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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우리 연구원에 있어 지난 2015년은 울산의 미래를 앞

돌이켜보면 우리 연구원이 제안하는 정책이 반드시

당기는 ‘가치’ 있는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실현되게 하자는 뚜렷한 목표를 삼고 체제와 시스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고 봅니다.

조직 분위기 등 많은 부분을 변화시킨 시기가 바로
2015년입니다.

아울러 울산의 신성장 동력 발굴, 주력산업 위기극복
방안 제시 등 연구 목표에 대한 구체성을 정하고 객관

2015 UDI 연차보고서는 이러한 움직임과 연구원 모두의

성을 갖춘 실천방안을 짜기 위해 몰두한 시간이기도

노력, 그리고 일련의 성과를 고스란히 담고자 하였습

했습니다.

니다.

연초부터 부서 개편을 통해 새로운 체제를 만든 취지도

이를 위해 연구원 기본현황을 비롯하여 언론이 본 연구

연구원 모두가 개인만의 연구가 아닌 타 분야와의 연계

원의 주요활동, 연구실적 및 활동을 수록했으며, 부설로

성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고, 동료의 연구를 파악하고

운영 중인 울산학연구센터와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서로 질문을 통해 신선한 생각이 오가도록 하고자 함

문화재센터 등의 연구사업과 수행결과를 소개하였습

이었습니다.

니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과제를 진행하면서 ‘가치를

아무쪼록 본 보고서를 통해 한 해 동안 연구원이 꾀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기존과는 변화되고 있는지’를

변화와 혁신, 그리고 그만큼의 노력을 봐 주시기 바라며,

이해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그 어떤 의견이라도 겸허히 수용하여 연구
및 사업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연구원이 중시하고 있는 개념적 목표
라는 말 또한, 목표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중간 단계쯤
이면 이루어지고 처음 상황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이해도를 높이는 것으로, 이는 지금까지와 차별화된
과제의 추진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울산발전연구원장 황시영

2015 UDI 연차보고서

연구원의 개인의 연구뿐만 아니라
타 분야와의 연계성을 가지게 하고,
동료의 연구를 파악하고
서로 질문을 통해 신선한 생각이
오가도록 하고자 울산발전연구원의
체제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과제를
진행하면서 ‘가치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기존과는 변화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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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현황
설립목적

비전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광역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분석·연구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인 시정정책 개발·수립 및 교육·자문 등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함

본 연구원은 타 시·도에 비하여 늦게 작은 규모로 출범하였지만, 지방분권시대에 지역 발전
을 위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최고의 정책 두뇌집단(THINK TANK)이 되
고자 합니다.

비전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씽크탱크

추진전략

주요사업(정관)

窓(창)

民(민)

通(통)

場(장)

미래를 보는 지혜의 窓으로
열린 연구를 지향합니다.

市民을 위한, 市民을 향한
연구를 추구합니다.

疏通과 교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연구를 실천합니다.

발로 뛰는 現場 중심의
연구를 실천합니다.

1. 시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2.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 및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지방행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수집, 관리와 출판·배포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국제연구분야 비교 검토
5. 문화재의 발굴·보전·유지관리 및 역사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방안에
관한 연구
6.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7. 시 및 타 기관·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8. 시정발전을 위한 교육 및 자문
9.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임대사업 등 부대사업

9

2015 UDI 연차보고서

연혁

2015. 01.
2014. 09.
2013. 03.

2012. 07.
2011. 08.
2011. 04.
2011. 01.
2010. 02.
2007. 02.
2006. 11.
2006. 03.
2006. 03.
2005. 04.
2004. 02.
2002. 09.
2002. 01.
2001. 02.
2000. 12.
2000. 12.

부서 체제 개편
(3실 1센터 : 기획경영실, 창조경제실, 미래도시실, 문화재센터)
6대 원장(황시영 박사) 취임
부서 체제 개편
(1국 5실 2센터 : 사무국, 연구기획실, 경제산업실, 문화사회실,
환경안전실, 도시공간실, 문화재센터,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 설치
부서 체제 개편
(1국 3실 1센터 : 사무국, 연구기획실, 경제사회실, 도시환경실, 문화재센터)
5대 원장(하동원 박사) 취임
부서 체제 개편
(3실 1센터 : 기획경영실, 경제사회실, 도시환경실, 문화재센터)
4대 원장(서근태 박사)취임
3대 원장(서근태 박사) 취임
경제동향분석센터 개소
울산학연구센터 개소
여성가족정책센터 개소
국회도서관 상호 협력체제 구축
2대 원장(서근태 박사) 취임
한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가입
연구원 이전 (북구 연암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연구원 개원 초대 원장(서근태 박사) 취임
행정자치부장관의 법인설립 허가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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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이사회 (이사장)

감사

원장

연구자문위원회

기획경영실

창조경제연구실

미래도시연구실

문화재센터

※ 부설센터 : 울산학연구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청년창업센터, 신산업연구센터,
전략서비스업육성센터, 도시정보센터, 울산공공투자센터
※ 위탁운영지정기관 : 울산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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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현황 (2015.12.31.현재)
원장

원장

황시영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졸업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 전산학 석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 전산학 박사
주요경력
•현대중공업 CTO(기술경영실장, 중앙기술원장)
•UNIST 석좌교수

연구직

기획경영실
선임연구위원

이상현

•고려대 공학박사
(수질관리)

부연구위원

이은규

•부산대 경제학박사
(경제, 금융)

창조경제연구실
연구위원(실장)

황진호

•(독)파더본대 경제학박사
(산업경제)

창조경제연구실 > 경제산업팀
부연구위원(팀장)

이경우

선임연구위원

강영훈

•(미)조지아주립대 경제학박사
(재정)

•부산대 경제학박사
(경제통합, 국제금융)

선임연구위원 김문연

부연구위원

•부산대 경제학박사
(기술혁신, 산업)

•경북대 경제학박사
(공간정보, IT융합)

부연구위원 김혜경

전문위원

•경희대 경영학박사
(ICT융합, 지식재산정책)

•부산대 경제학박사
(경제동향 분석)

박재영

김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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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창조경제연구실 > 경제산업팀
연구원

김미경

•울산대 경영학석사
(일자리창출사업)

연구원

김종욱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연구개발특구)

초빙연구위원 정길룡

•경남대 행정학석사
(경제분야 자문)

창조경제연구실 > 문화사회팀
연구위원(팀장)

이재호

부연구위원

김상우

•경북대 행정학박사
(계량행정, 정책분석)

•부산대 사회학박사
(문화, 예술)

부연구위원 이윤형

전문위원

•대구대 철학박사
(사회복지)

•한양대 관광학박사
(관광)

유영준

미래도시연구실
연구위원(실장) 변일용

•울산대 건축공학박사
(도시계획, 경관)

미래도시연구실 > 환경안전팀
부연구위원(팀장) 김희종

부연구위원

최준호

•(일)홋카이도대 공학박사
(폐기물, 자원순환)

•(일)교토대 재난관리학박사
(재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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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부연구위원

마영일

•건국대 공학박사
(대기)

연구원

최연우

•광주과학기술원 공학석사
(자연환경)

전문위원

윤영배

•울산대 공학박사
(기후변화적응)

연구원

김현진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미래도시연구실 > 도시공간팀
연구위원(팀장)

정현욱

•계명대 도시공학박사
(기획팀 업무총괄)

부연구위원

이주영

•부산대 공학박사수료/기술사
(도시계획,도시개발)

연구원

강지희

•울산대 공학석사
(건축, 경관, 도시재생)

연구원

정미선

•울산대 건축학과
(도시경관 기록화)

선임연구위원

권창기

•(미)USC 도시계획학박사
(도시,지역계획)

전문위원

권태목

•(일)오사카대 도시계획박사
(도시계획)

연구원

김민지

•울산대 산업디자인학과
(도시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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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문화재센터
연구위원(센터장)

배은경

•동아대 고고학박사과정 수료
(문화재센터 업무총괄)

부연구위원

이재흥

•경북대 고고학박사과정 수료
(삼국시대 고분)

부연구위원

황현진

•부산대 고고학석사
(청동기시대 주거지)

부연구위원

김성욱

•(일)구마모토대 고고학박사
(선사시대 생업)

부연구위원

강정미

•부산대 고고학석사
(고고학)

연구원

원수진

•울산대 사학과
(문화재센터 서무전반)

연구원

이정민

•영남대 고고학석사과정 수료
(구석기유적)

부연구위원

김성식

•영남대 고고학석사
(청동기시대 취락)

부연구위원

김광옥

•영남대 고고학석사
(생산유적)

부연구위원

한지아

•충남대 고고학석사과정 수료
(삼국시대 토기)

부연구위원

전은영

•영남대 고고학석사
(철제마구)

연구원

김현주

•부산대 고고학석사과정 수료
(고고학)

연구원

이선철

•경주대 고고학석사과정 수료
(고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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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연구직

김지연

•경북과학대 고고학과
(유물실측 및 보고서)

연구원

박찬미

•진주국제대학 고고학과
(유물실측 및 보고서)

연구원

손정규

•동양대 문화재발굴보존학과
(고고학)

연구원

이은진

•울산과학대 전자과
(유물실측 및 보고서)

연구원

박정환

•부산대 고고학석사과정 수료
(생활유구)

연구원

신정아

•한서대 고고학과
(보존과학)

연구원

김형규

•경주대 고고학석사과정 수료
(고고학)

연구원

윤호진

•창원문성대
영상멀티미디어학과
(고고학)

울산학연구센터
연구원

이경희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박사과정 수료
(울산학센터 담당)

신산업연구센터
전문위원

문충배

•고려대 통계학과
(빅데이터)

전문위원

김상락

•울산대 공학박사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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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도시정보센터
연구원

심준석

•부산대 공학석사
(인포그래픽스)

울산교통센터
수석전문위원(센터장)

송병기

•한국해양대 공학박사
(교통, 물류, ITS)

전문위원

김승길

•한국해양대 공학박사
(교통계획)

연구원

이효빈

•동명대 국제통상학과
(파견)

사무국 > 울산청년창업센터
센터장(전문위원)

송봉란

•아주대 교육학석사
(청년창업)

연구원

임은애

•고신대 아동학과
(청년창업)

연구원

박석윤

•울산대 행정학과
(청년창업)

연구원

장홍문

•수성대 방사선과
(청년창업)

연구원

김아름

•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
(청년창업)

연구원

전철호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1인창조기업)

연구원

정나리

•울산과학대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1인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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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연구원

장철호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연구원

윤기현

•영산대학교 법학학부
(참살이실습터 사업)

연구원

허솔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연구원

박란

•세한대학교 복지상담학과
(참살이실습터 사업)

사무국 > 마을기업팀
팀장(연구원)

박가령

•동의대 평생교육학석사
(마을기업 육성)

연구원

감지혜

•울산대학교
(마을기업 육성)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연구원(팀장) 김윤정

•부산대 행정학석사
(지역사회서비스)

연구원 조선행

연구원 손다정

•중앙대 복지학석사
(지역사회서비스)

•울산대 경제학과
(지역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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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평생교육진흥원
부연구위원(센터장) 신기왕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지역사회서비스)

부연구위원 김소현

전문위원 김창섭

•동의대 교육학박사
(평생교육 정책연구)

•동의대 교육학석사
(평생학습)

연구원 고종대

연구원 손지향

•울산대 행정학박사과정 수료
(평생학습)

•동의대 교육학석사
(평생학습)

연구원 차분옥

•영산대 부동산학과
(평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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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기획경영실
과장(5급) 박종대

계장(6급) 황해상

•인사, 예산, 문서/규정관리

•업무전산시스템, 기록물 관리,
홈페이지

주무관(7급) 정지은

주무관(8급) 임성훈

•회계일반 및 기금관리,
예산집행 및 결산

•용역 예산관리, 부가세

주무관(기능9급) 윤소영

주무관(기능9급) 김광헌

•자료실 관리

•원장 승용차 운행관리,
자산/물품 관리

사무원

강정미

•연구과제 관리

사무원

설은아

•학술행사, 출판

사무원

정지유

•부속실

사무원

김영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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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 체결현황

대외협력
연번

체결기관

협약일

비고(협약내용)

1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

2002. 5

상호협력

2

산업연구원

2002.12

연구협력

3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2003.12

환경 관련 연구협약

4

동의대학교

2004. 1

상호협력

5

국회도서관

2005. 4

상호협력

6

울산과학대학

2005.12

관학협약

7

울산과학대학

2006. 4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

8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6.12

상호협력

9

부산지방통계청

2007.12

울산 지역통계 발전 협력 약정

10

울산매일신문사

2008. 1

상호협력

11

울산대학교

2009. 4

그린카 인재양성 협약

12

연변대학교경제관리학원

2009. 5

학술연구교류 협약

13

길림대학교동북아연구원

2009. 5

학술연구교류 협약

14

에스콰이아학술문화재단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9.10

연구의 원자료와 문헌자료 기탁

15

한국폴리텍Ⅶ대학 울산캠퍼스

2010. 6

학연교류 협약

16

한국은행 울산본부

2011. 5

업무협약

17

울산제일일보, 울산신문, 경상일보,
울산매일신문사, ubc 울산방송, 울산 MBC

2011. 6

뉴스콘텐츠 협력

18

남부권 8개 지방연구원 및 지방유관연구원

2012. 5

학술과 연구협력(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전북, 경남, 제주, 한국지방행정, 한국지방세)

19

한국건강관리협회

2012. 5

상호협력

20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7

연구교류 협력

21

유엠엑스

2012. 9

상호협력

22

울산 e-Vehicle 중견기술인협의회

2012.10

상호교류 협력

23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3. 4

연구교류 협력

24

울산광역시 중구

2013.10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25

미중서부한인상공회의소연합회

2013.11

마을기업 상호업무협력

26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4. 3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평생교육업무협약

27

울산도시공사

2014.12

업무협약

대외단체 가입현황
No

체결기관

회원기관 수

가입년도

1

한국학술정보협의회

1,216

2005

2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11

2002

3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16

2001

4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57

2001

5

영남지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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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기본과제
기본과제는 정책반영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와 연구원에서
상호협의하여 선정·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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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I 기본과제

울산광역시 물류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김승길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5-1
연구기간 : 2015. 1. ~ 2015. 12.

울산은 항만·제조업 기반의 물류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지만, 물류산업의 내실을 보면, 개인사업체가 90%이상
이고, 종사자수 규모도 10명 미만이 대부분인 영세한 사
업구조와 노동생산성 미흡 등으로 제조업에 비해 경쟁력
이 열악한 실정으로 지역 물류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류인프라 개발도 중요하
지만 물류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물류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예측을 통해 물류전문인력이 어느 정도 필
요한가를 살펴본 후, 이들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수요조사 결과, 지역 내 물류전문인력 양성 필요도의
경우 그런 편과 매우 그럼이 64.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지역 내 물류전문인력의 양적·질적 공급
만족도의 경우 양적·질적 모두 만족은 30.2%인 반면에
양적이나 질적으로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69.8%로 만족
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주요 공급 불
만족 원인으로는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별도
기관 부재(26.4%)’, ‘물류인력 정기 재교육 프로그램 절대
부족(23.6%)’, ‘기능인력의 교육을 위한 고교 및 전문대학
의 부재(20.0%)’를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요예측은 물류산업에 대한 전문인력 수요만 예측하
였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이들 업종 내 물류부서
의 정확한 종사자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요예측
시 제외하였다. 수요예측 결과, 2015년까지 향후 10년간
7,700여 명의 신규 물류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
되었으며, 매년 약 600~ 1,000여 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
측되었다. 또한 지역 내 물류기업의 채용의향을 고려할
경우 매년 350~600여 명의 물류전문인력을 지역 내에

서 양성하여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으
며, 지역 내 정규 교육기관 개설 시 교육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신규 물류인력과
기존 물류재직자를 중심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양성방안
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신규 물류인력 중심의 정규 교육기관 개설을 통
한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취업률이 낮은
기존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내 유사학과를 대상으로 물
류관련 학과로의 개편이나 신규 신설이 필요하고, 장기
적으로는 물류 관련 고교 졸업생 또는 일반고교 졸업생
들이 물류관련 학과 대학 진학을 희망할 시 이를 지역 내
에서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대학(대학원) 내 관련 학과
개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존 물류 재직자 중심의 산·학·관 협력기반의 인
력 양성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물류아카데미를 신설
하여 지역 내 물류업체와 제조업 및 종합도소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물류관련 신규 직원 및 기존 재직자들과
물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
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에
부산의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와 유사한 형태의 물
류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기능인력,
실무 및 전문인력 등 다양한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할 필
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물류아카데미
과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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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전통문화자원의 상품화 방안 연구
김상우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5-2
연구기간 : 2015. 1. ~ 2015. 10.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전수자 등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전통문화자원의 상업화 및 산업화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
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적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지
역의 전통문화자원의 상업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전통문화 전수자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 다음과 같
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상품 기획인력의 부재하다. 즉, 비싼 인건비, 지자
체 지원금의 기획인력 지원 금지 규정 등으로 인해 전통
상품을 기획할 인력이 부재하다.
둘째, 상품제작의 어려움으로 재료구입, 제작비용, 법규
의 엄격함 등의 어려움이 있다.
셋째, 소규모 제작공정으로 인한 홍보 및 마케팅의 부
재하다.
넷째, 유통과 배급상의 난맥으로 비싼 판매 대행 수수
료, 영세성으로 인한 대량생산의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소비의 문제로 대중들의 기호 변화, 지역전통
문화예술자원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인력, 예술가 정신, 행정 지원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정책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획 인력의 양성 및 활용해야 한다. 문화예술기
획자들을 통해 변화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 달라진
시민들의 기호 등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창작물을 생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문화기획자는 작품에 대한 기
획뿐만 아니라 생산자들이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까지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기
획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
요하다.
둘째, 전통문화계승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 전통문
화계승관은 창작물들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생

산자들의 작업 및 아이디어의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장
소이다. 또한, 전통문화자원의 홍보, 판매뿐만 아니라 전
통문화를 시연하고 전수하는 한편 후진을 양성하는 교육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생산의 이원화를 통해 소비자들을 위한 생활용품
과 고급예술명품의 동시적 생산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디자인 및 마케팅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
다. 전통문화계승관에 디자인 및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
는 센터를 설치하여 전통공예인들에게 현대적이고 시민
들의 감수성에 잘 맞는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
야 한다.
다섯째, 행정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전통문화축제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전통문화
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한편, 각종 전통공예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상업화 제안으로는 첫
째, 옹기 및 도자기를 이용한 악기 제작 둘째, 반구대 암
각화 및 천전리 각석 문양을 활용한 어린이 학습도구 개
발 셋째, 한글 폰트 ‘외솔체’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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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립미술관 전시, 교육 수요측정 연구
김상우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5-03
연구기간 : 2015. 1. ~ 2015. 10.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을 앞두고 울산시 고유의 색을 발
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 학생, 문화예술 전문
가 등 울산시립미술관의 주요 수요층의 문화 소비성향과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울산시립미술관 전
시 및 교육 수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아래와 같다.
시민들의 경우 과반수가 자랑하고 싶은 지역의 특징으
로 산업수도를 응답하였으나 학생들의 경우 37.6%, 전문
가는 21.1%로 나타나 전문가의 경우 1/5 정도만이 자랑하
고 싶은 울산의 특징으로 산업수도라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의 경우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 등이 존
재하는 역사도시라는 항목에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응답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제도시라는 항목에 응답하였
고 산업수도라는 응답은 세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립미술관의 전시 특징으로 시민들의 경우 도시성격
이 시립미술관 전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점 척
도로 볼 때 3.1로 가장 높으나, 학생과 전문가의 경우는 각
각 2.8로 평균을 약간 넘긴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관 건축물과 전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시민과
학생들은 각각 3.1, 3.0으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준 반
면, 전문가들은 2.7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지역 미술발전을 위한 시설들은, 4점 척도로 볼 때, 시
민들과 전문가들 모두 모자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
다. 공공미술관, 사립미술관, 상업화랑은 시민, 학생, 전
문가의 응답결과 모두 2.4를 기록함으로써 모자라는 것
으로 응답하였다. 단, 미술교육기관은 2.6으로 학생과 전
문가는 2.7로 응답하여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
나지만 시민의 경우는 2.3으로 응답하여 모자라는 것으
로 생각하고 있다.
미술관에 어떤 분야의 작품들을 전시하면 좋겠느냐 하
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4점 척도의 평균 상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분야는 세계작가 초대전과 멀티아트전으
로 각각 3.2점을 기록하였다.
우선적으로 소장해야 할 작품에 대해서 시민, 학생, 전
문가들이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은 타시와 차별화된 울
산 특징에 부합한 창의적인 작품(평균 47%), 다음으로는
국내 신진예술가 작품(평균 31.2%)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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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와 중구 구시가지 연계 생활권
형성방안 연구
이주영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5-4
연구기간 : 2015. 1. ~ 2015. 12.

본 연구의 목적은 우정혁신도시가 기존 중구 구시가지
와 조화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활동과
기능연계적 차원에서 소생활권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입된 혁신도
시 정책이 울산지역내에서는 중구 구시가지의 재생과 활
성화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에 영향을 미
쳐 혁신도시 개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소생활권은 지역주민의 도보권, 학군, 상권 등을 기반
으로 도로망과 보행로, 자전거도로, 녹지축, 하천 등의 현
황을 반영하여 중심시가지권, 태화우정권, 복산약사권,
병영권의 총 4개 권역을 제안하였다.
중심시가지권은 구시가지의 역사문화자원 및 전통시
장, 문화거점 사업 등의 기능강화와 이전 공공기관의 업
무활성화를 위한 업무 서비스산업기능을 부여하고 이전
공공기관 방문객을 위한 숙박 및 편의시설 기반을 확충
하며, 골목길, 읍성길, 담장정비 등을 통한 특성화된 연계
길을 구축하는 연계전략을 제시하였다.
태화우정권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제고와 보행자도로의 확충, 북부순환도로 하
부보행로의 안전성 확보, 기존 등산로와 보행로를 연결
한 자연탐방로 조성 등을 연계사업으로 제안하였다.
복산약사권은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단독주택단지의 정
비와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의 지원, 학교시설정비 및 통
학로 개선, 약사천 수변공원 조성, 텃밭 및 공동작업장 조
성을 연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병영권은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기능연계강화를 위
한 특성화 복합타운의 조성과 도로 및 녹지축의 연계 개
발, 도로연계성 향상을 위한 하부통로 보행로의 디자인
사업, 역사문화자원의 정비와 접근성 개선 등을 연계 전
략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소생활권 전략과 더불어 이전 공공기관의 적극

적인 지역융화사업의 추진과 연계 기반시설 조성을 함께
지시하였으며, 이전공공기관의 다양한 시설을 지역주민
에게 개방하며, 물리적 시설뿐 아니라 지역의 여러 계층
의 주민에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전공공기
관이 지역생활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
을 제시하였다.
특히, 혁신도시와 기존 시가지간의 차량 및 주민 이동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노선의 개편과 안전하고 편리
한 보행로의 확보, 자전거도로 확충, 소하천 정비사업을
제시하여 신구시가지간 지역주민의 교류와 생활연계가
활발한 생활권을 형성하여 기능과 시설 측면 모두 혁신
도시가 지역생활에서 잘 어우러져 정착할 수 있는 대안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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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수질예측 모델 구축 연구
이상현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5-05
연구기간 : 2015. 1. ~ 2015. 9.

지난 2002년부터 본격화된 태화강 살리기 사업의 10년
경과 이후 태화강의 수질은 1996년 수질 6등급 수준인
BOD 11.3㎎/L 에서 2014년 기준 수질 1등급인 BOD 1.5㎎
/L을 달성하였고, 이러한 태화강 수질개선 사업은 국내
외 도심 하천 살리기 사업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현재 태화강은 국내 도심하천의 최고수질을 달성한바,
향후 태화강 수질정책은 대규모 수질개선사업이 아닌 유
역의 토지이용 관리 및 불투면적 증가를 억제하는 과학
적인 수질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하천의 수질관리
정책을 위한 수질예측 모델 활용 기법은 하천의 목표수
질 설정, 환경용량 산정, 하천의 허용오염부하량 설정과
삭감계획 수립, 수질개선 정책의 추진과 평가에 합리적
인 정책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크게 태화강 수질현황에 관한 문헌조사와 점
또는 비점오염원에 관한 태화강의 영향, 그리고 태화강
수질예측 모델 선정을 위한 기존 하천수질 모델에 관한
자료조사를 시행하였음. 또한 궁극적으로 태화강 유역내
개발 사업을 반영한 수질예측이 가능한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델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수
질예측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태화강 유
역내 개발사업은 현재 법정계획인‘2025년 울산도시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사업과 사업의 규모나 위치가 불분명
한 사업들은 토지피복도 증가라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태화강 수질 예측을 시도하였다. 특히, SWAT 모델을 구
축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발견된 약 350개
의 부정확한 태화강 유량을 Cross-validation하여 모두
모델입력 변수로 가능한 결과로 보정하였으며, 유출토
사, 총질소, 총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오염물질의 부하량과
농도변화를 예측하였다. 또한 모델의 변수로 선정된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상의 태화강 수질에 직접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계획은 22.24㎞의 태화강 녹색

길 조성사업, 187,500㎡ 규모의 다운동 소재 전통다전 관
광자원화사업, 그린카 테마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150억
원 규모의 태화강 연어생태관 건립사업이 있으며, 이외
에도 태화강 유역내 단위사업으로는 2020년까지 42만㎡
규모의 480억 예산이 투입되는 선바위 공원조성 사업 등
이 있다. 또한 개발잠재성을 토지이용도 변화로 가정하
여 모델 입력변수로 활용하였다.
울산도시기본계획상에 제시된 태화강 유역의 개발계획
이 시행될 경우, 현재 SWAT 모델 분석을 통한 태화강 수
질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태화강 유
역의 토지피복도 증가를 가정한 모델 분석결과, 삼호교
지점의 경우 토사유출 농도가 2014년 현재 3.4㎎/L에서
피복도 20% 증가 시 4.85㎎/L, 그리고 30% 피복도 증가
시 4.42㎎/L으로 변화되었음. 또한 총질소의 경우는 2014
년 현재 3.58㎎/L에서 피복도 20% 증가시 4.18㎎/L 그리
고 30% 피복도 증가 시 4.25㎎/L 으로 변화되었고, 총인
은 경우는 2014년 현재 0.054㎎/L에서 피복도 20% 증가
시 0.044㎎/L 그리고 30% 피복도 증가 시 0.049㎎/L으
로 예측되었다.
모델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태화강의 수질관리 방향은
개발계획 및 사업의 수립 전단계에서 수질예측 모델을
활용한, 수질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사전예방적인 정책수
립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태화강의 유
역관리는 토양피복도 증가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정
책수립을 추진해야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태화강
수질오염총량제’에 관한 정책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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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성장동력 육성계획에 따른
울산 지역산업 발전 방향
황진호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5-06
연구기간 : 2015. 1. ~ 2015. 9.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래의 경제성장
을 추동하고 이끌어 갈 성장동력 발굴로 중장기적 비전
과 계획을 제시하여왔다. 최근 2014년에는 산업부와 미
래부가 각각‘13대 산업엔진’과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발
표하였다. 2015년 3월에는 두 부처의 정책연계를 강화하
기 위해 각각의 성장동력산업을 ‘19대 미래성장동력’으로
통합·개편하였다. 이에, 국가시책으로 육성할 미래성장동
력 19대 분야에 대한 지역산업의 연관성을 되짚어 보고
지역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울산 미래성장동력 육
성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목적은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기술개발 동향과 기술경
쟁력을 지역차원에서 진단하고 미래성장동력 지역 연관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업에 허락된 인력과 예산의 제한을 감
안하여 울산지역에서 지자체 및 출연연구기관에서 도출
된 신성장동력 또는 미래 유망산업 분야와 19개 국가 미
래성장동력을 비교·검토하여 먼저 7개의 산업군을 선정
하였다. 이어서, 산업분야별 미래 유망기술 발굴을 특허
DB 분석을 통해 가능한 점에 주목하여 선정된 7개 산업
군에 대한 특허출원 분석을 통해 국가 미래성장동력과
연관성이 높은 지역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허 분석에서는 울산 소재 대학, 공공(연구)기관, 중소
기업체의 최근(2008년 이후) 특허출원 현황 및 이의 연
도별 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상위 다출원인의 특허출원
건수, 점유율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래성장동력 산
업기술별 울산의 특허출원은 융복합소재와 신재생에너
지 관련 기술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의 스마트 자동차,
심해저 해양플랜트,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융
복합소재 산업에서는 첨단 비철 및 화학융합소재, 나노
융합소재와 고분자소재 등에 집중되어 있었고 신재생에

너지 관련 산업에서는 이차전지와 태양에너지 연계 기술
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새로운 산업 트
렌드를 반영하고 다양한 산업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산업의 융합
화와 산업생태계적 접근이 그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산업융합화에 대한 제언으로는 융복합소재, 신·재
생에너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ICT 융합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제
고 방안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지역산업생태계에서 협력과 연계, 그리고
공존과 경쟁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상생의 기
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역할을
강화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 둘째, 무엇보다도 근
본적인 정책지향점은 산업생태계의 혁신역량 강화에 있
으며 이를 위해 컨트롤타워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끝으로, 지역산업의 혁신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
하며 ‘창조경제협의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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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은규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5-07
연구기간 : 2015. 1. ~ 2015. 10.

현재 국내 건설산업은 경제환경 변화, 불합리한 제도,
산업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건
설산업이 직면한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지역 건설산업
은 기업의 영세성, 조례의 실효성 의문, 중장기적 측면의
종합적인 지원계획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지역 건
설산업 특성에 기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건설분야 지역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
야 물량확대’, ‘사회변화를 활용한 신수요 창출’ 방안 마
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도시 재정비사업 추진, 노후 SOC분야 보수
계획 수립과 추진 등 공공 및 민간분야 물량확대 유도를
통한 수요 창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구사회
학적 변화추세에 대응한 생활밀착형 SOC투자, 저금리
추세를 활용한 민간투자 유도 등 신규 수요 유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건설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 중소건설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및 경쟁력 강화기반 지원’, ‘업체간
상생협력 유도’ 등이 필요하다.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경쟁력 강화기반
지원을 위해 지역 건설업 보호정책을 담고 있는 조례의
이행점검 체계 구축 등 내실화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을 활용하여 건설산업 분야 기술개발 유도, 건설기
능인력 공급확대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한편 부실·부적격 업체 진입과 퇴출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과 지속적 규제완화 등 지역중소건설
업체의 경쟁력 확보 기반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생협력적 발주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대-중소,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실질적

인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건설관련 기술 공동개발, 해외
시장 등 신시장 동반 진출 등 지역 건설업체간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역할강화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육
성 마스터플랜 수립’, 하도급 물량확대를 위한 ‘하도급 전
담 T/F팀’ 설치·운영 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역건
설산업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반영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타 지역사례(인천 등)을 참고하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도급 전
담 T/F팀’이 설치·운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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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울산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윤영배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5-8
연구기간 : 2015. 1. ~ 2015. 12.

일반적으로 도시의 안전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
비·대응하는 “방재”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울산의 경우
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 입지로 인해 “산업안전”
이 이슈가 되고 있다.
도시 전체의 안전문제는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시
민들의 도시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종합적
인 안전계획이 필요하며, 현시점에서의 울산 도시안전
여건과 그 변화 전망, 그리고 예견되는 여러 위험요소의
증가에 대비하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서는 울산의 안전도시 미래상을 결정하기 위하
여 재난유형 결정과 재난발생 현황을 조사하였고, 도시
안전 여건분석, 도시안전 인식조사, 안전정책 동향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울산의 도시안전 미래상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
선하는 정책수립의 관점에서 ‘사람중심, 안전제일 울산
조성’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도시안전
통합관리기능 강화, 재난정보의 체계적 관리, 재난관리
의 예방, 대비부분 강화,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복합재
난 대응체계 마련, 스마트 안전정보 확산체계 구축,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적응능력 강화, 원자력 재난 대응능력
강화, 재난대응 매뉴얼 보강, 시민참여 활성화 등의 10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도시안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1년, 3년, 5년 단위의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최종목표는 “재난관리체
계 선진화”와 “안전문화 선진화”로 결정하였다.
도시안전 비전과 10대 정책방향에 대한 27개 세부시행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안전백서 발간, 위험지역 안전관리 강화, GIS기반
산업단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복합재난 방재계획 수립
등과 대 시민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 구축,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방재시설 확충, 안전취약계층 관리체계
구축, 기존매뉴얼 점검 및 보완, 주민 참여형 안전마을 만
들기 시범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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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폐전기·전자 제품의 회수율 제고 방안
김희종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5-9
연구기간 : 2015. 1. ~ 2015. 10.

환경부는 2014년 1월 전기·전자제품의 다양화에 따른
모호한 분류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생산자책임제도
(EPR)에서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로 전환
하였다. 재활용 목표관리제는 일정기준 이상의 ‘전기·전
자제품 제조·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
품 판매업자’에게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부여하고
그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재활용 의무 대
상품목을 기존의 10개 제품에서 5개 제품군 27개 제품으
로 확대하여 국가 재활용목표를 2018년까지 선진국 수준
인 6㎏/인까지 증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폐전기·전자제품
의 회수율 및 재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며, 이에 환경부는 상대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소
형폐가전에 대해 지자체 및 민간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재활
용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회
수율이 저조한 소형폐가전의 회수율 제고방안을 모색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련 법·제도 및 재활용
현황 조사, 울산지역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실적 조사,
폐가전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그리고 국내·외
선진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하였다.
국내 폐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체와 판매업체 중 의
무 재활용량과 회수량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각각 181
개소와 234개소로 전체 의무 대상 업체수의 71.9%에 달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울산지역의 최근 5년간 폐
전기·전자제품의 수거량을 살펴본 결과, 2010년 115톤/년
이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11.3배 증가한
1,301톤/년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군별로는
2014년 기준 남구가 인구 1인당 1.52㎏으로 타 구군

(0.39~0.49㎏/인)에 비해 3~4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폐가전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 대형가전
무상 문전수거와 소형가전 전용수거함 설치 여부에 대한
인지도는 단독주택이 높게 나타났으며, 단독주택은 주로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배출경로를 확인하는 반면 공동
주택은 친구나 가족 등 지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평소 소형폐가전의 배출경로도 공동주택은
‘전용수거함 투입’이 높게 나타난 반면, 단독주택은 ‘재활
용품 분리수거함 투입’, ‘종량제 봉투 투입’, ‘고물상 인계’
등이 ‘전용수거함 투입’과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국내·외 선진 사례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대형가
전의 무상 문전수거사업의 전국 확대, 중소형제품 지자
체 수거거점 확대, 민간수집상(고물상 등)을 통한 수거확
대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은 법
및 조례 제정, 우편수거, 이벤트 수거, 전용수거함 설치
등 폐가전의 수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
고 있었다.
이상의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울산시 폐전기전자
제품의 회수율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우
선,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초지자체 인센티브제도 도
입’, ‘공동주택 협약 체결 확대’을, 회수체계 개전 방안으
로 ‘전담수거반 확대’, ‘전용수거함 설치 확대’, ‘재활용 폐
기물과 공동 수거’, ‘이벤트 수거’을, 교육홍보 강화 방안
으로 ‘공동주택 대상 관련자 교육·홍보 확대’, ‘초·중·고등
학교 캠페인 활동 확대’, ‘전용수거함 홍보물 부착 및 위
치정보 공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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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석탄부두 이전에 따른
친수공간 조성방안 연구
권태목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5-10
연구기간 : 2015. 1. ~ 2015. 12

울산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 산업화의
대표도시로서 성장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의 토
지이용은 산업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왔다.
이러한 산업중심의 토지이용은 해안선의 많은 부분을
생산시설이 차지하게 되었고, 시민들이 찾아 이용할 수
있는 해안은 도심과 멀리 떨어진 울주군 남부지역과 특
정 해수욕장 등으로 한정되게 되었다.
그 결과 울산은 해양도시임에도 내륙의 태화강이 울산
을 대표하는 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시민들
이 편히 찾을 수 있는 해양친수공간은 매우 부족한 상황
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도심과 가장 가까운 해안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 본항의 석탄야적장이 그 동안의 환경적 피해
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울산 신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본 연구는 석탄야
적장 및 석탄부두의 새로운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를
하게 되었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은 석탄야적장 부지와 석탄부두를 시민들
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친수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석탄야적장 부지는 이미 석탄야적장 이전 후 산
업적 목적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기업이 다
수 존재하고 있고, 울산본항의 물류증가세를 보았을 때,
산업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기업의 활동에 방해가 되
지 않도록 친수공간을 조성공간을 조성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친수공간을 조성

코자 할 경우는 현재의 수요와 향후 증가될 수요 등을 고
려하여 조성하며, 시민들이 수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
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
획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국비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지용
을 확보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석탄부두는 항만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어 국토
해양부가 수립하는 항만기본계획에 변경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므로 앞의 연구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부족한 친수공간과 해양도
시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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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유영준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5-11
연구기간 : 2015. 1. ~ 2015. 12.

울산은 산과 들, 바다 등 풍부한 먹거리 자원이 있고, 소
득수준이 높아 식당 및 음식이 전통적으로 발달하였다.
특히 한우불고기, 고래고기 등 전통 음식과 디자인 거리
가 어우러진 맛집이 특색이다. 그런데 구·군 및 단체별로
맛집 정보(홈페이지, 홍보물 등)를 제공함에 따라 중복된
주제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며, 추천 먹거리에 대한 체
계적 관리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울산이 보유한 다양한 음식관광자원
을 울산의 관광상품과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하여, 울산
을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음식관광을 활
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음식관광 실태를 조사하고, 둘째, 국내·외 사례 분
석을 통해 홍보 전략을 마련하며, 셋째, 울산의 음식관광
전반에 대해 울산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음식관광’이란 관광객이 관광 활동 중 음식을 먹는 행
위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해당 음식점을 찾는 활동
과 음식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음식관광의 효과는 여행 경험, 음식의 상
품화, 여행객 유인,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
용창출효과를 들 수 있다.
울산의 음식관광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른 지방자치단
체와 마찬가지로 광역시 및 구·군청 모두에서 관광 업무
를 담당하는 부서와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부서 간에 관
련 정보의 상호 공유 및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울산시민 및 울산 방문 관광객들은 울산의 대표음식으
로 알고 있는 것이 언양불고기(96.7%), 봉계 숯불한우
(77.3%), 장생포 고래밥상(77.0%), 주전·정자 회(76.7%) 순
이었지만, 먹어본 울산 대표음식은 언양불고기, 주전·정
자 회, 봉계 숯불한우, 장생포 고래밥상 순서로 나타났다.

추천하는 음식으로는 언양불고기(75.3%), 주전·정자 회
(55.3%), 봉계 숯불한우(49.3%)만이 절반 정도에 해당할
뿐이고, 대표음식 선정 시에는 언양불고기만 51.0%가 동
의하였을 뿐이다. 대표 음식을 선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음식 품질 항목으로는 음식의 맛(87.0%), 음식의 신선도
(50.3%), 재료의 신선도(42.3%), 음식의 양(35.0%)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 울산의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지자체의 담당
부서 간에 ‘맛집’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둘째, 이를 위해 부서 별로 ‘맛집이나 대표음식’에 대
한 별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공통적인 명명이 필요하다. 셋째, 울산의 음식관광
에 대해 SNS와 타 지역에 개점한 울산 음식점 등을 활용
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관광
공사에서 수행하는 음식테마거리 관광 활성화 사업에 울
산의 음식테마거리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음식테마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공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홍보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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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사례 분석을 통한 울산의 금융도시
가능성 연구
강영훈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5-12
연구기간 : 2015. 1. ~ 2015. 10.

런던, 뉴욕 그리고 싱가포르 등 국제금융중심지는 다소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풍부한 잉여유동성을 바탕으로 성
장하였다. 런던은 상인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투자자들
이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에서 새로운 부를 찾아 모여들
기 시작하면서 성장하였고, 뉴욕은 모피교환을 위한 무
역항으로 개발되어 유럽대륙에서 이주하는 이주민이 급
증하면서 유럽대륙과의 교역중심지로 성장하여 나중에
는 교역에 따른 청산을 담당하는 금융기능을 수행하면서
도시발전이 이루어졌다. 싱가포르의 경우도 유사한 경로
를 거쳐 왔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육성정책은 1990년
대를 거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서울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9권에 해당하는 볼륨을 보이고 있지
만 런던, 뉴욕, 싱가포르 등이 차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도시들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중심지는 잉여유동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은 공통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울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은 제조업에 치
중된 지역경제를 다양성을 확보하며, 새로운 서비스산업
의 육성으로 제조업과 공존하는 도시 모델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울산항의 북항과 남항을 개발하여 상업용 탱크터미널
을 설치하고 동북아지역의 에너지수급을 참여할 경우 연
구자들간에 차이는 있더라도 2040년이면 최소 8.8억 배
럴에서 9.5억 배럴의 에너지자원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배럴당 가격이 100달러로 가정하더라도, 880억
달러에서 950억달러의 에너지판매대금이 잉여유동성으
로 창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잉여유동성의 창
출은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요건임을 고려하여
울산지역에서도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안 모색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

하지만, 오일허브 특별법의 제정, 오일허브 툭구 지정 등
을 포함하는 오일허브 물류거래 활성화 방안과 함께 금
융도시로서 도시이미지 조성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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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C-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
강영훈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5-13
연구기간 : 2015. 1. ~ 2015. 10.

울산지역의 수송기기산업은 세계적인 경량화와 친환경
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는 자동
차산업의 IT와 SW중심의 전환까지 가세하면서 지역 자
동차산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량화는 부품소재산업의 전환을 의미
하는 것이지만, 이미 다른 지역에서 선점하고 있는 현실
에서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까지 받기에는 어려운 현실에
높여있다.
C-산업으로 포괄되는 산업군에는 지역 내 대학이 큰
성과를 이루고 있고, 또 이러한 성과가 지역 내 기업에
기술이전되면서 새로운 활기도 돋아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핀의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이전은 해당 기업으로서
도 새로운 사업을 위한 계기일 뿐 아니라 지역대학의 설
립목적과도 일치하면서 새로운 소재산업의 가능성이 높
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C-산업군에 해당하는 탄소섬유와 그래핀
의 통한 소재산업의 성장가능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관
심과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상용화에 나서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UNIST의 연구 역량, 지역 내 최종수요
처와 탄소섬유 생산 기업체 그리고 그래핀의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체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 노력 등을 통하여 부
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C-산업과 연계된 추가적인 인프라로서 부
품소재 경량화센터와 탄소소재복합재료센터를 설립하
며, 대학의 우수한 역량을 기반으로 그래핀과 탄소섬유
를 위한 원천기술개발 및 지역 산업체를 중심으로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을 수립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향후 울산은 C-산업과
연계된 국제허브로 육성할 수 있는 C-산업관련 국제네

트워크, 국제탄소(탄소섬유 및 그래핀)회의 등과 같은 추
가적인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적인 C-산업
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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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제 비즈니스 거점 조성 및 발전방안 연구
권창기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5-14
연구기간 : 2015. 1. ~ 2015. 10.

