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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관광도시로의 도약

1. 관광기획
▪집필 ❙ 과 기획담당 이채석

  사회에서 은 여가생활에서 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

은 필수 인 생활양식이 되면서 삷의 가치가 여가, 문화,  등 체험경제 체

제로 다양화되고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1세기 고부가가치형 미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산업이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 육성 발 되어 우리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도시 울산으로 도약

하고자 새로운 이미지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지역의 련 일반 황을 살펴보면 숙박업 8개 업체, 여행사    

174개 업체, 편의시설업 55개소 등 237개 업소가 있으며,  활동의 증

가로 2009년 국내 지 방문객수가 1,240만명에 달했다.
 

가. 일반 황
호텔 등록 황

[표 Ⅱ-6-33]                                                               (단 :㎡, 층, 명)

업 체 명
최  
등록일

표자
( 화) 소 재 지 등 연면

층별
객실수

종업
원수지상 지하

계 8개소 816 460

태화
호    텔 1979.11.26 김유미

(273-3301)
남구 신정1동

 1406-6 일반 4,913 9 1 103 12

호텔
울    산 1983. 1. 1 민계식

(251-2233)
동구 하동

283 특1 21,193 11 1 284 209

올림피아
호텔 1988.11.30 권상엽

(271-8401)
남구 신정2동

 1128-1 일반 7,606 8 2 43 21

아마란스
호텔 2000.11.28 김정해

(254-2171)
울주 상북면 
덕 리 72-2 일반 2,088 5 1 35 4

롯데호텔
울    산 2002. 1.12 장경작

(960-1000)
남구 삼산동

1480-1 특1 51,886 24 5 211 170

호    텔
굿 모 닝 2002. 7.18 한승

(209-9000)
동구 하동 

312-12 일반 6,171 7 2 75 29

아샘블
호텔 2007.12.27 공병성

(238-0031)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129 일반 2,462 6 1 30 13

블루오션뷰 2009. 7.13 최덕희
(239-9533)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77-12 가족 1,926 6 35 2

주) 임시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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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 업   황

[표 Ⅱ-6-34]                                                                      (단 : 개소)

구 분 계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계 174 27 120 9 11 7

국 내 80 13 53 4 5 5

국 외 88 14 61 5 6 2

일 반 6 6

객 편의시설업 지정 황

[표 Ⅱ-6-35]                                                                      (단 : 개소)

구 분 계 극장
식 당 업

외국인 용 
유흥음식

시내순환 
  업

  
식당업

계 55 7 9 2 37

  구 10 4 6

남  구 29 6 3 1 19

동  구 8 1 2 5

북  구 5 1 4

울주군 3 3

객( 지 방문객) 황

[표 Ⅱ-6-36]                                                                      (단 : 천명)

계 내국인 외국인

12,358 12,086 272

호텔 이용객 황

[표 Ⅱ-6-37]                                                                   (단 : 명, 천원)

이  용  객  수 수   입   액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174,247 94,853 79,394 37,867,746 21,274,829 15,86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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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울산12경 홍보 확

  울산의 역사와 문화, 천혜의 자연경  등 지역의 명소인 울산12경을 국내․

외에 효율 인 홍보와 객 편의 제공을 해 울산12경 리 릿, 12경 가이

드북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한국 공사, 안내소, 유 기  등에 지

속 으로 배포하 다.

  각 유 기   교육기 에 12경 일을 제공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는 교

육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12경의 명물화와 활성화를 하여 왕암 

공원내 포토존을 설치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  객 유치에 많은 기여

를 하 다

  한, 아름다운 도시, 매력 인 도시의 이미지를 리 알리기 해 제5회 울

산  국사진공모 을 개최하고 61 의 입선이상 작품의 작권을 확보하

여 각 유 기 에 제공하고 인천공항  지하철2호선에 게재하는 등 홍보 

마  자료로 극 활용하고 있다.

울 산 12 경

  ① 가지산 사계 : 울산의 산  최고 (해발 1,240m)으로서 우리나라 산 에서 

가장 먼  일출을 볼 수 있고 사계가 모두 아름다우며 특히 설경과 옥류동 

계곡은 비경으로 손꼽힌다.

  ② 간 곶 일출 : 새해 아침 동북아 륙에서 해가 가장 먼  떠오르는 곳으로서 

새천년 해맞이행사 이후 국 인 일출명소로 많은 객이 찾는다.

  ③ 강동․주 해안 자갈밭 : 동해안 청정해역의 자갈밭으로서 국내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경이다.

  ④ 왕암 송림 : 동해안에서 해 강 다음으로 아름답다는 곳으로서 왕암과 기암

괴석, 1만 5천여 그루의 아름드리 송림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⑤ 운산 내원암 계곡 : 깊고 맑고 청량한 계곡 속의 수려한 폭포와 한번 워 

보고 싶은 반석들을 품고 있는 비경이며, 남 제일의 명당이라고 알려져 있는 

내원암이 있다.

  ⑥ 무룡산에서 본 울산공단 야경 : 산업수도 울산의 상징을 잘 나타내며 특히 

울산의 진산이라고 불리는 무룡산 정상에서 보는 야경은 보는 이로 하여  

황홀감을 느끼게 한다.



