

현황은 2천9백억원22)으로 2009년에 비해 6.7% 증가했으나, 전국대비 비중은 0.5%에 

지나지 않음. 울산의 콘텐츠산업 종사자수는 총 5,881명23)로 전국대비 비중은 

1.1%임.

   차후 지역 내의 문화 콘텐츠 및 게임소프트 개발을 통한 문화산업의 기반 조성필

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문화산업을 이끌어나갈 지역의 창조적 인재가 절대적

으로 필요함. 

   현재 울산지역에는 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지역 내 대학에서 이들을 수용할 학과가 없어, 젊은 창조인력들의 역외유출이 심한 

형편임,

   울산지역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산 ․ 학 ․ 연 연계 사업이 필요함.

□ 사업의 주요내용

   문화컨텐츠 개발 인력의 종합적인 육성을 위해 문화기획, 시나리오작가, 프로그래머, 

그래픽디자인 등의 분야를 포함할 수 있는 학과 개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컨텐츠의 안정적 개발을 위한 대학과 기업의 산 ․ 학 협동작업을 

매개

   울산지역의 브랜드 콘텐츠(영화, 에니메이션, 게임, 스토리텔링) 개발

22) 출판(인터넷서점(만화제외)), 만화(인터넷서점(만화부분)), 음악(인터넷 음반소매업), 애니메이션(극장 

매출액, 방송사수출액), 방송(독립제작) 분야 제외

23) 출판(계약배달직, 인터넷서점(만화제외)), 만화(인터넷서점(만화부문)), 음악(인터넷 음반 소매업) 

종사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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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콘텐츠 상품화를 위한 홍보 및 선도적 활용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문화콘텐츠학과 의견수렴 

   2단계(2016~2018년) :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협의

   3단계(2019년) :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 기대효과

   지역문화산업의 기반조성

   지역의 젊은 문화창조인력의 역외유출방지효과 및 타지역 창조인력의 유입

   문화콘텐츠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도시이미지 변화

3.5.15 울산 브랜드 공연 제작 활성화 및 활용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최근 중국의 실경산수뮤지컬 인상시리즈처럼 지역의 이름을 내건 지역브랜드 공연이 

제작되고 있는 추세임.

   지역브랜드 공연 제작은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공연관광과 이를 통한 경제적 유발효과가 크고,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을 줌.

   울산도 이미 자체적으로 창작 뮤지컬(태화강), 오페라(박상진) 등의 지역브랜드 

공연을 제작하였지만,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관광상품으로서 브랜드공연 제작과 상징성을 강조하는 대형 

상징공연을 병행제작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위해, 지역문화의 원형을 담은 지역브랜드 공연의 

제작

   오페라 혹은 뮤지컬뿐만 아니라 일반대중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르의 

소형 작품을 제작하고 공연을 상설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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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언론매체와 타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을 통한 홍보를 병행함.

   외국의 브랜드공연과 국제문화교류협력 차원에서 교환공연을 실시함.

   중 ․ 장기적으로는 민 ․ 관 합동으로 내용성이 담보된 대형공연을 제작하고, 수

변공원 ․ 영남알프스 등 공연장소를 다변화하여 시민 또는 관광객들의 흥미를 

이끌어냄.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6년) : 소형 브랜드 공연 제작 및 공연 상설화

   2단계(2017~2019년) : 중 ․ 대형 브랜드공연의 제작 및 홍보

   3단계(2020년) : 중 ․ 대형 브랜드 공연

□ 기대효과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원형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 예술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 제고

3.5.16‘문화공간기부’운동을 통한 시민 문화동아리 활성화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울산지역에는 2011년 현재 13개의 소공연장(공공 2개, 사립 11개)가 있으나 주로 

전문예술단체들이 활용하고 있음.

   울산의 일반 시민 문화 ․ 예술동아리들이 연습 ․ 활용 혹은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 예술공간 확보를 위해 메세나 운동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공기간, 병원, 학교, 대형 건물 등의 유휴 공간을 

일정기간 동안 기증 받아, 시민 문화 ․ 예술동아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

공함.

   시민들이 제공된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문화 ․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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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주요내용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시민 문화·예술 동아리의 현황 및 활용가능 문화공간 파악

   문화공간기부 운동의 홍보를 통한 공간기부자 모집

   문화장르에 따른 시민 문화동아리와 공간기부자의 연결

   공간기부자 혹은 그 입주자들을 위한 자선공연 혹은 전시 

□ 단계별 계획

   2012 : 시민 문화·예술 동아리 현황 및 문화공간 파악

문화공간기부 운동 홍보 및 기부자 모집 

   2013 : 시민 문화·예술 활동 시작

□ 기대효과

   시민들의 문화공간 확대

   시민의 문화적 자생력 증가

   유휴공간의 활용

3.5.17‘문화마을’(문화·예술인촌) 조성

□ 사업의 배경과 목적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경쟁력이 한 지역의 선진화를 위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임.

   한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화창조인력의 유입이 가장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함.

   지역 외의 문화인력을 유입하고, 지역 내의 문화인력이 창조적 능력을 최대한 발

휘하도록 문화마을을 조성함.

   지역 내 쇠퇴하는 원도심의 비어있는 상가를 문화 ․ 예술인들에게 싼 임대료로 제공

하고, 입주한 문화예술인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교육 ․ 공연 ․ 전시 등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원도심의 문화적 활력을 높임.

□ 사업의 주요내용

   복합레지던스형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공공디자인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인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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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지역민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

   상가지역의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 ․ 예술의 거리 조성

   문화 ․ 예술인 거리의 지정 및 홍보 

   문화 ․ 예술인들의 의무적 시민 예술 교육 및 공연 ․ 전시

   문화 ․ 예술인들의 작품 판매 및 공연 등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경제적 지

역재생사업으로 활용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문화마을 조성사업 계획 수립

   2단계(2016~2018년) : 부지확보 및 상가 리모델링

   3단계(2019년~) : 문화인들의 입주, 문화마을 운영

□ 기대효과

   지역 내 ․ 외의 문화 ․ 예술 창조계층 유입

   문화 ․ 예술인들의 활동을 통한 원도심 경제활성화

   지역민들의 문화적 감수성 함양 및 문화예술교육의 멘토로 활용

3.5.18‘우리동네 문화사업단’(지역 자생 문화·예술 동아리) 육성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지역의 문화 ․ 예술역량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량이 성숙해야 함.

   문화 ․ 예술분야는 특히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시민 문화 활동과 연계되

었을 때 그 효과가 큼.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만든 자발적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지역의 자발적 문화 ․ 예술단체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단체를 선정

   동아리 활동의 편의성을 위해 지역 문화거점(주민자치센터, 지역문화원, 각급 학교 

등)의 공간 제공

    - 문화 ․ 예술 공간 기부 운동과 연계



∙ 제4장 분야별 계획 ∙  3. 문화 ․ 관광 ․ 체육분야 ∙

179

   문화 ․ 예술 전문가 멘토제와 연계 운영을 통한 자생적 문화 ․ 예술 동아리 역량 강화

   지역의 문화발전이나 문화재능 기부를 통한 지역문화 ․ 예술활성화에 활용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년) : 문화 ․ 예술 동아리 지원단체 공모

   2단계(2013년) : 문화 ․ 예술 동아리 지원사업 개시

□ 기대효과

   자발적 문화활동을 통한 시민문화역량 강화

   전문가 멘토제를 통한 전문가와 시민들간의 문화적 연대감 강화

3.5.19 울산 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 설립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체육고등학교의 부재로 인해 전문체육인의 체계적인 육성이 힘들며, 이는 울산 체육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체육고등학교의 설립을 통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유능한 체육인재를 지역 내

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타지역의 유능한 체육인적자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함.

   울산의 체육발전에 공헌할 전문적인 능력과 국제적 리더쉽을 지닌 창조적 체육인재 

육성함.

□ 사업의 주요내용

   울산 스포츠과학중 ․ 고등학교의 설립

    - 21세기 글로벌 스포츠리더 육성

    -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 육성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 세계를 주도할 스포츠 외교 인력 양성

    - 울산지역 스포츠 경쟁력 강화

   시민과 함께 하는 개방형 체육전문학교 육성

    - 시민을 위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생활체육과 이에 따른 프로그램 구축

    - 환동해안권 관광특구와 연계되는 문화 ․ 체육 ․ 관광이 어우러지는 학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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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계획

   1단계(2012년) : 울산스포츠과학중 ․ 고등학교 설립추진 계획 수립  

   2단계(2013년) : 부지조성 및 시설공사 

   3단계(2014년) : 개교 

□ 기대효과

   우수 전문스포츠 인재 양성 및 지역스포츠 경쟁력 강화

   전문체육인의 지역 내 유입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3.5.20 국제 빙상장 건립

□ 사업의 배경과 목적

   국내의 빙상은 과거 비인기 종목이었지만 최근 우리나라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등에서 선전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저변인구들도 확대되고 있음.

   빙상장의 경우,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5대 광역시에 설치되어 있음.

   동계스포츠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

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주요내용

   국제수준의 빙상경기장 건립

   건립기념 국제 빙상경기 개최

   빙상경기장의 활용방안

    - 각종 국내 ․ 외 빙상경기대회 유치

    - 빙상관련 국가대표팀 연습장으로 활용

    - 시민 및 타지역 사람들의 여가시설로 활용

□ 단계별 계획

   1단계(2019~2020년) : 빙상경기장건립계획 수립 

   2단계(2021~2022년) : 부지조성 및 빙상장 건립

   3단계(2023년) : 빙상장 완공 및 국제 빙상경기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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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국제 빙상경기, 국가대표팀 연습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활동 유도

   스포츠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3.5.21 프로야구장 건립

□ 사업의 배경과 목적

   2006년 야구 월드컵인 WBC가 생겨나면서 야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프로팀으로 

구성된 국가대표가 좋은 성적을 거두자 최근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

   2009년 프로야구 관람객 수는 포스트시즌까지 포함하여 634만 7,547명으로 매년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울산야구장이 12,084석 규모로 2013년 준공예정이며, 롯데와 MOU를 체결하여 1군

경기, 2군경기, 시범경기 일부를 개최예정임.

□ 사업의 주요내용

   관객 12,000명 수용 능력의 야구장 건립

   울산문수구장 및 야구장 주변에 생활체육시설, 소규모 놀이동산 등 지역주민이 함

께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3년) : 야구장 건설

   2단계(2014년) : 프로야구경기 개최

□ 기대효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유도 및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울산시의 야구동호인은 물론 시민들의 프로야구 경기 관람욕구 해소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유도 및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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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 사업의 배경과 목적

   국제스포츠대회는 스포츠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교류행사일 뿐만 아니라 대회자체가 

산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국제스포츠대회는 개최지의 경제적, 물리적, 관광/상업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정

치적 측면에서 아주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유명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세계적으로 울산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 스포츠 ․
문화도시로서의 울산이미지를 제고함.

□ 사업의 주요내용

   세계U-20월드컵대회 유치

    -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으로 2년마다 열리는 청소년 축구대회

    - 각국의 20세 이하 남자 축구 대표팀이 참석

    - 현재 2015년 뉴질랜드대회까지 개최국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임.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유치

    - 2년마다 열리는 국제스포츠 행사로 태권도 단일 국제 대회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대회임.

    - 남 ․ 여 각 8개 체급의 겨루기 경기로 치러지며, 2011경주대회의 경우 150개국 이

상의 선수단과 임원, 취재진, 관광객 등 약 1만 명이 참가함.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3년) : 대회유치 세부전략 수립

   2단계(2014~2020년) : 스포츠외교, 국제유치환경 조성 및 기반 인프라 조성

   3단계(2021~2030년) : 각종 국제대회유치 활동

□ 기대효과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울산의 국제적인 도시 이미지 제고 및 도시 인지도 

상승

   대회를 통한 시민의식의 선진화와 지역사회의 통합

   시민의 사회체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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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 울산출신 문화·예술·체육인 DB구축 및 활용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울산출신의 문화·예술·체육인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울산의 문화발전에 활용할 수 없음.

   울산출신의 문화·예술·체육인들의 인적 정보를 DB화하여 울산의 문화발전에 활

용함.

□ 사업의 주요내용

   울산출신의 문화·예술·체육인들의 인적 정보를 분류하여 수록

   DB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

   교육 ․ 복지 ․ 정보화 부문 등의 창조인력 DB 구축 시 함께 시행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년) : 문화·예술·체육인 DB화

□ 기대효과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 제고

   문화발전에 있어서 울산 출신 문화·예술·체육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화

예술 육성

3.5.24 국제산업도시 EXPO 개최

□ 사업의 배경과 목적

   2차산업 중심도시에서 생태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대 이벤트의 개최가 요구됨.

   산업 및 관광서비스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의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

기가 될 수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엑스포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

    - 거점 시설 조성

      · 산업테마 전시컨벤션센터 및 산업도시 테마 전시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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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전체의 정비 및 환경개선

      · 전시공간 활용 : 엑스포 개최를 위한 산업단지 및 태화강, 공원 등 공간 조성

      · 도시환경개선

   엑스포 주요 테마

    - 산업중심도시에서 산업문화, 친환경산업, 산업관광도시로의 발전

    - 미래형 지식기반 첨단산업 및 에너지 기술

    - 미래도시의 환경

    - 산업도시 네트워크

□ 단계별 계획

   1단계(2013~2015년) : 국제산업도시 EXPO 개최 추진단 구성, 테마 및 프로그램 

개발

   2단계(2016~2021년) : 엑스포개최 기반시설 조성 및 도시환경 정비, 엑스포 홍보

   3단계(2022년) : 국제산업도시 EXPO 개최

□ 기대효과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 제고

   문화발전에 있어서 울산 출신 문화·예술·체육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예술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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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사업명
단기

(2012~2015)

중기

(2016~2020)

장기

(2021~2030)

국제 산업페스티발 개최

관광서비스기반 확충

산업관광거점 개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거점 육성

해양관광 육성

생태관광 육성

역사문화자원(성곽) 문화관광화

지역 문화관광스토리텔링 발굴 및 활용

「울산」관광홍보 마케팅 

Ulsan 랜드마크 조성

시립미술관 건립

도심 역사문화거리 조성

Art Factory 건립

지역 내 대학의 문화콘텐츠학과 개설

울산 브랜드 공연 제작 활성화 및 활용

‘문화공간기부’운동을 통한 시민 
문화동아리 활성화  

‘문화마을’(문화 ․예술인촌) 조성

‘우리동네 문화사업단’(지역 자생 문화 ․
예술 동아리) 육성

울산 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 설립

국제 빙상장 건립

프로야구장 건립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울산출신 문화·예술·체육인 DB구축 및 활용

국제산업도시 EXPO 개최



186

4. 사회복지분야

4.1 현황

4.1.1 인구사회학적 특성 

□ 현재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지만 향후 급속한 인구고령화 예상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볼 때, 전국에서 영유아 및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높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낮아 젊은 도시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2011년 기준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75.9%를 차지함. 65세 이상 인구구성비는 7%로 전국

평균 11.1%보다 낮으나 평균 인구증가율은 10년 전에 비해 저하되고 있음.

   반면 고령자 인구는 2배의 증가속도를 보여 향후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질 가능성 

큼. 또한, 가임연령기 여성 유출비중이 높아 경제활동과 인구재생산에 커다란 손

실이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제조업분야 베이비붐세대의 노령화  

   울산은 자동차, 조선·선박 분야 은퇴 예정 베이비부머 세대가 급속히 증가하므로, 

울산 노인인구 중 이 세대에 속하는 중·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특히, 사회경제적 참여에 대한 욕구가 큰 이 세대에 대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고령자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011년 6월 울산고용센터 발표에 따르면 울산지역 베이비붐세대 인구는 196,565명

으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대비 비중이 2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울산지역 

주요기업체 퇴직예정자 수요조사결과 향후 3년간 약 4천여 명의 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10년 간 현대중공업 퇴직예정자도 총 10,689명에 달함. 이 중 

제조업 생산직이 대다수를 차지해 중·고령자 실업문제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함.

4.1.2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

   2011년 현재 울산광역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10,731가구이며 수급자는 17,261명

으로 2006년 19,287명 대비 감소 추세. 그러나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매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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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증가 추세임.

   울산광역시의 노인인구는 2011년 말 현재 80,465명으로 1997년 이후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울산광역시 등록 장애인수는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말 현재, 48,621명

으로 1996년 38,730명에 비해 무려 27%가 증가하였음.

   아동청소년의 경우 15~19세의 인구가 가장 많고, 0~4세의 인구가 가장 적음. 울산

광역시 아동 인구는 감소추세임. 2011년 현재, 청소년 수는 260,863명임24).

   울산광역시 거주 외국인 노동자는 2011년 현재 9,632명이며, 출신 지역별 비율은 

동부아시아인 4,225명(울산 거주 외국인 노동자의 54.2%), 동남아시아인 2,782명

(울산 거주 외국인 노동자의 28.9%)임. 구군별로 울주군에 4,014명(41.7%)로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25).

4.1.3 사회복지 여건 및 자원 

□ 사회복지 시설

   2011년 기준 울산지역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은 총 238개소. 이 중 노인관련시설이  

78개소로 가장 많고(노인복지관 8개소 포함), 장애인 관련 69개소, 아동복지 관련 

61개소, 여성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이 각각 8개소, 정신요양시설 등 보건복지

시설과 저소득 관련시설이 각각 7개소로 나타남.

   울산지역은 해당 분야 복지대상자 수가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적어 인력, 시설별 

대상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이로 인해 시설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일반시민을 대상 종합복지관 이용자의 경우 전국평균 120,275명보다 많은 

140,787명으로 나타나 관련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향후 창조인재 유인을 위

해서는 수혜 대상자를 사회복지의 범위를 넘어 일반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일반시민 대상 종합복지관, 다기능복합시설의 확충 등으로 시민 전체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24) 울산광역시(2011), 시정백서

25) 행정안전부(2011),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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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행정여건

   2011년도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예산 중 보육ㆍ가족 및 여성 관련예산이 약 28.7% 

(97,874,609천원)로 투입 예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노인 및 청

소년예산 27.8%, 기초생활보장예산 22.7%, 장애인 및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 

16.5%의 순으로 나타남.

   2011년 현재, 울산광역시 복지담당 공무원 총수는 329명이며, 이 중 사회복지직이 

160명으로 전체의 48.6%임. 지역별로는 울주군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수가 가장 

많고 울산시 본청과 북구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 민간자원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기업의 광범위한 참여는 울산지역의 강점임. 보다 활발

한 참여 확대, 효율적인 공헌활동을 위한 방향 제시와 지역 강점의 복지영역과의 

연계 ․ 협력의 장을 마련함으로서 보다 다양한 영역의 주체와 지역사회 단위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증진시켜야 함.

   증대하는 사회복지분야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와 공급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음. 

그러나 체계적이며 유기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활성화를 통하여 생애주기, 

현장 필요성에 부응하는 포괄성과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요구됨.

□ 보건분야

   2010년 기준 울산지역의 보건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은 모두 1,194개소이며 종합병원 

및 병원이 39개소, 의원이 524개소, 치과병·의원이 322개소, 한방병·의원이 269

개소 등으로 나타남. 

   의료분야 종사자는 2010년 기준 9,053명으로 이 중 간호조무사가 2,875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 2,528명, 의료기사 1,543명, 의사가 1,245명, 치과의사가 389명, 한의

사가 326명 순으로 나타남. 

   약 판매업소는 721개소로 약국이 360개소, 의약품도매상이 16개소, 한약국이 5개소, 

한약업소 14개소, 약업사 7개소, 의료용구 취급점이 304개소로 나타남.

4.1.4 사회복지를 둘러싼 지역여건과 문제점 

   광역시 승격이후 복지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대, 예산확충 등 사회취약계층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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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을 위한 다양한 복지환경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짐. 나아가, 일반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창조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 이를 통한 

복지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다양화가 요구됨.

   울산광역시는 사회복지 분야 기업의 공헌활동과 일반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이 활발

한 대표적인 지역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가능성 또한 타 지역 대비 월등히 높음. 

이러한 강점은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복지전달시스템 합리화 등을 통한 

복지자원 확충의 높은 가능성을 시사함. 그러므로 현재의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과 

낮은 시스템 구축 상태의 극복은 제한된 참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보완점임.

   창조도시를 향한 환경조성에는 기존의 산업 중심에서 사람중심의 도시로의 패러다

임 전환이 필수적임.

   지식 ․ 서비스 기반 산업 인프라가 풍부하지 않은 점은 여성, 중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사회경제적 참여기회의 구조적 장애로 작용, 이는 여성, 아동 및 노인계층

의 빈곤화로 이어질 개연성을 증가시킴.

4.2 SWOT 분석

강점(S) 약점(W)

 - 높은 생산가능 인구 비중, 낮은 부양율

 - 기업의 원활한 사회공헌 활동 및 참여

 -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과 사회참여 잠재력

 - 복지인프라 및 서비스 취약

 - 제한적인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참여기회

 - 지역정체성과 공동체 유대감 취약

 - 보건 ․의료 인프라 및 관련 인력풀 취약

기회(O) 위협(T)

 - 혁신도시건설로 다양한 복지인프라 확충

 -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

 - 삶의 질 향상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인구증가율 둔화, 저출산 ․고령화 현상 가속화 

 -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령화와 은퇴이동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와 복지욕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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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창조도시 패러다임의 적용

   창조도시 조성의 핵심 요인은 창조인재임. 이를 육성하고 사회자본화하는 주요한 수

단이 복지분야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창조성 향상을 위해 인구성장과 계층간 유대 강화가 필요함.

   창조도시 조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음. 이를 위해서

는 전체의 복지향상이 동반되는 경제성장이 요구되며, 동반된 복지 향상은 창조성 

발굴로 연계됨으로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으로 귀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

질 수 있음.

4.4 비전과 전략

4.4.1 비전

□ 성장과 통합을 실현하는 희망복지도시 울산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출산 ․ 고령화 가속화, 인구 구성과 가족 유형의 변화는 복지

재정부담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사회문제로 이어짐. 사회투자

전략은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임.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지식기반 경제의 원활한 작동은 교육, 직업훈련, 주거, 

의료 등 광의의 사회복지 인프라의 중요성이 강조됨.

   기존의 창조도시 대비 복지인프라와 인적자원이 취약한 지역여건 속에서 울산형 

창조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4.4.2 추진전략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형 생애복지 실현

   소득분배 중심에서 기회와 가능성 배분 중심으로 전환

   지역사회 자원 활용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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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투자전략

   사전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건강 투자 확대

4.5 주요추진사업

4.5.1  다세대복합주거단지 1 ․ 3세대타운 조성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 3세대란 1세대로서 중·고령자 계층과 3세대로서 5세 미만의 영유아를 상징하는 

개념임. 1 ․ 3세대 타운이란 중·고령자 및 다자녀가정 또는 신혼부부가정이 어울려 

사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주거단지를 지칭함.

   울산의 노인인구 증가추이를 볼 때, 2011년 현재 노인인구비율은 7.0%로 낮은 지

역에 속하지만, 2010년부터는 타 지역 대비 베이이부머 세대가 가장 많이 퇴직, 

향후 5년~10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급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추정됨.

