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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교통정책 
1. 교통계획

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수립
교수, 현직 공무원 등 39명의 교통전문 인력으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심의함으로써 사업(시설)의 시행에 따른 최적의 교통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2013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8회에 걸쳐 21건을

심의하였다.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심의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근      거 임기 위  원  자  격

39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5
2년

관계기관 공무원, 교통․도시계획․

토목․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교통사업 투자 및 재원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에 따라

전국 5대 대도시권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부과하여 난개발을 감소시키고

확보된 재원으로 교통난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광역교통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2013년에는 7건 5억 2천 4백만 원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부과하였으며 징수

한 재원은 울산역진입도로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투자하였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단위：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미   수   액 납기미도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7 524 2 46 - - 5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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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교통유발을 일으키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당해연도 7월 31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3년에 3,920건 49억 1,0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 재원은 ITS 확대사업,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등 각종 교통시설 사업에 투자하였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단위：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미   수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3,920 4,910 3,462 4,646 458 264

다. 2014년 업무계획
2012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한 승용차요일제는 2013년도 말까지 17천대가 참여하

고 있으며, 2014년에도 기업체, 유관기관·단체 현장방문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활

동으로 대상차량의 8%인 20천대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운영

하고 있는 교통모니터단은 기존 활동의 대부분인 대중교통불편신고는 배제하고 아이

디어 제안, 정책대안제시 등 시정업그레이드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2. 교통시설
가. 교통현황 조사
도시의 전반적인 교통소통상태를 진단하여 교통정책의 방향과 목표설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 전역의 주요 교차로, 교량, 시계유출입지점의 교통량과

주요가로의 차량운행속도를 조사하였다.

〈 교 통 현 황 〉
자동차

등록대수
(천대)

교   통   량(천대) 운행평균속도(㎞/h) 수 송 분 담 률(%)
계 도심 외곽 교량 시계 러시아워 1일평균 시내

버스 택시 자가용
승용차 기타도심 외곽 도심 외곽

483 1,194 193 423 414 165 24.5 47.4 28.8 48.0 17.1 11.7 39.3 31.8

주) 교통량 및 평균운행속도 : 2013년 9월말 기준, 수송분담률 : 2013년 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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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통행속도 〉                                                                         (단위：㎞/h, 일평균)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승 용 차 29.0 29.1 28.9 29.0 28.8

버 스 16.1 20.3 19.9 20.9 21.4

나.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
동일 지점에서 1년간 인명피해가 5건 이상 발생된 지점을 대상으로 교통 및 도로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무신호교차로 중 사고위험이 있는 교차로를 대상으로 회전교

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총 9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8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 실적 〉                                                                         (단위：개소, 백만원)
구  분 위       치 사  업  내  용 사업비
계 77개소 7,822

2007년 남목삼거리 개선 외 6개소 교차로 개선 등 820

2008년 염포로 현대자동차출고소 앞 외 5개소 교차로 개선 등 558

2009년 울산역 앞 외 8개소 교차로 개선 등 660

2010년 태화동 농협 앞 외 13개소
교차로 개선 및
회전교차로 설치

1,756

2011년 동구 방어동 현대미포조선 앞 외 18개소
교차로 개선 및
회전교차로 설치

1,820

2012년 중구 옥교동 옥교삼거리 외 13개소
교차로 개선 및
회전교차로 설치

1,224

2013년 남구 남부소방서 앞 삼거리 외 7개소
교차로 개선 및
회전교차로 설치

984

주) 2010년부터 시행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포함

다. 교통안전관리
   1) 교통사고 발생현황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2009년 이후 감소 추세이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3년에는 4,987건으로 전년대비 92건(1.9%)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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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                                                                               (단위：건, 명)
발 생 건 수 사 망 자 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증감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증감률(%)
5,211 5,017 4,867 4,895 4,987 1.9 106 102 99 101 119 17.8

주) 울산지방경찰청 DB

   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363개소의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시설 중 2013년까지 328개소, 275억 4,4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

시설물을 정비․보완하였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추이 〉                                                                               (단위：건, 명)
구  분 발생건수 사 망 자 부 상 자
2010년 17 0 17

2011년 11 0 11

2012년 7 0 7

2013년 7 0 7

증감률
(2013년/ 2012년)