글로벌 산업도시를 지향하는 울산광역시는 지역 산업
의 육성 및 국제화의 핵심 도시기반 시설인 ‘울산전시컨
벤션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방식 변경
및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대안 마련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타 전시컨벤션시설과
차별화되는 지역 특화 전시의 발굴 및 육성방안, 울산전
시컨벤션센터의 건립 후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 그리
고 울산전시컨벤션센터를 활용한 관련 지역비즈니스의
공간 거점 마련을 위한 제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살펴
보면, 지역 특화전시 분야의 경우 지역 특성 및 성장 전
략에 따라 4대 지역 특화 전시 분야 (주력산업/ 미래신사
업/ 환경생태/ 역사관광)를 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10대 중점전시종목을 제안하고 있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건립 후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
으로는 전시컨벤션 관련 사업 기반 및 인적 자원이 취약
한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운영주체의 단계별 설립 방안
(1단계 : 위탁경영, 2단계 : 특수목적주식회사, SPC)을 제
안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전시기획 전문회사와
의 기획 및 운영부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울산전시컨
벤션센터의 조기 활성화를 추구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비즈니스 거점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으로는 전시 컨벤션센터가 입지할 서부권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비즈니스(광역/서부권/관광문화예술/정
주) 기능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지역을 대표할 비즈
니스 거점으로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 대상지구(KTX 역
세권) 내 주요시설 (KTX 울산역사, 복합환승센터, 호텔
등) 등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보행 동선체계의 구축을 제
시하였다. 또한 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비즈니

스 관련기관 등을 집적한 KTX 비즈니스 육성지구
(Business Empowerment Zone)지정 및 운용에 대한 정
책 구상을 포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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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녹색건축 환경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변일용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5-15
연구기간 : 2015. 1. ~ 2015. 12.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3월 23일에 법률 제11690호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녹색건축물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
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녹색건축인증제 도(GSEED)에 의해 새로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인증하고 있다.
이에 울산지역의 녹색건축물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현황
을 파악하고, 울산지역에 G-SEED를 인증받은 녹색건축물 운
영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진
행하게 되었다.
주요 연구 진행은 지역 내 G-SEED 인증 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지역 내 녹색건축의 분포 정도를 정리하고, 기타
녹색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내·외 녹색건축
물 조성 사례 조사하여 선진도시가 온실가스를 어떻게 극복하
고 개선해 나가는 가를 파악하여 지역 내 온실가스 저감과 녹
색건축을 위한 전략을 파악하였다.
지역 내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의 주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인증제도에 관련한 인지 여부, 녹색건축물 이용에 따
른 혜택, 녹색건축물에 대한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울산지역 에
필요한 녹색건축물 형성 및 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7조에 의거하여 시·도지사는 녹
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시· 도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최근 중앙정부에서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이 2014년 12월에 수립되었으므로, 이를 바탕
으로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2.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
울산지역 내 건축물 현황을 보면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건축된 건물이 전체의 5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970년대(10.5%), 1970년 이전(7.9%) 등 건축된지 오래 된 건물
이 많이 분포하므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5년 국토부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자체의
MOU를 체결하여,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확인하고 그린리모델링사업 신청도 접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 그린리모델링사업자를 양성하고
지원하면서 지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모
델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
원법 제7조」에 시·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
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빌딩화
제로에너지 빌딩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자
급자족하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최
소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초기에 에너지 성능을 높여 놓
으면 그 효과가 누적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제로에너지빌딩의 경우 에너지 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지만
투자비가 높고 회수기간이 길어 상용화에 한계가 있어 제로에
너지 빌딩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4. 녹색건축물 관련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향후 녹색건축물 신축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내 녹색 건축 관련 지역 중소기업의 육
성이 필요함. 건축설계, 건축자재, 건축설비, 건축시공 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고, 관련 협회를 통한 사전
정보의 제공 및 시장 선점이 필요하다. 또한, 유지관리 기술, 시
공 기술 등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도 병
행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분야 인력을 대학과 연계하여 육성하도
록 하고, 지역 내 건축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녹색건축물 기준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제로에너지빌딩 설
계기법 및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녹색건
축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실적

기획과제
기획과제는 연구원 자체과제로서
울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중점을 둔 종합적
연구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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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도시성장 방향과 전략
- 인구유입정책과 연계하여 정현욱 외 5명
과제구분 : 기획과제-01
연구기간 : 2015. 1 ~2015. 12

울산 인구는 2014년 말 기준 약 120만 명 정도이며, 1997
년 광역시 승격이후 매년 1만 명~1만 2천 명 정도로 꾸
준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주력산업의 침체, 저출산·고령
화에 따른 인구증가 정체 등으로 장래에는 인구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증대 방안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
이 아니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 내부의 성장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의 공간정책과 연계하여 지속적 도
시성장 및 인구유입 방안 제시를 목적하였다.
연구내용은 크게 3단계로 진행하였으며, 먼저 1단계에
서 광역권을 대상으로 인구, 고용, 인구이동 및 통근통행,
시가지 등의 지표를 이용해 도시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인구유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제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도시공간변화를 통해 도시성장
방향 및 성장권역을 설정하고, 3단계에서는 성장권역별
육성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으며, 특히 도시성장
과 인구유입을 연계할 수 있는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
였다.
10대 핵심과제는 산업구조 개편, 인재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교통체계 구축의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됨.
10대 핵심과제를 분야별로 제시하면, 먼저 산업구조 개
편과 관련해서 (1) ICT 융합, 3D 프린팅 기술 중심의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 조성, (2) 광역 도심기능 확보를 위한 중
심업무기능 강화, (3) 3+1 거점 육성을 통한 부도심 활성
화 등의 과제를 제시 하였으며,
인재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4)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교육· 연구 중심의 글로벌 빌리지 조성, (5)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울산 추진, (6) 젊은 층 및 주거 취
약 계층을 위한 해피타운 조성, (7)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대학신설(유치), (8) 베이비부머 지
속 정착을 위한 건강주택단지 조성이며,

마지막으로 교통체계구축과 관련하여 (9) KTX역세권도심-강동권 연결 신교통수단도입(도시 내 교통), (10) 울
산광역권의 활성화를 위한 광역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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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안전도시 울산만들기
권창기, 권태목, 김승길, 김희종, 변일용, 윤영배, 이주영, 최미진, 최준호
과제구분 : 기획과제-02
연구기간 : 2015. 1 ~ 2015. 12

도시공간이 고밀화, 노후화, 광역화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폭염, 폭우, 산사태 등의 발생빈도가 늘어남에 따
가 도시의 재난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재난 및 자연재난의 피해도 대형화, 다양화, 외연화 되고 있
는 추세임
울산의 경우, 대규모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의 밀집화·노
후화와 위험물 취급·이동량 증가로 인해 화학사고에 대한
잠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쇠퇴 지역의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대형
화가 우려되고 있음. 또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교통
사고, 안전사고 등의 특정 재난에 취약한 지역이 분포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의 전반저긴 도시안전 실태
를 점검하고, 주용 취약재난에 대한 방재대책을 제안함으로
써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글로벌 안전도시 울산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울산광역시로 한정하였으며, 내
용적 범위는 도시 안전문제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 및 사례
분석, 울산시 안전현황 및 여건 분석, 울산시 취약재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울산시 취약재난별 방재대책 검토 등으로
설정하였음
7대 분야별 재난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방
재대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첫째, 산업분야의 경우 위험물사고에 따른 재산피해가 전
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특히 전체 발생건수의 28.3%
정도를 차지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사고는 운전자의 대처
능력 정도 주변환경 등에 따라 피해 규모가 전혀 다른 양상
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 된 안전 방재대책 마련
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산업단지 내 화학사고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자칫 사고대응 미숙으
로 인한 대형 참사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음. 이에 운송차량
을 실시간 추적 대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종
합방재 시스템 구축’과 실시간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물질의
유해성 확산 평가가 가능한 ‘지역형 웹기반 사고대응정보시
스템 구축’을 주요 방재대책으로 제안함
둘째, 교통분야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7대
대도시 중 최고로, 보행자 사망사고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
됨. 또한, 전체 교통사고의 70% 정도가 13m 미만인 생활권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생활권도로의
보행자 안전대책 강화’와 ‘이륜차 전용도로 및 정차공간 지
정’등을 제안함
셋째, 도시분야의 경우 자연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
한 개발로 인한 산사태, 침수, 붕괴 등의 피해가 심각한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외지역의 빠른 도시화로 인해 방재
및 소방 서비스 소외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발생 시 신
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견됨. 이에‘자연지형을
고려한 토지개발’과 ‘소방사각지대 해소’등을 주요 방재대
책으로 제안함
넷째, 건축분야의 경우 전반적인 건축물 노후화로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상태이며, 특히 연
약지반에 위치한 도심부(삼산 및 달동 일원)는 지반침하나
균열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례 제정
을 통한 ‘건축물 시공방식 변경 및 내진설계 강화’와 ‘내진
설계 건축물 인증표지제 시행’등을 주요 방재대책으로 제안
함
다섯째, 기후(폭염·폭설)분야의 경우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
른 온열질환자의 발생 건수 증가와 겨울철 폭설로 인한 경
량철골 구조물 및 비닐하우스 붕괴사고가 가장 시급한 해
결 과제로 평가됨. 이에 여름철 폭염대책으로 기후변화 취
약계층(어린이, 산업 근로자, 독거노인 등)의 분포특성 및 접
근성 고려한‘무더위 쉼터의 운영 효율화’와 산업 근로자 보
호를 위한 ‘무더위 휴식시간제 도임’을 제안하였으며, 겨울
철 폭설로 인한 시설물 붕괴 대책으로 취약 시설물 밀집지
역 관리를 위한 ‘폭설취약지도 작성’과 ‘내설 설계기준 강화’
등을 제안함
여섯째, 풍수해 분야의 경우 울산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
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원인은 울산의
도심지역이 태화강을 중심으로 저지대에 위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됨. 이에 풍수해 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대책
으로 내수침수 방지를 위한 ‘종합방재시스템 도임(구조물적
및 비구조물적 방재시스템)’과 ‘하철경사 유지용 구조물 도
입’ 등을 제안함
일곱 번째. 재생분야의 경우 도시재생이 요구되는 도시쇠
퇴 지역의 경우 환경정비 미흡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
가능하거나 곤란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노후지역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종합적 재생계획
수립’을 방재대책으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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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제조업 혁신전략 연구
- 자동차산업 중심으로 황진호, 강영훈, 이은규, 이경우, 김혜경, 박재영
과제구분 : 기획과제 2015-03
연구기간 : 2015. 3 ~ 2015. 12

세계 자동차시장은 친환경자동차로 개편되는 가운데
지능형 스마트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기반은 아직 약한 수준이
다. 또한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술혁신을 이끄
는 결정적 요인이지만 국내 완성차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액은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빈약한 수준이다.
울산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업체인 대기업이 입지해 있
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부품업체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미래형 자동차 기술개발 동향에 따라 울산 자동차산업은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관련 분야의 연구개
발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완성차 업체와
일부 소수의 중견기업 중심으로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
할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자동차산업의 가치사슬 재
편을 위한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역량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자동차산업 생태
계를 분석하고 지역형 혁신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울산 자동차 제조업 혁신 전략으로 제조, 산업, 정책 등
의 3대 혁신 분야로 구분하고 각각 세부전략을 도출하
며, 이러한 전략을 반영한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제조 혁신에서 우선 스마트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작업장의 센서 통신, 정보 등에 대한 보
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고, 이와 같은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표준화를 위해 실증
화 및 테스트베드 공간을 갖춘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해외 선진사례 중 오토데스크의 ‘Pire 9’과
유사한 실증 공간처럼 스마트공장 도입 전 ‘설계 – 구현
(가상, 현실) - 시험 – 도입’을 중심으로 가상 디지털공장
을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실증공간을 마련한다.
둘째, 산업 혁신에서는 울산-경주(포항)-영천-경산-대

구권역까지 잇는 동부권 자동차부품 벨트 구축을 통해
자동차산업 가치사슬의 고도화 기회로 활용한다. 지역차
원에서는 산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별 차별화된
기술사업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울산 지역의 소재, 화학 등의 산업과 연계한 소재
경량화를 중심으로 신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다각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정책 혁신으로는 자동차산업에 전문화되어 있고
미래 자동차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며 연구개발 활동과 혁
신기반 조성 등을 자문하고 혁신주체들 간의 협력을 이
끌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로 ‘자동차산업 혁신추진협의체
(가칭)’를 구축한다.
그리고 ‘자동차산업 혁신플러스센터(가칭)’를 통해 지역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의 혁신주체들의 기
초 및 원천기술 확보부터 기술사업화, 창업 등 일련의
R&D 활동을 통합하고 일원화하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울산 자동차 산업 혁신을 위해 자동차산업 혁신
지원 사업, Making Car 실증 사업, 자동차튜닝산업 성장
기반 조성 사업, 디지털공장 서비스 사업, 동부권 자동차
부품 벨트 활성화 사업 등을 중점 과제로 제안하였다.

연구실적

정책과제
정책과제는 연구원 자체과제로서
새로운 이슈·쟁점사항에 대한
단기 정책개발에 중점을 둔
연구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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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을 찾는 철새의 먹이활동 생태분석 연구
이상현
과제구분 : 정책과제 2014-19
연구기간 : 2014. 1. ~ 2015. 3

1960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울산은 ‘공해도시’라
는 오명을 듣게 되었지만, 2004년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이후, 급속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공해도시에서 친환
경 생태도시로 새롭게 변신한 롤모델 도시로 인증을 받
고 있다. 특히, 울산의 태화강은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생
태복원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평가의 중심에는
해마다 개체수가 증가하는 겨울철새 까마귀가 있다. 태
화강 삼호지구에는 매년 수많은 까마귀가 월동을 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의 생태적 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조
사 및 자료 정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10년
간의 겨울철새 까마귀의 개체수 및 활동영역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까마귀의 관리 및 보존방안에 관한 제언
을 하고자 하였다.
울산 삼호대숲의 까마귀는 떼까마귀(Corvus frugilegus)
와 갈까마귀(Corvus dauuricus)가 대부분이며, 2005년
31,000여마리, 2010년 40,000여마리, 2015년 55,000여마
리가 관찰되었고, 2005년 31,000여마리에서 10년후인
2015년 55,000여마리로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활동반경도 2005년 삼호대숲을 기준으로 반
경 35km 내의 공간이었지만, 2015년에는 2005년보다 더
북쪽으로 이동하여 반경 60km 이상인 경북 영천까지 먹
이활동 공간을 확장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반경
확장은 부족한 먹이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활동으로
이해된다.
겨울철 먹이자원중 낙곡 의존도가 높은 까마귀류가 필
요한 일일 섭취량은 약 30g정도이며, 월동기간(6개월)동
안 필요한 먹이원량은 약 297톤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울
주군 쌀생산량을 기준으로 낙곡량을 산정해 보면 곤포사
일리지를 제작하지 않았을 때 약 710.7톤이 되고 곤포사
일리지 제작비율을 80%로 가정한다면 낙곡량은 약 142.1
톤으로 55,000마리 까마귀류가 약 86일 동안 먹을 수 있

는 양이다.
낙곡율과 곤포사일리지 제작비율을 고려하여 추정한
낙곡량 142.1톤에서 까마귀류가 하루에 1.65톤씩 먹는다
고 할 때 10월부터 43일이 지나면 낙곡량과 까마귀류가
필요한 먹이원량이 같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먹이원이
부족하게 되어 먹이공급이 필요한 시점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철새들의 먹이자원 부족을 해소하고 철새들을 보
호·관리하기 위해 국내 순천만에서는 2008년부터 벼 세
워두기를 시작으로 전봇대 뽑기, 무논습지 조성(4ha) 등
을 실시하고 78일 동안 먹이 40톤을 공급하고 있다. 일
본 이즈미시는 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해 벼이삭을 자연스
럽게 경작지에 남겨두어 두루미와 철새들의 먹이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미국은 보호보존 프로그램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해줌으로써 물새의 서식지, 중
간 기착지 및 월동지 등의 습지를 용이하게 복원 및 개량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 삼호대숲 까마귀류의 먹이자원을 고려할
경우, 극심한 먹이 부족이 예상되는 시기에 한정하여 인
위적인 먹이공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인위적
인 먹이공급 외에도 철새의 먹이 제공을 위한 벼 미수확
존치, 볏짚존치, 쉼터 조성관리 등 지역주민의 철새 및 생
태계보전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 먹이원 확보를 위해서는 먹
이원 부족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농지
보전 및 쌀 생산 정책의 장려를 통해 경작지에서의 자연
적으로 먹이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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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정책 추진 방향
이재호
과제구분 : 정책과제 2015-01
연구기간 : 2015. 1. ~ 2015. 9.

2015년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 수립의
원년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인 지역별 차이 완화와 극복을 위한 정책 자료를
파악하여 지역민의 보건의료 관련 욕구와 병행하여 필요
한 정책 추진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한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이에 보건 관련 분야에서의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과 관련한 울산광역시 통계자료의 수집과 해석, 지
역주민의 건강 정책 우선순위 측정에 주안점을 두었다.
울산광역시의 10대 사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폐렴, 운수사고,
만성하기도 질환, 간 질환, 고혈압성 질환으로 전체 사망
원인의 72.2%(2013년 기준)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질환
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시계열자료에 의한 통계
에서도 확인되는 바, 사회 전체적으로 노인의료비, 자살
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치료도 중요하지
만 예방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15년 울산광역시 전역에서 5개 구·군에 따라 인구비
례에 의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개별면접조사 방식
으로 400명의 울산광역시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최근
2년 간 울산광역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한 의료 시설은
입원환자 30인 미만 수용 의료시설인 의원이 전체 응답
자의 4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0인 이상의 수
용 의료시설인 종합병원이 전체의 26.5%으로 나타났는
데 지역 의료 시설 방문 목적으로는 수술을 제외한 질환
에 대한 치료 목적이 전체의 63.8%로 가장 많았고 건강
검진이 11.3%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과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이 행
정구역(구군 기준)상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
에 대해 76.7%가 일치하고 있으며 일치하지 않는 응답은
23.3%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과 자주 이용하는 의
료시설이 행정구역(구·군 기준)상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

라도 다른 구·군에 있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로 가
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41.9%가 치료나 예방효과가 좋
기 때문이며 직장 및 목적지와 가깝기 때문이라는 응답
과 주위 사람들의 권유라고 응답한 사람이 공히 20.4%
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의료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3.57로 나타나고 있으며 100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종합
병원이나 응급의료 관련 병원의 필요성을 응답한 사람은
각각 87.44 및 85.91로 나타났고 전문병원의 설립에 대해
서도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78.74로 나타나 그 비율이 높
고 원격진료 병원이나 특수병원에 대해서는 54.26 및
51.80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10대 질병 및 사고 기준으로 예방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악성신생물(암), 운수사고, 뇌혈관 질환 등이었으며 공공
의료분야에 원하는 대상별 우선순위는 노인, 저소득층,
영·유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 사업
으로는 건강검진, 암관리, 저소득계층 보건의료 지원 확
대 등의 지역민 수요 발생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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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 연구
변일용
과제구분 : 정책과제 2015-02
연구기간 : 2015. 1. ~ 2015. 10.

오늘날 21세기 지식창조사회,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산업시대의 물리적 행태개선, 대량생산을 위한 도시개발 위
주에서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 환경(생태)이 활
성화되며, 다수의 대중을 위한 환경디자인을 넘어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모두를 위한 환경디자인이 중요시 되
는 선진복지사회로 도시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으며, 유니
버설디자인은 공간과 지역 구분 없이 보편적이고,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1980년대에 유니버설디자인이 본격화되었
는데, 장애인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모든 일반인들에게
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
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법적 기준 또한 지속적인 발전
이 이뤄져왔으나 지금까지 제·개정된 법령은 기존의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한 편의시설 증진 등이 주로 이뤄졌으며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기엔 아직 법
적인 근거나 제도, 정책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편의시설증진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지방자
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에 적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이 모두를 위한 환
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울산은 아직 사회적 약자, 노인, 어린이들을 배려한 환경
디자인이 미흡한 실정으로 보편타당한 생활디자인으로 유
니버설 디자인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 수
립을 위한 선행연구가 본 연구의 주목적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
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
다. 그런 의미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 정착하게 위해
법적이면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법적인 틀 안에서 제정된 조례는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
도록 내용을 포함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
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없는
실정이나 서울의 경우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계획은 지역에서 가지는 특성 즉,
인구, 성별, 도시구조 등을 반영한 계획이 되어야 하고, 진정
성 있는 도시 공간 내 장애를 제거하고 편리성, 보편성, 융

통성을 가진 지역사회 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계획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시범사
업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이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되고 운
영되는지 그래서 시민들이 이러한 디자인에 대해 거부감 없
이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범사
업은 단순한 가로의 일부분을 제시하기 보다는 하나의 마
을을 조성하여 산업은퇴자의 노후 주거지로서 운영될 수 있
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이 지역 내 활성화되고 확산되기 위해서
는 현재의 행정단위로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단순한
건축설계 단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유도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정책반영이 되기 위해
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다.
유니버설디자인지원센터는 하나의 시설보다는 블록단위
의 공간, 일정규모 이상의 가로 등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설계 시 유니버설디자인을 효
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수
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센터는 현재 설립예정인 도시재생지원
센터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방
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는 유니버설디자인지원센터
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디자인 정책이 수
행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적으
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민간건
축물에 비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기가 용이하고 공공
시설 자체가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수렴
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마을 조성은 우선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생활 편리성 등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이 마을을 개발
할 경우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제작, 적
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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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태 및
활성화 전략
이윤형
과제구분 : 정책과제 2015-03
연구기간 : 2015. 1. ~ 2015. 10.

본 연구는 울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제공기관, 제공인력, 서비스이용자 및 일반시민으로 설문조사대상
자를 구성하여 각 주체들의 다양한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핵심 성공열쇠는 적극적
인 홍보를 통한 이용자 확대, 제공자의 자율 경쟁과 역량강화를 통
한 서비스 질 확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차별화 모색이다.
조사에 의하면 울산의 경우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 아동·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서비스 구매력이 부족하고, 서비스 잠
재수요가 큰 중산층 이상은 필요한 서비스와 서비스 정보 부족 및
품질에 대한 신뢰 미흡 등으로 이용에 소극적이어서 지역사회서비
스의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욕구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시민들이 이용대상자
격이 된다면 이용하고 싶다는 의향은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지만 현재 이용률은 전체 울산광역시 인구대비 1%도 되지
않고 있기에 보편적 사회서비스와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좀 더 서
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이용자의 비율이 수급자에 비해 높지 않고 이용자들
중·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의 저소득층 편중은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전
혀 이용자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하고 무료서비스라는 이미지만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사회서비스가 정착해나가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현
상이라고 판단되며, 제공기관들의 대부분이 영리를 추구하는 반면,
이용자들은 지역사회서비스를 아직도 공공부조의 성격으로 이해
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 이용자 중심,
산업화 등의 정책가치들이 이루어지려면 지역의 취약계층 뿐 아니
라 중산층의 욕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용 가능 폭을 넓히
고, 가격제한의 기준을 완화하고, 다양한 본인부담금 비율을 차등
설계하며, 이용자 선정 시 소득 보다는 서비스 욕구를 우선으로 하
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이용자 욕구조사 결과 본인부담금에 대해 모르거나 내지
않는다는 답변이 약 30%로 나타나 현재 본인부담금 비율이 복지
부 지침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운용상에서는 문제가 있
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아
직 저소득층에 편중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개선작업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와 함께 연령대별로 원하는 서비스와 함께 향후 부담
가능한 본인부담금의 정도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상과 소
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비율의 차등화를 지금보다 점차 세분하고
넓혀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잠재시장인 일반시민의 경우 현재 기준보다 더 높은
비율과 금액까지(10만 원 정도)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소득에 따른 차등화되고 세분화된 본인부담금 비율을 통해

서비스의 질의 담보와 서비스 대상의 보편성 및 기존 복지서비스
와의 차별성도 같이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홍보활동에서는 현재 제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홍보
방법과 정작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위한 정보습득 방법이 크게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제공기관 차원에서 이용자의 성별,
연령 및 소득수준에 따라 홍보방법 전환 및 새로운 홍보방법을 모
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공기관의 차원에서는 인터넷이나 홍보지 등을 이용한 정보 공
개의 확대를 통해 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반사항(비
용, 서비스 품질평가결과, 우수기관 정보, 대기자 수, 종사자 인력
현황, 기관별 제공 서비스 현황) 등을 공개해 지역 이용자들이 서
비스 질적 수준을 미연에 파악하고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체적인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금현재 하지 않고 있는 SNS나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
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고령 대상자들에게는 주변이나 지역주민
을 통한 정보전달 강화와 이런 홍보방안에 대한 전달체계상의 교
육 및 간담회가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편중현상
이 심해 실제 울산의 경우, 아동 관련 사업에 약 68%로 가장 많이
편중되어 있어 지역의 맞춤형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취지에 부
합하지 않고 또한 사업대상 편중뿐 아니라 사업의 유형과 제공기
관 형태에도 편중현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실제 이용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연령대에 따
라 20대는 문화 및 여가, 30대에서는 보육, 40대에서는 교육 및 진
로, 60대 이상에서는 건강 등 전생애적인 서비스 욕구가 확연하게
나타나 향후 다양한 이용자별 생애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함에 있어서도 제공기관이나 시·구·군
등에서 미연에 이용자의 수요나 선호도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율이 높은 사업과 이용욕
구가 높은 유망사회서비스에 대한 울산지역 현황을 파악하여 대처
할 필요가 있으며 너무 편향적인 사업으로 서비스의 다양성을 해
치는 점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는 울산의 특성을 살려 그들을
위한 여가·문화지원 및 재교육과 청소년들의 진로 및 체험관련 서
비스 등도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수요가 많은 아동대상 서비
스 중에서도 획일적인 프로그램 보다 취학전, 취학 후 등 나이에
따른 돌봄, 교육, 치료, 용품대여, 지원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서비스 질적 확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주체의 다
양화와 제공인력의 역량강화, 제공기관간의 협력강화, 지역특색에
맞는 중앙정부의 지원 등이 주된 활성화 전략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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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연구
이경우
과제구분 : 정책과제 2015-04
연구기간 : 2015. 1. ~ 2015. 10.

주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 노동자당에 의하여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최초
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2004년 3월 광주광역
시 북구에서 제정되었는데, 같은 해 6월 울산광역시 동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이 본격
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6년 8월 행정자치부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표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울산광역시는 2015년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예산교육 등
을 구성 및 실행하고 인터넷설문과 각위원회를 통한 우
선순위 및 예산배정 과정을 신설하였다.
그 동안 행정부 또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분권화 또는 권
한이양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
의 일종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관 주도적인 일방형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의 순기능인 재
정민주주의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고, 동시에
지방재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
전화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2011. 10. 1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
례가 제정되었고, 2015년에 울산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예산제도를 운
영하기 시작하였다.
울산광역시의 도입유형은 민·관 협의적 예산참여형으
로, 운영형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자치단체 주
요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참고로 활용), 주민참여 제안사
업에 대한 우선순위 의견제출(참고로 활용), 일정규모 예

산확보 없이 사업의 타당성만을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인원은 50명으로 임기는 2년
(1회 연임가능)이고, 분과위원회는 4개(일반행정, 경제산
업, 환경복지, 교통건설)로 구성되어져있다. 운영위원회
의 경우 12명으로 위원장 1, 부위원장 2, 분과위원장 4, 분
과부위원장 4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
영방안으로는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의 50%
는 현재 시, 구군,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울산시장이 위
촉하고 나머지 50%의 구성원은 공모방식에 의해 위축하
는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
해서 연간 위원회 개최 횟수를 최소한 연간 4회 이상으
로 제언하였다.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인지도 및 참
여도 제고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종 책자, 설명회,
토론회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다양한 예산관련 정보뿐
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하여 주민참여가 확
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외에 주민참
여예산제도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책임성 및 연속성
제고를 위해 향후 중기재정계획 수립과정과 평가과정까
지 확대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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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의 정책방향
이재호
과제구분 : 정책과제 2015-05
연구기간 : 2015. 4. ~ 2015. 12.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대통령 보고(지방자치발전위원
회 제1차 회의)’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발전실천과제의 구
제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발
전위원회의 의결(14.11.24)과 국무회의 의결(2014.12.2.)을
거쳐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 주민이라는 비전아
래 주민편의 증진,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목
표로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 확립과 실천, 자치기반 확충
및 자율과 책임성 강화, 주민중심 생활 자치·근린자치실
현,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구축 등 4개의 큰 카테고
리 속에서 20개의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종합계획이 수립에 집중한 ‘계획의 단계’였
다면 이후에는 계속 ‘실행의 단계’로 옮겨질 것인데 지방
자치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의 성격을 지닌 「지
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연
도별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상 구체적 추진방안이 확정
된 과제는 소관 중앙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을 제출받아 반
영하게 될 것이며 미래발전과제 등 구체적 추진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지속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종합계획을
구체화하여 반영하게 될 것이다.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는 (가칭)「지방일괄이양
법」을 비롯한 다수 상임위 관련 과제를 입법화를 추진하
고 안전행정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기타 지방자치발전
과제의 입법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종
합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해
당 과제를 이행해나가는 형태의 수순이 될 것이다.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과 관련해서
는 ‘동일 생활권이 여러 자치단체로 분할됨에 따른 주민
불편 및 행정 비효율 해소’를 배경으로 하고는 있으나 울
산광역시가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추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도시 성장은 자치행정적 측면의 분권확보와 도를 중
심으로 한 광역행정의 보충성 원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과 규모 등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배분 등에 차등을 둘
필요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차등
분권의 원칙에 입각한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적용될 수
있는 특례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나아가 이들 인
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광역시 승격을 요구하게 됨
으로써 울산으로서는 이들 대도시와 경쟁하는 입장에 처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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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방안 연구
권창기, 이경우, 김승길
과제구분 : 정책과제 2015-06
연구기간 : 2015. 3. ~ 2015. 6.

본 연구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획보고서이다. 따라서 그 내용에는 울산전시컨벤
션센터 설립에 대한 지역적 당위성, 충분한 잠재수요, 경
제적 타당성에 연구의 초점이 있다.
우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의 추진배경으로는 울산전시
컨벤션센터는 2001년부터 기업 및 시민 숙원사업으로 검
토되어 2007년 이명박 정부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었으며,
2011년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
다. 2012년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
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이를 근거로 접근성과 향후
확장성이 용이한 KTX울산역세권에 건립 부지를 확보하
였다.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필요성으로는 첫째, 국가경제규
모 및 성장에 울산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음에 따라 적극
적인 기업지원시설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잠재적
수요 충분), 둘째, 울산의 산업관광과 MICE 산업의 연계
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
막으로 풍성한 울산지역 전시컨벤션 센터 행사로 인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보고서에선 설명하고 있다.
전시장 수요예측 및 지역수요조사에서는 울산지역 전
시장 공급 필요면적 분석결과, 2020년까지 울산지역에
최소 8,984㎡에서 최대 19,430㎡ 수준의 전시장 면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필요도
에서는 일반시민 74.0%, 기업체 79.9%, 기관 및 협회
90.0%가 울산지역에 전시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고 응
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업부지 평가에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역세권 등
서부권 일대를 울산의 부도심으로 조성하려는 계획 하에
역세권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주변부에 다양한 산업단
지가 개발 중이므로 추후 전시컨벤션 관련 행사개최 시
수요 잠재력이 우수한 편이고, 이 지역은 사실상 도심에

서 많이 벗어나 있지 않아 광역접근성 뿐만 아니라 도심
내부로의 도로망 등 내부접근성 또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됨을 강조하였다.
복합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현재 단계에서는 정주인구
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역세권 복합개
발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되면 전시컨벤션 참관
객 및 참가자 유인 역량이 높아질 것이며, 후보지 주변
일대에 녹지공간과 태화강 등이 위치하여 환경적 측면의
쾌적성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편익/비용 비율은 1.422이고 내부수
익률은 12.16%로 나타나 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
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파급효과 분석에서는 생산유발효과 1,174억 원,
부가가치 72억 원이 발생하고 1,063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생산유
발효과 2,019억 원, 부가가치 239억 원이 발생하고 1,455
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
로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울산은 총 1,063명, 전국단위는
총 1,455명의 추가적인 취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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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ICT융복합 확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박재영
과제구분 : 정책과제 2015-09
연구기간 : 2015. 5. ~ 2015. 12.

세계 경제는 기술혁신과 지식기반경제, 탈산업화, 디지
털경제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동반되는 세계
의 산업 구조도 급변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ICT가 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지만 기술적 해외 의존도 상당히 높
아, 국내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ICT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울
산은 중앙정부 전략과 지역 산업 현황에 맞도록 미래성
장 ICT융합을 마련해야 하며, 체계적인 지역형 ICT융합
비즈니스 모델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외 융합산업 방향 및 예측 분석 자료 조사, 지역 산
업 현황 및 ICT융합 산업 조사해서 이를 토대로 주력산
업을 중심으로 각 산업별로 전후방산업을 분석하여 각
산업의 전방산업과 ICT 제조분야를 접목한 신산업 도출
하였다. 또한 지역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
분석을 통해 큰 영향을 미치는 전방산업과 ICT 분야를 융
합하여 도출되는 산업분류를 중심으로 3C(Change, Create, Convergence)전략도 마련하였다.
Change 전략으로 ① 울산 ICT융합 분야의 정책전략 수
립 기능을 중심으로 대형사업 발굴, ICT 관련 인프라 운
영 등 체계적인 기관으로 설립해야 한다.
② ICT융합 관련 R&D 육성에 전주기 모델 방향을 제시
하여 각 산업별로 전략적 협력 방안을 체계적으로 운영
하는 비즈니스 모델 정립해야 한다.
Convergence 전략으로 ① 지역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지역 제조업체의 혁신 방안으로 스마트팩토리 도입해야
한다. 실증 공간 마련, 실물 기반 3D 데이터 생성 기술 개
발, 설계 및 시험에 따른 3D 제작/편집 기술개발, 3D SW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SW플랫폼 등 필요하다.
② ICT와 주력산업의 전후방산업을 연계한 ICT융합분
야를 도출하였다. ICT 제조 + 자동차산업 전후방산업 연
계한 ICT융합 분야는 통신, 튜닝, 카메라/영상, 저전력 에

너지 모듈을 산업군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센서 플랫폼
산업 육성 전략이 도출 되었다.
ICT 제조 + 조선산업 전후방산업 연계한 ICT융합 분야
에서는 인식 카메라 및 통신, 감지센서, 전력 및 반도체
등의 센서를 기반으로 한 산업군을 중심으로 생산형 팩
토리 핵심 부품 산업 육성 전략이 도출되었다.
ICT 제조 + 정밀화학산업 전후방산업 연계한 ICT융합
분야에서는 3D 핵심 소재와 웨어러블 센서, 회로소재, 전
력 및 통신을 기반으로 한 산업군을 중심으로 3D/웨어러
블 호환 소재분야 산업 육성 전략이 도출되었다.
ICT 제조 + 에너지산업 전후방산업 연계한 ICT융합 분
야에서는 전기 절감형 소재, 시스템 센서 및 통신, 산업
용 임베디드 모듈을 기반으로 한 산업군을 중심으로 에
너지 관련 관리 센서 모듈 산업 육성 전략이 도출되었다.
Create 전략에서는 ① ICT + 제조업 중심 빅데이터 권
역, ICT + 스마트 제조업 클라우드 권역, ICT + 첨단 SW
융합 오토밸리 권역, ICT + 창조형 융복합 R&D 권역, ICT
+ 문화/관광 복합 권역을 잇는 ICT융합 산업 벨트 조성
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ICT융합 + 자동차 전후방산업 연계한 신산업, ICT융
합 + 에너지 + 정밀화학 전후방산업 연계한 신산업, ICT
융합 + SW/임베디드 전후방산업 연계한 신산업들이 제
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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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 정책과 R&D 분석을 통한
울산의 융합신산업 전략 연구
김혜경
과제구분 : 정책과제 15-10
연구기간 : 2015. 5. ~ 2015. 12.

주력제조업의 성장률 둔화와 신산업의 출현지체로 低
성장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울산광역시는 산업화 시대
의 발전모델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신산업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현 정부는 국가성장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선정하고 핵
심 정책 수단으로 ICT융합을 채택하여 관련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성장동력화 사례는 여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 하
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외 ICT융합 진흥 정책과 중기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분석을 종합하여 정책적합성 및 투자집중도가 높
은 중점산업군을 도출
둘째, 중점산업군을 대상으로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
R&D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 우선 투자를 위한 세부기술
을 도출
마지막으로, 울산시의 비전과 그간의 시정성과를 연계
한 추진과제 도출 및 실행전략을 구체화
연구결과 ‘미래신시장 선점’, ‘안전과 산업의 동반성장’,
‘지속성장 기반조성’ 등 3개 부문에 4대 중점산업군을 우
선 도출하였다.
‘미래신시장 선점’부문은 첨단 융합기술 기반 R&SD 분
야로 ①건강수명 연장 솔루션인 메디컬웰니스 산업과 ②
청정에너지 생산 및 활용 효율화 솔루션인 친환경에너지
산업이 도출되었다.
두 번째 부문인 ‘안전과 산업의 동반성장’부문은 ③산
업단지를 중심으로 위험물,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특수재난으로부터의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
는 체계를 지원하는 안전新산업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장 기반 조성’부문은 ④빅데이터, 실

감콘텐츠, 융합 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응용산업에서
공동으로 활용되는 ICT융합 핵심 기반산업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4대 중점산업에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각각 매칭하고 R&D포트폴리오를 심화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울산이 4대 부문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40개 전략기술을 제시하면서, 울
산의 경제·산업규모에 적정한 연구개발 투자 확충을 촉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그린
산업 육성의 토대위에 경제의 지속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함께 이루어내기 위한 지역전략산업 체계로
첨단 웰니스시티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4대 중점산업
군을 토대로 구상하고, 구체적인 추진사업에 대한 제언
을 보고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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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전략 및
제조업 적용 방안 연구
문충배
과제구분 : 정책과제 2015-11
연구기간 : 2015. 5. ~ 2015. 12.

최근 ICT 산업 분야의 핵심 분야로 입지를 강화하며, 나
날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은 이제
는 단순히 ICT 산업의 이슈가 아니라 전 산업계를 포괄
하는 메가트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란 데이터의 규모가 매우 크고, 데
이터의 생성·유통 속도가 빠른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과거에는 빅데이터를 저장·분류하고 처리·분
석할 역량이 부족하여 활용도가 떨어졌으나, ICT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요구에 의해 빅데이터 산업이라는 형태로
다양한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혁신 기재로 빠르게 성
장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산업의 급속한 대두로 인하여 우리나
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국에서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빅데
이터 산업의 발전 추세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은 중후장대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
세를 유지해 왔으나, 세계 경기 침체 및 강력한 경쟁자의
도전으로 과거의 산업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울
산의 ICT 산업 역량은 지역의 기간산업을 지원하고 혁신
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취약한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
을 타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황 속에서 울산형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통
하여 지역 ICT 산업의 역량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
역 기간제조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 다양한 빅데이
터 활용분야 발굴 등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울산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에 빅데이터를 적용하
기 위해서는 선진 기업들의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함
과 동시에 인프라, 수요, 공급 분야에 대한 전략적 접근
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빅데이터를 통한 울산 제조업

의 재도약’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인 제조업 시대 도래, 스마트 공장 진화 등으로 인한
ICT 기반 제조업의 확산은 선진 제조 강국 및 선진 기업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조업의 스마트화
속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빅데이터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울산의 제조업 내에 확산하기 위해
서는 인프라 전략, 수요 전략, 공급 전략으로 나누어 접
근하여야 하며, 중앙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조업 3.0’ 전
략과과 추진 방향을 조율하여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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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및
관련 신산업 발굴 연구
김상락
과제구분 : 정책과제 2015-12
연구기간 : 2015. 5. ~ 2015. 12.

최근 울산의 주력제조업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성장 동력이 약화됨에 따라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발굴이 절실
하다.
ICT 관련 각종 지표가 2014년 기준 울산지역의 ICT 관
련 업체 수는 광역시 평균 19.9%, 상시종사자수는 광역시
평균 31.7%, ICT 생산액은 광역시 평균의 51.5% 등으로 타
광역시 보다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IT서비스를 제공하
는 서비스 분야, 센서로부터 데이터 수집해서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는 플랫폼 분야, 네트워크 설계 및
공사와 관련된 네트워크 분야, 그리고 자동화설비 제작
을 전문으로 하는 디바이스 분야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
지역 ICT 관련 업체를 울산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에
따라 분류한 결과 서비스는 남구 69%, 디바이스는 북구
와 남구에 각각 35%, 23%가 소재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는 남구와 중구에 각각 75%, 25%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플랫폼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울산지역의 사물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창작
문화 확산, 창작 공간 조성, 중소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
출 지원 등의 4대 전략과 DIY 오픈 플랫폼 개발 및 공유,
초·중등 창작 문화 확산, 사물인터넷 창작 및 실증 공간
조성, 울산 사물인터넷 민관 협의체 구성, 사물인터넷 관
련 다양한 수요 촉진 정책 개발 등의 세부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기관들의 사물인터넷 산업 분류 평가자료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울산의 사물인터넷 유망 산업 분야를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리테일,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등 7개로 선
정하였다.
아울러 울산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 제조업

혁신,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울산의 사물인터넷 유
망 사업을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안전관리 통
합 시스템 구축, 유해화학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 구
축, 자동차 부품 협력사 공정모니터링 및 자동화 체계 구
축, 비콘 기술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지능형 도시
정보 통합운영센터 구축, 울산 네트워크 자가망 구축 등
7가지 사업을 도출하였다.
울산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기에
서 분류한 7개 사물인터넷 후보 신산업 위주의 산업 육
성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ICT 산업 상시종
사자수가 광역시 평균 32%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
으로 소프트웨어 인력 유인 정책 및 고급 소프트웨어 인
력 양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지역내 사물인터넷 후보 신산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여 ICT 생산액 증대 정책을 펼쳐야 하
며, 산업단지 내에 혁신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
물인터넷 연구 지원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연구실적

현안과제
현안과제는 울산광역시 또는
관련 기관의 업무협조 요청에 의해
사안검토, 심사, 정책자문 등
단기간에 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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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I 현안과제

도시창조를 위한 추진전략 방안 연구
변일용, 권창기, 이주영, 권태목
과제구분 : 현안과제 2015-01
연구기간 : 2015. 2. ~ 2015. 4.

