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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ISING CITY’ 울산의 미래
울산발전연구원이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2017년은 울산발전연구원이 개원 16년 만에 독립된 청사를 열게 된 역사적이고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해 신청사 이전과 함께 제2의 개원이라는 새 출발의 의미를 새기고, 변화의 원년을 이루고자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구축한 업무시스템과 내부 환경에 적응하면서
‘ THE RISING CITY ’ 울산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자문, 사업 수행에 힘써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울산광역시 출범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울산비전 2040’을 통해 우리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숙원사업 연구를 통해 글로벌 창조융합도시 구현방안을
제시하고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안과제, 제도개선 건의과제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미래전략팀을 신설하고, 국가사업 발굴 및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을 위해 부설센터였던 울산공공투자
센터를 연구부서로 확대 운영하며 이룬 일련의 성과들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의 역사
보존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해 운영 중인 문화재센터 및 울산학연구센터의 연구성과들이 지난해 우리
연구원이 지역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노력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 연차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 연구원 발자취를 요약·정리하여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울산발전연구원, 나아가 울산의 밝은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에 겸허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연차보고서가 울산발전연구원의 성과를 기억하고 소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싱크탱크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3.
울산발전연구원장

오 정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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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현황

설립목적

연혁

울산광역시 시정 전반의 현안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연구하여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인 시정정책 개발·수립 및 교육·자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7.11

7대 원장 오정택 박사 취임

2017.04

연구원 신청사 이전완료 및 개청(남구 삼산중로 6)

2016.09

연구원 독립신청사 건물 매입

비전

2016.06

환경교육센터 설치

타 시·도에 비해 작은 규모로 늦은 출범을 했지만 지방분권시대에 지역 발전을 위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함
으로써 울산 최고의 정책 두뇌집단(THINK TANK)이 되고자 합니다.

2016.01

팀 중심 부서체제 개편(3실 1센터 7팀 : 연구기획팀, 연구평가팀, 행정팀,
경제산업팀, 문화사회팀, 환경안전팀, 도시공간팀), 울산공공투자센터 설치

2015.01

부서 체제 개편 (3실 1센터 : 기획경영실, 창조경제연구실, 미래도시연구실,
문화재센터)

2014.09

6대 원장 황시영 박사 취임

2013.03

부서 체제 개편 (1국 5실 2센터 : 사무국, 연구기획실, 경제산업실, 문화사회실,
환경안전실, 도시공간실, 문화재센터, 평생교육센터)

2012.07

평생교육센터 설치

2011.08

부서 체제 개편 (1국 3실 1센터 : 사무국, 연구기획실, 경제사회실, 도시환경실,
문화재센터)

2011.04

5대 원장 하동원 박사 취임

2011.01

부서 체제 개편 (3실 1센터 : 기획경영실, 경제사회실, 도시환경실, 문화재센터)

2006.11

경제동향분석센터 개소

2006.03

울산학연구센터, 여성가족정책센터 개소

2005.04

국회도서관 상호 협력체제 구축

5. 문화재의 발굴·보전·유지관리 및 역사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방안에 관한 연구

2002.09

한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가입

6.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 수립

2002.01

연구원 이전(북구 연암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1.02

연구원 개원(남구 무거동 남운프라자), 초대 원장 서근태 박사 취임

2000.12

행정자치부장관의 법인설립 허가,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등기

추진전략

주요사업
1. 시정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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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울산시 및 각종 기관·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 수탁
8. 시정발전을 위한 교육 및 자문
9. 기타 연구원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및 임대사업 등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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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현황 (2017.12.31. 현재)

원장

이사회(이사장)

오정택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미시간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일리노이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원장

주요경력
· 싱가폴국립대학교(NUS) 경영대학 교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
· 하나로텔레콤 부사장
· SK텔레콤 전무
·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경영학부 초빙교수

연구자문위원회

전략기획실

정책연구실

행정사무국

기획평가팀

경제산업팀

행정팀

미래전략팀

Ⅰ
기
본
현
황

문화사회팀

울산공공투자센터

문화재센터
울산학연구센터

울산평생
교육진흥원

전략기획실

●

실장
선임연구위원 이상현
· 고려대 공학박사
· 전략기획실 총괄

환경안전팀
도시공간팀

※ 위탁운영지정기관 : 울산평생교육진흥원

●

미래전략팀
연구위원(팀장) 이은규

연구위원 이경우

· 부산대 경제학박사(경제, 금융)
· 울산공공투자센터장

· (미)조지아주립대 경제학박사
(재정)

부연구위원 김혜경

부연구위원 권태목

· 경희대 경영학박사
(ICT융합, 과학기술)

· (일)오사카대 도시계획박사
(도시계획)

부연구위원 윤영배

전문위원 김상락

· 울산대 공학박사
(기후변화적응, 도시 안전)

· 울산대 공학박사
(사물인터넷)

연구원 강우정

연구원 김효진

· 성결대 영어영문학과
· 지역숙원사업발굴

· 숙명여대 교육학석사
· 도시정보센터

연구원 장우혁
· 동명대 정보보호학과
· 도시정보센터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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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현황 (2017.12.31. 현재)

전략기획실

정책연구실

●

●

●

기획평가팀

정책연구실

●

문화사회팀

사무직 6급(팀장) 황해상

사무직 9급 윤소영

연구위원(팀장) 이재호

연구위원 김상우

· 기획평가팀 총괄

· 연구평가, 자료실 관리

· 경북대 행정학박사
(계량행정, 정책분석)
· 울산학연구센터장

· 부산대 사회학박사(문화, 예술)

사무원 강정미

사무원 김영수

부연구위원 이윤형

전문위원 유영준

· 연구과제 관리

· 언론, 홍보

· 대구대 사회복지학박사
(사회복지)

· 한양대 관광학박사(관광)

사무원 설은아

연구원 이은지

· 학술행사, 교육

· 부산대 관광학석사(관광)

●

실장

환경안전팀

선임연구위원 변일용

부연구위원(팀장) 김희종

부연구위원 마영일

· 울산대 건축공학박사
(건축, 경관)

· (일)홋카이도대 공학박사
(폐기물, 자원순환)

· 건국대학교 공학박사
(대기환경, 기후변화)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형우

· 경북대 공학박사
(하천환경계획, 비점오염
원관리)

· 울산대 공학박사
(에너지계획 및 관리, 온실
가스관리)

연구원 맹지성

연구원 윤금주

· 연세대 공학석사
(물순환, 수질관리)

· 연세대 공학석사

연구원 김현진

연구원 정은이

·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 동아대 환경공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경제산업팀
연구위원(팀장) 황진호

선임연구위원 강영훈

· (독)파더본대 경제학박사
(산업경제, 고용정책)

· 부산대 경제학박사
(경제통합, 국제금융)

선임연구위원 김문연

부연구위원 박재영

· 부산대 경제학박사
(기술혁신, 산업)

· 경북대 공학박사
(IT융합, R&D정책)

전문위원 김성아

연구원 정주현

· 부산대 경제학박사
(경제동향 분석, 경기종합
지수 개발)

· 부산대 관광학박사 수료
(울산 경제교육 지원사업)

연구원 김록율
· 부경대학교 중국학학사
(빅데이터 기반 사회 안전
취약지역 및 관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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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현황 (2017.12.31. 현재)

정책연구실

행정사무국

●

도시공간팀
연구위원(팀장) 정현욱

연구위원 이주영

· 계명대 도시공학박사
(도시계획, 성장관리)

· 부산대 공학박사 수료/기술사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택정책)

부연구위원 김승길

연구원 강지희

· 한국해양대 공학박사
(교통·물류계획)

· 울산대 공학석사
(건축, 경관, 도시재생)

연구원 김민지

연구원 심준석

· 울산대 산업디자인학과
(경관, 디자인)

· 부산대 공학석사
(인포그래픽스, GIS)

연구원 정미선

연구원 엄선화

· 울산대 공학석사
(도시재생, 건축)

· 계명대 도시공학과
(도시계획)

사무국장 황윤국

사무직 4급 박종대

· 행정사무국 총괄(파견)
의전, 제도개선 등

· 행정팀 업무 총괄
인사, 재임용, 행정사무감사

사무직 6급 정지은

사무직 7급 임성훈

· 예산편성 및 결산, 회계

· 계약, 총무

사무직 9급 김광헌

사무원 정지유

· 원장수행
· 자산/물품 관리

· 부속실

사무원 김충민

사무원 박주현

· 청사 시설관리

· 회계업무 지원

울산공공투자센터

문화재센터

부연구위원 조미정

전문위원 강민우

· 서울대 공학박사(공공투자)

· 동의대 교통공학박사 수료
(교통계획)

전문위원 박남기

연구원 김종욱

· 한국해양대 경제학박사
(공공투자)

· 부경대 국제지역학 박사 수료
(업무지원)

연구위원(센터장) 배은경

부연구위원 김성식

· 동아대 고고학박사과정 수료
(문화재센터 총괄)

· 영남대 고고학석사
(청동기시대 취락, 토기)

부연구위원 김광옥

부연구위원 김성욱

· 영남대 고고학석사
(조선시대 성곽)

· (일)구마모토대 고고학박사
(선사시대 생업 및 문화연구)

부연구위원 강정미

부연구위원 한지아

· 부산대 고고학석사
(삼국시대 주거지 및 취락)

· 충남대 고고학석사 수료
(삼국시대 토기)

부연구위원 이정주

부연구위원 김현주

· 부산대 고고학석사 수료
(삼국시대 분묘유적)

· 부산대 기록학석사 수료
(청동기시대 토기)

연구원 원수진

연구원 이선철

· 울산대 사학과
(문화재센터 서무)

· 경주대 고고학석사 수료
(청동기시대주거지)

연구원 김지연

연구원 박정환

· 경북과학대 고고학과
(청동기시대주거지)

· 부산대 고고학석사(삼국·
통일신라시대 유통)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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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현황 (2017.12.31. 현재)

문화재센터

연구원 김형규

연구원 윤호진

· 경주대 고고학석사 수료
(고고학)

· 창원문성대 영상멀티미디어학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연구원 신정아

부연구위원(센터장) 신기왕

전문위원 김창섭

· 중앙대학교 교육학박사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총괄)

· 동의대 교육학석사
(평생교육 사업운영)

연구원 박지혜

연구원 손지향

연구원 차유진

· 한서대 보존과학석사 수료
(보존과학)

· 부산대 고고학석사 과정
(고려시대 토기)

· 동의대 교육학석사
(평생교육 박람회, 구군
특화사업)

· 영산대 부동산학과
(문해교육, 우리동네지식
강사)

연구원 김다솜

연구보조원 이별님

연구원 김우성

연구원 오영은

·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고려시대 토기)

· 연구지원

· 서울대 공학석사
(환경교육센터)

· 울산대 사회복지학석사
(조선업희망센터)

연구보조원 이달님

연구보조원 임다솔

연구원 송영진

연구원 이동건

· 연구지원

· 연구지원

· 동의대 평생교육학과
(소외계층 평생학습)

· 동의대 교육학석사
(평생교육사업 지원)

연구보조원 이연

연구보조원 김도희

· 연구지원

· 연구지원

연구보조원 김신옥
· 연구지원

울산학연구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연구원 이경희
·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박사 수료
(울산학연구센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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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udi top news
언론이 본 연구원 주요활동

1

교류협력 체결현황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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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동아대학교

2016. 1.

업무협약

2

대외단체 가입현황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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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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1

November

연구실적

기본과제

12

December

정책반영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와
연구원이 상호협의하여
선정·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U D I

A n n u a l

R e p o r t

2 0 1 7

연구실적

28

기본과제

29

빅데이터 기반 도심형 서비스의
경제적 분석 연구

울산 도심 데이터 수집 및 공유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박재영

김상락

과제번호 기본 17-01
연구기간 2017. 1.~2017. 8.
발행사항 2017. 12. (94p)

과제번호 기본 17-02
연구기간 2017. 1.~2017. 8.
발행사항 2017. 12. (118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전

―― 우리지역에서는

세계적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도시화로 급성장

―― 신 정부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인 ICT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경제를 재도약하기 위한 100대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울산에서도 스마트시티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안전, 재난, 환경 등 사회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
―― 과거

‘울산 ICT융합 및 빅데이터 활용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중 시민, 전문가 수요 조사에서 우선순위로 분석된 ‘빅데이터
서비스 확보를 위한 스마트 도시인프라 강화사업’ 조성이 필요

―― 도심형

빅데이터기반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인프라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하여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비 및 지방비
확보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연구내용
―― 국가

―― 또한

―― 하지만

데이터 수집 및 공유에 대한 표준화된 체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스템이 각기 서로 다른 데이터 저장소를
사용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 시 많은 불편함이 발생함

―― 향후에는 이러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홍수, 지진, 산업안전 등 수많은 종류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현재

초기 단계에서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할 것인 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려고 함

연구내용

정책의 기조와 이에 부응하는 지역형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제시

―― 빅데이터

현재 버스정보시스템(BIS), 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ITS), 지능형CCTV시스템, 악취실시간감시시스템 등
도시의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센서로 부터 데이터를 취득하고 있음

기반의 통합형 도시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비용과 공간적 구성을 논리적으로 분석

통합형 인프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적 비용편익을 분석

―― 비용편익에

따른 당위성을 정립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 정립

―― 개별적

인프라 서비스를 구현할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해 경제적 편익이 나오기 어려우며 통합 도심 인프라 서비스를 구축 후
다양한 대민서비스를 발굴할 경우 편익이 높게 나옴

―― 울산지역에

맞는 빅데이터 서비스 확보를 위한 스마트 도시인프라 강화사업을 구현하여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스마트시티통합센터의 역할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구상

―― 데이터

수집 및 공유 플랫폼 관련 기술 동향 조사(사물인터넷 플랫폼 중심으로)

―― 도심

데이터 수집 및 공유 표준 플랫폼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울산

도심 데이터 수집 현황 조사/데이터 추가 발굴 및 시사점 도출(환경, 교통, CCTV, 기타)

―― 울산

도심 데이터 수집 및 공유 플랫폼 구축 방향 제시(플랫폼 특징 비교, 울산 플랫폼 모습 등)

정책제언
――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분석, 활용, 폐기 등 ‘데이터에 대한 전주기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언
―― 본

―― 시군구에서

연구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필요

―― 자체

빅데이터분석을 위한 사업비 확보 마련과 국토교통부의 ‘국내 스마트 도시 구축 가능 사업‘ 전략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

―― 또는

‘국정운영 5개년 목표 및 100대 국정과제‘ 에 제시된 ’역동적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전략‘에서
도심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테스트베드 추진하거나 ’과학ㆍ기술혁신으로 초지능ㆍ초연결 기반 구축전략‘을 통해 통합 플랫폼
개발에 따른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전문가 양성을 활용하여 지역 사업 확보 추진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시청내에

빅데이터 업무(행정분야)를 담당하는 팀 신설되었으며 분석 사업비 150% 증액

―― 2018년 추경 및 2019년 국가 예산 확보시 ‘스마트 도시인프라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확보용 근거 연구자료로 활용하거나,

지방 예산 확보시 당위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취득한 데이터를 시민과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심 데이터 수집 및 공유 플랫폼
클라우드화’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도심에서 수집된 원천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 기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울산데이터팩토리’

구축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우리시도

장기적으로 도시와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울산시립정보과학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오늘날 도시와
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래 치열한 도시 간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디지털 기술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스마트시티센터
―― 교통,
―― 가칭

통합 플랫폼 구축 시 참고 자료로 활용

CCTV, 대기질, 홍수, 기타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

‘울산도심센싱프로젝트(UCSP:Ulsan City Sensing Project)’ 국비사업 확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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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무원 인재 양성 계획 수립

울산형 인본중심 안전문화운동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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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제2차 울산광역시 공무원 인재양성 계획(2013~2017)이 마무리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환경에 맞는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중장기

―― 세월호

인재양성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제3차 울산광역시 인재양성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할 시점임
―― ‘유능하고

신뢰받는 지방공무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울산광역시 인재양성 계획을 실행 과정에 비추어 보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분야의 전문성과 시대상에 부합한 교육훈련 체계를 중장기 계획에 담아 낼 필요가 있음

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안전문화와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울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들이 안전의식 부재, 부주의 등 인적사고로 지적되면서 안전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울산시가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에 안전문화교육계를 신설하여 안전문화운동을 본격적으로 도입, 안전문화축제 등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으나, 안전문화운동의 중장기적 정책 부재로 안전문화 활성화 정책방안이 필요함

―― 본

과제를 통해 울산의 안전문화운동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
―― 울산광역시의

경우 공무원 교육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교육 수요에 기반하여 교육비용을 산출, 예측하고 교육이수 인원을 2022
년까지 예측하여 이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연계하도록 함
실시하여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에 대한 객관적 현실태, 교욱과정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교육기관 및 형태 선호도, 교육기관과 시기, 방법 등을 도출하여 제3차 울산광역시 공무원 인재양성 기본계획 전략과 함께 수립
방향을 도출해 냄

연구내용
―― 개념정립

및 관련연구 조사

- 안전문화정책 현황조사

- 안전문화정책 국내외 사례조사

- 안전문화 정책방안 제시

―― 설문조사를

5년 간의 로드맵을 설정하는 공무원 인재양성 계획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실정에 맞도록 연도별 교육 훈련 시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선진국 및 민간기관의 인력양성 제도, 타 시도 공무원 교육 체계 등을 바탕으로 울산광역시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계획 목표 및 과제 도출

정책제언

―― 향후

―― 울산광역시의

―― 4개의

정책제언
―― 사례

및 설문조사, 민간기관 등의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시각은 공통적으로는 ① 역량 강화, ②
프로그램상 전문성에 강조를 두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① 창의성, ② 셀프 러닝이며 방법론적으로는 ① 온라인 교육의 확대,
②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설에

대해서는 인프라를 구비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 체제상으로는 인재양성 지원시스템 구비를 방법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시대적

추세로는 다양한 자기 학습을 유도하고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고 울산광역시의 경우 울산비전과
실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대화 프로그램 형태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3차 울산광역시 인재양성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

―― 울산광역시는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환경적으로는 새로운 국정과제에 병행하여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정 핵심 가치 실현을 근간으로 하는 공직 가치 확립과 공직자로서의 지식과 정보를 갖춘 소양인 교육을 비롯하여
문제해결과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 필요함

―― 인재양성의 방향은 공직자의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등 현실적이고도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구성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시정 비전으로, ‘새로운 100년! 울산비전을 실현할 핵심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시민과
소통하는 함께 하는 인재상’, ‘울산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봉사하고 헌신하는 신뢰받는 인재’를 인재상으로 하여 “제3
차 울산광역시 공무원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개년 계획에 반영

안전문화운동 추지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비전 :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안전문 선전화

· 목표 : 체계적인 안전문화운동의 정착

추진전략과 전략별 주요과제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추진기반 확립 : 법/제도적 기반 마련, 중장기 정책목표와 전략 수립, 안전문화 체험 인프라 구축
· 추진체계 효율화 : 총괄부처 역량 강화(효율적 지원체계), 부처·조직간 협업 강화, 민관 협력체계 강화
· 관리운영 선진화 : 지역 안전문화 전문성 제고, 시민단체 활성화, 안전문화운동 공모사업 실시
· 실행확산 내실화 : 안전문화운동 참여 유도, 캠페인·홍보 강화, 안전문화운동 교육 내실화
―― 전략별

주요과제에 대한 IPA분석을 실시하여 과제의 추진방향을 결정하고자 하였음

·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만족하는 정도는 확연히 낮게 나타났음
·추
 진전략별로 과제들의 분석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실행확산 내실화 전략의 3가지 과제들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 유지강화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추
 진체계 효율화 전략의 3가지 과제와 관리운영 선진화 전략의 3가지 과제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나
점진개선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음
·추
 진기반 확립 전략의 3가지 과제 중 법제도적 기반마련과 안전문화체험 인프라 구축 과제는 중요도는 높게 나타나고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중점개선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장기 정책목표와 전략 수립 과제는 유지강화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
 라서 추진기반 확립 전략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추진체계 효율화 및 관리운영 선진화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가칭)

“울산광역시 안전문화운동 지원 조례”의 근거자료로 활용 및 기초자료로 활용

―― 울산지역의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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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

―― R&D정책의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6. 2. 17)에서 헬스케어, 스포츠산업, 대학의 해외진출과 함께 공유경제를 향후 우리나라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지원해야하는 새로운 서비스사업 분야로 선정함

――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숙박공유, 차량공유, 금융공유 부문으로 공유경제가 IC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이므로 인프라 확충과 기존 시장의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마련을 추진 중임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 7)의 100대 국정과제에 따라 공유경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2018년 종합적인
공유경제 육성 전략을 마련할 계획임

―― 특히, 울산시가 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전략으로 R&D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시예산중 과학기술 예산 비중이 17개 시도중 1위에

도달 (2016년 기준)

―― 문재인정부

―― 효율적인

―― 울산광역시

―― 이에,

역시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관주도로 유아용품, 공구, 자저거 등 제한적인 부문에서 공유경제를 실천하고
있으나 스타트업의 창업이나 공유경제 업체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은 상당히 미비한 상황임
본 보고서는 공유경제의 개념과 사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다양한 사례와 울산시민들의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울산광역시에 맞는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 및 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토록 함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울산지역 주요산업과 Rising산업기술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지속적 정책지표 산출

필요

재정운용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R&D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기술 현황을 종합적·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구축 및 지표관리는 필수
정기적 분석을 통해 울산의 산업기술 추이와 특성을 파악하고 시계열 기초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IP통계기반 진단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따라서

연구내용

연구내용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첫째는 정례적 분석을 위한 체계로서 지역산업 분석지표를 개발하는 것이고, 둘째는

―― 최근

―― 지역의

―― 다음으로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모델과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성공사례와 공유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살펴보도록 함

―― 울산

―― 울산에 맞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울산지역 시민의 의식조서를 통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울산

―― 실제

개발된 지표를 활용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는 것임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과 공유경제의 연계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유경제의 산업화와 개인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의 모습이고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의 제시함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과 가능한 사업들을 제시토록 함

산업기술 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영향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울산 산업기술 대시보드
(Dashboard)’를 제시함
산업기술 대시보드는 “총괄진단지표(5개부문 25개지표)”와 “Rising 산업기술 지표(기초지표, 심화지표)”로 설계하고

――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Raw data를 가공하여 항목별 지표 Pool을 구성하였으며

데이터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세부지표에 대한 결과물의 형태를 제시하였음

정책제언

정책제언

―― 개발된

지표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R&D투자 및 정책기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노력 지속

―― 지역의

R&D 및 산업기술 관련 시계열 통계 자료의 구축 및 지수 제공

―― R&D

역량 및 인프라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차별적 정책수립에 근거자료로 활용

―― 과거와

현재 자료의 비교를 통해 정책 수행의 결과/성과로서 역량수준의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

―― 관계부서
―― R&D

및 관계기관에 주요산업기술 산출지수를 통보하여, Rising기술 및 쇠퇴기술에 대한 대응 R&D 유도

및 산업기술 개발 성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홍보/언론보도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2018년

울산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유경제 기업육성사업 등과 관련하여 창조경제과와 경제진흥원 논의중

―― 2017년부터

개발된 지표모델을 활용하여 정기적 분석 보고서 산출 (산업진흥과 과제 기획단계)

* 1년 주기 분석을 실시하여 울산의 산업기술 변화방향 파악, 시계열 지표통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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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공업용수 확대 적용

울산 항만활동(선박 등) 대기 배출원
관리방안 연구

윤영배

마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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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시는

―― 대기오염물질

관내 기업체에서 낙동강 원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면서 많은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최근 낙동강유역
개발로 낙동강의 수질은 나빠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해 울산의 물이용부담근 납부현황을 파악하고 물이용부담금 수질연동제 도입을 검토하며, 낙동강수계기금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배출원들 중 선박관련 배출원들은 배출기여도가 매우 높은 배출원들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 울산항은

우리나라에서 3번째 규모의 물동량을 가지고 있어 이곳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규모가 매우 크고
해륙풍의 영향을 받아 울산광역시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울산항만은 석유화학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시설과 연계되어 타 항만과는 다른 대기오염 특성을 가질 수 있어 차별된 대책이 요구됨
―― 효과적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연관된 항만활동 현황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연구내용
―― 기업체

공업용수 공급체계, 기업체 공업용수 사용량 및 물이용부담금 등 납부현황

―― 낙동강

원수 및 기업체 공업용수 수질조사, 기업체 공업용수 요구수질, 정수처리 공정 및 비용

―― 공업용수

수질연동제 부과율 적용 항목 및 적용율, 연동제 적용시 물이용 부담금 감경액

연구내용
―― 울산항의 일반현황 및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울산항의 특성을 도출함과 동시에 울산항의 항만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특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대기오염과

관련된 대기오염 유형화(배출원 구분)을 수행하고 문헌조사를 통해 각 유형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특성과 배출
감소를 위한 기본적인 대기오염 배출 관리방안을 구상함

정책제언
―― 울산관내

기업의 공업용수 요구수질 및 처리비용 등을 조사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대로 축적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료구축이 우선 필요함

―― 부족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업용수 수질연동제 도입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음

· 전기전도도를 기준(300㎲/㎝)으로 할 경우 수질이 10% 나빠질 때 물이용부담금은 10% 정도 감경이 있으며, 전체 공업용수
처리비용의 20%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 물이용부담금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함

· 낙동강수계기금 중 울산시가 집중해야할 부분은 기타 수질개선지원사업임
· 환경기초조사연구 사업에서 공업용수 수질연동제 적용을 위한 장기적 연구사업비 확보가 필요함
· 완충저류시설 운영지원 사업에서 석유화학단지에 건립중인 시설의 운영지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에서 태풍, 집중호우에 대비한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기금활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점진적 개편 및 자문위원회 활성화 / ·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활용체제 개편
―― 기업지원

및 낙동강 하구둑 관련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재이용수를 이용한 공업용수 공급 필요 / · 하구둑 개방과 관련한 3차년도 연구결과를 주시하여 적절히 대응

―― 유형별

배출량을 조사하거나 직접 산정하여 항만활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기상특성을
분석하여 울산광역시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함

―― 항만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보와 기존 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기초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 배출원

관리방안을 마련함

정책제언
―― 국제기구

규정을 준수하는 선박오염의 특성상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가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과 같은 항만도시들과 연합하여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소관부서인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박

중인 선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해 육상전원장치의 설치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화물취급장비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이 필요하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책정되어있는 관련 예산의 확보가 필요함

―― 액체화물

선적으로 인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제37조 제1항 관련 유증기 배출제어장치
설치 대상의 확대를 강력하게 건의해야 하고 기업의 자벌적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운영을 유도해야 함

―― 지속적인

한만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항만공사, 지자체, 연구기관, 유관 업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낙동강수계기금의
―― 울산지역
―― 울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공업용수 수질연동제를 위한 장기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관내 기업들의 실질적 혜택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 및 실천계획 세부사업 반영

――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관련 예산 확보 기초자료로 활용

――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건강 향상 및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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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폐기물 소각시설의 처리효율 개선방안

울산시 원인별 저출산정책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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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필요성

―― 자원순환기본법의

―― 우리시의 합계출산율은 1.49명으로 7대 도시 1위(전국3위)이나 인구대체수준(2.1명) 및 OECD 평균 1.68에

시행(2018.1.1.)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가 도입될 경우, 단순 소각과 매립에 의한 폐기물 처리 비율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00년부터 성암소각장을 활용한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스팀공급사업) 사업을 통해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세외수입
증대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어 타시도에 비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으로 평가됨

―― 울산은

―― 중앙정부의

―― 그러나

―― 현재

소각시설 내구연한(15년) 초과에 따른 노후화와, 2005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및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가연성폐기물의 발열량 증가로 소각시설의 연소효율 및 에너지 이용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가연성폐기물의 일부를 직매립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장래전망을 통해 적정 소각용량을 재설성하고,
그에 따른 대보수(재시공)를 추진함으로써 연소효율이 높은 폐자원에너지화를 실현하여 단순 매립 처리량을 최소화해야 함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저출산의 해결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나라전체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임
저출산 대책 목표는 2020년 1.5명, 2030년 1.7명, 2045년에 2.1명을 지향하고 있으며 울산시도 이에 발맞춘
목표달성과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울산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저출산 대응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선 경험한 주요 선진국의 효과적인 저출산대책과 국내의 성공적인 출산 장려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시의 주요 저출산원인에 맞는 저출산대책 방향과 중점과제 및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내용
연구내용
―― 문헌연구를
―― 울산지역

생활폐기물 현황 및 장래 발생량 전망

―― 성암소각장
―― 장래

1,2호기 소각로 노후도 및 성능 분석(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 결과 반영)

생활폐기물 전망에 따른 소각용량 설정 및 가연성폐기물 전량 소각방안 제시

통한 국내·외 저출산 정책 동향 분석

·O
 ECD 등 해외사례와 국내 정책 동향,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 프로그램 우수 사례 파악
―― 울산광역시

인구구조변화와 저출산 현황

·F
 GI, 설문을 통한 기혼여성의 출산아 감소, 미혼여성의 혼인율 감소 등의 분야별 원인분류
―― 울산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분석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정책과 울산시 정책의 연계분석, 5개 구군의 시행사업 현황과 실태 분석

정책제언

―― 울산시

―― 제3차

울산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2012~2021)에 제시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높은 재활용 목표로 인해 실제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있음
1인 1일 생활폐기물발생량(원단위)와 재활용율 등 재활용 목표를 현실화하여도 2021년까지 1, 2호기 소각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저출산 대응을 위한 원인별 정책과제

·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저출산대책 시행 현황과 세계 주요국의 정책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시에 적합한 저출산 대책방안 제시

―― 그러나

정책제언

―― 따라서 가연성폐기물의 전량소각을 위한 소각용량 증설 또는 추가적인 고형연료 정책 등은 중장기적인 인구증가와 원단위 변화

등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적정한 재활용율, 원단위, 소각율 등은 2018년 1월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라 울산시가 수립해야 하는 자원순환시행계획을

통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한편,

기술진단 결과 성암소각시설 1,2호기의 시간당 소각능력, 다이옥신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소각 가동률 등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반건식 반응탑(SRD)의 장기 사용으로 부식 및 노후화가 진행되어 교체가 필요하며, 그 외 노후설비의 보완 필요한 상황임

(단기 및 중장기적 설비 보수비용 85억 원 소요 예상)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폐기물소각시설
―― 울산광역시

보수 및 증설 계획의 근거 자료로 활용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시 생활폐기물 처리정책 수립 및 소각시설 최적화 계획에 반영

<6가지 기본전략>
―― 인구정책적
―― 중앙

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전략 마련

및 지방정부의 기존 시책에 대한 연동성 강화와 실효성 마련

―― 결혼과

자녀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유도로 비혼, 만혼 예방

―― 안정적인

출산, 양육 환경조성을 통해 양육부담 경감

――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양성평등 의식으로의 전환

―― 입양,

취약계층 지원 등 기타 전략

<5개 원인별 대응사업>
―― 출산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인식개선사업

―― 비혼

및 만혼 예방사업

―― 임신

및 출산지원사업

―― 보육환경조성사업
―― 경제적

부담감면사업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제4기
―― 향후

울산시 사회보장계획, 고령친화도시계획, Civil Minimum계획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시정업무의 중장기적 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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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브랜드 축제 개발 연구

울산 방문의 해 실태조사 통한
시장세분화 전략 연구

김상우

유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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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에는

―― 울산광역시는

―― 따라서

―― 2017년에는

많은 축제들이 있지만, 축제의 고유성과 진정성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지역의 많은 축제들이 그
정체성과 시민참여문제로 고민하고 있음
울산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브랜드 축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이

연구는 2016년에 수행된 ‘울산의 새로운 축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에 대한 보완 작업으로 울산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력 산업을 보완할 6대 미래전략산업으로 서비스로 연구개발, ICT 융합, 웰에이징, MICE·관광 융복합,
문화콘텐츠, 공유경제 서비스를 선정하였음

―― 따라서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2017 울산 방문의 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울산 방문의 해 사업 기간 중 울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2017 을산 방문의 해 사업이 시행되는 2017년 전반기 중 울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실태를 조사하여 성과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시장세분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

연구내용
―― 축제의
―― 울산

의미, 축제필요성, 국내외 축제의 성과 및 성공사례 분석

브랜드 축제의 정체성 및 방향성 도출, 울산 브랜드 축제 개발

정책제언

연구내용
―― 타

지역 방문의 해 및 올해의 관광도시 사례 분석

―― 울산

관광객 실태조사

―― 울산

관광객 행태 분석

―― 시장세분화

역사를 태화강이라는 상징을 통해 다양하게 표출하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기존 축제를 통합·활용하는 동시에
종합브랜드 축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도록 함

전략 수립

―― 울산의

―― 태화강에

축제라는 콘텐츠를 부여함으로써 태화강을 울산시민의 새로운 문화적 상징으로 부각시킴

―― 봄철

각 구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들과 연계함으로써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 시킬 수 있음

―― 특히

태화강을 메인 주제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의 확장성도 뛰어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 시기
―― 장소

울산의 강과 산, 하늘, 바다 등의 자연 조건을 활용하여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울산을 홍보할 수 있음

: 매년 5월 개화기
: 태화강을 중심으로 한 울산 전역

―― 축제의

일정

· 1일차 : 태화강 봄꽃 대향연(태화강 대공원 일대), 개막제
· 2일차 : 신화 탐험의 날(반구대 및 천전리 일대)
· 3일차 : 울산 시민의 날(선바위 및 대숲 일대)
· 4일차 : 젊음, 그리고 울산의 미래(일산해수욕장 및 대왕암)
· 5일차 : 대화합의 날(태화강 대공원 일대), 폐막제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2018년

시 주관 축제로 시행할 계획임

―― 축제의

성격상 새로운 축제 콘텐츠의 개발,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기초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브랜드 축제의 시행을 1년 연기할 계획임

―― 2018년에는

전문가 및 구·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킬러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임

정책제언
―― 외국인

관광객의 특성(사업/비즈니스 활동 중심, 장기 체류, 여행책자 및 공공기관 신뢰, 쇼핑 및 산업관광 선호, 연령대 따라
활동성에 차이)을 반영하여 맞춤형 관광테마 설정 : 산업도시 울산에는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다! 울산에는 숙박시설 인근에 쇼핑
대상이 많다!

