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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지방자치
1. 자치행정

가. 시민의 날 개최
울산광역시민의 긍지와 애향심 고취로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광역시의 위상

을 정립하기 위해 2000년 12월 8일「울산광역시민의 날 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시민의 날 지정배경은 고려 태조 13년(서기930년) 9월 정묘일(양력 10월 1일)에

울산지방의 호족이었던 박윤웅이 고려 태조에 귀부한 후 설치된 흥례부의 관할구

역이 현재의 울산광역시 행정구역과 유사하였다 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일을 울산광역시민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시민의 날 행사 개최 현황 〉
구   분 개최일 장    소 주요 행사 내용

제1회
2001년

10월 12일
태화강둔치

◦ 태화강둔치에서 기념식(시민 3,500명 참석)
◦ 처용무 공연
◦ 초청가수 축하공연, 불꽃놀이, 국제민속춤공연
◦ 전시관, 홍보관 설치운영 등

제2회
2002년

10월 1일

울산체육공원

호반광장

◦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
◦ 호반광장에서 10,000명 참석 전야제 개최
◦ 영화음악축제, 가수초청공연, 불꽃놀이 등

제3회
2003년

10월 2일

울산체육공원

호반광장

◦ 호반광장에서 기념식
◦ 초청가수 공연
◦ 멀티쇼(화합과 도약, 위대한 울산)
◦ 불꽃놀이, 레이저쇼 등

제4회
2004년

10월 7일

울산체육공원

호반광장

◦ 호반광장에서 기념식(10,000명 참석)
◦ 초청가수 공연, 고복수가요제
◦ Ulsan for you 선포식
◦ 시민대상, 문화상 등 수여, 초청 대상 리셉션
◦ 멀티쇼, 5개 구․군 동시다발 불꽃놀이, 레이저쇼

제5회
2005년

10월 15일

울산체육공원

호반광장

◦ 시민의 날 기념식(10,000여명 참석)
◦ 처용콘서트
◦ 시민대상, 명예시민증, 문화상 수여
◦ 불꽃놀이, 레이져 쇼

제6회
2006년

9월 14일
울산체육공원
호반광장

◦ 시민의 날 기념식(10,000여명 참석)
◦ 처용콘서트
◦ 시민대상, 명예시민증, 문화상 수여
◦ 불꽃놀이, 레이져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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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최일 장    소 주요 행사 내용

제7회
2007년

10월 3일
울산KBS홀

◦ 시민의 날 기념식(2,500여명 참석)
◦ 처용콘서트
◦ 시민대상, 명예시민증, 문화상 수여

제8회
2008년

10월 1일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시민의 날 기념식(1,500여명 참석)
◦ 처용콘서트
◦ 시민대상, 명예시민증, 문화상 수여

제9회
2009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청

(2층 시민홀)

◦ 시민의 날 기념식(400여명 참석)
◦ 시민대상 시상
◦ 식후공연(시립예술단)

제10회
2010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청

(2층 시민홀)

◦ 시민의 날 기념식(400여명 참석)
◦ 시민대상 시상
◦ 식후공연(시립예술단)

제11회
2011년

10월 5일

울산광역시청

(2층 시민홀)

◦ 시민의 날 기념식(400여명 참석)
◦ 시민대상 시상
◦ 식후공연(시립예술단)

제12회
2012년

10월 5일

울산광역시청

(2층 시민홀)

◦시민의 날 기념식(400여명)
◦시민대상 시상
◦공업센터지정50주년 타임캡슐 매설식

제13회
2013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청

(2층 시민홀)

◦시민의 날 기념식(400여명)
◦시민대상 시상
◦민선20년 발자취 사진전

또한, 2002년 5월 23일「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모범시민을 발굴․포상함으로써,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13명

을 시상하였으며, 2009년에는 분야별로 시상해 오던 시민대상, 산업대상, 문화상,

과학기술인상을 사회봉사․효행, 산업․경제, 문화․체육, 학술․과학기술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시민대상조례를 개정하였다.