도시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이라는 것은 도시발전
을 위해 기존의 것에 창조적인 면을 채워 넣는다는 관점이며,
도시가 가진 순환성, 다양성, 즉흥성, 독자성을 어떻게 살려나
가느냐는 관점에서 도시의 변화를 어떻게 창조해 나갈 것인가
가 중요함
Jacob과 Hall은 유럽의 창조도시 유형을 분석하면서 창조도
시는 현재 도시발전의 결과나 상태라기보다는 도시문제에 접
근하는 과정이 창의적인 것(Being Creative)임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단위와 도시단위에서 창조계급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 곳으로 창조계급이 집중화되어, 창조계급의 유
치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지역만이 분화와 혁신을 통해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됨
도시발전과 경쟁력의 강화방안은 각 도시가 가진 보유 자원
을 활용하여 얼마만큼 창조적인 변화를 유도하는가의 창조적
정책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마을 또는 도시단위의 대규모
개발방식보다는 기존의 도시의 인프라를 창조적 시각으로 재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함
결국 울산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미래 울
산을 계획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마인드와 적극적
인 추진의지로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임
울산은 미래 창조도시를 구현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시
발전 프레임이 필요함. 국제적인 산업경쟁의 심화, 저출산·고령
화사회로의 전환, 고용 없는 성장, 지역성장율 정체 등의 지표
는 기존의 도시발전 프레임이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반영하므
로 지역 내 창조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경쟁우위 요소를 발
굴하여 지속적인 도시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함
최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보다는 새
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한 창조도시적 관점의 발전계획 수립이
대세
울산의 최대 강점인 산업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창
조성을 부여하고, 도농복합도시의 한계를 극복한 도시와 농촌
의 창조적 발전 청사진을 제시
좋은 일자리를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관련 계획을 통합 및 연계하는 방안
을 제시하였음
도시창조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크게 행정력 제고방안과 정책
개발 제고전략으로 구분하였음
행정력 제고전략으로는

█ 부서 업무 효율성 제고
부서 내 여러 세분화된 팀을 조정하고 각각의 역할을 재분배
하고, 도시창조 관련 업무 집중과 그 역할을 확대하며, 업무의
특성이 유사한 부분은 통합이 필요함
█ 전문성 확보
도시개발, 경관, 디자인 및 재생, 도심활성화 등은 업무 성격
상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각 분야별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도시재생팀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함. 도
시재생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
한조례」제14조~제18조까지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도시, 건축, 디자인, 환경, 시민단체 등 지역 내, 외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기구 신설 및 운영하고, 도시창조 관련한 주
요 업무를 기획단계에서부터 자문받아 정책에 반영하며, 도시
창조 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정 정책
홍보 및 의견수렴
정책개발 제고 전략으로는
█ 지역개발 관련 계획 주도
광역권개발 등 행정구역을 벗어난 광역, 초광역 개발 관련 사
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하고, 타 부서에 추진하
는 계획 중 지역개발 관련 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창조도시 추
진을 위한 정책발굴 지원
█ 지역개발 관련 사업주도
정부에서 매칭펀드로 추진하는 사업 중 지역개발 관련 사업
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특히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도시활력증
진사업 등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기획
재정부, 문화관광체육부 등 정부의 각 부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 수용하여 사업 추진
각 지자체 마다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 지자
체에 제안함. 특히 도시개발 관련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
모하는 개발사업을 추진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성이 높은 사업뿐만 아니라,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차원에서의 메세나 사업 발굴하여 민간투
자를 활성화 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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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이상현, 김희종
과제구분 : 현안과제 2015-02
연구기간 : 2015. 2. ~ 2015. 4.

최근 연이어 발생한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통렬히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2015
년을 ‘안전혁신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안전한 나라, 행
복한 국민’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민생활 주변의 안전체
험용 시설공간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울산지역은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의 1/3 이상, 액체위
험물의 절반 이상을 취급·저장·유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석유화학공단 및 원자력 발전소 등 고위험시설이 주
거지와 인접하고 있어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또
한 빈번한 화학사고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이 증가
하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은 영위하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와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울산이 타 대도시에 비해 재난 발생 잠재
위험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와 같은
특수재난은 물론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자연·사회재
난조차 학습·체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이
다. 따라서 각종 재난에 대한 위기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있는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울산의 재난·안전 여건과 교육·체
험시설 필요성 등을 근거로 ‘울산 시민안전체험관’의 건
립 타당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비예산 확보 등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했다. 특히, 울산지역 안전관련
현황 및 여건분석과, 국내외 관련 사례조사를 통해 시민
안전체험관의 적절한 교육 및 체험 콘텐츠를 제안하고,
시민안전체험관의 방문객 수요전망을 통해 체험관 건립
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울산지역 사회 및 자
연재난은 타 지역에 비해 그 피해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석유화학단지 및 원자력발전소 등 고위
험시설과의 근접성 등 잠재적 재난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국내외 9개 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요 안전체험 프로그램으
로 지진, 풍수해, 화재, 교통사고, 응급처치 등이 있었으
며, 영상물, 전시관 등의 교육시설물을 갖추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셋째, 시민안전체험관의 방문객 수요를
예측한 결과 연간 총 280천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
상되었으며, 이중 울산지역 일반인(122천 명)과 관광객(87
천 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
섯째, 시민안전체험관의 건립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는 ‘안전문화 정착과 위기대처능력 제고를 통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저감’, ‘주요 관광 거점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산업 안전도시 실현을 통
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특수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통
한 시민의 정주의식 고취’,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통한
선순환 성장구조 정착’등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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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3대 주력산업 근원적 대책에 관한 연구
강영훈
과제구분 : 현안과제 2015-03
연구기간 : 2015. 3. ~ 2015. 3.

울산지역 수출은 2000년에 약 200억 달러에서 2011년
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수출 1,000억 달
러를 돌파하였으나,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2013년 약 915억 달러 수출을 기록한 후, 2014년 924억
달러로 소폭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울산지역 수출은 기계류, 광산물, 화학공업제품이 주도
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광산물과 기계류의 수출이 지역
경제에 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광산물은 중동지역
의 정정 불안,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에 따른 석유제품가격 약세 및 유가하락에 따른 정유업
체의 정제 마진 하락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한 후 지속적
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계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산업, 조선 및 해양플랜트산업에서 생산된 수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및 해양플랜트 그리고 석유화학산업의 3
대 주력산업의 부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산업
을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시장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관
련 자동차부품업체의 부품개발을 지원하며, 자동차부품
업체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할 필요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조선산업을 위해서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기
술 및 원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울산인더스트리 4.0s 사
업지원과 ETRI 울산분원 유치 지원을 정책대안으로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산업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석유화학업계가 원단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세제, 법 개편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울산석
유화학산업 신르네상스계획과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지
원센터 건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따른 배출량의 합

리적 조정 그리고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의
유지를 제기하고 있다.

2015 UDI 연차보고서

67

울산문화재단 설립 운영 기초연구
김상우
과제구분 : 현안과제 2015-04
연구기간 : 2015. 5. ~ 2015. 6.

문화재단의 역할은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활동, 문화시설운영, 문화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 문화
예술교육을 통한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수 제고, 문화
자원 활용을 위한 지역문화자원 발굴,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정체성 확립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적용된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 기
대에 부응하고, 고품격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문화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울산지역 문화재단설립에 따른 적정 기금
액 및 운영인력, 주요사업 검토와 타 시·도 사례 분석 등
객관적인 연구를 통하여 재단설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하
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울산은 문화재단 설립을 위하여 1998년 기금조성 계획
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 현재 문화재단기금으로 약 21
원을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초기 기금이 아직 부족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건물을 임차하는 안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
된다. 또한, 문화재단 조직구성(안)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를 두고 사무처장, 문화예술진흥팀, 문화사업지원팀, 기
획경영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구성인력은 사무처장
(시파견)을 비롯하여, 3팀장 11명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
다. 팀장을 비롯한 14명의 인건비를 울산도시공사의 인
건비를 바탕으로 추정해본 결과 1년간 총 인건비 341,436
천원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화재단 사무실 임차시 보
증금 10억 원과 운영인력 1년간 인건비 약 3억 5,000만
원 그리고 순수 운영비가 1년간 600만 원임을 감안하면
재단 설립 초기 약 13억 5,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사업예산 규모는 설립초기에는 시
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문화예술재단으로 이관하고, 이를
문화예술재단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관할 수 있는 사업은 총
18건으로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국비 9억 2,400만 원,
기금 17억 3,300만 원, 시비 36억 3,600만 원으로 총 62
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울산시의 여건과 재정규모를 고려해 볼 때, 안정적인
문화재단 설립과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단계적 추진방안
이 필요하다.
기금 확보, 방만한 운영 등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지만
지역의 여건과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나 집행의 방식, 추진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문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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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발행요율 적정 수준에 관한 연구
이재호
과제구분 : 현안과제 2015-05
연구기간 : 2015. 7. ~ 2015. 7.

현행, 울산광역시의 자동차 등록 및 각종 인·허가에 따
른 공채매입기준은 전국 10개 지자체와는 비슷하나, 인
근 6개 지자체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공
채매입률을 인하할 시 지방세 세수 증대와 공채 감소 재
원을 비교 분석하여 울산광역시 지역발전에 실익이 있는
지의 여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연도별 공채를 바탕으로 Holt의 지수평활방법을 적용하
여 향후 10년간의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의 매출액을
추정하여 보면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매출은 현행의 요율
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16년 1,072억 8,700만 원, 2024
년 약 1,556억 7천만 원 정도로 추정되며 매년 상승할 것
으로 보인다.
공채매입률을 인하할 시 지방세 세수 증대만 볼 것이
아니라 공채 감소 재원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향후 10년
울산광역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이전 등록에 따른 공채
매출액의 감소분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비교의 값
은 비영업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이전등록에 따른 공채 발
행을 연도별로 추정, 비교하는 것으로 하여 그 효과를 보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추정으로는 신규 자동차 비영업용을 대
상으로 공채 발행을 하였을 때 예상되는 값과 1%만 인하
하여도 효과면에서 2015년 공채발행에 따른 지역개발기
금의 조성추정치에서 볼 때 2016년에는 71억 6,540만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2024년에는 99억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공채율 인하는 좀 더 많
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살펴보고 현재 시점에서는 현행
요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울산광역시 신규 등록에 있어 비영업용 승용자동
차에 대하여 만약 1000∼1600cc에 있어서 현행 6%를
4%로 낮추었을 때, 1,600cc∼2,000cc에 있어서 8%를
4%로 낮추었을 때, 그리고 2,000cc 이상을 12%에서 5%

로 낮추었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치를 내면
2015년을 기준으로 2016년에는 335억 9,600만 원 정도
의 손실이 발생하고 2024년에는 464억 2,100만 원 정도
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울산광역시
세수 효과 등을 감안할 수 있는 60억을 훨씬 넘어 당장
으로는 대안이 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 등록에 있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든 차종에 대하여 4%로 하였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통
한 결과치를 내면 2015년을 기준으로 2016년에는 6억
5,800만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2024년에는 9억 9
백여 만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
으며 누적 적자는 약 70억 5,500여만 원 발생할 것으로
보여 한꺼번에 이전등록과 신규등록에 대한 공채 요율을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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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및 자치구의 재정여건 분석을 통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 연구
이경우
과제구분 : 현안과제 2015-06
연구기간 : 2015. 9. ~ 2015. 9.

본 연구는 최근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적정 재원조정율을 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본청과 자치구의 현재 사회복지비
지출의 부담정도를 먼저 살펴보고 동시에 본청과 자치구
의 지방세 수입, 즉 본청과 자치구의 재정적 여력을 동시
에 고려하도록 하였다.
우선 본청 및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사회복지비 세출 비중이 2008년
15.5%에서 20014년 26.9%로 증가하였다. 세출규모의 경
우 연평균 증가율 5.25%, 사회복지비 지출규모의 경우
13.94%로 전체 세출규모에 비해 사회복지비 지출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지출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나 자치구의 사회복지비지출 증가는 그와
매칭구조를 이루고 있는 본청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
를 유발하고 이는 본청의 사회복지비 부담의 원인이 되
는 것이 간과될 수 있기 때문에 본청과 자치구의 지방세
규모를 비교하고 각 단체의 지방세 여력으로부터 재원조
정률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청과 자치구의 지방세 규모를 2008년부터 2015년까
지 연평균증가율 4.01%, 자치구는 10.25%을 나타내고 있
다. 본청과 자치구의 지방세 규모의 비중의 2008년 본청:
자치구 비율이 89.6%:10.4%에서 2015년 85.1%:14.9%로
자치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청과 자치구의 각 단체의 재정여력(지방세)을 고려한
사회복지비 재원분담을 살펴보면, 2015년 결산공시 기준
2014년도 사회복지비 지출의 본청 재원분담은 2,250억
원, 자치구가 716억 원으로 자치구분담률이 31.8%인 것
으로 나타났다. 5대 복지사업(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으로

사회복지비지출 항목을 제한하여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732억원, 자치구 349억 원으로 자치구 분담률이 32.3%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5대 복지사업의 본청 및 자치구
의 재원분담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자치구 분담률이
28.4%에서 2015년 32.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자치구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과제에서는 광역-기초 5대 사회복지비 지방세 연동
균등부담제(광역·기초 5대 사회복지비 균등부담제(가칭))
를 제안하였다.
본청과 자치구의 각각의 지방세 대비 5대 복지비 비중
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안으로 자치구 보정액으로 인한
본청의 재정부담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이다.
이는 본청과 자치구의 지방세 및 복지비의 증감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서로 균등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으로 본청과 자치구의 재정여력과 복지비부담을 동시에
고려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각 단체의 지방세와 5대 복지
비 지출의 증감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균등하게 분담
하는 상생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본청과 자치구의 지방세대비 5대 복지비 균등부담률은
8.17%이고 이에 따른 보전액은 188억으로 결정되었고, 이
에 따라 자치구는 5대 복지비부담이 349억 원에서 161
억원으로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고, 본청은 732억 원에서
920억 원으로 5대 복지비부담이 증가한다. 이에 따른 재
정교부금과 재원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조정액 188억 원
에 따라 교부금은 1,982억 원, 재원율은 20.0%로 제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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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부산 하계 올림픽 공동유치 경제성 등
분석
이경우
과제구분 : 현안과제 2015-07
연구기간 : 2015. 9. ~ 2015. 9.

본 연구는 2028 울산·부산 하계올림픽 공동유치에 기
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공동 개최할 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경제성, 그리고 도시 브랜드 가치상승
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비용 추정을 살펴보면 직접비용의 경우 신규경기
장 건설비용으로 2028 하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필요한
소요 경기장 수는 총 32개로서 IOC 기준으로 부산과 울
산지역의 경기장을 검토한 결과 부산은 24개, 울산 4개,
경남 4를 기존 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나, 부산 및 울산지
역의 기존경기장(23개) 모두 전체적으로 개·보수가 필요
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광역시의 경우 4개의 경기장(울산문수축구장
(축구예선), 동천체육관(탁구, 태권도), 문수양궁장(양궁).
울산종합운동장(럭비))에 대한 개·보수비용이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존경기장 개·보수비용
추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보수비용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2014년 인천아시
안게임 지원사업, KDI」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를 활용하
였다.
올림픽 개최 후의 비용은 개·보수 시설과 신규 시설에
대한 경기장 관리 운영비이고 「스포츠 메가이벤트의 경
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 2020 부산 하계올림픽 개최의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2008)」따르면
부산의 경우 8,000백만원의 연간비용이 발생하는 것으
로 추정하였고 이를 종목당으로 산정하면 286백만원으
로 추정되었다.
직접비용의 절감편익 2028 하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직
접비용의 절감편익은 「스포츠 메가이벤트의 경제성 분
석에 관한 연구: 2020 부산 하계올림픽 개최의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2008)」의 산출결과를 근
거로 산정하였다.

도시발전편익은 객단가를 이용한 편익추정 방법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예비타
당성조사에서는 소비자 지불의사액의 추정을 통한 편익
추정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울산산업기술박물
관 예비타당성에도 적용)
본 연구보고서의 연구기간 및 비용의 한계로 인하여
「스포츠 메가이벤트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2020
부산 하계올림픽 개최의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관광
연구논총(2008)」에서 CVM(조건부가치법)을 적용한 지불
의사금액(877.16원) 결과를 준용하였다.
따라서 본 사업의 총비용과 총편익은 각각 371,616백
만 원과 544,142백만 원이고, 현재가치로 환산한 비용편
익 비율(BC비율은) 1.40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2028 하계올림픽 울산·부산 공동유치에 따라 울산지역
에 생산유발은 386,050백만 원, 부가가치는 205,003백
만 원, 취업유발은 5,812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4년 그리스 올림픽의 사례를 적용한 적극적 시나
리오의 결과, 울산·부산 2028 올림픽 공동개최로 인한
울산도시브랜드가치 추정값은 180조 5천억 원으로 추정
되었다.
2008년 중국 올림픽의 사례를 적용한 소극적 시나리오
의 결과, 울산·부산 2028 올림픽 공동개최로 인한 울산도
시브랜드가치 추정값은 89조 2천억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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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이경우
과제구분 : 현안과제 2015-08
연구기간 : 2015. 9. ~ 2015. 10.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으로 보통
교부세 제도개선을 건의 할 수 있는 건의사항을 발굴하
고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제도개선 건의안은 원전안전관리비 신설이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
2015.4.21.) [법률 제13077호, 2015.1.20.,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 중 비상계획구역을 기존의 8~10㎞에서 20~30㎞
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요청을 제언하
였다.
우선 해당항목은 기준재정수요, 보정수요, 지역균형수
요 항목에서 원전안전관리비를 신설할 것을 제언하였고,
산정방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원전안전관리비 =
비상계획구역 × 동종단체 행정구역면적 1천 ㎡당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두 번째 제도개선 건의안은 대기오염물질 처리량 신설
이다.
울산의 경우 산업수도 울산은 타 시·도보다 환경오염물
질 배출사업장이 월등히 많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7
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
도권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
기환경개선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부산시와 대
구시는 환경부에서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2011년부터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
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어 상당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해당항목의 경우 기준재정수요
액, 보정수요, 지역균형수요, 환경보호비 항목에 대기오

염물질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 하였다.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대기오염물질관련 수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동종단체 처리량 1톤당 환경
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158,660원)
세 번째 제도개선 건의안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산정기
준 개선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 2개년도 징수율에 대한 증가율 반영
(지방세징수율 제고분야)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 감면조
례의 감면액 100% 반영(지방세감면액 축소분야)하고 있
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징수노력을 강화해서 징수율이
높은 자치단체 불리한 구조이고, 국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조례에 감면
규정을 위임한 사항도 그 감면액의 100%를 페널티를 부
여하고 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산정기준을 동
종 자치단체 3년 평균 징수율로 도입할 것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체노력 산정기준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지자체간의 가중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데, 예산액비중을 똑같이 감소시켰다 하더라도 예산규모
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규모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행 「절감비율에 해당 자치단체 항목의 총액
을 곱함」을 일정액으로 책정하도록 제언하였고, 다양한
“일정액” 산정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제안에서는 동
종자치단체의 항목별 결산액의 평균을 적용할 것을 동시
에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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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산정
이경우
과제구분 : 현안과제 2015-09
연구기간 : 2015. 10. ~ 2015. 10.

조정교부금제도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간 세원분포
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치구 간 재정력 격
차를 완화하고, 자치구의 일정한 행정수준(Civil Minimum)
을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 재원을 보전하기 위
하여 1988년 5월 1일 이후 실시되어 온 제도이다. 즉, 조
정교부금제도는 자치구 간 재정조정기능 및 자치구의 재
원보장기능을 주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조정교부금의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울산광
역시 내의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자
치구의 재정력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제 개편으로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취득무관등록세)
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고, 2012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령 개정으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의 재원
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되었다.
2012년까지 울산광역시의 기초수요액에 사용되는 경비
측정항목은 4항목 17세항목으로 사용하다가, 2013년부터
는 11항목 18세항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2년
까지 측정항목의 단위비용을 단순산술평균을 이용하였
으나, 2013년부터 세항목과 측정단위의 회귀함수를 이용
하여 단위비용을 추정한다.
사회복지비지출 증가에 따른 자치구 재정부담을 고려
한 사회복지균형수요 신설하여 향후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로 인하여 자치구의 재정악화가 예상됨으로 인해 재
원조정교부금에 사회복지비 대상인원과 시설에 대한 지
원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균형수요(인적수요와 시설
수요)를 추가하였다.
이에 본 현안과제에서는 자치구 간 재정조정기능 및
자치구의 재원보장기능을 위한 2015년 재원조정교부금
기초자료 분석하고, 자치구의 기준수입액을 산정하며,

자치구별 측정항목별 측정지수 및 통계량을 분석 후 기
준수요액 보정수요(인적수요 및 시설수요)를 산정하였다.
본 연차보고서에서 자치구별 산정결과 공개의 제한으
로 인해 다음과 같이 기초수요액의 산정흐름도를 통해
갈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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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주요지표 및 도시인프라 분석 연구
이경우
과제구분 : 현안과제 2015-10
연구기간 : 2015. 10. ~ 2015. 11.

본 연구는 울산이 부자도시라는 이유로 각종 국비사업
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중앙정부에 울산지역 지역내 총생
산 수준의 높음이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풍족함을 의미
하지 않는 다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본 현안과
제에서는 울산에 대한 재정운영의 오해를 문답식으로 제
언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오해는 울산은 1인당 GRDP가 전국 1위로 부자
도시라는 것이다. 그에 대해 2013년 기준 울산 GRDP는
68조 정도이고 1인당으로는 5천9백만원으로 전국 1위 맞
다. 하지만 GRDP(총생산물)가 전부 울산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울산에서 만들어진 것은 42조 8천억 원(지
역내순생산)이고 역외유출(지역내순생산-순본원소득)까
지 고려하면 42조 6천억 원이라는 것이다. 이는 7대 특·
광역시 중 유일하게 역외유출이 발생하는 지역임을 증명
하는 것이다(생산과 소득의 괴리: 99.6, 100보다 작으면
역외유출). 즉, 울산과 충남, 전남 같은 지역에서 열심히
벌면 서울, 경기, 타 광역시로 돈이 흘러들어간 다는 것
이다.
두 번째 오해는 울산은 순본원소득이나 역외유출을 고
려해도 여전히 가장 잘 사는 도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울산의 1인당 순수 본원소득은 2013년 기준으로 3천 680
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맞다. 그러나 울산기
업과 시민이 잘살아서 국가재정이 좋아지는 것이다. 울
산시 재정상황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다. 울산 살림을 살
펴보면 2013년 기준 지방세는 1억 4,135억 원으로, 전국
비중 2.6%임. GRDP는 4.8%, 지역내순생산은 4%, 순본원
소득도 3.5%임. 지역기업과 주민의 소득수준이 울산시
재정력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또한 지역의 재정상황
은 인구비중과 관계가 있지 GRDP와는 별로 상관이 없
다는 것이다(울산인구비중 2.3%, 지방세 전국비중 2.6%).
세 번째 오해는 울산에 기업이 많아서 타 도시의 부러

움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울산이 기업하기 좋
은 도시라는 사실은 맞지만 그만큼 울산의 재정적 부담
이 가중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많이 도와줘야한 다는 것
이다. 2013년 일반회계세출결산기준으로 산업·중소기업
세출비중은 울산세출대비 3.5%로 전국에서 대구(5.8%),
부산(4.3%), 전북(3.9%) 다음으로 높고, 사업체수당 92만
원의 세출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체수당 기준으로 대구,
부산, 제주 다음으로 높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산출한 2015년 교부세의 기준수요
기준으로 산업경제비의 종사자수당 기준수요액은 15만3
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그만큼 울산 재정에 압박
이 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적으로 폐기물과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한 세출부담이 전국에서 제주(88만 원) 다음으
로 가장 높고, 재난안전관련 세출 역시 7대특·광역시 평
균의 약 2배이고, 가장 높다는 것이다(특·광역시 평균 29
만 원, 울산 57만 원).
마지막 오해는 다른 지자체 주민들보다 공공서비스를
덜 받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적정 공공서비
스의 기준으로 각 지자체의 세출규모, 즉 1인당 세출규모
를 생각하면 적절할 것이다. 울산의 1인당 세출예산 1,826
천원(‘15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전국 13위임.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2,618천 원)와 대전(2,263천 원)에 비해서도 1
인당 세출예산은 많이 적으며 전국 평균보다도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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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종합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관련
경제성분석 추가편익 발굴 연구
이경우
과제구분 : 현안과제 2015-11
연구기간 : 2015. 11. ~ 2015. 12.

본 연구는 울산실내종합체육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한
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성
분석과정에 상당한 오류들이 발견되고 이에 따라 비용편
익 결과가 왜곡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추가편익 발굴 및
수정요청을 위한 연구보고서이다. 본 연구에서 발굴된
추가요청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WTP 조사대상표본을 확대해 줄 것을 제언하
였다. 이는 수도권지역 이외의 인구과소 지역은 총편익
산정 시 불리하고, 울산과 같이 충분한 가구 수가 없는
지역의 공공체육시설 건립 난항 예상되기 때문이다.
체육시설 건립지역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WTP 조사대
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지역체육시설 역시 국비와 지방비
가 일정한 비율로 투입되고 있고, 피설문자의 소득세의
일부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질문하는 것이기에 더욱 전국
납세자(가구)를 대상 확대함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이용객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국대회의 경우 울
산실내체육관의 편익이 울산지역민에게만 제한되는 것
은 무리가 있다.
두 번째 울산실내체육관의 임대사업수익의 편익항목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 하였다.
세 번째, 「원자력시설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
에 따른 안전시설의 편익항목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 하
였다.
이는 2015년 4월 21일부터 「원자력시설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개정되어 실행됨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울
산실내체육관을 원전사고 발생 시 대피시설(이하 원전대
피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로 인한 안전과 관련된 편
익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적
피해추정방법을 살펴보면, 인적피해는 사망자로 인한 경
제적 손실과 부상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나눠 볼 수 있
다. 원전대피시설은 재난대응단계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에 따라, 대응 단
계에서 인명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편익으로 산정함이
적절할 것이다. 원전사고발생시 원전대피시설 확보로 인
해 부상자(또는 사망자)자체를 줄일 수 있거나 또는 부상
의 경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수
있겠으나 전체 부상자 중 그러한 상황에 처한 부상자를
선별해 낼 수 있는 통계자료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마찬가지로 사망자로 인한
인적피해 감소만을 고려하였다(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구
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KDI, 2014).
사망자 1인당 경제적 손실은 재난·재해 유형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나, 관련 통계의 부족으로 재난·재
해 유형별로 사망자로 인한 비용을 달리 산정할 수 없는
실정임에 따라 사망자 1인당 경제적 손실도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
5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1인당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추가편익항목 산정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대피수용인원(2,119명)×사망자 1인당 경제적 손실
(63,757만 원) × 감소가능한 피해비율(0.47)
×대응단계에서 감소가능한 피해비율(0.28)
× 대피시설 기여도(0.177)
= 3,146,937만 원(30년기간 기준)
마지막으로 WTP 조사표본대상 확대 불가능시 외부방
문인원에 대한 사용료 및 입장료 편익항목을 포함시킬
것을 제언하였다.

연구실적

수탁과제
수탁과제는 발주처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의 비용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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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 학술용역
변일용, 권창기, 권태목, 이주영, 김승길, 김상우, 유영준, 강지희, 김민지, 정미선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4-11
연구기간 : 2014. 4. ~ 2015. 6.

도시경관에는 자연 및 인공의 시각적인 요소를 비롯하
여 역사, 문화 그리고 시민의 생활상이 내재 되어 있어,
도시경관을 기록 보존하는 것은 도시정체성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울산은 경우 과거의 도시경관 기록(사진, 동영상 등)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도시경관변화에 대한 의미 해석과
도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도시경관 자료가 부족한 실정
이다.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은 「울산광역시 경관조례」 제7조
에 근거하여 매 일정기간 마다 변화하는 울산의 경관을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울산의 지속적인 도
시경관 관리 및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울산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방법은
첫째, 경관상 중요한 장소 및 객관성 있는 대상을 선정
하여 기록
둘째, 다양한 특성을 지닌 울산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
셋째,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새롭게 생겨나거나 사라져
가는 대상들을 기록하고 변화가 예상되는 경관을 기록
넷째, 향후 기록화사업을 고려하여 기록대상의 정확한
위치와 조망위치를 기록
다섯째, 사후 활용을 고려한 정리·분류 및 데이터베이
스 구축
여섯째, 기록화사업의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를 고
려할 때 여러 사람들이 촬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촬
영자로 하여금 동일한 관점과 시선으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
기록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할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즉 연구수행자 또는 촬영자 개인의 인지도, 견해,
정서에 따른 기록대상의 선정이 아닌 객관성 있는 기록

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대상의 선정방향은 다음과 같음. 경관상 중요한 장
소 및 객관성 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기록하거나, 다양한
특성을 지닌 도시의 모습을 기록한다. 또한, 도시의 변화
상 기록(생성, 성장, 소멸 등)하고, 지속적인 경관 관리를
위해 위치정보 기록한다.
기록물의 정리, 분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울산
경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홍보하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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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변일용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4-12
연구기간 : 2014. 4. ~ 2015. 12.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과거로부터 전
해져 오는 문화적 토대에서 현 세대의 생활을 담는 그릇
이자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문화적 자산이다.
공공적인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건축문화는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 나아가 국가
의 품격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자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요인이다.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에 바탕을 둔 건축
정책의 추진이 매우 중요하며 건축물 자체의 우수성뿐
만 아니라 주변공간과의 조화와 도시경관에 대한 배려를
공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환경과 문화
에 있어 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건축정책을 지
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체계적인 건축정책의 추진을 통해 우리의 건축·도시가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발전할 수 있으며 도시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제시할 수 있다.
가)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를 향상시키고 건축의
생활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공공성을 실현 할 수 있는 계
획을 수립
건축기본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지
역의 현황 및 특성에 맞는 정책 제시
건축 및 공간환경의 개선사항을 기본방향 설정에 충분
히 반영하여 단기 및 중·장기의 단계적 실천전략 수립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건축기본계획의 추진방향 설정
을 통한 건축정책의 실효성을 확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부서간 협력과 원활

한 실행체계를 구축
시 및 구·군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법령 개발, 기
존 정책과 제도 정비 등을 유도
나) 건축 및 도시의 품격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건축물과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이미지 품격 제
고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 및 전략 제시
지역의 우수한 건축·도시문화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 및 창의적 발전 전략 제시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
하고 건축·도시문화자산에 대한 관심을 확대·전파 할 수
있는 세부 전략 수립
시민의 건축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건축자산과 도시환
경의 가치를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
지역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를 위
한 시책을 마련
건축 외 디자인, 경관, 친환경 녹색 성장 등 관련 분야
를 아우를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개발 및 종합적인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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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마스터플랜 및
활성화계획 수립 학술용역
권태목, 권창기, 변일용, 이주영, 김승길, 유영준, 강지희, 김민지, 정미선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4-14
연구기간 : 2014. 04. ~ 2015. 03.

2013년 6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
었다.
이러한 법적 정비에 따라 관심이 고조된 도시재생은 기
존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된 지역밀착형 활성화방안
으로서 물리적 정비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하여 마을 기업 등 다양한 참여를 바탕으로 행
해지는 것이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이러한 법적 정비에 따른 대응과 동
시에 북구 내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도시재생에 관한 마스터플랜수립과 활성화계획
을 수립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그 동안 계획수립에 잘 활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지표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쇠퇴진단을 수
행하였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재생의 우선순위를 도출
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재생 우선순위 도출은 지자체의 정책입안 및 집
행을 행함에 있어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재생
정책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획의 비전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자긍심 높은 창조
북구’로 하였으며, 비전을 실현시켜줄 5개의 세부 목표는
‘쾌적한 주거환경’, ‘지역상권 활성화’, ‘친밀한 문화생활’,
‘주민참여’, ‘지역의 차별화’로 하였다.
세부목표별 전략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경우 ‘편의성
이 담보된 주거환경 조성’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주
거환경 조성’으로 하였으며, ‘지역상권 활성화’의 경우
‘근린 편의성 극대화’, ‘전통시장의 다변화’를 전략으로
하였다.
또한, ‘친밀한 문화생활’의 경우 ‘다양한 문화환경 조성’
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여건 조성’을, ‘주민참

여’의 경우 ‘주민의 참여가 자유로운 환경 조성’과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환경 조성’을, ‘지역의 차별화’의 경우는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역사자원의 효율성 극대
화’를 전략으로 하였다.
재생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권역을 구분하였는데, 도
농복합권역, 도시문화권역, 산업복합권역, 자연관광권역
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본 계획은 다양한 국비지원사업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동별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총 사업비
는 562억에 이른다.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염포동과 양정동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2015년 국비공모사업에 응모하
여 당선되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총 100억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신전시장과 양정중앙로를 대상으로 물리
적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참여, 현대자동차 노사의 참여를
통하여 노사민이 어울릴 수 있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였
다. 향후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하여 지역의 환
경을 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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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뿌리산업 발전방안
강영훈, 이은규, 이경우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4-18
연구기간 : 2014. 7. ~ 2015. 4.

제조업의 시설이 낙후되고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면
생산성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에서 울산미포국
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밀집된 제
조업체의 고부가가치화로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
고 있는 현실에서 결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뿌리
산업의 육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등 제품의 형상을 제
조하는 공정과 표면처리, 열처리 등 소재에 특수 기능을
부여하는 공정으로 구분되는데 전통주력산업이 집적화
된 울산지역의 대다수 기업이 뿌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
다. 정부에서도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뿌리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이
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뿌리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산업
을 육성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독일은 High-Tech Strategy 2020 for Germany
그리고 일본은 신성장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
정이다.
울산지역에서도 주조, 용접 그리고 금형중심의 울산미
포국가산업단지와 매곡산업단지가 뿌리산업집적지로 지
정이 되었으나, 종합적인 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조, 용접 그리고 금형중심의
뿌리산업 육성전략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6대 뿌리산업
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뿌리산업의 경쟁력은 울산 제조업의 미래란 비전
을 설정하고 인력수급체계 구축, R&D중심 기술역량 강
화, 공정혁신으로 생산성 향상 그리고 뿌리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발전방안에서는 울산지역 뿌리산업 육성 로드맵, 울산
융복합 뿌리기술 육성로드맵, 그리고 울산 제조업 공정
및 시스템기술 육성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추진사업으로 R&D사업 27건, 비R&D사업 15건
을 포함한 총 43건의 핵심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R&D분
야 27건에는 주조분야에서 6건, 용접분야 10건, 금형분야
3건, 표면처리분야 3건 그리고 공통분야 5건의 연구과제
가 제안되었다.
더불어 울산지역 뿌리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
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단지에 국·시비로 건립될 울산뿌리
기술지원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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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에 따른
타당성 연구
김석택, 윤영배, 이상현, 김희종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4-22
연구기간 : 2014. 10. ~ 2015. 2.

울산석유화학단지는 전국화학단지 면적의 53%, 저장
액체위험물의 49.6%, 유통 화학물질의 30% 이상을 점유
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이며, 1차 경제개
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조성이 시작되어 대부분 50년
이 경과된 시설로 설비노후화로 인한 화학사고의 개연성
이 높은 지역이다.
울산국가산업단지는 단지의 집적화로 고밀화 되어 있
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인근 회사의 연쇄적인 대형사고
의 위험을 안고 있는 공간적인 여건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도시의 팽창과 산업단지의 확장으로 공
단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하게 되어 산업단지에서 사고
발생시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어 주민안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추진중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
산업단지 안전분야는 포함이 되지 않는 등 울산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울산지역 안전사
고관련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여
본 연구를 통해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마스터플
랜 수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마스터플랜의 콘텐츠 및 추진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울산지역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발생 개
연성이 증가하고 있고, 다량의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사고확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울산의 업체당 사고발생율
(8.32%)은 전국평균(1.4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주거지역 인접성으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
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었다.
화학물질관리의 법적체계 변화로 사고예방 및 시민건
강성 보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으나, 기업체의 부담은
가중되었으며, 중앙정부의 관리권한이 강화된 반면 지방
자체단체의 기능과 역할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지휘 및 협조체계 문제와
파견조직으로 인한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고대응
통합관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조직의 정규조직화, 그리
고 지방자체단체의 인원보강 및 예방활동의 법적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사례에서 산
업단지 안전관리 콘텐츠가 미흡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국
내 산업도시의 안전관리 롤모델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국 최대, 최고의 산업단지가 입지한 울산을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 롤모델 제시가 필요하며, 울산 국
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통해 단계적
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의 비전은 “안
전제일 으뜸울산”으로 검토하여, 예방적 안전관리 구축,
사고대비 역량강화, 참여 및 소통을 통한 산단안전문화
조성, 그리고 울산형 안전관리 롤모델 구축 등의 4개 전
략과 18개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노후·집
적화된 산업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울산국
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이 적기에 구축 될 수 있도
록 국비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81

2015 UDI 연차보고서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이경우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4-23
연구기간 : 2014. 10. ~ 2015. 2.

본 연구는 지역단위 인적·물적자원을 결합하고 지역특성
을 반영한 지역 단위 농업·농촌 정책목표, 정책이 우선순
위, 추진체계, 연차별 과제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다.
그 동안 지역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하 농발계획)의 수립 여부, 내용 등이 지자체에 맡겨져 있
어 예산확보를 위한 실무적 계획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
타남에 따라 중앙 농정과 지역 농정의 방향성이 조화되
도록 하고 각종 계획과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또한,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후 중
앙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 확보토
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울산북구 농업·농촌의 비전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관광 연계형 고부가가치 도
시농업 북구”으로 설정하고, 발전목표와 세부실행계획을
제안하였다.
우선 친환경 농·어업 기반구축부문에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지속
가능한 지역순환형 농업·농촌 기반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세부과제는 친환경 농지기반 개선, 친환경농산물 생산단
지 조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친환경 쌀 생산 추진
사업,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폐영농자재 수거사업, 1아파
트 1촌 결연마을 친환경 주말농장운영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역특화작물 육성을 위해, 오미자 과원 조성, 시
설원예 현대화 사업을 제안하였다.
「축산 및 임업 경쟁력 강화」추진전략 및 세부과제를 살
펴보면, 첫째,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조사료 생산지원, 지역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지역축산
환경 개선사업 추진,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삼림욕장 기반시설 확충부문에서는 -달천 편백
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 무룡산 정상 근린공원조성을 제안하였고, 생
태적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를 위해 사방사업, 산림병해
충방제사업, 산불방지·예방, 도시숲 조성 등의 사업을 제
안하였다.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를 살
펴보면, 첫째,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산업 육성과 관련하
여 신명 굼바우항 어항기반 조성사업, 수산물 수출전략
품목 육성사업을 제안하였다. 둘째, 해양자원 및 해안 유
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자율관리어
업 육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연안환경지도, 수자원 보
호를 제안하였고, 마지막으로 수산물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하여서는 정자활어직판장 시설개선사업, 수산특산
물 육성 및 지원사업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부문의 추진전략으로 농촌경제의 6차산업화,
농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문화와 복지
가 있는 농촌만들기, 농촌역량강화/농정거버넌스 구축목
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연구의 실행가능성을 높
이기 위해 재원조달방안, 관리 및 운영계획을 제시함은
물론 각 사업의 공간적 육성전략을 위한 구상도 제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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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현장실습/인턴십 만족도 조사 분석 보고서
황진호, 김상우, 김미경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4-26
연구기간 : 2014. 12. ~ 2015. 2.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종합만족도는 학생 및 기업체 양
측 모두가 5점 척도 기준 4.0을 상회할 만큼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턴십 및 현장실습 기업체의 종
합만족도가 학생들의 종합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장실습과 인턴십 내용의 실효성에 속하는 모든 항목
의 5점 척도 평균은 4점대 이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
가된다.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전 기업문화, 조직분위기
등 직장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의 5점
척도 평균은 현장실습 참여 학생과 인턴십 참여 학생 모
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현
장실습의 경우 ‘실습 계획은 적절하게 구성되었고, 그 계
획에 따라 진행되었다’와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은 현장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가 3점대 후
반의 점수로 나타나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
가되었다.
인턴십의 경우, ‘지도교수의 현장방문지도는 학생들이
인턴십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와 ‘실습과 관
련된 학생/기업의 요구 및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편이다’
가 3점대 후반의 점수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인턴십과 현장실습 참여 기업 모두‘학생의 관심/적극적
태도’는 4점대 이상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현장실습 기업체는 참여 학생 중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는 취업을 제의할 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현장실습과 인턴십 유형으
로는 현장실습의 경우 ‘계절제’를 인턴십의 경우 비교적
기간이 긴 ‘학기제’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적절한 계절제 또는 학기
제 현장실습 기간을 질문해 본 결과, 각각 ‘4주’가 적당하

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학기제”실습기간 평균은 7.7주로
“계절제” 실습기간의 평균 4.5주 보다 다소 긴 편으로 나
타났다.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은 높은 종합만족도와 전
반적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성과 도출을 위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장방문지도는 참여 학생과 기업체의 요구 및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
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참여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오리엔테이션 운
영과 실무 이해 교육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포괄적
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장실습과 인턴십 프로그램 이수 후 참여 학생
의 진로나 취업과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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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만족도 조사
분석 보고서
황진호, 김상우, 김미경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4-27
연구기간 : 2014. 12. ~ 2015. 2.

울산과학대학교는 2014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으
로 「선진직업교육센터 기반 지역 성장산업 밀착형 차의
인재 양성」사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목적은 울산과학
대학교의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에 대한 재학생의 학
교생활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분석하
고, 대학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의 6개
세부사업별 참여 학생 및 기업체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
하였다.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종합만족도는 71.8점으로 나타났
으며, 부문별로는 교육과정 부문의 만족도 지수가 75.3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 및 진로, 학생복지, 학
생자치활동 등의 부문은 종합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성화 사업 참여 학과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71.5점, 비
참여학과는 72.6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문별로는 행정서
비스와 학생복지 부문에서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취업캠프 종합 만족도 지수는 83.0점으로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는 ‘취업활동 도움’이 88.1점으로 가장 높게 평
가 되었으며, ‘교육장 환경 및 시설(76.8)’과 ‘강의내용
(75.3)’이 종합 만족도 지수보다 소폭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과정 종합 만족도 지수는 86.7점으로 평가되었
으며, ‘강사 만족도’가 88.2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
며, ‘교육 방법 만족도’ 86.3점, ‘교육 전반적 만족도’ 85.7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과정에 대한 종합 만족도 지수는 83.5점으로 평
가되었으며, ‘강사 만족도’ 84.5점, ‘교육 전반적 만족도’
83.6점, ‘교육 방법 만족도’ 82.5점의 순으로 나타나 항목
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캡스톤 디자인 활동의 종합 만족도 지수는 79.5점으로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는 ‘캡스톤 디자인 활동의 필요성’
85.0점, ‘작품활동 만족도’ 78.3점, ‘작품제작 방법 만족도’

77.3점,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77.2점의 순을 보
였다.
가족회사의 사업 참여에 대한 종합 만족도 지수는 82.7
점이며 항목별로는 ‘절차 간편성 만족도(84.4), ‘비용 만
족도(83.8)’, ‘전반적 만족도(82.8) 등이 평균 이상으로 나
타났으며, ‘실효성 만족도(81.9)’과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만족도(80.6)’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기술지도에 참여 업체의 종합 만족도 지수는 95.3점으
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위원(교수) 자질 만족도(96.9)’, ‘지
도시간 만족도(95.6)’, ‘기술지도 방법 만족도(95.3)’ 등이
평균 이상으로, ‘애로기술 해결 만족도(94.9)’와 ‘전반적
만족도(93.)’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의 세부사업을 살펴 본 결과
특성화사업의 참여학과와 비참여학과의 만족도를 비교
하기에 앞서 외적요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울산과
학대학교는 동부캠퍼스와 서부캠퍼스로 나뉘어져있고,
캠퍼스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교생활만족도
의 세부항목별로 공학계열의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오는
것은 공학계역 학과의 절반이상이 서부캠퍼스에 있고,
시설 및 환경이 동부캠퍼스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요
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사업별로 들어난 부진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
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구실적 I 수탁과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원전지역 의견수렴지원용역
이주영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4-28
연구기간 : 2014. 12. ~ 2015. 6.

