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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 핵심 프로젝트

■■  국내·외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전략이 선제적으로 기획· 

실행됨에 따라 향후 울산 기존 주력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확산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함

파워시티 프로젝트(Power City Projcet)

1) 울산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배경 및 필요성

사업목적
■■  ICT를 기반으로 한 제조혁신과 산업생태계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울산지역 ICT 

초연결 인프라 확충 및 SW 지능화 사업 추진

■■ 웰에이징에 대한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바이오메디컬산업의 신수종 산업화 추진

■■  울산은 국내 최대 부생수소 발생 지역으로 수소에너지의 신산업화 및 친환경 에너지 발전· 

저장의 보급 및 인프라 확충사업 추진

■■ 3D·4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CDC) 구축사업

■■ 산업융합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 울산 산업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구축사업

■■ 울산 산업기반 초연결 디지털화사업

■■ 정보산업형 울산을 위한 SW 지능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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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메디컬 기업지원 및 육성사업

사업내용

■■ 울산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도시 인프라의 초연결 및 연관 SW 지능화 사업 추진

■■ 게놈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바이오메디컬 산업기반 조성 및 연관기업 지원·육성사업 추진 

■■  수소에너지 연구·보급·활용 기반조성 및 신재생 친환경에너지 발전·저장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주요전략

■■  울산의 도시공간, 교통, 산업시설 등의 ICT기반 초연결과 지능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 인프라 확충

■■  바이오메디컬산업의 울산 미래 신성장동력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성장의 신수종 주력산업

마련

■■ 친환경에너지 세계시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역량 및 지역인프라 확충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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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 그린n스마트 주력산업 고도화 프로젝트

■■  세계 경기불황으로 촉발된 울산 경제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함
사업배경 및 필요성

사업목적
■■  친환경 ‘그린’과 ICT-제조업 융복합 ‘스마트’로 정의될 수 있는 미래제조산업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울산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내용
■■ 자동차 글로벌기술경쟁력 강화사업

■■ 울산형 자동차산업자원 복합화사업(튜닝·스마트·레져)

■■ 석유화학산단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 고부가·고기능 화학소재 R&D 지원사업

■■ 이산화탄소포집 및 재활용센터(CCU) 설립

■■ 조선해양 ICT 융·복합 기술혁신사업

■■ 녹색선박기술 R&D 지원사업

■■ 울산 조선해양 포스트마켓 클러스터 조성

■■ 수소기반 에너지산업기반 구축 

■■ 저탄소 에너지 발전·저장산업 육성사업

■■  미래자동차 기술경쟁력 확보 및 자동차 도시브랜드와 관광자원의 융복합를 통한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 석유화학단지의 생산효율성 강화 및 바이오·정밀화학 연구기능 강화

■■ 친환경·스마트 조선해양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 및 선박 포스트마켓 시장 선점 

기대효과

■■  친환경·스마트 미래형자동차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울산 자동차 도시브랜드 및 관광산업의 융·복합화 추진

■■  석유화학산업의 공정고도화를 통한 생산효율 극대화 및 정밀화학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고기능 

화학소재 R&D 지원강화

■■  조선해양산업의 ICT 융복합 기술 및 친환경소재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조선 

해양산업 육성 및 포스트마켓 기반 조성

주요전략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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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  글로벌 저성장의 고착화와 4차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핵심기술 경쟁력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짐

■■ 기업의 성장단계 및 경영역량에 부합하는 단계별 정책지원이 필요함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창의적 기술창업 활성화, 기술사업화 전문 기업 설립, 혁신기술이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 기업지원 연구개발 서비스업 동반 성장 유도

■■  혁신형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유망 전략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 

유도

■■ 글로벌 경영 전략 수립 및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목적

■■ 기업성장주기 R&D 인프라 구축·강화사업

■■ 기술자문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사업

■■ 중견기업 스케일 업(scale-up) 및 글로벌 브랜드사업

■■ 중견기업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얼라이언스 구축

사업내용

■■ 울산지역 혁신기업생태계(R&D투자-IP창출-사업화-혁신기업성장) 강화

■■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경쟁력 지원, 해외판로 개척 등 격변하는 세계시장에 대한 

기술력, 경영, 마케팅 등의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주요전략

■■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기술 생태계 조성

■■ 연구개발 서비스업 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

■■ 중견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수출 증대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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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가치 창출 ‘울산항만 프로젝트’

■■  울산 지역경제가 대외적 환경변화로부터 받는 충격을 완화시키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육성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울산항과 동북아오일사업을 통한 제조업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짐

■■  울산항 중심 항만물류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의 성공은 울산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 물류 및 금융서비스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필요함

사업배경 및 필요성

사업목적
■■  동북아오일허브의 차질없는 인프라 확충 및 오일금융서비스 기반 확충, 항만물류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항만기능강화사업 등 추진

사업내용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석유물류인프라 조성사업

■■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한 오일금융산업 육성사업

■■ 수출입 화물처리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사업

■■ 비즈니스와 레저가 공존하는 선진항만 조성사업

주요전략
■■  울산 신항내 대규모 상업용 석유저장시설의 차질없는 구축과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오일금융산업 육성

■■  항만물류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를 위한 항만 기능개선, 포트마케팅, 항만배후 

비즈니스 기능 확대 추진

기대효과
■■ 동북아오일허브를 통한 석유물류 인프라 확보 및 오일비즈니스 기반 조성

■■ 울산항만 기능개선 및 지역자원 연계 관광·레저 융복합화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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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사업
1) 울산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배경 및 필요성

(1)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경쟁력 강화

■■  3D프린팅산업은 제조혁신을 일으킬 신성장 유망산업으로, 기존산업(화학, 조선·해양, 자동차 

부품, 첨단소재산업 등)과 융복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데이터 폭증과 이를 처리하는 컴퓨팅 파워 수요의 급증 및 신기술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함

■■  산업융합형 콘텐츠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산업융합 콘텐츠 생태계 조성과 미래 신성장동력의 

개발이 필요함

■■  산·학·연·관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울산지역 산업체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해 제조 

공정 개선,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발굴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미래 트랜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ICT기술 및 제조업의 디지털화, 산업전반의 

인프라 간 초연결 강화가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핵심기술인 지능정보(AI)기술, 스마트형 산업단지·도시 확산을 

위한 3D·4D SW산업 육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와 연계, 서비스 플랫폼, 비즈

니스 모형 등의 촉진이 필요함

사업목적
■■ 울산 지역 특화산업인 3D 프린팅산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제조산업 고도화

■■  클라우드 기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하여 제조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특화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주력산업 융합 콘텐츠를 통한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 제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개선

■■  ICT,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보·인프라가 상호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핵심 

기술인 지능정보(AI)기술 분야, 산업별 스마트 제조혁신을 전략적으로 육성

■■ 스마트 지능형 도시기반 조성 

■■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글로벌 산업구조 개편 대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 3D프린팅 벤처 집적 지식산업센터 구축(주력산업과 3D프린팅 융합 구축사업 추진)

■■  4D프린팅 R&D센터 구축(3D프린팅 관련 기술을 4D프린팅 기술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사업내용
3D·4D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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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 기반·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주력산업융합 콘텐츠 개발, 산업박물관 연계 콘텐츠 

개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 성장지원사업 (창업보육,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벤처기업 육성지원, 네트워킹 구축)

■■  인공지능(AI)기반 Data Science Complex 구축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모델 

실증센터 구축, 클라우드 표준 플랫폼 개발 및 울산지역 특화형 응용기술개발, 인력양성)

■■  Blue Data Center 구축(Floating Data Center · 선박에 컨테이너 형태의 데이터 센터 블록을 

탑재한 이동형 데이터센터) 구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CDC·Cloud Data Center) 구축사업

■■ 클러스터 조성

 이야기 창작 거점 확보 및 이야기 산업의 생태계 구축울산 스토리랩 운영

 인큐베이팅,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해외마켓 참가지원, 컨설팅 등글로벌 게임센터 설립

창작이 창업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설·프로그램·인적교류를 지원하는 공간스마트 콘텐츠센터 설치

 울산 문화·산업에 대한 체험·안전교육·재미·기술이 어우러진 첨단 테마파크VR 테마파크 조성

음악창작소, 콘텐츠코리아랩 등기타

산업융합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울산 산업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구축사업

<도표-100>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화학·조선·자동차 등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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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 산업체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품질 고도화 및 업무혁신,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경진대회 개최)

■■  빅데이터 관련 인력양성센터 구축(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교육센터, 머신러닝, 

고급분석, 시민 데이터 과학)

■■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마이닝센터 구축(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및 기술개발)

■■  첨단 제조혁신 스마트 팩토리 R&BD 구축(첨단 제조혁신 스마트팩토리센터 구축, 스마트 

 팩토리 R&BD 기반 구축, 중소·중견기업 스마트팩토리 공정기술 지원사업 등)

■■  스마트혁신 산업단지 조성사업(산업단지내 IoT의 핵심인 통신 인프라, 제조공정·산업단지 

환경 빅데이터 수집 인프라 확대, 통합운영센터 등 구축)

■■  도심지 중심 AoT(Array of Things)기술 인프라 구축(산업·교통·안전·에너지관리·문화· 

관광·도심생활 스마트 인프라 고도화 사업 추진)

울산 산업기반 초연결 디지털화사업

■■ 시뮬레이션, VR, AR 등 산업·도시 혁신 기반 플랫폼 SW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 인더스트리 4.0S·산업단지·도시기반 등의 플랫폼 강화를 위한 3D·4D SW 기술개발 지원사업 

■■  그랜드AI 콤플렉스(안) 조성(도시 데이터 수집→관리→분석→활용 기능의 집적화 단지, 

빅데이터 분석 센터·도시관리센터·지능정보기술연구센터 등 통합화)

■■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강화를 통한 산업별 제조혁신 서비스 마련

정보산업형 울산을 위한 SW 지능화사업 

■■ 차세대 유망 3D·4D프린팅의 융합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으로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

■■  국내외 콘텐츠 전문기업 유치·유입효과로 지역경쟁력 제고 및 주력산업 중심의 콘텐츠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  Blue Data Center 구축 시 기존 육상 데이터센터보다 구축비용(48%), 운영비용(50%) 

절감 가능

■■ 지역의 기존산업과 연계발전을 통한 상호 경쟁력 향상

■■  ICT융합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신시장 창출 및 ICT융합기술 특화산업 우수 교육 모델 창출, 전문 

인력 양성 및 산업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인재 양성 

■■ 울산 제조업 혁신, 신기술 기반 최첨단 신산업 창조의 기틀 마련

■■ 다양한 데이터와 지능형 SW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일자리,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구현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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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및 필요성

(2) 바이오 메디컬 창조도시 기반조성

■■  전 세계의 ‘웰 에이징(Well aging)’ 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바이오메디컬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 산업 간 융합을 통해 바이오메디컬 관련 의료산업이 빠르게 성장하

고 있음

■■  울산은 최근 게놈프로젝트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연구기관, 인력양성,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

사업목적
■■ 미래먹거리 신산업 확보를 위한 바이오메디컬산업 인프라 조성

■■ 바이오메디컬산업 생태계 조성과 연계 융합산업 기술 분야 발굴 및 육성

사업내용
■■  바이오메디컬 국가산업단지 조성(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분야,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작 및 연구개발 관련 업종 입주)

■■ 한국 게놈산업기술센터 건립, 바이오 3D프린팅연구센터 구축 등

■■ 해외 유수 연구기관 및 기업유치를 통한 글로벌거점 파트너십 구축 확대

■■  울산 중심의 해오름 연합캠퍼스 구축(해오름 지역 대학의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연합중개연구 

센터’ 및 공동연구장비 구축)

■■ 바이오 스타트업 기술·비즈니스 컨설팅, 공간·장비 구축, R&D 지원

■■  산재모병원 내 바이오 연계 벤처기업 입주지원

■■  울산 BTB(Biomedical Talent Bank) 구축(바이오메디컬산업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바이오 

메디컬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  (가칭)국립바이오메디컬소재 연구센터 설립(3D·4D프린팅 연계 바이오메디컬 소재를 중점으

로 발굴 할 수 있는 R&D,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바이오 게놈 이노베이션 클러스터구축사업(Bio-Genome, BiG Innovation)

바이오메디컬 기업지원 및 육성사업

기대효과
■■ 울산 바이오메디컬산업 생태계 조성 및 국내 핵심산업으로 성장

■■ 지역 신산업으로써의 바이오메디컬산업 성장 및 고용창출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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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 그린n스마트 주력산업 고도화 프로젝트

사업배경 및 필요성

(1) 미래형 자동차 생산역량·부품경쟁력 강화

■■  향후 자동차 시장이 전기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기·전자부품, 차량경량화와 친환경을 위한 소재개발, 자동차에 ‘감성’을 

더한 ICT 융복합 기술투자가 필요함

■■  울산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미래자동차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연구 

기관 및 정부기관의 협력체계 확립이 필요함

■■  울산은 자동차 도시브랜드가 강하므로 자동차를 키워드로 한 관광·레저산업, 튜닝의 융복합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자동차 자원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시너지효과 극대화가 필요함

사업목적
■■ 울산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자동차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자동차·타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확대 및 강화

■■ 울산 자동차산업 자원을 활용한 관광·레저 및 튜닝산업 육성

■■  중견기업(1차 부품기업)의 고부가가치부품 (스마트·차체융합부품, 고감성 IT, NT융합부품, 고효율·

경량샤시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  친환경차·스마트카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 독자 기술경쟁력 강화(장거리주행 전기차부품, 

자율·안전·인간친화형 스마트부품, 저가형 수소차부품)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

■■  기술개발사업 진행시 1차 부품기업과 2·3차 기업 연계를 통한 사업화 확대 및 2·3차 기업 사업 

물량 확보

■■  자동차·타산업 전장·감성·그린 융합 얼라이언스 확대·강화 (정부기관 ‘산업부, 울산시’ + R&D 

기관 ‘전자부품연구원(전장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감성화), 울산테크노파크(그린화)’ 

+ 기업체)

■■  전력기반 자율주행차 실증기술개발 기획 및 연구센터지정, 자동차 디자인-튜닝사업 기반조성, 

차세대모빌리티(1~2인용 전기차, 전기오토바이, 운송용 전기차 등) 통합사업 추진

■■  지능형 미래자동차 Hi-tech+ 벨리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미래차 부품개발 기술지원센터 건립, 

전자부품연구원 유치, 미래형 자동차 통합 안전시험장  등)

■■ 내연기관 기업 업종 다각화 지원 원스톱(one-stop) 플랫폼 구축

■■ 수소자동차 실증도시 조성

자동차 글로벌기술경쟁력 강화사업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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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자동차산업·문화융합 클러스터 조성(튜닝자동차부품, 스마트·친환경자동차부품 R&D

단지조성, 튜닝·스마트자동차 시험주행장, 신종모델·튜닝차량 전시관, RC 자동차 경기장, 

카트체험센터, 쇼핑센터, 음식타운 등)

■■ 부산의 국제모토쇼와 차별화되는 튜닝·자율·수제 자동차 및 스마트 모빌러티 페스티벌 개최 

■■  자동차산업의 서비스화 지원사업(수소·전기자동차 인프라 및 연계서비스 구축, IoT 융합 스마트 

팩토리, 콘텐츠코리아랩·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자동차융합콘텐츠 클러스터구축)

울산형 자동차산업자원 복합화사업(튜닝·스마트·레저)

사업배경 및 필요성

(2) 글로벌 첨단화학 선도도시 조성

■■  울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신공정 기술 개발, 설비의 안전성 강화, 에너지의 효과적 이송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

■■  미래 친환경·스마트 자동차 및 조선해양산업의 핵심인 미래신소재의 글로벌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정밀화학 중심의 고부가·고기능 화학소재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필요함

■■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기술개발이 세계환경변화에 따라 

최근 가속화함

■■  울산은 포항과 함께 전국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어 CCU기술을 이용하면 수익 

창출 기회로 활용 가능함

■■ 미래자동차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자동차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울산의 자동차 도시브랜드 강화

■■ 자동차를 모티브로 한 자동차·관광레저산업의 융·복합화 및 튜닝산업 활성화

기대효과

사업목적
■■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 및 전문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석유화학단지의 안정성 강화 및 공정효율화 제고

■■ 미래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고기능 화학소재 R&D투자확대

■■ CCU센터 설립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168 울산비전 2040

■■  원료물질과 에너지의 효과적 이송을 위한 지상배관망 확충 및 산단 통합관리센터 구축(공동 

배관망, 원료-제품까지의 흐름 관리체계,  ICT 기반 3D시스템 구축) 

■■ 부식방식 시험인증 및 설비 안전성 진단평가 전문기관 설립

■■ 탄소자원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  신공정 신기술 개발 지원사업(반응분리 하이브리드 신기술 개발, 납사대용 LPG원료 다변화 체계 

구축, TPA산업고도화를 위한 테레프탈산 활용 고부가화, 경량화소재용 석유화학 C5 잉여 

부산물 활용 등)

■■  에너지효율 증대, 원가경쟁력 강화 사업(울산 열지도 구축, 에너지 원가 경쟁력 강화, 석유화학

공정 미활용 열택배 시범사업, 스마트팩토리 표준화 지원, 4개 산단 통합 열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내용

석유화학산단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  바이오화학, 차세대 소재 개발 등 미래 정밀화학산업 육성(고부가 엔지니어링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바이오매스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바이오화학제품 실증화 단지 구축, 바이오 

화학소재 인증센터 구축, 차세대 바이오매스제품 생산기술 개발, 화학소재 및 재료 기초연구 

사업 지원 등) 

