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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전자시정 구현

1. 정보기획
▪집필 ❙정보화담당 실 정보기획담당 김성석

가. 정보일반

  속히 발 하는 IT기술은 국가․사회 각 부문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발 에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정보화 마인드 제고  정보화 의식수 을 높이기 

하여 정보화 교육은 물론, 산업․생활․행정 등 시 반에 한 지역정보화  정

보인 라 구축에 노력하 다.

시정정보화 추진내용

[표 Ⅱ-1-121]

추진일자 추       진       내       용

2009. 1. 18 제2청사 정보통신실 이

2009. 1. 23 멀티미디어 방송실 구축

2009. 1. 27 제2청사 지역정보화 본부 이

2009. 2.  6 상회의실 구축

2009. 3.  1. 온나라 시스템 본격 서비스

2009. 3.  2 고해상도 상지도 제작(울산시 역) 서비스

2009. 4. 20 UCC 시민클린신고센터 구축 서비스

2009. 6. 30 사이버침해 응센터 구축  운

2009. 7. 27 사이버도서  구축 서비스

2009. 7. 29 생활지리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서비스

2009. 8. 15 도시기  원  설치

2009. 9.  1 수치지형도 수시 갱신체계  도로포장 장 리시스템 구축

2009. 9. 14 공공시설 약시스템 확  개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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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조직은 시는 정보화담당 실 1개과에 정보기획, 생활정보, 행정정보, 

도시정보, 정보통신, 방송미디어 담당(계)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군은 각 1개 담당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한, 정보화 인력은 시의 경우 정보화 부서 39명, 타 부서 21명을 포함한 60명

과 구․군 37명으로 총 97명이 배치되어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나. 정보화마인드 함양

  지식 정보화 시 에는 정보와 지식을 얼마나 히 활용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지역경쟁력이 좌우된다는 에서 지역주민들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은 아주 요한 

과제이다.

  지역주민들의 정보이용능력 배양과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해 구․군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복지회 , 유 기  등의 정보화교육장을 최 한 활용하고 

한 사이버교육을 통하여 주부, 농업인,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지속 으로 실시하 다.

  그 결과 2009년에는 31,205명을 교육하 으며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총 284,479명의 

시민 정보화교육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기기 근용이  정보이용

능력 향상 등으로 일상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지역간․계층간․세 간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 다.

  한,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정보이용능력 배양을 하여 시 자체 정보화

교육장을 이용하여 업무에 극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주의 정보화교육을 지속

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79명을 교육하 다.

다. 정보역기능 방사업 추진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기능이 (구)정보통신부에

서 행정안 부로 이 되고, 2009년 1월 1일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8개 체신

청)에서 수행하던 정보격차해소 사업이 16개 시․도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년부터 정보역기능 방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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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에서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보편화 되면서 사이버공간이 제2의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인터넷의 의존도와 향력이 심화되고 있으나 정

보화에 한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는 아직 미성숙하여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

죄 발생, 인터넷 독, 언어폭력 등과 같은 정보화 역기능이 발생하여 심각한 사

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한 정보역기능 방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내 상담 력기 을 모집하여 상

담 력기 -학교 매칭을 통해 학교 상의 인터넷 독 방․상담활동을 체계 ․

종합 으로 지원하 으며, 올해는 3개소의 상담 력기 을 통해 15개 학교에서 고

험 학생 상으로 2,587명에 해 인터넷 독 상담을 실시하 고, 일반 학생 

7,353명을 상으로 방교육도 실시하 다.  

  한, 올바른 사이버 문화 정립과 깨끗한 디지털환경의 구축을 한 근본 인 

책으로서 정보사회에 한 이해와 가치 에 한 윤리교육을 울산지역 ․ ․고

등학교의 학생․교사․학무모 54,71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라. 정보화 인 라 조성

  매년 100~300 의 PC를 보 하여 공무원 1인 1PC를 실 하고 행정사무자동화를 

지원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PC 보유 황
[표 Ⅱ-1-122]                                                                     (단  : )

기 계
일반 업무용

특    수
업무 용 교 육 용 기 타

소계 본청,
시군구

사업소, 
읍면동

합  계 6,929 5,919 4,887 1,032 509 340 161

역시 2,149 2,128 2128 21

소  계 4,780 3,791 2,759 1,032 509 319 161

  구 835 547 431 116 184 62 42

남  구 1,122 861 515 346 103 75 83

동  구 691 660 499 161 31

북  구 1,039 650 544 106 222 131 36

울주군 1,093 1,073 770 3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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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정보

▪집필 ❙정보화담당 실 생활정보담당 김창

가. u-City 울산 추진기반 마련 

  u-City는 일반 으로 첨단 정보통신 인 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생활의 편의 증 와 삶의 질 향상, 체계 인 도시 리에 

의한 안 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신산업 창출 등 도시의 제반 기능을 신시킬 수 

있는 차세  정보화 도시를 의미한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컴퓨 이 미래 지능형 사회의 기본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국내에서도 2002년부터 컴퓨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기 

시작하 으며, 재는 u-City, u-Home, u-Health, u-Gov 등 새로운 미래 사회의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교통 분야

와 굴뚝원격감시체계, 기오염측정망 리, 수질원격감시시스템 등 환경 분야에

서 타시도 보다 앞서 u-City 사업을 추진하 다.

  최근에는 산업 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작업자의 실신 등과 같은 사고에 

비해 실시간으로 산소 농도, 연기, 불꽃 등 8가지의 데이터를 감지 산업재해를 

방하는 산업안 정보화(u-Safety) 사업과 태화강의 환경 모니터링, 시설물 리, 

정보제공 서비스 체제를 유비쿼터스 기술로 구축한 u-태화강 테스트베드 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구축 완료하 다.

