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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도시 디자인
1. 디자인 정책

가. 창조적 도시디자인 추진
우리시는 ‘자연, 사람, 도시가 조화로운 품격 높은 도시 울산’ 이라는 비전으로

창조도시와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창조적 생태경관도시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디자인 추진’, ‘행복한 도시 공간 만들기’, ‘창조적 디자

인 거리 만들기’, ‘울산다운 공공디자인 추진’ 등 을 전략으로 설정하여 도시디자인

의 미래상 및 지향점을 도출하면서 도시 디자인적 특성을 발굴, 보전, 개선, 창조

및 육성할 수 있는 종합적 도시디자인의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디자인 추진’은 옥외광고 대상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

사업, ‘행복한 도시 공간 만들기’는 지붕 없는 미술관, 창조적 신화마을 만들기, 주

전마을 경관형성사업, ‘창조적 디자인거리 조성’은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예술이 숨

쉬는 길 조성사업, ‘울산다운 공공디자인 추진’은 울산산업도시 색채 정립 및 체

계화 사업, 가로환경시설물 특허청 디자인등록 사업, 공동주택 외벽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창조적 도시디자인 사업들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

하며 울산다움을 나타내는 도시경관 형성에 뚜렷한 성과를 거양하였다.

나. 옥외광고문화 활성화 추진
2004년 12월 23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불법 광고물 등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업의 종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아름다운 간판

확산,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광고물 실명제 도입 등으로 옥외광고업무

가 더욱 활성화 되었다.

2011년 3월 29일 같은법 개정으로, 구․군으로 이양된 사무 일부가 다시 시로

환원되어 2012년 10월 11일「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제정하였다.

311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불법광고물 양산방지 교육 등으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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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예방하였고, 제13회 울산 옥외광고대상전을 개최하여 41점의 우수작을 선

정하여 2013년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울산대공원 수석전시실에서 전시회를 열었

다. 그리고 2013 대한민국옥외광고대전(KOSIGN)에 우리시 우수작 10작품을 출품

하여 금상 1점, 은상 2점, 장려상 1점, 입선 3점 등 총 7개 작품이 수상하는 쾌거

를 이뤘다.

또한 옥외광고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고 간판 선진문화

에 대한 대시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울산시에 등록하여 1년 이상 계속 운영중

인 옥외광고업체를 대상으로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매년 5개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이며 모범업체 인증 동판과 스티커 교부,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인증업체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다.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도시

미관 순찰·정비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단속계도활동에는 2,309명이

참여하여 8,697건을 계도하였으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 및 홍보활동 결과

불법고정광고물 1,028건, 불법유동광고물 13,069,603건에 대하여 과태료(526건,

190,300천원)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불법고정광고물 단속실적 〉                                                                                   (단위：건)

구  분 유          형          별
계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기    타

2007년 1,420 667 122 272 359

2008년 950 229 1 502 218

2009년 1,228 223 9 479 517

2010년 2,830 853 79 1,173 725

2011년 1,482 642 59 94 687

2012년 530 244 10 163 113

2013년 1,028 431 25 380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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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경관
가. 체계적인 도시경관 형성 및 관리 기반 구축

   1) 경관조례 시행
2007년 5월 17일 제정된「경관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2008년 10월 16일「울산광역시 경관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

다. 이 조례에는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해 경관계획 수

립, 경관사업 추진,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도시

경관 형성의 법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2) 경관위원회 운영
우리시의 정체성을 살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경관계획 수립,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의 사업 추진시 심의․자문을 구하도록 경관위원회를 구성

하였다. 위원구성은 공무원 1명, 시의원 1명, 교수 9명, 미술협회 등 관련협회 3명

총 1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013년에는 총 6회(자문 9건)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체

계적인 경관 관리 및 형성을 유도하였다.

〈 경관위원회 운영 실적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최횟수 8 6 9 9 6

심의건수 25 7 14 17 9

나. 도시경관 사업추진
경관을 통한 도시브랜드 창출과 창조적 생태경관 조성을 위하여 주민참여형 마을

경관형성사업 및 주거지 경관개선 사업, 해안경관특화 사업 등 다양한 도시경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도시경관 사업인 주전마을경관형성사업은 어

촌마을의 정체성을 살린 해안경관 특성화사업으로, 2010년 국토교통부 해안경관형

성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3,800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성안동 달빛

누리길 조성사업은 2010년 도시 활력증진 사업으로 선정되어 9,860백만원의 사업

비로 혁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산책로, 쉼터, 전망대 등의 주거지경관개선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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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하 해안경관 산책로 조성사업은 2,000백만원의 사업비로 국토교통부

동해안권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해맞이 명소인 간절곶과 진하해양클러스트코어를

연결하는 출렁다리, 해안산책로, 소공원 등의 해양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공공디자인
가. 효율적 공공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운영

    1) 색채가이드라인 수립·운영
경관․디자인 유형별 계획에 따라 도시공간을 특성화하고 개선하여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울산색채계획을 수립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공디자인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산업도시색채 정립 및 체계화 사업’을 완료하여 공공시설물 및 공

공건축물, 공동주택 등 도시색채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추진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3. 12. 31일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공포하였다. 향후 동 조례에 의거, 범

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마스터플랜 및 시범사업을 연차별

로 시행할 계획이다.

