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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투입계획
01.

■■ 본 계획의 총사업비 예산은 44조715억원임

■■  핵심프로젝트별로 보면 살펴보면 향후 20년간 파워시티 19조2,681억원, 휴먼시티 4조 ,434

억원, 프레스티지시티 2조4,906억원, 콤팩트시티 13조7,005억원, 메가시티 3조8,689억원의 

재원이 요구됨

1) 총 괄

총 사업비 

재원별 투입계획

(49.0%)

44조715억원

국비 21조6,096억원

■■  전체 사업비의 재원별 투입계획을 살펴보면 국비 21조 6,096억원(49.0%), 시비 11조 4,691

억원(26.0%), 민자 10조191억원(22.7%)임

■■  단계별 투입계획을 살펴보면 단기 14조2,700억원(32.41%), 중기 17조6,885억원(40.1%), 

장기 12조1,160억원(27.5%)으로 구성됨

 - 시기별 투입계획 구분은 2017~2021년은 단기, 2022~2026년 중기, 2027~2036년 장기로 구분

 -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의 조기집행과 그로 인한 파급효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와 중기에 

집중적인 재원투입계획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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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그린n스마트 주력산업 고도화 프로젝트’에 전체 투입비에 약 79.7%가 계획되는 것은 울산의 주력 

산업이 자동차, 석유화학 및 에너지, 조선해양으로 구성됨으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범위가 타 프로

젝트 대비 광범위하기 때문임 

■■  파워시티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19조2,681원으로 ‘울산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에 1조4,650억원, ‘울산 그린n스마트 주력산업 고도화 프로젝트’ 15조3,521억원, 

‘미래가치 창출 울산항만 프로젝트’ 2조4,315억원,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195억원의 

투자계획 구성

2) 핵심프로젝트별

총사업비 

19조2,681억원

■■  재원별 투입계획을 살펴보면 국비 8조505억원(41.8%), 시비 6조6,086억원(34.3%), 민자 

4조6,090억원(23.9%)임

■■  단계별 투입계획을 살펴보면 단기 5조9,849억원(31.1%), 중기7조 3,217억원(38.0%), 장기

5조 9,615억원(30.9%)으로 구성됨

재원별 투입계획

(41.8%)

국비 8조505억원

(1) 파워시티 프로젝트

VII.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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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6,753억원은 ‘스마트 ZEV(Zero Emission Vehicle) 활성화 및 고도화’에 대한 한전 사업비임

■■  전체 사업비의 재원별 투입계획을 살펴보면 국비 2조914억원(44.1%), 시비 1조1,147억원

(23.5%), 민자 8,620억원(18.2%), 기타 6,753억원(14.2%)임

■■  단계별 투입계획을 살펴보면 단기 7,123억원(15.0%), 중기 1조9,109억원(40.3%), 장기 

2조1,202억원(44.7%)으로 구성됨

총 사업비 

4조7,434억원

재원별 투입계획

(44.1%)

국비 2조914억원

■■  휴먼시티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4조7,434억원으로 ‘지속가능발전도시 울산 프로젝트’에  

2조3,846억원, ‘리질리언트 울산 프로젝트’ 1조7,768억원, ‘그린르네상스 울산 프로젝트’ 

5,820억원의 투자계획 구성

(2) 휴먼시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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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프로젝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100세안심도시 울산 프로젝트’가 1조원이 넘는 사업비로 구성된 것은 

‘울산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에 대단위 시설 조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전체 사업비의 재원별 투입계획을 살펴보면 국비 5,727억원(23.0%), 시비 1조6,316억원

(65.5%), 민자 2,219억원(8.9%), 기타 645억원(2.6%)임

■■  단계별 투입계획을 살펴보면 단기 5,768억원(23.2%), 중기5,102억원(20.5%), 장기 1조 

4,036억원(56.4%)으로 구성됨

재원별 투입계획

(23.0%)

총 사업비 

2조4,906억원

국비 5,727억원

■■  프레스티지시티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2조4,906억원으로 ‘융합형컬쳐노믹스 프로젝트’에 

2,580억원, ‘테마형관광도시 울산 프로젝트’ 4,216억원, ‘100세안심도시 울산 프로젝트’ 

