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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싱크탱크
울산발전연구원이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2019년 한 해 성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지난해 우리 연구원은 우려가 깊어지는 지역의 상황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피우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방안 마련에 매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민선7기 울산시의 시정목표에 부합하는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또한 연구원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직원이 체감하는
행복직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이처럼 우리 연구원이 지난해에 수행한 연구의 결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용도시 울산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포함한 2건의 기획과제와
‘테마형 스마트 특화단지 조성방안’ 등 20건의 기본과제, 6건의 정책과제, 21건의 이슈
리포트를 들 수 있으며, 제시된 연구결과가 시민과 행정기관, 학계, 기업 등에 유익한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서를 보시고 연구원을 향한 제안 및 조언이 있으시면 연구원 홈페이지의
게시판과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싱크탱크’ 울산발전연구원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울산의 발전에 앞장서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0년 3월

울산발전연구원장 임 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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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 기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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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 ｜ 울산열린시민대학 시범운영기관 지정(울산광역시)
2019.08 ｜ 8대 원장 임진혁 박사 취임
2019.07 ｜ 울산공공투자센터,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기획재정부)

비전

2018.12 ｜ 부서 체제 개편(4실 1국 2센터 : 전략기획실, 경제사회연구실, 환경안전연구실, 도시공간연구실, 행정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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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공공투자센터, 문화재센터)

2018.01 ｜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기획재정부)
2017.11 ｜ 7대 원장 오정택 박사 취임

Ulsan Development Institute Vision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싱크탱크"

2017.04 ｜ 연구원 신청사 이전완료 및 개청(남구 삼산중로 6)
2017.01 ｜ 도시정보센터 설치
2016.09 ｜ 연구원 독립신청사 건물 매입
2016.06 ｜ 환경교육센터 설치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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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窓(창)

民(민)

2014.09 ｜ 6대 원장 황시영 박사 취임

미래를 보는 지혜의 窓으로
열린 연구를 지향합니다.

市民을 위한, 市民을 향한
연구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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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通(통)

場(장)

疏通과 교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연구를 실현합니다.

발로 뛰는 現場 중심의 연구를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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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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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화재의 발굴·보전·유지관리 및 역사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방안에 관한 연구
6.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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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 ｜ 한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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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현황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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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현황 (2019.12.31. 현재)

Ⅰ. Introduction

:: 조직도

원 장
●

이사회
(이사장)

●

●

●

●

●

원장
│주요경력│
미국 뉴올리언즈대학교 경영학 교수
미국 새크릿하트대학교 경영학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경영학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
●

●

임진혁

연구자문위원회

●

●

●

행정사무국
전략기획실
실장

전략기획실

경제사회
연구실

환경안전
연구실

도시공간
연구실

울산공공
투자센터

●

문화재센터

사무직 4급 박종대
●

●

위탁운영

울산열린시민대학

부설센터

울산학연구센터

●

지정기관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사업계획 수립, 직원근무평정,
대외협력

사무직 9급 윤소영
●

●

연구위원 이은규

도시정보센터

연구과제 평가, 학술행사,
자료실 관리

사무원 김영수
●

연구원 홍보, 에디터

부산대 경제학박사
(전략기획실 총괄)

사무직 6급 정지은
●

연구과제 관리, 경영평가,
연구심의위원회 운영

사무원 강정미
●

서무, 기획업무지원

기본현황

│학력│
울산 병영초등학교 졸업
울산제일중학교 졸업
부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하와이주립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국 네브라스카주립대학원 경영정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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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구위원 박소희
●

인제대 의공학박사
(바이오메디컬)

전문위원 유영준
●

한양대 관광학박사
(관광)

울산학연구센터(전략기획실)

●

연구원 이경희

경상대 임학과
(울산학 연구 및 홍보)

●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박사 수료
(한국사, 기록관리)

전문위원 김상락
●

울산대 공학박사
(디지털전략)

전문위원 김종욱
●

부경대 국제지역학 박사
(지역투자유치정책)

전문위원 정원조
●

(일) 니혼대 공학박사
(해양정책)

전문위원 류예린
●

부산대 경영학박사
(울산경제동향)

경제사회연구실
실장

연구위원 이경우
●

선임연구위원 강영훈
●

부산대 경제학박사
(경제통합, 국제금융)

선임연구위원 이재호
●

●

경북대 행정학박사
(계량행정, 정책분석)

부산대 사회학박사
(문화, 예술)

부연구위원 박재영
●

(미)조지아주립대 경제학박사
(재정학, 계량경제, 경제성 분석)

선임연구위원 김문연
●

부산대 경제학박사
(기술혁신, 산업)

연구위원 황진호
●

(독)파더본대 경제학박사
(산업경제)

●

경북대 경영학박사
(정보기술)

연구원 김효진
●

숙명여대 교육학석사
(도시정보센터)

연구원 손유리
●

울산대 행정학과
(빅데이터 분석사업)

연구원 김미경
●

울산대 경영학석사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연구원 이현아
●

울산대 경제학과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연구원 남화진
●

울산대 경제학과
(경제동향)

도시정보센터장

연구위원 김상우
●

전문위원 김근아

경북대 공학박사
(IT융합, R&D정책)

부연구위원 이윤형
●

대구대 사회복지학박사
(사회복지)

부연구위원 김혜경
●

경희대 경영학박사
(과학기술R&D, 지능형정보서비스)

연구원 김슬기
●

한동대학교 한국법학과
(연구개발)

연구원 배유린
●

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
(게놈산업)

연구원 김진서
●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울산열린시민대학)

연구원 김희재
●

울산대학교 경영학과
(울산열린시민대학)

기본현황

전문위원 김한태

Ⅰ.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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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정현욱
●

연구위원 이주영

계명대 도시공학박사
(도시계획, 성장관리, 인구정책)

●

부산대 공학박사 수료/기술사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택정책)

환경안전연구실

●

(일)홋카이도대 공학박사
(폐기물, 자원순환)

선임연구위원 이상현
●

고려대 공학박사
(상하수도정책, 하천환경 정책)

●

울산대 공학박사
(기후변화적응, 도시 안전)

●

건국대 공학박사
(대기환경, 기후변화)

●

광주과학기술원 공학박사
(환경분야)

한국해양대 공학박사
(교통· 물류계획)

●

울산대 공학박사
(에너지계획 및 관리, 온실가스관리)

●

(일) 교토공예섬유대 공학박사
(도시안전디자인센터)

●

연세대 공학석사
(물순환, 수질관리)

(일) 공학원대 공학박사
(건축, 경관, 디자인)

연구원 김소연

울산대 프로덕트디자인학과
(경관, 공공디자인, 업무보조)

●

연구원 유소영
●

(일)오사카대 공학박사
(도시계획, 도시재생)

전문위원 조영환

연구원 김선희

연구원 맹지성
●

부연구위원 권태목

전문위원 김민주

전문위원 김형우

전문위원 윤상준
●

●

부연구위원 마영일

부연구위원 윤영배
●

부연구위원 김승길

연구위원 김희종

울산대 제품·환경디자인학과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연구원 김정현

동아대 도시계획학과
(도시계획, GIS 분석, 업무보조)

●

울산대 제품·환경디자인학과
(도시재생, 디자인, 업무보조)

연구원 박유라
●

계명대학교 사학과
(환경분야)

행정사무국
행정사무국장 이선미
●

행정사무국 총괄

도시공간연구실
실장

선임연구위원 변일용
●

울산대 건축공학박사
(건축, 경관)

사무직 6급 황해상
●

인사, 예산

사무직 7급 임성훈
●

회계(일반), 감사

기본현황

실장

Ⅰ.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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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남기
●

●

사무원 설은아

회계(연구과제)

●

사무원 김충민
●

한국해양대 경제학박사
(공공투자)

●

부산대 경영학박사
(공공투자)

연구원 전지연

급여, 4대보험

●

기본현황

사무직 9급 허윤

전문위원 전승국

서울대 농경제학박사 수료
(공공투자)

사무원 김대근

청사 시설관리

●

원장수행, 자산·물품관리

문화재센터
사무원 오현선
●

김혜숙

원장 비서

●

청사 환경관리

이은희
●

센터장

청사 환경관리

연구위원 배은경
●

부연구위원 김성식
●

경주대 고고학박사 수료
(청동기시대 취락, 토기)

부연구위원 김성욱
●

(일)구마모토대 고고학박사
(선사시대 생업 및 문화연구)

동아대 고고학박사과정 수료
(문화재센터 총괄)

부연구위원 김광옥
●

영남대 고고학박사 수료
(조선시대 성곽)

부연구위원 강정미
●

부산대 고고학석사
(삼국시대 주거지 및 취락)

울산공공투자센터
센터장

●

부연구위원 조미정
●

서울대 공학박사
(공공투자)

부연구위원 한지아

연구위원 이은규
부산대 경제학박사
(지역경제·산업 일반, 금융)

부연구위원 지은초
●

중앙대 경제학박사
(공공투자)

●

충남대 고고학석사 수료
(삼국시대 토기)

부연구위원 김현주
●

부산대 기록학석사 수료
(조선시대 성곽기록 및 지방사)

Ⅰ. Introduction

:: 임직원 현황 (2019.12.31. 현재)

부연구위원 이정주
●

부산대 고고학석사 수료
(삼국시대 분묘유적)

연구원 원수진
●

울산대 사학과
(문화재센터 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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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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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 체결현황

●

경북과학대 고고학과
(청동기시대주거지)

연구원 박정환
●

부산대 고고학석사
(삼국·통일신라시대 유통)

연구원 송희정
●

경주대 문화재관리학석사 수료
(보존과학처리)

연구원 이선철
●

경주대 고고학석사 수료
(청동기시대주거지)

연구원 김형규
●

경주대 고고학석사 수료(고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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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8.

학술·연구 교류협력 협약

30

울산금연지원센터

2018. 8.

금연사업 업무협약

31

울산광역시,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과학대학교, 팀 솔루션, NX테크놀로지,
울산산학융합원

2019. 12.

울산열린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기본현황

연구원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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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I TOP NEWS

대외단체 가입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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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uary
언론이 본 연구원

연번

언론이 본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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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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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연구원

5

March

May

4

6

April

June

언론이 본 연구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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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연구원

9

July

September

8

10

August

October

언론이 본 연구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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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연구원

11
November

Ⅱ
연구실적

기본과제
12
December

정책반영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와
연구원이 상호협의하여
선정·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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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 임진왜란 전후로 소실된 태화루는 400여년 만에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2014년 4월 중창되었음
- 이후 울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 명성에 맞는 관광명소로는 미흡하여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 태화루의 랜드마크 기능을 강화하며,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김상락
■ 과제번호 기본 19-02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103p)

- 테마형 스마트 특화단지는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지역 수요에 최적화된 상용화 단계의 스마트시티*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혁신공간”을 의미(국토교통부)
* 스마트시티 : 도시에 IoT·빅데이터·AI 등 ICT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

- 울산의 기성시가지를 테마형 스마트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산업혁신의 기반으로 삼고, 또한 이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과
재능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지역 수요에 최적화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발굴하여 테마형 스마트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태화루의 가치
- 타지 사례 분석
- 태화루 방문객 의견조사 : 행태조사 및 설문조사

- 스마트시티 국내외 사례 및 정책 동향

-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인지도 조사

- ‘18년, ’19년 테마형 스마트 특화단지 선정 지자체 현황 조사

- 태화루 관광 활성화 방안

- 울산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및 주민 의견 조사
- 울산시 테마형 스마트 특화단지 대상지 선정 및 조성 방안

- 관광목적지로서의 태화루를 적극 홍보해야 하며,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전통문화 위주에서 재즈 공연과 같은 트렌디한 프로
그램도 추가되어야 함
- 접근성 향상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되어야 함
- 태화강 국가정원 순환버스 운행
- 고려 성종이 방문했던 기록을 활용한 이벤트 개발
- 태화루 일부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
- 태화루 연계 관광코스 개발

- 차년도 우선 실행 가능 방안 : 태화루 작은 도서관 운영, 태화루 상설 프로그램에 재즈 공연이나 영화 상영 프로그램 반영
- 중기 방안 : 태화강 국가정원 방문 시 태화루에 반드시 방문할 수 있도록 연계 관광 프로그램과 이벤트 개최
- 장기 방안 : 태화강 국가정원 순환버스

- 대상지역은 화학공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매년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 사고의 발생의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대책 마련 필요
- 또한 매년 공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및 악취공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재난 및 환경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울산 재난안전·환경 스마트시티 벨트 5개 권역을 지정하고 시범적으로 2개 권역에
대해 테마형 스마트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화학공장 인근지역인 테크노산단, 수암동, 대현동, 야음장생포동, 선암동 등을 대상지역에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센싱 플랫폼 구축, 재난안전·환경 정보 제공용 사이니지 구축 등 8개 세부과제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함

- 지역 맞춤형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 2020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공모 신청 시 활용

기본과제

■ 과제번호 기본 19-01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121p)

테마형 스마트 특화단지 조성방안 연구

Ⅱ. 연구실적

태화루 랜드마크 기능 강화 및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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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 「공공기록물 관리기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
- 울산광역시 전체 보존가치가 높은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울산광역시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
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과 정확한 보존 수량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기록물 수용을 위한 (가칭)울산기록원의 규모와 인력 등 산출

정현욱
■ 과제번호 기본 19-04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125p)

- 울산의 인구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특별인구추계(2017)에 따르면 울산인구는 2047년 96
만명으로 100만명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 압축도시의 필요성이 제기
- 인구감소에 따라 최근 도시계획수립지침도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효율적 성장을 추구하는 압축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
제시
-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도시공간구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압축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

- 울산광역시의 누적기록물의 양에 대한 실태 파악(시·자치구(군))과 과학적 방법을 통한 기록물보존대상에 대한 수량 예측
(향후 5년 + 연장 5년, 총 10년 추계)

- 압축도시 개념 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기록물 추계를 바탕으로 한 울산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 규모 도출

- 압축도시의 적용사례 검토 (일본 사례 검토)

-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조직 및 인력 구성

- 울산광역시 도시공간진단(중심지 분석 및 도시성장형태 파악)

- 향후 검토사항 및 운영 방안

- 울산광역시 압축도시 구축을 위한 방향과 전략 제시

- 시청, 중·남·동·북구 및 울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이기록물(문서, 카드, 도면, 간행물), 비전자기록물(대장, 메모, 보고 등),
디지털 시청각 기록물(사진, 오디오, 비디오, 전자기록매체), 비전자 시청각 기록물(사진앨범, 인화사진, 슬라이드, 필름 등),
행정박물(관인류, 견본류, 상징물, 기념물, 상장·상패류, 사무집기류 등)에 대하여 2018년까지 보존과 전자기록물의 이관
대상을 바탕으로 실측조사

- 지난 5개년 동안 울산도시공간구조는 기존 도시공간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밀도가 높은 지역은
기존 도심권과 일부 동구지역으로 나타남

- 현재 종이 등 기록물은 468,917권, 디지털 시청각 기록물 21,599개, 비전자 시청각 기록물 35,681개, 행정박물 8,105점
등으로 나타나며 이를 토대로 2028년까지 누적되는 공공기록물 생산량은 종이기록물 615,874권, 디지털 시청각기록물
24,817권(환산값), 행정박물 20,396권(환산값) 등으로 696,948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기관 필요
- 단기로는 연간생산량 기준 13.8명 정도로 인력을 구상, 장기 34명 정도의 인력 소요가 예상되며 조직은 1부 5과로 구성하는
안 제시

- 압축도시 구축 방향은 기능이 집중된 도심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도시외곽 농촌지역의 입지효율화가 요구. 세부 전략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음
●

●

●

●

- (가칭) 울산기록원 설립 시 기준이 되는 보존기록물 60만 권 ~ 70만 권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건축 연면적과 업무 공간을 확보하여
소요예산을 추정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 (민간기록물 수집과 보존, 연구기능을 포함할 경우 200만 권까지도 고려)
- 장기전략 플랜으로 라키비움 형태로 건립할 경우도 고려하여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설립하는데 참조할 필요가 있음

2도심 체제의 도시공간구조 구축 통한 도시 적정규모화 모색 필요. 부도심 육성보다는 지역 중심(거점)별 특성화 및 복합화 추진
철도망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철도(망) 연선 중심의 도시개발을 추진. 주요 도시성장축 및 연결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GB)을 조정하고, 장래에는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성장경계선(Urban Growth Boundary) 도입 필요
비시가화지역 난개발을 방지 위해 기존 시가지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집단화(성장관리방안) 도입과 포용도시 차원에서 농촌
지역 특정거점을 중심으로 기능 집적과 네트워크 구축 필요
압축도시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격자별 공간단위 구축 요구

- 2040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및 다양한 공간계획 수립 시 본 연구의 연구결과 참고

기본과제

■ 과제번호 기본 19-03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107p)

Ⅱ. 연구실적

울산광역시 압축도시(Compact city) 구축을 위한
방향과 전략 연구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및 운영 계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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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현실(MR) 기반 지하매설관리 활성화 연구

이윤형

박재영
■ 과제번호 기본 19-06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95p)

- 울산시의 2017년 현재 고령화율은 9.6%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증가폭이 커서 2029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인 초고령도시에 진입함

- 울산의 공간정보시스템의 역할, 서비스 제공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실무자와 사용자간의 최적의 환경을 매핑시켜 혼합현실 기술로
서비스가 가능한 범위를 모색

- 고령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사회에 따른 다방면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건물과 도로, 주택
등의 물리적 개념부터 세대 간 서로가 존중받을 수 있는 방안, 고령인구를 사회에 참여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새로운 문화
창출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도시정주환경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울산에 시스템 개발에 따른 기술적 실효성 및 활용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

- 국내외 혼합현실 기술 사례 및 현황 조사
●

- 울산시 고령사회현황분석
- 국내 중앙 및 지방의 고령사회정책 현황
- 울산시 부문별 고령정책 이슈와 과제제시
- 울산시 부문별 실행계획 및 제언(공간적 환경, 건강한 노후, 여가 및 문화, 존중과 통합, 고령인적자원 활용 등)

민간/정책/산업분야별 국내외 혼합현실 기술 및 서비스 조사

- 울산시 혼합현실(MR) 기반 구축 방안
●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현황, 기술적 연계 가능성, 제도적 기술 보완 방안

- 가능성 검토 및 제언
●

사업별 방향, 비용, 활용 방안(사업구상) 및 고도화 방안

- 체계적인 지하매설관리 방안 제시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3개 목표 9개 전략 34개 세부사업을 제시함
- 가이드라인을 토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1차 실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먼저 WHO의 8대 가이드를 충실히 반영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는 전연령대를 포괄한 계획이 되어야 함
- 정부와 울산광역시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의 노인정책을 연계하는 계획이 되어야 하며 도시의 많은 분야를 포괄하는 이유로
울산광역시의 전 부서가 협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본 실행계획에서는 노인이 직접 참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하고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전 시민들의 인식공유와 현장과 전문가
등 다양한 복지주체들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이 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울산광역시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며 먼저 1단계(2020년
~2022년)에서는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단계로 1차 실행계획과 함께 전략 및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가 되어야 함

●

(목표) 새로운 기술 기반으로 정확한 시스템 개발, 실시간 공간 제약없이 데이터 제공, 누락된 데이터 병행 갱신 보완책 마련

●

(전략) MR기반 지하매설물 실시간 통합 관리 System 구축

●

(세부사업) 혼합현실기반 지하매설 관리시스템 개발, GNSS기반 지하매설 조사시스템 개발, 혼합현실기반 토지정보 관리 시스템

- (혼합현실 기술 도입) 기존 종이도면을 대체하는 동시에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혼합현실 기반 기술 활용 => 서비스 제안
- (불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 울산내에 산재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 확보 => 서비스 기술적
보완책 제안
- (재원 등 부담 최소화) 신기술기반 구축과 정책 활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사업 활용 방안 모색 => 국가사업
활용 방안 제시
- (단계적 추진체계) 혼합현실 시스템을 세분화하여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통합관리체계 마련 => 단위사업별
구축 추진체계 제시

- 본 실행계획을 토대로 내년도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함

- (확산사업 마련) 공간정보 데이터 활용함에 따른 연계 서비스 발굴 => 연계사업 제시

-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도시·사회전반적인 인식조성과 고령사회준비의 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 고령친화산업으로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제고와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됨
- (국가사업 시범사업 활용) 2020년 S/W융합기술고도화 사업(2단계) 시범사업 테스트베드 활용한 예산, 시간 등 절감
- (5년간 단계별 추진 체계 마련)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세부사업별 추진 일정, 예산 확보
- (2020년 하반기 적용) 시스템 구축, 보완시 바로 반영하여 공사 현장에서 실시간 사용하도록 하고, 미확보된 데이터 수급에
대한 기능 추가하여 공간정보 최신성 확보

기본과제

■ 과제번호 기본 19-05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1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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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를 통한 태양광 보급 확대방안 연구

마영일

- 유해대기오염물질(HAPs)는 일반 대기오염물질에 비해 건강 위해성이 매우 높음
- 울산광역시에는 HAPs 다배출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HPAs로 인한 위해성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성 증가
-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며, 존재하는 자료마저 신뢰도가 매우 낮아 이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됨
- 본 연구는 HAPs 관리의 기초자료인 배출자료를 산정하는데 있고, 향후 신뢰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김형우
■ 과제번호 기본 19-08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193p)

- 울산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목표를 담은 ‘친환경 에너지 허브도시 울산’ 비전을 선포하였으며, 민선7기 공약에 ‘스마트 재생
에너지 메카건설(에너지자립도시)’ 제시
- 울산시는 ‘친환경 에너지 허브도시 울산’ 비전 선포 시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5년간(‘18년~‘22년) 태양광발전
217㎿를 보급하는 목표 제시
- 태양광 중심 보급을 위한 부지확보에 주민반발로 주민수용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목표달성을 위해 시민참여가 필수적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동향 검토
- HAPs 위해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고찰

- 국내 및 울산시의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조사

- 기존 HAPs 배출정보 분석, 한계 파악 및 극복방안 고찰

- 국내외 시민참여를 통한 태양광 보급 사례 조사

- HAPs 배출량 산정방법론 조사·분석

- 울산지역 시민참여를 통한 태양광 보급 확대방안 모색

- 울산광역시 점·선·면오염원 HAPs 배출량 산정 및 분석

-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형 사업 추진
- HAPs 배출정보에 활용한 PRTR자료는 정보의 한계가 있어 배출원별 배출오염물질 구성성분비 자료를 활용한 배출목록
작성과 이에 근거를 둔 배출원 관리 필요
- 상기 방법론의 신뢰도는 배출원별 구성성분비와 배출량의 신뢰도에 따라 좌우되므로 배출량이 높고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석유화학산업 관련 배출원들에 대한 연구사업의 진행이 필요
- 효과적인 배출원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의 배출원별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담긴 배출목록의 구축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 업그레이드가 필요

●

●

●

- HAPs 배출원 관리·감독의 기초자료로 활용
- 효율적 정책 수립·이행을 위한 HAPs 배출정보 조사연구사업 우선순위 결정 기초자료로 활용

커뮤니티 펀드형 방식 : 온라인 플랫폼의 커뮤니티펀드 가입을 통한 시민참여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대규모 발전시설 보급사업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발전시설 보급사업 추진에 적용 가능한 방안
협동조합형 방식 : 지역민으로 구성된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조합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

-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형 사업 추진
●

- 울산광역시 주요 HAPs 배출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공모펀드형 방식 : 금융사의 공모펀드 가입을 통한 시민참여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발전시설 보급사업
추진에 적용 가능한 방안

협동조합을 통한 발전시설의 정기적·지속적 관리로 소유주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발전효율을 유지함으로써 태양광 보급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

-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관리 연계형 사업
●

상기 제시한 보급사업과 유지관리사업의 연계형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과 유지관리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

- 복지형 사업
●

발전시설 운영에 의해 발생되는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교육 및 홍보 등에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방식

- 민선7기 공약인 ‘스마트 재생에너지 메카건설’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태양광 보급사업 예산확보 및 시민참여형 태양광 보급사업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

기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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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유형별 활성화 방안 및 자립을 위한 연구

권태목

-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사업참여는 필수적인 요수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공간운영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음
- 따라서 막대한 공적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커뮤니티 공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공동체 사업 등 다양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사례들을 참고하여 커뮤니티센터의 유형별로 프로
그램운영 특성을 파악하여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자 함

이경우
■ 과제번호 기본 19-10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179p)

- 유통환경 및 소비 트랜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 미비와 상인의 자생력 노력 부족
- 정부 지원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로드맵과 상인조직 자생력 확보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인연합회 자립을 위한 전통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 제시

- 5개구군 1개씩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도출함
- 각 전통시장별 관련 사업추진 내용 및 주요시설 확보현황, 운영현황, 방문객 현황, 주요품목 및 특산품 등을 제시
- 상기 상세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각 전통시장의 상황에 맞게 매칭하고 정책을 제언

- 젊음의 거리(중구)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 2~3층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 유도/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마케팅 지원/공공와이파이 강화 및 모바일 충전소 설치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종합컨설팅 계획수립/상점 BGM 음원 저 작권관련 상인 인식제고 교육 및 컨설팅
상권 활성화 사업 : 보이는 라디오 및 디제잉 운영/상시 이벤트 기획을 위한 청년기획단 운영/전선 지중화 등의 환경개선 사업/청년상인 육성
및 창업 인큐베이팅센터 운영/상권브랜드 사업/칼라조닝 사업
- 신정시장(남구)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청년몰 구축 운영을 위한 협의도출, 기초계획 및 특화 전략 수립/노후전선 정비 실행을 위한 상가협의 진행/
신정시장 야간 활성화 및 청년유입방안 연구 및 세부프로그램 기획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청년몰 구축을 위한 구체화 계획수립 및 청년몰 입주 수요조사 실행/시장 내 공유공간 발굴 및 수요조사를
통한 고객 편의시설, 공동시설 수립 전략 수립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 사업 : 신정시장 야간 활성화를 위한 청년결합프로그램 운영
시설현대화 사업 : 공유공간 발굴 및 조성을 통한 신정시장 내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
청년몰 활성화·확장지원사업 : 청년몰 구축을 위한 주식회사 신정시장 리모델링 실행/청년상인 입주 및 운영지원/ 청년과 기존 상인이 결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 동울산종합시장(동구)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공간조성 및 운영 컨설팅/시장 내 시간대별 차량통제 시스템을 위한 실태조사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지역대학과(사회복지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연계한 커뮤니티 케어 조직구성 및 운영/ 시장 내 차량
통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 사업 : 지역대학과 연계한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 운영(어르신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식사배달, 차량이용 이동
서비스(병원 모심택시))
시설현대화 사업 : 시장 내 차도좁힘형 도로조성/햇빛 가림막용 천막설치/화장실 좌변식 개선/오토바이 전용 주차장 확보
- 호계공설시장(북구)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M.I(Market Identity)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호계역사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M.I(Market Identity) 개발/호계역사 부지와 연계한 시장 공간 확대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 사업 : 대표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호계역사 가족단위 참여의 플리마켓 운영
- 남창옹기종기시장(울주)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사업 : 5일장의 휴일의 공간 활용을 위한 전략수립/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상인 인식교육 계획수립
특성화 첫걸음시장(기반조성) 사업 : VMD 교육 및 표준화 실행/상인 위생청결교육 실행/정보전달 가이드라인 구축 및 교육실행/조직 강화를
통한 시설관리 방안 구축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 사업 : 특색 있는 먹거리 및 볼거리 개발/5일장 유휴기간 활용을 통한 문화프로그램 개발/공연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 시설현대화 사업 : 화장실 리모델링 및 진입로 개선/배수시설 구축/역사관 리모델링
●

- 커뮤니티공간의 이론적 고찰
- 커뮤니티공간의 운영현황 및 특성
- 커뮤니티공간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 과업의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

●

●

●

- 커뮤니티 공간 조성 결정을 위한 주민협의 과정 필수화

●
●

●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사업의 결정여부만이 아니라 커뮤니티공간 조성을 주제로 한 워크숍과 공간활용에 대한 주민협의과정 필수화

-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전제로 한 내부 기능 구성을 다양화
●

지속적으로 주민공동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시설과의 혼합화 필요

●
●

- 도시재생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기능다양화 검증 필요
- 주민역량강화에 대한 노하우 공유 필요
●

주민역량강화에 대하여 지역간 노하우 공유 필요

●

도시재생담당 공무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들간의 정책공유회 및 정보교류 워크숍 필요

●

●

●
●
●

-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 심의시 심의기준으로 반영

●
●

●

- 정부 전통시장활성화 국비지원사업 발굴에 활용

기본과제

■ 과제번호 기본 19-09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7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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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생물다양성 센터 기능 확대 방안 연구

김상우

이상현
■ 과제번호 기본 19-12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65p)

- 울산광역시는 날로 힘들어지는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조례’(조례 제1888호,
2018.11.08.)를 제정하였음

- 2018년 5월 울산생물다양성센터 개소 후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위탁운영중

-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서점에 대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서점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2022년 개원을 목적으로 계획 중인 울산생물자원관과 기능 중복 및 특화된 사업에 관한 기초 연구가 요구됨

- 지역서점의 정의, 중요성
- 지역서점 현황 및 지역서점의 여건
- 지역서점 실태조사 및 시민인식조사
- 국내외 지역서점 활성화 사례

- 지역서점활성화 기본방향
●

시민과 울산시가 함께하는 지역서점 활성화

- 추진전략 및 과제
●

●

●

제도적 지원강화 : 지역서점 인증제 실시(울산광역시 및 도서관 직접 인증, 공공기관 인증자료 활용), 도서구매의 자유경쟁 입찰 실시,
지역서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서점 자생력 강화 방안 : 지역서점 공간 리모델링 지원, 지역서점 운영자에 대한 교육 지원, 지역서점, 시민, 도서관을 잇는 도서
정보 공유 클라우드 구축,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 실시
지역시민과의 접점 확대 : 지역도서화폐 발행 및 유통, 독서동아리 운영 및 네트워크 지원, 지역서점 축제 실시

-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책 값 돌려주기’ 사업 추진
- 7월부터 시행(울산도서관 회원 중 만 14세 이상)
- 울산페이 구매도서를 울산도서관 반납시 구매금액 전액 지원
- 조례개정(3월~4월), 시민홍보(5월), 사업시행(7월)

- 지역의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기능 확장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실정임
- 민선7기 공약사항중 생물다양성 센터 기능 확대에 관한 정책자료 제시 목적

- 울산생물다양성 센터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국내 생물다양성 센터 관련 기관 사례조사
- 시민의견조사
- 울산생물다양성 센터 운영 확대 방안 제시

- 울산생물다양성 센터 기능 재정립 필요(2022년까지)
●

교육, 홍보, 전시, 연구기능의 균등한 자원배분 및 단기 생물자원화 목록사업 추진 필요

- 울산생물다양성 센터의 특화된 연구기능 부여 필요
●

고령화 시대에 부합되는 장수생물 목록화 연구사업 추진(학, 잉어, 해삼 등)

●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연계된 태화강 서식 생물자원 목록화 및 연구사업 필요

- 2022년 이후 울산생물다양성 센터의 독자적 운영보다는 계획중인 생물자원관 부속 기능으로 재정립
- 울산생물관 계획 추진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민요구사항 및 의견을 참고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음

- 울산생물다양성 센터의 2022년까지 기능확대 및 보완과 2022년 이후 생물자원관 부속기능 역할 및 시민의견에 관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기본과제

■ 과제번호 기본 19-11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9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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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디자인전문회사 활성화 방안 연구

김희종

변일용
■ 과제번호 기본 19-14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85p)

-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시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원순환 목표(최종처분율, 순환자원이용률)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함

- 디자인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타 산업과 연계,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회수기간이 짧은
지식집약형 산업

- 순환자원이용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원재활용시설에서 분리선별 후 매립, 소각하는 잔재물 발생량을 제외한 실질 재활
용량의 평가가 요구됨

-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지식서비스산업의 등장에 따른 디자인산업의 패러다임은 단순히 기업의 상품개발을 돕는 디자인이
아닌, 혁신의 도구로 역할을 수행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 생활폐기물 중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자원재활용시설의 실질 재활용률을 파악하고자 함

- 울산은 타 산업에 비해 디자인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어서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마련과 실천방안 모색이 필요
- 본 연구는 열악한 울산의 디자인 관련 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주 목적임

- 울산지역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시설의 잔재물 발생량 평가
- 잔재물 발생량 평가에 따른 실질 재활용률 산정
- 실질 재활용률 제고 방안 모색

- 지역 디자인 전문회사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디자인 전문회사 설문조사분석
- 국내외 사례조사분석

-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의 잔재물 발생비율은 평균 42.1%이며,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의 잔재물
발생비율은 평균 8.27%인 것으로 조사됨
-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바로시스템의 경우, 입력자료의 오류가 많아 잔재물 발생비율을 산정할 수 없었으며, 이는 올바로
시스템 실적자료 입력 방법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재활용 업체의 올바로시스템 실적자료
입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요구됨
- 한편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의 실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압착, 압축식 수거 차량이 아닌 카고 형태의 수거차량
으로 전환하여 재활용품의 파손, 혼합 등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최소화해야 함
- 특히 단독주택의 잔재물 발생량이 높기 때문에 시민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의 적정한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울산광역시 자원순환시행계획(2018~2027)에 연구 결과 반영 예정
- 지자체 자원순환성과관리제 목표 설정 시 울산시 목표 설정을 위한 실질재활용률 반영 예정

- 디자인 전문회사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방안
- 행정 지원 방안 검토

-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대
●

산업자원부 등 관련 정부기관의 지원프로그램 참여

●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디자인 관련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지역 디자인센터,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안전센터 등 디자인 관련 센터 통합 설립

