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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종합 기획 및 조정
1. 기 획

가. 시정의 기획․조정기능 기능 강화
 새정부 출범에 따라 지역현안 사업의 국가 정책반영 및 사업화를 위하여 대통령

당선인․국회의원․국무총리․인수위원장 등과의 간담회를 7회 개최하였다.

울산 정명 6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전통과 문화를 조명하여 도시 정체성을 찾고

시민 자긍심 고취 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3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구성된

‘울산 定名 600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1회 방문으로도 우리

시를 제대로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시정홍보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개관했다. 시의 발전상 및 미래비전 등이 반영된 시정종합영상물도

디지털 방송환경에 맞도록 5개 국어로 된 Full HD영상으로 제작․보급하였다.

나. 시정 10대 핵심과제 선정
시정의 장기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협조체제 구축 등 한 해

동안 시정역량을 집중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

〈 2013년 시정『10대 핵심과제』〉
과  제  명 소관 실국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추진 경제통상실

그린카․원전기자재․신소재산업 R&D역량 강화 경제통상실

울산대공원 장미원․앵무새정원 명품화 환경녹지국

시민건강을 위한 맑은 대기질 관리 환경녹지국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1만개 창출 복지여성국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 문화체육관광국

강동권 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 핵심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국

태화강 삼호지구 철새공원 조성 교통건설국

온산국가산업단지 당월지구 공장용지 조성 도시국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 유치 기획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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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

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조정과 협의가 필요한 시정의 주요한 정책은 결정에 앞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

최하여 시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부서 간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은 조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

촉․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동안 시정조정위원회를 46회 개최하여 4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다.

〈 연도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처리 건수 〉 (단위：건)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의결안건 33 37 38 45 46 46

라.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총 111개(2,036명)로, 이중에서 88개 위원회는 법령

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정에 관한 의결, 심의, 자문, 협의, 조정 등의 기능

을 수행하고 있다.

〈 구  성  현  황 〉                                                                               (단위：개, 명)

위원회수
위  원  위  촉 위원회 설치 근거

계 당연직 위  촉  직 법령 조례 훈령 기타소계 공무원 민간위원
111 2,036 242 1,794 224 1,571 88 2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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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14년 업무계획
올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시민생활을 안정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시정 7대 전략 40개 과제’로 구성된 ‘2014년도 주요업무계

획’을 수립했다.

7대 전략목표는 △글로벌 융합산업도시로 도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 △삶의 품격이 높고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시

민 행복을 여는 맞춤형 복지도시 실현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도시 구

현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조성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이다.

‘산업경제분야’는 ‘글로벌 융합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하고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며, 국립산업기술박

물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시정역량을 결집시킬 계획이다.

울산은 세계적 산업시설이 입지해 있으므로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생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울산 4대강 정비사업과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시행계

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후속사업도 차

질 없이 추진한다.

신 관광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자원과 강동권 해양복합 관광

휴양도시를 굴뚝 없는 고부가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관광홍보 마케팅도 강화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문화 향유권을 대폭 확대하

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인다.

대중교통서비스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및 모바일(NFC) 후불교통카드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고,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시범사업 등 다양한 대중교통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공공 보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립 산재재활병원 건립을 추진

하고,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사업, 안전한 울산 만들기 사업 등도 추진할 계

획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직은 ‘일․정책 중심의 강소형 조직’으로 운영하고, 재정운용

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물론 살림규모 등의

재정운영 항목도 분석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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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관리
가. 신규수요에 대응하는 기구개편
국민안전을 위한 통합적인 체계구축을 위해 안전총괄과와 민생사법경찰과를 신설

하고, 소방본부의 조직을 화재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 문화 예술적 도시공간 구축을 위해 도시디자인과를 신설

하고, 늘어나는 전산망 해킹 등에 의한 피해예방과 정보보호의 중요성 증대로 정보

보호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적 환경검사 관리를 위

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생활환경과를 신설하였다.

〈 울산광역시 조직 주요개편 내용 〉
시행일 기구 (조직)개편 내용

2013.6.30

◦ 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신설

- 4담당(안전문화기획, 재난안전, 복구지원, 민방위비상기획)

◦ 도시국「도시디자인과」신설

- 3담당(디자인정책,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 종합건설본부「관리부」,「시설부」를「시설부」,「도로부」로 개편

◦ 환경자원사업소「운영담당」를 온산하수처리장「바이오가스담당」

으로 이관 개편

◦ 정보화담당관실「도시정보담당」을 토지정보과「공간정보담당」으로

이관 및 명칭변경

◦ 정보화담당관실「정보보호담당」신설

◦ 도시계획과「항측담당」폐지, 「지구단위계획담당」신설

◦ 환경정책과「녹색성장담당」을「기후변화담당」으로 명칭변경

◦ 관광과「강동권개발담당」을「관광산업담당」으로 명칭변경

2013.12.31

◦ 안전행정국「민생사법경찰과」신설

- 2담당(수사1담당, 수사2담당)

◦ 복지정책과「복지시설담당」폐지,「장애인복지담당」을「장애인

정책담당」과「장애인재활지원담당」으로 분리 신설

◦ 보건환경연구원「생활환경과」신설

◦ 소방본부「응급구조과(대응조사담당, 항공구조담당)」를「예방

구조과(방호조사담당, 항공구조구급담당)」로 개편

◦ 소방본부「종합방재센터(소방정보담당, 상황1담당, 상황2담당,

상황3담당)」를「119종합상황실(소방정보통신담당, 상황관리1담당,

상황관리2담당, 상황관리3담당)로 개편

◦ 소방서「대응구조과」를 「방호구조과」로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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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민중심의 인력운영
공무원은 2013년 말 총 5,610명으로 광역시가 전년대비 23명, 구․군은 82명을

증원하였다.