*관
 광상품 : 해오름 산업관광, 아산리더십 체험,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사업 탐방, 선조들의 생활 따라하기, 울산 쇼핑 위크 추진
―― 내국인

관광객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테마 설정 : 다양한 테마관광상품이 준비된 도시 울산, 힐링과 학습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 울산, 인터넷과 SNS가 추천한 울산 관광, 친구/친지도 만나고 울산 관광 100배 즐기기

*관
 광상품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대한민국 생태관광 20선 탐방, 선조들의 문화 체험, 한국인이 꼭
100선 탐방, 올해의 산업관광지 즐기기, 선조들의 생활 따라 하기, 울산의 4계절
축제 즐기기

가봐야 할 관광지

―― 관광홍보의

타깃 : 외국인 관광객은 사업/비즈니스 활동과 연계, 내국인 관광객은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권 거주자들이 1차,
수도권 거주자들이 2차

――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회사/학교 연수원 연계 관광상품 개발

―― 내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콘도미니엄 유치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2017

울산 방문의 해 사업의 관광객 유입 목표인 400만 명을 조기 달성함으로써 이 결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 제기

―― 2018년부터
―― 주기별

관광객 실태조사가 계절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향 예산에 반영 예정

실태조사 결과가 향후 관광정책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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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지역 설정에 관한 연구

노후불량저층주거지 정비방안 연구

정현욱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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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그

―― 도시

동안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의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가 성장관리방안임

―― 선행

연구 및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사례 지역의 분석결과, 성장관리방안 역시 기존 제도(지구단위계획)와의 유사성,
성장관리지역의 설정 지표의 활용 및 분석 방법의 부재, 기반시설의 부담주체, 인센티브 부족 등의 쟁점사항들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지역이 선제적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음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노후저밀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노후주거지

정비방안으로 시행되었던 기존의 전면재개발 방식의 한계와 도시재생사업 및 새뜰사업 등 주민공동체 육성을 통한
저밀주거지 관리방안에 대한 관심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 도출이 필요함

―― 특히

신정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단독주택지역 등 저밀노후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울산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비방향의 수립과 및 사업발굴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대상으로 성장관리지역을

설정하고, 장래 성장관리지역 설정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주요 쟁점 사항의 개선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연구내용
―― 연구의
―― 첫째,

―― 울산광역시

주요 단계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음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및 선행사례지역 검토를 통해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함

―― 둘째,

울주군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개발행위허가, 지가 등의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성장관리지역이 포함될 수 있는
범위지역을 선정함

―― 셋째,

범위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가능성 분석 및 개발가능지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장관리지역을 설정함

―― 넷째,

성장관리지역 설정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들의 개선방향 및 향후 추진 과제 제시

노후불량저층주거지역의 현황분석과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특성 도출

―― 노후불량저층주거지역
―― 노후불량저층주거지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조사

―― 노후불량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정비방향 및 사업 제언

정책제언
―― 노후불량저층주거지

정책제언
―― 첫째,

비시가화지역 전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비시가화지역 전체를 개발가능지와 개발불가능지로
구분하고, 다시 개발가능지를 대상으로 성장관리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지가 가능한 계획지역과 비계획지역으로 구분
필요. 한편, 비계획지역은 개별 개발행위들이 입지 할 수 있지만 지금의 형태와는 달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강화(허용용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둘째, 도시계획조례의 변경이 요구됨. 개발행위허가가 성장관리지역(계획입지)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지역 이외 지역

(비계획입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를 강화하거나 허용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조례의
변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셋째, 성장관리방안의 시범사업 추진임. 비시가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기 보다는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성장관리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울주군 비시가화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

정비관련 제도 및 정비사례 조사

유형별 정비방안 제안

· 입지여건이

양호한 주거중심지역 : 기존 거주민이 편리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기존 도로체계 활용, 개별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집수리지원센터 운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컨설팅 지원, 주거편의시설
(주차장, 재활용쓰레기장 등) 확충,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등
· 입지여건이

양호한 주거상업기능 혼재지역 : 상가활성화사업 및 문화관광사업 연계사업 추진, 창업공공주택 조성, 골목길
경관사업, 공공공지 조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공시설(주거지주차장, 마을관리소 등) 활용 등
· 입지여건

불량한 주거중심지역 : 도로·공원·커뮤니티시설 등 공공기반시설 확충, 빈집·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거점시설
조성,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지원, 노후주택 리모델링 및 수선 지원, CPTED 설계,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등
―― 마을단위

통합 정비

· 마을정비마스터플랜수립, 마을자원발굴, 마을맞춤형 공모사업 발굴,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등
· 준공공지역

활용한 마을단위 공공시설정비, 빈집 및 유휴공공시설 활용한 거점 커뮤니티시설 조성
· 마을

주민공동체 활성화 : 마을학교 운영, 주민협의체 조직 지원, 공동체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
―― 개별노후주택

정비지원 : 노후주택 개보수·리모델링 비용 지원, 주택장수명화사업, 노후주택재건축, 기존주택리모델링형
공공주택 조성, 사업컨설팅 및 표준설계 지원, 리모델링 업체 연계 등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내년

울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제시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신정부가 추진계획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반영함

―― 내년부터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추진사업에 사전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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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사업으로서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접목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 건축자산이라고

경로가 많지 않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울산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계획수립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하는 것은 문화재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다 더 활용도를 고려한 사회적, 경제적, 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조물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임. 최근 여러 도시에서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서울북촌한옥마을, 군산항 등)

―― 울산은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시도 사례, 우리지역 내에서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재생사업에서의 문화예술 사업현황, 울산 내의
문화예술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울산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재생사업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참여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 또한,

향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게 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비
등 다양한 공모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건축자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산으로 보전해야 할 건축물들이 멸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내 건축, 도시 자산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관리, 홍보, 활용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멸실 위기에 처한 가치 있는 건축물을 보호하고자 지난 2001년 『문화재보호법』에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4년 6월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이에

울산 지역 내 산재한 역사적,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조물을 파악, 건축자산화 가능성을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구내용
연구내용
―― 도시재생이

진행 중인 타지역의 재생사업 및 문화예술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문화예술사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울산의 현황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

―― 울산

내 문화예술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생사업에 참여의지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

정책제언
참여하고 싶어도 인지를 할 수 없어 참여를 못한 문화예술인이 많이 있어, 공모사업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공고 네트워크화가 필요함

―― 건축자산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조사를 통해 지역 내 건축자산으로 지정해야 하는 범위, 기준에 대해 검토

―― 건축자산의

기초조사 대상은 건령 30년 이상된 것으로 현재 울산은 약 43,220호의 건축물이 존재하며, 이들 중 2003년에
조사된 “울산 근대문화유산 목록”보고서의 건축물(130호)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건축자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초조사방법과 행정적인 지원 등 정책적인 내용을 제안함

―― 재생사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재생사업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초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언

―― 문화예술인들의
―― 현재

최종 승인권자로서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울산도시재생위원회의 역할과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지자체의 도시재생계획 수립 시에 정례 자문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예술인들과의

네트워크화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구군과의 재생사업 네트워크를 위하여 시 자체적인 도시재생센터를
조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건축자산을

지정하기 위해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기초조사는 건령 30년 이상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울산은 30
년 이상된 건축물이 43,220호 이상 되므로 단기간에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므로 시기별, 단계별로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건축자산과

관련한 법령은 지난 2014년에 제정이 되었고, 현재 전국의 11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이에
울산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이 필요함

―― 건축자산은

지정한 후에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함. 이에 적정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향후

국가에서 시행할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될 구군의 도시재생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개성있는 사업발굴을 통하여
국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함

―― 지역내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실시, 건축자산으로 지정가능한 건축물 등 현황을 파악하고, DB를 구축하기 위해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2018년에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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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밸리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Ⅱ

김승길
과제번호 기본 17-17
연구기간 2017. 1.~2017. 8.
발행사항 2017. 12. (84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오토밸리로는 자동차전용도로 수준으로 계획된 도로로 총 연장이 12.5㎞이고, 차로수는 왕복 6차로로 현재 전체구간 중 염포로

연구실적

~화봉IC 구간(4.0㎞)과 농소2IC~중산IC 구간(3.0㎞)만 개통된 상태로 미개설구간인 화봉IC~농소2IC 구간(5.5㎞)이 2017년
9월 완공되면 전체 구간이 개통될 예정임

· 현재 공용중인 염포로~화봉IC 구간의 경우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임시 일반도로로 운영 중임

정책과제

―― 오토밸리로는

도로·교통계획상 남북축의 주요 간선도로 기능과 함께 옥동~농소간 도로 등과 연계되는 도시내부 순환도로
기능을 하는 도로로 옥동~농소간 도로와 오토밸리로 전면개통에 대비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주변 도시개발과 도로기능을 고려한
사용형태를 검토하여 도로의 효율성 및 활용도를 증대하여 사업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향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로기능을 고려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등의 사용형태를 결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연구내용
―― 오토밸리로 주변도로 현황 및 이용실태분석과 함께 울산 도로관련 상위계획 및 법령·설계 기준 검토를 통해 도시내부 순환도로망

개설시 도로기능 검토를 통해 향후 오토밸리로의 활용방안 마련

정책제언
―― 오토밸리로는

도로관련 상위계획상 남북축 간선도로 기능과 도시내부 순환도로망 기능을 하고 있는 도로로 자동차전용도로
수준으로 계획되었지만, 현재 공용구간의 경우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통행이 허용되고 있고, 일부구간이 평면교차로와 본선
상에 버스정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전체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함

―― 따라서

현 여건을 감안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동부도시고속도로, 농소~외동 도로개설 전까지는 일반도로로 활용하되, 장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위한 오토밸리로 접속을 제한하는 강력한 토지이용규제가 필요함

――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면교차로 입체화 및 폐쇄(매곡교차로 입체화, 효문교차로 폐쇄),
버스정류시설 차도 분리 설치 및 입석버스 금지, 사전 홍보를 통한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통행제한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연구원 자체과제로서 새로운
이슈·쟁점사항에 대한

―― 특히,

울산 도로관련 상위계획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내부 순환도로망의 경우 동서도시고속도로 축인 남부순환도로~
상개·매암도로~장생포로 구간의 경우 평면신호교차로로 도로가 운영되고 있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기에는 시설기준이
미흡하므로 자동차전용도로 수준의 내부순환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옥동·농소도로~동해고속도로~청량·용연도로~
울산항배후도로~오토밸리로를 연계하는 새로운 도시내부 순환도로망을 제안함

단기 정책개발에
중점을 둔 연구과제입니다.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광역시

도로관련 상위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U D I

A n n u a l

R e p o r t

2 0 1 7

연구실적

46

정책과제

47

울산 공공부분 클라우드 적용방안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국내 석유트레이딩업체 및
트레이더 육성 방안 연구

문충배

강영훈

과제번호 정책 17-01
연구기간 2017. 1.~2017. 8.
발행사항 2017. 12. (94p)

과제번호 정책 17-02
연구기간 2017. 1.~2017. 8.
발행사항 2017. 12. (54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민간 중심으로 적용되던 클라우드 서비스가

―― 오일허브

보안 등 기술의 발전과 관련 법령의 정비에 따라 공공부분에서도 확산되는 추세 :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클라우드 지원 전담 기관 선정(한국지역정보개발원)

―― 공공부분 클라우드는 자체 사설클라우드 운영이 주류였으나, 점진적으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활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전환

· 2016년 7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발표
·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정부3.0 평가에 클라우드 활용성과 항목 추가
―― 이에 울산 공공부분의 전산시스템을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추진 과제 도출 필요 :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에 대한 고려 필요

――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석유트레이딩업체와 트레이더 유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국내 트레이딩업체 및 트레이더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국내 석유트레이딩업체 및 트레이더 유치 및 육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오일허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내용

연구내용
―― 클라우드
―― 울산시

1단계 하부구조 사업이 완공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상부구조를 위한 외국인투자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의 오일허브 관련 연구는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또는 해외 석유트레이딩업체 및 트레이더 유치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음

컴퓨팅 관련 시장 및 기술 현황, 육성정책 현황 조사를 통한 최신 동향 분석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 대상으로 전산환경 현황 조사를 통하여 울산 공공부분 전산시스템 및 클라우드 필요성 조사

―― 울산

공공부분 클라우드 활용 모델 및 확산 로드맵 수립

―― 울산

공공부분 클라우드 관련사업 도출 및 클라우드 확산 전략에 따른 사업 과제 도출

정책제언
―― 클라우드

마스터플랜 수립

―― 정보시스템

자원 통합

· 물리적 위치 통합 이후 서버를 중심으로 가상화를 추진하여 자산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 공통/유사

시스템 통합

· 울산 공공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통/유사 시스템 및 서비스의 통합 추진
스토리지 도입

· 외근 등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 체계 도입 추진
· 협업의 편리성 및 외근 인력의 손쉬운 업무처리, 체계적인 자료 관리 등의 효과 기대
―― 데스크탑

석유트레이딩업체 및 트레이더의 발전과정과 주요 해외 트레이딩업체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대표적인

싱가폴의 석유물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성방안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국내

석유물류거래가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제 석유수입업체를 찾아 국내 석유시장의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국내 석유트레이딩업체로 육성하고, 국내 트레이더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였음

정책제언

· 도입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 및 부분별 별도 방향 설정을 통한 전략 수립 필요

―― 클라우드

―― 해외

가상화

―― 석유물류거래에

필요로 하는 Sorucing, Financing의 애로요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 국내

석유수입업체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블랜딩의 문제, Financing의 문제, 국내 금융기관의 동산담보의 문제 등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함

―― 국제석유시장에서

잠재적 시장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석유물류거래를 위한 교육여건과 프로그램의 개선 그리고
오일허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관심을 유발할 필요성 등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국제석유시장의 접근성을 위한 국내 석유시장의 개방과 석유제품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시의 기존 스마트오피스 구축 사업 계획과 연동하여 추진 방향 설정
―― 향후

울산광역시에서 석유 물류거래 참여자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양성방안과, 주요 정책대안을 통한 오일허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오일허브의 홍보, 국내 석유트레이딩업체 양성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시에서

추진 계획중인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오피스 구축 사업의 기본 방향 제시 및 기초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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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조업 고용구조의 특성과 문제점

울산 청년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정책방안 연구

황진호

김문연
정책 17-03
2017. 1.~2017. 8.
2017. 12. (128p)

과제번호
연구기간
발행사항

과제번호 정책 17-04
연구기간 2017. 1.~2017. 8.
발행사항 2017. 12. (15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지역

―― 청년세대(2030세대)는

주력제조업의 고용구조와 그 변화에 대한 기본현황 파악이 미흡하여 시정 개발에 노동시장 실태 반영 한계

――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은 서로 구별되고 각 산업별 특징적인 고용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구조의
특징이 지역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

―― 따라서,

주력 제조업의 고용구조의 현황과 고용변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넓히고 산업별 특성을 파악하여 능동적이고 유연한
산업정책 수립 및 노동시장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필요

―― 연구

목적은 지역 주력 제조업의 노동시장 문제점 해소를 위한 시정 개발의 기초자료 제시

사회를 주도해 나갈 인구집단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88만원
세대,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를 대변하는 인구집단으로도 지목받고 있음

―― 특히

세계화로 인한 초국적인 경쟁과 사회양극화로 인한 실업과 일자리 문제, 정보사회 진전으로 인해 ‘정체성의 강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 신빈곤층으로 불리어지고 있음

―― 청년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실태파악과 정책수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그런데 울산 청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나 연구가 없는 실정임

―― 이

연구는 울산 청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울산에 적합한 정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연구내용
――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노동시장 특성, 지역산업·고용정책 추진 경과 및 문제점, 조선해양, 자동차, 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별
고용구조 및 특성, 그리고 정책적 대응으로 지역산업·고용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과제 제시

청년의 사회경제적 현황 분석

―― 지역

청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실태조사

―― 청년수당을

정책제언

―― 울산

―― 지역산업·고용

―― 산업인력

양성 체계 개선

· 노사상생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 정책 기획 및 개발 등 연구 기능 강화,
· 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의 지역산업 차원의 산업위원회 구축(Regional Industrial Skills Council)
· 공공 직업훈련학교 설립 : NCS 및 SQF(산업별 역량체계)에 따른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구축
· 신산업 관련 인력양성 체계 구축 : 폴리텍 대학을 지역 신기술 교육훈련 거점화, 4차산업혁명 대비 인력양성
경제 토대 마련

· 조선해양산업의 기형적 고용구조 개선 요구의 사회적 의제화 : 물량팀 폐지, 사내하청업체의 대형화 또는 독립적 기업화를
통해 인사·노무관리 체계화 촉구,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기제(노조 등) 확보
· 사회적 연대 기반 조성 : 중소·영세 미조직된 근로자를 포괄하는 산업별 노사정협의체 구축 및 활성화. 노동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울산 노동인권센터 구성·운영, 노와 사가 주도하고 지역사회도 적극 참여하는 사회연대기금 조성
· 공정거래 확립 및 동반성장 기반 조성 : 공정거래위원회 울산사무소 설치, 울산광역시 동반성장위원회(가칭) 설치 등

정책제언
―― 청년

일자리 및 인재육성 정책으로는 울산형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과 울산 미래창의인재 해외활동 지원 사업을 제안함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울산청년창업센터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기능 연계 강화와 청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및 DB
구축을 필요

――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 1인 가구 주거 지원사업과 빈곤 청년가구 대상 다가구·다세대 매입 임대주택 공급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

―― 청년

문화 진흥을 위해 울산인디스테이션 건립, 울산 청년 문화공간 마련, 문화예술지원사업 청년쿼터제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청년

복지를 위해 청년들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단기적으로 취업준비생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적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광역시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일자리

비롯한 주요 지자체의 청년정책 사례조사

청년정책의 방향 및 정책 제언

연계 기반 조성

· 지역 파트너십에 근거한 지역산업·고용 거버넌스 연계·통합으로 활성화(일자리위원회, 지역인자위, 산업혁신 거버넌스 등)
· 시정 고용영향평가제 활용 제고
· 지역형 고용형태 + (성별) 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 공정

―― 울산

중심의 지역산업육성 정책개발·추진과 지역발전정책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

청년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제시된 정책 제언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은 2018년부터 실제로
시행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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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야음장생포 경제활성화 발전 방안 연구

지역·산업 수요맞춤형 특성화 대학 연구

권태목, 강영훈, 김승길

이은규, 정현욱, 김혜경

정책 17-05
2017. 1.~2017. 8.
2017. 12. (78p)

과제번호 정책 17-06
연구기간 2017. 1.~2017. 8.
발행사항 2017. 12. (144p)

과제번호
연구기간
발행사항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 국비공모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는데, 울산의 경우 야음장생포동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임에도

―― 광역시 승격이후, 울산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지역 내 고등교육기관(대학 등) 부족으로 인하여 진학을 위한 지역 고교

국비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매우 미미한 상황임
―― 이에 울산 쇠퇴한 야음장생포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적 차원에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도시재생전략계획 상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야음장생포동을 재생적 차원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구상을 하고,

――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사업 발굴 및 대응을 하고자 함

졸업자의 타 지역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지역차원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 광역시의

위상과 인구측면에서도 울산의 대학 부족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해결방안 모색이 절실한 사안임

―― 울산시는 2016년 11월 ‘인구증가 시책’의 하나로 학령기 인구의 유출 방지와 교육을 매개로한 인구유입 방안인 ‘유망대학 유치’

전략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대학 입학정원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하여 정부주도의 강력한 대학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망대학의
지역내 유치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연구내용
연구내용
―― 타시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구득하여 그 특이점과 사업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울산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파악

―― 정부의

―― 야음장생포동의

석유화학, 물류산업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연계성을
가지도록 체계적으로 재생사업 구성

대학교육 정책방향과 울산지역의 상황을 분석하고 울산지역 고졸진학자의 타 지역 진학 실태 조사, 지역 노동시장
구조분석, 지역특허 분석 등을 통해 지역 현실과 산업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대학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유치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

정책제언

정책제언

―― 야음장생포동에

―― 정부의

―― 울산항역의

――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한 최소한의 필수인력 양성 및 비인기학과의

―― 현재

―― 혁신공공기관

입지한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은 본사와 분리된 단순 생산시설로서 생산된 제품은 다시 이동하는 경로를 가짐에
따라 석유화학산업과 관련된 사업발굴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이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등이 필요할 것임
역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울산항역의 부지를 활용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IT융합형 첨단 스마트 물류 R&D센터를 구축토록 함
남구에서 운영 중인 태화강계류장을 부유식 해양스포츠센터로 건립하여 울산의 상징건축물로 조성하고, 시민들이 친수형
레저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
중인 시립도서관이 위치한 야음공원은 현재 미조성된 상태인데, 야음공원을 시립도서관의 이미지와 맞게 역사학습문화
공원으로 조성하고, 진입로를 개설하여 시립도서관의 활용편의성을 증진시키도록 함

대학구조조정이 엄격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유망대학 유치는 단기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안이나 울산시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학유치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 대학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중안정부, 정치권 등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음
무분별한 축소에 대응하는 한편 ‘정부-지역대학-지자체’의 협력방안, 공영형 사립대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에 필요한 특수분야 또는 산업체 수요가 많은 분야는 (고용)계약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건립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향후

국가에서 시행할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응모할 시에 이 사업들을 활용하여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지역

내에 부족한 고급인력양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내외 설득자료로 활용

―― 지역발전에
―― 유망대학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선제적 양성기반마련을 통해 인구감소 방지와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 마련에 기여

유치 등 지원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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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활용방안 연구

효율적 하수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체제 정비 방안

김희종

이재호, 김희종

과제번호
연구기간
발행사항

정책 17-07
2017. 1.~2017. 8.
2017. 12. (80p)

과제번호 정책 17-08
연구기간 2017. 1.~2017. 8.
발행사항 2017. 12. (98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광역시는 2016년 11월 울주군 서생면에 입지한 신고리 3호기가 본격 가동되면서 매달 약 3억 7천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고

―― 현행

있으며, 2017년 말 4호기의 운전이 정식 허가를 받을 경우 세입을 더 많이 늘어날 전망임
―― 따라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규정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운용계획 마련이 요구됨

울산광역시의 전반적인 하수 업무 수행 방식이 직영운영 또는 민간위탁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하수행정 수행을 위한 체계 정비가 필요한 분야가 있는지를 찾아 냄

―― 울산광역시 하수행정체제가 지니는 업무의 성격, 예산·결산 과정을 포함한 업무의 흐름(process) 및 전문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검토
―― 울산광역시

하수행정의 합리화·능률화·전문화 관점을 기준 시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체제가 더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대안으로 가능한 운영 체제를 상호 비교하도록 함

연구내용
―― 원자력발전
―― 울산시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의 및 현황, 국내외 관련 법제도 및 운용사례 조사

연구내용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울산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중장기 활용방안 제언

정책제언

―― 하수행정의

조직 체계에 대한 점검

―― 하수행정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인력의 전문성 담보 여부와 정원이나 주요 내역 점검

―― 다른

―― 울산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운영의 기본방향은 울산시 관련 조례와 목적세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정함

자치단체의 하수업무 수행에 대한 방식에 대한 검토와 실제 하수 처리에 대한 담당실무자 및 권한을 지닌 공직수행자에
대한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이론에 부합하는 하수행정체제에 대한 비교 검토로서의 운영체제 가능 여부 제언

① 원전 안전 및 방사능 방재역량 강화 ② 에너지 자립도 제고 ③ 지역의 균형발전 유도
―― 상기

기본방향과 상위 계획,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울산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중장기 운용계획의
비전과 3대 전략을 수립함

정책제언

· 비전 : 안전한 원전도시 지속가능 발전 도시 울산
· 3대 전략 : 원전 안전도시 울산조성, 에너지 자립도시 울산조성, 균형발전 으뜸도시 울산조성

―― 하수행정에

―― 전략

1 ‘원전안전도시 울산조성’의 주요 추진과제

· 방사능 방재 인프라 확충 : 환경방사선 감시시스템 고도화, 환경방사선 안전정보 홈페이지 구축, 방사능 방재 차량 운영,
방사능 방재계획 및 원전안전 현장조치 행동메뉴얼 수립·운영, 방재시설 및 물품 확충
· 원전사고 대응인력 및 후속조치 역량 강화 : 방사능 방재 훈련 내실화, 방사능 방재 교육 체계화, 방사능 및 원자력 관련
전문인력 확보, 원전사고 시 후속조치 방안 마련
· 방사능 안전관리 거버넌스 강화 : 원전방사능 안전관리 관계자 워크숍 개최,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운영
―― 전략

2 ‘에너지 자립도시 울산조성’의 주요 추진과제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 강화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에너지이용 합리화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 전략

3 ‘균형발전 으뜸도시 울산조성’의 주요 추진과제

대한 업무프로세스와 인력 검토에 의하면 울산광역시의 경우 예산규모가 209,006백만원으로 규모가 적지 않은데
① 주어진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투자의 효율성문제는 하수행정에서 주로 예산에서 관심을 게 되는
사항이라는 점과 ② 재원의 관리 즉 계획된 재원을 얼마나 목적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였는가는 하수행정에서의 또 다른
결산의 문제로 하수행정은 이러한 예산과 결산의 관계점을 특별회계내에서 파악하여 내는 것 또한 중요한 전문성 확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행 체제 아래에서는 증원이 필요할 것임

―― 울산광역시의

하수 처리시설과 인원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환경부 기준을 고려하고 울산광역시의 직영 2
개소, 관리대행 3개소, 민간자본 3개소, 위탁 1개소에 비추어 보아 다른 운영 방식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지 대안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종합적인

계량화를 통하여 하수관리에 관한 한 하수 업무 자체를 현행 체제에서 여러 가능한 대안으로의 검토 사항과 개선
효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지역균형개발 공모사업 활성화 : 기초지자체 제안 공모사업의 선정원칙 및 기준 수립, 기초지자체 제안사업 선정·추진
―― 하수관리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광역시
―― 원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안전관리 및 방사능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자료 활용

운영 방식에 대한 비교 편의를 위하여 하수관리 운영체제에서는 공공성과 환경서비스, 전문성, 조직발전 및 운영의
효율성, 조직구성원의 처우 및 복지, 경제성 및 수익성의 5개 대분류 27개 세부지표별로 합산한 바에 의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이 발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운영 방식 검토가 향후 검토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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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시는

―― 신기후체제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울산의 정체성 및 매력을 담아내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하였음

―― 그러나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하더라도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및 매력도가 낮다면 울산의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새롭게 개발되는 울산의 브랜드슬로건을 활용 및 확산시키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브랜드슬로건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울산의 도시브랜드를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이상기상현상의 발생으로 인한 기후재난(풍수해, 가뭄,

폭염, 폭설 등)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임
―― 우리시는

이러한 부분을 전담하여 연구할 기관의 부재로 연구의 연속성 확보 및 지역 특수성에 맞는 대응·적응전략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의 지속적

추진과 환류를 위하여 기후변화연구센터 설립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연구내용
―― 국내외
―― 울산

대표적 브랜드 슬로건과 마케팅 사례, 울산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과 인지도 및 선호도

연구내용

브랜드 슬로건의 마케팅 방향성, 울산 브랜드 슬로건 마케팅 전략
―― 기후변화

관련 이슈 및 여건분석, 기후변화 관련 연구센터 사례 조사, 연구센터 구상 및 설립 방안, 연구센터의 발전방향

정책제언
정책제언
―― 울산의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확산 및 활용에 대한 방향성도 울산의 브랜드 슬로건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하여

다양한 마케팅 방법들을 접목시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
―― 울산

브랜드 슬로건의 활용 및 확산전략의 방향성

· 슬로건 노출의 일상화
· 슬로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 시각적 청각적 융합
―― 울산

브랜드 슬로건 마케팅 전략

· 브랜드 슬로건의 컨셉을 활용하는 동시에 시민들과 함께 하는 캠페인 방안으로, ‘나를 성장시킨 울산(Ulsan, you raise me
up)-나의 울산 성장기’, ‘the Rising Star, In Rising City’, ‘새로운 소통형 브랜드 슬로건 심볼 공모’, ‘the Rising Service’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주민의 참여를 통해 브랜드 슬로건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것임
· 또한 기업과 함께 하는 공익 캠페인을 통해 산업도시 울산의 기업들과 함께 하는 활용 캠페인
· 브랜드 슬로건의 노출을 통한 활용방안으로 ‘시 주최 행사를 통한 활용과 확산 방안’, ‘스포츠 이벤트의 활용’
· 마지막으로 브랜드 슬로건의 콘텐츠화를 통한 활용방안으로 ‘Jingle의 제작 및 활용’, ‘포스트 등의 기념품 제작’,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을 제작 등을 제안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의 활용 및 확산을 통한 시민들의 인지도 및 매력도 향상

――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한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에 활용

―― 브랜드

슬로건의 홍보방안으로 활용

―― 궁극적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캠페인으로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함

―― 울산광역시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가장 현실성 있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우선 부속센터로 설립하여
기반을 구축한 후 울산광역시 출연기관 혹은 광역연계출연기관으로 확장하는 방안인 것으로 판단되었음.