제6장∙문화․체육․관광

│648│2010 시정백서

  ⑦ 반   구    : 산세와 계곡,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경으로 마치 거북 한 

마리가 넙죽 엎드린 형상을 하고 있어 반구 라고 하며, 선사시  유 으로  국보 

제285호인 반구 암각화가 있어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경치를 간직하고 있다.

  ⑧ 신불산 억새평원 : 남알 스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해발 1,159m)으로서 

활한 면 의 억새평원이 장 을 이루고 있다.

  ⑨ 울산체육공원 : 세계 축구계의 보석이라고 찬사를 받았던 문수축구경기장을 

비롯, 주변의 문수산과 남암산, 자연호수와 어우러져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다.

   작   괘   천 : 화강암이 세월의 물살에 깎여 마치 술잔을 매달아 놓은 것과 

같은 형상이라 하여 작괘천이라 한다. 고려충신 정몽주의  읽던 자리와 언양

지역 3․1운동의 심지로서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다.

   태화강 선바 와 십리 밭 : 태화강 상류에 치한 선바 는 기암 벽과 

백룡담이 어우러진 한폭의 그림이며, 그 아래 자생하고 있는 십리 밭은 철새

들의 도래지이며 아름다운 풍 을 연출한다.

   래소 폭포 : 15m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로 인한 하얀 포말은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며 배내골 깊은 계곡과 원시림이 어우러진 비경이다.

다. 울산시티투어 운

  2001년 7월부터 운 하는 시티투어는 우리시의 역사, 문화, 지역 등의 

자원을 활용한 코스를 마련하여 도시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지역  활성화 

기여로 재 지역 상품으로 정착하 다. 

  특히, 2009년 9월 15일부터 도심  명물인 2층버스 도입으로 시티투어 운

에 획기 인 발 을 가져왔으며, 이용객들의 꾸 한 증가로 울산 의 기본인

라로 자리매김하 다. 정기운  코스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 하며 1층

버스는 생태환경탐방, 산업체탐방 Ⅰ․Ⅱ, 역사탐방, 문화체험 탐방, 울산사랑 탐방

을 주제로 하는 6개 코스가 있으며, 2층버스는 평일 오 ․오후 2회 주말 1회로 

투어하는 3개 코스가 있다.

  한, 신청인의 지정에 따라 울산 산업탐방, 옹기문화체험, 울산야경 등 맞춤투

어 코스가 있으며, 서울 제주지역의 객 유치를 하여 항공사, KTX 등을 이

용해 인근도시와 연계한 기타 맞춤투어 코스도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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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티투어 운 활성화를 해 유동인구가 빈번한 울산시외버스터미 과 부산

고속버스터미 에 시티투어 홍보용 와이드 칼라 고와 여행 문잡지인 「연합르

페르」지에 울산시티투어 2층버스와 울산의 자원을 소개하 으며, 국내․외 

홍보 에도 재미있는 해설과 볼거리, 체험거리가 많은 울산시티투어를 홍보하 다.

  내 동남아여성 등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등 220명 상으

로 반구  암각화, 울산암각화 시 , 십리 숲, 장생포고래박물 , 옹기마을 

등 울산의 문화, 생태, 역사를 알리는 무료 시티투어를 실시하여 울산의 선사 문

화와 생태 환경도시 이미지를 드높 다.

라. 아시아태평양도시 진흥기구(TPO) 활동

  아시아태평양도시 진흥기구(TPO)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와 단체가 상호 

공동 력하여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진흥과 발 을 도모

하기 한 기구이다. 

  2000년 5월 제4회 아․태도시 서미트 회의시 부산 역시가 창설을 제안하여 

2002년 8월 31일 제5회 아시아 태평양도시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도시 진흥

기구(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n-Pacific Cities)로 명칭을 변경하여 

창설되었다. 우리시는 2003년 5월 28일 동 기구에 가입하 으며, 재 회원도시는 

12개국 64개 도시(한국은 25개 도시)로 구성․운 되고 있다.

  2009년 8월 학생여행 교환사업  2009년 9월 말 이시아에서 개최되었던 총회  

트랜드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회원도시간 공동사업 개발방안 등을 의하 다. 

마. 동남권 의회 활동

  지역  자원의 한계와 더불어 역  차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1년 2월 2일 울산․부산․경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동남권 의회 설치

를 합의하 다. 같은 해 4월 20일 실무회의를 거쳐 의회 구성과 련한 약

서가 마련되었고, 이후 2001년 7월 12일 울산에서 개최된 3개 시․도지사 회의에서 

동남권 의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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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는 부․울․경이 한자리에 모여 동남권 의회의 발 방향 제시  

향후 운 방안을 모색하기 하여 공동 워크샵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실질 인 

여행상품 매로 유명한 만국제 박람회에 참가하여 동남권 공동 부스를 운

하면서 동남권 상품을 장에서 매하는 등 만 시민들에게 극 인 동

남권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 다. 

  한, 고향의 맛과 멋, 그리움을 모티 로 한 미국 한인 설명회  세일즈콜

을 LA와 뉴욕에서 개최하여 지 언론에 연일 보도되었다. 특히 지 홀세일여행

사의 동남권지역의 큰 심으로 팸투어와 지속 인 상품 개발을 실시하여 동

남권 지역으로 많은 객을 송출해  것을 약속하 다.

바. 동해안권 진흥 의회 활동

  2004년 1월 30일자로 구성된 동해안권 진흥 의회는 울산, 부산, 강원, 경북 

등 4개 시도가 참여한 역 의체다.