증감내역은 시는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과 신설 등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

결되는 분야의 인력을 23명을 보강하였고 구·군은 사회복지직 확충 등으로 인하여

중구 10명, 남구 18명, 동구 10명, 북구 8명, 울주군 36명을 각각 증원하였다.

〈 연도별 정원 현황 〉                                                                                   (단위：명)
구    분 계 광역시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2007년 5,236 2,337 551 630 475 488 755

2008년 5,164 2,306 547 624 471 484 732

2009년 5,152 2,294 547 624 471 484 732

2010년 5,265 2,369 547 624 471 500 754

2011년 5,346 2,429 547 624 471 500 775

2012년 5,505 2,507 562 649 480 513 794

2013년 5,610 2,530 572 667 490 521 830

〈 직급별 공무원 정원 현황 〉 (단위：명)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지도 연구 정무 소방소계 1급 2～3급 3급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계 5,610 4,640 1 3 13 2 84 413 1,074 1,427 1,151 455 17 10 31 87 6 836

광

역

시

소 계 2,530 1,571 1 3 8 2 61 229 440 484 259 71 13 5 31 86 1 836

본 청 1,020 932 1 2 6 2 39 189 325 272 73 16 7 4 1 3 1 79

의 회 55 54 - 1 - - 6 5 15 14 11 2 1 - - - -

직 속
기 관 875 36 - - - - 1 3 6 12 11 3 - 30 52 - 757

사업소 580 549 - - 2 - 15 32 94 186 164 50 6 - - 31 - -

구

․

군

소 계 3,080 3,069 - - 5 - 23 184 634 943 892 384 4 5 - 1 5 -

중 구 572 570 - - 1 - 5 36 109 177 171 71 1 - - 1 -

남 구 667 665 - - 1 - 5 43 131 212 207 65 1 1 - - 1 -

동 구 490 448 - - 1 - 4 35 105 152 152 39 1 - - 1 -

북 구 521 519 - - 1 - 4 30 98 152 151 83 1 - - 1 -

울주군 830 827 - - 1 - 5 40 191 250 211 126 3 1 - 1 1 -

주) 시 본청의 국가직공무원 3명(고위공무원단 1급 1, 2～3급 1, 소방준감 1)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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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권한 재배분
   1) 사무위임
인가․허가․등록 등 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시적 사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207개 사무를 신설․삭제․변경하는 등 구청장․군수와 소속기관

장에게 총 614개 사무를 권한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

하였다.

〈 사무위임 현황 〉                                                                                   (단위：건)
구     분 계 사무위임조례 사무위임규칙
계 614 402 212

의 회 사 무 처 장 1 1 -

소 속 기 관 의 장 75 70 5

구 청 장 ․ 군 수 538 331 207

   2) 사무전결
법령의 개정, 조직의 신설․개편 및 행정여건 변화로 사무전결권 정비가 필요함

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규․누락․폐지된 사무의 일제 정비를 통해 총

1,946개 단위업무와 6,514개 세부업무를 정비하였으며, 결재구조는 업무의 중요도

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재권을 조정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라. 위탁사무 정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다양한 스포츠 공간을 제공

하기 위하여 건립한 문수스쿼시경기장과 울산광역시유도회관을 2013년 6월 28일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토록 하였으며, 위탁사무 55개 사무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다.

〈 울산광역시 위탁사무 분야별 현황 〉 (단위：개)
계 사회복지 체  육 경  제 환경위생 문화관광 교통 상수도
55 18 15 7 7 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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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국가와 지방간 분권형 협력관계 확립 및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의 협력

연계를 통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황 〉 (단위：건)
구    분 계 2008년

까지 2009 2010 2011 2012 2013
이양확정

(위원회)
3,101 1,568 697 481 277 78 -

이양완료

(국 회)
1,982 1,511 336 110 23 2 -

주) 지방이양 확정사무 총 3,101건 중 1,982건은 이양완료, 1,119건은 법령 개정 중

바. 2014년 업무계획
환경 문화 복지 등 삶의 질 향상 및 시민안전의 중요성 증대와 도시품격을 더

높여 나가야 하는 시점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으로 개편해 나가는 반면, 분기별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이 쇠퇴해진 분야는 기구

정원을 줄여서 일 중심으로 조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실 국 본부의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간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3. 확인평가
가. 성과관리 
2007년부터 종합성과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목표관리제와 자체평가의 성과지표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목표관리제를 직무성과계약제로 대체하여 성

과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09년 7월 16일「울산광역시 주요업무 평가 규칙」을 개정하여 성과관리

규정을 추가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업무평가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종합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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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제 선정에서부터 최종평가까지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 위주의 업무평가위원

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민중심의 시정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1)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직무성과계약제는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 및 간부급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기관의 책임자와 관리자간에 성과목표(지표) 등에 합의 후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년도 개인의 목표달성도 평가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개인 성과평가제도이다.

