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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울산발전연구원이 지난 2011년 연차보고서를
발간사

처음 발간한 뒤 벌써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했습
니다. 2012년은 울산발전연구원이 개원 이래 가장
왕성한 연구활동을 수행한 한해로 기억됩니다.
이런 배경에는 몇 가지 선결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연구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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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였습니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전체연구원이 모여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 발표
하는 ⌜상시과제논의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활동의 바탕이 되는 박사급 신규인력 7명을 충원
하였습니다. 이외 부족한 연구인력을 보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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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객원연구원제도를 도입하고, 보고서의 가독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편집인을 운영하였
습니다.

둘째,

정보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원들
간의 소통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과제

발굴, 수행, 평가 등 일련의 작업들을 전산화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진이 누구이며 연구성과물,

올해도 울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 구성은 연구원의 기본현황과 주요활동, 연구

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을

실적물 요약, 간행물 발간현황 등으로 이루어져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연구원들에게 태블

있습니다.

릿PC를 지급하는 등 모바일 사무환경을 구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협소한 회의공간을

특히 올해는 보고서의 디자인과 편집을 개선해

개선하고,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소통공간을

독자여러분들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학계와 연구자
들은 물론 울산시 공무원과 기업, 일반시민들

이러한 두 가지 큰 선결작업을 통해 울산발전

에게도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연구원은 2012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연구원을 위해 많은 격려와

얻었으며, 많은 연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 연구실적으로는 기획과제 2건, 기본

올해도 울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과제 14건, 정책과제 12건, 현안과제 10건,

약속드립니다.

수탁협약 34건, 이슈리포트 21건 등 총 100

감사합니다.

2011년에 비해 무려 48건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연차보고서는 울산발전연구원의
지난 2012년 한해의 연구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연구를
수행했으며,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쉽고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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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울산발전연구원장

실행예산 집행현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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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광역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 · 분석 ·
연구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인 시정정책개발 · 수립 및 교육 · 자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기본현황

비 전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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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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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정관)
• 시정발전에 관한 중 · 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조사 · 연구
• 지방행정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 및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 · 연구
• 지방행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수집 · 관리와 출판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 협력 및 국제연구분야 비교검토
• 문화재의 발굴 · 보전 · 유지관리 및 역사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 연구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 시 및 타 기관‧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과 부대사업

연 혁
2 0 1 2. 07
2 0 1 1. 08
2 0 1 1. 04
2 0 1 1. 01
2010. 02
2007. 02
2006. 1 1
2006. 03
2006. 03
2005. 04
2004. 02
2002. 09
2002. 01
2001. 02
2000. 12
2000. 12

평생교육센터 설치
부서 체제 개편 (1국3실1센터 : 사무국, 연구기획실, 경제사회실, 도시환경실, 문화재센터)
‘5대 원장(하동원 박사) 취임’
부서 체제 개편 (3실 1센터 : 기획경영실, 경제사회실, 도시환경실, 문화재센터)
4대 원장 (서근태 박사) 취임
3대 원장 (서근태 박사) 취임
경제동향분석센터 개소
울산학연구센터 개소
여성가족정책센터 개소
국회도서관 상호 협력체제 구축
2대 원장 (서근태 박사) 취임
한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가입
연구원 이전 (북구 연암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연구원 개원 초대 원장 (서근태 박사) 취임
행정자치부장관의 법인설립 허가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등기

연혁 · 조직도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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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이사회 (이사장)

감 사

연구자문위원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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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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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경
제
사
회
연
구
실

도
시
환
경
연
구
실

※부설센터 : 울산학연구센터, 여성가족정책센터

문
화
재
센
터

울
산
평
생
교
육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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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 연구직
연구기획실

기본현황

선임연구위원(실장)

부연구위원(기획팀장)

사무원

사무원

사무원

김 문 연

정 현 욱

강 정 미

김 정 민

김 세 영

부산대
경제학박사

계명대
도시공학박사

울산대
가정학사

신라대
영문학사

인제대
언론광고학사

(연구기획실 업무총괄)

(기획팀 업무총괄)

(연구과제 관리)

(학술행사, 출판)

(에디터)

선임연구위원(실장)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강 영 훈

이 재 호

황 진 호

이 은 규

김 상 우

부산대
경제학박사

경북대
행정학박사

독) 파더본대
경제학박사

부산대
경제학박사

부산대
사회학박사

(경제통합, 국제금융)

(계량행정, 정책분석)

(산업경제)

(경제, 금융)

(문화, 예술)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위원

연구원

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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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우

이 윤 형

박 혜 영

이 영 란

김 미 경

미) 조지아주립대
경제학박사

대구대
철학박사

부산대
여성학박사

부산대
여성학박사

울산대
경영학석사

(재정)

(사회복지)

(여성가족)

(성별영향분석)

(일자리창출사업)

경제사회연구실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이 주 병

박 가 령

이 웅 희

김 수 정

부산대
경제학박사과정 수료

동의대
평생교육학 석사과정

울산대
국문학사

울산대
사회학사

(일자리공시제)

(마을기업육성)

(전지산업)

(전문대평가사업)

직원 현황 - 연구직

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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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김 석 택

권 창 기

이 상 현

변 일 용

손 영 규

동아대 공학박사
(대기, 재난관리
/울산학센터장 겸임)

미) USC
계획학박사

고려대
공학박사

울산대
공학박사

고려대
공학박사

(도시 및 지역계획)

(수질관리)

(건축, 경관)

(폐기물, 자원순환)

부연구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 주 영

권 태 목

김 승 길

임 채 현

유 영 준

부산대
박사수료/기술사

일) 오사카대
공학박사

한국해양대
공학박사

호서대
공학박사

한양대 관광학박사
건국대 이학박사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계획, 도시재생)

(교통계획)

(안전, 방재)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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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연구위원(실장)

도시환경연구실

기본현황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윤 복 영

윤 영 배

임 선

계명대
환경공학석사

울산대
공학박사

울산대
환경공학석사

(녹색성장포럼)

(빗물재활용)

(외황강수생태계조사)

연구위원(센터장)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배 은 경

이 재 흥

김 성 식

황 현 진

김 광 옥

동아대
박사 수료

경북대
박사 수료

영남대
석사

부산대
석사

영남대
석사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김 성 욱

한 선 영

강 정 미

전 은 영

원수진

일) 구마모토대
박사

충남대
석사 수료

부산대
석사

영남대
석사 수료

울산대
학사

문화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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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센터 업무총괄)

(문화재센터 행정전반)

문화재센터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김 현 주

김 민 경

이 정 민

이 선 철

김 지 연

부산대
석사수료

경주대
석사수료

영남대
석사수료

경주대
석사수료

경북과학대
준학사

직원 현황 - 연구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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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박 정 환

박 찬 미

신 정 아

채 상 훈

손 정 규

부산대
석사

진주 국제대
준학사

한서대
석사과정

동아대
박사과정

동양대
석사과정

(보존과학업무)

연구원

김 형 규
경주대
석사수료

ULSAN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원

울산평생교육센터

기본현황

부연구위원(센터장)

부연구위원

전문위원

연구원

연구원

신 기 왕

양 은 아

송 봉 란

고 종 대

임 은 애

중앙대
교육학박사

서울대
교육학박사

아주대
교육학석사

울산대
행정학박사수료

고신대
아동학사

(평생교육센터 업무 총괄)

(평생교육 정책연구)

(청년창업)

(평생학습)

(청년창업)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 아 름

이 정 욱

오 세 정

오 진 덕

차 분 옥

울산대
가정학사

울산대
경영정보학사

경북대
교육학 석사

부경대
국제지역학사

영산대
부동산학과 재중

(청년창업)

(청년창업)

(평생학습)

(평생학습)

(평생교육센터 회계, 서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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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연구센터

연구원

이 경 희
울산대
역사문화학과박사수료
(울산학센터 담당)

▷ 일반직
사무국

행정팀장(4급)

박 해 운

전 수 일

사무국 소관업무
총괄(파견)

·이사회운영
·연구원 홍보
·행동강령, 성희롱예방

과장(5급)

박 종 대
·조직 및 인사
·예산편성
·규정관리

주임(7급)

주임(7급)

황 해 상

정 지 은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유지 · 관리
·홈페이지 운영 · 관리
·기록물 관리

·예산집행 및 결산
·회계일반 및 기금관리
·연말정산

직원 현황 - 일반직

사무국장

15
사무원(9급)

사무원(기능9급)

운전요원(기능10급)

사무원

사무원

임 성 훈

윤 소 영

김 광 헌

윤 옥 정

정 지 유

·용역계약 및 결산
·용역 예산관리
·부가세 업무

·문서 및 기록물 관리
·자료실 운영

·원장 수행 및 차량
관리
·자산 · 물품 관리

·비서실 운영
(출산휴가)

·비서실 운영
(출산휴가자 대체)
ULSAN DEVELOPMENT INSTITUTE

대외협력
▷교류협력 체결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2. 7.11
남부권 8개 지방연구원 및 지방 유관연구원 ■■ 2012. 5. 2
경상일보, 울산매일신문사,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ubc울산방송,
울산mbc(뉴스 콘텐츠 협력 협약) ■■ 2011. 6.23
한국은행 울산본부 ■■ 2011. 5.31
한국폴리텍Ⅶ대학 울산캠퍼스 ■■ 2010. 6.25
기본현황

에스콰이아학술문화재단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2009.10.16
중국 연변대학경제관리학원 ■■ 2009. 5.13
중국 길림대학교 동북아 연구원 ■■ 2009. 5.11
울산매일신문사 ■■ 2008. 1.10
부산지방통계청 ■■ 2007.12.20

16

주택도시연구원 ■■ 2006.12.15
울산과학대학(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 ■■ 2006. 4.26
울산과학대학 ■■ 2005.12.12
국회도서관 ■■ 2005. 4. 8
동의대학교 ■■ 2004. 1.27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 2003.12. 5
산업연구원 ■■ 2002.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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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단체 가입현황
한국학술정보협의회 ■■ 2005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 2002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 2001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 2001
영남지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 2001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연구원 주요활동
Annual Repor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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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8
울주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특구

0102
2012년 연구원 시무식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0111
울산금융산업발전협의회
◀

0113

화합, 발전을 위한 상반기 전체 워크숍

18
▶

0216

부․울․경 상생발전을 위한
발전구상 간담회

Annual Report 2012

▲

▼

0201
경제 ․ 교통 ․ 관광전문가 3명

0224
영남권 경제공동체 실현

연구원 새식구로 합류

기본구상 착수보고회

▶

0220

개원 11주년 기념식

◀

0302
안전 ․ 여성 ․ 관광전문가 및

에디터 4명 연구원 새식구로 합류

◀

0305
울산 청년CEO육성사업

2기 졸업식 및 3기 출범식

▶

◀

0316
언양읍성 문화재 발굴현장

0329
2012년도 상반기 정기이사회

관계자 설명회

▼

▶

0509
울산녹색성장포럼

0427

영남권 시도연구원 체육대회

‘그린마을 녹색교육’

연구원 주요활동

◀

0510
울산녹색성장포럼

‘군부대 녹색사회 교육’

19
▲

0522
한국건강관리협회와의 건강증진

업무협약

0524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
하동원 원장 특강

▼

0627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

제12기 수료식

중산동 24, 25호 목곽

▲

0628

문화재센터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

0703

상반기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입암리 출토 유물

ULSAN DEVELOPMENT INSTITUTE

▲

◀

◀

0711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MOU체결

0822
울산 청년CEO육성 실무진 워크숍

▶

◀

0801

0828
동구 마을기업 주민설명회

입암리 문화재 발굴현장
전문가 검토회의

민간단체 등 80여명 참가

◀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0903
‘성희롱 없는 밝고 아름다운

직장 만들기“ 교육

◀

0906
평생학습 자원활동가 역량강화 연수

20
▶

0926

구미리 문화재 발굴 현장

Annual Report 2012

◀

0929
평생교육진흥원의
개원을 축하하며

▲

1004
처용문화제 마을기업 홍보관 운영

▶

1031

울산녹색성장포럼
‘저탄소녹색성장박람회’ 답사

◀

1128
2012년도 하반기 정기이사회

▼

◀

1129
4050세대, 다시 한번

1108
UDI 선진지 연수

‘청춘불패’ 세미나

▼

1205
평생교육진흥원 ‘울산형 지속가능

발전교육’ 세미나

연구원 주요활동

▶

1123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울산광역시 최우수상 수상

21
▼

◀

1214~1215
공감과 소통을 위한

1221
울산청년CEO육성사업 3기

하반기 전체 워크숍

1231
2012년도 기본과제 보고서 발간

ULSAN DEVELOPMENT INSTITUTE

▶

창업자 수료식

1226

▶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전 시상식 및
시민연구원 수료식

◀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소통공간 마련
(IDea Room, U Campus)

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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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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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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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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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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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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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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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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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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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신문기사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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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Development Institute

2012

총괄표*
기본과제
기획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 종료기준

14
2
10
16

협약과제
현안과제
이슈리포트
계

14
9
18
83

2011
기본과제
기획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11
1
1
14

협약과제
현안과제
이슈리포트
계

3
8
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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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과제

■■

36

울산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방안 연구

■■

37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

38

울산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연구

■■

39

항만물류 기반의 석유화학산업 연계 육성 방안

■■

40

울산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

41

울산광역시 대기질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

42

울산 도심녹지의 탄소흡수원 확보 및 저감방안 연구

■■

43

울산지역 노인일자리 확대 및 질적 제고 방안

■■

44

울산지역 문화예술자원 현황과 활용 방안

■■

45

울산지역 내 관광유입 확대방안

■■

46

수요대응형 자전거 활성화 방안 연구

■■

47

태화강변 경관관리 실행방안 연구

■■

48

울산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

■■

50

울산시정에 대한 울산시민의 정책 우선 순위 선호도 분석
- 울산시민의 행정수요측정 -

- 울산지역 고물가의 원인과 해결방안 연구 -

- 악취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

- 청소년 관광유입 활성화를 중심으로 -

울산시정에 대한 울산시민의
정책 우선순위 선호도 분석
- 울산시민의 행정수요 측정 연구 이재호

주요 연구실적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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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민들이 전체 행정에 대한 과거 3년의 전
체적인 흐름에 대한 평가와 도시기반, 환경, 경제 ·
산업, 사회복지 · 교육 · 문화 및 여가와 관련한 생활
행정 「울산광역시민의 행정수요 측정」을 실시하였다.
울산의 행정수요 향후 항목에 대하여 비중을 두어야
할 항목으로 제시한 것은 전체 행정부문에서의 성과
및 달성에 대한 만족도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① 교
통, 휴양 · 관광, 공항 · 철도 · 항만, 도시경관 등의
도시기반 부문, ② 자연, 대기환경, 수질, 먹는 물, 폐
기물 등의 환경 부문, ③ 지역경제의 활성화, 산업 ·
유통, 노사관계 등 경제 · 산업 부문, ④ 사회복지 ·
교육여건, 문화 · 여가 등 생활관련 부문, ⑤ 재해 ·
범죄예방 · 질서 등 공공안전 부문, ⑥ 민원처리, 정
보화,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서비스 부문이었고, 이
가운데 ④, ⑤, ⑥ 항목을 묶어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
한 부문으로 통합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도시기반 부문에서 지표로 측정된 사항 13항목 가운
데 향후 행정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는 부문은 주차시설 및 이용(상대적 가중치=1.00),
교통소통(상대적 가중치=0.84), 대중교통 이용 편의
성(상대적 가중치=0.81), 보행 시설(상대적 가중치
=0.76), 거주지 주변 교통 접근성(상대적 가중치
=0.68) 등으로 예상되며 이 5가지가 상대적 중요성
을 지니고 있다.
환경 부문에서 지표로 측정된 사항 11항목 가운데 향
후 행정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
문은 대기 환경 질(상대적 가중치=1.00), 수질 개선
또는 유지(상대적 가중치=0.85), 먹는 물 관리(상대
적 가중치=0.78), 생활악취 개선(상대적 가중치
=0.71), 자연생태계 보전(상대적 가중치=0.70), 산
업공단 환경개선(상대적 가중치=0.51 등으로 예상되
며 다른 부문에 비해 이 6가지가 상대적 중요성을 지
니고 있다.
경제 · 산업 부문에서 지표로 측정된 사항 10항목 가
운데 향후 행정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부문은 물가 안정(상대적 가중치=1.00), 지역경

제 활성화(상대적 가중치=0.86), 일자리 창출(상대
적 가중치=0.62), 지역주민 소득 증대(상대적 가중
치=0.57) 등으로 예상되며 다른 부문에 비해 이 4가
지가 상대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 · 교육 · 문화 및 여가 부문에서 지표로 측
정된 사항 14항목 가운데 향후 행정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복지시설(상대적 가
중치=1.00), 치안 · 범죄예방 · 질서유지 등 안전서비
스(상대적 가중치=0.72), 취약계층 지원 및 서비스
(상대적 가중치=0.70), 자녀 교육 환경 여건 개선(상
대적 가중치=0.70), 영 · 유아 보육 및 양육 시설 및
서비스(상대적 가중치=0.62), 문화예술 행사 프로그
램 제공(상대적 가중치=0.53) 등으로 예상되며 다른
부문에 비해 이 6가지가 상대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향후 이러한 우선순위에 의한 행정수요 도출이 지니
는 의미는 주어진 예산이나 인력 운영에 있어 최대한
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시민이 가장 원
하는 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어진 행정의 재원들
이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인가를 나타
내 주는데 있으며 상대적인 인력 및 예산의 투입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2 - 01
연구기간 : 2012. 1. ~ 2012. 12.
발행사항 : 2012. 12, 77면
키 워 드 : 울산시정, 정책우선순위선호도, 행정
수요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운영방안 연구

이은규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2 - 02
연구기간 : 2012. 1. ~ 2012. 12.
발행사항 : 2012. 12, 112면
키 워 드 : 울산, 평생교육, 울산평생교육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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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다.
울산지역 평생교육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총괄기관으
로서의 역할설정과 위상 강화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에 근거하여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의 중장기 발전계
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관의 비전과 목표, 장기발전방
안, 발전단계별 세부사업 및 로드맵 제시 등을 통하
여 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
평생교육관련 유관기관들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
여 지역특화사업의 발굴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중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는 지역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들간의 상호보
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유지가 관건이다. 이를 통하
여 지역평생교육기관간 프로그램의 유사 · 중복 및
특정 프로그램(취미, 교양 등) 편중에 따른 비효율성
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지역평생교육진흥원의 실천
역량 강화와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평생학습관련 담
당자들의 전문성과 서비스능력 향상 등을 통하여 평
생교육 사업의 추진 및 실천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더불어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하여 지역평생교
육진흥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성과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과 고용시장 연계성 강화가 요구된다.
평생교육의 패러다임이 일과 학습의 병행 및 직업교
육강화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 청년창
업지원사업 등 인재양성과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고용시장 연계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필
요가 있다.

기본과제

개정 평생교육법률과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지자
체는 지역차원의 체계적인 평생학습 추진체제를 구
축하고 지역내 평생교육 유관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평생교육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새로 설립되는 지역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 지역평생교육 종합발
전방안 수립 등 체계적인 평생학습 총괄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상이한 운영방식을 가진 다양한 기관들간의 연
계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
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지역평생교육원을 설립(지정 · 위탁)하여 운영 중인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발전연구원 ‘지정’형
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별도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운영 중인 곳은 서울, 대전, 경기도 3곳이며 여
타 지역의 경우 지역발전연구원(부산의 경우 인적자
원개발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이는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그동안 지역발
전연구원에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통하여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해 옴에 따라 기존 인력과 시설활용이 용
이한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조사 결과
지역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및 교육청의 노
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
으나 전반적으로는 지역 평생교육관련 인프라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은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업무’로 나타났으며 평생교육에
대한 지역내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
산확보 능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우선적
으로 개발/보급되어야 할 프로그램으로는‘가정생활/
시민생활/인간관계 등 시민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교
육’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향후 지역실정에 맞는 교
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
로 분석된다. 향후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다음과 같은 네가지를 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 울산지역 고물가의 원인과 해결방안 연구 김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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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세계, 한국 및 울산경제의 순서로 범위를
좁히면서 최근 물가상승의 원인, 지속가능성 및 과제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울산의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부터 어떤 부문이 가장 큰 영
향을 주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보고자 한다.
먼저 물가수준을 결정하는 12개 기본부문의 가중치
는 지역의 소비구조를 반영한다. 울산은 교통의 가중
치가 높은데 그 이유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중이 다
른 도시보다 높기 때문이다. 둘째 오락 · 문화 비중이
높은데 이것은 울산의 소득수준이 전국 최고이고 이
상품과 서비스가 다른 지역에서 높은 가격으로 소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의 가
격이 상승하면 물가지수는 더욱 상승하게 된다.
울산의 물가의 특징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부터 2007년까지 7대 광역시 가운데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전반적으로는 2.5% 내외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둘째, 2009년부터 물가수준은 높아졌지만 대도시 가
운데 중간수준을 유지하였다.
셋째,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식 · 음료품 부문의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주택가격 상
승률은 높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전체 물가에 대한
기여도는 낮았다.
넷째, 울산은 매년 12개 부문 가운데 2개 상위부문의
물가상승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의 물가상승이 식 · 음료품과 음식부문의 가격상
승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전
략 수립이 필요하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요금을 억제하는 정책은 물가상승 시기를
늦추는 역할만 할뿐이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둘째, 농협하나로마트 개장, 도매시장 개편 등 기존
의 유통구조 개혁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므로 지속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생산자-소비자 직거래와 착한업소는 확대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시와 구 · 군이 유기적
인 협조체제를 갖출 때 정책효과가 크다.
넷째,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물가수준을 낮추
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2 - 03
연구기간 : 2012. 1. ~ 2012. 12.
발행사항 : 2012. 12, 71면
키 워 드 : 유통구조혁신, 직거래확대, 애그플레이션

울산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연구

황진호

끝으로 동반성장 우수 지역사례를 공모를 통해 발굴
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기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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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은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
보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필수적이
며, 공정사회로 향한 경제적 토대인 동시에 사회통합
의 한 축이 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의 동반성장 협약과 실천
은 기업 간 거래관계를 떠나 산업경쟁력의 저하, 고
용의 불안정성 심화, 사회적 신뢰관계의 와해 등 사
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해결책을 강구해
야한다.
지방정부도 동반성장 문화 확산 노력을 촉구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동반성장 대책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 산업현장에서도 대 ·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를 확산 · 정착하고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
어야 한다.
울산광역시는 동반성장의 파트너이자 동반성장 문화
의 선도자로서 중소기업의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구축되며
지역공동체 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울산광역시는 지역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먼저 동반
성장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동반성장 협의체
로서 ‘울산광역시 동반성장위원회(가칭)’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정책형성 과
정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동반성장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기 설치된 동반성장종합지원
센터 울산센터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지방정부 차원
에서 협력방안을 강구하며, 공정위원회 부산사무소
의 이동사무소 운영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울산
출장소 설치를 추진한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울산동반성장의 정책적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동
시에 지역 공기업이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
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2 - 04
연구기간 : 2012. 1. ~ 2012. 12.
발행사항 : 2012. 12, 65면
키 워 드 : 상생협력, 동반성장, 공정거래

항만물류 기반의
석유화학산업 연계 육성 방안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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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석유제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대하고 있
다.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에너지수급 불일치
와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으로부터 석유제품
수요 증대는 울산지역 수출을 급속하게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엄격한 석유제품에 대한 규제의 강화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품질이 개선됨에 따
라 우수한 석유제품의 품질은 세계시장에서 선호되
는 석유제품으로 인식되어 수출물량의 확대로 이어
지고 있다.
현재 울산항에 정밀스톨트, 한국보팍터미널 등이 주
도로 상업용 탱크터미널이 큰 폭으로 확충되고 있으
며, 향후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성공 가능성 등이
예상되어 탱크터미널의 확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의 Over the Fence 프로젝트, 유럽의 오일허브
와 물류네트워크 효율화 방안, 일본의 석유화학 르네
상스 프로젝트(RING) 등 화학산업과 액체물류네트
워크를 통합하려는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울산항은 액체화물 특화항이며, 향후 액체화물 First
Class 항만으로 도약하려는 울산항만공사의 비전과
연계하여 특화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항만 재조
정으로 액체화물과 관련된 탱크터미널이 밀집된 항
만지역을 시범적으로 액체화물 전용항으로 지정 · 운
영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
어 야간입출항도 가능한 액체화물 특화항을 지정 ·
운영함으로써 향후 안전문제에 대한 사전적 운영노
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울산자유무역지역에도 물류 및 창고업이 있으나, 울
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액체화물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 촉진
지역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항만을 낀 특
정지역을 외국인 투자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운
영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인투자 활성화지역은 자유
무역지역이나 경제자유지역 등과 차별화되어 광역시
의 산업단지 또는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에 연계하여
액체화물과 관련된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
치하는 지역으로 정해야 한다.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액체화물 물동량을 획기적으
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석유물류 인프라의 확대가 필
요하며,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도 적극적인 울산항IR, 울산항 액체화물 포트 세일
즈 등이 필요하다. 석유관련 국제회의, 석유제품과
관련된 해외 컨퍼런스 등을 활용하여 울산항의 동북
아 오일허브 사업에 대한 석유물류관련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액체화물 특화항으로서 울산항의 장단
점을 소개하는 포트 세일즈가 필요하다.
항만물류기반 석유화학산업의 육성은 원유 및 석유
제품 전문가 또는 트레이더를 양성하여 석유제품 거
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다. 현재 싱가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레이더를
울산으로 유치하여 성과를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고,
또 매년 수십명의 금융전문가가 홍콩이나 싱가폴로
금융연수를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울산지역에 국제
금융공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향후 석유
및 석유제품 전문가 및 트레이더를 양성할 필요가 있
다. 특히 트레이더는 블렌딩, 히팅, 메이킹 벌크, 브
레이킹 벌크 등 다양한 트레이딩전략으로 이익을 창
출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규제 등으로 불가능
한 현실에서 전문교육을 통한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식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주변 환경여건의 변화와 동북아 지역에서 에너지소
비의 급증 등으로 항만물류기반의 석유화학연계 육
성을 위한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져 가고 있으나, 실
질적인 제도적 틀을 형성하고, 규제 철폐, 연계활성
화 등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
자체, 동북아 오일허브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체 계획,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적
극적인 IR을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
도록 동북아 오일허브 대응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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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이상현

며, 폐수처리수 재이용 목표량은 울산지역내 산업단
지 대부분의 폐수는 하수처리시설과 용암폐수처리
시설로 이송 · 처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체 향
후 자발적으로 추가되는 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은
없다는 가정과 2018년 이후 용암폐수처리장의 처리
용량 일일 85,000㎥의 50%을 재이용하는 정책목표
를 가정하여 결정하였다. 한편 하수처리수 재이용량
목표는 2014년까지 온산하수처리장 방류수 50,000
㎥ /일 과 2016년 까 지 용 연 하 수 처 리 장 방 류 수
100,000㎥/일의 공업용수 이용화 사업을 가정하여
결정하였으며, 2016년 이후에는 현재 환경부 기준상
장내용수로만 인정되어 활용되는 언양하수처리장,
굴화하수처리장, 강동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하천
유지용수 전량 이용되고, 2015년 2월 준공예정인 농
소하수처리장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기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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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획의 목적은 울산광역시 행정구역내에 물 재이
용 관리의 계량화 및 정량화를 통해 수자원 관리 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업도시 울산의 지역특성을 고려
한 물 재이용 관리 목표를 정하는데 있다. 또한 물 재
이용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으
로서 기후변화의 능동적 적응과 동시에 향후 지속가
능한 수자원 확보 방안의 선제적 대안 제시를 통해
향후 물 부족사태를 사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은 지역 내 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 물 재이용 관리
목표를 통해 실현 가능하며 현실성 있는 정책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관리계획은 10년 단위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세부계획을 단계별
로 설정 · 수립하고,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
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계량화 한다.
관리계획은 물 재이용 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
적인 계획이므로 정책과 비전, 그리고 추진계획 수립
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각종 현황자료는 최근에 수
립된 울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 정비기
본계획, 그리고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의 기초조사 및
기존자료 등을 활용한다. 울산광역시 담당자와 공동
작업을 수행하는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다. 계획수립
시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울산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 계획 목표는 빗물, 중수도, 하 · 폐수처
리수의 재이용 확대, 울산지역 하천수계별 물순환 분
석, 그리고 교육 · 홍보의 수단으로 계획한다.
물 재이용 목표량은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폐수
처리수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물순환 모델은 CAT(Catchment hydrologic Analysis Tool) 모델을 활용한 분석한다. 교육 · 홍보는 시
민참여형 홍보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및 홍보, 각종
매체 활용으로 수행한다.
빗물 이용 및 저류시설과 중수도 목표량은 2020년
국가목표량이 현재기준 8.5배와 2.6배 증가를 고려
하여 울산광역시도 동일한 증가수치로 결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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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대기질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악취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손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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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악취저
감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중앙정부 및 국내
타시도의 사업 및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지역여건에
바람직한 악취저감 업무 지침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최근의 악취관련 정책이 사업장 악취관리 중심에서
생활공감형 악취관리 및 축산악취 관리 쪽으로 확장
되는 추세이나 울산광역시의 경우 산업도시의 특성
상 사업장 악취관리에 보다 집중적인 관리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장 악취관리 및 악취
실시간감시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주요 연구 내
용으로 하였다.
울산광역시에는 총 406개의 악취물질 배출 사업장이
있으며, 이 중 대기1∼3종 및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148개 사업장에 대한 업체별 악취물
질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정악취물질의 총 발생
량은 24,870.7 kg/일이며 방지시설을 거쳐 외부로
배출되는 총 배출량 및 평균 지정악취물질 처리효율
은 2,116.7 kg/일 및 90.1%로 각각 확인되었다. 그
러나 조사작업이 현장확인이 아닌 각 사업장 담당자
에 의해 작성된 조사서의 취합으로 이루어져 실제 현
황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이 80 혹은 90%로 일괄 적용되는 등의 문제
점이 제기되어 향후 조사사업을 위한 개선사항이 제
시되었다. 또한 악취 문제는 민원인 즉 시민의 입장
에서 풀어 나아가야 할 문제이므로 사업장 중심이 아
닌 거주지(시민) 중심의 조사사업이 필요할 것이며,
악취물질 배출사업장의 현장 조사 시 시민 등을 함께
참여시키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악취 실시간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타시도의 사
례를 분석한 결과 시흥시의 시스템이 국내 도시 중
가장 성공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를
울산광역시의 악취관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
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시흥시의 실시간감시시스템은 주민 악취모니터링 시
스템, 자동기상측정 시스템, 악취센서시스템 등의 3
개 세부 시스템으로 구분되는데, 약 80여명의 주민

모니터링 요원에 의해 악취의 종류 및 강도가 인터넷
으로 접수되면 이를 실시간 기상측정 결과와 함께 분
석하여 악취발생 예상 업체를 추적하게 되며, 예상
업체에 주의 요청 통보가 이루어져 악취 발생 및 그
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 (악취센서는
24시간 운영되어 야간 등의 시간대에 취침중인 주민
을 대신하여 악취 발생 감시) 울산광역시에서도 이와
같은 악취 실시간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악취배출사업장의 전수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주민 모니터링 요원의 선발 및 교육과 바람
등의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 분석할 수 있는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악취배출사업장의 전수조사 시 각 사업장의 방지시
설 현황 조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운영 현황
및 VOCs 등의 실제 악취물질의 처리효율에 대한 인
벤토리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방지시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흡착탑
의 관리 · 운영이 타 시도의 경우 매우 비효율적이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악취물질
의 처리효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악취공공
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을 위한 업체간의 공동 처리
가능 여부 조사 및 네트워크 조성 사업이 필요하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흡착탑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
하여 활성탄 공동재생시설의 설립 · 운영에 대한 타
당성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공감형 악취의 경
우 음식점, 세탁소, 자동차정비업소 등에서의 악취
민원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울산광역
시 내 관련 업체의 현황 및 실태 조사가 요구된다.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2 - 07
연구기간 : 2012. 1. ~ 2012. 12.
발행사항 : 2012. 12, 87면
키 워 드 : 악취관리, 대기질, 방지시설

울산 도심녹지의 탄소흡수원 확보
및 저감방안 연구
김석택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2 - 08
연구기간 : 2012. 1. ~ 2012. 12.
발행사항 : 2012. 12, 112면
키 워 드 : 도시 숲, 탄소흡수원, 녹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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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탄소흡수원 확대와 관련지어 모니터링을 강
화하고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추진될 필
요가 있다.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도시숲은 기존의 도
시림 조성과는 달리 탄소흡수율이 높은 수종으로 넓
은 면적에 수림대를 조성토록 하고 개인, 기업, 지자
체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대한 참여의 장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녹지를 관장하는 부서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상업지구 관련 부서와의 업무
조율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도로변 녹지대의 관리
와 확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공간
조성도 하천관리부서와 도시녹지관리부서가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농업도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원이나 육성정책이 미흡한 실정이
므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옥상녹화 지원사업에 있어
서도 옥상텃밭조성사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 관리에 있어 지금까지는 행정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에게 이용만 할뿐 관
리에는 무관심하다. 지역주민이 도시공원 관리에 참
여하게 되면, 실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환경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함께 했다는 자부심도 얻게
되고, 관리에 있어 애착을 가지게 하여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울산시 차원에서 직접 챙길 수 없다면
시를 대신해서 위탁 및 지정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울산시 전체 도시녹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가칭 “녹지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기술
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연구를 수
행하고 정기적인 학술행사 개최를 통하여 정보 교류
와 학습의 장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기본과제

최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환경문제가 큰 이슈가 되
고 있으며, 이를 저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방안
이 제시되고 있으며, 도시녹지는 온실가스 중 두 번
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흡수하
고 간접적으로 발생량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까지 도시녹지 정책은 대부분 가로수 및 공원의
양적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 온실가스 저감
을 위한 접근은 부재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도시녹
지의 구체적인 탄소흡수원 확보 및 저감방안이 요구
된다.
울산시 도시녹지의 현재기준 탄소저장량 및 흡수량
을 추산해 보았다. 울산시 산림의 탄소저장량은
214,236.72 tC이며, 도시공원의 탄소저장량은
56,622.90 tC 이 고 , 가 로 수 의 탄 소 저 장 량 은
22,325.07 tC이다.
울산시 산림의 연간 CO2흡수량은 33,118.72 tCO2 이
며, 가로수의 연간 CO2흡수량은 4,388.91 tCO2이다.
울산시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
여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은 다소 미흡함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도시녹지 확충을 통해 탄소흡수원 확보 및 저
감 방안으로 도시숲 조성 및 확대, 도로변 녹지대 확
보, 수공간 및 녹지공간 확대, 탄소흡수건물 확대와
도시농업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리측면에
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공원내 생태면적률 도입
- 탄소흡수율이 큰 수종의 식재
- 빗물정원 및 저류지 조성
- 태양열 / 풍력 / 수력 등 공원내 친환경에너지
생산 및 활용
- 바이오매스 관리
- 도시개발시 도시녹지의 배치 및 녹지네트워크
관리 등
현재 도시숲 조성사업은 국가, 지자체, 시민단체, 기
업 등이 각자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경관향상 및
휴식 공간 조성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추후 도시숲

울산지역 노인일자리 확대 및
질적 제고 방안
이윤형

주요 연구실적

44

Annual Report 2012

울산광역시의 60세 이상 구직 중인 노인들 250명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설문에서 울산은 타시도
와 다르게 생계보다는 사회참여욕구가 높게 나타나
이러한 욕구에 맞는 공익형, 복지형 및 교육형일자리
의 양적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결과 울산의 노인들의 퇴직 전 직업이 기술생산
직이 많았으며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은퇴와 관련해
제조업이 많은 울산의 특징상 기술을 가진 노인이 자
신이 가진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고 지역 내 기술 이
전이 필요한 영역에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정책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적합직종의 부족이 노인일자리의 가장 우선적으
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노인들과 지역소재 기업은
공통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역할주체로는
행정기관과 사회복지기관으로 인식하여 향후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민 · 관 협력을 통해 노인우선직종
의 개발과 노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선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의 비율에 비해 실제 소득
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형 일자리의 참여욕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형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소득창
출에 도움이 되지 않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현재 공공일자리와 크게 차이가 없는 민간일
자리의 소득수준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친고령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출구전략을 체계
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모델 중심의 도심형, 친환경 지역사업 중
심의 도농복합형, 복지형 일자리나 지역특산물 중심
의 농촌형 등 울산지역 특성이나 여건에 맞는 일자리
유형을 개발하여 운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래 노인일자리의 이념은 사회참여를 원하는 노인
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분야는 낮은 수준의 소득, 제
한된 근로시간, 낮은 노동강도를 기대하며 소득을 위
한 민간분야는 높은 소득수준, 전일제 근로 및 높은
노동강도를 기대하지만 실제 노인들의 욕구수준과
그들이 참여하는 일자리유형은 서로 상반되어 있다.
따라서 참여율을 높이고 일자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별로 참여노인 성향, 특성, 욕
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50대는 은퇴설계를
통한 재취업이나 창업교육, 이들의 경험, 기술, 노하
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60대 초반은 퇴직자
프로그램과 현 공공일자리 부분 중 민간사업 등을 혼

용하는 방안으로, 60대 후반은 현재 시행하는 사업
들의 활성화 부분에 초점 두며 70대 이상은 현 공공
일자리의 공공분야사업 중심 등, 각 노인 집단에 맞
는 정책이 필요하다.
울산의 경우 2012년 현재 4,500여명이 노인일자리
에 참여하지만 전국 60대 이상 노인일자리 참여욕구
비율에 따르면 2012년 15,000개,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은퇴하는 2020년에는 23,000개 이상
의 노인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공헌
형은 사회적 유용성이 강한 아이템 중심으로 내실화
할 필요가 있고 시장형은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일자리 질적 제고의 핵심은 시장형 일자리의 현
실적인 경쟁력과 소득보장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시장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은 사회적기업, 마
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모델과 시장형 일
자리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회적 경제모델을 이용한 고령친화노인일자리를 만
들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진입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초시장형 일자리 단계, 둘째 자립이 가능하다고 보
이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모델형 단계, 그리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을 통한 단계 등의 인큐베
이팅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3년도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형 일자리사업은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었으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 참여기간이 최대 7개월(월
20만원)로 제한돼 10월 이후 3월까지 근로소득 공백
이 생겨 흐름이 단절 되어왔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기
간연장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노인인력 전문교육센터 및 전문취업훈련기관 등, 시
의 위탁기관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을 지역 기업
과 연계하여 지역 기업의 노인인력 수요형태를 파악
하여 이들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전문적으로 위탁 교
육하고 훈련시켜 해당기업에 맞춤형으로 취업시키는
주문식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2 - 09
연구기간 : 2012. 1. ~ 2012. 12.
발행사항 : 2012. 12, 99면
키 워 드 : 노인일자리, 노인인력, 노인고용정책

울산지역 문화예술자원 현황과
활용방안
김상우

굴 및 지원, 각종 문화 교육프로그램의 개설 및 시민
참여유도 등도 필요하다.

기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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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적 삶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울산
지역의 문화 · 예술적 자원에 대한 현황분석이다. 지
역의 문화 인프라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또 활
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
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문화자원을 역사문화자원,
예술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대중문화자원 등의 4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문화자원들에 대한 울산시민의 이용도 및 만족
도 조사를 통해 울산의 문화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울산지역의 문화 · 예술자원은 생활문화자원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체육시설이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예술시설의 분포는 남
구지역에 밀집되어 나타났다. 남구는 공공공연시설,
민간공연시설, 전시시설, 야외공연시설 등 예술문화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고, 역사문화시설은 울주군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대중여가시설은 중구와 남구에
많이 나타났다.
울산의 문화예술자원 현황과 울산시민의 문화예술자
원 이용도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 내의 재능기부, 공간기부 등을 활성화하
고, 지자체가 민간예술단체들의 다양한 교육프로그
램을 개설하여야 한다.
둘째, 지자체 주도의 시각예술 전시 및 워크샵등을
개최하고 경진대회 등의 개최를 통한 시각예술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의 문화예술분
야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 혹은 민간 예술문화자원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연 · 전시 프로그램의 다
양성 확보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넷째, 공연 · 전시 프로그램의 자치단체 공동 기획 및
마케팅, 시민 문화적 감수성 제고 프로그램 확대, 지
자체별 시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공동체 및 동아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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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울산지역 내 관광 유입 확대방안을 청소년
관광객의 유입활성화를 통하여 실현하기 위한 방안
을 제시한 연구이다. 청소년 계층은 여행이 일상적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수학여행의 형태로
많은 학생들이 여행활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의 관광지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가 향후 성인 이
후의 관광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 계
층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하고 체험형의 청소년 여행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고 울산지역으로 청소년 여행
객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여행수요에 맞
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과 지원정책의 제시가 본 연구
의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은 최근 수학여행 경향 조사를 위하여 서
울지역 초 · 중 · 고등학생의 2011년 수학여행 운영실
태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여행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 여행사들의 여행상품을
조사하여 청소년 여행의 주요 테마와 선호를 파악하
였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및 지역정부, 관광 관련 유
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
원정책을 조사하였으며, 울산지역의 청소년 여행 수
용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과 관광 여건 등 현황을 조
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울산지역의 청소년관광 수용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 계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관
광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울산광역시의 청소년 여행활성화를 위하여는 첫째
청소년 관광객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각 타겟 관광
객 특성에 맞는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초등학생 수학여행단은 부산 및 경주 등의 영남권역
의 여행상품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기 운영중인 영남
권지역의 수학여행상품과 울산지역 테마 관광지를
연계하는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초등학생 체험학
습여행객은 자연생태, 미술, 역사, 지역문화를 테마
로 한 프로그램을 선호하므로 울산지역의 박물관, 미
술관, 과학관 등의 기 조성된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
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중 · 고등학생 수학여행단은 학생의 선호가 반영된

여행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여행업체를 통한 관
광이 이루어지므로 청소년 여행 전문업체에 울산중
심의 수학여행 상품을 제안하고 울산의 인지도 향상
을 위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
동이 필요하다. 중 · 고등학생 체험학습여행객을 대
상으로는 교과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능력 향상 효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관광프로그램을 교과서연계프로그램,
수학여행프로그램, 체험학습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교과서 연계 프로그램은 역사, 과학, 자
연, 국어, 미술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교과과정과
울산지역이 연계되는 테마를 개발하였고 수학여행
프로그램은 타지역과 차별화하되 울산의 특성을 부
각시킬 수 있는 테마를 선정하여 제시하였으며, 체험
학습프로그램은 농어촌 체험활동, 역사, 자연 / 생태,
과학, 레포츠, 미술 / 음악으로 구분하여 세부내용을
제안하였다.
셋째 청소년 관광객을 위한 기반시설은 숙박시설 확
충방안을 중심으로 도출하였으며, 소규모 테마형 청
소년 관광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설의 활용방안을 제
시하였다.
넷째 청소년 관광상품의 홍보는 청소년여행상품을
다루는 한국관광공사, 코레일, 교육여행단체, 학부
모 단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
년 관광의 편의를 위한 진행도우미 및 사전자료집 등
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지속적인 유입과 재방문을 위
하여 만족도 조사 및 후기 공모전, 학생여행 개발지
원 등의 공공부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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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 (54.7%),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 (22.0%), 대중교통 연계/환승시스템
구축 (11.3%), 인센티브 제공 (8.3%) 순으로 응답함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를 자전거 관련 인프라의 정비 및 확충, 대중교통수
단(버스, 철도)의 연계환승시스템 구축, 자전거 이용
관련 제도의 활용 및 홍보 부문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공
공자전거제도의 경우, 이용요금의 부과가 없을 경우
전체 응답자의 다수 (79.7%)가 ‘도입 찬성’ 의사를 밝
힘에 따라 자전거 이용 목적, 선호 도입 장소 등 관련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자전거 제도의 조속한 실시
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자전거의 주요 이용 목적으로 레저 및
스포츠용으로 활용한다는 응답 비율 (61%)이 매우 높
음으로, 지역 주민의 주요 명소 방문을 위한 ‘자전거
관광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됨으로 이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공자전거 도입 지역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 (1순위)의 64.0%가 도심 지역 (남구, 중구)
을 선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공자전
거 도입시 우선 대여 장소로는 주요 교통시설, 주요
하천지역 (태화강, 동천 등), 공공시설, 체육시설, 주
거지역 등이 선정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울산 공공자전거시스템 도입은 막대한 초기투자 재
원 소요와 분실, 도난, 파손에 따른 운영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한
후, 향후 성과 분석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정 사업
계획 (100 - 200대 규모, 3- 6개 대여 장소, 유인 혹
은 무인시스템, 공공 및 민간 협력파트너십 구축)를
결정 및 구축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과제

울산광역시의 자전거 관련 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충
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률은 부진하여 보다 효율
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운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자
전거 관련 인프라 및 제도 방안을 지방정부 중심의
공급자 시각에서 수립, 집행하는 기존 정책과정을 지
양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수요의
특성 및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 · 분석함으로서 보
다 효율적인 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지역 자전거의 이용 환경 개선, 관련
제조 및 정비, 그리고 공공 자전거 도입을 위한 지역
주민 의견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자전거 활성화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다수 (44. 2%)
가 자전거를 타지 못하거나 미보유 등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 환경의 미비에
따른 불편함으로 미이용한다고 응답한 수는 비교적
적음 (21.7%)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선
자전거 교육 및 공공자전거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제
고를 위한 ‘자전거 시민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공공
자전거 제도 도입을 통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자전거 이용 목적 및 빈도, 주요 교통수단에 대
한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다수의 응답자들이 교통
약자(여성, 20대 및 60대, 그리고 학생)에 속함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연계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전거-대중교통 연계강화’ 프
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 조사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시 응답자 다수 (56.7%)가 향후
적극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함 (5
점 척도: 3.37)에 따라 자전거 관련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이용률 제고 정책을 실시할 경우 지역 내 자전
거 통근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태화강변 경관관리 실행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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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태화강변으로 형성되는 건축물과 도시기
반 시설물의 경관관리를 체계화하고 경관사업 발굴
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더 친숙한 태화강으로 재생되
기 위해 태화강변에 조망되는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색채, 디자인, 야간경관 등을
위해 필요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2010년에 수립한 “울산광역시 경관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계획으로써 실현가능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는 주로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
하였으며 태화강변의 경관관리를 위한 방안과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경관사업화 방안 등을 제시하
였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태화강의 수질 및 환경개선으로 이용시민이 증가함
에 따라 수변경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고 국내외
건설경기 등의 변화로 태화강변에 무분별하게 입지
하던 주상복합건물이나 대규모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개선된 관리가 필요하며, 태화루
나 태화강전망대 등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되는 도시
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요구되고 있다.
태화루의 건립은 역사적 의미를 현대 도시에 재조명
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업이고, 역사성 회복의 노력
은 태화강을 시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하고 긍지를
갖게 하는 의미가 있음. 그런 의미에서 태화강을 중
심으로 역사적 사료나 흔적을 찾아 복원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관관리방안으로 시가지 경관은 양호한 조망
대상의 경관 보전,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대상 보
전, 산악경관의 경우 파노라마 경관을 보호하고 능선
의 연속성 유지, 태화강 및 지천 등의 강안지역 수면
경관과 자연과의 조화 유지, 태화강 주변지역의 건축
물에 대한 색채 및 야간경관관리를 통한 경관 조화
등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실행방안으로
조망대상이 되는 주요 경관거점을 재확인, 현실에 부
응하는 조망점 설정 및 경관관리를 하되 태화강수변