●

디자인, 건축, 경관 등 관련 사업 컨설팅 및 지원

- 관련 조례 제정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디자인전문회사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자체 차원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디자인 관련 통합지원센터 설립

기본과제

■ 과제번호 기본 19-13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9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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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배

- 재난발생 불확실성 증가로 공공시설 방재 활용 필요성 대두
- 종합적인 공공시설 활용방안 마련 시급
- 재난유형별, 시설유형별 방재기능 향상 방안 마련 필요

황진호
■ 과제번호 기본 19-16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159p)

-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실업, 청년실업, 고령화, 신산업 창출 등으로 늘어나는 직업훈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설립하여 인력 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 제기
- 미래 신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대비한 맞춤형 인력 양성체계
구축도 시급
- 직업훈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공공직업훈련기관 설립의 필요성 검토

- 재난발생 현황 및 여건 분석을 통한 주요 재난유형 결정

- 울산의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 ‘기술교육원’ 설립의 정책적 타당성 제시가 목적

- 재난유형별 대응 가능한 공공시설 검토
- 공공시설 활용을 위한 적용사례조사 및 법·제도 분석
- 공공시설을 활용한 방재기능 향상방안 제시

- 직업훈련기관 및 직업훈련과정 운영 현황
- 공공직업훈련기관 운영 사례 조사
-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 및 훈련수요 전망

- 시설설치 및 개선 제언
●

- 기술교육원 설립 필요성(정책적 타당성 검토)

홍수재해/공원 : 대상_무거동 헐수정공원, 시설_지하저류지 설치(저류 : 16,000㎥)
※ 평상시 지하저류지는 주차장으로 활용가능(주차 : 약200대)

●

홍수재해/학교 : 대상_울산대학교, 시설_LID 시설

●

지진재해/공원 : 대상_달동 문화공원, 시설_지진방재공원

※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레인가든, 저류시설 등 설치가능(무거천 홍수부담 저감)
※ 발전시설, 급수시설, 구호물품창고, 임시화장실 시설 등
●

재난대응/공원 : 재난대응 안내도 설치

- 법제도 개선 제언
●

법개정 건의 : 공원녹지법, 국토계획법에 ‘방재공원’ 추가

●

조례개정 :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방재공원’ 추가

- 기술교육원의 설립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상위법령 및 계획과의 부합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일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기존 추진사업, 특히 울산열린시민대학과의 중복성과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책적으로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
되어 전반적으로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은 취약
- 2020년 초 출범할 울산일자리재단에 직업훈련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가칭, 직업훈련팀) 설치하고 인력수급 및
훈련수요 조사, 인력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직업훈련과정 기획·조정 및 관리, 위탁사업 수행,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기관 정보
제공 등을 기본적으로 수행
- 나아가서는 기술교육원 기본구상 정립 및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술교육원 설립의 근거를 강화하고 직업교육
훈련협의회 설치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연계 가능성도 검토

-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 ‘기술교육원’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기획·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단기적 대응책 제시
- 공공시설 방재기능 강화정책 및 실천과제 도출
- 조례 개정 및 시설설치를 통해 방재기능을 향상시킬 계획임

기본과제

■ 과제번호 기본 19-15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117p)

기술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

Ⅱ. 연구실적

도시 방재기능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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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지침 운영에 관한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정원조

- 해상 물동량 지속적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빈도 증가
- 울산항 물동량 중 액체화물 비중이 높아 해양유류사고 고위험지역
- 울산지역 해양사고 위험도를 분석하고 해양안전관리 현황 및 과제분석을 통한
- 기존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개선방안 제시

이주영
■ 과제번호 기본 19-18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67p)

-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운영 이후 밀도관리, 기반시설 확충, 경관관리 등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에 기여함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높이 규제 폐지, 경관계획 시행, 주택건설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사선제한폐지에 따른 이면
도로변 고밀개발 등 도시여건과 제도변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적 관리요소 활용 확대 필요
-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환경 확보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를
위해 지침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도출함

- 울산지역 해양사고 진단(원인별, 규모별, 오염원별, 지역별, 시기별)
- 울산지역 해양사고 위험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울산시 해양안전관리 현황 및 과제 분석
- 울산 해양사고 대응체계 개선방안 제시

- 지구단위계획 제도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운영실태 분석
- 타지역 지구단위계획 운영 제도 조사
- 관계기관(주택건설 관련 부서, 도시계획수립주체, 건축사 등)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안) 제안

-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 울산지역 특성 반영 소방함정 비치 건의
- 울산시 해양사고 통합방제 시스템 구축

-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 사항 제안
●

고밀개발에 따른 인근지역 영향최소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 구역 확대

●

도시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기준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기준 제시

●

경관법, 경관조례, 경관계획, 경관위원회 운영 등 타 제도와 중복된 항목을 조정

●

고밀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의 개발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기준을 규정

- 울산시 해양사고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
- Ulsan Disaster Coordinator 역할 강화
- 울산해역 해양오염사고 대응 위한 후속연구 추진

- 울산지역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개선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해양사고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책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후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내용에 반영

기본과제

■ 과제번호 기본 19-17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1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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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항만 구축 방안 연구
- 울산 해양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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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산업 기업실태와 육성방안 연구

유영준, 이재호, 이윤형

김혜경
■ 과제번호 기본 19-20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131p)

-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생산의 구조 변화로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인류가 당면한 에너지/환경 문제를 해결할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수소에너지 대두

- 2018년 현재 울산에는 9개의 로컬 푸드 매장이 운영되고 있고, 소비자의 농산물 소비 트렌드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소비 및
수요 확대 가능성이 있음

- 중앙정부는 ①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② 에너지 안보 ③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 울산 로컬 푸드 시장의 공급 및 수요 측면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로컬 푸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

- 수소경제 활성화의 필수산업인 연료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기업 현황파악 필요

- 울산시는 2019년 세계 최고의 수소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수소산업 육성 전략 수립

- 수소 및 연료전지산업 현황 및 전망
- 울산 로컬 푸드 시장 분석
- 타지 사례 분석
- 로컬 푸드 이용객 설문조사
- 로컬 푸드 확대 가능성 분석
- 활성화 방안

- 로컬 푸드 직매장 추가 : 동구와 남구에 없으므로 추가 시 신설 아파트단지 인근의 농협에 직매장 설치, 직판장 설치 시 대단위
주택단지 내
- 로컬 푸드 인정 범위를 반영한 상품 진열 필요
- 혁신도시 입주기관과 울산광역시 및 울산 로컬 푸드 농민기업과의 MOU 추진
- 로컬 푸드 농민이 회원이 되는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설립
-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신설 로컬 푸드 기업과의 MOU 추진
- 로컬 푸드 관련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울산형 푸드플랜 계획 수립

- 수소산업 밸류체인(생산-저장/운송-활용) 단계별 기업 조사 (360여개 기업)
●

울산은 생산과 수송 부분 기업비중이 높은 반면 연료전지 기업비중은 낮음

●

수소연료전지 기업중 대부분이 BOP에 치중

- 수소연료전지 분야 특허 기술 조사・분석 (9,600여건 특허)
●

울산의 특허는 광역시도중 총량은 적지만, 상대적, 증가율은 높음

●

현대중공업(BOP, 연료전지 운전제어), UNIST(스택_전극), 세종공업(연료전지 운전제어)

●

(많음) 스택_전극(38%), BOP_반응물질 공급 조절(34%), 연료전지 운전 제어(26%)

- 수소연료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대응과제 도출

- 우수한 수소인프라와 전후방 산업간 연계 활성화로 수소밸류체인 구축
●

연료전지 소재부품 R&BD컴플렉스 조성

●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연계 전문기업 유치 및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 글로벌 수소도시 외연확대
●

新수소타운 확대 조성, 新남방 교류 선도모델 기획

●

시민참여형 발전용연료전지 보급확대

- 시민만족형 H2 실증
- (가칭) 울산형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 및 기초단체 및 관련 단체 및 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울산형 먹거리체계 수립
- 울산형 푸드플랜을 수립함으로써 국가 푸드플랜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근거 자료 확보

●

시민인식 개선 및 방문객 대상 수소 마케팅 강화(수소 시티버스, KTX리무진 운영)

●

수소연료전지 활용 태화강 국가정원 시설물(제로에너지) 및 이벤트 설계

- 국내최대 수소생산 도시 입지 공고화
●

(단기) 부생수소 기반 수소ESS 구축

●

(장기) 재생에너지(풍력) 기반 수소발전+ESS

- 수소산업 밸류체인별 관련 기업 리스트 제공
- 수소도시 조성계획 반영

기본과제

■ 과제번호 기본 19-19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9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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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로컬 푸드 활성화 방안 연구

Ⅱ
연구실적

정책과제
연구원 자체과제로서 새로운
이슈·쟁점사항에 대한 단기 정책개발에
중점을 둔 연구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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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김승길
■ 과제번호 정책 19-02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109p)

-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을 표방하고, 정부에서는 한반도신경제지도 등으로 남북협력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으나, 최근
북미회담 진전이 무뎌지면서 향후 일정에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울산의 교통혼잡비용은 2015년 기준 6,714억원으로 최근 10년간(‘06~‘15년) 연평균 증가율은 5.10%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자체까지 참여하는 남북협력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교통혼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지만 이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승용차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 확대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울산시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울산항을 북방교류협력의 중심항으로 만들어
가고자 함

- 남북경협의 연혁과 정부의 대북정책 현황
- 우리나라 광역지자체별 대북협력사업 구상

- 승용차 이용자가 자전거로 전환할 경우 교통측면에서는 도로 교통량 감소로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고, 환경측면에서는 온실
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측면에서도 승용차에 비해 공간을 점유하는 면적이 적어 도심 지역 주차난
문제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공공자전거시스템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공공자전거시스템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울산에 가장 적합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도입과 공공자전거시스템 도입시 지역 내 공공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함

- 북한지역 행정구역별 발전전략 검토
- 울산의 대북협력사업 비전과 목표에 따른 지역특성을 반영한 협력사업 제안
- 울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 및 실태분석(설문조사 포함)
- 공공자전거시스템의 개념 및 운영사례 검토
- 정부에서도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남북협력사업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울산시는 산업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남북
협력사업을 구상하였음

- 공공자전거시스템 도입방안 및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

- 울산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산업적 협력은 남북협력사업의 초기부터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울산의 산업자체가 대북
금수품목인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협력사업이 자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반영
- 따라서 중앙정부, 접경지역에 있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신뢰가 구축된 후 산업적 교류가 본격화될 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전략 추진
- 특히 울산의 경우 산업구조 변동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울산지역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임
- 울산 교류협력의 비전으로 한반도의 봄, 울산의 재도약으로 설정하고, 목표는 점진적이고 울산특성을 반영한 남북교류로 함
- 전략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분위지 조성사업, 남북교류협력 강화사업 및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남북교류사업을 정하고 그
아래에 세부사업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제시함

- 공공자전거시스템은 과거(2010년경)에는 관(민·관) 주도의 3세대(Dock Station) 방식이 주류를 형성했지만 현재 3세대
방식을 도입한 국내 지자체의 경우 매년 운영수지 적자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음
- 최근에는 지자체 재정부담이 없는 민간주도의 4세대(Dockless) 방식이 새로운 모델로 등장하여 수원시(모바이크, 수동자전거),
인천 연수구, 성남시(카카오T바이크, 전기자전거)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교통
건설국장 중간보고시 4세대 방식 제안, 2019.05.24)
- 2019년 11월부터 4세대 방식의 공공자전거시스템인 카카오T바이크가 도입되어 운영 중으로 지속가능한 공공자전거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수익성 확보도 중요함
- 민간의 수익성 확보는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의 중요한 사항으로 첫째, 자전거관련 인프라 확충, 둘째, 공유자전거 운영표준안
마련 및 요금체계 다양화, 셋째, 자전거 이용시 인센티브 제공과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및 올바른 주차문화 형성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우리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활용함
- 본 연구를 토대로 체계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함
- (실적) 민간공유자전거 ‘카카오T바이크’ 도입 사업 활용(시범사업, ‘19.09.04., 정식운영 ‘19.11.01.)
- (계획) 민간공유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과제

■ 과제번호 정책 19-01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67p)

울산광역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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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길, 정현욱, 조미정

- 삼산,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울산 남구 삼산동 일원은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의 대규모 상가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임
- 이로 인해 공영주차장 주변 이면도로의 교통혼잡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각종 민원이 상시 발생함

이윤형, 박재영, 박소희
■ 과제번호 정책 19-04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199p)

- 울산 관내 복지시설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종사자 호봉 상승분과 물가상승분을 보조금에 반영하지 않아 오래된 복지시설의
경우 인건비증가로 인하여 전체 보조금 중 인건비비율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업비는 외부자원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임
- 이에 사회복지시설 종류, 규모, 근무인력기준에 따른 운영비 보조금 교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시설 운영상

- 따라서 삼산,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일원에 대한 주차실태 현황 분석 및 장래 주차수요 예측을 통해서 적정 주차 공급규모를
결정한 후 입체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영주차장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함

- 본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울산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을 반영한 표준지원 가이드를 제시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 사업대상지 일원 일반 현황 및 주차 실태 현황 분석(삼산,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일원)

- 울산시 사회복지시설 현황분석

- 장래 주차수요 예측, 관련법규 및 주차장 입체화 유사사례 검토

- 사회복지시설 세출세입 현황 분석

- 입체화 타당성 분석

- 시설별 표준보조금(안) 제시
- 향후 울산시 보조금 지원 방안 제시

- 삼산,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영향권 주차수급 실태 조사 분석결과, 평일·주말 주야간시간대 모두 주차수요대비 주차공급
면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공영주차장 영향권 내 지역주민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주차공급면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90%,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 주차면수 확충을 위한 공영
주차장 입체화 규모와 경제적 타당성 및 사업추진방식을 검토함
- 공영주차장 입체화 규모 검토 결과,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은 약 600면, 삼산 공영주차장은 약 400면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의 경우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상에 입지하고 있어 이면도로 용량을 고려할 경우 약
500면 정도 공급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지하입체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안이 비용편익비(B/C)가 1.0이상
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추진은 울산시의 재정여건 및 교통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재정사업 및 민간자본을 활용한 방식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5개 종류 시설별 추정보조금과 표준 보조금 (안)을 제시함
- 전체 193개 시설의 구체적 항목별 세입세출의 현황을 분석함
-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반을 구축하고 시설운영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여 안정적 시설운영지원을 위해서는 항목별
(인건비/운영비)로 분리하여 운영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항목의 분리는 복지시설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운영지원비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나 지침이 부재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관행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속되어 인력의 충원 없이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복지시설의 본래 기능의 내실화와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조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기본인력 중심의 지원
구조로 개편이 필요함
- 단위 면적당 단가 계산 방식은 면적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합리성이 가장 높으며, 구간별 경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개별기관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울산의 복지시설 운영지원비 산출근거와 지급기준을 표준화하여 운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산정기준을
제시하여 복지시설의 상향평준화를 유인함

- 향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삼산,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시 기초자료로 활용

- 복지시설 보조금 표준안 활용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시설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복지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 구축 필요

-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년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계획에 참고자료로 활용
- 울산광역시 전 시설의 세입세출 현황과 실태를 복지예산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과제

■ 과제번호 정책 19-03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125p)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표준안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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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육성방안 연구

이재호, 강영훈, 박남기

- 울산광역시가 지닌 특성을 고려할 때 전국적 형평성으로 보아 울산에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필요한 점 설명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성격을 일반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설명하고 인구 대비 사건 수 추이를 통하여 추계 자료를 제시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로 인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수치를 이용하여 계량화하여 설명

박소희
■ 과제번호 정책 19-06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89p)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바이오기술과 ICT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의 건강상태를 측정·
관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신산업이나 성장성이 높은 산업임
- 울산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과 관련하여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 실태자료가 부족함 따라서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울산의 여건분석을 통해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현황과 법적 논리
- 울산의 도시 특성, 사법서비스 형평성을 고려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 인구 대비 사건 수 추이와 전망, 면적을 고려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

- 스마트헬스산업 개요
- 국내·외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동향분석
- 국외 사례분석
- 울산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여건분석
- 울산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방안

- 춘천, 창원, 청주, 전주, 제주, 인천 등 지방에 각급 법원이 설치되었지만 울산의 경우 광역시 승격 20년 경과에도 불구하고 울산
지방법원 1곳만 설치되어 있을 뿐,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는 없는 상황으로 사법절차의 기본권 보장,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사법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 평등권 보장이라는 법적 논리에 비추어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타당성을 지님
- 울산은 부산고등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있고 현장검증 등의 필요성과 함께 판사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아도 사법서비스 형평성 차원에서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타당함(2019년
5월까지 시민의 소송업무의 편의와 접근 수월성을 피력하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원서에 16만 명 서명을 받음)
- 울산지방법원의 항소심 사건(항소심 민안본안사건, 항소심 형사공판사건) 접수 및 법원 처리 건 수에 있어서도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설치된 지역 못지 않게 울산에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필요함을 말해주며 특히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울산지방법원 항소심 사건 수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있는 청주, 춘천, 제주보다 높고 산재소송이 176건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당위성을 가짐
-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30년 총 편익가치는 185억원, 생산유발효과 17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42.6억 원, 고용유발효과도 162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 협력 생태계 구축
●

의사-병원-기업의 의료기기(&스마트 헬스케어기기) 연구 및 사업화 역량강화 : 병원을 중심으로 한 창업인큐베이션으로 역량강화

●

비즈니스 주체간 네트워킹 강화 : 테이터 측정, 분석, 연계·통합 비즈니스 주체들의 네트워킹 강화로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확장

- 인프라 조성 및 연구개발
●

●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개인정보 데이터 보안 및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면서 헬스케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안기술 필요
생활서비스 R&D사업 : 근로자 헬스케어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로 지역의 공공의 목적으로 헬스케어산업 지원필요

- 산업생태계조성
●

-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됨으로써 사건처리의 효율성 및 정확성, 법률시장 서비스의 공급 확장, 지역 위상 제고
등이 기대되는바 위 논거를 토대로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전략을 마련함

중점기술개발로 원천기술확보 (게놈 데이터 실증 테스트베드사업) : 산업체 수요 중심의 유전체 데이터 플랫폼개발을 통해 확보된
게놈 데이터의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협의회 설치, 운영 : 자금조달 지원체계구축, 인력양성 협의회를 설립하여 자금조달 지원체계구축, 인력양성,
연구개발 지원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 유전체 데이터, 건강정보 데이터, 의료데이터 등 데이터 통합으로 가치 창출

- 유전체, 건강정보, 의료데이터의 수집 플랫폼 구축으로 공공 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
- 울산 스마트헬스케어 기업 지원 방안 마련
- 지역 스마트헬스케어 R&D지원사업을 계획하여 국비확보 방안 마련

정책과제

■ 과제번호 정책 19-05 ■ 연구기간 2019. 1.~2019. 9. ■ 발행사항 2019. 12. (7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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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일용, 이주영, 정현욱, 권태목, 김승길
정책 18-11
■ 연구기간 2018. 9.~2019. 1. ■ 발행사항 2019. 1. (89p)
(2019년 발간)

- 지역에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유통하고자 지난 1990년 3월에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개장하였음. 이 시장은 울산
이외에도 부산기장, 양산, 밀양 등 인근지역까지 영역을 확보한 상권으로 청과를 비롯한 다양한 농수산물품을 갖추고, 저장,
물류시장을 확보해 지역의 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였지만, 주차장 부족, 시설의 노후화와 농수산물 유통 패러다임의 변화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이용 효율이 지속적으로 하향추세에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방안을 모색해 왔음

-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을 현재의 시설환경 뿐만 아니라 도시, 교통, 유통, 재생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서 분석
하여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당위성을 검토하고 현재의 부지에서 재건축 등 시설현대화가 가능한지를 분석하였음

강영훈, 이재호
■ 과제번호

정책 18-12
■ 연구기간 2018. 10.~2019. 7. ■ 발행사항 2019. 7. (116p)
(2019년 발간)

- 고등교육제도 저효율 문제와 질적 개선
- 변모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와 산업융합의 현실 반영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재교육 수요 증대
- 울산 시민들이 믿고 찾는 재교육시스템과 저비용 교육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제기

- 울산지역 교육여건과 현황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
- 최근 국내외 교육 사례의 시사점 도출
- 울산형 열린시민대학 모델 제안

- 첫째,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건축방식은 크게 리모델링, 재건축과 이전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을 제외한 재건축은 순환재건축과 전면 재건축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음
- 둘째, 순화재건축방식은 농산물과 수산물, 청과물 등 여러 종류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재의 부지 인근에 임시
영업장이 필요하며, 공사기간이 다른 방식에 비해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남. 총사업비는 임시영업장을 포함하여 2,641억 83
백만원 정도 예상됨. 다만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사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울산형 열린시민대학 조직, 프로그램, 공간운영계획 수립

- 미래교육의 방향을 교육의 접근성, 교육비용의 감당성, 융합교육, 창의적 인재양성, 수요기반의 교육과 개별적 교육에 둔
울산형 열린시민대학 모델을 제안

- 셋째, 전면재건축방식은 현재의 수준과 비슷한 규모의 임시시장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영업이 가능한 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시스템임. 이러한 경우 임시시장을 개설할 부지를 임대해야 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철거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본 연구
에서는 임시 시장 개설과 공사기간까지를 계산하였으며 그 비용도 다른 방식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총사업비는
임시도매시장을 포함하여 3337억 83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역량기반의 학습, 지속적 학습 능력 배양, 열린 교육, 적응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ICT 기반의 학습으로 교육특성 제안

- 이전방식은 현재의 부지에서 이전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다른 방식에 비해 사업기간이 적어 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전에 따른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현재의 부지를 매각할 경우 그 비용을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부지매입기간을 포함
하여 예상되는 총 공사기간은 최소 3년에서 5년이 예상되고 사업비는 공사비 1,678억 33백만을 포함하여 2,263억32백만원
으로 예상됨. 다만 기존부지를 매각할 경우 공사금액은 1,372억34백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됨

- 초기에는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시민의 참여와 관심에 따라 시민 관심으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충
또는 혁신적인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확충

- 미래교육 모델로 기존 학습모델의 문제점 해소, 학습플랫폼, 학습 콘텐츠, 플립드러닝을 기반으로 누구나, 저비용으로 학습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
- 조직운영계획으로 울산형 열린시민대학 추진팀을 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위탁운영이나 독립된 재단법인 설립

- 또한 프로그램의 운영에서도 최초 소수과목으로 시작하여 향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프로그램, 지역의 신성장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교양/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확충하며, 미래 혁신교육 모델을
통한 울산형 실무인재 양성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계획 수립
-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로드맵을 제시

- 본 연구의 결과로 울산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결국 현재의 부지를 활용하기보다 이전하여 새로운 환경과
여건으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이전의 경우에는 사업비 부담도 다른 방식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는데, 현재 부지의 매각에 따른 비용절감과 함께 상대적으로
짧은 공사기간, 사업추진 시 기존 시장에서 시장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판단됨

- 울산형 열린 시민대학의 교과운영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시범운영에 활용
- 시범운영의 성과를 평가분석하기 위한 시범운영자문단 구성하며, 향후 울산형 열린
- 시민대학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활용

정책과제

■ 과제번호

울산형 열린 시민대학 모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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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도시의 인구정책 방향 :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중심으로
정현욱
■ 과제번호 기타 19-01 ■ 연구기간 2019. 3.~2019. 10. ■ 발행사항 2019.10. (17p)

- 그동안의 인구정책은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주로 국가정책 혹은 지자체 차원의 출산장려정책 등 획일적인
인구정책에만 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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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구정책 방향 모색

- 울주군의 일반 여건 분석(인구구조 및 공간구조)
- 울주군의 인구정책 방향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현안과제

- 인구실태분석) 지역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 필요
●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풍부한 관광자원과 도시재생지를 연계한 청년창업 육성

●

젊은 층을 위한 단계별 종합적 출산정책 추진

●

취약노인을 위한 민원서비스 운영 및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 도시공간구조분석) 도농복합도시 특성 고려한 공간정책 추진
●

귀농·귀촌을 위한 전원주택단지 조성

●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의 GB 해제를 통한 첨단산업연구단지 조성

●

거점지역의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 울주군의 인구유입정책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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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에서는 지역혁신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기술·신서비스 사업 위주의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규제자유특구’
도입을 추진
- 게놈 DB 플랫폼 제공 및 실증테스트베드 제공 등 게놈과 관련된 미래 산업육성을 지원하고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대응
하며 지역산업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울산 게놈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수립에 목적이 있음

이주영
■ 과제번호 현안 18-10 ■ 연구기간 2018. 12.~2019. 2. ■ 발행사항 2019. 2. (42p)

- 축구 대표팀의 인재양성과 국제 기준의 전문성을 갖춘 심판 및 지도자 양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적정한 규모의 시설과 기능을 갖춘 새로운 트레이닝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이 시급함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의
설립을 고려하고 있음
- 이에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하여 건립적합성 및 당위성 연구를 시행함

- 규제자유특구 대상 사업
●

●

●

사업 개요
특구대상사업 관련 지역동향 및 성장가능성
특구대상사업 관련 지역내 기업현황

- 규제자유특구 지정계획
●

●

●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지정 필요성
기대효과

- 규제특례 지원계획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 축구종합센터 유치 배경 및 관련 울산광역시 현황 조사
- 신청부지 및 주변지역 특성 분석
●

자연현황 : 위치, 규모, 지형, 기후 등

●

사회현황 : 법적 개발규제, 교통접근성, 소유자, 주변 개발특성, 경제적 여건, 관련 기반시설 현황 등

- 축구종합센터 건립의 당위성
●

지역 의회 및 주민의견 조사

●

축구경기 및 훈련관련 부지 적합성

●

공공시설 유치 전략

-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
●

●

●

●

민간투자 수요
재정지원 계획(안)
광역 시·도 지원방안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방안

- 향후 추진계획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방어진공원 일원 부지 제안
- 게놈산업 생태계 구축
●

●

연구개발- 생산-사업화 연계시스템 구축, 민간투자활성화, 기술혁신시스템 구축등을 통한 지역성장 실현
기존에 규제로 인해 혁신성장하지 못했던 기업의 성장 촉진

-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 성장형 특구 구축
●

●

글로벌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앵커기업 유치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속공급 가능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공급

- 사업의 혁신성
●

●

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및 진단 연구, 새로운 상품까지 활용기회가 확장가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태계가 구성되며, 그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사업의 기회가 주어짐

- 한국인 게놈기반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서비스 기술개발 사업
●

한국인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지원

- KOGIC 한국인 게놈 빅데이터 기업지원 사업
●

대용량 바이오빅데이터의 저장·분석 기반 구축

- 게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매칭 사업
●

- 겨울철 온화한 기후조건, 겨울철 적은 강수량, 광역 및 지역내 접근성, 숙박시설·훈련시설 등도시기반, 국제경기 개최 경험·
축구경기장 등 축구기반시설, 프로축구팀·유소년축구팀·축구동호회 등 축구활동기반 등을 고려할 때 울산광역시가 축구종합
센터의 최적의 입지강점을 가짐

게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매칭 지원 등

-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수립에 활용

-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공모 신청 자료로 활용

현안과제

■ 과제번호 현안 18-07 ■ 연구기간 2018. 9.~2019. 2. ■ 발행사항 2019. 2. (1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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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공모 제안서
작성 연구

울산 게놈기반 정밀의료 지역혁신특구 지정계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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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길, 정현욱

- 울산은 7대 특·광역시 중 인천 다음으로 행정구역 면적이 넓은 반면, 차량등록업무 수행기관은 현재 북구 진장동에 1개소만
입지하고 있어 원거리 시민들이 차량등록 민원업무 처리 시 불편함
- 특히, 전체 자동차등록대수의 약 30.0%정도가 서부권역(울주군, 중구 다운동, 남구 무거동·삼호동·옥동 일원)으로 현재 차량
등록사업소 이용 시 원거리 등록에 따른 민원 불편이 제기되고 있음

윤영배, 김형우
■ 과제번호 현안 19-02 ■ 연구기간 2019. 2.~2019. 4. ■ 발행사항 2019. 4. (55p)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86조 제2항에 따르며, 육안조사를 평가단위구간별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업무지침 해설서에는 지하시설물별 표준단위구간을 100m로 제시하고 있어, 조사대상이 약
1만㎞인 울산시에 이를 적용하면 10만개 이상의 단위구간 점검이 필요함
- 경제성을 고려한 지하시설물별 표준단위구간 결정이 요구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산차량등록사업소 현황 및 실태분석과 타 특·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사례 검토 등을 통해서
원거리 시민들과 외지인들의 차량등록관련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를검토함
- (여건분석) 관련 법규, 지침 및 지하안전점검 방법 검토
- (현황조사) 울산시 관내 지하시설물 현황 조사
- 울산차량등록사업소 현황 및 실태 분석

- (점검기준 검토) 울산시 관내 지하시설물별 표준단위구간 제시

- 타 특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사례 검토
-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안) 검토
-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에 따른 정원 및 직제 검토

-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안) 검토는 “기초자치단체에 자동차등록 관련 사무를 위임하는 대안”과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인
차량등록사업소 산하에 분소를 설치하는 대안”으로 구분하여 통행거리 및 통행시간을 고려한 접근편의성 분석을 통해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최적지를 선정함
- 자동차등록 관련 사무를 모두 기초자치단체(구·군)에 위임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대안이나 울산광역시와 구·군 간의 사무
위임에 대한 협의 및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사무위임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전문적으로 자동차등록 업무를 수행해 온 울산차량등록사업소 산하에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범서읍 일원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본 연구는 부지확보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통행거리 및 통행시간을 고려한 접근편의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분소 설치 입지를
검토한 결과로 향후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를 위해서는 부지확보 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2019.1.16.)에 따라 지하시설물 중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및 가스공급
시설의 경우에도 직경이 500㎜ 이상인 시설물만 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음
- 한국전력공사가 2,468개로 가장 많은 점검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및 지하안전점검 지침
해설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단위 100m로 육안조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과 같이, 지하시설물 중 안전점검 대상은 도로 및 철도의 선로의 아래에 설치된 지하시설물이며, 이에 「지하안전영향
평가서등 및 지하안전점검 지침 해설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단위 100m로 육안조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하시설물별 안전관리규정 수립 시 각 구·군별 표준단위구간 협의자료에 반영

현안과제

■ 과제번호 현안 19-01 ■ 연구기간 2019. 2.~2019. 6. ■ 발행사항 2019. 6. (45p)

지하시설물 점검기준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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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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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욱, 김승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통합시(‘03. 1. 1.)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통합
- 과거 준농림지역 대비 현행 보전관리지역의 용적률이 강화됨에 따라, 장기 토지 보유자들의 민원 발생
※ 준농림지역 용적률 100% → 보전관리지역 80%(’03. 7.) → 보전관리지역 50%(‘06. 2.)

