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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 총괄비전 도출 과정

■■  2040년 비전 및 목표 도출을 위하여 광역시 승격 20년의 성과와 반성, 중장기적인 메가트렌드를 

분석하고 주요 분야별 현황 및 여건 분석을 실시함

■■  시민참여형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전문가 설문조사, 시민참여단 회의 등 다양한 

지역 내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함

 -  광역시 승격 20년의 반성, 메가트렌드와의 연계, 지역 현황을 통해 지역의 현안 이슈를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함

■■  미래트렌드, 당면한 이슈, 시민·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SWOT분석을 통하여 2040년 비전, 

목표, 전략을 설정함

총괄비전 도출 과정 및 설정

 

정합성·연계성·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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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괄비전 설정

광역시 승격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통한 시사점

7대 메가트렌드 분석의 시사점

개인화와 공유경제 
확대

 - 소비와 소유개념 변화에 대응 필요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비,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복지대책, 다문화사회로의 이전 준비, 
교통편의성 증대 등 

창조적 신기술 출현  - 4차 산업혁명 대응 강화, 시민참여 다양화

경제성장 둔화  - 지식기반 경제에 따른 벤처·청년창업환경 개선, 경제적 양극화(소득, 일자리) 대응

삶의 질 중시  - 평생교육기반 강화, 문화·관광인프라 개선

기후변화와 재난 
안전 문제 증가

 - 친환경 생태도시 만들기, 안전한 도시 조성, 회복력 강화

글로벌 사회화  - 도시간 외연 확대, 글로벌 도시를 위한 인프라 조성

IV.  2040 울산의 비전 및 목표

경제·산업 분야
 - 주력제조업 기반의 안정적 발전, 지속적인 혁신역량(R&D) 강화 필요

 -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산업구조 균형 발전, 신성장동력산업 주력화를 위한 노력 필요

환경·안전 분야
 -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과 신기후체제에 대한 대응방안 필요

 - 원전, 지진 등 복합재난위험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필요

문화·관광·복지· 
교육 분야

 - 산업도시 이미지 탈피와 테마관광, 문화예술도시로 변화 추진 필요

 -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교육, 의료 인프라 확대 필요

도시공간·교통 분야
 - GB 재조정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과 신성장 거점지역 육성 필요

 -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교통인프라 구축 필요

도시간 연계·글로벌 
분야

 - 도시간 협력에 기반한 실질적 광역화 미흡, 해오름동맹 강화 노력 필요

 -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노력 필요(기술혁신, 글로벌 연계, 문화 다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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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분야

환경·안전 분야

문화·관광·복지· 
교육 분야

도시공간·교통 분야

도시간 연계·글로벌 
분야

 - 주력산업 고도화 및 주력산업 기반 신산업발굴 및 육성 필요

 - 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 다각화 전략 필요

 - 미래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선도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 필요 

주요 분야별 현황분석의 시사점

 - 도심지역 녹지축 및 생태축 복원을 통한 자연성 회복 필요

 -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필요

 -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 노력 추진

 - 미래복합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체계 필요

 - 시민안전 문화 제고방안 마련 필요

 - 문화예술분야 투자 증대 및 IT 기술과의 융복합 필요

 - 울산만의 독특한 문화예술 콘텐츠 미흡

 -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를 발굴하여 관광자원화 필요

 -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및 실버산업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역평생교육인프라 및 글로벌 학습기반 조성 필요

 - 지역 내 도시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GB 해소방안 마련 필요

 - 새로운 성장거점 육성 전략 필요

 - 도시내부 및 광역연계교통망 구축 필요

 - 도시간 협력에 기반한 실질적 광역화 미흡, 해오름동맹 강화노력 필요

 -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노력 필요(기술혁신, 글로벌 연계, 문화 다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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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전문가 의식
조사 결과

 -  현재 울산 각 부문별 생활 환경 만족도에서 시민의 경우 여가, 고용, 복지, 교통 부문, 전문가의 경우 주거, 

복지 부문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게 나타남

 -  향후 울산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시민·전문가 모두 ‘삶의 질 개선과 내실 있는 성장’, ‘환경·녹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산업간 균형발전’, ‘타 지역과 광역경제권 형성’에 대한 응답이 높았음

 -  시민들이 선택한 키워드는 분야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제시된 키워드 중 특징적인 단어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 개인, 도시, 국가적 차원과 연계하여 분류할 수 있음

 -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시민)행복, 편안·안정, 사람중심 등 시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와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도시적 차원에서 번영, 풍요, 경제성장 등의 단어들은 경제 및 산업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로 성장하길 바라는 것으로 분석됨

 -  국가적 차원과 관련된 단어들로는 세계화, 다양성, 개방, 해양 등은 향후 울산이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야 할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분석됨

시민·전문가 의식조사 분석의 시사점

시민참여단 활동을 
통한 시민의견

주요 키워드

IV.  2040 울산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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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WOT 분석

대응전략 주요 요소 추진전략 관련분야

S-O
전략

주력 제조업 건재, R&D기반 확충, UNIST 과학기술원 전환 주력산업 고도화 산업

R&D기반 확충, UNIST 과학기술원 전환, 4차 산업혁명 본격화 신산업 육성 산업

국내 최대 액체화물처리항 보유, 동북아오일허브사업 추진 울산항 고부가가치화 경제

태화강 마스터플랜 성공 추진, 친환경 생태도시 모델로 이미지 제고 친환경 생태도시 추진 환경

포항~울산고속도로 개통, 해오름동맹 결성 및 강화 도시의 외연확대 추진 지역연계

S-T
전략

태화강 마스터플랜 성공 추진, 글로벌 기후변화문제 심화 지속가능 친환경도시 만들기 환경

천혜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보유, 개인화와 삶의 질 개선 요구 증대

새로운 문화창조기반 조성 문화

지역자원 활용방안 모색 관광

W-O
전략

대기업의존형, 4차 산업혁명 본격화, 강력한 지자체 지원의지 강소기업 지원 및 육성 산업

기술개발·연구인력 부족, UNIST 과학기술원 전환, 4차 산업혁명 본격화 주요 도심지 활성화 방안 마련 도시공간

GB규제로 인한 도시균형 발전 저해,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신성장 거점지역 육성 도시공간

W-T
전략

원전, 지진 등 복합재난위험요인 다수, 글로벌 기후변화문제 심화 재난 대응력 및 회복력 강화 안전

교육·문화·관광·의료 인프라 부족, 인구구조의 변화 100세 시대 대비 필요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의료 인프라 부족, 인구구조의 변화, 개인화와 삶의 질 개선욕구 증대 교육 및 평생학습인프라 구축 교육

교통인프라 미흡, 인구구조의 변화, 개인화와 삶의 질 개선요구 증대 환경친화적 교통인프라 구축 교통

글로벌 경쟁력 기반 부족, 글로벌 메가시티의 급성장 도시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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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비전  및 목표체계
02.

총괄비전  -  시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가치인 시민행복과 산업수도 울산이라는 이미지로 대변되는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를 지향하고 있음

 -  새로운 기술과 사람의 융합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며 풍요로운 도시를 창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누구나 

찾아와서 살고 싶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비전의 핵심임

 - 경제와 산업분야를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조경제 도시’를 목표로 설정함 

 ·  ‘창조경제도시’는 현실화되고 있는 창조적 신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성장산업 발굴과 

육성을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도시임

 - 환경과 안전분야를 연계하여 시민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목표로 설정함

 · 기후변화 및 재난안전으로부터 시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도시임

 - 문화, 관광, 사회복지, 교육분야을 연계하여 역사와 문화, 여유가 있는 ‘품격있는 도시’를 목표로 설정함

 ·  민선 6기 시정의 핵심과제로 경제적 풍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는 공동체의식 제고에도 노력하는 도시임

 - 도시공간과 교통분야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거점을 확대해 나가는 ‘창의혁신 도시’를 목표로 설정함

 · 신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연계를 통하여 지역내 균형발전과 편리한 이동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도시임

 - 지역연계와 국제화분야를 연계하여 ‘동해안 중심도시와 글로벌 선도도시’를 목표를 설정함

 · 도시의 외연을 확대하고 도시의 매력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도시를 추구함

울산 2040의 그랜드 비전은 ‘글로벌 창조융합도시 울산’임

도시목표
그랜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범주화를 통해 5개 분야로 도시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이미지화하기 위해 도시모델을 제시함

울산의 비전,
어젠다,
미션프로젝트

17대 미션프로젝트

울산■도심연계활성화

울산■■신성장거점■육성

녹색■교통도시■울산

울산■4차■산업혁명■선도
신산업■육성

울산■그린n스마트
주력산업■고도화

강소기업■육성

미래가치■창출■울산항만

지속가능■발전도시■울산

리질리언트■울산

그린■르네상스■울산

융합형■컬처노믹스

테마형관광도시■울산

100세■안심도시■울산

레저·스포츠■도시■울산

글로벌■인재양성

해오름동맹■강화

글로벌■울산

IV.  2040 울산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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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도시모델) 설정, 목표, 전략
03.