우리나라 전력소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
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제시됨
에 따라 2013년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
적인 위치에서 공론화를 주관하고 공론화 결과를 정부에
권고하며, 공론화위원회와 별도로 원전소재지역특별위
원회는 울주지역을 포함한 5개 원전소재지역별로 의견
수렴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공론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울주지역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원용역을 수행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기술공학적 측면에서는 물
론, 정치, 경제, 사회적 관심사항 또한 종합적으로 다루어
야 하는 대표적인 갈등사안으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
리정책 수립 과정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원전
소재지역 특별위원회를 통해 대국인 의견을 수렴하는 공
론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원전소재지역 의견수렴 실행계획을 결의하고 동 계획
에 따라 지역 의견수렴 전문기관 컨소시엄을 통해 의견
을 수렴하였으며, 경주, 기장, 울진지역이 함께 의견을 수
렴하였다.
공론화 단계는 지역운영자문단을 구성하고 사전설문조
사와 팸플릿 제작 및 지역언론간담회를 시행한 공론화준
비단계, 지역심층인터뷰 및 지역 주요사회단체 간담회,
지역주민간담회를 추진한 공론화실행단계, 지역설명화,
본설문조사, 지역타운홀미팅 등 심층공론화된계를 거쳐
공론화의 결론과 결과보고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론화활동에 대한 의견과 사용후핵령료
의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였으며, 호기간 이동
및 조밀랙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정부의 신뢰회
복과 지원사업 및 보상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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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권태목, 권창기, 변일용, 황진호, 이주영, 이 경우, 김상우, 이윤형, 김승길,
유영준, 강지희, 김미경, 김민지, 정미선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01
연구기간 : 2014. 12. ~ 2015. 12.
발행사항 : 2015. 12, 445면

본 과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에서 수립하도록 한 ‘법정계획’으로서 2013년 6월 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기준연도는 2013년,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하였으며,
5년 후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본 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은데, 계획의 목표 및 범위,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목
표달성을 위한 방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유
형구분, 추진체계 운영 및 구성방안, 재원조달방안,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 도시재생기반시설 정비 등에
관한 계획, 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계획 등이다.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선 쇠퇴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인구사회분야, 산업경제분야, 물리환경분야의 총
26개 지표를 활영하여 구군단위 및 행정동별 그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구·군별로 도시쇠퇴분석 결과를 보면 중구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쇠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구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잠재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15개 지표를 활용
하여 분석을 하였는데, 이 분석에서도 중구가 가장 낮은
지표를 나타내었고, 북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종합분석결과는 인구사회측면에서는 중구 원도심 지역
과 울주군 일부지역이 쇠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
경제 측면에서는 도심지역과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쇠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리환경측면에서는 중구와
동구, 남울주지역을 중심으로 쇠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겨로가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
립하기 위하여 ‘시민의 창조적 참여로 조화와 성장이 지
속되는 품격 도시 울산’으로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세
부목표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품격 높은 도시공간 재

생’, ‘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거공
간 재생’, ‘창의적 경제활동이 가능한 활력넘치는 지역경
제 재생’, ‘창조적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활발한 시민참
여’로 설정하였다.
각 목표별로 3개씩의 전략을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
를 실현하기 위한 재생권역은 3개의 권역으로 설정하였
으며, 또한 재생사업을 집중할 재생집중구역을 설정하
고, 세부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계획
의 위계를 설정하였다.
본 과업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총 13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도시경제기
반형 1개소,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형 2개소, 일반 근린
재생형 10개소를 지정하였다.
도시경제기반형은 야음장생포동을 선정하였고, 중심시
가지형 근린재생형은 중구 중앙동, 남구 신정동으로 선
정하였다.
일반 근린재생형은 학성동, 삼호동, 방어동, 남목1·3동,
염포양정동, 강동동, 웅촌면, 청량면, 언양읍이다. 향후 이
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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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I 수탁과제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
이재호, 강영훈, 이은규, 이경우, 이윤형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2
연구기간 : 2015. 1. ~ 2015. 2.
발행사항 : 2015. 2, 102면

울산도시공사는 2015년 1월 현재 사장-기획조정실/사
업개발단/재무회계팀/보상팀/마케팅팀으로 연결되는 2
체제 구조로 설립초기의 조직운영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조직편제로 2015년부터 율리임대사업, 울산시티투
어 사업 등의 신규 확대될 사업에 집중하여 인력을 보강
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사업구조 및 기능 추
가에 따른 인력구조의 변화가 요구되어 새로운 조직편제
가 요구된다.
향후 5~6년 이내에 택지 및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개
발 한계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임 → 사업확대 영역에 대한 내용 구상이 필
요하다. 중장기면에서 울산도시공사는 현재의 기본기능
(지구개발/조성, 주택지구조성/건설, 역세권개발/물류/산
단조성 등)에서 시민 공공 생활편의 시설, 친환경 및 신재
생, 관광문화 복합 공간창조 인프라 구축 및 창조된 공간
의 시설에 대한 운영 서비스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개발의 확
충 영역으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교통시설 및 관광
문화 복합 인프라 시설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운영 서비
스의 영역으로는 공공 생활편의 시설, 명품 관광단지 시
설, 지역전략산업 연계된 제품판매 등의 사업운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울산의 도시개발 전문기업
으로서의 발전 차원에서 정부/울산시의 정책사업과 연계
된 공간창조 및 도시개발 관련 복합시설 운영 등 하드웨
어적 요소의 인프라 확충 역할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
현재 울산도시공사는 택지개발(율동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주택건설(청량율리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 업무시설
(진장 디플렉스 등), 산업단지(온산 국가산단, 울산기간산
업 테크노산업단지, 미포지구 등), 도시계획시설(우정지
구 우수저류 시설 설치 등) 및 기타사업(병영삼일아파트
임대, 역세권주차장사업 등)이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공공시설 및 기업 관련 도시공간 창조와 함께 관
광단지, 울산시민의 생활편의 시설을 운영하는데 목표를
둘 필요가 있고 특히 울산시민의 생활편의시설과 관련하
여 현재 울산도시공사가 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은 도시
환경정비사업, 체육시설사업, 환경시설사업, 관광시설사
업, 교통시설사업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에 현재 구조인 실/단/팀 단위구조를 라인과 스템을
조화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실장과 사업처장 형태로 3체
계화 함으로써 사장에 집중된 의사결정 라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15 UDI 연차보고서

울산항 인근 화물차량 이동행태 연구용역
김승길, 변일용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4
연구기간 : 2015. 1. ~ 2015. 2.

본 연구는 울산항 인근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화물차량
의 이용행태를 파악하여, 울산항(본항~신항) 진입도로
타당성 검토 시 장래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한 기초조사 연구용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산항 인근 국가산업단지 및 일
반산업단지 내 주요 수출입 기업체를 대상으로 화물차량
이동행태 및 주요 출·도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분
석 하였다.
화물차량 유·출입 이동행태 조사결과, 울산항 인근 기
업체의 화물 상·하차를 위한 1주일 평균 화물차량 운행
회수는 총 675.5회(화물탑재 562.6회, 공차 112.9회)로 나
타났다. 이 중 조사대상 기업에서 항만·타 업체·기타 지
역으로 가는 유출은 평균 372.5회(화물탑재 327.1회, 공
차 45.4회)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항만·타 업
체·기타 지역에서 기업으로 오는 유입은 평균 303.0회
(화물탑재 235.6회, 공차 67.4회)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출입 비율로 살펴보면, 유출이 55.1%로 유입
(44.9%)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물차량 출·도착지별 이동행태 조사결과, 항만
의 경우 평균 172.5회(화물탑재 124.8회, 공차 47.7회) 운
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 업체는 평균 429.5회
(화물탑재 369.8회, 공차 59.7회), 기타 지역은 평균 73.5
회(화물탑재 68.0회, 공차 5.5회)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출·도착지별 비율로 살펴보면, 타 업체 63.6%, 항
만 25.5%, 기타 10.9%의 순으로 나타나 화물차량이 항만
을 2번째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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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외국인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권창기, 이주영, 변일용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05
연구기간 : 2015. 2. ~ 2015. 9.

울산광역시는 경제성장 중심의 도시발전을 목표로 제
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이후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교육, 문화, 복지, 환
경 등 정주환경 확보가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도시적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반시
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고 여러 특성화학교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로 외국인학교가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 국가간 경쟁은 글로벌 도시간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가 글로벌 산업도시로 성장
하기 위하여 신산업과 R&D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유
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외국인학교 시설은 그 기반의
한 요소가 된다. 또한, 다양한 인적자원을 유입하기 위해
서는 쾌적하고 수준 높은 정주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이며
외국인학교 등의 교육여건은 외국인 정주를 결정하는 주
요 시설이므로 외국인학교 확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울산지역의 외국인학교는 소수 기
업체와 연관된 외국계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학교로 인식
되고 있어 외국인을 위한 교육여건 확보에 대한 요구가
크다.
따라서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차세대 산업구조에
부응한 인력유입과 외자유치를 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
하여 외국인학교 확장과 설립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용역의 목적이다.
연구내용은 외국인 및 교육환경 관련 현황과 외국인학
교 설립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를 분석하고 타지역 외국
인학교 사례조사를 통하여 외국인학교의 입지특성과 운
영현황을 조사하였다. 울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수요자를
대상으로 현재 외국인학교의 현황과 향후 선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울산 외국인학교의 적정규모
와 입지대안을 각 지역별로 6개소를 도출하고 각 대안별

로 사업비를 도출하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효율적인 울산 외국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학교법인이 주도하는 경우와 울산광역시가 주
도하는 경우의 두 가지 사업추진 주체별로 그 역할과 기
능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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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이상현, 김희종, 윤영배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6
연구기간 : 2015. 2. ~ 2015. 12.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태풍 등과 같은 극한기후(climate
extreme)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식량, 물, 에너지
문제 등)가 다양화, 대형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
화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통한
완화(Mitigation)대책과 기후에 대한 적응(Adaptation)대책
이 있으나, 완화정책만으로는 과거 50~200년간 배출된
온실가스에 대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최
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10.4)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0년 국내 최초의 5년 단위의 롤링플
랜(Rolling Plan)인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
이 수립하였고, ‘15년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완료됨에 따라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하
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은 지역특성에 따라 특화된 접근이
필요하고, 다양한 주체(정부, 개인, 기업 등)의 참여를 통
한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
하게 여겨지고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는 기후정책의 실
수요자로 기후변화 영향의 당자사인 동시에 이로 인한
문제를 극복·개선하고 기회를 활용·창출하는 주체로 인
식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기후변화 특성
및 취약성을 분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북
구의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상
위계획 및 관련 정책 분석,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전, 전략(4

개 분야) 및 세부 실천과제(41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조직, 예산,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제
시하였다.

90

연구실적 I 수탁과제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이상현, 윤영배, 김희종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07
연구기간 : 2015. 2. ~ 2015. 1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10.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시행계
획」 수립·시행이 의무화되었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울산시 동구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구의 지역적, 경제적 기후변화 취
약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
립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
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기상청 자료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현황
을 파악하고 미래의 기후변화를 전망하였고, 선행연구와
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CCGIS, VESTAP 등 모델을 이용한 정량적 취약성평가,
설문조사와 지역언론 검색을 통한 정성적 취약성평가 등
을 통하여 부분별 취약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
탕으로 비전과 중점추진사업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분야
별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계 및 연차
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쾌적하고 안전한 기후변화 선도도시 동구 실현”을 비
전으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기후재난 안전관리 강화,
취약계층 기후복지 확대 등 3개 전략과 6개 중점사업을
포함한 총 33개 적응사업을 제안하였다.
전략별 중점사업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서는 도
로변 잔디녹지 조성, 귀농·귀촌 연계 도시농업 육성이며,
“기후재난 안전관리 강화”에서는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
성, 기후적응형 도시공원 조성이며, “취약계층 기후복지
확대”에서는 Cool-Share 광장 조성, Warm&Cool-Share
정류장 조성이다.
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총 144,30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되었으며,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전략이 98,957백만원
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적응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추진사업
결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집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지표와 평가체계,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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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이재호, 이은규, 이경우, 이윤형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8
연구기간 : 2015. 2. ~ 2015. 7.

2015년 지방공기업경영평가는 울산광역시 기초시설공
단(남구도시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중구도시관리공
단)의 2014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이 어떠하였으
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경주하
였는가를 측정하여 잘된 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하게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대책을 수
립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총체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영평가지표는 평가대상 지방공기업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집행-성과도출』이라는 업무과
정 및 정책준수를 포함하여 『리더십/전략-경영시스템경영성과-정책준수』라는 4개 대분류 지표로 구성하고
중분류지표는 대분류지표 내 유사평가 영역으로 리더
십, 전략, 경영효율화, 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성과, 경영
효율성과, 정책준수, 고객만족성과로 구성리더십, 전략
등 모두 8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세부지표는 공통지표와 공기업별 특성지표, 정부
정책준수 지표로 구성하는데 경영층 리더십, 고객 및 윤
리경영,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 조직관리, 인사관리, 노
사관리, 재무관리, 고객만족도와 같은 공통지표를 포함
하여 주요사업활동, 주요사업성과, 경영효율성과와 같은
특성지표와 정책준수 사항 등을 종합하여 세부적으로 평
가하였다.
정성지표는 9단계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지
표별 추진실적이 각 단계별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
하는 가를 토대로 평가하게 되는데 세부평가내용 각 항
목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절대평가의 방법을 적용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
득점을 계산하였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
상으로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기준을 따르게 된다.
정량지표는 과거실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목표
부여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
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
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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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밀양A, B 단위유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14년 이행평가
이상현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09
연구기간 : 2015. 3. ~ 2015. 12.

제2단계(2011~2015년) 울산광역시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의 2014년 계획(부하량 관리 등)에 대한 이행사항을
‘이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92호) 및 기술지침에
의해 평가하고 시행계획과의 차이 발생시 원인을 분석하
여 최종년도(2015년) 할당부하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개발
계획 조정 및 추가삭감계획 등의 조치방안을 수립하였다.
울산광역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대상유역
은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이천리 총 2개의 소유역이며
총량관리단위유역 각 말단지점의 2014년 BOD, T-P농도
는 일시적으로 목표수질을 초과하였기에 오염원 현황 및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평가하였다.
오염원 조사는 배출원별로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
식계, 토지계 및 매립계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점오염원
과 비점오염원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소호리, 이천리 2개 유역의 오염원 평가 결과, 소호리는
인구와 물사용량, 축산사육두수가 시행계획과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며, 이천리는 인구, 특히 2014년 기준 물사용
량이 시행계획에서 전망한 물사용량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역은 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 상수사용량이 없
어 시행계획 수립 당시(2009년) 울산시의 물사용 원단위
를 근거로 물사용량을 적용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전국
오염원자료를 통해 시설용량(오수처리시설, 정화조시설)
과 울주군 상수도사용량비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산정
방식이 달라져 시행계획상에서 전망한 물사용량과 실제
물사용량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천리
지역의 축산두수 또한 시행계획과 비교하여 기존 한우
사육두수의 증가와 양·사슴 신규사육가구 발생으로 인
해 크게 증가하였다.
오염원그룹별 할당부하량 평가결과, BOD의 경우 이천
리의 생활계와 축산계가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였으며, T-

P의 경우 소호리, 이천리 지역 모두에서 생활계와 축산
계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유역의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조치방안은 다음과
같다.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지역의 경우, 축산계는 한우
100두수 이상의 농가의 경우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점
부하량을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북면 소호마을 소규모하수도처리시설이 2015년
9월부터 시험가동 중에 있어 점 부하량을 삭감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천리 지역은 2014년에 지정된 환
경기초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지역의 경우, BOD와 T-P 모두
점 부하량이 초과되어 향후 우선적으로 간이상수도의 계
량기를 이용한 물사용량 실측조사를 통해 미처리구역 오
염원 조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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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이상현, 윤영배, 김희종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10
연구기간 : 2015. 3. ~ 2016.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10.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시행계
획」 수립·시행이 의무화되었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울산시 중구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구의 지역적, 경제적 기후변화 취
약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
립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
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기상청 자료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현황
을 파악하고 미래의 기후변화를 전망하였고, 선행연구와
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CCGIS, VESTAP 등 모델을 이용한 정량적 취약성평가,
설문조사와 지역언론 검색을 통한 정성적 취약성평가 등
을 통하여 부분별 취약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
탕으로 비전과 중점추진사업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분야
별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계 및 연차
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사람중심 기후선진도시 중구 실현”을 비전으로 취약
계층 집중관리,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 풍수해 피해 저감
등 3개 전략과 6개 중점사업을 포함한 총 42개 적응사업
을 제안하였다.
전략별 중점사업은 “취약계층 집중관리”에서는 기후변
화 안심마을 조성, 버스정류장 Cooling-Heationg Zone설
치이며,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
생태놀이터 조성이며, “풍수해 피해 저감”에서는 기후적
응형 도시공원 조성, 하천환경 정비이다.
중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총 59,67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되었으며, ‘풍수해 피해 저감’전략이 30,178백만 원으
로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적응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추진사업
결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집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지표와 평가체계,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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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이재호, 이윤형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11
연구기간 : 2015. 3. ~ 2015. 11.

최근 도시의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아젠다로 부각되면
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국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실질
적 이행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2. 10. 11) 하였고 이에 전체
시정에 걸친 구체적인 인권추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
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
렀다.
울산광역시에서의 그 동안 인권기본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 추진 사항과 2014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바탕
으로 2015년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최종적으로 우선순
위를 정하였고 타 시·도의 사례들(서울, 부산, 광주, 기초
자치단체로서의 울산 북구 및 동구)을 분석하여 국가인
권정책에서의 기본계획의 내용과 조화하면서도 울산광
역시의 특성을 반영,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자체 조사 결과와 타 시도에 대한 사례, 그리고 그 간
울산광역시의 정책 등의 면에서 볼 때 사회적 약자 문제
에 대한 접근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분야별로 울산광역
시의 현재 시점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접
근하기 위해 총 6개 분야 75개 사업을 제시하였다.
인권문화의 확산을 위해 인권에 대한 담론의 장을 제공
하고, 인권실천을 위한 시민참여의 장, 체험프로그램, 인
권교육 교류의 장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권의식 확산
과 인권 친화적 환경조성의 분야로 나누어 각각 주요사
업을 진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인권교육은 인권실현의 출발점으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춧돌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에 대한 예방은 물론 울산시민의 인권 의식을 증진 시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소통과 사회통합

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인권제도 기반구축으로 인권행정 실천을 통한 시민 참
여의 활성화,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등을 실현해 나
갈 것을 제시하였다.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의 인권증진
중점과제와 함께 주요사업을 선정 및 실행계획을 작성하
여 분야별 인권증진과제를 시행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울산 인권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장점을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
행하며, 특히 시민 참여를 통해 삶의 현장의 인권을 의제
화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인권실천
체계를 구축할 것을 골자로 하는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지역사회 시설확충과 자립생활지원프로그램 등
을 통해 지역사회 내 사람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시켜 인권 관련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2015 UDI 연차보고서

95

특성화복합타운조성 타당성 용역
이주영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12
연구기간 : 2015. 2. ~ 2015. 10.

울산광역시는 산업생산기능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나,
지속적인 미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생산기능
과 연계된 연구개발기능, 교육문화기능, 여가복지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도시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며
일자리 뿐 아니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의 질이 요구된다.
이러한 도시경쟁력 확보와 다양한 미래형 도시기능 확충
을 위해 시민의 정주여건을 함께 조성하여야 함에 따라
수요자 특성에 부합되는 주택을 비롯한 정주환경 조성이
도시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연구개발기능 강화 등 융복합 기
능 확충을 위하여 첨단 지식기반산업에 종사하는 연구인
력의 유치 및 정착이 필요하며, 다양한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인재육성과 지역내 은퇴세대의 쾌적한 정주여건 확
보, 젊은 계층의 유입 등 도시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가면서 과거 공급중
심의 주택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1인가구의 증가 등 가구분화로 다양한 가구특성
을 가진 여러 계층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가구특성에 따라 원하는 주택유형, 주택의
입지, 주택규모, 주택구매 형태, 주거단지 유형 등이 차별
화되므로 가구특성에 따른 주택수요의 면밀한 분석과 대
안제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러 주택수요계층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성화 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수요분석
과 특성화 복합타운의 개념 설정, 실현방안에 대해 제언
하고 대안을 제기하여 향후 광역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정주환경의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용역의 목표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우선 특성화 복합타운의 이론과
개념 설정, 정주단지의 국내외 개발 트랜드의 분석을 통
한 특성화 복합타운의 성격 규명, 울산광역시의 정주여

건의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특성화
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개발모델과 도입기능
및 시설계획을 통하여 제시하였으며, 향후 특성화복합타
운의 사업화방안과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특성화 복합타운은 은퇴예정의 베이비부머세대, 30대
사회초년생 독신가구, 산업단지 내 종사하는 직주근접을
요구하는 근로자, 연구개발 및 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해
유입이 예상되는 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주거단
지라 정의할 수 있으며, 주택시설 뿐 아니라 산업, 연구
개발, 문화, 복지, 관광,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함께 조성
되는 기능연계형 정주단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예정자와 연구개발인력을 중심으로 도출되는 교외
단지형 단독주택 유형과 근교 및 도심형 타운하우스 주
택유형을 제시하였으며, 복합기능의 산업단지, 지역 도
시공사의 사업, 민자공원 공모방식, 휴양리조트형 주거
단지개발 사업 등을 통한 사업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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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추도시생활권 내 접경지역의
주민수요조사 및 사업발굴 연구
정현욱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13
연구기간 : 2015. 2. ~ 2015. 9.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인 울산중추도시생활
권을 수립하여 총 68개의 사업을 발굴한 바 있다. 지역행
복생활권은 지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5+2 광역경제
권과는 달리 실제 주민의 직접적 생활과 연계된 생활권
을 중심으로 권역을 설정하였지만, 이 역시 공간적 범위
가 너무 커서 주민 밀착형 사업발굴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본 과업은 울산중추도시생활권 전체를 대상으
로 하여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보다는 생활권 내에
서 상대적으로 기능적 연계성이 높은 접경지역을 대상으
로 다양한 현황분석 및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발
굴하고자 하였다.
접경지역의 설정기준은 통근통행(량), 인구이동(수), 전
략적 발전 등의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접
경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3개 권역이다. 먼저 권역1은 울
산 북구농소·강동-경주 외동·양남권이며, 권역2는 울산
울주웅촌-양산웅상권이고, 권역3은 울산 울주상북-밀
양산내권과 울산 울주삼남·삼동-양산 하북·상북권으로
하였다.
연계협력사업 발굴절차는 현황분석과 3번의 주민수요
조사(주민간담회, 주민설문조사,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
루어졌다. 먼저 주민간담회를 통해 18개 사업을 발굴하였
고, 전문가회의를 통해 8개 사업을 발굴하여 총 26개의
사업을 발굴하였다. 이중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제
외하거나, 통폐합을 통해 최종 22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총 22개 연계협력사업 중 우선순위가 높은 3개의 사업
을 발굴하여 선도 사업으로 제안하였으나, 이는 사업내
용을 바탕으로 울산시와 울발연이 협의하여 선정한 것이
다. 따라서 22개 연계협력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제안한
사업이 절대적인 사업이 될 수 없으며 이와 관계없이 추
가 사업의 발굴을 통해 새로운 사업이 선도 사업이 될 수
도 있다.

본 과업에서 선도 사업으로 제시한 사업은 권역 1의 경
우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들을 위한 다문화 지원강화 사
업”이며, 권역 2의 경우 “우시산국 문화제 개최 사업”이
며 그리고 권역 3은 “울주 서부권·밀양·양산 광역연계 관
광상품 개발 및 운영”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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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연구 :
울산 동해안권 여건변화 및 발전방안
황진호, 이경우, 김승길, 유영준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14
연구기간 : 2015. 3. ~ 2016. 3.

동해안권 3개 시·도(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해안내륙발
전법)의 목적을 구현하고자 2010년 「동해안권발전종합계
획」을 수립·추진하였다. 그러나 2010년 종합계획 수립 이
후 변화된 국내외 여건과 새로운 정책 환경에 따른 변경
계획 수립 필요성이 증대해왔다.
특히, 정책적으로는 201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으로 상실된 “초광역개발권”을 대체할 새로운 정책 개념
에 대한 논리 개발 필요하였고, 지역적으로는 2010년 종
합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지역환경과 추진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해안내륙발전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변경·조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2014년 국토교통부는 「해안권발전종합계획 효율
화 방안 연구」를 통해 2010년 이후의 국내외 여건 변화
를 고려한 종합계획의 합리적인 변경·조정을 권고하였
다. 해안내륙발전법 본연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계획의 정책적 당위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
영하여 사업의 현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
다. 또한, 타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등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효율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글로벌 시대와 통일을 대비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전략을 선도하기 위한 대외개
방형 국토개발과 동북아·환동해권의 성장 거점 및 성장
축 기반 조성 등으로 해안내륙발전법의 목적을 구현하는
데 있다. 둘째, 환동해경제권 발전을 선도하는 성장 동력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울산 동해안권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셋째, 대륙과 해양을 연결
하는 국토의 지정학적 장점을 살려 울산 동해안권을 대
외개방형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新성장축 조성에 기여하
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충실하고자 본 연구는 동해안권

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와 지역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바람직한 기능 및 역할을 검토하
였다. 그리고 국토미래상과 연계하여 재정립한 동해안권
의 장기비전 및 목표에 따라 부문별 전략과 전략별 개발
사업을 제시하고, 이들 개발사업간의 연계 방안 등을 제
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울산 동해안권 발전계획으로 4대 발전전략
에 총 23개의 개발사업과 20개의 공동사업을 도출하였
다. 총 사업비는 7조 9,035억 원(국비 1조 2,397억 원, 지
방비 9,982억 원, 민자 5조 6,655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미래 에너지 신성장 동력 창출’ 전략에서는 환동해 원
자력벨트 조성, 복합에너지 집적단지 구축, 첨단 신에너
지 연구·생산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시범지역 조성 등
의 사업을 추진하고, ‘신산업 창출 및 특화산업 기반 구
현’ 전략에서는 주력산업 기반 고도화, 산업 R&D 기반
구축, 청청 수산물 R&D 및 생산 기반 조성 등의 사업을
담았다. ‘환동해 국제관광 기반 및 융·복합관광 육성’ 전
략에서는 울산 레저·체험 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동해안
마리나 활성화와 해양테마파크 및 해양레포츠기반 조성
으로 해양 관광벨트를 구축한다. 그리고 ‘환동해 소통 인
프라 확충’ 전략에서는 국제 해상교역 거점 조성, 동해안
권 내부 연계축 구축, 산업단지 및 물류거점과 항만 연계
교통망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98

연구실적 I 수탁과제

울산광역시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용역
이상현, 김희종, 윤영배, 마영일, 최준호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15
연구기간 : 2015. 3. ~ 2016. 1.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 형
성에 따라 1992년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 채택되고,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다.
1994년 10월 CBD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지구환경 논의
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을 매개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창조경제를
견인하고자 2014년 10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2)를 개최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2.2 시행) 제7조에 근거하여 5년마
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제3차 국가전략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 비
전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8개 광역지자체에 대해 국가전략과 연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이 중시되고 있는 시점에 2014년 출범한 울산시 민선6기
도 ‘울산생물다양성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울
산의 지역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활한 센터 설립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생물다
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울산의 지역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생물다
양성 관련 법제도 및 계획 분석을 통해 지역생물다양성
전략의 수립여건을 분석하고,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의
연계성 및 울산지역 생물다양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울산지역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울산시 지역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울산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따라 전략의 이행·평가를 점검하고, 울산지역 생물다양
성 및 생물자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전문기관이 요구됨으로 ‘(가칭)울산생물다양성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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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수립 연구용역
이주영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16
연구기간 : 2015. 4. ~ 2015. 7.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노후산업단지의 활력
제고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
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노후 국가 및 일반산
업단지를 대상으로 2015년도 ‘경쟁력 강화 대상 산업단
지’를 선정하는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국
가산업단지에 대한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의 연구를
시행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한 울산광역시 전역이며, 내용적 범위
로는 산업단지의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며 이와 연관
된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정투자 등 사업추
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의 필요성으로 울산지역의 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
을 조성하고 노후산업기반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산
업단지 환경을 조성하며 산업도시 울산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근로자 편의 및 복지여건 향상을 통한 산업경
쟁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의 토지이용효율화,
공업용수 및 폐수 통합처리사업, 자원순환형 통합 기반
시설 설치, 산업단지 디자인 브랜드 개발, 안전기반 구축,
연구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입주기업 비즈니스 활동 지
원, 산학연 R&D 강화사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공모신청 결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
부가 추진하는 노후산업단지의 혁신산업에 선정되었으
며, 2016년 혁신산업단지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을 통하
여 구체적인 구조고도화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을 수립하
고 향후 10년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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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유스호스텔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유영준, 변일용, 이경우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17
연구기간 : 2015. 5. ~ 2015. 9.

유스호스텔을 설치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과
체험교육이 가능하고 체력단련까지 겸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울산 남구 유스호스텔 예정지의 입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울산 남구는 개발제한구역
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유스호스텔 신설을 위한 부지 확
보가 어렵지만, 건립 대상지는 교통의 결절점이어서 접
근성이 편리하다. 둘째, 방문객들의 선호 관광지 조사 결
과 울산대공원과 울산박물관이 상위 순위를 점유하고 있
다. 셋째, 우리나라 산업화의 출발지인 울산 남구의 울산
박물관 인근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예정이다. 넷
째, 건립 대상지 주변에는 다양한 연계시설이 있어 체험
프로그램이 이용 가능한 수학여행 대상지로 적합하다.
다섯째, 건립 예정지 주변에는 울산체육공원과 문수국제
양궁장, 야구장 등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전지훈
련장으로서 적합하다.
또한, 건립 예정지는 중구 방향으로는 12.3㎞, 북구 방
향 25㎞, 동구 방향 22.6㎞, 울주군 동해안 방향 28.7㎞,
울주군 영남알프스 방향 34.7㎞, 울주군 두동·두서 방향
26.8㎞ 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
계가 가능하다.
인근에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도시 경주의 사
설로 운영되는 유스호스텔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리모델
링하여서 최신 시설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영 청소년수
련원은 재정적 한계로 인해 시설이 낙후되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어, 이를 이용해 본 경험자들의 울산 남구 유스호
스텔 선택도 기대할 수 있다.
남구 유스호스텔이 완공되면 자체 프로그램과 연계 투
어를 운영할 수 있는데, 자체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직
업 체험, 글로벌마켓 운영, 캠퍼스 투어 및 솔마루길 체

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남구 유스호스텔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2017~2019년
에 매년 동일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가정하여, 수익은
준공 다음 해인 2020년부터 30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하여 재무 분석 한 결과 매년 비용은 2,939백만 원, 수익은
5,634백만 원이 발생하여 매년 순수익 2,695백만 원이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물 건축과 관련된 사업비는 준
공 후 12년이 되는 해부터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 유스호스텔 건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사업기간 중 건축부문 투입비 30,714백만 원에 대하여 생
산유발효과 38,639백만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6,786백
만 원, 취업유발효과 386명으로 분석되었다.
남구 유스호스텔 운영에 따른 연간수입 5,634백만 원
에 대한 연간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252백만 원, 부
가가치 유발효과 4,043백만 원, 취업유발효과 119명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30년간 총 파급효과로 고려하면 생산
유발효과 271,568백만 원, 생산유발효과 217,568백만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21,290백만 원, 취업유발효과 3,577
명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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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문화의 거리 지원 평가 및
원도심 활성화 연구
김상우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18
연구기간 : 2015. 6. ~ 2015. 7.

울산 중구는 원도심 지역에 울산의 역사를 상징하는 울
산동원과 다양한 문화적 자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바
탕으로 문화적 부흥을 도심 재생 과제로 결정하게 되고
특정한 문화적 주제와 예술적 잠재력이 있는 거리를 도
심재생의 중심지로 설정하였다.
2012년 8월 1일 성남동 일원 600m[구)울산초교앞 시계
~탑사거리 210m, 울산동헌~동일당안경점 240m, 중앙
길 중 동아약국~구)상업은행 150m)를 문화의 거리로 지
정하고, 도로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2011년 8월부터 중구문화의 거리에서 지역 문화
예술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문화의 거리 내에 자리하고 있는 문
화예술업종 입점시설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으며, 울산
중구청은 2012~2014년 3년 동안 약 3억 5천만 원의 예
산을 문화예술업종 지원으로 지출하였다. 중구청의 지원
받는 문화예술업종은 2014년 12월 말 현재 총 31개소로
갤러리가 11개소로 가장 많고, 화실 10개소, 공연장(소극
장) 6개소, 문화교실 2개소, 복합공간 2개소 등이다.
문화의 거리에 대한 시민 및 상인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일반시민의 경우 주 70% 이상이 월 1회 이상을 방문하
고, 방문 목적은 모임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남성보다
는 여성이 공연 및 전시 관람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의 거리 조성 이후 일반시민들은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으나, 거리 환경개선에
관해서는 변화를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문화의 거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
들은 도로정비 및 주차시설 확보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로 시급한 문제로 노후 건
축물 리모델링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확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인들의 경우 문화의 거리 지원 이후 매출액의 변화에
대한 상인들은 늘었다(많이 늘었다 + 늘었다), 보통이다
응답이 46%로 동일하고 줄었다는 의견은 8%에 지나지
않아 주변 상가의 매출액은 늘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는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이 어느 정
도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원대상 문화예술업 종사자들의 개선요구사항은 첫
째, 관광객 유치에 힘써 줄 것, 둘째, 업체 개방시간에 대
한 개선요구, 셋째, 지속적인 지원 요구, 넷째, 주차공간
의 확보, 주변 환경개선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문화예술업종 지원 유
지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 둘째, 문화의 거리 공공
예술, 디자인의 강화 셋째, 물적인프라의 개선 등을 제시
하였다.

연구실적 I 수탁과제

서울주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연구
변일용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19
연구기간 : 2015. 6. ~ 2015. 11.

울주군 언양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군(郡)내 다른 지
역에 비해 문화 혜택이 취약한 곳이나 인구 증가 및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복지 인프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특히, 울주군은 행정구역 상 매우 넓은 공간에 분포하
고 있고, 이들이 북부, 중앙, 남부 등 3개의 권역을 형성
되어 있어 각 권역별로 행정력이나 사회기반시설이 구축
되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예술의 수혜가 뒤처지는 지역에서
는 그에 맞는 시설이나 기능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빈
번해 진다.
상대적으로 문화 혜택이 빈약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
화교류 및 지식정보 충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센터
를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를 확대시킬 필요
가 있다.
문화센터의 건립 필요성, 현상 및 사례조사를 통한 규
모의 적정성과 기능 설정, 사업추진기간, 향후 시설의 운
영·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서 향후 예견될
수 있는 위험(Risk)을 예방하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
에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및 투융자 심자 등 사업 추진
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최종적으로는 주변 환경과 조
화를 이루며 최적의 문화중심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00㎡에 115억
원의 예산을 통해 공연, 전시, 문화강좌, 체육강좌, 시네
마테크, 아트스쿨 등 주민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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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문화관광해설사 직무보수교육
유영준, 권창기, 김승길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20
연구기간 : 2015. 6. ~ 2016. 1.

울산 문화관광해설사 직무보수교육은 3일 동안 울산
북구 문예회관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1일차에는 경관
의 역사적 해석, 태화루와 동헌에 대해 울산대학교 허영
란 교수가,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서는 이상목 울산암각
화박물관 관장이, 울산의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울산광역
시청 관광진흥과 강종진 과장이 강의하며 토론하였다. 2
일차에는 울산 소금 이야기에 대해 배성동 영남알프스
오디세이 저자가, 복합유산도시, 울산의 자연유산에 대
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달용 박사가 각각 진행하였
다. 3일차에는 우리 문화재에서 만나는 나무를 경북대학
교 박상진 명예교수가, 태화강 생태관광의 이해에 대해
서는 황인석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이 각각 강
의하면서 해설사들과 토론하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2013년과 2014년에 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졌
다. 다른 곳에서 해설사의 해설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
울산에서도 문화관광 해설을 신청하고 있었다.
해설사와 관련된 정보는 해설을 들었던 사람이 추천해
주는 ‘구전’ 형태가 더 많았고, 구전을 통한 해설 예약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약하지 않은
방문객들도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회장단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2015년에는 예전에 비해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한 예약도 증가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준
비해야 한다.
해설사들의 전문지식 덕분에 관광객들은 이야기하듯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여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볼만한 관
광지 해설’의 경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명이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충분한 전문지식 보유’의 경우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
한 경우가 있다. 문화재를 상황에 맞게 설명하면서, 품위

있는 말투와 단정하고, 친절한 서비스 태도를 보유하여
즐겁게 관람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즐겁게 관람하도록 배려’의 경우 ‘만족하지 않는다’가 발
생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해설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려고 하며, 타
지역에 가서도 해설사의 해설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
답이 90% 이상이었다.
응답자의 연령이 40대가 많은 것은 울산의 관광지를
방문할 때 초·중학생 자녀의 교육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 표적층을 대상으로 한 해설이 준비되어
야 한다. 2015년에는 혼자 방문한 경우도 늘고 있기에 혼
자 방문한 경우에도 해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
비해야 한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해설사 서비스를 이
용하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 암각화박물관, 동헌, 박상진 생가, 시청
홍보관 등에서는 ‘문화재 감상법 해설, 충분한 전문지식
보유, 주변 가볼만한 관광지 안내, 즐겁게 관람할 수 있
게 배려’에 대한 불만족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
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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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천 하구 침사지 영향 및 수질 개선방안 연구
이상현, 윤영배, 김희종, 최미진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21
연구기간 : 2015. 6. ~ 2015. 12.

여천천 하구(종점부)에는 여천천에서 발생하는 유사의
항만 유입을 막고 항만기능의 원활한 관리를 목적으로
1987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침사지를 설치하였으
며, 현재 울산항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1986년 침사지 설치 후 2000년 단 한차례만 오니토 준
설이 이루어 졌으며, 침사지의 정체수체가 조수의 영향
으로 여천천 상류방향으로 역류하여 수질을 악화시키고
악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침사지 설치이후 유사량 변화에 따른 침사지의 효과적인
기능분석 및 정체수역에 관한 환경오염적인 검토와 평가
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시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침사지가 여천천과 항만에 미치
는 수리학적 영향과 환경분석을 통하여 침사지의 존폐여
부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여천천 본류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침사지의 기능판단, 침사지로 인한 수질
영향 평가를 중점으로 검토하였으며, 침사지 기능 판단
에 관한 과학적 조사를 시행한 이유는 여천천의 유사량
이 침사지가 필요할 정도인지 확인하는 동시에 침사지가
없을 경우 울산항에 영향여부의 정량적 제시를 하기 위
함이었고, 수질영향 평가는 침사지 퇴적토의 유기물함량
을 조사하여 퇴적토의 오염정도를 확인하고 침사지가 하
절기 혐기성화 되었을 경우 조수영향에 따른 여천천 본
류수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범위는 어떻
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침사지의 기능과 수질영향 평가를 수행한 결과, 여천천
침사지는 침사지로서의 기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
고, 여천천 수질개선을 위해 침사지 철거가 바람직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과거 준설기록과 현장실측, 모델을 통한 미래예측에서

여천천의 울산항에 대한 유사유입(준설) 영향도는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질예측 모델을 이용한 침사지
철거에 대한 예측 결과, 여천천 하류에서 BOD와 T-P에
대하여 개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구청은 울산항만공사와 긴
밀히 협조하여 부지활용계획 및 침사지 철거계획을 수립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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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종합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연구용역
이경우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23
연구기간 : 2015. 6. ~ 2015. 11.

본 연구의 배경은 최근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한 SSM
(Super Supermarket)의 지속적인 지역상권 내의 등장과
소비자의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이 위기에 있는 실정으로, 그 중 전통시장 매출
액 감소와 소비자의 외면이 심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개발과 다양한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전통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 시설현대화 사업,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앙정
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을 울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로 골목형시장 지원정책을 활용하
여 발전전략의 공간적 범위를 태화종합시장 내로 한정하
여, 태화종합시장의 특색을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2단계에서는 골목형시장 지원정책을 통해 갖추어진 기
본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문화관광형시장 지
원정책을 활용하였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의 공간적
범위는 태화종합시장과 주변 문화관광자원이 입지한 지
역이고, 문화관광형시장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의 규모와
범위가 골목형시장형 지원사업보다 크고 무엇보다 문화
관광형시장 사업들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
반시설이 정비되어있어야 하므로 본 연구보고서는 1단계
에서 2단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활용하여 아케이드, 주차장 신축사업, 안전시설(방범용
CCTV, 방송시설)과 화장실 개·보수 및 신축을 진행할 것
을 제언하였다. 1단계 골목형시장 육성의 기본컨셉은 태
화루-태화종합시장 정문-태화종합시장골목으로 연결되
는 동선의 특성을 살려 「‘태화루’ 테마골목시장:전통과 세
대를 잇는 교가, 태화시장」으로 설정하였다. 세부사업으
로는 시장 Pop-Up 디자인, 매대 디자인 개선, 패키지 디
자인, 어두운 지역 안전 디자인, 쇼핑 편이를 위한 골목

공공환경 개선, 태화시장지도 및 연계관광지도, 아이와
함께 장보기(시장체험학습프로그램), 청년 장사꾼 육성,
다채널커뮤니티센터, 상인 협의체 구성, 소포장키트서비
스 등을 제안하였다.
2단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의 육성 기본컨셉은 「울산
의 종갓집 이미지-태화루 및 다양한 전통문화 축제-젊
음의 거리·문화거리」 라는 특성을 살려 「세대를 이어 전
통을 잇는 문화관광형 태화시장: 시간을 건너 사람을 이
어주고, 전통으로 덮인 지역 문화의 장」으로 설정하였다.
세부사업으로는 시장 Pop-Up 디자인, 매대 디자인 개
선, 어두운 지역 안전디자인, 쇼핑 편이를 위한 공공환경
개선, 옥교주차장-태화시장 셔틀버스 운행, 주요관광지
-태화시장테마버스(자전거투어) 운행, 병영성-태화루
모노레일 설치, 태화시장지도 및 연계관광지도, 패키지
디자인, 아이와 함께 장보기(시장체험학습프로그램), 태
화 청년 야시장, 소포장키트서비스, 태화시장 공공브랜
드 개발, 태화종합시장 연계 시티투어 개발, 태화종합시
장 고객집객 이벤트(축제+체험)사업, 먹거리(주제음식)개
발, SNS(페이스북)활용과 QR코드 명함 제공, 소셜기반
모바일 상점 구축, 1인가구 및 초보주부를 위한 APP 개
발, 다채널커뮤니티센터, 태화종합시장 활성화 협의회
구성, 태화종합시장 협동조합의 설립 검토, 전통시장 대
학과정 운영, 상설상담 창구개설, 태화종합시장 상인 및
상인 조직 기업화, 상인교육 참여 및 지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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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지구 주거지재생 활성화 및 기본설계 용역
권태목, 권창기, 변일용, 이주영, 김승길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24
연구기간 : 2015. 06. ~ 2016. 01.