  2009년 2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된 동해안권 진흥 의회 실무 원회의에서 

지 설명회, 청 팸투어,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 등 2009년 한 해 동안 추

진할 사업범 와 일정을 확정 지은 후 2009년 6월 9일부터 6월 12일, 8월 13일부

터 8월 15일까지 일본 삿포로, 국 청도 지에서 여행 계자 100여명을 상으

로 설명회를 개최하 다. 

  특히, 일본 삿포로 지 공동 설명회기간 동안 홋카이도청과 신문사 내에 

동해안권 사진 넬을 이용한 무인사진 을 개최하여 아름답고 신비한 동방의 멋

을 홍보하기도 하 다.

  2009년 홋카이도 지 설명회 후속조치로 일본 주요메이  여행사, 언론

인 등을 청하여 지속 인  홍보활동과 일본인 객 유치를 해 2009년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홋카이도와 동경 소재 여행

사  언론사 계자 15명을 동해안권으로 청하 으며, 팸투어 참가여행사들

도 극 인 여행 상품개발을 의지를 보이기도 하 다.

  한, 4개 시․도 지 심으로 축제정보, 새소식 등을 소개하는 동해안권 

홈페이지를 어․ 국어․일어로 확  개편 운 하여 청정해역 동해안의 

우수한 자원을 폭넓게 소개하여 동해안권의 재방문  홍보 강화를 하여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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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국내외 설명회  청팸투어 추진

  국내․외 객유치를 한 사업 일환으로 국내․외 여행 계자, 문

기자 등을 청하여 설명회와 청 팸투어를 실시하 다. 

  2009년 한 해 동안 실시한 국내․외 설명회와 청 팸투어는 2009년 3월 

앙일간지기자 3명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세계옹기문화엑스포 공식여행사 

 숙박업체 28명, 6월에는 한국 교육연구회 소속 교사 40명, 7월에는 여행

블로거 기자단 36명, 8월에는 수도권  철도여행 계자 40명, 12월에는 앙

여행 계자 40명을 청 울산 상품 탐방사업을 실시하 다.

  한, 2009년 1월 미국 등 15개국 여행 계자 50명을 청 팸투어를 하 고 

2009년 4월에는 미국 등 7개국 도자기 계자 13명을 청 팸투어를 실시하 다

아. 안내소 운

  우리시를 찾는 국내․외 객의 편의도모와 신속․정확하고 수  높은 

안내 서비스 제공을 해 2000년 3월 종합 안내소를 처음 개소한 후 울

산역, 시외버스터미 , 울산공항, 암각화 시  등 주요지역 4개소에 안내

소를 설치․운 해 오고 있다.

  이 에서도 울산역 장에 치한 종합 안내소는 우리시의 표 안

내소로서『1330』 안내 화 24시간 운 , 인터넷을 통한 여행상담, 안

내 자료 배포, 기념품 시 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용자 주의 안내소 운 과 안내원의 친 도 향상을 하여 안내

직원 심화교육, 안내원과 안내소 환경 리실태 등을 검하여 미흡한 

부분과 지 사항을 보완하 다.

자. 울산 홍보  홍보물 제작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가고 수요 증가에 따라 천혜의 자연경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생태도시 울산 홍보를 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  공항 등 주요 지역에 고물 설치, 잡지, TV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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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은 가이드북 4개 국어 30,000부, 안내지도 200,000부, 테마

별 울산  홍보리 렛 42,000부를 제작하여 박람회, 설명회 등 각종 

국내․외 행사시 홍보자료로 활용하 고 외래 객들이 많이 찾는 공항, 역, 

터미  등의 안내소와 국 고속도로 휴게소, 각  호텔, 주요 명소에 

배포하 다.

  홍보책자는 안내소와 시 홈페이지, 울산 가이드 홈페이지에서 신

청할 수 있으며, 울산공항 3개, 인천국제공항 1개, 서울지하철 2호선 150개, 서

울지하철 1호선 8개소에 시 이미지 고물을 설치하여 울산12경 등 자원 

 친환경생태도시 이미지를 활용하여 울산 홍보에 힘썼다.

차. 국내․외 홍보  설치운

1) 국내 관광박람회 울산홍보관 운영

  2009년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 시 (COEX)에서 열

린 2009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하여 울산홍보 을 운 하여 친환경생태도시, 울

산12경, 2010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울산시티투어 등을 홍보하 다. 

  2009년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개최된 제7회 구․경북국제 박람회에서

는 테마별 탐방코스를 홍보하고 천혜의 비경을 담은 울산12경과 시티투어, 2010

년 울산옹기문화엑스포 등 국제 회를 홍보하 다

  2009년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 시 (COEX)에서 열린 

제22회 한국국제 에 홍보 을 운 하면서 울산의 역사와 문화, 울산12경 등을 

홍보하여 울산의 자원에 한 이해를 높 으며, 특히 2010울산세계옹기문

화엑스포 개최 홍보를 하여 옹기제작시연  람객에 하여 옹기장식품 증정 

등을 통한 옹기의 과학성, 건강성 홍보로 큰 호응을 얻었다.