축의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건축물, 구조물, 광고물
등이 입지시 사업부지 인근 조망점에서 사업부지를
조망하는 시뮬레이션 작성하여 주요 조망대상이 차
폐될 경우 경관위원회에 의견을 묻거나 심의로 판단
하도록 제시하였다.
농산어촌경관으로는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농어촌 경
관 보전, 농촌의 취락지 경관은 주변경관과의 조화
유지, 산지 전원주택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관리
등으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경관관리 실행방안
으로는 경관관리지침에 의한 취락지역의 경관관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따라 적절한 경관관리 유
도 또는 사업 추진 및 산지전용을 통한 전원주택지
개발 추진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제시하였다.
가로경관에서는 주요가로, 교통광장, 교량의 특성 부
여 및 관리하되, 경관관리가 요구되는 가로에 대해
Identity 부여, 교통광장 등 주요 결절지점에 대한 색
채, 외장재, 야간 경관 등 경관관리 유도 등으로 설명
할 수 있음. 경관관리 실행방안으로 특화가로에 대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태화강대공원 앞 가로,
언양읍성 가로), 태화로터리, 신복로터리 등 주요 교
통광장 주변 건축물에 대한 경관관리, 주요 교량의
디자인화를 통한 도시의 심미성 확대, 경관사업화 등
을 제시하였다.
역사문화경관관리로는 역사문화 경관자원 발굴 및
복원, 기존 역사문화자원의 재조명을 통한 경관자원
화, 복원된 역사자원의 스토리텔링 및 주변 경관자원
과의 연계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고, 경관관리
실행방안으로는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경관자원 및
문화관광자원화, 문헌, 사료 등에 언급된 문화자원
중 태화강과 연계된 자원을 발굴, 복원을 통한 역사
성 제고, 현존하지만 의미가 낮은 역사물에 대한 가
치부여 및 경관자원화 등을 제시하였다.
산업경관의 기본 경관관리방향으로는 공단지역의 경
관관리 강화, 국도24호선 주변지역에 입지한 공업단
지와 개별 공장을 포함,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색
채, 마감재 등을 고려하여 관리 등을 제시하였고, 경

기본과제

49

Annual
Report
2012
Ulsan
Development
Institute
과제구분 : 기본과제 2012 - 13
연구기간 : 2012. 1. ~ 2012. 12.
발행사항 : 2012. 12, 104면
키 워 드 : 경관관리, 태화루, 교량디자인

ULSAN DEVELOPMENT INSTITUTE

관관리 실행방안으로는 국도변에서 조망되는 공단지
역 경관사업화를 통한 경관관리, 이질적인 경관을 자
연과 순응하도록 색채, 마감재 등 경관관리 유도, 국
도24호선 상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조경 식재 등 경관
사업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총 5가지로 요
약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태화강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위원회 심의기능
을 강화하도록 함. 태화강은 울산의 젓줄이자 생태환
경의 상징과 울산의 랜드마크로서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이러한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후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인식할 때
태화강변의 경관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임. 특히 태화강변 경관관리구역 내에 건축물 설
계시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이 차폐되지 않도록
하고, 산지전용으로 전원주택단지 조성시 반드시 경
관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한다.
둘째,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을 통한 태화강의 가치를
재조명함. 현재 시험운행한 뗏목 체험을 상시로 전환
하고 2개소의 나룻터를 복원, 운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복원은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향수를 찾을 수
있어 태화강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
며, 태화루 주변지역에 대한 경관관리가 요구된다.
셋째, 태화로터리, 신복로터리 등 주요 교통광장 주
변건축물에 대한 경관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이미
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태화로터리와 신복
로터리 교통량은 전국적으로 수위에 위치하고 있으
며 교통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어서 많
은 시민들이 주변경관에 대해 관심이 높은 실정임.
그러므로 로터리의 쾌적성 제고를 위해 주변경관관
리가 필요하다.
넷째, 교량 리모델링 사업으로 태화강의 이미지를 제
고해야 함. 태화교 경관개선사업으로 보행편의 증진
과 이미지가 개선됨에 따라 태화강의 주요 교량에 대
한 노후화 방지 및 디자인개선으로 태화강의 이미지
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농촌 산업단지의 경관관리로 생태도시 울산
의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해야 함. 태화강 상류지역에
조성되었거나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경관개선을
위해 생육이 빠른 교목 등을 조성하고 지붕 등에 색
채관리를 통해 생태도시로서의 울산 이미지를 개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울산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
정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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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도시공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울산권 개발제한구
역의 효과를 GB 유무에 따른 도시성장예측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은 울산의 도시특성 및 도시성장축을 고려하지 못하
는 비현실적 규제로 볼 수 있으며, 소규모 산발적 개
발 및 지방산단과 같은 대규모 개발의 비지적 개발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GB 내에
서도 공공개발 및 소규모 개발이 상당부분 이루어져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5년 기준 GB 유무에 따른 도시성장예측결과, GB
유무에 따라 도시개발형태가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GB 규제가 없는 경우 도시성
장이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도시성장이 예측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GB 규제가 있는 경우 도시성장
은 개발제한구역을 뛰어넘는 비지적 개발로 예측되
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기반시설 부담비용 및 대기
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높아 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첫째 개발제한구역을 소극적 방치보다는 적극적 보
전과 활용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
시하였으며 둘째, 개발 가능지와 개발 불가능지의 엄
격한 구분 및 토지용도의 구분이 필요하다. 셋째 개
발제한구역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맞춤형으로 관
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본 연구는 세 가지의 대안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안은 울산권 개발제
한구역과 비도시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안이
다. 먼저,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GB
를 도시계획법의 녹지지역으로 편입하는 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비지적 개발방지를 위해 기존 비도시지
역과의 통합관리 하도록 제시하였다. 둘째 대안은 해
제 총량과는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조정
및 해제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해제 총량은 있으나
이를 현 시점에서 활용하기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

서 현재의 도시성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제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였다. 셋째 대안은 현재의 개발제한구
역을 유지하면서 해제 총량을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
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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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GDP기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나 산
업기술사(史)에 대한 연구와 유물에 대한 국가적 보
존 노력이 미흡하였다. 60여년의 산업기술 역사를 반
추하여 국민적 자긍심 고취, 산업기술인 사기진작 및
미래세대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산업기술박물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기술박물관
에 대한 입지선정 기준은 중심지 대표성, 수요 잠재
력, 교통접근성, 연계시설 유무 등 4개 기준이다.
산업기술박물관에 대해 울산에 입지해야 할 당위성
으로는 총 10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산
업의 역사성 부분이다.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통해서
국가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것은 울산의 산업화와 같
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즉, 울산의 산업화는 대한민
국의 산업화이며 국가산업 역사물의 산실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한국경제의 심장으로서 자동차,
조선 및 해양, 석유화학 등 3대 국가주력산업이 울산
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수도라고 일컫
는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기업의 소재지로서 그 의
미가 있다 하겠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이노
베이션 등 글로벌 기업이 다수 있는 도시로서 울산이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전국의 수출1도
시이면서 지난 2011년에 수출 1천억불을 달성한 도시
가 울산이다. 이는 서울의 1.8배, 대구의 16배, 대전
의 24배 수준이다. 다섯째로는 국가 경제발전의 선
도도시로서 산업화와 함께 집단이주, 환경문제 등 희
생이 있었고, 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희생을 울산 스스로 극복한 대표도시로서 세계
적인 친환경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여섯 번째로는
산업간 연계 및 확장의 대표도시이다. 전국 1위의국
가산업기반을 보유한 울산은 산업간 연계 및 확장이
가능한 도시이면서 울산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3대
주력산업과 연관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로는 산업기술박물관 등이 입지하는 세계
적인 추세가 수도권이 아닌 산업도시에 위치하고 있
다는 것이다. 미국의 과학산업박물관은 시카고에 있

고, 영국은 맨체스터, 일본은 나고야 등 각 국가의 산
업도시에 입지하고 있다. 여덟 번째로는 1시간 생활
권의 경우 1천만명 이상의 수요잠재력이 있다는 것이
다. 울산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되고 있지만 서울
은 인구가 감소세로 있다는 것이고, 울산은 특정관람
수요의 기반이 높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로는 풍부한
관광수요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을 중심으
로 한 관광수요가 연간 2억8천만 명 이상되고, 수도
권은 1억2천만 명 수준이다. 열 번째로는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제구분 : 기획과제 2012 - 01
연구기간 : 2012. 2. ~ 2012. 12.
키 워 드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입지특성, 입지
당위성

광역시 15년, 울산시민의
삶의 질 변화 및 특성
전 연구원

 인구분야 
2011년 말 울산광역시의 인구는 1,135천명으로 연평
균 1.01%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음. 최근 서울(0.44$), 부산(-0.40%), 대구(-0.11%) 등 대도시의
경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울산은 자연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타 도시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됨. 다만, 그 증가추세는 점점 약화되
고 있는 실정이고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어 이에 대
한 대책이 필요함.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정주성 확보가 중요 이슈가 될 것임

광역시 승격이후 전체 주택수는 도시개발사업 및 택
지개발사업을 통한 시가지의 확장으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북구와 울주군 지역의 주택의 증
가가 두드러짐. 주택의 유형은 신규 건설되는 주택의
유형이 대부분 아파트형태이고 단지형 아파트 공급
으로 주거환경이 함께 향상되고 있음
한편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등은 경제적상
황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미진한데, 사업
지구를 조정하거나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지
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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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소비분야 
울산의 1인당 평균소득수준과 증가율은 전국 최고수
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특성
으로 인해 세계적 금융발 경제위기에도 경제적 기초
체력이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그 결과 경제성장
의 구조적 변화(Structural Shift-Up)가 이뤄졌는
데, 내부적인 생산효율성의 증대와 외부세계경제의
수요증가로 인하여 외환위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제
조업 시장의 호황기가 시작이 되고 이로 인하여 지난
10년간 울산광역시의 개별소득과 가구소득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소비분야에서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꾸준한 증가
에 기인한 저축액의 꾸준한 증가가 이뤄졌으며, 사교
육 및 공교육에 대한 가계지출수준은 감소하지만 부
담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됨. 또한 지속적인 소득증가
로 인한 지방세 부담의 필연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방세를 부담이 아닌 공공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적정한 가격 또는 대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양적인 삶의 개선에 더한 질적인 삶의 개
선을 유도하기 위한 문화 및 여가 시설 공급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ULSAN DEVELOPMENT INSTITUTE

각 분야별 변화특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택분야 

기획과제

지난 2012년은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한지 15주년
되는 해로 광역시 승격 당시에 비해 인구는 12.7%의
증가를 보여준 1,135천명이었으며 시의 예산 또한 광
역시 승격 당시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3조 2,065억
원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간도 많은 변
화가 있어왔는데 혁신도시 건설, 고속철도 울산역 개
통, 신항만 건설 등이 있어왔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 공업화의 상징이었던 태화강이 하천의 오염으로
시민들에게 외면되었지만 수질개선을 통해 생태환경
으로 복원되어 시민들이 찾아가는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듯, 광역시 승격으로 인해 도시, 사회, 경제 등
많은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다양한 변화가 이
뤄져 왔으며 울산 시민의 「삶의 질」도 많은 변화가 이
뤄졌음을 모든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 「삶의 질」이 변화되었고, 윤택해졌는가에 대해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광역시 승격 15주년
을 맞이하여 울산시민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변화가 이뤄져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울산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의 기
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고용분야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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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경제활동은 2000년 이후 대체로 안정적인 추
세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011년에는 2.8%
로 전국 7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며, 특히
청년층 실업률도 타 지역보다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아울러 노동도시라 할 만큼 노사분규가 잦았던 울산
에서도 노사분규 발생 건수가 2006년 이후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사
측도 노동조합을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오늘날 우리 경제에서도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는데,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과 공공부문 일자리 및 사회적 일자리
의 확대,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통합적 고
용지원서비스 및 지역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노력이 필요함

 보건복지분야 
종합병원과 병원을 합쳐 39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
며, 매년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나, 인구 천
명당 의사수는 1.95명으로 서울의 3.5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지속적인 의료분야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가속화되어 가는 고령화와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
한 준비가 필요하며 세대별 ·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적인 연속적 지원정책을 민과 관의 다양한
주체에서 지원해 나가는 거버넌스 정책을 준비할 필
요가 있음

 여성가족분야 

Annual Report 2012

광역시 승격 이후 15년간 울산지역경제는 큰 폭의 성
장과 함께 양극화의 심화로 요약되는데, 지역경제가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
력산업의 발굴, 제조업 일변도의 산업구조에서 산업
구조의 고도화, R&D 등을 통한 지속적인 주력산업
의 경쟁력 강화방안, 기업지원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산업의 다양화 등의 노력이 필요

울산광역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가족중심의 삶의 유
형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안정적인 산업구조를 근거로 한 일자리, 가족경
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또
한 여성의 경우 광역시 승격당시에 비해 교육수준의
상승, 여성 경제활동참여의 증가, 높은 여성 정책 참
여 등을 보여 줌
이에 가족관계개선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진을 위
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민간협력 확대가 필요하고,
보육지원의 질적 개선과 저출산 극복, 문화적 다양성
확산과 다문화가족과 자녀의 지역 통합성 증진 필요,
산업 및 노동정책과 연계된 가족정책 수립과 발전이
요구됨

 산업분야 

 환경분야 

광역시 승격 이후 울산지역의 제조업 중심의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나 제조업 사업체당 종사자 수
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특히,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고용없는 성장 또한 가속화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게
되면 변동성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울
산의 경우 높은 대기업 집중도, 산업구조의 수직계열
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광역시 승격이후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을 근간으로 한 지속적인 신성
장동력산업의 발굴 및 육성과 서비스산업육성을 통
한 산업간 불균형 해소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환경분야에는 수질, 대기질, 자연생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질의 경우 태화강과 동천이 과거에는 5
급수의 수질이었으나 지금은 1급수로 개선되어 7대
대도시 대표하천 중 유일한 수질개선의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음. 대기질의 경우 과거에 비해 아황산가
스,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이 환경기준 이하로 획
기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산업수도로서 지속
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향후 울산광역
시의 환경 정책은 대기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한편, 환경자원(폐기물) 분야를 살펴보면 시민들의
보다 자발적인 재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클린하우스

 지역경제분야 

등의 시설 도입을 고려하여야 하고, 토양의 경우 토
양/지하수 오염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관광여가분야 

 교통분야 

 교육분야 
광역시 승격이후 유치원, 초중고교 모두 학교수 및
학급수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교원수 증가의 영향으
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대폭적인 감소세이나 저출산
의 영향에도 기인함
공공도서관의 경우 좌석수 및 연간이용자수도 급격
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의 적극적인 도서관
공급에 의한 것임. 그러나 소규모의 주민 밀착형 도
서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필요가 있음. 한편,
사설학원의 경우 평생학습이 중요시되고 있기에 평
생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학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
속할 필요가 있음

 문화분야 
울산은 아직 문화적 기반들이 약한 상태이지만 광역
시 승격 이후, 문화적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임.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문화예술 전
영역의 발전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시민
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울산의 문화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음
최근 문화공공시설들이 각 구군에 설립되고 있으나,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적 향수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작은 규모의,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문
화시설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문화소외의 가능성이
높은 계층, 연령대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실 등을
지자체 단위로 자주 개설하여 주민들이 언제든지 문
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문화예
술 인프라 확대뿐만 아니라 관련 인력도 육성할 필요
가 있음

 안전분야 
급변하는 재난환경 및 화기취급 증대 등으로 주민1만
명당 화재발생건수는 증대(8.9건→10.5건)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발생건수 당 사상자수나 피해액은 소규
모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화재위험 환경 대비 대응능
력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됨
자동차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3.8건으로 7
대 대도시 중에서 대전(101.8건) 다음으로 낮은 반면,
인구10만명당 사망자수는 8.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나, 사고발생은 적으나 대형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큰 도시로 나타남
치안의 경우 범죄발생건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범
죄검거율은 83% 수준으로 울산지역 치안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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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경우, 광역시 승격이후 총 연장 약 1.6배 확
충, 포장율 97.6%로 교통관련 이동성 및 접근성을 개
선되었으며, 자전거도로는 총 연장 283.2km가 확충
되었음. 세대당 자동차등록대수도 연평균 1.945 증가
하였으며, 주차장 또한 연평균 3.66%가 증가하였음
KTX 울산역 개통으로 타도시로 이동수단도 확대되
었으며, 교통혼잡비용은 7대대도시 중 가장 낮으나
증가율은 높은 편임
기존 자동차위주 도로공급정책에서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등과 같은 친환경녹색교통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승용차요일제 등과 같은 교통수요관리방
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공공체육시설은 광역시 승격 대비 약 31배의 수적 증
가와 65배의 면적 증가하였으며, 인구 1만명당 공공
체육시설면적은 약 57배 증가하였으며, 7대 대도시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나타내고 있음
하지만 체육시설의 종류는 축구장과 간이 운동장에
다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므로 향후
체육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으
며, 소규모 주민 밀착형 체육시설 공급이 행해질 필
요가 있음
기획과제

울산시민의 여가 공간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
며, 만족도 또한 개선됨을 알 수 있음. 여가활용의 방
법은 TV 시청시간이 감소하는 대신 다양한 여가활용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 관광의 경우 해외여행 참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타지역과 차별화된 여가 공
간 및 레저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울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원의 활용과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체육분야 

인 열악함을 보이고 있음. 이에 지역 내 더 나은 치안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도시 대비 열악한 인력
이나 시설의 보강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성
확보가 요구됨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한 울산에서의 산업재해는
다른 주거도시에 비해 상대적위험이 높으나, 민 · 관
의 지속적인 안전관리활동의 결과로 산업재해 전반
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음

 행정분야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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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무원은 소방인력 등에 대한 보강력 차
원에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일반직이 증가한
것은 늘어나는 행정환경에 대한 대처 결과로 풀이됨
재정자립도는 국가재원인 의존재원확보폭이 다소 증
가할 때는 감소 추세에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
균 70%에 육박하며 서울, 인천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행정서비스, 공공분야 일처리에 있어서의 공평성 ·
적법성, 재정분야에서의 예산의 적절 배분성, 개발과
보전에 대한 정책, 민원처리 등의 개선을 통해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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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자체는 그 지역만
의 독특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홍
보하고 관광객에게 편의와 흥미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관광상품’은 구매자인 관광객이 상품
에 대한 흥미와 구매욕구에 의하여 지역 관광지를 선
택하는 것이다. 단순한 관광자원 및 관광지의 형태가
아닌 흥미로운 테마와 체험거리로 엮어진 관광상품
을 최근 관광트랜드에 맞게 개발하여 울산지역이 관
광을 마케팅할 수 있는 테마로 제공하는 것이 본 연
구의 목적이다.
관광상품을 울산관광테마 10선, 울산의 맛 10선, 울
산의 체험숙소 5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야
기가 있는 울산관광상품으로는 ①아침의 정기, 해가
가장먼저 뜨는 울산 ②역동의 산업수도울산 ③KTX
타고 알프스 여행 ④고래가 노는 바다여행 ⑤태화강
에서 사색과 치유 ⑥선사인의 발자취를 찾아서 ⑦도
심속 자연, 울산대공원 ⑧울산 도보여행 : 울산 어울
길 ⑨흥겨운 전통시장 : 시장가는 기차 ⑩울산 자전
거 투어를 제안하였다. 각각의 관광상품별로 관광루
트와 주요 관광대상을 제안하였으며, 상품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품구성전략을 제시하였다.
울산의 맛 10선은 ①언양 불고기 ②장생포 고래밥상
③주전 · 정자 바다회 ④봉계 숯불한우 ⑤중앙시장
곰장어 ⑥언양시장 · 옹기종기시장 장터국밥 ⑦병영
막창 ⑧고래빵 ⑨언양 미나리 ⑩삼호곱창을 선정하
였다. 각각의 음식명 앞에 지명을 함께 사용하여 울
산지역의 지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식은
관광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식도
락은 체험관광의 가장 중심에 있는 테마이므로 앞서
제시한 관광상품과 함께 활용하고, 향후 음식의 맛,
청결, 친절 등 평가기준에 의하여 대표 음식점을 선
정하고 관광지 주변 음식점 위치, 가격 정보 등을 제
공하여 관광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앞서 제시한 관광상품의 적극적인 활용
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타겟 관광객의 특성에 따
라 상품내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광상품 활성화 전

략을 함께 제시하였다. 타겟관광객은 외국인관광객,
수도권관광객, 영남권 관광객으로 구분하였으며 단
체 및 개별관광의 관광유형, 관광기간, 체험내용 등
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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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을 초과하게 되어 교통소통 여건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첫째, 화물물동량 수송 시 교
통불편이 많은 교차로를 대상으로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을 통해 물류수송이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둘째, 주요 물류수송도로의 교통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연동그룹을 재설정
하여 통행속도를 제고하고, 기존 연동그룹과 연계하
여 울산본항,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하는 물
류수송도로인 처용로, 부두로, 장생포로 등에 대해서
도 연속진행시스템을 도입 ·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울산미포, 온산 국가산업단지 내 주요 물류수
송도로 교차로 상에 회전식 신호철주를 설치하여 선
박구조물과 같은 대형구조물의 수송을 지원하고 있
지만, 일부 도로에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회전식
신호철주 설치확대를 통해 대형 구조물의 수송을 지
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는 지역간 연결도로인 국도 등을 활용하여 동서7축×
남북9축의 네트워크형 도로망과 2개의 순환 도로망
(2R:도시고속도로순환, 외곽순환도로망)을 구축하
여 화물차량의 도심통과를 억제하여 도시부도로의
교통혼잡 완화와 더불어 주요 물류거점인 항만 및 산
업단지와 국가기간망 간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물류수송체계 구축이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망 구축은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지방자
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도로망을 구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경제성이 높고 투자우선순위가 높
은 노선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되 국
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로의 지속적인 추가발
굴이 요구된다.

정책과제

울산광역시는 동남부 임해권에 주요 물류거점인 항
만과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고, 그 배후에 도심
이 형성되어 있어 물류거점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수
송 시 우회도로, 고속화 배후도로 등과 같은 연계교
통체계가 미흡하여 국가기간도로망 접근 시 도시부
통과 불가피로 인해 주요 간선도로상의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
내 주요 물류수송도로가 안고 있는 교통상의 문제점
을 파악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물류수송을 위한 연계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류수송도로 선정은 항만과 산업단지의 입지적 특
성과 화물자동차 혼재율 및 화물차 운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본항,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6개소(산업로, 처용로, 부두로, 장생포로, 남창로, 강
남로), 온산항, 울산신항, 온산국가산업단지, 신일반
산업단지는 4개소(온산로, 덕신로, 남부순환도로, 두
왕로), 매곡 · 모듈화, 중산 일반산업단지, 미포항, 현
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은 5개소(산업로, 북부순환도
로, 염포로, 아산로, 방어진순환도로)가 선정되었으
며, 이들 도로들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장래 교통수요 예측 결과, 여객통행량은 2016년
3,732,921통행/일에서 2031년 3,692,320통행/일로
연평균 0.07%의 완만한 감소 추세인 반면 화물통행
량은 2016년 262,312대/일에서 2031년 321,592대/
일로 연평균 1.37%의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되었고, 울산광역시 내 · 외부 화물통행량은 각각 연
평균 1.25%, 1.6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
었으며, 울산광역시와 인접한 주변 지역 간 장래 화
물통행량도 연평균 울산시↔부산시 간은 1.27%, 울
산시↔경북 간은 1.99%, 울산시↔경남 간은 1.56%의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어 현재 교통체계유
지 시 화물통행의 주요 이동경로로 이용되는 산업로,
북부순환도로, 아산로 등 도시부 주요 간선도로의 교
통혼잡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계 주요
유출입 지점 상의 주요 교통축인 부산축(국도7호선,
국도14호선, 국도31호선), 경주축(국도7호선, 국도14
호선, 국도35호선) 등은 2016년부터 교통량이 도로

울산광역시 재난위험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 석유화학단지 및 원자력 발전소 중심으로 임 채 현, 김 석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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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는 사망 5명, 부상 18명 등 수많은 인명피해와 인근
공장 및 농가에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가져왔는데,
울산의 경우 전국 유해화학물질 유통량의 33.6%에
해당하는 3,445만2,479톤을 471개 업체에서 취급하
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상대적 위험성이 높은
도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동해에
입지하여 고리 및 월성원전이 인접하여 있는 울산지
역의 주민들에게는 원자력발전소의 입지만으로도 주
거불안과 함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는데 더욱 최근 국내에서 잦아지는 원전사고
및 각종 비리 등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불신이 더욱
팽배 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석유화학단지,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고위험
시설에서의 재난사고는 사고범위가 사고원에 한정되
지 아니하고 화재, 폭발, 누출 등과 연계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확산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고원의 재
난관리를 넘어 지역주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지
및 도시방재 차원의 사고예방 및 대응활동을 위해 울
산지역의 재난위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차
별화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산업과 안전이 공존하
는 안전도시로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울산의 최근 3년간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에 대한 사
고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명피해 15위, 재산피해 13위, 인구1만명당 인명피
해 및 재산피해 모두 10위로 나타나 재난환경 대비
안전성이 비교적 우수한 도시로 분석되었으며, 통계
청 사회조사에서도 자연재해, 건축물 · 시설물, 화재
· 산불, 치안 등 안전분야 전반에 대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안전인식도를 보였다.
이는 재난통계나 설문조사 모두가 울산의 안전도가
우수한 것을 나타내는 분석으로 실제 울산지역은 석
유화학단지나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고위험시설의 입
지에도 불구하고 고위험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피해가 경미하여 지역주민의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위험시설의 입
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나 구미 불산 사고와 같이 다
른 대형사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재난환경으
로 지역주민의 잠재해있던 위협이 표출되어 주거불
안으로 나타나는 울산지역의 잠재적 재난환경으로
분석된다.
2011년 6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울산광역시
사회안전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울
산시민이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재난유형으로 자
연재난은 지진(40%), 인적재난은 폭발 · 대형화재
(48%), 독극물 · 환경오염(22%), 국가기반보호체계
에서는 원자력방사능(62%)을 꼽았는데 이는 석유화
학단지와 원자력발전소가 도심지역과 인접하여 있고
지리적으로 동해안에 위치하여 지진, 해일 등 자연재
해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에 의한 것으로 분
석된다.
그러므로 울산지역의 잠재적 재난환경은 석유화학단
지 및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고위험시설의 입지가 되
며 이에 따른 잠재적 재난위험은 화재 · 폭발, 환경오
염, 지진, 지진해일로 분석된다.
울산지역의 잠재적 재난위험인 화재 · 폭발, 환경오
염, 지진, 지진해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는 도시방재를 위한 기반조성에서 부터 법령 일원화,
조직 개편 등 도시안전 전반에 대한 재난관점의 변화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산업도시 울산”을 “산업과 안전이 공존하는
안전도시”로 발전시켜 울산을 찾는 많은 국내 · 외 바
이어나 관광객에게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도시안전 ·
산업안전의 홍보 장으로 활용하여 안전도시, 안전산
업을 또 다른 도시브랜드 및 도시경쟁력으로 사업화
하는 기회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제구분 : 정책과제 2012 - 03
연구기간 : 2012. 1. ~ 2012. 12.
발행사항 : 2012. 12, 101면
키 워 드 : 재난관리, 석유화학단지, 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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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준비된 울산을 다시 한 번
찾고자 하는 잠재관광객들의 발길을 유인할 수 있다.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
하였기에 소속 자치단체의 관광명소를 하나라도 더
공동 관광상품에 포함시키려는 주장이 강하여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공동상품을
구성한다는 것보다는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명소 몇 개를 연결하는 주제별 코스를 선정한 뒤 해
당 관광명소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울산의 또 다른 관
광명소를 찾을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
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나 협의회를 통한 공동홍보는
리플렛이나 기타 관광홍보물이 제작되기에 단독으로
잠재관광객에게 노출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
기에 광역연계 홍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11월 말에 KBS의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 ‘1박2일’
에서 울주군, 22일에 종영된 MBC 주말드라마 ‘메이
퀸’에서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울산의 명소들이 방
송을 통해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런 방송 효과는 지
속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드라마를 통
한 홍보효과는 한시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울산을 산업도시로 홍보하는 미디
어 홍보보다는 영남알프스와 태화강 및 고래보기 투
어와 같은 생태관광지이면서 산업단지를 활용한 산
업관광지로 홍보하기 위한 미디어 노출을 고려해야
한다. 울산에 대한 산업도시라는 고정적 이미지를 변
경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산업도시에서 생태도시로
생태도시에서 ‘외솔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한글을 사
랑하는 문화도시로 이미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이 많은 인천국제공항 ·
인천국제여객터미널 · 김해국제공항·분산국제여객
터미널 · 제주국제공항 · 제주국제여객터미널 등과
같은 장소에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안내판을 비
용에 관계없이 설치해야 노출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 어떤 관광지에서나 고래 기념품을 구입할
수 없게 하여 울산에서만 고래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
다는 생각을 관광객들에게 심어주고, 산업관광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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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
지 경주의 신라역사 · 문화~울산의 자동차 · 조선~
포항의 제철로 연결되는 ‘역사와 산업시찰’이라는 수
학여행의 경유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울산
관광의 현주소이다.
울산은 이제 더 이상 ‘경유형’ 관광지가 아니라 ‘체류
형’ 관광지가 되기 위한 전략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관
광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및 휴먼웨어를 준비하여 관
광객을 맞이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울산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
한 광역연계 관광상품을 발굴하여 다양한 유형에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언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먼저 울산을 중심으로 한
광역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가능 유형을 선정한다. 다
음으로 선정된 개발 가능 유형의 범위를 결정한다.
그 다음으로 결정된 범위 내에 있는 관광자원 및 관
광지를 검토하여 코스를 결정한다. 그리고 전문가조
사를 통해 검토된 우선순위에 따라 광역연계 관광상
품의 유형 · 범위 · 코스 등을 조합한 관광상품을 구
성한다. 마지막으로 조합 관광상품을 표적별로 포지
셔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광역연계 관광상품은 8
가지로, 산업관광 연계투어, 축제 연계투어 프로그
램,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연계투어, 해안길 연계투
어, 시티투어 프로그램 확대, 고래 보기 투어, 크루즈
투어, 등대 스테이 연계 투어 등이다.
8가지 광역연계 관광상품의 표적 관광객은 외국인
관광객, 수도권 관광객, 영남권 관광객으로 구분하였다.
제시된 관광상품을 통해 관광객이 유입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도 숙박시설 확보이다.
2014년부터 비즈니스호텔이 울산 시내에 들어서지
만 그 때 가서 단체관광객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청소년과 교사들의
이용을 위해 준비된 학생수련원과 굿스테이 모텔들
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재방문이나 구전효과를

래보기 투어 · 영남알프스 관광 등과 같은 몇몇 아이
템을 부각시킬 수 있는 스마트폰용 덮개와 같이 울산
의 특성을 살린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하여 기념품을
구입하거나 선물 받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통해 간
접광고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선호하
고 있거나 가고 싶어 하는 울산의 관광지를 조사하게
되면, 해당 외국인 주민들의 국적에 따른 표적 마케
팅과 포지셔닝 전략과 같은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에
일조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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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과 더불어 한국사
회의 가족환경 변화는 ① 출산율의 감소 ② 노년인구
의 증가 ③ 가족형태의 다양화의 세 가지로 압축 요
약될 수 있다.
개인과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단위로서 ‘가족’의 변화
는 주택문제, 사회보장제도, 연금, 건강과 장기적인
돌봄에서 변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인구규모와 사회
구성원들의 생애주기와 경로 변화를 동반함으로 결
과적으로 노동시장과 교육, 공공정책에 다양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노동시장에 보다 많은 여성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
적 일탈로 받아들여져 온 가족 관련 많은 갈등의 귀
결점 예를 들어, 이혼, 무자녀, 별거, 비혼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이러한 증가로 인해 가족과
가구는 새로운 개념정의와 유형으로 귀결됨과 동시
에 또 다른 공공정책을 요구한다.
지역 가족 현황과 지역 가족 및 관련 전문가 인터뷰
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네 가지의 지역가족 정
책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① 지역가족현실에 적합한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와
교육 기능성 강화
② 의사결정 구심점 마련: 가족지원 전문 기관 · 전
문가 상설 협의체 구성
③ 주민친화 민원시설 거점 생활형 가족복지 실행 :
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거점화
④ 가족지원 정책 제도 점검 및 정비로 정책 전략 개
편 : 요보호(要保護) 정책 지속 추진 + ‘보편적 가
족복지’ 포괄적 추진
끝으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점
검으로 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 가족복지 정책의 역할
배분과 협력으로 가족정책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이
요구된다.

울산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권창기, 변일용, 임채현, 권태목, 김상우, 이재호, 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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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여가활동의 확대 등으로 레
저와 체육활동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공공
체육시설도 증가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는 지난 광
역시 승격 당시 8개소만 있던 것이 2011년 말에는
249개소로 31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수요에 따른 충족이지만 막대한 시설
투자는 사후 운영관리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
이다. 지역 내 무분별하게 건립된 공공체육시설의 활
용과 운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많은 예산
을 투입되고 있으나, 그 활용측면에서 지역간 차이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결국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에 주목
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 뿐만 아니
라, 새로 건립되고 있는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수익사업의 발굴
문수체육공원의 경우 문수축구경기장 3층 관람석의
이용효율 제고를 위해 유스호스텔로 시설변경하여
체육인들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종
합운동장은 무상임대를 유상으로 전환하여 수익창출
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육관과 운동장의 경
우에는 임대공간의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절곶스포츠파크의 경우에는
유스호스텔 등 숙박기능을 도입, 문수체육공원과 함
께 지역별 거점기능을 확보하여 전지훈련 캠프로서
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목적 이벤트 개최
지역 내 아마추어 클럽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클럽간
대항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시설 이용을 극
대화해야 한다.
셋째, 시설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지역주민 감면혜택 등에 대한 경감범위를 조정하거
나 면제사항을 조절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하기 위해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요금을 현실화하여 사용료 책정 시 이용률이 많
은 시설과 적은 시설을 구분하여 차등화된 요금이 적
용되도록 하고, 요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체나 단체, 클럽 등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관리기관에서는 직원할당
제를 적용,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홍보 및 유치 활동
독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직구조의 개선
적정규모의 운영으로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는데 공
단의 경우 필수 인원, 가용 인원 등 인력관리방안을
수립하되 단순히 인력감축으로 개정수지를 높이는
것이 아닌 각 시설별 운영전략을 수립, 향후 10년간
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Road map)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의 다각화를 꾀할 수 있는데 수익사업의 확
대와 다각화를 통해 공단이 자립도를 제고하고 재정
수지가 양호할 경우에는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요대응형 시설 확충
향후 고령화, 도시발전 등 여러 사회여건을 고려한
적정수요에 부합하도록 시설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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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층의 취업과정 분석
- 울산지역 대졸자 중심으로 -

황진호

재 채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우수한 인
재 양성과 이들의 도전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 · 학교
· 고용센터의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차원에서 통
합적인 취업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취업지원을 위해
서 지역고용센터,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 및 지역민간
기업과의 연계 ·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선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취업담당관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지역의 다양한 민간
및 공공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적 연계방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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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 문제의 심각성과 정치적 중요성이 부각되
고 있는 가운데, 울산 소재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진입과정과 경로를 분석하여 지역차원의 취업지원
서비스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9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1차 조사(2009GOM
S1)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 대졸자의 취업성과(고
용률, 종사상지위, 정규직 비율 등)는 전국과 비교해
도 양적 · 질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자신의 교육수
준이나 전공을 현재 일자리와 업무수행에 매우 긍정
적으로 평가하며 졸업 대학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
를 보이고 있다.
울산 대졸자는 대학의 취업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를 하였지만, 대졸자의 취업목표
설정 전략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대학은 전
공 및 능력과 가치관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
도록 취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적시에 발굴하
여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개발 · 제공하고, 공공영
역에서도 독학이나 민간직업훈련기관을 대신하여 자
격증 취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다.
대학은 학생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자신의 가
치관을 바탕으로 전공과 역량에 실현가능한 취업목
표를 조기에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학생
개인 맞춤형 취업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강이 필요하고 학생 개인별 취업목표를 반영한 차
별화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은 학생의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이 가능하고
대학의 차별화된 취업지원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
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취업지원 담당자의 역
량이 제고되어야 한다.
한편, 지자체는 지역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비롯한 산학협력사업 등을 넘어 대학과
기업의 중간자로서 지역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
기관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직무능력을 충족하기 위
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고 지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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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 증가가 울산광역시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이 경 우, 이 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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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울산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수
요의 빠른 변화가 예상되는 바, 향후 10년간의 울산
광역시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을 예측하여 재정적부담
의 정도를 제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사회복지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문을 고령인구,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유아청소년으로 단순화하고 해당 부문의 향후 10년
간 인구추계와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전망하였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3년 8만 8천명에서 2022
년에는 72.3%가 증가해 약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
측되고, 비중은 2013년 7.9%에서 2022년에는 13.4%
로 약 두 배정도의 증가를 타나내고 있다. 15세 미만
유아청소년 인구는 2013년도 18만에서 2022년에는
16만 명으로 약 12.4%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비중
은 2012년 16.1%에서 2022년에는 14%로 감소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013년도 5만5천명에서
2022년에는 8만1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등록장애인수의 비중은2013년 4.6%에서 2022년
6.5%로 전망된다.
사회복지예산은 연평균 10.96%씩 증가하여 2012년
427,930백만원에서 2022년 1,090,815백만원으로 약
155%의 증가할 것이다.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9.1%에서
2022년 30%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하는 복지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내국세의
19.24%인 보통교부세 배분비율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재정자주도를 판단 기준으로 하
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나타
내는 가용재원비율로 변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하는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기준재정수요에 직접적으로 반영되
어야 함. 현재는 관련 항목들이 기초생활수급자수,
노령인구수 등과 같이 측정단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지방의 복지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원칙적으로 재정부족액에 대해서는 보
통교부세에서 조정률 없이 100% 재정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자치구의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 특광역시와 비교하
였을 경우 두 배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자
치구의 사회복지수요증가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해
소하기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과같이 사회적 형평과
국가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하는 대신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한다.
국고보조사업 중현행과 같이 중앙정부가 권한을 독
점하고 지방정부의 완전한 사업통제를 하는 사회복
지사업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을 100%로하여 지방
정부의 부담을 주지 않고, 지방정부가 일부 부담을
해야하는 사업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인정하고 자
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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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주변경관 관리방안 연구

변일용, 권창기, 이주영, 권태목, 유영준

셋째, 울산대교와 연계되는 관광자원 개발이다.
울산대교가 단순한 교통소통의 기능이 아닌 복합적
인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이 필요함. 울산대교를 이
용한 축제나 스포츠경기 등 이벤트 등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지역을 Waterfront 개발을 추
진하여 보다 더 친숙한 보행환경과 여가공간을 제공
하고 고래박물관, 고래바다여행선 등 주변자원의 연
계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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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울산대교 개
통에 따른 주변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략
을 수립하는 것으로 울산대교 주변지역의 경관특성
조사 및 분석하고, 울산대교를 바라보는 조망점선정,
울산대교 주변경관관리 및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였다.
울산대교에서 보이는 경관은 산업, 항만, 주거 및 상
업지 등 다양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산업경관은
대규모의 단위사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산업현장을
관리함에 따라 체계적인 경관을 형성함. 또한 항만
부두 일원과 장생포순환로의 주변의 개별 공장은 색
채, 마감재 등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통
일감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고래문화특구지역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지역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건
축물이 주변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연구결과 3가지의 경관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첫째, 울산대교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점(view point)
선정이다.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울산대교의 장중함과
디자인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소, 즉 조망
점을 선정하고 개발해야 함. 조망점에서는 울산대교
조망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으로 개
발할 필요가 있다. 검토된 조망점으로는 양정1교 앞
전망대, 염포산 전망대, 명계산 정상, 장생포근린공
원, 울산해양경찰서 앞 방파제 등이다.
둘째, 울산대교에서 바라보는 해안경관의 관리이다.
산업생산경관, 주거지 및 상업경관 등 다양한 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간별 색채계획 및 녹화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
며, 주거지나 상업지역은 가로의 특화 및 환경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울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 및 타 지역 관광객에
양호한 이미지 제공을 통한 도시의 품격을 제고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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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으며, 원도심 지
역에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울산 동헌’에 대한 인지
도 및 개선방향과 타 지역 사례를 통한 울산읍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
하여야하며 무엇보다도 물리적 환경 개선을 우선적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민들은 설문조사에서 원도
심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주차장 정비, 도로정비 등의 사업 등에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응답하였기에 이
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원도심 활성화에 동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
극적 홍보와 함께 동헌 주변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동헌 방문 비율이나 회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
람이 많다는 것은 원도심 유일의 역사문화자원이 알
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의 자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횡단보도 및 보도 확장 등을 통해 사람들이 쉽게 찾
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우체국의 이전 등을 실행한 후 담장을 개방하
여 개방형 공원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광
장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의 새로운 핵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례 조사에서도 개방형 공
원은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
었으며, 울산 시민들도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높은
응답을 하였다. 특히 동헌을 직접적으로 가리고 있는
우체국 이전을 고려해봐야하며, 개방형 공원 조성을
통해 원도심의 새로운 집객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울산 동헌과 더불어 원도심 지역의 중요한 역
사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읍성의 역사적 존
재감을 높이기 위하여 이미지복원 등 다양한 형태의

복원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미 사라진 읍성을 이미지화하는
것은 원도심의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유
용한 방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읍성이라는 역
사자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미지화하여 나타냄으
로써 지역의 새로운 역사문화자원으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 동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울산시립도서관 건립 등 지역의 정체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안들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향
후 지속적인 원도심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개선을 위
한 노력을 하여야만 지역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울산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역사문화자원의
구체적 활용방안 및 다양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과제구분 : 정책과제 201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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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

70

여천천 역사문화공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

71

2011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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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11년도 이행평가 연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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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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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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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울산시 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 운영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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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울산 성인지 통계자료 구축 연구용역

■■

84

울산 전지산업 동향분석 및 KIER 대응전략 수립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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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2010년 7월 국가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1∼2015년)’과 연계한 울산광역시의 기후변화 적
응 세부시행계획 (2012∼2016년)수립이 목적이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65년간(1946∼2010년) 연평균 기
온이 1.4℃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최고기온과 최저기
온 또한 각각 0.7℃, 1.6℃가 올랐다. 또한 연강수량
은 1,277mm로 10년마다 13.4mm 증가하였으며, 폭
염일수와 열대야 일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재난/재해 피해금액이 2002년
이전 보다 2003년 이후 7.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한편 2100년 울산광역시의 기후변화를 환경부 국립
환 경 과 학 원 CCGIS(Climate Change adaption
toolkit based on GIS)와 기상청 자료로 예측한 결
과, 울산광역시 평균 기온은 12.67℃(2000년대)에서
15.46℃(2100년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일평균 기온이 영하인 날의 경우 15.8회(2000년대)
에서 7.78회(2050년대), 7.68회(2100년대)까지 감소
가 예측되었다.
기후변화 전망과 함께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취약성 평가에서 시민들은 건강과 재난/재해, 물관
리를, 전문가들은 재난/재해분야의 집중호우와 폭
설, 해수면 상승, 물관리 분야의 가뭄과 하천유량변
화를 취약한 분야로 제시하였다.
환경부 CCGIS에 따르면, 울산관내 5개 구 · 군지역
에서 석유화학산업단지가 밀집한 남구지역은 대기오
염 물질에 의한 건강 취약성이 높았으며, 조선단지가
밀집한 동구는 물관리 이수부분, 그리고 해양을 접하
는 울주군은 수산업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는 산업도시에 따른 대기오염
에 대한 취약성이 2100년대 높게 평가되었으며, 공
업용수 사용량이 많은 이유로 물관리 이수부분이 취
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후변화의 능동적 적응 대책수립을 위해 울산광역
시의 도시브랜드와 기후변화 메가트랜드, 그리고 혼

합절충형의 취약성 평가,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TF
팀 운영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2016년(5개년)동안에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를
최종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울산광역시의 적응분야
중점사업을 발굴했다.
울산광역시의 적응정책은 건강하고 안전한 에코폴리
스 울산달성을 비전으로 건강안전도시 울산조성, 물
순환 생태도시 울산조성, 기후 적응 친화도시 울산
구현이라는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적응시스템 구
축, 적응 인프라 조성, 적응교육 홍보사업을 선정하
였다. 중점추진사업은 산업도시형 통합방재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기후복지 시스템 구축, Eco-water
project 추진, 스마트 하수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산
업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 예측평가체계 구축, 기후
변화 적응 신산업 조사 발굴, 기후친화형 농축산업
육성 등 7대 중점사업 40대 세부사업을 제안하였다.
한편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총사업비는 2016년까지
1,596,917백만원으로 인구당 사업비가 1.48백만원으
로 산정되었으며, 울산의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효과
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추진단계
별 사업평가를 통해 문제점 분석과 신속한 보완전략
수립을 제안하였다.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1 - 03(울산광역시청)
연구기간 : 2011. 5. ~ 2012. 2.
발행사항 : 2012. 2, 536면
키 워 드 : 기후변화, 울산시 적응정책,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여천천 역사문화공간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김 석 택, 이 상 현

을 마련하였고, 교량 리모델링 및 신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연친화적 하천계획으로 생태전망대(안못), 야
생초화원, 복개구간 복원, 역사문화테마파크(방공호
동굴), 생태습지원, 삼산복원(저류지), 돋질산 생태
탐방로, 조류관찰대 등을 제안하였고, 친구공간계획
으로 꽃길, 야외공연장, 버드나무길 및 메타세콰이어
길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천의 관리운영을 위해 기본방향, 평상
시 유지관리계획,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모니터
링계획, 사업추진 계획을 제시하여 여천천이 역사문
화공간으로 거듭난 후 지속적인 관리 및 보완이 가능
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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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하천개발 패러다임인 문화하천에 대한 관심
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천천의 역상성과 문화
성을 복원하고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여천천과 주변환경의 특성과 역사 · 문화적 기
능을 고려한 공간계획과 스토리텔링, 콘텐츠 등을 도
출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
는 종합지침서 역할을 하고자 본 과업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여천천 발원지(파라골못, 안
못)에서 울산항까지 총연장 10.2㎞이며, 내용적 범위
는 여천천 환경실태 및 기본조사, 여천천 기본구상
및 미래비전 제시, 선진사례조사, 시민의식조사, 여
천천 역사 · 문화공간 조성계획, 여천천 친환경 및 친
수공간조성 계획, 관리운영 계획, 사업추진 계획이다.
문헌 사례조사를 통하여 스토리를 테마로 한 스토리
텔링 개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코스
개발, 축제 이벤트 프로그램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관
광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여천천의 지역적 특징과 여천천이 보유한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파악하였고, 남구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천천의 역사문화공간 조성 및 콘텐츠개발을 위해
비전은 “생명력, 즐거움, 이야기가 있는 강, 여천천”
으로 설정하였고, 비전을 완수하기 위하여 푸르름과
생기가 넘치는 하천, 주민의 즐거움과 낭만이 함께하
는 하천, 남구의 역사와 문화가 흐로는 하천의 세가
지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테마는 남산 12봉, 왕생이들의 지
명, 방공호 등 근대역사자원 보유의 역사자원의 특
성, 돋질산의 상징성과 향수, 도깨비 설화의 문화자
원의 특성, 도심속 습지, 오리, 숭어 등 생태자원보유
의 생태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깨비의 사랑 은월
지(銀月池), 솔깨비의 마술동전 송정원(松亭園), 도깨
비의 세레나데 벽파정(碧波亭)으로 설정하였다.
스토리텔링 테마에 따라 은월송정, 달빛천상카페(희
망고래선), 꽃대나루주막, 벽화길, 수변쉼터, 자전거
길/산책로, 물놀이장, 돋질산 도깨비길 등의 공간계획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1 - 08(울산광역시 남구청)
연구기간 : 2011. 7. ~ 2012.5.
발행사항 : 2012. 9, 162면
키 워 드 : 여천천, 스토리텔링, 역사문화

2011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평가
황진호, 김문연, 이재호, 이은규, 김미경

주요 연구실적

72

Annual Report 2012

2011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
진된 울산과학대학교의 「산학융합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Global Expert 양성」 사업은 ① 학생장학금 지
원, ② 학생지원(취업 및 교육 등), ③ 산학협력 활성
화 사업, ④ 교직원 능력개발 사업, ⑤ 연구 및 교육
과정 개발사업, ⑥ 교육환경개선 사업, ⑦ 교육 · 실
험 · 실습 기자재 구입사업, ⑧ 실험실습비, ⑨ 글로
벌 인재육성 사업 등 9개 사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세
부사업들을 추진하였다.
한편, 2011년도 대학대표브랜드 사업은 세부적으로
① 융합형 교육과정 혁신사업, ② 자체역량 강화 사
업, ③ 선진 직업교육센터 사업, ④ 상생형 산학네트
워크 사업이 추진되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사업전담조직 “울산과학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단”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단은 기
획팀, 운영팀, 평가팀을 구성 · 운영하였다. 대학대표
브랜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운영팀이 별도 구성
되었다.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로는 취업능력강화
지수, 전문가교육 및 자격증 활성화지수, 학생만족
도, 융합형 교육과정 혁신지수, 산업수요 맞춤형 취
업역량강화지수, 산학협력활성화 지수 등 총 6개 부
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목표값을 달성한
지표는 학생만족도와 융합형 교육과정 혁신지수 2개
부문에 지나지 않았다.
취업능력강화 지수는 33.6점으로 목표값(34.1)에 근
소하게 미달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취업캠프 참여
학생 비율을 제외한 모든 세부지표에서 목표값을 달
성하지 못하였다.
전문가교육 활성화 부문은 목표값에 크게 미달하였
는데 세부적으로는 전문가과정 개설이 목표에 미치
지 못하였고 자격증 취득률이 목표값에 크게 미달하
였다.
산업수요 맞춤형 취업역량 성과지표에서는 캡스톤디
자인 교육성과와 현장실습학점제 취업연계 성과가
낮은 까닭에 목표값에 크게 미달하였다.