본 과제는 2015년도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선정된 북구
호계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지재생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계획 내용의 기본설계를 계획하
는 과제다.
본 과제 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약 60억원의 사
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도로개
설, 주민커뮤니티센터, 소공원 조성 등의 내용을 기본적
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다.
기본설계의 부분은 엔지니어링에서 담당할 부분이 많아,
이 과업은 처음부터 엔지니어링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
도록 되어 있었으며, 울산발전연구원은 주민협의체 구성
과 계획내용의 구체화에 집중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본 과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전반
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본 연
구진은 과업초기와 과업후반에 2회의 주민설명회를 개
최하였다.
사업 초기에 시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협의체 구성
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주민의 신청서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참여프로그램에 참여할 주민을 확정
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였다.
주민프로그램은 2학기로 나누어 각 학기별 6회, 총 12
회의 수업일정으로 진행하였다. 1학기는 기초적인 주민
참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학기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을의 미래상을 실질적으로 표현해 내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 초기에는 물리적 사업에 대한 궁
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불특정 다수 주민들의 참여로 수
업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의 민원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신청시에 작성된 폭 6m도로 개설이
부당함으로 지적하는 주민이 많았으며, 기존에 계획되어

져 있던 8m 도로로 개설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주
민이 많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
운 전단지를 작성하여 배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
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8m도로로 개설되었을 경우의 예
산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주민들이 동의하여 8m로 개
설하지만 예산상 개설되지 못하는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주민교육
프로그램은 진행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참가를 행한 주
민을 대상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였다.
또한, 이 주민협의체 주민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시각을 넓힐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
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원들간의 조직력도 향상될 수 있었
다. 향후 이 주민협의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도시활력
증진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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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일반산업단지 관리 효율화 방안 수립
이은규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25
연구기간 : 2015. 6. ~ 2015. 12.

국내 산업의 대표적인 집적지인 산업단지의 경우 그동
안 생산기능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산
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산업단지의 기능과 역할 또한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공간으로서의 기
능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2006년 매곡 일반산업단지 최초 준
공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10개 산업단지가 준공되었으
며 이화, 하이테크밸리, 길천2차,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어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관리대상의 증가와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 내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에
기반하여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일반산업단지 관리 효율
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운영 개선을 위해 모듈화산
업단지 업종추가 방안 검토 등 입주허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산입법과 산집법으로 이원화된
입주업종 불부합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실태점
검과 계도활동을 통해 무단업종변경 등 입주계약 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산
업단지의 입지환경(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기업지원서비스의 다양
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관리지원체계 개선을 위하여 산업
구조의 첨단화 및 융복합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관리기
관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관리업
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을 제
한하는 한편 업무 표준화를 통해 업무의 일관성과 지속

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 산업단지가 소재한
구·군 또는 입주기업체 협의회 등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규제중심의 관
리기본계획을 입주기업 지원과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전략계획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관리기본계획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기본계획의 특성화 전략 반영, 일괄 정비 등을 추진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기 준공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개발계획과 기본
계획간의 불일치를 줄이고 상호보완성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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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 울산광역시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이상현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26
연구기간 : 2015. 7. ~ 2015. 12.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주요 상수원의 수질개선
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하천의 각 구간 목표수질
을 설정한 다음 그 목표수질을 유지·달성할 수 있도록 해
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제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낙동강수계 울산광
역시 관할지역은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이천리 지역이
며, 총량관리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범위에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상의 울산광역시 할당부하량을
오염원별로 할당하고 적정한 개발계획과 실현가능한 삭
감계획 및 이행담보 방안을 수립하였다.
울산광역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대상유역은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이천리이며 해당되는 하천인 소호천의
T-P, 이천리의 경우 단장천의 BOD, T-P 농도가 목표수
질을 초과하여 시행계획 수립 대상항목으로 지정하여 오
염원과 할당부하량 현황을 조사하고 계획수립 기간인
2016년~2020년의 오염원과 할당부하량을 전망하였다.
소호리, 이천리 2개 유역의 오염원 전망 결과, 인구, 물
사용량을 증가추세로 전망하였으나, 이천리의 경우, 배
내골 상류가 시작되는 지점으로서 관광지 개발로 인해,
축산농가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오염 및 악취 민원신고가
증가하여 가축을 키우는 농가를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
다. 이로 인해 가축두수를 최종년도인 2020년까지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3단계 총량관리 계획기간 내에 준공 예정인 소호리, 이
천리 지역의 개발계획과 환경기초시설인 마을하수도가
포함된 삭감계획을 반영하여 할당부하량을 전망하였다.
향후 매년 시행계획 대비 이행평가 조사를 통해 배출원
별로 각각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분류하여 오염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이천리
에 신설될 예정인 소호마을하수도와 이천마을하수처리
시설을 비할당시설로 지정하여 수질·유량 및 할당부하량

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이천리에 교통망 확출 개발계획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시설계획 개발계획인 ’상북배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시 할당된 배출부하량을 준수하며 비점저
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을 작성·비치 및 협의된 비점삭
감계획을 적절히 이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소호리 유역 하천인 소호천과 이천리 유
역의 단장천의 수질을 모니터링 하여, 신설된 소규모하
수도시설의 준공 후 방류수에 따른 수질변화를 확인할
계획이다.

109

2015 UDI 연차보고서

울산중추도시생활권 정주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
이주영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27
연구기간 : 2015. 6. ~ 2015. 12.

그동안 국가적 경제성장과 도시화속에서도 소외된 도
시빈곤지역이 다수 존재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민이 집중된 노후 취약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진
입도로,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재래식 화장실 등 주택내부 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재해위험에 노출되는 등 안전문제가 심각한
주거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따
라 최소수준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정
주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리적인 주거환경
시설개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는 생활권내 연계, 협력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동일 행정
구역내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새뜰마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새뜰마을사
업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뜰마을 사
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계획
하고 있거나 향후 지역에서 구상할 새뜰마을 사업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이다. 이를 통하여 울산지역의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을
도출하고 이러한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특징을 파악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새뜰마을 세부사업 유형을 상시 발
굴한다. 또한 물리적 시설사업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
여에 의한 주민의 사회경제적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민역
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방
식을 제안하였다.
울산광역시의 주거취약지역의 유형으로 남구 상개동
및 북구 효문동, 울주군 웅촌면 등 산업단지 인근 노후주
거지와 중구 반구동, 북구 호계동, 남구 야음장생포동 등
도심내 쇠퇴 및 낙후지역, 북구 강동동, 북구 중산동 및
밀양·청도와 접한 농어촌 및 접경지역 취약지역으로 구
분하였다.

이들 각각 유형에 따라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주민
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새뜰마을 사업을 도입가능한 인프
라 구축사업과 휴면케어사업,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였다.

연구실적 I 수탁과제

110

울산근로자 생활상 조사연구
- 비철금속산업을 중심으로 변일용, 이경희, 원영미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28
연구기간 : 2015. 7. ~ 2015. 11.

본 연구는 ‘울산 근로자 생활상 조사 연구 5개년 계획’
의 2차년도 조사 연구 사업으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
지 비철금속산업 분야의 공장에서 노동생활을 경험한 근
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비철금속산업을 대표하는 울산의 비철금속산
업은 1960년대 말 한국알루미늄제련(주)의 설립과 함께
태동하여 1973년 『비철금속제련사업육성계획』에 의해 온
산에 대규모 비철금속단지가 건설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비철금속은 철강, 화학, 기계 조선 등과 함께 중화학공업
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국가기간산업의 주역으로서 근로자들은 울산 공단에서
노동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들의 일상은 생산현장의 노
동 생활에서 퇴근 후 여가 생활로 이어졌으며, 그들이 경
험한 구체적인 일상은 울산의 외형적 변화와 울산 사람
들의 삶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들의 생활상이
또 다른 울산의 현대사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울산 근
로자들의 생활상 조사는 울산의 현대사 연구 작업이기도
하다.
비철금속계열 노동현장을 기업별로 분류하여 연구대상
자(구술대상자)를 선정하고, 이곳에서 노동생활을 경험
한 1·2세대 근로자들의 노동세계와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생활상을 심층 조사 연구를 하였다. 단 그들의 노동세계
와 생활세계는 노동현장에 뛰어들기 이전의 경험, 그리
고 퇴직 이후의 경험과 결코 무관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성장과정과 퇴직 이후의 일상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조
사하였다. 이를 통해 취업동기, 근무형태, 직무만족도, 산
업재해 등의 노동세계 뿐만 아니라 가족 및 형제 관계, 여
가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울산의 비철금속사업장에서 노동생활을 한 경력을 가
진 구술자 8명을 선정하여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심
층 면접 구술 작업을 벌였다. 구술자 가운데는 퇴직을 한

사람도 있고, 퇴직을 앞 둔 사람도 있었다. 구술자들이 일
한 사업장은 고려아연, 풍산금속 울산공장, 대한알루미
늄공업(현 노벨리스코리아), 온산동제련(현 LS-Nikko),
효성금속이다.
구술 인터뷰는 한 회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음성녹
음과 병행하고, 녹음된 구술 자료는 녹취문으로 작성하
였다. 또한 구술 인터뷰 대상자로부터 노동경험 및 생활
경험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상 복원을 위한 방물자
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제3차 경제개발계획-비철금속제련사업육성계획
(1973) 등 온산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문서 및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뷰 대상자가 근무했던 기업을 중
심으로 간략한 기업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다.
울산의 대표적인 산업군인 비철금속 산업분야 근로자
들의 생활상 조사를 통해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산업분야 근로자들의 생활상 비교연구의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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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메뉴얼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김상우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32
연구기간 : 2015. 11. ~ 2015. 12.

본 연구는 기업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담당자
의 인식, 울산의 사회경제적 현황과 근로자 문화예술욕
구, 울산의 문화예술교육 여건과 실천에 있어서의 문제
점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 담당자의 인식 부분
에서 기업의 공헌활동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또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많지만, 궁극적
으로는 이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를 제
고하고,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한 활동이 많다. 따라서 문
화예술단체가 기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미
지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기획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특히 기업의 경우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파트너를
선정할 때,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의 목적과 적합성, 예술
단체 활동의 우수성, 기업의 이미지와 적합성 등을 고려
하므로, 문화예술단체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는 기업의 지원목적을 정확히 알고, 이를 기획에 정확히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울산의 사회경제적 현황과 근로자들의 문화예
술 욕구 부분에서는 울산의 경우, 문화예술지원이 높은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기업들의 특성을 잘 활용
한다면 기업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사업을 보다 활발히 수
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울
산의 경우 제조업 및 기타서비스 산업 근로자들이 다수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문화예술활동 의지가 예상
외로 적극적인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울산의 경우, 타 도시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고, GDP가
높게 나타나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
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울산문화예술교육 여건과 실천에 있어서의 문제

점들로는 우선 시민들은 평생교육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
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교육현
장에 있어서는 교육수강생의 모집, 참여 수강생의 프로그
램 이해도 문제, 수강생 사이의 관계성의 문제, 노동 강도
와 육체적 피로도의 문제 등을 보다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울산의 경우, 한국산업 성장의 메카로서 자
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있는
지역이다. 더구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인 기업들도 많
으며, 아직은 소수이긴 하지만 문화예술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근로자들도 많아, 이러한 조건들을 활용할
경우 기업-근로자-문화예술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도시라고 판단된다. 문제는 이러
한 세 종류의 주체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역량들을 극대
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된
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
키고, 지역의 문화예술가와 기업이 이를 지원하는 구체
적인 방안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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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원스톱서비스체계
구축 관련 설문조사 (진흥원 기능강화 설문조사)
이은규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5-33
연구기간 : 2015. 12. ~ 2015. 12.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서
는 관련 중소기업지원기관들을 집적화함으로써 시간적,
거리적, 공간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
한 상황에서 현재 울산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지원기관들
이 울산경제진흥원을 중심으로 집적되고 있으나 중소기
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다 많은 기관들이 집적
되어야 한다는 기업체 요구가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집적화에 대한 기업체 수요조사(설문조사)
를 통하여 중소기업지원강화를 위한 원스톱서비스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울산경제진흥원 내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7개),
비 지원기관(3개), 금융기관(2개) 등이 입주하여 있다. 그
러나 공간적 집적을 통해 효율적인 원스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
국무역보험공사 등의 추가적인 집적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많은 상황이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에 응한 울산지역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지
원 강화를 위하여 지원기관의 집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이
러한 물리적 집적이 중소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양한 지원기관들이 공간적으로 집적화되어 있
지 않아 불편을 느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업
체들은 중소기업지원기관들이 거리적으로 흩어져 있어
거리, 시간적 부담이 발생(76.5%)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한편, 특징적인 것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본부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집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잭자금 지

원, 원스톱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
견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실적

협약과제
협약과제는 발주처와
보조금지원 협약 하에 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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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울산광역시 마을기업 지원사업
박가령, 이상현, 이은규, 감지혜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5-1
연구기간 : 2015. 1. ~ 2015. 12.

정부 부처별 다양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조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2010년 10월부터 자립형지역
공동체(CB)사업으로 시범운영을 하였다.
2011년 현재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
하면서 자발적인 지역주민의 ‘마을(공동체)’을 강조하면
서 지역의 자발적이고 주민주도적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지향하였다. 주민주도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마중물 형태
의 사업보조금은 전체 사업비(출자금, 보조금)의 20% 이
하를 인건비에 지출하도록 육성사업 지침에 담아 실질적
으로 기업의 순수한 매출을 통해 주민 고용을 장려하는
기업형을 추구하였다.
행정자치부의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다양한 추
진 사업 및 마을만들기 등을 볼 때 행정주도의 사업이 지
닌 한계와 주민참여의 주도성 실패와 그로인한 지역맞춤
형 Needs를 사업화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마을이라
는 공동체 회복을 통해 주민 5인 이상이 지역자원 및 지
역의 주민 Needs를 반영한 자발적인 공동체 사업으로
성장하도록 행정자치부, 울산광역시, 각 구·군, 중간지원
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 마을기업지원단은 노력해 왔다.
지원단은 주민 5인 이상의 출자자가 다양한 지역자원
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시민 상담에서부터 의뢰한 사업
아이템에 대한 분석 및 사업방향 협의 등 현장밀착형 사
전 컨설팅을 상시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공동체 기반을 토대로 공동체 법인기업 경영을 원
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아이템에 대한 추가적인 제
언은 물론, 사회적경제 전 영역의 사업으로 연계 할 수
있는 정보제공, 참여 독려 등 지역에서 우호적인 사회적
자본 확산에 조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원사업을 추진
하였다.
기업이윤에 대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다양화 및 지역
주민 중심 공동체의 순기능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 지원

단과 함께 정기적인 삼자간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공헌활
동을 추진하였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려는 공동체사업 마을기업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여타의 일자리사업 및 정부의 각 부처
특성에 따른 사업특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기업(이윤)’
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은 마을기업의 수평적 지역관계
망과 완만한 수직적 경제성장을 추구함에 있어 지역사회
에서 건강한 공동체, 순기능적인 경제활성화에 적합한
모델로서 성장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마을기업의
다양한 판로처 확대 및 로드맵을 그려 사업공동체의 특
성, 제품의 특성, 사업방향의 적합성을 염두에 둔 지원사
업을 기획하였다.
2015년 성과로는 행자부 선정 전국우수마을기업에 전
국 광역시 최초 5년 연속 우수마을기업(울주군 소호산촌
협동조합)을 배출했고, 공동체글로벌한마당 자랑대회 등
에서 수상, 전국마을기업박람회 부스운영상 등 다양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농협 하나로마트 울산점(진장) 울산마을기업홍보관, 동
부산 롯데아울렛 입점 등 판로에 있어서도 다양성에 대
한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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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관리사업
이윤형, 김윤정, 손다정, 조선행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5-2
연구기간 : 2015.1. ~ 2015.12

울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대상 8개사업, 노
인·장애인대상 2개 사업, 노인대상 3개 사업, 장애인대상
2개 사업, 가족 및 성인대상 2개 사업으로 총 17개 사업
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구에 38개소, 남구에 86개소,
동구 12개소, 북구 31개소, 울주군에 23개소로 총 190개
제공기관이 등록하여 약 691여 명의 제공인력이 지역사
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를 발굴·기획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
와 품질관리, 제공기관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이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기존 사업진행과 더
불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자체센터의 담당 직원 교육과
사업 홍보활동을 강화하였고,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 6회 실시하였
고, 190개 제공기관과 9회의 간담회, 사업 관련 공무원 간
담회 13회를 실시하여 기준정보 정비 및 사업 내실화를
구축하였다. 상·하반기에는 시·구·군 담당공무원들과 함
께 울산 전체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 현장점검을 실
시하여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신규제공기관
대상 컨설팅 진행 및 서비스별 매뉴얼 제작, 타 지역의
우수제공기관 방문을 통해 제공기관들의 사업 진행이 원
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사업설명회, 관련기관 우편홍보 325건, 리플렛
1,000부, 사업안내지 2,000부, 기타 홍보물 850개 제작·
배포하는 등 사업 시인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에 적
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민·관 관계자와의 협력으로

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제공인력 수요에 맞춘
품질향상교육, 홈페이지 재구축을 통한 정보접근성을 강
화하는 등 사업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울산 현황을 알기
위해 17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제공기관 71개소,
제공인력 265명, 이용자 650명, 시민 350명을 대상으로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사회서
비스 제공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행정절차/서류작
성’ 53.6%, ‘이용자 모집/관리’ 22.3%, ‘본인부담금 관리’
12.1%로 나타났으며, 근무만족도에 있어서 5점척도에 ‘공
평한 대우’ 3.97점, ‘사회서비스 업무수행’ 3.86점, ‘직무
만족’ 3.77점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는 5점척도에 ‘제공자의 친절도’
4.53점, ‘제공자의 전문성’ 4.43점, ‘서비스 내용’ 4.39점,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전반적 만족’은 4.35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는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인지여부에 대
해 조사한 결과, ‘모른다’가 66.3%, ‘대략 알고 있다’가
23.4%로 나타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인지경로
를 알아본 결과 과 ‘가족·친구·이웃 등 지인’이 30.5%, ‘주
민센터/공공기관’ 18.6%, ‘TV’ 16.9%, ‘사회복지기관/시설’
이 11.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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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울산광역시 마을기업 아카데미 사업
박가령, 김문연, 정현욱, 감지혜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5-3
연구기간 : 2015. 1. ~ 2015. 8.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이 5년여 추진되면
서, 전국적으로 1,300여 사들이 사업에 선정되어 경영활
동 중이다.
울산광역시도 2015년 말 기준 29개사가 각 구·군의 다
양한 자원(인적·물적·문화·역사적 등)을 활용하여 사업육
성을 하고 있는바, 사업에 대한 시민 인지도 및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소규모 단체, 자연부락, 자생단체회원
등으로 다양화 되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행정자치부
의 기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최종적으로 행자부에 선정
된 마을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중심으로 조력하는 데에도
적은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시민 수요에 적합
한 자체 마을기업 아카데미를 2014년부터 개최하였다.
마을기업 아카데미는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생
산적인 소통과 교류를 원활하게 하도록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정으로는 마을기업 설립 이전의 기초의무과
정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역할, 다양한 국내·외 사
례를 통해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모델을 학습자 스스로 찾아가도록 지역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다. 입문과정에서 이러한 폭넓
은 공동체성에 대해 학습과 소통을 마치면 기본과정으로
마을기업 및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업 현장탐방을 통해
사업현장의 실질적인 경영노하우, 애로점, 기타 질의응
답의 형태로 사업에 대한 사례를 직접 탐방·체험한다. 또
한,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자원에 대해 유·무형의 자산 및
지역의 현안문제 등에 착안한 해결에 조력하는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심화과정으로는 사업화를 위한 실습과
프로세스 전개를 가상진행하며, 각 단체별 발표와 협업
을 통해 사업아이템을 구체적으로 모아가며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이해를 담아 공동체의 친근함에 적합한
유동적면서 현실적인 기획과 진행으로 상·하반기 총 2회

를 진행하였다.
총 80%의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이 발급되면서 마을기업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 및 공동체, 개인(사업추진 리더) 은
사업화 이전 사전 컨설팅, 수시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친화적인 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울산광역시 마을기업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지역의 인
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적경제 전반의 사업이해 도
모 및 다양한 지역축제, 행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마을기업 아카데미 수료생 기수별 간담회 등도
일부 기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활성화에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역
할을 확대해가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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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
황진호, 이은규, 김상우, 김미경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5-04
연구기간 : 2015. 2. ~ 2015. 12.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
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하고,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하는 중앙-지
방 간 일자리 협력사업이다.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는
지역별 경제 및 고용여건의 편차가 크고, 중앙정부 주도
의 일률적인 일자리대책만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
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 제조
업의 고용흡수력 감소, 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주민의 고용안정 도모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이 소통
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자리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일자
리 친화적인 지방행정을 펼치도록 유도할 필요가 제기되
었다.
2015년에는 울산의 6개 자치단체(광역 1, 기초 5) 모두
참여하였다.
2015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는 3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구·
군별로는 중구 4,861개, 남구 5,514개, 동구 2,945개, 북구
2,400개, 울주군 3,655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에서는 지자체의 일자
리 창출 추진계획 및 정책의 타당성 평가와 인구, 산업구
조, 인력수급 등에 대한 지역여건 및 지역노동시장 분석
을 통해 지자체의 고용정책 및 전략에 대한 상시적 상담
과 자문,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컨설팅 과정에서 컨설턴트는 일자리 정책의 적정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지역 맞춤형 브
랜드 사업 발굴을 지원하였다. 또한 컨설팅 사업에서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 담당자가 우수사례 지역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체계를 알아보고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우수사례 탐방을 실
시하였다.
아울러 2015년 일자리 목표 공시제 세부계획의 사전 설
계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현가능한 맞춤
컨설팅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와 기초단체
의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상황을 비교 평가하여 지역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역 고용통계의 부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보
다 정확한 지역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
로 향후 지역 고용통계 데이터 구축을 통해 지역계획 수
립의 기초자료 확보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는다. 그리
고 일자리 목표 공시제 담당자의 지역고용 정책의 이해
를 제고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전담인력 확대로 업무 분담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향후에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
유관기관의 인식전환 및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를
강화해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일자리 담당자들의 애로사
항 전달을 통해 실무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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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울산서비스산업 발전계획연구
이경우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5-05
연구기간 : 2015. 2. ~ 2016. 2.

본 연구는 그 동안 울산광역시의 성장축이었던 제조업
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성장이 미비했던 비제
조업, 즉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울산의 성장전략
을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라는 두 축으로 새롭게 재편시
키고자하는 발전로드맵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동향과 해외사
례를 살펴봄으로써 울산의 서비스육성정책을 중앙정부
와 그 궤를 같이 하도록 하고, 선진사례를 통하여 벤치마
킹하였다.
우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울산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성장성과 고용성을 16개 시·도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
았는데, 생산성, 지역 간 비교 우위, 고용창출능력이라는
세부 카테고리 총 10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1차적인 울산
서비스산업의 잠재력을 진단하였다.
두번째 본 연구의 최고상위 개념을 인간의 5대욕구로
부터 출발하여 통계청의 산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산업화
전략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 개념은 서비스산업분류에 의한 산업별
앵커사업 육성(파급효과 극대화)과 기반조성, 인력양성,
산업 간 융합의 추진전략을 통한 육성전략의 체계화, 단
계별 재원투입으로 관광, 문화예술, 6차서비스 등 자연적
파급 및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비전은 “서비스산업의 신
성장동력화를 통한 글로벌 중심도시 울산”으로 설정하
였는데, 이는 울산 민선6기의 경제성장 전략인 기존 제
조업의 고도화+서비스산업을 육성 및 발전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고용창출 ,정주여건개선을 고려한 것이다.
목표로는 “고용창출, 산업구조 다양화, 성장잠재력 제고”
를 설정하였다.
울산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은 첫 번째, 관광, 물류, 문화
예술 등 산업정의가 모호하여 세부사업의 중복, 투자대

상의 불명확성을 피하기 위해 산업분류표 기준 육성사업
발굴하였다. 두 번째, 서비스산업분류에 따른 산업별 발
전전략을 구상하였는데, 세부사업의 중복 투자를 일소시
켜 제한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입된 재원의 타 산
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다.
본 요약보고서에 세부적인 사업을 모두 제시할 수 는
없지만 분야별 앵커사업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매 및
소매업(도농 향토산업 자원복합 산업화 프로젝트), 운수
(물류)업(동북아 오일허브 기지조성), 금융 및 보험업(기
술혁신·신성장동력산업 기업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SW콘텐츠·디자인
융합클러스터 조성),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울산서
비스 혁신지구 조성),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업(전시컨벤션 건립 및 활성화),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
생 및 환경복원업(저탄소·저에너지 기반조성을 위한 신
재생 에너지 보급확대사업),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5060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활
성화 사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웰에이징 서비
스업 육성,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통한 실버타운조성), 숙
박 및 음식점업(지역문화자원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형시
장 육성사업), 교육서비스업(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축, 울산형 문화예술 교육서비스사업 단계별
실행),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국제산업관광
도시 EXPO 개최를 통한 울산관광기반 조성, 주민공동체
중심의 문화 도시·마을 조성 사업) 등 총 211개의 사업이
제안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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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위험성 분석 및
안전관리마스터플랜 수립
이상현, 김희종, 최준호, 마영일, 윤영배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5-07
연구기간 : 2015. 3. ~ 2015. 12.

울산 석유화학단지 여건분석 결과 울산지역은 제조업
이 타 지역보다 높은 비율(36.6%)을 차지하고 있어 재해
율이 높은 것(0.62%) 으로 분석되었다. 울산지역에서 지
난 10년간 발생한 화학사고(24건) 중 누출사고가 높은 비
율(79.2%)을 차지하였으며 사고 발생원인으로는 시설관
리 미흡이 가장 큰 원인이며 운송차량에서의 화학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비율은 낮으나 인프라 및 제도 미흡으로
인해 유사시 큰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었다. 지난 10년간 울산지역에서 총 24건의 사고가 발
생하였는데 특히 2개소의 국가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
는 남구와 울주군에서 91.7%의 사고가 집중되었으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울산지역의 지형 및 기상학적 특성을 반영한 취약지역
평가를 위해 CALPUFF와 AERMOD를 활용하여 최악 및
임의의 시나리오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대기확산 모델링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본 연구
를 통해 도출된 초기이격 거리와 방호활동 지역의 면적
이 기존에 제시된 값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CALPUFF 결과에 따르면 산화에틸렌은 최악
의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기존 핸드북에 비해 초기 위
험거리가 약 7∼12배가 먼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임
의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우 초기 위험거리가 약 8∼11
배가 먼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방호활동 지역 면
적의 경우 CALPUFF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산화에틸렌
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우 기존 핸드북에
비해 낮에는 144배, 밤에는 62배가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임의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경우 주·야간 방호활
동지역의 면적이 각각 110배 및 62배가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음장생포동의 경우 고령인구가 해당지역 전체 인구
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7개의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

어 유해화학물질에 보건학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다수 분
포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계층은 ERPG 2 이하의 농도에
서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해당지역의 경
우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울산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방향 설정을
위해 우리나라의 안전 및 재난관리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과 본 연구과제에서 나타난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안전관리 마스터플
랜 비전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비전은 ‘안전제일 으
뜸울산’으로 하며 그에 따른 5대전략은 ‘사고예방 인프라
확충’, ‘사고대비 현장역량강화’, ‘안전문화조성’, ‘지역사
회 거버넌스 구축’, ‘선도적 롤모델 구축’으로 하고 각 전
략에 대한 중점사업을 제시하였다. 위의 결과를 기반으
로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관리 방안 3가지(‘중앙정부와
의 협력체계구축’, ‘합동방재센터를 활용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자체의 역할강화’)를
제시함으로써 최종목표(3차년도)인 울산석유화학 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수립과 국내 석유화학산업단지 안
전관리 롤모델 제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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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울산교통포럼 운영계획
김승길, 변일용, 권창기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5-08
연구기간 : 2015. 4. ~ 2015. 12.

2015년 울산교통포럼에서는 “울산대교 연계교통체계
구축 현장간담회”와 “울산의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울
산의 주차현안과 정책과제”, “울산의 미래사회 변화에 따
른 교통체계 변화 및 전망”을 주제로 교통포럼을 개최하
였다.
■ 울산대교 연계교통체계 구축 현장간담회
울산대교 개통 전 교통포럼회원, 교통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설명을 통한 이해제고 및 의견청취와 함께
지속가능한 연계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방안 계기를
마련하였다.
■ 울산의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울산교통포럼)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창조도시 울산 건설과 물류
혁신 및 정보 교류 등에 대한 교통포럼을 개최하여 울산
의 물류산업 발전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국가 물류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울산
의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향후 울산시가 나아가야
할 물류산업에 대한 발전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 울산의 주차현황과 정책과제(울산교통포럼)
울산의 주차문제와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한 교통포럼
을 개최하여 울산의 주차정책 개선방향을 진단하고자 하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울산의 주차문제 현안과 정책 추진과제,
국내 민간주차장 투자사업의 교훈과 울산시 성공적인 실
행방안, 스마트 주차관리 운영기술을 접목한 주차장 관
리운영 효율화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울산에 접
목할 수 있는 주차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이 제시되었다.
또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향후 울산시가 나아가야

할 주차정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 울산의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 및 전
망(울산교통포럼)
울산교통비전 2030수립과 관련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 및 전망에 대한 교통포럼을 개최하
여 장래 울산의 교통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계기
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미래사회 메가트랜드와 변화동인이 사
회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도시발전, 가치의 다양화, 경
제적으로는 글로벌화, 기술적으로는 기술발달과 융복합
화, 환경적으로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에너지 위기 및
자원 부족, 정치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다극화, 거버넌스 강
화 및 분권화 등이 가속화 될 예정으로 이러한 외부요인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교통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
고, 이에 대한 교통부문의 대응과제도 함께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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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중류지역 주요지천의 생태하천
조성 방안 연구
최준호, 이상현, 김희종, 마영일, 윤영배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5-09
연구기간 : 2015. 4. ~ 2015. 12.

과거 울산의 하천환경 개선사업은 울산 4대강인 태화
강, 회야강, 동천강, 외황강 중심이었으며, 실제 사업집중
도를 보면 태화강 국가하천구간으로 집중되어 중류지역
인구밀집지역인 구영, 천상, 언양 지역 시민들이 실질적
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태화강 중류 지역인 구영, 천상, 언
양 지역을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조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성 방향제시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태화강 중류 인구밀
집 지역의 거점 수변공원화 사업을 위해 천상천, 구영천,
언양천을 대상으로 한 생태조사를 시행하고 더불어 생태
하천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지천의 환경 및 생태조사를 바탕으로 각 지천의 강
점과 약점 분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언양천은 하천 내 제방 등 지나치게 인공적인 구조물로
인해 단절된 생태네트워크와 어류 현존량 및 종수의 빈
약의 문제점이 있지만 수생식물군락부터 관목식물군락
까지 다양한 식물군락이 하천식생을 형성하고 있다. 따
라서 고유어종을 보유한 태화강과의 연계를 통한 어류
유입 방안 및 마을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조성 방안을 구
상이 필요하다.
천상천은 하천의 건천화 및 보로 인한 생물이동이 단절
되어 있으나 상류부의 어류건강성이 최상등급이며 한국
고유종이 분포한다. 따라서 천상천의 하천산책로는 배후
의 문수산의 등산로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힐링 둘레길로
조성할 수 있다.
구영천은 유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하폭이 좁고 허류
생물지수는 불량~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태화강과의
합류부는 식생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사람
의 접근이 없어 생태하천조성시 안정적인 생물서식환경
을 갖추고 있어 정수역을 기반으로 생태관찰장, 잠자리

연못으로 활용가능하며 주변의 연어생태관, 새못저수지
와 연계한 생태루트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실적 I 협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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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제동향 분석 사업
황진호 외
과제구분 : 협약과제 15-10
연구기간 : 2015. 7. ~ 2015. 12.

현재 울산은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정보가 미흡한 상황
으로 지역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경제정보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경제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함과 동시에 울산지역 경제동향 및
통계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과업은 ‘주간동향’과 ‘월간동향’ 작성을 통한
지역경제 현안 분석 및 지역경제 분야별 동향보고와 지
역통계 작성으로 지역경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울산경제에 대한 전망 및 지역 특수적 경
제지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경제현안 분석을 위하여 `15년 8월부터 매주 월요
일 지역경제 동향보고서 ‘주간동향’을 작성하였다. ‘주간
동향’은 주요지표(국제유가, 주요통화의 원화 환율, 주가)
와 국외동향 및 국내동향, 울산경제 및 울산 주력산업동
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경제 관련 이슈들을 선정
하여 작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현안 분석 및 정
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체계적인 지역경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5년
11월부터 매월 30일 지역경제 동향지인 ‘월간 울산경제
동향’을 발간하였다. ‘월간 울산경제동향’은 울산경제지
표를 총체적으로 망라하여 작성되며 경기, 생산, 소비, 투
자, 수출입, 고용, 물가, 금융, 부동산, 건설 부문으로 구성
되어있다. 또한, 주간동향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한달간
의 주요지표(국제유가, 주요국의 대원화 환율, 주가) 동향
을 함께 수록하였다.
셋째, 울산경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전망하면서 울산경
제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정보공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경제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울산경제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에서는 한국은행 울산본부의 ‘울산
경제 주요동향’ 발표를 통하여 울산경제의 현실을 진단
하였으며, 울산대학교 조재호 교수의 ‘2016년 울산 경제
전망’ 발표를 통하여 향후 울산경제를 전망할 수 있었다.
넷째, 지역 특수적 경제지표 즉, 울산 경기동행지수 및
선행지수의 개발을 위하여 다른 지역 연구원들의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기초자료 수집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원활
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대구경북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
경남발전연구원과 함께 ‘경제동향분석 동남권 합동 워크
숍’을 개최하였다.
위와 같은 과업의 수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식 승인 통계자료와 업계 자료를 통
해 울산지역 산업경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전
문도서 및 정책보고서, 동향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울산
지역경제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향후 울산 경제동향 분석 사업에서는 `15년에 진행했던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성 있는 주간 및 월간 경제동향 보
고와 함께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울산의 경기동행지수 및
선행지수를 개발하고, 통계청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목
표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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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거래 신용대출 관련 싱가포르 등
석유거래 사례 연구
강영훈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5-13
연구기간 : 2015. 9. ~ 2015. 12.

정부는 비산유국이면서도 오일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등을 벤치마킹하여 울산시를 동북아 오일허브
(oil hub)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특히 대규모 금융
거래가 동반되는 석유거래에 있어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험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또한 석유거래를 포함하는 국제원자재시장
에서는 달러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석유는
대규모 거래, 외환거래, 환율, 금리 그리고 석유가격의 변
동에 따른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이 갖
추어져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가 미
미하고, 실질적 경험이 부족하여 하드인프라의 구축에
비하여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싱가포르의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기관
들이 석유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
요성이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국내금융시장에
서 석유거래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단기,
중장기과제로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Oil Cargo에 대한 정규담보 인정, 담보인
정비율의 상향 등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으며, 물류 및 저
장시설을 위한 자금 지원, 석유대출 담보대출 제도 개선
을 위해서는 석유제품 담보대출 지원 보장, 석유제품 매
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금 지원, 석유제품 담보 환매조
건부매매(RP) 거래 지원, 국내 금융기관이 환매조건부매
매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지원, 오일허브 내 외환제도
개선, 오일허브 내 외국환거래에 관한 신고 의무 완화, 파
생상품 거래내역 신고의무 완화, 오일허브 내 종합금융
투자사업자(IB)에 대한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등을 제안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출목적 실물자산의 보유 인정의 문
제점 개선, 진성매각(True Sale) 요건의 명확화, 매장량기
초금융에 대한 정책금융체계 정비, 오일금융에 대한 관
심도 제고 등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기타 오일금융 촉진을 위한 개선과제로 체계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 오일트레이드 유치를 위
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석대법상 오일트레이더 법적
지위 부여,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국제적인
석유제품 가격평가체계 구축, 석유거래 관련 금융투자상
품 도입 촉진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실적

기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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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I 기타과제

도시 및 지역재생전략
권태목 외 17명 (시도연구원 공동과제, 총 18개 연구기관 참여)
과제구분 : 기타과제 2015-02
연구기간 : 2015. 01. ~ 2015. 12.

본 과제는 2015년도 시도연구원 공동과제로서 도시재
생에 관한 각 시도별 현황을 파악하여 각 지역에 맞는 지
역재생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울산지역의 지역특성을 파악한 후 각 지역별로 재생전
략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울산은 행정구역이 매우 넓은 편에 속한다. 특히
구군의 특성에 따라 그 성격도 매우 다른 편인데, 중구는
울산의 원도심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하고, 남구는 계획도
시, 동구는 산업도시, 북구는 산업과 도시가 복합된 도농
복합도시, 울주군은 산업과 농촌이 복합된 도시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구는 중앙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가 가장 시
급한 과제이다. 이 원도심 활성화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정체성 높은 도시공간 창출이라는 목표가 뚜렷해야하며
이를 위한 역사자원과 예술자원을 연계한 융합형 문화재
생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병영동은
역사성과 주거지를 융합한 주거지 재생을 통해 쾌적한 주
거지 조성과 병영만의 지역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남구는 주거지역, 도심상업지역, 산업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주거지역의 경우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재생
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며, 도심상업지역(삼산지역 등)은
테마거리 조성, 가로경관개선 등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을 높임으로서 상권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미포산업단지 지역은 기반시설 확충과 물류망 구축
등을 통한 산업화경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 높은 산업공
간 재생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구는 주거지역과 산업지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데, 주거지역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공급과 안전을 위
한 CPTED기법 도입, 전통시장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등
이 유효할 것이며, 산업지역은 단일회사의 공장이 입지
해 있어 공공이 개입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연계도로의

확충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구는 도농통합형 도시특성이 강한데, 농소동은 주민
조직이 주도가 되는 마을기업 등의 재생사업이 유효할
것이고, 염포동·양정동 지역은 기업체와 협력하여 지역
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노사민 협력형 재생이 유효할
것이다.
울주군은 농촌지역 커뮤니티 재생을 통해 주민의 역량
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프로그
램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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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력산업의 ICT 융합사례와 발전전략
황진호, 김혜경, 문충배
과제구분 : 기타과제 2015-03
연구기간 : 2015. 5. ~ 2015. 12.