  2008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한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 구축을 해 u-울산 정보화 마스터 랜 수립용역을 

통해 산업․환경, 문화․복지 등 7개 분야 26개 정보화 략  사업과제를 발굴

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울산 우정 신도시를 u-City로 구축하기 해 한국토지공사와 신도시   

u-City 구축 약을 체결하고 국토해양부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 인정 요청  승

인을 받았으며 u-City 구축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본격 으로 u-City 구축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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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태화강 구성도 u-태화강 통합센터

[그림 Ⅱ-1-4]                                                                  

나. 울산 표 홈페이지 운

  울산시는 시정 홍보와 정보 제공을 해 행정, 산업경제, 문화  등 12개 분야 

1,000여종의 정보를 수록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한국어, 어, 

일어로 구축하여 1998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 다.  

  그 동안 단  홈페이지별도 도입되었던 웹 시스템들을 통합하여 안정 인 서비스 

제공과 체계 인 리가 가능하도록 하 고 게시  등에 게재되는 개인정보  

유해게시물의 게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유출차단

시스템, 웹 해킹 등으로 인한 웹 서비스 보안을 강화하기 해 웹방화벽, DB보안

시스템 등을 도입하 고 웹 서비스 속도개선  이용자 증가시 안정 인 웹 서비

스 제공을 해 웹가속기를 도입하는 등 웹시스템을 보강하 다.

  2009년에는 개발 당시에 비해 웹기반이 되는 개발언어, 미들웨어 등의 정보기술

이 속히 발달함에 따라 운 환경을 개선하여 빠르고 안정 인 웹서비스 제공을 

해 JSP언어를 기반으로 홈페이지 재개발하 고 이용자 증가 시 부하분산 등으로 

안정 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미들웨어를 도입하 으며,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이용자가 웹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웹 근성과 웹 라우 에 상 없이 

동등한 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웹 호환성을 개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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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홈페이지

  한,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해 시정정보, 비즈니스, 문화, 생

활정보 등을 최신 정보로 갱신하고 울산의 과거와 재를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인갤러리를 이용이 편리하도록 재정비 하 으며, 어린이 홈페이지를 쉬운 내용, 멀

티미디어 서비스를 용하여 개편하 다.

  이용자 심의 홈페이지 구성과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참여 확 를 

해 그동안 홈페이지를 지속 으로 

보강해 온 결과, 2003년 10월 한국

웹사이트평가개발원 주 으로 실시한 

『7  특별․ 역시 웹사이트 평가』

에서 1 , 행정자치부와 앙일보 

공동 주 으로 실시한 『2003 행정기  

홈페이지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기 , 

『2004 행정기  홈페이지 평가』에서 

종합 우수기 , 『2005 행정기  홈페이지 

평가』에서 행정정보제공․ 문분야 우수기 으로 선정되었으며, 『2007 행정기  

웹사이트 평가』에서도 우수웹사이트로 선정되었다.

  표홈페이지는 문화 , 도시주택 , 경제산업, 환경녹지, 교통건설 등 29개 분

야 2000여종의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 표홈페이지 방문자수는 256

만명으로 월 210,000여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다. 다양한 시정정보 제공과 신속한 

자민원처리  지속 인 콘텐츠 보강을 통해 울산 표 홈페이지가 행정기 으로

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울산 정보 포털로서의 기능을 함께 할 계획이다. 

다. 자우편  무료문자서비스 제공 

  울산시는 시민 자우편 이용편의 제공을 해 2000년 12월부터 시민 자우편시

스템(http://www.ulsan21.net)을 구축하여 운 하고 있다. 

  시민 자우편시스템은 무료 자우편(E-mail)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 

동호회, 일정 리, 카드보내기, 명함 리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 의견수

렴  정책홍보, 시정참여를 하여 이메일을 이용한 맞춤형 시정정보 제공 서비

스인 이메일클럽을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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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6월 자우편 웹하드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원에게 50MB의 웹하드와 

30MB의 이메일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 8월부터 휴 폰 사용자를 해 

문자메시지서비스(SMS)를 도입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정정보를 문자

메세지로 제공하고 있다. 한 홈페이지의 이용 활성화를 해 회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울산시가 등 7종의 벨소리와 25종의 배경화면 다운로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오고 있다.

[그림 Ⅱ-1-5]                                                                 

자우편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

  재 136,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문자발송, 주소록 

기능 보완과 다양한 벨소리․배경화면 다운로드 등 서비스를 확  제공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민 이용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라. 울산 가이드 운  

  국내․외에 울산 이미지 홍보, 지  주요시설물 등을 안내하기 해 1999년 

9월에 사이버울산가이드(http://guide.ulsan.go.kr) 구축에 착수하여 2000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 으며, 울산소개, 정보, 여행가이드, 쇼핑정보, 테마여행,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울산의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객(네티즌)의 요구에 맞춰 제공하여, 2001년

에는 한국 공사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사이트 콘테스트』에서 

‘베스트 5’에 선정되었고, 2005년에는 문화 부와 한국 공사가 공동 주 으로 

실시한 『2005 지자체 분야 홈페이지 평가』에서 2 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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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6]                                                                  