1조900억원, ‘레저스포츠도시 울산조성 프로젝트’ 1,500억원, ‘글로벌인재양성 프로젝트’ 

5,710억원의 투자계획 구성

(3) 프레스티지시티 프로젝트

VII.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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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교통도시 울산 프로젝트」가  11조7,50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타 프로젝트에 비해 대단위 사업비가 투

입되는 것은 「도로망 구축」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임

재원별 투입계획

(62.6%)

총 사업비 

13조7,005억원

국비 8조5,745억원

■■  콤팩트시티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13조7,005억원으로 ‘울산도심연계활성화 프로젝트’에 

6,495억원, ‘울산신성장거점육성 프로젝트’ 1조3,010억원, ‘녹색교통도시 울산 프로젝트’ 

11조 7,500억원의 투자계획 구성

(4) 콤팩트시티 프로젝트

■■  전체 사업비의 재원별 투입계획을 살펴보면 국비 8조5,745억원(62.6%), 민자 3조2,717억원

(23.9%), 시비 1조7,088억원(12.5%)

■■  단계별 투입계획을 살펴보면 단기 5조710억원(37.0%), 중기 6조1,733억원(45.1%), 장기 

2조4,562억원(17.9%)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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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별 투입계획

(60.0%)

총 사업비 

3조8,689억원

국비 2조3,206억원

■■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3조8,689억원으로 ‘해오름동맹강화 프로젝트’에 3조

6,569억원, ‘글로벌 울산 프로젝트’에 2,120억원의 투자계획을 구성

■■  전체 사업비의 재원별 투입계획을 살펴보면 국비 2조3,206억원(60.0%), 민자 1조545억원

(27.3%), 시비 4,055억원(8.2%), 기타 884억원(2.1%)임

■■  단계별 투입계획을 살펴보면 단기 1조9,250억원(49.8%), 중기 1조7,694억원(45.7%), 장기 

1,745억원(4.5%)으로 구성됨

(5) 메가시티 프로젝트

VII.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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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본청) 당초예산(일반회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울산시 세입예산은 2010년 2조1,719억원에서 2016년 현재 3조2,344억원으로 연평균 7.0%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울산 세입예산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세의 비중이 1.8%p, 국고보조금이 

6.1%p 감소함 

■■  울산시(본청)의 세입예산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4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보조금 20.5%, 세외수입 13.4%, 지방교부세 3.1% 

순으로 구성됨

■■ 지방세, 국고보조금(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고려함

1) 울산시 재정현황

자료 : 지방재정 365

자료 : 지방재정 365

<도표-123>

울산(본청) 세입예산액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1,719

(100.0%)
21,851

(100.0%)
24,869

(100.0%)
25,462

(100.0%)
27,851

(100.0%)
29,172

(100.0%) 
32,344

(100.0%)

지방세
9,114

(42.0%)
8,813

(40.3%)
10,200
(41.0%)

10,200
(40.1%)

10,330
(37.1%)

11,260
(38.6%) 

12,992 
(40.2%)

세외수입
4,583

(21.1%)
5,647

(25.8%)
6,730

(27.1%)
6,808

(26.7%)
3,373

(12.1%)
4,506

(15.4%)
4,328

(13.4%)

지방교부세
1,636
(7.5%)

1,648
(7.5%)

1,448
(5.8%)

1,448
(5.7%)

1,095
(3.9%)

950
(3.3%)

1,000
(3.1%)

보조금
4,816

(22.2%)
4,348

(19.9%)
4,886

(19.6%)
5,306

(20.8%)
6,042

(21.7%)
6,135

(21.0%)
6,639

(20.5%)

국고보조금  합계
(지방교부세+보조금)

6,452
(29.7%)

5,996
(27.4%)

6,334
(25.5%)

 6,754
(26.5%)

 7,137
(25.6%)

7,085
(24.3%)

7,639
(23.6%)

재원조달방안
02.

