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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시에 흔히 하는 인사말 중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표현은 2020년에 더욱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 현상으로 생각했던 코로나19가 작금에도 계속되면서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뉴노멀’ 즉 비정상이 정상으로 변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나름
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연구원에서도 현안과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주력산업
위기극복전략 연구’와 계간지인 울산발전 여름호에 기획특집 ‘포스트 코로나, 울산에
필요한 변화’ 등으로 대응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Think Tank’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민선7기
성과창출을 위한 시정연구를 강화하고 선도적 중장기 연구과제를 기획 및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원도시 울산을 위한 방향과 추진전략 연구’와 ‘와우 프로젝트 시즌 II’는
이 같은 취지에서 시도한 기획과제였습니다.
부산·경남연구원과 울산연구원이 2020년 3월부터 공동으로 수행 중인 ‘동남권 발전
계획 수립’은 금년 3월경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울산연구원을
대표로 부산·대구경북·경남연구원 등 4개 연구원이 영남권을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
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집중 문제와
영남권이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도약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울산발전연구원이라는 기관명을 울산연구원으로 변경하면서 구성원 모두가
새 출발의 의지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이러한 새 출발의 의지와 결과물을 본 보고서에
담긴 연구성과와 간행물, 각종 사업과 운영현황을 통해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는 우리 연구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성년이 되는 해입니다. 더욱 성숙
하고 깊이 있는 연구로 지역사회와 시민의 실생활에 일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원을 향한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울산연구원장

임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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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기본현황
언론이 본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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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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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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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san Research Institute Vision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싱크탱크”

추진전략
窓(창)

民(민)

미래를 보는 지혜의 窓으로 열린 연구를
지향합니다.

市民을 위한, 市民을 향한 연구를
추구합니다.

通(통)

場(장)

疏通과 교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연구를 실현합니다.

발로 뛰는 現場 중심의 연구를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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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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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0.07 I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2020.06 I 울산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2020.02 I 부서체계 개편(4실 1국 2센터: 전략기획실, 혁신성장연구실, 미래도시연구실, 시민행복연구실, 행정사무국, 울산공공
투자센터, 문화재센터)
2019.12 I 울산열린시민대학 시범운영기관 지정(울산광역시)
2019.08 I 8대 원장 임진혁 박사 취임
2019.07 I 울산공공투자센터,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기획재정부)
2018.12 I 부서 체제 개편(4실 1국 2센터: 전략기획실, 경제사회연구실, 환경안전연구실, 도시공간연구실, 행정사무국, 울산공공
투자센터, 문화재센터)
2018.01 I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기획재정부)
2017.11 I 7대 원장 오정택 박사 취임
2017.04 I 연구원 신청사 이전완료 및 개청(남구 삼산중로 6)
2017.01 I 도시정보센터 설치
2016.09 I 연구원 독립신청사 건물 매입
2016.06 I 환경교육센터 설치
2016.01 I 팀 중심 부서체제 개편(3실 1센터 7팀: 연구기획팀, 연구평가팀, 행정팀, 경제산업팀, 문화사회팀, 환경안전팀, 도시
공간팀), 울산공공투자센터 설치
2015.01 I 부서 체제 개편(3실 1센터: 기획경영실, 창조경제연구실, 미래도시연구실, 문화재센터)
2014.09 I 6대 원장 황시영 박사 취임
2013.03 I 부서 체제 개편(1국 5실 2센터: 사무국, 연구기획실, 경제산업실, 문화사회실, 환경안전실, 도시공간실, 문화재센터,
평생교육센터)
2012.07 I 평생교육센터 설치
2011.08 I 부서 체제 개편(1국 3실 1센터: 사무국, 연구기획실, 경제사회실, 도시환경실, 문화재센터)
2011.04 I 5대 원장 하동원 박사 취임
2011.01 I 부서 체제 개편(3실 1센터: 기획경영실, 경제사회실, 도시환경실, 문화재센터)
2006.11 I 경제동향분석센터 개소
2006.03 I 울산학연구센터, 여성가족정책센터 개소
2005.04 I 국회도서관 상호 협력체제 구축
2002.09 I 한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가입
2002.01 I 연구원 이전(북구 연암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1.02 I 연구원 개원(남구 무거동 남운프라자), 초대 원장 서근태 박사 취임
2000.12 I 행정자치부장관의 법인설립 허가,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등기

기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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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이사회
(이사장)

원장

연구자문위원회
감사협력관

연구행정
지원실

혁신성장
연구실

미래도시
연구실

●

위탁운영

울산이노베이션스쿨

●

부설센터

울산학연구센터

●

지정기관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10 URI ANNUAL REPORT 2020

시민행복
연구실

도시정보센터

울산공공
투자센터

문화재센터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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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현황

2020.12.31. 현재

학

원장

력

주요경력

임 진 혁

연구행정지원실

울산 병영초등학교 졸업
울산제일중학교 졸업
부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하와이주립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국 네브라스카주립대학원 경영정보학 박사
미국 뉴올리언즈대학교 경영학 교수
미국 새크릿하트대학교 경영학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경영학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

●●실장
연구위원

이은규

•부산대 경제학박사(경제, 금융)
•연구행정지원실 총괄

연구기획팀

●●팀장
사무직 2급

사무직 2급

정지은

임성훈

•인사, 복무, 근무평정

•연구기획팀 총괄

사무직 3급

윤소영

•연구과제 관리, 연구심의
위원회 운영, 경영평가

사무지원 1급

설은아

•학술행사, 직원교육,
자료실 관리

사무원

사무지원 1급 김영수
•연구원 홍보, 에디터

사무지원 2급

이준혁

•전산

김상우

•행정지원

임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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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팀

●●팀장
사무직 1급

사무직 1급

박종대

황해상

•회계(일반), 계약, 감사

•행정지원팀 총괄

사무직 3급

허 윤

•급여, 세무신고,
회계(연구과제)

사무지원 2급

사무지원 2급

김대근

•원장수행

김충민

•청사관리

사무지원 3급

김혜숙

•청사 환경관리

사무지원 3급

이원주

•청사 환경관리

도시정보센터

센터장(연구위원)

이은규

•부산대 경제학박사
(경제, 금융)
•도시정보센터 총괄

감사협력관

감사협력관
•감사

12 URI ANNUAL REPORT 2020

이상혜

전문연구원

김효진

•숙명여대 교육학석사
(도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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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연구실

●●실장
연구위원

이경우

•(미)조지아주립대 경제학박사(재정)
•혁신성장연구실 총괄

선임연구위원

강영훈

•부산대 경제학박사
(경제통합, 국제금융)

선임연구위원

이재호

•경북대 행정학박사
(계량행정, 정책분석)

연구위원

박재영

•경북대 공학박사
(IT융합, R&D정책)

전문위원

김상락

•울산대 공학박사
(사물인터넷)

전문연구원

이시은

•중국정법대학 법학박사
(울산경제동향)

전문연구원

황주성

•아주대 행정학석사
(울산에너지융합대학원)

선임연구위원

김문연

•부산대 경제학박사
(기술혁신, 산업)

연구위원

황진호

•(독)파더본대 경제학박사
(산업경제)

연구위원

박소희

•인제대 의용공학박사
(바이오메디컬)

전문위원

김종욱

•부경대 국제지역학 박사
(지역경제교육센터)

전문연구원

배윤성

•건국대 경영학과
박사수료(빅데이터)

전문연구원

정우진

•(미)미시간주립대
텔레커뮤니케이션학과
(울산이노베이션스쿨)

임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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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오현선

•영산대 행정학과
(혁신성장연구실 지원)

연구원

손연주

•울산대 국어국문학과
(울산에너지융합대학원)

미래도시연구실

연구원

배유린

•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
(지역경제교육센터)

연구원

김수진

•인제대 경제금융학과
(울산이노베이션스쿨)

●●실장
연구위원

정현욱

•계명대 도시공학박사(도시계획, 성장관리)
•미래도시연구실 총괄

선임연구위원

변일용

•울산대 건축공학박사
(건축, 경관)

연구위원

김승길

•한국해양대 공학박사
(교통계획)

연구위원

윤영배

•울산대 공학박사
(기후변화적응, 도시 안전)

전문위원

조영환

•(일)공학원대 공학박사
(건축, 경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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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이주영

•부산대 공학박사 수료/기술사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택정책)

연구위원

권태목

•(일)오사카대 도시계획
박사 (도시계획)

전문위원

정원조

•(일)니혼대 공학박사
(해양정책)

사무지원 1급

원수진

•울산대 사학과
(미래도시연구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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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김정현

•울산대 디자인학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연구위원

김상빈

•남서울대 공학석사
(지역혁신성장계획)

윤영배

•울산대 공학박사
•재난안전연구센터 총괄

전문위원

배경완

•부산대 공학박사
(도시계획, 도시방재)

시민행복연구실

연구원

전문위원

최유라

•충북대 생활과학박사
(주거계획, 건축방재)

●●실장
선임연구위원

이상현

•고려대 공학박사(상하수도정책, 하천환경정책)
•시민행복연구실 총괄

연구위원

김상우

•부산대 사회학박사
(문화, 예술)

연구위원

이윤형

•대구대 사회복지학박사
(사회복지)

연구위원

마영일

•건국대 공학박사
(대기환경, 기후변화)

연구위원

김희종

•(일)홋카이도대 공학박사
(폐기물, 자원순환)

연구위원

김혜경

•경희대 경영학박사
(ICT융합, 지식재산정책)

연구위원

손수민

•동의대 관광경영학박사
(관광정책)

임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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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형우

•울산대 공학박사
(에너지계획 및 관리,
온실가스관리)

전문연구원

이경희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박사 수료
(시민행복연구실 지원)

연구원

전문위원

천세진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이학박사
(환경)

연구원

윤송희

•대구가톨릭대
법학과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양경희

•한국관광대 디지털관광과
(와우프로젝트ll)

울산공공투자센터

●●센터장
연구위원

이경우

•(미)조지아주립대 경제학박사(재정)
•울산공공투자센터 총괄

연구위원

조미정

•서울대 공학박사
(공공투자)

연구위원

전승국

•부산대 경영학박사
(공공투자)

전문연구원

전지연

•서울대 농경제학박사
수료
(공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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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박남기

•한국해양대 공학박사
(공공투자)

전문위원

김혜신

•부산대 주거환경학박사
(공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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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센터

●●센터장
선임조사연구위원

배은경

•동아대 고고학박사과정 수료
•문화재센터 총괄

조사연구위원

김성식

•영남대 고고학석사
(청동기시대 취락, 토기)

조사연구위원

김성욱

•일)구마모토대 고고학박사
(선사시대 생업 및 문화연구)

조사연구위원

한지아

•충남대 고고학석사 수료
(삼국시대 토기)

조사연구위원

김현주

•부산대 고고학석사 수료
(청동기시대 토기)

조사연구위원

김광옥

•영남대 고고학석사
(조선시대 성곽)

조사연구위원

강정미

•부산대 고고학석사
(삼국시대 주거지 및 취락)

조사연구위원

이정주

•부산대 고고학석사 수료
(삼국시대 분묘유적)

전문연구원 김지연
•경북과학대 고고학과
(청동기시대주거지)

전문연구원 이선철
•경주대 고고학석사 수료
(청동기시대주거지)

사무지원 1급

전문연구원 김형규
•경주대 고고학석사 수료
(고고학)

전문연구원 송희정
•경주대 문화재관리학석사
(보존과학처리)

전문연구원

강정미

•울산대 가정학과
(문화재센터 지원)

유난희

•울산대 교육학 석사
(통일신라 기와 및 조문막새)

임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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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연구센터

선임조사연구위원

배은경

•동아대 고고학박사
과정 수료
•울산학연구센터 총괄

전문위원

김한태

•경상대 임학과
(울산학 연구 및 홍보)

18 URI ANNUAL REPORT 2020

전문위원

유영준

•한양대 관광학박사
(관광)

연구원 김예슬
•동아대 국제관광학과
(관광커뮤니티 활동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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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연번

교류협력 체결현황

체결기관

협약일
2002. 5.
2002, 12,
2003. 12.
2004. 1.
2005. 4.
2005. 12.
2006. 4.
2006. 12.
2007. 12.
2008. 1.
2009. 4.
2009. 5.
2009. 5.
2009. 10.
2010. 6.
2011. 5.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
산업연구원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동의대학교
국회도서관
울산과학대학
울산과학대학
대학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부산지방통계청
울산매일신문사
울산대학교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에스콰이아학술문화재단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한구폴리텍Ⅶ대학 울산캠퍼스
한국은행 울산본부

상호협력
연구협력
환경 관련 연구협약
상호협력
상호협력
관학협력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
상호협력
울산 지역통계 발전 협력 약정
상호협력
그린카 인재양성 협약
학술연구교류 협약
학술연구교류 협약
연구의 원자료와 문헌자료 기탁
학연교류 협약
업무협약

17

울산제일일보, 울산신문, 경상일보, 울산매일신문사,
ubc울산방송, 울산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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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지방세연구원
유엠엑스
울산 e-Vehicle 중견기술인협의회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울산광역시 중구
미중서부한인상공회의소연합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울산도시공사
동아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울산금연지원센터

2012. 5.
2012. 7.
2012. 9.
2012. 10.
2013. 4.
2013. 10.
2013. 11.
2014. 3.
2014. 12.
2016. 1.
2018. 8.
2018. 8.

상호협력
연구교류 협력
상호협력
상호교류 협력
연구교류 협력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마을기업 상호업무협력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평생교육업무협약
업무협약
업무협약
학술연구 교류협력 협약
금연사업 업무협약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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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2.

울산열린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32
33
34
35
36
35

울산광역시, 구군, 산하 공공기관 등 15기관
㈜노바테크 등 15기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춘해보건대학교
울산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울산숲사랑운동

2020. 1.
2020. 5.
2020. 7.
2020. 7.
2020. 11.
2020. 12.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협약
울산열린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지역기업간 업무협약
업무협약
업무협약
업무협약
기후위기 공동대응 업무협약

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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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대외단체 가입현황
연번

체결기관

회원기관 수

가입년도

1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16

2001

2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57

2001

3

영남지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20

2001

4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11

2002

5

한국학술정보협의회

1,2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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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TOP NEWS

1

January

2

Feburary

언론이 본 연구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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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정책반영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와
연구원이 상호협의하여 선정·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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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
울산권 사례를 중심으로
정현욱
● 과제번호

기본 20-01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85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환경적 보전 가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개발제한구역내 충분한 해제가능총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가능 용지는 부족한 실정
◎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관리 제도의 전반적 내용을 지정 및 해제측면에서 살펴보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여러 도시에 걸쳐 지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닌, 도시 중간에 입지한 울산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가 목적

연구내용
◎ 개발제한구역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개발제한구역관리 제도의 전반적 내용 검토 및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의 이슈와 쟁점 분석
◎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의 영향 분석
◎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 제시 및 정책적 제언

정책제언
◎ 울산권 개발제한구역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조정 및 해제 시 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전면해제에 따른 관리방안은 본
보고서를 참고)
- 첫째,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의 개정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 도시성장관리 측면 우선적 고려한다는 원칙 강조
- 둘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시도지사 권한 확대 조정 (30만m2→100만m2이하)
- 셋째, 지역현안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거친 경우 1, 2등급지 해제
- 넷째,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조사 및 재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 다섯째, 환경평가등급의 새로운 세부 항목 도입
- 여섯째, 개발제한구역 활용 극대화를 위한 대체지 지정 제도 마련
- 일곱째, 형평성 및 차등화 기준 마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관리 제도 개선 시 활용
◎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 시 논리 개발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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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유지·개선비용을 고려한
국비확보 방안
조미정
● 과제번호

기본 20-02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66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 국가산업단지는 착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로써, 지속적으로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 지속, 생산활동 정체
◎ 산업분야에서 울산 국가산업단지가 차지하고 있는 국가적 위상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필요
◎ 산업단지에서 유발되는 환경오염 및 대형사고 위험에 지역민이 노출돼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
◎ 연구목적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를 요청하기 위하여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함

연구내용
◎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현황조사
◎ 유사 국가산업단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울산의 여건 분석
◎ 타 시·도 사례 검토를 통하여 울산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운영에 있어 국비 확보방안 마련

정책제언
◎ 울산 국가산업단지 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연간 800억원 정도의 비용 소요(시비 50% 이상)
◎ 지자체 재원으로만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체단지에 머무르고 있음에 따라 국비지원을 통한 국가
산업단지 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이 요구됨
◎ 국가산업단지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은 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법인세)의 일부를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전환
한다면 확보 가능할 것임
* 산업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부(-)편익(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가를 지역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 구축
◎ 정체단지에서 성장단지로의 변모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개발가용지 탐색 필요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유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건립, 근로환경개선위한 지원시설 확충, 연구개발공간 확보 등
◎ 기선정된 국가공모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국비 지원요청
◎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확충을 위해 국비 공모사업 적극 참여 필요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국가산업단지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국비확보 요청 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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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및 경감 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승길
● 과제번호

기본 20-03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112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하여 1990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 제도임
◎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시설물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중요한 요소로 단위부담금의 경우 3천㎡ 초과 시설물은 2014년
부터 매년 부담금 상향조정에 따라 조세저항에 직면하고 있고, 교통유발계수도 시설용도별로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을 경감하고 있지만 실적적인 교통수요관리 효과는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산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의
적정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교통량 감축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 경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함

연구내용
◎ 교통유발부담금제도 검토 및 운영 현황

◎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적정성 검토(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 경감률 검토 및 개선방안

◎ 기타 제도 운영체계 개선방안

정책제언
◎ 단위부담금 적정성 검토 결과, 현재 울산의 단위부담금은 대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2025년 기준 단위
부담금 산정시 현재 단위부담금 보다 ‘동지역’은 150~250원, ‘읍·면지역’은 50~100원 정도 미미하게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부산, 광주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도시규모가 비슷한 대전과 비교할 경우 현재 울산광역시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물의 단위부
담금은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교통유발계수 적정성 검토 결과, 현재 울산의 종합병원과 백화점은 타 특·광역시에 비해 교통유발계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형마트와 예식장은 타 특·광역시에 비해 교통유발계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교통유발원단위 조사·분석을 통한
교통유발계수 산정시 대부분의 시설물이 현재 울산광역시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수 값과 유사한 수준의 값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한 경우 부담금 경감을 통해 자발적인 교통수요를 감축하는 제도로
울산도 주차수요관리 및 승용차 수요관리 등의 9개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지만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 효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기존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검토와 타 특·광역시 사례 검토를 통해 17개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이행조건 및
경감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지역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과 교통수요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
경감 개선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타 제도 운영체계 개선도 필요함
◎ 첫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둘째, 정기적인 교통유발원단위 조사·분석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게 교통
유발계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시설물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금전적 부담이므로 부담금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승용차 교통량 감축’과 부과된 재원이 ‘각종 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등’에 활용되어 교통혼잡을
완화하는데 활용되는 제도임을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홍보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교통량 감축활동 성과와 연동해 인센티브를 포함한 사무처리비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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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
이윤형
● 과제번호

기본 20-04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116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의 복지정책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어려운 지역의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확보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수단의 중요성은 충분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국토해양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고,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
에게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STS, Special Transportation System)을 운영하도록 함
◎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와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콜택시의 적정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울산시
장애인콜센터 운영자료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현황 실태 연령대별 장애인들의 이동환경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함

연구내용
◎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지역, 이용 시간, 배차지연 등 현황을 분석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 근거를 토대로
교통약자를 고려한 효율적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방안을 제언함
◎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내·외 정책사례 고찰을 통해 울산에 적용 가능한 부분이 검토하고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이용현황 및 실태와 이용자 특성, 이용 만족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함
◎ 과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장애인 당사자의 초점대상인터뷰(FGI)를 통해 심층적인 욕구와 방안을
검토하고 타 시도와 상위계획에 대한 공통적인 방향성을 반영함
◎ 각종 2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용어의 정의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울산광역시청 및 울산 장애인 콜센터와 협조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콜택시의 운영실태를 분석·반영함

정책제언
◎ 전용택시 중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운행실적에 차이가 커 전체 택시 중 개인택시의 비율을 높이거나 운행율이 낮은 택시에 대한
운행실적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지역 내 공공시설, 병원, 이용시설 등에 특별교통수단 정차공간을 확보하여 승하차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이용자의 대기시간 감소를 위하여 이용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바우처택시를 도입하여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
◎ 배차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데이터분석을 기반으로 한 운영이 되도록 출발지 및 목적지 입력 시 자동으로 행정동이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동분산과 운영전략을 도모함
◎ 효율적인 이용자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콜택시 이용증’ 발급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이용증갱신 시 의사소견 및
장애 정도 재진단 등을 첨부하고 휠체어의 신규이용이나 변경 여부에 대해서 이용증에 명시하도록 함
◎ 부족한 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정시간대, 특정경로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여 동승제도를 활성화함
◎ 보건복지부 이동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국비(70%)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시비 매칭 비율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서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함
◎ 고객만족도 조사 등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운행친절도 제고를 위하여 운전기사 및 상담원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지속적
으로 제공하고 사측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현실적인 급여체계를 구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창구 조성이 필요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강구
◎ 장래 특별교통수단 이용수요 예측과 그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증차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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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용도용적제 운영 개선방안 연구
이주영
● 과제번호

기본 20-05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53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주거복합건축물의 개발에 따른 상업지역의 밀도관리와 주거복합기능의 효율적 운영, 가구분화에 따른 주거수요변화 대응, 주거형
업무시설의 정주여건 확보 등에 관심이 증가함
◎ 이에 따라 상업지역의 건축물 개발실태와 기능혼재를 조사하여 용도용적제 제도 운영이 울산의 상업지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하고 향후 울산광역시 용도용적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함

연구내용
◎ 용도용적제 제도의 도입배경, 개념, 운영실태, 관련 선행연구, 타지역 운영현황 조사
◎ 울산광역시 상업지역내 건축물 개발실태, 주거복합건축물 입지현황 분석
◎ 울산광역시 용도용적제 제도 기준 분석, 효용성 및 제도운영실태 조사
◎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향후 울산광역시 용도용적제 운영 개선 방안 제시

정책제언
◎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용도용적제 기준을 지속적으로 운영함
◎ 장기적으로 상업지역의 특성에 따라 용도용적제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거점 상업업무지구, 구도심 상업지역, 가로형 상업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용도용적제 구분 운영
◎ 주거복합건축물 및 준주택 주거환경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자문과 건축심의에 관한 울산광역시 내부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고밀 주거복합건축물과 상업지역내 준주택 건축물의 개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발압력이 증가하는 시점에 용도용적제
운영 변경기준을 적용
◎ 향후 인구 및 가구분화, 토지의 입체적 활용 등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변경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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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
박소희
● 과제번호

기본 20-06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108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급속한 고령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 등 의료변화 및 사회적 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근거기반 논의 필요한 시점
◎ 2020년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유전체 정보 및 임상정보의 수집·분석이 시행된 선행 사업들의 성과활용을
위한 방안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 빅데이터 시범 구축사업은 맞춤형 의료 및 예방 중심 의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전체 정보 제공을 동의한 국민의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오 의료 분야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임
◎ 울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전체 정보데이터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 빅데이터 개념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범위
◎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국내외 산업 동향, 정책동향, 시장동향
◎ 울산여건 분석을 통해 현황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제도를 비교·분석
◎ 구체적으로「개인정보보호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료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의료
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비교·분석
◎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 전후 체계 및 내용을 비교
◎ 울산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활용방안

정책제언
◎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개인수준의 건강결과 예측, 특정 질병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의료의 효율 향상, 감염병 연구 등 보건의료
연구에 활용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공공분야와 산업분야를 나누면, 공공에서는 기반시설(ex 네트워크 보안관리, H/W, S/W관리), 거버
넌스(데이터 표준화, 정보보안) 구축에 초점을 두고 산업분야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데이터 연계, 개인화 서비스)에 활용
가능
◎ 데이터 접근, 가용성 및 품질 등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방법론 마련 필요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익성 기반 서비스 개발
◎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 활용 제도적 기반 강화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수집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
◎ 게놈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중 빅데이터 활용분야 발전 기대
◎ 게놈관련 R&D지원 사업을 계획하여 국비확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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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연구
이재호
● 과제번호

기본 20-07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157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지역 문화 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드의 가치 제고
◎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을 추구해 명실공히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풍요로운 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마련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에 부합한 울산의 문화도시 추진 전략 마련
◎ 자율성과 독창성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전략 마련

연구내용
◎ 도시의 문화환경 및 문화자원: 도시 현황, 법령과 상위 계획, 문화 자원
◎ 시민사회 의견 수렴: 기존 의견 조사,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방향: 문화도시 비전 및 핵심 가치, 추진 방향, 목표 및 전략과 의제
◎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위한 사업 설계: 사업모델, 사업계획, 특성화 계획
◎ 문화도시 추진체계 및 예산: 문화도시 조직 및 운영, 재원 계획
◎ 문화도시 성과목표와 추진: 성과 목표 구성과 성과 측정 및 로드맵

정책제언
◎ 정부의 문화도시 정책 비전과 목표와의 조화를 통한 울산의 추진 전략 마련
◎ 대규모 시설 조성보다는 프로그램을 입히는 지역문화발전 계획(최소한의 하드인프라 구성)
◎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 추진
◎ 울산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의 세기에 대응한 도시 가치 확산
◎ 단기 전략으로 기존 문화 자원을 활용할 인프라 조성
◎ 중기 전략으로 문화도시의 바탕을 이룰 대표 문화 브랜드 발굴
◎ 장기 전략으로 문화를 통한 구·군 및 도시 전체의 네트워크 구성으로 문화도시 창출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기틀 마련과 추진체계에 대한 방향성 제시
◎ 활용가능한 문화도시 지원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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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BIPV보급 활성화 방안 연구
김형우
● 과제번호

기본 20-08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174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정부와 울산광역시는 ‘에너지 세대교체’ 및 ‘친환경 에너지 허브도시’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추진 중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기조에 의해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용량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 면이 있어
건물, 도시 등의 미관 소홀
◎ 건물미관 및 공간 활용, 안전 및 실용적인 면에서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건물일체형태양광시스템(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의 보급 최근 부각
◎ 정부는 보급 사업을 통해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함으로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의 지원내용과 대상 대폭 변경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정부의 BIPV 지원 강화 등의 최근 정책기조에 발맞춰 ,아직까지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BIPV의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따라서, BIPV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보급 여건 및 사례를 분석·조사하여 울산광역시의 BIPV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내용
◎ BIPV 개요 : BIPV 개념 및 보급 필요성
◎ 관련 정책 및 현황 분석 : 국가 및 울산시의 재생에너지 및 태양광과 관련된 정책 및 현황 조사
◎ BIPV 보급 여건 분석 : 정책적인 여건, 울산광역시 여건, BIPV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 BIPV 보급 사례 조사 : 국내의 BIPV 보급 사례 ◎ BIPV 보급 활성화 방안 : 울산의 BIPV 보급 활성화 방안

정책제언
◎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개정
- 설계기준에 신재생에너지 부문 추가, BIPV 실적은 별도 기준 적용 고려 필요
◎ 공공부문 선제적 보급
-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제도’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와 연계하여 신·개·증축되는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BIPV 보급 확대
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연계
- 울산시,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한 BIPV 보급 시, 디자인 등 심미성을 우선 고려하여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담아 BIPV 보급
◎ 민간 시범 보급사업 추진
-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민간 시범보급 사업 추진 필요
◎ 기타
- 미디어 파사드 기능을 BIPV 시스템에 적용하여 건물을 광고 및 정보전달 매개물로 사용함으로써, 건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BIPV 보급을 확대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의 지원모델을 확대하여 다시 추진함으로써 BIPV의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할 필요
- 소비자에게 하자발생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어주는 것 필요하며, BIPV 시스템의 설치 후에 일정기간의 보증기간을 제공 필요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한 BIPV 보급 후 울산시 관내 BIPV 보급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 BIPV 보급사업 예산 확보 및 BIPV 보급사업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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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재난위험 평가를 통한
재난역량 강화방안 연구
윤영배
● 과제번호

기본 20-03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10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 재난관리 선진도시를 중심으로 재난위험평가(Disaster Risk Assessment)를 도입‧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2020년 6월 UNDRR로부터 방재안전도시(Role Model City)로 인증받은 울산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난위험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울산시의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위험요인이 초래할 재난의 영향력(피해 규모) 정도와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여 각 위험
요인별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
◎ 재난위험도평가 검토 : 재난위험평가 도입 필요성과 위험도평가 방법과 과정, 주요 사례 등을 검토함
◎ 재난발생 현황 및 여건 분석 :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현황과 기후변화, 인구구조, 건물 노후화 등을 검토함
◎ 울산광역시 재난위험도 평가 : ISO/IEC 31010과 UNDRR QRE를 활용한 재난위험도 평가를 수행함
◎ 울산광역시 재난역량 강화방안 : 우선 관리가 필요한 5개 재난에 대한 전략구축방안을 제안함

정책제언
◎ 풍수해 분야는 홍수량 유역 분담을 위한 체계 검토와 대책 마련,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의 상향, 재난안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제안함
◎ 지진 분야는 지진 대응을 위한 기반(대피, 재해구호물자 등)구축, 복합재난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내진구조 시설물 확대 등을 제안함
◎ 폭염 분야는 폭염 정보 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폭염 안전관리 강화, 열섬효과 완화를 위한 도시구조 개선 등을
제안함
◎ 감염병 분야는 감염병 상황통제 능력 향상, 팬데믹을 고려한 울산시 행정서비스 핵심기능 유지방안 마련,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한
공중보건 기능 강화 등을 제안함
◎ 유해화학물질재난‧사고 분야는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점검 및 보완, 영세산업체 지원을 위한 전략 계획 마련, 주민소산
계획 및 화학사고 대응 전략 고도화 등을 제안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광역시 도시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재난관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우선순위 정책의 집행 근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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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대기오염 우심지역 파악 및
대기환경 관리방안
마영일
● 과제번호

기본 20-10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64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대기환경관리 패러다임은 과거 오염물질의 수준을 관리하는 것에서 인체 건강의 위해성을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음
◎ 도시 대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는 배출원 또는 지형의 특성에 따라 균일하지 않고, 일부 지역은 주변 지역에 비해 농도가 높은 우심
지역이 존재하는 특성이 있음
◎ 위해성 기반 대기환경 관리 정책의 수립·이행을 위해 관내 상대적 대기오염 고농도 지역 파악 및 민감·취약계층 거주·이용시설
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및 관리하는 과정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관내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간분포 정보를 분석하여 대기오염 우심지역을 파악
함과 동시에 관리의 우선순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울산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농도 공간분포 분석
◎ 울산광역시 대기오염 민감계층 거주인구 분포 및 이용시설 분포 분석
◎ 대기오염 우심지역 관리 우선순위 도출 및 관리방안 제시

정책제언
◎ 일반적으로 대기오염 우심지역이라고 하면 국소적인 공간범위가 주변지역들에 비해 대기오염 농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있으나
위해성 관리측면에서는 대기오염에 노출되는 인구 특성을 고려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울산광역시 대기오염물질별 농도 분석 결과 PM2.5를 제외하면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어 해당 물질에 대한 위해성 기반 우심
지역을 도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 PM2.5 연평균 농도 공간분포, 민감계층 거주인구 및 이용시설의 공간분포를 종합 분석한 결과 남구 2개 지역, 동구 2개 지역, 북구
1개 지역, 중구 1개 지역이 대기오염 우심지역 설정 대상지역으로 도출함
◎ 해당 지역의 위해성 기반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배출원 관리방안, 민간계층 생활권 지원방안, 민감계층 이용시설 대상 지원방안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위해성에 기반한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관리의 근거자료로 활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의 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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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 운영 효율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연구
유영준
● 과제번호

기본 20-11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113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티투어의 탑승 수익은 감소하고 있으나, 인건비 및 차량 노후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적자 보전금은 매년
증가
◎ 시티투어 이용객의 만족도는 좋은 상태여서, 울산 시티투어를 활용한 울산 관광 활성화 방안 도출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 시티투어의 운영 효율성 확보를 통해 관광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연구내용
◎ 울산 시티투어 운영 현황 분석
◎ 국내‧외 주요 도시 시티투어 사례 조사
◎ 위‧수탁 협약사항 적정성 여부 검토
◎ 설문조사(울산시민 및 탑승객) 결과 분석
◎ 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제언
◎ 트롤리버스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정류장 표지판 보완
◎ 트톨리버스와 울산 대표 관광지가 연상될 수 있는 리플릿 홍보
◎ 순환형 코스와 테마형 전 코스 탑승객을 위한 인증 이벤트 개최
◎ 순환형 대표 정류장에서 상시 이벤트 개최로 호기심 자극
◎ 트롤리버스 중 식탁을 활용한 깜짝 이벤트 개최
◎ 시티투어 버스의 정기 운행 시간 확대
◎ 나이트투어 연계 강화
◎ 장생포‧대왕암공원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의 래핑 보완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제안된 내용 검토를 통해 기존 순환형 버스의 코스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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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국제도시화 발전 방안
김혜경
● 과제번호

기본 20-12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134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매력자산을 부각하여 새로운 외교정책의 선도도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치열한 경쟁이 진행
◎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제경쟁력 강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하고, 5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책무가 있음
◎ 본 연구를 통하여 울산광역시의 국제화 수준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진단하고, 종합 분석하여 울산광역시 국제도시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연구내용
◎ 본 연구는 국제도시화 진단모형(2018, 울산연구원)을 준용하여 국제화 수준을 정량적으로 진단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민의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집
◎ 진단결과, 울산광역시는 특광역시도 중 국제도시화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문화사회활동과 인프라 부문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 울산시민들은 바람직한 국제도시화 도델로 첨단 산업도시에 대한 지향이 높음
◎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① 울산형 국제도시 모델 구축 ② 국제도시 정상화 사업, ③ 지속성장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구성된 3개 전략
부문과 6개의 핵심과제 제시

정책제언
◎ 종합 분석결과, 울산은 단발적 지원이나 프로그램으로는 국제도시화 진전이 쉽지 않은바, 종합적인 국제도시화 혁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것
◎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만큼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긴요하며 울산의 경쟁우위 영역
확보 필요
◎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울산광역시는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이
비교 지역 가운데 가장 취약하며, 이를 확충해줄 외부 지원조직 또한 부재한 상황. 울산광역시는 국제교류 사업을 타 시도 수준으로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내부 조직을 정비하고 필요한 외부 조직을 신설할 필요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기본과제 심화·확장) 울산연구원 기본과제의 결과물인 국제화 수준 진단모델을 활용하여 연구의 계속성을 확보하였으며, 울산의
국제화 수준 변화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정책대응의 시의성·효과성을 제고
◎ (국제도시화 계획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울산광역시 국제도시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국제도시화 조직 강화’ 및 ‘국제교류사업 전담기관 설립’ 등의 필요성 등을 부각하여 정책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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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도시재생 정착을 위한 운영 방안
권태목
● 과제번호

기본 20-13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64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광역시에서는 2020년도부터 도시재생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울산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운영상의 미비한 점과 한계점이 있음
◎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정립과 유형의 구분 등에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서 울산형 도시재생이 제대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기준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울산형 도시재생사업의 운영방안을 명확히 마련토록 하고, 둘째로 울산형 도시재생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함. 셋째로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비공모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
하고자 함

연구내용
◎ 기추진 중인 울산형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도출
◎ 울산형 도시재생사업 유형발굴
◎ 울산형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사업선정방법 제시
◎ 울산형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선정기준, 대상사업, 시행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 조례 등 관련법규 반영사항 제시

정책제언
◎ 첫째, 울산형 도시재생의 위상 제고와 자체 재정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
◎ 둘째, 울산형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 울산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셋째, 울산형 도시재생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실질적인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광역시 울산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국비공모사업 신청시 울산형 도시재생사업 경험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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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기본과제