기존 홈페이지 개편 홈페이지

  우리시의 지속 인 도시환경 개선, 태화강 복원, 태화강물축제 개최 등의 노력을 

통하여 생태도시 울산의 이미지가 내·외에 알려지면서 2008년부터 가이드 

방문자 수가 격히 증가함에 따라, 2009년에는 가이드 홈페이지를 면 개편

하여 보다 찾기 쉽고 알기 쉬우며 최신의 정보가 상시 제공되는 한층 업그 이드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한, 지 치 안내를 하여 구축·운 하여 오던 인터넷지도서비스를 신

하여 2009년 지리정보 기반의 다양한 생활정보  시민 참여형 콘텐츠 구축이 가능한 

생활지리정보포털(map.ulsan.go.kr)을 구축하여 치검색, 행정정보, 생활정보, 

지역정보, 교통정보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와 50cm 의 고해상도 상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울산을 찾는 객들에게 쉽고 편리하여 알찬 정보 제공을 하여 

새로운 정보를 지속 으로 발굴·제공하여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생태도시로 다시 태어난 아름답고 푸른 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내외에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마. 울산사이버체험  운

  울산사이버체험 (http://cyber.ulsan.go.kr)은 2002년 서비스를 시작으로 역

사, 자연환경, 공업역사, 고래해양, 문화 술의 5개 분야 28종 3,000여건의 정

보가 서비스 되고 있으며 어린이 체험 , 특별체험  등 타 홈페이지와 차별

화된 방법으로 볼거리를 제공, 일평균 240여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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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체험

  역사체험 에는 울산의 문화재와 민속자료, 울산의 지명유래 등을 선사시 부터 

근 까지 시 별로 구성하고, 자연환경체험 은 울산의 자연, 생태, 기상, 지질자료를 

소개하고, 고래해양체험 은 고래의 역사와 생태를, 공업역사체험 은 자동차, 

선박 등 울산의 산업을, 문화 술체험 은 문학, 무용 등 울산의 문화 술에 하여 

소개하 다.

  가상체험 은 역사, 자연환경 등 

5개 분야에 하여 3차원 가상 실의 

최신기법을 이용하여 총 17개 에 

각종 자료를 시하고, 어린이체험 은 

분야별 자료를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제작하여 어린이를 한 사이버학습장

으로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울산사이버체험 은 2002년 지방

행정 6월호에 정보화 우수사이트로 

선정되었고, 2002년 7월에 정보통신

윤리 원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권장우수사이트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사이버

체험 이 울산을 알리는 표 인 사이트가 되도록 지속 인 콘텐츠 갱신과 

각 분야에 한 콘텐츠를 추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바. 공공시설 약서비스 제공

  기 별로 리․운 되고 있는 강좌, 체육․ , 공연 등 시민생활과 한 

련이 있는 공공시설에 해 인터넷을 통해 이용안내  약이 가능한 공공시설 

약시스템(http://yes.ulsan.go.kr)을 2003년 9월에 국 최 로 구축하여 2004년 

4월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

  공공시설 약시스템은 복지회 , 가족문화센터, 체육시설, 구․군 식장, 동 주민

자치센터 등 145개 공공시설의 각종 강좌, 체육․ , 공연 등 3,300여종에 

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조회, 약, 결제까지 한번에 서

비스 가능한 시스템으로, 종 의 시설 방문신청에 따른 불편과 시간 ․경제  부

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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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비스는 2005년 6월 『지역정보화 시책사업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

고, 2005년 11월 『제8회 자치정보화 신경진 회』에서 장려상에 선정되는 등 

높게 평가되었다. 

[그림 Ⅱ-1-7]                                                                  

구 축 구 축 후

  재까지 이용자수는 1,090만명으로 하루 평균 7,6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시설들을 공공시설 약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확 하여  

시민이용편의를 증 하고 나아가 지역 약 포털로 확  발 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 사이버도서  운

  시민들의 독서문화 창출과 문화  수요에 부응하고자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자도서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켰으며, 

자도서 서비스 이용자의 꾸 한 증가와 새로운 도서 구비요구에 따라 매년 

신간도서를 추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내 공공도서 ( 부, 남부, 동부, 울주, 앙, 기 , 농소1동, 농소3

동, 울주군립 등 9개), 학도서 (울산 학교, 울산과학 학 등 2개) 등을 연계

하여 각 도서 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도서 190만여권의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 고, 자책도서 (울산시, 동부, 울주군, 가족문화센터 등 4개)에 수록된 총 1

만 5000여권의 자도서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내 15개의 도서 을 통

합한 사이버도서 (http://lib.ulsan.go.kr)을 서비스함으로써 시민의 도서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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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서  연계 황

 [표 Ⅱ-1-123]                                                                   (단  : 권)

계 자책도서 (4개소) 일반도서 (11개소)

15개소
울산 역시청, 동부,

울주군립, 가족문화센터

부, 남부, 동부, 울주, 북구 앙, 북구기 ,

농소1, 3동, 울주군립, 울산 학교, 울산과학 학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로 하는 자도서를 지속 으로 추가 

구입 비치하여 자도서 선택범 를 넓히고, 통합 검색 연계기 을 확 하여 시

민의 지식정보 근성을 확 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 정보화마을 조성

  도시, 농․어  등 정보 소외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정보 

생활화와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진하기 해 정보화마을을 조성 운 하고 있다.

  정보화마을 사업을 통해 고속 인터넷망  마을정보센터,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 으며, 마을 홈페이지를 통한 마을홍보  

특산품 매를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에게 PC를 무료로 보 하고 주민정보화

교육도 병행 실시하 다.

