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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시계획
1. 도시행정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제약에

대하여「헌법」의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당해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되어 장기 미

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다.

   1) 추진근거
법률 제6655호(2002년 2월 4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 부여(동법 제47조)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상실

(동법 제48조)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매수청구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 토지 소유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

대상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 한정한다.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매수의무기관은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

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

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청구에 대하여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결정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규정한 바에 따라 허가를 득하여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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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신청 매수실적 매수청구 취하 미보상
필지수 면적 보상비 필지수 면적 보상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101 41,859 16,619 59 21,532 9,767 32 13,343 4 1,115

매수청구신청 매수실적 매수청구 취하 미보상
필지수 면적 보상비 필지수 면적 보상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63 24,588 10,578 45 14,177 6,466 9 3,724 9 6,687

   2)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우리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에 대비하여 2000년 12월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

여, 각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고 있다.

특히,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를 접수한 결과 현재 101건 166억 원의 매수

청구가 있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

리시를 포함한 16개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도시

계획운영협의회를 발족하여 국비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

그 결과 중앙부처에서는 미집행시설의 해소방안으로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국

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공동으로 재원확보 마련을 위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400억 원을 배분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

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2005년 7월 7일 조례 제정)

〈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                                                                         (단위：천㎡, 백만원)
시설 현황 매수청구대상(대지)

종류 총 면적 사유지 면적 필지    면적 소요예산
3종 39,082 18,939 1,480 310 110,66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현황 〉
  ◦공원 ․ 녹지 ․ 도로 총괄                         (단위：필지, ㎡, 백만원)

※ 시설해제 : 9필지, 6,687㎡

  ◦공원 ․ 녹지 (단위：필지, ㎡, 백만원)

※ 시설해제 : 9필지, 6,687㎡

  ◦도로                                               (단위：필지, ㎡, 백만원)
매수청구신청 매수실적 매수청구 취하 미보상

필지수 면적 보상비 필지수 면적 보상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38 17,271 6,041 15 7,548 3,301 23 9,619 - -

※ 미보상 : 매수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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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제한구역관리
   1) 일반현황
개발제한구역은 면적이 269.827㎢(행정구역의 25.5％)이고, 5개 구․군 중 30개

읍․면․동에 산재해 있으며, 구역 내 거주자가 751세대 1,653명이고, 건축물 3,032동,

관리시설은 감시초소 14개소, 경계표석은 4,027개, 입간판은 159개가 설치되어 있다.

〈 구 ․ 군별 현황 〉
구   분 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행정구역면적 ( ㎢ ) 1,060 36.99 72.69 36.02 157.34 756.96

G ․ B 면 적 ( ㎢ ) 269.827 17.905 11.360 13.193 76.320 151.049

읍 ․ 면 ․ 동 (개) 30 9 4 3 7 7

가 구 수 (호) 751 129 110 36 206 270

인 구 (명) 1,653 280 275 76 456 566

건 축 물 (동) 3,032 533 320 124 913 1,142

   2) 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에 100m마다 표석 설치를 비롯하여 필요한 곳에는 입간판․감시초소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불법행위 감시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불법시설이 발생한 후 철거․원상복구

등 사후 조치보다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구역 내의 무허가 개발행위의 단속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항공사진을 구입․

판독하고 있으며, 판독결과 개발행위에 대한 분석 및 확인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3)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규제로 인해 누적된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고 구역내 도

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

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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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
구   분 내          용

주 요
대상사업

◦ 생활편익 :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정비 등

◦ 복지증진 :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

◦ 소득증대 :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 연구․조사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사업

지원범위 ◦ 소요사업비의 70% 범위 내 국고지원

계획수립 ◦ 구․군 → 시․도 경유 → 국토부제출 → 지원

   4) 누리길 조성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산책탐방로를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도보여행자들을 위

한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누

리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슬로시티(Slow-city) 운동과 도보여행 확산에 발맞추어 지역 주민과 도보여행자

들을 위한 친환경 산책탐방로를 조성·제공하기로 하고,누리길4)로 명명하였다.