산학협력활성화 지수도 목표값을 달성하지 못하였는
데, 세부적으로는 교수1인 평균 가족회사 수와 기술
지원 및 협력성과가 목표값에 미달하였다.
사업평가에 따른 개선안으로 먼저 현실성 있는 성과
지표의 목표값 설정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목표값
설정시 차기 사업의 목표값 설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
록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성 있는 목
표값 설정을 위해서는 산출근거에 대한 실질적인 논
의가 보다 더 심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계
획 수립시 향후 경기전망을 비롯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직접적인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
도록 한다. 교육역량강화 사업비 가운데 교육, 실험,
실습 기자재 구입 사업비의 비중이 가장 높게 설정되
어 있는데, 향후에는 학생들의 취업역량 제고와 직접
적으로 연관되는 사업비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청년실업이 심화되어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취
업능력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 · 실
행하고 성과지표 및 지수에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1 - 10(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2011 .9. ~ 2012. 2.
발행사항 : 2012. 2, 92면
키 워 드 :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대표
브랜드사업, 성과지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11년도 이행평가 연구용역
김 석 택, 이 상 현

되었다.
한편 오염할당 부하량 준수부분의 결과는 밀양B의
경우, BOD의 실제 총 배출부하량은 75.2㎏/일로 시
행계획 수립시 전망한 배출부하량 73.9㎏/일에 비하
여 1.3㎏/일이 증가하여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였다.
총인은 밀양A와 B유역의 모두 할당부하량을 준수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 밀양B 유역은 시행계획에서 설정한 할
당부하량중 BOD 1.3kg/일 초과 발생하였으며, 밀양
A 유역은 BOD 및 T-P의 배출량이 연차별 점 및 비
점 할당량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계
획 수립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밀양B 유
역의 초과배출 원인은 물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에 기
인하여, 시행계획 변경을 통하여 오염원그룹별 할당
량 조정 및 추가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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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
하여 낙동강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역개
발을 위해 오염물질 총량관리 계획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광역시 행정구역내
울주군 밀양B유역과 2010년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밀양A, 밀양B 유역에 수립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울주군 밀양A.B유역의 시행
계획에서 전망한 자료를 2011년의 실제 오염원 및 오
염부하량, 개발실적, 할당부하량, 삭감실적 등과 비
교 · 분석함으로써 시행계획에서 정한 허용치 준수여
부를 평가하고 이를 초과시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
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 유역은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의 소호
천과 이천리의 단장천으로 총 유역면적은 44.05㎢이
며, 2개 지역은 모두 1개면과 1개리로 이루어져 있다.
밀양A 유역은 울산광역시의 시행계획에서 전망한
2011년 인구는 370인이었으나 이행평가시 조사된
2011년 실제 인구는 전망한 인구보다 39인 많은 409
인으로 조사되었고, 밀양B유역은 2011년 실제 인구
는 전망한 인구보다 4인 많은 286인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물사용량은 밀양A 유역은 2011년 실제 물사
용량은 전망한 물사용량보다 8.9㎥/일 많은 101.8㎥
/일로 조사되었고, 밀양B 유역은 전망한 물사용량보
다 167.6㎥/일 많은 238.4㎥/일로 조사되었다.
밀양A, B 단위유역의 오염부하량 평가결과, 총인은
밀양A 유역의 2011년 발생 및 배출부하량은 각각
8.55㎏/일, 3.47㎏/일로 시행계획상 전망한 발생 및
배출부하량 7.30㎏/일, 3.44㎏/일보다 각각 1.25㎏/
일, 0.03㎏/일이 증가되었다. 밀양B 유역의 총인은
2011년 T-P 발생 및 배출부하량은 각각 9.35㎏/일,
5.36㎏/일로 시행계획상 전망한 발생 및 배출부하량
8.83㎏/일, 5.13㎏/일보다 각각 0.52㎏/일, 0.23㎏/
일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BOD의 경우 밀양B 유역에
서 시행계획상 전망한 발생 및 배출부하량 121.8㎏/
일, 66.9㎏/일보다 각각 27.7㎏/일, 8.3㎏/일이 증가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2 - 01(울산광역시청)
연구기간 : 2012. 2. ~ 2012. 9.
발행사항 : 2012. 9, 109면
키 워 드 : 단장천, 소호천, 오염총량제

울산하늘공원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이재호, 강영훈, 변일용, 이은규, 김상우, 이경우, 이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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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전국 화장률은 67.5%, 화장수는 17만2천
명으로 2009년 16만 명보다 1만 2천명(7.5%) 증가하
였으며, 10년 전인 2000년도 화장률 33.7%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다.
울산광역시의 화장률은 2000년 48.7%, 2010년 현재
77.7%에 이르고 있는데 부산 83.5%, 인천 81.1%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이며 수도권 화장비율 75.5%에
비하여도 높고 비수도권의 62.1%에 비하여는 무려
15%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7개 특별 · 광역시
화장률 평균 75.5%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울산광역시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장례방식에 대한
수요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장사문화에 대한 요구
에 부응하기 위해 울산하늘 공원을 조성 중에 있다.
울산하늘공원은 운영 및 시설에 대한 비용을 사용자
에게 전액 전가할 수 없는 공익 목적이 우선이지만
화장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 시
도의 모든 화장시설에서 관내 주민과 관외 주민에 대
하여 차별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산정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우선권과 일정부분의 할인율을
적용하되, 관외 주민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추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기초생활수급
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등 최고 수준의 시설 및 원가에 대한 최소한의 사용
료반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다.
자연장지의 경우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되 장묘 특
성상 연장을 불허하고 있으며 타 광역시 자연장지의
경우 조례에서 대부분 관내 주민만 이용하고 관외 주
민은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도
관내 주민에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택
동산의 경우 관내 · 외 사용료 차등을 두지 않되 사용
료를 낮게 책정하여 관외 이용자의 무분별한 산골을
방지할 계획이다.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15-22번지 일원에 위치한 울
산하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보고서는
관련 법률과 조례를 검토하여 위탁에 있어 지방자치

법, 지방공기업법,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등 법규적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으며 타당성은
확보된다고 하겠다.
울산하늘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립승화
원, 부산 영락공원을 비롯한 7곳을 사례로 참고하였
고 울산하늘공원 이용자에 대한 예측분석을 행하여
이에 따른 이용자 추정과 시설별 사용료를 책정한 결
과를 토대로 울산하늘공원 기구와 조직 설계를 행하
였다.
이에 직영 및 위탁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위탁방식이
적절함을 파악해 내고 현장분야, 통신분야, 기계분
야, 전기분야, 건축 및 토목분야, 조경분야 등의 업무
분장에 따른 적정 인력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울산하늘공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산정하고 울산하늘공원의 수입을 산정하여
위탁운영에 따른 수익 산정을 제시하였다.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2 - 02(울산광역시청)
연구기간 : 2012 .2. ~ 2012. 5.
발행사항 : 2012 .5, 196면
키 워 드 : 장사시설, 울산하늘공원, 울산하늘공원
운영 관리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김상우, 이은규, 이재호, 강영훈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2 - 03(울산광역시청)
연구기간 : 2012. 2. ~ 2012. 8.
발행사항 : 2012. 9, 196면
키 워 드 : 울산,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정

75

ULSAN DEVELOPMENT INSTITUTE

우선 단기정책과제로는 외국인 주민들의 인권 제고
및 생활고충사항을 해소할 ‘외국인 주민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이주민 취학자녀의 정서적 안정 및 학
력 신장을 위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
토 연계사업’,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실현을 위
한 ‘다문화 가정 남편 대상 프로그램’, 학생 및 교직원
에 대한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운영(교육청)’ 등을 시행해야할 필요성을 제기
했다.
두 번째로 중장기 정책과제로는 국내외 외국인에 대
한 홍보 및 일자리 정보제공을 위한 ‘외국인 취업정
보시스템 구축’, 외국인 주민의 의료기관 이용편의를
위한 ‘전문 의료통역 서비스 도입 및 시행’, 울산주민
들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이주민 가족과 함께 하는 다문화 영상여행’, 이주민
한글교육 목적의식 제고를 위한 ‘이주민 한글 백일
장’,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결혼
이민자 자원봉사단 구성 및 지원’, 외국인 공동체 조
성 및 지역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다문화 거
리 조성 시범사업 시행’, 울산거주 다문화 가족 및 취
학자녀와 교육청과의 의사소통강화를 위한 ‘다문화
교육 홈페이지 제작・운영(교육청)’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수탁과제

세계화의 흐름 속에 국가 간의 경제교류의 확대, 운
송수단의 발달, 정보통신 혁명 등으로 인해 세계는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인구간의 국가 간 이동이 증가
하고 있다.
한국도 1980년 이후로 국민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는
한편 방문외국인과 함께 체류외국인과 귀화자가 꾸
준히 증가하고있는 상황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국가적,
인종적, 민족적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인식하고, 그
존재와의 공존이나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합한 정
책이나 법제도를 수립・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
었다.
2011년 현재 울산거주 외국인은 87개국 3,603세대
21,40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340명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울산지역에 거
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를 바탕으로 울산지역에 실정에 맞는 외국인 주민 지
원시책을 개발해 효율적인 서비스제공방안을 마련하
고자 한다.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도출되었다. 첫째, 외국인 주민의 일상생활의 고충을
해소하고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외국
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둘째, 한국
어 학습프로그램의 강화 및 다양화를 통해 한국어의
실력을 신장시킴으로 이를 통해 취업의 용이성을 높
이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일상생활의 안정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셋째, 외국인 주민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울산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
록 하는 정책 넷째, 울산 거주 외국인 주민들의 다양
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문화
이해 정책 다섯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학교폭력
및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서적
안정,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정책 등이다.
위의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단
기 및 중장기 정책을 제안한다.

201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이재호, 이은규, 강영훈, 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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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제시
한 경영평가편람의 평가지표별 평가방법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남구도시관리공단, 울주
군시설관리공단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지침에 의거, 객
관성 · 전문성을 바탕으로 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
로 제도개선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경영평
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을 파악하고
측정산식, 평가를 위한 구체적 정의, 가중치 등 구체적
내용을 수록하고 이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였다.
2012년 경영평가는 2011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이 어떠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경주하였는가를 측정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이러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잘된 점에 대해서
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는 공기업의 총체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데 경영
평가의 목적이 있다.
경영평가지표는 평가대상 지방공기업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집행-성과도출』이라는 업
무과정에 따라 『리더십/전략-경영시스템-경영성과』
3개 대분류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리더십/전략지표는 비전, 목표, 전략, 리더십 등 조
직을 이끄는 동인(動因)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실행되
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되었다.
경영시스템은 사업 추진활동의 효율성 및 조직자원
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
가되었다.
경영성과의 경우 주요사업성과, 생산성, 고객만족도
등 경영활동 성과를 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되었다.
중분류지표는 대분류지표 내 유사평가 영역을 의미
하며, 리더십, 전략, 경영효율화, 주요사업활동, 주
요사업성과, 경영효율성과, 정책준수, 고객만족성과
로 구성리더십, 전략 등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지표는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의미하는 지표

정의와 세부평가내용으로 구성함하며, 공통지표와
공기업별 특성지표, 정부정책준수 지표로 구성되는
데 경영층 리더십, 고객 및 윤리경영, 미션･비전 및
경영계획, 조직관리, 인사관리, 노사관리, 재무관리,
고객만족도 등이며 공기업별 특성지표로는 주요사업
활동, 주요사업성과, 경영효율성과 등이다. 또한 정
책준수로는 인건비인상률 준수, 노조전임자 준수 등,
경영개선명령 이행여부, 장애인채용실적, 중기제품
등 구매실적 등이 구체적 내용이 된다.
이에 따라 최종 도출되는 경영평가에 따라 차기년도
공기업 경영에 그 내용이 반영, 더 나은 공기업 경영
개선을 이루어나가도록 설곅되어 있다.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2 - 04(울산광역시청)
연구기간 : 2012. 3. ~ 2012. 9.
발행사항 : 2012. 9, 277면
키 워 드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지표, 정성
평가

UNIST 첨단과학기술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권창기, 김석택, 이주영, 변일용, 권태목

고, 이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증대되어 산업
생산기능에 치우친 울산광역시가 문화,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첨단과학기술연구단지는 교육과 R&D 기능을 연계
하고 연구개발인력의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정주기
능이 복합된 기능을 핵심기능으로 설정하였다. 그리
고 개발방법은 지역 과학기술분야를 적용하고 미래
개발기조에 부합하는 친환경개발을 목표로 토지개
발, 시설유형, 도입시설 등을 환경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친환경개발 계획
요소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교통부하의 최소화, 에너
지 절약, 자원의 재활용, 생물의 다양성유지를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도입가능기능은 교육기능,
연구기능, 연구지원기능, 정주기능, 여가문화기능을
중심으로 계획하였으며, 그에 따른 입지시설 및 규
모, 사업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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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연구단지는 첨단기술기업의 입주를 위
해 공공연구기관의 밀접한 접촉과 기업의 기술혁신
채택을 지원하며 신설기업을 위한 보육기능을 하는
집적단지를 말한다. 첨단과학기술연구단지는 연구단
지, 과학단지, 기술단지, 리서치파크, 사이언스파크,
테크노파크, 기술혁신센터, 테크노폴리스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나, 연구개발과 첨단제품의 생산, 이
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대
학, 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물리적 공간을 갖춘 단
지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에 UNIST가 개교함에 따라 지역의 연구
개발기능이 강화되고 울산지역내의 타대학 및 연구
기관, 기업과 연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세
대 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R&D 연구집적지의 조성과
정주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첨단과학기술연구단
지내의 수요, 도입기능, 개발방향 등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발전의 주요 요소로 과학기술연구단지가 필요한
것은 지적자산과 기술혁신 창출에 첨단과학기술연구
단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 지역의 교육기관과 연구
기반, 이와 연관된 산업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과학기술분야 뿐 아니라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향상시
키고 지속적인 도시의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의
공급자인 대학과 연구기관은 인재와 기술의 공급자
가 되고, 첨단과학기술연구단지내의 산업기관과 연
계되어 산출된 기술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
리고, 개발된 기술과 연관된 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관련기업이 신설되고 신설기업이 단지에 입주하여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자
동차, 조선, 화학산업 등 2차산업 중심으로 발전한
울산광역시의 취약한 연구개발 및 기획조정기능을
보완하여 첨단산업 및 기업서비스기능의 수행이 가
능하다. 그리고 연구개발분야의 육성과 고등교육기
관의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인구를 유입하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2 - 05(UNIST)
연구기간 : 2012. 4. ~ 2012. 12.
키 워 드 : 첨단과학기술연구단지, 연구개발, 연구
개발특구

상수도 정액제 급수공사비 조정
검토 연구
이 상 현, 김 석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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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2009년 1월부터 제정하여 현재까지 적
용하고 있는 정액제 급수공사 제도가 시행 후 3년이
경과됨에 따라 현재의 상황변화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급수공사 200m 정액제 시행이후 3
년간(2009∼2011년) 1,049백만원의 경영수지 결손
액이 발생하고, 2011년도에는 1,069백만원의 최대
결손액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경영수지 개선을 고려
한 적절한 조정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부터 시행한 현행
급수공사 정액제 실적 자료를 분석하여 변화된 경제
상황과 향후 상수도 행정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합
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액제 급수공사비 산정방식과
기준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현행 정액제 급수공사비 부과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정액제 급수공사비 산정 사례
조사, 정액제 급수공사비 산정기준 설정 및 조정방안
제시, 그리고 개선방안별 미래 경영수지 분석하여 최
적의 방안 제안으로 구성되어있다.
2009∼2011년까지 3년간의 울산광역시 정액제 운영
의 문제점은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정액공사와 실
공사비간의 불균형과 비현실성, 배수관망 증가에 따른
기존 정액거리 적용의 문제점, 그리고 정액공사비로
인한 울산시 상수도 경영수지 결손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정액
급수공사비 단가 조정, 급수관망 증가에 따른 정액거
리 축소 조정, 그리고 최대 결손액 발생사례인 D-13
㎜의 실공사비 일부분 적용과 D-40, 50㎜의 100%
실공사비로 적용하는 5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29개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5개의 개선방안, 29개의 세부 사항을 대상
으로 2011년 울산시 상수도 정액급수 공사 경영수지
를 분석하여 3가지 최종 개선방안으로 압축하여 제
안하였다. 최종 방안은 공통적으로 기존 200m 거리
를 100m로 축소 조정하고, ① 정액공사 단가를 일괄
적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증액하는 방안, ② 공사
결손액이 과다한 일반건축물 D-13㎜의 급수공사 단

가만을 일부 실공사비로 적용하는 방안, 그리고 ③
일반건축물 D-13㎜와 더불어 D-40, 50㎜의 급수공
사 단가를 100% 실공사비로 적용하는 3가지 방법으
로 압축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안별 미래 경영수지 분석을 ‘울산광역시 주택종합
계획’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1안은 2014년 2.3억
원, 2015년 2.7억원, 2020년 5.5억원 수익이 예상되
며, 2안은 1.7억원, 2.1억원, 4.5억원, 그리고 3안은
1.6억원, 2.0억원, 4.4억원의 수익이 전망되었다. 한
편 급수공사 정액제 방식은 공동주택 주민과 일반건
축물 주민들 간의 불균등한 징수의 문제와 물가상승
율과 실공사비 적용부분, 그리고 도 · 농지역간의 격
차 발생 등의 태생적 문제점이 존재하는바, 지속적인
경영수지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최소 3년 단
위로 단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2 - 06(울산광역시청)
연구기간 : 2012. 4. ~ 2012. 5.
발행사항 : 2012. 5, 35면
키 워 드 : 상수도, 정액공사, 경영수지분석

우수마을기업 탐방 직원연수

황진호, 이은규, 이주병, 박가령

동강의와 현장학습으로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직원연수는 사업주체 단체의 특성을 우리지역 동구
에 벤치마킹 할 수 있고 인구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획되어, 부산, 대구, 대전, 서울 등 4개 대도시의
공동체성이 강하고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등을 중심으로 탐방하
였다.
동구청 직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지역공동체 사례
의 운영체계 및 활동들을 접하면서 각자의 업무부서
에서 지역을 새로이 해석하고, 다양한 자생단체 및
소규모 단체들의 공동체 복원으로 지역주민이 건강
한 사회구성원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조력하고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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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
토 · 문화 · 자연자원 등)을 활용, 주민주도의 비즈니
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
위의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공동체가 함
께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동구청은 2012년 5월 현재 행정안전부 선정 3개의 마
을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구청자체예산으로 1개의
동구청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2010년 11월 선정
된 대한노인회 울산동구지회의 ‘주전가마솥손두부’
는 지역자원인 농산물과 자연환경을 찾아 지역을 찾
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였다.
또한, 동구 주전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여 가구소득에 도움을 주는
마을기업이다. 2011년 3월에 선정된 새마을회울산
동구지회의 ‘두 바퀴의 세상(주)’는 풍부한 사업 및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친환경비즈니스 모델을 발
굴하였다. 폐자전거 수리 및 판매 등을 통해 버려지
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생활 속에 탄소 줄이기 운동’
등을 활발히 펼치는 마을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2012년 3월에 선정된 ‘아마존(주)’는 사업주체가 서각
협회로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서각 회원 및 관심 있
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소득과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다.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독창적인 상품개발로 울산광역시 관
광상품 공모전에 입상하기도 하였으며, 개발된 상품
을 직접 판매 및 전시, 교육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동구청 자체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마을기업인 ‘수다
장이’는 문화센터 및 평생교육기관에 출강중인 강사
들이 사업주체로 모여서 핸드메이드 소품 및 액세서
리, 비즈 및 인테리어용품들을 만들어 전시와 판매를
하며, 커피숍도 운영 중이다.
이러한 동구지역 마을기업 사업주체의 특성 및 비즈
니스 모델과 지리적 · 환경적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
하여 동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2 - 07(울산광역시 동구청)
연구기간 : 2012. 4. ~ 2012. 5.
발행사항 : 2012. 5, 170면
키 워 드 : 마을기업, 비즈니스모델, 공동체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 합리적
배분방안 연구 용역
이경우, 이재호, 이은규, 이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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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제 개편으로 광역시의 경
우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취득무관
등록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었다. 또한 2013
년부터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에
서 보통세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울산광역시의 재원
조정 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의 58%를 취하고 있으
나, 2012년 광역시 보통세추계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
우 울산광역시 본청과 자치구간 수직적인 재원조정
을 위해 교부율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로 구성
된 비용함수의 추정에 있어서 통계적 신뢰성을 재고
하였다. 둘째, 현행 일반사회복지비와 기초생활보장
비로 구성된 사회보장비 기초수요항목을 보다 현실
화하고, 또한 기초수요의 산정에 사회복지균형수요
를 신설하여 사회복지비지출 부담으로 인한 자치구
의 재정악화를 개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초수요액 산정은 크게 3가
지 부분으로, 회귀분석과 기초수요함수로부터 추정
된 기초수요액과 두 가지 종류의 사회복지균형수요
로 구분이 된다. 사회복지균형수요의 경우 영유아청
소년인구, 노령인구, 장애인인구, 기초생활수급자수
를 고려한 사회복지균형수요액과 영유아청소년복지
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일반사회복지
시설과 관련된 사회복지균형수요액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치구별 최종 기초수
요액은 추정된 기초수요액, 사회복지시균형수요(1),
사회복지균형수요(2)의 합으로 결정된다. 본 연구에
서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4개 분야 18개 측정항목별
로 측정단위에 대하여 각각의 회귀방정식을 산출하
고 이를 통하여 타당한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
비용과 고정비용을 산출하였고, 회귀방정식 산출에
서는 종속변수는 2009~2011년 당초예산을 기준으
로 산정된 18개 항목의 행정수요액을 사용하였다. 영
유아청소년, 노령인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 영유아총서년복지비,
노인복지비, 장애인복지비, 기초생활수급자복지비

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사회복지균
형수요(1)로 반영하였다.
또한 사회복지균형수요(2)의 경우 영유아청소년복지
시설, 노령인구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일반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 영유아
청소년복지비, 노인복지비, 장애인복지비, 기초생활
수급자복지비에 다음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한 금액을 사회복지균형수요(2)로 반영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제
안을 하였다.
① 제안1 : 보통교부금 = 2012당초예산 취득세의
58%(1,470억원) × 90%
② 제안2 : 보통교부금 = 2012년 부족재원 (1,495억
원) × 90%
③ 제안3 : 보통교부금 = 신형모형의 부족재원(1,374
억원) × 90%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2 - 09(울산광역시청)
연구기간 : 2012. 4. ~ 2012. 8.
발행사항 : 2012. 8, 158면
키 워 드 :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액

1단계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성과평가분석 울산권역 부문
강영훈, 황진호, 이은규, 이경우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2 - 10(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간 : 2012. 5. ~ 2012. 6.
발행사항 : 2012. 6, 55면
키 워 드 : 광역경제권, 광역선도산업, 그린카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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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산업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은 44.0%가 ‘사업화 추진중’, 54.0%가
‘사업화’, 2.0%가 ‘사업화 재검토’ 중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선도산업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기술적 기여도
는 평균 3.83로 높음. 기술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항
목은 ‘제품 기술개발 능력의 향상’이었고, 다음으로
‘전문기술에 대한 이해도 향상’, ‘신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 향상’, ‘제품 생산 문제 해결’의 순이었으며,
산업측면의 효과는 평균 3.94로 아주 높게 나타났으
며, 특히 ‘미래기반 확보’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기술제고(기술경쟁력)’,
‘시장성(세계시장 점유율 등)’, ‘생산성 향상’의 순을
차지하였다. 해당 시도 및 권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
는 평균 3.96로 높게 나타남. ‘국가발전 기여도’가 가
장 높았고 ‘동남권 발전’, ‘기업이 속해 있는 해당 시
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기술의 공공적 파급효과는 평균 3.75로 높게 나
타났으며,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관련 산업의 활성
화’, ‘기술인력의 양성’, ‘전략산업분야 공익적 가치의
향상’, ‘생활의 편익 향상’의 순으로 파급효과 나타나,
높은 정책적 함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탁과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목적은 광역경제권
별로 지역의 신성장동력과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과
더불어 시 · 도간 연계 · 협력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있다. 광역선도사업은 비교우
위를 갖춘 특화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광역선도산업은 기존의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투자된 인프라와 지원기관 등 지역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단기간(3년)에 경쟁력 있는 유망상품을 개
발하는 것이며, 동시에 R&D로부터 생산, 판매에 이
르는 전 · 후방산업이 동반 발전하도록 견인함으로써
권역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에서는 그린카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의 그
린카분야에서는 선도산업과제의 최종목표에 대한 기
술내용은 ‘신제품(기술) 개발’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기존제품(기술)의 개량’으로 나타났고, ‘신 공정
개발’이나 ‘기존 공정의 개량’은 낮은 비율이었으며,
개발 기술의 가장 큰 특성은 사업화 가능성과 기술적
난이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선도산업과제 착수 전과 비교
한 기술적 목표 달성도를 보면, ‘100% 이상’ 달성되었
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90~100%’ 정도 달성되
었다는 응답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기술적 목표 달성
도는 높은 편이었다.
또 선도산업과제를 통해 매출액은 내수와 수출이 증
가하였다는 응답이 많았고, 특히 내수가 더 많이 증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용창출 효과는 전체 고
용자수의 증가, R&D 인력 및 기능 · 기술직 인력의
증가로 나타났다.
선도산업과제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개발기술 건수는
평균 2.02건이었으며, ‘1~2건’인 경우가 가장 많았
고, 선도산업과제를 수행을 통해 관련분야 기술개발
능력이 향상된 정도는 평균 4.17로 나타나 향상 정도

울산시 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 운영 위탁
박혜영, 이재호, 김상우, 이윤형, 이영란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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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6일 시행령과 운영지침을 정비한 「성별
영향분석평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등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
서 추진되는 제반의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gender
recognitive)개선과 실행이 본격화 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법령,
조례 규칙의 제 · 개정,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과 부
문별 추진 사업 등이 모든 사람 즉 남성과 여성, 어른
과 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두에게 고르게 수
혜 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단계에서 해당 정책의 적
절성을 통계를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
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이다.
울산발전연구원은 2012년 6월 울산광역시, 울산시 5
개 구군과 울산시교육청이 수행하게 될 성별영향분
석평가와 성인지예산 편성 등 울산지역 성인지정책
의 우수한 실행을 위한 전문 연구와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도록,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센
터로 지정되었다. 울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울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에 설치 · 운영
되었다.
전국 타 시도 대비, 늦은 센터의 유치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울산발전연구
원의 정책분야별(도시설계, 안전, 호나경, 관광, 산
업 등) 연구자의 전문역량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울산시의회 여성의원, 지역주요 언론사와 지역 여성
전문가 및 여성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망에 기반하여
설치원년 분주한 정책수행 컨설팅을 실행하였다
2012년 울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울산광
역시 본청, 중구청, 남구청, 동구청, 북구청, 울주군
청, 시교육청 총 7개 기관에 대하여 법령 61개, 계획
1개, 사업 125개, 총괄 10개 등 187개 정책과제에 대
하여 395차례의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대상과제 선정 컨
설팅(100회), 분석평가서 작성 컨설팅(177회), 기타
검토의견 및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컨설팅이 118회 이
루어졌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예산 135개, 결산 29개
에 대한 컨설팅과 총괄 담당자 컨설팅 1개로 전체 164
개 과제에 대해 과제선정 120회, 분석평가서 작성
135회, 기타 검토의견 및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컨설
팅 150회 등 총 405회의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2012년 울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의
가장 큰 성과는 당해년 여성가족부로부터 동 센터의
지역 내 유치를 이룸으로, 울산광역시정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지
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라하겠다. 특히, 울산발
전연구원은 동 센터의 유치 이후, 울산광역시를 비롯
하여 성인지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주체인 행정전문가
와 공무원을 위한 실무 및 심화 교육을 10회에 걸쳐
실시할 수 있었다.
2012년 울산광역시 성인지정책 추진의 우수사례로
는 울산광역시 본청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설계에 대
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개선, ‘울산광역시 의용
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선 및 울산시
동구청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
영 조례’ 개선 등이 있었다.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2 - 11(여성가족부)
연구기간 : 2012. 6. ~ 2012. 12.
발행사항 : 2012. 12, 130면
키 워 드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
정책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 발전전략
세미나 용역
강영훈

2.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조강연에서는 울산항이 변모하는 국제경제환경과
세계경제여건, 북극항로의 개설, 환동해경제권의 형
성 등의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차별화되고 특화된 발
전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발표 및 토론에서는 인근
항만과의 차별화적 발전, 세계적 액체화물 특화항만
으로서의 발전전략, 동북아오일허브구축사업과 연계
한 항만발전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발표와 토론에서는 변모하는 세계경제환경변
화, 주변여건 변화를 고려한 울산항의 발전전략을 제
시함으로써 울산항의 미래모습을 그려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수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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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오일허브 구축사업은 MB정부에서 국정과제
채택된 이후, 한국석유공사가 주도하여 수 차에 걸쳐
연구용역이 이루어졌다. 또한 KDI 공공투자정책센
터에서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대규모 국
책사업이자, 울산지역에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제공
해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책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투입이 제자리에 머무는
듯,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이에 울산항만공사가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사업의 1
단계인 북항하부시설에 직접 참여하고, 울산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상부시설에 대한 해
외마케팅을 담당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북항하부시설
에 대한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이는 국책사업이지만, 양 공사가 참여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향후 2단
계사업인 남항사업까지도 성공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울산항만공사에서는 1단계 하부시설 실시
설계에 맞추어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사업이 울산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동북아 석유제품물류산업의 최적지이자 허브로 성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며, 더불어 울산항의 새
로운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에 따라 본 세미
나를 개최하였다.
따라서 동북아오일허브 발전전략 세미나에서는 이미
개최하였던 동북아오일허브의 가능성이나 오일허브
의 조건 등에 대한 초기적 세미나에서 벗어나 본격적
인 발전전략에 초점을 맞춘 세미나로 준비하여 울산
항이 액체화물 First Class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
는 전략 마련에 두었다.
울산항이 세계적인 액체화물 허브항이며, First
Class 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본 세미나에서는
1. 기조강연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2 - 12(울산항만공사)
연구기간 : 2012. 7. ~ 2012. 8.
발행사항 : 2012. 8, 60면
키 워 드 : 동북아오일허브, 지역발전전략, 울산항

2012 울산 성인지 통계자료 구축
연구용역
박혜영, 이재호, 김상우, 이윤형,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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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사람에게 일어나는 제반의 현상, 사회구조와
관련된 전반의 현상, 사람들의 의견과 상호관계에 대
한 보다 면밀한 관찰은 그 사회에 대한 공공의 돌봄
역할을 하는 공공정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정
책의 계획과 입안, 실행과 평가를 위한 제반의 과정
은 정책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공간과 실제 사람들
의 현실과 상황을 투여할 때에 그 의미와 적실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 근거하고자 하는 현
실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중립적 사실이나, 시간적,
공간적, 수적 방대함으로 인하여 쉽게 접근하거나 보
편적으로 압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통계란, 사회적 사실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일정한 법칙과 상호간의 약속에 따라 값을 부여하여
측정(measurement)한 결과를 데이터(data)라는 형
식으로 자료함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사회와 사람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요약함과 동시에 공통점과 특성
을 도출하고자 하는 일련의 방법을 의미한다.
2012년 울산광역시 성인지 통계는 울산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정책의 주요 분야를 선정, 시민들의 삶
의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생애주기(연령), 생물학
적 특징(성별), 삶의 토대(직업) 그리고 삶의 터전(지
역)별 지역민의 현재적 삶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근거리에서 접근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작성되었
다. 2012년 울산광역시 성인지통계는 광역시 승격 15
년,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와 산업, 교육과 가치관, 가
족과 삶의 양태 변화가 지역민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다 정확히 포착함으로 공공정책의 분배
가 지역민에게 보다 고르고 균등하게 분배됨으로 근
거기반(evidence-based)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여
성가족정책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증진함에 그 의의
를 두었다.
성인지통계의 작성은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의 구
체성과 현실성 및 정책 적실성 향상을 위한 지역 가
족과 여성 등 지역민 특성별 현황 파악을 위한 종합
통계 생산 요구 실행하기 위한 필요의 일환으로 작성
되었으며, 이는 국가차원 성인지정책의 지역 토착적

실행 가능성 증진과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의 지
역 현실 기반 특성화 · 차별화를 위한 객관적 근거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2012년 울산광역시 성인지통계는 근거기반 정책으
로서의 울산 여성가족정책 완성도 제고와 울산시민,
가족의 현황과 특성의 일반성과 특수성 도출, 지역특
수성 객관화로 여성가족정책 추진 방향의 합리성 제
고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성인지통계는 여성
과 가족이 안전하고 지역민의 삶의 품격을 상승시키
는 울산광역시 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2 - 14(울산광역시청)
연구기간 : 2012. 8. ~ 2012. 12.
발행사항 : 2012. 12, 512면
키 워 드 : 성인지, 통계, 여성가족정책

울산 전지산업 동향분석 및 KIER
대응전략 수립
강영훈, 황진호, 이은규, 이경우

업의 집적화와 외부효과 극대화 방안, 경제적 파급효
과 극대화방안, 국가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등
을 제시하고 있다.
수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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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전지산업은 화학산업에서 파생된 자연발생적
클러스터적 성격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산
업단지이다. 화학산업이 집적화된 울산지역에서 기
존 산업의 토대에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산
업이며, 또 산업의 트랜드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새
로운 신성장동력을 도출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 및 우리나라의 산업의 트랜드가
저탄소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원의 발굴을 통한 지
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화학산업에 기
초한 새로운 산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전지산업의 트랜드를 찾아서 연구의 방향이나 기술
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부재하고,
더욱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
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분원이자,
차세대전지산업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려는 시도로 울
산지역에 설립되어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울산
분원적 성격의 울산차세대전지산업지원센터가 그 역
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연구센터를 통한 울
산지역 전지산업 발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
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울산차세대전지산업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
을 명확하게 정의함에 따라 울산지역의 전지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설정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전지산업의 태동, 발전 그리고
육성방향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역의 관심이 고조
되고 있는 현실에서 울산차세대전지산업지원센터의
위상을 정립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KIER의 대응방안으로 KIER울산분원
건립을 통한 울산지역 전지산업 견인노력의 필요성,
울산차세대전지산업육성센터의 시설 구축계획 그리
고 KIER의 대응방안과 울산전지산업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 속에서 KIER 울산차세대전지산업육성센터가 울
산전지산업의 기술혁신의 원동력 역할, 울산전지산

과제구분 : 수탁과제 2012 - 19(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기간 : 2012. 10. ~ 2012. 12.
발행사항 : 2012. 12, 80면
키 워 드 : 신성장산업, 전지산업, KIER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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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교육 · 컨설팅 등 지원사업

■■

88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

89

울산 금융산업 발전방안 수립

■■

90

2012년 울산교통포럼 운영

■■

91

울산창조도시포럼 운영

■■

92

2012년 울산녹색성장포럼 운영

■■

93

지역 일자리공시제 컨설팅 사업

■■

94

고경력 전문기술인력의 know-how이전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연구사업

■■

95

2012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마을기업 분야)지원사업

■■

96

울산광역시 빗물 침투 · 저류 · 이용시설 설치 · 활용 및 관리방안연구

■■

97

울산 외황강 수생태계 조사 및 평가연구

■■

98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

■■

99

2012년 울산 문화관광해설사 직무 · 보수교육 및 평가

■■

100

울산 및 타시도 시티투어 실태 비교분석 및 활성화 사업

■■

101

자립형 지영공동체사업 교육 · 컨설팅 등
지원사업
황진호, 김문연, 이재호, 김미경, 이주병, 박가령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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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
적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2010년 ‘지역커뮤니티 비즈
니스사업’으로 시범도입 되었다. 그 후 자립형 지역
공동체사업은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보다 중점을 두
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발전 · 연계 되었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
토 · 문화 · 자연자원 등)을 활용, 주민주도의 비즈니
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
위의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의 출발점은 198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시작하고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 도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
스(Community Business)라고 할 수 있다.
2011년도 울산광역시에서는 2010년에 선정된 3개 단
체와 2011년에 선정된 6개 단체를 포함하여 총 9개
단체가 마을기업 사업에 참여하였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울산발전연
구원은 마을기업 대상으로 교육 · 컨설팅 및 워크숍,
현장학습 등을 지원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마을기업
대표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
와 전문성 향상 및 경영성 제고에 기여하여 향후 지
역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있다.
교육 및 컨설팅은 비즈니스모델, 고객 및 서비스 분
석 등을 통해 사업자 욕구 및 상황에 맞는 맞춤형으
로 제공되며, 아울러 사업관리 측면에서 자치단체 담
당자, 사업자, 자문위원 등을 연계하여 마을기업 사
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기업 · 시민단체 · 연구기관 ·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거버넌스 구축 기반을 마
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자립과 지속가능한 성장
을 위한 마을기업 홍보 및 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및
사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고 마을과 지역이 함께 가
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동체 형성의 토양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세부사업별로 교육지원의 경우 교육수요 조사를 사
전에 실시하여 교육과정 기획에 최대한 반영하였으

며, 교육 기초과정에서는 마을기업의 이해, 경영일
반, 인사노무, 마케팅, 회계 등 전반적인 기초지식 및
포괄적인 경영지식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이론교
육 위주로 25회(3시간) 총 75시간 실시하였고, 그리
고 교육 심화과정에서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각
권역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 및 실무자를 초
빙해 현장의 사례를 우리지역 마을기업 유형에 접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컨설팅 지원에서는 울산지역 마을기업(9개 업체)에
대한 사전진단 및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예비)
사회적기업 20개 업체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
다. 컨설팅의 주요내용은 마을기업의 규모, 업종, 지
역의 수요 등 개별 경영여건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제
공되었다.
교육 · 컨설팅 지원 외에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
한 사업설명회, 제주 워크숍, 우수사례 현장견학(완
주, 순천 등), 2010/2011년도 울산 마을기업 성과발
표 워크숍을 통해 마을기업 대표자 및 실무자들의 마
을기업의 이해와 전문성 향상에 다각적으로 기여하
였다.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0 - 15(울산광역시청)
연구기간 : 2010. 11. ~ 2012. 2.
발행사항 : 2012. 3, 282면
키 워 드 :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기업, 중간지원
조직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강 영 훈, 이 은 규

진행되었다.
이와 별도로 한국지역학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근
대화의 초석이 된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기념
하여 울산공업센터 지정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수출
1천억 달러를 달성한 울산의 현재 의미를 살펴보며
울산의 미래발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한국
지역학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협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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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1962년 인구 2만 8천명의 조그마한 도시에서
정부주도로 추진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현재
의 인구 114만 명의 광역대도시로 성장하였다. 1962
년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울산은 우수한 자연
조건, 지역적 조건 등과 함께 정부정책에 따라 현재
자동차, 조선 및 화학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도시
로 성장하였다.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지역내 총생
산은 50조 3,640억원, 1인당 GRDP는 46,229천원,
2010년 말 기준으로 수출은 714억 달러, 수입은 630
억 달러를 달성하여,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도시로 성
장하였다.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화의 성공한 울산은
지난 50년 간의 정부주도적 정책에 따른 고도성장을
극복하고, 울산공업센터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통
하여 향후 미래 50년 또는 100년은 지역주도적 발전을
위한 내재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50년 간의 경제성장의 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내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하
는 심포지엄은
1. 기조강연
2. 세션별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기조강연 1은 울산 주력산업의 발전과정과 향후 변화
될 모습을 전망하며, 한국학자가 맡아서 하고 있다.
기조강연2는 미래사회가 변해갈 모습을 조망하고 이
에 따른 울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경우로 서울대
조동성 교수를 초빙하였다.
특히 기조강연 2에서는
1. 미래사회의 변화, 변화요인, 변화과정
2. 세계경제의 흐름속에서 지역과 지역경제
3. 미래사회 변화와 신성장 산업
4.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노력과 대
응방안이 주요 논의주제이며, 세계미래의회 의장 겸
유엔미래포럼 회장인 제롬 글렌이 맡아주었다.
또한 미래 50년 현재의 울산주력산업의 구조변화 예
측, 미래50년 환대평양 경제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혁
명과 울산의 신산업 전망 등의 세션별 발표와 토론이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1 - 08(울산광역시청)
연구기간 : 2011. 8. ~ 2012. 2.
발행사항 : 2012. 2, 196면
키 워 드 : 울산공업센터, 지역발전, 미래성장동력

울산 금융산업 발전방안 수립

이은규, 강영훈, 황진호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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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의 경제 및 금융관련 통계분석, 국내
외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내 금융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2025까지 울산금융산업이
나아갈 방향,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한
보고서이다.
지역내 각종 자료를 통하여 울산지역의 금융산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실물부문 대비 금융부문의 위상이 낮아 산업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역내 금융산업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금융수요자(기업, 시민 등)의
금융기관 접근성을 약화시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
며 금융기관간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요
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역금융산업의 낮은 위상으로 인하여 높은 산
업대출 잠재수요에 비하여 중소기업 및 주력산업 부
분에 대한 지원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상대적으로 신용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넷째,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자본의 지역내 축적에 어려움이 따르고 지방은행이
있는 여타 광역시에 비해 여수신 담당비중, 여수신 규
모, 중소기업대출 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사
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와 연계된 다양한
금융산업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울산
지역의 여건의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
자체, 공공 및 민간부문 금융기관 실무자, 학계 등 지
역내 금융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들로 4개 T/F팀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T/F팀별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25년 울산지역 금융산업의 비전을 ‘지역경제 고도
화를 위한 특화금융산업 육성’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3대 추진전략과 22개의 세부 추진사업을 제시

하였다.
첫째, 지역금융산업기반이 미약한 울산지역의 경우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금융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 ‘울산지역 금융산업육성을 위한 조례제정’, ‘금
융산업발전협의회의 상설화’, ‘지역기반 특화금융기
관 설립’, ‘동북아 오일허브관련 국제오일 및 금융허
브지구 조성’등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 실물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금융관련 유
관기관들의(공공 및 민간 포함) 지역 산업 및 지역밀
착형 특화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중소기업, 주력산업관련 중
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의 효율적 지원 및 보증확
대’, ‘지역내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지역
대기업의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을 통한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등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의 원활한 사업진행과 성공을 위하여 동북아 오일허
브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금융인프라 구축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오일허
브 연구회 구성’, ‘글로벌 금융인력 양성(MBA 과정개
설, 전문대학원 설립 등)’, ‘석유거래소 설립, 장외파
생상품거래소 설립 등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2 - 01(울산광역시청)
연구기간 : 2012. 1. ~ 2012. 8.
발행사항 : 2012. 8, 111면
키 워 드 : 금융, 울산금융, 금융산업발전

2012년 울산교통포럼 운영

변일용, 권창기, 이주영, 김승길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2 - 02(울산광역시청)
연구기간 : 2012. 1. ~ 2012. 12.
키 워 드 : 신호로터리, 회전교차로, 저탄소 녹색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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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가 운영 중이며, 미국은 1990년대 유럽의 영
향으로 재논의가 시작되어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 회
전교차로 설치를 장려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 모두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
있다고 소개되었다.
회전교차로 확대 도입과 향후과제에서는 회전교차로
의 도입배경, 회전교차로의 장점, 회전교차로 확대
도입 필요성, 향후과제 등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는
데, 회전교차로는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안전성향상, 에너지절감 및 환경오염 물질 감소, 교
통소통향상, 도시미관 및 기하학적 유연성, 운영 및
유지비용 절감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소개하였고,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사람친화적인 가로조성, 교통
소통향상, 도시미관 개선 측면상 확대도입이 필요하
다고 소개되었다.
또한, 향후 울산광역시에서도 회전교차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회전교차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회전교차로 설치 후 지속적인 모니터
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기존교차로를 회전
교차로로 전환시 추가토지매입, 지장물 이설 등의 많
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시 및 도로계획단계에서 회
전교차로가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하였다.