■■  코팅분야 내 미래유망기술 발굴지원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차세대 수송·기기용 고기능성 

스마트 코팅기술, 저온 경화기술 등 유해물질 배출 및 에너지 소비절감 기술 R&D 지원 등)

■■  국가 주력산업인 수송·기기분야 코팅 및 도료분야 인프라 구축(차세대 코팅 테스트베드 구축, 

국가차원의 표면 및 계면기능 제어기술연구센터 설립, 친환경 고기능 점·접착소재 기술 개발, 

친환경 고기능 도료·코팅소재 기술 개발 등)

■■  생산과 서비스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신(新) 수종 육성(퇴직 전문가 O&M 노하우 

상품화, 신규 인력 훈련 지원, 고부가 폴리우레탄·TPA 활용 고부가제품 개발, 기존 노후설비 

전환 방안, 나노·촉매·센서·분리막 등 기업 주도 공동 R&D 발굴 등)

고부가·고기능 화학소재 R&D 지원 사업

■■ 전국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 산업단지인 석유화학단지에 CCU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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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안정성 제고, 에너지효율 증대 및 원가경쟁력 강화 

■■ 바이오화학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 수송·기기분야 중심의 코팅 및 도료분야 정밀화학 인프라 구축

■■ CCU센터 설립에 따른 주요 석유화학기업의 신사업 분야 진출 

■■ 이산화탄소 배출 부담금 등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감소로 기업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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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센터(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설립

사업배경 및 필요성

(3) 조선해양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친환경과 ICT중심의 스마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울산은 ‘인더스트리 4.0s 조선해양’사업을 

통해 조선 산업 AS마켓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함

■■  ICT산업을 중심으로 한 조선해양 공정기술의 고도화, 친환경 선박 제조를 위한 그린선박기술, 

ICT 선박기술을 실험하고 그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연구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함

■■  울산 대기업 조선소의 입지적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선박수리단지와 같은 서비스시장 개척이 

필요함

사업내용
조선해양 ICT 융·복합 기술혁신사업

■■  무인선 기반의 Smart Ship 實證테스트(실선) 구축사업(스마트쉽 구현을 위한 주요 통신/ 

기자재/서비스 상용화/국산화 추진, 무인선(Unmanned Vehicle) 기술체계도 정의, 설계 및 

구축, 테스트 및 자립화 등 지속적인 운영 체계 구축)

■■  한국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 ICT융합 인더스트리 4.0s 조선해양연계 ICT융합기술혁신기반·응용 기술 개발

■■  스마트조선기자재 및 스마트조선소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고부가가치 안전시스템 

R&D 지원사업,  IoT 기반 생산고도화 지원사업)

녹색선박기술 R&D 지원사업

■■  기존 선박기술의 고부가가치화 지원사업(에너지통합관리 및 효율향상기술, 배기가스처리기술, 

 폐열회수 및 재사용기술 등)

■■ 에코쉽기자재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전기추진 및 전원공급시스템, 가스연료 추진시스템 등)  

울산 조선해양 포스트마켓 클러스터 조성사업

■■ 울산 선박수리 조선단지 조성을 통한 조선해양 포스트마켓 기반조성

사업목적
■■ 무인선 기반의 Smart Ship 實證테스트(실선) 구축사업

■■ 한국조선해양 플랜트 연구원 설립

■■ ICT와 조선해양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조선해양산업의 서비스산업 창출

■■ 친환경 선박기술 경쟁력 강화

■■ 선박수리단지 조성을 통한 조선해양산업의 신수종 산업 육성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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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산업 글로벌허브 조성

기대효과

■■ 조선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조선해양산업의 서비스화를 위한 기반조성

■■ 국립 조선해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한 연구기능 확대

■■ 친환경 선박소재 개발 및 선박 건조를 위한 연구기반 확충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수소 기반 에너지 산업은 친환경과 고효율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국내 

최대 부생수소가 발생하는 울산은 수소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최대 에너지산업 허브의 역할 

기반조성이 필요함

■■  수소공급, 수소에너지 부품, 수소연료전지 R&D 등 향후 수소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사업실행이 필요함

■■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 저장장치의 보급· 

인프라 확충사업 등의 실행을 통해 ‘친환경’이라는 미래 에너지 트렌드 변화에 울산이 글로벌 

허브가 되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사업목적
■■ 수소에너지 연구·보급·활용 전주기적 기반 조성을 통한 수소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저장산업 육성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산업 선도도시 인프라 조성

사업내용
수소기반 에너지산업 기반 구축사업 

■■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수소배관망, 공급 충전소, 건물용 연료전지발전 구축)

■■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  수소에너지 R&D생태계 구축(수소차량 연료전지 핵심부품, 고내구성 수소저장 탱크 국산화 

기술, 액체수소 저장기술 개발)

■■  수소기반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모델 구축 (부생수소 활용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 발전 

연계 ESS, 수소연료전지-ESS 연계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및 실증)

■■ 수소에너지 기술지원센터 구축

■■  수소차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울산~경주~포항을 연계한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대중교통 시범 

운행 및 충전인프라 마련)

■■ 제로에너지 수소타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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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에너지 발전·저장산업 육성사업   

■■  에너지발전 기자재-수요산업 간 연계지원 및 관련시설 집적화(조선ㆍ원전기자재-에너지 

발전산업의 유기적 연계)

■■  에너지저장 부품소재 성능 향상 추진과 핵심부품 국산화ㆍ저가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연료 

전지 기술개발, 실증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 저장장치 보급 확대)

■■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융합얼라이스 구축(에너지정책, 에너지 

기술개발, 에너지발전, 에너지 저장관리의 산업 융합얼라이언스 구축)

■■ 차세대 전지 연계에너지 실증화센터 구축

■■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단지 조성(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 3·5·7MW 급 각 1기 설치·실증)

■■ 수소해상풍력 중심 스마트그리드 구축

■■ 에너지신산업개발원 설립

■■ 에너지기술평가원 울산 유치(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

■■   국가 원자력안전기술단지 조성(제2원자력연구원 설립, 원전기기 집적화단지, 원전타운 건설 등)

기대효과
■■  수소에너지 산업의 전주기적(부생수소-연구개발-기반조성-활용) 기반 조성을 통한 수소에너지 

허브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 허브 도시 조성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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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기업성장주기 R&D 인프라 구축·강화사업 

■■  해오름 ‘지역거점형 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울산 혁신기업생태계 강화, R&D투자-IP창출- 

사업화-혁신기업성장) 

■■ R&D 주기별 지원사업 체계화(원천기술-응용연구-상용화-사업화)

■■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울산 창업지원 통합센터(가칭)’ 설립(아이디어, 제품개발, 창업, 기업공개, 

해외진출 등 스타트업 성장의 모든 단계를 지원) 

기술자문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사업

■■  울산 기술력의 노하우인 베이비부머(시니어) 우수인력을 활용한 기업매칭 및 창업지원사업   

■■ 대·중·소 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 구축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초기 기업이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

사업목적

기대효과
■■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기술 생태계 조성

■■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체계 강화로 R&D투자 성과 제고

■■ 산학연 협력 구조 안정화 및 기술사업화 확대

■■ 연구개발 서비스업 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

3)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배경 및 필요성

(1)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시스템 구축

■■  창의적 R&D지원으로부터 창업전·후 단계별 지원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술창업 

활성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기술사업화 전문 기업 설립, 대학·연구기관·연구소기업 등의 집적화를 이루어 

공동 R&D 추진 및 실효적 사업화 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혁신기술이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진행으로 지역내 고부가 기업지원 연구개발 

서비스업 동반 성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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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및 필요성

(2)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사업

■■  혁신형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유망 전략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 유도가 필요함

■■  지역 경제의 신 모멘텀 확보 가능성이 높은 전략분야의 중점지원으로 지역 산업정책 강화가 

필요함

■■  단발성 사업은 지양하고 글로벌 경영 전략 수립,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컨설팅 종합 

지원이 필요함

사업목적
■■ 지역 혁신기업을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 가속화 지원

■■ 신산업 전략분야 중점지원으로 지역 산업정책의 스펙트럼 확대

■■ 고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

사업내용
중견기업 스케일 업(scale-up) 및 글로벌 브랜드사업 

■■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경쟁력 지원, 해외판로 개척 등 격변하는 세계시장에 대한 

기술력, 경영, 마케팅 등의 컨설팅 지원사업 확대

■■  지역의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 기업을 선정 세계적 브랜드를 갖춘 기업으로 육성 

지원사업

■■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정부관련 기업지원기관사업 지원

■■ 지적재산권 관련 지원 확대(등록, 관리, 금융 등)

중견기업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얼라이언스 구축사업

■■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연계, 울산형 글로벌 마케터 양성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기대효과
■■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유망기업 육성

■■ 컨설팅 지원체계 강화 및 고부가 서비스 R&D 시장 활성화 

■■ 대·중·소 기업간 기술협력 강화

■■ 중견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수출 증대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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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및 필요성

(1) 세계 4대 오일허브 육성사업

■■ 차질없는 석유물류 인프라 조성과 오일금융비즈니스를 울산지역에 안착시킬 필요가 있음

■■  오일금융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인센티브, 인력양성 등 단계적인 사업 마련이 

필요함

4) 미래가치 창출 울산항만 프로젝트

사업내용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석유물류 인프라 조성사업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한 오일금융산업 육성사업

■■ 동북아오일허브 남항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  중동, 일본, 중국 등 석유메이저, 탱크터미널업체 등을 대상으로 저장시설 투자자 유치 및 

석유 물동량 확보 

■■ 오일허브 특구 지정(오일허브 특구 특별법제정)

■■  ‘국제석유거래업’ 신설 및 보세구역내 자유로운 혼합 제조(blending) 등 부가가치 활동 허용 

(석유사업법 개정)

■■ 글로벌 트레이딩사 등의 국내법인 유치를 위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오일허브의 핵심 운영주체인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직자 교육, 대학원 과정 신설지원 

■■  오일허브 발전단계에 따라 국제 가격평가기관(Platts, Argus 등) 유치, 석유거래소 등 금융 

인프라 조성 

기대효과
■■ 동북아오일허브를 통한 석유물류 인프라 확보

■■ 오일비즈니스 기반조성을 통한 동북아오일허브의 고부가가치화

사업목적
■■ 동북아오일허브의 차질없는 인프라 확충 및 오일금융서비스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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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및 필요성

(2) 글로벌 퍼스트 클래스(First Class) 항만물류도시 조성

■■ 울산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물류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함

■■ 항만 기능 개선, 포트마케팅, 지역자원 연계 항만배후 비즈니스 기능 확대가 필요함

사업목적
■■ 항만물류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항만 기능 강화

사업내용
수출입 화물처리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사업

비즈니스와 레저가 공존하는 선진항만 조성사업

■■  해운항만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해운항만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울산항 관련 협회, 

공공기관 집적화, 입항 선원의 편의 및 항만정보 제공과 홍보 기능 수행)

■■  해양공원 조성(도시기능이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는 친수공간 개발, 고래테마파크 연계 ‘하버 

파크센터’ 건립)

■■ 부두기능 재배치를 통한 운영 효율화(배후산업 연계 권역별 특성화 및 기능별 집적화 단계적 실행)

■■ 하역능력(항만생산성) 제고(하역장비 현대화사업 추진 지원 및 확대)

■■  항만시설 개발·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민자·공용 부두 적기 개발·지원, 24시간 입출항 체제 

구축 등)

■■ 울산항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 선박종합정보 제공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 이용자 중심의 선석운영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 포트마케팅(선사 유치) 강화(환적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기대효과
■■ 울산항만 기능 개선을 통한 항만물류서비스산업 성장

■■ 지역자원과 연계된 울산항만의 관광·레저 융·복합화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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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휴먼시티 프로젝트(Human City Project)

가. 핵심 프로젝트

사업배경 및 필요성
■■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능동적 대응을 위해 울산의 기후변화 완화

(mitigation) 및 적응(adaption) 역량 강화가 필요함

1) 지속가능 발전도시 울산 프로젝트

사업목적
■■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과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대기질 관리체계 구축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활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신재생 

에너지산업 선도

■■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불투수면적 증가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발생한 지하수 고갈, 홍수 

유출량 증가, 저지대 침수피해 증가, 건천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물순환 체계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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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산형 빗물관리체계 조성

■■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

■■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재이용 기반 조성

사업내용

주요 전략
■■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대기질 관리 정책 추진으로 기후대기질 만족도 제고

■■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물순환 체계 확립으로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

기대효과
■■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건강 

피해에 따른 사회비용 최소화

■■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상수원 확보, 도시홍수 방지 및 지하수 고갈 문제 대응 

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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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질리언트 울산 프로젝트

사업배경 및 필요성
■■  고위험시설의 밀집화·노후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복합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미래복합재난에 대비한 

안전 관리 및 재난대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도 도시화로 자연·사회 재난에 대한 도시의 잠재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시민 개개인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시민 주도의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사업목적
■■  사회복원력(Resilience) 제고를 통한 재난역량 관리능력 강화로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

주요전략
■■ 환동해권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안전문화 선도도시 추진

■■ 선제적인 방재인프라 확충을 통해 세계 제일의 안전도시 추진

기대효과
■■ 안전문화 정책추진 및 확산을 통한 시민 주도형 안전사회 실현

■■ 선제적인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사회 및 자연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실현

사업내용
■■ UDEX(Ulsan Disaster Experience Complex) 조성

■■ 환동해권 리스크 거버넌스(Risk Governance)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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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난 ICT통합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 지진취약 지역별 행동매뉴얼 완비

■■ 내수침수 대비 인프라 구축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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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 르네상스 울산 프로젝트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도심지역의 녹지축·생태축 복원 및 도심하천의 생태하천 조성 등 자연성 회복을 통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이후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축적한 환경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속 발전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지향이 필요함

사업목적
■■  자연성 회복을 통한 울산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제고로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조성

■■  환경 신기술 지원센터 및 환경공단 건립으로 울산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 생태복원을 통한 자연성 회복 추진

■■ 그린인프라 통합관리를 통한 녹지서비스 제고 추진

■■ 태화강 르네상스 추진

■■ 태화강 연계 주요지천의 생태하천 조성

■■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 환경개선 신기술(대기, 수질) 적용 지원센터 건립

■■ 생태산업단지(EIP · Eco Industrial Park) 실증화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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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비용, 고효율 환경관리시스템 도입·운영

■■ 미래형 친환경생태도시에 걸맞은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주요전략
■■ 생태 및 녹지축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제고

■■ 태화강 및 주요지천의 워터프론트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제고

■■ 환경 신기술 지원센터 및 환경공단 설립으로 환경산업 경쟁력 및 환경서비스질 제고

기대효과
■■ 체계적인 자연성 회복으로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 및 시민의 삶의 질 제고

■■ 환경산업 발달로 인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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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사업
1) 지속가능 발전도시 울산 프로젝트

사업배경 및 필요성

사업목적
■■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환경과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대기질 관리체계 구축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활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선도

(1) 클린 앤 쿨(Clean and Cool) 울산 추진

■■  울산은 1962년 1월 특정공업지구로 선포된 이후 산업화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으나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음

■■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다양한 환경문제를 극복하였으나 최근 대기환경의 개선 정도가 정체 

되거나 나빠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

■■  신기후체제의 발효로 인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BAU 대비 37%를 저감하기로 선언하여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  울산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특성상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에 취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함

지능형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체계 구축

동남권 대기환경 관리기관 유치

사용자 위치기반 대기질·악취 정보서비스 제공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에너지하베스팅 울산 구축

■■ 울산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사업장 총량 및 지역총량 설정

■■ USN 기반 대기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구축

■■ 모니터링 자료 분석 및 대기화학 모델링을 통한 동남권 대기환경 권역 설정

■■ 대기환경 개선,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연구·행정 협력체계 구축

■■ USN 기반 대기환경 대기환경 관측 시스템 구축

■■ 고해상도 대기환경 예측시스템 구축

■■ Solar Roof 발전단지 조성 ■■ 생활속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사업내용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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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및 필요성

(2) 기후적응 물순환 선도도시 울산 추진

■■  1960년대 특정공업지구 선포 이후 울산은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화

가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의 증가는 홍수,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수질·수생태계 악화 등의 물문제를 야기함

■■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호우 증가, 고온일(폭염) 증가, 가뭄지속기간 증가 등으로 물 

부족 문제와 국지성 호우로 인한 홍수가 동시에 발생하고, 수질악화, 수자원 감소 등으로 수자원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 물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음

■■  울산시는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등 물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한 현실임

■■  울산시의 수직·수평적 물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자원, 상수, 

중수, 하수 등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스마트 ZEV(Zero Emission Vehicle) 활성화 및 고도화

■■ 생활환경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전기버스, 전기승용차 도입

■■ 스마트 능동형 충전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  환경용량을 고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설정 및 ICT 적용 배출원 관리를 통한 효과적 대기 

환경 개선 

■■ 대기환경 정보 제공 및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건강 보호와 건강 피해 사회비용 감소

■■  화석연료 연소 비율 저감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저감과 그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 및 경제적 수익(목표관리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 친환경 산업도시 재고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관광자원 활용

사업목적
■■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물문제 해결방안 마련

■■ 도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사업발굴 및 도입



181Ulsan Vision 2040

기대효과
■■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으로 수질 개선 및 도시홍수, 지하수 고갈 문제 대응능력 강화

■■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통한 수자원 스트레스 감소

■■ 효율적인 물 이용·재이용 체계 기반 마련

사업내용

 분산형 빗물관리체계 조성

■■ 도시유역 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 LID(Low Impact Development) 시설 도입확대

■■ 홍보·체험 및 자발적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워터스퀘어 및 레인가든 공원 조성