  2009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부산 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열린 제12회 

부산국제 에서 울산홍보 을 운 하면서 2010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로 굳히기 한 홍보로 형옹기 제작시연, 소형옹기제작  람객에게 증정

함으로써 람객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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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에서 개최된 제90회 국체육 회에 

도 울산홍보 을 설치 운 하여 산업과 환경,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이미지, 2009년 각종 국제행사 등을 홍보하 다.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  뜨는 간 곶 해맞이축제(2009.12.31～2010.1.1)에 

울산홍보 을 설치하여 기념품 홍보, 다트게임, 통옹기 활용 투호놀이 등 다

양한 이벤트 개최로 큰 호응을 얻었다.

2) 해외 관광박람회 울산 홍보관 운영

  2009년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최되는 홍콩국제 박람회에서는 국제

행사인 2010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와 한국의 경제산업도시, 생태 도시 울

산을 극 홍보하 고, 2009년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세계 136개국 980개 

기 과 단체에서 참여하는 JATA 세계여행박람회에 우리시가 참가하여 역동의 

산업수도 도시 울산을 극 홍보하 다

  2009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세계 62개국 기 과 단체에서 참여하는 

타이페이국제 박람회( 북시 세계무역센터)에도 울산홍보 을 운 하여 2010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와 울산 주요 지  역동의 산업

수도 생태도시 울산을 극 홍보하 다.

카. 문화 해설사 운

  문화 해설사는 문화재, 지 등을 찾는 국내․외 객을 상으로 

울산지역 고유의 문화유산, 자원, 풍습, 생태환경 등에 한 설명과 해설을 

통해 객들로 하여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도까지 총 100명의 문화 해설사를 양성하 고, 재는 3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유 지․ 지 7개소에 배치하여 재미있고 수  높은 문화  안내 

해설서비스를 제공하 다.

  문화 해설사의 주요 활동으로는 반구 암각화 등 7개소에서의 고정근무, 10인 

이상 단체에서 요청할 경우 동행 해설활동을 펼치는 등 울산의 지에 심을  

가진 국내․외 객을 상으로 주요 문화유 지의 해설안내 활동을 활발히 

개하여 지역문화에 한 재인식과 활성화에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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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2010년 업무계획

1)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외래 관광객 유치

  지역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외래 객을 유치하기 하여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운 할 계획이다. 국 사진 을 개최하고 12

종 200,000부의 테마별 홍보물과 4종 200,000부의 안내지도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물을 국내외 다  집합장소에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KTX가 개통되는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KTX역사, 롯데백화  장에 

안내소를 재배치하여 객과 방문객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할 계

획이며, 다양한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여 울산홍보 에서 역동의 푸른 

도시, 생태 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국내홍보  7개소, 국외홍보  

3개소에 참가하여 2010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한 홍보를 

집 하여 산업 발 에 기여할 계획이다.

2) 국내외 광역 관광네트워크 추진

  지역  자원의 한계극복과 함께 공동이익 추구를 해 국내외 역 

의체 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 부산, 경남 3개 시․도가 가입한 

동남권 의회는 JATA일본여행박람회 참가, 국 객 비자개선 비 국 

지 설명회와 동남아지역 여행 계자 청팸투어 사업을 개할 계획이다.

  4개 시․도가 가입한 동해안권 진흥 의회는 일본, 국 지 설명회 

 2009년 설명회 상지인 국 여행사, 언론사 등을 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고, 한 외국어 홈페이지의 지속 인 유지 리와 공동홍보물을 제작하여 

청정해역 동해안의 우수한 자원을 지속 이며 폭 넓게 소개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도시 진흥기구(TPO)  동아시아경제교류기구 부회 등 

한 일 회원도시간 유기 인 국제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회원도시간 수학여행 

등 인 교류 확  등을 통해 지역 산업을 더욱 발 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울산시티투어 운영 확충

  시티투어 운  활성화를 해 고객의 높이에 맞는 상품개발과 환경개선에 

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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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화된 1층버스를 교체하여 친근감 있고 울산을 표할 만한 디자인으로 변

경하여 객의 흥미유발과 체험기회, 볼거리 등을 더욱 가미한 시티투어 개편

으로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산업, 문화, 역사가 숨쉬는 울산을 리 홍보하여 

울산 을 표하는 인 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특히, 방학기간 동안 학생과 부모를 한 특별 학습체험 로그램 운 과 시티

투어 평가단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티투어 운 을 더욱 활성화 시킬 방안이다. 

한 울산지역  타 지역에도 울산시티투어 고와 이용객 설문조사 등을 실시

하여 지역의 표  상품으로 육성․발 시켜 나갈 계획이다.

2. 관광개발
▪집필 ❙ 과 개발담당 이경욱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아름다운  명소를 보존하고 지 주변에 

한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내외 객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하여 지속 인 문화  자원개발 

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가. 외고산 통옹기마을 자원개발사업

  온양읍 고산리 외고산 옹기마을은 옹기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국 유일의 

옹기 집산 마을이다. 그동안 라스틱 용기와 김치냉장고 등 새로운 체 용

기들에 려 옹기는 사양화 기에 처하 으나 최근에 웰빙시 를 맞아 옹기

의 과학성 등이 재평가되면서 옹기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통옹기를 보존․계승하고 울산 지역의 향토성 짙은 옹기문화를 체험형 

 상품으로 발 시키기 해 외고산 통옹기마을 자원개발사업을 추

진하 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240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국비 55억원, 시비 32억 7,500만원, 군비 152억 4,300만원) 마을지구에 옹기문

화 ․옹기아카데미를 신축하고 마을안내센터․공방과 가마 등을 정비하 고, 

공원지구는 잔디 장을 조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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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원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정비사업에 66억 7,100만원을 투

입하여 마을지구 내 선과 통신을 지 화하고 철도변 정비와 온양삼거리부터 

옹기마을입구까지 구국도에 테마거리를 만들고, 마을 내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옹기길, 옹기마당, 지공원 등을 조성하 으며, 마을지구 내 건물 정비(63동)

와 노후건물을 철거(6동)하고 그 자리에 2동을 신축하는 등 2009년 9월에 마을

정비 사업을 완료하 다.