가. 파워시티 비전

스마트시티 개념

(1) 4차 산업혁명과 도시·산업인프라의 융합, 스마트시티

1) 도시모델 설정

■■  스마트시티는 ICT기반의 융합산업의 결정체로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도시를 의미함

■■  건설기술과 ICT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시티는 친환경도시 개발, 도시재생, 지능형 국토정보 등 

사회기간산업으로부터 각 가정 내 세부 가전에 이르기까지 대상과 적용 범위가 광대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특성이 있음

■■  선진국의 경우, 기후환경변화 대응 및 침체된 경기활성화 부양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도시 

패러다임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활용함

자료 : LG경제연구원

<도표-87>

스마트시티 개념도

스마트시티의 개념

스마트 홈·오피스

소재·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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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ghtinglab.dk/UK/ http://blog.daum.net/chocohuh/1124751

자료■:■www.amsterdameconomicboard.com

<도표-88>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개념도

■■  도시의 기기 및 통신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도시 거주자들의 쾌적한 삶의 

제공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함

■■  2025년까지 190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 에너지 사용량 20% 감축을 목표로 

3개의 지역(Nieuw West, Zuidost, IJbur)에서 테마별(주거, 업무, 교통, 시설, 데이터) 

프로젝트로 추진 계획임

■■  크로스로드 프로젝트의 정확한 명칭은 ‘Crossroads Copenhagen: The intelligent city 

district (코펜하겐의 크로스로드: 지능화 도시)’로 문화, 미디어, 통신기술을 결합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개인과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적 연구기관도시를 구성하는 것임

■■  코펜하겐 스마트시티의 가장 큰 성공요인은 기존 도시에서 일부 시설을 빼거나 더하는 식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고 계획 단계부터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해 생태를 보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분명한 목표를 두었다는 점임 

■■  크로스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리빙 랩(Living Lab)으로, 시민이 원하는 환경에 

대한 제안을 하도록 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도시를 구현할 수 있었음

■■  리빙 랩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기술보다는 인간중심 도시개발, 다양한 모바일 컨텐츠를 통해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다기능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서비스의 윤리성·합리성 

테스트임

a b

코펜하겐■스마트시티
리빙■랩■개념도

LED■조명을■사용한■도로■조명

a

b

②  덴마크, 코펜하겐 
스마트시티 크로스로드 
프로젝트

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IV.  2040 울산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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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추진방안 세부내용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전환

목표

플랫폼 7개

추진방향

중점

추진

사항

기본개념

구체적 산업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휴대폰 
접속 정부포탈

도시 기초시설
네트워크

도시관리
포털

도시자원
 클라우드

도시기초시설
데이터

시민
서비스카드

감시카메라
시스템 구축

정부서비스 제공능력의 제고 시민의 생활편의 증대 

■■  선양은 중국의 대표적 중공업 도시로, 1950년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대형 중공업 

국유기업들이 밀집한 곳임

■■  1980년대 개혁·개방 시대가 시작되자 기업경쟁력이 낮은 국유기업들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자 기업 도산과 노동자 해고사태가 잇따르면서 

‘실업의 도시’로 전락함

■■  2003년에 중국 당국은 국유기업 개혁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조정과 소유권 개혁을 실시하지만 

급속한 인구 유출과 지역총생산이 전국 주요도시 중 최하위를 기록함

■■  선양은 제조업을 ‘고기술 고부가가치’로 전환시키고 클라우드·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의 

스마트 기술을 통해 ‘생태와 문명의 스마트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 아래 스마트 도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선양의 스마트도시 건설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빅데이터 관련 제품, 업종 및 새로운 경제모델, 새로운 산업사슬 구축

 -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및 ‘중국제조 2025’와 연계하여 장비제조업 위주의 기존 산

업구조를 빅데이터·클라우드·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이용한 산업구조로 전환

 - 빅데이터 제품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관련 솔루션

 - 빅데이터 운영관리

 - 빅데이터 서비스 : 공업·농업·상업 데이터서비스

 - 클라우드 제품 :  업종 클라우드(공업, 농업, 전자비즈니스, 물류), 민생 클라우드(의료, 여행, 교통) 등의 

클라우드 솔루션

 - 모바일인터넷 : 모바일 단말기와 네트워크 설비, 모바일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이동통신

 - 물류네트워크 : 사물인터넷 제조와 서비스

 -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 : 업종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공업 소프트웨어 및 지능형 제조 솔루션

③  중국 선양, 
‘중공업도시에 
 스마트를 입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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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도시사례를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산업과 도시 인프라의 고도화 수단으로써 

4차산업 혁명의 핵심기술인 ICT융합기술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미래신성장동력산업(미래부·산업부 선정) 역시 ICT산업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산업이 선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미래도시모델은 도시 및 산업인프라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의 융합이 그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음 

산업부 선정

미래성장동력 산업

(13대 전략산업)

자동차전용도로■자율주행■핵심기술

극한■환경용■해양플랜트

국민■안전·건강로봇

플라스틱■기반■수송기기■핵심소재

가상훈련■플랫폼

나노기반■생체모사디바이스

저손실■직류송배전시스템

고속-수직■이착륙■무인항공기■시스템

첨단소재가공시스템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용■부품

미래산업용티타늄(Ti)■소재

웰라이프■건강관리기술

고효율■초소형화발전시스템

01

03

05

07

09

11

13

02

04

06

08

10

12

미래부 선정 미래성장동력산업

(9대 전략산업)

스마트자동차

지능형■로봇

맞춤형■웰니스케어

5G■이동통신

착용형■스마트기기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심해저해양플랜트

실감형■콘텐츠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

01

04

07

02

05

08

03

06

09

(2) 주요 도시사례를 통한 시사점

 -  최근 세계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또한 무한 글로벌 4차 산업혁명 

미래신기술 경쟁에서 선두 자리

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경제력, 

잠재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강한 도시’의 의미를 부여함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조경제, POWER CITY

동북아오일허브 항만도시기업이 성장하는 도시

강한 기술경쟁력 도시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친환경소재·에너지 도시

핵심 어젠다 도출

IV.  2040 울산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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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지역의 연구개발투자 총액을 GRDP로 나누어 산출

의미 지역의 연구개발 활동 규모를 경제규모를 고려하여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자료원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산출 지역별 총부가가치를 인구 수로 나누어 산출

의미 기술혁신활동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파악

자료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추계인구)

산출 지역 내 신규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

의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기준으로 선정하는바 지역의 창업활동과 미래 성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자료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http://www.innobiz.net/)

지표상세 산출내용(자료원)

산업혁신 기반

GRDP 대비

연구개발투자액 비중

혁신 기업 활성화

신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

경제적 성과

인구 1인당

총 부가가치

2) 목표 및 발전전략

(1) 목표

2010년 2014년

현황

목표
지표목표

산업혁신 기반 GRDP 대비 연구개발투자액 비중 5위
0.72%
16위

1.06%
14위

경제적 성과 인구 1인당 총 부가가치 1위
44.6백만원

1위
47.5백만원

1위

22개 29개
혁신기업 활성화 신규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수 5위 14위 1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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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화학산업의 생산공정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정밀화학 R&D 지원확대

■■ 미래자동차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

■■ 에프터조선해양산업 육성을 통한 조선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체질 개선

■■ 미래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소재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력 확보

주력산업 기술경쟁력

확보 및 고도화

■■ 지역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성장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 세계시장에 대한 기술력, 경영, 마케팅, 판로개척 등 컨설팅 지원사업 확대

■■ 글로벌 브랜드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 얼라이언스 구축

울산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확대

■■ 울산항 기능 개선, 포트마케팅을 통한 항만물류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 지역자원 연계 항만배후비즈니스 기능확대를 통한 울산항의 고부가가치화

■■ 동북아오일허브의 차질없는 인프라 확충 및 오일금융서비스 산업 기반 확충

해양항만 경쟁력 강화 및 

동북아오일허브의 고부가

가치화

■■ 4차 산업혁명 대응, 도시·산업 인프라 확충 및 지능정보산업 육성

■■  세계 웰에이징 수요확대에 따른 건강관리·질병예방·치료 연관 바이오메디컬산업의 울산 

미래신성장동력화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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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전략