시민대상 수상자는 2009년부터 달라진 제도에 따른 수상자 18명과 2008년까지

수상자 13명을 합쳐 현재 총 31명에 이른다.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민대상의 권위

와 수상자의 명예심을 더 한층 높여나가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울산광역시 최고권

위의 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한편, 2013년 9월 제12회 울산광역시민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를 개

최하여 통합된 시상 절차에 의해 4개 부문 3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10월 1

일 시청 본관 시민홀에서 제13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 즈음하여 3명의 울산광역시

민대상 수상자를 위한 영예의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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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민대상 수상자 현황 〉
구  분 상의

종류
수상자 인적사항 시 상 내 역성  명 주 요  경  력

제1회

(2002년 10월 1일)

본상 이호형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

협의회 부회장
각 시상금

500만원과

상패 수여
본상 양명학

◦울산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공동대표, 울산대학교 교수

본상 김미대자 ◦동구새마을부녀회장

제2회

(2003년 10월 2일)

본상 우재혁 ◦남구문화원 부원장 각 시상금

500만원과

상패 수여본상 이광희 ◦남구 삼산동 대하반점

제3회

(2004년 10월 7일)

본상 김종석
◦울산교차로신문대표

◦울산YMCA 이사 각 시상금

500만원과

상패 수여본상 허남윤
◦성미피복산업(주)대표

◦지체장애인 후원회장

제4회

(2005년 10월 15일)
본상 공태복 ◦새마을교통봉사대장 상패수여

제5회

(2006년 9월 14일)
대상 장광수

◦울산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조일건설(주) 대표이사
상패수여

제6회

(2007년 10월 3일)

본상 백승찬 ◦중앙병원 이사장
상패수여

본상 이금식 ◦한진종합건설 대표

제7회

(2008년 10월 1일)

본상 김옥순 ◦전하1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상패수여

본상 신진규 ◦한국노총울산본부 의장

제8회

(2009년 10월 1일)

사회봉사

효행부문
김창연

◦현대중공업(주) 근무

◦현대중공업(주) 다물단 고문

상패수여

산업경제

부 문
전정도 ◦(주)성진지오텍 대표이사회장

문화체육

부 문
이병우 ◦북구문화원장

학술과학

기술부문
박흥석

◦울산대학교 교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미포,

온산ECO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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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의
종류

수상자 인적사항 시 상 내 역성  명 주 요  경  력

제9회

(2010년 10월 1일)

사회봉사

효행부문
김영관

◦동양글로벌 대표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감사

상패수여
산업경제

부 문
이두철 ◦(주)삼창기업 대표이사

문화체육

부 문
배규생

◦세창기공 대표

◦울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제10회

(2011년 10월 5일)

사회봉사

효행부문
윤영선 ◦아이윤안과 원장

상패수여

산업경제

부 문
윤종국 ◦(주)세진중공업 회장

문화체육

부 문
변양섭 ◦울주문화원장

학술과학

기술부문
허영도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제11회

(2012년 10월 5일)

사회봉사

효행부문
권인호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지부 회장

상패수여

산업경제

부 문
최일학

◦금강기계공업(주) 회장

◦제16대 상의회장

문화체육

부 문
김종관

◦태권도협회 회장

◦현정물류 대표

학술과학

기술부문
권병석 ◦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제12회

(2013년 10월 1일)

사회봉사

효행부문
최해상 ◦적십자봉사회 울산지사협의회 회장

상패수여
산업경제

부 문
구자형 ◦울산상공회의소 부회장

학술과학

기술부문
이광학 ◦울산대학교 첨단소재공학부 교수

앞으로 시민의 날 행사는 120만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

발함은 물론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시민의 날 축제기간을 선포, 울산광역시와

유관기관 주관으로 개최되는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를 시민 중심의 참여형 축

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5절 지방자치

제2편 분야별 주요성과 및 계획 • 147

2. 주민생활
가. 주민등록 관리

   1)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2013년 2월 1일부터 3월 29일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 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970명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2,6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다.