- 타 도시에 비해 용적률·입지제한이 높아 현재 운영되는 제한 사항의 실효성과, ‘06년 조례 개정 이후 도시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한 보전관리 지역의 용적률 및 입지 시설 조정 검토 필요

김승길, 박재영, 박남기, 정원조
■ 과제번호 현안 19-04 ■ 연구기간 2019. 3.~2019. 5. ■ 발행사항 2019. 5. (60p)

- 울산은 최대 자동차 생산클러스터와 수출항을 보유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련 서비스업은 타 도시에 비해 발전하지
못한 상태이며, 최근 몇 년간 침체를 보이던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이 늘어나면서 관련 서비스업도 활기를 되찾고 있는 중임
- 현재 중고자동차 시장은 중고자동차의 최대 공급원이면서 수요처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출은 서울에 인접
하면서 항만을 보유한 인천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및 일본 중고차 수출 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본 후, 울산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여 성공할 가능
성이 있는지를 기초적인 수준에서 검토함

- 관리지역(보전·생산) 분포 및 건축 제한 현황 분석
- 건축 제한으로 인한 개발 억제 효과 및 문제점 검토
- 관리지역 내 건축제한 조정 필요성 및 대책 방안 연구

- 중고자동차 수출시장의 현황 및 전망
- 중고자동차 수출 물류단지의 국내외 사례 검토
- 중고자동차 수출시장 진입가능성 검토
- 울산 중고자동차 수출 물류단지 검토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추진
●

●

- 울산 중고자동차 수출 물류단지의 경제적 효과 검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 일부 개정을 통해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50%→80%으로 상향 추진
보전관리 및 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더라도 동일한 용적률 및 건축제한으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개발
행위허가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음(건축물의 입지제한 동시 검토)

- 개별 개발행위허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의 적극적 활용
●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향(완화)은 이들 지역으로 상당수의 개발행위허가들이 발생

●

개별 개발행위허가 등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적극적 활용

-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시장은 소규모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차량 외관검사 후 수출로 차량 품질보증이 미흡한 반면, 일본은 대
규모 수출업체(경매장, 매매상) 중심으로 중고자동차 수출검사센터 검사 후 수출로 차량 품질 보증체계를 확보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중고자동차 수출물류단지를 조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중고자동차 수출시장 진입가능성 검토 결과, 보수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출물량은 5.5만대로 121천㎡의 부지면적이
필요하고, 낙관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출물량 9.2만대로 202천㎡의 부지면적이 필요함
- 중고자동차 수출물류단지 조성은 지방세 징수에 따른 세수 증대, 자동차 수출물동량 증가로 인한 울산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향후 중고자동차 수출물류단지 조성 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함

- 관리지역 안에서의 제한 조정 연구를 통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 첫째, 공공성에 부합된 투자규모와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고, 둘째, 보조금 및 임대 외 수익시설 허용 등
비용보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검토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적정 사업규모 산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정확한 수요
검토 과정이 필수적임

- 중고자동차 수출물류단지 조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

현안과제

■ 과제번호 현안 19-03 ■ 연구기간 2019. 3.~2019. 6. ■ 발행사항 2019. 6. (21p)

울산 중고자동차 수출현황 및 물류단지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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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호

황진호
■ 과제번호 현안 19-06 ■ 연구기간 2019. 4.~2019. 7. ■ 발행사항 2019. 7. (45p)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일(‘18. 5. 29.~’19. 5. 28.)을 기준으로 1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에 관한 보고서 제출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사업의 취지는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구매·배송·판매할 수 있는 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유통·물류기능의 공동화·효율화를 통한 중소유통업체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 본과업의 목적은 지정지역의 경제 상황 분석을 통해 울산 동구의 실태를 명료하게 제시하여 지정연장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역 수요 분석 및 지역 도소매 유통구조 파악 필요
- 연구의 목적은 울산지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필요성 여부 판단

- 지정지역 내 주된 산업의 생산량(지수) 현황 및 증감
- 지역 내 대표기업의 고용·생산 현황 및 증감

- 국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현황 및 운영 실태

- 지역의 전력사용량, 부동산 가격 등의 현황 및 증감

- 울산 중소유통업체의 도소매 유통 실태 및 현황 분석

- 그 밖에 지역경제여건의 악화 정도 : 인구 동향, 고용 동향, 기업경기, 국가산단 현황, 시민 인식 등

- 울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시 이용가능 중소슈퍼 점포수

- 지정기준에 따른 총괄비교표 작성 : 특정산업 의존도, 산업 및 지역침체 관련 지표

- 울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의 필요성 검토
- 울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부지 검토

- 지역 조선업의 생산활동은 위기지역 지정 후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위축되는 양상
- 현대중공업 종사자수는 위기지역 지정 당시보다도 약 2천명 감소하였고 매출액은 개선 조짐이 보였으나 최근 들어 다시 줄어
드는 추세

-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중소유통기업자단체 중심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수요는 명백히 존재하나
지금껏 수차례의 추진 과정을 되짚어볼 때, 사업 추진 역량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음

- 울산 동구의 지역경제 위축 양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남 : 부동산 경기 둔화, 인구 유출, 생산활동 둔화, 경제전망 악화 등

-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권역별로 분리하여 개별 신청하거나 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도 고려할 필요 있음

- 울산 동구 지역경제 위축은 울산 전체의 경제와 산업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며, 조선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울산 지역
경제의 위축은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침

-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개별 기업자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
해나가되 울산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 따라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필요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통한 보다 정확한 물류비용 절감 규모는 실태조사를 통해 추정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2019. 5. 29.~2021. 5. 28.)

- 지역의 중소유통기업자단체는 수차례의 사업 반려와 보류 등으로 인해 울산광역시와의 갈등이 표면화 된 상태이며 서로 간의
신뢰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신뢰회복에 우선 주력
- 국비 지원이 더 이상 불가한 상황에서는 울산시 재정부담이 크게 가중되므로 재정확보 방안 강구

현안과제

■ 과제번호 현안 19-05 ■ 연구기간 2019. 3.~2019. 4. ■ 발행사항 2019. 4. (33p)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역수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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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광역교통 공동 현안사업 발굴

김상락, 정현욱, 박재영, 지은초

- 전통 제조업 도시가 스마트 산업도시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美, 피츠버그 시) 철강산업 → 전자, 바이오산업

●

(美, 디트로이트 시) 자동차산업 → 스타트업 요람

●

(英, 멘체스터) 섬유산업 → 제조업·과학·문화의 융합

- 세계경제포럼(WEF) 제조혁신위원회는 전통산업 도시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을 통해
도시 간 혁신 방안 공유를 추진 중임
- WEF와 세계적인 스마트 산업도시와의 글로벌 협력을 통해 전통 제조업 중심 도시인 울산을 스마트 산업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수립 연구 수행 필요

-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도시의 역할
●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변화 및 시사점

●

도시의 역할 및 시사점

김승길
■ 과제번호 현안 19-08 ■ 연구기간 2019. 10.~2019. 12. ■ 발행사항 2019.12. (30p)

- 국내 5개 대도시권 중 부산·울산권은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집중된 지역으로 시·도간의 행정경계를 넘어서 생활권을 형성
하고 있어 광역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 시설 및 서비스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
- 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교통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울산권 광역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장래 전망 및 여건 진단을 통해서 울산권 광역교통 현안 사업을 발굴
하여 올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수립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에 울산권 사업을 반영하고자 함

- 울산권 광역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울산권 광역교통 장래 전망 및 여건 진단
- 울산권 광역교통 현안 사업 발굴

- 울산의 산업 현황 및 도시 여건 분석
●

울산 산업 현황 및 시사점

●

울산 도시 현황 및 시사점

- 울산의 스마트 산업도시 전략 구상
●

추진 방향

●

스마트 산업도시 울산 전략

- 울산 스마트 산업도시 울산 조성의 비전으로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친환경·인간중심 스마트 산업도시 울산 조성’
으로 설정

-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수단 전환 유도를 위해 광역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구축
●

●

울산권 광역철도 사업 : 울산~경주 전동열차 운행, 울산~양산 광역철도 건설
울산권 환승시설 사업 : 태화강역 환승센터,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송정역(가칭) 환승센터, 시계외 운행 및 시외버스 환승센터(공업탑R,
신복R, 무거삼거리)

-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차원의 광역교통서비스 사업을 발굴·시행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하드웨어 차원의 광역교통시설 확
충 사업 병행 추진
- 광역교통시설 재원분담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간 상호협력 강화

- 울산 스마트 산업도시 울산 조성 추진을 위해 6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실천 과제 도출이 필요함
●

(전략 1) 주력산업 디지털 제조 강소기업 육성

●

(전략 2) 신산업 제조혁신 클러스터 조성(에너지·바이오)

●

(전략 3) 울산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전략 4) 제조업혁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전략 5) 스마트제조 인력양성 및 창업기업 육성

●

(전략 6) 스마트 산업도시 기반 조성

- 스마트 산업도시 전문가회의(‘19. 10. 1.예정) 울산사례 발표
- 2020년 스마트산업도시 울산 실행방안 용역 기초자료

-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상에 울산권 광역교통 현안 사업 반영시 기초자료로
활용

현안과제

■ 과제번호 현안 19-07 ■ 연구기간 2019. 5.~2019. 7. ■ 발행사항 2019. 7. (74p)

Ⅱ. 연구실적

제조혁신 스마트 산업도시 울산 전략 구상

72 UDI Annual Report 2019

2019 UDI 연차보고서 73

원전해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

지은초

- 지방교부세는 이전재원으로 자체수입과 함께 지자체의 주요 세입 요소로, 이 중 보통교부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보통교부세는 매년 산정방식을 역별 재정수요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개선해 오고 있으나, 지역별
재정수요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이주영
■ 과제번호 현안 19-10 ■ 연구기간 2019. 7.~2019. 8. ■ 발행사항 2019. 8. (15p)

- 원전해체연구소의 울주군 일원 입지 결정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관련한 신산업 육성 환경이 조성되고 산학연 기관이
연계된 실용화 기반 확보가 요구됨

- 우리시의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필요

- 해체기술의 연구개발기반과 실증시설, 인력양성기관 및 기업체를 집적화하고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울산지역 새로운
에너지산업분야의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검토함

- 보통교부세 현황 및 산정방식 구조 분석

- 원전해체산업 및 원자력산업 관련 현황 분석

- 기초수요 측정항목(4개 항목 16개 세항목), 보정수요 등을 분석, 우리시 여건에 유리한 재정수요 발굴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제도 분석

- 행정적, 법률적 개선사항 제시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동향 분석

-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방안 제언 등

- 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전략 제안

- 보통교부세 수요발굴 방안 제시

- 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전략 제안

- 환경보호비 항목 중 폐기물 측정단위 추가 : 지역균형수요 중 환경보호비(폐기물)의 폐기물 분류를 다양화하고, 처리단가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균형 수요를 산정해야 함

- 유형 : 에너지전주기적 관리형

-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수요항목 구축 : 지역균형수요 중 환경보호비 측정항목 중 ‘정원면적’을 측정단위로 추가하는
안을 제시하여 태화강 국가정원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관련 수요에 대한 산정항목 선정 필요
- 고농도 미세먼지 과다지역 지원에 따른 수요항목 구축 : 보통교부세 환경보호비 수요에 미세먼지 농도뿐만 아니라, 미세
먼지의 간접배출 원인물질 배출량 및 오존생성 기여물질 배출량 등을 통합적으로 반영해야 함
-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따른 수요항목 구축 : 울산시의 경우 원전을 소재하지 않았으나 월성·고리원전으로 인한 전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위치하는 지역의 경우, 원자력 관련 수요 충족을 위해 일반행정비 중 안전관리비, 지역경제비 중 지역
관리비, 지역균형수요 중 지역관리비 등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수요항목 건의 필요
-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수요 :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정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공간범위 : 원전해체연구소 중심으로 반경 10㎞로 설정하여 거점기관(원자력발전소, 원전해체연구소,
원자력대학원대학교) 및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산업생산공간을 포함
- 활성화 전략
●

원전해체연구소를 중심으로 원자력대학원대학교, 테크노산업단지내 산학융합지구 등 연구개발기반 육성, 실증연구 지원

●

기술지원 등을 통해 원전해체산업과 연계된 기업의 유치 및 사업확장 지원

●

인접한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활용

●

부산 기장군 원자력관련산업(방사선 활용)의 광역지자체간 연계, 공동제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제안서로 활용
- 울산광역시 보통교부세 산정 업무추진 자료 활용

현안과제

■ 과제번호 현안 19-09 ■ 연구기간 2019. 7.~2019. 7. ■ 발행사항 2019. 7. (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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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이경우, 류예린

지은초
■ 과제번호 현안 19-12 ■ 연구기간 2019. 9.~2019. 9. ■ 발행사항 2019. 9. (17p)

- 일본은 안보상 우호국가로 우대하던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동시에 울산지역에 입는 피해를 추정 조사가
필요

- 조정교부금은 관할 시·군·구 재정력 격차 조정을 위해 시·도세 일부를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임

- 또한 이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대외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정에서의 역할을 제시해야 함
-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 경제에서 급변하는 무역제도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사전 연구가 필요함

- 따라서 울산광역시 각 구(중구, 남구, 동구, 북구)의 합리적인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반영하기 위해 2020년 자치구 재원
조정 교부금 배분기준을 산정하고자 함

- 일본 무역관리제도 현황 : 일본 수출관리제도의 이해, 일본과의 무역 현황

-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 산정

- 울산지역 일본 무역현황 : 울산 대외 무역 현황, 對일본 수출입 동향, 울산지역 산업별 영향 검토

- 자치구 기준수입액, 기준수요액 및 보정수입, 보정수요 산정

- 정책 및 여건분석 : 정책 동향, 여건 분석, 전략적 분석, 비전 및 목표

- 2020년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산정

- 추진 전략 및 사업 : 정부 정책 연계 전략, 지역 기관 대응방안 전략, 울산 통상지원 사업 제시

- 수입액, 수요액으로 계산된 재원부족액에 조정율 적용

- 산업별(자동차, 화학) 원스톱 중소기업 수출대행 자문관 운영 : 중소기업 수출대행 원스톱 서비스 사업

- 기준수입액 부족분에 따른 기준수요액 보정분 적용 제시

- 해외마케팅 통합 플랫폼 운영 : 온라인으로 통합해 빅데이터를 구성 및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정보망 구축

-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및 세부 산정내역 제시

- 매년 교부 총액을 각 구별 기준수입액과 기준수요액 등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산정하고 있음

- 울산지역형 글로벌 마케팅 운영 : 해외시장 진출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비즈니스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과 사업성을
평가해 단계별 마케팅 실행 패키지 지원금을 순위별로 차등 지원
-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수입 다변화 지원사업 : 일본 수출규제 대응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수입선 다변화 경로발굴 지원 등
- 지역 중견기업 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 해외바이어와 중소기업의 1:1 상담을 통한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판로 확대
- 수출 확대 지원사업(신북방/신남방 사무소) : 자매도시 등에 무역사무소 개설·운영하여 울산시 대표부 기능 수행 및 해외도시,
나아가 양국 간의 관광, 문화, 경제 분야의 교류 협력활동 지원 및 울산 시정 홍보
- 울산국제교류센터 설치 : 울산의 국제교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 교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국제교류기관의 설립

- 2019년 하반기 울산 유관기관 대응 사업 발굴 및 근거 활용 자료로 활용
- 2020년부터 일본 뿐만 아니라 울산 대외 의존 수출입에 대한 전수조사 공감 및 계획

-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기준수요액을 효과적으로 산출
- 자치구 부족재원의 합리적으로 배분,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현안과제

■ 과제번호 현안 19-11 ■ 연구기간 2019. 8.~2019. 10. ■ 발행사항 2019.10. (6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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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발굴 연구

지은초

이경우, 박재영, 김상락, 박소희, 류예린
■ 과제번호 현안 19-14 ■ 연구기간 2019. 10.~2019. 11. ■ 발행사항 2019.11. (13p)

- 최근 자연·사회재난의 동시다발적 발생 및 새로운 유형의 재난발생 등으로 재난취약성 상존

- 세계적 불황의 여파로 침체에 빠졌던 조선산업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 조선업 고용현황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

- 타 시·도 재난관리정책 재정운용사례 비교·연구 필요

- 글로벌 수요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 기조 확대 등 자동차 산업의 회복 모멘텀 부재로 침체 국면 지속

- ‘20년도 이후 추진할 재난관리 정책사업 발굴 및 모범사례 비교·연구 필요

-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위기설과 차량구매 비용 가중 등 부정적인 요인 우세
-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부품산업 생태계 구조개선 및 고용안정 지원 필요

- 타 시·도 재난관리 정책의 재정운용 비교·분석
- 재난안전 정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방안 연구

- 자동차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경제·산업 정책과 유기적 연계
- 미래형자동차 산업변화의 대응을 위한 단계별 지원 사업 추진

- 새롭게 등장하는 재난안전 사안 발굴 필요 : 특별교부세를 통해 진행 가능한 새로운 재난안전 사업의 발굴이 꾸준히 이루어
져야 함

●

(1단계) 기업 및 근로자 컨설팅을 위한 전수조사(자동차부품업체 생태계, 기술수준, 대응준비 정도, 교육수요), 동반상생 네트워크마련

●

(2단계) 기술진단 및 기술개발지원, 근로자 직업능력교육

●

(3단계) 기술개발 고도화 및 사업다각화 지원, 유사업종 전환지원, 퇴·실직자 취업지원

- 국가 안전관련 정책 흐름의 모니터링 : 향후 교부사업의 경우 재난안전 관련 정부정책의 흐름을 모니터링하여,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에서 특별히 필요하며, 실시 가능한 사업을 찾아 진행해야 함
- 타 특·광역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벤치마킹 : 타 특·광역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들
중 울산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으나, 실시가능하고 필요한 사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음

- 향후 전기기반 친환경자동차로의 산업전환으로 인해 내연기관의 부품수가 축소되고, 동시에 새로운 기술수요가 폭증할 것
으로 예상
- 울산에는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중소 부품사들이 집적화되어 있어 미래형자동차로의 산업재편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

- 미래 재난여건 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 정책의 선진화 추진

- 조선업 위기 이후 예상되는 새로운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

- 우수 재난관리 정책사업 시정 도입으로 재난관리 정책 역량 제고
- 내연기관 자동차부품사 기술경쟁력 확보 및 신규 일자리 확충 기대
- 조선업 위기 이후 예상되는 새로운 고용위기의 선제 대응을 통한 노동시장의 안정 기대
- 자동차산업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산학연관민 네트워크 구축 기대

현안과제

■ 과제번호 현안 19-13 ■ 연구기간 2019. 10.~2019. 11. ■ 발행사항 2019. 11. (55p)

Ⅱ.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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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안전검사소 구축 방안

황진호, 강영훈
■ 과제번호 현안 19-15 ■ 연구기간 2019. 11.~2019. 12. ■ 발행사항 2019.12. (24p)

- 정부의 수소차 확대 보급에 따라 향후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유지관리 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Ⅱ
연구실적

- 수소차 국내 최대·유일 생산지이자 최대 보유도시인 울산에 수소차 지원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검사소 설치가 필요하며,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서도 안전검사소 확대 필요
- 안전검사소는 「수소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 (’19.10.22. 관계부처 합동)에 포함되지 않은 수소차 유지관리 인프라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구축 필요
-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수소차 안전검사소 유치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전국 수소차 및 충전소 공급 현황, 검사실태

수탁과제

- 전국 시도별 향후 5년간 예상 등록대수
- 연도별 예상 검사물량, 차량당 검사시간, 검사인원
- 내압용기 불량률 및 정비방안
- 수소차 전용 안전검사소 구축방안 구상
- 안전검사소 건립 최적지
- 기타 검사소 울산유치에 필요한 통계치 추출 등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의 비용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 울산은 수소차 생산기지이자 수소경제 선도도시로서 수소차가 가장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도시로 내압용기 연구개발, 수소차
문화 확산 등 복합관리 서비스체계 구축 추진 필요
-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차 보급목표를 감안하면 현재의 검사시설 및 인력 수준으로는 검사물량을 감당
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검사시설 및 인력 확충이 시급
- 특히 검사시설 구축과 검사기술 고도화를 위해 수소차 안전검사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 필요
- 정부의 수소전기자동차 6만대 보급 목표에 맞춰 한국교통관리공단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안전검사소를 울산에 우선 유치하고,
수소도시로서 선도적 위상 제고 및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복합관리센터’로 확대 추진
- 수소차 안전검사 시설 외에도 내압용기 안정성 R&D, 교육·체험 등 문화 확산 등 관련 기능을 수행할 공공시설 유치

- 안전검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국토부) 대응자료 제출 및 국비 공모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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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기본구상) 수립 용역

김상락, 변일용, 권태목, 이경우, 박재영

정현욱, 변일용, 김승길
■ 과제번호 수탁 18-04 ■ 연구기간 2018. 1.~2019. 12. ■ 발행사항 2019. 10. (156p)

-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안전디자인 환경개선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한 사업 전·후의 효과 분석 필요

-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 시범업체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량·정성적 효과 분석 자료 필요

- 이를 통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별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효과분석 방법 설계(정량적·정성적 평가 항목 도출 및 설계)
- 시범업체 정량적·정성적 평가 항목 도출
- 산재비용 절감 효과 분석을 위한 기준안 마련

- 성장관리구역 현황조서 및 여건분석
●

대상지별 자연환경, 인구 및 현황분석
대상지별 토지소유 및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물 분석
대상지별 교통현황 분석 및 해외사례 검토

●

산재비용 절감 효과 분석 지표 도출

●

●

산재비용 절감 계산 방식 결정

●

- 시범사업 표준 평가 및 분석 방법 결정

- 성장관리방안 기본구상

- 16개 시범업체 사업 시행 전·후 정량적·정성적 평가 실시
●

산재비용 절감 효과 분석

●

안전문제 개선 사항 평가

●

시범업체 설문조사 실시

- 성장관리방안의 적용은 상장관리방안 고시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성장관리방안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또한, 성장관리방안 고시 전 개발행위허가 후 개발행위허가를 변경하는 경우는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함
- 단일 토지 내 성장관리지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함

-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으로 포함시켜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보다 많은 중소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사업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업체 선정 단계 부터 산재 발생 건수, 산재 비용 등의 평가 요소를 선정 기준에 반영하여
수행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도시안전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결과물을 재정비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안전디자인 사업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 업체와 함께 사업 홍보 추진 필요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국비 확보 및 공모 사업 참여 과제 발굴
- 안전디자인 사업을 단기적으로는 수동적인 시각디자인 중심에서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보다 능동적으로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도 있음

- ’21년 국토교통부 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리 자료로 활용

-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마련 및 운영

수탁과제

■ 과제번호 수탁 17-21 ■ 연구기간 2017. 12.~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120p)

Ⅱ. 연구실적

안전디자인 환경개선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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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일용, 김상우, 유영준, 박재영

변일용, 이주영, 권태목, 김상우, 정원조
■ 과제번호 수탁 18-22 ■ 연구기간 2018. 4.~2019. 6. ■ 발행사항 2019. 6. (280p)

- 울산교육연수원으로 이용되던 시설이 대왕암근린공원의 여가관광기능 활성화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이전후 연수원부지의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함

- 2013년 8월 경관법 전부개정으로 중구도 경관계획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당초 계획된 디자인계획의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경관관리방향 제시

- 유휴부지에 대왕암근린공원과 조화롭고 방문객의 활용도를 높이며 입지특성에 부합하는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도입기능을
발굴하고 향후 수립될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지속적인 경관 추진 및 관리체계 마련으로 경관디자인 수준 향상 및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 유도

- 문화여가관광동향 분석

-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 대상지 및 인근지역의 현황 및 여건 분석

- 기본구상 및 경관기본계획 수립

- 지역주민 의견 조사

- 경관계획 설계 지침 작성

- 관련 유사사례 조사

- 특별과업(야간경관)계획

- 도입기능 및 세부시설 (안) 도출

- 실행계획 제시

- 중구의 경관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쟁력 갖춘 도시이미지 제고

- 사업추진계획 수립

- 교육연수원부지 활용 기본방향
●

- 시립미술관주변경관형성 사업 등 총 8개의 시범사업을 제시함. 시범사업의 총사업비는 93억75백만원으로 지역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제시함

해양경관자원의 보전, 시민을 위한 워터프론트 자원 확보, 여가형 거점 근린공원기능 확대

-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해양관광자원 연계루트 개발

-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 제시

- 교육연수원부지 활용대안
●

●

●

체류관광시설 조성 : 복합문화호텔, 콘도미니엄, 글램핑, 북카페, 브랜드샾, 레스토랑, 편집샾, 어린이체험공간, 해안산책로, 관광
전망대 등
복합문화시설 조성 : 창작테마도서관, 공원전시관, 공원공연장, 테마샾, 북카페, 굳즈샾, 케릭터샾, 키덜트존, 문화예술교육센터, 메이
커스페이스, 컨텐츠개발소, 단기체류 레지던스 등
청소년시설 조성 :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익스트림스포츠센터, 청소년 방과후교실, 게임장, 극장, IT실험실, 메이커스페이스, 일렉트로
마트, 진로체험관, 문화상업시설 등

- 도입기능 및 시설대안에 따라 향후 공원구역의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에 반영

- 시범사업을 비롯한 경관개선사업에 적용
- 민간개발사업 등에 가이드라인 적용

수탁과제

■ 과제번호 수탁 18-06 ■ 연구기간 2018. 2.~2019. 11. ■ 발행사항 2019. 11. (108p)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계획 수립 용역

Ⅱ. 연구실적

대왕암공원 연수원부지 활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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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형, 이재호, 이주영, 이경우, 김혜경, 마영일

- 울산시민들의 복지욕구는 늘어나는 반면에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복지 지원으로 시민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상대적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음
- 또한, 자치구별 재정여건이 다르고 복지수요도 편중되어 시 차원에서 균형 있는 수준의 복지와 삶의 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복지기준선이 필요함
- 본 과제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등 주요 생활영역별로 울산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제시하고,
복지기준에 따른 시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새로운 정책 사업을 발굴·보완하여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수준으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도시 울산을 실현하고자 함
- 울산시민의 사회복지권을 보장하고 개발에서 사람 중심의 시정으로 전환하며 향후 나아가야 할 보편주의 복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여 복지가 단순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개인과 사회의 투자이자 울산시의 발전전략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함

이주영, 변일용, 정현욱, 권태목
■ 과제번호 수탁 18-27 ■ 연구기간 2018. 4.~2019. 2. ■ 발행사항 2019. 2. (123p)

- 주택공급 중심에서 주거복지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중앙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대응하기 위하여 울산
광역시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예정임에 따라 현재 울산광역시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주거
종합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함

- 울산광역시 주거실태 조사 : 표본수 6,332가구, 일반가구 및 특수가구(임대주택거주자, 노인가구, 은퇴예정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 주요 조사항목 : 주거현황, 주택가격 자금조달, 주거이동, 주택정책 의견, 가구일반사항 등
- 일반가구 및 특수가구 주거실태조사 분석

- 울산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생활영역별 복지기준선마련과 정책과제 도출
- 복지기준의 개괄(목적, 방향, 국내외 정책사례)

- 울산광역시 주거정책 수요 발굴
- 울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 수립방향 제안

- 한국과 울산의 생활환경과 복지수준
- 울산시민복지기준의 구상(방향, 목적, 원칙 등)
- 부문별 울산시민복지기준(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 부분별 예산 계획
- 복지기준관련 시민조사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 향후 주거정책 수립시 주거안정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노후 주택관리, 미래환경 대응형 주택정책, 주거정책추진체계 확립
등을 고려함
- 울산광역시 주거정책 비전 및 목표 : 쾌적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 소득기준별 주거지원 범위 설정에 따른 계층별
주거지원 목표 설정 필요
- 주거종합계획 전략 : 수요 맞춤형 계획적 주택공급 계획 수립,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수요자 정주기반 주거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주거지 관리, 미래형 주거환경 기반 구축, 사업추진 실현성 제고

- 울산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소득(중위소득 43%)을 보장
- 저소득가구가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주택재고 대비 6%)
- 경제적 어려움이나 지역별 격차로 인하여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울산시민이 없도록 함

- 2020년 수립예정인 울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 학교 안팎 청소년에 대한 광역시 평균이상의 교육투자를 확대(특성있는 기본교육 보장)

-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타당 근거자료로 활용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에 따라 공보육율 40%까지 확대
-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
- 울산시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적극적인 통합 돌봄서비스 보장(전체 읍면동 80%이상 돌봄전달체계 구축)
- 전국과 7대 특광역시 평균을 비교·검토하여 평균 이하인 지표를 최저기준으로 설정하되 5년이내 달성
- 일과 가정 양립정책 실행수준을 6대 광역시 평균수준으로 개선

- 향후 울산광역시복지계획의 수립기준으로 활용
- 경제,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분야별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시장공약의 추진 실적으로 반영

수탁과제

■ 과제번호 수탁 18-23 ■ 연구기간 2018. 4.~2019. 5. ■ 발행사항 2019. 5. (503p)

울산광역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정책 수요발굴 연구용역

Ⅱ. 연구실적

울산 시민 복지기준선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 용역

86 UDI Annual Report 2019

2019 UDI 연차보고서 87

정현욱, 변일용, 이주영, 권태목, 김승길, 유영준, 박소희, 정원조

-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정책을 살펴보고,
- 최근 국토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에 근거한 균형발전 사업발굴
- 발굴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국토부 공모사업의 제안서 작성

이경우, 박재영, 김혜경
■ 과제번호 수탁 19-01 ■ 연구기간 2019. 1.~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82p)

- 정부는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국민 경제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2009년 ‘경제교육
지원법’을 제정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합리적 분석, 경제적 판단능력을 길러 합리적 경제행위을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음
- 점차 경제현상이 복잡해지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이슈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경제교육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정책 검토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주요 내용 검토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에 근거한 균형발전 사업 발굴

- 기획재정부는 지역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제교육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지역경제교육센터를 개소하여 2018년
15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정되었음
- 2018년부터 3년간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울산 시민의 경제마인드를 제고하고 지역경제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 사업별 제안서 작성
- 청소년 경제교육 : 실생활 위주의 이론수업과 체험활동을 통해 경제기초에 대한 이해와 사고력을 향상
- 본 과제는 사업발굴을 통한 국토부 공모사업에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임

- 본 연구를 통해 발굴된 “청년일자리 센터 건립사업”과 “한국오믹스 데이터팜기반 구축사업” 사업을 국토부 공모사업의 최종
사업으로 선정
- 본 사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 및 국토부 제출

- 일반인 경제교육 : 생활 속 경제이슈, 사회적경제 기초 등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경제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
- 취약·소외계층 경제교육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활능력을 촉진하고 올바른 경제관을
확립하고자 함
- 표준 교재 연구 : 지역 실정 및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교재 및 교구 개발
- 지역경제교육협의회 운영 : 지역의 경제교육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경제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 공유와 협력
방안 강구
- 지역내 강사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를 통해 인력풀을 구성

- 장애인에 대한 경제교육은 소수의 정원과 세분화된 학습프로그램이 필요함
- 경제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필요

- 울산지역 평생교육 및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

수탁과제

■ 과제번호 수탁 18-35 ■ 연구기간 2018. 10.~2019. 1. ■ 발행사항 2018. 12. (177p)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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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김상락

- LINC+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과 기업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역산업육성발전을 지원하는 우수 인재 공급,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함
- 본 조사는 전문대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과 향후 울산지역 산업체 취업, 직무 수요조사를 근거로 울산광역시의 교육 정책을
향상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음

권태목, 변일용, 이주영, 정현욱, 이경우
■ 과제번호 수탁 19-03 ■ 연구기간 2019. 1.~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296p)

- 2018년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울주군청사를 포함한 옥동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 선정된 남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유형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시가 필요함
- 남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국정과제 실현(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시문제 해결(방치건축물 정비),
소규모 주택정비(자율주택) 등 울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체계 마련하고자 함

- LINC+ 사업참여 학부(과) 관련 업종 가운데 울산 및 인근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신업 및 기존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 조사

- 주거재생 목표 총량의 산정

- 조사 시점에서의 채용 계획 및 채용 인원과 향후 채용 인원

- 사업지역 공간계획 수립

- 인력 채용을 필요로 하는 직무

- 이주수요 분석 및 공적임대ㅁ주택 공급계획 수립

- 인력 채용 사용의 주된 원인 등

- 총괄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공공지원 종료 후 마을운영․ 관리 계획의 수립

- 신입 및 기존 직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에 대해 사업체 담당자들의 절반 이상은 ‘일반사무 등 종합적인 실무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45.5%는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설문에 참여한 사업체의 70.0%는 향후 3년 간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종합적인 실무 능력 배양과 전공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할 것이 요청됨

- 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총 12개의 세부사업으로 진행함
-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상권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도시활력회복 3개의 사업유형 속에 세부사업을 반영함
- 공공복합타운건설사업은 임대주택, 공공청사, 수익시설로 조성하며, 일자리 창출 특화를 위한 공공기관이 입주하도록 함
- 공공복합타운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체와 사회맞춤형 학과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취업률 향상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 산업체 인사 교육 참여 및 현장 위주의 교과 운영과 참여학생들의 중소·중견 기업 직무체험 제공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

- 국토부의 실행계획 평가를 통과함으로써 국비포함 공적자금 100억원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함

수탁과제

■ 과제번호 수탁 19-02 ■ 연구기간 2019. 1.~2019. 2. ■ 발행사항 2019. 2. (120p)

(2018년 선정)남구 일원 도시재생뉴딜실행(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Ⅱ. 연구실적

(국고사회맞춤형사업) LINC+사업 산업체
수요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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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배, 이상현, 김희종, 마영일, 김형우

- 「울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5년 단위「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2018. 9. 3.
수립하였으며, 그 이행 방안으로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 근로자, 학생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유해화학
물질 사고 행동지침 매뉴얼을 개발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명과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이윤형, 이주영, 김상우, 김혜경, 김종욱
■ 과제번호 수탁 19-05 ■ 연구기간 2019. 4.~2019. 11. ■ 발행사항 2019. 11. (321p)

- 청년문제에 효율적 대응 위한 청년층의 경향성 진단 필요
-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청년층의 요구와 지역적 특성(구·군별)을 바탕으로 한 청년활력 증진사업의 방향성 정립
- 2019년 청년센터 시범운영으로 도출된 정책수요와 2021년 이후 청년센터 본격 운영에 대비한 토대 마련

- 이에 울산광역시 남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누출·유출, 화재, 폭발 등의 화학사고로부터 구민의 건강,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알권리 실현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 청년공간의 개괄(정의, 기능, 운영현황 등)
- 중앙정부 관리정책 및 선진사례 검토
- 사업장별 화학물질 정보, 화학사고 대응방안, 대피요령 등 조사
- 화학사고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개발
- 주민, 학생 등 대상으로 화학사고 행동요령 교육 홍보자료 제작

- 지역청년 실태진단(청년 성향·인력구조, 잠재적 관심분야 등)
- 청년수요 반영한 공간조성 기본구상 및 사업 아이템 발굴
- 지역사회에서 역할과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방안 등 연구
- 울산광역시 청년가용자원 현황조사
- 울산광역시 청년현황 및 욕구
- 울산광역시 청년공간 운영방안

- 주민용 화학사고 대응 한 장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제작하였으며, 화학사고 시의 4가지
행동요령(실내대피, 실외대피, 차량대피, 주민복귀)에 대해 주로 설명하였음
-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은 주민용 보다 더욱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비상 시
교사 또는 학교안전책임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였음
- 핸드북은 한 장 매뉴얼만으로는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힘든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작되었음
- PPT 교육자료에는 화학사고의 정의 및 원인, 전국 화학사고 발생현황, 울산 남구의 지리적·산업적 현황, 울산 남구 화학사고
현황, 국가 및 지자체 대응 체계, 화학사고 단계별 기관별 주요 임무, 국가 재난대비 앱(안전디딤돌), 화학사고 시 주민 행동요령,
화학사고 대비용 대피용품·비상약품·생활필수품, 대피방향 예시, 남구 재난안전지도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음

