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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전자시정
1. 정보기획

가. 정보화 추진현황
최근 급변하는 IT 기술은 정보화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가져와 시민의 삶의 질

개선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시도 시민 공감 스마트 전자시정을 구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 PC를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며 인터넷 중독 상담과 예방교육

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시정정보 제공과 신속한 전자민원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 콘텐츠

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사이버도서관의 신간 전자도서를 확대하였으며, 스마트폰

의 대중화에 따라 모바일 전용 공공시설예약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수요를 조사하고 시에서 보유중인 공공데이터를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등록 개방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테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 2월부터 사이

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진단과

정보보호대책 수립 등 사이버침해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구․군 및 사업소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지상파 디지털방송 채널

재배치를 지원하였으며 시민안전을 위한 구․군 통합관제센터를 연차적으로 구축

해 나가고 있다.

나.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기능이 (구)정보통신부에

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로 이관되고 2009년 1월 1일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

사업본부(8개 체신청)에서 수행하던 정보격차해소 사업이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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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장애인, 고령자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과 저

소득층 중고PC 보급 및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교육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 2013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추진실적 〉

사  업  명 목표 실적 비율
(%)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시비

계 15,260 28,678 188 256 153 103

취약계층

정 보 화

교 육

소 계 (명) 1,180 1,948 165 78 39 39

장애인 집합교육(명) 880 1,614 183 68 34 34

고령층 집합교육(명) 240 240 100 5 2.5 2.5

결혼이민자 집합교육(명) 60 94 157 5 2.5 2.5

중고PC 보급(대) 240 317 132 38 19 19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 90 103 114 90 45 45

인터넷중독상담 예방교육(명) 13,750 26,310 191 50 50 -

다. u-City 조성 추진 
u-City는 일반적으로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공

간에 융합하여 도시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의한

안전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신산업 창출 등 도시의 제반 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차세대 정보화 도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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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굴뚝원격감시체계, 대기오염측정망관리, 수질원격감시시스템 등 환경 분야에서

타시도 보다 앞서 u-City 사업을 추진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한 유

비쿼터스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2008년에 u-울산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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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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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울산 우정혁신도시를 u-City로 구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혁신도

시 u-City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국토해양부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 인정 요청 및

승인을 받았으며 2012년 u-City 구축 설계를 완료, 2015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

으로 u-City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 2014년 업무계획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하고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문화의 달에

『장애인 정보화 축제』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지원 960명, 취약계층

중고 PC 보급 250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90대 및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13,200명 등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

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교통관리센터 1층

(구, 디지털방송 전환지원센터)에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2. 생활정보
가. 울산대표 홈페이지 구축 운영
울산시는 시정 홍보와 정보 제공을 위해 행정,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12개 분야

의 정보를 수록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구축하여 1998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 동안 홈페이지 이용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며, 2013년에는 시정정

보를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디자인 전면개편으로

울산시 대표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대표홈페이지는 경제통상, 환경녹지, 복지여성, 문화관광, 교통건설, 일반행

정 등 17개 분야에 대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 연간 홈페이지 방문

자수는 1,152만 명으로 하루 평균 3만 1,500여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다.

다양한 시정정보 제공과 신속한 전자민원처리 및 지속적인 콘텐츠 보강을 통해 울

산대표 홈페이지가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울산 정보 포털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이 가져온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 환경에서 시

민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다양한 시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 참여, 관광, 교통, 태화강 등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 서비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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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우편 및 문자서비스 제공 
울산시는 시민 전자우편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2000년 12월부터 시민전자우편

시스템(http://www.ulsan21.net)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민전자우편시스템은 무료 전자우편(E-mail) 서비스로 메일 송수신 보안기능

강화, 스마트폰에서 메일 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등 새롭게 개편

된 메일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이용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다.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제공
기관별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강좌, 체육․대관, 공연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이용안내 및 예약이 가능한 공공시설