〈 주민등록 일제정리 현황 〉                                                                               (단위：건, 명)
구 분 계 등 록 정 정 말 소 거주

불명 전 입 기 타
건수 15,516 998 832 340 243 12,942 161

인원 26,907 1,000 1,017 340 266 24,066 218

또한 매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을 운영하여 악의적 위장전입과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의법조치를 취함으로써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주민

등록 제도와 법령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거주불명등록제 시행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

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주민등록말소자들에 대하여도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자 일지라도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

활수급, 의료보험, 연금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

록제도를 201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나.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
   1)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사무를 현실에 맞게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여 2003년 3월 26일부터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 1월 17일부터는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에서도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시․군․구청 인감전산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하여도 중단없는 인감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11월에는 인감대장 및 관련 자료를 주민등록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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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터로 복제 통합하여 안정적인 인감발급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구․군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된 인감은 내․외국인을 포함하여

전체 784,574건이다.

〈 인감신고자 현황 〉                                                                                   (단위：명)
계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784,574 781,595 1,387 1,151 441

〈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 〉                                                                                   (단위：통)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발 급 량 978,642 959,926 885,268 944,579 935,900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인감증명의 문제점 발생에 따라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

실확인제가 병행 시행되었고 2013년 8월 2일부터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하

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시행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절차가 없고, 인감도장을 제작 관리할 필요가

없어 국민 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의 의의가 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므로 대리 발급에 따른 각종 사고를 줄일 수 있고

필요시 마다 본인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 보완을 위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병행하고 있다.

2012년 12월 1일 제도 시행 이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누계는 24,074건으로

인감증명발급 대비 2.57% 정도이다.

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
2009년 2월에 91명으로 출범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제3기까지 주부만을

대상으로 구성하였으나, 2013년 5월 출범한 제4기 모니터는 기존의 주부에 남성,

전문가, 자영업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다양화하

였고, 중구 61명, 남구 70명, 동구 55명, 북구 59명, 울주군 55명 등 총 30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전국의 모니터는 5,08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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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모니터의 활동기간은 2013년 5월 27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이며,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국정과 지방행정 모니터링,

소통과 홍보, 나눔․봉사활동 등이다.

2013년 주요 성과로는 생활공감 국민행복 홈페이지(www.happylife.go.kr)를 통한

생활공감정책 제안 936건(채택 38건), 민원불편사항 신고 351건 등 On-line활동을 활

발히 하여 울산광역시 시민창안에서 동상, 장려상, 노력상 등을 수상하였다.

워크숍 4회(중앙 및 자체), 회야댐, 회야정수장, 굴화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현장 견학, 8․15 광복절 기념식 및 식목행사 등 정책현장 모니터링 등 Off-line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0월 구․군별로 모니터단․중학교․

복지시설이 자매결연을 맺어 모니터단과 학생들이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여

인성을 함양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나눔․봉사활동을 실시, 2013 대한민국 자

원봉사 대상에서 안전행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라.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
2012년 10월 11일「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

민의 인권보호와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토대을 마련하

였다.

시는 인권정책 자문기구로 시의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여성, 장애인 단체등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3년 9월 6일

제1회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권오형 변호사를 선출하였고,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설정 용역을 울산발전연구원 2014년 정책과제로 부여하

기로 하는 등 인권도시 울산의 초석을 놓았다.

3. 민간협력
 가.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활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내재된 사회문

제의 해결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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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시민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과 자치단체

의 조화로운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인프라를 결집하여 건전한 자원

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1) 자원봉사 기반조성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행정기관 또는 자원봉사 단체들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는 데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개발, 자원봉사 전문가 및 지도자 육성, 자원봉사자와

수요처의 적재적소 연결 배치, 자원봉사자 교육 및 상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이며 1997년 9월 27일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5개

구․군이 설치하여 현재 6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현황〉

구  분 운영형태(주체) 대표자 개소일자 위   치 
울산광역시자원
봉 사 센 터

위 탁
(울산 YWCA)

이죽련 1997. 9.27
중구 염포로 119
(동천체육관내)

중 구
자원봉사센터

직 영
(울산광역시 중구)

중구청장 1999. 2. 5 중구 중앙길 199

남 구
자원봉사센터

직 영
(울산광역시 남구)

남구청장 1999. 1.20 남구 활기찬7길 25

동 구
자원봉사센터

직 영
(울산광역시 동구)