   한편, 출산율 또한 200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저출산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는 사회적 여건 마련은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2011년 조출생률 10.3 전국2위, 2030년 인구성장률 0.04로 7대 광역시 중 3위

    - 2011년 울산여성인구 547,227명으로 2001년보다 3만3천 명, 6.5%p 증가 

    - 15~49세의 가임연령 여성인구는 2011년 현재 311,907명(전체 여성의 57%)
으로 2001년보다 1.5%p 감소

□ 사업 주요내용

   U-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생활, 문자 원격모니터링 시설을 통한 안전한 

생활과 복합문화관을 통한 즐겁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고품격 노후생

활을 보장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주요 콘텐츠로 구성함. 한편, 노인과 영유아

동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보육과 부양’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케어시스템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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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1·3세대 타운 모형도

□ 단계별 계획

   1단계(2014~2015년): 1 ․ 3세대 주거단지 조성 입지 선정 및 추진

    - 사업 추진은 민관 합동으로 할 수 있으나,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정부부처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추진방식 : 민간 + 지방 + 중앙정부

   2단계(2016~2020년): 설계 및 보상

   3단계(2021~2025년): 사업추진 (1 ․ 3세대 돌봄센터, 노인문화센터, 실버산업육성)

□ 기대효과

   울산형 저출산 ․ 고령화 복지정책의 하나로서 새로운 개념의 도심형 실버타운

   향후 증가하는 고령인구의 정주성 증대 요인으로 작용

   보육과 부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창의적 돌봄시스템 창출

4.5.2 복지이웃 조성사업 : 위케어(We-Care) 프로젝트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위케어란 ‘우리 스스로가 돌본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임. 구체적으로 

근린사회 복지자원 연계망을 구축,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주민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정립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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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유입인구가 많은 울산지역은 주거지역 중심의 근린 사회기반이 취약, 소위 ‘모

래알 공동체’로 비유될 만큼 공동체성과 지역유대감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동 단위 규모의 복지전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웃 간 육아 품앗이 ‘마을육아’, 

노인 및 장애인 돌봄 관련 ‘가족품앗이’가 가능한 기반을 구축함으로 복지를 통한 

근린사회 회복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도록 함.

   본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이웃”을 형성하는 것임. 자치단체와 지역, 가족과 

시장이 함께 참여함으로 특정의 복지대상자 뿐 아니라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복지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추진 주체는 전문 복지시설 및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주민들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증가하는 

다양한 복지욕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창출함.

□ 사업 주요내용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하나, 초기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공공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시·군·구의 행

정조직, 기초 단위로서 주민자치센터 및 통 단위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자원봉사센

터와 인력지원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간에 의한 활동으로 전환함.

   시 단위 네트워크는 복지콜센터의 기능 확충 및 복지정보콜센터와 같은 정보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함. 각 구·군의 단위 센터에 개별 인력지원 상황 등과 관련한 

정보교류나 운영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함.

   우선 광역시 혹은 구 차원에서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지역내부의 공공조직과 주민위

원회 합동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함. 1단계로는 2개구에 특화된 분야 중심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며, 단계적으로 5개 구군으로 확산·운영하도록 함.

   각 지역단위의 평생돌봄공동체 운영모형은 지역특성과 역량에 맞게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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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복지이웃 조성사업 운영모형도

□ 기대효과

   시설중심에서 지역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복지서비스 ‘이웃주민’의 복지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민간자원 발굴 

4.5.3 U-헬스케어시스템‘스마트 홈닥터’프로젝트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스마트 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환경의 확산, IT기술의 지능화와 정보통신의 융합

이 가속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유비쿼터스와 사회복지의 접점을 모색

하여 증대하는 안전과 건강에 대한 시민 복지욕구를 충족함.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건강을 검진하고 현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홈닥터 프로젝트는, ‘U-care’시스템을 구축함. 단계별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점차 일반노인과 전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 시스템으로 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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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울산형 U-케어모델로 ‘스마트 홈닥터’ 프로젝트 실시

    - 스마트홈닥터 본부 설치 

    - 독거노인 U-케어, 조손가정 U-케어, 장애인 U-케어, 외국인근로자 U-케어

    - 일반노인 U-케어

    -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U-케어

   단계별 서비스대상 건강관리 및 건강측정장비 설치운영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3년) : U-케어시스템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2단계(2014~2015년) : U-케어연계망 구축

   3단계(2016~2020년) : 단계별 사업 추진 

□ 기대효과 

   보건의료복지 통합형 전달체계 확립

   예방적 건강의료서비스제공으로 보건의료 예산절약의 장기효과

4.5.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도시‘BF Zone’(Barrier-Free City) 추진

□ 사업의 배경과 목적

   BF city는 ‘장애물 없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임. 이 사업은 도로환경 조성은 물론 

신규건축물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함.

   BF사업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와 일시적 장애인 등이 시설물이나 해당 

지역을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계 ․ 시공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의 공동 인증 제도임.

□ 사업개요

   인증대상 : 지역인증(10만㎡이상의 사업지역), 개별시설인증(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 복지시설, 대형병원 및 다중이용시설, 교육기관 등 공공건물을 우선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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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종류 : 본인증(준공단계), 예비인증(설계단계)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BF시티 울산’을 안전한 울산건설이라는 도시브랜드로 발전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년) :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신축 시 BF인증 받도록 추진

□ 기대효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도시 울산 브랜드 가치 향상

4.5.5 권역별 영유아플라자 지정·설치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양육에 대한 가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보육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

   2011년 현재 울산의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435개소, 직장어린이집 12개소, 가정

어린이집 327개소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은 31개소에 불과함. 국공립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 양적 확대와 기존 어린이집의 

효율성 강화가 요구됨. 또한 다양한 유형의 특수 어린이집이 부족하며 젊은 부모

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사업개요

   영유아플라자는 지역현실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

하여 영유아관련 복지시설을 지정 ․ 설치하도록 하고, 그 절차에 관해서는 구군과 

각 주민자치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설을 활용하여 설치하도록 함.

   저출산, 양육 보육에 관한 종합 정보제공

   보건소, 병원, 보육시설, 아동상담소 등과 육아네트워크 구축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정보교환과 모임의 공간이 제공되는 육아카페 운영

   자녀양육 과정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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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3년) : 영유아플라자 지원센터 설치(남구1, 중구 1)

   2단계(2014~2015년) : 영유아플라자 운영 

   3단계(2016년~) : 구 ․ 군 설치수요에 따라 단계적 확대 운영 

□ 기대효과 

   출산부터 보육과 양육에 이르는 영유아 관련 전문 인프라 확보

   기존시설을 활용한 영유아관련 시설 지정설치로 신규설립 부담 경감

4.5.6 민관협력 나눔문화 거버넌스‘사회투자지원단 ’구성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사회투자는 노동시장 및 인구가족 구조 변화로 가시화되는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응하는 새로운 복지전략 혹은 사회정책전략임.

   경제위기 지속으로 소득격차와 저소득층 빈곤이 강화되는 한편, 저출산 ․ 고령화 진

전으로 사회복지대상자는 급속히 늘어나 새로운 사회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 한

정된 예산으로 인한 정부의 대응은 지극히 제한적인 현실에서 민간자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

□ 사업개요

   울산시 사회투자지원을 위한 시 전담부서 지정 및 추진위 구성

    - 부서별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지원 현황 분석 및 확충, 통합

    - 복지 분야별 자산형성지원정책 통합관리 및 강화

   구군별 사회투자기금 조성운동 지원

    - 중구 : 중소규모의 자영업분야 기부자에 의한 ‘착한가게 사회투자기금 조성 운동’

    - 동구, 남구, 북구 : 기업연계형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투자 활성화 전략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울산사회복지기금 조성 

    - 기업 및 단체 기부, 개인기부

□ 단계별 계획 

   1단계(2013~2014년) : 기본계획 수립, 전담부서 지정, 추진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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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2014~2015년) : 기금조성운동 추진

   3단계(2016년~) : 투자사업 추진 및 지원 

□ 기대효과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재정의 위축 극복

4.5.7 사회공헌활동 지원센터 설립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006년 울산발전연구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울산지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는 

조사 응답대상 27개 기업체가 모두 참여하고 있었음. 세부 활동으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96.3%, 환경 분야 81.5%, 학술교육 분야 63.0%, 문화예술 분야 51.9%임. 

국제구호는 27개 기업체 중 1곳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타 시도 대비 울산은 기업체의 기부활동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체계적인 프로그램 실시가 미흡하여 정보제공과 복지 

수요-공급간 의사전달 및 관계 연결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필요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는 2007년 6월에 개소,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

하고 있음. 부산, 인천·경기도·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공헌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1997년 덴마크 정부가 설립한 코펜하겐센터는 각 부분 간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기업 사회공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개발 및 유통하고 있음. 영국

정부가 설립한 BTC (Business in the Community)는 기업의 사회공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사업별 특화된 사회공헌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

□ 사업 주요내용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기능과 연계 추진(검토)

   사회공헌관련 종합정보 제공, 포털시스템 구축 등

   기업의 사회공헌 문화활동 조성 및 참여확산 유도

   사회공헌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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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계획 

   1단계(2013~2014년) : 기본계획 수립, 사업타당성 검토 

   2단계(2015~2016년) : 추진주체 선정, 관련 예산확보

   3단계(2017년~) : 사업추진

□ 기대효과

   일회성, 단순 홍보 위주의 사회공헌활동에서 나아가, 미래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

략적이며 지속적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유도

   사회공헌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기업의 복지총량 확대와 질적 수준을 제고함

4.5.8 가족친화일터 조성

□ 사업의 배경과 목적

   가족친화형 도시건설은 가족의 다양한 유형과 구성원들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필요에 맞는 공간과 시설들이 제공되는 도시를 의미함. 도시 내 유기적 연결  

보행로, 오픈 스페이스의 적절한 배치 등 도시와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지속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마을환경 조성을 의미함.

   가족친화적인 환경은 일가족 양립의 지역문화와 여건 조성이 이어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

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 저출산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이러한 가족친화형 도

시건설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가족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조례 제정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 실시 후 순차적 확대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지역사회여건 조성

   독자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기업연합 보육지원 서비스

   가족친화 선도기업 발굴 및 육성, 인센티브 제공

□ 단계별 계획

   1단계(2013년) : 가족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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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2014~2015년) : 세부사업 추진 

   3단계(2016~2020년) :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및 확립

□ 기대효과

   가족복지와 지역경제성장의 조화

   가족을 배려하는 가족친화 도시 이미지 정립

4.5.9 창조적 인재 통합DB‘C휴먼C뱅크(Creative Human Capital Bank)’구축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지식기반사회 지역경쟁력의 기준은 창의적 인재가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달려있음. 

   울산지역 각 분야의 유능한 인력을 발굴함으로써 다양성이 강화된 지역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창의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창

조적 인재를 육성함.

□ 사업개요

   분야별 창조적 인재 pool 통한 DB 구축

   통합 DB 관리센터 운영

   창조적 인재 수요, 공급 네트워크 구축

   대학, 기업과 연계한 창조산업 분야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단계별 계획 

   1단계(2013~2014년)

    -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인재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개편

    - 인재은행 등 시설,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통합리스트 작성, 전문교육

   2단계(2015~2016년) 

    - 창의인재개발 교육센터 추가 건립검토, 창조산업분야 직업체험프로그램 개발 

   3단계(2017~2020년) : 사업실시 및 확대 

□ 기대효과 

   지역 내 창조적 계층 확대 및 창조인력 재생산 기반 마련

   분야별 창조인력 수요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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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  지역 거점 암센터 육성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울산은 국공립병원과 3차 병원이 없으며, 지역 내 종합병원이 4개소에 그쳐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임. 서울, 부산 등 타 도시 방문 치료 빈번, 환자의 역외유

출이 심각함.(서울 방문 치료 19.2%, 부산 방문 치료 15.4%)

   최근 5년 간(2002~2006년) 울산시 암 환자발생건수는 12,372건으로 자체 충족률은 

55.4%에 불과해 타 지역에 비해 낮음. 일상적인 삶의 서구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질병진단 가능성 증진 그리고 현대사회 질병의 다양화 등으로 암 환자는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지역 내 체계적인 암 관리와 치료를 위한 요구는 증가

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공공의료기관은 없는 실정임.

   2010년 현재, 전국 10개시도 9개 국립대 병원이 암센터로 지정되어 있음. 울산은 

2011년 울산대학교병원이 암센터로 지정, 암 진료 ․ 관리와 교육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

□ 사업내용

   암조기 검진사업, 암 등록사업, 시민예방교육, 암 역학연구사업 등 5대 암 관리사

업을 중심내용으로 암 진료 및 연구사업 등 체계적인 지역 암관리 사업 추진

   지역사회 암예방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암등록 관리, 암발생 진단치료 관련하여 연구소 운영

□ 추진계획 

   1단계(2012년): 암센터 완공 및 운영, 의료인력 및 장비 확충

   2단계(2013~2020년): 암연구소 운영 및 진료실시

   3단계(2021~2025년): 공공의료기관 거점기능 확충 

□ 기대효과 

   지역주민의 전문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

   의료비 역외유출 방지로 시민의 건강보호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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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예방중심의 건강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증진 인큐베이트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함. 고령자, 장

애인 재활치료 및 요양을 중심으로 운영. 동시에 건강생활실천사업, 맞춤형 의료

서비스제공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료서비스제공 사업을 지원함.

   공공 및 민간병원 특화분야로의 인큐베이팅 역할과 이들의 통합연계기능 수행함. 

울산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재활치료지원센터 1개소를 설립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 구군별 권역별 전문 지정 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함. 또한 기업 내 건강증진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홍보를 강화함.

□ 사업개요

   재활치료지원센터 설립 및 기업건강증진센터 설립확충 지원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실천사업 기획 및 추진

   건강증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조사, 건강의료인프라 실태조사, 지역보

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건강증진중장기계획 수립

   2단계(2016년~) : 사업추진

□ 기대효과 

   예방 중심의 건강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

   시민 건강권 향상을 통한 정주성 제고

4.5.12 울산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높은 전업주부비율을 보이는 울산

지역은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재활용도는 여전히 낮음.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 높은 반면,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강해 아들과 딸에 대한 구별이 여전히 

큼.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을 보다 강화하는 요인일 뿐만 아

니라, 향후 지역사회 재생산기반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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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성이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모색이 절실함. 따라서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동시에 수행

하는 독립적인 여성가족전문기관의 설립이 요청됨.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 2013년 회기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실시 의무화.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계획, 집행 및 결산에 이르는 제반 재정

운용과정의 양성 및 계층별 균등한 수혜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

치단체장 포함, 공무원조직과 시구군 의원들의 성인지적인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요청됨. 성인지 예산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 컨설팅 및 교육 전

문가, 실무자 등의 전문인력은 물론, 시민 교육과 홍보 등의 범 지역적 노력이 요

구됨. 재정 및 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양성평등, 성인지 제도의 원활하고 우수한 

시행을 위한 지역 내 전담기관 및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며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함.

   지역특수성을 고려하고, 성인지 및 양성평등의 지역문화 착형 발전을 고려할 수 

있는 성인지, 여성가족정책과 세부 프로그램개발, 성평등 투자영역 개발, 여성가족 

사회교육, 여성전문정책개발 및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필수적임.

□ 사업개요

   성별영향평가사업 및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양성

   성인지 예산제도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지역 착형 저출산 ․ 고령화 모델 개발

    - 여성친화직종개발

   성평등 지역전문가 양성, 공무원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성평등 교육 전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전문가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2단계(2016~2020년) : 기관설립 및 운영

   3단계(2021~2030년) : 기능보완 및 확대

□ 기대효과 

   여성권익신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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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교육과 건강, 영양에 대한 재투자를 늘이는 동시에 지

역경제의 장기성장을 이끄는 사회투자 확대

4.5.13 권역별 특화 시니어센터 지정·운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울산은 남성중심 산업도시 특성으로 1인 가구 남성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 

한편, 공업화 과정에서 대거 유입된 베이비붐세대 노동력은 향후 3~4년부터 본격적

으로 퇴직하게 됨. 향후 10년간(2012~2021년) 퇴직 예정자는 현대중공업 10,689명, 

현대자동차 7,162명 일 것으로 예상됨. 고령자 실업파장이 지역의 중대한 사회문

제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에 대한 정책대응은 부족한 실정임.

   지역 보건의료 및 문화 인프라가 취약하여 향후 10년 간 본격적으로 배출되는 제

조업분야 생산직 퇴직자 등에 대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구군별 지역 기반 5개 센터를 설립 ․ 운영하도록 하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회관 등 기존시설 및 기관을 활용하

거나 신설하도록 함.

   시니어센터는 60세 이상의 중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함. 권역별 특화사업은 노인 건강

관리, 복지, 문화예술 프로그램, 여가활동 및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식사서비스와 노인 간 친교기능은 기본적으로 충족함과 동시에 권역별 특화 서비

스를 제공함.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 외에 학교 및 기업셔틀버스를 시니어센터 셔

틀버스로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간 연계성을 

강화함.

□ 사업개요

   권역별 특화 서비스 제공

    - 특별 건강관리 시스템 및 재활치료, 문화예술 활동, 여가활용, 취업지원, 지역

사회 봉사활동 지원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저예산 고효율 노인복지서비스 제공모델 개발 ․ 확대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년) : 권역별 시니어센터 지정(중구, 울주시니어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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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2013~2015년) : 시니어센터 추가지정, 센터별 네트워크 구축

   3단계(2016~2020년) : 사업추진 및 서비스 확장

□ 기대효과

   노인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 마련

   100세 시대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4.6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사업명
단기

(2012~2015)

중기

(2016~2020)

장기

(2021~2030)

다세대복합주거단지 1 ․ 3세대

타운조성

복지이웃 조성사업,

 위케어(We-care) 프로젝트 

U-헬스케어시스템  

‘스마트 홈닥터’ 프로젝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도시 

'BF Zone' 추진

권역별 영유아플라자 지정 ․설치

민관협력 나눔문화 거버넌스 

‘사회투자지원단’구성

사회공헌활동 지원센터 설립

가족친화일터 조성

창조적 인재 통합DB 

‘C휴먼C뱅크’ 구축

지역 거점 암센터 육성

예방중심의 건강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증진 인큐베이트

울산여성가족정책연구원 설립

권역별 특화 시니어센터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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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분야

5.1 현황

5.1.1 도시교통

□ 교통량 및 속도

   2010년 기준 자동차등록대수는 441천대 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2.8% 증가

   교통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고, 도심 및 외곽 교통량은 각각 

197천대/8시간, 422천대/8시간임.

   통행속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3%씩 증가하고 있고, 도심 및 외곽 통행속도는 

각각 29.1km/h, 46.8km/h임.

□ 수단분담률

   승용차 (37.9%), 버스 (17.1%), 택시 (12.4%), 도보 (26.9%), 기타(5.6%)

5.1.2 교통시설

□ 도로

   시가화면적당 도로연장은 14.6km/㎢로 시가화면적 중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51.6%로 높아 상대적으로 도로율이 낮음.

   도로 가로망의 기능적 체계의 재확립이 필요하고, 산업물류기능을 지원하는 고속화 

배후도로가 부족함. 또한, 남북 교통축에 비해 동서 교통축 및 순환 교통망 부족

으로 내부 교통연결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철도

   동해남부선, 경부선(고속철도), 온산선, 장생포선, 울산항선이 있고, 고속철도(울산

역)의 경우 1일 평균 11,000여명 이용하고 있고, 동해남부선(태화강역)은 1일 평균 

2,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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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도심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높으나 최근 고속철도 개통에 의해 탑승률이 10%

정도 감소하여 이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주차장 

   주차장은 34,464개소, 449,025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101.9%임. 지역적 불균형으로 

구도심, 주택가 등에서는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울산지역 특성상 동남부지역에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고 산업단지의 승용 출퇴근

차량에 의한 주차문제가 발생함.

5.1.3 대중교통수단

   시내버스(리무진버스, 지선버스 포함),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시내버스는 14개 

업체가 121개 노선을 728대의 차량으로 운행하고, 마을버스는 8개 업체가 15개 

노선을 37대의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음.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편리성 증대와 안전성의 제가가 필요함.

   광역교통수단인 KTX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내버스에 한정된 대중교통수단 선

택의 폭을 넓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신교통수단의 도입이 필요함.

5.1.4 친환경교통체계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은 총 170개 노선, 총연장 283km임.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시

키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 편의시설, 자전거보험 등의 검토가 

필요함.

   불필요한 승용차 통행억제 등 적정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는 승

용차 요일제의 성공적 정착이 필요함.

   2008년 기준 교통혼잡비용은 4,569억원/년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4.5% 증가하고 

있음. 교통운영체계의 선진화와 도로의 효율적 운영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교통편의의 증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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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SWOT 분석

강점(S) 약점(W)

- KTX 개통에 따른 광역교통수단 확대

- 7대 도시 중 교통혼잡비용이 가장 낮음.

- 넓은 행정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역간 연계성이 

낮음

- 버스 이외에 대중교통 이용수단 선택의 다양성이 없음

기회(O) 위협(T)

- 동남권 연계 및 광역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신항만개발, 역세권 개발, 영남알프스 등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 추진

- 저탄소 녹색교통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

-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항공수요 감소

- 해안지역의 다양한 개발로 교통수요 증가 예상

5.3 창조도시 패러다임의 적용

   미래의 창조도시는 승용차 위주의 교통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을 요구

하고 있고, 기존의 화석연료에 의한 동력원은 친환경으로 전환이 되어야 함.

   또한, 지금까지 선순위로 이뤄져 왔던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은 수요 관리를 통한 

최적화를 요구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급은 도로망 구축 등의 하드웨어

이지만 창조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위주의 관계망 형성과 나아가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의 I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웨어(Smart ware) 기반의 교통

정책이 요구됨.

   이에 따라 교통분야의 창조도시 비전은 ‘사람과 환경중심의 지속가능한 미래교통

을 창조’로 제시하며 각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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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전과 전략

5.4.1 비전

□ 사람과 환경중심의 지속가능한 미래교통 창조 

   저탄소 ․ 에너지 고효율 교통체계 구축

   친환경 ․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 실현

   연계성 강화를 통한 통합교통체계 구축

5.4.2 전략

□ 녹색 창조형 교통인프라 확충

   동남광역권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광역철도체계 구축

   개인교통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연계강화

   지역간 소통 및 연계를 위한 스마트 네트워크형 도로망 구축 

□ 인간 중심의 생활밀착형 교통환경 구축

   무탄소, 무동력생활 착형 단거리 교통수단 활성화

   승용차 통행량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추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교통여건 개선

5.5 주요추진사업

5.5.1 동남광역권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광역철도체계 구축

가. 경전선 연계 일반철도 건설

□ 사업의 배경과 목적

   경남 남부 및 호남권 지역을 연결할 경우 기존 부산을 우회함에 따라 여객 및 물

류수송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함.

   울산신항만 건설에 따른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 경전선과 직결하는 철도 건설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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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주요내용

   덕하역~KTX울산역~삼랑진역을 연결하는 철도노선 건설 : 총 연장 : 48.37km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4년) : 사업타당성 검토 후 향후 국가계획 반영 건의 후 추진

   2단계(2015~2020년) : 설계 및 보상

   3단계(2021년~) : 사업추진

□ 기대효과

   여객 및 물류비용 절감

   울산신항만 기능 제고 및 호남권역과의 연계 강화

나. 동남권 순환 철도망 구축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울산 서남부권 및 양산 북부지역은 KTX 개통, 주요 관광지,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통행량 급증이 예상되므로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확보 필요

   동남권(부산 ․ 울산 ․ 경남) 지역간 교통수요처리 및 광역교통수단 확보를 통한 이용

자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거점교통시설인 울산역과의 연계교통망 구축

   본 노선 건설을 통해 동남권 철도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동남권 광역 

순환철도망체계 구축

□ 사업의 주요내용

   신복R~KTX울산역~양산북정 : 총 연장 : 41.2km

□ 단계별 계획

   1단계(2015~2020년) : 향후 국가 상위계획 수정계획 수립시 반영

   2단계(2020년~) : 실시설계, 보상 및 사업추진

□ 기대효과

   지역 간 교통수요 처리 및 이용자 편의 도모

   동남권 지역의 여객 및 관광객의 이용 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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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연계강화

가. 신교통수단 도입

□ 사업의 배경과 목적

   교통수요 증가 대비 교통시설공급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 고용량 대중

교통수단 도입 필요

   시민들에게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도

모함은 물론 사람과 환경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사업의 주요내용

   효문~삼산로~문수로~굴화 : 총 연장 : 15.95km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4년) : 향후 관련법, 재원 등 사업추진 제반여건 검토 후 추진

   2단계(2015~2020년) : 실시설계, 보상 및 사업추진

□ 기대효과

   대중교통수단 다양화로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시민 교통이용 편의 제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도심부 대기환경 개선

나.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주로 도심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승용차 등 일반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전차,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보행자의 활동만을 허용하여 쾌적한 보행환경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임.