누리길은 지역주민들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을 관

통하는 환상형을 기본으로 하되,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도가 낮은 평

지 위주로, 기존 산책탐방로를 활용·보완하여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끊어진 길은 잇고,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하여 산책로 주변에 화

장실·쉼터·이정표 등을 설치하면서, 산책로 주변의 창고 등 훼손된 지역은 훼손지

복구 및 매수토지 사업을 통해 녹지 등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누리길조성으로 지역주민과 도보여행자를 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면서, 결

과적으로개발제한구역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되고, 시민과 함께 지

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누리길’의 의미 : ① 누리다, 즉 마음껏 맛보다, 즐기다 ② 온누리, 즉 모든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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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길 현황 〉
구    분 성안 누리길 중구 누리길
위 치 중구 성안동 일원 중구 성안동 일원

조성연도 2010년 2011년

연 장 22.5km 6.4km

예상 도보시간 총 7시간 총 4시간

주요코스

성안중학교입구～성안내약마을～

청구농장～성동마을오장골～

서암사～장암소류지

- 1구간 : 길촌마을 입구～귀신고래

바위～길촌마을회관～최제우유허지～

입화산정상

- 2구간 : 입화산 정상～다전마을

농로길～캐빈하우스～친환경생태

농로길～둘레길

- 3구간 : 우정혁신도시(장현마을)～

약사․주연간도로～농촌휴양마을～

성안․가대간도로～성안옛길

   5) 보전부담금
낮은 지가로 인한 개발압력을 완화함으로써 훼손을 억지하고, 구역관리에 필요

한 재원조달(광특회계로 관리)을 위하여 보전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 보전부담금 부과기준 〉
구   분 내             용
부과대상 ◦ 토지형질변경이나 이를 수반하는 허가, 허가로 의제되는 협의

부과 기준금액 ◦ 구역내외의 동일 지목간의 지가차액

부 과 율

◦ 원칙 : 100%

◦ 실외체육시설, 도시민 여가활용시설 : 20% (골프장은 100%)

-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의 토지면적은 100%

   6)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
집단취락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취락정비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집단취락지구안의 건축물 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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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촉진을 통하여 기존주택의 무질서한 이축확산 방지 및 장기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 구 ․ 군별 취락지구 현황 〉

구    분 총   괄 인구 ․ 가구 건축물(동)
개소 면적㎡ 인구(명) 가구수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계 27 410,426 941 348 376 154

중 구 4 54,962 118 46 38 55

남 구 4 72,776 154 58 75 17

동 구 1 19,440 45 20 27 8

북 구 7 89,735 177 84 96 27

울 주 군 11 173,513 447 140 140 47

다. 2014년 업무계획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 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 또한, 본 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관성 있는 운영

관리체제를 확보하여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도시의 무질서

한 개발을 규제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한다.

〈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계획 〉
도시계획시설 필  지  수 면  적(㎡) 보상액(백만원)

계 3 1,369 919

도 로 2 642 647

녹 지 1 727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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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의 변천과정
국토건설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국토이용 질서 확립을 위하여 토지를 기능과

적성에 따라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종합적으로 이용 관리함으로써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 관리하는 계획이다.

1972년 12월 30일「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1975년부터 1990년까지

6차에 걸쳐 전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

1982년 12월 31일「국토이용관리법」개정 시 10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토록 하였으나, 1993년 8월 5일 개정 시에는 이를 5개의 용도지역으로 개편 단순화

하면서 종래의 보전위주의 관리원칙을 보전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가능 용도지역을 대폭 확대하였다.

위에서와 같이 국토의 이용․관리를 위해「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

관리법」,「도시계획법」, 기타 개별법을 운용하였다.「국토이용관리법」은 비도시

지역,「도시계획법」은 도시지역의 토지이용방법과 행위제한을 각각 규정하여

이원적으로 관리하였다.