- 울산시의 청년거점공간의 주요 기능은 청년사업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기관인 동시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용공간으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담당함
- 현재의 청년센터의 기능과 공유공간의 다양한 기능을 접목하여 한곳에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서비스 공간의
역할을 의미함
- 청년공간은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상호간의 네트워크 및 소통이 가능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발적
으로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함
- 타 민간시설과는 자율, 공존, 협력적 측면에서 차별화되고 청년이 청년공간 이용의 대상자이자 공간구성의 주체, 프로그램의
소비자이자 공급자, 청년공간 운영의 중심이 되어 지역에 기반한 청년공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유형별, 기능별 청년공간에 따른 입지조건과 입지대안 제언

- 유해화학물질 사고시 행동지침 매뉴얼 개발」에 따른 구민 알권리 실현과 불안감 해소
-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으로 안전도시 남구 실현

- 향후 울산청년공간 조성전략으로 설문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커뮤니티 매핑 등을 통하여 청년
들이 자주 가는 여가 및 문화공간, 주요 활동 공간 등을 파악하도록 함
- 청년주체가 직접 참여하여 효율적 청년공간의 구성과 방향성, 이미지를 설정하는 단계가 필요

- 향후 청년공간조성 시 기초자료 및 실질 자료로 반영·활용
- 청년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수탁과제

■ 과제번호 수탁 19-04 ■ 연구기간 2019. 4.~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153p)

청년 활동교류공간 방향성 정립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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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사고 행동지침 매뉴얼 개발 학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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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이경우, 이윤형

-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의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 역량 강화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산출․ 분석을 목적으로 함
●

울산지역 산업기술에 대한 정량·다차원·시계열 데이터의 구축과 지역과학기술 정책 수립 시 가용한 특허통계 기반의 산업 분석
보고서 제공

- 이에, 울산광역시의 차별화된 과학기술 R&D 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울산
지역의 특허기술 및 산업재산권 현황을 산업별, 기술별, 주체별로 분석하고자 함
- 더불어, 지식재산 활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 인프라, 투자, 활동 등을 아우르는 시스템 관점에서 지역의 혁신
역량을 진단함
- 이는 울산의 혁신기술 창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연구개발 인력 및 투자와 같은 핵심 요소의 낮은 투입과 투입자원의 효율적
흐름을 지원하는 인프라 미비 등에 한계 원인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하여 극복하기 위함임
- 또한, 특허기술의 창출성과가 경제적 성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투입-활동-산출로 연결되는 시스템 관점에서 울산의 혁신
역량을 평가하고, 신성장동력 산업과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임

김희종, 이상현, 윤영배, 마영일, 김형우
■ 과제번호 수탁 19-08 ■ 연구기간 2019. 5.~2019. 12. ■ 발행사항 2019. 11. (108p)

- 현재 울산광역시 생물다양성센터는 국내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생물다양성정보를 수집하여 목록화
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추진된 자연환경조사가 일관된 조사방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 생물다양성정보의 목록화가 어려운
현실임
- 울산지역 생물자원의 보전·증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지역의 생물다양성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 생물다양성정보 구축 현황을 파악하여 울산에
적합한 생물다양성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국내·외 생물다양성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사례 검토
- 울산광역시 내 생물다양성정보 관리 실태 조사
- 울산광역시 현황에 맞는 생물다양성정보 활용 목표 설정
- 울산형 생물다양성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계획, 활용방안 제시

- 이와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2017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개발한 지역산업 진단 툴인 ‘울산 산업기술 대시
보드(Dashboard)’를 활용하여 지역의 산업기술 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한편, 영향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함
- 울산형 생물다양성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1~3단계의 로드맵을 제안함
- 2017년에 발현기술이었던 의료용기기제조업은 2019년 유망기술로 부상하였으며, 측정/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은
2017년에 이어 2019년에도 유망기술로 분석됨
●

기술별 분석에 있어서도 2018년 생물물질분석만이 유망기술로 분석된 데에 비해 2019년에는 환경기술, 생물물질분석, 기타특수
기계, 측정, 의료기술, 기구제어의 분야가 유망기술로 분석되었으며, 2018년 안정기술이었던 환경기술이 유망기술로 성장함

- 2017년 취약/침체기술이었던 기초화학물질제조업은 2019년 발현기술로 부상하였으며, 전구 및 조명장치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가정용기기제조업은 2017년에 이어 2019년에도 유망기술로 분석됨
- 2017년 유망기술이었던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과 일반기계제조업은 2019년 안정기술로 판단되었으며, 선박제조업과
자동차제조업등은 2017년에 이어 2019년에도 안정기술로 분석됨

- 1단계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데이터세트(입력양식)를 BRAHMS DB(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생물자원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자원유형별로 구성하고 이를 추후 생물다양성관리기관 DB와 연계하도록 계획함
-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구축한 DB 정보를 생물다양성관리기관 DB와 연계하여 생물다양성 정보의 활용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정보 생산하여 다양한 정책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3단계에서는 기존 BRHAMS DB와 생물다양성관리기관 연계 DB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대시민 자체 DB의 구축
할 수 있도록 계획함. 예를 들어, 시민과학자단을 구성하고, 이후 울산시-생물다양성센터-전문가자문단-울산발전연구원시민과학자단 등으로 구성된 생물다양성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시민주도의 생물다양성
증진 도시, 시민주도 생태도시 울산 브랜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

- 2017년 안정기술이었던 1차철강제조업은 2019년 취약/침체 기술로 주춤하였으며, 반도체제조업은 2017년에 이어
2019년에도 취약/침체기술로 분석됨
-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홍보자료 작성
- 생물다양성 보전·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 지방화가 강조되는 정책 환경 하에서 지역의 산업기술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여 선도적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정립

- 생물다양성정보를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 개발

- 분석 정례화를 통해 울산의 산업기술을 지식재산(IP)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산업기술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 대응의 시의성을 제고

- 지역 내 생물다양성 관련 역량 증진

- 지역의 R&D 및 산업기술 관련 IP통계 자료 구축 및 울산 산업기술 대시보드의 활용
- R&D 및 산업기술 개발 성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언론 홍보
- 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시민주도 생물다양성조사·활용 프로그램 개발

수탁과제

■ 과제번호 수탁 19-06 ■ 연구기간 2019. 4.~2019. 11. ■ 발행사항 2019. 12. (1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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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이재호, 권태목, 황진호, 이윤형

이재호, 권태목, 김상우, 이경우, 유영준, 이윤형, 박재영, 김혜경
■ 과제번호 수탁 19-12 ■ 연구기간 2019. 5.~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299p)

- 청년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구집단으로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되고 있음

- 창의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으로서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울산광역시에서도 최근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
하고 있음

- 특색 있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계획 수립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되는 문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구상

- 울산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지역 청년의 다양한 욕구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울산의 청년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전제로 한 다양한 담론을 구축하고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의제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도시 조사 및 진단
- 문화도시 조성 방향
- 문화도시 사업 구상 및 추진 계획

- 울산청년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가 중심 분야별 간담회 구성·운영
●

5개 분야(교육, 일자리 및 경제, 도시재생, 복지, 문화예술) 각 2회 간담회 운영

●

간담회별 전문가 4명(관내 2명, 관외 2명) 참석

- 문화도시 추진 체계 및 재정 계획
- 문화도시 추진성과 및 지속가능 관리 계획
-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로드맵

- 성과공유회(포럼)과 연계한 행사 패널 섭외 및 안건 구성
●

4명의 토론자 섭외 및 포럼 진행

- 간담회의 내용 녹화, 녹취 등 아카이빙
●

간담회 및 성과공유회 녹음 및 녹취

-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한 결과보고서 집필·제작

- 지역의 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사회·경제를 문화적 바탕위에 활성화하는 ‘문화도시’ 조성
필요
- 중앙정부의 문화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경향에 따른 문화도시 추진계획과 이에 대한 조례 제정 필요
-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가치 아래 지역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도시 지정 제도가 확산되는데 대한
대응책 마련

- 청년문화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와 거버넌스가 필요함
●

교육, 일자리, 복지,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서 청년들은 문화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문화 콘텐츠를 요구함

●

기관, 인적자원과의 네트워킹과 연대가 필요함

●

타지역과의 인적교류를 통한 청년문화예술인의 성장 필요

- 교류를 위한 공간 필요
- 청년의 관점으로 생활 속의 문화를 발굴할 필요성
- 청년활동에 대한 아카이빙 필요

- 울산문화재단의 2020년 이후 청년사업 실행 및 사업아이템 발굴에 활용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14)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 근거가 법률로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 마련에
대한 마스트플랜 수립

수탁과제

■ 과제번호 수탁 19-10 ■ 연구기간 2019. 5.~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320p)

울산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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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우, 이상현, 윤영배, 김희종, 김혜경, 마영일

황진호, 강영훈, 김상우, 이윤형
■ 과제번호 수탁 19-14 ■ 연구기간 2019. 6.~2019. 11. ■ 발행사항 2019. 11. (168p)

- 지역에너지 계획은 ｢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하는 법정계획임

- 울산광역시 동구는 2017년 6월에 제정되어 2019년 2월에 시행된 「울산광역시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울산광역시는 2017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
계획 수립 완료에 맞춰 2019년 중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요청함

-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함

- 이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인 달성과 울산광역시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 효율제고 및
에너지원의 발굴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 본 계획의 목적은 울산광역시 동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
과제 수립에 있음

- 일반사항

- 사회적경제 여건 및 현황 : 지역의 사회적경제 관련 여건(인구, 경제, 사회복지, 문화 등) 및 사회적경제 현황

- 정책환경 분석

- 사회적경제 정책 동향 및 수요조사 : 국내 사회적경제 정책 동향, 사회적경제 시민인식조사

- 지역특성 및 에너지 수급 분석

-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과제 : 비전 및 목표, 전략과제 도출

- 계획 수립

- 전략부문별 세부 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생태계 확충, 인프라 구축

- 중점사업

- 추진체계

- 지원 및 평가
-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 전략부문, 8개 전략과 14개 세부과제 제시
- 비전 : 실행력이 담보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한 글로벌 에너지허브 도시 기반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강화 : 비즈니스 모델 발굴, 창업 및 성장 기반 강화, 지역 인재양성, 유통 및 판로지원, 사회적금융
활성화

- 목표 : 재생에너지 3,430GWh 생산, 에너지소비 178만TOE 절감, 분산형 전원 4,898GWh 보급

-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 추진전략 : (생산)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 (소비)에너지 수요 관리, (산업)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공유 플랫폼 구축

- 10대 추진과제 : 태양광 보급,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R&D), 에너지 신산업 육성, 부문별 수요
관리 강화, 원전해체산업 육성, 거버넌스 구축, 에너지 복지, 에너지 관련 교육 및 홍보

- 지역특화사업 발굴 : 문화관광자원 연계 사업, 도시재생 연계 사업, 공공재산 관리 사업, 연안 해양쓰레기 관리 사업

- 울산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 추진체계 : 울산광역시 동구의 사회적경제 주체와 연대·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와 관련 인프라 등의 유기적 체계
구축

- 에너지신산업 등 신규 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 활용
-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연계한 국비확보 근거자료 제공

-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 추진

수탁과제

■ 과제번호 수탁 19-13 ■ 연구기간 2019. 5.~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591p)

2019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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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이재호, 김상우, 이경우, 박재영, 지은초, 정원조

- 주민 화합, 지역 홍보,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관광·체육·문화 행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축제가 증가하고 있음

김승길, 변일용, 이주영, 정현욱, 권태목
■ 과제번호 수탁 19-16 ■ 연구기간 2019. 7.~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115p)

- 이와 병행하여 언론홍보지, 행정운영비를 포함한 축제 소요비용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수립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13~`20)」 및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17~`20)」의 만료 시기 도래로 2차 기본계획 및 4차 시행계획 수립 필요

- 보조금 예산의 나눠주기식 온정적·관행적 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행사(축제) 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효과성 논란이 지속
되고 있음

- 부산·울산권은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대도시 생활권이 급속하게 광역화됨에 따라 교통체증 심화 등
광역교통문제 가중

- 행사(축제) 보조사업의 객관적인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한정된 예산과 역량을 집중시켜
내실 있는 행사(축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울산권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으로 부산, 울산, 경남 주요 도시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부산·울산권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광역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함

- 현황 분석

- 광역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타 지역 사례

- 광역교통체계 구축 추진방향

- 지표 개발

- 재원조달 및 투자우선순위 기본방향

- 설문조사
- 평가체계 개선 방안
- 광역교통시설 선정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인구나 도시세력 등의 차이 및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예산 배정 필요
- 보조사업 평가체계 개선
●

보조사업자 공모 방법 개선

●

담당공무원의 보조사업 진행 점검 강화

●

결과보고서 제출 시 설문조사와 모니터링 내용 의무화

- 인력 풀 및 업체 풀 관리
●

모니터링 전문가 및 설문조사업체 풀 관리

- 2020년 행사(축제) 보조사업자 선정 시부터 평가체계 개선 방법으로 제안된 전문가 모니터링과 설문조사 의무화
●

5,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

- 보조사업 성과 관리 강화

- 광역교통에서도 대중교통수단의 기능 확대에 초점을 맞춘 BRT나 철도시설 중심, 기존 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우선 선정 필요

- 국가상위계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울산권에 필요한 광역교통시설(광역도로, 광역철도 등)을 반영
-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한 광역교통시설의 적기공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수탁과제

■ 과제번호 수탁 19-15 ■ 연구기간 2019. 6.~2019. 12. ■ 발행사항 2019.12. (117p)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연구 중 울산권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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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암공원 케이블카 개발사업 시민의견수렴 용역

유영준, 이재호, 이경우, 박재영
■ 과제번호 수탁 19-17 ■ 연구기간 2019. 7.~2019. 11. ■ 발행사항 2019. 1. (66p)

울산광역시 근대문화유산 및 산업유산 등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DB구축
변일용, 이주영, 정현욱, 권태목, 김승길
■ 과제번호 수탁 19-19 ■ 연구기간 2019. 9.~2019. 12. ■ 발행사항 2019.12. (84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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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기반을 마련하여 법률의 조기
정착 및 실효성 제고 필요

- 스페인 빌바오의 경우 조선업 경기의 장기 침체로 지역경제도 급격히 나빠졌으나, 구겐하임미술관 분원을 유치하면서 세계적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한 사례가 있음

- 2019년도 건축자산 가치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추진결과 울산광역시가 선정되었으며, 이에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수행하여 지역의 가치 발굴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

- 2015년 6월 울산개교가 개통됨에 인해 고립된 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대왕암공원 등의 관광지를 찾는
외부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음
- 동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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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이 필요
- 대왕암공원 케이블카 개발 사업에 대한 울산시민 및 동구 방문 관광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 현황 분석
●

동구의 관광 현황

●

동구의 관광자원

- 시민의견 수렴
●

대왕암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의견

●

울산 방문 경험

●

인구통계적 특성

- “건축자산 기초조사｣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6)”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 대상 목록화
- 건축자산 기초조사 대상 건축물·공간환경·기반시설에 대한 ‘건축자산 기초조사표’의 기본정보 입력
- 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가치를 발굴하고 테마지도 등 홍보 및 확산방안 마련
- 조사결과의 DB구축 및 분석

- 건축자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건축자산으로 지정될 경우 구체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
- 심층조사된 53건의 경우, 보다 심도있는 조사 필요

- 건축자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필요
- 건축자산 지정으로 관리방안 마련

- 대왕암공원 케이블카 설치가 울산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58.8%가 긍정적으로 응답
- 대왕암공원 케이블카 설치 시 이용 의향에 대해 62.3%가 이용하겠다고 응답
- 대왕암공원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60.1%가 긍정적이고 답변
- 타 지역에서 케이블카 탑승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설치 필요성에 더 긍정적으로 인식
- 타 지역에서 케이블카 탑승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설치 시 이용 의향에도 더 긍정적으로 응답

- 대왕암공원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대한 반응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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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상현, 윤영배, 김희종, 마영일

황진호, 강영훈, 김상우
2020. 4.
(울산시주관백서배포)

- 울산 시민과 모든 순간을 함께 해 온 태화강이 2019년 7월 국가정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진과정에 관한 기록화가 필요함
- 울산 시민만의 축제로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정원으로서의 위상 제고함과
동시에 태화강 국가정원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평가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향후 과제 모색

■ 과제번호 수탁 19-22 ■ 연구기간 2019. 9.~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130p)

-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018년 12월에 제정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이와 같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 본 계획은 울주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울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2004년 발간된 1차 태화강백서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초점을 맞추어 발췌 및 수정
- 태화강 국가정원 추진과정 정리
- 태화강 국가정원 추진 과정 조사

- 울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현황분석

-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한 성과 및 평가

- 울주군 사회적경제 현황 분석

- 태화강 국가정원의 향후과제 및 미래상 제시

- 정부 및 각 지자체 등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정책 분석
- 울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표 및 전략 수립
- 추진 과제 및 전략

-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까지의 시민 서명운동과 활동에 관한 조사 정리를 통해 향후 발전적인 시민운동 방향 제시

- 추진 계획 및 예산

- 태화강 지방정원 등록과 정원 박람회 개최 등 추진사업의 현황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한 태화강 국가정원의 미래방향성 제안
- 국내 최초 수변생태정원으로서 위상과 역사적 가치를 백서발간과 조사 분석 연구를 통해 재발견하여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의
근거 마련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은 3대 전략부문, 8개 전략에 15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부문에서는 사회적경제 통합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사회적경제
통합협의체 활동 지원과 민관 협의체 구성 운영을 추진

- 태화강 백서를 통한 대시민 홍보자료 및 역사적 기록물로 활용

-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육성 강화 부문에서는 ① 산림자원, ② 6차산업, ③ 도시재생, ④ 공공시설 및 해양환경 관리, ⑤ 사회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사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 강화
-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 부문에서는 지역 인재양성 및 확충,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의 전략에 따라 4개
세부과제 추진
- 추진체계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주체 및 유관기관과 연대·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와 관련 인프라 등의 유기적 체계 구축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 추진

수탁과제

■ 과제번호 수탁 19-21 ■ 연구기간 2019. 9.~2019. 12. ■ 발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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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국가정원 백서 발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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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꿈꾸는 예술터 기본구상 연구

강영훈, 황진호, 이경우

김상우, 변일용, 박재영
■ 과제번호 수탁 19-25 ■ 연구기간 2019. 10.~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150p)

- 동북아 오일가스허브구축사업의 진척이 느린 가운데, 민선 7기에서는 글로벌 에너지허브구축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울산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특화 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꿈꾸는 예술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사업대상지로 경기 성남시와 전북 전주시 등 2곳을 선정하였음

- 따라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사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사업이
울산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야 할 근거를 마련함

- (가칭)꿈꾸는 예술터 사업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운영으로 학교사회연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 울산광역시 <꿈꾸는 예술터>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예술가, 예술강사 등이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연수, 학교-지역연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당위성 및 추진현황
-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사업과 관련된 규제 현황 파악
-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사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꿈꾸는 예술터 사업, 법령, 정책, 조성현황, 건립사례 등에 대한 분석

-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완화 효과 분석

- 관내 꿈꾸는 예술터 조성이 가능한 대상지에 대한 제시

-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사업의 정성적 효과 분석

- 시설 조성방향, 시설구상, 운영계획 등 기본적인 단계에 대한 구상안 제시

-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사업의 정량적 효과 분석

- 지역적, 수혜대상별 관점에서 기대효과를 제시

- 동북아 오일허브가스사업은 울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모멘텀으로서 글로벌 에너지허브의 가능성이 있음

- 사업방향

- 이에 따라 국제물류거래와 금융거래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이 필요

●

지역 초등학생들이 주도하는 체험과 놀이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 개발과 이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및 창작과 향유

- 국제물류 및 금융중심지는 최적 생활환경이 구축된 장소로서 만들어갈 필요

●

근로자 및 학부모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 늦었지만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에너지허브로 조성할 필요

●

예술가 및 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공간

-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 비전 및 방향성
●

Creative Lab : 놀이와 체험을 통한 즐거운 문화예술교육

- 추진방향
- 울산경제자유구역에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사업이 포함되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
-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심사에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

●

놀이와 체험을 통한 표현방법 발굴/공단 노동자 및 학부모를 위한 교육/치유형 문화예술교육

●

지역문화예술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융합적 문화예술교육

- 운영프로그램
●

초등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교과과정과 연계된 놀이 및 체험)

●

근로자 및 학부모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인근 공단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기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연계)

●

학부모를 위한 문화예술교육(학부모의 여가활동 및 문화예술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예술가 및 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 및 연수

-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공모신청
- 2020년 1월 1차 서류심사 후, 3월 실사

수탁과제

■ 과제번호 수탁 19-23 ■ 연구기간 2019. 9.~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16. (84p)

Ⅱ. 연구실적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사업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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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매입임대주택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이주영, 변일용, 정현욱, 권태목, 김승길
■ 과제번호 수탁 19-26 ■ 연구기간 2019. 11.~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100p)

-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건립되는 임대주택의 매입을 통해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 제시가 필요함
-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유형과 공급대상을 제시하고 적정 인수가격을 분석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공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도모함

Ⅱ
연구실적

-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관련 법령 및 사례 조사
- 임대주택 유형 결정을 위한 수요 분석
-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적정성 검토
- 임대주택 공급유형 및 공급대상 설정

협약과제

-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안 제시
- 조합의 임대주택 인수요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적정 인수가격 제안

- 조합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완료시 임대주택의 매입, 운영 근거로 활용

발주처와 보조금지원 협약 하에
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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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김문연, 이주영, 이은규, 이경우, 박재영, 박소희

- 정부는 2005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5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산학연협력 거점으로 육성
- 그러나 특구의 지정권역이 점차 분산·대형화되고 새로운 R&D집적지 중심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들이 제기됨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 우수 거점·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산업 기능이 복합된 소규모 고밀도 자족형
집약공간을 강소특구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과 대안이 제시됨(‘강소특구 발전방안’ ‘17.12.,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18.5.)
- 울산시는 R&D특구 부재로 지역 기술사업화 수요 대응에 미진하며, 우수 혁신기업과 연구진이 역외로 유출되는 상황
●

울산은 기존 대규모 특구 요건 상 자격미달로 R&D특구가 없는 유일한 광역시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강소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하고자 함

- 강소특구 운영 세부기준(안) 발표(‘18. 6월) 내용에 부합하는 강소특구 지정요건 검토, 핵심거점기관 및 배후공간 도출, 강소
특구 특화분야(산업) 도출 등 특별법 제6조 규정에 따른 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

●

정원조, 권태목, 이은규, 이경우, 유영준, 김혜경, 박남기
■ 과제번호 협약 18-11 ■ 연구기간 2018. 3.~2019. 6. ■ 발행사항 2019. 6. (391p)

- 국내외적으로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13년 해양수산부 부활 이후, 국가차원의 관심도 커지고
있음
- 해안을 끼고 있는 타 지자체들 역시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차원에서 해양, 수산, 항만, 해운 등 관련 분야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울산시의 경우 해안 인접지역이 넓고, 항만이 급속도로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 관련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능동적
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새로운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수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미래
지향적인 비전, 전략, 전략별 추진 계획 등을 포함된 해양수산발전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국내외 해양수산 환경 및 정책동향 분석 : 거시적 분석, 해양수산 분야별 이슈와 전망, 국내외 정책동향
- 울산시 해양수산 현황 및 잠재력 분석 : 해양수산 현황, 울산시 해양수산 잠재력 분석

강소연구개발 특구지정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안), 개발 및 공간 활용 구상, 경제적/사회적 기대효과 등

- 울산시 해양수산 발전전략 : 중장기 비전, 목표, 추진전략, 공간발전방향

(핵심기관) 울산과학기술원, (특화분야) 친환경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스마트기계·부품, (배후공간)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 산업
단지, (총 신청면적) 1.84㎢

- 울산시 해양수산 부문별 추진계획 : 해운·항만, 에너지·물류, 관광·에너지, 해양신산업, 어촌·어항, 연안환경·안전
- 울산시 해양수산 로드맵 : 추진전략별 실행계획, 핵심 프로젝트 설정, 우선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 재정계획 : 단계별 투자계획, 예산투입 파급효과 분석, 과제별 추진조직

- 울산강소특구의 비전은 「대한민국 新주력산업의 산실」로 대한민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견인하고, 울산지역 산업구조 혁신의
거점으로 추진
- 친환경·스마트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를 기본 추진방향으로 하며, 핵심기관 역량 우위분야 집중R&D, 기업성장 전주기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 3대 전략 추진
- 연구개발(핵심기관) – 실증․ 임상 강화(차세대자동차기술센터,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 울산대학교병원) - 생산(울산하이
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 정착

- 울산광역시 해양수산 분야의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수립 및 국책사업 발굴 등으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 제시
-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수산 관련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 기술혁신기관의 중점연구분야인 차세대에너지와 첨단신소재(기계, 에너지, 바이오) 집중 연구개발 및 글로벌 창업 생태계 구축
- 해양수산 관련 6대 분야별 추진과제의 사업화를 통한 해양수산 거점 도시(동북아 에너지허브, 북방경제협력 선도도시)로
점진적 성장
- 울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서 작성의 기초자료

- 울산지역 내 해양수산정책 계획 수립과 향후 ‘항만기본계획’ 에 대응한 기초자료로 활용

협약과제

■ 과제번호 협약 14-24 ■ 연구기간 2014. 12.~2019. 12. ■ 발행사항 2019. 4. (327p)

울산광역시 해양수산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Ⅱ. 연구실적

울산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개발 수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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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디자인 환경개선 시범사업

변일용, 이주영, 권태목, 김상락, 김민주, 김소연

변일용, 이주영, 권태목, 김상락, 김민주, 조영환, 김소연
■ 과제번호 협약 18-16 ■ 연구기간 2018. 5.~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150p)

- 2017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 에 의해 도시안전디자인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2017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 에 의해 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디자인환경개선시범사업을 추진

- 도시안전디자인센터내의 자체 인력 구성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 내 산업기업체의 안전디자인 환경개선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사업지원을 실행하며 운영 성과를 지역 내 전문센터로 입지 확보

- 안전디자인 환경개선 시범사업의 도입으로 산업단지 내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사고 저감의 성과를 바탕
으로 안전문화 확산 추구

-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환경개선 시범사업 통합관리 및 지원

-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시범사업 전후의 효과조사 분석

●

공모 접수를 통한 사업장 리스트 작성과 DB구축

●

시범사업 통합 관리(4개시) 및 DB구축 정리 후 환류 데이터 구축

●

울산의 경우 3개소가 참여하여 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성 확보

●

분기별 회의 진행 및 정례회의 및 디자인 검토 회의로 구분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진행

●

시범사업 추진 위주의 정보교류 및 사업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위한 워크숍 지원

-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정책 개발 및 제안
●

산업단지 안전디자인과 연계한 과제발굴 및 정책 개발

●

시범사업 종료 후 DB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유형별, 규모별, 직종별(예시) 정리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안전디자인 시범사업 컨설팅 및 효과조사 분석

- 안전디자인 보급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생활공간 안전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 가로환경시설물 등)에 대한 확산 정책개발·보급 및 지원 방안 마련 후 추후 연구 방안 제시

●

범죄예방 안전디자인(셉티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제 등)에 대한 과제발굴 및 정책 개발

- 안전디자인 홍보 & 교육
●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구체적인 홍보 방안 제시(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 등 연계)

- 사업장선정을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
●

실무자, 지역전문가, 컨설턴트로 구성한 실무 평가단 선정

●

위험요인 제거 시급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필요성에 따른 사업장 순위 선정

●

컨설팅, 자문회의 등을 통해 사업의 내용을 확보 가능

- 안전디자인 개선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을 우선으로 한 업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업종별 규모별로 서비스 디자인 유형 정리 및 기초 디자인 방향 제시

●

인정심사와 관련한 실무자 자문 후 작업환경에 필요한 안전 항목 리서치 진행(작업자 대상, 전문가 대상 등)하여 설계방향 수립

●

설계 방향 수립 과정에서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역별 피드백 도입 및 의견 수렴

- 안전디자인 홍보 & 교육
●

워크숍을 통한 안전디자인 교육진행 및 향 후 시민 학교 또는 기업체를 연계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방안, 프로그램 구성

●

시범사업 완료 사업장 대상 현장체험 진행 및 홍보 이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구체적인 홍보 방안 제시

시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디자인 교육프로그램 및 협업 방안 제시. 차후 지역 대학, 특화고등학교(애니메이션, 디자인 등)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방안 마련 등 디자인 센터 홍보 방안 제시

- 안전디자인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안전성 확보를 제고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디자인을 접목한 사업체의 안전성 확보 도모
- 산업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 중 디자인을 통해 심미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안전디자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디자인 센터를 조성,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시범사업 이후 정부의 “노후산업단지 대개조” 정책에 관련 내용을 반영

- 시범사업 이후 정부의 “노후산업단지 대개조” 정책에 관련 내용을 반영

협약과제

■ 과제번호 협약 18-15 ■ 연구기간 2018. 5.~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8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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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디자인 환경개선 시범사업(경주)

이상현, 배은경, 변일용, 정현욱, 권태목, 윤영배, 김승길, 유영준,
김희종, 마영일, 조미정

변일용, 정현욱, 조영환
■ 과제번호 협약 18-24 ■ 연구기간 2018. 9.~2019. 12. ■ 발행사항 2019.12. (120p)

- 2004년 태화강 마스터플랜 이후 태화강 살리기의 성공자산과 브랜드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발전시켜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관리계획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함

- 2017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 에 의해 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안전디자인 환경개선시범사업을 추진

- 태화강의 생태적 가치와 친환경적 브랜드 가치를 보전하면서 지역 먹거리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태화강의 역사·문화, 경관, 도시계획 및 재생, 관광, 자연생태, 도로·교통 등을 강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을
담은 중·장기적 통합계획의 수립이 목적임

- 산업단지 내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사고 저감 및 안전문화 확산 추구

-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략

부문

전략1

Green Heritage
녹색문화유산 태화강

전략2
전략3

Regeneration
도시재생 중심태화강
Eco-garden
생태정원 태화강

전략4

Amusement
놀고 싶은 태화강

전략5

T-road
사통팔달의 길 태화강

사업 내용
●

●

●

●

●

●

●

●

●

●

●

기타

최근 주요 쟁점사업

●

●

미술관 가는 길 조성 사업
태화강 백리길 자원화 등 12개 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관리 사업
태화강 중심 도시재생 거점 조성 등 9개 사업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운영 사업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 등 10개 사업
태화강 생태관 수중 관찰존 설치 사업
사계절 축제 및 이벤트 확대 운영 등 9개 사업
강변 친환경 개인 교통수단 도입 사업
강변도로 지하화(접근성 개선) 등 8개 사업
태화강 짚라인 설치
태화강 제트보트 운행 사업
태화교 경간확장(’21년 전국체전 대비)

●

공모 접수를 통한 사업장 리스트 작성과 DB구축

●

경주의 경우 2개소가 참여하여 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성 확보

- 사업장선정을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
●

실무자, 지역전문가, 컨설턴트로 구성한 실무 평가단 선정

●

위험요인 제거 시급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필요성에 따른 사업장 순위 선정

●

컨설팅, 자문회의 등을 통해 사업의 내용을 확보 가능

- 안전디자인 개선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을 우선으로 한 업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업종별 규모별로 서비스 디자인 유형 정리 및 기초 디자인 방향 제시

●

인정심사와 관련한 실무자 자문 후 작업환경에 필요한 안전 항목 리서치 진행하여 설계방향 수립

●

설계 방향 수립 과정에서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역별 피드백 도입 및 의견 수렴

- 안전디자인 홍보 & 교육
●

워크숍을 통한 안전디자인 교육진행 및 향 후 시민 학교 또는 기업체를 연계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방안, 프로그램 구성

●

시범사업 완료 사업장 대상 현장체험 진행 및 홍보 이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구체적인 홍보 방안 제시

- 안전디자인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안전성 확보를 제고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디자인을 접목한 사업체의 안전성 확보 도모

- 자연중심의 태화강 관리로 하천 외적인 부분(도시재생, 관광, 역사문화)에 대한 사업과 관리의 확장성 기초자료 제공
- 태화강 생태적 가치와 브랜드를 지역경제와 연계된 사업을 우선 추진에 당위성 제공
- 태화강의 역사·문화, 도시재생, 환경생태, 관광, 도로·교통을 포괄하는 5개 전략 40개 사업을 정책제시하고 동시에 중·장기적
종합 추진 계획 수립에 활용

- 시범사업 이후 정부의 “노후산업단지 대개조” 정책에 관련 내용을 반영

협약과제

■ 과제번호 협약 18-17 ■ 연구기간 2018. 5.~2019. 7. ■ 발행사항 2019. 7. (29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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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목, 변일용, 이주영, 정현욱, 유영준

-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정과제로 선택하면서, 과거와 달리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이에
따른 사업지침의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
-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여건변화로 기정 전략계획의 일부 변경 수준을 넘어,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종합적, 체계적 재
정비가 필요함
- 정부 국정과제 및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시 여건분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표 및 방향 설정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확립

-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목표 및 범위 설정

이경우, 박재영, 김혜경
■ 과제번호 협약 19-01 ■ 연구기간 2019. 1.~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82p)

- 정부는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국민 경제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2009년 ‘경제교육
지원법’을 제정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합리적 분석, 경제적 판단능력을 길러 합리적 경제행위을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음
- 점차 경제현상이 복잡해지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이슈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경제교육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지역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제교육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지역경제교육센터를 개소하여 2018년
15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정되었음
- 2018년부터 3년간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울산 시민의 경제마인드를 제고하고 지역경제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 쇠퇴 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마련
-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계획

- 청소년 경제교육 : 실생활 위주의 이론수업과 체험활동을 통해 경제기초에 대한 이해와 사고력을 향상
- 일반인 경제교육 : 생활 속 경제이슈, 사회적경제 기초 등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경제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
- 취약·소외계층 경제교육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활능력을 촉진하고 올바른 경제관을
확립하고자 함
- 표준 교재 연구 : 지역 실정 및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교재 및 교구 개발

- 울산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속성 높은 울산형 도시재생 실현’을 비전으로 선정
- ‘정체성 높은 도시공간 재생’, ‘쾌적한 주거공간 재생’,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재생’, ‘활발한 시민참여’를 목표로 하였으며, 목표
별로 3가지씩 총 12개의 세부전략을 수립함

- 지역경제교육협의회 운영 : 지역의 경제교육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경제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 공유와 협력
방안 강구
- 지역내 강사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를 통해 인력풀을 구성

- 도시재생권역은 중부재생권역, 동부재생권역, 북부재생권역, 서남부재생권으로 한 4개의 권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권역
별로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제시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기지정된 10개소를 포함하여 총 68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신규 44개소, 변경 14개소임
- 변경된 14개소는 기존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국비공모사업에서 제척된 지역과 공모에 당선되지 못한 지역을 새롭게
형태를 정비하여 변경한 것임

- 장애인에 대한 경제교육은 소수의 정원과 세분화된 학습프로그램이 필요함
- 경제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필요

- 울산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울산형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진행 방향을 제시함
- 울산지역 평생교육 및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
- 울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발굴하여 신규로 다수를 지정함으로써 국비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2019년 남구, 북구에 신규로 국비공모 지정됨
- 2020년부터 울산형 도시재생사업 시행

협약과제

■ 과제번호 협약 18-25 ■ 연구기간 2018. 10.~2019. 5. ■ 발행사항 2019. 5. (58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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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정, 김승길, 지은초

김승길, 변일용, 정현욱
■ 과제번호 협약 19-03 ■ 연구기간 2019. 2.~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252p)

- 온양국가산단, KTX역 등 주요 기간시설 및 주거·관광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지선국도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교통전문가 및 관련 시민 등으로부터 교통·물류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의견을 수렴
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 마련

- KTX울산역~삼동간 도로는 울주군 청사 이전 및 율리~삼동간 도로개설로 서부권과 남부권 연계 필요성 대두되고 있고, 온양
~서생(광3-8호선)간 도로는 신고리 원전 및 노후 석유화학공단의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대피도로로서의 기능 확보가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울산의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물류여건 변화에 따른 주요 현안 논의 및 관련 정책 개발을 통해 우리시의 교통·물류정책에
반영하고자 울산교통포럼 운영 필요

- 이에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온양IC에서 서생면 화정리 신국도31호선(광로3-8호선)간 도로개설 외1개소 타당성연구를 통해
공공교통시설 투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자연구와 평가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주차정책 포럼 개최(2019.6.19.)
- 울산 북방물류전략 포럼 개최(2019.8.27.)
- 수소전기버스를 활용한 대중교통 운영방안 포럼 개최(2019.12.10.)