IV.  2040 울산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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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션프로젝트와 세부사업

파워시티 단위 사업 내용

울산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
01.  ①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경쟁력 강화
 - 3D·4D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CDC·Cloud Data Center) 구축사업

 - 산업융합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 울산 산업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구축사업

 - 울산 산업기반 초연결 디지털화사업

 - 정보산업형 울산을 위한 SW 지능화사업

②  바이오메디컬 창조도시 
기반 조성

 - 바이오게놈 이노베이션(Bio-Genome, BiG Innovation) 클러스터 구축사업

 - 바이오메디컬 기업지원 및 육성사업

02. 울산 그린n스마트

주력산업 고도화

①  미래형 자동차 생산역량·부품
경쟁력 강화

 - 자동차 글로벌기술경쟁력 강화사업

 - 울산형 자동차산업자원 복합화사업(튜닝·스마트·레저)

03. 강소기업 육성 ①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시스템 구축

 - 기업성장주기 R&D 인프라 구축·강화사업 

 - 기술자문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사업

②  글로벌 첨단화학 
선도도시 조성

 - 석유화학산단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 고부가·고기능 화학소재 R&D 지원사업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센터(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설립

04. 미래가치 창출 

울산항만

①  세계 4대 오일허브 
육성사업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석유물류인프라 조성사업

 -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한 오일금융산업 육성사업

②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사업

 - 중견기업 스케일 업(scale-up) 및 글로벌 브랜드사업 

 - 중견기업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얼라이언스 구축사업

②  글로벌 퍼스트 클래스 
(First Class) 항만물류도시 
조성

 - 수출입 화물처리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사업

 - 비즈니스와 레저가 공존하는 선진항만 조성사업

③  조선해양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조선해양 ICT 융·복합 기술혁신사업

 - 녹색선박기술 R&D 지원사업

 - 울산 조선해양 포스트마켓 클러스터 조성사업

④  에너지산업 글로벌허브 
조성

 - 수소기반 에너지산업기반 구축사업

 - 저탄소 에너지 발전·저장산업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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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화학산단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 고부가·고기능 화학소재 R&D 지원사업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센터(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설립

나. 휴먼시티 비전

환경

1) 도시모델 설정
■■  환경과 안전분야의 도시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도시모델과 관련한 사례 분석 및 문헌 

고찰을 수행한 후 울산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도시모델을 설정함

■■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1979년 UN 심포지엄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이후 1986년에 발표된 UN보고서 ‘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하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됨

■■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도시 개발 및 관리에도 

추가되어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개념이 도입됨

■■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 환경개발 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이라는 개념을 통해 구체화된 

‘지속가능한 도시’는 단순히 환경에 국한된 환경친화적인 도시라는 의미가 아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통합적 지속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음

(1)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

①  독일 프라이부르크 
(환경수도, 태양의 도시)

■■  1970년대 초 프라이부르크 근교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건립 반대운동 이후 1986년 시의회에서 

핵에너지 사용 탈피 및 태양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데 합의함

■■  태양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태양광발전이 발전되었고 태양광 이외 수력 및 풍력, 폐자원을 

활용하는 에너지 산업이 발달함

■■  교통량 발생 억제와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도보, 자전거, 근거리 공공 교통수단)을 우선으로 

한 교통계획 정책 시행

■■  태양광 산업을 통해 80개의 사업장에서 1,000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 환경 교육분야에서 

7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친환경산업 시설을 중심으로 전문관광객, 협의회, 박람회 유치 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 바데노바 축구경기장, 시청, 학교와 교회, 개인건물의 지붕 또는 외벽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IV.  2040 울산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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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브루크의
태양광 발전 사례

바데노바■축구경기장a

프라이부르크■박람회장■건물의
솔라지붕

주택옥상을■활용한■태양광■발전c

태양광■시설물■관광d

b

a

c

b

d

②  덴마크 코펜하겐 
(바람과 자전거의 도시) ■■  2000년 외레순해협에 22MW급 풍력 발전기 20기를 설치하여 40MW의 전력생산(미들그룬덴). 

코펜하겐시 전체 전력의 4% 공급

 - 코펜하겐의 도시계획으로 인구 증가 및 도시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손가락 모양의 도시계획

 - 자전거 32%, 보행 26%, 자동차 26%, 전철 및 버스 등(대중교통) 14%

 -  차량 및 보행자와 분리된 총 길이 354km의 자전거 도로망 구축, 자전거 도로 폭은 2m 안팎, 자전거 

중심의 교통 신호체계 등

※  5개의 대중교통축에 도시개발을 집중. 대중교통축 가까이에 주거지나 직장을 배치하여 전체 이동시간 최소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공급

지속가능한 도시구조계획 및 친환경 교통수단의 발달

■■ 핑거플랜(Finger Plan)

■■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율

■■ 자전거 이용 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보행자 전용거리 조성, 확장 등

자료 : www.freiburg.de/green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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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의 지속가능
도시 구축 수단

Wikidepia

http://bicyclenews.co.kr

http://blog.naver.com

http://oresundstid.dk

http://www.designdb.com

http://nocutnews.co.kr

미들그룬덴a

Finger■Planb

자전거■전용도로c

자전거■전용■고가도로d

보행자■전용■거리e

보행자■전용■거리f

a

c

e

b

d

f

안전 ■■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극한적 사건의 발생과 사건 이전 상태와 동일한 형태로 복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와 리질리언스(Resilience)의 관계

가 중요하게 대두됨

■■  리질리언스(Resilience)는 라틴어 ‘resi-lire’에서 유래한 것으로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복탄성력(Resilience)’이란 말로 통용되고 있음

 -  자연적인 사건(지진, 쓰나미, 홍수 등), 기술적인 사건(교통사고, 산업재해, 테러 등), 인간이 유발한 사건

(가뭄, 기근, 전염병, 전쟁 등) 등

(2) 회복탄성력의 도시(Resilient city)

IV.  2040 울산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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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탄성력’은 단순히 ‘이전 상태로의 복귀(Bounce Back)’가 아니라 피해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을 통해 ‘이전과 다른 시스템으로의 이행(Bounce Forward)’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구성, 대체성, 신속성, 자원동원력, 지역경쟁력을 갖춰야 함

■■  ‘회복탄성력의 도시(Resilient city)’란 리질리언스의 5가지 구성요소를 갖춘 도시라고 정의

할 수 있음

기능별 요소

자료 :  신진동 외(2014), 도시방재력(Urban 
Resilience) 개념을 적용한 
도시방재계획

<도표-89>

리질리언스 구성요소와 작동원리

기능(5Rs)

내구성
Robustness

대체성
Redundancy

신속성
Rapidity

자원동원력
Resourcefulness

지역경쟁력
Regional Competence

재난에 안전한 자연환경, 기반시설 및 건축물 내구성, 강건한 경제구조

대체기반시설, 잉여 자원 및 재정, 다양성(경제, 통신수단 등)

시스템(계획, 관리), 정보(신속·정확한 전달 및 공유), 자원수송

결속력(신뢰, 자율, 협력, 참여, 소통), 적응(위험 인지, 재난 경험),

교육 및 훈련

자원확보(구호물자 및 장비, 정보, 기술, 재정, 인력), 

자원운영(리더십, 계획, 우선순위 판단, 평가, 형평성), 

자원관리(자원모니터링 및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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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력(신뢰, 자율, 협력, 참여, 소통), 적응(위험 인지, 재난 경험),

교육 및 훈련

자원확보(구호물자 및 장비, 정보, 기술, 재정, 인력), 

자원운영(리더십, 계획, 우선순위 판단, 평가, 형평성), 

자원관리(자원모니터링 및 배치)

자료 : www.unisdr.org

<도표-90>

UNISDR의 MCR 캠페인 전략

01.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02. Financing and Resources

03. Multi-hazard Risk Assessment-Know your Risk

04. Infrastructure Protection, Upgrading and Resilience

05. Protect Vital Facilities: Education and Health 

06. Building Regulations and Land Use Planning

①  유엔재난경감국제전략기구

UNISDR

제도적·행정적 계획 구축

재정 및 자원관리

종합적인 재해위험 평가

사회기반시설 보호 및 개선

사회중추시설보호: 교육 및 의료시설

재해를 고려한 시설기준 및 토지이용계획 시행

 - 시민단체 및 시민사회의 참여에 기초하여 재해위험을 인식하고 경감하기 위하여 조직 및 조정기능을 정립

 -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예산을 할당하고 소유자, 저소득가구, 지역사회, 기업 등으로 하여금 재해를 경감하기 위한 투자를 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 재해 발생원과 취약성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유지하고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도시개발계획 및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공론화