 - 도로변 저류시설 설치 추진

 - 마을별 빗물모으기 사업 및 빗물이용 지원사업 확대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

■■ 기후변화를 고려한 울산지역 맑은 물 확보대책 수립

■■ 상수도 인프라 효율성 제고 사업

■■ 스마트워터그리드 구축

 - 상수 누수감지 및 개선사업 추진

 - 다중 수원 활용방안 및 효율적 물관리시스템 구축

■■ 자발적인 물절약 기반 조성

 - WaterPoint제도 실시(물절약 캠페인 병행)

 - 절수방법 교육·홍보 실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재이용 기반 조성

■■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및 처리수 재이용 확대

■■ 신규 개발지역(건물)에 대한 중수도 이용확대 추진

 -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 추진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확대 추진

 - 중수도 이용 지원사업 확대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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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질리언트 울산 프로젝트

사업배경 및 필요성

사업목적

(1) 환동해권 안전문화 선도도시 울산 추진

■■  세월호 사고를 비롯하여 우리사회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정부차원에서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수준은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울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들의 대표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안전의식의 부재, 부주의로 인한 

인적 사고, 안전규칙 준수 소홀, 안전규제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안전의식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시민이 적극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문화 정책추진 및 확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안전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시민 안전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환동해권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글로벌 안전문화 선도도시 조성

사업내용
UDEX(Ulsan Disaster Experience Complex) 조성사업

■■ UDEX 타당성 연구 및 종합계획 수립

■■ UDEX 조성·운영 및 환동해권 관광객 유입 추진

 - 시민주도형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전략 수립

 - 유력후보지 파악을 통한 입지선정

 - 테마별 유원지 조성: ‘산업재난 어드벤처, 도시재난 아일랜드, 해양재난 월드’ 등

 - 안전특화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일본 큐슈지역 및 환동해권 관광객 유도

※ 간월산 채석장 부근 공터, KTX 울산역 근처 환승센터 연계 등

※ 민간과 국비투자를 통한 확보방안 마련(롯데 강동권 테마파크 연계 투자 고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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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대단위 재난안전 체험 테마파크인 UDEX 설립으로 흥미 유도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  재난안전체험에 매우 관심이 많은 일본과 중국 등의 관람객 유치등을 통한 환동해권 안전문화 

형성에 기여

■■  환동해권 리스크 거버넌스 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통한 초대형 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책 마련

환동해권 리스크 거버넌스(Risk Governance) 구축

■■ 환동해권 민관협력 전담기구 설치

■■ 환동해권 안전관련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 지방자치단체차원의 민·관·산 협력네트워크와 국제 기관·단체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공조체계 구축

 - 재난의 규모 및 단계에 따른 민관협력분야 및 역할 체계화

 - 분야별 전문가집단을 포함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

 - 기업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방안 마련

 - UNISDR 방재 인증도시 및 캠페인 참여도시 간 협력체제 구축

사업배경 및 필요성

(2) 미래·복합재난 프리(Free) 울산 추진

■■  최근 발생하는 재난은 인적, 자연적 같이 재난의 구분이 되지 않는 복합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적극적 재난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대형복합재난은 위험의 내외부적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는 재난으로, 기존의 재난관리방식과 

다른 새로운 관리방식이 필요함 

■■  전통적으로 지진, 해일, 태풍 등의 자연재난은 물론 사회재난 역시 단기적으로 복구 및 종결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반면, 대형복합재난은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 

■■  울산은 산업단지, 농업지역, 산간지역, 연안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를 지녔으므로 미래 

복합적인 재난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업목적
■■ 선진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다가올 미래 복합재난에 대비

■■ 특화된 안전 인프라 육성을 통한 전문적 대비방안 마련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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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재난대비 네트워크 기반구축

■■ 리스크 평가를 통한 잠재적 위험요인 발굴 및 예방활동 강화

■■ 라이프라인 대체시설 확보 및 기능분산, 백업화를 통한 연속성 확보

■■ 사고 유형별 비상대피시설 확보

■■ 도시외곽 교통망 연결 교통인프라(비상 간선도로) 확충

스마트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SISP(Safety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수립 

 - 재난관리 표준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개별 관리되고 있는 산업단지 안전정보의 통합 및 관리체계 마련

 -  화학물질 취급량, 저장위치, 지하시설물 등 안전DB 고도화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DW(Data Warehouse) 구축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반 산업단지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 지능형 안전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사업
 - USN 정보수집, 선별 및 처리 시스템 구축

 - 니즈 기반 정보 생산 및 공유시스템 구축

 - 실시간(Real time)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 산업단지 안전을 위한 USN 기반 구축사업
 - 화학물질 정보, 취급기업 정보, 공간정보, 관련 센서정보등 DB화

 - 지역특성(취급물질, 기상특성 등)을 고려한 USN 네트워크 구축

방재과학기술진흥재단 설립

■■ 종합방재정보센터

■■ 첨단방재기술개발센터

 - 지진, 풍수해, 화학사고 등과 관련된 최적 방재 과학기술 정보수집, 공유 네트워크 구축

 -  방재과학기술 실증화단지를 조성하여 혁신적으로 방재기술을 개발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관한 국내외 연구소 등에서 수행중인 산재한 방재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DB화 하여 데이터를 축적

 · 방재기술에 관해 필요하거나 필요한 방재기술에 대한 정보창구로 활용

 · 위의 활동 등을 통하여 정보공유의 네트워크 형성 유도 

 · 방재기술을 활용하고 유용성을 검증하는 대단위 실험단지 등을 조성하여 방재에 대한 최적의 기술을 개발함

안전산업 및 안전전문가 육성

■■ 안전산업 R&D 및 상용화, 실용화단지 조성

■■ 안전산업 융·복합 및 확장을 통한 종합서비스화 지원

■■ 안전전문가 뉴스레터, 교육·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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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특화 소방교육대 유치

■■ 화학사고 특화 소방인력 교육·훈련 학교 유치

■■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장 건립

■■ 산관학 수요조사를 통한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 산관학 화학사고 전문교육 협정을 통한 총괄적 재난대응 전문인력 양성 

국가산단 특수재난훈련센터 건립

■■ 석유화학 화재·누출, 선박·원자력·특수재난 훈련시설 등 20종

■■  중앙소방학교, 화학물질안전원 등 교육훈련시설 중복사업 우려 
⇒ 교육대상· 훈련시설규모 차별화

■■ 훈련대상 관련산업이 밀집한 울산에 특수재난 훈련센터 건립

사업배경 및 필요성

(3) 자연재난에 강한 울산 추진

■■  최근 들어 울산 인근에서 잇달아 지진이 발생하였고,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지역내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울산에서 자연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이유는 지형·기상학적 이유 이외에도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재해취약요인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산업과 농업, 산간과 연안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울산지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대책방안이 일괄성을 갖추되 지역 맟춤형으로 마련되어야 함 

■■  또한 2018년 새로 완공되는 재난컨트롤타워인 ‘스마트시티센터’에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의 구축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사업목적
■■  태풍,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에 대한 맞춤형 방지대책 마련을 통해 자연재난에 강한 

울산 구축

기대효과
■■ 전문적 인재육성 및 시스템을 통한 화학물질 안전도시 구축 

■■ 선구적 도시방재시스템을 통한 첨단 안전도시 구축

■■ 재난안전산업 선도 및 지역산업경제 활로 모색

■■ 재해경감혁신센터
 - 전국 민관산학 인력, 장비, 기술의 연계, 협력, 공유 체계구축 및 방재과학기술 인재 육성

 ·  방재과학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인력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DB화하여 데이
터를 축적

 ·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협력연구, 수탁연구 등을 유도하여 인력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더나은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 도모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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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침수 대비 인프라 구축

■■ 공원이나 녹지를 활용한 저류지(유수지)인 치수방재공원 조성 

 -  평상시에는 도시의 오픈스페이스 및 공원, 피난지 등으로 사용되다가 폭우시에는 빗물저류를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  공원을 여러 개의 존(zone)으로 구획하고, 강우량에 따른 인접하천 월류 시 빗물을 구획된 존에 단계적으

로 저류   

기대효과
■■ 지역맞춤형 자연재난 대책마련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현장 대책지원을 위한 ICT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자연재난관리 체계 기반 마련

■■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안전도시 이미지 구축

사업내용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통한 지진방재교육 상용화 추진

지진취약 지역별 행동메뉴얼 완비

■■ 취약지역 내 현장맞춤형 지진발생 행동메뉴얼 개발

 - 지진발생 후 지역별 개인 피난요령

 - 지진발생 전·후 시민 행동요령  

 -   커뮤니티(주택, 아파트, 상가, 호텔, 학교, 병원, 고층건물, 산업단지 등)별로 행동요령 작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점검

 - 재난 취약자(노인, 환자, 장애인, 외국인 등) 피난 지원 범위 및 피난요령

자연재난 ICT 통합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 예방부터 복구에 이르기까지 ICT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  ICT 통합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관리관련 기관, 경찰, 군, 민간단체 등 재난관리 

업무 담당 기관들의 신속한 현장대응을 지원

 -  예방·대비관련 기술 : 지리정보시스템, 위치기반서비스, 공간영상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피해 예측 및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

 -  대응·복구관련 기술 : 위성영상(Remote Sensing),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등의 항공

촬영, 모바일 매핑, 영상지휘 통신(SNG, Satellite News Gathering) 차량을 이용하여 재난현장에서 피해 

정보를 수집·전파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

※  지역적 특성이나 산업적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취약성 및 위험요소를 적용하여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분석하여 

예방 및 대비 활동에 활용

※  재난현장에서의 항공촬영이나 피해지역에서의 무선단말기를 통해 현장에서 입력함으로서 자동으로 피해조사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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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 르네상스 울산 프로젝트

사업배경 및 필요성

(1) 에코 네트워크(Eco-Network) 구축

■■  생태축은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상당부분이 단절되고 있으며 훼손이 심화되고 있음

■■  생태축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주요 야생생물 서식처 등을 연결하는 면, 선, 점 등의 

요소로 구성이 가능함

■■  울산의 동서축이 되는 영남알프스~태화강~울산만까지의 연결과 동서축의 중심인 태화강과 

연계된 중소하천의 생태복원 추진, 광역 및 도심 환상 녹지축 연계를 통해 단절된 생태축을 

복원할 필요가 있음

생태복원을 통한 자연성 회복 추진

그린인프라 통합관리를 통한 녹지서비스 제고 추진

■■ 생태축 복원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생물다양성 제고

■■ 광역 및 도심 환상 녹지축 연계를 통한 그린인프라 확대

■■ GIS기반 가로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영남알프스~태화강~울산만의 훼손된 생태축 복원

 - 주요 생물서식지 복원 및 관리 강화

 - 주요 지천의 수질관리 강화(비점오염원 관리 종합계획 수립)

 -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로 훼손된 녹지 복원 및 연계

※  민선6기 공약인 ‘4대 관광권역(영남알프스, 태화강, 강동권, 장생포) 세계화’를 위한 4대 관광권역의 우선적인 맞춤형 녹지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사업목적
■■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생태축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및 그린인프라 확대

■■ 에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적 관리대책 근간 마련

■■ 산림, 하천, 연안 등 생태자원의 유기적 관리체계 마련

■■ 도심 환상 녹지축 확대 및 녹색환경 제공을 통한 도심활력 증진
기대효과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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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심하천 워터프론트 추진 

■■  태화강 살리기의 성공자산과 브랜드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발전시켜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됨

■■   태화강 르네상스 추진을 통해 권역별 수변활동 특화지역을 육성하고, 이를 주요지천과 연계함

으로써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생태환경을 살린 워터프론트를 조성함

■■  민선6기 공약인 ‘4대 관광권역 세계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태화강 고유의 문화관광 

컨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4대 관광권역과 연계할 예정임

 - 민선3~5기 : 수질개선, 생태복원으로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 공해도시 이미지 탈피

 - 민선 6기 :  태화강의 생태적 가치를 활용, 산업과 환경이 공생하는 생태산업도시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배경 및 필요성

사업목적
■■ 자연성 및 공공성을 확보한 도심하천 워터프론트 조성

■■ 도심하천과 4대 관광권역과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내용
태화강 르네상스 추진

■■ 권역별 수변활동 특화지역 육성

 - 철새공원(삼호대숲), 태화강 억새군락지, 생태습지 등 자연관찰형 활동권역 조성

 - 태화강생태관, 삼호철새마을(조성 예정)과 연계한 자연교육형 활동권역 조성 등

 - 기타 역사문화, 수변조망, 문화·여가 등으로 구분하여 수변활동권역 육성

■■ 수변 공공용지 확보 사업 추진

 - 비산업, 비주거 기능 확대, 공공성 강화로 여가·문화시설 확충

※ 태화강전망대 주변 사유지의 공공용지 전환 등

■■ 접근성 강화사업 추진

 - 도심에서 강변까지, 태화강 양안을 잇는 자전거 통합길 조성

 - 배후지역에서 강변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 강변도로 상부 덮개공원 및 브릿지 조성

태화강 연계 주요지천의 생태하천 조성

■■ 언양천, 천상천, 구영천 등 주요지천의 생태복원 추진

■■ 역사, 문화, 생태환경을 고려한 수변공간 조성

■■ 태화강 리버프론트와의 접근성, 연계성 강화 추진

■■ 태화강대공원 일원 국가정원 지정 추진

 - 국가정원 지정 범위 :  십리대숲, 태화루, 대나무생태원, 작약원, 무궁화정원, 나비생태원, 초화원, 
철새공원 등 128ha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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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하천 워터프론트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제고

■■ 생태·산업 도시로서의 도시 브랜드 제고

■■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효과

(3) 환경 (신)기술 상용화 지원센터 조성

사업배경 및 필요성
■■  국내 환경시장의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 환경시장 

진출 확대 요구가 증대됨

■■  울산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EIP)은 대표적인 환경산업의 성공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의 포화와 해외시장 진출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사장될 

위기에 놓인 실정임

 -  세계환경시장 규모 : ’13년 9,236 → ’20년 1조 870억 달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4), 글로벌 환경상품 시장동향과 유망품목

■■  EIP사업을 포함한 울산지역 환경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신)기술 상용화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환경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효과 1,083억원/년(전국 9개 사업단 실적의 35%), 온실가스(CO
2
) 45만toe/년 저감(전국 9개 사업

단 실적의 41%), 161명 일자리 창출(전국 9개 사업단 실적의 31%)

 -  해외(일본, 인도, 독일, 중국, 태국, 아랍에미리트, 덴마크 등) 기관 초청 및 내방에 따른 울산EIP사업의 

벤치마킹 요구 증대

사업목적
■■ 울산형 생태산업단지(EIP) 구축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

■■ 최첨단 환경기술 상용화 지원을 통한 중소 환경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생태산업단지(EIP·Eco Industrial Park) 실증화 단지 조성

■■ 울산형 생태산업단지 구축 모델 패키지화 사업 추진

■■ 국내외 EIP 전문가 교육·양성 추진

■■ 생태산업단지 관련 국제협력사업 추진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 기업, 지자체 대상 컨설팅 추진

환경개선 신기술(대기, 수질) 적용 지원센터 건립

■■ 희망 신기술 개발업체 대상 사업장 매칭

■■ 시설 설치 및 성능평가를 위한 행정 기술 지원

■■ 환경개선사업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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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기업간 match-making을 통한 국내 우수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 울산의 환경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교류 증대

■■ 환경도시, 생태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 및 도시 브랜드 제고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선진 환경기술 전파

기대효과

(4) 울산환경관리공단 설립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울산시는 대표적인 도·농·공 복합도시로 다양한 종류의 각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고형 

폐기물 및 액상폐기물(오·폐수)이 다량 배출되고 있음

■■  고형 및 액상폐기물들은 매립지, 소각장, 수질개선사업소(오·폐수 처리장)와 같은 환경 기초시설

에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처분되고 있음

■■   환경기초시설 및 관련시설들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의 지역들은 지방 공기업의 형태로 환경공단을 설립 및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고 있음

■■  울산시의 환경기초시설들은 시에 의해 직접 운영되거나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환경공단과 같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음

사업목적
■■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한 시민 복지 증진

■■ 전문성 및 합리성 기반 경영관리를 통한 공익기능 증진

■■ 쾌적한 환경의 조성과 이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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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비용, 고효율 환경관리 시스템의 도입·운영

■■ 미래형 친환경생태도시에 걸맞은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기대효과
■■ 전문기관을 통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 증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 중점을 둔 환경관리 정책의 원활한 수립 및 추진



191Ulsan Vision 2040

03.