1994년 택지 및 공장용지의 확대를 위해「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준농림지역이 국토의 난개발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아 2000년 5월 정부에서「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행위제한을 강화했다.

또한, 국토개발의 필요성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장기적인 방안으로선계획 후개발체계의 국토체계 구축의 일환

으로「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을 통합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용도지역별 세부내용
도시․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과거의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통합하여 이는 다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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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현황 〉                                                                                 (단위： ㎢)
구     분 면    적 비  율 (%)
계 1,144.589 100.00

도시지역

소 계 755.135 66.00

주거지역 66.673 5.80

상업지역 7.591 0.70

공업지역 77.338 6.70

녹지지역 516.895 45.20

미지정지역 86.638 7.60

관리지역

소 계 61.968 34.00

계획관리지역 9.061 0.80

생산관리지역 12.737 1.10

보전관리지역 40.170 3.50

농림지역 283.834 24.80

자연환경보전지역 43.652 3.80

    가) 도시지역
「국토계획법」상의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

하며, 주거지역은 제1․2종 전용주거지역,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으로 세분하고,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화하며, 공업

지역은 전용․일반․준공업지역으로 세분하고, 녹지지역은 보전․생산․자연녹지

지역으로 세분화하였다.

    나) 관리지역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하고,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2006년 5월 25일자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였고 이후 체계적 도시관리와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지역에 대해 2012년 2월 16일자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였다.

    다)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종전과 같이「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의 지역으로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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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경관․수자원․해안․생태계 등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

요한 지역에 자연환경보전지역 43.65㎢를 지정하였다.

나. 도시기본계획
광역시 승격이전 울산시는 1962년 5월 14일 국토건설청 고시 제149호로 계획인

구 50만 명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때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176.04㎢이었다.

1962년 1월 27일 울산이 특정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산업의 중추적인 도시

로 발전 성장하여 왔으나, 공업 우선 성장정책으로 공단 조성이 선행됨으로 인하

여 도시기반시설․교육․문화․휴식공간의 부족현상을 초래하였다.

1986년 5월 14일 승인된 최초의 울산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 2001년․계획인구

100만 명․도시기본계획구역 496.762㎢이고, 목표연도 2011년․계획인구 120만명․

도시계획구역 526.162㎢의 2차 울산도시기본계획변경을 1993년 6월 15일 건설부로

부터 승인을 받았다.

1995년 1월 1일 울산시․군 통합이후 통합울산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큰 울산

건설을 위해 2016년을 목표연도로 1997년 7월 1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

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적정한 조정과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2021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을 2002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2021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은 1,143.294㎢를 계획구역으로 1도심 4부도심 5지

역 중심의 도시공간구조와 남북1축과 동서1축의 개발축을 근간으로 하여 하이테크

산업도시, 국제물류 거점도시, 산업문화 관광도시, 도농복합 기능도시로의 도시 미

래상을 재정립하였고, 이후 산업기반에 대한 수요증가 대비 및 2010년 경부고속철

도 울산역사 입지에 따른 역세권의 조정, 국립대학교 유치,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정비 등 최근 울산광역시의 여건변화를 수용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하여 1,143.691㎢를 계획구역으로 하는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을

2007년 4월 30일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또한, 2009년 2월 9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기

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이 폐지되어 울산시에서 독자적인 2025

년 목표 울산 도시기본계획을 2010년 8월 26일 확정 공고하였다.

2025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은 행정구역 1,058.197㎢와 공유수면 86.396㎢를

포함한 1,144.593㎢를 계획구역으로 1도심 4부도심 7지역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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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남북4축과 동서4축의 교통축과 남북3생태축, 동서3축, 해안경관축으로

녹지축을 설정하였다.