   도심 상업지구의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 확보 및 도심 교통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

□ 사업의 주요내용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및 관리 : 차로 축소 및 보도 확대,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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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계획

   1단계(2015~2020년) :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시범지구 선정

   2단계(2021년~) :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 기대효과

   도로다이어트 및 자동차 진입제한 등으로 대중교통·보행자 중심의 공간 창출

   도심 상업지구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

   교통혼잡 완화로 환경오염 저감 및 에너지 절감

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 사업의 배경과 목적

   KTX 울산역 접근교통수단간 유기적 연계교통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건설

   역세권 개발사업의 선도사업으로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여 주변지역 체계적인 개발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 주요내용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일원(KTX 울산역 동측 전면부)

   부지면적 : 37,904㎡

   시설용도 : 환승시설(KTX, 경전철, 버스, 택시), 환승지원시설(업무, 판매, 문화, 

숙박)

   총사업비 : 3,800억원 정도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설계 및 시공

   2단계(2016년) : 사업 완료

□ 기대효과

   울산역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강화 및 동남권 교통중심지 역할 수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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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스마트 네트워크형 도로망 구축

가. 7×9+2R의 네트워크형 도로체계 구축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울산의 도시구조상 도심집중형의 도로망 구조로 통과교통으로 인한 일부 간선도로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교통량 분산이 필요

   1도심 4부도심 7지역중심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각 생활권역을 연결하는 네트

워크 고속간선망의 구축

□ 사업의 주요내용

   지역간 연결도로인 국도 등을 활용하여 남북 9축, 동서 7축의 교통망 체계를 구성

하여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

   또한, 간선도로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간선도로 확충 및 소통능력을 향상하고, 도

시고속도로 순환(R1)과 외곽순환의 순환도로망(R2) 형태를 이루도록 함.

    - 남북1축 : 양산(국도35호선 우회도로)~언양~두동~경주축

    - 남북2축 : 경부고속국도

    - 남북3축 : 삼동~범서~봉계축

    - 남북4축 : 국도7호선~서부도시고속도로

    - 남북5축 : 부산울산고속국도~포항고속국도

    - 남북6축 : 국도14호선~산업로~경주축

    - 남북7축 : 국도14호선~국도31호선~경주축

    - 남북8축 : 동부도시고속도로

    - 남북9축 : 국도31호선~외곽순환도로

    - 동서1축 : 동서도시외곽순환 고속도로

    - 동서2축 : 구영~북부순환도로~강동축

    - 동서3축 : 국도24호선~강남로~방어진

    - 동서4축 : 울산고속도로~남부순환도로~장생포

    - 동서5축 : 함양울산고속국도~용연청량 연결도로

    - 동서6축 : 상남~삼동~온산

    - 동서7축 : 외곽순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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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네트워크형 간선도로망(7×9+2R) 구축 방안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4년) : 도로망 확충 및 정비

   2단계(2015~2020년) : 지역간 연계체계 구축 및 격자형 가로망 구축

   3단계(2021년~) : 지역간 연계 강화 및 도로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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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강화 및 효율적인 교통량 분산 가능

   소통장애구간과 애로구간 해소로 여객 및 물류기능 강화

나. 스마트 하이웨이 조성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이동성,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차세대 지능형 고속도

로의 개념으로 주행로이탈 예방서비스, 야생동물 사고예방 서비스, 낙하물 검지 

및 정보 및 초고속 통신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

   국토해양부에서는 2015년 제2경부고속도로 30km 구간을 시범사업으로 한 후 2017년 

상용화할 예정임. 울산의 주요 간선도로에 스마트하이웨이를 구축하여 정보 제공을 

통한 안전성 제고 및 물류기능 강화 

   교통혼잡비용 10%, 교통사고 비용 10%, 건설공사비 5~10%절감 등이 예상

□ 사업의 주요내용

   주요간선도로와 산업물류기능을 전담하는 도로에 우선 조성 후 도심 도로망으로 확대

□ 단계별 계획

   1단계(2015~2020년) : 스마트 하이웨이 구축(산업로, 삼산로, 번영로 등)

   2단계(2021년~) : 스마트 하이웨이 확대

□ 기대효과

   교통안전성 제고로 안전한 도로 제공 및 소통기능 확대

   교통장애구간과 애로구간의 정보제공으로 여객 및 물류기능 강화

5.5.4 무탄소, 무동력 생활밀착형 단거리 교통수단 활성화

가. 공공자전거 도입 및 운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공공자전거는 도시 안에 자전거 이용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자전거와 IT를 접목

하여 대여해 주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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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시, 문화활동, 쇼핑, 외식 등 활동을 공공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운영하며, 공공임대자전거 주차장을 주요 공공시설, 쇼핑몰, 주요환승정류장 등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임.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운영 및 관리 주체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함. 

사례로는 경기도 고양시의 피프틴, 경남 창원시의 누비자 등이 있음.

   울산광역시와 중구, 북구 등에서도 공공자전거 개념의 자전거 대여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료로 대여하고 있음.

구분 창원시 고양시 대전시 순천시 서울시 제주도

브랜드 누비자 피프틴 타슈 온누리 서울바이크 -

터미널(스테이션) 163개소 125개소 22개소 11개소 43개소 6개소

자전거 대수 2,530대 3,000대 260대 63대 440대 72대

특징

롯데마트 

기업홍보용 

자전거 1천대 

기증

민간투자
대전시 

자체운영

순천시 

자체운영

자체운영

여의도, 상암DMC지역 

시범운영

보관소 태양광 쉘터 

시범설치

2011년 

7월부터 

시범운영

<표 4-13> 공공자전거 운영 지자체 현황

<그림 4-5> 고양시 공공자전거(피프틴) 사례 

□ 사업의 주요내용

   공공자전거 도입 및 운영

   타 지자체의 민간참여 사례를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판단하되, 중장기적인 단계에서 

추진하며, 자전거 친화타운 조성과 연계해서 추진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도입 타당성 검토

   2단계(2015~2020년) : 구 ․ 군별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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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교통수단 전환에 따른 건강한 사회 창출 및 탄소배출 저감

나. 보행전용지구(Car Free zone) 지정 및 조성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제공으로 단거리 이동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중구에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였음.

   ‘차없는 거리’는 선적인 개념으로 상업기능을 강조하여 쇼핑몰로 조성이 되고 있음. 

‘보행전용지구’는 선적인 개념을 넘어선 면적인 개념으로 하나의 지구, 지역을 차가 

없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 수단만으로 이동이 가능한 공간 

개념임.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보방,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흐로닝언, 오스트리아 빈, 영국 

에든버러 등 유럽의 각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신규 택지개발지구나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시범사업구역을 지정하여 비상차량 이

외에 차량의 진입이 되지 않는 보행전용지구를 지정, 조성하고 대중교통 연계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향후 보행전용지구를 확대 조성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4년) : 시범지구 대상 발굴 및 타당성 검토

   2단계(2015~2020년) : 보행전용지구 시범구역 조성

   3단계(2021년~) : 보행전용지구 확대

□ 기대효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여건 제공으로 이동권 확보

   자동차 공간을 녹지로 활용함으로써 건강한 생태마을로 전개

   건강한 주거 및 도시환경으로 삶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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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승용차 통행량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추진

가. 승용차요일제 실시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유가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단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저탄소 녹색시책에 부응하고, 교통, 환경,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승용차

요일제 시스템을 도입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의2에 근거하여 승용차 부제 운행 근거 및 2011년 지역에

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함.

   서울시는 2006년 1월부터 RFID시스템 운영, ’08.10월 경기도, ’09.1월 대구시, ’10.10월 

부산시 시행, ’11년에는 대전시, 인천시가 RFID시스템 구축 예정임.

□ 사업의 주요내용

   2011년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12년 4월 본격 시행함. 12억원의 

예산으로 전자태그를 참여차량에 부착, 참여차량의 운행정보를 수집하여 참여자에게 

다양한 혜택부여 함.

   참여대상으로는 울산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 286,420대가 대

상이 됨.

   참여시 혜택은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부여, 가맹점 할인혜택 부여 등임.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4년) : 2012년 본격 도입 및 참여율 7%달성

   2단계(2015~2020년) : 참여율 15% 달성

   3단계(2021년~) : 참여율 30%달성

□ 기대효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 해소, 대기오염 감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승용차 운행 절감으로 통행량 감소와 혼잡비용 절감



∙ 제4장 분야별 계획 ∙  5. 교통분야 ∙

219

나. 혼잡통행료 도입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자동차 보유 및 통행의 급증으로 인하여 도심부에 교통혼잡현상이 상습화되고 이에 

따른 교통혼잡 비용이 급증하나 교통시설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어 운영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여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감축하거나 우회하도록 하여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자동차의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을 중

심으로 지정하여 운영

   지속적인 자동차 증가로 인해 교통혼잡비용의 증가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므로 향후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 사업의 주요내용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검토,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수입금을 당해지역의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등에 투자

□ 단계별 계획

   1단계(2021년~) : 혼잡통행료 부과

□ 기대효과

   승용차 통행량 감소로 교통혼잡 완화

   혼잡통행료를 대중교통 시설 확충에 재투자함으로써 대중교통 기능 개선

5.5.6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교통여건 개선

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주차장법」제3조, 제4조, 제4조의2 규정 및「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

례」제2조의2, 제2조의3에 의거 주차실태조사를 매 2년 주기로 시장 ․ 군수 또는 구

청장은 주차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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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군별 총 37구역의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시급성, 현실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단계별로 환경개선이 

필요함.

□ 사업의 주요내용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적정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 녹색주차(Green parking)
    - 거주자우선주차제

    - 주택가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및 학교 ․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4년) : 주차환경개선 시범지구 지정 및 개선사업 추진

   2단계(2015~2020년) : 주차환경개선지구 재지정 및 개선사업 추진

   3단계(2021년~) : 주차환경개선지구 재지정 및 개선사업 추진

□ 기대효과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주차환경 개선

나. 물류서비스 기능 제고

□ 사업의 배경과 목적

   화물운송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물류기반시설 제공 및 화물운송 관련 인프라 구축

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민간제안사업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위치 : 남구 상개동 50번지 외 1
    - 규모 : 부지 49,166㎡, 건축 3,599㎡

    - 주요시설 : 주차장(411면), 휴게 ‧편익시설(사우나, 수면실, 체력단련실 등), 부대

시설(정비동, 주유동 등) 
    - 관리운영 : SK에너지(주) 
   화물운송 및 물류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및 공동차고지를 

추가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울산의 주력산업의 

원활한 물류수송 기능 제고를 고려하여 북구의 산업로 일원과 울주군 청량면 일원에 

조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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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주요내용

   주차와 휴게기능을 포함하는 복합기능으로 조성하며, 북구와 울주군 청량면 일원에 

민자방식으로 추진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대형 화물차 주차장 조성

   2단계(2016~2026년) : 대형 화물차 주차장 추가 조성

□ 기대효과

   화물차 운전자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한 운전 여건 제공 

   화물정보 및 교통정보 제공으로 화물운송체계의 효율성 증대

5.6.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사업명
단기

(2012~2015)
중기 

(2016~2020)
장기

(2021~2030)

경전선 연계 일반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 철도망 구축

신교통수단 도입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7×9+2R의 네트워크형 
도로체계 구축

스마트 하이웨이 조성

공공자전거 도입 및 운영

보행전용지구 지정 및 조성

승용차요일제 실시

혼잡통행료 도입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물류기능 서비스 기능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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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공간 및 디자인분야

6.1 현황

   울산 도시공간구조는 도심이 하나인 단핵도시공간구조에서 다핵도시공간구조로의 

변화 중에 있으며,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서도 1도심 4부도심 7지역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의 다핵화를 추진 중에 있음.

    - KTX 울산역 역세권 개발, 혁신도시 개발, 강동권 개발 등 권역별 대표 개발 사

업들이 추진 중에 있음.

   한편,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도시의 표면적 특성 외에도 울산은 도시역사의 시발점인 

중구 구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이지만 상당한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울산서

부권 지역, 산업도시 울산을 대변하는 산업공간과 아름다운 해안을 보유한 동부권 

등 권역별 잠재적 및 내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처럼, 울산은 다양한 표면적, 내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을 

대표하고 도시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상징축(상징거리), 상징건물 등 물리적 요소 

및 디자인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또한, 도시공간내에 과거와 현재, 구도심과 신시가지, 도시와 농촌, 산업과 자연 

등 다양한 시·공간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음.

    - 다양한 공간적, 문화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문화창조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창조공간 마련은 미흡함. 도시공간별 경쟁력있는 분야를 선별하고, 창조적 신공간 

마련이 필요

   주변도시와 관계에 있어서는, 도시의 교외화, 울산과 주변도시간 시가지의 연담화 

등 도시의 광역화가 추진되고, 광역교통체계구축으로 울산과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연계 강화되고 있으나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중심성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

    -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동남광역경제권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위한 중심기능 

도출 필요

    - 주변도시 및 지역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소비와 경험, 오락의 도시, 매력적인 

보행자 도시”지역으로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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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넓은 공간면적, 다양한 공간적 자원보유

- 과거와 현재, 구도심과 신시가지, 농촌과 도시, 산업

공간과 자연환경 등 다양한 도시 특성 보유

- KTX울산역개통 및 역세권개발, 혁신도시개발, 강동

권 개발 등 유동인구 및 인구유입을 증대시키는 도

시의 신성장동력 사업 진행

- 산업도시의 강한 이미지로 인한 도시의 상징성, 

다양성 부족

-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문화창조산

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창조공간마련 미흡

- 산업공간중심의 도시개발로 시민생활공간 미흡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창조도시 에 대한 

관심이 고조

- KTX 경제권 형성에 따른 동남광역권의 중심도시로 

부상

- 풍부한 내재적 요소와 새로운 도시개발을 활용한 도

시 창조성 마련 용이

- 부산, 대구 등 인접 대도시들의 도시 브랜드 및 도

시 중심성 강화 (경쟁력 심화)

- 주변 인접 중소들의 문화, 예술, 관광 등 창조도시

기반 경쟁

- 도시 정주성 미비로 인구증가 둔화

6.3 창조도시 패러다임의 적용

   울산의 도시는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 이후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이와 연계하여 

주거 및 상업지역 등 시가지가 형성된 기능적 도시지역과 이와는 반대로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농촌적 경관을 가지고 있는 농촌지역이 복합된 도농복합도시임. 따

라서 창조도시 울산의 추진은 이러한 도시의 공간구조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기존 창조도시 관련 선행도시들의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를 

하나의 공간적 단위로 설정하고, 대표적 창조자원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형태가 일반

적임. 그러나 울산은 서울의 1.7배라는 넓은 공간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도시내부 

공간구조도 동부의 산업공간, 태화강을 중심으로 한 도심주거공간, 그리고 서부의 

영남알프스, 반구대암각화 등 산악 및 역사문화공간 등으로 특성화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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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으로 대변되는 서부권 선사역사문화자원은 울산의 

대표적 내재적 자원으로 볼 수 있고, 산업도시 혹은 생태도시는 이미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울산의 표면적 특성으로 볼 수 있음.

   이처럼 울산은 넓고, 도시와 농촌이라는 분리된 도시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창조도시 울산의 방향은 울산을 하나의 단일 공간단위로 설정하여 창조자원

을 발굴하기 보다는 울산 도시공간을 특성별로 구분하고 각 공간을 창조적으로 특

화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각 공간에 분포된 다양한 자산과 재미를 발견하고, 이를 지역의 거점개발의 시작

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하여 공간적 특성화 필요.
   최근, 울산의 도시공간구조는 기존시가지의 인구와 산업이 감소하고, 도시외곽지역

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교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KTX역이 입지

하는 울산 서부권지역으로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UNIST, KTX역

세권 개발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도시공간의 구분은 서부권, 도심권, 동부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공간별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서부권 : 선사역사 및 첨단지식문화 공간

    - 도심권 : 생태 및 생활문화공간

    - 동남부권 : 산업(기존 국가산업단지 및 원전지역) 및 해양(강동, 서생 등) 생태

공간

<그림 4-6> 창조도시 울산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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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전과 전략

6.4.1 비전

□ 특색있는 도시공간 창출을 통한 동남권 거점 조성

6.4.2 전략

   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 목표 및 발전방안을 첫째, 울산 서부권을 대상으로 선사문

화 및 첨단지식산업위주의 도시공간 조성, 둘째 태화강과 어우러진 쾌적한 도심생

활문화공간 조성, 셋째 주변과 조화로운 산업 및 해안경관창출의 세 가지로 설정

하였음.

6.5 주요 추진사업

6.5.1 울산의 중심축 및 상징거리 조성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도시의 경쟁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표출될 수 있지만, 유명하고 아름다운 도시는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경제적 성공과 번영으로 연결됨. 각 도시는 고유한 정체

성을 가진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상징거리가 

자리 잡고 있음.

   일반적으로 상징거리는 역사의 거리, 문화 ․ 예술의 거리, 만남과 휴식의 거리의 역

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거리를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이 그러한 역할을 올바르

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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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산업도시 울산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상징거리가 갖추어야 될 다양한 요

소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 상징거리를 선정 및 조성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

고, 매력적인 울산 도시 이미지 구축이 필요함.

□ 주요내용

   산업도시 울산을 상징하는 울산 공업탑에서 울산태화강역까지의 가로(삼산로)는 일

반상업 및 중심상업기능이 집한 울산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이고, 현대해상에서 

번영교 입구(번영로)는 울산의 주된 중심업무지구이면서 문화·예술관련 단체와 협

회가 입지하여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음.

   또한, 삼산로를 서측으로 확장한 울산 공업탑(대공원)에서 문수체육공원까지의 문

수로는 울산의 관문가로이면서, 주변의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하는 생활가로로 울산의 대표 상징거리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동서축의 문수로, 삼산로와 남북축의 번영로 가로를 울산의 대표적 상징거리 

선정하고, 이들 거리가 상징거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물리적 환경을 

보강하도록 함.

    - 관문가로 및 생활공간가로(보행환경 개선), 문화예술가로(도시미관형성), 상업업무

가로(상징성 및 역사성 등 가로의 정체성 강화) 등 가로 특성을 반영한 경관 디

자인 마련

    - 특히, 공업탑로터리의 공업탑은 상징가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시민들의 

물리적 접근은 거의 어려웠음. 따라서 지하통로개발을 통해 공업탑으로의 접근성을 

마련하여 상징가로의 상징성 강화 및 관광자원화하고, 이와 더불어 인근상권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부지역의 지하공간을 개발하도록 함.

    - 또한, 상징가로의 상징성 및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도를 완화하고, 단일기능보다는 복합기능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함.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상징거리 선정 및 시범사업 실시

    - 울산의 상징거리 타당성조사 연구 및 울산 상징거리 선정

    - 상징거리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및 가로경관 디자인 마련

   2단계(2016~2020년) : 추가사업 선정 및 가로 특성별 경관 디자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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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상징거리의 조성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 및 도시 브랜드화 가능

   가로 경관개선으로 상권 활성화 및 개인 자산 가치 상승

<그림 4-7> 울산의 중심축 및 상징거리의 조성

6.5.2 울산 서부권 창조적 부도심 육성 : 서부권 선사테마파크 조성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울산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성장에 주력함에 따라 지역의 고유 역사 및 문화자

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은 다소 취약하며, 산업화시대에 성장한 지역 이미지로 인하

여 지역의 역사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음.

   특히, 울산 서부권 지역은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 등 세계적 창조적 자원을 

비롯하여 청동기 시대의 유적 등 선사시대의 주요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어 역사적

으로도 주요한 가치를 가지며,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의 주요한 거점 자원이 될 

수 있음.

   또한 최근 KTX 울산역 개통으로 타지역과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외부 관광

객의 유입을 위한 교통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기존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역세권 거점 관광기능이 부재한 상태임.

   따라서 KTX 울산역 역세권 인근의 청동기 유적이 분포하는 지역을 선사문화테마

파크로 조성하여 역세권을 특성화 및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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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KTX 울산역세권 인근의 문화재 분포지역을 선사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역세권을 특

성화하고, 울산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거점 기능으로 역할을 수행

    - 한편, 선사테마파크의 또 다른 주요후보지로 반구대암각화 인근지역을 제안할 

수 있음.
   선사테마파크의 주요 기능은 청동기 테마공원, 숙박 및 공연 공간, 교육 및 전시

기능 등의 복합기능으로 조성

    - 청동기 테마공원 : 자연공원형태로 조성하여 주민 및 역세권 이용객의 휴게공간

으로 활용

    - 숙박 및 공연 기능: 숙박형 캠프, 다양한 이벤트 공간 조성

    - 전시기능 : 박물관, 선사마을 등 취락지 복원, 전시, 체험의 휴게 교육 공간 

    - 연구기능 : 문화재 발굴 및 복원, 보존, 학술조사 등의 지역역사문화 연구수행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선사테마파크 기본 구상 및 실시설계

    - 선사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지표 및 시·발굴 조사

    - 선사테마파크의 적정입지 선정 및 기본구상 마련

   2단계(2016~2020년): 선사문화축제 및 선사테마파크 조성

    - 선사테마파크 조성과 더불어 단기에는 선사문화축제를 개최

   3단계(2021~2025년): 다양한 연계시설 확충

□ 기대효과

   산사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산악관광지, 역사문화관광지, 쇼핑 등 복합적

인 관광요소를 네트워크화 하여 울산광역시 서부권의 연계관광화를 통한 지역 관

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

   KTX 울산역 역세권 지역에 지역 역사자원을 테마로 한 거점 관광시설 조성을 통하

여 역세권 특성화 및 활성화를 통해 나아가 울산 서부권 도시 발전과 연계한 도시

발전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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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울산 서부권 창조적 부도심 육성 : 자동차 복합문화단지 건립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KTX 울산역 역세권이 동남광역경제권의 성장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역 이용객(수

요)의 지속적 창출을 위한 새로운 기능 및 특성화 방안이 필요함.

   이미 울산은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시범사업으로 그린카 오토밸트구축사업지

역으로 지정되었고, KTX 울산역사가 있는 울산서부권은 자동차, 전지 등 자동차 

관련 산업기반들이 입지하는 상황임.

   최근, 국토해양부는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특성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법을 마련 중에 있음.

   산업도시 울산의 대표적 아이콘인 자동차를 활용한 역세권 특성화, 울산관문 KTX역

의 상징성 제고, 광역경제권의 선도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KTX 울산역 역

세권내 자동차 프라자(복합문화단지)를 건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 사업은 KTX 울산역세권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울산 서부권을 울산의 

새로운 부도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울산의 도시정책과 매우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즉 역세권 특성화를 통해 울산 서부권의 도시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주요내용

   울산 서부권의 풍부한 산악 및 역사 ․ 문화관광자원 그리고 울산 동측의 산업관광을 

연계 및 홍보하기 위해서는 KTX 울산역세권내에 울산역세권만의 특성 및 울산 

산업도시(자동차 도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특화된 기능을 가진 자동차 관련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여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

    - 일본 오다이바 파레트타운은 이와 같은 일본 대표적 자동차 브랜드인 도요타차의 

쇼룸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단순히 자동차 전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자동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외 고급아울렛 기능을 첨가하여, 복합

문화단지를 형성한 사례가 있음.
   따라서 KTX 울산역세권의 특성화, 울산 도시이미지의 제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과의 연계를 위한 자동차 관련 복합문화단지 건립 필요

    KTX 울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내 혹은 인근 자동차 관련 복합문화단지 건립

    - 자동차전시컨벤션시설+직업체험관+관련 테마파크+유통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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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민(현대자동차)·관(울산시,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한 자동차 

관련 복합문화단지 조성계획 수립

    - 향후 동남광역권의 선도 시범사업인 그린카오토밸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KTX 
울산역 역세권 자동차복합문화단지 건립을 추진

    - 한편, 국토부가 추진 예정인 KTX 역세권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KTX 울산역세권 

특성화 시범단지로 지정받아 중앙정부, 민간(현대),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대표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기대효과

   산업수도 울산의 대표적 아이콘인 자동차를 활용하여 KTX 울산역 역세권의 특성화 

및 활성화 기대

   울산의 대표적 관문인 KTX 역세권 상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울산 서부권의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동부권의 산업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

   자동차관련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콘텐츠 개발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 마련으로 

KTX 울산역 이용객의 지속적 확보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인 전지산업을 이용한 미래 자동차산업의 홍보

6.5.4 울산 서부권 창조적 부도심 육성 : 첨단지식비즈니스타운 조성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울산광역시 서부권 지역에 KTX 역사가 입지함에 따라 광역권의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고, 역사 인근의 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산업, 상업, 물류, 문화 등의 다양한 

기능의 입지가 가능해짐.