가. 핵심 프로젝트

프레스티지시티 프로젝트(Prestige City Project)

1) 융합형 컬처노믹스 프로젝트

■■  최근 정보화 및 지식사회 도래로 인한 제조업 중심의 울산사회에 문화적 요소가 투영된 문화

산업 육성이 요구됨

■■ 4차산업혁명과 ICT 융합시대에 부합되는 울산형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사업배경 및 필요성

주요전략
■■  창의성과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콘텐츠산업을 ICT기술과 접목해 새롭게 성장 

동력화 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적 정체성과 예술성, 생활양식 등의 문화적 요소를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성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통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지역 문화의 정취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함

■■ U-ConTech 클러스터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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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사업목적
■■ ICT 융합시대와 연관된 울산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 울산의 과거와 미래를 투영하는 울산형 문화예술 정책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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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울산비전 2040

기대효과
■■  문화산업은 국가경제 전반과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높이는 효과가 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문화도시의 필수적 요소임

■■  지역의 산업적·문화적 기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제조업에 비해 산업기반 형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음

■■  1962년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이후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및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함으로써 

울산은 최근까지 산업도시로 인식되고 있음

■■  최근 세계 경제 침체 여파로 인해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을 대체할 서비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고착회된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관광도시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3대 주력산업을 대체할 울산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울산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2) 테마형 관광도시 울산 프로젝트

사업배경 및 필요성

사업목적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도표-101>

융합형 컬처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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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알프스 빌리지 조성

■■ 영남알프스 국제 산악관광 거점지구 조성

■■ 어드벤처파크 조성

■■ 울산 전시컨벤션호텔 유치 및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기반 구축 

■■ 국내·외 지정 여행사와 연계한 MICE 투어상품 개발

■■ 거꾸로 가는 시간여행, 대곡천 ‘슬로 빌리지’ 조성

■■ 반구대 암각화의 생태적 보존과 세계유산 등재

■■ 한반도 역사의 시작, 국립선사박물관 유치

■■ 해오름 크루즈 운항

■■ 동해바다 오르간(East Sea Organ) 설치

■■ 태화강 주변 야간볼거리 운영

■■ 삼호 철새홍보관 및 철새거리 조성

■■ 삼호교 인근 글램핑장 조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 울산을 산업도시가 아닌 다양한 유형의 ‘테마형 관광도시’로 육성

■■ 산업도시 울산에서 관광도시 울산으로 도시이미지 변신

■■ 주력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관광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

주요전략
■■ 2012년 설립된 세계알프스도시협의회와 영남알프스를 거점으로 한 글로벌 산악관광지 조성

■■  2020년 완공 예정인 울산전시컨벤션센터를 허브로 하여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의 3대 전략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전시컨벤션 행사 개최 및 연관 MICE산업 육성

■■  UNESCO 지정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대곡천 암각화군과 인근 지역에서는 느림을 

경험할 수 있는 선사시대 특화타운 조성

■■  간절곶, 고래회유해면, 몽돌해변 및 다양한 해양레포츠시설 등을 보유한 해양관광지 도약 

기반 마련

■■  글로벌 생태관광도시의 위상을 굳혀가고 있는 태화강에 야간 볼거리까지 준비함으로써 태화강 

방문객들을 장시간 체류하게 할 수 있는 나이트투어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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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20년, 21세기의 중반이 되는 우리사회의 삶은 과거와는 달리 현저하게 바뀔 것으로 예측

되고 있으며 이미 복지패러다임은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의 사후적 복지정책에서 모든 시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맞춰져 있음 

■■  복지울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산 및 양육, 저소득층 지원, 의료비 부담 완화, 안정된 노후

보장 등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후를 맞을 때까지 평생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040년 울산의 노인비율은 3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대비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의 육성방안이 필요함

■■  울산의 베이비부머세대들은 소득과 여유, 문화와 소비가 어우러져 있는 새로운 특성을 가진 세대

들로 이들의 은퇴와 울산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울산 정주인프라 조성이 필요함  

■■  다가오는 고령화와 모든 시민이 체감하는 질적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생 활기찬 생애주기별

(Active-Life Span) 복지지원’과 ‘울산 로하스타운(LOHAS Town) 조성’을 추진함 

3) 100세 안심도시 울산 프로젝트

사업배경및 필요성

문화휴양

은퇴자 2세대 은퇴자 2세대

은퇴자 2세대

베이비붐세대 및 은퇴자

베이비붐세대 및 은퇴자

해양휴양

산업집적

중심생활권

휴양도시-울산
(휴양생활벨트 조성)

산악관광·MICE

대곡천 및 각종 문화 중심의 관광도시
강동에 조성되는 시니어 해양휴양 도시

산업중심도시로서의 경제활동 유지

생활중심권역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전시컨벤션설치(MICE)

베이비붐세대 및 은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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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행복시대에 부합되는 울산 복지체계 구축

■■ 울산 정주여건 향상과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구축사업목적

■■  울산시의 지역 물가 등 지역특성과 울산시민의 복지수요에 맞는 복지시스템 정립하여 중앙 

정부의 획일적 접근이 아닌 울산시민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시빌 미니멈(Civil minimum) 제시

■■  시민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보편적 복지 

추구하며 울산시 중위소득에 기준한 가구별 최저생계비 보장을 비롯한 OECD 수준에 근접한 

빈곤율 충족

■■  저출산 대응에 맞추어 울산지역 어디서나 10분 거리에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수요에 맞는 국공립 보육시설 균등배치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노인인구, 장애아동, 중증장애인 등 소득에 따른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울산시민

들이면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전원형, 도심형, 리조트형 등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타운을 조성하고 타운지구 주변 문예체험관, 

한옥평생학습체험관 등 문화복합주거단지 조성

■■  승마, 골프, 글램핑 등 다양한 레저시설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오락시설이 입지한 맞춤형 종합 

주거 및 휴양타운을 조성함

주요전략

사업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울산형 기초보장제도 마련

■■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위한 국공립 시설 확대

■■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및 이동권 강화

■■ 고령화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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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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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생애주기별 복지를 통해 예방적 복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생산적 복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 

증대, 찾아가는 복지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핵가족화로 노부부 가정과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실버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실버타운은 주택과 의료사업이 복합된 분야로 최근 노년층이 독립주거를 선호하는 추세와 

더불어 그 시장성 증대

■■  울산형 복지도시로의 전국적인 위상 정립과 안정된 삶의 터전으로서 울산의 이미지 제고하고 

출산 고령화 해소와 인구증대 효과

■■  차세대 미래노인커뮤니티 형성과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비롯해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한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기여

■■  온천개발, 워터파크, 관광을 연계한 의료휴양서비스 제공하고 공원, 산책길, 농장, 수련원 등을 

활용한 시니어 건강 인프라 확충

■■  고령화에 따른 의료, 제약, 바이오 건강검진 등 보건의료산업과 연계하고 노인 관광 프로그램 및 

ICT 활용 원격의료, 원격감시, 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산업 동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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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발전으로 인해 삶이 윤택해진 이후 삶의 질 고양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레저와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울산은 운동하기 좋은 자연 조건과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레저와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식기반사회로의 급진전과 함께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미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

력 강화를 목적으로 인재 교육 및 연구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울산시도 필요성이 제기됨

■■  간접적인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학습프로그램 도시 조성에 대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4) 레저·스포츠 도시 울산 프로젝트

5)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사업배경 및 필요성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레저와 스포츠를 통해 지역사회의 연대 및 공동체 의식을 육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육성

■■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도시의 이미지 제고
기대효과

■■ 도심과 가까운 산과 바다와 같은 자연을 활용한 레저·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강화

■■ 국내외 스포츠 전지 훈련팀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계절별 유휴시설 활용방안 구축
주요전략

■■ 마리나 타운 조성 및 해양스포츠 육성

■■ 영남알프스 산악레저스포츠 육성

■■ 마성 종합 승마테마파크 건립

■■ 종목별 동계훈련 인프라 및 편의시설 확충

■■ 계절형 유휴시설 활용방안 구축

사업내용

■■ 국내외 최고의 스포츠 및 레저인프라 구축
사업목적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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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글로벌 교육 인프라 확충 및 평생 학습 도시 기반 구축

■■ 광역시 위상에 부합되는 전문 교육기관 유치

울산평생교육진흥원(시민대학)

평생학습관

지역거점기관(지자체, 대학)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행복학습센터

주요전략
■■  글로벌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특성화 교육기관을 설립 또는 유치하는 안을 제시, 해외 유수 

연구기관 유치 및 연계를 통한 세부사업을 마련하고 글로벌 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세부사업으로 

추진

■■  정보·기술·마케팅·브랜드 등 무형자산이 증가하는 동시에 지혜와 감성이 요구되고 있는 환경

에서 지식을 넘어서는 지혜와 인간중심의 인재상이 요구되며 나아가 시민 스스로도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인프라 조성 추진

■■ 특성화 교육기관 설립 및 유치(중·고·대학교)

■■ 국립 과학영재고등학교 설치

■■ 도서관시설을 이용한 학습프로그램 도시 조성

■■ 해외 유수 연구기관 유치 및 연계

■■ 한국예술종합학교 분교 유치

■■ 울산형 온라인 평생학습 구축

■■ 울산 평생학습타운 조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  학교선택권의 폭을 넓힘으로써 우수학생의 타지 유출이라는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현상 방지

■■  기존 교육문화시설을 이용하여 서적 중심에서 다양한 범위의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교육을 보완, 학습도시로의 위상 확보

■■ 100세 시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 체제 정비

<도표-102>

울산시민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지역평생

학습망(Learning We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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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사업

■■  미래를 위한 준비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향후 콘텐츠 발전의 선도적 위상을 점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콘텐츠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게임, 음악, 출판, 만화 등의 ICT 융합 콘텐츠 생산 환경은 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의 과정이 개별생산, 개별이용이라는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단일 콘텐츠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공통적으로 이용가능한 원소스 멀티유즈(One-Source Multi Use)로 

보편화되고 있음

■■  생산된 콘텐츠는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부문과의 상호작용과 제조업, 서비스업의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이 촉진되고 있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2015 ICT 실태조사에 따르면 ICT 관련 산업들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음  

■■  울산의 경우, 2014년 현재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을 하는 기업의 수가 3개, 생산액이 178억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ICT 융합을 통한 콘텐츠 

생산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1) 융합형 컬처노믹스 프로젝트

사업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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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애니-디자인산업 육성기반 구축

■■ 애니-디자인 산업 인프라 조성

■■ 디자인 창업지원

■■ 세계적인 디자인 ICT회사 LAB유치

■■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 디자인라이브러리 구축

 - 가상 디자인 클라우드 허브 시스템 도입

 - 디자인 전문 인력 유치 및 레지던시 공간 제공

 - 창작물 활용 및 전시 프로그램 개발

 - 시민 교육 및 체험 공간 구성 

■■ 애니-디자인 산업육성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 ICT융합산업 발전토대 확보

■■ 세계 3D프린팅 아트 공모전을 통한 문화산업의 확산

■■ U-ConTech 박람회를 통한 콘텐츠와 테크놀로지의 문화산업 시너지 효과 제고

사업목적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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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융합산업의 발전 토대 확보를 통한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

■■ 콘텐츠와 첨단기술의 결합을 통한 첨단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기대효과

세계 3D프린팅 아트 공모전

U-ConTech 박람회 개최

■■ 3D기술을 바탕으로 한 세계 예술창작품 공모전 개최

■■ 3D아트 창작물 온라인 경매

■■ 콘텐츠와 기술의 결합을 전시할 수 있는 세계적인 첨단 박람회 개최

■■ 콘텐츠 및 테크놀로지 융합 세계 컨퍼런스 유치

 - 3D 콘텐츠 온라인 마켓 개최 및 3D제품 유통 활성화

(2) 울산형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배경 및 필요성
■■  20세기 말 진행된 세계화 추세와 함께 지역의 인식이 확장되고, 지방의 문화적·역사적 특수성

과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함

■■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지역발전에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가 문화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의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문화가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임 

■■  지역문화의 발전은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지

역의 문화적 발전 모델을 도출해내고, 지역문화자원의 콘텐츠·브랜드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문화 자치역량 강화,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문화복지 구현하기 위한 것임

■■  지역의 정체성, 고유성,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적 자원들을 개발하고 이를 콘텐츠화 

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격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근간이 될 수 있음

사업목적
■■ 지역특화형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

■■ 울산항 신성장 문화산업육성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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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울산형 캐릭터 제작 인력 육성사업

 - 캐릭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고급인력 양성과정 설립 

■■  울산 애니원고등학교를 비롯한 콘텐츠 제작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울산 특화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함

■■ 지역특화 캐릭터 제작 교육과정 개설

■■ 지역특화 캐릭터 개발을 위한 R&D 및 스토리텔링 개발 지원 

국립 임란극복 역사관 건립

■■ 임진왜란·정유재란을 극복한 울산에 이를 기념하는 국립 임란극복 역사관 유치 및 건립

■■ 호국도시 울산의 성곽 보수 및 활용 

■■ 한·일 성곽 공동조사 및 교류

 - 임란극복 및 호국관련 축제 개최

대한민국 기업가 인물동산 건립

■■  지역 주요 전망지역에 울산의 산업을 이끈 인물상 건립

■■ 울산의 랜드마크 공원으로 활용

 - 거대 인물상을 건축하여 전망대 및 인물 업적 전시관으로 활용

산업과 예술의 콜라보레이션 축제

■■ 예술기획자, 예술가와 산업 장인이 협력하여 제작한 설치미술을 활용한 축제

 -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 공단지역 및 유휴지역에 제작한 창작물을 전시

 - 차후 국제적인 지역특화 축제로 확대

대중문화 공연기반구축 확충을 위한 공연장 건립

■■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예술을 전문으로 공연·전시할 수 있는 공간의 구축 

 - 공연·전시·체험장 등의 복합 대중문화예술 공간 구축(예 : 대중문화예술회관 등)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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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지역 특화 문화예술콘텐츠 발굴 및 제작을 통한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 지역 문화예술콘텐츠 활용을 통한 지역민의 정체성 제고

■■ 지역문화산업의 발전

세계적 유수캐릭터 제작사와 합작애니메이션 제작

■■ 지역 개발 캐릭터를 활용한 국내외 애니메이션 제작사와의 합작 애니메이션 제작

 - 시나리오 작성 및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 애니메이션 판매활로 개척

한글문화특성화 전략 수립

■■ 최현배 선생 생가를 중심으로 한글특화마을 조성

■■ 한글관련 콘텐츠 개발 및 한글마을 디자인화 사업

 - 한글 디자인 공모 및 지원

 - 외솔 최현배 글씨체 개발

 - 아름다운 한글 발굴·보급 사업

■■  울산시는 2012년부터 세계알프스도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알프스를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위스를 비롯한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과 국제적 산악관광 교류를 유지하고 

있음

■■  2014년에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영남알프스 마운틴탑 사업’이 선정되어 

울산시를 중심으로 경남 밀양시와 양산시, 경북 경주시 등과 영남알프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관광활성화 연계사업 노력을 인정받아 2015년 10월 세계관광기구(UNWTO) 산하 산악관광

회의를 유치하여 글로벌 산악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음

2) 테마형 관광도시 울산 프로젝트

사업배경 및 필요성

(1) 산악관광 알프스 빌리지(Alps Village) 조성

■■  글로벌 산악관광지로의 울산 위상제고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알프스도시협의회 소속 도시의 

특성을 한 자리에 모아놓는 것이 필요

■■  영남알프스 관광자원을 매개로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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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영남알프스 빌리지 조성

■■ 알프스도시협의회 소속 국가의 특성을 살린 마을 조성

■■  해당 국가 마을에서는 복식 체험 및 생활양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해당 국가 마을의 레스토랑에서는 해당 국가의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영남알프스 국제 산악관광 거점지구 조성

■■ UNWTO 산악관광회의 사무국 유치

■■ 산악관광박물관 유치

■■ 국제 산악관광 기념품 교류전 개최

■■ 국제 산악관광 빌리지 조성

 -  세계 산악관광회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산악관광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산악관광 국제 컨퍼런스 지속 개최

 - 사무국 유치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악관광 명소에 대한 DB 구축과 전시를 담당할 산악관광박물관 유치

 - 산악관광 명소 VR 체험관 조성

 - 산악관광박물관은 산악관광 거점지구의 허브 역할 수행

 -  등산 후 방문 기념으로 간직하게 되는 산악관광기념품을 기증받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산악관광박물관 

내에 조성

 - 세계 각국 산악관광 기념품의 교류 전시회 기획

 - 산악관광 견본시 주최 기회 조성

 - 세계 알프스도시협의회 소속 국가별 빌리지 조성

어드벤처파크 조성

■■ 영남알프스와 함께 하는 짚라인(Zip-Line) 설치(하산 시 이용하면 할인)

■■ 영남알프스 인공암벽장 인근에 설치하여 영남알프스 빌리지 방문 유인

■■ 어린이와 청소년층 니즈를 반영한 어드벤처 테마파크로 자리매김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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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및 필요성
■■  울산시는 2020년 울산전시컨벤션센터가 KTX울산역 인근에 조성되면서 MICE관광을 육성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됨

■■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와 컨벤션을 운영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숙박 및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필요함

■■ 다양한 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 제도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MICE 연관산업 육성

사업목적
■■ 3대 주력산업을 활용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마련

■■ MICE 유치 통한 주력산업 기술 개발과 인력 육성에 기여

■■ MICE 지정 여행사와 연계함으로써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기대효과

■■  각 국가의 특성을 살린 알프스 빌리지를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산악관광지로서 영남알프스의 

위상 제고

■■  국가별 특성을 살린 알프스 빌리지는 글로벌 관광객에게 향수를 불러일으켜 울산을 체류형 

대상지로 선택 가능

■■  영남알프스를 정복한 등산객들이 하산할 때는 인근에 조성된 어드벤처 파크의 짚라인을 이용

하여 하산함으로써 짜릿함 만끽

■■  하산 시간이 빨라지고 어드벤처파크로 하산하게 됨으로써 영남알프스의 체류시간 연장

사업내용

울산 전시컨벤션호텔 유치 및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기반 구축

국내·외 지정 여행사와 연계한 MICE 투어상품 개발

■■ 전시컨벤션 행사의 특성에 적합한 숙박시설 유치

■■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파격적이고 과감한 MICE 관련 기업 유인책 마련

■■ 지역 대학교의 전문화(특화)를 통한 MICE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울산 특유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내·외 지정 여행사 유인

■■ 울산전시컨벤션센터와 신공항 및 신항만 직항 운영으로 여행사 부담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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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전시컨벤션센터와 MICE산업 육성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도시로 전환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연계 MICE 투어 운영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일조