지역 특화형 대학 유치전략 연구
이경우
● 과제번호

기본 20-14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141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에는 1개의 과학기술원, 1개의 종합대학, 2개의 전문대학, 1개의 기능대학 등 5개의 대학이 있음으로 인해 울산 출신 학생의
입학비율이 매우 저조하고, 울산대학교를 제외하면 울산의 청소년들이 진학할 수 있는 일반대학이 부족한 실정임
◎ 이 연구에서는 울산시 내 4년제 대학설립과 관련하여 국내 대학 유형별 법률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울산시에 설립하기 적합한 대학
유형을 제안하고, 울산시 내 4년제 대학설립시 대학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학사운영방안을 설계하고자 함

연구내용
◎ 최근 5년간 타지역 대학 진학 비율이 6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며,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대학은 전문대학 2개, 대학 2개, 기능
대학 1개 총 5개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국 대학 총수(430개)의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대학설립 관련 법령 및 기준검토
◎ (울산지역 대학설립 유형별 검토) 1)시립대학교 신설, 2)국립대학교 신설, 3)사립대학교 신설, 4) 국내 대학의 분교 유치, 5) 대학 일부의
위치변경에 의한 공유(공동)캠퍼스 설치에 대한 법령 해석과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하였음
◎ (울산 공유(공동)캠퍼스 설립방안) 국내외 공유(공동)캠퍼스 사례분석을 참고하여 공유(공동)캠퍼스 유형별 설립방안을 1) 울산시 내
일반산업단지 내로 국내 대학의 일부를 위치변경하는 방안과 2) 교지분리 규정의 규제완화에 따른 정원 자체조정을 통한 다원화
캠퍼스 조성방안으로 도출하였으며, 울산시의 특성, 신성장산업과 ‘울산 2040’비전 등을 반영하여 공유캠퍼스 특성화 전략 및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음

정책제언
◎ (울산시 공유(공동)캠퍼스 설립 추진전략) 울산시 공유(공동)캠퍼스 설립 추진전략을 ‘1)현행 법령 내에서, 2) 법률 특례,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으로 구분하여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 (울산시 공유(공동)캠퍼스 관리·운영방안) 울산시 공유(공동)캠퍼스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교육부, 울산시, 참여대학,
지역 내 신성장산업 관련 산업계로 구분하여 각 자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운영주체를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공유(공동)캠퍼스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였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공유캠퍼스설립관련 특별법 제정 및 교육부 건의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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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생활폐기물 감량 방안 연구
김희종
● 과제번호

기본 20-15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125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환경부는 전국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 원단위를 2018년 1.01kg에서 2027년 0.86kg까지 줄이겠다는 자원순환 국가목표를 설정
함.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저감을 위한 지자체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2018년 기준 1인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27kg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무려 0.26kg이나 높고, 7대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 생활폐기물의 발생특성 분석과 울산시민의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폐기물 배출량 저감
및 재활용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국내 생활폐기물 감량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실효성 높은 우수사례를 울산시에 적용
하고자 함

연구내용
◎ 생활폐기물 감량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동향
◎ 국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특성 조사
◎ 울산시민 생활폐기물 배출 실태조사
◎ 생활폐기물 감량 우수사례
◎ 울산지역 생활폐기물 감량방안

정책제언
◎ 울산광역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원단위발생량은 0.181kg/일/인으로 전국 평균(0.023kg/일/인)보다 7.9배 높았음. 반면, 일부 지자
체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일부 지자체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생활계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또한, 일부 지자체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량을 빠뜨림에 따라 생활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었음. 따라서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의 집계 방식을 통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울산에 적용 가능한 국내 선진도시의 우수 사례로 다음 4가지 실천사업을 제안함. 첫 번째는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사업으로
울산시와 구·군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적극 줄이는 사업임. 두 번째는 시민주도 제로웨이스트 실천운동임.
시민주도의 실천운동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1회용품 플라스틱 줄이기 ‘제로웨이스트 시민실천운동’, 자원순환학교의 구축·운영,
종교시설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한 대형 유통업체 자율협약 등을 제안함. 세 번째는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임. 주민 공동체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교육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안함. 네 번째는 제주도에서 최초로 시행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사업으로 빈병 보증금 무제한 환불제, 캔·페트병 자동수거보상제, 소형폐가전 무상배출제, 가정용 폐식용유 무상배출제, 폐농약
(원액) 안심처리 시범사업과 같은 특수시책을 병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광역시 자원순환시행계획(2018~2022)’에서 설정한 2022년 생활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속가능한 생활폐기물 감량과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을 위한 시정 방향 설정 및 시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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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기본과제

국가산업단지내 산업안전디자인 추진전략 연구
변일용
● 과제번호

기본 20-16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78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지난 `19.11.19(화) 일자리위원회에 발표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의 내용 중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산단 구현」의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전략이 제시되었고, 산업단지의 안전문제를 스마트혁신기술이 적용된 [산업안전디자인]을 적용한다는 요지
◎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체의 안전디자인 적용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연구내용
◎ 안전디자인 적용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단지 안전성 확보
◎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지원근거 마련
◎ 중앙정부의 국비확보방안 모색

정책제언
◎ 디자인을 통한 산업안전 환경개선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함. 안전한 산업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산업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에 따라서 사회적 이슈도 높아지는 상황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함. 결국, 국가정책에 중요 사안으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산업환경에서의 안전디자인 적용과
지원 항목 반영이 필요
◎ 국가주도의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산업안전디자인을 적용, 산업환경에서 디자인으로 안전한 산업문화 정착이 필요함. 지속적
이고 효율적인 산업안전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으로 관리하고 진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필요함. 울산 지역 내
에서는 디자인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없는 실정임. 이에 필요한 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경험이 있는 기관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치(근거마련 등)필요
◎ 산업단지 대개조계획의 주요한 세부사업으로 “제조환경 안전디자인 구축사업”을 반영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사업에 지속적
인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안전디자인 지원 근거 마련
◎ 산업 안전성 확보로 생산성 증대
◎ 법적 제도적 정착 근거로 활용
◎ 국비 지원 근거로 활용 (산단대개조사업에 반영)

43

2021_울산연구원_연차보고서(내지)_레이아웃 1 21. 2. 1. 오전 11:42 페이지 44

URI ANNUAL REPORT 2020

「2019~2023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 보완연구
박재영
● 과제번호

기본 20-17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123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시는 2018년 12월에 4차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하였으나 최근 급변하는 국가 전략과 최신 신기술 반영이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발생
◎ 2018년이후 중앙정부는 2019년에 5G기본계획 전략 수립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국가계획, 2020년 6월 한국형 뉴딜 계획 등 많이 제시됨
◎ 울산도 2020년 5월에 5G시대 울산시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 수립
◎ 4차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 보완이 불가피하여, 본 기본과제로 보완사항을 제시하고자함
◎ 급변하는 정책적 환경 전략 및 사회적 환경에 의거하여 세부사업 발굴과 기존 발굴 사업에 대한 부분 수정이 필요

연구내용
◎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울산정보화기본계획의 사업을 중심으로 최근 정책방향의 추진세부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
◎ 국가 정책, 기술동향, 정보화 트랜드에 대응하지 못한 분야를 살펴보고, 일부 신규 사업으로 제시
◎ 계속 사업 : 울산정보화 기본계획 1~20순위, 울산시 추진 혹은 확정된 사업
삭제 사업 : 기본계획 20~30순위 혹은 뉴딜한국계획 부합 사업 혹은 5G울산시 디지털 전환 부합 사업
신규 사업 : 신규(중장기)사업, 내용 변경(보완)사업(진행중, 확정 사업은 제외)
◎ 최종 6대 부문 37개 사업으로 정리하여 ‘행복한 미래를 담은 디지털 도시 울산‘ 비전으로 도출
◎ (목표1) (디지털도시 인프라 강화) 지역 대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대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시 조성
(목표2) (디지털 라이프 조성) 디지털중심의 생활 인프라 및 관광의 도시 조성 지원
(목표3) (스마트 산업 플랫폼 구축) D.N.A 기반 산업지원 체계를 강화
(목표4) (지능형 공공 행정 고도화) 조직/협력 강화로 스마트라이프중심의 서비스 마련
◎ 전략 : (Region) 지역형 서비스로 시민중심의 사회, (Infra) 인프라확대를 통한 기반 구축, (Safe) 안전한 울산을 위한 서비스 강화, (Industry)
산업 혁신을 위한 신성장 서비스 지원, (Nature) 자연을 중시하는 관광 도시 조성, (Governance) 공유와 교육을 통해 지능화 정부 조성

정책제언
◎ 2019년, 2020년 사업을 제외한 2021년~2023년 사업을 정리하여 연차별로 시행할 수 있는 로드맵, 예산, 추진체계를 정리하여
실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구성
◎ 전체 국비는 87,326백만원, 시비는 73,970백만원, 민자는 9,470백만원이 소요되지만 2021년부터 시행항 사업은 2021년 45,047
백만원, 2022년 32,236백만원, 2023년 31,697백만원으로 총 108,980백만원 소요되며, 국비는 55,224백만원, 시비는 46,123백만원,
민자는 7,633백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실행 부서와의 예산확보 확인 마련
◎ 공공분야의 시행사업과 민간, 외부 중심의 사업을 구분하여 담당부서와 병행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이 마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본 연구에 제시된 사업은 실무부서와의 협의가 마련된 사업이나 추진 예정 사업 등이 혼재되어 있어 다수 사업들이 대부분 시행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른 예산확보, 추진 부서 등이 확정되어있기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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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기본과제

울산광역시 민간보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박남기
● 과제번호

기본 20-18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96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민간보조금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경비로 울산시는 매년 전체 예산의 2.3%(2018년 기준
762억원) 수준의 민간보조금을 집행‧관리하고 있음
◎ 현재 민간보조금의 관리에 있어 보조금 운용평가가 집행부서의 자체평가만으로 실시되고 심의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활용도가
낮아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용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보조금 관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기존 운용평가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신규 전산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확인하여 선진화된 보조금 관리체계를 제시
하고자 함

연구내용
◎ 울산시 민간보조금 현황을 조사하고 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를 분석함
◎ 울산시 민간보조금 관리의 문제점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민간보조금 관리 개선방안으로 운용평가 방식 및 지표 개선안을 검토함
◎ 관리방안의 선진화를 위해 전산화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시함

정책제언
◎ 보조금 운용평가를 중심으로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기존 운용평가의 한계와 신규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도출되며 개선
방안은 크게 기존 관리방안의 개선과 신규 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운용평가 방식 측면에서는 외부평가제도 도입, 운용평가 지표 측면에서는 정량적 산출 근거 마련, 결과반영 방식 측면에서는 사업
통폐합, 사업방식 변경 등 예산반영을 위한 다양한 옵션 추가 등을 통해 개선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지속성 그리고 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해 전산화된 신규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지역의 특성이
고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e호조 개편에 대응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임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민간보조사업 운용평가 지표 수정 및 재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민간보조사업 운용평가 방식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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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기술을 활용한 융합산업 연구
김상락
● 과제번호

기본 20-19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10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정부는 2019년 부터 5G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육성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소비자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유연 생산환경 필요성이 높아지고, 공장의 모든 생산 자원을 연결하여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지능형
공장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어 울산의 제조업도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 필요
◎ 정부에서 발표한 5G 전략산업의 경쟁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될 수 있음
◎ 울산 지역의 전통 제조업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5G 기술과 연계한 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연구내용
◎ 연구의 개요(연구의 배경,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5G 기술의 소개)
◎ 5G 기술 정책 및 산업 동향(국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5G 기술 개발 현황)
◎ 울산의 5G 기술 활용 여건 분석(울산의 5G 융합 기술 수요 및 공급 기업 현황, 제조업 5G 추진 사례 및 계획)
◎ 울산의 5G 융합산업 육성 방안(5G 융합산업 도출, 5G 융합산업 육성 방안, 5G 융합산업 육성 추진 체계 및 과제)
◎ 결론 및 정책 제언

정책제언
◎ 정부의 5G 산업 정책 기조에 맞춰 울산지역에서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산업과 밀접한 5G 융합 산업 7개(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5G V2X, 엣지컴퓨팅, 지능형 CCTV)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기반조성, 네트워킹, 기업육성 필요
- 민·관·학·연·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7대 5G 산업에 대한 킬러 콘텐츠와 서비스 발굴이 필요
- 기업 단독, 산·학 협력, 산·학·연·관 등 추진 체계를 정하고 정부 공모사업 또는 국비확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내에 산업전문가·기술전문가·공급기업 등으로 구성되는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5G 융합 기술 관련 전문 조직을 지역 혁신기관 내에 구성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5G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의 마중물 성격의 지원 사업 추진 필요
- 5G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마중물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지원 사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성과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5G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 시 활용(과기정통부, 국토부, 산업부)
◎ 5G 콘텐츠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시 활용(과기정통부,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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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기본과제

울산교 "배달의다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상현
● 과제번호

기본 20-20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64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2019년 10월 시범사업을 시행한 울산교 배달의 다리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향후 사업의
효과와 지속 가능한 추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골목 경제 살리기 정책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유휴 문화자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우수사례와 태화강 국가 정원 대표
관광 상품으로 창출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효과분석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사업의 추진력과 외연 확대를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함

연구내용
◎ 울산교 배달의 다리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국내외 골목상권 살리기 사례조사

◎ 배달의 다리 시민 만족도 설문 조사

◎ 배달의 다리 지역경제효과 분석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

◎ 배달의 다리 운영 개선 및 2021년 사업 추진 방안 제시

정책제언
◎ 울산교 배달의 다리 시범사업 성과를 근거로 한 사업 활성화 추진 필요
- 2019년 시범사업 총 6회중 운영 결과,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는 약 9.6천만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안전요원과 지역예술인 등의
일자리 창출도 168명으로 조사되어 지역 골목상권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분명한 효과가 있음
- 배달의 다리 반경 5km 이내의 음식, 쇼핑, 숙박 등의 소비 매출에 대한 빅데이터가 2018년 3개월 평균 26억5,000만 원대에서
2019년 35억2,000만 원대로 32.6%의 증가로 분석되어 중구와 남구의 상권 살리기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시범
사업 기간인 10월의 경우는 26억8,000만 원에서 37억4,000만원으로 39% 증가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열린 공간 선호하는 시민 수요와 영세 골목상권 살리기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 필요
- 현재 코로나19 시대에 열린 공간인 노천카페 방식으로 시민에게 코로나 해방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아마추어 문화예술인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태화강 국가정원의 각종 행사와 연계한 상시 정착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급격히 성장하는 배달경제 상황에 선도적인 대응과 모범사례를 통한 확장성 있는 사업 모색 필요
- 국내 소비 경향이 배달경제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국내 배달음식 시장 2019년 9조7,365억원으로 2018년 5조2,731억원
대비 85% 성장)에서 시장 성장 트렌드에 편승된 울산만의 독특한 사업인 배달의 다리의 특허청 상표등록으로 국내 이슈를 선점
하고 타 시·도 모범사례로 탈바꿈시키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2021년 태화강 국가정원 박람회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2019년 시범사업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흥하는 상시적인 열린 공간 시민제공 사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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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물류 수요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정원조
● 과제번호

기본 20-21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82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북극해 해빙에 따른 북극항로 개발 가능성 증대
◎ 정부는 북극항로 상업이용 활성화와 북극자원시장 선도를 위한 신북방정책 추진중
◎ 민선 7기 공약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 육성’의 일환으로 ‘북방화물 운송 위한 항만 인프라 구축과 북극항로 기반 구축’ 진행중에
있으나 북극항로 이용 울산항 이해관계자 대상 수요조사 미흡한 상태
◎ 따라서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 육성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

연구내용
◎ 북극항로 이론적 고찰 : 북극항로 개념, 북극해 항만 현황, 북극해 개발 현황, 북극항로 필요성 등
◎ 북극항로 동향 분석 : 정부 정책, 국내 정책, 관련 법제도 현황 등
◎ 북극항로 이용현황 분석 : 국가간·연도별 운송량, 운송화물 종류, 북극해 개발 투자현황, 운송량 전망
◎ 북극항로 수요조사 : 북극항로 인지도·기업에 미치는 영향·애로사항·이용 의향·대응방안 등
◎ 북극물류 진출방안 : 포지셔닝, 방향설정, 지원방안 등

정책제언
◎ 울산기업 북극권 진출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
- 북극진출 협의체 구성
- 동남권 기업 북극자원개발사업 진출 정부 건의
◎ 북극항로, 유망화물 발굴 및 사업모델 개발 지원
- 울산시 북극항로 상생T/F 설립
- 울산시 북극연구센터 설치
- 유라시아 연계 북극개발 기본계획(가칭) 수립
◎ 북극물류 및 항로 이용 주도권 확보 위한 거버넌스 확대
- 북극항로 관련 국제 협의체 회의 가입(시, 기업) 추진
- 울산항권역 발전 조례 제정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항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북극항로 이용에 따른 연계 비즈니스 창출 위한 자료로 활용
◎ 정부 신북방정책(항만, 조선, 에너지) 연계 북극항로 진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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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항로 연계 에너지 수송 인프라 구축
- (극지)울산형 에너지 수출기지 조성
- (울산)북극항로 LNG환적 터미널 조성
(울산 글로벌 에너지 허브 연계)
- (극지↔울산)북극해 항만-울산항 복합운송망 구축
◎ 울산항 경쟁력 확보 위한 북극항로 연관 산업 육성
- 울산광역시 북극타운 조성
- 북극항로 관문도시간 우호협력도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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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기본과제

미래자동차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방안
강영훈
● 과제번호

기본 20-22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54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세계자동차산업의 기술전환체계로 진입
◎ 파리조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자동차산업의 ICT화 및 전장화 가속
◎ 울산의 자동차산업도 미래차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변화에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미래차 연구소
-설립 방안 마련이 필요

연구내용
◎ 미래차시장의 대내외 경쟁과 정책 동향
◎ 울산의 자동차산업 정책
◎ UNIST미래차연구소 운영방안
◎ 국내 사례 연구소와 미래차연구소의 비교

정책제언
◎ 지역 내 자동차산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 정부의 미래차정책에 부합하는 특화된 전문연구소
◎ 특화분야의 대규모 예타사업 발굴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화 방안
◎ 성과위주의 R&D로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 기획연구비에 대한 점검과 확인조치 최소화
◎ 지자체가 설립한 연구소의 성공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산학관의 공동노력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향후 UNIST 미래차연구소의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연구소 설립방안 제시
◎ 울산지역 자동차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연구소 운영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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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발전 산업과 지역소재·부품 산업 연계 육성방안
황진호
● 과제번호

기본 20-23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7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원전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중심의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추진
◎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원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주목
◎ 울산 지역내 핵융합 관련 기업의 독보적인 기술을 발굴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 육성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핵융합연구소
분원 유치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연관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제조업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 제시

연구내용
◎ 우리나라는 국가핵융합연구소 주도의 ITER 참여와 함께 국내 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 실험을 통해 얻은 핵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핵융합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을 실증하는 핵융합 실증로(K-DEMO) 건설과 2050년대 핵융합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핵융합산업 생태계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핵융합발전 산업은 아직 전반적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전체 산업분야의
구성과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상황임
◎ 다만, 핵융합발전과 원자력발전 산업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건설 및 운영 분야의 관련 산업체는 핵융합발전소 건설에도 참여 가능
할 것이고, 설계 및 엔지니어링, 건설·시공, 기자재 제조, 정비 및 관련 서비스 등의 분야 산업체는 핵융합발전 시설의 건설·시공·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 필요

정책제언
◎ 울산광역시는 고온초전도 고자기장 자석기술 도약을 활용하여 고온초전도 고자기장 기술을 적용한 핵융합 실증로 소형화를 통해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
◎ 먼저, 고온초전도를 활용한 대형자석을 세계최초로 구현하기 위해 고자장자석 연구소를 설립하고, 다음으로 핵융합 실증로 건설에
필요한 삼중수소 연구, 전기 및 수소생산 연구 등을 통해 Pre-실증로 개발을 추진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핵융합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을 실증하고 핵융합발전소 건설능력 확보하기 위해 핵융합 소형실증로 건설을 추진
◎ 이로써, 현대중공업 등 KSTAR와 ITER 핵융합에너지 연구 참여기업 인프라 및 기술을 연계 활용하여 고온초전도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 확보에 기여하고, 고온초전도 자석 기술 활용으로 2030년대 소형화된 핵융합 실증로 개발을 통해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조기
실현할 것으로 기대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차세대 미래에너지는 핵융합에너지가 주도하고 지역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를 통해 미래에너지 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적
전략 마련
◎ 핵융합에너지 개발 국가정책 로드맵에 따라 고자장자석연구소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으로 울산지역 내 고자장자석 연구소를 유치,
관련 소재·부품·장비 업체 유치 및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핵융합 소형실증로 개발 기술 확보 및 건설·운영 추진안을
마련하여 K-DEMO 건설 유치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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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기본과제

울산 청년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방안 개선에 대한 연구
김상우
● 과제번호

기본 20-24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74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은 청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 청년예술인들은 각종 지원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는 지역 청년예술인에 대한 기존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역 청년예술인들이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 울산 청년예술인의 현황 : 울산의 청년예술인은 약 300~50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울산 청년예술인의 실태 :울산청년예술인들은 울산의 예술시장이 협소하여 예술활동으로만 삶을 영위하기 힘들어 하고 있음
◎ 청년예술가 조사 및 전문가 조사 : 지원방식의 문제점으로는 지원과정의 어려움, 불충분한 지원, 문화의 다양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지원, 서류의 복잡성, 단기지원‧소액지원의 문제점, 획일적인 지원방식, 정산방식의 복잡함, 예산위주의 지원, 초기진입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이라고 응답함
◎ 전문가 인터뷰 조사 : 전문가가 보는 지원의 문제점으로는 청년예술인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과 특이성을 반영하지 못함, 결과물로만
평가하는 것, 작업공간의 문제점, 다양한 장르의 사업 지원이 없음, 공모방식의 일률적인 점 등을 지적함

정책제언
◎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 : 초기의 기초지원에서 단계별로 최후에 독립해서 새로운 청년예술인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
하고도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멘토단 운영 : 청년예술가들의 공모서류접수에서 정산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 지역산업체와의 거버넌스 강화 : 지역 소재의 기업과 청년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조례 제정, 파견제도 실시
◎ 지원의 다양성 제고 : 공모사업 장르의 다양화, 공모기준의 완화, 심사방식의 다양화
◎ 지원 대상의 확대 : 타지역 청년예술인 지원, 울산출신 타지역 청년예술인 지원
◎ 지역청년예술가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 적극적인 정책제안, 광역-대규모 국가 문화예술 사업 참여를 위한 공동체 구성
◎ 융합디지털 콘텐츠 교육 및 생산지원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 청년예술인의 창작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울산 청년예술인들의 지역 정착을 통한 청년문화 활성화
◎ 활력있는 청년문화 제고 및 지역문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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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정책과제
연구원 자체과제로써 새로운
이슈·쟁점사항에 대한 단기 정책개발에
중점을 둔 연구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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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ANNUAL REPORT 2020

주차급지 및 요금조정 방안 연구
김승길, 정현욱, 조미정
● 과제번호

정책 20-01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122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019년 기준 56.6만대 수준으로 매년 자동차 이용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도심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등으로 도시교통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음
◎ 이는 광역시 승격(‘97년) 이후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의 급지체계가 2급지로 주차요금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아 승용차 이용이
조장되어 주차수요관리 및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 미흡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으로 거둬들이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주차장 회계 수지가 날로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산시 전역의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국내 주요 대도시의 주차급지 및 요금
체계를 검토하여 울산시 지역특성에 맞는 주차급지 조정과 이에 따른 주차요금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시함

연구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조사·분석

◎ 국내 주차급지 및 요금체계 검토

◎ 공영주차장 주차급지 및 요금체계 조정방안

정책제언
◎ 국내 주요 대도시의 주차급지 및 요금체계 검토 결과, 울산은 ‘행정동 단위’의 2급지 체계인 반면, 타 특·광역시는 교통혼잡지역, 토지
이용, 대중교통접근성 등을 고려해 ‘면 단위’로 주차급지를 세분화해 3급지 이상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차
요금도 울산보다 1.9~6.0배 높은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운영효율성 제고 및 주차장 회계
수지 개선을 위해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주차급지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안을 마련함
◎ 주차급지 조정은 기존 ‘행정동 단위’ 2급지 체계를 ‘면 단위’의 3급지 체계로 조정하였으며, 교통유발량이 많이 집중되는 도심 상업 및
준주거 지역은 1급지로 설정함. 또한 주차급지 세분화 조정은 1차적으로 면적 접근차원에서 행정동별로 주차급지를 설정한 다음
2차적으로 점적 접근차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이용특성을 고려해 주차급지를 세분화한 결과, 1급지가 42개소, 2급
지가 122개소, 3급지가 65개소로 분석됨
◎ 주차급지 조정에 따른 적정 주차요금 개선은 국내 주요 대도시의 주차요금 수준을 고려해 울산의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준과 시내
버스 요금 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설정하여 분석함
- (대안 1) 울산의 민영주차장 요금 수준으로 기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200% 인상한 대안(대구·인천과 동일한 주차요금 수준)
- (대안 2) 울산의 시내버스 요금 변화 추이를 고려해 기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302.3% 인상한 대안(부산과 유사한 주차요금 수준)
- (대안 3) 대안 1과 대안 2의 중간 수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 대안
◎ 주차요금 대안별 분석결과, 대안 1은 30분 기준 현재 민영주차장과 동일한 요금 수준으로 1급지 1시간 기준 주차요금이 1,900원
으로 분석되어 인천·광주 2,000원, 대전 1,900원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 대안 2·3은 민영주차장 보다 높은 요금 수준으로 1급지
1시간 기준 주차요금이 대안 2는 2,850원, 대안 3은 2,400원으로 인천·광주·대전 보다 주차요금이 높게 나타남
◎ 대안 1은 대안 2·3에 비해 주차요금 인상이 낮아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영주차장과 동일한 요금
수준으로 공영주차장의 운영효율성 제고 및 적절한 승용차 수요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영주차장 요금인상시 대안 1의
주차요금 부과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효율적인 승용차 수요관리 및 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효율성제고 및 주차장 회계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무료 공영주차장의 점진적 유료화 및 무인 주차요금지불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둘째, 불필요한 주차 배회시간 단축을
위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공영주차장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차요금 인상시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위험성 해소를 위한 주·정차금지구역 확대 및 강력한 주차단속체계 확립과 주차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반발이 예상되므로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요금인상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승용차 수요관리 및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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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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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정책과제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이윤형, 이재호, 이주영, 김혜경
● 과제번호

정책 20-02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326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탈시설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립생활을 현실화하려면 이를 위한 지역사회 자립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한 사람의 시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역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범위가 되어야 함
◎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실태를 3년
마다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하도록 함
◎ 울산 거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평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지역사회참여보장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으며 또한,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실태와 욕구를 확인함으로써 지자체 차원의
자립생활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욕구에 기반한 울산형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체계구축에 기여하는 데 있음

연구내용
◎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 2020년 6월 기준,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3급) 중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실태
조사를 실시함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헌고찰 및 각종 2차 자료를 활용
하여 정책 현황, 용어의 정의와 관련 통계 현황을 검토함
◎ 주요내용으로 울산지역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와 욕구를 분석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울산시 중증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일상생활, 소득, 서비스, 여가, 문화, 일자리, 교육, 노후준비, 건강, 주거 등 시민의 보편적 사회
보장영역이 포함됨
◎ 과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장애인 당사자의 초점대상인터뷰(FGI)를 통해 심층적인 욕구와 설문항목
구성을 검토하고 타 시도와 상위계획에 대한 공통적인 방향성을 반영함
◎ 여러 과정을 통해 구성된 항목을 가지고 표집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언함

정책제언
◎ 지역사회 주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화시키고 저상버스 확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 도입 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배려와 장애 친화적 지역 문화환경을 조성함
◎ 장애인 자립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주거 보장은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 생활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물량 확보와 함께 주택구입
또는 임대에 드는 비용 및 주택의 실내·외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
◎ 다양한 방법을 통한 주거공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처를 마련하고, 장애인주택마련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자립생활에 필요한 도움 중 경제적 지원이 가장 큰 욕구로, 취업을 통한 근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별 선호하는 직종,
장애유형별로 선호하는 직종을 차별화하여 직업훈련 및 고용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장애유형별 특성과 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료인력 확보와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장애유형별 특성이
반영된 건강정보제공 방안,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중증장애 의료보장체계가 지역사회에 구축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실태조사 결과가 향후 종합계획수립과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실태와 욕구에 기반한 울산형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체계구축과 지자체 차원의 자립생활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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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수소도시 구축방안 연구
김혜경, 이주영, 조미정, 김형우
● 과제번호

정책 20-03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114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주요국들은 화석연료 중심의 도시 에너지원을 수소화하여 주택·교통 등 도시 전 분야에 활용
하는 수소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울산시도 ‘2030 세계최고의 수소도시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수소사회 선도 지역으로서의 입지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전개
하고 있음
◎ 울산시의 수소도시 정책은 지역내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보는 관점이 강해 유관 정책 사업
또한 경제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음
◎ 그러나 경제ㆍ산업적 효과뿐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수소사회 진입이
가능함
◎ 본 과제를 통해 울산시가 경제산업 분야 수소정책과 함께 균형적으로 추진할 시민생활에 초점을 맞춘 수소도시 기본모델과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
◎ 수소도시에 대한 울산시민의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시민설문조사와 지역 여건 분석 등을 종합하여 수소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과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확산형 수소도시 구현
전략으로 ①사업추진의 경제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공간전략, ②사업추진 동력확보를 위한 연계전략, ③수소체감도시 형성을 위한
시민체감형 사업전략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도시 생활의 핵심인 주거, 교통, 안전 및 시민참여를 위한 인프라 사업 등을 분야별로 전략과 함께 제시함

정책제언
◎ 울산지역은 생활공간 뿐 아니라, 지역내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수소도시를 확장할 필요. 이는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선명히 하며, 깨끗
하고 건강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 고도화를 도모하는 실리적 접근이 될 수 있음
◎ 수소도시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바,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독려할 수 정책수단 마련 필요
◎ 인식조사 결과에서 표출된 구군별 시민들의 인식과 요구의 차이에 주목하여, 구군별 산업기반 및 도시 공간 특성 차이로 인하여 차별화
되는 주민들의 정책요구를 수용한 공간별 맞춤형 전략 모델 수립 필요
◎ 울산시 수소분야 사업은 수소모빌리티 중심의 활용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향후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수소의 공급(생산,
수입)부문 강화 필요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광역시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반영
◎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에 반영

56

2021_울산연구원_연차보고서(내지)_레이아웃 1 21. 2. 1. 오전 11:43 페이지 57

Ⅱ 연구실적 정책과제

외솔 최현배 선생의 얼을 계승한
한글 도시 울산 실현 방안연구
권태목, 김상우, 김상락
● 과제번호

정책 20-04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8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광역시는 울산 출신 외솔 최현배 선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0년 외솔생가 복원 및 기념관을 건립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한글날 즈음에 한글문화예술제를 행하고 있음
◎ 외솔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울산이 그 큰 뜻을 이어받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표면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에
외솔의 정신을 내실 있게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 첫째, 외솔 최현배 선생을 울산의 대표문화인물로 명확하고자 하는 것인데, 시민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울산의 대표인물임을 명확화
하고, 외솔과 울산의 관계성을 단순히 고향이라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나타내고자 함
- 둘째, 외솔 최현배 선생관련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명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명확히 도출하고, 시민
들이 기대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향후 정책수립 방향으로 정하고자 함
- 셋째, 한글도시 울산이 되기 위한 사업방안을 제시하여 한글도시울산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함

연구내용
◎ 외솔의 업적 고찰(선행연구 등 활용)을 통한 외솔 정신 재조명
◎ 관련 법제도 검토
◎ 국내외 사례 (한글관련 공원 및 기념화 사업) 조사
◎ 시민 설문조사(한글도시 실현 방안 및 대상 공간 선호도)
◎ 외솔정신이 살아 있는 한글도시 실현 방안 (세부사업 제시)
◎ 외솔과 한글을 느낄 수 있는 도심공간 조성 방안

정책제언
◎ 첫째, 외솔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외솔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외솔의 학문 연구에 지원이 필요하며, 외솔 학문에 대한 학회
활동을 적극 유치하여야 함
◎ 둘째, 외솔 상징물과 외솔 관련 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행하여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셋째, 한글문화지구와 한글상징거리를 조성하여 시각적으로 외솔을 느낄 수 있고, 한글도시 울산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도심 속에 조성하여야 함
◎ 넷째, 우리 스스로 우리말 선도도시 운동을 적극적으로 행하여, 단순히 행정의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한글도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데 동참하여야 함
◎ 다섯째, 외솔학당을 조성하여 세계 속의 한글도시 울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국립한글박물관과는 차별화되는 한글산업
전시관을 조성하여 색다른 한글관련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광역시 외솔 기념행사 추진 시 반영
◎ 향후 문화예술관련 국비공모사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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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해양치유산업 육성 연구
정원조, 박소희
● 과제번호

정책 20-05

● 연구기간

2020.1.~2020.9.

● 발행사항

2020. 12. (182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현대사회는 고령화 진전, 만성질환 증가, 국민소득 증대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헬스케어’를 선정하고 관련 정책 추진 중
◎ 연안 주요 도시들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해양치유 정책 추진중
◎ 울산지역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해양치유자원과 보건의료를 결합한
치유시설 조성 검토
◎ 전국 연안도시 중 유일하게 수산자원연구소가 없는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관리센터를 두고 훼손된 울연안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

연구내용
◎ 해양치유산업 현황 분석 : 해양치유 개념, 해양치유자원, 해양치유산업, 국내외 해양치유산업 현황 등
◎ 울산 해양치유산업 환경 분석 : 기후환경, 대기환경, 산업/경제환경, 관광산업, 스포츠산업, 연계치유자원 등
◎ 울산 해양치유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모델구상, 비즈니스모델, 도입시설 등
◎ 울산 해양치유 사업화 및 활성화 방안 : 사업화계획, 활성화 방안, 정책제언

정책제언
◎ 울산시 사업의지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 구성
- 해양치유사업 전담 TF TEAM 구성
- 울산 해양치유산업 정책 수립 및 로드맵 제시
◎ 울산 해양치유자원 발굴과 조사·연구 위한 조직 설치
- 울산 해양치유자원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위한 연구조직(수산자원관리센터)
◎ 해양환경과 해양공간의 재생 및 보전계획 수립
- 울산 해양공간을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재생하기 위한 해양환경 및 공간계획 수립
◎ 산·학·연(해양치유센터·대학·병원)의 협력체계 구축
-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치유 효과에 대한 연구체계 구축
- 울산 스포츠 중·고교 및 대학에 해양치유학과 설치 통한 인력 육성
◎ 한국판 뉴딜정책에 부합하는 해양치유사업 발굴
- 울산 산업 역량을 활용한 해양치유를 위한 플로팅 아일랜드 개발과 드론 모빌리티를 이용한 해상운송 시범 운항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시 해양치유자원 여건 분석 통한 지역특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 해양치유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해양수산부 해양치유 공모사업 신청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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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연구
변일용, 황진호, 권태목
● 과제번호

정책 20-06

● 연구기간

2020.2.~2020.9.

● 발행사항

2020. 12. (109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504개로 전국의 2.1% 수준에 그침
◎ 울산의 사회적경제 여건이 타 도시와 비교해서 그 규모가 적은 것은 낮은 인식수준과 자생력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임. 이는 재정투입에
대한 비판적 시각, 공동체 의식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부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낮은 인식과 취약한 제도적 기반 등이 인식
확산에 장애로 작용
◎ 또한, 금융 접근성 취약,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인프라 부족, 판로 개척 및 유통 체계 부족, 판로‧마케팅 지원 공간, 전문
인력 등 미흡
◎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조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필요
◎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판로‧R&D‧디자인‧네트워크 등 전주기적 성장 및 이업종 연계, 제품‧서비스 질 개선 등 혁신 지원이 필요

연구내용
◎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필요성 및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인식수요조사

◎ 후보지 검토

◎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정책제언
◎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임. 울산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504개로 전국의 2.1%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낮은 인식수준과 자생력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임
◎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조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울산지역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로 혁신타운 조성하기 위한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건축설계 및 도입기능, 운영방안, 지속적인 운영계획 등을 포함함
◎ 그러나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울산시와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확정하여야 하나 여러 이유로 후보지 결정을 하지 못하였음. 본 연구의
결과는 대상지 선정을 위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연구가 집중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후보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음
◎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유효한 후보지가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후보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은 울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호 교류 및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 기반 구축 가능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기술, 정보, 비즈니스 등의 혁신구축 공간마련
◎ 사회적경제 인력확보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 기능 확보
◎ 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

59

2021_울산연구원_연차보고서(내지)_레이아웃 1 21. 2. 1. 오전 11:43 페이지 60

URI ANNUAL REPORT 2020

2021 태화강 국가정원산업박람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이상현, 이재호, 김상우, 김희종, 박남기, 유영준
● 과제번호

정책 20-07

● 연구기간

2020.4.~2020.9.