2013년 직무성과평가제는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지방공무원 총 78명

의 평가대상에 대하여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 등의 자료로 활

용토록 하였다.

   2) 종합성과평가 실시
종합성과평가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및「울산광역시 주요업무 평가 규칙」에

따라 매년 시정 역점시책, 주요업무계획 등 핵심 업무에 대한 성과를 종합평가하

여 그 결과를 시정운영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 중심의 시정을 구

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종합성과평가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상반기 평가는 중

간평가로서 업무추진상황 및 문제점 도출 위주로, 하반기는 사후평가로서 집행성

과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2013년 종합성과평가는 65개 부서의 214개 성과목표(418개 성과지표)와 4개의 공

통지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평가 결과 208개의 성과목표가 90점 이상(97%)

이고 6개의 성과목표가 90점 미만(3%)으로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3)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시정평가의 시민참여 확대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3분의 2이상

으로 구성된 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종합성과평가 시행계획심의, 평가대상 목표

선정심의, 대상목표(지표) 변경심의, 평가결과 심의 등 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열린 시정평가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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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외평가 대응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1999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위원회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합동평가는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에 대하여 정부부처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2012년 실적 중 24개 중앙부처 소관 9개 분야 38개 시책에 대하

여 합동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는 안전관리분야 ‘가’등급을 획득하였다.

우리시 분야별 시책 세부 평가결과를 보면 일반행정분야 3개, 보건위생분야

2개, 문화관광분야 1개, 환경산림분야 2개, 안전관리분야 1개, 중점과제분야 2

개 등에서 ‘가’등급을 받았다.

〈 평가결과‘가’등급 시책(11개) 〉
분 야 시  책  명

일반행정 조직인사 관리, 규제개혁·법질서, 자원봉사·첨렴도

보건위생 응급의료 관리, 감염병 관리

문화관광 지자체 도서관 운영 활성화

환경산림 환경관리 일반, 산림보건 및 재해방지

안전관리 비상대비

중점과제 공정사회 및 사회 통합 구현, 안전하고 튼튼한 사회건설

   2)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공모
생산성대상 공모는「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 등에 관한 규정」(안전행정부

훈령)에 따라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매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응모를 희망

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생산성지수(2개 영역, 5개 분야, 18개 지

표)의 온라인 검증, 현지실사, 정량․정성 측정을 통하여 생산성지수를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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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구․군에서도 2011년부터 생산성지수 측정에 응모하여 울주군이 2년

연속 우수기관, 2012년 제2회 공모에서 동구청이 우수기관, 2013년 제3회 공모에서

중구청이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상을 수상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높였다.

다. 시정확인
   1) 민선5기 공약관리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5기 5대 분야 70개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28개의 대공약을 완료하였다. 한국페니메스토

실천본부 주관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결과 A등급 인정을 받았으며, 여성가족

분야 공약 이행평가에서는 우리시가 특․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여하였다.

〈 분야별 공약사항 추진상황 〉 (단위：개)
분 야 별 목       표 공약수 완료 추진중
계 70 28 42

경제산업 녹색산업 글로벌 거점도시 15 8 7

환경녹지 하늘도 강도 맑은 그린시티 12 4 8

문화복지 모두가 행복한 문화복지도시 19 8 11

도시기반 경쟁력과 품격의 도시 인프라 구축 17 1 16

감동행정 대한민국 행정사관학교 울산 7 7 -

   2) 지시사항 관리
2013년 시장 지시 및 훈시사항은 총 244건으로 지시사항이 50건(20.5%), 훈시사항이

194건(79.5%)이었다. 지시사항 50건 중 33건은 연내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는 17건은 매분기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완결될 때까지 지속 관리하고 있다.

   3) 시정백서 발간
2012년 시정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기록한『2013 시

정백서』를 발간 배부하여 시정에 대한 대 시민 홍보 및 이해를 도모하고, 역사적

인 기록물로 보존, 관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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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정 주요사업 점검
현장 위주의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시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시정

주요현안 사업인 환경, 도시미관 등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

진하였다. 2013년에는 공공조형물, 근린공원, 자전거도로, 울산 녹색길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사항을 개선하였다.

라.「울산시정 베스트5」선정
우리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공직내부의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언

론과 시민참여 등을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2003년부터 울산시

정 베스트 5를 선정하고 있다.

2013년에도 시민, 시․군․구 의원, 출입기자, 정책자문단 및 업무평가위원회 위

원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단을 구성하여 실․국․원․본부에서 추천한

22개 시책사업을 대상으로 11월 19일부터 12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거쳐 울산시정

베스트 5를 선정하였다.

〈 울산시정 베스트 5 선정결과 〉
순 위 건        명 부  서  명
1 위 태화강 100리길 완공과 울산 생태환경투어 운영 환 경 정 책 과

2 위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착공 산 업 진 흥 과

3 위 울산대공원 명품화 사업(장미원, 동물원 확장) 추진 녹 지 공 원 과

4 위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마련 문 화 예 술 과

5 위 온산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완공 환 경 자 원 과

마. 2014년 업무계획
   1) 성과관리
성과관리는 지속적인 성과지표의 개선․보완 등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

하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정성과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등

성과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 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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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외평가 적극 대응
우리시의 행정력을 검증받기 위하여 시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지방자치

단체 합동평가의 경우 우수한 평가결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합동평가 워크숍 개

최,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지표별 목표 설정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노

력할 계획이다.