―― 단계별

발전방향은,

· 1단계

: 설립준비 - 센터설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센터설립을 위한 지역사회 합의 도출, 연구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 2단계

: 기반구축 - 연구센터의 역량강화, 핵심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인력 확충, 기후변화 연구기관 네트워크 강화
· 3단계

: 독립기관 설립 - 연구센터의 고유영역 확보, 지역의 기후환경산업 Control Tower 역할
―― 연구센터의

주요기능은,

· 기후변화

통합정보 구축 - 기상현상, 기후변화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데이타, 사업집행 및 환류 자료 등
· 기후변화

R&D 연구수행 - 기상청, APCC, UNIST 등과 연계한 국지기후모델 연구, 국지기후모델을 활용한 분야별 R&D
연구수행 등
· 지역산업

맞춤형 적응·감축 컨설팅 - 이슈 대응, 체계적인 녹색산업 컨설팅 지원
· 상시적인

과제발굴 - 국비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
―― 연구센터의

발전전략은,

· 내실화전략

- 성장기반 확보, 전문성 강화
· 기여형전략

- 울산지역발전에 기여, 시민사회 녹색생활 만족도 향상이 기여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가칭)

울산 기후변화연구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울산지역에

기후변화 연구를 전담할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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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56

정책과제

57

울산토지정보 2030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울산지역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정현욱, 김상락

김혜경

과제번호
연구기간
발행사항

정책 17-11
2017. 1.~2017. 8.
2017. 12. (106p)

과제번호 정책 17-12
연구기간 2017. 1.~2017. 8.
발행사항 2017. 12. (18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

―― 울산광역시

―― 또한,

―― R&D투자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의 주요 기반이 공간정보이며, 세계 선진도시 및 국내 주요 도시들은
공간정보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구축 중에 있음
국가공간정보정책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획기적인 전환을 준비 중에 있음. 예를 들면, 5차 국가공간정보정책은 기존
2차원의 정적정보에서 3차원의 동적정보로 전환을 추진하려고 함
연구는 2030년을 목표연도로 울산 토지공간정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로, 장래 비전을 설정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전략 수립 및 과제 발굴을 주요 목적임

역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최근 R&D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혁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성과는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 성과물의 경제적 가치로의 전환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에 달려 있음

울산지역 사업화 역량은 타 지역대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본

―― 이에,

연구내용

연구내용

―― 본

―― (이론적

고찰) ①전주기 기술사업화 개념 ②전주기 기술사업화 프로세스와 지원유형

―― (정책과

성과) ①기술사업화 정책과 시사점 ②기술사업화 성과와 문제점

연구의 주요내용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음

―― 첫째, 공간정보 관련 국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관련계획과 정책동향을 파악하였음. 관련계획은 국가 차원의 공간정보 계획을

파악하였으며, 정책동향은 지차제별 공간정보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였음
―― 둘째,

울산 토지정보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토지공간정보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음

―― 셋째,

토지정보 내·외부 환경 분석(SWOT)을 통해 발전전략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음

―― 넷째,

울산 토지정보의 2030 비전 및 추진전략 그리고 세부추진과제를 발굴하였음

본 연구는 공공R&D사업의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정책 및 인프라 측면에서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원사례
―― (울산의

및 시사점) ①국내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②지원사업 사례

현황) ①기술사업화 조직과 지원사업 ②기술사업화 지원 유형 분석 ③수요기업 설문조사

――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방안) ①제안방향 ②사업제안(안) ③결론

정책제언

정책제언
―― 토지정보

2030의 비전을“공간정보 기반의 Smart City 울산구현”으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전략으로 (1) 전문인력의 양성, (2)
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구축, (3) 공간정보와 ICT의 융복화화 추진, (4) 고정밀 공간정보의 공급, (5) 공간정보의 공유와
공개를 통한 활용모델 발굴 등 5개 발전전략을 도출하였음

―― 이상의

5개의 발전전략을 토지정보 주요업무와 연계하여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추진과제는 총 34개 사업이
발굴되었으며, 토지관리분야 8개, 지적분야 11개, 새주소분야 5개, 공간정보 분야 11개 사업임

―― 이상의

사업들을 중심으로 단기(수요기반확충 사업), 중기(성장기반구축 사업), 장기(성과창출 사업)로 구분하여 주요 선도
사업을 제시하였음

―― BUY

R&D 리버스옥션 마켓 (기술장터 확대개편)

· 수요기반이

강하고 공급기술이 약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요기술 중심의 기술사업화 정책 지역 브랜드화
· 공급-수요

기술 불일치 특성이 강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급기술 획득범위의 적극적인 확장 전략
―― 지역수요기술

DB 구축

· 지역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인프라로서 수요기업 정보 발굴·관리·공유 체계의 정비
· 지역

수요-공급 기술 관리 기관간 정보 단절의 문제 및 수요기술발굴 사업에의 중복투자 방지 및 발굴기술 정보의 질적 관리
체계
―― 릴레이

컨설팅 플랫폼

· 지역

중소/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컨설팅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체계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지역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모델

· 지역내

부족한 양질의 컨설팅 자원의 지속공급과 효과적 활용을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
―― 새

정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4차산업혁명, 스마트시티 구현과 관련되는 사업의 추진을 통한 국비 확보에 기여

―― 공간정보와
―― 관련

행정정보의 통합을 통해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예상됨

공간정보의 통합 및 공유를 통해 대시민 서비스 기능 개선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지역의

R&D전주기 체계와 성과 관리 및 이전·사업화 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차원에서 공공R&D사업의
기술이전·사업화 개선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정책제언을

통해 제안한 사업(안)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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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기획과제

연구원 자체과제로서 울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중점을 둔 종합적 연구과제입니다.

U D I

A n n u a l

R e p o r t

2 0 1 7

연구실적

60

기획과제

61

제4차 산업혁명과 울산의 대응 방향

지역숙원사업발굴

김문연, 강영훈, 황진호, 김상우, 박재영, 김상락

이상현, 권태목, 이은규, 윤영배, 이경우, 김혜경, 김상락

과제번호 기획 17-01
연구기간 2017.1.~2017.8.
발행사항 2017. 12. (222p)

과제번호 기획 17-02
연구기간 2017. 1.~2017. 12.
발행사항 2018. 1. (22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006년

―― 정권의

1월 WEF의 다보스포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4차 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형 변화와 같은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독일은 ‘하이테크 전략 2020’을 추진해왔고 이에 더해 제조업 창조경제 전략인 ‘Industry 4.0’ 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음

―― 본

연구는 최근에 산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명확한 의미를 정립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의 기준점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경제와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사회경제 혹은 문화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 분석하고 극복 방안을 수립

―― 울산의 현안을 대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신속한 사업발굴이 필요하였으며, 이후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향후 추진방향 등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울산의 현안사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사업을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연구내용
―― 과거
―― 각

연구내용

급격한 교체를 맞이하게 되어 울산의 숙원사업을 중앙정부 추진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제기됨

대선 및 총선 공약 분석

후보별 대선공약을 분석하여 울산공약의 특성을 분석

―― 울산광역시
――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동향 및 영향,4차 산업혁명과 기술,4차 산업혁명의 정책 및 사례

―― 울산의

―― 문재인

발굴과제와 대선공약과의 정합도 분석

정부 공약에 미반영된 지역발굴과제의 대응방안 제시

4차 산업혁명 수준 조사 및 분석,울산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수립

정책제언
정책제언
―― 울산광역시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전략을 크게 지역 정책 전략과 제조업 혁신 전략으로 구분해서 수립함. 제조업 혁신 전략에는 미래형
주력산업 강화 전략, ICT융합기술중심형 신산업 전략 및 융복합신수종산업으로 나누어 전략을 세움

―― 지역

정책 전략으로는 제조업 혁신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마스터플랜 수립, 울산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단 구성, 4차
산업혁명 지역 협의체 구성, 산업인적자원센터(직업교육시스템 프로그램 강화), 지역 기술 중심 대학 설립 등이 있음

―― 먼저

주력산업에 대한 다양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음.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에는 전략기반 자율주행차 실증연구센터 설립,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 등이 있고, 석유화학산업에는 산업단지 통합관리센터 구축, 시험인증과 설비안전성 진단평가 전문기관
설립 등이 있고, 조선해양산업에는 무인선 기반의 Smart Ship 실증테스트(실선) 구축, 에코쉽 기자재 개발과 상용화 등이 있음
전략으로는 지능형 센서 플랫폼 산업 육성, 4D 프린팅 소재를 연계한 융·복합산업 육성, 빅데이터
관련 인력양성센터 구축, 도심지 중심 AoT기술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함

지역현안사업으로 13개분야 23개 사업 발굴

―― 인공지능(AI)
―― 4차

기반 수송기기 핵심부품 생산거점 구축

산업혁명 선도도시 추진

―― 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 신산업 육성

―― 국가

원자력안전기술단지 조성

―― 재난안전연구
――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울산

―― 산업도시 울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

―― 세계

최대 수소자동차 도시 실현

―― 역사와

―― 세계

4대 오일허브 완성

―― 울산외곽순환

―― 조선업

세계 1위 도시로 재도약

핵심인프라 구축

문화 중심 신관광도시 도약
고속도로 건설

―― 김해신공항연결

광역철도망 건설

―― ICT융합기술중심형신산업
―― 융복합신수종산업

강화를 위해서는 바이오밸리 조성 사업, 게놈기관 Complex 구축, (가칭)국립바이오메디컬소재 연구센터
설립, 수소기반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모델 구축 등이 있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시의
―― 4차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산업혁명과 관련된 향후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역할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각

분야별로 발굴된 지역숙원(현안)사업은 향후 울산광역시의 각 실과 추진과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및 협조를 구해야하는 중요사업의 매뉴얼로써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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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현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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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D I

A n n u a l

R e p o r t

2 0 1 7

연구실적

64

현안과제

65

동해-1가스전 천연가스 시추 관련
외부불경제 효과 정량화 연구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방안 연구

이경우, 김희종

유영준, 김희종

과제번호 현안 17-01
연구기간 2017. 3.~2017. 4.
발행사항 2017. 4. (24p)

과제번호 현안 17-02
연구기간 2017. 4.~2017. 5.
발행사항 2017. 5. (71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해저자원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관련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법안소위 계류중(10건)

――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의견청취를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결과 외부불경제 효과를 금액으로 측정한 구체화된 자료 제출 요구

―― 경제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울산광역시에서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과세추진에 대하여 울산발전연구원에 현안과제를 부여

―― 본

연구는 현재 울산광역시 인근 해역 58km 지점에 위치한 동해가스 1전 및 2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부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외부의 불경제, 즉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음

―― 본

과업의 목적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연구내용
연구내용

―― 영남알프스

―― 지하자원의

경우 채굴행위로 인한 외부의 불경제가 환경적인 측면, 지역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내재화를 위해 적절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가 부과되고 있음

―― 그러나

해저자원, 특히 원유 및 천연가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해저자원 시추 및 채굴 상황이 상당히 제한적인 이유로 인해 학계,
연관 정부기관, 연구기관에서조차 해저자원 채굴행위로 인한 적절한 외부의 불경제 규모를 추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전국 최초로 동해가스 1전 및 2전에 대한 외부의 불경제를 계량화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미국 환경청에서 제공하는 해저자원, 특히 원유 및 천연가스 시추시설 및 파이프라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부의 불경제 추정값을 동해가스 1전 및 2전의 상황에 적용하여 최종적인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는데,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의 경우에 동해가스 1전 및 2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의 불경제는 약 29.99억원인 것으로 추정되었음

―― 보수적

시나리오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원유유출량을 가정하여 추정한다면 외부의 불경제는 약 68.71억원인 것으로 최종
추정되었음

정책제언
―― 본

연구의 시간, 인력, 연구비의 한계로 인해 미국 환경청의 데이터를 적용하였다는 한계점은 있으나 참고 보고서 역시 다양한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한계를 직시하고 다양한 방법론(보수적·적극적 추정, 타기관의 연구자료 참고 등)을 통하여 추정값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외부의 불경제 추정값이 동해가스 1전 및 2전의 외부의 불경제
규모의 추정값으로 활용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해저자원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관련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법안소위에 제출

산악관광의 영향력 검토

·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현황
· 생태적

영향
· 지역경제

영향
―― 타

지역 산악관광 활성화 사례 분석

· 국외

사례 : 일본 다테야마 케이블카, 하코네 케이블카
· 국내

사례 : 대구 팔공산 케이블카, 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제언
――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조성 타당성 홍보

――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

·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엑스포 개최
· 영남알프스

빌리지 조성
· 영남알프스

루지 조성
· 영남알프스

순환버스 운행
· UNWTO

산악관광회의 사무국 유치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신불산
―― 울산

케이블카 조성 타당성 전략 개발에 활용

비전 2040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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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보완 연구

해안·내륙권 발전거점 지역계획 시범사업 수요조사

윤영배

정현욱

과제번호 현안 17-03
연구기간 2017. 6.~2017. 7.
발행사항 2017. 7. (102p)

과제번호 현안 17-04
연구기간 2017. 5.~2017. 6.
발행사항 2017. 6. (25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016년

―― 전국

울산발전연구원 정책과제 수행으로 울산광역시 산업단지에 대한 완충저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여유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여유부지

확보가능 지역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유출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분구조정 등 완충저류시설 설치계획 보완이 필요함

현안과제

10개 권역(울산-포항-경주시 해돋이 역사기행 권역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토교통부 해안·내륙권 발전거점
지역계획 시범사업에 참여 필요

―― 시범사업

대상권역으로 선정되어 종합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역발전 계기 마련

연구내용
연구내용
―― 대상지역

분구조정

· 온산국가산업단지 분구조정, 시설위치 결정, 저류용량 산정 등
―― 설치·운영계획

수립

·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처리계획 및 사업비, 운영비 산정 등

정책제언
―― 1분구

· 완충저류시설용량 = 사고원수량 + 소방용수량 + 비점오염저감시설용량 = 13,640㎥ + 60㎥ + 23,862㎥ =37,562㎥
(≒37,600㎥)
· 사업비 = 공사비 + 시설부대경비 + 부지매입비 = 37,935 + 2,204 + 6,665 = 46,804 백만원
―― 2분구

· 완충저류시설용량 = 34,980㎥ + 60㎥ + 19,188㎥ = 54,228㎥ (≒ 54,300㎥)
· 사업비 = 47,263 + 2,746 + 11,051 = 61,061 백만원
―― 3분구

· 완충저류시설용량 = 1,620㎥ + 240㎥ + 27,554㎥ = 29,414㎥ (≒ 29,500㎥)
· 사업비 = 32,811 + 1,906 + 6,477 = 41,194 백만원
―― 4분구

· 완충저류시설용량 = 1,725㎥ + 180㎥ + 24,495㎥ = 26,400㎥ (≒ 26,500㎥)
· 사업비 = 30,772 + 1,788 + 5,964 = 38,524 백만원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용량산정, 사업비 산정, 운영계획 수립 등의 객관성 확보

―― 온산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국비신청 자료로 활용

―― 본

과업은 시범사업 수요조사 신청서 작성에 대한 내용으로 신청서 작성 주된 내용은 대상권역 신청사유, 여건분석, 발전거점
구축계획, 지자체 실행계획 및 추진역량 등임. 아래는 대상권역이 시범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임

―― 첫째,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융·복합 산업 거점 구체화

―― 둘째,

3개 시(市)가 주도하는 “해오름 동맹”의 “발전거점형 지역계획”화를 통한 구체적 성과 창출

―― 셋째,

새로운 다극 네트워크형 콤팩트시티 발전모델 제시

정책제언
―― 해당

없음(수요조사임)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국토부의
―― 2018년

해안내륙권 발전거점 지역계획 시범사업에 제안 및 최정 선정(6억원의 연구용역 확보)

울산, 경북 연계협력 지역계획 수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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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

UNISDR 롤모델도시 인증관련
기초자료 및 사례 조사

김희종, 마영일

윤영배, 김희종

과제번호 현안 17-05
연구기간 2017. 6.~2017. 7.
발행사항 2017. 7. (52p)

과제번호 현안 17-06
연구기간 2017. 10.~2017. 12.
발행사항 2017. 12. (39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015년

―― (구)국민안전처의

1월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9월 순천만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함

―― 절대보존지역인

순천만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전이지역(완충지역)으로 조성된 순천만국가정원은 환경보호를 넘어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됨

―― 이러한

시점에 19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이 포함됨에 따라 태화강국가정원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대통령

공약사항의 원활한 이행과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이 주는 다양한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정원 관련 법·제도와 국내외 정원조성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정원 대상지역인 태화강대공원 일대의
국가정원 지정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연구내용

방재안전도시 인증기준(절차)이 기존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구)국민안전처 추천에 의한
인증에서 지자체가 직접 UNISDR의 평가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이에 따라 변경된 UNISDR의 평가방법 및 인증지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롤모델 도시 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필요함

연구내용
―― 기초자료

수집 및 사례조사

· 변경된

UNISDR의 평가방법 조사 (UNISDR 홈페이지 및 동북아사무소 확인)
· 변경된

UNISDR의 인증지표 확인 (번역본이 연구기간 중 완료될 경우)
· 롤모델

도시 인증현황 및 인증방법 사례 조사 (일본의 롤모델 도시)
―― 롤모델

――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첫째, 국가정원과 관련한 국내외 법 및 제도 현황을 지정 요건을 중심으로

현안과제

도시 인증을 위한 제언

· 연구용역

추진 관련 제언 (연구용역의 방향, 연구용역의 핵심내용)

살펴보았으며, 둘째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필요한 조직구성과 지정 대상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음
―― 셋째 순천만국가정원 사례를 비롯해 그리스, 영국, 미국, 독일 등의 국외 사례 조사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요건에 대한 법적 측면, 지정요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정책제언

정책제언
―― 울산시가

UNISDR 롤모델 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 “(가칭)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경우,

―― 연구용역

기간은 최소 24개월이 필요하며, 돌발상황 및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30개월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연구용역은
――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함

――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는 지방정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원 등록과 함께 해당
지방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 또한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대상지역은 「하천법」상 국가하천이어서 관할 국토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가정원

지정요건 측면에서는 면적 및 구성, 조직 및 인력, 편의시설 모두 법적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다만,

국가정원 지정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고려할 경우 다양한 정원 인프라, 편의시설, 관리 인력 들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용역 초반 스코어카드 초안작성을 시작으로 초안작성에서 발견되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지표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10가지 필수사항을 검토하여 그중 울산시에 갖추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연구용역 중반에서는 초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표를 검토하고, 스코어카드와 도구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또한 스코어카드에서 울산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지표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며,

새로운 연구 혹은 기술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연구용역

후반에는 최소한 2회 혹은 3회 이상의 스코어카드를 통해 추천기관을 섭외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또한

신청서(영문판)를 작성하고, 심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울산시 재난관리과에 협의하여 심사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UNISDR

롤모델 도시 인증을 위한 평가방법 확인을 통한 우수시책 발굴 및 사업추진에 활용

――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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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산정

2017 울산 방문의 해 관광여건 및 성과 분석

이경우

유영준, 이경우

과제번호 현안 17-07
연구기간 2017. 10.~2017. 11.
발행사항 2017. 11. (17p)

과제번호 현안 17-08
연구기간 2017. 10.~2017. 12.
발행사항 2017. 12. (153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자치구별

―― 울산광역시

기초데이타와 조례에 근거한 2018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배분안 제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울산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2017 울산 방문의 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광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음

―― 울산광역시는

연구내용

관광도시로서의 선호도가 저조한 편이어서, 매력적인 관광지가 부재하다는 선입견이 존재하고 있음

―― 목적

―― 교부총액

· 울산

관광환경에 대한 총체적 점검
· 울산

관광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2,143.07억원

―― 일반조정교부금

구별 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별

재원부족액

조정율

'18배분액
(a)

계

296,274

0.7233411

214,307

배분
비율

'17배분액
(b)

증감
(a-b)

100.0%

216,722

-2,415

중구

96,815

0.7233411

70,030

32.7%

70,000

30

남구

69,862

0.7233411

50,534

23.6%

50,528

6

동구

64,757

0.7233411

46,841

21.9%

49,715

-2,874

북구

64,840

0.7233411

46,902

21.9%

46,478

423

연구내용
―― 울산

방문의 해 평가 개요

―― 울산

관광 여건

―― 「2017

울산 방문의 해」 기본 계획

―― 「2017

울산 방문의 해」 주요 추진사업

―― 「2017

울산 방문의 해」 사업평가 및 향후 과제

· 관광객

행태조사
· 경제적

효과
· 향후

과제

정책제언
―― 자치구의

수요항목과 수입항목에 근거한 2018년 자치구 일반조정규부금 산정결과를 보고함

정책제언
―― 「해오름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2018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방문의 해」 제안

· ‘포스트

울산 방문의 해’ 사업 필요 → 「해오름 방문의 해」 사업 추진
· 지속적인

홍보 : 생태관광 적극 활용
―― 울산관광실태

분석에 따른 전략

· FIT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
·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 필요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2017

울산 방문의 해」 성과보고회에서 발표

―― 「해오름

방문의 해」 사업 추진 근거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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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의 비용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U D I

A n n u a l

R e p o r t

2 0 1 7

연구실적

74

수탁과제

75

울주경관실록 학술용역

울산교통비전 2030 수립 용역

변일용,이주영,권태목,권창기

변일용,김승길,조미정,정현욱,강민우

과제번호 수탁15-22
연구기간 2015. 6.~2017. 6.
발행사항 2017. 6. (579p)

과제번호 수탁16-04
연구기간 2016. 2.~2017. 6.
발행사항 2017. 6. (158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주군의

―― 울산의

경우 과거의 도시경관 기록(사진, 동영상 등)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도시경관 변화에 대한 의미 해석과 도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도시경관 자료가 부족한 실정

―― 울주군의 변화하는 도시모습을 체계적·지속적인 기록 및 관리를 위해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을 추진함. 지역의 역사 및 도시구조

등의 연구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초자료 구축 및 경관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지역의 도시이미지를 구체화, 영상화하여 군민들에게 도시의 다양한 변화모습을 홍보하여
도시이미지를 브랜딩 추구

연구내용
―― 사진

장래 목표인구 150만 명 도시여건에 적합한 교통체계 구축과 해오름동맹도시(울산·경주·포항)의 동반성장동력 확보,
중추도시생활권(울산·경주·밀양·양산)의 울신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와 함께 울산의 도시공간구조
(1도심 4부도심 7지역 중심) 변화에 따른 교통부문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금회

계획에서는 교통부문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교통비전과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기후환경 변화 및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한 글로벌교통시설(항공, 항만), 광역교통시설(도로, 철도), 도시내 신규 교통수단 등에 대한
울산광역시 적용방안을 검토하는데 주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기록화를 위한 기획연구 및 실행계획

―― 도시경관사진
―― 기록사진의

촬영 및 기록

분류 및 디지털데이터화

―― 도시경관

스토리텔링 활용

―― 도시경관

기록 화보집 제작

―― 금회

계획에서는 울산의 도시교통 전반에 대한 현황진단과 인구구조변화, 가치다양화, 창조적신기술(기술의 융복합화), 도시와
경제의 글로벌화,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 등에 따른 미래 교통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도시의 품격향상 및 시민들의 교통이용 편의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을 교통비전으로 제시하였고, 이 비전을 실현할 3대 추진전략과
전략별 주요사업을 제시함
3대 추진전략
광역도시 간
연계강화

정책제언
―― 도시의

변화상을 기록하여 도시경관자원의 유실방지, 도시의 역사성 및 정체성 확립 및 지역 고유의 도시경관 문화자원의 관리
및 계승 도모

―― 개발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대규모 시설이나 공간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예측하여 도시경관형성

및 외부인들에게 울주군의 아름다운 경관을 소개하여, 기존에 갖고 있던 지역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울주군을 자발적으로 방문, 관광할 수 있도록 유도함. 또한 관광객, 지역주민의 흥미유발을 통해 관광활동으로 확대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정명천년

기념 유산으로 활용

· 국가기간도로 : 5개 노선
· 철도 : 2개 노선
· 항공 : 공항시설 개선
· 항만 : 크루즈부두 및 터미널 조성

지역 내 주요거점 간
접근성 향상

· 도시고속도로 : 2개 노선
· 대중교통 : 신교통수단 3개 노선, 버스노선체계 개편, 환승센터 3개소

첨단 교통시스템 구축

· 주차 : 스마트주차시스템 구축 외 4개 사업
· 안전 : 안전속도 5030 외 3개 사업
· 첨단교통 :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 외 5개 사업
· 첨단물류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 외 4개 사업

및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건축물 외관관리, 가로환경개선, 마을만들기 등 활용
―― 울주군민

추진전략별 주요사업

정책제언
―― 울산은

7대 특·광역시 중 마지막으로 광역시로 승격된 도시로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장래 목표인구 150만 명 및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적합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시의 품격향상과 함께 울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의 교통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의

장래 도시여건에 적합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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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

2027 울산 북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김승길,황진호,정현욱,이경우,권태목,김문연

강영훈,변일용,이주영,이경우,김혜경,이윤형,최준호,김승길,유영준

과제번호 수탁16-10
연구기간 2016. 3.~2017. 6.
발행사항 2017. 9. (712p)

과제번호 수탁16-11
연구기간 2016. 3.~2017. 4.
발행사항 2017. 4. (235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시

―― 세계

―― 울산은

―― 또한

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5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물류체계
효율화 및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육·해·공 물류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임
2015년 기준 전국에서 7번째로 화물물동량이 많은 지역이며, 물류산업 규모면에서는 2014년 기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각각 3,150개(전국 15위), 13,836명(전국 13)으로 전국 하위권 수준이지만, 매출액 및 부가가치 면에서는 각각 1
조 1,511억원, 6,561억원으로 전국 7위를 기록할 정도로 물류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금회

계획은 2013년에 수립된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을 변화된 교통·물류 환경하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2018~2027
년까지의 새로운 물류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는데 주 목적이 있음

울산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주요 교통망이 확충됨에 따라 산업단지 중심의 북구에서 교통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도시
전체의 틀을 변화시키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도시 여건에 적합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2027년 인구 30만명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비전 제시가 필요

연구내용

연구내용
―― 인구 및 경제구조, 기술발전, 환경·안전·보안 이슈 증대 등에 따른 미래 물류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의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안전한 산업·생활 물류체계 구축’을 지역의 물류비전으로 제시함
―― 이 비전을 실현할 3대 목표 및 6개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추진사업으로 114개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전체 사업비는 16조 7,428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산업과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효율적인 물류기반 조성
지역 물류체계 효율화 및 물류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친환경 안전 물류환경 구현 및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

―― 변모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여건을 전제로 하고, 국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도시발전계획과 비전을 제시

―― 도시공간, 경제·산업, 도로 및 교통, 보건복지, 관광개발, 환경·안전계획과 함께 도시경관계획을 반영한 2027년 목표 울산광역시

북구 중장기 계획을 수립
―― 미래로

도약하는 드림시티 울산 북구라는 비전하에 7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에는 3~6개의 전략을 수립하였음

―― 또한

3대 목표

6개 추진전략

세부추진사업

· 물류시설 확충 및 기능개선을 통한 물류인프라 조성

12개 사업

· 항만 및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원활한 연계 물류체계 구축

65개 사업

· 지역 물류체계 효율화

15개 사업

· 지역 물류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6개 사업

· 지속가능한 친환경 안전 물류환경 조성

6개 사업

· 해외물류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

10개 사업

―― 본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물류산업 일자리는 2017년 1만 4천개에서 2만 3천개로 늘어나고, 물류산업 매출액은 1조 4
천억 원에서 2조 1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정책제언
―― 울산은

제조업 기반의 화물물동량이 많이 창출되는 지역으로 장래 화물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물류시설의 확충 및 기능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물류인프라 조성이 필요하고, 또한 이들 시설을 국가기간교통망에 원활하게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물류운영방식의 첨단화를 통해 물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지역 기업체들의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물류시설

경제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의 필요 등과 같은 대외적인 여건변화와
대내적으로 다양한 개발계획과 산업단지의 집적화에 다른 울산광역시 북구의 급속한 도시발전이 이어짐

확충 및 기능개선, 항만 및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연계물류체계 구축, 지역 물류체계 효율화 및 물류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추진전략에 따라 총 123개 세부사업을 도출하여 제안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단기사업 63개, 중기사업 45개 그리고
장기사업 15개를 제안함

―― 더불어

지역주민의 설문조사와 비전과 목표에 적합한 2027 울산광역시 북구 중장기계획 달성을 위한 중심추진과제로 15개를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북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정책제언
―― 정책제언으로는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15개의 중심추진과제에 포함되어져 있음

―― 주요

중심추진과제로는 변모하는 교통여건에 따른 송정역 개발사업, 동해남부선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을 통한 주민의
만족도제고 방안,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문화 특구거리 조성, 강동권개발사업, 달천철장 역사공원화사업 그리고
울산광역시 북구지역을 흐르고 있는 소하천 비구조적 대응사업 등이 있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를 기반으로 울산광역시 북구는 송정역사 신설을 전제로 한 북구지역 교통여건변화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건립방안, 도로망 개선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행복도제고를 위한 장기 발전계획 등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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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포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용역

중구 2035 비전 전략 수립 연구

이주영

강영훈,이경우,이재호,김희종,이윤형,김혜경,권태목,김승길,유영준

과제번호 수탁16-12
연구기간 2016. 2.~2017. 11.
발행사항 2017. 12. (368p)

과제번호 수탁16-14
연구기간 2016. 3.~2017. 1.
발행사항 2017. 1. (293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기

―― 대외적

―― 이에 따라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과 근로자 근무환경의 질 개선을

―― 특히

개발된 산업단지가 노후화되면서 산업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입주 주력산업의 쇠퇴와 이를 대체할 혁신
생태계의 미구축, 문화복지 등 근로자 정주여건 미흡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의 전반적 경쟁력이 약화됨
통한 산업단지 공간의 재창조 등 다양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인 노후산단(혁신단지)로 선정되어 산학융합지구 및 산단혁신지원센터, 산단환경개선펀드 등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됨

―― 노후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매력적인 창의 혁신공간으로 개편하기 위한 창조경제형 산업단지 발전

청사진과 이를 실행하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연구내용

산업도시 울산의 중구는 타 기초지자체에 비하여 산업단지와 주요 산업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산업 중심적 산업구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 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도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중심으로 편중되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또한

울산광역시 중구는 원도심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도시재생, 원도심의 문화 등을 잘 살려 도시발전으로
이어가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울산광역시 중구의 여건을 고려한 203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구내용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안전여건, 경제활동 등 현황 분석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잠재력, 연구역량, 산업혁신 등 경쟁력 분석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혁신의 필요성 및 기업체·근로자 수요 조사

―― 성장유망

육성 업종의 선정 및 재배치, 입주업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방안 제시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공간구상 제시

―― 혁신사업

기본구상 수립 : 산업단지 공간재편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 산업단지 업종 고부가가치 및 연구·혁신역량강화사업,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사업, 산업단지 특화 이미지 형성 사업 등

―― 기업,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며, 울산광역시 중구에 혁신도시가 이전하고, 동별 인구변화와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라 도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

―― 울산광역시

중구 중장기 계획은 여건분석, 주민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 후, 도시공간, 경제산업, 교통,
사회복지, 생태환경 그리고 관광개발의 총 6개 분야별 계획수립을 하였음

―― 비전으로

‘희망과 열정을 만들어가는 문화중심 종갓집 중구’로 설정하고 6개의 목표에 따라 분야별로 3~4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6개 분야 총 128개 세부추진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울산광역시 중구가 안고 있는 원도심 재생문제, 산업단지 개발, 지역내 혁신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발전계획을
제안함으로써 중장기 계획의 완성도를 제고하였음

―― 또한

울산광역시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변화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공간구조와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제안함

연구소, 대학 등 유치 및 지역혁신역량 연계 활성화 방안 도출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혁신사업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신청

정책제언
―― 노후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구조고도화계획의 세부사업을 제안하고 년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기업의 지원, 인근지역의 산업연계 육성, 지역내 R&D기반의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미래

경제산업여건과 기술혁신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의
세부혁신사업 내용을 제시하였음

정책제언
―― 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 2035 비전달설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15개를 선정하여 제시

―― 우선적으로

중구의 여건을 고려한 상업기능 활성화 지원사업,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사업, 태화강
수변관광활성화사업 등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있는 중구의 스토리를 담은 울산 중구 스토리 기록화사업을 포함하였음

―― 또한

지역의 혁신인프라를 활용하는 애니밸리조성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도 함게 제시함