- 울주군 청사이전 및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삼동~KTX울산역(중로1-301호선)간 도로
건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 교통시설 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함. 하지만
향후 서울산지역 개발계획 추진되고 있는 바 선제적 사업추진이 필요할 수 있음
- 온양~서생간 도로는 울주군 지역주민들을 위한 원전 대피도로 3개소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으나, 2024년 도시계획시설로
효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어 도로개설에 따른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함. 다만, 연구에서는 주민안전성
확보측면에서 (신)고리원전 사고에 대비한 동서축 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삼동~KTX울산역간 도로건설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울산시가 KTX 울산역 배후에 복합특화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등 서울산지역 통행량 증가가 예견되므로 선제적으로 2차로 건설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온양~서생간 도로건설의 경우 울산지역은 고리원전, 신고리원전, 월성원전 등 국내 핵발전소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어 재난·
재해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리원전 사고에 대비한 대피경로가 기존 간선도로(동해고속도로,
국도31호선)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어, 비상사태 발생 시 남북축으로의 교통량 집중으로 일정시간 내에 구호소로 대피하지
못하는 주민이 높아질 수 있어 국민안전 확보 및 생명보호에 대비하여 동서간 연결도로가 필요하므로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온양~서생간 도로’ 도시계획시설 실효방지를 위해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당초예산 확보

- 트램 도입 성공전략 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2019.12.20.)
- 부울경 광역교통 현안 관련 전문가 워크숍(2019.12.6.~12.7.)

- 지역 내 주요 현안인 주차 및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포럼 개최를 통해 울산시 주차 및 대중교통 정책 추진에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함
- 하지만, 동해남부선 개통에 대비한 대중교통 종합정책,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통·물류분야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 및 포럼 필요

- 주요 현안인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울산시 주차종합개선 계획과 도심상업지역에 대한 주차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향
마련
- 북방지역 교류·협력 활성화와 울산항 에너지 허브항만 조성으로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 마련
- 신교통수단(트램) 도입 및 친환경교통수단(수소전기버스) 활성화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계기 마련

협약과제

■ 과제번호 협약 19-02 ■ 연구기간 2019. 1.~2019. 10. ■ 발행사항 2019. 10. (18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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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호, 강영훈, 김상우, 이윤형

박재영, 이경우, 유영준, 김상락, 박소희
■ 과제번호 협약 19-06 ■ 연구기간 2019. 3.~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119p)

-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도 함께 추구하는 경제적 활동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실업위기, 양극화의 심화, 고령화의 진전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주목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는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대응함과 동시에 대민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 중임

- 2018년 7월에 공포된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는 울산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5년
마다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면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당 계획의 성과를 평가
하도록 규정

- 빅데이터는 행정분야에서 정책 결정 기반 마련하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지표에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
기준을 충족해야함

- 본 계획수립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울산지역 사회적경제의 내재적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체계적 사회적경제 육성 통합 발전 전략 제시하기 위함

- 사회적경제 여건 및 현황 : 사회적경제 발전 배경, 지역 여건(인구, 경제, 사회복지, 문화 등), 사회적경제 현황(규모, 지원사업,
성과 등)
- 사회적경제 정책 사례 및 수요조사 : 국내 사회적경제 정책 동향 및 사례, 해외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 사회적경제 정책 수요
조사(시민, 사회적경제기업)

- 울산광역시는 기존에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결정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
에게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수소차 충전소 최적지 입지 분석 : GIS 기반 국·공유지, 지목, 다중집합시설, 위험시설 등 입지여건 분석으로 수소차 충전소
최적 입지 선정하여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울산 도시 이미지 극대화
- 빅데이터 기반 주차장 수급 분석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차장 공급 및 수요 관리를 통한 올바른주차 문화 조성하도록 유도하여
이면도로 주차난 완화를 통한 교통 환경 개선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토록 개선
- 축제분석을 위한 데이터 재구성 : 축제지역의 유동인구 분석 및 주변 상권 분석을 통해 축제지역 방문객 패턴분석용 시계열
자료로 정책 활용도록 결과 제공

- 울산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과제 : 비전 및 목표, 전략 도출
- 전략부문 별 세부과제 : 생태계 확충, 자생력 강화, 인프라 구축 등 3대 부문별 세부과제 제시
- 추진체계

- 수소차 충전소 최적지 입지 분석은 시유지 중심으로 시설, 지적에 따라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최적지 6곳을 우선 도출하여
2020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일원화되지 못한 주차장 및 주차지역 데이터를 빅데이터와 GIS를 활용한 주차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의 3대 전략부문, 10개 전략과 24개 세부과제 제시
-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충’ 부문 : 비즈니스 모델 발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등의 2개 전략과 7개 세부과제 제시
-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부문 : 창업 및 성장기반 강화, 지역중심 인재양성 체계 구축,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의 4개 전략과 12개 세부과제 제시
-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 부문 : 통합지원체계 구축,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공유 플랫폼 구축,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4개
전략과 5개 세부과제 제시

- 또한 주차난 심각지역, 불법주정차 우선관리구역, 주차공유 활성화 중점지역 등 주차개선 시급지역 분석을 통해 행정적 우선
순위 구역 도출하여 결과 활용
-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계열분석 및 시공간 정밀도, 다변량성 등 분석을 통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여 매년 찾아오는
관광객의 추이, 주변 파급효과 등을 상시 파악이 가능
- 해당 사업에서 누적되는 데이터와 향후 축적되는 DB를 시스템에 백업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닌 축적된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활용하도록 환경을 만들도록 표준화 작업

- 추진체계 :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주체와 연대·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와 관련 인프라 등의 유기적 체계 구축

-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정책지도를 구축하여 누적된 유동인구, 소비데이터의 다변량 정보를 바탕으로 관광유입객들의 흐름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

-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 추진

- 수소차 충전소 최적지 입지 분석은 울산시가 보유한 필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충전소 최적지 분석을 하여 충전소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고, 민원신청을 통한 수소차 충전소 입지 분석에 자료로 활용함
- 최적지로 도출된 6곳(남구 3곳, 울주군 2곳, 동구 1곳)을 검토하여 내년 예산이나 승인 요청 한 지역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
- 구축된 주차공간 정보 DB기반의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필요하며, 지역별 주차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맞춤형 주차
정책 연구 제시(2020년 과제 발굴)
- 기존 데이터를 축적하여 체계적인 축제지역의 민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향후 누적된 데이터로 시계열
분석에 따른 결과를 도출해야함

협약과제

■ 과제번호 협약 19-05 ■ 연구기간 2019. 2.~2019. 9. ■ 발행사항 2019. 9. (243p)

2019년 빅데이터 분석사업

Ⅱ. 연구실적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120 UDI Annual Report 2019

2019 UDI 연차보고서 121

스마트팩토리 사업화 연구 용역

김혜경, 이경우, 류예린

김상락, 김상우, 이경우, 박재영, 박소희
2019년 연중 발간
(주간, 월간동향)

■ 과제번호 협약 19-09 ■ 연구기간 2019. 3.~2019. 9. ■ 발행사항 2019. 9. (93p)

-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경제지표(경기동행지수)를 생산 및 관리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경제 동향 분석과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경제정보 제공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업 혁신을 위해 지역 테크노파크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22년까지 3만개 구축 목표)

- 울산지역 경제동향 및 통계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스마트팩토리 구축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최선책임

- 본 과업의 목적은 지역경제 현안 분석과 전망을 위한 연구와 지역경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음

- 울산지역 자동차·조선·석유화학 관련 기업과 강소기업들이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 지역경제 주요 현안 분석 및 정책 방향 제시

- 스마트팩토리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울산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지역경제 동향보고서 “주간동향”을 매주 월요일에 발간하고 홈페이지 게시
- 지역경제 동향지 “월간 울산경제동향”을 매월 10일에 발간하고 홈페이지 게시
- 매월 울산 경기동행지수 작성 및 보정하고 연 1회 통계청 시행 자체 품질 평가 및 관리 보고서 작성
- 지역경제 실적 및 전망 발표(12월 말)
- 울산 경제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경제실무자 회의 운영

- 국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조사(국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검토, 국내외 활용 사례 조사)
- 울산의 스마트팩토리 여건 분석(울산 제조업체 현황 조사, 스마트팩토리 성과조사, 스마트팩토리 수준 설문조사, 상세 수준
진단)
- 울산의 스마트팩토리 3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 도출
●

●

- 매주 국내 및 해외, 지역 현안 위주의 주간동향 보고를 통하여 시의적절한 정보제공
- 매월 월간경제동향 발간을 통하여 지역통계의 체계적 정리 및 보고
- 울산 경기동행지수 산출 및 발표

3대 전략 : ① 스마트산단 조성, ② 스마트 공급기업 육성, ③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9개 과제 : ① 울산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② 스마트팩토리 구축 표준화, ③ 스마트공장 배움터 구축,
④ 산단 스마트팩토리 허브시스템 구축, ⑤ 복잡한 기업 업무를 재미나게 풀어내는 ‘1기업 1소설’ 집필 지원,
⑥ 스마트 공급기업 지원 사업, ⑦ 강재적치관리 기술 개발, ⑧ 수요기업 매칭형 제조 빅데이터 활용 신제품 개발,

⑨ 찾아가는 스마트팩토리 진단 컨설팅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표의 선정 및 발굴 필요
- 울산지역의 경제성장률 모형이 없어, 타기관 보고서에 의존한 경제전망 보고서 작성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표의 지속적인 탐색 및 개발된 경기동행지수의 보정으로 지역 경제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 제공
필요

- 각종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동향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역의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 매월 경기종행지수 산출 및 발표로 울산의 현 경기상황을 손쉽게 파악해 이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
으로 기대

-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를 넘어 지능화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역 제조업을 혁신하기 위해 DNA(Data·Network·AI)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정부는 스마트 선도산단 조성, 산업단지 대개조(大改造) 등 단일공장의 스마트화에서 특정 산업단지 중심의 스마트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울산에서도 특정 산단을 지정하여 산단 전체를 대개조하는 방향으로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울산의 중소기업들은 여유자금의 부족, 전문인력 부족, 가시적 성과에 대한 부담, 도입 후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주저하고 있어 스마트팩토리 구축 표준화,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한 기업이 대부분 기초, 중간1 수준이므로 이들 기업이 중간2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스마트팩토리 구축 기업에 대한 성과 조사에서 ‘수작업의 자동화로 업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울산 지역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확산을 위해 기 구축 업체의 성과를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스마트팩토리 관련 공모사업 추진 자료로 활용

협약과제

■ 과제번호 협약 19-07 ■ 연구기간 2019. 3.~2019. 12. ■ 발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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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사업

윤영배, 이상현, 김희종, 마영일, 김형우

정현욱, 변일용, 이주영, 권태목, 김승길
■ 과제번호 협약 19-12 ■ 연구기간 2019. 4.~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202p)

- 중앙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조에 근거하여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중기전략으로 5년
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지역혁신협의회 중심의 지역혁신생태계(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관련 의견 제시 및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이
필요한 시점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2019년 4월 수립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추진하여야 함

- 본 연구는 지역혁신협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연구회 구성 및 운영, 혁신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울산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연구과제의 수행을 목적으로 함

- 제2차 계획의 추진기간(2014~2018년)이 만료되어 제3차 5개년 계획(2019~2023년) 수립이 요구됨
- 혁신연구회 구성 및 운영
- 국내외 혁신생태계 구축 성공사례 파악
- 제2차 계획의 주요 추진경과와 성과평가

- 지속가능한 울산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연구과제 (2건)

- 제3차 계획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및 여건 분석

●

울산지역에 필요한 신규 공공기관

- 제3차 계획의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제시

●

울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이전 공공기관

- 제3차 계획의 연차별 추진계획, 중점 추진과제 및 성과지표 제시

-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실태파악 및 정책 대안 연구

- 재정·투자계획 및 이행점검 체계
- 계획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분석 등
-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관련)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의 필요성 부각 → 규범사업가의 주도적 역할 → 지역혁신을 위한 공감대
형성 → 혁신생태계 조직 → 혁신의 창출 → 평가 및 환류
- 국가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제3차 울산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비전은 “저탄소 녹색 포용도시 구현”을
설정하였으며, 3대전략, 12대 정책방향, 27개 과제, 42개 사업을 제시함
- 3대 전략은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기후변화 대응’,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조화로운 선진형 녹색도시 조성’이며,
각각 4개, 3개, 5개의 정책방향을 제시함

- (지속가능한 울산발전 연구과제) 울산지역에 필요한 신규 공공기관 중 울산지역에서 반드시 유치하여야 할 공공기관에 대한
우선수위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접근 필요: 울산지역 축가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유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한 유치 논리 개발 필요

- 추진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추진계획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제안함
- 향후 울산지역에 필요한 신규 공공기관의 검토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2차 추가공공이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울산 추가 이전공공기관의 검토
- 울산시 녹색성장 정책 및 사업의 지침서로 활용
- 사업추진 및 이행실적을 점검·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실행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협약과제

■ 과제번호 협약 19-10 ■ 연구기간 2019. 3.~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17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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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배, 이상현, 김희종, 마영일, 김형우

- 울산의 주력산업인 중화학공업은 화학물질을 다량 생산·취금하고 있어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이 다량 배출되는 특성이 있음

김성식, 김광옥
■ 과제번호 협약 19-15 ■ 연구기간 2019. 5.~2019. 11. ■ 발행사항 2019. 11. (256p)

- 문화재법 제44조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울산시 지정문화재의 일반현황, 입지현황, 관리현황, 방재시설, 문화재 수리·보수
이력 등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실시하여 문화재별 관리체계 마련과 적합한 보존 및 정비 방안 수립을 위함

- HAPs가 가진 유해성을 고려할 때 해당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이 시급하게 요구되나 대책수립을 위한 과학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광역시 산업단지지역 HAPs에 대한 과학적 지식 현황 파악 및 HAPs 관리제도 등을 조사하여 HAPs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해당 사항들에 대한 추가연구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음

- HAPs 측정망 기반 HAPs 농도 추세
- 집중측정 기반 HAPs 농도 분포 특성
- 울산 국가산업단지 내 HAPs 배출현황

- 2019년 1월 기준 울산시 지정문화재는 총 116건이며 2019년 정기조사대상은 64건으로 현장조사에서 얻어진 세부사항
(보존사항, 충해, 소실, 관리상태, 특이사항 등)을 기록 보존하였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 함

- 문화재별 보존 상태에 따라 6등급(A~F)으로 분류하였고 보수정비(E등급)와 즉시조치(F등급)가 필요한 6건에 대해서 우선적
으로 정비복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책과 의견을 제시함. 이외 종합정비계획수립이 필요하거나 정밀 안전진단 등이 필요한
14건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 및 보존처리 방안을 제시함

- 국내·외 HAPs 관리 대책
- 국가 산업단지 HAPs 관리방안

- HAPs 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반 마련을 위해 HAPs 측정소의 측정지점 및 측정주기 확대와, 측정망 한계 보완을 위한 간이측정,
정기적 집충측정 등이 필요하며 배출정보에 대한 신뢰도 향상 연구가 필요함
- 주요 배출원에서 비산배출되는 HAPs의 관리를 위해 실시간 원격 측정장비를 활용한 입체 비산배출 감시망 구축이 필요하며,
배출시설의 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이 필요함
- HAPs 관리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정책 이행에 대한 효과분석을 위한 울산형 MATES 프로그램 및 Air
Toxics Program의 시행

-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위해성 저감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건강 위해성을 고려한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기초자료로 활용
-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추진 자료로 활용

- 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조사 결과는 문화재 보존·관리, 데이터베이스화의 기본 자료로 활용
되고, F등급의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석남사수조와 용화사 산신도는 긴급 보수정비를 계획하고 있음. 이외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거나 정밀 안전진단 등이 필요한 문화재들은 순차적으로 관리 방안이 모색될 계획임

협약과제

■ 과제번호 협약 19-14 ■ 연구기간 2019. 4.~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134p)

울산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Ⅱ. 연구실적

울산 국가산업단지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저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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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형, 이재호, 이주영, 김승길, 김혜경

김형우, 이상현, 윤영배, 김희종, 마영일
■ 과제번호 협약 19-17 ■ 연구기간 2019. 5.~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271p)

- 울산을 비롯해 우리사회는 인구고령화와 관련하여 돌봄, 빈곤, 건강, 여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행적인 대응방안수립이 필요

- 울산시에는 다양한 업종이 분포하고 있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이 2016년 기준으로 5,784톤/일(전국
162,129톤/일)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방안이 다소 미흡한 상황임

-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등 신노년층의 등장으로 인해 고령인력 활용 등 새로운 욕구에 맞는 지원책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

- 울산시 공장장협의회에서는 울산시 관내 3곳의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이 있지만 발생물량 기준으로 약 2년 후 잔여용량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립시설 부족에 따라 지난해 말 울산지역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의 35% 이상이 높은 처리비와
비싼 운송료에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남

-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시민들이 정든 곳에서 나이 들고(aging in place)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active aging) 실질적인
고령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주거, 교통,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구체적인 실천지침이 필요
- 울산광역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확보와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통해 가이드라인으로 도출된 전략
과제를 현실적인 실행계획으로 연결하는 데 기초로 함
-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전략과제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정책동향을 알아보고 국내·외 고령친화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울산의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
- 궁극적으로는 울산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매립시설 부족에 따른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업 경영난을 호소하는 산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립난
해소를 위해 신규 매립시설 확충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역 언론, 기업체, 정치권(시의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근거로 장래 사업장 폐기물의 매립지 소요용량을 전망
하고, 그에 따른 단·중·장·기적인 매립시설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자원순환형사회 실현을 통한 매립시설의 사용연한 극대화를 위해 사업장 매립폐기물 감량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제시

- 울산지역 사업장폐기물 특성 및 분석

-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다양한 고령친화콘텐츠연계

- 울산지역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 파악

-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

- 사업장폐기물(매립) 감량화 방안 연구
- 울산지역 사업장의 매립폐기물 관리 방안 마련

- WHO의 가이드를 충실히 반영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는 전 연령대를 포괄한 계획이 되어야 함
- 울산은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였으나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아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고령화
현상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이 조성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필요

- 사업장폐기물 매립부지 확보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 제언

-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라 도시 다방면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건물과 도로, 주택 등의 물리적 개념부터 세대 간
서로가 존중받을 수 있는 방안, 고령인구를 사회에 참여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새로운 문화 창출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도시정주환경을 모색할 필요
- 중앙정부와 울산시가 시행 중인 기존의 정책을 연계하는 계획이 되어야 하며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울산시청의 전
부서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 조성
- 노인이 직접 참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하고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전 시민들의 인식공유와 복지현장과 전문가 등 다양한 복지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이 필요

-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시민의 욕구에 맞고 울산의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발굴하고 나아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
- 고령친화적인 환경조성을 통해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울산의 전략과제를 구체화하는 실천
지침으로 활용

- 울산광역시 사업장폐기물 매립부지 추가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협약과제

■ 과제번호 협약 19-16 ■ 연구기간 2019. 5.~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125p)

울산지역 사업장의 매립폐기물 관리방안

Ⅱ. 연구실적

울산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과제 사례연구
(WHO고령친화도시 인증 2단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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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종, 이상현

-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 ‘태화강 정원박람회’ 개최(‘18.4월) 및 태화강 그랜드 관광벨트 사업계획 발표 등으로 태화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태화강의 생태적 가치와 친환경적 브랜드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 먹거리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태화강 관리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우리시는 지난 ‘18년 5월 ‘그뤠잇 태화강 프로젝트’ 수립에 착수하여 태화강이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태화강의 역사·문화, 도시공간(도시계획과 도시재생), 관광, 자연생태, 도로·교통 분야를 아우르는 민선7기 태화강 관리계획을
수립함

유영준, 이재호, 이경우, 이윤형
■ 과제번호 협약 19-22 ■ 연구기간 2019. 6.~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70p)

-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속적인 업무 능력 향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울산광역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와 흥미를 유발함
으로써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자 함
- 기존에 양성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설서비스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표현기술 및 해설 담당지역에 대한
해설 스토리 기획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국내 선진지 현장 연수 및 직무교육을 통해 울산 관광지와 관련성을 인식하여 울산 문화관광 해설 내용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 ‘19년 7월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확정과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시가 수립한 ‘그뤠잇 태화강 프로젝트’을
널리 홍보하고 울산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함
- 현장교육(8/26) : 웅천왜성 주변유적 안골포왜성 현장 답사
- 이론교육1(8/27) : 박상진 의사 특강, 천전리 각석의 명문 해석
- 선포식 개최 (내빈소개, 기념사, 축하공연 등 행사운영)
: 그뤠잇 태화강 프로젝트 선포식을 기념하는 기념사, 축하공연 등

- 그뤠잇 태화강 프로젝트 홍보영상 제작

- 이론교육2(8/28) : 울산의 지질 다양성, 정유재란과 울산왜성
- 모니터링 : 8~12월, 해설사 근무지 현장, 양상현(울산대학교 교수), 이정학(울산과학대학교 교수), 허영란(울산대학교 교수)
- 만족도조사 : 10.1~31, 해설사 근무지 현장에서 해설을 들은 방문객 300명

: 그뤠잇 태화강 프로젝트 수립 축하 영상 메시지 등 관련 홍보영상 제작

- 해설사들의 보수교육 콘텐츠 만족도 향상으로 해설사들의 해설 능력 향상에 기여
- 시민의 꿈 태화강 만들기 프로젝트의 대시민 보고를 통한 공감해 형성 기여

- 해설에 대한 모니터 결과 환류로 해설사들의 해설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기여
- 방문객들에 의한 해설사 해설 만족도 조사 실시로 방문객들에게 해설사의 해설 능력도 모니터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

- 만족도조사 결과를 해설사 발표회에서 해설사들에게 전달하여 향후 보완토록 요청

- ‘시민의 꿈 태화강 만들기 프로젝트’의 대시민 보고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기여

협약과제

■ 과제번호 협약 19-21 ■ 연구기간 2019. 6.~2019. 12. ■ 발행사항 보고서 미발행

2019년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직무보수교육 및 신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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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디자인 현장체험 및 홍보

유영준, 정현욱, 이경우, 김희종

변일용, 정현욱, 권태목
■ 과제번호 협약 19-24 ■ 연구기간 2019. 7.~2019. 12. ■ 발행사항 2019.12. (85p)

-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 참여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선포·확산을 위해 처음 개최한 이래 정부 지역정책
홍보 및 국민소통의 장으로 활용됨

- 2017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으로 생활권 내 산업기업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 범정부 정책 전시 미 전국 시·도가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인프라 여건 상 한계가 있어 일부 지역에서 순환 개최되고 있음

-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내 안전문화의 확산과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산업단지 안전디자인의 지속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2019년 9월 25일~27일까지 전남 순천의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개최되었고, 전시·정책박람회, 국민참여박람회 등이
주요 내용
-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으로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홍보를 위해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어느 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

- 준비기간 :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준비

- 현장체험 및 홍보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

안전디자인 환경개선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체험 및 홍보 이후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홍보 방안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

안전디자인 환경개선 시범사업,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등과 연계한 통합 체험 및 홍보 방안 제시

- 현장체험 및 홍보 시행

- 박 람 회 : 2019. 9. 25.~27.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 등 연계)

-장

소 : 순천만국가정원 일원

●

기업체 관계자, 근로자뿐 만 아니라 지역 대학과 연계한 안전디자인 교육프로그램 시행(시범사업 대상지 현장체험 포함)

-내

용 : 울산 및 태화강 국가정원 홍보를 위한 홍보관 운영

●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 실시

- 사업완료 보고
●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현장체험 및 홍보의 영향성 검토 등 결과분석

- 울산광역시 정책기획관실과 협조하여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울산전시홍보관 운영

●

현장체험 및 홍보 대상자에 대한 의견 수렴,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전시홍보관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지난해와 차별화된 내용을 전시를 하고 관람객들에게 울산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

●

안전디자인 환경개선 시범사업의 과업내용인 “안전디자인 홍보 & 교육”에서 제시한 홍보방안에 대한 분석 및 보완 방안 제시

- 체험을 통해 직접 만든 모스 액자를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시간에는 관람객이 집중하였다는 점을 기억하여 차년도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방문객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비해야 함

-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울산전시홍보관 운영
- 울산전시홍보관에 VIP 인사 등과 관람객이 방문
- 현장에서 이벤트(노 젓기, 모스 액자 만들기, 대나무 낙서대 운영 등)을 진행하여 내방객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었음
- 다양한 기념품(꽃대볼펜 100개, 텀블러 50개, 고래만주 200개, 모스 액자 150개, 울산때타올 100개)를 관람객에게 제공하며
울산을 홍보

- 사업체 안전디자인을 통항 환경개선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홍보 및 교육을 진행

- 시범사업 이후 정부의 “노후산업단지 대개조” 정책에 관련 내용을 반영

협약과제

■ 과제번호 협약 19-23 ■ 연구기간 2019. 7.~2019. 10. ■ 발행사항 2019. 10. (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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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해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발표회 개최

유영준, 이경우

- 문화관광해설사가 수행 중인 해설서비스의 질 제고와 자긍심 고취, 사기 진작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국외 현장연수교육을
실시

유영준, 이경우
■ 과제번호 협약 19-27 ■ 연구기간 2019. 10.~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100p)

- 능력을 갖춘 해설 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내‧ 외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선진 사례지역의 해설을 체험함으로써 향후 향상된 해설 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기존 해설사들의 해설 능력 향상을 위한 특강

- 목적은 다음과 같음

●

해설사별 발표 및 발표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

해설 업무의 지속성 위한 해외연수 2원화

●

연수 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연수효과 극대화

- 특강
●

- 사전교육 : 박걸순 충북대학교 교수인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상 지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
하고 방문함으로 효과 배가
- 1차 연수 : 울산공항에서 처음으로 취항한 전세기를 이용한 대만 연수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는 ‘울산의 누정건축’ 특강

- 발표회
●

16~19년 임용 해설사의 근무지별 해설

●

전문가 모니터링 : 양상현(울산대학교 교수), 조현호(경주대학교 교수)

- 2차 연수 :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소재지인 중국의 상해와 중경 연수

- ‘울산의 누정건축’에 대한 특강을 들음으로써 향후 해설사들의 해설 활동에 도움
- 연수교육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연수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 근무지에 대한 해설 시연에 대한 전문가의 모니터링 내용을 청취함으로써 본인들의 해설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동일한 지역 연수를 통해 향후 비교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함

- 임용 기수가 다른 해설사들을 동시에 발표하게 함으로써 기수 차이에 따른 해설 능력 차이를 나타나게 한 결과 향후는 동일
기수끼리 발표하도록 조정 필요
- 발표회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수 시기 구분으로 해설사 근무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연수 대상지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로 연수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16~19년 임용 해설사들이 전문가와 선배들 앞에서 해설을 시연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제공

협약과제

■ 과제번호 협약 19-26 ■ 연구기간 2019. 9.~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30p)

Ⅱ. 연구실적

2019년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연수교육

Ⅱ
연구실적

이슈리포트
급변하는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역현안을 발굴하면서
시의성과 이슈 선점에 역점을 둔
정책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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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마영일
■ 발행호수 170

■ 발행사항 2019. 6. 13. (12p)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유럽국가들은 50%를 상회하는 청년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청년 실업 대책 마련 필요

■ 과제번호 이슈 19-02

■ 발행호수 171

■ 발행사항 2019. 6. 25. (12p)

- 2013년 유럽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기존 청년고용 사업의 재정립·확대·신설을 통하여 청년보장제도가 설립

- 미세먼지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전 국민적인 관심과 최근 수년간 고농도 발생 빈도 및 지속기간 증가로 인해
건강 및 사회문제로 대두

- EU 청년보장제는 청년실업에 대한 사전적(예방적)·사후적 대책마련을 균형있게 구성하고 있음

- 정부와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계획과 다양한 법의 제·개정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울산 청년 고용시장 진입 전·후 단계별로 균형있는 정책개발과 연계기관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함

□ 국내·외사례
○ 청년의 교육에서부터 안정적 일자리 정착에 이르는 추적 지원 방법(경로지원방식)이 청년실업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책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대구 사례)
○ 적기 개입을 위한 고용서비스기관과 교육기관 간의 연계강화(핀란드, 서울사례)
□ 울산 청년고용 및 정책 현황

- 이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농도 저감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임
- 동 법은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가 경보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로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시행을 담고 있음
- 동 조치는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과 차량운행 억제 등과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억제 조치를 담고 있어, 발령 예상 시기 및
횟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입장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울산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수 있는 분석하고, 울산광역시 관내 배출원 특성과 주변지역의 영향을 종합하여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울산의 청년실업률이 지역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잠재적 청년 니트족이 27,512명으로 추정됨에 따라 예방적 정책
강화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구직자 및 구인자의 업종별 미스매치를 개선시킬 수 있는 구인·구직 매칭서비스 정교화
및 중소기업 기피요인 완화정책이 필요
○ 핀란드 PETRA 프로젝트와 서울 일자리플러스센터와 같이 지역 청년의 교육 및 고용 연계기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설치 필요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및 발령 시 대기환경 관리 조치 분석
- 과거 10년간 대기오염자동측정망(도시대기측정망) 관측 자료 분석을 통한 연도별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충족일수 변화 및
시기 분석
-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사례에 대한 원인분석
- 인근지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영향 분석 및 배출원 특성 분석

○ 울산 청년층에게 교육에서 일자리 유지까지 경로지원방식의 지원체계 서비스 제공

- 울산지역 비상저감조치 효과 증대를 위한 제언

- 잠재적 니트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청년고용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 울산광역시, 울산교육청, 지역대학,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청년네트워크 등의 강력한 연계협력이 중요
- 2020년 출범하는 ‘울산일자리재단’ 활용, 청년고용 정책실행의 구심점 역할(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대구광역시의 생애이행단
계별 프로젝트와 같이 원스톱 제공)

- 울산지역을 포함한 동남권역의 경우 수도권 등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게 늦은 봄부터 여름철에 고농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이 시기의 기상인자 특성을 살펴보면 울산 주변지역에서 울산으로 기류가 수렴·정체되는 시기임

- 서울형 청년보장제 및 대구형 청년보장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청년관련정책을 청년의 생애이행단계별로 재정립
하고 핵심추진기관을 통하여 통합관리하고 필요시 신규과제를 발굴한다는 점에서 울산시에서도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상기 이유로 울산광역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울산시와 인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
비상저감조치 시행 방안 검토 필요

○ 청년 지원정책 통합관리 및 청년층 이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울산일자리재단’ 설립을 통해 기존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통합관리
- 실업유형(자발적 및 비자발적 실업) 및 청년특성(소득수준, 교육수준, 비정규직 등) 따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도입
- 센터는 재직자 및 실업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제외된 청년층을 포괄하는 이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중소기업 기피요인 완화를 위해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적극활용

