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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백만원)

지  원  현  황 향 후소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50,000 64,500 7,000 7,5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5,500

제9절 교육 및 혁신도시 건설 지원
1. 교육협력 

가. UNIST의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전국 최초의 법인화 대학이다. 인류의 삶에 공헌

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대학을 목표로 성장기반을 다지고 있다. 저차원탄소 혁

신소재 연구센터, KIST-UNIST 울산융합신소재센터 건립도 계획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어 세계적인 연구센터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추진중

인 2단계 BTL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UNIST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세계 10위권

이공계 특성화 대학' 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2013년도 한해는 글로벌 TOP 10 대학으로 도약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

다. UNIST의 과학기술원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2단계 BTL 추진으로 ‘제2

의 개교’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IBS 연구단과 산재모병원 유치 추진 등을 통하여

연구중심대학으로 자리를 굳혔다.

우수한 교수인력은 정책자문단, 과학 진흥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활동에 참

여하여 시정을 이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의 길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시는

대학발전기금을 15년간 1,500억원 지원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2013년까지 645억원

을 지원하였다. UNIST이사회, 경동장학재단,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학발전기금 지원현황>

나. 교육협력을 통한 교육공동체 역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교육행정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재정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울산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조

례 제정(2010년 12월 30일자) 이후 교육-행정간 협력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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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회는 2013년 9월 25일 개최하였다. 현대공고 (마

이스터고 전환) 투자 육성계획, 진로체험센터 및 체험처 지원, 현장중심 학교폭

력 대책 추진 등 교육진흥을 위한 주요 안건을 다루었다. 합의된 안건 중 재정지

원에 관한 사항은 2014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협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법

정전출금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도 분기별로 전출하여 교육재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토요 창의·진로체험교실 운영을 통하여 주5일 수업제 정착 지원, 원어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리더십 체험교실, 교육기부 확산, 각종 체험프로그램 진행 등 지역교

육공동체로서의 역할과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울산광역시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고등학생 60명과

대학생 30명, 총 9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
기 관 명 안  건  명 비 고

울산광역시

기후캠프 및 기후변화 동아리 활동 지원

울산홍보관 및 태화강 생태복원 교육영상물 활용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지원

2015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준비 협력

울산광역시

교 육 청

현대공고(마이스터고 전환) 투자 육성계획

진로체험센터 및 체험처 지원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추진

강동산하지구 학교부지용도 변경(고→중) 및 고등학교
부지 추가 확보

법정전입금 조기 전입을 위한 협력강화

〈 2013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계

(백만원)
2013년 전전년도 

정 산 분 
취득세

감면보전분소 계 광역시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194,503 168,400 44,550 23,850 100,000 16,269 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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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교육경비 주요 지원사업 〉
사 업 명 지원액(백만원) 주요성과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3,000 다양한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영어마을 등)

에너지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150 에너지 마이스터고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2,500
저소득층 급식지원 대상 확대
(최저생계비 160%→ 200%)

사립유치원 종일반 교재교구비 지원 54 종일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013년 울산광역시 장학금 지원액 〉
계 고등학생 대학생

인원(명) 금액(백만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90 200 60 80 30 120

<2013년 진로체험교사 현장체험> <2013년 진로체험교실 운영>

다. 2014년 업무계획
지방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UNIST의 경우 연구시설, 정주시설 등을 확충하는 2단계 BTL사업을 2014년

공사 착공하여 2016년 준공하게 되면 UNIST의 연구공간이 타 연구 중심대학 수준으

로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시의 협력과 지원 성과가 지역사회에 뿌리내

리도록「울산사랑 프로그램」이 다양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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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업비(천원)
계 545,000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10,000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10,000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10,000

소외계층 독서/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60,000

구 군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지원 70,000

평생학습 자원활동가 지원 사업 30,000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10,000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전문가 특강 30,000

교육지원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자원 공유에 힘쓸

계획이다.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토요 창의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한정된 교육 및 인적자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교육기부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2. 평생교육
가. 평생교육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통한 평생학습문화 학산

2013년에는 구·군 평생교육 사업 지원과 평생교육기관 대상 소외계층 및 문해

교육 지원사업, 관계자 워크숍 등으로 울산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 대한 지원

및 네트워크 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신규 학습동아리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학습

동아리 리더 교육을 통해 학습동아리 리더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활동 예산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학습동아리 운영의 내실을 다졌다.