지난 20년 동안 빠르게 발전해온 ICT는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성장의 원천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제조업 생
산공정의 혁신과 산업생태계 전단계에 걸쳐 생산방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ICT 융합은 창의성과 혁신을 기반
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
경제 실현의 구심점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지역주
력산업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수
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IT·SW 기업 및
인력 부족, 생태계 구축 미진, 특정산업 편중 등 지역 ICT
융합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ICT와 타 산업 간 융합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증가하고 있는 지역 경제·사회 문
제 해결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ICT의 생산적 활용
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ICT 융합 발전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목적은 지역별 주력산업의 ICT 융합 현황 및 여건
을 살펴보고 ICT 융합 사례 연구를 통하여 지역 주력산
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ICT 융합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역 ICT 융합 정책의 기본 방향은 지역 주력산업의 자
원간 연계체계 형성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국
가적 차원에서는 혁신거점과의 유기적 연계로 국가 산업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재
정력의 차이로 시·도별 ICT 융합기반 확충에서 격차가 심
화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시·도별로 산업발전 정도와 ICT 역량의 편차가 커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 ICT
융합의 위상을 스스로 설정하고 지역 차원의 노력을 지
역 실정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지역 주력산업 또는 특화산업 기반

을 바탕으로 ICT 융합을 추진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및
변화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
는 타당한 접근이다. 하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산업
일지라도 ICT 융합을 통한 성장 잠재력이 높고 향후 지
역경제 파급효과가 높다라면 관련 R&D와 사업화에 과
감한 투자도 고려할 수 있는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그리고 체계적인 ICT 융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력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ICT 융합에 대
한 종합적 계획 수립이 우선 필요하다.
ICT 융합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별, 지
역별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지역에서는
지원사업을 기획·조정 역할을 담당할 컨트롤타워 또는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
다. 또한, 지역 간 공동·협력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융합 생태계의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및 역
할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 산업구조적 위계의
정점에 위치한 대기업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 및 신
산업 창출 관련 연구개발에 선도적인 중견기업을 발굴하
고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 혁신역량 제고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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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유휴공간,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으로
김상우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93호
발행사항 : 2015 01. 09, 16면

울산은 지난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대응해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현재까지 중·대형 공연장 및 전시장 위주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충족됐지만, 문화예술의 1차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은 매우 부족한 현실
이다.
울산 문화예술인들의 자생력 확보와 나아가 지역 문화
예술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창작공간 확대는 서둘러
야 한다.
울산의 유휴공간인 폐교와 폐역사, 무상주택 등을 활용
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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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이 선정한 2014년 ‘울산 10대 히트상품’
기획경영실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94호
발행사항 : 2015 01. 16, 16면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관심을 둔 히트상품(뉴스)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대자동
차 사내하청 994명 정규직 인정’이 1위로 선정되었으며,
‘태화강 회귀 연어 6년째 자연산란 확인’과 ‘문수야구장
3월 개장’이 각각 2위와 3위로 선정되었다.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의 62.5%
는 ‘문수야구장 3월 개장… 울산도 프로 야구 시대 맞아’
를 지난해 최고 히트상품으로 꼽았으며, 여성의 63.2%는
‘태화강 회귀 연어 6년째 자연산란 확인… 연어생태관도
착공’을 선정,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구와 남구 거주자는 ‘태화
강 회귀 연어 6년째 자연산란 확인… 연어 생태관도 착
공’을 최고 히트상품으로 선정했으며, 동구와 북구 거주
자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994명 정규직 인정’, 울주군
거주자는 ‘영남 대표누각 태화루 복원 완료’라고 응답해
거주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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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세분화된 도시재생정보DB 구축 필요성
권태목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95호
발행사항 : 2015 02. 06, 16면

‘도시재생’을 위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
제점을 명확히 파악,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시의 다양한 정보 및 자료를 구할 수 있어
야 한다.
도시재생법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
하여 기초적인 분석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
료들은 다양한 출처를 가지고 있어 초기분석에 많은 수
고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일부데이터는 수집이 용이
치 못한 상황이기도 하다.
최소한 도시재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표들을 포함
하여 다양한 지표들을 용이하게 파악하여 곧바로 도시재
생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행정구역상 ‘동’단
위로 구축된 DB(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향후 이 같은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시계열적으
로 계획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GIS시스템과 연동하는 등
다각도의 도시재생DB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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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도 변화에 따른 개인·가족 삶의 질 향상 방안
- 현대차 ’밤샘근무‘ 폐지 영향을 기반으로
박혜영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96호
발행사항 : 2015 02. 13, 16면

2013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45년간 시행한 밤샘근
무를 없애고 주간연속 2교대 근무를 도입하면서, 근로
자의 생활권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변화와 파장을 일으
켰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타 업종의 근로환경에도 많은 변화
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근로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정책적 방안으로 가족복지 제반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기업과 공유하고, 근로자들의 사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
해 능력·재능기부 형태의 자원봉사를 유도할 것을 제안
한다.
또한, 협력사 가족을 중심으로 식사, 통근, 자녀 보·교육
등을 주제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정신보건건강 지원 등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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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국립생물다양성센터 설립을
김석택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97호
발행사항 : 2015 02. 27, 12면

생물다양성이란 모든 생태계의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
체의 다양성을 뜻하며, 생물다양성센터는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
해 설립·운영이 필요하다.
울산은 산업사회에서 생태도시로 탈바꿈한 성공신화를
이룬 경험이 있으며, 정족산(무제치늪), 동대산(고생대분
화구), 가지산고산지대 및 태화강(생태복원) 등 수려한 자
연환경을 보유한데다 생물들의 서식환경이 좋아 생물다
양성 보전에 최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
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며, 울산은 이러한 국
제 및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의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국
립생물다양성센터 설립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울산의 도심을 흐르는 태화강 인근에 국립생물다양성
센터를 설립해 생물자원의 연구 및 교육, 홍보, 생태관광
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국가 생물
다양성증진 효과 및 미래 산업의 큰 축인 생물다양성에
대한 연구개발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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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자동차부품산업 현황과 수출지원방안
강영훈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98호
발행사항 : 2015 03. 20, 20면

세계적 완성차업체들이 국외에서의 원활한 생산 및 부
품조달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는 점과, 우
리나라와 여러 국가 간의 FTA 채결이 확대되는 현상은
울산 자동차부품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이
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수시장에 국한돼 있는 울산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의
경우 해외 판매망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출
전략에 대한 지속성이 약하다는 점 등을 애로요인으로
꼽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정
책 개발이나 투자확대도 중요하지만 수출에 지속적 관심
을 보이거나 잠재 가능성을 가진 업체를 발굴해 지속적
인 지원 및 관리를 해야할 것이다.
울산시와 유관기관들은 이러한 수출잠재 기업의 제품
경쟁력, 마케팅, 수출인프라, 자금 등 수출역량을 진단하
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및 조직
구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 및 정
책적 기능이 집적화된 ‘수출지원 서비스 컨트롤 타워’를
설립해 수출업체에 대한 상담, 업무지원, 네트워크 등의
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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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울산의 스마트 복지 방향
이윤형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99호
발행사항 : 2015 08. 28, 28면

최근 복지지출규모의 증가로 지속가능한 복지, 효율적
복지에 대한 담론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급변하는 복지
환경, 늘어나는 복지대상, 확대되는 복지서비스에 복지
가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적지적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복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대부분 기존의 복지서비스와 전적으로 차별화되는 새로
운 유형의 복지가 아닌 복지 전달체계와 운영시스템에서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제
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복지의 3가지 핵심가치는 민첩한 복지, 눈높이
복지, 합리적 복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인 복지기
술은 복지제도나 복지서비스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제도적 측면과 과학기술적인
측면으로 구분한다.
울산은 인구 고령화와 독거노인가구의 증가가 예상되
므로 이에 대한 대비로 스마트 복지의 확대와 활성화를
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령자의 건강, 안전관련 ICT 기
기를 통한 지역사회보호 시스템을 개발·보급해 신산업
창출과 시장을 형성하고 지역경제모델의 발굴에도 힘써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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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스마트시티 구현,
테크노산단 스마트화로부터
김상락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100호
발행사항 : 2015 09. 11, 24면

오늘날 도시는 전력부족, 교통체증, 쓰레기 및 폐기물
관리, 대기오염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물인터넷기술을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내 산업 환경의 패러다임이 융·복합화 및 지식
기반으로 바뀌면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가 새로운 개념의 작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현재 울산에서는 남구 두왕동에 이러한 신개념산업단
지인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므로 이를 스
마트화한다면 정부의 제조업혁신3.0전략에 부응하면서
울산형스마트시티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 사물인터넷서비스를 기반
으로 하는 스마트혁신산업단지를 조성해 향후 울산이
‘울산형스마트시티’를 구현해나가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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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발전법 시행에 따른 울산의 대응 방향
문충배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101호
발행사항 : 2015 09. 25, 16면

클라우드컴퓨팅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서버에서 데이
터 저장과 처리, 네트워킹,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
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민간부분을 중심
으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으나, 미비한 법적 근거와 보안
에 대한 기준 부족으로 국내 공공기관에서의 사용은 한
정적이었다.
이에 2015년 3월 클라우드산업 육성과 공공기관에서의
클라우드 사용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되는 일명 ‘클라우
드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시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가 클라우드산업에 대한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
련하고 클라우드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하여 민간과 공공
분야의 폭넓은 활용을 유도한다면, 이는 곧 지역 경쟁력
향상 및 ICT산업 역량을 향상 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울산이 공공기관에서의 클라우드서비스 사용을
다른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행정서비스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이며, 클라우드서비스
관련 국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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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유영준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102호
발행사항 : 2015 10. 16, 32면

최근 빅데이터가 소비자들의 니즈(needs)를 정확히 이
해·분석하여 효과적인 마케팅을 집행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 받고 있는 만큼, 관광분야 역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광산업은 고객의 트렌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므로 ‘개방·소통’을 키워드로 지속적인 정
보 공개를 위한 유동인구 빅데이터 가공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데이터 수집, 민간데이터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비롯하여 정보수집 가이드라인 마련 및
데이터 표준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량 데이터 및 매출자료 분석을 통한 관광객 행태
분석, 교통카드 이용객 분석을 통한 관광경로 분석 등 다
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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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업체조사로 본 울산 산업구조 변화·의미
이은규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103호
발행사항 : 2015 11. 13, 28면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06~2013년 울산지역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의존도가 여전히 높았으나 생산자서비스 등 지식
기반 서비스업분야의 경우 다소나마 양적 성장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중·고령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청년 취업자수는 매년 감소추세
를 보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했다.
울산은 제조업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산업
간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분야 육성전략 마련, 정기 실태조사, 민간차원 교류·협력
활성화 유도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과 연계해 지역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지역차원의
논의 및 대안 마련을 시도하고, 서비스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과 구조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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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성공적 ICT융합,
‘컨트롤타워 설립’ 우선과제
박재영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104호
발행사항 : 2015 12. 04, 20면

최근 산업분야의 화두가 되고 있는 ICT융합과 관련, 정
부 산하의 협의회가 구성돼 정책적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 산하기관 및 각 지자체 소속기관들은 사업
을 집행하는 사업단 형태로만 운영되는 실정이다.
울산도 정책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 중이지만, 사업
수행기관과 연계해 정책 의사결정 및 기획을 하는 컨트
롤타워 역할을 함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
된다.
울산은 물론, 각 지자체의 사업단 형태 조직은 정책전
략 수립부터 사업기획, 사업 수행, 관련기관과의 연계 등
전 과정을 담당하기에는 실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일원화할 수 있는 융합조직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ICT융복합 산업분석, 정책전략 연구를 총괄
하고, 장기적으로는 ICT융합 관련 인프라설치·운영, R&D
관련분야 수행기능을 보완하는 등 중장기 단계별로 체계
적인 조직 구성 및 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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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해양기자재 물류공동화,
‘협동조합 설립’부터
황진호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105호
발행사항 : 2015 12. 29, 16면

울산 조선해양기자재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협소한 공
장용지,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
동물류센터 건립’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지난 10월 ‘조선해양기자재 공동
물류지원 컨설팅사업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9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한
다는 계획이다.
울산은 이와 함께 지역 조선해양기자재업계의 공동이
익을 도모하고 물류공동화사업의 주체가 되는 ‘협동조
합’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설립주체와 목적을 명확
히 하고 대형 조선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
이다.
협동조합은 울산의 조선해양산업 관련 R&D, 마케팅 등
기업지원사업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부
울경 조선해양기자재 협동조합 연합회’ 구성을 통해 명
실공히 우리나라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의 대표성을 확보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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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지

「울산발전」
울산의 당면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울산’의 대표적 종합 정책 정보지를
표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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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7
(2015. 3)

蓮岩立論

03 울산경제, 위기를 기회로 / 황시영

기획특집

대외 여건변화와 울산 경제 전망
06 글로벌 경제여건의 변화와 울산경제의 성장 전략 / 이창형
12 대외여건 변화와 울산 석유화학산업 전망 / 남장근

지역논단

20
30
38
48
56

열린 市政 공감 行政

72 울산, 시립미술관 건립으로 문화 중심지 도약 / 김의경
78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조혁
84 울산, WHO 건강도시 인증 추진 / 강효경

울산발전,
리더를 만나다

92 울산도시공사 창립 8주년, 신규사업 발굴·영역 확대 등 창조·품격도시 울산
조성 일조 / 울산도시공사 최광해 사장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UDI News

100 UDI News

울산지역 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 변화추이 분석 / 이은규
울산광역시 지방재정 수입 증대의 의의, 한계 및 방향 / 이재호
울산지역 생태산업단지 구축 시범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 김희종
일본의 도시재생정비계획을 통한 도시재생 사례 고찰 / 권태목
사례를 통해 본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 고찰 /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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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8
(2015. 6)

蓮岩立論

03 주사위 던져진 울산 도시재생사업 / 황시영

기획특집

울산 도시재생 방향
06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울산의 도시재생 방향 / 이왕건
14 울산형 재생의 방향 / 권태목

지역논단

22
38
54
68

열린 市政 공감 行政

94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정주여건 조성 / 김정식
100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복지시스템 강화사업 / 김종해

울산발전,
리더를 만나다

108 ‘울산, 중구로다’ 등 차질 없는 도시재생으로 종갓집 자존심 되찾을 것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박성민
114 ‘도시재생’ 조례 공포, 총괄추진체계 확립 등 도시재생사업 박차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해외출장리포트

122 동남아 주요 선진도시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사례와
최근 도시개발의 주요 쟁점 / 정현욱

현장을 가다

136 2015 울산 도시경관 기록화 사진전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UDI News

146 UDI News

독일 Industrie 4.0 전략과 지역 산업혁신에 대한 시사점 / 황진호
‘산업예술’을 울산의 새로운 도시브랜드로 / 김상우
울산 태화강 유역의 물순환 분석 / 이상현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본 석유콤비나트의 사례분석
/ 김희종
80 울산 산업단지 안전을 위한 정책방향 / 윤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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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9
(2015. 9)

蓮岩立論

03 항만 속 피어나는 친수공간을 바라며 / 황시영

기획특집

해양도시 울산, 친수공간 조성 방안
06 울산의 친수공간 활성화 방안 / 한삼건

지역논단

14 최근 울산지역 수출부진의 원인과 대응방안 / 강영훈
22 시민복지기준선에 대한 단상(斷想) / 이윤형
30 강우특성과 수위변동에 따른 사연댐과 회야댐의 수질과
비점오염원 영향 분석 / 이상현
40 IT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공유경제(Sharing Economy)’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김승길

열린 市政 공감 行政

54 울산 120 해울이콜센터 운영 / 김소연
60 공동주택지원센터 개소로 본격적인 공동주택관리지원 나서 / 이채수

울산발전,
리더를 만나다

92 68 항만 개발·관리경험 바탕, 시민에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
/ 울산항만공사 사장 강종열

해외출장리포트

78 울산광역시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위한 선진 사례 벤치마킹
/ 이상현, 김희종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UDI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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蓮岩立論

03 청년들이여, ‘창업의 꿈’ 띄워봅시다

기획특집

울산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06 울산 청년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략의 시작 / 우한균

지역논단

14 경제성 분석의 명암 / 이경우
22 산악관광 레크리에이션 대상지로서 영남알프스 / 유영준
32 울산의 종교성지 순례길 연계로 힐링자원화 모색 / 변일용
42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울산 교통시스템의 발전방향 / 권창기

열린 市政 공감 行政

52 ‘세계 4대 오일허브’의 도약으로 에너지분야 창조경제 실현 / 신동기
58 녹색 옷을 입은 도시 울산, ‘도시숲’ 정책 및 발전방향 / 이승주

울산발전,
리더를 만나다

68 ‘아이디어 발굴·지원 강화’ 울산청년, 창업에 눈 뜨길
/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주철

해외출장리포트

80 라오스 문화유산탐방 이재흥, 이정민
92 스페인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유영준
110 일본 안전분야 선진도시 출장보고서 최준호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UDI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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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2015년 상반기 마을기업 아카데미 수료식

2월 24일 울산경제진흥원 5층 대회의실에서 ‘2014년 상반기 마을기업 아카
데미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수료식에는 마을기업 아카데미 수료생(88명)과 김상육 울산시 경제일
자리과장, 울산발전연구원 황시영 원장 등이 참석했다.
‘마을기업 아카데미’는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연
1회 정도 실시되어 온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을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
기 위해 올해부터 연 2회(2월, 7월) 확대됐다.
또한, 지난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강의 및 탐방, 워크숍 형태로 총 24시
간의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울산지역에 기반한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스스로의 사업화 역량 육성에 중
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했다.
3.12

울산청년CEO육성사업 6기
예비청년CEO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
울산발전연구원 청년창업센터에서는 3월 12일 울산
대학교 국제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예비청년CEO 선
정을 축하하고자 ‘2015년 울산청년CEO육성사업 6기
예비청년CEO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을 개최하였
다. 6기 예비청년CEO 협약 대상자(68명)과 울산발전
연구원 김문연 기획경영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울산청년CEO육성사업’ 운영방향
및 목적 그리고 운영세칙 등을 안내하였고, 판로개척을 위한 톡톡스트리트 안내와 사후연계지원사업으로 울산 1인 창
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안내하였다.
또한, 9개월간의 활동에 대한 협약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진행될 멘토링, 워크숍 및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울
산지역을 기반으로 청년 창업자로의 창업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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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울산 도시경관 기록화 사진전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2015
울산 도시경관 기록화 사진전 - ‘Beyond the Limits’가 4
월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 울산대공원 대공원전시관
등에서 개최됐으며, 20일부터 3일 간격으로 태화강역,
울산역, 롯데백화점 광장에서도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의 변천과정을 사진으로 담은 현재
까지의 시도들과 달리 사상 유래 없는 도시화 속도와 산
업화 규모 측면의 ‘지역 도시경관 특성’을 선보인다는 점
에 차별성을 두고 있다.
또, 평면중심의 2차원적 도회지 풍경에서 벗어나 항공
촬영장비인 헬리캠을 이용한 3차원 촬영을 시도함으로
써 평소 접하기 힘든 경관과 공간구조의 특징을 입체적
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5.22

울산청년창업센터, 젊음의 거리
상인회와 실습터 지원 협약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청년창업센터는 5월 22일 중구 성
남동 젊음의 거리 상인회와 ‘2015년 참살이 실습터’ 지
원 협약식을 가졌다.
참살이 실습터 사업은 미래 유망시장인 참살이(Wellbeing) 서비스 시장의 전문인력을 양성, 이들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청년창업센터는 오는 6월부터 8
월까지 3개월간 상인회 교육장에서 토탈공예 디자이
너, 진로직업체험 코디네이터 양성 등의 교육과정을 진
행한다.

5.28

영남권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공동 세미나
5월 28일 울산 MBC 컨벤션 2층 안젤로홀에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관계
자 및 시·군·구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광역단위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2015년 영남권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연규문 원장의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세미나를 통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정립과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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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울산콜로키움

“타 시·도 연구원의 도시정보센터 운영 사례를 통한
울발연 도시정보센터 운영방향 모색”
울산발전연구원 4층 U-Campus에서 서울연구원 도
시정보센터 이주일 센터장의 발표로 진행됐다.
창조도시 울산을 구축하기 위해 2015년 5월 1일자로
울산발전연구원 전문연구센터인 도시정보센터를 발
족했다. 이에 울산발전연구원 도시정보센터의 운영 방
향 및 구체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하였다.
도시정보센터의 경우, 서울연구원을 비롯하여 부산발전연구원 등 몇몇 타 시·도 연구원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도시정
보센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를 구축 및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타 시·도 연구원 중 도시정보센터를 가장 먼저 설립하고, 많은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서울
연구원 도시정보센터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울산발전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운영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5.28

울산서비스산업 육성연구 관련 정책포럼
7월 8일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시청이 공동으로 “울산서비스산업 육
성연구 관련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현재 울산발전연구원과 울산광역시는 산업
연구원과 울산TP와 공동으로 “2030 울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연구”를 진행 중으로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
기 위해 울산지역의 서비스산업의 대단위
중장기 발전로드맵을 연구 중에 있다.
따라서 타 지역의 서비스산업 육성사례를
통한 벤치마킹은 물론 다양한 전문가의 자
문을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울
산서비스산업 육성연구 관련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정책포럼에서는 올해 2번의 서비스관련 정책포럼과 1번의 토론회 중 하나로 개최되었는데, 울산지역이 도농지역의
특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북지역의 도농지역 서비스육성 사례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듣고, 두 번째로는 최
근 서비스사업 발굴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비스디자인” 전문연구소 소장으로부터 사업발굴을 위한 방
법론과 우수사례의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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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울산콜로키움
“울산 인구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울산발전연구원은 7월 24일 신라스테이 울산에서 ‘울산
인구경쟁력 강화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22회 울산콜
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날 콜로키움에는 정현욱 울산발전연구원 연구기획팀장,
김재익 계명대 교수, 전명진 중앙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임
했으며, 권창기 울산발전연구원 미래도시실장, 김은정 계
명대 교수, 여창환 대구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정현욱 팀장은 ‘울산시 도시성장 방향과 전략 - 인구유입
정책과 연계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울산의 도시성장
단계 및 도시공간 변화를 소개하고, 권역별 도시성장 방향
및 육성전략, 발굴사업 등을 제시했다.
김재익 교수는 ‘도시인구 유입정책 - 국내외 사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도시인구 증가 및 감소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을 설명하고, 인구증가를 목표로 인구감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을 통해 김은정 교수는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일자리나 소득 이외에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교육, 문화, 복지, 정
주여건 등의 요인도 필요하다.”며 “울산의 인구경쟁력 강화방안도 중요하지만 부산과 창원 등 경남권을 하나로 묶어
함께 규모를 키우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9.3~4

울산 평생교육관계자 전문연수
9월 3~4일 이틀 간 민·관 평
생교육 관계자 30명을 대상
으로 ‘2015년 울산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연수’를 운영했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운영
하는 학점은행제 대학인 칠
곡 평생학습대학과 대전평생
교육진흥원이 운영하고 분기
별 약 9000여개 강좌, 15,000
명이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대전 시민대학을 방문하여,
민·관 평생교육기관 소통과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튿날 주민주도로 운영되며 평생학습시범마을로 선정된 시흥참이슬아파트를 방문하여 우수사례 및 교육과정을 벤
치마킹할 수 있었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여 울산 평생교육기관 관계자의
전국단위 평생교육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및 실무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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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 시민공청회

10월 5일 시청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주민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목표
울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주민공청회'
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다.
'울산시도시재생전략계획(안)'은 '도시재생 활성
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3년 12월 5일)
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은 도시 쇠퇴 진단 지역에 대해 무
분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지양하고,
도시특성을 반영하면서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곳과 구·군의 도시재생 의지가 높은 곳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선 반영함으로써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의 실
행력을 높이려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동안 울산시는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014년 12월 용역을 발주하고 쇠퇴 및 잠재력 진단, 재생전
략수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등을 수행했다.

10.23

울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안) 시민공청회
10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갖
고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의
울산시 건축정책 비전과 전략, 세부 실천과
제를 담은 ‘건축기본계획(안)’을 처음으로
수립, 발표했다.
건축기본계획은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광역차원의 발전 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
하는 법정 계획이다.
울산발전연구원 변일용 책임연구원은 건축
기본계획(안)의 3대 목표를 ‘고품격 창조 건
축문화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풍요로운 정
주도시, 품격 높은 건축문화도시, 안전한 녹색도시 구현으로 제시했다.
또, △지역성을 고려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도시생활 정주성 제고 △건축의 공공성 확보 △건축문화기반 창출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녹색건축환경 기반구축 △안전한 건축환경 구축 등 7대 전략에 17대 실천과제와 세부사
업계획을 발표했다.
실천과제로는 특성화된 건축물이 들어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관리와 한옥마을 조성·운영, 고래 등 지역 상징거리 조
성, 범죄예방형 도시 등 살기좋은 동네만들기, 사회적 약자나 외국인, 1인 가구 등을 위한 수요대응형 주거환경도 제공
된다. 또 글로벌 랜드마크 기준에 맞는 개발과 산업단지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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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센터 ‘성공창업캠프’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청년창업센터가 10월 30~31
일까지 부산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에서 ‘2015년 울
산청년창업센터 성공창업캠프’를 열었다
올해 성공창업캠프에서는 이들 네 개 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창업자들이 단시간에 다른 필요한 사업자와 네트
워킹이 가능하도록 모든 사람이 1분 동안 자신을
소개하는 ‘1분 스피치’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프로
그램이 펼쳐졌다. 행사장 한켠에는 창업자들이 개
발한 제품들을 전시하는 공간도 마련 출품한 제품
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10.30~11.1

제3회 울산광역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제3회 울산평생학습박람회’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울산대공원
SK광장에서 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번 행사는 ‘학습하는 사회! 창조하는
울산!’이라는 주제로 울산시 5개 구·
군과 교육청, 평생교육기관·단체, 학
습동아리 등 63개 기관, 91개 팀이 참
여했다.
올해로써 3회째를 맞는 울산평생학
습박람회는 첫날 개막식과 함께 평생
학습 관련 홍보·체험관 운영, 학습동아리 경연대회, 평생교육 골든벨 등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해 황시영 울산평생교육진흥원장, 지역 국회의원, 교육감, 대학총장, 참여기관, 시
민, 학생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교육으로 하나 되는 울산' 콘셉트의 플래시몹, 구·군 화합 사물놀이패 식전
공연과 개회선언, 유공자 포상, 개회사,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SK광장 주 무대에서는 삼일초등학교 합창단 공연, 울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골든벨과 시
민단체, 학교 등 30여 개의 동아리 팀이 참가하는 합창, 댄스, 전통무용 등의 공연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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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울산학연구과제 세미나 개최

울산학연구센터에서는 11월 16일 울산문화예술회관 2층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잊혀져 가는 우리의 민속과 문화재에 대한 올바
르게 이해함으로써 울산의 정체성을 재인식 시키는 자
리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2015년 연구과제인 “울산
의 마을 민속”과 “울산의 조선후기 불교조각 연구”를 세
미나로 개최하였다.
“울산의 마을 민속”은 강혜경 영남대 교수와 한삼건 울
산대 교수의 발표로 울산지역의 독특한 전통문화의 발
굴과 계승이라는 의미에서 울산지역 동제당 및 동제 현황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동제당과 동제를 보전해 나갈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날로 약화되어 가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두번째 주제인 “울산의 조선후기 불교조각 연구”는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발표하였다. 울산 지역의 조선
후기 불상을 양식적으로 분석하고, 영남 지역에 남아있는 기년명 불상과 상호비교를 통하여 제작 시기와 조각승을 추
론함으로서 울산 지역 불상의 문화재적 가치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최진숙 유니스트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구한 교수, 박채은 위원, 김희경 박사, 이희진 학예사가 주
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11.12

개원 14주년 기념 심포지엄
울산발전연구원은 11월 12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ICT융
합, 창업, 도시성장, 안전’을 주제로 개원 14주년 기념 심
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민선6기 울산의 현안을 면밀히 분석
하고 미래 새로운 성장 전략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
색하고자 했다.
최병희 K-ICT창업멘토링센터장과 권창기·정현욱·황진호
울산발전연구원 박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최병희 센터장은 ‘창업현황과 문제점,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청년창업 문제와 해결책을 다뤘다.
권창기 박사는 ‘글로벌 안전도시 울산 만들기’를 주제로 울산의 도시안전 수준을 분석하고 안전도시를 위한 향후 과제
를 제시했다.
정현욱 박사는 공간정책 및 주변지역과 관계에 무게를 둔 ‘인구유입정책과 연계한 울산시 도시성장 방향과 전략’을,
황진호 박사는 ‘ICT융합과 창업’을 주제로 지역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중점 전략과제,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략 등을 제
안했다.
정준금 울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두석 울산대학교 교수와 김재익 계명대학교 교수, 박영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실장, 우한균 UNIST 교수, 정수은 울산과학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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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울산학연구센터 세미나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에서는 올해 진행된 연
구과제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11
월 16일 울산문화예술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울산의 마을민속-잊혀져가는
도시와 마을의 신’, ‘울산의 조선후기 불교조각 연구’다.
세미나에서 강혜경·한삼건 교수는 ‘울산의 마을 민속잊혀져가는 도시와 마을의 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울산지역의 독특한 전통문화 발굴과 계승이라는 의미
에서 울산지역 동제당 및 동제 현황을 충실하게 기록하
고, 동제당과 동제를 보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했다.
11월 30일에는 ‘지역극장 울산극장의 역사적 전개와 문
화적 의의 연구’와 ‘울산군 부평역촌의 구조와 시기별
변천 연구’를 놓고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잊혀
가는 우리의 민속과 문화재에 대한 올바르게 이해함으
로써 울산의 정체성을 재인식시키는 자리가 되었다.

11.25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11월 25일 시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동해안권 지역
주민과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
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동해안권 3개 시·도(울산·강원·경북)가 공
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연
구 용역을 통해 도출된 종합계획 변경(안)을 지역 주민
과 관련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울산시와 울산발전연구원은 ‘종합계획 변경(안)’을 동해
안권의 환경여건을 재검토하고 종합 분석해 2020년을
목표로 ‘환동해권 블루 파워 창조 벨트’를 새로운 비전
으로 설정했다.
또한, 추진 전략은 △미래 에너지·해양자원 신성장 동력
창출 △신산업 창출 및 특화산업 기반 구현 △환동해 국
제관광 기반 및 융·복합관광 육성 △환동해 소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짜여졌다.

11.26

울산경제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울산시와 지역의 경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상호 소통 및 정보교류의 장
을 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시 주최, 연구원 주관으로 11월 26일 울산MBC컨
벤션에서 ‘울산경제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울산시와 지역경제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 등
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지역 산업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발전방안 모색과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울산시를 비롯해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상공회의소, 한국은행 울산본부, 울산경제지원기
관장회, 주요기업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호일 한국은행 울산본부장은 특강을 통해 지역경제의 주요
동향을 강연하며, 조재호 울산대학교 교수는 내년도 울산의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또한, 김효석아카데미 대표 김효석
박사가 상생협력과 창조경제를 위한 소통 전문가 초청특강에 임하며, 참가자들은 소통과 상호 정보교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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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0

2015년 울산학연구과제 세미나Ⅱ 개최

지난 11월 1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과제로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해 온“지역극
장‘울산극장’의 역사적 전개와 문화적 의의 연구”와“울산군
부평역촌의 구조와 시기별 변천 연구”를 발표하였다.
연구과제의 시작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끌었던 “지역극
장‘울산극장’의 역사적 전개와 문화적 의의 연구”(김남석
부경대 교수)는 일제강점기‘울산극장’이라는 극장 겸 공회
당 설립의 과정과, 설립 이후 주도한 문화적 운동과 관련
예술 활동을 추적하고 정리함으로서 울산의 잃어버린 지역
문화사를 복원하고 그 실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
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립
할 수 있고, 문화도시 울산의 모습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울산 부평역촌 일원 건물지 배치양상과 변천 연구”(황창
한 울산문화재연구원)는 역사적 기록만으로 알려졌던 조선
시대 울산군 부평역과 촌락이 최근 고고학 발굴조사를 통
해 부평역촌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확인되어 이를 문헌자료
와 고지도 등과 함께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흔적을 확실히
함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양명학 교수를 좌장으로 이성철 교수, 정상태 소장, 양상현
교수, 이창업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12.11

‘2015년 청년CEO 육성사업
6기 수료식’

울산시는 12월 11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
의실에서 ‘2015년 청년CEO 육성사업 6기 수료식’을
가졌다.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
보건대학교 등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사업실
적 보고, 수료증 수여, 창업 우수사례 소개, 청년창업
자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109명인 6기 수료자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창업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배우는 공통교육을
비롯해 아이템별로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심
화·전문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창업매니저와 멘토들
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결과 창업 103명, 부가고용 47명, 지적
재산권 등록 16건, 매출액 12억 원의 성과를 거뒀다.
울산청년CEO 육성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됐으
며 사업참여 예비 청년CEO에게 창업공간, 교육, 마
케팅, 창업아이템 개발 및 창업활동비 등을 지원하
고 있다.

12.15

제3차 울산교통포럼 개최
울산발전연구원 주관으로 12월 15일 울주군 발리동천 컨벤션홀에서 교
통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제3차 울산교통포럼’이 열렸다.
본 행사는 ‘울산 교통비전 2030’수립과 관련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 및 전망’에 대한 주제로 장래 우리시 교통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금회 울산교통포럼을 통해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에 수립될 예정인 ‘울산 교통비전 2030’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2015 UDI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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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한국지역학포럼 개최

울산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의 근대화 및 도시화 과정, 근대유
산들을 살펴볼 수 있는 포럼이 마련됐다.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는 국내 지역학 연구기관의
연구·사업 방향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상호 연계 및 정보 교류
를 위한 ‘제8회 한국지역학포럼’을 12월 18일 신라스테이울산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서울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포럼은 울산에서는 처
음 열리는 것으로, ‘도시의 근대, 근대의 유산'을 주제로 국내
각 지역학 연구기관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을 실시한다.
주제발표는 변일용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장의 ‘울산의 근대화와 도시화 과정’을 시작으로 문순덕 제주발전
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의 ‘제주지역의 근대문화유산 자원화 방안’, 이동휘 전주역사박물관장의 ‘전라감영 복원과 전
라북도 구도청 철거’, 이정호 경북대학교 교수의 ‘대구 도시공간의 새로운 구상’, 민현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서울
미래유산 보전 프레임워크’, 박진한 인천학연구원장의 ‘인천의 근대유산활용과 과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송인호 서울학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김영화 경북대학교 교수, 최혜경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위원, 이춘근 대구경북
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센터장,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장, 장남종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남
승균 인천학연구원 연구위원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12.18~19

제8회 한국지역학포럼 개최
국내 지역학 연구기관의 연구·사업 방향을 공동으로 설
정하고, 상호 연계 및 정보 교류를 위한 ‘한국지역학포럼’
을 울산학연구센터와 서울학연구소와 공동으로 18일 울
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도시의 근대, 근대의 유산’을 주제로 국내
각지의 지역학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주제발표에 이
어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는 변일용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장의
‘울산의 근대화와 도시화 과정’을 시작으로 문순덕 제주
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의 ‘제주지역의 근대문화유산 자원화 방안’, 이동휘 전주역사박물관장의 ‘전라감영 복원
과 전라북도 구도청 철거’, 이정호 경북대학교 교수 ‘대구 도시공간의 새로운 구상’, 민현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서
울 미래유산 보전 프레임워크’, 박진한 인천학연구원장의 ‘인천의 근대유산활용과 과제’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에 이어 송인호 서울학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김영화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혜경 제주발전연구원 전문
위원, 이춘근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센터장,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장, 장남종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남승균 인천학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학 연구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네트워크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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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논문 공모전 및 시민연구원 시상식

울산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제7회 대학(원)생 논문현
상공모전 및 제6기 시민연구원 과정’ 시상식이 12월
22일 개최됐다.
올해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전의 경우, 울산시정
전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논문 및 아이디어를 공모
한 결과 관광, 교통, 환경 등 분야별 참신하고 구체
적인 제안이 이뤄졌다. 우수상을 받은 단국대팀은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설정기준의 단순 물리적
거리적용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UNIST팀의 ‘기후변화에 따른 태화강 유량 및
증발률 변화 모의’와 울산대학교팀의 ‘울산지역축제의 활성화 전략 연구’, 한양대학교 팀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울
산관광 활성화 방안–수요예측과 텍스트마이닝을 중심으로’를 공동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시민연구원 시상에서 김바다·김종욱(울주군 언양읍)씨의 ‘울산의 관광객 행태 분석을 통한 청년 대상 관광 활성화 방
안–내일로 이용자를 중심으로’를 최우수 보고서로 선정했으며, 윤성보(울주군 삼남면)·조희라(남구 번영로)씨의 ‘태화
강대공원 보완 및 발전방안’을 우수 보고서로 뽑았다.

울산학연구센터
울산학연구센터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역사와 인물, 사회, 문화, 경제 등을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합니다.

울산학연구센터

162

통합 울산선생안
-역대관안박채은
과제구분 : 울산학 2015-01
연구기간 : 2015. 1.~2015. 7.

선생안(先生案)이란 중앙과 지방의 관아(官衙)와 기관
(機關)에서 전임 관원(官員)의 성명, 관직명(官職名), 도임
(到任)과 이임(離任), 그리고 특기할 만한 일 등을 적어놓
은 책으로 일명 안책(案冊)이라고도 한다. 작성 시기를
기준하여 등재인물이 현임자의 전임자라는 데서 <선생
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울산에는 예부터 여러 관아와 기관들이 설치되어 있었
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이나 관아의 역대 수장들의 명단
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선생안>이 전해오는 것이 없었
다. 단지, 2012년 울산박물관에서 간행한 국역『울산부선
생안』만이 있을 뿐이다. 그나마 그것도 관(官)에서 소장
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것이었으
며, 표제(表題)도 「울산부치적(蔚山府治績)」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울산부선생안』으로 명명(命名)하여 간행물로
탄생시킨 것이다.
그것은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인 1598년부터 1906년까
지 약 400여 년간 역임한 울산도호부사와 울산군수들의
임명, 도임, 이임, 거주지, 치적사항, 향리 명단 등의 관련
내용을 담아놓은 귀중한 자료였다.
“통합 『울산선생안』(부제 : 역대 관안)”은 본래의 책명
(冊名)이 아니고 아래 경상좌도병마절도사영(조선 태조
원년~고종 32년),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조선 태조 원
년~고종 32년), 울산 남목마성(효종 6년~고종 32년), 황
산도역(1562~1870)과 장수도역(1622~1895), 언양현(조선
태종~1914), 울산도호부(고려~현재), 울산광역시의회
(1991~현재), 울산광역시교육청(1952~현재), 울산기상대
(1945~현재), 울산지방법원(1982~현재), 울산지방검찰
청(1982~현재), 울산지방경찰청(1945~현재), 국회의원
(초대~19대), 울산경비사령부(1968~현재) 15종(種)의 기
관·단체장들의 명단을 기관별로 한 데 묶어서 편의에 따
라 명명한 것이다. 그 시기도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의

전 시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통틀
어 포함하였으며, 각종 문헌과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만을 가려서 등재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명안(名案)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고 당
시의 역사적 사실을 부분적으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으
며, 앞으로 후세인들이 울산의 지역사를 들여다 볼 수 있
는 가장 기초적 자료이다. 또한, 증빙(證憑)할 수 있는 출
전(出典)을 제시하였기에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이
기도 하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최선을 다해 충실히 조
사·채록하였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보아지므
로 후세 연구자들이 계속 조사·연구하여 확실하게 수정·
보완해 주길 바랄뿐이다.
이 책자가 울산의 지역사를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 널
리 활용되어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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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일생 울산해녀이야기
변일용, 이경희, 원영미
과제구분 : 울산학 2015-02
연구기간 : 2015. 1.~2015. 12.

산업도시 반세기 울산사람들의 생활상을 살펴보기 위
하여 구술 생애사를 연차과제로 진행하기로 한 첫해, 최
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는 해
녀들의 생애사를 울산지역에서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
였다.
울산은 바다와 인접해 있다. 산업화 이후 이러한 지리
적 조건은 국가주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
이 되기도 하였다. 산업화 이전 울산의 지리적 조건에서
울산 사람들은 바다를 배경으로 자신들의 삶을 유지했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해녀들이 있다.
산업화 이후 바닷가에 산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바닷가
가까운 곳에서의 해산물 채취는 점차 어려워졌다. 한편
산업이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면서 바다에 의지해 삶을 유
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런 까닭에 새로 유
입되는 해녀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현재 해녀들
은 모두 고령이다.
해녀들은 산업화 이전과 이후 울산의 변화를 직접 경험
한 사람들로 이들의 생애사는 곧 울산의 생생한 현대사
가 될 것이며,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 치열한 삶을 살아온
울산의 여성사이기도 하다.
울산지역의 해녀는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 울산으로
이동한 출가 해녀들이며, 이들로부터 물질을 배운 울산
출신의 해녀들이 등장하였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동구와
북구, 울주군을 포함해 1,519명의 해녀들이 등록되어 있으
며, 이중 300여 명이 나잠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바다를 삶터로 삼고 살아온 울산의 어머니 울산해녀 열
명을 만나 그들의 생애이야기를 들었다. 해녀의 전 생애
를 연구 범위로 하여 그들은 어디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해녀가 되었고, 해녀가 된 이후 구체적
인 경험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족 속
에서 그들의 위치와 역할을 복원하고, 그들이 울산의 변

화를 어떻게 경험하고 바라보았는지를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잠수복 제작 및 판매를 하는 분과 울산으로 출
가를 나온 경험을 가진 제주 해녀 두 분도 만나 당시의
울산 이야기를 듣고 함께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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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지역극장 ‘울산극장’의 역사와
문화적 의의 연구
김남석
과제구분 : 울산학 2015-03
연구기간 : 2015. 3.~2015. 11.

일제강점기 울산은 문화의 불모지로 인식되었다. 하지
만 다행히 울산의 지역민들은 울산에 문화적 인프라가
결여되었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었고, 이를 교정하기 위
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줄 알았다. 가장 먼저, 그들은 극
장과 공회당이 없음을 지적하고, 그 대책 마련에 부심했
다. 극장과 공회당의 문제는 울산 지역뿐만 1920~30년
대 조선의 각 지역에서 현안으로 제기된 문제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울산처럼 지역민의 의사가 일치단결하여 극
장 건립과 문화 보급의 당위성을 주장한 경우는 흔하다
고 할 수 없다. 1935년 경 그들은 지역 유지를 포섭하고
언론을 자극하여 극장 겸 공회당을 건립에 돌입했다.
울산 지역민의 노력은 1937년 결실을 맺었고, 울산은
‘울산극장’이라는 극장 겸 공회당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
다(단 이전에도 부실한 창고형 극장 구 ‘울산극장’은 존
재). 본 연구는 그 역사적 과정을 추적하고 신 울산극장
의 활동상을 재구하여, 일제강점기 울산의 지역 예술과
문화 보급 상황을 점검하려는 의도 하에 구상되었다. 울
산은 근대 초창기에 작고 낙후된 도시로 인식되었고, 부
산이나 경남에 부속된 하부 도시 정도로 취급된 것이 사
실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부터 울산민들은 ‘공업도시’,
혹은 ‘대울산’의 기치를 들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며, 적극적으로 문화 사업을 보급하는 일에도
열정을 기울여, 현재에는 전국을 대표하는 광역시의 대
열에 올라설 수 있었다. 따라서 근대 산업화시기를 거치
면서 울산이 ‘오늘날의 울산’이 되었다고만 믿는 현재의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안타까운 점은 울
산의 규모와 달리 울산의 문화적 인프라, 그중에서도 극
장을 비롯한 공영 공간의 확보율은 현재에도 매우 낮은
편이라는 점이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현재의 울산이 나
아갈 바를 찾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울산극장에 대한 연구는 우선, 울산의 잃어버린 지역

문화사를 복원하고 그 실체를 재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
련할 것이다. 이는 곧 울산의 문화적 자부심과 현재적 의
의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울산극장에
대한 복원은 인근 지역 문화사의 복원에 도움을 주면서,
경남지역 일대와 나아가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문화사
를 복원하는 초석이 될 전망이다. 지역 연극사뿐만 아니
라 한국연극사와 극장사를 보다 정밀하게 연구하는 기반
연구의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울산극장에 대한 연구는 비단 연극이나 문
화 일반에 관한 연구로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울산극
장의 건립을 위해, 울산 지역민이 벌인 활동은 총체적이
고 또 다층적이다. 이를 논구하면 울산의 지역 정체성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특성을 오늘날의
문화 환경에 대입하여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울산극장을 현대에 복원하고 그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를 실제로 구축해야 한다. 단순히 기록만
의 울산극장을 넘어, 지역민과 함께 숨 쉬며 오늘날의 문
화 환경을 조율할 수 있는 현실의 극장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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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평역촌 일원 건물지 배치양상과
변천 연구
황대일
과제구분 : 울산학 2015-04
연구기간 : 2015. 3.~2015. 11.

부평역은 조선시대 울산군에 속하였던 역 중의 하나로
세종 5년(1423) 경상도의 황산도에 속하였다가 세조 8년
(1462) 역제 개편으로 인해 경상좌도 장수도에 속하였다.
최근 부평역촌으로 추정되는 평산유적Ⅰ·Ⅱ에서 조선시
대 대규모 취락이 발굴조사되었다.
부평역촌의 위치는 문헌기록과 고지도에서 병영성 서
쪽에 위치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평산유적Ⅰ·Ⅱ가 현
재의 울산 중구 약사동 804번지 일원 평산마을에 위치
하며, 병영성에서 서쪽으로 약 800m 떨어진 곳에 위치
한 점 등으로 볼 때 부평역 또는 역과 관련된 역촌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평역촌의 구성요소는 조선시대 촌락의 구성요소와
유사하게 건물지와 주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혈, 경작유구, 저장시설, 기타시설 등 촌락을 구성하는
요소가 확인되었다. 특히 주거지와 건물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하여 역촌의 존속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부평
역은 병영성(태종 15년, 1415)이 축조된 뒤에 새로 신설된
역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촌의 형성시기는 부평역
이 설립된 이후 즉, 15세기 이후로 볼 수 있으며, 유적에
서 출토된 자기류와 기와류의 편년과도 부합한다. 또한
역촌의 소멸시기는 영남역지와 각종 문헌기록, 고지도
등에 표시된 부평역이 19세기 후반까지 존속한 것으로
볼 때 19세기 후반 이후 부평역이 폐쇄되면서 역촌도 함
께 소멸한 것으로 생각된다.
역촌의 규모는 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15C 전반
~15C 후반에는 富平驛舍로 추정되는 210호 건물지를
중심으로 역촌이 형성되었으며, 지상건물지 18기, 수혈주
거지 4동이 축조되었다. 16C 전반~16C 후반에는 부평역
사를 중심으로 넓은 지역까지 역촌이 형성되었으며, 지
상건물지 10기, 수혈주거지 9동이 축조되었으며, 역촌의
규모가 가장 번성하였던 시기로 생각된다. 17C 전반

~17C 후반에는 앞 시기의 역촌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생
각되지만, 새롭게 축조되는 건물은 지상건물지 5기, 수혈
주거지 1동으로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C
전반 이후에는 부평역사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건물이
조성되어 있으며, 역과 역촌의 기능이 점점 상실해가는
시기로 생각된다. 수혈주거지는 축조되지 않으며, 지상
건물지는 2기가 축조된다. 역촌의 배치에서 지상건물지
는 크게 5개의 群, 수혈주거지는 크게 2개의 群으로 분
류된다. 배치상 특징적인 점은 수혈주거지와 지상건물지
의 기능과 더불어 배치 상에서 서로의 구획을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군집을 이루거나 공존하는 형태를 보인다.
본 연구는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실물자료를 바탕으로
문헌자료와 기존의 역사학 분야·문화지리학·민속학 등의
연구성과 분석을 통한 연구로 추후 관련 연구의 기초자
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부평역촌의 시기별
변화모습을 글과 도면을 통하여 울산지역 조선시대 역과
역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역사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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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조선후기 불교조각 연구
최선일
과제구분 : 울산학 2015-05
연구기간 : 2015. 3.~2015. 11.