협약과제

국내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소규모 교차
로 위주로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회전교차로 도입초기 단계로 이를 활성화하
기 위해서 울산광역시,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교통포
럼 주관으로 「회전교차로 도입 확대 및 신호로타리
운영」에 관한 심포지엄을 실시하였다.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은 ① 울산광역시 신호로
타리 운영사례, ② 울산광역시 회전교차로 설치사례
및 운영효과, ③ 회전교차로 외국사례 소개, ④ 회전
교차로 확대 도입과 향후과제에 대해서 소개되었다.
울산광역시 신호로타리 운영사례에서는 도시부 주요
간선도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공업탑, 신복, 태화 로
타리에 대한 신호로타리 도입 및 개선효과에 대한 내
용이 발표되었는데, 공업탑 로타리의 경우 한국 근대
화의 상징인 공업탑 주변이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해 전국 ‘교통지옥 1번지’ 및 ‘교통사고 1위’
지역에서 신호로타리 도입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소통 개선을 통해 울산광역시의 랜드마크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고 소개되었다.
울산광역시 회전교차로 설치사례 및 운영효과에서는
울산광역시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회전교차
로 설치현황, 회전교차로 사업추진절차, 주요 회전교
차로 설치사례 및 운영분석결과에 대한 내용이 발표
되었는데, 교통사고가 많고 교통신호운영이 비효율
적인 도심 및 외곽지역의 소규모 교차를 대상으로 회
전교차로를 도입하여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신호기
설치제거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 편익에 있어서 회전
교차로의 우수성이 소개되었다.
회전교차로 외국사례 소개에서는 국외 회전교차로
운영사례, 다양한 유형의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설
계요소별 사례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영국은
1920년대 처음 도입되어 현재는 회전교차로 안전성
향상뿐만 아니라 자전거, 보행자를 배려한 회전교차
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프랑스는 1972년 회전교차
로에 대한 재논의가 시작된 후 현재 약 3만개의 회전

울산창조도시포럼 운영

강영훈, 이은규, 정현욱,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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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 울산만들기 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울산형 창조도시 구축’을 위하여 지역내 관
심유발과 관련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
극적인 참여유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울산창조도시 포럼 구성 및 운영을 통한
분야별 계획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과 의사소통의 구
심점 역할 수행하며, 이론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발굴, 정책
및 과제 제안 등 실천적인 측면에서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에 대한 논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주도의 울산
형 창조도시 구축을 위한 유기적인 지역내 네트워크
와 소통체계 구축하며,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 계
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민간 주도의 창조도시의 구현하고자 하였다.
울산형 창조도시 구축을 위한 상호학습과 논의를 통
하여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정책을 제
안하는 민간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사무국으로 울산
발전연구원을 지정하였다

인협회장)을 포함한 약 45명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울산창조도시 포럼 창립식 및 세미나개최
(6.28), 분과별 활동(12.6~12)을 바탕으로 연말 대토
론회(12.20) 개최를 통한 울산창조도시화를 위한 정
책제안과 토론으로 한 해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연말 대토론회에서 창조산업분과에서는 울산대 장병
익 교수가 울산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경제분야
의 과제, 창조인재분과에서는 울산대 박종덕 교수가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인재육성방안을, 창조환경분
과에서는 장태호 울산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이 창조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프로젝트 제안을 발표하였으
며, 이에 대하여 많은 참석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Annual Report 2012

울산창조도시 포럼
사무국

전문가 회의

창조산업분과

(울산발전연구원)

창조인재분과

창조환경분과

2012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 울산형 창조도시만들
기 시민대톤회(2.7)을 개최하였으며, 포럼위원 위촉
및 분과구성으로 임진혁(unist 교수), 하동원(울산발
전연구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창조환경
분과는 김재홍(울산대 교수), 창조산업분과(장병익
울산대 교수) 그리고 창조인재분과(조양래 울산과학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2 - 03(울산광역시청)
연구기간 : 2012. 1. ~ 2012. 12.
발행사항 : 2012. 12, 48면
키 워 드 : 창조도시, 지역발전, 네트워크

2012년 울산녹색성장포럼 운영

김석택, 이상현, 윤복영

지역에서 서식을 확인하였다.
서식지 주변 지형은 하천이나 지류가 만나는 곳, 서
식지 내에 물이 고여있거나 습기가 많은 습지 또는
물이 흐르는 곳이며, 먹이인 달팽이가 서식하는데 필
요한 습기와 유기질이 풍부하고 늦반딧불이가 알을
낳고 유충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며, 가로등 설치, 농
약살포 등은 반딧불이의 서식을 방해하는 환경요소
로 조사되었다.
또한 반딧불이는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
미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의 지표로 환경 보존의 가시
적 홍보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협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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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포럼의 추진 배경은 지난 MB 정부에서 건
국 60년을 기념한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였고, 비전 실현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역량
을 결집하여 발전전략과 사회 공감대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울산녹색성장포럼도 지난 4년 동안 우리나
라를 대표하는 많은 성과를 내었다.
그 동안 녹색성장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적 공
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환경, 경제, 사회 분야를 망라
한 네트워크 형성, 각계 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는 민 · 관 거버넌스 구축, 울산 지역 주요현안에
관한 정책방향 연구 및 건의 그리고 녹색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걷고 싶은 울산 녹색길’, ‘기후
변화와 푸른 숲 지키기’,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등 심
포지엄과 세미나(8건), 분과별 세미나 및 회의(8건),
현장답사(2건), 연구과제(2건) 등을 추진하여 울산의
여건을 고려한 녹색성장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씽크
탱크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2년 연구과제인 ‘울산광역시 녹
색성장 시민참여부문 성과와 평가’와 ‘울산지역 늦반
딧불이 서식실태조사’를 수록하고 2012년에 추진한
사업과 각종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녹색성장 시민참여부문 성과와 평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추진한 사례를 정
리하고 광역시 · 도별 시민참여도에 대한 성과를 비
교 · 평가하였다.
향후 녹색성장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전문
가, 민간단체, 산업계의 녹색성장 거버넌스를 조직화
하고 언론사의 홍보, 학교 교육 등으로 녹색성장의
대중적인 인식전환,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위해 정보
제공 수단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제시하였다.
‘울산지역 늦반딧불이 서식실태조사’에서는 친환경
자연환경의 지표인 늦반딧불이의 서식에 관한 연구
로 기존 서식지와 환경운동가의 정보 그리고 언론 보
도 내용을 수집하여 울산관내 총 17개 지역 중 12개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2 - 04(울산광역시청)
연구기간 : 2012. 1. ~ 2012. 12.
발행사항 : 2012. 12, 198면
키 워 드 : 녹색성장, 기후변화, 늦반딧불이

지역 일자리공시제 컨설팅 사업

황진호, 이재호, 이은규, 김상우, 이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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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리공시제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하고,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
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하는
중앙-지방 간 일자리 협력사업이다. 지역 일자리공
시제가 추진된 배경에는 지역별 경제 및 고용여건의
편차가 크고,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일자리대책
만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
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 제조업의 고용흡수력
감소, 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주민의 고용안정 도모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가 필
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
이 소통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자리문제에 깊은 관
심을 갖고 일자리 친화적인 지방행정을 펼치도록 유
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2012년에는 전국 총 244개 자치단체(16개 광역 포함)
중 24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였고 울산은 6개 자치단
체(광역 1, 기초 5)중 6개 자치단체 모두 참여하였다.
2012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에 따르면, 울산광역
시는 20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자 546천
명, 고용률 60.7%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5개 구 · 군
별로는 중구 2,232개, 남구 3,224개, 동구 1,353개,
북구 2,564개, 울주군 6,768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지역 일자리공시제 컨설팅에서는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및 정책의 타당성 평가와 인구, 산업
구조, 인력수급 등에 대한 지역여건 및 지역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고용정책 및 전략에 대한 상시
적 상담과 자문,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
였다. 이러한 컨설팅 과정에서 컨설턴트는 일자리 정
책의 적정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며 지역 맞춤형 브랜드 사업 발굴을 지원하였다.
또한 컨설팅 사업에서는 일자리공시제 담당자의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전략 수립, 일
자리 창출정책 및 고용활성화에 대한 워크숍을 갖기

도 하였다.
아울러 2013년 일자리공시제를 위한 세부계획의 사
전 설계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현가
능한 맞춤 컨설팅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울산광역
시와 기초단체의 일자리공시제 추진 상황을 비교 평
가하여 지역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중복을 방지함으
로써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역 고용통계의 부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지역분석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
으므로 향후 지역 고용통계 데이터 구축을 통해 지역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
았다. 그리고 일자리공시제 담당자의 지역고용 정책
의 이해를 제고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전담인력 확대로 업무 분담을 제안하
였다.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2 - 05(울산광역시청)
연구기간 : 2012. 2. ~ 2012. 12.
발행사항 : 2012. 12, 300면/100면(2권)
키 워 드 : 지역 일자리공시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취업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

고경력 전문기술인력의 know-how 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사업
김문연, 황진호, 이은규, 김상우, 김미경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2 - 06(울산광역시청)
연구기간 : 2012. 2. ~ 2012. 12.
발행사항 : 2012. 12, 110면
키 워 드 : 고경력 전문기술인력, know-how 이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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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 있으며 활용예정인 적정인원은 2.4명으로 나
타났다. 향후 필요로 하는 고경력 전문인력의 활용분
야로는 ‘기계/설비’, ‘화학기술’, ‘소재기술’ 등의 순으
로 많으며, 업종별, 기업규모별 상이하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계약직, 정규직, 자문/컨설팅 등으로 다
양했으며 실제 활용 시에 ‘실무분야 경력’을 가장 중
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력 전문기술인력의 know-how 이전을 통한 산
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고경력 전문기술인
력 활용 지원체계의 구축과 활용 모델 개발에 전략적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을 분
담하고 사업 추진조직이 갖추어져야 하며 고경력 전
문기술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DB 구축과 운용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경력 전문기술인력의 암묵지 컨설팅에 대
한 사전교육 및 사업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
다. 나아가서는 퇴직자의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 창출
이 가능한 사업화 모델이 개발되어야 하며 시범사업
의 착수로 사업초기의 오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협약과제

퇴직 명장, 공장장 등 고경력 전문기술인력이 보유한
중 · 고급 know-how를 그대로 방치되거나 사장되
는 것은 하나의 경제적 손실로 볼 수 있다. 2011년에
발표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에서도 고령층의 숙련 경험을 청년에게 전수하
고 세대간 일자리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고경력 전문기술인력이 보유한 knowhow 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퇴직 인력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울산지역의 고경력 전문기술인력
의 욕구조사 및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울산형 고경
력 전문기술인력의 know-how 이전 모델을 제시하
여 지역의 퇴직 전문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경력 전문기술인력 활용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 사
례를 조사한 결과, 현재 알려진 국내의 고경력 전문
인력의 활용 사례는 고학력 및 전문 관리자 · 경영자
혹은 과학기술자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므로 생산현장의 고경력 전문기술인력의 집약된
know-how를 전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
요해 보였다. 외국의 다양한 사례들 중에 특히, 일본
이 자동차, 환경, 조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고경
력 퇴직자들의 암묵적 지식 활용에 적극적이었다.
고경력 전문기술인력 욕구조사에서는 정부 차원의
퇴직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문기술인력 활용정책
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고
경력 전문기술인력 활용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며 사업 참여 의향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업체의 수요조사에서는 일부 기업이 고경력
전문기술인력을 퇴직 후 기술고문이나 위촉 연구원
으로 재고용하는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어, 보다 적극
적으로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약 35% 이상이 고
경력 전문기술인력의 활용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

2012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분야) 지원사업
황진호, 김상우, 이경우, 박가령,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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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
토 · 문화 · 자연자원 등)을 활용, 주민주도의 비즈니
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
위의 기업을 말한다. 마을이라함은 행정동 뿐만아니
라, 문화 · 심리적으로 공통의 연대감을 가진 소규모
단체와 NPO단체, 지역의 여러 자생단체를 포함한다.
2012년도 12월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자립마을기
업 4개사, 2차 보조금 대상 마을기업 5개사, 1차 보
조금 대상 마을기업 6개사, 마을기업으로 경영중 (예
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신청하여 선정된 2개사 등
총 17개사의 마을기업이 사업운영중에 있다.
2011년에 이어 울산발전연구원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간지원조직으로서 17개사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기
초 및 심화교육과 현장학습, 워크숍 등을 지원하였
다. 기초교육에서는 마을기업의 이해 및 공동체사업
의 여러 배경과 가치추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심화교육으로는 서울 및 일본의 우수한 사례에서 찾
아보는 비즈니스 모델,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한 활성
화 방안, 기본적인 세무회계 교육등을 실시하였다.
2010년, 2011년 선정되어 1, 2차 보조금 지원이 완료
된 자립마을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마
을기업 포함 총 6개사에 대한 경영컨설팅은 각 마을
기업의 요청에 따른 문제해결등을 위해 서면과 방문
컨설팅으로 진행 되었다.
그 외 마을기업 1차 보조금 지원대상 6개사와 2차 보
조금 지원대상 5개사, 즉 총11개사의 컨설팅은 각 사
업장으로 전문컨설턴트 및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인력
이 배치되어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되었고, 서면 및
방문 상담 등도 요청에 의해 상시적으로 운영되었다.
현장학습은 그 동안의 교육과 컨설팅을 바탕으로 우
리지역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도농복합모델을 가진 대
구지역과 도심 속에서 지역공동체복원 역할의 중요
성을 생각하게 하는 서울 성미산마을을 학습했다.
이밖에도 울산광역시의 처용문화제에 마을기업홍보
관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마을기업을
홍보하고 사업의 가치를 알리며 사업주체들의 적극

적인 마케팅 마인드를 제고 하였다. 경북 문경에서
열린 제1회 전국마을기업박람회에 울산의 마을기업
3개사가 참가하여 ‘우수부스상’에 선정되었으며, 상
품을 알리고 전국적인 마을기업간의 네트워크를 형
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마을기업 ‘(주)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2012년 전국 781개 마을기업 중 9개사
가 선정된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
였다.
2012년 마을기업 교육 · 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초
기의 행정구역 별 단위기업으로서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하면서도 대외적으로 홍보 및 마케
팅에서 활동영역을 넓혀갔던 한 해였다. 향후에도 울
산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기업이윤 창출을 위해
울산발전연구원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극
대화할 것이다.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2 - 08(울산광역시청 외)
연구기간 : 2013. 3. ~ 2012. 12.
발행사항 : 2013. 2, 280면
키 워 드 :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 지역공동체

울산광역시 빗물 침투 · 저류 · 이용시설
설치 · 활용 및 관리방안 연구
이상현, 김석택, 손영규

본 연구에서 제안한 2021년 목표의 울산관내 빗물시
설 설치 지표는 이용시설이 현재보다 8.6배 증가된
11,348톤이며, 저류시설은 울산 혁신도시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통해서 약17만톤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울산관내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시 계획단
계부터 빗물 저류시설 도입을 유도하고 장래 빗물이
용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재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빗물이용 설치사업 확대를 위해 빗물
이용 확대 보급을 위한 행정 및 경제적 지원 강화, 빗
물 이용시설 설치, 관리 통합지침 및 기준 마련, 빗
물 이용시설 활용 자료수집 및 통계화 사업 추진, 울
산 혁신도시 빗물저류 시설 설치 사업 추진, 빗물 이
용 이미지 개선 및 홍보 교육사업 추진 등 5가지 세
부사업을 제시하였다.

협약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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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울산광역시도 물의 재이용에 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었다. 따라
서 울산광역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빗물침투 · 저류
· 이용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빗물의 체계
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시설의 설치 방안 등 가이드라
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울산관
내 빗물이용시설 설치 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단계
별 추진방안 및 세부사업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울산관내 빗물시설 현황과 실
태분석, 국내외 빗물시설 관련 정책조사, 그리고 울
산지역 특성을 고려한 빗물관리 정책방향 및 세부사
업을 제시하는 것이다.
2008년 기준 국내 빗물 이용시설은 총 212개소
54,044㎥의 저류용량이 있는데 울산광역시의 경우
총 4개소 1,157㎥ 용량으로 전국대비 2.1% 수준이다.
최근 2012년 기준으로 울산관내 빗물 저류시설은 총
5개소의 시설용량 19,860㎥으로 도시규모와 향후 기
후변화 대응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울산관내 빗물이용 시설 현장조사 결과, 울산관내 빗
물이용시설의 문제점은 빗물이용 목적과 무관하게
오존이나 정밀여과장치 같은 고에너지 고비용 시설
이 설치되거나, 빗물이용시설 관리 매뉴얼이 없고,
조경이나 화장실 용수 중심의 편중된 이용시설로 정
리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울산시의 빗물관련 시설
은 고도 수처리 같은 시설을 배제한 저비용 저에너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체육시설이나 학교로 편중
된 설치장소를 상업건물이나 단독 및 공동주택으로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빗물이용만을 고려한 접근보
다는 도시 홍수저감, 물 순환 회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도시물관리에서 빗물의 비중이 높아지
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언적인 개념이 아닌 구체적
이고 현실적인 빗물관련 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인센
티브의 제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2 - 09(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기간 : 2012. 4. ~ 2012. 12.
발행사항 : 2012. 12, 100면
키 워 드 : 빗물이용, 침투시설, 저류시설

울산 외황강 수생태계 조사 및
평가 연구
김석택, 이상현, 손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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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4대강 중 외황강의 경우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
진에 앞서 생태건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조사가 필요
하며 기존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자
료로 활용된 생태현황 조사 관점에서 벗어나 생태하
천 외황강 조성을 위한 생태자산 조사 및 평가연구가
필요하였다. 즉 울산 4대강 생태하천 조성 사업의 효
율적 추진 및 외황강의 지속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가 요구되어 본 과업을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식물상 및 식생은 총 71과 188속 234종 33
변종 4품종 1아종을 포함한 총 272종이 분포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고, 외황강의 귀화율은 15.8%로 인위
적 간섭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유류는 총 6과 9종의 포유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삵의 분변 및 족적이 발견되었고, 환경부지정 멸종위
기야생생물 Ⅰ급 및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의
분변이 처용암 인근에서 발견되었다.
양서 · 파충류는 양서류 4과 6종, 파충류 2과 4종으
로 총 6과 10종의 양서 · 파충류가 분포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법적보호종은 관찰되지 않았다.
조류의 경우 과별 우점종은 백로과, 도요과, 까마귀
과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1차조사(2012년 5월)시
외황강 서측 초지지역의 상공에서 먹이활동 중인 천
연기념물 제323-8호인 황조롱이 1개체가 관찰되었다.
수생식물은 총 7과 8속 13종이 분포하였음. 하류부로
갈수록 기수역 및 해양특성으로 종다양성이 낮았다.
조사구간에 채집된 저서성대형무척추종물은 총 4문
7강 12목 16과 19종 1,693개체였으며, 하류부로 갈수
록 출현종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채집된 어류는 총 10과 20종 986개체였고, 하류부로
갈수록 출현종과 개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 결과는 외황강의 생태환경현황을 파악하여 외
황강 대상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 효율적인 정책추진
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친환
경적 생태하천으로서의 외황강의 가치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외황강 주변 개발사업에 의한 외황강 생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수립을 통한 생
태환경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을 유지
하기 위한 생태축 조성과 생물서식처 환경 유지 및
개선을 통한 안정적 생태서식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울산 4대강의 환경개선에 대한 시민사회
전반의 관심을 증대시켜 태화강 환경개선의 성공사
례를 울산 4대강으로 확대하여 생태도시 울산의 이
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2 - 10(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기간 : 2012. 4. ~ 2012. 12.
발행사항 : 2012. 12, 138면
키 워 드 : 외황강, 수생태계, 생태조사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

권창기, 변일용, 이주영, 김상우, 정현욱, 김문연, 권태목, 유영준, 이주병

물관 입지의 세계적 추세가 산업중심지에 입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요 잠재력으로 볼 때 1천만 이상의 수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관광수요 또한 주요한 의미
를 갖고 있다.
교통접근성은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있
으며, 연계시설 유무로는 산업관광 1위도시로서 주
변도시와의 관광 연계가 가능하고 광역산업의 연계
를 통해 국가 성장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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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추진한 국가 경제성장으
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산업기술의 발전과 함께한 국가 경제성장에 비해 산
업기술에 대한 체계적 연구나 유물에 대한 국가적 보
존 노력이 미흡한 실정으로 1955년부터 1998년까지
개발된 252개의 산업기술사물 중 이미 45%가 사라
진 상황이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유럽
을 포함한 산업기술선진국들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 이후부터 산업기술의 보존 및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산업기술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
하는 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체계를 정리하고 국가 산업수준을
대변해 주는 산업박물관 건립이 절실한 시점으로서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을 현재 시점에서 정리, 수집,
보존, 연구, 전시 등을 통해 한국산업 성장의 자긍심
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산업기술
혁신촉진법」제19조 및 제26조에 의거 산업기술 60년
사를 반추함으로써 국가산업기술의 국민적 자긍심
고취, 산업기술관련 기관 및 종사자들의 및 산업기술
의 지속적 발전과 미래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동기부
여를 위해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추진이 필요하다.
울산광역시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이며, 국가산업근대화의 발상지로, 2012년 울산공업
센터지정 50주년과 수출 1,000억불 달성에 맞추어
대한민국 산업기술 대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
해 국가산업기술박물관 울산유치의 역사적, 지역적
당위성을 갖고 있다.
국가산업 역사물의 산실로서 울산의 산업화가 곧 대
한민국의 산업화와 같으며, 한국경제의 심장으로서
울산이 산업수도라는 점, 또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
차 등 글로벌 기업의 소재지로서도 의미가 높다는 것
이다. 또한 산업화로 인한 국가 성장을 위해 울산 시
민의 많은 희생이 있었으며, 그 희생 속에서 당당히
극복한 의지의 도시라는 것이다.
중심지 대표성으로 볼 때는 산업연계 및 확장의 대표
도시로서 산업의 적정성을 들 수 있고, 또한 산업박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2 - 11(울산테크노파크)
연구기간 : 2012. 9. ~ 2012. 12.
키 워 드 : 국가산업박물관, 유치당위성, 적정입지

2012년 울산 문화관광해설사
직무 · 보수교육 및 평가
유영준, 이주영, 권창기, 변일용, 권태목, 김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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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양성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설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표현기술 및
해설기획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하여 궁
극적으로 울산광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와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도모
한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관광객 만족
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방향
을 설정하는 자료로도 활용한다.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하고 있는 9곳(대왕암공원 ·
박상진의사 생가 · 반구대 암각화 · 서생포 왜성 · 암
암각화박물관 · 옹기마을 · 외솔기념관 · 천전리 각석
· 치산서원)의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 중 문화관광
해설사의 해설을 들은 관광객 200명을 대상으로 하
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설 서비스 관련 만족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관
광객이 직접 체크하도록 조사한 겨로가 거의 모든 항
목에서 4.10 이상의 높은 만족도(문화관광해설 서비
스 전반 4.17 · 문화재 감상법 해설 4.10 · 문화유적
및 문화채 관련 해설 4.22충분한 전문지식 보유
4.28 ·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배움 4.34 · 이야기
하듯이 내용을 설명함 4.32 ·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
게 설명함 4.24 · 문화재에 따라 상황에 맞게 설명함
4.23 · 친절한 서비스 태도를 보유하고 있음 4.46 ·
품위 있는 말투와 단정한 모습을 갖춤 4.34 · 즐겁게
관람할 수 있게 배려함 4.33)를 나타냈다. 그 결과 다
른 지역에서도 해설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
(96.0%)과 해설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
는 응답(98.0%)도 매우 높았다.
울산에서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38명으로
2001년부터 활동 중인 해설사는 7명, 2002년 8명,
2005년 1명, 2007년 2명, 2009년 9명, 2010년 6명,
2011년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사 중 남성은 2명, 여성이 36명으로 주축을 이루
고 있으며, 영어 가능 해설사 1명 · 일어 가능 해설사
5명 · 중국어 가능 해설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출생년도별로 살펴보면 1930년대 1명, 1940년
대 1명, 1950년대 11명, 1960년대 16명, 1970년대 9
명으로 30~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해설사가 활
동하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은 11월 26일에 원내에서 실시되었다. 제1주제는 문
화관광해설사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제2주제는 언
양읍성 남문 복원사업부지 내 유적 해설, 제3부는 현
장답사 코스 안내 및 해설 등으로 이루어졌다. 11월
28일부터 40일까지 3박4일 동안 대만 타이페이와 화
련 등지의 문화유적 지역을 답사하면서 문환관광해
설사로서 갖춰야 할 부분에 대한 공부와 실습을 실시
하였다.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2 - 12(울산광역시청)
연구기간 : 2012. 8. ~ 2012. 12.
키 워 드 : 문화관광해설사 · 만족도 조사 · 보수
교육

울산 및 타시도 시티투어 실태
비교분석 및 활성화 사업
유영준, 이주영, 권창기, 변일용, 권태목, 김승길

념품 · 시티투어 음식 · 홍보 등에서는 4점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티투어 전반에 대한 만족
도 조사 결과 역시 4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울산 시티투어 코스 중 ‘산업탐방’과 ‘고래사랑체험’
코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관광지는
미세하나마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 제기되어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관계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구미와 일본
의 시티투어 사례 분석과 전술한 세 분야의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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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시티투어 선진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재 진행
하고 있는 울산 시티투어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과 운
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울산 시티투어에 대한 이
용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변경된 코스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고, 향후 시티투어의 운영 방향을 기획
하였다.
시티투어 선진 사례 분석은 시티투어 평가단 관계자
현장체험 조사와 전문가들에 의한 타 지역 시티투어
사례 비교 분석(서울 · 부산 · 대구 · 충남 공주 · 강원
춘천 · 경북 경주)으로 진행되었다.
시티투어 이용객 만족도 조사는 총 150부가 진행되
었는데, 시티투어 코스 · 시설 · 해설 · 비용 등에 대
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시티투어 관계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
선진사례 검토 · 관광객 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 ·
관광객 트렌드에 따른 관광코스 및 상품 개발 전략 ·
스토리텔링 기법 적용에 따른 스토리투어 개발전략
등의 주제로 직무교육이 실시되었다.
우선 시티투어 평가단 관계자 현장체험 조사는 11월
6~8일까지 인천시티투어 도심순환형과 강화순환형
및 철원DMZ평화 시티투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울산 시티투어버스에서 갖춰야 할 시설과
코스 및 해설사의 해설 자세 등에 대한 학습 효과가
발생되었다.
타 시 · 도 실태 비교 분석을 위해 연구진에 의해 서
울 · 부산 · 대구 · 공주 · 경주 · 춘천 등에서 전문가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내용으로는 시티투어 전반
에 대한 의견 · 시티투어 버스 외관에 · 시티투어 버
스 내부 설비 · 시티퉁 버스 승하차 관련 · 승무원의
서비스 · 배차 시간 · 정류장 정차 시간 · 중식 등의
항목이 조사되었으며, 탑승객의 반응을 조사하여, 울
산 시티투어와의 비교 특성을 도출하였다.
시티투어 이용객의 만족도 조사 결과 예약 및 결제 ·
시티투어 해설사의 서비스 · 시티투어 버스 시설 등
에서는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관광기

과제구분 : 협약과제 2012 - 13(울산광역시청)
연구기간 : 2012. 9. ~ 2012. 12.
키 워 드 : 울산 시티투어, 만족도,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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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행정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등은 지자체인 구 · 군
에서 수집 · 운반 · 처리해야하나 각 구 · 군은 입지
난, 재정난 등의 사정상 자체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
는 실정이므로 울산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울산광역시에서 광역처리시설로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지현황을 분석하였을
때 울산시는 소각장과 매립장의 폐기물 자원화시설
로 인한 수입은 상승하였지만, 매년 약 22∼37억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
량 부족으로 매립장과 소각장의 증설은 울산시의 재
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울산시와 유사한 폐기물 반입량을 나타내는 지역은
광주와 인천이며,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수지현황을
비교하였을 때, 울산시는 환경자원사업소의 운영으
로 인한 지출이 양호한 편이며, 사업장이 처리시설에
인접하여 위치함에 따라 유리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스팀 및 매립가스 판매 등으로 인한 부가수입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7대 주요도시의 재활용률을 비교한 결과 생활
폐기물의 경우 64.2%(3위)이고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경우 40.1%(1위)로 조사되어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효과가 타 시 ·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2013년 1
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는 2008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어 처리 시스템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진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울산시에서는 폐기물처리가 타 지역에 비해
선진화되어 비용 절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2011년 기준 스팀판매로 약 50억 원의 수
익을 내는 것과 같이 추가적인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을 개발 · 도입하여 처리단가를 낮추려는 노력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용에 대해 구 · 군, 폐기물 수
집운반업체, 사업체 및 일반시민이 공동의 책임과 비
용분담이 필요하다.

반입수수료 인상에 대해 구 · 군 차원에서도 분리수
거 및 재활용에 대한 인프라 구축, 교육 홍보 등 비용
절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며, 종량제 봉투가
격과 쓰레기 발생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량과는 밀
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규격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여
시민들도 철저한 분리수거와 생활쓰레기를 감량화하
는 시민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인상된 반입수수료 수익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재활
용, 분리수거 인프라 구축과 홍보 또는 폐기물 자원
화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하여 울산시의 폐기물 처리
에 선순환적 구조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행 및 홍보
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울산시에서 자체적인 인상은 어
려운 실정이며, 환경부에서 추진 진행 중인 ‘지자체
종량제 인상 가이드’에 근거하여 정량적인 자료를 제
시하여 구 · 군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과제구분 : 현안과제 2012 - 01
연구기간 : 2012. 3. ~ 2012. 4.
발행사항 : 2012. 4, 19면
키 워 드 :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울산광역시 뿌리산업 육성방안

강영훈

않게 단순기능공위주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앙정부
에서 추진하는 뿌리기술에 관한 ACE기술화 방안은
연관업체를 지원하는 적절한 정책대응으로 이해된다.
먼저 어려운 것(difficult)은 자동화(automatic)로, 더
러운 경우(dirty)는 깨끗하게(clean), 또 위험한 것
(dangerous)은 쉽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easy)을 마
련하는 등 뿌리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을 수립 및 추진하는 것은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에 절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집적화된 울산지역내 뿌리산업관련 기
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뿌리산업
ACE(Automatic, Clean, Easy)지원센터의 설립 및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뿌리산업협동화단지
조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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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은 이름부터 생소해보이지만, 실상 우리나
라 및 울산지역 자동차, 조선 · 해양, 석유화학, 비철
및 원전플랜트산업의 근간을 살펴보면 주조, 금형,
소성, 열처리, 표면처리 및 용접접합의 결정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최종재화인 각 산업의 근간이
뿌리산업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울산지역의
주요 산업은 거의 전부 6대 뿌리산업에 밀접하게 연
계되어 있는 것이다.
울산지역 뿌리산업 연관업종의 규모로 살펴보면, 절
대 다수의 산업이 뿌리산업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
고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자동차산업은 전국 113조
원의 생산액 중 울산지역 비중이 25%로 전국 1위이
며, 조선 · 해양플랜트산업은 전국 74조원 중에서 25
조원으로 전국 비중 1위이며, 석유화학산업도 전국
246조원 중에서 30%로 비중이 1위이며, 생산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비철금속과 원전플랜트산업도 높
은 뿌리산업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업종에서는 주조, 용접분야에서, 조선 · 해양
플랜트산업은 특수용접, 석유화학플랜트산업에서는
화학플랜트 특수용접, 비철산업에서는 주조, 그리고
원전플랜트산업에서는 특수용접분야에서 뿌리산업
과의 높은 연계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업종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종으로 결국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경쟁력은 뿌리산업의 달려있다
고 할 수 있으며, 울산에서 생산되는 최종재는 뿌리
산업의 기반없이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 소재하는 부품소재
산업적 특성으로 자동차산업에서는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등과 같은 뿌리기술이 필요하며, 조선, 비철
금속, 원전기자재, 석유화학플래트산업에서는 주조,
용접 등과 같은 뿌리기술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적 관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됨에
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뿌리기술은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직업
이라는 생각이 팽배하여 관련산업체는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뿌리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과제구분 : 현안과제 2012 - 02
연구기간 : 2012. 3. ~ 2012. 8.
발행사항 : 2012. 8, 204면
키 워 드 : 뿌리산업, 뿌리산업ACE센터, 뿌리산업
협동화단지

울산의 사회지표 조사항목 검토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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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업은 전반적인 울산의 시민생활과 관련하여 처
해 있는 현재 모습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바
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변화하는 경제 · 사회
적 제 변화 현상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에 의해
작성되었다.
1998년 「울산광역시 시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가 제
1회부터 실시되었고, 각 부문별 3년 주기로 매년 실
시, 현재 2011년 제 14회 조사가 완료되어 책자로 발
간되었으며 그 법적 근거는 통계법 제18조(통계 작성
의 승인)에 의하여 승인통계(승인번호 : 20704호)된
데 따른다.
사회지표 조사의 목적이 조사에 의한 통계처리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에 정책으로 이어지도
록 하기 위한 목적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한
사항들이 설문에 들어 있어 통계처리 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적절한 항목의 배치를 바로 잡고 울산의
사회지표 실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용상 표
현을 수정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본 과업의 주된 목적
이다.
한편 조사 설계와 항목에서 빠진 부분이나 내용을 보
완 · 수정하도록 하고 실제 통계처리를 하였을 때 의
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조사내용을 재구성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내용상으로는 2010년, 2011년, 2012년의 3개년도 약
120문항(세부문항 포함 약 180문항)의 설문문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수정할 내용과 삭제할 내용 및
추가할 내용에 대한 설문문항을 제시하였다.
의미 있는 통계 작성을 위한 설문 문항 구성과 이미
설정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사회지표 달성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표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세부
적으로 적시하였는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향후
시계열의 통계자료 관리를 위하여 울산에서 정책으
로 연결될 수 있는 문항들을 점검하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취지로 조사 설계와 항목에서 빠진 부분이
나 내용을 보완 · 수정하도록 하고 실제 통계처리를

하였을 때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조사내용을 재
구성하여 3개 년도에 걸친 수정(안)을 담은 설문지를
함께 수록하였다.

과제구분 : 현안과제 2012 - 03
연구기간 : 2012. 3. ~ 2012. 6.
키 워 드 : 사회통계, 울산의 사회지표, 설문문항
검토

울산광역시 행정경영연수원 건립방안

이재호

육관, 부대시설(식당, 자료실, 체력단련장, 매점 등)
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본관에는 연수원의 건
물들이 대체로 지하 1층, 지상 3∼5층의 건물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나 교육과 창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
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
다. 교육컨설팅, 역량개발지원, e-러닝센터를 기본
으로 하는 3개과 운영이 초기단계에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시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추가 구성이 필요하며 연구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체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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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의 장.
즉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업무능력이 시대적으로
뒤처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
한데 이 때 연수원이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공무원 교육이 필요한 인원이 최근 4년간 74.5% 증
가하였고 관외 교육기관(80여 개)에 위탁 교육으로
인하여 울산광역시정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신규임용 공무원을 위한 기본교육의 경우 울산지역
과 행정적 체제나 지역 특성이 상이한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울산광역시 행정 · 경영연수원이 설립되기 전까지 관
내 교육기회 확대, 교육시스템 체계화(관내 대학(교)
교육과정 개선 및 확대 : 30개 과정, 1,500명 정도)
하고 실무과정 등 자체 특성 교육을 프로그램화 적용
및 확대를 해 나가면서 워크샵 · 아카데미 공무원 참
여 등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T/F 를 구성,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전문성, 창
조성, 상호 교류의 장에 강조점을 두고 비전 및 목표
설정하여 교육방향과 교육실천 전략을 수립, 구체적
인 공무원 교육과 연구기능 형태를 갖춘 인재양성원
건립 추진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울산광역시 공무원 교육 수요에 따른 직무지식, 구상
지식, 기본소양은 당연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울산
광역시 특화 프로그램과 정책개발에 대한 전문프로
그램 육성으로 울산의 향후 미래를 책임지는 형태로
지역특유 지식개발 형태로 울산발전연구원이 그 기
능을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구교
수형태의 조직을 벤치마킹하여 도시의 기능과 역할
을 매개로 하여 기업과 시민이 바라는 수요에 부합하
는 직무정책 프로그램 추진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연수원은 기본적으로 본관, 주차장, 숙소, 운동장, 체

과제구분 : 현안과제 2012 - 04
연구기간 : 2012. 4. ~ 2012. 6.
키 워 드 : 공무원 연수원, 공직자 교육훈련, 공무원
교육수요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경제개발비
산정방법 설명변수 개발
이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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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통교부세 제도의 측정지수 중 경제개발비 측
정지수가 사업체종사자수로 산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산업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별 가
중치 조절의 필요성과 연관통계를 발굴, 정립하여 울
산시에 유리한 추가 설명변수를 개발하여 정책수행
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여러 기관과 지자체연구원에서 연구되고
있으나 제조업 종사자수를 설명변수로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바, 본 보
고서에서는 울산시 보통교부세 현황을 파악하고, 울
산시 보통교부세 측정지수 중 경제개발비를 설명하
는 대체 변수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지역
경제비 함수식에 사용되는 사업체종사자수의 문제점
을 진단하고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울산광역시
에게 제조업 종사자 비중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지역균형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근거와 세출예산 항목을 제시한다.
제조업 종사자수의 비중이 전국 최고인 울산광역시
의 산업특성이 지역경제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비 함수의 종속변수 인 세출예산과 산업별
종사자수의 상관관계가 평균 0.56이고 제조업의 경
우 평균보다 0.05가 적은 0.51을 나타냈다. 또한 울
산광역시를 비롯한 모든 도 · 광역시의 산업별 종사
자수 중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비 함수의 종속변수가 이를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분석의 신뢰성을 위하
여 전국 시도별 세출예산과 산업별 종사자수의 상관
계수를 구해본 결과, 제조업 종사자수의 상관계수가
0.30으로 평균 0.37보다 낮으며 더욱이 지역경제비
의 세출예산과 산업별 종사자수의 상관계수가 지나
치게 낮게 나다났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비 함수식
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제조업 종사자수의 상관성이
낮아 울산광역시와 같이 제조업 종사자수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별 종사자수와 지역경제비 수요
액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제조업 종사자수의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비 수요액 증가분이 가장 낮게 증가하
는 것으로부터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지역이 불
이익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지역개발비 산정
함수식 추정에 사용되는 종속변수와의 상관성이 약
하여 비용함수 추정에서조차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
나지 않았고,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
조업 종사자 1인당 행정비용에 규모의 경제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제조업 종사자수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 지역균형수요를 통해서나 또는 조정
계수를 통하여 제조업비중이 높은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식품의
약안전 및 재난방재와 관련된 지역균형수요를 제조
업종자의 비중에 따라 산정공식을 새롭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는 울산광역시가 제
조업 종사자수의 비중이 가장 높고, 산업도시로서 재
난 및 사고의 발생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이 된다는
상식에 일치하는 행정비용과 제조업종사자 비중의
상관계수가 나타났고, 의약 및 재난관련 세출예산이
타 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과제구분 : 현안과제 2012 - 05
연구기간 : 2012. 3. ~ 2012. 4.
키 워 드 :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산정,
경제개발비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후보지 입지 분석에 대한 연구

변일용, 권태목, 김승길

과제구분 : 현안과제 2012 - 06
연구기간 : 2012. 7.
키 워 드 : 미술관 입지, 입지분석, 입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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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리 중심점 거리’는 울산광역시 각 행정동의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중심점이 되는 지점과 입지후
보지와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앞의 인구 중심점은
총 거리를 가장 짧게 나타내는 지점이며, 후자의 지
리 중심점은 최장 거리를 가장 짧게 해주는 지점이다.
네 번째는 ‘연계성’이다. 이는 문화시설인 미술관과
연계하여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문화재수’와
‘(공공 · 민간)문화시설수’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개발여건’이다. 여기에는
‘부지확보성’, ‘부지매입비’, ‘부지조성비’, ‘기반시설
조성비’로서 경제적 여건을 검토한 것이다. 이를 통
하여 미술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를 추정할 수 있기에
입지를 선정하는데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입지기준을 바탕으로 총 7곳의 입지후보
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이 자료는
울산시립미술관 입지선정자문위원회에서 부지설명
자료로 활용되어 입지선정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부지
를 선정하는데 활용되었다.
향후 이러한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될 때에는
입지기준 등의 자료구축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입지
선정위원들과의 논의를 통한 입지기준을 정하는 등
좀 더 현장감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현안과제

울산시민의 염원이었던 울산시립미술관을 건립하게
된 것에 모든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어떤
미술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역의 논의도 뜨거웠
지만, 무엇보다도 어디에 입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에 울산광역시에서는 가장 타당한 입지를 선택하
기 위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에 둔 미술관 입지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우리 도시
계획팀이 현안과제로 맡게 되었다.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입지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모
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입지기준을 먼저 선정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해서 과거 입지선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또한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크게
5부류로 분석 분야를 나누고 세부적으로 총 18개의
분석기준을 선정하였다.
입지기준은 ‘법률적 개발가능성’, ‘(물리적) 개발가능
성’, ‘접근성’, ‘연계성’, ‘개발여건’으로 크게 분류하
였다.
첫 번째로 ‘법률적 개발가능성’은 토지이용계획상 용
도지역지구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해 미술관의 입지
및 건축이 가능한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미한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및 건폐률 등의 물리적
규모와는 별로도 순수하게 건축가능여부만 판단하
였다.
두 번째는, ‘(물리적) 개발가능성’이다. 여기에선 ‘부
지의 규모’, ‘경사도’, ‘용도지역’, ‘공원지정여부’, ‘건
폐율 기준’, ‘용적률 기준’, ‘추가부지 확장성’의 7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부지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각
기준별로 나타난 부지별 특성을 점수화하기 보다는
단순히 그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심의위원들이 충분
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접근성’이다. 여기에선 ‘인구 중심점 거리’,
‘지리 중심점 거리’, ‘대중교통 노선수’의 3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누었다. 우선 ‘인구 중심점 거리’는 울산
광역시 내 각 행정동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가장 중심
이 되는 지점에서 부지와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분석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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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동 법
에 근거하여 1999년 이후 매 5년 단위로 국가 ‘여성
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져왔다. 울산
광역시는 2005년 「울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제정하며, 국가차원의 여성정책과 더불어 지역의 특
성과 전략에 맞는 정책과 사업의 지속적이고 발전적
을 추진을 수행해 왔다.
동 연구는 2013년 제4차시기에 돌입하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즈음하여,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의
질적 제고와 성과관리를 통한 정책파급 확산을 위하
여 여성가족정책의 분석과 평가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동 연구는 특히 지역 특성
에 맞는 발전적인 여성가족정책의 추진과 정책추진
의 효율성 증진, 공정성의 배가, 성과관리를 통한 정
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분석평가 세부 방안을 구
체적인 여성정책 실행 사례인 ‘여성주간’ 사업을 기초
로 하여 정책분석과 평가 및 성과관리와 관련되어 이
론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현실 정책 운영에 응용할 수
있는 세부 분석평가 방안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의와 정
신을 바탕으로 1996년 제1회 개최 이후 17년의 역사
성을 가지고 매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여성주간’의
의미과 역할을 검토하고, 특히 ‘여성주간’ 사업이 지
역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자, 양성평등과
가족친화를 촉진하는 지역 여성가족정책의 보고(寶
庫)가 될 수 있는 세부 성과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추진의 유형과 시기에 따른 여성정책의 일
환으로서의 ‘여성주간’ 사업의 평가 방안과 모든 정책
에 따르는 정책이 실행되기까지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과 흐름에 대한 평가와 연단위 사업이 완료된 이
후, 성과의 축적과 환류를 통한 파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총괄적인 평가를 위한 주요 세부내용과 평가방
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여성주간’을 모형으로 한 울산광역시
여성정책 분석평가 절차 및 모형을 ① 과정평가와 총

괄평가 혼합 및 통합 평가 유형의 준용 ② 계속평가
를 통한 사업집행분석과 추진완료 후 성과분석 ③ 사
업계획, 집행 및 성과평가 과정의 명확한 지침제시와
모니터링을 통한 추진정책 성과의 확산, 성과의 파급
의 통시적 축적 가능성 제고 ④ 평가의 공정성과 완
결성, 원활한 평가 추진을 위한 선행 및 부대요건 제
시 ⑤ 평가기준 별 평가항목의 주요 추진 사업 유형
별 평가가능 항목에 따른 전체 4개의 평가 유형, 총
11개 구분에 따른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 근거 활용
⑥ 연차별 지속 추진 책임성과 추진 사업 성과 축적
으로 통시적 발전 가능성 도출을 위한 종합평가 결과
등급별 처지 방안 활용을 결론적으로 도출하고, 이러
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과 근
거, 등급별 종합평가와 처치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여성정책 분석평가의 모형과 세부 기준제시는 울산
광역시 여성가족정책의 성과관리를 통한 연속적이며
발전적인 추진과 근거에 기반한 평가와 장기발전 전
망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잣대로 활용될 수 있다.