동구청장 1998.11. 5 동구 진성8길 91

북 구
자원봉사센터

직 영
(울산광역시북구)

북구청장 1999.12.28 북구 희망8길 48

울 주 군
자원봉사센터

직 영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수 1999. 2. 8 남구 문수로 133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액은 총 9억 8,829만 원이며, 사업비가 5억 9,900만 원으로

61%를 차지하며, 인건비는 3억 1,329만 원으로 32%, 운영비는 7,600만 원으로 7%

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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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204,120명으로 여성이 123,021

명(60.3%), 남성이 81,099명(39.7%)이며, 연령별로는 40대가 51,666명으로 25.3%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였다.

〈 자원봉사자 성별, 연령별 현황 〉                                                                                   (단위 : 명)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19세이하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이상

204,120
81,099

(39.7%)

123,021

(60.3%)

45,639

(22.4%)

31,471

(15.4%)

23,971

(11.7%)

51,666

(25.3%)

35,037

(17.2%)

16,336

(8.0%)

자원봉사 활동분야를 살펴보면 생활편의지원 및 안전예방 분야, 환경보호, 교육상

담분야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활동 연인원〉 (단위 : 명)

계 생활
편의

안전
방범

환경
보호

교육
상담

문화
행사

행정
보조

주거
환경

보건
의료

국제
인권

재해
재난 기 타

659,428

(100%)

194,783

(29.5%)

109,393

(16.6%)

66,110

(10.0%)

66,023

(10.0%)

47,684

(7.2%)

37,440

(5.7%)

28,604

(4.3%)

5,565

(0.9%)

2,469

(0.4%)

1,224

(0.2%)

100,133

(15.2%)

시민 모두가 행복한 울산 만들기를 위해 매년 행복브랜드「자원봉사 BEST ULSAN」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수요처와 자원

봉사자 간 맞춤형 결연사업과 자원봉사 BEST ULSAN-Zone 정기봉사를 월 1회 실시

하고, 청소년과 기업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가족봉사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해 ‘시-구·군 자원봉사 관계자 워크숍’, ’관리자 아카

데미 및 자원봉사 교육강사 양성‘, 자원봉사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운영’, ’대학생봉사단활동 지원’,우수프로그램공모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확대 운영’, ‘자원봉사자 증

발급’, ‘우수 봉사자 선진자원봉사 체험’, ‘상해보험 가입’ 등이 있고,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하여 표창장 수여 등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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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부터 안전행정부에서 운영 중인 나눔포털(www.nanumkorea.go.kr)은

기부와 자원봉사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국민 누구나 손쉽게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나눔 정보 통합검색·신청 및 자원봉사실적 확인서 발급과

동아리 활동, 교육, 보험가입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 BEST ULSAN 시책 및 대규모 시 단위 행사시 자원봉사자 모집을 비롯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각종 자원봉사 관련 정보와 교육을 나눔포털에 홍보하여 자

원봉사자와 시민들이 자원봉사 관련 소식을 온라인상으로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
2008년부터 이웃의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수요처와 자원 봉사자 간

맞춤형 결연사업인 자원봉사 BEST ULSAN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시정핵심 10대 과제로 본격 추진하여, 수요처 2,105세대(시설포함)와 자원봉사단체

및 기업체 동아리 등 자원봉사자 12,305명이 1:1 맞춤결연을 통해 사랑과 행복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시민 주도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 BEST

ULSAN 시책 추진으로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전년대비 16.0%나 상승하는 등

건강한 시민사회형성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가)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 증가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에서 활동 중인 자원

봉사기관, 단체, 기업, 학교,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

업을 추진하여 69개 신청 단체 중 22개 우수 단체에 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민간주도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였고 7개 팀을 선정하여 연말 자원봉사대축제

시 시장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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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문자원봉사단 육성 운영 
분야별 전문기술을 갖춘 자원봉사단을 육성하여 양질의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자원봉사단을 육성·운영 중에 있다. 2013년 9개 분과 195개 단체 9,042명이

개별·통합 봉사활동을 195회(연인원 12,211명) 실시하였고, 10월에 동구 남목1동에서

전문자원봉사자 300여명이 참여하여 지역 내 홀몸어르신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이미용 등 생활편의 제공, 문화공연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홀몸 어르신 세대를 방문

하여 가사청소와 전기안전점검 등의 봉사 활동도 펼쳤다.