○ 2020년 울산은 청년정책을 제 1순위로 선정하여 다양한 사업발굴 및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적
정책 수립시 본 연구의 정책제언을 활용할 수 있음
○ 2020년 울산일자리 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 울산일자리재단의 사업발굴 및 추진에 활용가능함

- 환경부의 비상저감조치에서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항만 배출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2차 생성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VOCs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생활권 인접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차량운행 감소를 위한 ‘억제책’과 ‘유도책’의 동시 시행 필요
- 도로재비산먼지 발생 실태조사와 이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체계 수립 필요

- 울산광역시 맞춤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근거자료
-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사업으로 활용

이슈리포트

■ 과제번호 이슈 19-0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 증대를 위한 제언

Ⅱ. 연구실적

EU 청년보장제가 울산에 주는 시사점

138 UDI Annual Report 2019

2019 UDI 연차보고서 139

김상락

김희종
■ 발행호수 172

■ 발행사항 2019. 7. 16. (16p)

- 현재의 정부 주도 스마트시티 구축·운영은 장기적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측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음
●

통신시설과 각종 센서 등 초기 투자비와 각종 장치 교체 및 유지보수로 인해 운영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시민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민이 소지한 모바일기기를 데이터 센싱과 표현 장치로 활용하여 대규모의 도시문제를 해결함

●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과 데이터 수익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과제번호 이슈 19-04

■ 발행호수 173

■ 발행사항 2019. 7. 25. (12p)

- 2018년 3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등 전국 대도시의 일부 민간업체가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일명 ‘재활용쓰레기 대란’ 사건이 발생함
- 재활용쓰레기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 2018년 1월부터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유럽과 아시아지역 주요 쓰레기 수출 국가의 재활용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세계 각국에 쓰레기 적체 문제가 발생
했기 때문임
- 그러나 그 밖에 폐지 거래단가 하락, 중국으로 가지 못한 양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국내 유입, 고형연료제품(Solid
Refuse Fuel)의 재활용 규제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처럼 재활용쓰레기 대란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본 연구에서 재활용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방안을 간략하게 진단해 보고자 함

- 스마트시티 구축 효과(스마트시티 정의, 도시문제 해결 방식, 스마트시티 구축 효과)
- 울산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울산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내용, ’19년 추진 목표과제, 울산의 스마트시티 구축 문제점)
- 시민참여형 스마트스티 국내외 사례(서울 ‘성대골 리빙랩’, 암스테르담 ‘TreeWifi’, 헬싱키 ‘칼라사마타’, 싱가포르 ‘수소 마이
크로그리드’ 일본 오다와라 ‘태양광 발전’, 시카고 ‘AoT’)
- 울산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추진방안 제시(생활/환경, 교통, 산업/에너지, 재난/안전)

- 재활용쓰레기 대란의 발생과 그 원인 그리고 중앙정부 관리대책
- 울산광역시 재활용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 공공 처리시설, 수거운반 차량 운영 현황
- 울산지역 공공 처리시설 의존도 및 단독주택 재활용쓰레기 잔재물 발생량
- 울산지역 재활용쓰레기 안정적 처리 방안 제언

- 시민들은 명확한 혜택, 사용 편의성 및 접근성(예 : 주변의 공유 공간, 모바일서비스등)이 우수한 서비스에 관심이 많음
- 시민들을 스마트시티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단순한 사용자가 아닌 서비스 프로슈머로 참여시켜야 함
- 울산 소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센싱 장비를 도심 곳곳에 설치해 도시의 스마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청년들이 스마트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시를 스마트화하는 것은 공동체 발전을 위해 중요
●

미국 캔자스시티의 혁신 담당자인 밥 베넷(Bob Bennett)은 “스마트시티를 건설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도시를 떠날 것이다”라고 주장

- 미국 보스턴은 청년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청년의 힘 + 청년의 목소리 + 청년의 투표 = 공동체의 변화

●

청년들에게 100만 달러 이상의 예산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도시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

- 시민, 기업, 학교, 연구소 등 스마트시티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상 정책
개발
- 울산시는 스마트시티 조성과 산업진흥을 위해 5년 단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추진 필요

- 첫 번째, 환경부 국비 확보 등을 통한 공공 재활용시설 확충해야 함. 전국적인 ‘재활용쓰레기 대란’ 사태는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재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재활용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공공 선별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두 번째, 수거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수거차량 전환이 필요함. 현재 주로 사용하는 압축·압착식 차량의 경우 분리·
배출한 재활용쓰레기를 다시 혼합·수거함으로써 재활용 가치를 떨어뜨리고, 잔재물 발생량을 늘린다는 단점이 있음. 재활용이
용이한 카고나 상차식 수거차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세 번째,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한 재활용쓰레기의 발생량을 저감할 필요가 있음.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
하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음. 국내에서도 서울시가 2018년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International Plastic Bag Free
Day)’을 맞아 ‘플라스틱 없는 서울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환경의 날’ 등 주요 환경 기념일과 연계한 범시민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거나 ‘플라스틱 제로
도전 체험단’과 같이 이색적인 시민 참여행사를 기획·추진해 SNS을 통해 홍보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네 번째, 재활용제품 활성화를 위한 ‘업사이클센터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는 폐기물에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업사이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사이클 기업의 창업과 운영에 거점이 되는 지역별 업
사이클 센터를 현행 3개소에서 1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임. 환경부 지원 정책에 발맞춰 울산지역 업사이클센터 설립안을 마련
하고 설립에 따른 업사이클 시장 활성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년 국토부 스마트타운 챌린지 예비사업 공모 참여 자료로 활용
-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정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시행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이슈리포트

■ 과제번호 이슈 19-03

울산 재활용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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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강영훈
■ 발행호수 174

■ 발행사항 2019. 7. 30. (12p)

■ 과제번호 이슈 19-06

■ 발행호수 175

■ 발행사항 2019. 8. 1. (12p)

-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의료기기분야의 급격한 기술혁신

- 울산혁신도시가 에너지, 근로복지 그리고 재난안전관련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함

- 융·복합 기술이 접목된 첨단의료기기의 등장으로 규제전반 혁신적 변화 요구됨

- 이전공공기관이 가진 기능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에서 새로운 신산업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음

- 울산,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법에 발맞추어 의료기기산업의 생태계조성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서 혁신의 거점이라기보다는 수도권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기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사회와 협력적으로 신산업 육성에 나설 필요성이 있음

- 의료기기산업의 중요성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관련법률 검토 및 정책동향

- 이전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여 지역에서 신산업 육성의 가능성을 검토

- 울산지역 의료기기산업 현황과 성장가능성

-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 재난안전관련 이전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이 안고 있는 지진,
원전사고, 석유화학단지의 폭발의 개연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훈련원, 재난안전산업 육성 등을 통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 의료기기산업진흥을 위한 제언

-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와 연계하여 이전공공기관이 개최하고 있는 대규모 행사의 지역개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시컨벤션사업의 육성을 제안
- 의료기기산업 진흥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능동적 대응 필요
●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

울산 의료기기산업진흥 종합발전계획 수립 필요

- 혁신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필요
●

의료기기 시범보급 사업수립이 필요

●

의료기관 연계 테스트베드 구축 필요

-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울산 혁신형의료기기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

울산은 전통적인 의료기기산업보다는 혁신형 의료기기에 적합

●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 지역 내 인력양성 기관을 활용한 전문인력양성 필요
●

산업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

- 연구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와 이전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이전공공기관협의회를 통한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구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을 통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인 신산업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재원 마련 또는
재원의 지원의 필요성
- 울산전시컨벤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컨벤션뷰로의 설치로 사업추진의 효율성 확보

-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의 가능성을 제안
- 향후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및 제안
-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혁신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의료기기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할 계획
- 지역 내 인력양성 기관을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 계획중

이슈리포트

■ 과제번호 이슈 19-05

울산혁신도시와 연계한 신산업 육성방안

Ⅱ. 연구실적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에 따른 울산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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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점으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효과 극대화를

이재호

정현욱
■ 발행호수 176

■ 발행사항 2019. 8. 22. (12p)

-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방의 행정 환경을 감안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로운 지방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정부는 31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추진
- 이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내용이 무엇이며 울산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

■ 과제번호 이슈 19-08

■ 발행호수 177

■ 발행사항 2019. 7. 16. (12p)

- 2016년 부산~울산 복선전철 1단계 구간(부산부전~일광 (28.5km)) 이후, 2021년 일광~울산 태화강 개통으로 울산~부산
전철이 완전 연결 예정
●

일광~좌천~월내~서생~남창~망양~덕하~선암~울산 태화강 (37.2km) (33분)

●

좌천·월내·남창·태화강역은 확장 신축, 서생·망양·선암역은 신설

- 양 지역간 경제 활성화 혜택뿐만 아니라, 울산에서 부산으로 인구 유출 우려
-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조항의 개정이 가지는 의미
- 주민차권, 주민조례 발안, 주민감사 청구, 단순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의 개정 의미

●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울산의 상당 인구가 부산으로 유출된 바 있음

- 본 연구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 제시 목적

- 주민자치의 활성, 자치단체의 자치권, 특례시 규정이 가지는 의미
- 중앙과 지방 상호간의 협력 관계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사업 내용 및 쟁점
- 광역교통시설 개통의 지역 영향
- 생활 현장 중심 행정,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 주거 단위 근린 자치 활성화 방안 강구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울산지역에 미치는 영향 파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를 강조한 “주민에 대한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법 182조 근거)을
위한 필요한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검토

- 울산의 대응 방안 및 정책 제언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의 결정 위임으로 전개되는데 따른 조치 필요
- 특례시 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필요
- 지방의회 운영 효율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사항 점검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행정 방향 제시
- 특례시 명칭 부여에 따른 울산광역시의 위상 점검 제언
- 주민감사 청구 요건 완화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 정립 제언

- 태화강을 중심으로 태화강 등 울산의 주요 관광거점과의 접근성 강화 노력 필요
- 광역전철의 송정역 연장 운행 및 송정역세권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 기장 산업단지와 연계한 도시개발 추진 및 역사와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 광역철도와의 연계를 통한 ‘KTX 울산역 이용 증대 및 역세권 특성화 추진‘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 이전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 강구에 활용 가능

이슈리포트

■ 과제번호 이슈 19-07

Ⅱ. 연구실적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내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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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김형우
■ 발행호수 178

■ 발행사항 2019. 9. 10. (12p)

■ 과제번호 이슈 19-10

■ 발행호수 179

■ 발행사항 2019. 10. 4. (16p)

- 특허 빅데이터는 미래 산업기술 예측의 나침반으로 해당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울산지역의 주요산업의 특징과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함

- 정부 및 울산광역시는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 확대를 추진 중임

- 성장동력 약화의 주된 원인은 혁신역량의 저하이며, 신기술 개발과 혁신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불가능함

- 발전량, 안정성 등 문제 내포, 생산 전기 폐기 문제 발생, 주민참여 확대 미흡 실정 등 태양광 보급 확대에 한계가 존재함

- 본 이슈리포트를 통해 울산지역의 산업기술 변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보급 확대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공급기반 가상발전소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 태양광 보급 확대 노력으로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나, 보급 목표 달성에는 미흡한 수준임

- 공급기반 가상발전소 도입
- 울산지역 산업을 견인한 운송(선박)・엔진 기술은 위축되었으나, 의료・바이오 기술은 성장하여 신산업중심으로 산업 다각화
전개
- 대기업 기술 비중은 축소, 대학과 중소기업 기술 급성장
- 울산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제조업의 침체는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혁신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또한 불가능
함을 시사
- 신산업정책의 성공은 효과적인 IP-R&D연계와 원활한 기술사업화가 관건

●

가상발전소 개념

●

공급기간 가상발전소

●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

기타 정책

- 공급기반 가상발전소 운영사례
●

서울 동작구민 가상발전소

●

남호주 가상발전소

- 스타트업의 기술・아이디어를 고품질 특허화 할 수 있도록 IP창출지원 강화
●

특허 출원 경험 없는 스타트업 대상 실전적 IP교육과정 개설

- 신성장산업의 IP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사업 설계
●

IP투자 펀드 조성으로 스타트업 성장단계에 맞는 IP패키지 지원 제도화

- 대학의 우수 R&D기술이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R&D 및 IP활용지원 강화
●

대학에서 잠자는 특허 없도록 지식재산을 사고파는 거래 시장 활성화

- 변화하는 지역산업기술의 객관적 진단・대응을 위한 정기적 특허통계 관리

- 지역 지식재산 시행계획 반영

- 울산시 ‘가상발전소 시범사업’ 추진 필요
●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가능

- 기존 태양광 보급사업과 연계
●

기존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자의 참여 유도

- 지속 추진방안 마련
●

수립 중인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에 관련 사업 포함

●

에너지 전담기관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 필요

●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지역 산업 육성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울산광역시 공급기반 가상발전소 보급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이슈리포트

■ 과제번호 이슈 19-09

Ⅱ. 연구실적

울산, ‘공급기반 가상발전소’로
태양광 보급 확대·관리 가능하다

특허분석으로 본 울산경제의 과거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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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매핑으로 울산관광 활성화 ‘한걸음 더’

김상우

유영준
■ 발행호수 180

■ 발행사항 2019. 10. 17. (16p)

- 전국적으로 독서율이 낮아지면서 낮아지면서 지역 독서문화의 토대가 되어왔던 지역서점의 운영난도 함께 심화되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지식문화 유통을 담당해왔던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이를 통한 지역문화의 성장,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역서점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역서점에 대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해야 시민들이 찾아가는
지역서점을 만들 수 있으며, 지역서점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과제번호 이슈 19-12

■ 발행호수 181

■ 발행사항 2019. 10. 29. (12p)

- “지역에 찾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좋은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의
고민에서 커뮤니티 매핑이 등장하였음
- 사람들이 겪는 고민을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하면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경험에서 비롯되었기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함께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하여 이를 지도로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
매핑’
- 커뮤니티 매핑의 주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시설, 환경, 문화, 맛집, 복지, 도로정보 등 다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커뮤니티가 관심 있고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제가 됨

- 울산의 지역서점은 2005년 139개소에서, 2018년도 82개소로 41.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독서율의 하락폭도 높음

- 울산의 관광정보 소통 사례 분석과 타 지역 사례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 매핑을 도입하여 울산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 그렇지만 적극적인 독서 인구는 증가함
- 서점이용과 서점활성화에 관해 울산시민 400명 조사
- 울산의 시·군·구 관광정보 제공 현황 비교 및 분석
- 커뮤니티 매핑 사례 분석 : 공공기관, 교육기관
- 지역서점의 자생력 제고
●

지역서점 운영 교육실시 : 서점주의 전문성강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

●

독서동아리 운영 및 네트워크 지원 : 지역 독서동아리 활성화 및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서점과 독서동아리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

지역서점 공간 리모델링 : 지역서점의 리모델링을 통한 지역서점의 복합문화공간화 지원

●

지역서점 축제 개최 : 지역서점의 마케팅을 위한 지역서점단체 주관의 축제 개최

- 울산 관광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

- 울산형 커뮤니티 관광지도 작성
●

울산의 각 주요 관광지점별 특성을 반영한 커뮤니티 구성

●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동 유도

- 시민과 지역서점의 접점확대
●

●

지역서점, 시민, 도서관을 잇는 도서정보 공유 클라우드 구축 : 지역서점의 신간서적 보유 내영 등의 도서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클라
우드 구축을 통해 울산식 희망도서 바로 대출서비스와 연동하여 사용
울산식 희망도서 바로 대출서비스 실시 : 도서정보공유클라우드를 통해 도서관이 필요한 신간과 지역서점의 보유현황을 알리고
시민이 신간을 구입하여 읽은 후 도서관에 반납하고, 도서관에서 시민에게 도서구입비용을 지불

- 커뮤니티에 의한 관광정보 제공 및 관광후기 관리
●

관광후기 관리의 권한 위임

●

실시간 관광관련 정보 관리로 악성 댓글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

●

울산누리 블로거 및 SNS 활동가들과 연계

- 울산광역시 :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책 값 돌려주기’ 사업 추진
7월부터 시행(울산도서관 회원 중 만 14세 이상)
울산페이 구매도서를 울산도서관 반납시 구매금액 전액 지원
조례개정(3월~4월), 시민홍보(5월), 사업시행(7월)

- 시·군·구 담당들이 관리하던 맛집 및 숙박시설 등 관광관련 정보 제공 및 관광후기 등의 관리 권한을 커뮤니티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운영
●

과도한 중복업무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관광정보 관리 가능

- 관광후기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려는 잠재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
- 울산누리 블로거 및 SNS 활동가들과 연계함으로써 단기간에 커뮤니티 활용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음

이슈리포트

■ 과제번호 이슈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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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동차 튜닝, ‘문화’로 활성화하자

윤영배

Ⅱ. 연구실적

물관리 일원화 1년…
울산, ‘통합물관리’ 새 체계 구상할 때
황진호
■ 발행호수 182

■ 발행사항 2019. 11. 12. (12p)

- 「정부조직법」 개정(‘18. 6. 시행)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며,
「물관리기본법」 제정(‘19. 6. 시행)으로 지역적, 국가적 물 문제를 해소를 위한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핵심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나, 울산시는 일부 업무조정 및 조직명칭 변경
등 소극적 대응으로 통합 물관리를 위한 역랴강화가 요구됨
- 환경부 및 타 시도의 조직구성과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물관리 일원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과 국가정책을 고려한 울산시 통합
물관리계획 수립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자 함

■ 과제번호 이슈 19-14

■ 발행호수 183

■ 발행사항 2019. 12. 3. (12p)

- 정부(국토교통부)는 획기적 튜닝규제 개선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19. 8. 8.)
- 이 대책을 계기로 삼아 자동차 튜닝시장을 확대하고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통해 지역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도약 발판으로 활용
필요

- 자동차 튜닝산업 동향
- 울산 자동차 튜닝산업 성장 기반
- 타 지역의 튜닝산업 육성 사례 : 대구, 전남 영암, 강원 인제, 경기 고양, 인천 등

- 물관리 일원화 관련 이론적 고찰 및 추진현황 검토

-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지원 필요성 및 정책 제언

- 통합 물관리를 위한 환경부의 주요정책, 과제 및 조직개편 검토
- 울산시의 물관리 일원화 대응현황 검토
- 울산시 통합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체계 및 정책 제안

- 자동차 튜닝은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며 자동차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통한 산업화로 접근 필요
- 자동차와 문화·관광 융합은 기존의 제품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므로 지역 자동차산업 위기 타개의 돌파구
확보 가능

- 지역의 통합물관리 근거가 될 기본조례 제정

- 자동차부품 제조사의 사업다각화 또는 업종 전환 지원

- 환경부 조직개편 대응 및 울산시 현안해결을 위한 물관리 조직개편
<그림> 통합물관리과 신설(안)

- 기존의 자동차 정비업체의 튜닝 사업자 전환을 지원하고 관련 인력양성 및 향상교육 도모
- 자동차 문화 산업화를 위한 앵커사업 추진
●

현대자동차 튜닝 동호회 초청, Hyundai Best Dress-up Car Awards 유치

●

레이싱 대회 등 자동차 튜닝 페스티벌 개최

●

현대자동차의 전시·체험 복합문화공간인 현대 모터스튜디오 유치 등

-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및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 물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유역중심 물관리위원회 신설과 활동 강화
- 유역 기반의 통합물관리 계획 수립

- 물관리 일원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근거자료로 활용
- 울산시 통합물관리 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이슈리포트

■ 과제번호 이슈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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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목

이윤형
■ 발행호수 184

■ 발행사항 2019. 12. 9. (12p)

-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문재인정부의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짧은 공모준비 기간 및 독창적 사업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이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특색 있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발굴이 시급한 상황임
-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방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으나 공모 준비 과정이
짧다보니 기존의 사업을 모방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 도시재생대학 등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이에 쇠퇴지역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한 기틀을 마련해야 함
- 국가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위한 과정에서부터 여러 주민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리빙랩 과정을 거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임

- 리빙랩 개념 이해

- 리빙랩 국내외 우수사례

- 울산형 도시재생에 적용 가능성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노후 주거지역에서 지속적인 지역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참여 속에 지역문제 해결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커뮤
니티 공간을 리빙랩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재생지역별 지역기반 앱 활성화
●

●

과거 초기단계의 지역 기반 리빙랩은 커뮤니티맵핑 방식을 시도하였으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어플을 통한 다양한 리빙랩을
시도해 볼 수 있음
이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인 경우 지역기반 앱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기본적으로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울산형 도시재생-리빙랩 시도
●

●

●

●

■ 발행호수 185

타 시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도시재생에서 리빙랩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선행적인 정책 추진 의도가 필요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울산형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 리빙랩을 선행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발굴될 지역의
문제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하여 국비공모사업으로 키울 필요가 있음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도시재생대학 참가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리빙랩을 활용한 지역 문제 파악
및 사업 발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 고실업 등 청년의 전반적 삶의 질 저하, 자존감 하락 심화
- 불안정한 일자리를 비롯, 결혼 등 삶의 주요 과정이 유예되고, 사회참여활동의 위축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청년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
- 울산지역 청년들의 자립기반 악화와 활동생태계 부족 등으로 청년유출현상 가속, 도시 활력 저하
- 일자리 뿐 아니라 문화, 교육, 교통 등의 부족으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도시의
전반적인 활력도 침체

-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현재 청년특성 이해
- 울산 청년인구의 변화추이
-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의 필요성 및 우수사례
- 울산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 청년커뮤니티와 활동에 대한 정보와 홍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소통과 정보의 장 제공
- 정책참여를 비롯하여, 정보공유, 아이디어 멘토링 연계, 커뮤니티 홍보, 지역 내외 연계 등 커뮤니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우선 단계로 지역 내 분야별 커뮤니티, 공유시설 등 자원의 총량 확보 필요
- 지역 청년 커뮤니티 지원을 통한 울산 청년커뮤니티자원 매핑 작업 실시
- 울산 청년커뮤니티들의 소통과 참여, 협업을 위한 물리적 매개체 제공
- 울산의 유휴건물이나 이미 운용되고 있는 관련인프라를 파악하고 활용가능성 우선 도모
- 청년활동의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사업의 연계 기능 도모
- 공간을 통해 청년들 간의 공존의 경험을 제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자발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네트워크의 거점기능을 담당
- 청년들의 활동, 참여, 정보, 담론, 놀이 등을 한 곳에 모으고 파급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수행
- 청년커뮤니티의 예산, 공간부족으로 지자체 및 외부의 초기지원이 필수
- 커뮤니티 단계별 지원 등 ‘울산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의 확장지원책 마련
-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청년단체의 다음단계로의 활동을 위한 지원마련
- 지역사회와 소통될 수 있도록 청년커뮤니티 활동 지원
- ‘울산청년센터’, ‘울산청년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민‧ 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이를 통해 수요 발굴-기획-기술 개발 및 실증-현장 적용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도시재생지역의 문제를 근원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

- 울산형 도시재생 운영방안 반영

■ 발행사항 2019. 12. 10. (16p)

- 리빙랩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 커뮤니티 공간의 리빙랩 거점화
●

■ 과제번호 이슈 19-16

- 울산광역시 청년정책기본계획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
- 울산광역시 청년공간조성의 참고자료로 활용
- 울산광역시 청년실태조사 연관 연구로 활용

이슈리포트

■ 과제번호 이슈 19-15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로 활기찬 울산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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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시재생사업지역에 ‘리빙랩’ 입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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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울산, 대응전략 마련해야

이주영

정원조
■ 발행호수 186

■ 발행사항 2019. 12. 11. (12p)

-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첫 세대인 1955년생이 노인계층에 들어서 앞으로 노령화가 가속될것으로 예상됨. 베이비부머는 이전
노인계층과 다른 가족관계, 경제상황, 여가수요, 주거여건의 특성을 가짐
- 울산광역시의 베이비부머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시기대량 유입되어 울산 경제 성장을 견인한 세대로 이들의 주거실태와
주거수요 파악을 통해 향후 주택정책을 제안함

■ 과제번호 이슈 19-18

■ 발행호수 187

■ 발행사항 2019. 12. 12. (12p)

- 해양공간 새로운 이용 수요 확대 및 다변화,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 위한 통합적 정책 정립 필요
- 이에 정부는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19~28년) 확정·발표(’19.7.24.)하고 무분별한 선점식의 연안이용에서 탈피해 해양
공간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고려한 ‘先계획 後이용’ 체제의 해양공간 통합관리 도입
- 해수부에 따르면 울산연안의 효율적 이용과 적절한 용도 배분을 위한 울산해양공간관리 수립 연내 수립예정
- 하지만 실제 지자체에서 관할해역의 해양공간 특성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

- 울산지역 베이비부머 주거실태 :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택면적, 주택상태

- 따라서 울산시 해양공간관리계획 추진 현황 및 절차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

- 울산 베이비부머 인구 이동 특성
- 울산 베이비부머 주거 수요 : 선호 주택유형, 선호 점유형태, 선호 주택규모
- 베이비부머 주택 정책 제시

- 해양공간 기본계획 개요 :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의미, 수립절차
- 울산 해양공간 관리계획 추진 현황 : 추진내용, 울산 관리계획(안) 주요 내용
- 울산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 논점 : 제도상 논점, 지자체 이행상 논점

- 기존 노인계층과 다른 주택수요 대응 필요

- 정책제언

- 도시서비스권역 내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
- 기존 주택의 개량·보수·관리 등 고령자 맞춤 지원
- 저소득 베이비부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수립중인 ‘울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 반영
- 향후 울산광역시 공공주택 공급 타당성 근거로 활용

- 제도 개선사항
●

울산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 일정 조정

●

시행규칙/규정 상충내용 개정 건의

●

지역협의회 및 위원회 운영 지원

- 울산 해양공간계획 추진전략
●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해양공간계획 관련 전담인력 및 조직 확충

●

이해관계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원활한 울산광역시 해양공간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출된 개선사항 건의

이슈리포트

■ 과제번호 이슈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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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베이비부머 주거 특성과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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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이상현
■ 발행호수 188

■ 발행사항 2019. 12. 16. (12p)

■ 과제번호 이슈 19-20

■ 발행호수 189

■ 발행사항 2019. 12. 19. (12p)

- 최근까지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공유가 활발하여 빅데이터 수준의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사회
문제를 일부 공공에서 해결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근거한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수질개선 효과와 기금운영의 합리성 부분에서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울산은 정책·경제·문화 및 각종 현황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집·분석·표현을 통해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

- 울산광역시 기준 물이용부담금 부과사항과 실제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공업용수 중심의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향후 낙동강 유역 상하류 간의 상생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이 목적임

- 또한 지역에서는 공공의 정보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데이터 중심의 도식화를 벗어나 시계열성, 시공간
정밀도, 다변량성 등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제공하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정책수립·성과측정·의사결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 제공이 요구

-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이해
- 물이용부담금 현황분석 (징수금액, 지출금액)
- 물이용부담금 징수후 낙동강 수질개선 효과 분석

- 국내외 행정기반 데이터를 중심으로 도식화 사례를 분석함(서울시정책지도, 스마트서울맵, 인천 행정공개지도, 광산구 정책
지도, 지방자치단체 정책지도, 중앙부처 산하기관 정책지도 등)
- 울산의 지역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정량적 데이터 제공과 더불어 일부 국가통계포털(KOSIS)과 연동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울산
통계지리정보서비스는 주제별 기초 통계수치(사업체, 생활업종, 인구동향, 복지, 교통, 안전 등)를 기반으로 행정동 지도에
도식화한 수준의 서비스 비교 분석
- 서비스 분석에 의한 서비스 분류를 나누어(총괄형, 소통형, 전문형) 적합한 방향을 분석

- 상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가 마련되어야함

- 물이용부담금 관련 중앙정부-시도 갈등사례 조사
- 울산광역시 공업용수 부분의 물이용 부담금 현황과 문제점 분석

- 2002년부터 낙동강수계기금을 조성하여 수질개선사업에 총 3조 1,471억원을 투입한 결과, 수질에서 BOD의 경우 2001년
3.0㎎/L에서 2018년 2.0㎎/L으로 67% 수준으로 개선되었지만, COD의 경우는 2001년 6.2㎎/L에서 2018년 6.8㎎/L으로
개선의 효과가 거의 없고, 악화된 상황이며, 특히 울산공업용수의 주요 지표인 전기전도도의 경우 악화하는 경향을 보여
울산지역 기업체의 기대수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연구결과임

- 단순 도식화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특정 요구 값에 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시각화 개선이 필요함

- 수질연동제를 고려한 차등된 물이용 부담금 징수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현재의 BOD중심의 수질지표는 공업용수를 다량
이용하는 울산지역 기업체의 기대수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업용수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와 대표수질 지표의
설정이 요구됨

- 일회성 결과 값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데이터 수급과 축적된 DB를 활용하여 시계열성 결과를 제공하며, 시간/공간적
다변량성을 반영한 동적인 도식화 제공

- 낙동강 하류지역 부·울·경 단체장 중심의 물이용 부담금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 정책 협의체 구성을 통해 체계적인 중앙정부
제도 개선과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정책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유관기관내 연구결과와 데이터 수집을 통한 빅데이터관리를 일원화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빅데이터분석 업무를 통한 인센티브 강화와 더불어 기관내 부서별, 팀별 평가에 정책지도 활용한 서비스 발굴토록 적극적인
업무개선

- 동적으로 생산 및 변화되는 소통형(대화형, 탐색형) 정책지도 서비스 구축 및 업무 변화 계획
- 수년내에 민간(유관기관) 중심 빅데이터기반 정책지도 서비스 관리 조직 운영 변화 계획
- 울산관내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대회 강화하여 다양화 계획

- 낙동강 하류지역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정책연구원을 통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물이용 부담금 제도 개선의 연구와 토론
그리고 정책발굴의 이슈를 제공함
- 부산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경남연구원의 수질 및 수자원, 그리고 행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형태의 연구포럼을 구성
하고 공통의 정책대안을 도출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물이용 부담금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 상대로 제시하는 논리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

이슈리포트

■ 과제번호 이슈 19-19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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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책지도서비스 활성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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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산업디자인 경쟁력 확보의 플랫폼,
울산공공디자인센터 건립 절실
변일용
■ 과제번호 이슈 19-21

■ 발행호수 190

■ 발행사항 2019. 12. 26. (12p)

- 도시디자인은 도시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수단
●

1인당 GRDP가 전국 1, 2위를 다투는 울산은 이제 도시의 아름다움을 고민할 시기임

●

디자인은 도시의 가치를 제고하고 미적 향상과 볼륨감을 갖도록 해 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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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시디자인이 각 지자체별로 디자인관련 업무를 보면서 도시에 접목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체계적이지 못
하고 통일감이 낮은 상황임

- 지역디자인산업의 현주소는 열악 그 자체
●

●

디자인 산업은 울산에서는 거의 열악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산업디자인으로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나 울산은 간판이나 인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시각, 환경디자인에 국한된 분포를 보임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4차산업, 신재생산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의 전개가 이뤄지고 있는 울산은 산업디자인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

- 도시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는 통합디자인 지원기관 필요
●

●

디자인은 도시의 가치를 제고하고 미적 향상과 품격을 갖게 해줌. 그동안 공공디자인이 각 지자체별로 디자인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통합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조성, 관리됨에 따라 체계적이지 못하고 통일감이 낮은 상황임
이에 각 구·군별 도시특성을 고려하지만 전체 울산시의 도시공간특성에 맞는 통합 디자인 구축이 필요하고 체계적으로 형성, 관리
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디자인산업의 성장 기반 강화
●

●

울산의 디자인관련 산업은 전문분야도 시각, 환경분야에 특화된 소규모의 규모로 활동하고 있고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울산은 자동차, 중공업 등 대기업 위주의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디자인이 지역에 성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그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임
다만, 최근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국내외 환경변화와 경제정책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어 디자인산업의 성장 기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울산의 차세대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과 글로벌 시장개척
●

●

●

재생에너지, 수소, 풍력 등 차세대 신산업의 도입 및 발전과 견인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산업의 접목을
통한 울산의 새로운 산업발전의 모멘텀 구축이 필요함. 이에 디자인 강화를 통한 울산의 차세대 산업발전의 선도적 기회 확보 가능
또한 국내수요만 만족하는 것이 아닌 해외시장의 개척과 글로벌 산업과의 진출로서 디자인산업의 획기적인 전환 마련이 필요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 수행 필요
뿐만 아니라 울산컨벤션센터가 2021년 개소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컨벤션센터 운영전략에 지역 공동마케팅으로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사업 연계가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이 필요

- 공공디자인센터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및 행정지원 근거마련 필요
- 디자인 지원기능을 유사기관에 우선 위탁운영, 정책마련 및 사업 추진
- 공공디자인센터 조성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

- 지역 내 디자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추진

울산경제사회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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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94

2019. 5. 14.

울산,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적극 발굴할 때

강영훈 박사 / 경제사회연구실

지은초 박사 / 울산공공투자센터
<현황 및 분석>
○ 특별교부세,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대응 위한 지방교부세
○ 올해 정부 특별교부세 ‘1조4,722억원’
○ 울산시, 2018년 특별교부세 ‘148억9,100만원’
○ 타 광역시, 국가지방협력수요·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사업 활발

<시사점 및 제언>
○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의 지체와 지역경제 침체
○ ‘북항 방파제 준공’, 오일허브 구축사업의 촉매제 역할 기대
○ 울산-휴스턴 교류협약도 에너지허브의 추진에 탄력

Vol. 92

<시사점 및 제언>
○ 울산,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발굴 필요
○ ‘인센티브’ 통한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 지속돼야

Vol. 95

2019. 5. 28.