예약시스템(http://yes.ulsan.go.kr)을 2003년 9월에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2004년

4월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

공공시설예약시스템은 복지회관, 가족문화센터, 체육시설, 구․군 예식장, 동 주

민자치센터 등 161개 공공시설의 각종 강좌, 체육․대관, 공연 등 4,000여 종에 대

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조회,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서

비스 가능한 시스템으로 종전의 시설 방문신청에 따른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부

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이 서비스는 2005년 6월『지역정보화 시책사업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하였고, 2005년 11월『제8회 자치정보화 혁신경진대회』에서 장려상에 선정되는

등 높게 평가되었다.

2013년 2월에는 스마트폰의 보편화․대중화에 따라 스마트기기로도 편리하

게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대민 서비스 경쟁력을 강

화하였다.

2013년 방문자수 367만 명, 예약건수 10만 여건으로 하루 평균 1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시설들을 공공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 이

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시민 이용편의를 증대하고, 나아가 지역 예약 포털

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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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이버도서관 운영
관내 도서관 부족과 시민들의 독서문화 창출과 문화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손쉽

게 도서관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전자도서 서

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켜왔으며, 최근의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확대 등에 따라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장도서 확충으로 지식정

보에 대한 시민 접근성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 7월 최초 구축․운영 해오다 2010년에는 관내 공공도서관(남구 도산도서

관, 북구 염포양정도서관 2개), 대학도서관(울산과학기술대학교, 춘해보건대 2개)

등을 연계․확대하여 각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도서 207만여 권의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19만여 권의 전자도서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매년 800여권의 전자도서 확충으로 시민의 다양한 독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내 도서관을 통합한 사이버도서관(http://lib.ulsan.go.kr)을 서비스함으로써

시민의 도서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마. 2014년 업무계획
공공시설예약서비스는 기관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 복지, 체육공원, 교

육 등 분야에 대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통합안내 및 예약·결제 시스템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업무 효율성을 증대코자 기능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신간 전자책 800여권을 추가 확보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사이버도서관

을 운영하고, 대표홈페이지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관련 콘텐츠 및 디자인 개편과

보안기능을 강화하여 양질의 콘텐츠 제공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인터넷 서비

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행정정보
가. 시도 행정정보화 추진
우리시는 중앙부처-시도-시군구간의 행정정보 연계 및 공동이용을 위한 시도 행

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자정부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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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스템(27종 63식)을 도입하여 복지여성, 문화체육, 경

제통상 등 18개 행정 분야의 전국 공통표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006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함으로써 민원 및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2007년에는 시스템 이용활성화를 위해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명칭을 ‘원

클릭울산’으로 제정하였으며, 시도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을 통해 업무프로세스

관리를 자동화하는 업무프로세스관리(BPM)을 도입하는 등 행정업무의 혁신과 대

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 원클릭울산 이용실적 〉                                                                     (단위：건)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4,915,189 391,332 842,094 962,872 890,882 940,460 887,549

시도행정 4,799,444 376,062 821,128 939,348 872,663 921,426 868,817

서식민원 115,745 15,270 20,966 23,524 18,219 19,034 18,732

그리고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데이터의 신속한 복구 등을 위

해 2006년 12월에는 원격지 시도 행정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2013년 1월에는 시에

구군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가 간소화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되었으

며,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대민신

뢰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앞으로도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자치단체 중심의

원클릭 행정처리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나.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 운영 
종이문서의 비효율성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9년에 전자문서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2003년 12월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문서의 기안, 결재,

유통 등 전 처리과정을 자동화한 표준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획기적 변화를 이루었다.