  그리고 2010년 10월 온양읍 고산리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숨 쉬는 그릇 미래를 

담다’라는 주제로 2010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가 개최되며 이를 통해 참살이

(well-being)의 트랜드 속에서 찾는 옹기문화의 재부흥이 기 된다.

나. 특성화된 기념품 발굴  홍보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성을 반 한 우수한 기념품 발굴  육성을 해 

2009년 5월 울산 역시 기념품 공모 을 개최하여 이진희씨의 ‘고래야

놀자’ 등 20개 작품을 선정, 시상(2,700만원) 하 으며 선정된 작품은 국 본선에 

출품하고 춘천 남이섬에서 가진 국 회 시회도 참석하 다.  

  찾아가는 홍보 시회를 기획하여 울산공항 내 일반 시실에서 2009년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23일간 홍보 시회를 개최하여 5,000여명이 람하는 성과

를 거두었다. 아울러 시 캐릭터 해울이의 상품화사업 추진을 해 캐릭터 명

함 이스, 암각화술잔 등을 제작하여 국내외 에서 방문객들에게 기념품

으로 제공함으로써 캐릭터 인지도를 높여 상품화사업을 한 기반 조성에 주

력하 다.

다. 2010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개최 비

  2006년 11월 제4차 울산권 개발계획(2007~2011)에 반 하여 추진된 2010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는 2007년 3월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 다.

  행정자치부 앙 투융자심사를 거쳐 2007년 6월 국무조정실 제 41회 국제

행사심사 원회 승인을 득함으로써 정부기  후원  국내외 홍보 지원이 가능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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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07년 11월 재단법인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설립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추진을 한 조직 원회 구성과 재단법인 운 체계를 마련하 으

며, 2008년 1월 조직 원회 사무처를 발족한 후 7월에 엑스포 EI를 확정하고  

10월에 조직 원회가 출범하 으며 12월 8일 행사 행사인 제일기획과 행

계약을 체결하고 재 실행계획을 수립하 다.

  2009년에는 옹기문화엑스포 개최를 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완벽하게 비하

으나,  세계 으로 유행한 신종인 루엔자 확산으로 2009년 9월 2일 행정안 부의 

『신종 인 루엔지 확산 련 행사 운 지침 시달』에 따라 시민의 안 을 해 

2009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행사를 1년 연기하기로 하고 행사도 폭 축소해서 

개최하기로 결정하 다.

라. 2010년 업무계획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24일까지 25일간 울산 외고산 옹기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0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는 2008년 조직 원회 출범 이후 국

내․외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내실 있고 차질 없는 행사 비로 행사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 무룡산 생태탐방로 개설사업, 천 리각석 주변지역 정비사업, 외고산 

통옹기마을 2차사업 타당성조사 등 3건의 신규사업을 발굴 지속 으로 추진 

자원을 확충해 나가고, 더 많은 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명소로 발굴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개발

에 힘써 나갈 것이다.

1) 2010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개최 준비

  통옹기문화의 계승 발 과 국내유일의 외고산 옹기집산마을 활성화를 통한 

세계 문화 상품으로 육성하기 해 국제행사로 추진 인 2010 울산세계

옹기문화엑스포는 울산 역시가 주최하고, (재)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조직 원회가 

주 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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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 기    간 : 2010년 9월 30일(목) ～ 10월 24일(일), 25일간

 ❍ 장    소 : 외고산 옹기마을(옹기마을, 공원지구)

 ❍ 성    격 : 옹기와 발효음식을 소재로 한 통식생활 문화엑스포

 ❍ 주    제 : ‘숨쉬는 그릇, 미래를 담다’(Onggi, The mirror of future)

 ❍ 참가 상 : 40개국, 람객 70만명(내국인65, 외국인5)

 ❍ 사 업 비 : 117억원

 ❍ 주    최 : 울산 역시

 ❍  후   원 : 지식경제부, 행정안 부, 문화체육 부, 환경부, 여성부, 보건  

               복지부, 농림산식품부, 문화재청, 부산 역시, 경상남도, 한국    

               공사, 한국철도공사, KOTRA,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 행사내용 : 시, 체험, 이벤트, 학술행사 등

▸ 옹기마을 : 옹기마을 인 라를 활용한 체험 심 컨텐츠 구성

   ○ 아카데미  : 옹기를 비롯한 다양한 흙 제품 제작 체험

   ○ 옹기문화  : 옹기의 역사, 문화  제작과정 소개

   ○ 마을회  : 옹기세미나, 옹기 매, 마을안내센터로 활용

   ○ 가마/공방 : 옹기의 통제작 방법 시연  체험

▸ 공원지구 : 옹기과학, 食문화, 통문화가 연결된 동  시구성
 

   ○ 주제 시 : 옹기식문화 , 세계도기문화, 옹기식문화  등 옹기문화  친환경 , 

과학  특성 연출

   ○ 환경연출 : 옹기이야기길, 옹기산책로, 등 동선을 이용한 옹기동화 연출

   ○ 부가 시 : 옹기갤러리, 옹기생활 , 국제옹기공모 , 옹기작품공원, 3D 상  등

   ○ 부 시설 : 주공연장, 옹기놀이터, 통장은행, 피크닉 장, 먹거리식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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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룡산 생태탐방로 개설사업

  무룡산 생태탐방로 개설사업은 무룡산 구 국도의 형태  아름다움, 풍부한 

자연경 을 토 로 가고 싶고,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길을 조성함으로써 

객 유치는 물론 강동권 개발지역과 연계된 자원 개발효과를 극 화해 나간

다는 계획이다.