울산 혁신기술 ‘대학·중소기업’이 선도
“통합·단계적 기술사업화 정책 필요”

울산 조선업 회생을 위한 ‘부유식 해상 LNG주유소’ 조성 필요
정원조 박사 / 경제사회연구실

<현황 및 분석>
○ 국제해사기구(IMO), 내년부터 국제항행선박 배기가스 규제 강화
○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에 따른 선사의 대응전략
○ 환경규제에 따른 신시장(친환경 선박·항만장비) 창출
○ 울산의 침체된 조선해양 및 기자재산업군 회생을 위한 기회

김혜경 박사 / 경제사회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울산지역 특허기술 출원량은 지난 10년간 연 6.98% 성장
○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출원량 급감
○ 울산 특허기술 창출 주체, 대기업 급감 ‘대학·중소기업’ 떠올라
○ 울산 산업기술 지각변동 : 주력 제조업 감소, 신산업 부상

<정책제언>
○ 글로벌 신시장 성장에 대비한 울산의 전략
○ ‘글로벌 에너지허브 항만’ 위상에 걸맞은 전략적 사업 투자 필요

<시사점 및 제언>
○ ‘대학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단계적·통합적 기술사업화 정책 마련
○ ‘경쟁우위 기술 가진 지역 기업 발굴’과 ‘기술고도화 집중 지원’ 필요

Vol. 93

<기대효과>
○ 동북아 ‘친환경 에너지 공급’ 선점 및 ‘부가가치 창출’ 가능

Vol. 96

2019. 7. 23.

태화루 방문객 특성 반영한 타깃별 홍보 필요
유영준 박사 / 경제사회연구실

2019. 9. 24.

2019. 10. 10.

울산혁신도시, 중구 서비스산업 지형을 바꾸다
이경우 박사 / 경제사회연구실

<현황 및 분석>
○ 2018년 태화루 방문(입장)객은 7만6,432명
○ 평일보다 휴일,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많아
○ 태화루에 대한 정보 획득 수단은 ‘TV와 SNS’

<현황 및 분석>
○ 울산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식서비스산업 사업체 수’ 증가 추세
○ ‘공공기관 이전’ 및 ‘과학기술 연구기관 설립’으로 지식서비스 사업체 증가
○ 유치가능업종 확대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기반이 마련됨

<시사점 및 제언>
○ 입장객 특성을 반영한 타깃별 홍보 방안 마련
○ 꾸준한 자료 축적 필요

<시사점 및 제언>
○ ‘울산 서비스디자인센터(가칭)’ 설립으로 지식서비스업체 사업 참여 확대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서비스 기업 및 인력’ 육성 필요

울산경제사회브리프

<현황 및 분석>
○ 울산의 신산업 육성 의지, ‘동북아 에너지허브’로 제시돼
○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의 지체와 지역경제 침체

Ⅲ. 연구활동

울산, '에너지허브'로 새 도약 준비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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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5.

울산, ‘노인맞춤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돌봄 강화
이윤형 박사 / 경제사회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울산, 증가하는 고령화와 함께 노인돌봄수요는 확대
○ 돌봄의 주 대상자인 ‘독거노인, 장애노인, 저소득노인’은 중구·남구·울주군에
집중 거주
○ 울산시는 내년부터 새로운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
<시사점 및 제언>
○ 기존 돌봄서비스 문제 보완과 돌봄의 사회적 비용 해소 노력 필요
○ ‘지역사회돌봄’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지속거주환경’을 우선 구축

Vol. 98

연구활동

2019. 12. 18.

지속·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위한 ‘교육공간 확충’ 필요
김상우 박사 / 경제사회연구실
<현황 및 분석>
○ ‘공간은 제3의 교사’, 문화예술교육에서 공간 환경의 중요성 부각
○ 많은 교육 참여자, 좁은 교실… 열악한 울산 문화예술교육 공간 환경
<시사점 및 제언>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포괄하므로 ‘창의적 공간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필요

Vol.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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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3.

울산, ‘바이오 빅데이터’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산업 발전 이루자
박소희 박사 / 경제사회연구실
<현황 및 분석>
○ 데이터가 신자본으로 부상… 패러다임도 ‘데이터 경제’로 전환
○ 정부, ‘100만명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계획
○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고부가가치 게놈 빅데이터 구축 중
○ 바이오 빅데이터의 중요성 및 한계
<시사점 및 제언>
○ ‘구축된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가능한 제도 마련 필요
○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비즈니스 모델… 산업 성장에 중요

울산도시환경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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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81

2019. 4. 8.

이상현 박사 / 환경안전연구실

정현욱 박사 /도시공간연구실

<시사점 및 제언>
○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낙동강 의존도 탈피… 울산 물 자급률 제고 절실
○ 울산 관내 가용 수자원 조사와 활용 가능성 연구 필요

2019. 6. 18.

울산시 재난 복원력 작년보다 13.7% 상승…
‘평가 근거 DB 구축’ 등 지속·체계적 관리 필요
윤영배 박사 / 환경안전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울산 스코어카드, 10가지 필수사항 중 6가지 향상 성과
○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2), 재난대응 관련 ‘도시 능력 평가 툴’ 제공
<시사점 및 제언>
○ 시민 안전 위한 노력의 성과… 도시재난 복원력 평가지수 향상
○ 울산, 국내 첫 ‘2년 연속’ 평가… ‘지속적 평가’ 기반 마련에 의의
○ ‘평가 결과 근거자료 DB 구축’ 등 체계적 지표 관리 필요

Vol. 80

2019. 9. 17.

울산 온실가스 감축, 전담부서 ‘체계적 감축실적 관리’ 필요
김형우 박사 / 환경안전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울산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현황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립… 국가 목표 달성 노력
○ 울산 감축로드맵 담당조직, 타 시·도보다 위상 낮아
○ 기존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감축로드맵 이행의 한계
<시사점 및 제언>
○ 전담조직 구성·신설… 연계·지속·전문성 제고해야
○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관리 필요

<현황 및 분석>
○ 울산광역시 대부분의 행정정보는 행정동 혹은 구·군 공간단위로 작성
○ 행정동 단위는 동별 면적 차이 및 국지적 특성을 표현하지 못함
<시사점 및 제언>
○ 도시공간의 국지적 특성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격자(셀) 단위의 공간정보
구축 필요
○ 국토지리정보원이 각 지역의 주요 지표를 격자(셀)별 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임
○ 울산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격자(셀) 단위 통계 구축으로 도시공간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 필요

울산도시환경브리프

<현황 및 분석>
○ 울산 공업용수 사용 현황과 문제점
○ 울산 관내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Vol. 79

울산, 격자(셀) 단위 특화된 공간정보 구축으로
행정정보 정확성·주민서비스 향상 도모를

Ⅲ. 연구활동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울산 공업용수 자급률 제고 필요

2019. 11. 21.

Ⅲ
연구활동

계간지
「울산발전」
울산의 당면과제를 심층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종합 정책 정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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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64

2019. 3.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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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63

계간지 「울산발전」

기획특집

울산의 신성장동력 ‘수소경제’

기획특집

06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울산 / 박진남
16 수소산업과 수소경제의 미래 / 우항수

지역논단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UDI NEWS

28 지역 문화 자원 활성화의 의의와 전략 / 이재호
38 감성맞춤 융복합산업에 기반한 도농통합도시 울산의 발전 전략 / 이주영
46 해외 사례로 본 태화강 수변공간의 활성화 방안 / 김희종

울산 고등교육의 미래는
06 울산 고등교육의 미래 / 도회근
14 울산 고등교육의 방향 / 이병철
30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울산 고등교육 기관 탐색 / 이재호

울산생각

40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기르는 교육으로 / 강화순

지역논단

46 미세먼지와 도시숲 / 마영일
6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에 따른 동남권 광역교통 발전방향 / 김승길
70 제4차 산업혁명 대비 SW인력 수요 대비해야 / 김상락

58 UDI NEWS
61 언론이 본 UDI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UDI NEWS

86 UDI NEWS
90 언론이 본 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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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66

2019. 9.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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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65

계간지 「울산발전」

기획특집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다음 과제는’

기획특집

06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그 이후 / 김성수
16 태화강국가정원을 통한 새로운 도시가치의 창출 / 한상현

지역논단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UDI NEWS

26 현대인의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힐링센터가 필요하다 / 변일용
32 일본의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차별화된 울산의 대응 방안 필요 / 박재영

울산의 정체성을 찾다
06 역사문화로 본 울산의 정체성 - 태화정신(太和精神) - / 이창업
16 울산의 정체성과 ‘울산학’ / 김잠출
24 반구대에서 작괘천까지 - 포은 정몽주 선생의 발자취를 찾아서 - / 이재명

지역논단

38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울산의 방향 / 황진호
50 도시활력을 높일 수 있는 기법에 대한 소고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 권태목
60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위한 울산시 전략 / 조미정

46 UDI NEWS
50 언론이 본 UDI
해외출장리포트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UDI NEWS

68 보스턴, 뉴욕의 포용도시 정책과 시사점 / 정현욱, 지은초
78 2019년도 한일해협권 연구기관 협의회·연구보고회 / 권태목

84 UDI NEWS
87 언론이 본 UDI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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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및
주요행사

172 UDI Annual Report 2019

2019 UDI 연차보고서 173

2019. 1. 14.

울산시-UDI 산업단지 안전캠페인

상반기 연구자문위원회

2019. 1. 23.
울산발전연구원은 23일 오후 3시 4층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연구자문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지범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등 자문위원들은 연구원 업무성과
및 추진계획 등을 듣고 토론을 통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 문화사회, 환경안전, 도시, 문화재 등 각 분야 자문위원들은 울산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더욱 내실 있는 연구로 혜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발연은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해 연구 및 사업에 반영할 계획
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회의 참여

2019. 1. 29.

29일 오후 3시 울산시 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울산지역 기업체와 행정·
공공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 회의’가 열렸다.
이번 대책회의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단기적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최대한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날 비상저감조치 시행절차와 이행사항 등을 안내하고 울산
발전연구원 마영일 박사의 ‘미세먼지 오염현황 및 대응 과제’ 강의를
통해 초미세먼지 저감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설명했다.

30일 오후 4시 ㈜삼협(두서면 전읍농공길)에서 산업단지 안전 캠페인이
실시됐다.
산업단지 안전캠페인은 울산시와 울산발전연구원 도시안전디자인
센터가 환경개선 시범사업 참여 업체 근로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일방적인 교육 방식을 벗어나 놀이를 접목한 소통·참여형 교육
으로 진행했다.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안전디자인 연구 개발·보급 등 산업
단지의 안전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울산시의회 주요업무보고

2019. 2. 21.
울산시의회는 제198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기간에 시민안전실과 울산
발전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교통건설국, 강남·강북
교육지원청 등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21일 울산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김미형 의원은 석유화학단지
지하배관 안전 인프라 구축 추진 현황에 대해 묻고, 4차산업혁명과
드론 관련 울산발전연구원의 비전과 연구과제 수립을 요청했다.
고호근 의원은 2020년 완공인 태화·우정 재해 위험개선지구 공사의
빠른 추진을 주문했다. 또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해 중장기 울산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연구 용역시 울산 사정에 맞는 깊이 있는 연구 결과
도출을 요구했다.

동남권 광역관광 활성화방안 모색

2019. 2. 22.

동남권 광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 연구원과 시·도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협력에 나섰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지난 2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부산연구원·경남
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동남권 광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지사가 결의한 상생
협력을 뒷받침할 분야와 실행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3개 시·도
연구원장 및 관계자, 부산시·울산시·경남도 관광분야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사업 및 주요행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가 2018년 연구 성과물로 논문집 <
연구논총 13호>, 교양서 <울산의 음식-그 맛과 추억을 찾아서>와
자체과제로 구술사를 정리한 <울산 옛터비에 담긴 기억들-공단 이주민
이야기>를 발간했다.
센터 관계자는 “여러 분야에서 울산이 가진 지역 특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다. 울산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발간된 자료는 울산발전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2019. 1. 30.
Ⅲ.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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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7.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착수

2019. 3. 7.

울산발전연구원은 10일 오전 10시 4층 대회의실에서 ‘편견을 떼어내면
인권이 보인다’를 주제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장애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권 존중, 차별금지,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옥진 강사는 △인권 △장애인, 장애유형, 에티켓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 △직장 내 장애인권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교육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장애유형별
특성과 올바른 에티켓에 대해 알게 됐다”며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전국 환경연구자 워크숍 개최

울산시는 7일 전통시장지원센터에서 울산발전연구원, 구·군, 지역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울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울산발전연구원이 맡아 오는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여건 및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지원 정책 및 사례를 조사한다. 또 사회적경제 주체와 시민 설문
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북구 대안동 쇠부리터 발굴조사

2019. 3. 18.
울산 북구는 이달 초부터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에 의뢰해 대안동
쇠부리터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에서는 지표면에 드러나 있던 제련로 일부와 석축시설
외에도 제련로 아래쪽으로 박석시설(돌을 평평하게 놓은 모양)이 발견
됐다. 이 시설은 쇳물을 담아내던 틀의 받침대인 봉쇠바탕으로 확인되고
있다.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송풍시설과
제련로, 박석시설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 발견돼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한다"며 "발굴조사 완료 후 제련로의 크기와 형태, 박석시설의 사용용도
등이 밝혀지면 울산쇠부리기술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 4. 18.
울산발전연구원은 18일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연구원 환경
연구자 1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생태자원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연구성과 공유
및 대안 모색’을 위한 것으로, 국가 및 시·도 연구원 환경연구자 3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희선 박사와 지리산C 협동조합 임현수
대표가 각각 ‘생태관광 중장기발전계획과 지자체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과 ‘지역 생태관광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창석 박사와 강원연구원 한영한
박사가 주제발표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동남권 ‘광역교통' 상생협력

2019. 4. 24.
울산발전연구원은 24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부산
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동남권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시공간연구실 김승길 부연구위원이 동남권 광역교통의
발전방향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 수립 참여 △대도시 권역별
안배를 고려한 재정지원 및 광역교통위원 구성 △동남권 지역간 협력
체계 강화 △중앙정부와 대도시권(동남권)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
했다.
또한 우리 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정현욱 연구위원이 이날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3개 시·도 연구원은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으로 공동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연구사업 및 주요행사

울산 조선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조선 산업 수도로서 세계 최강의
미래 조선 산업 확보를 위해 시와 연구원, 기업이 힘을 모은다.
울산시는 27일 오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미래조선산업 전략적 발전
로드맵 수립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를 비롯해 UNIST,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현대중공업 등 8개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조선
산업 동향 및 지역 조선산업의 미래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이날 △친환경·스마트선박의 차별화된 독보적 기술력 확보 △조선 중소
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

2019. 4. 10.
Ⅲ. 연구활동

‘미래조선산업 로드맵’ 간담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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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6.

장애인보호작업장 일손 돕기

‘포용도시 울산 전략’ 세미나

2019. 5. 3.
울산발전연구원은 3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포용도시 울산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UN헤비타트가 제시하고 있는 포용도시의
개념을 살펴보고, 포용도시론의 국제적 동향과 울산의 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국토연구원 박세훈 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포용도시 정책
추진 사례와 도시의 과제’ 등을 다뤘다.
그는 “포용도시 정책에 있어 성장 중심적, 개발지향적 도시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포용도시 조성에 대한 국내 사례가 국제사회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지도 고려해볼 문제”라고 제언했다.

‘포용도시 울산 전략’ 세미나

2019. 5. 21.
울산발전연구원은 21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포용도시 지표 개발
사례와 울산의 포용도시 함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개발 사례를 분석해 향후
울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용지표 및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문가로 서울연구원 변미리 미래연구센터장을 초청해 서울의 포용
도시 평가지표 구축 과정 및 지표 활용사례, 지표의 함의 등을 주제로
한 발표를 들었다.
변미리 센터장은 서울시 포용도시 역량 진단 및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내용을 소개하며, 포용도시가 부각되고 있는 맥락 등 전반적인
이해를 강조했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오정택)은 24일 울산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직원 20여명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제품 생산 및 포장작업을
도왔으며, 근로자들의 말벗이 되고 생산물품을 구매하는 등 온정의
손길을 더했다.
연구원은 이웃에게 작은 정성과 도움을 주기 위해 개원 이래 꾸준히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직원 대상 ‘공자와 논어’ 강연

2019. 5. 28.
울산발전연구원은 28일 오전 4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자와 논어, 그 숭고한 이상’을 주제로 교양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공자와 논어의 숭고한 이상에 대한 올바를 이해를 도모함
으로써 개인의 삶 전반에 인문학적 동력을 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사로 나선 울산대학교 중문학과 박삼수 교수는 ‘공자 사상의 탄생
배경, 논어 맛보기, 자아 성찰과 자기 충실’ 등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울·경, 미세먼지 대응 세미나

2019. 6. 4.

울산발전연구원과 부산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은 4일 오후 경남발전
연구원에서 ‘동남권 맑은 하늘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울산발전연구원 마영일 박사는 ‘울산시 대기환경 현황과
개선을 위한 동남권 지자체 공동 대응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마 박사는 “하절기는 다른 계절과 다르게 국외 영향 및 국내 외부지역
으로부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울산과 인근지역의 영향이
높은 만큼 광역대기환경 관리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광역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울산과 인근 지자체의 공조 및 대기
권역 관리를 위한 ‘광역대기환경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구사업 및 주요행사

울산발전연구원이 26일 밀양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2019년 영남권
시도 연구원 체육대회’에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울산발전연구원, 부산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대구경북
연구원 등 4개 시·도 연구원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을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희망탑릴레이, 협동공튕기기, 지네발운동회, 단체줄넘기,
이어달리기 등을 주 종목으로 하는 명랑운동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경남발전연구원이 주관했으며, 4개 연구원 전직원이
참여해 운동회, 축하공연, 장기자랑 등을 함께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19. 5. 24.
Ⅲ. 연구활동

영남권 시도 연구원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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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0.

‘고등교육 방향성 모색’ 콜로키움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2019. 6. 11.

울산발전연구원은 7월 25일 오전 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고등
교육의 방향과 시민 중심의 열린 교육모델 구상을 위한 제35회 울산
콜로키움을 열었다. 콜로키움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울산시 관계자,
본원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병철 울산대 교수는 울산 고등교육의 현황을 짚어
보고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주제발표에서 강영훈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위
취득에 투입되는 고비용 문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변모하는 산업
현장의 수요와 산업융합의 현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재교육 수요를
반영해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임 울산발전연구원장 임명

임진혁 신임 울산발전연구원장이 7월 26일 오후 울산시청 시장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가게
됐다.
이날 임명을 통해 임진혁 신임 원장은 울산에서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회의 검증을 거친 첫 번째 주인공이 됐다.
앞서 울산시의회는 25일 임진혁 신임 울산발전연구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임진혁 원장은 8월 1일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8대
원장으로서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울산발전연구원은 11일 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과 건강한 조직문화 정립 및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직원들은 초청강사와 함께 주변에서 일어난 성매매, 가정폭력의
사례 및 원인을 살펴보고, 예방방안을 논의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무의식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며 “서로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
보다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3차 이사회 개최

2019. 7. 10.
울산발전연구원은 10일 오후 5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는 신임 울산발전연구원장 최종 후보자 선임을 비롯해
연구원 현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사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연구원 운영 전반에 관해 제언하고, 향후
연구과제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울발연 관계자는 “지역 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가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무엇보다 시정 반영도를 높여 시민의 체감
하는 연구결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 7. 26.

제8대 임진혁 원장 취임

2019. 8. 1.
울산발전연구원을 새롭게 이끌 제8대 임진혁 원장의 취임식이 8월 1일
오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취임식에서 임진혁 원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파괴적 혁신, 즉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울산발전연구원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와 같은 해답을 제시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원장은 경북 경주 출생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주립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미국 네브라스카주립대학원
에서 경영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뉴올리언즈대학교, 새크릿
하트대학교에서 교수로 역임했으며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울산과학
기술원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특임교수 등을 지냈다.

연구사업 및 주요행사

울산발전연구원은 10일 오전 신라스테이 울산에서 ‘사법정책과 지방
자치의 실현’을 주제로 제34회 울산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이 누려야 할 실질적인 사법시스템을
논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울산대 법학과 도회근 교수는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사법정책의
전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울산의 염원을 ‘사법서비스 향상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연관 지었다.
이어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박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울산 설치 여건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9. 7. 25.
Ⅲ.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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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6.

성희롱·성폭력 예방 통합교육

하반기 연구자문위원회

2019. 8. 29.

울산발전연구원은 9월 3일 오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성희롱·
성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장영순 박사가 강사로 참여해 ‘밝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를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 △성폭력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괴롭힘 금지 △나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 및 대화가 이어졌다.
연구원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건전한 내부 문화 조성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태화강 미래 비전 제시

울산발전연구원은 8월 29일 오전 11시 4층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연구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연구자문위원들로부터 우리 연구원의 ‘주요 연구과제 선정과
연구계획’ 및 ‘연구과제 평가, 발표 및 출판’ 등에 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손흥선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등 자문위원들은 상반기 연구원 과제
진행현황을 듣고 2020년 신규과제 발굴에 관한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이번 달 신임 임진혁 원장의 취임으로 연구원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울산의 현안과 직결된 연구과제에 더욱 집중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피스 365’ 도입… 업무효율 향상

2019. 9. 2.

울산발전연구원은 9월 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피스 365’ 프로그램 사용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울발연이 도입한
‘오피스 365(Office 365)’를 두고 업무 및 작업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으로 AI 및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 오피스 365에 포함
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워드(Word), 엑셀(Excel), 파워포인트
(PowerPoint), 아웃룩(Outlook)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과 원드라이브
(One Drive),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 등이 있다.
울발연 관계자는 PC, 맥, 모바일 및 태블릿과 같은 여러 장치에서
업무를 이어갈 수 있고, 콘텐츠 제작, 공유 및 공동 작업이 가능해 연구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9. 9. 18.
태화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중장기 울산발전 전략을 담은 ‘시민의 꿈
태화강 만들기’가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와 울산발전연구원은 9월 19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석진 행정부시장,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시민, 전문가 및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꿈 태화강 만들기 대시민
보고회’를 열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시민의 꿈 태화강 만들기 계획’(용역명 ‘태화강 비전
프로젝트’)을 지난해 5월 착수해 올해 7월 완료했다.
이 자리에서 울발연은 △녹색문화유산 태화강 △도시재생과 연계한
태화강 △생태정원 태화강 △놀고싶은 태화강 △사통팔달의 길 태화강
등 ‘태화강 비전 프로젝트’의 5개 전략과 40개 세부사업을 발표했다.

2019년 연구과제 최종보고회

2019. 9. 24.
울산시는 9월 24일 울산시청에서 올해 울산발전연구원이 수행 중인
기본, 정책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총 26건의 대상과제에 대한 연구결과 점검 및 부서별
의견수렴, 정책 활용도 평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행정분야 7건에 대한 울발연 책임연구원의 보고에 이어
질의·응답, 평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추후 25, 30일까지 총 세 차례
일정을 앞두고 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본 과제들은 보고회 일정
에서 나온 의견을 담아 최종 수정작업을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연구사업 및 주요행사

울산발전연구원은 이달 취임한 신임 임진혁 원장이 빠른 업무 파악과
직원과의 대화를 위한 업무보고 자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임 원장은 지난 6일부터 원내 부서별 업무보고회를 마련해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연구원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다뤘다.
그는 “직원 모두가 가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연구결과가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제 선정
및 수행 과정에 끊임없이 고민할 것”을 강조했다.
또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싱크탱크라는 비전 아래
언제나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며 구성원들과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다.

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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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2.

바이오헬스산업 포럼 개최

'산업구조 변화 대응' 공동 세미나

2019. 11. 6.

울산시와 울산발전연구원은 15일 롯데호텔울산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연·병원 관계자들이 관련 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제1회
바이오헬스산업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송병기 경제부시장, 임진혁 울산발전연구원장, 임성현 울산
병원 이사장, 울산 바이오헬스산업 포럼 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조승수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가 '울산 게놈 사업의 추진 현황과
발전 방향', 박병철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 본부장이 '바이오 연구
개발(R&D) 사업 추진 방향', 김형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
개발 전략기획단 책임연구원이 '바이오헬스 육성전략 & 연구개발 기획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바이오·의료 분야 정부 정책에 맞춘 울산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제17차 한국지역학포럼 주최

울산발전연구원은 지난 11월 22~23일 울산롯데호텔에서 서울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7차 한국지역학포럼'을 개최했다.
'지역경관과 지역학'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전국의 지역학 연구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 경관정책과 정립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주제발표는 △이동현(부산연구원) '부산의 경관과 지역적특성'
△한상헌(대전세종연구원) '소멸되는 장소성과 사라지는 기억들'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전주 지리경관의 특성으로 본 전통의
시대' △허준구(춘천학연구소) '봉의산과 소양강에 담겨있는 춘천의
정체성' △김한태(울산학연구센터장) '천고(千古)의 인연-용승(涌昇)이
만든 울산의 자연·문화 경관'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본부장 황상필)·울산경제진흥원(원장 김형걸)·울산
발전연구원(원장 임진혁)은 6일 오후 롯데호텔울산에서 지자체, 유관
기관, 금융기관, 기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울산의 산업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 이경우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은 관광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울산의 산업구조는 지난 10년 동안 총생산액 기준으로
제조업이 중심이었지만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해양과 같은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의 기술적 진보와 발전이 울산 산업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라고 분석했다.

2019 전직원 워크숍

2019. 11. 13.
울산발전연구원은 13일 울산 울주군, 중구 일대에서 ‘화합과 열정으로
재도약하는 연구원’을 주제로 전직원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직원들의 단합과 사기 진작,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연구환경에 대한 내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원 80여명은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세미나실에서
임진혁 원장의 특강 및 이민경 노무사의 인사·노무분야 강연을 들었다.
이어 복합웰컴센터 견학, 꽃차 체험, 태화강 국가정원 탐방 등을 진행
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19. 11. 22.

‘문화도시 울산 조성’ 콜로키움

2019. 11. 25.
울산발전연구원은 11월 25일 오후 3시 30분 롯데시티호텔 울산 2층
루비룸에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울산의 방향’을 주제로 제36회 울산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울산시 관계자, 울발연 연구진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이채관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대표가 ‘실험과 실천 : 지속가능한
도시 기획’에 대해, 송교성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지식공유실장이
‘문화도시 추진절차와 내용’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신동호 코뮤니타스 대표, 이재호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문화도시 추진체계와 전략 :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울산시
문화도시 조성 – 방향과 추진(안)’을 주제로 발표에 임했다.

연구사업 및 주요행사

울산발전연구원(원장 임진혁)은 22일 오후 롯데시티호텔 컨퍼런스룸
에서 ‘지역학 전문가 초청 울산학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원 부설센터 울산학연구센터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세미나에서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은 ‘전주정신 “꽃심” 정립과 확산’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주정신의 정립 과정과 필요성을 알리고,
전주시의 핵심과제 및 실천전략과 연계한 협업사업으로 추진된 경과를
설명했다.
또한 김성수 울산학춤보존회 명예회장이 ‘울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언 – 태화 읽기’를 주제로 울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주요어, 태화의
정의, 음악, 태평 등에 대해 발표했다.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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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가 이전' 토론회

2019. 11. 27.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발전연구원이 주관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도시발전 방안 토론회'가 27일 오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나종만 학장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울산혁신도시 활성화 방향'을, 우리 연구원 정현욱 박사가 '울산시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검토'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 울산대 김재홍 교수를 좌장으로 관계 전문가 5명이 패널로 참여
하는 토론이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혁신도시정책 관련 전문가와
공공기관 관계자, 일반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울산열린시민대학 시범운영

운영센터

2019. 12. 4.
울산시는 새로운 방식의 혁신 교육 플랫폼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
에서 필요한 지역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
하기 위해 울산열린시민대학을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임진혁 울산발전연구원장은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울산열린시민대학의 모델은 세계적인 혁신대학인 ‘에콜42’와 ‘미네
르바 스쿨’을 접목한 방식”이라며 “특히 교수와 학비, 학위가 없는 3무
교육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에콜42와 닮았다. 하지만 개별 단계
에서 공식적 학습이 없는 에콜42와 달리 온라인 개별 학습과정이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화학습까지 마치게 되면 특히 한참 뜨고 있는 데이터 과학 분야
에서 실무형 인재들이 양성돼 지역 산업계는 물론 플랫폼 비즈니스 분야에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열린시민대학 시민설명회

Ⅳ

2019. 12. 13.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시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울산열린시민대학’의
시민설명회가 13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2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울산열린시민
대학의 교육 모델과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어 임진혁 울산발전연구원장이 ‘울산열린시민대학 교육 모델’을 설명
하고, 연구원 김상락 박사가 '울산열린시민대학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울산공공
투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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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운영 목적 및 필요성

○ 연구보고서
2019년 상반기
공공투자사업 기획보고서

2019년 상반기
공공투자센터 사업검토 보고서

2019년 하반기
공공투자센터 사업검토 보고서

2019년 제1차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2020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중장기 대규모 재정사업 검토

2018년 예산의 성과보고서
지표 적정성 검토

○ 필요성
- 지속적인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장래 먹거리사업 발굴 필요
-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시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증대
-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지정에 따른 관련 업무지원 필요
- 시 예산 소요사업에 대한 객관적·일관적 평가필요
○ 주요업무
- 국비지원사업 발굴 및 업무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지원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전문기관 업무지원
- 지방재정투자사업 검토 및 평가
- 지방재정관리방안 연구
- 기타 시책과제

02

수행업무

○ 국비지원사업 발굴
- 울산지방합동청사 건립 등 국비지원사업 사업기획 16건
○ 지방재정 투자사업 검토 및 평가
- 2019 투자심사 신청사업 검토(1차 15건, 2차 8건, 3차 34건, 수시 1건)
- 기술용역 사전심의 요청서 검토(1차추경 1건, 2차추경 1건, 당초 17건)
- 2020년 당초예산 편성관련 중장기 대규모 재정사업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 ETRI 울산연구센터 설립관련 타당성조사 대응 업무 1건
○ 지방재정관리방안 연구
- 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발굴 및 개선방안
- 2020년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배분기준 산정
- 타 시·도 재난관리 정책사업 재정운용사례 비교·분석
○ 민간투자사업 사전검토
- 민간제안 울산 대왕암공원 케이블카 개발사업 타당성 검증 1건

○ 투자사업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3.29.)

울산공공투자센터

○ 목적
- 울산시 현안사업 유치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시 재정 확보에 기여
-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효과성 제고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전문기관 업무지원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 및 재정절감에 기여
- 지방재정사업을 객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추진 미연에 방지
- 지방재정연구를 통한 자주재원확충 및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강화 도모

○ 시책업무
- 울주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등 출자․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3건
-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 등 경제성분석 지원 3건
- 2018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 지표 실적 검증 적정성 검토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용역
- 김해신공항 관련 국토교통부 용역의 적법성 검토 용역
- 진장 디플렉스 활성화방안 연구
- 온양~서생간 도로개설 외 1개소 타당성 연구
- 산재전문 공공병원 사업계획 관련 대응 및 운영방안수립 관련 업무협조

Ⅳ. 운영센터

:: 울산공공투자센터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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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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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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경, 김성식, 한지아, 이선철, 김형규

■ 발굴기간

2017. 6. 2. ~ 2017. 9. 5.

■ 발굴기간

2016. 12. 13. ~ 2017. 8. 18.

■ 발행사항

2019. 7. (50p)

■ 발행사항

2019. 8. (222p)

■ 중요유물

백자 떡살, 백자 저부 등

■ 중요유물

대부광구호, 고배, 유개완 등

울산 시례동 63번지 유적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사회복지과의 시례경로당 신축 계획에 따라 발굴조사 되었다. 입회조사에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어 우리 연구원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선시대 수혈유구 3기, 구상유구 1기, 주혈 등을
확인하였다. 이후 유구가 확인되는 일부(185㎡)에 대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조선시대 수혈, 주혈군, 구상유구 등 총 13
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떡살, 자기편 등 총 10점이 지표에서 츨토되었다.
울산 시례동 63번지 유적은 동천강변과 인접한 산골로 곡간충적지를 이용한 농업과 배후 산지를 이용하여 생활했던 조선시대
후기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유적으로 그 당시 삶 일부를 엿 볼 수 있는 유적이라 하겠다.

울산 중산동 554-3번지 유적의 위치는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54-3번지 일원이며, 해발 41.4~43.5m의 구릉
말단부에 해당한다. 발굴조사는 문화재청 허가(제2016-1545호)를 받아 2016년 12월 13일부터 2017년 8월 18일까지 울산
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남~북방향으로 개설되는 도로구간에 해당하고 조사지역 중앙을 관통하는 소하천에 의해 남쪽과 북쪽으로 구분된다.
또한 남쪽구역과 북쪽구역에서 확인되는 유구의 시기와 성격이 다르므로 원활한 조사를 위해 남쪽을 A지구, 북쪽을 B지구로
구분하였다. A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구상유구 1기, 삼한시대 목곽묘 31기, 옹관묘 7기, 시대미상의 수혈유구 3기, 구상유구
1기 총 43기가 확인되었고 B지구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석실묘 4기, 시대미상 적석유구 2기로 총 6기가 확인되어 본 유적에서
확인된 유구는 모두 49기이다.
금회 조사지역은 1991년 창원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조사가 실시되었던 울산 중산리 유적의 Ⅵ·Ⅶ지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기존에 조사된 고분군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문화재센터

배은경, 김성식, 이정주

제106집 울산 중산동 554-3번지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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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집 울산 시례동 63번지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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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집 서생포왜성 해자

배은경, 김광옥, 김현주, 김지연
■ 발굴기간

2017. 5. 10. ~ 2017. 10. 18.