과제구분 : 현안과제 2012 - 07
연구기간 : 2012. 8. ~ 2012. 10.
키 워 드 : 여성정책, 성과분석평가, 여성주간

문수구장 관람석(3층)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변 일 용, 권 태 목

현안과제

이러한 시설의 리모델링은 전국 최초로 행해지는 시
도이며 새로운 울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111

ULSAN DEVELOPMENT INSTITUTE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문수구장의 시설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휴시설처럼 방치되고 있는 문
수구장의 3층 관중석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유스호스텔로 활용하게 될 경
우 경관문제, 구조상 문제,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
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문수구장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시설의 복합화가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선수들의
체류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한 문수구장의
활용도 제고방안으로 첫째, 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활
용기능의 다양화 추구, 둘째, 체육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체류형 체육시설로의 변모를 도모, 셋
째, 지원시설의 개방형 이용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문수구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객실의 크기는 3층의 기둥 사이의 반을 기준으로 하
였고, 3인실을 베이스로 하였다. 면적은 1객실당
29.4㎡로 모듈화된 객실을 가변화 하여 3인실, 6인
실, 가족실 등 총 60개의 객실과 회의실 6개를 제시
하였다.
구조안정성 검토에서는 기존 구조설계 적재하중인
400㎏/㎡ 이하로 증축되어야 하며, 400㎏/㎡을 초과
할 경우 별도의 독립구조가 지지하는 구조형식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예상 공사비로는 단위면적당 380만원으로 한
결과 전체 125.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연간 매출액은 12.8억원에 연간 5.8억원의 수익
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는 765억원, 소득유발효
과는 79억원이 발생하며, 고용효과로는 연평균 68명
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시설로 탈바꿈함으로써
문수축구경기장은 프로축구 유치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제구분 : 현안과제 2012 - 08
연구기간 : 2012. 7. ~ 2012. 8.
키 워 드 : 문수축구경기장,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교육수요 및 필요역량 파악을 위한 설문결과 분석

이재호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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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의거 2013∼2017년
까지 추진할 중장기 교육훈련 기본계획수립의 실효
성 제고를 위해 정확한 교육수요 및 역량 파악을 위
한 기초자료로 본 과업이 수행되었다.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복잡 · 다양한 의견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여 전문성에 부합한 교육 수요 파악이 필요하
다.
내용적으로는 교육수요에 대한 이수목적, 만족도, 활
용정도, 적절한 교육훈련 기간, 선호형태 및 방법, 교
육훈련의 장애요인, 중점 추진 분야 파악 등이 포함
되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인재상, 핵심 역량, 직급별 필요
역량 및 수준을 파악하고 확대해야 할 교육훈련 프로
그램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할 것이 기대된다.
시 본청 및 구 · 군에 따른 교육 수요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교차표로 제시, 기대 수준도 동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중구 159명, 남구187명, 동구 140명, 북구 156명, 울
주군 225명, 시 본청 345명 등 총 1,212명에 대하여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전체 설문 응답자 1,212명 가
운데 유효 응답은 1,013명이며 이를 기준으로 일반직
직급 가운데 4급 상당은 전체의 2.5%, 5급 상당은
13.2%, 6~7급 상당은 56.7%, 8~9급 상당은 30.2%
로 나타났다.
기능직의 경우 전체 유효 설문 응답자 1,013명에 대
하여 6급 이상은 6.5%, 7~8급은 88.4%, 9~10급의
경우는 11.6%의 분포를 보이며 유효응답 1,192명 가
운데 행정직렬은 629명(52.8%), 기술직렬은 394명
(33.0%), 기타직렬은 169명(14.2%)이다. 행정직렬의
경우 행정 526명(83.6%), 세무 43명(6.8%), 사회복
지 42명(6.7%), 전산 14명(2.2%), 사서 4명(0.6%) 등
으로 분포되어 있다. 기술직렬의 경우 공업 36명
(9.1%), 농업 · 녹지 · 수의 · 해양수산 57명(14.5%),

보건 · 식품위생 · 의료기술 · 의무 · 약무 · 간호 82
명(20.8%), 환경 33명(8.4%), 시설 173명(43.9%), 통
신 13명(3.3%)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연구직 · 지도직 29명, 기타 134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조사 대상 공무원의 근
무연수는 평균 15.16년이며 1년 미만에서 39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평균 연령은 41.34세 이며
유효응답 기준 남자 736명(60.8%), 여자 474명
(39.2%)으로 나타났다.
문항은 ① 응답자 특성 7문항, ②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정도 및 만족도 12문항, ③ 울산광역시 공
무원 역량에 대한 인식 5문항, ④ 공무원에게 요구되
는 자질 세부 24문항과 직위에서 필요한 자질 중요도
24문항, 공무원의 핵심 역량에 따른 직급에서 필요
한 자질 17문항, 그에 대한 직위에서의 중요도 17문
항, 각 직급별 필요한 역량요소에 대하여 27문항, 그
에 대한 현재 수준 27문항, ⑤ 울산광역시 공무원 인
재양성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 12문항 등으로 구성
되어 4개 카테코리 총 세부 17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명목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본청 및 구 ·
군별 교차에 의한 빈도 분석을 행하고, 5점 척도로 구
성되어 있는 경우 본청 및 구 · 군별 교차와 함께 직
급별로 평균값을 취하도록 하여 분석하였다.

과제구분 : 현안과제 2012 - 10
연구기간 : 2012. 9. ~ 2012. 10.
키 워 드 : 역량강화, 교육수요, 공무원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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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계기로 본 지역산업용지 정책의 변천과정과 향후 과제

■■

울산의 프로야구 경기 유치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

울산발전연구원이 선정한 2012년 10대 핵심 연구과제

■■

'문화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문화지구를 도입하자!

■■

울산 가계부채 11조 시대, 위기관리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

'도시에 녹색 생명을 심자' -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지역의 과제 -

■■

울산,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방안

■■

울산, 교육 · 문화기능 조화로 시너지효과 창출하자- 교육 · 문화 융합 '컨트롤 타워' 구상안 -

■■

청약 '광역화'시대, 울산 주택정책 수요자 중심 변화 필요하다

■■

울산의 첫인상, '관문'에서 결정된다 - 관문지역 경관개선 방향 -

■■

기후변화시대, 도시의 대응전략을 진단한다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7대 대도시의 기후변화 취약특성과 대응정책 비교 -

한-EU FTA 1년, 울산의 대외교역 - 울산지역 수출, 수입 및 무역수지의 변화 -

■■

울산의 '랜드마크' 태화루, 주변 경관개선 필요하다

■■

125
126

- 태화루 건립에 따른 주변경관개선 방안 -

'울산형 숙박시설 인증제' 도입으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자!

■■

울산,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으로 산업수도 경쟁력에 '안전' 날개 달자!

■■

협력과 공생의 기업모델, '협동조합'에 지역경제의 미래가 있다

■■

유럽 재정위기 전개와 울산의 대응 방향

■■

'국제도시 울산' 을 위한 도시브랜드 강화 전략

■■

127
128
129
130
131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계기로 본
지역산업용지 정책의 변천과정과 향후 과제
권창기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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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3일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과
함께, 오늘날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가져다 준 여
러 가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업화 50년의 과정에서 지역 내 산업 용지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한편 각종 관련기반시설의 조성
등 일련의 정책 실행과정에 대한 고찰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62년 국가공업지구 지정 이후, 울
산의 산업용지(토지이용체계상 ‘공업용지’로 지칭)의
공급정책의 변천과정을 시기별 및 주체별로 살펴보
고, 공급과 관련된 갖가지 제도 변화 및 요인(방식,
주체, 업종 등)에 대한 해석과 함께,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식첨단산업의 육성이라는 향후 과제에
대한 기본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에 있다.
울산 공업화 50년 기간 동안 공업용지 변화의 시기
별, 공간적 변화 및 국내도시간 비교를 살펴본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업화 초기의 경우, 중앙정부 산업화 전략에 따른
공업용지의 지정 및 공급이 추진된 반면, 민선 지방
정부 출범(1997년)과 함께 지역 산업용지의 공급은
지방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산업용지 공급정책)에 의
해 주도되었으며, 그 결과 대대적인 산업용지의 확충
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사회경제적 메가트랜드(저출산, 고령화, 저성
장)의 도래와 지역산업의 환경 변화(지역주력산업의
완숙단계 진입,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출현)에 따라 향
후 지역 산업용지 공급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 산업용지 공급 및 입지에 대한 정책을 결
정함에 있어 가용 토지, 용수, 교통망 등 기존의 물리
적 기반 요소 뿐 만 아니라 인적 자원 및 관련 지식기
반 서비스의 연구 개발, 정주, 교육, 환경 생태 등 비
물리적 요소에 대한 고려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형 지식기반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해선 주요 입지 결정요인(연계성, 접근성, 정주 환

경, 쾌적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매우 중요하며, 유
치업종의 성격뿐만 아니라 고용 인력에 대한 특성과
수요를 감안한 선계획적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도심부의 산업용 가용 용지 부족 및 지가
상승으로 인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주변부의 산업체
의 유입과 개별 입지는 향후 도시성장관리에 많은 부
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 마
련이 요구된다. 특히, 주변 지역(김해)의 사례에서도
관찰할 수 있듯이, 무분별한 공장의 개별 입지는 향
후 집적화를 통한 산업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어렵게
함으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정책집행이 우선되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산업용지 개발을 위해
도시교통체계와 산업 수송 물류망의 혼재로 인한 외
부효과(혼잡비용, 교통안전, 도시 쾌적성)를 극복하
는 한편 경부고속도로, 해운대-울산-포항도로 등
광역 물류 도로 수송망에 접속할 수 있는 지역 내 전
용 산업물류도로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38호
발행사항 : 2012. 1. 6, 17면
키 워 드 : 산업용지정책, 공공부문 주도, 공업용지
관리

울산의 프로야구 경기 유치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김상우

경관, 산책로 등을 활용해 관광자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로, 울산에서의 프로야구 경기를 중계하도록
해야 한다. 야구장에 울산의 상징물 등을 건립하고,
내 · 외야 펜스 등에 울산관련 홍보물 등을 부착하여
매스컴을 통해 울산시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공업도시로 굳어진 지역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롯데프로야구단 경기를 통해 프로야구
단 운영의 득과 실을 파악한 후, 가능한 경우 프로야
구단 창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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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11년 10월9일 (주)롯데자이언츠와 ‘울산
야구장 프로경기 유치를 위한 협약’을 맺어 2014년부
터 신축될 울산야구장을 롯데자이언츠 구단의 제2구
장으로 지정해 프로야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했다.
프로야구는 한국의 4대 프로스포츠 중 가장 인기 있
는 프로게임이며, 롯데자이언츠는 프로야구단 중 가
장 인기 있는 구단이다. 롯데 프로야구단은 2010년
총 관중 1,175,666명으로 경기당 평균 17,813명이 관
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전체 관중의
19.7%의 비율이고 이러한 관중동원력 때문에 전체
프로야구 구단 중 롯데자이언츠의 경제적 파급효과
가 가장 높아 액수로는 2,313억으로 나타났으며 부
산지역에 약 21만 명의 고용 파급효과를 불러온 것으
로 조사 된 바 있다.
프로야구 구단 중 가장 인기 있는 롯데자이언츠의 게
임을 울산에 유치한 것은 울산지역에 큰 경제 · 사회
· 문화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 프로야구경기 9경기를 할 경우 관람객 지출액
에 의한 총 생산파급효과는 약 53억여 원, 총 부가가
치파급효과는 20여억 원이 될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응원문화를 통해 지역민들의 동질감 · 소속감 형성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가족여가 복합공간화에 따른
건전한 여가활동이 제고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스
미디어를 통한 지역 이미지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
이다.
롯데의 프로야구경기 시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관중 극대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시간을 조정하고, 각종 이벤트를 활용
하여 관중들이 야구장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야구장에 전시관, 지역특산물매장, 각종
체험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복합여가공간화할 필
요성이 있다. 이를 활용하여 비시즌 중에도 시민이
야구장을 찾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야구장 활용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문수경기장 주변의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39호
발행사항 : 2012. 1.18, 18면
키 워 드 : 울산야구장, 프로야구경기유치, 롯데
자이언츠

울산발전연구원이 선정한
2012년 10대 핵심연구과제
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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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발전연구원이 선정한 2012년 10대 핵심연구과
제는 저성장, 저출산 · 고령화, 다문화사회 도래 등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관광도시 울산 추진, 혁신도시 건
설 가시화 등의 울산시의 주요 현안을 고려하여, 울
산발전연구원이 추진해야 할 핵심연구과제로 선정
했다.
따라서 울산발전연구원은 10대 핵심연구과제 그 자
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0대 핵심연구과제는 크게 주요 현안 사업의 발굴 및
지속적 추진을 통한 명품 울산도시 추구, 일자리 창
출 등 삶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및 안전도시 구축의 3개 분야의 주요 이슈
를 중심으로, 각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1차 총 30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비슷한 내용을 정리하여, 3개
분야 10대 핵심연구과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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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key word)

10대 핵심 연구과제 내용

주요현안
사업,
명품울산
도시추구

1. 산업수도에 걸맞는 ⌜국립산업
기술박물관⌟ 울산 유치 방안
2.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이전공공
기관 안착 지원 서둘러야
3. 외부인이 꼭 가봐야 하는 울산
특화 관광 상품 개발
4. 기존 도심 재생과 Global Village
조성의 Two Track 주거지 개발
방안

삶의질,
사회
안전망
구축

5. 이차전지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확대
6. 외국인 2만명 시대, 다문화가정
정책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7. 울산의 재정능력, 급증하는
복지수요 대응 가능 한가 ?

기후변화 대
응, 안전도
시구축

8.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
도시 바람길 조성 추진
9. 글로벌 생태도시 울산을 위한
‘태화강 하류’ 람사르 습지 지정
10. 안전도시 울산을 위한 ⌜통합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40호
발행사항 : 2012. 2.27, 24면
키 워 드 :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구축,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전도시 구축

‘문화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문화지구를 도입하자!
권태목

이슈리포트

117

Annual
Report
2012
Ulsan
Development
Institute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41호
발행사항 : 2012. 3.16, 12면
키 워 드 : 문화지구, 문화의 거리, 문화도시

ULSAN DEVELOPMENT INSTITUTE

한때 문화거리로 대표되던 서울 대학로가 유흥시설
난립 등으로 진통을 겪자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문
화지구’를 도입, 새롭게 환경정비에 나서면서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울산도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중 · 남구 등 4곳에 ‘문
화의 거리’를 지정, 관련 인프라 조성에 나서고 있지
만 유해시설 입지 제한 등 지원과 규제에 한계를 보
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이 더욱 특화된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문화지구 도입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 등 제
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문화지구는 길 중심의 획일화된 동선을 특징으로 한
‘문화의 거리’ 조성방법과 달리 일정 면적으로 하나로
묶어 관련 시설의 입체적 배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문화지구는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른 문화시
설의 임대료 및 수선비 등의 지원과 유흥시설의 입지
규제가 가능해 문화와 관련 없는 유해시설의 난립을
막고 지역 현실에 맞는 문화 인프라 조성이 용이하다.
울산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규정된 문화지구
를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반영하고 이후
각 구별로 필요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계획조례」에 문화지구를 반영, 문화 환경
에 이질적인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물리적 특성을 유
지하는 규제책으로 탄력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
는 보완책 마련도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바탕에 둔 지구지정은 인사동
의 미술 · 골동품문화, 대학로의 공연문화, 파주 헤이
리의 예술인촌 등과 같이 특성화된 지역문화를 조성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가계부채 11조 시대,
위기관리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이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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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1조원을 넘어
섰다.
특히 울산은 제2금융권을 통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변동금리와 주택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변동, 부동산 시장 변화 등 외부 요인이 작용할 경우
서민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900조원을 돌파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울산도 지속적으로 늘
어나는 가계부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 발
앞선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2010년 기준 지역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
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여타 광역시에 비하여 상당
히 낮은 수준이나 최근 지역 가계부채가 비은행권에
편중돼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내용면에서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나타내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주의가 요구된다.
가계부채 효과적 관리 위한 지역 맞춤형 대응책 필요
하다. 울산은 가계부채에 대한 지역 통계자료가 없어
즉각적 대응이 어려워 향후 가계부채 점검 및 부실지
수 산정을 위한 자료 구축 나서야 한다.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공공부문의
자금지원 확대와 사회적 기업육성, 청년창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
성 확보를 토대로 가계대출 안정화 선행돼야 한다.
지자체 관련부서, 한국은행 울산본부,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가계부채 점검회의’등을 구성하여 상
시적인 가계부채 점검과 지역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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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녹색 생명을 심자’
-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지역의 과제 -

변일용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상자를 이용한 텃밭을 장려
하여 옥상이나 베란다 등에서 경작이 가능하도록
유도함
-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
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농업자에 대한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있다. 최신의 도시농업기
술을 알려주거나, 청소년들의 농업체험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만들거나 그러한 것
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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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이 현대사회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
운 녹색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투리땅이나 옥상, 베란다 심지어 작은 상자에 이르
기까지 일상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는 개
인의 먹거리를 자급자족하고 나아가 도시 공간 전반
에 텃밭 정원을 조성해 녹색 도시로 성장을 부추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도시농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 오는 5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
고 서울시가 한강공원 일원에 대규모 시민텃밭을 조
성하는 것을 비롯, 경기도 등 각 지역 자치단체가 도
시농업 육성을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도 녹색도시 성장을 위한 도시농업의
현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지원 조례 마련 등 육성 과
제를 제안한다.
서울은 2007년에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
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이
고, 경기도 광명시, 수원시, 안양시 등은 각각 도시농
업 육성 및 지원 관련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해 울산은 민간중심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교실을 운영 중에 있
고, 울산시, 남구청 등 공공기관과 현대중공업 등 대
형사업장은 직원들을 위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
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분양해주는 것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약사동주민자치위원회, 농협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남구와 중구가 텃밭상자 등을 판매하거나 이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텃밭을 분양 받
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 등을 제공
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농업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지자체 조례를 제정, 도시농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하고, 「도시농업법」 제7조에 의해 도시농업 실
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도시 내 유휴공한지를 찾아내어 도시농업지로 제
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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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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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은 크게 경제가 충분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지 못
해 초래되는 노동수요부족 외에도 마찰적 미스매치
(frictional mismatch)와 구조적 미스매치(structural
mismatch)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마찰적 미스매치는 노동시장의 지리적, 공간적 차이
등으로 인한 구인구직자간 정보 불균형에 따라 발생
하는 일시적 실업상태를 말한다. 구조적 미스매치는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학력, 숙련도 등에 대한 수요
와 공급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실업상태가 이에 해당
된다.
울산은 지난 1년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고용률과
달리 올해 초 3.3%를 기록한 실업률이 다시 증가세
로 돌아서 지역 고용시장에서 인력수급 불일치에 대
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은 임금대별 · 직업별 분류에서 마찰적 미스매치
가 상대적으로 높아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두드러
진다. 더욱이 노동수요부족이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미스매치는 심화되었다.
노동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은 무엇보다 적극적 일자
리 창출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매칭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인력수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구인-구직의 매칭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 취
업지원센터의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직업능력개
발을 연계한 고용지원서비스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및 근
로복지 확대로 고용친화성 제고함으로써 미스매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역의 고용과 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를 비
롯한 노동시장 현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그
해결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사회적 비
용의 최소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고용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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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육 · 문화기능 조화로
시너지효과 창출하자
- 교육 · 문화 융합 ‘컨트롤 타워’ 구상안 이재호

인력의 안정성 면에서 성과와 책임을 담보하는 형태
로, 교육과 문화의 조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
해 비용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그러나 도서관, 평생교육진흥, 문화산업 진흥과
관련하여서는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과 대표도서관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평생교육진
흥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산업진흥의 경우에
는 문화관광부가 주관부처로 되어 있어 정부 부처 간
하이브리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재단을 허용 또는
권장하도록 조정되는 것이 선행조건이라 할 것이므
로 울산광역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현실적 외적 장벽도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도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
다는 전제가 필요하므로 교육과 문화 기능의 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서의 컨트롤 타워에 대한 구
체적인 시기는 울산시립도서관이 직영으로 운영되고
정착단계에 들어선 후 다른 기능과 함께 융합할 정도
의 자생력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는 시점 이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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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지식, 예술, 문화, 교육 등 인문학의 조화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울산은
산업수도의 긍정적 이미지에 교육과 문화 기능의 융
합을 더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따라서 향후 울산시립도서관 건립 이후 중장
기적인 관점에서 평생교육과 인재개발, 문화콘텐츠
진흥 등의 기능을 한 곳에 모아 추진할 수 있는 ‘컨트
롤 타워’ 형태의 운영전략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울산은 시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측
면에서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교육과
문화의 복합된 형태가 필요하다. 이는 타 시 · 도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 인
재개발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의 업무 기능을 동시
에 추진할 수 있는 복합된 조직 체계를 갖춤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타 시 · 도와 달리 시립도서관, 공무원인재개
발원, 문화콘텐츠 진흥원 등이 없고 교육 및 문화기
능의 별도 조직은 규모의 경제상 한계가 있어 지역
내 지식, 교육, 문화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을 하는 통합 조직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형태는 시립도서관, 평생
교육진흥, 인재개발, 문화콘텐츠 진흥의 일을 조화롭
게 추진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의 융합을 이루는 프
로그램 안을 구상하고 기획 기능이 가능한 형태라야
하며 이를 갖추고 나서 운영방안 등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청과 울산광역시 등 어느 일방이 재원만
부담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곤란하며 프로그램이나
운영의 형태를 미리 점검한 후 효율성을 따져 직영이
든, 또는 재단 혹은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순서가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과 문화 부문은 전문성과 자율성의 조화, 안정적
인 운영을 통한 노하우 축적, 공공성 확보와 더불어
울산광역시의 교육 · 문화정책과 일관성 확보, 전문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45호
발행사항 : 2012. 5.29, 20면
키 워 드 : 울산 교육문화, 컨트롤타워, 교육문화
융합

청약 ‘광역화’ 시대, 울산 주택정책
수요자 중심 변화 필요하다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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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부터 지방 주택청약지역이 ‘도’단위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울산도 인근 부산과 경남지역 분양주택에
주택청약이 가능해지고 이와 반대로 부산과 경남지
역 주민 역시 울산시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통근 · 통학이 가능한 동일생활권 내에서
인구 이동이 활발해 지고 동남권(울산 · 부산 · 경남)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울산도 청약 ‘광역화’ 시대 따른 주택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분양실적은 주택의 입지와 주변지역 교통 · 교육여
건, 가격, 면적, 단지규모, 주변시세, 건설사 등 종합
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청약권 확대 제도가 주택시장
전체에 미치는 당장의 직접적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도입 후 울산, 부산지역은 해당지역 외 주
민의 청약접수 비율이 각각 4.8%, 2.0%인데 반해,
경남은 해당지역 외 주민 청약접수 비율이 35.2%로
분석되는 등 일부 분양주택에서 청약경쟁률이 높아
진 것으로 분석된다.
창원과 양산 등 제도도입 후 경남지역에서 분양된 주
택은 울산, 부산과 연계교통이 양호해 접근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한 것이 청약접수 비율
을 높인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타 지역 주민의 청약비율이 높은 주택은 신도시
· 신시가지 형태로 개발되어 교통, 교육 등 주거 환
경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85㎡형 미만의 중소규모
주택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울산은 이번 청약권 확대를 계기로 통근통학이 유리
한 경남 양산과 부산 기장군 · 해운대구 · 금정구 지
역 인구를 유입할 기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들 지
역의 주거환경이 더 좋아지면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
도 있다.
따라서 경남 양산시와 부산 해운대구 · 기장군 지역
으로 인구유출을 막고 통근통학권 인구유입을 위해

서는 경쟁력을 갖춘 주택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
히 주거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있고 비교적 분양가
격이 저렴한 경남 양산지역 분양주택에 대응하여 교
육시설, 여가문화시설 등 대도시 서비스를 갖춘 중소
형 주택 중심의 주택단지 개발이 필요하다.
또 자연환경, 교육시설, 문화관광시설 등이 양호한
부산 해운대구 및 기장군 지역 주택에 대응하여는 가
격이 비교적 저렴하면서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입지
에 주택단지 개발이 필요하다.
울산은 향후 부산과 양산지역과 경계를 마주한 언양
등 울주군 지역에 교통 및 여가 ·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주거단지의 전략적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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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첫인상, ‘관문’에서 결정된다
- 관문지역 경관개선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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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은 도시 첫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 뉴욕에 와 있음을 실감하고
‘오페라하우스’를 통해 호주 시드니의 낭만적 풍광이
상상되듯 관문에서 바라본 경관만으로 그 도시의 정
체성이 표출된다.
울산이 산업수도, 생태도시의 지역 브랜드와 이미지
를 체계화 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선 관문지역 경관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곧 울산의 정체성을 브랜드화하고 도시 이미지
의 상품가치를 향상시키는 모태이다.
관문은 도시의 성격이나 정체성을 포함하며 지역브
랜딩의 일환이다.
관문은 서로 상이한 두 영역이 만나거나 연결하는 공
간이며 관문경관은 도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첫
인상을 주는 것이며 그 영역은 접근방식, 이동속도
등에 따라 시야각의 차이로 규모나 크기가 달라진다.
또한 관문의 이미지는 그 도시를 이해하는 첫 단추이
고 바르게 인식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는 공간이기 때
문에 지역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울산의 관문, ‘울산다운 경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울산의 관문경관에 대해 재조명하고 개선방
안을 마련이 요구된다.
울산의 관문은 역, 터미널, 공항, 항만 등과 주요 도
로의 접경지역이 있으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도
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기능이 없거나 효과가 미미
해 관문경관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역, 터미널, 공항 등 점적인 관문경관은 도시 아이덴
티티를 부각해 산업수도와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할 필요가 있다.
도로 등 선적인 관문경관은 속도에 의한 경관 가독성
을 확보하고 생태환경이미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항만은 면적인 관문경관으로 쾌적한 공간 연출로 지
역 정체성을 확보하고 질서와 활기 중심의 관문경관
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시대, 도시의 대응전략을
진단한다
- 7대 대도시의 기후변화 취약특성과 대응정책 비교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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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을 비롯한 국내 주요도시들이 기후변화의 능동
적 대처를 위해 적응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올해 7월까지 울산을 비롯한 국내 대도시
가 수립 완료한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취약성 평가 등
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각 정책별, 도시별 정보교류와 협력체계
가능성을 모색하고 울산시가 마련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점검한다.
기후변화 적응사업은 건강, 재난/재해 등 총 11개 분
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도시는 지역 특성에 따라 정
책 집중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건강과 재난
/ 재해분야, 그리고 물 관리 사업으로 집중되는 경향
이 있다.
국내 5개 도시 360개 단위사업을 분석한 결과, 기후
변화 적응분야들 중 ▲건강분야는 취약계층과 지역
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재난 / 재해 분야는 도시 홍
수나 폭설에 따른 대응대책 사업 ▲물관리 부분에서
는 재이용이나 순환체계 개선사업 ▲산림과 생태분
야는 병해충방제와 생물종 다양성 조성 사업 등에서
도시간 정책 연계 및 정보교환이 이뤄져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정책 인구당 사업비는 울산이 1.48백
만원으로 조사 도시 중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대
구가 0.8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0.51백만원
으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2015년까지 중앙부처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예산이
63조9,281억1,9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울산시는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
해서는 국비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추진
단계별 사업평가를 시행하여 문제점 분석과 신속한
보완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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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FTA 1년, 울산의 대외교역
- 울산지역 수출, 수입 및 무역수지의 변화 -

김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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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체결 전후 1년을 비교한 결과 울산의 수
출은 4% 늘어난 반면, 수입은 25%의 큰 증가율을 나
타냈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55억달러로 FTA 체결 전 59
억달러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안정세를 유
지하고 있고 지역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관련부
품,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이어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의 경우 수출은 급감하고 수입이
늘어나 무역수지가 대폭 줄어드는 등 울산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유럽재정위기 심화 등 대외 악
재가 여전히 상존한 탓에 울산지역 수출도 불확실성
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EU 바이어 요구에 능동
적 대응과 해외마케팅 확대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한 시점이다.
한-EU FTA 체결 1년 전 · 후를 비교한 결과 울산지
역 교역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EU
FTA체결 전후 1년을 비교하면 수출은 4% 소폭 증가
한 반면 수입은 25% 큰 폭으로 늘었지만 무역수지는
여전히 안정적이다.
EU 27개국과의 국가별 비교에서 울산지역으로부터
수출이 증대한 국가가 19개국이고 수입이 증가한 국
가는 16개국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시장인 서유럽국가
로의 수출은 안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신흥경
제국으로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
2012년 3월 이후 유럽재정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수
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신규자동차는 경기상황에 민
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어 향후 불확실성의 증대
에 따라 자동차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어 면밀한 주의가 요청된다.

울산의 ‘랜드마크’ 태화루,
주변 경관개선 필요하다
- 태화루 건립에 따른 주변경관개선 방안 변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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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총 50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태화루 건립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섬에 따라 태화루 주변경관 관
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태화루 주변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와 주상복
합건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있어 태화루 건립 후
주변지역과의 조화여부가 불투명해 경관저해의 우려
를 낳고 있다.
또한 부족한 주차시설 등에 따른 외지 방문객의 접근
성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의 ‘랜드마크’ 태화루, 촉석 · 영남루에 비해 상대
적으로 조화롭지 못한 주변경관 - 태화루의 건립은
울산을 대표하는 하나의 랜드마크로 인식하며 태화
강을 바라보는 조망점이자 조망대상이며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유, 그리고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된다.
태화루와 함께 ‘영남3루’로 불리는 진주 촉석루(문화
재자료 제8호)와 밀양 영남루(보물 제147호)는 지역
의 역사문화재 뿐만 아니라 각각 남강과 밀양강변에
입지하고 있어 우수한 조망대상이자 조망점으로 지
역의 대표적 랜드마크이다.
그러나 현재 태화루 건립 부지는 주변부가 대부분 중
· 고층으로 개발돼 있어 경관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태화루 완공되기 전 개선이 필요한 상황
이다.
결론적으로 태화루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태화루
주변지역의 경관저해요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색채조정 및 외부디자
인 변경 등이 있으며 나아가 “태화루 주변경관관리조
례” 등을 제정해 주변지역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인근 태화시장의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아케
이드 설치와 함께 특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등 타 재
래시장과는 차별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면 태화루
방문객에 따른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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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숙박시설 인증제’ 도입으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자!
유영준

선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울산형’으로 인증된 숙박시설에게는 다양한 인센티
브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서비스와 질
적 수준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굿스테이 인증이 원
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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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숙박시설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울산을 찾는 관광객 수는 2011년 1,600만명에 육박
하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숙박 관광객 수
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60~70만명 수준에 머
무르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울산에 수학여행단과 같은 대규모 방문인원을
수용할 만한 숙박시설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의 숙박업소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모텔 · 여관 · 펜션 등 기존 시설을 일정수
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울산형 숙박시설 인증제’
도입이 요구된다.
울산에는 모텔 309곳을 비롯해 여관 460곳, 호텔 8
곳 등의 숙박시설이 있지만 단체 관광객들이 머물고
가도록 유도하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울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인증
하고 있는 숙박시설인 ‘굿스테이’가 2012년 현재 7곳
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형 숙박시설은 초기 고정 투자비용 소요가 많아 신
축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울산이 보유
하고 있는 숙박시설 현황을 검토한 뒤 이를 일정 수
준까지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울산형 숙박시설 인
증제 도입’검토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굿스테이’를 비롯해 강원도가 동계 올
림픽을 대비해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올림픽
스테이’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인근 부산 해운대구
는 국 · 내외 관광객이 저렴한 가격에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갖춘 ‘포엔비텔’ 인증제를
운영 중이다.
현재 호텔은 관광과, 모텔 · 여관 등의 숙박시설 허
가 및 관리는 구청의 보건위생과, 펜션은 축산과에서
담당함으로써, 유형에 따른 관련 부처와 법령이 상이
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울산관광상품 개발 연구(2012)」의 울산 체험숙소 5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51호
발행사항 : 2012. 9.12, 20면
키 워 드 : 울산형, 숙박시설 인증, 체류형 관광

울산,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으로
산업수도 경쟁력에 ‘안전’ 날개 달자!
이채
임
재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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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발생한 재난사고를 분석한 결과 울산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명피해 15위, 재산피해
13위로 비교적 안전한 도시에 속한다.
하지만 울산은 고위험시설인 석유화학단지가 시청
반경 10km, 고리 및 월성원전이 반경 25km내 위치
해 언제 발생할지 모를 대형사고의 잠재적 위험요소
를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울산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증하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통해 산업과 안전이 공존하는
차별화된 모델을 구축, 시민 삶의 질과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도시란 일상생활에서 사회 · 경제적 손실을 끼
치는 사고와 손상에 대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
예방활동으로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안전도시는 그 지역사회가 모든 사고나 손상으로부
터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로 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차 사고와 손상 예방
학술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2012년 6월 현재 세계 30개국 241개 도시가 WHO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으며 우리나라는 수원, 제
주 등 5개 도시가 공인되어있다.
울산시민이 느끼는 대부분의 위험은 고위험 시설에
서 발생한 직접적 피해보다는 잠재적 위험에 따른 불
안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은 직접적인 대
응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시민이 느끼는 안전 체
감도를 높여 불안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
이에 WHO가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해
기업이나 행정기관 위주의 안전정책을 지역공동체
전체가 참여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해 시민
의 안전체감도 증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 기준에 부합한 선진 안전시스템 도입으로
산업과 안전이 공존하는 차별화된 안전도시 창출 및

도시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제적 위상을 정립해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을 유치하고 대규모 국제행사 및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친환경 · 안전도시’의 모델로
발전할 것이다.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52호
발행사항 : 2012. 9.24, 16면
키 워 드 : 안전도시, 재난, 잠재적 위험

협력과 공생의 기업모델, ‘협동조합’ 에
지역경제의 미래가 있다
황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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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
인 협동조합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기업과
는 달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출자한 조합원을 위한
경제모델이다. 대표적인 사례인 명문 축구 클럽 FC
바르셀로나를 비롯해 썬키스트, AP통신 등이 협동조
합으로 출발해 이미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협동조합은 실업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복지수
요 증대 등 정부의 재정지출에 한계를 보이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협동조합은 소상공인 및 농어민 주도의 영리기업 형
태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를 제공하는 등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 간의 중간영
역인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은 농업 · 임업, 금융, 보건, 소매업, 제
조업 등 대부분의 경제영역에서 경쟁력 있는 주체로
활동하며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에 공헌
하면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 방식을 제시할 것이다.
이와같이 협동조합은 고용창출 및 안정, 사회서비스
제공, 공공재 확대 등 다방면에 적용 가능하다.
울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활용전략
으로는 스포츠 동호회 협동조합(사회서비스), 소상공
인의 유통공동물류센터(창업 · 소상공인 경쟁력 제
고), 대리운전 노동자협동조합(고용안정), 아파트협
동조합(공공재 확대), 마을기업(지역경제 선순환) 등
다방면에서 새로운 기업경영 방식으로 공동의 이익
을 극대화 할 수 있을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협동조합 관련 법 ·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교육 · 컨설팅을 제공
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럽 재정위기 전개와
울산의 대응 방향
황 진 호, 이 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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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인해 울산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의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
이 예상된다.
특히 유럽 경제성장률 둔화와 유로환율 변동이 울산
의 對유럽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 충격이 약 6분기(1
년 6개월)동안 강하게 지속될 것으로 예측돼 이에 따
른 중 · 장기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은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
로 2009년 성장률이 -3.2%를 기록하는 등 대외적
충격에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오늘날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 침체로 확산되면
울산 경제도 과거와 같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유럽 재정위기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될 경우 울
산 지역내총생산(GRDP)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2009년 경제위기 수준(-3.2%)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력산업은 각 산업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특히 조선과 석유화학 업종은 유럽 재정위
기와 세계 해운 및 조선산업의 불황, 중국경제의 성
장 둔화 등으로 인해 장기적 침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울산은 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
업 육성과 내수 진작,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럽의 경제성장률과 유로환율 변동률이 울산의 유
럽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약 6분기(1년 6개월)까지 강
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 시기 정책적
수단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용에 있
어 위기 파급기간을 고려해 정책효과가 중기적으로
미치도록 집행 · 관리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중소 영세상인 지원,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수단도 중기적으로 관리하
면서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여야한다.
끝으로 원 · 하청업체 간 물량 및 납품단가의 안정화,
납품 대금결제의 조기지급 등으로 중소 협력업체의

위기 극복에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54호
발행사항 : 2012.12.7, 20면
키 워 드 : 글로벌 금융위기, 울산 주력산업업, 공공
재원

‘국제도시 울산’을 위한
도시브랜드 강화전략
권창기

<울산의 국제 도시브랜드 강화 전략>
대상

내용

전략부문

산업 · 경제 / 환경 / 역사 · 문화 · 예술

주요
전략대상

산업 역량 및 위상, 환경 개선,
역사 · 문화 · 예술 독자성

접근방식

선별 및 통합

사업추진방식

공공 / 민간 / 지역 파트너십

운영주체

지방정부, 기업,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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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브랜드는 지역의 경쟁력이자 미래 가치를 평가
하는 바로미터다.
이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대형 국제행
사와 기업유치에 나서는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시 브랜
드 알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상내용전략부문산업 · 경제 / 환경 / 역사 · 문화 ·
예술주요 전략대상산업 역량 및 위상, 환경 개선, 역
사 · 문화 · 예술 독자성접근방식선별 및 통합사업추
진방식공공 / 민간/ 지역 파트너십운영주체지방정
부, 기업, 지역사회울산은 지난 2007년 도시 브랜드
가치가 14조8,000억원으로 국내에서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경쟁력 부문에서는 세계 및 아시아 주요
경쟁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압도적 우위
를 자랑하며 글로벌 산업도시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
지만 GRDP 등 경제적 위상에 비해 도시 브랜드 가치
비중이 세계 주요도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은 대내 · 외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 산업역량을 중심에 둔 지역의 위상 강화와 역사 ·
문화 · 예술의 특성적 가치 창출, 환경개선으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한 도시브랜드 강화 전략이 요구되
고 있다.
울산이 국제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해선 도시화 과정
에서 축적한 지역의 위상(산업 · 경제)과 특성(역사 ·
문화 · 예술),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부문(환경)으로
나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울산이 글로벌 산업도시로의 역량 및 위상을 상
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 · 무형의 자산을 포함시
키며 태화강 개선사업을 비롯한 산업화 과정에서 부
과된 도시환경의 개선사례와 지역의 정체성 등을 대
변하는 역사 · 문화 · 예술 부문의 사례 등으로 구성
된다.
특히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선 광역시를 포함한 공
공기관과 지역기업, 전문가, 주민 등 지역사회가 공
동 파트너십을 구성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과제구분 : 이슈리포트 제55호
발행사항 : 2012.12.21, 16면
키 워 드 : 도시 브랜드, 국제도시화, 지역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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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도시브랜딩의 방법론과 울산의 과제 / 이정훈 경기개발연구원 창조경제연구부장
- 에듀테인먼트에 기반을 둔 산업도시 울산의 장소마케팅 전략 / 유영준
- 일본 지역브랜드화 전략 사례의 시사점 / 권태목

지역논단
- 순환에너지 자원 정책을 활용한 울산광역시 자체재원 마련 : 의의와 효과 / 이재호
- 울산광역시 도시형생활주택 특성분석과 소규모 주택 공급정책 수립방안 / 이주영
- 울산광역시의 지방세 체납징수 현황과 개선방안 / 이경우

열린 市政 공감 行政
- 창의와 혁신, 울산행정의 ‘新패러다임’ / 김종만 울산광역시 기획관 광역행정담당 사무관
Annual Report 2012

- 승용차 요일제 참여로 교통체증 해소 · 탄소배출량 감축 · 에너지 절약 / 장진호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장
- 강동권 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 조성사업 / 김진환 울산광역시 관광과 강동권개발담당 사무관

울산의 길
- 남구편 / 한삼건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울산발전, 리더를 만나다
-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 내실 다지되 성장의 고삐도 죄야 할 시기 / 김철 울산상공회의소 제17대 회장
- R & D 클러스터 구축의 허브, 울산과학기술대학교(U N I S T) / 조재필 U N I S T 친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박장웅 UNIST 나노생명화학공학부 교수

Vol.36  2012. 7 
- 울산광역시 승격 15주년, 이제는 지속가능발전체제로 새로운 산업경제시대를 열 때 / 허영도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도시분야 변화에서 본 울산광역시 승격 15주년 / 한삼건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광역시 승격 15주년, 울산이 나아갈 방향”- 남동해안 관광벨트의 중심, 울산의 문화관광산업을 진단
한다 / 강종진 재단법인 울산문화산업개발원 원장

계간지 울산발전

기획특집

지역논단
-

세계경제 불확실성의 심화와 울산의 수출증진방안 / 강영훈
울산관내 빗물이용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이상현
울산지역의 자금역외유출 현황과 대응방안 / 이은규
도시를 기록한다 - 경관기록화사업의 추진방향 / 변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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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고품질의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 : 2012 보육정책 추진방향 / 조수관 울산
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담당사무관
본부 수질연구소장 환경연구관

- ‘자전거 타기 좋은 건강한 도시 울산’을 위한 자전거 정책 / 전신호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자전거정책담당
사무관

울산발전, 리더를 만나다
- ‘혁신으로 만든 기적, 혁신으로 지킨다’ : 국내 소재산업분야를 선도하는 덕산하이메탈’ / 이준호 덕산
하이메탈 회장

- “고용이 곧 희망을 주는 복지”, 지역 노동시장 최일선에 선‘울산고용센터’ / 김진두 울산고용센터 소장
- 울산광역시 승격 15주년, ‘시민’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울산의 길

- 중구편 / 한삼건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해외출장리포트
연구원 소식

- 영남권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유럽 주요 광역권 발전사례 조사 / 이주영

ULSAN DEVELOPMENT INSTITUTE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정책 : 미래를 준비하는 울산 상수도 선진화 기본계획 / 전창재 상수도사업

Vol.37  2012. 10 
주요 연구실적

기획특집
- 남부유럽 재정위기의 영향과 시사점 / 신후식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거시경제과 과장
- 유럽 재정위기가 울산산업(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 / 남장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역논단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복지도시 울산의 대응전략 / 이윤형
- 도시와 공간 속 여성가족정책, ‘울산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안 / 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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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녹색성장 추진 정책 / 최수미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녹색성장담당 사무관
- 「숲 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울산의 도시숲 정책 / 이상구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녹지담당 사무관

울산발전, 리더를 만나다
- 소통과 교류 속에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 / 서동욱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Annual Report 2012

- 지역 중소기업,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전화위복의 기회 노려야 / 강석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회 회장
- ‘SK이노베이션’ 창립 50주년

울산의 길

- 남구편 / 한삼건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해외출장리포트
타시도 연구동향
연구원 소식

- 유럽의 선진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찾아서 / 이경우

Vol.38  2012. 12 
-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과 지방분권에 대한 소회 / 이병철 울산대 교수
울산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차기 정부에 바란다 / 장병익 울산대 교수
문화가 살아있는 품격도시 울산 만들기 / 강종진 재단법인 울산문화산업개발원 원장
지속가능 산업단지 기반 구축을 위한 울산지역 산업단지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의 필요성 / 이상윤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 EIP사업단 과장

계간지 울산발전

기획특집

지역논단
-

울산산재재활병원 유치 / 김석택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울산,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산업 육성하자> / 황진호
일자리분야 <울산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방향> / 황진호
화학방재단 및 방재훈련 · 체험 테마파크 건립 / 임채현
울산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만 및 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 김승길
물 산업 육성을 위한 국립물연구소 설립 / 손영규
울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지원) 설치 / 이재호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 강영훈
울산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 조성 필요성과 향후 과제 / 권창기

- “찾기쉽고 알기 쉬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시행 / 이상업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업무담당 사무관
-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 김석명 울산광역시 관광개발담당 사무관
- 「안전도시 울산(Safe Ulsan」창조와 시민의 역할 / 류석희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담당 사무관

울산의 길

- 동구편 / 한삼건 울산대학교 교수

해외출장리포트

- 상하이 · 쑤저우를 다녀와서 / 이재호 · 김승길

울산발전, 리더를 만나다
-

차기정부 제1의 과제는 ‘안전도시 울산’구축 / 정명숙 경상일보 편집국장
울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 차기정부의 적극적 관심이 요구된다 / 이지근 울산매일 편집국장
울산의 교육 · 문화 · 의료 환경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때 /김진영 울산신문 편집국장
꽃봉오리 도시 ‘울산’이 세계화의 전진기지로 만개토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 김한태 울산제일일보 편집국장

타시도 연구동향
연구원 소식

ULSAN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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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브리프

Ulsan Economy &
Society Brief

Vol.1
01 심각해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 이은규
02 울산에도 불어온 근로문화 변화의 바람 / 이주병
03 울산, 주택시장 가격상승 견인차 역할 / 황진호
04 울산 가임여성인구 감소로 출산력 기반 약화 / 김혜림
05 울산, 공기업 부채로 본 재정건정성 양호 / 김문연
06 2012년 울산광역시 실업률 지금만큼 유지 가능할까? / 이재호

Vol.2

주요 연구실적

01 10대, 20대 젊은층이 울산을 빠져나가고 있다! / 김혜림
02 새로운 경제영토를 찾아서 (한중일 FTA 추진) / 이은규
03 울산, 원전산업 육성 서둘러야 / 황진호
04 2011년 울산광역시의 식품 물가지수는 높고 식품이외 물가지수는 상대적... / 이재호
05 울산, 맞벌이 비율 37.8%로 가장 낮아 / 김문연
06 지역내총생산과 소득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 이주병
07 울산의 주요 경제지표 / 이주병