KTX역세권, 테크노산업단지, 서생에너지복합단지, 마리나 항만 등 성장거점을

활용한 지역특성화 개발과 기존 산업단지 인근 산업용지 집적화 및 주거용지 확충과

강동~동구~서생 해안축, 영남알프스 산악축을 중심으로 산악 및 해안 관광레저기반을

구축하고, 개발여건 및 실현성을 감안한 시가화 예정용지의 조정과 정비안을 설정

하였으며, 비 도시지역내 계획적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7.089㎢를 확보 하는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처를 위한 장기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 울산도시기본계획 승인현황 〉
고 시 청  승인년월일 내                 용

건 설 부 1986. 5. 14.
울산도시기본계획 승인(2001년)
(도시기본계획구역 : 496.762㎢, 계획인구：100만)

〃 1993. 6. 15.
울산도시기본계획 승인(2011년)
(도시기본계획구역 : 526.162㎢, 계획인구：120만)

건설교통부 1997. 7. 11.
울산도시기본계획 승인(2016년)
(도시기본계획구역 : 1,143.110㎢, 계획인구：150만)

〃 2002. 12. 31.
울산도시기본계획 승인(2021년)
(도시기본계획구역 : 1,143.294㎢, 계획인구：145만)

〃 2007. 4. 30.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1차) 승인(2021년)
(도시기본계획구역 : 1,143.691㎢, 계획인구：145만)

국토해양부 2009. 5. 6.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2차) 승인(2021년)
(도시기본계획구역：1,143.691㎢, 계획인구 : 145만)

“ 2009. 11. 26.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3차) 승인(2021년)
(도시기본계획구역：1,143.691㎢, 계획인구 : 145만)

울산광역시 2010. 8. 26.
울산도시기본계획 확정공고(2025년)
(도시기본계획구역：1,144.593㎢, 계획인구 : 145만)

〈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                                                                            (단위：㎢,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면    적 구 성 비 면    적 구 성 비

도 시 계 획 구 역 1,143.691 100.0 1,144.593 100.0 △0.902

시

가

화

구

역

주 거 용 지 54.158 4.73 64.223 5.6 △10.065

상 업 용 지 6.743 0.59 7.056 0.6 △0.313

공 업 용 지 68.960 6.03 78.210 6.9 △9.250

시 가 화
예 정 용 지 68.771 5.14 77.225 6.7 △8.454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0 0 7.089 0.6 △7.089

보 존 용 지 866.890 76.67 833.530 72.8 ▽33.360

미 지 정 용 지 78.169 6.84 77.260 6.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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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1997년 통합 시에 대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1세기 선진 산업사회를 지향한 장기도시 개발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정비 및 장기적인 도시 미래상 정

립과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도시발전

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962년 울산도시계획은 계획인구 50만 명으로 계획하였으며, 1970년에는 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울산도시계획(제1차 재정비)이 결정되었으나, 당시에는 도

시전반에 대한 계획보다는 부분적인 계획이었으므로 사실상 도시의 균형개발을 기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전반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 1975년 2월 19일 울산도시계

획(제3차 재정비)이 결정되어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각종 도시계획, 시설계획

등을 보완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1981년 12월 31일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공포하였고,

우리시는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1986년 5월 14

일 승인 받은 후 도시재정비계획을 1986년 8월 19일 건설부고시 제366호로 결정

받았다.

목표연도 2011년․계획인구 120만 명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

하여 1993년 6월 15일 건설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울산도시계획(제6차 재정비)을

수립하여 경상남도 고시 제43호(1994. 3. 3.)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통합 울산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1997년 7월 11일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1998년 5월 11일 1차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 결정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으로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편입된 북구․울주군 일원에 대하여는 2000년 3월 4일

도시계획재정비를 결정하였다.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불합리한 도시관리

계획 정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와 더불어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여 실현시키고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내용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2009년 4월 9일 결정고시 하였다.