단위 : 억원

<도표-122>

울산 세입예산 추이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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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의 재원투입계획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36년까지의 투자가용재원 

추정이 필요함

■■ ‘울산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부터 세입대비 경상지출 평균비중은 16.6%로 산정됨

■■  2010년부터 2016년 울산 예산규모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2017

년부터 2036년까지 예산규모와 투자가용재원을 추계함

■■  추정된 투자가용재원의 시기별 합계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재원투입계획을 비교한 결과 

단기 투자가용재원대비 재원투입계획비중은 93.0%, 중기 93.0%, 장기 24.7%로 재원투입

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됨

 - 가용재원 추정에 활용된 경상지출은 상기 세입대비 경상지출 평균비중 16.6%를 활용함

2) 재원투입계획의 적정성 분석

단위 : 억원

<도표-124>

울산 세입대비 경상지출 평균 비중

단위 : 억원

<도표-125>

울산 예산규모와 투자가용재원

추계(’17 ~ ’36)

단위 : 억원

<도표-126>

투자가용재원 대비 투입계획

시기별 비중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입 27,203 27,732 28,269 28,725 29,289

경상지출 4,579 4,689 4,740 4,706 4,710

세입대비 경상지출 비중 16.8% 16.9% 16.8% 16.4% 16.1%

세입대비 경상지출 평균비중 16.6%

　연도 투자가용재원 재원투입계획 투자가용재원대비 재원투입계획비중

단기 153,407 142,700 93.0%

중기 190,266 176,855 93.0%

장기 491,107 121,160 24.7%

구분 연도 예산규모 경상지출 투자가용재원

단기

2017년 33,252 5,519 27,733

2018년 35,020 5,813 29,207

2019년 36,788 6,106 30,681

2020년 38,555 6,400 32,156

2021년 40,323 6,693 33,630

중기

2022년 42,091 6,986 35,104

2023년 43,859 7,280 36,579

2024년 45,626 7,573 38,053

2025년 47,394 7,867 39,527

2026년 49,162 8,160 41,002

장기

2027년 50,930 8,454 42,476

2028년 52,698 8,747 43,950

2029년 54,465 9,040 45,425

2030년 56,233 9,334 46,899

2031년 58,001 9,627 48,373

2032년 59,769 9,921 49,848

2033년 61,536 10,214 51,322

2034년 63,304 10,508 52,796

2035년 65,072 10,801 54,271

2036년 66,840 11,094 55,745

VII.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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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조달방안

(1) 국비 확보

■■  울산시 예산규모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현재 7,639억원(23.6%)으로 

울산 재정운용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국고보조금의 증가규모를 좀더 면밀히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6년 총 세입 증가액 1조 

625억원 중 국고보조금 기여율은 11.2%로 상당히 낮음(총 세입 증가분 대비 국고보조금 

증가분 1,186억원)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체 사업비 중 국비는 21조6,802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9.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비가 가장 중요한 재원임

■■  국비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울산시가 반드시 국비를 받아야하는 당위성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국비의 목적 또는 기능에 적합한 논리개발이 중요함

■■  국비의 기본적인 기능은 큰 의미에서 지역 균형발전, 국가 경제성장으로 생각 할 수 있으므로 

국비확보 방안에 대한 논리를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음

■■  울산시가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열악하거나 또는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사회간접자본 또는 

문화복지시설 확충이라는 당위성이 있을 수 있음

■■  동시에 울산시가 타 지역에 비하여 제조업 중심의 도시임에 따라 다양한 위험시설 및 위험 

요인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울산시 차원에서 해결 및 예방할 수 있는 재원의 필요성이 국비 

확보의 논리가 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의 지역균형발전 기능은 낙후지역에 대한 소득 및 문화복지시설의 

보전에만 있은 것이 아닌 특정지역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모든 분야에 해당됨

지역 균형발전의 기능

■■  국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미래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의 협업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의 산업 비교우위에 근거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에 국비 지원이 실행

되어야 할 것임

■■  울산시의 경우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에너지산업 등 한국 제조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울산 제조산업의 고부가가치 및 연관 미래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 및 육성은 

국가경제 성장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

■■  울산의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발굴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제조업과 

ICT 산업의 융·복합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할 것임

국가경제성장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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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지방세 구조를 살펴보면 취득세가 32.7%, 지방소득세가 25.1%로 두 항목의 비중이 

총 지방세의 57.8%를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해당 지역의 경제규모 및 경제활동과 연관된 세원으로써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이 확정된 재원이 있을 때 시행된다는 논리가 아니라 사업의 계획적·단계