 - 배수시설과 같은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유지관리를 하고 기후변화에 대처

 - 모든 학교와 보건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

 - 위험을 고려한 현실적인 건축규제와 토지이용계획 원칙을 적용하고, 저소득시민을 안전한 지역에 배치하고 저소득 주거지역을 개선

 -  10가지 필수항목 

(10 Essential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IV.  2040 울산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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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Training,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방재교육·훈련 및 시민안전의식 제고
 - 재해저감을 위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실시

08.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trengthening of Ecosystems

환경 및 생태계 보호
 -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해 생태계와 자연적인 버퍼지역을 보호하고, 위험저감대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응

09. Effective Preparedness, Early Warning and Response

효과적인 재해대비, 조기경보 및 대응체계 구축
 - 조기경보시스템 및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례적으로 대비훈련 실시

10. Recovery and Rebuilding Communities

복구 및 지역사회 재건
 - 재난 발생 후 재건에 있어 피해주민의 니즈(needs)를 중심으로 지원

②  호주 맬버른시의 
Melbourne Resilience 
Strategy

■■ 전략수립과 실행을 책임질 적응유연담당관(Chief Resilience Officer) 공식 임명

■■  빅토리아州 재난청(Emergency Management Victoria) 등을 포함한 주정부 부처와 구청 

단위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Resilience Steering Committee)가 별도로 구성되어 

전략수립사업을 관리감독

■■  예측되는 위험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예측되지 않는 부분은 조직역량, 적응력, 정보구축 등을 

통한 유관기관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통하여 대응역량 강화

범주 지표 하위지표

사람 
(건강 및 복지)

인적 취약성 최소화 음식, 수도 및 위생, 에너지, 주택

생계수단 다양화 및 고용 생계기회, 기술 및 훈련, 개발 및 혁신, 재정지원 서비스

생활 및 건강 보호 공공보건 관리, 지불 가능한 보건 서비스, 재난시설 및 인력

조직 
(경제 및 사회)

집합적 정체성 및 상호 지지 지역사회 및 시민참여, 사회적 관계 및 네트워크, 지역 정체성 및 문화, 통합적 지역사회

사회적 안정성 및 보안 범죄억제, 부정부패 감소, 치안 및 사회정의, 법률 시행에 대한 접근성

재정자원 및 비상사태 대비기금 경제구조, 투자유치, 주변국 및 국제경제와의 연계, 산업 지속성 전략, 건전한 재정 관리

장소 
(기반시설 및 환경)

도시의 물리적 위험 및 취약성 감소 환경정책, 재해대비 핵심기반시설 보호, 건물 관리규정 및 기준 구비

핵심 서비스 지속성 생태계 관리, 홍수위험 관리, 도시 기능관리 실천,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 측정, 도시 지속성 전략

통신 및 이동성 통합 교통 네트워크, 정보 및 통신기술, 재해 통신서비스

지식 
(리더십 및 전략)

효과적인 리더십 민관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 정부기관 간 협력, 효과적인 정부 의사결정 체계, 재난대비 능력 및 조정

이해 관계자 능력 신장 연구, 지식이전 및 최적의 실천법 공유, 위험에 대한 대중 인식, 교육, 정부와 시민간의 의사소통

통합 개발 전략 도시기능 감시 및 데이터 구축, 전략 및 계획, 토지이용 및 개발

<도표-91>

Melbourne Resilience

Strategy Framework

예측 불가능한 위험 대비

국가기반시설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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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어젠다 및 발전 전략

 -  메가트렌드와 부문별 대응 

이슈를 통해 휴먼시티의 핵심 

어젠다를 ‘시민의 삶이 안전 

하고 행복한 휴먼시티’로 

설정함

핵심 어젠다 도출

<도표-92>

휴먼시티 핵심 어젠다 도출

 -  ‘환경서비스 제고를 통한 신성

장동력 확보’

 -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 구현’

 -  ‘재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전

사회 및 안전문화 육성’

발전 전략

<도표-94>

휴먼시티 도시모델,

핵심 어젠다, 달성목표 및 발전전략

 -  (환경) 기후대기질 만족도 75% 

이상 달성 / 1인당 도시공원조

성면적 25㎡ 이상 달성

 -  (안전) 도시안전지수 전 분야 

1등급 달성·유지

달성 목표

<도표-93>

휴먼시티 달성목표

11.09㎡

미션프로젝트

지속가능■발전도시■울산

리질리언트■울산

그린■르네상스■울산

IV.  2040 울산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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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션프로젝트와 세부 단위사업

휴먼시티 단위 사업 내용

지속가능 발전도시

울산
01. ①  클린 앤 쿨(Clean and Cool) 

울산 추진
 - 지능형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체계 구축

 - 동남권 대기환경 관리기관 유치

 - 사용자 위치기반 대기질·악취 정보서비스 제공

 -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에너지하베스팅 울산 구축

 - 스마트 ZEV(Zero Emission Vehicle) 활성화 및 고도화

②  기후적응 물순환 선도도시 
울산 추진

 - 분산형 빗물관리체계 조성

 -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

 -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재이용 기반 조성

02. 리질리언트

울산

①  환동해권 안전문화 선도도시 
울산 추진

 - UDEX(Ulsan Disaster Experience Complex) 조성

 - 환동해권 리스크 거버넌스(Risk Governance) 구축

03. 그린 르네상스

울산

①  에코 네트워크 
(Eco-Network) 구축

 - 생태복원을 통한 자연성 회복 추진

 - 그린인프라 통합관리를 통한 녹지서비스 제고 추진

②  도심하천 워터프론트 
추진

 - 태화강 르네상스 추진

 - 태화강 연계 주요지천의 생태하천 조성

 -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③  환경 (신)기술 상용화 
지원센터 조성

 - 환경개선 신기술(대기, 수질) 적용 지원센터 건립

 - 생태산업단지(EIP · Eco Industrial Park) 실증화단지 조성

④  울산환경관리공단 
설립

 - 하수, 분뇨, 생활쓰레기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공기업(환경공단) 설립

 - 저비용, 고효율 환경관리시스템의 도입·운영

 - 미래형 친환경생태도시에 걸맞은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③  자연재난에 강한 
울산 추진

 - 자연재난 ICT 통합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 지진취약 지역별 행동메뉴얼 완비

 - 내수침수 대비 인프라 구축

■■  휴먼시티 도시모델 달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3대 미션프로젝트와 9개 

단위사업을 제안함

■■  3대 미션프로젝트는 ‘지속가능 발전 도시 울산 프로젝트’, ‘리질리언트 울산 프로젝트’, 

‘그린 르네상스 울산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별 2~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함

②  미래·복합재난 프리(free) 
울산 추진

 -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 USN(Ubiquitous Sensor Network)기반 산업단지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 재난대비 네트워크 기반 구축

 - 안전산업 및 안전전문가 육성

 -  방재과학기술진흥재단 설립 
(종합방재정보센터, 첨단방재기술개발센터, 재해경감혁신센터 등 운영)

 - 국가산단 특수재난훈련센터 건립

 - 화학사고특화 소방교육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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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레스티지시티 비전

 ‘품격’을 뜻하는 프레스티지
(prestige)

1) 도시모델 설정

■■  품격도시는 오늘날 의미가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지역, 국가를 막론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쾌적함’으로 정의할 수 있음. 

Cullingworth(1964)는 이러한 용어는 정의하기보다 인식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함

■■  품격도시라는 개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나타내는 지표들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가 

거의 없어 무엇을 ‘품격도시’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없어 보이나, 

앞서 품격이라는 단어에 근접한 문헌들에서 몇 가지 지표를 찾아 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울산에 적용하여 검토하도록 함

■■  실제로 품격도시의 개념은 정의하기보다는 느끼는 것이 빠르다는 표현이 알맞을 수도 있음. 