■■ MICE 투어 운영으로 울산 방문 관광객 층의 다양화 유도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및 MICE산업 육성으로 연계산업 동반 상승 계기 마련

기대효과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울산시의 국보인 천전리 각석과 반구대 암각화는 2010년 대곡천 암각화군이라는 명칭으로 

UNESCO로부터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음

■■  2010년에 함께 잠정목록에 오른 남한산성, 백제역사지구 등은 차례로 잠정목록에서 벗어나

정식 목록으로 등재되었기에, 시간을 되돌리는 여행을 할 수 있는 대곡천 슬로 빌리지 조성과 

국립 선사박물관 유치는 등재에 기여할 수 있음

■■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 호랑이 등의 동물과 고래잡이, 제례 활동 및 천전리 각석의 성혈과 

같은 다양한 선사생활의 기록을 해석할 수 있는 선사박물관 유치로 선사문화를 보다 생생 

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3) 선사시대 특화타운 조성

사업목적
■■ 울산의 선사유적지 글로벌 허브 위상 확보

※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비 70%, 지방비 30%)

거꾸로 가는 시간여행, 대곡천 '슬로 빌리지' 조성

■■ 선사 화폐로 모든 것을 계산하는 선사테마파크 조성

■■ 선사인처럼 살아보기(움집 짓기, 암각화 만들기, 부싯돌로 불 만들기, 고인돌 옮기기 등)

반구대 암각화의 생태적 보존과 세계유산 등재

■■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마련 및 추진

■■ 대곡천 암각화군 종합정비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정부→ UNESCO) 추진

사업내용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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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및 필요성
■■  울산 간절곶은 한반도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곳으로 매년 1월 1일 일출을 만나기 위해 12월 

31일부터 밤을 새며 새해의 첫 해맞이를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으로 

알려져 있음

■■  진하해수욕장은 매년 5월과 7월에 윈드서핑과 비치발리볼 세계대회가 개최되면서 해양 

레포츠에 관심 있는 마니아들을 유인하고 있음

■■  2016년 6월 30일 울산~포항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울산~경주~포항은 해오름동맹을 체결

하여 경제,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4)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목적
■■  해오름동맹을 체결한 울산~경주~포항을 운항하는 크루즈를 운항하여 동맹지역의 관광 활성화 

유도

■■ 해오름 크루즈 운항을 통해 향후 대형 크루즈도 정박 가능한 국제 크루즈 터미널 조성 기반 마련

■■  명선교 인근과 슬도 인근에 동해 바다 오르간을 설치함으로써 해양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기대효과
■■  대곡천 슬로 빌리지에서 선사생활 체험으로 선사인들의 실제 생활을 이해하면서 최신 기기의 

장점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기회 제공

■■  대곡천 슬로 빌리지 조성과 국립선사박물관 유치로 선사문화 체험의 중심지 효과

■■  영남알프스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영남알프스 인근 어드벤처테마파크 짚라인의 빠름과 

대곡천 슬로 빌리지의 느림 속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한반도 역사의 시작, 국립선사박물관 유치

■■ 국립선사박물관 ~ 대곡천 슬로 빌리지를 이동하는 고래기차 운행

■■ 선사유적과 관련된 정보는 진품은 원 장소에 두고 복제품을 빈 공간으로 처리

■■ 선사박물관의 체험은 대곡천 슬로 빌리지에서만 가능하게 함

 해오름 크루즈 운항

■■ 동맹지역 해안에 있는 지질경관 투어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동맹지역 야간 해안경관을 탐방하는 크루즈 선상 디너파티 개최

■■  동맹지역 체류 시 전세버스 투어·자동차 투어·자전거 투어·트레킹 등 다양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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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동해바다 오르간(East Sea Organ) 설치

■■ 명선교 인근의 파도를 활용한 명선교 동해바다 오르간

■■ 슬도 소리와 비교되는 슬도 동해바다 오르간

■■ 동해바다 오르간과 연계한 해양 오케스트라 공연 개최

사업배경및필요성
■■  울산시의 태화강은 산업화의 후유증으로 인해 2000년대 초반까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이 6등급까지 악화되었으나 ‘태화강 되살리기’ 전 시민 운동을 통해 상류는 1급수까지 

회복하여 환경오염의 대명사를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바꾼 성공적 사례가 되고 있음

■■  친환경 하천으로 복원되면서 떠났던 연어와 은어, 황어 및 희귀한 백로와 떼까마귀, 갈까마귀 

등이 십리대숲과 삼호대숲에 서식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 2013년 12선, 

2015년 20선으로 연속 선정되었음

■■  떼까마귀 군무는 퇴근 무렵인 저녁 6시 30분경 태화강대공원 인근 십리대숲과 삼호대숲 

주변에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떄문에, 이를 보기 위해 모여든 철새 탐조객들에게 제공할 나이트 

투어를 활성화해야 함

(5) 나이트 투어(Night Tour) 활성화

기대효과
■■  울산~경주~포항을 연결하는 바닷길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교통 

수단 제공

■■ 해오름동맹 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으로 새로운 테마의 연계상품 개발 및 운영

■■ 일출과 고래 및 해양레포츠 외에 바다에서 오르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색다른 체험 제공

■■ 바다 오르간과 협주하는 해양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개최함으로써 체류시간 증가

사업목적

■■ 철새를 테마로 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 태화강 볼거리의 다양화 추진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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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주변 야간볼거리 운영

삼호대숲 철새홍보관 및 철새거리 조성

삼호교 인근 글램핑장 조성

■■ 매직 아트

■■ 태화루 달빛 공연 등

■■ 삼호대숲 조망 가능한 철새홍보관 조성

■■ 철새거리 트릭아트 및 조형물 조성

■■ 야간 볼거리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

■■ ‘일찍 나는 새’ 관측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내용

기대효과
■■  태화강 주변 야간 볼거리 조성으로 관광객 체재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체류형 관광으로 유인 

가능

■■ 철새홍보관 조성으로 지근거리에서 철새 활동 조망 가능

■■ 트릭아트 및 철새 조형물 조성으로 인한 포토존 설치로 생태관광객 체재 시간 증가

■■ ‘아침 일찍 나는 새 보기’와 ‘일 마치고 귀가하는 새 보기’를 통해 철야탐조 프로그램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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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20년, 21세기의 중반이 되는 우리사회의 삶은 과거와는 달리 현저하게 바뀔 것으로 예측

되고 있으며 이미 복지패러다임은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의 사후적 복지정책에서 모든 시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맞춰져 있음

■■  울산시의 모든 시민들이 태어나서 노년기를 거쳐 삶을 마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과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전생애에 걸친 연속적 

서비스를 통한 문제 예방과 더 나아가 생산적 복지실현을 목적으로 함  

■■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복지지원에서 울산시가 가지는 지역의 차별적인 상황을 구체화하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대도시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

3) 100세 안심도시 울산 프로젝트

사업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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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20년간 울산시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질에 대한 기본적 생활 보장

■■ 사회적 합의와 지역의 특성에 기초하여 대상자 유형별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 충족
사업목적

사업내용
울산형 Civil Minimum의 기본체계 정립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울산형 기초보장제도 마련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위한 국공립 시설 확대

■■ 울산시의 지역 물가 등 지역특성과 울산시민의 복지수요에 맞는 복지시스템 정립 

■■ 중앙정부의 획일적 접근이 아닌 울산시민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기준선 제시

■■  시민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보편적 복지 

추구

■■ 울산시 중위소득에 기준한 가구별 최저생계비 보장 

■■ OECD 수준에 근접한 빈곤율 관리

■■ 인간성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별 생계비 보장

■■ 울산지역 어디서나 10분 거리 내에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역수요에 맞는 국공립 보육시설 균등배치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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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형 복지도시로 전국적인 위상 정립

■■ 울산이 안정된 삶의 터전이라는 이미지 제고 

■■ 저출산 고령화 해소와 인구증대 효과 기대

■■ 전국적인 건강도시 건설

기대효과

■■  2040년 울산의 노인비율은 3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대비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의 육성방안이 필요함

■■  울산의 베이비부머세대들은 소득과 여유, 문화와 소비가 어우러져 있는 새로운 특성을 가진 

이들로 은퇴와 울산 외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정주인프라 조성이 필요함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기반으로 고령친화 휴양단지로 조성을 추진할 경우 관광산업과의 

연계성과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핵가족화로 노인가구와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실버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실버

빌리지는 주택과 의료사업이 복합된 분야로 최근 노년층이 독립주거를 선호하는 추세와 더불어 

시장성이 점차 높을 것으로 기대됨

■■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한 실버타운 조성을 통한 인구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고령화사회 대비 향상된 미래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업배경 및 필요성

사업목적

(2) 울산 로하스타운(LOHAS Town) 조성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및 이동권 강화

고령화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

■■ 장애아동, 중증장애인 등 소득에 따른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노력

■■ 장애아동의 재활 및 장애가족 양육지원서비스 확대

■■ 고령화와 노인인구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요양시설 이용 지원

■■ 울산시민이면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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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기대효과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니어타운 조성

웰빙을 위한 온천 휴양지구 조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복합 레저시설 조성

시니어 휴양·요양·치유시설 조성

다양한 고령친화산업 연계와 신성장산업 육성

■■ 전원형, 도심형, 리조트형 등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타운 조성

■■ 타운지구 주변 문예체험관, 한옥평생학습체험관 등 문화복합주거단지 조성

■■ 울산으로의 인구 유입과 자원 역외유출 방지효과 

■■ 차세대 노인커뮤니티 형성과 관광의료산업의 연계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한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온천개발, 워터파크, 관광을 연계한 의료휴양서비스 제공

■■ 해수온천, 해양실버타운, 해양주거 세컨하우스 타운 조성

■■ 승마, 골프, 글램핑 등 다양한 레저시설 조성

■■ 레크리에이션, 오락시설이 입지한 맞춤형 종합 주거 및 휴양타운 조성

■■ 공원, 산책길, 농장, 수련원 등을 활용한 시니어 건강 인프라 확충 

■■ 숲속 힐링, 치유의 숲, 힐링가든, 승마힐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고령화에 따른 의료, 제약, 바이오 활성화, 건강검진 등 보건의료 산업 연계

■■  노인 관광 프로그램 및 ICT 활용 원격의료, 원격모니터링, 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산업 

육성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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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은 다른 도시와 달리 도심 가까운 곳에 산과 바다를 보유하고 있어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여건을 활용한 상품 발굴이 필요함

■■  산과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를 지원, 육성함으로써 시민 건강행복시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4) 레저·스포츠 도시 울산 조성 프로젝트

사업배경및필요성

(1) 산, 바다 레저·스포츠 육성

■■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함양

■■  산과 바다를 활용한 레저·스포츠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울산의 레저·스포츠적 도시 면모 

이미지 확보

기대효과

마리나 타운 조성 및 해양스포츠 육성

영남알프스 산악레저스포츠 육성

마성 종합 승마테마파크 건립

■■  차후 건설될 해양레포츠 시설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해양 생활레포츠 대회 개최

■■  요트, 모터보트, 카누, 카약, 생존 수영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해양레포츠 대회를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함

■■ 영남알프스 지역의 산악 지형을 활용한 각종 익스트림 스포츠 인프라 구축

■■ 패러글라이딩, ATB·MTB 등의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 마성을 활용한 자연 말 방목장 운영

■■ 승마트레킹 코스 조성

■■ 승마 및 동물을 위한 의료센터 건립

사업내용

■■ 레저·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해양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 레저·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신관광산업 기반 조성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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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훈련지로써의 지명도를 획득하는 것은 국내외 스포츠무대에서 울산에 대한 지역인지도를 

높일 뿐 아니라 전지훈련유치를 통해 지역 스포츠 단체의 경기력 향상, 지역스포츠 활성화, 

관광수익의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울산은 따뜻한 기후조건과 우수한 체육시설 보유로 매년 울산을 찾는 동계전지 훈련팀이 늘어

나고 있으며, 종목도 다양화되고 있음

■■  울산지역의 전지훈련을 위한 각 종목별 인프라를 확충·보완하는 한편 전지훈련 참가 선수들이 

훈련에 몰두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  각 종목의 비시즌에 유휴시설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여 다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함

사업배경 및 필요성

(2) 스포츠 전지훈련 메카사업 추진

■■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레저·스포츠도시 이미지 제고

■■ 지역방문객 수의 증가로 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지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함양

■■ 스포츠 인프라 및 지역 편의시설 증대

기대효과

사업내용
종목별 동계훈련 인프라 및 편의시설 확충

계절형 유휴시설 활용방안 구축

■■ 전지훈련 수요조사를 통한 방문 수요 예측

■■ 종목별 인프라 구축

■■ 전지훈련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 종목별 차별화된 유치 전략 마련

 - 인프라 수요예측 

 - 전지훈련 홍보 방안 마련

■■ 방문시기, 종목, 지역에 따른 유휴시설 조사

■■ 유휴시설의 시민활용, 기관대여 등의 방안 구축

 - 유스호스텔 등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 등 편의시설 확보

 - 전지훈련을 위한 행정적 편의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국내외 스포츠 전지 훈련팀의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

■■ 계절별 유휴시설의 활용방안 구축
사업목적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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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매년 한 학교 한 학년 정도 학생(25명 정도)이 역외로 유출되는데 주로 특목고 진학학생

들의 유출이 많아 전체 성적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학교 단계부터 우수 

(가능)인재 유출의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임

■■  잠재적인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UNIST의 개교에도 불구하고 과학, 기술 등 R&D 

분야 핵심 인재 육성 및 건축, 디자인, 교육, 예술, 음악, 엔터테인먼트분야에 종사하는 연구

계층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으로 해외 유수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보완함

■■  2018년 개관 예정인 시립도서관(울산도서관)이라는 간접적인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학습 

프로그램 도시를 조성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5)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사업배경 및 필요성

(1) 글로벌 교육 인프라 확충

해외 유수 연구기관 유치 및 연계

■■ R&D 분야 핵심인재 양성 기반 마련

■■ 대학, 공공기관, 기업체 간 협력시스템 구축

국립 과학영재고등학교 설치

■■ UNIST 등과 연계한 국립 영재고등학교 신설

도서관시설을 이용한 학습프로그램 도시 조성

■■ 정보화 격차에 따른 교육 소외현상 및 양극화에 대응

■■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의 기능을 도입한 최첨단 교육환경 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특성화 교육기관 설립 및 유치

■■ 자율형 공(사)립고, 외국인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인프라 구축으로 학교 선택권 확대

■■  타 시·도에 진학하지 않고 울산 관내의 자율형 사립고, 과학계열의 특수목적고, 외국어 계열의 

특수목적고 등 중등교육기관 및 대학교 설립 또는 유치

■■ 특성화 교육기관 설립 또는 유치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R&D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 기반 마련, 대학·공공기관·기업 간의 협력시스템 구축

■■  공교육을 보완해 주는 튼실한 공간으로써의 울산도서관의 학습프로그램 마련으로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시행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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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분교 유치

■■  학교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우수학생의 타지 유출이라는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현상 방지

■■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테크놀로지를 도서관에 접목, 기존 서적 중심의 도서관에서 악기, 부엌 

조리기구, 씨앗, 생활공구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 중심의 그룹 지원을 

통하여 필요한 인재 양성으로 공교육 보완

■■  21세기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평생학습을 사회적 성장체제로 정착시키는 학습· 

고용·복지가 선순환 되는 창조학습도시 구축

■■  평생학습은 도시의 사회적 자본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도시의 발전 역시 그 구성원들의 

재능과 경험, 전문성 등을 사회적 자본의 형태로 이용하는 동시에 그것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짐

 -  학습도시란 ‘기초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포괄적인 학습을 촉진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학습

을 재활성화시키며, 직업을 위한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학습을 장려하며, 현대의 학습 기술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며, 전 생애에 걸친 학습 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도시가 가진 지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도시’(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 UIL)

 -  울산시민 누구나 경제·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상의 시민 학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사업배경 및 필요성

(2) 글로벌 학습도시 기반 구축 

37개국 474개 도시가 교육도시국제연맹(IAEC)에 참여

지식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평생학습 강조:

평생학습을 통한 지식과 역량개발

국제학습도시플랫폼(International Platform for Learning 

Cities · IPLC) 발족, 매년 국제학습도시컨퍼런스 개최

매년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LLP) 발표: Comenius PG, 

Erasmus PG, Lenardo da Vinci PG, Grundtvig PG 

기대효과

■■ 한국예술종합학교 분교유치전략 마련

■■ 한국예술종합학교 분교 인프라 구축

■■ 전국 홍보를 통한 전문예술인 유치 및 육성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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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사회에 대비한 학습 인프라 구축 및 시민 학습환경 개선 

■■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생애 단계별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 지식의 생산, 유통, 확산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식생태계 구축

사업목적

사업내용
 울산형 온라인 평생학습 구축

■■  미국에서는 코세라(Coursera), 에드엑스(edX), 유다시티(Udacity)와 같이 대표적인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며 400여 개 대학이 2,400개에 달하는 

강의를 무크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도 하에 국내 10개 대학의 

강의를 제공하는 K-Mooc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창조지식 콘텐츠를 

중심으로 G-Moocs를 운영

해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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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지식, 생활형 지식, 소양형 지식을 포괄하는 지식의 허브기능 수행하고 시민에게 평생 

학습의 다양한 참여 확대

■■  지식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용, 가공, 활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학습자 중심의 플랫폼 개발, 

시민의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시민소통형 MOOC 플랫폼 구축 

 -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우수 콘텐츠 제공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K-MOOC),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G-SEEK)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융합형, 고도화 지식과 성숙한 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생활형, 소양형 지식 제공 