● 발행사항

2020. 12. (107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2005년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시작으로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부활한 태화강이 2019년 7월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산업박람회 개최의 기본계획 수립임
◎ 본 연구는 2021년 태화강 국가정원산업박람회 개최에 요구되는 계획의 필요성·경제성·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2021대한
민국정원산업박람회 개최유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동시에 향후 정부승인과 예산 확보를 얻어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본
사업 계획서 작성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 태화강 정원산업박람회의 주제설정, 행사장별 주제 및 콘텐츠 구성계획
◎ 행사장 구성계획, 행사에 필요한 제반시설 배치/구상계획
◎ 컨퍼런스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기념품 제작계획
◎ 전시 및 기타 시설 운영/관리계획, 교통 및 편의시설 수요 예측, 행사 개최비용 산정 등
◎ 단계별 홍보계획, 관람객 및 기업 유치 계획 등

정책제언
◎ 2021년 태화강 국가정원산업박람회는 울산시 환경 및 그린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매년 추진체계로 구성하고 코리아가든쇼를 동시
개최하여 태화강 국가정원 자리매김 및 울산의 브랜드 가치 제고
- 2021. 10월 개최되는 태화강 국가정원산업박람회는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에 사업비 20억원, 참가인원 50만명을 목표로 사업추진
- 박람회 개최로 소비 창출 549억원, 취업 유발 1천404명, 생산 유발 1천137억원, 부가가치 유발 411억원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태화강 국가정원산업박람회의 주제는 ‘정원의 벽을 허물고, 시민의 삶속으로’이며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언택트) 프로그램 구성 계획 수립에 포함시킴
◎ 울산 태화강 제2호 국가정원 지정을 기념하여 2028년 국제정원산업박람회 유치를 목표로 추진 계획 설정 제안함
◎ 태화강 국가정원산업박람회는 정원문화 공유 확산으로 정원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뿐만아니라 산업 도시를 넘어 생태
관광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정원 관광 자원화 및 상품화를 위한 컨셉 설정을 제안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2021년 산림청 국비와 울산시비를 포함 20억 규모로 사업추진 확정
◎ 울산의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및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정원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 2021년 태화강국가정원 산업박람회 실시설계 추진시 본 정책과제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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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4)
손수민
● 과제번호

정책 20-08

● 연구기간

2020.5.~2020.11.

● 발행사항

2020. 12. (20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시는 2013년 태화강이 ‘생태관광지역’ 지정(환경부), 2019년에는 국가정원으로 지정(산림청)된 생태관광자원을 갖춘 도시이며,
생태관광 여건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19.11.7.)하여, 울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수립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울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생태관광’ 산업 추진을 통해 울산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 생태관광의 이해를 위해 개념 및 정의와 원칙 그리고 생태관광의 기회 및 위협 요소 등을 검토함
◎ 생태관광의 여건 분석 및 동향을 파악하고, 환경부 및 부처별 생태관광 정책과 사업을 살펴봄으로써 울산의 생태관광 동향과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울산 생태관광 SWOT 분석을 실시함
◎ 비전은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 백신, 생태관광도시 울산’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와 사회경제적인 울산 뉴딜 생태관광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고, 7대 추진전략을 세움
◎ 7대 추진전략은 태화강 생태관광지 개선사업과 생태관광 거점센터 조성 등의 태화강 생태관광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생태
관광지 발굴 및 지오트레일 개발과 철새관광 기반조성사업 등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
◎ 그리고 생태관광 교육 및 해설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활용 및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안내시스템 구축으로 통합안내
시스템 자원관리 및 탐방 예약제를 운영함
◎ 주민과 생존하는 생태 관광 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생태호텔 조성과 생태 마을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생태관광 BI 구축과 생태
관광상품을 개발 등으로 생태관광 가치 증진을 위한 이미지를 구축함
◎ 스마트 관광 정책 추진으로 철새 이동 데이터베이스 및 생태관광 DB를 구축과 생태관광 운영을 위해 지원 조직을 체계화하고, 국제
협력방안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끝으로 울산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추진(2021~2024)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함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울산 생태관광 활성화 7대 추진 전략에 따라, 77개 세부사업으로 제안된 사업들은 부처별 동향 및 법적 사항을 살펴보고,
사업의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정책사업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울산의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4)을 근거로 정책 결정과 예산확보에 활용하며, 매년 시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
함으로써 ‘생태관광도시, 울산’의 면모를 갖추는 계기를 마련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021~2024)으로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의 중앙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국비 사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함
◎ 비전으로 제시한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 백신, 생태관광도시 울산’을 실현하고, 울산의 생태계 지속성, 사회적 지속성과 경제적
지속성의 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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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UAM) 육성 방안 연구
김문연
● 과제번호

정책 20-09

● 연구기간

2020.5.~2020.11.

● 발행사항

2020. 12. (114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교통체증에 따른 사회적 손실 증대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세계 여러 기업은 미래형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 이와 같은 문제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매진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NASA, Uber, Airbus 등이,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한화시스템 등이 UAM 개발과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음
◎ 많은 지자체가 UAM 산업 육성 경쟁에 뛰어들어 우리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연구내용
◎ 주요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기체는 VTOL 유형 UAM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Porsche Consulting에 따르면, 승객용 UAM 수는 비관적인 추정치로 2035년 15,000대, 낙관적 추정치로 43,0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기준, 넓은 정의의 UAM 산업은 전국이 사업체수 21,135개, 종사자수 263,772명이고, 울산은 사업체수 467개, 종사자수
7,085명임
◎ 2016년 다보스 포럼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드론을 포함한 무인비행기 개발 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정책제언
◎ 비전은 ‘Green UAM City 울산’임. 여기서 Green 은 환경 친화성을 의미하고, 울산이 UAM 산업 및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목표는 ‘UAM 연구개발·생산 거점 조성’임. 현재 UAM은 연구개발 단계에 있지만, 어떤 도시가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지가 가장 중요함
◎ 슬로건은 ‘RAIN’임. 주력산업의 장기침체라는 난관을 극복하는 새로운 단비(rain)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임
◎ 전략은 선택과 집중, 독창성, 개방성, 연계성 및 지속성으로 구성됨
◎ R: UAM 핵심부품 개발 및 세제품 제작 지원, UAM용 전기 및 수소충전시스템 개발 추진
◎ A: UAM 산업생태계 구축, 울산 기업의 UAM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 I: 울산광역시 UAM 융합기술 지원센터 건립, 울산 UAM 클러스터 조성
◎ N: 울산 UAM 허브 조성, UAM 선도 전문 인력 양성 등임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UAM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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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정책과제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이윤형, 김상우, 이주영, 김혜경
● 과제번호

정책 20-10

● 연구기간

2020.3.~2020.11.

● 발행사항

2020. 12. (121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겪는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점차 사회와의 연대가 약화되어감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취·창업 지원정책 뿐 아니라 문화·여가 등 보다 본질적인 청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청년 유출에 대응 등 울산의 지속성을 보증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라는 공급자 중심의 일자리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청년문제를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유형화하고 청년의 삶 전반을 다각도로 접근·분석
하여 청년이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울산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서 청년들의 현재 삶과 욕구에 대한 종합적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며,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확인함으로써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향후 청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연구내용
◎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 2020년 6월 기준 울산에 거주하는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헌고찰 및 각종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 현황, 용어의 정의와 관련 통계 현황을
검토함
◎ 울산거주 청년 실태와 욕구를 분석하여 향후 청년정책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울산시 청년의 사회경제적 특성, 삶의 질,
취업과 역량강화, 문화와 여가, 주거, 정책참여 등 시민의 보편적 사회보장영역이 포함됨
◎ 과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청년당사자의 초점대상인터뷰(FGI)를 통해 심층적인 욕구와 설문항목구성을
검토하고 타 시도와 상위계획에 대한 공통적인 방향성을 반영함

정책제언
◎ 청년의 다양성과 재능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공간과 자존감, 정서적 안정 등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활동자립 활성화와
지역사회 청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여 청년이 점차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이 되지 않도록 부채극복,
학자금 이자 보전, 청년수당 등 청년 생활 안정지원정책을 실시함
◎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과 임대료 지원, 공공주택 공급유형 확대, 청년주택 금융지원 등 청년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입지에 정주시설을 갖춘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
◎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SNS, 블로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나 창구를 다양화
-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은 청년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고용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청년에게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청년인재양성 및 능력의 개발과 창업 등 성공기반 확대를 지원함
◎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와 종합적인 라이프플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청년창업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창업 이전에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창업 교육이 필요함
◎ 청년문화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고 청년문화공간확보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의 유무가 청년문화 성패에
주요한 열쇠로 작용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실태조사 결과가 향후 청년정책수립과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되는 데 기초자료가 되도록 단순 실태조사를 벗어나 울산 거주 청년이
희망하는 욕구가 포함됨
◎ 욕구에 기반한 울산형 청년지원체계구축과 지자체 차원의 청년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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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기획과제
연구원 자체과제로써
울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중점을 둔 연구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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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ANNUAL REPORT 2020

포용도시 울산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이은규, 변일용, 정현욱, 황진호, 이주영, 김상우, 이윤형, 김혜경, 마영일, 김승길, 권태목,
윤영배, 지은초, 김형우
● 과제번호

기획 19-01

● 연구기간

2019.4.~2020.1.

● 발행사항

2020. 2. (164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등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으며 2000년대 들어 사회적 차별(배제)과 갈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국제기구 및 세계 주요도시들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문제가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논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으로 정책적 대응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지속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문제가 멀지 않은 시점에 울산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울산형’ 포용도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연구내용
◎ 포용도시에 대한 개념,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 내용, 해외 주요 도시 및 서울시의 정책 대응 사례 조사 등
◎ 도시의 포용성 측정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울산형 포용도시의 개념 정의, 도시의 포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선정 등
◎ 포용 지표를 통한 포용성 진단, 설문조사를 통한 울산시민들의 도시 포용성에 대한 인식 조사 등
◎ 울산의 도시 포용성 진단결과, 시민인식조사 결과에 근거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제언 제안

정책제언
◎ 시민인식조사결과 울산의 도시 포용성 중 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민들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적 포용성분야 정책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추진할 전담기구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인적 포용성(경제적 역량, 사회적 웰빙), 공간 포용성(주거생활 서비스, 공공인프라 접근성), 거버넌스 포용성(시민참여, 투명성과
책임)으로 구분하여 정책제언 제시
◎ 경제적 역량 분야에서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혁신인력(R&D)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이 필요
◎ 사회적 웰빙 분야의 경우 공공의료 접근성 및 의료인프라 확대, 구·군별 의료격차 해소가 필요하며 문화시설 확보와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 주거생활 서비스 분야는 기존 시가지와 주변 지역간 불균형 해소, 농촌지역 정주안정화 정책 마련, 대기오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
◎ 공공인프라 접근성 분야에서는 교통약자 배려, 지역별 응급, 소방 등 취약지역 접근성 개선, 구·군별 맞춤형 관리대책 수립을 통한
지역안전도 향상 대책이 필요
◎ 시민참여 분야의 경우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투명성과 책임분야는 공공분야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의 도시포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선정된 포용도시 지표체계를 활용하여 포용성이 낮은 분야의 정책발굴, 주기적인 측정을 통하여 울산의 도시포용성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마련에 활용
◎ 정부의 포용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중앙정부 사업 추진 시 사업참여, 국비확보 등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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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기획과제

관광도시
울산을 위한
‘와우(WOW)’
프로젝트
관광도시
울산을
위한‘와우(WOW)’프로젝트
임진혁, 이상현, 변일용, 배은경, 이주영, 김희종, 김혜경, 조미정, 유영준, 한새롬
임진혁, 이상현, 변일용, 배은경, 이주영, 김희종, 김혜경, 조미정, 유영준, 한새롬
● 과제번호

기획 19-02

● 연구기간

2019.1.~2020.1.
2019.9.~2020.1.

● 발행사항

2020. 2. (95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의 태화강은 과거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경제개발시대 속에 공업도시, 공해도시를 상징하는 죽음의 강이라는 오명을 받았지만,
2005년 울산발전연구원의 ‘태화강 마스터플랜’, 2019년 ‘시민의 꿈 태화강 프로젝트’ 같은 종합계획과 울산광역시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도시 울산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음
◎ 2019년 7월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은 태화강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태화강 천혜의 수변
휴식공간이며 힐링공간으로 향후 외부 관광객의 방문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태화강 살리기의 성공자산과 국가정원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체류형이며, 관광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체감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아래 연구되고 사업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태화강의 생태적 가치와 친환경적 브랜드 가치를 보전하면서 지역 먹거리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아이템 개발과 제안을 통해 향후 시민들이 체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정책 사업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
◎ 울산발전연구원 자체 정책 제안서 작성
- 민선7기 체감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울산시 싱크탱크 울산발전연구원의 정책 제안서로 향후 사업별 울산광역시청 담당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 구상 개념
◎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아이템 제시
-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감형 관광상품 아이템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정 정책제안서
◎ 단기 및 중·장기계획 수립
- 민선7기의 종료시점인 2022년 목표의 계획으로 2019년부터 추진이 가능한 실천사업을 중심으로 단기계획을 수립하고, 2040년
목표의 중·장기 계획으로 향후 여건변화, 사업의 적정성, 재원 등을 고려하여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중장기 사업 중심으로 중·
장기계획을 수립함

정책제언
◎ 15대 핵심사업 제안
- 태화강 관련 사업(9개): 태화강 골리앗크레인 랜드마크 및 짚라인 설치, 태화강 베리끝 콤플렉스, 태화강 샛강 아이콘 개발, 태화강
수상레저 활성화, 태화강 용금소 스카이워크, 대나무 공예학교, 태화강 스카이뷰, 태화강 힐링센터 및 반구대 둘레길 조성, 태화강
환상형 둘레길
- 그 밖에 사업(6개): 친환경 수소차 하이로드, 도산성전투박물관 건립, 풍찬노숙 의변의 길 야영장, 봉수대박물관 건립, 경영인 기념관
건립, 울산만 연안 관광활성화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국가정원 진흥계획’의 내실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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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도시
울산’을 울산’을
위한 방향과
연구 연구
‘정원도시
위한 추진전략
방향과 추진전략
정현욱, 변일용, 이주영, 김승길, 권태목, 윤영배
정현욱, 변일용, 이주영, 김승길, 권태목, 윤영배
● 과제번호

기획 20-01

● 연구기간

2020.4.~2020.12.

●
●발행사항
발행사항

2020.
2020.12.
1. (150p)
(12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광역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계기로 “정원도시 울산”을 표방하고 있으나, 주로 태화강 국가정원과 그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
◎ 태화강 국가정원 이외 다양한 공간적 권역을 포함한 울산 전체를 대상으로 정원화방안 모색 필요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지역의 공원 및 녹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정원도시 울산(The
Garden City ULSAN)”은 상당한 의미가 있음
◎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를 정원도시로 명명하기 위한 대안 모색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연구내용
◎ 정원도시 관련 문헌고찰
◎ 정원도시 관련 도시여건 분석
◎ 관련계획 및 설문조사
◎ 비전 및 목표
◎ 정원도시 울산 공간구상 및 권역구분
◎ 추진체계

정책제언
◎ 울산광역시 전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거점 녹지축 및 특화사업 제안
- 중남구: 거점녹지축(공업탑로터리~태화강역), 태화강역광장-삼산로 지상녹지공원 조성, 특화 공중정원 조성, 교량정원 조성, 수직
정원 조성, 커뮤니티정원 조성, 공공건물 특화정원 조성, 스토리가 있는 태화강정원 조성사업
- 동구 : 거점녹지축(봉수로: 시리성삼거리~문현삼거리), 도시숲(그늘숲) 조성, 학문로 학교숲 조성, 공동체 정원조성
- 북구 : 거점녹지축(효문역~울산시계), 친환경 생태정원 조성, 옥상텃밭정원 조성
- 울주서부 : 거점녹지축(언양시장~KTX 울산역),작괘천 자전거도로 조성, 공공기관 건물외부 정원화 사업
- 울주남부 : 거점녹지축(옹기문화마을~남창공원), 남창천 자연산책로 조성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람길 분석(2020) 등 관련 계획에 사업 반영 가능
◎ 정원도시 관련 국가공모사업에 본 사업의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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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WOW)’프로젝트
시즌Ⅱ
‘와우(WOW)’프로젝트
시즌Ⅱ
임진혁, 이상현, 변일용, 배은경, 김상우, 이주영, 김희종, 김혜경, 조미정, 손수민, 유영준
임진혁, 이상현, 배은경, 변일용, 김상우, 이주영, 김희종, 김혜경, 마영일, 조미정, 손수민, 유영준
● 과제번호

기획 20-02

●
●연구기간
연구기간

2020.4.~2020.12.
2020.4.~2020.12.

●●발행사항
발행사항

2021.
2020.1.12.
(p)(17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018년 출범한 울산광역시 민선 7기 지방정부의 7개 성장다리 (7 BRIDGE) 전략의 핵심사업인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관광
활성화 및 실현 가능한 킬러 콘텐츠 발굴 연구가 필요함
◎ 2019년 본 연구원에서 ‘관광도시 울산을 위한 와우(WOW) 프로젝트’ 시즌 Ⅰ을 통해 태화강 관련 9개 사업을 포함한 총 15대 핵심
사업을 울산광역시 담당 사업부서에 제안한 바 있음
◎ 본 연구는 기존 시즌Ⅰ에서 제시한 15개 핵심사업에 신규사업을 추가 제안하고 동시에 시민공감대 형성 및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단기 및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울산광역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 제시된 21개 추진사업은 단기사업, 중장기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구분되며 단기사업은 민선 7기의 종료 시점인 2022
년 목표의 계획으로 2021년부터 추진 및 예산확보가 가능한 실천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중장기사업은 2040년을 목표로 향후 여건
변화, 사업의 당위성, 재원 등을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함. 그리고 신규사업은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사업
으로 2022년까지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을 목표로 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단기사업은 울산 두루미를 매개로한 태화강 아이콘 개발사업, 버드아이즈 가든 조성 사업(백리대숲 하늘길 조성),
대나무 공예학교 사업, 북구 일대 기박산성을 중심으로한 풍찬노숙 의병의 길과 야영장 조성사업 그리고 태화강 사계절 축제(여름) 등
5개 사업으로 2022년 예산확보 및 사업이 확정된 사업임
◎ 중장기 사업은 태화강 베리끝 콤플렉스 사업, 태화강 수상레져 활성화 사업, 태화강 카페보트 조성 및 운영사업, 태화강 힐링센터 조성
사업, 태화강 환상형 둘레길 조성사업, 태화강 스카이뷰 사업, 친화경 수소차 하이로드사업, 도산성 전투박물관 건립사업, 봉수대 천전리성
관광자원화 사업, 경영인 기념관 사업 그리고 울산만 연안관광 활성화 사업, 태화강 익스트리밍존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임
◎ 신규사업은 미산딸나무를 활용한 식재 및 축제사업, 태화강 샛강 힐링 공간 조성사업, 떼까마귀 휴식처 전신주 활용사업 그리고 태화강
사계절 축제 발굴사업 등 4개 사업임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제안된 사업은 민선 7기 체감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울산시 싱크탱크 울산연구원의 정책 제안 사업으로 향후 구체적인
세부사업 계획서 수립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함
◎ 연구를 통해 제시된 사업은 비법정 제안사업으로 향후 법정계획 수립 시 포함시켜 추진하거나 정책 결정을 통해 예산확보에 필요한
논리 및 방향 제시에 활용될 필요가 있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2022년 울산 두루미를 매개로한 태화강 아이콘 개발사업, 버드아이즈 가든 조성 사업(백리대숲 하늘길 조성), 대나무 공예학교 사업,
북구 일대 기박산성을 중심으로 한 풍찬노숙 의병의 길과 야영장 조성 업 그리고 태화강 사계절 축제(여름) 등 5개 사업이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이 확정됨
◎ 향후 중장기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논리 개발 및 예산확보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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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시도정 방향과 과제 : 울산편
정현욱
● 과제번호

기타 20-01

● 연구기간

2020.8.~2020.12.

● 발행사항

2020.12.(3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전국시도연구원 협의회의 시도연구원의 공동연구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도정(울산)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가 목적

연구내용
◎ 산업경제분야의 방향과 과제 제시
◎ 도시·교통·물류분야의 방향과 과제 제시
◎ 사회·문화분야의 방향과 과제 제시

정책제언
◎ 산업·경제 : 산업구조의 다각화 및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구축
- 친환경, 자율주행 등 미래차 중심 산업구조 전환 촉진과 5G 기반의 스마트 조선 구축, 글로벌 에너지산업 재편에 따른 포트폴리오
다각화 추진
- 울산 바이오헬스산업 제도개선 시스템 마련 및 병원 중심 의료기기 산업생태계 구축, 현장실무형 바이오 인력 양성 및 유망 스타트업
육성 기반확충
◎ 도시·교통·물류 : 생활권 중심의 공간정책과 녹색교통 인프라 확장
-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계획 수립 시 거점 공원과의 기능적 연계를 반영하고, 생활권 위계별 공원 및 녹지체계 구축
- 보도권(생활권) 단위에서 최소한의 자족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배치하는 울산광역시 ‘정주생활권계획’ 수립
-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통한 스마트 물류배송체계 구축
◎ 사회·문화 : 비대면 및 플랫폼 기술로 문화사회 교류증대
- 문화예술인 ‘디지털 교육’ 실시 지원 및 디지털 공연을 위한 인프라 조성, 울산예술인 ‘디지털 가상공동체’ 구축
- 통상교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국내 및 해외기업 유치지원 강화, 비대면 디지털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울산광역시의 과제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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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울산광역시 또는 관련 기관의
업무협조 요청에 의해 사안검토, 심사, 정책자문 등
단기간에 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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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심사 대응
김혜경
● 과제번호

현안20-01

● 연구기간

2020.1.~2020.3.

● 발행사항

2020.3.(48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R&D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 필요
◎ ‘20년 상반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필요한 각종 대응 방안 마련

연구내용
◎ 지역의 강소특구 유치 충분성 (지방정부의 노력 등)
◎ 지역의 강소특구 유치 타당성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 등)
◎ 배후공간 설정 타당성 및 활용계획 적정성
◎ 기술핵심기관 역량 분석
◎ 기타 강소특구 지정 대응방안 자료 작성

정책제언
◎ 연구개발 촉진지구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이전사업화지구인 반천산업단지, 창업생산지구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일원에
총 면적 3.01㎢로 조성
◎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우수한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탄소섬유 등 초경량 신소재와 미래형 전지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화
분야는 미래형 전지로 제시
◎ 삼성에스디아이(SDI) 등 대기업과 민간투자를 연계한 `씨-이노스트리(Cell-Innovation industry) 클러스터` 조성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강소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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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산정 수요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지은초
● 과제번호

현안20-02

● 연구기간

2020.2.~2020.3.

● 발행사항

2020.3.(3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보통교부세는 국세 위주의 조세배분에서 비롯된 중앙과 지방의 Vertical imbalance를 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National Minimum을
구현하는데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재정조정제도라 할 수 있음
◎ 보통교부세는 매년 산정방식을 역별 재정수요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를 개선해 오고 있으나 지역별
재정수요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의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필요

연구내용
◎ 보통교부세 현황 및 산정방식 구조 분석
◎ 기초수요 측정항목(4개 항목 16개 세항목), 보정수요 등을 분석, 우리시 여건에 유리한 재정수요 발굴
◎ 행정적, 법률적 개선사항 제시
◎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방안 제언 등

정책제언
◎ 보통교부세 수요발굴 방안 제시
◎ 기초수요 산정 시 인구수 차이에 의한 규모격차 과대(인구관련 수요 및 면적관련 수요 반영비율 편중): 장기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특·광역시와 도를 분리하여 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에 입각하면 울산광역시가 가지는 상대적인 유리함이 작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인구와 면적만을 따로 분리하여 계상하는 것이 전체적인 논리로는 맞지
않을 수 있음
◎ 상주인구에 의한 인구보정 개선: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는 실제 거주하는 상주인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실제 거주인구
기준 수요 반영이 필요
◎ 경제자유구역관리비 산정방법 설명변수 개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자유
구역관리비의 개설이 필요하며,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에 대한 실적에 대한 연단위 평가와 이를 위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관리비의 개설이 필요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광역시 보통교부세 산정 업무추진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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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공동주택 개발밀도 기준 개선방안 연구
정현욱, 김승길
● 과제번호

현안20-03

● 연구기간

2020.2.~2020.4.

● 발행사항

2020.4.(3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용도지역별 개발밀도가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
◎ 특히 준주거지역내 순수 공동주택 건설 시 적정 개발밀도 기준 제시를 목적

연구내용
◎ 울산광역시 용도지역별 공동주택 개발밀도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밀도와 비교하여 울산
광역시는 어느 단계에 있는 지를 파악
◎ 울산광역시 내 준주거지역의 일반적 현황 및 유형별 특성 파악, 이를 통한 준주거지역 용적률 적절성 검토
◎ 울산광역시 준주거지역내 순수 공동주택의 적정 개발밀도 대안 제시

정책제언
◎ 울산광역시 용도지역별 공동주택 개발밀도는 준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조사
◎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개발밀도의 경우, 울산 250%로 가장 낮은 용적률을 부여,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350%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준주거지역 입지조건에 따라 용적률 증가에 따른 조망비율, 일조권 등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주거지역에서
순수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350%로 완화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
◎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건립 시 기본 용적률 35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활용
◎ 준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적정 개발밀도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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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글로벌 에너지 포럼 육성 전략 구상
이경우, 박재영, 김근아
● 과제번호

현안20-04

● 연구기간

2020.2.~2020.5.

● 발행사항

2020.5.(3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재생에너지 3020 실현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신산업 성장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울산만의 ‘국제에너지포럼’을 구성
하여 ‘글로벌 에너지허브도시’를 실현하고자 함
◎ 「2020년 국가예산 확보대책보고회」시, ‘세계 에너지 포럼’을 기획·개최하여 글로벌 에너지 허브도시 실현 당부(2019. 3.5 시장님
지시사항)

연구내용
◎ 국내외 에너지 관련 행사 개최 현황 분석

◎ 행사개최방법조사(전담조직 혹은 추진체계 현황 등)

◎ 울산의 도시여건에 맞는 에너지 포럼 비전 및 방향 마련

◎ 추진전략 및 방향(개최시기, 방법, 추진체계, 특화방법 등)

◎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연계 전략 방안 제시

정책제언
◎ 조직도: 사무국장 1명(울산연구원 겸직) 및 분야별 담당자 3명
(전문위원 신규채용)으로 구성

◎ 울산연구원 혁신성장연구실 내, ‘울산 국제 에너지 파트너십
포럼 사무국’ 설치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연구성과를 토대로 「울산 글로벌 에너지 포럼」 추진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허브도시 울산’ 브랜드 구축 및 울산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또한,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최신 정보 및 미래 트렌드를 공유하고 울산 에너지 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국제도시로의 도약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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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업 마케팅 플레이스 운영사례
황진호
● 과제번호

현안20-05

● 연구기간

2020.3.~2020.3.

● 발행사항

2020.3.(35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자동차는 이동수단을 뛰어 넘어 문화관광 사업 수단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외 자동차기업 대부분은 서울 및 수도권
에서 모터스튜디오, 드라이빙센터 등 문화사업장을 마케팅 플레이스로 활용
◎ 기업의 새로운 고객 커뮤니케이션 방식인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 : Information + Entertainment) 체험공간으로 마케팅 플레이스
확대 추세
◎ 울산은 세계 최대 규모 단일공장이 위치한 자동차 생산도시지만 자동차 마케팅 플레이스 전무한 실정
◎ 자동차 생산과 문화를 함께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케팅 플레이스 유치 필요성 검토

연구내용
◎ 한국 및 해외 주요 자동차기업 마케팅 플레이스 운영사례
- (해외) BMW Museum, BMW Welt, Mercedes Benz Museum, Volkswagen Autostadt, Toyota Megaweb, Henry Ford Museum
- (국내) BMW Driving Center, 현대 Motor Studio, 기아차 BEAT 360
◎ 자동차기업 마케팅 플레이스가 지역사회공헌(CSR)로 접근한 사례
- UN SDGs(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 현대자동차그룹
◎ 자동차 마케팅 플레이스 울산시 적용방안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단순히 분공장에 지나지 않고 전사적 차원에서도 울산이 갖고 있는 입지적 역사성과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울산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현대자동차그룹의 사회공헌 핵심 사업영역과도
직접적으로 부합되지 않음
- ‘자동차와 문화ㆍ관광’의 융합은 기존의 제품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므로 지역 자동차산업 위기 타개의 돌파구로 활용
- 울산에서 자동차산업의 서비스화는 일자리 창출과 방문객 유치,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으로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정책제언
◎ 현대자동차 전시관 유치
- 울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현대자동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현대자동차 전시관 유치
◎ 모터스튜디오 또는 드라이빙센터 유치
- 모터스튜디오는 현대자동차 전시관 건립 등 타 시설 유치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 제고
- 울산의 현대차 드라이빙센터는 N 모델 차를 대상으로 울산공장의 주행시험장 활용한 프로그램에 특화하는 전략 검토
◎ 출고서비스(Handover Service) 고도화
- 울산 출고센터의 기능 일부를 현대자동차 전시관의 개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함으로써 전시관의 복합기능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
극대화 가능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과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미래과학공원 조성 사업에 현대자동차의 기술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전시관 유치(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기업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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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
이주영
● 과제번호

현안20-06

● 연구기간

2020.3.~2020.6.

● 발행사항

2020.6.(155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산업단지가 지역 제조업 생산 및 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여 지역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가동률 및 고용여력 하락, 입주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지역에서 노후산업단지와 연계산단, 주변지역을 연결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부처별
협업예산 사업을 지원하는 산단대개조의 사업추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혁신계획을 수립함

연구내용
◎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안) 작성
◎ 실무 TF 의견수렴 및 활동 지원
◎ 현장실사 및 심사평가 등 국가 공모 심의평가에 대응

정책제언
◎ 산업단지 대개조 비전 및 목표 : 혁신과 미래, 안전하고 행복한 일자리 거점 육성
◎ 제조혁신 및 투자활성화, 산단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산단인프라 개선 및 경제권 정비, 안전한 친환경 산업단지 기반 확립 제언
◎ 온산국가산업단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및 우정혁신도시의 사업구역 설정
◎ 목표 및 전략별 세부사업 제안
-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등 34개 사업 제안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공모사업 제안서로 제출
◎ 산업단지 중심의 국비지원 패키지 사업 발굴
◎ 내년도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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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성을 고려한 유치대상 공공기관 검토
정현욱, 김승길, 조미정
● 과제번호

현안20-07

● 연구기간

2020.3.~2020.6.

● 발행사항

2020.6.(99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혁신도시 시즌2는 이전 완료된 공공기관의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혁신도시 시즌2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신성장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이 적극 고려 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울산시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 울산혁신도시의 성과 및 시사점
◎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검토
- 유치대상 공공기관 현황 및 특성
- 유치대상 공공기관 파급효과 검토

- 유치대상 공공기관 이전 타당성 검토
- 유치대상 공공기관 유치전략 제시

정책제언
◎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따른 유치대상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으로
선정
◎ 추가이전에 따른 효과 중 인구적 효과는 “전입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증가”와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고용증가 효과”를
파악. 전입인구에 따른 인구증가 효과는 10개 공공기관이 울산 지역에 이전할 경우 총 3,281명의 인구 증가 예상. 지역인재 채용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는 7개 공공기관이 울산에 이전할 경우 총 381명의 고용증가 예상
◎ 경제적 효과는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지방세수 증가”와 “지역내 소비지출로 인한 지역내수 증가효과”를 분석.법인지방소득세
징수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효과는 7개 공공기관 총 24억원, 개인지방소득세 징수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효과는 7개 공공기관 총
13억원. 지역내수 증가효과는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지역내 소비지출액은 총 1,674억원으로 조사, 지역물품 우선구매에 따른 소비
지출액은 총 92억원 정도로 나타나, 지역내수 증가효과는 총 1,767억원 정도로 추정
◎ 사회문화적 효과는 정성적 효과로 “지방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 효과”, “지역 매력도·인지도 제고 및 국제화 효과” 그리고 “지역
특화 효과”로 정리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기초 자료로 활용

80

2021_울산연구원_연차보고서(내지)_레이아웃 1 21. 2. 1. 오전 11:43 페이지 81

Ⅱ 연구실적 현안과제

태화강 유출특성 분석을 통한 국가정원 관리방안 수립
윤영배
● 과제번호

현안20-08

● 연구기간

2020.4.~2020.6.

● 발행사항

2020.6.(34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 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형 태풍과 집중호우 등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 지난해 울산지역에 잦은 태풍 내습 등으로 태화강 상류 댐의 월류와 태화강 국가정원의 침수가 자주 발생함
◎ 호우로 인한 태화강 유출특성과 하천 수리거동 특성 등을 분석하여 태화강 국가정원의 침수대비 등 관리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연구내용
◎ 태화강 국가정원 침수해석 및 검토
- 기존자료 검토와 1차원 하천수치해석(HEC-RAS 모형)을 통한 국가정원 구간 침수발생 케이스 검토
- 침수량 발생시점(삼호교)의 홍수량 및 강우량 추정
◎ 상류댐(사연댐)과 연계한 태화강 국가정원 관리방안 검토
- 상류댐 운영 상태에 대한 시나리오별 침수가능 강우량 추정
- 기상청 예보 강우량을 활용한 침수발생 가능성 예측

정책제언
◎ 비구조적 대책 : 관계기관 간 협력
- 사연댐, 대곡댐, 대암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와 여름철 댐수위 조절을 위한 협력 필요
◎ 구조적 대책 : 침수방어 시설물 설치
- 저빈도 강우 시 국가정원 침수방지를 위한 실개천 하류부 제방 및 저류지 설치 필요
◎ 추가 연구 :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연계
- 과거 제시된 사연댐 수문설치안(EL.52m)은 사연댐 저류능력을 저하시켜 국가정원 침수에 불리하게 작용
◎ 실개천 제방 및 강변저류지 설치 방향
- 국가정원 경관 및 기능 저해 최소화
-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설치 방안 고민 필요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명정천-오산광장 유입수 저지를 위한 제방 설치에 활용
◎ 태화강 국가정원 침수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태화강 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리수문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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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증가추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황진호, 이윤형
● 과제번호

현안20-09

● 연구기간

2020.5.~2020.8.