품격도시는 목표로써,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구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고 할 것임

프레스티지시티
(prestige city · 품격도시)

■■  품격도시는 대체로 지역의 자연환경(깨끗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조용함)과 도시생활(아름다움

과 머물러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여유로움)에서 ‘인간이 편안하고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머물고 싶도록 하는 제반 요소’들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울산에 

적용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 주안점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음

(1) 품격도시

①   프랑스 파리 

라 빌레트 공원

■■  라 빌레트 공원(Parc de la Villette)은 1979년 파리를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프랑스 정부에 의해 조성되었음. 주변의 운하와 가축시장, 도축장이 있었던 낙후된 

지역을 예술·문화 그리고 과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켰음

■■  공원은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닌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계획하고 북쪽에는 과학관, 

남쪽에는 La Grande Halle 그리고 그 아래에 파리 종합예술 학교와 음악당을 설치함

■■ 1년에 1,000만명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a b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iatiger&lo
gNo=30108040048&categoryNo=36&viewDate=&curre
ntPage=1&listtype=0

http://www.naeiltour.co.kr/friday/information/diary_
view.asp?menuId=&good_cd=240

IV.  2040 울산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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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스트리아 

그라츠(Graz)

③  에버랜드 안의 알프스  

‘알파인 빌리지’

■■  오스트리아의 그라츠는 중부 유럽에서 중세도시의 형태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도시로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음

■■ 2003년 유럽의 문화수도로 지정된 이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음

■■  쿤스트하우스는 잘 보존된 중세도시에 외계생명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반대가 심했으나 

현재는 도시의 명물로 사랑받고 있음

■■  쿤스트하우스 주변은 재즈바, 영화관, 아틀리에 콘서트홀, DVD 감상실, 쇼핑센터 등과 같은 

작은 공연장과 카페가 자리잡기 시작하고 새로운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젊은이들로 붐비고 있음

■■  알파인 빌리지는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를 가지 않아도 스위스와 알프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겨울에는 스노우버스터를 타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평소에는 T익스프레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곳임

■■  알프스 지방의 건축물들은 눈이 많이 오는 스위스의 기후 특성에 따라 눈들이 녹아서 

잘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지붕을 뾰족하게 만들었으며, 알프스의 강한 바람을 견뎌내기 

위해  커다란 창을 내지 않고 여러 개의 작은 창문들을 아기자기하게 내놓았는데 다양한 유형 

(유아, 어린이, 일반)의 썰매장에 뮌히, 융프라우, 아이거 등 스위스 지명을 사용하여 스위스 

마을을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함

자료:  http://korean.at/xe/
kv_05_061/3239

자료 :  http://witheverland.tistory.
com/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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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카모니카의 

암각화 유적

■■  이탈리아 북부 룸바르디아 주 브레시아, 손드리오, 베르가모에 걸쳐 분포한 암각화 유적은 

1979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명소가 되었음

■■  암각화 상부에 붉은 색 도료로 그림을 강조하고, 목조데크를 조성하여 관람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상 3층에 국립선사박물관과 고고학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유적 주변 

이세오 호수와 연계 관광상품도 함께 취급함으로써 지역민의 소득도 함께 증대시키는 

효과를 보임

■■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관람객 위주의 동선 확보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품격도시로서의 역할과 관광수입 효과도 함께 곁들임

a b

암각화■보존■및■정비a

관람로(목재■데크)b

고고학■테마공원

암각화■박물관

d

c

dc

⑤  크로아티아 자다르의 

씨 오르간(Sea Organ)

■■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황폐화된 자다르를 재건하려는 시도로, 바다에 콘크리트벽을 설치 

하여 바람과 파도에 의해 발생하는 음향장치를 설치, 건축가 Nicola가 도시연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설계하여, 2005년 4월 15일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가 되었음

■■  ‘바다 오르간’은 바닷물의 흐름과 바람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힘과 에너지로 언제나 음악이 

흘러나오는 해변경관시설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계단에 폴리에틸렌 튜브와 공진 캐비티를 

설치하여 바람과 파도에 의해 소리가 발생하게 하며 2006년 European Prize for Urban 

Public Space를 수상하기도 함

자료 : http://www.ksilbo.co.kr

IV.  2040 울산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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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볼거리와 이색 매력물 설치로 관광객 유인 및 장시간 체재로 인해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음

a b

크로아티아■자다르의■Sea■Organ■a

Sea■Organ의■구조b

자료 :  http://www.tzzadar.hr/en/
city-guide/attractions

자료 :  http://muk17.blog.
me/220806351580

⑥  캐나다 마니토바주 

레드강

■■  자연, 관광, 문화유적, 여가자원의 장기적인 보전전략을 제시하고 농촌 및 도시지역 

관광객들에게 여가와 휴식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레드리버 유역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관광개발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였음

■■  자연해설 및 레드리버 접근시설, 캠핑시설 등을 정비하고 관광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야생식물 관찰시설, 탐방로,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고 레드리버지역의 마케팅 및 홍보전략을 

강화하였음. 레드리버 모험관광은 소규모 지역 관광사업체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관련 업체

들에게 지속적인 관광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시사점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 자연, 관광, 문화유적, 여가자원의 장기보전 전략

을 추진하였다는 점, 지역사회, 민간단체, 지방정부의 참여와 연계를 통한 개발계획 수립, 

현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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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티a

자료 :  http://suncityaz.org

오션힐즈b

자료 :  www.oceanhillscountryclub.com

■■  애리조나(Arizona) 주에 있는 평균나이 72.4세의 고령자 촌락으로 1960년대 초 직장 은퇴자

들을 위해 건설되어 현재는 전원도시의 형태로 변화됨 

■■  도시 내 종합병원, 골프장, 교회, 은행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위해 

수영장, 영화관, 쇼핑센터 등 수많은 여가시설을 갖추고 있음

■■  주변의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거주민을 위해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4시간 의료체계, 

단독주택와 연립형 주택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선택할 수 있음

■■  오션힐스는 로스엔젤레스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5년부터 시작되어 대도시 인근과 

해변가라는 좋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음

■■  평균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택을 매각하여 소유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부대시설과 여가프로그램 및 여러 가지 레저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⑦  미국 애리조나 주 썬시티 

(Sun City)와 

캘리포니아 주 오션힐스 

(Ocean Hills)

a a

b b

IV.  2040 울산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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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어젠다 및 발전 전략
■■  울산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 관광,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울산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문화와 관련해서는 콘텐츠산업 매출액이 3,565억원 규모로 광역시 대비 위상 7위(2015

년 기준)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활동지수 26.4(지수 600기준)로 광역시 대비 위상 

6위, 전체 관광객은 연간 방문객 260만 명으로 7위를 차지하여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시민최저빈곤율은 1.3% 수준으로 전국에서 광역시 대비 1위를 기록하는 등 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평균 목표치를 모든 위치 4위권 내 도약을 목표로 구상하되 삶의 질을 높이는 품격도시로서의 

위상을 달성하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추진하도록 함

■■  ‘역사와 문화가 융성하는 품격있는 프레스티지시티’를 발전 전략으로 5가지 미션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업을 도출하기에 이름

콘텐츠산업
(매출액:백만원)

시민최저빈곤율
(%)

문화활동 지수
(600 기준)

전체 관광객
(연간방문객:만명)

356,509

1.3

26.4

260

7위

1위

6위

7위

광역시 대비 위상울산현재(평균)

콘텐츠산업
(매출액:백만원)

문화활동 지수
(600 기준)

전체 관광객
(연간방문객:만명)

1,800,000

1.0

50.0

800

4위

1위

4위

4위

광역시 대비 위상울산현재(평균)

Prestige City

평생 활기찬 생애주기별

(Active-Life Span)

복지 지원

울산 로하스타운

(LOHAS Town) 조성

100세 안심도시
울산 프로젝트

문화와 IT를 접목한

U-ConTech 구축

울산형 문화콘텐츠 육성

융합형 컬처노믹스
프로젝트

산, 바다

레저·스포츠 육성

스포츠 전지훈련

메카사업 추진

레저·스포츠 도시
울산 프로젝트

산악관광 알프스 빌리지

(Alps Village) 조성

MICE 연관산업 육성

선사시대 특화타운 조성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나이트 투어 활성화

테마형 관광도시
울산 프로젝트

글로벌 교육

인프라 확충

글로벌 학습도시

기반 구축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시민최저빈곤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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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션프로젝트와 세부 사업

프레스티지시티 단위사업 내용

융합형 컬처노믹스01. ①  문화와 IT를 접목한
U-ConTech
(Ulsan-Contents Technology) 
구축

 · 애니-디자인산업 육성기반 구축

 · 세계 3D프린팅 아트 공모전

 · U-ConTech 박람회 개최

 - U-ConTech 클러스터 구축

② 울산형 문화콘텐츠 육성  - 울산형 캐릭터 제작인력 육성사업

 - 국립 임란극복 역사관 건립

 - 대한민국 기업가 인물동산 건립

 - 산업과 예술의 콜라보레이션 축제 

 - 대중문화 공연기반 구축 확충을 위한 공연장 건립

 - 한글문화특성화 전략 수립

 - 세계적 유수캐릭터 제작사와 합작애니메이션 제작

03. 100세 안심도시

울산

①  평생 활기찬 생애주기별 
(Active-Life Span) 
복지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울산형 기초보장제도 마련