그리고, 평생학습 컨설턴트 양성으로 전문성을 갖춘 시민 활동가를 양성하여 5개

공공도서관과 울산평생학습축제 등의 행사에서 평생학습 비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평생 학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 2013년 평생교육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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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강사명 주    제 비 고
제1강 서상록 다시 시작하는 인생 이야기 前삼미그룹 부회장

제2강 김남진 비우고 채우는 건강관리법 한국건강증진연구소대표

제3강 우재룡 당신의 삶을 디자인하라 한국은퇴연구소장

제4강 고규홍 나무와 사람 이야기 칼럼리스트

제5강 박용우 회춘 프로젝트 리셋의원 원장

제6강 최강현 행복한 가정 만들기 부부행복연구원장

제7강 오정해 아름다운 우리음악의 멋과 흥 영화배우, 국악인

제8강 신정근 재미있는 동양고전 이야기 성균관대 교수

제9강 이보규 행복디자인과 삶의 지혜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장

제10강 허영호 안 미치면 최고가 될 수 없다 산악인

제11강 김지은 내 몸이 원하는 건강관리 진한의원장(한의사)

제12강 정종철 꿈꾸는 자가 되자 개그맨

사       업       명 사업비(천원)
4050 프로그램 지원사업 100,000

울산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140,000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15,000

시민아카데미 운영 사업 60,000

나. 품격있는 시민교육, 시민아카데미
시민아카데미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평생교육 사업이다. 폭넓은 교양과 시민의

식 향상 및 삶의 품격 향상을 목표로 건강, 인문, 가정, 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활동하는 국내 최고의 강사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도 시민아카데미에 참여한 인원은 3,164명(연인원 15,793명)이며, 매회 평

균 참석인원은 790명이다.

〈 2013년 시민아카데미 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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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강사명 주    제 비 고
제13강 김석봉 멋진 인생을 디자인하자 석봉토스트 대표

제14강 김애련 행복한 중장년기 성공적 이미지 메이킹 이화여대 교수

제15강 고제희 생활속 돈버는 풍수 대동풍수지리학회장

제16강 문정희 문학의 도끼로 내삶을 깨워라! 고려대 교수

제17강 최창호 행복한 사람들의 힐링 노하우 알파브레인연구소 대표

제18강 선재스님 음식은 생명이다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제19강 김보화 웃는 인생 성공비결 개그우먼

제20강 김형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 연세대 교수

다. 희망을 꿈꾸게 하는 곳, 도서관 인프라 확충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은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은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

보접근 및 이용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공간이다.

2013년부터 울산중부도서관이 2017년 울산시립도서관 개관까지 울산광역시의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에는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 투 융자사업 심사승인을 받아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과 종합건설본부에서 본

격적으로 도서관 건립 절차를 진행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중구의 약수골도서관과 남구 신복도서관이 신규 개관하여

공공도서관이 14개소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23개소가 증가하여 129

개소로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9월 국민 독서의 달’을 맞아 지역내에서

는 다채로운 독서진흥 행사를 통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우리 시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책으로 하나 되는 울산’이라는 주제

로 ‘울산 Book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반영하여 2014년도

는 자체사업으로 계속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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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명 소 재 지 운영주체 개관일
시   설   규   모

부지(㎡) 건물(㎡) 열람석 장서수(권)
14개관 34,210.7 26,577.1 6,511 1,507,022

중부도서관
중구 도서관길 60
(중구 북정동 350-5)

교육감 1984. 8. 3. 2,653 5,045 1,243 308,067

약숫골도서관
중구 평산4길38
(중구약사동590-13)

중구청장 2013. 9.24 1,338 854.1 191 13,279

남부도서관
남구 거마로 13번길6
(남구 옥동 1397-12)

교육감 1989. 3.29. 3,259 4,479 1,405 273,592

도산도서관
남구 번영로 54번길6
(남구 야음동 576-10)

남구청장 2010. 3.12. 611 1,214 179 48,354

신복도서관 남구 신북로72번길18-13 남구청장 2013.11.14 712.7 1,522 200 24,001

동부도서관
동구 봉수로 505
(동구 서부동 257-14)

교육감 1992. 3 .5. 14,076 3,375 1,002 254,068

중앙도서관
북구 두북곡1길9
(북구 연암동 378)

북구청장 2008. 5. 1. 992 2,447 447 110,015

기적의도서관
북구 이화5길29-13
(북구 중산동 570-2)

북구청장 2004. 7.28. 891 728 172 46,236

농소1동도서관
북구 동대15길 27
(북구 호계동 268-8)

북구청장 2006. 9.27. 702 953 188 41,738

농소3동도서관
북구 아진1로 47
(북구 천곡동 421-12)

북구청장 2005. 9.30. 966 932 256 44,008

염포양정도서관
북구 염포로 685-1
(북구 염포동 483-3)

북구청장 2010. 6.15. 1,049 996 160 40,782

명촌어린이도서관
북구 명촌 12길 11
(북구 명촌동 116블럭)

북구청장 2012.12.27 371 371 136 17,354

울주옹기종기
도서관

울주군온양읍온양로 38-1
(온양읍 운화리 16-2)

울주군수 2007. 3.15. 4,690 1,490 352 85,741

울주도서관
울주군언양읍언양로 109
(언양읍 어음리 238-2)

교육감
1991.10.11.
(2010.2.23.)

