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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울산박물관 운영
1. 기획운영

가. 기구 및 인력 현황
〈 기    구 〉

울산박물관

기획운영 전시기획 교육홍보 유물조사관리 대곡박물관 암각화박물관

〈 인력현황 〉                                                                                   (단위：명) 

구  분 계 일  반  직 연 구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연구사

정 원 32 1 2 3 7 5 1 4 9

현 원 30 1 2 3 7 5 - 4 8   
주) 정원외 인력 현황 : 1명(시간제 임기직)

나. 울산박물관 운영
2011년 6월 22일 개관한 울산박물관은 울산의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역사관과 현재 울산의 다양한 산업을 소개하는 산업사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위한 해울이관 등 3개의 상설전시장과 2개의 기획전시실로 이

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도시 역사박물관이 그 도시의 한정된 시기에 국한되어 전시되는

것에 반해 울산박물관은 선사시대에서 현대의 산업에 이르기까지 울산의 모든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종합적인 도시 역사박물관으로 착실히 성장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산업사관의 전시시설 보강과 대강당의 시설개선으로 강의뿐만 아

니라 연극, 음악,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옥외 휴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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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파라솔 설치 등 관람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또한 3회의 특별전(‘박

물관 에디슨 과학체험전’, ‘울산정명 600주년 기념전’, ‘조선의 외교관 이예, 바다를 건너

다’)이 개최되었고, Museum Saturday Concert, 전통문화체험교실 등 다양한 교육․문

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복합 문화공간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개관이후 하루 평균 700명 이상의 관람객이 꾸준히 찾고

있고 2년 6개월여 만에 67만명이 관람할 정도로 지역의 대표적 박물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 울산박물관 시설 현황 〉
구 분 주요시설명 면 적(㎡) 비     고

지상 1층

기획전시실Ⅰ 485.27

기획전시실Ⅱ 421.53

해 울 이 관 559.59

수 장 고 1,309.63 특수 및 일반 수장고

보 존 처 리 실 138.39

지상 2층

역 사 관 1,119.91

산업사관 Ⅰ 332.57

산업사관 Ⅱ 377.82

강 당 443.48

레 스 토 랑 164.55

다. 2014년 업무계획
2014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이 되기 위해 3월부터 매주 금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야간 개장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 문화수준에 부응하는 울산만의 차별

화된 특별 전시와 다양하고 품격 있는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와 역사․교

육이 담긴 울산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박물관 시설물 관리

에도 만전을 기하여 최상의 관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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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기획
가. 다양한 전시 콘텐츠 확보
역사관은 선사시대부터 1950년대까지 울산의 역사문화를 주제별로 소개하고 있

다. 출토 유물, 지정문화재, 일반 동산문화재 등 1천 점에 달하는 다양한 유물을

통해 울산의 역사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사관은 울산의 주요 산업 현황과 산업 발달사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울산박

물관만의 차별화된 전시 공간이다. 1962년 2월 3일 울산공업센터 지정에서부터 석

유화학·에너지 산업, 자동차산업, 비철산업, 전기·전지산업 등 울산 주력 산업의 과

거와 현재를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산업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등 울산의 주요 기업체

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물․모형 등 전시 자료를 기증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건립 단계에서 주요 기업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는 사례는 우리나라 공립박물관

건립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았다.

해울이관은체험을 통해 따라 가보는 울산의 역사와 산업 배움터라는 주제로

울산의 역사문화와 산업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전시하고, 다양한 체험 자료를

설치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즐겨 찾고 있는 공간이다.

또한 상설전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박물관 리플릿을 만들어 비치하였

으며,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시해설사(도슨트)도 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설전시 외에 다양한 특별전을 마련하였는데 상반기에는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발명왕 에디슨의 발명품을 한자리에 볼 수 있도록 참소리박물관에서 소장하

고 있는 축음기, 라디오 등 300여 점을 유치하여, ‘에디슨! 빛, 소리 그리고 영상’이

라는 특별전을 마련, 우리 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과학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하반기에는 울산의 대표적인 위인 충숙공 이예 선생의 외교업적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예 선생과 관련된 유물을 모아 ‘조선의 외교관 이예,

바다를 건너다’라는 특별전을 마련하였고, 한편 2013년이 울산 정명 600주년이 되

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울산, 그 지명 역사 속에서 찾다’라는 주제의 작은 전시

를 마련하여 울산의 정체성 확립과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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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프   로   그   램 기   간 개최횟수 참여인원

성인

울산박물관 아카데미
2013년 4~6월,

10~12월
16 2,880

전통문화 체험교실 2013년 2~3월, 9월 8 240

역사문화탐방 2013년 10월 1 40

어린이

박물관 놀이교실 (초등 저학년) 2013년 2~11월 5 180

어린이 1일 박물관학교 (초등 고학년) 2013년 1~10월 4 158

학교연계 2013년 7~8월 2 80

나. 2014년 업무계획
관람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보다 수준 높은 상설전시와 다양한 특별전시

로 다가가고자 한다.