   3) 확인기능 강화
모든 행정력을 결집시켜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약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 공약을 실천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관

리 평가해나갈 것이며, 시장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

하여 지시사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시정 주요업무 중 역점사업 및 신규 시책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기능을 강

화하고, 계절별 이슈에 대한 적기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해나가며, 현장

확인평가와 함께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통해 최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역

량을 강화해 나가며 사례를 전파하는 등 환류기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시민참여 시정평가
그동안 ‘울산시정 베스트 5’ 선정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

가받고 있다.

2014년 시정성과 중 한 해를 대표한 우수시책을울산시정 베스트 5로 선정하

여 사업효과를 널리 홍보하고 유공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조직내부의 경

쟁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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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역행정
가. 광역행정 협의회 
광역행정 협의회 구성 운영은「지방자치법」제165조(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입법권, 지방조직 구

성권 등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은 물론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중

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시․도 상호간 교류와 협력 증진, 공동 문제 협의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구성되었다.

우리시는 시․도간 교류협력과 공동 문제 협의를 위해 1999년 1월 23일 설립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6개의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 광역행정 협의회 현황 〉
협  의  회  명 창 립 일 회장(간사) 참  가  시  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1999. 1.23 울산광역시장 17개 시․도

부․울․경 발전협의회 2000. 6. 2 부산광역시장 울산, 부산, 경남

동해안권 시도지사협의회 2004.11. 8 경북도지사 울산, 경북, 강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2006. 9. 4 경북도지사
13개 시․도지사 및
시․도대표 국회의원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 2007. 9. 4 경북도지사
울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광역시장협의회 2008.12.26 광주광역시장 6개 광역시

   1)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2013년 1월 31일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시․

도지사는 간담회를 가지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 자치권 보

장,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을 건의하였고 특히 지방재정에 부

담을 주는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경감 및 주택거래 활성화

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전액을 조기에 보전하도록 건의

하였다. 또한 2013년 2월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김용준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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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 시․도지사간 간담회 시에는 울산의 지역현안으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 등 대통령 공약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 대통령 당선인 간담회 시 건의내용 〉
연번 건 의 내 용

1

실질적 자치권 보장

-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2

자주재정 확충

- 국세-지방세 조정

- 국고보조사업 개편

-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3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국무회의 배석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중앙행정기관화

4

당면 현안사항

- 영유아 무상교육 지방재정부담 경감

- 취득세 감소분 전액 조기보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간담회 시 건의내용 〉
연번 건의내용(울산 지역 현안사항) 

1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

2 동북아 오일허브 2단계 사업 조기 시행

3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를 과학기술원으로 전환

4 석유화학단지 고도화 사업 추진

5 울산항(본항~신항) 진입도로 개설

6 국립 산재재활병원 건립

7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그리고 2013년 10월 18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제27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대통령 당선인 건의사항 추진사항, 지방분권과제 입법 추진현황,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해 검토․논의하고「지방자치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제7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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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단으로 회장(울산광역시장 박맹우), 부회장 2명(인천광역시장 송영길, 강원도지

사 최문순), 감사 1명(세종특별자치시장 유한식)을 선출하였다.

〈 제27차 전국시도지사 공동선언문 〉
연번 공동선언문 내용

1
영유아보육사업비 국비분담률은 국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50%에서 70%(서울 20%에서 40%)로 인상되어야 함

2 지방소비세율이 16%까지 인상되어야 함

3
분권교부세 생활시설사업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생활시설(양로
시설, 요양시설)이 전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함

4
2014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기초연금은 가장 대표적인 국가사업이므로 100%
국가재정을 통해 재원 충당되어야 하고, 만약 지방재정 부담 시 현행 지방이
분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과 협의하여야 함

5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통령-시도지사가 현안
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함

   2) 광역시장협의회
2013년 2월 19일 울산의 현대호텔에서 6대 광역시장이 모여제5회 광역시장협의회를

개최하고 광역시의 경쟁력 강화와 중앙-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광역시장협의회 공동건의

문」채택및영유아 무상보육 지방재정부담 경감등 8건의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를채택

했다. 또한 신임광역시장협의회 회장(광주광역시장 강운태)을 선출하였다.

〈 광역시장협의회 대정부 건의과제 〉
연번 건  의  내  용 소 관 부 처

1 영유아 무상보육 지방재정 부담 경감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2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사업 국가 환원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3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일부 위임 및 법령개정 국토교통부

4 소방예산 국비지원 확대 확대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5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 지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6 민자도로 자금재조달 관련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7 도시빈민층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지원 및 도정기금 조성 국토교통부

8 사회적 자본 확충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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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역권 발전계획의 수립
   1)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은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

기 위해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대별하여,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지역개발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해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 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이며, 2009

년부터 2013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5개년 실행계획으로, 광역경제권내의 종합계

획이며 광역경제권내 시․도와 중앙의 공동협력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

서 계획에는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과 지역의 전략산업, 자치단체들의 주요 공동

사업, 초광역경제권과의 협력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우리시의 주요사업은 울산국가기간산업 테크

노산단 조성,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사업 등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 울산과학기술대

학교(UNIST)를 KAIST, POSTECH과 함께 거점대학 집중 육성, 울산~함양간 고속

도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건설, 동남광역경제권․큐슈지역연계협력사업 등이 있다.