울산에 위치한 사찰 전각에는 여러 시대에 제작된 불상
들이 봉안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의 불상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6세기 말에 일어난 왜구의 침
략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이는 울산의 사찰들도 임진왜
란과 정유재란 기간에 대부분 파괴된 후, 종전과 더불어
전각을 건립하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렇지만 이 울산의 조선후기 불상은 조성발원문(造成發
願文)이나 사적기(寺蹟記) 등을 통하여 조성 시기와 작가
등이 밝혀진 것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 사찰 내에 봉안된 조선후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검토하고, 사찰 내에 남아있는 문헌을 바
탕으로 불상이 봉안된 전각의 건립 시기와 양식적 특징
을 바탕으로 조성 시기와 작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이
와 같은 불상의 제작 시기 추정은 문헌에 언급되지 않은
울산 지역 사찰의 연혁을 복원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
각한다.
울산의 조선후기 불상의 특징은 첫째, 흔히 佛石, 滑石,
慶州石 등으로 부르는 石材로 만든 불상이다. 이 재료는
석질이 곱고 연하여 조각과 운반이 쉬운 장점이 있는데,
주로 중소형 불상으로 석재가 매장된 원적지(原籍地) 근
처에서 제작되어 봉안 사찰로 이운(移運)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이 불상은 정으로 두드릴 경우 깨지는 성질이 있
어 조각도를 사용하던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이다.
둘째, 17세기 후반에 경주 기림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승
호(勝浩)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만든 작품이 대부분
이다. 조각승 승호는 수화승으로 1678년에 청도 덕사,
1681년 창원 성주사, 1684년에 기장 장안사, 1685년에 청
송 대전사, 1688년에 군위 인각사 불상을 제작하였다. 그
는 조각승 도우(道祐)의 제자이고, 수일(守一, 守日), 수연
(守衍), 법종(法宗)의 스승이다. 울산 사찰에 봉안된 불상
의 제작 시기는 17세기 중반에 신흥사 석조여래좌상, 17

세기 후반에 석남사 석조삼존불좌상과 석조보살좌상과
보덕사 석조보살반가상, 18세기 전반에 백양사 석조아미
타삼존불좌상과 동축사 석조여래좌상 및 인성암 석조보
살좌상, 18세기 후반에 문수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19세
기에 고헌사 석조나한상 순이다.
셋째 불상의 제작 시기를 근거로 이 지역 사찰의 중건
과 중수 시기는 17세기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하여 17세기
후반에 정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변
의 양산이나 경주보다 사찰의 정비가 한 세대 정도 늦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울산 지역에 남아있는 불상은 체계적인 복장 조사
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를 명확히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하여 개별 불상의 제
작 시기와 조각승을 추정하여 17~18세기에 제작되었음
을 밝힌 것은 작은 성과일 것이다. 이후 시군에서 정식
조사를 통하여 조성발원문이 조사되어 문화재적 가치가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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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마을 민속
- 잊혀져가는 도시와 마을의 신
강혜경, 한삼건
과제구분 : 울산학 2015-06
연구기간 : 2015. 3.~2015. 11.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울산광역시 한 가운
데에서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동제’라는
마을 민속이 있다. 동제는 마을이라는 하나의 지연공동
체를 단위로, 주민들의 안전 및 풍작의 기원을 위해 제사
를 지내왔다. 주민들은 동제를 지내기 위한 마을 공동의
재산을 소유하면서 동제라는 행사를 통해 마을 주민간의
결속을 꾀하는 한편, 제당 및 당수나무로 구성된 동제당
공간은 마을의 신성공간이자 경계 및 영역을 나타내는
구심적인 역할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
에 떠밀려 울산지역의 많은 동제당은 사라져 갔고, 또 일
부는 여전히 현역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소중한 지역의 문화자산이자 유산인 동
제당과 동제를 충실하게 기록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책 집필의 첫 번째 목적은 울산지역 동제당 및 동제 현황
을 충실하게 기록으로 남기는데 있다. 이는 울산지역의
독특한 전통문화의 발굴과 계승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 목적은 동제당과 동제를 보전해 나갈 수 있는 방
안을 찾아보는 것으로, 이는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직
접적인 목적이외에 동제당과 그 유지시스템에 대한 재평
가를 통해 날로 약화되어 가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
기 위한 시사점을 던져 줄 것으로 보인다.
1967년에 동제조사표에 의한 전국적인 동제관련 간접
조사가 이루어진 이래로 50년이 가까운 2015년 현재, 급
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의한 동제당의 변화 실태를 파
악하기 위하여 울산 관내에서 성립 연대가 오래된 전체
마을을 답사하여 동제당의 유무를 파악해 오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1967년에 조사 기록된 마을과 비교하여
동제당 공간이 사라진 마을과 조사에서 누락된 마을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 역사가 오래된 곳이 가장 많은 중구의 경우 2008
년 현재 동제당이 남아 있는 곳은 모두 16개소다. 또한 도

농통합 이전에는 중구 지역에 속했으나 지금은 북구에
속해 있는 마을 5개소에도 동제당 공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외에 남구지역은 동제당이 남아
있는 곳은 4개소이며, 동구지역에는 현재 6개소의 마을
에 동제당이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현존하는 동제당은
물론 도시화와 산업화를 겪으면서 철거된 마을의 동제당
에 대해서도 당시의 항공사진과 주민 인터뷰를 통해서
과거의 모습을 가능한 한 복원해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이 글을 통해 울산지역의 소중한 전통문화 자산이자 유
산인 동제와 동제당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며,
또한 잊혀져가는 동제의 의미와 동제당의 가치를 재발견
해서 우리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동제당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 가운데 현대 사회에 적용 가능한 것을 도출해 내고
그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동제당
을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온 지역의 소중한 역사자원으
로, 또는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해 줄 지혜의 보고로 삼
아야 한다. 당장은 동제당을 구성하고 있는 노거수와 마
을 숲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정서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동제당을
무분별하게 파괴해 온 기존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서 적
극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 평생학습 진흥의 중추적인
추진 기구로서 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지역 특화사업을 전개하는
평생교육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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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
‘100세 시대 행복한 울산시민을 위한 명품 창조학습도시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품격 있는 평생교육 기반 조성’, ‘따뜻
한 평생학습문화 확산’, ‘창조적 평생학습역량 강화’라는 3대 목표를 수립하고 6대 중점과제와 14개 세부사업 수행
- 배정예산 9억 5천만 원

중점추진과제

평생교육 정책연구 강화

세부사업

1-1. 2017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1-2. 울산광역시 평생학습지수 조사 분석
2-1.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

지역사회 학습공동체 조성

2-2. 우리동네 지식강사 양성활동사업
2-3. 평생학습 동아리사업
3-1. 구·군 평생학습 지역특화 벨트사업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확대

3-2. 베이비부머세대 평생학습 지원사업
3-3. 소외계층 평생학습 역량개발사업
4-1. 제4회 울산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시민평생학습 참여기회 제고

4-2.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4-3. 울산 평생교육 Note 발간

평생교육 네트워크 전문성 강화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

5-1. 울산 평생학습 포럼 개최
5-2. 평생교육 네트워크 동행사업
6-1.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운영

울산청년창업센터
울산청년창업센터는 창업초기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으로 청년창업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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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 2015 울산청년CEO육성사업
●사업기간 : 2015. 1. 1 ~ 2015. 12. 31 (12개월)
●총사업비 : 1,700백만 원(시비)
●주관기관 : 울산발전연구원
●참여기관 : 울산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 영산대학교 사업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협약 해지

필요성

●정부의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 창출
●청년들의 도전의식 함양 및 창업기회 제공
●창업과 관련한 교육, 창업절차 등에 관한 노하우 축적 및 경험 획득
●기존 사업자 중심의 지식서비스업 진흥 지원에 반해 지역 상황에 맞는 청년 실업자를
위한 지식서비스업 진흥노력 필요

추진성과

●참가인원 : 모집목표 120명 기준으로 각 기관과 협약을 맺은 전체 인원
●중도탈락 : 사업기간 중간 자진퇴거 또는 규정에 의한 퇴거인원
●수료자 : 울산청년CEO육성사업 수료기준에 적합한 인원
(사업자등록증 발급, 교육 40시간 이수한 인원)
●미창업자 : 사업을 현실화를 위해 창업 준비 중인 인원
●고용창출인원 :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대표, 팀원, 추가고용 포함한 인원
●매출액 : 협약종료시점까지 제출 된 보고서에 근거한 단순 합산한 금액
●지식재산권 : 협약종료시점까지 제출 된 보고서에 근거한 단순 합산한 수
●사업성과
(2015. 12. 31 기준)

구분

참여기관별 사업 추진실적
총계

울산청년창업센터

울산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참가인원

133

68

33

7

20

5

중도탈락

23

10

5

6

2

-

수료자

109

58

28

-

18

5

창업자

103

53

27

-

18

5

7

5

1

1

-

-

창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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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31 기준)

구분

참여기관별 사업 추진실적
총계

울산청년창업센터

울산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총고용창출인

47

8

35

-

4

-

월평균매출액

1,814,937,197

1,444,849,197

90,888,000

-

279,200,000

-

16

14

2

7

20

5

참가인원

133

68

33

6

2

중도탈락

23

10

5

-

18

5

수료자

109

58

28

-

18

5

창업자

103

53

27

1

-

-

7

5

1

-

4

-

총고용창출인

47

8

35

-

279,200,000

-

월평균매출액

1,814,937,197

1,444,849,197

90,888,000

-

-

-

16

14

2

-

-

-

지식재산권

창업준비

지식재산권

(2015. 12. 31 기준)

목표인원
(명)

참가인원
(명)

수료인원
(명)

매출현황 - 누계
(원)

고용현황
(명)

지식재산권
(개)

120

133

109

1,814,937,197

47

16

추진현황

1) 창업자 모집
●모집기간 : 2015. 1. 16(수) ~ 2. 16(월)
●지원대상
- 만 18세 ~ 만 39세 (1976년 1월 1일 ~ 1997년 12월 31일생)
- 접수일 기준 현재 울산시 거주자(주민등록 주소 기준)
- 창업을 희망하고 의지가 있는 자
-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
- 접수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울산청년CEO육성사업 기수혜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창업프
로그램 참가자는 제외
- 창업에듀 2과목(6시간 지정과목-창업기회발견,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교육 수료자
●목표 모집 인원 : 기술, 창조 창업분야 총 120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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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울산청년CEO육성사업 지원 신청서(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함)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 창업에듀 2과목 교육수료증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2015. 2. 17.(화)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2015. 2. 17.(화)
- 2차 사업계획서 교육 : 2015. 2. 24.(화)
- 사업계획서 제출 : 2015. 2. 27.(금)
- 3차 면접심사 : 2015. 3. 4.(수) ~ 3. 5.(목)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3. 10.(화)

추진현황

2) 선정결과
●예비청년CEO 지원자 : 총 2934건 조회(홈페이지 기준) / 총 123팀 신청
●예비청년CEO 합격자 : 123팀 중 최종 68팀 합격
●분야별 합격자 수
구분

기술

창조

총계

합격자수

12팀

56팀

68팀

총계(합격인원)

●참여기관 합격자 수
기관명

목표인원

합격인원

울산대학교

30

33

영산대학교

7

7

울산과학대학교

18

20

춘해보건대학교

5

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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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기관 선정 및 관리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운영기관 제출 : 2014. 12. 26(금) 제출기한
●주관기관 협약심의 : ~ 2015. 1. 12(월)
●참여기관 실무자 워크숍
- 1차 : 2015. 1. 30(금) 12:00 ~ 22:00 / 기관별 사업계획발표, 사업운영에 대한 토론
- 2차 : 2015. 9. 18(금) / 2015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석
●참여기관 실무자 회의 : 5회 실시 (3월, 4월, 6월, 10월, 11월)
●참여기관 사업화 진도 및 중간정산보고서 점검, 운영점검
- 점검일정 : 2015. 7. 16(목) ~ 7. 21(화)
- 사전점검 : 중간보고서 검토 (7. 13까지 제출)
- 방문점검 : 각 기관 현장 방문 운영 점검
- 기관별 점검 일정
구분

춘해보건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울산대학교

점검일

7. 16.(목)

7. 16.(목)

7. 17.(금)

7. 20.(월)

7. 21.(화)

점검자

임은애, 김아름,
박석윤

임은애, 김아름,
박석윤

임은애, 김아름,
박석윤

송봉란, 임은애,
김아름, 박석윤,
장홍문

임은애, 김아름,
박석윤, 장홍문

- 점검 결과
구분

춘해보건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울산대학교

우수사례

2

0

1

0

지적사항

0

4

2

0

요청사항

0

2

0

2

- 결과처리 : 참여기관별 결과 통보 공문 발송 및 처리 결과 제출 요청
●참여기관 최종점검
- 점검일정 : 2015. 12. 7(월) ~ 12. 15(화)
- 점검대상 :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 방문점검 : 각 기관 현장 방문 운영 점검
- 기관별 점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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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최종점검
- 점검일정 : 2015. 12. 7(월) ~ 12. 15(화)
- 점검대상 :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 방문점검 : 각 기관 현장 방문 운영 점검
- 기관별 점검 일정

추진현황

구분

울산과학대학교

울산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점검일

12. 7.(월)

12. 8.(화)

12. 9.(수)

12.15.(화)

점검자

김아름, 박석윤, 장홍문

김아름, 박석윤, 장홍문

김아름, 박석윤, 장홍문

박석윤, 장홍문

- 점검 결과
구분

춘해보건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울산대학교

우수사례

2

2

2

요청사항 처리

0

0

2

- 결과처리 : 참여기관별 결과 통보 공문 발송 및 처리 결과 제출 요청
4) 청년CEO 창업지원
●6기 오리엔테이션 : 2015. 3. 12(목)
●청년CEO창업한마당 및 6기 출범식 : 2015. 3. 27(금) ~ 3. 28(토)
- 울산청년CEO육성사업 성과 보고
- 행사장 부스 관람(오프라인매장 관람)
- 청년CEO 브랜드 패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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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본교육 : 2015. 3. ~ 2015. 4.
●교육방법
- ‘창업에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
- 각 과정별로 학습 진도율 80% 이상 되어야 수료 처리
- 공통교육 의무이수시간 총 20시간
- 창업기초과정 9과정 수강 후 수료증 제출
- 온라인교육 주제에 대한 ‘워크시트’를 배부하여 교육내용을 작성
●창업기본교육 워크숍 : 2015. 4. 24(금) / 기본교육 이수 후 실무 적용 가능한 역량 제시
●진행방법
- 유사분야 예비창업자 10인 내외로 그룹화
- 그룹분류 기준 : 2015년 선정된 예비청년창업자들의 아이템, 사업화 방향을 기준으
로함
- 공통교육 의무이수시간 총 20시간
- 교육 수강 후 수료증 제출
-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작성한 온라인교육 워크시트 토론 및 질의응답
※ 온라인교육 워크시트는 과목별로 실무진들이 사전 교육 후 세미나를 통해 준비
하여, 각 그룹 토론 진행함
- 심화교육 워크시트를 작성하여 수료한 선배창업자들이 멘토가 되어 토론 및 질의응답
●예비청년CEO – 매니저 간담회 : 3회 실시 (전체간담회, 그룹간담회)
- 예비청년CEO들의 사업진행상황, 애로점 파악, 울산청년CEO육성사업 공지 등

●2015 대한민국창업리그 In 울산(창업진흥원 지역예선) : 2015. 6. 9(화)
- 2015년 대한민국 창업리그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을 위한 지역 유망창업자의 발굴
및 창업 분위기 확산
- 경진대회진행(사업계획서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아이디어에 대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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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 외부심사위원 3인, 내부심사위원 2인
- ㈜폭스트론 대표이사 김지완
- 울산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과장 김명관
- 트리즈-큐 창의센터 대표 안세훈
- 울산발전연구원 청년창업센터장 송봉란
- 울산발전연구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총괄매니저 전철호
●심사결과 : 발표심사를 통한 상위 득점자 5개팀 시상 및 3개팀 본선 진출

추진현황

지원분야

성명

아이템(제품)

기술

홍봉필

장소 제약 없이 개발된 신개념 재활 및 체력증진기구

기술

이병철

장소와 상관 없이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 자가발전 스마트폰 충전기

기술

지경민

정확한 눈검사를 위한 특수 필터

●개방형 혁신기반 청년창업지원사업 : 2015. 6. ~ 2015. 12
- 5개의 그룹분야 별로 예비창업자들이 선택하여 10명 이내로 인원구성
- 지역 전문가 및 수료한 선배창업자들이 그룹의 총괄관리자가 되어 그룹 운영
- 그룹 안에 필요한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주어진 예산으로 맞춤형 창업교육을 진행

179

2015 UDI 연차보고서

- 개방형 혁신기반 그룹분류
순번

그룹명

그룹 구성 목적

1

지역브랜드 개발팀

2

기술사업화팀

3

울산문화예술사업팀

울산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문화예술기업에 맞는 사업기획 및
시장개척을 통해 비즈니스모델 확립

4

사회적 경제 사업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창업팀들이 관련 정보 및 판로개척,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

5

스마트 교육사업팀

교육과 관련된 고객 맞춤형 사업계획 및 제안서 작성법을 연구하고, 수업설계와 다양한 강의
기법을 접목해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하여 사업화

6

기타

지역의 브랜드로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디자인 제품, 관광 상품 등을 개발, 론칭, 유통,
마케팅 지원
기술창업자로서 비즈니스모델 다듬기, 시장분석, 인증, 특허취득, 사업자금 유치, 시제품 제작,
정부지원정책, 기술평가 등의 기술기업 창업 및 성장 프로세스를 적용해 사업화

이외 속하지 않은 그룹으로 예비청년CEO가 원하는 그룹을

- 예산집행기준
항목

총괄관리자(PM)

산출기준 및 근거

•월 500,000원 × 6회 = 3,000,000원
•월 2회 4시간 이상 그룹별 모임 진행 및 단계별 컨설팅 진행
→ 울산광역시 외래강사수당 지급기준(일반강사 2급)
•사업계획서, 운영보고서, 성과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멘토수당

•6개월간 다른 분야의 전문가 3인 10회 이상
•1회당 10만원 지급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지급

강사수당

•그룹별 총 지급액의 30% 이내
•6개월간 오프라인 교육 2회 이상
•울산광역시 외래강사수당 지급기준 참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지급

회의비

•그룹별 총 지급액의 20% 이내
•월 2회 4시간 이상 그룹별 모임 진행 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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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창업자 중간심사 : 2회 실시 (6월, 9월)
- 사업추진정도에 따른 평가, 인센티브 지급

●성공창업캠프 : 2015. 10. 30(금) ~ 10. 31(토)
- 아이스브레이킹 - ‘1분 스피치’
- 예비창업자 시제품 및 사업아이템 홍보관 운영
- 특강 : 당신이라는 사람책 ‘사람도서관-박성익 대표’

●청년CEO대상 선진사례 탐방 : 2015. 11. 12(목) ~ 11. 13(금)
- 일산 KINTEX, 메이커스빌(3D프린터 교육기관), D-CAMP, 구글캠퍼스 탐방

181

2015 UDI 연차보고서

●제품시장 및 소비자반응조사 : 2015. 11. 20(금) ~ 12. 18(금)
- 창업자 제품에 대한 사전 미팅 후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조사 실시
- 수행업체 : ㈜리서치테라 (서울 마포구 동교로 142-11)
- 수행일정
수행업체
용역계약

>

제품파악을
위한
사전미팅

>

조사 실시

>

결과보고서
제작

>

결과설명
미팅

●프랜차이즈 본점 만들기 컨설팅 : 2015. 11. ~ 2015. 12.
- 전문 컨설턴트의 맞춤형 컨설팅 방식으로 운영
- 브랜드 개발전략, 리스크 점검, 가맹조건, 입지분석, 인허가, 마케팅, 매출강화전략
등 프로세스 지도
- 컨설턴트 : 민유식 경희대학교 창업이론과 실무 겸임교수

울산청년창업센터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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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예비청년CEO 수료식 : 2015. 12. 11(금)
- 울산청년CEO육성사업의 창업지원 성과와 지속적인 사후지원 성공사례를 알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는 창업자를 축하하고 CEO로서의 길을 격려

5)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유관기관 간담회 : 2015. 6. 19(목)
- 유관기관 : 신용보증기금
- 기관소개 : 자금수료자에게 보증하는 기관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역할 수행하는 기
관임
- 주요 보증 업무 : 사업실적 6개월 이상 나오는 기업, 신용등급 중간 정도 주거주택
보유 및 연매출 10억 정도 기업, 창업교육 수료자 가점 등
6) 진로직업체험처 운영
●진로직업체험처 운영 : 2015.01. ~ 2015. 12.
- 참여대상 : 울산시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 진로직업체험을 희망하는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 신청하여 울산청년창업센터, 톡
톡스트리트 매장에서 진로직업체험처 운영
- 프로그램 : 울산청년CEO육성사업 수료업체 청년창업가의 창업체험담 및 창업매니
저직업 소개, 톡톡스트리트 및 울산청년CEO육성사업 소개, 시설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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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업자 홍보 및 사업 홍보
●성공사례 동영상 제작 : 2015. 3. ~ 2015. 12.
- 1편당 3분 이내, 총 10편 제작 ‘덤벼라 세상아’ 시리즈
- 웹진 및 온라인 홍보매체(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송출 가능한 동영상 제작

●웹진 제작 : 2015. 3. ~ 2015. 12.
- 기사 및 소식을 웹 매거진 형태로 발간, 격월발행(총 5회)
- 창업자 소개, 창업 네트워크, 창업정보, 창업센터 소식, 상품소개(톡톡몰)
●온라인 홍보(SNS,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언론홍보
8) 지역축제 참가
●톡톡스트리트 마켓 : 2015. 4. ~ 2015. 7. 매월 첫째, 셋째주 토, 일요일 (총 12회 진행)
●정부3.0 체험한마당 운영 : 2015. 4. 30(목) ~ 5. 3(일)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 2015. 5. 29(금) ~ 5. 31(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톡톡스트리트 마켓 : 2015. 8. 28(금) ~ 8. 30(일)
●2015 지역희망박람회 : 2015. 9. 8(화) ~ 9. 12(토)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 2015. 9. 24(목) ~ 9. 25(금)
●처용문화제 : 2015. 10. 8(목) ~ 10. 11(일)
●울산청년CEO 열정프로젝트 : 2015. 11. 20(금) ~
●울산 남구 눈꽃축제 : 2015. 12. 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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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프라인매장 ‘톡톡스트리트’ 운영현황
●매장명칭 : 울산청년들의 열정을 파는 가게 「TalkTalk st.(톡톡 스트리트)」
●개장일자 : 2013. 3. 22(금)
●총사업비 : 70,000천 원
●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95-23 2층(370.47㎡ (112.06평))
●목표 인원 : 18팀(현재 18팀 운영 중)
●입점기준 :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 및 창업 우수자
●입주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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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호수

기수

이름

성별

업체명

업체 소개

1

201

3기

조아름

여

J-artti (제이아티)

커피전문점

2

202

1기

장수임

여

에이블아트

목공예품 제작

3

203

2기

김지혜

여

크리스티앙

고래캐릭터 만주 판매

4

204

5기

유은혜

여

OWEI POUCH

핸드메이드 홈패션(파우치, 출산선물)

5

205

4기

김철민

남

그 남자의 그릇장

수제 도자기

6

206

4기

박지은

여

핸드메이드 지니

리본 공예품 및 선물포장

7

207

3기

장한진

여

한국공예문화교육센터

소매업, 서비스

8

208

교육장

9

209

공동 탈의실 및 배송물품 집하장

10

210

4기

박주희

여

H.NAIL

네일 아트

11

211

2기

조재형

남

E.M.C

컬러링북 디자인

12

212

6기

김정애

여

플랏버니스튜디오

인테리어 소품 제작

13

213

1인창조기업

권태흥

남

몽토

수제 생크림 케이크

14

214

5기

허영란

여

아트힐링

DIY캔버스 명화

15

215

5기

김정아

여

제이에이공작소

석고방향제, 수제 향초

16

216

6기

정은주

여

47

수제 악세사리 제작

17

217

5기

오미경

여

모퉁이를 돌면

재활용품 공예 제품

18

218

5기

김현지

여

밀크블라썸

여성악세사리 제작, 판매

19

219

5기

정지애

여

청춘디자인연구소

캘리그래피 제품, 양말공예제품

20

220

5기

송선주

여

비언아트러버

일러스트 그림, 삽화, 디자인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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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사업개요

●사업명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5. 1. 1 ~ 2015. 12. 31 (12개월)
●총사업비 : 120,000천 원
●관리기관 : 중소기업청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청

사업목적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울산지역에 청년 친화적인 지식서비스업 육성 여건 조성
●울산청년CEO육성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창업지원의 효율성 확보
●지역에 창업 마인드 제고 및 확산의 필요성

추진현황

1) 입주기업 모집
●모집대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거주지 등)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사업장 주소 이전) 입주 후 사업장 주소를 비즈니스 센터로 이전 가능한 자
●모집규모 : 장기 지정 입주 : 11인
●심사 및 입주 일정
- 모집기간 : 2015. 3. 9(월) ~ 3. 23(월)
- 1차 서류심사 : 2015. 3. 24(화)
- 1차 서류통과자 개별 공지 : 2015. 3. 26(목)
- 2차 면접심사 : 2015. 3. 30(월)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5. 4. 2(목)
●서류심사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회원카드 발급신청서, 대표자 이
력서,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창업에듀 수료증 제출
- 입주 신청 : 14팀
●면접심사
- 심사일시 : 2015. 3. 30(월) 14:00 ~ 18:00
- 심사장소 : 울산청년창업센터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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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결과
●면접심사결과
구분

서류신청인원

1차 서류심사 합격자

2차 면접대상자

최종합격자

인원

14개팀

14개팀

14개팀

11개팀

3) 하반기 입주기업 1차 추가모집
●모집대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거주지 등)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사업장 주소 이전) 입주 후 사업장 주소를 비즈니스 센터로 이전 가능한 자
●모집규모
- 장기 지정 입주기업 : 3인
●심사 및 입주 일정
- 모집기간 : 2015. 8. 3(월) ~ 8. 11(화)
- 1차 서류심사 : 2015. 8. 12(수)
- 1차 서류통과자 개별 공지 : 2015. 8. 13(목)
- 2차 면접심사 : 2015. 8. 24(월)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8. 27(목)
- 비즈니스센터 입주 : 2015. 9. 1(화)
●서류심사
- 제출서류 : 입주 신청서(별지서식2),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회원카드발급신청서,
대표자 이력서,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제출
- 입주 신청 : 4팀
●면접심사
- 심사일시 : 2015. 8. 24(월) 10:30 ~ 12:00
- 심사장소 : 울산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8층
4) 선정결과
●면접심사결과
구분

서류신청인원

1차 서류심사 합격자

2차 면접대상자

최종합격자

인원

4개팀

4개팀

4개팀

4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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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반기 입주기업 2차 추가모집
●모집대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거주지 등)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사업장 주소 이전) 입주 후 사업장 주소를 비즈니스 센터로 이전 가능한 자
●모집규모
- 장기 지정 입주기업 : 3인
●심사 및 입주 일정
- 모집기간 : 2015. 10. 5(월) ~ 10. 14(수)
- 1차 서류심사 : 2015. 10. 16(금)
- 1차 서류통과자 개별 공지 : 2015. 10. 19(월)
- 2차 면접심사 : 2015. 10. 23(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10. 26(월)
- 비즈니스센터 입주 : 2015. 11. 2(월)
●서류심사
- 제출서류 : 입주 신청서(별지서식2),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회원카드발급신청서,
대표자 이력서,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제출
- 입주 신청 : 4팀
●면접심사
- 심사일시 : 2015. 10. 23(금) 10:00 ~ 12:00
- 심사장소 : 울산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8층

추진현황

6) 선정결과
●면접심사결과
구분

서류신청인원

1차 서류심사 합격자

2차 면접대상자

최종합격자

인원

4개팀

4개팀

4개팀

3개팀

●현재 창업 진행현황
(2015. 12. 기준)

목표인원
(명)

참가인원
(명)

사업자발급 현황
(개)

매출현황 - 누계
(천원)

고용현황
(명)

지식재산권
(개)

18

24

109

1,780,00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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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모집 및 창업지원
●모집기간 : 2015. 3. 9(월) ~ 3. 23(월)
●비즈니스센터 입주 : 2015. 4. 2(목) 이후
●하반기 1차 추가모집 : 2015. 8. 3(월) ~ 8. 11(화)
●1차 추가모집 비즈니스센터 입주 : 2015. 9. 1(화) 이후
●하반기 2차 추가모집 : 2015. 10. 5(월) ~ 10. 14(수)
●2차 추가모집 비즈니스센터 입주 : 2015. 11. 2(월)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맞춤형교육 및 기술경영멘토링 18회 실시
●1인창조 입주기업 간담회 및 설명회 : 7회 진행(4월, 5월, 7월, 9월, 11월, 12월)
●울산지역 우수 중소기업 탐방 : 2015. 8. 26(수)
●울산, 울주, 영산대 1인창조기업 및 시니어센터 공동 네트워크데이 : 2015. 9. 15(화)
●창업진흥원 원장님 방문 입주기업 간담회 : 2015. 11. 2(월)
●창업자 사업홍보 지원 : 언론, 홈페이지, SNS 및 웹진 홍보
8) 교육 및 컨설팅
연번

구분

내용

일시

장소

1

고객관리 교육

2015.6.25

센터 내

2

세무관리 교육

2015.6.25

센터 내

3

스마트워크 교육

2015.6.25

센터 내

부가가치세 신고 교육

2015.7.16

센터 내

기업용 마케팅블로그 제작 교육(1)

2015.7.22

센터 내

6

기업용 마케팅블로그 제작 교육(2)

2015.7.24

센터 내

7

1인창조 및 시니어창업의 새로운 가능성

2015.9.15

센터 내

8

마케팅 조사 방법

2015.12.1

센터 내

9

문화창작예술서비스 IT융합 컨설팅

2015.5.12

센터 내

10

문화창작예술서비스 국악풍류방 공연기획 운영방법

2015.6.3

서울 노름마치 스튜디오

11

기업용 마케팅 블로그 제작 컨설팅

2015.7.29

센터 내

12

마케팅, 기업회계실무 컨설팅

2015.9.11

센터 내

특허 관련 개별컨설팅

2015.10.12

센터 내

법률 관련 개별컨설팅

2015.10.20

센터 내

15

기업회계실무 개별컨설팅

2015.10.27

센터 내

16

비즈니스모델 개별컨설팅

2015.11.6

센터 내

17

특허 관련 개별컨설팅

2015.11.9

센터 내

18

중소기업청 R&D 사업안내 컨설팅

2015.11.18

센터 내

4
5

13
14

맞춤형
교육

기술경영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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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네트워크 활용(세미나, 워크숍 등)
연번

구분

내용

일시

장소

1

신규입주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

2015.4.9

센터 내

2

입주기업 1차 간담회

2015.5.14

센터 내

3

입주기업 2차 간담회

2015.7.7

센터 내

신규입주기업 입주계약서 작성 및 간담회

2015.9.1

센터 내

입주기업 3차 간담회

2015.9.11

센터 내

6

입주기업 4차 간담회

2015.11.23

센터 내

7

입주기업 5차 간담회

2015.12.21

센터 내

8

창업진흥원 원장님 방문 입주기업 간담회

2015.11.2

센터 내

울산지역 우수 중소기업 탐방

2015.8.26

울산 일대

울산, 울주, 영산대 1인창조기업 및 시니어센터 공동 네트워크데이

2015.9.15

센터 내

4
5

간담회

9

탐방

10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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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온라인 홍보
●2015년 울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관련 언론보도 및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등
SNS홍보
연번

구분

1

언론보도

2

블로그카페

3

유튜브

4

홈페이지

5

웹진

내용

건수

보도출처

울산시, 문화예술분야 1인창조기업 집중 육성 등

4

인터넷뉴스

우수 입주기업 소개, 입주기업 추가모집 안내 등

4

울산청년창업센터
블로그 및 카페

우수 입주기업 소개
(펀펀이벤트, 국악풍류방여음, 뿌리있는이름 석홈실)

3

울산청년창업센터
유튜브 페이지

입주기업 모집공고, 교육안내, 선택형사업 안내 등

26

울산청년창업센터
창업넷 홈페이지

1인창조기업 연간 일정 소개
국악풍류방여음 황동윤 대표 소개 등

5

울산청년창업센터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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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5 울산, 울주, 영산대 1인창조기업 및 시니어센터 공동 네트워크데이
●일시/장소 : 2014. 9. 15(화) 16:00 ~ 18:00 /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교육장
●교육강사 :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트 박광회 회장
●참석자 : 35명 (입주기업 및 운영인력, 관련 담당자, 강사, 컨설턴트)
구분

참석인원

울산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5

울주군 시니어 창업센터

8

영산대 시니어 창업센터

12

합계

35명

비고

●내용
- 각 센터 입주기업 소개 및 네트워킹
- 1인창조기업·시니어창업에 대한 강의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법인설립 사용자 매뉴얼 안내
12) 2015 울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울산지역 우수 중소기업 탐방
●일시 : 2015. 8. 26(수) 10:00 ~ 18:00
●장소 : 제이엠모터스(주) / ㈜엠오브시스템 / ㈜새한하이테크
●참석자 : 입주기업 덕인솔루션 외 22명
●내용
- 기업 소개 및 견학
- 우수기업운영 사례 벤치마킹 및 기업가 정신 강의
- 울산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소개와 입주기업 판로개척 컨설팅 및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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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5 선택형사업 추진
●목적 : 선택형사업의 추진배경인 “1인 창조기업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취지에 맞
게 1인창조기업이 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경영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를 실시
●추진절차

사업 신청/접수
주관(참여)기관
(비즈니스센터)

>

사업위원회
구성, 심사 / 발표
관리기관(지방청),
주관기관(센터),
외부전문가 등

선택형 사업추진

>

주관기관
(비즈니스센터)

>

선택형 사업비 지급
및 결과보고
주관(참여)기관 →
관리기관(중소기업청),
전담기관(창업진흥원)

●평가대상 : 11개팀
●울산발전연구원(울산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현재(2015. 6. 30)까지 지정석에 입
주하여 있는 장기입주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선택형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심사결과
기업명

대표자명

심사최종점수

승인금액(만원)

비고

덕인솔루션

권홍근

75

100

홍보인쇄물 제작

뿌리있는이름 석흠실

김봉석

70

100

홍보인쇄물 제작

㈜상우식품 굳수

김영근

93

750

제품케이스 제작

꿈꾸는 예술공장

김재연

62

200

홍보인쇄물 제작

명진오토메이션

김종호

92

400

홈페이지 제작

워크앤라이프에이

박정현

74

100

홍보인쇄물 제작

역사마루

안정현

62

100

홍보인쇄물 제작

디알알에스케이

이 헌

92

200

홍보인쇄물 제작

공연기획사 감성공장

조승화

92

300

홍보인쇄물 제작

펀펀이벤트

차재민

77

100

홍보인쇄물 제작

국악풍류방 여음

황동윤

74

300

홍보인쇄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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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 스타트업 WIN-WIN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기간 : 2015. 2. 23 ~ 2015. 12. 31 (10개월)
●총사업비 : 295,715천 원
●관리기관 : 고용노동부, 울산광역시
●참여기관 : 울산발전연구원

사업목적

●경영여건이 열악한 지역 청년창업자들의 수요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창업 성장 여건
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지방자치단체 청년창업지원사업(울산청년CEO육성사업)과의 시너지창출
●청년층의 창업·창직, 은퇴 장년층의 청년창업기업 재취업을 복합적으로 지원

추진실적
훈련과정

취업실적

창업실적

구분

발굴
과정

훈련목표

수료인원

취업목표

취업인원

창업목표

창업인원

명

5과정

60명

58명

30명

25명

12명

6명

추진현황

훈련
시간

창업교육

멘토링

과정당
60시간

총
20시간

각
10시간

1) 과정별 교육생 모집
●창의학습지도사 양성과정
- 모집기간 : 2015. 5. 7(목) ~ 5. 18(월) / 2015. 5. 26(화) ~ 6. 8(월)
- 훈련대상 및 인원 : 20~45세 울산지역 고학력 미취업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10명
- 주요홍보기관 : 여성인력개발센터, 울산여성회관, 지역복지센터 등
●다문화여성 영어코칭지도사 양성과정
- 모집기간 : 2015. 5. 7(목) ~ 6. 12(금) / 2015. 6. 15(화) ~ 7. 10(월)
- 훈련대상 및 인원 : 영어권 국가 다문화가족 여성 중 교육관련 유경험자 20명
- 주요홍보기관 : 구·군별 다문화센터, 울산대 교육문화재단, SK 행복한 학교
●IT·웹 개발자 양성과정
- 모집기간 : 2015. 5. 7(목) ~ 6. 28(일) / 2015. 7. 1(수) ~ 7. 14(화)
- 훈련대상 및 인원 : 만 18세 이상 IT/소프트웨어 유경험자 및 예비창업자 20명
- 주요홍보기관 : 울산소재 대학, 테크노파크, U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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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유통 전문가 양성과정
- 모집기간 : 2015. 5. 7(목) ~ 6. 19(금) / 2015. 6. 29(월) ~ 7. 10(금)
- 훈련대상 및 인원 : 만 18세 이상 패션관련학과 전공자 및 패션산업 예비창업자 20명
- 주요홍보기관 : 성남동 젊음의 거리, 삼산동 디자인거리, 상가 밀집지역
●줄눈시공 기술자 양성과정
- 모집기간 : 2015. 5. 7(목) ~ 6. 26(금) / 2015. 7. 6(월) ~ 7. 17(금)
- 훈련대상 및 인원 : 만 20세 이상 건축/인테리어 전공자 및 실내인테리어 예비창업
자 20명
- 주요홍보기관 : 울산 실업계 고교, 울산지역 대학, 고용센터, 관공서

2)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생 수료 : 2015. 5 ~ 2015. 7
교육과정

교육일정

참가목표

참가목표

참가목표

수료목표

창의학습지도사 양성과정

2015.05.26 ~ 06.08

10

11

9

10

다문화여성영어코칭지도자 양성과정

2015.06.15 ~ 07.10

20

19

18

17

패션유통전문가 양성과정

2015.06.29. ~ 07.14

10

10

9

10

IT‧웹 개발자 양성과정

2015.07.01. ~ 07.14

10

10

9

10

줄눈시공기술자 양성과정

2015.07.06 ~ 07.17

10

14

9

11

60

64

54

58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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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학습지도사 양성과정

다문화여성영어코칭지도자 양성과정

IT/웹개발 전문가 양성과정

줄눈시공기술자 양성과정

패션유통전문가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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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13명 수료) : 2015. 7 ~ 2015. 8
순서

과목

시간수

강사

내용

1

창업과 기업가정신

2

김해룡 교수

창업개론 / 기업가정신

2

비즈니스모델

4

윤석철 전문위원

비즈니스모델 개념 / 수립

3

사업계획서

2

신정미 전문위원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4

창업회계 및 세금

4

최석재 대표

창업회계, 세무 이론 / 세금종류

5

사업자등록과 상권이해

2

김성록 대표

창업회계, 세무 이론 / 세금종류

6

고객관리 및 세일즈 스킬

4

변희영 대표

사업자등록 방법 / 상권 이해

7

온라인 마케팅

2

변희영 대표

고객관리방법 / 세일즈스킬

합계

20

온라인마케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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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아카데미 수료생 멘토링 운영(각 10시간) : 2015. 9 ~ 2015. 10

추진현황
순서

과정

대상자

멘토

내용

1

패션유통전문가

안세희

김태영 대표

CI컨설팅, 경영기법, 도매상가관계형성 등

2

패션유통전문가

김치우

김태영 대표

경영컨설팅, 세금신고, 실용디자인 등

3

줄눈시공기술자

박은영

김병훈 대표

경쟁업체분석기법, 차별화방안 등

4

줄눈시공기술자

김용삼

김병훈 대표

고객만족기법, 서비스 다양화 등

5

줄눈시공기술자

이기성

김병훈 대표

시장현황분석, 판매기법, 고객확보전략등

6

줄눈시공기술자

성건주

김병훈 대표

서비스 차별화 및 시장개척 등

●결과 : 창업 아카데미 수료자 6인 사업자 등록
5) 창업자 창업사업비 지원
순번

지원자

총 지원금액

사업분야

1

안세희

7,000,000

패션디자인

2

김치우

7,000,000

패션디자인

3

박은영

17,500,000

줄눈시공

4

김용삼

17,500,000

줄눈시공

5

이기성

17,500,000

줄눈시공

6

성건주

15,400,000

줄눈시공

총 금액

81,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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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사업비지원 선정심사

6) 창업자 성공창업캠프 참가(4명)
●장소 : 부산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활동내용 : 울산청년창업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동료 창업자와 선배 창업자들 간 네
트워크, 정보공유, 개방형혁신창업지원 성과발표 및 제품 품평회 등

2015 성공창업캠프

7) 교육과정 개발사업 실적
교육과정

주요 훈련내용

교육기업

창의학습 지도사

- 애니어그램, 스,토리텔링의 개요 및 이해
- 트리즈 개요 및 실습 등

미디어트/김아름

다문화여성 영어코칭 지도자

- 교수법의 기초이론 및 교수설계 분석,
- LMS 및 화상영어 사용 실습 등

우원뷰톡/우신재

IT·웹 개발자

- 반응형 웹사이트 개발에 대한 이해
- 웹 앱 제작 기초 등

크리에이티브 플랫폼/유용

패션유통 전문가

- 패션의 이해/울산 패션상권 분석
- 쇼핑몰 운영 및 제작 실습

울산패션인터넷협동조합
/김태영

줄눈시공 기술자

- 줄눈의 이해 및 제품소개
- 시공 실습 및 창업절차 안내 등

에코루트/김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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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보사업 실적

추진현황
유형

홍보대상

홍보대상

포스터/전단

유관기관, 동주민센터, 각 대학

125곳, 1개월

현수막

남구 5곳, 중구 5곳, 동구 2곳, 북구 3곳

각 2주

TV게시판

울산KBS, MBC 뉴스 게시판

과정별 3~5일 보도

버스 외부

북구, 동구, 울주군 기점 시내 경우 버스 8대

평균8회×8대=1,920회 운행

정류장단말기

시청 교통행정과

일50회×7일=350회 송출

SNS,블로그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등

1개월

홈페이지

유관기관 및 대학, 관공서

1개월

9) 창업 아카데미 교육사업 및 멘토링 실적

과정

과정

창업 아카데미

창업 멘토링

참여인원

13명

6명

대상자

멘토

내용

패션유통전문가

안세희, 김치우

김태영 대표

CI컨설팅, 경영기법, 도매상가관계형성 등

줄눈시공기술자

박은영, 김용삼, 이기성, 성건주

김병훈 대표

경쟁업체분석기법, 차별화방안, 고객만족기법,
서비스 다양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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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살이 실습터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명:참살이실습터지원사업
●사업기간:2015.5.1~2015.12.31(8개월)
●총사업비:130,000천원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참여기관:울산발전연구원

사업목적

●‘품격있고따뜻한창조도시울산’이라는시정비전에맞는지역참살이일자리창출여건
조성
●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에서시민들이삶의여유를누릴수있는참살이시장창출및
사업화기반조성
●지역의문화·예술·관광사업활성화정책에따라맞춤형참살이사업분야발굴육성
●울산시민들의참살이수요충족을위한전문가집단양성

항목

현황
과정구분

교육과정
(교육생)

기본

특화·신규

업종

목표인원(명)

교육인원(명)

달성률(%)

웰빙발효식품전문가

25

25

100%

공예디자이너

25

25

100%

진로직업체험코디네이터

25

25

100%

엔터테인먼트전문MC

25

25

100%

목표시간(시간)

교육시간(시간)

달성률(%)

웰빙발효식품전문가

140

140

100%

공예디자이너

160

160

100%

진로직업체험코디네이터

154

154

100%

엔터테인먼트전문MC

120

120

100%

목표인원(명)

참여인원(명)

달성률(%)

웰빙발효식품전문가

25

23

100%

공예디자이너

25

25

100%

진로직업체험코디네이터

25

25

100%

엔터테인먼트전문MC

25

24

100%

과정구분
교육과정
(교육생)

기본

특화·신규

업종

과정구분
인턴십 프로그램
(교육생)

기본

특화·신규

업종

202

울산청년창업센터

항목

현황
과정구분

업종

기본

인턴십 프로그램
(교육시간)

특화·신규

목표시간(시간)

달성시간(시간)

달성률(%)

웰빙발효식품전문가

10

10

100%

공예디자이너

10

10

100%

진로직업체험코디네이터

10

10

100%

엔터테인먼트전문MC

30

30

100%

목표인원(명)

창업자(명)

달성률(%)

웰빙발효식품전문가

10

4

4

공예디자이너

10

1

9

진로직업체험코디네이터

10

1

7

엔터테인먼트전문MC

10

0

14

목표인원(명)

실적(명)

달성률(%)

웰빙발효식품전문가

120

135

112%

공예디자이너

120

308

256%

진로직업체험코디네이터

120

319

265%

엔터테인먼트전문MC

120

120

100%

과정구분

업종

기본

창·취업 현황

특화·신규
과정구분

업종

기본

주민체험 현황

특화·신규

추진현황

교육과정

1) 참살이 실습터 지원사업 설명회 및 협약
●창의학습지도사양성과정:2015.4.16(금)/2015.5.26(화)~6.8(월)
-운영지침설명
-협의회사업추진내용안내및참여기관간네트워크
-협약에필요한서류준비후문서발송
교육기업(협약)

교육장소(협약)

웰빙발효식품전문가

보담정(대표:서혜경)

아트요리제과제빵커피바리스타학원

진로직업체험코디네이터

한국공예문화교육센터(대표:장한진)

중구젊음의거리상인회

토탈공예디자이너

한국공예문화교육센터(대표:장한진)

중구젊음의거리상인회

엔터테인먼트전문MC

펀펀이벤트(대표:차재민)

울산청년창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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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기업 및 교육장소 협약

3) 교육과정 홍보 및 교육생 모집 : 2015. 5 ~ 2015. 6
교육과정

모집기간

모집인원

웰빙발효식품전문가

2015.05.27.~2015.06.15.