  정보화마을 운 환경 개선을 해 홈페이지 개편과 정보센터 산장비를 교체 

하 으며, 마을 공동 력방안 모색을 해 정보화마을 운 원 정기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 고, 2008년에는 우수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  로그램

리자 운  등을 통해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 다.

정보화마을 조성 황

[표 Ⅱ-1-124]

구    분
1차(2002년) 2차(2003년) 3차(2004년)

울주 민등마을 동구 주
돌미역마을

울주 황우 마을 울주 외고산
옹기마을

지역특산물 배, 호 란 복, 돌미역 청정 통옹기

세 수(주민수) 407세 (978명) 322세 (952명) 252세 (682명) 128세 (349명)

PC 보 가구 142 100 10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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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농어 지역 고속 인터넷망 구축

  2006년부터 도시와 농 의 정보격차 해소와 농어  지역경쟁력 강화를 해  

인터넷이 보 되지 않은 농어 의 정보화 소외지역에 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추진하 다.

  울산시와 정보통신부,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50가구 미만의 농어  지역에  

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을 시행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울주군 내 총 7개 

마을을 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에는 두동면 산마을, 온양읍 내고산 마을 

2개 마을에 인터넷 사용을 한 이블 포설  인터넷 장비 설치를 완료하 고 

2007년에는 청량면 상정, 안 축, 개산, 삼동면 보삼, 상북면 백련마을 등 5개 마을을 

설치 완료하 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확 사업은 10개 마을 124가구( 성 6개가구 포함)에 

고속망을 구축함으로써 2006년부터 추진한 농어 지역 고속망 구축사업이 

완료되었다.

농어  고속 인터넷망 구축 황

[표 Ⅱ-1-125]

구    분 사업기간  마을수 가구수 기     타

계 17 244

2006년
2006. 7

~ 10월
2 45 두동면 산, 온양읍 내고산 마을

2007년
2007. 6

~ 10월
5 75

청량면 상정, 안 축, 개산마을

삼동면 보삼, 상북면 백련마을

2008년
2008. 10

~ 11월
10 124

삼남면 가천, 상북면 삽재, 언양읍 한실

웅 면 복, 두서면 내와, 언양읍 반구

두동면 , 온양읍 무룡, 청량면 율

삼동면 상출강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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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정보

▪집필 ❙정보화담당 실 행정정보담당 김미경

가. 시‧도 행정정보화 추진

  시도행정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앙-시도-시군구 행정정보의 연계  공동 활용

으로 자지방정부를 조기 구 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 다.

  우리시는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스템(27종 63식)을 도입하 으며, 복지여성, 

문화 , 경제통상 등 18개 행정 분야의 국 공통 표 로그램을 설치하여 

2006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함으로써 시․도 방문민원(751종)  G4C민원 서비스

와 연계(48종)해 민원 수․처리하는 등 행정업무를 획기 으로 개선하 다.

   한, 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구비서류가 간소화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되었으며,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돼 서비스가 향상되었다.

  그리고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 인 운 과 데이터의 신속한 복구 등을 해 

2006년 12월에 원격지 시도행정복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서비스에 만 을 기하

고 2007년에는 시스템을 본격 으로 운 함에 따라 시스템 활성화를 해 

시스템 명칭을 “원클릭울산”으로 제정 운 하고 있다.

원클릭울산 이용실

[표 Ⅱ-1-126]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1,468,631 225,041 396,753 846,837

시도행정 1,400,920 203,730 376,062 821,128

상담민원 15,263 5,099 5,421 4,743

서식민원 52,448 16,212 15,270 20,966

  한, 시‧도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을 통해 업무 로세스의 리를 자동화하는 

BPM(업무 로세스 리)을 도입하는 등 행정업무의 신과 국민 서비스 향상을 

해 지속 으로 노력하 으며, 앞으로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의 지속 인 운 리

를 통해 자치단체 심의 행정완결  원클릭 행정처리 체계를 구축해 지방화  

분권화를 진해 나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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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결재시스템 운   온라인 원격근무 지원

  종이문서의 비효율성과 불편을 해소하기 하여 1999년부터 자결재시스템을 

도입 운  후 2003년 12월 사무 리규정 개정에 따른 문서의 결재, 유통, 이 까지 

 처리과정을 자동화한 표  자문서시스템을 구축 운 하여 행정업무 처리 반에 

획기  변화를 이루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역동 인 근무를 지원하기 하여 2005년 1월부터 출장지 는 

퇴근 후 자택 등의 원격지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원격근무지원시스템을 운 이며, 원격근무에 따른 보안성 강화를 

하여 2007년 11월부터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도입하여 2009년 12월 재 120명이 

이용하고 있다.

  2009년 3월부터 행정기 의 보고 등 업무처리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 으로 

리하기 해 행정안 부가 보 한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 고, 2009년 12월 재 

온-나라시스템으로 1,079천건을 처리하 다.

자결재시스템 자료량

[표 Ⅱ-1-127]                                                                   (단  : 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총 문서 1,015,000 1,220,000 1,309,000

다. 사이버침해 응센터 운

  최근 정보화의 발달에 따른 역기능으로 해킹, 바이러스, 정보유출 등 사이버테러에 

신속히 응하고, 기  내 각종 행정․개인정보 등 시민의 정보자산을 사이버 

으로부터 보호하기 해 2009년 4월 사이버 침해 응센터를 구축 완료하 다.