―― 울산광역시

중구에 건설된 혁신도시도 주요한 혁신인프라인 점을 고려하여 원도심과 연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산림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입화산 도시인접형 자연휴양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울산광역시 중구의 변화될 모습을
포함하였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혁신사업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받아 향후 10년간 산업단지의 혁신사업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으로 활용함

―― 제시된
―― 또한

세부추진과제를 달성함으로써 중구의 변화를 선도하고, 문화와 관광중심의 울산광역시 중구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됨

구청장의 적극적인 추진의사에 따라 단계별로 제안된 과제가 검토되거나 계획실행을 위한 사업조성에 나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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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1호선 해안경관 개선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용역

변일용,권태목,이주영,정현욱,권창기

권태목,이주영,변일용,정현욱,권창기

과제번호 수탁16-15
연구기간 2016. 3.~2017. 1.
발행사항 2017. 1. (100p)

과제번호 수탁16-17
연구기간 2016. 4.~2017. 2.
발행사항 2017. 2. (153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지역

―― 「선암지구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활용하여 실행력을 확보함. 서생 지역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조사 등을 토대로 특성 도출하고,
여건분석 및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기본구상 및 차별화 전략 등을 제시함

―― 친환경적인

도로관리의 모델사업으로 경관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함. 단순한 이동 통로의 기능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통해 휴식, 조망,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도로로 기능을 전환하여 지역 경관 및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국도를 친환경 경관도로로 조성

――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산발적으로 분포된 관광자원과의 연계방안 마련

수탁과제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하‘도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암지구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소방도로, 쌈지공원, 주차장 등) 확충,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등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과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지역의 공동체 의식 회복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개선 등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 도활사업

신청시 사업구상서 및 제안서(이하‘제안서’)에 제시된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와 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주민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역량을 키우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운영 및 관리하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내용
목표

전략

실천과제
1.1 해맞이로 도로 시설물 및 식재 정비

1. 해맞이로 리모델링
1. 해안도로의
장소적 가치 부각

3. 지역관문경관 형성

3.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만들기

1.3 음악도로 조성
1.4 주차장 설치

2. 해안경관 조망점 조성

2. 해안도로
관광자원화 유도

1.2 자전거도로 조성

4. 자연과 지역성을 배려한 공간 만들기
5. 지역 명소 잇기
6. 지역활성화 거점 조성
7. 살기좋은 동네 만들기

2.1 전망데크 설치
2.2 해돋이전망대 조성
3.1 관문경관(Gate) 설치
4.1 해돋이전시관 및 꽃단지 조성

연구내용
―― 대상지의

취약환경 개선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 주민간

이해관계 및 갈등 조정,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물리적

환경 및 사회·경제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구체적 목표 및 전략을 마련하고,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및
사회·경제적 프로그램 개발 등을 구상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실천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통합)을 수립

―― 제안서에

제시된 각 세부추진 사업들을 보완하고, 대상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주민의견 수렴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로
시행할 사업 등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각 분야별 세부사업의 설계지침 작성, 설계내역서 및 도면 등 실시설계를
시행

4.2 꽃길 및 가로수길 조성
5.1 용곡산 하늘길 조성
5.2 바다체험공간 조성
6.1 복합지원시설 설치
6.2 푸드코트 설치
7.1 벽화마을 조성

정책제언
―― 주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

―― 커뮤니티

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하고, 그 결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을 주민 스스로가 행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 향후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 형성시킴

정책제언
―― ‘해안도로의
―― ‘해안도로

장소적 가치 부각’을 위한 전략들은 도로 및 연도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명소로 창출하기 위해 제안

관광자원화 유도’를 위한 전략들은 지역 내 자원을 발굴·재창조를 통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안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전략들은 지역을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해 주민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해안도로

주변 경관사업 추진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현재

커뮤니티 센터 조성 진행 중에 있으며, 프로그램 사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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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남부권 상생발전 전략 연구

울산시사 단행본 학술용역

정현욱,황진호,김승길,유영준,변일용

이재호,김상우,이윤형,유영준

과제번호 수탁16-25
연구기간 2016. 8.~2017. 6.
발행사항 2017. 6. (299p)

과제번호 수탁16-26
연구기간 2016. 8.~2017. 7.
발행사항 2017. 7. (400p)

수탁과제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세계경기침체에

―― 市史는

―― 한편, 울산, 경주, 포항은 역사적으로는 신라문화권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미 산업적으로는 부품, 소재, 완성품이라는

―― 울산은 2002년 울산광역시사를 편찬하였으나, 이미 15년의 시간이 흘러 크게 변한 오늘날의 울산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따라 울산, 포항은 주력산업의 수출이 하락하고, 경주는 지진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 필요
형태의 산업간 밸류 체인을 형성

―― 또한,

2016년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완전 개통으로 지역간 기능적 연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본 연구는 울산, 경주, 포항 해오름 지역을 대상으로 연계협력을 통한 각 도시의 내생적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해오름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목적
―― 세부적으로는

산업경제, R&D 및 인재양성, 관광, 도시인프라 등 분야별 연계발전 전략 및 사업발굴을 목적

―― 현황

의견이 많아 새로이 편찬할 필요가 있음
―― 총

6권 3,900쪽의 분량의 기존 시사는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읽기 힘든 단점이 지적되어 울산의
모습을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물·사건·시대적 상황을 토대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단행본 형태로 새롭게
편찬할 필요성이 있음

―― 딱딱한

내용 중심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하여 되도록 풀어쓰는 형태로 집필·편찬함

연구내용

연구내용
―― 연구의

한 지역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좌표로서 지역민들이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게 하고
지역민의 정체감을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함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및 여건분석

―― 상생발전

잠재력분석 및 관련계획검토, 전문가 설문조사

―― 상생발전전략

기본구상 마련(비전, 목표, 추진전략, 공간구상)

―― 분야별

추진 방향과 전략 마련, 사업 도출(총 64개 사업 도출)

――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 울산시사

단행본 “울산을 한 권에 담다”는 울산시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단행본 형태로 울산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4개
편제 46개의 주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음

―― 시대의 격랑을 함께 한 울산의 사건 : 각 시대별로 대표할 수 있는 단어나 용어를 울산의 역사 부분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과 초·중·고등학교 관련 교과서에 울산과 연관된 단어가 하나의 사건을 이루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을 것을 기준 적용 14개
주제
―― 세계사적

가치를 지닌 울산의 자연·문화유산 : 울산에 존재하는 유적, 유물로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면서 단일 주제를 이룰 수
있고 울산의 시대상을 표현하거나 특징을 나타낼 수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통할 수 있는 성격 기준 10개 주제

―― 청사에

길이 빛날 울산의 인물 : 시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초, 중, 고등학교 국어, 사회, 역사 등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물이면서 울산과 관련한 사람, 시대의 변화상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 있는 인물 기준 8개 주제

정책제언

―― 변화의

―― 울산,

경주, 포항 네트워크 도시 체계를 문재인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모델로 제안

―― 울산,

경주, 포항이 공동으로 “도시권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도시권 계정)” 을 촉구

―― 제안된

사업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문재인

정부의 계획계약제도와 연계하여 해당사업의 안정적 지원이 가능 하도록 추진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국토부의

소용돌이와 울산의 생활상 : 달라진 사회, 또는 자연의 변화 모습을 반영하여 울산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기준으로 14개 주제

정책제언
―― 울산의

정체성, 지역성 확보를 위한 꾸준한 지역성을 담은 내용의 서적 출판 필요

―― 달라진

울산, 변화해 가는 울산의 모습을 꾸준히 연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 필요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울산 내용을 꾸준히 소개할 필요성이 있음

해안·내륙권 발전거점형 지역계획수립 시범사업에 선정(2017년 : 연구용역비 6억원 확보)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시민에게
―― 달라진

가독성 확보, 일반인 입장에서 궁금한 울산 서술로 시민중심의 시사 편찬의 기준으로 작용

울산의 모습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하는 울산으로서의 가치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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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연암 새뜰마을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R&D Complex City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이주영

이주영

과제번호 수탁16-27
연구기간 2016. 8.~2017. 8.
발행사항 2017. 8. (166p)

과제번호 수탁16-28
연구기간 2016. 8.~2017. 8.
발행사항 2017. 8. (243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북구 원연암마을은 산업단지, 산업로, 동해남부선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지역으로 사회, 문화, 경제적 침체 및 물리적 쇠퇴현상이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제조업 성장의 둔화, 울산광역시 지역 인구의 감소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지역발전방안

복합적으로 나타나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이 필요함
―― 주민

대부분이 30년이상 노후주택에서 생활하며 공폐가의 방치, 도시가스 미설치 등 기본 생활인프라가 취약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보건, 위생, 안전 문제해결이 시급함에 따라 정부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지역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등과 같은 물리적 시설확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되었음

―― 공공기관과

민간조직, 주민이 협력하고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이 마을 재활성화의 중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재생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연구내용
―― 대상지

수립이 필요함
―― UNIST의

연구, 개발, 교육기능이 울산광역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UNIST를 중심으로 연구, 산업, 주거,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복합된 자족 신도시 조성을 위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별계획을 수립함

―― 제4차산업

전진기지를 조성하여 4차혁명에 대응하고 산업구조 다변화에 따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부권지역에 주요
거점을 마련하고 복합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구상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R&D

ComplexCity(첨단과학기술연구단지)는 연구개발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생산, 주거, 문화, 여가 등의 복합기능이
이루어지는 신도시 형태의 조성사업을 대표하는 용어로 본 계획에 활용되었으며, 첨단과학비즈니스단지 및 사이언스파크 등과
유사한 기능으로 볼 수 있음

연구내용
현황 분석 : 문헌조사, 물리적 여건조사, 주민설문조사

―― 기본구상

: 비전 및 목표설정, 전략별 실천프로그램 구상

―― 주민특성분석

및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 주민대표 인터뷰, 주민워크샵, 주민협의회 구성

―― 분야별 사업계획 : 기초생활인프라 정비(환경, 위생 등 취약환경 개선, 생활여건 개선, 공동이용시설 설치), 주거개선(집수리지원,

마을공동체 지원(일자리, 복지,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 주민역량강화)
―― 실행계획

: 사업추진계획 수립, 소요사업비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 UNIST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과학기술연구단지의 조성 타당성을 제시함

―― 연구대상지의

―― 첨단과학기술연구단지
―― 사업추진계획
―― 파급효과

정책제언

정책제언

―― 고령자,

―― UNIST를

―― 이를

―― 교육,

외국인 등 주민 특성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물리적 정주환경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마을공동체의 확충과 주민조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공간을 확충함
통해 노후된 마을의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주민의 거주를 지원하여 마을공동체를 확립함

―― 물리적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더불어 인근지역의 산업단지조성, 완충녹지사업, 철도이설사업 등 연계 가능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전략을 제언함

광역적 환경, 자연환경, 인문환경, 관련계획, 법규 및 제도, 도시기반시설 등 조사

―― 첨단과학기술연구단지의

기본구상 : 수요조사 및 개발지표 설정, 개발목표 및 전략수립, 사업구역 대안 도출, 도입기능 설정

기본계획 :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경관 및 건축계획, 친환경계획

: 개발방식도출, 개략사업비 산정,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적 파급효과

중심으로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기술개발과 인재육성을 통해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이끌어 신성장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개발전략을 제시하였음
연구개발, 산업, 정주기능이 복합된 첨단과학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제안하였으며,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장단기 대안을
제안함

―― 제조생산

중심의 울산광역시가 교육, 연구개발, 생산, 문화, 복지, 여가가 어우러지는 도시기능을 확보하고 이원화된
도시공간구조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연구

내용에 따라 2017년부터 새뜰마을 세부사업의 집행이 시작되었으며, 2019년까지 물리적 사업 및 경제사회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향후

인근 지역의 녹지조성,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시 마을정주환경과 기반시설 연계를 고려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서부권

지역의 연구개발중심의 도시개발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및 복합단지의 조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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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 타당성검토 용역

조선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 및
연구원 유치전략 수립

정현욱,변일용,이주영,김문연,권태목

황진호,김문연,박재영,정현욱

과제번호 수탁16-33
연구기간 2016. 9.~2017. 4.
발행사항 2017.4. (113p)

과제번호 수탁16-36
연구기간 2016. 10.~2017. 5.
발행사항 2017. 5. (265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광역시

―― 최근

북구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특히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인근 비시가화지역으로 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이 발생

―― 정부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3년 개발행위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용도지역별 허용용도의 한계, 계획의 적정성, 실효성 부족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그 대안으로 성장관리방이
제시되었으며, 2014년부터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운용

―― 따라서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북구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전 성장관리지역을 선정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위기를 맞으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기술의 융합화와 지능화가 진척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개입 여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산업정책 연구기능을 갖춘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전문 산업연구기관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론적 문제를 제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고부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종합적 발전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아울러 조선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산업정책 연구·인력양성·지원 등을 수행할 국가 연구기관 설립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함

연구내용

연구내용

―― 본

――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성장관리방안 도입배경 및 개념, 성장관리방안 수립 내용 등의 성장관리방안 문헌고찰

―― 둘째,

인구, 개발행위허가, 공시지가 등을 통한 성장관리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분석

―― 셋째,

개발가능성 분석, 개발 가능지 분석 등을 통한 성장관리지역 설정

―― 넷째,

성장관리지역을 설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본 구상 등 타당성 분석

현황 및 전망 : 대·내외 환경변화 및 여건 분석, 산업구조 실태 및 혁신 기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향
――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 방안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 검토,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특화 정책 및 R&D 과제 발굴

―― 국가

연구시설 유치(설립) 전략 :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거점도시화를 위한 연구원 유치 또는 특화 연구시설 설립 방안,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운영 방안(조직구성, 시설규모, 입지, 비용 등)

―― 국가

연구시설 유치(설립) 타당성 및 기대효과 :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 경제적 파급효과

정책제언
―― 북구 성장관리방안 타당성검토 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대안동, 달천동 3지역이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분석
―― 향후,

3개 지역 성장관리방안수립은 후보지별 단계별 수립보다는 동시에 수립하여 성장관리방안 시행의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정책제언
―― 정책연구

강화, 미래 신사업 발굴, 기술 및 인력 공유 등 연구원의 중점 기능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 제시

―― (가칭)한국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은

조선해양플랜트 미래 신사업 발굴을 총괄하고 생산현장의 기술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생산기술 및 인력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을 중점과업으로 설정

―― 조선해양플랜트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본

연구의 결과가 바로 울산 북구성장관리방안 수립으로 연결되었으며, 2018년 수탁과제로 진행 중

분야 미래발전 방향에 걸맞게 미래전략 및 정책연구 강화, 조선해양 ICT 융합기술 고도화, 생산기술 빅데이터
관리 및 공유 활성화, 조선해양플랜트 서비스 기술 연구, 공공 전문교육원 설치·운영 등의 중점 기능을 수행하는데 최적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국책연구기관의

설립법제에 따라 다양한 조직 구성 방안 검토 : 연구원은 현행 법제상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원칙에 해당하는 ‘
통합법’(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법)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수법인 형태의 연구원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설립 측면에서는 통합법에 의한 출연연구기관이 용이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가칭)한국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예타 기획보고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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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울산과학대학교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 기본계획

황진호,김상우

최준호,박재영

과제번호 수탁16-37
연구기간 2016. 10.~2017. 2.
발행사항 2017. 2. (103p)

과제번호 수탁16-39
연구기간 2016. 10.~2017. 2.
발행사항 2017. 4. (223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과학대학교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
매년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계절제 현장실습, 학기제 현장실습 등의 유형으로 실시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울산과학대학교의 2016학년도 계절제 및 학기제 현장실습의 참여학생과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실습전 교육사항과 학생들의 직무맞춤형 배치상황을 점검하고 성과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적으로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울산도 주변의 다양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위협의 증가하는 추세
―― 울산의

재난 위험성 저감 및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군의 발굴 육성 필요한 동시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 중심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최근 국내외 경기 부진의 여파로 새로운 성장 동력 절실

―― 울산시의

재난안전 발굴,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 발전을 위한 로드맵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안전한 울산
정립이 필요

연구내용
―― 계절제

현장실습 내용의 실효성, 현장실습 운영의 적절성, 현장실습 기업체에 대한 만족도, 현장실습 추천의향, 향후 실습기관
입사의향, 현장실습 전반적 만족도, 대학 학생 및 기업체의 제안 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연구내용

―― 학기제

―― 재난안전산업 분류, 국내 소방안전산업 현황, 국내 재난안전산업 현황, 국내재난안전 관련 산업체 설문조사 결과 분석(네트워크

현장실습 내용의 실효성, 현장실습 운영의 적절성, 현장실습 기업체에 대한 만족도, 현장실습 추천의향, 향후 현장실습
입사의향, 현장실습 전반적 만족도, 대학 학생 및 기업체의 제안 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분석), 국내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통해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현황 분석
―― 또한

국외 사례인 일본 재난안전산업 현황,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 사례등을 통해 사례 분석

―― 재난안전

정책제언

분야 R&D 정책 현황을 통해 주요 R&D 현황과 울산시 추진 적합 과제를 분석

―― 울산

―― 현장실습

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모두 4점대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나 효과적인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 학생과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습 기관 선정부터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 교육, 실습 계획 및 일정,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안내 홍보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적절한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 계절제는 ‘2명’, 학기제는 ‘1명’)와 기간(계절제 / 계절제+학기제 검토)

―― 학기제

현장실습 참여기업이 참여학생 채용 의사가 높게 나타나므로 학기제 현장실습 강화

지역 산업현황과 역량을 분석하고 재난안전산업 분야로 진출 가능한 민간기업을 조사하여 울산 지역 산업·정책 현황 및
역량 분석을 진단

―― 국가

정책과 연계한 사업발굴과 추진방안, 지역의 특화된 핵심과제 발굴과 추진방안, 재난안전산업 복합클러스터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제시하여 울산시 재난안전산업·육성방안을 제시

――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방향성 제시

정책제언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2017년도

울산과학대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선 방안으로 활용

―― (전략적

원칙 제시)중앙정부 지원 효과적 활용제시, 산학연 인프라 및 중앙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교육·연구 관련 사업 수주 및
관련 네크워크 강화, 외부 기관 유치보다는 내부 역량 강화에 중점

―― (울산

재난안전 복합 콤플렉스 구축 방안) 교육-연구, 검사-인증, 기업지원 분야로 구분하고 상호 시너지 유발이 가능하도록
사업 제시

―― 중장기적으로서

복합재난연구를 수행하되, 최근 국가의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지진 연구 분야 제시

―― (세부사업) 지진방재특화대학 및 재난안전전문대학원 울산 유치, 지역 기업 및 관련 공공기관들과의 시너지 강화,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을 통한 사업 추진, 울산 재난안전 복합컴플렉스 구축, 메이드 인 울산 (Made in Ulsan)인증제도
추진, 울산시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산업 박람회를 개최, 울산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 내 홍보 부스 설치, 울산시
재난안전산업 지원 조례 제정, 울산지방 중소기업청 내 안전산업지원계 신설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일부

세부사업 진행을 위한 검토와 추진(재난안전 복합컴플렉스 구축, 메이드 인 울산 인증제도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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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울산과학대학교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만족도 조사 분석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황진호,김상우

김상우,김문연,변일용,이주영

과제번호 수탁16-40
연구기간 2016. 12.~2017. 2.
발행사항 2017. 2. (260p)

과제번호 수탁17-01
연구기간 2017. 2.~2017. 6.
발행사항 2017. 6. (124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과학대학교는

―― 청소년수련관은

―― 본

―― 청소년수련관의

2014년부터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으로 『선진직업교육센터 기반 지역 성장산업 밀착형 창의 인재 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연구의 목적은 울산과학대학교의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에 대한 재학생의 학교생활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대학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이러한 청소년을 위한 성장지원의 플랫폼으로서 지역 청소년의 교육, 문화, 체험활동의 활성화와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시설임
건립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음

―― 청소년수련관의

건립 필요성, 현상 및 사례조사를 통한 규모의 적정성과 기능 설정, 사업추진기간, 향후 시설의 운영·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서 향후 예견될 수 있는 위험(Risk)을 예방하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과 기본계획을 수립함

연구내용
―― 2016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의 세부사업별 참여 학생 및 기업체에 대한 설문지 6종((학교생활만족도, 취업캠프, 전문가과정,

캡스턴디자인, 가족회사, 기술지도 등 약 6,100건) 분석
―― 만족도

연구내용

조사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각 사업별 문제점 도출과 개선 방안 제시
―― 평가항목별

후보지 평가 결과, 모든 평가항목에서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은 온양읍 동상리가 남부권 청소년 수련관의 입지로
가장 타당한 것으로 조사됨

정책제언

―― 청소년수련관은

―― 학교생활

만족도에서는 학생 복지, 취업 및 진로, 학생자치활동 등의 부문에서 우선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취업캠프에서는

종합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만족도 및 추천율이 낮은 ‘잡서칭’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과정과 자격증 과정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과정의 교육 수준 및 시간을 조정하여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캡스톤

디자인 활동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정보수집 결과’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 문화교육,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건립

예술공연, 스포츠, 서비스 및 지원 기능 등을 도입

―― 시설은

공연장, 연습실, 수영장, 동아리방 등의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전기실 등의 부대시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됨

―― 비전

: 청소년의 꿈과 열정을 키우는 울주남부 청소년 수련관

―― 목표

: 깊이 있는 배움터, 다양한 체험의 장, 자기주도적 성장공간

―― 추진단계

: 조성기(2017~2019), 정착기(2020~2022), 성장기(2023~2025), 확산기(2026~이후)

있음
―― 가족회사의

사업 참여에서는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및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술지도에

참여한 업체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애로기술 해결과 활용 만족도 및 지도 방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2017년도

울산과학대학교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운영 개선 방안으로 활용

정책제언
――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의 기본방향은 청소년뿐만 아닌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모두를

연결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 울주군 남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함
――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정책과 함께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익을 추구해야 함
―― 기본적인

체육활동과 함께 유아체험활동, 부모와 함께 체험 활동, 초중고생 문화예술 체험 활동, 초중고생 문화예술 체험 활동,
청소년 체험 활동, 청소년 외국어 교실, 기타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투융자 심사 등 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

―― 최종적으로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최적의 청소년문화중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건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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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체육공원 토지이용의 효율적 활용방안 용역

울산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이주영

윤영배

과제번호 수탁17-02
연구기간 2017. 2.~2017. 12.
발행사항 2017. 12. (75p)

과제번호 수탁17-03
연구기간 2017. 3.~2017. 12.
발행사항 2017. 12. (379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002년

―― 지역마다

월드컵 경기 개최로 건설된 울산체육공원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 이후 지역 연고 축구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축구경기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경기개최용도로 활용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경기장 시설의 유지관리와 시설보수를 위한
비용에 비하여 수익성 확보시설이 부족하여 안정적 시설관리 운영이 어려움

―― 단순한

체육활동을 위한 기능이 아닌 여가, 문화, 교육 등 복합기능형 주민여가공간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용률을 제고하고
이용객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 검토와 시설확충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따라서

현재 울산체육공원의 세부시설 운영 및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타지역 체육시설 효율화방안을 검토하며, 주민의 이용률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추가시설의 확충과 사업성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기반여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하면, 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수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에너지정책 일관성, 보완성 및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쾌적한 삶의 기반을 극대화하는 정책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지연단위의 에너지계획이 추진되어야 함
―― 울산광역시 에너지 사용과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실정에 맞는 에너지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마련과 자립기반을 구축,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연구내용
연구내용
―― 기존
―― 울산체육공원
―― 체육시설의

시설개발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기능 및 이용실태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제4차 지역에너지 계획(2013~2017)을 분석하고,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합리적 추진에 일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함

――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울산광역시 종합계획을 기초로 지역에너지 수요 전망과 공급대책을 수립함

―― 체육시설

기능 다양화를 위한 법제도 검토

―― 현재의

―― 체육시설

기능 확대를 위한 지역주민 의견 조사

―― 울산광역시

관내의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방안을 수립함

――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수립

―― 울산광역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에너지 수요처의 에너지 공급대책 및 폐열 발생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함

―― 체육시설내

기능 도입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시설 구상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지역에너지계획으로 향후 지역주민, 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역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기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립함

정책제언

정책제언

―― 울산체육공원

―― 비전

이용활성화와 안정적 시설관리운영을 위하여는 최근 변화하는 문화, 여가, 복지기능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추가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및 사업추진이 요구됨

―― 도입가능

기능으로는 문화쇼핑복합기능과 체육기능 등이 있으며, 스포츠시설을 전문화하고 복합화하며 수요자 맞춤형의
복합문화여가기능 도입이 필요하며 울산체육공원 활용의 기본방향으로 울산거점 Multiplex Park로 설정함

―― 세부시설로

멀티플랙스 영화상영관을 통한 컬쳐플랙스 시설, 전자기기 전문매장, 라이프스타일 숍, 키덜트존, 전기차 편의시설
등을 제안하고 공간배치계획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관련법령 및 사업시행주체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을 시행함

환경과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부합된 에너지원별 공급대책을 수립함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도시 울산!'

· 목표 1 :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 발전 1,388GWh (2022년)
· 목표 2 : 최종에너지 소비절감 100만 TOE (2022년)
· 목표 3 : 온실가스 배출감축 317만톤 CO2 (2022년)
―― 3대전략

· 자립·분산적 에너지생산
· 효율적 에너지 소비 및 활용
· 합리적 에너지 나눔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시설 활성화, 체육시설 안정적 운영정책 수립시 내용을 반영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신재생에너지
―― 산자부,

보급 활성화 세부사업에 반영

환경부 등의 관련 예산 확보 및 신규사업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

Ⅱ
연
구
실
적
ㅡ
수
탁
과
제

연구실적

94

수탁과제

95

낙동강 수계 밀양A, B 단위유역 중 울산시 울주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16년 이행평가

울산 자원봉사활동 실태와 활성화전략 연구

김희종,마영일,윤영배

이윤형, 이재호

과제번호 수탁17-04
연구기간 2017. 3.~2017. 12.
발행사항 2017.12. (103p)

과제번호 수탁17-06
연구기간 2017. 4~2017. 10.
발행사항 2017. 12. (309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제3단계(2016∼2020년)

―― 본

―― 따라서

―― 또한

연구내용

연구내용

―― 밀양A의

―― 기본적인

오염총량관리계획 기간 중 낙동강 수계 울산광역시 관할지역 밀양A(밀양A01), 밀양B(밀양B02)
단위유역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이행평가를 평가하는 주체는 울산광역시장임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상 2016년 계획(부하량 관리 등)에 대한 이행사항을 ‘이행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16-157호) 및 기술지침(2014.5)에 의해 평가하고,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평가와 원인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밀양B 유역의 오염원 평가 결과, 밀양A 유역은 2016년 기준 실제인구는 509인으로 자연증가에 의해 시행계획에서
전망한 인구 497인보다 12인이 증가하였고, 실제 물사용량도 132.41㎥/일으로 시행계획에서 전망한 물사용량 114.50㎥/일
보다 17.91㎥/일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밀양B

유역은 2016년 기준 실제인구는 270인으로 시행계획에서 전망한 인구 295인보다 25인이 감소하였으며, 실제
물사용량은 183.47㎥/일으로 시행계획에서 전망한 물사용량 208.70㎥/일 보다 25.23㎥/일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오염원

평과를 바탕으로 오염부하량을 평가한 결과, 밀양B 유역의 BOD는 시행계획 대비 발생부하량은 45.59㎏/일
감소되었으며 배출부하량은 0.61㎏/일이 증가되었음

―― T-P의

경우, 밀양A 유역 시행계획 전망치 보다 발생부하량은 1.641㎏/일 감소하고 배출부하량은 0.334㎏/일 증가하였으며,
밀양B 유역의 발생부하량은 3.149㎏/일 감소하고 배출부하량은 0.129㎏/일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연구의 목적은 울산의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새로운 영역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욕구에 근거하여 다양한 자원봉사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점차 변화하는 복지욕구와 시민의 기대수준에 걸맞은 자원봉사활동분야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주체성에 기반을 둔
참여방안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자원봉사문화의 육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자원봉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전을 제시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울산광역시민이 한층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음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적 배경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자원봉사활동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아보며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한 선진사례와 국내 사례들을 통해 그 시사점을 알아봄

―― 또한 울산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욕구를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기초 현황조사, 문헌조사, 설문 및 2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수행하며 문헌조사 및 기초현황조사를 통해 최근동향과
자원봉사활동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설문을 통해 대상자 욕구, 사례 등 현황을 분석함

정책제언
―― 새로운

지역사회보호체계와 연계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읍면동 복지허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발굴·활용하는
것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구성을 통해 지역의 당면문제해결과 예방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함

정책제언

―― 지역사회의
―― 수질오염총량제 유역내 오염원 부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울주군 오수처리 및 정화조 시설 폐쇄유무를 확인하여 오염원

목록을 재정리하고 시설용량이 큰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수 농도를 모니터링하여 오염원 부하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낙동강수계 지역인 이천리 일원의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오염원 부하량 저감을 위해 시책 사업인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친환경 ECO마을 조성 사업’ 등을 공모하여 절수시설 설치, 친환경 세제, 비누 공동 제조·사용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중앙도서관에서의 재능기부자의 각 자료에 대한
영상작업과 온라인에서의 실시간 대여 등 자료의 축척·관리기능과 지역도서관의 이에 대한 오프라인으로서의 자료공유기능을
하는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등 ICT를 활용한 재능기부시스템의 구축방안 마련

―― 또한

―― 퇴직세대를

―― 마지막으로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밀양B 유역 이천·태봉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현재 하수처리 계획인구 147명이나, 앞으로 양산시의 양산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이천지역의 95명이 추가될 예정이므로, 양산시와 협의를 통해 당해 계획이 3단계 시행계획 완료
이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생활하수 배출에 따른 오염원 부하량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제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근거자료 활용

―― 현재

위한 재능기부문화의 정착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의 새로운 문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함

초기 운영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과 최근 설립된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내일설계지원센터의 운영, 현재 울산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과 관련한 해양, 산악레포츠의 볼런테인먼트 영역의 확대, 조만간 개관 예정인 울산시립도서관의 기능정립
등에 본 연구의 활성화계획을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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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울주군 행정수요 설문조사 용역

이윤형,이재호,김혜경

변일용

과제번호 수탁17-07
연구기간 2017. 4.~2017. 10.
발행사항 2017. 10. (159p)

과제번호 수탁17-08
연구기간 2017. 3.~2017. 7.
발행사항 2017. 8. (15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 지자체에서

연구의 목적은 울산시 남구민의 인권향상을 위해 다양한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해 남구의 비전을 정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목표와 실질적으로 구민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함

―― 종합적인

인권계획 수립을 통해 울산시 남구의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다양한 계층의 인권을 예방적으로 보호하고 인권도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본

연구는 울산 남구의 구정 현황분석과 인권 실태에 대한 포괄적 조사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울산
남구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비전과 구정목표,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요구는 행정추진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예산배정이나 담당 공무원을 적시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주민의 요구가 더욱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되고, 결국 행정의 불신으로 인식하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 있음
―― 이에

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행정이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군정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은
지역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주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할 필요가 있음

―― 울주군의 공간구조 상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미래 발전전략이나 정책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민참여, 여가, 복지, 경제,

연구내용

도시기반, 미래과제, 군정운영 인지도 등을 조사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681호, 2013. 1. 2 제정) 제6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수립의 개요

―― 남구가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면하고 있는 제반문제와 지역만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양적, 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된 여러 자료 수집과 분류별 수록

―― 인권증진

추진하는 사업이나 계획 등이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그렇지 않은 것도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특히 지역주민 다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관청에서는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 주민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임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 목표와 지역사회주민의 설문조사

―― 비전과

역량분석을 통한 수립원칙, SWOT분석을 통한 기본계획의 추진 체계, 사회적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동, 아동, 노인 등
우선순위에서 도출된 인권증진을 위한 세부과제 도출 등