● 발행사항

2020.8.(49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복지재정지출의 증가는 사회구조의 변화, 개개인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예전의 빈곤에 대한 복지에서 점차 노령, 장애, 사망, 질병,
출산, 실업, 산업재해, 더 나아가 고용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복지서비스 분야(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는 사회경제적 성장의 원동력이자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발생
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 복지 분야의 고용창출은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복지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예산 절감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와 경제효과를 분석하여 울산 복지재정의 발전 방향과 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광역시의 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와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울산 복지재정의 발전 방향과
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내용
◎ 사회복지서비스와 복지재정 확대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증가하는 복지예산투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울산시 복지예산 구성 및 추이

◎ 복지부문별·사업별 예산구성

◎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

◎ 복지관련 지출을 통한 복지 분야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과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울산시
복지지출의 방향 및 고용창출에 대한 정책방향 등)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복지재정의 경제 및 사회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당위성과 방향성 제시

정책제언
◎ 울산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복지예산규모는 아래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①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② 사회양극화에 따른 장기실업, 근로빈곤층 증가 등의 신사회적 위험 대두,
③ 복지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 확대 등
◎ 일자리창출 기제로서 사회서비스 확충
- 복지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울산시 복지예산지출에서도 사회투자형 지출의 확대가 필요
- 사회투자형 지출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근로자의 역량을 향상하며 소외계층의 경제활동참여를 장려하고 여성 등 잠재근로
계층의 고용을 늘리며 미래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사업 등이 해당
◎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연계 강화
- 중앙정부ㆍ지차단체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우선 활용
-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활용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확충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일자리사업이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과 사업 추진 전․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 절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정책의 영속성과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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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국가정원 대표 여름, 겨울 축제 개발, 발굴 연구
유영준, 김상우
● 과제번호

현안20-10

● 연구기간

2020.7.~2020.9.

● 발행사항

2020.9.(76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태화강 국가정원에는 봄꽃대향연, 십리대숲 가을국향과 같이 봄과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는 있으나 여름과 겨울을 대표하는 축제가
부족한 상황
◎ 태화강 국가정원에 걸맞는 대표 여름, 겨울 축제를 개발하고 발굴하여 사계절 내내 국가정원을 관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울산의 관광 인지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 태화강 입장객 현황 분석
◎ 국내‧외 사례 분석
◎ 태화강 대표 여름‧겨울 축제 개최 필요성
- 태화강 지역축제 개최 현황
- 필요성
◎ 태화강 대표 여름‧겨울 축제 구상
- 대표 여름축제(태홧강 모디!)
- 대표 겨울축제

정책제언
◎ 대표 여름 축제 구상 : 태홧강 모디!
- 울산 방언 사용으로 친근감 고취, 기존 축제와 신규 축제의 결합, 신규 축제 콘텐츠 발굴
◎ 대표 여름축제 운영 방안
- 1개월간 개최
- 시에서 모든 행사를 주최하기 어려워, 중구 및 남구와 협조하여 보조사업으로 진행
- 중구와 남구에서는 기존 보존사업을 검토하여 해당 보조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로 진행
◎ 대표 겨울 축제 구상 : 빛과 음악으로 만나는 태화강의 겨울, 태화강에서 만나는 첨단기술의 향연
- 태홧강 라이트 쇼 축제
- 도산성 축제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여름축제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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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주력산업 위기극복전략 연구
이경우, 박재영, 박소희, 김상락
● 과제번호

현안20-11

● 연구기간

2020.9.~2020.11.

● 발행사항

2020.11.(61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차원의 지역주력산업 위기극복 전략 마련 시급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주력산업체, 특히 중소기업 경영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금융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 수출판로지원, 기타
지원 등 분야별 전략 도출 마련

연구내용
◎ 울산경제의 대내외 요인에 대한 민감도 분석

◎ 울산 경제구조

◎ 대내외 요인에 대한 민감도

◎ 추진 전략 및 사업

◎ 금융지원

◎ 기술지원

◎ 인력지원

◎ 수출지원

◎ 내수지원

◎ 창업지원

◎ 경영지원

◎ 지역 3대주력산업+뿌리산업 사업체 인터뷰

정책제언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력산업관련 기업에 금융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 수출지원, 내수지원, 창업지원, 경영지원
필요
- 금융지원 :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증기금 출연 등

- 수출지원 : 수출초보기업 전담 멘토 지원사업

- 기술지원 : “울산 A to Z 중소기업 기술 패키지 지원사업
(가칭)” 으로 ①진단, ②개발·거래·융합, ③사업
화·마케팅·판로개척까지 지원

- 내수지원 :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 창업지원 : 기술이전 창업지원
- 경영지원 : 특허 및 지식재산권 원스톱 지원

- 인력지원 :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제공
◎ 대중소 상생지원 : 대(중견)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네트웍 구축 및 확대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위기 시 흔들림 없는 울산경제발전의 토대 마련
◎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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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공중관람차 활용 방안
이상현, 변일용, 조미정, 손수민
● 과제번호

현안20-12

● 연구기간

2020.9.~2020.11.

● 발행사항

2020.11.(24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롯데백화점에 설치하여 운행하였던 공중관람차의 시설물 보강 등 안전 점검을 위해 운행이 중단됨(’20. 6. 29.)
◎ 공중관람차는 2001년 설치 이후 19년간 울산의 랜드마크 및 롯데백화점의 홍보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공중관람차로 가치가 있었으나, 사회적 트렌드 및 주변 여건의 변화로 상업적 가치 떨어짐
◎ 공중관람차가 위치하고 있는 현 위치의 활용도는 떨어지나, 울산시 차원의 효용가치를 고려하여 무상제공을 제의(롯데쇼핑(주))함에
따라, 존속 가치 판단과 이전 설치 장소 선정 및 활용방안 마련 필요함

연구내용
◎ 공중관람차 현황 및 이전 대상 부지는 공중관람차 시설개요 및 구조, 태화강 조망이 가능한 최적지와 해양경관이 양호한 지역 그리고
기존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11개소 이전 대상지를 검토함
◎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는 국외사례의 경우, 친수공간형, 산악형, 도심형으로 분류하여 친수공간형 영국 런던아이와 산악형 스위스
베르주에 위치한 인터라켄, 도심형인 일본 오사카 햅파이브를 사례 분석하였고, 국내사례는 테마파크형인 전주 드림랜드와 2018년에
개장한 광주 패밀리랜드를 살펴보고, 도심형은 2020년 1월에 운행을 시작한 대구 태왕스파크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함
◎ 평가지표는 Ratcliff의 부동산개발 입지이론에 근거한 기본요소와 한국관광공사 관광개발매뉴얼에서 제시해 준 선정 기준 중심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8가지 기준(토지이용규제 및 안전성, 개발용이성 및 추가 인프라 조성 여부, 주차공간, 접근성(대중교통), 경관성,
민원개연성, 관광잠재성, 유지관리)으로 검토함

정책제언
◎ 롯데백화점 공중관람차 최종 이전 대상지는 도시공원 10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근거)으로 우선 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함
◎ 경제성의 실효성 효과 부분을 검토한 결과, 재무성 분석결과(B/C)가 1이 되는 수요는 본 연구의 검토 결과 351명(놀이시설을 방문
하는 비중 4.9% 적용) 수준으로 이를 적용한 재무성 B/C가 1이 되는 대상지를 우선 검토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롯데백화점 공중관람차 후보지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전 부지 결정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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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
마영일, 이상현, 김희종
● 과제번호

현안20-13

● 연구기간

2020.10.~2020.12.

● 발행사항

2020.12.(31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환경부는 기후·환경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도시의 기후와 환경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
◎ 기후·환경위기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비 확보를 통한 우리 시 그린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 관내 지역별 기후 현황 및 전망 자료 분석을 통해 잠재적 기후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해당 요소에 대응
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연구내용
◎ 울산광역시 기후·환경 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

◎ 도시 기후회복력 제고를 위한 현안사업 도출

◎ 현안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 연안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환경질 개선 등 효과 분석

◎ 울산광역시, 중앙부처 그린뉴딜 사업과 시너지 효과 분석

정책제언
◎ 지역별 기후현황 및 전망 분석결과 중구 태화동 지역에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 위험,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 단절된 녹지생태축의 복원
등 사업이 필요하고, 기후친화적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환경 인식의 증대가 필요함
◎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열린 물순환·생태하천 조성, 시민참여형 기후안심 녹색마을 조성, 철새에코타운 조성과 같은 2년을 기간으로
하는 단위사업이 필요하고, 아래와 같은 세부사업이 필요함
- 열린 물순환·생태하천 조성 : 명정천 기후친화 생태하천 조성, 비점오염저감형 물순환 개선
- 시민참여형 기후안심 녹색마을 조성 : 에코녹색마을 조성, 기후친화학교 조성, 친환경거리 조성
- 철새에코타운 조성 : 철새생태학교 인프라 구축
◎ 상기 사업들은 타 중앙부처 및 울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계획 중인 태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울산형 마을
뉴딜사업, 삼호동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 태화강철새 ‘생생’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대상지역 시민단체와의 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원활한 협업체계 유지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환경부 공모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신청자료로 활용
◎ 울산형 뉴딜사업(그린뉴딜) 추진 기초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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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의 비용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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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윤영배, 김희종, 마영일, 김형우
● 과제번호

수탁 18-16

● 연구기간

2018.3.~2020.2

● 발행사항

2020. 2.(173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방재안전도시는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를 의미하며 UNISDR이 추진하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MCR 캠페인)’에 가입하고
10가지 필수 점검사항 등 UNISDR이 제시한 여러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울산시는 민선 6기의 공약사항인 방재안전도시 인증 실현을 위해 2015년 5월 MCR 캠페인에 가입하고, 2015년 6월 UNISDR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인증방식 변경과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용역에서는 울산시의 재해경감 현황을 진단하여,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추진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인증 절차를 지원하고자 함

연구내용
◎ 울산 재해경감 관련 현황 조사·분석
◎ 국외 선진사례 조사 및 T/F팀 구성·운영
◎ 울산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 전략 및 계획 수립
◎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 지원

정책제언
◎ 안전도시 브랜드 확립을 위한 우선수행 과제
- ICT 기반 우수사례 홍보, 안전 인벤토리 구축, 정부기관, 정부출연 연구원 등 추천 추진
◎ 롤모델 도시 인증을 위한 내실화 추진 우선보완 과제
- 스토리텔링 활용한 국제적 대표성 홍보, 성과, 경험 공유를 통한 추천도시와의 관계 향상, QRE 분석 및 스코어카드 연차별 진행
◎ 롤모델 도시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Risk 해결 과제
- 국제적인 안전정책 기조를 반영한 도시안전전략 수립, 적극적인 대외활동 진행, 외부전문가 의견 반영,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
◎ 롤모델 도시 인증 이후를 고려한 장기보완 과제
- 일관성․지속성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설립, MOU체결 등을 통한 양자∙다자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UNDRR 방재안전도시(Role Model City) 신청서 제출
◎ MCR 캠페인 진행 및 장기적인 도시안전을 위한 추진전략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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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수탁과제

울산광역시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운영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마영일, 이상현, 김희종, 윤영배, 김형우
● 과제번호

수탁 19-07

● 연구기간

2019. 4.~2020. 3.

● 발행사항

2020. 3. (153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대기오염측정망은 대기오염 수준과 배출원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민 건강에 미치는 형향 등의 정량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기반시설’이며 대기환경 개선의 원동력을 제공함
◎ 측정망은 고농도 대기오염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신로도 높은 대기환경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대기환경 개선 정책의 수립·
이행을 위해 적정수준 이상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함
◎ 본 연구는 현재 운용 중인 울산광역시 관내 대기오염측정망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측정망 개선방안, 측정소
신규 설치·운영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
◎ 도시개발 관련 각종 계획 분석

◎ 국내·외 측정망 운영 현황 분석

◎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및 대기오염 공간분포 분석

◎ 대기오염 측정소 적정성 분석

◎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운영 종합계획(안) 도출

정책제언
◎ 대기오염측정망 운영현황 분석결과 도시대기측정망의 수준은 충분하나 위해성과 연계된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망, 광화학측정망
등의 수준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 장래 인구변화를 고려했을 때 농소3동 인근지역에 도시대기측정소의 추가가 필요해질 수 있고, 도로이동오염원의 영향 파악을 위해
강북로, 번영로, 삼산로, 방어진순환도로, 북부순환도로, 산업로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도로변대기측정소의 신설 필요
◎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와 북구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유해대기오염물질측정소와 중금속측정소의 신규설치가
필요하며 측정주기의 확대가 필요하며 PM2.5 성분측정소의 설치 역시 필요함
◎ 도시배경농도지역, 산업단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화학측정망의 설치가 중요하며, 항만지역에 대한 대기측정소 설치가 필요함
◎ 수요맞춤형 대시민 대기환경 정보의 제공을 위해 비교적 정확도와 정밀도가 높은 소규모·저비용 간이 측정기를 활용하여 고해상도
측정망을 구축하고, 생산되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광역시 민선7기 공약인 ‘울산지역 유해화학물질 및 대기오염 측정소 확대’ 이행 기반 마련
◎ 울산광역시 관내 도시대기측정소, 도로변측정소 신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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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ANNUAL REPORT 2020

울산광역시 경관기록화 재정비 학술용역
변일용, 정현욱, 이주영, 권태목, 김승길
● 과제번호

수탁 19-09

● 연구기간

2019. 5.~2020. 12.

● 발행사항

2020. 12. (120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광역시 경관조례」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에 근거한 도시경관의 기록화사업으로
◎ 제1차 경관기록화사업(′14 ~′15)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변화하는 울산의 모습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기록·보존
◎ 울산의 도시이미지를 구체화하여 시민들에게 울산의 다양한 도시변화모습을 홍보하고자 함

연구내용
◎ 경관기록추진을 위한 기획 연구
- 제1차 사업의 기록대상에 대한 재검토(1차 기록 대상: 3,417지점)
- 1차 사업 평가를 통해 기존 기록대상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기록해야할 지점과 경관변화로 인해 신규·폐지해야 할 지점 등을 재검
토하여 표준기록점을 선정
◎ 도시경관 기록 및 촬영(주야간, 4계절 사진·영상 촬영 등)
- 구, 군별, 일정 범위, 동일 촬영 대상 기록(사진)이 기상상태, 해상도 등의 차이가 없도록 기록대상별 사진기록팀을 배정하고, 해상도와
보정 수준 등의 기준이 동일하도록 조치
- 촬영 대상이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되도록 하고, 렌즈의 왜곡을 최소화
- 모든 DB에 대한 정확한 촬영위치를 기록하여 지속적인 기록이 가능하도록 자료화 도모
- 각 기록별로 DB분류·정리 및 관리시스템 저장을 위한 정보를 전산화
◎ 기록물을 활용한 대내·외 홍보 및 정책적 활용방안 마련

정책제언
◎ 매5년마다의 도시경관기록 DB구축으로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도모
◎ (도시경관) 경관계획에 현황파악, 계획실행평가, 경관심의에 시뮬레이션을 위한 조망점 검토, 경관사업 대상발굴 및 사업제안, 우수
조망지역 발굴
◎ (도시개발) 개발예정지역에 eog나 시대별 기록분석, 변화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 도시개발관련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도시정비) 정비예정지역에 대한 주요 자원 평가, 활용가능 자원에 대한 분석, 도시정비관련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관광 및 홍보) 시대별 지역 스토리텔링 개발, 각종 도시이벤트 홍보자료 작성, 활용가능 관광자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정책연계) 각 구군 및 실과의 주요 정책에 기초자료 및 도식화를 위한 베이스경관으로 활용
◎ (향후방안) 시민참여형 사업 수행, 주요경관자원의 관리 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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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수탁과제

울산국제디지털아트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용역
김상우, 변일용, 이경우, 박재영, 박소희, 지은초, 유영준, 김상락, 김민주
● 과제번호

수탁 19-11

● 연구기간

2019. 5.~2020. 2.

● 발행사항

2020. 2. (185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은 중화학산업의 집적지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을 견인해 온 대표적인 산업도시이지만, 최근 제조업의 쇠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최근 제조업의 환경변화로부터 시작된 4차산업혁명은 최종적으로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4차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아트비엔날레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시민
문화향유의 확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관광인프라 구축 등 복합적인 파급효과를 생산해 낼 필요성이 있음

연구내용
◎ 디지털아트의 개념 : 미디어아트 중에서 디지털 기술로 이루어진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미술로 한정지을 수 있으며 미디어
아트의 작은 범주
◎ 디지털아트의 활용 : 영화, TV, 방송의 영상효과에 활용, 박물관이나 홍보관 등의 교육이나 자료 구축에 활용, 이벤트나 축제에 활용,
광고 및 BTL(Below the Line)프로모션에 활용
◎ 국내외 비엔날레 사례 시사점 : 비엔날레의 규모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주 전시 공간을 중심으로 외부의 주요 지역을 연결
하여 확장시키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음
◎ 디지털아트 축제 : 프랑스 리옹의 빛축제,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르스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ZKM의 전시물과 프로젝트, 일본
삿포로의 크리에이티브 컨벤션,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 광주미디어아트 페스티벌
◎ 울산의 디지털아트 비엔날레 개최환경 : 울산은 4차산업관련 기업들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부족하기는 하지만, 4차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으로 전국적으로 그나마 산업적 편차가 적으며, 문화예술과 연관된 다양한 기술개발 및 문화예술콘텐츠 산업과
연관성을 가진 독특한 산업들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정책제언
◎ 콘셉 및 방향성 : 디지털아트로 표현하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산업의 공존 - 울산의 자연, 산업 그리고 인간을 디지털아트라는
매개체를 통해 예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울산이라는 도시의 경쟁력과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개최시기 : 울산국제디지털아트비엔날레의 개최는 홀수년 하반기(9월~11월)에 개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 프로그램 : 국제심포지움 개최, 시상제 실시, 디지털 노마드 네트워킹, 디지털 아카이빙, 특색있는 공간을 활용한 진시 및 부대행사
(태화강, 반구대), 신진작가의 발굴, 시민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자료의 제작 및 전시
◎ 전시공간계획 : 시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 주요 문화예술기반과 연계되는 프로그램 발굴 및 개최,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함, 각 구‧군별 문화예술기반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울산시 전체가 하나의 전시, 예술 공간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수행조직 : 시범행사는 미술관 관리하의 감독체제 운영, 본행사에서는 법인 설치후 법인에 의한 운영
◎ 홍보전략 : 프리이벤트, 공식홈페이지, SNS, 방송 및 미디어 활용, 공식 가이드북 제작, 플라이밴드, 디지털 광고보드 설치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비엔날레 개최의 구체적 참고자료로 활용
◎ 지역 첨단 문화산업발전 및 볼거리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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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권태목, 변일용, 정현욱, 이주영, 김승길
● 과제번호

수탁 19-20

● 연구기간

2019. 9.~2020. 12.

● 발행사항

2020. 12. (166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주군 웅촌면 곡천시장 일원은 과거에는 5일장이 성행하여 지역 내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식당 기능
이외에는 5일장 등의 거점 기능이 많이 쇠퇴한 상황
◎ 회야강 상류 지역으로서 과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제약이 많았으며, 이에 다른 지역에 비해 노후건물이 많고
쇠퇴가 많이 된 지역임
◎ 이러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과업을
추진함

연구내용
◎ 지역현황분석

◎ 상위 및 관련계획 분석

◎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

◎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 사업추진 거버넌스 운영 및 관리방안

◎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 주민의견수렴

정책제언
◎ 정주환경개선 사업 실시(집수리지원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민체육공원 조성사업)
◎ 안전한 마을 조성 사업 실시(안전한 마을만들기, 보행환경 개선사업, 소방도로 조성사업)
◎ 예술이 있는 마을 조성사업 실시(예술 상설판매장 및 체험장 조성, 곡천동문길 테마거리 조성, 예술골목조성사업)
◎ 창의적 예술활동 지원(예술인 공방지원사업, 곡천동문길 예술의 날)
◎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 실시(어울림일자리지원센터 조성,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조성)
◎ 주민-예술인 어울림 사업 실시(체험투어해설가 양성 및 지원, 주민 예술인 육성사업)
◎ 상가기반조성 사업 실시(상인역량강화사업, 상가홈페이지 구축사업)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국비공모사업 참가
◎ 울산형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공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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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수탁과제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선정 지원 용역
이주영, 변일용, 정현욱, 권태목, 김승길
● 과제번호

수탁 19-24

● 연구기간

2019. 10.~2020. 1.

● 발행사항

2020. 1. (58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함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방문객의 이용편의성 향상과 농수산물유통 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최적의 이전부지를 추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업을 추진함

연구내용
◎ 후보지 제안서 자료 분석
◎ 추진위원회의 부지선정 지원
◎ 후보지 선정 평가 자료집 작성
◎ 평가지원 결과 보고서 작성

정책제언
◎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 추진
◎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필요성과 시설현대화사업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입지선정 지표 발굴
◎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 제시
◎ 관련 주체 설명회, 간담회 지원
◎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을 통한 객관적 결과 도출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 과정을 지원하여 최종 입지후보지 선정
하였음
◎ 향후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비공모 신정 자료로 활용

93

2021_울산연구원_연차보고서(내지)_레이아웃 1 21. 2. 1. 오전 11:44 페이지 94

URI ANNUAL REPORT 2020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국비)
이경우, 박소희, 김종욱
● 과제번호

수탁 20-01

● 연구기간

2020. 1.~2020. 12.

● 발행사항

2020. 12. (68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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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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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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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립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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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언
◎ 장애인에 대한 경제교육은 소수의 정원과 세분화된 학습프로그램이 필요함
◎ 경제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필요
◎ 저소득층 대상 경제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지역 평생교육 및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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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철장 갱도 복원 및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
이상현, 배은경, 마영일, 김형우
● 과제번호

수탁 20-04

● 연구기간

2020. 3.~2020. 11.

● 발행사항

2020. 11. (91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달천철장은 1993년까지 철광석과 사문석을 생산하다가 폐광됐으며, 현재 관리시설(전시관)이 앉은 터 지하에는 300m 땅 밑 갱도가
여전히 남아있음
◎ 달천철장(북구 달천동 1-7번지 일원) 내에 있는 갱도 복원 및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함에 앞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하여 현실적인 과업수행과 실현 가능한 개발 사업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달천철장 내에 있는 갱도 복원 및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현황조사,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통해 실효적인 사업타당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달천철장 개발 가능성 검토에 관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북구청의 정책 판단과 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연구내용
◎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 자연·사회·문화관광적 여건 분석, 입지여건 현황 및 분석
◎ 사례조사 : 태백 석탄박물관, 문경 석탄박물관, 경기도 광명동굴, 울산 태화강 동굴피아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운영 : 기존 전문가 의견,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구성,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운영 및 결과
◎ 달천철장 갱도 복원 및 개발사업 가능성과 문제점 제시 : 연구진 소견

정책제언
◎ Cost/Benefit의 객관성 확보 선결
-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운영 결과, 달천철장의 갱도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양 정화 등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 다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 및 시간이 필요함
◎ 잠재된 환경 이슈 도출과 휘발성
- 갱도 복원 사업 추진 시, 잠재되어 있는 비소오염에 대한 이슈가 다시 도출되어 건강, 안전, 부동산 가격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됨
- 또한, 최근 들어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 민감성으로 주민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갱도복원 추진 시 잠재되어 있는 환경이슈의
도출에 따라 발생되는 주민반발 및 갈등을 극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동남권 유사 관광자원과의 경쟁력
-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에 유사 관광자원이 존재하는 여건상 달천철장의 갱도복원 후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들 관광자원과
비교하여 더 나은 관광객 유인요소를 지녀야 함
- 단순히 갱도 복원을 통한 갱도체험은 석탄갱도체험이 가능한 문경 및 태백 사례를 보더라도 관광객 유인에 있어 매력적인 요소가 아님
- 광명동굴 사례와 같이 갱도체험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들의 도입을 갱도복원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Retro 감성에 기인한 사업의 교훈
- 최근 기성세대의 레트로 감성에 기인하여 추진한 사업 중 울산 태화강 동굴피아, 삼척 천연학 힐링센터 등의 사례와 같이 관광객 유인
콘텐츠 부족으로 인한 투자대비 기대효과가 부족한 사례 발생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사업들은 개발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요구되며, 저조한 관광객 유치로 인한 수익발생이 유지관리비용 보다
부족하게 된다면 시설유지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될 개연성이 높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달천철장 개발 가능성 검토에 정책 판단과 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
◎ 달천철장 갱도 복원 및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후속연구 진행의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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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박산성 의병 역사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상현, 배은경, 변일용, 김희종, 조미정, 손수민, 김형우
● 과제번호

수탁 20-05

● 연구기간

2020. 3.~2020. 9.

● 발행사항

2020. 9. (179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광역시 북구는 임진왜란 당시 기박산성에서 최초로 결집했던 의병정신을 계승하고 지역 내 호국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자원화 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지역 내 호국역사 관광자원과 연계한 역사체험교육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며, 임란의병 정신계승
및 의병체험 교육의 장인 테마파크의 조성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현 기령공원을 의병 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테마파크 주변 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역사문화학교 및 의병체험교육의 장인 ‘의병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호국문화도시, 울산 북구」를 널리 알려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내용
◎ 개발여건 분석 : 인문환경조사, 종합분석
◎ 사례조사 및 분석 : 영천 최무선과학관, 의령 의병박물관, 김해 가야테마파크, 사례조사 시사점
◎ 기본구상 수립 : 개발방향 설정, 계획지표 설정, 유치시설 종류 및 규모 설정, 콘텐츠 조사·연구
◎ 기본계획 수립 : 토지이용계획, 시설물 배치계획, 교통처리계획
◎ 사업계획 수립 : 개발추진계획, 관리운영계획, 관광수급 분석

정책제언
◎ 비전 : “풍찬노숙 의병테마 ‘북구 Hot Place’ 조성

◎ 목표 : ‘울산의병 이슈선점’,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계획(하드웨어부문)
- 호국광장 : 기박산성 임란의병 관련 상징물(벽화) 조성 및 야외 공연 가능 형태로 조성
- 관광안내소 : 기박산성을 디자인 주제로 한 의병 테마파크 안내 및 카페 공간으로 조성
- 의병이야기길 : 역사와 습지생태가 공존하는 의병 이야기길로 조성
- 의병체험장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트렌드에 맞춘 열린 힐링 공간 및 지역경제 연계 및 활성화의 거점공간
◎ 사업계획(소프트웨어부문)
- 기백 넘치는 의병체험 : 역경과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면서 강인한 의병정신 함양
- 풍찬노숙 비박캠핑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도심 속 휴게공간 제공
- 풍찬노숙(노천/배달)카페 : 배달음식, 힐링 등 최신 트렌드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요구를 반영한 지역경제 활성화
- 기박산성 의병 문화제 :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정신 계승
- 연계 관광코스 운영 :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신규 방문 수요 창출
-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행사, 교육, 놀이, 문화 프로그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역사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국비지원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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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국가정원 연계
울산 남구 관광콘텐츠 개발 용역
유영준, 이상현, 정현욱, 김상우, 김희종, 김승길, 손수민
● 과제번호

수탁 20-06

● 연구기간

2020. 3.~2020. 11.

● 발행사항

2020. 11. (415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태화강을 중심으로 울산 남구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전략 및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함
◎ 태화강과 장생포를 핵심 거점으로 한 관광 벨트화 방안 마련과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 발굴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도출
◎ 최신 관광환경 변화와 트렌드를 고려한 태화강과 철새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관광콘텐츠 실행 방안 강구

연구내용
◎ 현황 및 여건

◎ 관광객 및 관계자 실태조사

◎ 태화강 역사‧문화‧관광 스토리텔링 상품 개발

◎ 관광벨트화 방안

◎ 관광브랜드 구축 및 홍보전략 도출

◎ 재원 조달 계획 수립 및 파급효과 분석

정책제언
◎ 비전 : 남구 관광 6.0
◎ 목표 : 울산 관광의 허브, 연계 관광의 중심 남구
◎ 6대 전략 : 울산 관광 허브 기능 강화, 연계 관광 활성화, 나이트투어 다양화, 도심 관광 특성화, ICT 기술 융‧복합화, 홍보 강화
◎ 10대 핵심 사업
- Whale Road(고래가는길) 관광벨트 조성, 산업 유산 터를 활용한 산업관광 흔적 찾기, 태화강 수상레저 활성화, 장생포 관광 활성화,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남구 생태관광상품 개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개선, 철새 탐조 프로그램 운영,
울산만 연안 관광 활성화, 웨딩테마거리~왕생이길 연계, 남구 관광상권과 MaaS 통합연계 플랫폼 구축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제7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사업으로 반영 : Whale Road(고래가는길) 관광벨트 조성, 태화강 수상레저 활성화, 장생포 관광 활성화
◎ 국비 지원 사업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고래와 함께 하는 솔마루길 숲속 작은도서관 힐링 산책), 국토교통부(남구 관광상권과 MaaS 통합연계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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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식재산통계를 활용한
지역산업 진단보고서 용역
김혜경, 이윤형
● 과제번호

수탁 20-07

● 연구기간

2020. 4.~2020. 12..

● 발행사항

2020. 12. (114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지역주도의 R&D기획 역량 강화 요구 증대됨에 따라 지역산업기술에 대한 객관적 진단 필요
◎ 지역산업에 대한 실효적 설명력을 지닌 정책지표 부재
◎ ‘혁신성장’을 견인할 지역 신기술 발굴 방법론 필요
◎ (목적) 특허통계 기반의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 주요산업을 체계적으로 분석·진단하고, ｢2018년 특허통계 기반 지역산업 진단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함

연구내용
◎ 2017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개발한 지역산업 진단툴인 ‘울산 산업기술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지역의 산업기술 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한편, 영향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 지표데이터 수집 및 자료구축
◎ 총괄진단 지표 분석 (투입/성과 부문 28개 지표 분석), 출원인 유형별 (대중소기업,대학) 분석, 주요산업별 (KSIC) 분석, 2018년도 Rising-Tech (울산형 전략기술군) 제시

정책제언
◎ 울산의 2019년 산업재산권 출원은 전년대비 5% 증가한 4,129건으로 전국 출원량의 0.82%를 차지
◎ 지역 내 대기업(현대중공업) 이탈로 인한 출원량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중소기업과 대학, 그리고 개인 발명가 들의 약진으로 출원량
감소 없이 혁신주체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난 10년(‘10~’19) 동안 ‘선박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기계제조업‘ 등 제조업 분야의 특허 출원이 강세
◎ 그러나 2019년 기준 특허출원량 상위 10개 분야의 총 출원건수 비중이 전년보다 10%이상 감소한 55%로, 산업다각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
◎ 빠른 성장세로 울산이 주목해야 할 기술은 기구제어와 의료기술로 최근 5년간 연평균 각각 17.4%, 12.7% 성장하였고, 지역점유율도
각각 21.3%, 39.6%로 확대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2020년 특허통계로 본 울산의 산업기술｣ 보고서 발간
◎ (연간) 특허통계를 활용한 울산지역 산업진단
◎ (단기) 정량·다차원·시계열 데이터의 구축
◎ (중기) 지식재산 기반 지역 산업지표 구축
◎ (장기) 울산 특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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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ㆍ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신청
대응방안 수립 연구용역
김혜경, 이경우, 이윤형, 박남기
● 과제번호

수탁 20-08

● 연구기간

2020. 4.~2020. 9.

● 발행사항

2020. 9. (255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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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약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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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할 자료를 산출하고자 함

연구내용
◎ 강소특구 운영 세부기준(안) 발표(‘18. 6월) 내용에 부합하는 강소특구 지정요건 검토, 핵심거점기관 및 배후공간 도출, 강소특구 특화
분야(산업) 도출 등 특별법 제6조 규정에 따른 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 강소연구개발 특구지정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안), 개발 및 공간 활용 구상, 경제적/사회적 기대효과 등

정책제언
◎ 연구개발 촉진지구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이전사업화지구인 반천산업단지, 창업생산지구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일원에
총 면적 3.01㎢로 조성
◎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우수한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탄소섬유 등 초경량 신소재와 미래형 전지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화
분야는 미래형 전지로 제시
◎ 삼성에스디아이(SDI) 등 대기업과 민간투자를 연계한 `씨-이노스트리(Cell-Innovation industry) 클러스터` 조성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강소특구 지정
◎ 향후 육성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99

2021_울산연구원_연차보고서(내지)_레이아웃 1 21. 2. 1. 오전 11:44 페이지 100

URI ANNUAL REPORT 2020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경우, 박재영, 박소희, 박남기, 전승국
● 과제번호

수탁 20-11

● 연구기간

2020. 4.~2020. 8.

● 발행사항

2020. 8. (129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과학기술과 산업도시’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수련시설 필요
◎ 청소년 관련법과 제도에 따른 청소년기본정책의 실현
◎ 과학 인프라시설 소외 지역청소년의 균형발달 제고
◎ 청소년 과학기술분야의 역량강화와 산업시설관광을 위한 종합체험시설 구축

연구내용
◎ 청소년들에 대한 산업의 이해 및 과학기술의 지식 증대·역량강화 공간 구축
◎ 과학기술 테마 산업도시 체험 중심의 시설 개발
◎ 지역의 유관시설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새로운 과학기술의 체험
- 수소에너지도시산업
- 바이오-게놈 미래과학기술체험
- 로봇·드론·3D프린터 체험 실습
- 미래모빌리티체험

정책제언
◎ VR/AR : 수소도시 울산의 미래상을 VR/AR 콘텐츠로 구현 및 VR을 통한 미래기술 체험
◎ 바이오-게놈 실험실 : 게놈의 원리와 게놈 해독 프로세스를 학습 가능한 전시물로 터치스크린, 모형 실험도구를 활용해 게놈 실험실과
유사한 공간 구현 및 가상의 게놈 실험 체험
◎ 수련관 방문객의 표정을 보고 감성인식이 가능한 로봇을 통한 미래 생활지원 로봇 체험
◎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연료, 다양한 차량옵션 등을 조합하여 나만의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 체험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과학기술인프라 소외 지역청소년의 균형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습득 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직업
체험과 감각체험을 통해 글로벌한 청소년을 육성함
◎ 영남권 청소년에게 학교 수업 외에 과학기술활동의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청소년
활동기반을 지역 청소년의 균형교육 및 체험기회를 만들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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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시설관리공단 경영 및 조직진단 용역
이재호, 강영훈, 황진호, 이경우, 이윤형, 박소희
● 과제번호

수탁 20-13

● 연구기간

2020. 5.~2020. 11.

● 발행사항

2020. 11. (291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내외부의 경영환경에 대해 조직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조직 효율화 방안 및 경영개선 전략을 마련함
◎ 공공의 이익과 수지를 함께 맞춰야 하는 시설공단의 특성상 향후 개선 방향을 도모한 전략 마련 필요

연구내용
◎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현황, 외부환경(정책환경, 사회추세, 경제여건, 지역여건)과 사업 현황 제시
◎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재무현황, 경영평가, 시설운영 진단을 통한 주요 쟁점 사항의 도출
◎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사업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업무, 인력, 직무분석, 내부역량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

정책제언
◎ 모형에 의한 사업효율성 분석을 사용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계량화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성 존재
◎ 조직역량에 의한 직원의식 조사에서 도출된 내용에 대한 전략 마련
◎ 공단의 조직개편 전략 필요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 경영개선을 위한 울주군 및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지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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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타당성 검토
이경우, 강영훈, 황진호, 박소희, 이시은
● 과제번호

수탁 20-14

● 연구기간

2020. 8.~2020. 10.

● 발행사항

2020. 10. (136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울주군의 출자대상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재원조달방법,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
◎ 이를 통해,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적의 사업방안을 제시하고 울산시 시의회 의결을 위한 제출자료로 활용

연구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설문 및 분석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정책제언
◎ 산업의 일반 논리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돌발 변수 및 갑작스러운 내부 및 외부 변수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미래기간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연성 있는 사업 진행이 필요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시 심의운영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을 결정을 위한 의결 자료로 활용함
◎ 향후 계획과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과업의 목적 달성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의 주요 발판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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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마트 산업도시 전환 연구
김상락, 정현욱, 이경우, 박재영
● 과제번호

수탁 20-16

● 연구기간

2020. 10.~2020. 12.