   또한, 서부권 KTX 울산역 인근지역은 길천산업단지, High Tech Valley 등의 산업

기반이 입지하고 있어 첨단산업의 육성이 매우 용이하며, 이와 연계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서비스가 요구됨.

    - 양산, 김해 등 울산 서부권 인근지역 역시 제조업 위주의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어, 
광역적 차원의 기업지원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임.

   따라서 서부권 역세권 인근지역에 지식창출 기능을 확충하고, 기존 산업지원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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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혁신적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즈니스지원, 첨단업무, 주거 및 

문화기능이 종합된 첨단지식비즈니스타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그림 4-8> 서부권 첨단비즈니스 타운 조성

□ 사업의 주요 내용

   KTX 울산역 역세권지역과 연계하여 동남권의 광역성장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

능창출과 주변지역의 산업 및 기능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

는 공간 구상 

    - 2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체 유치 

    - 문화콘텐츠, IT, 소프트웨어 등 지식서비스업 집중 유치

    - 거주자들을 위한 교육, 문화, 주거기능의 조성

    - 울산서부권 및 인근 지역(양산)의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기업지원서비스 기능 도입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첨단지식비즈니스타운 타당성 조사 및 입지 선정

    - 첨단지식비즈니스타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첨단지식비즈니스타운 입지선정 및 선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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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2016~2020년): 입지조성 및 정주여건 마련

    - 입지조성 및 연구기관, 관련 기업체 유치

    -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여건 조성

□ 기대효과

   고속철도 역세권과 연계개발하여 광역성장거점지역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주변지

역의 산업 및 기능과 연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가능

6.5.5 울산 대표 명품 건강주택단지 조성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962년 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울산의 시가지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으나 쾌적한 

삶의 질을 고려한 주거단지 특히, 단독주택지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임.

   기존 시가지내 대표적인 신도시로 성안지구를 언급할 수 있으나, 곳곳의 상업시설

로 인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 한편, 도시

외곽의 대표적인 신도시로는 천상, 구영을 언급할 수 있으나 신도시 내부 공개공지 

및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울산을 대표하는 신도시라고 언급하기는 무리가 있음.

   반면, 울산은 도농복합도시로서, 타 지역에 비해 넓은 면적의 비도시지역(농촌)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관이 양호한 지역들은 이미 전원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들이 

입지하여 비도시지역 난개발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

    - 최근 슬로우 라이프(slow life)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가 증대되고, 도심인근의 

자연환경이 양호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움직임 있음.
   따라서, 기존 시가지와 연접해 있고, 일부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신주택단지의 주거수요를 감안한 울산을 대표하는(울

산형) 명품 건강주택단지 건립사업이 필요함.

□ 사업 주요내용

   울산도심 인근의 비도시지역(농촌지역) 중, 일부 양호한 주택들이 입지하고, 자연적 

조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건강주택건설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함.

    - 위치 :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일부지역 (예, 울주 범서 척과 반용, 상북 

산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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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기능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상업기능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이 입주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초 ․ 중 ․ 고등학교가 일체화된 단지를 조성함.

   특히, 독특한 경관 디자인을 통해 신주거지의 대표 경관시범단지로 인식될 수 있

도록 함.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친환경 건강주택단지 조성 입지 선정 및 추진

    - 사업의 추진은 민관 합동으로 추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

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친환경주택건설 지원정책 또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

고 있는 그린홈 200만호 건설사업의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추진방식 : 민간 + 지방 + 중앙정부(친환경주택 건설 지원 정책)
   2단계(2016~2020년): 추가적 건강주택단지 조성

□ 기대효과

   울산을 대표하는 신주거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를 활용한 주택단지 건설 사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정책을 반영함

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함.

   아파트가 아닌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요를 반영한 

고급형 주택단지 공급으로 볼 수 있음.

   비도시지역 개발을 양성화하고,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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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울산의 대표 건강주거단지 조성(안) 

6.5.6 울산특화거리 조성 : 고래특화거리의 조성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울산 남구 장생포(항)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고래박물관 및 고래생태체험관 등 고래 

관련 관광시설들이 개관된 이후, 울산 시민과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울

산의 대표 명소 및 거리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된 가로인 장생포로(울산

장생포초등학교인근~고래박물관인근) 주변지역은 공장, 주거 및 상업시설, 무질서한 

간판, 주차장 등으로 매우 혼잡한 느낌을 주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본 가로를 중심으로 공장 등 일부시설의 제한 및 가로경관의 정비를 통해 

고래관광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인근의 다양한 고래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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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장생포고래로를 울산의 대표 특화거리로 조성 및 육성

    - 위치 : 장생포고래로(울산장생포초인근~고래박물관 인근)
    - 연장 : 약 2km
   개발방향

    - 산업단지내 특화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주변 

산업단지의 경관 개선을 통해 가로와 주변 산업공간이 조화로움을 마련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임

    - 가로 반경 일정거리내 경관 보호를 위해 공장 등 특정 용도의 건축물의 제한 및 

간판, 색채, 보도, 주차장 등 통합적 정비를 통한 가로 전체의 통일된 디자인 마련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고래특화거리 지정 및 가로 경관 정비

    - 고래 특화거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 고래 특화거리 지정

    - 가로 경관 정비 및 주변 산업단지 경관 개선

   2단계(2016~2020년): 가로 정비와 연계한 주변 공간의 고래 특화 공간으로 조성

□ 기대효과

   공업지역내 특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인근 산업단지의 경관개선 효과를 비롯해 지역 

전체의 경관이 개선되는 효과를 이룰 수 있음.

   고래특화거리 조성 및 인근의 다양한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객들의 지속적 

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4-10> 고래특화거리 조성(울산장생포초등학교 인근~고래박물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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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울산 도심문화관광 거점지구 조성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울산중구 도심은 울산도시발전의 시발점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전체를 포함한 통합 계획을 추진하기 보다는 개별 가로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 미흡함.

    - 젊음의 거리, 보세거리, 만남의 거리 등 일부 가로를 중심으로 아케이드 등의 

정비를 하고 있으나 도심의 주요 가로를 통합 추진 미흡

   따라서 도심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놀거리, 쉴거리, 먹을 거리를 제공

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울산 중구만이 가지고 있는 도심 이미지를 강화하고 종합계획 수립하여 도시 환경을 

재정비하여야 함.

□ 주요 내용 

   울산초등학교~롯데캐슬가로 및 주변지역을 특성별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전통문화

유산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도심문화관광기능을 재창조하도록 함.

    - 공연문화 : 소극장, 공동 티켓 부스, 스트리트퍼니처, 이색 볼거리(관광마차

운행)
    - 테마거리: 전통시장, 상업시설, 위락시설, 먹자골목 등

    - 전통문화관광: 읍성복원길 역사 체험코스, 근대 문화골목, 음식점 탐방코스 등

   도심거리의 문화관광 콘텐츠화

    - 개별적인 특성화 거리 사업의 통합 추진을 통해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 재래시장(중앙시장, 옥골시장)~젊음의 거리~보세거리~역사문화중심거리(동헌~
울산초등학교(객사터)~울산읍성) ~먹거리 등을 연계하는 도심 내 문화 체험 

루트 구축

    - 울산 원도심의 장소 자산 발굴과 스토리텔링

   도심 재정비 및 리모델링 통한 인프라 구축

    - 쾌적한 보행 환경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의 지중화 사업 추진

    - 각 거점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주차장, 휴식공간 등의 편의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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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울산 도심문화관광 기능 재창조 지역 및 대표 거리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테마거리 시범사업 실시 및 기반시설 확충

    - 가로 특성을 반영한 테마거리 조성 및 시범사업 실시

    - 테마거리별 기반시설 확충

    - 사업추진방식: 지방정부(시비, 구비), 중앙정부(국비: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 관련)
   2단계(2016~2020년) : 추가적인 테마거리 조성 및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 기대효과

   울산 도심을 상징하는 역사문화, 전통과 연계한 차별화되고 특화된 쾌적한 테마거리 

조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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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생활환경 보전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중심지, 상업지, 역세권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탈피하여 작은 

마을을 대상으로 계획 초기부터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계획하는 마을 만들기 지구

단위계획 사례가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음.

   울산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유형은 주로 주택개발사업 위주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단

순화되어 있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구의 지정을 통하여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혹은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1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

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일부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물

리적 환경이 재개발, 재건축의 수준은 아님.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지 정비사업은 대부분이 

철거재개발형이며, 이러한 주택정비방식은 커뮤니티, 경관, 주거복지 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구내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생활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남구 옥동의 녹색주차 시범마을로 지정된 구슬마을도 일종의 살기좋은 마을만

들기의 사례로 볼 수 있음.
    -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하여 수복형 ‘주거환경 사업

관리사업’을 신설할 예정임.
□ 사업의 주요 내용

   기반시설이 양호한 저층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하며, 일부 노후주택 개량과 함께 

주차장확보, 녹지 확충, 가로경관 디자인 개선 등의 주거환경개선 시범지구를 조성

하는 사업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서, 일상생활지역의 개선사

항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사업을 통해 마을 특성을 살린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임.

   사업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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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직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정보 ․ 행정 ․ 재정지원 등을 포

함한 마을만들기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이 외에 지원계획 수립, 예산 책정,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체 교육연수, 전문가 파견, 사례현장견학, 활동 공간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주요 대상지역 : 10년 경과된 택지개발사업지구 혹은 도심의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및 시범사업 실시

    - 가로, 경관 디자인 마련

   2단계(2016~2020년)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가 사업 실시 

□ 기대효과

   기존 마을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주민들이 직접 계획에 참여함에 따라 주민의 실

질적 생활요구의 반영이 가능함.

<그림 4-12> 생활환경 보전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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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산업단지 정비 및 Brown Field의 지역자원화

□ 사업의 필요성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울산광역시의 발전을 선도하였으나, 지역내의 산업단지는 

공해로 대표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울산지역에서 산업단지는 주거지역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안 친수

공간의 대부분이 산업용지임.

   울산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공간에 각종 디자인사업 및 

문화사업을 통하여 경직된 산업단지에 특화성을 연출하고 쾌적한 근로환경과 지역

민의 정체성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지역의 주력산업의 변화에 따라 노후

화된 산업시설(Brown Field)을 지역문화측면에서 가치화하여 지역자원으로 활용하

고자 함.

□ 사업 주요내용

   위치 : 울산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공장 및 구역별 특성을 반영한 구역별·시설별 디자인가이드라인 및 시행방안 제시

    - 공장 및 구역별 특성 분석을 통한 구역별·시설별 디자인가이드 및 시행방안 제시

    -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 계획

    - 산업시설 디자인 가이드 계획

   산업자원의 특성을 살리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조성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계획수립단계

    - 경관요소 및 현황조사 및 구역별·시설별 디자인 계획 수립 

    - 문화시설 조성계획 수립 : 산업자원의 특성을 살리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조성계획 수립

   2단계(2016~2020년) : 사업시행단계

    - 지역별, 가로별 사업시행 : 색채사업, 식재 및 공원조성사업, 가로변 경관조성

사업, 문화시설조성사업

   3단계(2021~2025년) : 지역정착단계

    - 문화행사 유치 : 전시, 공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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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 

    - 장기적으로 산업구조변화 등에 따른 공장이전적지 및 쇠퇴한 산업시설의 활용계획 

수립

□ 기대효과

   매연, 악취, 혐오경관 등 부정적 공간이었던 산업단지를 근로자가 일하고 싶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울산지역의 중심지역으로 이미지 개선

   시스템뿐아니라 경관적으로도 쾌적한 생태산업단지의 외형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산업단지를 조성

   산업공간의 문화유산화로 산업구조의 개편 등 장기적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

6.5.10 생활형 하천수변의 생태문화여가공간 조성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울산의 하천 정비는 주로 태화강, 동천, 외황강, 회야강 등 울산 4대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울산 4대강 하천 정비는 주민들의 생활 공간과 직접적으로 연

계되는 생활형 하천으로는 보기 어려움.

   한편, 울산 도심 및 기존시가지 주변지역은 여러 소하천이 흐르고, 이들 소하천 

주변으로 대규모 주거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계

되어 있음.

   현재, 일부 소하천을 중심으로 생태문화 및 여가공간 활용을 위한 조성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도심 혹은 기존 시가지에서 많은 시민들이 여가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주민생활형 생태하천조성이 필요함.

   따라서 기존 시가지 및 도심의 주거 집지역 인근의 소하천 수변공간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문화, 여가, 레저공간으로 확충하는 것이 목적임.

□ 사업의 주요 내용

   현재 일부 하천(무거천, 여천천)을 중심으로 생태문화여가공간을 구상 중에 있으며, 

이외 척과천, 약사천, 명전천, 호계천, 천곡천, 송정못 등 울산의 도심 및 기존 주거지 

인근 소하천을 중심으로 생태문화여가공간으로 조성

    - 생활체육 : 자전거로, 보행로, 생활체육시설

    - 위락 : 소규모 놀이동산,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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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변공원조성 : 데크 및 운동시설

   주요 정비 대상 하천은 주거 집지역 인근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문화여가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나아가서는 울산의 녹색길, 물길을 연결하는 녹색물길 문화도시 네트워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소하천 생태문화여가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생태문화여가공간으로 형성이 가능한 소하천 선정

    - 하천별 특화된 공간 계획 수립

   2단계(2016~2020년): 추가적인 생태문화여가 하천 조성

   3단계(2021~2025년): 추가적인 생태문화여가 하천 조성

□ 기대효과

   주거 집지역의 생활형 하천을 시민을 위한 문화, 여가, 레저공간으로 활용함으

로써 부족한 여가공간의 대안으로 활용 가능

   기존 태화강을 중심을 조성중이거나 계획 중인 공원(언양문화수변공원-선바위공원

-구영들 수변공원-태화강대공원)과 네트워크를 형성

<그림 4-13> 생활형 하천의 수변생태문화공간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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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울산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행정구역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

제한구역내 총 51개 지역, 28㎢의 조정가능지역이 지정되어 있음.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은 시 ․ 군통합이전 도시외곽지에 입지하던 개발제한구역이 통합 

후 도시공간의 중간에 입지함에 따라 도시의 연담발전이 어렵고, 효율적인 도시공간

계획수립에 애로점이 많음.

    -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개발압력을 도시내부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개발제한구역

을 뛰어넘는 비지적 개발(Leap-frogging Development)형태의 난개발 발생은 

도시외곽의 보존되어야 할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변지역과 조화롭지 못한 도

시경관을 연출하기도 함.
    -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중간에 위치함에 따라 시가지의 확산을 방지하는 초기목적은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설정한 조정가능지역도 대부분이 

소규모, 부정형의 분산된 개발형태를 띠고 있어, 기존 시가화된 지역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상태임.

    - 기존 부정형의 조정 가능지를 개발하기 보다는 시가지와 인접해 있고 일부 우량

농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개발 가능지로 조정

하는 것이 필요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통해 울산의 주된 개발축과의 연계 및 기존 개발

제한구역내 개발 가능지(조정가능지역)의 합리적 조정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 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

□ 사업의 주요내용

   먼저, 울산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내 

개발 가능지와 개발 불가능지를 구분함.

    - 개발 가능지는 도시의 주요 개발축 및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조정하되, 
일부 개발 불가능지역이 포함되더라도 정형화, 일정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개발제한구역내 개발 가능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녹지 구역으로 나누고, 이들을 네트워크화시켜 인간과 자연환경을 연결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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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Green wedges)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그린웨지는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목적의 그린웨지(green wedges)로 구분하여 관리

    - 예를 들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다양한 생물서식지로 조성하여 생태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도시민의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 및 물리적 시설을 조성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구역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주민들이 다

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 개발제한구역 개발 가능지 파악을 위한 입지평가지표 개발 및 입지 평가

   2단계(2016~2020년) : 개발제한구역내 개발가능지의 개발계획 수립

   3단계(2021~2025년) : 개발제한구역내 개발 불가능지의 다양한 공원화 계획 수립

□ 기대효과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도시 난개발방지 및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개발제한구역 중 환경적 가치가 낮은 지역을 점진적으로 해제하여 합리적 토지이

용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도시개발 및 산업용지의 확보 가능

   개발제한구역 거주지역민의 장기민원 해소

6.5.12 오일허브 연계 금융도시 배후지 개발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울산항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하는 항만이며, 신항만 건설 추진으로 울산항의 액

체화물 하역능력 향상 및 컨테이너처리량 등의 항만기능이 강화되고, 최근 동북아 

오일허브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온산국가산업단지 주변 항만개발현황을 보면, 신항만 건설, 동북아 오일허브, 항만

배후단지개발, 동해남부선 복선화 건설, 신항만 인입철도, 신일반산업단지, 자유무역

지역 등 항만과 연계한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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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항만과 연계한 다양한 물리적 인프라는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대부

분 산업기능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향후 동북아 오일허브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는 금융 및 상업업무기능 등의 마련은 미흡한 실정임.

   한편, 자유무역지역, 신일반산업단지 배후지역은 기존 시가지와 항만과의 중간에 

입지하고 있어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근 개발의 영향으로 향후 

난개발이 예상되기도 함.

   따라서, 청량면 상남들 일원을 항만과 관련된 주변 산업기능을 지원하는 금융 및 

상업업무기능으로 확충하는 한편, 도시의 체계적 개발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항만 배후지로 개발하도록 함.

□ 사업의 주요내용

   항만배후지역 개발

    - 입지 : 울주군 청량면 일원

    - 규모 : 미정

    - 내용 : 울산 신항을 동북아 오일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배후지역을 금융 및 업무

지구로 육성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항만배후지 개발 계획 수립 (상업업무기능)

   2단계(2016~2020년): 첨단물류기능 추가 

□ 기대효과

   산업중심의 항만관련 기능과 더불어 금융 및 상업업무기능 등 서비스 기능 강화로 

고부가가치의 해양항만 ․ 물류중심지역으로 발전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공간 전체의 체계적 정비와 계획적 개발 유도 가능

6.5.13 해양 및 수변경관의 관광자원화 사업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울산은 바다와 강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안경관 및 수변

경관에 적합지 않은 시설들이 입지하기도 하고, 기존의 경관자원들을 서로 연계하

거나 친환경적 수변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관광자원화가 미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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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안경관의 경우 자연경관, 산업경관, 도시경관 등 각 지역별 우수한 경관에 차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관보존, 관리 및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울산의 해양 및 수변경관의 특성을 파악하여, 특성에 맞는 경관형성을 유도

하고, 경관자원들을 서로 연계하거나 수변개발을 통해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울산의 해양 및 수변경관에 적합한 경관특성을 파악

    - 울산의 주요 수변경관 및 해양경관에 대한 다양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을 통해 각 

권역에 적합 경관 특성을 파악함.
   울산의 해양 및 수변경관 특성에 적합한 수변(waterfront)개발 유도

    - 각 권역별 경관 특성을 서로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거나 각 경관에 적합한 수변

개발을 유도함.
   다양한 해양 및 수변경관자원과 수변개발을 연계한 관광자원화 실시

    - 기존의 다양한 경관자원과 수변개발을 연계해 관광자원화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해양 및 수변경관에 적합한 특성을 파악

    - 수변 및 해양 경관을 그 특성에 맞게 분류함 

    - 각 해양 및 수변경관 특성에 맞는 건축물, 공공공간, 가로환경시설물의 형태 및 

색책, 재질 등의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2단계(2016~2020년): 해양 및 수변경관에 적합한 수변 개발

   3단계(2021~2025년): 추가적인 수변 개발 

□ 기대효과 

   특성화된 해안 및 수변경관 형성으로 친환경 생태산업도시로서의 울산이미지를 제

고하며,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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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도시공간 및 디자인 분야 종합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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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사업명
단기

(2012~2015)

중기

(2016~2020)

장기

(2021~2030)

울산의 중심축 및 상징거리 조성

서부권 선사테마파크조성

자동차 복합문화단지 건립

첨단지식비지니스타운 조성

울산 대표 명품 건강주택단지 조성

울산 특화거리조성

울산 도심문화관광 거점지구 조성

생활환경 보전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산업단지 정비 및 Brown Field의 

지역자원화

생활형 하천수변의 생태문화여가공간 

조성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오일허브 연계 금융도시 배후지 개발

해양 및 수변경관의 관광자원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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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분야

7.1 현황

□ 초 ‧ 중등교육 분야 현황 

   울산시는 매년 한 학교에 한 학년 정도의 학생들이 역외로 유출되는데, 주로 특목고 

진학 학생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학교 단계의 우수인재 유출 현상이 심화됨.

학교

형태
자사고 외고 예술고 전문계고 일반계고 부산국제고 기타 계

인원 38 210 57 132 118 10 3 568

비율 6.7% 37% 10% 23.2% 20.8% 1.8% 0.5% 100%

자료 : 교육청 내부 자료, 2010

<표 4-14> 울산시의 학생 역외 유출 현황 자료

 

   이런 우수한 학생들의 유출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학력이 저조하게 나타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1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울산은 수리

「가」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이 전국 평균 이하임.

    -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교육과정평가원의 201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자료를 

보면 수능시험의 각 영역별로 상위 30개 시·군 현황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와 중구

가 수리「가」 영역에서 이 순위 안에 포함될 뿐 전체적인 학업성취도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전체 평균이 광역시 중 인천 다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국제화의 경향으로 외국인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도 다문화가정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외국인학교는 1948년 1개이던 것이 1999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 

기준 51개에 달하며, 학생수도 11, 574명에 달함. 외국인학교 학생수의 추이를 

보면 최근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내국인도 평균 32.7%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교과부, 2008)26) 
    - 울산시에도 다문화가정 수가 5,000여 가구에 달하며, 또 다문화사회, 글로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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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인해 외국인이나 중도입국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또 UNIST에도 

외국인 교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주요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외국인학교의 입학 자격은 외국인 부모의 자녀 또는 해외 거주기간 3년 이상 

내국인 자녀, 외국영주권 및 이중국적 소지자(단, 외국거주 3년 이상)
    - 울산 거주 외국인 현황 : 국적 및 인원 : 총86개국, 16,086명 

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캐나다 미국 태국 기타

16,086

(100%)

6,799

(42.3%)

2,402

(14.9%)

914

(5.7%)

537

(3.3%)

485

(3.0%)

366

(2.3%)

455

(2.8%)

314

(2.0%)

3,814

(23.7%)

<표 4-15> 주요 국가별 외국인수

체류자격

계

유학 
및

연수,종교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교수 
및지도,
특정활동

연수,
비전문,

선원 취업

관광취업,
방문취업

방문동거,거
주,결혼,동반,

영주
기타

16,086명

(100%)

786

(4.9%)

1,405

(8.7%)

892

(5.6%)

4,004

(24.9%)

4,489

(27.9%)

4,428

(27.5%)

82

(0.5%)

<표 4-16> 체류 자격별 주요 외국인 현황

   미래사회의 특징으로 전망되는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등이 심화되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음.

    - 지식기반사회와 정보화의 심화로 지식이 부의 원천이 됨에 따라 지식창출 능력의 

유무에 따라 국가간, 지역간, 사회계층간 지식 및 정보의 격차가 초래되고 이는 

다시 부의 격차로 귀결될 것임.(김영철 외, 2006)27)
    -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고소득층에 의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함으로써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것임.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2009)이 공동으로 전국 초・
중・고교 학부모 약 3만 4천명을 조사한 결과, 월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계층의 

사교육비는 월 47만 4천원으로 100만원 미만 계층(5만4천원)의 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6)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로 본 학교이야기, 2010-10-1.