    다) 대학생봉사단 활동 지원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시책에 반영하고 전공분야와 연계된

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 리더로 양성하고자 대학생봉사단을

3월부터 연중 총 9,600명을 모집하여 10개 분야로 나누어 연간 722회(연인원 18,732

명)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제8기 대학생봉사단 발대식을 4월 시청 대강당에서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여 봉사단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특히, 2013년 6월에는 ‘전국대학생자원봉사자 대회’를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최하여, 전 시도 3,400여명의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제안

경연대회 등 대학생 자원봉사 문화의 장을 열었다.

    라) 자원봉사자 교육 및 자원봉사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시민강좌, 결연단체 자원

봉사리더 소양교육에 주력하였으며, 지역 내 기업, 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정보교류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마)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2002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은 65개 부서와 15개 재능

봉사단 및 동아리가 정기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2013년 하반기부

터는 6개 출연기관도 동참하여 정기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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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현황 〉                                                                       (단위 : 회, 명, 시간)
구 분 활 동 내 용 참여횟수 연 인 원 참여시간
2009년 ◦ 사회복지시설,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 재가제대 방문봉사

◦ 의료, 학습멘토 등 재능봉사

◦ 지역 내 환경정화 활동

256 2,105 7,383

2010년 377 4,533 16,804

2011년 449 5,232 18,932

2012년 403 5,025 19,092

2013년 410 5,583 20,739

   3) 자원봉사자 인정 ․ 보상 시책
    가)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운영 및 자원봉사자 증 발급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 인정보상 시책 추진의 제도상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 누적실적이 8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 중 22,591명에

게 봉사자 증을 발급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켰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모집하여 숙박·음식점 826개소, 이·미용 191개소, 서비스

182개소, 자동차 173개소, 패션잡화 105개소, 교육 88개소, 제조 21개소, 기타 181개소

등 1,767개소의 할인가맹점을 운영하여 자원봉사자들이 5~3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자원봉사 체험기회 제공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원봉사자 등 30명을 선정하여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선진 자원봉사 체험기회를

제공하였다. 2013년에는 일본 도쿄 일원에 3박 4일간 도쿄 자원봉사센터 견학 및

문화탐방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다) 자원봉사대축제 및 유공자 표창
자원봉사 BEST ULSAN 시책에 참여 등 자원봉사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2013년 한 해의 자원봉사 활동을

돌이켜 보며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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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일 울산 KBS홀에서 박맹우 시장, 서동욱 시의회 의장 등 기관장과

자원봉사 단체장 및 자원봉사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 유공자

포상 대통령 1명, 장관 6명, 시장 표창 42명, 시의장 표창 5명 등 총 54명에게 수

여하였으며, 인기가수 공연 등으로 자원봉사자들의 그 간의 노고를 흥겨운 한마당

축제로 승화하여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가슴에 소중한 추억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다.

    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자원봉사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

비하여 상해치료 등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심리적 불안요소를 해소함은 물론이

고 나아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자원봉사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와「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이며, 현재 가입인원은 90,550명이며 지난해 자원봉사

활동 중 상해를 당한 5명의 봉사자에게 입원비, 치료비 등으로 5,873천원을 지원하

였다.

나. 민간단체 활동 지원
   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2000년 1월 12일 제정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

간단체는 총 314개 단체이며, 취약계층 복지증진, 자원봉사, 안전문화정착, 환경보

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 참여증대와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단체 선정은 시에 등록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분야별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민간인 11명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공

정하게 심사하게 된다.