0% 0 0%

주) 울산지방경찰청 DB

라. 2014년 업무계획 
   1)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버스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버스베이(4개소) 개선과 교통사고 다발지점(2개소)에

횡단보도 설치, 신호기 이설, 중앙분리대 설치 등 구조 개선사업과, 무신호교차로

중 사고위험이 있는 교차로를 대상으로 회전교차로(2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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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 초등학

교 등(65개소)에 칼라포장,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에 힘쓰고, 보행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사업(초등학교 20개교)을 통해 안전지도

사가 함께 보행하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 하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교통문화선진화운동 전개 추진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의식 고취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월 캠페인 실

시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교통문화 선진화 운동 지속 추

진으로 교통문화 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3. 물류교통
가.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국내외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물류산업을 신성장 동력

으로 육성하고자 국가차원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고, 도시경제 활력을 증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물류에 관한 정책의 새로운 발전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물류환경에 근거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물류체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물류현황 파악 및 화물수송체계화를 통해 물류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5월부터 1년 동안 우리시와 주변지

역의 물류환경 변화 및 전망을 통해 지역물류체계 개선목표 및 지표설정을 통해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을 수립,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7월 11일 확정 공고하였다.

이 계획은 우리시를 중심으로 하여 상호 영향을 미치는 전국의 모든 교통권역을

영향권으로 설정하고 도시․교통현황, 물류관련 제도 및 정책현황, 지역물류환경

변화 및 전망, 물류현황 조사 및 분석, 장래 물류수요 예측, 물류체계 목표 및 지

표 설정을 기본으로 하고, 물류시설의 체계정비 및 기능개선, 물류산업의 경쟁력강

화, 연계물류체계 구축, 지구단위 물류개선계획, 물류체계 효율화, 지속가능한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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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물류체계 구축 등의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사업투자계획과 재원조

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 울산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
KTX 울산역 개통에 따라 울산공항 이용객 및 운항편수가 감소로 울산공항이 계

속 침체되고 기업 비즈니스 활동 애로 등 이용객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 상공

계 등 시민여론을 반영하여 저비용 항공사 형태의 지역항공사 설립을 추진하였다.

2차례에 걸친 지역 상공계와의 간담회 과정에서 항공사 설립 타당성 분석이 우

선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012년 8월 30일 우리시와 울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

로 지역 기업체, 금융기관, 울산발전연구원, 항공운항 및 공항관리 관계자 등 10명

으로 ‘지역항공사 설립 실무추진단’을 구성한 이후 4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거쳐

울산의 교통현황과 국내외 항공시장 여건과 전망, 관련 법제도와 정책, 항공이용

실태 조사 등 타당성 분야와 항공사의 설립방안 등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과제를

확정하였으며, 우리시가 2013년 3월 연구비 2억 6천만원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 용

역을 의뢰한 이후 과업 수행과정에서도 3차례에 걸쳐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과업수행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였다.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울산의 항공수요는 연간 108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 김포와 제주노선이 각각 69만명과 23만명으로 전체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울산에 지역항공사를 설립할 경우 현재 울산공항에서 운항하고 있

는 김포노선과 제주노선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고 취항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것

이다. 그러나 국제선 이용을 위한 인천노선은 연간 9만명, 지역 기업체의 비즈니스

수요를 고려한 광주, 무안, 군산 등 국내 동서노선은 연간 1만명 미만으로 예측되

어 운항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노

선의 경우 항공수요가 각각 연간 3만 8천명과 2만 5천명으로 예측되어 당장 정기

노선을 취항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초기단계에서는 부정기 운항이 바람직하고 추

후 여객수요의 변화추이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공항에 도입 가능한 항공기는 봄바르디사CS300(135인승), 보잉사의 B737-800

(189인승), 봄바르디사의CRJ1000(100인승)등 3종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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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따르면, CS300 기종 도입 시에는 초기자본금 350억 원을 투입하여 현행 요금

대로 운영할 경우 5년 이후 운영 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민감

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B737-800의 경우 초기자본금 400억 원을 투입하여 요금

20% 할인 시 6년 정도 경과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운영 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CRJ1000의 경우는 초기자본금 250억 원을 투입하여 운영하더

라도 10년 이내 흑자전환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울산 지역항공사가 설립될 경우 경제적인 효과로는 생산유발 효과가

6,16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101억 원, 취업유발 효과 1,394명으로 나타나 지

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자본금 350억 원에서 400억

원 규모의 일반 주식회사 형태 지역항공사를 설립하여 우선 항공기 2대로 김포와

제주 노선을 각각 1일 12회와 4회씩 운항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항공사 설립 주체를

선정하고 사업설명회와 투자자 모집 등 지역항공사 설립방안에 관한 내용을 우리

시에 제시하였다.