또한, 4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 등을 수용한 2025년 목표 울산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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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등을 구체화 및 실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하고자 2010년 4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2년 2월 16일 도

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함

으로써 토지자원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 울산도시계획 연혁 〉                                                                            (단위：㎢, 만명)
구   분 고 시 고 시 청 내         용 구역면적 계획인구

1962. 5. 14. 149호 국토건설청 도시계획 결정 176.040 50

1970. 3. 30. 152호 건 설 부 도시계획 (제1차 재정비)결정 176.040 50

1974. 8. 14. 272호 〃 도시계획(제2차 재정비) 결정 437.760 50

1975. 2. 19. 25호 〃 도시계획(제3차 재정비) 결정 439.310 50

1976. 3. 27. 37호 〃
도시계획(제4차 재정비) 결정
농지보전

439.310 50

1981. 2. 15. 71호 〃
도시계획구역 일부변경
(공유수면 편입)

439.690 50

1983. 2. 28. 64호 〃
도시계획구역 일부변경
(공유수면 편입)

440.030 50

1986. 8. 19. 366호 건 설 부 도시계획(제5차 재정비) 결정 496.760 120

1994. 3. 3. 43호 경 남 도
도시계획(제6차 재정비) 결정
(도지사 결정사항)

526.160 120

1994. 3. 21. 40호 울 산 시
도시계획(제6차 재정비) 결정
(시장 결정사항)

526.160 120

1997. 7. 11. 승 인 건설교통부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1,143.110 150

2002. 12. 31. 승 인 건설교통부 2021 목표 도시기본계획 승인 1,143.294 145

2004. 12. 4. 187호 울산광역시
2011 목표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751.215 145

2007. 4. 30. 건설교통부
2021 목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1차) 승인

1,143.691 145

2009. 4. 9. 125호 울산광역시
2011 목표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751.215 145

2009. 5. 6. 국토해양부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2차) 승인

1,143.691 145

2009. 11. 26. 울산광역시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3차) 확정

1,143.691 145

2010. 8. 26. 732호 울산광역시 2025년 도시기본계획 확정 1,144.593 145

2012. 2. 16 24호 울산광역시
2020 목표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1,144.593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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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계획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

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문의 역할을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의 결정과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이

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계획에 관한 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위원회의 소관 중 위임된 사항

심의를 위하여 2013년에는 7회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

19건을 심의․자문하였다.

〈 위원회 개최현황 〉
회   차 상정안건수 비고(심의, 자문 등)
총계(7회) 19건 심의 14건, 자문 5건

본회의(5회) 16건 심의 14건, 자문 2건

1분과(2회) 3건 자문 3건

마.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제도개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

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1년 최초 도입되었다.

1971년 12월 29일 부산권(현재 서생지역 포함)에 대한 구역의 지정과 1973년 6월

27일 울산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관내 읍․면․동에 대하여 318.88㎢의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 관리되어 왔다.

2002년 1월 4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소멸된 울주군 서생면 일원의 개

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되고, 화봉동 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의 집

단취락지구, 정밀화학단지, 모듈화산업단지, 울산신산업단지, 송정택지지구, 우정혁신

도시, 율리보금자리, 다운2보금자리, 테크노산업단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을 개발제

한구역에서 해제하여 현재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69.8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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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난 1971년 최초 도입되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 관리되어 왔다. 지정 당시 불합리하게 지정된 부분이

있어, 도시의 성장과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시설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토지소유자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

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여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하게 되었다.

정부는 1998년 4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

답사와 외부전문가의 자문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1999년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침과 환경

평가 기준을 광역시․도에 시달하였다.

그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은선 환경평가 후 조정의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울산을 포함한 수도권․부산권․대전권․광주권․대구권․마산 창원

진해권은 부분해제 도시권으로 확정하였다. 특히, 지정목적이 소멸된 울산광역시

서생면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등은 우선 해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 활용 및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이용의 기본원칙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구역관리 원칙과 합리적인

도시 기능의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생활불편의

해소를 위한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및 계획적인 정비와 주민지원 사업의 실시에 관한

기본원칙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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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실태

조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10,000㎡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집단취락의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기타 개발

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이다.