Vol.3

140

01 울산지역 올해 경기전망 밝지 않아 / 황진호
02 올해 1/4분기 울산지역 수출전망은 흐림 / 강영훈
03 국제유가 적신호 / 이주병
04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여전히 높은 은행문턱 / 이은규
05 이미 시작된 노인문제 / 김상우
06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부상하는 울산의 남성들 / 김혜림
07 울산광역시 사교육비 전국 평균보다 낮아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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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
01 기업 신년사를 통해 살펴본 2012년 울산주력 산업전망 / 이은규
02 울산지역 경제교육 활성화해야 / 황진호
03 울산 고령자 : 나는 계속 일하고 싶다!!! / 김상우
04 울산광역시 일반고사교육 참여율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 이재호
05 울산의 경제 주요 지표 / 이주병

Vol.5
01 울산, 마을기업 육성에 높은 의지를 보여/ 황진호
02 2012년 중국경제 전망이 지역수출기업에 주는 시사점 / 이은규
03 울산 결혼이주여성, 부부 맞벌이 가장 적어/ 김상우
04 울산광역시 전국대비 종합병원 외래환자 수진율 낮고 개인병원과 한의원... / 이재호
05 다양한 휴대폰 요금제는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 / 이주병

Vol.6
01 1월중 우리나라 수출감소, 울산은 성장세 유지 / 강영훈
02 현대 · 기아차의 북미내 선전이 주는 의미 / 이은규
03 울산 공공도서관 새로운 콘텐츠 개발 필요 / 이재호
04 프로보노(pro bono)를 아시나요? / 황진호
05 울산의 경제 주요 지표 / 이주병

Vol.7

경제사회브리프

01 울산1인당 국세 912만원, 전국 '최고' / 이재호 연구위원, 이경우
02 울산, 지역소득 증가해도 지방세는 '제자리 걸음' ...취 · 등록세 편중이 원인 / 이경우
03 대지진으로 해외 눈 돌린 日기업, 울산도 맞춤전략으로 적극적 유치... / 강영훈, 이은규
04 동일본 대지진 1년, ‘반면교사’삼아 울산 재해 대응력 점검해야 / 임채현
05 산ㆍ학 협력, 맞춤형 교육으로 원자력 기능인력 양성 서둘러야 / 황진호

Vol.8
01 사회복지비 증가에 울산시 재정부담 '가중'... 부족한 국고보조금이 원인 / 이경우
02 울산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활동, 전국에서 ‘최고’ / 이재호
03 울산 휘발유값, 2,000원대 돌파해도 7대 광역시 중 최저수준 / 이주병
04 울산시민 '과음'은 옛말…고위험 음주율 2년새 절반 '뚝' / 김상우
05 울산의 경제 주요 지표 / 이주병

01 울산 지방세 징수율 93.4%, 전국 1위...비결은 효율적 체납 징수 / 이경우
02 울산 車 업계 한미FTA 수혜, 관세 철폐되는 4년 뒤 ‘판가름’ / 강영훈
03 울산 주택시장 거래 ‘활기’...수요대비 매매 · 전세물량 품귀는 해결 과제 / 이주병
04 정부 · 지자체 자살예방 본격 ‘시동’...울산도 관련 인프라 구축 서둘러야 / 김상우
05 울산 노인 3개월이상 장기 취업률 92.8%, 전국 ‘최고’ / 이재호

Vol.10
01 울산, 최근 3년간 재정력지수 전국 ‘최고’ 수준 / 이경우
02 울산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증가세...중소 제조업체 구인난 심화 우려 / 이은규
03 울산 일자리, 서비스업‘증가’제조업‘감소’...고용창출효과 큰 서비스업 육성... / 황진호
04 정부 정책 수립에 남녀평등지수 반영...울발연, ‘성별영향분석’ 전문컨설팅... / 박혜영
05 울산시민 10명중 9명 “장례방법 화장(火葬) 원해”...잔디 · 화초 활용‘자연장’... / 이재호
06 고령사회 진입 앞둔 울산, 노년층 빈곤 문제 관심 기울여야 / 이윤형
07 울산의 경제 주요 지표 / 이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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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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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1
01 울산 4개 구청, 재정운영 ‘합격점’...재정 · 재무구조 · 채무 등 모두 전국평균... / 이경우
02 울산시민 주 사망원인 30~40대‘ 외상(外傷)’, 50~60대 ‘癌’... 안전의식 강화... / 이재호
03 울산시민 25.9% 여가생활 불만족, “시간 · 경제적 여유 없다”... 여가에 대한... / 김상우
04 울산, 광역시 승격 후 3차 산업 ‘급성장’... 서비스업종 취업자수 제조업 ‘추월’ / 강영훈
05 울산 교단 여초현상에 따른 ‘남성교사 할당제’, 어떻게 논의돼야 하나 / 박혜영

Vol.12

주요 연구실적

01 울산발전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지정... 양성평등 정책실현 ‘앞장’ / 박혜영
02 울산 여성, 결혼 후 임금 남성대비 절반이하 ‘뚝’... 경력단절 · 남성중심 산업... / 이경우
03 울산, 여성 취업의 가장 큰 걸림돌 “편견과 관행”... 여성 34.3%는 전공... / 이재호
04 울산 여성, 오래 살지만 병치레도 잦다... 성별에 따른 맞춤형 보건복지... / 이윤형
05 울산,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 양 · 질적 차이 ‘확연’... 여성, 휴일 짧은 여가시간... / 김상우
06 울산, 보호 필요한 아동 3년새 24.6% 감소 / 이재호
07 울산, 2030년에 ‘1∼2인 가구’ 48.7% 차지... ‘소핵(小核)가족시대’ 대비 여성... / 박혜영

Vol.13

142

01 울산 미래 먹거리, 콘텐츠산업에 답이 있다... ‘80조 블루오션’ 콘텐츠산업... / 김상우
02 IT를 만난 똑똑한 車, ‘텔레매틱스산업’... 울산, 스마트카 경쟁 주도권... / 이재호, 이경우
03 울산,‘바다 위 공장’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에 적극적 대처 필요 / 이은규
04 울산 주력산업이 키운 벤처기업 경쟁력, ‘패자없는 相生의 룰’로 지켜야 / 이주병
05 협동조합, 풀뿌리 지역경제의 대안모델... 공공 · 영리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황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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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4
01 울산시민 46.3%, “지역생활여건 만족”... 3년새 만족도 8.2%P 높아져 ‘삶의 질’... / 이재호
02 100세 시대, 건강한 울산 노인들... 장기요양대상자 7대 도시 중 ‘최저수준’ / 이윤형
03 울산 제조업계, 고용유연성 · 기술력 · 수출다각화로 유럽발 경제위기 뚫어야 / 황진호
04 ‘학교 자퇴 시 2주간 상담’, 학업중단숙려제로 학교 밖 청소년 줄인다 / 이영란
05 울산의 경제 주요 지표 / 이주병

Vol.15
01 울산, 근로소득 평등수준 7대 도시 중 ‘최고’... 중 · 고소득 계층 비율도... / 이경우
02 자동차 튜닝 합법화, 4조원대 ‘황금시장’ 열린다... 울산 車 업계, 튜닝... / 이은규, 황진호
03 유럽발 재정위기에 올 상반기 울산 수출 ‘급락’... 수출불안 장기화 우려 / 강영훈
04 울산시민 92.6%, “자녀 보육주체, 시설보다는 부모”로 인식... 반면, 실제... / 이재호
05 울산, 거세진 금연열기 속 ‘담배연기 없는 도시’ 멀지 않았다 / 김상우

Vol.16
01 울산, “은퇴 앞둔 베이비부머를 잡아라!” 노후생활 지원 등 정주여건 마련... / 이윤형
02 울산 사회지표 조사결과, 행정서비스 이용만족도 3년 새 3.7%P 상승 특히... / 이재호
03 울산 청소년 절반이상, 범죄위험에 “불안감” 느껴 청소년 생활반경... / 박혜영, 이영란
04 울산 ‘청년CEO육성사업’, 일자리 창출의 대안 ‘창업’으로 청년실업... / 황진호, 송봉란
05 울산의 경제 주요 지표 / 이주병

Vol.17

경제사회브리프

01 울산, 지난해 물가상승 여파로 가계지출 1순위 ‘자녀교육비→식료품비’로... / 이재호
02 울산 근로자 퇴직급여 1,600만원, 전국평균 ‘2배’ 퇴직자 위한 맞춤형 소비... / 이경우
03 울산 노인 86.4%, “생계보다 사회참여 때문에 구직원해” 노인 ‘사회참여형’... / 이윤형
04 세계 1위 국내 조선산업, 상반기 수주액 63%‘급락’ 울산 조선업계도 불황... / 이은규

Vol.18
01 피해 연령 낮아지는 아동 · 청소년 성범죄, ‘안전지도’ 제작 등 생활... / 박혜영, 이영란
02 울산시민 시내버스 이용만족도, 3년새 6.4%P 높아져 주된 이유는 배차간격... / 이재호
03 OECD, 저출산 극복 요인 ‘여성 일 · 가정의 원활한 양립’ 높은 GRDP... / 박혜영, 이영란
04 울산의 경제 주요 지표 / 이주병

01 울산 산업계, 미래 에너지시장 ‘新금맥’셰일가스 주목하라지역산업 연계... / 이은규
02 울산 구도심 ‘중구’, 젊음 · 전통 · 다문화 ‘삼박자’로 상권 살리고 옛 명성도... / 이경우
03 울산 30대 시민, 3년새 여가생활 만족도 떨어져 주된 불만 원인은 “시간... / 이재호

Vol.20
01 울산시민 , 보육기관 아이 맡길 때 ‘사회성 발달’ 가장 염두에 두어 / 이재호
02 오는 11월 착공 앞둔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성별영향분석 거쳐... / 박혜영, 이영란
03 울산 청소년 18.4% “자살충동”, 자살예방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관심... / 김상우
04 울산의 경제 주요 지표 / 이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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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1
01 울산시민 23.7%, 따로 떨어져 사는 ‘분거(分居)가족’ 주된 이유는 ‘직장과’... / 이재호
02 울산지역 사회복지관, ‘주민 밀착형 서비스’ 등 고유 기능 강화해야 / 이윤형

Vol.22

주요 연구실적

01 울산시민 51.5%,“노후 준비하고 있다” 주된 준비수단은 ‘공공연금’ / 이재호
02 울산 재래시장, ‘도시락카페 · 투어바이크’ 등 이색 아이템 도입으로 상권... / 이경우
03 울산의 경제 주요 지표 / 이주병

Vol.23

144

01 울산시민 49.5%, “살림살이 빠듯해지면 외식비 제일먼저 줄인다” / 이재호
02 울산 1인 가구 男 34.1%, 女 53.1% ‘무직’ ‘생계곤란’ 겪는 지역 1인 가구... / 박헤영
03 울산, 직장 찾아온 40~50대 男 1인 가구비율 ‘7대도시최고’ 가족전체가... / 이윤형
04 울산, ‘말(馬) 산업’육성 고삐 당겨야 시장규모 3조 6,000억, 일자리 1만개... / 황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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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4
01 울산항 船용품 판매 ‘쑥쑥’, 올해 매출액 1조원대 육박 항만물류산업 활성화... / 이은규
02 울산 10년 뒤 복지예산 155% 증가, 부담 ‘눈덩이’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 이경우
03 울산, 1인당 연평균 독서량 ‘10.8권’... 7대 도시 중 가장 적어 / 이재호
04 울산의 경제 주요 지표 / 이주병

Vol.25
01 미래 울산경제 위기극복의 열쇠, ‘內需시장’에 있다 소비주도층인 45~54세... / 이경우
02 울산시민 자녀의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기대수준, 7대 도시 중 가장 높아... / 이재호
03 울산, 베이비 붐 퇴직자 ‘1만명 시대’ 퇴직자 재취업 위한 지역사회 공동대응... / 황진호
04 실버세대의 대표 스포츠 ‘게이트볼’, 전문 심판양성으로 고령화시대... / 박혜영,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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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Urban
Environment Brief

Vol.1
01 공업도시 50년, 울산의 인구 / 이주영
02 공업도시 50년, 울산의 토지이용 / 권창기
03 공업도시 50년, 울산의 산업단지 / 권태목
04 공업도시 50년, 울산의 주택 / 이주영
05 공업도시 50년, 울산의 교통여건 / 변일용
06 공업도시 50년, 울산의 환경 / 이상현

Vol.2

주요 연구실적

01 오염물질저감 자발적 협약체결 / 김석택
02 7대 대도시 중 가장 낮은 교통혼잡비용 / 김승길
03 자전거로 활기 찾는 녹색교통 / 권창기
04 「경관법」 전면적으로 손본다 / 변일용
05 대형 주택의 미분양 비중 증가 : 주택면적 수요에 적합한 주택공급 필요 / 이주영
06 울산 주택 전세가격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아 / 권태목

Vol.3

146

01 울산 초등학생 10년새 2만명 이상 '급감'.... 저출산이 원인 / 윤복영
02 학생수 100명 미만 초교 16곳.... 통폐합에서 자유롭지 않아 / 이주영
03 학교 주변지역 용도규제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일원화 / 권태목
04 울산지역 스쿨존 지정율 100%... 전국은 62% 수준 / 변일용
05 통학로 교통안전 위해 HW-SW "뭉쳐야 산다" / 김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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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
01 울산, 물 부족 대응 위해 빗물 · 하폐수 재이용 시설 확대해야 / 이상현
02 울산시 요금 부과 수돗물 87.6%, 전국평균 웃돌아 / 윤영배
03 울산시민 5명 중 1명꼴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필요 / 변일용
04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 임채현
05 울산, 철저한 관광마케팅 통한 관광객 유치 필요 / 유영준

Vol.5
01 울산 4대강 수질 ‘합격점’... 생태하천 복원 가시적 성과 / 이상현
02 “태화강 100리 자전거길”, 인접 관광지와 연계해 ‘일거양득’ 효과 높여야 / 유영준
03 태화강, “시민과 더 가까이”... 보행자 · 자전거 접근성 개선 필요 / 김승길
04 울산 폭염 · 폭우 발생빈도 급증, 이상기후 대비 맞춤형 재난관리로 행락객... / 임채현

Vol.6
01 ‘주거 ⇔ 상업’, ‘공업⇔녹지’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 / 이주영
02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 개발이익 배제 등 보상가액 평가기준 엄격해져 / 권태목
03 ‘그룹형 자전거’, 안전성 높인 ‘출퇴근 수단 새 모델’ / 김승길
04 울산, 기후변화 적응력 전국 ‘최고’... 산림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업그레이드” / 김석택

Vol.7

도시환경브리프

01 세계적 산악관광지 도약 앞둔 ‘영남알프스’, 관광 인프라 국제화 제안 / 유영준
02 울산 9대 명산, “역사 · 문화 있는 스토리텔링 입혀 산악관광 1번지로” / 김석택
03 울산, 도시화 변화율 연평균 3.1%로 7대 대도시 중 ‘최고’... 도시성장 ‘활발’ / 변일용
04 울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19.7% 올라 7대 대도시 중 상승률 ‘1위’ ... 신규주택... / 이주영

Vol.8
01 울산 12경 중 간절곶 일출, 인기 “최고”... 최근 5년간 방문 관광객 수 ‘부동... / 유영준
02 울산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67.3%, 7대 대도시 중 ‘상위권’... 市 쓰레기 수거... / 손영규
03 굴화하수처리장 준공시 버려지는 폐수를 물부족 겪는 태화강 살리는 ‘단비’... / 윤영배
04 더워진 울산! 도시녹화 사업 확대 · 바람길 조성 등으로 ‘열섬현상’ 극복해야 / 권창기

01 생태 건강성 회복한 태화강, “이젠 생태하천 복원 표준모델로 세계에 알려야” / 이상현
02 달리면 노래 흐르는 ‘음악도로’ 개설 제안... 서덕출 선생 동요 모티브로 졸음... / 권태목
03 울산 임목축적률 연평균 17.5% 증가, 전국 최고... 기후변화 대응 ‘청신호’ / 김석택
04 울산 시민 1인당 공원면적, 전국 1위... 도심 곳곳이 시민 ‘휴식공간’ / 변일용

Vol.10
01 울산 주택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69.4%, ‘전국 2위’ / 이주영
02 울산, 인구대비 체육시설업소 數 7대 도시 중 ‘최고’... 시민 레포츠문화 확산... / 권태목
03 울산, 교통사고 사망자수 7대도시 평균 웃돌아 ...교통안전캠페인 지속 확대... / 김승길
04 ‘석유화학 · 원전 방재산업’, 울산의 新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 임채현
05 울산, 시민 자발적 절수기 설치 유도 ‘물 절약’ 일상화해야 /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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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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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1
01 “옛 향수 가득 담은 태화강 나룻배”, 시민호감도 높아... 나룻배 추가설치로... / 변일용
02 울산, 광역시 승격 후 공공체육시설 數 ‘30배’ 증가... 시민 생활체육... / 권태목, 임채현
03 선호도 높은 울산대표 관광지 10곳, 8월에 관광객 집중... 사계절 맞춤 홍보... / 유영준
04 울산, 정부의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계획에 선도적 역할 기대 / 손영규
05 울산, 주차장 확보율 100% 넘어... 주차급지 및 요금체계 조정 등 주차수요... / 김승길

Vol.12

주요 연구실적

01 에너지 절감 시 인센티브 ‘탄소포인트제’, 울산시민 73% “모른다”... 적극적... / 윤영배
02 기후변화 적응정책, 울산이 선도한다... 광역지자체 중 높은 예산계획 수립 / 이상현
03 울산지역 모텔과 여관, 서비스 인증제 도입으로 체류형 숙박시설로 육성해야 / 유영준

Vol.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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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절곶·울기 등대, ‘등대지기’ 체험행사 인기몰이 이색 관광상품으로 확대... / 유영준
02 울산 해변축제, 생태 · 레포츠 등 콘텐츠 다변화로 피서객 유인해야 / 이주영
03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일거양득 효과... 태화강에 이어 울산앞바다 수질도... / 이상현
04 동해안권 지진해일 발생 위험성, 빈도 높지만 강도는 낮다 울산, 지진해일... / 임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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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4
01 여름철 도심과 산림지역 온도차 무려 21℃ 자연이 만든 에어컨, ‘도시숲’ 조성... / 김석택
02 태화강역 광장, 대형화분 활용한 ‘이동식 가로수’ 도입방안 검토해야 도심녹화... / 권태목

Vol.15
01 역사와 산업을 ‘울산 핵심 관광콘텐츠’로 개발해 관광객 유치 활성화해야 / 유영준
02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5년새 2.1배 증가 ‘어르신 운전’ 알림스티커... / 변일용, 권태목

Vol.16
01 “울산 시민 절반이상, 자전거 탄다...이용자 60% 이상 ‘스포츠·레저’ 목적 / 권창기
02 울산 1인당 도시숲 면적 9.74㎡로 서울의 ‘3배’...UN 권고기준보다 웃돌아 / 김석택
03 울산 찾는 관광객 만족도, 7대 도시 중 ‘3위’...‘2013年 부울경 방문의 해’ 맞아... / 유영준
04 굴화하수처리장, 태화강 유지수 확보 ‘OK’...방류수 ‘BOD 1㎎/L’ 유지 등... / 이상현
05 울산, 환경서비스 격차 해소 위한 ‘환경복지’에 정책 초점 맞춰야 / 손영규

Vol.17

도시환경브리프

01 울산 출신 외솔 최현배 선생이 사랑한 ‘한글’ 지역 대표 문화자원으로 활용... / 권태목
02 올해 울산 대표축제, 타 지역 관광객 늘고 재방문율도 높아져 축제 관람시간... / 유영준
03 울산혁신도시, 빗물 이용시설로 친환경 에너지 메카 ‘우뚝’ / 손영규, 윤영배
04 울산 시민이 참여해 만드는 지도, ‘커뮤니티매핑’ 도입해야 도시안전, 환경... / 김승길
05 울산, 오는 2035년 1∼2인 가구 비중 64.8% 소형주택 개발로 ‘솔로이코노미... / 이주영

Vol.18
01 울산, 신 · 재생에너지 생산량 7대 도시 중 ‘최고’ 바이오 · 폐기물 분야 ‘특화’... / 손영규
02 울산 ‘지능형 교통시스템’, 차량 통행속도 향상 ‘한 몫’ 승용차 도심 통행속도... / 김승길
03 범죄위험 높은 도시공원, 앞으로 설계과정에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된다 / 변일용
04 울산, 색상 · 밝기 알아서 조절하는 ‘지능형 가로등 시스템’ 도입해야 소비... / 김석택
05 울산, 석유화학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도 시민 “안전하다” 느껴 ‘산업과 안전’... / 임채현

01 울산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3곳, 수처리 효율 전국 ‘최고’ 수준 기술력 · 경제성... / 이상현
02 울산, 지난해 화재발생건수 많았지만 대응능력은 최고수준 / 임채현
03 울산 산업단지, 회색빛 옹벽에 녹색 옷 입혀 친환경 ‘그린산업단지’로 탈바꿈... / 김석택

Vol.20
01 최근 마리나항만 조성법 개정으로 진하 · 일산 마리나항에도 레저용 주택... / 권태목
02 수돗물 절약도시 울산, 상수도 경영효율과 행정서비스도 ‘전국 최고’ 수준 / 이상현
03 울산 LNG · 원전 등 에너지 생산·소비, 7대도시 중 ‘최고수준’... 산업단지 특성... / 손영규
04 울산, 지난 10년새 인구 5.9% 늘어 16개 시 · 도 중 ‘성장지역’으로 분류 / 권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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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9

149

Vol.21
01 올해 언론이 본 울산 관광의 핵심 키워드는 ‘영남알프스 · 고래’ 향후 언론을... / 유영준
02 울산 생태자원의 보고(寶庫), ‘회야댐 인공습지’ 최근 4년간 수질정화비용... / 이상현
03 울산 임대주택 주거만족도, “대체로 양호” 소음 · 난방 문제와 공공·편의시설... / 이주영
04 울산,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률 ‘전국최고’ 지속적 도로 인프라 구축이 ‘한 몫’ / 김승길
05 울산시민 44.2%, “자전거 없고 탈줄 모른다” 공공자전거 보급 늘리고 운전... / 권창기

Vol.22

주요 연구실적

150

01 울산 도시가스요금, 7대 도시 ‘최저’ 전력대란 속 도시가스 이용 확대로 난방용... / 이상현
02 울산 시티투어버스 지역상징인 ‘고래’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개성 살려야 / 권태목
03 울산 출 · 퇴근길 자전거 이용, 7대 도시 중 ‘최고’ 반면 통학 이용률은 낮아... / 김승길
04 울산, 지난해 재난피해 7대 도시 중 가장 적어 ‘안전도시’ 울산이 新 도시경쟁력 / 임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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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개최현황

학술행사 개최현황
울산공업센터지정 5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조국 근대화 50년! 울산의 미래를 묻는다>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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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일 울산롯데호텔에서 ‘조국 근대화 50년! 울
산의 미래를 묻는다’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
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울산광역시와 한국경제신문
이 공동주최하였고, 본원과 울산테크노파크가 주관,

지식경제부 및 경제인연합회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세계적인 석학은 물론 국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
하였다.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전략 경영의 선
구자로 불리는 조동성 교수는 ‘소득 4만불 울산의 경
제기적 성장 동인을 찾아서’, 현재 UN 밀레니엄 프로
젝트 대표 및 세계 미래연구기구 협의회 회장직을 맡
고 있는 제롬글렌 회장은 ‘미래 50년을 위한 새로운
산업’ 제하의 기조연설을 각각 하였다.
이어 10여 명의 세계 석학 패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 50년, 현재의 울산 주력산업의 구조변화 예측’
과 ‘미래 50년, 환태평양 경제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혁명과 울산의 신산업 전망‘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회
가 마련되었다.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계획(안) 시민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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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2월7일 오후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시의회, 지
역대학 등 유관기관, 전문가, 지역단체, 일반시민, 공
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 계획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박맹우 시장의 인사말, 본원 하동원 원
장의 개회사에 이어 기조강연, 주제발표,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가 ‘미래의 도시발전과 창조도시’
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고 이어 본원 강영훈 박

2. 1

2. 7

사가 울산중장기발전계획인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
기’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지정토론에는 이면우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철호 부산대 교수, 한삼건 울
산대 교수, 허영도 울산대 교수, 강종진 울산문화산
업개발원 원장, 정근석 UNIST 교수가 나서 토론을
벌였다.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기’는 울산의 미래 발전상을 담
은 것으로, ▲경제산업 ▲생태환경 ▲문화 환경 체육
▲사회복지 ▲교통 ▲도시공간 및 디자인 ▲교육 ▲
정보화 ▲행·재정 ▲국제화 등 10대 분야별 계획안으
로 구성돼 있다.
또 8개 지구로 나뉜 공간별 전략과 창조산업·창조인
재·창조환경의 자원별 전략에 대한 핵심 프로젝트가
담겨져 있다. 계획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이다.
본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분야별 전문가 및 시
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울산형 창조도시 만들
기’ 계획을 완료하고 2030년 울산중장기 발전계획으
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10회 울산콜로키움
<지방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울산녹색성장포럼 세미나
<기후변화와 푸른숲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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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산림수종의 취약성과 산림 관리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해외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
하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관리 방안에 대해 발
표하였다.
또한, 이승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기후변화가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중 산림병해와 산림해충
으로 인한 영향 및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보전대책으로 소나무림 피해
저감사업, 혼효림 조성, 미래 수종 선발 등을 제시하
였다.
이어, 울산시 녹지공원과 고영명 과장, 경상대학교
환경산림과학부 김형호 교수, 산림청 산림정책과 이
종수 사무관, 서울대 환경생태계획연구센터 임봉구
책임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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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 오후 2시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산림녹
지분야 관계자, 환경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녹색성장포럼 주관으로 ‘기후변화와 푸른
숲 지키기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 김인식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기후변화

로운 교부세가 없는지 탐색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울
산광역시의 교부세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 모색할 필
요가 있어, 본원에서는 상기와 같은 주제로 울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0회 울산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일본요코하마 시립대 국중호 교수의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의 과제’ 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은 후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박사가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고, 울산시청 담당자 및 본원 이재호 박사 등 중
장기적 교부세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대안을 모색하
기 위한 활발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학술행사 개최현황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
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등 일반재원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분을 보전하는 재정제도이다.
쉽고 간편한 교부세의 산정기준과 어느 지역에서도
최소한 충족해야 할 행정서비스 수준을 보장하는 새

2. 28

학술행사 개최현황
울산학 세미나
<영상으로 보는 울산공단 50년 변천사>

주요 연구실적

울산공단 50년 변천사를 영상으로 재조명하는 자리
가 마련되었다.

본원 울산학센터는 25일 울산박물관 2층 강당에서
‘영상으로 보는 울산공단 50년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서진길 울산예총 고문이 ‘영상으로 보
는 울산공단 50년사’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이어 양명
학 대곡박물관장이 좌장을 맡아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서진길 고문은 영상을 통한 주제발표에서 1962년 울
산공업센터 기공식이 거행되면서 울산의 산과 바다
를 진동시키는 공업근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발파 현
장 기록사진들을 시작으로 공단의 발전과 도시의 변
화상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제11회 울산콜로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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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6. 4

Annual Report 2012

산업기술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울산이 유치할 가능성
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본원에서는 지난 6월4일 울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상기
와 같은 주제로 제11회 울산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인하대학교 최순자 교수의 ‘마케팅 중심의 산업기술
박물관’이라는 주제발표가 먼저 있은 후 한국경제신
문 안현실 논설위원이 ‘산업기술문화공간에 관한 생
각’에 대하여 의견을 펼쳤다.

울산학 콜로키움 <울산 학춤의 생성배경과 그 가치>

한국 학(鶴)춤의 생성근원과 울산 학(鶴)춤에 대한 가
치와 위상 정립,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7월 18일

7. 18

오후 4시부터 본원 4층 U-Campus에서 울산학포럼
위원, 지역 향토사학자, 시민 등 4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울산학포럼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날 콜로키움에서 김성수 울산학춤보존회 고문은
‘한국학춤의 생성근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학춤의 가치와 예술속의 학 문화, 학춤의 종류에 대
해 설명했다.
이어 울산학춤 전수자인 김소양 박사가 ‘울산학춤의
생성 배경과 가치’라는 주제발표에서 울산학춤에 대
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나아가 민속학춤으로서 울산
학춤이 갖는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녹색성장포럼 세미나

6. 22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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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1차 전문가 포럼

7.23

책특별보좌관의 인사말에 이어 박혜영 본원 여성가
족정책센터장의 기조발제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박 센터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2012년 울산여성정책의 비전과 전
략’을 제시했다.
박 센터장은 “울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필두로 조화로운 사회정책
으로써의 여성가족정책, 여성만이 아닌 모두와 함께
하는 여성정책으로 지역사회와 만나 나가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병길 울산시의원과 이영남 ubc기자, 강혜경
박사(울산여성포럼), 송현주 박사(양성평등교육진흥
원 남부센터)가 나서 ‘울산의 성인지정책 및 여성친화
도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ULSAN DEVELOPMENT INSTITUTE

지난 7월23일 오후 3시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울산여
성포럼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관련 공무원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인지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1차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여성가족부와 울산시가 주최하고 본원
과 울산여성포럼이 주관해 임순자 울산여성포럼 회
장의 개회사와 본원 하동원 원장, 임명숙 시 여성정

학술행사 개최현황

울산시가 주최하고 본원 울산녹색성장포럼이 주관한
‘울산녹색성장포럼 세미나’가 지난 6월 22일 오후 2
시부터 본원 4층 U-Campus에서 녹색성장포럼 위
원, 환경부, 시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열렸다.

세미나는 울산녹색성장포럼 공동대표인 본원 하동원
원장의 인사말,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의 주제
발표, 지정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기후변화
와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변화 원
인 및 국제협상 동향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이해
▲배출권거래제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설
명하였다.
이어 박광수 SK케미칼(주) 차장과 황인석 녹색에너
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장이 나서 토론을 벌였고 좌
장은 서정호 울산과학대 교수가 맡았다.

학술행사 개최현황
울산녹색성장포럼 심포지엄
<걷고 싶은 울산, 울산 녹색길>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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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5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에서 시
민단체, 학생,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걷고 싶은 울산, 울산 녹색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울산평생교육진흥원 개원 심포지엄
<학습하는 사회, 창조하는 울산!>

Annual Report 2012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이 9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본원 5층 대회의실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개원식에는 박맹우 울산시장, 서동욱 시의회 의
장, 김복만 울산시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해 시, 구·군
의원, 지역 언론사 대표, 유관기관 대표, 시민 및 관
련 공무원 등 120명이 참석했다.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센터장의 경과보고, 하동원 원

9. 25

심포지엄은 기조강연, 주제발표, 토론 등으로 진행되
었는데 도보여행가이자 수필가인 김남희씨가 ‘걷고
싶은 길’을 주제로 기조 강연하였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울산시 김노경 과장이 ‘울산의
명품 녹색길 현황’을, (사)한국의 길과 문화 윤정준 이
사가 ‘녹색길 관리운영 및 홍보방안’을, (주)이룸 정 휘
대표이사가 ‘길 사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및 지역경
제 활성화 전략’을 각각 발표하였다.
울산대학교 구광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울산 녹색길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명품녹색길을 총괄하는 행정
안전부 고광완 과장, 한국슬로시티 사무총장인 장희
정 신라대 교수, 길 관련 프로그램 달팽이를 연출했
던 울산 MBC 이영훈 PD 등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
을 벌였다.

9. 26

장 기념사, 박맹우 시장을 비롯해 서동욱 시의장, 김
복만 교육감의 축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및 주요 평
생교육진흥 기관장들의 영상 축하 메시지 상영 순으
로 진행되었다.
이어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 입구에서 울산평생
교육진흥원 현판 제막식을 갖고 개원을 기념하는 심
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울산평생교
육진흥원 어떻게 갈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대 한숭
희 교수가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평생교육진흥원 존재
적 의미’,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양은하 박사가 ‘울산평
생교육진흥원의 향후 계획과 비전’을 내용으로 각각
주제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 후 울산대 박종덕 교수
가 좌장을 맡고 남구청 김상육 생활지원국장, 경상일
보 이태철 논설위원, 북구청 이선애 평생교육담당,
현대예술회관 송창균 부장, 울산시민학교 김동영 교
장 등 11명이 토론자로 나서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과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제12회 울산콜로키움
<“울산광역시공무원연수원”차별화 설립방안은?>

9. 27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나, 이에 대한 교육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울산광역시는 이
에 대한 대안으로 공무원 연수원 건립계획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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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울산콜로키움
<셰일가스가 울산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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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스정책연구실)과 산업연구원 신윤성 부연구위원
을 비롯해 울산테크노파크 관련 연구원, 지역기업 관
계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 셰일가스의 지역산업
연계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산업연구원 신윤성 부연구위원은 '셰일가스 개발붐과
에너지시장의 환경변화'를 주제로 전 세계 셰일가스
매장량과 개발현황,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
해 설명하였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서정규 연구위원
은 '셰일가스 개발'을 주제로 셰일가스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국내 · 외 경제적 파급효과, 국내 활용방안 등
을 소개하였다.
본원은 11월 2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미래에
너지 시장에서 '제2의 석유'로 불리는 '셰일가스가 울
산산업에 미치는 영향은?'이란 주제로 제13회 콜로키
움을 개최하였다.
콜로키움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서정규 연구위원(석

학술행사 개최현황

있으며, 현재 공무원 연수원 기능을 어떤 내용(기능)
으로 채울 것이며,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이다.
울산광역시 공무원 연수원은 어떠한 형태가 적합한
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코자 지방행정연수원 김영선
인력개발부장과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전성익 교육
기획팀장을 모시고 9월27일 제12회 콜로키움을 상
기와 같은 주제로 본원 4층 U-Campus에서 개최
하였다.

학술행사 개최현황
개원11주년 기념 심포지엄
<광역시 승격 15주년, 울산시민의 삶의 질 변화와 향후과제>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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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승격 후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를 분야별, 기간별로 살펴보고 또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본원은 개원 11주년, 울산광역시 승격 15주년을 기념
해 11월 14일 오후 3시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박맹우
시장, 서동욱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개
원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광역시 승격 15년을 맞은 울산을 돌아보고 미래를 조
망하기 위해 상기와 같은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
은 본원 하동원 원장의 개회사, 박맹우 시장, 서동욱
시의회의장의 축사에 이어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의 기조 강연을 맡은 허재완 중앙대 도
시계획 · 부동산학과 교수가 ‘도시정책의 과제와 전
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은퇴설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령화시대 자본시장, 이대론 안된다 △시니어비
지니스가 떠오른다는 내용으로 강연하였고, 이어 주
제발표에서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은
‘미래서울 2030, 서울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 본원 김석택 도시환경연구실장은 광역시 15년
(1997년 ~ 2012년)의 변화,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광역시 30년 미래를 위한 과제에 대해 설명하
였다.
종합토론은 전성표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
장을 맡고 권명호 시의원, 신춘희 전 경상일보 논설
실장, 이병해 울산과학대 명예교수, 임진혁 UNIST
테크노경영학부 교수, 장태호 울산문화원연합회 사
무처장, 한삼건 울산대 건축학부 교수 등이 나서 토
론을 벌였다.
이번 세미나는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변화
되었고 이와 함께 앞으로 발전방향은 무엇인지를 모
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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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 심포지엄 <울산의 전통 놀이문화 “마두희” 재조명>

지난 9월 울산광역시 중구문화거리축제에서 재현한
후 시민의 관심 속에서 ‘마두희’를 재조명하는 심포지
엄이 본원의 주관으로 지난 11월23일 오후 울산시의
회 의사당 3층에서 열렸다.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는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
이 ‘현대인의 삶과 민속 문화’를 주제로 ‘울산의 역사

11.14

11. 23

와 문화를 디자인하라’를 비롯해 ‘역사화 문화 콘텐츠
화’, ‘역사와 문화 융·복합’, ‘역사와 문화 스토리텔링
화’, ‘울산의 역사와 문화 알박기’ 등을 강조했다.
이어 신수식 영산줄다리기보존회장이 ‘민속문화보존
사례-영산줄다리기’, 정상태 울산문화연구소장이 ‘울
산마두희의 역사적 배경과 복원방안’에 관해 주제 발
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서진길 울산예총 고문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박성석 경상대 교수, 이상도 울산향토사
연구회장, 이연옥 울산매일 부국장, 문석주 중구청
문화공보실장 등이 울산 전통놀이 ‘마두희’의 발전방
향을 토론했다.
토론회에서는 마두희의 복원과 재현에 모두 뜻을 같
이 했으며, 나아가 마두희를 울산 전체의 민속놀이로
발전시켜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놀이문화로 발전시
키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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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연구센터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역사와 인물, 사회, 문화, 경제 등을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합니다.

울산 공단지역 내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의 개념
-처용암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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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산업수도의 별칭에 부응하듯 문화의 불모지라
는 오명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는데, 효과적
으로 활용되지 못한 공단지역 내의 문화유산도 그에
일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고려 말 설곡 정포에 의해 울주 8경으로 매겨진
개운포(처용암)가 공단 내에서 뚜렷한 대안 없이 놓여
있다는 점은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사라진 문화유산인 ‘태화루’는 대의적으로 ‘역사의 회
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터에 새로 만들어지고 있
는 반면, ‘처용암’은 처용에 대한 의미만 논할 뿐 그 장
소에 대한 이렇다 할 논의가 없는 형편이다. 이것은 비
단 처용암뿐만 아니라 공단 지역 내에 위치한 여타 문
화유산들의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속
에는 울산의 경제력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지속성
때문에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과 관리의 한계라는 문
제도 포함되어 있어, 뚜렷한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악
순환의 고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처용암은 국내의 여타 도시들이 간직한 문화유산에 비
하여 매우 독특하고, 차별화된 의미와 설화를 간직한
문화유산이다. 그리고 관광이라는 활용의 측면에서
보면, 처용암은 매우 유용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외의 여타도시들은 해당 도시의 문화유산이
나 역사성을 간직한 문화자원을 어메니티(amenity)의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당 문화유산이 갖는 정체
성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리고 그 정체성 파악에는 해당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
환경은 물론 인문환경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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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업·정재식(울산과학대)

연구기간

2012. 1. ~ 2012. 12.

발행사항

2012. 12, 51면

키 워 드

공단(工團), 처용암, 관광자원, 활용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처용암은 ‘처용’의 의미만
강조되었을 뿐 ‘처용암’이라는 실체에 대입한 관광자
원으로서의 가능성은 부각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
으며, 그 결과 구체적인 보존과 활용방안도 제시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용암을 비롯한 울산 공단지역 내에 위치한 문화유
산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광자
원이 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우선 관람자(관광객)로
하여금 공단의 여러 위해 환경 때문에 심리적으로 선
호도가 낮고, 공단에 의한 복잡한 접근 경로는 물리적
으로 접근을 불리하게 만든다. 그리고 공단에 의해 문
화유산의 주변 환경 중 자연환경을 거의 만나기 어렵
다는 점도 단점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처용암은 그 어떤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운포는 물론, 그와
관계된 망해사 및 처용암-망해사를 잇는 넓고 긴 광
역적 문화권역을 유지하고 있는 등 다양한 경험적 요
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각각의 권역 안에
서 오갈 수 있는 ‘길의 설정’이 매우 중요한 관광자원
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공업도시 50년 ‘촌락’에서 ‘산업수도’로
-울산의 공업도시 형성과정과 특성김헌규(울산대)

연구기간

2012. 1. ~ 2012. 12.

발행사항

2012. 12, 50면

키 워 드

다양한 도시기능, 분산적 공간구조, 다핵적 도시 공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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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등과 같은 문헌 자료와 함께 제작시기가 다
른 지형도 및 항공사진, 때에 따라서는 지적도 등의 시
각자료를 최대한 수집·분석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른
울산의 도시시스템의 변화양상을 시각적으로 작성·분
석하였다.
울산은 행정, 상업, 교통, 교육, 문화, 공업 등의 다양
한 도시기능들이 곳곳에 분산되어 배치되는 형태의 공
간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1970년대 도시계획에서
지향하였던 ‘다핵적 도시’로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목표로 하였던 다핵적 도시구조는 도시의
주요 기능을 분산, 특화하는 이른바 조닝(zoning)개념
의 다핵적 도시구조였다. 이는 최근 서울을 비롯한 많
은 선진도시들이 지향하고 있는 도심 이외에 도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도심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다양
한 도시기능을 다양한 부도심에서 수행하는 개념의 다
핵적 도시공간구조와는 다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울산은 다양한 기능들이 흩어져 있는 분산적 공간구
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더 도시로서의
매력을 가진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능들이 분
산되어 있는 공간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도시적 기능
을 가진 부도심을 육성하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
해 주는 네트워크를 갖춘 도시시스템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울산학연구센터

본 연구는 도시는 다양한 기능이 집적되고 또한 이러
한 기능들이 공간적으로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
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관점 즉 “도시시스
템”적 관점에서 울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공간적 정체
성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울산이 공업도시로 출발하는 시점
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시대 및 일제시대를 거
치면서 형성되었던 공간적 상황과 그 특성을 규명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울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들이 공간적 배치되어 가는 과정과 함
께 이들이 상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전통적 지방도시 울산이 국가지정 공업센터로 지정되
면서, 공업지역이 설치되고 이와 함께 물류수송을 위
한 도로와 항만,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지, 그리고 그
들의 생활을 떠받치기 위한 상업지역과 문화시설 등
과 다양한 사회기반시설들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배치
되어 지금의 공업도시 울산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지도
를 이용한 시각적 자료로 작성 분석하여 공간적 특성
을 살펴보았다.
1962년 이후 토지구획정리 및 택지개발, 사택지 건설
등과 같은 다양한 개발 사례들을 시계열적으로 정리
하여 공업지역 및 기존의 시가지와의 입지적 관계성
을 비교분석하고, 또한 이 과정에 새롭게 건설되거나
정비된 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의 건설과정을 함께
정리하여 울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공간적 시스템이 구
축되어 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금까지 울산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성
과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관보와 각종 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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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을 거슬러 울산의 ‘혼’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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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희(馬頭戲)는 여느 지역의 줄다리기와는 생성된
바탕이 다르다. 울산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함축된 놀
이형식이 바로 마두희이다. 마두희에는 가식이 없다.
웅장하면서도 기개의 고을 정서가 베어, 각종 읍지의
표현대로 상무예(尙武藝) 하고 타고난 성품이 굳세어
문화를 일으키고 교화를 쉽게 한다는 기록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것은 놀이라는 행위 자체의 연희 표
출이지만 내면에는 울산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정신
세계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마두희는 웅대한 동대산
의 숭앙에서 비롯된 공동체 의식이다. 자고 깨면 쳐다
보는 동대산은 울산 사람들에 있어서, 산이면서 모태
적(母胎的) 위안처이기도 하다. 동대산이 말머리 모양
을 하면서 고을을 등지려 하니, 소박한 고을 사람들은
우려가 아닐 수 없었다. 이를 대처 하기위한 방편으로
마두희를 연희 하게 되었으니 마두희야말로 고을민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놀이의 표출적 기능이 일상의 문화적 요소를 재창조
하는 측면이 있다면 마두희는 고을의 구성원인 민중
을 집단화 시켜 주고 응집력을 제공 했다. 고을민은 놀
이가 갖는 이러한 표현성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희열
과 자아의 실현을 획득 하면서 집단적 공감대도 형성
했다. 이 과정에서 신명이 고조되고 신명은 억제된 육
체와 정신을 다듬게 했다. 마두희를 통해 현실을 되새
기고 고을 운명을 고르게 하려 의례적 요소도 가미시
켰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신적(娛神的) 기능이 가
미되고 유희적 표현이 짙어지면서 세시풍속화 되었
다. 의식적 놀이가 세시적 행사로 거듭날 때면 공동체
의 결집은 더욱 공고해 진다. 울산 사람들은 마두희라

연 구 진

정상태(울산문화연구소)

연구기간

2012. 1. ~ 2012. 12.

발행사항

2012. 12, 64면

키 워 드

마두희, 전통놀이문화, 공동체 의식

는 기능을 통해 일상의 갈등을 극복하고 친목을 다지
며 일의 능률도 발휘했다.
생산성 증대로 사회의 풍요를 누리면서 문화적 요소
는 더욱 다져 나갔다. 마두희는 이러한 과정을 거듭하
면서 기풍(祈豊)과 점풍(占豊)사상이 고착화 되어 놀
이 이상의 의미를 지닌 성스러운 의례형식으로 이어
져 왔다. 이러한 정신문화가 일제의 강압으로 소멸 되
었으니 당시로서는 고을민의 정체성을 박탈당한 것이
나 마찬가지 였을 것이다. 그 모멸감도 시간이 흐르면
서 희석되어 마두희는 우리 곁에서 멀어져 있다. 마두
희를 복원 하자는 것은 유희적 행위를 재연(再演) 하
자는 것만이 아니다. 동대산에서 유래한 정신적 바탕
을 새기며 우리 선인들의 유희적 표출 속에 잠자고 있
는 의례 정신을 되새기자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의 대동놀이를 재창조할 수도 있다. 마두희를, 줄
다리기라는 단순한 놀이적 개념에 부가하여 선조의 얼
을 새기고 정신문화를 계승하는 공동체의 의미로 승
화 시켜야 할 것이다.

울산지역 근로자들의 직장생활과 가정문화

장병주(영산대)

연구기간

2012. 1. ~ 2012. 12.