먼저 상설전시장인 역사관․산업사관․해울이관(어린이박물관)은 전시 관람에 최

적의 환경을 유지하여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2014년 4월 8일

부터 울산 지역의 발굴성과를 보여주는 ‘태화강인의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의 특별

전을 7월 7일까지 전시하며, 2012년에 이어서 2년만에 박물관 ‘기증자 유물 특별

전’를 8월부터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1960~1980년대 울산 근로자의 생활을 보여 주는 전시로서 ‘이상달씨의

근로일기’라는 주제의 스폿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3. 교육홍보
가. 교육 ․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울산박물관 홍보
울산박물관은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Museum

Saturday Concert와 같은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박물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에는 어린이, 청소년, 가족, 성인 등 대상 별로 총

99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6,048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Museum Saturday

Concert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진행하였으며, 2013년 한 해 동안 3,884명의 시민

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 교육 ․ 문화 프로그램 현황 〉                                                                               (단위：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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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문 화 행 사 명 테   마 일   자 관람인원 장   소
1월 팝페라콘서트 겨울 2013년 1월 19일 676 박물관강당

2월 Goodbye Winter 사랑 2013년 2월 16일 379 박물관강당

3월 봄맞이 음악회 개학 2013년 3월 16일 256 박물관로비

4월 April Music Band 봄비 2013년 4월 20일 322 박물관중정

5월 가족음악회 가족 2013년 5월 25일 313 박물관강당

6월 2주년 기념음악회 생일 2013년 6월 22일 284 박물관강당

7월 한여름 가족음악회 바다 2013년 7월 20일 326 박물관강당

8월 Movie Music 여름 2013년 8월 17일 360 박물관강당

9월 Fantastic 한국음악 단풍 2013년 9월 28일 250 박물관강당

10월 가을가을가을 가을 2013년 10월 19일 240 박물관강당

11월 Feel The World Music 초겨울 2013년 11월 16일 160 박물관강당

12월 Special Christmas Gift 크리스마스 2013년 12월 21일 318 박물관강당

총 참여 인원 3,884명

대 상 프   로   그   램 기   간 개최횟수 참여인원
가족 우리가족 Happy Weekend 2013년 3~12월 4 160

청소년
청소년을 위한 Fun Fun Museum 2013년 7~8월 9 270

고3 수험생을 위한 Happy Museum 2013년 11~12월 4 1,200

특수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 2013년 1월 8월 20 80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 2013년 1월, 4월, 12월 12 160

유아프로그램 2013년 4~6월 12 440

전시연계 특별전프로그램 2013년 8월 11월 2 160

계 13프로그램 29강좌 99회 6,048명

〈 Museum Saturday Concert 현황 〉                                                                               (단위：회, 명)

나. 2014년 업무계획 
울산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은 대상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박물관 홍

보를 위해 회원제 실시와 SNS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계간지인『울산박물관 소

식』을 연 4회 발간하여 관련 기관․단체 600여 곳에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울산박물관 아카데미, 전통문화 체험교실,

역사문화 탐방으로 마련되었으며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박물관 아카데미는

연 2회로 한국 도자기의 역사와 무덤 및 사후세계를 주제로 준비된다. 전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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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교실은 문인화와 귀금속공예로 구성되었으며, 역사문화 탐방은 작괘천을 따라

떠나는 유적탐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체험 활

동으로 꾸며지며, 가족 대상 프로그램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유물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그리고 수능

이 끝나는 11월에 체험 활동 중심으로 마련된다.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교사

직무연수가 연 2회, 대학생 프로그램이 연 4회, 직장인 대상 연 4회, 유아를 대상

으로 연 16회를 계획하고 있다.