   2) 동해안발전 종합계획
동해안에 걸쳐 있는 울산, 경북, 강원도는 낙후된 동해안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

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동해안발전특별법제정을 주도한 결과 지난 2007년말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후 2008년 7월 동․서․남해안

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이에 3개 시․도에서는 2008년 12월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동해안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2010년 2월 용역사업 준공

및 2010년 4월 26일 승인 신청하여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이에너지

산업벨트,산업부문간 연계 강화를 통한 기간산업 고도화,국제관광거점 기반

조성 및 창조산업 육성,인프라확충 및 환동해권 교류협력 강화 등 4개 분야

119건(울산광역시 32건, 강원도 40건, 경상북도 47건)의 사업을 승인고시 하였다.

우리시에서는 2013년 동해안발전 종합계획 반영사업의 조기시행 및 국비예산 확

보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2년 12월 감사원의 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의 전체적

인 추진상황 감사결과 지적된 사업 등인 ‘무룡산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등 7개

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 향후 동해안발전 종합계획 재수립 시 대상사업

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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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사    업    명
계 32건

에너지산업벨트(5건)
1. 원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2. 동북아오일허브 사업

3. 복합 에너지 생산 연구단지 조성

4. 울산수소자동차 시범도시

5. 해양자원개발 장비시설 연구 및 생산단지 조성

산업부문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기간산업

고도화(7건)

1. 기간산업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2.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

3. 해양 및 요트산업 클러스터 구축

4. 울산 생태산업단지 조성 및 에코센터 건립

5. 수송기계 부품소재 연구단지(울산)

6. 바다목장 조성(울산 울주)

7. 산업단지협의체 등 공동협력체계 구축(공동)

국제 자연․문화 관광

거점 및 창조산업 육성

(13건)

1. 진하 해양레저클러스터 코아

2. 고래테마관광 도시 조성

3. 선사문화 콘텐츠 사업

4. 자동차 박물관 및 테마파크 조성

5. 무룡산 생태 탐방로 조성

6. 태화강 녹색 건강길 조성

7. 신불산 레포츠 파크 조성

8. 등억관광단지 조성

9. Eco Green Road 조성

10. 해안보전 사업(울산)

11. 미항가꾸기 사업(울산)

12. 동해안권 통합 관광마케팅 시스템 운영(공동)

13.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및 관광상품화(공동)

인프라 확충 및

환동해권 교류협력강화

(7건)

1. 울산신항 배후도로 개설 및 확장

2.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

3. 울산 KTX 연계 교통망 확충

4. 울산 오토밸리로 개설

5. 울산신항 건설

6. 울산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

7. 환동해권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공동)

〈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 반영사업(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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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울산발전협의회 운영
울산발전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안전행정부의 권고(‘09.5)에 의

하여 舊 지역혁신협의회를 재구성하여 2010년 3월 18일 창립하여 운영하였다.

분과는 울산품격제고, 일자리창출, 동반상생 등 3개 분과이며, 2013.12.31까지 활

동하였다. 주요기능은 지역발전과 경쟁력향상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조정․자문,

지역발전관련 연구․교육․홍보․네트워크 사업추진 등이었으며, 운영기관은 업무

협약에 따라 울산발전연구원(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였다.

울산발전협의회는 분과연구 활동을 통해 12건의 울산발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2013년 11월 15일 발굴과제의 정책화를 위한 논의와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울산발전

협의회와 시 공무원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8건을 시책화 하여 추진한 바 있다.

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
시의 주요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과 시정발전과제의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제5기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였다.

2013년 제5기 정책자문단의 주요활동은 전체회의(2013년 1월 29일) 및 분과회의

(2013년 7~9월 중 분과별 개최) 개최를 통하여 총 78건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정책

제언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제5기 정책자문단은 2012년 6월 24일 일반행정, 경제통상, 환경녹지,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도시교통 등 6개 분과 6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자

46명(76.7%), 여자 14명(23.3%)이며, 직능별로는 학계 21명, 시민단체 6명, 직능단체 20

명, 문화계 3명, 기타(기업인, 전문직) 3명 등이며, 주요활동은 전체회의 및 각 분과회

의에 참석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자문과 제언을 하게 되며, 임기는 2014년 6월 23

일까지이다.

마. 창의와 혁신, 울산행정의 ‘新 패러다임’
   1) 공무원 제안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시정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연중 아이디어를 발

굴,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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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행정내부 소통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 품격높은 시정을 구

현함과 동시에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 포상함으로서 직원의 사기를 높

이는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무원 제안은 분야에는 제한이 없고 업무와 관련한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고 추

진하며,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서별로 채택여부를 심사하여, 실․국․본부별 심사를

거친 후, 심사결과 우수과제 전체에 대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창안등급 등을 결정

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리시 심사에서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을 결정해 특별승진, 승급

및 시상금의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제안을 안전행정부의 최종심사에 추천하게 된

다. 2013년의 경우 총 62건의 제안을 발굴해 이 가운데 7건을 채택하여 시상했으

며, 또한, 인사특전 현황으로는 2013년까지 3명이 특별승진, 총 47명이 특별승급을

했다.