발행사항

2012.12, 62면

키 워 드

직장생활, 가정문화, 일중독, 일-가정 양립, 이직의도

있다.
또한 근로자의 이직의도를 줄이게 됨에 따라 많은 기
업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에서
갈등을 겪지 않고서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를 균형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은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
루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울산학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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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 근로자의 일몰입, 강박관념,
일향유감, 일-가정 양립, 그리고 이직의도와 관련하
여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두고서 실증분석을 하였
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몰입과 일-가정 양립의 관계는 유의적인 정의 관계
가 성립하였고, 강박관념과 일-가정 양립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일
향유감과 일-가정갈등은 기각이 되었으며 일몰입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각이 되었다. 강박관
념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성립하였으며 일향유감과 이직의도의 관계도 통계적
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가 성립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과 이직의도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
계가 성립하였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상호 공생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과 기업 모두가 노력을 하여야 한다. 기
업은 가족친화적인 기업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다
양한 복지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원활한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와 배우
자의 사고방식도 이제는 선진기업문화와 가정문화에
부합되게 의식개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과거 회사 중심적,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가 점차 약
화되고 있으며, 가정이 회사와 근로자들을 위한 일방
적인 희생 또는 양보를 감수하지 않는 사회적 수준이
되었다. 일-가정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친화적
인 기업풍토 조성분위기가 사회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근로자의 소속감뿐만 아니
라 조직몰입, 직무몰입 등과 같은 경영성과를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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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는 500가지 스토리가 있다』는 『한국구비문학
대계』 울산 편을 울산 시민이 읽기 쉽게 스토리텔링 하
였다. 잘 알려진 울산의 이야기는 좀 더 쉽고 재미있
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는 새롭게 알리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또한 울산의 이야기 속에 남아있는 울산 사
람들의 삶과 정신을 찾아보는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최대한 울산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를 살리
는 데 초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울산의 특성이 드러
나지 않은 이야기는 당시 관련 자료와 연결해 울산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조선왕조실
록』, 『울산지방민요자료집』등 울산 관련 자료를 보충
해 이야기를 구성했으며, 어느 지방에서나 있을 수 있
는 민담에 울산의 특색을 담으려고 했다. 민요의 제목
이나 각주 표시는 가독성을 위해 참고문헌으로 대신
했다.
구비문학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승된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는데,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사람이 함께 창
작해 내려온 것이다. 이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떤 모
습으로 달라질지 모른다는 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글
을 읽다 알고 계시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나오면 그것
이 구비문학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또 이야기의 참맛은 단순하다는 것이다. 사건의 개연
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읽는
이로선 몰입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소
설의 기법에 치중하면 이야기의 맛이 사라질 수도 있
으니 그 또한 문제가 될 것이다.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개연성을 보충하려고 했지만 이야기의 참맛을

연 구 진

김선주(울산대)

연구기간

2012. 1. ~ 2012. 12.

발행사항

2012. 12, 264면

키 워 드

울산의 구비문학, 모성애, 효성, 형제애, 부부애

버리지 않는 데도 주력하였다.
『울산에는 500가지 스토리가 있다』라는 제목을 보면
정말 500가지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구
비문학대계』울산 편에 수록된 자료는 총 343여 편이
다. 중복되는 이야기, 빈약한 이야기를 배제해도 300
여 편이 채 되지 않는다. 또 책을 만들기 위한 분류 과
정에서 이야기의 수가 많이 줄었다.
500가지는 실제로 500이라는 숫자의 의미보다 오만
가지(여러 가지)라는 의미가 더 크다. 그러니까 『구비
문학대계』에 수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의
미의 제목인 셈이다. 울산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찾
아내는 것은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 글이 울산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널리 알리는 작업
의 가치를 확인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역사와 문화, 산업이 있는 동천강

김석택, 이경희, 원영미(울산대)

연구기간

2012. 1. ~ 2012. 12.

발행사항

2012.12, 136면

키 워 드

동천강, 산업, 문화유적, 반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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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동
천강 유역은 공업 울산의 중요한 미래상이다.
동천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 강이자, 맑고 깨끗한 환경
이 조성된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주요 지역에 갈대 군락지 및 조류 서식지의 보전 관리
를 통하여 건강한 생물 서식 공간 조성 및 생태계 회
복으로 도심 속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강으로 자리할
것이다. 또한 병영성과 산전샘처럼 동천강 가에 있는
문화유산이 발굴되어 역사문화산업으로 조성되면 동
천강 주변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현대를 살
아가는 지역민들의 정서적 안식처가 될 것이다. 그리
고 동천강 둔치의 자연과 환경을 울산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만남과 여가의 장소로
활용됨으로서,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역민의 자긍
심을 높여줄 것이다.
동천강과 관련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기초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울산학연구센터

오늘날 울산이 산업도시로서의 중심이 된 것은, 근·현
대 경제 정책의 부단한 노력의 성과로 보지만, 바탕에
는 자연적, 지리적 요건과 보이지 않는 역사적 축적의
배경이 있다. 흔히들 ‘태화강의 기적’이라 하지만 태화
강은 울산의 상징적 강일뿐 기실은, 산업 울산의 바탕
엔, 신라를 융숭하게 한 ‘동천강’이 있다. 신라의 국운
을 부흥 하고 삼국 통일의 동력이 동천강 유역의 고대
철산업이 원천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
고대 산업의 원천인 동천강 유역의 자원은 달천 철장
을 중심으로 한 철산업과 아울러 하류의 반구동 유적
이 증명하듯, 신라 초기의 신라의 관문인 항만 시설이
가세하여 동천강은 고대 ‘아이언 로드’의 시발점 역할
을 하면서 전 · 근대 산업의 초석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고 태화강 그늘에 가려
소외되었던 ‘동천강’을 조명함으로써 오늘날 울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뿌리를 정립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바탕으로 삼고자 한다.
동천강 원류인 토함산에서 부터 자연적 전개와 역사
적 사실을 시발점으로 강 연안의 선사와 역사시대의
산업과 연관된 고고학적 배경을 집약하였다. 또한 중,
하류의 고대 산업을 심층적으로 살피면서 오늘날 산
업단지로 도약하기까지의 역사적 바탕을 제시하였다.
동천강의 자연과 사람들, 동천강의 역사, 동천강 가
사람들의 삶과 문화, 동천강을 둘러싼 삶-산업, 동천
강에서 꾸는 굼-오늘과 내일 순으로 서술하였다.
동천강의 역사적 배경과 근·현대로 이어지는 산업 발
달의 과정은 공업 울산의 변천사를 대변하고 있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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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평생교육센터

울산평생교육센터는 울산 평생학습 진흥의 중추적인 추진기구로서
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지역 특화사업을 전개하는 평생교육진흥업무와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실업률 감소에 기여하는
청년창업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Ⅰ. 평생교육사업
1-1

평생교육시행계획수립

[ 연구개요 ]
• 과제번호 : 울발연평생교육R 2012-4
• 연구기간 : 2012년 8월 ~ 12월
• 연 구 진 : 양은아, 신기왕, 오세정, 오진덕, 장성연
울산평생교육센터

[ 연구목적 ]
• 울산지역 내 평생교육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발굴을 하기 위함
•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평생학습진흥 정책연구(2012),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거
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영역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 연구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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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의 범위
∙ 사업주체 : 중앙부처, 울산평생교육진흥원, 5개 구군 등
∙ 공간적 범위 : 울산광역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2012 - 2013년
- 2012년 추진한 세부 연구/사업 내용
- 2013년 추진하는 연구/사업 추진 계획
∙ 내용적 범위 :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
- 울산시 전체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공급, 교강사 및 학습자 현황 등 평생교육 환경 분석
- 파악된 평생교육 관련 현황자료를 전문가 검토 협의회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 검토
- 최종적으로 울산광역시 평생학습진흥정책연구에 근거하여 2013년도 연구/사업과제별 평생교육 추진
방향 제시
• 연구방법
∙ 문헌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 국내외 평생교육정책 관련 사례 및 관련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2012년도 당초
예산 자료 분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정책 보고서와 통계 조사 분석, 시군구
평생학습도시 정책 보고서 분석, 울산 인구학적 통계 및 지역 문화, 생활패턴과 관련된 연구 분석
∙ “통합” 평생교육통계조사 : 울산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통합조사
∙ 학습자 학습참여양상 조사 : 울산 시민의 평생학습 요구 파악

[ 연구성과 ]
•기관 분석
∙ 200개 기관, 5,000개 프로그램, 400,000명 학습자
∙ 평생교육 인프라의 취약성 / 낮은 공공시설 기여도/ 지원 없는 평생교육법령기관들/ “예산”과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에 큰 기대
∙ 울산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현장의 목소리 분석

NO

사업 기간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국가진흥기본계획수립 후 ~ 12.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013. 3. ~ 6.

3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2013. 4. ~ 12.

4

소외계층 독서/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2013. 3. ~ 10.

5

구·군 평생학습특성화사업지원

2013. 3. ~ 11.

6

「평생학습자원활동가」지원 사업

2013. 2. ~ 12.

7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2013. 3. ~ 6.

8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특강

2013. 2. ~ 12.

9

4050 프로그램 운영

2013. 3. ~ 11.

10

울산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2013. 2. ~ 12.

11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2013. 10. ~ 12.

문해교육시행계획수립

[ 연구개요 ]
• 과제번호 : 울발연평생교육R 2012-1
• 연구기간 : 2012년 8월 ~ 12월
• 연 구 진 : 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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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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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분석
∙ 명목 프로그램 수 5,000개, 실질 프로그램 수 20,000개
∙ 문화예술과 인문교양 영역의 프로그램 편중화 현상으로 인한 심한 불균형
∙ 프로그램의 60% 이상이 사업장부설 평생교육기관에 의존 / 기관 유형, 프로그램 유형, 그리고 운영방식/
울주군과 4개 구 사이의 격차 심각/ 구군 간 특성 차 드러나
• 직업능력 프로그램 분석
∙ 직업능력개발 : 68개 기관, 350개 프로그램, 16,000명 학습자
∙ 민간자격 중심의 프로그램 공급 그리고 직업 현장과의 괴리 / 스스로의 기관정체성 부족 / 프로그램 예시
• 학습자 학습양상 분석
∙ 적극적 학습참여계층의 참여 패턴 / 주로 자기개발에 관심, 절반이 교육 중도포기경험 / 교육 정보 접근
성,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 / 교양강좌 위주, 30만원이 연간 학습비 마지노선
• 40 - 50 퇴직 예정자 분석
∙ 퇴직 준비도와 재정적 대비 / 교육에 대한 “가벼운 이미지”/ 은퇴 준비교육, 공공지원 포뮬러 마련이 급
선무
• 2013년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시행계획 수립

Ⅰ. 평생교육사업
[ 연구목적 ]
• 울산광역시의 문해교육 지원 방안을 탐색
• 문해교육과 관련된 정책 환경 및 문해교육 현황과 요구를 분석하고 향후 울산 저학력 성인들의 평생학습 요
구를 충족시켜 삶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연구추진현황 ]

울산평생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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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 문헌분석 : 국가 정책환경 분석은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인구통계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부 자료 및 관련 정책 보고서를 분석. 울산 문해교육 정책환경 분석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및 문
해교육 관련 조례 및 정책 자료, 인구통계 자료, 문해교육관련 울산시청의 내부자료 등을 분석.
∙ 설문조사 : 울산시 기관실태조사, 문해교육 만족도 및 문해교육 요구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학습자들
을 대상으로 문해 검사도 실시
∙ 심층면담 : 문해교육 현황 및 문해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문해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
• 연구내용
∙ 문해교육 정책 환경 분석
∙ 울산시 문해교육 현황 분석
∙ 울산시 문해교육 만족도 및 요구 조사
∙ 울산시 문해교육시행계획수립

[ 연구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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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문해교육 기본 방향
∙ 문해교육 정책 개념 확장 : 울산시 문해교육의 2차 정책 영역으로 성인기초교육 영역(학력트랙, 시민교양트
랙, 직업교육트랙)으로 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문해교육 정책 대상의 다양화 : 문해교육 정책 대상자를 저학력 성인으로 하되, 향후 신문해계층(결혼이민
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중도탈락 청소년)으로 넓혀갈 필요 있음
∙ 제도적 기반 :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문해교육 기반 마련 : 비문해조사 실시,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이 여기에 해당함.
- 문해 인력 전문성 제고 :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와 전문 인력 배치.
- 교육과정 질 제고 :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 문해 네트워크 구축 : 유관 단체와 공동 사업 추진
- 문해교육기관 지원 :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육성,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공공시설 이용 허용
∙ 역할의 설정
- 울산광역시청(울산평생교육진흥원) 역할 : 시 단위 문해교육 기반 조성, 문해 인력 역량 강화 (고급), 문
해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시 단위 문해교육 정보 구축 및 지원, 문해교육 거점기관 지정 및 지원, 시 단
위 문해교육 네트워킹.
- 구·군청 역할 : 구군 단위 문해교육 기반 조성, 문해 인력 역량 강화 (기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
원, 문해교육기관 일반기관 지원(기관 운영비), 구군 단위 문해교육 네트워킹, 문해 학습자 발굴 및 연결.
- 문해교육기관 역할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해교육 학습자 관리

2

평생교육정책연구조사

[ 연구개요 ]
• 과제번호 : 울발연평생교육R 2012-3
• 연구기간 : 2012년 8월 ~ 12월
• 연 구 진 : 양은아, 한숭희, 신기왕, 오세정, 오진덕, 김재현, 신상인, 이병훈

• 울산광역시의 다양한 평생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개발
•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보장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 모형 탐색
• 평생학습의 효과가 지역 사회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피드백 되도록 하는 선순환적 학습도시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전략 개발

울산평생교육센터

[ 연구목적 ]

[ 연구추진현황 ]

[ 연구성과 ]
• 정책 분석 : 경계넘기, 비전실현, 자원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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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 문헌 연구 및 자료조사 : 국내외 평생교육정책 관련 사례 및 관련연구에 대한 문헌조사와 국제기구 및 선진
국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 및 조사지표 분석
∙ 전문가 인터뷰 및 집담회 : 평생교육연구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및 평생교육정책 담당자, 학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담회 실시.
∙ “통합” 평생교육통계조사 : 평생교육정책 및 네트워크 구축 기초자료로 활용될 평생교육 공급-수요체계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시 내 평생교육기관에서 공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 조사
∙ 학습자 학습참여양상 조사 : 평생학습활동 적극 참여자 층의 학습참여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울산 시민
학습활동조사 실시(N=300명),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40-50세대)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40-50세대 직장인
들에 대한 설문 실시.
• 연구의 기본방향
∙ OECD평균에 접근하는 울산의 평생학습참여율 제고 방안 강구
∙ 공공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공급 인프라 구축
∙ 학습생활과 학습관계가 커뮤니티 문화구조 안으로 융합되도록 하는 정책으로서의 학습문화 및 학습축제
방식 혁신
∙ 정책추진 핵심으로서의 평생교육진흥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역할모형 및 과학적 관리모형 개발
∙ 고등교육과의 연계 및 학습결과의 자격화 및 인증화
∙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학습도시의 자기조직화적 시스템 기반 구축
∙ 정책효과의 선순환성

Ⅰ. 평생교육사업

울산평생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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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분석 : 균형회복, 재구조화,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역할 기대
• 프로그램 분석 : 영역별 전문화, 균형 회복, 융합
• 직업능력 프로그램 분석 : 공적기관기반, 대형화, 여성전문 노동시장 연계
• 학습자 학습양상 분석 : 개별화되고 비결정화된 표층적 경험
• 40-50 퇴직 예정자 분석 : 교육을 가볍게 생각
• 정책개발 개념모형
∙ 울산이 움직인다 : “학습하는 사회, 창조하는 울산”
∙ 학습도시 :“학습을 통한 자기조직화 시스템”10가지 테마
- [테마 1] 학습도시는 프로그램 공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테마 2] 프로그램의 개념을 확장하라
- [테마 3] 지자체 평생교육, 기업 평생교육과 같을 수 없다
- [테마 4] 직업능력개발은 시민문화교양과 차별적으로
- [테마 5] 문화예술·인문·시민교양·평생학습의 통섭적 융합
- [테마 6] 현장을 리드하는 평생학습 전문가
- [테마 7] 공공시스템이 지지하는 학습도시
- [테마 8]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 [테마 9]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학습시장과 학습협동조합
- [테마10] 학습도시는 교육도시가 아니다
• 논리설계와 추진시나리오
∙ “광역학습도시”의 삼층모형
∙ 추진시나리오 : 자기조직화적 학습생태계모형구축을 위한 학습도시 추진 모형
∙ 광역학습도시 정책 시퀀스
• 종합적 정책설계 : 12대 정책
∙ 목표 : 글로벌 창조도시 울산의 평생학습참여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 울산 광역학습도시 시스템 모니터링 체제 개발연구
∙ “광역학습도시” 행정체제와 구군 컨소시엄 구축, 조례개정
∙ 학습비용 지원 포뮬러와 메커니즘 수정 :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규정 및 구체적 지원육성방안 마련
∙ 문화예술/인문교양 영역 평생교육의 새 그림 : 울산문화학습재단 설립
∙ 프로그램 공급패턴의 변화 :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공급의 시-구군 통합적 접근
∙ 학습시장과 학습코업 개념 도입
∙ 학습동아리의 확장적 재개념화 : 사회관계 학습모형
∙ 대학과 학점은행제 활성화 전략
∙ 평생교육전문가 육성과 인큐베이팅
∙ 평생학습 기부마당
∙ 울산 학습 스페이스 디자인 – 학습도시축제의 새 모형 연구
• 자문단 정책제언
∙ 평생교육 매트릭스의 확장
∙ 학습을 통한 울산 도시 공동체의 구축
∙ 학습 도시 네트워킹과 통합적 시스템 구축
∙ 학습 도시 스스로의 학습 기능 강화

3

비학습도시컨설팅지원

[ 연구개요 ]
• 과제번호 : 울발연평생교육R 2012-2
• 연구기간 : 2012년 8월 ~ 12월
•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 연 구 진 : 양은아, 신기왕, 현영섭, 김정희, 신은경, 조태현, 고종대, 오세정

•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의 평생교육 상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우수 평생교육 사례를 분석하고, 학습자 및 평생
교육 담당자의 요구 등을 파악하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 전략, 과제 등을 개발

[ 연구추진현황 ]

[ 연구성과 ]
• 비학습도시(남구)의 평생교육 발전 비전 및 전략
∙ 평생학습 권역별 구분
- 제 1권역(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달동, 대현동, 수암동) : 비교적 거주민이 많고 좁
은 지역에 밀집. 평생교육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
- 제2권역(삼호동, 무거동, 옥동) : 울산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비교적 넓은 지역에 학습자가 널리 분
포되어 있고, 평생교육기관이 문화관련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 제3권역(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선암동) : 해안에 인접한 지역이며 가장 넓은 지리적 범위를 갖고 있는
곳으로 구분, 복지시설 및 백화점 문화센터 등이 다수 위치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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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 문헌분석 : 국내외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우수 사례, 요구분석 등에 대한 학술자료 수집·분석하였음.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의 각종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각종 보고서,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의 각종 보
고서, 울산 동구 평생교육관련 현황 자료, 관련 학술지 논문, 평생교육 사례 관련 인터넷 사이트,
울산 동구 평생교육 관련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문헌 및 자료 수집
∙ 설문조사 및 분석 : 학습자용 설문지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측정하는 문항 6개, 프로그램 요구조사 문항
88개로 총 94개의 문항이 포함. 요구조사항목에는 78개 프로그램에 대한 현재 수강선호
도와 미래 수강선호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 관계자 면담조사 및 분석 :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와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를 대상으
로 실시
∙ 전문가 회의 : 학계 및 실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교육 분야 전문가 7인을 초빙하여 분석결과 및 정
책과제 등을 포함한 연구내용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 연구내용
∙ 평생교육의 실태 분석
∙ 평생교육 요구분석
∙ 평생교육 SWOT 분석
∙ 평생교육 발전 비전, 전략, 과제 개발

울산평생교육센터

[ 연구목적 ]

Ⅰ. 평생교육사업

울산평생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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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 발전 비전 : 구민의 행복파트너 남구 평생교육
∙ 발전전략 및 발전과제 : 4Ns
- 학습자 요구에 충실한 평생교육(Need-based Lifelong Education) : 남구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는 우선 학습자가 원하는 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
① 학습동아리 멘토링 사업
②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선정
③ 권역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차별화 사업 ④ 남구 평생학습상
- 네트워크를 활용한 평생교육(Network-based Lifelong Education) : 남구의 평생교육담당자간의 정보 공
유, 남구청과 지역내 다양한 기관간의 네트워크 활용한 평생교육을 전략으로 선택
① 평생교육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
② 남구청과 평생교육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 신기술을 활용한 평생교육(New Skill-based Lifelong Education) : 즉각적으로 평생교육관련 정보를 찾고
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엡의 제공, 학습상담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상점의 운영 등 신기술을 활
용한 평생교육을 전략으로 선택
① 남구 평생교육 엡 개발 및 배포
② 학습상점 운영
- 이웃 평생교육(Neighboring Lifelong Education) : 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 근접하여 평생교육을 실
시하고, 또 담당자나 공무원 그리고 우수한 학습자가 남구민의 평생교육 이웃으로서 평생교육을 안내
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
① 마을단위 배달강좌
② 마을평생교육코디네이터양성
③ 평생교육관계자연수사업
• 비학습도시(동구)의 평생교육 발전 비전 및 전략
∙ 평생학습 권역별 구분
- 방어권(방어동) : 백화점시설, 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등이 부족
- 화정권역(일산동, 화정동, 대송동) : 평생교육기관 많이 설치
- 전하권역(전하1동, 전하2동, 남목3동, 동부동) : 문화의 집, 노인복지시설, 백화점 관련 시설, 아동 · 청소년
관련 시설이 부족한 편
- 남목권역(남목1동, 남목2동, 주전동, 서부동) : 평생교육기관 많이 설치
∙ 평생학습 발전 비전 : 행복한 구민의 동구 평생교육 3.0
∙ 발전전략 및 발전과제
- 학습문화 자원 개발 및 활용 : 평생학습문화를 보다 향상시키고 즐겁고 행복한 평생학습이라는 인식의
제고를 위하여 기반 조성 및 업그레이드된 평생학습자원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는 전략
① 학습동아리 지식 멘토 사업
② 학습 상담사 심화교육 프로그램
③ 동구 평생학습상
④ 울산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사업 추진
-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변화 :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변화는 기존의 학습자의 요구가 다변화되고 심화되
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용한 전략
①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지정
② 요구기반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③ 마을공동체 단위 배달강좌
④ 마을공동체 단위 평생학습 공동체 구축 사업
- 평생교육 서비스 고도화 : 평생학습 서비스 고도화는 평생학습 문화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동구
의 평생학습 체계, 네트워크, 시스템 등에서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
① 평생교육 담당자 네트워크 강화
② 동구청-민간평생교육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③ 동구 평생교육 엡 ‘동구 학습상점’ 개발 및 배포
④ 평생교육관계자 연수 사업

4

4050 청춘불패 프로그램 지원사업

[ 사업목적 ]
• 중ㆍ장년(4050)세대를 대상으로 삶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제3의 인생설계를 지원
- 4050 삶을 Up! 시켜라 : 중장년(4050)세대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삶ㆍ새로운 도전을 위한 인생 설계
- 은퇴자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 유망직종 연계 자격증 취득 및 제3의 인생설계 역량 강화 등
울산평생교육센터

[ 사업추진현황 ]
• 기본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공모, 심의 확정 : 2012. 8월
• 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 2012. 9월~12월
• 4050 청춘불패 사업성과발표 및 세미나 개최 : 2012. 12월
• 4050 청춘불패사업 수행기관
NO

사업수행 기관명

1

울산MBC 방송문화센터

VJ(비디오저널리스트)양성과정

30명

2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제2의전성기를 꿈꾸는 폰트디자이너
“예쁜 손글씨 POP3급 자격증 반”과정

30명

3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사람들

마음발전위원회, “노인심리 상담 지도사 과정”

30명

4

울산시민학교

다시 비상하는 오뚜기, 그리고 천사활동
(연상한자 지도자과정)

30명

5

무공수훈자회 울산지부

울산 “효” 사관학교 - “효 지도사과정”

134명

와로평생교육원

4050인문학강의
(소중한 삶, 행복한 도전, 성공적 인생)

34명

6

4050 청춘불패 사업 프로그램명

총 학습자

288명

간 : 2010. 9. 1 ~ 12. 31
소 : 4050 사업수행기관 교육장
상 : 4050 사업 학습자 288명
용 : 중ㆍ장년(4050)세대를 대상으로 삶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수립에 기여
하고 울산 지역 내 중ㆍ장년(4050)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발굴 및 육성 함
• 4050 사업 성과발표 및 세미나
-일
시 : 2012. 11. 29(목) 14:00 - 17:00
-장
소 : 울산광역시청 시민 홀(2층)
-대
상 : 4050 사업수행기관(울산MBC방송문화센터,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울산시민학교, 사회복지법
인 함께하는 사람들, 무공수훈자회 울산지부, 와로평생교육원) 학습자 및 관계자 200명
-내
용 : 지역 거점 기관별 재취업, 전문자격증 양성 및 인문학분야 등 주요사업운영 6개 기관 연
계하여 사업운영하며, 울산지역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 재취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에 의
해 4050 성과발표 세미나의 성공적인 진행 및 지역거점 사업기관 파트너십 구축

[ 추진성과 ]
• 사업운영 6개 기관 연계 4050 성과발표, 세미나진행 및 파트너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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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장
-대
-내

학습자

Ⅰ. 평생교육사업
NO

울산평생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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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청춘불패

기관명
울산MBC
방송문화센터

사업성과
개인, 그룹별 총 12작품제작, 울산시 UCC,
공모전 1편 출품, 미디어 강사교육 계획

1

VJ 양성과정

2

POP 3급
손 글씨 과정

북구종합사회복지관

POP예쁜 손글씨 3급 자격과정을
통해 소자본창업교육 계획

3

노인심리상담
지도사 과정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사람들

자격증과정수료 후 노인상담봉사동아리
구성 및 재능기부활동

4

연상한자
지도자과정

울산시민학교

연상한자지도자 과정 후 주민자치센터 및
아동공부방 등 학습지도 활동

5

효 지도사 과정

무공수훈자회
울산지부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효지도사의
효 교육 파견 활동

6

4050인문학강의

와로평생교육원

4050 중장년층 자신감회복 및 도전의식 함양

5

평생학습 자원활동가 연합활동 지원사업

[ 사업목적 ]
• 평생학습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자원활동가’ 육성 및 활동을
지원

[ 사업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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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기
간 : 2012. 09. 07 ~ 11. 30(11강)
-대
상 : 평생학습 자원활동가 100명
-장
소 : 5층 대회의실
- 수료인원 : 84명
• 평생학습 자원활동가 역량강화 연수 운영
구분

일시

장소

내 용

1강

09. 07(금) 14:00~17:00

대강당

입교식
평생학습사회에서의 자원활동 의미,사명, 조건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9강
10강

09. 14(금) 14:00~18:00
09. 21(금) 14:00~17:00
10. 05(금)
10. 12(금) 14:00~18:00
10. 19(금)
10. 26(금) 14:00~18:00
11. 02(금) 14:00~16:00
11. 09(금)
11. 16(금) 14:00~18:00

대강당
대강당
현 장
대강당
현 장
대강당
대강당
현 장
대강당

평생학습자원활동가의 리더십과 조직경영
평생학습자원활동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자원활동계획에 따른 활동 실습 1차
자원활동조직 내의 문제해결과 의사결정기술
자원활동계획에 따른 활동 실습 2차
평생학습자원활동가의 업무 및 시간관리
자원활동가 조직의 동기부여 스킬
자원활동계획에 따른 활동 실습 3차
평생학습 사회와 자기계발(특강)

11강

11. 30(금) 14:00~18:00

대강당

평생학습 자원활동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수료식

• 평생학습 자원활동가 팀별 활동 지원
-일
정 : 2011. 10월 ~ 12월
-장
소 : 5층 ID room 회의실
-대
상 : 평생학습 자원활동가 16개 팀(팀별 6명)
- 활동내용 : 성인문해학습 및 학습상담, 자원활동 등 공동교육 지원 등
평생학습 자원활동 내용
매직스토리텔링 다양한 기법 학습
평생학습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
문해교육연구 및 지역사회봉사
실버레크리에이션
다문화상담사교육
북아트기법강의
성인문해강사 역량강화
리본아트기법강의
작은도서관 및 청소년 독서문화 활성화
패브릭소품강의 및 역량강화
이미지메이킹교육
사회복지평생학습교육
평생학습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
패브릭소품강의 및 역량강화
성인문해학습 및 동화구연 연계학습
다문화가정(결혼이주여성)상담학습

활동성과
지역유치원, 노인정 활동
평생학습페스티벌 상담활동
성인문해자 대상 문해교육활동
지역 소외계층 대상 레크활동
다문화이주민 대상 상담활동
작은도서관 및 아동대상활동
거점성인문해기관 역량강화
작은도서관 및 아동대상활동
독서문화 활성화 활동
폐용물품 및 패브릭재활용
CS 이미지 메이킹 상담활동
사회복지단체 지원 활동
평생학습페스티벌 활동
폐용물품 및 패브릭재활용
동화구연 연계 문해교육활동
이주여성 대상 다문화상담

울산평생교육센터

구분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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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

6

울산 ESD(지속가능발전교육)네트워크 사업

[ 사업목적 ]
• 울산평생학습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지역참여 확대를 위한 울산 ESD 네트워크 구
축으로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에 기여

[ 사업추진현황 ]
• 시민대상 ESD 프로그램 운영
-기
간 : 2012. 11 중(총6회차, 집체교육 5회, 현장탐방 1회)
-장
소 :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 강의실
- 교육일시 : 11/13, 11/21, 11/23/, 11/29

ULSAN DEVELOPMENT INSTITUTE

• 평생학습활동의 지역에서의 의미와 사명, 커뮤니케이션 및 퍼실리테이터 역량강화 등 연수과정 진행, 현장
활동에 필요한 실습계획, 활동계획 수립, 실습활동 및 공동교육 지원 등 지역단위 평생활동 리더를 육성하며
네트워크 구축
• 평생학습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자원활동가’의 활동을 지원하
고 육성 및 활동을 지원

Ⅰ. 평생교육사업
- 교육내용
구분

울산평생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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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내 용

1강

11. 13(화) 14:00~15:30 울산대산학관 교육장

울산의 역사와 지속가능발전

2강

11. 13(화) 14:00~15:30 울산대산학관 교육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환경과 에너지

3강

11. 21(수) 14:00~15:30 울산대산학관 교육장

환경과 성장이 조화된 지속가능발전 교육방안

4강

11. 21(수) 15:40~17:10

울산의 자연과 문화탐구를 통해 본 지속가능발전방안

5강

11. 23(금) 15:00~16:30 울산대산학관 교육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석면의 위해성 관리

6강

11. 29(목) 10:00~17:00 울산대산학관 교육장

울산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현장탐방

울산대산학관 교육장

• 울산형 ESD(지속가능발전교육) 세미나 개최
-주
제 : 「보다 더 살기 좋은 울산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방안」
-일
시 : 2012. 12. 5(수) 14:00~17:00 / 시민 200여명
-장
소 :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국제회의실
• 울산형 ESD 협의회 개최
-일
시 : 2012. 10. 24(수) 1차협의회 / 2012. 11. 22(목) 2차협의회 / 2012. 12. 20(목) 3차협의회
-장
소 : 울산발전연구원 회의실
-내
용 : 생태환경도시 울산을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
시민대상 ESD교육을 확대하여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울산건설에 기여
ESD사업의 추진방향을 사전에 제시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운영
• 울산형 ESD 선진우수사례 현장답사 및 벤치마킹 연수운영
-일
시 : 2012. 12. 6~12. 8 (2박3일)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가파도리사무소, 생태숲곶자왈 및 해양아쿠아리움
- 참 석 자 : 군구 담당공무원, ESD협의회 위원 및 기관관리자 등

[ 추진성과 ]
Annual Report 2012

• 울산지역 ESD 관련 관공서, 의료, 언론, NGO, 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의회 구축 및 시민대상 ESD
집체교육 5회, 현장학습 1회 진행과 울산형 ESD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 및 ESD 연수운영
•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울산시 구군 지자체(중구청, 북구청, 남구청, 울주군청 등), 울산 ESD협의회 및
•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녹색교육기관)네트워크 연계 구축

7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사업목적 ]
1) 울산평생학습축제
• 평생학습축제를 통해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사업 적극 홍보
• 2012 울산평생학습축제 참가를 통하여 2013년 울산평생학습축제 운영 자료 확보 및 축제 모니터링과 시민대
상 평생학습 방향점검
• 평생학습 축제를 통한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증진
•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함께하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 평생교육기관의 유기적인 연계 및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2)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강화
• 평생학습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평생학습 문화증진 및 참여 동기 부여
• 선도적인 평생학습 결과물 전시 및 홍보, 관계자 상호매칭 등을 통한 평생학습사업 진행방향 확인
• 타 광역자치단체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한 평생학습 역량강화

[ 사업추진현황 ]
1) 울산평생학습축제
울산평생교육센터

• 행 사 명 : 2012 울산평생학습축제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동아리활동 홍보
• 홍보활동 : 울산 평생교육진흥사업 홍보 • 평생교육진흥원 리플렛 및 기념품 배부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동아리활동 홍보
• 체험활동 : 울산MBC방송문화센터(렌즈로 보는 인생2막)
행복한교육연구소(나눔과 실천, 행복한 지역 만들기)
무궁수훈자회 울산지부(울산 “효” 사관학교)
울산시민학교(글자의 세상에 새롭게 날개를 달자)
• 비디오카메라 촬영 체험
• 오디오 더빙 체험
•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지니의 소원문
• 생활속의 효실천으로 만드는 행복
• 한글퀴즈대회 및 한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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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추진성과 ]
1) 울산평생학습축제
• 울산광역시 및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사업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 학습결과의 발표기회, 학습 체험기회 등 지역평생학습축제를 통한 시민정체성 확립과 학습공동체
형성에 기여
• 다양한 평생학습 유형의 체험참여로 학습동기부여 및 자긍심을 고취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
• 시민대상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평생학습 추진방향 설정

2)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부스운영 최우수상(장관상)수상
• 학습결과의 발표기회, 학습 체험기회 등 평생학습박람회를 통해 지역의 평생학습 역량강화

ULSAN DEVELOPMENT INSTITUTE

• 행 사 명 :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기
간 : 2012. 11. 23(금) ~ 25(일), 3일
•장
소 : 대전광역시 컨벤션센터 및 무역전시관 일원
•주
제 : 인생 100세 ‘일과 학습의 아름다운 동행’
•주
최 : 교육과학기술부
•주
관 : 대전광역시, 시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홍보활동 : 울산평생교육진흥사업 홍보 • 참가기관 : 중구청,울주군청,중부도서관
• 평생교육진흥원 리플렛, 기념품 배부
• 모니터링 :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현황 모니터링 실시

Ⅰ. 평생교육사업
8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개원식 및 심포지엄 개최)

[ 사업목적 ]
• 전국 16개시도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
•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개원식 및 개원기념 심포지엄 개최

[ 사업추진현황 ]
울산평생교육센터

• 행사개요
-일
시 : 2012. 9. 26(수)
-장
소 : 울산평생교육진흥원
-대
상 : 시, 구군,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평생학습활동가 시민 등 150명
- 세부내용 : 울산평생교육진흥원 개원식 및 개원기념 심포지엄
구 분

184

시간
14:30~15:00

15:00~15:15
개원식

내용
∙식전 공연 : 남구 구립오케스트라
∙내빈소개
∙국민의례
∙경과보고 -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센터장
∙축하 영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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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5:40

∙기념사 :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하동원
∙축 사
- 울산광역시장 박맹우,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서동욱,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복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최운실

15:40~15:50
15:50~16:10
16:10~16:15

∙현판 제막식
∙휴식
∙발표자, 토론자 소개

16:15~16:40

∙주제 :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어떻게 갈 것인가?
- 광역지자체 단위 평생교육진흥원의 존재적 의미
한숭희 교수 (서울대학교)
-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의 향후 계획과 비전
양은아 박사 (울산평생교육진흥원)

16:40~17:30

∙토론
- 좌장 : 울산대학교 교수 박종덕
- 패널 : 울산광역시 남구청 국장 김상육, 경상일보 논설위원 이태철,
울산광역시 북구청 평생교육사 이선애,
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 부장 송창균,
울산시민학교 교장 김동영,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부센터장 이강민,
북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정석,
밝은미래복지재단 책마을관장 장은아,
울주문화원 코디네이터 이미화,
동구평생학습상담사 안미련

심포
지엄
-평생학습 토크 -

17:30

∙폐회

[ 추진성과 ]
•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개원식 개최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지역 지자체 평생교육관계자 연계 네트워크
•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개원기념 심포지엄 개최
지역주요인사 기념동영상 촬영 분 상영 및 평생교육기관 단체 관계자 네트워크구축

9

울산평생교육센터

소외계층독서교육프로그램지원

[ 사업개요 ]
• 과제번호 : 울발연평생교육M 2012-1
• 사업기간 : 2012년 9월 ~ 12월
• 선정대상 : 울산지역 도서관 및 도서시설 10곳, 독서학습동아리 5곳
• 연 구 진 : 양은아, 신기왕, 고종대, 오세정

[ 사업목적 ]
• 독서문화의 확산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넓히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신체 · 문화 · 경제적 애로가 있는 문화 소외계층의 도서관 이용률을 제고하고, 누구에게나 평생학습의 기회
가 부여될 수 있는 지역 여건 마련에 기여

185

[ 사업추진현황 ]

[ 추진 성과 ]
NO
1

구 분

기관명
남부도서관

사업명
남부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학습자 수
126

2

동부도서관

아름다운 시 산책

237

3

남목작은도서관

도서관은 엄마다

36

4

꿈이 자라는 책마을

5
6
7
8

도서관
및
도서시설

울주도서관
농소3동도서관

동시와 동화로 만나는 나만의 책

19

동화로 꾸미는 북아트

135

책으로 사랑을 나눠요

30

책사랑작은도서관

재미있고 신나는 도서관 여행

15

꽃바위작은도서관

책 읽는 즐거움! 속닥속닥 우리 옛 이야기

40

다문화 가정 독서 지도 부모 교육 프로그램

119

나도 작가! 나만의 책!

30

9

세린작은도서관

10

책가방작은도서관

ULSAN DEVELOPMENT INSTITUTE

• 진행일정
∙ 공모 신청서 접수 : 8. 20 ~ 31
∙ 외부 전문가 공모 심사 : 9. 4 (결과 발표 : 9. 6)
∙ 선정기관 담당자 설명회 : 9. 11
∙ 소외계층 독서지원 사업 운영 : 9. 17 ~ 12. 12
∙ 소외계층 독서지원 성과발표 : 12. 21

Ⅰ. 평생교육사업
NO
1
2
3
4

구 분

독서
동아리

5

울산평생교육센터

186

기관명
울주도서관

자운영성인독서회

(사)꿈빛소금

동물매개 독서교육을 통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공중그네
도산독서회
책속으로

사업명

찾아가는빛그림책독서치료프로그램‘마음을열어요!’

학습자 수
45
7
156

미혼모 가족을 위한 독서 교육 및 독서치료

30

책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80

• 소외계층 독서교육프로그램 성과발표
∙일
시 : 2012. 12. 22(금) 13:00~18:00
∙장
소 : 울산발전연구원 4층 U-Campus
∙대
상 : 시청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소외계층 독서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 선정기관 실무담당자 및 강
사 50여 명
∙내
용 : 10개 도서관 및 5개 학습동아리 성과발표, 우수사례 공유, 도서관 및 독서동아리 담당자, 강사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성
과 : 소외계층 독서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외계층 아동 700여 명, 성인 및 노인 400여 명이 평생
학습 참여

10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

1) 평생교육기관 전수조사
[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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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는 울산광역시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에 관해 평생교육기관을 조사·분석하여 다모아 평생교육정보
망 구축 및 DB자료 제공 및 평생교육 정책기초자료의 객관적 토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기획됨
• 구군과 업무협력, 신규 · 특화 프로그램 개설 및 평생교육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문 강사 및 관련 전문가에게 기관정보를 제공하여 신규·특화 프로그램 개설 유도
• 지역별 거점·협력기관 지정기준 및 평생교육 정보 수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

[ 사업추진현황 ]
• 조사 설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방문조사
- 단, 응답 기관의 편의를 위해 e-mail, fax 조사 병행

조사 대상

울산시 소재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 주민자치센터 - 복지시설(종합, 노인, 청소년)
- 문화시설, 사업장 부설기관 - 작은도서관 외 평생교육 관련 기관

표본 추출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제공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리스트 활용

표본 규모

총 187개 기관/단체

조사 기간

2012. 8. 27 ~ 2012. 9. 28

• 조사 내용
분류
기관현황

구체적인 내용
-기관유형, 기관기본현황, 시설규모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및 학습자,
인력 현황

-총 프로그램 수(온라인/오프라인/혼합)
-학점은행제 수(온라인/오프라인/혼합)
-총 학습자 수(남자/여자/계)
-연령별 학습자 수(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교강사 수(연령/학력/고용형태/평생교육사 자격증소지)
-사무직원 수(연령/학력/고용형태/평생교육사 자격증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관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율
-중점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만족요인
-학습자 모집방법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요인
-종사자 교육 실시여부 및 업무 기여도
-희망하는 실무자 교육분야

울산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진흥원 중점업무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지원내용
-평생학습 지원정책 추진대상 및 집단
-정책과제 대상 교육영역
-평생교육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187

울산 평생교육
추진체계 관련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필요도
-기관 간 연계 · 협력 시 필요한 부분 및 애로사항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의 기대효과

2)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사업
• 울산지역의 평생교육 DB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평생교육 홈페이지 구축
• 울산지역의 일원화된 평생교육 정보망을 구축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편의를 증진
• 다모아 평생교육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울산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시민의 학습참여 증진
• 광역단위의 평생교육정보망 구축으 통한 시스템 안전성 확보
• 평생교육정보망의 DB의 체계적인 관리
• 울산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강좌정보의 DB 수집ㆍ분류체계 확보
• 기관별 강좌정보 연계로 시민 평생교육 정보서비스 접근성 확대

[ 사업추진현황 ]
• 울산지역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축
• 울산지역 평생교육 데이터베이스 운영 시스템 구축
• 구군 및 평생교육기관 정보연계망 구축
•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백업시스템 구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시스템 연동기반 구축

ULSAN DEVELOPMENT INSTITUTE

[ 사업목적 ]

Ⅰ. 평생교육사업
• 설치품목
장비명
운영서버

WAS S/W
Oracle 11g

울산평생교육센터

WINDOWS 서버
KVM 스위치
콘솔
시스템 랙

용도 및 기능
울산발전연구원 평생교육센터 운영서버
WEB/WAS, DB S/W 에 H/W 자원 제공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간의 애플리케이션 연동 지원

1

1

운영데이터 데이터베이스화

1

대량메일 엔진 서버

1

멀티 디스플레이 지원

1

Rack 타입 모니터

1

시스템 및 SAN 스위치 등 장착 구성

1

[ 추진성과 ]

188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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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nile.or.kr) 정보망 연계, 평생교육기관 및 강좌정보 연동
• 울산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강좌 DB 설계 · 구축
• 관련 사이트 벤치마킹을 통한 성공적인 DB 설계 및 구축방법 제시
• 울산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강좌 정보 관리를 통한 상시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
• 울산지역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개발
• 강좌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평생학습 강좌정보 표준 XML 설계
• 평생교육기관 관리를 위한 기관별 관리자 메뉴, 등록 페이지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설계
• 울산평생학습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 최신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지침)을 준수에 따른 홈페이지 개발
• 온라인 회원관리를 위한 메일 발송,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Ⅱ. 울산청년CEO육성사업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12 울산청년CEO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12. 1. 1~12.31(12개월)
• 총사업비 : 1,800백만원(시비)
• 총괄기관 : 울산발전연구원(평생교육센터)
• 주관기관 : 울산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 사업목적 ]
울산평생교육센터

•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청 년 전문 인력의 양성
• 청년 일자리의 확충과 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의 창업지원역량 축적으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창업활동지수 증가
• 산업도시 울산의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이미지와 문화·환경 분문의 청년창업을 조화시켜 차별적인 도시 브랜
드 제고

[ 사업추진현황 ]
1) 주관기관 선정 및 교육 추진여부
•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운영기관 제출 : 2012. 1. 19(목) 제출기한
• 주관기관 최종 선정 : 2012. 1. 31(화)
• 주관기관 협약 체결 : 2012. 2. 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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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기관 실무자 워크숍

3) 3기 및 3기추가 예비청년CEO 모집
• 모집기간
- 3기 : 2012. 1. 16(월) ~ 2. 18(토)
- 3기추가 : 2012. 3. 1(목) ~ 3. 31(토)
• 지원 대상
- 만 18세 ~ 만 39세 (1994년 1월 1일 ~ 1973년 12월 31일생)
- 접수일 기준 현재 울산시 거주자(주민등록 주소 기준)
- 창업을 희망하고 의지가 있는 자 (팀원 가능)

ULSAN DEVELOPMENT INSTITUTE

•일
시 : 2012. 2. 10(금) ~ 2. 11(토)
•장
소 : 영남 알프스(배내골)
•참
석 : 13인
•목
적:
- 울산광역시, 총괄기관, 주관기관 간의 사업비전 목표, 정보 공유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
- 2012년 울산청년CEO육성사업 진행방향 및 주관기관의 사업운영지침에 대한 이해를 도모
•내
용:
- 사업방향공감대형성을 위한 간담회 : 송봉란팀장
- 울산대학교 창업지원 프로그램 소개 : 손선애 창업담당관
- 그룹별회의 : 책임자(팀장) / 실무자

-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
- SOHO 창업 희망자
- 접수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울산 청년CEO 육성사업 기수혜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창업프로그램 참가자는 제외
• 목표 모집 인원 : 지식, 기술, 일반 창업분야 총 150개 팀
• 기관별 창업모집목표 및 모집 현황
구분

울산평생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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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목표