 -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위한 국공립 시설 확대

 -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및 이동권 강화

 - 고령화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

②   울산 로하스 타운 
(LOHAS Town) 조성

 -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니어 타운 조성

 -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복합 레저시설 조성

 - 웰빙을 위한 온천 휴양지구 조성

 - 시니어 휴양·요양·치유시설 조성

 - 다양한 고령친화산업 연계와 신성장산업 육성  

02. 테마형 관광도시

울산

①  산악관광 알프스 빌리지 
(Alps Village) 조성

 - 영남알프스 빌리지 조성

 - 영남알프스 국제 산악관광 거점지구 조성

 - 어드벤처 파크 조성

② MICE 연관산업 육성  - 울산 전시컨벤션호텔 유치 및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기반 구축

 - 국내·외 지정 여행사와 연계한 MICE 투어상품 개발

③ 선사시대 특화타운 조성  - 거꾸로 가는 시간여행, 대곡천 ‘슬로 빌리지’ 조성

 - 반구대 암각화의 생태적 보존과 세계유산 등재

 - 한반도 역사의 시작, 국립선사박물관 유치

④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 해오름 크루즈 운항

 - 동해바다 오르간(East Sea Organ) 설치

⑤  나이트 투어(Night Tour) 
활성화

 - 태화강 주변 야간볼거리 운영

 - 삼호 철새홍보관 및 철새거리 조성

 - 삼호교 인근 글램핑장 조성

IV.  2040 울산의 비전 및 목표



142 울산비전 2040

레저·스포츠 도시

울산
04. ① 산, 바다 레저·스포츠 육성  - 마리나 타운 조성 및 해양스포츠 육성

 - 영남알프스 산악레저스포츠 육성

 - 마성 종합 승마테마파크 건립

②  스포츠 전지훈련 
메카사업 추진

 - 종목별 동계훈련 인프라 및 편의시설 확충 

 - 계절형 유휴시설 활용방안 구축

05. 글로벌 인재양성 ① 글로벌 교육인프라 확충  - 특성화 교육기관 설립 및 유치(중·고·대학교)

 - 국립 과학영재고등학교 설치

 - 도서관시설을 이용한 학습프로그램 도시 조성

 - 한국예술종합학교 분교 유치

 · 해외 유수연구기관 유치 및 연계

② 글로벌 학습도시 기반 구축  - 울산형 온라인 평생학습 구축

 - 울산 평생학습타운 조성

라.  콤팩트시티 
비전

1) 도시모델 설정

도시공간정책의 방향 

■■  울산시의 당면과제 및 미래 여건변화와 향후 도시정책의 쟁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울산시 만을 고려한 기능 및 활동들이 도시의 연담화 및 광역화에 의해 울산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도시권을 고려하는 기능 및 활동으로 변화가 예상됨

■■  도시공간정책의 방향도 기존 단일 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공간정책에서 광역도시권을 고려하는 

공간정책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
<도표-95>

도시공간정책의 방향

(기존 울산시에서 울산광역권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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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구조(배치) 구상 및 권역 구분

■■  2030 울산도시기본계획의 1도심 4부도심 7지역중심의 공간구조를 수용하면서 울산과 주변

도시와의 연담화 등 광역도시화를 반영하는 도시공간구조를 마련함

■■  광역도시화를 고려하여 도시성장축을 기존 3개의 성장축(농소축, 언양축, 온양서생축)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웅촌축을 추가함

■■  경주, 양산, 밀양, 기장 등 울산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주요 

거점 형성 및 광역연계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광역권의 중심지 역할을 높이는 도시공간구조를 

구상함

■■  성장축은 기존 시가지 중구, 남구, 동구를 하나의 도심으로 설정하고 도심을 중심으로 4개의 

성장축을 설정함 

■■  성장권역은 중구, 남구, 동구를 포함하는 도심권과 앞서 언급한 도시 성장축과 광역도시화를 

고려하여 언양권, 농소권, 온양서생권, 웅촌권의 3+1부도심 권역을 설정함

<도표-96>

성장 권역(축) 구분(안) 

농소축

언양축

웅촌축

온양서생축

1 도심권

3 부도심권

중구, 남구, 동구 포함

광역도시권을 고려하여

3+1 부도심권

도심 - 농소 - 경주 외동

도심 - 울주 청량(율리)

- 울주웅촌 - 양산 웅상

도심 - 울주 온양·서생

 - 부산 기장

언양(삼남) -  양산 

하북·상북

강동 - 도심-범서

- 언양(상북) - 밀양 산내

도심권/언양권, 농소권, 온양·서생권, 웅촌권

IV.  2040 울산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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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본 롯본기 힐스 

(Rooppongi Hills)

■■  일본 롯본기 힐스는 주거·상업·직장 등 도시의 여러 기능을 집적화한 콤팩트시티의 대표적인 

사례임. 개발 전에는 공습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채 주거지가 형성돼 구획도로가 좁고 요철이 

많아 통행 및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구였음*

 -  과거에 지역이 지니고 있던 다양한 역사적·전통적 문화들을 주요 도시재생 요소로 적용하여 이전과 같은 

국제적이고 문화가 활성화된 롯본기 힐스의 특성을 다시 되살려냄
*  이원규(2014), 도심 활성화를 위한 

콤팩트시티 개발, 부산발전연구원

■■ 콤팩트시티의 일반적 의미

■■ 본 과업에서의 의미

 -  도시 내부(기존시가지)의 고밀, 복합적 토지이용으로 도시 외연적 확산방지, 경제적 효율성, 자연환경 보존 

등을 추구하는 도시개발의 한 형태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의 극대화)

 -  콤팩트시티의 일반적 의미를 반영하면서 울산과 주변도시를 포함하는 울산광역권을 대상으로 기존 도심의 

육성 및 자족적 부도심을 육성하고, 이를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연계하는 Compact + Network city 육성을 의미

 -  도시와 농촌의 균형, 도시내부 재생과 도시외곽의 성장, 다양한 기능의 집중, 도시 내부 및 주변 도시와의 

교통 및 기능의 연계 강화, 부도심 육성 등을 통한 광역권 중심도시 조성을 목표로 함

01.

02.

03.

04.

05.

06.

07.

중앙에는 롯본기 힐스의 상징물인 지상 54층 모리타워를 배치하고, 최상부에는 문화의 핵심 

시설인 모리미술관과 전망대 등을 도입

21층 호텔, 콤플렉스, 아사히TV 등을 배치해 중심상업·업무·문화·정보를 집적

건축부문에서 보차분리 실현, 중앙공원 등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주변에는 43층 고급아파트 4개 동을 배치

7만여 그루의 나무가 단지전체를 둘러쌈

남북축은 지하철역에서 주택가구까지 지형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연못과 롯본기 힐스 아레나

를 내려다보는 보행자 전용 데크로 정비

동서축은 폭이 넓은 보도를 따라 가로수의 녹음과 쇼핑을 즐기면서 산책이 가능한 공간으로 정비

주요 개발 내용

<도표-97>

개발 컨셉과 전경
개발 컨셉 전경

레지던스(고급임대)

복합극장

게이트타워

게타키자카도리

아사히 TV
아레나가든(공연장)

모리가든(공원)

헐리우드 뷰티플라자

SHOP, 레스토랑

그랜드 하얏트

모리센터

모리아트센터

도쿄스카이데크

모리아드 박물관

록본기힐 클럽

아카데미힐

Compact city (압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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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본대사관(2015), 일본의 압축도시
(Compact City) 정책 동향

주요 개발 내용

주요 활동

아오모리시의

콤팩트시티 이미지와

도시구조

 -  대응방안으로 우선, 중심사지 주변에는 중상(中上) 밀도인 시가지를 배치하고, 도시외곽부에 근접할 수록 

저밀도 시가지가 배치되는 단계적 밀도 구성의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아오모리시는 1960년대 인구증가로 인해 교외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심시가지의 인구감소로 

상업기능이 쇠퇴하고, 또한 시가지의 확대에 따라 겨울철 제설비용 및 도로, 하수도 정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비용이 증가하였음

■■  이의 효과로 중심시가지의 거주인구가 1995년 2,717명에서 2011년 3,86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아오모리역 앞의 보행자 통행량 증가 그리고 중심시가지의 아파트 건설 또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01.

02.

02.

03.

04.