울산박물관 문화행사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Museum Saturday

Concert 뿐만 아니라 2014년 3월부터 진행되는 울산박물관 야간 개관에 맞추어

Museum Night Show도 준비하고 있다. 박물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연을

마련하여 품격 있는 문화행사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4. 유물조사관리
가. 유물 확보 추진
박물관 전시와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 소장 유물에 대한 기증운동을

펼쳤고 울산지역 출토 유물을 국가귀속 절차에 따라 울산박물관으로 인수하였으

며, 명품 유물 확보를 위한 유물 구입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개인 소장 유물 중 민속자료, 고문서류, 도자기 및 토기류, 산업사․민속자료

등 2,775건 4,738점을 김연국 외 26명으로부터 기증받아 처리하였다. 특히 2013년

에는 일본 고베시에 거주하는 미소노가즈오(御園一夫)가 주 고베 총영사관을 통해

1963년 울산공업단지 배관․배수로 공사 파견 당시 촬영한 사진 및 슬라이드 98

건 132점을 울산박물관에 전달하는 등 울산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보여 주는 귀중

한 자료를 기증받는 큰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전시 유물 확보를 위하여

경매와 공개 구입 등 사업을 4차에 걸쳐 추진하였고 그 결과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 등 107건 140점에 달하는 유물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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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4년 업무계획
2014년에는 다양한 전시 주제에 맞는 보다 많은 유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유물을 박물관에 기증할 수 있도록 유물 기증 운동을 더

욱 활발히 펼칠 것이다.

그 동안, 기증된 유물에 대하여 학술총서를 발간하고, 명예의 전당 운영 및 기증

자 예우행사를 열어 유물 기증자들에 대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러한 유물 기증 운동을 통해 울산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박물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다.

2014년 유물 구입은 3차에 걸쳐 추진할 예정으로 1차는 울산 역사 및 산업사 관

련 유물을 중심의 공개구입을 실시하며, 2차와 3차는 고가구 및 공예, 회화 등 박

물관 전시에 꼭 필요한 가치가 높은 명품 유물을 중심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기증과 대여 등을 통해서는 수집할 수 없는 명품 유물을 구입하여 박물관의 품

격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이다.

5. 울산대곡박물관 운영
가. 울산대곡박물관 현황
울산대곡박물관은 대곡댐 편입부지 발굴성과(1999~2004년)와 서부 울산지역의

역사문화를 전시하기 위해 건립한 박물관으로, 2009년 6월 24일 개관했다. 울주군

두동면 서하천전로 257(천전리 30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부지 7,949

㎡, 건축연면적 1,907㎡(지하 1층, 지상 2층)이다. 개관 이후 총 관람객은 22만

6,072명(2013년 51,063명)으로, 1일 평균 164명으로 집계됐다.

〈 박물관 전시 시설 현황 〉
구    분 면적(㎡) 전    시    내    용
전 시 실 507 청동기시대부터 현대까지의 대곡천 유역의 역사와 문화

기획전시실 103 특별전 및 작은전시 개최

체험학습실 50.9 칠교놀이, 고누놀이 등 어린이 체험 자료

시청각실 43 대곡천유역의 역사와 문화 방영(10분)

야외전시장 333 발굴 유구 10기 이전 및 복원(석곽묘, 석실묘, 방리 제련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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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기   간 개최횟수 참여인원
제1회 특별전 ‘천주교의 큰 빛, 언양’ 2013.1.30.~5.5. 1 17,145

작은전시 ‘울산 작천정에 꽃핀 문학’ 2013.6.25.~9.29. 1 13,713

제2회 특별전 ‘울산 태화강과 만난 불교’ 2013.10.22.~2014.2.6. 1 12,314

설날 전통문화 행사 2013.2.9.~11. 1 1,093

정월대보름 전통문화행사 2013.2.23.~24. 1 839

어린이날 문화행사 2013.5.5. 1 1,013

단오 전통문화행사 2013.6.13. 1 208

가을맞이 허수아비 축제 2013.9.13.~14. 1 911

한가위 전통문화 행사 2013.9.19.~21. 1 2,078

어린이 고고학 체험교실 2013.8.1~12.31 59 839

어린이 체험학습 2013.5월~9월 6 263

〈 전시 유물 현황 〉 (단위：건)
계 토제류 금속류 석제류 서지류 목  판 복제품
113 55 11 4 16 2 25

나. 울산대곡박물관 운영
2013년에는 “울산의 알찬 전문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서부 울산지역의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했다. 상반기에는 언양지역의 천주교 역사를 다룬

‘천주교의 큰 빛, 언양 -구원을 찾아온 길-’ 전시를, 하반기에는 태화강 상류지역의 불교

문화를 다룬 ‘울산 태화강과 만난 불교’ 전시를 개최했다. 작은 전시회로 ‘울산 작천정에

꽃핀 문학’을 개최했다. 아울러 설날․정월대보름․단오․추석 등의 의미를 알고 온

가족이 어울려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세시풍속 놀이 행사를 개최했다. 어린이