 -  국내외 무크는 대학 강의를 대중에게 개방하거나 전문가 강의 위주의 콘텐츠 제공이 중심이었으나 울산형 

MOOC는 정보의 가공 및 학습 자료의 융합이 가능한 플랫폼 개발 

 - 시정에 대한 시민 이해도 제고와 집단지성을 통한 사회 문제해결 등 시민소통형 플랫폼 개발   

울산 평생학습 타운 조성

■■  학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충족시키고 다양한 학습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울산 

평생학습 타운 조성  

■■ 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생애 단계별 학습지원 체계 기반 구축 

 -  울산시민대학, 울산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문화원, 여성교육기관,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시설 등의 교육 

관련 기관들을 유치하여 원스톱 교육서비스 실시

 -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을 포함하여 울산에 산재해있는 주요 교육 관련기관을 집적화하여 명품 학습 

타운 조성 

 -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교육 등 생애단계별 교육,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의 연계, 교양교육과 직업교육의 

조화를 이루는 평생교육, 인재교육의 물리적 기반 마련 

■■  일자리·복지·학습이 연계되는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도시의 가치 상승과 시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  

■■ 100세 시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4차 산업혁명에 기초가 되는 시민 평생학습 역량 강화

기대효과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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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콤팩트시티 프로젝트(Compact City Project)

가. 핵심 프로젝트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울산은 분산 집중(Decentralized Concentration)의 도시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된 

시가지라 볼 수 있는 중·남구의 도심지역은 도시 외곽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 기존 시가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요구됨

■■  울산은 주변의 양산, 경주, 기장 등과 기능적 연계성이 높은 울산광역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울산이 광역권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 

자원의 융·복합 활용, 상대적으로 미약한 도심기능(고차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

1) 울산 도심연계활성화 프로젝트

기대효과
■■  새로운 정주단지 조성 및 문화관광자원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울산 인재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치가 가능해져 인구유입의 효과 가능

■■  부족한 도심기능(중추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울산 도심을 새로운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함

으로써 광역권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수행

■■  인구 및 가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으로 안정된 주거복지 실현

주요전략
■■  용도와 기능이 분리되는 기존의 도시개발과는 차별화되는 일(Work), 생활(Live), 연구

(Research), 학습(Learn) 기능이 복합된 복합용도의 도시개발(정주단지) 추진

■■  혁신도시-구도심(중앙동)-신도심(삼산동)-태화강역을 연계하는 권역을 중심으로 연계활성화 

및 문화관광 콘텐츠화 추진

■■  교외형, 여가형, 도심 연계형, 산업단지 연계형 등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특성화 복합타운 

조성과 울산형 공공주택 조성 추진

사업내용
■■ 신산업과 첨단기술의 울산 노벨타운(N-Town) 조성

■■ 광역권 중심도시를 위한 도심기능 강화 

■■ 수요자 맞춤형 특성화 복합타운 조성

사업목적
■■  상대적으로 부족한 R&D 분야의 육성과 고급인력들이 정주할 수 있는 친환경 첨단정주단지 

추진

■■  울산이 광역권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상업 및 업무기능의 도심기능을 강화하고, 도심이 

보유한 다양한 기능을 연계하여 문화 관광자원화 추진

■■ 가구특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계층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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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및 필요성

사업목적

사업내용

주요전략

■■  울산은 기존 시가지 중심의 단핵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도시외곽을 새로운 성장거점지역(부도심)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도시외곽지역은 인근지역과 밀접한 기능적 연계를 가지고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주변도시의 부족한 기능을 고려한 거점기능 마련이 필요함

■■  다핵도시공간구조로의 변화를 위해 도시외곽의 주요 성장거점을 선정하고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추진

■■   도시외곽의 성장거점은 울산시 외곽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능적 연계가 이루어지는 

인근 주변도시를 포함한 광역권을 대상으로 추진 

■■ 직주 근접의 광역 자족복합거점 육성

■■ 남부권(온양·서생) 자족형 신도시 조성

■■ 웅촌권 창조물류지구(Creative-logistics Town) 조성(C-logis Town)

■■ KTX울산역 역세권 교통 및 첨단지식허브지구 조성(3E-city)

울산 북구(주거)와 경주 외동(산업)을 공간적 범위로 하며, 북구 농소지역을 광역 

자족복합거점으로 육성 

울산 남부의 온양서생지역과 인근 기장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며, 기장의 산업단지 

조성 등 인근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남부권 자족형 신도시 조성

울주 웅촌지역과 양산 웅상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며, 인근 산업단지 기반을 고려한 

웅촌권 창조물류지구 조성

KTX울산역 및 역세권이 입지한 언양·삼남지역과 양산 하북, 밀양 산내 지역 등을 

공간적 범위로 하며,  KTX 울산역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교통 및 첨단허브지구 조성

2) 울산 신성장거점 육성 프로젝트

농소권

온양서생권

웅촌권

언양권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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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기존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외곽지역의 성장거점 육성으로 도시의 균형 발전 추진 

가능

■■  울산 외곽과 주변도시의 기능적 연계를 고려한 성장거점 육성으로 울산을 광역권의 중심 

도시로 육성 가능

3,229억원

316천대

235천대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도로망 구조상 남북축에 비해 동서축 및 순환축의 상대적 부족으로 도심 주요간선도로의 

교통혼잡 가중됨으로 해소가 필요함

■■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다양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 SOC관련 예산 부족으로 급증하는 자동차 수요에 대응한 도로시설 적기공급 한계 직면함

교통혼잡비용

자동차등록대수

승용차등록대수

’01년

’01년

’01년

6,714억원
’15년

525천대
’15년

435천대
’15년

3) 녹색 교통도시 울산 프로젝트

연평균 5.4% 증가

연평균 3.7% 증가

연평균 4.5% 증가

<도표-103>

울산 신성장거점 강화 

(농소권, 언양권, 웅초권, 온양·서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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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서축, 순환축 도로망 확충 및 연계를 통해 울산과 주변지역 간, 지역 내 

주요 생활권역 간, 교통물류거점과 국가기간도로망 간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교통혼잡 및 

물류비용절감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 기 존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을 위한 친환경고용량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  기존 남북 중심의 철도망(경부고속선, 동해남부선)을 동서축으로 연계하여 지역 간 및 지역 내 

연계를 통해 철도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신교통수단 :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Tram), 경전철 등

주요전략
■■ 도시공간구조(1도심 4부도심 7지역 중심)와 도시발전축을 고려한 도로망 구상

■■ 주요 교통·물류거점(항만, 산업단지 등)과 국가기간도로망 간 효율적 연계를 고려한 도로망 구상

■■  도심부를 중심으로 개발여건이 성숙된 언양부도심(KTX울산역 역세권)과 농소부도심 등을 

연계하여 지역 내 동서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울산 주변지역 간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철도망 구상

■■  울산역, 태화강역, 송정역 등의 주요 교통결절점을 대상으로 교통수단 간 연계환승이 원활하

도록 환승센터 구축 추진

기대효과
■■ 주변지역과 지역 내 주요 생활권역간 연계 강화로 이동 편의성 제고

■■ 여객 및 화물차량의 교통량 분산을 통한 도심지역 교통혼잡 완화 및 물류비용 절감

■■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내, 지역 간 철도이용승객 서비스 향상 도모

■■ 대중교통수단 다양화로 대시민 교통이용 편의 및 대중교통수단분담률 제고

■■ 환승센터 구축으로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환승 기능 제고

■■ 생활밀착형 보행·자전거 인프라 개선 및 확충

■■ 신교통수단 도입 및 대중교통 중심 연계서비스 개선

■■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체계 구축

사업내용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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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사업

사업배경 및 필요성

사업개요 및 목적

■■  울산은 2015년 11월을 기점(인구 120만)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별로 보면 대학과 취업을 위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젊은 인재들의 유출이 상대적

으로 높음

■■  울산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와 더불어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 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 첨단 R&D 단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고급 인력들이 정주할 수 있는 친환경 및 첨단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신도시 조성이 

요구됨

■■  본 사업은 일(Work), 생활(Live), 연구(Research), 학습(Learn)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즉 연구 개발기능과 정주기능이 복합된 단지(신도시 : 일명 Ulsan N-town)

조성 목적

■■  노벨타운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이 나온 새롭고 고귀한 도시의 의미로써 Nobel town(노

벨상), Novel town(새롭고), Noble town(고귀한)의 세 가지 의미를 포함

1) 울산 도심연계활성화 프로젝트

(1) 신산업과 첨단기술의 울산 노벨타운(N-Town) 조성

<도표-104>

노벨타운(N-town) 개발 방향

다운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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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나노, 그래핀, 전지, 바이오 관련 중심의 기업체 및 연구기관 유치

■■ 글로벌 빌리지 조성

■■ 우수한 교육기관(외국인 학교) 및 프로그램 유치

■■ 국립산재의료원 등 고급의료 기관 유치

■■ 쾌적한 녹지공간 마련, 스포츠 및 위락시설 기능 도입

■■ 아파트,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공간 마련

■■ IT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반시설 확충(무선인터넷 등)

연구개발 기능

정주기능

■■  연구단지 중심의 신도시개발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고급인력의 유출을 방지

하고 더불어 신규 인력의 유치가 가능해져 인구유입의 효과가 가능

■■  GB 조정을 통해 분절된 시가지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통합된 도시공간구조 형성이 가능

하며, 기존 도심과 언양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부도심 육성이 용이

■■ 첨단 R&D단지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이 가능

기대효과

■■ 탄소제로타운, 스마트시티 개념을 적용한 실증화 단지 조성

■■  기존 대학의 연구 인력과 연계가 가능하고, 친환경 정주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UNIST 인근 

지역에 신산업과 첨단기술의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도시개발 추진

■■  울산 도시 중간에 신도시개발을 통한 분절된 시가지의 연결을 통한 통합 도시공간 구조의 

형성(GB 조정을 통한 도시의 연속성 확보)

■■ 주변의 산업 및 연구기능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의 공간 구상

■■  접근성이 용이한 연계교통망 확충(신교통수단)

 - 서측의 산업기능과 TP, 혁신도시, 첨단용지 등의 동측 연구기능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신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주요 성장거점과의 연계 및 지역 활성화 도모 

개발방향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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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및 필요성 ■■ 도시 중심부의 기능 분산 및 상호 연계 미흡으로 중심기능 약화됨

■■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계하고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  울산이 광역권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심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연계가 필요함

(2) 광역권 중심도시를 위한 도심기능 강화(중추업무 + 역사문화기능 재창조)

개발방향
■■  혁신도시-구도심(중앙동)-신도심(삼산동)- 태화강역을 연계하는 권역을 중심으로 연계 활성화 

및 문화관광 콘텐츠화

 - 혁신도시(복합상업거점)+구도심(중심업무)+신도심(중심상업)의 남북축

 - 공업탑(산업기술박물관, 울산박물관)+신도심(중심상업)+태화강역(복합개발) 동서축

사업내용

사업목적
■■ 기업지원서비스 등 고차서비스 집중을 통한 광역생활권 내 상위 거점기능 육성

■■ 도심 내 중심업무, 문화관광 기능 연계 강화로 도심지역의 활성화 및 복합 상권 조성

 - 기업 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로 혁신도시 조성 파급효과 극대화

 - 쇠퇴한 구도심의 기능 재편성을 통하여 기존 시가지 활성화

 - 도심문화, 관광, 상업, 여가 등 다기능 복합형 도심 육성

기업지원서비스 산업 육성

■■ 원활한 기업업무 활동을 위한 지원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강화

■■ 서비스 지원 기업의 홍보, 역량강화, 교육, 업종변경 등 지원

중심업무지구 가로 활성화

■■  중심 업무 및 상업지역의 가로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확보, 친환경 

기능 도모로 도심 쾌적성 제고

■■ 가로의 특성을 고려한 U-디자인 도시 적용

■■ 태화강역 중심으로 복합용도 프리존(Mixed-use Free zone) 개발

융·복합 도심문화거점 육성 및 관광자원화

■■ 상업, 여가, 교육, 전시, 공연 등 다양하고 매력적인 문화경험 제공

■■ 미술관, 문화의 거리, 극장, 소극장 등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축제, 이벤트 개최

도심 엔터테인먼트 복합상업시설 조성

■■ 혁신도시 내 복합형 상업시설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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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권역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개발 기법의 적용

 - 복합용도 프리존(Mixed-use Free zone), U-디자인 도시 적용

기대효과
■■  중추업무기능의 육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심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울산이 광역권의 

중심도시로써의 역할 수행 가능 

■■  구도심의 역사문화기능과 신도심의 상업업무기능의 연계를 통해 울산 도심이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 역할 수행

<도표-105>

광역도심 기능 강화 개발방향

· 복합형 상업시설
· 기업지원
서비스육성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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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및 필요성 ■■  인구고령화, 장년층 및 노년층 1인가구의 증가, 소형가족 대두, 사회초년생 계층의 인구유입 

등 가구구성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택선호가 다변화되어 가구특성에 맞는 주택의 

공급이 필요함

■■  산업성장기에 이주하여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었던 베이비부머의 은퇴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계층의 주거수요에 부합하는 복합기능의 주거단지 조성이 요구됨

■■  지역 산업구조고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산업의 발전과 대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연구개발인력의 유입 및 정착이 필요하며 직장, 문화, 여가, 교육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쾌적한 

주거단지 제공 요구됨

(3) 수요자 맞춤형 특성화 복합타운 조성

사업내용
■■  교외형 : 외곽지역 전원주택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단지형 단독 

주택단지 조성(두동)

■■  여가형 : 산악 및 해안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레저 및 여가기능과 복합된 위락형 주거단지 조성 

(강동, 삼남)

■■  도심연계형 : 도심지역과 가까워 기반시설이 양호하면서 주변 자연경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심인근지역의 주거단지 조성(웅촌)

■■  산업단지연계형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매곡·중산일반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에너

지융합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를 고려한 직주근접의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송정, 

온산·서생)

■■  도심 내 사회초년생, 저소득계층, 노인계층과 외곽지역 노인계층 등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택의 공급

■■ 도심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보

■■ 외곽지역 농어촌 빈집 등을 활용하여 노인가구 공동홈 조성

■■  기존주택의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주거공간, 문화복지공간, 지원시설 등이 함께 갖추어진 

주택 공급

친환경 특성화 복합타운 조성

울산형 공공주택 조성(울산형 New stay)

사업목적
■■ 지역여건을 고려한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을 갖춘 친환경 특성화복합타운의 조성

■■  울산으로 유입되는 사회초년생 계층, 산업단지 내 근로자, 노인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울산형 

공공주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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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향

기대효과

■■  특성화 복합타운 입지는 자연경관이 양호하고 자연녹지지역, 취락지역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조성하되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 연계가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조성 혹은 산업단지가 개발되어 

있거나 계획 중인 지역에 근로자계층의 편의와 환경을 고려한 직주근접의 주거단지를 조성

■■ 울산형 공공주택의 입지는 크게 도심형 New stay와 교외형 New stay로 구분하여 추진

■■  사회초년생의 유입과 장년층 1인가구가 많은 울산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들 계층의 주거환경 

확보를 통한 안정된 정착으로 인구유입 기대

■■  은퇴세대 및 노인인구를 위한 주택과 문화복지, 생활편의기능이 연계된 주거환경의 확보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주거공동체에서 해결

■■  미래형 첨단신산업 육성과 산업연계형 R&D 기반확보를 위한 인재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맞춤형 주거여건의 조성

■■ 인구 및 가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주택의 공급으로 안정된 주거복지를 실현

<도표-106>

수요자 맞춤형 특성화

복합타운 조성 개발 방향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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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및 필요성
■■  울산 북구와 경주 외동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통근통행과 주거이동 등의 기능적 연계성이 

매우 높아 하나의 생활권 지역으로 볼 수 있음. 주로 울산 북구는 주거기능, 경주 외동은 산업 

기능의 역할을 담당함

■■  기능적 연계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울산 북구는 해당지역 만을 대상으로 도시공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주거기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한 실정임

■■  현재 다양한 기능의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북구 농소지역을 광역 자족복합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효율적 토지이용, 교통연계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2) 울산 신성장거점 육성 프로젝트

(1) 직주 근접의 광역 자족복합거점 육성

개발방향
■■ 북구 농소지역을 광역자족복합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업업무기능을 강화

 - 인구증가에 비해 부족한 상업, 문화, 공공서비스 등의 확충을 통한 자족경제 기반 강화

사업목적
■■  울산 북구를 주거기능 강화지역, 경주 외동을 산업기능 강화지역의 직주근접의 광역자족 

복합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심거점기능 육성

■■  부도심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외곽부에 장래 지역거점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토지이용 유도

사업내용
자족경제기반 확보를 위한 상업서비스 기능 강화

■■ 지속적 인구유입을 대비한 상업지역의 확대 및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 정주여건의 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의 확충 및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 중심상업지역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체계 개편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통한 광역거점의 기능 강화

중심상업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체계 개편

■■ 농소와 천곡지역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편

송정역 주변 가용지 전략적 관리 및 활용(역세권 개발)

■■ 송정역 주변 가용지의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한 용도 지정 및 관리

광역 연계 교통체계 구축

■■ 국도 7호선의 확장

■■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의 효율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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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비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실행

하여 인구증가 이후 대응할 시의 비용 감소

■■  광역적 중심성 증대를 통하여 비지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울산 북구지역의 도시계획형태를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울산시 부도심지역으로서의 발전 기대 

■■  광역적 중심성을 확보하고 광역 자족복합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주지역으로부