연구내용
―― 울주군민

대상, 지역별, 연령별 배분에 의한 816명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면접조사

―― (사업제시1)군정운영의

핵심 요소 및 추진과제 : 일자리, 창업, 인구정책, 복지 등을 연계하여 울주군의 종합계획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과 실시 계획이 필요

―― (사업제시2)관광분야는

정책제언
―― 하나의 비전, 전체 4개의 주요목표 아래 12개의 추진전략, 60개의 세부사업을 두었으며 세부 과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당장 2

년 안에 추진할 수 있는 단기계획과 준비과정을 거쳐 3년~4년 뒤를 목표로 하는 중기계획, 그리고 5년 이후를 목표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장기계획이 있음
―― 남구의

인권캐릭터 사업, 찾아가는 인권교육, 장애인의 자립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의 돌봄지원,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환경 조성, 다문화,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인권지원, 보행환경, 시설물 접근권, 안전한 도시,
인권위원회 기능 강화, 구민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이 각 세부사업의 주요 내용임

만족도 및 복지분야는 교통, 도로분야의 민원은 고속도로 사건사고와 주차장(KTX역 등) 문제 등많이
노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개선책 마련

―― (사업제시4)주거

및 도시환경분야 생태도시 및 친한경도시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태도시 사업을 추진

―― (사업제시5)여가

및 문화예술분야는 공간적 입지 때문에 인구대비 많은 시설과 운영에도 불구하고, 접근성과 홍보성이 낮아
주민들의 체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체계적 개선책 마련

―― (사업제시6)경제

및 일자리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군민들에게 더 나은 정책 방향 제시

―― (사업제시7)농축산분야는

농업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에 대해 로컬푸드 지원 등 농가소득 확대방안과

귀농귀촌사업 발굴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정책제언

―― 남구청과

―― 울주군의

남구인권증진위원회의 협의 및 의결에 따라 장단기계획의 세부사업을 현실성 있게 도출하고 행정기관의 연차별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기간에 맞추어 시행함

영남알프스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산악관광도시로 조성

―― (사업제시3)생활

―― 울주군

읍면별 평가와 추진과제를 통해 지역별 차별화된 군정 제시

발전과 다양한 계획을 위해 울주군 사회경제적 육성 지원계획, 울주군 관광 종합계획 등 발굴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2018년도에

지역별 추진 세부 과제 진행 및 필요에 따른 종합계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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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오름동맹 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재호,이윤형,김혜경

유영준

과제번호 수탁17-09
연구기간 2017. 4.~2017. 11.
발행사항 2017. 11. (207p)

과제번호 수탁7-10
연구기간 2017. 5.~2017. 11.
발행사항 2017. 11. (196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관련 문제가 전국적·지역적으로 공공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인권에 대한 보호와 증진의

―― 「해오름동맹」은

문제는 국제적 이슈에서 점차 국가적 이슈로, 나아가 지역 차원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음
――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울주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제812호, 2014. 12)하여 “
울주군민에 대한 인권 보장과 인권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 실현을 건설하고자”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음

―― 울주군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울주군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인권에 대한 구체성을 담보하고 실천 전략으로서의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신라문화권이라는 역사적 토대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

* 특히 산업 기능 연계 등 공간적·기능적 연계성도 높은 지역
―― 3개

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해 기능적이며 상호보완적인 협력·발전체계 구축

*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인접지역이 아닌 주체적인 ‘네트워크 도시’를 형성한 국내 첫 모델
―― 「해오름동맹」의

첫 번째 시작으로 산업, 자연, 역사·문화자원 등 관광 매력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동해남부권의 대표 관광 트라이앵글을 조성하는 관광산업 상생협력 전략 마련을 추진해야 함
―― 「해오름동맹」네트워크
―― 다양한

형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 전략 도출

테마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본 연구의 목적

연구내용
―― 울주군민의

인권 실태에 대한 객관적 통계 자료와 실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울주군 인권 증진에 필요한 비전을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목표들과 수단을 강구해 냄으로써 실질적인 울주군민의 인권 증진 향상에 필요한 울주군 미래 발전
전략으로서의 청사진을 제시

――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을 근거로 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분야별 추진 과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 인권 증진 기본계획에서 담아야 할 인권의
의미와 내용을 울주군 현황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적용

―― 군정의

목표와 부합한 인권지향적 요소가 담긴 울주군의 인권증진추진 사업 도출

정책제언
―― 기본적으로

국가의 인권 정책 정책에 대한 내용과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조례를 바탕으로 한 울산광역시 전체의 인권증진
기본계획과의 관계에서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 정책 목표 수립 달성

―― 분야별 및 시기별 추진과제에 맞도록 단기, 중기, 장기 사업으로 4개 전략 총 68개 세부과제를 도출, 연차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실공히 인권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연구내용
―― 「해오름동맹」의
―― 관광

관광 여건 분석

분야 ‘네트워크 시티’ 사례 분석

―― 「해오름동맹」

통합 관광발전 비전 및 목표 수립

―― 「해오름동맹」관광
―― 사업화

방안

―― 경제적

효과 분석

활성화 마스터플랜

정책제언
―― 단계별

사업 제안 : 단기(2018~22), 중기(2023~27), 장기(2028~32)

―― 제안

전략 :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광역연계 공유기반 구축, 해오름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신규 국제노선 취항, 문화관광
거버넌스 구축,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 우선

사업 선정 : 해오름동맹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해오름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관광안내소 내 관광안내물 비치, 해오름
청년대장정 실시, 해오름 해파알길 걷기 대축제, 미니 맛보기 투어, 무박2일 해오름 체험 유람선 관광, 해오름 관광포럼 운영,
해오름 여행주간 SNS 이벤트 개최, 스마트 대민서비스 강화

―― 사업추진

방식 및 홍보 활성화 제안

―― 울주군정에서

울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중점으로 다루어져야 할 인권 관련 정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리와
필요성을 피력하여 비전 및 정책 목표 달성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해오름동맹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의 정기적인 진행

―― 해오름동맹

방문의 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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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군정 빅데이터 분석

관광콘텐츠 개발용역

박재영,변일용,김상락

유영준

과제번호 수탁17-12
연구기간 2017. 6.~2017. 8.
발행사항 2017. 8. (150p)

과제번호 수탁17-18
연구기간 2017. 10.~2017. 12.
발행사항 2017. 12. (76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지역주민

―― 동구의

다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관청에서는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 객관적이지 못해 행정의
불신으로 인식하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 있음

―― 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행정이 주민의 요구사항 및 수요를 사전에 파악이 필요하며 이러한 해결책으로 빅데이터기반의
키워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향을 분석하고 군정 운영에 효과적인 의견 수렴을 파악하고자 함

산업구조는 현대중공업의 경영 성과와 조선업의 경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기업 의존적 구조를 갖고 있어, 최근
조선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

*스
 페인 빌바오의 경우 조선업 경기의 장기 침체로 지역경제도 급격히 나빠졌으나, 구겐하임 미술관 분원을 유치하면서
세계적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한 사례가 있음
―― 2015년 6월 울산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 고립된 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대왕암공원 등의 관광지를 찾는

외부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음

연구내용

―― 동구에

―― 2014년

~ 2016년까지 울주군에 대해 ‘불편’ 혹은 ‘민원’에 대한 키워드를 노출한 정보를 분석하고, 내용을 파악(각 연도별로
연관어분석, 감성어분석을 통해 노출된 정보를 분석)

―― 2014년

~ 2016년까지의 각 월별로 울주군에 대한 불편, 민원에 대한 키워드를 분석하고, 내용을 파악하여 향후 월별로
발생되는 불편을 미리 예측(2016년 월별을 기준으로 키워드 추이를 살펴보고 보완 자료로 2014년, 2015년 각 해당 월의
키워드 추이도 병행하면서 살펴봄)

―― 각

분야별 주요 키워드로 울주군의 2016년을 중심으로 한 울주군이 당면한 현황,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

분야의 키워드 별로 소셜분석 : 경제산업·일자리분야(일자리, 창업, 인구감소, 복지), 문화·관광분야(관광, 옹기축제,
영남알프스, 문화), 환경분야(오염, 미세먼지, 원전, 생태도시), 도시분야(교통, 부동산), 기타(대표브랜드 & 대표관광 / 취미 &
여가 / 볼거리 & 먹거리)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최근 변화하는 관광시장 환경에 맞춰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관광콘텐츠가
부족한 실정

*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콘텐츠 발굴을 통해 관광도시 동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속적인 양질의 관광콘텐츠 생성 필요
∴동
 구의 문화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융·복합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거싱 본 연구의 목적

연구내용

―― 각

―― 울산대교

전망대

* 전망대 진입환경 및 기능 개선
* 융·복합 관광콘텐츠 구축
―― 일산해수욕장

정책제언

* 짚 라인 도입 등 활성화 시책

―― 인구 감소가 전반적 산업경기 침체, 일자리 감소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자리, 교육 확대 차원의 정책 중심으로

접근과 병행하여 장기적인 전략 제시
―― 울주군

관광 종합계획(가칭) 2018년 연구 계획 중이므로 차별화된 과제 기획 제시

―― ‘이동 복지지원 서비스 버스’, ‘찾아가는 민원 모니터링’ 서비스관련 사업을 활성화 하여 울주군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 강화 제시
―― 체계적인

CCTV, 가로등, 보안등 위치에 따른 필요지역 분석 제시

――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 및 지원 계획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기반형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제시

정책제언
―― 울산대교

전망대

* 진입로 개선 : 이야기가 있는 도보길 조성, 전기자동차 셔틀버스 운영, 모노레일 설치
* 기능 전환 : 전시/체험공간 확대, 관리소/카페동 신축
* 융·복합 콘텐츠 적용 : 가상/증강 현실 적용, 융·복합 콘텐츠 도입
* 복함문화회관 연계 투어
―― 일산해수욕장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2018년

* 짚라인 타원 및 짚라인 설치, 친수공간 조성

빅데이분석 사업, 울주군 지역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방안 모색 등 연구 추진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대교

전망대 진입로 개선

―― 일산해수욕장

짚 라인 도입 추진지방 예산 확보시 당위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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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산업 연계 울산전략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연구

울산 경제동향 분석 사업

이경우,김혜경,유영준

황진호,김문연,김성아

과제번호 협약16-16
연구기간 2016. 12.~2017. 2.
발행사항 2017. 2. (147p)

과제번호 협약17-01
연구기간 2017. 1.~2017. 12.
발행사항 2017. 연중 발간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

―― 지역의

―― 정부와

―― 울산지역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저성장의 고착화,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고용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차 확대되고
이로 인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필요성은 그 어느때 보다 크다 할 수 있음
주요국, 그리고 울산의 경우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과학기술을 활용한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하고, 이러한 제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써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역할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울산의 제조업과 수출산업 중심의 단조로운 산업구조는 세계환경의 변화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울산의
산업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지역산업의 다각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서비스산업 육성이 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실정에 맞는 경제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경제 동향 분석과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경제정보 제공 필요
경제동향 및 통계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지역특수적

경제지표를 개발하고 지역경제 현안 분석과 전망을 위한 연구와 지역경제 정보를 제공

―― 동시에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노력, 세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에 궤를 같이 할 수 있고, 동시에 2030 울산
서비스산업 발전계획(2015)의 세부 실행과제를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발굴 및 수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연구내용

―― 본

―― 경제현안

분석 : 지역경제 주요 현안 분석 및 정책 방향 제시(주 1회)

· 지역경제 동향보고 : 매주 월요일
―― 경제동향지

연구내용
―― 정부의
―― 울산

발간 : 월간 울산경제동향 발간

· 지역경제 동향지 발간 : 매월 25일 한(인쇄는 분기별)
서비스산업관련 정책동향 분석 및 울산 지역산업 현황분석을 통항 정책적 시사점 도출

서비스산업의 SWOT 분석으로부터 비전,목표, 추진전략, 세부실행계획 도출

―― 경제전망

: 지역경제 전망 분석 보고서 제출

· 지역경제 실적 및 전망 작성(12월 말)
―― 경기종합지수

작성

· 공표(매월), 보정, 품질평가

정책제언
―― 주간

경제동향 및 월간 경제동향 발간 : 지역경제 정보 제공

· 지역경제 동향보고 및 지역통계의 체계적 작성으로 지역경제 정보를 제공함
―― 울산

경기동행지수 개발 : 통계청 승인

·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울산의 경기동행지수를 개발하고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으며 매월 작성함
· 이는 울산의 경기를 대표하는 지수로 향후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가능함
―― 경제전망

정책제언
―― 총

: 울산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 및 2018년의 경제를 전망

· 지역경제 유관기관의 전문가 의견을 구함
· 이를 통하여 향후 울산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

92개 세부과제 제언

―― 제도기반

및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3개, 서비스산업 육성기반 구축 5개, 제조업기반서비스 17개, ICT융합서비스 16개,
문화컨텐츠 서비스 16개, MICE 관광 융복합 서비스 16개, 공유경제 서비스 19개 제언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 경제동향 분석사업을 통하여 수행되는 지역경제 현안분석 및 주간·월간 경제동향 발간, 경제전망, 울산 경기동행지수 작성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제언정책별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단기, 중기, 장기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 중

등을 통하여 경기 확장 및 침체에 대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경
 기 침체 및 확장시 원인이 되는 경제변수를 확인하여 그 변수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한다면 안정적인
경제정책의 운영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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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외 유명대학 연계 교류사업'
하버드대학교 공동연구

울산경제교육지원사업

김희종

김문연,황진호

과제번호 협약17-02
연구기간 2017. 1.~2017. 8.
발행사항 2017. 8. (265p)

과제번호 협약17-03
연구기간 2017. 1.~2017. 12.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 2010년

연구의 목적은 울산의 주력산업 침체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해외 유명대학(하버드대학교)과 지역 연구원 및 대학의
공동조사, 연구, 발표 및 교류·협력을 통해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함

―― 특히

국제적으로 유치경쟁이 치열한 하버드대학원의 현장조사·연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글로벌 홍보 효과를 유도하고, 세계
석학과의 공동연구 성과를 울산 도시 디자인 및 도시계획에 접목·활용하고자 함

협약과제

정부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글로벌 위기 이후를 대비하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갖추고, 특히 초등학교때부터 시장경제 원리를 이해하고 건전한 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울산의 지역경제교육은 부산경제교육센터가 담당했지만 울산지역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낮았으나, 2016년부터 울산발전연구원이 직접 시행하여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였음

―― 이에

따라 울산 시민의 경제마인드를 제고하고 지역경제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연구내용
―― 하버드대학교

스튜디오 프로그램인 “Ulsan Spring Option Planning and Design Studio, 2017”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사업지원과 관리를 수행함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실효성 높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하버드대학교 건축디자인 대학원 및
울산대학교 연구진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울산지역 현장조사에 필요한 여러 제반사항을 지원함

―― 결국

올바른 경제교육으로 학교교육에서의 시장경제 원리를 이해하고 지역 산업 및 고용구조를 이해하면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음

―― 또한

하버드대학교 및 울산대학교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울산 실현을 위한 국제 세미나(UIsan Remade)를
기획·개최함

연구내용

―― 마지막으로

경제교육 : 아직 경제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초등학생들에게 전문 강사가 방문하여 실생활에 맞는 특강 및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기초에 대한 이해력과 사고력을 키움으로써 경제개념에 대한 기본을 탄탄히 함

―― 중·고등학교

경제교육 : 청소년들의 경제마인드 제고와 인식 전환을 위해 전문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강의를 하고, 이를
통해 경제문제를 풀어내어 기초 경제원리와 사고력을 키움으로써 미래를 책임지는 경제인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정책제언
―― 본

―― 초등학교

연구를 통해 사용종료 매립지, 태화강, 산업단지, 구도심, 신도심 등의 도시재생 및 발전전략을 도출함

―― 일반인

경제교육 : 일반 시민들의 경제마인드 고취를 위한 경제교육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전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사고력과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강화

―― 본

연구의 성과는 승격 20주년을 맞은 울산의 도시성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場)을 마련한 ‘울산 리메이드 워크숍(Ulsan
Remade Workshop)’를 통해 소개되었음

―― 상기 워크숍은 울산대학교와 울산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것으로 오전, 오후 2개의 세션(Session)으로 추진되었으며, 5

정책제언

개국 이상에서 129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였음
―― 세션

1은 ‘지속 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라는 주제로 본 사업의 연구결과 발표를 기조강연으로 하여 울산의 도시공간
정책과, 도시재생전략, 생태계서비스 발전전략 등을 논의했으며, 세션 2는 ‘지속 가능한 산업(Sustainable Industry)’라는
주제로 ‘개발도상국의 EIP시장과 전환경제의 세계동향’을 기조강연으로 울산의 EIP 확장전략, 기후 경쟁력을 위한 생태산업
전략, 세계 자원 관리를 위한 생태산업 전략 등을 논의함

―― 또한 본 연구의 성과는 9월 5일 ‘서울 비엔날레 국제 스튜디오 심포지엄(Seoul Biennale International Studio Symposium)’

에 발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울산을 세계적인 건축가와 도시 디자인어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도시개발 및 재상을 위한 공간계획의 검토 자료로 활용

――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이 더욱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센터 등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시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일반

시민들이 울산광역시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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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및
직무보수교육

2017년 울산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유영준

김성식,배은경,한지아,김형규

과제번호 협약17-04
연구기간 2017. 1.~2017. 12.
발행사항 2017. 12. (665p)

과제번호 협약17-06
연구기간 2017. 2.~2017. 10.
발행사항 2017. 10.(171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관광자원

―― 시지정문화재

개발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와 ‘2017 울산 방문의 해’ 해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음
―― 또한

능력을 갖춘 외국어 해설 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기존에

양성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설서비스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표현기술 및 해설 담당지역에 대한
해설 스토리 기획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기존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하여 긍극적으로 울산광역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와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자 함

협약과제

정기조사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 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울산시

2017년 1월 기준 지정문화재 145건 중에서 시지정문화재 사업진행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정된
일반현황, 세부사항 등을 토대로 관리 방안과 보수정비 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함.

49건에 대한

연구내용
―― 2017년

울산시지정문화재 조사대상은 총 49건으로 지정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으로 대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유적건조물, 불교회화, 불교전적, 무덤, 유물산포지 등임.

연구내용

―― 문화재의 일반사항을 기록하고 현장에서 조사한 세부사항(보존사항, 충해, 자연소실, 특이사항 등) 등 총체 관점에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기록함.

――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 이론교육 100시간 및 현장실습 3개월

―― 문화관광해설사

직무보수교육 : 3일

―― 모든

조사 사항은 사진기록(상세사진 포함)을 남기고 기록은 시와 협의한 형식에 따라 작성함.

모니터링 : 전·후반기에 각 1회씩 관광학·역사학 전공 교수가 해설사 근무 장소에서 근무 상황 모니터링

―― 과업

수행시 필요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음.

―― 문화관광해설사
―― 문화관광해설사

―― 조사결과는

정책제언

정책제언

만족도 조사 : 전·후반기에 각 1회씩 해설사 근무 장소에서 해설사의 해설을 들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설
만족도 조사 실시

―― 신규양성

및 배치 : 외국어 전공(영어·중국어·일본어) 해설사 수료 및 7월 1일부터 근무

―― 직무보수교육

통해 해설사의 해설 능력 유지에 기여

――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해설사의 근무 상황 점검

―― 해설사의

해설에 대한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설사들에게 공지함으로써 해설 능력 유지에 기여

시지정문화재의 종합적 관리 및 공유, 데이터베이스화, 장기적인 문화재 보호·보존 관리 방안과 보수정비 우선순위
결정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 보수정비가 필요한 E등급 6건(기념물 3건/문화재자료 3건)에 대해서는 소실, 붕괴들이 진행되고 있어

정밀조사와 보수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2017년 울산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념물 제18호 남목마성과 문화재자료 제9호인 대안동 신흥사 구대웅전은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지역에 맞게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현장실습

시간을 더 확대해야 함

정밀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은현리 적석총과 운화리성지는 그 구조와 특징, 축조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 2018년에는 울산시의 비지정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와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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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가속화에 대응한
영남권 공동 산업정책 대응방안

빅데이터 기반 사회 안전취약지역 및 지역관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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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그간

―― 추정분석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가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근간이 상당히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가장 필수적인 지식기반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적화 현실임

―― 수도권

규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완화되지 않고 있고, IT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음

―― 지역에서는
―― 수도권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발전은 불가능함에 따라서 산업측면에서 공동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함

규제완화 가속화로 인한 영남권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영남권 공동 대응전략 모색함

연구내용

―― 축제

관련 주요 민간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축제 방문객 현황 정리 및 표준화 필요

―― 축제를

통한 경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근거하여 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 필요

―― 분석방법

측면에서는 국가지표 중 e-나라지표의 외래 관광객 수,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반영함으로 객관적 지표 필요

―― 관광/축제
―― 각

표준분석모델 보급 확산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의 효과성 증대

지자체별 경쟁적 분석 용역 발주로 인한 중복 투자 방지로 인한 국가 예산 절감

연구내용

―― 영남권에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수도권과 영남권이 함께 경쟁력을 확보를 통한 신국가형 영남권 산업 조성 목표를 제시
―― 목표아래 4대전략인 신 발전축 및 거점 형성(Balanced Development), 지역 및 산업 특성별 맞춤형 혁신 활성화(Smart Growth),

인구 유지와 지속가능 발전 기반 구축(Inclusive Growth), 신 지역발전 시스템 구축(New Governance System)을 제시함
―― 핵심프로젝트로

첫 번째 2+1광역경제권 체계( 집중형 국토공간구상의 문제점을 극복한 분권형 국토공간구상의 전환), 두 번째
분권형 기업유치(광역개발기금 조성, 비수도권 입지보조금 지원, 법인세 감면을 통한 기업유치 지원) 제시

―― 세

번째로는 영남권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시즌2’을 위한 수도권 중심의 일극을 2개의 극으로 나누는 국가발전 패러다임 제시,
권한 이양, 정부의 행정규제개혁(government regulatory reform) 제시

―― 네

번째로는 Rust Belt 방지를 위한 영남권 산업발전(영남권 Rust Belt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과학기술, 연구개발 제2
거점화 전략 구성, 전통산업의 4차 산업혁명 주도화 기업기반 구축 마련,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제2경제권 구축, 5개 시도
강력한 연계협력 방안 구축 등 전략을 제시

―― (CCTV

우선설치지역 분석) 방범 CCTV 설치사업에 유동인구, 범죄발생 이력 등을 과학적인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하여 설치
우선 지역 제시

―― 유동인구,

CCTV설치 및 설치요청, 가로등·보안등 현황, 방범시설 현황, 거주인구 정보, 어린이 관련시설 현황 등 활용

―― CCTV

설치가 필요한 지점 총 15,411개소 도출 : 100개소 선정(3단계로 구분하여 정리), 우선설치지역 1단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

―― (지역관광

분석)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동·소비 분석,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시

―― 유동인구(SKT),
―― 축제가

소셜분석) 2015~2017년까지 빅데이터 기반의 소셜분석

―― 수요조사를

정책제언
및 제도 부문 : 지방소득·소득세 홧대, 포괄보조제도 확대, 복지예산 국가지원 확대 ,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근린자치 강화 제언

―― 지방자치

정책제언

―― 산업

―― 2018년도

구조 고도화 부문 : 영남권 메카트로닉스벨트, 영남권 기술융합 지원센터 설립, 영남권 글로벌 R&D허브 구축, 영남권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설치, 영남권 시니어 메디컬 벨트, 영남권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영남권 헬스케어허브단지 조성, 의료영상
빅데이터 산업 육성, 영남권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 IR 및 수출플랫폼 구축, 중소기업형 커넥티드 프로그램 마련, 영남권
수출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4차 산업혁명 지원거점 마련 제언

―― 연구/교육부문

: 지역 이공계 대학 지원을 통한 기술인력 공급, 영남권 뿌리산업 설계-시제품 제작 지원시스템 구축, 영남권
인적자원뱅크 설립, 영남권 청년일자리센터 공동협력, 기계-인지 융합 신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사업 검토를 통한 방향 제시 및 2018년도 영남권 5개시도 연관 연구 추진

카드결제정보(신한카드), 관광지점, 관광지점별 월별 입장객, 기후, 소셜데이터 등

집중된 5월을 축제 전후의 울산지역 전체 매출 추이와 비교

―― (키워드

―― 지역별

과도한 관광객 산출을 개선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추출 기준이 필요

통한 키워드별 각 년도별 분석, 불편 민원 등의 월별분석을 통해 시민들 의견 분석

CCTV 설치사업에 반영 : 구·군 및 해당부서에 요청, 표준분석모델(CCTV)의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추가 분석 시
빠른 분석처리와 분석비용 절감 추진

―― 관광,

축제분석의 방문객 조사에 대한 현실적인 수치를 공개함으로 정책적 개선 방향과 향후 축제 지원방향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 제시(기존에 방문 조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 제시)

―― 소셜분석을

통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분석하여 사전에 행정적 개선 방향을 제시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행정평가 기준 점수 확보

―― 빅데이터의
―― 2018년도

중요성이 부각되어 울산시 스마트시티정보담당관 빅데이터팀 신설

빅데이터 분석 사업비 2017년 대비 15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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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녹색환경산업 현황 및 육성방안

출범 20주년 기념 울산북구 미래비전 포럼

김희종,이경우,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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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에 따르면 세계 환경시장의 규모는 2015년 기준 1조1,069억불로 2011년 대비

―― 1997년

연평균 3.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1조 3,334억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국내 환경시장의 규모는 99조 2,664억 원으로 2006년 이후 연평균 14.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20년 14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에

환경부는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자금지원, 기술투자, 수출지원, 홍보, 기반 구축,
인력양성 등 다각적인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환경시장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울산 녹색환경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울산광역시로 승격과 함께 개청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구정비전을 공유하고, 열린 구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 수렴의 장이 필요

―― 개청이후

지속적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주거시설의 급속한 확대로 새로운 미래 발전을 위한 구민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

―― 더불어 울산북구를 연결하는 다양한 교통망의 신·증설, 확충과 인프라의 확대에 따라 울산북구의 미래 모습을 구민과 공유하며,

함께 조성하는 방안을 미래발전 포럼으로 도출함으로써 구민들이 참여하는 구정을 만들어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연구내용
―― 지역주민과의 공감대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울산광역시 북구가 나아갈 방향을 구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하기 위해 포럼을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장을 만드는 것임

연구내용

―― 북구
――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2년 국가과학기술위원에서 발표한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계획(2013~2017)’의
계획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으로는 울산광역시 전역으로 설정하였음

―― 울산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장에는 환경산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환경산업 분류, 시장현황
및 전망 등을 분석하였으며, 3장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한 국가 환경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울산시 환경산업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였음. 4장에서는 환경산업 육성 정책과 정부지원제도 및 사업을 조사하였으며, 5장에서는 울산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수록하였고, 마지막 6장에서는 울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 목표 전략, 그리고 전략별
세부사업을 제시하였음.

미래비전 포럼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100명과 구청직원 및 구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한 공론의 장을 개최함

―― 울산대학교

이병철교수의 울산광역시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란 주제발표 이후, 관광, 도시디자인, 문화 그리고 산업
분야별 전문가가 바라보는 울산북구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장을 이어감

정책제언
―― 주제발표에서는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 울산북구 관광개발의 방향, 강동권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 등이 이어졌으며,
도시공간분야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도시의 계획적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정책제언
―― 울산시

녹색환경산업 육성전략의 비전을 『환경산업 육성체계 개선을 통한 글로벌 환경기업 육성』로 설정하고 2대 목표와 7대
전략을 설정함

―― 제1대

목표 「환경산업 육성 롤모델 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산업 육성 지원조직 구축, 환경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환경산업 육성 기반 조성, 유망환경기업 육성 및 기술상용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5대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제2
대 목표 「지역 특화 글로벌 환경기업 도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 환경산업과 미래유망 환경산업을 선정하여 각 매체별 주요
추진 사업을 제시함

―― 문화분야에서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 역사 및 문화적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산업 진흥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이어졌으며, 산업분야에서는 자동차산업에 집중된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지속적인 지역사회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로 이어짐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광역시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시

울산광역시 북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의 다양성, 관광개발의 필요성 등이 제안됨

―― 지정토론에서는

환경산업 육성방안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제언을 통해 지역 환경산업 활성화 도모

북구 출범 20주년 기념 포럼은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구정행정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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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동해안발전포럼

유영준

이은규,김혜경,김상락

과제번호 협약17-11
연구기간 2017. 7.~2017. 12.
발행사항 2017. 12. (420p)

과제번호 협약17-12
연구기간 2017. 8.~2017. 11.
발행사항 2017. 10. (132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문화관광해설은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2011~2020)이 추진되고 상황에서 새 정부의 출범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

* 기존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으로 다양한 관광객 욕구에 대한 대응력 부족
* 청년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 활력이 넘치고 흥미 있는 해설 제공 필요
―― 지역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역할 정립

* 청년들의 관광영역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지원과 애향심 고취
∴ 청년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통해 울산 방문 관광객에게 흥미 있는 해설을 제공하고 지역학습 일자리 창출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동해안발전포럼을 통해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 토론 등 동해안 3개 시·
도간의 협력적 대응전략 수립의 기회 마련

연구내용
―― 제10회
―― 주

연구내용
―― 청년문화해설사

신규양성교육

* 이론교육 100시간 : 강의 49시간, 실기 및 현장체험 51시간
* 현장실습 1개월 : 학사일정과 겹치지 않는 1개월 실습
―― 10월부터

현장 배치 후 지속적인 관리

* 워크숍 및 선진사례 지역 현장연수 통해 해설사로서의 능력 함양

동해안발전포럼 개최

제 : 문재인 정부 지역발전 정책방향과 동해안권 도시의 대응방안

*5
 대 국정 목표 3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00대 국정과제 중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78번), ‘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79번) 과제와 관련됨
―― 개

요

* 일시/장소 : 2017년 10월 27일(금), 14:00~17:00 / 울산롯데호텔
* 주 최/ 주관 : 동해안발전포럼(울산, 강원, 경북) / 울산발전연구원
* 후 원 :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 참석자 : 3개 시·도 공무원, 발표 및 토론자 120명 내외

정책제언
정책제언
―― 학기

말에 공고가 나간 관계로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음

* 중간고사 이전에 모집 공고 및 모집 절차를 완료하여 방학 중에 이론교육과 실습이 진행되어야 함
―― 해오름동맹

지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경주와 포항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현장연수교육도 병행되어야 함

―― 균형발전시대,
―― 새정부
―― 포항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해설사

모집 일정 변경 : 4월 공고 후 5월 모집 확정

―― 방학과

동시에 개강

동해안권 미래와 대응

지역발전 정책과 울산의 과제

그린웨이 사례 확산

―― 강원도

탖광지역 재생과 도시재생뉴딜의 시사점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11회

동해안 발전포럼으로 계승

―― 울산,

경북, 강원이 함께 상생발전하는 동해안 발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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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경제발표대회

문화관광해설 서비스 질 제고 위한
발표회 개최 및 자료집 발간

김문연,황진호

유영준

과제번호 협약17-14
연구기간 2017. 9.~2017. 12.