27) 한국교육개발원(2010), 미래교육비전 연구, p.6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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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계층의 양극화는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나타남. 울산시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 현황 및 중도입

국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1 2 3 4 5 6 계 1 2 3 계 1 2 3 계

다문화 62 52 61 66 51 57 349 32 19 11 62 6 6 7 19 430

모가 외국인 54 47 60 61 50 57 329 28 18 12 58 5 6 4 15 402

<표 4-17> 다문화 가정 자녀 재학 현황(2010년)

□ 고등교육 분야 현황

   UNIST의 유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조계층을 양성하는 것은 미흡함.

    - 과학, 기술 등 R&D분야 핵심인재 육성 및 건축, 디자인, 교육, 예술, 음악, 엔터

테인먼트 분야에 종사하는 창조계층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 부족함.
    - UNIST는 충청권(KAIST), 호남권(GIST), 대경권(DGIST, POSTECH)과 

비교해 인구, 생산액, 수출액, 항만물동량 등 기반은 월등하나 연구 및 교육여건은 

열악함.
    - 그러나 UNIST는 이미 차세대 성장동력인 원자력, 2차전지, 그래핀 등 각 분야

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UNIST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불리한 여

건을 개선하면 동남권 R&D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이 

될 수 있음.
□ 평생교육 분야현황

   울산광역시는 평생학습 진흥조례(2008.10.16 조례 제997호)를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광역단위의 평생학습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내 평생

교육팀을 두고 도서관 업무와 평생교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광역단위의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이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으며, 
현재는 구 · 군의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울산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은 387개이며, 프로그램 수는 3,594여개에 달함. 평생교육은 

주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52

구분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학교형태

평생교육기관

합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기관수 13 14 9 10 12 228 55

프로그램수 111 205 115 202 70 373 348

구분

학교부설

평생교육

기관

사업장부설

평생교육

기관

언론기관

부설 및

지식·인력

개발사업

관련 평생

교육기관

사회복지

평생교육

관련기관

문화교육

평생교육

관련기관

여성교육

평생교육

관련기관

기타

평생교육

관련기관

기관수 

387

프로그램수

 3,594
기관수 3 8 2 16 9 4 4

프로그램수 68 1,186 13 373 348 158 24

자료 : 울산발전연구원. 2011울산평생진흥 시행계획, 2010

<표 4-18> 울산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현황

   광역단위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사업추진 주체 미흡

    - 울산의 평생교육은 여전히 여성중심, 취미교양오락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퇴직인력 활용에 대한 프로그램 부재

□ 도서관 분야현황

   울산시립도서관 건설로 교육과 문화의 중심 역할 수행

    - 창조도시는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도서관을 통해서 창조성을 

생성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구축 필요

    - 2010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도서관 수는 759개관이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67%,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30%임

   울산시는 공공도서관이 11개(전국평균 47)로 도서관 인프라가 전국 최저 수준. 정

부는 2013년까지 인구 5만명당 1개관 확충 계획(총 900개관)이며, 지역 도서관 지원 

및 협력 등을 위한 대표도서관 설립·운영을 유도하고 있음.

   과거의 공공도서관은 정보의 수집ㆍ저장ㆍ제공 등과 같은 지식의 전달자의 역할에 

그쳤지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공공도서관은 지식관리의 역할과 문화공간의 제공 

등 운영 및 인식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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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천명)

공공

도서관수

1관당 

인구수

장서수

(천권)

1인당

장서수

건물

연면적(㎡) 

1,000명당 

면적(㎡)

좌석수

(석)

1석당

인구수

50,516 759 66,556 70,713 1.40 3,415,417 68 317,820 159

<표 4-19> 전국 도서관 현황

인구

(천명)

공공

도서관수

1관당 

인구수

장서수

(천권)

1인당

장서수

건물

연면적(㎡) 

1,000명당 

면적(㎡)

좌석수

(석)

1석당

인구수

1,126 11 102,391 1,182 1.05 23,797 21 5,214 216

<표 4-20> 울산 도서관 현황

구분 계 행정 사서 기능 계약 상용 별정

계 140 22 58 49 4 6 1

주. 총 사서수 : 62명(공공도서관 58, 시 1, 북구 1, 교육청 2,)

<표 4-21> 울산시 공공도서관 인력 현황(2011년)

  

7.2 SWOT 분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 교육정책 실행이 용이한 적정 도시 규모

- UNIST 등 지역의 우수대학 유치 및 우수인력 배출 가

능성 증대

-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증대 및 자치단체의 높은 관심

- 지역민의  경제적 안정과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

- 교육문화 관련 사업 추진 주체 부재

- 사교육 중가로 인한 교육 격차 심화

- 지역 내 교원양성  양성기관 부재

- 지역 내 교육훈련 양성기관 부족

- 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부족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

-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른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만

들기 확산

- 특성화학교 신설에 따른 인재 역외 유출 감소

- 혁신지구 건설로 교육・문화 환경 개선 전망

-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

- 기업체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심 증대

- 고령퇴직자 인생재설계에 대한 관심 증대

- 울산광역시시립도서관, 미술관 등 교육문화 인프라 확대

-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아동 인구 감소

- 지역 내 인문사회 분야 인재양성 기관 부족

-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낮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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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창조도시 패러다임의 적용

   Florida(2008)는 좋은 도시의 요건을 3T [Technology(기술), Talent(인재), Tolerance

(관용)] 라고 보고 있으며, 혁신과 첨단기술이 집중되고, 학사학위 이상의 교육수

준과 다양한 삶의 방식과 인종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담론하고 있음.

   또한 창조도시는 창조계급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창조계층의 입지로 3T가 모두 

있어야 하며, 창조계층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유입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관용을 그

리고 창조계층이 유의미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게끔 하는 역할 부여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음.

   따라서 창조계층의 성장과 유입을 위해서는 울산시의 교육여건 및 인프라가 초, 

중등교육부터 시작해서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전 생애, 전 영역에 걸쳐 

폭넓게 구축되어야 할 것임.

   또한 그간 울산이 이룩해 놓은 산업도시로서의 지속적 발전은 지역산업의 지속적 

성장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자원의 활용, 새로운 사회여건에 적합한 고급기술인력의 집적화 및 유치

노력, 유인 방안은 창조도시화를 위한 기초여건이며, 창조인력이 있는 곳으로 기

업이 찾아가는 기초여건을 충족하는 창조자원이 절실히 요구됨.

   이에 따라 초 ․ 중등교육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보하는 정책이 요구됨.

   고등교육에서는 R&D분야의 창조적 핵심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 공공

기관 ․ 기업체간의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협력시스템구축과 창조계층 양성을 위한 

중등 후 비고등교육 단위의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정책을 제시함.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평생교육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창조계층 양성을 위한 교육, 

정보, 커뮤니티, 창업과 취업 등을 다양화하고, 산업 ․ 과학 ․ 기술기반 울산형 창조

도시 네트워크를 조성할 필요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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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비전과 전략

7.4.1 비전

□ 창조적 핵심인재 육성 및 유치로 명품 창의학습도시 실현

7.4.2 전략

   초 ‧ 중등교육 분야 : 글로벌 창조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 다양한 형태의 학교 인프라 구축으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 융 ‧ 복합형 창의인재 양성

    - 정보화 격차에 따른 교육소외 현상 및 양극화에 대응

   고등교육 분야 : R&D 분야, 디자인, 교육, 예술 분야의 창조계층 양성

    - UNIST에 R&D 분야 창조적 핵심 인재 양성 기반 마련

    - 대학, 공공기관, 기업체 간의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산학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

    - 창조계층 양성을 위한 중등 후 비고등교육 단위의 전문교육기관 운영

   평생교육 분야 :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중 ‧ 장년층 인생 재설계

    - 창조계층 양성을 위한 교육, 정보, 커뮤니티, 창업과 취업 등 다원화

    - 산업 ‧ 과학 ‧ 기술기반 울산형 창조도시 네트워크 조성

   도서관 분야 :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창조계층 양성의 중심 역할

    - 창조도시 울산의 미래를 담은 문화‧교육‧지식의 보고로서의 도서관

7.5 주요 추진 사업

7.5.1 다양한 형태의 학교 인프라 구축으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울산시는 2009년 기준 568명의 중학생들이 타시도에 있는 학교에 진학했으며, 이들 

중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 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진학 학생은 258명으로 전체 

대비 43.7%에 이름.

   타 시도에 진학하지 않고 울산 관내의 자율형 사립고(현대청운고)와 과학계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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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울산과학고)에 진학하는 학생 수인 105명과 대비하여 볼 때, 이 258명

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은 인원임을 알 수 있음.28)

   이를 볼 때 울산지역의 학생들은 학교선택권이라는 관점에서 선택의 제한이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우수학생의 타지 유출이라는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현상을 유발시키고 있음.

   또한 혁신도시 내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사업의 주요 내용

   자율형 공(사)립고 설립

    - 우정 혁신지구 내 자율형 공, 사립고 설립으로 우수학생들의 역외 유출을 방지

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 정착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외국인학교 설립 

    - 교육국제화의 측면에서 외국인학교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울산시의 학교형태를 

다양화하는 하나의 상징적 요소라 할 수 있음

   국제중학교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 2014년 울산 강동지구에 계획되어 있는 국제중학교 설립과 이와 연계한 국제고

등학교 설립 등 검토

    - 국제학교는 설립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기업도시개

발특별법 : 고등교육기관만 설립 가능)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 

정주여건 개선 목적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및 내국인(해외거주 요건 제한 없음)이 입학 가능

    - 현재 광양 STC-Korea('08), 대구 국제학교(‘10.8),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10.9)가 있으며, 부산 FAU('11.3)개교 예정, 뉴욕주립대 등 11개교 유치 중

   학습자원센터(learning resource center) 운영 

    - 학습투어버스 운행 : 울산시에 있는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도서관 등을 초등

학생이 방문하려면 부모나 교사와 동행할 수밖에 없음. 학습자원센터에서 이들 

시설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투어버스를 운행하고 이들 

학습자원센터를 통해서 각종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가능하게 함 

    - ‘울산’ 앱 어플리케이션 제작 : 울산시의 여러 유적과 유물, 산업, 환경 관련 자

28) 울산발전연구원, 고등학교 교육체제 재구조화 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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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을 학습 자료로 활용 가능 하게끔 앱 어플리케이션 제작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혁신도시 내 우수학교 유치 

   2단계(2016~2020년) : 초 ‧ 중등 학력 신장 및 지역인재 역외 유출 현상 방지

   3단계(2021~2030년) : 우수 학교 인프라 구축으로 우수 인재 지역 내 유입 정책 

□  기대효과

    우수학교 유치로 초‧중등 학력 신장 및 지역인재 역외 유출 현상 방지

    초·중등 교육에 지역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울산시에 대한 애향심 강화 

7.5.2  초·중등 대상의 융·복합형 창의인재 양성

□ 사업의 배경과 목적

   과거의 인재관, 전략의 한계로 르네상스형29) 인재양성을 위해 통섭적 상상력을 위한 

교육 필요

    -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부분을 넘어 전체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형, 컨버전스형 

핵심인재가 요구됨30)
    - 초영역, 전천후 인재들에 의한 집단창의력이 요구됨. 따라서 특성이 서로 다른 

인적자본을 보유한 인력을 많이 유지하는 것이 경쟁력이 됨(Lengnick-Hall, 
Texas University)  

   제2차 과학기술인력육성지원 기본계획(안)에는 초중등 STEAM31)교육을 통해서 창

의성과 예술적 소양을 겸비한 과학기술 인재의 저변 확대 방안 마련

    - 수학 ‧ 과학 교육과정 개정 시 교과내용과 수준을 핵심 역량위주로 조종하고 기술

‧ 공학, 예술과목과 상호 연계 강화 

    -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이 조화된 인재양성을 위해「과학예술영재학교」선정

29) 21세기형 르네상스형 인간 “시대의 유형을 꿰뚫어보고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을 보이며 이를 자

신의 지식 분야와 통합시키는 사람”(Orit Gadiesh, Bain & Company)

30) “만화경식 사고(Kaleidoscopic thinking : 복잡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사고의 방식)의 

중요성 대두” (Gary Hamel, London Business School)

31) STEAM은 과학기술분야의 교육을 위한 STEM교육에 A. 즉, “예술(Arts)”를 추가한 것이다. STEAM

이란, 즉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이러한 다섯 가지 전통적 학문영역들의 통합적 구조화를 시도하는 

교육학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Yakma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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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주요 내용

   울산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 예술영재교육은 실기전문인 양성이라는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국가의 예술 

기반 창의인재양성이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변화

    - 이를 위하여 전문적인 심화교육뿐만 아니라 창의적·융합적 교육과정의 조화가 

중요함. 현재 예술의 영역이 다변화되고 있고, 과학, 기술, 생명, 환경과의 융합·
통섭을 통하여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수학과 과학분야 영재이면서 동시에 예술영재인 다중영재들에게 그들의 

예술적 재능을 사장시키지 않고 계발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 제공 

   UNIST예술영재교육원(디자인과 IT분야 융합 예술영재 양성) 지정

    - UNIST의 과학기술분야(디자인분야 특화)의 자원을 활용하여 예술분야의 잠재

능력이 있는 초·중등학생들 대상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관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정 사업에 공모 신청 

가능

   특성화고-지역 연계 창조활동 프로그램 확대

    - 현재, 울산애니원고등학교나 울산예술고등학교 등 예술, 디자인, 컴퓨터게임개발 

분야 등 창조산업 관련 인력을 육성하고 있는 고등학교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작 활동을 수행 

    - 울산시 브랜드 창작 활동 및 전시, 보급을 위한 축제 개최 등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울산과학예술영재학교 지정 또는 설립 추진 

   2단계(2016~2020년) : 특성화고-지역 연계 창조활동 프로그램 확대 추진

   3단계(2021~2030년) : 초 ‧ 중등 예술과학 문화 확산 및 브랜드화 구축

□  기대효과

   울산시의 IT 활용 예술분야 및 디자인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조기 교육  

   울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디자인 특화 예술영재교육원으로 성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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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재단법인 행복한 학교 설립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미래사회의 특징으로 전망되는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등이 심화되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음. 지식기반사회와 

정보화의 심화로 지식이 부의 원천이 됨에 따라 지식창출 능력의 유무에 따라 국가

간, 지역간, 사회계층간 지식 및 정보의 격차가 초래되고 이는 다시 부의 격차로 

귀결될 것임.(김영철 외, 2006)32)

    - 초등학생들 대상의 질 높은 방과 후 교육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 하고, 사교육비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33)

□ 사업의 주요 내용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에 1개 이상의 방과후 학교 사회적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울산시도 비영리기관의 재단법인 행복한 학교 설립을 검토

   방과후 학교를 사회적 기업으로 추진 할 시 사회적 목적 견지 기능, 투명한 운영,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 등과 같은 장점이 있음. 반면 수입모델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으나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재)행복한 학교 재단의 방과 후 학교 성공은 공교육 보완과 저소득층 아이 돌봄 

기능, 우수강사 확보, 학교장의 지원 및 학부모의 선호도 등이 수반될 때 가능성이 

높아짐

   (재)행복한 학교는 교과 프로그램보다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야 함. 

즉 체육, 음악, 미술 활동과 같이 체력, 인성, 예술성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주력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방과 후 학교 설립 추진단 구성 

   2단계(2016~2020년) :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단계(2021~2030년) : 다른 형태의 방과 후 형태 구축 가능

32) 한국교육개발원(2010), 미래교육비전 연구, p.67에서 재인용

33) 2010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학생의 63.3%(4,573,385명)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방과후학교가 학교현장에서 처음 적용된 2006년 이후, 2006년 42.7%, 2007년 

49.8%, 2008년 54.3%, 2009년 57.6%, 2010년 6월 63.3%의 비율로 학생 참여비율은 꾸준히 증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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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감소, 교육 불균형 현상 해소 

7.5.4 울산 교육 나눔(기부) 운동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지자체, 대학, 학교, 동아리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

봉사단체 운영

□ 사업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34)’이나 조지 루카스 재단에서 운영하는 에듀토

피아35)는 대표적인 배움을 통한 교육 기부 또는 나눔 운영 재단이라 볼 수 있음. 

   에듀토피아는 교육적 수혜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교재개발과 수업, 교수학습자료 

개발, 학력평가지원, 프로젝트 학습, 통합교과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지원을 하고 

있음.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교육 기부 운동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협약 체결

   2단계(2016~2020년) :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단계(2021~2030년) : 학습지원과 더불어 나눔 문화 확산 구축

□  기대효과

   교육 불균형 현상 해소 

   기부 문화 정착

7.5.5 취약계층 자녀 및 부모 교육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취약계층의 자녀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

34) http://www.edushare.kr

35) http://www.edutop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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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운영

□ 사업의 주요 내용

   취약계층 대상 인문‧예술교육

    -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와 같이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교

육과 예술교육이 이들의 정서적 함양 및 인지 능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입증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 지역의 작은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등에서 교육이 가능하며, ‘We 
start’ 프로그램, 교육복지 프로그램 등과 연계

    - 대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지역민의 자원봉사활동과 연계 

   취약계층 부모 대상 교육

    - 부모-자녀세대모형(two-generation model), 미국의 Even Start 프로그램과 

같이 부모의 역량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아교육기관의 시설과 설비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재원을 지원

   다문화학교 설립

    - 다중언어교육과 수준별 맞춤학습으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울산을 이끌어 갈 

외교, 정치, 문화 등 분야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수도권 첫 다문화학교 ‘지구촌국제학교’(서울 오류동) 개교, 한국다문화학교(안

산시 소재, 2012년 개교 예정, 현재 임시 개교)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자치단체, 학교, 기업 등이 연계된 취약계층 대상 교육 저변 

구축

   2단계(2016~2020년) : 다문화 학교 설립 등 교육 인프라 구축

   3단계(2021~2030년) : 취약계층의 실질적 학력 신장 및 진로 등에서 성과 도출

□  기대효과

   소득에 따른 교육의 불평등 해소 및 취약계층의 탈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해소

   교육에서부터 사회 전 분야로 나눔 모델 확산으로 실질적인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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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산학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

□  사업의 배경과 목적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합화 경향에 따라 기존의 공학교육으로는 미래 성장을 견

인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한계가 있음.

   혁신도시에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36)과 지역대학, 기업 등과 연계한 공학교육 혁신 

강화 

    - 미국의 경우 공학교육혁신(Educating the Engineer of 2020 : Adapting 
Engineering Education th the New Century)이 미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인식하고 국립과학재단(NSF), 공학교육연구단(EEC), 
미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인증을 중시하고, 미 전역에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설립

□  사업의 주요 내용

   울산시 - 지역 대학 간 산학협력 사업

    - 향후 10년 후 기업에서 요구하게 되는 유망과학기술직종37)에 분야에 대한 체계

적 교육을 위해서는 울산시와 대학 간 공학교육 혁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울산시는 지역대학의 특성을 살려 산학협력, 다학제 간 연구 및 교육 등 공학교육

과정 개편을 지원하여 울산시-기업체 맞춤형 공학인력 양성 추진

   울산지역의 보건대학 연계 첨단의료공학 전문인력 양성 사업

    - 향후 10년 이후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용품 서비스업이나 의료공학 

전문인력을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집중 육성 

   지역 내 대학 등을 기능인력 양성 전문기관 지정

    - 울산과학대학과 폴리텍대학 등을 기능·기술인력 양성의 중심기관으로 지정하고, 
품질명장, 기능장 등의 배출 및 특성화고등학교와 기업체 간 클러스트 사업 

시행 

36) 혁신도시에 10개(에너지기능군 4개, 노동복지기능군 4개, 기타 기능군 2개) 

    -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립방재연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한국산재의료원, 근로복지공단에 흡수 통합

37)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제시한 과학기술분야 10개 신직업군은 금융공학전문가, 인지 ‧ 뇌공학

전문가, 녹색 ‧ 에너지 전문가, R&D 기획 ‧ 관리 ‧ 평가 전문가, 생명 ․ 의공학 전문가, 로봇전문가, 정보

시스템 전문가, 사이버 ․ 네트워크 전문가, 헬스케어 전문가, 항공 ․ 우주 ․ 선박 전문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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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공공기관 연계 인력 양성 사업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울산시에 이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 관련과 중소기업 지원에서 다양한 사업

들을 추진하고 있음. 주로 평생학습능력개발, 자격시험, 숙련기술장려, 국제협력, 

외국인고용지원, 해외취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  사업의 주요 내용

   울산지역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취업과 창업분야에 유기적인 협력 관계 가능

하고 실질적인 사업 도출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UNIST 연계사업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울산시의 기관과의 협력사업 도출을 다양한 방면으로 모색 

   인력양성 수요조사,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인력양성 및 배분, 활용 등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지역 내 대학의 전문성 확보 노력

   2단계(2016~2020년) :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치단체, 대학 간의 클러스터 형성

   3단계(2021~2030년) : 울산지역 대학들의 각 분야별 창조인제 양성을 위한 중심 

역할 수행

□  기대효과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기업체를 활용한 산학연계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울산시의 

미래 창조 핵심인력 양성 중추 역할

7.5.8 중등 후 비고등교육38) 단위의 전문교육기관 운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전통적 양성훈련 분야의 직업교육훈련39)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필요한 

38) 유네스코의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1997)은 ‘중등후 비고등교육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을 후기 중등 이후의 교육으로서 학위를 전제로 하는 교육

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교육과 연결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내용을 갖는 교육

훈련은 전통적으로 직업훈련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고등교육에 연계

되는 교육과 직업세계로 연계되는 교육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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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기술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대학진학이 이미 80%가 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점차 고도의 

전문인력을 요구함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의 직업교육훈련 방식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현재의 노동시장은 고숙련인력 수요 증가와 단순인력 수요 감소라는 형태로 양극화

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양성해 내던 반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더구나 울산시의 경우 지식서비스분야와 생산자서비스분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이들 분야에 대한 기업체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이들 인력에 대한 전문직업교육은 대학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2009년 기준 울산시의 노동부 관할 직업교육훈련기관은 62개가 있으나 

서비스분야의 교육기관은 9개임. 그러나 이들 기관들도 요리와 제빵, 미용 등의 

분야에 치중되어 있음.(노동부 워크넷)
    - 따라서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숙력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의 주요 내용

   디자인 아카데미, 엔터테인먼트 아카데미 등 운영

    - 울산시는 인문사회‧예술분야 기반이 취약함. 따라서 울산시와 기업이 연계한 예

술과 문화분야로 특화된 아카데미 운영

    - 이러한 형태의 아카데미는 창조계층 양산을 위한 중추 역할을 담당할 것임. 주로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영상, 컴퓨터게임 개발 등의 분야에서 가능

   디자인 팩토리 운영

    - 지식서비스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팩토리 운영 : 작품제작의 기획, 
제작, 홍보, 판매 등에 대한 원스탑 시스템으로 대학, 기업, 교육생들간의 연계 

   지식서비스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지역인재육성 사업

    - 울산시는 2005년부터 지역인재육성 사업을 울산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센터를 

통해서 진행해 오고 있음. 이 사업에서는 울산지역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

39) West(1999)는 직업교육훈련의 종류를 초기직업교육훈련(IVET: inti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계속직업교육훈련(Continuous VET), 실직자직업교육훈련(UVET)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초기직업교육훈련은 의무교육을 마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학교에서 제공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교육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한다. 계속직업교육훈련은 성인 재직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현재 

직무에서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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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지원하지 않거나, 대학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과 취업 연계를 진행하고 있음.
    - 향후에는 울산시의 디자인 인력, 출판인쇄디자인, 영상물·미디어 제작 등 생산자

서비스 및 지식서비스분야 인력양성 사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지식서비스분야 인력양성 및 거점시설 구축

   2단계(2016~2020년) : 지식서비스분야 맞춤형 교육 실시

   3단계(2021~2030년) : 교육훈련과 고용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조정 역할 기관

설립

□  기대효과

   세계적 수준의 전문 직업 인력 양성 및 창조 계층 양산

   지식서비스분야의 교육훈련, 취업, 재취업 등에 대한 원스톱 모형 구축으로 교육 

및 고용의 효율성 증대

7.5.9 울산광역시 창의지식재단 설립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울산광역시는 그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기반 인프라 등 하드웨어 측면에 주

력해 왔음. 이를 ‘피지컬 행정’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멘탈 행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멘탈 행정은 지식-예술-문화-교육-인문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의사소통의 

통로를 의미함. 멘탈 행정의 실현은 학습을 통하여 가능하며, 학습이란 인간의 멘탈 

구조를 바꾸는 일임.