  지 까지 단 사업별로 구축하여 개별 으로 운 되어오던 각종 정보보호시스

템을 체계 으로 통합 리하고 행정안 부「사이버침해 응지원센터」  국가정

보원「사이버안 센터」와 연계 운 함으로써 사이버   장애에 신속히 응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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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행정안 부와 연계한 종합 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자정부 민서비스 인 라에 한 24시간 통합 제를 수행함으로써 단 없는 

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안 련 문기 과 긴 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 에 한 조기경보, 실시간 모니터링 수행 등 체계 인 사이버침해 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 지역정보화본부 운

  지역정보화본부는 1997년 7월 15일 구축 이래 2009년 1월 24일까지 구 에서 운

되었으며 2009년 1월 28일부터 본 에 6실 440㎡규모로 새롭게 구축하여 주 산

기 등 714종 정보자원을 운 이다.

  지역정보화본부는 행정정보의 안 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도록 근통제, 안정

인 기  공조시설, 자동화 소방설비를 갖추었으며, 특히 각종 재해감지센서  

보안장치 등 최첨단 보안시설이 24시간 자동으로 안 하게 운 이다.

  한, 각종 자  침해행 로부터 정보통신시스템을 보호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안정  운용  리를 해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계획

이다. 이로서 지역정보화본부 주요 정보통신시스템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안 하게 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지역정보화본부 시설 황

[표 Ⅱ-1-128]                                                                   (단  : ㎡)

계   산
기계실

사이버침해
응센터

운 실 UPS실 UIS실 자료실
공조실

440 219 60 40 30 27 64

정보자원 황

[표 Ⅱ-1-129]                                                             (단  : 종, 천원)

구  분 계 주
산기

스토리
지

보안
장비

네트
워크

주변
장치

부
장비

상용
S/W

응용
S/W

수  량 714 85 7 66 102 57 136 234 27

취득가 17,952,986 4,602,732 947,328 1,297,253 1,037,416 875,789 535,525 5,127,894 3,52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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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시정보

▪집필 ❙정보화담당 실 도시정보담당 식

가. 도시종합정보 리시스템 운

  정부에서는 국토공간의 오염, 기반시설의 낙후와 과부하, 재난사고 발생 등이 

국가경쟁력  생산성을 하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21세기의 고도정보화 

사회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해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1995년 5월)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시에서는 1994년도부터 남구 신정1,2동 4.5㎢를 상으로 상․하수, 도로, 도

시계획 등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한 시범사업을 실시하 으며, 그 축 된 

경험을 바탕으로 1995년 1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5년간 단계 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 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 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온산지역 등 도심지역 

718㎢에 한 지형도제작과 도시계획결정도  상․하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청  각 구청 련 부서와 유  기 에서 활용 에 있으며, 시스템 

업무활용도를 높이기 해 최신자료에 한 정비와 시스템 운 자에 한 주기 인 

교육 등 실무부서에서 업무에 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으로 지원하고 있다.

나. 국가산업단지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울산․온산 국가산업단지 내의 지하에는 20~30년 정도의 노후화된 고압가스, 

송유 , 험물 배  등이 복잡하게 매설되어 있으나, 시설물의 정확한 치 악이 

곤란하여 도로굴착 시 로 손으로 인한 화재․폭발․가스 출 등 안 사고 험

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하시설물을 종합 이고 효율 인 리

를 해 2003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3년에 걸쳐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사업을 추진하 다.

  본 사업을 통해 한국산업가스, S-Oil 등 41개 입주기업체의 942㎞ 지하시설물을 

탐․조사하여 치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공

동 활용하기 해 각종 시스템 개발과 운 장비를 도입하 다.



제7절∙전자시정 구현

제2편∙분야별 주요 성과와 계획│187│

  1차년도(2003.7~2004.2)에는 남구 용연지역 180㎞ 시설물에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웹기반의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2차년도(2004.3~2005.2)에는 남구 여천 

 울주군 온산지역 458㎞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설물의 변동내역

을 수정 리할 수 있는 시설물편집운 자시스템, 3차년도(2005.3~2006.2)에는 울주

군 온산지역 235㎞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장지원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설물정보는 시, 구․군, 유 기 , 기업체 등 50여개 

기  시설물 리담당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어지며, 각종 공사 

시 시설물정보의 정확한 확인을 통해 안 사고를 방하고, 도로굴착 허가신청 등

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민원서비스를 획기 으로 개선하 다.

다. 유 기  지하시설물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내 시  유 기 의 상․하수, 가스, 력, 통신 등 지하시설물 정보가 

기 별로 분산 리되고 있어 각종 공사 시 로 손 등 각종 안 사고 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에 따라, 시의 수치지형도(1/1,000)를 기반으로 기 별로 분산되어 

있는 시설물정보의 통합․공유를 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 이다.

  2004년 7월에는 구 건설교통부 훈령 제390호 『도로기반시설물정보 통합 리에 

한 지침』에 의거 기존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추진 의회』를 『도로기반시

설물 의회』로 확 개편과 아울러 실무추진반을 구성하 다.

  3차에 걸친 실무추진반 회의를 통해 기 별 여건을 감안한 통합계획(안)  

통합데이터작성지침(안)을 수립하 으며, 2005년 4월에는 실무추진반에서 수립된 

안을 『도로기반시설물 의회』에 상정하여 통합계획과 통합데이터작성지침을 

마련하 으며, 이를 토 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기 별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된 시  5개 

유 기  지하시설물 4,206㎞를 통합하여 국가산업단지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사업 시 개발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2006년 5월부터 인터넷으로 

련기 에 서비스하 으며, 2009년까지 경동도시가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력 

등의 지하시설물을 추가 통합하여 체 50개 기  8,191km를 산화하 다.