2009년 3월에는 행정기관의 보고 등 업무처리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보급한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현재까지 온-나라

시스템으로 665만건의 문서를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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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문서 음성인식 바코드 출력기능과 자료유통 기능을

도입하였으며, 스마트폰 사용 급증에 따라 모바일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정

관리, 메모보고 등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스마트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생활․문화․지식 등 다양한 컨텐츠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원천데이터 개방요구가 증대하고, 저성장 경제구조에서 공공

데이터가 새로운 성장 모맨텀을 제공하여 공공데이터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

하는 핵심자원으로 인식 되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2013.6.27)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우리시도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2013. 7월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

당자를 게시하였고, 2013. 11월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수요조

사를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총 76종의 공공데이터 등록하여 개방하였다.

향후 민간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선제적으로 발굴․제공하여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라. 지역정보화본부 운영
지역정보화본부는 지역정보화조례에 의거 1997년 7월 15일부터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1월 28일에는 본관 13층에 440㎡규모로 새롭게 이전하여 주전산기

등 365종 정보자원을 운영 중에 있다.

지역정보화본부는 정보자원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도록 접근통제, 전기 및

소방시설, 항온항습기 등을 갖추었으며, 특히 각종 재해감지센서 및 보안장치 등

최첨단 보안시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010년 2월 10일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지정하고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통해 정보보호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지역정보화본부 시설현황 〉                                                                     (단위：㎡)
계 전  산기계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실 UIS실 UPS실 자료실공조실
440 219 60 40 27 3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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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자원 현황 〉                                                                      (단위 : 종)
계 주전산기 스토리지 백업장치 정보보호 주변장치 네트워크 부대장비
365 122 20 9 36 76 56 30

마. 2014년 업무계획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 증가에 따라 민간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는

개방 수요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발굴․제공하고 민-관이 자유롭게 공공데이터를

실시간 활용할 수 있는 Open_API를 통한 공공정보 제공 서비스로 확대할 뿐 만

아니라 공공데이터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품질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4. 정보보호
가. 사이버침해대응체계 운영 강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DDoS공격, 악성코드, 해킹 등 각종 사이버테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 2월부터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정보원, 안전행정부 등 사이버안전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보안관제시스템과 침해대응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위협 조기경보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해킹, DDoS 공격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2013년 주요 침해대응 활동으로 악성코드 치료 155건, 해킹유포지 차단 563건,

웹 취약점 및 DDoS 공격 차단 152건 등의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특히

북한3차 핵실험, 3.20 사이버테러, 홈페이지 해킹 등 국가 사이버위기 발생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여 사이버위협에 철저히 대응하는 등 사이버침해대응 활동

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운영
2009년 7월 7일 DDoS 사태 이후 국가 및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보호강화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 지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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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대상시설에 대한 정보보호체계와 점검 등 취약점 분석 평가를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정보보호수준 진단을 3~9월까지 실시하였고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한 수차례 모의훈련 실시를 통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교란, 마비 또는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침해사고까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이 타 행정기관에서 운영 계획중인 정보화

사업과 중복되는지 사업추진 전 심의 조정단계에서 정보시스템간 상호연계, 공동

이용 활성화, 중복투자 방지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중인 사전협의 제도를 지속적으

로 운영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사전협의 요청 건수가 총28건으로 추진허용 19건, 조건부허용 5건

및 신청반려 4건 등으로 정보공유와 공동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사업 추진시 자체 보안대책에 대한 검토와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안성검토는 총83건으로 시스템, 네트워크, 관리적 기술적 보안사항 등 검토 보완을

통해 최신 IT 기술 및 보안정책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보안강화에 힘쓰고 있다.