  북구 연암교차로에서부터 정자삼거리까지 사업규모 L=10km, B=10~12m, 

A=209,400㎡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Ⅱ-6-6]    

    주) 2009년 6월 북구청에서 수립한 타당성조사 결과

3) 천전리각석 주변지역 정비사업

  천 리각석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울산암각화 시  주변을 자연생태탐방로로 

개설하여 체계 인 경 정비는 물론 반구  암각화-암각화 시  -천 리 각석-

곡박물 을 연계한 벨트를 구축하여 국내 최고의 선사문화 지로의 면

모를 확고히 하기 한 사업으로 규모는 L=1.3km, B=2.0m이며 2010년부터 2012

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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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6-7]    

천 리각석

공룡화석

L=1.3km B=2.0m

울산암각화 시

4)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2차관광자원개발사업

  2009년 완공된 옹기마을 자원개발사업을 토 로 주변지역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옹기장인 육성과 시․ 매 인 라 구축  다양한 상품을 개

발하고, 2010년 9월말에 열릴 세계옹기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통해 ‘옹기’를 울

산의 표 인 문화  상품으로 육성하고, 명실상부한 국최 의 옹기문화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략의 일환이다.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외고산 일원에 사업규모 A=250,000㎡로 2010년부터 2015

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Ⅱ-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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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동권 개발

▪집필 ❙ 과 강동권개발담당 김진환

  강동권 개발사업은 원 복합형 주거를 심으로 해안과 산악이 조화된 국

제 수 의 해양복합 휴양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한 개발 

모델 설정은 일정 수 의 상시 인구가 거주하는 뉴 타운 건설과 다양한 형태

의 객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복합 으로 개발함으로써 새로

운 형태의 해양복합 도시의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강동권 개발은 강동 산하지구와 강동 단지, 강동 온천지구, 해안과 산악

지구 등 크게 5개 지구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선도 핵심사업으로 

12,000명 정도가 거주하게 될 산하 도시개발지구와 8개의 테마를 가진 강동 

단지를 병행 개발함으로써 복합 도시의 윤곽을 형성하며, 이를 앵커시

설로 활용하여 2016년까지 강동온천지구와 해안․산악 지구를 단계 으로 

개발유도하고자 하는 개발 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동권 개발사업 황

[표 Ⅱ-6-38]   

사 업 명 추 진 방 식 시행주체 면  지구별 개발방향 사업기간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조 합 996,500㎡ 해양복합 도시
2004
～2011년

강동 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민간 1,358,244㎡ 가족형 
락놀이공원

2005
～2016년

강동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민간 801,630㎡ 보양형 
온천 휴양지

2005
～2016년

강동해안지역
어 진흥계획 

등 개별추진 공공+민간 약 13㎞
체험형 

해안 휴양지역
2005
～2016년

강동산악지역 강동골 장 등
개별 추진

공공+민간 미정 체험형 
산악 휴양지역

2005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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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6-9]

<강동권 개발지역 항공사진>

가.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1년 단지조성 완공을 목표로 북구 산하동 520-3

번지 일원의 99만 6,500㎡의 사업부지에 인구 1만 2천명을 수용하는 원복합형 

해양 도시를 조성하고자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6년 3월 (주)폭스죤과 쇼핑몰 건립을 한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되

었고, 2007년 1월에 북구청으로부터 산하지구 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 고

시되고, 2007년 11월에 환지계획이 인가되어 행정 차를 마무리하 다. 

  2007년 4월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하 고, 2009년 12월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

하여 재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 에 있다.

  산하지구내 문화재 조사면 은 발굴 404,774㎡, 시굴 206,750㎡에 달하고 문화

재 발굴조사 기 으로는 4개기 (울산발 연구원, 울산문화재연구원, 우리문화재

연구원, 동서문물연구원)이 선정되어 2007년 11월부터 문화재 발굴조사를 추진하

여 재 부분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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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산하지구 내 앙공원을 기존 도시개발사업에서 추진하던 공원조성 방식

을 탈피하여 창의 이고 수  높은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설계디자인 상공

모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 으며, 강동 단지, 온천지구  산악․해안지구를 

연계하는 강동권 해양복합 휴양도시의 상징  공원으로 조성할 정이다.

  산하지구 앙공원은 북구 산하동 302번지 일원 44,985㎡에 총 112억원을 투입

하여 보행육교, 망데크, 음악분수, 수변무 , 경 조명 등의 시설이 설치되며  

2010년 착공하여 2011년 공할 정이다. 한, 산하지구 앙공원내 국내 최 규

모의 아쿠아리움  돌고래쇼장의 투자 의가 진행 에 있어 빠르면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에 개장될 것으로 상된다.