터의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 울산시 인구증가 기여

<도표-107>

광역자족복합거점의

육성 방향

송정

■■  경주 외동, 울산 농소, 송정, 화봉으로 이어지는 도시축을 형성시킴으로써 외부인구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형태를 마련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에 따른 신설 송정역 주변 가용지의 선제적 전략적 관리 및 활용(역세권 개발)

■■  옥동~농소 도로와 외곽순환도로의 결절지역 인근 지역에 산업 및 주거기능의 확보를 통한 

자족복합도시로의 기능 강화

국도 7호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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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및 필요성
■■  온양, 온산 일원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개발되어 있으나 배후주거지가 함께 계획적으로 조성

되지 못하여 근로자를 위한 주거여건이 열악하며 이로 인한 다가구 주택의 난립과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주택의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서생 일원의 에너지융합산업단지의 개발과 부산 기장군 일원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예정되어 

있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의 계획적 배후 주거지를 조성하여 편리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주거, 산업, 여가 기능이 복합된 울산시 남부권의 거점을 육성하여 울산시 내 4부도심의 공간

체계를 확립하여 대도시로써의 기능을 갖춤

(2) 남부권(온양·서생) 자족형 신도시 조성

사업목적
■■ 산업단지 배후의 복합기능 미니 신도시 조성을 통한 부도심 육성

■■ 에너지순환형 단지개발 모델의 계획과 적용 추진

 - 주택, 생활편의시설, 여가문화시설, 교육시설을 갖춘 산업단지 배후의 자족신도시를 조성함

 -  산업단지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효율화 기반시설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적용하고 저에너지 건축기법을 적용

하여 공공시설과 다중시설을 조성하며 저에너지주택설계를 개발 보급함

사업내용 및 개발방향

■■  이용편의성을 고려한 기반시설 배치 : 주거지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도서관,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근로자 지원시설, 복지시설, 문화여가시설 등을 배치

■■  에너지제로단지 조성 : 단지조성 단계에서부터 에너지이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의 폐열

을 이용한 에너지순환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시설 등 건축물 계획시 저에너지 설계기법을 적용함.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저에너지 시범설계를 개발 보급하여 선도적 에너지제로단지의 모델 

확립

■■  1인가구를 위한 셰어하우스, 소가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주택, 기업공동 공공주택, 외국인 

주택, 은퇴자마을 등 주택수요자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단지를 조성

근로자 및 교외 맞춤형 주택 공급

■■  1인가구 및 소가족을 위한 문화여가시설, 기업연계형 커뮤니티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은퇴자 

커뮤니티시설 등을 주거지역과 함께 배치

■■  산업단지와 신도시간 연계 도로망 확충, 단지내 보행자 및 차량동선 분리, 주택~교육시설~생

활편의시설~커뮤니티시설~공원녹지 등이 연계된 순환보행로·자전거도로 확보

지역 주민 맞춤형 생활편의 및 기반시설 조성

인간중심 교통체계 확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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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에너지 이용 및 출퇴근 등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지, 인근 해양관광자원이 연계된 산업-주거- 

여가문화 복합미니신도시를 조성하여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에는 안정된 노동력을 공급하는 기반 마련

■■  울산시 남부권의 부도심 기능을 강화하여 공간구조 및 기반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에게는 편리하고 안정된 주거기반 확립

■■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에너지 순환체계를 마련하고 저에너지 

건축 및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친환경 저에너지의 선도적 단지 조성 모델 확립

<도표-108>

남부권 신도시 조성

회야강

■■  자연순응형 신도시 조성 : 기존 지형 및 녹지, 하천 등 원형지를 최대한 보전한 단지설계를 

적용하여 자연재해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환경친화형 모델 도시를 조성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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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및 필요성
■■  도심과 인접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및 산업 물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구를 고밀도·복합 개발하여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산업 및 연관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통해 물류·유통관련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웅촌권역은 인접한 산업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고속도로 및 지역간 도로 접근성이 양호하며 

부산·언양 등 인접도시와의 연계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물류여건 향상을 통한 지역거점화 방안의 

모색이 유리한 지역임

(3) 웅촌권 창조물류지구(Creative-logistics Town) 조성(C-logis Town)

<도표-109> 

창조물류지구

조성 개발방향 

사업내용
■■  도심과 인접한 남부권의 청량·웅촌지구를 대상으로 첨단 물류·상류·지원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창조물류지구로 조성

■■ 고속도로와 인접한 청량지역은 생활물류의 거점으로 육성(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 웅촌지역은 웅촌 및 주변지역(지방산단)의 성격을 감안하여 산업물류기능 강화

사업목적
■■  전자상거래시장 발달에 따른 소량·다빈도 물류시장의 급성장으로 단기 보관수요 증가와 함께 

물류·유통+인터넷·IT기술·첨단장비 기반의 고부가가치 물류신산업 육성

■■  신규 물류단지 개발 시 북부권(진장물류단지)과 서부권(삼남물류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류시설 공급이 부족한 남부권을 대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을 유도하여 물류 신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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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향

기대효과
■■ 물류산업의 융·복합화로 물류신산업 육성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물류산업 및 연관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통해 물류·유통관련 신산업 경쟁력 강화

도심인접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이 편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단지지정 시 입지 및 업종규제 

등을 완화하여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

지구지정

생활물류측면에서는 택배분류시설, 소형화물 반일배송 지원시설, 신선식품 보관시설 등 공간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과 산업물류측면에서 주변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소량· 

다빈도 품목을 대상으로 보관보다는 환적 중심으로 운영

물류시설

현행 단지내 업종 융복합 및 건물 입체화

<도표-111> 

도시첨단물류단지  

시설 예시 

<도표-110>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기능

금융

물류터미널

통관

공구상가
(유통)

IT 산업 연구시설 첨단산업

유통시설

물류시설

도시첨단물류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도심택배분류시설 분양·임대주택 인큐베이션센터

화물주차장 정보처리시설 R&D센터

IT솔루션 등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금융·보험시설 창업보육센터

포장, 컨설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 지식산업 관련 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도시형 공장 문화시설 공동물류시설

사무실형 창고 의료시설 공공연구시설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상류시설 숙박시설 기타 공공시설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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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KTX울산역이 입지하는 KTX울산역세권을 다양한 교통수단의 환승이 가능한 광역환승 

체계의 구축과 울산 및 인근지역의 산업기반을 지원하면서 신산업 육성의 첨단지식허브지구로 

조성함

■■  KTX 울산역이 입지하는 KTX 울산역 역세권을 첨단주거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단지 조성(Explore)

■■  인근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등)과 연계가 가능하면서, KTX 울산 

역세권만이 보유할 수 있는 특화된 기능 마련(Entertain)

■■  인근의 산업기반을 지원하면서 IT, 소프트웨어 등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단지 조성

(Exchange)

(4) KTX울산역 역세권 교통 및 첨단지식허브지구 조성(3E-city)

개발 방향
■■  상업 및 업무중심의 KTX 울산역 역세권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 개발(특성화)하여 광역성장 

거점으로 활용

 - KTX 역세권 바로 남서측 문화재 분포지역을 선사문화테마파크(역사문화공원)로 조성

 -  부족한 배후기능을 확충하고, 나아가 서부권의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새로운 도시개발 

추진(첨단지식비지니스타운)

사업내용
■■ 아파트,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 조성

■■ 컨벤션 등 국제업무의 기반 마련

■■ 쾌적한 녹지공간의 조성(선사문화테마파크)

■■ 복합환승센터 구축(광역환승센터 + 다목적 복합시설)

■■ KTX 역세권 및 그 인근지역을 광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 창출

■■ 기존 산업기반 및 UNIST 등과 연계 가능한 R&D(연구개발) 및 첨단지식산업(IT) 육성

■■ 2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체 유치

■■  IT, 소프트웨어 등 지식서비스업 집중 유치, 인근지역 산업단지 지원의 기업지원서비스 기능 

도입

첨단주거 등 다양한 주택유형의 주거지 조성(Explore)

KTX 울산역 역세권 특성화 추진(Entertain)

 서부권 첨단지식비지니스타운 조성(Exchange)

사업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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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및 동남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확충

 - 양산~KTX 울산역~도심 연결축에 신교통수단 도입

 - 울산~함양 고속도로 조기 개통

기대효과
■■  KTX울산역이 입지하는 역세권에 다양한 기능을 부여함에 따라 울산의 새로운 성장거점 

(부도심) 육성 가능

■■  울산내부 혹은 울산과 주변지역 간을 연결하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환승센터 구축과 다목적 

복합시설(아울렛) 등을 조성함에 따라 울산 서부권을 광역권의 중심거점으로 육성 가능

■■  주변의 산악 및 역사문화자원 그리고 상업업무, 컨벤션 등의 역세권 기능과 연계함으로써 

역세권 특성화가 가능

<도표-112> 

3E-City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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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 교통도시 울산 프로젝트

(1) 생활밀착형 보행·자전거 인프라 개선 및 확충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울산의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은 승용차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통부문에서 

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인 보행·자전거 수송분담률은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최근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웰빙·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생활밀착형 보행·자전거 통행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교통부문에서 이들 교통수단에 대한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사업목적
■■  주요 보행·자전거축과 생활권 보도·자전거도로 간 연계를 통해 단절 없는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밀착형 보행·자전거 교통환경 조성

■■ 보도·자전거도로와 차도 분리를 통해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제고

네덜란드 본엘프(Woonerf)
자료 :  김승길(2013), 울산시 주거지 생활권도로 교통관리 

개선방안 연구 재인용, 울산발전연구원

영국 홈존(Home Zone)
자료 :  김승길(2013), 울산시 주거지 생활권도로 교통관리 

개선방안 연구 재인용, 울산발전연구원

미국 포틀랜드
자료 :  https://en.wikipedia.org/wiki/Portland_Transit_

Mall

aa ab

사업내용
■■  생활권을 중심으로 보행로 정비, 보행 우선구역 사업 추진, 대중교통전용 지구 지정, 차 없는 

거리 지정 등

■■ 보행자 배려형 횡단보도 설치(대각선, 광폭 등), 육교시설 전면 철거(도심→외곽) 등

■■  보행자 우선신호체계 도입 및 안내서비스 제공 : 보행자 횡단보도 녹색시간 연장, 보행안내 

시스템 구축 등

보행 우선공간 확충

보행자 우선 도로시설물 확대 및 보행안내시스템 구축
<도표-113> 

보행우선구역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사례

보행우선구역a

대중교통전용지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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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밸리브
자료 : https://en.wikipedia.org/wiki/V%C3%A9lib%27

창원시 누비자
자료 :  https://www.nubija.com/board/getView.

do?bdno=4&blno=1216

독일 뮌스터 중앙역 자전거보관소
자료 :  울산광역시(2014),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재인용

aa b

기대효과
■■ 보행·자전거 교통수단 수송분담률 증대를 통해 교통부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쾌적한 여건 제고를 통해 건강한 사회 창출

<도표-114> 

공공자전거 및  

자전거환승 주차장 사례

공공자전거a

자전거환승■주차장b

■■  자전거 간선축과 생활권 자전거도로 간 연계를 통한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통행로 확보 등

■■ 자전거 친화타운 조성 : 생활권 자전거도로, 주차시설, 수리센터 확충 등

자전거 간선망 구축 및 자전거 친화타운 조성

■■ 시 공공자전거 도입, 시·자치구·강변(태화강, 동천) 자전거 대여서비스 연계 운영 등

■■ 자전거 도난방지 시스템 운영 : 자전거 등록제, 도난 방지형 주차시설 등

생활권 중심 공공자전거 운영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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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및 필요성
■■  SOC관련 예산부족으로 급증하는 자동차수요에 대응한 도로시설 적기공급 한계에 직면하여 

해소가 필요함

■■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한계 극복이 

필요함

(2) 신교통수단 도입 및 대중교통중심 연계서비스 개선

235천대

자동차등록대수

승용차등록대수

316천대
’01년

’01년

525천대
’15년

435천대
’15년

연평균 3.7% 증가

연평균 4.5% 증가

■■ 울산역, 태화강역, 송정역(가칭), 신복로타리

환승센터 구축

사업내용
지역 간 울산과 주변지역간 연계를 위한 철도노선망 구축

① 울산~김해신공항 연결 광역철도(태화강역~양산~김해신공항)

② 인천~김해신공항 준고속열차 운행(송도~김해신공항)

③ 서울~김해신공항 준고속열차 운행(청량리~김해신공항)

지역 내 지역 내 생활권역간 연계를 위한 신교통수단노선망 구축

① 굴화~효문역

② 굴화~태화강역

철도 노선망(안)

사업 목적
■■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을 위한 친환경 

고용량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  기존 남북 중심의 철도망(경부고속선, 동해남부선)을 동서축으로 연계하여 지역 간 및 지역 내

연계를 통해 철도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신교통수단 :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Tram), 경전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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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지역내, 지역간 철도이용승객 서비스 향상 도모

■■ 대중교통수단 다양화로 대시민 교통이용 편의 및 대중교통수단분담률 제고

■■ 환승센터 구축으로 교통수단간 원활한 연계환승 기능 제고

개발방향
■■  도심부를 중심으로 개발여건이 성숙된 언양부도심(KTX울산역세권)과 농소부도심 등을 연계 

하여 지역내 동서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울산 주변지역간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철도망 

구상

■■  울산역, 태화강역, 송정역(가칭), 신복로타리 등 주요 역사를 대상으로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이 

원활하도록 환승센터 구축 추진

인천‧ 서울~김해신공항
준고속열차 운행

송정역

굴화

울산역

효문역

태화강역

동
해

남
부

선
(복

선
전

철
)

서울-동대구
방면 인천‧-청량리

방면

김해신공항
방면 부산방면

부산-김해신공항
방면

울산~김해 신공항
연결 광역철도

범례 노선명 연장(km)

굴화지구~효문역지구 16.0

굴화지구~태화강역 12.0

울산~김해신공항 연결 광역 철도 -

울산과 주변지역간 연계를 위한 철도노선망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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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및 필요성

사업목적

■■  도로망 구조상 남북축에 비해 동서축 및 순환축의 상대적 부족으로 주요 간선도로상의 교통 

혼잡 가중으로 물류비용이 증가하여 해소가 필요함

■■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서축, 순환축 도로망 확충과 미연계 구간(Missing Link) 연계를 통해 

울산과 주변지역 간, 지역내 주요 생활권역 간, 교통물류거점과 국가기간도로망 간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교통혼잡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 도시공간구조(1도심 4부도심 7지역 중심)와 도시발전축을 고려한 도로망 구상

■■ 주요 교통·물류거점(항만, 산업단지 등)과 국가기간도로망 간 효율적 연계를 고려한 도로망 구상

■■ 미연계 구간 개설을 통한 순환도로 구상(안)

(3)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체계 구축

3,229억원교통혼잡비용

’01년

6,714억원
’15년

연평균 5.4%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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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 주변지역과 지역내 주요 생활권역간 연계 강화로 이동 편의성 제고

■■ 여객 및 화물차량의 교통량 분산을 통한 도심지역 교통혼잡 완화 및 물류비용 절감

서울방면

주 : 출입시설 명칭결정은 지자체와 협의 후 한국도로공사 명칭심의위원회에 결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포항-경주
방면

동
해

고
속

도
로

경
부

고
속

도
로

함양~울산고속도로

⑦

⑩

⑨

⑧

④ ⑤

⑥

② ①

③

부산방면

부산방면

부산방면

두서JCT

연번 노선명 연장(km)

1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14.5

2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 확장 55.0

3 함양~울산고속도로 145.0

4 농소~호계간 도로 5.3

5 호계~강동간 도로 5.5

6 구영~길천간 도로 15.0

7 입암~명촌간 도로(지하도시고속도로) 12.9

8 범서~매암간 도로(지하도시고속도로) 13.0

9 염포로~본항간 도로개설 6.0

10 본항~신항간 도로 5.8

청량JCT

굴화JCT

척과IC

삼남JCT

울산JCT

덕하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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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메가시티 프로젝트(Mega City Project)

가. 핵심 프로젝트
1) 해오름동맹 강화 프로젝트

사업배경 및 필요성

사업목적

■■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가 보편화된 시대를 맞아 국가의 경쟁력이 도시의 경쟁력

으로 대체됨

■■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계를 향해 열린 도시가 되어야 하며 범지구적인 정보, 

문화 등의 생산과 전달, 그리고 사람의 이동과 정주를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

■■  해외 주요도시들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는 한편 울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국제 

도시로서의 정주여건 개선 등 제반여건 조성을 통하여 글로벌도시 울산으로 성장 추진

2) 글로벌 울산 프로젝트

기대효과
■■  도시간 상호협력을 통한 새로운 경제권 전체의 사회경제적 발전 도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 제공 

주요 전략
■■ 해오름동맹 강화를 통해 상호 보완성과 시너지를 확보하는 네트워크 도시 추진

■■ 산업, 경제, 문화관광, R&D 등 공동사업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협력관계를 추진

사업내용
■■ R&D기반 초광역기간산업 J-벨트 구축

■■ 통일한국대비 동해안 교통경제플랫폼 구축

■■ 자원공유형 초광역경제권 구축

■■ 동천강 리버사이드 공동개발사업

■■ 김해신공항 연계시설 구축사업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인근 경주, 포항, 밀양 등과 기능적인 연계 추진을 통한 도시의 외연확대로 메가시티 추진의 

기반 마련이 요구됨

사업목적
■■  메가시티 추진을 통하여 자연환경, 문화, 산업 등 기존 단일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근도시간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새로운 초광역경제권 형성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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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글로벌 MICE 산업도시 구축