도로와 녹지의 네트워크를 통한 도심부와 교외부를 구분(도심 내부, 중간지역, 도심외부지

역)하고, 각각의 지구에서 도시기능 역할 분담을 설정하여 원칙적으로 도심 외부지역에서

의 개발을 억제

마을내 거주 추진

광장의 정비

사계절 내내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중심 시가지에 자연열을 이용한 제설, 전선류의 지중화, 넓은 보도 정비 등)

생활에 필요한 도시기능을 중심시가지에 집중

01. 2001년 아오모리역 앞의 ‘신마을상점가’의 입구부근에 복합상업시설인 ‘아우가’ 건설 

(고층에 도서관 등 공공시설 배치, 저층에는 상업시설)

<도표-98>

아오모리시 압축도시

(Compact city) 개념도

②  아오모리시 

(아오모리현)

면적 894.78㎡

시설 :  상징수(나무), 벽화, 보도(지열·상온방식), 음용대

건물 4동(약 107평) 점포 9구획, 갤러리, 테라스, 다목적 화장실

중심시가지

ICIC

IC

아오모리
공항

inner-city

outer-city

방사축

방사축 방사축

아오이바다

아오이숲

지역교통축

mid-city
도시교통축

중심상업
업무거점

지상 8층, 지하 1층

지하에 생선시장, 중층부에 상업시설, 공공시설,

상층부에 도서관 입거

지상 17층, 사업비 약 50억엔

1층 상점, 2층 크리닉(의원), 방문개호스테이션,

3·4층 케어하우스

총 사업비 약 5억 6,500만엔

총 사업비 약 185억엔

총 사업비 약 50억엔

파사드 공장

역전 재개발 빌딩복합상업시설(아우가)

케어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맨션(미드라이프타워)

IV.  2040 울산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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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모델

2) 핵심 어젠다 및 발전 전략

■■  도심 및 부도심 등 성장권역의 특성을 고려한 중심거점기능 설정, 관련 서비스업 발전전략 

및 인근의 다양한 기능과 연계

■■  울산은 현재 기존 도심 위주의 단핵도시공간구조임. 울산 주변 도시와의 연담화 및 광역도시화를 

감안할 때, 다핵도시공간으로 전환이 필요

■■ 울산은 GB(개발제한구역)로 인해 도시공간이 분산적 집중구조로 되어 있음

■■ GB 조정을 통해 도시의 성장축 및 연속성 확보 필요

■■ 도심과 부도심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도로망 구축 요구

핵심 어젠다 도출
도시공간의 특성화, 공간구조의 다핵화, 도시의 연속성 확보

도시공간의 특성화

공간구조의 다핵화

도시의 연속성 확보

핵심 어젠다

달성 목표

발전 전략

콤팩트시티(Compac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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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분야의

사업 발굴 방향

사업 발굴 방향과 메가 프로젝트 제안

■■  장래 울산의 도시성장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양적 성장은 기존 도심 위주의 성장에서 도시와 농촌, 도시내부의 재생과 도시외곽 성장 등 

도시공간의 균형성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질적 성장은 울산시민들의 다양한 욕구(needs)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설정함

■■  도시공간분야의 메가 프로젝트는 상기 사업발굴 방향과 연계하여 울산 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울산신성장거점 육성 프로젝트, 녹색 교통도시 울산 프로젝트로 설정함

01.

02.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도시 외곽지역을 새로운 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도시의 

균형개발 추진

기존 시가지(도심)를 중심으로 삶의 질을 개선

03. 중심시가지와 도시외곽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신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중심의 연계서비스 

구축

삶의 질 개선(도심) 균형발전(성장거점 육성, 신개발) 교통망 연계

균형개발
성장거점 및

신도시개발

■■ 직주 근접의 광역 자족복합거점 육성 (농소)

■■ 남부권(온양서생) 자족형 신도시 조성

■■ 첨단 창조물류지구 조성(C-logis Town) (웅촌)

■■ KTX 울산역세권 교통 및 첨단지식허브지구 조성 (언양)

삶의 질 개선
도심 육성

■■ 신산업과 첨단기술의 노벨타운(N-town)조성

■■  광역권 중심도시를 위한 도심기능 강화 
(중추업무+역사문화 기능 재창조)

■■ 수요자 맞춤형 특성화 복합타운 조성

■■ 생활밀착형 보행·자전거 인프라 개선 및 확충

■■ 신교통수단 도입 및 대중교통중심 연계 서비스 개선

■■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체계 구축

연계교통체계
구축

IV.  2040 울산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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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3) 미션프로젝트와 세부 사업

울산 도심연계활성화01.

콤팩트시티 단위 사업 내용

①  신산업과 첨단기술의 울산 
노벨타운(N-Town) 조성

②  광역권 중심도시를 위한 
도심기능 강화

 - 기업지원서비스 산업 육성

 - 중심업무지구 가로 활성화(Mixed-use free zone, U-디자인 적용)

 - 융·복합 도심문화거점 육성 및 관광자원화 추진

 - 도심엔터테인먼트 복합상업시설 조성

③  수요자 맞춤형 특성화 
복합타운 조성

 - 친환경 특성화 복합타운 조성 (교외형, 여가형, 도심연계형, 산업단지형)

 - 울산형 공공주택 조성(울산형 New stay)

 - 글로벌 빌리지 조성(복합용도의 도시공간 창출)

 - 나노, 그래핀, 바이오 관련 중심의 기업체 및 연구기관 유치

 - 우수한 교육기관(외국인 학교) 및 프로그램 유치

 - 국립산재의료원 등 고급의료기관 유치

현재 울산

미래 울산

대중교통 수송부담률

19.3%

22.0%

도시 정주인구

120만

150만

도시 유동인구

125만

300만

생활밀착형 보행·자전거 인프라

개선 및 확충

신교통수단 도입 및 대중교통 중심

연계서비스 개선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체계 구축

녹색 교통도시 울산 프로젝트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신산업과 첨단기술의

울산 노벨타운(N-Town) 조성

광역권 중심도시를 위한 도심기능 강화

(중추업무+역사문화기능 재창조)

수요자 맞춤형 특성화 복합타운 조성

울산 도심연계활성화 프로젝트

직주 근접의 광역 자족복합거점 육성

남부권(온양·서생) 자족형 신도시 조성

웅촌권 창조물류지구 조성

KTX울산역 역세권 교통 및

첨단지식허브지구 조성(3E-City)

울산 신성장거점 육성 프로젝트



149Ulsan Vision 2040

①  직주 근접의 광역 
자족복합거점 육성

②  남부권(온양·서생) 자족형 
신도시 조성

④  KTX 울산역세권 교통 및 첨단 
지식허브지구 조성(3E-city)

 - 자족경제기반 확보를 위한 상업서비스 기능 강화

 - 중심상업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체계 개편

 - 송정역 주변 가용지 전략적 관리 및 활용(역세권 개발)

 - 광역 연계 교통체계 구축

 - 근로자 및 교외 맞춤형 주택 공급

 - 지역주민 맞춤형 생활편의 및 기반시설 조성

 - 인간중심 교통체계 확충

 - 웅촌지구 산업물류지구 조성 및 공단 정비

 - 청량지구 첨단물류단지 조성

 - 첨단주거 등 다양한 주택유형의 주거지 조성(Explore)

 - KTX울산역 역세권 특성화 추진(Entertain)

 - 서부권 첨단지식비지니스타운 조성(Exchange)

울산 신성장거점 육성02.

②  신교통수단 도입 및 대중교통 
중심 연계서비스 개선

 - 울산과 주변지역간 연계 철도노선망 구축

 - 지역 내 생활권역간 연계를 위한 신교통수단노선 구축

 - 환승센터 구축(울산역, 태화강역, 송정역, 신복로터리)

 · 울산~김해신공항 연결 광역철도(태화강역~양산~김해신공항)

 · 인천~김해신공항 준고속열차 운행(송도~김해신공항)

 · 서울~김해신공항 준고속열차 운행(청량리~김해신공항)

③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체계 구축

 -  울산외곽순환도로(경부고속도로~강동)

 -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 확장

 - 함양~울산 고속도로

 -  길천~명촌간 도로(구영~길천, 입암~명촌)

 - 범서~매암간 도로

 -  염포로~본항간 도로(염포로~본항, 본항~신항)

①  생활밀착형 보행·자전거 
인프라 개선 및 확충

 - 보행 우선공간 확충

 - 보행자 우선 도로시설물 확대 및 보행안내시스템 구축

 - 자전거 간선망 구축 및 자전거 친화타운 조성

 - 생활권 중심 공공자전거 운영

녹색 교통도시 울산03.