 [그림 Ⅱ-6-10] 

<강동산하지구 조감도>

나. 강동 단지 조성사업

  강동 단지는 2000년 3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 고시된 이후 난

개발 방지  지가상승을 억제하기 하여 2004년 12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으로 지정하여 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북구 산하동과 정자동, 무룡동 일원

의 135만 8,244㎡의 부지를 락․휴양기능을 갖춘 가족형 테마 락 공간

으로 조성하기 한 조성 계획을 2006년 9월에 수립․공고하 으며, 동남권의 

거 으로 개발하기 해 2009년 11월 울산 최 의 단지( 국 22번째)

로 지정 고시하여 2016년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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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개발 컨셉을 가족형 복합리조트를 지향하는 홀리데이 빌리지

(Holiday- Village)로 정하고 사업추진 에 있으나, 양호한 임상  부분 산

악지형으로 구성되어 개발 가용면 이 소할 뿐 아니라 고지가를 형성하고 

있어 민자유치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단지 체를 청소년수련지구와 스키돔지구, 타워콘도지구, 워터

크지구 등 8개 테마지구로 분할하여 개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  

유치 여건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 다.

  이에 따라, 2006년 10월에 8개 테마지구  워터 크지구에 (주)선진개발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자로 지정되었고, 2006년 12월 북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본격 인 사업시행에 들어갔다. 워터 크지구는 546실 규모의 콘도

와 실내외 워터 크, 컨벤션시설, 스 와 사우나시설, 골 연습장 등이 도입되

는 복합형 리조트시설로, 2007년 2월 착공하여 2010년 5월에 완공․운 할 계

획이었으나,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일부 건축공정이 차질을 빚고 있으나 사

업시행자를 변경하여 2011년 하반기경 완공․운 될 정이다.

 [그림 Ⅱ-6-11]

<강동 단지 워터 크지구 조감도>

다. 강동온천지구

  강동온천지구는 1999년 3월 15일 온천발견 신고 되어 2001년 2월 22일자로 

북구 정자동과 구유동 일원 801,630㎡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재 개발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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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0년 업무계획

1)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강동 산하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도입될 주요시설은 약 1만 2천명이 상주 가능한 

원 주택단지와 공동주택지는 물론 교육시설( ․ ․국제 ), 컨벤션 기능을 갖

춘 고  숙박시설과 자동차 시박물 , 도서  등 교육 시문화시설, 패션  

명품 아울렛 매장, 멀티 스, 시네마 차이즈 등 쇼핑몰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시 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구단 계획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직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  시설도 

극 도입할 계획이다.

  2010년도에는 이들 시설들에 한 조기 투자 유도를 해 업무 력을 강화하

고, 2011년 부지조성공사가 완료토록 조합과 긴 한 조를 유지할 정이다.

2) 강동 관광단지 조성사업

  강동 단지는 산하 도시개발지구  강동 온천지구, 해안  산악   

휴양지구와 연계된 국제  수 의 단지로 조성할 정이며, 재 공사 인 

강동 단지 워터 크지구가 2011년 하반기 완공되면 우리시 내 제1호 콘도

미니엄 시설과 규모 물놀이 시설이 개장되어 우리시의 체류형 을 본격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한편, 2009년 11월에 진흥법상의 단지로 지정되어 국내를 표하는 

도시로서의 상을 제고하고, 각종 제세감면  개발부담  감면 효과를 활용하

여 기타 지구에 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본격화할 정이며, 2010년도에는 단

지 진입도로( 2-1호, 연장 480m)를 완료하고 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정이다.

3) 강동온천지구

  면  801,630㎡의 강동온천지구에는 실내외 해수풀과 해수스  등의 가족형 물

놀이시설, 각종 테라피와 한방클리닉 등의 체 의료시설, 호텔과 콘도 등 온천보

양 숙박시설을 도입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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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온천지구는 강동권 체를 볼 때 산하지구 도시개발  강동 단지 

개발 사업이 복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추진시기 조정  다양한 사업추진 방

안 검토와 민간투자자 발굴 작업을 병행할 정이다.

4) 해안 및 산악관광 휴양지구 

  해안 휴양지구내 선도사업은 정자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어 어항의 복

합공간 창출을 통한 어항기능 활성화를 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2006년 8월 정

자항 복합 공간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8억원을 투입하여 정자항 복합공

간 조성사업에 착공하 으며, 2009년 7월 시설물을 완공하 다.

  산악 휴양지구의 선도사업은 골 장 조성사업으로 2007년 12월에 강동골 장 

입지를 한 G.B 리계획 변경승인 차를 완료하 으며, 2009년 2월에 도시

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재 개발을 한 환경 향평가 의를 진행 에 있

다. 년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차를 거쳐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북구 강동동 우가산과 동 산, 무룡산 일원에 자연휴양림, 야

생 동․식물원 등 산악체험 교육시설과 산악 스포츠시설, 패러 라이딩 등 각종  

산악 포츠 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으로, 시에서는 약 13km의 강동 해안지역과 

강동권 배후 산악지역에 마스트 랜수립에 착수해 년 완료하여 장기

으로 사업 추진해 나갈 정이다.