과제번호 협약17-16
연구기간 2017. 10.~2017. 12.
발행사항 2017. 12. (95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016년

―― 관광수요

하반기부터 경제교육을 실시했고, 2017년부터는 상반기부터 시작하여 좋은 실적을 내고 있음. 2018년에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별 및 연령별로 차별을 두어 강사진을 배치하고 더 나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증가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요구되어 자기계발을 통한 고품질 해설서비스 강화가 필요해졌음

――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지 방문 관광객에게 해설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표현기술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 얼마만큼 경제교육을 충실히 듣고 경제마인드를 높였는지 알기 위해서는
경제발표대회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 결국, 중·고등학교 경제발표대회는 기본적으로 현재 학생들의 경제마인드가 어떤지를 판단하고 특히 그것을 울산경제에 어떻게

연구내용

접목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
―― 시장님

연구내용
―― 주제는

―― 해설서비스

울산경제에 대해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함

―― 중·고등학생의
―― 최대한

―― 발표에

만족도조사 결과 분석 통한 해설 결과 평가 보고

특강
질 향상 방안 발표회

대한 자문교수의 의견 청취

경제마인드 향상에 목표를 두고 발표대회를 진행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

개최가 학생들의 경제마인드 및 지식수준에 대한 평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결과물을 활용하여 2018년도
경제교육에 반영

정책제언

―― 경제발표대회
―― 기본적으로

울산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이 대상이지만, 2016년과 2017년에 경제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신규

해설사들의 해설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기존

해설사 중 평가 결과가 우수한 선배 해설사의 해설 방법을 청취함으로써 후배의 해설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자료집

콘텐츠의 업데이트 통해 해설사의 해설 능력 향상에 기여

―― 발표회

결과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경쟁력 강화 필요

정책제언
―― 2018년에

예산이 조기에 책정되면 더욱 알찬 행사가 될 것으로 판단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지속적인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학생들의

울산광역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

발표회 개최 : 2018. 10월 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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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과제번호 협약17-17
연구기간 2017. 10.~2017. 12.
발행사항 2017. 12. (4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문화관광해설사에

해설서비스의 질 제고와 자긍심 고취, 사기 진작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국내·외 연수를 실시

연구실적

―― 국내·외 선진사례 견학 통해 대상지역 해설 시 타지 사례와 비교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근무지 방문 관광객의 해설 만족도 향상에

기여
―― 국내·외

연수 통해 선진지역 해설사들의 해설 활동을 경험하게 되어 해설사 개개인의 해설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고자 함

연구내용
―― 1일차

이슈리포트

: 울산~부산~나고야 도착 후 오오마치로 이동

―― 2일차

: 알펜루트(트롤리 버스, 테이블카, 로프웨이 이용으로 신불산 케이블카 도입 당위성 경험) 현장답사 후 도야마성지(
언양읍성의 활용 방안 체험) 견학

―― 3일차

: 구로베(구로베 협곡 열차 이용으로 일본 알프스 활용 방안 체험), 다카야마의 에도 상거리 체험으로 울산의 전통시장
활용 방안 견학

―― 4일차

: 나고야성 방문 후 ~부산~울산

정책제언
―― 해설사들의
―― 현장연수

선진 사례 채험 통한 해설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진 사례지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기간 동안 해설 근무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개 조로 구분하여 현장연수 진행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국내

연수와 국외 연수를 격년제로 실시

울산시정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발굴, 분석한
정책보고서입니다.

U D I

A n n u a l

R e p o r t

2 0 1 7

연구실적

120

이슈리포트

121

울산,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
'살기좋은도시' 만들자

울산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이윤형

이경우, 김혜경

과제번호 이슈 17-01
발행호수 129
발행사항 2017. 1. (28p)

과제번호 이슈 17-02
발행호수 130
발행사항 2017. 2. (28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국제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각 도시의

――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식생태계 활성화는 IP창출지원, 컨설팅, 가치평가, 법률, 금융 등 다양한 지식재산(IP) 비즈니스가

이슈이고 또한 인구의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에서는 ‘고령친화도시’를 통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울산도

향후 몇 년 안에 전국에서 가장 급속히 초고령사회가 되는 도시로 예측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도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고 개개인이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편리함과 동시에 자연과 정서적인 부분까지 추구하고 있음

연구내용
―― WHO에서 제시하는 ‘살기 좋은 도시’는 시민들이 생애주기 관점인 태어나서부터 노인이 되어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하며

평생을 살고 싶은 활기찬 노년을 구현할 수 있는 도시라고 정의하며 WHO가 제시하는 방안에는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교통편의
환경, 주거 편의환경, 지역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존중 및 포용, 고령자원 활용 및 일자리 지원,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지역복지
및 보건이라는 8개 분야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도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인증하여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살기
좋은 도시로 소개함
―― 특히

아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안전한 정주환경과, 편리한 이동환경, 주체적인 사회참여 기회 등은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며, 시민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지역사회에서 충족시킬 수 있고 생애주기에 따라 독립적이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살고 싶은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한 대외적으로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지름길이 됨

필요하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IP서비스 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울산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IP로 전환하고 사업화·창업·사후 인큐베이팅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미흡함

―― 이에

울산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
―― 울산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위치는 전국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로 비교할 수 있는데 울산보다
아래에 있는 지역은 제주와 세종밖에 없음

―― 울산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2014년 기준으로 사업체수는 1,685개소, 종사자수는 9,416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부산의 경우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사업체가 6,518개소로 울산의 약 4배가량 많으며 종사자수는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울산의

바로 위에 있는 경북의 경우도 사업체는 약 2.5배 이상 많으며 종사자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울산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전국에서도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개별 업종의 경쟁력 또한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정책제언
정책제언
―― 먼저

울산시의 고령친화도시조성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울산시에 맞는 특화된 관심 영역과 그랜드 비전을 설정하여야 함

―― 그랜드

비전이 설정되면 다음으로 울산시의 공무원, 관련 전문가, 사회단체, 기업인, NGO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추진체가 되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부적합한 부분과 고령 친화적이지 못한 부분을 분야별로 파악하여 쟁점별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함

―― 동시에

시 차원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와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지표화된 가이드라인과 시민욕구,
지역사회의 자원 등을 기초로 실현 가능한 추진계획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지역혁신기관
―― 개발기술의

―― 연구개발서비스

―― 2018년 현재, 울산시는 2019년 인증을 목표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각 실부서들이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이를 통한 업무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임

기능집적타운 조성

―― 지식재산

코디네이터의 발굴·육성 및 전문가 POOL 운영

―― 특허청과

MOU를 통한 지식재산업무의 전문성 강화

―― 지식재산전문가

유치 및 양성프로그램 시행

―― 울산지식재산센터와
―― 전략산업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IP 지원체계 강화

사업화 성공률 제고: 「울산 Step-Up 기술지원제도(안)」

울산기초자치단체의 업무협약

연계 중소기업 기술이전 활성화

―― 특허활동집중도에

따른 지식재산 차별화 정책 실시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시,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및 지역혁신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현재

울산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의 일환으로 울산남구에 3D프린팅 지식산업센터를 구축 확정하였고 현재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지식산업센터 구축을 통하여 연구개발서비스의 기능집적화를 추진 및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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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대응 위한
울산 '기후변화연구센터' 설립 검토

울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교통사고 증가세 …
교통정책 방향은

윤영배

김승길

과제번호 이슈 17-03
발행호수 131
발행사항 2017. 2. (24p)

과제번호 이슈 17-04
발행호수 132
발행사항 2017. 3. (24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교토의정서에 기반한 기후체제를 ‘교토(의정서) 체제’라고 하였고, 파리협정이 발효되면서 그에 기반한 기후체제가 시작되었는데,

―― 울산의

이를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기후체제라는 의미로 ‘신(新)기후체제’라고 부름
――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195개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였고,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수립하여 진행하며, 5년 단위로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종합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교토체제와는 다른 의무가 부여됨

―― 이러한

신기후체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등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연구센터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슈리포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5년 말 기준 8.9%로 UN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에 따르면 평균수명연장 및 저출산으로 인하여 2025년에는 15.8%를 차지해 ‘고령사회
(Aged Society)’, 2030년에는 20.6%까지 증가하여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고령화에 대한 사회 다양한 분야의 우려 및 대비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울산의

최근 10년 간(‘06~’15)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연평균 3.1% 감소한데 반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연평균
2.1% 증가함. 특히 2015년 말 기준 치사율의 경우 교통사고 100건당 전체 교통사고는 1.8명인데 반해 고령자 교통사고는 4.4
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보다 높은 실정으로 이에 지역차원의 고령사회에 대비한 교통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함

연구내용
연구내용
―― 신기후체제의

시작과 신기후체제의 주요내용

――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울산시의 대응여건 분석

―― 기후변화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기관 사례조사

―― 기후변화

연구센터 설립전략 제안

―― 울산의

고령자 인구구조 및 입지분포 변화와 통행특성 및 교통사고 분석 등을 통해서 지역차원의 고령사회에 대비한 교통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령자

인구구조 및 입지분포 변화
· 고령자

통행특성 및 교통사고 분석
· 고령사회에

대비한 교통정책 추진방안 제시

정책제언
―― 체계적인

설립기반 마련

· 연구센터 설립 준비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 연구센터의 목적과 추진주체의 명확화
·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단계별추진계획 수립
―― 협력기반

조성

· 국가기관 협력기반 조성
· 주변지역 협력 및 연구기반확대 조성

정책제언
―― 울산의

고령자 인구구조 변화와 통행특성 및 교통사고 현황 분석 결과, 장래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를 배려한
보행환경 개선, 대중교통수단 개선, 도로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교통정책 수립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분야에
대한 교통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함

―― 보행환경 개선측면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주변에 대한 노인보호구역 추가확대 및 시설 개선’과 ‘보행서비스 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신호시간 조정’, ‘보도 정비 및 단차해소’, ‘수직·수평이동시설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대중교통수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지역의

신기후체제 관련 대응여건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발점으로 활용

―― 기후변화

연구센터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향후 센터설립을 위한 국비 확보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후변화

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개선측면에서는 도심부는 고령자 통행빈도가 높은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노선을 확충하고 고령자의 승·
하차가 편리한 ‘저상버스의 추가도입’, 도심 외곽부는 대중교통수단 확충(노선, 운행회수 등)보다는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인
수요대응형 대중교통수단인 ‘마실택시 운행 확대’가 필요함

―― 도로환경 개선측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행을 고려한 도로구조 개선과 고령운전자를 배려한 전용주차면 확보가 필요하고,

교통정보의 시인성 제고를 위해 도로표지판 글자크기 및 휘도 개선 등이 필요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맞춤형
―― 제3차

교통서비스 ‘마실택시’ 확대 운영(4개 지역 추가 확대)

울산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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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방재대책 지진편’ 수립 필요성과 지향점

울산 구군별 인구변화 추이와 정책적 시사점

최준호

강영훈

과제번호 이슈 17-05
발행호수 133
발행사항 2017. 3. (16p)

과제번호 이슈 17-06
발행호수 134
발행사항 2017. 3. (16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지진재난

―― 1962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국민안전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근거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국민안전처의 세부 대응절차·조치사항과 유관기관의 임무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 이

매뉴얼을 기반으로 다시 각 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현장에 맞는 ‘행동매뉴얼’을 작성·시행해야 함

―― 현행

울산의 자연재난 행동매뉴얼(2016년 발행)의 지진대책편을 살펴보면 타 시도와 차이가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의 현장에 맞는 행동 매뉴얼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음

―― 이에

따라 행동매뉴얼의 근간이 되는 ‘지역방재대책-지진편-’을 먼저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지진대책을 세우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됨

이슈리포트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고 난 이후 울산은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산업이 집적화되기 시작함

――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산업도시 울산도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울산은

광역시 승격이후에도 미미하지만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금까지는

지역산업의 견조한 성장세에 따라 인구유입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지역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인구의 순유출로
반전되고 있는 실정임

―― 더불어

구군별 인구변화는 차별화되고 있어 구군은 지역에 따른 차별화된 지역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울산 주변에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행동매뉴얼의 구성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 ‘지역방재대책-

지진편-’의 필수요소를 검토

연구내용
연구내용
―― 일본의

―― 광역시

지진대응 지역방재계획

· 일본 방재계획의 개요
· 지역방재계획의 체계
―― 울산

지진대책 개선방안

· 지진발생 및 주요사건
· 울산 지역방재계획 수립을 통한 주요 개선방안

승격 이후 울산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이어졌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0~14세 인구는 –0.34%이나 15~64세 경제활동인구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구군별로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울산 동구, 남구, 중구는 총인구증가율이 울산의 총인구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 0.88%로 오히려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반면에

울산 북구는 개발이 가속화되고,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광역시 총인구증가율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정책제언

정책제언

―― 차별화된
―― 울산

‘지역방재대책-지진편-’에는 지진에 대비해 권역별 대피장소와 안내자의 역할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마친
대피소를 지정하는 등의 시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2016년 9월 지진으로 문제점이 제기된 지진 상황의 신속한 정확한 전달방안을 비롯하여 대피 이후 시민을 위한 안내와
대응요령이 포함되어야 함
유관기관, 민간조직과의 신속한 협력을 위한 제도마련, 지진대응을 위한 민간참여의 조직화 및 DB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진방재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인구증감율에 따라 구군별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

―― 산업구조의

재편,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고령사회에 필요한 신산업의 육성 등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인구구조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

―― 산업의

활성화가 인구국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신산업 육성에 노력할 필요

―― 이와함께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지진발생
―― 광역적

인지 → 경보 발표 → 훈련실시’ 등 실제상황과 유사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 방재훈련계획 수립에 활용

재난 대비를 위한 협력토대 마련 차원에서 동해안권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칭)동해안권 지진안전대책협의체 구성의
근거자료로 활용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향후

지역의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전 검토 자료로 활용

―― 광역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구군별 차원에서도 지역실정에 적합한 대응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Ⅱ
연
구
실
적
ㅡ
이
슈
리
포
트

연구실적

126

127

온열질환 신고현황으로 본
울산 폭염취약계층과 향후 과제

울산 '새 브랜드슬로건' 개발 …
방향성 및 고려사항은

김희종

이재호

과제번호 이슈 17-07
발행호수 135
발행사항 2017. 3. (28p)

과제번호 이슈 17-08
발행호수 136
발행사항 2017. 4. (20p)

이슈리포트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기후변화에

―― 지방자치단체마다

―― 질병관리본부는

―― 도시 경영 내지 도시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울산이라는 이름 또는 울산을 상징하는 변형된 이름으로서의 브랜드는 자체 소비자로

따른 기온상승으로 여름철 폭염 일수가 증가하면서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무엇보다 폭염은 우리 몸의 체열조절 능력을 감소시켜 온열질환인 열사병, 열탈진 등을 야기하고 심한 경우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울산을 포함한 전국의 온열질환자수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 신고현황을 바탕으로, 울산의 폭염 취약계층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폭염대책을 검토하고자 함

도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데 브랜드 슬로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심벌마크나 캐릭터, 로고 등과도 관련있으며 새로운 사업이나 이벤트 등으로 응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볼 수 있는 울산 시민, 나아가 울산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내용을 소비하는 타 지역민에게 “특별한 울산”으로 각인 되어
표방하고자 하는 목적과 연계되며 이를 활용하여 정책적 가치를 나타내는 기본 요소로 매우 중요함

―― 브랜드

슬로건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내용, 가치 등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개발, 적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브랜드
슬로건을 동시에 제안 함

연구내용
연구내용
―― 울산의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폭염 피해현황과 그에 따른 대비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함

――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울산은 2015년 총 60건의 온열질환 신고 중 남성(44건)이 여성(16건)에 비해 2.75배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 남성이 11건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9건, 40대 9건의 순으로 조사됨

―― 대표적인

폭염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신고비율은 13.3%(8건)로 전국 평균에 비해 무려 13.2% 낮게

나타남
―― 장소별

온열질환 신고비율을 살펴보면, 실외 작업장이 43%(29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무려
16%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직업별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결과적으로

―― 울산광역시는 2017년 ‘울산 방문의 해’와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울산을 홍보해야 할 시점이어서 더욱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도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의 방향을 위한 수 많은 내용들과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지, 가치, 정체성 등을 담아내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 제언함
―― 브랜드 슬로건이 지향해야 할 일반 원칙에 비추어 보아 울산의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브랜드 슬로건이 몇

가지 분류 형태로 가능한가의 여부 검토와 어떤 방향에서 응용되어야 하고 심벌, 캐릭터, 로고 등과도 연관짓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사전(事前) 검토작업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 봄

정책제언

울산은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옥외 근로자의 온열질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 도시

정책제언
―― 폭염대책은

1)현 무더위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대표적인 폭염 취약계층인 옥외 근로자의 폭염피해 최소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네 가지 대책을 제안함

―― 첫째,

현재 고령자 중심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무더위쉼터를 옥외 근로자, 어린이 등 다양한 폭염 취약계층의 공간분포를
반영해 지정·운영하도록 제안함. 둘째, 경로당 중심의 무더위쉼터를 벗어나 민간시설(은행, 영화관 등)과 공공시설(박물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까지 확대하고 무더위쉼터에 대한 위치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함. 셋째, 옥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무더위 휴식시간제 도입 의무화와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제안함. 마지막으로, 울산시
자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폭염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방안을 제안함

가운데 “U”라는 영어 철자가 들어가는 도시 브랜드가 특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형태를 활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니셜로 표현되는 도시로 멜버른(Melborne)의 “M”, 미국 코빙턴의 “C”를 심볼적 시각 이미지로 집중시키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키예프는 “You will Come Back”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K”를 이미지 보조로 사용, 미국 덴버는 “The MIle High
City”라는 슬로건과 함께 “D”를 강조하는 등 이러한 사례는 충분히 발견되고 있어 “U” 형태를 울산이 사용함으로써 그 응용의
가능성이 있어 보임

―― 도시이름 순환형 브랜드 슬로건으로서의 “U”자 형태의 도시 브랜드 슬로건은 이미지 표현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 나라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세계 도시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차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응용 가능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광역시 브랜드 슬로건 방향을 잡는 것은 “현재보다 더 나은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폭염

취약계층의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대책의 근거자료 활용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방향 설정에 몇 가지 안을 제시하여 기준점으로 삼았으며 이를 적용하여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사용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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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 주거안정성 확보 …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울산의 대응 방향

이주영

황진호

과제번호 이슈 17-09
발행호수 137
발행사항 2017. 7. (24p)

과제번호 이슈 17-10
발행호수 138
발행사항 2017. 11. (24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

―― 4차

인구정체 및 감소현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유입 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주거환경의 질 및 안정성 확보가 인구정착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따라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최근의

공공주택 정책은 하위소득계층을 주요 수요계층으로 설정한 과거와 달리 주거상황의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업준비생, 1인가구, 노인계층 등 가구특성별로 수요계층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공주택 정책 및 사업이 국가차원에서 시도되고 있음

―― 이러한

가구 다변화에 따라 정부는 마을단위의 공공주택 조성, 쉐어형 부분임대, 기존주택을 활용한 공공주택, 수요자 맞춤형
행복주택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대응이 필요함

―― 이에 울산지역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 공공주택 정책에 대응하는 행복주택 공급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인구유입 및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이슈리포트

산업혁명 기술들이 인간의 노동형태와 직업의 변화를 동반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전망은 비관적 예측들이 대체로 우세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낙관론도 공존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전망을 정리하고 중앙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서 새 정보의
정책기조에 따른 울산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전망 연구 개관

―― 최근

정부부처가 내놓은 각종 대책들 중 직업훈련, 인력양성 등 일자리 관련 정책 동향과 새 정부의 정책기조 고찰

―― 울산의

대응 방향

연구내용
정책제언
―― 울산광역시

젊은 계층의 주거여건 분석 : 주택점유형태, 주거비 및 주택가격, 가구형태 변화

―― 행복주택

제도 및 사례 검토 : 행복주택 정책 세부 내용, 행복주택 조성사례

―― 울산지역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제언

―― 지역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수립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지역산업의 재편과 혁신 역량의 제고가 시급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로드맵 수립과 지역차원의 민간 주도의 자문기구인 ‘울산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운영 필요

―― 신산업 전문인력양성 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 대응하여 신산업 관련 지역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재정지원 확보를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IoT, 센싱,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전문인력 양성

정책제언

―― 직업훈련

활성화 : 지역의 여건에 맞는 훈련기관 발굴과 훈련과정 개발을 서두르고 취업지원 등의 연계 지원방안을 마련 강구

―― 주택 리모델링 : 기존주택을 활용한 공공주택사업의 형태로 젊은 계층이 입지적으로 선호하는 도심지역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재건축하여 젊은 계층에게 공급함
―― 산단내

기업연계 기숙사형 공공주택 조성 : 사회초년생을 위한 기숙사형 공공주택, 구조가변형 행복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의
구조로 근로자 특성을 반영한 주택구조의 행복주택 공급, 어린이집, 근로자문화센터, 복지시설, 체육시설을 함께 공급

―― 지역별

맞춤형 창업공공주택 모델 개발 : 창업을 구상하는 청년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지원공간을 함께 제공,
정보공유, 마케팅지원, 사회적 경제지원프로그램을 함께 수행, 벤처공간 연계형, 교육시설 연계형, 문화예술사업형, 상업기능
연계형 창업행복주택 등 다양한 모델 제시

―― 개발제한구역

및 도심내 국공유지 활용한 행복주택 조성사업 추진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국가

주거복지정책 수립방향에 부합하고 울산지역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공급을 위한 세부사업 구상시 활용

―― 주거기본계획

수립시 정책방향으로 활용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위한 지역의 능동적 정책 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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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빅데이터 분석사업' 고도화를 위한 제언

문재인 정부 지역발전정책과 울산의 대응 방향

박재영

정현욱

과제번호 이슈 17-11
발행호수 139
발행사항 2017. 11. (16p)

과제번호 이슈 17-12
발행호수 140
발행사항 2017. 11. (24p)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들도 빅데이터 사업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개발
및 분석을 수행토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

―― 문재인

―― 하지만 빅데이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성과 위주의 결과물을 요구하여 체계적인 산업 기반을

―― 그러나

마련하기 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발적 사업 수행하기에 급급한 현실
―― 울산시에서도

중앙정부의 성과 요구, 국내외 산업의 트랜드에 맞춰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중이지만 재원, 기술 인프라, 인력 등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수집, 저장, 분석, 표현 까지 단계별로 울산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결과를 통해 향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분야에서 향후 재원, 인력, 인프라 등 체계적인 구성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연구내용
―― (정부

현황)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정책적 활용에 대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이 예산, 시스템 확보, 전문 운영인력 등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혜안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토록 유도하거나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정책으로 반영토록 유도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세 번째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세부 전략 중 하나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전략번호
2)을 제시하였음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이명박정부의 5+2광역경제권, 박근혜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등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는 달리, 도시 혹은 세부적으로 도시내 기존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 문재인

정부 지역발전정책을 지역간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지역내 균형발전정책(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파악

―― 문재인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이슈와 쟁점 파악

―― 문재인

정부 지역발전정책에 따른 울산의 대응 방향 제시

정책제언

분석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거나 행정안전부의 혜안 플랫폼을 활용하여 추진중이며, 조직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빅데이터 관련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대구, 인천, 광주이며 지자체별로 타 지자체의 경우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빅데이터
담당 업무를 하는 수준으로 구성

―― 지역간

추진중에 있으며, 소셜분석 및 분석 플랫폼으로 ‘혜안플랫폼’을 활용
―― (울산시의

인프라 현황) 교통허브시스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시티센터 운영되는 시점에 맞추어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시스템으로 고도화 할 예정으로 계획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지역발전정책에 따른 울산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음

연구내용

―― (타지자체 현황) 자체 플랫폼과 환경을 구축하거나 추진 중인 지차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이며, 그 외에는 외부 업체

―― (울산시의 빅데이터 현황) 빅데이터 관련 사업(100백만원)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균형발전을 위해, 첫째 광역화 및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도시외곽 부도심 거점화 및 특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둘째 새 정부의 광역협력권 및 계획계약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광역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대도시권 육성 정책 마련

――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첫째 울산시 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 낙후지역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울산형 도시재생뉴딜 사업 모색”이 필요하고, 둘째 울산의 비시가화지역인 농촌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
권역별 발전 구상안 마련”이 필요

정책제언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정책적으로 울산시의 정보체계를 중앙정부의 방향과 발맞출 수 있는 데이터 가공 전략, 분석 전략, 의사결정에 따른 지원 전략을

―― 문재인

체계적으로 방향 제시
―― 빅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조직도 전문화된 분류가 필요하며, 향후 울산시 스마트시티 센터를 중심으로 연계된 조직 개편 필요

―― 예산의 경우 조직체계에서 구성한 빅데이터 사업 운영의 경우 지속적 사업이면서 빠른 진행이 필요함으로 2018년도에 시범사업

및 운영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정책적으로
―― 조직적

ISP를 통해 정보화전략과 빅데이터 방향을 수립하는 연구 계획

측면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팀 조직을 신설

―― 예산적인

측면에서 작년 대비 빅데이터 분석 예산 150% 증가

이슈리포트

정부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울산시의 정책마련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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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울산시 대응전략

울산, '블록체인' 기술로
산업·공공분야 스마트화 촉진을

김희종

김상락

과제번호 이슈 17-13
발행호수 141
발행사항 2017. 12. (20p)

과제번호 이슈 17-14
발행호수 142
발행사항 2017. 12. (20p)

이슈리포트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유럽의

선진국은 1990년대부터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쓰레기 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단순 매립과 소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 중 자원 및 에너지로 회수할 수 있는
양이 56% 달하고 있는 실정임

――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두지 않고, 여러 참여 서버에 분산시켜 저장하는 기술로써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 이에 환경부는 2013년부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수십 차례의 이해관계자간 협의 과정을 거쳐 2016

· 데이터

비즈니스 창출(Weathernode), 게놈 데이터 보안, 에너지거래, 식품공급망(IBM), 탄소배출권 거래, 대학·기업·
아파트 투표(삼성, 아디다스), 블록체인 기반 차량공유(EY), 스마트 팩토리, 전기차 동적 충전 결제, 부동산 정보공유 및 활용
(테크뷰로)등

년 5월 29일 「자원순환법」을 제정·공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자원순환법」이

시행되고 국가계획인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시·도지사는 지금까지 수립하던 10년 단위의 법정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을 대신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이에 본 이슈리포트는 2018년에 시행되는 「자원순환법」과 입법 예고 중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검토하고, 향후 울산시가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연구내용
시행에 따른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개요와 그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기본 내용을 검토함

이라고 함
―― 이

기술은 사회 전반의 스마트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이러한 비즈니스들은 대부분 은행, 정부, 플랫폼 기업 등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 중재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이러한 중재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를 할 수 있어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수익 증가, 그리고
신뢰와 보안 강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중재 없이 자율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와 거래 당사자가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검증과 참여자의 기여도, 그리고 기여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 등이 중요한 데 그러한 필수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임

―― 자원순환법

연구내용

―― 울산지역

――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과 특징

―― 블록체인

기술 동향 및 공공 산업 분야 활용 사례

―― 울산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 분야 제안

폐기물처리시설 현황과 이슈를 살펴보고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집행계획에 담겨야 할 대응전략을 모색함

정책제언

―― 시사점

동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해야 하는 시행계획의 내용과 정책변화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및 정책 제언

―― 「자원순환법」과
―― 첫째,

자원순환시행계획은 그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원순환시설(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현황 및 운영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 내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향후 설치계획 등을 수립해야 함

―― 두번째,

기존 계획은 폐기물의 감량, 매립, 소각, 재활용 목표만을 지표로 삼았으나 시행계획은 기존 목표에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을 추가적으로 반영함. 특히,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의 목표 설정과 지표관리를 위해서는 위탁처리자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사업자)의 간접매립량의 관리가 요구됨. 따라서 폐기물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잔재물)량을 최소화하고 실질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마지막으로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며, 일부 자원회수 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 혜택이

적용될 예정임. 울산시의 경우, 성암소각시설이 소각열에너지 회수시설로 감면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현재 성암소각시설의
소각열에너지 회수율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회수율 제고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부담금 감면을 통한 시 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시

및 구군의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정책제언
―― 블록체인은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잠재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사업 발굴 필요

―― 블록체인은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기술이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공동

협의체 구성을 통한 블록체인 기술 이슈 조성 필요

―― 공공

서비스 중심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관련 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의

산업과 공공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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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과
울산의 과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정책과
울산의 대응방안

김혜경

강영훈

과제번호 이슈 17-15
발행호수 143
발행사항 2017. 12. (24p)

과제번호 이슈 17-16
발행호수 144
발행사항 2017. 12. (12p)

이슈리포트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신정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하였고, 향후 5년간 추진할 과학기술 관점의 지역 정책 방향으로서 「문재인

――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 확대, 지방의 인구 감소의 현실화와 함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 생존문제

정부의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안)」을 설정중
혁신 정책방향은 향후 5년간 지방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국가 계획인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8-2022년)에
반영되는 등 지역 정책에 영향이 큼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역

―― 미래먹거리

―― 이에

―― 또한

연구내용

연구내용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의 주요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문재인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검토하여, 향후 울산시가 관련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고자 함

―― 「문재인
――

정부의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안)」 검토 (4대 전략분야 9개 추진과제)

4대 전략 분야중 주요 부문의 우수사례 분석

* 예) 지역R&D 전담기관 설립을 통한 지역주도 R&D 기획·수행·평가 체계 확립 사례(부산광역시), 시민 참여형 리빙랩
프로젝트 사례(포항시)
―― 울산의

과학기술 전략 방향 및 대응전략 제시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면서 지방에 고급인재가 부족한 현실과 우리 사회의 근간을 형성하였던 지방의
붕괴가 가시화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역에 인재가 머물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
지방의 인구, 일자리 및 경제활력의 유지를 위한 다핵분산형 국토구조 형성의 선도도시 역할이 부여되고 있어 이에 적합한
우리 지역의 지역정책 필요성에 대응

―― 중앙정부의

혁신도시 정책변화를 반영

―― 문재인

정부(17.7.19)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목표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등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음

―― 수도권으로의

자원 집중과 전국적인 도시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 가진 잠재력 극대화로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으로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며, 그 성장축의 하나로 혁신도시를 언급하고 있음

―― 국토연구원에서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발전에 중점을 둔 연구를 수행하여
혁신환경, 정주환경 그리고 미래환경조성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정책제언
―― 기술사업화
―― 울산형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 R&D특구지정
―― 독립된

정책제언

정책 강화
방식 변경에 따른 면밀한 평가와 대응

R&D기획평가 전문조직 운영

―― 울산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

――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혁신도시의 확장성을 염두에 둔 대안 마련

―― 지역대학

등을 통한 산학연클러스터의 조성으로 발전모색의 필요성

――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계기관의 필요성을 제기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적극 나서기 위해 공공기관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도시법의 개정을
요청하고 있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신정부의

지역과학기술 정책 변화에 따른 지자체 대응방향 설정에 참고

―― 국가정책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확보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유관 정책 수립에 참조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혁신도시
―― 향후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자료로 활용

울산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안마련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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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방향

Ⅲ

변일용
과제번호 이슈 17-17
발행호수 145
발행사항 2017. 12. (1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공공건축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공공건축은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이 되고 상징성을 부여함. 특히 청사는 그 건물이 가지는 특성과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의 역할을 함

연구활동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해 정부(국토교통부)가 도시건축공간연구소(AURI)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음. 주요 업무로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541건을
실적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지역의 사회, 문화적인 특성 반영이 미흡하고, 획일적인 디자인 제시가 가능하며, 다양한 업무 추진이 곤란하여, 지자체
차원의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건축물의 조성관리 및 지원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연구내용
―― 첫째,

현재 운영 중인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내용과 실적 등을 파악함. 특히 법령에 의해 추진 가능한 업무 등을 파악

―― 둘째,

타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유사조직의 현황과 업무 내용을 파악,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검토함

―― 셋째.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도 관련 기능의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함을 역설

계간지
「울산발전」

정책제언
―― 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이 필요함. 현재, 서울, 대전, 영주 등 지자체마다 필요에 따라 유사조직을 운영 중에 있으나
관련근거가 부족하여 타 법령이나 조례를 재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시설이 단순한 공공건축 컨설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접목이 필요

―― 공공건축 기획단계에서 컨설팅도 중요하며 경관이나 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함. 또한

민간분야에도 확대하여 건축, 경관 관련 심의회 운영 효율화 도모할 필요가 있음

울산의 당면과제를 심층적으로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의 개정 및 관련 조례 제정

―― 중간지원조직으로

건축관련 인허가 업무 등 지원가능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울산’의
대표적 종합 정책 정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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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vol. 55

계간지 「울산발전」

139

vol. 56

2017. 3.

2017. 7.