라. 개인정보보호업무 추진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제정되고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법 시행에 발맞추어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

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우선, 개인 PC

에 불필요하게 방치된 개인정보의 검출, 개인정보의 최소화 및 정기적인 각 부서

별 개인정보 파일의 자율적 점검을 통한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2011년 4월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2013년 3~6월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 정보화업무

연찬회 등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 등을 하였으며, 11월에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하였고 매년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연 2~3회) 및 수준진단(연 1회)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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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개인

정보보호법의 개정․시행(2014. 8. 7.)에 적극 대비하는 것은 물론 시민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마.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및 PC 보유현황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더불어 개인용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었다. 이에따라 PC

보안이 얼마나 적절히 자율적으로 점검하는가에 따라 정보보안 관리체계 경쟁력

이 좌우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은 전체 공무원이 업무

용 및 교육용 등 PC 진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및 조치하였고

2013년에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90%가 넘는 진단실적으로 윈도우 보안업

데이트 및 패스워드, 공유폴더 등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PC 보유현황 〉                                                                                 (단위 : 대)

기관 계
일반 업무용 특    수

업무전용 교 육 용 기 타소계 본청,
시군구 사업소, 읍면동

합 계 7,384 6,897 5,682 1,166 83 356 146

울산광역시 2,261 2,240 2,240 - - 21 -

소 계 5,123 4,657 3,442 1,166 83 335 146

중 구 825 874 547 278 - 49 -

남 구 1,324 1,175 841 334 60 83 6

동 구 825 793 667 126 - 32 -

북 구 1,112 798 667 131 23 151 140

울주군 1,037 1,017 720 297 - 20 -

마. 2014년 업무계획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사이버테러 공격 및 확산되는 신 변종 악성코드 등 새로

운 보안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신장비로 업그레이드하여 전자시정의 보

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적 침해에 대비하여 우리시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

가 및 사이버침해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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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이 타 행정기관에서 운영․계획 중인 정

보화사업과 중복되는지 사업추진 전 사전 심의․조정을 강화하여 공동이용 활성

화와 중복투자를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3.8.6)에 따라 오는 2014. 8. 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

집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필수조치사

항 이행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5. 정보통신
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관제시스템 보강
시청에서 구 군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간 이용하던 중고속 정보통신망 임대 협

약기간(3년)이 종료됨에 따라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으

로 통합 구축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회선 장애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

하도록 관제시스템을 보강하였다.

최첨단 전송장비 및 고속회선 등 관련 시설 등을 구축 완료하고 2016년 2월까지

3년간 본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음성 데이터 방송 인터넷 등이 융합된 초

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결재, 행정포탈, 인터넷, 행정전화 등 행

정기관 내부의 대용량 트래픽 처리는 물론,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관리 등 각종 민원업무도 더욱 신속하게 처리 가능해져 시민들의 행정업무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5G급 중속 임대망 회선에서 최대 10G급의 초고속 회선 설치로 통신대역

폭이 최대 2배까지 확장 가능한 대용량 전용통신망을 추가 소요예산 없이 확보하

게 되어 다양한 전자정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해킹·웜·바이러스와 같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주요정보 보호와 IPTV,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컨버전스 기술

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새로운 정보기술의 신속한 적용으로 빠르게 변하는 행정수요에 탄력

적으로 대응하고, 전체 통신망의 이중화, 관제시스템 보강 등으로 초고속 통신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보안성과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여 연중 장애가 없는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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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통신 민원사무 추진
2013년 시의 민원사무 중 신규 등록 수리는 5개 사업장으로서 전년도 12개 사업

장에 비해 줄었으며, 등록기준신고는 등록 후 3년이 도래하는 업체로서 30개 사업

장을 대상으로 하였고, 폐업 업체는 3개 사업장으로서 영업부진 등에 따른 자진폐

업이었다. 또한, 127개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행정 부실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해서

는 지도․감독을 통해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4개 사업장, 과태료 부과 10건에 360

만원의 처분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구․군에서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1,770

건,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확인 2,842건의 민원신청을 처리하였다.