합격자 현황

예비 창업자

창업 목표

부가고용목표

울산 청년창업센터

84

56

22

92

울산대

37

24

10

36

영산대

7

5

2

6

울산 과학대

15

10

4

15

춘해보건대

7

5

2

6

합계

150

100

40

155

4) 교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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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예비청년CEO 공통교육(각 24시간)
-일
시 : 2012. 4. 30(월) ~ 2012. 6. 25(월)
-장
소 : 울산청년창업센터 교육장 /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
-참
석 : 3기 청년CEO 155팀
-목
적 : 예비청년창업자의 기초창업역량 강화 및 도전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내
용:
· A반(오후) -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 18:00 ~ 20:00 / 울산청년창업센터 7층
· B반(오전) -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 10:30 ~ 12:30 / 울산대학교 국제회의실
· 청년창업 역량 개발을 통한 실질 창업 준비 방법 제공
· 사업체 경영활동에 대한 마인드 함양 및 세상을 바꿀 청년 기업가 정신
• 학습조 모임(각 6시간)
-일
시 : 2012. 5. 15(화) ~ 8. 15(수)
-장
소 : 조별 장소
-참
석 : 3기 청년CEO 150팀
-내
용 : 사업아이템이 비슷한 분야별로 조를 구성하여 사업의 구체화와 방향성을 설정
• 심화교육
-일
시 : 2012. 6. 15(금) ~
-장
소 : 울산청년창업센터 교육장
-참
석 : 3기 청년CEO 150팀
-목
적 : 예비청년창업자의 창업에 필요한 업무 및 역량강화
-내
용 : 예비청년CEO 신청 또는 창업에 필요한 업무관련 강좌 개설
· 1차 : 2012. 6. 15(금) 10:30 정부창업지원제도 - 28인
· 2차 : 2012. 7. 3(화) 18:00 엑셀실무기초 - 4인

· 3차 : 2012. 7. 4(수) 09:30 온라인홍보마케팅 - 15인
· 4차 ~ 8차 : 2012. 7. 31(화) ~ 8. 28(화) 매주 화요일 10:00 사진이론 및 실습 - 10인
· 9차 : 2012. 9. 4(화) 10:00 엑셀실무기초(오전반) - 1인
· 10차 : 2012. 10. 16(화) 09:30 키노트 프레젠테이션 - 3인

5) 예비창업자 중간평가

6) 유관기관 간담회

7) 영남권 실무진 워크숍
•일
시 : 2012. 8. 22(수) ~ 8. 23(목)
•장
소 : 경주 대명리조트
•참
석 : 20인
•목
적:
- 울산청년CEO육성사업, 부산ㆍ대구ㆍ경북 청년창업지원사업 간의 사업비전, 목표, 정보공유를 통한 사업
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
- 영남권 청년창업지원 기관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 모색
- 영남권 청년창업지원 기관간의 화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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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창업지원 실무자들이 1기, 2기 및 3기 예비청년 CEO들에게 최적의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
출기관, 창업자금, 특허·보증 시스템등에 대한 기관별 이해 및 비교
-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창업지원 방향설정
- 창업관련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활한 공조체제 구축
•기
간 : 2012. 7. ~ 9. (자세한 일정은 추후 조정)
• 유관기관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파크, 울
산소상공인지원센터, 언론사 기자단
- 1차 : 2012. 7. 11(수) 10:30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 2차 : 2012. 7. 18(수) 10:30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센터
- 3차 : 2012. 8. 9(목) 17:00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4차 : 2012. 9. 12(수) 11:00 소상공인진흥원, 여성기업지원센터
- 5차 : 2012. 10. 11(목) 11:00 울산상공회의소

울산평생교육센터

•목
적:
- 예비청년CEO 창업활동기간 동안의 사업 진척화 정도, 사업수행의 성실성, 예산 사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을 평가
•내
용:
- 정량적 평가 : 사업 진척화 정도, 사업수행의 성실성, 예산사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 및 실무진의 평가 요약 및 보충 컨설팅
•기
간:
- 1차 : 2012. 6. 20(수) ~ 6. 21(목)
- 2차 : 2012. 8. 28(수) ~ 8. 31(금)
- 3차 : 2012. 11. 14(수)

Ⅱ. 울산청년CEO육성사업
•내
용:
- 사업방향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
- 그룹별(책임자/실무자) 회의

8)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외연수

울산평생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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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 9. 4(화) ~ 9. 8(토)
•장
소 : 대만(신주과학단지, 국립 교통대), 중국(이우시장 및 사무국)
•참
석 : 4인
•목
적:
- 산업ㆍ경제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비교ㆍ경쟁 대상이 되는 아시아 지역 2개국(중국, 대만) 연수를 통해 청년
층에게 적합한 스몰 비즈니스 아이템을 탐색하고, One-stop 창업지원, 산학협력 창업지원모델 등을 벤치
마킹함
•내
용:
- One-stop 창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창업지원 성공사례 견학
- 국립 교통대의 산학협력 창업지원모델 벤치마킹파악
- 청년 맞춤형 스몰 비즈니스 아이템 모색
- 스몰 비즈니스 지원 방안 모색

9) 2012년 창업보육매니저 전문교육

Annual Report 2012

•일
시 : 2012. 9. 19(수) ~ 9. 23(일)
•장
소 : 충남 세종시 조치원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참
석 : 4인
•목
적:
- 창업보육사업에 필요한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BI매니저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
-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내
용:
- 창업보육론 : 컨설팅방법론, 사업타당성분석 및 사업계획수립
- 창업법규론 : 지식재산권, 인증제도의 이해, 창업관련법규, 설립절차
- 창업경영론 : 창업기업의 마케팅, 자금조달, 창업기업의 회계 및 세무관리

10) 2012년 창업우수기업탐방
•일
시 : 2012. 9. 27(목) ~ 9. 28(금)
•장
소 : 서울
•참
석 : 15인
•목
적:
- 울산청년CEO육성사업의 심화과정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돕고자 창업우수기업탐방을 진행
-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정책을 파악하고 온오프라인 창업 노하우 파악
- 공연문화산업의 현황과 실제 운영사례를 통한 창업진척의 극대화
•내
용:
-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정책 파악
- 창업 노하우 파악

- 공연문화산업의 현황과 실제 운영사례

11) 예비창업자 사업화 집중지원 사업

1) 창업실적
• 참가인원 : 모집목표 150개팀 기준으로 각 기관과 협약을 맺은 전체 인원
• 중도탈락 : 참가인원 중에서 사업기간 중간 자진퇴거 또는 규정에 의하여 퇴거대상자로 수료자로 선정되지
못한 인원
• 수료인원 : 참가인원 중에서 사업기간을 완료하고, 수료자로 선정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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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성과 ]

울산평생교육센터

• 추진 목적
- 전문적인 컨설팅 풀을 활용하여 3기 예비창업자들의 창업단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사업화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집중지원 하여 창업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창업이 되도록 하기 위함
• 사업개요
-대
상 : 150팀 3기 예비창업자 전원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진행(주관기관 포함)
-기
간 : 10. 15 ~ 12월 말 사업종료 시까지
-내
용 :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화 보조금 지원
• 추진경과
- 내부회의 : 10. 15(월)
- 컨설턴트 대표회의 : 10. 17(수)
- 컨설팅 기초자료 제공 : 10. 22(월)
- 사업화 보조금 평가기준에 대한 회의 : 11. 1(목)
- 1차 컨설팅 실시 : 10. 31(수) ~ 11. 5(월)
- 중간평가서 수령 : 11. 9(금)
- 평가단 회의 : 11. 14(수)
- 사업화보조금 지급을 위한 내부회의 : 11. 19(월) ~ 21(수)
• 사업화보조금 지급절차 및 심사기준
- 컨설팅 중간평가서 검토
- 창업자들의 자금 사용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 평가위원단 회의
- 심사자료
· 컨설턴트의 중간평가서
· 창업자들의 자금 사용계획서
· 컨설턴트가 300만원이상 신청한 창업자에 대한 인터뷰
- 실무진 회의 및 평가 :
· 평가단에서 선정된 창업자의 성실성(교육 이수 율, 참여도, 상주시간), 태도 및 자금 사용계획 중복여부를
확인 후 조정 및 확정
• 사업화보조금 지급대상
- 예비창업자 75명 중 28명 지급
- 사업화 보조금 총 지급액 55,740,000원

Ⅱ. 울산청년CEO육성사업
• 창 업 자 : 수료인원 중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시작한 인원
• 창업 준비 : 수료인원 중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연기되었거나 9개월의 과정 중에 사업을 현실화 시키지
못한 인원
총인원
구분

참가인원

인원
목표
인원

결과
인원

150

155

울산청년
창업센터
비율
(%)
103

울 산
대학교

영 산
대학교

울산과학
대학교

춘해보건
대학교

목표
인원

결과
인원

목표
인원

결과
인원

목표
인원

결과
인원

목표
인원

결과
인원

목표
인원

결과
인원

84

92

37

36

7

6

15

1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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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탈락

28

18

18

8

1

0

1

수료인원

127

82

74

28

5

15

5

창업자

100

창업준비

86

67

41

33

56

51
23

24

15

5

13

1

10

14

4

5

5

1

0

2) 창업 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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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인원
(명)

수료인원
(명)

사업자발급
현황(개)

세무신고
매출현황
(천원)

고용현황
(4대보험)
(명)

지식재산권
(개)

155

127

86

223,880

4

13

3) 수료자 현황
분야별 현황

성별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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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인원
(명)

기술

지식

일반

남

여

29세이하

30세이상

127

37

35

55

49

78

65

62

Ⅲ. 기타 사업
1

울산발전협의회 운영

(1) 울산발전협의회
1) 총회
•목

표 : 울산광역시 발전협의회의 2011년도 활동을 정리하고, 2012년의 활동을 위한 2기 위원 위촉 및 방
향 설정
• 일시 및 장소 : 2012. 3. 20(화) 10:30 시청 7층 상황실
• 활동내용 : 위촉 패수여, 위원장 선출, 위원회 발전방안 논의 등

•목
표 : 제 2기 울산발전협의회 2012년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한 상반기 분과위원회 개최에 대한 계획임
• 일시 및 장소 : 2012. 4. 24(화) 11:00 ~ 12:50 삼산동 북경
• 활동내용 :
- 분과위원장 선출
- 2011년도 제안과제 진행상황 점검, 2012년도 신규과제 발굴 및 제안, 제안단체 추천
- 2012년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협의 등
•결
과 : 울산품격제고분과 과제 6건, 일자리창출분과 과제 4건, 동반상생분과 과제 4건 제안됨

울산평생교육센터

2)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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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 릴레이 인터뷰
•목

표 :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과제에 대한 위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듣고, 과제취합 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2012. 6. 11(월) ~ 6. 29(금) 인터뷰 대상 위원과 개별 협의
•결
과:
- 참여위원 총 18인
- 각 분과별 과제 제안 및 발전협의회의 위상, 비전에 대한 의견 공유

•목
표:
- 2012년 울산발전협의회 상반기 활동을 점검하고 하반기의 사업방향 및 전개방식 결정
- 취합된 2기 울산발전협의회 신규제안과 제에 대해 검토하고 사후처리 방안을 구체화 함
• 일시 및 장소 : 2012. 7. 5(목) 18:30 ~ 21:00 다운동 느티나무
• 활동내용 :
- 울산발전협의회의 2012년 상반기 활동 정리 및 평가
- 분과위원회와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취합된 과제에 대한 논의 및 사후처리방안협의
- 울산발전협의회 하반기 사업방향 논의

5) 워크숍
•목

표 : 2012년도 분과별 회의를 거쳐 도출된 아젠다를 협의회 내부적으로 공론화하고 시 담당 공무원들
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2012. 10. 5(금) ~ 6(토) 아셈블 관광호텔

ULSAN DEVELOPMENT INSTITUTE

4) 임원회의

Ⅲ. 기타 사업
•활동내용:
- 특강 1 : 창조도시 울산, 성찰과 모색(이철호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 특강 2 : 울산 형 창조도시 계획(강영훈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사회실장)
- 분과별 활동 및 발표총평
- 신규 아젠다 발표 토의 : 분과별 신규 제안 과제 발표

6) 최종 보고회

울산평생교육센터

•목
표 : 2012년 2기 울산광역시 발전협의회 활동을 정리 및 점검하고 활동에 대한 최종 보고
• 일시 및 장소 : 2012. 12. 20(목) 11시 경복궁
• 활동내용 :
- 2012년 2기 울산발전협의회 활동보고 발표
- 2012년 2기 울산발전협의회 활동정리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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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울산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 (학생모형 F1자동차 제작/경주 대회)

[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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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주력산업의 하나인 자동차산업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울산 자동차의 날 행사에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민들에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
하여「제6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의 부대행사로 학생모형 F1 자동차 제작/경주대회 프로그램을 진행
•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등 지역민이 참여하는 자동차 과학캠프의 운영으로 자동차공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흥미 유발
• 설계, 해석, 공작, 시험, 실행 등 일련의 공학 프로세스 조기 경험의 장으로 활용
• 자동차 경주를 통한 흥미 부여로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 유도
•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울산지역의 잠재인력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관심 제고
• 창조력, 프로젝트 관리 능력, Team-work정신, Communication능력 교육에 의한 자동차산업의 간접 체험
• 꾸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자율적 학습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울산지역 자동차 산업의
전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울산시민에게\자동차산업의 메카로서의 자긍심 고취

[ 사업추진현황 ]
• 주 최 : 울산광역시
• 행사주관 : 울산발전연구원(RHRD센터)
• 참여기관 : 교육청, 주식회사 민정지, 청소년연맹 등
• 사업기간 : 2012. 4∼2012. 5. 31(2개월)
• 사업일시 : 2012. 5. 12(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장소 : 울산대학교 체육관
• 참여인원 : 200명 (50개팀)
• 초등팀(지도교사 포함) : 10개팀(40명)
• 중등팀(지도교사 포함) : 10개팀(40명)
• 고등팀(지도교사 포함) : 10개팀(40명)

[ 추진성과 ]
• 자동차를 학습도구로 설계, 분석, 공작, 시험, 실행 등의 과정으로 젊은 인재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고취
• 울산의 전략산업인 자동차산업에 대한 홍보와 행사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마련함
• 자동차공학에 대한 관심과 동기 부여로 미래 우수인재 양성에 따른 실질적인 산학협력체계 구축

울산평생교육센터

• 대학팀(지도교수 포함) : 10개팀(40명)
• 현장참여 가족팀(초등학생 1명포함) : 10개팀(40명)
※ 부문별 우승팀은 울산광역시장상 수여
• 진행내용
- 자동차디자인 평가, 자동차성능평가(자동출발, 고급별)
- 자동차 Knock-out, 토너먼트 게임, 시상
- 자동차는 D타입으로 공통구성, 수작업으로 제작함
- 팀구성은 초등팀, 중등팀, 고등팀, 대학팀, 가족팀으로 하고 사전제작팀과 현장제작팀을 운영하여 경주대회
진행
- 자동차제작은 사전에 키트를 배포하여 자동차를 제작 후 행사참여
- 자동차 경주시에는 가족 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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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표
지표조사
시 · 발굴 조사
발굴보고서 발간
계

2012
61
17
4
82

2011
지표조사
시 · 발굴 조사
발굴보고서 발간
계

61
8
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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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센터

문화재센터는 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와 문화유적자료를
분석 · 연구함으로써 울산의 뿌리 깊은 역사성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지역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제64집 - 울주 신화리 유적

조 사 진

송정식, 황현진, 강정미, 이정민, 장지연, 고영민

발굴기간

2009. 10. 5~2011. 3.18.

발행사항

2012. 3.26, 326면

중요유물

무문토기, 반월형석도, 석검, 분청사기, 청동주자

문화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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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신화리(新華里)유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
면 신화리 일원의 경부고속철도(KTX) 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부지 내 2구역에 대한 구제발굴조사에서 확
인된 유적이다. 발굴조사는 문화재청 허가 제2009207(2009. 04. 02)호에 의거하여 2009년 10월 5일부
터 2010년 6월 21일까지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에서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지의 면적은 20,064㎡
(A4-1지구 13,064㎡, B6-1지구 4,922㎡, B6-2지구
2,078㎡)이다.
발굴조사 결과 A4-1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60기, 석관묘 1기, 삼국시대 석곽묘 1기, 조선시대 주
거지 1기, 분묘 76기, B6-1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수
혈 4기, 구(溝) 13기, B6-2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주
거지 1기, 삼국시대 주거지 1기, 수혈 2기, 구(溝) 1기
의 총 161기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조선시대 분묘가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간략히 살펴보면, 청동기시대 주거
지는 구릉 정상부의 경우 남북방향의 세장방형과 장
방형이 주를 이루고, 구릉 사면부에는 방형이 주로 확
인된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노지, 주혈, 벽구, 배수
구 등이 있다. 출토유물은 A4-1지구에서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석기류 등 179점과 조선시대 자기류 등 90
점, B6-1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토기 6점, B6-2지
구에서는 청동기시대 토기 2점과 석기류 9점 등 총
286건 299점이 확인되어 토도류와 석기류가 주를 이
룬다.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유물을 검토해 보면 2단계
로 설정할 수 있는데, 각 단계의 위치를 울산지역 청
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 내에서 상정해 보면 1단계의

경우 중대형의 장방형 주거지가 주를 이루며 구릉의
정상부를 에워싸듯이 배치된다. 문양으로 보면 복합
문이 단독문양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로,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2단계의 경우 주거지가 정형
화되는 단계로 토기 문양에 잇어서 단독문양만 나타
나는 시기이며 검단리 1 · 2기에 해당된다. 시기는 청
동기시대 후기 전반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분묘는 해발 66~78.5m 선상의 구릉 사면부
에 위치한다. 특히 동쪽을 바라보는 남서쪽 계곡부에
집중되고 있다. 출토유물은 자기(분청사기, 백자)와
옹기병, 각종 구슬장식, 청동주자, 완(발), 청동숟가
락· 젓가락을 비롯하여 청동도장, 엽전 등이 있다. 분
청사기는 인화문이 조밀하게 시문된 것과 귀얄기법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전반
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울주 신화리유적은 청동기시대 취락과 삼국시대 및 조
선시대 분묘군이 주를 이루는 복합유적이며, 신화리·
교동리 일대에 형성된 청동기시대와 삼한·삼국시대
대규모 취락의 일부이다. 또한 조선시대 언양지역 분
묘의 분포양상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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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진

김현철, 김민경, 김성욱

발굴기간

2012. 1.11~2012. 1.18.

발행사항

2012. 3.31, 47면

중요유물

무문토기, 반월형석도, 석촉
문화재센터

1호 주거지는 정형성이 있는 주혈배치와 노지의 배치,
발달된 벽구와 배수구 시설 등에서 전형적인 울산식
주거지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준다. 2호 주거지에서는
적석한 행위가 확인되었다. 환구는 안쪽에 관련시설
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에 주거지 주위를 감싸는 연암
동형 주거지의 외곽주구와는 다른 성격의 유구로 추
정되며, 주구묘의 주구와는 평면형태가 다르고 매장
주체부가 없다는 점에서 무덤일 가능성은 적다. 명확
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저장 또는 의례관련시설로 추
정하였다.
주거지는 장방형의 평면형태에 벽구와 배수구가 발달
된 형태이다. 환구는 안쪽에 시설이 없는 도랑으로 주
거지 외부에 둘러진 주구와는 다른 성격의 유구이며,
저장 또는 의례시설로 추정된다. 유구의 시기는 정형
성이 있는 주거지의 구조와 돌뉴문+낟알문, 돌뉴문
등의 무문토기 문양구성으로 볼 때 청동기시대 후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이번 발굴조사의 성과는 울산지역 특히 동천유역에 분
포하고 있는 청동기시대 취락의 일반적인 양상을 확
인하였다는 점과 발굴조사 지역 주변에 유적이 분포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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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천동 202-1유적은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02-1번지 일원의 다세대 주택 신축에 따른 구제발굴
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이다. 유적이 위치
한 곳은 일대에 발달해 있는 구릉 가운데 하나이며 기
복이 거의 없는 평탄한 지형으로 최근까지 경작지(논)
로 이용된 곳이다. 북쪽의 낮은 구릉을 배경으로 냉천
마을이 입지해 있는데 마을 앞 경작지가 바로 유적이
위치한 곳이다.
발굴조사(문화재청 허가 제2011-865호)는 표본조사
에서 유구가 확인된 684㎡에 대해 2012년 1월 11일부
터 18일까지 시행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유구는 청동
기시대 주거지 3동, 환구 2기가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토도류 26점, 석기류 7점 등 총 33점이 출토되었다.
유적이 위치한 신천동 · 매곡동 일대의 청동기시대 취
락은 완만한 구릉지역에 주로 분포하는데, 신천동
202-1유적도 입지환경은 이와 비슷하다.
유적 주변에는 신천동 냉천유적, 매곡동 신기유적, 매
곡동 508번지 유적, 신천동 냉천유적Ⅱ 등이 분포한
다. 이들 유적은 청동기시대의 취락이며 청동기시대
이후의 유구와 유물은 극히 일부에서만 확인되는 공
통점이 있다. 유구의 중복현상이 많고 밀집도가 높은
점이 이 일대에 분포하는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의 특
징이다. 특히 신천동 냉천유적Ⅱ는 조사대상지와 인
접해 있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 범위는 조사구역이 협소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유구의 배치양상으로 볼 때 이 일대에 분
포하는 청동기시대 취락의 일부분에 해당될 것으로 추
정된다.

제66집 - 울주 굴화리 백천들유적

조 사 진

이재흥, 김광옥, 한선영, 김현주

발굴기간

2009. 10.15~2010. 7.12.

발행사항

2012 .6.1, 239면

중요유물

발형토기, 석도, 석검

문화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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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굴화리 백천들유적은 (주)푸른울산의 굴화하수
종말처리 시설 건립을 위한 구제발굴에서 확인된 유
적이다. 발굴조사는 2010년 4월 15일부터 2010년 7월
12일까지 전체사업부지 내 7,390㎡에 대해서 이루어
졌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35동·수혈유
구 13기·구상유구 29기·굴립주 건물지 1동·주혈군 1개
소, 시대미상 수혈군 1개소·주혈군 1개소, 청동기시대
부터 이후 시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유로 1기
등이 조사되었다. 본 유적은 울산지역에서도 그 사례
를 찾기 어려운 태화강변에 형성된 범람원에 위치하
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대규모 취락유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먼저 유적의 입지를 살펴보면 유적의 태화강 남안에
바로 인접하여 범람의 피해가 극심하였을 것으로 이
해되어 유적의 존재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그러나 조
사결과와 지형및 지질분석결과 범람원 배후에 형성된
자연제방에는 주거지가 분포하고 비교적 고도가 높은
버람람원 고위면에는 구상유구가 분포하는 대규모 청
동기시대 취락임을 알 수 있었다.
유적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거지의 경우 평면형
태가 장방형이 주를 이루고 규모는 중·소형이며 벽구,
외부배수구 등의 내부구조를 보이는 청동기시대 후기
의 전형적인 울산식 주거지로 이해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 1기, 방형 4기를 제외
하고 28기가 모두 장방형이다. 노지시설의 경우 대부
분 무시설식으로 타원형의 수혈을 주거지 중앙이나 한
쪽으로 약간 치우쳐 설치하였다. 주혈의 배치는 10주
식의 경우 평면형태가 세장한 주거지 1기에서만 확인

되고 평면형태가 방형인 주거지에서는 4주식이 평면
형태가 장방형인 주거지에서는 6주식과 8주식이 확인
된다. 주거지 벽구는 벽가에 모두 설치 된 것이 대부
분이지만 일부만 설치된 것도 일부 확인된다. 외부배
수구는 대부분 설치되었고 모두 배수가 용이한 경사
면 아래쪽으로 설치되었고 암거형태를 보인다. 한편
주거지 13호의 경우 연암동형 주구가 외부배수구가 연
결되어 있다.
본 유적에서는 울산지역에서도 보기 드물게 청동기시
대 구상유구가 다수 확인되었다. 구상유구의 평면형
태는 대부분 일자형이지만 말각장방형도 일부 보인
다. 구상유구의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
만 경작유구일가능성도 있으나 구상상유구와 주거지
의 외부배수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보이고
있어 주거지의 배수시설일 가능성이 많다.
본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청동기시대 관련
유룰로 무문토기 50점, 토제품과 석기류가 35점이 출
토되었고 토기 2점과 석기 3점이 지표채집되었다. 무
문토기는 발형토기가 대부분이며 구연부에는 공렬문,
낟알문, XX문 등이 단일 혹은 복합적으로 시문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 사응로 미루어 볼 때 유적의 청
동기시대 후기의 이른 단계에 해당한다.

제67집 - 울주 연자도 유적

조 사 진

배은경, 김성식, 김지연, 전은영, 이선철, 박찬미

발굴기간

2010. 9.13~2010. 12.20.

발행사항

2012. 12.24, 620면

중요유물

금동불상, 청동도가니, 청자베개
문화재센터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항시 사람이 생활하고 활
동한 지역이 아니라 일시적인 특수상황으로 인해 조
성된 임시거처와도 같은 유적이다.
두 번째로는 울산지역과 경상도 일대를 근거로 한 해
상무역의 거점지역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다. 유적
내에서 확인되는 온돌을 설치하지 않은 창고로 추정
되는 건물지 시설과 위세품 성격이 강한 수입자기의
확인, 양질 청자의 다량 출토 등은 해상무역이 활발하
였던 고려 후기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반을 가진 이들의 생활과 생업의 근거지였
음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이다.
울주 연자도유적 발굴조사는 울산지역 고려시대 사람
들의 생활과 생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발굴조사로서 고려 말 몽고침입과 관련한 정
치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연구할 만한 중요한 유
적이다.
울주 연자도유적은 섬이라는 이유로 13세기 이후 지
금까지 훼손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었던
귀중한 유적이다. 이 유적의 조사 결과는 울산지역 뿐
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생활상과 문
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보고서에 미처 다 수록하지 못한 자료의 해석과 자세
한 사항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여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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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연자도유적은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실
시하면서 공장부지 조성에 앞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고려시대 온돌 건물지를 비롯한 건물지 21동, 수혈식
주거지 6동, 수혈유구 278기가 등이 확인되었다.
건물지 내에 설치된 온돌 구들과 아궁이, 개자리 등 형
태가 다양하고 변화 양상이 뚜렷하여 우리나라 온돌
시설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건물지와 수혈에서 출토된 유물은 청자 414점 이상,
도기 159점 이상이며 기와도 어골문 중심의 막새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금속유물로는 금동불상과 철
솥, 철추 등이 건물지 내에서 출토되어 그 시기의 생
활상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수혈에서 출토된 도가니
2점은 자연과학적 분석을 의뢰하여 청동 도가니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청자의 중심지에서 다소
벗어난 지역이라고 여겨졌던 울산에서 12~13세기대
의 양질의 청자가 다양하게 출토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과히 놀랄만한 일이라 하겠다. 출토된 청자의
다양한 기종과 문양, 태토 받침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울산지역의 지역색을 반영한 청자의 편년을 설정한 것
은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유적이 입지한 지형적 특성과 잔존하는 유구의 특징
들을 통해 검토해보면 유적의 성격을 크게 두가지 정
도로 추정할 수 있겠다. 먼저 울산지역의 호족세력들
이 몽고침입에 즈음 나라의 명을 받아 섬으로 들어가
기거하면서 조성한 해도입보 유적일 가능성이다. 유
적에서 유일하게 존속시기가 확인되는 청자의 존재시
기가 12~13세기대를 넘어서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이
유적이 단기간 동안에 조성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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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대학-기업 파트너십 강화 방안 연구
• SSM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상권 조사·
분석
• 울산지역 금융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울산광역시 국제화 지표개발 및 평가
•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 하수처리장의 직영운영과 민간위탁운영 비교분석
• 울산광역시 가로수 수종 선정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추정 연구
• KTX개통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방안
• 안전도시 울산 건설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운영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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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조선·해양 중소업체 발전방안
• 세계적인 생산도시의 산업 R&D 역량 현황
• 울산의 비철산업 현황과 육성방안
• 울산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IT융합 활성화 방안
• 회야댐 인공습지 설치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태화강의 지속적인 가치 제고를 위한 관리 및 활용
방안
• 도심옥상녹화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 울산광역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도서관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 방안)
• 한글 대축제 : 울산과 한글의 세계성 연구
• 울산시립박물관 창조적 운영계획 방안
• 울산 비도시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 주민참여형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연구
• 울산형 일자리 창출모델 개발
• 울산 산업정책의 방향과 실천과제
• 토양오염 복원을 위한 울산시 정책방안 연구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 울산대교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및 도시발전
방안 연구

2009
• 한미 FTA대응 정밀/석유화학 수출확대 및 신산업
창출방안
• 울산 소재 기업의 R&D 시스템과 성과
• 액체물류 특화항만으로서 울산항의 국제경쟁력 분석
•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량화 대책
• 태화강 둔치 수목식재(추가식재) 방안 연구

• 울산지역 시민의 문화지수 측정과 문화향유 실태
분석
• 반구대암각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전시관 기능 연구
• 울산지역 레저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 울산 교통수요관리방안 연구
• 장래 시가화 예정용지 수요 분석
• 미분양 주택 특성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수립연구
• 환동해경제권과 울산의 발전전략
• 울산지역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
• 울산지역 주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특성과
전략적 접근
• 울산의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2008
•
•
•
•
•
•
•
•
•
•
•
•
•

울산광역시 자체평가지표체계 개발
시장개방에 따른 울산지역산업구조 변화가능성 연구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육성방안
고령화 대책과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연구
에코폴리스 울산계획 수정계획을 위한 연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대응방안
생활폐기물 관리실태의 개선 및 선진화 방안
울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 및 주민체감도
증대방안
울산지역 문화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연구
효율적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울산 도심지역 관리방안 연구
울산광역시 도심과 주변지의 공간적 전문화특성과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
환동해경제권의 발전과 울산의 역할

2007
•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울산지역 혁신주체간 효율적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연구
• 지역 유망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초산업
분석
• 울산항 액체화물의 부가가치 효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태화강 유입오염원 제어를 통한 장기수질 변화 연구
•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최적설치 방안 예비 타당성
검토 연구
• 도심공원 가치평가 연구 - 울산대공원을 중심으로
• 지역대표축제 발글을 통한 도시브랜드 창출 전략
연구
• 친환경 도시개발 추진방향 연구
• 도시정비 예정구역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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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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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울산중장기발전계획」수정계획 수립 연구
아카데미폴리스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혁신도시건설과 도시발전 연계방안
울산지역 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과 성과측정
글로벌 생태도시를 위한 실천과제 수립
체육시설 운영개선 및 활용도 제고방안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2005

2004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2003년 연속과제)
울산지역혁신연구회 사업(2003년 연속과제)
Ecopolis 울산계획 수립(2003년 연속과제)
소프트 인프라 부문 확충을 통한 울산 정주성 제고방안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진흥방안
지방세 제도개선
자동차 부품산업 박람회 타당성 검토
수질보전 기본계획 수립
3개 로타리주변 상권활성화 방안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에 따른 주변관광 활성화 방안
석유화학공단의 위험성 분석 및 소방관리 대책연구
걷고 싶은 울산 만들기
지속성장 가능한 울산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용량
(Planning Capacity)평가
• 울산광역시 공무원 형태개선 전략
• 한일해협권 경제통합을 위한 전략 연구
• 지역정보화 정책으로서‘정보화마을’연구

2002
• 울산 중장기 발전계획
• 동남경제권 지역잠재력 분석과 균형발전 방향 조사
연구
• 중소기업수출진흥 종합시책
• 울산 IT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 제2차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 수립
•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발전방향 및 복지시설 수요
예측
• 디지털시대의 지방행정생산성 및 품질제고 방안
• 2002 주거문화 실태조사 연구
• 일본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소프트 경쟁력 강화방안
• 고대 탄요 연구
• 울산읍성의 역사성과 실태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

2001
•
•
•
•
•
•
•
•
•
•
•
•
•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 모델
울산지역 유통산업 발전방향
악취발생 방지대책
울산 문화예술발전 중장기 계획
울산광역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방안
울산의 경제산업 정책방향
울산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울산광역시 토양오염방지 및 관리방안
울산광역시 환경용량 평가
울산광역시의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개발의 방향성
동해안 고총고분군을 통해 본 울산지역 고분군의 성격
울산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방안
울산과 경주지역 횡혈식 석실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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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산업정책과 연계한 유통산업 활성화 방안
Ecopolis 울산계획
도심 소하천 생태하천 조성에 따른 유지용수 확보방안
울산 관광자원 연계화 방안 및 지역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국가산업단지 미개발 지역개발 방안수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울산 어린이축제 기본계획 수립
동아시아 경제교류 기구창설
‘쓰레기 제로 울산’을 위한 환경부 체험교실 운영
사회복지공무원 전문교육교실 운영
지방행정 혁신전략과제
「푸른 울산21」의 평가와 과제

지난 11년 연구목록

• 고유가가 지역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과 미래산업구조 연구
• 민간위탁에 따른 효과 등 분석 평가
• 폐기물 재활용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
• 소방체험 교육을 통한 소방안전의식 증진방안
• 지방세외수입 증대방안 -경영수익사업을 중심으로
• 울산여성 통계지표 개발
• 울산광역시 위상확보 방안 -인구증가(유입)방안을
중심으로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 울산권 복합관광레저도시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
• 지방정부의 u-city 구축모델 연구
• 한일 친수공간(Waterfront)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 울산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정책방향
• 울산시 자연형 하천 정비방안
• 현 단계 울산지역 IT 로드맵 연구
• 지방정부의 온라인 주민참여 방안 연구

•
•
•
•

연구실적
[ 수탁과제 ]
20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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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10년도 이행평가 용역
중구비전 2030 학술용역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이전공공기관 및 울산 산학연간 인적자원 및 지식
서비스 수요공급체계 구축방안 용역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울산지역 금융기능 강화방안 연구
울주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특구 발전방안 연구
201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여천천 역사문화공간 조성 마스터플랜
울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방안 조사연구
2011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평가

2010

Annual Report 2012

• 울산광역시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 울산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마스터플랜 수립
• 태화강 둔치 추가 수목식재 수리 검토 연구
• 낙동강수계 중 울주군지역의 제2단계 오염총량 관리
•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따른 UPA의 역할 및 대응방안
• 울산광역시 남구 온실가스 저감 종합계획 수립
•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에 따른 연관산업 활성화 방안
• 동천 둔치 수목식재 수리검토 연구
• 201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남구 공공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
• 태화강 수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2010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산학융합교육
과정 혁신을 통한 Global Expert 양성평가
• 여객 기종점통행량(O/D) 공동교통조사사업

2009
• 동천강 마스터플랜 수립
• 울산광역시 온실가스 저감 기본 및 실천계획 수립
• 울산광역시 주택종합계획 수립
• 동해안권 권역별 잠재력 분석 및 신성장동력화 방안
• 낙동강수계 밀양B유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오염
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 울산지역 산업체간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GIS기반의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연구
• 수도계량기 미감지율 조사 분석보고서 작성
• 울산광역시 여성인적자원DB 구축사업
• 에코폴리스 울산계획 수정계획(2단계) 수립
• 울산 동구 100년사 발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계획
•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 온산범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 2009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전문가 교육을
통한 학생 취업역량 강화사업평가
• 울주군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학술용역
• RIST울산산업연구소 유치 효과 및 미래 방향 학술 용역
• KTX울산역세권 특성화전략구상 학술용역

2008
• 여천배수장 수질오염조사 및 개선방안 타당성 검토
• 외황강 마스터플랜 수립
• 울산광역시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 복합에너지 생산연구단지 조성논리 개발 및 기본구상
• 혁신도시 기능활성화와 지역연계발전방안 연구
•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 오영수 · 서덕출 문학기념사업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 울산광역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 처용문화재 명칭변경 및 축제의 발전방안 연구
• 2007년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혁신도시 기반 구축 용역
• 공장입지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영향분석
• 활천일반산업단지 입주수요조사
• 울산 경관기본계획 수립
• 국가 기간산업 테크노산단 타당성 및 기본계획연구
• 울산 울주군 옹기엑스포 백서발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2007
•
•
•
•
•

2007 울산가족 여성 지표조사 및 정책방안
언양읍외 2개소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학술용역
태화강둔치시설 이용 종합계획
울산곤충축제 타당성 검토 연구
광역시 승격 10주년 분야별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
방안 연구
• 울산 물류·유통시설 조성 계획 수립
• 한미FTA가 울산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울산을 빛낸 인물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 울산산업자치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 울산 해운항만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 가천 · 교동지구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 온산국가산업단지소성(확장)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 울산환경 10년, 그리고 내일
• 지역특수적 경제통계 개발 및 구축 방안
• 음식물자원화시설 시설개선 사항 검토 연구
• 태화강 방사보 철거이후 생태, 수질환경 영향조사
및 평가
• 2030 울주군 중장기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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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
•
•
•
•
•
•

•

2005

2004
• 언양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정 연구

2003
•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 중앙시장 CI 개발
• 울산 중앙시장 활성화 계획
• 전통옹기 문화체험마을 조성계획 수립
• 신한기계(주)공장부지조성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 동남권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현황 및
혁신역량 분석
• 로컬 거버넌스 시대의 지방의회 발전방안
• 도시물류 기본계획 수립
• 지역혁신 5개년 계획

2002
•
•
•
•
•
•

울산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옥동저수지 수질개선 방안
울산광역시 지역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
테크노빌딩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울산사랑운동 설문조사
친환경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2001
• 제3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 21C동구발전 기본계획
• 2001년도 과학기술 자문관 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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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동해권 발전계획
•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전략
• 태화강변 경관계획 수립
• 지역제조업체 IT기술 활용실태와 DMITRC 역할에
관한 연구
• 호소중심의 공공수계 수질환경 개선방안 연구
• 태화강지천(약사천, 명천천) 오염실태조사 및 오염
차단 방안제시
• 울산광역시 사회복지 중·장기발전계획
• 2021년 울산도시 기본계획 일부변경수립 학술용역
• 울산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 울산지역 중·장기 인력 및 훈련수요 전망
• 울산지역산업연관분석
• 울산광역시 장애인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지역과학기술문화 역량제고 정책방안
• 울산 동구 해양문화관광 자원의 사업화를 위한 포럼
•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 한국석유화학산업의 미래전략 수립
• 태화강 방사보 존치여부 타당성 검토
• 2005 울산시정 현황
• 지역혁신연구회 운영사업
• 울산지역 국립대학교 설립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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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울산 랜드마크 개발과 추진방안 수립연구용역
물순환도시 울산 종합계획 수립
회야강 수질현황 가이드
남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동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울산광역시 생산자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2006년 과학기술인상 심사·선정
울산광역시 노동시장구조분석 및 중소기업인력수급
개선방안
태화강 발원지 찾기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타당성 용역
중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노사협력문화 확산 방안
태화강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
울산대중교통기본계획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개선 등 발전방안 마련 학술
용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능활성화방안 학술용역

• 지방세외수입 확충방안
• 태화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연구
• 공동주택 및 재건축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학술연구
• 울산광역시 여성발전종합계획
• 울산광역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 낙동강 취수원수 수질확보 및 수계 관리기금운용
개선방안 연구
• 울산광역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 거점별 특화전문시장 육성방안
• 울산대표 국제행사 선정
• 고속철도 울산역세권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
• 실버문화산업 육성과 중구 혁신체제 구축
• 풍요로운 강동권 개발을 위한 포럼
• 울산광역시 주거문화실태조사
• 지역혁신연구회 운영사업
• 울산지역 전략산업분야의 성인 직업능력개발 수요조사
•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 지역친화적 과학기술 문화 육성방안 연구

연구실적
[ 협약과제 ]
2011
•
•
•
•

울산 녹색성장포럼 운영
2011년 울산교통포럼 운영
울산 북구 인력수급 및 고용환경 실태조사·분석
울산공업단지 5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2010
지난 11년 연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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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울산교통포럼 운영
울산녹색성장포럼 운영
울산여성포럼 운영
울산경기선행지수개발
원전산업 육성발전 마스터플랜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 방안 연구
울산지역 효율적 토양보전을 위한 기술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선진노사포럼
처용학술제
동남권여성발전네트워크 여성발전대토론회
자립형 공동체(CB)사업 교육컨설팅 등 지원사업
제4회 동해안발전포럼

2009

Annual Report 2012

•
•
•
•
•
•
•

울산교통포럼 운영
울산여성포럼 운영
생태효율적 관점에서 환경인프라 개발사업 평가
태화강 마스터플랜 2단계 추진방안
녹색성장포럼 운영
울산선진노사포럼 운영
울산 노사민정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파트너십 활성화
토론회
• 울산 혁신도시건설 및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포럼
• 2009 지역인재육성사업

2008
•
•
•
•
•
•
•

2008과학기술인상 대상자 선정
2007 울산여성포럼 운영
울산선진노사포럼 운영
울산혁신도시건설 및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포럼
울산발전 미래비젼 국제세미나
합리적 교섭방안을 위한 노사대토론회

2007
• 007년도 과학기술인상 운영
• 공업용수의 오염현황조사 및 수질개선방안 수립
• 2007 울산여성포럼 운영

2006
•
•
•
•
•

주민자치위원장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
물순환도시 울산 종합계획 수립
회야강 수질현황 가이드
2006년 과학기술인상 심사·선정
울산광역시 노동시장구조분석 및 중소기업인력수급
개선방안
• 노사협력문화 확산 방안
• 동서교류협력사업 영호남 연구원 세미나

[ 현안과제 (수시) ]
•
•
•
•
•
•
•
•
•
•
•

2 0 1 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

9건
6건
9건
13건
13건
36건
32건
36건
28건
26건
1 1건

간행물
[ 정기간행물 ]
• 『울산발전』 (계간, 2003년 1월부터 발간)
• 『울산경제동향과 전망』(계간, 2004년 4월부터
2009년도까지 발간)
• 『이슈리포트』(수시, 2008년 5월부터 발간)
• 『경제사회브리프 & 도시환경브리프』(주간,
2011년 12월부터 발간)

세미나 ·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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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08

•
•
•
•
•
•
•
•
•
•
•
•
•
•
•
•

•
•
•
•
•
•
•

2010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건설 심포지엄(5. 3)
지방R&D 기반실태 및 시도별 특화방향(6.17)
울산의 걷는 길 조성방안(6.17)
울산녹색성장 전략산업 심포지엄(6.25)
동북아 초국경 지역발전과 정책과제(7.7~9)
북한경제와 동북아시아경제권(9.17)
창조도시 울산의 새로운 도전(10. 1)
신라의 대외관계와 울산항 (11.20)
커뮤니티 비즈니스 :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12. 9)
울산의 근대문화 스토리자원 발굴방안(12.15)

2009
• 울산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아동교육인력의 과제(3.26)
• 울산지역 문화소비 현황과 진작방안(4.24)
• 울산여성정책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방안(5.20)
• 환동해 경제권의 발전과 울산의 미래(6.30)
• 울산 녹색성장 미래전략 심포지엄(7.30)
• 복지에도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9.25)
• 울산의 옛길, 울산권역의 산과 그 문화유적(11.10)
• 2010년 울산경제전망 세미나(11.25)
• 울산시민의 정체성 연구(12.16)

2007
•
•
•
•
•
•
•
•
•
•
•
•
•
•
•
•
•
•

울산 중장기 수정계획 시민공청회(3.16)
울산자유무역 지정을 위한 세미나(4.23)
지역화폐운동의 실천적 의미와 향후 전망(4.23)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전략 세미나(5.7)
공업용수의 현황과 분리막 이용 수처리 기술(6.20)
울산의 세계도시화 전략과 과제(7.5)
가족친화형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산 과제와 전망(7.11)
지역혁신사례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광역경제권의 의의와 형성(7.24)
여성문화발전과 지역공동체형성 전략 모색(7.27)
동남권의 잠재력 분석과 공동발전방안(10.5)
부울경 광역교통망 구축방안 연구세미나
Governance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전략방향(10.12)
울산의 도시브랜드 현황과 과제(10.17)
공업용수 수질개선을 위한 막여과공법 적용(10.18)
2007 기본과제 연구발표회(10.04,10,11,12)
울산학 연구발표회(11.14~15)
울산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방안(11.30)

2006
•
•
•
•

울산여성에게 묻는다(3.30)
그랜드 디자인 울산(4.20)
노사협력문화확산 대토론회(9.27)
수도권에 대응한 영호남 지역 경쟁력 강화(12.7)

2005
•
•
•
•
•

태화강 마스터플렌 수립 시민토론회(1.21)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공청회(2.16)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울산’의 발전방안(4.28)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1주년 기념 심포지엄(6. 9)
울산의 정체성과 지역학 연구방안(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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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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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부정책방향과 보육문제(5.2)
우리아이들이 행복한 울산 만들기(6.20)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한 울산산업 대응방안 모색(7.3)
울산선진노사포럼 세미나(10.7)
1920~30년대 울산의 모습(10.10)
울산발전 미래전략 국제세미나(12.16)
2009년 울산경제 전망 세미나(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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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도심정책과 울산, 실행과 교훈(3. 8)
매경-울산 창조도시 포럼(5.12)
CO2 포집기술 현황 및 활용방안(5.26)
박물관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 창출방안(5.27)
울산의 산업화와 사택문화(5.31)
울산지역 은퇴자들의 행복과 여가활동(6.29)
울산의 색채계획을 통해 보는 도시경관(8.31)
녹색기업 관리방안 세미나(9. 6)
울산발전연구원 개원10주년 기념 심포지엄(9.27)
기후변화 잘 적응하고 있는가(9.27)
창조도시를 향한 울산의 교육 발전(10. 7)
고속철도와 도시발전, 그리고 울산의 미래(10.24)
녹색성장시대 울산생태산업단지 발전방안(11.16)
울산 청년층 및 중·장년층 일자리 현황과 창출 방안(11.25)
외국인주민 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토론회(12.14)
울산의 전통적 놀이문화 씨름 세미나(12.20)

세미나 · 심포지엄
2004
• 에코폴리스 울산계획 워크숍(2.27)
• 시민과 함께하는 울산선언 2004 시민대토론회(5.7)
• 울산지역 노사관계 혁신방안(5.28)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6.15)
• 제9회 여성주간기념 여성정책토론회(6.18)
• 2005년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방안(7.21)
• 울산지역 국립대학설립 기본구상 시민공청회(10.5)
• 지방분권시대의 국토계획과 울산의 미래(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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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
•
•
•
•

울산지역 전략산업 육성방안(3.7)
노사관계와 지역발전(3.18)
도심 생태하천 조성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3.28)
“생태도시 울산”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6.27)
울산광역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공청회(12.5)
울산지역 혁신현황과 지역전략산업(12.22)

2002

Annual Report 2012

•
•
•
•
•
•
•
•

울산 주력산업의 현재와 미래(2.21)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7.23)
울산 과학기술 혁신 토론회(8.29)
21세기 국가간 경제통합 추세와 지역발전(9.3)
분권화와 범광역행정(9.9)
복지도시·여성도시 울산 만들기(10.12)
21C 문화의 세기에 대비한 울산의 문화·관광정책(10.17)
UN 환경도시 지정을 위한 울산의 방향(10.30)

2001
• 울산의 바이오산업 육성전략(3.30)
• 울산사랑(10.15)
• 울산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장기전략(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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