2013년에는 시비 3억원을 재원으로 76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엄정한 심사를

거쳐 5개 분야, 67개 단체사업을 선정․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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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완료 후에는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근거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다음해 사업신청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연도별 공익사업 지원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신청단체 지원단체 지원액 사 업 유 형
2009년 83 68 300 사회통합과 공동체운동 등 5개

2010년 78 66 300 사회통합과 공동체운동 등 5개

2011년 80 70 300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등 6개

2012년 78 71 300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등 7개

2013년 76 67 300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복지증진 등 5개

   2) 국민운동 단체 지원
     가) 새마을운동
울산광역시 새마을회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에 나눔, 봉사, 배려의

시대정신을 더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고, 이의 실천을 위해서

문화공동체, 이웃공동체, 경제공동체, 지구촌공동체의 4대 중점운동을 추진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도에는 독서향기가 가득한 울산을 만들기 위한 국민독서 경진대회,

태화강 및 하천 가꾸기, 녹색생활실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하였고,

이웃사랑, 복지시설 나눔운동 전개, 다문화 가정 정착사업 행복한 동행, 저소득층

가정 집수리 사업도 추진하였다.

    나) 바르게살기운동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이 바른 미래를 만듭니다를 슬로건으로 진실된 개인, 질서를

존중하는 품격 높은 문화시민, 화합을 존중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강연회 개최, 효자․효부․외국인며느리․

친절시민을 발굴 시상하였고, 청소년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가정사랑을 위한 바른

가정 세우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10월에 울산에서 개최한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함은

물론 참석한 회원들에게 태화강대공원 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울산을 찾은 전국의

바르게살기 회원들에게 울산의 변화된 모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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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 6월 15일 아시아민족반공연맹으로 출범한 전통성 있는

이념운동단체이며, 창립 이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및 홍보,

대국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화해와 국민 안보의식 고취활동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는 등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활동은밝은 사회,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단원 600여 명이 교통캠페인 정지선 지키기 운동, 스쿨존 자녀들의 안전하게 학교

가기 캠페인과 북한 탈북자의 생활터전 새터민 돕기, 독거노인 목욕봉사 및 김장

담가주기 등 밝은 사회 만들기에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매년 10월말일 남산사에서 6.25동란 때 공산주의의 폭동, 무장공비에 항거하다

무참히 희생되었지만 국가로부터 아무런 위로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울산지

역 62위의 위패를 모셔 해마다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3) 지역사회 발전 및 자원봉사 유공자 포상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라 하더라도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에 공헌한 단체와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있다. 2013년에는 단체와 유공자 160명에

게 포상하여 민간단체의 시정참여 확산 및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범죄피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 구제 및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다

양한 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인권선진국가 실현에 이바지 하고 있다.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조직현황 〉                                                                                  (단위 : 명)

계 고문단 이 사 감사 자  문
위원회

상  담
위원회

의  료
위원회

법  률
위원회

운  영
위원회

상      담
자원봉사자

멘토
자문위원

대학생
멘토

236 6 16 2 19 10 12 12 31 40 1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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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지원실적 〉                                                                                  (단위 : 건)
계 피해자 지원금 의료지원 법률지원 상 담

1,753 292건/1억 8백만 원 16 218 1,227

4. 시민여론 관리
가. 여론 ․ 동향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여론·동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 불편사항과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반응 등

시민의 진솔한 소리를 여과 없이 수렴해 시정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선진행정 구현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여론 동향의 수집은 구 군, 읍 면 동 등 행정체계를 통한 자료 수집과 검찰·경찰 등

정보기관 또는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통한 정보수집 그리고 인터넷, TV,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수집한 정보 중 시민생활 불편 불만, 지역 집단 계층간 갈등, 집단행동 등 사회

불안 요인에 대하여는 사전에 갈등의 핵심내용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입체적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

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신속한 상황인지 및 보고 전파체계를 통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각종 집회 및 행사 동향 등 집단 모임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등

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작성하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일상적인 동향

관리를 하고, 수범사례 등은 중앙부서 및 구 군에 통보하여 시정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나. 공무원 친절도 향상
고품격 행정서비스는 공직자의 존재 이유이며, 시민이 주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

하여 행정서비스가 만족의 단계를 넘어 감동의 단계, 가슴으로 전하는 친절의 단계

까지 수준과 품격을 제고시키고자 다양한 친절시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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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란 고객만족 불만족 사례집 400부를