■■ ESR(EastSea Rim) 협력도시 네트워크 구축

■■ 글로컬 잡 월드(Glocal Job-World) 지원체계 구축

■■ 울산 월드타운 조성

■■ 메이드 인 울산 마케팅 및 브랜드화 추진

R&D기반 초광역기간산업 J-벨트 구축

통일한국대비 동해안 교통경제플랫폼 구축

자원공유형 초광역경제권 구축

동천강 리버사이드 공동개발사업

김해신공항 연계시설 구축사업

글로벌 MICE 산업도시 구축

ESR(EastSea Rim) 협력도시 네트워크 구축

글로컬 잡 월드(Glocal Job-World) 지원체계 구축

울산 월드타운 조성

메이드 인 울산 마케팅 및 브랜드화 추진

해오름동맹 강화 프로젝트 글로벌 도시 프로젝트

메가시티(Mega City)

기대효과
■■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 

울산의 성장·환경극복 경험 등을 브랜드화함으로써 울산의 국제위상 확보에 기여  

주요전략
■■  환동해 주요 지역 도시 간 경제협력, 크루즈관광, 문화·관광축제 공동개발 등 환동해 경제협력체 

구성

■■  울산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주요 국제행사 유치 추진

■■  내국인과 외국인의 국내외 취업지원 등 일자리를 매개로 한 국제화 추진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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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사업
1) 해오름동맹 강화 프로젝트

기대효과
■■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으로 R&D기능이 집적화되고 활발한 기술 

사업화로 제조업 중심의 울산이 외연확대를 통해 창조산업 도시로 발전하는 전기 마련

사업목적
■■ 울산·포항·경주(·밀양) 등 인근 도시간 협력을 통하여 R&D 자원의 통합적 활용

■■ 해오름동맹 강화를 통한 R&D, 산업간 연계 협력사업 기획·추진

■■ 나노·농생명 바이오 기술과 밀양의 산업단지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개요

(1) R&D기반 초광역 기간산업 J-Belt구축

사업내용
■■ ‘울산-경주-포항’ 연계 과학·산업·교육·문화·비지니스 등 복합적 공간 조성

■■ 울산 및 포항의 R&D 거점과 경주 (양성자)가속기를 연계한 R&BD 삼각벨트 구성

■■ R&D 거점 배후 산업단지와 연계 첨단기술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생산’ 파이프라인 구축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가칭)

■■ 울산 북구와 경주 외동 산업단지 인근에 수송기계 부품분야 R&D 융·복합단지 조성

■■ 첨단 부품생산을 위한 R&BD 지원, 부품 국제인증 지원 등

■■ 첨단 수송기계부품산업 생태계 구축

‘울산~경주’ 부품분야 R&D 융·복합단지 조성

■■ 울산) UNIST를 중심으로 나노, 농생명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

■■ 밀양) 부산대 밀양캠퍼스, 국립종자원, 나노산업단지 등 연계한 실용화단지 조성

‘울산-밀양’ 나노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자생력을 갖춘 새로운 대도시권 형성여건이 마련됨

■■  ‘소재~부품~최종재’ 연계 등 산업간 기능연계를 강화함으로써 3개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생산 및 제품활동을 연계한 가치사슬(Value Chain) 완성이 필요함

 ※  원전 및 원전안전 산업이 집약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해오름동맹 도시를 중심으로 ‘원전산업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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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및 필요성

사업목적
■■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여객 및 화물수송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 동해남부선 확대 및 고속화를 통한 동해안 초광역 교통연계 추진

■■  울산항의 국제복합허브항만 개발(산업항→산업물류, 북극항로, 여객수송, 크루즈 항만으로 

기능 확대 추진)

■■ 통일한국 대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글로벌 철도연계 구축방안 모색

※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울산항만 재개발계획 반영 필요(크루즈항 등)

■■  동해남부선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가 완공단계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포항까지 연결될 

경우 고속도로에 이어 철도교통까지 연계되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동해안 연접도시간 바다길이 연결되고 현재 건설 중인 동해중부선과 동해북부선, 장기적

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TRS)까지 연결될 경우 울산이 여객, 산업물류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기대효과
■■ 도로, 철도, 해로 등을 연계한 초광역 교통연계망을 통한 환동해권 경제권 형성에 기여

■■  통일시대에 대비한 철도연계망 구축을 통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TRS)와 

연계함으로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도시로 성장가능성 확대

(2) 통일한국대비 동해안 교통경제플랫폼 구축

사업내용 ■■ (1단계) ‘울산-경주-포항’ 대중교통 연계(광역급행버스)

■■ (2단계) 동해남부서 확대 및 고속화 추진(부산~울산~포항~강릉)

■■ (3단계) TRS 연계(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울산기점 동해안 초광역 수송벨트(여객, 산업물류)

■■ 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부두 건설

■■ 울산항 국제 복합허브항만 개발 추진

■■ 산업항 → 국제물류, 북극항로, 여객수송, 크루즈항만으로 기능 확대

■■  부산(해운대, 동부산관광단지)-울산(강동관광단지)-경주(감포해양관광단지(추진 중) 등을 

연계한 동해안권 복합해양관광사업 추진(단기)

울산항 복합물류허브항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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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공유형 초광역경제권 구축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울산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간에 공유하고 있는 자원(산악, 

수자원 등)을 활용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통해 경제권 형성을 위한 실효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  인접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하여 울산 중심의 행복생활권 실현과 공동이익에 입각한 경제권 

형성에 기여

■■  수자원을 매개로 한 산업도시 울산과 포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인 혜택제공과 더불어 하수 

처리장 잉여능력 활용, 제도개선에 대한 공동노력을 통해 해오름동맹의 성과 창출에 기여

■■ 울주, 밀양, 청도 3개 지역간 MOU체결, 행복생활권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먹는물 공장건설(울주 상북면, 밀양 산내면, 청도 운문면 등 3개 지역)

■■ 먹는물 개발 및 브랜드화 추진

영남알프스 먹는 샘물 공동개발 및 상품화

■■  동해안권 대표 산업도시 울산과 포항의 산업별(철강,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수질 맞춤형 

공업용수 생산공장 구축

■■ 농소하수처리장(10만톤/일) 재처리 후 경주 모화, 외동 공단지역에 공급 추진

동해안 제3의 물산업 육성사업(New Water Factory)

■■ 공업용수에 대한 수질 가이드라인 부재로 수질에 따른 차등적인 비용 지불 방법이 없는 상황임

■■  ‘울-경-포’을 중심으로 한 공업용수 수질연동제도 개선을 위해 3개 시·도 공동대응 추진 

(단기, 비예산 사업)

공업용수 수질연동제도 추진

사업내용

사업목적
■■  밀양 산내면, 청도 운문면, 울주 상북면 등 영남알프스를 공유하고 있는 인접지역간 협력을 

통해 먹는 물 개발 및 브랜드화, 먹는 물 공장 등 추진

■■  물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해 울산, 포항 등 산업도시의 산업별 수질 맞춤형 

공업용수 생산공장을 구축, 하수처리장의 재처리능력을 활용하여 공동 이용 방안 모색

■■ 울산, 포항, 경주를 중심으로 한 공업용수 수질연동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대응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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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천강 리버사이드(RiverSide) 공동 개발사업(울산·경주)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동천강은 ‘울산~경주’간 대표하천으로 해오름동맹 도시간 연대를 강화하기위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태화강 사업의 성공신화와 접목하여 생태공간의 확충, 체계적인 모니터링 등 친환경 생태하천

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역간 연계사업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  ‘울산-경주’의 대표적인 상생협력사업으로 동천강 인접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시민 여가공간 

확보에 기여

■■  자전거길 연계, 전망대, 수변공간 등 생태공원화를 추진하고 이미 조성된 태화강과 연계·활용

함으로 차별화된 생태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

사업목적
■■ ‘동천강 리버사이드 마스터플랜’ 공동 수립

■■  국비 확보를 통해 친환경 생태하천(수변공간, 조성, 생태·문화갤러리 조성, 휴식 및 관광자원화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공동대응

사업내용
■■ 동천강은 경주 외동읍에서 발원한 하천으로 울산과 경주의 상생협력 대표사업으로 발굴 필요

■■  울산 태화강 사업의 성공신화 접목과 울산, 경주 접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시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한 마스터플랜 공동 수립

■■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

■■ 생태복원, 수변조망, 문화·여가와 연계한 수변활동 지원시설 설치

■■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행환경, 자전거길 조성

동천강 리버사이드 마스터플랜 공동 수립

동천강 리버사이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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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권 국제공항 설립 요구에 따라 부산 김해신공항을 확장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김해 신공항

과의 연계시설 확보가 필요함

■■  신공항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강점인 제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동안 부족했던 

MICE 산업 육성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5) 김해신공항 연계시설 구축 사업

사업배경 및 필요성

■■ 김해신공항 확장과 연계한 신공항 교통 접근성 개선 기회로 활용

■■  KTX 역세권 내 컨벤션센터, MICE산업 집적 등을 통해 신공항을 이용한 비즈니스 및 관광 

목적 외국인 대상 홍보·마케팅 기회 제공

■■ 국내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영남알프스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기대효과

■■  김해신공항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연계철도, 연계 도로망 추가확보를 위한 국비확보 방안 

마련

■■  교통연계를 통해 KTX 역세권에 설립될 전시컨벤션센터을 중심으로 MICE관련 산업의 집적 

유도

■■ ‘김해신공항-KTX 울산역’을 매개로 영남권 산악관광 활성화 추진

사업목적

사업내용

■■ 기타 광역철도망 연계 도로, 교통 등 교통관련 사업 추진

‘김해신공항 ~ KTX 울산역’ 연계도로 등 교통관련 SOC사업

■■  울산, 경남, 양산, 부산권 등 광역권 이용자들의 공항접근성 개선을 위해 김해신공항 연결 

광역철도망 건설 추진

김해신공항 연결 광역철도망 건설

■■  신공항과의 연계편의를 활용하여 국제회의, 컨벤션, 울산 관광 등과 연계한 MICE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비즈니스) KTX 울산역사, 언양 복합월컴센터 인근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구축

■■ (기업 유치) 전시컨벤션 기획, 출판, 통·번역 서비스 등 MICE 관련 업종 적극 유치 및 육성 추진

MICE 산업관련 업종 유치 및 육성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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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울산 프로젝트

(1) 글로벌 MICE 산업도시 구축

사업배경 및 필요성

기대효과
■■  박람회 참여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마케팅 장으로 활용되어 기업과 지역 MICE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한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

■■ 글로벌 산업도시 울산의 위상확립과 울산의 글로벌 브랜드 강화

■■  울산은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을 매개로 한 

국제적 이벤트(국제박람회, 국제행사 등)를 유치할 경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 박람회 등의 유치는 국가나 도시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대규모 예산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의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국제행사 선별 및 유치를 전담할 유치단 설치

■■ 산업기술박물관, 컨벤션 센터 등 주요 시설의 개관 시기를 고려하여 박람회, 전시회 개최

■■ 세계유수 산업예술도시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추진

사업목적

사업내용
■■  산업기술박물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개관 시, 국제산업관·에너지기술산업관·미래첨단산업관 

등 울산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산업테마 발굴 및 전시 추진

■■  세계 유수 산업예술도시와의 연계·협력과 비엔날레 개최 등을 통하여 산업예술도시로서 울산 

이미지 창출 및 개선

울산세계박람회, 울산산업예술비엔날레 개최

■■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행사를 주도할 수 있는 도시역량이 필요

■■  유치단 설치를 통해 경제성 분석에 근거한 지역산업(주력산업, 신성장산업) 관련 국제 박람회 

(동록, 인증 등) 추진

■■ 기타 국제회의, 국제행사 유치 추진 등

국제산업박람회 유치단 신설

■■ 세계적인 산업도시들과 자매도시결연 추진

■■ 국제산업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세계산업도시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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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R(EastSea Rim) 협력도시 네트워크 구축

사업배경 및 필요성

기대효과
■■  협력도시간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영역과 경제규모의 확대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기여

■■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서 환동해 경제권 형성 출현으로 울산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

■■  동해를 중심으로 ‘울산~강원도~나진~블라디보스톡~아키타~시모노세키~후쿠오카’ 등 한국, 

러시아, 일본의 주요 도시들이 분포하고 있음

■■  현재 이들 주요 도시간에 특별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운 초국경 경제권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음

■■  정치, 사회적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울산이 중심이 되어 점진적으로 도시간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사업목적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당 도시간 민간교류, 지자체간 MOU체결 등 네트워크 추진

■■  민간, 기업, 지자체 등 해당 도시간 공동사업 발굴, 협력 등 추진

■■  장기적으로 경제교류, 경제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초국경 경제협력지역인 환동해 경제권 

형성 추진

사업내용
■■ (1단계 목표) 공동사업 추진

■■ (2단계 목표) 경제교류, 경제협력 추진

■■ (3단계 목표) 경제공동체 구축

협력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 환동해권 주요 도시 간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 관광산업 연계, 항공연계, 축제 공동개발 등

국제크루즈 관광, 항공연계, 문화관광 축제 공동개발 추진

■■ 경제관련 국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민간부문 경제교류 확대

동해안 협력도시간 경제교류, 경제협력사업 확대

■■  환동해 거점 도시 간의 경제권역 형성을 통하여 인구와 경제력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최종적으로는 자본, 물류, 노동력 등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 인프라, 환경, 교육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형성 추진

환동해 경제권 형성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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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컬 잡 월드(Glocal Job-World) 지원체계 구축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체계적인 해외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울산지역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와 지역 내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도움

■■  울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내국인·외국인 일자리 지원에 있어 

선도지역으로 성장

■■ UIJT 국제인증화를 통해 울산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에 기여

기대효과

■■   정부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 청년실업과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해외취업일자리 사업(K-MOVE)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을 지원하고 있음

■■  이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울산혁신도시에 입주하고 있어 울산시와 

협력하여 울산이 일자리 지원관련 글로벌 중심도시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하여 GloCal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 등 외국소재 한인기업단체들과 지속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

■■ ‘울산-경주-포항’을 포괄하는 초광역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정 및 설립·운영

■■  국내 취업외국인 인력들에 대한 기술교육, 자격검증, 국내적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UIJT 

센터 구축·운영

■■ UIJT 국제인증화(자격증, 수료증 등) 추진

사업목적

사업내용
■■ 월드옥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연계한 해외일자리 개척사업 추진

■■  월드옥타 등과 지속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 추진

울산청년국제화사업 추진

■■  국내 취업 외국인 인력들에 대한 기술교육, 자격 검정, 국내 적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센터 구축

■■  울산외국인인력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확대를 통하여 전체 국내 이민자, 취업 외국인 재교육, 

타 국가 교육훈련생 등을 대상으로 사업확대

■■ UIJT 국제인증화(자격증, 수료증 등) 추진

UIJT(Ulsan International Job Training)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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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울산 월드타운 조성

사업개요
■■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은 국내 외국인력 수요증가와 외국인 선호,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 

동포 자격 대상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4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됨(2015년 

기준 38,183명)

■■  중국인과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외국인 집거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거주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외국인주민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내 관광자원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타운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외국인 먹자골목, 상가조성(야음 번개시장 차이나 푸드타운 조성 등 특성화)을 통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특화타운으로 조성

■■  특화된 거리, 상가 등을 조성하여 무분별한 외국인 집거지 확대를 막는 한편 음식축제·문화 

축제 개최 등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사업목적

■■  무분별한 외국인 집거지 확대로 인한 슬럼화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특성있는 관광

지로 육성함으로써 관광자원화에 기여기대효과

사업내용 ■■ 야음 번개시장 특성화 추진 

■■ 외국인 먹자골목, 상가조성 등을 통해 차이나타운, 차이나 스트리트 조성

울산 차이나타운 조성

V. 2040 울산의 핵심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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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이드 인 울산 마케팅 및 브랜드화 추진

■■  울산지역의 경우 1961년 공업센터 설치 이후 급속한 공업화를 통해 국내 최대의 산업도시로 

성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유발된 공해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태화강을 세계적인 생태자원

으로 변모시킨 경험이 있음

■■  또한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SK에너지, 롯데그룹, 삼성그룹 등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경영자들의 기업가 정신이 태동된 지역임

■■  한편 2009년 설립된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재,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어 울산을 알리는 좋은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울산의 성장 노하우, 환경개선 사례, 기업가 정신, 유니스트 등을 잘 활용하여 교육, 

해외전파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사업개요

■■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니스트를 중심으로 미래산업과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글로벌 포럼 운영(매년)

■■  저개발 국가 등에 대한 장·단기 초청연수 사업 추진을 통해 울산의 성장경험, 환경개선 사례, 

기업가 정신 등을 교육하고 해외에 전파

■■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고래 등 캐릭터 개발, 울산관련 영화 등을 브랜드화하고 적극

적인 글로벌 마케팅 추진

사업목적

■■  울산의 공업화를 통해 획득한 주요 무형자산을 활용하여 동북아시아 주요 도시로서의 위상

확보에 기여

■■ 울산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브랜드화와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에 기여

기대효과

사업내용 ■■  미래산업과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글로벌 포럼 운영(매년)을 통한 울산의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필요

■■ UNIST를 중심으로 지역 내 대학 및 연구기관 간 연계 추진

다보스 울산포럼 추진

■■  (장·단기 초청연수사업) 울산의 성장 노하우, 환경개선 사례, 기업가 정신 등 교육 및 해외 

전파 브랜드화

■■  (글로벌 상품개발 및 마케팅) 반구대암각화, 고래 등 캐릭터 개발, 영화 및 상품개발 및 해외 

홍보

GUB(Global Ulsan Benchmark) 프로그램 상품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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