사. 2014년 업무계획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 정책을 반영하고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반영하는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4월에 착수하여

내년 12월에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의 목표와 지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으로 도시계획관련 정책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시설계획
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및 관리
기반시설은 도시공간의 형성이나 주민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로서 당해

지역뿐 아니라 광역시 전체의 기능과 발전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 시설이다.

기반시설은 7개 시설군 총 53개의 시설이 있으며 그 세부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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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종류 및 내용 〉
구 분 종 류   및   내 용

교 통

시 설

1. 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2. 철도 (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국유철도사업의 시설)

3. 항만 (항만, 어항, 마리나항만) 4. 공항 5. 주차장 (노외주차장)

6.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복합환승센터)

7. 궤도 8. 운하

9.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10.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 간

시 설

11. 광장(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12. 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

13. 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14. 유원지 15. 공공공지

유통및

공 급

시 설

16. 유통업무설비 17. 수도공급설비 18. 전기공급설비

19. 가스공급설비 20. 열공급설비 21. 방송․통신시설

22. 공동구 23. 시장 2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 공

문 화

체 육

시 설

25. 학교 26. 운동장(종합운동장) 27. 공공청사

28. 문화시설 29. 체육시설 30. 도서관

31. 연구시설 32. 사회복지시설 33. 공공직업훈련시설

34. 청소년수련시설

방 재

시 설

35. 하천 36. 유수지 37. 저수지

38. 방화설비 39. 방풍설비 40. 방수설비

41. 사방설비 42. 방조설비

보 건

위 생

시 설

43. 화장시설 44. 공동묘지 45. 봉안시설

46. 자연장지 47. 장례식장 48. 도축장

49. 종합의료시설(종합병원)

환 경

기 초

시 설

50. 하수도 51. 폐기물처리시설 52. 수질오염방지시설

53. 폐차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말하며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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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로 〉                                                                     (단위：m, 개, ㎞, 천㎡)
등      급 폭 노선수 연  장 면  적
계 7,090 2,857 52,873

광 로 40 이상 14 196 8,691

대 로 25～40 208 646 19,277

중 로 12～25 1,360 900 15,913

소 로 6～12 5,508 1,115 8,992

〈 철      도 〉                                                                                                                           (단위：m)
노    선    명 연   장 고시일자 시     종     점

계 93,275

동 해

남부선

부산~울산간 27,079 2011. 6. 13 북구 중산동～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울산~포항간 19,317 2009. 4. 23. 북구 명촌동 438-48~북구 중산동 산33

공

장

인

입

선

소 계 6,603

장 생 포 선 611 1989. 6. 17. 남구 여천동 1068～여천동 921-6

울 산 항 선 678 1989. 6. 17. 남구 여천동 617-14～여천동 362-2

삼성정밀화학선 166 1989. 6. 17. 남구 여천동 580-2～여천동 393-3

온 산 공 단 선 5,148 1994. 3. 3. 남창 분기점～온산 봉화공원

신 항 만 인 입 선 9,170 1998. 5. 11.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남구 용연동

경 부 고 속 철 도 31,106 2001. 2. 26.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도시계획구역계
울주군 삼남면 구역계

〈 항      만 〉                                                                   (단위：㎡)
시   설   명 시설의세분 면 적 위      치

계 2,267,184.9

울 산 항 1종항만 1,024,000.0 남구 매암동 일대

온 산 항 1종항만 758,000.0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일대

울산신항 무역항 422,053.9 남구 황성동 일대

항만시설 1종항만 63,131.0 동구 방어동 전면해상 일원

항만시설 무역항 181,806.0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일원

항만시설 무역항 302,887.0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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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원 〉                                                           (단위：개소, 천㎡)

구 분 합 계
도       시       공       원 도시자연공원구역소  계 근린공원 어린이 공 원 소공원 역사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수변공원 문화공원

수 량 547 545 108 334 67 6 3 2 20 5 2

면 적 42,801 35,939 30,049 746 201 316 2,517 876 997 237 6,862

4. 지구단위계획 
가. 일반 현황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도시 안에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

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

적률을 완화하는 계획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에 대하여 입체적인 건

축물 계획과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모두 고려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2013년

말 현재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전체 211개소 46.433㎢로 지정되어 있다.