● 발행사항

2020. 12. (81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글로벌 전통 제조업 도시가 스마트 산업도시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 제조혁신위원회는 전통산업 도시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시 간 혁신
방안 공유를 추진 중임
◎ WEF 및 글로벌 스마트 산업도시와의 협력을 위해 전통 제조업 중심 도시인 울산을 스마트 산업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수립 연구
수행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의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이 될 스마트 산업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전략을 구상하는
것임

연구내용
◎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도시의 역할(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도시 혁신 사례조사, 시사점)
◎ 울산의 제조업과 도시 여건 분석(울산 산업 현황 조사, 도시 현황 분석, 시사점)
◎ 울산의 스마트 산업도시 전략 구상(산업의 변화와 도시의 역할 분석의 시사점, 울산의 제조업과 도시 여건 분석을 통한 시사점,
스마트 산업도시 전략 및 목표)

정책제언
◎ (비전) 공간(사람), 산업, 자원/문화 등 3개축으로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친환경·인간중심 스마트 산업도시 울산’ 조성
- 공간(사람)은 도시공간구조의 압축 + 도시재생(자연환경보전)
- 산업은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신산업 육성
- 자원/문화는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제조업 도시의 이미지 쇄신
◎ 비전 달성을 위해 6가지 세부 전략 추진
- 주력산업 디지털 제조 강소기업 육성, 신산업 제조혁신 클러스터 조성(에너지·바이오), 울산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제조업
혁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제조 인력양성 및 창업기업 육성, 스마트 산업도시 기반 조성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세계경제포럼과 함께하는 글로벌 제조혁신 허브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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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 보조금 지원 협약 하에
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2021_울산연구원_연차보고서(내지)_레이아웃 1 21. 2. 1. 오전 11:44 페이지 106

URI ANNUAL REPORT 2020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이경우, 박재영, 김승길, 김혜경, 박소희, 김상락, 정원조, 김종욱
● 과제번호

협약 18-26

● 연구기간

2018. 10.~2020. 6.

● 발행사항

2020. 6. (417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정부에서 2002년 외국인투자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제2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2018~2027)에 의거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을 전환함
◎ 경제자유구역의 기존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에서 지역경제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전환하였으며 2027년까지 우리나라 최상위 경제
특구로서 국내외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제고해 나갈 예정
◎ 울산은 최근 주력산업의 침체와 인구감소로 인해 인구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토대가 될
획기적인 산업·물류·관광·비즈니스 및 R&D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재도약하기 위해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고 울산이 북방교류협력 및 국제적인 산업·물류·관광·비즈니스 중심
지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검토 및 추진방향 설정
◎ 울산지역 주력산업과 연계 가능한 중점유치업종 검토 및 선정
◎ 울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활용 및 조성 방안 검토 및 수립
◎ 울산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 방안 검토 및 수립
◎ 경제자유구역 지정 심사에 따른 울산시와의 공동 대응 협조

정책제언
◎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향후 혁신생태계 조성 세부 방향 설정 필요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
◎ 경제자유구역 투자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세부 사업 설정 필요
◎ 울산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울산시의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지역의 특수성과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의 사업방향과 맞추어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평가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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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협약과제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김희종, 윤영배, 마영일, 김형우
● 과제번호

협약 18-27

● 연구기간

2018. 11.~2020. 9.

● 발행사항

2020. 9. (423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기존의 폐기물관리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재활용기본계획 등 3개 계획을 통합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을 2018년 9월 수립하였음
◎ 동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 이에 국가 계획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울산광역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서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연구내용
◎ 기초조사(울산시 자연환경, 인문환경, 폐기물 관리현황 등)
◎ 자원순환 정책 성과평가(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평가, 폐기물 관리목표 및 추진 실적 평가, 세부 사업 평가)
◎ 여건변화 및 전망(경제전망, 인구전망,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와 전망, 대내외 자원순환 여건변화와 전망)
◎ 자원순환 추진방향(시행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및 실천목표 수립)
◎ 부문별 계획(생산단계, 소비단계, 관리단계, 재생단계 등 부문별 계획 수립)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계획 및 재정계획

정책제언
◎ 자원순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관리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함

◎ 또한 울산시 자원순환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24개의 부문별 세부 사업을 마련함. 재원은 지방비가 480.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국비 170.45억 원, 민자 168.9억 원 순임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 관내 산업폐기물 매립지 및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자원순환시행계획’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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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경제기반형) 발굴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권태목, 변일용, 정현욱, 이주영, 이경우, 김승길, 김상락
● 과제번호

협약 18-29

● 연구기간

2018. 12.~2020. 12.

● 발행사항

2020. 12. (167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 동구는 조선업이 주력산업인 단일산업도시이며, 이러한 주력산업의 위기가 도래할 경우 지역전체의 경제위기를 맞게 되는 구조
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 특히 2015년 전후 조선업 위기에서부터 지역 경제의 쇠퇴가 급격하게 나타나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자극이 필요함 시점임
◎ 단일 제조업(조선산업) 도시인 동구의 쇠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구조를 다양화하고자 신산업(해상풍력, 바이오메디컬 등의 벤처
기업)을 받아들여 일자리 창출 기대 및 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지역으로서의 도약 마련을 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연구내용
◎ 지역현황분석 : 일반현황분석, 물리횐경적 현황, 인문사회적 현황, 산업경제적 현황, 지역자원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 의견수렴 : 주민의견수렴, 총괄사업관리자(울산도시공사) 의견수렴
◎ 쇠퇴진단 및 잠재력분석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 거버넌스 운영 및 관리방안
◎ 사업추진계획
◎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정책제언
◎ 신산업융복합 플랫폼 조성 :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조선해양글로벌기업지원센터, 산업인력업그레이드 센터, 벤처창업거점공간
조성, 조선해양체험센터, 내부 진입도로 및 해안산책로 조성
◎ 창의적 성장거점조성 : 청년지원센터, 청년창업교육센터
◎ 공동체성장역량강화 : 주민역량강화(주민대학 운영, 주민공모사업 등), 지역상가 활성화(상인대학 운영, 상가 문화프로그램 등), 지역
안정성 강화(CCTV 및 안전벨 설치, 골목길 포장 개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2019년도, 2020년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참여
◎ 2021년 이후 국토부 공모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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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협약과제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 및 북방교류 연구
정원조, 강영훈, 이경우, 김혜경, 김승길, 김상락, 박남기, 김종욱
● 과제번호

협약 19-04

● 연구기간

2019. 2.~2020. 1.

● 발행사항

2020. 1. (261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문재인 정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남북경제협력 정책에 부합한 울산시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
◎ 국내외 급변하는 북방정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과 북방지역 소통채널 확보를 통해 북방경제 협력 중심도시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기반 구축
◎ 북방경제협력 및 북방교류 관련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북방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 내 새로운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해 미래 지향적 종합적 성격의 중장기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임
◎ 이를 통해 지역경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방경제협력 및 북방진출방안 마련 등 선제적 대응 능력
확보

연구내용
◎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 거시적 환경변화, 주요 분야별 이슈와 전망, 정부계획, 정책동향 분석 등
◎ 울산 지역여건 및 잠재력 : 도시경쟁력·산업기술·산업구조·산업단지 분석, 북방진출 희망기업 수요조사 등
◎ 북방지역 동향 분석 : 교류협력 대상국(6개국) 경제현황·경제전망·비즈니스 환경·시장·경협 의제 등 분석
◎ 미래 전략 수립 :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북방지역별 전략, 6대 분야별 전략 등 제시
◎ 울산 북방경제협력 추진전략 : 분야별 추진계획·실행계획, 핵심프로젝트, 추진 로드맵, 전담조직 설치(안) 등 제시
◎ 재정계획 : 단계별 투자계획, 예산투입 효과분석, 과제별 추진조직 등

정책제언
◎ 북방경제협력 각 부문별 정책의 지속적 점검 및 부서간 협업 추진
◎ 북방경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 우선
◎ 북방지역 도시간 신뢰 구축을 통한 경제협력 한계 극복
◎ 지속가능한 북방경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각 부문별 추진사업 이행 통한 북방경제협력 선도도시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북극해지역 자원 및 에너지 개발 통한 울산시 추진 에너지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 견인 및 경쟁력 확보
◎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 및 북방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 향후 정부 북방경제협력 및 북방교류 사업 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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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
정원조, 정현욱, 이경우, 박소희, 김종욱
● 과제번호

협약 19-08

● 연구기간

2019. 3.~2020. 5.

● 발행사항

2020. 5. (11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은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등이 전무한 상태로 관련 인프라 열악한 상황
◎ 전국 연안도시 중 유일하게 해양수산연구소가 없어 지역 대표 수산물 종자 공급, 인공종묘 생산, 특화 양식품종 개발, 수산기술 보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
◎ 미래 해양수산 분야 어업생산 기반 구축과 수산자원 조성, 해양자원 관련 연구개발 및 과학적 종합적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수산자원
연구소의 건립이 필요한 시점임
◎ 전 지구적 해양수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해양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울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건립 타당성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합리적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연구내용
◎ 수산자원연구소 건립 필요성 및 여건분석 : 국내외 동향 분석, 울산 여건분석, 어촌지도자 의식조사 등
◎ 국내 유사시설 사례조사 : 시설조성 현황, 유사시설 운영관리 사례 조사 등
◎ 수산자원연구소 기본구상 : 비전, 목표, 건립 당위성, 역할·기능 설정, 개발방향, 도입기능·시설, 개발가능지 검토
◎ 수산자원연구소 추진계획 : 투자계획, 운영예산, 인력구성방안, 경제적 파급효과

정책제언
◎ 수산자원연구소 건립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연구소 운영관리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인접 지자체 수산자원연구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시 해양수산 여건 분석결과를 활용한 지역 특화 사업 모델 개발
◎ 울산지역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융복합 산업화 통한 해양수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경쟁력 확보
◎ 해양수산자원 특성화 연구개발 거점 구축, 수산생물 방역/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시민 교육홍보 네트워크 구축
◎ 해양수산부 수산양식 관련 공모사업 신청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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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협약과제

울산광역시 환경시설 운영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이상현, 김희종, 마영일, 윤영배, 조미정, 김형우
● 과제번호

협약 19-18

● 연구기간

2019. 5.~2020. 1.

● 발행사항

2020. 1. (219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현재 민간위탁, 직영 등 이원화된 환경시설의 관리 일원화를 통해 공공성 증진과 효율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여 체감하는 울산광역시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함
◎ 울산시와 서울시를 제외한 7대 광역시 중 대부분이 환경관리공단 운영을 통해 전문성 있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추진하는 바, 울산
시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고자 함

연구내용
◎ 울산광역시 환경기초시설 현황 조사
◎ 울산광역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분석
◎ 국내외 환경관리공단(유사 지방공기업) 운영 사례 조사
◎ 울산환경관리공단(가칭)의 필요성과 설립 형태 검토
◎ 울산환경관리공단(가칭) 설립 타당성 분석
◎ 울산환경관리공단(가칭) 설립 및 운영방안 검토

정책제언
◎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 경제적 측면 : 1단계(2022년, 5개 시설) 공단설립 시, 인건비 467,496천원 증가, 운영비 1,408,736천원 감소
- 인력증감 및 일자리 창출 측면 : 1단계 공단설립 시, 기존 공무원 신분 89명 감소, 신규 일자리 창출 28명, 직영 공무원의 공단 인력
전환과 재배치에 따른 공무원 조직 인력 탄력적 활용 가능
- 관리적 측면 : 통합운영관리에 따른 예산 중복투자 및 인력 낭비 방지 가능, 울산시 하수관리과 운영인력 비대화 방지와 역할경감
으로 정책수립 기능 확대 가능, 직영방식의 공단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하수처리 종사 기술직 공무원 인원 감소 및
일부 대체효과 발생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향후 울산환경관리공단(가칭) 설립 및 운영 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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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열린시민대학 운영(시범사업)
이경우, 박재영, 김상락
● 과제번호

협약 19-25

● 연구기간

2019. 9.~2020. 2.

● 발행사항

2020. 2. (83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방형 교육 플랫폼 기반의 ‘울산열린
시민대학’ 시범사업을 실시함
◎ 산업현장에 필요한 데이터과학 분야 실무인재양성을 지향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 자기주도 및 역량 기반의 학습방식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구축하여 울산형 인재양성 학습모델 기반을 확립함
◎ 학령인구감소, 지역대학경쟁력 강화, 4차산업혁명 시대 인재양성 에 적합한 미래 학습 플랫폼 제시
◎ 울산 열린시민대학의 시범사업을 통해 학습플랫폼의 안정성 점검하여 시범운영사업을 통해 인재양성 학습모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본사업의 진행에 있어 차질 없이 준비하고자 함

연구내용
◎ 분야별 수요조사 및 교과 설계 용역

◎ 코치(프로그램매니저) 및 운영요원 모집

◎ 플랫폼·콘텐츠 임차

◎ 수강생 모집 및 홍보

◎ 시범운영 실시 및 평가

◎ 운영위원회 및 자문교수단 구성

◎ 자체 온라인 강좌(콘텐츠) 제작준비

◎ 교과목: 3개 강좌 시범운영(R 활용, Python 활용, Excel 활용)

◎ 온라인 콘텐츠 확보방법: 콘텐츠 이용 동의서 작성(저작권자)

정책제언
◎ 저비용 고효율의 미래교육 플랫폼 도입(플립드 러닝)하여 활용
◎ 지역의 4차 산업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Python, Excel, Data programing R) 구성하고, 대학교, 연구소 등 기존 교육 인프라와 연계
(네트워크)하여 추진
◎ 콘텐츠 단계별 확충 및 최소한의 교육시설 운영하고, 네트워크와 체계적인 Pool 관리를 통해 산업현장의 데이터 과학 분야에 필요한
실무인재 양성기회 마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Python, Excel, R : 데이터 분석을 위한 언어인 R, 파이썬과 상용프로그램인 엑셀 활용을 위한 초급 수준(수강인원 : 온라인 722명,
오프라인 98명(수강신청 기준))
◎ 2019년 울산 열린시민대학 시범사업 추진결과 총 526명이 회원가입을 했으며, 그 중 중복 수강이 가능하여 Excel, Python, R강좌에
총 722가 수강 신청됨
◎ 722명은 전체 수강인원으로 과목간 중복 수강인원수가 포함된 인원이며, 직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일반인(Excel 77, Python 48,
R 35)160, 재직자(Excel 140, Python 125, R 97)362, 취업준비생(Excel 11, Python 9, R 9)29, 학생(Excel 25, Python 19, R 17)61,
직업 미표기(Excel 47, Python 30, R 33)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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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제동향 분석 사업
이경우, 박소희, 이시은
● 과제번호

협약 20-01

● 연구기간

2020. 1. ~2020. 12.

● 발행사항

연중발간(주간, 월간 동향)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관련 경제데이터와 지표를 체계적으로 집계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울산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경제동행지수의 개발 및 지속적 수정, 경기전망모델 개발 등의 연구가 필요
◎ 울산광역시내 경제 관련 기관의 경제인식을 공유하고, 울산연구원의 경제동향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

연구내용
◎ 경제현안 분석 : 울산경제동향 및 주요 이슈 분석(주 1회)
◎ 경제동향지 발간 : 월간 울산경제동향 발간(홈페이지 게시)
◎ 울산경기동행지수 작성 및 보정 : 월별 경기동행지수 추정, 연 1회 통계청 시행 자체 품질 평가 및 관리 보고서 작성
◎ 경제전망 세미나 : 울산경제전망 발표
◎ 울산경제실무자회의 운영 :울산의 산업 및 경제에 대한 의견 교환과 네트워킹

정책제언
◎ 경제‧산업통계 분석 : 공식 승인 통계자료와 업계 자료를 통해 울산지역 산업경제 동향 파악
◎ 경제ㆍ고용위기 대응시스템 운영 : ①일자리재단 등과 협업 ②경제부분 총괄, 핵심산업 모니터링(분기별) 등
◎ 경제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네트워킹 강화 : ①경제통계 및 분석자료 공유, 전문가 자문 등 ②울산경제실무자회의
운영 ③연구자문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
◎ 울산 경제 전망 세미나 개최 : ①12월 말 차년도 울산 경제 전망 세미나 공동 주관 개최 ②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체 대상으로 차년도
울산 경제 분석 및 예측 ③전문가에게 원고청탁을 통한 정보 수집 및 분석
◎ 전문도서, 정책보고서, 동향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역의 경제 및 산업동향 분석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주간경제동향과 월간경제동향의 발간
◎ 울산경제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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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경제교육센터 운영(시비)
이경우, 박소희, 김종욱
● 과제번호

협약 20-02

● 연구기간

2020. 1. ~2020. 12.

● 발행사항

2020. 12. (68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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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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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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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립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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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언
◎ 장애인에 대한 경제교육은 소수의 정원과 세분화된 학습프로그램이 필요함
◎ 경제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필요
◎ 저소득층 대상 경제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지역 평생교육 및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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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울산교통포럼
김승길, 변일용, 정현욱
● 과제번호

협약 20-03

● 연구기간

2020. 2. ~2020. 12.

● 발행사항

2020. 12. (109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 지역의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교통전문가 및 관련 시민 등으로부터 교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 마련
◎ 특히 울산의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물류여건 변화에 따른 주요 현안 논의 및 관련 정책 개발을 통해 우리시의 교통·물류정책에 반영
하고자 울산교통포럼 운영 필요

연구내용
◎ 시민 안전속도 5030 정책토론 포럼 개최(2020.5.28.)
◎ 미래형 교통체계로서 MaaS 도입방안 포럼 개최(2020.7.22.)
◎ 울산 중고자동차 수출물류 증진방안 포럼 미개최(2020.9.1.)
◎ 트램 운영안전 확보를 위한 과제 포럼 미개최(2020.12.16.)
※ ‘울산 중고자동차 수출물류 증진방안’, ‘트램 운영안전 확보를 위한 과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관리 강화로 미개최함

정책제언
◎ 지역 내 주요 현안인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련 포럼 개최를 통해 울산시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정책 추진에 반영
하는 계기를 마련함
◎ 하지만, 현재 계획 중인 중고자동차 수출물류단지 조성과 도시철도(트램) 도입에 따른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미개최한 상황으로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우리시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민 수용성 제고 및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한 계기 마련
◎ 우리시 특성에 맞는 MaaS 도입방향을 설정하고 관련분야의 실증사례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MaaS 도입 구축 전략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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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너지융합대학원 설립방안 연구
이경우, 박재영, 박소희, 박남기, 전승국, 김상락, 김종욱
● 과제번호

협약 20-04

● 연구기간

2020. 2. ~2020. 12.

● 발행사항

2020. 12. (228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시의 에너지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이로 인한 최근의 성과들은 울산지역 에너지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에 대한 당위성
마련필요
◎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울산시, 지역대학 및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울산에너지융합대학원대학교(가칭)’ 설립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 울산 에너지융합대학원 타당성연구
- 울산지역 에너지 전략산업 선정
- 에너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수요 분석
- 융합대학원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 지자체, 지역대학 및 혁신기관 연계 협력 모델 구축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계획
- 사업추진방향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내용

정책제언
◎ 산업 및 연구현장에서 바로 투입되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나, 일반 대학과 차별화된 연구 현장 중심의 교육기관이
부족하면서 관련 인재확보가 어려움. 따라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
◎ 독립적인 형태인 대학원대학교로 신설하여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 설립 혹은 부산-울산 융복
합단지 지정(2020.08.19.)와 관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추진을 고려 할 수 있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지자체, 지역대학 및 혁신기관 연계 협력 ‘울산에너지융합대학원대학교(가칭)’설립을 위한 추진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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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열린시민대학 운영(2020년)
이경우, 박재영, 김상락
● 과제번호

협약 20-05

● 연구기간

2020. 3. ~2020. 12.

● 발행사항

2020. 12. (65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시민들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데이터 과학 및 컴퓨터 사이언스 실무 기술인력 육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성장육성산업분야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울산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시스템 구축 요구 검증
◎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역 내 취업연계, 재직자 양성 등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적 교육모델을 마
련하여 실무형 인재를 양성을 목적으로 함
◎ 2019년 열린시민대학시범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방향성을 정립하여 이를 본 사업으로 추진코자 함

연구내용
◎ 지역여건, 수요에 맞는 온라인 교과과정 개발ㆍ제공

◎ 지식의 체화,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오프라인 심화학습 실시

◎ 학습 플랫폼 운영 및 UIㆍUX 최적화 추진

◎ 심화학습을 진행할 전문지식을 갖춘 코치 모집 및 운영

◎ 수강생 모집, 홍보, 학사관리 등 학사운영 전반관리

◎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 엑셀1, 엑셀2, 파이썬1, 파이썬2, R1, R2, SQL, 머신러닝, AI

◎ 교육관련 퀴즈 및 예제 등 관련자료

정책제언
◎ 본 2020년 울산 열린시민대학 2, 3기 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개방형 교육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 플랫폼을 제공
◎ 시간, 장소 제약없이 스스로 온라인 학습 후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토론,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심화 학습을 하는 플립드 러닝 방식을
도입하여 시행
◎ 지역 인프라 협업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울산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
◎ 데이터 과학분야 단계별 온라인 강의를 Python 1, Excel 1, R 1, Python 2, Excel 2, R 2, SQL, Machine Learning, AI (9강좌) 자체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전체가입자의 성별 비율은 무응답을 제외하고 여성의 비율이 51%, 남성의 비율이 49%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교육수준별 비율은
대학교 수준이 5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함. 직업별 비율은 재직자의 비율이 34%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별 비율은 20대 28%, 40
대 20%, 50대 19%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함
◎ 2기 수료자 : 통합 34명, 온라인 167명, 오프라인 34명이 온라인 강의 70%이상, 오프라인 강의 60%이상의 참여로 수료함
◎ 3기 수료자 : 통합 65명, 온라인 140명, 오프라인 65명이 온라인 강의 70%이상, 오프라인 강의 60%이상의 참여로 수료
◎ 지속적인 사업 운영의 미래성이 보이며, 이는 2021년이후 사업에서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운영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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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울산형 AI 혁신생태계 조성 전략 연구
김상락, 김문연, 박재영, 박소희, 김종욱
● 과제번호

협약 20-06

● 연구기간

2020. 3. ~2020. 12.

● 발행사항

2020. 12. (14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의 주력산업 고도화와 특화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AI 생태계 조성 필요
- 조선 : 친환경·스마트선박, 자율운항선박, 5G기반 스마트조선소
- 자동차 : 공정의 스마트화 및 친환경차 품목 전환
- 화학 : 설비, 공정, 원료·물질 데이터 수집, 안전·환경·법령관리
- 뿌리 : 제조업 침체 대응을 위한 뿌리산업 스마트화
- 에너지 : 발전효율증대, 설비관리 등 발전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연구내용
◎ 연구의 개요(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범위 및 내용, AI 기술의 정의)
◎ 외부 환경 분석(AI 국내외 정책 동향, AI 국내외 산업동향, 해외 AI 연구개발 생태계, 시사점)
◎ 울산의 AI 여건(울산의 산업정책, 울산 AI 기술개발 추진 기관 및 현황, 울산 AI공급 및 수요 기업 현황, 울산의 AI 기술개발 현황, 울산의
AI 추진 사업, 시사점)
◎ 울산의 AI 추진 전략(SWOT분석, 대응전략, 전략 방향 및 중점추진 전략, 울산의 AI 추진 전략)
◎ 울산의 AI 추진 과제(4대 중점 추진과제, 전략별 중점 추진 과제, 전략별 세부 추진 과제)

정책제언
◎ 울산이 노동력 중심의 전통 제조업에서 지력 중심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산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조데이터와 AI
활용 체계를 갖추어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혁신(일방혁) 필요
◎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분석할 데이터가 부족하고, 데이터 공유 환경도 갖추고 있지 않음. 울산 제조업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 및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함
◎ 기업이 제조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를 통해 얻는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 필요
◎ 제조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갖춰야 함. 데이터를 축적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분석 및 AI솔루션을 만들어 기업에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 기반 고부가가치 기업 육성 필요. 또한 울산 제조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중개 전문기업
육성도 필요
◎ 제조데이터 공유 촉진을 위해 제조데이터 공유 추진 협의회 구성, 울산 AI제조기술 경진대회 개최 필요
◎ AI 전문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지역의 AI교육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AI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필요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과기정통부)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추진
◎ 울산지역 AI 생태계 조성 기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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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 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이경우, 이주영, 박재영, 박소희, 김종욱
● 과제번호

협약 20-07

● 연구기간

2020. 3. ~2020. 12.

● 발행사항

2020. 12. (36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부산, 울산의 원자력 산업 중심으로 원전 건설, 운영, 해체까지 전주기에 달하는 연구개발 및 연계 산업을 바탕으로 국가, 지역의
신성장산업 육성하여 산업 활성화가 시급
◎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융복합단지 지정 추진
◎ 지역특화 에너지산업과 연관산업의 기업·기관·연구소 등이 집적되어 비용감소와 기술혁신 등의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설계·인허가 → 제염·해체 → 폐기물 처분 → 부지복원의 벨류체인에 맞춰 단계별 엔지니어링, 방사선 관리, 건설·철거, 제염 역량
및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저장용기 설계·제작, 장비 개발 등 역량이 필요
◎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입지와 해체비지니스 공간 마련 지원, 관련기관 컨트롤 타워, 이해관계 조정자 필요

연구내용
◎ 위치 및 대상구역 : (총면적) 3개지구 20.04km2 (코어지구, 연계지구 1, 2로 구성)
◎ (코어지구)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방사선의‧과학산단, 반룡, 부산신소재일반산단응 중심으로 두산, 한전 KDN, 한전 KPS, 한국전력
기술, 성도건설 등 앵커기업을 통해 원자력, 원전해체산업 생태계 조성
◎ (연계 1지구) 녹산국가산단의 기업중심의 산업 육성
◎ (연계 2지구) 온산국가산단, 테크노일반산단의 실증, 사업화 지원, 연계산업 육성
◎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한 특정지구와의 시너지효과 강화 : 친환경자동차 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 신소재, 친환경에너지 등 산업을
활용하여 기술 공유 및 신산업확산에 연계
◎ 중점산업 : 부산-울산은 정부 9대 중점산업 중 원자력과 연계한 원자력‧원전해체산업을 중점산업으로 선정하고, 연계산업으로
ICT(빅데이터, 3D프린팅, VR/AR), 수소, 풍력, 소‧부‧장‧산업, 환경, 초소형원자로 핵융합발전, 플라즈마, 고자기장기술 등 육성

정책제언
◎ (유치방안) 단계별인 기반조성, 유치활동, 운영 및 사후관리로 구분
◎ (기술개발‧실증‧사업화) 원자력 핵심요소 부품의 국산화 추진
◎ (전문인력양성) 산업체 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재 확보
◎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방안) 기술 실용화 기반 강화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산업체 기술이전 연계프로그램 추진
◎ (글로벌 협력 방안) 원자력 산업 글로벌 진출과 국내외 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활용한 글로벌 협력 방안 구축
◎ 부산-울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기업당 국고보조금 최대 100억원 지원(시비 별도 매칭)
◎ 부산-울산시 조세감면(조건별 취득세(~100%), 재산세(~75%))
◎ 투자선정지구에 때른 규제특례 75종(인ㆍ허가 업무 협의기간 단축)
◎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외투기업 조세감면, 규제완화, 정주환경 제공, 개발사업시 특례 제공 등)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30년까지 신규고용 10,000명, 기업유치 500개 목표 : 고용유발효과는 23,924명, 생산유발효과는 3조 294억원
◎ 산‧학‧연 등 활성화 및 유치 확대 : 에너지 관련 기업 (앵커기업, 특화기업 등) 유치, 구직/재직자 일자리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강화
◎ 에너지중점산업 지원확대 및 체계화 마련 : 원자력(방사능, 방사선가속기, 수소융합) 기술개발‧실증‧사업화 강화, 산업단지 관련
지원제도 확대
◎ 생태계 조성 및 연계 강화 : 원자력 비발전 연구시설 확충 및 인력양성, 글로벌 협력방안 확대, 산업기반 종합지원센터 지원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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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R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위탁사업
윤영배, 김희종, 마영일, 김형우
● 과제번호

협약 20-08

● 연구기간

2020. 3. ~2020. 12.

● 발행사항

2020. 12. (15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발생 빈도, 피해 규모 등이 증가함에 따라 UN은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방재안전
도시 인증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울산광역시는 방재안전도시로 인증받기 위하여 UNDRR이 추진하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가입함
◎ 본 위탁사업에서는 UNDRR이 강조하는 내부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진단과 국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방재안전도시
인증 획득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연구내용
◎ 재난위험도 평가(QRE) 및 안전지표 관리

◎ 우수사례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 UNDRR의 QRE를 이용한 재난위험도 평가

- 필수항목별 우수사례 발굴 및 재정리

- 스코어카드 상세평가 수행

- 방재안전도시 추진전략 수립

◎ 울산광역시 방재안전도시(Role Model City) 인증 홍보 추진

◎ 컨설팅 및 정책지원

- UNDRR 방재안전도시 인증 홍보포럼 개최

- 방재안전도시 및 Resilience 관련 활동 지원

- 방재안전도시 인증 홍보영상 제작

- UNDRR 관련 본부 및 도시 간 협력관계 형성 지원

- 방재안전도시 인증 홍보전단 제작 및 배포

- T/F팀 및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한 정책지원 수행

-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제작

- 인증 이후 운영방안 마련 및 이행 지원

◎ 국제교류·협력 방안 모색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류·협력 방안
- 방재안전도시 인증 이후 교류·협력 방안

정책제언
◎ 울산시는 방재안전도시로서 지속적으로 도시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UNDRR이 강조하는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위험도평가 및 스코어카드평가 등의 방법 유지 및 개선이 필요함
◎ 세계 방재안전도시와 국제회의 Global Platform 등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울산시 인증 경험과 방재안전 역량을 타 도시에게
공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방재안전도시로 인증된 울산시가 Resilience Hub에 선정될 수 있도록 MCR2030 가입과 울산시 재난 복원력 단계 평가, 울산시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등이 필요함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광역시는 2020년 06월 UNDRR(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으로부터 방재안전도시(Role Model City) 인증을 받아 재난위험 경감과
재난 복원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적인 재난·안전 정책을 인정 받음
◎ 향후 UNDRR의 새로운 캠페인 MCR 2030에 가입하고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후발국에 전파 및 공유
함으로써 울산시 재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난안전 관련 정책 성과점검 및 환류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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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성장계획과 울산-경북연계협력사업 발굴
정현욱, 변일용, 이주영, 권태목, 윤영배, 김승길, 손수민, 유영준, 정원조
● 과제번호

협약 20-10

● 연구기간

2020. 3. ~2020. 12.

● 발행사항

2020. 12. (409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과제는 지역혁신성장계획과 울산-경북연계협력사업 발굴의 두 개의 과제로 되어 있음
◎ 지역혁신성장계획은 울산TP에 위탁용역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연구원에서는 주로 울산-경북연계협력사업을 진행하였음

연구내용
◎ 지역혁신성계획은 지혁혁신성장 여건, 지역혁신성장전략 및 지역혁신전략산업별 육성계획, 지역혁신사업별 추진계획 등으로 진행
◎ 울산-경북연계협력사업은 울산-경북지역을 대상으로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이중 2건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음. 본 과제의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울산-경북 일반 여건분석
- 울산-경북 연계협력사업 발굴
- 발굴사업 중 기초제안서 작성
- 지속적 연계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정책제언
◎ 울산-경북 연계협력사업의 총 발굴사업은 23개이며, 이중 공모사업에 참여할 사업으로 “영남권 수소모빌리티 생태계구축사업”과
“울산-경북 광역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선정하였음
◎ 이중 “영남권 수소모빌리티 생태계구축사업”은 균형위의 공모사업(초광역 협력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1년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사업컨설팅 비용으로 5천만원을 확보하였음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지역혁신성장계획은 울산광역시의 지역혁신전략산업별 추진계획으로 활용 가능
◎ 울산-경북연계협력사업 중 “영남권 수소모빌리티 생태계구축사업”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외 발굴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영남권 발전계획”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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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빅데이터 분석사업
박재영, 권태목, 박소희, 김상락
● 과제번호

협약 20-12

● 연구기간

2020. 3. ~2020. 12.

● 발행사항

2020. 12. (12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중앙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의지에 따라 시범사업, 표준분석모델 개발,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인 혜안시스템 제공 등을 다양
하게 추진 중
◎ 울산시는 2017년부터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 중
◎ 해당년에도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진행하여 울산시 행정분야에서 객관적인 정책 결정 자료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지표인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 기준을 충족하고자 함

연구내용
◎ 분석1) 상수도관로와 누수 및 흐린물 발생 분포의 상관관계 분석
- 범위 : 상수도 관련 공간정보 GIS 데이터 구축, 상수관로 및 누수발생 패턴 분석, 흐린물 발생 패턴 분석, 울산시 맞춤형 누수 위험도
예측 모델 적용 및 정확도 제고, 누수 예측 및 점검대상 우선 관로 리스트 산출
- 분석결과 : 상수관로와 누수 민원 패턴 분석 및 누수 위험도 예측 구역 도출
◎ 분석2) 공공디자인 분석
- 범위 : 소셜 데이터 수집을 통한 공공 디자인 수요와 시민 요구사항, 공공디자인 개선지역별 유동인구(연령, 시간대) 분석, 개선
요구사항 워드클라우드 및 트래픽 추이 시각화
- 분석결과 : 울산 공공디자인 개선 지역(구역), 개선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선 개선 서비스 발굴 도출 및 제언
◎ 분석3) 긴급 재난지원금 분석
- 범위 : 2020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사용 패턴, 업종, 행정동, 요일별 등 사용패턴의 다양한 비교 분석,
일반 카드소비, 울산페이(지역화페) 소비, 긴급 재난지원금 소비 등 상호간 비교 분석
- 분석결과 : 재난지원금 사용 결과 도식화

정책제언
◎ 누수 다발 지역, 상수관로 우선 관리 구역 등 상수도 누수 발생 패턴 및 예측 분석을 통해 상수도 교체 및 점검 우선순위 도출
◎ 울산시 내 공공디자인 개선 시급 지역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 제공 및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울산페이로 재난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구축된 상수도 공간 정보와 누수 민원 융합 기반 상수도 관리시스템 활용,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맞춤형 수도
정비 계획 연구 필요
◎ 도출된 시민 수요를 기반으로 행정 정책 및 인프라 개선과 개선 지역별 주요 연령층 및 이용객 특성 분석 결과 기반 차별화된 고도화
연구 필요
◎ 기타 지원금의 사용 정보를 DB화하고, 상호 비교와 실시간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 연구 필요

122

2021_울산연구원_연차보고서(내지)_레이아웃 1 21. 2. 1. 오전 11:44 페이지 123

Ⅱ 연구실적 협약과제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국비)
배은경, 김성욱, 김현주, 송희정
● 과제번호

협약 20-13

● 연구기간

2020. 4. ~2020.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취약계층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차이를 극복하고 형평한 문화향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제공
◎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수혜자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함께 답사하고 자각하는 활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향유하는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초석이 될 것

연구내용
◎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대상 프로그램 운영
- 문화재를 접할 시 이해도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광협의 문화재 기본개념을 숙지
- 우리지역의 문화유산 알아보기, 우리지역의 문화유산 둘러보기, 소중한 문화재 보호하는 방법 알기, 문화재를 둘러보고 내 느낌
표현하기

정책제언
◎ 지역개발과 상충되어, 다소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리한 문화재에 대한 사고의 전환 유도
◎ 다소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던 문화재를, 내가 나고 자랐으며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도 문화재가 존재함을 숙지함으로써 밀접하게
닿아있음을 인식
◎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을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이해도가 상승
◎ 문화재를 이해함으로써 차후 노출 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다수의 사업이 제한적 계층에 국한되어 진행됨으로써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게 됨. 이에 역차별이 우려되기도 함. 편향적이지
않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의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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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포 마을안내 해설사 양성
유영준, 김상우, 이주영, 박재영, 손수민, 김광옥, 김상락, 김한태
● 과제번호

협약 20-15

● 연구기간

2020. 5. ~2020. 7.