  아울러, 강동권 개발과 련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련하여서는 국도31호선 

체우회도로(연암사거리～신명간)가 2007년 12월말 면 개통되었고, 동구 미포～

강동 신 간 도로( 로 2-19), 신 ～산하간 도로( 로 2-28), 정자～신명간 도로(기

존 국도 31호선 해안도로) 등이 확장  개설 공사 에 있고, 강동하수처리장도 

민간 제안방식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는 등 사업 추진에 만 을 기하고 있다.

  역도시권에서 가장 근거리에 치한 휴양도시 건설을 표방하고 있는 강

동권 개발은 개별 민간 투자자들이 가장 빠른 시일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변 도로망, 상하수도 등을 우리시가 건설함은 물론, 빠른 행정 차 이행을 해 

문가가 포함된 강동권 개발 을 별도 운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좋은 계획을 제

안하고 사업시행자로서의 조건을 구비하면 사업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서

비스를 펼치고 있어 가시 인 성과를 고양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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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경 자원 등 문화  기

반을 확충하고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하여 추진(국

토해양부)되었으며 우리시는 경남도와 공동으로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신

청을 하 다.

  공간  범 는 우리시 울주군과 경남의 양․양산시 면 의 약 30% 정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10년(2010～2019)이다. 본 특정지역에는 역사․문

화자원복원  개발 정비사업, 자연자원 보   정비사업, 지역 자원 정비 

 조성사업, 도로․교통 기반시설 사업, 정주환경 개선  자족기반 확충 사업 

등 5가지 유형의 사업이 진행된다.

가.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신청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안)은 지역 의회(5회), 간보고회, 지역 문가

회의,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구상  조정되었으며, 우리시는 사 환경성 검토

서( 안)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등 특정지역 지정 신청을 한 차

를 진행해 왔다.

  우리시의 경우 도로․교통 기반시설사업으로 가지산 산악  도로사업(KTX 

울산역～등억 단지, 2.5㎞), 가지산 역사  도로사업(석남사～등억 단지, 

12.25㎞), 동남내륙 호국사상 체험도로사업(통도사～서생포 왜성, 7.7㎞) 등 3개 사

업에 3,185억원이 투입된다.

  역사․문화자원 복원  개발․정비사업으로 반구서원 복원사업, 서생포왜성 문

화 자원화사업, 천주교성지 연계사업 등 7개 사업에 1,876억원, 지역 자원 

정비  조성사업에 등억 단지 개발사업, 불교테마 크 조성사업, 간 곶 해맞

이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4,046억원, 정주환경개선  자족기반 확충사업에 

언양읍성 주변 가로 정비사업, 외와 생태마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93억원, 자

연자원 보   정비사업으로 동남내륙 수변생태 교육기반 정비사업(태화강 자연

친화형 문화탐방로 조성)에 335억원 등이 투입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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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0년 업무계획

  2010년에는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개발 계획 승인을 득하고 사업 우

선 순 에 따라 2011년도부터 본격 으로 사업에 착수할 정이다.

 [그림 Ⅱ-6-12]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총 도>

5.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 추진

  남알 스 지역은 백두 간 낙동정맥의 끝자락으로 가지산, 신불산, 천황산 

등 1,000m가 넘는 7개의 고산 이 연결되어 있으며 간월재․사자평원 등 국

내 최  규모의 억새 군락지가 산정부를 연결하고 있어 사계  등산객의 발길

이 지속 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남알 스 지역은  2010년 KTX의 울산역 개통과 2015년 울산～함양 간 고

속도로 개통 등 주변의 역 교통망 개선 망과 더불어 다양한 방문객의 

증이 상되는 지역이며, 남내륙권의 심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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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연간 약 100만 명이상의 등산객과 객의 지속 인 방문에도 불

구하고 등산로 정비와 안내체계 미흡, 편의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

인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등 체계 인 자원의 보   리 체계 수립이 시

한 실정이다. 

  우리시는 남알 스 일 를 국내․외 표 산악 지로 육성하기 하여 

2009년 5월 「 남알 스 산악  마스터 랜」수립에 착수하 으며, 본 계

획에 따라 동남내륙지역의 산악  메카로서 지속 인 성장과 발 을 꾀하

고, 국내 표 산악 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정이다.

가. 남알 스 산악 활성화 방안 수립

  남알 스 산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하여 2009년 5월 ‘ 남알

스 산악  마스터 랜 수립’ 에 착수하 으며, 시간  범 는 2010년(사업기

연도)부터 2020년까지로 하고, 공간  범 는 울주군 상북면 역, 두서면 

삼남면 일부 산악지역 등 남알 스 역을 상으로 하고 있다.

  실 이고 실 가능한 계획 수립을 하여 지역 내 장조사(15여회), 시․

군 실무 의회(3회), 문가 자문회의(3회) 등을 거쳐 간보고회(2009년 11월)

를 개최하는 등 체계 인 보   리방안 도출을 한 과정을 진행해 왔다.

  한, 남알 스 일원을 찾은 방문객에게 방문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  이

미지 개선을 하여 2008년부터 실시한 ‘릴 이 콘서트 - 숲 속의 작은 음악회’를 

지속 개최해 오고 있다.

나. 2010년 업무계획

  실무 의  자문회의 등 각종 검토  장 검증을 통해 지난 2010년 3월 

‘ 남알 스 산악  마스터 랜’에 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정이다.

  최종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심으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계획

을 확정하고, 시와 군의 실무 의회를 통해 오는 6월까지 세부실행계획 수립과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2019년까지 해당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