③   웅촌권 창조물류지구 
조성(C-logis Town)

IV.  2040 울산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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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메가시티 비전

글로벌 메가시티 리전 경쟁력 종합순위

1) 도시모델 설정

■■  메가시티(MCR)*는 핵심도시를 기능적으로 연결한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경제 광역도시로 

교육, 경제, 주거, 공간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의 복합도시임

■■  행정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으나 경제, 혁신역량, 정주환경 역량 등 기능적으로 연결된 광역 

경제권으로 성장역량의 공간적 결집이 이루어져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함

*  Mega City Region 
: 광역경제권

■■  글로벌 상위수준의 메가시티 리전은 경제적 투입요소와 시장을 동시에 보유하는 충분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음

■■  경제적 번영, 장소매력도, 연계성을 기준으로 세계의 주요 메가시티 리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글로벌 도시경쟁력과 메가시티

세계의 주요 메가시티 리전

자료 :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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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 2,150만명

면적 : 3만 3,725㎢

1인당 GRDP : 5만 5,900달러

미국 뉴욕권

 -  지역인프라, 환경, 교육 등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제시 

하였고 창조적 인력양성과 지역혁신을 위한 대규모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경제전략으로 제시

장소 매력도경제적 번영 연계성 순위

5위 1위 1위 

인구 : 1,550만명

면적 : 2만 590㎢

1인당 GRDP : 3만 7,322달러

영국 런던권

 -  녹색성장을 중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강조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성장과 세계도시 위상확립이라는 비전아래 교통체계 구축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확대를 공간전략으로 제시

장소 매력도경제적 번영 연계성 순위

2위 3위 2위 

인구 : 3,440만명

면적 : 1만 3,281㎢

1인당 GRDP : 3만 2,913달러

일본 도쿄권

 -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Metro Eco Plex 형성을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금융·자본시장의 자유화와 서비스기능의 고도화 및 제조업 혁신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전략 하에 다중심형 네트워크 공간구조개편 지향

장소 매력도경제적 번영 연계성 순위

7위 4위 3위 

인구 : 1,113만명

면적 : 1만 2,001㎢

1인당 GRDP : 4만 1,947달러

프랑스 파리권

 -  유럽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세계도시화를 비전아래 창조·항공· 

관광산업 등 최상급 경제거점 조성과 연구·혁신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경제전략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제시하고, 다핵형 도시권의 구축과 

교통네트워크 중점개발 지향

장소 매력도경제적 번영 연계성 순위

14위 12위 12위 

인구 : 1,706만명

면적 : 1만 4,399㎢

1인당 GRDP : 2만 7,278달러

일본 오사카권

 -  아시아 교류의 중심지로의 발전비전을 가지고 중소제조업의 고도화 

및 해외자본 유치 등의 경제적 전략과 공항-과학도시가 연계된 네트워크 

도시를 형성하려는 공간전략 추구

장소 매력도경제적 번영 연계성 순위

9위 8위 10위 

인구 : 1,280만명

면적 : 7,037㎢

1인당 GRDP : 1만 860달러

중국 상하이권

 -  국제금융, 교육 및 물류의 중심지를 비전으로 해외자본유치를 

경제전략으로 삼고 개발구역 조성 및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공간 

전략으로 제시

장소 매력도경제적 번영 연계성 순위

12위 11위 13위 

인구 : 2,122만명

면적 : 2만 8,560㎢

1인당 GRDP : 6,786달러

중국 베이징권

 -  중국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는 비전을 앞세우고 첨단산업과 서비스업 

투자를 확대, 인프라 확충, 4대 클러스터개발을 추진전략으로 제시

장소 매력도경제적 번영 연계성 순위

14위 12위 12위 

경제적 번영

장소 매력도

연계성

투입자원요소, 경쟁력, 혁신역량,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삶의 질, 사회 구조적 안정성, 생태학적 지속성

이동성 경쟁력(교통 인프라), 산업클러스터 연계 및 집적도, 

글로벌리더 경쟁력, 거버넌스

비교평가의 핵심 구성요소

자료 :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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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어젠다 및 발전 전략

■■  미래사회 전망에 따른 7대 메가트렌드, 울산의 10대 핵심이슈 중 도시의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 검토

■■  글로벌 메가시티 리전이 글로벌 도시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울산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10위 내 도시 평균

80위 내 도시 평균

50위 내 도시 평균

100위 내 도시 평균

 -  도시의 경쟁력과 관련된 개념은 경제성장 둔화, 창조적 신기술, 도시브랜드와 글로벌화, 주력산업 

위기 대응, 미래신산업 육성, 울산권 광역도시화 등임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울산과 지리적·산업적·기능적인 연계를 가진 인근 도시와의 광역화를 

추진하는 메가시티 개념의 도입이 필요함

 -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양 지역간 이동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되고 인구 200만명, 경제규모 

95조원으로 환동해권 최대의 광역경제권으로 성장 가능함

 -  2013년 GUSCI에서 울산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지수는 0.458로 동북아시아 16위, 전세계 128위로 

나타남

 -  선진도시들과 비교해 볼 때, 기술혁신, 글로벌 연계, 문화다양성 분야의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메가시티 핵심 어젠다

자료 : GUSCI 분석 (2013)

<도표-99>

울산의 위상

10위내 울산

80위내 울산

50위내 울산

100위내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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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어젠다 도출

달성목표

현재의 울산

도시의 광역화
(외연확대)

메가시티 도시목표 및 발전전략

2013년
GUSCI 기준(0.458)

미래의 울산

2040년
GUSCI 기준(0.5)

동북아시아 전세계

16위 128위

동북아시아 전세계

10위 이내 80위 이내

울산권
광역도시화

경제성장 둔화

창조적 신기술

미래신산업 육성

3대 주력산업 위기 대응

기술혁신

도시경쟁력
(매력도) 강화

도시브랜드와 글로벌화
국제화

문화다양성

자료 : GUSCI,  2005년부터 세계 500대 도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조사·발표

IV.  2040 울산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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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전략

■■ 인근 도시간 기능적 연계 적극 추진(해오름동맹 지속 강화)

■■ 글로벌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글로벌 스탠다드 강화

7대 메가트렌드

10대 울산 핵심이슈

GUSCI 지표 분석

3대 주력산업 위기 대응

산단노후화와 안전문제 대응

신성장거점 필요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미래신산업 육성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축

울산권 광역도시화

문화 저변 확충 및 콘텐츠 개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핵심 어젠다 도시의 광역화
(외연 확대)

도시 경쟁력 증대
(매력도)

도시목표
(GUSCI 0.5)

세계

80위내 글로벌 도시

아시아

10위 내 신성장 도시

전략 인근 도시간 기능적 연계 적극 추진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글로벌 스탠다드 강화

핵심 프로젝트 해오름동맹 강화 프로젝트 글로벌 도시 울산 프로젝트

경제분야 기술혁신분야

우위 취약

환경분야 글로벌연계분야

행정 문화다양성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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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ESR(EastSea Rim) 
협력도시 네트워크 구축

 - 협력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 국제크루즈관광, 항공연계, 문화관광 축제 공동개발 추진

 - 동해안 협력도시간 경제교류, 경제협력사업 확대

 - 환동해 경제권 형성

③  글로컬 잡 월드(Glocal Job-
World) 지원체계 구축

 - 울산청년국제화사업 추진

 - UIJT(Ulsan International Job Training)센터 구축

④ 울산 월드타운 조성  - 울산 차이나타운 조성

⑤  메이드 인 울산 마케팅 및 
브랜드화 추진

 - 다보스 울산 포럼 추진

 - GUB(Global Ulsan Benchmark) 프로그램 상품화 추진

①  R&D기반 초광역기간산업 
J-벨트 구축

 -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가칭)

 - ‘울산~경주’ 부품분야 R&D 융·복합단지 조성

 - ‘울산~밀양’ 나노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②  통일한국대비 동해안 
교통경제플랫폼 구축

 - 울산기점 동해안 초광역 수송벨트(여객, 산업물류)

 - 울산항 복합물류허브항만 구축

⑤  김해신공항 연계시설 
구축사업

 - 김해신공항연결 광역철도망 건설

 - ‘김해신공항 ~ KTX 울산역’ 연계도로 등 교통관련 SOC사업

 - MICE 산업관련 업종 유치 및 육성

④  동천강 리버사이드 
공동개발사업 

 - 동천강 리버사이드 마스터플랜 공동 수립

 - 동천강 리버사이드사업 추진

해오름동맹 강화

 - 영남알프스 먹는 샘물 공동개발 및 상품화 

 - 동해안 제3의 물산업 육성사업

 - 공업용수 수질연동제도 추진

③  자원공유형 
초광역경제권 구축

01.

 ①  글로벌 MICE 
산업도시 구축 

 - 울산세계박람회, 울산산업예술비엔날레 개최 

 - 국제산업박람회 유치단 신설

 - 세계산업도시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울산02.

3) 미션프로젝트와 세부 사업

메가시티 단위 사업 내용

IV.  2040 울산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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