● 발행사항

2020. 7. (396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 남구 장생포 마을의 도보형 관광코스 개발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여 체류형 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전문성을 갖춘 해설 서비스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표현기술 및 장생포에 대한 해설 스토리 기획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본
과업의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 선발 및 면접
◎ 양성교육 : 2020. 6. 1.(월) ~ 16.(화) 11일
◎ 현장실습 : 2020. 6. 17.(수 ) ~ 28.(일) 2주
◎ 교육내용 : 기본 소양, 울산 남구의 문화‧역사‧관광, 해설안내기법, SNS 활용,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수화, 관광객의 심리 및 특성,
관광객의 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
◎ 현장 견학 : 모노레일, 고래문화마을, 고래박물관, 철새홍보관, 반구대 암각화
◎ 현장 실습 : 고래박물관, 장생포 옛마을, 장생 옛길

정책제언
◎ 장생포 마을안내 해설사 양성 후 지속적 보수교육 필요
◎ 장생포 마을안내 해설사가 근무한다는 홍보와 근무 장소 확보 필요
◎ 장생포 마을안내 해설사의 운영 예산 확보 필요
◎ 장생포 마을안내 해설자료집 발간 필요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장생포 마을안내 해설사 7명 배출
◎ 코로나19로 인해 10월까지 고래박물관에서 근무
◎ 2021년 해설사 운영 및 보수교육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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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협약과제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윤영배
● 과제번호

협약 20-18

● 연구기간

2020. 7. ~2020. 12.

● 발행사항

2020. 12. (16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울산시의 지속적인 자연·사회재난의 발생과 복합재난 등 신종위험에 대비하고,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비한 시민 체감형 방재
안전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울산시 실정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 정책의 개발·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립 및 운영

연구내용
◎ 울산시 재난·안전 Think Tank로서 정책 연구 발굴 및 수행
- 울산시 재난·안전 전략 및 로드맵 구상
- 울산시 재난·안전 관련 정책동향 분석 및 연구·사업 발굴 기획을 위한 월간 재난·안전정책 브리프 작성
- 태화강 둔치 주요 지점별 침수예상 수위 데이터 구축 관련 현안과제 수행
- 태풍 및 호우시 태화강 둔치 침수 방지를 위한 대암댐 유출량 조절 방안 관련 현안과제 수행
- UNDR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위탁사업 수행
◎ 재난·안전 인식 향상을 위한 활동

◎ 울산시 재난·안전 연구기반 확립

- 울산시민 도시안전 인식조사 수행(2회)

-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규칙 제정

- 재난·안전 소식지(재난탐정:울산안전 탐색하기) 발간

- 울산광역시 재난·안전 정보(DB) 시스템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 국내·외 교류 협력 역량 강화

-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발전계획 수립

- 방재안전도시 울산(Resilient City Ulsan) 포럼 개최
- 시도별 재난안전연구센터 현황 파악 및 교류·협력방안 논의

정책제언
◎ 월간 재난·안전정책 브리프를 통한 제언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광역시 차원 통합 관리대책의 필요성
- 산사태 취약지역 평가·심의 점검과 위험 인식 개선 및 재난·안전사고 사전·후 대응 및 행동 요령 교육의 필요성
- 화재취약 건축물 지정 및 가연성 외장재 사용 실태조사, 관리대책 검토의 필요성
- MCR2030 론칭에 따른 UNDRR 방재안전도시의 새로운 추진전략 및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
- 방재안전도시 울산의 시민체감형 재난·안전정책의 방향성 : 이용자별 맞춤형 교육훈련, 모니터링/알림 체계 개선
◎ 울산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기간별(단기,중기,장기) 발전 방향성 제언
◎ 울산시 재난·안전 정보(DB)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 방향성 제언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시 재난·안전 전략 및 로드맵 구상안을 참고한 방재안전도시 울산의 비전, 전략 수립 예정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의 광역시 차원 통합 관리대책 검토 사업 진행 예정
◎ 방재안전도시 울산의 MCR2030 가입 및 Resilience Hub 인증을 위한 울산시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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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이슈리포트
급변하는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역현안을 발굴하면서
시의성과 이슈 선점에 역점을 둔
정책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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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울산의 대응과제
이상현 외 14명
● 과제번호

이슈 20-01

● 발행호수

191

● 발행사항

2020. 6. 30. (62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
-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들어섬에 따라 이번 사태 이후, 사회 다방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향후 비대면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라 소비행태, 업무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차원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
◎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춘 현황파악, 검토, 분석 등 관련 논의와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 중앙정부, 국책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국가 및 전체 산업대상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 차원의 관심과 대응은
미흡한 수준
- 울산의 사회, 지역경제 및 산업 등에 초점을 맞춘 논의와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됨

연구내용
◎ 총 4개 분야의 13개 원고로 구성했으며, 원내 15명의 필진이 참여

정책제언
◎ 본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야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시의성을 고려한 실질적 대응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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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이슈리포트

‘울산 자동차’, 코로나 사태에 위기 대응 서둘러야
황진호
● 과제번호

이슈 20-02

● 발행호수

192

● 발행사항

2020. 9. 7. (16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의 경제상황은 소비, 생산, 고용 등 모든 경제활동에서 위축되고 있으며, 일부 제조업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의 2차 확산까지 우려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되고 있어 대외경기 의존성이 높은 한국경제 성장 전망도 하향 조정
- 정부도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변화상에 주목하면서 대응책 모색
◎ 코로나19로 인한 울산 지역산업의 충격은 업종별 상이할 것이나 일부 업종은 구조적 전환에 당면
- 특히, 자동차산업이 지역경제의 생산과 고용 부문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산업이
직면하는 시장 변화와 생태계 붕괴까지 우려

연구내용
◎ 울산 자동차산업 동향
- 울산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의 위상은 매우 높은 수준이나 최근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기의식 고조
- 울산의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도 해외수요 위축, 부품수급 불안정, 현지 재고 누적 등으로 생산과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개별소비세
인하, 신차 효과 등으로 내수판매는 증가
◎ 정부의 대응 방향
- 정부는 미래차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전략을 담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2019. 10.)을 발표하였으며, 울산시도
지역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2019. 12.) 수립
- 정부는 ‘신종 CV(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자동차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2020. 2.)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2020. 6.)
등 업계 안정화 대책 마련
◎ 시사점
- 비대면 산업 활성화는 울산의 주력 제조업에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수 있으나, 디지털경제 전환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
-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서비스화 등 미래차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촉진
-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고용안전망 확대를 토대로 지역산업·고용 대응책 강구

정책제언
◎ 내연기관차 고도화 및 미래차 중심의 구조 전환 촉진
- 울산 내연기관 부품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동시에 미래차 중심의 부품업계 구조 전환 지원책 마련
- 전기·수소차 확산 전략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지원
◎ 고용위기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지역산업 거버넌스 활성화로 정책 실효성 제고

- 변화하는 산업경제 환경과 노동시장과 연계하여 지역고용
대응책 마련 필요

- 자동차산업 포럼 운영을 통해 실질적 정책방안 도출
- 자동차산업 구조전환기금 조성안 마련

- 자동차부품 고용유지 지원책으로 고용안정 생태계 조성

-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 조사

- 디지털 선도인력 양성 및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지역 자동차부품산업 구조전환과 고용위기에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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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법과 시기
이재호
● 과제번호

이슈 20-03

● 발행호수

193

● 발행사항

2020. 11. 9. (20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인권영향평가의 의의와 제도 검토
- 인권영향평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시민)의 인권보호, 나아가 인권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장려하기 위한 계획과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 울산광역시에는 이 제도가 없어 제도 도입 검토를 통해 인권 침해의 사전예방적 수단
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 제도시행의 전제조건 탐색과 절차, 방법
- 제도시행에 전제가 되는 요건이 무엇인지, 운영주체는 누구로 할 것이며 유형 등을 검토하여 울산광역시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어떻게 구비해야 하는가 제시

연구내용
◎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대상 및 유형
- 자체평가와 외부평가
-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협력적 평가 체계 필요
-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범위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없으나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등을 근간으로 함
- 사전 평가, 사후평가, 과정 평가 등 존재
◎ 지방자치단체 인권영향평가 사례와 시사점
- 광역시별 인권조례와 인권영향평가 실시 여부
- 서울시, 광주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사례와 시사점 도출
◎ 인권영향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절차(방법)와 도입 시기
- 사전요건 : 자치법규 마련
- 단계적 시범사업 진행
- 서식 및 체계 완비
- 도입 시기는 인권영향평가지표 마련 이후 및 환류시스템이 가능한 이후가 적합

정책제언
◎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과 시행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마련 필요
◎ 대상, 평가 절차, 기구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 요구
◎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마련을 위한 충분한 준비 갖출 것
◎ 제도 도입 시기는 방법과 절차가 구비된 이후가 적절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향후 전개될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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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실적 이슈리포트

열린 관광지 인증 확대로 장벽 없는 관광도시 울산 만들자
유영준
● 과제번호

이슈 20-04

● 발행호수

194

● 발행사항

2020. 12. 17. (13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의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 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열린 관광’은 무장애 관광과 동일한 의미이지만 복지적 관점에서 보편적 권리의 관점으로, 시혜적 관점에서 산업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개념
◎ 2020년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한 울산광역시는 관광 분야에서 고령층에게 장애가 없는 열린 관광지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함
- 2017년 태화강 십리대숲이 열린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울산의 관광지점과 관광지 중 열린 관광지로 인정받은 곳은 전무한 상태
◎ 2019년 7월 태화강 제2 국가정원 승격 후 울산의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 열린 관광지 확대를 검토해야 함

연구내용
◎ 열린 관광에 대한 개념 정립
- 공통개선사업 : 안내 팸플릿 제작, 열린 관광지 점자 가이드북 제작, 촉지형 안내시설 설치, 무장애 웹페이지 제작 등 정보안내 부문
- 대상지별 개선사업 : 장애인 주차장, 무장애 동선, 장애인 화장실, 매표 개선 등 물리적 환경 개선과 관광지 특성에 따른 장애 없는
관광콘텐츠 발굴, 인식 및 서비스 개선 교육 등
◎ 열린관광지 선정 현황
- 2015년 경기 용인 민속촌 선정 후 94개소 선정

- 조성 사업 : 시설, 체험콘텐츠, 정보, 서비스 부문으로 분류

- 각 부문에서 ‘장애물 없는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 구축을 위한 사업 진행
◎ 열린 관광지 조성 사례
- 벨기에 플랜더스 : 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한 Visit Flander 설치
- 일본 사이타마 현 : 베리어프리 신법을 통한 복지마을 만들기와 적합증 발급 시행
- 태화강 십리대숲 : 데크 조성, 포토존 신설, 대나무 촉감 체험 공간 조성, 시작장애인 고려 점자 가이드북 발간

정책제언
◎ 울산광역시 의회는 2020년 8월에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기에 이 기회를 살려야 함
◎ 열린 관광지 인증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 태화강 국가정원부터 열린 관광지 인증 준비 필요
◎ 5개 구‧군의 열린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상품 개발
◎ 한국관광공사의 테마 관광지로 선정된 곳을 열린 관광지로 우선 개발
◎ 울산 어울길의 나무 데크 등 기존 인프라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조례에서 포함하지 못한 모니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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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위한 그린뉴딜, 울산의 과제
마영일
● 과제번호

이슈 20-05

● 발행호수

195

● 발행사항

2020. 12. 22. (16p)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020년은 관측사상 가장 기온이 높았던 3년 중 한해이며, 기후변화 가속에 따른 세계 곳곳의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함
- 2011~2020년은 관측사상 전지구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년대이며, 2020년 1~10월의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2±0.1℃가 높아졌음
- 호주의 대규모 산불, 유럽의 폭염, 중국의 홍수, 우리나라의 최장기간 장마와 3주간 연이은 태풍 한반도 통과 등과 같이 2020년은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으며, 그 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함
◎ IPCC는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2100년까지 산업혁명 이전대비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2050년까지 net-zero를 달성해야 한다고 언급
-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으로 배출된 탄소를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추세로는 1.5℃ 제한을 위한 잔여 탄소 배출
총량은 10여년 후에 고갈됨
◎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한 전방위적 대전환 노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은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
- 애플, 구글, BMW 등 주요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 기업에서 사용하거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겠다는 RE100기업 선언에 참가하고 있음
◎ 탄소중립, 그린뉴딜은 단순히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산업·경제활동 전반의 전환활동이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산업·경제활동에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음
◎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울산광역시는 이러한 상황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종합계획이 필요함

연구내용
◎ 그린뉴딜의 정의 및 역사

◎ 유럽연합, 미국,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인 그린뉴딜

◎ 우리나라 주요 지자체의 그린뉴딜 계획

◎ 울산형 그린뉴딜 사업과 한계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울산의 과제

정책제언
◎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 사회적 국가 정책과 제정될 법률 등 지자체 탄소중립 달성 시점과 이를 위한 방법론 제시
가 증가되고 있어 탄소중립 선언 계획 수립이 필요
◎ 선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
◎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방안(RE100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전환과정 중 산업 재편에 따른 고용시장 및 소득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 활용실적 및 계획
◎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수립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울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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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00

2020. 4. 8.

지역소비 진작을 위한 울산페이 적극 활용‧동참 필요
황진호 박사 / 혁신성장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히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가계 소득 보전과
지역상권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
○ 울산광역시는 지역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 전자화폐인 ‘울산페이(Pay)’ 확대를 추진
○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생계지원금을 시행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을 추진
시사점 및 제언
○ 지역 가계의 역외소비율이 57.1%에 이른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화폐의 일종인 울산페이를 서민경제
위기 완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
○ 민간소비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전국적으로 약 180%, 울산에는 약 50%의 생산을 유발하고,
전국 15.9명, 울산 5.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
○ 울산시 출자‧출연기관 등 유관기관이 울산페이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Vol.101

2020. 4. 27.

코로나19, 울산경제 강타… “산업체 특단 지원을”
강영훈 박사 / 혁신성장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제조업 도시 울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
○ 코로나19의 팬데믹(대유행)으로 수출 위주의 산업도시 울산은 수출이 급감
○ 코로나19에 따라 예상되는 위기 전개방향
시사점 및 제언
○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모색 필요
○ ‘산업계 지원’ 특단의 대책 시급

Vol.102

2020. 7. 3.

코로나 계기로 울산 ‘스마트 복지환경’ 앞당겨야
이윤형 박사 / 시민행복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코로나19로 울산의 모든 복지이용시설이 무기한 휴관
○ 장애인 돌봄 등 긴급서비스 위주로 운영하며 다양한 비대면서비스를 제공 중
시사점 및 제언
○ 복지기관 운영 재개를 위해 ‘단계별 프로그램 매뉴얼’을 ‘대상자 특성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등 ‘ICT 환경의 복지서비스 제공 모델’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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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03

2020. 7. 27.

울산 청년 여전히 ‘대기업 선호’…
전국보다 높고 ‘수입’ 중시 경향 두드러져
이재호 박사 / 혁신성장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울산 청년들,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 전국과 14.7%p 차이
○ 과거 10년 간 대기업에 대한 직장 선호도는 평균 30.1%
시사점 및 제언
○ 울산 청년 ‘대기업 선호’ 지속… 직장 선택 기준과도 밀접한 관계

Vol.104

2020. 8. 11.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특구’ 지정… ‘
국내 역량 결집’ 거점 조성을
박소희 박사 / 혁신성장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경제효과 기대
○ 특구 지정으로 ‘게놈 기반 신산업, 연계산업’ 육성 가능
○ 울산이 주목해야 할 규제자유특구 우수사례
시사점 및 제언
○ 특구 지정 이후 ‘후속사업 발굴’ 중요
○ 울산에 국내 게놈연구 역량 결집하는 ‘거점 공간’ 구축

Vol.105

2020. 8. 19.

‘빅데이터로 본 울산페이’, 소상공인에 큰 효과…
지역화폐 정착 기대
박재영 박사 / 혁신성장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울산페이, 시민 25.5%가 이용… ‘가맹점 39.9%’ ‘상반기 사용액 1,178억원’
○ 3월부터 사용금액 늘어나면서 지역화폐로 자리매김
○ 울산페이는 소상공인이 집중된 숙박·음식, 슈퍼마켓·편의점 등에 많이 사용
시사점 및 제언
○ 울산페이, ‘소상공인 중심’ 활성화… 영세업종에 효과 보여
○ 울산페이 활성화에 ‘빅데이터’ 중요… “타 지역 이용객 대상 홍보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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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06

2020. 9. 8.

‘강소연구개발특구 중심’ 울산 서부권 종합구상 필요
김혜경 박사 / 시민행복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울산, 7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지역 혁신 생태계 구현 기회”
○ ‘미래형 전지’에 특화, C-Innostry(Cell-Innovation Industry) 클러스터 조성
○ 강소특구(과기정통부)는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경제자유구역(산자부), KTX역세권 개발
(울산시) 등 울산시 주요사업과 공간·산업적으로 강도 높게 연계
○ 울산 서부권에 중앙정부와 울산시의 투자 및 정책적 역량이 집중된 시기
시사점 및 제언
○ 강소특구를 ‘미래전지 실증 테스트베드’로 조성하여,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육성을
○ ‘미래형 전지’ 넘어 ‘미래형 모빌리티’ 클러스터로 확장해야
○ 원스톱 실증을 위한 UNIST 내 신기술 실증 전담조직 설치

Vol.107

2020. 10. 28.

‘태화강 국가정원’ 관광 활성화 위한 블로그 데이터 분석
김상락 박사 / 혁신성장연구실
현황 및 분석
○ ‘태화강 국가정원·대공원’으로 검색된 블로그 게시글, 지난해보다 2배 증가
○ 블로그 게시글 증가 시 관광객 수도 증가… ‘높은 상관 관계’
○ 태화강 국가정원 관련 블로그 게시글의 ‘단어 빈도’ 분석
시사점 및 제언
○ 블로그가 관광객 증대에 영향… 게시 독려·관련정책 발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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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08

2020. 11. 2.

울산 언택트산업 육성 위해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지원 필요
이경우 실장 / 혁신성장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코로나19발(發) 글로벌 경기침체로 울산지역 중소기업 경영활동 위축
○ 정부, 중소기업 원격·재택근무 증가에 비대면 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울산 공급업체는 1개… 언택트 생태계 조성 어려워
시사점 및 제언
○ 수도권 승자독식 구조 극복 위해 울산 공급업체 지원·육성 필요
○ 울산 ‘언택트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수요·공급기업 지원

Vol.109

2020. 11. 27.

문화예술기관 온택트 대처 필요…울산도 유튜브 적극 활용을
김상우 박사 / 시민행복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영상의 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의 급격한 부상
○ 비대면 사회에서 ‘문화예술-대중’ 잇는 새로운 다리
○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사례
○ 유튜브 통해 ‘온택트(Ontact·온라인 대면)’ 시도하는 울산지역 문화예술기관
시사점 및 제언
○ 유튜브, 문화예술 콘텐츠와 찰떡궁합… 흥미로운 콘텐츠로 관심 이끌어야

137

2021_울산연구원_연차보고서(내지)_레이아웃 1 21. 2. 1. 오전 11:44 페이지 138

2021_울산연구원_연차보고서(내지)_레이아웃 1 21. 2. 1. 오전 11:44 페이지 139

Ⅲ

연구활동

울산
도시환경
브리프

2021_울산연구원_연차보고서(내지)_레이아웃 1 21. 2. 1. 오전 11:44 페이지 140

URI ANNUAL REPORT 2020

Vol.82

2020. 5. 18.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 증대를 위한 제언
마영일 박사 / 시민행복연구실
현황 및 분석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 다양한 요인에 따른 배출 감소가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견인
시사점 및 제언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
○ 제도 효율 증대를 위한 계절관리제 ‘이행 시기조정 효과’ 분석연구 필요

Vol.83

2020. 6. 30.

울산 산업폐기물 매립지 부족…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강화’ 필요
김희종 박사 / 시민행복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울산지역 산업폐기물 매립량 531만9,318톤 중 67.5% 울산 기업에서 기인
○ 울산지역 전체 산업폐기물 매립량의 52.1%가 관내 10개 업체로부터 기인
시사점 및 제언
○ 지역 내 산업폐기물 매립지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 노력 필요
○ 생태산업개발(EID·Eco-Industrial Development)을 통한 감량 노력 필요

Vol.84

2020. 7. 16.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위한
통합교통서비스(MaaS) 도입 검토 필요
김승길 박사 / 미래도시연구실
현황 및 분석
○ 개인교통수단 이용 증가로 교통혼잡비용 및 시내버스 재정보전·지원액 매년 증가
○ IT기술 발전으로 공유교통수단 확산과 데이터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통합교통서비스(MaaS)’ 등장
○ 국내외 MaaS 도입 사례
시사점 및 제언
○ 울산-주변도시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MaaS’ 도입 검토
○ ‘MaaS’ 도입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의 적극적 협력 필요

140

2021_울산연구원_연차보고서(내지)_레이아웃 1 21. 2. 1. 오전 11:44 페이지 141

Ⅲ 연구활동 울산도시환경브리프

Vol.85

2020. 7. 30.

주변에 많은 어린이공원, ‘다기능 공간자원’ 활용하자
이주영 연구위원 / 미래도시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주거지역 내 놀이터(어린이공원) 산재… 오픈 스페이스 자원으로 활용 가능
○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례
시사점 및 제언
○ 입지 지역 특성 반영한 ‘테마형 어린이공원’으로 정비
○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수요맞춤형 놀이터’ 조성
○ 세대 공존형 어린이공원 조성 필요

Vol.86

2020. 8. 24.

‘울산시 재난위험도평가’ 수행…
‘인명 피해’ 줄일 재난별 대책 필요
윤영배 박사 / 미래도시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울산시 재난위험도평가 수행 결과, 위험도는 ‘감염병, 풍수해, 지진, 폭염’ 순
○ 재난으로 인한 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인명 피해’ 관리 중요성 나타나
시사점 및 제언
○ 다양한 평가방법 적용한 지속적인 울산지역 재난위험도평가 필요
○ ‘인명피해 저감’ 중심의 대책 수립해야

Vol.87

2020. 8. 26.

울산 수소연료전지 확대,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접목시키자
김형우 박사 / 시민행복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울산 도시가스 보급률 정체… 미보급 5%에 대한 대책 필요
○ 울산시,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계획 수립… 실효성 기대
○ 산자부,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구축… 공급 연계
○ 경기도 파주, 대구·경북 등 선도 사례
시사점 및 제언
○ 포용도시 측면… 도시가스 소외 대상 수소연료전지 보급 고려해야
○ 울산혁신도시 내 에너지 유관기관과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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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88

2020. 9. 15.

울산 ‘우수 해양자원’ 활용…공공의료 연계 ‘치유센터’ 건립을
정원조 박사 / 미래도시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정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으로 ‘헬스케어’ 선정
○ 연안 주요도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해양치유 정책’
○ 울산형 뉴딜 추진… ‘공공의료 기반 강화’ 기대
시사점 및 제언
○ 울산지역 ‘우수 해양수산자원’ 활용… 치유정책 추진 필요
○ 울산공공의료 연계시설로서 ‘해양치유센터’ 건립 검토
○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연안공간 지속 관리’ 위한 연구개발 추진해야

Vol.89

2020. 9. 17.

빅데이터로 본 울산교 ‘배달의 다리’,
‘상권 기여·젊은층 유도’ 등 효과 뚜렷
이상현 실장 / 시민행복연구실
현황 및 분석
○ 울산교 ‘배달의 다리’ 정량적 효과 확인 위해 ‘빅데이터 분석’ 실시
○ 시범사업기간 유동인구 19.8%, 카드소비 32.6% 증가
○ 소비품목 카드지출 중 쇼핑 61.9%, 음식 40.7% 증가… ‘20, 30대’ 지갑 여는 효과도
시사점 및 제언
○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바 ‘특허청 상표 등록, 배달앱 개발’ 등으로 울산시 중심의 국내 이슈 선점과
확장성 검토 필요
○ 젊은층 중심의 문화공간 창출과 포스트 코로나 해방구로 ‘상시 정착화’ 필요

Vol.90

2020. 10. 14.

울산권 GB(개발제한구역) 활용 제고 위해
‘대체지 지정 제도’ 도입하자
정현욱 실장 / 미래도시연구실
현황 및 분석
○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총량 대비 해제면적을 나타내는 ‘GB 소진율’은 울산권이 가장 낮은 상태
○ GB 해제의 주요 요건 중 하나인 ‘환경평가등급’의 갱신으로 울산권 GB 내 활용 가능한 부지(3~5
등급)가 절대적 감소
시사점 및 제언
○ 울산권 GB의 잔여 해제가능총량(23.8㎢)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GB 관리 규제완화’ 필요
○ GB내 1, 2등급지를 활용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대체지를 GB 외측에 지정하는 ‘제도 개선’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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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91

2020. 10. 15.

울산시티투어 홍보효과 높은 ‘투어버스’ 상시 운영을
유영준 박사 / 울산학연구센터
현황 및 분석
○ 울산시티투어 이용객 추이… 행사 여부가 이용객 수와 수입에 영향
○ 올해 ‘트롤리버스’ 도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00명 이상 증가
○ 울산시티투어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
시사점 및 제언
○ ‘울산시티투어 운영’ 홍보하는 ‘투어버스 상시 운행’ 필요
○ ‘안전 운행·친절’은 시티투어 이용 만족도의 필수 조건

Vol.92

2020. 11. 11.

도시재생에 중요한 ‘토지 확보’, 제약되는 ‘법·제도’ 개선 필요
권태목 박사 / 미래도시연구실
현황 및 분석
○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있어서 토지 확보의 중요성
○ 토지 확보 위한 ‘사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
○ 총괄사업관리자 자격 있는 울산도시공사도 토지 확보 어려워
시사점 및 제언
○ 지방 도시공사의 토지 비축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 필요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적정 규모의 토지 비축 허용을
○ 상위법 이후 지방 조례 등 정비해야

Vol.93

2020. 12. 4.

‘울산역·동해선 철도역’ 상생 활성화 방안 필요
조미정 박사 / 울산공공투자센터
현황 및 분석
○ 울산역 개통 10주년, 광역교통망으로써 중추적 역할
○ 동해선, 경부고속선과 이용패턴 차이… 울산역 개통 후 동해선 수요 변화 미미
○ 울산지역 ‘철도망’ 대거 확충… 교통환경 획기적 변화 기대
시사점 및 제언
○ 경부고속선과 동해선의 ‘동반 성장’ 위한 방안 필요
○ 울산역 활성화 위한 ‘서울산 개발’ ‘연계교통망 구축’에 역량 결집을
○ 동해선 활성화 위한 ‘이용객 편의성 향상’에 선제적 대응해야

143

2021_울산연구원_연차보고서(내지)_레이아웃 1 21. 2. 1. 오전 11:45 페이지 144

2021_울산연구원_연차보고서(내지)_레이아웃 1 21. 2. 1. 오전 11:45 페이지 145

Ⅲ

연구활동

계간지 「울산발전」
울산의 당면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여론을 주도해 나가는
‘울산’의 대표적 종합 정책정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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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7
2020. 3.

기획특집

‘미세먼지의 계절’ 울산의 대응 노력
‘미세먼지 계절’ 울산의 대응 노력 / 송창근 교수
울산의 미세먼지와 건강영향 / 오인보 연구교수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오염 특성과 개선을 / 마영일 연구위원

지역논단

울산광역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방향과 전략 / 이재호 박사
「울산」 산업단지의 기능 변화 : 제조공간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거점공간으로 /
이주영 연구위원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UDI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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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8
2020. 6.

기획특집

‘포스트 코로나’, 울산에 필요한 변화
코로나19의 울산 주력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 김형걸 원장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울산의 준비와 방향 / 이경리 교수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대비하는 울산관광의 변화 / 정란수
교수

지역논단

일본 사례를 통해 본 두루미의 생태관광 자원화 방안 검토 / 김희종 박사
국내 여행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는 울산 관광 / 유영준 박사
울산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의의 그에 따른 울산시 역할 / 김형우 박사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URI NEWS

URI NEWS
언론이 본 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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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69
2020. 9.

기획특집

민선7기 울산시 출범 성과와 하반기 기대
울산시 민선7기 후반기에 거는 기대 / 김연민 교수
회복력 있는 녹색안전 도시 울산 만들기–민선7기 환경 협치의 현황과 과제 /
한상진 교수
울산 경제의 성과와 과제–울산형 산업혁명 통한 산업 대전환을 기대하며
/ 이경우 실장

지역논단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가능한가? / 정현욱 실장
안전속도 5030 본격 추진에 따른 성공적인 정착 방안 / 김승길 박사
글로벌 에너지허브 도시 비전을 향한 도심 랜드마크 건축 / 김혜경 박사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URI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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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NEWS
언론이 본 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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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70
2020. 12.

기획특집

영남권 메가시티 추진, 발전방향과 과제
동남광역권 구축 논의와 울산의 대응방안 / 김재홍 교수
울산·부산·경남 메가리전과 수소경제권 구상 / 조기혁 교수

지역논단

울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의의와 방향 / 황진호 박사
거주 양호성을 계측하는 방법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권태목 박사
UNDRR MCR 2030 론칭에 따른 울산시 대응방안 / 윤영배 박사
울산의 디지털 혁신 사례 및 시사점 / 김상락 박사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URI NEWS

URI NEWS
언론이 본 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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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I 시무식 “싱크탱크 역할에 매진”

2020. 1. 2.
울산발전연구원은 2일 오전 11시 4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시무식’을 갖고
새롭게 맞이한 경자년 새해에 임하는 힘찬 각오를 다졌다.
시무식에서 임진혁 원장은 “울산시가 올해 시민체감 행복도시라는 시정목표를
세운 만큼, 이에 발맞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울산의
싱크탱크로서 시와 시민의 고민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또 “직원 여러분이 올해 워라밸을 이루고 무엇보다 행복해지기 바란다”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무식은 임진혁 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직원 표창, 공무직 임명장 수여, 상호
인사, 새해 덕담나누기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기업 북방진출 방안 모색

2020. 1. 13.
울산발전연구원은 13일 4층 대회의실에서 ‘울산기업 북방진출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울산 기업들의 북방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러시아
현지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을 듣고 행정기관 및 기업 담당자, 연구진의 토론 진행에
중점을 뒀다.
이날 전명수 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학 교수가 ‘신북방정책과 울산기업의
북방진출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어 우리 연구원 정원조 박사가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및 북방교류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간담회를 열어 전명수 교수가 기업 담당자들을 컨설팅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0년도 연구과제 착수보고

2020. 1. 14.
울산발전연구원은 14일 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임진혁 원장 주재로 원내
연구진과 2020년도 연구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 연구부서 과제책임자들은 올해 수행할 연구과제를 제안하고
추진목표 및 개요 정책제안 사항 등을 발표했다.
이날 임진혁 원장은 “울산시가 대내외적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시정목표를 시민
체감 행복도시로 정했다”며 “이런 상황 속에 연구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과제에 울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을 때, 특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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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협약

2020. 1. 30.
울산시와 구군, 산하 공공기관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울산시와 5개 구·군, 9개 산하 공공기관 등 15개 기관은 1월30일 오후 2시30분
울산시의회 의사당 시민홀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울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시 산하 공공기관은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울산문화재단 등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출산·육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양성평등 사회가 실현
되도록 구·군, 공공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시의회 행자위 업무보고

2020. 2. 12.
울산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이틀째인 2월12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으로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손종학 의원은 “협약과제인 ‘울산열린시민대학’ 추진으로 울발연에 부담을
주고 본연의 연구과제에 지장을 받는게 아니냐”며 연구원에 위탁된 사업과 인련
관리 등의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미형 의원은 연구부서 분리·통합·신설 등 조직 변화에 대해 묻고, 지역학 연구
및 사업을 수행중인 ‘울산학연구센터’와 관련해 울산의 정체성에 대한 기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개원 19주년 기념식

2020. 2. 21.
울산발전연구원(원장 임진혁)이 올해 개원 19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울산의
싱크탱크’로서 새로운 의지를 다졌다.
울발연은 21일 오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임직원은 그간의 성과와 반성으로 연구원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앞으
로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임진혁 원장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주제로 특강을 열어
직원들과 소통하며 격려했다.
또, 새롭게 편성된 혁신성장·미래도시·시민행복연구실 등 3개 연구부서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조직 개편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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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원산업박람회 기본계획 착수

2020. 3. 31.
울산시가 2021년 국가정원산업박람회 유치에 나섰다. 태화강 국가정원이 선발
주자라는 이점으로 각종 박람회 등 다양한 국가정책을 독차지하는 순천만국가
정원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정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는 ‘2021 태화강 국가정원산업박람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착수
한다고 31일 밝혔다.
울산발전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울산은 지난해 국가정원을 유치했으며, 국가정원산업박람회를 순천만과 격년
으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이를 발판으로 국제정원박람회 유치까지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울산열린시민대학 개강

2020. 4. 1.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던 울산열린시민대학이 오는 5월부터 본격
강의에 들어간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기수별 2개월간 8주 과정으로 3기에 걸쳐 강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개강은 우선, 1기 과정이 5월 6일부터 온라인부터 개강에 들어가며, 오프라인은
코로나19에 따른 감염 등을 고려해 온라인 개강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개설강좌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과학 분야의 엑셀(Excel)레벨1, 엑셀 레벨2,
파이썬(Python) 레벨1, 파이썬 레벨2, R 레벨1, R 레벨 2 등 6과목이다.

“코로나19 극복, 마음을 나눠요”

2020. 4. 16.
울산발전연구원(원장 임진혁)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에 힘을 더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16일 오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를 찾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코로나19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연구원 전체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참을 통해 마련했다.
임진혁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연구원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모았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모두 힘내시길 바란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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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힐링 프로그램’ 운영

2020. 4. 27.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 힐링 프로그램'이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시와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우려되는
시민의 정신 건강 및 심리 회복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5월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최적화돼 있는 개방형 교육 플랫폼 기반의
'울산열린시민대학'이 한시적으로 활용된다.
'시민 힐링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감을 겪는 격리 경험자, 일반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8주 과정의 온라인
개별학습과 주당 1회의 오프라인 심화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울산열린시민대학-IT기업 맞손

2020. 5. 6.
울산시와 울산발전연구원, 지역 IT 기업들이 혁신교육의 플랫폼이 될 울산열린
시민대학 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울산시는 6일 오후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울산열린시민대학 운영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에는 시 및 (재)울산발전연구원과 ㈜노바테크, ㈜네모엘텍, ㈜아이티공간,
㈜온굿플레이스, ㈜유시스, ㈜엔소프트, ㈜엔정보기술, ㈜윈정보기술, ㈜스카이
시스, ㈜심지, 씨드로닉스㈜, ㈜지앤아이, ㈜코앤코시스템, ㈜투엠비게임, ㈜에이
치에이치에스(HHS) 등 2개 기관, 15개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울산열린시민대학의 강좌 기획운영 및 수강생 학습지원 자
문,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오프라인 학습과제 및 프로젝트 개발운영, 인턴십 등
실무 경험 제공 협력이다.

산하 공공기관 교육협력 MOU

2020. 5. 7.
울산발전연구원(원장 임진혁)은 7일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울산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총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협약은 직원 역량
강화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기관들은 울산발전연구원이 운영 중인 울산열린시민대학의 교육 플랫폼
및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원 교육 및 인재 양성, 소통에 나선다.
협약식은 이날 남구의 한 식당에서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도시공사, 울산경제
진흥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진혁 원장은 “협약을 바탕으로 데이터과학 분야의 직원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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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포 마을 해설사’ 양성 협약

2020. 5. 12.
울산발전연구원과 울산 남구는 12일 남구청 3층 구민대화방에서 ‘장생포 마을
관광안내 해설사 양성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구 장생포 관광안내 전문해설사를 양성해 도보형 관광코스를
운영한다.
장생포 마을관광안내 해설사는 5월 26일까지 10명을 모집하며, 남구에 주소지를
둔 2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마을해설사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류(남구청 홈페이지 확인)를 갖춰
오는 26일까지 남구청 관광과(052-226-3402)나 울산발전연구원(052-2837717)에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주민은 6월 한 달 간 장생포 복지문화센터에서 이론교육 70시간과 현장
실습 2주의 교육을 받은 후 안내업무를 맡게 된다.