〈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사무명 〉
이양유형 단위사무 민원

종류
처리기간 수수료 근  거  법  령법정 단축

국가 →

시․도

신규등록신청 등록 14일 9일 30,000원 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양도신고 신고 5일 4일 5,000원 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합병신고 신고 5일 4일 5,000원 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등록기준신고 신고 7일 5일 법 제14조, 시행령 제19조

폐업신고 신고 즉시 법 제23조, 시행령 제23조

재교부신청 교부 즉시 5,000원 법 시행령 제18조

국가 →

시․군․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전검사 신청 14일 7일 20,000~

60,000원 법 제36조, 시행령 36조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의 사무는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

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

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 하는 제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사무로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

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등록기준신고 시 업무착오 또는 지연,

누락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해당 업체에 안내문을 통지하여 안

정적인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등 사업체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민원사무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 민원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사업 등록업무 관리를

체계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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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 처리현황 〉                                                                                  (단위：건)
구분 계 신규등록 양도등 폐업 등록기준신고 등록증등재교부 행정처분 과태료

추진실적 60 5 1 3 30 7 4 10

   2)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사용전 검사제도는 신축 건축물(연면적 150㎡이상)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

설물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맞게 설계와 시공이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업무로서,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에 검사

를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법정처리기한

인 14일을 대폭 단축하여 7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기술기준에 부적합 판정되는 건

축물에 대해서는 재검사의 기회를 부여하여 민원인이 두 번 신청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민원업무 최우선 처리 노력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구현

으로 시민편의 증대와 행정신뢰도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선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 사용전 검사업무 처리현황 〉                                                                      (단위：건)
구 분 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추진실적 1,770 191 382 343 309 545

   3)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착공전 통신설계도는 건축물을 지을 때 TV나 전화 등을 어떻게 설치할지를 담

은 통신 및 방송설비 설계도이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건축물 재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 착공 전에 기초자치단체에 통신설

계도의 기술적, 법적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 설계업체의 면적 대비 정보통신설비 갯수를 부적합하게 설계하거나

통신설계도 및 계통도와 평면도를 다르게 설계하는 등 설계오류 또는 누락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서는 착공

전 통신설계도 확인 부적합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는 등 민원사무의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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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전 설계검토 처리현황 〉 (단위：건)
구 분 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추진실적 2,842 299 589 439 424 1,091

   4) 정보통신공사업 유공자 포상
지역내 정보통신공사업 관련업체에 대한 울산광역시장 유공자 표창을 매년 실

시하여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다. 특히, 포상은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에 대해 시상을 하는 만큼 수상자에게는 뿌듯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2013년에도 우수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1명을 선

정하여 표창한 바 있다.

앞으로도 지역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시정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정

보통신공사업 관련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의 건

전한 육성발전과 시정참여 의식 고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2014년 업무계획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대중화 및 전국민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대로 진입

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원활한 모바일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동통신 3사에

서 와이파이(Wi-Fi)존 설치를 확대하여 시 전역 6,400여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시내버스 780여 대와 소

외계층 스마트 격차해소 및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지자체, 통신사가 협력

하여 재래시장,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장소 64곳에 시민 누구나 활용 가능한

무료 공공 무선인터넷을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도 복지시설 등 64개소에 대해 무료

와이파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무선인터넷 이용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하여 정보이용률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시민편익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U-gov의 실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 IT행정업무 주체로서의 발전마인드 제고 및 지역주민의 편익도

모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중앙권한 사무의 지방이양을 지속적

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정보통신 민원사무의 신속한 업무처리 및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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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관리를 체계화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행정 신뢰도 향상과 지역 산

업의 상호 발전을 통한 고품격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편익 증진 및 주민

밀착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정보통신분야의 역할을 수행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효율성 향상 및 운영․관리비용 절감 등 정보통신 기반 고도화를

통한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업무 지원 및 완벽한 대민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스템․통신망 등 신속한 구축 지원으로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는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과 신뢰받는 시정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6. 방송미디어
가. 방송미디어 일반
방송과 통신의 발전은 공급과 수요가 융합되는 디지털 쌍방향서비스로 변화하

였고, 이에 우리시도 고화질(HD) 서비스 제공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지원에 필요

한 첨단미디어 시설 구축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방송기술의 디지털화 등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회의실 HD방송 구축, 행정미