나. 2014년 업무계획
2005. 5. 12 제정되어 운영중인 「공동주택 및 재건축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수립)

지침」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에 따라 세부지침 내용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울산시가 공동주택과 재건축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운영해 왔으나,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침(안)을 마련하고, 개정된 지침 시행

은 오는 201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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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 현황 〉                       
구    분 울  산  광  역  시

구역수 면 적(㎡) 비    고
합 계 211 46,433,166

도시

개발형

소 계 38 21,963,195

택지개발사업 18 8,095,105
태화, 굴화, 다운, 달동, 화봉, 옥현, 굴화2, 구영택지,

삼호1, 삼호2, 옥동, 덕신, 방어, 송정, 청량율리, 가천

도시개발사업 15 9,687,249
굴화(장검), 중산, 강동산하, 호계매곡, 신천, 우정,

송대,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매곡중산, 서중,

덕하, 상남, 진장명촌, 남외운동장, 구영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4 2,170,841 다운2, 율동, 웅촌, 매곡2

시가지정비
(공동주택형) 1 2,010,000 삼산

산업형
산업단지

개발사업(물류단지)
16 14,175,652

모듈화, 길천, 이화, 두서활천, 울산 하이테크 벨리,

봉계, 중산2, 전읍, 와지, 신일반, 작동, 반천, 매곡3,

매곡2, 테크노, 진장

도시

재생

(공동

주택)

사업

소계 67 6,200,978

주택재개발 10 1,424,858
중구B-03, 중구B-04, 중구B-05, 남구B-07, 남구B-08,

남구B-14, 동구B-03, 학산, 학성1, 반구2, 깨밭골

주택재건축 7 454,420
일산아파트3, 일산2, 일산아파트1, 삼호, 야음4, 야음1,

산호

주거환경 6 439,404 일산진, 학성동, 산전, 동동, 서동, 반구동

주택건설사업 36 2,108,816

매곡, 달천1, 달동2, 굴화3, 공업탑, 무거굴화, 천곡2,

선암, 천곡, 우정1, 언양서부1, 온양발리1, 유곡1, 언양

동부, 야음2, 천곡대동, 야음3, 신천1, 유곡2, 중산1,

무거, 반구1, 신정, 대안2, 매곡3, 신정1, 삼산2, 신정3,

굴화4, 신천4, 약사, 신정4, 천곡1, 옥동2, 화정, 언양

서부2

시가지정비
(현지개량형) 8 1,773,480

연암, 양정, 옥현2, 상남화창, 은현, 삼남가천, 야음,

대복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87 3,982,000

길촌, 주전, 상안, 차일1, 차일2, 차일3, 원지2, 지당

대리, 골말, 복성제전, 우가, 당사금천, 구암, 중리,

망성1, 입암외촌, 외사, 곡연, 무동, 송현, 백천, 영해

영축, 죽전, 상정, 화정1, 내고산, 중고산2, 양달, 상대,

풍암, 성동, 내약사, 두왕일구, 가동, 장골, 양지, 동산,

새터, 시례, 차일4, 원지3, 주연, 상연암, 신전, 구남,

황토전, 성골, 심천, 척과, 척과구룡, 연동, 옥곡, 망성2,

사일, 우리골, 내사, 중촌, 신척과, 진목, 안영축, 청송,

지통골, 율현1, 율현2, 두현1, 두현2, 수문, 진곡1,

진곡2, 반정, 용산, 하개산, 화정2, 새각단, 양천, 굽지구,

양동, 용암, 신촌, 평광, 신기, 중고산1, 덕동, 오산,

귀지, 음달, 외고산

기타 3 111,341 산록, 산성, 골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