〈 2013년 공무원 제안 채택 내역 〉
등급 제   안   명 제안자 소관부서
은상 오염원제거 특수선(청소선,황토살포) 선박 제작 정병건

상수도
사업본부

동상

소방차량을 활용한 제설작업 서칠영
대 응
구조과

QR코드로 제작된 소화기Song 보급으로
안전문화확산

정수현
대 응
구조과

장려상

태화강대공원 초화단지 수레국화 활용 국화차
만들기

이승주
태화강
관리단

관리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의

경보설비(화재발신기)
나흥주

대 응
구조과

노력상
에너지 절약을 위한 냉난방 시설개선

박영욱 문화예술
회 관이병희

관내 약수터 수질 QR코드 이용 음성 병행 안내 권세목
보건환경
연구원

   2)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일하면서 연구하는 공무원 조직문화를 육성하고 직원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

가적 안목과 시정 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매년 공무원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

다. 직원들 상호간에 같은 관심분야에 대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등록하고

연구과제는 별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정, 연구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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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10개(56명)의 연구모임이 등록하였으며, 울산발전연구원 및 부서심사를

거쳐 지정과제를 연구하는 4개 연구모임에는 각 200만원, 자유과제를 연구하는 10개

연구모임에는 각 15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각 연구모임에서는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의 연구

를 거쳐 8개 연구모임 모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연구보고서에 대

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소관부서의 종합 검토의견을 받아 이를 토대로 별도

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6개의 우수 연구모임 및 과제를 선정하

고 연말 포상금(560만원)과 함께 시상하였다.

우수 연구과제로 채택된 6개 연구과제 중회야댐 인공습지 효율적 관리 및 생태탐방

활성화 방안은실제 업무에 적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연구과제는 실시를검토중이다.

〈 공무원 연구모임 연구과제 심사결과 〉
구 분 연구모임명 연구 과제명
최우수 일사천사 청사관리 콜센터 활성화 방안

우 수

스컴먹는 하마 생물반응조 말단부 부상스컴 처리방안 연구

물사랑 회야댐 인공습지 효율적 관리 및 생태탐방 활성화 방안

장 려

기공기와 함께
웃는 연구모임

농기계 안전사고 줄이기 위한 연구

시민의
건강파수꾼

X-L관에서의 유해물질 성분조사 및 안전한 사용법

오토베이스 테블릿 PC를 활용한 여과지 MCC조작대 대체방안 연구

   3) 시민창안제도 운영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시민

창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안은 시 홈페이지 시민창안 및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연중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연 1회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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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718건을 접수해 심사대상 29건 중 10건의 창안을 채택, 시정에 반영

하고 시상한 사례가 있으며, 2008년 3건, 2009년 2건, 2010년 2건, 2011년 1건, 2012

년 2건 등 매년 시민창안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4) 행정제도 선진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구현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제도 선진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 확산하고 행정제도 선진화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직 내 창의적인 행정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2013년 2월에 행정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였고 상반기

12건, 하반기 14건의 과제를 중앙에 제출하였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공무원)

에 대해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5) 독서문화 조성
독서를 통한 지식 습득 및 구성원 능력계발과 창의시정 역량강화를 통해 조직경

쟁력을 강화하고자 독서클럽 구성 운영, 독서 워크숍 실시,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운영 등 조직 내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작가와 함께하는 북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새로운 독서분야 체험과

바람직한 독서방향을 제시하고자 2013년 4월과 10월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1박 2

일간 독서교육을 실시하였다.

독서토론회 등 독서클럽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 습득 및 구성원의 사고․논

리․표현능력 등을 향상시키고자 독서클럽을 구성․운영하였으며 2013년에는고

전강독회클럽 등 24개 클럽 122명이 활동하였다. 클럽당 3회 이상의 독서토론회

를 통해 책에 내포된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며 논점을 다양

한 제안들로 발전시켜 나가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독서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독서결과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공직자로서 의사전달

력 배양과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자 10월에 24개 팀 122명의 직원을 대상

으로 독서클럽 운영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독서클럽 회원의 발표 결과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팀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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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2014년 업무계획
   1) 광역행정 협의회 

2014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점 발굴 등을 통한 대정부 건

의로 국가발전과 지방자치의 건전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 증진과 공동 관심사에 적극 대응하는 등 유기적 협력 체제를 지

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을 포함한 ‘시·도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시·도 발전계획의 하부계획으로 1년 단위의 시·도 발전시

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운영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접한 도시와 중

추도시생활권 구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연계협력사업 및 주민생활 체감형 단독

사업 등 사업과제를 적극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권 구성 지자체가 필요한 사

업을 공동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 제시,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시책을 제시하기 위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의 발전

및 생활권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협의·조정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생

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4) 정책자문단 운영
2012년 6월 23일 새로이 구성된 제5기 정책자문단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전체