디어방송, 영상미디어보드, 영상회의시스템, 디지털안내시스템을 운영하여 시대에

걸 맞는 행정의 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송시설의 인프라 확충, 각종 방

송장비의 첨단화로 회의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 회의실 방송미디어시설 운영
대회의실, 구관 회의실의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송․영상장비의 운영지원이 가능해졌으며, 디지털 방송시대에 걸맞은 질

높은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안내방송시스템 운영을 통해 이

용자 편의성과 신속한 청내 안내방송 제공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각종 행사 방송지원현황 〉                                                                      (단위：회)
구  분 계 청내행사 야외행사 영상회의 안내방송
지원수 2,278 887 360 41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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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미디어방송 및 청내 TV 방송 운영
2012년 6월 미디어방송센터를 구축하고, 미디어송출시스템을 이중화하여 운영하

고 있으며, 청내 주요행사 등 각 회의실에서 전송된 동영상을 미디어방송센터의

CATV망을 통해 HD 방송으로 송출하고, 직원 개인별 PC로 실시간 중계방송 및

녹화방송을 시청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고회, 정례조회, 의회방송, 시정뉴스를 제작 VOD로 서비스하고 시정 영

상자료를 관리하여 디지털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 디지털 영상미디어보드 운영
청사를 방문하는 내방객 및 직원들에게 시정뉴스, 국정 홍보, 행사안내 등을 알

리기 위해 2010년부터 영상미디어보드와 디지털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본관 엘리베이터 등 12개소에 총 2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시스템 운영

을 위해 서버시스템 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매일 9편 정도의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여 하루 11시간 다양한 콘텐츠를 표출하

고 있으며, 아울러 관내 타 공공기관 등의 홍보 영상과 시민들이 제작한 UCC 동

영상도 표출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 디지털방송 전환 활성화 추진
울산지역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방송통신위원회」의 순차 종료에 따라

2012년 8월 16일 14시 “광역시 최초”로 조기 종료되었다.

디지털 TV방송으로 전환되는 범국가적인 사업에 따라 시민들의 TV시청권 보장

확대를 위해 울산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개소와 운영에 적극 지원하였으며, 취약계

층과 일반가구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미래창조과학부」지상파 디지털방송 채널재배치에 따라 2013년 7월 17일

14시 경상권 채널재배치가 완료 되었으며, 노인, 장애인 등 리모콘을 통해 자동채

널 재설정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위해 재설정 지원 홍보에 최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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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CCTV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남구, 동구, 북구와 울주군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2009년, 2011~13년에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CCTV를 1,63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 강화에 따라 기존 목적별로 분산된 CCTV를 통합 다목적용으로 운

영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기

초하여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울산광역시 관내 CCTV 운영 현황 〉                                                                                 (단위：대)

기 관 명 보유대수 범죄예방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주정차단속 재난화재감시용 시설물관리 기 타
계 5,255 1,639 410 108 91 363 196 2,442 6

본 청 1,064 - - - 91 - 44 923 6

산하기관 796 - - 15 - - - 781 -

중 구 493 274 42 40 - 49 18 70 -

남 구 1,163 575 111 - - 200 7 270 -

동 구 533 235 - 50 - 31 19 198 -

북 구 440 232 12 - - 76 7 113 -

울주군 766 323 245 3 - 7 101 87 -

사. 2014년 업무계획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중구『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을 지원하고, 2014년

구·군『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이 완료되면, 2015년『CCTV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구·군 운영비 지원과 남구『CCTV

통합관제센터』에 초등학교 CCTV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범용,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놀이터에 대한 CCTV 설치를 확대

하여 어린이 안전보호와 시민들의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향후, 디지털 방송시대에 걸맞은 고품질 서비스를 위해 기존 행정인터넷방송, 영

상장비는 연차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케이블 TV의 고화질 방송 서비스 전환과 기

술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첨단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양질의 방송미디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