25명

진로직업체험코디네이터

2015.05.27.~2015.06.04.

25명

토탈공예디자이너

2015.05.27.~2015.06.04.

25명

엔터테인먼트전문MC

2015.05.27.~2015.07.19.

25명

●지원대상
-울산지역거주미취업자중관련분야취업및창업희망자
-관련분야졸업자및졸업예정자
-관련분야교육과정수료자및자격증소지자
-관련분야경력단절자
-사회취약계층(새터민,다문화가정,기초생활수급자)
-창취업소외계층(경력단절여성,39세이하청년)
●제출서류
-참살이실습터지원신청서및취·창업계획서1부
-경력증명서및자격증사본1부(해당자에한함)
-주민등록등본,고용보험미가입증빙서류각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및이탈주민확인서및가족관계증명서1부(해당자에한함)
●선발방법
-서류전형후합격자선정(합격자개별통보)
●접수방법:울산청년창업센터현장접수및이메일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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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교육담보금
-최종합격한수강생에한해교육담보금20만원납부
-교육출석률85%이상출석시수료후전액반환
-탈북이주민,기초생활수급권자등사회취약계층은교육담보금면제
●교육과정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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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홍보를위한보도자료
순번

기사제목

보도일자

보도출처

2015.06.03~2015.07.19

KBS보도국,MBC편성콘텐츠국
UBC보도국

1

2015년참살이실습터교육생모집

2

울산시참살이전문교육과정운영삶의질제고

2015.05.28

NEWSIS울산

3

울산시,내달부터‘웰빙서비스전문교육과정’운영

2015.05.28

국제뉴스

4

울산시,내달부터‘참살이’전문교육과정운영

2015.05.28

뉴스1

5

울산청년창업센터,젊음의거리상인회와실습지원협약

2015.05.24

경상일보

6

市‘참살이실습터’주관기관신규선정

2015.04.15

울산매일

7

울산시,‘2015년참살이실습터’주관기관으로선정

2015.04.14

파이낸셜뉴스

4)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별운영:2015.6~2015.9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교육기간/교육장소
6.18~9.4
(매주목,금/9:30~17:30)
총140시간+10시간(인턴)교육
아트요리학원

인원

웰빙발효식품전문가

-천연발효의기본이해
-한국의발효음식
-발효음식전문점사례연구및창업교육
-현장실습및인턴실무교육

토탈공예 디자이너

-토탈공예종류및전망
-토탈공예종류별이론및실습
-토탈공예개인창업을위한노하우교육
-현장실습및인턴실무교육

6.9~9.4
(매주화,금/9:30~17:30)
총160시간+10시간(인턴)교육
젊음의거리상인회교육장

25명

진로직업체험 코디네이터

-직업의종류및특성이해
-진로설계,전문직업체험실습
-전문직업인특강
-현장실습및인턴실무교육

6.8~8.26
(매주월,수/9:30~17:30)
총154시간+10시간(인턴)교육
젊음의거리상인회교육장

25명

엔터테인먼트 전문MC

-이벤트및행사의종류
-무대기본매너및MC기법
-MC실습,행사기획및연출
-현장실습및인턴실무교육

7.21~9.17
(매주화,목/9:00~18:00)
총120시간+30시간(인턴)교육
울산청년창업센터

25명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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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발효식품전문가양성과정

추진현황
교육일정

강사

교육내용

6/18(목) 14:00~17:00

신언환

(이론)오리엔테이션,천연발효기본이해

6/19(금) 14:00~18:00

신언환

(이론)한국의발효음식

6/25(목) 09:30~17:30

백용규

전통술의분류및역사

6/26(금) 09:30~17:30

최정은

전통장이론

7/2(목) 09:30~17:30

백용규

전통술발효의종류와과일주

7/3(금) 09:30~17:30

최정은

간장.고추장

7/9(목) 09:30~17:30

백용규

술빚기(1)이양주,삼양주,칵테일

7/10(금) 09:30~17:30

최정은

발효음식전문점창업

7/16(목) 09:30~17:30

백용규

술빚기(2)솔잎주,증류식소주

7/17(금) 14:00~18:00

최정은

발효음식전문점사례연구

7/23(목) 09:30~17:30

백용규

술의알코올도수측정

7/24(금) 09:30~17:30

최정은

천연양념및발효기본재료이론

7/30(목) 09:30~17:30

백용규

현미식초빚기

7/31(금) 14:00~18:00

최정은

효소발효액의허와실

8/13(목) 09:30~17:30

김은경

장아찌이론및장아찌종류

8/14(금) 09:30~17:30

최정은

발효음식관능검사

8/20(목) 09:30~17:30

김은경

맛간장만들기및간장장아찌

8/21(금) 09:30~17:30

김은경

웰빙기능성김치

8/27(목) 09:30~17:30

김은경

발효음실을이용한창업요리실습

8/28(금) 09:30~17:30

이군자

된장만들기실습(1)

9/3(금) 09:30~17:30

이군자

된장만들기실습(2)

9/4(금) 09:30~17:30

이군자

청국장

207

2015 UDI 연차보고서

●토탈공예디자이너양성과정
교육일정

강사

교육내용

6/9(화) 09:30~12:30

장한진

토탈공예종류소개및전망,우드팬시(1)

6/12(금) 09:30~17:00

장한진

우드팬시(2),우드팬시(3)

6/18(목) 09:30~17:00

장한진

풍선아트(1),풍선아트(2)

6/19(금) 09:30~17:00

장한진

풍선아트(3),풍선아트(4)

6/23(화) 09:30~17:00

박정순

폴리머클레이(1),폴리머클레이(2)

6/26(금) 09:30~17:00

박정순

폴리머클레이(3),폴리머클레이(4)

6/30(화) 09:30~17:00

이남주

천연비누꽃플로리스트(1),천연비누꽃플로리스트(2)

7/3(금) 09:30~17:00

이남주

천연비누꽃플로리스트(3),천연비누꽃플로리스트(4)

7/7(화) 09:30~17:00

김지나

슈가크래프트(1),슈가크래프트(2)

7/10(금) 09:30~17:00

장한진

예쁜글씨POP(1),예쁜글씨POP(2)

7/14(화) 09:30~17:00

김귀분

천연비누&화장품(1),천연비누&화장품(2)

7/17(금) 09:30~17:00

김지나

슈가크래프트(3),슈가크래프트(4)

7/21(화) 09:30~17:00

김귀분

천연비누&화장품(3),천연비누&화장품(4)

7/24(금) 09:30~17:00

장한진

예쁜글씨POP(3),예쁜글씨POP(4)

7/28(화) 09:30~17:00

김량희

폼아트(1),폼아트(2)

7/31(금) 09:30~17:00

김량희

폼아트(3),폼아트(4)

8/11(화) 09:30~17:00

장한진

냅킨아트(1),냅킨아트(2)

8/14(금) 09:30~17:00

김정미

리본아트(1),리본아트(2)

8/18(화) 09:30~17:00

김정미

리본아트(3),리본아트(4)

8/21(금) 09:30~17:00

오미경

업사이클링(1),업사이클링(2)

8/25(화) 09:30~17:00

장한진

페이스페인팅(1),페이스페인팅(2)

8/28(금) 09:30~17:00

오미경

업사이클링(3),업사이클링(4)

9/1(화) 09:30~17:00

장한진

토탈공예작품전시회,공방체험

9/4(금) 09:30~12:30

장한진

공방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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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직업체험코디네이터양성과정

추진현황
교육일정

강사

교육내용

6/8(월) 09:30~17:00

한경옥
장한진

-진로직업체험코디네이터란?
-직업체험(키즈파티플래너)

6/10(수) 09:30~17:00

한경옥
김귀분

-다양한직업의종류와특성
-직업체험(천연비누공예전문가)

6/15(월) 09:30~17:00

한경옥
류미선

-진로성숙도높이기
-직업체험(네일아트전문가)

6/17(수) 09:30~17:00

한경옥
이성열

-진로탐색과흥미이해
-직업체험(양말공예전문가)

6/22(월) 09:30~17:00

한경옥
장한진

-진로설계(1)-자기분석
-직업체험(인테리어소품제작전문가)

6/24(수) 09:30~17:00

한경옥
박지은

-진로설계(2)
-직업체험(아동요리전문가)

6/29(월) 09:30~17:00

이부승
최정희

-소통코칭기법(1):3가지상담핵심스킬
-직업체험(리본아트전문가)

7/1(수) 09:30~17:00

한경옥
이남주

-가슴뛰는비전수립
-직업체험(플로리스트)

7/6(월) 09:30~17:00

이부승
권정옥

-소통코칭기법(2):3가지상담핵심스킬
-직업체험(팝아트예술가)

7/8(수) 09:30~17:00

노승주
장한진

-소통코칭기법(3):오픈마인드spot기법
-직업체험(이벤트플래너)

7/13(월) 09:30~17:00

한경옥
최민영

-생애설계전략
-직업체험(캘리그라피작가)

7/15(수) 09:30~17:00

노승주
김순애

-팀빌딩,팀웍다지기위한팀별미션활동
-직업체험(웃음치료사)

7/20(월) 09:30~17:00

한경옥
김지영

-목표를위한습관관리전략
-창의적강의기법총론

7/22(수) 09:30~17:00

김순애
김성철
김상욱

-나의셀프펀리더쉽
-전문직업인특강(학교선생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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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강사

교육내용

7/27(월) 09:30~17:00

한경옥
성기창,
김훈

-목표달성을위한시간관리전략
-전문직업인특강(수의사,건축사)

7/29(수) 09:30~17:00

김순애
박해령,
김승용

-행복디자인
-전문직업인특강(아나운서,임상병리사)

8/10(월) 09:30~17:00

김지영

-강의기법훈련(1)
-강의기법훈련(2)나는S,J이다

8/12(수) 09:30~17:00

김지영

-강의기법훈련(3)
-강의기법훈련(4)

8/17(월) 09:30~17:00

정운화,박은미,
김영길,김지영

8/19(수) 09:30~17:00

이부승

-부모의식전환기법(1-1)
-부모의식전환기법(1-2)

8/24(월) 09:30~17:00

이부승

-부모의식전환기법(2-1)
-부모의식전환기법(2-2)

8/26(수) 09:30~15:00

김지영

-강의계획서작성기법(1)
-강의계획서작성기법(2)

8/31(월) 09:30~16:00

한경옥

-전문강사잡쉐도잉

-전문직업인특강(회계사,방송작가,정치인)
-강의기법훈련(5)강사는프로그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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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전문MC양성과정

추진현황
교육일정

강사

교육내용

7/21(화) 09:00~18:00

차재민

-오리엔테이션,이벤트및행사의종류

7/23(목) 09:00~18:00

서명균

-MC기법:발성,발음,호흡이론및기초

7/27(월) 09:00~18:00

정훈식
박형호

-업계동향,무대기본매너

7/30(목) 09:00~18:00

서명균

-MC기법:발성,발음,호흡심화

8/11(화) 09:00~18:00

김이레
차재민

-MC기법:돌잔치시나리오작성
-MC기법:돌잔치돌발사항대처법

8/13(목) 09:00~18:00

서명균

-MC기법:방송에서말하기이론,실습

8/18(화) 09:00~18:00

차재민
박형호

-MC기법:결혼식,약혼식,금혼식,피로연진행
-MC기법:칠순연,팔순연,동창모임,송년회진행

8/20(목) 09:00~18:00

서명균

-MC기법:현장리포팅이론,실습

8/25(화) 09:00~18:00

김이레
정훈식

-MC기법:만남과인사를위한게임훈련
-MC기법:주의집중기법

8/27(목) 09:00~18:00

차재민

-MC기법:파트너와즐기는레크리에이션
-MC기법:분위기조성을위한레크리에이션

9/1(화) 09:00~18:00

박형호
강경성

-MC기법:게임진행시유의점
-MC기법:공동체놀이,팀빌딩

9/3(목) 09:00~13:00

정훈식

-MC기법:행사기획및연출

9/8(화) 09:00~17:00

차재민

-MC기법:상황별시나리오특성

9/10(목) 09:00~17:00

정훈식

-MC기법:아이스브레이킹기법

9/15(화) 09:00~17:00

김이레

-MC기법:상황별시나리오작성

9/17(목) 09:00~17:00

박형호

-MC기법:체육대회진행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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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인턴십프로그램운영:2015.9~2015.10
●웰빙발효식품전문가
업체명

인턴내용

참여인원

기간

시간

보담정

장담그기,맛간장제작
발효음식제조및판매

23명

2015. 9. 7 ~ 9. 22

10시간

●토탈공예디자이너
업체명

인턴내용

참여인원

기간

시간

한국공예문화교육센터

장담그공예강의,공방운영
방과후학교보조강사기,맛간장제작
발효음식제조및판매

25명

2015. 9. 1 ~ 10. 31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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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직업체험코디네이터

업체명

인턴내용

참여인원

기간

시간

한국공예문화교육센터

진로직업상담및적성검사

25명

2015. 9. 16 ~ 9. 19

10시간

●엔터테인먼트전문MC
업체명

인턴내용

참여인원

기간

시간

펀펀엔터테인먼트

축제및행사보조MC

25명

2015. 10. 7 ~ 10. 23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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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체험, 자율 프로그램 운영
●주민체험,자율프로그램운영:2015.9~2015.10
●웰빙발효식품전문가
행사명

행사일시

행사내용

목표인원(명)

실적(명)

처용문화제

2015.10.08~10.11

고추장만들기체험

30

135

●토탈공예디자이너
행사명

행사일시

행사내용

목표인원(명)

실적(명)

톡톡스트리트마켓

2015.09.~10.
(매월1주,3주토,일)

페이스페인팅체험

30

129

처용문화제

2015.10.08~10.09

풍선아트,페이스페인팅체험

30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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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직업체험코디네이터

행사명

행사일시

행사내용

목표인원(명)

실적(명)

톡톡스트리트마켓

2015. 09. ~ 10.
(매월1주,3주토,일)

자아존중감검사,
간이다중지능검사

30

144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

2015. 09. 10 ~ 09. 11

진로탐색체험
(홀랜드적성검사,MBTI)

30

127

처용문화제

2015. 10. 08 ~ 10. 09

자아존중감검사,
간이다중지능검사

30

48

●엔터테인먼트전문MC
행사명

행사일시

행사내용

목표인원(명)

실적(명)

처용문화제

2015. 10. 09 ~ 10. 11

할로윈의상체험

3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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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공창업캠프 참가 (5명)
●장소:부산아르피나유스호스텔
●활동내용:울산청년창업센터에서육성하고있는동료창업자와선배창업자들간네
트워크,정보공유,개방형혁신창업지원성과발표및제품품평회등
8) 전문가 멘토링 운영 : 2015. 11
순번

과정

대상자

멘토

내용

1

웰빙발효식품

조원열

김은경교수

제품분석및경영기법등

2

웰빙발효식품

조원열

최정은교수

마케팅전략,멘치마킹등

3

토탈공예디자이너

박휘수외4

김영주대표

경쟁업체분석기법,차별화방안등

4

진로직업체험

김정화외3

안세훈대표

서비스차별화및시장개척등

5

진로직업체험

한수영외2

이경환대표

시장현황분석및고객확보전략등

6

진로직업체험

김정화외2

안세훈대표

시장현황분석및서비스다양화등

문화재센터
문화재센터는 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와
문화유적자료를 분석·연구함으로써
울산의 뿌리 깊은 역사성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지역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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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집 울주 입암리유적
- 범서 입암리 국도 24호선 도로개설부지 내 발굴조사 보고서 황현진, 강정미, 이정민, 손정규
발굴기간:2012.2.20~2013.1.29
발행사항:2015.1.434면
중요유물:몸돌,돌날,격지,집선문? 태선문? 거치문토기,석재,굴지구,무문토기,석촉,석착,지석,점토대토
기,두형토기,연질호,개,노형토기,파수,고배등

울주입암리유적은도로부지개설사업으로인해발굴
조사된대규모의복합유적으로구석기시대부터조선시
대에이르기까지다양한유구와유물이확인되었다.또
한태화강에의해퇴적된충적지로농경,수렵,어로,채
집등인간의다양한생업활동에적합한지형적조건을
갖추고있어유적의입지와지형과의상관관계를잘보
여준다.
발굴조사는A~D지구지역으로나누어실시하였으며,
구석기시대부터조선시대까지총89기의유구가발굴조
사되었다.구석기시대는밀개,찌르개,톱니날석기등의
도구와몸돌과격지등이출토되었다.토층과유물을통
해볼때후기구석기에해당되는것으로추정된다.신석
기시대유구는수혈유구16기,집석유구5기,주혈군등
이확인되었다.유물은문양이없는토기편,남해안식태
선침선문등이시문된토기편이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유구는주거지16기,수혈1기,구5기,야외
노지1기,주혈군1기,입석유구5기,함정유구7기,굴립
주1기로총37기로다양한생활상을엿볼수있다.주거
지는(장)방형의평면형태로면적은중소형이다.주거지
의형성이충적지에위치하는특수성때문에벽구와배
수구는발달하지않은특징이있다.유물은공열문과낟
알문이시문된무문토기,석촉,석도,어망추,방추차등
이출토되었다.주거지는형태나구조,유물등으로보아
청동기시대후기로추정된다.
삼한시기와삼국시대유구는총27기이다.유물은원형
점토대토기,두형토기,석착,미완성석기,파수부호,우각
형파수부편,야요이토기등이출토되었으며기존의연
구성과에따르면시기는B.C.3~2C로추정된다.옹관묘
는단옹식으로3기만이출토되었다.
삼국시대주거지는삼한시대후기~삼국초기(A.D

3~4C)에해당하는구조적인형태에속한다.평면형태는
말각방형계이며내부시설로부뚜막,벽주식,벽체시설이
확인된다.하지만,울산지역에서한쪽벽면이돌출된출
입구형태와11호주거지의부석식노시설,12호주거지
에서부석식노시설위에지각(1차:돌,2·3차:토기)을3번
겹쳐세워부뚜막으로전환하여사용한것은입암리유
적에서보이는성격과특징이라할수있다.이처럼울주
입암리유적은충적지에입지하는지형적특성으로인해
여러시대에걸쳐당시의생활상을파악할수있는좋은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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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집 울산 경상좌병영성 서문지
- 울산 병영성 서문지 정비사업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배은경, 김광옥, 김현주
발굴기간:2012.6.~2013.1.
발행사항:2015.1.217면
중요유물:자기,기와등

이번발굴조사는울산광역시중구청에서경상좌도병영
성의서문지일대정비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본연
구원에조사를의뢰하여이루어졌다.조사는서문지일
대의구간(1,500㎡)은발굴조사를실시하고북문지~서
문지약400m구간(18,296㎡)은시굴조사를실시하였다.
시굴조사에서는체성과치성2개소,해자의존재유무를
확인하였으며치성2개소와체성의외벽과단면조사,해
자의단면조사를실시하기위해추가발굴조사(1,000㎡)
를실시하였다.서문지일대와북문지~서문지구간의
추가발굴조사결과체성,서문지옹성과문루건물지,치
성3개소,해자,수혈주거지,구상유구등이조사되었다.
체성과관련해서는여러방식으로성벽을보수한흔적
을확인할수있었다.이는임진왜란당시울산왜성을축
조하기위해일본군이병영성의성돌을반출해나갔음을
알수있는중요한자료이다.
서문지옹성은외벽모서리일부를제외하고는잔존상
태가좋아서옹성의완전한형태를파악할수있었다.옹
성은체성에덧대어축조되었다.옹성의규모는내벽둘
레21.5m,외벽둘레48m이고폭이전체적으로750~790
㎝이다.이수치는「여지도서」에기록된서문지옹성둘레
47보와거의일치한다.
문지도주초석과적심이잔존하고있어문루건물지의
정면3칸,측면2칸규모를파악할수있었으며향후문
루건물지의정비,복원에중요한자료가될것으로생각
된다.
치성은3개소가조사되었다.2호가훼손된것을감안하
면거의같은규모로폭7.6m,길이9.8m정도이다.이는
「축성신도」에나오는폭15척,길이20척과유사한규모
이다.
해자는조사지역내에서모두내벽만잔존하는상태로

확인되었으며바닥에서선축된해자를확인한것은이번
조사의성과로생각된다.
성벽을제외한옹성,치성3개소모두가체성에덧대어
축조되었다.기존에조사된북문지옹성과북동구간과
동남구간에서확인된치성4개소등도모두체성에덧대
어축조한것으로확인되었다.이는태종17년(1417)에축
조하기시작한병영성이세종대에성벽이외의옹성,치
성등이축조되었음을미루어짐작할수있다.
이번조사에서확인된여러가지사항들은조선시대성
곽연구에중요한학술적자료가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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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집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북동치성 3호
- 울산 병영성 북문지~서문지 정비사업구간 내 치성 3호 주변 발굴조사 보고서 배은경, 김광옥, 김현주
발굴기간:2013.5.8~2013.5.21
발행사항:2015.5.53면
중요유물:자기,기와등

울산경상좌도병영성북동치성3호에대한발굴조사는
2010년본연구원에서실시한울산경상좌도병영성북
동구간성곽정비사업구역에대한발굴조사이후성벽정
비·복원사업을실시하던중북동치성3호와그주변체
성에대한추가조사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어이루
어지게되었다.그결과치성의축조방식과하부구조를
파악하였고,체성부에설치한탐색트렌치2곳을통해체
성의외벽~내벽구조와외벽의하부구조를확인하였다.
치성의규모는동-서930㎝,남-북780㎝로체성에직
교하는길이가너비에비해1.2배긴형태이고최대잔존
높이는148㎝이다.경사면에위치한치성의축조기법은
사직선의형태로경사면에맞추어지대석을배치하고지
대석바깥끝에서10~15㎝안으로들여기단석과면석
을쌓아올렸다.내부는대부분할석을채워넣었다.지
대석의바깥에서는생토면을110㎝이상의너비로굴착
하고적갈색점토로바닥을다진후직경20~40㎝정도
의할석을비교적편평하게놓은박석이확인되었다.
이번발굴조사를병영성의치성에대한기존조사결과
와비교해볼때방대형구조의치성을체성에덧대어축
조하고내부를할석으로채워넣은축조방식등은대체
로유사하다.다만북동치성3호는사직선의형태로지
대석을배치한것처럼서북구간의치성과는달리북동구
간의치성은경사진자연지형을그대로이용하여조성되
었다는특징을가진다.
북동치성3호주변체성의내부구조를확인하기위해
설치한트렌치2(남쪽)에서는구릉사면을계단상으로절
토한후외벽을설치하였음이확인되었다.구릉사면을
수직에가깝게절토한후약500~570㎝밖에외벽을설
치하였다는앞서확인된체성의기반조성방식과차이를
보인다.외벽은기존에조사된축조방식과동일하게나

타난다.
이와같이북동치성3호와주변체성에대한이번조사
결과는기존의조사와는몇가지다른특징을보인다.이
는병영성의축조에있어구간마다다른지질학적특성
과자연지형등을고려하여축조방식을달리한것으로
추정된다.이렇게축적된자료들이효율적인병영성정
비와유적보호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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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집 울산 상안동 고분군Ⅰ․Ⅱ․Ⅲ
- 울산 농소하수처리장 건립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배은경, 김성식, 이재흥, 황현진, 강정미, 한지아, 전은영
발굴기간:2012.11.26~2013.6.12
발행사항:2015.5.(4권2,062면)
중요유물:무문토기,흑도장경호,점토대토기,파수,단경호,장경호,고배,철모,유자이기,석촉,
환두대도,이식,경식,연질옹,유개완,병,기와등

울산상안동고분군유적은울산광역시북구중산동과
장현동사이에위치하며울산지역삼국시대대표적인무
덤인목곽묘와석곽묘가조사된대규모유적이다.구릉
사이의곡부를중심으로3개지구로나누어지며청동기
시대주거지를비롯하여삼국시대목곽묘,석곽묘등총
462기가조사되었다.서쪽에서동쪽으로Ⅰ·Ⅱ·Ⅲ지구로
연결되며Ⅰ지구는5~6세기석곽묘·석실묘,Ⅱ지구는5
세기석곽묘,Ⅲ지구는4~5세기목곽묘와석곽묘가분
포한다.
삼국시대문화층아래에서청동기시대48동이상층과
중복된상태로확인되었다.상안동고분군은울산지역
삼국시대무덤의변화양상,무덤봉토의축조방식등을
이해하는중요한자료이다.
1.청동기시대주거지는총48동확인되었고Ⅰ~Ⅲ지
구에걸쳐분포한다.시기는청동기시대전기후반에서
후기의주거지이며규모는대부분4~6주식의중소형주
거지이다.유물은심발형토기,어망추등의토도류와석
부,석촉등의석기류가출토되었다.
2.목곽묘는75기확인되었으며Ⅲ지구에서만조성된
다.시기는순수목곽묘는A.D.4세기대,위석식목곽묘는
A.D.5세기대에해당한다.유물은고배,단경호,장경호,
완등의토기류와환두대두,철모,교구,유자이기,철부
등의철제금속류가출토되었다.
3.석곽묘는281기가확인되며가장많은양을차지한
다.시기는목곽묘에서석곽묘로전환되는A.D.5세기부
터석곽묘에서석실묘로전환되는A.D.6세기중반에이
른다.유물은고배,장경호,등의토기류와경식,이식의

장신구류환두대도,대구,철부등의철기류가출토되었다.

연구실적 I 현안과제

제83집 울주 언양읍 동부리 244-4 일원 유적
- 울주 언양읍성 내외 하수관거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조사 보고서 배은경, 김광옥, 김현주
발굴기간:2012.7.~2013.10.
발행사항:2015.9.42면

울주언양읍동부리244-4일원유적에대한발굴조사
는울주언양읍동부리와서부리일원의하수관거정비
공사에앞서이루어졌다.조사지역은대부분기존의하
수관로가설치된위치이거나하수관로주변에상수관로,
통신관로,가스관로등다른여러구조물이설치되어있
어상당수교란되어있었다.다만2012년과2013·14년언
양읍성남문지복원사업부지에대한발굴조사로확인된
성곽과근접한Ⅲ구역과Ⅳ구역일부에서조선시대석렬
1개소,시대미상의석렬1개소,구상유구1기등이확인되
었다.
Ⅲ구역A지점에서확인된구상유구는언양읍성남문을
둘러싼옹성앞의해자와이어지는곳에위치하고있고
진행방향도일치하는것으로보아해자일가능성이크
다.또한구상유구위에서확인된석렬은구상유구가폐
기된후조성된건물지의기단시설이었을것으로생각된
다.Ⅳ구역B지점에서확인된조선시대석렬은체성내
벽과10m내외에조성되어있고잔존상태나석렬의진
행방향등을종합해볼때성곽이나건물지의관련시설
로추정된다.
조사의특성상극히일부이기는하지만이번조사에서
확인된유구가향후언양읍성과주변문화재의조사에서
참고자료로서의역할을할수있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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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집 울산 경상좌병영성 서북치성 1호 주변 유적
- 울산 병영성 북문지~서문지 정비사업구간 내 서북치성 1호 주변 발굴조사 보고서 배은경, 김광옥, 김현주
발굴기간:2013.11.13~2013.11.20
발행사항:2015.11.244면
중요유물:토기,철기,자기등

이번조사지역은본연구원이2012년6월14일부터1월
31일까지실시한울산병영성서문지일원의성벽복원·
정비를위한발굴조사에서확인된서북치성1호주변에
해당한다.병영성의복원에앞서2012년조사된체성에
대한자료를기초로하여서문지로이어지는육축부의
범위를확인하고체성내부구조와체성수리·보수의여
부,당시의축조수법등에대한정밀조사의필요성이제
기되었다.이에2013년11월13일부터11월20일까지서북
치성1호주변의체성내부에트렌치3개소를설치하여
조사가진행하였다.그결과트렌치3개소에서체성의내
부구조와삼국시대수혈유구1기를확인하였다.
성벽은경사진사면위에그대로지대석을놓은사직선
기단의형태이고외벽은지대석을놓고안으로들여서
기단석과면석을쌓아올린축조수법으로병영성에대한
기존의조사에서확인된바와유사하다.면석의크기나
축조수법등에따라외벽의경우개축혹은보수한흔적
이확인되었다.트렌치3에서내벽부의바깥을경사지게
약60㎝정도두께로성토한성토층위에1열로내벽면
석을쌓고면석밖으로경사지게성토된개축한내벽을
확인하였는데이는내벽부가개축·수리된귀한자료라
할수있다.또한,내벽석에서안으로100~120㎝정도들
여서2~3단쌓고다시100~120㎝정도들여서4~5단
정도쌓은계단상의구조가확인되었다.이는개축·수리
된층의아래에서확인된것으로초축된내벽의구조가
계단상이었음을추정해볼수있다는자료라하겠다.
이번발굴조사로얻어진자료들이향후병영성의정비
와복원,유적의보호,병영성에대한연구등을위한기
초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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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 15건
순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1

울산광역시물류전문인력양성방안연구

김승길

‘15.1.16~12.31

2

울산지역전통문화자원의상품화방안연구

김상우

‘15.1.16~10.30

3

울산시립미술관전시,교육수요측정연구

김상우

‘15.1.16~10.1

4

혁신도시와중구구시가지연계생활권형성방안연구

이주영

‘15.1.1~12.31

5

태화강수질예측모델구축연구

이상현

‘15.1.1~9.30

6

국가미래성장동력육성계획에따른지역산업발전방향

황진호

‘15.1.17~9.30

7

울산의지역건설산업활성화방안연구

이은규

‘15.1.1~10.31

8

안전도시울산구축을위한기초연구

윤영배

‘15.1.1~12.31

9

울산지역폐전기·전제품의효율적회수및재활용체계구축방안

김희종

‘15.1.1~10.31

10

울산항석탄부두이전에따른친수공간조성방안연구

권태목

15.1.1~12.31

11

울산음식관광활성화방안연구

유영준

‘15.1.2~12.31

12

국제금융중심지사례로본울산의금융도시가능성연구

강영훈

‘15.1.22~10.31

13

첨단C-산업(탄소산업)육성로드맵수립

강영훈

‘15.1.22~10.31

14

울산국제비즈니스거점조성및발전방안연구

권창기

‘15.1.21~10.31

15

울산녹색건축환경조성을위한추진전략연구

변일용

‘15.1.20~12.31

16

울산국가산단가스누출사고에따른주민소산대책연구

최준호

‘15.4.1~12.31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기획과제 : 3건
순번

과제명

1

울산광역시도시성장관리방향과전략-인구유입정책과연계하여-

정현욱

‘15.1.26~12.31

2

글로벌안전도시울산만들기

권창기

‘15.1.1~12.31

3

울산형제조업혁신전략연구-자동차산업중심으로

황진호

‘15.3.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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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 12건(이월 1, 당해 11)
순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1

울산을찾는철새의먹이활동생태분석연구

이상현

‘14.4.28~’15.3.30

2

지역주민의건강수준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정책추진방향

이재호

‘15.1.1~9.30

3

울산유니버설디자인적용방안연구

변일용

‘15.1.20~10.31

4

울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효율적운용방안

이윤형

‘15.1.1~10.31

5

울산주민참여예산제활성화방안연구

이경우

‘15.1.1~10.31

6

지방자치종합발전계획에따른울산광역시의정책방향

이재호

‘15.4.1~12.31

7

울산전시컨벤션센터건립방안연구

권창기

‘15.3.2~6.30

8

울산ICT융복합확산을위한비즈니스모델연구

박재영

‘15.5.8~12.31

9

ICT융합정책과R&D분석을통한울산의융합신산업전략연구

김혜경

‘15.5.14~12.31

10

울산빅데이터생태계구축전략및제조업적용방안연구

문충배

‘15.5.19~12.31

11

사물인터넷산업생태계조성방안및관련신산업발굴연구

김상락

‘15.5.25~12.31

12

창조도시인프라구축을위한SOC사업발굴및사전타당성검토

송병기

‘15.8.17~12.31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현안과제 : 11건
순번

과제명

1

도시창조를위한추진전략방안연구

변일용

‘15.2.16~4.30

2

울산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건립타당성조사

이상현

‘15.2.16~4.30

3

울산지역3대주력산업근원적대책에관한연구

강영훈

‘15.3.1~3.31

4

울산문화재단설립운영기초연구

김상우

‘15.5.1~6.30

5

지역개발공채발행요율적정수준에관한연구

이재호

‘15.7.1~7.31

6

시및자치구의재정여건분석을통한조정교부금교부율조정연구

이경우

‘15.9.1~9.30

7

2028울산·부산하계올림픽공동유치경제성등분석

이경우

‘15.9.1~9.30

8

보통교부세확충방안에대한연구

이경우

‘15.9.15~10.14

9

2016년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배분기준산정

이경우

‘15.10.1~10.31

10

울산의주요지표및도시인프라분석연구

이경우

‘15.10.15~11.14

11

실내종합체육관건립타당성조사관련경제성분석추가편익발굴연구

이경우

‘15.11.3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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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 41건(이월 13, 당해 28)
순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1

울산광역시도시경관기록화학술용역

변일용

‘14.4.1~’15.6.24

2

울산광역시건축기본계획수립학술용역

변일용

‘14.4.9~’15.12.2

3

울산광역시북구도시재생마스터플랜및활성화계획수립학술용역

권태목

‘14.4.14~’15.12.31

4

울산뿌리산업발전전략

강영훈

‘14.7.1~’15.4.30

5

학업중단숙려제모듈프로그램개발용역

박혜영

‘14.8.1~’15.2.27

6

하이테크벨리산업단지구역조정연구용역

이주영

‘14.8.13~’15.2.8

7

국가산업단지안전관리마스터플랜구축에따른타당성연구용역

김석택

‘14.10.27~’15.2.23

8

지역농업? 농촌및식품산업5개년발전계획수립

이경우

‘14.10.27~’15.2.27

9

울산벤처기업활성화조사연구용역

이은규

‘14.11.3~’15.1.31

10

2014년현장실습/인턴십만족도조사분석

황진호

‘14.12.22~’15.2.16

11

2014년울산과학대학교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만족도조사분석

황진호

‘14.12.19~’15.2.28

12

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에대한원전지역의견수렴지원용역

이주영

‘14.12.17~’15.6.16

13

울산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

권태목

‘14.12.16~’15.12.15

14

울산광역시도시공사조직및인력진단용역

이재호

‘15.1~12.31

15

2015년울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운영

박혜영

‘15.1.1~12.31

16

울산항인근화물차량이동행태연구용역

김승길

‘15.1.26~2.16

17

울산외국인학교설립타당성연구용역

권창기

‘15.1.26~2.16

18

울산광역시북구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수립

이상현

‘15.2.16~12.15

19

울산광역시동구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수립

이상현

‘15.2.16~12.15

20

2015년지방공기업경영평가용역

이재호

‘15.2.24~7.31

21

낙동강수계밀양A,B단위유역중울산광역시울주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2014년이행평가

이상현

‘15.3.2~12.1

22

울산광역시중구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수립

이상현

‘15.3.3~’16.1.3

23

울산광역시인권증진기본계획용역

이재호

‘15.3.9~8.31

24

특성화복합타운조성타당성용역

이주영

‘15.2.25~10.24

25

울산중추도시생활권내접경지역의주민수요조사및사업발굴연구

정현욱

‘15.3.9~9.8

26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변경」연구:울산동해안권여건변화및발전방안

황진호

‘15.3.30~’16.3.21

27

울산광역시생물다양성전략수립용역

이상현

‘15.3.27~’16.1.26

28

2015년노후산단경쟁력강화사업수리연구용역

이주영

‘15.4.24~7.3

29

울산광역시남구유스호스텔건립타당성및기본계획용역

유영준

‘15.5.26~9.24

30

울산중구문화의거리지원평가및원도심활성화용역

김상우

‘15.6.2~7.31

31

서울주문화센터건립기본계획수립용역

변일용

‘15.6.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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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32

울산문화관광해설사직무보수교육

유영준

‘15.6.4~’16.1.3

33

여천천하구침사지영향및수질개선방안연구

이상현

‘15.6.3~12.4

34

태화종합시장활성화및시설현대화연구용역

이경우

‘15.6.11~11.11

35

호계지구주거지재생활성화및기본설계용역

권태목

‘15.6.17~’16.12.31

36

울산일반산업단지관리효율화방안수립

이은규

‘15.6.22~12.21

37

제3단계울산광역시낙동강수계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연구용역

이상현

‘15.7.1~12.15

38

울산중추도시생활권정주환경개선방안연구용역

이주영

‘15.6.15~12.14

39

울산근로자생활상조사연구학술용역

변일용

‘15.7.1~11.30

40

기업과함께하는문화예술교육사업매뉴얼연구개발을위한기초조사

김상우

‘15.11.4~12.31

41

중소기업지원강화를위한원스톱서비스체계구축관련설문조사
(진흥원기능강화설문조사)

이은규

‘15.12.10~12.21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협약과제 : 11건
순번

과제명

1

2015년도울산광역시마을기업지원사업

박가령

‘15.1.1~12.31

2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관리사업

이윤형

‘15.1.1~12.31

3

2014년도울산광역시마을기업아카데미사업

박가령

‘15.1.20.~8.31

4

2015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컨설팅

황진호

‘15.2.23~12.31

5

2030울산서비스산업발전계획연구

이경우

‘15.2.1~’16.2.29

6

울산지역유해화확물질누출사고위험성분석및안전관리마스터플랜수립

이상현

‘15.3.2~12.31

7

2015년울산교통포럼운영계획

김승길

‘15.4.16~12.31

8

태화강중류지역주요지천의생태하천조성방안연구

최준호

‘15.4.15~12.31

9

울산경제동향분석사업

황진호

‘15.7.15~12.31

10

제9회학생모형F1자동차제작/경주대회

김문연

‘15.8.24~10.31

11

석유거래신용대출관련싱가포르등거래사례연구

강영훈

‘15.9.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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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제 : 2건
순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1

도시및지역재생전략

권태목

‘15.5.1~12.31

2

지역주력산업의ICT융합사례와발전전략

황진호

‘15.5.1~12.31

과제명

집필진

발간일

1

울산의유휴공간,문화예술인‘창작공간’으로

김상우

1.9

2

울산시민이선정한2014년'울산10대히트상품'

김문연

1.16

3

지역별세분화된도시재생정보DB구축필요성

권태목

2.6

4

근로시간·제도변화에따른개인·가족삶의질향상방안
-현대차’밤샘근무‘폐지영향을기반으로

박혜영

2.13

5

울산에국립생물다양성센터설립을

김석택

2.27

6

울산지역자동차부품산업현황과수출지원방안

강영훈

3.20

7

지속가능한복지를위한울산의스마트복지방향

이윤형

8.28

8

울산형스마트시티구현,테크노산단스마트화로부터

김상락

9.11

9

클라우드발전법시행에따른울산의대응방향

문충배

9.25

10

관광마케팅전략수립을위한빅데이터활용방안

유영준

10.16

11

전국사업체조사로본울산산업구조변화·의미

이은규

11.13

12

울산의성공적ICT융합,‘컨트롤타워설립’우선과제

박재영

12.4

13

울산조선해양기자재물류공동화,'협동조합설립'부터

황진호

12.29

이슈리포트 : 13건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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