회의는 상 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하고, 분과회의는 소관 실 국별로 주요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정책자문 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시정 주요 정책자료 및 주․월간

업무보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정책자문과 제언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시된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책화를 통한 시정반영 등 시정의 품

격과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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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회협력
가. 제5대 울산광역시의회 운영
2010년 7월 1일 26명의 의원으로 출발한 제5대 울산광역시의회는 2011년 교육의

원 1명의 사망, 보궐선거 등으로 24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12년 4월 11일 동구 제

3선거구의 1명이 충원되어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2012년 7월 6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제5대 후반기 의회를 개원했다. 의장에 서동욱, 부의장에 권명호,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에 윤시철, 행정자치위원장에 박영철, 환경복지위원장에

이성룡, 산업건설위원장에 송병길, 교육위원장에 정찬모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 정당별 소속 현황 〉                                                                                 (단위：명)
계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무소속 교육의원
25 16 4 1 1 3

〈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                                                                                 (단위：명)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의회운영
위 원 회

9 윤시철 하현숙 김정태, 강혜순, 천병태, 이영해,
한동영, 김진영, 이은영

행정자치
위 원 회

6 박영철 김정태 허 령, 김종무, 박순환, 천병태

환경복지
위 원 회

6 이성룡 이영해 안성일, 강대길, 하현숙, 류경민

산업건설
위 원 회

6 송병길 한동영 김일현, 이재현, 김진영, 윤시철

교 육
위 원 회 6 정찬모 강혜순 권오영, 이선철, 권명호, 이은영

나. 의회개회 현황
   1) 임 시 회

2013년 2월 18일 부터 2013년 10월 24일까지 6회(64일)의 임시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2건, 조례안 59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기타 22건 등 모두 8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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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임시회 개회 현황 〉
구 분 공고일자 소  집요구자 회     기 주 요 심 의 내 용
계 64일간

제151회 2013.2.12. 의원
2013.2.18.~2.28.

(11일간)

◦2013년 업무보고 청취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우시시 간 자매결연 협정안

제152회 2013.3.8. 의원
2013.3.12.~3.21.

(10일간)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153회 2013.5.2. 의원
2013.5.9.~5.21.

(13일간)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정류장)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지정촉구 결의안

제154회 2013.6.4. 의원
2013.6.11.~6.20.

(10일간)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56회 2013.8.27. 의원
2013.9.3.~9.12.

(10일간)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조례안

제157회 2013.10.9. 의원
2013.10.15.~10.24.

(10일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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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 례 회
1차 정례회는 7월 5일부터 13일간 개회하여 결산안 등을 승인 의결하고, 2차 정

례회는 11월 12일부터 39일간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였다. 예산안 결산안 7건, 조례안 28건, 결의안 3건, 의견청취 3건, 기타 11건 등

총 5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 의회 정례회 개회 현황 〉
구  분 회   기 주 요 심 의 내 용
계 52일간

제155회
2013.7.5.~7.17.

(13일간)

◦201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8회
2013.11.12.~12.20.

(39일간)

◦2013년 행정사무감사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14년 당초예산안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

다. 안건처리 현황
의회에서 심의 처리한 안건은 총 139건으로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안건처리 현황 〉                                                                                   (단위：건)
계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의견청취 기타
139 7 2 87 1 4 5 33

라. 행정사무감사
2013년 행정사무감사는 제1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3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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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대상 〉
위   원   회 소      관      부      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본부,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온산소방서,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서울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울산발전연구원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녹지국, 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태화강

관리단, 클린울산추진단, 용연․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

자원사업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통상실, 교통건설국,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공사, (재)울산

테크노파크, (재)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교 육 위 원 회
시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중․남․동․울주도서관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역 〉                                                                                   (단위：건)
위 원 회 별 계 공통사항 부 서 별  요 구 내 역

계 1,091 64

의회운영위원회 20 - 의회사무처 20

행정자치위원회 314 7

공보관 9, 감사관 19, 기획관리실 49, 안전행정국 85,

문화체육관광국 47, 소방본부 29, 중․남․동부․온산

소방서 9, 문화예술회관 10, 울산박물관 18, 서울사무소 4,

시설관리공단 14, 울산발전연구원 14

환경복지위원회 337 17

환경녹지국 95, 복지여성국111, 보건환경연구원 22, 상수도

사업본부 33, 태화강관리단 11, 클린울산추진단 6, 용연

하수처리장 11, 온산하수처리장 11, 여천위생처리장 10,

환경자원사업소 10

산업건설위원회 261 21

경제통상실 78, 교통건설국 49, 도시국 48, 농업기술

센터 12, 종합건설본부 10,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0,

차량등록사업소 6, 도시공사 9, (재)울산 테크노파크 6,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 울산신용보증재단 6

교 육 위 원 회 159 19
정책관 9, 감사관 3, 학교시설단 9, 교육국 69, 행정국 29,

직속기관 15, 교육지원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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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총 451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3건, 건의사항

408건이었다.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단위：건)
위 원 회 별 계 시 정 요 구 건 의 사 항

계 451 43 408

의회운영위원회 12 4 8

행정자치위원회 133 8 125

환경복지위원회 112 7 105

산업건설위원회 68 9 59

교 육 위 원 회 126 15 111

마. 시정(서면) 질문
2013년 제5대 시의회에서 시정 질문은 6건을 질문하였으며, 서면질문은 93건을

질문하였다. 서면질문에는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사항을 포함한 시정전반에

걸친 다양한 내용을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시책에 반영

할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였다.