울산공항이 기존 취항 항공사의 잇따른 운항감편으로 이용시간 선택폭이 줄어들

고, 이는 또다시 항공이용 수요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인 현시점에서 울산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설립의 필요성은 지역 기업체 및 일반시민들로부터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울산시는 지역 상공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투자자 모집, 항공사 설

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으로 있다.

다. 주차수요에 대비한 주차장 확충
도심내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주차면수가 2012년 582,285면

에서 2013년에는 597,007면으로 증가하였으나, 주차장 확보율은 2012년 123.78%에서

2013년 123.0%로 전년 대비 0.78% 감소하였다.

〈 주차장 현황 〉                                                                              (단위：개소,면)
구 분 계 공      영 민 영 부      설 자      가

소 계 노 상 노 외 소 계 자 주 기 계 소 계 단 독 공 동
개소수 39,930 250 86 164 629 21,954 21,508 446 17,097 13,514 3,583

면 수 597,007 35,826 23,599 12,227 23,497 298,384 289,452 8,932 239,300 51,397 18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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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첨단 단속시스템 도입을 통한 선진 시민의식 제고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대중교통 정시성 확보를 통한 시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2012년 2개 노선, 6대에 도입한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운영

결과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대폭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 2013년 2개 노선, 9

대(기존노선 1대 추가)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 4개 노선 1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의식 개선에 기여하였다.

○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 운영개요

- 운영기간 : ’13. 1. 2. ~ 12. 31.(1년)

- 운영시간 : 평일 07:30 ~ 20:00

- 운영노선 : 127번(꽃바위⇔태화강역), 401번(율리⇔꽃바위)

216번(농소공영차고지⇔변전소), 402번(율리⇔모화)

※ 단 216번, 402번 노선은 ’13.12. 1. ~ 12. 31.(1개월)

- 단속유예 : 중식시간(11:30-13:30), 화물차 1회 15분 주차허용

○ 단속실적(’13.1월-12월, 127번과 401번 노선)

- 단속건수 : 총7,009건(월584건, 일평균 29건)

- 과태료부과 : 206,604천원(월평균 17,217천원)

○ 운영성과

- 단속건수 감소 : 137건/1일(시범운영) ⇒ 29건/1일(△78.8%)

- 시내버스 운행시간 단축 : 평균 80분 ⇒ 76.4분(△4.5%)

- 시내버스 운행속도 개선(최고) : 시속 26.8㎞ ⇒ 시속32.0㎞(19.4% 개선)

마. 불법 주 ․ 정차 단속 강화
관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601개소 489㎞)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 불법 주․정차 다발구간에 무인단속카메라 14대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불법 주 정차 단속실적 〉                                                                           (단위：건, 백만원)
계 과    태    료 견    인    료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55,633 5,516 154,894 5,492 73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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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 정차 단속장비 현황 〉                                                                           (단위：대)
구   분 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계 128 20 61 11 22 14

이 동 식 16 4 5 3 2 2

고 정 식 112 16 56 8 20 12

바. 2014년 업무계획
도로, 항만 등 물류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선, 물류운영의 혁신, 물류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지역물류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도시경쟁력 향상 및 교통환경 개선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KTX 울산역 개통 이후 울산공항 이용객 감소에 따른 공항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울산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 및 울

산공항 활성화 협의회 개최 등 울산공항 활성화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책

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 KTX 경쟁력 강화 지원
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개발
KTX 울산역을 동남권 교통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고속철도, 버스, 승용차,

등 교통수단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업무, 상업 등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는 울주군 삼남면 일원 KTX 울산역사 앞 부지면적 37,904

㎡에 입체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2010년 12월 복합환승센터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았

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

으며, 2013년에는 사업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여 민간투자 유치활동을 전개 하였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접근교통수단간 유기적인 연계교통체계가 확보되어 이용자