적 실행에 따라 지역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동시에 지방세가 확보된다는 논리가 더 적절할 것임

 -  결과적으로 자체수입확대방안은 지엽적은 징수율 및 채납율 제고, 전담조직의 구성 및 활성화 등이 

제안될 수 있으나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자체수입 확대방안은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 발굴 및 육성에 있음

(2) 자체수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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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10,000

8,000

6,0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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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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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4 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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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0.0

4.0

0.0

-5.0

-3.3

0.0

15.7

1.3

15.4

9.0

단위 : 억원, %

자료 : 지방재정 365

<도표-127>

울산 지방세 추이

■■  울산시의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40.2%와 13.4%(2016년 당초예산 

기준)로 자체 수입확대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  

할 수 있음

■■  울산 지방세의 경우 2010년 9,114억원에서 2016년 현재 1조2,992억원으로 42.6% 증가 

하였고, 매년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지방세

10,200 10,220
10,330

11,260

지방세

증가율

선형(증가율)

VII.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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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세외수입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1,131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88억원

(43.2%), 임시적 세외수입이 643억원(56.8%)임

■■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도 사용료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공공 시설물의 사용료수입

이 세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방안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나 

기존의 시설이 아닌 새로운 사업에 따른 시설의 확대는 관리·운영에 따른 손익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임

 -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이 전체 세외수입에서 15.8%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임시적세외

수입의 경우 기타수입이 21.4%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단위 : 억원, %

단위 : 억원, %

항목　 세액 비중

지방세  12,992 100.0%

보통세  11,362 87.5%

취득세  4,254 32.7%

등록면허세  107 0.8%

주민세  30 0.2%

자동차세  1,471 11.3%

담배소비세  600 4.6%

지방소비세  1,642 12.6%

지방소득세  3,258 25.1%

목적세  1,600 12.3%

지역자원시설세  386 3.0%

지방교육세  1,214 9.3%

지난년도수입  30 0.2%

항목　 세액 비중

세외수입  1,131 100.0%

경상적세외수입  488 43.2%

재산임대수입  56 5.0%

사용료수입  179 15.8%

수수료수입  101 8.9%

사업수입  97 8.5%

징수교부금수입  19 1.7%

이자수입  37 3.2%

임시적세외수입  643 56.8%

재산매각수입  216 19.1%

부담금  182 16.1%

과징금 및 과태료등  1 0.1%

기타수입  242 21.4%

지난연도수입 1 0.1%

자료 : 울산시 홈페이지(2016 예산서)

<도표-128>

울산 지방세 세입 항목별 규모

자료 : 울산시 홈페이지(2016 예산서)

<도표-129>

울산 세외수입 항목별 규모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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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자유치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총 사업비 중 민간자본이 10조691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2.9%를 

담당하고 있음

■■  향후 고령화 및 저출산,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울산시가 다양한 사업에 원활히 재원을 투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비확보와 동시에 민간자본 유치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재원임

■■  민간자본은 산업단지 개발과 같이 민간자본이 투자하고 그 수익을 취하는 분야와 신기술 개발

사업 및 인프라 확충에 참여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따른 수혜를 취하는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  민간자본 유치방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세입담보금융, 실물옵션과 같은 금융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자본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하는 방법이 있음

■■  동시에 신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과 같은 공공사업은 민간자본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금융정책지원, 세제인센티브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VII.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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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워시티 프로젝트

세부사업별 재원투입 계획
03.

울산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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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그린n스마트 주력산업 고도화 프로젝트

VII.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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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VII.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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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 창출 울산항만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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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먼시티 프로젝트

지속가능 발전도시 울산 프로젝트

리질리언트 울산 프로젝트

VII.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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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르네상스 울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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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레스티지시티 프로젝트

융합형 컬처노믹스 프로젝트

테마형 관광도시 울산 프로젝트

VII.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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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안심도시 울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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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스포츠 도시 울산 프로젝트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VII.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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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콤팩트시티 프로젝트

울산 도심연계활성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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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성장거점 육성 프로젝트 

VII.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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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교통도시 울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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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가시티 프로젝트

해오름동맹 강화 프로젝트 

VII.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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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울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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