   울산은 우리나라 ‘피지컬’의 대명사였음. 이제 학습을 통해 ‘메타-피지컬’로 성장하

려고 함. 즉 삶의 형이상학적 의미생성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하려 함. 울산에 사는 

것만으로도 정신생활의 풍성함과 긍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존의 강철구조 위에 

지식-예술-문화-교육-인문의 구조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음.(한숭희, 2010)40) 

   이러한 교육의 구조는 평생교육이라는 형태로 일컬어지며, 평생교육은 시민에게 

학습기회를 전사회적으로 개방하고, 시민들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이 가능하도록 

사회 전반의 교육시스템의 수준과 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목적이 있음.

40) 울산발전연구원, 2011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시행계획, 2010.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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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OECD, UNESCO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21세

기를 지식사회, 평생학습의 세기로 규정하고 다양한 계층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체계

적인 평생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사업의 주요 내용

   울산시의 지식, 교육, 문화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형

태의 기관이 필요함.

   울산시는 인구규모나 기관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평생교육진흥원만의 별도 

조직은 규모의 경제상 한계가 있으며, 이미 타 시도에서 구축되어 있는 시립도서관, 

공무원인재개발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등도 없는 상태임.

   울산광역시창의지식재단은 기존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의 일부

기능, 평생교육진흥원41)과 울산시민대학, 울산인재개발원(공무원 교육), 문화콘텐츠

진흥원, 창조도시센터, 장학재단42) 등의 업무 기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복합

기능의 조직임.

   2016년 완공되는 울산광역시시립도서관에 이 조직을 배치 가능

    - 세계적인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은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민간재단 중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단이며, 운영 목적은 

국제적 보건의료 확대와 빈곤 퇴치,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교육 기회 확대와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임. 공공도서관 확충과 같은 사업들도 수행하고 있음.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창의지식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2단계(2016~2020년) : 창의지식재단 내에 기존의 조직 통합 

   3단계(2021~2030년) : 창의지식재단 역할 강화 

41) 2008년 평생교육법 개정에 의해 시 ․ 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조항이 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었으나 사업실행기구 역할을 담당할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이 운영되어야 함. 울산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은 평생교육기회 정보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울산시민대학 운영),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저

소득층 평생교육지원, 학습계좌제 운영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통계 조사 자료, 기관지원 평가

지도, 평생학습축제 등 사업지도, 학습동아리 육성 등  

42) 울산시의 장학재단과 장학지원 현황(2010.11 기준)을 보면, 경암문화장학재단을 비롯 24개의 장학

재단이 있으며, 이 기관들의 기본재산은 161,633백만원, 2009년은 2,181지원에 557,136만원, 2010년 

594,934만원으로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제4장 분야별 계획 ∙  7. 교육분야 ∙

267<그림 4-15> 창의지식재단 조직(안)

□  기대효과

   창조도시로서의 울산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새롭게 재정립

   평생교육 등 울산광역시의 소프트웨어 측면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담당하는 기능으로 

정책의 효율성 제고

7.5.10 울산형 시민대학 운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울산형 시민대학은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시민대상 평생학습 기관으로 시민의 지적

․ 정의적 수준 함양을 목적으로 함.

   울산형 시민대학은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와 민간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

램과는 차별화되어야 함. 즉, 기존의 평생학습기관의 프로그램이 여성중심의 교양 ‧
취미‧오락 중심이라면 울산형 시민대학의 프로그램은 남성과 재직자의 비율을 높

이고, 재취업이나 직업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 되어야 함.

   또한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이주여성 또는 이주노동자, 취약계층 중심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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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해야 함. 독일뮌헨시민대학은 수강신청자가 20만명, 수강과목이 13,500여개 

개설되어 있음. 세계화와 유럽통합이 진전되면서 외국인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는 

독일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위해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음.

□ 사업의 주요 내용

   울산형 시민대학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외국어 프로그램,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함양, 지역리더 육성, 환경교육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설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스포츠, 문화, 여가 활동과 

취미 수준에서부터 전문가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과 범위를 확대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울산형 시민대학 운영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2단계(2016~2020년) : 시민대학 인프라 구축 및 공간 마련

   3단계(2021~2030년) : 시민대학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기대효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시민공동체 의식 함양, 사회통합 기능 강화

   시민의 직업능력 제고

7.5.11 도서관을 활용한 창조계층 양성 사업

□ 사업의 배경과 목적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70% 이상이 성인임을 고려할 때, 도서관 업무는지방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생활행정의 성격에 부합하며, 최근에는 성인 중심의 평생

학습이 도서관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식관리 ․ 문화공간의 성격이 강함.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기존의 초‧중등 학생 대상의 교육기능보다는 점차 생활편의

센터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어 도서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원화하여 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음.

□ 사업의 주요 내용

   울산광역시 시립도서관 건립

    - 도서관법 전면개정(’06.10.4)과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제정(’10.4.15)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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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표도서관 설립·운영제도가 완성43)되고,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따라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교육공간으로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해 2016년 400억원의 예산규모로 15,000㎡의 규모로 시가 직영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임.
    - 따라서 울산광역시시립도서관 추진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

야 함.
    -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외의 울산시립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추진체계 강화, 광역단위의 성인대상 평생학습기능 강화, 도서관 지원기반 

확대를 위한 민간파트너십 구축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함.
    - 무엇보다도 울산시립도서관은 울산시의 교육 ․ 문화 ․ 복지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울산시의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도서관 운영 방안을 설정

해야 함. 따라서 앞서 제시한 울산교육문화재단(가칭)의 추진 인프라도 시립도

서관에서 가능함을 제안함.
    -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방대한 소장자료를 갖출 수도 없으며, 이제 더 이상 도서

(圖署)의 보존 기능이 필요한 것은 아님.
    - 그리고 기존의 공공도서관이 열람실의 기능이 강조되었다면, 최근에는 열람실의 

기능보다는 자료실 내에서 자유롭게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멀티기능형 좌석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함.
    - 일반적인 자료의 열람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을 활용하고, 울산

시립도서관은 타 공공도서관에서 구비할 수 없는 자료들이나 특히 과학산업비즈

니스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특화시켜야 함.
    - 그러나 울산시민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대표도서관의 기능을 하려면 각종 세미나, 

교육,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교육공간을 마련하고, 특히 울산시민대학 

강좌를 유치하면 울산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현재 울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창업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

지원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 울산광역시시립도서관 내에 마련하면 각종정보와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음. 네트워크 활성화방안으로는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잡 카페(job-cafe) 형태를 제안할 수 있음.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 역할 강화

43) 대표도서관의 업무(도서관법 제23조) :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도서관 관련 조사 ․ 연구, 지역의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 이관자료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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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의 공공도서관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

야 함.
   지역의 작은도서관 확대 사업

    - 울산시에는 마을문고 67개관과 작은도서관 17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의 경우 

12개관이 울주군에 있으며, 중구에 1개관, 남구에 1개관, 동구에 2개관, 북구에 

1개관이 위치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용도가 높으며, 지역주민의 가장 기초적인 

평생학습과 네트워크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음. 따라서 작은도서관은 학습동아리

활동과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수와 개방성이 확대되

어야 함.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울산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위한 홍보

   2단계(2016~2020년) : 울산시립도서관 건립 및 작은 도서관 확충을 통한 인프라 

구축

   3단계(2021~2030년) : 울산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에 이르기까지 공공

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의 체계화

□  기대효과

   울산시립도서관은 창조도시 울산의 미래를 담는 문화·교육·지식의 보고 역할을 

수행

   울산광역시의 대표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이 확충되고 그 기능이 특성화

되어 울산시민의 지식 향상 및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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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사업명
단기

(2012~2015)

중기

(2016~2020)

장기

(2021~2030)

다양한 형태의 학교 인프라 구축으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초·중등 대상의 융·복합형 창의인재 

양성

재단법인 행복한 학교 설립

울산 교육 나눔(기부) 운동

취약계층 자녀 및 부모 교육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산학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공공기관 연계 인력 

양성 사업

중등 후 비고등교육 단위의 전문교육기관 

운영

울산광역시 창의지식재단 설립

울산형 시민대학 운영

도서관을 활용한 창조계층 양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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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화분야

8.1 일반현황

□ 정보화 지수

   인터넷 이용률(85.0%) : 전국 1위(전체 78.0%)

   컴퓨터 이용률(86.8%) : 전국 1위(전체 78.5%)

   컴퓨터 보유율(87.7%) : 전국 2위(전체 81.9%)

□ 홈페이지 이용현황

   홈페이지 수 : 44개

   총 방문자 현황(2011년) : 9,953,184명(일평균 27,269명)

   주요홈페이지 방문자수

□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운영현황

계
(개소)

교육/문화시설
(가족문화센터,
여성회관 등)

체육/
공원
시설

복지
회관

예식장
주민
자치
센터

청소년 기 타

151 26 37 22 3 46 12 5

<표 4-22>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운영현황(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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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강 좌 공 연 대관시설 체육시설

3,278 2,743 361 120 54

<표 4-23> 서비스 제공종수(2011년)

<표 4-24> 온라인 예약현황

구  분 누 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4~12월)

건  수 320,644 83,260 83,732 50,523 33,250 28,726 27,125 11,800 2,228

금  액
(백만원)

12,712 3,354 3,432 1,949 1,419 1,177 925 389 67

8.2 SWOT 분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 지역 내 4대 전략산업 건재

- 인터넷 이용률(85.0%), 컴퓨터 이용률(87.1%), 컴퓨터 

보유율(88.1%)

- 대기업 중심의 집적경제가 잘 형성되어 있어 울산지

역 경제성장의 모태로 기능

- 정보자원의 연계⋅공동활용의 미흡

- 수용자 중심 통합 연계 서비스 부족으로 활용률 저조

- 우수한 IT인재, 기술자 부족

- 인터넷 공간의 신뢰 미흡

- ICT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미흡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

- 산업구조 고도화, 지식산업 가속화

- 유비쿼터스 시대 파급

- 지역단위클러스터 중요성 부각

- 개인 및 기업 정보화 수요 증대

- 공공정보화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첨단 ICT기술의 

접목 필요성

- 제조업 쇠퇴, 인구고령화, 환경 위기 등으로 인한 도

시경쟁력 저하

- 교통발달로 도시인구의 유출심화

- 제조업과 ICT산업 간의 심각한 불균형

- 고급연구 개발기능 및 인력유치 인프라 취약

8.3 창조도시 패러다임의 적용

   창조도시의 성공을 위한 융합지식 기반을 형성함에 있어서 울산의 취약한 정보화 

도시의 기능을 구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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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자원과 다양한 문화자원의 콘텐츠화는 물론 산업⋅과학⋅기술 정보 등 관련 

자료, DB 구축을 통한 소프트화가 필요함.

   창조사회에서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창조적 아이디어로 지식의 활용, 공유 및 

확대, 재생산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8.4 비전과 전략

8.4.1 비전

□ 지식정보사회의 최첨단도시 조성

8.4.2 전략

   정보자원의 연계 ․ 공동활용을 통한 수요자 중심 통합연계서비스 구현

   선진 지식정보사회의 효과적인 기획 ․ 관리를 위한 통합거버넌스체계 마련

   공공정보화를 통한 지역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lgy)산업의 균형

성장 유도, 경쟁력 강화

   성숙한 민 ․ 관 협력 ‘범시민 선진정보문화운동’ 전개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

8.5 주요추진사업

8.5.1 스마트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무선인터넷 이용지역 확대 및 스마트단말기 사용자의 급속한 증가 등 정보서

비스 이용환경이 모바일환경으로 급변함.

   시민들이 모바일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시정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단말기 환경에 적합한 시 대표 홈페이지 앱 구축이 필요함.



∙ 제4장 분야별 계획 ∙  8. 정보화분야 ∙

275

□ 사업의 주요 내용

   시민참여, 전자민원 등 시민참여 서비스 구축

   시정소식, 행정정보, 울산소개 등 시정정보 서비스 구축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용 시정홈페이지 개발

   모바일서비스 전용서버 도입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단말기용 공공시설예약서비스제공 등

□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2012~2013년) : 대 시민 스마트 행정수요 조사

   2단계(2013~2014년) :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기반의 스마트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3단계(2015년) :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홍보 전략 수립

□ 기대효과

   시민의 다양한 정보 서비스와 민원 편의 제공

   신속한 민원서비스 처리

8.5.2 지능형 종합교통정보 시스템 구축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지능형교통체계의 보강 및 확대를 통한 창조도시를 위한 지능형 종합교통정보시스

템의 구축

□ 사업의 주요 내용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및 스마트단말기용 앱 서비스 구축

   종합적인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구축

□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2012~2013년) : 기존의 교통정보시스템의 현황 파악

   2단계(2013~2015년) : 최첨단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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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중단없는 대 시민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함

   최적의 교통관리 체계를 유지함

8.5.3 지역정보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시, 구군 및 산하기관에서 각각 운영 ․ 관리하는 정보자원을 통합하여 공동 활용 체

계를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을 절감함.

   최신 기술을 적용한 통합운영관리 인프라 환경과 24시간 상시운영으로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

   울산형오일허브, 글로벌 생태환경도시, 지역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거점지원사업 

등 다양한 창조도시 관련 사업을 지원함.

□ 사업의 주요 내용

   정보자원통합시스템 구축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

□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2016~2018년) : 데이터센터 서비스의 분류 및 정리

   2단계(2019~2020년) : 지역정보통합센터로서의 데이터센터 구축

□ 기대효과

   정보시스템인프라 및 자료의 공유로 인한 중복투자를 방지함과 정보의 공동 활용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수행, 재난 ․ 재해발생시 시도행정 업무공백 최소화

   창조지식 인프라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의 기반 마련

8.5.4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 및 선진정보문화운동 전개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 필요



∙ 제4장 분야별 계획 ∙  8. 정보화분야 ∙

277

   창조도시 시민들의 인터넷 윤리의식 고취

□ 사업의 주요 내용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한 포괄적 지원

   사이버 범죄 예방 ․ 대응체계 강화

   민 ․ 관 협력 ‘범시민 정보문화운동 전개’

   범시민 정보윤리 교육

□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2016~2017년) : 민 ․ 관 협력 협의체 구성

   2단계(2018~2020년) : 범시민 정보문화운동 프로그램 설계

□ 기대효과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으로 사회적 갈등 완화

   정보신뢰성 제고 및 건전한 정보사회환경 구현

8.5.5 3D GIS 기반 창조도시 공간정보 서비스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자연 ․ 역사 ․ 문화 ․ 산업자원 등 다양한 자원의 창조도시 콘텐츠화 지원

   행정, 건설, 환경, 산업 등 대 시민 정보 서비스 지원

□ 사업의 주요 내용

   고품질 정사영상, 수치표고모형 구축

   국가공간정보체계와 연계, 공공기관 및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한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개발

   스마트단말기 기반 3D 영상지도 서비스 개발

□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2016~2017년) : 다양한 자원의 콘텐츠화를 위한 수요조사

   2단계(2018~2020년) :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설계 및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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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국가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중복 구축 및 갱신비용 절감

   고품질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효율 향상 및 대 시민 서비스 제공

   지역의 자연 ․ 역사 ․ 문화자원 등 다양한 자원의 콘텐츠화를 통한 창조도시 

CT(Culture Technology: 문화기술) 확보

8.5.6 지능형 그린 U-City 구축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생활체감형 녹색서비스 중심의 u-City 구현 및 녹색성장 기반 마련

□ 사업의 주요 내용

   지능형 ICT기반의 녹색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u-City 구현

   지능형 유비쿼터스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통한 녹색생활 구현

   시민 체감형 녹색 융복합서비스 발굴

□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2016~2017년) : 시민 체감형 녹색 융복합서비스 수요조사

   2단계(2018~2020년) :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ICT기반의 지능형 그린 U-City 

설계

□ 기대효과

   지능형 u-서비스의 활성화로 녹색생활 기반조성 및 삶의 질 향상

   체감형 녹색 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비용절감

   녹색 u-City 모델 개발 및 구현을 통한 신산업 창출

8.5.7 첨단 유비쿼터스 컴퓨팅 인프라 구축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무선인터넷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공공인프라 구축 및 기반 조성

   국가정보통신인프라와의 통합 ․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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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주요 내용

   공공서비스 ․ 재난통신 등 공공수요를 통합한 모바일 통신망 구성

   모바일 공통기반 구축을 통한 모바일 공공서비스 활성화

   융합기술의 진화, 유비쿼터스화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고도화, 전문기술지원 체계 

강화 및 통합거버넌스 체계 마련

□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2016~2017년) : 민 ․ 관 공동의 첨단 유비쿼터스 컴퓨팅 인프라 협의체 구성

   2단계(2018~2020년) : 울산형 창조도시 첨단 유비쿼터스 컴퓨팅 인프라 설계 및 

구축

□ 기대효과

   대 시민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안전한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

   국가정보통신인프라와 연계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고도화

   무선망 보안대책 강화를 통한 모바일 서비스 보안정책 확립

8.5.8 ICT 기반의 지능형 SOC 구축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기존의 교통 ․ 물류의 물량적 투자 탈피, 이종 인프라 융합 ․ 연계

   새로운 SOC 기반 구축으로 인근 지역 연계 추진 

□ 사업의 주요 내용

   HW, SW,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통한 복합 지능형 SOC 인프라 구축

   교통 ․ 물류관리, 재난관리, 에너지관리, 환경관리 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 ․ 통합 서

비스 개발

□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2016~2018년) : 민 ․ 관 공동의 지능형 SOC 협의체 구성

   2단계(2019~2020년) : 울산형 최적의 SOC 인프라 설계 및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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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지능형 SOC 구축으로 행정비용 절감

   교통소통 증대로 유해물질 감소

   물류시스템으로 생산성향상 효과

8.5.9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U-3C: Ulsan Cloud Computing Center) 구축

□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창조도시를 위한 정보, 커뮤니티, 산업, 과학, 기술기반 울산형 창조도시 인프라를 

조성

   개별 구축된 다양한 국가 및 지역정보시스템의 막대한 양의 데이터 통합의 필요성

   시스템간의 데이터 상호운용 체계의 구축과 연계활용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조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 사업의 주요 내용

   주력산업 및 창조산업분야의 인재, 지식, 정보 등의 통합정보 구축

   정보자원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구축

   정보의 연계, 공유, 협업을 통한 공공 서비스의 개선 및 통합

□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2016~2018년) : 민 ․ 관 공동의 클라우드 컴퓨팅 협의체 구성

   2단계(2019~2026년) : 울산형 창조도시 인프라 기반 완성

   3단계(2027~2030년) : 민간 주도 지역 및 ICT 경쟁력 제고

□ 기대효과

   산업도시 울산이 창조도시 울산으로 거듭날 수 있음

   시스템간의 상호 연계활동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조, 통합서비스 제공

   공공부문 정보자원 운용 효율성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대시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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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사업명
단기

(2012~2015)

중기

(2016~2020)

장기

(2021~2030)

스마트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지능형 종합교통정보 시스템

지역정보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 및 

선진정보문화운동 전개

3D GIS 기반 창조도시 공간정보 서비스

지능형 그린 U-City 구축

첨단 유비쿼터스 컴퓨팅 인프라 구축

ICT 기반의 지능형 SOC 구축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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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재정분야

9.1 현황

□ 알뜰하고 깨끗한 시정 운영

   효율적인 행정과 투명한 청렴행정의 추진

    - 작고 효율적인 조직 및 혁신적 인사관리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절감된 

인건비를 현안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 강소형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공무원 정원의 경우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축, 2009년 총액 인건비(정부기준) 대비 2국 165명을 감축·운영하였음.
    - 취약분야 수시 청렴 모니터링, 개인별 청렴도 평가, 청렴교육 강화 등 투명한 

청렴 행정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음.