를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6회, 청소년을 위한 역사문화 강좌, 성인을 위한 ’태화강

유역 역사문화 알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가을맞이 허수아비 축제를 기획하여 시민의 호

응을 받았다. 또한 울산 최초로 발굴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 고고학 체험교실’을 개

설하여 많은 어린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으며, 박물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행사 개최 현황 〉                                                                               (단위：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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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4년 업무계획
2014년에는 서부 울산지역의 역사문화를 전시하는 전문박물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시와 조사연구 등의 전문성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개관 당시 모형 중심의 노후된

상설전시실의 전시물을 전면 개편하여 수준 높은 전시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한

다. 특별전으로는 상반기에 서부 울산지역의 도자기 문화를 조명하는 전시를 개최

하며, 하반기에는 언양군과 울산군 통합 100년을 조명하는 전시를 계획하고 있

다. 어린이․청소년․성인 등 각 계층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이며, 어

린이를 위한 ‘어린이 고고학 체험교실’과 가을맞이 허수아비 축제, 태화강유역 역사문화

알기 행사를 더 발전시켜 대곡박물관만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 또한

서부 울산지역의 마을지 보고서(제1차) 발간도 계획하고 있다.

6. 울산암각화박물관 운영
가. 울산암각화박물관 현황 
울산암각화박물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반구대안길 254번지 일원에 부지 총

면적 8,960㎡, 건축 연면적 1,379㎡(지하 1층, 지상 2층)로 2008년 5월 30일 개관하였다.

〈 박물관 전시 시설 현황 및 전시 내용 〉
구    분 면적(㎡) 전    시    내    용

전 시 실 1,249
암각화 복제물, 신석기․청동기 관련 유물, 동물 박제,
고울산만 축소 지형도, 태화강 토층 전사물, 정보검색시스템,
어린이 선사미술실(체험실) 등

시 청 각 실 79.52 암각화 홍보 영상물 상영, 문화 강좌

야 외 전 시장 819 국내외 암각화 모형물, 탁본 체험장

〈 전시 유물 현황 〉 (단위：건)
계 토제류 금속류 석제류 동  물 복제품
87 3 1 26 11 46

울산암각화박물관은 대곡천 일원에 위치한 반구대암각화(국보 제285호)와 천전

리 각석(국보 제147호)을 중심으로 한국 암각화의 의미를 소개하고 이를 체계적으

로 연구하기 위해 개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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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울산암각화전시관으로 개관하였으나, 2010년 1월 내부 전시물과 소장 자료

를 대폭 보완하여 2010년 4월 울산암각화박물관(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였다.

대표적인 전시물로는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을 비롯한 국내․외 암각화 복제

모형물, 선사시대 관련 유물, 동물 박제, 고울산만 지형 모형도 등이 있다.

나. 울산암각화박물관 운영
울산암각화박물관은 개관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였다. 국내 유일의 암각화 전문박물관으로서 지금까지 부산, 경남, 전라,

제주, 대구, 경북 지역 24개소의 암각화 유적조사를 통하여『한국의 암각화Ⅰ․

Ⅱ․Ⅲ』도록을 발간해 국내 암각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관

이후 총 관람객이 57만 8,196명(2013년 97,688명)으로 1일 평균 346명으로 집계됐다.

〈 행사 개최 현황 〉 (단위：회, 명)
행   사   명 기     간 개최횟수 참여인원

숲속의 박물관 학교 2013. 4월 ~ 6월 6 160

문화소외지역 어린이 대상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2013. 9. 8. 1 25

울산암각화박물관과 함께 하는
반구산골 영화제 연장전 2013. 11. 4. ~ 11. 11. 1 210

다. 2014년 업무계획
2014년 울산암각화박물관은 박물관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세미나실의 영상시설

공사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쾌적한 환경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문화행

사와 특별전을 개최한다. 그 동안 암각화 박물관에서 조사․수집한 많은 자료를

시민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친근감 있게 소개하는 한편, 성인과 어린이를 대

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 프로

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반구대암각화를 소재로 한 전통공예

작품전, 사진전 등 2회의 작은 전시를 개최하며, 하반기에는 알프스의 바위를 주제

로 한 특별전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

러, 암각화 유적 조사의 집대성인 한국암각화 도록을 발간, 최종 완료함으로써 학

술적 성과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면서도 주민친화적인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속

적으로 세워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