나.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
    1)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 및 특허청 디자인권 등록
우리시는 공공디자인의 우수성에 대해 대외적인 평가를 받고 디자인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직접 디자인 한「가로환경 시설물 디자인」8건(펜스 2, 파고라

및 쉘터 2, 사인물 3, 벤치 1)을 특허청에 디자인권을 등록함으로써 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향후 우리시 가로

경관에 어울리는 울산형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을 추가 개발하여 도시브랜드 향상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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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회 울산광역시 도시경관디자인 공모전 추진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창조적 생태경관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 ‘제3회 울

산광역시 도시경관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여 생태경관 중심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

굴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만족도 높은 작품을 선정하였다. 공모전 분야는 공공

공간 및 공공시설물 2개 분야로 실시하였고, 심사를 통해 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2

점, 동상 5점, 입선 10점의 20개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하였고 12월 16일 본관 1층

전시실에서 시상식 및 전시회를 열었다.

다. 공동주택 외벽색채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우리시는 자체 전문디자인 인력을 활용하여 입주민에게 색채 및 브랜드를 개발․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변경관이 어우러지는 건축물

도색으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있다.

〈 디자인 개발지원 실적 〉                                                                                 (단위：단지)
구  분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비      고
2006년 2 2 울주군 시범사업

2007년 6 1 3 2 구․군별 확대실시

2008년 6 3 2 1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2009년 9 4 2 3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2010년 11 2 4 2 3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2011년 2 1 1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2012년 8 1 6 1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2013년 8 5 1 1 1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주) 2006년~2013년 : 52개단지(10,416세대) 지원

라. 도시디자인 평가검증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13 우수디자인 마크

(GD) 선정사업에서 우리시는 2009년(태화강대공원, 울산암각화박물관, 십리대밭교),

2010년(옹기엑스포 심벌마크), 2011년(울산박물관), 2012년(번영탑)에 이어 2013년에는

종합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이 선정됨과 동시에 본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5년

연속 공공디자인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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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은 입지를 기피하는 종합장사시설이지만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전국

최초로 지역주민이 스스로 유치를 희망하여 건립된 시설로 120만 울산시민의 지혜와

염원으로 이루어낸 사업이라는 부분과 주변의 산과 계곡 등 자연경관과 건축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친환경 건축디자인으로 설계하고 3차 연소방식의 화장로 설치로 무색·

무취·무공해의 친환경시설로 건립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4. 2014업무계획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하여 우리시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시는 역점시책에 따라 도시경관색채 시범사업, 해안

마을 경관사업,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도시디자인 공모전 등 다양한 시책들을 계획

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공간 품격제고를 위해 옥외광고물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불법광고물의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광고물의 관리 효율성 제고 등으로 창조적

도시디자인 체계 정립 및 울산다운 도시디자인을 추진할 것이다.

〈 도시디자인과 사업계획 〉                                                                               (단위：백만원)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사  업  비

계 29207.5 (국11,750 시6,000.5 구․군11,457)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 2014. 4. ~ 2014. 9 60(시비)

제14회 울산옥외광고대상전 2014. 4. ~ 2014. 9. 30(시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추진 2014. 4. ~ 2014. 9. 2.5(시비)

달빛 누리길 조성사업 2011. 1. ~ 2015. 12. 9,860(국비4,930 시비2,465 구비2,465)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 2010. 10. ~ 2014. 10. 3,800(국비1,900 시비950 구비950)

진하 해안경관 산책로 조성사업 2013. 1. ~ 2014. 12. 2,000(국비1,000 시비500 구비500)

한글마을 조성사업 2014. 1. ~ 2015. 12. 1,440(국비720 시비360 구비360)

예술이 숨쉬는 길 조성사업(2구간) 2014. 1. ~ 2015. 12. 3,900(국비1,200 구비2,700)

언양중심시가지 거리조성사업 2013. 12. ~2015. 12. 7,482(국비2,000 시비1,000 군비4,482)

관문지역 경관개선사업 2014. 1. ~ 2014. 6. 500(시비)

울산 문양디자인 개발사업 용역 2014. 1. ~ 2014. 12. 100(시비)

제4회 울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공모전 2014. 2. ~ 2014. 12. 30(시비)

범죄예방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 2014. 2. ~ 2014. 12. -

우수디자인(GD)마크 선정사업 2014. 2. ~ 2014. 10.. 1(시비)

공동주택 외벽색채디자인 개발지원 2014. 1. ~ 2014. 12. -

울산형가로환경시설물표준디자인개발 2014. 1. ~ 2014. 12. 2(시비)

국가산업단지 색채개선 계획 추진 2014. 1. ~ 2014. 12. -

옹벽·담장 디자인 개선 계획 추진 2014. 1. ~ 2014.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