1,900 2,171 580 199,787

〈 공공도서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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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 현황 〉
구      분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계 129 23 24 16 31 35

공립 30 7 7 5 1 10

사립 99 16 17 11 30 25

〈 2013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

명 칭 위     치 부지면적
(㎡)

연면적
(㎡) 규모

‘13년도 
지원액

(백만원)
개 관
예정일

울주선바위
도 서 관

울주군 범서읍 점촌3길
(구영리 753-1)

4,546 7,815
지하1
지상3

2,000
2014년

5월

〈 울산대표도서관 지정 〉
지정기관 기   간 예산지원 주요기능

울산중부도서관
협약일(2012. 12. 28.)부터

시립도서관 개관시까지
연 1억원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울산 Book 페스티벌 >
행 사 명 기  간 장  소 참석인원 비 고

북 콘 서 트 ‘13. 9. 3.
울산광역시청

2층 대강당
500여명

칼의 노래

김훈 작가 초청

울 산 문 인

시 화 전 시 회

‘13. 9. 9. ~

9. 13.
CK갤러리 600여명

작가 사인회

문인화 전시

울 산 문 인 과 의

만 남

‘13. 9. 1. ~

9. 30.

공공도서관

4개소
325여명 울산작가와의 대화,

강연, 독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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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축제> <울산 북 콘서트작가와의 만남>

라. 2014년 업무계획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역내 평생교육사업을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평생

학습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부터 제2회 울산평생학습박람회, 소외계층 인문학 프로

그램 운영, 시민아카데미 운영, 베이비붐 세대 통합 지원 사업 등 지역 특화사업도

비중을 높여갈 계획이다.

시민의 염원이 담긴 울산시립도서관 건립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9년도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연구, 2010년도 대표도서관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3년 부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그동안 추진한 시립도서관 건립

준비 작업을 토대로 2014년도는 시립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5년 상반기

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중반에 개관할 예정이다.

3. 혁신도시 건설 지원
가. 전국 혁신도시 중 으뜸, 울산그린밸리 조성
울산의 혁신도시는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첨단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

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공사는 1공구가 2007년 12월 17일 착공된 이후, 본격화되어

울산혁신도시 조성공사 전체 공정율은 98%다.

2013년 10월 16일자로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사업 시행기간은 당초 2013년 12월 31일에서 단계별로 구분하여 1단

계는 2014년 6월 30일, 2단계는 2015년 6월 30일로 변경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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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기본현황 〉
구  분 내               용

혁신도시 명칭 울산 그린밸리(Ulsan Green Valley)

위 치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일원

(2005. 12. 19. 혁신도시 입지 확정)

면 적 2,984,276㎡(2005. 5. 30.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계획인구 20,225명(7,275세대)

사 업 비 10,390억원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기간 2007. 04. ～ 2015. 06.

〈 이전 공공기관 현황 〉
구    분 기  관  현  황

◦ 에너지 기능군(4)
◦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동서발전(주),

에너지경제연구원

◦ 노동복지 기능군(4)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기타 기능군(2)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 혁신도시 공사현황 〉                                                                          (단위：천㎡, 억원)
공구별 위  치 면 적 공사비 공정 공 사 기 간
계 - 2,984 1,843 98.7% 2007. 12. ~ 2014. 6. 30.

1공구 성안북정지역 308 251 100% 2007. 12. 17. ~ 2011. 6. 30.

2공구 우정지역 1,220 788 98% 2009. 2. 11. ~ 2014. 6. 30.

3공구 장현지역 1,456 804 99% 2009. 3. 24. ~ 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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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주여건의 차질 없는 준비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수립된 이전지원계획 6개 분야 23개 과제에 3개 과제를 추가하여 26개 과제로

추진중이며, 2013년까지 23개 과제를 완료하였다. 이전지원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

하여 이전지원협의회, 워크숍,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이전기관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주여건과 이전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혁신도시내 공동주택 1개 단지 424호가 마지막으로 분양되어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12개 단지 6,048호의 분양이 완료되었다. 아울러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이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2013년에는 4개 단지 1,699호가 준공 및 입주를 시작하여 본

격적인 혁신도시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를 위하여 시내버스 3개 노선을 조정․운

행하였으며, 3월에 자율형 공립고인 약사고를 개교하였고,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

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신설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였다.

<이전지원협의회 사진자료 > <이전기관 합동워크숍>

다. 공공기관 울산시대 시작
10개 이전기관 중 가장 먼저 울산으로 이전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1월

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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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2월 18일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고객상담센터는 상담원 83명을 울산

에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동서발전(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6개 기

관의 청사건립공사가 한창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월에 두 번째로 신청사

를 준공하여 이전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본격적인 이전이 가까워짐에 따라 2013년에도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초청행

사를 통해 지역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5월(10개 기관, 107명)과 10월(9개

기관, 73명), 두 차례에 걸친 지역탐방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울산 정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울산 이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긍정적 이해를

높여나갔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은 혁신도시 건립현장을 둘러보고, 봄

꽃 만발한 태화강대공원, 반구대 암각화, 고래바다여행선 승선 등 울산의 정주 여

건을 확인하고,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개소식 > <상반기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초청행사 >

라. 2014년 업무계획
혁신도시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2014년도는 신청사 건립 및 이

전이 절정에 이를 전망이며, 학교신설 등 교육여건 조성과 중부소방서, 구민문화센

터, 지구대 등 공공시설과 쾌적한 도시 중심축이 될 그린 애비뉴(Green Avenue)

조성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