  재 통합되지 않은 KT, SK 로드밴드의 1,301㎞ 시설물 정보를 2010년까지 통

합하게 되면 시 역의 시설물이 종합 이고 체계 인 리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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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간정보 통합․활용시스템 구축

  그 동안 도심지역을 심으로 수치지형도(247㎢)를 제작하여 시설물 리 주로  

활용됨에 따라 시 역의 사실 인 지형 악을 한 기본도 마련의 필요성이 

두되어 2006년에 우리시 역의 실제 지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고해상․고정  

컬러항공사진 기반의 다차원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 2008년 고해상도 

상지도를 서비스함으로써 도시행정 반의 효과 인 정책결정  U-Ulsan 추진을 

한 토 를 마련하 다.

  공간정보 통합․활용 시스템은 기 구축된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업무에 특화된 

주제도 활용시스템, 지도기반 행정통계를 산출․활용할 수 있는 통계지도 시스템, 

3차원 지도와 3차원 정보조회․분석이 가능한 다차원공간분석 시스템, 지도  

통계자료와 이미지를 활용한 입체보고시스템으로 구성되어 2008년 4월부터 본격 

서비스 하 다.

마. 도로포장 리시스템 구축

  도로포장(굴착)  보도블럭 교체 등의 공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도로포장

계획수립에 따른 기 자료가 체계 으로 리되지 않아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산수립이 곤란하여 2007년 10월에 도포포장 이력사항 등에 한 각종정보를 

체계 ․과학 으로 리․운 하기 한 도로포장 리시스템을 구축하 다.

  한, 기존의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에 한 면허세, 용료 등의 자지불 기능과 

공인인증서  인 ․변조 방지시스템의 보안기능을 강화하여 민원신청에서부

터 허가처리까지  과정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체계를 마련하 다.

  2008년 4월부터 본격 서비스하게 되면서 도로포장  굴착정보가 상호 공유되어 

이 굴착 미연방지와 병행굴착 등을 유도하여 도로복구(포장)비 감  굴착에 

따른 시설물도 안 하게 유지 리하고 있다.

  그리고, 2009. 12월부터 장에서 직  도로포장정보 확인  보수내역(소 , 균열 

등) 등을 직  입력․ 리 하는 모바일 기반의 장지원시스템을 개발․보 하여 

도로포장정보를 체계 으로 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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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리정보 세계측지계 변환

  성을 이용한 GPS 측량기술의 발달로  세계 으로 활용 가능한 표 화된 

측지계 사용이 요구되어 세계측지계 치좌표를 의무화하는 측량법이 2001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는 동경측지계 기 으로 제작된 지리정보(수치지형도, 지하

시설물도)를 세계측지계 기 으로 치좌표변환이 필요하여, 2007년 2월, 남구지역

(340도엽)을 세계측지계로 시범 변환하 다.

  한, 2007년 12월에 울산 지역(남구지역 제외)의 수치지형도(2,446도엽)와 

지하시설물도(1,045.42km)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2008년 3월부터는 모든 지리

정보(수치지형도, 지하시설물도 등)가 세계측지계 기 으로 유통되고 있다.

사. 수치지형도(1/1,000) 제작  수정

  수치지형도(1/1,000)는 지하시설물 리, 각종 공사설계 등 도시정보 리의 

근간이 되는 기본도로 도심지역을 심으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시 면 의 

약 72%인 759㎢를 제작 하 으며,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도로개설  택지개발에 

따른 지형․지물 변경 지역을 상으로 연차별로 수정하고 있다.

  수치지형도는 시  유 기  지하시설물 리의 기본도와 지능형교통체계(ITS), 

소방방재 등 지리정보 기반의 15개 행정시스템의 주제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각종 공사․용역을 한 기  자료로 775회 제공 하 고, 시민들의 활용 

편의를 해 2008년 9월부터 국가지리정보유통망(http://ngis.go.kr)을 통해 온라인

으로  매하고 있다.

아. 고해상도 정사 상 제작

  U-City, 도시계획, 입지선정  도시기반시설물 리 등 도시행정  분야에 걸

쳐 사실 인 지형정보 수요가 증 됨에 따라 2006년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

펀드로 시 역을 상으로 30㎝  정사 상과 수치표고모델(DEM), 수치표면모

델(DSM) 등을 포함한 다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으며, 2008년에는 

그간 지형변화 사항을 반 하고 성과 품질향상을 해 15㎝  고해상도 정사

상을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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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 상은 공간정보통합활용 등 5개 행정시스템을 통해 지형확인  치도 

작성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 이며, 2009. 8월에는 생활지리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도 서비스 이다.

5. 정보통신 관리

▪집필 ❙정보화담당 실 정보통신담당 정진명

가. 행정통신 일반

  유비쿼터스  IT산업의 속한 발 에 효과 으로 처하고 행정정보통신의 

수요에 능동 으로 응하기 하여 첨단 정보통신장비 도입  화, DATA 

통합망 리 등을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 화 하 으며, 정보통신시스템의 

철 한 유지 리와 업그 이드를 통한 통신품질을 지속 으로 향상시켜 민 행정

통신서비스 제공을 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업시스템을 개선

하여 개인 컴퓨터와 IP 화시스템을 이용한 UC업무를 목 시켰다.

  아울러 정보화 사회의 변하는 정보통신환경에 부응하기 하여 IP교환기를 

통한 시내․시외․이동 화통화 시 발신자번호표시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회  기자실, 민원실 등 유․무선 인터넷망을 확  구축하여 행정업무의 원활한 

지원  시청을 찾은 시민들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정부의 

지방행정업무추진에 따른 효율성․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 다.