〈 상임위원회별 시정(서면)질문 수 〉                                                                                   (단위：건)
구    분 계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시정질문 6 1 1 1 3

서면질문 93 31 29 13 20

바. 5분 자유발언
2013년 제5대 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은 49건을 발언하였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은 의회 심의중인 의안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관

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심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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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별 5분 자유발언 수 〉                                                                                   (단위：건)
계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49 15 13 10 11

사. 의원연구단체 운영
제5대 시의회는 의원들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 및 의회 입법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 관심분야별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총 6개의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

였다. 2012년에는 여성의원 연구회가 인원미달로 자동취소되고, 뉴 문화예술 관광도

시 발전연구회가 신규등록되어 총 5개의 연구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 시의원 연구단체 현황 〉
연구단체명 회장 간사 참여 의원 연 구 목 적
산업수도

발전연구회
김정태 김일현

박영철, 이성룡, 권명호

이재현, 허 령

산업도시 울산의 연계 고속

도로 확충방안 연구

풀뿌리 의정포럼 김진영 류경민 이재현, 천병태
울산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와 시민의견 수렴

교육과 함께하는

의원 연구회
이선철 이은영

정찬모, 권오영, 강혜순

권명호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신성장 동력

연구회
김일현 이영해

윤시철, 김종무, 허 령

한동영, 박순환, 송병길

동북아 오일허브 및 신재생

바이오화학 산업 육성방안

강구

뉴문화예술 관광

도시 발전연구회
한동영 강혜순

김정태, 이영해, 이성룡

강대길, 안성일

문화예술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 및 기반조성 방안 연구

아. 2012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지방자치법」제125조와「울산광역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시의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익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결산

검사 위원 9인을 의회에서 선임하여 2012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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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검사 위원명단 〉
구    분 직    업 성   명

대 표 위 원 의 원 이 영 해

위 원 의 원 한 동 영

위 원 의 원 이 선 철

위 원 공 인 회 계 사 구 자 일

위 원 공 인 회 계 사 노 진 석

위 원 공 인 회 계 사 김 형 민

위 원 공 인 회 계 사 송 영 철

위 원 공 인 회 계 사 김 종 한

위 원 공 인 회 계 사 윤 형 두

〈 2012년 결산승인 내역 〉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세  입 세  출
차 인 잔 액

소 계 이월액 보 조 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2,942,773,742 3,032,038,868 2,572,456,935 459,581,930 217,548,441 115,674 241,917,815

일반
회계

2,089,283,868 2,143,205,876 1,935,252,784 207,953,090 112,961,272 115,674 94,876,144

특별
회계

853,489,874 888,832,992 637,204,151 251,628,840 104,587,169 0 147,041,671

〈 2012년 예비비지출 승인내역 〉                                                                                 (단위：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A) 지 출 액(B) 이 월 액(C) 집행잔액(D=A-B-C)

일 반 회 계 6,854,504 6,180,503 516,558 157,443

특 별 회 계 7,016 7,01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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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예산안 심의 ․ 의결
제154회 임시회에서 2013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 예

산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제1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하였으며,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3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 당초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
구      분 심의기간 위    원(무순)

2013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3.6.11.~

6.20.(10일간)

◦위 원 장 : 강혜순

◦부위원장 : 김정태

◦위 원 : 허 령, 천병태, 안성일, 류경민,

한동영, 김일현, 이선철

2012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2013.7.5.~

7.19.(15일간)

◦위 원 장 : 강대길

◦부위원장 : 이영해

◦위 원 : 김정태, 박순환, 천병태, 한동영

김일현, 이은영, 이선철

2013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4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11.12.~

12.20.(30일간)

◦위 원 장 : 이영해

◦부위원장 : 한동영

◦위 원 : 허 령, 천병태, 강대길, 류경민

김일현, 강혜순, 이선철

〈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역 〉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액(당초) 금회예산액(증감) 확정예산액(예산총액)

계 2,546,179,003 199,341,955 2,745,520,958

일 반 회 계 1,898,946,501 146,213,643 2,045,160,144

특별

회계

소 계 647,232,502 53,128,312 700,360,814

공기업 418,956,084 45,806,392 464,762,476

기 타 228,279,418 7,321,920 235,59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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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역 〉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액(제1회) 금회예산액(증감) 확정예산액(예산총액)

계 2,745,520,958 74,256,093 2,819,777,051

일 반 회 계 2,045,160,144 36,648,760 2,081,808,904

특별

회계

소 계 700,360,814 37,607,333 737,968,147

공기업 464,762,476 26,972,884 491,735,360

기 타 235,598,338 10,634,449 246,232,787

〈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내역 〉                                                                                 (단위：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확정예산액(예산총액)

계 2,785,206,426 △100,000 2,785,106,426

일 반 회 계 2,035,263,980 0 2,035,263,980

특별

회계

소 계 749,942,446 △100,000 749,842,446

공기업 540,394,741 0 540,394,741

기 타 209,547,705 △100,000 209,447,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