제작하여 시청 및 구․군에 배부하여 전 직원이 숙독, 실천하는 고객응대 친절지침

서로 활용하였으며, 친절마인드 고취 탁상용 달력 5,500부를 제작하여 친절 실천을

연중 생활화하였다. 또한,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우수부서 및 직원

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조사결과 만족도 하위 직원에 대

해서는 특별교육과 재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의 행동이 조직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친절 실천을 체질화하는 계기가 됐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공무원과 각종 친절도 평가 결과

몸에 베인 친절을 실천한 우수부서․공무원 29명에 대해서는 5만원상당의 문화상

품권을 지급하여 격려하는 한편, 시정 이미지를 훼손시킨 불친절 공무원 11명은

즉시 부서에 통보하여 부서장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2014년에도 친절교육, 친절도 평가, 신고센터 운영, 전 직원들에게 친절ㆍ불친절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수준 높고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명품시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다.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 있는 운영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행정서비스헌장을 내실 있게 운영해 왔다.

2013년에는 조직개편, 부서별 업무조정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제정 2개

부서(안전총괄과 도시디자인과), 폐지 1개 부서(민방위재난관리과), 부분개정 10개 등

총 13개의 헌장을 제 개정 하였다.

또한,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210일간에 걸쳐 전화응대 친절도 등 3개 영역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 모니터링 기관에 의뢰해 실시했다.

조사결과 방문 만족도 84.9점, 전화 친절도는 91.4점, 민원처리 만족도는 87.8점

으로 나타났으며, 부서평가에서는 환경정책과가 최우수,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클린

울산추진단 감사관실이 우수부서로 선정돼 시장표창과 시상금을 받았다.

2014년에는 고객이 참여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은 물론,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시책을 개발하여 헌장의 강력한 실천과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실천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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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단위：점)  

구    분
조 사 항 목

비 고
계 민원처리

만 족 도
전  화
친절도

방  문
만족도

2011년 87.3 88.4 91.0 82.6 -

2012년 87.8 88.7 91.3 83.4 +0.5

2013년 88.1 87.8 91.4 84.9 +0.3

라. 민원처리 해피콜센터 운영
‘고객불편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민원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사무편람에 수록된 유기한 민원과 시 산하기관

기업민원을 대상으로민원처리 해피콜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2013년 고객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39점으로 대부분의 민원인이 민원처리에 만족

을 나타냈으며, 이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민원에게 기대

이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데 기인한다.

〈 해피콜센터 운영 현황 〉                                                                                 (단위：건)

기관명 대상건수
조 사 대 상 조사불가 및 제외

소계 평가자 통화불가 (부  재) 소계 전화번호  
오류,제외

계 2,191 2,074 1,408 666 117 117

광 역 시
사 업 소 1,484 1,408 950 458 76 76

울산경제
진 흥 원 234 208 139 69 26 26

신 용
보증재단

473 458 319 139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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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 홈페이지 ‘울산시에 바란다’ 코너 운영
시정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생활민원 등 다양한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 수렴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 홈

페이지에울산시에 바란다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3,956건을 접수하여 2,704건(68.4%)을 자체 처리하였으며, 1,252건

(31.6%)은 타기관으로 이송·처리했다.

2012년 3,320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로 서동고가차도 반대 등 LH혁신도시

사업단 이송민원 증가와 신복고가차도 중앙분리대 설치반대 등 교통민원 증가로

2013년 인터넷 민원이 636건 증가하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 분기별 국민신문고 처리현황 점검 결과, 울산은

전국 17개 시 도 중 민원 만족도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에서 2~5위의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높은 만족도와 준수율를 보이는 이유는 업무처리 담당자에 대한 적극적

인 민원처리 독려로 기한 준수율이 향상되었으며,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한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에 기인한다.