■ 발행사항

2019. 10. (106p)

■ 중요유물

기와, 자기 등

서생포왜성 해자 유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 234번지 일원으로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호인 서생포왜성
남동쪽 밖에 인접한다. 조사지역은 해발 12~19m에 위치하고 조사면적은 2,151㎡이다.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 기와가마 1기, 왜성의 해자 2개소, 석축1기, 굴립주 건물지 1동, 수혈5기, 구상유구 1기 등이 확인
되었다. 이 중 해자는 수석원의 진행 방향과 동~서로 나란하게 조성되어 있고 선대 해자와 후대 해자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또한
후대 해자는 다시 선축과 후축으로 나누어진다. 이번에 확인된 해자 2개소는 후대 해자 후축의 상부가 부분적으로 교란되었
으나 해자의 구조, 조성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운영센터

울산학연구센터
울산을 구성하는 사람·자연·산업·역사 등의
연구로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구심체인 울산학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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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일(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 과제유형

연구논총

■ 과제유형

연구논총

■ 연구기간

2019. 2. ~ 2019. 11.

■ 연구기간

2019. 2. ~ 2019. 11.

■ 발행사항

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울산쇠부리소리는 달천철장을 비롯한 울산의 대장간에서 풀무꾼들이 불매(풀무)를 밟는 박자를 맞추기 위한 노동요로써,
울산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이다. 달천철장은 남한의 초기 철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로써, 울산쇠부리소리와 함께 울산이
철의 산지로 ‘쇠문화’가 발달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울산의 쇠 문화’의 본질인 대장간 문화에 대한 조사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에서는 달천철장 근처인 병영과 성남동, 우정동, 남창 등지에 대장간이 있었다. 현재 울산의 대장간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곳은 울산 북구의 도덕골쇠부리터의 계통으로, 울주군 언양읍 장터길에 언양매일대장간이 남아있다. 특히 언양매일대장간의
대장장이 박병오 장인(1941년생, 남)은 40년이 넘게 대장간 일을 해오고 있어, 울산의 쇠 문화에 대한 전통을 발굴하기 위해
서는 울산의 마지막 대장간 문화에 대한 조사와 기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울산 도덕골쇠부리터∙ 병영과 성남동 등지의 사라진 대장간 문화에 대해 언양매일대장간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울산 대장간 문화를 발굴하고, 박병오 장인의 대장간 현황 및 대장 기술을 파악하여 울산의 무형문화유산
으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남한의 대장장이는 3개 종목 4명의 장인이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시도무형문화재 로 지정된 대장장이 관련 장인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7호 <덕수리불미공예>,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41호 <대장장>,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야장(治匠)> 등 3개 종목에 불과하다. 언양매일대장간의 박병오 장인의 경우
단조 철기 제작자로서 ‘대장장’ 혹은 ‘야장’에 해당한다.
현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철기의 제작기법을 보유한 대장장이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되었고 생존 장인들도 고령이므로, 이
들이 가진 전통 철기 제작기법의 보존과 전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전통 대장간의 철기 제작 수공예 기술을 보존 및 전수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전통 문화 및 공예 기술 연구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울산에서도 한국의 대표적인 야철지인 달천
철장과 함께 전통 철기 제작기법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측면에서 울산의 마지막 남은 단조 철기 제작자로서 박병오 장인을
‘대장장’ 혹은 ‘야장’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울산의 근대화와 공업
화로 이미 사라졌고 현재도 사라져 가고 있는 울산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인 대장간 문화를 발굴하여 기록으로 보존하고,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글의 목적은 현재 울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은 문화생산물과 울산의 문화경관에 내재되어 있는 도시 정체성 재현 양상을
살피고, 정체성 재구성에 필요한 새로운 상상방식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글은, 도시 정체성이 현재의 요구에 의해 구성·생산
되는 문맥적이고 관계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공업도시 울산은 이 공간에서 영위되던 기존 7,000년 삶의 일상과 성격들을 삭제하고 텅 빈 공간을 생산하면서 탄생되었다.
그리고 텅 빈 공간의 생산을 통한 공업도시 울산의 탄생은 철저히 국가유기체론 아래에서 기획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울산의
주체성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도시 주체성을 일정 정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절성,
분절성은 현재 울산의 도시 정체성 재구성에 여전히 중요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외지인이 생산한 문화생산물은 울산을 무장소성, 비장소성의 공간으로 상상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에 반비례하여 울산인이
적극 개입한 문화생산물은 울산의 장소성을 과잉 수집하여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울산시는
비장소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공간들에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도시 정체성에 대한
울산시 자신의 조급함을 드러낸다. 울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들 또한 중층성·다층성을 통제하거나 대화적인 방식으로 배치함
으로써 울산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비매개적이고 자족적인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울산시의 시공간적·인식적
분절과 단절을 노정한다.
특히, 유서 깊고 뚜렷한 물리적·기억적 근거를 가진 고래를 도시 정체성 재구성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그 의도
혹은 성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포경에 대한 자기 부정, 고래·자연을 훼손하는 공업시설에 대한 자기 부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자기 부정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래·생태를 공업도시 이미지와 단절시키지 않고 이 둘을 연결
하려는 인식적 전환이 필요하다.
울산 거주민이 도시를 자기의 장소로 경험하고 또 이 경험이 축적되어 가려면 각종 단절·분절 의식이 구조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고래라는 문화자원과 공업생산물이라는 산업자원을 연계하고 중첩시키는 장치로써 문화생산물과 문화경관을 재기획
하는 노력은, 도시의 시공간적 연속성 확보를 통해 도시 정체성을 새롭게 상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울산학연구센터

문혜진(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울산의 도시 정체성 재구성 양상과 과제 – 문화생산물·문화경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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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부교수),
마소연(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객원교수)

■ 과제유형

연구논총

■ 연구기간

2019. 2. ~ 2019. 11.

■ 과제유형

교양서

■ 발행사항

2019. 12.

■ 연구기간

2019. 2. ~ 2019. 11.

■ 발행사항

2019. 12.

천전리 고분군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성격을 알기 어려우나 인접해 축조된 산성과 주변에서 조사된 유적,
그리고 고대 정치체의 존재를 알려주는 기록 등을 통하여 볼 때, 중심고분군으로 판단된다. 울산지역에서 보존 관리되고 있는
고분군은 중산동, 다운동, 대대리 등이 있다. 고분군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발굴 조사되고, 일부만 보존된 상태로 남아 있다.
대부분 찾아가기 어렵고, 유적 설명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과거의 조사내용 뿐이다. 일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편의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하여 천전리 고분군은 자연경관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 고분군의 외형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발에 따른 파괴도 많지 않다. 울산지역에 분포하는 중심고분군 가운데 가장 양호하게 남아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유적의 성격을 밝히고,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분군은 발굴조사 후 원형보존, 공원조성, 박물관 건립 등이 이루어지며, 교육과 관광,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편의
시설 및 안전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천전리 고분군은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주변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천전리 고분군 및 산성에 대한 정밀분포조사와 시·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심포
지엄 개최와 종합 정비계획, 구체적인 활용방안까지 모색할 수 있다. 나아가 울산지역에 분포하는 모든 고분군이 효과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현재 울산광역시에는 모두 다섯 종목의 무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다. 제1호 장도장을 시작으로 2호 일산동당제(별신굿), 3호
모필장, 4호 옹기장, 6호 벼루장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장도장·모필장·벼루장은 개인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일산동당제와 울산
옹기장의 경우 협회가 결성되어 단체로 전승되고 있다. 2호 별신굿을 제외하면 나머지 4종 모두가 은장도·붓·옹기·벼루라는
공예 종목인 점이 현재 울산 무형문화재의 특징이다. 이는 아직까지 울산의 무형문화재가 충분히 발굴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이유이겠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껏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 울산에는 오래전부터 나름의 공예 문화가 발달하였음을 보여
주는 사례일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그 규모와 대상은 다르지만 결국 물건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렇게 볼 때 울산의
무형문화재가 공예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어쩌면 가장 울산다운 일일지도 모른다. ‘물건을 만드는 일’이 원래 울산의 지역적
전통인 것이다. 그것이 은장도이든 옹기든 선박이든 자동차이든 간에 말이다.
이 책은 울산의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을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구술을 재료로 삼아 그 삶과 기예를 글로 옮긴 것이다. 전승자들의
기예 습득 과정은 물론, 출생과 결혼 등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 등 생애 전반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다. 전승자들의 구술을 최대한
그대로 받아 적음으로써 독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경험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 인생뿐만
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면모도 들여다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이 기예를 배우고 활동하던 시절의 역사적·사회적 상황,
또한 스승 및 가족과 지인들, 거기에 각각의 기예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더하여 무형문화재를 둘러싼 모든 것을 함께
살피려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수자들의 인터뷰를 담아 장인에 대한 가장 가까운 이들의 시선과 그들이 계승해 갈 전통
공예의 미래를 함께 담았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자와 그 보유 기능이 울산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 관계를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그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울산의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울산 시민들과 세상에 알리는 데도 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랬다. 울산 병영의 공예 기술이, 울산의 흙이, 울산의 바위가 곧 장도가 되고 옹기가 되고 벼루가 되는,
울산의 자연과 울산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울산의 문화가 세상에 드러나길 기대하였다.

울산학연구센터

권용대(울산문화재연구원 연구관)

울산의 쟁이들 – 장도·붓·벼루 무형문화재 구술생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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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고 푸른 고향의 잘피밭

김한태(울산학연구센터장),
김종헌(울산광역시 前해양수산과장)
■ 과제유형

자체과제

■ 연구기간

2019. 6. ~ 2019. 12.

■ 발행사항

2019. 12.

2019년 자체과제는 울산의 기념비적인 해양식물인 ‘잘피’의 기억을 채록했다.
몰, 몰캥이, 진절, 진저리...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바다식물 잘피, 억만 포기의 잘피가 대절멸할 때 우리는 무심했다. 언론도 시민
사회도 말이 없었다. 그게 40 여 년 전 일이었다.
잘피는 어렵던 시절 보리밥 지을 때 촘촘히 썰어 함께 쪄 먹었다. 모자반이나 톳나물을 섞어 먹는 것과 비슷했다. 지금으로 치면
웰빙식이었다. 해안촌의 군것질이기도 했다. 뿌리째 끊어 씹어 먹었다. 달착한 맛이었다. 단으로 묶어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
너무 많아 노 젓기 힘들게 했고, 바닷가에 밀려나온 잘피를 모아 거름으로 쓰기도 했다. 종이가 귀하던 시절 화장실 뒤처리용
으로 쓰기도 했다. 처리하기 진절머리 나게 많아 이름도 ‘진저리’라 불렸을 수 있다.
이 잘피는 세계 곳곳에서도 자란다. 동남아에서는 방석 그릇 모자의 소재로 쓰기도 한다. 우리나라 해양보호생물은 77종이다.
해마 산호 귀신고래 등이 포함돼 있다. 잘피는 그 가운데 하나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5월 10일 바다식목일 주요행사로 잘피를 개펄에 심는다. 또 잘피를 우표의 표지로 내세운다.
바다를 낀 대부분 나라가 잘피 보전에 애쓴다. ‘해저목장’(Underwater Meadow), ‘바다침대’(Marine Beds) 등의 애칭을 붙여
가며 애호심을 보인다. ‘UN 잘피의 날’을 선정하는 움직임도 시작됐다.
잘피가 이렇게 소중하게 된 까닭은 이 해초가 인간 삶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잘피밭의 기능은 첫째 물고기의 산란과 보육장이다. 둘째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수중 탱크 역할이다. 셋째
육지에서 흘러든 부영양물질을 거르는 필터 역할이다. 넷째 파도에 해저토양이 유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등이다.
이렇게 유용한 해양식물이 울산 태화강과 외황강 하구 물속에 넓고 넓은 벌판을 이룬 적 있다. 그러다 산업화 초기 어느 시점
이라고 특정할 수도 없는 시점에 대절멸했다.
‘푸르고 푸른 고향의 잘피밭’은 잘피 대절멸을 전후한 시기의 기억을 정리했다. 그리고 언제가 잘피 환경이 회복되기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Ⅳ
운영센터

울산열린
시민대학

200 UDI Annual Report 2019

01

www.ulsanou.kr
사업목적 및 사업효과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ICT 실무 기술인력 육성 필요
- AI·ICBM*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석유화학·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실무 기술인력
육성 필수
-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인해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대응하는 재취업교육 및 업무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
○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 가속화를 위한 필수인재 양성 필요
-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수소·해상풍력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사업을 우리 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중
- 울산 미래 성장을 이끌 이들 신성장산업의 성공적 도약을 위해서는 해당분야 인재양성 필요 → 울산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시스템 구축
○ 따라서, 지역 내 인재양성 인프라 등 저변확대를 통해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 교육기관 및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실무형 인재 양성 등 전문인력 수요에 대비하는 인재양성에 목적을 둠
(2) 사업효과
○ 저비용 고효율의 미래교육 플랫폼 도입(플립드 러닝)
○ 지역의 4차 산업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Python, Excel, Data programing R) 구성
○ 대학교, 연구소 등 기존 교육 인프라와 연계(네트워크)

○ 시범운영 실시 및 평가
- 개강식 개최 및 시범운영(온·오프라인 학습) 실시
-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수료증 발급
○ 운영위원회 및 자문교수단 구성
- (운영위원회) 울산열린시민대학 발전방향 설정 및 운영계획 수립
- (자문교수단)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자문, 커리큘럼 설계 등
○ 자체 온라인 강좌(콘텐츠) 제작준비
- 자체 강좌 콘텐츠 제작 및 교과개발
○ 세부강의운영
- 교과목 : 3개 강좌 시범운영(R 활용, Python 활용, Excel 활용)
- 온라인 콘텐츠 확보방법 : 콘텐츠 이용 동의서 작성(저작권자)
- 수강대상 : 일반시민, 기업 재직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 수강방법 : 주차별 온라인 학습자료 자율적 수강 후 호프라인 심화학습 실시
- 수강규모·수강생 모집방법
온라인 학습 : Open형(단,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필수)
오프라인 학습* : 총 240명(과목당 2분반씩 총 6개 분반 운영)

03

사업 추진성과

○ 운영기간 : 2019. 12. 23. ~ 2020. 02. 22.(9주간)
○ 분야 : Python, Excel, R
- 데이터 분석을 위한 언어인 R, 파이썬과 상용프로그램인 엑셀 활용을 위한 초급 수준

○ 콘텐츠 단계별 확충 및 최소한의 교육시설 운영

○ 수강인원 : 온라인 722명, 오프라인 98명(수강신청 기준)

○ 네트워크와 체계적인 Pool 관리를 통해 산업현장의 데이터 과학 분야에 필요한 실무인재 양성기회 마련

○ 2019년 울산열린시민대학 시범사업 추진결과 총 526명이 회원가입을 했으며, 그 중 중복 수강이 가능하여 Excel, Python,
R강좌에 총 722가 수강 신청됨

02

수행업무

○ 분야별 수요조사 및 교과 설계 용역
- 울산열린시민대학 Class 분야별 수요조사(시민·기업체) 실시
- 각 Class 별 교육프로그램 세부 운영과정 구성·설계
○ 코치(프로그램매니저) 및 운영요원 모집
- 전국 모집을 기준으로 우수 인력 모집
-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교육 관련 실무 유경험자 중 선발
○ 플랫폼·콘텐츠 임차
- 운영방법 : 외부 임차(예산·개발기간 부족 및 플랫폼 장단점 파악 목적)
※ 클라우드 방식의 외주 위탁 운영을 통해 서버 구축비 및 인력 운영비 절감
- 운영기반 : 오픈 에덱스(Open edX)* Platform 사용
* 전세계 70개국에 사용 중인 비공식 국제 표준 MOOC 플랫폼으로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도 오픈에덱스
기반 플랫폼 사용 중

○ 온라인 수료는 동영상 시청 및 퀴즈정답률 70%이상일 때 가능하며, Excel 64명, R 31명, Python 33명으로 각각 21.3%,
13.4%, 17.3%의 수료율을 보였음
○ 오프라인의 경우 Excel 33명, R 31명, Python 34명이 오프라인 강좌를 신청하였고, Excel 21명, R 16명, Python 17명이
수료하여 각각 63.6%, 51.6%, 17%의 수료율을 보였음

울산열린시민대학

(1) 사업목적
○ 급격한 환경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는 교육체계 구축
-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경제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에 필요한 교육수요를 적기 공급하는 혁신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
- 새로운 직업·산업의 출현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 역량을 신속하게 학습할 수 있는 전통적 교육과 차별화된 유연한 교육
시스템 요구

○ 수강생 모집 및 홍보
- 수요대상 약 300명(일반시민, 관련기업 재직자, 대학생, 연구원 등)
- 언론 및 기업체 홍보, SNS 활용한 온라인 홍보로 시민 참여 유도
※ 시민들의 관심 유발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한 명칭 공모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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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보센터

과제 연구
유형 책임자

과제명

설문조사명

1

기본 유영준

태화루 랜드마크 이미지 강화 및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태화루 관광 활성화 설문조사

2

기본 이상현

울산생물다양성 센터 기능확대 방안 연구

울산생물다양성센터 운영관련 시민 설문조사

3

기본 김상우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연구

울산시민 독서문화 및 지역서점 이용 조사

4

기본 변일용

울산 디자인 전문회사 활성화방안 연구

울산지역 디자인 전문회사 의견 조사

5

기본 유영준

울산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연구

울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6

기본 황진호

기술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

구직자 직업훈련 수요조사

7

기본 김상락

테마형 스마트 특화단지 조성방안 연구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민 설문조사

마. 지역 유관기관 정책자료 관리
○ 한국은행, 무역협회, 울산상공회의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역 유관기관 정책 자료 수집 및 분석

8

정책 김승길

삼산, 평창현대앞 공영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조사

울산광역시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설문조사

바. 연구 기초 자료 관리
○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연구 기초 자료 제공

9

정책 김승길

울산광역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울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실태 설문조사

사. 설문조사원 인력풀 확대 및 조사원 교육

10

수탁 이재호

(국고사회맞춤형사업) LINC+사업 산업체
수요조사 용역

사회맞춤형 대학 육성을 위한
산업체 인력수요 조사

아. 학술 연구 조사 및 분석

11

수탁 이재호

울산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울산문화도시 시민 설문조사

12

수탁 유영준

대왕암공원 케이블카 시민여론조사 용역

대왕암공원 케이블카 관련 설문조사

13

수탁 황진호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14

수탁 유영준

행사·축제 보조사업 평가체계 개선 연구

행사·축제 보조사업 관련 설문조사

15

수탁 김형우

울산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용역

울산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16

수탁 권태목

(2018년 선정)남구 일원 도시재생뉴딜실행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옛 울주군청사 부지 입주시설 선호도 조사

01

운영 목적

가. 울산지역 데이터 수집·관리·분석·배포
○ 울산지역의 각종 원본·통계 데이터의 수집·가공을 통해 향후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나. 연구 기초 자료 관리
○ 연구 진행을 통해 수집된 자료 관리
다. 연구 성과물 자료 관리
○ 각종 연구 성과물 자료 관리
라. 설문 자료 관리
○ 연구에 활용된 설문 자료 관리를 위한 코딩 자료 보존

02

‘19년 추진 실적

가. 설문조사원 인력풀 구축 및 관리
○ 공개 모집을 통해 79명의 설문조사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
○ 모집방법 : 공개모집(서류전형)
○ 모집기간 : 1차 2017.8.16.~8.29. / 2차 2018.4.27.~5.31.
○ 설문조사원 인력풀 현황(2019년 12월 기준)

성별

연령

거주지

사회적경제 인식에 관한 동구 주민 설문조사

구분

2017년 모집

2018년 모집

합계(명)

17

수탁 이상현

태화강 국가정원 백서 발간 용역

태화강 이용 및 만족도 조사

합계

42

37

79

18

협약 이상현

그뤠잇(GREAT) 태화강 프로젝트

태화강 시민 만족도 및 사업 선호도 조사

남

3

1

4

19

협약 김상락

스마트팩토리 사업화 연구 용역

스마트팩토리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여

38

36

74

20

협약 유영준

문화관광해설사 만족도 조사

20~30대

10

30

40

2019년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직무보수교육 및 신규 모니터링

21

기획 이은규

포용도시 울산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울산형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40~50대

31

7

38

중구

11

13

24

동구

3

2

5

남구

14

6

20

북구

8

14

22

울주군

5

2

7

도시정보센터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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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조사 수행
○ 2019년 설문조사 수행 건수는 총 21건으로, 기본과제 7건, 정책과제 2건, 수탁과제 8건, 협약과제 3건, 기획과제 1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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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추진 실적

○ 2019년 총 524회 866.5시간, 9,409명 경제교육 실시
- 학생대상 154회 4,650명, 취약·소외계층 대상 309회 3,135명, 일반 시민 대상 61회 1,624명 경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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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의 필요성

<2019년 추진 성과>

○ 이에, 정부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2010)”을 수립하여 글로벌 위기 이후를 대비하고 선진국 진입을 위해
서는 국민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갖추고, 특히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장경제 원리를 이해하고 건전한
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강화하기로 함

학생

○ 기획재정부는 지역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제교육을 목적으로 2006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지역경제교육
센터를 개소하여 2019년 현재 전국 15개 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음

취약·소외
계층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개요

일반

○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울산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

2019년 계획

구분

회수

시간

인원

회수

시간

인원

초·중등

110

220

2,750

154

272.5

4,650

소계

110

220

2,750

154

272.5

4,650

지역아동센터

87

87

1,098

68

72

1,021

장애인

145

274

1,183

220

381.5

1,899

성인문해

10

20

150

5

8

104

한부모·미혼모가족

20

40

100

16

29

111

소계

262

421

2,531

309

490.5

3,135

시민경제교육

16

32

580

16

30.5

433

사회적경제교육

15

70

150

45

73

1,191

소계

31

102

730

61

103.5

1,624

403

743

6,011

524

866.5

9,409

총계

○ (재)울산발전연구원 내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설치

○ 장애인 경제교육을 위한 워크북 및 표준강의안 제작 완료

○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원리와 지역 산업 및 고용구조 등에 대한 경제교육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하고, 경제마인드를 제고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워크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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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구분
학생

프로그램명
강의+체험형

초·중등 경제교육
지역아동센터 경제교육

취약·소외계층

강의+체험형

장애인 경제교육
한부모·미혼모가족 경제교육
성인 문해 경제교육

사회적경제
일반인

강의형

시민 사회적경제교육

강의+체험형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육

강의형

시민 경제교육
지역경제교육실무협의회

기타

강사역량강화 및 워크숍
울산평생학습박람회 참여
부산·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협의회

2019년 결과

○ 지역경제교육실무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 정부는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국민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 ‘경제
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합리적 분석, 경제적 판단능력을 길러 합리적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제
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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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2019년

연구과제
수행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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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과제 : 20건
연번

2019년

:: 2019년 연구과제 수행목록
■ 정책과제 : 6건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수행기간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수행기간

태화루 랜드마크 이미지 강화 및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유영준

2019-01-01~2019-09-30

1

울산특성에 맞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강영훈

2019-01-28~2019-09-30

2

테마형 스마트 특화단지 조성방안 연구

김상락

2019-01-01~2019-09-30

2

울산광역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김승길

2019-01-28~2019-09-30

3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 및 운영 계획 연구

이재호

2019-01-01~2019-09-30

3

삼산, 평창현대앞 공영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조사

김승길

2019-01-28~2019-09-30

4

울산광역시 압축도시 구축을 위한 방향과 전략

정현욱

2019-01-01~2019-09-30

4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지원 표준안 마련 연구

이윤형

2019-01-28~2019-09-30

5

울산 고령친화도시 조성방안

이윤형

2019-01-01~2019-09-30

5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설치 방안 연구

이재호

2019-01-28~2019-09-30

6

혼합현실(MR)기반 지하매설관리 활성화 연구

박재영

2019-01-01~2019-09-30

6

울산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방안 연구

박소희

2019-03-01~2019-09-30

7

울산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연구

마영일

2019-01-01~2019-09-30

8

시민참여를 통한 태양광 보급 확대방안 연구

김형우

2019-01-01~2019-09-30

9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커뮤니티 공간 운영방안 연구

권태목

2019-01-01~2019-09-30

10

전통시장 유형별 활성화 방안 및 자립을 위한 연구

이경우

2019-01-01~2019-09-30

11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연구

김상우

2019-01-01~2019-09-30

연번

연구책임자

연구수행기간

12

울산생물다양성 센터 기능확대 방안 연구

이상현

2019-01-01~2019-09-30

1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안) 연구

김승길

2019-02-01~2019-06-30

13

울산지역 자원재활용 시설의 실질 재활용률 산정연구

김희종

2019-01-01~2019-09-30

2

지하시설물 점검기준 활용방안 연구

윤영배

2019-02-01~2019-04-30

14

울산 디자인 전문회사 활성화방안 연구

변일용

2019-01-01~2019-09-30

3

관리지역 건축제한 실효성과 대안 연구

정현욱

2019-03-01~2019-06-30

15

도시 방재기능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활용방안

윤영배

2019-01-01~2019-09-30

4

울산 중고자동차 수출현황 및 물류단지 필요성 검토

김승길

2019-03-11~2019-05-31

16

기술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

황진호

2019-01-01~2019-09-30

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역 보고서

황진호

2019-03-18~2019-04-05

17

재해안전항만 구축 방안 연구

정원조

2019-01-01~2019-09-30

6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역수요 분석

황진호

2019-04-15~2019-07-31

18

지구단위계획지침 운영에 관한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이주영

2019-01-01~2019-09-30

7

제조혁신 스마트 산업도시 울산 전략 구상

김상락

2019-05-01~2019-07-31

19

울산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연구

유영준

2019-01-01~2019-09-30

8

부울경 광역교통 공동 현안사업 발굴

김승길

2019-10-01~2019-12-31

20

수소연료전지산업 기업실태와 육성방안 연구

김혜경

2019-01-01~2019-09-30

9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 발굴 및 개선방안

지은초

2019-07-01~2019-07-31

10

원전해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

이주영

2019-07-25~2019-08-31

11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안

박재영

2019-08-21~2019-10-31

12

2020년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배분기준 산정

지은초

2019-09-20~2019-09-30

13

타 시·도 재난관리 정책사업 재정운용사례 비교·분석

지은초

2019-10-01~2019-11-30

14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발굴 연구

이경우

2019-10-31~2019-11-30

15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안전검사소 구축 방안

황진호

2019-11-28~2019-12-31

■ 현안과제 : 15건
연구과제명

연구과제 수행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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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협약과제 : 27건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수행기간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수행기간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국비)

이경우

2019-01-01~2019-12-31

1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시비)

이경우

2019-01-01~2019-12-31

2

(국고사회맞춤형사업) LINC+사업 산업체 수요조사 용역

이재호

2019-01-17~2019-02-25

2

온양~서생(광3-8호선)간 도로개설 외 1개소 타당성연구

조미정

2019-01-21~2019-10-20

3

(2018년 선정)남구 일원 도시재생뉴딜실행(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권태목

2019-01-28~2019-12-20

3

2019년 울산교통포럼

김승길

2019-02-01~2019-12-31

4

유해화학물질 사고 행동지침 매뉴얼 개발 학술용역

윤영배

2019-04-12~2019-12-07

4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 및 북방교류 연구

정원조

2019-02-18~2020-01-17

5

청년 활동교류공간 방향성 정립연구 용역

이윤형

2019-04-17~2019-11-15

5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황진호

2019-02-26~2019-09-30

6

2019년 지식재산 통계를 활용한 지역산업 진단보고서 용역

김혜경

2019-04-22~2019-11-21

6

2019년 빅데이터 분석사업

박재영

2019-03-01~2019-12-31

7

울산광역시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운영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마영일

2019-04-23~2020-03-22

7

울산경제동향 분석 사업

김혜경

2019-03-01~2019-12-31

8

생태자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연구

김희종

2019-05-02~2019-12-20

8

울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

정원조

2019-03-18~2020-03-17

9

울산광역시 경관기록화 재정비 학술용역

변일용

2019-05-08~2020-10-28

9

스마트팩토리 사업화 연구 용역

김상락

2019-03-25~2019-09-30

10

2019 울산청년문화기반 구축 담론조성 연구

김상우

2019-05-17~2019-12-16

10

제3차 울산 녹색성장 추진계획(2019~2023) 수립

윤영배

2019-03-26~2019-12-31

11

울산국제디지털아트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용역

김상우

2019-05-24~2020-02-19

11

게놈산업 발전전략

박소희

2019-04-04~2020-03-31

12

울산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이재호

2019-05-27~2019-12-19

12

지역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사업

정현욱

2019-04-22~2019-12-31

13

울산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

김형우

2019-05-31~2019-12-30

13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김상락

2019-04-22~2020-06-30

14

2019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황진호

2019-06-12~2019-11-30

14

울산 국가산업단지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저감에 관한 연구

윤영배

2019-04-30~2019-12-31

15

행사·축제 보조사업 평가체계 개선 연구

유영준

2019-06-21~2019-12-30

15

울산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김성식

2019-05-01~2019-11-30

16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연구 중 울산권 계획 수립

김승길

2019-07-01~2019-12-31

16

울산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과제 사례연구
(WHO고령친화도시 인증 2단계 사업)

이윤형

2019-05-01~2019-12-31

17

대왕암공원 케이블카 개발사업 시민의견수렴 용역

유영준

2019-07-24~2019-11-20

17

울산지역 사업장의 매립폐기물 관리방안

김형우

2019-05-01~2019-12-31

18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학술용역

변일용

2019-08-14~2021-04-04

18

울산광역시 환경시설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상현

2019-05-13~2020-01-31

19

울산광역시 근대문화유산 및 산업유산 등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DB구축

변일용

2019-09-18~2019-12-01

19

글로벌 에너지비즈니스센터 설립 방안 연구

김혜경

2019-06-05~2020-06-02

20

울산 바이오헬스산업 포럼 구성 및 운영

박소희

2019-06-17~2020-06-30

20

웅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권태목

2019-09-20~2020-05-19

21

시민의 꿈 태화강 프로젝트 선포식

김희종

2019-06-25~2019-12-27

21

태화강 국가정원 백서 발간 용역

이상현

2019-09-23~2019-12-31

22

울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황진호

2019-09-23~2019-12-21

22

2019년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직무보수교육 및
신규 모니터링

유영준

2019-06-26~2019-12-27

23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사업에 미치는 효과

강영훈

2019-09-25~2019-12-16

23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참여사업

유영준

2019-07-01~2019-10-31

24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선정 지원 용역

이주영

2019-10-08~2020-01-07

24

안전디자인 현장체험 및 홍보

변일용

2019-07-05~2019-12-31

25

울산광역시 꿈꾸는 예술터 기본구상 연구

김상우

2019-10-25~2019-12-13

25

울산 열린시민대학 운영

이경우

2019-09-01~2020-02-29

26

재개발 매입임대주택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이주영

2019-11-11~2019-12-25

26

2019년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연수교육

유영준

2019-09-30~2019-12-20

27

문화관광해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발표회 개최

유영준

2019-10-30~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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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이슈리포트 : 21건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수행기간

연번

호수

과제명

집필자

발간일

포용도시 울산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이은규

2019-04-15~2020-01-31

1

170

EU 청년보장제가 울산에 주는 시사점

이경우

6.13.

2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관광객 유치 킬러콘텐츠 발굴 연구

임진혁

2019-09-12~2020-01-31

2

17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 증대를 위한 제언

마영일

6.25.

3

172

울산도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구축해야

김상락

7.16.

4

173

울산 재활용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제언

김희종

7. 25.

5

17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에 따른 울산의 대응방안

박소희

7. 30.

6

175

울산혁신도시와 연계한 신산업 육성방안

강영훈

8. 1.

■ 기타과제 : 3건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수행기간

7

176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내용과 향후 과제

이재호

8. 22.

1

도농복합도시의 인구정책 방향: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중심으로

정현욱

2019-03-01~2019-10-31

8

177

울산 강점으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효과 극대화를

정현욱

8. 29.

2

2017년 후반기 선정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_3년차

이은규

2019-09-01~2020-08-31

9

178

특허분석으로 본 울산경제의 과거와 미래

김혜경

9. 10.

3

연구원 인사노무관리 및 보수체계 개편방안 연구

이은규

2019-09-30~2020-01-31

10

179

울산, ‘공급기반 가상발전소’로 태양광 보급 확대·관리 가능하다

김형우

10. 4.

11

180

울산 지역서점 활성화, ‘시민 니즈’에 적극 반응해야

김상우

10. 17.

12

181

커뮤니티 매핑으로 울산관광 활성화 ‘한걸음 더’

유영준

10. 29.

13

182

물관리 일원화 1년… 울산, ‘통합물관리’ 새 체계 구상할 때

윤영배

11. 12.

14

183

울산 자동차 튜닝, ‘문화’로 활성화하자

황진호

12. 3.

15

184

울산 도시재생사업지역에 ‘리빙랩’ 입히자

권태목

12. 9.

16

185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로 활기찬 울산 조성을

이윤형

12. 10.

17

186

울산 베이비부머 주거 특성과 정책 방향

이주영

12. 11.

18

187

정부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울산, 대응전략 마련해야

정원조

12. 12.

19

188

울산 정책지도서비스 활성화 방향 - 시민 소통형 ‘빅데이터 기반’ 중심으로

박재영

12. 16.

20

189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현

12. 19.

21

190

도시·산업디자인 경쟁력 확보의 플랫폼, 울산공공디자인센터 건립 절실

변일용

12. 26.

연구과제 수행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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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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