기획특집

기획특집

‘ 울산방문의 해’, 관광도시 성장 밑거름되길

울산, 새 정부에 바란다

06

울산 방문의 해! 울산 관광도시!’의 지속가능한 관광 의제(agenda) ｜전효재

06

울산, 새 정부에 바란다

14

‘2017 울산 방문의 해’사업의 의의와 성공 조건 ｜이상호

		

- 울산시 주택정책 및 도시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서정렬

14

‘멸종위기·울산시 지정 야생동식물’ 지정해제 기준 및 관리이용을 위한 법 마련 돼야 ｜윤석

지역논단
지역논단

24

울산광역시 내수 관광의 활성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별 탐방 내수 관광 전략- ｜이재호

24

새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따른 지역고용 거버넌스 재편 방향 ｜황진호

32

오색 테마 관광도시 울산을 널리 알려야 ｜유영준

32

새 정부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 울산을 안전산업 메카로 육성해야 ｜강영훈

40

새 정부의 복지공약을 통해 본 울산 저출산 해결의 꿈 ｜이윤형

50

지역 4차 산업혁명 준비 위해 국가차원의 ICT기반 공공부문 SOC사업 확대도 필요하다 ｜박재영

58

일본의 산업관광 마을만들기를 통해 본 지역활성화 방안 ｜권태목

66

‘신기후시대’ 새 정부에 바란다 ｜윤영배

82

4차 산업혁명 선진사례지 미국·캐나다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김상락

해외출장리포트
48

지자체 재난관리 선진사례조사를 위한

		

일본출장을 다녀와서 ｜최준호
해외출장리포트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UDI NEWS
56

UDI NEWS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UDI NEWS
92

UDI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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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vol. 57

계간지 「울산발전」

141

vol. 58

2017. 10.

2017. 12.

기획특집

기획특집

안전디자인 기반 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

대도시권계획과 해오름동맹

06

인간 중심의 산업단지를 디자인하다 ｜윤성원

06

초연결사회의 대도시권계획과 해오름동맹｜김현수

22

울산지역 안전관리수준 및 향후 예방관리방안 ｜김일우

14

해오름동맹의 성과와 향후 과제｜정현욱

34

안전디자인 기반 산업단지 사고예방 ｜전창용

42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어떻게 할 것인가

		

- 작업자 중심의 안전디자인에 대한 소개 ｜염명수

50

안전디자인을 통한 울산시 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 ｜박소순·이효정

24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 R&D 포괄보조금 도입으로부터｜김문연

58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 추진방안 ｜이백호

30

사회변동과 새로운 죽음의 방식-존엄사｜김상우

36

서비스디자인과 제조·서비스 융합｜이경우

46

교통사고 잦은 생활권 이면도로의 적극적인 개선 및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김승길

지역논단

지역논단
72

광역시 승격 20년, 경관인식의 변화와 과제 ｜변일용

56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는 울산의 기술사업화 전략｜김혜경

82

퍼스널 모빌리티, 울산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인가 ｜김문연

70

울산 중소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88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 본 울산의 인구·가구 특성변화와 도시전략 ｜이주영

98

세계적인 ‘리버시티(River City)’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울산 태화강의 발전방향 ｜김희종

112

Think Globally. Act Personally. ｜마영일

(Digital Transformation) 과제｜김상락

해외출장리포트
해외출장리포트

84
124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전략 모색을 위한 경기장 시설 활용 사례 조사 ｜이주영

130

란나 타이 왕국의 숨결을 찾아서 ｜박정환·김지연

울산도심의 적정한 건축물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변일용·권태목·강지희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UDI NEWS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UDI NEWS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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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Vol. 71

2017. 4. 4.

01 60세 이상 울산시민,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 4명 중 1명도 안돼… ‘안정적 노후대비’
에 시민 관심 더욱 높아질 전망 / 이재호

울산경제사회브리프

145

Vol. 74

2017. 6. 15.

01 빅
 데이터 기반‘키워드 분석’으로 살펴본‘5월 울산의 축제’/ 박재영
02 울산지역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는 7대 도시 상위권 / 이재호

02 지난 15년간 울산시 ‘살림살이 증가율’ 전국 최고, 1인당‘ 예산 규모’ 7대 특·광역시
중 최고 / 이경우
03 지난 20년간 울산시민·기업 복지참여 활발… ‘살기 좋은 울산’ 원동력 / 이윤형

Vol. 72

2017. 5. 11.

Vol. 75

2017. 6. 28.

01 ‘동북아오일허브’, 석대법 개정으로 탄력 석유제품 혼합 등으로 부가가치 창출 기반
마련 / 강영훈

01 울
 산시민 ‘인문학 교육비’, ‘예술창작비’ 지출희망 높아 문화예술 교육·창작활동 지원
강화해야 / 김상우

02 지식재산(IP)으로 본 울산광역시 산업기술 20년, 양적으로 강한 조선업, 질적으로 강한
화학분야 특허 / 김혜경

02 특
 허기술로 본 울산의 미래성장동력 “신산업 정책에 ‘중기·대학 혁신기술’ 긴밀히
연계해야” / 김혜경
03 울
 산, ICT산업 견인할 ‘VR·AR’ 시장 선점 위해 ‘조례 준비·가이드라인 마련’ 등 선제적
대응 필요 / 문충배

Vol. 73

2017. 5. 30.

01 울산 로봇산업, ‘제조업용’에 상대적 특화 바이오메디컬분야 연계 등 지역전략화
강구해야 / 황진호
02 ‘울산 인터넷이용률’ 지난해 96.6%로 전국 최고 95.7%가 스마트폰 이용… 스마트시티
구축에 긍정적 신호 / 김상락
03 울산, 관광객 집중도 반영한 ‘계절·테마별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 유영준

Vol. 76

2017. 8. 4.

01 울
 산, 실질임금 증가율 주춤… 실질구매력 축소 우려 / 황진호
02 ‘결혼에 유보적’인 젊은 세대 증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 장기적·종합적 전략이
필요 / 이윤형
03 국내·외 전기차 시장 급성장… 울산도 관심 제고 및 단기적 보급 확대 노력을 /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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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77

Ⅲ

2017. 10. 30.

01 세계 조선해양경기 회복세에도 울산은 당분간 침체 전망… 지역 업계 원만한 구조조정·
우수인력 확보 등 대응 필요 / 황진호
02 울산 방문 관광객, 방문기간·목적별 다른 특성 나타내… 주기적 실태조사·결과
분석으로 ‘ 맞춤형 마케팅’ 펼쳐야 / 유영준

연구활동

Vol. 78

2017. 11. 7.

01 ‘울산, 고령사회 우려 갈수록 깊어져 고령친화기업 확대 등 대비책 늘려야 / 김문연

울산도시환경
브리프

02 울산, ‘공공용 드론 수요’ ‘활용 가능성’ 높아 기술개발·지원정책 발굴 등에 민관
협력해야 / 김상락

Vol. 79

2017. 11. 16.

01 울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빠르게 확대… 중소기업 임금 현실화 시급｜황진호 박사
02 반려동물 1천만 시대, 울산 가구 11.4%가 사육…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으로 선도적
반려동물문화 창출되길”｜김상우 박사
03 울산 공공 CCTV 설치,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효율성 높이자｜박재영 박사
U 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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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p o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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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Vol. 64

2017. 2. 28.

01 울산 ‘광역시 승격 20주년’… 공해도시가 친환경 생태공간 탈바꿈, ‘태화강 성공신화’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도시’ 위상 확대를 / 이상현

울산도시환경브리프

149

Vol. 67

2017. 7. 4.

01 2
 015년 울산 빈집, 5년 전보다 37.6% 증가, 임대주택 등 활용사례 주목… 시행예정
제도에 대응해야 / 이주영
02 울
 산 대기환경, 광역시 승격 후 SO2 63% 개선, 향후 대기질 중장기 종합대책·기초연구
등 지속 추진을 / 마영일

Vol. 65

2017. 5. 10.

01 ‘광역시 승격 20주년’ 울산시, ‘자원순환형 사회’ 기틀 마련… ‘Zero Waste’ 향한 시민
지혜 모아야 / 김희종

Vol. 68

2017. 8. 31.

01 ‘광역시 승격 20주년’ 울산, 전국 최고 공원도시로 자리매김… 2030년 세계수준 도약
위한 다양한 시도 이어지길 / 김희종

02 울산 ‘일반가구 자가주택 소유’, ‘소유자 해당지역 거주’ 비율 전국 최고… “높은
소득수준 영향… 주택 점유형태 양호한 수준” / 권태목

Vol. 66

2017. 5. 26.

01 ‘해오름 동맹’, 재정권한 지닌 구속력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도시권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법률 제정”이 우선적으로 요구 / 정현욱

Vol. 69

2017. 9. 29.

01 울
 산 야관경관의 좋은 사례 ‘석유화학공단 조명’… 관문지역 인근 숙박시설 조명은 도시
이미지 훼손 우려 / 변일용
02 태화강대공원 인접 ‘태화동 상권’ 급성장… 계획적 관리방안 필요 / 권태목
03 울
 산도 도시외곽 ‘인구소멸 위험지역’ 발생… ‘공동체 활성화·도시재생’ 등 지역 특성별
방안 마련 필요 / 정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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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70

Ⅲ

2017. 12. 11.

01 울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꾸준히 감소…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 지속 추진’ ‘
광역 대기질 관리’ 필요 / 마영일

연구활동

세미나 및
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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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152

153

2017. 1. 25.

2017. 4.12.

상반기 연구자문위원회

울산 베이비부머 ‘시민학사’ 개강
울산발전연구원은 1월25일 연구원 4층 U캠퍼스에서 ‘상반기 연구자문위
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 연구원 추진 연구과제, 발전방향, 주요 연구
사업 등에 관한 자문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울산지역의 대
표축제 개발’, ‘인구감소문제 해결방아 제시’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나왔다.
연구원은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자체 연구 및 사업활동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울산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은 4월12일 베이비부머세대를 대상으로
베이비부머세대 평생학습 지원사업의 일환인 2기 울산 시민학사(울산지역
학 과정)의 개강식을 가졌다.
울산 시민학사(울산지역학 과정)는 베이비부머의 대량 퇴직에 따른 은퇴
자의 역외유출 방지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제3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과정이다.
교육과정은 울산의 역사, 문화, 예술, 산업 등 ‘울산지역학’을 주제로 이날
부터 7월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간씩 울산MBC시청자미디어센
터에서 진행했다.

2017. 2. 20.

2017. 5. 19.

문화관광해설사 직무보수교육

울산학연구 공모과제 중간보고회
울산지역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울산발전연구원은 2월20일부터 22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 대회의실 및
울산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2017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직무보
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현재 울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50명
이 참석했다.
한편 3월 6일부터 23일까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분야에서 선발된 신규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교육도 진행했다.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울산학연
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5월19일 개최했다.
이날 연구원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오상욱 부산대학교 강사는 ‘울산 태화강
의 풍치와 구곡문화의 원류 연구’를, 이기우 천재동연구소장은 ‘한국 근현
대문화의 선각자 천재동에 대한 연구’를, 정상태 홍산문화연구소장이 ‘역
사적으로 본 대외교류의 관문, 울산항’을 주제로 한 연구 진행현황을 발표
했다. 또한 양명학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이창업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천
영배 작가, 전우수 극단 푸른가시 대표, 양상현 울산대학교 교수, 김현철
동양대학교문화유산연구소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017. 3. 10.

2017. 5. 22.

2017년 상반기 정기이사회

연구원 독립신청사 개청식
울산발전연구원은 3월10일 오후 연구원 4층 U-캠퍼스에서 상반기 정기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는 2016년도 결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관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연구원은 독립청사 이전을 계기로 제2의 개원에
부합하는 변화의 원년을 삼으려 한다”며 “그만큼 차질 없는 준비에 만전
을 기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하고자 내실을 기울이고 있
다”고 말했다.

세미나 및 주요행사

울산발전연구원이 개원 15년 만에 확보한 남구 삼산중로 독립청사에서
22일 개청식을 가졌다.
연구원은 그동안 남구 무거동 남운프라자, 북구 연암동 울산경제진흥원 일
부를 임대해 사용하다가 독립된 청사를 갖게 됐다.
이번에 문을 여는 독립청사는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건물을 매입해 리모
델링한 것으로 연면적은 3,405㎡이다.
개청식에는 김기현 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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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6.

2017. 7. 3.

영남권 시도연구원 ‘화합의 날’

‘울산비전 2040’ 국제심포지엄
울산발전연구원은 5월26일 울산에서 ‘2017 영남권 시·도연구원 화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울산, 부산, 경남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
구원’ 등 영남권 시·도연구원이 한 자리에 모여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
한 것으로, 매년 각 지역에서 돌아가며 열린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도
연구원 350여명은 ‘2017 울산방문의 해’를 맞아 대왕암공원 답사, 태화
강대공원 십리대숲을 둘러보는 등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동구 현대호텔 오찬행사에 참석한 김기현 시장은 “해오름동맹과 같이
인접지역이 힘을 모으는 배경에는 시도연구원의 아이디어가 큰 몫을 하고
있다”며 “협업과 공동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3일 유니스트에서 개최한 ‘울산비전 2040 국제심포지
엄 - 석학과의 대화’에서 울산의 4차 산업혁명, 도시안전과 관련한 다양
한 의견 및 대안이 제시됐다. 이날 기조강연에서 앙리 크리스티안 유니스
트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학부장은 “울산을 비롯해 한국의 주요 산업은 스
마트팩토리 또는 인공지능 기반 사물인터넷 솔루션 도입 시 기술 부분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
야 한다”고 운을 뗐다. 허언욱 행정부시장은 “울산시가 구상하는 3D프린
팅, 바이오메디컬, 친환경자동차 산업에 대한 밑그림이 제시됐으면 한다”
고 당부했다.

2017. 6. 14.

2017. 7. 11.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활용교육 개최

울산 리메이드 국제 워크숍
6월14일 오후 3시 울산발전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통계지리정보서비
스(SGIS) 활용 교육이 실시됐다. 이 자리는 연구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개념 및 소개, 이용방법, 주요 활용서비스 등
의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신우람 사무관은 통계청의 센서스자료와 공공민간 등 외부자료를 지도 위
에서 연계·융합해 분석할 수 있도록 SGIS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SGIS를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통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
용할 수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통계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모색하는 ‘울산 리메
이드 워크숍’이 국내외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워크숍에서 미국 하버드대 닐 커크우드 교수는 하버드대와 울산발전연구
원이 공동 연구한 ‘울산 리메이드 다가오는 10년의 예상과 제안’을 소개
했다.
이어 울산발전연구원 정현욱 박사는 ‘울산 도시공간정책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울산시와 울산대학교가 공동 개최한 이번 워
크숍에서는 연구자 10여 명의 생태산업 관련 강연과 토론도 있었다.

2017. 6. 15.

2017. 7. 13.

울산시의회 행자위, 연구원 방문

‘울산비전 2040’ 선포식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호근)는 6월15일 울산발전연구원
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했다.
의원들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연구(미세먼지, 처용문화제 등)로 많
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기를 당부한데 이어 고유 영역에 대한 독자적 연
구를 통한 지역 발전으로 평가받기를 주문했다. 또, 독자적 공간을 마련한
만큼 외부활동과 수탁과제를 떠나 울산발전을 위한 특화된 구체적 연구와
울산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고호근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연구원 주요업무 및 현황을 청취하고 시
설순회 및 직원 환담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및 주요행사

13일 오후 2시 울산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울산비전 2040 선포식’이
열렸다. 이번 선포식에는 김기현 울산시장, 국회의원, 시의원을 비롯해 정
책수립에 참여한 시민, 광역시 승격 유공자, 시민 단체 대표 5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역시 승격 20돌을 축하하고 미래 20년을 향한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축하공연, 내빈소개, 선포식 기념사, 축사,
축하영상,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울산과 해오름동맹을 맺고 있는 이강덕 포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이 영상
으로 선포식을 축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울산비전 2040 연구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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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9.

2017. 9. 18.

2017 기본·정책과제 최종보고회

2017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울산발전연구원이 올해 중점을 두고 연구한 기본·정책과제의 최종보고회
가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렸다. 보고회는 연구원 수행과제와 연관된 울산
시 부서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자 발표, 질의응답, 토론 등의 순
으로 진행됐다. 대상 연구과제는 올 초 울산시로부터 제안, 심의를 거쳐 발
주 받은 21건의 기본·정책과제이다.
연구원은 이날부터 3일간 진행되는 보고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연구결
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보고회를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좋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울산발전연구원은 18일 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유경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
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제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
를 진행했다. 이날 이유경 강사는 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청렴의 의미 확대에 따른 변화된 청렴의식 제고,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고
충민원의 이해 등 구체적인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통해 청렴조직문화를 이해하고,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
획을 실천함으로써 반부패 운동 확산에 기여하고 항구적 청정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2017. 9. 5.

2017. 9. 19.

‘동구비전 2037 전략 종합계획’ 중간보고회

제25회 울산콜로키움 개최

5일 오전 10시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권명호 구청장과 부서장 이상 간
부공무원,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진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비전
2037 전략 종합계획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
서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수행 중인 용역의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앞으
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비롯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최근 조선경기의 침체 및 지역상권의 축소로, 변화된
지역환경을 반영하고 미래 동구지역의 큰 틀을 잡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
진 중”이라며 “특히 인구유입 방안 및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활력있는 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발전연구원은 19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울산의 대
응전략’을 주제로 제25회 울산콜로키움을 열었다. 이날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김진하 부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지형변화와 국
내 상황 및 전략적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김 위원은 울산과 관련해 “기존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ICT와 SW 기반의 융합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
제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술·산업분야’에서 미
래사회 산업구조 변화 및 융합산업의 기반인 플랫폼 기술로의 변화 대응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 9. 7.

2017. 9. 27.

‘동해안 기후변화연구센터’ 타당성 분석 워크숍

데이터 시각화… ‘태블로’ 교육

울산발전연구원 정책과제인 동해안 기후변화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이 7일 울산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임영신 박사,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기후환경
연구센터 조경두 센터장,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이상신 센터장,
광주 국제기후환경센터 김태호 팀장, 대전세종연구원 문충만 박사와 울산
발전연구원의 연구진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각 지역의 기후변화 연구센터의 설
립배경과 과정, 주요기능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와 울산의 기후변
화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구상 등 연구진행 결과가 발표됐다.

세미나 및 주요행사

울산발전연구원은 27일 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데
이터 시각화를 돕는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인 ‘태블로(Tableau)’ 기초
교육을 실시했다. ㈜플랜잇파트너스 김지원 대리가 강사로 나서 태블로의
설치와 사용부터 다양한 시각화까지, 프로그램 사용의 전반적 내용을 다
뤘다. 울발연 관계자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한 태블로는 데이터를
활용한 그래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소프
트웨어로 각광 받고 있다”며 “직원들의 데이터 시각화의 전문성을 한 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발연은 정책연구기관으로
서 보다 높은 전문성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연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를 초청, 특화교육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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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3.

2017. 12. 11.

‘한국조선해양연구원 설립’ 심포지엄

‘물순환 생태도시 포럼’ 개최
울산시와 울산발전연구원은 23일 시청 시민홀에서 ‘조선해양산업 미래
연구 방향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국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울산 설립
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을 짚어보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심포지
엄을 개최했다. 이날 한순홍 카이스트 해양시스템공학전공 교수는 ‘4차산
업혁명 관점에서 조선해양미래산업 연구원을 위한 2가지 제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신성수 창원대학교 교수는 ‘조선산업 현황 및 경쟁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유지 과제로 ‘생산능력, 가격 경쟁력, 기
술력, 해양산업, 산업 경쟁력’ 등을 제시했다.

울산시는 12월 11일 오후 3시 시청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물순환 관련분야
전문가, 환경단체, 삼호동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물순환 생태도시 울산 포럼’을 ‘울산발전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
혔다. 이번 포럼은 울산시와 환경부의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협약’(2016
년6월)에 의해 추진되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문가, 시민들의 다양
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에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물순환 선도도시 공모’에
당선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7. 11. 3.

2017. 12. 12.

‘하수관리 정책방안’ 콜로키움

울산 관광 활성화 지속방안 찾기
울산발전연구원은 3일 오후 2시 울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선진사례로 본
하수관리 정책방안’을 주제로 제26회 울산콜로키움을 열었다. 이날 김갑
수(전 대한환경공학회 회장) 박사는 ‘한·일 하수도 정책의 변천과 미래’라
는 주제발표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우천시 배출오염원, 하수관로 시설 등
국내현황을 살펴보고, 선진사례로 꼽히는 일본의 하수도 현황 및 미래 전
망을 다뤘다. 이어 김희종 울산발전연구원 환경안전팀장이 진행을 맡고 울
산시 하수관리 BTL사업자인 TSK-water 김완동 상무이사와 김재웅 도화
엔지니어링 전무, 김지태 울산시 하수관리과장, 울발연 연구진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울산발전연구원은 12일 울산시청에서 ‘울산 방문의 해 성과분석을 통한
울산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28회 울산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울산 방문의 해를 맞아 울산시가 펼친 적극적인 홍보와
다각적인 마케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관광분야의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울산발전연구원 유영준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울산의 관광 여건, 울산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과 및 방문객 행
태조사 결과·분석 등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또, 이정학 울산과학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서 울산 방문의 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울산관광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2017. 12. 1.

2017. 12. 14.

‘정부 지역발전정책’ 대응 콜로키움

대학생 논문현상공모전 시상
울산발전연구원은 1일 오후 2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지
역발전정책과 계획계약제도’를 주제로 제27회 울산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날 배준구 경성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서 지역발전정책의 주요 내용과
계획계약제도 도입 배경 및 개념, 관련 법령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해외 선
진사례로 프랑스의 계획체계와 계획계약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계
획계약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정현욱 울산발전연구원
도시공간팀장이 진행을 맡고 지역발전위원회 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승석 울산대 교수를 비롯해 김재홍 울산대 교수, 정재희 경남발전연구원
박사, 울산시·울발연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이 열렸다.

세미나 및 주요행사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시정 전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아이디어와 논문을
공모한 결과, 지역현안을 다룬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원
장 오정택)은 14일 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8기 시민연구원 및 9회 논
문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공모전은 울산발전연구원이 일반인과 소통하
는 정책개발을 위해 매년 시민과 전국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정택 원장은 “수상작을 포함한 여러 논문을 통해 일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문제와 실질적으로 시민이 제공받아야 할 혜택을 인식할 수 있
었다”며 “이러한 내용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며, 연구원도 제안을
귀담아 듣겠다”라고 밝혔다.

Ⅲ
연
구
활
동
ㅡ
세
미
나
및
주
요
행
사

Ⅳ
운영센터

울산공공투자센터

U D I

A n n u a l

R e p o r t

2 0 1 7

운영센터

162

163

울산공공투자센터

울산공공투자센터 수행실적

1. 센터운영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 울산시 현안사업 유치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 2017년 2차 투자심사 신청사업 검토(15건)
- 2017년 3차 투자심사 신청사업 검토(14건)
- 2017년 4차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36건)
- 2017년 수시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1건

- 지방재정사업을 객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재정절감을 도모함
○ 필요성
- 장래 먹거리사업 발굴·지원을 통한 국책사업 유치 요구 증대
-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시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증대
- 시 예산 소요사업에 대한 객관적·일관적 평가 필요
○ 주요업무
- 대규모 국비지원사업 발굴
-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사업 업무지원

○ 예타 대응
- 산재모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지원

- 지방재정투자사업 평가
- 지방재정관리방안 연구
- 기타 시책과제

○ 사전 타당성 조사
- 국가산업단지 공급전략 대응 위한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연구
- 한국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

2. 수행업무
○ 국비지원사업 발굴
-6
 차산업형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 유니툰(Ulsan+Animation+Cartoon+Webtoon) 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 시책업무
- 지방재원조정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개선 방안 연구
- 2017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지표설정 적정성 연구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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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사전심의 요청서 검토
- 2017 기술개발사업 예산계획서 검토
- 한국조선해양 미래산업연구원 설립관련 심포지엄
- 기타 시책과제

운영센터

문화재센터

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와 문화유적
자료를 분석·연구함으로써 울산의
뿌리 깊은 역사성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지역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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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집 울산 옥동·농소간 도로부지 유적Ⅱ(5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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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센터

제93집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동문지 주변 성곽
-울산 병영성 월성개나리아파트~동문지 정비사업구간 내 추가 발굴조사 보고서-

배은경, 김성식, 강정미, 이선철

배은경, 김광옥, 김현주, 김지연

발굴기간 2014.10. 27.~ 2015. 4. 9.
발행사항 2017. 4. (318p)
중요유물 무문토기, 분청사기, 벼루 등

발굴기간 2014. 10. 23. ~ 2015. 5. 8.
발행사항 2017. 4. (104p)
중요유물 자기, 기와 등

울산 옥동-농소간 도로부지 유적Ⅱ(5구역)은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산77-18번지 일원이며, 울산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동문지 주변 성곽은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으로 지정되어

남구와 북부권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계획한 도로개설 부지이다. 유적은 유곡골의 동쪽 산지이며

보존 관리중이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이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산 병영성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의 외곽 도로와 경계를 이룬다.

월성개나리아파트~동문지 정비사업 구간 중 동문지 북쪽 구간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는 2014년

조사지역은 곡부를 사이에 두고 유구가 확인되는 2개소에 대해 발굴조사 하였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7동, 삼한시대 옹관묘 1기, 삼국~통일신라시대 석곽묘 1기, 석실묘 1기, 고려
~조산시대 본토분 4기, 토광묘 105기, 시대미상 수혈 10기, 구상유구 3기 총 132기의 유구가

실시한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동문지 조사 당시 시굴조사 구간에서 확인된 해자와 그 서쪽 체성(면적
1,600㎡)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 체성, 해자, 매납유구 1기, 수혈유구 5기, 주혈 4기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되었다. 다양한 시대별 유구 중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낟알문이 시문된

이번 조사의 성과는 체성의 기저부 조성과 기단부 축조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그동안

발형토기와 석기류(지석, 갈돌, 미완성석기)가 주로 출토되었다. 이와 더불어 주거지의 특징인 규모,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던 해자의 규모와 호안석축의 축조방식, 수축과 개축의 흔적 등 여러 가지

노지, 주혈의 위치 등을 종합하면 본 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조성시기는 전기후반~후기전반에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확인된 자료들이 향후 울산 병영성의 정비와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해당한다. 토광묘는 출토된 분청사기, 도기병과 금속류(청동숟가락)를 검토한 결과 대략 15세기를

활용되고 울산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관방유적을 연구하는 자료로 기능하기를 바란다.

전후하여 조성된 유적으로 판단된다.
울산 옥동-농소간 도로부지 유적Ⅱ(5구역)은 청동기시대 취락과 삼국시대 및 조선시대 분묘군이
주를 이루는 복합유적이다. 또한 고려~조선시대 옥동-농소를 포함한 울산지역 분묘의 분포양상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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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집 울산왜성 본환 동문지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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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센터

제95집 울산읍성 객사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예정부지 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보고서-

배은경, 김성식, 이정주, 김형규, 이선철

배은경, 김광옥, 김현주, 김지연

발굴기간 2015. 6. 5. ~ 2015. 6. 25.
발행사항 2017. 6. (135p)
중요유물 기와, 엽전 등

발굴기간 2014. 10. 20. ~ 2015. 8. 17.
발행사항 2017. 8. (528p)
중요유물 기와, 인화문토기, 막새, 자기 등

울산왜성 본환 동문지 발굴조사에서는 2개의 문화층이 확인되는데 정유재란 당시 문화층과 그 이후

이번 발굴조사는 울산시립미술관 건립부지 내 정밀발굴조사이다.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울산

문화층으로 구분된다. 문화층에서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건물지와 잡석을 이용한 기초 다짐 층이

광역시 중구 북정동 4-1번지 일대의 (구)울산초등학교에 위치하며 조사면적은 9,500㎡이다. 조사

확인된다. 이 건물은 정유재란 직후 건립과 관련한 기초 시설일 가능성이 있으며 입지 여건상 조망용

결과 객사의 주건물과 석축, 우물, 익랑건물지, 중문, 남문루, 배수로, 담장열, 폐와무지, 수혈유구,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다.

주혈, 기타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문화층에서 확인된 유구물은 정유재란 당시 울산왜성의 본환 동문지 시설로 확동, 석렬, 노대

객사건물지는 서로 중층 또는 중복을 이루고 있다. 객사의 정청과 동청, 서청이 확인되고 있으며

등이 확인되었다. 울산왜성은 주변의 3성의 성돌을 허물어 쌓은 성이며, 본환 동문지의 구조는

객사건물지가 2~3차례 걸쳐 중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운동장에서는 익랑건물지로 추정되는

이층문으로 기와를 얹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발굴조사에서도 15~16세기에 제작된 기와가

초석건물지와 다수의 폐와무지, 수혈, 주혈이 확인되었다. 운동장 남쪽에는 중문인 제승문의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동문지 확돌로 병마절도사의 선정비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기록에서 보듯이

석축시설과 적심건물지, 배수로, 계단이 확인되었다. 교문 일대에서는 남문루의 측면 기둥열 3열중

주변 건축물 부재를 재사용하여 울산왜성을 축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북쪽 1열이 1/2정도가 잔존하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울산왜성 본환 동문지의 하부 구조 관련 시설과 문지의 규모 등이 밝혀졌고 성벽 기저부 트렌치
조사에서도 우각부를 비롯한 성벽을 우흠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료가 향후 울산읍성 객사 일대의 정비와 복원, 유적의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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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집 울산 옥골유적

제97집 울산동헌 가학루

-울산 중구 문화공영주차장 건립공사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울산동헌 가학루 복원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배은경, 김광옥, 김현주

배은경, 김광옥, 김현주

발굴기간 2015. 6. 15. ~ 2015. 8. 18.
발행사항 2017. 8. (172p)
중요유물 자기, 기와 등

발굴기간 2015. 5. 21. ~ 2015. 9. 21.
발행사항 2017. 9. (66p)
중요유물 자기, 기와 등

조사지역은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238-1번지 일원이며 조사면적은 437㎡이다. 조사지역은

조사지역은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1호인 울산동헌 및 내아의 정문 일대이며 ‘울산동헌 가학루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주택가가 형성되면서 상당부분 훼손되었을 것으로

복원사업’을 위한 시작으로 동헌의 정문인 가학루의 위치로 추정되는 해당 구간을 발굴조사 하였다.

추정하였으나 상부 교란층 아래에서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번 발굴조사 결과 석렬 3개소, 석축 1
개소, 소토유구 1기, 수혈유구 13기, 구상유구 3기, 우물 1기, 주혈 2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
유구들 일부는 중복되어 있다.

문화재센터

조사 결과 후대 하수관로·상수도관·통신케이블 등의 설치, 1981년 동헌 정문의 건립 등으로
대부분 훼손되었고 석렬1기, 추정적심1기, 배수로1기, 수혈2기 정도만 확인되었다. 이 유구들 중
석렬, 추정적심, 배수로가 동헌 가학루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되나 심각한 훼손으로 인해 가학루의

이 유구들은 조사지역 경계 북쪽에 위치하는 울산읍성 객사의 주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부구조는 파악할 수 없었다. 향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가학루의 위치와 구조가 밝혀지기를

관천시설과의 관련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라 생각된다.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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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집 울산 동동 64-15번지 건물지 유적

Ⅳ

배은경, 강정미
발굴기간 2015. 8. 17. ~ 2015. 11. 2.
발행사항 2017. 11. (118p)
중요유물 자기, 기와 등

울산 동구 동동 64-15번지 건물지 유적은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의 내에 위치한다.
총면적 773㎡중 2011년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조사를 실시한 237㎡(동편부)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구간 536㎡(서편부)에 대해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건물지 1동, 수혈유구 16

운영센터

기, 구상유구 5기, 석렬유구 1기, 적석유구 1기, 주혈군 1기 총 25기가 확인되었다. 이중 건물지와
석렬유구는 기존에 조사된 유구와 연결되는 형태이다. 현재 잔존하는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 2칸,
측면 5칸이며 벽석, 고맥이시설, 적심과 초석, 벽구 등 건물의 하부구조가 잔존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성과는 발굴조사를 통해 간략하게나마 병영성 내에 분포했던 건물들에 대한 자료를

울산학연구센터

확보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단편적인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병영성 내에 입지했던
건물지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웠다. 앞으로 주변지역으로 조사범위가
확장된다면 좀 더 명확한 성격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역사와
인물, 사회, 문화, 경제 등을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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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곡문화의 원류 고찰

예술문화교육가 천재동의 조명과
문화콘텐츠화 정책연구

오상욱(부산대학교 강사)

이기우(천재동연구소장)

과제유형 연구논총
연구기간 2017. 2.~2017. 11.
발행사항 2017. 12.