“신뢰와 배려로 위기 극복”

2020. 5. 25.
임진혁 울산발전연구원장이 ‘코로나 위기극복 희망 손글씨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임진혁 원장은 25일 ‘서로의 신뢰와 배려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읍시다’라는 손글씨를 적어 현장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방역
당국을 응원하고, 국민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했다.
임 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는 전 직원의 뜻을 담아 캠페인에 함께한다”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울산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분야별 연구에 몰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진혁 원장은 오진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이미영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을 추천했다.

추진과제 점검 등 연구자문

2020. 5. 27.
울산발전연구원은 27일 ‘2020년도 상반기 연구자문위원회’를 열어 주요 추진
과제 현황을 점검하고, 신규과제 발굴 등을 논의했다.
이날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위원회에는 경제, 문화관광, 환경안전, 도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임진혁 울산발전연구원장, 부서장 등
내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를 통해 자문위원들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 및 사업에 관해 제언을
듣고, 신규 연구계획, 과제평가, 건의사항 등을 의논했다.
임진혁 원장은 “코로나19 이후의 대비책에 대해 지역사회가 연구원에 거는 기대
감이 높다”며 “위원회에서도 당부한 바와 같이 분야별 현실적 대응방안 찾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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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이사회 개최

2020. 6. 9.
울산발전연구원은 2일 오전 11시 4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시무식’을 갖고
새롭게 맞이한 경자년 새해에 임하는 힘찬 각오를 다졌다.
시무식에서 임진혁 원장은 “울산시가 올해 시민체감 행복도시라는 시정목표를
세운 만큼, 이에 발맞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울산의
싱크탱크로서 시와 시민의 고민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또 “직원 여러분이 올해 워라밸을 이루고 무엇보다 행복해지기 바란다”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무식은 임진혁 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직원 표창, 공무직 임명장 수여, 상호인사,
새해 덕담나누기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연구원’으로 새 출발

2020. 6. 15.
울산의 싱크탱크인 울산발전연구원이 기관 명칭을 ‘울산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태어난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임진혁)은 2001년 개원 이후 19년 동안 사용해온 기관명을
‘울산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새 출발의 의지를 다진다고 15일 밝혔다.
명칭 변경은 지난 5월 12일 제 212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
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으로, 이 조례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손종학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결된 뒤 같은 달
28일 자로 공포됐다.
한글 명칭은 ‘울산연구원’을 사용하며, 영문명은 Ulsan Development Institute(UDI)에서 Ulsan Research Institute(URI)로 바뀐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2020. 7. 10.
울산연구원은 10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장광수)과 ‘미래 혁신교육모델
구축을 통한 울산형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브라운 백
미팅’을 가졌다.
이날 오전 11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울산열린시민대학의 교육 플랫폼 제공과 활용 △울산열린시민대학의 데이터
과학 온라인 과정 제공과 활용 △인공지능 인력양성 과정 수강생 모집 홍보 협력
△기타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력키로 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울산 ICT 전문가 양성을 통한 고급형 일자리 창출을 도모
하고, 교육사업 기획 등 전반에 대한 교육플랫폼을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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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20. 7. 13.
울산연구원은 13일 오전 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재단이 주관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권 존중, 차별금지,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호칭과 잘못된 인식,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을
도울 때의 주의사항 등을 교육 받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직원은 “교육을 통해 평소 인식은 하면서도 실천으로 옮기기 힘든 예절
등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울산이노베이션스쿨 비전 선포

2020. 7. 18
울산연구원이 울산광역시 위탁으로 운영 중인 울산열린시민대학이 ‘울산이노베
이션스쿨(UIS)’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다.
울산시와 울산연구원은 18일 오전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올해 1기
수료식과 함께 ‘울산이노베이션스쿨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울산열린시민대학 경과 발표, 2020년 1기 수료식, 동아리 프로젝트
수행 결과 발표, 울산이노베이션스쿨 새출발 비전 선포와 슬로건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비전 선포식을 통해 ‘울산이노베이션스쿨’로의 명칭 변경과 함께 ‘지역 특화형
실무인재 양성기관 도약’이라는 비전을 공개했다.

해양치유산업 육성전략 세미나

2020. 7. 20.
울산연구원은 20일 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해양치유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해양치유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사례를 검토하고, 울산지역
여건을 분석 및 ‘해양치유산업 육성’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 이한석 한국해양대 교수, 최미경 웰캄 I&D 기업부설연구소장, 김상훈
제주한라병원 부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채동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황희정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종학 울산대병원 부장, 울산연구원 연구진이
토론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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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 워크숍

2020. 7. 22.
울산시는 22일 동남권 발전계획 대형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용역’과 관련한 연구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용역은 울산·부산·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대표 수행기관 경남연구원) 수행
중이며, 워크숍은 신라스테이 울산에서 연구원 50여명과 3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는 지방 집중화 전략에 무게를 뒀으며, 세부적
으로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경제 공동체로 지역과 국가 재도약 실현, 생활 공동체
형성으로 공유와 통합 정책 사업 추진, 행정 공동체 구축으로 자치분권 선도 모델
제시’ 등을 다뤘다.

‘와우 프로젝트 시즌2' 워크숍

2020. 7. 28.
울산연구원은 기획과제로 연구 중인 ‘와우(WOW)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제시
할 정책사업의 실현 가능성 검토를 위해 울산 시·군·구 관계자들과 워크숍을
가졌다.
이 프로젝트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따른 외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인프라
발굴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시즌1에서 제안된 15개 사업과 더불어 올해 신규
제안사업들의 실현 가능성 검토를 위해 추진됐다.
워크숍은 7월 28일부터 이틀 간 신라스테이 울산에서 임진혁 원장 및 연구진,
울산 시·군·구 관계부서 담당자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별 보고 및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춘해보건대와 상호발전 MOU

2020. 7. 29.
울산연구원과 춘해보건대학교는 29일 춘해보건대 대회의실에서 ‘연구자원
공동 활용 및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연구자원 활용 및 공동연구 활성화, 지식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과제 발굴, 연구개발 분야 전문가 활용 및 인적교류 확대’ 등을 도모
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임진혁 원장은 춘해보건대 명덕관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하계
교수 연수인 ‘혁신 교수학습법 향상교육 프로그램’에서 ‘뉴노멀시대의 미래교육
모델’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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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노베이션스쿨 강의실 특강

2020. 8. 22.
울산연구원(원장 임진혁)이 운영 중인 울산이노베이션스쿨(UIS)의 오프라인
특강이 열렸다.
22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교육장에서 마련된 특강에는 임진혁 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데이터 과학과 울산이노베이션스쿨’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임 원장은 데이터의 정의와 데이터 관련 일자리, 빅데이터 분석사례, 데이터
과학의 분야 등을 강의하고, 울산이노베이션스쿨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가 주도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 선진사례들을 소개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2020. 8. 25.
울산연구원(원장 임진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종식을 응원하기 위한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 3월 외교부가 기획한 것으로, 손 씻는 그림과 함께 ‘스테이 스트롱
(Stay Strong·견뎌 내자)’ 문구를 온라인으로 확산시켜 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의 의지와 뜻을 연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임 원장은 차동형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고상환 울산항만공사 사장을 지목했다.

'실패박람회 in 울산' 참여

2020. 9. 17.
임진혁 울산연구원 원장이 17일 울산시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0
실패박람회 인(in) 울산’ 개막식에 참여했다.
2018년 시작된 실패박람회는 다양한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자산화해 재도전을
장려하는 행사로, 올해는 울산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등 총 6개 시·도에서
개최된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막식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20여명의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진혁 원장은 개막식에서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라는 자필로 쓴 피켓을 들고
울산시민들에게 응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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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연구센터 현판식

2020. 9. 18.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우리 연구원에서 문을 열었다.
울산시 재난안전연구센터(센터장 윤영배)는 18일 오전 울산연구원 1층에 마련
된 센터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현판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병희 울산시 시민안전실장, 이재업 재난관리
과장 및 관련부서 관계자와 임진혁 울산연구원장 등 소수 인원만 함께했다.
시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울산 재난 안전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난 7월 1일 설립됐으며, ‘재난 안전 정책 추진 방향 설정, 재난 안전 정책 연구와
평가, 재난 안전 실태 조사·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적기업 응원 캠페인 동참

2020. 10. 26.
울산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한 캠페인 ‘핸드 인 핸드(Hand in Hand)’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지목 받은 참가자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을 구매해 다음 주자
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연구원의 제안으로 최초 시작됐다.
울산연구원은 울산항만공사로부터 물품을 전달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을 지목했다.
다음 주자를 위해서는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의 대나무를 원료로 한 울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비누제품을 구매했다.

'도산성 전투 역사적 의미 재조명' 심포지움

2020. 10. 28.

울산 중구와 울산연구원은 10월 28일 오후 2시 중구청 컨벤션에서 ‘도산성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광도시 울산을 위해 우리 연구원이 수행 중인 와우(WOW)프로젝트
시즌Ⅱ 사업의 일환으로, 한·일 관계로 규정돼 온 도산성(울산왜성)의 역사적
의의를 짚어보고 인식을 전환해 관광자원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울산연구원 임진혁 원장이 기조강연을 맡고, 이상훈 육군사관학교 교수(도산성
전투의 상황과 역사적 의미), 나동욱 임시수도기념관장(도산성 현황과 학술조사
성곽), 한삼건 울산대 명예교수(성곽문화재 활용방안과 도산성박물관)가 주제
발표를 통해 고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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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데이터 댐' 방향성 모색

2020. 11. 4.
최근 울산시가 울산형 뉴딜의 하나로 ‘데이터 댐’ 구축사업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울산연구원이 방향성과 추진전략을 발 빠르게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울산연구원은 11월 4일 신라스테이 울산에서 ‘울산형 데이터 댐 발전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치현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스마트 도시, 빅데이터 방향’을 주제로
지역 산업의 미래 모습을 전망하고 시사점을 강조했다.
이어 박재영 울산연구원 연구위원이 ‘울산의 역할과 전략’을 주제로 울산의 역할을
짚어보고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임진혁 울산연구원장이 ‘울산 빅데이터 인력양성의 방향’을 주제로 울산의
디지털 인력 양성 및 대응책을 제언했다.

울산시 평생교육사협회와 업무협약

2020. 11. 5.
울산연구원과 울산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는 11월 5일 업무협약을 맺고 미래
혁신교육모델 구축을 통한 울산형 실무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성희경 울산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 명과 임진혁 울산연구원 원장 및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울산연구원이 운영 중인 울산이노베이션스쿨의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및 인재 양성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시민참여 '연구·제안’ 제도 시상

2020. 11. 10.
울산연구원은 11월10일 일반인의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
연구원 제도 및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의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10기째인 시민연구원 심사 결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관광지 매력성 향상
방안(김지원·정준영·황효성)’연구가 우수상을, ‘울산 특화형 대공장 로컬푸드
직판장 건립(이동훈)’과 ‘SNS 빅데이터를 활용한 울산 핫플레이스 Map(맵) 구축
(김태진·서유상)’ 연구 제안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12회를 맞은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는 ‘울산형 디지털 뉴딜을 통한 스마트
시티 연구(동의대 정채영)’가 최우수에, ‘울산시 디지털 힐링 도시브랜드 구축
전략(울산대 김경민 등 5명)’ 등이 우수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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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방재안전도시 울산 포럼

2020. 11. 12.
울산연구원이 운영 중인 울산시 재난안전연구센터가 11월12일 롯데호텔 울산
에서 제1회 방재안전도시 울산(Resilient City Ulsan)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지난 6월 유엔 재해위험경감 사무국(UNDRR)으로 부터 인증받은 방재
안전도시(Role Model City)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시 맞춤형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민·관·학·연 협력과 연계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선 울산시 재난·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재난안전연구
센터 역할과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중요성 및 양성방안을 중심으로 UNIST 재난
관리·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열아홉, 더 큰 미래를 그리다

2020. 11. 20.
울산연구원은 11월20일 울산 울주군 일대에서 ‘열아홉 URI, 더 큰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전직원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은 올해 연구원이 걸어온 길과 성과를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함
으로써 상호 교류와 단합의 장을 만들고, 다가올 새해를 계획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임진혁 원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성과 및 내년도 업무계획 발표,
신규 그룹웨어 도입 효과발표, 토론 및 대화의 자리가 이어졌으며 진하해수욕장과
간절곶 일대를 함께 걷는 시간도 가졌다.
임진혁 원장은 “전반적인 연구 환경을 논하고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밝혔다.

울산은 ‘UN 방재안전 인증’ 도시

2020. 11. 27.
울산연구원은 11월 27일 오후 2시 제2별관 4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울산시와
공동으로 ‘UN 방재안전도시 인증 홍보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울산시가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 사무국(UNDRR)으로부터 방재안전
도시로 인증 받은 성과를 널리 알리고, 전 세계 재난경감에 모범이 되는 도시
로서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11일 방재안전도시 인증 후 시민을 초청해 방재안전
도시의 의미와 울산시 재난복원력 수준 홍보를 위해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연기되다 이날 최소 인원 참여행사로 개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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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공동 대응 MOU

2020. 12. 2.
울산연구원은 12월2일 오후 울산숲사랑운동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날 연구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기후, 환경
교육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대응능력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진혁 울산연구원장은 “협약을 통해 울산지역 기후위기 대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활발히 하고 공동의 성과를 낼 것”
이라고 말했다.
울산숲사랑운동 김석기 대표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실천하고 숲 가꾸기 등 환경
운동에 대한 중요성도 꾸준히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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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운영센터

울산공공
투자센터
시 예산 및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 국책사업 발굴 기획, 예비타당성·재정사업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등에 대한 시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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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공투자센터
01

센터운영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 울산시 현안사업 유치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시 재정 확보에 기여
하고자 함
-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전문기관 업무지원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 및 재정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 지방재정사업을 객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추진 감소에 기여
- 지방재정연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강화 도모
○ 필요성
- 장래 먹거리사업 발굴․지원을 통한 국책사업 유치 요구 증대
-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시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증대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전문기관지정에 따른 관련 업무지원 필요
- 시 예산 소요사업에 대한 객관적․일관적 평가 필요
○ 주요업무
- 국비지원사업 발굴 및 업무지원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전문기관 업무지원
- 지방재정관리방안 연구

02

-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지원
- 지방재정투자사업 검토 및 평가
- 기타 시책과제

수행업무

○ 국비지원사업 발굴
- 울산광역시 민간보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 국가산업단지 유지·개선비용을 고려한 국비확보 방안
○ 국비지원사업 기획‧대응
- 정부울산지방합동청사 건립을 위한 전략방안 연구
- 동남권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유치(건립)를 위한 타당성조사
○ 지방재정사업 검토 및 평가
- 2020년 1차‧2차‧3차‧수시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5회, 56건)
- 기술용역 사전심의 요청서 등 예산계획서 검토(2회, 26건)
○ 민간투자사업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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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관리방안 연구
-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울산시 재정현황 및 재정운용 방향 분석
-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재정분권방안 검토
- 2021년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배분기준 산정
-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개선방안 및 제도개선 대응논리개발
○ 시책업무
- 2019년 예산의 성과보고서 지표실적 적정성 검토
- 장기‧계속사업의 재정전망과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 및 필요성

- 2021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지표설정 적정성 검토

○ 현안과제
- 보통교부세산정 수요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
2020년 수시 및 제1차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기술용역 사전심의 요청서 검토
(2020년 추경, 2021년 당초예산)

2019년 예산의 성과보고서
지표실적 적정성 검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전략 수립

정부울산지방합동청사 건립을
위한 전략방안 연구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울산시
재정현황 및 재정운용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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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센터
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와 문화유적 자료를
분석·연구함으로써 울산의 뿌리 깊은 역사성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지역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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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집 부여 쌍북리 56번지 유적

배은경, 김성식, 김성욱, 강정미, 한지아, 이정주, 이선철, 박정환, 김형규, 유난희 외

●● 발굴기간 : 2017. 2. 22.~2018. 5. 31.
●● 발행사항 : 2020. 5.(775p)
●● 출토유물 : 호류, 배류, 완류, 기대, 벼루, 도가니, 연통 등

부여 쌍북리 56번지 유적은 <부여 사비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발굴조사한 백제시대 사비기의 마을유적으로
수성퇴적 활동이 활발했던 저지성 평지에 조성되었다.
유적 내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구획한 공간 내에 건물지와 목교, 우물, 공방지, 화장실 등이 입지하고 있어 사비기의 도성
내 생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유물은 호류, 배류, 완류, 기대, 벼루, 도가니, 연통 등이 출토되었고 다양한 신·구 기종들이
혼재하고 있다. 목간과 오수전, 홍주요(洪州窯)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잔(盞) 등이 출토되어 7C 대에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식물의 유체분석을 통해 당시의 의례 활동과 식물자원 활용을 이해할 수 있었고 다양한 금속의 사용 흔적이 확인된
도가니와 공방시설은 생산 활동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사비도성 내 외곽지역 마을의 주거, 이동, 생계 등 이 시기의 복합적인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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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집 울산 북정동 58-8번지 유적

배은경, 김성식, 강정미, 한지아, 이선철, 유난희 외

●● 발굴기간 : 2018. 3. 6.~2018. 6. 21.
●● 발행사항 : 2020. 8.(96p)
●● 출토유물 : 분청사기, 백자, 기와, 옹기 등

울산 북정동 58-8번지 유적은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58-8번지 일원으로, 문화재청의 허가(제2018-0247호)를 받아
시굴조사(2018년 3월 6일 ~ 3월 31일)와 발굴조사(2018년 5월 14일 ~ 6월 21일)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구릉 사면부로 울산읍성의 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공원과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상부 교란층
아래에서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수혈 17기·구상유구 4기·주혈군 1기와 시대미상 수혈 7기·
구상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유적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헌이나 객사의 외곽 시설물로 읍성의 영향권 내에 있었던 생활유적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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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집 울산 옥동·농소간 도로부지 유적Ⅲ(1구역)

배은경, 김성식, 이정주, 김성욱, 김형규, 이선철, 박정환 외

●● 발굴기간 : 2017. 3. 7.~2018. 7. 6.
●● 발행사항 : 2020. 6.(162p)
●● 출토유물 : 낟알문, 무문토기, 백자 저부, 도기편 등

울산 옥동·농소간 도로개설부지 유적Ⅲ(1구역)은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산124-9번지 일원으로 도로개설을 위해 발굴
조사 된 유적이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17동, 조선시대 토광묘 15기·수혈 40기·굴립주 건물지 2동·석렬 및 집석유구 5기,
시대미상 구상유구 8기·수혈군 1기·수혈 1기 등 총 89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중복과 삭평으로
인해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지만 노지 및 주혈의 배치, 출토유물 등을 종합해보면 기 조사된 울산지역 주거지들과 그
형태나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조선시대 토광묘는 자연 삭평으로 인해 깊이가 얕게 확인되며 평면은 대부분
장방형에 가깝다. 토광묘는 내부 충전토 확인 유무에 따라 규모와 구조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출토된 자기의 기형과 굽
모양 등을 통해 조선 후기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유물은 총 36점이 출토되었고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는 낟알문이 시문된 무문토기·합인석부·반월형 석도 등이, 조선
시대 토광묘 및 수혈유구에서는 백자 저부, 도기편이 출토되었다.
유적은 청동기시대에는 주거영역으로, 조선시대에는 묘역으로 이용되었으며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및 조선시대의 생활
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자료 축적에 그 의미가 있다.

172

2021_울산연구원_연차보고서(내지)_레이아웃 1 21. 2. 1. 오전 11:47 페이지 173

Ⅳ 운영센터 문화재센터

제111집 울산 옥동 산107-5번지 유적

배은경, 김성식, 한지아, 강정미, 이선철, 김형규 외

●● 발굴기간 : 2018. 5. 2.~2018. 7. 24.
●● 발행사항 : 2020. 6.(82p)
●● 출토유물 : 도기편, 청자편, 청자 저부, 원반형 석제품 등

울산 옥동 산107-5번지 유적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자연재해 방지사업이 추진되면서 발굴조사
된 유적이다. 사업시행에 앞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선시대 유물이 채집되는 울산 옥동 옥서유적에 포함되는 10,166㎡에
대해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문화재청 보존 조치 통보를 받음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밀발굴조사는 시굴조사에서 조선시대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는 2개소 2,085㎡에 대해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고려·조선
시대 수혈식 주거지와 수혈유구를 비롯한 시대미상 수혈유구, 구상유구 등 총 26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고려·조선시대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청자편, 백자와 도기편, 원반형 석제품 등이다. 유적이 분포하는 지역은 자연침식활동과 최근
까지 이어진 경작활동으로 인해 유적의 잔존상태가 불량한 편이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유구나 유물이 특별한 구조나
특징은 확인되지 않아 유적에 대한 가치를 논하기보다는 이 일대에서 확인된 고려·조선시대 생활유적과의 유사성과
이질성 등 지역적인 특징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 축적에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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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집 울산 율동유적Ⅰ(1구역)

배은경, 김광옥, 김현주, 김지연, 박정환 외

●● 발굴기간 : 2018. 1. 12.~2018. 12. 7.
●● 발행사항 : 2020. 11.(264p)
●● 출토유물 : 무문토기, 석기, 어망추, 청자, 백자 등

울산 율동유적Ⅰ은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39-1번지 일원으로 『울산효문동율동고분군』내에 포함되어 있고 『울산효문동
율동유적』에 해당하는 울산 마이스터고등학교와 이어지는 해발 15m~32m의 북동쪽 구릉사면에 위치한다.
울산연구원 문화재센터와 가람문화재연구원이 공동으로 시굴조사 실시하여 유구가 확인된 곳을 중심으로 정밀발굴조사로
전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연구원이 조사를 담당한 정밀발굴조사 1구역은 면적 4,620㎡이고 북서쪽 구릉 정상부와 남동쪽 급사면 곡부를 포함
한다. 1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9동, 고려~조선시대 묘 33기, 굴립주 건물지 2동, 수혈 14기, 주혈 15기, 구상
유구 9기, 석축 5기 등 총 97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조사된 유구의 대부분은 중복양상을 보이며 특히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고려~조선시대 묘 간의 중복이 두드러진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와 유물은 동일 구릉상에 이어지는 울산효문동유적과 함께 울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생활상과 고려~
조선시대 묘제 연구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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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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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울산지역 해양자원의 활용과 운영

이동규(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연구원)

●● 과제유형 : 연구논총
●● 연구기간 : 2020. 3. ~ 2020. 10.
●● 발행사항 : 20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울산을 중심으로 동남해안권에서의 다양한 해양자원들의 활용과 운영을 살펴보는 것이다.
조선시대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완성하였고 과거를 통해 관료를 선발하여 300여개의 지방에 수령을 파견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울산은 조선시대 경상좌병영이 위치한 군사도시로써 주요한
고을임과 동시에 지리적으로 해양과 접해있는 지정학적인 특징을 지닌다. 비단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울산지역에의 정치적 장악과 통치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중앙에서는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 다양한
지리지를 편찬함과 동시에 지역에서도 엘리트 스스로 거주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리지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리지, 지방지, 읍지류에는 인구, 풍속, 지리, 물산 등이 기록되어 있다. 지방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조선시대의 국가철학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과연 조선시대 울산의 지역은 어떠한 지역적 특성이 중앙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 울산이 가진
해양과 대륙을 잇는 교두보로써의 지정학적 특징이 지역사회에도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특히 해양을 중심으로 인민과
물산의 활용과 운영을 살펴보는 것은 울산이라는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을 넘어 조선시대사 연구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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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빨치산 활동

장성운(울주문화원 이사)

●● 과제유형 : 연구논총
●● 연구기간 : 2020. 3. ~ 2020. 10.
●● 발행사항 : 2020.12.

해방 전후 울산은 동부 경남에서는 빨치산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되어 이들로부터 입은 주민들의 피해가 컸고 공비를 소탕을
하는 과정에서 군경도 많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얘기는 구술로 전해오고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부 책자에 간헐적으로 그들의 행적이 소개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울산에서 빨치산들의 형성과정과 이들의 활동 그리고 이들이 일으킨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기술
했다. 그리고 특별히 빨치산들이 가장 많이 주둔했던 신불산에 남아 있는 빨치산 활동의 행적을 찾아보고 또 6‧25가 일어
났을 때 스스로 입산한 후 남도부 부대가 패망할 때까지 유격대원으로 활동했던 구연철 인터뷰를 통해 신불산 빨치산들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이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울산의 빨치산들은 스스로 입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리산 일대에서 패망했던 패잔병들과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산으로
도피해 지리산에 거점을 두고 있다가 그 일부가 울산지방으로 이동해 신불산과 대운산‧고헌산‧아미산에 자리잡은 후 활동을
하기도 했다.
울산에서 언제부터 빨치산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기술은 없지만 신불산에 빨치산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
이미 울산 여러 곳에서는 빨치산이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울산의 빨치산 조직은 1946년 ‘대구폭동’이 일어났을 때 범서면의 좌익 인사들을 중시으로 이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면서 형성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빨치산 병력을 구체적으로 보면 신불산에 거점을 두었던 속칭 동부지구 제4지구당으로 불리던 남도부 부대 240여명,
대운산에 거점을 둔 제4제구 3지대(대대장 김용구) 90여명을 합쳐 300여명이 넘었고 이외에도 두서면 아미산에도 홍길동
부대가 주둔해 적지 않은 병력이 있었다.
해방 후 간헐적으로 소탕 작전을 벌여왔던 국군과 경찰이 이들에 대해 본격적인 소탕 작전을 벌였던 때가 6‧25 직후다.
1951년 초 국군과 경찰, 청년단체, 의용경찰관이 공비 출몰 지역에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펼쳤지만 이들은 이런 속에서도
두서면 ‘내와리 암곡사건’, ‘열박고개 사건’, ‘선필마을 사건’, ‘전읍리 사건’을 벌였고 두동면에서는 월평교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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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리 피습사건’을 벌여 무려 6명이 넘는 신도들을 살해 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들이 이처럼 만행을 저질렀던 때가 70여년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신불산에는 아직 이들이 토벌대와
전투를 벌이기 위해 파 놓은 참호와 교통호 그리고 유격대의 학습을 위한 학습장 등 적지 않은 흔적들이 있다.
오늘날 종교성지가 되어 있는 죽림굴도 당시는 빨치산의 야전병원으로 사용되었고 관광명소인 파래소폭포는 취사장으로
사용되었다.
구연철 인터뷰는 남북 분열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간 삶에서 이념과 사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일제강점기 일본 군함도에서 일했던 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간 후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구 씨가 해방과 함께 희망을 갖고 현해탄을 건너 조국에 왔지만 조국은 그가 바라는 땅이
아니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찬반탁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던 그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이승만 정권의 친일 행적을 개탄
하면서 스스로 입산하게 된다.
신불산에서 3년동안 유격대로 활동하면서 노동당 당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는 6‧25후 부산에서 체포된 후
20여년이란 긴 세월을 옥중에서 보내었다.
우리는 그의 옥중생활에서 사상과 조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 남북 통일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생각된다.
구연철은 구순의 나이로 아직도 해운대에 살면서 하나 된 조국을 위해 통일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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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유(船遊)의 양상과 그 의미

엄형섭(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 과제유형 : 연구논총
●● 연구기간 : 2020. 3. ~ 2020. 10.
●● 발행사항 : 2020.12.

본고의 목적은 울산에서 행해진 선유(船遊)와 선유작품(船遊作品)의 양상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속에 어떤 지역적 특징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아직 특정 지역의 선유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전근대시기까지 제작된 울산 선유관련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울산지역 선유와 선유작품의 양상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울산지역만의 어떤 특징적인 면모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고찰하고자 하며, 동원할 수 있는 자료가 문헌에 남아 있는 선유관련 문학작품에 한정되는 관계로 논의의 진행도
시문을 분석해 귀납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확인한 울산 선유작품은 모두 25편이다. 이 가운데 선유시가 24제 29수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산 정약용이
울산 남호에서 배를 띄운 일과 감흥을 기록한 선유기문 1편이 들어있다. 이 25편의 작품은 울산 선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었던 울산이지만 선유와 선유작품의 경우에는 조선 후기 유람문화의
전국적 유행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지리적 요인인 태화강과 사회적 요인인 문인층의
형성을 들 수 있다.
울산에서 제작된 선유작품은 거의 선취지향적인데 이는 소동파의 적벽선유를 모방 재현하는 과정에서 산생된 것으로
울산만의 특징은 아니고 전국적인 경향이다. 또 다른 양상으로 유대 강화의 내용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또한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점은 곧 울산의 선유와 선유작품이 당대 문화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향유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어떤 특정지역의 문화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주목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현재적 의미를 고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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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반구대 벼룻돌 석질과 벼루장의 특성

이현주(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 과제유형 : 연구논총
●● 연구기간 : 2020. 3. ~ 2020. 10.
●● 발행사항 : 2020.12.

본 고는 울산 반구대 일대 벼룻돌의 특징, 그리고 벼루장 유길훈의 생애와 벼루제작기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 연구이다.
현재 우수한 석질로 파악되며 생산되고 있는 국내 주요 벼루분포는 충청남도 보령의 남포석이라 불리는 백운상석, 충청북도
단양의 영춘자석, 충청북도 전천의 상산자석, 울산의 반구대 언양녹석 등이다.
이 가운데 언양녹석으로 제작한 반구대 벼루는 울산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전통 공예기술 가운데 울산 반구대 지역에서
산출되는 석재로만 벼루를 제작하고 있어 재료적인 측면에서 울산의 지역성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전통공예라 할 것이다.
울산 벼루장 유길훈은 전국의 석질을 찾아 이동한 인물로 마지막에 울산 반구대 암각화의 석질을 접하고 나서 국내 최상의
벼루 석질이라 판단하고 이 지역에 정착한 인물이다. 벼루석질로서의 반구대일대의 석질의 우수성과 가치, 그리고 유길훈이
이동한 지역의 석질과의 비교, 유길훈 벼루의 제작과정을 기록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성과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반구대 석재가 벼룻돌의 석질로 적합한 것을 발견한 시점은 2000년 즈음으로, 그 계기로 유길훈이 울주군 반구대길에 정착
하게 된다. 이후 그는 반구대 벼룻돌로 벼루를 제작해오다가 2017년 울산의 무형문화재 제6호 벼루장에 지정됨으로써
이 일대 벼루석질의 우수성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울산 반구대 일대 벼룻돌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대표적인 벼루생산지역의 벼룻돌 암석을 채취하여 과학적 조사를
의뢰하였다. 광물성분, 화학적 특성, 그리고 벼룻돌의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반구대
벼룻돌 암석은 호온펠스(회색세일)계열로 타 지역과 비교하여 변성도가 높은 퇴적암 계열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입자내
공극이 많아 흡수율이 높은 편이며, 입자간 결합력이 커서 탄성파의 전달이 용이한 편이다. 또한 단양암석이 강도가 약한
반면 보령, 진천과 더불어 울산암석은 입자간 결합력이 중간 정도의 강도를 띠고 있었다.
이 같은 반구대 벼룻돌 특성은 유길훈이 벼루를 직접 제작하며 체험적으로 파악한 석질의 성격과 일맥상통한다. 표면의
강도와 마모율이 적당하여 봉망을 조밀하게 조각할 수 있으며, 입자내 공극으로 먹이 부드럽게 갈리면서도 먹물의 발묵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다. 또한 중간 정도의 강도 덕분에 조형표현에 있어 섬세함을 더할 수 있다
반구대 벼룻돌은 쑥색[綠色]과 검붉은색[紫色]의 두 종류이다. 벼룻돌로 많이 사용되는 오석烏石인 흑요보다는 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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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보령 벼루 중에서 최상으로 치는 백운상석과 견줄 수 있는 정도로 상질이다.
울산지역에서 산출되는 벼룻돌을 사용하는 유길훈은 벼루 제작도구와 제작기술에 있어서 또한 전통성을 고수하고 있다.
벼루를 다루는 기능은 스승에게 전수받은 진천 상산벼루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나 문양에서는 지역성을 나타내는 형태를
계발하기도 한다. 전통적이고 자연미가 내재된 벼루를 전통기법으로 제작하면 대략 5~7일간의 시일이 걸린다.
그의 벼루 연면은 약간 깊게 파서 먹을 갈다가 멈추면 먹물이 가운데로 몰리도록 하였으며, 가급적 연지에는 조각이나 문양을
넣지 않았다.
유길훈의 벼루에서 그의 뛰어난 기량과 예술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문양이다. 사전 도안 없이 그의 머릿속에 구상한
대로 바로 완성되는 유길훈 벼루의 대표적인 문양은 용, 봉황, 학, 잉어, 매·란·국·죽, 십장생, 포도, 도화, 일월, 산수 등으로
다양하며 울산과 반구대와 연관된 문양도 제작하고 있다. 또 겉치레를 배제하고 간결한 문양을 갖춘 회문연回文硯과 심자연
心字硯, 삼우연三友硯, 창호연窓戶硯, 문무연文武硯 등에 이르기까지 그는 다양한 문양을 통해 예술성은 물론 실용성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반구대 암각화의 문양을 벼루에 도입함으로써 울산 반구대 출토 벼룻돌 석질의 바탕에 벼루제작기술과 울산적인 도안과
문양을 결합하여 울산의 전통성과 지역성을 구축하는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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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라 불국의 관문

정천구(바까데미아 연구원)

●● 과제유형 : 교양서
●● 연구기간 : 2020. 3. ~ 2020. 10.
●● 발행사항 : 2020.12.

오늘날 ‘울산’이라고 하면 대개 산업도시로만 여긴다. 20세기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서 울산이 기여한 바를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근대 이전에도 그러했고, 심지어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그러했으니, 괴이할
게 없다. 문제는 산업도시라는 인상이 워낙 짙어서 문화적으로는 거의 불모지로 여겨진다는 사실이다. 신라의 수도인 경주,
한국의 찬란한 불교문화가 풍부하게 남아 있는 경주가 가까이 있어서 더욱 대비되어 그런 인식이 강화된 사정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울산이 문화도시와는 거리가 먼 도시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적어도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울산으로서는 아주 억울하다.
대체로 지명에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지리와 관련될 수도 있고 문화와 관련될 수도 있으며 물산과 관련될 수도
있다. 울산(蔚山)은 옛날에 울주(蔚州)로 불렸으니, 오래도록 ‘울(蔚)’을 갖고 있는 셈이다. ‘울’은 ‘울창(鬱蒼)하다’는 표현으로
널리 쓰이듯이 ‘무성하다, 아름답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글자의 뜻대로 울산은 경제적으로 주요한 항구로서 물산이 풍부
하게 드나들었던 도시였다. 이미 신라 시대부터 그러했다. 그뿐만 아니라 신라를 대표하는 불교문화도 이 곳 울산이 없었
더라면 경주에서 그렇게 꽃을 피우지는 못했을 것이다.
울산은 신라의 불교문화가 자리를 잡고 융성해지는 데 있어 관문이자 토대가 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불교문화의
근거지였음에도 이제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자장율사를 높이며 그를 통해 불국토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으나,
울산이 신라가 불국으로 가는 관문이자 울산 자체가 불국토일 수 있음에 대해서는 거의 간과되고 망각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 있는 유적지와 유물들로는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불국토의 주요한 전거를 제공해주는「삼국유사」를
꼼꼼하게 독해한다면 불국의 관문으로서 울산의 위상이 돋보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고승 법현(法顯)이 인도로 구법 여행을 갔다 와서 쓴 글인「법현전」을「불국기(佛國記)」라고도 하는데, 그 불국은
당연히 인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주에는 불국사(佛國寺)가 있어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석가탑 및 석가모니가
설법한 진리를 상징하는 다보탑을 품고 있으므로 바로 이 땅이 불국이었음을 증언해주고 있다. 제목의 ‘불국’은 인도나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나라가 부처의 나라, 부처의 가르침이 전하는 불교의 나라, 불교의 진리가 구현된 불법의 나라
라는 뜻으로 쓴 말이다. 그렇게 신라가 불국으로 가는 데 있어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관문 구실을 한 곳이
울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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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철기시대 살찌운 '2천년 통조림'

김한태(울산학연구센터 전문위원)

●● 과제유형 : 자체과제
●● 연구기간 : 2020. 2. ~2020. 11.
●● 발행사항 : 2020.12.