구분 2002년 2006년 2009년 2002년 이후 증가율

공무원(명) 2,091 2,336 2,294 10%

<표 4-25> 공무원수 현황 

   건전재정 운영

    - 시의 채무비율은 채무 조기 상환 등 건전재정의 운영으로 2002년 41%, 2009년 

26%, 2010년 24% 등 지속적으로 하락,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 나가고 있음.
    - 지방세 등 자체세입 증가율이 높아 세입 성장성은 양호한 수준이며 행사축제경

비비율이 동종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이고 정책사업 투자지출 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자산형성을 위한 투자실적은 우수함.
    - 지방채무 잔액 지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기조성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기인하고 있으나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공기업특별회계요금 현실화 및 산업단지 특별회계 조기분양 재원을 토대로 지속

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어서 재정의 안정성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 세입안정성이 높고 일반순자산 증가도 양호하며 전반적으로 재정의 성장성이 

양호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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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2년 2006년 2009년 2010년

예산 12,764 17,710 23,214 24,101

지방채

(채무비율)

5,202

(40.8%)

5,819

(32.9%)

6,103

(26.3%)

5,934

(24.62%)

<표 4-26> 예산 및 지방채 변화 (단위:억원) 

□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시청의 조직·재정혁신의 성과를 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산

    - 시설관리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TP,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시정 전체의 경쟁력 강화

    - 시 차원의 실용적 조직관리 지원으로 효율성 향상

    -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경영제 정착과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 감동의 민원 서비스와 시민중심의 행정

   시민친화적 인프라 조성

    - 신청사 개청과 노후된 구관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하고 실용적인 청사환경 

조성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 시민을 더욱 감동시킬 수 있는 선진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 중

    -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친절 · 불친절 신

고센터 운영 및 민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속적 관리

    -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경영제 정착과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시민 중심 행정

    - “행정의 중심은 시민, 공공시설의 주인도 시민”이라는 인식하에 의전과 공공시설을 

시민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높임과 동시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 구현

    - 시민들에게 공공시설 개방과 최상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150여 개 공공시

설에 대한 인터넷예약시스템과 시민단체의 공익적 시청 대강당 및 시민홀 개방 

등 추진

    - 참석자를 배려한 행사시 개회식 간소화, 시민 위주의 의전 수행,  공문서 수신자 

존칭 및 쉬운 행정용어 사용,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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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통합을 위한 「하나로 울산」 추진

   화합된 하나의 울산 추진

    - 이념과 성향, 지역과 국적을 초월한 시민 대통합을 통한 하나된 울산 실현, 적

극적 시정 동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북5도민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적

응센터(하나센터) 운영 , 선진노사문화 달성 등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 중

9.2 SWOT 분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 서비스 행정의 구현과 지향의 분위기 정착

- 행정결정사항의 충분한 공개와 적극적 제공

- 성과지향적 행정 지향

- 계층제에 입각한 명령통일 행정체계

- 공무원들의 지속적 역량 확보

- 서비스 행정의 구현과 지향에 따른 시차(time-lag) 

존재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

-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유인체계 추진

- 권한위임, 신축적 조직관리 등 분권화 진행

- 성과 지향 시스템 마련에 대한 분위기 조성 

- 다양한 사회적 다원가치의 요구 불만 

- 성과지향적 시스템에 대한 정비 작업의 요구

   S-O 전략

    - 그 동안 추진된 공공부문이 개혁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행정의사결정사항의 충분한 공개와 적극적인 제공 및 성과지향적 행정이 지향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임.
    - 또한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유인체계의 추진, 권한위임과 신축적 조직관리 

등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성과지향시스템 마련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이의 

기회를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바람직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 ․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충분히 활용되어야 할 것임.
    - 행정의 환경은 중앙정부와는 같지 않다는 점에서 여건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부 자체의 시스템 정립시키고 국제 수준의 정책 ․ 행정서비스

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 증대와 민간부문을 능가하는 지식 시정부의 요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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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제도적 형성은 대체로 시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추

진해 나가도록 하며, 상시적 개혁관리체제의 필요성이 앞으로 계속 늘어갈 전망

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요구됨.
    - 또한 예산과 회계정보를 정책과정의 모든 단계와 연결시킬 수 있는 예산 정보체

계를 추진하여 이를 완성할 필요가 있음.
   W-O 전략

    - 계층제에 입각한 명령통일 행정체계로 공무원들의 지속적 역량확보는 꾸준히 

전개되어야 함.
    - 서비스 행정의 구현과 지향에 따른 시차(time-lag)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약점은 

극복되어야 함.
    -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유인체계의 추진기회를 이용하고 성과 지향시스템 마

련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활용하여 약점을 최소화하여야 함.
    - 동기부여를 통한 공무원의 내부적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행정구현을 위한 시차 

최소화를 위한 지식행정체계를 강조해 나가야 할 것임.
    - 따라서 행정에서의 필요한 인력과 유휴 인력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의 활성

화, 성과단위별 사업 추진과 이에 대한 계속적 책임성 확보를 위한 예산 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의 성과급 지급 등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나가야 할 것임.
   S-T 전략

    - 서비스 행정 구현과 정보공개에서의 적극적인 분위기 및 성과지향적 행정 지향

이라는 기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적 다원가치의 요구로 인한 행정수요는 

계속화될 것임.
    - 성과지향적 시스템에 대한 정비 작업의 장기화는 이러한 점에서 우려되며 이를 

위해 사회적 다원가치를 통합하기 위한 공개행정체제의 확립이 요구됨.
    - 성과지향적 시스템의 조기 정착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도 함께 존재함.
    - 현재 전체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량을 종합하여 국(실) 단위에서 담당해야 할 

모든 업무와 이의 연계 등을 통한 업무 추진 등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함.
    - 목적세를 주요 세입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경우 성과에 대한 객관적

이고 체계적인 평가장치가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이익집단들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풀고 투입재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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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만 가시적인 결과지향적 성과 산출이 미흡한 부분을 찾아 비효율적인 재

정병리현상을 사전에 막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임.
   W-T 전략

    - 내부환경에서 약점으로서 시민에 대한 대응성이 약한 계층제 시스템의 명령통일 

행정체계와 서비스 행정 구현과 지향의 시차존재와 위협요소로서의 사회적 다원

가치로서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성과체제 확립과 더불어 행정환

경변화에 대응한 종합적 ․ 단계적 체제 도입이 요구됨.
    - 시민대상 자율행정시스템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고객지향적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조직을 추구하며 대내적으로는 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건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조직구조의 정비로 그 기능이 활성화되면 재정적으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과정에서는 속도가 빨리 수요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명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성, 자율성, 창의 정신, 임파워먼트, 정보 및 

기술의 공유 등에 가치를 두어 개방적 의사소통과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9.3 창조도시 패러다임의 적용

□ 행정에서의 창조도시의 개념과 역할

   행정에서의 창조도시

    -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도시경쟁력이 창의성에 있고 이는 한 도시의 생산과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바, 창조도시라 함은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고 

할 수 있음.
    - 삶의 질과 제도 운영 및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여건 조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행정에서의 창조도시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창적 정주환경체계를 바탕으로 주민과 어우러져 도시 내로부터의 발

전을 통해 새로운 외부로 뻗어나가는 맞춤형 혁신형 도시를 행정이 추구해 나가

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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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도시의 추진 주체 및 계획

   창조도시의 추진주체

    - 창조도시의 추진 주체가 행정이 되어야 하는가, 혹은 민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창조도시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단계에서는 부득이 그 주체가 행정이 될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 민간이 주

체가 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도시생활의 모든 측면(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을 포함하는 전체적으로 

통합된 프로세스로 창조도시의 조성을 추진하되 그 기획은 행정이 주도하고 부

문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지지, 신뢰 등의 판단은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되 상호간 의견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행정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합의체를 구성하도록 함.
    - 창조도시에서 파생되는 산업, 도시기반, 부가가치형 제반 요소들을 각종 소프트

웨어 분야들과 화합 추진하는 것은 민간과의 합의로 구성하고 그 제안은 행정이 

담당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상생네트워크 전략을 펴 나가도록 함으로써 수단이 

되는 행정의 재정, 기획, 운영 능력과 주체적 제안자로서의 민간기획 등을 네트

워크화해 나가도록 함.
    - 협의체 구성은 민관합동 거버넌스 형태로 추진하며 우선 민간협의 단체로 울산

광역시에서의 해당 과 단위를 기준으로 40여 명의 시민대표로 구성하여 아이디

어를 제공받으며 이들의 기능은 대안제시를 주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며 

이러한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연구원, 기업체, 대학 등과 수행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울산광역시, 구·군 등 행정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추진하며 여기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도록 함.
    - 혁신도시 이전기관에서의 창조도시 관련 수행은 우선 본연의 임무를 기준으로 

하여 추구해 나가되, 울산광역시에 알맞은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이의 수행가능 

여부 및 추진계획을 독자적으로 울산광역시와 협의함.
    - 이러한 협의체 전체를 묶는 기능은 최종적으로 울산광역시와 각 해당 구군 및 

아이디어를 검토한 기관 가운데 하나로서 결정하되, 최종 의사결정은 울산광역

시에서 조율하도록 함.
   창조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

    - 창조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는 기획에서 담당하되, 각 실·국에서의 주요 사

안을 검토, 이를 과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며,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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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그 1안으로 삼을 수 있음.
    - 다만, 창조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가 기획, 총무, 자치행정, 예산부서 등으로 

지원부서가 나뉘어져 있고, 활동체계도 분산되어 있는 바, 한시적으로 프로젝트

팀이나 태스크포스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기에 조직 관리를 전공한 

민간전문가 약 10인 정도로 구성된 전문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행정부문과 창조도시 : 창조도시 달성을 위한 행정 조직 운영(안)

   조례에 의한 사업소 설치

    - 창조도시 달성이라는 특정부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사업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전문인력에 의한 행정은 일반 국·과의 편재보다 독자성이 

있는 사업소로의 운영이 바람직할 것임.
    - 이러한 사업소는 인사에서 직렬의 전문성이 지켜지고 인사의 범위를 제한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임.
    - 창조도시의 달성은 전문화와도 상당한 관련이 있는데 전문화를 위한 새로운 직

렬의 신설도 타 직렬과 구분될 수 있는 조직의 독자성이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

을 것임.
    - 즉 창조도시의 실현을 위해서는 창조도시사업소(가칭)가 설치되어야 직렬신설의 

의의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창조도시가 달성하려는 목적이 울산

광역시의 균형발전인지, 울산광역시 내 도시재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한시적 

발굴과 분야별 추진인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의 도시창안인지에 따라 기능이 효

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한시적 사업 달성 조직 운영

    - 창조도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관리형이 아니라 사업 단위형태로 추진한다고 하

였을 때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은 한시적 사업 달성 조직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예컨대 울산광역시의 지역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울산이 가진 기존 산업(자동차산업)을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형태로 

추진하는 첨단(문화)산업 형태에서 탐색하여 행정 지원 단위 계획 수립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를 달성하는 조직은 기획, 문화, 산업, 과학기술, 도시계획, 지역

개발, 총무, 민관협력 등이 혼재된 형태가 될 것이며 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을 생각해 낼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뒤에는 다시 본래의 부서로 복귀하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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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비전과 전략

9.4.1 비전

□ 신뢰받고 봉사하는 시정부

9.4.2 전략

□ 신뢰성의 달성 : 시정의 주요 성과 측정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고 미래의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방향의 설정과 가치의 정립이 요구됨.

   어떤 방향을 설정하든, 공공부문의 가치의 정립이 무엇이든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공공부문의 신뢰성 확보라고 할 수 있음.

   이미 신뢰(Trust)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바람직한 국 ․ 시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까지 인식되고 있음.

   물론 신뢰는 가치내재적이고, 문화적이고, 누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의 

노력에 의해서 형성 가능한 자원은 아니며 신뢰의 형성을 통하여 바람직한 신뢰 시

정부가 구축되었을 때 공공부문의 효과적인 발전은 물론 다양한 공공정책의 대국

민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음.

   신뢰를 갖춘 시정부는 반드시 가치 지향적인 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시 정부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으로 인하여 과다한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의 유발 

등 만성적인 비효율적 구조를 형성한 경험이 있는데, 신뢰의 형성은 바로 낭비적인 

거래 비용을 근원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과거 물리적 자본(Hard Capital)이 시정 발전의 원동력으로 중시되었지만, 신뢰성과 

같은 유연한 자본(Soft Capital)이 지식, 감성, 정보, 교육, 연구기능 등과 함께 창

조성의 또 다른 면으로 인식되고 있음.

   신뢰성은 그 동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서 신뢰의 구체화 및 체계적 

형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지속적이고 일

관된 믿음의 체계로서의 신뢰 형성을 위한 체계적 논의와 더불어 이의 형성을 위한 



290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신뢰의 형성과 그에 따른 효과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이고 

경제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불신으로 인하여 양산되는 막대한 비효

율적 거래 비용이나 불신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감시, 견제기구의 남설과 같은 기관 

손실(Agency Lost)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극복하는 것은 신뢰의 형성이 그 해답이

라고 할 수 있음.

   이 때문에 OECD국가에서는 신뢰성을 매우 강조하는 경향에 있으나 아직까지 우

리의 경우는 신뢰의 형성과 이를 위한 구체화한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며 바람직한 

발전가치의 설정과 지속적인 추진은 바로 신뢰형성의 바탕 위에서 가능하며 이러

한 점을 염두에 두면 매년 “시정에 대한 주요 성과조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게 됨.

   신뢰정부의 형성은 비단 시정부의 단독이 아닌 시민과의 협조체계 속에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의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반응과 요구조사 및 

평가에 대한 적극성도 중요함.

□ 봉사성 : 행정수요 측정으로 달성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완성은 시정부가 시민 지향적 공익 

제고를 위하여 봉사하는데서 이루어 짐.

   이러한 의미에서 봉사성은 책임성, 공익성, 성실성, 민주성 등 다양한 개념들이 포

함되어 있으며 그 개념에는 다시 소극적 봉사와 적극적 봉사로 구분하여 논의될 

수 있는 바, 소극적 봉사란 반응성 또는 대응성(Responsiveness)으로서, 시민의 요

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세로서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냉담성(Apathy)를 극복

해야 함을 의미하며 적극적 봉사는 시민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뛰어 

넘어 주체자로 능동적으로 공익 또는 민익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

   그 동안 봉사지향적 시정부는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찾아서 

제공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행정수

요의 측정”이라고 할 수 있음.

□ 투명성: 행·재정에 대한 홍보전략 수립으로 달성

   투명성(Transparency)은 정보의 흐름(Flow of Information)의 공개로서, 시정부 내면

(구조, 과정, 내용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장막이 없고 정직한 조건이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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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의미함.

   즉 정부활동에 관한 완전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조건과 상태로서 시정부와 시

민간의 정보의 완전한 공유 및 정보비대칭 제로 상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의 투명성은 시민의 알 권리, 공공부문 책임성 논의와 관련

된 정보 공개, 접근성(Public Access),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공개성 등의 

표현이 투명성 개념으로 발전되고 수렴되고 있음.

   이것은 단순히 행정정보에 대한 주권자의 접근이나 정보제공(소극적 감시, 통제)이 

아니라 적극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투명성은 시정부의 정보이용 규범에 대한 과거의 다양한 표현을 아우르는 하나의 

통합적 가치, 또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 완전성과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

   정보완전성(Perfect Information)은 정보자체의 조건으로 ① 정보의 내용은 정확하고, 

왜곡, 거짓이 없으며, 관련성, 적시성, 신뢰성을 유지하고 표현은 얼마나 명료성, 

일관성이 있는가와 관련한 정보의 질과 표현의 요소, ② 정보가 관련의문을 풀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도를 의미하는 정보의 양의 두 가지가 있음.

   투명성의 향상은 시정부와 시민간의 정보교환의 양과 질, 정보 유통시스템 개선에 

의존하며, 이것은 정부 정보공개의 강제, 정보지체와 유보에 대한 장애 요인의 제거 

정도에 의하여 결정됨.

   이러한 투명성은 행·재정 분야에서의 시민에 대한 환류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전략의 수립”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성과지향과 역량 지향: 시정의 주요성과 측정 + 행정수요 측정으로 달성

   성과(Performance)는 정책을 통하여 획득 또는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결과물로서, 

기존의 효율성과 비교하여 결과지향적 가치라고 할 수 있음.

   성과지향의 핵심은 목표와 결과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제한된 자원을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을 향상시켜 시민의 만

족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이러한 성과지향은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중심 가치로 인식되는데, 성과지향적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며 시정 운영에 대한 성과 조사도 

그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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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역량은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 능력”을 의미함.

   따라서 역량은 창의성으로 대표되는 또 다른 일반적인 직무관련 지식이면서도 풍

부한 감성, 동료관계, 가치, 문화, 동기, 적극적 성격 등 유무형의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함에 있어서 직무관련 기술과 기능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직

무와 다소 직접적 관련성이 멀다 하더라도 성과확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공무원들은 무엇보다도 직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충분한 능력과 지식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역량을 제고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

   물론 성과급이라는 유인수단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는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공무

원과 행정조직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 ․ 무형의 역량을 충분히 제고시

킬 수 있어야 하며 역량있는 시정부와 공무원의 형성이 정책에 우선하여 추구되는 

일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임.

   공무원은 시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그들이 한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결과물들은 역량을 지향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앞의 “행정수요 측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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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 정보흐름 공개의 일면
 ․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에 대한

정보완전성 지향
 ․ 시정부와 시민의 정보교환의 창구 

작용

봉사성

 ․ 시민지향적 공익 제고

 ․ 능동적으로 공익에 봉사 

 ․ 다원성에 대한 공동체 형성

 ․ 체계적 ․ 안정적 행정 서비스 제공

성과 및 역량 지향성

 ․ 목표와 결과 및 자원의 효율적 연결

 ․ 행정서비스 수행의 능력 향상

신뢰성

 ․ 유연한 사회자본 형성

 ․ 비효율적 거래 비용 극복

 ․ 시민의 협조와 동의 형성

 ․ 공공부문의 효과 발생

신뢰받고 

봉사하는

시정부

<그림 4-16> 창조적 행정의 비전에 따른 전략

□ 민관합동 거버넌스 추진

   시민참여 네트워크 형성

    - 민간이 그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정책 아이디어 제공 

등은 참여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실질적인 역할 역시 행정이 어느 

정도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주도집단의 형성과 이들과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정책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들과 공식 · 비공식적 연결망을 가동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운동가들을 상호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문제를 합

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갈등이 심각한 문제에 관해서는 공개적으로 토의하고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책방향을 유도하는 작업도 가능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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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대상

으로 참여관련 지식, 참여의식, 공동체의식,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교육 강화가 그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데, 시민교육의 형태는 정책 문제를 

거론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문제제기와 함께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도록 해야 함.
    - 이러한 역할을 자치단체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단체나 지역내의 학교 또는 기업 

등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 등

으로 하여금 시민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되 사안에 대한 협의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전자적 시민 참여

    - 정보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매김함에 따라 첨단 정보통신 수단에 의해 시정참여가 

증대되고 있는바 국민의 선호와 요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적 사이버 수단에 의한 민관합동시정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들에게는 울산광역시에서 나타나는 필요 또는 보완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안을 수반한 제언을 하도록 함으로써 문제제기 

단계에서만 머물던 상황을 재정 여건을 감안한 해결단계에 까지 폭넓게 참여하여 

활용하도록 함.
    - 이를 위하여 네덜란드의 전자협의 시스템(IPP: Institute for the Public and 

Politics)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정부와 시민 간 상호 작용적인 온라인 

협의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을 행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웹 토론 형식으로 토의에 

대한 개요, 논쟁점들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아이디어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도출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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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단계별 전략

1단계 2단계 3단계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행정 역량 완성
시민 친화적 시정부

시민 삶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 알뜰하고 깨끗한 시정 운영

 - 효율적인 행정, 시민부담을 최소

화하는 현안사업 투자

 - 강소형 조직

 - 취약분야 수시 청렴 모니터링

․ 건전재정 운영

 - 채무 조기 상환

 - 재정안정성 우수 등급 유지

 - 산하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 감동의 민원 서비스와 시민 중심 

행정

 - 신청사에 따른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 시민친화적 인프라 조성 완료에 

따른 실용적 운영

 - 공공시설 개방 등 시민중심 행정

․ 시민대통합 추진

․ 신성장 동력산업 구상

 - 미래 울산성장 동력

․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미래 대응

력(신뢰의 사회적 자본화)

 - 신뢰의 사회적 자본 개념 형성 

및 확산(전파 및 홍보)

 - 비용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시

정부를 위한 신뢰성 달성의 초

석으로 시정의 주요 성과  

등을 측정하는 시스템 구비

 - 기관 손실과 견제기구 없는 깨

끗한 시정부 달성

 - 신뢰의 전략화

․ 봉사하는 시정부 확산

 - 소극적 대응성을 뛰어 넘는 찾

아가는 행정

 -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답을 

찾아 내는 행정

․ 신성장 동력 사업의 구체화

 - 부가가치 실현과 현 산업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전략 구상

․ 시정내면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

민 행정의 실현과 완성 

 - 행정자체가 모든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성공 및 우수사례가 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행정달성 

(축적된 행정수요측정 및 시정의 

주요 성과 측정 자료 및 분석 자

료의 활용)

 - 신공공관리의 완성(홍보)

 - 성과지향과 역량의 완성

․ 신성장 동력 사업의 마케팅 실현과 

상품화로 도시의 신성장동력원 

완성

 - 국내시장 보급률 50% 이상 점유

9.5 주요추진사업

9.5.1 시정의 주요 성과 측정

   행정체제의 발전 및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매년 

이용 고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동시에 핵심적인 단위 

사업이 실시되고 난 이후 추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고객 또는 시민

으로부터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참고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신뢰성을 달성하고 감동행정을 계속하여 실행시켜 나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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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시정을 펴 나가기 위해 울산광역시가 노력한 바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공개

하고 이를 이용하는 직접적 수혜자 또는 간접적 수혜자를 대상으로 성과에 대한 

측정을 통해 시민의 생각과 견해를 조사함으로써 시민이 바라는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공무원의 노력도를 알리는 

홍보효과와 더불어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음.

   시정의 주요 성과 측정은 대체로 한 년도 기준 4∼5개가 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이 많거나 방대할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10개 정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시행중인 자체평가 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부서에 대하여 참고자료로도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성과 측정에 대한 대상은 시정 운영에 있어 직접적인 수혜자는 반드시 포괄하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전수 측정을 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이를 

측정하여 운영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표본조사 측정의 경우 1대 1 면접방식에 의한 모집단 상대 비율에 근거하여 각 층별로 

표본을 추출하도록 하고 시간대는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전문가 조사는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 측정을 위한 패널로

는 의미가 없으나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대안 또는 추진을 위한 자

문 형태를 둘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시정에 있어서의 성과 측정은 다음에 언급할 행정수요 측정과도 상당히 접

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시민이 바라는 행정에 대한 요구를 직접 시정에 반영하여 

이를 추진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에서는 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시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동행정의 일환

으로도 적용할 수 있음.

   이러한 시정의 주요 성과들에 대한 측정을 통해 시의 역점 시책 사업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감동행정을 달성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들에 대

해서는 홍보를 통하여 재정의 상황과 함께 알려줌으로써 투명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

   시정의 주요성과들의 측정에 있어 기대치를 사전에 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지수 

10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준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용 고객(시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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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뢰감의 형성과 약속을 지키는 행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며 시

민의 동의와 협조가 가능하고 나아가 시정의 타당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음.

   시민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가 이런 형태로 행정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나 시행되고 있

는 사례는 현재 국내에 없으며 사회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누적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울산광역시가 지니는 하나의 자산이자 공공부문의 선두주자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임.

   무엇보다 행정에서의 불신을 타파할 수 있어 거래비용을 상당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비용면에서도 효과적이고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동행정을 실현하는데 덧붙여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음.

   대부분의 행정이 대시민관계를 바탕으로 행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객을 직접 

대하는 행정의 경우 이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시민 

인프라의 조성을 달성하기에 충분하고 고객만족을 넘은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구현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할 수 있음.

9.5.2 행정수요의 측정

   행정수요조사는 현재 울산광역시가 내걸고 있는 감동행정을 더욱 구체화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시민에 대한 봉사 행정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화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지역민이 원하는 단위별 사업 추구, 시민의 행정에 대한 

요구의 파악과 반영과 함께 시정 역점 사업의 발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행정의 시민에 대한 봉사는 시정역량강화, 환경여건 변화, 논리 구축을 반영해 시

민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치 여부,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행하는데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의 타당성 및 근거를 마련하기에도 충분한 사항으로 파악됨.

   행정수요는 크게 ① 시정 방향을 위한 행정수요 파악, ② 울산의 각종 지표들에 

대한 동향과 요구사항의 반영, ③ 인프라 현황과 가능성 여부 탐색을 위한 논리구축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시행하되 여기서 가능한 시정 방향을 위한 의제(agenda)를 

도출해 내도록 함.

   행정수요는 ① 도시기반, ② 환경, ③ 경제·산업, ④ 사회·교육·문화, ⑤ 일반

행정 등의 분야로 나누어 측정하되 부문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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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됨.

   도시기반 부문으로는  ① 교통, ② 휴양·관광, ③ 공항·철도·항만, ④ 도시경관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세부적인 행정수요 측정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범주 수요 측정 항목

1) 교통

 교통소통

 보행시설

 대중교통이용 편의성

 대중교통시설 수준

 주차 시설 및 이용

 거주지 주변 교통접근성

2) 휴양 ․관광

 도시공원 편의(접근성)

 도시공원 시설

 여가시설 활용 여건

 관광지 시설

 관광지 접근성

3) 공항 ․철도 ․항만

 공항이용 접근성 및 시설 수준

 철도시설 이용 편의성

 버스터미널 접근성 및 이용

 항만시설의 이용

4) 도시경관

 주요 도로변의 경관

 도심부의 경관

 도시외곽지역의 경관

<표 4-27> 도시기반분야 수요측정 항목

   환경부문으로는 자연생태계, 대기환경, 수질 및 먹는 물, 폐기물, 토양오염 방지 

및 보전, 산업공단 및 환경 개선, 재난관리, 하수도 및 생활악취 제거, 환경·안전

교육 등을 행정수요지표로 측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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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수요 측정 항목

환경

자연생태계 보전

대기 환경 질

수질 및 먹는 물

폐기물 처리

토양오염 및 보전

산업공단 환경개선

하수도 및 생활악취 제거

환경·안전교육

<표 4-28> 환경분야 수요측정 항목

   경제·산업부문으로는 지역경제, 중소기업 정책, 산업정책, 유통서비스, 물류서비스, 

노사관계 등을 행정수요지표로 측정할 수 있음.

범주 수요 측정 항목

경제·산업

 지역경제 안정성

 중소기업 정책(취업)

 산업정책(지원 서비스)

 유통서비스

 물류서비스

 노사 관계

<표 4-29> 경제·산업분야 수요측정 항목

   사회·교육·문화부문으로는 공공시설 및 서비스, 문화시설, 공동체 의식, 초·

중·고등학생 대상 체육시설 및 서비스, 복지시설 및 서비스 수준, 보육·여성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을 행정수요지표로 측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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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수요 측정 항목

사회·교육·문화

 공공시설 및 서비스

 문화시설의 충분성

 공동체 의식

 초·중·고교 교육시설 및 서비스

 복지시설 및 서비스 수준

 보육 ․여성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표 4-30> 사회·교육·문화 분야 수요측정 항목

   일반행정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의 노력성과에 대한 측정항목으로 생활

경제, 시민 생활수준 향상, 쓰레기 수거 등 생활 행정, 도서관 등 생활문화시설 

이용, 소방·안전, 민원처리 등 총체적 시민생활 관련 수요지표로 측정할 수 있음.