과제유형 연구논총
연구기간 2017. 2~2017. 11.
발행사항 2017. 12.

도와 최남복의 백련구곡과 천사 송찬규의 반계구곡의 원류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살피고, 도와

세계적으로 가장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근현대

최남복의 구곡 연원과 계승 측면에서 울산구곡의 상징성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예로부터

예술문화교육에 영향을 끼친 인물을 연구하여 시대상을 재조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태화강의 상류와 중류 등은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듯 누정(樓亭)이 자리하고 전국의 시인묵객을

서양문화의 원류가 로마, 그리스 문명의 문학, 철학, 역사를 기반으로 중세유럽의 르네상스

불러들였다. 때로는 자신의 은거와 도학의 연마를 위해 자연을 즐겼고, 시문을 지어 그 아름다움을

인문학으로 이어졌기에 세계적으로 교육 철학에 기여한 유명인들은 근대 유럽인들이 주류를

표현하였다. 선비의 풍류로 주자의 구곡을 숭상하고, 모방하는 단계로 진화하면서, 울산의

이루어왔다.

구곡문화 역시 일층 성장하는 변모를 보인다. 현재 발굴된 자료만 갖고 구곡을 논하기에는 수준
높은 자료가 되지는 못하지만, 18c말·19c초 구곡을 노래한 작품이 발견되면서, 울산의 구곡문화
역시 존재하였고,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구곡문화의 성립배경 가운데 빼어난 경치와 시문을 지어
드러낼 문사 등이 필요하였다면 울산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화강이라는
큰 물줄기가 굽이굽이 수려한 구곡문화를 오랫동안 말없이 수용해 왔듯이 울산 구곡의 원류를
살펴본다면 그 의미와 상징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조선의 구곡문화는 15세기에 이미 등장해 전국의 수려한 경관에 인물을 만나 세상에 드러났으며,
울산의 구곡 역시 그러하다. 도와 최남복의 경우 선조의 최신기와 최종겸 등 가학의 계승과 교유한
문인들의 영향으로 그의 산수관과 구곡에 대해 영향을 받았다. 개략적인 구곡의 계승에 초점을 맞춰
운암 최신기와 경주최씨의 세거에 집중해서 구곡의 위치문제와 울산 구곡문화의 이해를 시도하였다.
울산구곡이 갖는 상징성과 의의로, 그동안 1960년대 이후 울산이 산업중심도시의 이미지를 감싸
안으면서 ‘아름답고 수려한 구곡이 있는 친환경 도시 울산’이라는 이미지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며
또한 나아가 울산 태화강에 전 구간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구곡문화와 더불어 상징화가 부각되고,

증곡 천재동(Cheon jae dong, 千在東, 1915~ 2007)은 식민지 잔재를 탈피하고자 한 광복 전후의
선구적 교육자로서 연극, 미술, 토우, 탈(인간문화재), 민속예술가로 언급될 만큼 다양한 방면에서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는 백년대계인 교육에 민족계몽, 올바른 학교상 및 교사상의 정립에 기여했고,
문화예술을 도입하여 동요 보급, 극화수업, 아동극, 학급별 학예제, 교육환경미화, 공개시범수업
담당 등 창의적 예술문화교육가로서 활약했다.
그는 연극배우, 극단 대표, 희곡가, 무대미술가, 안무 및 연출가로 반일극, 반공극, 민속계몽극을
무대에 올렸다. 그의 연극 <부대장>은 울산 최초로 아동극이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를 다른
연극을 한국 최초로 무대에 올려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졌다. 그는 마당놀이탈 범주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군상의 탈을 제작하여 연극무대에 도입했고, 한국 최초로 탈 전시예술로 확장시켰다.
그는 사라져가는 고향의 미풍양속과 생활상을 토우로 남겨 한국최초로 창작토우 전시회를
열었으며, 계몽교육으로 도입한 동요에 이어 전국의 각 지역 동요를 수집하여 노래에 걸맞는
그림으로 동요민속화를 창안하였다.

구곡의 원류를 밝힘으로써 현재 수려함을 뽐내며 서 있는 울산의 상징 태화루의 존재 역시 함께

이밖에도 한국의 원형적 세계에 천착했던 업적으로 민속예술의 도해화, 연희본 제작으로

빛나고 그 가치 역시 높아진다. 구곡문화 연구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드러내는 일과 동시에

민속자료정립에 기여했다. 동래야류 길놀이 행렬도, 동래부사 송상현 군사행렬도, 동래학춤,

지역사회의 문화를 밝히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또 기존 발표된 구곡문화의 대열에 울산의

동래지신밟기, 동래학춤, 울산웅촌 외막지게목발장단놀이, 동래야류 말뚝이탈 원형 발굴 및 복원

구곡이 합류되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기여도가 있다. 뭐든지 어떤 현상의 원류, 즉 근원을 밝히지

등이 그것이다. 동래지신밟기의 경우 그 원형이 고향마을의 지신밟기와 곡조와 방식이 같아 이를

않고 이뤄지는 연구는 그 주장 역시 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기존 울산 구곡문화의

도해화한 것이 부산지역 지정문화재로 공인화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견고함을 더하는 일련의 과정이 된다고 자평하며, 학술적 의의로는 경상도 구곡문화 형성의 표본과

민속예술의 안무 및 연출가로 활약했고, 민속길놀이 축제를 통해 문예부흥에 기여한 시대적 소명을

상징화에 이바지하며, 지역적 의의로는 울산의 공업도시 이미지를 탈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펼친 융복합 예술문화교육의 스승이란 점에서 그의 콘텐츠는 지역의 미래관광산업의 보고(寶庫)

친환경 울산의 이미지 부각하는데 도움이 된다. 울산의 구곡문화의 등장은 영남우도의 구곡형성과

이다. 아울러 천재동의 유작들과 유품들을 집대성할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하며, 그의 예술적 업적의

학문적 지위를 격상시키는데 일조하며, 나아가 수려한 경관을 갖춘 울산이라는 참신한 이미지를

보존·유지·지속을 위해 플랫폼 형성과 <천재동예술제>를 주창하고자 한다.

갖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울산학연구센터

Ⅳ
운
영
센
터
ㅡ
울
산
학
연
구
센
터

운영센터

176

177

지역학 연구의 경향과 울산학 연구 방향

관문항구로서의 울산에 대한 단상

이재호(울산학연구센터장)

정상태(홍산문화연구소장)

과제유형 연구논총
연구기간 2017. 2.~2017. 11.
발행사항 2017. 12.

과제유형 연구논총
연구기간 2017. 2.~2017. 11.
발행사항 2017. 12.

울산학연구센터의 설립과 운영의 주요 목표가 “울산지역의 사회·문화·역사·예술 등 지역적 특성에

선사와 고대의 해양문화교류는 광범위한 영역이어서 연구실적도 다양하다. 분야도 광범위할 뿐만

대한 체계적 연구 수행”과 “울산의 정체성 확립과 울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면 지역 연구의

아니라 견해차이도 심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의 조사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부문별로

방향성과 소재 및 주제를 모색함에 있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긍정적 시사점을

이루어져 있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해서 이들의 조사연구 결과물을 참고하고 해양교류의 실마리를

받아들이고 동시에 울산의 지역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도 함께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잡고자 했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이들의 결론을 참고하며 본문에 적절한 요소들을 발췌,

이를 통해 울산학 연구의 주된 내용을 포괄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울산을 주제로 한 소재와 내용

정리했다. 선사부문은 고고학적 발굴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울산과 결부 시키고자 두 치례 동해안

중 빠져있던 부분에 대한 탐색 및 울산을 연구하기 위한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이며,

루트와 연해주, 아무르강하류 연안등지를 탐사했다. 또한 일본과의 교류와 한·이슬람 교류는

지역 현상에 대해 공유해야 할 사안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울산을 소재로 한 연구인 동시에

학자들의 자문을 받았다. 미진한 연구 분야는 학계와 연구자의 추론과 가능성을 밝히고자 했다.

향후 이를 이용한 테마의 존재 여부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지역학에 대한 차별성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지역학의 공통성을 함께 찾도록 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한 주제 발굴과 도입가능성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지역학으로서의 울산학 연구의
방향성과 로드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울산항을 중심으로 북방과 일본열도와의 문화적교류는 선사시대부터 활발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지만, 확고한 자료와 고증이 미흡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글은 울산이 항구적 입지조건으로 대외교류가 활발했던 선사이래, 항구시설이 구비된
통일신라시대까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드러난

본 연구에서는 지역학의 특성과 지역학 연구 기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학의 의의와 지역학

사실을 정리하면서 울산항의 대외교류를 부각시켜 울산의 역사적 의의와 울산인의 문화적 긍지를

관련 선행 연구들을 아울러 검토한다. 또한 타 시·도 지역학 연구 및 울산학 연구 동향에 대해

제고하고자 한다.

기술하며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울산학연구센터에서 수행한 그 간의 과제를 종합
정리하여 울산학 연구에 대한 그 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과 연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응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몇 가지 발견된다.
타 시도의 지역학 연구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역의 소재로부터 나타나는 단편적인 경향들이
울산학에서도 발견되는 것은 연구와 응용의 연계가 적시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탓도 있지만 대체로
역사나 인문학에 대한 발굴에 대부분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역학 연구에 대한
전체 경향은 위와 같이 지역적 특성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연구 자료들에 많은 중점을 두고 응용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학을 이용하는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정책 추진을 행함에
있어 지역만의 특수성을 더욱 부각할 수 있는 제반 요소를 마련하는 것이 실제로 기초 연구에서도
강조되는 것처럼 산업연계로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산업에로의 응용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역학 관련 기반 시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지역의 시설 자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측정과
평가를 시도했으며, 각 장의 내용을 토대로 울산학의 연구방향에 대해 1. 옴니버스 형태의 새로운
울산학 연구 구상 2. 융·복합 학문으로서의 울산학 연구 수행 3. 새로운 가치 창출과 문화 확산
주도 4. 포용성·개방성·접근성 강화 5. 울산학 아카이브 구축 6. 울산학 콘텐츠의 문화산업화를
제안한다.

울산학연구센터

지리적 여건으로 울산은 선사시대부터 멀고 가까운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있었다. 교류의 장이
되려면 중심지가 번성하고 선진의 생활이 영유되어야 가능하다. 이른 시기에 덧무늬토기 제작술과
포경술을 비롯한 선사문화가 축적된 울산 해안지역은 뭇 지역의 집단이 선진문화의 영역을 넘보며
교류를 실행했을 것이다.
반구동유적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울산항이 기실 신라 왕경의 관문구실을 하면서 대외교류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울산은 지리적 자연조건을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대외교류의 맥이 수천년 이어져 왔다. 인간이 정착하기 좋은 터전이라 이른 시기에
문화가 발달하고 멀고 가까운 집단과도 서로의 생활정보를 교환하며 문명을 일구어 왔다. 철장의
혜택으로 고대 동아시아 ‘아이언 로드’의 중심에 서면서 교류의 관문이 되기도 했다. 신라가
찬연한 문화를 피울 때는 울산항이 대외교류의 중심으로 문화를 흡입하는 출입구이기도 했다.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로 접어들면서 반구동일대가 왕경의 관문으로 항구시설이 설치되면서
울산항은 대외교류의 절정에 이르면서 성황을 이룬 것으로 유추된다. 그 흔적과 과업이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 오늘날 산업도시로서의 기반인
울산항의 항구시설이 우연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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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통해 울산의 변화를 보다

풍덩 빠져보자 울산 옛이야기

배은경(문화재센터장), 김성욱(문화재센터 부연구위원)

김선주(울산대학교)

과제유형 교양서
연구기간 2017. 8.~2017. 12.
발행사항 2017. 12.

과제유형 자체과제
연구기간 2017. 2.~2017. 11.
발행사항 2017. 12.

이 교양서는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7년 동안 조사한 유적들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십 권, 어쩌면 수백 권이 넘는 옛이야기를 읽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범서

되돌아보고, 그간 변화된 울산의 모습도 동시에 담아 문화재와 도시의 변화와 병행이라는 불가분의

선바위에 얽힌 옛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가지산을 성큼성큼 넘어 다녔다는 마고할매

관계를 한번 상기해보고자 발간하게 되었다. 문화재센터에서 조사한 대표유적 25개를 선별하였고

이야기는 알고 있나요? 혹은 사이좋게 의논한다는 의논암을 직접 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

각 유적별로 발굴조사 전의 모습과 발굴조사 후의 모습을 촬영하여 수록함으로써 도시의 변화를

이야기를 듣는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것 같아요. 여러분 책장에 꽂혀 있는 책 중에 이런

문화재와 함께 담았다. 25개의 개별 유적은 각 유적별 대표 유구와 유물을 선별하여 시대별,

이야기를 담은 책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거의 배우지 못했던 이야기일 거고요. 옛이야기는

성격별로 정리하고 요약하였다. 원고와 사진은 발간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당시 발굴조사를 진행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울산에서 전해오는 옛이야기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은 아버지,

조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고, 조사 당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수록하여

어머니가 어릴 적 들어왔던 이야기인 거죠. 알고 보면 울산에도 재미있는 옛이야기가 많이 전해

시간이 지났지만 생생한 현장감을 살리고자 하였다. 발굴조사 당시 사진과 함께 2017년 가을의

내려오고 있어요.

그곳은 어떤지를 드론으로 촬영하여 현재 사진을 실음으로써 변화된 도심과 개발의 흔적들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사진은 최대한 유적 조사 당시의 방향이나 위치와 동일하게 촬영하였다.
고고학에 대한 낯설음과 용어의 생소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고학 전문용어에 대한 사진과 상세
설명을 수록하여 독자들이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소개된 25개 유적 중 「울산 신화리유적」에서는 울산에도 구석기시대 사람이 살았다고 당당히

하지만 울산의 옛이야기를 읽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산의 옛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엮어
보았어요. 기초 어휘를 쓰기 위해 노력했고, 여러분의 상상력과 논리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지역별로 옛이야기를 분류해 두었으니 부모님과 함께 옛 이야기를 찾아 여행을
떠나도 좋을 듯해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이 울산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기를 기대할게요. 분명
더 멋진 울산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울산을 더 깊이, 많이 사랑하게 될 거예요.

말해주는 후기구석기유구와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었던 대규모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범서와 입암을 연결하는 도로 확장 중에 확인된 「울산 입암리유적」에서도 구석기층과 신석기층이
확인되었다. 울산에도 구석기시대 문화층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연이어 확인하면서 역사적으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큼이나 큰 사건이 되었다. 중구 혁신도시 조성부지에서 조사된 「
울산 서동유적」은 울산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대규모 문화재 조사 중 하나이다. 엄청나게
많은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저수지 제방유적이 확인되었고 수백기의
분묘유적도 조사되었다. 이 대규모 유적은 고대인들의 생활을 실사처럼 보여주는 희귀한 자료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유적을 보존하여 전시관을 짓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 울산항의 위상을 보여주는 「울산 반구동유적」은 고대유적의 위용을 보여주는
잊을 수 없는 성과이자 지켜내지 못했음에 못내 아쉬운 유적 중의 하나이며,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언양읍성」, 「경상좌도병영성」, 「개운포성」은 조선시대 울산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였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자료이다. 아름다운 태화강과 고즈넉이 어우러져 울산의 풍류란
이런 것이지 라고 말하듯 자리를 잡은 태화루의 복원. 그 초석을 매장문화재 조사로 확보하였기에 「
울산 태화루부지유적」 발굴조사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다.

찰랑찰랑 중구
용을 위해 태화사를 지은 자장율사/성종대왕과 태화강
물고기/정절 지킨 울산기생 자란/깃발 날아온 병영성
산들산들 남구
삼산 소금장수/경순왕이 한탄한 삼호/하룻밤 사이에 부자
되는 고사동 흥성구만/왕이 나올 왕생이들/울산 사람을
살리는 돋질산 띠고동/개운포 안개에 갇힌 헌강왕과
망해사
넘실넘실 동구
인도와 인연이 닿은 동축사/팥죽 얻어먹은 동축사
문수보살/삼밭골/댕바위
구비구비 북구
이의립과 달천광산/효문동 효자 송도/농소면 과부고개/
유리 윤웅바위 앞에 선 어민들의 처절한 외침/고래 속에
들어갔다 살아와 부자 된 청년

옹기종기 울주군
두근두근 상북면
물 나온 가지산 쌀바위/소도둑 감동시킨 배내골 심종태/
마고할매가 두고 간 독뫼산/간창 마을 열녀 정씨부인과
호랑이/군포 낸 천전리 석불/이름 바꿔 불을 막은 지내리
흥미진진 언양면
신라왕의 위로를 받은 화장산 오누이/고향을 떠나야
성공하는 송대리 능골/요도에서 위안을 찾은 정몽주/
천하장사 고하 김장군/꿀다리
구구절절 범서읍
스님과 처녀를 깔고 앉은 선바위/날개달린 작동의
아기장수/배리 끝의 무정한 오라비/경솔한 경순왕을 혼낸
문수보살
신통방통 온양, 온산읍
욕심 부려 망한 발리 부자/용왕이 인어공주를 위해 만든
동백도/의논암/스님에게 벌 받은 심술궂은 부자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고 과거의 흔적은 유물로, 사진으로, 자료로, 기억으로만 남았다.
여흘여흘 두동면
아내에게 절하는 활천의 박효자/광대굿 보다가 망한
천전리 장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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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로 그려낸 기억 속의 울산

Ⅳ

원영미(울산대학교), 이경희
과제유형 구술자료
연구기간 2017. 2.~2017. 1.1
발행사항 2017. 12.

울산은 1962년 공업단지로 지정되고, 시로 승격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은 도시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직접 목격한 울산 사람들은 그 변화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개인의 기억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므로, 실제의 모습과는 다르게 기억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주관적 기억은 그들의

운영센터

실제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구술된 기억은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오래된
과거의 모습과 그에 대한 기억을 자료화하는 작업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술로 그려 낸 기억 속의 울산을 재구성하기 위해 ‘울산인의 눈에 비친 울산의 변화상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인생의 대부분을 울산에서 생활하신 10명을

도시정보센터

만나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기억 중 일부를 가려내어 ‘구술로 그려 낸 기억 속의 울산’
을 엮었다. 구술자들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전달하기 위해 그들의 말 그대로 옮기려 노력하였다.
공업도시가 되기 전의 울산 모습과 이후 변화가 어떻게 기억되는지를 알기 위한 질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삶의 이력을 파악하기 위해 고향과 어린 시절의 경험, 가족 관계,
학창시절, 초기 사회생활 경험, 참여한 사회·경제적 활 등을 질문하였다. 울산에 대한 기억으로는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의 모습(동네의 규모와 모습, 주택의 형태, 이웃과의 교류 관계, 공동체 행사
등), 학창시절의 경험, 주로 생활했던 장소와 그곳에서의 생활 경험, 주로 생활하였던 주거지 주변의
모습과 변화, 울산의 핵심적인 장소에 대한 생각 등을 들었다.

구술로 그려지는 옛 울산의 모습들
장면 하나, 태화강과 돋질산 / 장면 둘, 미포만 / 장면 셋, 마채염전 / 장면 넷, 약물탕
장면 다섯, 그림으로 그려진 고향 마을 / 장면 여섯, 문화공간 ‘다방’

구술 대상자와 기억의 핵심 장소
김규형(중구 성남동·옥교동), 김춘숙(중구 성남동·우정동), 김팔용(남구 신정동),
김홍명(중구 병영), 노용택(울주군 온산, 중구), 류활렬(북구 호계), 서진길(중구 다운동),
양명학(남구 상개동), 정병태(중구 성남동·우정동, 남구 산업단지) 한석근(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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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 목적

나. 설문조사 수행
· ‘17년 설문조사 수행 건수는 총 7건, 조사부수는 총 2,897부
· ‘17년 설문조사 수행 현황

가. 연구 성과물 자료 DB 구축
· 연구 성과물 수집 및 정리
· 연구 성과물 파일 등록
나. 설문 조사 및 설문 자료 DB 구축
· 설문 자료 관리 방안 수립
· 설문 자료 수집 및 정리
· 설문 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다. 인포그래픽스 발간
· 연구 결과와 설문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포그래픽스 발간
· 시민이 흥미로운 주제를 알기 쉽게 도식화하여 작성·배포

순

과제 유형

연구 책임자

설문조사명

1

수탁

이주영

울산체육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사

2

기본

윤영배

안전문화운동 인식관련 시민 설문조사

3

협약

유영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관한 관광객 의견 설문조사

4

현안

유영준

울산 방문의 해 실태 설문조사

5

수탁

권태목

안전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6

수탁

마영일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여론 설문조사

7

수탁

정현욱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다. 연구 성과물 DB 구축

라. 지역 유관기관 정책 데이터 허브 구축

· ‘01년부터 ’17년까지 1,132건 연구 성과물 기본 데이터 입력 완료
· 보고서 파일 등록은 766건, 미등록은 366건(미등록 파일 366건에 대해서는 ‘18년 계속 작업 예정)

· 지역 유관기관 정책 자료 현황 및 자료 관리 체계 조사
· 지역 유관기관 자료실 담당자 협의체 구성
· 지역 유관기관 정책 자료 데이터 공유 방안 설계

2. ‘17년 추진 실적
가. 설문조사원 인력풀 구성 및 운영
· 공개 모집을 통해 56명의 설문조사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
· ‘17년 설문조사 시 인력풀에서 26명의 설문조사원 활용
· 설문조사원 인력풀 구성 현황
구
성별

연령

거주지

분

인원(명)

비율(%)

남

4

7.1

여

52

92.9

20대

4

7.1

30대

9

16.1

40대

32

57.1

50대

11

19.6

중구

14

25.0

동구

7

12.5

남구

20

35.7

북구

10

17.9

울주군

5

8.9

Ⅳ
운
영
센
터
ㅡ
도
시
정
보
센
터

2017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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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과

제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9

울산 브랜드 슬로건 활용 확산 전략 수립

김상우

‘17. 2. 2.~10. 31.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10

동해안 기후변화 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윤영배

‘17. 2. 20.~9. 30.

1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모델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분석 연구

박재영

‘17. 1. 1~8. 31.

11

울산 토지정보 비전 2030 추진전략 연구

정현욱

‘17. 1. 26.~8. 31.

2

울산 도심 데이터 수집 및 공유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김상락

‘17. 1. 1~8. 31.

12

울산지역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김혜경

‘17. 3. 15.~10. 31.

3

울산광역시 공무원 인재 양성 계획 수립

이재호

‘17. 1. 1~8. 31.

4

울산형 인본중심 안전문화활동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

윤영배

‘17. 1. 1~8. 31.

5

울산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이경우

‘17. 1. 1~8. 31.

6

IP통계를 활용한 지역산업 분석 방안 연구

김혜경

‘17. 1. 1~8. 31.

7

물이용부담금 공업용수 확대 적용

윤영배

‘17. 1. 1~8. 31.

8

울산 항만활동(선박 등) 대기 배출원 관리방안 연구

마영일

‘17. 1. 1~8. 31.

연번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9

울산광역시 폐기물 소각시설의 처리효율 개선방안

김희종

‘17. 1. 1~8. 31.

1

동해-1가스전 천연가스 시추 관련 외부불경제 효과 정량화

이경우

‘17. 3. 8.~4. 30.

10

울산시 원인별 저출산정책 대응방안

이윤형

‘17. 1. 1~8. 31.

2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방안 연구

유영준

‘17. 4. 6.~5. 31.

11

울산 브랜드 축제 개발

김상우

‘17. 1. 1~8. 31.

3

온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조 설치 보완 연구

윤영배

‘17. 6. 1.~7. 31.

12

울산 방문의 해 실태조사를 통한 시장세분화 전략 연구

유영준

‘17. 1. 1~8. 31.

4

해안·내륙권 발전거점 지역계획 시범사업 수요조사

정현욱

‘17. 5. 31.~6. 30.

13

울산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지역 설정에 관한 연구

정현욱

‘17. 1. 1~8. 31.

5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

김희종

‘17. 6. 12.~7. 31.

14

노후불량저층주거지 정비방안 연구

이주영

‘17. 1. 1~8. 31.

6

UNISDR 롤모델도시 인증관련 기초자료 및 사례 조사

윤영배

‘17. 10. 23.~12. 8.

15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문화예술 활용방안 연구

권태목

‘17. 1. 1~8. 31.

7

2018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산정

이경우

‘17. 10. 10.~11. 3.

16

울산 건축자산 조사 및 자원화방안 연구

변일용

‘17. 1. 1~8. 31.

8

2017 울산 방문의 해 관광여건 및 성과 분석

유영준

‘17. 10. 16.~12. 31.

17

오토밸리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승길

‘17. 1. 1~8. 31.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과

제

명

이슈리포트 : 17건

기획과제 : 2건
연번

현안과제 : 8건

연번
과

제

명

연구책임자

과

제

명

연구기간

1

울산,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살기좋은도시’ 만들자

이윤형

1. 31.

울산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이경우

2. 2.
2. 13.

1

지역숙원사업발굴

이상현

‘17. 1. 1.~12. 31.

2

2

제4차 산업혁명과 울산의 대응 방향

김문연

‘17. 2. 9.~9. 30.

3

신기후체제 대응 위한 울산 ‘기후변화연구센터’ 설립 검토

윤영배

4

울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교통사고 증가세…교통정책 방향은

김승길

3. 2.

5

울산 지역방재대책 지진편 수립 필요성과 지향점

최준호

3. 14.

6

울산 구군별 인구변화 추이와 정책적 시사점

강영훈

3. 16.

7

온열질환 신고현황으로 본 울산 폭염취약계층과 향후 과제

김희종

3. 30.

정책과제 : 12건
연번

과

제

명

8

울산 ‘새 브랜드슬로건’ 개발… 방향성 및 고려사항은

이재호

4. 17.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9

젊은 층 주거안정성 확보…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

이주영

7. 6.

1

울산 공공부분 클라우드 적용방안

문충배

‘17. 1. 1.~8. 31.

10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울산의 대응 방향

황진호

11. 7.

2

오일허브 활성화… 석유트레이딩업체 및 트레이더 육성방안

강영훈

‘17. 1. 1.~8. 31.

11

울산 ‘빅데이터 분석사업’ 고도화를 위한 제언

박재영

11. 13.

3

지역 제조업 고용구조의 특성과 문제점

황진호

‘17. 1. 1.~8. 31.

12

문재인 정부 지역발전정책과 울산의 대응 방향

정현욱

11. 24.

4

울산 청년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정책방안 연구

김문연

‘17. 1. 1.~8. 31.

13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울산시 대응전략

김희종

12. 5.

5

도시경제기반형… 야음장생포 경제활성화 발전 방안

권태목

‘17. 1. 1.~8. 31.

14

울산, ‘블록체인’ 기술로 산업·공공분야 스마트화 촉진을

김상락

12. 20.

6

지역·산업 수요맞춤형 특성화 대학 연구

이은규

‘17. 2. 20.~8. 31.

15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과 울산의 과제

김혜경

12. 21.

7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활용방안 연구

김희종

‘17. 2. 20.~10. 31.

16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정책과 울산의 대응방안

강영훈

12. 22.

8

효율적 하수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체제 정비 방안

이재호

‘17. 2. 1.~9. 30.

17

울산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방향

변일용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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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과제 : 15건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번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1

울주 경관실록 학술용역

변일용

2015. 6. 15.~2017. 6. 12.

1

정부서비스산업 연계 울산전략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연구

이경우

2016. 12. 1.~2017. 2. 28.

2

울산교통비전 2030 수립 용역

변일용

2016. 2. 11.~2017. 6. 14.

2

울산 경제동향분석 사업

황진호

2017. 1. 1.~12. 31.

3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

김승길

2016. 3. 9.~2017. 9. 3.

3

"2017년 해외 유명대학 연계 교류사업" 하버드대학교 공동연구

김희종

2017. 1. 1.~8. 31.

4

2027 울산 북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강영훈

2016. 3. 24.~2017. 4. 24.

4

울산경제교육지원사업

김문연

2017. 1. 1.~12. 31.

5

울산미포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용역

이주영

2016. 2. 25.~2017. 11. 30.

5

2017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및 직무보수 교육

유영준

2017. 1. 11.~12. 29.

6

중구 2035 비전 전략 수립 연구

강영훈

2016. 3. 29.~2017. 1. 27.

6

울산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김성식

2017. 2. 28.~12. 31.

7

국도31호선 해안경관 개선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변일용

2016. 3. 21.~2017. 1. 22.

7

수도권 규제완화 가속화에 대응한 영남권 공동 산업정책
대응방안

박재영

2017. 3. 14.~9. 30.

8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용역

권태목

2016. 4. 26.~2017. 2. 17.

8

빅데이터 기반 사회 안전취약지역 및 지역관광 분석

박재영

2017. 3. 17.~10. 31.

9

동해남부권 상생발전 전략 연구

정현욱

2016. 8. 10.~2017. 6. 6.

9

울산 녹색환경산업 현황 및 육성방안

김희종

2017. 4. 24.~12. 31.

10

울산시사 단행본 학술용역

이재호

2016. 8. 10.~2017. 7. 6.

10

출범 20주년 기념 울산북구 미래비전 포럼

강영훈

2017. 7. 7.~8. 4.

11

원연암 새뜰마을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이주영

2016. 8.10.~2017. 8. 11.

11

청년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유영준

2017. 7. 24.~11. 17.

12

R&D Complex City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이주영

2016. 8.10.~2017. 8. 10.

12

동해안발전포럼

이은규

2017. 8. 1.~11. 10.

13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 타당성검토 용역

정현욱

2016. 9. 21.~2017. 4. 24.

13

중고등학교경제발표대회

김문연

2017. 9. 1.~12. 31.

14

조선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 및 연구원 유치전략 수립

황진호

2016. 10. 17.~2017. 5. 19.

14

문화관광해설 서비스 질 제고 위한 발표회 개최 및 자료집 발간

유영준

2017. 10. 20.~12. 22.

15

2016년 울산과학대학교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황진호

2016. 10. 21.~2017. 2. 17.

15

2017년 문화관광해설사 국내외 현장연수교육

유영준

2017. 10. 16.~12. 26.

16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 기본계획

최준호

2016. 10. 1.~2017. 1. 31.

17

2016년 울산과학대학교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만족도 조사
분석

황진호

2016. 12. 21.~2017. 2. 17.

18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김상우

2017. 2. 3.~6. 6.

19

울산체육공원 토지이용의 효율적 활용방안 용역

이주영

2017.2. 8.~12. 7.

20

울산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윤영배

2017.3. 14.~12. 11.

21

낙동강 수계 밀양A,B 단위유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16년 이행평가

김희종

2017. 3. 8.~12. 13.

22

울산 자원봉사활동 실태와 활성화전략 연구

이윤형

2017. 4. 3.~10. 3.

23

울산광역시 남구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윤형

2017. 4. 5.~10. 4.

24

울주군 행정수요 설문조사 용역

변일용

2017. 3. 28.~7. 2.

25

울주군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재호

2017. 4. 14.~11. 10.

26

해오름동맹 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유영준

2017. 5. 30.~11. 29.

27

온라인군정 빅데이터 분석 용역

박재영

2017. 6. 14.~8. 18.

28

관광콘텐츠 개발 용역

유영준

2017. 10. 16.~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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