〈 ‘울산시에 바란다’ 민원 처리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회 신 완 료(자 체 처 리)

타기관 
이  송소계 이해안내 상담·제안 동일민원

기처리
취하·착수전

 해결 단순의견

2011 3,564 2,155 1,651 191 67 194 52 1,409

2012 3,320 2,378 1,733 251 39 258 97 942

2013 3,956 2,704 2,044 365 122 138 35 1,252

바. 명절 연휴 종합대책의 완벽한 추진
명절 연휴를 전후하여 민족 대이동에 따른 교통 불편, 제수용품 수요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병․의원과 약국의 휴무로 인한 환자불편, 가스 등 생활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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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의 휴무로 인한 연료구입 애로, 기타 상수도사고 쓰레기문제 산불발생

등 8개 분야에서 예상되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연휴기간 종합상황실을 설

치․운영했다.

2013년에는 설 연휴 233명(일일평균 58명), 추석 연휴 266명(일일평균 53명)이

연휴기간 중 상황근무를 하였으며, 근무기간 중 산불방지, 화재예방 및 구조

구급, 비상진료 및 당번약국 운영,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성묘객 셔틀버스

운행 등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냈다.

5. 민원봉사
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모든 민원은 접수에서부터 처리되기까지 전담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민원 접수

즉시 처리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다. 인․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등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시행으로 민원불편해소와 시민위주의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원 처리실적〉                                                                                   (단위：건)

구    분 계 인 가 허 가 면 허 신 고 승 인 등 록 증 명 지 정 기 타
접 수 1,403,340 938 161,923 2,103 281,553 27,391 645,737 44,041 3,148 236,506

처 리 1,394,992 847 160,532 2,100 279,450 26,870 645,148 43,911 3,090 233,044

불 가 527 3 77 0 32 6 14 40 10 345

반 려 1,068 1 51 0 584 9 15 50 10 348

취 하 2,631 38 641 1 1,028 283 271 11 10 348

처리중 4,122 49 622 2 459 223 289 29 28 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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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민원사무를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할 경우 일수에 따라 민원담당자에게 마일

리지 점수를 부여하는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총

13,555건의 마일리지 대상민원에 대하여 법정일수 121,032일 대비 81,285일을 단축

하여 단축률 67.2%의 성과를 보였다.

또한, 2013년부터 민원접수에서 처리완료까지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민원처리 실시간 문자안내(SMS)서비스를 시행, 올해는 민원처리 만료일을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알려주는 민원처리기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어디서나 민원처리제(구 FAX민원)의 대상사무는 제적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130종으로 2005년 7월부터 민원인이 지정한 기관에서 어디

서든 3시간 내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어디서나 민원 처리실적〉

                                                                     (단위：건)
접   수 처   리 교   부
73,656 22,963 59,554

라. 온라인 민원 서비스(민원24) 운영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 등

5,000여종의 민원 안내서비스와 1,230여종의 민원을 직접 발급 열람하여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민원안내와 관련법령

검색 및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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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원구비서류 135종에 대하여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 구비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마. 밝고 편안한 민원봉사실 환경조성
민원인이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보고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을 각종 휴식공간을 갖춘 쉼터로 조성 운영하고 있다.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민원인 전용 복사기, FAX, 무인민원발급기, 컴퓨터, 청각장

애우을 위한 화상전화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수족관, 화분, 대형TV, 소파, 음수대,

혈압기를 설치하여 민원대기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민원편의를 위한 각종 장비현황 〉                                                                               (단위：대/개)

구  분 복사기 FAX 컴퓨터 프린터 대형TV 화  상
전화기

(청각장애우 전용)
수족관 혈압기

수 량 1 1 2 1 1 1 1 1

바. 여권발급
2008년 8월 25일부터 우리나라 여권의 국제신용도 향상을 위한 전자여권을 발급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시민편의를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시 및 5개 구․군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여권발급 민원에

대한 시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낮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구군과 함께 요일별로 21시까지 야간 민원실도 운영하고 있다.

〈 야간민원실 운영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시, 동구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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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 처리실적 〉                                                                                   (단위：건)

구  분 여  권  종  류  별
계 일   반 거   주 관  용 여행증명서

2009년 57,432 57,364 47 21 -

2010년 88,531 88,459 42 30 -

2011년 74,681 74,603 38 40 -

2012년 79,064 78,985 36 43 -

2013년 73,772 73,706 25 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