달천광산은 2천년간 캔 통조림이었다. 서력기원이 시작할 때 석탈해가 쇠를 뽑기 시작한 뒤 2002년까지 캤다. 한반도
철기시대를 이끈 천변만화의 공장소였다. 그 힘은 삼한일통의 저력이 되었고, 대한민국 근대화의 산실로 이어졌다. 대곡천
암각화가 선사시대를 열었다면 달천광산은 역사시대를 열었다. 이 책은 세계문화사적으로도 유례없이 긴 기간 운영된
광산에 대한 탐구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천광산을 처음 개척한 주인공이 석탈해임을 밝히고, 그가 ‘한국 도깨비’의 원조임을 주장했다. 석탈해가 달천광산을
개척했다는 사실은 크게 부각되지 못한 바 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석탈해가 동대산맥을 넘어온 대장장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장장이는 고대로 갈수록 지위가 높다. 석탈해는 신라 제4대 왕이 되었고 그 후 석씨 왕계는 171년간 이어
졌다. 석탈해는 문화영웅으로서 신라 천년을 넘어 추앙됐다. 그 영향은 울산 중산동 제철단지를 거쳐 포항제철로 이어진 것
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두드리고 다듬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는 존재로서 신라의 ‘동경 두두리(豆豆里)’라는 명칭이
고려사에 등장했고, 그 뒤 신통방통한 행위들이 도깨비란 이름으로 조선팔도에 퍼져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았다.
둘째, 달천광산의 구리 산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광산이 신라의 종과 불상을 비롯 황룡사 장육상의 동철(銅鐵)소재를 제공
했으리란 가설을 제안했다. 달천광산은 철광석뿐 아니라 중석·구리·비소 등이 함께 생산됐다. 구리는 청동기시대 핵심
소재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청동기시대나 신라시대에 구리를 산출한 광산이 확인되지 않았다. 달천광산에서 1972년경
토철을 캐던 땅속에서 한꺼번에 구리 덩어리 50톤을 캤다. 그리고 시추(試錐)결과 지하에 켜켜이 부존돼있는 기록을 확인
하고 고대의 구리 소재 공급 가능성을 짚어봤다.
셋째, 달천광산의 비소 산출 특이성을 검토하고, 50년 이상 다퉈온 진한(신라)-변한(가야)의 제철역사 특허권 분쟁의 최종
권리가 울산 달천에 있음을 강조했다. 중국 정사인 삼국지의 변진(弁辰)조에 전하는 ‘나라에 철이 나며, 이 철은 낙랑과
왜 등에 수출된다’는 기록을 두고 그 주체가 진한과 변한 어느 곳인지 판정나지 않고 있다. 울산과 김해가 다툴 역사문화
특허분쟁이다. 이것을 판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 비소이다. 고대의 철제품 가운데 비소가 검출되는 것은 달천광산의 철광석을
원료로 만든 것뿐이다. 김해지역 고분 철제품에 비소가 발견된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에 주목했다.
넷째, 달천광산의 채광실태를 파악하고, 광체가 하나가 아니라 2개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노천채광과 지하채광을
함께 한 달천광산은 오래된 내력만큼 과정도 복잡하다. 지금까지 대부분 광체가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지하 300m
아래까지 무뿌리처럼 뻗은 본 광체만 알고 있다. 그런데, 여러 장의 도면을 검토하고 또 40년 가까이 이 광산에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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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인의 말을 들어보면 제2의 광체를 추정할 수 있다. 어쩌면 동일 광체를 다른 각도에서 파들어 갔을 수 있다.
다섯째, 달천광산의 지질과 지사에 관한 특이점을 추출해, 달천광산이 한반도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달천 주변은 양산단층을 비롯 동래단층과 울산단층이 있다. 지각 깊이 쪼개지고 상하좌우로 움직였다. 그 과정에
마그마와 접촉하고 변성된 광상이 형성됐다. 지질의 역사를 더듬으면 줄잡아 5천8백만년을 거슬러 간다. 대단히 복잡하고
난해하다. 그래서인지 이 분야는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다. 이 광산이 지질에 관한 연구는 무려 28편이고 이 가운데 박사
학위를 배출한 것만 4편이다. 하나의 광산을 두고 이렇게 집중된 연구는 드물다. 그만큼 지질이 특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장구한 세월 숙성된 지하자원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형성기원을 정리했다.
여섯째, 2천년간 개발되면서 변형된 달천광산 지형을 개념적으로 복원했다. 지형도·지질도를 비롯 이 광산을 연구하고
개척한 분들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했다. 달천광산은 한국의 문화재를 넘어 세계유산적 성격이 있지만, 원형이 무참히
훼손됐다. 왕을 배출하고 삼국통일의 저력을 길러준 광산의 형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됐다. 가급적 옛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선시대 구충당 철산도(鐵山圖)와 현대의 지질도, 그리고 옛 지형을 기억하는 분들의 얘기를 모아 재구성
했다.
일곱째, 최근의 도시행정이 달천 땅을 변형시킨 실상을 알아보고 달천광산의 혼이 우리에게 어떻게 스며있고,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짚어봤다. 땅은 저마다 속성이 있다. 한번 형성된 그 속성은 세월이 가도 지속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철기문화의 산실인 데다 긴 시간이 축적된 달천광산은 장소의 혼(Genius Loci)이 남다른 곳이다. 이 장소에 대한
가치를 자각하고 혼을 되살려 보려는 노력을 살펴보고, 그런 노력이 지향하는 바를 탐색했다.

184

2021_울산연구원_연차보고서(내지)_레이아웃 1 21. 2. 1. 오전 11:47 페이지 185

Ⅳ

운영센터

도시정보센터
연구원 추진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시 정책 연구결과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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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보센터
01

운영 목적

○ 울산지역 데이터 수집·관리·분석·배포
- 울산지역의 각종 원본·통계 데이터의 수집·가공을 통해 향후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연구 기초 자료 관리
- 연구 진행을 통해 수집된 자료 관리
○ 연구 성과물 자료 관리
- 각종 연구 성과물 자료 관리
○ 설문 자료 관리
- 연구에 활용된 설문 자료 관리를 위한 코딩 자료 보존
○ 지역 유관기관 정책자료 관리
- 한국은행, 무역협회, 울산상공회의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역 유관기관 정책 자료 수집 및 분석
○ 연구 기초 자료 관리
-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연구 기초 자료 제공
○ 설문조사원 인력풀 확대 및 조사원 교육

02

○ 학술 연구 조사 및 분석

‘20년 추진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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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기준)

성별
연령

거주지

186

구

분

2017년 모집

2018년 모집

합계(명)

합

계

42

37

79

남

3

1

4

여

38

36

74

20~30대

10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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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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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수행
- ◦ 2020년 설문조사 수행 건수는 총 20건으로, 기본과제 8건, 정책과제 4건, 수탁과제 3건, 협약과제 2건, 기획과제 1건,
기타과제 2건임
연번 과제유형

연구책임자

설문조사명

수행기간

1

수탁

윤영배

울산 도시안전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2020. 1.~2020. 2.

2

기본

김혜경

울산 국제도시화 평가 및 도출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2020. 3.~2020. 4.

3

정책

김혜경

울산광역시 수소도시 시민인식조사

2020. 3.~2020. 4.

4

기본

권태목

울산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2020. 4.~2020. 5.

5

기본

김희종

생활폐기물 저감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2020. 5.~2020. 6.

6

기본

이재호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2020. 5.~2020. 7.

7

기본

정원조

북극항로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

2020. 6.~2020. 7.

8

정책

김승길

울산광역시 주차급지 조정을 위한 설문조사

2020. 6.~2020. 7.

9

기본

이상현

울산교 배달의 다리 시범사업 관련 시민 설문조사

2020. 6.~2020. 7.

10

기타

이은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힐링 프로그램 강의만족도 조사

2020. 6.~2020. 7.

11

기본

유영준

울산 시티투어 인식 관련 시민 설문조사

2020. 7.~2020. 8.

12

기본

유영준

울산 시티투어 이용객 설문조사

2020. 7.~2020. 8.

13

기획

변일용

“정원도시 울산” 조성 관련 울산시민 의견조사

2020. 7.~2020. 8.

14

수탁

이재호

울산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2020. 7.~2020. 9.

15

수탁

이경우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2020. 9.~2020. 10.

16

정책

손수민

울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설문조사

2020. 9.~2020. 10.

17

협약

박재영

태화강 국가정원 방문객 설문조사

2020. 10.~2020. 11.

18

정책

손수민

울산 생태관광 전문가 조사

2020. 10.~2020. 11.

19

기타

이은규

울산연구원 업무개선 및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문조사

2020. 10.~2020. 11.

20

협약

윤영배

울산 도시안전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2020. 11.~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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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센터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방재안전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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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01

운영개요

○ 운영 배경 및 목적
- 울산시의 지속적인 자연·사회재난의 발생과 복합재난 등 신종위험에 대비하고,
-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비한 시민 체감형 방재안전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 울산시 실정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 정책의 개발·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립 및 운영
○ 운영기반
-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호에 의거 연구원에서 위탁받아 2020년 7월
부터 2022년 12월까지(2년 6개월) 관리·운영함
- 울산시 재난안전연구센터는 2019년 10월 체결된 위·수탁 협약 내용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운영 예산, 인력배치, 사업
내용 등 운영 전반을 구성
○ 운영조직 및 공간구성
- 울산시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총 3명의 박사급 인력(연구위원 1명, 전문위원 2명)으로 구성 (*2020.12.30.기준)
- 울산연구원 1층 신규공간 조성

○ 2020년도 운영목표
- 2020년도 울산시 재난안전연구센터 4가지 운영목표에 따른 사업별 성과목표
재난·안전 Think Tank
●

재난·안전 전략 및 로드맵

●

정책 동향 분석 및 연구·

●

190

재난·안전 현안 대응 연구

●

재난·안전 정보(DB) 시스템

●

정기간담회 개최

UNDRR 방재안전도시

재난·안전 인식 향상
●

관련 사업 지원
●

구축 기반마련

사업 발굴 기획
●

센터 운영제도 정립 및
발전계획 수립

구상
●

국내·외 교류 협력

연구기반 확립

전문가 및 민관 학연 네트
워크

●

국내·외 기관 업무협력 강화

시민 도시안전 인식조사
(설문)

●

재난·안전 소식지 발간
및 자료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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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운영성과

○ 운영성과
- 2020년도 울산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목표에 따른 사업별 주요성과
운영목표

재난
·
안전
Think
Tank

사업내용
울산시 재난·안전 전략 및 로드맵 구상

1. 울산시 재난·안전 전략 및 로드맵 구상(안) 보고서

정책동향 분석 및 연구·사업 발굴 기획

2. 재난·안전정책 브리프(Brief) 5건(8월~12월)
3. 연구·사업 수요조사 결과 및 연구제안서

재난안전 현안대응(기본, 현안과제) 연구

4. 기본과제 1건
- 울산시 재난위험평가를 통한 재난역량 강화방안 연구
5. 현안과제 2건
- 태화강 둔치 주요 지점별 침수 예상 수위 데이터 구축
- 태풍 및 호우시 태화강 둔치 침수 방지를 위한 대암댐 유
출량 조절 방안
6. 협약과제 1건
- UNDR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위탁사업

‘시 주관부서-센터’ 정기간담회 개최

7. 월례보고·정기간담회(5회+a)

연구기반 센터 운영제도 정립 및 발전계획 수립
확립

국내외
교류
협력
역량
강화

주요성과

8.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규칙
9. 센터 발전계획(안) 보고서

재난안전정보 시스템 구축 기반마련

10. 울산시 재난·안전 정보(DB) 시스템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UNDRR MCR 캠페인 및
Resilience Hub 인증사업 지원

(협약과제로 진행)
- 재난위험도 평가(QRE)
- 울산시 재난복원력 평가
- 방재안전도시·센터 홈페이지
- 방재안전도시 인증 홍보영상
- 방재안전도시 인증 홍보책자
- 방재안전도시 시민 홍보포럼

전문가 및 민관학연 네트워크 구축/운영

11. 방재안전도시 울산 포럼

국내·외 기관 업무협력 강화(MOU체결)

12. 시도별 센터 현황 및 교류·협력 방안

재난 시민 안전인식 설문조사
·
재난·안전 소식지 발간
안전
인식 향상 자료집 발간 준비

13. 울산시민 도시안전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2건
14. 재난·안전 소식지(재난탐정: 울산 안전 탐색하기 발간 1회
15. 자료집 기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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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요성과 내용

1. 울산시 재난·안전 전략 및 로드맵 구상(안)
- 울산시 재난위험도 평가, 재난복원력 평가(스코어카드), 시민 안전 인식조사와 울산시 재난·안전 정책동향 분석을 통한
전략 및 로드맵 구상
- 2021년부터 2030년을 목표로 한 종합비전(미래상)과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부문별(예방-대비-대응-복구) 목표,
전략, 실행과제 수립
2. 재난·안전정책 브리프(Brief)
- 08월(2020.09.03.) :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광역시 차원 통합 관리대책 검토 필요
- 09월(2020.10.13.) : 2020년 7월~9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분석
- 10월(2020.11.03.) : 삼환아르누보 화재 경험을 통한 화재취약 건축물 지정 및 관리대책 검토 필요
- 11월(2020.12.04.) : MCR2030 론칭, Resilience Hub 추진전략 수립 필요
- 12월(2020.12.30.) : 방재안전도시 울산의 시민체감형 재난·안전정책 방향성
3. 연구·사업 수요조사 및 연구 제안
- 2020.11.18.(수)~2020.11.27.(금) 10일간 울산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과, 원자력산업안전과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수요조사 진행
- 재난안전연구센터 연구과제 2건 제안
▸(제안자: 배경완) 재난·안전 관련 지역·지구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제안자: 최유라) 울산광역시 화재취약시설 관리방안 연구
4. 기본과제 1건
- 연구 제목 : 울산시 재난위험평가를 통한 재난역량 강화방안 연구
- 연구 기간 : 2020.01.01.~2020.09.30.(9개월)
- 연구자 : 윤영배(재난안전연구센터장)
5. 현안과제 2건
1) 태화강 둔치 주요 지점별 침수예상 수위 데이터 구축
▸연구 기간 : 2020.08.10.~2020.08.30.(1개월)
2) 태풍 및 호우시 태화강 둔치 침수 방지를 위한 대암댐 유출량 조절 방안
▸연구 기간 : 2020.09.10.~2020.12.30.(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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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약과제 1건
- 연구 제목 : UNDR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위탁사업
- 연구 기간 : 2020.03.06.~2020.12.31.(9개월)
- 연구 예산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1) 재난위험도 평가(QRE)
▸1단계 재난위험식별: 2020.05.08.(금)~2020.05.12.(화)
▸2단계 재난위험도분석: 2020.05.14.(목)~2020.05.18.(월)
▸분야별 20명의 전문가 설문조사(서면)로 진행
2) 울산시 재난복원력 평가(스코어카드)
▸2020.11.19.(목)~2020.11.20.(금) 재난복원력 평가를 위한 T/F팀 워크숍 진행
3) 방재안전도시·센터 홈페이지 제작
▸제작기간 : 2020.09.25.~2020.11.06.

▸제작비용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4) 방재안전도시 인증 홍보영상 제작
▸제작기간 : 2020.08.26.~2020.11.30.

▸제작비용 : 금10,670,000원(금일천육십칠만원)

5) 방재안전도시 인증 홍보책자 제작
▸제작기간 : 2020.11.09.~2020.12.09.

▸제작비용 : 금9,960,000원(금구백구십육만원)

6) 방재안전도시 인증 시민 홍보포럼
▸진행기간 : 2020.11.19.~2020.12.12.

▸제작비용 : 금10,670,000원(금일천육십칠만원)

재난복원력 평가 모습

홍보영상

홈페이지

홍보책자

시민 홍보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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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례보고 및 정기간담회
2020.08.04.(화) - 착수보고/7월 월례보고

2020.09.11.(금) - 8월 월례보고

2020.10.08.(목) - 간담회(업무협의)

2020.10.21.(수) - 9월 월례보고

2020.12.04.(금) - 10월~11월 월례보고

2020.12.30.(수) - 센터 운영 최종보고

8.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규칙
- 2020.08.12.(수)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규칙 제정
- 운영규칙의 목적, 센터의 기능, 센터의 조직구성, 사업계획, 예산계획 등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과 관련된 규칙을 제시
9. 재난안전연구센터 발전계획(안)
- 비전 및 추진방향, 단계별 추진전략(단기/중기/장기), 제도개선, 조직개편(안) 제시)
10. 울산시 재난·안전 정보(DB) 시스템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위탁)
- 연구 목적 : 울산시 재난·안전 정보(DB) 시스템의 청사진(설계안) 제시
- 연구 기간 : 2020.11.24.~2020.12.24.(1개월)
- 연구 예산 : 금11,640,000원(금일천일백육십사만원)
- 연구 결과 : 재난·안전 정보(DB) 구성요소 구성안 및 시스템 설계 구상안
11. 방재안전도시 울산(Resilient City Ulsan) 포럼
- 2020.11.12.(목) 롯데호텔 울산에서 제1회 방재안전도시 울산 포럼 진행
- 주제 : 울산시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민관학연 연계방안
- 주요내용 : 기조발표, 주제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기조발표) 재난관리전문인력 양성방안
▸주제발표1)방재안전도시 울산의 노력과 성과
▸주제발표2)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으로 본 센터의 역할
▸주제발표3)지역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역할과 협력방안

제1회 방재안전도시 울산(Resilient CIty Ulsan)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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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도별 센터 현황 파악 및 교류·협력 방안 논의

충남 센터 방문
(2020.08.11.화)

층북 센터 방문
(2020.09.25.금)

대전·세종 센터 방문
(2020.10.20.화)

대구·경북 센터 방문
(2020.11.08.화)

13. 울산시민 도시안전 인식조사
- 안전수준, 취약원인, 취약분야, 안전확보를 위한 중점분야 등에 관한 인식조사
1) 1차 울산시민 도시안전 인식조사
▸연구 기간 : 2020.10.07.~2020.11.05.
▸연구 예산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연구 기관 : ㈜한국리서치

2) 2차 울산시민 도시안전 인식조사
▸연구 기간 : 2020.11.27.~2020.12.24.
▸연구 예산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연구 기관 : 울산연구원 도시정보센터

14. 재난·안전 소식지(재난탐정: 울산 안전 탐색하기)

15. 자료집 기획(안)
- 2021년부터 발간 예정인 자료집의 발간 목적, 자료집 조사대상, 조사범위(시간적, 내용적), 발간 일정에 관한 내용을 기획

195

2021_울산연구원_연차보고서(내지)_레이아웃 1 21. 2. 1. 오전 11:48 페이지 196

2021_울산연구원_연차보고서(내지)_레이아웃 1 21. 2. 1. 오전 11:48 페이지 197

Ⅳ

운영센터

울산
이노베이션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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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노베이션스쿨
01

과업의 목적

○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역 내 취업연계, 재직자 양성 등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적
교육모델을 마련하여 실무형 인재를 양성을 목적으로 함
○ 울산시 미래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에 대비하는 인재양성에 목적을 둠
○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기업 등과 협업인프라 구축

02

과업내용

○ 운영체계
구분

부문

1

UIS Platform
Server

▪형태 : 쌍방향 플랫폼 구축-EDX
▪구축 운영 및 유지-공개입찰 예정(시범사업 플랫폼 활용한 개발 검토)
▪UI, UX 개선

2

플랫폼 책임자

▪오픈 EDX 플랫폼 제안자 : 임진혁 울산연구원장

3

플랫폼 위원회

▪플랫폼 유지 및 성능개선 : 울산연구원 및 관련 전문가 위촉

4

운영위원회

▪UIS(Ulsan Innovation School) 운영안(이사회 역할)

5

자문위원회

▪각 강좌개설에 대한 구체적 커리큘럼 자문
▪최종 강좌안 검수
▪강좌 종료 후 평가

6

UIS 실무진

▪강좌개발 의뢰 및 협업

▪강좌운영

7

강좌영상제작

▪강좌별 영상제작 편집

▪유튜브 홍보채널 영상 촬영 편집

8

9

198

코치

동아리 운영

역할

▪코치 선발시 심사위원
▪각 과정별 전문위원 위촉
▪강좌홍보안 마련

▪각 강좌별 영상분석 후 오프라인 과제 확인 및 과제수행 도움
▪종래의 일방적 강의가 아닌 과제별 문제 해결 역량 강화에 매진
▪과제별 중점 수행 코치 - 온·오프라인 질문 및 과제 해결
▪강좌프로그램 해결 코치 - 온·오프라인 질문 및 과제 해결
▪수강생들의 자발적인 심화학습을 위해 동아리 개설을 적극 권장함
- 실습실 확보 (30인실 2개, 20인실 1개) 강의장 및 실습실 활용
▪동아리 운영진을 구성하여 자발적 참여 및 관리가 되도록 함
▪강좌 및 강좌운영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설문지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강좌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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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구성계획
구분

내용

개설강좌

▪Python(3과목), R(2과목), Excel(3과목)
▪플랫폼 기반의 AI(1과목), 프로젝트 기반 (1과목) 총 10개 강좌

개설시기

▪2020년 5월~7월, 8~10월, 10월~12월(8개월간)

개설목적

▪4차 산업혁명 분야관련 교육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실무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함

개설근거

▪울산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기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인재를 울산에서 양성하여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강좌개설의

▪경제개발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산업구조의 재편 요구 증대와 재교육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교육수요에 적합한 교육방안 필요

공공성 및
유용성

▪개설강좌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울산 미취업 청년(20~39세) 및 취업희망자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여
취업난 해소를 위한 실용교육 지향

강좌진행

▪온라인 강좌 콘텐츠 제작, 전산 강의장을 임차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평일과 주말에 강좌를 개설함

03

강좌의 구성과 운영

○ 강좌 구성
- (데이터과학) 데이터사이언스*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5단계 총 9개 강좌 순차적 확대 운영(1~3기)
* 데이터 수집, 분석, 시각화, 활용하는 분야, 빅데이터, 머신러닝과 연계
① Python(3트랙)
구분

내용

강좌개요

▪Python은 데이터처리 및 분석도구로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알려줌
▪고등학생도 따라올 수 있는 수준으로 강좌가 구성되며, Level 1 → Level 2 → Level 3 순의 단계적 심화학습 지향

강좌목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Python의 기초부터 미래 값을 예측하는
머신러닝까지 인공지능 개발에 가까워지도록 함

※ Python의 이해와 활용, Python기반의 데이터분석, Python 기반의 머신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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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2트랙)
구분

내용

강좌개요

▪통계 및 데이터분석 프로그래밍 언어인 R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문법과 통계데이터분석 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는지 실습
▪고등학생도 따라올 수 있는 수준으로 강좌가 구성되며, Level 1 → Level 2 순의 단계적 심화학습 지향

강좌목표

▪기초부터 심화단계까지 체계적인 학습플랜으로 구성되어 학교 또는 직장에서 분석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R의 이해와 활용, R기반의 데이터분석

③ Excel&Business Analytics(3트랙)
구분

내용

강좌개요

▪Excel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들을 위해 해당 강좌는 기본기부터 데이터분석까지
단계적으로 구분
▪난이도 있는 함수와 다양한 기능을 조합하여 데이터 관리 및 분석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함
▪비전공자 실무자가 많이 사용하는 SQL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내용을 다루며, 이는 전문 통계 프로그램
못지않게 강력한 데이터 처리기능을 구현해줌
▪고등학생도 따라올 수 있는 수준으로 강좌가 구성되며, Level 1 → Level 2 → Level 3 순의 단계적 심화학습 지향

강좌목표

▪데이터 과학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나 통계학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엑셀과
SQL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구성

※ Excel의 이해와 활용, Excel기반의 데이터분석, SQL기반의 데이터분석

④ AI(1트랙)
구분

내용

강좌개요

▪인공지능 도구인 텐서플로우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인 Azure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제조 현장에서 쏟아지는 빅데이터를 지능적으로 처리, 제조업
분야의 효율성과 서비스업 분야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활용
▪컨트롤 타워처럼 빅데이터를 분석,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강좌목표

▪인공지능 도구인 텐서플로우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Excel의 이해와 활용, Excel기반의 데이터분석, SQL기반의 데이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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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운영센터

울산
지역경제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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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01

경제교육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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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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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는 지역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제교육을 목적으로 2006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지역경제교육
센터를 개소하여 2020년 현재 전국 15개 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음

02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개요

○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울산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
○ (재)울산발전연구원 내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설치
○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원리와 지역 산업 및 고용구조 등에 대한 경제교육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
결정 능력을 배양하고, 경제마인드를 제고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03

주요사업
구분
학생

취약·소외계층

강의+체험형

● 초·중등 경제교육

강의+체험형

● 지역아동센터 경제교육
● 장애인 경제교육
● 한부모·미혼모가족 경제교육
● 성인 문해 경제교육

강의형

사회적경제

강의+체험형

일반인

강의형
기타

202

프로그램명

● 시민 사회적경제교육
●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육
● 시민 경제교육
● 지역경제교육실무협의회
● 강사역량강화 및 워크숍
● 울산평생학습박람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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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운영센터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04

2020년 추진 실적

○ 2020년 총 471회 750시간, 7,193명 경제교육 실시
- 학생대상 102회 2,869명, 취약·소외계층 대상 342회 3,597명, 일반 시민 대상 27회 727명 경제교육 실시
<2020년 추진 성과>
구분
학생

취약
ㆍ
소외
계층

일반

초ㆍ중등

2020년 계획
회수

시간

2020년 결과
인원

회수

시간

인원

75

150

2,250

102

186

2,869

소계

75

150

2,250

102

186

2,869

지역아동센터

100

100

1,500

69

70

1,216

장애인

200

400

1,800

269

433

2,315

한부모ㆍ미혼모가족

20

40

140

2

4

6

성인문해

10

20

208

2

4

60

다문화가족

10

20

200

-

-

-

소계

340

580

3,848

342

511

3,597

시민경제교육

15

30

405

5

10

125

사회적경제교육

35

70

926

22

43

602

소계

50

100

1,331

27

53

727

465

830

7,429

471

750

7,193

총계

○ 장애인 경제교육을 위한 워크북 및 표준강의안 제작 완료

○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워크숍 진행

○ 지역경제교육실무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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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ANNUAL REPORT 2020

2020년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번

기본과제
24건

206

과제명

연구

연구기간

1

개발제한구역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현욱

2020.1.1. ~ 9.30.

2

국가산업단지유지·개선비용을 고려한 국비확보 방안

조미정

2020.1.1. ~ 9.30.

3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및 경감 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승길

2020.1.1. ~ 9.30.

4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

이윤형

2020.1.1. ~ 9.30.

5

울산광역시 용도용적제 운영 개선방안 연구

이주영

2020.1.1. ~ 9.30.

6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

박소희

2020.1.1. ~ 9.30.

7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연구

이재호

2020.1.1. ~ 9.30.

8

신재생에너지 BIPV보급 활성화 방안 연구

김형우

2020.1.1. ~ 9.30.

9

울산시 재난위험 평가를 통한 재난 역량 강화방안 연구

윤영배

2020.1.1. ~ 9.30.

10

울산지역 대기오염 우심지역파악 및 대기환경 관리방안

마영일

2020.1.1. ~ 9.30.

11

시티투어 운영 효율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연구

유영준

2020.1.1. ~ 9.30.

12

울산광역시 국제도시화 발전 방안

김혜경

2020.1.1. ~ 9.30.

13

울산형 도시재생 정착을 위한 운영 방안

권태목

2020.1.1. ~ 9.30.

14

지역 특화형 대학 유치전략 연구

이경우

2020.1.1. ~ 9.30.

15

울산 지역 생활폐기물 감량 방안 연구

김희종

2020.1.1. ~ 9.30.

16

국가산업단지내 산업안전디자인 추진 전략 연구

변일용

2020.1.1. ~ 9.30.

17

「2019~2023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보완연구

박재영

2020.1.1. ~ 9.30.

18

울산광역시 민간보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박남기

2020.1.1. ~ 9.30.

19

5G기술을 활용한 융합 산업

김상락

2020.1.1. ~ 9.30.

20

울산교 "배달의다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상현

2020.1.1. ~ 9.30.

21

북극항로 물류 수요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정원조

2020.1.1. ~ 9.30.

22

미래자동차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방안

강영훈

2020.1.1. ~ 9.30.

23

핵융합발전산업과 지역소재 부품 산업 연계 육성방안

황진호

2020.1.1. ~ 9.30.

24

울산 청년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방안 개선에 대한 연구

김상우

2020.1.1.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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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번

정책과제
11건

연구기간

주차급지 및 요금조정 방안 연구

김승길

2020.1.1. ~ 9.30.

2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이윤형

2020.1.1. ~ 9.30.

3

울산광역시 수소도시 구축방안 연구

김혜경

2020.1.1. ~ 9.30.

4

외솔 최현배 선생의 얼을 계승한 한글 도시 울산 실현 방안 연구

권태목

2020.1.1. ~ 9.30.

5

울산광역시 해양치유산업 육성 연구

정원조

2020.1.1. ~ 9.30.

6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연구

변일용

2020.1.1. ~ 9.30.

7

2021 태화강 국가정원산업박람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이상현

2020.1.1. ~ 9.30.

8

울산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2021년~2024년) 수립

손수민

2020.5.25. ~ 11.30.

9

도심항공교통(UAM) 육성 방안 연구

김문연

2020.5.25. ~ 11.30.

10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이윤형

2020.3.6. ~ 11.30.

11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비상선언 추진방안 연구

이상현

2020.12.3. ~ 2021.4.30.

연구

연구기간

과제명

1

포용도시 울산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이은규

2019.4.15.~2020.1.31.

2

관광도시 울산을 위한 ‘와우(wow)’ 프로젝트

임진혁

2019.9.12.~2020.1.31.

3

‘정원도시 울산’을 위한 방향과 추진전략 연구

정현욱

2020.4.1.~12.31.

4

‘와우(WOW)’프로젝트 시즌Ⅱ

임진혁

2020.4.1.~12.31.

연구

연구기간

연번

현안과제
13건

연구

1

연번

기획과제
4건

과제명

과제명

1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심사 대응

김혜경

2020.1.21. ~ 3.31.

2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지은초

2020.2.3. ~ 3.31.

3

용도지역별 공동주택 개발밀도 기준 개선방안 연구

정현욱

2020.2.10. ~ 4.30.

4

울산 글로벌 포럼 육성 전략 구상

이경우

2020.2.13.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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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연구기간

5

자동차기업 마케팅 플레이스 운영사례

황진호

2020.3.2. ~ 3.31.

6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

이주영

2020.3.3. ~ 6.30.

7

태화강 유출특성 분석을 통한 국가정원 관리방안 수립

정현욱

2020.3.11. ~ 6.30.

8

신재생에너지 BIPV보급 활성화 방안 연구

윤영배

2020.4.14. ~ 6.10.

9

복지예산 증가추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황진호

2020.5.1. ~ 8.31.

10

태화강 국가정원 대표 여름,겨울 축제 개발, 발굴 연구

유영준

2020.7.1. ~ 9.30.

11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주력산업 위기극복전략 연구

이경우

2020.9.18. ~ 11.18.

12

롯데백화점 공중관람차 활용 방안

이상현

2020.9.25. ~ 11.30.

13

울산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

마영일

2020.10.1. ~ 12.30.

연구

연구기간

연번

수탁과제
24건

과제명

과제명

1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윤영배

2018.3.15.~2020.2.28.

2

울산광역시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운영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은초

2019.4.23.~2020.3.22.

3

울산광역시 경관기록화 재정비 학술용역

변일용

2019.5.8.~2020.12.18.

4

울산국제디지털아트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용역

김상우

2019.5.24.~2020.2.19.

5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학술용역

변일용

2019.8.14.~2021.4.4.

6

웅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권태목

2019.9.20.~2020.12.9.

7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부지 선정 지원 용역

이주영

2019.10.8.~2020.1.7.

8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국비)

이경우

2020.1.1.~12.31.

9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 수립 연구 용역

마영일

2020.3.6.~2021.3.31.

10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연구
(2차년도) 중 울산권 계획 수립

김승길

2020.3.20.~2021.5.31.

11

달천철장 갱도 복원 및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

이상현

2020.3.23.~11.30.

12

기박산성 의병 역사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상현

2020.3.23.~9.30.

13

태화강 국가정원 연계 울산남구 관광콘텐츠 개발 용역

유영준

2020.3.24.~11.18.

14

2020년 지식재산통계를 활용한 지역산업 진단보고서 용역

김혜경

2020.4.1.~12.4.

15

울산․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신청 대응방안 수립 연구용역

김혜경

2020.4.8.~9.10.

16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변경) 울산 동해안권 여건변화 및 발전
방안 연구용역

강영훈

2020.4.10.~2021.5.31.

17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재호

2020.4.17.~2021.3.12.

18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경우

2020.4.29.~8.14.

2021_울산연구원_연차보고서(내지)_레이아웃 1 21. 2. 1. 오전 11:50 페이지 209

2020년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번

과제명

연구기간

19

2035년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학술용역

변일용

2020.4.29.~2021.10.20.

20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경영 및 조직진단 용역

이재호

2020.5.12.~11.7.

21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타당성 검토

이경우

2020.8.3.~10.30.

22

대곡천 일원 명승 지정 검토 학술용역

김성식

2020.8.24.~2021.3.21.

23

울산 스마트 산업도시 전환 연구

김상락

2020.10.28.~12.31.

24

울산환경공단(가칭) 설립 관련 원가계산 용역

이상현

2020.12.21.~2021.6.20.

연구

연구기간

연번

협약과제
31건

연구

과제명

1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이경우

2018.10.26.~2020.6.30.

2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김희종

2018.11.1.~2020.9.30.

3

도시재생 뉴딜사업(경제기반형) 발굴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권태목

2018.12.19.~2020.12.19.

4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 및 북방교류 연구

정원조

2019.2.18.~2020.1.17.

5

울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

정원조

2019.3.18.~2020.5.31.

6

게놈산업 발전전략

박소희

2019.4.4.~2021.3.31.

7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김상락

2019.4.22.~2021.6.30.

8

울산광역시 환경시설 운영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이상현

2019.5.13.~2020.1.31.

9

글로벌 에너지비즈니스센터 설립 방안 연구

김혜경

2019.6.5.~2021.1.31.

10

울산 바이오헬스산업 포럼 구성 및 운영

박소희

2019.6.17.~2021.6.30.

11

울산 열린시민대학 운영

이경우

2019.9.1.~2020.2.29.

12

울산 경제동향 분석 사업

이경우

2020.1.1.~12.31.

13

울산지역 경제교육센터 운영(시비)

이경우

2020.1.1.~12.31.

14

2020년 울산교통포럼

김승길

2020.2.11.~12.31.

15

울산에너지융합대학원 설립방안 연구

이경우

2020.2.24.~12.31.

16

울산열린시민대학 운영

이경우

2020.3.1.~12.31.

17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울산형 AI
혁신생태계 조성 전략 연구

김상락

2020.3.1.~12.31.

18

원전해체 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이경우

2020.3.2.~12.31.

19

UNDRR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위탁사업

윤영배

2020.3.6.~12.31.

20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

정현욱

2020.3.10.~20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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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연구

연구기간

21

지역혁신성장계획과 울산-경북연계협력사업 발굴

정현욱

2020.3.23.~12.31.

22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김혜경

2020.3.25.~2021.6.30.

23

2020년 빅데이터 분석사업

박재영

2020.3.1.~12.31.

24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국비)

배은경

2020.4.1.~11.30.

25

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기획(안) 수정, 보완 연구용역

이경우

2020.4.24.~2021.3.31.

26

장생포 마을안내 해설사 양성

유영준

2020.5.11.~7.31.

27

국가정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분석

박재영

2020.5.25.~2021.3.31.

28

울산 산업단지 중시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이주영

2020.6.17.~2021.6.16.

29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윤영배

2020.7.1.~12.31.

30

관광커뮤니티 활동가 양성

유영준

2020.9.9.~2021.3.31.

31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이경우

2020.12.1.~20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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