의 환승 편의성 제고는 물론 역세권 개발사업을 가속화시켜 지역성장의 거점역할

을 충분히 수행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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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TX 울산역 교통영향분석
2010년 11월 1일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개통 이후 교통여건 및 교통수단별 지역

간 통행실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인 교통

영향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울산역 이용객의 지속 증가, 이용자 통행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었음은 물론 역사 내 편의시설 확충 및 열차 정차횟수의 확대 등으

로 이용자 만족도 또한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역 활성화의 기본이 되는 1일 평균 이용객은 개통초기인 2010년 11월 8,551

명에서 개통 3년 뒤인 2013년 10월에는 1만 3,523명으로 무려 58%나 증가하였고,

역별 정차횟수를 감안한 열차 1편당 수송승객은 205명으로 서울 577명, 부산 334

명, 동대구 277명, 대전 232명에 이어 경부고속철도 10개역 중 5번째로 많은 것으

로 분석됐다.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개통에 따른 이용자들의 시간, 비용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직접편익)을 분석한 결과 KTX 개통 3년 동안 1,214억 원, 연평균 405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지역개발 효과 등의 간접편익을 포함할 경우 사회적 총

편익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가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꾸준한 협의를 거쳐 정기열차 증편, 편의시

설 확충, 환승시설 개선, 무료주차시간 연장 등 이용객 편의증진 시책을 지속 추진

하여, 울산역 이용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개통 1년 69점에 비해 개통 3년째

인 현재 75점으로 향상되었다.

〈 울산역 이용객 변화 〉
구  분 개통 초기(2010. 11월) 개통 1년(2011. 10월) 개통 2년(2012. 10월) 개통 3년(2013. 10월)

총 계(명/월) 256,498 355,668 392,784 419,232

1일 평균(명/일) 8,551 11,473 12,672 13,523

주) 2013년 10월말 기준임

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추진
울산, 부산, 경남 광역경제권 지역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지역의 여객 및 물류

수송 교통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철도망 구축을 적

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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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동해남부선 울산~부산 복선전철화 사업과 동해남부선 울

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이 있다.

첫째, 동해남부선 울산~부산 복선전철화사업은 총 연장 65.7km, 사업비 2조

3,110억 원 중 지자체 부담(25%)의 광역철도 사업이었으나,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

인 협의를 통하여 2011년 말 일반철도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1,744억원의 지방비를

절감하게 되었으며, 1993년에 시작한 본 사업은 2017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전체

44.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둘째,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화사업은 총 연장 76.6km로, 사업비 2조

4,249억 원을 투입하여 2003년에 시작하여 2018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3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라. 2014년 업무계획
복합환승센터개발은 역세권 개발을 선도하고 동남권 광역교통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 개최, 사업제안 공모 등 민간사업자 모집 활동을 집중적으

로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역 확장 여부를 검토하고 주변도

시 및 도심과 연계교통체계를 강화하는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한층 더 향상시킬

계획이다.

KTX 개통에 따른 통행패턴 변화, 이용만족도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교통영향분석을 통해 울산역 교통 편의시설 보완 및 이용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의 교통편의 향상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남권 광역교통체계의 중심축 역할은 물론 국가기간 교통망으로 지역 간

원활한 수송능력 확보를 위해 동해남부선(부산~울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구 원도심 보행환경개선지구 및 문수로 등 4개 가로의 가로시설물 통

합지주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성과 편리성 확보뿐

만 아니라 보행환경 변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람이 걷

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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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관리센터(TMC) 운영
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도로․차량․화물 등 기존 교통체계 요소에 정보․전자․통신․제어 등 첨단기

술을 적용하여 교통소통 및 이용편의 증진, 에너지 절감 등 교통효율을 극대화하

는「지능형교통체계(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구축사업」을 2001년부터

추진하여 2005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이후 도로 및 교통량 등 교통여건 변화에

맞게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 추 진 경 위 》
◦ 2001년 4월 :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 2001년 11월 ~ 2005년 4월 : ITS 기본․실시 설계 및 사업시행

◦ 2005년 4월 : ITS 본격운영

◦ 2006년 6월 ~ 2013년12월 :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구축

◦ 2008년 5월 ~ 12월 : 울산 ~양산 버스정보시스템(BIS) 연계

◦ 2008년 11월 ~ 2009년 6월 : 교통정보 수집체계 개선사업 추진

◦ 2010년 1월 ~ 2014년 6월 : 지능형교통체계(ITS) 보강 및 확장사업 1·2·3차

〈 ITS 시설현황 〉                                                                         (단위：대, 개소, ㎞)
센  터시스템 첨  단신호기 CCTV VMS 버스정보시스템(BIS) 차량검지기 자가통신버스정보단말기 차 량단말기 승 객단말기 신호용 교  통분석용

47 424 116 37 790 770 680 137 147 90.4

나.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시내버스 이용활성화 및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무선 통신을 통해 시내버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시스템을 통해 가공한 후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

하는 버스정보시스템(BIS : Bus Information System)을 구축 운영 중이다.