  한, 신청사와 구 , 의사당간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통한 간선망 고속화  백본

증설, 층별 스 치간 이 화 등 선진 정보통신시스템 구   정보통신망의 역폭 

확 로 업무능률을 향상시켰으며,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에 노력하 다. 

  앞으로도 이음새 없는 행정업무  민서비스를 실 하는데 을 두고 행정장

비의 신속한 지원  노후시스템의 기 교체로 행정불편을 최소화하는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과 신뢰받는 시정구 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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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통신시설 확충  화

1)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유비쿼터스 환경의 멀티미디어 통신기반이 실히 요구됨에 따라 신청사  별

청사에 첨단 정보통신 장비의 도입과 화, 데이터, 상, 방송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배선시스템을 구축하 고, 백본 이 화 등 정보통신망의 고도화를 통

하여 정보통신실과 층별 통신실  사무실간의 구내 정보통신회선을 1Gbps 이상

으로 구축하 으며, 기간사업자 회선뿐만 아니라 모든 구내정보통신회선을 이 화

하여 단 없는 행정서비스 지원  민원서비스 향상을 기하 다.

  한, 정보통신망 제센터를 확  구축하여 국가 정보통신망을 비롯한 청사 내

부  사업소 주요 정보통신시스템을 실시간 감시하고, 통합배선 리시스템을 활

용하여 사  검  장애발생에 따른 업무 단을 최소화 하는 등 질 높은 행정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 다.

2) 정보통신 인프라 지속 확충

  지방행정정보통신망의 용량 고속화  역망 기반으로 환하여 앙과 

시․도, 구․군, 읍면동을 데이터, 음성, 상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메쉬링(그물

망)의 이원화된 통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자정부의 핵심인 라로 활용하고 있

으며, 통합 제센터를 통한 24시간 무 단 서비스  통신망 감시로 해킹 등 사이

버 테러에 비 안 한 정보통신 인 라를 확보하게 되었다. 

  자정부통신망 이용에 따른 공공요  감과 1인 1 화번호 보  확 로 고품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신망  시스템의 고도화와 

화를 지속 으로 추진하여 차세  자정부서비스 창출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과 미래의 행정수요에 극 으로 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장비 황
[표 Ⅱ-1-130]

구  분
고속다 화
장비(MUX)

송장비
ARS(VMS)

장비
FAX

동보기 FAX

계 26 27 6 6 472

본  청 1 5 2 1 83

사업소 16 3 24

구ㆍ군 25 6 1 5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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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이양 민원사무 추진

  2009년 한 해 동안 시에서는 신규등록 7건, 등록기 신고 15건 등 민원사무 47

건을 수 처리하 고, 구․군에서는 착공  설계도 확인 1,772건과 사용 검사 

947건의 민원신청을 처리하 다.

지방이양민원사무 처리 황

[표 Ⅱ-1-131]

 ○ 등록업무 처리 황                                              (단  : 건)

계 신규등록 양도등 폐업
등록기

신고
등록증등
재교부 행정처분

47 7 2 3 15 15 5

  

 ○ 사용  검사업무 처리 황                                   (단  : 건)

계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947 80 209 132 166 360

 ○ 착공  설계검토 처리 황                                   (단  : 건)

계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1,772 123 370 130 283 866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민들이 정보화생활의 편리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정보통신공사업

체  공사 회와 긴 한 조체제 유지  고객만족 서비스를 지속 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2004년 7월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6개 사무와 사용 검사 업

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지방의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육성발 과 체계  

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보통신분야 사무의 지방이양을 지속 으로 추진

하여 시민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3년마다 실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등록기 신고의 지연이나 락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매월 상업체에 안내문을 통지하여 정보통신민원

인의 편의도모와 민원사무의 업무능률 향상을 해 정보통신 민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사업 리를 체계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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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사용  검사제도는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에 동 설비가 기술기 에 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다 2004년에 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각 지방의 

건축물에 한 정보통신공사 사용 검사 업무를 자치구․군에서 시행함으로써 종

 시와 체신청의 양분화된 건축 련 민원업무를 단일화하여 민원 편익은 물론 

민원 심의 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사무명
[표 Ⅱ-1-132]

이양유형 단 사무 민원
종류

처리기간
수수료 근거법령

법정 단축

국가
→

 시․도

신규등록신청 등록 14 12 30,000원 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양도신고 신고 5 4 5,000원 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

합병신고 신고 5 5 5,000원 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

등록기 신고 신고 7 6 법 제14조, 시행규칙 제8조

  폐업신고 신고 즉시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3조

 재교부신청 교부 즉시 5,000원 법 시행규칙 제8조

국가 →
 시․군․구

착공  확인 
 사용 검사 신청 14 12

20,000~
60,000원 법 제36조, 시행령 36조

3)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종  사용 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하여 지자체별로 법  근거 없이 건축

련 부서와 의하여 설계도를 검토하여 왔으나, 2005년부터 공사의 착공 

에 설계의 합여부를 문기술을 가진 정보통신공무원이 확인하여 부실설

계에 따른 재시공사례를 방지토록 해 민원사무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해 극 노력하 다.

라. 2010년 업무계획

  지역 IT산업 발 마인드 제고  지역주민의 편익도모를 해 최선을 다하고, 

무선국 개설신고  부가․별정통신사업에 한 사무 등 앙권한의 지방이양 

확정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양 상 사무를 지속 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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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정보통신 민원사무의 업무능률 향상을 한 정보통신 민원정보시스템

의 안정화 등 신속한 업무처리  공사업 리를 체계화하고, 연차 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행정 신뢰성과 지역 업체의 공익  발 을 통한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극 인 업무추진과 민원편익 증진  행정서비스 만

족도 제고를 해 주민 착 행정서비스 제공을 해 더 한층 역할을 증진해 

나갈 정이다.