범주 수요 측정 항목

일반행정 서비스

 생활경제(물가 등)

 시민생활 수준 향상

 쓰레기 수거 등 생활 행정

 도서관 등 생활문화시설 이용

 소방·안전

 민원처리

<표 4-31> 일반행정 서비스 분야 수요측정 항목

   행정에 대한 수요측정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구현을 할 경우 어떤 단위 사업 

위주로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인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시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측정하여 한정된 재원 속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가장 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행정이 먼저 간파하는데 있음.

   이처럼 울산광역시가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찾아 이를 제공

하는 능동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시정의 감동행정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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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홍보 전략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전략 패러다임이 체제홍보에서 투명성을 강조한 종합적 이미지 

홍보로 전환하고, 시정부 주도의 폐쇄적 홍보를 탈피, 시정부의 투명성을 부각하여 

민간조직과 연계를 통한 민관공동홍보를 활용하도록 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처럼 울산광역시의 홍보기능은 공보관실이나 기획관실에 

집중되어 있으나 사업단위 중심으로 각 부서별로 분산 ․ 수행하고 있어 울산의 투

명성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 향상 및 브랜드화까지 할 수 있는 전략적 ․ 체계적 시정

홍보가 아쉬운 형편임.

   각 부서별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시민의 알 권리, 공공부문 책임성 논의와 관련된 

정보 공개, 접근성(Public Access),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공개성에 바탕을 둔 

투명성을 강조한 홍보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의 일원화(도시이미지위원회(가

칭)) 추진하되 이의 참여자는 울산광역시의 유력인사, 관련전문가, 관련 부서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함.

   우선 홍보에 있어 울산광역시를 국내외에 알림으로써 울산광역시에 대한 좋은 이미

지와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시정부와 민간

부문의 대외홍보사업 지원 및 조정역할을 도시이미지위원회(가칭)에서 맡도록 하고 

총괄간사기능은 위원장이 수행하도록 함.

<그림 4-17> 대외홍보 수행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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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지방공무원의 행동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이 

요구는 바람직한 지방공무원상의 정립을 강조하게 되는데 여기서 강조되는 지방공

무원의 바람직한 상이란 바로 변화하는 환경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주민들에게 주

지시키고 그들 스스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일이라고 할 것임.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는 크게 채용과 육성이라는 2가지 

차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인력충원의 다양화로 공직의 유연성, 개방성, 경쟁성을 강화하여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여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행 공채제도를 지방행정에 

맞는 공직적격성과제도(PSAT)를 보완 마련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수 

전문인력의 지방행정 공직 유치를 하도록 함.

   전문행정인의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경력개발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전문

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되 현재 계급제의 기본토대 위에 약간의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도입되어 있는데, 순환보직 인사 관행으로 일반 행정가만 양산되고 전문성이 부족

하여 국제 교섭이나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지방의 이익을 완전히 반영하는데 대한 

한계 극복을 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미국처럼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연속선상의 적정점을 택하되, 보직관

리에 있어 공직 입직 초기에는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하되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폭넓은 경험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본처럼 입직 초기에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점차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는 경우를 종합하여 울산의 현실에 맞게 

채용, 배치, 국내외 전문 교육, 직무분야별 전보, 직급별 최소보직임기제, 승진 및 

관련분야 배치 등이 연계되어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전략적 핵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사경력 개발제도를 설계, 활용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전략적 핵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사경력 개발제도를 설계, 활용하도록 

하며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공직계층별 리더십을 개발하고 네트워크 관리자로서 필

요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함.

   현재 담당하는 업무가 너무 자주 바뀌고 또한 새로 맡은 업무가 기존의 것과 비교해서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행정가 위주의 보직관리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개인의 장래 경력경로에 대한 수요조사와 함께 조직의 

업무를 그 유사성과 전문화 수준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몇 개의 전문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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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설정하고, 조사된 개인 희망경력과 그간의 보직경로 등을 종합하여 개인별 

전문분야를 지정하도록 하며 전문분야와 전문분야 내 개별 직무별로 필요한 핵심

역량과 자격기준을 미리 설정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함.

9.5.5 지식창조형 공무원 맞춤형 교육훈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역량 증진에 대한 안내 또는 지침서를 잘 마련

하여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함.

   개인별 역량평가와 능력개발을 연계하는 지식 로드맵(Knowledge Road Map)을 작성

하고, 각 직위에서 요구되는 역량에 비하여 보유한 역량이 부족한 공무원을 중점 

대상으로 교육수요에 기초한 지식창조형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훈련과 직무

수행능력과의 연관성을 제고하도록 함.

   교육훈련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가 필요한 대상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바우처(Boucher)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교육바우처제도는 교육훈련의 적시성·효율성 증대, 교육훈련 경비의 절감 등 교육

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교육훈련생(수요자)이 교육대상기관,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선정하고, 소속기관(부서)에 본인이 선택한 교육훈련

(내용)을 신청하도록 하고 소속기관(부서)에서는 교육기관, 교육내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승인하도록 함.

   공무원 교육기관과 대학 및 민간교육기관, 전문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한 지방공무

원의 교육훈련을 활성화 함.

   집중심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즉 과학기술 관련 지식변화의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해당 분야별 집중심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집중심화교육 프로그램은 최소 4주 이상의 교육기간으로 운영하고, 아울러 워크숍, 

심층사례분석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며 해외연수 및 민관교류 프로그램 

활성화·공무원의 해외교육훈련을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 교육인원을 배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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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화분야

10.1 현황

10.1.1 울산의 국제화

   국제도시란 사람, 상품,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

도록 규제완화와 국가 및 도시의 지원이 실시되는 지역 및 도시를 지칭하는 일반적 

개념인데 반해, 세계도시는 범세계적 경제체제하에서 초국적 제반 활동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중심지로서 이와 관련된 각종 도시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고도로 발

전한 결절점이며, 이런 조건을 배경으로 물류의 집산은 물론 외국인의 왕래와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져 이와 같은 관련한 인구 및 고용, 그리고 사회적 계층구조가 중첩, 

혼재된 사회공간을 의미하는 학문상의 개념으로 통칭됨.

    - 울산의 경우, “국제도시화”란 세계인이 쉽게 접근하여 입지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내 · 외국인 누구나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다양성과 창의가 존중되는 

국제도시로 변모되는 것으로 정의함.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2조)
   울산의 국제화 관련지표는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많은 외국인이 정주 혹은 취업 

목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제화를 위한 유인 기반인 R&D 인력이나 

국제교류의 척도인 자매결연도시의 수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총인구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비율*

서울 10,356,202 10,181,166 175,036 0.017  

부산 3,635,389 3,611,992 23,397 0.006  

대구 2,513,219 2,496,115 17,104 0.007  

인천 2,663,854 2,624,391 39,463 0.015  

광주 1,415,953 1,407,798 8,155 0.006  

대전 1,475,961 1,466,158 9,803 0.007  

울산 1,102,988 1,092,494 10,494 0.010  

경기 11,106,831 10,906,033 200,798 0.018  

주) * 각 시도별 총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
자료 : 통계청, 내외국인별 주민등록인구(2006년)

<표 4-32> 내외국인 비율(2006년 기준)                                      (단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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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인구만명당연구인력수 1.004 0.301 0.375 -0.920 -0.809 1.300 -1.253 

인구만명당외국인종사자수 1.189 -0.718 -0.568 1.345 -0.848 -0.95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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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창조성 지수 12.788 -1.614 -2.481 -0.705 -2.317 -0.313 -5.358 

순위 1 4 6 3 5 2 7

<표 4-33> 국내 대도시의 국제화 관련 지표 비교

   국제도시 간 도시 기반의 비교를 수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세계 주요 도시 중

에서 도시 산업경제 경쟁력 (제조업 경쟁력)은 양호하나, 연구·개발 (특허출원건

수) 및 지식기반서비스 기반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4-18> 세계도시의 제조업 경쟁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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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국제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각종 여건 (국제비즈니스기반, 외국인 정주

여건, 국제도시 콘텐츠, 글로벌 공동체의식 및 국제협력네트워크)를 살펴보면, 특정 

부문에서의 상대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광역시도 비교에선 도시 위상 및 규모 (인구)

에 비해 다소 열악한 여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항, 철도, 도로, 항만 등 대외접근성과 산업기반 및 연관효과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나, 외국인 정주 여건의 핵심 구성요소인 전문교육시설과 여가시설이 부족함.
    - 국제행사 및 이벤트 등 국제도시 콘텐츠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0년 

현재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국제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교류는 미

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44) 
   국내 7대도시의 국제화 수준 평가연구(인천발전연구원, 2008)에 따르면, 울산은 전국 

7대도시 중 4위를 차지하였음.

    - 전국 광역시·도 중 경제교류 부문에서는 최고 수준이며,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부문 역시 전국 최상위 수준임.
    - 국제화 종합수준은 광역시·도의 평균 수준에 미달함.
    - 울산의 도시브랜드 가치 평가의 경우, 브랜드 자산가치는 14.8조원 (전국 2위, 

6대 광역시 1위)이며, GRDP 대비 도시브랜드 가치 역시 전국 최상위 수준(2
위)이나, 도서관, 박물관 및 관광·레져 인프라의 경우 최하위 수준임.(현대경제

연구원, 2009)
   “세계 500개 도시경쟁력” 연구결과(중국사회과학원, 2009)에 따르면, 울산의 도시경

쟁력은 162위에 머물고 있음.(뉴욕 1위, 서울 12위)

10.1.2 국제화 환경 변화

□ 국가경쟁력에서 도시·지역 경쟁력으로 전환 

   국가 및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 도시 및 지역이 세계화(Globalization) 및 지방화(Localization)시대의 핵심경쟁

단위로 부상

    - ‘전후 힌국경제의 산업수도’ 울산 역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거점

(Growth pole)으로서의 위상 뿐 만 아니라, 도시 자체경쟁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44) “국제화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시민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전체 대상자 중 66%가 “관심 많음”으로 

답하였음 (울산발전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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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대도시권의 경쟁 심화 

   국내·외 도시 간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의 경쟁 심화

    - 국제 교류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됨.
    -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동북아 광역경제권의 부상으로 향후 지속적 

도시발전을 위한 국제화 관련 인프라 조성이 시급함.

<그림 4-19> 주요 도시의 도시잠재력 비교

자료: 허영도·김현준·권창기 (2008)

□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국가간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통합과 지역간 협력을 위한 교류의 확대가 세계적 

경향

    - 2000년대 이후 국가 위상 제고, 저임금 산업노동수요의 급증, 인구의 사회적 

변화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한 체류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와 체류 유형의 

다양화 대두

    - 울산의 경우, 외국인거주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 및 다

문화 정책이 시급히 요구됨.(울산의 외국인 증가 추이: 2000년 3,695명에서 

2010년 16,043명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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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SWOT분석

강점(S) 약점(W)

- 지역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 산업 관련 외국인 정주자 유입

- 높은 수준의 소득 수준 및 개방적 문화

- 글로벌 환경도시 이미지 구축

- 급속한 도시성장으로 인한 사회·문화·인프라 부족 

- 연구·개발 및 지식기반서비스  부족

- 국제교류 관련 인력, 시설 및 서비스 부족

- 교육·예술·관광·의료기반 취약

기회(O) 위협(T)

- KTX 개통 등 대외 접근성 향상

- 동북아오일허브 및 자유무역지대 조성 등 대외

지향형 프로젝트 추진

- 글로벌 환경도시 이미지 구축

- 미래형 성장동력산업 유치

- 국내·외 도시 간의 경쟁 심화 

- 국제화 관련 핵심시설 (컨벤션센터)의 부재로 인한 

교류 기회 상실

- 지역 주력산업의 역외 유출

- 국제화 관련 서비스의 수도권 집중 심화

10.3 창조도시 패러다임의 적용

   미래의 창조도시는 지역 및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인적, 자본, 정보의 교류가 도시

발전의 핵심요소로 자리하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지역의 국제도시화는 필수적인 

선제조건이 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함.

   국내·외 도시 간 경쟁에서 산업 생산, 환경 보전, 역사문화자원 등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 자원을 국제화 사업과 연계함으로서 글로벌 산업·생태도시 리더로서의 

위상 제고는 물론, 관련 사업의 성과를 장래 도시 발전을 위한 창조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음.

10.4 비전과 전략

10.4.1 비전 

□  글로벌 산업·생태도시 리더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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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전략

    국제도시 위상에 맞는 국제화 관련 인프라 확대, 보급

    - 국제 비즈니스 인프라 조성

    - 대외접근성 향상

    - 국제교류 기반 확대

   도시의 외교 역량 강화 및 국제교류네트워크 구축 

    - 도시 특성을 고려한 국제교류 기반 확대 및 차별화

    - 국제화사업 관련 인력 확보 및 서비스 향상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도시브랜드 제고 

    - 친환경생태도시 이미지를 활용한 글로벌 생태도시화 사업 추진

   외국인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국제화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 외국인 주거 및 생활편의 서비스 향상

    - 매력적인 도시이미지 창출

    - 다문화사회 기반 조성 및 서비스 강화

    - 시민·지역사회의 국제교류 확대 및 인식 제고

10.5 주요추진사업45)

10.5.1 글로벌산업도시네트워크(GLOBAL INDUSTRIAL CITY FORUM)구축

□ 배경 및 필요성

   울산의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은 이미 국내 및 동북아 수준을 넘어선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도시 정체성 및 위상 수준에 관한 기존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글로벌 산업도시 리더로서의 울산의 가치를 극대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국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외형적 국제행사 중심의 네트워크형 사업이 아닌 

국내·외 산업전문가 및 지역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중심형 전문가포럼을 구성, 
운영함으로서 보다 효율적 국제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함.

45) 현재 울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세부추진계획 (7대 과제 20개 시책) 대상사업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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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세계도시 중 산업도시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나, 발전을 꾀하는 도시들을 대상

으로 상호 교류 및 공동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중심의 전문가협의체를 

주도적으로 구성, 조직함.

   해당 도시의 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 축척한 각종 경험(산업기술, 생산 및 인력 관리, 

관련 인프라 지원, 산업공해 및 재난 극복 등)들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부가가치

화함.

   대상 도시 산업화 전략 및 관리·운영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후발 산업도시에 유·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 공헌을 통한 도시이미지 제

고에 기여함.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글로벌산업도시포럼 구축

    - 세계 주요 산업도시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정보 구축

    - 글로벌산업도시포럼 마스터플랜 수립

   2단계(2016~2020년) : 글로벌산업도시포럼(사무국) 설립 및 운영

    - ‘글로벌산업도시포럼(가칭)’ 관련 회의 및 이벤트 운영

    - 공동교류사업 및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

□ 기대효과

   글로벌차원의 산업도시 리더십을 확보함으로써 국제화 도시로서의 위상 정립 및 

도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

   지역 내 고급 산업기술인력의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전문가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관련 설비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10.5.2 글로벌 환경생태도시(GLOBAL ENVIRONMENT-FRIENDLY CITY)연계

□ 배경 및 필요성

   ‘태화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울산은 도시화와 산업화의 부정적 외부효과(산업공해 

및 생태계 훼손, 정주환경)를 극복한 사례로 국내·외에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이를 

적극 활용한 부가가치의 창출(도시마케팅 및 브랜드화 사업, 지역 환경산업의 전문

인력 및 처리기술의 공급, 친환경 도시시스템의 보급 등)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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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를 위해, 기존의 국제 관련 사업(Asian Mayor's Forum of Environment, 
해외 환경공무원 초청 연수사업 등)을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국제 친환경산업

도시로서의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기존 환경 관련 국제사업(Asian Mayor's Forum of Environment, 해외 환경공무원 

초청 연수사업 등)을 정비, 발전시키는 한편,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내·외 국제교류기관(KOICA) 및 환경관련 국제기관(UNEP, UNESCAP 및 

기타 Multilateral Agencies)과의 공조를 강화함.

   지역 환경 관련 시설 및 인력에 대한 현장조사 및 DB구축을 통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환경 문제 관련 컨설팅 및 연구를 진행, 보급할 수 있는 조직을 설립함

   이상과 같은 환경 관련 국제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헌도를 널리 인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생태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지위를 확보함.(국

제기관 지역 사무소/연구·훈련센터 유치, 국제환경상 수상프로젝트)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기존 국제환경도시 관련사업 재정비 및 강화

    - 기존 관련사업(Asian Mayor's Forum of Environment, 해외 환경공무원 초청 

연수사업) 재정비 및 전략사업프로젝트 발굴 

    - 글로벌환경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2단계(2016~2020년) : 지역 환경 관련 전문인력 및 시설, 관리·운영프로그램 전파, 

보급, 국제기관(UNEP, UNESCAP, UNU) 연구·훈련센터 (도시하천 관리 부문 

Research & Training Center)

    -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환경 문제 관련 컨설팅 및 연구를 진행, 보급할 수 있는 

조직 설립 (생태산업단지/청정생산기술연구/ 도시하천관리 부문) 및 연구 · 훈련센터 

유치)
    - 환경 관련 공동 국제교류사업 및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 운영

□ 기대효과

   글로벌 환경생태도시로서의 위상 확보

   국제환경교류 및 공동사업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자원(인력, 서비스, 설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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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환경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따른 도시이미지의 획기적 개선

10.5.3 글로벌 도시브랜드화(INDUSTRIAL HERITAGE & ART)46)

□ 배경 및 필요성

   국제도시경쟁력에 있어 경제, 산업부문과는 달리 사회, 문화, 예술, 관광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은 대규모의 중장기 투자를 

요구하고 있음.

    -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의 특성을 지닌 문화자원

(산업문화유산) 및 국제적 지명도를 지닌 예술시설을 유치, 운영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 확보뿐만 아니라 도시이미지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함.
    - 지역 내 주요 가로 및 지구를 대상으로 외국인 친화형 특화거리를 조성(Global/ 

World Street)함으로써 거주 외국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국제화 의식 함양 

및 글로벌 도시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지역의 주력산업의 성숙기 진입에 따른 산업이전적지(Brownfield)의 향후 발생이 

예상됨으로 이를 창조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산업문화유산지구)을 연구·계획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국제적 지명도를 지닌 문화시설(미술관, 박물관, 예술공연장)을 유치(분관, 분원)하여 

운영함.

   외국인 친화형 특화거리를 조성(Global/World Street)을 조성 및 운영함. 

□ 단계별 게획

   1단계(2012~2015년) : 대상 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검토, 관련계획 수립

    - 대상 사업(산업문화유산 및 국제적 문화시설, 외국인 친화형 특화거리)에 대한 

기초조사, 사업 후보 발굴 및 선정, 관련계획 수립 

   2단계(2016~2020년) : 대상 사업 추진 및 시행

46) 산업화를 경험한 세계도시 중 산업유산 (일본 요코하마의 조선소 부지, 독일 루르 지방의 선광시설)을 

활용하거나, 문화시설을 유치(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 하여 문화예술시설로서 지역 재

창조에 이바지한 사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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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지 선정 및 주요 세부 시설 결정, 시행

□ 기대효과

   균형적인 도시 제부문의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 

획기적 제고 및 교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음

10.5.4 지역기업을 위한 Business 거점지원47)

□ 배경 및 필요성

   지역 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인프라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은 지속적 투자를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으로 통상지원 및 기타 주요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 거점 

마련이 시급함.
□ 주요 내용

   지역 내 기업의 통상지원 및 각종 해외 비즈니스 수요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및 거점을 구축함.

   기존 관련 거점(관련기관의 주재공관, 해외 교민/한상 네트워크 등)을 연계, 활용한 

거점 마련한 후. 향후 필요시 지역기업의 주요 통상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거점(해외 

사무소)를 운영함.

□ 단계별 게획

   1단계(2012~2015년) : 지역 내 기업의 통상 지원 및 각종 해외 비즈니스 수요 및 

특성을 파악, 지원체계 검토, 관련계획 수립

   2단계(2016~2020년) : 기존 관련거점(관련기관의 주재공관, 해외 교민/한상 네트워크 

등)을 연계, 활용

    - 향후 필요시 지역기업의 주요 통상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거점(해외 사무소)를 

운영함.

47) 국내 주요 광역시·도의 경우, 해외 자매도시나 거점도시에 도시 홍보 및 통상지원을 위한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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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지역 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산업 성장에 

이바지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공헌함.

10.5.5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 배경 및 필요성

   유네스코는 도시차원에서 문화산업의 창의적, 사회적, 경제적 가능성을 확대하도록 

돕고 이러한 발전 경험을 다른 도시들과 공유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부터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테마 : 문학, 영화, 음악,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아트, 음식 

□ 주요 내용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문화 기반 및 문화환경 조성

    - 가능테마 선정 : 공예·민속예술(처용, 옹기), 디자인 등

   창의도시 울산을 위한 문화산업 육성 및 시민문화사업 지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울산 추진전략 및 사업 도출·추진

□ 단계별 계획

   1단계(2012~2015년)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준비

   2단계(2016~2020년)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창의도시 문화사업 추진

□ 기대효과

   울산광역시라는 도시의 글로벌 브랜드 향상, 도시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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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제 지정년도 특징

에딘버러(영국) 문학 2004년  저명 문학인 및 문학작품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디자인 2005년  국제디자인 관련 행사

베를린(독일) 디자인 2005년  혁신적 거주환경 조성

산타페(미국) 공예·민속예술 2005년  전통기술 일상적 예술품 작업

아스완(이집트) 공예·민속예술 2005년  공예, 보석 세공 등 문화유산

포파얀(콜롬비아) 음식 2005년  음식산업 개발

몬트리올(캐나다) 디자인 2006년  디자인산업 클러스터 조성

볼로냐(이태리) 음악 2006년  풍부한 음악적 전통

세비야(스페인) 음악 2006년  인종언어를 초월한 커뮤니케이션

나고야(일본) 디자인 2008년  디자인 관련 인적자원 육성

고베(일본) 디자인 2008년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도시복원

선전(중국) 디자인 2008년  문화기반도시, 문화 경제 원칙 수립

멜버른(호주) 문학 2008년  출판 산업 활성화

아이오와시티(미국) 문학 2008년  국제도서 축제 개최

글래스고(영국) 음악 2008년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리옹(프랑스) 미디어아트 2008년
 활발한 민간 디지털게임산업, 문화예산 20% 우선
 배정, 활발한 국제적 네트워크

가나자와(일본) 공예·민속예술 2009년  조각박물관, 수공업 교육센터

겐트(벨기에) 음악 2009년  음악 원자료 확보

브래드포드(영국) 영화 2009년  영화산업의 발생지, 다양한 영화산업 분야 발달

상하이(중국) 디자인 2010년  클러스터 건설 및 창의산업 활성화 추진

서울(한국) 디자인 2010년  다양한 디자인산업 진흥 사업 추진

생떼디엔느(프랑스) 디자인 2010년  생떼디엔느 디자인비엔날레 개최

이천(한국) 공예·민속예술 2010년  지역축제 개최

더블린(아일랜드) 문학 2010년  도서관, 작가박물관 등

청두(중국) 음식 2010년  음식에 대한 연구조사

오스터순드(스웨덴) 음식 2010년  음식거리조성, 전통음식개발, 음식페스티벌, 이벤트 개최

시드니(호주) 영화 2010년  풍부한 영화관련 시설

그라츠(오스트리아) 디자인 2011년  인쇄·석판술 및 교육·문화의 중심지

레이캬비크(아이슬란드) 문학 2011년  1인당 세계 최고의 출판 활동

<표 4-34>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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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사업명
단기

(2012~2015)

중기

(2016~2020)

장기

(2021~2030)

글로벌 산업도시 네트워크 구축 (Global 

Industrial City Forum)

글로벌 환경생태도시(Global 

Environment-Friendly City) 연계

글로벌 도시브랜드화

(Industrial Heritage & Art)

지역 기업을 위한 Business 거점지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