특히, 길거리, 가정, 직장 등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시내버스 도착예정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07년 11월부터 버스정보 자동안내시스템[음성안내(ARS) : ☎

1577-3609, 문자안내(SMS) : ☎013-3366-3609)]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

가 증가됨에 따라 2011년 2월에 I-Phone App과 2012년 1월에 Android App을 개

발하여 서비스 중이며 서비스 이후 이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1절 교통정책

제2편 분야별 주요성과 및 계획 • 653

〈 시설 현황 〉                                                                                 (단위：개소)
구  분 설    치    현   황

차량․승객 안내단말기 차량단말기 770대, 승객단말기 680대(시내버스)

버스정보 단말기

(790개소)

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790 142 197 93 133 225

※ 지선 ․ 마을버스 전용정류장 버스정보단말기(BIT) 7개소 제외
〈 정보제공 매체 이용현황 〉 (단위：건/월)

구    분 계 음성안내(ARS) 문자안내(SMS) WEB 모바일 웹 스마트폰
(APP)

이용건수 15,227,164 21,084 102,660 142,821 665,786 14,294,813

주) 2013년 12월말 기준임

다. 교통관리센터(TMC) 운영
교통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교통흐름을 최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교통통제

및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능형교통체계(ITS)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관리센터(TMC：Traffic Management Center)를 운영 중이다.

〈 운영 개요 〉
구    분 내                  용
위 치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35

규 모 지상4층(부지면적 2,406㎡, 연면적 2,379㎡)

주요시설 교통상황실, 견학실, 교통방송실, 정보통신실, 교통통제실, 홍보체험실 등

역 할 교통상황 관리, 실시간 신호운영, 교통통제, 교통정보 제공, 견학안내 등

운영인력 총8명(울산광역시 4명, 울산지방경찰청 4명)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상시근무

교통관리센터(TMC)에서는 우리시 교통상황 이해도 제고, 지능형교통체계(ITS)

체험 등을 위한 견학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 교통관리센터는

시설이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벤치마킹, 견학, 교통안전 교육 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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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학 안내 〉
구    분 내                  용
가능일자 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수용인원 36명

견학시간 30분 ~ 60분 정도

견학내용 ITS 설명, ITS 시설 체험, 홍보물 상영, 운영상황 시연 등

견학신청 ☎052-272-5001, http://www.its.ulsan.kr

〈 견학 실적 〉
구 분 합   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까지

횟수 인원 비율(%)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합 계 699 24,211 98.7 63 1,634 118 4,081 65 2,174 80 2,513 373 13,809

자치단체 67 386 1.6 1 4 7 37 2 8 7 31 50 306

유관기관 74 1,921 7.8 1 4 7 37 2 8 7 31 57 1,841

어린이집 419 18,810 76.7 35 1,132 81 3,595 39 1,644 46 2,017 218 10,422

해 외 23 396 1.6 7 161 4 50 2 23 6 123 4 39

기 타 116 2,698 11.0 19 333 19 362 20 491 14 311 44 1,201

주) 2013년 12월말 기준임

라. 2014년 업무계획
2005년 4월 지능형교통체계(ITS) 개통이후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최적의 교통관리를 위해 현장시설물(CCTV, 도로전광표지판, 구간속도검지기)

및 센터시스템을 보강함은 물론 ITS 미 구축 지역인 도심외곽지역의 시설확충으로

균형적인 교통정보를 수집 및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시내버스 중심의 교통체계 확대를 위해

시민 만족도가 높은 버스정보시스템(BIS)의 스마트폰 앱 등 주요 정보제공 매체(홈페이지,

ARS, SMS) 기능을 개선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5년까지 도심외곽 및 공단

중심으로 버스정보단말기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