6. 방송미디어 관리

▪집필❙ 정보화담당 실 방송미디어담당 이동하

가. 방송미디어 일반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 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청

내 회의실 행사시 방송미디어 서비스의 제공과 행정업무의 효율  지원을 해 

첨단미디어 시설을 구축해 운 에 만 을 기하 으며, 외 행사시에도 방송시

설 지원과 운 에 만 을 기하 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기술에서 벗어나 신기술을 목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신청사 신축과 함께 도입되어 행정미디어방송, 상미디어보드를 증

설하여 21세기 멀티미디어 시 에 맞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으며,구

 재건축에 따른 회의실이 1개 늘어남에 따라 방송시설의 인 라 확충, 각종 

방송장비의 첨단화로 회의실 운 에 만 을 기하 다.

  향후, 방송미디어의 원활한 서비스를 해 각종 회의실 방송장비, 청내 이

블 TV, 상미디어보드, 상회의장비, 행정미디어방송 장비를 최 의 상태로 

유지 리해 나갈 것이며, 지속 으로 미래의 첨단 신기술을 도입하여 양질의 

방송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나. 각종회의실 방송미디어시설 운

  각종 회의실 특성에 맞는 다양한 회의 문화 기반이 조성되어, 이에 걸맞는 

방송 장비 지원으로 행정 효율성에 일조하 다. 특히, 멀티미디어 분야에 

을 두고 구내방송과 연계하여 각종 회의 시 청내에서 TV, 직원 PC로 행사내용

을 공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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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행사  회의에 한 방송미디어 지원 황을 분류하여 보면 청내행사,  

야회행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회의는 시↔구․군 간에는 지역 특성상 근거

리로 인하여 별로 증가하지 못하 으며, 청내 안내방송이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

각종 행사 방송지원 황

[표 Ⅱ-1-133]                                                                    (단  : 회)

구  분 청내행사 야외행사 상회의 안내방송

지원수 914 461 52 1,062

다. 행정미디어방송  청내 TV 방송 구축․운

  청내의 주요 행사시 멀티미디어방송센터를 통해 각 회의실에서 수신된 자체   

동 상을 청내 TV로 송출하고, 동시에 인코딩시스템으로 압축하여 행정미디어방

송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계 방송하여 직원들의 정보공유에 기여하 다.

  특히, 본  상황실, 강당, 시민홀에는 SD  카메라가 설치되어 고화질 상

을 송출할 수 있는 송시스템으로 고화질 상을 송출할 수 있게 되었다.  

  주․월간업무계획보고회, 정례조회, 의회방송, 주요행사에 해 자체 동 상을 

편집․제작하여 행정미디어방송시스템으로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

내 TV를 시청할 수 없는 사업소 직원들에게 직원용 PC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

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디지털 상미디어보드 구축․운

  시청을 방문하는 내방인, 민원인과 직원들을 하여 시정뉴스, 각종 행사 안

내  시정․국정 홍보 동 상을 청내에 설치된 상미디어보드를 통해 정보

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편의를 제공하 다.

  설치된 장소는 내방객이 많이 하는 본  엘리베이터 4 , 본  1층 로비 1

, 민원실 1 , 구  로비 1 , 구  엘리베이터 2 ,  주차동 엘리베이터 2  

등으로 총 11 를 운 하고 있다. 사업소에도 확  설치하여 시정 홍보 서비

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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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상미디어보드의 동 상 제작 편수는 1일 기 으로 9편이며, 상 시간은 

25분 간격으로 상 하고 있으며, 1일 상 시간은 오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다양한 동 상 콘텐츠 확보를 해 울산 역시 내 기업체  공공기  등의 홍

보 상과 시민들이 자체 제작한 동 상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디지털멀티미디어시 에 맞는 IPTV를 도입하여 시정뉴스, 시정․국정홍보, 

각종 행사 동 상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마. 디지털방송 환 활성화 추진

  아날로그방송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디지털 방송 환에 비하

여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 방안과 우리시의 청내 TV 방송도 디지털 TV 방송에 

비한 방안을 2010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디지털방송 환을 해 2012년 차질 없는 아날로그방송 종료 기반마련, 

국민 홍보강화  디지털 TV 확산 여건 조성, 디지털방송 수신환경개선, 소득

층 디지털방송 시청권 보장을 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 CCTV(폐쇄회로TV) 리

  CCTV의 효율  리를 해 2009년 12월 10일 「울산 역시 CCTV 설치  운 에 

한 규정」을 제정하 다. 내 설치된 CCTV를 목 별로 분석하여 행정업무 기  

자료로 활용하고, 한 개인정보보호에도 기술 인 가이드 라인과 운 자 교육  

장 검을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 다.

울산 역시 내 CCTV 운  황

[표 Ⅱ-1-134]                                                                    (단  : )

기  계 방범용 쓰  기
투기방지

시설물
  리

주차
리

교통정 
보수집

과속주정
차단속

재난화재
감 시 용 기타

계 1,829 273 129 1,140 108 57 33 82 7

본  청 721 8 22 510 66 57 51 7

산하기 419 400 19

  구 84 45 16 3 6 14

남  구 211 126 35 32 18

동  구 123 16 13 69 23 2

북  구 59 16 8 28 7

울주군 212 62 35 98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